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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중 듣기 및 말하기발달 실태를 살펴보고, 배경변인
인 성별, 가족구성 유형별, 기관 유형별에 따라 듣기 및 말하기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만 4, 5, 6세 유아 42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수용언어인 듣기발달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그림어휘력 검사와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를 실시하였
고, 표현 언어인 말하기발달 실태를 파악하기위해서는 유아들이 자유놀이 시간에 또래 아이들과 자연
스럽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녹화한 후 표집 한 발화를 전사하여 평균 발화길이와 어휘다양도를 분석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듣기는 일반가정 유아들의 평균에 근접한 발달을 보여주
었으나, 말하기는 모든 연령에서 약간의 지연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언어발
달이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절한 언어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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屗1# Դ
21세기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전세계화, 지식 정보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력 유입과 국제결혼으로 인한 민족적 문화적 다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1990년대 이후 농촌청년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면
서 새롭게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
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며 이는 국제결혼 가정 뿐 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 증가추이를 보면, 1990년도에는 1.2%에 불과하던 것이 2000
년도에 3.7%로 증가 했으며 이어 2004년도 11.4%, 2005년도 13.6%, 2006년 11.9% 등 2004
년 이후부터 전체 결혼 건수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6). 따라서 국제결혼
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자녀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3세 이하의 비중이 27%, 4-5세가 16.4%로 총 50%에 이르는 수가
학령 전기에 해당 된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국제결혼 다
문화 가정의 수를 고려해 볼 때 학령전기 자녀의 비율은 50%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되어진다(행정자치부, 2007).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학교적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오성배,
2007; 정은희, 2004;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
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 많은 국내 연구들 역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적응에 어
려움을 겪는 이유로 어머니의 의사소통 능력을 꼽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
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6,69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어머
니의 의사소통 능력은 자녀의 언어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는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
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
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조영달, 2006). 이러한 언어능력의 부족은 학습부진
으로 이어질 뿐 만 아니라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
(ADHD)를 보이는 정서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또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어머니의 서툰 언어사용으로 인하여 말하기에서 지체가능성을 나타내며(정은희,
2004),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약 20%정도가 언어이해나 표현에서 전반적인 지체 또는 장애
를 보인다(오소정, 김영태, 김영란, 2009). 반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이 높을
때 자녀 역시 어머니를 통해 더 많은 어휘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 구문을 이해하는 능
력도 높다(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영, 이강이, 2009).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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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중재를 받은 유아는 구어발달의 수준이 높고 인지적 학문적 점수가 높았다(김명순,
2006)고 하며, 보육시설 경험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우현
경 외, 2009). 하지만 다문화가정은 부모의 낮은 경제상황 등으로 자녀의 교육환경이 열악
하여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율이 일반가정(56.8%)의 절반에 불과
하다고 보고하고 있다(여성부, 2005). 그러므로 유아의 언어발달에 있어서 언어 환경을 보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방안을 마련해 주기위해 언어발달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언
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듣기와 말하기
발달 실태를 살펴보았다. 말하기발달 실태는 유아의 발화를 수집하여 전사한 후 평균 발
화길이(어절 수)와 어휘다양도(TTR)를 분석하였으며 듣기발달 실태는 그림어휘력검사와
구문의미이해검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배경변인은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성별과 가정과 기관에서의 언어 환경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으로 가족구성 유형과 기관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다문화가정 유아의 듣기․말하기발달 실태는 어떠한가?
1-1. 다문화가정 유아의 수용어휘와 구문의미이해력의 발달은 어떠한가?
1-2.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화길이(어절수)와 어휘다양도(TTR)의 발달은 어떠한가?
2. 다문화가정 유아의 듣기와 말하기는 유아의 성별, 가족구성 유형, 기관별 유형 에 따
라 차이가 있는가?
2-1. 수용어휘와 구문의미이해력, 평균발화길이(어절수), 어휘다양도(TTR)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수용어휘와 구문의미이해력, 평균발화길이(어절수), 어휘다양도(TTR)는 가족 구
성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3. 수용어휘와 구문의미이해력, 평균발화길이(어절수), 어휘다양도(TTR)는 기관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屘1# ۺۋѕ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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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는 상황과 목적에 맞게 생성된 개념이나 생각을 음성언어로 표출시키는 표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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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Expressive language)이다. 말하기에는 한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
을 적절한 어휘로 구성된 내용을 갖게 되는 의미론적 측면과 그 내용을 문법이나 구문의
형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구문론적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구문구조를 갖추고
의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말하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화용론적 측면이라고
하는데 말하기에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며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1) थŒьজţۋ

구문론적 측면의 평균발화길이(MLU: Mean Length of Utterance)란 유아가 사용하는
말, 즉 자발적인 발화의 길이를 측정하는 척도로 유아의 각 문장 속에 포함된 낱말이나 형
태소, 어절의 수를 평균 내는 것이다. 이는 유아의 표현 언어발달에 지표일 뿐 아니라 언
어장애아나

지체

유아를

진단,

평가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된다.

Miller와

Chapman(1981)은 17-59개월 123명의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MLU와 생활연령 간의 상관
관계를 연구한 결과 MLU와 생활연령간의 상관관계(r=.88)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형태소는 낱말 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더 이상 분석하면 뜻을 잃
어버리는 언어의 단위이다. 김영태(1997)의 언어표본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가정 유아의 평균형태소길이(MLU-m)는 4세 집단에서는 5.07로, 3개월씩 증가된 연
령의 집단에서 각각 5.39, 5.70, 6.02, 6.33을 나타내었다.
낱말은 ‘단어’라고도 하는데, 형태소처럼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형태소와는 다르게 기본
적인 자립성이나 분절성이 강하며, 한 낱말은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될 수 있지만, 여러 개
의 형태소로 구성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일반가정 유아의 평균 낱말길이(MLU-w)는 4세
3.55로 3개월 간격의 연령집단에 따라 3.75, 3.96, 4.16, 4.36로 증가하였다(김영태, 1997).
어절은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하는 발화 분석방법이다. 영어권 유아들의 평균발화 길이
수치는 우리말의 형태소나 낱말보다는 어절로 분석한 수치에 더 가깝다고 하였다. 일반가
정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어절 길이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김영태,
1997). 그리고 일반유아의 평균어절길이(MLU-c)는 4세 2.81이며 3개월 간격의 연령집단
에 따라 2.96, 3.11, 3.26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 رɰتʪ(TTR)

유아의 언어발달에서 의미론적 측면과 관련이 있는 어휘다양도(TTR: Type-Token
Ratio)는 어휘사용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유아가 얼마나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는가
를 측정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유아가 사용한 총 낱말(TNW) 중에서 다른 낱말
(NDW)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산출해 내는 것이다.
Templin(1957)은 3-8세 H사이의 아동 480명을 대상으로 발화샘플에서 어휘다양도를

4, 5, 6ՃɰЛজÀڮ܁؉رسۆьɵ֬5 5

분석한 결과 나이, 성별,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50에 가까운(.43-.47) 어휘다양도를 보
였다고 한다. 또한 이희정(1999)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2-4세 유아들의 어휘다양도
(TTR)는 .36-.59를 나타냈다고 한다.
 ˝ş

듣기는 수용언어(Receptive language)에 해당되는 언어형태로써 주어진 정보를 수용하
고 이해하는 언어기술이며, 성숙과 언어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간다.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들려오는 정보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언어를 표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배소영, 2001). 수용어휘력을 측정한 그림어휘력 검사결과 다문화가정 유아 등가연령은 3
세가 2세 중반, 4세가 4세 중반 , 5-6세가 6세 후반으로 나타났다(우현경 외, 2009). 즉 다
문화가정 유아들은 수용어휘에서 일반유아들과 비슷한 발달을 보였다.
그리고 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위의 소리에 민감하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듣기발달은 시작되며, 16-18개월 정도에서 3세 정도 까지는 여러 낱말로 이루어진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만 문장을 구문구조로 이해하기보다는 일부 낱말이나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해하게 된다. 3세 이후 유아들은 문장 내에 포함된 문법형태소수, 구문구조,
단어배열 순서 등 문법적으로 문장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나라 일반유아들의 문장구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 2004)에서 연령
별 집단 평균과 표준편차는 4세의 경우 평균 14(SD=9), 5세의 경우 평균 24(SD=12), 6세
의 경우 평균 34(SD=10)로 나타났다.

ڮ؉رسьɵںॳٖۆй࠘əۍڅ
유아기는 언어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선천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발
달해 나간다. 선천적인 요인으로 연령, 성, 지적능력, 등이 있다.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
서 사용하는 단어와 품사가 다르며 조사, 형용사, 접속사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등 문법
적으로 정확한 언어표현과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게 된다(이영자, 이종숙, 이정욱, 1997).
성에 따른 언어발달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적인 민감성이 뛰어나
고 언어발달이 빠르다는 주장과(Leaper & Sander, 1998), 언어발달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다는 주장(이경렬, 2005; 장영애, 1994)이 함께 제시되는 현 상황에서 성차에 관
한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아의 지적능력과 언어발달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
(공숙자, 1995; 김혜경, 2002)는 언어와 지적능력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는 매우 중
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언어와 지능의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 중에
하나이다.
유아의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가정 내의 부모의 양육태도, 생활환경, 그리고 문화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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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이 있다. 즉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의 양과 질, 교육적인 환경인 교사
와 유아와의 관계, 교육내용 및 방법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교사의 언어행동은 언
어학습의 모델링(modeling)역할을 하게 된다. 언어발달에 있어 부모와 상호작용이 많을수
록, 직업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유아의 언어능력이 높았다(Jones, 1972). 즉 높은 언어능력
을 가진 유아는 낮은 언어능력을 가진 유아에 비해 그들의 부모와 많은 상호작용을 가지
며 언어발달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고 한다. Bradley와 Caldwell(1980)은 유아의
언어능력은 어머니와의 반응, 놀이자료, 환경 조직과 높은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屙1# ٍĵѓѪ
ٍĵʂԜ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4곳에 다니고 있는 만4～6세의 다
문화가정 유아들로서 남아 14명, 여아 28명으로 총 42명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유형에서 전
체유아 중 1명을 제외한 41명의 엄마가 외국인이었다. 연구 대상의 배경변인은 다음 표 1
과 같다.
?㔆# 4A# ⟊◮⠂# ⚚ᣣ/# ⇛ᵮ/# ಪ⤛ถ⇛# ⟊㚿/# ඪᵮ# ⟊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
변인
성별
가족
구성
유형

남아
여아
부모1외국인

만4세
7(16.7%)
9(21.4%)
13(31.0%)

만5세
4( 9.5%)
10(23.8%)
8(19.0%)

만6세
3( 7.1%)
9(21.4%)
11(26.2%)

전체
14(33.3%)
28(66.7%)
32(76.2%)

부모2외국인

3( 7.1%)

6(14.3%)

1( 2.4%)

10(23.8%)

A
B
C

9(21.4%)
3( 7.1%)
4( 9.5%)
16(38.1%)

6(14.3%)
4(9.5%)
4( 9.5%)
14(33.3%)

3( 7.1%)
7(16.7%)
2( 4.8%)
12(28.6%)

18(42.9%)
14(33.3%)
10(23.8%)
42(100.0%)

기관
유형
합계

※ 기관유형 A : 다문화가정 유아들만 다니는 어린이집
B :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일반가정 유아들과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
C : 기관에서 부모 대신 주중에 다문화가정 유아를 맡아 기르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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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ĵʪĵ
 ϊॠşьɵࠑ܁ʪĵ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 발달 실태를 파악하고자 유아의 구문적 발달을 살펴볼 수 있는
평균발화길이(MLU: Mean Length of Utterance)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의 발화에 포함
된 어절수를 산출하였고 의미론적 측면의 어휘다양도(TTR)를 측정하였다. 평균발화길이
(MLU)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들의 전체 발화 중 20%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
여 본 연구자와 언어병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1명이 어절 수와 어휘들의 품사를 분석하여
다른 낱말 수 와 총 낱말 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와의 일치도를 측
정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와 평가자 사이의 일치도는 .96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발화에 대한 평가자간의 일치도는 .98, 다른 낱말 수 .94, 총낱말 수 .96인 것으
로 나타났다.
(1) थŒۼرţ( ۋMLU-c: Mean Length of Utterance in Clutters)

평균발화길이(MLU: Mean Length of Utteranc)는 유아의 발화 길이를 측정하는 척도로
서 유아의 문장 속에 낱말, 형태소, 어절 수를 평균 내는 것으로 표현언어 발달에 지표가
된다(김영태, 1997). 그 중 평균어절길이(MLU-c)는 평균형태소길이나 평균낱말길이를 산
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평균어절 길이= 각 발화 어절수의 합/ 총 발화의 수
(2) رɰتʪ(TTR:Type-Token Ratio)

유아가 얼마만큼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는가를 측정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어휘
다양도 검사이며, 이 방법은 사용한 총 낱말 중에서 다른 낱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산출해내는 것이다. 전체 낱말 수(TNW)와 다른 낱말 수(NDW)의 어휘다양도 척도를 이
용하여 이들이 산출한 어휘들을 품사별로(명사, 형용사, 동사, 대명사, 조사, 부사, 기타)나
누어 분석하고 산출 공식에 따라 어휘다양도를 구하였다.
어휘다양도(TTR) = 다른 낱말 수의 합(NDW)/ 총 낱말수의 합(TNW)
 ˝şьɵࠑ܁ʪĵ

본 연구에서는 듣기 발달 실태를 파악하고자 그림어휘력검사(Dunn & Dunn, 1981)와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1) ŔρرͳêԐ(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

그림어휘력검사는 미국의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PPVT-R(Du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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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n, 1981)와 한국문헌을 기초로 개발한 수용어휘력 도구로(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2002), 품사별(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범주별(동물, 건물, 옷, 음식, 가정용품등)
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마다 4개의 그림을 제시하고 선생님이 말하면 유아가
지시한 사물을 지적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2세 0개월에서 8세 11개월 유아들의 수용어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언어검사 도구이다.
(2) ĵЛۆйۋ३ͳêԐ

Phillips와 Donald(1998)가 개발한 TOLD-2(Test of Language Development-2,
Primary)의 문항들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한 구문의미이해력 검사 도구이
다(배소영 외, 2004). 구문의미이해력은 들려지는 문장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구조에 대한
구문의미이해력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보다 일상적인 언어생활 환경과 관련이 있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문구조의 경우 동사구, 명사구, 관형절, 부사절, 부정문과 나열문
등이 포함되어 구와 절 문장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검사방법은 검사자가
지시문을 읽어 주고 3개의 그림 중에서 한 개의 그림을 유아가 지적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다. 검사대상은 만 4세에서 초등 3학년 정도로 구문이해력을 검사하는 표준화된 언어검사
도구이다.

ٍĵۼ
본 연구는 2008년 7월 28일 - 9월 12일 까지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 4곳에서
대상 유아인 다문화가정 유아 42명의 말하기발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위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자연스런 놀이상황에서 또래들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자유놀이
시간(오전이나 점심식사 후)을 이용하여 발화샘플을 수집하였다. 모든 유아는 총 3회(1회
당 10분씩)에 걸쳐서 30분씩 촬영하였다. 이는 유아의 발화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고려하여 횟수를 조절하였다. 촬영한 것은 연구자가 1-2일 내에 전사하였다. 듣기발달
실태 조사는 발화 샘플 수집을 위해 촬영을 마친 유아를 대상으로 다른 날을 정하여 빈
교실이나 조용한 곳에서 그림 어휘력과 구문의미이해력 검사를 유아와 일대일로 실시하
였다. 한 유아 당 각각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ΒқԵ
연구대상 42명의 말하기발달 실태를 파악하고자 발화를 수집하여 김영태(2002)가 제시
한 발화구분 원칙에 의해 분석 정리 하였다. 정리된 발화에서 어절 수를 분석 산출한 후
김영태(1997)의 일반아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어휘다양도는 전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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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를 이용하여 어휘들을 품사별로(명사, 형용사, 동사, 대명사, 조사, 부사, 기타)나누어
분석하고 산출 공식에 따라 어휘다양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듣기발달실태는 표준화된 도
구로 검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표집수가 적었던 관계로 비모 수 검정법인 Kruskal
Wallis와 Mann-Whitney의 U를 통하여 Z값을 산출하였으며, Kruskal Wallis 산출 후 사
후검증을 실시하였다.

屚1# Āęф३Ե
ɰЛজÀڮ܁؉˝ۆş․ϊॠşьɵ֬
다문화가정 유아의 듣기와 말하기발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에 따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한 후 비모 수 검정 중 Kruskal Wallis을 실시하였다. Kruskal Wallis을 실시
한 후 사후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㔆# 5A# ⟊◮⠂# ᖍ․᩺㘂᳆᎖
언어능력
그
림
어 휘 력
듣 기
구문의미
이 해 력
평균
어절길이

말
하
기

TTR

연령(N)
4세
5세
6세
4세
5세
6세
4세
5세
6세
4세
5세
6세

16
14
12
16
14
12
16
14
12
16
14
12

M(SD)
31.19(6.57)
39.36(7.08)
65.25(12.35)
14.94(3.68)
19.36(6.40)
34.25(7.28)
2.84(.26)
2.98(.30)
3.10(.35)
.40(.02)
.42(.03)
.45(.08)

χ2

사후검정

28.839***

4세<5세<6세
4세<6세
5세<6세

24.155***

4.755

5.057

***

p<.001

표 2와 같이 유아의 듣기와 말하기발달을 살펴보면, 우선 듣기발달의 경우 연령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4세아의 경우 그림어휘력 31.19(SD=6.57), 구문의미이해력
14.94(SD=3.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세아의 경우 그림어휘력 36.36(SD=7.08), 구문의미
이해력

19.36(SD=6.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세아의

경우

그림어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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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SD=12.35), 구문의미이해력 34.25(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기발달의 경우 4세
아의 경우 평균어절길이는 2.84(SD=.26), TTR .41(SD=.03)로 나타났으며, 5세아의 경우
평균어절길이 2.98(SD=.30), TTR .42(SD=.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세아는 평균어
절길이 3.10(SD=.35), TTR .45(SD=.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
2

에 따라 듣기발달 평균점수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어휘력검사(χ =28.839, p<.001)와
구문의미이해력검사(χ2=24.155,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말하기발달 중 평균어절길이와 TTR은 연령이증가함에 따라 평균은 약간의 증가 추세
2

2

를 보이나 통계적으로는 평균 어절길이(χ =4.755, p>.05), TTR(χ =5.057, p>.05)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듣기발달은 향상되었지
만 말하기발달은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ɰЛজÀڮ܁؉ۆѕąѺ ۍՁѻ ÀܔĵՁڮ şěڮ ˰قδ
ۋ
 Ձѻ˰قδ˝ş․ϊॠşьɵۋۆ

유아의 성별에 따른 듣기와 말하기발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한 후 비모 수 검정방법 중 Mann-Whitney의 U를 통하여 Z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㔆# 6A# ⟊◮⠂# ⇛ᵮ♺# ᗚᨢ# ᖍ․᩺㘂᳆᎖
언어능력

듣기

그
림
어 휘 력
구문의미
이 해 력
평균어절 길이

말하기
T T R

성별(N)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4
28
14
28
14
28
14
28

M(SD)
41.2(17.20)
44.82(16.50)
21.29(10.87)
22.25(9.56)
2.87(.25)
3.00(.34)
.41(.04)
.43(.06)

MannWhitney의 U

Z

162.50

-.894

180.00

-.89

148.50

-1.27

127.00

-1.87

표 3과 같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듣기와 말하기발달을 살펴보면, 듣기의 경우 그림 어
휘력검사(Z=-.894, p>.05)와 구문의미 이해력검사(Z=-.428,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기발달 중 발화길이인 평균어절길이(Z=-1.27,
p>.05)와 TTR(Z=-1.870, p>.05)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성별이 듣기와 말하기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5, 6ՃɰЛজÀڮ܁؉رسۆьɵ֬6 1

 ÀܔĵՁڮ˰قδ˝ş․ϊॠşьɵۋۆ

다문화가정 가족구성 유형에 따른 듣기와 말하기발달의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비모 수 검정방법 중 Mann-Whitney의 U를 통하여 Z값
을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㔆# 7A# ಪ⤛ถ⇛# ⟊㚿♺# ᗚᨢ# ᖍ․᩺㘂᳆᎖
배경변인

듣기

외국인 부모수 N

M(SD)

그
림
어 휘 력

부모1

32

45.44(18.13)

부모2

10

37.90( 8.77)

구문의미
이 해 력

부모1

32

23.33(10.70)

부모2

10

17.80( 5.18)

부모1
부모2
부모1
부모2

32
10
32
10

3.02(.31)
2.77(.26)
.43(.06)
.42(.03)

평균어절길이
말하기
T T R

MannWhitney의 U

Z

133.500

-.783

126.000

-1.006

81.000

-2.334

157.000

-.090

*

*

p<.05

표 4와 같이 가족구성 유형에 따른 듣기와 말하기발달을 살펴보면, 듣기의 경우 그림
어휘력검사(Z=-.783, p>.05)와 구문의미이해력검사(Z=-1.006,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기 발달 중 발화길이인 평균어절길이(Z=-2.334,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TR(Z=-.090, p>.05)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유형이 유아의 어
절길이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인 부모를 1명 가진 유아가 부모 모두 외국인
인 유아보다 많은 어절을 구사함을 알 수 있다.

şěڮ˰قδ˝ş․ϊॠşьɵۋۆ
기관별 유형에 따른 듣기와 말하기발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한 후 비모 수 검정방법 중 Kruskal Wallis을 실시하였다. Kruskal Wallis 실시한 후 사
후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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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㔆# 8A# ඪᵮ# ⟊㚿♺# ᗚᨢ# ᖍ․᩺㘂᳆᎖
언어능력

배경변인
그
림
어 휘 력

듣 기
구문의미
이 해 력
평균어절
길이
말하기
T T R

기관유형 N
A:
B:
C:
A:
B:
C:
A:
B:
C:
A:
B:
C:

18
14
10
18
14
10
18
14
10
18
14
10

M(SD)
38.44(13.69)
54.00(18.62)
38.50(12.34)
19.22(8.16)
28.21(10.62)
18.00(8.01)
2.93(.32)
3.01(.29)
2.94(.37)
43(.08)
42(.01)
42(.03)

χ2

사후검정

7.057*

A<B
B>C

7.807*

A<B
B>C

1.029

.105

*

p<.05
※ 기관유형 A : 다문화가정 유아들만 다니는 어린이집
B :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일반가정 유아들과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
C : 기관에서 부모대신 주중에 다문화가정 유아를 맡아 기르는 어린이집

표 5와 같이 기관별 유형에 따른 듣기와 말하기 발달을 살펴보면, 듣기의 경우 그림 어
휘력검사(χ2=7.057, p<.05)와 구문의미 이해력검사(χ2=7.807, p<.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기 발달 중 발화길이인 평균 어절길이(χ2=2.798,
2

p>.05), 그리고 TTR(χ =.105,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다니는 기관의 유형이 유아의 언어발달 중 듣기에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B기관(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일반가정 유아들과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의 유아들이 A기관(다문화가정 유아들 만 다니는 어린이집)과 C기관(기관에서
부모대신 주중에 다문화가정 유아를 맡아 기르는 어린이집)보다 듣기 영역의 그림 어휘력
과 구문의미이해력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屛1# ȦۆфĀ
본 연구에서는 4, 5, 6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 실태를 살펴본 결과를 일반가정
유아들의 듣기․말하기발달 수준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배경변인(성별, 가족구성 유형, 기
관별 유형)에 따라 듣기․말하기발달의 차이를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듣기발달 실태는(그림어휘력검사와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연령
이 증가할수록 일반가정 유아들의 수준과 비슷한 발달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말하기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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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평균어절길이, 어휘다양도)는 4, 5, 6세 모든 연령에서 일반가정 유아들에 비해 더 느
린 발달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듣기발달인 수용언어는 일반가정 유아들
과 유사한 발달을 보여주나 표현 언어에서는 낮은 수행을 보인다는 우현경 외(2009)의 지
적과 더불어 일반가정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어절 길이가 매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김영태(2002)의 지적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정유아들은 표현 언어의 지
체로 인하여 평균어절길이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듣기는 말하기보다 더 많은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일반가정 유아들과 유사한 수행을 보이나 말하기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한국어가 능숙하
지 못한 어머니와의 풍부한 상호작용 기회의 부족으로 특히 표현 언어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배경변인(성별, 가족구성 유형, 그리고 기관별 유형)에 따라 듣
기․말하기 발달 실태를 살펴보면, 우선 성별에 따른 듣기․말하기발달은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적인 민감성이 뛰어나고 언어발달
이 빠르다는 주장과(Leaper & Sander, 1998), 언어발달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
다는 주장(이경렬, 2005; 장영애, 1994)이 함께 제시되는 현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족구성 유형에서 다문화 가정 유아의 부모 중 1명이 외국인 경우와 부모 모두 외국인
인 경우 듣기․말하기 발달을 분석한 결과 평균어절길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 경우가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보다
평균어절길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부모의 언어 환경이 자녀의 우리말 사용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말을 배우는 시기인 유아기
에 한국말이 서투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으며,
부모와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유아의 언어능력이 높고, 어머니와의 반응, 환경조직과 높은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한(권순희, 2006; Bradley & Caldwell, 1980; Jones, 1972)연구들을
살펴볼 때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중 가정 내의 부모의 양육태도,
생활환경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 유형별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만 다니는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정어린
이들이 일반가정 유아들과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 기관에서 부모대신 주중에 다문화가정
유아를 기르는 어린이집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본 결과 일반가정 유아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 유아들이 듣기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말하기발달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유아들이 다문화유아들
만 있는 기관에 다니는 환경보다 일반가정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관에서 듣기에는 더
많은 자극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말하기 발달에 있어서는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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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언어중재를
받은 유아는 구어발달의 수준이 높고 인지와 학문적 점수가 높아진다는 연구(김명순,
2006)와 보육시설경험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우현경 외, 2009)는
연구에 따라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언어발달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비슷한 연령의 또래들과
만남으로 서로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하며, 또래를 통해 자극과 반응의 기회, 놀이의 기회,
경험의 기회 등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논의를 통해 살펴 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듣기발달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일반가정 유아와 비슷한 발달
수준이었으나, 특히 주시할 것은 모든 연령에서 말하기가 느린 발달을 보여 주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가 일
반유아에 비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말할 때는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어
휘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말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말하기 발달이 듣기에 비해 늦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교육현
장에서 다문화 유아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다문화 아동들을 위한 특성화된 언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 뿐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에서도 언어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
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듣기․말하기발달 차이에서 가족구성 유형 중 부모의 언어능
력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기관별 유형에
따른 차이는 다문화가정 유아들만 다니는 기관보다 일반가정 유아들과 함께 다니는 다문
화가정 유아들이 언어발달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발
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질 높은 언어적 중재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생김새,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함께 어울
리며 언어발달 및 사회기술 발달에 대한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에 근거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다
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을 파악하고자 유아의 발화를 수집하여 구문론적, 의미론적 분
석 방법의 일부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부분적인 분석을 가지고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
발달 전체를 평가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언어의 다각적
인 측면에서 언어발달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유아의
언어발달 실태를 파악 하는데 있어 제한된 지역에서 적은 수가 표집 되었기 때문에 본 연
구의 결과를 해석 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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