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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직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인 만 5세 아동들의 철자

발달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한글은 영어나 불어와 달리 자소음소 응이 투명하여 초기 학

습자들이 문식성 발달을 하는데 용이하다고 추정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아동의 철자발달에 

한 정확한 이해는 미비하다. 이 연구는 유치원 1년 동안 일어나는 아동의 철자발달을 언어학

적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공립초등학교 부속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5세 아동 32명을 상으로 동일한 10개 단어의 받아쓰기를 2～3개월 간격으로 일 년 동안 

4번에 걸쳐 실시하였다. 10개 단어로 구성된 받아쓰기 검사지는 유아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9개 철자유형들의 발달을 관찰하기 위해 연구자가 고안하였다. 철자결과는 피셔의 

정확검정과 정확도분석, 체오류 분석을 통하여 관찰되었다. 결과:  분석결과 기본모음, 기본

초성, 경음화초성, 경음화종성, 경음화된 초성과 종성의 조합은 유치원시기에 발달을 보이는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기본모음, 기본초성, 경음화 초성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발달이 완성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또한 체오류분석결과 만 5세 아동들은 주로 

음운학적인 전략(phonetic strategy)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턴 전략도 배워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형태론적인 전략은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논의 및 결론:  한국아

동들은 유치원시기에 매우 체계적인 철자습득양상을 보이며 모음철자정확도에서 다른 문자보

다 강점을 보인다. 또한 이번 결과는 유치원 이전 유아기에도 학습되는 철자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유치원에서 철자를 교육하는데 있어 발달순차에 맞는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시사

한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1);14-33.

핵심어:  철자발달, 유치원 아동, 받아쓰기, 정확검정

Ⅰ. 서 론

유럽문자들, 특히 영어권에서 지난 30년 동안 진행

된 철자발달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철자기술의 필수

요소는 음운인식능력과 글자지식이며(Ehri, 2000) 말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알맞은 글자를 쓰는 음운학적

인 철자쓰기 능력이 철자쓰기의 기초단계라고 한다. 

이후 철자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성숙한 문자 사

용자는 소리 나는 로 쓰는 전략 외에도 다른 철자전

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문자 안에서 익숙하게 나타나

는 자소의 패턴을 활용하는 패턴전략이나 형태소에 

한 지식을 사용하는 형태론적 전략 등이 그것이다

(Bear et al., 2007). 21세기에 들어서 유럽언어 이외의 

철자발달에 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Abi-Rabia 

& Taha, 2006; Shen & Bear, 2000). 한국어 학습자들의  

철자발달연구도 역시 시작단계에 있어서 특수교육, 

언어치료분야에서는 물론, 국어학, 국어교육학에서도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철자발달연구는 1971년 Charles Read의 연구를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Read는 아직 공식적인 학교 수

업을 받지 않은 유아기 아동(만 5세)들이 보여주는 철

자오류들을 분석해 보이면서 철자오류는 아동들이 언

어의 소리체계 논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거울과 같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오류분석은 영

어권 외에 다른 문자의 철자발달연구에도 꾸준히 사

용되어 왔다(Abi-Rabia & Taha, 2006; Shen & 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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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Wimmer & Landerl, 1997).

영미권에서 Read (1971)의 철자발달연구를 지속하

여 이론으로 발전시킨 이는 Henderson으로, 1990년에 

“철자발달이론(Developmental Spelling Theory)”을 

내놓았는데, 그에 따르면 영어를 쓰는 아동들은 처

음에는 음운유형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자주 등

장하는 모음(예: ai, ea, igh) 등의 패턴유형을, 마지

막으로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의미형태소

들을(예: -graph, con-) 배운다고 한다(Henderson, 

1990). Henderson에 따르면 철자발달의 초기에 보이

는 유아의 철자하기는 주로 소리나는 로 철자하는 

음운전략 중심의 철자하기가 특징이라고 한다. 발달

의 초기에 음운학적 철자하기가 나타난다는 결과는 

영미권에서만이 아니라 중국어(Shen & Bear, 2000)

와 스페인어(Estes & Richards, 2002), 프랑스어(Gill, 

1980)에서도 밝혀진 바 있어 Henderson의 이론이 

영어 외의 다른 언어의 철자발달을 설명할 수 있지 않

는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문자체계는 

음절의 복잡성이나 문자체계의 투명성(orthographic 

transparency)에서 차이가 있으므로(Perfetti, 2003) 

여러 다른 문자를 쓰는 아동들이 Henderson의 철자

발달이론에 따라 철자를 습득하는지 그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전 연구에서 Yang (2005)은 한국의 

초등학교 1～6학년생들의 철자발달을 설명하는 데에 

철자발달이론이 유의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Yang은 다수의 1학년 학생이 거의 완전한 음운유형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때문에 초기 발달 

경향을 볼 수 없었던 것이 그의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그는 초기 발달 경향을 보다 완전

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령기 이전 아동들이 음운유

형 등의 초기 유형을 어떻게 철자해 나가는지 알아보

는 것이 철자발달이론을 검증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철자발달연구는 부분 유아가 

아닌 초, 중등학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조명숙

(2002)은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 오류를, 이송월

(1989)은 5학년 학생들을, 박수자(2002)는 3학년과 6

학년, 김애연(2002)은 2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오류유

형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철자발달을 조사하였다. 그

러나 이들의 오류유형 분석은 유형분석에의 체계성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같은 오류

가 여러 가지 오류로 이름 붙여져서 ‘듭니다’를 ‘듬니

다’로 쓴 오류는 ‘어간과 어미에 한 오류’로, ‘떠오릅

니다’를 ‘떠오름니다’로 쓴 오류는 ‘합성어에 한 오

류’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며(조명숙, 2002), 한 연구에

서 통사론적 오류, 의미론적 오류, 자음오류, 모음오류 

등 언어학적 수준이 다른 오류그룹을 섞어 사용하여 

결과해석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이송월, 1989). 

국내에서 유아를 상으로 철자발달을 연구한 논

문은 찾기 힘들다. 다만 쓰기발달연구가 몇 편 존재하나  

체계적인 양적조사가 아닌 략적인 발달양상에 한 

질적 연구였다. 예를 들어, 김영실․임양금(2006)은 3세 

아동의 과반수가 자음과 모음의 형태 없이 선만 나타

나는 수준이고, 4세 아동 부분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유아의 쓰기 발달에 관한 

부분의 선행연구는 연령별 발달 특징을 설명하고 

있을 뿐, 기본초성, 복합모음 등의 철자유형별로 체계

적인 철자발달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번 연구는 “유치원 아동들이 1년 동안 각 유형

을 바르게 철자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유치원 학생들의 철자유형별 

철자발달을 관찰하되, Henderson의 철자발달이론에

서 사용된 철자유형들을 오류분석의 틀로 이용하여 

언어학적 체계성을 갖추어 양적조사를 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이 세 

가지로 간추려볼 수 있다. (1) 모음, 초성, 종성, 음운변

동의 유형들이 유치원시기에 발달을 보이는가? (2) 각 

유형별로 발달의 완성시기로 볼 수 있는 80%정도의 

정확도는 언제 관찰되는가? (3) 체오류 분석을 통하

여 알 수 있는 아동의 오답채택 논리는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총 35명이었으며, 부천시 ㅅ

초등학교의 부설 유치원의 6세반에 재학하는 학생들

이었다. 상 공립유치원은 경기도 초등학교 중에서 

무선표집으로 선정된 세 학교 중 교장과 교사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교였다. 자료수집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번의 수집기간동안 

전학가거나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에 참여한 학

생의 수는 32명이었다. 32명의 아동 중 15명은 남아, 

17명은 여아였고, 연구가 시작된 4월 당시의 나이는 

5세 2개월부터 6세 1개월(평균 5.7, 표준편차 0.25)까

지의 범위를 보여 만 5세 아동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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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유형 유형이름 유형정의

1.모음
기본모음  6개의 기본모음 ㅏ,ㅓ,ㅗ,ㅜ,ㅡ,ㅣ 

‘ㅐ, ㅔ’  ‘ㅐ’ 는 ‘ㅔ’모음

2. 성
기본 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음운변동에 연 되는 자소 제외)

거센소리  성자소 ‘ㅋ, ㅌ, ㅍ, ㅊ, ㅎ’

3.종성
기본종성  음운변동에 연 된 종성을 제외한 종성

8종성패턴  세 개의 종성그룹 ‘ㄱ,ㄲ,ㅋ/ㅂ,ㅍ/ㄷ,ㅅ,ㅆ,ㅈ,ㅉ,ㅊ’

4.음운변동

성(음운변동)  음운변동에 여하는 두 개의 자소  성

종성(음운변동)  음운변동에 여하는 두 개의 자소  종성

종성+ 성  음운변동에 련되어 발음이 바 는 두 개의 자음 ‘ 성+종성’의 패턴 

<표- 1> 검사도구에 포함된 철자유형과 유형의 정의

2. 자료수집

이전 연구를 통하여 유아기에 발달을 관찰할 수 있

는 9개의 철자유형을 정하고, 유형이 표적으로 드러

나는 열 개 단어를 선정하여 일 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받아쓰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첫 자료의 수집일

은 4월 중순이었다. 3월이 아닌 4월로 첫 검사일을 정

한 것은 문자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원아들에게도 한 

달여의 적응기간을 줌으로써 모든 유치원생들이 한글

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검사를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검사는 여름방학 전인 7월에, 세 번째 검사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에, 마지막 검사는 학년이 

끝나기 직전인 2월에 실시되었다. 받아쓰기 검사는 네 

번 모두 해당학급의 담임교사에 의해 검사되었으며, 

전체 학급이 동시에 검사를 치렀고 검사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받아쓰기 검사에서 열 개의 단어를 

불러줄 때, 각 문제마다 먼저 단어를 불러주고,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불러 중 다음, 단어를 다시 불러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요구하면 세 번까지 

다시 불러주었다.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불러주는 이

유는 동음어에 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3. 검사도구

받아쓰기 검사지는 취학 전 유치원 아동들을 상

으로 제작되었다. 검사지가 평가하는 9개의 철자유

형은 초등학교 1학년을 상으로 한 이송월(1989)과 

Yang (2005)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유형들이었으며 

열 개의 단어는 Yang (2005)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단

어들 중 목표하는 9개 유형들을 가장 잘 평가한다고 

판단되는 단어들이었다. 10개 단어는 Yang (2005)에 

의해 개발된 한국어 철자검사(Grade-Level Inventory 

of Orthographic Knowledge)의 초등 1학년 단어 30개 

중에서 9개, 2학년 단어 중에서 1개가 선정되었는데 

“그래서, 틀었더니, 부르면, 흔들, 곧, 새로, 웃기는, 섞

여, 햇빛이, 있다”가 그들이었다. 10개의 단어가 평가

하는 9개 철자유형들은 <부록 - 1>의 철자검사 채점

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형의 정의는 <표 - 1>

에 제시되어있다.  

4. 결과 분석방법

학생들의 철자결과는 피셔의 정확검정과 정확도산

출, 체오류진단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첫 번째 분석

방법인 피셔의 정확검정(Fisher’s exact test)은 유치

원시기 한 해 동안 네 번의 자료수집시기에 아동들이 

수행한 철자의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지 밝혀준다. 피

셔의 정확검정방법은 카이제곱 통계량 분석과 비슷한 

방법으로,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카이제곱 분

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에 본 연구와 같은 소표본

의 경우에 피셔의 정확검정이 더 적절한 분석방법이

라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두 번째 정확도분석은 Viise (1996)과 Ganske (1999)

의 연구에서 한 아동이 어떤 철자유형을 철자할 때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면, 그 유형에서의 발달

이 상당히 안정되어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기초로, 각 철자유형별로 안정적인 철자능력이 

습득되는 시기, 즉 80% 정확도를 보이는 시기가 언제

인지 관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오류분석은 철자오류를 연구하여, 

오류를 선택하는데 있어 아동의 논리가 무엇인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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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 출 단어 정오
학생수 (%)

유의확률
4월 7월 11월 2월

ㅏ 있다
정 21(65.63) 24(75.00) 29(90.63) 31 (96.88)

.0032**

오 11(34.38) 8(25.00) 3 (9.38) 1  (3.13)

ㅓ

그래서
정 28(87.50) 28(87.50) 30(93.75) 32(100.00)

.1744
오 4(12.50) 4(12.50) 2 (6.25) 0  (0.00)

틀었더니
정 21(65.63) 23(71.88) 24(75.00) 29 (90.63)

.0927
오 11(34.38) 9(28.13) 8(25.00) 3  (9.38)

틀었더니
정 21(65.63) 21(65.63) 23(71.88) 29 (90.63)

.0563
오 11(34.38) 11(34.38) 9(28.13) 3  (9.38)

섞여
정 20(62.50) 26(81.25) 27(84.38) 30 (93.75)

.0185
오 12(37.50) 6(18.75) 5(15.63) 2  (6.25)

ㅗ

곧
정 24(75.00) 24(75.00) 27(84.38) 31 (96.88)

.0414*

오 8(25.00) 8(25.00) 5(15.63) 1  (3.13)

새로
정 19(59.38) 22(68.75) 28(87.50) 31 (96.88)

.0005**

오 13(40.63) 10(31.25) 4(12.50) 1  (3.13)

ㅜ

부르면
정 21(65.63) 25(78.13) 27(84.38) 32(100.00)

.0014*

오 11(34.38) 7(21.88) 5(15.63) 0  (0.00)

웃기는
정 19(59.38) 23(71.88) 25(78.13) 32(100.00)

.0001**

오 13(40.63) 9(28.13) 7(21.88) 0  (0.00)

ㅡ

그래서
정 28(87.50) 29(90.63) 29(90.63) 31 (96.88)

.6841
오 4(12.50) 3 (9.38) 3 (9.38) 1  (3.13)

웃기는
정 17(53.13) 19(59.38) 28(87.50) 32(100.00)

.0000**

오 15(46.88) 13(40.63) 4(12.50) 0  (0.00)

틀었더니
정 26(81.25) 26(81.25) 25(78.13) 32(100.00)

.0211*

오 6(18.75) 6(18.75) 7(21.88) 0  (0.00)

흔들
정 17(53.13) 20(62.50) 23(71.88) 28(87.50)

.0180*

오 15(46.88) 12(37.50) 9(28.13) 4 (12.50)

흔들
정 16(50.00) 20(62.50) 22(68.75) 28 (87.50)

.0113*

오 16(50.00) 12(37.50) 10(31.25) 4 (12.50)

부르면
정 21(65.63) 19(59.38) 21(65.63) 29 (90.63)

.0213
*

오 11(34.38) 13(40.63) 11(34.38) 3  (9.38)

ㅣ

있다
정 22(68.75) 25(78.13) 29(90.63) 32(100.00)

.0013
**

오 10(31.25) 7(21.88) 3 (9.38) 0  (0.00)

틀었더니
정 18(56.25) 20(62.50) 23(71.88) 27 (84.38)

.0817
오 14(43.75) 12(37.50) 9(28.13) 5 (15.63)

웃기는
정 19(59.38) 22(68.75) 29(90.63) 32(100.00)

.00002**

오 13(40.63) 10(31.25) 3 (9.38) 0  (0.00)

햇빛이
정 19(59.38) 23(71.88) 28(87.50) 30 (93.75)

.0033**

오 13(40.63) 9(28.13) 4(12.50) 2  (6.25)

햇빛이
정 16(50.00) 23(71.88) 28(87.50) 30 (93.75)

.0002**

오 16(50.00) 9(28.13) 4(12.50) 2  (6.25)

* p< .05, ** p< .01

<표- 2> 기본모음에 한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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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음

4월 7월 11월 2월

ㅏ 체모음 없음 체모음 없음 체모음 없음 체모음 없음

ㅓ ㅔ(5)
a) ㅔ (4) ㅐ (3) ㅏ (1) ㅗ (1) ㅕ (3) ㅡ (1) ㅐ (1) ㅕ (4) ㅔ (1)

ㅗ ㅏ (1) ㅠ (1) ㅕ (1) ㅜ (2) ㅓ (1) ㅜ (1) ㅡ (1)

ㅜ ㅡ (5) ㅠ (1) ㅗ (1) ㅠ (2) ㅓ (1) ㅡ (4) ㅗ (1) ㅡ (1)

ㅡ ㅜ (7) ㅣ (1) ㅐ (1) ㅗ (1)
ㅜ (6) ㅏ (2) ㅣ (2) ㅗ (1) 

ㅠ (1) ㅔ (1)
ㅜ (7) ㅏ (2) ㅓ (2) ㅣ (2) ㅜ (2) ㅠ (1) ㅓ (1) ㅣ (1)

ㅣ ㅐ (1) ㅐ (2) ㅛ (1) 체모음 없음 체모음 없음

a)
 괄호 안은 체오류를 선택한 학생 수 

<표- 3> 기본모음의 체오류

악하기 위한 분석이다. 철자발달 연구의 선구자로 꼽

히는 Read (1971)는 아동의 철자오류는 문자체계를 

인식하는 아동의 논리를 보여주는 창이라고 논하며 

오류분석을 통해 아동의 철자전략이 어떻게 진화하는

지 증명하였다. 또한 독일어권 아동들과 영어권 아동

들의 철자발달을 비교한 Wimmer & Landerl (1997)

은 영국어권 아동들의 철자오류가 독일어권 아동의 

철자오류보다 훨씬 다양했다는 점을 들어 영어 철자

하기가 독어 철자하기보다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

다. 선택할 수 있는 체오류의 가짓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철자하기 어려워하는 아동들의 노력을 보여준

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체오류의 가짓수

가 많고 적은지를 밝히고, 아동이 선택한 오류에 통일

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아동이 공통된 오류를 선택

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언

어학적인 분석에서는 정답이 되는 철자와 아동이 범

한 오류 사이의 조음점에서의 차이, 조음방법에서의 

차이 등을 고려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모음

한글에는 기본모음과 복합모음을 합쳐 표기할 수 

있는 모음이 21개로, 다른 표음문자와 비교해도 모음

의 가짓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모음은 자음과 달리 

조음점이 확실하지 않고 혀의 위치도 발음하는 사람

마다 조금씩 달라서 모든 문자에서 자음보다 철자하기

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영어권에서 유아의 

철자오류는 모음을 쓰지 않고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cat’은 KT, ‘house’는 HS로 

쓰는 식으로, 이는 모음에 한 인식이 자음보다 뒤늦

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Bear et al., 2007). 그러나 아

래에 보고하는 연구결과는 한국의 유아들은 영어권 

아동과 달리 정확하지 않은 모음이라도 꼭 모음의 존

재를 표기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  기본모음

이 연구에서 기본모음이란 단순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을 일컫는다. 10개 단어 모두에 기본모음이 포

함되어 있었다. 피셔의 정확검정에 따르면 ‘그래서’의 

기본모음 ‘ㅡ’와 ‘ㅓ’, ‘틀었더니’의 ‘ㅓ’모음 두 개를 제

외하고는 모든 기본모음의 정확도가 .05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를 정확하게 철자한 아동들이 첫 자료수집기인 4월부

터 많았기 때문에 피셔검정결과 유의한 증가추의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도를 분석해보면, 안정된 철자발달수준이라고 

보이는 80% 정확도는 주로 11월과 2월에 발견되었고 

2월에는 거의 모든 모음의 정확도가 90%를 상회하였

다. 5개의 기본모음 중에 모음 ‘ㅡ’는 6개 단어 중 4개 

단어에서 80% 이상의 정확도가 2월에만 출현하여 기

본모음 중 가장 발달이 늦은 모음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체오류분석 결과는 <표 - 3>에 나타

나 있다. 모음 ‘ㅏ’의 경우를 보면 모든 오류가 생략오

류였고 다른 모음으로 체한 경우는 한 번도 관찰되

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체할 오류가 없다는 것은 

곧 그 유형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Wimmer & Landerl, 1997) 모음 ‘ㅏ’는 

기본 모음 중에도 가장 먼저 발달하는 모음이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모음 ‘l’도 11월부터는 체모음이 관

찰되지 않아 비교적 표기하기 쉬운 모음으로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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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 출 단어 정오
학생수 (%)

p
4월 7월 11월 2월 

ㅐ

그래서
정 16(50.00) 19(59.38) 20(62.50) 27 (84.38)

.0270
*

오 16(50.00) 13(40.63) 12(37.50)  5 (15.63)

새로
정 19(59.38) 18(56.25) 22(68.75) 24 (75.00)

.3948
오 13(40.63) 14(43.75) 10(31.25)  8 (25.00)

햇빛이
정 19(59.38) 26(81.25) 29(90.63) 32(100.00)

.0000**

오 13(40.63)  6(18.75)  3 (9.38)  0  (0.00)

* p< .05, ** p< .01

<표- 4> ‘ㅐ’모음에 한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

다. ‘ㅗ’와 ‘ㅜ’의 체오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

들었다. 반면 체오류의 가짓수가 가장 많이 발견된 

모음은 ‘ㅓ’와 ‘ㅡ’로 나타나, 이들 모음은 기본모음 중

에서 상 적으로 어려운 모음으로 볼 수 있었다. 

위의 결과와 모음 사각도를 비교하면 학생들의 철자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체오류가 없었던 기본모음 ‘ㅏ’와 ‘ㅣ’는 모음사

각도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모음들이고, 체오류

가 자주 관찰된 ‘ㅓ’와 ‘ㅡ’는 상 적으로 중간 또는 안

쪽에 위치하는 모음들이다. 또한 체오류로 선택된 모

음들의 조음점은 본래 써야하는 모음의 조음점에 인접 

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기본모

음인 ‘ㅡ’의 체오류 중 다수가 ‘ㅜ’, ‘ㅠ’ 이었던 이유는 

모음사각도에서 ‘ㅡ’와 ‘ㅜ’의 조음점이 다소 겹쳐있었

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모음사각도에

서 안쪽에 위치하는 모음일수록, 그리고 인접한 모음이 

존재하는 모음일수록 유아들이 표기하는데 좀 더 어려

움을 느끼는 기본모음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모음 ‘ㅐ’

모음 ‘ㅐ’는 단순모음으로 분류되며 모음사각도에

서 바깥쪽에 위치한다. 형태상으로는 기본모음이 합

쳐진 꼴이지만 조음상으로는 기본모음과 같이 단순모

음으로 분류되며 모음 ‘ㅔ’와 혼돈이 쉬워 초기 철자학

습자들이 매우 어려워 하는 유형으로 이전연구들에서 

밝혀진바 있어 이번 연구에 포함되었다. 이호영(1996)

과 배주채(2003)에 따르면 젊은 세 의 서울 토박이들

은 /ㅐ/와 /ㅔ/ 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며 박수자

(2002), 김애연(2002), 이송월(1989)은 초등학교 2, 3, 

5, 6학년 학생들이 이 두 가지 모음의 철자를 혼동한다

고 발표하였다. Yang (2005)의 연구에서도 ‘ㅐ’와 ‘ㅔ’

철자는 4학년까지 일정수준의 정확도를 보인 후에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특이한 발달곡선을 보이는 모음

유형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모음‘ㅐ’의 

철자를 세 개의 단어, ‘그래서, 새로, 햇빛이’를 통해 

조사하였다. 

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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ᅳ ᅮ

ᅩ

ᅥ

ᅵ

ᅦ

ᅢ

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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ᅳ ᅮ

ᅩ

ᅥ

<그림- 1> 한 의 모음 사각도(이호 , 1996, p.61)

피셔의 정확검정결과(<표 - 4> 참조) 세 개의 단어 

중 두 개 단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철자정확도 

증가가 관찰되어 기본모음에 비하여 정확성이 증가하

는 경향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안정된 철자발달(80% 정확도)을 보이는 시기도 단

어별로 고르지 못한 양상을 보였다. 모음‘ㅐ’의 철자는 

‘햇빛이’에서는 7월부터, ‘그래서’에서는 마지막 달인 

2월에 80%를 넘은 데에 비하여 ‘새로’에서의 ‘ㅐ’철자

는 마지막 달에도 80%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첫 

검사시기인 4월부터 모든 단어에서의 정확도가 50%

를 상회하여 유치원시기 이전에 초기 발달이 이루어

져 있음을 암시했다.

체모음을 분석해보면 <표 -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ㅐ’모음에 하여 ‘ㅔ’ 이외의 체오류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ㅐ’와 ‘ㅔ’의 혼동을 보고한 

이전의 연구결과(박수자 2002; 이송월 1989;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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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자 출 단어 정오
학생수 (%)

p
4월 7월 11월 2월 

ㄱ

곧
정 24(75.00) 20(62.50) 27(84.38) 29 (90.63)

 .0457* 
오  8(25.00) 12(37.50)  5(15.63)  3  (9.38)

그래서
정 30(93.75) 30(93.75) 30(93.75) 32(100.00)

.6014
오  2 (6.25)  2 (6.25)  2 (6.25)  0  (0.00)

ㄴ 틀었더니
정 16(50.00) 17(53.13) 22(68.75) 26 (81.25)

 .0330*

오 16(50.00) 15(46.88) 10(31.25)  6 (18.75)

ㄷ 흔들
정 17(53.13) 21(65.63) 22(68.75) 27 (84.38)

.0621
오 15(46.88) 11(34.38) 10(31.25)  5 (15.63)

ㄹ

그래서
정 29(90.63) 29(90.63) 29(90.63) 32(100.00)

.3340
오  3 (9.38)  3 (9.38)  3 (9.38)  0  (0.00)

새로
정 20(62.50) 22(68.75) 29(90.63) 31 (96.88)

 .0005**

오 12(37.50) 10(31.25)  3 (9.38)  1  (3.13)

ㅂ 부르면
정 24(75.00) 25(78.13) 24(75.00) 31 (96.88)

 .0432
*

오  8(25.00)  7(21.88)  8(25.00)  1  (3.13)

ㅅ

그래서
정 28(87.50) 28(87.50) 30(93.75) 32(100.00)

.1744
오  4(12.50)  4(12.50)  2 (6.25)  0  (0.00)

새로
정 23(71.88) 22(68.75) 29(90.63) 31 (96.88)

 .0048**

오  9(28.13) 10(31.25)  3 (9.38)  1  (3.13)

섞여
정 21(65.63) 26(81.25) 28(87.50) 32(100.00)

 .0011**

오 11(34.38)  6(18.75)  4(12.50)  0  (0.00)

* p< .05, ** p< .01

<표- 6> 기본 성에 한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

1996; Yang, 2005)와도 일치한다. 표적인 체오류

들은 다음과 같았다: ‘그래서’(그레서, 구레서); ‘새로’

(세로); ‘햇빛이’(헷비치). 모든 체오류 중 ‘ㅔ’의 

치는 4월에는 94.1%, 7월에는 71.4%, 11월은 88.9%를 

차지했다. 결론적으로, 피셔의 정확검정결과, 모음 ‘ㅐ’

의 발달이 유치원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단정짓기 어

려웠으며 정확도를 통한 관찰도 단어마다 고르지 않

아 발달의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체오류의 가짓수로 보았을 때는 체오류로 ‘ㅔ’로

의 경향성이 매우 확실한 유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표- 5> 모음 ‘ㅐ’의 체오류

4월 7월 11월 2월

모음 
‘ㅐ’

ㅔ(17) ㅕ(1)
ㅔ(15) ㅗ(3) 
ㅜ (2) ㅣ(1)

ㅔ(17) ㅓ(2) ㅔ(11) ㅡ(1)

 * 괄호 안은 체오류를 선택한 학생 수 

2. 초성자음

가.  기본초성

이 연구에서 기본초성이라 함은 초성자리에서 제 

음가가 나는 자소들 중에 거센소리, 된소리를 제외한 

자소들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7개의 초성이 관찰

되었는데, 각 자소를 검사하기 위해 선정된 단어들

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ㄱ’-‘그래서, 곧’; 

(2)‘ㄴ’-‘틀었더니’; (3)‘ㄷ’-‘흔들’; (4)‘ㄹ’-‘그래서, 부르

면, 새로’; (5)‘ㅁ’-‘부르면’; (6)‘ㅂ’-‘부르면’; (7) ‘ㅅ’-

‘그래서, 새로, 섞여’. 

<표 - 6>에 나타난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를 보면, 

검사도구에 출현한 10개의 초성 중에서 ‘그래서’의 

‘ㄱ, ㄴ, ㅅ’과 ‘흔들’의 ‘ㄷ’을 제외한 6개의 초성자음의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래서’의 경우에는 이 단어에 한 철자정확도가 

4월부터 줄곧 높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관찰할 수 

있는 증가추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피셔의 정확검정은 부분의 기본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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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 출 단어 정오
학생수 (%)

p
4월 7월 11월 2월

ㅌ 틀었더니
정 25(78.13) 27(84.38) 23(71.88) 31(96.88)

 .0360*

오  7(21.88)  5(15.63)  9(28.13)  1 (3.13)

ㅎ 햇빛이
정 19(59.38) 26(81.25) 29(90.63) 32(100.00)

 .0000**

오 13(40.63)  6(18.75)  3 (9.38)  0 (0.00)

ㅎ 흔들
정 19(59.38) 20(62.50) 23(71.88) 25(78.13)

.3733
오 13(40.63) 12(37.50)  9(28.13)  7(21.88)

*p< .05, **p< .01

<표- 8> 거센소리 성에 한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

의 정확도가 유치원 한 해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이는 기본초성이 유치

원 시기 발달하는 유형임을 암시한다. 

80%를 넘는 시점은 ‘그래서’를 열외로 하고나면 

부분은 후반부 11월과 2월이었다. 이런 결과는 기본초

성이 유치원 한 학년 동안 발달이 완성되는 유형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또한, 첫 검사시기인 4월의 정확도가 

50%～94%에 이르고 있어 유치원 시기 이전에 기본초

성에 한 발달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음을 암시했다.

체오류의 분석결과 특별히 공통적인 오류나 오

류의 논리를 발견하기 어려웠다(<표 - 7>참조). 그러

나 오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아동의 논리가 부재하다

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후속 연구자들의 보다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기본
성

4월 7월 11월 2월

ㄱ ㅇ(1)a)
ㄲ(3) ㅇ (1) 

ㅍ(1)
체오류 
없음

ㅂ(2)

ㄴ
체오류 
없음

ㅇ(4) ㅇ(3)
ㄱ(1) ㄷ(1) 

ㄹ(1)

ㄷ ㄹ(1) ㅁ(1) 
체오류 
없음

ㄸ(1) ㄹ(1) ㅂ(1)

ㄹ
ㄱ(1) ㄲ(1) 

ㄷ(1)
ㅂ(2) ㄷ(1) 

ㅃ(1)
ㄹ(2) ㅇ(2) ㄷ(1) ㄹ(1)

ㅁ
체오류 
없음

ㅇ(2) ㄷ(1) ㅇ(1) ㄲ(1) ㅂ(1)

ㅂ ㄱ(5) ㅇ(1) ㅁ(1) ㄱ(2)

ㅅ ㄱ(1) ㄹ(3)
체오류 
없음

체오류 
없음

<표- 7> 기본 성의 체오류

a) 괄호 안은 체오류를 선택한 학생 수 

나.  거센소리초성

거센소리초성에서는 파열음 ‘ㅌ(틀었더니)’와 마찰

음 ‘ㅎ(흔들, 햇빛이)’이 검사되었다.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 거센소리 자음의 철자정확도는 모두 수치상으

로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흔들’의 ‘ㅎ’은 그 증가정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세 개 단어 중 두 

개 단어에서만 정확검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센소리초성의 발달이 유치원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확정짓기 어려웠다. 

80% 정확도가 관찰된 시점은 고르지 않아서 ‘흔들’

의 경우에는 ‘ㅎ’의 정확도가 7월에도 80%를 넘지 못

했고, ‘틀었더니’의 ‘ㅌ’은 7월에 84%의 정확도를 보이

다가 11월에는 71%로 내려가더니 2월에 다시 90%를 

넘는 등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햇빛이’의 ‘ㅎ’

은 7월부터 80% 정확도를 넘겼다. 요약하면 거센소리

초성은 단어에 따라 고르지 않은 정확도 수준을 보여 

유치원 시기 내의 발달의 완성여부를 결정짓기 어려

웠다. 덧붙여, 거센소리 역시 초기부터 정확도가 50%

를 넘겨 유치원 이전에도 다소의 철자발달이 이루어

진 유형임을 암시했다. 

치된 오류를 분석하면(<표 - 9>참조), 오류의 개

수가 많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4, 7월

에는 조음점과 조음방법이 모두 다른 자소로의(‘ㄱ,ㄹ,

ㅅ’) 치오류였던 것에 반해서 11, 2월에 나타난 오류

는 조음점이나(‘ㄷ’) 조음방법이(‘ㅋ’) 같은 자소인 것

으로 보아 치오류의 형태가 점차 진보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거센소리는 ‘ㅌ’는 기본초성 ‘ㄷ’, 

된소리 ‘ㄸ’와 함께 동일한 조음점을 갖기 때문에 초기 

학습자들에게는 ‘ㄷ’이나 ‘ㄸ’과 혼동이 있으리라고 예

상되었으나, 체오류를 분석했을 때 아동들이 거센

소리를 기본음이나 된소리와 혼동한다고 보기는 어려

웠다. 마찰음 ‘ㅎ’의 치오류는 더 다양했고(‘ㅌ, ㄷ, 

ㅂ, ㄲ, ㅋ’ 등) 아동의 오류 논리를 추정하기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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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자 출 단어 정오
학생수 (%)

p
4월 7월 11월 2월

ㄴ

부르면
정 19(59.38) 19(59.38) 24(75.00) 25(78.13)

.2314
오 13(40.63) 13(40.63)  8(25.00)  7(21.88)

흔들
정 19(59.38) 20(62.50) 20(62.50) 24(75.00)

.5538
오 13(40.63) 12(37.50) 12(37.50)  8(25.00)

ㄷ 곧
정 17(53.13) 17(53.13) 20(62.50) 25(78.13)

.1256
오 15(46.88) 15(46.88) 12(37.50)  7(21.88)

ㄹ

틀었더니
정 24(75.00) 22(68.80) 24(75.00) 29(90.60)

.1720
오 8(25.00) 10(31.20)  8(25.00)  3 (9.40)

흔들
정 17(53.13) 20(62.50) 22(68.75) 26(81.25)

.1151
오 15(46.88) 12(37.50) 10(31.25)  6(18.75)

ㅊ 햇빛이
정 11(34.38) 15(46.88) 21(65.63) 24(75.00)

 .0046**

오 21(65.63) 17(53.13) 11(34.38)  8(25.00)

ㄲ 섞여
정 15(46.88) 16(50.00) 25(78.13) 21(65.63)

 .0376*

오 17(53.13) 16(50.00)  7(21.88) 11(34.38)

* p< .05, ** p< .01

<표- 10> 기본종성에 한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

웠다. 

거센
소리

4월 7월 11월 2월

ㅌ ㄱ(1)
a) ㄹ (1) ㅅ (1)

ㄷ (2) ㅋ (1) 
ㄹ (1)

ㄷ (1)

ㅎ ㅅ (1)
ㅇ (2) ㅌ (1) 

ㄲ (1)
체오류 
없음

ㄷ(2) ㅂ (1) 
ㄲ (1) ㅋ (1)

<표- 9> 거센소리 성의 체오류

a)괄호 안은 체오류를 선택한 학생 수 

3. 종성자음 

가.  기본종성

기본종성은 종성자소를 소리 나는 로 표기하는 

유형이다. ‘곧’을 ‘곳, 곶, 곷’으로, ‘섞여’를 ‘석여, 석겨’

로 쓰는 등 받침에서 음이 같은 자소를 쓰면 맞는 것

으로 보고, 종성을 소리 나는 로 표기하기가 언제쯤 

어느 정도 발달하는지 보기 위한 유형이었다. 모두 5개

의 종성소리가 검사되었다: (1)‘ㄴ’-‘부르면, 흔들, 웃

기는’; (2)‘ㄹ’-‘틀었더니, 흔들’; (3)‘ㄲ’-‘섞여’; (4)‘ㄷ’-

‘곧’; (5)‘ㅊ’-‘햇빛이’.  

기본종성의 결과는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설명하

기 힘든 양상을 띠고 있었다.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는 

‘섞여’의 ‘ㄲ,ㄱ’종성과 ‘햇빛이’의 ‘ㅊ,ㄷ’종성을 제외한 

모든 기본종성의 정확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종성이 유치

원 한 해 동안 발달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라고 보기 어

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기본종성의 정확도는 통계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도 수치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발달

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80% 정확도가 종성 ‘ㄹ’에

서 마지막 달인 2월에 관찰되었다. ‘ㄹ’은 피셔의 정확

검정결과 유의한 정확도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 종성

이므로 정확검정결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종성이라고 

할 수 없었음에도 정확도상으로는 80%를 넘어 유치

원시기에 발달의 완성을 보인 것이다.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보인 피셔의 정확검정과 정

확도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기본종성은 매우 

서서히 발달이 진행되는 유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

다. 기본종성은 4월부터 /ㄱ/과 /ㄷ/소리를 제외한 모

든 종성소리에 한 정확도가 50%를 넘어 유치원 이

전부터 발달이 시작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었음에도, 

유치원에 들어와서 한 해 동안 발달하는 양상이 통계

수치로 확인될 만큼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속적

으로 정확도 수치는 증가하여, 종성 ‘ㄹ’과 같은 경우

에는 발달이 완성되었다. 

체오류 분석은 <표 - 15>에 그 결과나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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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 출 단어 정오
학생수 (%)

p
4월 7월 11월 2월

ㄷ 곧
정  1  (3.13)  0  (0.00)  0  (0.00)  1  (3.13)

1.0000
오 31 (96.88) 32(100.00) 32(100.00) 31 (96.88)

ㄲ 섞여
정 0 0 0 0

-
오 32(100.00) 32(100.00) 32(100.00) 32(100.00)

ㅅ

웃기는
정  6 (18.75) 10 (31.25) 17 (53.13) 22 (68.75)

  .0001**

오 26 (81.25) 22 (68.75) 15 (46.88) 10 (31.25)

햇빛이
정  7 (21.88)  6 (18.75)  7 (21.88) 16 (50.00)

  .0238*

오 25 (78.13) 26 (81.25) 25 (78.13) 16 (50.00)

ㅊ 햇빛이
정  0  (0.00)  0  (0.00)  1  (3.13)  3  (9.38)

 .1920
오 32(100.00) 32(100.00) 31 (96.88) 29 (90.63)

* p< .05, ** p< .01

<표- 12> 8종성패턴에 한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

있다. 먼저, 종성 ‘ㄹ’과 ‘ㄴ’의 체오류 가짓수가 매

우 적었다. 종성 ‘ㄹ’은 체오류가 전혀 없었고, ‘ㄴ’

은 체오류가 4차례 관찰되었을 뿐이었다. 이는 유

아들이 유음인 ‘ㄹ’과 비음인 ‘ㄴ’을 표기할 때 혼란을 

별로 경험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반면 /ㄷ/계열 종성

인 ‘ㄷ’와 ‘ㅊ’종성은 음가가 전혀 다른 자소들로의 

체오류가 많았다. 덧붙여, ‘곧’의 종성으로 /ㄷ/계열 

종성을 선택할 때 ‘ㄷ, ㅌ, ㅅ, ㅆ, ㅈ, ㅊ’ 중 ‘ㅅ’을 선

택한 학생이 월등히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결과였

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ㄷ/계열 종성을 선택

할 때 ‘ㅅ’을 선택한 비율은 월별로 88%, 83%, 91%, 

89%이었다. 

기본
종성

4월 7월 11월 2월

ㄴ
체오류 
없음

ㄹ(1) ㅅ(1) ㄹ(1) ㄹ(1) ㅎ(1)

ㄷ ㄴ(2)a) ㅁ(1) ㄴ(4) ㅂ(1)
ㄴ(2) ㄱ(2) 

ㅁ(1) 
ㄴ(3) ㄹ(2) 

ㅁ(1)

ㄹ
체오류 
없음

체오류 
없음

체오류 
없음

체오류 
없음

ㅊ ㄴ(1) ㅁ(1) ㄴ(1) ㅁ(1) ㄴ(1) ㄹ(1)

ㄲ
체오류 
없음

ㅅ(1) ㄴ(1)
ㅅ(3) ㅆ(1) 

ㄴ(1) 

<표 - 11> 기본종성의 체오류

  

a)
 괄호 안은 체오류를 선택한 학생 수 

나.  8종성패턴

8종성법칙은 한국어에서 종성자리에 오는 음가가 

8개가 있다는 법칙을 일컫는다. 그러나 현 국어에서

는 8개가 아닌 7개의 종성음가가 있어서 정식문헌에 

나오는 명칭은 아니나 간혹 7종성법칙이라고도 칭한

다. 현 국어에서 종성자리에서 나는 7개의 종성소리

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이 연구에서 8종성

법칙에 의한 종성패턴은 이들 7개 음가 중에서 표기

에 있어 한 가지 이상의 종성자소로의 표기가 가능한 

/ㄱ/, /ㄷ/, /ㅂ/ 종성그룹을 지칭한다. /ㄱ/ 음가를 공

유하는 ‘ㄱ, ㄲ, ㅋ’ 종성, /ㅂ/음가를 공유하는 ‘ㅂ, ㅍ’ 

종성, 그리고 /ㄷ/음가를 공유하는 ‘ㄷ, ㅅ, ㅆ, ㅈ, ㅉ, 

ㅊ’ 종성이 이들이다. 이들 종성자소를 바르게 철자

하기 위해서는 /ㄱ/, /ㄷ/, /ㅂ/ 음가가 표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성자소 중에서 철자하고자 하는 

형태소를 바르게 표현하는 자소를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한 철자를 위해 음운학적 지식 외에 형태

론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을 두고 음

운형태소 유형(morpho-phonological feature)이라고 

칭하는 학자들도(Schlagel, 1986) 있으나 Henderson

(1990)은 이들을 패턴유형에 포함시켰다. 이번 연구

에서는 /ㄱ/, /ㄷ/, /ㅂ/계열 종성들이 그룹지어지는 

데에 있어 일정한 패턴이 있음에 주의하여 이 유형을 

8종성패턴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8종성패턴유형을 검사한 단어는 기본종성유형을 

검사한 단어와 같았으나 채점방법에서 차이가 있었

다. 기본종성유형으로 채점할 때는 음가가 같은 자소

의 철자는 모두 맞는 것으로 여겼으나 8종성패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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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종성패턴 4월 7월 11월 2월

ㅅ ㅆ(3)a) ㄱ(2) ㅊ (1) ㅆ(1) ㅊ(1) ㄱ(1) ㅇ(1) ㅆ(8) ㄱ(2) ㄹ(1) ㅂ(1) ㅆ(10)

ㅊ ㅅ(11) ㄴ(2) ㅅ(9) ㅈ(3 ㅆ(3) ㅁ(1) ㅅ(15) ㅆ(3) ㅈ(2) ㄴ(1) ㅅ(18) ㅆ(4) ㄹ(1) ㅈ(1)

ㄷ ㅅ(15) ㅁ(1) ㅈ(1)
ㅅ(14) ㄴ(4) ㅈ(3) 

ㅂ(1) ㅆ(1)
ㅅ(20) ㄱ(3) ㄴ(2)
 ㄹ(1) ㅁ(1) ㅊ(1)

ㅅ(24) ㅈ(1) ㅆ(1) ㅌ(1) 
ㄴ(3) ㄹ(2) ㅁ(1) 

ㄲ ㄱ(16) ㄱ(14) ㄺ(1) ㅅ(1) ㄱ(26) ㄴ(1) ㄱ(22) ㅅ(2) ㄴ(1) ㅆ(1)
a)
 괄호 안은 체오류를 선택한 학생 수 

<표- 13> 8종성패턴의 체오류

의 채점에서는 정확한 자소를 써야만 맞는 것으로 본 

것이다. 예를 들어, ‘곧’을 ‘곳’으로 썼을 때 /ㅅ/의 종성

음가가 /ㄷ/과 같기 때문에 기본종성에서는 맞는 것으

로 채점하였으나, 8종성패턴에서는 의미형태소에 맞

는 정확한 자소 ‘ㅅ’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채

점하였다. 

피셔의 정확검정결과는 <표 - 12>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8종성 패턴의 정확도 중에서 유의하게 증

가한 패턴은 ‘웃기는’과 ‘햇빛이’의 ‘ㅅ’종성뿐이었다. 

나머지 종성패턴들은 꾸준히 낮은 정확도를 보였기에 

유의한 정확도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가장 극단

적인 ‘섞여’의 경우에는 종성을 정확하게 철자한 아동

이 일 년 내내 한명도 관찰되지 않았다. 정확검정결과

는 8종성패턴유형이 유치원시기에 발달하는 유형은 

아님을 보여준다.  

발달의 안정권을 암시하는 80% 정확도는 어떠한 

종성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부분의 경우 2월까지 

한 자리수의 정확도를 지켰고, 다만 유독 높은 정확도

가 ‘ㅅ’ 종성의 표기에서는 발견되어 2월에 60%에까

지 근접할 뿐이었다. 따라서 8종성패턴은 유치원시기

에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유형이었다. 

체오류 분석을 통하여 종성 ‘ㅅ’의 정확도가 상

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ㄷ/ 음가의 표기로 가장 많이 

표기하는 종성이 ‘ㅅ’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었

다. /ㄷ/ 소리를 표기할 때 아동들이 선호한 종성이 

‘ㅅ’이었고, 따라서 본래 정확한 표기가 ‘ㅅ’인 경우에 

정확하게 철자하는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ㄲ’의 

체오류에도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는데 ‘ㄱ’으로의 

체가 상당히 빈번했다는 점이다. 종성 ‘ㅊ’, ‘ㄷ’ 신 

‘ㅅ’을, 또 ‘ㄲ’ 신 ‘ㄱ’을 표기했던 이유는 유아들이 

종성을 표기할 때 패턴이나 형태소 전략을 쓰기 보다

는 음가전략, 즉, 소리 나는 로 쓰는 전략만을 이용

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체오류 분석을 

통하여서는 유아기 아동은 패턴이나 형태소 전략보다

는 음운전략을 이용한 철자를 주로 하고 있었으며 유

아기 아동이 8종성패턴에 한 이해를 하기 시작할 때 

‘ㄷ’계열종성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받침은 ‘ㅅ’

임을 알 수 있었다. 

4. 음운변동: 경음화

음운변동에는 구개음화, 자음동화, 경음화, 격

음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음운변동 중

에서 경음화에 한 철자발달만을 조사하였다. 

경음화로 한정한 이유는 검사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가 한정적이므로 모든 음운변동 유형을 검

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전연구의 결과를 토 로(Yang, 2005) 경

음화가 유치원시기에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음

운변동 유형이라고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경음화는 주로 앞음절의 종성자음과 뒤음절의 초

성자음이 만날 때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앞 음절 종

성의 음소는 잘 들리지 않는 매우 약한 소리가 나고 

뒤 음절의 초성은 원래의 음가가 경음화되어 소리난

다. 예를 들어 ‘웃기는’에서 ‘ㅅ’의 /ㄷ/ 소리는 거의 소

리가 나지 않고, ‘ㄱ’의 /ㄱ/ 음가는 /ㄲ/로 변화하여 

/우끼는/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음화에 연

관되어 있는 두 개의 자음을 정확히 철자하기 위해서

는 (1) 초성의 음가가 경음화되었더라도 평음으로 표

기해야한다는 것과, (2) 종성에 해서는 경음화 패턴

을 일으키는 종성계열의 음가를 이해하여 형태소에 

맞는 종성자소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지

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음운변동유

형을 검사하는 단어는 ‘틀었더니, 웃기는, 햇빛이, 있

다’였다. 

음운변동에 한 철자결과는 (1) 초성만을 정확하

게 표기한 철자의 정확도, (2) 종성만을 정확하게 표기

한 철자의 정확도, (3) 초성과 종성을 둘 다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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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
출
단어

정오
학생수 (%)

p
4월 7월 11월 2월

성

ㄱ 웃기는
정 11(34.38) 14(43.75) 26(81.25) 20(62.50)

.0006**

오 24(75.00) 22(68.75) 14(43.75) 10(31.25)

ㄷ

있다
정 21(65.63) 24(75.00) 29(90.63) 30(93.75)

.0106*

오 11(34.38)  8(25.00)  3 (9.38)  2 (6.25)

틀었더니
정 21(65.63) 16(50.00) 22(68.75) 28(87.50)

.0132*

오 11(34.38) 16(50.00) 10(31.25)  4(12.50)

ㅂ 햇빛이
정 18(56.25) 23(71.88) 26(81.25) 28(87.50)

.0309*

오 14(43.75)  9(28.13)  6(18.75)  4(12.50)

종
성

ㅅ

웃기는
정 8(25.00) 10(31.25) 18(56.25) 22(68.75)

.0008
**

오 24(75.00) 22(68.75) 14(43.75) 10(31.25)

햇빛이
정  9(28.13)  8(25.00) 14(43.75) 24(75.00)

.0001
**

오 23(71.88) 24(75.00) 18(56.25)  8(25.00)

ㅆ

있다
정 15(46.88) 15(46.88) 19(59.38) 31(96.88)

.0000
**

오 17(53.13) 17(53.13) 13(40.63)  1 (3.13)

틀었더니
정  4(12.50)  4(12.50)  8(25.00) 20(62.50)

.0000
**

오 28(87.50) 28(87.50) 24(75.00) 12(37.50)

종
성
+

성

ㅅ+ㄱ 웃기는
정  6(18.75) 10(31.25) 18(56.25) 19(59.38)

.0015**

오 26(81.25) 22(68.75) 14(43.75) 13(40.63)

ㅆ+ㄷ 있다
정 15(46.88) 14(43.75) 19(59.38) 30(93.75)

.0000**

오 17(53.13) 18(56.25) 13(40.63)  2 (6.25)

ㅆ+ㄷ 틀었더니
정  4(12.50)  4(12.50)  9(28.13) 18(56.25)

.0001
**

오 28(87.50) 28(87.50) 23(71.88) 14(43.75)

ㅅ+ㅂ 햇빛이
정  8(25.00)  7(21.88) 14(43.75) 21(65.63)

.0009**

오 24(75.00) 25(78.13) 18(56.25) 11(34.38)

* p< .05, ** p< .01

<표- 14> 음운변동(경음화)에 한 피셔의 정확검정 결과

표기한 정확도의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표 - 14>에 

나타난 피셔의 정확검정결과는 경음화에 연관된 초

성, 종성, 종성과 초성의 연합(종성+초성)의 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세 가지 경음화에 연관된 유형들이 유치원 시기에 발

달되는 유형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정확도를 보면 유치원 시기에 발달이 완성되는 유

형은 이중 경음화에 연관된 초성뿐이라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초성들은 11월이나 2월에 80% 정확도를 

넘었으나 종성이나 종성+초성 중에서는 ‘있다’와 ‘틀

었더니’의 종성 ‘ㅆ’과 ‘있다’의 ‘ㅆ+ㄷ’에서만 2월에 

80%를 넘겼다. 요약하면, 정확검정과 정확도결과는 

경음화에 연관된 초성, 종성, 종성+초성이 모두 유치

원 시기에 발달을 하기는 하지만, 유치원 말까지 발달

이 완성되는 유형은 초성뿐이고 나머지 종성과 종성+

초성에 한 철자발달은 그 후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체오류를 분석했을 때 종성과 초성의 조합에 

한 체오류는 그 가짓수가 상당하고 통일성을 발견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성+초성 

조합을 제외하고 초성과 종성의 개별적인 오류만을 

<표 - 15>에 보고하였다. 초성의 경우, 소리 나는 

로 철자하는 전략만을 구사한다면 ‘햇빛이’를 ‘해삐치’

와 같이 쓰는 초성이 경음화된 형태의 오류를 많이 관

찰할 수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초성 ‘ㄱ’의 경

우는 경음화된 초성 ‘ㄲ’으로 표기한 체오류가 많았

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소리에 의지

하는 전략만을 쓰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는데 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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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변동 4월 7월 11월 2월

성

ㄱ ㄲ (10)a) ㄴ (1) ㄲ (7) ㅁ (1) ㄲ (2) ㅇ (1) ㄲ (13)

ㄷ ㅅ(1) ㅌ (4) ㄸ (1) ㅅ (1) ㅌ (1) ㅇ (1) ㅁ (1) ㄸ (1) ㄴ (1)

ㅂ ㅁ(1) ㅍ (1) ㅈ (1) ㅍ (1) ㅇ (1) ㅃ (2)

종성

ㅅ ㅆ(3) ㄱ (2) ㅊ (1) ㅆ (1) ㄱ (1) ㅇ (1) ㅊ (1) ㅆ (7) ㄱ (2) ㄹ (1) ㅂ (1) ㅆ (10)

ㅆ
ㅅ(6) ㄴ (3) ㄱ (2) 
ㅁ (1) ㅂ (1) ㅎ (1)

ㅅ (2) ㄱ (1) ㄴ (1)
ㄹ (1) ㅂ (1) ㅈ (1)

ㅂ (5) ㅅ (2) ㄱ (2) 
ㄴ (1) ㄷ (1)

ㅅ (9) ㅁ (1)

*괄호 안은 체오류를 선택한 학생 수

<표- 15> 음운변동(경음화)의 체오류 

화된 초성 ‘ㄷ’과 ‘ㅂ’의 체오류 때문이었다. 이들 초

성자음의 경우에는 불과 한두 명의 아동만이 경음화

된 초성인 ‘ㄸ’이나 ‘ㅃ’을 표기했을 뿐이고, 11, 2월에

는 평음인 ‘ㄷ, ㅂ’을 정확히 표기하는 학생들이 늘어

났다. 이러한 양상은 유아들이 초성이 경음화된 소리

로 발음되더라도 철자는 평음을 써야 한다는 패턴전

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성의 경우에는 경음에 관여하는 평음받침 ‘ㅅ’을 

경음받침 ‘ㅆ’로 표기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이러한 현

상은 ‘웃기는’에서보다 ‘햇빛이’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반 로 ‘틀었더니’의 ‘ㅆ’받침은 ‘ㅅ’으로 

순화하여 쓰는 아동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경음화에 

연관된 종성에서 경음(‘ㅆ’)과 평음(‘ㅅ’)을 혼동하는 

것은 어디선가 들리는 경음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동들의 논리를 반

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전의 한 

해 동안 초기 철자발달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정확도

와 체오류를 관찰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서 답하고자 했던 연구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1) 모음, 초성, 종성, 음운변동의 유형들이 유치원시

기에 발달을 보이는가? (2) 유치원 시기 내에 발달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80% 정도의 정확도에 도달

하는 유형은 무엇인가? (3) 체오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동의 오답채택 논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였던 유치원시기에 발달을 보이

는 유형들인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는 피셔의 정확검

정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정확검정 결과 기본모음, 기

본초성, 경음화초성, 경음화종성, 경음화 종성+초성은 

부분의 낱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확도의 증가

를 보여 유치원시기에 발달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볼 수 있었으며 반면에 8종성패턴은 유치원시기에 발

달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보기 어려웠다. 모음‘ㅐ’와 

거센소리초성, 기본종성은 단어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해서 판단

을 내릴 수 없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였던 유치원 시기 내에 발달이 완

성되는 유형들은 기본모음, 기본초성, 경음화 초성이

었다. 반면에 8종성패턴, 경음화종성과 경음화 종성+

초성 조합은 유치원시기 내에 발달이 완성되지 못하

였다. 모음 ‘ㅐ’와 거센소리초성, 기본종성은 단어에 

따라 정확도가 80%를 넘기도, 넘지 않기도 해서 발달

의 완성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세 번째로, 체오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

동의 오답채택 논리는 여러 가지가 발견되었다. 기본

모음에서는 모음사각도 상에서 조음점이 가까운 모음

을 체오류로 선택하는 경향성을 발견하였으며 모음 

‘ㅐ’는 지난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음가가 비슷한 

‘ㅔ’로의 체 경향성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기본종성

에서는 /ㄷ/계열 종성의 체오류로는 단연 ‘ㅅ’을 많

이 선택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8종성패턴의 체

오류를 통해서는 유아들의 오류가 부분 종성자리에

서 소리가 같은 다른 자소로 체하는 것이란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는 아동의 철자전략이 패턴이나 형태소

전략이 아닌 음운학적 전략(phonetic strategies)라는 

점을 증명해준다. 그러나 경음화에 연관된 초성의 

체오류를 통해서는 아동이 경음화된 음을 그 로 쓰

는 음가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유아들은 경음화 되어도 초성은 평음으로 써

야 한다는 패턴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아동들은 유치원시기에 매우 체계적인 철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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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양상을 보인다. 아동들은 무작위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면서 철자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음운전략을 

이용하여 자소-음소 응이 명백한 기본초성, 기본종

성, 기본 모음 등의 음운학적 유형들을 먼저 습득하고 

보다 어려운 음운변동 유형이나 8종성패턴유형 등 패

턴이 관여하는 유형은 좀더 나중에 학습한다. 이렇게 

나중에 학습되는 유형들을 철자할 때는 음운전략만이 

아니라 패턴전략도 활용해야 함을 알고 유치원 후반

부에는 정확하지 않지만 패턴전략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철자발달 양상은 Henderson (1990)의 

철자발달이론과도 일치한다. 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들

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달하는 유아의 철자지식을 

이해하고, 그 발달정도에 맞게 철자교수를 계획할 필

요가 있다. 

두번째로, 한국아동의 모음철자정확도는 다른 문자

사용자들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으로, 한글 문자구

조 중에서 모음철자에 도움을 주는 요소가 있다는 추

론을 하게 한다. 높은 정확도와 더불어 더욱 흥미로웠

던 결과는 모음생략오류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영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모음

의 생략오류가 많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문자 체계에

서나 모음의 인식은 자음인식보다 어렵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한글이라는 문자사용자들이 보이는 특이

한 발달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Kang & 

Simpson (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들은 

한글의 음절표기법이 유아의 음운인식능력 발달에 긍

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글의 음절 

분철표기는 각 음절마다 모음이 있다는 것과, 모음이 

있어야 할 위치를 분명하게 지정해 준다. 이러한 음절

표기에 노출된 한국 아동은 모음의 존재를 비교적 일

찍 인식하고 따라서 모음철자도 비교적 용이하게 배

워간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 시사점은 만 5세 유아들은 주로 소리에 의

지하여 철자하는 음운전략을 사용한 철자를 하지만, 

자주는 아니더라도 패턴전략도 사용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Bear et al. (2007)에 따르면 

성숙한 학습자일수록 여러 가지 철자전략을 유연하게 

사용한다. 철자에 주로 쓰이는 전략에는 음운전략, 패

턴전략, 형태소 전략 등이 있는데 아동의 체오류는 

조음위치가 비슷한 자소나 조음방법이 비슷한 자소로

의 체를 하여 음운전략을 암시하는 경우가 부분

이었다. 그러나 음운인식(경음화)의 체오류를 통하

여 아들이 음운전략만을 쓰지 않고 소리의 변화패턴

을 이해하는 패턴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할 수 있었

다. 경음화된 초성소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유아들이 원래 표기인 평음자음을 

기입하였기 때문이다. 음운전략은 모든 표음문자에서 

발달초기에 가장 먼저 사용되는 전략이며 패턴전략은 

보다 성숙한 문자사용자들이 사용한다. 그런데 한국

의 만 5세 유아 사이에서도 음운전략만이 아닌 패턴전

략에 기초한 철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네번째, 기본모음, 모음 ‘ㅐ’, 기본초성, 거센소리초

성, 기본종성의 경우에 만 5세 이전에도 발달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들 유형은 초기철자정확도

가 50% 이상이어서 철자하는 방법을 4월 이전에도 학

습하기 시작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후

속 연구들은 더 어린 유아들을 상으로 그 처음 철자

발달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밝혀 완전한 초기 

철자발달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유치원 교육과

정의 문자교육 방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유치

원 교육과정에서는 만 5세 유아들에게 체계적인 철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도 유아들은 비교적 많은 철자지식을 학습해 나가는 

것으로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만 5세 유아가 문자발

달을 해 나갈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이 있다면 유치원 

교육과정은 발달을 최 화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

와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경기도 부천시라는 제한된 공간의 30명 남짓한 

소수의 아동만을 상으로 관찰하였기 때문에 지역

적, 사회경제적으로 일반적인 발달지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구나 한국에서 초등학교 전에 부모나 

사교육의 도움으로 철자에 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이 연구에서는 

조기교육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이 연

구에 발표된 수치가 유치원 아동들의 절 적인 발달

지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또한 특정 단어, 특히 

‘있다’나 ‘그래서’에 해서는 아동들이 지나치게 친숙

하여 글자를 통째로 외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친

숙한 어휘는 유형별 발달을 관찰하는 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어휘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도 다음 연구

자들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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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아동의 철자오류를 분석할 때 음절의 구조의 

복잡성, 음절수의 영향 등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

어 지지 못하고 조음점이나 가짓수의 다양성만을 보

아 오류를 분석한 점은 제한점으로 남는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여러차윈의 철자오류분석이 세심하

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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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모음 성 종성 음운변동

기본
모음

ㅐ/ㅔ
기본
성

거센
소리

기본
종성

8종성
패턴

경음화 
성

경음화 
종성

경음화
성 

+종성

1. 그래서 ㅡㅓ ㅐ ㄱㄹㅅ

2. 틀었더니 ㅡㅓㅓㅣ ㄴ ㅌ ㄹ ㄷ ㅆ ㅆ+ㄷ

3. 부르면 ㅜ ㅡ ㅂㄹㅁ ㄴ

4. 흔들 ㅡ ㅡ ㄷ ㅎ ㄴㄹ

5. 곧 ㅗ ㄱ ㄷ ㄷ

6. 새로 ㅗ ㅐ ㅅ ㄹ 

7. 웃기는 ㅜㅣㅡ ㄴ ㄴ ㅅ ㄱ ㅅ ㅅ+ㄱ

8. 섞여 ㅓ ㅅ ㄲ ㄲ

9. 햇빛이 ㅣㅣ ㅐ ㅎ c ㅅ ㅊ ㅂ ㅅ ㅅ+ㅂ

10. 있다 ㅣㅏ ㄷ ㅆ ㅆ+ㄷ

유형별 수 /10 /3 /8 /3 /7 /4 /4 /2 /4

<부록- 1> 철자검사 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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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lling Development of Kindergarten Students: 

A One Year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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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Due to the transparent correspondence between the letters and 
letter sounds, Hangul is considered to be a shallow orthography. Since there is a great 
consistency in the phonetic regulation, Korean beginning learners are expected to experience 
an advantage in acquiring phonetic strategies. In order to develop effective phonetic 
curriculum, teachers should understand how these young children develop their literacy skills. 
However, there has been lack of information about Korean literacy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thographic development in young Korean learners 
by analyzing their spelling performances throughout a kindergarten year. Methods: A total of 
32 kindergarten students who were 5 years old were asked to spell ten words in four different 
periods of a school year. These ten words were selected by the researcher in order to observe 
the students' spelling development in nine linguistic features. The spelling results were 
analyzed by Fisher's exact test and percentage accuracy. The students' spelling errors were also 
qualitatively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students' logic behind the errors. Results: Fisher's 
exact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principal vowel, initial consonant, co-articulated (tense) 
initial consonant, co-articulated final consonant, and co-articulation of the initial and final 
consonant combination were the linguistic features that were developed during the 
kindergarten year. Among these features, the principal vowel, initial consonant, and 
co-articulated (tense) initial consonant were found to be fully developed by the end of the 
kindergarten year. In addition, it was discovered that kindergarten students primarily used 
phonetic strategies in their spelling and began to apply pattern strategies in later kindergarten 
year. Conclusion & Discussion: Korean children had strength in spelling vowels comparing 
to other orthography us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is a systematic 
developmental course in orthographic development of Korean young children. The  author 
suggested that kindergarten curriculum should reflect this developmental progress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9;14;14-33)

Key Words: spelling development, error analysis, early litera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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