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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t has been known that Korean preschoolers are actively engaged in reading 
and writing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tent of Korean 
children’s word reading and word writing abilities by phonological, orthographic, and 
morpho-semantic abilities. Methods: Seventy 5- to 6-year-old children wer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nd their average of IQ score was 100. Each child read and wrote 14 two-syllable 
words and 14 two-syllable nonsense words and the accuracy was scored at grapheme 
level.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ies were measured by phonological awareness (PA), 
rapid automized naming (RAN), phonological memory (PM); whereas letter knowledge 
(LK) and copying skills were measured for orthographic abilities, and morphological aware-
ness (MA), vocabulary, story grammar recalling for morpho-semantic abilities. Multiple re-
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with SPSS 23.0. Results: LK, RAN, PM, and MA explained 
57.2 percent of word reading while LK, RAN, PM, and copying explained 65.1 percent of 
nonsense word reading. LK, copying, MA explained 66.7 percent of word writing while 
copying, PA, and LK explained 59.1 percent of nonsense word writing. Conclusion: Given 
that RAN and PM explained word and nonsense word reading, and PA explained nonsense 
word writing, phonological processing abilities seemed to be involved in early literacy ac-
tively. Korean children seemed to be in partial to full alphabetic stage before formal ele-
mentary education. Most interestingly, the dual-route word reading model differentiating 
lexical and non-lexical route could be applied to Korean children’s early reading develop-
ment.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plore early identification of developmental dyslexia 
from the kindergarten level.
 
Keywords: Korean kindergarteners’ word reading and word writing, Phonological process-
ing skills, Orthographic knowledge and copying, Morphological awareness

만 5-6세 아동은 읽기 전 단계와 음성음운 단계에 속한다(Chall, 

1996). 읽기 발달의 시작 단계에서 성인과 인쇄물을 통한 상호작용

을 통해 인쇄물에 대한 지식을 쌓는 문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글

자의 이름을 말하는 글자 인식과 친숙한 단어를 보고 통으로 읽어

내는 통글자 읽기가 시작된다. 그 이후 자소와 음소의 대응 규칙과 

글자 체계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음성음운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낱말 수준의 읽기와 쓰기는 비슷한 인지과정을 거치며 발달 초기

에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Ehri, 2000), 성공적인 낱말읽기를 

위해서는 제시된 낱말에서 낱말을 구성하는 자소들을 보고, 각 자

소에 대응되는 음소를 연결하여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낱말 쓰기를 위해서는 쓰고자 하는 낱말의 음운 표상을 떠올리고 

각 음소와 대응되는 자소를 철자법과 순서에 맞게 조합하여 쓰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수준에서 공식적인 한글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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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치원기부터 이미 읽기 교육이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Park & Park, 2014). 2013년

에 만 3-5세 아동을 지도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

로 유아에 대한 읽기 지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주로 ‘다

섯 개 이상의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혹은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로 보고하였다(Park, Kim, & Park, 2013). 

이러한 지도 수준은 누리과정(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내 의사소통 영역에 제시된 읽기 및 쓰기 관련 목표인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기에 읽기 및 쓰기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치원 아동

의 초기 읽기 및 쓰기 발달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 아동의 

읽기, 쓰기 능력을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 자소와 음소가 일치된 의

미 낱말은 유치원 아동들도 97%의 정확도로 해독할 수 있었다

(Kim & Pae, 2007). 형식적인 국어 교육이 시작되기 전인 3월 말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단어 해독 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자소

와 음소가 일치하는 의미 낱말을 83% 이상의 정확도로 해독할 수 

있었다(Jeong, 2014). 또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철자 발달에 

대한 종단연구 결과 기본 모음(ㅏ, ㅓ, ㅗ, ㅜ, ㅡ, ㅣ)과 기본 초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발달이 완성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09). 일반 초등 1-2학년에는 자소와 

음소가 일치하는 철자 쓰기는 이미 완성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

타났다(Shin, 2017; Song, Shin, & Pae, 2016). 

이중경로모형(Dual Route Cascaded Model)에서는 낱말의 친숙

도와 의미 유무에 따라서 읽기 과정을 처리하는 경로에 차이가 있

다고 하였다(Coltheart, Rastle, Perry, Langdon, & Ziegler, 2001). 의

미 낱말 및 친숙한 낱말을 읽을 때는 주로 어휘 경로를 거치며 글자, 

소리, 의미 정보가 표상되어 있는 어휘집을 사용한다. 반면 무의미 

낱말 및 비친숙한 낱말을 읽을 때는 비어휘 경로를 거쳐 자소-음소 

대응규칙에 의존하여 읽는다. 따라서 잘 아는 낱말을 읽을 때와 처

음 접하는 낱말을 읽을 때 수행력과 속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국내 

연구에서 음운해독 단계 아동이 의미 낱말읽기에 비해 무의미 낱말 

읽기의 수행력이 낮게 나타나(Kim & Pae, 2007; Kim & Pae, 2011; 

Yoon, Kim, & Pae, 2011) 무의미 낱말 읽기를 할 때는 비어휘 경로

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낱말을 읽고 쓰는 것은 낱말의 수준뿐만 아니라 음운, 철자, 형태 

및 의미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Bahr, Silliman, Berninger, & 

Dow, 2012; Berninger et al., 2006; Berninger, Abbott, Nagy, & Car-

lisle, 2010; Seidenberg, 2005). 또한 낱말 쓰기에 대한 3중 단어 구성

이론(triple word-form theory)에서는 쓰기 발달 초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음운적, 철자적, 형태적 측면 3가지로 설명했다(Ber-

ninger et al., 2006). Choi와 Lee (2010)는 음운처리 능력, 자모음 지

식, 어휘력이 국내 만 4-5세 유아의 초기 문해 교육에서 중요한 변인

임을 확인하였고, 단어 쓰기에 대해서 쓰기에 적용되는 기본 요소

들을 이해하는 유아는 자소와 음소 관계뿐만 아니라 음운인식능

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유아들이 개별 철자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발달 시기에 따라서 세 가지 요인 중 특정 요

인이 급격히 발달하거나 비교적 천천히 발달할 수는 있지만, 어떠

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함께 

발달함으로써 문해력을 형성한다. 

음운처리력 중 말소리를 인식하고 조작하는 능력인 음운인식력

은 학령전기 아동의 읽기 능력과 강한 상관성이 있으며 읽기 능력

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Cho, McBride-Chang, & Park, 

2008; Kim & Petscher, 2011; Kim, Al Otaiba, Puranik, Folsom, & 

Gruelich, 2014). 또한 음운인식력은 쓰기 능력에 대해서도 고유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Petscher, 2011; Kim et al, 

2014; Puranik, Lonigan, & Kim, 2011). 문자, 숫자 혹은 그림과 같

은 상징을 보고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여 인출해내는 능

력인 빠른이름대기 능력의 수행력이 높을수록 더 정확하고 유창한 

낱말 읽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Cho et al., 2008; Kim & Pet-

scher, 2011; Park, Cho, & Yu, 2013), 낱말 쓰기 능력에 대해서는 유

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S. G. et al., 2013). 

음운기억력은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와 함께 초기 읽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Kim & Kim, 2009), 낱말 읽기 및 낱말 쓰기와 작업

기억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가 있다

(Kim, 2017; Kim & Schatschneider, 2017). 반면 Wagner 등(1997)

은 음운기억력이 읽기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나, 독립적으로 초기 

읽기 능력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Kim, Yoo와 Kim (2010)

는 유치원 아동의 작업기억과 단기기억이 낱말 읽기를 예측하지 못

한다고 하였다. 과제의 유형에 따라 낱말 읽기 및 낱말 쓰기에 대한 

설명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 읽기 및 쓰기를 예측하는 철자력 관련 변인 중 하나인 자소 

지식은 글자의 이름과 소리에 대한 지식으로 높은 수준일수록 더 

발달된 낱말 읽기와 낱말 쓰기 능력을 보인다(Jeong, 2014; Kim, 

2009; Kim & Petscher, 2011; Schatschneider, Fletcher, Francis, Carl-

son, & Foorman, 2004). 또한 자소 지식은 자소와 음소의 대응규칙

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Puranik et al., 2011). 또 다른 변인인 복사

기술은 제시된 문자열을 보고 의미를 나타내는 최소문자 단위인 

자소의 패턴을 작업기억 속에서 이끌어내어 손글씨로 쓰는 과정이

다(Kandel & Valdois, 2006). 국내의 아동들은 글자를 학습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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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의 낱말 읽기 및 낱말 쓰기 설명요인: 음운처리력, 철자력, 형태의미력을 중심으로  •  원상은 외

연습할 때 인쇄물로 제시된 단어나 문장을 보고 베껴 쓰는 복사기

술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복사기술은 낱말 읽기와는 간접적으

로, 낱말 쓰기와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o, 2017). 또한 미국의 1학년 아동에게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를 1분동안 복사하도록 했을 때, 이러한 

문장 복사기술은 철자 쓰기 능력을 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Kim & Schatschneider, 2017). 

형태의미력이 기초가 되는 형태소인식력, 어휘, 이야기 담화도 초

기 낱말 읽기 및 낱말 쓰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형태

소인식 능력은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인 형태소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조작하고,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형성의 규칙

을 적용하는 능력이다(Jung, 2014).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내에서 형태소를 분리하고, 이 형태소에 대한 철자 지식을 바

탕으로 해독 및 의미해석에 활용하는 것이다. 형태소인식 능력은 

복합어 혹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읽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어 읽기 및 쓰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Cho et al., 

2008; Jung, 2014; Kim, 2012; Kim & Jung, 2015; Kim, Kim, & Cho, 

2015). 

어휘 능력은 읽기 능력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요인으로, 낱말을 

해독할 때 어휘집에 저장된 어휘와 연결하여 낱말을 소리 내어 읽고 

의미를 인출해낸다. 유아의 한글 읽기에 대해 살펴본 Jang과 Kim 

(2003)의 연구에서 어휘력이 낱말 읽기를 글자 수-음절 수 대응력과 

함께 36.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휘력이 음운인식, 빠

른이름대기, 자소 지식, 자소 쓰기 자동성 등 여러 요인들과 함께 보

았을 때, 낱말 읽기와 낱말 쓰기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Kim et 

al., 2014; Kim & Petscher, 2011). 반면에 유치원기부터 초등 2학년까

지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어휘력과 담

화능력이 낱말 읽기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

다(Schatschneider et al., 2004). Kim과 Schatschneider (2017)은 담

화 능력과 철자력이 간접적인 관계라고 보고하였다. 이 같이 선행연

구에서는 낱말 수준에서 담화 능력이 읽기와 쓰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알파벳 발달이 활발한 아동

들에게 중요한 요인들은 주로 음운처리, 철자, 형태의미 측면이 있

다. 음운처리 측면에는 음운인식력(phonological awareness), 음운

기억력(phonological memory), 빠른이름대기 능력(rapid automized 

naming)이 있고, 철자 측면에서 자소지식력(letter knowledge), 복

사기술(copying skill)이 있으며, 형태의미 측면에는 어휘력(vocab-

ulary), 이야기 담화력(narrative discourse), 형태소인식 능력(mor-

phological awareness)이 있다. 따라서 음운처리력, 철자력, 형태의

미력의 3가지 요인을 8개의 변인으로 세분화하여 낱말 읽기 및 낱

말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 낱말 읽기 및 쓰기를 어떤 변인이 예측하는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음운처리력, 철자력, 형태의미력을 음운기억, 복사기

술, 형태소인식력까지 포함한 8가지 변인으로 세분화하여 다 함께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낱말 읽기와 낱말 쓰기 과

제 시 국내에서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의미 낱말을 사용

한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무의미 낱말 과제를 실시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8가지 요인들이 초기 문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치원 7세 반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

상으로, 초기 문해 관련 요인들의 의미 낱말 및 무의미 낱말 읽기와 

의미 낱말 및 무의미 낱말 쓰기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7세 

반에 재학 중인 아동 총 70명으로 평균 생활연령은 6세 3개월이었

다. 대상 아동들은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 제 2판(K-CTONI-2; Park, 

2014)의 도형검사에서 지능지수 80 이상으로 평균 100, 표준편차 9

이다. 또한 낱말 읽기 및 이야기 회상산출 과제 시 조음 오류가 나타

나 발달적으로 조음장애가 의심되는 아동과 검사 시 대화 유지가 

되지 않는 아동은 제외하였으며,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시각, 청각, 

신경학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도구 및 채점방법

종속변인

낱말 읽기(word reading)

낱말 읽기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강원도난독지원사업에서 사

용한 1학년 평가 항목을 연령에 맞게 수정하였다(Seol, 2018). 자소-

음소 일치 의미낱말과 무의미낱말 각 7개로 총 14개 낱말을 한 번

에 하나씩 제시하여 소리 내어 읽도록 하였다. 제시된 낱말은 종성 

없는 낱말 6개, 종성이 1개 있는 낱말 4개, 종성이 2개 있는 낱말 4

개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자소의 수는 의미낱말에 34개, 무의미낱

말은 33개로 구성되어 있어 각 자소별 정반응 1점, 오반응 0점을 채

점하여 의미낱말은 34점, 무의미낱말은 33점으로 계산하였다. 검사

도구의 문항 예시 및 채점 예시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낱말 쓰기(word writing)

낱말쓰기검사 또한 강원도난독지원사업에서 사용한 1학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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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연령에 맞게 수정하였다(Seol, 2018). 자소-음소 일치 의미 

낱말과 무의미 낱말 각 7개로 총 14낱말을 들려주고 쓰도록 하였

다. 7개 낱말은 종성 없는 낱말 3개, 종성이 1개 있는 낱말 2개, 종성

이 2개 있는 낱말 2개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자소의 수는 의미 낱말

에 30개, 무의미 낱말은 32개로 구성되어 있어 각 자소별 정반응  

1점, 오반응 0점을 채점하여 의미 낱말은 30점, 무의미 낱말은 32점

으로 계산하였다. 검사도구의 문항 예시 및 채점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

음운처리력

아동의 음운처리력을 살펴보기 위해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

이름대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음운인식(phonological awareness)

음운인식 검사는 한국어 핵심언어 임상평가(K-CELF-5; Pae, 

Yoon, Seol, & Jahng, In press) 유치원용의 하위항목을 사용하였다. 

과제는 음절 합성, 음절체-종성(body-coda) 합성, 음소 합성 과제

를 사용하였다. 각 과제에서 시범 문항 1개와 연습문항 1개를 통해 

과제 수행 방법을 익힌 후 본 문항 4개를 실시하여, 총 12문항을 수

행하였다.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으로 채점하였다. 검사도구

의 문항 예시 및 채점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음운기억(phonological memory)

음운기억 검사는 한국어 읽기검사(KOLRA; Pae, Kim, Yoon & 

Jahng, 2015)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과제는 2, 3, 4, 5음절의 무의미 

낱말을 들려주고 따라 말하게 하는 검사로, 음절 수에 따라 5문항

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음소 당 정반응 1점, 오반응  

0점으로 처리하여 총점 189점을 채점하였다. 검사도구의 문항 예시 

및 채점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빠른이름대기(rapid automized naming)

빠른이름대기 검사는 한국어 핵심언어 임상평가(K-CELF-5; 

Pae et al., In press)의 사물 빠른이름대기와 한국어 읽기 검사(KO-

LRA; Pae et al., 2015)의 숫자 빠른이름대기를 실시하였다. 사물은 

‘밥, 눈, 달, 꽃, 빗’, 숫자는 ‘1(일), 2(이), 3(삼), 4(사), 5(오)’가 10×5 

형태로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으며 할 수 있는 한 빨리 이름을 산출

하도록 하여 소요시간의 평균을 점수로 하였다.

철자력

아동의 철자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소 지식, 복사하기 검사를 실

시하였다.

자소 지식(letter knowledge)

자소의 이름 지식과 소리 지식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 9문항 총 

18문항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소 이름 항목은 자음 6개, 모음 3개

로 구성되었으며 자소 소리는 초성 자음 3개, 모음 3개, 종성 자음 3

개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별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으로 채점

하여 총 18점을 계산하였다. 검사도구의 문항 예시 및 채점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복사기술(copying)

복사기술 과제는 제시된 문장을 보고 얼마나 정확하게 쓸 수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해 30초 복사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제한 시간

인 30초 내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글자를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과제이다. 연습문항으로 ‘바다’라는 낱말을 제시하고 10초 동안 쓰

도록 하여 과제를 이해하도록 한 후, 본 문항을 실시하였다. 본 문항

을 실시할 때 검사자는 아동에게 “선생님이 이번에는 30초 동안 문

장을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시작하면 00이가 쓸 수 있는 만큼 문

장을 보고 쓰면 돼요. 선생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해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제시한 문장은 “점박이 강아지는 토끼를 보았습니

다”이다. 채점은 자소 정확도 단위로 실시하였다. 검사도구의 문항 

예시 및 채점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형태의미력

아동의 형태의미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형태소인식, 어휘, 이야

기문법 회상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형태소인식(morphological awareness)

아동의 형태소인식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의 과제(Jung, 2014)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과제는 두 개의 어근을 합성하거나 

접사와 어근을 합성하여 실제 사용 낱말을 만드는 유형 6문항, 실

제 사용되지 않는 낱말을 만드는 유형 6문항으로, 총 12문항을 실

시하였다. 검사도구의 문항 예시 및 채점 예시는 Appendix 1에 제

시하였다.

어휘(vocabulary)

어휘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어 핵심언어 임상평가(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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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F-5; Pae et al., In press) 유치원용의 표현어휘 항목을 사용하였

다. 과제는 3개의 연습문항, 19개의 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을 제시한 후 검사자가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답을 산출하도

록 되어 있다. 반응에 따라서 2점 혹은 1점으로 채점하여 총 38점을 

받을 수 있다. 검사도구의 문항 예시 및 채점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이야기문법 회상력(story grammar recalling)

아동이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어휘를 떠올려 담화를 구성하고 

산출하는 능력을 보기 위해 한국어 이야기 평가(KONA; Kwon, Jin, 

& Pae, 2016)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연령에 적합한 공·그네 이야기 

회상산출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반응을 전사하여 배경, 계기사건, 

내적반응, 시도, 결과에 해당하는 이야기문법이 그네이야기에서  

10개, 공이야기에서 9개로 총 19개를 산출하였는지 확인하여 이야기

문법 회상률(아동이 산출한 이야기문법 수/19×100)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

본 연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들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

기 문해 관련 요인의 낱말 읽기와 낱말 쓰기 설명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종속변인은 각각 의미 낱말 읽기 점수, 무의

미 낱말 읽기 점수, 의미 낱말 쓰기 점수, 무의미 낱말 쓰기 점수로 

하였고, 독립변수는 빠른이름대기, 음운인식, 음운기억, 이야기구

성력, 형태소인식, 표현어휘, 자소 지식, 복사기술 점수로 하였다. 각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 대해 공차한계는 0.1보다 컸으며, VIF 지

수는 2 미만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사 실시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어병리를 전공한 박사  

1명에게 전반적인 평가 방법에 대하여 훈련을 받고 실시하였다. 채

점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어병리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

생 1명과 제1연구자가 검사별 30%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 검사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낱말 읽기의 전사 신뢰도는 96.5%, 

음운기억의 전사 신뢰도는 97.1%, 이야기문법 회상의 전사 신뢰도

는 96.5%였다. 낱말 읽기, 낱말 쓰기, 음운인식, 음운기억, 빠른이름

대기, 자소 지식, 복사기술, 어휘, 형태소인식의 검사자 간 채점 신뢰

도는 100%였으며, 이야기문법의 채점 신뢰도는 93.3%였다.

연구결과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변인 간 상관관계

학령 전 아동의 의미 및 무의미 낱말 읽기, 낱말 쓰기와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의미 낱말 읽기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전기 아동의 의미 낱말 읽기를 

설명하는 초기 문해 관련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소 지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형태소

인식력이 의미 낱말 읽기 수행력을 57.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소지식이 39.5% (F=44.477, p< .001) 

설명하여 의미 낱말 읽기 수행력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나

타났고, 빠른이름대기가 11.1% (F=15.021 p< .001) 더 설명하고, 음

운기억은 3.6% (F=5.256, p< .05) 더 설명하며, 형태소인식은 3.0% 

(F=4.514, p< .05)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사기

술, 음운인식, 표현어휘, 이야기문법 회상력은 의미 낱말 읽기 수행

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무의미 낱말 읽기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전기 아동의 무의미 낱말 읽기

를 설명하는 초기 문해 관련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소 지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복

사기술이 무의미낱말 읽기 수행력을 65.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Table 1.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related to word reading ability and word writing ability

RAN PM PA Voca MA Story grammar 
recalling

Letter  
knowledge Copying

Word reading -.540*** .455*** .464*** .307** .450*** .163 .629*** .497***
Nonsense word reading -.525*** .480*** .512*** .365** .449*** .200* .721*** .550***
Word writing -.522*** .446*** .514*** .442*** .445*** .208* .697*** .652***
Nonsense word writing -.471*** .405*** .565*** .312** .373** .230* .554*** .662***

RAN= rapid automized naming; PM= phonological mMemory; PA= phonological awareness Voca= vocabulary; MA= morphological awarenes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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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각 변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소 지식이 51.9% (F=73.431, 

p< .001) 설명하여 무의미 낱말 읽기 수행력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

인으로 나타났고, 빠른이름대기는 7.9% (F=13.116, p< .01) 더 설명

하고, 음운기억은 2.9% (F=5.143, p< .05)를 추가적으로, 복사기술

이 2.4% (F=4.388, p< .0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운인식, 

형태소인식, 표현어휘, 이야기문법 회상력은 무의미 낱말 읽기 수행

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 낱말 쓰기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전기 아동의 의미 낱말 쓰기를 

설명하는 초기 문해 관련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소 지식, 복사기술, 형태소인식력이 의미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plaining nonsense word reading ability

Model Variables B SE B Beta t R2 ∆R2

1 LK 1.748 .204 .721 8.569*** .519 .519
2 LK 1.480 .202 .610 7.323*** .598 .079

RAN -.233 .064 -.302 -3.622**
3 LK 1.261 .218 .520 5.774*** .627 .029

RAN -.235 .062 -.305 -3.770***
PM .227 .100 .192 2.268*

4 LK 1.162 .218 .479 5.323*** .651 .024
RAN -.166 .069 -.215 -2.400*
PM .213 .098 .181 2.182*

Copying .257 .123 .192 2.095*

LK= letter knowledge; RAN= rapid automized naming; PM= phonological memory.
*p < .05, **p < .01, ***p < .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plaining word writing ability

Model Variables B SE B Beta t R2 ∆R2

1 LK 1.565 .195 .697 8.016*** .486 .486
2 LK 1.158 .179 .516 6.466*** .646 .160

Copying .544 .099 .439 5.506***
3 LK 1.030 .186 .459 5.536*** .667 .021

Copying .526 .097 .424 5.418***
MA .646 .317 .159 2.040*

LK= letter knowledge; MA= morphological awareness.
*p < .05, **p < .01, ***p < .001.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plaining word reading ability

Model Variables B SE B Beta t R2 ∆R2

1 LK 1.433 0.215 0.629 6.669*** .395 .395
2 LK 1.134 0.210 .498 5.391*** .506 .111

RAN -.259 .067 -.358 -3.876***
3 LK .905 .227 .397 3.980*** .543 .036

RAN -.262 .065 -.361 -4.036***
PM .239 .104 .215 2.293*

4 LK .761 .231 .334 3.289** .572 .030
RAN -.248 .064 -.342 -3.898***
PM .225 .102 .203 2.214*
MA .782 .368 .189 2.125*

LK= letter knowledge; RAN= rapid automized naming; PM= phonological memory; MA= morphological awarenes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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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 쓰기 수행력을 66.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소 지식이 48.6% (F= 64.255, p< .001) 설명하

여 의미 낱말 쓰기 수행력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고, 

복사기술은 16.0% (F=30.315, p< .001) 더 설명하고, 형태소인식력

은 2.1% (F=4.160, p< .0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표현어휘, 이야기문법 회상

력은 의미 낱말 쓰기 수행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

로 나타났다.

무의미 낱말 쓰기에 대한 변인들의 설명력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령전기 아동의 무의미 낱말 쓰기

를 설명하는 초기 문해 관련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

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사기술, 음운인식, 자소 지식이 무의

미 낱말 쓰기 수행력을 59.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

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사기술이 43.9% (F=53.127, p< .001)로 무의

미 낱말 쓰기 수행력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고, 음운

인식은 11.1% (F=16.513, p< .001) 더 설명하고, 자소 지식은 4.1% 

(F= 6.611, p< .05)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이름대기, 음운기억, 표현어휘, 형태소인식력, 이야기문법 회상력은 

무의미 낱말 쓰기 수행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아동의 음운처리력, 철자력, 형태의미력을 

세분화하여 각 요인이 낱말 읽기 및 낱말 쓰기에 어떠한 설명력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음운처리력 측면에서, 빠른이름대기 능력과 음

운기억력이 의미 유무와 관계없이 낱말 읽기 능력에 설명력을 갖는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음운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

는 아동일수록 낱말 읽기를 더 정확하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Kim & Kim, 2009; Park, S. G. et al., 2013; Yang, Kim, & 

Ra, 2017; Cho et al., 2008; Kim & Petscher, 2011). 본 연구에서는 음

운기억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를 실시

하였다. 무의미 낱말 따라말하기 과제를 포함시킨 음운처리력이 초

기 읽기 발달의 진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Kim과 Kim (2009)

은 음운처리력이 초기 읽기 발달의 진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이외에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읽기 및 쓰기 연구에서 무의

미 낱말 따라말하기로 음운기억력을 측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

다. 읽기폭검사, 문장 따라말하기,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숫자 거꾸

로 따라말하기 등의 과제로 음운기억력을 측정한 선행연구(Wag-

ner et al., 1997; Kim et al., 2010)에서는 음운기억력이 낱말 읽기에 

대해서 예측력을 갖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음운기억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빠른

이름대기 능력과 음운기억력이 낱말 읽기에 설명력이 있다고 나타

난 반면 음운인식능력은 낱말 읽기를 제외하고 무의미 낱말 쓰기

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읽기 및 쓰기 

과제는 자소와 음소가 일치하는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유치

원 아동들이 자소-음소 일치 낱말을 97%의 정확도로 읽어낼 수 있

다는 Kim과 Pae (2007)의 연구결과를 생각해보았을 때, 본 연구에

서 읽기 및 쓰기 과제를 할 때 음운을 합성, 변별하는 등의 조작 능

력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음운인식력이 낱말 

읽기에 설명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Cho et al., 2008; 

Kim & Petscher, 2011)는 자소와 음소가 불일치하는 낱말도 과제

에 포함했다. 연구대상의 발달 단계와 읽기 및 쓰기 과제의 난이도

에 따라 음운인식력이 갖는 설명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무의미 낱말 쓰기에 음운인식력이 철자력과 함께 설명력

이 나타난 것은 유아들이 자소 지식을 기반으로 음운인식력을 활

용하여 의미지식 없이, 들려준 말소리에 대응하는 자소를 썼기 때

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중경로모형에 따르면 낱말 읽기를 할 때 

어휘 경로와 비어휘 경로 모두 음운정보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낱말 읽기에 대해 의미 유무와 관계없이 

음운을 처리하는 능력이 높은 관련이 있다고 나타난 것은 이중경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plaining nonsense word writing ability

Model Variables B SE B Beta t R2 ∆R2

1 Copying .919 .126 .662 7.289*** .439 .439
2 Copying .724 .124 .521 5.857*** .550 .111

PA 1.593 .392 .362 4.064***
3 Copying .633 .124 .456 5.113*** .591 .041

PA 1.221 .403 .277 3.028**
LK .599 .233 .238 2.571*

PA= phonological awareness; LK= letter knowledge.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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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모형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철자력 측면에서는 자소 지식이 낱말 읽기 및 낱말 쓰기 능력에 

대해 의미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두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소 지식력이 높은 수준일수록 더 발달된 문해력을 보인

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Jeong, 2014; Kim, 2009; Kim & 

Petscher, 2011; Schatschneider et al., 2004).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

기 아동들이 낱말을 읽거나 쓸 때 자소의 이름과 소리 지식을 기반

으로 자소와 음소를 대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누리과정(Min-

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에서는 만 3세부터 ‘자신의 생각

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

을 가진다’ 등의 읽기 쓰기 관련 목표를 제시하였다. 누리과정 목표

와 본 연구결과를 함께 연결지어 보면, 개정된 누리과정에서 제시

하는 읽기 쓰기 관련 목표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우 시기적절하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사기술은 의미 낱말 읽기를 제외하고 무의미 낱말 

읽기와 의미 및 무의미 낱말 쓰기에 대하여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소와 음소가 불일치하는 의미 낱말 읽기에 대해서 복

사기술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Kim & Cho, 

2017) 결과가 있는데, 본 연구와는 읽기과제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 

자소와 음소가 일치하는 의미 낱말을 읽는 것은 이미 유치원 아동

들이 높은 정확률로 할 수 있기 때문에(Kim & Pae, 2007), 제시된 

자소의 패턴을 기억하여 손글씨로 쓰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복

사기술까지는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아동들의 

실제 수행력을 넘어선 문장을 복사하는 능력을 봤을 때는 자소를 

기반으로 읽어야 하는 무의미 읽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낱

말 쓰기는 쓰고자 하는 낱말의 음운 표상을 떠올리고 각 음소를 표

기하는 자소를 연결지어 손글씨로 쓰는 능력이 필요한데, 문장을 

복사하는 기술 또한 제시된 자소를 패턴에 맞게 손글씨로 쓰는 능

력이 필요하다. 복사하기를 통해 글자를 학습하는 아동들이 앞으

로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 쓰기 연습을 한다면 낱말 쓰기에 친숙도 

뿐만 아니라 수행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형태의미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를 인식하고 조작하는 능력인 형태소인식 능력이 의미 낱말 

읽기 및 쓰기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른 시

기인 만 4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어형성의 규칙인 형태소인

식 능력이 초기 읽기 발달 단계에 있는 유치원, 초등 저학년 아동의 

낱말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Cho et al., 2008; Kim, 

2012; Jung, 2014; Kim & Jung, 2015; Kim et al., 2015)의 결과와 일

치한다. 이중경로모형의 의미 낱말을 읽을 때 주로 사용되는 어휘 

경로에서 의미체계가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형태소인

식 능력이 의미 낱말에만 설명력이 있는 것은 이중경로모형에 해당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령전기의 아동은 의미 낱말

을 읽거나 쓸 때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형성의 규칙을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의미 낱말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는 설

명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무의미 낱말은 실제 있

지 않은 낱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의미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소

인식력이 설명력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문법회상력과 어휘력은 낱말 읽기 및 낱말 쓰기에 대한 설

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화는 읽기이해와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Kim, 2017), 본 연구에서 실시한 낱말 수준의 읽

기 및 쓰기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문법 회상력의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휘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 핵심

언어 임상평가(K-CELF-5; Pae et al., In press)의 표현어휘 항목을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어휘 범주를 포함한 어휘

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력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음운처리력이 의미 유무와 상관없

이 낱말 읽기에 설명력을 갖는 점, 의미에 해당하는 형태소인식력

이 의미 낱말 읽기에만 설명력을 갖는 점 등이 이중경로모형을 지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낱말 읽기와 낱말 쓰기에 대해서 음

운지식, 철자지식 그리고 그에 더하여 형태소인식 능력까지의 설명

력이 모두 57.2%에서 66.7%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읽기에 대한 삼각형 모델(triangle model)과 쓰기에 대한 3중 단어 

구성이론(triple word-form theory)에서 주장한 낱말 읽기와 낱말 

쓰기 발달 관련 요소가 음운지식, 철자지식, 더 나아가 의미 혹은 형

태지식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Chall (1996)의 읽기 발

달 단계를 국내 아동들에 대입시켜보면 만 5-6세인 유치원 7세 반의 

아동들이 읽기 전 단계와 문자해독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는

데 실제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조합하면 현재 한국

의 유치원 7세반 아동들은 철자지식을 기반으로 자소와 음소의 대

응관계를 알고 소리 내어 읽는 문자해독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제언한

다. 본 연구는 유치원 7세 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낱말 읽

기 및 낱말 쓰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초기 낱말 

읽기 및 낱말 쓰기 능력에 대한 요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려면 더 

어린 연령부터 각 능력의 설명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Bahr 등(2012)은 음운처리력, 철자

력, 형태의미력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문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하였으므로,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3가지 요인이 발달하면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 단계에서부



https://doi.org/10.12963/csd.20744 https://www.e-csd.org    525

취학전 아동의 낱말 읽기 및 낱말 쓰기 설명요인: 음운처리력, 철자력, 형태의미력을 중심으로  •  원상은 외

터 발달성 난독아이들을 조기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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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검사도구 문항 예시 및 채점 예시

낱말 읽기 및 쓰기

과제유형 문항 아동 반응 점수

낱말 읽기

   자소-음소 일치 의미 낱말 조개 조개 4

   자소-음소 일치 무의미 낱말 수젤 수 2

낱말 쓰기

   자소-음소 일치 의미낱말 필통 "몰라요" 0

   자소-음소 일치 무의미 낱말 우타 우타 3

음운기억

과제유형 들려준 내용 아동 반응 점수

2음절 망씁 망씁   6

3음절 발무린 발무리   7

4음절 솔포코절 소폴코전   8

5음절 범민차호관 범민사호간 11

음운인식

과제유형 들려준 내용 목표 반응 아동 반응 점수

낱말 합성 “/새/와 /털/을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지요?” 새털 털 0

음절 합성 “/사/와 /탕/을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지요?” 사탕 사탕 1

음절체 종성 합성 “/사/와 /ㄴ/을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지요?” 산 무응답 0

음소 합성 “/ㅍ/와 /ㅗ/를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지요?” 포 “몰라요” 0

형태소인식

과제유형 들려준 내용 목표 반응 아동 반응 점수

실제 사용 낱말 유리로 만든 컵을 유리컵이라고 합니다. 종이로 만든 컵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종이컵 종이컵 1

난지 얼마 되지 않은 고추를 햇고추라고 합니다. 난지 얼마 되지 않은 감자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햇감자 난지 얼마 되지 
않은 감자

0

실제 비사용 낱말 장미가 피를 흘리면 장미피라고 합니다. 가방이 피를 흘리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가방피 가방 0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을 음식쟁이라고 합니다. 줄넘기를 잘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줄넘기쟁이 줄넘기쟁이 1

어휘

질문 2점 반응 1점 반응 아동 반응 점수

여자 아이가 뭐하고 있나요? 타다,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 타고 있어요 2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관중, 청중 듣는 사람 듣는 사람들 1

이건 뭐예요? 체중계 저울 시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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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 지식

과제유형 질문 목표 반응 아동이 가리킨 반응 점수

자소 이름 ‘지읒(ㅈ)’이 어디 있지요?
‘아(ㅏ)’가 어디 있지요?

ㅈ
ㅏ

ㅈ
ㅇ

1
0

자소 소리 /ㅁ/(받침) 소리가 나는 글자는 어디에 있나요?
/ㅘ/ 소리가 나는 글자는 어디에 있나요?
/ㅅ/ 소리가 나는 글자는 어디에 있나요?

ㅁ
ㅘ
ㅅ

ㅇ
ㅘ
ㅅ

0
1
1

복사기술

제시한 문장 아동 아동 반응 자소 점수

점박이 강아지는 토끼를 보았습니다. 1 점박이 강아지는 16

2 점박이 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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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취학전 아동의 낱말 읽기 및 낱말 쓰기 설명요인: 음운처리력, 철자력, 형태의미력을 중심으로

원상은1·원효은2·장우정2·이정민2·배소영3

1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병리청각학과, 3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배경 및 목적: 국내 유치원시기 아동은 초기 문해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낱말 읽기 및 

낱말 쓰기 능력에 대해 음운처리력, 철자력, 형태의미력이 어떤 설명력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방법: 지능 평균이 100인 7세 반 아동 70명

을 대상으로 자소와 음소가 일치하는 2음절 낱말 14개와 무의미 낱말 14개를 읽고 쓰도록 한 후, 자소 기준으로 채점하였다. 초기 문해

력 설명 변인으로 음운처리력에서는 음운인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철자력에서는 자소 지식, 복사기술, 그리고 형태의미력에서는 

형태소인식, 어휘, 이야기문법 회상을 측정하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의미 낱말 읽기는 자소 지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

억, 형태소인식력이 57.2%, 무의미 낱말읽기는 자소 지식, 빠른이름대기, 음운기억, 복사기술이 65.1% 설명하였다. 의미 낱말 쓰기는 자

소 지식, 복사기술, 형태소인식력이 66.7%를, 무의미 낱말 쓰기는 복사기술, 음운인식, 자소 지식이 59.1% 설명하였다. 논의 및 결론: 낱

말 및 무의미 낱말 읽기에 있어 빠른이름대기와 음운기억력이, 무의미 쓰기에 있어 음운인식력이 설명력을 갖는 것은 음운처리력이 초

기 문해력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지지한다. 철자력이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은 한국의 취학전 아동들이 자소와 음소의 대응관계를 활

발하게 탐색하고 습득해가는 음성음운 단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의미를 기반으로 하는 형태소인식력이 의미 낱말 읽기와 쓰기에 

설명력이 있고, 음운처리력이 의미 낱말 및 무의미 낱말 읽기 모두에 설명력을 갖는 것은 이중경로모형이 한국아동에게도 적용됨을 시

사한다. 후속연구를 통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발달성 난독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유치원기 낱말 읽기와 쓰기, 음운처리력, 자소 지식과 복사기술, 형태소인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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