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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설레임으로 시작했던 대학원 생활을 아쉬움으로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논문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 질 줄 알았는데,마무리 하
고 있는 이 시점이 오히려 시작보다 더 무겁습니다.많이 부족하지만 세 분 교수
님 덕분에 이렇게 한 권의 논문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보다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김덕용 교수님,대학원 생활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저의 역할 모델이 되어주신 김향희 교수님,언어병리학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신 김화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같이 해온 13기 동기들 고맙습니다.애교 만점의 새 신부 부영,겉

은 차갑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린 영미,털털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심한 사라,속이
꽉 찬 똘똘이 수정,부드럽지만 강한 현주언니,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수연언니,
13기라는 인연으로 만나 함께 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입학 초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시원하게 해결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지은 선생님,매 회기 치료 관찰이 감동의 연속이었던 이경숙 선생님,
치료 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신 김수정 선생님 감사
드립니다.그리고,갑작스런 연락에도 싫은 내색 없이 기꺼이 도움을 준 윤주언니,
미연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행복을 선물해 주신 부모님,두 분의 딸로 태

어난 저는 진정한 행운아입니다.언제나 제 편에 서서 제게 힘을 실어주시는 아버
지,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어머니,잘
표현하진 않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최고 신랑감 오빠에게 감사와 사
랑의 마음을 전합니다.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으로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제게 행복을 주는 좋은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그리고 사랑합니다.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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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다다다문문문화화화가가가정정정 아아아동동동의의의 이이이해해해어어어휘휘휘능능능력력력 및및및 관관관련련련 변변변인인인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해어휘능
력과 이해어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일반가정 아동들과 비교하여 살펴보
았다.그리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한 조기의
언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3세 아동 28명과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동일 지역에 거주하고 성별과 연령이 일치하는 일반가정 아동 28명과 그
들의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어휘력검사를 이용하
여 이해어휘능력을 측정하였고,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아동의 이
해어휘능력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다문화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평균 점수는 일반가정 아동의 평균 점수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1).
둘째,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은 가정의 월수입,가정 내 아동에게 사

용되는 한국어 비율,어머니의 한국어 사용 비율,어머니의 K-BNT점수,어머니의
교육년수,가정 내 한국어 사용비율의 6가지 변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은 아동의 한국인 친구 수,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
간,어머니의 교육년수,가정의 월수입의 4가지 변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특히,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은 가정 내 아동에게 사용되는 한국어
비율과 어머니의 교육년수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일반가정에서
는 아동의 한국인 친구 수와 어머니의 교육년수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이해어휘능력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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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짐을 알 수 있었다.또한,어머니의 교육년수가 길고 가정 내 한국어 사용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의 이해어휘능력이 높게 평가되었다.어머니의 교육년수는 현재의
환경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변인이지만,가정 내 한국어 사용 비율은 외부적인 노
력에 의해 변화 가능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활용가능하다.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
으로 다양한 연령 및 지역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과 이해어휘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다문화가정,이해어휘능력,그림어휘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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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문문문화화화가가가정정정 아아아동동동의의의
이이이해해해어어어휘휘휘능능능력력력 및및및 관관관련련련 변변변인인인

<<<지도교수 김김김 덕덕덕 용용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김김김 경경경 미미미

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111...111...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종족 간에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며,다
른 말로는 이중문화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이러한 다문화가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첫 번째는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두 번째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되어 외국인 이주노동
자 간에 결혼하여 형성된 외국인 이주자가정,세 번째는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이주가정(새터민)이다.1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국내 국제결혼은 1999년 10,570건에서 2005년
43,12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기준 국제결혼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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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국인 아내를 얻는 경우가 전체의 약 72%이다.이들 중 대부분은 동남아여성
들이 농어촌이나 도시 저소득층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해온 것이며,
이러한 국제결혼은 국내 혼혈 인구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2,3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2006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는 30,727명으로 집계되
고 있으며 이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수는 7,998명
으로 이는 2005년(6,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난 수치이다.4이러한 수치는 매년
증가하는 국제결혼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도 큰 폭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이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가장 일반적
인 형태인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가정으로 제한하여 평가하고
자 하였다.

1.1.2.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들과는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모국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자극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이러한 이
중언어에 노출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다
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언어발달 지체의 위험성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5-8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2세 11개월에서 7세 4개월 사이의 다문화가정 아동 47명
을 대상으로 언어 이해,표현 및 어휘이해력을 살펴본 연구에서,일반가정아동들보
다 세 개의 영역 모두에서 언어 연령 및 백분율이 낮게 측정되었다.5평균 연령이
4세 3개월인 총 9명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언어능력을 살펴본 연구 역
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 어휘력과 이해 및 표현 언어능력 모두 생활연령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 중 4명이 언어발달지체였음을 보고하였다.6농촌지역 다문
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이들의 언어발달지체 위험을 보고한
바 있다.이 연구에 의하면 따르면 이해언어발달 측면에서 3세 아동의 경우 100%,
4세는 44%,5세는 13%의 지체 비율이 나타나 연령이 어릴수록 지체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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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하였다.표현언어발달에 있어서는 3～5세에 분포하는 전체 연구 대상자 19
명 중 13명에 해당하는 68%가 표현언어지체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73～6세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 및 표현언어능력을 살펴본 최근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은 언어능력을 보임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
는 특히 5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반면 아동이 사용하는 평균 형태소의 길이
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반아동과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8하고 있는
데 이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5세 이후에는 어린이집이나 외부환경에 노출될 기회
가 많았기 때문으로 이러한 결과를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다문화가정이 아닌 이중언어

환경에 놓인 아동들의 언어발달을 연구한 국내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4세에서 6세 사이의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과

한국어 또는 영어만을 사용하는 단일 언어 아동을 비교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아동의 언어습득 완성시기에는 차이가 있지
만 이중언어 경험에 의한 차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6세에 이르
면 거의 없어진다고 보고하였다.9한국어와 중국어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의 언어
능력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도 5세 이전까지는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이 단일 언어
아동들에 비하여 언어발달이 지체되지만,일단 두 언어를 습득하고 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점진적으로 줄어 5세에는 정상 범주에 가까이 근접한다고
보고하였다.10

이중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부분이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이 단일
언어 환경 아동들보다 언어발달이 시기적으로 다소 지체되지만 그 차이가 정상발
달 범주에서 벗어날 만큼 크지는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하지만 국내 다문화가정
환경의 이중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수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유
아기를 지난 학령기에도 언어문제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해 및 표현 언어 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일반
가정 아동들보다 낮은 이해 및 표현 언어능력을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8초등학교 4,5,6학년 다문화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쓰기 능력을 살펴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독해,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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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쓰기,그리고 작문능력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현저하게 떨어짐을 보고하였다.11

또한,평균 연령이 10세인 다문화가정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생성이름대기 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아동보다 음소 및 의미 생성이름
대기의 총 산출 낱말과 군집 개수 및 전환횟수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임을 보고하
였다.12이러한 낮은 언어능력은 학령기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그
러므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문제가 학령기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기
발견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언어능력 및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자료 마련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1.1.3.이해어휘력

어휘력은 언어능력의 기초가 되는 능력으로 문법이나 음운구조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어휘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된다.문법과
음운능력의 경우는 아동기에 거의 습득하게 되지만 어휘의 경우는 일생을 통해
배우고 증진시켜 가야 한다.13이렇듯 일상 환경에서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 능력
은 전반적인 학습의 기초라 할 수 있다.14이러한 어휘력의 발달은 매우 어린시기
부터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는데,10～15개월경에 첫 단어를 사용한 아동들은 매일
약 5개의 단어를 배워가면서 18～24개월 사이에 약 200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사용
하는 단어의 약 4배에 해당하는 단어를 이해하게 된다.3～4세가 되면 어휘의 습
득이 매우 빨라지면서 900단어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6세경에는 25,000단어를 이
해하게 된다고 한다.외국 연구에 따르면 3세경 가장 급속한 어휘력의 성장이 이
루어진다고 보고15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는 2～4세에 연령에 따
른 어휘의 증가가 가장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16

스페인어와 영어를 이중언어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성장하는 27명 아동들의 어
휘 능력을 측정한 외국 연구에서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은 이중언어 각각을 평가
하였을 때 단일 언어 사용 아동들보다 표준화된 어휘검사에서 더 낮은 점수를 나
타내었다.그러나 이중언어 아동들의 전체 개념적인 어휘(conceptualvocabulary),
즉 양쪽 언어를 합한 어휘는 단일 언어 사용 아동들과 동일하였다고 보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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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4～6세의 한국어와 영어를 이중언어로 사용하는 아동과 한국어 또는 영어만
을 사용하는 단일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해 어휘능력을 비교한 국내 연
구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아동의 경우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아
동들에 비해 어휘능력이 많이 낮음을 보고하였다.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아동의 경우 4세와 5세간의 이해 어휘력은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으나
6세가 되어서는 크게 증가하여 단일 언어 사용 아동과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9한국어와 중국어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의 이해 어휘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도
5세 이전까지는 이중언어 환경 아동들이 단일 언어 아동들에 비하여 이해 어휘력
이 떨어지지만,5세에 이르러서는 거의 정상 범주에 도달한다고 보고하였다.10

그러나,3～6세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이해 언어 능력을 살펴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이해 언어 발달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즉,언어발
달의 결정적 시기인 5세와 6세에서 지체 정도가 심해졌음을 보고하고 있다.82세
11개월에서 7세 4개월 사이의 다문화가정 아동 47명을 대상으로 어휘 이해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 어휘력이 일반가정 아동의 이해 어휘
력보다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5

1.1.4.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

언어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개인차는 아동의 학습방법이 각기 다르
고 언어 자체의 본질이 각기 특이한 성질을 가지며,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 각각
차이가 나는 점과 동시에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생
긴다고 볼 수 있다.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은 가족구성 형
태,사회 경제적 수준,부모의 언어 등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18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구성형태로는 아동의 가족 수,형제 수,
출생순위 등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관련된 외국 연구에서는 출생의 순서가 아동
의 개념 습득과 문장길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9이를 국내연구
에서는 첫 째 아이의 경우 동생이 태어나기까지 경쟁자 없이 부모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20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도 형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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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따라 유아의 언어능력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21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외국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
록 자녀에게 자율성을 많이 주고 협동적이며,자녀와 동등한 관계를 누린다고 분
석했다.반면에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은 보다 통제적이고 체벌을 가하는
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22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
는 아버지의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23있으며,18～30개월 영아를 둔 저소
득층 가정에서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대부분(80%)이 하루 2시간미만 동안 영아와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4또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는 온정적 태도를,하류층
일수록 거부적,권위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5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관련된 외국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자녀에게 협동적이며 자율성을 더 많이 주고,자녀와 동등한 관계를 누린다
고 한다.22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26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통제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23또한 중류층 가정에서 아동은 어머니
가 직업이 없을 때 부모의 온정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때는 부모의 거부적․권위주의적 유형을 지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
났다.27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어머니보다 더 애
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28

부모의 언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유아의 언어습득에서 부모의 언어를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있으며,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언어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유아의 언어발달 과정이나
언어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또 다른 변인으로 보고 있다.29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능력과 관련된 변인으로 아동의 지능,어머니
의 언어능력,부모의 연령,결혼기간,자녀수,월소득,아동의 교육 경험 유무 등
24개의 항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인들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통합언어능력,이해
및 표현언어능력,이해 어휘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상관분석 결과,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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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높고,외부 교육 경험이 있으며,어머니가 결혼하여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
이 길수록,어머니의 언어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통합언어능력,이
해 및 표현언어능력,이해 어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국적,어머
니의 학력,가정의 경제 상황과 아동의 표현실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어머니
의 학력은 아동의 음운론적 표현 실태,형태론적 표현 실태,통사론적 표현 실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어머니의 경제력은 형태론적 표현 실태,어휘론적 표
현 실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30

1.1.5.연구의 필요성

최근 다문화가정 아동의 취학률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언어,학업 및 사회적응
문제가 보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하지만 대상자 수
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여러 연령을 모아 평균 연령에 따른 결
과들만이 제시되고 있어 실제 임상현장에서 이들을 치료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참고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3세경 가장 급속한 어휘력의 성장이 이루어지며,152002년 이후

급속한 국제결혼율의 증가3를 보이고 있는 국내 국제결혼 현황을 고려하여 아버지
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형태에서 현재 가장 많은 수를 보
일 것이라 예상되는 3세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생활연령 3세의 다문
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들의 이해어휘력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임상현장에서 다
문화가정 아동을 접할 때 이들이 보이는 언어차이와 언어장애를 구분하여 올바르
게 중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또한 아
동이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 변인들과 아동의 이해어휘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한 조기의 세심한 언어 환
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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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2...연연연구구구 문문문제제제

1.2.1.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은 일반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과

차이를 보이는가?

1.2.2.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무엇인가?

1.2.3.이러한 변인은 일반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들과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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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재재재료료료

222...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절반 이상이 도심에 살고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 조
사4를 바탕으로 서울․인천․경기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연령이 3세인 다문화
가정아동 28명(남:15명,여:13명)과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가정의 3세 아동 28
명(남:15명,여:13명)을 포함한 총 5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다문화가정 아동
28명 모두 주양육자가 어머니이며 가정주부임을 보고하였으므로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도 주양육자가 어머니이며 가정주부임을 보고한 가정으로 제한하여 연구대상
자를 선정하였다.다문화가정 아동의 평균 연령(±표준편차)은 44.75(±2.22)개월이
었으며 일반가정 아동의 평균 연령(±표준편차)은 44.93(±2.55)개월로 두 대상군 간
의 평균 연령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부모 또는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에 의하여

신체적,인지적,정서적,행동적,사회 심리적인 문제가 없고 조음 및 감각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덴버 발달
선별 검사(Koreanversion-DenverDevelopmentalScreeningTest-Revised;이하
K-DDST-R)31를 시행하였으며 12개의 검사 문항에서 한 문항이라도 거절되거나
의심되는 아동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총 7개 국적의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참여하였다.다문화가정 어머

니의 국적 분포율을 살펴보면 전체 28가정 중 12가정이 일본으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으며,필리핀,베트남,중국,태국,키르키즈스탄,몽골 순서로 구성
되어 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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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연구 대상자 정보

단위는 개월
각 값은 평균(±표준편차)

표표표 222...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 분포

국 가 인원(명) 분포율(%)
일본 12 42.86
필리핀 5 17.86
베트남 3 10.71
중국 3 10.71
태국 2 7.14
키르키즈스탄 2 7.14
몽골 1 3.57

남자 여자 전체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다문화가정 15 44.93(±2.55) 13 44.54(±1.85) 28 44.75(±2.22)
일반가정 15 44.60(±2.56) 13 45.31(±2.59) 28 44.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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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2.2.1.검사 절차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K-DDST-R31을 통해 아동의 연령에 해당하는 총 12
개의 검사 문항을 실시하여 검사 문항을 모두 통과한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어휘
력검사32를 실시하였다.그림어휘력검사의 경우 아동의 연령에 해당하는 시작문항
부터 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연속해서 8개의 문항에 정반응 한 경우 가장 낮은
번호의 문항을 기초선으로 설정하고,8개의 문항 중 6개의 문항에서 오반응을 보
이면 검사를 중지하고 틀리게 반응한 마지막 문항을 최고한계선으로 설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는 검사자와 1대 1의 조용한 상황에서

설문지(부록 1)를 통하여 가정의 소득 수준을 포함하여 모의 국적과 연령 및 아동
의 교육 유무 등 가정 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대상자 혼자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 누락되는 문항 및 질문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문지는
연구자와의 면담 방식을 통해 작성되었으며,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한국어에 서툴
러 설문지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대상자와 가까운 사람(가족,친구 등)
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또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
하여 그림어휘력검사32와 K-BNT33를 실시하였다.성인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이해
어휘를 측정하는 공식도구가 없으며,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어
가 성인이 되어 배운 외국어임을 고려하여 그림어휘력 검사를 어머니에게도 실시
하였다.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그림어휘력검사는 1번 문항부터 실시하였으며 8개
의 문항 중 6개의 문항에서 오반응을 보이면 검사를 중지하는 최고한계선을 적용
하였다.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K-DDST-R31을 통해 아동의 연령에 해당하는 총 12개

의 검사 문항을 실시하여 검사 문항을 모두 통과한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어휘력
검사32를 실시하였다.일반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는 검사자와 1대 1의 조용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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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설문지(부록 2)를 통하여 가정의 소득 수준을 포함하여 모의 연령 및 아동
의 교육 유무 등 가정 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일반가정의 경우에도
대상자 혼자 설문지를 작성할 경우 누락되는 문항 및 질문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문지는 연구자와의 면담 방식을 통해 작성되었다.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동일하게 그림어휘력검사32와 K-BNT33를 실시하여 변인 정보를 수집하
였다.
모든 검사는 연구자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외국인 문화센터 및 어린

이집의 조용한 공간을 이용하여 대상자와 연구자가 1대 1의 편안한 상황에서 진
행되었다.모든 검사는 검사 전 아동과의 간단한 놀이 및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충분히 형성하여 평소 아동의 능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평가를 모두 시행하는데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는 약 40분이 소요되었다.

2.2.2.선별 검사 도구

2.2.2.1.한국판 덴버 발달 선별 검사31

K-DDST는 생후 1개월부터 6세 사이의 아동들의 발달 상태를 사정하는데 광
범위하게 사용되는 도구로서 영아기와 학령전기 동안의 발달지연을 발견할 수 있
게 한다.검사 항목은 크게 ‘사회발달영역’,‘미세운동 및 적응발달영역’,‘언어발달
영역’,‘운동발달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2.2.3.본 검사 도구

2.2.3.1.그림어휘력검사32

그림어휘력검사는 2세 0개월에서 8세 11개월까지의 정상아동은 물론 정신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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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뇌 손상,자폐증,행동결함,뇌성마비 등으로 인해서 언어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이해어휘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검사문항은 총 112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는 목표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을 포함하여 4가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평가자가 말하는 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을 아동이 가리키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아동 연령에 해당하는 시작문항부터 검사가 시작되며 아동이 연속해서 8문
항에 정반응한 경우 가장 낮은 번호의 문항을 기초선으로 설정하고,8개의 문항
중 6개의 문항에서 오반응을 보이면 검사를 중지하고 틀리게 반응한 마지막 문항
을 최고한계선으로 설정한다.최고한계선이 정해지면 그보다 높은 번호의 문항들
은 굳이 실시하지 않더라도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각 문항은 1점으로 아동이 정
반응을 보인 총 문항수를 계산하여 원점수를 산출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백분위
점수(percentilescore)와 등가연령(ageequivalent)을 산출하게 된다.

2.2.3.2.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검사33

한국판 보스톤이름대기검사(Koreanversion-BostonNamingTest;K-BNT)는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환자 및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대면이름대기를 통한
표현 어휘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총 60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물
이 흑백으로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검사
를 진행한다.검사 시 60개의 문항을 모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대상자가 오반
응을 보일 경우 의미적 힌트 및 음소적 힌트를 주고 대상자의 반응을 기록하도록
한다.검사 대상자가 정반응을 보인 개수를 세어 원점수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백
분위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2.2.3.3.설문지(부록1,2)

다문화가정의 경우 설문지를 통해 아동의 일주일 중 사설교육기관에 있는 시
간,사설교육기관에 다닌 기간,사설교육을 받은 총 시간,주 양육자,어머니의 외
부 직장 시간,조부모 유무,형제(손위/손아래)유무,형제 관계,총 가족수,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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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친구의 수,외국인 친구의 수,아동의 친구 중 한국인 친구의 비율,가정
내 한국어 사용 비율,어머니의 한국어 사용 비율,가정 내 아동에게 사용되는 한
국어 비율,어머니 연령,결혼기간,어머니의 한국거주 기간,어머니 교육정도,하
루 중 어머니와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간,일주일 중 어머니의 한국어 교육 시간,
한국어 교육 기간,한국어 교육을 받은 총 시간,아버지 연령,하루 중 아버지와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간,아버지 교육정도,가정의 월수입의 총 27가지 변인 정보
를 얻었다.일반가정의 경우 일차적으로 다문화가정과 동일하게 주 양육자가 어머
니이며 가정주부인 가정으로 제한 한 뒤,설문지를 통해 한국 거주기간 및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문항을 제외한 총 21가지 변인 정보를 얻었다.

2.2.4.통계 분석

SPSS13.0forWindow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다문화
가정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집단별,성별에 따른 그림어휘력 검사32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의 t검정(independentsamplet-test)을 실시하
였다.또한,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력과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상관관계분석(correlationanalysis)
을 실시하였다.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들에 대해서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각 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동의 이해어휘능력에 대한 설명력
을 살펴보았다.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05미만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경우,주 양육자 변인과 어머니의 외부 직장 시간은 본 연구의

대상자 28명 모두 어머니로 보고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조부모 동거여부와 형
제 유․무 변인 및 형제 관계 변인은 독립 표본의 t검정과 일원 분산 분석을 통
하여 집단 별 그림어휘력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다문화가정 아동 28명 중 손
위 형제와 손아래 형제가 모두 있는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형제 관계의 하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반가정의 경우,아동의 외국인 친구 수와 아동의 친구 중 한국인 친구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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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일반가정 아동 28명 모두 외국인 친구가 0명으로 보고되어 분석에서 제외되
었다.가정 내 한국어 사용 비율,어머니의 한국어 사용 비율,가정 내 아동에게
사용되는 한국어 비율 역시 본 연구의 대상자 28명 모두 100%로 보고되어 분석에
서 제외되었다.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은 0명으로 보고되어 분석에서 제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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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결결결과과과

333...111...다다다문문문화화화가가가정정정 아아아동동동과과과 일일일반반반가가가정정정 아아아동동동의의의 이이이해해해어어어휘휘휘능능능력력력 비비비교교교

3.1.1.집단 및 성별에 따른 그림어휘력검사 점수

그림어휘력 검사 원점수(±표준편차)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평균 32.46(±8.85)
점으로 일반가정 아동의 평균 40.18(±7.98)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t(54)=-3.426,p=.001(표 3).다문화가정 남자 아동의 그림어휘력검사 원점수
는 평균 33.20(±7.45)점,여자 아동은 평균 31.62(±10.48)점으로 두 성별간의 그림
어휘력 검사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일반가정의 경우도
남자 아동 평균 39.73(±9.29)점,여자 아동 평균 40.69(6.49)점으로 두 성별간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남자 아동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을 비교하였을 때와 여자 아동에서 두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그림어휘력검사
점수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일반가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각각,
t(54)=-2.125,p=.043,t(54)=-2.055,p=.014(표 4).

표표표 333...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검사 점수

각 값은 평균(±표준편차)
**p<.01.

그림어휘력 점수 t
다문화가정 32.46(±8.85) -3.426**일반가정 40.1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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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444...성별 및 집단에 따른 그림어휘력 점수

각 값은 평균(±표준편차)
*p<.05.

그림어휘력 점수 t남 여
다문화가정 33.20(7.45) 31.62(10.48) .466
일반가정 39.73(9.29) 40.69(6.49) -.312

t -2.125* -2.055*



-18-

333...222...이이이해해해어어어휘휘휘능능능력력력과과과 관관관련련련변변변인인인분분분석석석

3.2.1.다문화가정 아동

3.2.1.1.다문화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와 관련 변인 간 상관분석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른 그림어휘력 점수는 두 집단 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형제 유․무에 따른 그림어휘력 점수 역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여러 변인 중 어머니의 한국어
사용 비율,가정 내 한국어 사용 비율,가정 내 아동에게 사용되는 한국어 비율,
어머니 교육년수,가정의 월수입,어머니 K-BNT점수의 총 6개 변인이 다문화가
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p<.05)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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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다문화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와 각 변인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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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인 평균(±표준편차) 상관계수
사설교육에 있는 시간(시간) 26.34(±12.97) -.048
사설교육을 다닌 기간(월) 7.61(±6.88) -.063
사설교육을 다닌 총 시간(시간) 1000.36(±1001.41) -.001
아동의 한국인 친구(명) 5.00(±4.90) .086
아동의 외국인 친구(명) 2.18(±2.63) -.047
아동의 친구 중 한국인 친구 비율(명) 68.36(±34.70) .109
어머니의 한국어 사용 비율(%) 75.25(±20.85) .490**
가정 내 한국어 사용 비율(%) 88.64(±12.04) .451*
가정 내 아동에게 사용되는 한국어비율(%) 88.71(±11.05) .515**
가족 수(명) 4.04(±.96) .333
어머니 연령(세) 34.43(±3.58) .039
아버지 연령(세) 40.68(±3.82) .111
부모님 결혼기간(월) 76.93(±20.00) .204
어머니 한국거주 기간(월) 76.75(±22.00) .273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시간(분) 126.79(±70.24) .306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시간(분) 60.71(±67.49) .104
어머니 교육년수(년) 12.96(±2.81) .461*
아버지 교육년수(년) 12.29(±1.88) .021
어머니의 한국어 교육 시간(시간) 3.70(±2.71) -.225
어머니의 한국어 교육 기간(월) 8.04(±9.42) .153
어머니의 한국어 총 교육시간(시간) 157.07(±224.99) .076
가정의 월수입(만원) 226.07(±62.02) .528**
어머니 K-BNT 점수(점) 26.43(±7.03) .466*
어머니 그림어휘력 점수(점) 74.00(±21.67)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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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다문화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Pearson상관분석에서 아동의 이해어휘능력과 상관이 있는 나온 6개의 변수를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어머니의 교육년수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그림
어휘력 점수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3,24)=8.974,p
=020.가정 내 아동에게 사용되는 한국어 비율은 어머니의 교육년수 다음으로 다
문화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24)=8.974,p=.010.그러나,가정의 월수입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그림어휘
력 점수에 대하여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회귀모형의 수정 결
정계수(ΔR2)는 .470이다(표 6).

표표표 666...다문화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와 관련변인과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
R2=.529;ΔR2=.470
*p<.05.

변인(단위) 기울기(B) 표준오차(SEB)표준화 계수(β)
가정의 월수입(만원) .038 .023 .269
가정 내 아동에게
사용되는 한국어 비율(%) .335* .120 .418
어머니의 교육년수(년) 1.169* .467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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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일반가정 아동

3.2.2.1.일반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와 관련 변인 간 상관분석

일반가정의 28명 아동 모두 다문화가정과 동일하게 주 양육자가 어머니이며,
어머니들 모두 가정주부였다.또한 대상 아동 모두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다고 보고하였다.일반가정 아동의 형제 유․무에 따른 그림어휘력 점수를 살펴본
결과,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여러 변인 중 아동의 한
국인 친구 수,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간,어머니의 교육년수,가정의 월수입 총 4
개 변인이 일반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p<.01),(표 7).

    표표표 777...일반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와 각 변인과의 상관관계

**p<0.01.

변 인 평균(±표준편차) 상관계수
사설교육에 있는 시간(시간) 30.23(±6.97) .011
사설교육을 다닌 기간(월) 11.14(±8.29) .030
사설교육을 다닌 총 시간(시간) 1410.36(±1175.91) .071
아동의 한국인 친구(명) 3.64(±2.30) .624**
가족 수(명) 4.25(±0.65) -.203
어머니 연령(세) 33.54(±3.44) .006
아버지 연령(세) 35.89(±3.91) -.100
부모님 결혼기간(월) 89.32(±25.62) .233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시간(분) 114.11(±72.51) .620**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시간(분) 61.43(±41.90) .146
어머니 교육년수(년) 14.36(±1.64) .596**
아버지 교육년수(년) 15.11(±2.02) .017
가정의 월수입(만원) 316.79(±71.25) .488**
어머니 K-BNT 점수(점) 55.07(±2.43) -.161
어머니 그림어휘력 점수(점) 111.50(±.75)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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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일반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Pearson상관분석에서 아동의 이해어휘능력과 상관이 있다고 나온 4개의 변수
를 회귀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어머니의 교육년수가 일반가정 아동의 그림
어휘력 점수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2,25)=13.595,p
=.015.아동의 한국인 친구 수는 어머니의 교육년수 다음으로 일반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25)=8.974,p=
.007.본 회귀모형의 수정 결정계수(ΔR2)는 0.483이다(표 8).

표표표 888...일반가정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와 관련변인과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아동의 그림어휘력 점수
R2=.521;ΔR2=.483
*p<.05.**p<.01.

기울기(B) 표준오차(SEB)표준화 계수(β)
아동의 한국인 친구 수(명) 1.569** .533 .451
어머니 교육년수(년) 1.959* .747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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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고고고찰찰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을 살펴본 결과,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
는 2세 11개월～7세 4개월의 다문화가정 아동 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다문화
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이해어휘능력이 낮았다5는 결과와 같다.농촌지역
의 3～5세 다문화가정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3세 아동의 경우 연
구 대상자 100%모두 이해어휘능력이 1년 이상 지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7이러
한 결과를 통해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에도
일반가정 아동들보다 낮은 이해어휘능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초기
아동의 언어발달 능력이 학령기의 학업성취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 조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과 상관을 보이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두 집단 모두 어머니의 교육년수 및 가정의 월 소득이 상관을 보였다.그 외
의 변인으로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정 내 아동에게 사용되는 한국어 비율,어머니
의 한국어 사용비율,가정 내 한국어 사용비율,어머니의 K-BNT점수가 상관을
보인 반면,일반가정의 경우는 아동의 한국인 친구 수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
간이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대화형태는 아동의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34어머니의 학력

과 가정의 소득정도 및 직업이 아동이 10세가 될 때까지 수용언어점수를 계속적
으로 예측해 주었다는 연구결과35가 보고되고 있다.또한,어머니의 교육년수에 따
른 대화형태를 분석한 결과,교육년수가 길수록 인간관계지향적 대화의 비율
(31.29%)이 높으며,교육년수가 짧을수록 명령지시적 대화형태의 비율(25.09%)이 높
았다.36 어머니의 교육년수가 아동의 이해어휘발달에 영향의 미친다는 본 연구결
과는 부모 중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동의 어휘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37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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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교육년수가 길수록 아동의 이해어휘능력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집단 간 어머니의 교육년수를 살펴본 결과,다문화가정 어머

니의 평균 교육년수는 12.96년이며 일반가정 어머니의 경우는 14.36년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두 집단 간 어머니의 교육년수 차이는 어머니의
국적에 상관없이 아동의 이해어휘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의 월 소득은 아동의 학습을 자극하는 물리적,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물리적 환경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아동의 언어 능력도 차이가 난다.38,39

두 집단 간 가정의 소득수준을 살펴본 결과,다문화가정의 평균 월 소득은 약 226
만원이며 일반가정의 평균 월소득은 약 316만원으로 두 가정간의 90만원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월소득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를 통해,가정의 소득 수준은 각
집단 내 뿐만 아니라 집단 간 아동의 이해어휘능력과도 상관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이중언어 아동의 낮은 어휘능력이 부모님의 교육 수준 및
가정의 소득과 상관있다는 외국연구와 일치한다.40

어머니의 교육년수과 가정의 월소득 외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과
상관을 보인 변인은 가정 내 아동에게 사용되는 한국어 비율,어머니의 한국어 사
용비율,가정 내 한국어 사용비율,어머니의 K-BNT점수이며 4가지 변인은 모두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변인이다.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
동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어머니의 주관
적 한국어 능력을 보고한 국내 연구결과5를 지지한다.부모의 언어적 교정은 아동
의 언어발달을 빠르게 해주고 부모들의 정교한 언어사용은 아동의 지적 행동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41또한,어머니가 아동의 말에 반응하고 아동의 말을 자
극하는 등의 언어적 노력이나 어머니의 언어 자체가 아동의 언어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42

일반가정의 경우 아동의 한국인 친구 수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어머
니의 교육년수와 가정의 월수입 외에 아동의 이해어휘능력과 상관이 있는 변인이
다.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동에게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며 상호작용하
는 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언어발달이 촉진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43즉,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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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아동의 말을 경청하는 등의 언어적
상호작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어휘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44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을 일종의 사회화의 개념으로 본다면,아동이 또래
관계 시 자신의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상호작용하
는 것을 성숙한 사회화 단계의 진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45아동은 또래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가정 이외의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며,이러한 과정은 아
동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6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어머니의 서툰 한국어 능력으로 아동과의 상호작
용 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간 변인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외부 교육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갖기는 하지만 그 보
다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가정 내 언어환경이 아동의 이해어휘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관분석을 통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변인들만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변인은
어머니의 교육년수와 가정 내 한국어 사용 비율이었으며,일반가정 아동의 이해어
휘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변인으로는 아동의 한국인 친구 수와 어머니
의 교육년수였다.회귀분석에서 밝혀진 변인들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어
머니의 교육년수가 길고,가정 내부에서 한국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가정 내 한국어 비율은 어머니의 한국
어 능력이 높을수록 높았다.일반가정 아동의 경우는 이 시기 또래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언어능력이 발달하게 됨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이해어휘능력의 문제로 치료실을
찾게 될 경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증진과 관련된 중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동의 치료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말 해 준다.그
리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한국어교육을 통해 가정 내 한국
어 사용비율을 높여 아동들이 보다 많은 시간동안 한국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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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기의 언어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정상적인 언어발달에 도움이 됨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 및 이해어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봄으로써 언어발달을 위해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연령을 통합하여 언어능력을 살펴보았으며,이러
한 이유 때문에 각 연령별 언어능력 비교가 어려웠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3세 다
문화가정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해어휘능력과 이해어휘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을 일반가정 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해봤을 때 한 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수

가 많아 보다 신뢰롭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대상자 수집 지역이 도심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특정 국가 가정(일본)의 편중으로 인하여 3세 다문화가정 아동
의 이해어휘능력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사설 교육기관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는 한국어 노

출비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아동의 이해어휘능력과 상관을 보
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 중 네 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
들이 모두 사설 교육기관을 다니고 있어 외부 한국어 노출의 정도가 비슷한 아동
들만이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그리고 기존의 연구39,41에서 밝히
고 있는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
어휘발달과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시간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또한,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는 친구의 수가 아동의 이해어휘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었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이를 통해
아동과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은 시간뿐만 아니라 그 방법 및 대화 양식에 따라서
도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그리고 아동의 또래 관계에서도
단순히 아동의 친구 수만이 아니라 친구와의 상호작용 시간 및 놀이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
양한 연령 및 지역을 대상으로 좀 더 세분화 된 변인을 사용한 후속 연구가 진행
된다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평가 및 중재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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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력은 일반가정 아동의 이해어휘능
력보다 유의하게 낮았다.두 집단 모두 어머니의 교육년수와 가정의 월 소득변인
이 아동의 이해어휘능력과 상관을 보였다.그 외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어휘와
상관을 보인 변인으로는 가정 내 아동에게 사용되는 한국어 비율,어머니의 한국
어 사용비율,가정 내 한국어 사용비율,어머니의 K-BNT점수였다.일반가정 아동
의 경우는 아동의 한국인 친구 수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시간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년수와 가정 내 아동에게 사용되는 한

국어 비율이 아동의 이해어휘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일반가정 아동의 경우는 아동의 한국인 친구 수와 어머니의 교육년수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년수가 길고,가정

내 한국어 사용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의 이해어휘능력이 높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어머니의 교육년수의 경우 현재의 환경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변인이지
만,가정 내 한국어 사용 비율의 경우는 외부적인 노력에 의해 변화 가능한 변인
이라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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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1.1.1.1. 다문화가정 대상 설문지.

본본본 질질질문문문지지지는는는 다다다문문문화화화가가가정정정 아아아동동동들들들의의의 언언언어어어 발발발달달달 환환환경경경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알알알아아아보보보고고고자자자 작작작성성성되되되었었었습습습니니니다다다...각각각 질질질문문문에에에는는는 정정정답답답이이이 없없없으으으므므므로로로 질질질문문문
지지지를를를 읽읽읽으으으시시시고고고 자자자신신신의의의 생생생각각각을을을 솔솔솔직직직히히히 답답답하하하시시시면면면 됩됩됩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가가가
답답답변변변한한한 내내내용용용은은은 연연연구구구 자자자료료료로로로만만만 사사사용용용되되되며며며 비비비밀밀밀이이이 완완완전전전하하하게게게 보보보장장장됩됩됩
니니니다다다...한한한 문문문항항항도도도 빠빠빠짐짐짐없없없이이이 응응응답답답해해해주주주시시시면면면 감감감사사사하하하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언언언어어어병병병리리리학학학협협협동동동과과과정정정
연연연구구구자자자:::김김김 경경경 미미미

---귀귀귀하하하는는는 222000000444년년년 444월월월---222000000555년년년 333월월월 사사사이이이에에에 출출출생생생한한한 자자자녀녀녀가가가 있있있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①① 예예예 ②②② 아아아니니니오오오

위위위의의의 질질질문문문에에에 ‘‘‘예예예’’’로로로 답답답하하하신신신 분분분만만만 아아아래래래 설설설문문문지지지를를를 작작작성성성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질질질문문문을을을 읽읽읽은은은 후후후 귀귀귀하하하의의의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하하하거거거나나나 직직직접접접 기기기입입입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면면면 됩됩됩니니니다다다...

1.귀하 자녀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년 월 일

2.귀하의 자녀는 현재 사설 교육기관(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번 문항에 “예”라고 답하신 분만 다음 문항에 답 해 주십시오.*
2-1.귀하의 자녀가 일주일 중 사설 교육기관에서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2-2.귀하의 자녀는 언제부터 사설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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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귀하는 외부로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오’라
답 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3번 문항에 “예”라고 답하신 분만 다음 문항에 답 해 주십시오.*
3-1.귀하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

4.귀하의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5.귀하의 가족 구성원을 모두 써주십시오.
( )

6.귀하의 자녀가 어울리는 또래는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한국인 친구 : 명 외국인 친구 : 명 )

7.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대화 시 사용되는 한국어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동

아버지
어머니
아동

8.귀하의 연령은 몇 세 입니까? 만 ( )세
/( 년 월 일)

9.귀하의 결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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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귀하는 언제 결혼을 하셨습니까? ( 년 월 일 )

11.귀하는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 년 월 일 )

12.귀하가 학교 교육을 받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

13.귀하께서는 한국어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번 문항에 “예”라고 답하신 분만 다음 문항에 답 해 주십시오.*

14.현재 한국어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번 문항에 “예”라고 답하신 분만 다음 문항에 답 해 주십시오.*
14-1.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한국어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

( 시간)

14-2.한국어 교육을 언제부터 받고 계십니까?
( )

*14번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하신 분만 다음 문항에 답 해 주십시오.*
14-3.현재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4-4.과거에 한국어 교육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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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하루 중 귀하께서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16.귀하 남편의 연령은 몇 세 입니까? 만 ( )세
/( 년 월 일)

17.귀하의 남편이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

18.하루 중 귀하의 남편께서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19.귀댁의 평균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 )

(월 소득은 남편과 본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은은은 연연연구구구자자자가가가 직직직접접접 작작작성성성하하하는는는 란란란입입입니니니다다다...바바바쁘쁘쁘신신신 중중중에에에 설설설문문문에에에
답답답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진진진심심심으으으로로로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20.어머니의 이해 어휘력 검사 결과(그림어휘력검사)
-원점수 :

21.어머니의 표현 어휘력 검사 결과(K-BNT)
-원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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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2.2.2.2. 일반가정 대상 설문지.

본본본 질질질문문문지지지는는는 아아아동동동들들들의의의 언언언어어어 발발발달달달 환환환경경경에에에 대대대하하하여여여 알알알아아아보보보고고고자자자
작작작성성성되되되었었었습습습니니니다다다...각각각 질질질문문문에에에는는는 정정정답답답이이이 없없없으으으므므므로로로 질질질문문문지지지를를를 읽읽읽으으으시시시
고고고 자자자신신신의의의 생생생각각각을을을 솔솔솔직직직히히히 답답답하하하시시시면면면 됩됩됩니니니다다다...귀귀귀하하하가가가 답답답변변변한한한 내내내용용용
은은은 연연연구구구 자자자료료료로로로만만만 사사사용용용되되되며며며 비비비밀밀밀이이이 완완완전전전하하하게게게 보보보장장장됩됩됩니니니다다다...한한한 문문문
항항항도도도 빠빠빠짐짐짐없없없이이이 응응응답답답해해해주주주시시시면면면 감감감사사사하하하겠겠겠습습습니니니다다다...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언언언어어어병병병리리리학학학협협협동동동과과과정정정
연연연구구구자자자:::김김김 경경경 미미미

---귀귀귀하하하는는는 222000000444년년년 444월월월---222000000555년년년 333월월월 사사사이이이에에에 출출출생생생한한한 자자자녀녀녀가가가 있있있습습습니니니까까까???
①①① 예예예 ②②② 아아아니니니오오오

위위위의의의 질질질문문문에에에 ‘‘‘예예예’’’로로로 답답답하하하신신신 분분분만만만 아아아래래래 설설설문문문지지지를를를 작작작성성성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십십십시시시오오오...
질질질문문문을을을 읽읽읽은은은 후후후 귀귀귀하하하의의의 해해해당당당란란란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하하하거거거나나나 직직직접접접 기기기입입입하하하여여여 주주주시시시면면면 됩됩됩니니니다다다...

1.귀하 자녀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년 월 일

2.귀하의 자녀는 현재 사설 교육기관(놀이방,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번 문항에 “예”라고 답하신 분만 다음 문항에 답 해 주십시오.*
2-1.귀하의 자녀가 일주일 중 사설 교육기관에서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2-2.귀하의 자녀는 언제부터 사설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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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귀하는 외부로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오’라
답 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3번 문항에 “예”라고 답하신 분만 다음 문항에 답 해 주십시오.*
3-1.귀하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

4.귀하의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5.귀하의 가족 구성원을 모두 써주십시오.
( )

6.귀하의 자녀가 어울리는 또래는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한국인 친구 : 명 외국인 친구 : 명 )

7.가정 내에서 아동의 교육을 목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번 문항에 “예”라고 답하신 분만 다음 문항에 답 해 주십시오.*
7-1.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대화 시 사용되는 외국어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동
아버지
어머니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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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귀하의 연령은 몇 세 입니까? 만 ( )세
/( 년 월 일)

9.귀하는 언제 결혼을 하셨습니까? ( 년 월 일 )

10.귀하가 학교 교육을 받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예:고졸,전문대졸,대졸)
( )

11.하루 중 귀하께서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12.귀하 남편의 연령은 몇 세 입니까? 만 ( )세
/( 년 월 일)

13.귀하의 남편이 학교교육을 받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예:고졸,전문대졸,대졸)

( )

14.하루 중 귀하의 남편께서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

15.귀댁의 평균 월 소득은 얼마입니까?
( )

(월 소득은 남편과 본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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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음음음 문문문항항항은은은 연연연구구구자자자가가가 직직직접접접 작작작성성성하하하는는는 란란란입입입니니니다다다...바바바쁘쁘쁘신신신 중중중에에에 설설설문문문에에에
답답답해해해 주주주셔셔셔서서서 진진진심심심으으으로로로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20.어머니의 이해 어휘력 검사 결과(그림어휘력검사)
-원점수 :

21.어머니의 표현 어휘력 검사 결과(K-BNT)
-원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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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부록 부록 3.3.3.3. 다문화가정 아동의 기본 정보
아동이름 성별 연령(개월) 어머니 국적 어머니 연령(세)

1 박○○ 남 40 일본 33
2 장○○ 남 41 일본 32
3 이○○ 여 42 필리핀 31
4 안○○ 여 42 일본 38
5 은○○ 남 42 일본 38
6 고○○ 여 42 중국 30
7 박○○ 여 43 일본 37
8 이○○ 남 44 필리핀 38
9 정○○ 남 44 베트남 32
10 신○○ 여 44 필리핀 33
11 이○○ 남 44 베트남 37
12 이○○ 여 45 몽골 27
13 장○○ 여 45 일본 30
14 장○○ 여 45 일본 30
15 최○○ 여 45 일본 38
16 고○○ 여 45 태국 38
17 김○○ 남 45 중국 33
18 박○○ 남 47 필리핀 36
19 김○○ 남 47 중국 29
20 김○○ 남 47 태국 34
21 노○○ 남 47 일본 37
22 김○○ 남 47 일본 37
23 고○○ 남 47 일본 38
24 박○○ 여 47 키르키즈스탄 31
25 최○○ 여 47 키르키즈스탄 34
26 심○○ 남 47 필리핀 38
27 김○○ 여 47 베트남 34
28 장○○ 남 47 일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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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RRReeeccceeeppptttiiivvveeeVVVooocccaaabbbuuulllaaarrryyyAAAbbbiiillliiitttyyy
aaannndddRRReeelllaaattteeedddVVVaaarrriiiaaabbbllleeesssiiinnnMMMuuullltttiiicccuuullltttuuurrraaalllFFFaaammmiiilllyyyCCChhhiiillldddrrreeennn

Kim,KyungMi
TheGraduateProgram in

SpeechandLanguagePathology
YonseiUniversity

Thisstudyinvestigatedreceptivevocabularyabilityofmulticulturalfamily
children compared with Korean culturalfamily children,and found outthe
significantvariablesthatrelatedtheirlanguagedevelopment.
The subjects were 28 multiculturalfamily children aged 3,28 Korean

culturalfamilychildrenaged3,andtheirmotherslivinginSeoul,Incheon,and
Gyeonggi-do.Thisstudyexaminedchildren’sreceptivevocabularyability by
using the Korean version of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PPVT-R)andrelatedvariablesbyusingquestionnaires.
Theresultswereasfollows.
First, the PPVT-R mea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was

significantlylowerthanthatoftheKoreanculturalfamilychildren(p<.01).
Second,the PPVT-R score of the multiculturalfamily children was

correlated with the monthly family income,the ratio ofusing Korean to
childreninfamily,theratioofmother'susingKorean,mother’sK-BNT score,
mother’s academic background,and the ratio ofusing Korean in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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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the PPVT-R score ofthe Korean culturalfamily children has
somethingtodowiththenumberofchildren’sKoreanfriends,theinteraction
timewiththeirmother,mother’sacademicbackground,andthemonthlyfamily
income.The significant variables on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of the
multiculturalfamily children weretheratioofusing Korean tochildren in
familyandmother’sacademicbackground.Moreover,thenumberofchildren’s
Koreanfriendsandmother’sacademicbackgroundplayedanimportantroleto
determined the receptive vocabulary ability ofthe Korean culturalfamily
children.
Basedontheseresults,thereceptivevocabularyabilityofthemulticultural

familychildrenwaslowerthanthatoftheKoreanculturalfamilychildren.In
addition,themoremulticulturalfamiliesusedKoreanandthehighermother’s
academicbackground was,thehigherchildren’sreceptivevocabulary ability
was.
TheseresultsareusefulbecausetheratioofusingKoreaninfamilyisthe

externalfactor thatcan be changed by efforts,while mother’s academic
backgroundcannotbechangedinthepresentcondition.Furtherstudies
need to beconducted on thereceptivevocabulary ability ofchildren from
multiculturalfamiliesandrelatedvariablesinvariousagegroupsandareas.

Keywords:multiculturalfamilychildren,receptivevocabularyability,PPV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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