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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복․심 섭․신문자. 취학  이 언어아동의 비유창성 특성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007. 제12권, 제2

호, 296-316. 배경  목 : 4～6세 이 언어아동(14명)을 상으로 한국어와 어 상황에서 총비유

창성 빈도  유형별 빈도를 산출하여 단일언어아동 자료와 비교하고자 하 다. 방법: 만 4～6

세의 총 28명(한국어- 어 이 언어아동 14명,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한국어 단일언어아동 14명)

을 상으로 하여 놀이상황  과제상황에서 총비유창성 빈도, 비유창성 유형을 살펴보았다. 결과: 

첫째, 총비유창성 평균빈도는 단일언어아동보다 이 언어아동에서 3배 이상 차이를 보여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정상  비유창성 빈도 역시 이 언어아동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

며 유형별로는 간투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놀이상황보다 과제상황에서 비유창성이 높게 나타

났다. 둘째, 이 언어아동의 우세언어, 비우세언어에 따른 결과는 비우세언어에서 비유창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우세언어에서도 비유창성이 정상 기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 비유창성 유형

은 우세언어, 비우세언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정상  비유창성인 간투사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표 언어검사 수가 높을수록 비유창성 빈도가 게 나타났으며, 생활연령, 제2언어 노출 

연령이 어릴수록 비유창성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논의  결론: 이 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의 

비유창성 특성을 구분짓는 질 , 양  차이는 비유창성 유형에 따른 빈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비우세언어에서 찰된 비유창성은, 언어능력이 비유창성에 향을 주며 이 언어아동이 언어에 

숙달된 정도가 비유창성에 요한 요소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이 언어, 우세언어, 총비유창성 빈도, 비유창성 유형, 정상 비유창성, 비정상 비유창성

Ⅰ. 서 론

세계 모든 나라에는 어도 하나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둘 이상의 공용어를 채택한 

나라도 있어 재 6,500 종류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세계화, 국가간 교류 증가 등으로 

이 언어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기 어교육, 조기유학에 한 수요가 증함에 따라 

국내에는 물론 국외에도 한국어- 어 는 한국어- 국어를 구사하는 이 언어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1)본 논문은 제1 자의 석사학 논문(2005)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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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한 개인이 하나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가 그만큼 힘을 갖게 되어 이 언어사용이 권장되기도 한다. 이 언어아동이 

단일언어아동에 비해 상 언어기술이 더 뛰어나며(Bialystok, 2001), 다양한 구조  지능과 사고의 

유연함을 보인다는 연구 보고가 있지만(Peal & Lambert, 1962), 이 언어 환경이 아동 인지  언어

발달에 부정 인 향을 주어 언어발달지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Nicoladis & Genesee, 1997). 특히 

모국어 능력이 습득되기 에 이 언어에 노출된 경우에는 사회 , 심리 , 학습 , 언어 , 특히 유

창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는 언어문제가 이 언어에서 오는 언

어차이(language difference)인지, 언어장애(language disorder)인지에 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기

도 한다(Yim & Shin, 2001). 그러나 아직 이들에 한 진단도구, 특성 연구들이 부족한 것이 문제

으로 남아 있다.

이 언어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치료사가 이 언어를 사용하는 말더듬 아동을 만날 가능성

도 높아졌으며, 이 언어 말더듬 아동만의 독특한 문제나 질문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언어치료사

는 이 언어아동이 말더듬을 보일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유창성의 유형과 빈도가 정상아동과 같은

지 혹은 다른지를 별하기 해서는 정상 이 언어아동의 비유창성 특성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들의 올바른 단을 해서는 제2언어 습득시기  언어능숙도(proficiency)가 고려되어야 하며, 언

어학  변수인 두 언어의 차이로 인해 비유창성을 보이는 것인지 말더듬인지를 별할 수 있어야 한

다. 한, 이 언어아동의 말더듬 평가는 문화와 언어 문제, 다양한 언어능숙도를 반 하는 상태를 

별하는 동 인 차이므로 두 언어 상황에서 비유창성 유형이나 분포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말더듬은 말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고 말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 상으로 주로 2～5세 사이에

서 발생하는데, 이는 다단어 발화가 시작되는 언어발달시기와 병행하여 나타나며 언어능숙도는 말더

듬에 향을 주는 요인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이 언어사용자는 두 언어의 능숙도가 낮은 제2언

어 노출 기 시 에 말더듬 발생 험이 높으며(Borsel, Maes & Foulon (2001)에서 재인용),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말더듬 출 율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Eisenson, 1984; Karniol, 1992; Mattes & 

Omark, 1991; Travis et al., 1937). 이러한 사실은 Starkweather (1987)의 능력-요구불균형이론에 따

르면 말더듬은 외부  압력이나 요구가 아동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넘어설 때 발생한다고 하 는데 

이 언어아동은 두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데서 부담이 가 될 수 있고 아동의 능력을 과하는 상

황을 더 많이 제공하여 이에 따른 말더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언어아동의 말더듬 시작과 제2언어 습득연령 계에 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Travis, 

Johnson & Shoven (1937)은 이 언어 말더듬아동의 26%에서 말더듬 시작연령과 제2언어 노출시 간

에 일치를 보여 이 언어 사용이 말더듬 시작과 직 으로 연 되어 있다고 주장하 다. 한, 6세 

이 에 이 언어에 노출된 아동의 말더듬 출 율은 2.16%로 단일언어아동의 1.66%보다 높게 나타났

다고 보고하 다(Stern, 1948). 이 언어 습득단계를 연령별로 구분한 Au-Yeung et al. (2000)은 “

기 이 언어(middle bilingualism: 제2언어를 7～12세 사이에 습득)” 아동들이 “ 기 이 언어(early 

bilingualism: 제2언어를 0～6세 사이에 습득)” 아동이나 “후기 이 언어(late bilingualism: 제2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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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후에 습득)” 아동보다 덜 더듬는다고 보고하여 제2언어에 노출된 시 이 어릴수록 말더듬이 

되기 쉽다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이 이 언어 습득이 0～6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들에게 나타

나는 비유창성이 언어능숙도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비유창성인지, 문제가 되는 말더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 이 필요하다.

두 언어에서 말더듬 출 에 한 연구 결과, 하나의 언어에서만 말을 더듬는 경우는 드물고 

부분 두 언어에서 말을 더듬는다는 보고가 많았다(Jayaram, 1983; Nwokah, 1988; Ratner & Benitez, 

1985).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말더듬 정도는 다르더라도 말더듬 유형과 분포는 비슷하며 언어습득이 

완 하지 않은 경우 특히 말더듬이 나타난다고 하 다(Jankelowitz & Bortz, 1996; Van Riper, 

1982). 따라서 이 언어아동의 두 언어 모두에서 유창성 평가를 하여, 언어에 따른 비유창성 유형이

나 분포, 정도 등을 살펴본다면, 이 언어가 말더듬에 미치는 향이나 상호 계를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서 말더듬을 평가하는 것은 상황에 따른 변화를 보기 해 요하다

(Yaruss, 1997). 45명의 학령 기 아동 연구에서 부모-아동의 상호작용, 놀이, 이야기 다시말하기, 

그림 설명하기 등의 계 상황에서 말더듬 가변성을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난이도가 증가할수록 비

유창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한가지 발화상황에서의 유창성 평가는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있다

고 지 하 다. 따라서 유창성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변화를 보는 것이 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언어아동의 말더듬은 연구자나 언어치료사에게 심이 많고 연

구가 필요한 역이지만 언어능숙도와 말더듬만의 계라기보다는 사회, 문화, 심리, 언어 등의 교차

 연구가 통합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재 한국어- 어 이 언어아동의 말더듬에 

한 기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기존의 외국 자료는 한국어의 특성과 다르므로 임상  효용성

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4～6세 취학  이 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을 상으로 놀이상황  과제

상황 하의 한국어와 어에서 총비유창성빈도  비유창성 유형별 빈도를 분석하여 이 언어아동의 

비유창성을 진단하는 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이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4～6세 아동을 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에 참여

한 아동은 총 28명으로 이 언어아동 14명(남자 11명, 여자 3명), 이 언어아동과 생활연령을 일치시

킨 단일언어아동 14명(남자 9명, 여자 5명)이다. 이 언어아동의 평균연령은 64.3개월(범 : 54～77)

이었으며, 단일언어아동의 평균연령은 64.9개월(범 : 51～76)이었다.



이수복․심 섭․신문자 / 취학  이 언어아동의 비유창성 특성 연구

299

가. 이 언어아동

이 언어아동은 (1) 한국어를 사용하는 부모나 형제와 가정에서 고정 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 언어습득기에 어권 국가에서 최소 1년 이상 생활한 경험이 있으며, (3) 재 어유치원이

나 어학원에 다녀서 고정 으로 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4) 그림어휘력검사(김 태․장혜성․백 정, 

1995)에 의한 한국어 언어발달 연령이 생활연령과 비교하여 6개월 이상 지체되지 않거나,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 (3rd ed.)(이하 PPVT-Ⅲ)에 의한 어 언어발달 연령이 생활연령과 비교

하여 6개월 이상 지체되지 않으며, (5) 부모나 교사에 의해 인지 , 시각 , 청각 , 신체 , 정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을 무작 로 선별하 다. 이 언어아동의 정보는 <표 - 1>과 같다. 

한국 수용어휘  표 어휘 검사(김 태, 2005)를 한국어, 어로 실시하여 더 높은 수를 획

득한 언어를 우세언어로 하 으며, 만약 두 수가 동일할 경우 부모보고를 반 하여 더 능숙한 언

어를 우세언어로 결정하 다. 

<표 - 1> 이 언어아동 집단의 정보  검사수행 결과

번호 성별
생활

연령
출생지

외국거주 

기간 

(개월)

습득 

순서a)

어노출 

시기(연령)

우세 

언어b)

언어발달연령

한국어 어

이해
c)
(세;개월) 표

d)
( 수) 이해

e)
(세;개월) 표

f)
( 수)

B-1 남 4;6 미국 12 한→ 1;0 한 4;6～4;11 55 2;11 36

B-2 남 5;3 한국 12 한→ 4;0 한 6;6～6;11 68 2;8 54

B-3 여 4;10 미국 56 한= 0;0 3;0～3; 5 38 6;10 73

B-4 남 6;1 호주 65 한= 0;0 4;0～4; 5 70 7;8 83

B-5 남 6;5 한국 25 한→ 4;0 5;6～5;11 73 6;1 79

B-6 남 5;7 한국 12 한→ 5;0 한 6;6～6;11 61 3;1 59

B-7 남 6;1 한국 24 한→ 3;0 한 8;6～8;11 86 6;3 86

B-8 남 4;7 한국 45 한→ 1;0 4;0～4; 5 46 2;11 54

B-9 남 5;7 미국 60 한→ 0;0 한 5;0～5; 5 54 3;0 40

B-10 남 4;10 미국 48 한= 0;0 한 4;0～4; 5 36 3;8 30

B-11 여 5;7 한국 26 한→ 3;0 5;0～5; 5 55 5;9 74

B-12 여 5;9 캐나다 57 한→ 4;0 5;6～5;11 60 6;8 68

B-13 남 5;7 한국 41 한= 4;0 4;6～4;11 34 5;2 59

B-14 남 5;0 캐나다 48 한→ 4;0 4;6～4;11 46 4;5 58

평균 - 5;4 - 38 - 2;4 - - 56 - 61

a)습득순서: ㄱ) 한= : 한 , 어 동시 습득, ㄴ) 한→ : 한  습득 후, 어 습득
b)우세언어: 한국어와 어의 한국수용어휘  표 어휘 검사  높은 수를 획득한 언어
c)이해: 그림어휘력 검사의 획득 연령
d)표 : 한국 수용어휘  표 어휘 검사의 한국어 획득 수(4세: 77  만 , 5세: 87  만 , 6세: 96  만 )
e)이해: PPVT-III의 획득 연령
f)표 : 한국 수용어휘  표 어휘 검사의 어 획득 수(4세: 77  만 , 5세: 87  만 , 6세: 96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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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일언어아동

단일언어아동은 (1)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으며 한국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만을 

사용하며, (2) 이 언어아동과 생활연령이 일치하고, (3) 재 일반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4) 그림

어휘력검사(김 태․장혜성․백 정, 1995)에 의한 언어발달 연령이 생활연령과 비교하여 6개월 이

상 지체되지 않으며, (5) 부모나 교사에 의해 인지 , 시각 , 청각 , 신체 , 정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선별하 다. 단일언어아동의 정보는 <표 - 2>와 같다.

<표 - 2> 단일언어아동 집단의 정보  검사수행 결과

번호 성별 생활연령(세;개월)
언어발달연령

이해
a)
(세;개월) 표

b)
( 수)

M-1 남 4; 6 6;6～6;11 71

M-2 남 5; 3 5;0～5; 6 64

M-3 남 4;11 6;6～6;11 71

M-4 남 6; 4 7;0～7; 5 85

M-5 남 6; 3 6;0～6; 5 78

M-6 남 5; 7 6;6～6;11 77

M-7 여 6; 1 6;6～6;11 74

M-8 남 4; 3 7;6～7;11 96

M-9 남 5; 5 6;0～6; 5 72

M-10 남 4; 7 4;0～4; 5 57

M-11 여 5; 6 7;0～7; 5 77

M-12 여 5;11 8;0～8; 5 76

M-13 여 5; 5 8;6～8;11 82

M-14 여 5; 0 5;6～5;11 73

평균 - 5; 5 - 75
a)

이해: 그림어휘력 검사의 획득 연령 
b)

표 : 한국 수용어휘  표 어휘 검사의 한국어 획득 수(4세: 77  만 , 5세: 87  만 , 6세: 96  만 )

2. 연구 차

가. 부모 사례질문지

부모가 사례질문지를 작성한 후, 작성한 내용을 토 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 다. 이 언어 

부모용 사례질문지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 가족 계, 출생지 등), 어사용권 생활기간과 한국 생

활기간, 어사용권에서 공기 (유치원) 교육기간, 이 언어 습득순서, 이 언어 습득환경 조건, 말․

언어문제 유무, 신체발달 문제 유무, 행동 사회  문제 유무, 학업 어려움의 유무, 말․언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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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력의 유무를 알아보았다. 단일언어 부모용 사례질문지에서는 아동 개인정보(가족 계), 출생  

신체발달, 언어  정서, 행동발달 등에 한 정보를 조사하 다. 두 그룹 모두, 부모가 아동의 말더

듬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말더듬 시작과 유형, 부수행동 등에 한 질문을 하 으나 말더듬 증상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는 없었다. 

나. 자발화 수집

모든 상아동의 경우 연구과제를 실시하기 , 언어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가 상자 선정기

에서 벗어나는 경우 검사를 단하 다. 선정기 을 통과한 아동들은 놀이상황(한국어: ‘동물원놀이’,  

어: ‘아이스크림놀이’ 장난감 사용)과 과제상황(한국어: 라다이스-유창성 검사 정경화그림, 어: 

Mapping the Town 그림)에서 각각 300음  이상의 자발화를 수집하 다. 이 언어아동의 경우, 한

국어로 놀이상황, 과제상황에서 각각 최소 300음  이상 발화를 수집한 후, 5분 정도 휴식 후, 어

로도 최소 300음  이상 발화를 수집하 다. 단일언어아동의 경우, 한국어로만 놀이상황, 과제상황에

서 각각 최소 300음  이상 발화를 수집하 다. 평가는 조용한 방에서 개별 으로 실시하 고 발화

는 비디오(캐논 650)  오디오(아이리버 IFP-390T)로 녹화  녹음되었다. 수집된 발화는 즉시 

사하여 정확성을 기했다.

다. 비유창성 유형 정의  빈도산출

비유창성 유형은 라다이스-유창성 검사(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심 섭․

신문자․이은주, 2004)의 분류를 따라, 정상  비유창성(normal disfluencies)과 비정상  비유창성

(abnormal disfluencies)으로 나 었다. 비유창성 분류방식과 정의는 <표 - 3>과 같다. 

비유창성 유형별 빈도 산출은 각 과제마다 수집한 300음  발화 , 처음과 마지막 50음 을 

제외한 200음  발화를 분석하여 산출하 다. 

라. 자료의 통계  처리

이 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의 한국어 제시상황(놀이상황, 과제상황)에 따른 총비유창성 빈도, 비

유창성 유형별 빈도의 차이는 SPSS 12.0 로그램에서 각각 일요인 분산분석(One-way ANOVA), 반복측

정을 통한 이요인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two-way ANOVA)을 실행하여 분석하 고, 이 언어아동

의 우세언어에 따른 비유창성 유형별 빈도의 차이는 비모수검증인 Mann-Whitney, Kruskal-Wallis 검정

을 실시해 분석하 다. 한, 다양한 변인인 표 언어검사 수, 제2언어 노출 연령, 외국거주기간과 이

언어아동의 비유창성 사이의 상 계는 Pearson 상 계수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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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뢰도

신뢰도는 언어치료사 1  자격증을 소지하고 말더듬 평가 경험이 많은 2명의 언어치료사에 의

해 산출하 다. 체 아동의 20%를 상으로 신뢰도를 산출하 다. 2명의 언어치료사에게 비유창성 

유형  빈도에 해 설명한 후, 1명에게는 이 언어아동 20%의 발화수집자료를 주고, 1명에게는 단

일언어아동의 20%의 발화수집자료를 주어 비유창성 유형별 빈도를 분석하도록 하 다. 녹음자료는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다시 보게 하 고 신뢰도 측정은 비유창성 유형, 빈도의 일치도를 측정하 다.

평가자간 신뢰도(%) =
일치한 비유창성 유형(빈도)의 수

× 100
발화에 나타난 비유창성 빈도의 총수

자료 사를 통해 측정한 신뢰도는, 비유창성 유형 신뢰도는 이 언어아동의 경우 89% 으며, 

단일언어아동의 경우 99% 고, 비유창성 빈도 신뢰도는 이 언어아동의 경우 94% 으며, 단일언어

아동의 경우 99% 다.

<표 - 3> 정상   비정상  비유창성의 유형 분류

유형 기호 정의

정상
비유창성

주 (H)
발화 간이나 발화 간에 나타나는 1 ～3  정도의 침묵으로 별다른 질  
양상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간투사(I)
의미 달내용과 계없는 낱말이나 구를 말하는 것으로 별다른 질  양상
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미완성 는/그리고 
수정(Urv)

발화나 낱말을 끝맺지 않은 경우, 그리고/ 는 이미 산출한 말의 발음, 낱
말, 통사구조 등을 바꾸어 다시 말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복1(R1)
다음 낱말이나 구, 어  등을 1～2회 반복하되, 별다른 질  양상이 동반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비정상  
비유창성

주 -비정상 (Ha)
주 함이 3  이상 지속되거나 시각  긴장과 같은 질  양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간투사-비정상 (Ia)
간투사를 3회 이상 반복하거나 간투사를 말할 때 시각  긴장과 같은 질  
양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완성 는/그리고 
수정-비정상 (URa)

미완성 그리고/ 는 수정이 연속 으로 일어나거나, 시각  긴장과 같은 
질  양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복1-비정상 (R1a)
다음 낱말, 구, 어  등이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긴장 등을 동반하여 나타나
는 경우를 말한다.

반복2(R2)
낱말보다 작은 단 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복을 포함한다. 음소, 음 부분, 
음 , 낱말부분, 1음  낱말의 반복이 이에 속한다.

비운율  
발성(DP)

막힘(B) 연장(소리와 공기의 흐름은 유지되나 조음기 의 운동이 멈추는 것), 막힘
(공기 는 목소리의 흐름  조음기 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으로 특히 
후두의 부 한 근육 움직임이 동반), 깨진 낱말(broken word: 낱말 내에
서 나타나는 멈춤)을 포함한다.연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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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한국어에서 이 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의 비유창성 차이

가. 총비유창성 빈도의 집단간 차이

한국어 놀이상황  과제상황의 각각 200음 (총 400음 ) 발화에 나타난 이 언어아동과 단

일언어아동의 총비유창성 평균빈도에 따른 기술통계는 <표 - 4>와 같다.

<표 - 4> 한국어(총 400음 )에서 이 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의 총비유창성 평균빈도

집단
이 언어아동(n=14) 단일언어아동(n=14)

M SD M SD

한국어 상황 30.0 13.5 7.1 6.0

이 언어아동은 총비유창성의 평균빈도가 30.0회, 단일언어아동은 7.1회로 이 언어아동의 평

균빈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 언어아동의 우세언어에서의 수치와 비교해도 

단일언어아동의 수치가 게 나타났다.

<그림- 1> 한국어(400음 )에서 이 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의 총비유창성 평균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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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 5> 참조), 아동집단간에 총비유창성의 평균빈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26) = 32.712, p < .001). 따라서 총비유창성의 빈도는 

이 언어아동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 5> 아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른 총비유창성 평균빈도의 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집단간

집단 3566.286 1 3566.286 32.712 .000

오차(집단) 2834.571 26  109.022

나. 정상   비정상  비유창성 평균빈도의 집단간 차이

(1) 아동집단과 제시상황에 따른 정상  비유창성 평균빈도

한국어 놀이상황, 과제상황에서 나타난 정상  비유창성의 아동 집단간 평균은 <표 - 6>과 같다. 

<표 - 6> 아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른 정상  비유창성의 평균빈도

집단
이 언어아동(n=14) 단일언어아동(n=14)

M SD M SD

한국어 놀이상황 9.4 5.6 2.9 2.7

한국어 과제상황 12.6 7.4 4.0 3.5

이 언어아동이 단일언어아동보다 한국어 놀이상황, 과제상황 모두에서 정상  비유창성의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유창성 유형은 두 그룹 모두 간투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복측정을 통

한 이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 7> 참조), 아동집단(F(1, 26) = 20.079, p < .001)과 제시상황

(F(1, 26) = 66.446, p = .035)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  비유창성이 이

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 집단간, 놀이상황과 과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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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7> 아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른 정상  비유창성의 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집단간

집단  795.018  1 795.018 20.079 .000

오차(집단) 1029.464 26  39.595

집단내

제시상황   66.446  1  55.446  4.938 .035

제시상황×아동집단   17.161  1  17.161  1.275 .269

오차(제시상황)  349.893 26  13.457

(2) 아동집단과 제시상황에 따른 비정상  비유창성 평균빈도

한국어 놀이상황, 과제상황에서 나타난 비정상  비유창성의 아동 집단간 평균은 <표 - 8>과 

같다. 

<표 - 8> 아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른 비정상  비유창성의 평균빈도

집단
이 언어아동(n=14) 단일언어아동(n=14)

M SD M SD

한국어 놀이상황 2.6 2.5 0.1 0.3

한국어 과제상황 5.1 3.5 0.1 0.4

이 언어아동이 단일언어아동보다 한국어 놀이상황, 과제상황 모두에서 비정상  비유창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유창성 유형은 이 언어아동은 막힘, 반복2 순으로, 단일언어아동은 

반복2, 막힘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복측정을 통한 이요인 분산분석를 실시한 결과는(<표 - 9> 

참조), 아동집단과 제시상황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1, 26) = 7.005, p < .014). 단일언

어아동이 놀이상황과 과제상황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단일언어아동이 이 언어아동에 

비해 한국어 놀이상황(M = 0.1, SD = 0.3)과 과제상황(M = 0.1, SD = 0.4) 모두에서 비정상  비유창성

이 유사한 정도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이 언어아동은 한국어 놀이상황(M = 2.6, SD = 2.5)보다 과

제상황(M = 5.1, SD = 3.5)에서 비정상  비유창성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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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9> 아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른 비정상  비유창성의 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집단간

집단 196.875  1 196.875 30.003 .000

오차(집단) 170.607 26   6.562

집단내

제시상황  21.875  1  21.875  7.880 .009

제시상황×아동집단  19.446  1  19.446  7.005 .014

오차(제시상황)  72.179 26   2.776

2. 우세언어  비우세언어에 따른 비유창성 차이 

가. 우세언어  제시상황에 따른 정상  비유창성 평균빈도

한국어가 우세언어인 6명의 이 언어아동과 어가 우세언어인 8명의 이 언어아동이 우세언

어  제시상황에 따라 나타낸 정상  비유창성의 아동 집단간 평균은 다음과 같다.

<표 - 10> 우세언어  제시상황에 따른 정상  비유창성의 평균빈도

분류
한국어 우세언어아동(n=6) 어 우세언어아동(n=8)

M SD M SD

한국어 놀이상황  6.0  2.6 11.9 6.1

한국어 과제상황  9.2  7.7 15.3 6.4

어 놀이상황 10.8  6.5  7.5 4.5

어 과제상황 16.0 11.9 11.5 3.3

<표 - 10>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 우세언어아동이 어 우세언어아동보다 어상황(놀이상황 

 과제상황)에서는 정상  비유창성의 평균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 우세언어아동이 한

국어 우세언어아동보다 한국어상황(놀이상황  과제상황)에서는 정상  비유창성의 평균빈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간투사 다. 두 그룹의 평균 빈도 분포가 등분산 가정

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비모수 통계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한, 집단내에서 제시상황에 따른 정상  비유창성의 평균빈도 차이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해 Kruskal-Wallis 검정결과, 한국어 우세언어아동(p = .379), 어 우세

언어아동(p = .086) 모두 제시상황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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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세언어  제시상황에 따른 비정상  비유창성 평균빈도

우세언어와 제시상황에 따라 나타난 비정상  비유창성의 아동 집단간 평균은 다음과 같다.

<표 - 11> 우세언어  제시상황에 따른 비정상  비유창성의 평균빈도

분류
한국어 우세언어아동(n=6) 어 우세언어아동(n=8)

M SD M SD

한국어 놀이상황

한국어 과제상황

어 놀이상황

어 과제상황

3.12

4.8

9.3

9.5

 3.4

 4.1

 9.4

11.3

2.3

5.3

2.6

2.1

1.8

3.3

2.8

2.3

<표 - 11>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 우세언어아동은 어 우세언어아동보다 어상황(놀이상황 

 과제상황)에서는 비정상  비유창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 우세언어아동은 한국

어 우세언어아동보다 한국어 놀이상황에서는 비정상  비유창성의 빈도가 낮았고, 한국어 과제상황

에서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어 과제상황에서 어 놀이상황보다 비유창성 빈도가 낮았

다.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반복2 다. 두 그룹의 평균 빈도 분포가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

하여 비모수 통계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 다. 결과는 <표 - 12>와 같다.

<표 - 12> 우세언어  제시상황에 따른 비정상  비유창성의 Mann-Whitney 검정결과

분류 n
비정상  비유창성

u

한국어 놀이상황
한국어 우세언어 6

23.0
어 우세언어 8

한국어 과제상황
한국어 우세언어 6

21.5
어 우세언어 8

어 놀이상황
한국어 우세언어 6

 8.5*
어 우세언어 8

어 과제상황
한국어 우세언어 6

13.0
어 우세언어 8

* p< .05

우세언어집단과 제시상황에 따른 비정상  비유창성을 Mann-Whitney 검정결과, 어놀이상

황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u = 8.5, p < .05), 나머지 제시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 집단내에서 제시상황에 따른 비정상  비유창성의 평균빈도 차이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해 Kruskal-Wallis 검정결과, 한국어 우세언어아동(p = .348), 어 우세

언어아동(p = .173) 모두 제시상황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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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변인과 비유창성과의 상 계

이 언어아동의 생활연령, 표 언어검사 수, 제2언어 노출 연령, 외국거주기간의 평균  표

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 13> 다양한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분류 M SD

생활연령(개월) 64.9  7.1

표 언어검사 수 55.9 15.2

제2언어 노출 연령(개월) 28.3 22.9

외국거주기간(개월) 38.0 19.0

<표 - 13>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생활연령은 평균 64.9개월, 표 언어검사 수는 55.9 , 

제2언어 노출 연령은 28.3개월, 외국거주기간은 38개월로 나타났다. 다양한 변인에 따른 비유창성 빈

도와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 상 계수를 산출하 다. 결과는 <표 - 14>와 같다.

<표 - 14> 다양한 변인들과 비유창성 빈도간의 상 계분석 결과

분류 상 계수

생활연령 - .346**

표 언어검사 수 - .446**

제2언어 노출 연령 - .308**

외국거주기간 - .004** 

** p< .01 

생활연령과 비유창성간에는 - .346의 부  상 계를 보 으며(p < .01), 표 언어검사 수와 

비유창성간에는 - .446의 부  상 계를 보 고(p < .01), 제2언어 노출 연령과 비유창성간에는 

- .308의 부  상 계를 보 다(p < .05). 외국거주기간에 따른 상 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표 언어검사 수가 높을수록 비유창성이 게 나타났으며, 생활연령, 제2언어 노

출 연령이 어릴수록 비유창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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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결론

이 연구의 목 은 4～6세 취학  한국어- 어 이 언어아동과 한국어 단일언어아동을 상으

로, (1) 한국어에서의 놀이상황  과제상황에 따른 이 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총비유창성 빈도와 비유창성 평균빈도,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2) 이 언어아동의 우세언어, 비우세

언어에 따른 비유창성 평균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3) 다양한 변인인 생활연령, 표 언어검사 수, 

제2언어 노출 연령, 외국거주기간과 비유창성과의 상 계를 분석하여, 제2언어 습득이 비유창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와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에서 이 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의 비유창성 평균빈도

가. 총비유창성 평균빈도에 한 연구 결과

한국어 놀이상황  과제상황에서 총비유창성의 평균빈도는 이 언어아동이 단일언어아동보

다 3배 이상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Yairi & Lewis (1984, 희정(2003)에서 재인용)

의 연구에서 유창성장애 아동의 비유창성 빈도가 3.5배 높았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언어아동

의 비유창성 별 기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정상  비유창성과 비정상  비유창성 차이에 한 연구 결과

이 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의 한국어 놀이상황과 과제상황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의 질 , 

양  차이 을 비교하기 해 비유창성 유형을 정상  비유창성과 비정상  비유창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 다. 

정상  비유창성의 경우, 아동집단(F(1, 26) = 20.079, p < .001)과 제시상황(F(1, 26) = 66.446, p = .03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일언어아동보다 이 언어아동에서 정상  비유창성이 많이 나타났

으며, 두 그룹 모두 놀이상황보다 과제상황에서 더 많은 비유창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정상  비유창성의 경우, 단일언어아동집단과 제시상황간(놀이상황, 과제상황)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단일언어아동은 한국어 놀이상황과 과제상황 모두에서 비정상  비유창성이 유사한 정도

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이 언어아동은 두 제시상황에서 모두 비정상  비유창성이 많이 나타났다. 

요약하면, 단일언어아동의 경우 주로 간투사, 반복1, 미완성/수정 등의 정상  비유창성이 

부분을 차지하며 비정상  비유창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이 언어아동의 경우, 단일언어아

동에 비해 정상  비유창성이 3배 이상의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막힘, 반복2 등의 비정상  비유창

성은 체 비유창성에서 20% 이상을 차지하여 단일언어아동의 3% 이내의 비율에 비해서 높은 빈도

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정상  비유창성의 비율이 말더듬 아동의 경우 정상아동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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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라는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두 그룹을 변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Pellowski & 

Conture, 2002).

 이 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의 비유창성 특성을 구분 짓는 질 , 양  차이는 비유창성 빈

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주 , 간투사, 미완성/수정, 반복2, 막힘은 빈도에 있어서는 이 언어아동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  비유창성인 주 , 간투사, 미완성/수정과 비정상  비유창성

인 반복2, 막힘은 이 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간에 질 , 양 인 차이를 보여 두 그룹을 구분 짓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상황(놀이상황, 과제상황)에 따른 분석결과, 두 그룹 모두 놀이상황보다 과제상황에서 비

유창성이 높은 빈도를 보 는데 이는 과제상황에서의 부담감이 비유창성에 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우세언어  비우세언어에 따른 비유창성 유형별 빈도

14명의 이 언어아동을 상으로 실시한 한국 수용어휘  표 어휘 검사 결과에 따라 한국어 

우세언어아동 6명과 어 우세언어아동 8명으로 그룹을 나 었다. 우세언어, 비우세언어에 따른 비

유창성 연구 결과, 두 그룹 모두 비우세언어에서 비유창성이 많이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나타난 정

상  비유창성 유형은 간투사 고 비정상  비유창성 유형은 반복2 다. 간투사가 많이 나타난 이유

는 낱말찾기의 어려움이나 시간지연을 한 략 때문이며, 반복2는 ‘1음 단어 는 낱말부분반복’

이라는 정의로 인해 한국어나 어의 1음  단어( : 사 - a, the, 지시사 - this, that 등)의 반복

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어 우세언어아동은 비우세언어( 어)에서 비유창성이 높게 나타났다. 비우세언어( 어)와 

우세언어(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찰된 비유창성 유형은 정상  비유창성인 간투사 으며, 그 다음

으로 많이 나타난 유형은 주 로 동일한 유형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어 우세언어아동도 비우세

언어(한국어)에서 비유창성이 높게 나타났다. 비우세언어(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찰된 비유창성 유

형은 정상  비유창성인 간투사 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유형은 주 , 막힘이었다. 우세언어

( 어)에서 가장 많이 찰된 비유창성 유형도 간투사 으며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유형은 반복1, 

반복2 다. 

우세언어, 비우세언어에 따른 정상  비유창성과 비정상  비유창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

어 우세언어아동은 약 6 : 4, 어 우세언어아동은 약 8 : 2의 비율을 우세언어, 비우세언어에서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빈도에 있어서는 비우세언어에서 1.5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 다. 이런 결과는 

비우세언어에서 언어  부담감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상이며, 우세언어에서도 어느 정도 비유

창성이 나타난 이유는 이 언어아동의 언어발달이 단일언어아동보다 지체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황혜신․황혜정, 2000). 

놀이상황과 과제상황을 비교했을 때는, 과제상황에서 정상  비유창성과 비정상  비유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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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나타났다. 단, 어 우세언어아동의 경우, 어과제상황보다 어놀이상황에서 비정상  비

유창성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어 우세언어아동의 경우, 어에서 비정상  비유창성의 

빈도가 으로 낮았고 어놀이상황에서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어 우세언어아동, 어 우세언어아동 모두 한국어- 어 두 언어에서 비유창성

이 나타났으며 비유창성 정도는 비우세언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Jankelowitz & Bortz, 1996). 비

유창성 유형은 두 언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공통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정상  비유

창성인 간투사 다. 

두 그룹 모두 비우세언어에서 비유창성이 많이 나타났지만 상자 수가 충분하지 않아 통계 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 다. 그러나 이 결과는 비우세언어에서 더 많은 비유창성을 보인

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여 언어능숙도와 비유창성간에는 상호 계가 있음을 입증하 다(Jankelowitz 

& Bortz, 1996). 

한, 언어  구성의 어려움(Boskis, 1940, Jankelowitz & Bortz (1996)에서 재인용)이나 단어

찾기의 어려움으로 비유창성이 나타난다는 주장처럼 본 연구의 이 언어아동에게서 간투사가 많이 

나타난 주된 이유는 한 단어찾기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양한 변인과 비유창성간의 상 계

이 언어아동의 생활연령, 표 언어검사 수, 제2언어 노출 연령, 외국거주 기간에 따른 비유

창성과의 상 계를 Pearson 상 계수로 측정한 결과, 표 언어검사 수가 높을수록 비유창성이 

게 나타났으며, 생활연령, 제2언어 노출 연령이 어릴수록 비유창성이 높게 나타났다. 외국거주기간

에 따른 상 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언어검사 수와 비유창성과의 부 상 계는 언어습득 단계에 있는 이 언어아동들의 

경우 두 언어에서 이해어휘보다 표 어휘의 수가 훨씬 기 때문에 한 단어찾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유창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과 Au-Yeung et al. (2000)의 연구결과인 제2언어

에 노출된 시 이 어린 아이일수록 말더듬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 다.

4. 의의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언어아동의 특성을 살려 한국어와 어에서 놀이  과제를 실행하 다. 이는 두 언

어로, 다양한 상황하에서 총비유창성 빈도, 비유창성 유형별 빈도를 살펴 으로써 이 언어아동이 

두 언어에서 보이는 비유창성 특성을 악할 수 있었다. 이 언어아동은 두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데서 오는 언어  부담이 가 되어 단일언어아동보다 비유창성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 다. 

Starkweather (1987)의 능력-요구불균형이론에 따르면 말더듬은 외부  압력이나 요구가 아동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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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는 능력을 넘어설 때 발생한다고 한다고 하 다. 이처럼 이 언어아동의 언어  부담이 비유

창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어 노출시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외국어 환경에서 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 인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가 없듯이 

외국어 교육에서는 언제 시작했는가 하는 ‘시작시기’보다는 체 학습시간과 학습의 강도가 요한 

변수라고 한다(이병민, 2006). 따라서 모국어인 한국어가 제 로 정착되지 않은 1～6세 아동들의 조

기 어교육을 시도할 때 아동의 모국어 정착에 어려움을  수 있는 가능성 외에도 비유창성이 증가

할 수도 있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놀이상황보다 과제상황에서 비유창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이 언어  부담감 뿐만 아니라 심리  부담감을 여주어야 아동의 비유창성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둘째, 이 언어아동의 제2언어 노출시기, 한국어와 어의 습득순서, 외국거주기간 등의 다양

한 요인과 비유창성 빈도와는 어느 정도 련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에 한 보

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자료가 더 확보된다면 이 언어아동의 비유

창성과 련 요인과의 상 계에 해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이 언어 말더듬 

아동 하나하나의 특성에 맞는 치료․ 재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언어아동의 말더듬 진단시 언어능숙도와 비유창성간의 향에 한 이해를 바탕으

로 말더듬인지, 언어발달과 련된 비유창성인지를 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 다. 한, 이 언

어 말더듬 평가는 상자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을 평가해야 하며 다양한 의사소통 맥락에서 문제의 

특성과 심리, 사회문화  그리고 언어  변수의 향 등을 악해야 한다. 따라서 언어치료사는 (1) 

상자의 배경정보, 문화정보 등의 환경, (2) 두 언어에서의 상자의 유창성을 포함한 의사소통 기

술, (3) 상자와 상자에게 요한 사람들의 상자에 한 태도 등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언어/다문화의 말더듬 상자를 정확히 평가하기 해서, 언어치료사는 이 언어 

상자에 한 정형화(stereotype) 는 문화에 한 정형화를 주장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문화에 

한 지식과 다(multi)언어평가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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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fluency Characteristics in 
Preschool Bilingual Childre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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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Purpo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disfluency between Korean-English bilingual and Korean monolingual children. Methods:
Twenty-eight children (14 bilinguals, 14 monolinguals with the same chronological age[C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experimental tasks consisted of play situation and task situation. 
Statistical methods of one-way ANOVA and repeated two-way ANOVA were adopted to test 
differences between the bilinguals and the monolinguals, and Mann-Whitney was adopted to test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dominant and the English-dominant bilinguals. Results: Firstly, 
the scores of total disfluency and normal disfluency of the bilingual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monolinguals. The most frequent type of disfluencies was interjection in both groups. 
All showed higher score in the task situation than the play situation. Secondly, the bilinguals showed 
more disfluencies in their non-dominant language. Thirdly, lower CA, younger exposure age to the 
second language, and lower scores of expressive language test  had negative effects on the 
occurrence rate of disfluency. Discussion & Conclusion: Bilingual and monolingual children wer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different each other in scores and types of disfluency. The 
disfluency observed in non-dominant language of the bilinguals indicates that language ability 
influences on their disfluencies and that language proficiency of bilingual is an important factor in 
dysfluent speech.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7;12;29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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