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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intervention using the gamification-based morphological approach on the abilities of writing letter-sound non correspondences in children with poor writing skills. Methods: In this study, a multi-probe design was
used to verify the effect of intervention. The subjects were three children with poor writing
skills (grade 2-3). Their writing skills were examined through tests of treated and untreated
graphemes (eojeols) in the baseline, intervention, and maintenance phases. In this study,
we applied the morphological approach that helps students to write the letter-sound noncorrespondences through a game. Additionally, we provided instruction that helps them
to learn the morphological knowledge and phonological rules. Each student was trained
twice a week for 10-14 sessions. Results: All students were found to have high improvements in the letter-sound non correspondences eojeols. In the generalization phrase, all
students showed improvements. In the maintenance phase, all students were found to
have a similar effect size. Conclusion: First, gamification-based morphological approach
on writing skills promote awareness of morphological knowledge in children with poor
writing, and have a positive effect on letter-sound non correspondences eojeols. Additionally, training in applying morphological knowledge promotes children’s writing skills that
remain in the early stages of writing development. Second, gamification-based intervention can elicit interest and motivation in children with poor writing and can be repeatedly
trained.
Keywords: Intervention, Gamification-base, Children, Morpheme knowledge, Phonological rules

문자를 통한 학습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반드시 적응해

철자쓰기 발달에 관한 이론은 크게 단계이론(stage theory)과 다

야 하는 과제이며 향후에 학교 교육에 적응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중언어적(multilinguistic) 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다. 단계이론에서

(Lee, 2018). 학령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주로 구어적 의사소통에 익

는 음운지식(phonological knowledge), 철자표기지식(orthograph-

숙했던 아동들이 문어적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ical knowledge), 형태지식(morphological knowledge)이 순서에 따

단순 쓰기 모델에 따르면, 쓰기 발달은 글씨쓰기, 철자쓰기, 작문 단

라 단계적인 발달을 거친다고 설명하고 있다(Goswami, 1992; Hen-

계로 발달한다. 쓰기 발달은 2-3세경부터 초기 쓰기 형태가 나타나

derson, 1985). 반면, 다중언어적 이론은 음운지식, 철자표기지식,

고, 학령기를 거쳐 점자 궁극적 목표인 작문으로 발달해간다. 여기

형태지식이 통합적으로 발달하면서, 단계에 따라 강력하게 작용하

에는 소리를 글자로 부호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때

는 지식이 다르다고 설명한다(Apel, Masterson, & Brimo, 2012; Bar-

철자쓰기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Kamhi & Catts, 2012).

ber, 2013; Berninger, Abbott, Nagy, & Carlisle, 2010). 다중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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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바탕으로 Berninger 등(2006)이 주장한 삼중 단어 구성 이

쓰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Furnes & Samuelsson, 2010). 읽기

론(triple word-form theory)에서는 철자 발달 초기에 음운지식, 형

부진 아동은 학령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음운처리과정이 정상적으

태소 지식, 철자표기 지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세부적으로

로 발휘되지 못하여 읽기에 어려움을 가지는 아동으로(Kim, Kang,

살펴보면, 음운지식은 음소를 인식하고 조작하며 부호화 할 수 있

& Kim, 2019), 읽기가 부진한 아동은 철자오류도 보일 가능성이 높

는 지식을 말한다(Bourassa & Treiman, 2001). 형태지식은 어휘형

다고 할 수 있다(Bruck, 1993; Cassar, Treiman, Moats, Pollo, & Kes-

태소와 문법형태소를 표상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를 통

sler, 2005; Pennington et al., 1986).

해 문어를 자소-음소 대응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의미적 관련성을

국내에서는 읽기부진 학생보다 쓰기부진 학생의 비율이 더 높다

고려한 철자 발달을 이루도록 한다(Nagy, Berninger, & Abbott,

고 보고된 바 있다(Kim & Kim, 2015). 쓰기 학습 부진 아동과 일반

2006; Shin, Seol, Cho, Nam, & Pae, 2015). 철자표기 지식은 글자의

아동의 쓰기 특성을 비교한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쓰기 학습

조합 형태, 순서, 글자군에 대한 표상을 의미한다(Shin et al., 2015).

부진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모든 음운변동 규칙에서 저하된 수행

즉, 한글에서는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자소-음소가 불일치하는 철

력을 보이며, 3, 4학년 이후로 철자 발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쓰기에 필요한 지식으로 설명되고 있다(Kim, 2009; Yang, 2006).

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Park과 Chung (2008)은 쓰기부진 아동

최근 한국어의 쓰기 발달도 이러한 다중언어적 이론을 기반으로

이 자소-음소가 불일치하는 어절의 철자쓰기에서 어간과 어미의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Shin et al., 2015; Yang,

경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소리대로 표기하는 오류를 보였다고 하였

2014; Yang & Lee, 2016), 일반적으로 철자 발달에 있어 음운지식은

다. 또한, Lee, Choi와 Ki (2020)는 쓰기부진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

초기에 활용된다고 보고되고 있는 반면(Adams, 1990; Frith, 1985;

하여 형태소 오류와 글자소 오류를 더 많이 보이지만, 음운규칙 반

Henderson, 1990; Jung, 2005; Shin et al., 2015; Yang, 2014), 같은 시

영 오류는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일반 아동

기에 형태지식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분분하다. Yang

과 쓰기부진 아동의 음운규칙 반영오류가 비슷하더라도, 일반 아

(2009)은 유치원 후기만 되어도 경음화, 7종성 규칙과 같은 표기지

동은 음운적으로 관련 있는 음소로 대치하지만, 쓰기부진 아동은

식과 형태지식이 필요한 철자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관련 없는 음소로 대치하거나 생략하는 오류가 더 빈번하게 나타

와 유사하게 Shin 등(2015)은 1학년과 2학년 간에 문법형태소 오류

나 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의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다가 3학년에서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쓰기부진 아동의 쓰기 특성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철자 발달 초기부터 음운지식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쓰기부진 아동은 일반 아

과 함께 형태지식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Jung

동에 비하여 생략과 대치오류가 빈도 높게 나타난다. 둘째, 저학년

(2019)은 학령전기 아동과 초등학교 1-3학년 일반 아동을 대상으

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철자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로 철자쓰기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형태소 수가 철자쓰기에 크게

않고 고화된 패턴을 나타내며, 셋째, 자소-음소가 불일치하는 철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앞선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에서 음운규칙 반영 오류를 빈도 높게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

그런데 이러한 철자지식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쓰기

합해 보면, 쓰기부진 아동은 발음와 표기가 일치하는 철자뿐만 아

시에 특정 철자를 생략하거나 대치하는 오류를 보일 수 있다(Bou-

니라 자소-음소가 불일치하는 철자쓰기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

rassa, Treiman & Kessler, 2006). 특히, 쓰기부진 아동은 장애가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쓰기부진 아동의 철자쓰기

는 것으로 진단되지 않은 아동 중 빈번한 철자 오류를 나타내는 아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소-음소 대응원리를 이용한 중재

동으로(Fletcher, Denton, & Francis, 2005; Mattison, Hooper, &

외에도 형태지식과 음운변동 규칙에 대한 훈련이 고려되어야 한다

Glassberg, 2002), 글자소 오류와 더불어 과거형 어미와 같은 관습

(Jung, 2019; Rubin, 1988). 형태인식 중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적인 철자 규칙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보인다고 보고된다(Bry-

수 있는데(Hebert et al., 2018), 첫째는 철자와 발음에 중점을 두고

ant, Nunes, & Bindman, 1999; Hebert, Kearns, Hayes, Bazis, &

접사의 철자와 의미를 모두 가르치는 방법이고(Darch, Kim, John-

Cooper, 2018). 이러한 오류는 일반 아동에 비하여 낮은 음운처리

son, & James, 2000; Kirk & Gillon, 2009; Shippen, Reilly, & Dunn,

능력, 표기지식, 형태지식, 그리고 어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

2008; Vadasy, Sanders, & Peyton, 2006; Vaughn et al., 2010), 둘째

고 있다(Cunningham, Perry & Stanovich, 2001; Holmes & Cas-

는 기본 단어에 여러 종류의 접사를 결합시켜 기본 단어에서 파생되

tles, 2001; Holmes & Ng, 1993; Kamhi & Hinton, 2000). 이 중 음운

는 합성어를 가르치는 방법이다(Archer, Gleason, & Vachon, 2003;

처리 능력은 읽기와 쓰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읽기와

O’Connor, Beach, Sanchez, Bocian, & Flynn, 2015). 예를 들어, 기

https://doi.org/10.12963/csd.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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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어 형태인 “happy”에 접사 “un-”, “-er”을 결합시키는 과정을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강조하고 파생된 “happy-unhappy-happier”을 훈련한다. 이를 통
해 기본 단어의 변화, 단어 패턴지식, 그리고 형태소 간의 경계에 대

첫째,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중재가 쓰기부진 아
동의 자소-음소 불일치 어절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한 인식을 함께 훈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재가 효과적임을 보고하

둘째,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중재가 향상된 자

고 있다(Apel, Diehm, & Apel, 2013; Deacon & Bryant, 2005; Dev-

소-음소 불일치 어절쓰기 능력은 훈련하지 않은 어절에서도 일반

onshire & Fluck, 2010; Henry, 1989; Nunes & Bryant, 2006; Nunes,

화될 것인가?

Bryant, & Losson, 2003). 이와 같은 언어적 접근의 훈련 방법은 쓰

셋째,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중재로 향상된 자

기부진 아동뿐만 아니라 난독 아동에게도 효과적이며(Henry, 1989;

소-음소 불치 어절쓰기 능력은 중재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될 것

Nunes & Bryant, 2006), 나아가 복잡하고 다양한 문장쓰기, 작문까

인가?

지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McCutchen, Stull, Herrera, Lotas, &
Evans, 2014; Myhill, 2008).

특히, 한국어는 풍부한 형태소로 인해 어절 단위에서 다양한 음

넷째,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중재가 쓰기부진 아
동의 철자오류 유형에 따른 자소-음소 불일치 어절쓰기 능력의 변
화는 어떠한가?

운규칙이 적용되고, 자소-음소 불일치 철자쓰기가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Lee, 1990). 그러나 국내에서는 문장쓰기에 대한 중재 연구

연구방법

가 미미하다. Lee, Shin, Yoon과 Pae (2015)의 연구에서는 쓰기부진
초등생 2-5학년을 대상으로 형태소 및 음운변동 규칙을 활용한 중

연구대상

재를 제공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대상자의 쓰기 정확률이 향상되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쓰기부진 아동 3명이 참여

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음운규칙이 빈번하게

하였다. 쓰기부진 아동은 저성취 모델에 근거하여 장애가 없으면서

적용되는 한국어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어 읽기검사(KOLRA; Pae, Kim, Yoon, & Jhang, 2015)의 받아

그런데 읽기쓰기 훈련은 아동이 직접 읽고 쓰기를 반복하면서

쓰기 검사에서 25%ile 이하에 속한 아동이다(Lee et al., 2015). 또한

학습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고

양육자 혹은 담임교사가 쓰기 학습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

지루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

다고 보고하며,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 제2판(K-CTONI-2; Park,

하여 게임을 접목시킨 중재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4) 결과, 비언어성 지수에서 80 이상이고, 심각한 신체, 정서, 시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재가 소개되고 있다(Jang, 2018; Khowaja

청각적 감각 상의 장애를 보이지 않는 아동이다. 선정 기준과 관련

& Salim, 2019; Lee & Cho, 2010; Maria & Jhonny, 2020; Noor, Shah-

한 참여 아동의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bodin, & Pee, 2012; Yi & Lee, 2013; Zakari, Ma, & Simmons, 2014).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 기반의 매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으로, 규

아동 A의 특성

칙, 보상, 재미의 3요소를 타분야에 통합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참여

아동 A는 검사 당시 7세 6개월의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

를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정적인 학습내용

아로, QRW (Kim et al., 2020) 검사의 문장쓰기 수행을 분석한 결

을 보다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 학생의 학업 몰입도를 증진시
킬 수 있다(Park, 2017). 언어병리학에서도 게임화를 이용한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
는 선행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Khowaja & Salim, 2019; Maria &
Jhonny, 2020; Noor et al., 2012; Yi & Lee, 2013; Zakari et al., 2014).

또한, 읽기쓰기중재에서도 이러한 중재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으
며, 게임화를 통한 중재가 점차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Jang, 2018; Lee & Cho,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중재가 아동의 자소음소 불일치 어절쓰기 능력이 향상되는지 살펴보고, 쓰기중재 시
받아쓰기 정반응률과 중재의 일반화 및 유지 효과에 어떠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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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Chronological age (yr;mo)
Gender
Nonverbal IQa
Writingb
Writing errorc
Letter error
Morpheme error
Phonological rules error

7;6
Male
107
5-10%ile

7;7
Male
92
< 5%ile

9;0
Female
80
< 5%ile

47.0%
41.1%
13.7%

32.0%
48.0%
20.0%

32.7%
46.5%
20.6%

K-CTONI-2 =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 2 (Park, 2014),
Korean Language based Reading Assessment (Pae, et al., 2015), cQuick Assessment of Childhood Reading & Writing (Kim et al., 202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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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소-음소 일치 문항 8개 중 대치 오류를 보인 문항(내려와요 →

중재 프로그램

네려와요)을 제외하고 모두 올바르게 쓸 수 있었으며, 자소-음소 불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훈련 앱 활용

일치는 21개 문항 중 16문항에서 오류를 보였다. 자소-음소 불일치

본 연구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훈련 앱으

문항 중 음운규칙 반영 오류는 18%이며, 나머지는 글자소 및 형태

로 한글잼잼의 쓰기단계를 활용하였다(Figure 1). 앱은 스마트기기

소 오류에 속하였다. 특히, 아동 A는 연음규칙을 반대로 과잉 적용

에 다운로드하여 실행하며, 스크린을 터치하여 조작할 수 있다. 사

하는 오류를 2회 보이기도 하였다(예: 하늘에서 → 한을에서). 코로

용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시 ·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배고픈

나-19로 인해 장기간 집에 머무르면서 다소 무기력한 모습이 있었으

고양이에게 생선을 모아 주는 게임 형식으로 진행된다. 훈련어는

며, 기분에 따라 불규칙한 수행력을 나타냈다.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자소와 음소가 불일치하는 어절이며, 어휘형
태소에 다양한 문법형태소가 붙은 어절이 무작위로 제시된다. 예

아동 B의 특성

를 들어, ‘앞은’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앞에’, ‘앞을’과 같이 동일한 어

아동 B는 검사 당시 7세 7개월의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

휘에 다른 조사가 붙은 어절이 제시될 수 있다. 해당 어절의 발음이

아로, QRW 검사의 문장쓰기 수행을 분석한 결과, 자소-음소 일치

청각적으로 제공됨과 동시에 화면에 빈 칸이 있는 철자가 제시되

문항은 모두 올바르게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자소-음소 불일치 21문
항 중 10문항에서 오류를 보였는데, 이 중 음운규칙 반영 오류가

Mode

40%를 차지했고(닮았어요 → 달맛어요), 나머지는 글자소 및 형태

Step configuration

Screen

소 오류였다.
아동 C의 특성

아동 C는 검사 당시 9세 0개월의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
아로, QRW 검사의 문장쓰기 수행을 분석한 결과, 자소-음소 일치
문항 8개 중 4개를 정확하게 쓸 수 있었으며, 오류를 보인 문항은 불

Practice set

러주는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여 생략하거나, 왜곡하여 쓴 문항 3개,
과거형 선어말 어미 ‘-ㅆ-‘을 첨가한 문항 1개가 있다. 자소-음소 불
일치 21문항 중 15문항에서 오류를 보였으며, 이 중 음운규칙 반영
오류가 46%를 차지하였다. 특히 아동 C는 음운규칙 반영 오류와
함께 글자소 오류도 빈번하게 보였으며, 과거형 선어말 어미 ‘-ㅆ-‘을
과사용한 오류가 5회 관찰되었다(예: 비싸요 → 비쌌요).

Actual set

평가과제
평가과제는 (1) 중재 단계에서 아동이 형태론적 쓰기훈련 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하는 훈련어절과, (2) 일반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별도의 훈련이 제공되지 않는 비훈련어절로 구성된다. 훈련어
절은 앱의 훈련단어 목록 비율을 고려하여 연음규칙과 경음규칙

Provide clue

을 각각 6개씩 선정하였으며, 비음화 규칙과 격음화 규칙을 2개,
ㅎ탈락과 구개음화 규칙을 각각 1개씩 선정하여 목록화 하였다. 비
훈련어절은 훈련어절과 같은 비율로 구성하였으며, 훈련어절에 포
함되지 않은 어휘형태소(예: 체언, 어간)로 선정하였고 문법형태소
1. Hangeul Jam Jam app.
(예: 어미, 조사)는 동일한 목록을 사용하였다. 평가과제는 Appen- Figure
Figure 1. Hangeul Jam Jam app.
Figure
1.
Hangeul Jam Jam app.
source:1.mytalkie.co.kr.
dix 1에 제시된 목록과 같다.
Figure
Hangeul Jam Jam app.
source:
mytalkie.co.kr.
Figure
1. Hangeul Jam Jam app.
source: mytalkie.co.kr.
source:
mytalkie.co.kr.
source:
mytalki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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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동은 3개의 보기 중에서 알맞은 철자를 골라 빈 칸에 넣어야

을 활용하여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어절을 훈련하는 활동으로, 앱

한다. 아동이 골라야 하는 답안은 2개로, 첫 음절의 받침과 두 번째

에서 오반응한 훈련 어절을 중심으로 아동과 함께 목표 어절을 형

음절의 초성 자리이다. 예를 들어, ‘앞은’[아픈]에서 발음과 철자가

태소 단위로 분리하고, 다양한 문법형태소와 결합해 보는 활동을

불일치하는 첫 음절의 받침 ‘ㅍ’자리와, 두 번째 음절의 초성 위치인

실시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새롭게 합성시킨 어절을 목표 음운

‘ㅇ’자리가 빈 칸으로 제공된다. 앱의 단계는 연음화, 경음화, 기타

규칙을 적용하여 읽어보았다. 3단계는 아동이 2단계에서 조합해 보

규칙(비음화, 격음화, ㅎ탈락, 구개음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

았던 어절들을 직접 만들고, 자필로 써보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별로 세 개의 세트로 구성된다. 한 세트는 5문제로, 5문제 중 4개 이

아동은 앱을 통해 어휘형태소가 같지만, 문법형태소가 다른 어절

상을 정반응하면 세트 준거에 도달하고, 연속으로 세 개의 세트를

들의(예: 춥다-춥고-춥게) 철자를 무작위로 훈련한다. 이후 연구자

성공하면 단계 준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재는 6개의 음운

는 아동과 함께 ‘춥다’라는 어절에서 어휘형태소인 ‘춥-‘에 다양한

규칙(연음화, 경음화, 비음화, 격음화, ㅎ탈락, 구개음화 규칙)별로

어미 ‘-다’, ‘-고’, -게’를 붙여 다른 어절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아

제공하였으며, 앱의 기타 규칙 단계가 4개의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

동은 이러한 어절을 직접 조합하고 써본다.

나, 중재는 비음화, 격음화, ㅎ탈락, 구개음화 규칙 순서로 진행하였
다. 앱을 통해 훈련하는 동안, 아동이 오반응하는 경우, 3초 동안 철

훈련 어절 구성

자 단서가 제공되며 한 번의 기회가 더 제공된다. 이 과정을 통해 아

본 중재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훈련 어절은 어휘 친숙도, 문법형

동은 철자를 여러 번 확인하며 훈련하고, 이후 아동이 정반응 하더

태소의 사용 빈도와 음운규칙 유형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어휘

라도 앱에서는 오반응으로 채점된다. 이렇게 오반응을 보인 문항을

목록은 저학년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중재에

중심으로, 훈련 어절에 대해 한 번 더 형태지식 훈련을 제공한다. 먼

적합하다고 언급된 어휘를 참고하여 선정하였고(Hwang, Kwon,

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이러한

Kim, & Shin, 2017; Jang, Jeon, Shin, & Kim, 2014; Kim et al., 2015),

이유가 특정한 음운규칙에 의한 것임을 설명한다. 이후, 어절을 형

문법형태소는 Lee와 Kim (2008)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구어에

태소 단위로 나누어 어휘형태소에 다른 문법형태소를 붙이는 활동

나타난 형태소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어미와 조사로 구성하였

을 제공한다. 이때, 단계에 해당하는 음운규칙만 적용되도록 문법

다. 선정한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는 형태처리 단계 유형에 속하

형태소의 종류를 제한하고 그 안에서 골라 조합한다. 새롭게 만든

는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의 형태로 결합하여 어절을 구성하였

어절은 음운규칙을 적용하여 읽어보고, 아동이 직접 자필로 쓰면

다(Lee, 2008). 따라서 하나의 어휘형태소에 대하여 1-3개의 파생된

서 스스로 여러 어절을 만들어 쓰도록 한다. 이러한 순서로 훈련을

어절이 목록에 포함된다. 음운규칙 유형은 학령기 아동이 습득해

마치면, 다시 동일한 순서로 한 번 더 중재를 제공한다. 훈련을 통해

야 할 대표적 음운규칙인 연음화, 경음화, 격음화, 비음화 규칙(Jung,

향상된 수행력을 확인하고, 단계를 넘어가는 준거로는 첫째, 앱 내

2019)과 쓰기중재 연구를 참고하여 ㅎ탈락 규칙과 구개음화 규칙

의 단계별 준거에 도달하면서, 둘째, 받아쓰기 과제에서 규칙별 훈

을 포함하여 총 6개의 규칙으로 구성하고(Lee et al., 2015), 한국어

련 어절의 정반응률이 80% 이상인 경우이다.

음운규칙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연음규칙, 경음규
칙이 적용되는 어절의 비율을 더 높게 구성하였다(Lee & Chung,

회기 구성

본 프로그램은 아동 혼자 앱을 통해 3세트(15문제)를 풀면서 앱

2002). 훈련 어절 구성에 사용된 음운규칙 별 문법형태소는 Table 2

에 제시된 목록과 같다.

에서 제공되는 단서를 통해 자소-음소 불일치 어절의 철자를 훈련
하고, 아동이 오반응한 훈련 어절을 중심으로 치료사가 형태지식
설명을 한 번 더 제공하였다.
중재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매 회기는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형태론적 쓰기훈련 앱을 활용한 활동으로, 치료사는 아동

에게 앱을 소개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명해주었다. 아동은 연
습 문제를 통해 작동 방법을 익히고, 입력란을 확인한다. 실전 문제
에서는 아동 혼자 3개의 세트를 풀도록 하며, 앱에서 제공하는 단
서를 통해 어절의 철자와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단계는 형태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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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ammatical morpheme usage list by phonological rules
Phonological rules
Lenition
Fortification
Nasalization
Aspiration
Guttural sound elision
Palatalization

Grammatical morpheme list
Postposition

Ending

-eun, -yi, -eh
-do
-man
∙
∙
-yi

-uh/ah, -eun, -eul
-go, -gae, -da
-neun
-go, -gae, -da
-uh/ah, -eun, -e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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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중재가 쓰기부진 아동의 어절쓰기에 미치는 효과 • 김효희 외

실험설계
본 연구는 단일 대상 연구 설계(single-subject research design)

자료의 측정 및 분석
자료의 측정

중 하나인 연구 대상자 간 중다간헐기초선설계(multiple probe de-

평가는 매 회기 중재 전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었으

sign across subjects)로 설계되었다. 이 설계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며, 훈련 어절 및 일반화 어절 받아쓰기를 통해 대상 아동의 쓰기

세 명 이상의 아동을 중재 후 목표 행동이 적절한 수준에 도달할

능력 향상 정도를 평가하였다. 자료의 측정은 아동이 바르게 적으

수 있는지, 목표 행동이 향상된 이후에도 유지되는지를 검증하기

면 ‘1점’, 잘못 적거나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하고, 오

위해 아동 간 기초선 자료를 간헐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중재

반응한 문항에 대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글자소 오류, 형태소 오

단계 전까지 기초선 자료를 간헐적으로 수집하여 큰 변화가 없다는

류, 음운규칙 오류로 분류하고 출현율을 분석하였다(Kim et al.,

것을 확인하며, 신뢰로운 실험통제를 입증하기 위하여 연속 3회기

2020; Kim, 2009). 만약 두 개의 오류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이상의 기초선 자료를 수집한다(lee, Park, & Kim, 2000).

두 오류 모두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있어’를 ‘이써’로 표기한 경우,
형태소 오류와 음운규칙 오류를 중복으로 세었다. 그러나 예시와

장소 및 기간

같이 음운변동 오류의 경우, 글자소 오류를 중복하여 분석하지 않

장소는 아동의 집에서 진행하였으며, 아동에게 친숙하고 조용한

았다. 종속변인의 조작적 정의는 Appendix 2에 제시된 목록과 같다.

장소인 방에서 책상에 나란히 앉아 진행하였다. 기간은 2020년 4월

1) 글자소 오류: 생략, 대치, 첨가오류로 분류하였다. 생략오류는

부터 8월까지였다. 중재는 주 2회씩 1회기 당 40분씩 진행하였다.

목표 어절 중 글자소를 생략한 경우, 대치오류는 글자소를 대
치한 경우, 첨가오류는 글자소를 첨가한 경우이다.

실험절차

2) 형태소 오류: 어휘형태소, 어미, 조사오류로 분류하였다. 어휘

중재 단계

형태소 오류는 발음에 영향을 받아 어휘형태소가 변형되는 형

중재 단계는 10-14회기 동안 음운규칙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으

태로 어절을 표기하는 경우이며, 어미오류는 어간과 어미의

며, 앱의 준거에 도달하여도 평가과제에서 목표 음운규칙 문항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여 발음에 영향을 받아 어미가 변형되

80% 이상 정반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한 회

는 형태로 표기하는 경우, 조사오류는 체언과 조사의 경계를

기는 총 40분으로 구성되며, 회기 시작과 함께 5분간 평가과제를

구분하지 못하여 조사가 변형되는 형태로 표기하는 경우이다.

실시한다. 이후 중재에서는 형태론적 쓰기훈련 앱을 통해 음운규

3) 음운규칙 오류: 연음화, 경음화, 격음화, ㅎ탈락, 비음화, 구개

칙이 적용되는 어절쓰기를 훈련하고, 앱에서 오반응을 보인 문항

음화 규칙의 6개의 음운규칙에 대하여 목표 어절의 전체를 소

을 중심으로 형태지식 훈련을 실시한다. 이후 훈련 어절을 자필로

리대로 표기하는 경우이다.

쓰는 활동까지 마쳐야 하며, 이러한 중재 순서가 매 회기 2회 반복
진행되었다.

중재의 효과 크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재의 효과 크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재 효과
일반화 단계

크기(Improvement Rate Difference, IRD)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

중재 전, 중재 중과 중재 후에 자소-음소 불일치 어절 받아쓰기

다. IRD는 중재 IR과 기초선 IR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여 구한다. 중

평가를 통해 중재 효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일반화

재 IR은 기초선 단계와 중첩되지 않는 자료점의 수를 중재 단계의

어절 목록은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9개의 어절로, 단어 선정 기준

총 자료점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기초선 IR은 중재 단계와 중첩되

은 훈련 평가 목록을 작성할 때와 동일하였다.

지 않는 자료점의 수를 기초선 단계의 총 자료점 수로 나누어 계산
한다(Parker, Vannest, & Brown, 2009).

유지 단계

유지 단계는 중재 종결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중재 효과

평가자 간 신뢰도

가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중재 종결 시점부터 2주간의 공백

본 연구의 평가과제의 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가

기를 가진 후, 기초선과 동일한 평가과제를 연속 3회기 평가하여 쓰

자 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2급 언어재활사 1인이

기 능력이 유지되는지 평가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 분석에 참여하였다. 평가자는 무작위로 선택된
기초선 1회기, 중재 2회기, 유지 1회기의 평가과제 자료를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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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평가자 간 신뢰도는 두 평가자 간의 정오반응 일치도로 측정

Table 4. Mean and effect size of letter-sound non correspondences writing
test score

하였다. 그 결과, 대상 아동별로 기초선 단계에서 100%, 중재 단계

Baseline

에서는 94.4-100%, 유지단계에서는 100% 일치하였다.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Table 3. Content validity of target word

Relevance

Assessment
contents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Intervention
Generalization

4.98
4.85

4.87
5

4.90
4.92

Baseline

Intervention
Stage 1 Stage 2

Intervention

Maintenance

Mean (range)

Mean (range)

40.2 (38-44)
49.0 (38-55)
35.7 (22-44)

66.3 (44-88)
.60*
79.4 (61-94) 1.0**
74.4 (50-100) 1.0**

IRD

Mean (range)

IRD

90.7 (88-94)
92.5 (88-94)
88.8 (88.8)

1.0**
1.0**
1.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range).
IRD = improvement rate difference; Chance level (IRD = .50).
*medium effect size (.50 < IRD < .70), **strong effect size (IRD ≥ .70).

Generalization

Maintenance

Stage 3

Positive response ration (%)

100
80
60
40
20
0

[Subject A]
1

6

11

16

21

26

31

Positive response ration (%)

100
Intervention effect

80

Generalization effect

60
40
20
0

[Subject B]
1

6

11

16

21

26

31

Positive response 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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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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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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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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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Session
Figure 2. Mean scores of letter-sound non correspondences writing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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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중재 단계에서 79.4%, 유지 단계에서 92.5%의 수행을 나타

중재 충실도
본 연구의 중재 충실도를 알아보기 위해 2급 언어재활사 1인이

냈다. 대상 아동 C는 기초선 단계에서 35.7%, 중재 단계에서 74.4%,

무작위로 선정한 중재 단계의 회기 자료를 보고 중재 충실도를 평

유지 단계에서 88.8%의 수행을 나타냈다. 중재의 영향을 받았는지

가하였다. 대상자별로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에서 각 1회기씩을 선

알아보기 위해 IRD로 효과크기를 구하였다. 그 결과, 대상 아동 A

정하여 각 아동별로 총 3회기를 측정하였다. 평가 내용은 연구자가

의 IRD는 .60으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였고, 아동 B의 IRD

일관된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는지, 실험 절차가 적절한지 등이

는 1.0으로 매우 큰 효과크기, 아동 C의 IRD는 1.0으로 매우 큰 효

었다. 모든 평가 방법은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대상

과크기를 나타냈다. 유지 단계에서는 대상 아동 A와 B, C 모두 IRD

아동 A부터 대상 아동 C까지의 중재 충실도는 모두 100%로 산출

1.0로으 나타나 매우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되었다.

둘째, 음운규칙별 정반응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대상 아동
이 중재 전보다 후에서 모든 음운규칙의 평균 정반응률이 향상되
었다(Table 5, Figure 3). 특히, ㅎ탈락 규칙과 구개음화 규칙은 중재

내용타당도
본 연구의 내용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중재 시작 전 1급 언어재

전 평균 0%로 저조한 수행력을 보였으나, 중재 후 향상된 정반응률

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3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제공하여 훈련어

을 보였으며 중재 종결시점에서 100%의 정반응률을 나타냈다. 대

목록이 본 중재 목표에 적합한지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

상 아동 A가 가장 많은 향상을 보인 규칙은 비음화, ‘ㅎ’ 탈락, 비음

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설문지는 각각의 어절에 대하여 Likert

화 규칙이며, 반면에 연음화 규칙에서는 다소 미미한 향상을 보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적절하지 않음(1)-매우 적절함(5점)’ 중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 B는 격음화 규칙과 구개음화 규칙에서

에서 평가하였다.

가장 큰 진전을 보였으며, 비음화 규칙에서는 다소 미미한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 C는 격음화 규칙, 구개음화 규칙
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였으며, ‘ㅎ’ 탈락 규칙에서는 다소 미미한

연구결과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오류 출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상 아동들은 중재 단계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중재의 훈련

에서 모든 철자 오류 유형의 오류 출현율이 감소하였다(Figure 4).

어절쓰기에 대한 훈련 및 유지 효과
본 쓰기중재의 훈련 효과는 (1) 훈련 어절 쓰기 전체 정반응률의

또한, 오류 유형별 출현율의 크기를 살펴보면, 형태소 오류가 가장

변화, (2) 음운규칙별 정반응률의 변화, 그리고 (3) 오류 출현율의 변

빈도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음운규칙 반영 오류, 글자소 오류 순

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체 정반응률의 변화를 살펴보

으로 나타났다. 대상 아동 A의 경우 글자소 오류가 기초선 단계에

면, 대상 아동들은 중재 단계에서 훈련한 자소-음소 불일치 어절쓰

서 15%, 중재 단계에서 8%로 감소하였고, 형태소 오류는 기초선 단

기 정반응률이 향상되었다(Table 4, Figure 2). 정반응률은 대상 아

계에서 34%, 중재 단계에서 19%로 감소하였다. 음운규칙 오류는

동 A의 경우 기초선 단계에서 40.2%, 중재 단계에서 66.3%, 유지 단

기초선 단계에서 19%, 중재 단계에서 13%를 보이며 감소하였다. 대

계에서 90.7%의 수행을 나타냈다. 대상 아동 B는 기초선 단계에서

상 아동 B의 경우, 글자소 오류가 기초선 단계에서 14%, 중재 단계

Table 5. Mean of letter-sound non correspondences writing test score according to the phonological rules (%)
Phonological rules
Lenition
Pre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Post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Fortification

Nasalization

Aspiration

62.5 (50-66.6)
47.2 (33.3-66.6)
42.9 (16-66.6)

50 (50-50)
50 (66.6-83.3)
42.9 (33.3-50)

12.5 (0-50)
50 (50-50)
57.1 (50-100)

25 (0-50)
33.3 (0-50)
7.1 (0-50)

77.7 (66.6-100)
91.6 (83.3-100)
83.3 (66.6-100)

70.8 (50-100)
83.3 (66.6-100)
72.2 (50-100)

50 (0-100)
68.7 (50-100)
100 (0-100)

50 (0-100)
93.7 (50-100)
75 (0-100)

Guttural sound elision

Palatalization

0 (0)
0 (0)
0 (0)

0 (0)
0 (0)
0 (0)

50 (0-100)
37.5 (0-100)
25 (0-100)

37.5 (0-100)
62.5 (0-100)
50 (0-1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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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ean scores of letter-sound non correspondences tests according to the phonologic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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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ccurrence rate according to the error type.

에서 5%로 감소하였고, 형태소 오류는 기초선 단계에서 30%, 중재

1회기, 그리고 중재가 모두 마친 직후에 연속 3회기 평가하였다. 일

단계에서 11%로 감소하였다. 음운규칙 오류는 기초선 단계에서

반화 평가 목록은 훈련 평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어절들로 구성

19%, 중재 단계에서 8%로 감소하였다. 대상 아동 C는 글자소 오류

하였다. 아동 A는 기초선 단계에서 연속 4회기 동안 일반화 평가를

가 기초선 단계에서 22%였으나, 중재 단계에서 8%로 감소하였고,

실시하였고, 평균 정반응률은 25.3% (12-33%)이다. 중재 단계에서

형태소 오류는 기초선 단계에서 45%였으나, 중재 단계에서 13%로

는 44.4%의 정반응률을 보여 기초선에 비해 향상된 수행력을 보였

감소하였다. 또한 음운규칙 오류는 기초선 단계에서 25%였으나, 중

다. 중재 직후 실시한 일반화 단계에서는 평균 51.8% (44-55%)의 정

재 단계에서 3%로 감소하였다. 모든 대상 아동의 중재 단계 종결 시

반응률을 보였다. 아동 A의 일반화 효과크기(IRD)는 1.0으로 매우

점의 철자 오류 출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큰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B는 기초선 단계에서 6
회기 동안 일반화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균 정반응률은 43.0% (37-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중재의 비훈련

50)이다. 중재 단계에서는 66.6%의 정반응률을 보여 기초선에 비해

어절쓰기로의 일반화 효과

향상된 수행력을 보였다. 중재 직후 실시한 일반화 단계에서는 평

일반화 평가는 중재 전 기초선 단계에서 4-7회기, 중재 단계에서
https://doi.org/10.12963/csd.21812

균 66.6%의 정반응률을 보였다. 아동 B의 일반화 효과크기(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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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으로 매우 큰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C는 기

2014). 본 연구에서는 앱에서 제공되는 ‘고양이 게임’을 활용하여

초선 단계에서 7회기 동안 일반화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균 정반응

쓰기훈련을 제공하였는데, 이 안에서 제공되는 시각적, 청각적 보

률은 23.2% (0-44%)이다. 중재 단계에서는 44.4%의 정반응률을 보

상과 피드백이 대상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를 높인 것으로

여 기초선에 비해 향상된 수행력을 보였다. 중재 직후 실시한 일반

볼 수 있다.

화 단계에서는 평균 66.6%의 정반응률을 보였다. 대상 아동 C의 일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어절쓰기가 음운규칙별로 중재

반화 효과크기(IRD)는 1.0으로 매우 큰 효과크기가 있는 것으로

전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공통적으로 세 명의 아

나타났다(Figure 2).

동 모두 어절쓰기의 능력이 향상되었는데, 아동에 따라 상이하지
만 공통적으로 비음화 규칙과, 격음화 규칙, ㅎ탈락 규칙에서 중재

논의 및 결론

종결 시점까지 오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쓰기부진 아동
은 특히 겹받침, 구개음화, 비음화 규칙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중재를 쓰

고 하였는데(Shin & Joe, 2001), 본 연구에서도 비음화 규칙에서 지

기부진 아동에게 제공하고, 자소-음소 불일치 어절쓰기 능력 향상

속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쓰기부진 아동은 음운 동

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훈련 방

화로 인해 음가가 변하는 철자쓰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법이 대상 아동의 쓰기 정확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

보인다. 또한 격음화 규칙의 문항에서 두 명의 아동이 지속적으로

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기여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

오류를 보였는데, 이는 ‘싸타’와 같이 발음대로 표기하는 오류가 아

고자 한다.

니라, 받침을 표기하되, ‘ㄷ’으로 대치하는 오류였다. 즉, 두 아동은

첫째,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중재는 대상 아동들

쓰기에 형태지식과 음운변동 규칙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의 자소-음소 불일치 어절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어휘형태소의 ‘ㅎ’받침을 인식하지 못하여 나타난 오류라고 볼 수

다. 쓰기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초선, 중재 단계의 오류 출현

있으며, 이는 아동별 낱말 친숙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율을 살펴본 결과, 모든 대상 아동의 오류 출현율이 감소하면서 정

(Joshi & Aaron, 2002).

반응률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상 아동 세 명의 철자쓰기 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쓰기 오류를 오류 유형별로 살펴

류를 살펴본 결과, 중재 시작 시점에서는 음운규칙 오류가 평균 18%,

보고, 아동별 쓰기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상 아동의 오류 유형

형태소 오류가 평균 32%, 글자소 오류가 평균 14%로 나타났으나,

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형태소 오류를 가장 많이 보였고, 그 다음으

중재 종결 시점에서는 음운규칙 오류가 평균 4%, 형태소 오류가 평

로 음운규칙 오류, 글자소 오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균 3%, 글자소 오류가 평균 1%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쓰기부진 아동의 형태소 및 글자소 오류가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

러한 결과는 형태지식을 활용한 쓰기중재가 쓰기부진 아동에게

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Lee et al., 2020), 본 연구도 이

효과적이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Darch

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일반 아동은 형태소 전략과 철자

et al., 2000; Lee et al., 2015, Kirk & Gillon, 2009; Shippen et al., 2008;

표기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지만 쓰기부진 아동은 자소-음소를 대

Vadasy et al., 2006; Vaughn et al., 2010). 즉, 한글에서도 음운규칙

응시키는 음운적 전략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

이 적용된 철자를 훈련함에 있어 형태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

다(Weiner, 1994). 다시 말해, 쓰기부진 아동의 낮은 음운변동 인식

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이러한 중재가 저학년 학생의 쓰기

(Kim, 2009)과 저하된 형태인식 능력이 자소-음소 불일치 어절쓰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학년 시

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형태소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소리나는 데로

기에 형태지식과 표기지식이 철자쓰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쓰는 오류가 빈도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훈련 어

는 선행연구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Jung, 2019), 쓰기부진 아동

절을 쓸 때 매 회기 표기가 달라지는 특징이 관찰되었는데, 예를 들

의 초기 철자 발달에서 형태지식 및 표기지식의 활용여부와 이를

어 아동 A의 경우, ‘같아’를 “갚다”, “갔타”, “갓다”와 같이 매 회기

활용한 중재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철자로 표기하는 오류를 보였으며, 아동 C 역시 ‘좋고’를 “총

둘째, 읽기쓰기 훈련에 있어 게임화를 활용한 중재가 효과적이

오”, “좋코”, “좋오”와 같이 음운규칙에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다른

라는 선행연구와 같이(Jang, 2018, Lee & Cho, 2010), 본 연구에서

글자소로 대치하는 오류를 보였다. 이는 쓰기부진 아동이 지속적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훈련을 제공한 것이 아동의 동기와 흥미 형

으로 음운조작 능력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Kamhl & Hin-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Han, Kim, Kim, & Yu,

ton, 2000), 이 때문에 음운변동 반영 오류에서 일반 아동과 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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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Lee, 2019).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G. Kamhi & H. W. (Eds.), Language and reading disabilities (pp. 226-243).
Boston, MA: Pearson.

는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

Archer, A. L., Gleason, M. M., & Vachon, V. L. (2003). Decoding and fluency:

는 초등학교 2-3학년의 저학년 쓰기부진 아동을 대상으로 형태지

foundation skills for struggling older readers. Learning Disability Quarter-

식과 음운규칙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였다. 아동에 따라 차이가 있

ly, 26(2), 89-101.

었으나 형태지식과 표기지식 훈련 시, 이해에 비하여 활용이 빠르
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초기 철자 발달에 가장 활발하게 사

Barber, A. (2013). Multilinguistic components of spelling: an overview. Perspectives on Language Learning and Education, 20(4), 124-128.

용되는 전략이 음운 전략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형태지식과 표

Berninger, V. W., Abbott, R. D., Nagy, W., & Carlisle, J. (2010). Growth in

기지식 중심의 훈련만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

phonological, orthographic, and morphological awareness in grade 1 to 6.

서 고학년이 될수록 표기지식과 형태지식의 중요도가 더욱 증가한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9(2), 141-163.

다는 점을 고려하여(Green et al., 2003; Henderson, 1990; Sangster

Berninger, V. W., Abbott, R. D., Jones, J., Wolf, B. J., Gould, L., Anderson-

& Deacon, 2011, Treiman, Cassar, & Zukowski, 1994), 음운지식 훈

Youngstrom, M., ... & Apel, K. (2006). Early development of language by

련과 함께 형태 및 표기지식을 촉진하는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는

hand: composing, reading, listening, and speaking connections; three let-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태론적 쓰기

ter-writing modes; and fast mapping in spelling. Developmental Neuropsy-

훈련 앱은 아동이 직접 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chology, 29(1), 61-92.

앱으로만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자필쓰기로의 일반화가 어려울 수

Bryant, P., Nunes, T, & Bindman, M. (1999). Morphemes and spelling. In T.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자필쓰기는 일종의 주관식 평가로, 선택이

Nunes (Ed.). Learning to read: an integrated view from research and prac-

나 재인 기능 보다는 재생과 기억의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tice (pp. 15-42). Dordrecht: Kluwer.

적으로 객관식 평가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다(Sung, 1988). 따라서

Bruck, M. (1993). Component spelling skills of college students with child-

아동이 직접 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훈련 도구를 활용한다면,

hood diagnoses of dyslexia.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16(3), 171-184.

보다 명확하게 중재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Bourassa, D. C., & Treiman, R. (2001). Spelling development and disability:

서는 평가과제를 6개의 음운변동 규칙(연음화, 경음화, 비음화, 격

the importance of linguistic factor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

음화, ㅎ탈락, 구개음화)으로 구분하여 목록화 하였고, 음운규칙별

es in Schools, 32(3), 172-181.

훈련 어절의 비율에 따라 비훈련 어절의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 중

Bourassa, D. C., Treiman, R., & Kessler, B. (2006). Use of morphology in spell-

격음화 규칙에 대한 어절이 일반화 평가 목록에서 제외되어 격음화

ing by children with dyslexia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Memory

규칙에 대한 일반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Jung (2019)의 연구

and Cognition, 34(3), 703-714.

에서 대표적인 음운변동 규칙으로 보고된 연음화, 경음화, 비음화,

Cassar, M., Treiman, R., Moats, L., Pollo, T. C., & Kessler, B. (2005). How do

격음화 규칙을 고려하여, 일반화 평가 목록에 이러한 음운변동 규

the spellings of children with dyslexia compare with those of non-dyslex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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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ssessment wordlist
번호

음운규칙

훈련 어절

비훈련 어절

1

연음화

앞은[아픈]

답은[다븐]

2

속이[소기]

높아[노파]

3

곳에[고세]

닫은[다든]

4

있어[이써]

5

같아[가타]

6
7

찾은[차즌]
경음화

집도[집또]

책도[책또]

8

걷고[걷꼬]

잡다[잡따]

9

작고[작꼬]

쉽게[쉽께]

10

춥다[춥따]

11

먹다[먹따]

12
13

받게[받께]
비음화

14
15

것만[건만]

듣는[든는]

적는[정는]
격음화

16

쌓다[싸타]
좋고[조코]

17

ㅎ탈락

넣은[너은]

닿아[다아]

18

구개음화

끝이[끄치]

밑이[미치]

Appendix 2. Operational definitions of error type
오류 유형

조작적 정의

예시

글자소 오류
생략

목표 어절 중 글자소를 생략한 경우

앞은 → 아은

대치

목표 어절 중 글자소를 대치한 경우

좋고 → 촣고

첨가

목표 어절 중 글자소를 첨가한 경우

넣은 → 넣흔

어휘형태소

발음에 영향을 받아 어간과 체언이 변형되는 형태로 어절을 표기하는 경우

적는 → 정는

문법형태소

어간과 어미, 체언과 조사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여, 발음에 영향을 받아 어미가 변형되는 형태로
어절을 표기하는 경우

있어 → 이써

목표 어절의 전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경우

곳에 → 고세

형태소 오류

음운규칙 반영 오류
연음화
경음화

작고 → 작꼬

격음화

좋고 → 조코

ㅎ탈락

넣은 → 너은

비음화

적는 → 정는

구개음화

끝이 → 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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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중재가 쓰기부진 아동의 자소-음소 불일치 어절 쓰기에 미치는 영향
김효희1·이영미1·홍기형2·김영태1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성신여자대학교 서비스·디자인공학과

배경 및 목적: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중재가 쓰기부진 아동의 자소-음소 불일치 어절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방법: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형태론적 쓰기훈련 앱을 활용하여 음운변동 규칙별로 형태지식 훈련을 실시한다. 결과: 중
재 효과, 일반화, 유지에서 모두 효과를 나타냈다. 논의 및 결론: 첫째, 형태지식을 활용한 쓰기훈련은 쓰기부진 아동의 제한된 쓰기 능
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기 발달의 초기 수준이더라도 음운지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형태 및 표기지식에 대한 촉진이 함께 이
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쓰기훈련은 쓰기부진 아동의 흥미와 동기를 이끌어내어 반복적으로 쓰
기훈련을 할 수 있고, 대상자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적합한 중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어: 쓰기중재, 게이미피케이션 기반의 쓰기중재, 쓰기부진 아동, 형태지식, 음운변동규칙
본 연구는 2018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8S1A3A207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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