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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in articulation phonemes caused by 

nationality of mother to find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in final consonants during their 

development of articulation in the context of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are growing in 

number as more foreign women immigrate to Korea as spouses. Methods : : Eight 

Chinese, 9 Vietnamese, and 7 Filipino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three and five were 

selected as subjects, along with 9 Korean children. Results :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terms of accuracy of syllable final phonemes. The Chinese 

ㄱ ㅂgroup showed lower accuracy final consonant plosive / , / and final consonant nasal 

ㅁ ㄹ/ /. The Vietnamese group showed lower accuracy final consonant liquid / / and final 

ㅁconsonant nasal / /. In terms of production accuracy according to differences in place 

of syllable finals between groups, all four groups had lower accuracy in word-medial 

syllable finals' compared to that of word-final syllable finals'. The difference of 

production accuracy between groups according to manner of articulation for words 

reveals a hierarchy of liquid>nasal>plosive. Difference in production accuracy between 

groups in term of place of articulation within words was presented as alveolar>soft 

palatal>bilabial sounds for accuracy in the three groups (Chinese, Vietnamese, Korean), 

while alveolar>bilabial>soft palatal sounds in the Filipino group. Difference of error rates 

by error types showed deletion>substitution in all of the Chinese, Vietnamese and Filipino 

groups, while substitution>deletion in the Korean group. Conclusions : The accuracy of 

final consonant pronunciations of the subjects differed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of the 

mother; each country had different difficult final consonant phonem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s necessary for 

articulatory intervention considering the mothers' native language pronun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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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나타나는 다문화 가정의 조음발달과정 중 종성 산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국적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를 위해 생활연령이 세인  3~5

중국 베트남 필리핀 다문화 가정 아동 각 명 명 명과 생활연령을 맞춘 한국 아동 명을 , , 8 , 9 , 7 9

대상으로 각 집단의 종성산출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집단 간 종성 정확도의 차이를 보면 

중국집단에서 종성 ㄱ ㄴ ㅁ ㅂ ㅇ 에서 낮은 수행을 보였으며 베트남 집단에서 ㄹ ㅁ 에서 가장 낮은 / , , , , / , / , /

수행을 보였다 음소별 종성위치 어중 어말 에 따른 산출 정확도를 살펴보면 네 집단 모두 어중종성의 . ( / )

정확도가 어말종성의 정확도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음방법에 따른 정확도는 모든 집단에서 . 

유음 비음 파열음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음위치에 따른 정확도는 중국 베트남 한국 집단에서는 치조음> > , , > 

연구개음 양순음이고 필리핀 집단에서는 치조음 양순음 연구개음순이다 오류 유형에 따른 오류율의 > > > . 

차이를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집단은 모두 생략 대치 순으로 오류율을 나타내었으나 , , 

한국집단에서는 대치 생략 순으로 오류를 나타내었다> . 결론: 어머니의 국적별로 아동의 종성발음의 

정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각 음소별 정확도를 분석하여 나라마다 어려운 종성 음소가 ,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조음중재에서 어머니의 모국어 발음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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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Ⅰ

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2017

기 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자녀는 모두 만 명, , 186 1,084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총 인구 대비 에 이르는 것으로 . 3.6%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조사를 시작한 년 만명 이후 2006 (54 ) 

년 동안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 평균 가 증가하여 주10 3 , 14.4%

민등록인구 증가율 의 배에 달하며 이 중 결혼 이민자는 (0.6%) 25

외국인 주민수에 에 해당하는 명이다 위의 보도와 11.5% 160,653 . 

같이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

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ly, 2017).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언어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 유·

아기에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의 언어 환경으로 인하여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연령 증가에 따른 진전이 또래 아동에 비해 늦거나 학령

기와 같은 나이 든 집단에서는 구문 어휘 화용 조음 수용언어 , , , , 

및 표현언어 등의 언어 영역에 따른 연령에 적합한 언어 발달의 

진전에 어려움을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Hwang & Kim,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해 가족 간의 의사소통 전달에 어려움2008), 

을 경험하고 특히 감정 전달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Hwang, 

2018).

다문화 가정환경은 아동의 구문 어휘 화용뿐만 아니라 조음 , , 

음운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특히 정확한 조음능력과 음운 . , 

능력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

인 언어능력이며 또한 높은 수준의 언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바

탕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조음(Kwon et al., 2007). 

에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조음능

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고 음운 변동에서도 비발달적인 오류를 , 

보인다고 하였다(Hwang & Kim, 2008; Kwon et al., 2007). 

또한 이중언어 환경의 아동들은 자음 정확도가 단일 언어 환경 아

동과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단일 언어 환경 아동과 다른 오류 형태

를 산출한다고 하였으며 다문화 (Goldstein & Wahinton, 2001), 

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 과정에서 각 어머니의 모국어 음운체계가 

다른 것과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 사이의 간섭현상에 의한 혼

란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Kwon et al., 2007; Yang, 

2009).

다문화 가정의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언어문제의 하위유형을 중복 계수한 결과에서 조음 문제가 26.4%

로 조음음운론적 문제가 부각되어 발음교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교육과 발음교육을 (Kim et al., 2018), 

받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 조사에서 한국어 발음 중

에서 음운 변동과 종성 발음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Park, 2011).

한국어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은 음운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

라지기 때문에 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많은 오류를 나타

내며 이로 인한 발음 오류는 곧 정확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자신감을 결여시킬 수 있다

이것은 다문화 아동의 주 양육자인 결혼 이주여성(Kim, 2013). 

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발음 오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세에서 세까지의 아동이 가장 . 2 6

많이 나타내는 음운변동은 종성 생략과 어중 단순화이며 이는 기

능적 조음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에게서도 가장 빈번한 

오류로 알려져 있으며 영어권의 종성발달에 관한 연(Kim, 2010), 

구에서도 종성은 초성보다 늦게 발달하며 세까지 생략이 빈번하3

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어중종성 오류는 (Smit et al., 1990). 

전반적인 자음정확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며 전체 자음 정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변수라고 하였다(Kim, 2010).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조음음운 발달과 관련 여러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세분화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며 한국어 음소들의 위치별 특히 발달이 늦은 종성에 관, ,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들을 어머니의 국적에 . 

따른 종성 오류 및 특성으로 살펴볼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어머니의 국적별로 나타낸 음소

오류와 종성 위치별 오류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하여 임상적 진

단과 음소별 난이도와 종성위치 그리고 조음위치 조음방법에 따, , 

른 치료계획을 세우는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간 음소별 종성 정확도에 . ,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집단 간 단어내 종성의 위치별 어중종성 어? , ( /

말종성 산출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집단 간 종성의 조음) ? , 

방법 파열음 비음 유음 에 따라 산출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가 넷( , , ) ? 

째 집단 간 종성의 조음위치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에 따라 산, ( , , )

출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집단 간 오류유형 생략 대치? , ( , )

에 따른 오류율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방법 . Ⅱ

연구 대상1.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국적이 00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고 가정내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 , 

정에서 성장하는 생활연령 세의 아동 명으로 대상으로 하였3~5 24

고 연령을 맞춘 한국 아동 명을 대상을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 9 . 

준은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Kim et al., 

를 실시한 결과 통합언어 발달연령이 생활연령에 비해 년 2003) , 1

미만의 차이를 보이는 아동 정서 및 행동적인 문제나 기타 장애, 

를 동반하지 않는 아동이다. 

검사도구2. 

사전 검사1) 

대상 아동들의 통합언어연령과 조음능력을 산출하기 위해 PRES

와 우리말조음음운검사(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을 실시하였으며 아동Phonology, U-TAP; Kim & Shin, 2004)

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표 에 제시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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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N
Age mean
(month)

PRESc

(month)
U-TAPd

(%)

China
M 5

50 44.88 86.04
F 3

Veitna
M 5

59 51.78 91.72
F 4

Filipb
M 3

52 49.29 94.34
F 4

Korea
M 4

57 56.27 97.26
F 5

표 1. 연구대상 정보 

Table 1. Subjects' information

aVeitn(Veitnames); bFilip(Filipino); cPRES=Preschool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Scale; dU-TAP=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ology.

연구도구2) 

낱말 선정 목표 낱말은 어중 종성이나 어말 종성이 포함된 : ① 

음절의 단어로 종성에 관한 선행연구2~3 (Hong & Bae, 2002; 

에서 제시된 낱말 중 일부를 선택하였고 나머Kim & Bae, 2000) , 

지 낱말들은 한국아동의 어휘습득 과 세 ‘ ’(Lee et al., 2009) ‘3~8

아동의 내용어 어휘발달연구 에서 제시된 낱말 개(Choi, 2004) 60

이다 종성 ㄷ 은 어중 초성의 조음 위치와 중복되어 자음 생략. / /

이 나타나거나 동화되기 때문에 목표 말소리에서 제외되어(Hong 

연구에 포함된 종성 말소리는 & Bae, 2002; Kim & Bae, 2000) 

ㄱ ㄴ ㄹ ㅁ ㅂ ㅇ 개 예시 어중종성 ㄱ 택시 ㄴ 단/ , , , , , / 6 ( ; / / , / / 

추 ㄹ 딸기 ㅁ 김치 ㅂ 입술 ㅇ 양말 어말종성 ㄱ, / / , / / , / / , / / , / / 

트럭 ㄴ 단추 ㄹ 신발 ㅁ 사슴 ㅂ 김밥 ㅇ 사탕 이, / / , / / , / / , / / , / / )

다.

낱말 선정기준 각 연구에서 사용된 어휘 중 종성 어중종성: (② 

어말종성 이 포함된 낱말로 선정하였고 국어 사전 상 명사로 표기/ )

된 낱말 명사로 표기된 낱말 중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낱말, , 

한 단어 내에서 동일한 목표 음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낱말을 선정

하였으며 조건에 맞춘 목표 낱말은 부록 에 수록하였다< 1> .

어휘검사 절차 어휘 검사에 사용된 그림은 실물 위주의 사: ③ 

진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크기에 맞추어 슬라이드쇼 형태로 제

시하였다 아동에게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그. ‘ . 

림을 보고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면 되요 라고 말하고 제시하였고 .’ 5

초 이내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목표 낱말이 아닌 다른 낱말 발화시 

의미적 단서를 제공하였다 단서 제공 후에도 정확한 낱말 산출이 . 

어려운 경우에는 청각적 모델링을 제공하여 따라말하기 하도록 하

였다. 

연구절차3. 

그림 타당도 검사1) 

제작된 그림 카드를 세 세 아동 명과 세 아동 명을 대3 ~ 4 3 5 3

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동들이 명명하기에 어려움이 없. 

는 단어인지 실험 과제의 적절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확

인한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절차2) 

이 연구는 년 월부터 월까지 개월에 걸쳐 지역의 다2018 1 4 4 00

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아동의 검사는 분리된 공. 

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머니와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에는 어머니 동석 하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설문 진행 후 종성검사 순으로 진행하였다PRES, U-TAP, . 

는 분 내외 은 분 이내 종성검사는 분 이내PRES 30 , U-TAP 10 , 10

로 총 소요시간은 약 시간 정도였다1 .

자료분석과 통계분석3) 

검사 대상자에게서 수집한 자료 전사를 토대로 조음방법 조음, 

위치별로 산출하였고 종성 정확도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종성 정확도(%) = 
정조음한 종성수

× 100
전체 종성수

종성오류분석 예시는 부록 에 수록하였다< 2> .

결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SPSS(version 23.0) 

을 하였으며 집단 간 종성 정확도의 차이와 오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으로 분석하였다 검사의 신(one-way ANOVA) . 

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경력 년 이상인 급 언어재활사와 평5 1

가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총 명 아동의 데이터 중 명 중국 . 33 8 (

명 베트남 명 필리핀 명 한국 명 의 음성 데이터를 무작위2 , 2 , 2 , 2 )

로 선택하여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분석하여 종성 정확도의 

일치율을 계산하였으며 평가자간 신뢰도는 였다95% .

연구 결과. Ⅲ

집단 간 음소별 종성 정확도 산출결과1. 

각 집단 간 음소별 종성 정확도에 따른 산출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를 표 에 제시하였다2 .

Phonemes
China
(n=8)

Veint
(n=9)

Filip
(n=7)

Korea
(n=7)

/k/
M 76.25 83.33 85.71 95.56

SD 14.07 18.08 16.18 7.26

/n/
M 77.50 91.11 90.00 94.44

SD 15.81 9.27 8.18 7.26

/l/
M 95.00 92.22 97.14 100.00

SD 5.34 10.92 7.55 .00

/m/
M 90.00 90.00 100.00 100.00

SD 10.69 14.14 .00 .00

/b/
M 61.25 67.77 74.28 86.68

SD 15.52 12.01 11.33 5.00

/ŋ/
M 81.25 92.22 87.14 96.67

SD 15.52 10.92 13.80 7.07

표 2. 집단 간 음소별 종성 정확도 (%)

Table 2. Groups in accuracy of syllable final phonemes

The values are percent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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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ㄱ ㄴ ㄹ ㅁ ㅂ ㅇ 을 집단 간 음소별 종성 정확도의 / , , , , , /

평균을 살펴보았는데 ㄱ 의 정확도는 중국 베트남 / / 76.25%, 

필리핀 한국 로 나타났으며 ㄴ 의 정83.33%, 85.71%, 95.56% , / /

확도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한국 77.50%, 91.11%, 90.00%, 

로 나타났다 ㄹ 의 정확도는 중국 베트남 94.44% . / / 95.00%, 

필리핀 한국 로 나타났으며 ㅁ 의 정확92.22%, 97.14%, 100% , / /

도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한국 로 나타났다 ㅂ, 90.00%, , 100% . / /

의 정확도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한국 61.25%, 67.77%, 74.28%, 

로 나타났으며 ㅇ 의 정확도는 중국 베트남 86.68% , / / 81.25%, 

필리핀 한국 로 나타났다92.22%, 87.14%, 96.67% .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차이가 

있는 경우에 Scheffé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에 제시하였다.

SS df MS F Scheffé

/k/

Inter group 1637.03 3 546.67 2.64

Within group 5981.15 29 206.24

Total 7618.18 32

/n/

Inter group 1363.13 3 454.37 4.04* a < d

Within group 3261.11 29 112.45

Total 4624.24 32

/l/

Inter group 289.46 3 96.48 1.86

Within group 1498.41 29 51.66

Total 1787.87 32

/m/

Inter group 824.24 3 274.74 3.32*

Within group 2400.00 29 82.75

Total 3224.24 32

/b/

Inter group 3040.06 3 1013.35 7.70** a,b < d

Within group 3814.48 29 131.534

Total 6854.54 32

/ŋ/

Inter group 1111.05 3 370.35 2.56

Within group 4185.91 29 144.34

Total 5296.97 32

표 3. 집단 간 음소별 종성정확도에 따른 산출정확도의 일원분산분석과 사 

후분석

Table 3. One-way ANOVA and Post-hoc of Groups in accuracy 

of syllable final phonemes

 

a=China; b=Veitnames; c=Filipino; d=Korea.
*p<.05, **p<.01 

각 집단 간 음소별 종성 정확도의 분석결과 종성 ㄴ, / /(F=4.04, 

p 종성 ㅁ<.05), / /(F=3.32, p 종성 <.05), ㅂ/ /(F=7.70, p 에서 <.05)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종성 ㄱ ㄹ ㅇ 에서는 유의미 / , , /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Scheffé 사후분석 결과 종성 ㄴ 에/ /

서는 중국과 한국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성 ㅁ, / /

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성 ㅂ 에서. / /

는 중국과 한국 베트남과 한국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음소별 종성위치 어중 어말 에 따른 산출정확도2. ( / )

각 집단 간 음소별 종성위치 어중 어말 에 따른 산출정확도에 ( / )

대한 기술통계를 표 에 제시하였다4 .

Word-medial syllable 
final's

Word-final syllable 
final's

China
(N=8)

M 67.08 93.33

SD 13.50 2.51

Veitna

(N=9)

M 76.29 95.92

SD 12.52 4.93

Filipb

(N=7)

M 80.47 97.61

SD 13.66 2.51

Korea
(N=7)

M 93.33 97.77

SD 3.72 2.35

표 4. 집단 간 종성위치에 따른 산출정확도 (%)

Table 4. Production accuracy between groups according to 

difference in place of syllable finals

aVeitn(Veitnames); bFilip(Filipino).
The values are percentage (%).

각 집단 간 종성 위치에 따른 산출 정확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중국 집단에서는 어중종성 정확도가 어말종성 정확도가 67.08%, 

베트남 집단에서는 어중종성 정확도가 어말종성 93.33%, 76.29%, 

정확도가 필리핀 집단에서는 어중종성 정확도가 95.92%, 80.47%, 

어말종성 정확도가 한국 집단에서는 어중종성 정확도가 97.61%, 

어말종성 정확도가 로 나타났다 네 집단 모두 어93.33%, 97.77% . 

말종성 정확도에 비해 어중종성 정확도가 모두 낮았으며 정확도 

순으로 살펴보면 두 위치 모두에서 한국 필리핀 베트남 중> > > 

국 순이다.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 사후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다5 .

SS df MS F Scheffé

Word-
medial

Inter 
group

3054.37 3 1018.12 7.84** a,b < d

Within 
group

3762.45 29 129.74

Total 6816.83 32

Word-
final

Inter 
group

102.87 3 34.29 3.08*

Within 
group

322.04 29 11.10

Total 424.91 32

표 5. 집단 간 종성위치에 따른 산출정확도의 일원분산분석과 사후분석 

Table 5. One-way ANOVA and Post-hoc of Production 

accuracy between groups according to difference in place of 

syllable finals

a=China; b=Veitnames; c=Filipino; d=Korea.
*p<.05, **p<.01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집단 간 어중종성 정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7.84, 

p 어말종성 정확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01), 

것으로 나타났다(F=3.08, p 사후분석 결과 어중종성에서 중<.05). 

국과 베트남 집단이 한국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어말종성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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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단어 내 조음방법에 따른 산출정확도3. 

각 집단 간 조음방법 파열음 비음 유음 에 따른 산출정확도에 ( , , )

대한 기술 통계를 표 에 제시하였다6 .

Plosive Nasal Liquid

China
(N=8)

M 72.50 84.16 95.00

SD 16.25 10.65 5.34

Veitna

(N=9)

M 78.33 91.11 93.33

SD 11.72 7.07 11.18

Filipb

(N=7)

M 81.43 91.90 97.14

SD 12.15 5.72 7.55

Korea
(N=7)

M 91.66 97.40 100.00

SD 5.59 2.22 .00

표 6. 집단 간 조음방법에 따른 산출 정확도 (%)

Table 6. Production accuracy between groups according to 

manner of articulation

aVeitn(Veitnames); bFilip(Filipino).
The values are percentage (%).

각 집단 간 단어 내 조음방법에 따른 산출 정확도의 평균은 중

국 집단은 파열음 비음 유음 로 나타났72.50%, 84.16%, 95.00%

으며 베트남 집단의 정확도의 평균은 파열음 비음 78.33%, 

유음 필리핀 집단의 정확도의 평균은 파열음 91.11%, 93.33%, 

비음 유음 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집단81.43%, 91.90%, 97.14% . 

에서는 파열음 비음 유음 로 나타나 모든 91.66%, 97.40%, 100%

집단에서 집단 조음방법에 대한 산출 정확도는 유음 비음 파> > 

열음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조음위치에 따른 산출정확도4. 

각 집단 간 조음위치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에 따른 산출정( , , )

확도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에 제시하였다7 .

Bilabial Alveolar Soft palatal

China
(N=8)

M 78.12 87.50 80.62

SD 13.87 9.63 13.74

Veitna

(N=9)

M 81.11 91.66 88.88

SD 11.93 8.66 10.24

Filipb

(N=7)

M 87.85 93.57 86.42

SD 4.87 6.90 14.63

Korea
(N=7)

M 92.77 97.22 96.66

SD 2.63 3.63 6.61

표 7. 집단 간 조음위치에 따른 산출정확도 

Table 7. Production accuracy between groups in term of place 

of articulation

aVeitn(Veitnames); bFilip(Filipino).
The values are percentage (%).

각 집단 간 조음위치에 따른 자음 정확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중국 집단에서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78.12%, 87.50%, 80.62%

로 나타났고 베트남 집단에서는 양순음 치조음 , 81.11%, 91.66%, 

연구개음 로 나타났다 필리핀 집단에서는 양순음 88.88% . 87.85%, 

치조음 연구개음 로 나타났으며 한국 집단에서는 93.57%, 86.42%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로 나타났다92.77%, 97.22%, 96.66% . 

각 집단 별로 조음 위치에 따른 정확도 순으로 살펴보면 중국 베, 

트남 한국 집단은 치조음 연구개음 양순음 순이며 필리핀은 , > > 

치조음 양순음 연구개음 순이다> > .

집단간 오류 유형 생략 대치 에 따른 오류율5. ( , )

각 집단 간 종성오류 유형 생략 대치 에 따른 오류율에 대한 ( , )

기술통계 결과를 표 에 제시하였다8 .

Deletion Substitution

China
(N=8)

M 54.54 42.45

SD 27.65 27.65

Veitna

(N=9)

M 67.76 32.23

SD 21.39 21.39

Filipb

(N=7)

M 61.90 38.90

SD 31.40 31.40

Korea
(N=7)

M 32.59 67.40

SD 35.62 35.62

표 8. 집단 간 종성오류 유형에 따른 오류율 

Table 8. Error rate between groups in error characteristics

aVeitn(Veitnames); bFilip(Filipino).
The values are percentage (%).

각 집단 간 오류유형 생략 대치 에 따른 오류율에서는 중국 집( , )

단은 생략 대치 로 나타났으며 베트남 집단은 생54.54%, 42.45%

략 대치 로 나타났다 필리핀 집단은 생략 67.76%, 32.23% . 

대치 로 나타났으며 한국 집단은 생략 61.90%, 38.90% 32.59%, 

대치 로 나타났다 각 집단 별로 오류가 많은 순으로 살펴67.40% .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집단에서는 생략 대치 오류 순으로 , , > 

나타나며 한국 집단에서는 대치 생략 순으로 나타나 각기 다른 > 

결과가 나타냈다 대치보다 생략이 다문화가정 자녀에서 더 많은 . 

것은 아마도 한국문화 자녀보다 발음발달이 늦다는 특성이거나 언

어의 차이가 미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Ⅳ

이 연구는 어머니의 국적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종성 산출 및 

오류 특성을 비교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의 말소리 정확도와 오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 

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국적 모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실험에, , 

서 각 음소별 위치별 정확도 산출과 조음위치와 방법에 따른 정, 

확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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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각 집단 간 음소 정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국어는 종, 

성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이 과 로 중국어에서는 이 두 /n/ /ŋ/

가지 음소가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어 특정 모음 뒤에서만 

발음된다 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중국 (Kim & Park, 2014)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ㄱ ㄴ ㅁ ㅂ ㅇ 에서 낮은 수행을 보/ , , , , /

였다 이는 배꼽 배꼬 택시 태찌 혹은 태씨 국수 구. ‘ ’ ‘ ’, ‘ ’ ‘ ’ ‘ ’, ‘ ’ ‘→ → →

쑤 복숭아 보쭝아 등을 발음하여 중국어 화자들은 한국어 종’, ‘ ’ ‘ ’ →

성을 생략시켜 발음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결과는 장애음 종성 

ㄱ ㄷ ㅂ 을 발음하지 않고 생략시키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 , , /

난다는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또한 (Hwang, 2013; Yoon, 2016) . 

종성 ㅁ 역시 잠자리 잔자리 단추 당추 로 발음하여 중국/ / ‘ ’ ‘ ’,‘ ’ ‘ ’→ →

어에는 음절 말에 ㅁ 발음이 없어 비음인 ㄴ 이나 ㅇ 으로 대/ / / / / /

체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와 같은 결과를 보였(Kim, 2013)

다. 

베트남어에는 종성위치에는 유음이 존재하지 않아 ㄹ 종성에 / / 

생략 오류가 많다 고 한 선행연구와 결과와 같이 베(Kang, 2016)

트남집단은 네 집단 중 ㄹ 과 ㅁ 에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 / / /

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 집단의 종성 ㄹ 오류를 살펴보면 칫솔. / / ‘ ’

치촌 딸기 따기 등으로 유음이 초성에만 존재하고 종성에는 ‘ ’,‘ ’ ‘ ’→ →

존재하지 않아 한국어 발음에서 종성 ㄹ 을 생략하거나 ㄴ 으로 / / / /

대치하여 발음한다는 기존 연구 와 같은 결과를 나타(Park, 2015)

냈다. 

필리핀 다문화 아동 집단은 개의 종성 중 두드러지게 낮은 정6

확도를 보인 음소가 없었고 한국과 같거나 다소 낮은 정확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집단의 경우 필리핀 화자의 한국어 . 

종성 발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징적인 오류도 보

고되지 않았다 필리핀 어머니의 경우 명 중 명이 타갈로그어와 . 7 5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여 필리핀어의 특징적인 오류를 찾기가 어

려웠고 다문화 아동들의 단어 정확도도 로 다문화 U-TAP 94.34%

가정 아동들의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네 집단 모두 종성 ㅂ 에서 낮은 정확도를 보였. / /

는데 이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밥솥 앞치마 십자가 등의 단‘ , , ’ 

어에서 생략이나 대치오류가 많았기 때문이며 친숙도가 낮거나 복

잡한 음운환경으로 인해 낮은 수행률을 보인다는 선행연구(Hong 

와 유사한 결과이다 각 집단의 종성 정확도가 음소& Bae, 2002) . 

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머니의 모국어 영향으로 인해 종성 발화

의 난이도가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어머

니의 발화특성이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다문화 아동의 자음정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Choi & Hwang, 2009) 

수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음소별 종성위치 어중 어말 에 따른 산출 정확도를 살펴보, ( / )

면 네 집단 모두 어중종성의 산출정확도가 어말 종성의 산출정확

도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냈고 어말종성이 어중종성보다 먼저 발달, 

한다는 기존의 연구 와 (Hong & Bae, 2002; Kim & Bae, 2000)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 집단의 어말종성과 어중종성의 . 

정확도 차이가 미비한 것에 비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집단의 아, , 

동들의 평균월령이 세 이상인 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어중종4 50~60

성과 어말종성의 정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 

화 가정 아동들의 어중종성 발달이 한국 아동에 비해 늦게 이루어

지고 어중종성 발화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조음방법에 따른 산출 정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국, , 

베트남 필리핀 한국 집단에서 정확도가 유음 비음 파열음 순, , > >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와 같은 (Kwon, 2011; Woo & Kim, 2013)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늦게 발달되는 종성 파열음도 완전 습득 . 

연령의 기준을 정조음한 것으로 보고 세 후반에는 자발화에95% 4

서 완전 습득 단계에 해당된다 는 선행연구와 (Hong & Bae, 2002)

비교하였을 때 네 집단 모두 평균월령이 모두 개월 이상인 것을 48

고려하면 조음방법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 

파열음 ㄱ ㅂ 에서 어중종성과 어말종성에서 모두 생략 오류 빈/ , /

도가 높아 산출 정확도가 낮게 나타나 조음방법에 따른 발달의 어

려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조음 위치에 따른 산출 정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국, , 

베트남 한국 집단의 산출 정확도가 치조음 연구개음 양순음 , > > 

순이고 필리핀 집단에서는 치조음 양순음 연구개음 순이다> > . 

필리핀 집단에서만 선행연구 와 같은 (Kim, 2012; Kwon, 2011)

결과를 보였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어중 종성 ㅂ 의 정확도가 다른 음소에 비해 정/ /

확도가 매우 낮았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한국 집단의 경, 

우는 생활연령이 평균 세로 높아 어중종성 ㄱ 의 정확도가 다4.9 / /

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단어 친숙도가 낮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종성 ㅂ 의 정확도가 낮아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 /

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집단 간 종성 오류 유형 생략 대치 에 따른 오류율을 , ( , )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집단에서는 생략 대치 순으로 나, , > 

타났으며 비교적 높은 생활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아동은 종

성생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결과 와 (Hwang, 2010)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한국 집단의 경우 대치 생략 순으로 나타> 

나 선행연구 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다문화 (Kwon, 2011) . 

가정 아동 집단의 오류가 한국 집단아동의 오류보다 더 낮은 연령

의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 어머니의 출신 국가가 중국 베트, 

남 필리핀으로 한정적이고 각 집단별 대상자가 적어 연구결과를 ,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각 집단에 따라 종성 음소와 . 

종성 위치 조음위치 조음방법에 따른 난이도가 다르고 산출 정확, , 

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어머니의 모국어 특성이 아동들의 조음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의 조음 중재에서 어머니의 모국어 특성과 한국어 발음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들이 보일 수 있는 특이한 , 

모음 오류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

문화 아동들의 모음 수행력을 고려한 연구와 어머니의 모국어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언어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조음음운 

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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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종성 낱말 목록 예시 

Appendix 1. List of final Consonant Word

ㄱ ㄴ ㄹ ㅁ ㅂ ㅇ

어중종성

택시

박쥐

국수

복숭아

목걸이

단추

선물

만두

원숭이

돈가스

콜라

딸기

빨대

물고기

줄넘기

김치

침대

감자

잠자리

햄버거

입술

밥솥

접시

앞치마

십자가

양말

당근

망치

병아리

청소기

어말종성

트럭

수박

블럭

빨간색

젓가락

수건

풍선

우산

동물원

자장면

칫솔

신발

거울

화장실

거미줄

얼음

사슴

구름

장난감

눈사람

장갑

김밥

배꼽

나뭇잎

종이컵

사탕

가방

인형

축구공

신호등

부록 2. 종성 오류 예시 

Appendix 2. Example of final Consonant Word Error

단어 예 시

어중종성 원숭이 웡쑤이 라고 발화하더라도 목표음소가 어중종성 ㄴ 이므로 ㄴ 을 ㅇ 으로 대치한 것에 대한 오류만 분석‘ ’ / / / / / /

어말종성 장난감 자나까 이라고 발화하더라도 목표음소가 어말종성 ㅁ 이므로 어말종성 ㅁ 을 생략한 것에 대한 오류만 분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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