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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Culturally diverse family in Korea usually refers to a family consisting of a mar-
ried Korean citizen and a foreign spouse. Despite the rapid increase of culturally diverse 
families and acknowledgement of the limited linguistic stimuli for children in those popu-
lations, few studies have demonstrated proper research evidence for evaluation and inter-
vention in various language-related areas. Morphological awareness has been recognized 
as a critical metalinguistic skill relevant to vocabulary acquisition and literacy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of linguistic competence to mor-
phological awareness of connective endings, one of the unique bound morphemes in Ko-
rean, in school-aged Korean-speaking children.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38 lower 
grade children (1st and 2nd grade) and 40 upper grade children (3rd and 4th grade) from 
three groups: typical children from non-culturally diverse families (TND), typical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ies (TCD) which are language-matched with TND, and lan-
guage impaired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ies (LC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morphological awareness appeared between TCD and 
TND in lower grades, but was not found in upper grades. LCD, however, consistently per-
formed lower than TND on the morphological awareness test in both grade levels. Although 
positive growth in morphological awareness across grades appeared in each of the three 
groups, LCD remained far below TCD and TND.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revealed 
that cultural background made a contribution to morphological awareness during the ini-
tial period of school years, but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morphological aware-
ness and linguistic competence lasted even through the late school years. 

Keywords: Connective endings, Morphological awareness, Culturally diverse, School-aged 
children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의 비율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

하면서 우리나라는 점차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2007년 142,015

명에서 2015년 305,44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와 함께 만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도 약 4.5배 증가하였다는 행정안전부(Min-

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5)의 다문화가족 인구조사 결과

로도 알 수 있다.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경험하는 학업상의 어려움이나 높은 중도 탈락률, 또래 집단에서 

경험하는 소외나 정서적 문제 등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데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언어적 지원의 결핍을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Brice & Montgomery, 1996; Jeong, Kim, & Park, 

2012; Kim & Lee, 2016; Kouider, Koglin, & Petermann, 2015). 언어

적 및 문화적 환경의 측면에서 서구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중언어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으며(Goldstein, Fabiano, & 

Washington, 2005; Zhang, Koda, & Leong, 2016), 외국인 가정뿐 

아니라 국제결혼 사례가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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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아동의 이중언어습득을 지원하는 정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지역사회 및 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

창한 한국어를 습득할 필요가 더 큰 편이다. 따라서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고유한 문법적 요소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

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

내연구들에 의하면 비유언어(Choi & Hong, 2012), 동음이의어(Jang, 

Jeong, & Hwang, 2014), 연어(Jo, Hwang, & Jeong, 2018) 및 전제의

미추론(Hwang, Hwang, & Lim, 2019)과 같이 깊이 있는 언어지식

을 요하는 과제나 시제 및 문법형태소(Choi, 2011; Kim, 2012; Song 

& Kim, 2011), 형태인식(Kim & Jung, 2015)과 같이 세부적인 문법

적 지식이 필요한 항목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제한된 수행을 

보인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아동들의 학년이

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다문화가정 아동과의 격차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연구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Kim & 

Lee, 2016). 

다문화가정 아동이 제한된 수행을 보인다고 보고된 언어영역 중 

형태인식(morphological awareness)이란 단어 수준의 언어 구조에 

관한 상위언어인식의 하나로 형태소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인식하며, 그 구조를 조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arlisle, 1995). 형

태인식은 기본형의 단어에 다른 단어의 어근, 혹은 접사나 어미를 

결합하는 과정을 익힌 후 이를 적용하여 익숙하지 않은 단어의 의

미와 발음을 유추 및 조작하는 과제를 사용해 평가할 수 있다(Green, 

2009; Kim & Jung, 2015). 굴절어 및 파생어 형태인식의 징후는 학

령전기부터 나타나나 아동이 언어의 형식과 의미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구체적이고 본격적으

로 형태소 조작과 활용에 관한 인식이 발달하게 된다(Anglin, 1993; 

Carlisle, 2000; Chung, 2016). 따라서 형태인식은 많은 경우 음운인

식(Deacon & Kirby, 2004; Gibson & Wolter, 2015), 단어재인 및 해

독(Nagy, Berninger, & Abbott, 2006; Sparks & Deacon, 2015) 등과 

같은 다양한 읽기 요소와 관련하여 그 유의성이 탐색되어 왔고

(Carlisle, 1995; Jung, 2014; Kirby et al., 2012; Nagy & Anderson, 

1999) 형태인식 중재 또한 철자 및 읽기이해능력의 증진에 기여한

다고 보고되었다(Kirk & Gillon, 2009; Wolter & Dilworth, 2014). 

또한 형태소라는 의미단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기반한 형

태인식은 그 특성상 어휘의 발달과 관련이 깊으며(Bowers & Kirby, 

2010; Gibson & Wolter, 2015; Ramirez, Walton, & Roberts, 2014), 

어휘력의 증진에 유의하게 관여함으로써 읽기 기술을 매개하는 변

인이라고 설명되기도 하였다(Nagy et al., 2006). Kieffer와 Lesaux 

(2012)도 형태인식의 발달과 어휘지식 사이의 강한 관련성뿐 아니

라 형태인식의 성장속도가 빠른 학생들이 어휘의 성장 또한 빠르

게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아동이 낯설고 복잡한 형태의 어휘를 읽거나 들었을 때 형태인식

이라는 상위언어 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어휘의 기본적인 의미와 

접미사나 어미의 의미를 반영하여 이를 추론하고 새로운 어휘를 

생성해내는 기술은 고학년이 되면서 점차 중요해진다(Anglin, 

1993; McBride-Chang et al., 2008). 따라서 그러한 전략을 적절히 

적용하는 기술이 부족한 아동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어휘지식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읽기나 어휘의 

발달과 관련이 깊은 형태인식 전략을 적용하는 능력은 환경적 요인

보다는 언어발달상의 기질적 결함과 상관이 있는 기술인가?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령기에도 여전히 언어 및 문법적

인 지식을 요하는 과제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Choi & Hong, 2012; Hwang et al., 2019; Kim & Lee, 2016). 형태인

식영역에서도 비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여러 형태인식 과제에서 

상대적으로 수행수준이 낮았으며, 이러한 낮은 수행수준이 해독, 

읽기유창성 및 읽기이해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Kim & Jung, 2015). 하지만 형태인식 관련 연구들은 초등 1-3

학년을 한 집단으로 분석하거나(Kim & Jung, 2015) 저학년 비다문

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Chung, 2017; Jung, 2014),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다양한 학년에 걸쳐 살펴보고 언어적 어려

움이 있는 아동과의 집단 비교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 

조사나 어미 변화가 풍부한 교착어인 한국어에서는 정교하고 세

련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문법형태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 연결어미는 문장의 응집성을 형성하고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필수적이고(Chung, 2013; Park, 

Kim, & Yeon, 2018; Song, 2016) 종결어미나 전성어미 등과 같은 다

른 형태소에 비해 의미가 다양하며 수가 많아 저학년에 비해 고학

년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다양한 연결어미를 높은 빈도로 

사용한다(Im & Lee, 2004). 따라서 일반적인 용언의 활용능력이 6

세경에 안정화되고 정확도가 향상되긴 하지만(Chung, 2013; Jang 

& Kim, 2014), 연결어미는 경도지적장애(Cha, Hwang, & Jeong, 

2018), 단순언어장애(Park et al., 2018)와 같이 언어적 취약성을 지

닌 아동들이 꾸준히 어려움을 보이는 문법형태소의 하나이다. 그

러나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이는 연결어미 형태인식에 관

하여 그 발달적 추이를 살펴보거나 혹은 타 집단과 비교를 실시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Kim & Chung, 2017). 따라서 본 연구

는 구문형태적 문법지식이 본격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는 초등 

1-2학년과 지속적인 문법지식의 발달과정에 있는 3-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해당 학년 다문화가정 아동과 유사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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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4학년 다문화가정아동의 연결어미 형태인식 특성  •  심승은 외

및 문화적 환경을 지닌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연 아동을 비다문화

가정 아동과 함께 비교함으로써 아동집단마다 학년에 따라 그 수

행에 발달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또한 학년에 따

른 아동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연결어미 형태인식이 다문

화가정이라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인지 아니면 기질적인 

언어적 결함과 좀 더 관련 있는 상위언어적 요인의 하나인지 파악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다문화가정 아동의 형태인식에 

관한 내용이 이후 아동에게 명시적인 문법지식을 중재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부터 4학년 비다문화가정 정상언어아동(typical children from 

non-culturally diverse families, TND) 29명, 다문화가정 정상언어

아동(typical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ies, TCD) 29명, 

그리고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연아동(language impaired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ies, LCD) 20명, 총 78명의 아동을 대

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부모의 출신 국적별 다문

화 학생 현황 조사결과’(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5)

를 참고하여 어머니의 국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순서대로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국가로 제한하였다. 연구대상 아

동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 집단 아동은 모두 (1) 한국비언어지능검사-2판(Korean Com-

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K-CTONI-2; Park, 

2014) 결과 비언어성지능이 80 이상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며, (2) 부

모 혹은 교사로부터 사회, 정서, 행동, 청력 및 기타 감각기관에 문

제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비언어지능의 경우 수행점수 

70-79를 경계선 지능으로, 80-89를 보통 하 지능으로 명시한 WISC-

IV 임상해석기준(Weiss, Saklofske, Prifitera, & Holdnack, 2006) 

및 동일 기준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비언어지능 80 이상

에 해당하는 아동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Choi & Shin, 2018; 

Lee & Kim, 2015). 그중 TND 집단은 (1)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며, 

(2) 수용 ·표현 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의 수용어휘검사 

결과 생활연령의 -1 표준편차 이상으로 정상발달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TCD 집단은 (1)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

니가 상기 4개 국가에서 이주한 경우로서 한국에 거주하며 주언어

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으로, (2) REVT 결과 수용어휘가 -1 표

준편차 이상이었다. LCD 집단은 TCD 집단 기준의 (1)과 동일하되, 

(2) REVT 결과 수용어휘가 -1 표준편차 미만으로 언어발달지연에 

속하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TND 집단과 TCD 집단의 경우 

TCD 집단 아동이 보인 REVT 수용어휘검사의 원점수에서 ±5점

의 원점수를 보인 TND 집단 아동들로 동일 학년 내에서 1:1 매칭을 

하였다. 이는 두 집단 아동의 언어능력을 일치시킴으로써 두 집단이 

가정의 문화적 배경에서만 차이를 보이도록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 집단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학년집단은 1학년과 2학년을 저학년으로, 3학년과 4학년을 

중학년으로 나누었고 평균 개월수, 비언어성 지능 및 수용어휘 점

수에 따른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모든 학년에서 집단 간에 개월

수와 비언어성 지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REVT 수용어휘검사에서는 저학년과 중학년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저학년과 중학년에서 

모두 TND 집단과 TCD 집단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LCD 

집단은 TND 및 TCD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수용어휘-저학년 TND vs. LCD F=4.2727, p< .001; TCD vs. 

LCD F= 6.423, p< .001; 중학년 TND vs. LCD F=4.914, p< .01;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TND (N= 29) TCD (N= 29) LCD (N= 20) p-value

Lower (N= 14) Middle (N= 15) Lower (N= 14) Middle (N= 15) Lower (N= 10) Middle (N= 10) Lower Middle

Age (mo) 87.57 (7.49) 107.46 (9.56) 86.35 (6.75) 107.86 (4.99) 87.60 (7.30) 110.80 (6.81) .876 .515
C-TONI-2 (raw score) 99.57 (8.94) 100.53 (12.15) 102.14 (8.00) 97.66 (11.64) 94.90 (5.74) 100.50 (13.26) .098 .777
REVT-R (raw score) 85.50 (10.70) 100.20 (11.44) 85.35 (10.06) 100.06 (12.71) 62.50 (10.11) 80.50 (11.83) .000 .000

TND= TCD
LCD< TND, TCD

TND= TCD
LCD< TND, TCD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ND= typical children from non-culturally diverse families; TCD= typical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ies; LCD= language impaired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ies; Lower= group with 1st and 2nd grades; Middle= group with 3rd and 4th grades; C-TONI-2=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second edition; 
REVT-R=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sub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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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D vs. LCD F=4.914, p< .01).

연구도구 및 절차

연구도구의 제작 및 타당도

연결어미의 경우 의미관계(예: 계기, 조건)는 한정되나, 의미관계

에 포함되는 연결어미(예: ‘-려고’, ‘-도록’)는 그 수와 난이도가 매우 

다양하므로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각 의미관계에 해당하

는 연결어미를 선택하여야 한다. 학교문법에서는 보통 대등적, 종

속적, 보조적 연결어미의 셋으로 연결어미를 분류하나, 본 연구에

서는 이를 문법적 특성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

견(Yi, 2015)을 참고하였고 다양한 난이도를 지닌 연결어미를 검사

에 반영할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계기’, ‘조건’, ‘보조 

(-고)’, ‘부정’, ‘이유 ·원인’, ‘목적’, ‘시간 ·동시’, ‘결과’, ‘선택’, ‘대립·대

조’, ‘전환’, ‘배경’, ‘양보’의 총 13개 의미관계에 따라 연결어미를 선

택하였다. 이 의미관계와 연결어미는 본 연구 대상자와 비슷하거나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Im과 Lee (2004), Kim과 Chung (2017), 

Park (2014)에서 해당 연령대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보고된 것들이

었다. 검사형식으로는 선행연구(Kim, 2015)에서 변별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난 ‘빈칸 채우기’ 형식을 사용하여 의미관계에 해당하는 

연결어미마다 연습문항을 1개씩 제공하여 해당 형태소에 관하여 

조작하는 방식을 익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결어미 형태인식 검사에

서 사용한 문장의 형식과 길이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4-5어절로 

한정하였다(Chang, 2011; Kim & Chung, 2017). 본 연구의 검사문

항 내 모든 어휘는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조사연구(Kwon, 2009)를 

참고로 1-2학년 교과서에 실린 어휘를 선정하거나, Kim (2003)의 

어휘목록을 참고로 난이도가 쉬운 1, 2등급의 어휘로 구성하였다. 

예시 문항의 어휘는 모두 ‘가다’로 통일하였으며, 본 문항의 어휘들

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최초 문항 개발 시 언어병리학교수 1인과 국어국문학박사 1인의 

검토하에 각 의미관계에 해당하는 하나의 연결어미(이후 연결어미) 

당 8개, 총 104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 후 초등학교 담임교사에

게 의뢰하여 학업수준이 평균에 속하며 기타 장애가 없는 1학년부

터 4학년까지 학년당 2명씩 총 8명 아동을 선정하여 예비검사를 실

시하였고, 문항의 난이도와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2차로 13개의 연결어미당 5문항씩 총 65문항으로 조정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Fehring (1987)의 점수별 가중치를 적

용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언어병리학 박사과정 4인, 1급 

언어재활사 2인, 총 6인에게 의뢰하였고 .88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연결어미 형태인식 검사기록지의 의미관계

별 문항 예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연구절차

연결어미 형태인식검사는 PPT로 제작하여 노트북으로 아동에

게 제시하였다. 학년에 따라 읽기 수준이 다름을 고려하여 각 검사

문항의 문장이 시각적으로 제시됨과 동시에 녹음파일이 재생되도

록 하였다. 제시 문장 사이의 빈칸은 ‘삐~’와 같은 1초간의 기계음

으로 채워 아동이 목표어휘(예: 가다)를 조작하여야 함을 인식하도

록 하였으며, 외부소음을 통제하고자 재생된 녹음파일을 헤드폰으

로 들려주었다(“이제부터 선생님이 단어와 문장을 보여 줄게요. 문

장의 빈칸, 즉 ‘삐’ 소리가 나는 부분에 위에 나오는 단어를 바꿔서 

알맞게 넣어주면 돼요”). 

본 연구는 대상 아동이 속한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의 복지

실, 도서관, 교실 등의 조용한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어

휘 및 지능검사, 연결어미 형태인식검사는 무작위 순서로 실시하였

으며 대상자의 반응을 모두 현장에서 기록 및 녹음하였다. 

 

자료분석 및 신뢰도

채점 시 아동이 문장 전체를 말하거나 목표어휘만 정확히 말한 

경우 모두 정반응으로 처리하였고, 아동이 표현한 연결어미가 목표

연결어미가 아닌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가 적절하더라도 오반응으

로 처리하였다(예: 목표가 ‘-사면’인 경우 아동 반응 ‘과일을 많이 

사니까 무거워요’는 오반응으로 처리). 검사는 정반응 1점, 오반응 0

점으로 총 65점으로 채점하였다. 자료분석에는 IBM SPSS version 

23.0을 사용였고, 아동집단 간 연결어미 형태인식능력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각 아동집단 내 

학년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검정인 맨-휘트니 검

정(Mann-Whitney test)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 아동 집단 내 학년

집단의 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t-검정을 적

용하기에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비모수검정을 실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검사 후 제1평가자인 연구자와 제2평가자인 언어병리학 전공자

이고 2년 이상 임상경험을 지닌 대학원생이 전체 녹음자료의 20%

를 무선 추출하여 각자 분석한 뒤 일치율을 확인함으로써 검사자 

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결어미 형태인식검사에서 100%

의 일치율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한 각 아동집단과 아동집단 내 학년집단이 보

인 연결어미 형태인식검사 점수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통

계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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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집단 내 연결어미 형태인식의 학년 간 차이

TND, TCD, 그리고 LCD 집단 내에서 학년 간 연결어미 형태인

식검사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비모수검정

인 맨-휘트니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ND 집단(U=40.500, 

p< .01), TCD 집단(U=11.500, p< .001), 그리고 LCD 집단(U=11.000, 

p< .01) 모두 저학년과 중학년 집단 간에 연결어미 형태인식검사 점

수에서 학년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배경

이나 언어적 지연 여부에 상관없이 연결어미를 활용하고 조작하는 

형태인식 능력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발달하는 상위언어지

식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검정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

와 같다. 

학년집단에 따른 아동집단 간 연결어미 형태인식

TND, TCD, 그리고 LCD 집단에 속한 저학년 아동들의 연결어

미 형태인식이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F(2, 35) =10.12, p< .001). 이러한 결과가 어느 집

단 간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Turkey 사후검정을 실

시한 결과 TND 집단과 TCD 집단(p< .01) 그리고 TND 집단과 

LCD 집단(p< .001)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TCD 집단과 

LCD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 .580). 이는 

저학년 아동집단에서는 언어지연 여부에 상관없이 다문화가정이

라는 문화적 배경을 공통적으로 지닌 아동들의 연결어미 형태인식

능력이 비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비해 더 낮은 양상을 보였음을 의

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학년에 속한 TND, TCD, 그리고 LCD 집단 아동들 

간의 연결어미 형태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저학년에

서와 마찬가지로 세 아동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2, 37) =3.782, p< .05).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였으므로 Tur-

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TND 집단과 TCD 집단(p= .790), 그

리고 TCD 집단과 LCD 집단(p= .105)은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TND 집단과 LCD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p< .05). 이러한 분석내용은 저학년에서 보인 사

후검정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흥미로운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저학년 시기에는 사후검사 결과 언어지연 여부보다 다문화가정이

라는 요인을 공유한 TCD 집단과 LCD 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타나고, 언어능력은 유사하게 통제하되 문화적 요인이 유일한 차

이인 TND 집단과 TCD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학년

이 높아지면서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TND 집단과 TCD 집단이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

이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상적인 범주의 

언어능력을 지닌 경우 연결어미 형태인식검사에서 점진적으로 향

상된 수행을 보이며 비다문화가정 아동들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

나,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의 경우 여전히 연결어미 형태인식검사 

수행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결과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학년에서 세 집단 간의 연결어미 형태인식의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 간의 차

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2, 75) = 6.423, p< .01). 이러한 차이

가 어느 집단 간에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와 마찬가지로 

Turkey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중학년에서 보인 결과와 유사하

게 TND 집단과 LCD 집단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01), 

TND 집단과 TCD 집단, TCD 집단과 LCD 집단 간에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지적 어려움이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과 중

학년(3, 4학년)의 TND, TCD, 그리고 LCD 집단을 대상으로 연결어

미 형태인식능력이 학년집단과 아동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와 추이

Table 3. Results of Mann-Whitney test on morphological awareness of con-
nective endings

Median Range U Z p-value

TND (N= 29) 45.000 12-64 40.500 -2.817 .004
TCD (N= 29) 36.500   5-64 11.500 -3.963 .000
LCD (N= 20) 27.550   3-61  11.000 -2.958 .002

TND= typical children from non-culturally diverse families, lower grade (N= 14)+ 
middle grade (N= 15); TCD= typical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ies, lower 
grade (N= 14)+middle grade (N= 15); LCD= language impaired children from cultur-
ally diverse families, lower grade (N= 10)+middle grade (N= 1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orphological awareness of connective end-
ings

TND (N= 29) TCD (N= 29) LCD (N= 20) Total (N= 78)

Lower 35.92 (12.85) 21.50 (10.02) 16.90 (9.66) 25.60 (13.53)
Middle 51.00 (9.14) 48.20 (12.71) 38.20 (13.42) 46.75 (12.49)
Total 43.72 (13.31) 35.31 (17.66) 27.55 (15.77) 36.44 (16.7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and raw scores.
TND= typical children from non-culturally diverse families; TCD= typical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ies; LCD= language impaired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ies; Lower= group with 1st and 2nd grades; Middle= group with 3rd 
and 4th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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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

은 어머니의 국적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일

본,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국가로 제한하였고, 비다문화가정 아동들

과 어휘력상의 원점수가 유사하도록 일대일 매칭을 함으로써 문화

적 다양성이나 어휘력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연결어미 형태

인식 과제의 수행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아동집

단 내 학년 간 차이를 통해 학년에 따라 향상을 보이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 비모수검정인 맨-휘트니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저학년

과 중학년에서 세 아동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와 변화를 보이는지

를 분석하고자 각 학년별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 해석 및 그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학년으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연결어미에 대한 형태인식검사를 수행하는 능력은 다문화가정 배

경 유무나 언어지연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증진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파생어나 굴절어 형태인식이 학령기 초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그 후까지 

오랜 기간 꾸준히 발달하는 상위언어지식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

들과 맥을 함께 한다(Anglin, 1993; Carlisle, 2000; Chung, 2016; 

Kirby et al., 2012; Lam & Sheng, 2016; Nagy et al., 2006). 선행연구

에서 초등 1학년의 경우 파생어와 굴절어에 관한 형태인식규칙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는 있었고 읽기능력과 약간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그러한 관련성은 초등 3학년이 되면서 더 강력

해졌는데 연구자들은 형태인식과제 수행의 능숙성이 학년이 올라

갈수록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Kirby et al., 2012).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형태소를 유추하고 조작하는 형태인식전

략을 능숙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반응을 저학년 아동들이 중학년 

아동들에 비해 자주 보였고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수행점수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다문화배경 여부에 상관없이 정상발달 

하는 저학년의 경우(TND, TCD 집단) ‘가다’를 ‘가면’으로 바꾸는 

예시를 보고도 ‘씻으면’ 대신 ‘씻면’이나 ‘도우면’ 대신 ‘돕면’으로 답

하는 활용의 오류를 자주 보였으나, 중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러

한 오류를 보이지 않거나 스스로 수정하는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

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언어지연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LCD 집단) 

중학년에도 여전히 ‘씻면’, ‘돕면’과 같은 오류를 지속하는 경우가 

빈번히 관찰되었다. 이는 비록 어간에 어미(예: ‘-면’)을 결합하는 형

태인식의 기본적인 전략이 발달하기는 하였으나 두 형태소가 결합

할 때 ‘으’ 삽입이 일어나는 불투명한 활용의 유형에 관하여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일례로서, 학년에 따른 발달적 추이에도 불구하고 

형태인식이라는 상위지식의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성이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저학년과 중학년으로 나누어 세 집단이 보인 연

결어미 형태인식 수행능력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추이를 비교한 

분석결과에서 더 드러난다. 사후검정결과 저학년, 즉 초등 1, 2학년 

시기에는 다문화배경을 지닌 두 아동집단이 언어지연의 여부에 상

관없이 비다문화가정 배경을 지닌 아동집단에 비해 더 낮은 연결어

미 형태인식 수행능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년, 즉 초

등 3, 4학년 시기에는 정상적인 언어능력을 보이는 아동집단의 경

우 다문화가정 배경이나 비다문화가정 배경을 지닌 아동 간의 격차

가 저학년 시기보다 줄어들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두 집단을 인지능력뿐 아니라 어휘력으로 대표되는 언어능

력에서도 원점수가 유사하도록 일대일로 매칭함으로써 두 집단이 

다문화라는 요인에서만 차이를 보이도록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학교환경에서 교과학습이 충분히 진행되

지 않은 저학년 아동에게는 어휘력보다 다문화배경이라는 요인이 

연결어미 형태인식의 발달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Jang 등(2014), Kim (2015), Kim과 Kim (2011) 등도 저학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파생어 형태인식, 문법성 판단, 기타 상위언어능력

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연결어미 형태인식 문항들은 상위언어적 전략을 적용해야 수

행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다양한 연결어미활용의 예들을 접한 경

험이 있는 아동들은 그 적용과 조작이 더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다

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빈약한 한국어 기술

을 지닐 가능성이 높고, 어휘나 구문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문법형

태소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데에도 제약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Park, 2010). 따라서 종류가 많고 그 규칙을 습득하기가 어려운 언

어적 요소인 연결어미에 대한 학령전기의 경험이나 배경지식이 상

대적으로 부족한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본 연구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저조한 수행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중학년, 

즉 3, 4학년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지 및 언어능력이 비슷한 

경우 비다문화가정 아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TCD 집단과 LCD 집단도 여전히 통계적인 

유의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 TCD 집단이 TND 집단에 비해 다

소 낮은 형태인식 기술을 지녔을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정상적인 언어기술을 지닌 다문화가정 아동이 저학년에 보

였던 저조한 수행은 언어지연이 아닌 언어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실험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즉, 저학년 시기에 보였던 집단 간의 차이

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언어적’ 경험과 양에 기인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연구결과 동일한 다문화배경을 지녔음에도 언어적 지연을 

보인 아동들은 정상적 언어기술을 지닌 다문화가정 아동집단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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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중학년에 이르러서도 TND 집단아동과 여전히 유의한 수행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3, 4학년이 되면 교과학습을 통

해 명시적인 문법요소의 활용을 더 풍부하게 학습하게 되고 이는 

형태인식전략의 적용을 촉진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기질적인 언어

장애 혹은 언어지연의 결과 낮은 어휘력을 보이는 아동은 언어적 

자극이나 교과학습의 양이 동일하더라도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형

태인식능력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연결어미 형태인식이 학년이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이 경험

하는 환경적 입력의 양이나 교육적 경험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능

력이라기보다는 아동이 지닌 타고난 언어처리능력이나 어휘력 등

과 좀 더 관련된 상위언어기술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Bow-

ers & Kirby, 2010; Carlisle, 2000; Chung, 2017; Kieffer & Lesaux, 

2008; Kuo & Anderson, 2006; Ramirez et al., 2014). 

본 연구결과를 통해 표준화된 어휘검사 결과 정상범주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언어지연을 보인 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연령

이나 학년이 증가할수록 비다문화가정 아동과 유사한 연결어미 형

태인식 수행능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달리 해석하면 언어

지연을 보인 다문화가정 아동은 학년의 증가에도 여전히 연결어미 

형태인식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취약성을 보였으며, 이는 연결어미

를 조작하는 형태인식능력이 환경적 입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습득

되고 성취되는 상위언어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연구결과였

다. 이러한 결과는 이 아동들이 다문화가정이라는 환경과 상관없

이 이미 언어학습장애 혹은 단순언어장애를 지녔을 가능성도 내포

한다. 그렇기에 이 상위언어기술에 관한 심도 깊은 탐색을 위해 다

양한 언어장애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형태인

식 과제가 지니는 적용가능성과 이들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 명시적

인 형태인식 중재교수가 저학년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언어지연 아동을 구문이 아닌 어휘력의 측면

에서만 분류하였고, 종단연구가 아닌 횡단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아

동집단 내 학년마다 포함된 아동의 수가 적었기에 그 결과를 제한

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1학년에서 4학년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나 5, 6학년 및 청소년을 포함하여 문화적 배경

에 대한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뿐더러 어휘의 깊이와 질에 관한 지

식, 구문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식 등과 비교한 추후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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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Examples of morphological awareness test 

문항 제공단어 목표단어 반응 점수

‘계기’ -(아/어)서

예문 은지가 슈퍼에 (            ) 아이스크림을 사요. 가다 가서

민아는 색종이를 (            ) 종이꽃을 만들어요. 자르다 잘라서

종이배를 (            ) 유리병에 담아요. 접다 접어서

‘조건’ -면

예문 학교에 (            ) 공부를 배워요. 가다 가면

음식을 골고루 (            ) 건강해져요. 먹다 먹으면

학원이 (            ) 생일잔치에 가요. 끝나다 끝나면

‘보조적’ - 고

예문 가족과 함께 여행을 (            ) 싶어요. 가다 가고

현주가 편지를 (            ) 있어요. 쓰다 쓰고

무서운 도깨비를 (            ) 말았어요. 만나다 만나고

‘부정’ -지

예문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학교에 (            ) 않아요. 가다 가지

문제가 어려워서 (            ) 못했어요. 풀다 풀지

더워서 이불을 (            ) 않아요. 덮다 덮지

‘이유·원인’ -(아/-어)서

예문 오락실에 (            ) 학원에 늦었다. 가다 가서

연필이 (            ) 볼펜을 사용해요. 부러지다 부러져서

날씨가 (            ) 옷을 두껍게 입었어요. 춥다 추워서

‘목적’ -(으)려고

예문 학교에 (            ) 버스에 탔어요. 가다 가려고

겨울옷을 (            ) 옷장을 열어요. 찾다 찾으려고

책을 (            ) 도서관에 갔어요. 빌리다 빌리려고

‘시간·동시’ -(으)면서

예문 민아와 민수는 학교에 (            ) 이야기를 해요. 가다 가면서

음악을 (            ) 춤을 춰요. 듣다 들으면서

동생이 잠을 (            ) 활짝 웃어요. 자다 자면서

‘결과’ -도록

예문 종이배가 멀리 (            ) 바람이 불었다. 가다 가도록

먹기 (            ) 작게 만들었어요. 쉽다 쉽도록

감기 걸리지 (            ) 조심하세요. 않다 않도록

‘선택’ -거나

예문 여름에는 계곡에 (            )바다에 가요.            가다 가거나

피아노를 (            ) 노래를 불러요. 치다 치거나

슬리퍼를 (            ) 장화를 신어요. 신다 신거나

‘대립·대조’ -지만

예문 앞으로는 (            ) 뒤로는 못 가요. 가다 가지만

동생은 노래를 잘 (            ) 나는 못해요. 부르다 부르지만

그림은 잘 (            ) 색칠은 못해요. 그리다 그리지만

‘전환’ -다가

예문 학원에 (            ) 집으로 돌아가요. 가다 가다가

상자에 (            ) 다시 꺼내 보았어요. 넣다 넣다가

1층에 (            ) 10층으로 이사 왔어요. 살다 살다가

‘설명·배경’ -([으]ㄴ/-는)데

예문 학원에 (            ) 강아지가 따라왔어요. 가다 가는데

바닥이 (            ) 보일러를 틀까요? 차갑다 차가운데

버스를 (            ) 친구를 만났어요. 기다리다 기다리는데

‘양보’ -(아/어)도

예문 병원에 (            ) 주사는 안 맞을래요. 가다 가도

놀이기구가 (            ) 타고 싶어요. 무섭다 무서워도

뛰다가 (            ) 울지 않아요. 넘어지다 넘어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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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학교 1-4학년 다문화가정아동의 연결어미 형태인식 특성

심승은1·정부자2

1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2조선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국내의 다문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비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절한 

언어자극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와 함께 다양한 언어적 영역의 평가 및 중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형태인식은 학령기 아동들의 언

어 및 읽기능력을 평가하고 중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어미 형태인식이 다문화배경

이나 언어능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학년에 따라 어떠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초등학교 저학

년(1-2학년)과 중학년(3-4학년)의 비다문화가정 정상언어아동(TND), 다문화가정 정상언어아동(TCD),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연아

동(LCD)을 대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연결어미 형태인식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TCD 집단과 TND 집단은 저학년에서 연결어미 형

태인식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중학년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LCD 집단은 모든 학년에서 TND 집단에 비해 유의

하게 낮은 연결어미 형태인식능력을 보였다. 또한 모든 집단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연결어미 형태인식능력이 증가하였지만 LCD 집단

은 학년이 증가하였음에도 TCD 집단과 TND 집단에 비해 여전히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저학

년이라는 시기에는 다문화배경이라는 요소가 아동의 연결어미 형태인식능력에 영향을 미쳤지만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배경보

다는 어휘력이라는 언어적 요소가 형태인식과 더욱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저학년 시기부터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형태

인식에 관한 명시적 교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연결어미 형태인식, 다문화가정아동, 어휘, 학령기 

본 논문은 2018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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