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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초등 저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기반 읽기능력을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수행력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발달을 살피고, 언어읽기평

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어머니로 둔 초등 1-3학년

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아동 34명과 학년과 지역이 일치하는 비다문화가정 아동 34명의 언어

기반 읽기능력을 비교하였다. 읽기의 경우 낱말재인력과 덩이글이해력을 측정하였고, 관련 

언어요소로서 덩이말이해력과 음운인식력을 측정하였다. 결과:  다문화가정아동은 비다문화가

정아동처럼 1학년에서부터 3학년으로 갈수록 언어와 읽기능력이 발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

문화가정아동의 낱말재인과 덩이글이해력은 비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수행력이 낮았고, 언

어능력인 덩이말이해 면에서도 비다문화가정에 비해 수행력이 낮았다. 한편 음운인식력에서

는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다문화가정 아동은 읽기와 언어가 발달하

고 있지만, 읽기와 언어에 대한 선별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말과 글에 대한 평가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
146-156.

핵심어:  다문화가정 아동, 읽기, 음운인식, 낱말재인, 덩이글이해, 덩이말이해

Ⅰ. 서 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7-12 세 다문화가정 아동

의 수는 2008년 18,691 명에서 2009년 27,568 명으로 

그 증가 추이가 가파르다(통계청, 2009). 다양한 유형

의 다문화가정이 존재하겠지만, 국제결혼에 의한 다

문화가정의 경우 두 가지 언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두 가지 언

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언어에 주목하는 가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생길 수 있다(Langdon, 2007), 국제결

혼 이주여성들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한

국에서 태어나고 주로 한국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많

다(김화수, 2009; 배소영 외, 2009). 또한 이들에게 한

국어가 대부분 주언어(dominant language)라는 점

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말

하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권수진, 2006; 김선정․강진숙, 2009; 김은영, 2008; 

류현주 외, 2008; 박상희, 2009; 박원경 외, 2007; 이수

정 외, 2008; 정은희, 2004; 황상심․정옥란, 2008). 이 

연구들은 비다문화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

가정아동의 언어발달에서 보이는 차이 및 유사성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언어구조와 언어의미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어머니로 둔 다

문화가정 아동들을 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수행력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음을 

보고한 경우가 많다. 구문이나 발음과 같은 언어구조 

뿐 아니라 의미능력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더 낮은 

수행력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권수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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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정․강진숙, 2009; 이수정 외, 2008; 황상심․정

옥란, 2008). 이와 대조적으로 몇몇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수행력이 일반아동과 비슷함을 보고하기

도 하였는데, 개략적 문법지표인 발화길이나 이름대

기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행력이 일반가정 아동과 

같음을 보고하였다(김은영, 2008; 김효정, 2008; 박미

단, 2009). 대체로 이 연구들은 한국에서 아직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언어발달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

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다문화 아동이 비다문화 아동

과 비슷한 발달경로를 밟아가지만 발달의 특정시점 

또는 특정 언어하위 부분에서 언어발달상 수행력이 

뒤처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말하기에서 언어발달이 뒤처질 경우 읽기에서도 어려

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ASHA, 2001; Scarborough, 

1998). 읽기와 언어는 관련이 높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에서 읽기는 주요한 발달영역 중 하나이다. 학습을 위

한 언어사용은 학령기 언어장애를 진단평가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부분이며, 읽기는 학습을 위한 언어사용력

을 살피는 구체적인 한 영역이 된다(Catts & Kamhi, 

2005). 다문화가정 아동의 말하기능력이 일반아동에 

비해 저조하다는 선행연구들은 학교생활시 읽기면에

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드물다. 

읽는다는 것은 소리를 내거나 또는 묵독으로 낱말에 

있는 글자를 재인해서 읽는 해독과정이 있고, 문장이 

모인 덩이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다. 읽기능력의 

측정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Catts & Kamhi, 

2005). 낱말재인 뿐 아니라 덩이글이해력의 평가가 중요

하다. 한편 덩이말이해나 음운인식과 같은 읽기관련요소

도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 읽기 모델에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단순 관점(Simple view of reading)은 읽기

장애를 낱말재인 해독력과 덩이말이해를 이용해 분류한

다(Gough & Tunmer, 1986; Hoover & Gough, 1990). 

사람들이 읽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읽기 이해력에

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읽기이해력을 평

가하는 방법도 그 목적에 따라 교과내용 및 학교시험

과 비슷한 형식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박경숙․윤점

룡․박효정, 1989; 박경숙 외, 2008) 빈칸메우기를 통

해 전반적 텍스트 이해력을 측정하는 방법(Woodcock, 

McGrew & Mather, 2001)까지 다양하다. 

음운인식력은 말소리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는 것

으로 읽기능력 및 읽기장애와의 관련성이 많이 보고

되어왔다(Catts et al., 2002; Nation & Snowling, 

2004; Roth, Speece & Cooper, 2002; Schuele & 

Boudreau,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인식과 관

련되는 연구는 최근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인식이 일반아동에 

비해 저조함을 보고하고 있다(안성우․신영주, 2008; 

양성오․황보명, 2009). 음운인식력이 후에 발달하는 

읽기능력이나 읽기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주요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인식력이 차이가 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권미지(2010)는 언어공식검사결과를 

공변인으로 언어력을 통제한 결과 문화집단간 차이나 

학년간에 음운인식이나 빠른이름대기 등 음운처리력

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응이나 학교적

응과 관련한 연구도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곽금주, 2008; 김기덕․박민서, 2009; 박

순희, 2009; 박순희․조원탁․이주희, 2008; 양순미, 

2007; 이윤호, 2009; 정윤정, 2007; 정현영, 2007). 오

성배(2005)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읽기와 쓰기에서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읽기발달이 지체

된 다문화가정 아동의 독해력 신장을 위한 독서활동

이 중요함을 밝히거나 (조미정․정은희, 2009), 이주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읽기 사례연구를 통

해, 학생이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읽기교육의 중

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박지윤․서혁, 2009). 

이 연구는 초등 저학년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아

동의 읽기 능력을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능력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능력 및 읽기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살피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문화집단 간에 낱말재인능력, 덩이글이해능력, 덩이

말이해능력, 음운인식능력이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1-3학년의 다문화가정 아동 34명, 비다

문화가정 아동 34명, 총 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

문화가정 아동은 모두 어머니가 국외에서 이주하고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146-156

148

한국인 아버지를 둔 아동으로, 어머니의 결혼 전 국적

은 일본(17명), 필리핀(14명), 중국(2명), 태국(1명)이

었다. 모든 아동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서울, 경기, 전

라, 충청, 강원지역에 거주하며, 주언어로 한국어를 습

득하고 있었다. 서울 4명, 전라 11명, 충청 5명, 강원 

1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배소영 외, 2004) ,혹은 언어문제해결력 검사(배

소영․임선숙․이지희, 2000)에서 -1표준편차 이상

에 속하며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곽금주․

박혜원․김청택, 2001) 중 동작성 지능 검사 결과 80

이상으로 인지능력이 정상에 속하는 아동이다. 또한 

어머니 및 교육기관의 교사로부터 시각적, 청각적, 정

서적, 신체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이다. 비다문

화가정 아동은 양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아동으로 해

당학년에 속하는 다문화가정아동과 같은 지역에 사는 

아동이다. 이들은 구문의미이해력 검사 혹은 언어문제

해결력 검사에서 -1표준편차 이상에 속하며 한국판 웩

슬러 아동용 지능검사(곽금주․박혜원․김청택, 2001)

중 동작성 지능 검사 혹은 교육기관의 교사의 보고에 

따라 인지능력이 정상이라고 판단된 아동이다. 또한 

어머니 및 교육기관의 교사로부터 시각적, 청각적, 정

서적, 신체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이다. 

<표 - 1> 상아동수

다문화 비다문화 계

1학년
13

13 26
어머니 국 : 일본5, 필리핀8

2학년

11

11 22어머니 국 : 

일본6, 필리핀3, 국1, 태국1

3학년

10

10 20어머니 국 : 

일본6, 필리핀3, 국1

계 34 34 68

2. 연구도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1-3학년 아동의 읽기와 관련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언어기반읽기평가(배소영․윤

효진․김미배, 출판준비중)의 하위항목인 낱말재인, 

덩이글이해, 덩이말이해, 음운인식 평가를 실시하였

다. 언어기반읽기평가는 읽기전문가 1인, 언어치료사 

5인, 초등교사 6인이 평가도구의 각 항목에 대한 타당

도를 1-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4.3으로 내용타

당도를 갖추었다.

낱말재인 평가는 의미 및 무의미의 2음절 낱말로 되

어 있으며, 자소-음소 일치형 낱말 47개와 된소리화, 

비음화, 설측음화, 기식음화 등의 한국어 음운규칙 8개

를 포함하는 자소-음소 불일치형 낱말 47개로 되어 있

다. 아동에게 낱말을 제시하고 읽도록 하였으며 총 94

낱말에 대해 자소일치 유무, 음운규칙 종류에 따라 1-4

점으로 채점(총 210점)되었다. 덩이글이해 평가는 아

동이 글을 읽고 문법형태소, 접속사, 사자성어, 한자어 

등을 빈칸에 쓰도록 하였으며 총 24문항 중 아동이 정반

응한 문항을 1점으로 채점(총 24점)하여 합을 구하였다. 

덩이말이해 평가는 학령기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

된 ‘소풍, 급식시간, 어버이날’이라는 주제로 된 3개의 

텍스트를 들려준 후 질문(총 18문항)하여 아동이 답하

도록 하였으며 아동이 정반응한 문항에 1점을 부여(총 

18점)하였다. 음운인식 평가는 음절 및 음소수준의 탈

락, 합성, 분절 과제로 되어 있으며 총 50항목 중 아동

이 정반응한 항목에 각 1점을 부여(총 50점)하였다. 연

구에서 쓰인 평가도구의 영역별 문항 예시, 채점 예시

는 <표 - 2>, <표 - 3>, <표 - 4>, <표 - 5>와 같다. 

<표 - 2> 낱말재인 평가의 문항  채  시

의미낱말 무의미낱말

목표반응
아동반응

( 수)
목표반응

아동반응

( 수)

자소-음소 

일치형
장소 장소(1 ) 둔 도 (0 )

자소-음소 

불일치형
독서 독써(3 ) 딥합 디밥(0 )

<표 - 3> 음운인식 평가의 문항  채  시

과제 문항
목표

반응

아동반응

( 수)

탈락

“‘비 ’에서 ‘비’를 빼면 무슨 소

리가 남죠?” 
(1 )

“‘사’에서 ‘ㅅ’를 빼면 무슨 소리

가 남죠?” 
아 사(0 )

합성

“‘시’에 ‘계’ 소리를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죠?”
시계 시계(1 )

“‘ㅅ’에 ‘ㅐ’ 소리를 더하면 무슨 

소리가 되죠?”
새 새(1 )

분

“‘가방’을 두 소리로 나 면 무슨 

소리가 되죠?”

가,

방

‘가’하고 

‘방’(1 )

“‘소’를 가장 작은 소리로 나 면 

무슨 소리가 되죠?”

ㅅ,

ㅗ

‘시옷’하고 

‘오’(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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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목표반응 아동반응 수

만약 배가 아 ( ) 병원에 가야 돼. 면, 다면 면 1

나무꾼이 도끼( ) 나무를 었습니다. 로 를 0

얼굴도 쁜 친구가 쁜 옷을 입고 오니 정말 ( ) 입니다. 상첨화 NR 0

아침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두고 학교에 갔습니다. ( ) 수업

이 끝나고 비가 내려 나는 비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0

나는 학교에 가다가 시계를 주웠습니다. 시계를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선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어제 산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혹시 

이것이 아니냐고 주운 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선미는 이 시계가 맞다고 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시 시계를 찾게 되어 참 (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 기쁘다 0

<표 - 5> 덩이 이해 평가의 문항  채  시

덩이말

연선이는 소풍으로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도착하여 나무에서 묘기를 보여  원숭이도 보았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 주신 도시락에는 맛있는 김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연선아”라고 쓰인 쪽지

도 있었습니다. 각자 흩어져 밥을 먹고 다 모 는데 한 친구가 보이지 않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은 큰 소리를 외치며 그 친구를 찾았고 다행히 수 아 씨가 진호를 데려왔습니다. 

번호  질문 상인의 답 수

1 연선이는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을 보았나요? 
토끼, 다람쥐, 오리, 이빨이 뽀족뽀족한 거는 악어

도, 여우, 늑
0

2 연선이는 동물원에 왜 갔을까요? 학교에 견학하는 날이 시작해가주구 1

3 “사랑해 연선아”라는 쪽지를 쓴 사람은 구일까요? 선생님 0

4 동물원에서 길을 잃은 친구 이름은 무엇인가요? 친구반이 없어서 보다가 없어가지고 말아가지구 0

5 연선이는 동물원에서 심으로 무엇을 먹었나요? 김밥이요. 1

6 동물원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학한 버스 다시 타고 경찰한테 가요 0

<표 - 4> 덩이말이해 평가의 문항  채

낱말재인, 덩이글이해, 덩이말이해, 음운인식에 대

한 두 문화 집단과 세 학년에 따른 각 종속변수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5.0을 이용하여 이원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검사자료의 20%인 14명 

자료에 대해 두 검사자간 채점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낱말재인은 98.7%, 음운인식은 100%, 덩이말이해는 

96.5%, 덩이글이해는 97.9%였다. 

Ⅲ. 연구 결과

1. 읽기능력: 낱말재인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낱말재인능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6>, 

<표 - 7>과 같다. 

<표- 6>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낱말재인 수 기술
통계 결과

다문화(n=34) 일반(n=34) 총(n=68)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1학년(n=26) 100.85 33.88 147.31 17.83 124.08 35.56

2학년(n=22) 135.36 29.09 151.55 18.14 143.45 25.07

3학년(n=20) 135.10 25.47 162.60 22.07 148.85 27.15

총(n=68) 122.09 33.74 153.18 19.73 137.63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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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낱말재인 수 분산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문화집단 15169.621  1 15169.621 23.773
**

학년 8039.958  2 4019.979  6.300**

문화집단*학년 2822.684  2 1411.342 2.212

오차 39563.034 62 638.113

총 1354957.000 68 S
*
p < .05, 

**
p < .01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낱말재인능력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1,62 = 23.773), 학년

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62 = 6.300).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사후검정한 결과, 

1학년과 2학년 간에(t = -19.38, p < .05), 1학년과 3

학년 간(t = -24.77, p < .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2. 읽기능력: 덩이글이해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덩이글이해능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8>, 

<표 - 9>와 같다. 

<표 - 8>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덩이 이해 수 
기술통계 결과

다문화(n=34) 일반(n=34) 총(n=68)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1학년(n=26) 2.15 2.27 7.00 3.98 4.58 4.02

2학년(n=22) 7.09 2.98 9.64 3.44 8.36 3.40

3학년(n=20) 8.70 5.23 15.20 3.65 11.95 5.51

총(n=68) 5.68 4.51 10.26 4.97 7.97 5.25

<표 - 9>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덩이 이해 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문화집단 360.257  1 360.257 27.079**

학년 619.554  2 309.777 23.285**

문화집단*학년 41.658  2 20.829 1.566

오차 824.847 62 13.304

총 6164.000 68
*p < .05, **p < .01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덩이글이해능력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1,62 = 27.079), 학년

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62 = 23.285).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사후검정한 결

과, 1학년과 2학년(t = -3.79, p< .05) 1학년과 3학년

(t = -7.37, p< .05), 2학년과 3학년 간(t = -3.59, p <

.05)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읽기관련 언어요소: 덩이말이해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덩이말이해능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10>, 

<표 - 11>과 같다. 

<표 - 10>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덩이말이해 수 
기술통계 결과

다문화(n=34) 일반(n=34) 총(n=68)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1학년(n=26) 4.38 2.40 9.15 2.88 6.77 3.56

2학년(n=22) 7.45 3.10 10.18 2.51 8.82 3.11

3학년(n=20) 9.20 2.98 13.20 1.75 11.20 3.14

총(n=68) 6.79 3.41 10.68 2.95 8.74 3.72

<표 - 11>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덩이말이해 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문화집단 246.740 1 246.740 34.900
**

학년 222.147 2 111.074 15.711**

문화집단*학년 12.520 2 6.260 0.885

오차 438.333 62 7.070

총 6118.000 68
*
p < .05, 

**
p < .01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덩이말이해능력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1,62 = 34.900), 학년

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62 = 15.711).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사후검정한 결

과, 1학년과 2학년(t = -2.05, p< .05), 1학년과 3학년

(t = -4.43, p< .05), 2학년과 3학년 간(t = -2.38, p <

.05)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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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읽기관련 언어요소: 음운인식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음운인식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12>, 

<표 - 13>과 같다. 

<표- 12>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음운인식 수 기술
통계 결과

다문화(n=34) 일반(n=34) 총(n=68)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1학년(n=26) 11.15 7.63 16.54 12.88 13.85 10.72

2학년(n=22) 12.64 8.29 13.36 13.34 13.00 10.85

3학년(n=20) 17.20 12.00 27.70 18.69 22.40 16.23

총(n=68) 13.38 9.36 18.79 15.67 16.09 13.09

<표- 13>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음운인식 수 분산
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문화집단 521.385  1 521.385 3.366

학년 1137.286  2 568.643 3.671
*

문화집단*학년 255.288  2 127.644 0.824

오차 9603.014 62 154.887

총 29094.000 68
*
p < .05, 

**
p < .01

문화집단과 학년에 따른 음운인식능력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점수가 

낮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F2,62 = 3.671), 사후검정한 결과, 2학년과 3

학년 간(t = -9.40, p< .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의 읽기 능력은 비다문화가정 

아동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낱말 해독과 덩이글이해면 모두에서 비다문화

가정 아동에 비해 저조한 수행력을 보였다. 낱말을 해

독하는 능력이 비다문화가정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은 

덩이글을 유창하게 읽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더욱 중요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낱말 해독력을 조기에 모

니터링하거나 선별평가하여 이들이 유창하게 읽는 능

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낱말 해독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음운변동을 실현

하거나, 자소-음소 대응규칙을 발달시키는 능력이 비

다문화집단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만약 차

이가 있다면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능력은 읽기와 밀접한 연

관이 있는 덩이말이해력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덩이말이해력이 비

다문화가정 아동의 덩이말이해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덩이말이해에는 여러 가지 언어

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문법지식과 어휘는 덩

이말이해력과 연관이 깊다(Cain, Oakhill & Bryant, 

2004). 언어적 측면에서 어휘력에서의 차이가 낱말 해

독에서의 차이를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많은 낱말

을 사용하거나, 낱말에 대한 연상지식이 많을수록 읽

기 능력이 발달해 있다(Ouelette, 2006; Roth, Speece 

& Cooper, 2002). 이 연구는 어휘력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어휘력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름대기

나 의미발달에서 비다문화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

동에 비해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권수

진, 2006; 김선정․강진숙, 2009; 이수정 외, 2008; 황

상심․정옥란, 2008)은 어휘 면에서의 발달이 읽기 면

에서의 발달을 더디게 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기초학습기능검사 독해력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아동의 독해력이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수

행력과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강금화, 2010; 유경

숙, 2006)와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차이는 두 

연구가 독해력 측정에서 다른 검사방법을 사용한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초학습기능검사의 경우 

독해력의 기초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문장

이해력과 세 그림 중 한 그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독

해력을 측정하고 있다. 반면 이 연구는 문장이나 문단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휘나 문법형태소를 채워

넣는 방법을 사용하여 좀 더 문단글에 가까운 독해력

을 측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덩이글 이해력과 높은 상

관을 가지고 덩이글이해에 어려움을 선별하는데 유용

한 방법이다(Woodcock, McGrew & Mather, 2001). 

그러나 좀 더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학년에 적절한 

덩이글을 제공한 후, 덩이글에 대한 이해력을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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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쓰기로 살펴보는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초등 저학년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인식능력이 비다문

화가정 아동의 음운인식능력과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

이다. 이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권미지(2010)

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학령전기 아동을 포

함하는 선행연구들이 음운인식력에서 차이를 보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아마도 비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읽

기에 관여하는 음운처리 능력이 학령전기에는 뒤처지

는 것으로 보이나 초등학교기의 경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음운인식력에서의 차이가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배경에 의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네 가지 종속변수 즉 낱말재인, 

덩이글이해, 덩이말이해, 음운인식에서 학년과 문화

집단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학년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문화가

정아동이 낱말재인이나 덩이글이해 및 덩이말이해력

에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발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좋

은 신호이지만 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비다문화

가정 아동과의 차이가 심해지거나 좁아지는 것이 아

니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나 

언어에 관심을 두고 선별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횡단적 설계에 의한 집단간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관찰을 하거나 심도있는 개별 아동 평가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지도를 좀 더 자

세히 그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 낱말재인과 덩이글 이해 뿐 아니라 

덩이말 이해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났다는 점을 고려

하면, 주언어로 한국어를 습득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이 말하기에서 지체를 보이거나 낱말재인에 어려움을 

보일 경우 언어근거 읽기장애의 한 하위집단을 형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해독력이나 덩이말이해력 

외에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읽기발달이 지체되어 

보일 수 있으므로 낱말 재인력과 덩이글이해 수행력

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련의 선행연

구는 언어치료사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에 대한 

선별평가나 심화평가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을 강조한다(김화수, 2009; 배소영 외, 2009; 오소

정․김영태․김영란, 2009). 이 연구는 학령기 아동

을 대하는 언어치료사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뿐 

아니라 읽기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

음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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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 Reading is an important area of language use in school 
activities.study aimed to compare reading and related language abilities of Korean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MC) with those of non-multicultural back-
grounds (NMC) and to discuss speech-language pathologists’ roles for multicultural 
children. Method: Thirty-four school-aged children (mean age of 8 years old) with MC 
and 34 NMC peers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Readingabilities were measured on 
word recognition and text comprehension while reading-related language abilities were 
tapped on listening comprehension of text and phonological awareness. Results: Both MC 
children and NMC children showed better performance in reading and language as their 
grade level increased. However, children with MC showed lower abilities in word 
recognition, text comprehension, and listening comprehension, compared to children 
with NMC.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C children and NMC children in the area 
of phonological awareness. Discussion and Conclusion: School-aged Korean children 
with MC appeared to develop their reading and related language abilities, although their 
overall performance of reading and listening comprehension lagged behind their NMC 
peers. Speech-language pathologists need to screen and assess NMC children’s reading 
abilities, as well as language abiliti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
146-156)

Key Words: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reading, word recognition, text 
comprehension, listening comprehension, phonological awarene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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