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4

게재 신청일: 2008년 1월 21일; 최종 수정일: 2008년 3월 1일; 게재 확정일: 2008년 5월 6일
§ 교신 자: 황상심, 가톨릭상지 학 언어재활학과 교수, 경상북도 안동시 율세동 상지길 15호, e-mail: hssksbjs@csj.ac.kr, 
tel.: 054-851-3177

ⓒ 2008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http://www.kasa1986.or.kr

경상도 농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황상심*,§․정옥란**

(*가톨릭상지 학 언어재활학과,  

** 구 학교 언어치료학과) 

황상심․정옥란. 경상도 농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2008, 제13권, 

제2호, 174-192. 배경  목 : 농 지역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다문화환경과 지역  

는 다른 요건으로 인하여 다른 언어특성을 보일 것이 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 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과 동일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비교집단 아동들의 언어특성을 비교하 다. 방법: 본 

연구는 경북 A농 지역  경남 H농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연령이 만 2세 11개월에서 만 7세 4개

월까지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필리핀, 일본, 베트남 등의 다문화가정아동 47명(남 :여= 25 : 22)을 실

험집단으로 하 다. 실험집단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아동 21명(남 :여= 12 : 9)을 비교집단으로 선

정하여, 취학  아동의 표 -수용언어척도와 그림어휘력검사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통합언어

연령, 수용언어, 표 언어  어휘이해력을 평가하 다. 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필리핀 다문화

가정아동과 일본 다문화가정 두 집단으로 나 어 두 집단의 언어특성을 비교하 다. 결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통합언어연령, 수용  표 , 그리고 어휘이해력에서 비교집단 아동들에 비하여 통

계 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다. 필리핀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본 다문화가정아동 

집단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논의  결론: 비교집단에 비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언어이해, 표   어휘이해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일본과 필리핀 두 집단 간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핵심어: 다문화가정, 다문화 환경, 이 언어환경, 언어특성

Ⅰ. 서  론

다문화의 이 언어(bilingualism) 환경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언어 환경에 노출되는 것

이라 할 수 있으며  인구의 약 50%가 다문화환경에 살고 있다(Mennen ＆ Stansfield, 2006). 다문화 

다언어의 표  나라인 미국의 경우 2050년까지 약 50%의 인구가 다문화 출신 인구들로 이루어질 

것으로 망하고 있다.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라틴계 가족문제와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언어환경에 놓이게 되는 어린 아이들의 언어발달 진 문제가 오래 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심의 

상이 되어 왔다(Goldstein & Iglesias, 2006). 국의 경우도 런던에 있는 등학교에 300개가 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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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있으며(Cortazzi & Jin, 2004), 1999년까지 5년 동안에 소수민족의 출

신 인구가 15% 이상 증가하 는데, 이는 과거 십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증가율이라고 하 다(Stow 

＆ Dodd, 2003).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이 언어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어떻게 언어습득을 하고 환경

이 언어습득에 어떤 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가 연구자들과 언어치료사들의 주요 심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정책 , 교육 으로 다문화 이 언어 교육에 한 심이 

오래 부터 확 되어 요한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 25년 동안 이와 련된 연구도 

범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시 에 어들어 2006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한국 

거주 외국인은 2006년 9월 재 89만 명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교육인 자원

부에서는 2006년 4월 재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수는 836명, 국제 결혼가정 자녀는 7,998명에 

이른다고 하 으며, 이 통계수치는 학령 기 아동을 포함하지 않은 결과이다. 학령 기와 학령기 아

동을 포함하고 여기에 아직 통계자료에 확인되지 않은 아동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한 수의 아동들이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2007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장기 지원정책 방안연구의 결과를 보

면 결혼이민자 가족의 약 40%가 한국어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장 시 한 문제로 꼽고 있으며, 특히 자

녀양육에 있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문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동들

의 언어사용에 한 연구가 제한 으로 이루어졌고(권미지, 2006; 박지윤, 2007; 정은희, 2004; 조명숙, 

2005), 단일문화 단일언어환경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에 따른 아동들의 언어특성이 주요 

연구 상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 까지의 다문화가정 이 언어환경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다문화 이 언어

환경과 련된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여 왔다. 이 언어 발달과정, 사고와 다 언어간의 상호작용, 다양

한 연령시기와 이 언어에 체계 으로 노출된 것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향, 아동의 언어발달

을 진시키거나 해할 수 있는 사회 교육  맥락 등이 그것이다. 다문화 이 언어환경이 언어, 학업, 

인지수행력에 미치는 향에 하여 일 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Hakuta ＆ D’ Andrea 

(1992)는 다문화 환경이 정보처리, 지리  사회경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불이

익을  것이라고 한 반면에 다른 연구자들은 다문화 환경 아동들이 언어발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언어평가 방법상의 문제로 언어장애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하 다(Gathercole, 2002; Pearson, 

Fernandez & Oller, 1992).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결론은 다문화 환경 아동들이 언어습득에 문

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정상 으로 지원이 풍부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부분의 아동들

은 습득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성공 으로 언어를 습득하 다(Tucker, 1998).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할 경우에 언어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복

잡해진다. 가난한 환경과 련된 가족 험요인(family risks)이 주 양육자와 아동 간의 언어  상호작

용에 불리하게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art & Risley, 1995). 한 Pearson (2007)은 다문화 

이 언어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의 언어습득과 련된 사회  향요인으로 언어의 청각  입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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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요하게 작용한다고 하 다. 농 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들은 부분 한국에서 태

어난 아동들이어서 한국어를 잘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 아동  다수가 어머니로부터 언어발

달에 필요한 직 인 언어 입력이 부족하며, 사회경제 수 이 낮다. 아동들이 주로 어머니와 언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모국어의 기본 인 구조와 틀을 습득 한다고 볼 때(Paul, 2007), 다문화가

정 아동들이 어머니들의 서툰 한국어에 많은 시간 노출된다는 것은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정 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 우리나라 농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다문화 환경은 앞

서 고찰한 미국이나 캐나다 는 어와 한국어 이 언어사용자 아동들과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우리

나라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이 언어 노출에 한 정의도 분명하지 않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농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다른 나라 다문화 환경 아동들과 다른 사회 

경제  배경을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동일한 지역 비교집단아동과의 언어특성 차

이를 표 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살펴보아 속하게 늘고 있는 농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

어특성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경북 A농 지역  경남 H농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연령이 만 2세 11개월에서 

만 7세 4개월까지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 47명(남 :여 = 25 : 22)을 실험집단

으로 하 으며,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생활연령과 지역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21명(남 :여 = 12 : 9)을 비

교집단으로 선정하 다. 비교집단 아동들은 실험집단 아동들과 생활연령이 유사하며,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아동들로서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Korean-Wechsh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 이하 K-WPPSI) (박혜원․곽 주․박 배, 2002) 동작성 검사에서 동작성 지능 

지수 85 이상인 아동들이다. 실험집단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아동들로 선정하 다. 

1)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 에서, 2) 생활연령이 2세 11개월～ 7세 4개월이며, 3) 정서 

 행동 인 문제나 사회심리 인 문제, 다른 감각기 의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4) 표 화된 지능검사 

도구인 K-WPPSI에서 동작성 지능이 85 이상에 속하는 아동들이다. 실험집단 아동들의 어머니들은 필

리핀,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출신으로서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어머니들이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어머니의 언어환경에 따라 다른 언어특성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고 필리핀과 일본 두 집단으

로 나 어서 집단을 구성하 다. 베트남이나 국 등의 다문화 가정은 아동 선정의 어려움으로 집단 

구성이 되지 않았다.

비교 집단 아동들은 1) 부모나 유치원, 는 어린이집 교사에 의해 언어능력이나 지 능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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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동 인 측면에서 정상이라고 보고되었으며, 2) 표 화된 지능검사 도구인 K-WPPSI에서 동작성 

지능이 85 이상에 속하는 아동으로 하 다. 여기서 3) 비교집단 아동들은 다문화가정아동들과 생활연

령과 거주 지역이 유사한 아동들이었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 상 아동 51명  2명의 아동은 한국어 이해력의 부족으로 언어성 평가 

실시가 불가능하여 제외시켰으며, 1명의 아동은 생활연령이 만 2세 11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실험집단

에서 제외되었다.  나머지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보이는 1명을 제외한 총 47명의 아동을 상으로 연구

를 하 다.

의 기 에 따라 선정된 실험집단 아동들의 비교 기 에 한 정보는 <표 - 1>과 같다. 응

집단 간 통제를 검정하기 해서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생활

연령과 동작성 지능에 차이가 없었다.

<표 - 1> 지능  생활연령 응집단 간 t 검정 결과

참여자 수 평  균 표 편차 t

동작성 지능
다문화집단 47 107.11 15.82

- .932
통제집단 21 109.43 12.93

생활 연령
다문화집단 47  62.40a) 16.82

.535 
통제집단 21 60.86 13.06

a)단 : 개월

선정된 상자들의 연령 별 아동 구성은 <표 - 2>와 같다.  

<표 - 2>  다문화 집단과 비교집단의 연령 별 아동 수

아동연령　
일  본 필리핀 기  타 다문화집단

총 아동 수　

한국

아동 수 백분율 아동 수 백분율 아동 수 백분율 아동 수 백분율

만 4세미만

만 4세

만 5세

만 6세이상

3

5

6

8

13.6

22.7

27.3

36.4

5

3

7

4

26.3

15.8

36.8

21.1

2

1

1

2

33.3

16.7

16.7

33.3

10

 9

14

14

4 

6

5

6

20.0

40.0

15.0

25.0

합계 22 100.0 19 100.0 6 100.0 47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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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사회인구통계학 인 특성은 <표 - 3>과 같다.

<표 - 3> 부모의 사회 인구통계학  특성 

일  본 필리핀 기  타 합 계

평 균 평 균 평 균 평 균

어머니 연령

아버지 연령

결혼기간

40.95  

46.41  

 9.64 

33.74  

42.58  

 6.79 

30.17  

46.00  

 7.33 

36.66  

44.81  

 8.19 

　 일 본 필리핀 기  타 합 계

　 　 인원 수 백분율 인원 수 백분율 인원 수 백분율 인원 수 백분율

어머니

교육정도

졸

졸

고졸

문 졸

졸

0

0

10

12

0

0 

0.0 

45.5 

54.5 

0.0 

0

1

1

14

3

0.0 

5.3 

5.3 

73.7 

15.8 

0

4

2

0

0

0.0 

66.7 

33.3 

0.0 

0.0 

0

5

13

26

3

0.0 

10.6 

27.7 

55.3 

6.4 

아버지 

교육정도

졸

졸

고졸

문 졸

졸

4

2

10

6

0

18.2 

9.1 

45.5 

27.3 

0.0 

0

3

12

2

2

0.0 

15.8 

63.2 

10.5 

10.5 

0

2

2

2

0

0.0 

33.3 

33.3 

33.3 

0.0 

4

7

24

10

2

8.5 

14.9 

51.1 

21.3 

4.3 

어머니 

직업

가정주부

외국어강사

기타

16

3

3

72.7 

13.6 

13.6 

11

3

5

57.9 

15.8 

26.3 

4

0

2

66.7 

0.0 

33.3 

31

6

10

66.0 

12.8 

21.3 

아버지 

직업

농업

어임업

기타

무응답

7

1

12

2

31.8 

4.5 

54.5 

9.1 

6

5

8

0

31.6 

26.3 

42.1 

0.0 

4

0

2

0

66.7 

0.0 

33.3 

0.0 

17

6

22

2

36.2 

12.8 

46.8 

4.3 

월 소득

100만원이하

101～150만원이하

151～200만원이하

201～250만원이하

251만원이상

6

7

7

2

0

27.3 

31.8

31.8 

9.1 

0.0 

6

6

7

0

0

31.6 

31.6 

36.8 

0.0 

0.0 

1

2

1

2

0

16.7 

33.3 

16.7 

33.3 

0.0 

13

15

15

4

0

27.7 

31.9

31.9 

8.5 

0.0 

어머니

가정 

사용언어

한국어

출신나라 언어

함께

14

1

7

63.6 

4.5 

31.8 

12

1

6

63.2 

5.3 

31.6 

6

0

0

100.0 

0.0 

0.0 

32

2

13

68.1 

4.3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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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가.  선별 도구

K-WPPSI는 취학   등학교 학년용으로 만 3세에서 7세 3개월 아동들의 지능을 측정

하는 검사도구로서 동작성 지능 지수 85 이상, -1 표 편차 이상의 아동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아동

으로 선별하 다.

나.  연구 도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아동들의 어휘 이해력 평가를 해 그림어휘력검사(김 태 외, 1995)를 사

용하여 결과는 백분 수로 제시하 다. 취학  아동의 수용․표 언어 척도(Preschool Recetpive- 

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이하 PRES) (김 태․성태제․이윤경, 2003)를 사용하여 통합언어연

령, 언어이해  언어표 의 백분 수를 산출하 다.

3. 연구 차

본 연구의 상자들은 경상도 A지역과 H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아동과 동일한 지역

의 아동들이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평가는 가정, 어린이집, A시 G 학 언어치료센터에서 실시하

으며, 주로 아동의 집에서 개별 으로 이루어졌다. 비교집단 아동들의 평가는 어린이집을 직  방문

하거나 G 학 언어치료센터에서 실시하 다. 평가는 2007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실시되

었다. 나이가 어리거나 낯가림이 심해서 평가가 되지 않는 아동은 몇 차례에 걸쳐서 라포를 형성한 

이후에 개별 으로 실시하 다. 평가 순서는 아동의 동기화와 시간소요 등을 고려하여 지능검사, 

PRES, 그림어휘력검사 순으로 실시하 으며,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다문화가정 아동 

상자 선정  농  지역의 근성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평가는 부분 하루 동안 실시되었으며, 

동일한 조건을 하여 비교집단 아동들의 평가도 하루 동안 실시되었다. 아동이 지루해 하거나 힘들

어 하여 평가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라포를 다시 형성하거나 아동의 상태를 고려하여 일주

일 내에 재평가를 실시하 다.

4. 결과처리

결과처리를 해서 t  검정을 실시하 으며, SPSS/Win 15.0의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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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교집단 아동 간의 언어특성 비교

가.  통합언어연령의 차이

다문화집단 아동들과 비교집단 아동들의 통합언어연령의 결과는 <표 - 4>와 같으며 통합언어

연령을 평균 개월 수로 나타내었다.

<표 - 4> 다문화가정 집단과 비교집단 간 통합언어연령의 비교

참여자 수a) 평균b) 표 편차 t

통    합

언어연령

다문화집단 47 53.40 14.68
- 2.989**

통제집단 21 64.25 11.80

**p < .01
a)단 : 명, b) 단 : 개월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의 평균통합언어연령은 53.40개월(표 편차14.68), 비교집단 아동은 64.25개월

(표 편차 11.80)로 비교집단 아동들의 평균통합언어연령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 = -2.989, p< .01).

나.  언어이해력의 차이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비교집단 아동들의 언어이해력의 결과는 <표 - 5>와 같으며, 백분 로 나

타내었다. 실험집단 아동 47명  생활연령이 만 6세 5개월이 넘어서는 아동 5명은 백분 산출을 할 

수 없어 수용언어 백분  산출에서는 제외되었다. 두 집단 간의 수용백분 는 <표 - 5>에 나타내었다. 

<표 - 5> 다문화가정 집단과 비교집단 간 수용언어능력 비교

아동 수a) 평균b) 표 편차 t

수용언어 백분
다문화집단 42 26.69 30.87

- 7.391***
통제집단 21 81.81 20.47   

***p< .001
a)단 : 명, b) 단 : %ile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평균 수용백분 는 26.69%ile (표 편차 30.89)이었고, 비교집단 아동은 평균 

81.81%ile (표 편차 20.47)로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7.39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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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어표 력의 차이

다문화가정 아동들과 비교집단 아동들의 언어표 력의 결과를 백분 로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는 <표 - 6>과 같다. 실험집단 아동 47명  생활연령이 만 6세 5개월이 넘어서는 아동 5명은 백분

산출을 할 수 없어 표 언어 백분 에서는 제외하여 산출하 다.  

<표 - 6> 다문화가정 집단과 비교집단 간 표 언어능력 비교

참여자 수a) 평균b) 표 편차 t

표 언어 백분
다문화집단 42 24.14 27.03

- 7.068***
통제집단 21 74.14 25.27

***p< .001
a)단 : 명, b) 단 : %ile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평균 표 백분 는 24.14%ile (표 편차 27.03), 비교집단 아동은 평균 

74.14%ile (표 편차 25.27)로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7.068, p < .001). 

라.  어휘 이해력의 차이

다문화환경 아동들과 비교집단 아동들의 어휘이해력의 결과는 <표 - 7>과 같으며, 백분  평균

으로 나타내어 제시하 다.

<표 - 7> 다문화가정 집단과 비교집단 간 어휘이해력 비교

참여자 수a) 평균b) 표 편차 t

다문화집단 47 46.87 32.83
- 5.932***

통제집단 21 91.29 14.36

***p< .001
a)단 : 명, b) 단 : %ile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체 평균 어휘이해력은 46.87%ile (표 편차 32.83)이었으며, 비교집단 

체의 평균 어휘력은 91.29%ile (표 편차 14.36)을 나타내었다. 두 집단 간의 어휘력은 비교집단이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5.932, p < .001).

다문화가정과 비교집단의 언어이해력과 표 력  어휘이해력을 백분 수로 비교하면 

<그림 -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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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점수

<그림-1> 언어표 ․이해  어휘력에서 두 집단의 백분  비교 

2. 어머니의 출신나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비교

농 지역 다문화가정 집단(일본인 집단, 필리핀 집단, 기타 집단)  베트남, 태국 등 기타 집단 

아동 6명을 제외한 41명의 아동을 어머니의 출신나라에 따라 일본인 어머니집단 아동과 필리핀 어머

니집단으로 나 어서 t검정으로 비교하여 결과를 통합언어연령과 수용  표  평균 백분 로 나타

내었다. 일본과 필리핀 집단 아동 41명  생활연령이 만 6세 5개월이 넘어서는 아동 5명은 백분 산

출을 할 수 없어 수용  표 언어 백분 산출에서 제외하 다. 

가.  어머니의 출신나라에 따른 아동들의 통합언어연령 비교 

일본인 어머니집단 아동과 필리핀 어머니집단 아동, 두 집단의 통합언어연령 결과를 <표 - 8>

에 평균 통합언어연령으로 나타내었다.

<표 - 8> 어머니 출신 나라에 따른 통합언어연령 비교

참여자 수
a)

평균
b)

표 편차 t

통    합

언어연령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 22 57.23 11.45
2.497*

필리핀 다문화가정 아동 19 47.16 14.37

*p< .05
a)단 : 명, b) 단 : 개월

일본인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의 평균통합언어연령은 57.23개월(표 편차 11.45), 필리핀 다문화

가정 아동집단은 47.16개월(표 편차 14.37)로 두 집단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 = 2.479,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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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머니의 출신나라에 따른 아동들의 수용언어능력의 비교

일본인 어머니집단 아동과 필리핀 어머니집단, 두 집단 아동들의 언어이해력의 결과를 평균 백

분 로 <표 - 9>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 9> 어머니 출신나라에 따른 수용언어능력의 비교

참여자 수
a)

평균
b)

표 편차 t

수용언어

백분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 18 29.61 28.96
1.519

필리핀 다문화가정 아동 19 16.21 24.62

a)단 : 명, b) 단 : %ile

두 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인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평균 29.61%ile (표 편차 28.96), 필리

핀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은 평균 16.21%ile (표 편차 24.62)로 통계 으로 두 집단 간 수용언어능력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  어머니 출신나라에 따른 아동들의 표 언어능력 비교

일본인 어머니집단 아동과 필리핀 어머니집단 아동, 두 집단의 언어표 력의 결과를 평균 백분

로 <표 -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 10> 어머니 출신나라에 따른 표 언어능력 비교 

참여자 수
a)

평균
b)

표 편차 t

표 언어

백분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 18 24.56 26.17
.694

필리핀 다문화가정 아동 19 18.89 23.44

a)단 : 명, b) 단 : %ile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평균 24.56%ile (표 편차 26.17), 필리핀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은 평균 

18.89%ile (표 편차 23.44)로 통계 으로 두 집단 간 표 언어능력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라.  어머니의 출신나라에 따른 아동들의 어휘이해력 비교

두 집단의 어휘이해력의 결과를 평균 백분 로 <표 - 11>과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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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1> 어머니의 출신나라에 따른 어휘이해력 비교

참여자 수
a)

평균
b) 표 편차 t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 22 44.27 30.44
.241

필리핀 다문화가정 아동 19 41.84 34.07

a)단 : 명, b) 단 : %ile

일본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평균 44.27%ile (표 편차 30.44), 필리핀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은 평

균 41.84%ile (표 편차 34.07)로 통계 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본인 다문화가정, 필리핀 다문화가정, 비교집단의 세 집단의 언어이해력과 표 력  어휘이

해력을 백분 수로 비교하여 <그림 -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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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일본 다문화집단, 필리핀 다문화집단, 비교집단의 백분  비교

Ⅳ. 논의  결론

1.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농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비교집단 아동들보다 통합언어연령, 언어표 , 언어이해  어

휘이해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수용언어능력에서 약 27%ile의 

평균 백분 를 보인 반면에 비교 집단 아동들은 약 80%ile의 백분 를 나타내었다. 표 언어에서는 

비교집단이 약 74%ile의 백분 를 보인 반면에 다문화집단은 24%ile 정도의 성취를 보여주었다. 이해

와 표 을 포함하는 통합언어연령에서는 다문화 집단이 평균 53개월, 비교집단이 평균 64개월의 성취

를 나타내어 다문화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하여 평균 약 1년 정도 차이가 있었다.  어휘이해력에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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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집단이 평균 91%ile, 다문화집단은 평균 47%ile의 백분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농

지역 다문화가정의 언어환경이 아동들의 언어습득에 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평가결과를 PRES의 검사결과 해석을 기 으로 보면, 체 다문화가정 아

동 47명  9명이 통합언어에서 약간의 언어발달지체에 해당하며, 언어발달장애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5명이다. 이를 수용언어와 표 언어로 나 어 살펴보면, 수용언어에서는 9명의 아동이 약간의 언어발

달지체 집단에 해당되며, 4명의 아동이 언어발달장애에 해당되었다. 표 언어에서는 11명의 아동들이 

약간의 표 언어지체, 7명의 아동들이 표 언어장애에 해당되었다. 체로 아동들의 언어능력이 수용

언어에서 나은 성취정도를 보이기는 하나, 부분의 아동들이 수용과 표  두 가지 역 모두에서 문

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험집단 체 다문화가정 아동들 47명  약 23%의 아동이 약간의 언어발달

지체를, 약 10%의 아동이 언어발달장애에 해당될 만큼의 언어발달에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이해력과 표 에서 래보다 더 낮은 언어수행력을 보

인다는 정은희(2004), 박지윤(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정은희(2004)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

동들이 언어 표 력과 이해력 모두에서 래에 비하여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자발화 표집을 통한 언어표

에 있어서 체 실험집단 아동들의 68%가 표 언어 지체 가능성을 보인다고 하 다. 박지윤(200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래집단 아동들보다 표 언어에서 수행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6세 

아동들이 표 언어에서 언어발달지체나 언어발달 장애집단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 다고 하 다.

어휘이해력에서도 다문화가정 집단이 약 47%ile의 백분 를 나타내어 비교집단 아동들의 평균 

91%ile의 백분 수와 비교하 을 때 두 집단 간 어휘이해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어휘이해력 평가에

서 다문화가정 아동들  약 34%인 16명의 아동이 20%ile 이하의 백분 수를 나타내었다. 이  3명은 

1%ile 이하의 백분  성취를 보여주었고 다문화집단 안에서도 개인차가 많았다.  이에 반해 비교집단은  

2명의 아동을 제외하고는 체 으로 유사하게 높은 성취정도를 나타내었다. 박상희(2006)의 연구에

서도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평균 어휘이해력이 39%ile을 나타내어 결과가 유사하 다. P ez, Tabors ＆ 

Lŏpez (200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이 언어환경 아동들이 어휘평가에서 단일언어사용 아동들보

다 -2 표 편차 아래에 있었으며, 아동들이 유아원을 마칠 때까지 어휘 수 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

다. Mennen ＆ Stansfield (2006)의 다문화 환경 아동들의 언어치료 실태조사에서 언어치료 의뢰의 

문제나 아동 발견 문제 등을 고려하면 실제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의뢰 상자가 될 수 있음을 지 하

다. 한 낮은 사회경제  지 의 다문화 이 언어환경이 아동기의 언어습득에 향을  수 있고 

이러한 아동기의 구어 언어능력이 학령기의 읽기와 쓰기 등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 다(August ＆ Shanaham, 2006; Lonigan, 2003). 우리나라 농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  다수가 어머니로부터 언어발달에 필요한 직 인 언어 입력이 부족하며, 사회경제 수

이 낮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습득에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다문화환경 아동들의 언어평가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언어평가 방법상의 문제에 한 것이다. 이 부분에 하여 연구자들은 다문화 환경 아동들의 낮은 언

어성 수는 언어성 검사 방법상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 다(Gathercole, 2002). 다문화환경 아동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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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다른 언어에서 같은 개념을 학습하기보다는 두 개의 다른 언어에 교차해서 독특한 언어를 배

운다고 보고하고 있다(Pearson, Fernandez & Oller, 1992). 그 결과로 단지 하나의 언어만을 평가하는 

것은 진정한 아동들의 언어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하 으며, 임상가들에게 언어장애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 다(Genesee, Paradise & Crago, 2004).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평가는 문

화 , 언어  특징에 한 평가도구와 차로 평가할 것과(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05), 다문화환경 아동들의 언어차이(language differences) 문제를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s)로 잘못 단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Winter, 1999) 평가 상 아동들이 사회 문화  배

경과 련되었을 이런 문제 한 신 하게 함께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 지역 다문

화환경 아동들의 언어평가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신 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 우리나라 농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고찰한 다른 나라 다문화 이 언어환경은 동일한 환

경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조건으로 서 (2006)은 국제결혼가

정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가정  그 자녀, 새터민 가정  그 자녀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첫 번째 유형, 즉 국제결혼가정  그 자녀들이다. 2007년 경상북도 결혼이민

자 가족 실태조사와 정책 과제를 근거로 볼 때 농 지역 다문화가정은 보수 인 지역특성, 결혼과정, 

가부장  가족생활, 지역  근성, 사회경제  수  등에 따라 도시지역 다문화 가정과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언어습득이 아동들의 사회경제 문화  환경과 하게 련이 되어 있

다고 볼 때 농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한 아동들의 사회경제  환경에서 배제시켜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문화가정이 속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다문화가정 언어환경에 한 

보다 구체 인 정의가 필요한 시 이 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상자 수 제한으로 인하여 농 지역 

다문화 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다문화 환경 아동들의 언어특성과 다문화환경으로 인하여 언

어발달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하여 다양한 에서 심을 가질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2.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어머니의 출신나라에 따른 언어특성 비교

농 지역 필리핀 다문화환경 아동집단과 일본인 다문화가정 아동집단을 비교한 결과 통합언어

연령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백분  수를 근거로 한 언어이해력, 표 력  

어휘이해력 모두에서 두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은 어머니의 평균연령과 결혼기간 외 교육수 , 직업, 월소득 등 사회경제  측면에서 

유사한 집단이다. 일본인 다문화집단이 통합언어연령에서 필리핀 다문화집단보다 더 나은 수행력을 보

이는 근거를 몇 가지 요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두 집단 어머니의 결혼기간을 비교하여 보면, 

일본인 어머니집단의 평균 결혼기간이 약 10년이고 필리핀 어머니 집단은 약 7년이다. 부모의 언어입

력패턴이 아동 언어에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De Houwer, 2004)를 볼 때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긴 만큼 어머니들의 더 나은 한국어능력이 아동들의 이해, 표 력에 정 인 결과를 주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본인 어머니집단이 단일언어사용자인 반면 필리핀 집단 어머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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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이 따갈로그와 어 이 언어사용자이므로 이러한 어머니의 이 언어 자체가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 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측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평가를 한 가정의 를 들자면, 삼남매를 

둔 필리핀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따갈로그와 어 이 언어사용자 다. 이 가정의 삼남매 모두 어와 

한국어, 따갈로그를 어느 정도 사용가능하 으나, 한국어 이해와 표 능력은 삼남매  막내와 둘째는 

평가 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여 평가불능 상태 으며, 첫째 아동의 경우에는 생활연령에 비하여 낮

은 한국어 수행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체 으로 필리핀 아동들이 어머니의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노출된 어머니의 언어자체도 이 언어이어서, 아동들은 한국어와 

따갈로그, 어 세 가지 언어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언어환경이 아동기의 언어발달에 정 이

든 부정 이든 향을 다고 볼 때 이러한 언어환경의 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체 인 평가 내용에서도 두 집단은 약간 다른 특성을 보 다. 22명의 일본 다문화집단 아동 

 통합언어연령에서 2년 정도 차이를 보이는 아동은 1명인데 비하여 21명의 필리핀 다문화집단에서

는 4명의 아동이 2년 정도 언어발달차이를 나타내었다. 수용언어에서도 일본 다문화집단 아동   

10%ile 이하의 성취를 보이는 아동이 7명인데 비하여 필리핀 다문화아동들은 11명의 아동들의 

10%ile 이하의 성취를 보 으며 이  6명은 1%ile 이하의 성취를 나타내었다. 표 언어 백분 에서

도 일본 다문화집단은 10%ile 이하가 8명인데 비하여 필리핀 집단은 11명이었으며, 이  1%ile 이

하가 6명이었다. 이는 필리핀 다문화집단 아동들이 집단 내에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백분 수를 볼 때 어머니의 언어환경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각각 다문화집단의 언어특성을 보다 잘 악하기 해서 각 어머니 언어에 한 이해가 선행되

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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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guag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Sang-Shim Hwanga,§, Ok-Ran Jeongb

aDepartment of Speech Rehabilitation, Catholic Sangji College, Andong, Korea
bDepartment of Rehabilit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It is expected that children from a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 
will have different language abilities to children from a culturally uniform family environment 
because of the exposure of the former to different language environments. This study compared 
languag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groups (experimental group: Japanese, 
Philippines, and others; n = 47) to those of Korean children (control group). The major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subjects were from the Philippines and Japan. Methods: To evaluate the speech 
and language abilities of the children, two standardized tests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and Picture Vocabulary Test) were used. Performances were analyzed by the “t” 
test procedure. Result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eech and 
language performance between the culturally diverse environ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Second, whe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mother was taken into accoun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ntiles.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 language abilities of children from a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 are 
different from those from a culturally uniform family environment. Future studies examining the 
specific linguistic characteristics within each cultural group are warrante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8;13;174-192)

Key Words: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 bilingual, bilingual environment, languag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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