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1 pp. 5025-5032, 2012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1.5025

5025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작업기억 및 음운인식 능력 비교 연구

박유린1*, 권도하1
1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A Comparative Study on the Working Memory and the 

Phonological Awareness betwee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Yoo Rin Park1* and Do Ha Kwon1

1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작업기억과 음운인식능력이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남도 D시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1~3학년에 재학중인 다문화 아동 15명과 일반아동 15명이었다. 

작업기억을 검사하기 위하여 K-TTFC-2를 실시하였고, 음운인식능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아동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음
소수준의 검사만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작업기억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능력 중에서 음소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다문화 아동과 일반아동의 하위과제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음 짝짓기(어중 종성), 단음
절 단어에서 중성 대치하기, 음 전환하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아
동의 음운 및 작업기억 결과를 고려한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working memory and the phonological awareness 
betwee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The research subjects were 15 multi-cultural 
and 15 general primary school students who were attending 1st-3rd grade in D city. Working memory tested 
K-TTFC-2 by standardized tool.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ies was considering the age of the subjects, tested 
phoneme awareness. Data process was conducted by t -test and frequency test in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orking memory comparison of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Especially 
had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pter 1, chapter 4. Second, comparison of phonological awareness between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 statistic differences. Third, the Phonological awareness comparison of both groups 
show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sound matching(word medial coda), substituting middle sound in 
monosyllabic words, phoneme switching. This research result is considered that can be used as the fundamenta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therapy data considering the working memory and the phonological awareness 
of children with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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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년 급증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자녀 역시 빠르게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인구는 4,898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0.2% 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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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05년
에 6,121명이었다가 2010년에는 30,040명으로 증가하였
으며,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 초등학생이 78.6%를 
차지하였다[1].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다문화가정 아동
의 언어능력이다. 이는 외국인 어머니들의 약 68%가 가
정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32%가 출신나라 말과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거나 출신나라 말을 사용하는데[2],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의 아
동들은 가정에서 충분한 한국어 습득 과정이 취약하여 
의사소통이 미숙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사소통 문제
로 인해 또래관계 문제, 학습부진을 야기할 위험이 크므
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언어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언어의 발달에 있어 작업기억 능력은 여러 가지 특정
한 요소들 가운데서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3]. 특히 학령기 아동에게는 복잡한 읽기과제가 
인지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작업기억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4,5,6,7,8,9]. Baddeley등은 작업기억 기능 중에
서도 음운회로(phonological loop)가 새로운 음운 요소를 
학습하고, 이중언어자(bilingualism)에게는 제2언어(second 
language: L2)를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10]. 또한 Hummel은 작업기억과 관련된 읽기 폭 과제
와 L2의 숙련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
였다[11].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어를 
L1(first language)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아동
과 언어적으로 가장 밀착된 어머니는 한국어를 L2로 사
용하고 있다. 여기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가 L1 혹
은 L2인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
어서 작업기억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업기억을 비롯해 음운인식이 읽기 기술의 습득과 연
관성이 높다고 하여[12,13], 학령기 아동의 연구 과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음운인식이란 단어를 이루는 낱자의 
말소리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14]으로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강금화 등[15]은 다
문화 가정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음운인식능력이 낮다
고 하였고, 김미자[16]는 초등 1, 2학년 다문화 아동과 일
반 아동 간에 음절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음소수준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영주와 안성
우[17]는 5～10세 다문화가정 아동이 생활연령에 따라 
점차 음운인식능력이 증가하였고, 음절-음소수준에서 정
상적인 발달을 따르며 수용언어, 표현언어 능력도 유의미
하게 낮다고 하였다. 권미지[18]의 초등 1～3학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음운인식 과제에서 다문화 아동이 

일반아동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년이 올라갈수
록 그 차이가 근소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작업기억, 음
운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의 
연령에 맞게 사용하기 보다는 검사 전체를 실시하여 집
중력이 떨어지게 되거나, 도구들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학령
기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표준화 된 작업기억 검사와 연
령에 맞춰 선별한 음운인식 검사를 통해 일반아동들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조기선별과 중재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작업기억은 차이

가 있는가?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은 음운인식 하위 

과제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의 다문화가정 아
동 15명, 일반아동 15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
문화가정 아동은 모두 어머니가 국외에서 이주하고 한국
인 아버지를 둔 아동으로 어머니의 결혼 전 국적은 필리
핀(8명), 베트남(3), 중국(2명), 일본(2명) 이었다. 모든 아
동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전라남도 D시에 거주하며 주언
어(dominant language)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문의미이해력 검사에서 -1표준편차 이상인 아동, 둘째,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중 동작성 지능검사 결
과 85 이상인 아동, 셋째, 어머니 및 교육기관의 교사로
부터 시각적, 청각적, 정서적, 신체적 문제가 없다고 보  
고된 아동, 다섯째, 일반아동은 양부모가 모두 한국인이
며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은 지역에 사는 아동이다. 다문
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 능력에 따라 구분한 대
상자별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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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quality of subject children

구
분

학
년 N 성별

K-WISC

-Ⅲ

(동작성)

구문의미 
이해력 t

M±SD M±SD

다
문
화

1 6 남(4)
92.06

±7.20

45

±5.20
-3.7632 6 여(11)

3 3

일
반

1 5 남(8)
111.87

±11.39

50

±3.04
-5.9692 5 여(7)

3 5

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들의 작업기억
과 음운인식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고 대상 아동들에게 
실시한 검사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2.2.1 토큰검사

Cohen-Mimran과 Sapir[19]가 읽기 장애 성인의 작업
기억의 결함에 대한 연구에서 단순 숫자 기억과제(digit 
span tests)보다는 토큰검사가 더 민감하고 정확한 측정도
구였다는 보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토큰검사를 실시
하였다. 아동용 토큰검사(Token Test for Children-Second 
edition: TTRC-2 ;[20])는 2007년 미국에서 개정되어 아
동의 작업 및 단기기억력, 듣기이해력 등을 평가하는 규
준화된 선별도구이다[21,22].

한국아동용 토큰검사(K-TTFC-2)는 신문자 등이 만 3
세부터 12세 아동에게 실시하여 표준화 작업을 거쳐 제
작되었다[23]. K-TTFC-2는 총 4단원으로서 단원 1부터 
단원 3까지는 각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원 4
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계가 높을수록 점
차 복잡한 지시가 포함되어 난이도가 높아진다. 정부자 
등의 연구에서 토큰검사의 신뢰도는 .85이었으며[24], 본 
연구에서는 .908이었다. 한국아동용 토큰검사의 각 단원
별 지시문항의 예는 표 2와 같다.

[표 2] TTFC-2 각 단원별 지시문항의 예
[Table 2] K-TTFC-2 of statement example

단원 항목 지시문항의 예
1 4 큰 파란 네모를 만지세요.

2 7 파란 네모와 하얀 동그라미를 만지세요.

3 10 작은 하얀 네모와 큰 빨간 네모를 만지세요.

4 15
빨간 네모 왼쪽에 있는 네모를 빼고, 네모
들을 모두 만지세요.

2.2.2 음운인식 검사

국내 다수의 연구[15-18]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운인
식 검사는 단어수준, 음절수준, 음소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별로 수 세기, 확인, 합성, 분절, 대치, 생략 등의 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과 같은 표음문자는 음
소수준에서 철자-음소 관계가 비교적 규칙적이기 때문에 
읽기의 학습에서 소리를 음소로 분절할 수 있는 음소분
절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25]. 또한 6～7세 사이에 대부
분 읽기 지도가 시작되어 음소 인식이 확립되는데[26,27],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이 초등학교 1～3학년이므로 음소 
수준만을 검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표준화된 음운
인식 검사 도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자는 음운인식 활동
서(Sourcebook of Phonological Awareness Activities:[28])
를 번안하여 제작한 음운인식 훈련 프로그램인 『동화와 
함께하는 음운인식 프로그램』[29]에서 ‘미운오리 새끼’
편을 발췌하여 실시하였다.

검사는 총 21문항으로 각 문항마다 1회의 연습 문제가 
주어지고 아동이 정확히 연습문항을 숙지하였을 때 제시
문항을 시작하였으며,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연습문항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2.3 연구절차

일반아동들은 전라남도 D시 초등학교의 아동들이며 
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에 개별적으로 아동들과 접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전라남도 D시
와 인근 도시에 흩어져 있는 아동들로서 검사를 실시하
기 이전에 담임선생님과의 면접을 통해 해당 아동의 정
보를 파악하였다. 검사는 선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2011
년 7월에서 10월까지 사설 치료실과 학교에서 개별적으
로 조용한 방에서 이루어졌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각 검사의 채점 기준에 맞
추어 점수화한 후 SPSS for 18.0 Windows를 사용하여 통
계 처리하였다.

첫째, 다문화 아동과 일반아동의 작업기억의 차이와 
단원별 수행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
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문화 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
였다. 

셋째, 다문화 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의 하위 과
제에 따른 차이는 빈도 분석하였고, 두 집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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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문화
아동

(n=15)

일반
아동

(n=15)

음세기 13 14

두운이 다른 것 확인하기 9 13

두운 짝짓기 13 13

두운 만들기 12 15

음 짝짓기(초성) 13 14

음 짝짓기(어말 종성) 10 13

음 짝짓기(어중 종성) 11 15

단어에서 초성 확인하기 10 12

단어에서 종성 확인하기 14 15

단어에서 초성 분절하기 15 13

단어에서 종성 분절하기 9 12

제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만들기 14 14

두운-종성의단음절 단어 소리결합하기 13 13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
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작업기억 비교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작업기억의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 토큰검사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
한 결과, 일반아동 집단(M=35.47)과 다문화아동 집단
(M=26.07)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4.738, 
p〈 .05),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각 단원별 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표 4].  

[표 3] 작업기억 차이에 대한 t -검정 결과
[Table 3]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working memory 

of both groups

구분 N M SD t p

다문화 15 26.07 6.65
-4.738** .000일반 15 35.47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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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각 단원별 작업기억 차이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Table 4]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working  memory 

of each chapter

단
원

다문화 
아동

(n=15)

 일반 
아동

(n=15)
t p

M±SD M±SD

1 9.13±0.83 9.87±0.52 -2.896
**

.008

2 8.07±1.44 9.07±0.96 -2.240
*

.033

3 4.73±2.52 7.13±1.30 -3.277** .004

4 4.13±3.14 9.47±2.13 -5.44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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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 능력 

    비교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의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음운인식 중에서도 음소수준만을 
발췌하여 검사하였고, 두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평균 점수는 아래 표 5와 같이 21
점 만점에서 일반아동 집단이 18.47점, 다문화 아동 집단
이 16.07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t=-3.140, p〈 .05), 다문화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하여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음운인식 검사 점수에 대한 t -검정 결과
[Table 5]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phonological 

awareness of both groups 

집단 N M SD t p

다문화 15 16.07 2.28
-3.140** .004일반 15 18.47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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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음운인식 하위 과제별 비교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 활동 과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하위과제의 점수를 빈도 분석한 
결과, 일반아동 집단(280점)이 다문화아동 집단(240점)에 
비해 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다문화아동
에서 가장 정답률이 높은 과제는 단어에서 초성 분절하
기(100%)였고, 특히 어려움을 보인 하위과제로는 음 전
환하기(40%), 단음절 단어에서 중성 대치하기(53.3%), 두
운이 다른 것 확인하기, 단어에서 종성 분절하기, 단어에
서 종성 대치하기(6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아동
과 다문화 아동의 하위과제별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
한 결과, 음 짝짓기(어중 종성), 단음절 단어에서 중성 대
치하기, 음 전환하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p〈 .05)[표 7]. 

[표 6] 음운인식 하위과제별 집단 간 빈도분석
[Table 6] Frequencies of difference on phonological 

awareness sub-test of bot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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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에서 초성 대치하기 10 11

단어에서 종성 대치하기 9 12

단음절 단어에서 중성 분절하기 14 13

단음절 단어에서 중성 대치하기 8 13

단음절 단어에서 모든 소리 확인하기 13 14

단어에서 소리 생략하기(어중초성) 12 14

단어에서 소리 생략하기(어중종성) 12 15

음 전환하기 6 12

합계 240 280

[표 7] 음운인식 하위과제별 차이에 대한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Table 7]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phonological 

           awareness sub-test of both groups

하위과제  집단 N M±SD t p

음짝짓기
(어중종성)

다문화 15 .73±.46
-2.256* .041일반 15 1.00±.00

단음절 
단어-중성
대치하기

다문화 15 .53±.52

-2.066* .049
일반 15 .87±.35

음 
전환하기

다문화 15 .40±.51
-2.366* .025일반 15 .80±.41

 *p< .05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15명과 일반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작업기억 및 음
운인식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작업기억의 차이
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Baddeley 등[10]은 좌뇌 손상 후 단기 기
억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연구에서 자국어로 의미적 단
어 쌍의 학습은 가능하였으나, 다른 언어(L2)로 익숙한 
단어의 연관성을 학습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하였다. 그러
므로 음운기억의 용량과 외국어 습득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L2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에게 언어적 자극을 받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작업기억이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작업
기억 능력이 낮으므로 인해 음운인식을 비롯한 언어능력
도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이 음운인식 
검사에서 단어, 음절, 음소 수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 것
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상아동들이 초등학생이라는 
연령을 감안하여 음소 수준만을 검사하였다. 이는 4~6세 
아동의 음운인식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6세 아동은 단어 
및 음절 인식에서는 95%정반응을 보인 반면, 음소 인식
에서는 51%의 정반응을 보였다는 홍성인 등[26]의 결과
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음운인식 검사에서 다문화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얻었다는 연구들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15,30]. 또한 본 연구자가 음운인
식 과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아동들은 연습문항
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일반아동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배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세 번째로,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인식 하위과
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아동들은 일반아동
에 비해 하위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아
동이 어려워하는 과제로는 음 전환하기, 단음절 단어에서 
중성 대치하기, 두운이 다른 것 확인하기, 단어에서 종성 
분절하기, 단어에서 종성 대치하기 순으로 나타나 특히 
종성에서의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아
동과 일반아동이 음소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하
위과제는 음 짝짓기(어중 종성), 단음절 단어에서 중성 
대치하기, 음 전환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상심 등[31]
은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생략 및 첨가 변동 빈도는 종성
생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권미지 등[32]도 
이중언어 아동들과 단일 언어 아동의 음운변동을 비교한 
결과 종성생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다문화 아동의 음운발달에 있어 종성에서 오류가 늦게까
지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
의 단음절 단어에서 중성(모음) 대치하기에서 다문화가
정 아동의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과 이중언어 환경 아동
의 모음편차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32]는 결과도 유사
하였다. 즉, 일반아동에게 나타나지 않는 모음의 오류가 
다문화아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학령기 다문화아동의 작업기억 및 
음운인식 능력의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점차 증가되고 있
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차이를 이해하고 중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
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의 대상자 수
가 부족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자를 모집하여 아동의 연령 및 학년별로 작업
기억 및 음운인식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아동의 연령이 학령기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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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작업기억 및 음운인식이 학습이나 읽기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읽
기 및 쓰기와 같은 변인들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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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검 사 도 구

 ￭ 음운인식 검사지-연습문항

구분 질문내용 반응

음세기 ‘다'는 소리가 몇 개일까요?

두운이 다른 것 확인하기 ‘발, 밤, 강, 밥’에서 두운이 다른 단어는 무엇일까요?

두운 짝짓기 ‘말’과 두운이 같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맛, 공, 물, 달’ 

두운 만들기 ‘바’로 시작하는 받침이 있는 단어를 말해 보세요.

음 짝짓기(초성) ‘/ㄷ/’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더위, 소리, 나무, 모자’

음 짝짓기(어말 종성) ‘/ㄴ/’로 끝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잠, 문, 물, 밥’ 

음 짝짓기(어중 종성)
첫음절의 끝소리가 ‘/ㅁ/’로 끝나는 것을 찾아보세요. 

‘음식, 날씨, 형제, 슬픈’ 

단어에서 초성 확인하기 '손', 그리고 다시 말할게요. ‘온’. 빠진 소리는 무엇일까요? 

단어에서 종성 확인하기 ‘발’, 그리고 다시 말할게요. ‘바’. 빠진 소리는 무엇일까요?

단어에서 초성 분절하기 ‘물’에서 첫 음은 무엇일까요?

단어에서 종성 분절하기 ‘탕’에서 끝 음은 무엇일까요? 

제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만들기 /ㄷ/로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 보세요.

두운-종성의 단음절 단어 
소리 결합하기 '초'에 /ㅇ/을 합하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단어에서 초성 대치하기 ‘강'에서 /ㄱ/ 대신 /ㅂ/로 말해 보세요.

단어에서 종성 대치하기 ‘돌'에서 /ㄹ/ 대신 /ㄴ/로 말해 보세요.

단음절 단어에서 중성 
분절하기 ‘풀'에서 가운데 소리는 무엇일까요?

단음절 단어에서 중성 
대치하기 ‘물'에서 /ㅜ/ 대신 /ㅏ/로 바꾸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단음절 단어에서 모든 
소리 확인하기 ‘발’에서 들은 소리를 모두 말해 주세요.

단어에서 소리 생략하기
(어중초성)

'하나'에서 두 번째 음절 첫 음이 없으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단어에서 소리 생략하기
(어중종성)

'친구‘에서 첫 음절 받침소리가 없으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

음 전환하기 ‘백조’에서 두 음절의 첫 소리를 서로 바꾸어 보세요.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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