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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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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인지적 특성
에 대한 파악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충청남북도 및 전라남북도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유아 14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인지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K-ABC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K-ABC의 척도 중 문제해결기능(인지처리과정=순차처리+동시처리)에서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과
한국 표준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고 되지 않았지만 사실에 대한 지식(습득도)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 표준화 집단에 비해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한국 표준화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 되었던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인지
처리과정을 그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순차처리기능이 동시처리기능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하위척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습득도에서만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의 소검사별 점수 분포 비율을 비교한 결과, 습득도의 소검사중 ‘인물과 장소’
에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유아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와 반대로 ‘문자해
독’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유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비전형적인 인지적 특성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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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들의 국제결혼률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한국 사회는 단일
민족이라는 오랜 개념에서 벗어나 다인종․다문화(multi-racial & multi-cultural) 사회로의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7년 3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06년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총
3만9천7백 건으로 1990년 4천7백10 건이었던 것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의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 빈도가 급증하여, 지난 2006년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혼인한 한국남성 중 41.0%가 외국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어촌지
역에 거주하는 혼인연령 남성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
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다문화가정의 자녀)1)의 수적인 증가 또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선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10년 후면, 혼혈 인구가 지금의 강원도(152만 명) 인구보다 큰 규모인 167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중앙일보, 2006).
이렇듯 다문화가정과 그들 자녀의 수적인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올바른 인식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들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찾아보기는 더욱 어렵다. 일부 지
방자치단체(전라남도, 2006; 전북발전연구원, 2005)나 민간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농
어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 한국 문화나 언어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과 이해 없이 이주하
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선입견과 차별로 인해 심리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때로
는 이것이 건강상의 문제로 까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국
남성이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따르는 경
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농어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삼중고는 대부분 부부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가정 폭
력이나 이혼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순미, 2006; 김유경, 2005;
윤형숙, 2003; 이혜경, 2005).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가정이 안고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
들은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특히 영․유아기에 있는 그들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직접적인
1) 최근까지도 한국남성과 아시아계 이주 여성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을 ‘코시안’(Kosian; Korean과 Asian의
합성어)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주 여성의 출신 국가가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뿐 아
니라, 러시아와 구 소비에트 연방(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 남미(예,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어 이들을 ‘온누리안’ 혹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명명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가 농어
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유아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이들을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라고 기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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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주여성 가정의 영․유아 자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여성의 한국말 부족으로써 이것은 그들 자녀의 언어발달지연에 직접적인 영
향을 끼치며 이는 다시 이들의 인지발달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Anastasi(1958)는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중 기능적 환경에 대해 강조하며
이에 해당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주변 환경, 그리고 문화 등의 제한은 역동하는 발달 시기에
있는 유아의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Hanson(1995)은 생물학적 원
인에 의해 비전형적 발달을 보였던 과거의 영유아들과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 비전형적 발달
을 보이는 많은 영유아들은 환경적 원인 때문이라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환
경차이에 의해 인지발달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Hatano,
Siegler, Richards, Inagaki, Stavy & Wax, 1993; Jeyfous, 1992; Yukawa, 1992; Davis & Ginsberg,
1993; Song & Ginsberg, 1987).
영유아기의 개별영역 발달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영역의 발달지연
은 또 다른 발달영역에 영향을 주게 된다(Shaffer, 2001). 따라서 유아의 인지발달은 이것 자체
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이후의 정서 및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인지
발달의 정도에 따라 이후 전반적인 학습과 사회적응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Howlin & Rutter,
1987). 뿐만 아니라, Dietz, Lavigne, Arend 그리고 Rosenhaum(1997)은 유아의 인지발달 지연이나
인지적 능력 결핍은 이후의 병리적 일탈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
여 황혜신과 황혜정은 그들의 2001년 연구에서 유아의 인지능력과 문제 행동이 부적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유아의 인지능력이 낮을수록 문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하였다. Robert와 Emily(2001)도 인지발달에 관한 그들의 종단 연구를
통해 유아의 인지능력이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이 되며, 시간에 걸쳐 매우 안정적이라
고 보고 하였다. 김연, 한태숙, 정인회, 박연경, 황혜정, 그리고 구현하(2006)의 연구에서는 유
아가 인지발달의 지연이나 인지능력에 결핍을 보이는 경우, 사회적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거나 교사,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어, 결국 사회적인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학령기에 접어든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오성배(2007)의 최
근 연구 결과에서 보고 하듯이,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이르게 되면, 학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특히, 국어 과목과 관련하여 발음의 부정확함이나 어휘력
부족, 읽기와 쓰기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학업성취의 저조는
자신감의 결여와 관련이 깊어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경향을 보일 우려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아의 인지발달이 지연
되거나 인지적 능력이 결핍되는 경우, 이후의 낮은 학업 성적으로 이어지거나 정서․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부적응의 문제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부적응의 문제로
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초기 인지발달의 실패는 이후의 전반적 발달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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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인지적 발달 지연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
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지적 지연의 정도를 완화시키거나
원인을 중재하여 정상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이종린, 최중환, 문형로,
조세진, 1987).
지금까지 살펴본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인지발달지연 및 관련
문제들을 예방하고 그 원인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
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유아들이 둘 이상의 문화가 혼재해 있는 가정에
서 양육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언어발달이 지연되어 있다는 보고를 감안해 볼 때 검사실시
과정에서 언어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문화권에도 적용 가능한 검사도구의 선택이 가
장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Kaufman(1983)이
개발한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K-ABC)을 문수백, 변창진(1997)이 한국의 문화
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K-ABC(Korean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이다. K-ABC는 다른 인지검사도구들과는 달리 비언어적 과제에 큰 비중을
두어 일반아동뿐 아니라, 언어장애가 있는 특수아동이나 타문화권 아동에게도 실시할 수 있
도록 제작된 검사도구로써 이미 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도구이다.
본 연구는 농어촌 다문화가정유아들의 독특한 인지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이들에
게 발생 가능한 인지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발달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조기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
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K-ABC 하위척도 중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 분포
는 한국의 표준화 집단 분포와 비교하여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K-ABC 하위척도 간 인지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
나는가?
연구문제 3.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K-ABC의 각 하위척도에 차
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4.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K-ABC 하위척도 및 각 소검
사 영역에서 나타나는 강약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북도 및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정 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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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6세의 유아 147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과정은 우선적으로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의 각 도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을 위주로 하였으며 이
를 다시 이주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읍’ 단위로 나누어 이주여성센터, 한글학교, 종합
사회복지관, 종교 단체 등과 각 ‘리’의 이장과의 개별 연락을 통하여 군집 표집을 통해 선정
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들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자 75명(51%), 여자 72명(49%)이며 이를
다시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만 3세 34명(23.1%), 4세 45명(30.6%), 5세 36명(24.5%), 그리
고 6세 32명(21.8%)이다. 연구 대상 유아의 성별, 연령별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성별, 연령별 분포 (%)
집단구분

3세

4세

5세

6세

계

남

21(14.3)

22(15.0)

18(12.2)

14(9.5)

75(51.0)

여

13(8.8)

23(15.6)

18(12.2)

18(12.2)

72(49.0)

총 계

34(23.1)

45(30.6)

36(24.5)

32(21.8)

147(100.0)

2.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검사도구는 Kaufman(1983)이 개발한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을 문수백, 변창진(1997)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K-ABC(Korean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이다. K-ABC는 신경심리학과 인
지심리학을 기초로 하여, 2.6세에서 12.6세에 있는 아동의 문제해결기능(인지처리기능=순차
처리+동시처리)과 사실에 대한 지식(습득도)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한국판 K-ABC의 신뢰
도는 .87-92 이다. K-ABC의 소검사 구성을 살펴보면 습득도에 6가지 소검사(표현어휘, 인물
과 장소, 산수, 수수께끼, 문자해독, 문자이해)가 포함되어 있고 인지처리과정척도는 순차처
리척도와 동시처리척도를 그 하위영역으로 하여 각각의 하위척도에 3개(손동작, 수회생, 단
어배열)와 7개(마법의창, 얼굴기억, 그림통합, 삼각형, 시각유추, 위치기억, 사진순서)의 소검
사가 포함되어 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크게 검사자 훈련과 본 검사로 나누어진다. 검사자 훈련은 대학원에서
아동발달 검사에 대한 수업을 받았으며 검사 실시 경험이 있는 석사생 10명을 대상으로 5
주간 10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훈련 기간 후, 검사자를 두 명씩 짝지어 K-ABC 검사를 받고
자 지원한 10명의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채점자간 신뢰도 r은
.82-.86 였다. 본 검사는 2007년 3월에서 2007년 5월 동안, 본 연구자들과 훈련받은 검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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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지역별로 선정된 유아들에게 각 지역의 이주여성센터 및 지역
대학의 강의실에 마련된 검사실에서 직접 K-ABC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K-ABC의 하위척도별로 도출된 원점수를 표준 점수(평균 100, 표준
편차 15)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 집단의 인지처리과정 및 습득도 점수와 표
준화집단의 인지처리과정 및 습득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기능 유목 수준에 따른 빈도분
석을 실시한 후, 연구 대상 집단의 분포도와 표준화집단의 정상분포도와 비교하였다. 다음으
로는 연구대상 집단의 K-ABC의 하위척도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척
도간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K-ABC의 하위척
도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연령에 따라서는 분산분석
후,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K-ABC 하
위척도간 강점 빈도율과 각 소검사별 강약의 빈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
차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유아별로 하위척도의 강점 판정과
소검사별 강약 판정(K-ABC 실시․채점 요강에 제시된 종합척도간 표준 점수의 차이 비교를
위한 유의수준별 차이점수표와 ‘강․약’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별 최소 차이점수표를 참고)을
실시한 후, 전체 유아들을 대상으로 그 분포 비율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 분석 프로그램은 SPSS 12.0+이다.

Ⅲ. 연구결과
1.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K-ABC의 점수 분포
1) 인지처리과정 점수 분포
K-ABC의 하위척도 중 인지처리과정과 관련하여 한국 표준화 집단의 인지처리과정 점수
분포와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인지처리과정 점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K-ABC 해석
요강에 제시되어 있는 인지처리과정 수준에 따라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처리과정
점수를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와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 인지처리과정의 수준에 따른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
의 분포는 표준화집단과 거의 비슷한 정상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분포 비율이 표준화집단의 분포 비율
과 같이, 기능유목 수준이 ‘보통’(99-109)인 구간에 가장 밀집(37.4%)되어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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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지처리과정에 대한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분포비율과 한국표준화집단의 분포비율
표준점수범위
기능수준유목

69이하

70-79

아주 낮음 다소 낮음

80-89

90-109

110-119

낮음

보통

높음

120-129

130이상

다소 높음 아주 높음

표준화집단

2.1%

6.3%

15.9%

49.8%

16.4%

7.0%

2.2%

다문화가정 유아집단

3.4%

2.7%

25.2%

37.4%

20.4%

8.2%

2.7%

*표준화집단 분포는 K-ABC 해석요강(문수백, 변창진, 1997)에서 발췌

60.00%
표준화집단
다문화가정유아집단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69이 하

70-79

80-89

90-109

110-119

120-129

130이 상

[그림 1] 인지처리과정 수준에 따른 농어촌 다문화가정유아와 표준화집단의 분포비교

타났으며, 전체 기능유목수준 구간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종모양의 정상분포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능유목 수준이 ‘낮음’(80-89)
으로 구분된 집단의 비율(25.2%)이 같은 기능유목 수준의 표준화 집단 비율(15.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하여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능유목 수준이 ‘다소 낮음’(70-79)으로
구분된 집단의 비율(2.7%)은 같은 기능유목 수준의 표준화 집단의 비율(6.3%)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2) 습득도 점수 분포
K-ABC의 하위척도 중 습득도와 관련하여 한국 표준화 집단의 습득도 점수 분포와 다문화
가정 유아 습득도 점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K-ABC 해석 요강에 제시되어 있는 기능유
목별 습득도 점수 분포대별로 다문화 가정 유아의 습득도 점수를 구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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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습득도에 관한 다문화가정 유아 분포비율과 표준화집단의 분포비율
표준점수범위

69이하

기능수준유목

70-79

80-89

90-109

110-119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낮음 다소 낮음

120-129

130이상

다소 높음 아주 높음

표준화집단

2.1%

6.0%

15.5%

50.5%

15.8%

7.4%

2.6%

다문화가정 유아집단

4.1%

8.8%

34.0%

29.3%

12.9%

10.2%

0.7%

*표준화집단 분포는 K-ABC 해석요강(문수백, 변창진, 1997)에서 발췌

60.00%
표준화집단
50.00%
다문화가정유아집단
40.00%

30.00%

20.00%

10.00%

0.00%
69이 하

70-79

80-89

90-109

110-119

120-129

130이 상

[그림 2] 습득도 수준에 따른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와 표준화집단의 분포 비교

표 3과 그림 2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습득도의 기능수준 유
목별 점수분포는 표준화집단의 정상분포와는 약간 다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표준화 집단에서는 습득도가 ‘보통’(90-109) 수준인 점수 구간에 유아가
가장 많이 분포(50.5%)되어 있으며 양쪽이 대칭적인 모양의 정상분포를 띄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유아는 습득도가 ‘낮음’(80-89)으로 분류된 점수 구간에 유아가 가장
많이 분포(34.0%)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적으로 편포된 분포 모양을 나타냈다.
2.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K-ABC 의 하위척도간 인지 특성 비교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K-ABC의 하위척도간 인지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순
차처리척도와 동시처리척도, 순차처리척도와 습득도척도, 동시처리척도와 습득도척도, 인지
처리과정척도와 습득도척도의 평균 점수를 대응 표본 t검증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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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각 척도간 점수 비교
순차처리

동시처리

M(SD)

M(SD)

순차 vs 동시

96.43(17.89)

104.21(15.93)

순차 vs 습득도

96.43(17.89)

95.53(15.81)

동시 vs 습득도

104.21(15.93)

95.53(15.81)

6.19***

인지처리 vs 습득도

100.78(16.30)

95.53(15.81)

4.10***

구분

t
-5.14***
.69

***p<.001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척도 간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순차처리척도(M=96.43, SD=
17.89)가 동시처리척도(M=104.21, SD=15.93)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5.14, p<.001). 습득도 척도(M=95.53, SD=15.81)는 동시처리척도(M=104.21, SD=
15.93)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6.19, p<.001). 또한 습득도
척도(M=95.53, SD=15.81)가 인지처리과정척도(M=100.78, SD=16.30)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4.10, p<.001). 그러나 순차처리척도(M=96.43, SD=17.89)와
습득도척도(M=95.53, SD=15.8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지 특성 비교
1) 인지처리과정 비교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지처리과정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연령에 따라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는 표 5와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5>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에 따른 인지처리과정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
성별
인지처리

M(SD)

남

여

(N=75)

(N=72)

102.60(14.95)

98.88(17.51)

t
1.39

<표 6>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인지처리과정에 대한 분산분석
연령
인지처리

M(SD)

3세

4세

5세

6세

(N=34)

(N=45)

(N=36)

(N=32)

101.59(19.45)

100.04(16.42)

104.78(14.94)

96.44(13.23)

F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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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t검증과 분산분석 결과,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인지처리과정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순차처리 비교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순차처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
여, 성별에 따라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연령에 따라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7과 표 8에 나타나 있듯이, t검증과 분산분석 결과,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순차처리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에 따른 순차처리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
성별
순차처리

M(SD)

남

여

(N=75)

(N=72)

98.48(18.13)

94.51(17.54)

t
1.35

<표 8>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연령에 따른 순차처리에 대한 분산분석
3세

4세

5세

6세

(N=34)

(N=45)

(N=36)

(N=32)

100.82(26.08)

93.42(12.64)

100.64(16.22)

91.75(13.53)

연령
순차처리

M(SD)

F
2.58

3) 동시처리 비교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동시처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
여, 성별에 따라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연령에 따라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나타나 있다.
표 9와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t검증과 분산분석 결과,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
과 연령에 따라 동시처리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에 따른 동시처리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
성별
동시처리

M(SD)

남

여

(N=75)

(N=72)

105.39(14.98)

104.21(15.93)

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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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연령에 따른 동시처리에 대한 분산분석
3세

4세

5세

6세

(N=34)

(N=45)

(N=36)

(N=32)

102.88(17.22)

105.62(18.23)

107.56(13.61)

99.88(12.72)

연령
동시처리

M(SD)

F
1.53

4) 습득도 비교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습득도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연령에 따라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표 12에 나타나 있다.
먼저 표 11에 제시된 t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습득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2에 제시되어 있듯이, 분산분석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습득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81, p<.001). 연령에 따른 습득도의 차
이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6세의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습득도(M=105.31, SD=15.93)가 3세 유아(M=93.12, SD=12.03)와 4세 유아의
(M=90.16, SD=12.99) 습득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에 따른 습득도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
성별
습득도

M(SD)

남

여

(N=75)

(N=72)

94.67(15.22)

96.43(16.46)

t
-.67

<표 12>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연령에 따른 습득도에 대한 분산분석
연령
습득도

A=3세

B=4세

C=5세

D=6세

(N=34)

(N=45)

(N=36)

(N=32)

M

93.12

90.16

95.83

105.31

(SD)

(12.03)

(12.99)

(18.41)

(15.93)

F

Scheffe

6.81***

D>B,A=C

***p<.001

4.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지적 강약 비교
1)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K-ABC 하위척도간 강점 비교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K-ABC의 하위척도간 비교에서 영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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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에 따른 K-ABC 하위척도간 강점 비교 (%)
성별
남자
(N=75)
여자
(N=72)

χ

순차-동시 비교

순차-습득 비교

동시-습득 비교

인지-습득 비교

순차>동시 순차<동시 순차>습득 순차<습득 동시>습득 동시<습득 인지>습득 인지<습득
5(6.7)

22(29.3)

24(32.0)

13(17.3)

29(38.7)

9(12.0)

26(34.7)

9(12.0)

8(11.1)

27(37.5)

11(15.3)

18(25.0)

23(31.9)

9(12.5)

24(33.3)

14(19.4)

2.57

2

5.89

.75

1.59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
나 교차분석 표 안에 셀의 빈도수가 5 미만인 경우에는 교차분석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
러한 경우에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를 %분포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표 13과 표 14
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13에 나타난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로 K-ABC
의 각 하위척도간 강점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이에 대한 하위척도간 비교 결과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순차처리와 동시처리 비교
에서는 남아(6.7%<29.3%)와 여아(11.1%<37.5%) 모두 순차보다 동시처리에서 강점을 보인 비
율이 높았다. 순차처리와 습득도 비교에서는 남아의 경우, 습득도보다 순차처리에서 강점을
보인 남아의 비율(17.3%<32,0%)이 높았고, 여아의 경우는 순차처리보다 습득도에서 강점을
보인 여아의 비율(15.3%<25.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처리와 습득도의 비교에서는
남아(38.7%>12.0%)와 여아(31.9%>12.5%) 모두 습득도보다 동시처리에서 강점을 보인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 비교에서도 남아(34.7%>12.0%)와 여아(33.3%>
<표 14>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연령에 따른 K-ABC 하위척도간 강점 비교 (%)
연령

순차-동시 비교

순차-습득 비교

동시-습득 비교

인지-습득 비교

순차>동시 순차<동시 순차>습득 순차<습득 동시>습득 동시<습득 인지>습득 인지<습득

3세

7

9

14

6

12

1

11

3

(N=34)

(20.6)

(26.5)

(41.2)

(17.6)

(35.3)

(2.9)

(32.4)

(8.8)

4세

3

22

9

7

25

4

23

2

(N=45)

(6.7)

(48.9)

(20.0)

(15.6)

(56.6)

(8.9)

(51.1)

(4.4)

5세

3

10

12

2

15

3

16

0

(N=36)

(8.3)

(27.8)

(33.3)

(5.6)

(41.7)

(8.3)

(44.4)

(0.0)

6세

0

8

0

16

0

10

0

18

(N=32)

(0.0)

(25.0)

(0.0)

(50.0)

(0.0)

(31.3)

(0.0)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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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모두 습득도보다 인지처리과정에서 강점을 보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에 나타난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순차처리와 동시처리를 비교한 경우,3세 유아
(26.5%>20.6%), 4세 유아 (48.9%>6.7%), 5세 유아 (27.8%>8.3%), 6세 유아 (25.0%>0.0%) 모
두에게 순차처리보다 동시처리에서 강점을 보이는 유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
차처리와 습득도를 비교한 경우에는, 3세(41.2%>17.6%), 4세(20.0%>15.6%), 5세 유아(33.3%>
5.6%)에게는 습득도보다 순차처리에서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6세 유아(0.0%<50.0%)의 경우에는 순차처리보다 습득도에서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빈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분포 비율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동시처리와 습득도를 비
교한 경우에는, 3세(35.3%>2.9%), 4세(56.6%>8.9%), 5세 유아(41.7%>8.3%)에게는 습득도보다
동시처리에서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6세 유아(0.0%<31.3%)의
경우에는 동시처리보다 습득도에서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
별 분포 비율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처리와 습득도를 비교한 경우에는,
3세(32.4%>8.8%), 4세(51.1%>4.4%), 5세 유아(44.4%>0.0%)에게는 습득도보다 동시처리에서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6세 유아(0.0%<56.3%)의 경우에는 동
시처리보다 습득도에서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분포 비율
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2)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K-ABC 인지처리과정 소검사간 강
약 비교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K-ABC의 인지처리과정 소검사간 비교에
서 영역별로 강점과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차분석 표 안에 셀의 빈도수가 5 미만인 경우가 나타나 교차분석
을 실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를 %분포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표 15와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표 15에 나타나 있듯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먼저 순차처리에 해당하는 소
검사 영역별로 살펴보면, ‘손동작’에서는 남아의 경우, ‘손동작’에서 강점(13.3%)보다 약점
(36.3%)을 보인 비율이 높으며, 여아의 경우도 강점(5.6%)보다 약점(12.5%)을 보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회생’에서는 남아의 경우, 강점(20.0%)보다 약점(25.3%)을 보인 비
율이 높으며, 여아의 경우도 강점(12.5%)보다 약점(23.6%)을 보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단어배열’에서는 남아의 경우, 강점(5.3%)보다 약점(18.7%)을 보인 비율이 높으며, 여
아의 경우도 강점(12.5%)보다 약점(26.4%)을 보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시처리에 속하는 소검사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마법의 창’에서는 남아의
경우, 약점(6.7%)보다 강점(24.0%)을 보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강점(16.7%)을 보인 여아들만 나타나고 약점(0.0%)을 보인 여아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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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에 따른 K-ABC 인지처리과정 소검사의 강점과 약점 비교 (%)

성별

순
차
처
리

동
시
처
리

남자

여자

(N=75)

(N=72)

강점

약점

강점

약점

손동작

10(13.3)

27(36.0)

4(5.6)

9(12.5)

수회생

15(20.0)

19(25.3)

9(12.5)

17(23.6)

단어배열

4(5.3)

14(18.7)

9(12.5)

19(26.4)

마법의창

18(24.0)

5(6.7)

12(16.7)

0(0.0)

얼굴기억

8(10.7)

12(16.0)

11(15.3)

4(5.6)

그림통합

29(38.7)

14(18.7)

27(37.5)

10(13.9)

삼각형

20(26.7)

11(14.7)

14(19.2)

19(26.4)

시각유추

7(9.3)

0(0.0)

6(8.3)

3(4.2)

위치기억

1(1.3)

4(5.3)

5(6.9)

0(0.0)

사진순서

0(0.0)

7(9.3)

0(0.0)

3(4.2)

<표 16>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연령에 따른 K-ABC 인지처리과정 소검사의 강점과 약점 비교 (%)

연령

순
차
처
리

동
시
처
리

3세

4세

5세

6세

(N=34)

(N=45)

(N=36)

(N=32)

강점

약점

강점

약점

강점

약점

강점

약점

손동작

2(5.9)

11(32.4)

4(8.9)

11(24.4)

4(11.1)

10(27.8)

4(12.5)

4(12.5)

수회생

11(32.4)

8(23.5)

13(28.9)

19(42.2)

0(0.0)

5(13.9)

0(0.0)

4(12.5)

단어배열

-

-

3(6.7)

15(33.3)

10(27.8)

10(27.8)

0(0.0)

8(25.0)

마법의창

10(29.4)

4(11.8)

20(44.4)

1(2.2)

-

-

-

-

얼굴기억

5(14.7)

7(20.6)

14(31.1)

9(20.0)

-

-

-

-

그림통합

6(17.6)

6(17.6)

17(37.8)

10(22.2)

7(19.4)

8(22.2)

26(81.3)

0(0.0)

삼각형

-

-

6(13.3)

17(37.8)

10(27.8)

7(19.4)

18(56.3)

6(18.8)

시각유추

-

-

-

--

13(36.1)

1(2.8)

0(0.0)

2(6.3)

위치기억

-

-

-

-

2(5.6)

4(11.1)

4(12.5)

0(0.0)

사진순서

-

-

-

-

-

-

0(0.0)

10(31.3)

‘얼굴기억’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아의 강점과 약점 비율 분포가 상반되게 나타났다(남아:
10.7%<16.0%; 여아:15.3%>5.6%). ‘그림통합’에서는 남아의 경우, 약점(16.0%)보다 강점(38.7%)
을 보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에도 약점(13.9%)보다 강점(37.5%)을 보인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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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삼각형’에서는 남아의 경우, 약점(14.7%)보다 강점(26.7%)을 보인 비율이 높
게 나타났고,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강점(19.2%)보다 약점(26.4%)을 보인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시각유추’에서는 남아의 경우, 강점(9.3%)을 보인 남아만 분포하고, 여아의 경우에는
강점(8.3%)을 보인 여아의 비율이 약점(4.2%)을 보인 여아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기억’의 경우에는 남아(강:1.3%<약:5.3%)와 여아(강:6.9%>약:0.0%)의 비율 분포가 상반
되게 나타났다. ‘사진순서’의 경우에는, 남아(9.3%)와 여아(4.2%)모두 강점을 보인 유아만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에 나타나 있듯이 유아의 연령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손동작’에서는 6
세 유아만 강점(12.5%)과 약점(12.5%)을 나타낸 유아의 비율이 같게 나타났으며, 3세(32.4%>
5.9%), 4세(24.4%>8.9%), 5세 유아(27.8%>12.5%)들의 경우는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강
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회생’에서는 3세 유아만 ‘수회생’에서
약점(23.5%)보다 강점(32.4%)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높았으며, 반면 4세(42.2%>28.9%), 5세
(13.9%>0.0%), 6세(12.5%>0.0%) 유아들의 경우,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강점을 보인 유
아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배열’에서는 5세 유아는 강점(27.8%)과 약점(27.8%)
을 나타낸 유아의 비율이 같게 나타났으며, 4세 유아(33.3%>6.7%)와 6세 유아(25.0%>0.0%)
의 경우에,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시처리에 속하는 소검사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마법의 창’에서는 3세
(29.4%>11.8%)와 4세 유아(44.4%>2.2%) 경우 모두 ‘마법의 창’에서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비
율이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기억’에서는 3세 유아
의 경우에 약점(20.6%)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강점(14.7%)을 보인 유아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4세 유아의 경우는 강점(31.1%)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약점(20.0%)을 보인 유아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통합’에서는 3세 유아는 강점(17.6%)과 약점(17.6%)을 보인 유아
의 비율이 같게 나타났고, 5세 유아는 약점(22.2%)보다 강점(19.4%)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약
간 높게 나타났다. 4세(37.8%>22.2%)와 6세 유아(81.3%>0.0%)의 경우에는 강점을 보인 유아
가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각형’에서는 4세 유아의 경우에
는 약점(37.8%)을 보인 유아가 강점(13.3%)을 보인 유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세
(27.8%>19.4%)와 6세 유아(56.3%>18.8%)의 경우에는,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약점을 보
인 유아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유추’에서는 5세 유아의 경우에 강점을 보
인 유아의 비율(36.1%)이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2.8%)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유아의경 우에는 약점을 보인 유아(6.3%)는 있지만, 강점을 보인 유아(0.0%)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위치기억’에서는 5세 유아의 경우에는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11.1%)이 강점
을 보인 유아의 비율(5.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세 유아의 경우에는 강점을 보인 유
아의 비율(12.5%)이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순서’의
경우, 약점(31.3%)을 보인 6세 유아의 비율이 강점(0.0%)을 보인 6세 유아의 비율보다 높은

58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6호)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K-ABC 습득도 소검사간 강약 비교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K-ABC 습득도 소검사간 비교에서 영역별
로 강점과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러나 교차분석 표 안에 셀의 빈도수가 5 미만인 경우가 나타나 교차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를 %분포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표 17과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표 17에 나타나 있듯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를 소검사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현어휘’에서는 남아의 경우, 강점(5.3%)보다 약점(8.0%)을 보인 비율이 높았고, 여아의 경
우에는 약점(1.4%)보다 강점(6.9%)을 보인 비율이 높아, 남녀에 따라 상반된 분포 결과를 보
였다. ‘인물과 장소’에서는 남아(1.3%<36.0%)와 여아(2.8%<31.9%) 모두에서 강점보다 약점을
보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수’에서는 남아의 경우 약점(10.7%)보다 강점(22.7%)을
보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의 경우, 강점(12.5%)보다 약점(13.9%)을 보인 비율
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수수께끼’에서도, 남아의 경우, 약점(9.3%)보다 강점(21.3%)을 보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여아의 경우 강점(9.7%)보다 약점(16.7%)을 보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문자해독’의 경우, 남아의 경우에는 약점(2.7%)보다 강점(20.0%)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에는 약점(4.2%)보다 강점(38.9%)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에 나타나 있듯이, 유아의 연령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를 소 검사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현어휘’에서는 3세 유아의 경우, 강점(5.9%)보다 약점(11.8%)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높고,
4세의 경우, 약점(6.7%)보다 강점(15.6%)을 보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물과 장소’에서는
3세(0.0%<17.6%), 4세(2.2%<20.0%), 5세(5.6%<52.8%), 6세(0.0%<50.0%) 모두에서 강점보다
약점을 보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수’에서는 3세(35.3%>0.0%), 4세(24.4%>
17.8%), 5세(8.3%>5.6%)의 경우에는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 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세(0.0%<25.0%)의 경우에는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약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께끼’에서는 3세(20.6%>5.6%)와 4세(22.2%>11.1%)의 경우
에는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5세(11.1%<
22.2%)와 6세(6.3%<12.5%)의 경우에는 강점보다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문자해독’에서는 5세의 경우에는 강점(47.2%)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약점(13.9%)을
보인 유아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세의 경우에는 강점(81.3%)만을 보인 유아
만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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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성별에 따른 K-ABC 습득도 소검사의 강점과 약점 비교 (%)
남자(N=75)

연령

여자(N=72)

강점

약점

강점

약점

표현어휘

4(5.3)

6(8.0)

5(6.9)

1(1.4)

인물과 장소

1(1.3)

27(36.0)

2(2.8)

23(31.9)

산수

17(22.7)

8(10.7)

9(12.5)

10(13.9)

수수께끼

16(21.3)

7(9.3)

7(9.7)

12(16.7)

문자해독

15(20.0)

2(2.7)

28(38.9)

3(4.2)

<표 18>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연령에 따른 K-ABC 습득도 소검사의 강점과 약점 비교 (%)
연령

3세(N=34)

4세(N=45)

5세(N=36)

6세(N=32)

강점

약점

강점

약점

강점

약점

강점

약점

표현어휘

2(5.9)

4(11.8)

7(15.6)

3(6.7)

-

-

-

-

인물과 장소

0(0.0)

6(17.6)

1(2.2)

9(20.0)

2(5.6)

19(52.8)

0(0.0)

16(50.0)

산수

12(35.3)

0(0.0)

11(24.4)

8(17.8)

3(8.3)

2(5.6)

0(0.0)

8(25.0)

수수께끼

7(20.6)

2(5.6)

10(22.2)

5(11.1)

4(11.1)

8(22.2)

2(6.3)

4(12.5)

문자해독

-

-

-

-

17(47.2)

5(13.9)

26(81.3)

0(0.0)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독특한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
고, 나아가 이들에게 발생 가능한 인지발달의 지연을 예방하고 발달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
도록 돕는 조기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이를 위해 전라남북
도와 충청남북도의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 147명을 대상으로 K-ABC 검사를 실시한 후, 수
집된 자료들을 빈도분석, 이원변량분석, 대응표본 검증, 교차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
석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K-ABC의 하위척도 중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에서 나타난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
의 분포와 한국의 표준화 집단의 분포를 빈도분석으로 비교한 결과,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
에서 각각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인지처리과정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분포는 한국의 표준화 집단의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능
유목 수준이 ‘보통’(99-109)인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밀집(37.4%)되어 있으며, 전체 기능유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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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구간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종모양의 정상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처리과정 수준이 한국의 표준화 집단의 인지처리과정 수준과 많은 부분
에서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습득도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의 표준화 집단에서는 습득도가 ‘보통’
(90-109) 수준인 점수 구간에 유아가 가장 많이 분포(50.5%)되어 있어 양쪽이 대칭적인 모양
의 정상분포를 띄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유아는 습득도가 ‘낮음’(80-89)으로
분류된 점수 구간에 유아가 가장 많이 분포(34.0%)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적으로 편포
된 분포 모양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습득도 수준이 한국
표준화 집단의 습득도 수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상 집단의
해당하는 유아의 경우에, 인지처리과정 수준이 높으면, 습득도 수준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
(문수백, 변창진, 1997)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에서 보여지는 결과 차
이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인지 발달의 지연으로 판단될 수 있
다.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경우, 어머니의 언어 능력 부족, 문화 가치 기준의 혼란,
열악한 가정 환경, 낮은 경제적 수준, 가정 폭력 등의 환경적 요인 등(양순미, 2006; 김유경,
2005; 윤형숙, 2003; 이혜경, 2005)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들에게 주
어진 환경이 이들의 독특한 인지 발달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
여, Anastasi(1958)가 주장했던 바에 따르면,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인지 발달은 구조적
환경요인(영양 상태나 선천적인 두뇌의 장애 등과 관련한 변화)보다도, 기능적 환경요인(부모
의 양육태도, 주변 환경의 제한성 및 문화적 요소 등과 관련된 변화)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또한 Hanson(1995)의 연구에서 밝혀졌던, 현대 사회에서
비전형적 발달을 보이는 많은 영유아들이 과거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과는 달리 환경에
따른 비전형적 발달을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문화적
인 환경 조건의 차이에 의해 인지발달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 다른 선행 연구(Song &
Ginsberg, 1987; Jeyfous, 1992; Yukawa, 1992; Davis & Ginsberg, 1993; Hatano, Siegler, Richards,
Inagaki, Stavy & Wax, 1993)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에게 나타난 독특한 인지발달의 지연은 생물학적 요인 등과
관련된 구조적 환경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언어 능력의 부족, 문화 가치 기
준의 혼란, 열악한 가정환경, 농어촌 지역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 가정 폭력 등과 같은
기능적 환경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K-ABC의 하위척도간 인지적 특성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K-ABC의 각 하위척도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
의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미 빈도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유사하게,
습득도의 평균이 인지처리과정의 평균보다도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
처리과정의 동시처리와 습득도의 평균 비교에서도 습득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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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나아가 순차처리와 동시처리의 비교에서는 순차처리가 동시처리보다 유의미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차처리와 습득도의 비교에서만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순차처리와 습득도의 평균이 둘 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나, 두 척도 간 평균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도 정상적 범주에
속하는 일반 아동들의 경우에 K-ABC의 각 하위척도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김은경, 김은경, 2004)을 고려할 때에,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보이는
K-ABC 하위척도간의 유의미한 평균 차이는 이들에게 독특한 인지 발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인지 발달이 정상 발달을 보이
는 집단의 유아들과는 다르게 비전형적인 인지발달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각 하위척도간 비교 결과, 인지처리과정보다는 습득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것과, 순차
처리가 동시처리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 결과는 함축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지처리과정보다 습득도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미 앞서 언급하
였듯이, 이들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지적 능력이 일반 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가정 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결핍으로 인하여, 이들이 기본적으로 획득하
였어야 하는 언어적 개념이나, 일반지식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다른 부분은, 인지처리과정 중 순차처리가 동시처리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순차처리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또는 계열적으로 조직하여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충분한 지속적인 주의력과 집중력이 요구
되며, 학교학습과 다양한 일상적인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동시처리는 폭넓은 다
양한 정보를 동시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으로 공간적, 유추적 혹은 구체적 성질을 갖는다.(문
수백, 변창진, 1997). 이러한 측면에서,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순차처리가 동시처리보
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전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능력에 비하여, 시간적인 순서 혹은 연속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해결하
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순차처리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충분한 지속적인 주의력과
집중력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에게 나타나는 습득도의 저하나
학업적 손실은 가정의 언어 환경 및 문화적 환경의 결핍과 더불어 주의력과 집중력의 부족
으로 인한 순차적이고 계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나타나는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종린 등(1987)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있듯이, 이러한 발달 지연으
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만 있다
면 그 정도를 완화시키거나 원인을 치료하여 정상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따
라서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인지 발달의 지연으로 나타나는 낮은 습도도 수준을 높이
기 위해서는 순차처리기능의 공통 요인이 되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훈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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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언어와 문화의 환경적 결핍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K-ABC의 하위척도에 차이가 나타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서는 t-test로, 연령에 따라서는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지처리과정, 순차처리, 동시처리에서는 모두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러나 습득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별 차이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6세
의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습득도가 3세와 4세 유아의 습득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인지적 특
성(인지처리과정, 순차처리, 동시처리, 습득도)에는 차이가 없으며, 또한 연령에 따른 인지처
리과정, 순차처리, 동시처리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에 따른 습득도
에서만 유일하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6세 유아의 경우, 3세와 4세
에 유아에 비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보육원과 같은 교육적 환경을 더 많이 접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육
기관에 다니는 것이 아동의 지적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와도 (Olson, 1977) 일치한다.
또한 인지적 과제에서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은 교육경험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선행 연
구 결과들(Sharp, Cole, & Lave, 1979; Jahandrie, 1986)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K-ABC 하위 척도 및 소검사 영역
에서 나타나는 강약 비율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교차
분석과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각 하위척도와 소검사 영역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결
과가 나타났다. 먼저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하위척도에서의 강약 비율에 따른 교차 분석과 빈
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순차처리보다는 동시처리에서, 습득도 보다는 동시처리에서, 습득도 보다는 인지처리에서 강
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3-5세의 연령대의 유아와는 다르게 6세 유아에게만 인지처리과정, 순차처리, 동시
처리보다 습득도에서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보다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이원변량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연령에 따른 습득도 차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6세 유아의 경우,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인지처리기능(순차처리, 동
시처리)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습득도에서 강점을 보인 비율이 높았다는 것
은 교육적 효과의 가능성을 더욱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6세 유아가 습득도에서 강
점을 나타내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더 높은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교
육기관을 통해 학습한 경험이 많을수록 사실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척도의 소검사별 강약 비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순차처리의 소검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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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대체적으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강점보다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반하여 동시처리의 소검사 영역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약점
보다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하위검사간
대응표본 t분석결과에서 순차처리의 평균이 동시처리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습득도의 소검사 영역에서는 약간 상이한 두 가지 결과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인물과 장
소’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약점을 보인 비율이 강점을 보인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문자 해독’의 경우에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강점을 나타내는 비율이 약점
을 나타내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각 소검사의 특징 및 해당 연령과 함
께 종합해 보면, ‘인물과 장소’의 경우, 아동의 언어적 일반상식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초기
환경의 풍부함, 가정의 문화적 화경, 아동을 위한 부모나 형제들의 책 읽어주기, TV를 만화
나 교육프로그램의 시청 정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문수백, 변창진, 1997). 인물과 장소에
서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약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이 강점을 보인 유아의 비율보다 높
다는 것은 이들의 가정 환경과 문화적 환경의 결핍의 심각성을 입증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자해독’의 경우, 아동에게 문자나 단어를 보여주고 그것을 소리 내어 읽는 능력을
측정 하는 검사이다(문수백, 변창진, 1997). 그러나 해당 연령이 5세 이상이기 때문에, 3세와
4세의 유아(연령에 따른 Scheffe 사후 검증에서 6세 유아보다 습득도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낮
은 결과를 보였던 연령)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5세와 6세 유아들이 문자해독 검사에 서
강점을 보인 유아가 약점을 보인 유아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들이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했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성
하게 해주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를 모두 종합해 보면, K-ABC의 척도 중 문제해결기능(인지처리
과정=순차처리+동시처리)에서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과 한국 표준화 집단 간에 유의
미한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실에 대한 지식(습득도)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 표준화 집
단에 비해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한국 표준화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던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인지처리과정을 그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순차처리기능이 동시처리기능
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하위척도의 차이를 비교
한 결과, 습득도에서만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척도의 소검사별 강약
빈도율을 비교한 결과, 습득도의 소검사중 ‘인물과 장소’에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전반
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유아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와 반대로 ‘문자해독’에서는 성별과 연
령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유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가 일반 유아들의 전형적인 인지 발달과는 다른
비전형적인 인지 발달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이들의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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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특성을 요약하면,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들이 가
지고 있는 문제해결과정으로서의 총체적 지적 능력(인지처리과정=순차처리+동시처리) 수준
에 비하여, 그들이 기본적으로 습득했어야 하는 언어적 개념이나 일반 지식(습득도)이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문제해결과정을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문제
를 해결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동시적으로 전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능력(동시처리)에 비하여, 시간적인 순서 혹은 연속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해결(순
차처리)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주의력
과 집중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향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이들의 인지적 특성과 이들이 처한 환경적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농어촌 다
문화 가정 유아에게 나타나는 습득도의 저하나 학업적 손실은 어머니의 언어 능력의 부족,
문화 가치 기준의 혼란, 열악한 가정환경, 농어촌 지역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 가정 폭력
등과 같은 환경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들의
주의력과 집중력 부족으로 인하여, 순차적이고 계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비전형적인 발달로 나타나는 낮은 습득도 수준을 조기
에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순차처리기능의 공통 요인이 되는 주의력과 집중력 훈련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이들에게 풍부한 언어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을 지
속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의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 147명으
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국의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경우에 일반화시키기
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에 대한
인지적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뿐 아니라, 경상
남북도와 강원도 지역으로까지 지역을 확대한 전국적 규모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에게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인지 발달은 이들이 처해져 있
는 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무엇보다도 이들의 일차적 양육자인 어머니의 언
어 능력의 부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주여성 어머니들의 언어 능력과
그 자녀들의 언어 발달 및 인지 발달에 관한 관계 및 상호 영향력 파악을 위하여 상관 연구
및 인과관계 구조모형 등의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의 기능수준의 파
악을 위해, 한국의 표준화 집단과의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 기능수준을 빈도분석으로 비교
하였다. 그러나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인지처리과정과 습득도의 기능수준을 일반 유
아들의 수준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유아들과 같은 지역에 분포하
는 일반 유아들을 본 연구 대상 유아들의 성별과 연령별 비율과 동일하게 표집하여 K-ABC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65

검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결과를 통해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 집단과 농어촌 지역에 일반
유아 집단의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독특한 인지적 특성 파악에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농어촌 다문화 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
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인지발달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
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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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3 to 6-year-ol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ery and Agricultural Areas

Hyo-jin Koo․Jin-Sun Choi

For the last few years, the number of kindergarten-ag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ery
and agricultural areas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Korea.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ir
cognitive characteristics. The K-ABC was conducted on the subjects of 147 children aged 3 to 6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Chung-chung and Jul-la provi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blem solving functions (Mental processing composite = sequential processing
+simultaneous processing) comparing to Korean standardization group, while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showed significantly lower scores of acquired knowledge (achievement score) than the Korean
standardized group. Second, although there was no difference on overall the mental processing
composite score between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Korean standardized group, the
t-test analysis for sub-factors of mental processing composite within the group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showed significantly lower score on sequential processing than simultaneous
processing. Third, through t-test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r factors of the K-ABC, age
group difference emerged only for achievement score. Finally, through chi-square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for sub-tests of all factors of K-ABC, most of 3-6 year ol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showed low scores in ‘Faces and Places’, while most of 5-6 year ol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showed low scores in ‘Reading/Decoding’.
These findings confirmed atypical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fishery and agricultural areas and suggested further studies relevant to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