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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current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a diagnostic instrument to test 
children’s developmental level of phonetic spelling ability, which can also be used to iden-
tify students with spelling disabilities. Methods: The Korean Developmental Spelling As-
sessment-Nonword (KDSA-NW) was developed based on a review of previous research 
and three pilot studies. Items of KDSA-NW were constructed with seven spelling features: 
principal vowels, initial consonants, final consonants, aspirated consonants, tense conso-
nants, Y glides, and W glides. The 30 finalized items of KDSA-NW were two syllable non-
words of CVC-CVC. KDSA-NW was standardized across 779 students in grades 1-3 and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DSA-NW were estimated. Results: The Cronbach’s alpha coeffi-
cient and split-half correlation revealed that KDSA-NW was a highly reliable measure. The 
content validity scores were satisfactory, proving the items were appropriate to test the 
phonetic spelling ability of elementary students. The normed chi-square, RMSEA, and SRMR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construction of KDSA-NW 
was solid. The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KDSA-NW score and the KDSA phonological 
spelling feature test revealed that the concurrent validity of KDSA-NW was appropriat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KDSA-NW is a reliable and valid assess-
ment to test the phonetic spelling ability of students in grade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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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logical development

철자는(spelling) 정서법(handwriting), 작문(written expression-

composition)과 함께 쓰기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Lerner, 2000), 

자음과 모음을 맞추어 음절 단위의 글자를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철자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육을 통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기

초학습능력일 뿐 아니라 작문을 위한 기본능력이다. 우리나라 학

교교육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철자교육을 중요

하게 다루고 있는데,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1, 2학년 아동들에게 

매주 받아쓰기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철자능력의 향상

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교사들은 초등학교 1, 2

학년에 읽기부진아동(23%)보다 쓰기부진아동(55%)이 많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Lee & Jeon, 2007). 실제 철자학습장애가 학령기의 

10%를 넘는다고 보고될 만큼 철자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학생의 수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Kim & Kim, 2013). 

학령기 철자에 대한 어려움은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Bruck, 1993; Deacon, Parrila, & Kirby, 2006), 철자능력은 향후 작

문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어 철자의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Graham, Berninger, Abbott, Abbott, & 

Whitaker, 1997). 따라서 기초학습영역인 철자에 대한 아동의 문제

를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여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교수할 수 

있도록 이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아동의 초기 철자발달 능력인 음운적 철자능력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이면서도, 검사 결과를 교수하는 데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철자 유형별로 교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철자 

검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철자 검사도구는 한글 철자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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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인지과정이론인 이중경로이론을 토대로 설계되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Yang, 2009, 2014) 한글 철자의 발달과정은 크게 

음운적 철자단계와 형태론적 철자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아동들은 소리에 해당하는 자소를 대응시켜 소리 나는 대로 철자

하는 음운유형 철자발달 단계를 거친다. 음운유형의 철자는 대부

분 유치원시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사이에 숙달수준에 도달하며, 

이 시기에 숙달수준으로 발달하는 음운유형에는 기본모음, 기본

초성, 기본종성 등의 철자유형이 포함된다.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거센소리초성, 된소리초성, y계열모음, w계열모음들이 빠르게 습

득된다.

음운론적 철자단계가 어느 정도 숙달수준에 이르면 소리가 일대

일로 대응되지 않아도 형태소를 지켜 쓰는 법을 배우는 형태론적 

철자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Yang, 2014). 이때 학습되는 형태

소유형에는 음운변동, 겹받침 등 형태소 지식이 있어야 하는 철자

유형들이 포함되며 형태론적 철자발달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

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Yang, 2009, 2014).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는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대부분의 아동들

이 숙달수준에 도달하는 음운적 철자에 대한 능력을 정확히 측정

하도록 구성되었다. 현재 음운적 철자능력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한글 철자 발달검사(Korean Developmental Spelling 

Assessment, KDSA; Yang, Ra, Lee, & Kim, 2016)의 음운유형 철자 

검사지가 있다. 그러나 음운적 철자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는 실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닌 무의미단어로 철자하도록 하는 과

제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이중경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철자를 수행하는 중에 일어나는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중경로이론’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Ellis, 1982; New-

combe & Marshall, 1980). 이중경로이론에 따르면 철자자는 각기 

독립적인 경로인 음운 경로 또는 비어휘적(nonlexical)경로, 그리고 

어휘적(lexical) 경로를 통해 철자정보를 얻는다. 음운 경로를 통한 

철자 경로는 음운적 코드(phonological code)를 철자적 표상(ortho-

gra phic presentation)으로 변화시켜 철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구어로 입력된 음운적 정보를 작은 단위로 분석하여 각각의 단위

마다 음소-자소의 대응규칙을 적용한 후 대응되는 철자들을 조합

하여 하나의 문자열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음운 경로는 음운부

호에만 의존하여 단어를 처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글자 또는 익숙하

지 않은 단어를 철자할 때 주로 활성화되며(Bishop & Robson, 1989), 

초기 철자학습자에게 특히 활용도가 높은 철자 경로이다(Marsh, 

Friedman, Welch, & Desberg, 1980; Stage & Wagner, 1992). 또한 

음운 경로가 효율적인 경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어휘적 경

로보다 경제적인 경로라는 주장도 있다(Henderson & Chard, 1980; 

Kang & Simpson, 1996).

반면, 어휘적 경로를 통한 철자는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으

로부터 철자를 시각적으로 직접 인출하여 철자하는 과정을 의미한

다. 어휘력이 높고 시각적 기억력이 높은 경우 음운 경로뿐만 아니

라 어휘 경로를 사용하여 철자하게 된다. 즉, 단어의 언어적, 시각적 

정보를 의미와 함께 기억저장소에 저장하고 단어를 쓸 때 직접적으

로 어휘집에 접근하여 철자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이 음운 경로를 통해 철자하는 능력인 음운적 철자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어휘 경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만들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사문항을 모두 무의미단어로 구성함으

로써 어휘 경로를 배제하고 음운 경로만을 사용하여 철자하는 능

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현재 한글 철자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로는 한글 

철자 발달검사(KDSA; Yang, Ra, et al., 2016)와 한국어 읽기검사

(Korean Language-based Reading Assessment, KOLRA; Pae, Kim, 

Yoon, & Jahng, 2015)의 하위검사로서의 철자검사 두 가지가 출판

되어 있다. 두 검사도구 모두 실제 존재하는 단어나 문장을 쓰도록 

설계되었다. 이 중 철자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쉽게 교수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검사도구는 KDSA이다(Yang, Ra,  

et al., 2016). KDSA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되

었으며 한글 철자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음운적 철자능력과 형태론

적 철자능력을 측정하도록 만들어졌다. 교사들은 KDSA의 결과를 

통해 철자 장애아동을 판별할 수 있으며, 세부 음운유형들 중에서 

발달적으로 어느 유형을 먼저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KDSA검사의 문항들은 모두 실제 존재하는 단어

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피검사자의 어휘능력을 통제하지 못하여 

음운적 철자능력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제한이 있다.

실제 존재하는 단어들로만 철자검사를 할 때 생기는 검사 타당

도의 문제는 앞서 설명한 이중경로이론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 

검사의 문항이 실제 존재하는 단어로 구성될 경우 해당 단어를 자

주 접한 아동은 음운정보를 분석하고 부호화하는 능력이 충분치 

않더라도, 심성어휘집에서 철자를 시각적으로 인출하는 어휘 경로

를 사용하여 정확히 철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음운적 철자능

력, 즉 소리 나는 대로 철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에서는 문항이 

의도했던 음운적 철자능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음

운적 철자능력이란 아동이 음운 경로를 사용하여 철자하는 능력

을 말하는 것이므로, 음운적 철자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는 무의미단어 또는 비단어로 검사를 수행한 결과가 더욱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최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단어에 대

해 아동이 느끼는 친숙도가 철자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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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어에 대한 친숙도 요인을 배제하도록 문항을 구성해야 할 필요

성을 말해준다(Choi, Kim, Yun, & Sung, 2011; Yang & Lee,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음운적 철자능력을 측정하는 무의미

단어 철자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자 한다. 검사의 설계와 채점방법은 모두 KDSA와 동일하므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검사도구의 명칭은 무의미단어 한글 철자 발

달검사(Korean Developmental Spelling Assessment-Nonword, 

KDSA-NW)라 하였다. KDSA-NW는 철자 교육이 가장 중요시되

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었으며, 검사의 

결과가 철자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물론, 발달수준 및 철자 교수목

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음운적 철자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무의미

단어 철자 검사도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2)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철자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3)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철자 

검사도구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무의미단어 한글 철자 발달검사(KDSA-NW) 문항 개발

KDSA-NW의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글 철자발달에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철자 관련 검사들을 검토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한글의 음운적 철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음운유형을 선별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선별된 음운유형을 검사하기에 적절한 무의미단어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문항으로 모든 목표 유형에 대한 

철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소들이 문항에 포함되는 비율을 맞

추어 단어를 선정하였다.

검사 목표 유형

기본모음은 ‘ㅐ, ㅔ, ㅚ, ㅟ’를 제외한 단모음으로 정의하여 총 6개 

자소가 포함되었다. 단모음에 포함된 ‘ㅐ, ㅔ’는 발달적 특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제외하였으며(Yang, 2005, 2014; Yang, Ra,  

et al., 2016), ‘ㅚ, ㅟ’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단모음으로 발음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므로 w계열모음에 포함하

였다(Lee, 1996). 기본초성은 거센소리, 된소리를 제외한 예사소리

와 비음, 유음에 포함된 자소로 정의하여 총 8개 자소가 포함되었

다. 기본종성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음절 말 위치에 실현되는 자음

으로 정의하여 총 8개 자소가 포함되었다. 거센소리와 된소리 초성

에 포함된 자소는 각각 5개였다. ‘ㅎ’은 예사소리로 분류되는지 혹

은 거센소리로 분류되는지 학자마다 그 견해를 달리하지만(Lee, 

1999; Lee, 2003) 본 연구에서는 선행 문헌에 따라 ‘ㅎ’을 거센소리

로 분류하였다(Lee, 2003). y계열모음은 ‘ㅒ, ㅖ’를 제외한 y계열 이

중모음으로 정의하여 각각 4개 자소가 포함되었다. ‘ㅒ, ㅖ’는 [ㅔ]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y계열모음에서 제외하였다(Bae, 2003). 

또한 표준 발음법에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된다는 규정에 따라 ‘ㅢ’모음은 검사 목표 유형에서 제외

하였다. w계열모음은 ‘ㅞ, ㅙ’를 제외한 w-계 이중모음으로 정의하

여 각각 4개 자소가 포함되었다. ‘ㅚ, ㅟ’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단모

음으로 발음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므로 w

계열모음에 포함하였으며(Lee, 1996), 현대 발음에는 이중모음 [ㅚ]

와 [ㅞ], [ㅙ]는 구분하기 어려워 ‘ㅞ, ㅙ’를 w계열모음에서 제외하

였다(Lee, 1996). 목표 유형과 유형에 포함된 자소들에 대한 정보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예비문항 개발과 선정

무의미단어 문항은 대부분 의미단어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음소를 대치하여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Kim, Im, & Park, 2009; 

Landerl, Wimmer, & Frith, 1997; Wurm & Samuel, 1997). 하지만 

이를 적용하여 테스트해 본 결과 아동들이 원래의 의미단어로 유

추하여 읽거나 쓰는 경우가 빈번하게 관찰되어 음운정보에 따라 

쓰게 하는 문항으로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목표 유형의 포함 여부

에 따라 단순하고 쉬운 조합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조합까지 다양

한 조합의 단어 구조를 설정하고, 목표 유형에 포함된 자소들을 무

작위로 조합하여 예비문항 초안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제작된 초안 문항 중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예비문

항을 선정하였다. 그 기준은 음운변동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단어, 

철자 검사에 타당한 단어, 현대 국어에서 의미 단어로 사용되지 않

는 무의미단어였다. 먼저 음운변동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무의미단

어를 선정하기 위해 Lee (1994)가 정리한 19개의 음운규칙을 근거

로 1차 선별을 하였다. 무의미단어에 적용되는 음운변동규칙인 음

절말 장애음 중화, 비음화, 유음화, 격음화, 경음화, 구개음자음 뒤

에서의 구개반모음 [y]탈락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문항들을 선정하

Table 1. Phonetic spelling features of Hangul orthography

Spelling feature Letter

Principal vowel ㅏ, ㅓ, ㅗ, ㅜ, ㅡ, ㅣ

Initial consonant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Final consonant ㄱ, ㄴ, ㄷ, ㄹ, ㅁ, ㅂ, ㅇ

Aspirated consonant ㅋ, ㅌ, ㅍ, ㅊ, ㅎ

Tense consonant ㄲ, ㄸ, ㅃ, ㅆ, ㅉ

Y glide ㅑ, ㅕ, ㅛ, ㅠ

W glide ㅚ, ㅘ, ㅟ, 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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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문항 수는 총 1,439개였다. 

그 다음으로는 1차 선정된 1,439개의 단어가 음운적 철자능력을 

타당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철자문항인지 확인하였다. 서울에 위치

한 한 대학의 난독증 및 기초학습 클리닉에 다니는 초등학교 1, 2, 3

학년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중재 목표에 맞게 조합 유형

별 무의미단어로 철자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향

상되는 아동의 철자능력을 타당하게 검사할 수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 예비단어 중 10개의 단어로 교육과정중심사정(CBA) 철자검

사를 구성하고 중재회기마다 실시하였다. 여러 실험연구를 통해 파

닉스 중재 전인 기초선 단계와 중재단계, 중재 후인 유지단계의 수

행도를 분석하여 타당도가 확보된 문항만을 선별하였다(Jung, 

Kim, Yang, & Lee, 2016; Yang, Kim, & Lee, 2016). 중재를 실시하기 

전, 즉 철자 수행능력이 낮은 상태의 기초선 검사에서 난독증 아동

들이 정확하게 철자한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조합 형태는 제외하였

다. 또한 중재가 완료된 후 철자 수행능력이 향상된 상태의 유지단

계에서 아동들이 지나치게 낮은 정확도로 철자한 조합 형태는 제

외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단어의 형태와 목표 유형들의 조

합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중재기간 동안 향상되는 진전

도 그래프의 기울기를 고려하여 향상도에 적합하지 않은 무의미단

어들을 제외하였다. 위에 제시된 조합 형태의 기준과 단어 선별 기

준에 부합하여 2차로 선정된 단어는 514개였다. 

마지막으로 의미단어를 제외하기 위해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

사2’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05)를 기준으로 3

차 선별을 진행하였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는 국어 교육을 

위한 단계별 어휘 선정을 목적으로 진행된 기초 연구로 현대국어

를 조사하여 국어 사용 빈도를 정리한 자료이다. 현대 국어 사용 빈

도 조사 보고서를 통해  본 연구로의 무의미단어로 선정된 514개의 

예비문항 중 ‘공신’, ‘선봉’, ‘송진’, ‘신공’, ‘활복’의 5개의 단어가 빈도

가 높지 않으나 의미단어로 사용됨이 밝혀졌다. 이들을 예비문항

에서 제외하고 총 509개의 단어를 예비단어로 선정하였다.

문항 개발을 위한 계획 과정에서 한정된 문항으로 모든 목표 유

형에 대한 철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정된 509개의 단어 중에서 문항 조합의 형태와 목표 

자소가 계획된 비율에 부합하도록 균형을 맞추어 최종적으로 120

문항을 추렸다. 

예비검사

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항을 보완, 수정하기 위한 예비검사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예비검사는 예비문항 중 초등학교 

1, 2, 3학년 수준에 적절한 난이도인 것만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되

었으며, 2차 예비검사는 1차 예비검사 결과 선정된 문항 중 난이도

와 변별도가 적절한 문항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마지막

으로 3차 예비검사는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단어 

발음이 정확하게 녹음된 문항만을 선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먼저 1차 예비검사는 서울 북부지역의 초등학교 1, 2, 3학년 아동 

7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문항에 포함된 자소의 비율을 고려하

여 추려진 120문항을 30개씩의 문항으로 나누어 4개의 검사지를 제

작하였다. 검사는 담임교사들이 전체 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무의미단어는 학급 담임교사에게도 생소한 단어들이었으

므로 검사의 신뢰도를 위하여 검사단어가 3번씩 녹음된 녹음파일

을 제공하였다. 검사 결과는 문항반응이론을 응용하여 문항의 난

이도를 추정해 주는 라쉬 이분식 모형(racsh)을 적용하여 분석되었

다. 문항반응이론은(Baker & Kim, 2004) 피험자 집단의 능력에 따

라 문항의 특성이 다르게 추정되거나 검사의 특성에 따라 피험자의 

능력이 다르게 추정되는 고전검사이론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검사도구는 어

려운 문항과 쉬운 문항이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3.00∼+3.00의 난이도를 적절한 난이도의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Table 2. Types of items constructing KDSA-NW

Category Principal vowel Initial consonant Final consonant Aspirated consonant Tense consonant Y glide W glide Example

Type1 o o o 즘솝

Type2 o o o o 립춘

Type3 o o o o 깡몬

Type4 o o o o 몰뱐

Type5 o o o o 궘든

Type6 o o o o o 듈킫

Type7 o o o o 쉄칙

Type8 o o o o o 멈뼉

Type9 o o o o 눌쫙

KDSA-NW= Korean Developmental Spelling Assessment-Non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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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까지 허용 범위를 두었다. 다만, 기본모음은 유형 자체가 매

우 쉬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기본모음 유형에 한해서만 기본모음의 

평균 점수인 -7.06 에서 ±1.00까지 허용범위를 두어 기본모음의 난

이도 선정 기준을 -8.06∼+4.00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난이도 

기준에 부합한 단어들로 49개의 단어가 선별되었다. 

2차 예비검사는 1차 예비검사 결과 선정된 49개의 문항 중 적절

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진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

되었다. 경기지역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1, 2, 3학년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문항반응

모형 중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는 2-모수 모형을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 문항난이도 기준은 1차 예비검사와 동일하였으며 

문항변별도는 .65 이상의 변별도를 적절한 변별도 기준으로 정하였

다(Seong, 2014). 분석 결과 난이도(벙쏩, 슫췰)와 변별도(블쿡, 벙쏩, 

됻픔, 봗텅, 슫췰, 쭐뉙)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6개의 단어를 제외하

여 43개의 단어가 선별되었다. 

3차 예비검사는 검사도구에 포함될 문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점검 과정이었다. 먼저 선정된 43개의 단어가 철자능력을 검사하기

에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학과 및 국어국문학과 교수 2명에

게 단어의 내용타당도에 대한 평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육학과 교

수에게는 단어가 연구대상에게 적절한 난이도인지, 국어국문학과 

교수에게는 음운학적으로 적절한 단어들인지 체크하도록 요청하

였다. 설문 결과 3개의 문항(뜽뭄, 쇨츱, 쥥썹)이 적절하지 않은 문항

이라고 응답되어 최종문항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무의미단어이면서 자음과 모음이 다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항은 발음상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어

를 녹음한 검사자료의 적절성에 대한 최종 점검이 필요했다. 서울소

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6명에게 철자검사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음소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검사문항

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6명 중 4명 이상이 틀린 문항과, 녹

음된 파일을 듣고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응

답한 단어 4개(럼솝, 딛퓰, 뻥둅, 괃퉁)를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세 차례의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개의 문항이 최종 검사

도구(KDSA-NW)에 포함되기에 적절한 문항으로 추려졌다. 연구

자들은 한정된 문항으로 모든 목표 유형에 대한 철자능력을 측정하

기 위해 문항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36개 문항 중에서 자

소의 수가 계획한 비율에 부합하도록 균형을 맞추어 30개의 문항을 

최종 검사도구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본검사

예비검사를 통해 선정된 30개의 무의미단어들로 구성된 최종 철

자 검사도구(KDSA-NW)가 개발되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아동

의 철자능력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검사도구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KDSA-NW의 내적일관성신뢰도, 반분신뢰도, 구성타당도,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4곳의 

1, 2, 3학년 학생 총 779명을 대상으로 본검사를 실시하였다. 초등

학교 4곳 모두에서 학년별로 2-3학급이 참여하였다. 학년별로는 1

학년 235명, 2학년 262명, 3학년 282명이었으며 남학생 404명, 여학

생 375명이었다. 이들에게는 공인타당도 구인을 위해 표준화된 철

자검사도구인 KDSA 음운유형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연구 대상 중 

109명이 철자부진 아동인 것으로 드러났다(Yang, Ra,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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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정하였으며 ±1.00까지 허용 범위를 두었다. 다만, 기본모음은 유형 자체가 매우 쉬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기본모음 유형에 한해서만 기본모음의 평균 점수인 –7.06에서 ±1.00까지 

허용범위를 두어 기본모음의 난이도 선정 기준은 –8.06부터 +4.00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난이도 기준에 부합한 단어들로 49개의 단어가 선별되었다.  

2차 예비검사는 1차 예비검사 결과 선정된 49개의 문항들 중 적절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진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 지역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1, 2, 3학년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차 예비검사는 1차 예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문항반응모형 중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는 2-모수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난이도 기준은 1차 예비검사와 동일하였으며 문항변별도는 .65이상의 변별도를 적절한 

변별도 기준으로 정하였다(Seong, 2014). 분석 결과 난이도(벙쏩’, ‘슫췰’)와 

변별도(‘블쿡’, ‘벙쏩’, ‘됻픔’, ‘봗텅’, ‘슫췰’, ‘쭐뉙’)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6개의 단어를 제외하여 43개의 단어가 선별되었다.  

3차 예비검사는 검사도구에 포함될 문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점검 과정이었다. 먼저 선정된 

43개의 단어들이 철자능력을 검사하기에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학과 및 국어국문학과 

교수 2명에게 단어의 내용타당도에 대한 평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육학과 교수에게는 단어가 

연구대상에게 적절한 난이도인지, 국어국문학과 교수에게는 음운학적으로 적절한 단어들인지 

체크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 결과 3개의 문항(뜽뭄, 쇨츱, 쥥썹)이 적절하지 않은 문항이라고 

응답하여 최종문항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무의미단어이면서 자음과 모음이 다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항이 많아 발음상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음소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어를 녹음한 검사자료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6명에게 철자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철자검사 결과 6명 중 4명이상 틀린 문항과 녹음된 파일을 듣고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체크한 단어 4개가(럼솝, 딛퓰, 뻥둅, 괃퉁) 제외되었다.   

세 차례의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개의 문항이 최종 검사도구(KDSA-NW)에 포함될 

문항으로 추려졌다. 연구자들은 한정된 문항으로 모든 목표 유형에 대한 철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을 개발하고자 이들 36개 문항 중에서 자소의 수가 계획한 비율에 부합하도록 균형을 

맞추어 30개의 문항을 최종 검사도구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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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정하였으며 ±1.00까지 허용 범위를 두었다. 다만, 기본모음은 유형 자체가 매우 쉬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기본모음 유형에 한해서만 기본모음의 평균 점수인 –7.06에서 ±1.00까지 

허용범위를 두어 기본모음의 난이도 선정 기준은 –8.06부터 +4.00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난이도 기준에 부합한 단어들로 49개의 단어가 선별되었다.  

2차 예비검사는 1차 예비검사 결과 선정된 49개의 문항들 중 적절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진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 지역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1, 2, 3학년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차 예비검사는 1차 예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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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도(‘블쿡’, ‘벙쏩’, ‘됻픔’, ‘봗텅’, ‘슫췰’, ‘쭐뉙’)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6개의 단어를 제외하여 43개의 단어가 선별되었다.  

3차 예비검사는 검사도구에 포함될 문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점검 과정이었다. 먼저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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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정하였으며 ±1.00까지 허용 범위를 두었다. 다만, 기본모음은 유형 자체가 매우 쉬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기본모음 유형에 한해서만 기본모음의 평균 점수인 –7.06에서 ±1.00까지 

허용범위를 두어 기본모음의 난이도 선정 기준은 –8.06부터 +4.00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난이도 기준에 부합한 단어들로 49개의 단어가 선별되었다.  

2차 예비검사는 1차 예비검사 결과 선정된 49개의 문항들 중 적절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진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 지역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1, 2, 3학년 학생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차 예비검사는 1차 예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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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난이도 기준은 1차 예비검사와 동일하였으며 문항변별도는 .65이상의 변별도를 적절한 

변별도 기준으로 정하였다(Seong, 2014). 분석 결과 난이도(벙쏩’, ‘슫췰’)와 

변별도(‘블쿡’, ‘벙쏩’, ‘됻픔’, ‘봗텅’, ‘슫췰’, ‘쭐뉙’)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6개의 단어를 제외하여 43개의 단어가 선별되었다.  

3차 예비검사는 검사도구에 포함될 문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점검 과정이었다. 먼저 선정된 

43개의 단어들이 철자능력을 검사하기에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학과 및 국어국문학과 

교수 2명에게 단어의 내용타당도에 대한 평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육학과 교수에게는 단어가 

연구대상에게 적절한 난이도인지, 국어국문학과 교수에게는 음운학적으로 적절한 단어들인지 

체크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 결과 3개의 문항(뜽뭄, 쇨츱, 쥥썹)이 적절하지 않은 문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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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의미단어이면서 자음과 모음이 다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항이 많아 발음상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음소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단어를 녹음한 검사자료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소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6명에게 철자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철자검사 결과 6명 중 4명이상 틀린 문항과 녹음된 파일을 듣고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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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는 글자들을 최대한 쓰게끔 격려하였으며, 연습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검사방법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검사가 시작되면 

단어를 3회씩 들려주었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내외였다.

한글 철자 발달검사(KDSA)

한글 철자 발달검사(KDSA)는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

로 표준화된 철자 검사도구이며 현재 표준화되어있는 유일한 단어 

철자검사이다. KDSA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학생들이 익숙한 

단어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철자발달이론에 기초하여 음운유형 검

사지와 형태소유형 검사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철자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음운유형 검사지를 실

시하여 KDSA-NW검사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KDSA 음운유형 검사지와 KDSA-NW검사지는 둘 다 한글의 음

운적 철자능력을 검사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KDSA의 문항은 의미

단어, KDSA-NW의 문항은 무의미단어라는 점에서 다르다. KDSA 

음운유형 검사지는 하나의 문항마다 하나의 목표 유형을 측정하도

록 설계되었다. 음운유형에 포함된 목표 유형은 총 5개로 연음, 기

본초성과 기본모음, 기본종성, 거센/된소리초성, w/y계열모음으로 

KDSA-NW와 유사하다. 각 목표 유형에 대한 철자능력은 5개의 검

사문항으로 측정되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DSA 음운

유형 검사의 반분신뢰도는 .98이며,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

lidity index: CVI)는 단어와 예문에서 모두 .71-.75이었다. 

내용타당도 설문지

KDSA-NW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문항

의 적절성을 묻는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각 문항이 목표 철자 유형

을 검사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

다(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예를 들어, ‘근덩’의 경우 기본모음 ‘ㅡ, ㅓ’, 기본초

성 ‘ㄱ, ㄷ’, 기본종성 ‘ㄴ, ㅇ’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단어였으므로 

‘근덩’이 기본모음 ‘ㅡ, ㅓ’를 검사하기에 적합한지, 기본초성 ‘ㄱ, ㄷ’

를 검사하기에 적합한지, 기본종성 ‘ㄴ, ㅇ’를 검사하기에 적합한지

를 목표 유형별로 질문하였다. 이처럼 30개의 단어들이 각각 3-5개

의 목표 유형들을 검사하기에 적절한지 질문한 내용타당도의 설문 

문항은 총 135개였다. 

검사방법

연구자들은 사전에 교사들에게 검사의 목적과 검사의 구성, 검

사 방법과 설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검사 방

법을 숙지하였는지 한 번 더 확인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검사는 집

단검사로 담임교사가 반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

다. 교사는 연습문제를 제시하고 그 수행 결과를 확인하여 아동이 

검사 방법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KDSA-

NW 검사와 KDSA 음운유형 검사는 7일 간의 검사 기간 내에 각기 

다른 날 실시되었으며 두 개의 철자검사는 각각 10분 내외로 소요

되었다. 내용타당도 설문지는 철자검사를 실시한 33명의 교사에게 

우편으로 송부되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두 개의 철자검사에 대한 학생의 답안지와 내용타당도 설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우편으로 회수되었으며 연구자들이 채점하였다. 

KDSA-NW의 채점 방법은 각 단어에 포함된 목표 철자유형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오를 채점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근덩’이

라는 문항에는 기본모음 ‘ㅡ, ㅓ’, 기본초성 ‘ㄱ, ㄷ’, 기본종성 ‘ㄴ, 

ㅇ’의 목표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 목표 유형 당 1점을 부여

하여 기본초성 자소를 모두 올바르게 채점한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으로 기록하였다. 만약 ‘근덩’을 ‘믄덩’이라고 철자하였을 

경우에는 기본모음 점수는 1점, 기본초성 점수는 0점, 기본종성 점

수는 1점이 기록된다. 

KDSA-NW 검사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문항의 난이

도, 변별도를 산출하였고 이어서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와 반분신

뢰도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는 내용타당도와 구성타

당도, 공인타당도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학년별 철자성취수준

KDSA-NW의 유형 점수들을 모두 합산한 총점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1학년의 목표 유형들을 합산한 전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children’s spelling performances

1st grade 
(N= 235)

2nd grade 
(N= 262)

3rd grade 
(N= 282)

Total  
(N= 779)

Principal vowel 23.4 (4.75) 24.98 (2.53) 25.77 (3.07) 24.79 (3.64)
Initial consonant 23.14 (4.71) 23.83 (3.19) 24.92 (3.07) 24.02 (3.75)
Final consonant 7.93 (4.85) 10.74 (4.84) 13.93 (4.36) 11.05 (5.27)
Aspirated consonant 7.38 (2.12) 7.81 (1.58) 8.34 (1.61) 7.87 (1.81)
Tense consonant 7.47 (3.56) 8.73 (2.56) 9.99 (2.36) 8.81 (3.01)
Y glide 6.51 (3.14) 7.75 (2.47) 8.28 (2.54) 7.57 (2.8)
W glide 3.93 (2.43) 5.27 (2.58) 6.44 (2.34) 5.29 (2.65)
Total 79.76 (20.83) 89.15 (14.08) 97.67 (14.18) 89.4 (17.9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https://doi.org/10.12963/csd.17399302    http://www.e-csd.org

Bobae Kim, et al.  •  Developing Korean Spelling Assessment

체 점수의 평균은 79.76이었으며, 2학년의 점수는 89.15였다. 3학년

의 경우 97.67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체 평균 득점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평균 역시 학년이 높아질수록 득점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는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

다. 문항반응이론은 문항의 특성이 피험자의 능력 분포에 의해 영향

을 받지 않고 추정되며, 피험자의 능력 역시 문항들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문항반응모형에 중 문항의 난

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하는 2-모수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의 난이도에 대한 절대적인 해석의 기준은 없으나 대체적으

로 -2.0 미만이면 매우 쉬운 문항, -2.00 ∼-0.50이면 쉬운 문항, -0.50

∼+0.50이면 중간, +0.50∼+2.00이면 어려운 문항, +2.00 이상이면 

매우 어렵다고 해석한다(Seong, 2014). 각 유형별로 분석한 문항의 

난이도 평균은 기본모음은 -2.48, 기본초성은 -2.08, 기본종성은 

+0.76, 거센소리초성은 -1.59, 된소리초성은 -0.74, y계열모음은 -0.63, 

w계열모음은 0.00으로 나타나, 매우 쉬운 난이도부터 어려운 난이

도까지 고루 분포함을 보여주었다. 

문항변별도를 살펴보면 0.65 이상이면 변별도가 적절한 문항으로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Seong, 2014), 모든 유형에서 적절한 변별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본모음=+0.89, 기본초성=+0.88, 기본

종성=+1.13, 거센소리초성=+1.24, 된소리초성=+1.60, y계열모음 

=+1.23, w계열모음=+1.44).

신뢰도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로 분석하였다. 문항

내적일관성신뢰도의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한 크론바흐 알파 값은 .94로 나타났으며 하위 

철자유형별로는 거센소리초성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들의 내적

일관성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값이 .70 이상이면 내

절일관성신뢰도가 수립된 것으로 밝혔던 Nunnally (1978)의 기준

에 따라 KDSA-NW의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적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분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

본 검사도구는 목표 유형이 동일한 문항들끼리 차례로 구성되어

있어 앞에는 목표 유형의 조합이 쉬운 단어들로, 뒤로 갈수록 어려

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짝수 문항과 홀

수 문항으로 반분하는 기우법을 사용하여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

다. 분석 기준은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와 동일하게 Nunnally (1978)

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Spearman-Brown의 값을 산출하였다.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문항에 대한 반분신뢰도는 .86

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모음은 .74, 기본초

성은 .74, 기본종성은 .84, 된소리초성은 .82, y계열모음은 .74, w계

열모음은 .77로 모두 신뢰할만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거센소리초성의 Spearman-Brown 값은 .63으로 신뢰

할만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허용할만한 수준인 .60의 기

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DSA-NW 반분신뢰

도는 적절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타당도

내용타당도

검사도구에 포함된 단어들이 해당 목표 유형을 정확하게 측정하

는 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Lawshe (1975)가 제시한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에 따라 검사문항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5점 척도(1=매우 적합하지 않다, 2=적합하지 

않다, 3=보통이다, 4=적합하다, 5=매우 적합하다)의 설문지 형태

로 제시하여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Table 4.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KDSA-NW

Spelling feature Cronbach‘s α

Principal vowel .73
Initial consonant .73
Final consonant .83
Aspirated consonant  .61
Tense consonant  .79
Y glide .73
W glide .76
Total .94

KDSA-NW= Korean Developmental Spelling Assessment-Nonword.

Table 5. Split-half reliability of KDSA-NW

Spelling feature Spearman-Brown

Principal vowel .74
Initial consonant .74
Final consonant .84
Aspirated consonant .63
Tense consonant .82
Y glide .74
W glide .77
Total .86

KDSA-NW= Korean Developmental Spelling Assessment-Non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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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비율(CVR)값은 .48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할 경

우 CVR는 .33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한 Lawshe (1975)의 기준을 

상회한다. 따라서 KDSA-NW의 내용타당도가 양호함이 검증되었다. 

구성타당도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검사문항이 제대로 측정하는지 검

증하기 위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KDSA-NW는 선행 연구들

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되었으므로(Kim & Yang, 2015; Yang, 2005, 

2006, 2009, 2014; Yang & Lee, 2012; Yang & Yoon, 2008; Yang, Ra, 

et al., 2016) 요인분석 중 검사도구를 구성하는 요인과 문항들이 타

당한 모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

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데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ai-

ser-Meyer-Olkin (KMO) 지수는 .87이었다. 또한 변인들 간의 상관

이 없음을 검정하는 바틀렛 구형성 검사 결과는 29,107.54 (df=9,045, 

p< .001)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수집된 표본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fit index)

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line (2005)이 최근 연

구 경향과 권장 사항을 근거로 필수적이라고 선정한 적합도 지수

들을 확인하였다. Kline (2005)이 제시한 적합도 지수는 카이제곱 

(χ²),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e, 

RMSEA), 표준화 원소간평균차이(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값이었

다. 먼저 χ²은 통계 검증이 가능한 유일한 지수이지만 표본이 클수

록 유의확률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표본이 큰 경우 χ²

을 자유도(df)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 값(normed chi-square, NC)

으로 적합도를 평하기도 한다. KDSA-NW 는 700명 이상을 대상으

로 검증되어 표본이 큰 편이었다. 따라서 χ²으로 적합도를 측정했을 

때는 그 값이 18,293.17 (df =8,889, p< .001)로 나타나 유의확률이 

.05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NC값은 2.06

으로 산출되어 NC값의 기준을 5 이하로 보는 이론에(Salisbury, 

Pearson, Pearson, & Miller, 2001) 근거했을 때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χ²통계량 외에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

는 적합도 지수인 RMSEA 값도 확인하였다. RMSEA 값은 .04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우수하다고 해석하는데 KDSA-NW의 RMSEA

은 .03로 나타나 높은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SRMR은 표본상관행

렬과 모상관행렬의 차이제곱의 합에 제곱근을 취한 것을 표준화

한 지수로 .05보다 낮으면 우수한 적합도를 보인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KDSA-NW 모형의 SRMR은 .05로 우수한 모델

이라고 볼 수 있었다. 

절대적합도 지수인 카이제곱, RMSEA, SRMR에 더하여 연구자

들은 KDSA-NW의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를 분석하였다. 증분적

합도 지수란 연구자가 개발한 모형이 기초모형(base model)에 비

해 더 나은 적합도를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CFI는 기초모

형을 영모형(null model)으로 설정하였는데, 영모형은 측정변수들 

간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가정한 모형이기 때문에 최악의 모형이라

고 할 수 있다. CF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

주하나(Hu & Bentler, 1999) 본 모형의 CFI는 .57로 기준점에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KDSA-NW 점수와 KDSA의 음운유형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DSA-NW 점수와 

KDSA의 음운유형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67로 나타났으며(p< .01), 

이는 선행연구의 기준에 따라 높은 상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었

다(Seong, 2004). 따라서 KDSA-NW 검사의 공인타당도는 입증되

었다고 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 문해력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음운적 철자발달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철자검사를 개발하는 데 목적

이 있었다. 학급 단위 받아쓰기 검사로 대표되는 기존의 철자검사

들은 의미단어를 철자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경우 아동들은 기

억에 의존하여 철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에 의존한 철자를 

하게 되면 아동이 가지고 있는 음운적 철자능력을 정확하게 측정

Table 6. Model fit of KDSA-NW (N= 779)

χ² df χ²/df p-value RMSEA SRMR CFI

KDSA-NW 18,293.17 8,889 2.06 < .001 .03 .05 .57

KDSA-NW= Korean Developmental Spelling Assessment-Nonword;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e;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CFI=  
comparative fi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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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글은 표음문자이며 학습의 초기단

계에서 음가대로 표기하는 능력인 음운적 철자능력을 갖추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글 철자를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초등

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력 또는 기억력 변인을 통제하고 

아동의 음운적 철자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무의미단어 철자 발달검사도구인 

KDSA-NW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KDSA-NW는 이전 연구들을 토대로 철자유형들을 선정하고 목

표 유형들로 구성된 예비문항 단어를 개발하였다(Kim & Yang, 

2015; Yang, 2005, 2006, 2009, 2014; Yang & Lee, 2012; Yang & 

Yoon, 2008; Yang, Ra, et al., 2016). 개발한 검사문항 중 적절한 문

항들을 선정하기 위해 세 차례 예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내용타당도 등에 기반하여 무의미단어 한글 철자 

발달검사(KDSA-NW)를 구성하였다. 최종 개발된 KDSA-NW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발달하는 음운적 철자발달에 대해 면밀

히 살펴볼 수 있는 검사도구로 기본모음, 기본초성, 기본종성, 거센

소리초성, 된소리초성, y계열모음, w계열모음의 7개 목표 유형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검사문항은 30단어로 2음절 CVC-

CVC 형태의 무의미단어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의미단어 한글 철자발달검사(KDSA-NW)

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 3학년 아동 779

명을 대상으로 본검사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산출하여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문항내적

일관성신뢰도,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공인타당도를 산출하여 검사도구의 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KDSA-NW의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는 적절하였으며 검사도구

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 계수인 크론바흐 

알파 값이 .94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하

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본모음(.73), 기본초성(.73), 기본종성(.83), 

거센소리초성(.61), 된소리초성(.79), y계열모음(.73), w계열모음(.76)

의 모든 영역에서 적합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전체 문항의 반분신뢰도 계수는 .86로 산출되었고, 하위 유형별

로도 기본모음(.74), 기본초성(.74), 기본종성(.84), 거센소리초성

(.63), 된소리초성(.82), y계열모음(.74), w계열모음(.77)의 모든 영역

에서 적합한 기준치에 부합하였다. 이와 같은 신뢰도 계수는 KD-

SA-NW가 아동의 철자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측정학적으로 

일관적 수치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음을 말해준다. 

KDSA-NW의 타당도 검증은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공인타

당도를 확인해봄으로써 이루어졌다. 내용타당도는 적합 기준을 넘

어 내용적으로 타당한 검사임이 확인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의 

절대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기준에 부합하였다. 절대적합도 지수가 

높아 통계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본 검사도구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었으나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증분적합도 지수가 연구모

형에 대해 절대적인 관점에서 검증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모형이 기

초모형에 비해 더 좋은지에 대한 상대적인 지표를 보여줄 뿐이지만 

추후 문항에 대한 수정 또는 제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KDSA-NW 점수와 KDSA 음운유형 점수 간의 상관계수로 증명된 

공인타당도는 높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KDSA-NW가 철

자능력을 측정하는 데 전반적으로 타당한 도구이며 구성타당도에

서 일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종합하면 개발된 KDSA-NW는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의 

음운적 철자능력에 대해 일관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하지만 일부 문항들에 대

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문항변별도 결과 일

부 기본모음 문항이 기준치보다 낮았는데 ‘링숀’의 경우 기본모음 

‘ㅣ’의 문항변별도가 0.17로 나타나 변별도가 없는 문항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증분적합도 지수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

항을 수정 또는 제거하여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KDSA-NW는 한글 철자발달 단계에서 초

기에 발달하는 음운적 철자능력을 면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무의미단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자소와 

음소의 대응규칙을 알고 적용하는 음운적 철자 단계를 측정하기

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의미단어를 철자할 때는 의미전략

이나 시각기억 등 어휘적 접근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소-음소 대응

규칙을 적용하여 철자하게 된다. 따라서 무의미단어로 구성된 철

자 검사도구는 음운적 철자발달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

동을 중점적으로 아동의 철자능력을 측정하고 철자 문제를 진단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진단평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교수를 실시하기 전에 아동의 

능력과 특성을 파악하여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교수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Seong, 2014).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개발된 진단도구들은 어떤 내용을 어떠

한 목표로 교수해야 할 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Lee, 2015).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철자검사는 7개의 철자유형 

별로 철자발달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

실의 대안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학습장애 및 학습부진 

아동들에게 파닉스 교수법은 매우 효과적임이 여러 연구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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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Kim, Im, et al., 2009; Kim, Kim, Kim, & Choi, 2012; 

Kim, Kim, & Pyo, 2011; Yang, Ra, et al., 2016). 한글 파닉스는 자

소-음소 대응규칙을 가르치는 교수방법으로 KDSA-NW의 검사 

결과가 파닉스 교수를 위해 어떤 목표 유형의 자소들을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본검사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

역적 분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본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울, 경기권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에서 수도권 외에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 경기 지역 아동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

역과 계층의 분포를 고르게 하려는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제한점

을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향후 비수도권 지역의 

아동들도 포함시켜 개정한다면 좀 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

사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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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초 한글 철자능력 측정을 위한 무의미단어 한글 철자 발달검사도구(KDSA-NW) 개발연구

김보배·양민화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초기 철자발달인 음운적 발달에 대한 아동의 철자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철자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무

의미단어 철자 검사도구를(KDSA-NW)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 문헌분석을 통해 선정된 음운적 7개의 철자유형을 포함한 단

어들로 예비문항을 개발한 후 세 차례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문항을 선별하였다. KDSA-NW가 검사하는 7개의 음운적 철자유형

들은 기본모음, 기본초성, 기본종성, 거센소리초성, 된소리초성, y계열모음, w계열모음이었다. 검사문항은 7개의 철자유형이 포함된 30

개의 2음절 CVC-CVC 단어로써 한국어에 존재하는 무의미단어들이었다. KDSA-NW는 초등학교 1, 2, 3학년 779명의 학생을 대상으

로 표준화되었으며 신뢰도 추정을 위해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와 반분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내용타당도, 구성

타당도,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과: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 계수인 크론바흐 알파 값과 반분신뢰도 계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 KD-

SA-NW는 신뢰도가 높은 검사임이 검증되었다. 내용타당도 결과는 검사 단어들이 목표한 철자유형들을 측정하기에 적절함을 보여주

었다. 구성타당도는 절대 적합도 지수(normed chi-square, RMSEA, SRMR)들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KDSA 음운유형 철자검사와 KD-

SA-NW의 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인타당도 역시 높은 수준임이 밝혀졌다. 논의 및 결론: 

KDSA-NW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도구로써 한글 학습자의 파닉스 교수에 대한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철자검사, 철자발달, 검사개발, 무의미단어, 음운적 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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