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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학령전 다문화가정 아동이 한국어의 대표적인 문법형태소인 조사를 습득, 발달시

켜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령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조사 산출 능력을 비교하였다. 방법:  학령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각각 2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조사 ‘-를’, 부사격조사/처소 ‘-에서’, 부사격조사/도

구 ‘-(으)로’, 부사격조사/수여 ‘-한테’, 보조사 ‘-도’, ‘-는’, ‘-만’ 산출 능력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격조사 5개의 조합과 보조사 3개의 조합에 대해 각각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격조사 산출의 수행력이 유의하게 낮았으

며, 보조사 산출의 수행력 역시 유의하게 낮았다. 논의 및 결론: 다문화가정 아동은 표준화된 언어 

선별검사에서 정상발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생활연령이 유사한 일반가정 아동

과 비교하여 조사 산출 수행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초기의 문화적, 언어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307-321.

핵심어:  다문화가정, 격조사 산출, 보조사 산출, 문법형태소

Ⅰ. 서 론

한국인 남성과 이주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다

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그와 더불어 자녀들의 수 역

시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아동의 언어 습득이 시작

되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한국어

가 서툴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언어 습득과 

발달을 위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언어습득의 결정적인 시기에 불충분한 한국어 

자극양이나 양육자와 아동 간의 불충분한 상호작용으

로 야기될 수 있는 언어문제는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어 아동기 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

지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

달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최근 몇 년 간 언어의 여

러 하위영역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주로 다

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연

구(오소정․김영태․김영란, 2009; 우현경 외, 2009; 

황상심․정옥란, 2008)나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

하여 언어발달능력을 살펴본 연구들(배소영 외, 2009; 

이수정 외, 2008; 최현욱․황보명, 2009)이 많았으며 

최근 들어 비공식검사나 자발화 분석을 통하여 구문

론, 형태론, 이야기발달에 대한 연구들(박미단, 2009; 

배소영 외, 2010; 송은주, 2010; 유승애, 2009)로 확장

되고 있다. 

언어의 하위 영역인 구문능력의 발달과 문법형태소

의 발달은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단어들을 적절한 문장성분으로 자리잡게 하며, 문

장성분들을 연결하여 보다 긴 문장을 구성하게 해준

다. 따라서 모국어의 기본적인 문법능력이 활발하게 발

달하는 학령기 이전에는 구문발달의 지표가 되는 평균

발화길이나 문법형태소의 발달은 언어발달 정도를 잘 

반영해준다. 학령 전 다문화가정 아동의 구문발달이

나 문법형태소 발달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자발화 분석

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평균발화길이를 일반가

정 아동의 평균발화길이와 비교한 연구(박미단, 2009; 

박지윤, 2007; 정은희, 2004),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

에 따른 평균발화길이의 발달을 살펴본 연구(유승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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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복문 발달 연구(박미단, 2009), 문법형태소의 산

출 연구(박미단, 2009; 송은주, 2010) 등을 들 수 있다. 

연구 결과 학령 전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

동에 비해 평균단어길이가 유의하게 짧았으며 복문사

용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연결어미 산출 빈도가 

저조하였다(박미단, 2009; 송은주, 2010). 그러나 이와  

달리 두 집단의 평균형태소 길이가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박지윤, 2007)도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별 발달과정을 살펴

본 연구에서는 대상아동의 68%에 해당하는 아동이 

언어발달 지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정은희, 

2004), 평균형태소길이는 4세와 6세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하였다(유승애, 2009).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구문발달이나 문법형태소 산

출능력이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발달해 나가지만 대

체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서는 낮은 수행력을 보인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이 동일한 결

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아

동과 유사한 발달을 보여준다는 결과도 보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연구함에 있어서 문

법적인 능력, 특히 그 중에서도 조사 산출능력을 알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사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문법형태소로, 언어발달의 문제를 민감하게 반영해 주

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조사는 대개 체언 뒤에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추가한다. 격조사는 그 앞에 쓰인 체언과 결합하여 문

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등 일정

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준다. 주격조사(‘이/가’)는 조사

가 결합된 체언이 주어의 자격을 갖도록 하며, 목적격

조사(‘를’)는 조사가 결합된 체언이 문장의 목적어가 

되게 한다. 그리고 부사격조사는 문장의 부사어가 되

게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

테’, 장소를 나타내는 ‘에서’, 그리고 도구를 나타내는 

‘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갖는데(이봉원, 2008), ‘도’ 는 ‘역

시’의 의미, ‘만’은 단독의 의미, ‘는’은 ‘대조’를 나타낸

다. 조사가 갖는 이러한 문법적 기능은 한국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순의 자유로움을 갖게 하

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어

의 문법 발달을 연구할 때 아동의 조사 발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는데, 일반아동의 조사발달 과

정을 연구하거나(김수영, 1997; 배소영, 1997; 이승희, 

2002; 조명한, 1982) 언어발달지체 아동, 특히 단순언

어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조사 발달을 비교 연구하였

다(권도하․정분선, 2000; 김은영, 2003; 문현아, 2007; 

박정현, 2002; 황민아, 2003). 연구 결과 대체로 주격조

사와 부사격조사/처소의 산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동일하며 부사격/수여, 부사

격/도구, 목적격조사의 산출은 연구마다 순서가 다소 

다르지만 주격, 부사격/처소 뒤에 산출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보조사 산출은 대체로 ‘도’가 일찍 산출되고 

‘는’, ‘만’은 보다 늦게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

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단순언어장

애아동을 비롯한 다양한 언어발달지체 아동에 대한 연

구에서는 특히 조사를 비롯한 문법형태소 산출에서 지

체되는 아동이 많으며 각 조사마다 수행력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은영, 2003; 이정미, 2001; 황민아, 

2003). 이와같이 문법형태소에 따라 수행력이 다르다

는 것은 단순언어장애아동에 대한 외국 문헌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Dromi, Leonard & Shteiman, 1993; 

Leonard et al., 1992; Normand, Leonard & McGregor, 

1993). 이러한 연구들은 문법형태소 산출이 언어발달

을 민감하게 반영하며, 한국어의 경우 조사 산출을 평

가하는 것은 아동의 언어발달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됨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

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평가에서 공식검사만으로는 정

확한 평가를 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사용한 평가 뿐 아니라 비공식검사를 함께 실

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Bedore & Penã, 

2008; Paul,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 산출에 대해 연

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위에서 살펴본 자발화 분석 

연구들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평균발화길이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므로 조

사 역시 발달하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 외 다문

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이야기 발달에 대한 

비교 연구(배소영 외, 2010)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

반가정 아동에 비해 결속표지 정확률이 유의하게 낮

고 적절한 결속표지 수가 유의하게 적다는 결과를 보고

한 바 있는데, 결속표지에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다문화가정 아

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조사 사용 능력이 부족하리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조사 산출에 대해 직접적으

로 비교한 연구로는 위에서 언급한 박미단(200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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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

반가정 아동의 평균단어길이 비교와 더불어 품사 별 

다른 낱말 수(Number of Different Words: NDW, 

이하 NDW)를 비교하였는데, 조사의 NDW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자발

화 분석을 통하여 아동이 스스로 산출한 조사의 수를 

비교하였으므로 아동이 소유한 조사유형을 모두 이끌

어내기가 어려운 맥락이었으며, 산출된 조사유형에 

대한 체계적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

달 과정에서 비교적 초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격

조사와 보조사 산출능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유도된 산출(elicited expression) 평가 방법을 적용하

였는데, 유도된 산출은 구문이나 문법형태소 산출을 

연구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온 문장 따라말하기 방식의  

제한점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장따라말

하기는 아동이 성인의 문장을 따라말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발화를 해독

하고 심층구조의 규칙들을 적용하여 표면구조로 재생

한다는 변형생성문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장 따

라말하기 과제는 단기기억만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언

어능력이 과대평가 될 수 있고, 실제 문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어능력이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이를 최대한 보완하여 실험과제에 문

맥(contex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절한 그림을 제시하였으며, 단기기억력만을 사용한 

과대평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장구조만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검사자 문항과 아동 문항의 상황과 어휘를 

다르게 제시하여 산출을 유도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선행 연구자들이 문법형태소의 산

출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바 있다(김은영, 2003; 

문현아, 2007; 이승희, 2002; 황민아, 2003).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별검사를 통하여 정

상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다문화가정 아동

이 조사 산출에 있어서도 일반가정 아동과 유사한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정에

서 조사 발달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

순언어장애 아동을 비롯한 언어발달지체 아동에 대한 

연구들은 표준화된 선별검사에서 정상범위에 해당하

는 것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도 준거참조 평가나 질적인  

측면의 평가에서는 지체되는 아동들이 있으며 특히 문

법적인 측면에서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해 주었

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들은 다문화가

정 아동의 언어발달이 이해보다 표현에서 더 지체되며, 

수용언어가 정상범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표현언어

는 지체를 보이는 아동이 많음을 보고하였다(박지윤, 

2007; 정은희, 2004). 특히 표준화된 선별검사를 통하

여 이해와 표현이 모두 정상이라고 평가받은 경우라도  

비공식 검사를 통한 어휘력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

가에서는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

력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전지희․

황민아․정미란, 2011).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과정에

서 문법적인 능력, 특히 그 중에서도 조사 산출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발달 과정에서 비교적 초기에 발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격조사와 보조사 산출능력을 비

교하였다. 언어발달 초기에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

하여 정상범위로 평가받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문법

발달의 대표적인 영역이 되는 조사발달 측면에서도 일

반가정 아동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행력을 보이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사 발달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적 발달초기에 

습득되고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격조사 중 

주격 ‘이/가’, 목적격 ‘를’, 부사격/도구 ‘(으)로’, 부사격/

처소 ‘에서’, 부사격/수여 ‘한테’ 조사의 산출능력과 보

조사 ‘도’, ‘은’, ‘만’ 의 산출능력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행연구(오소정․

김영태․김영란, 2009; 우현경 외, 2009; 황상심․

정옥란, 2008)를 토대로 하여 국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관련변인으로 밝혀진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 아동의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였고 그 

외 언어발달의 중요변인으로 알려진 사회경제적 지위

(Beck, McKeown & Kucan, 2002; Van Steensel, 

2006; Warren-Leubecker & Carter, 1988)를 고려하여 

두 집단 가정의 수입정도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만 4세∼5세 11개월의 학령전기 아동 

40명이 참여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 20명은 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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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통합보육지원센터에 다

니는 아동이었으며 일반아동 20명은 같은 지역의 ○○

시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1) 아버지는 한국인이며 어머

니는 외국인인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아

동으로 (2)출생 직후부터 주된 의사소통 언어가 한국

어이며 (3)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

달 척도(PRES) (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3)로 

측정한 통합언어연령과 생활연령의 차이가 6개월 이

내이며 (4) 교사나 부모의 보고에 의해 청각이나 신

경학적 이상이 없고 정서 및 행동문제가 없는 아동이

었다. 

일반아동은 (1) 다문화가정 아동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2)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대일로 대

응하여 성별이 같고 생활연령이 ±3개월에 속하며 (3)

PRES로 측정한 통합언어연령과 생활연령의 차이가 

6개월 이내이며 (4)교사의 보고에 의해 청각이나 신경

학적 이상이 없고 정서 및 행동문제가 없는 아동이었다. 

두 집단 모두 부모의 월 평균소득이 200∼400만원인 

가정의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는 한국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선정하였고, 국적은 중국(2명), 베트남

(6명), 필리핀(5명), 방글라데시(6명), 네팔(1명)이

었다. 이들의 연령은 25세에서 37세였고 평균연령은 

31.3세였다. 한국 거주기간은 4년 5개월에서 9년 1개

월 범위였으며 평균 6년 3개월이었다. 또한 외국인 복

지센터에서 주 2회 2시간씩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하여 평균 18개월 정도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통합보육지

원센터는 주 5～6일 동안 하루 평균 6시간의 통합보육

을 실시하며, 한국인 보육교사가 다문화가정 아동을 

지도하였고 일반 어린이집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구

성되어 있었다. 센터에는 일반가정의 아동이 함께 이

용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비율

이 4:1이었다. 대부분의 아동은 12개월 이전부터 주 

2회 한국어 교실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따라 부분적으

로 통합보육실을 이용하다가 12개월이 지나면서 차츰 

매일 센터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

에 대한 정보는 <표 -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상아동

집단
인원
(남:여)

연령
평균
(SD)

언어 연령

수용등가
연령평균
(SD)

표 등가
연령평균
(SD)

통합등가
연령평균
(SD)

다문화

가정아동

20명

(13:7)

59.95개월

(6.35)

61.95개월

(6.97)

57.65개월

(6.98)

59.80개월

(6.34)

일반

가정아동

20명

(13:7)

59.70개월

(6.97)

61.90개월

(7.85)

60.10개월

(7.85)

61.00개월

(7.53)

2. 검사 도구 및 절차

선별검사 도구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만 2세 6개

월부터 만 6세 6개월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사 산

출 과제 수행 전에 정상발달을 하는지 확인하고 언어

발달 수준이 비슷한 아동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사용

하였다. 

본 검사는 전체 검사 총점이 46점으로 격조사 34회, 

보조사 12회를 산출하도록 구성되었다. 격조사는 주

격조사 ‘-이/가’ 12회, 목적격 조사 ‘-를’ 10회, 부사격 

조사 12회 평가하였는데, 부사격조사는 도구 ‘-(으)

로’, 처소 ‘-에서’, 수여 ’-한테‘를 각각 4회씩 평가하였

다. 주격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산출을 검사하기 위한 

문항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부사격 조사 12개의 문항 

내에서 평가하였다. 또한 보조사는 ’-도‘, ’-은/는‘, ’-

만‘, 를 각각 4회씩 평가하였는데, 주어 위치와 목적어 

위치에서 각각 2번씩 평가하였다. 따라서 실제과제는 

격조사 산출을 위한 12개의 문항과 보조사 산출을 위

한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본 실험 문항은 24개였

다. 격조사와 보조사 실험문장의 예를 <표 - 2>, <표

- 3>에 제시하였다.

<표- 2> 격조사 실험문항 

목표 조사 검사자 문장 아동 문장

주격, 처소격
오리가 집에서 

청소해요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해요

주격, 목 격, 

처소격

곰이 교실에서 

씨를 써요

돼지가 방에서 

이불을 개요

주격, 여격, 

목 격

아기가 엄마한테 

콜렛을 묻 요

엄마가 아기한테 

우유를 먹여요

주격, 도구격, 

목 격

아빠가 빗으로 

머리를 빗어요

엄마가 가 로 

색종이를 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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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조사 실험문항 

목표 

조사

검사자 문장 아동 문장

제 문장 목표 문장 제 문장 목표 문장

‘은/

는’

(아빠랑 

아기는 

바지를 

어요)

엄마는 

양말을 

어요

(아빠랑 

아기는 

별을 

붙여요)

엄마는 

네모를 

붙여요

‘만’ (오리랑 

돼지는 

그림을 

안 찢어요)

토끼만 

그림을 

찢어요

(엄마랑 

아기는 

신발을 

안 신어요)

아빠만 

신발을 

신어요

‘도’ (돼지가 

안경을 써요)

곰도 안경을 

써요

(토끼가 

목욕을 해요)

오리도 

목욕을 해요

실험 과제 구성은 연습 문항 2개와 본 문항 24개로 

전체 과제는 26개의 문항이었다. 각 문항은 검사자 문

장과 아동 문장으로 나누어 각 문장에 해당하는 그림

을 제시하였으므로 2쌍의 그림과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림은 A4 용지에 좌우로 나누어 왼쪽에는 검사자 문

장에 해당되는 그림을, 오른쪽에는 아동 문장에 해당

되는 그림을 제시하였다. 실험 문장의 어휘는 최은희

(2000)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주어는 친근한 동물이

나 가족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동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로 제작하였다. 그림은 아동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전체 또는 부분 채색을 하였으며 그림

의 예는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전체 실험문항은  

<부록 - 2>, <부록 - 3>에 제시하였다. 

실험은 검사자가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

며, 아동에게 한 쌍의 그림을 제시하여 먼저 왼쪽 그림

에 대해서 검사자가 문장을 말한 후에 오른쪽 그림을 

보고 아동이 문장을 말하도록 하였다. 2개의 연습 문

항을 이용하여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연습한 후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격조사는 각 그림에 대해 검사

자와 아동이 하나의 문장을 산출하였으며, 이와 달리 

보조사 문항은 검사자가 왼쪽 그림에 대한 전제문장

과 목표문장을 말한 후에 오른쪽 그림에 대하여 전제

가 되는 문장은 검사자가 말해주고 목표문장만 아동

이 말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돼지와 곰이 안경을 

쓰는 그림을 보면서 검사자가 “돼지가 안경을 써요. 

곰도 안경을 써요”라고 말한 후에 토끼와 오리가 목욕

하는 그림을 보면서 검사자가 “토끼가 목욕을 해요,

……”라고 말해 주면 아동이 “오리도 목욕을 해요.”라

는 목표 문장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반응이 부

적절할 때에는 검사자 문항을 다시 한 번 들려주었으

며, 어절이 생략되었을 때에는 그림을 지적하여 단서를  

주었다. 아동의 반응은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연구자가  

즉시 기록하였다. 

3. 자료 분석

가. 채점기준

점수는 아동 문장에서 목표하는 조사 각각에 대해 

1점을 부여하여 목표 조사를 산출하는 경우는 1점, 목

표 조사를 산출하지 않거나 무반응인 경우는 오반응

으로 처리하여 0점을 부과하였다. 오반응의 유형은 

<표 - 4>와 같다. 아동이 산출한 문장이 목표문장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목표 조사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주었다. 

<표- 4> 조사 산출의 오반응 유형

오반응 
유형

기 (엄마가 칼로 
사과를 잘라요)

어  

생략

조사가 포함된 어  자체가 

생략된 경우

엄마가 칼로 

잘라요

조사 

생략

조사만 생략된 경우 엄마가 칼로 

사과 잘라요

조사 

치

조사가 다른 조사로 치된 

경우

엄마가 칼로 

사과로 잘라요

조사 

이  

사용

조사가 다른 조사와 결합되어 

사용된 경우(불필요하게 조사

가 첨가된 경우)

엄마가 칼로 

사과이를 잘라요 

기타 조사가 아닌 다른 어휘로 산출

한 경우

엄마가 칼 들고 

사과를 잘라요

나. 신뢰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20%에 해

당하는 8명의 녹음자료를 가지고 연구자와 평가자 1명

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자는 대학원에서 언어

치료를 전공하고 임상경험이 있으며 연구에 대한 내

용을 이해하고 있는 언어치료사였다. 연구자와 평가

자간 일치도를 구하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일치율

은 96%였다. 

다. 자료의 통계분석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이 조사 산출 능

력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격조사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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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각각에 대해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

다. 격조사는 주격, 목적격, 부사격(도구), 부사격(처소), 

부사격(수여)를 종속변인으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여  

격조사 산출에 있어서 두 집단의 수행력의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하였다. 보조사는 ‘도’, ‘는’, ‘만’을 종속변인

으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여 보조사 산출에 있어서 두  

집단의 수행력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Ⅱ. 연구 결과

1. 두 집단의 격조사 산출 비교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격조사 산출의  

수행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 5>에 제시하였으

며 다변량분석 결과는 <표 - 6>에 제시하였다.

<표- 5> 두 집단의 격조사 산출의 기술통계

격조사( 수)

다문화가정 아동(n=20) 일반가정 아동(n=20)

평균
(SD)

정반응율
(%)

평균
(SD)

정반응율
(%)

주격(12 ) 11.35(1.08) 94.5 11.70(0.80) 97.5

목 격(10 ) 7.85(1.78) 78.5 9.25(1.11) 92.5

부사격/도구(4 ) 3.15(1.03) 78.7 3.80(0.52) 95.0

부사격/처소(4 ) 2.95(1.23) 73.7 3.60(0.68) 90.0

부사격/수여(4 ) 1.95(0.99) 48.7 2.85(1.13) 71.2

총 (34 ) 27.03(4.40) 79.5 31.2(3.23) 91.7

<표- 6> 두 집단의 격조사 산출 수행력의 MANOVA 
결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Wilks’ 
Lambda

단변인 F df partial 

집단

주격

.655*

(F(5, 34) =

3.587)

1.340 1/38 .034

목 격 8.835
** 1/38 .189

부사격/

도구
6.235

* 1/38 .141

부사격/

처소
4.253

* 1/38 .101

부사격/

수여
7.076* 1/38 .157

*
p< .05, 

**
p< .01

<표 - 6>의 결과를 보면, 두 집단은 주격, 목적격, 

부사격/도구, 부사격/처소, 부사격/수여 조사 산출의 

선형조합에 대한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Wilks’ Lambda = .655, p< .05, F(5, 34) = 3.587). 

각 변인별로 두 집단의 수행력을 비교하면, 다문화가

정 아동은 주격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 산출에서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2. 두 집단의 보조사 산출 비교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보조사 산출의  

수행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7>에 제시하였으며  

다변량분석 결과는 <표 - 8>에 제시하였다.

<표- 7> 두 집단의 보조사 산출의 기술통계

보조사
( 수)

다문화가정 아동(n=20) 일반가정 아동(n=20)

평균
(SD)

정반응율
(%)

평균
(SD)

정반응율
(%)

도(4 ) 2.10(1.29) 52.5 2.50(1.05) 62.5

은(4 ) 1.40( .75) 35.0 2.20(1.10) 55.0

만(4 ) 1.10( .64) 27.5 1.70( .97) 42.5

총 (12 ) 4.60(1.87) 38.3 6.20(2.14) 51.6

<표- 8> 두 집단의 보조사 산출 수행력의 MANOVA 
결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Wilks’ 
Lambda

단변인 F df partial 

집단

도 .800*

(F(3, 36) =

2.995)

1.152 1/38 .029

은  7.153
* 1/38 .158

만  5.262* 1/38 .122
*p< .05

<표- 8>의 결과를 보면, 두 집단은 보조사 ‘도’, ‘은’, 

‘만’ 조사 산출의 선형조합에 대한 집단의 주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Wilks’ Lambda = .800, p< .05, 

F(3, 36) = 2.995). 각 변인별로 두 집단의 수행력을 비

교하면, 다문화가정 아동은 보조사 ‘도‘를 제외한 보조

사 ‘은’과 ‘만’ 산출에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4～5세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과 

이들과 생활연령 및 언어발달이 유사한 일반가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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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대표적 문법형태소인 조사의 

산출 능력을 비교하였다. 

첫째, 주격 ‘-이/가’, 목적격 ‘-를’, 부사격/처소 ‘-에

서’, 부사격/수여 ‘-한테’, 부사격/도구 ‘-를’ 조사 산출

의 선형조합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령전 다문

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조사유형에 따라 비교해 보면, 주격 

조사를 제외한 모든 격조사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주격 조사는 두 집단의 아동 모두 천정점에  

도달하여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주격 조사

는 조사발달과정에서 일반아동들이 가장 먼저 산출하

는 조사에 속하며(김수영, 1997; 이순형, 2000; 조명한, 

1982), 본 연구 결과에서도 두 집단의 아동 모두 습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적격 조사의 산출은 일반가정 아

동은 90%, 다문화가정 아동은 78%의 정반응을 보여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다

문화가정 아동도 대체로 안정적인 수행력을 지닌 것으

로 나타났다. 부사격 조사에 속하는 도구의 ‘로’, 처소

의 ‘에서’, 수여의 ‘한테’는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

였는데, 일반가정 아동은 ‘로’와 ‘에서’는 90% 이상의 

정반응을 보였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은 70-80% 정도

의 수행력을 보였고, 일반가정 아동이 ‘한테’를 70%를 

상회하는 정반응을 보였음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정반응을 보였다. 부사격 조사는  

그 종류가 많고 쓰임새가 다양하여 주격이나 목적격 조

사에 비해 다소 늦게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조사 산출을 비교한  

연구(이정미, 2002; 황민아, 2003)에 의하면, 부사격 조

사의 산출에서 집단 간 차이가 더 크다고 한 결과에 비

추어 볼 때, 다문화가정의 아동 역시 부사격 조사의 습

득과 사용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의 정반응율의 순서를 비교해보면 두 집단 모두 주격-

부사격/도구-목적격-부사격/처소-부사격/수여의 순

으로 낮아져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

과는 다문화가정 아동 역시 일반아동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조사를 습득하고 발달시켜 감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의 정반응율의 순서는 선행 연구들(권도하․

정분선, 2000; 이순형, 2000)에서 대체로 주격과 부사

격/처소의 산출비율이 앞서고 부사격/도구, 부사격/수

여, 목적격 조사의 산출이 다소 낮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자발화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산출을 유도하

는 방식이었다. 목적격 조사 ‘를’은 부사격조사/처소 

‘에서’에 비해 산출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

데(김수영, 1997; 이순형, 2000) 한국어에서 목적격 조

사는 일상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목

적격 조사에 대한 이해는 더 어린 연령에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산출은 늦은 것으로 해석해왔다. 따라서 일상

적으로 빈번하게 생략하더라도, 본 연구처럼 산출을 요

구하는 상황에서는 산출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

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사격/도구 ‘로’와 목적격 조사 ‘를’의 산

출 비율이 부사격/처소 ‘에서’의 산출비율보다 높았는

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의 특성 상  

도구 ‘로’와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되는 체언을 나타

내는 그림이 구체적인 사물로 제시되어 있어서 수여 

‘한테’나 처소‘에서’에 결합되는 체언을 나타내는 그림

에 비해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유리하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보조사 ‘도’, ‘는’, ‘만’ 산출의 선형조합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령전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

였다. 각 조사를 비교해 보면, ‘도’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도’를 제외한 ‘는’과 ‘만’의 산출능

력은 차이가 유의하였다. 정반응율의 순서는 두 집단

이 모두 동일하게 ‘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는-만’

의 순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도’의 산출이 매우  

이른 것으로 보고한 조명한(1982)의 연구와는 일치하

나 ‘는-도-만’의 순서를 보고한 연구(권도하․정분선, 

2000; 이승희, 2002)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권도하․정분선(2000)의 연구는 자발화를 분석한 것

임에 비해 본 연구는 산출을 유도한 과제였으므로 이

러한 방법 상의 차이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승희(2002)의 연구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

로 산출을 유도하는 과제를 사용하였으나 연구대상이 

3∼6세에 걸쳐 있으므로 연구대상의 차이가 다른 결

과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전

반적으로 보조사에 대한 정반응율이 낮은데, 일반가정  

아동은 40∼60%정도였고, 다문화가정 아동은 25∼

50%정도였으므로 보조사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활

발히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조

사가 가지는 의미 및 통사적 특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5세 이후에도 오류가 지속된다고 한 선행연구(이영옥․

안승신․이영숙, 1982)의 설명에 비추어볼 때, 5세 이

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며 이후의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재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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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적 초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

진 격조사와 보조사 산출 능력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

과, 다문화가정 아동은 생활연령과 언어연령이 유사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격조사와 보조사 산출에서 유의

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어머니의 국내 거

주기간이 평균 6년 이상이었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측면에서 평균 18개월 이상의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조사 산출에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저조한 수행력을 보였다는 사실

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처한 초기 환경의 중요성을 일

깨워준다.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는 한국어 교육을 받

은 기간은 거의 비슷하고 현재 일상적인 대화에 어려움

이 없지만, 연구대상 아동의 영아기 시기의 가정 내 언

어환경은 불충분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가정 어머

니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김선정(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실생활 어휘를 많이 알고 있으

나 상대적으로 문법 지식이 부족하고 문장 오류가 많

은데, 특히 조사를 사용하지 않거나 조사를 잘못 사용

하는 문장이 많으며, 잘못 습득한 표현을 쉽게 고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문화가

정 아동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자극이 어휘적 측면보다  

상대적으로 문법적인 측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불충분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

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한 언어환경이 어휘적 

측면 뿐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정확하고 풍부한 자극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그러한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선별과 모니터링이 

보다 어린 연령에서부터 다양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중언어 아동들은 성인이 이들에 대해 정상적인 발

달을 기대하지 않거나 또는 문제가 확연히 드러날 때까

지 기다리게 되어 단일언어 아동에 비해 과대평가되

거나 혹은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Bedore 

& Peña, 2008). 최근 김영란(2011)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 아동은 사회경제

적 수준이 높은 일반가정 아동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하게 낮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서도 표

현 언어력이 지체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국내 다

문화가정 아동이 처한 불리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기

인하는 언어습득과 발달 상의 어려움 뿐 아니라 다문

화가정이 갖는 문화적, 언어적 환경에서 오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인원이 적고 경기지역의 다

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방법 역시 

산출유도 과제라는 점, 문항 수가 적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더 높은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조사 발달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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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그림 자극  

아빠가 면도기로 수염을 깎아요. 곰이 칫솔로 이를 닦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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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격조사 문항  

번호 검사자 문항 아동 문항 목표 조사

1 오리가 집에서 청소해요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해요 가, 에서

2 아빠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어요 토끼가 운동장에서 공을 차요 가, 에서

3 곰이 교실에서 씨를 써요 돼지가 방에서 이불을 개요 가, 에서, 을

4 곰이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요 오리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요 가, 에서, 를

5 아기가 엄마한테 콜렛을 묻 요 엄마가 아기한테 우유를 먹여요 가, 한테, 를

6 아빠가 엄마한테 물을 뿌려요 엄마가 아기한테 공을 던져요 가, 한테, 를

7 돼지가 곰한테 인형을 자랑해요 오리가 곰한테 사탕을 줘요 가, 한테, 를

8 곰이 토끼한테 옷을 입 요 아빠가 아기한테 신발을 신겨요 가, 한테, 를

9 아빠가 빗으로 머리를 빗어요 엄마가 가 로 색종이를 오려요 가, 로, 를

10 돼지가 빨 로 음료수를 마셔요 토끼가 포크로 빵을 어요 가, 로, 을

11 엄마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요 엄마가 칼로 사과를 잘라요 가, 로, 를

12 아빠가 면도기로 수염을 깎아요 곰이 칫솔로 이를 닦아요 가, 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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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보조사 문항 

번호 검사자 문항 아동 문항 목표조사

1
(아빠랑 아기는 

바지를 어요)

엄마는 

양말을 어요

(아빠랑 아기는 

별을 붙여요)

엄마는 

네모를 붙여요

‘은/는’

2
(아기랑 엄마는 

딸기를 실어요)

아빠는 

바나나를 실어요

(토끼랑 돼지는 

우유를 따라요)

곰은 

주스를 따라요

3
(기린이 배랑 새는 

안 어요)

기린이 

비행기는 어요

(토끼가 귤이랑 

사과는 안 따요)

토끼가 

포도는 따요

4
(아빠가 

책은 안 요)

아빠가 

신문은 요

(아기가 요구르트는 

안 먹어요)

아기가 

콜라는 먹어요

5
(오리랑 돼지는 

그림을 안 찢어요)

토끼만 

그림을 찢어요

(엄마랑 아기는 

신발을 안 신어요)

아빠만 

신발을 신어요

‘만’

6
(엄마랑 아빠는 

옷을 안 벗어요)

아기만 

옷을 벗어요

(엄마랑 아빠는 

우산을 안 펴요)

아기만 

우산을 펴요

7
(기린이 가방이랑 

배낭을 들어요)

곰이 

지갑만 들어요

(아빠가 바지랑 

티셔츠를 입어요)

아기가 

팬티만 입어요 

8
(오리가 시랑 

수 를 담아요)

토끼가 

컵만 담아요

(곰이 꽃이랑 

나비를 색칠해요)

돼지가 

나무만 색칠해요

9
(돼지가 

안경을 써요)

곰도 

안경을 써요

(토끼가 

목욕을 해요)

오리도 

목욕을 해요

‘도’

10
(아기가 

잠을 자요)

엄마도 

잠을 자요

(아빠가 

풍선을 불어요) 

엄마도 

풍선을 불어요

11
(아기가 

고양이를 안아요)

아기가 

강아지도 안아요

(엄마가 

자동차를 그려요)

엄마가 

집도 그려요

12
(아빠가 

종이를 버려요)

아빠가 

빈병도 버려요

(아기가 

개구리를 넣어요)

아기가 

물고기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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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In the present study, the production of case particles and semantic 
particle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MCF) and non-multicultural families (NMF) 
was investigated. Methods: Forty children aged 4 to 5 years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20 children from MCF and 20 children from NMF. The children were of the same chronological
age and language age according to the standardized screening test. Twenty-four pairs of pictures
were used to elicit five types of predetermined case particles, ‘i/ga’, ‘lul’, ‘ro’, ‘eseo’ ‘hante,’ and 
three semantic particles, ‘do’, ‘nun’, ‘man.’ The two pictures of a pair were designed to elicit two
sentences with the same structure. After the investigator described one picture of a pair, the 
children were asked to describe the other. For the data analysis, two multivariate analyses of 
variance (MANOVA) were performed to explore group differences across the five case particles
and three semantic particles. Results: The MANOVA of the five case particles revealed a significant
effect between groups, with the children from MCF showing inferior performance for the 
combined dependent variables than the children from NMF, while the MANOVA of the three 
semantic particles revealed a significant effect between groups, with the children from MCF 
showing inferior performance for the combined dependent variables than the children from 
NMF. Discussion & Conclusion: The children from MCF produced fewer case particles and 
semantic particles than the children from NMF, although they showed similar scores on the 
standardized test. Implications for cultural factors unique to MCF are discussed in the present 
stud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307-321)

Key Word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production of case particles, production 
of semantic particles, grammatical morp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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