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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 읽기부진아동을 위한 한글 파닉스 교육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1-2학년 교과서 
고빈도 어절 531개를 기반으로 자소 및 음운규칙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소-음소 일치 어절을 기반으
로 하였을 때 초성에서 50번 이상 나타난 자소는 /ㄱ/, /ㄹ/, /ㄴ/, /ㅅ/, /ㅎ/, /ㅈ/이다. 중성에서 50번 
이상 나타난 자소는 /ㅏ/, /ㅣ/, /ㅗ/, /ㅡ/, /ㅜ/이다. 종성에서 50번 이상 나타난 자소는 /ㄹ/, /ㄴ/, /ㅇ/
이다. 자소와 음소가 불일치 된 어절을 기반으로 하였을 때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운규칙은 연음화 규칙
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한글 파닉스 교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주제어: 읽기 파닉스교육, 초등교과서, 자소분석, 초등저학년

1. 서론 

  학령기에 접어들면, 아동은 학습을 위한 읽기능력을 

발달시킨다. 만약 아동이 학령기에 읽기의 어려움을 나

타내면 언어문제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영향

을 줄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이 읽기에 어려움을 보일 

경우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등 저학

년 시기는 글자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해독

(decoding)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이다(김미배·

배소영, 2011). 따라서 아동이 초등 저학년 시기에 읽

기에 어려움을 보인다면 적절한 중재를 도입하여 아동

의 학습 실패를 예방해야한다. 또한 초등 저학년 시기

는 해독(decoding)능력이 많은 발달을 하는 시기이며 

유창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이다(Chall, 

1983). 따라서 이 시기에 해독 어려움을 보인다면 적절

한 중재를 통해 아동의 학습 실패를 예방해야 한다. 가

장 대표적인 읽기 중재 방법은 파닉스 교육이다. 파닉

스 교육은 알파벳 원리(alphabet principle)를 바탕으

로 글자를 해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파닉스 

교육은 아동이 글자를 구성하는 자소와 소리를 알고 자

소와 소리의 대응관계를 사용하여 글자를 해독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국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파닉스 교육의 효

과를 보고한 연구에서는 중재 시 사용하는 단어를 아동

의 흥미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박순·최유리, 2015). 

하지만 아동이 반드시 읽어야하는 교과서 고빈도 단어

를 활용한 한글 파닉스 교육은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

다. 그러므로 교과서 고빈도 단어를 기반으로 한 한글 

파닉스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립의 

첫 단계로 교과서 분석이 필요하다. 국내 여러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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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음소만을 분석하였

고 자소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1-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고빈도 

어절을 활용하여 고빈도 자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를 통해, 학령기 읽기 부진아동들을 위한 한국어 파닉

스 교육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연구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자소와 관련된 연

구보다는 음소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곽재용

(2010)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고빈도 어휘를 선정하였고 음소 및 음절로 나누어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박미혜(2011) 또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음소 및 음절의 출현빈도를 분

석하였다. 신혜정·박희정(2015)도 또한 초등학교 1학

년 국어교과서를 바탕으로 음절, 음소 및 음운규칙의 

출현빈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연구는 한정된 

과목 내에서 음절, 음소 및 음운규칙의 출현빈도를 분

석하였다. 1-2학년의 전 과목을 토대로 음운분석을 하

거나 자소분석을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

과서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 단어 및 어절을 중심으로 

자소 및 음운분석을 한 연구 또한 부족하다. 

3. 연구방법

 3.1 고빈도 어절 선정 과정

  첫 번째로, 초등 1-2학년 교과서 고빈도 어절을 선정

하는 과정은 교과서를 전사하였다. 1학년 교과서에서는 

국어 1-1 (가), (나), 1-2 (가), (나), 국어활동 1-1

(가), (나), 1-2(가), (나), 수학 1-1, 1-2, 수학 익힘

책 1-1, 1-2, 1학년 통합교과서인 나, 봄, 여름 가족, 

1-1, 이웃, 우리나라, 가을, 겨울 1-2를 포함하였다. 2

학년 교과서에서는 국어 2-1 (가), (나), 2-2 (가), 

(나), 국어활동 2-1 (가), (나), 2-2 (가), (나), 수학 

2-1, 2-2, 수학 익힘책 2-1, 2-2, 2학년 통합교과서인 

나 2-1, 봄 2-1, 여름 2-1, 가족 2-1, 이웃 2-2, 우리

나라 2-2, 가을 2-2, 겨울 2-2 총 20권이 1학년과 마찬

가지로 포함하였다. 총 40권의 1-2학년 교과서를 문장 

단위로 전사를 실시하였다. 교과서에 나오는 대·중·

소제목, 학습 목표, 본문, 문제까지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한 문장은 유원희·임희석(2015) 연구에 사용한 세

종 말뭉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명사, 서술어, 어절 빈

도를 계산하였다. 

  첫 번째로 1-2학년 교과서에 사용되는 명사는 총 

2364개이다. 이에 해당하는 총 누적빈도는 19748번이

다. 명사는 총 누적빈도 비율에서 상위 70%를 차지하게 

되는 명사는 2364개 중 상위 309개까지이다. 상위 309

개의 명사는 1-2학년 교과서에서 13773번 사용된다(교

과서 고빈도 명사의 예 : 수, 말, 생각, 일, 친구, 나, 

우리, 활동, 것, 규칙, 사람, 이야기, 방법, 무엇, 모

양).

  두 번째로, 1-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서술어는 총 

685개이고 이에 해당하는 총 누적빈도는 11680번이다. 

‘이다, 개다, 때다, 어떻다, 일다’와 같은 서술어는 

고빈도 서술어에 속한다. 하지만 어절 상에서 위와 같

은 서술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서술어 목록에서 제

외시켰다. 685개의 서술어 중 상위 322개를 살펴보았을 

때 누적 빈도는 11318번이고 총 서술어 누적빈도의 97%

를 차지한다. 총 서술어 누적빈도 비율에서 상위 80%를 

차지하는 서술어는 686개 중 상위 92개까지 해당하고 

누적빈도는 9268번이다(고빈도 서술어 예 : 보, 하, 

있, 만들, 쓰, 알아보, 읽, 되, 나타내, 싶, 가).

   명사와 서술어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

어, 교과서 고빈도 명사 중‘생각’은 명사가 되지만 

‘하다’를 붙여 ‘생각하다’라는 동사를 만들 수 있

다. 이와 같은 경우,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서술어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생각’과 ‘하다’

를 따로 때서‘생각’은 명사 목록에, ‘하다’는 서술

어 목록에 포함시켰다. 실제 교과서에서는‘생각하

여’,‘생각해’와 같이 사용되므로 명사, 서술어를 나

누지 않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절을 분

석하였다(‘생각’과 같이 명사와 서술어에 모두 포함

될 수 있는 단어 : 사랑, 사용).

  세 번째로 어절의 경우, 1-2학년 교과서에서 사용된 

어절의 총 수는 10212개이다. 이 중 숫자와 기호로 구

성된 어절 496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1-2학

년 교과서에서 분석한 어절의 총 수는 9716개이고 이에 

해당하는 총 누적빈도는 35263번이다. 총  어절 9716개 

중 상위빈도로 나타나는 305개를 선정하였다. 상위 305

개에 해당하는 누적빈도는 13506번이고 총 누적빈도의 

38%를 차지한다. 명사, 서술어와 다르게 어절은 총 어

절 누적 빈도의 70%에 해당하는 지점을 고빈도 어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총 어절 누적 빈도의 70%가 되는 

지점은 약 2500개의 어절을 모두 보아야 하므로 명사, 

서술어를 활용하여 고빈도 어절을 선정하였다. 

  고빈도 어절은 고빈도로 나오는 305개의 어절뿐만 아

니라 고빈도 명사와 서술어를 포함하였다. 고빈도 명사

는 누적빈도에서 70%까지 해당되는 지점까지, 고빈도 

서술어는 누적빈도에서 80%까지 해당되는 지점까지 포

함하였다.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해당 명사, 서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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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성에서 고빈도로 사용된 자소 

그림 1 . 초성에서 고빈도로 사용된 자소 

ㅏ ㅣ ㅗ ㅡ ㅜ ㅐ ㅓ ㅕ 여 ㅔ

빈도수 163 92 76 73 63 47 38 22 19 18

순위 1 2 3 4 4 6 7 8 9 10

표 2 . 중성에서 고빈도로 사용된 자소 빈도수 및 순위

그림 3. 종성에서 가장 고빈도로 사용된 자소 

ㄱ ㄹ ㄴ ㅅ ㅎ ㅈ ㅁ ㄷ ㅂ ㅊ

빈도수 94 72 67 67 66 58 46 42 36 21

순위 1 2 3 3 5 6 7 8 9 10

표 1 . 초성에서 고빈도로 사용된 자소의 빈도수 및 순위

가 상위 고빈도 어절 305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 해당 명사 및 서술어가 고빈도 어절 305위에 포함

되어 있으면 해당 어절은 고빈도 어절 목록에 포함시킨

다. 만약 해당 단어가 고빈도 어절 305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명사 및 서술어가 사용된 어절이 전

체 어절에서 가장 고빈도로 나타난 것을 찾아 고빈도 

어절 목록에 포함시켰다. 명사, 서술어 이외에 고빈도 

어절 300위에 나타난 부사도 고빈도 어절 목록으로 선

정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1-2학년 고빈

도 어절 531개를 확정하였다. 

 3.2 교과서 고빈도 어절을 구성하는 자소분석

   1-2학년 최종 고빈도 어절 531개 중 자소와 음소가 

일치하는 323개의 어절(총 누적빈도 수 8,897회)을 대

상으로 자소분석을 실시하였다. 어절을 구성하는 음절

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각각의 자소 수를 세

어 고빈도로 나타나는 자소를 분석하였다. 초성은 

‘ㅇ’을 제외한 모든 자음을 포함하였다. 중성은 자음 

없이 바로 모음이 오는 경우(eg. 이, 아, 우)와 자음이 

먼저 음절을 구성하는 경우(eg. 기, 가, 구)를 구별하

여 자소 수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절 위치에 관

계없이 각각의 자소의 빈도를 합쳤을 경우, 가장 고빈

도로 나타나는 자소를 분석하였다. 

 3.3 교과서 고빈도 어절에 적용된 고빈도 음운규칙

  교과서 고빈도 어절 531개 중 자소와 음소가 일치되

지 않은 208개 어절의 음운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적용한 음운규칙은 김미배·배소영(2011)의 연구를 참

고로 하여 경음화, 비음화, 구개음화, ㅎ탈락, 기식음

화로 선정하였다. 위의 연구는 낱말 읽기로 하여 연음

화를 음운규칙에서 제외하였으나 본 연구는 어절을 기

반으로 하여 문법형태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음화 

규칙을 포함하였다. 

4. 결과

 4.1 고빈도 자소 

  4.1.1 초성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 고빈도 어절 531개 중 자

소와 음소가 일치된 323개의 어절에서 초성을 구성하는 

자소를 분석한 결과, 초성에 사용된 자소는 621개로 나

타났다. 초성에서 ㄱ, ㄹ, ㄴ, ㅅ, ㅎ 순으로 높은 빈

도를 나타내었다(그림 1., 표 1. 참고).

    4.1.2 중성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 고빈도 어절 531개 중 자소

와 음소가 일치된 323개의 어절에서 중성을 구성하는 

자소를 분석한 결과, 중성에 사용된 자소는 776개로 나

타났다. 중성에서 ㅏ, ㅣ, ㅗ, ㅡ, ㅜ순으로 높은 빈도

를 나타내었다(그림 2., 표 2. 참고).

   4.1.3 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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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1-2학년 교과서에서 고빈도 사용된 자소 

그림 5 . 고빈도 음운규칙

음운규칙 연음화 경음화 기식음화 7종성규칙

빈도 119 30 12 7

음운규칙 비음화 구개음화 ㅎ탈락 설측음화

빈도 7 4 3 2

표 4. 고빈도 음운규칙(음운규칙이 1회 나타난 어절)

음운규칙 ㅎ탈락+
연음화

7종성규칙+
비음화

경음화+
연음화

기식음화+
연음화

빈도 9 6 3 2

음운규칙 연음화+비
음화

7종성규칙+
연음화

7종성규칙+
경음화 -

빈도 1 1 1 -

표 5. 음운규칙이 2회 적용된 어절 분석

ㄹ ㄴ ㅇ ㅁ ㄱ ㅂ ㄷ ㅅ ㅈ ㅊ

빈도수 84 79 70 19 13 3 0 0 0 0

순위 1 2 3 4 4 6 7 7 7 7

표 3 . 종성에서 가장 고빈도로 사용된 자소 빈도수 및 순위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 고빈도 어절 531개 중 자소

와 음소가 일치된 323개의 어절에서 종성을 구성하는 

자소를 분석한 결과, 종성에 사용된 자소는 268개로 나

타났다. 종성에서는 ㄹ, ㄴ, ㅇ, ㅁ, ㄱ, ㅂ순으로 높

은 빈도를 나타내었다(그림 3., 표 3. 참고).

    

   4.1.4 가장 고빈도로 사용된 자소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 고빈도 어절 531개 중 자소

와 음소가 일치된 323개의 어절을 분석한 결과, 총 사

용된 자소는 총 1666개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고빈도

로 나타난 자소는 ㅏ로 나타났고 초성 ㄱ, 중성 ㅣ, 종

성 ㄹ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고)

  4.2 고빈도 음운규칙

  1-2학년 교과서 고빈도 어절 531개 중 자소와 음소가 

일치되지 않은 208개의 어절에 적용된 음운규칙을 분석

한 결과, 음운규칙이 1회만 적용된 어절은 184개, 2회 

적용된 어절은 16개, 3회 적용된 어절은 8개로 나타났

다. 

  음운규칙이 1회 적용된 어절 184개를 통해 고빈도로 

나타나는 음운규칙을 분석한 결과, 연음화가 119회 가

장 많이 출현하였다. 경음화, 기식음화, 7종성규칙, 비

음화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그림 5., 표 4. 참고).

  

음운규칙이 2회 적용된 어절 23개는 ㅎ탈락과 연음화가 

적용되는 어절이 9개로 나타났다. 또한, 7종성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는 어절이 6개로 나타났다. 경음화와 

연음화가 적용된 어절은 3회로 나타났다(표 5. 참고). 

  음운규칙이 3회 적용된 어절은 1개로 나타났고 7종성 

규칙, 연음화가 2회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초등 1-2학년 교과서를 분석하여 고빈도 

자소 및 음운규칙을 분석하였다. 초성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자소는 ㄱ, ㄹ, ㄴ, ㅅ, ㅎ 순으로 나타났다. 

고빈도 자소가 포함된 단어의 예는 초성 ㄱ의 경우, 

‘가을(77회)’,‘그(42회)’, ‘가(26회)’, 이 있다. 

초성 ㄹ의 경우, ‘우리(154회)’, ‘여러(58회)’, 

‘이름(41회)’이 있다. 교과서에서 초성 ㄹ은 어두초

성에서 자소가 출현하는 경우보다 어중초성에서 출현하

는 경우가 더 많았다. 중성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자

소는 ㅏ, ㅣ, ㅗ, ㅡ순으로 나타난다. 중성 ㅏ의 경우, 

‘가(26회)’,‘안(22회)’이 있다. 중성ㅣ는 ‘일(65

회)’, ‘보기(24회)’가 있다. 종성은 ㄹ, ㄴ, ㅇ, 

ㅁ, ㄱ, ㅂ 순으로 나타난다. 종성 ㄹ는 ‘일(65회)’, 

‘알(51회)’, ‘월(29회)’이 있다. 종성 ㄴ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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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회)’, ‘다른(60회)’, ‘단(39회)’이 고빈도로 

나타났다. 

  고빈도 음운규칙을 살펴보면, 연음화가 가장 많이 나

타났다. 이는 분석단위가 어절이기 때문에 문법형태소

가 어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연음화가 다른 음운규칙

보다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연음화가 적용된 

어절의 예는 ‘일을(97회)’, ‘싶은(97회)’, ‘말을

(74회)’, ‘것을(68회)’로 나타났다. 연음화 다음으

로 많이 나타난 음운규칙은 경음화, 기식음화이다. 가

장 많이 출현한 경음화가 적용된 어절은 ‘딱지(59

회)’, ‘봅시다(458회)’가 있다. 기식음화가 적용된 

어절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어절의 예는 ’어떻게(110

회)‘, ’익힘책(89회)‘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sight word 선

정과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초등 읽기부진아동들을 위

해 한글 파닉스 교육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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