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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6.3, 285-29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rrors in the consonants of Korean sounds of Korean-Chinese 

children around the school age, and to identify how the errors in consonant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influenced by the phonological system of 

the Chinese language, the mother language of Chinese mothers. As a result, 

Korean children show fewer stop consonants than multicultural children, and 

7-year-ol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how more stop consonants than 

9-year-old multicultural children. Furthermore, it wa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Chinese mothers' proficiency in Korean. In other words, the lower the Chinese 

mother's proficiency in Korean, the higher the error in the stop consonant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ve 

difficulty discriminating and pronouncing the stop sounds. (Woos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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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의 한국 사회 유

입과 국제 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여성 이주민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최신 

보도 자료1)인 법무부 ‘체류 외국인 조사’에 따르면, 2019년 6월 말 체류 외국인은

1) 본고에서 사용한 보도 자료는 2020년 10월 현재 KOSIS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른 최신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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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50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3,314명) 증가하였다.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무엇보다도 높다. 최신 보도 자료인 여성가족부(2019) ‘전국다문화가

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다문화가정에서 결혼 이민자는 93%를 차지하고, 그 중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건수는 

14,869건(71.3%)으로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 건수 5,966건(28.6%)에 비해 세 배 가량 높다.

이처럼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많

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많은 논의(조영달 외, 2006; 오성배, 2006, 2007; 박남수, 2007; 최성보, 2011 등)를 통

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은 정체성 혼란, 국가와 인종에 따른 차별성, 학업 부진을 경험하고, 이러

한 부정적 영향2)은 대물림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권, 복지,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중요성은 많

은 논의에서 이루어졌고 많은 기관에서도 지원과 지지3)가 이어졌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측면에서 더욱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한국어는 한국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게 습득되

어야 하는 능력이다. 아동에게 언어 습득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는데,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한국어 능

력이 부족한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양질의 한국어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인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한국어의 능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능력 부족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도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제도권 교육에서 한국어는 도

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본다. 다른 교과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한국어 능력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어 능

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학습 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업 중도 탈락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많은 연구(박창원, 2014; 황매향 외, 2014; 전숙자, 2009; 우현경 외, 2009; Sue and Sue, 2008)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업 중도 탈락 현상은 한국 사회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4)이라고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현상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다. 

주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연령별 언어 습득 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거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은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출신국,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것(배소영 ‧ 김미배, 2010; 송요현 ‧ 현은강, 2011; 

이은경 ‧ 오성숙, 2012; 김영태 ‧ 오소정, 2013; 오소정 외, 2009; 김영란 ‧ 김영태, 2011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조음 현상에 관해 살펴본 바가 많다. 대별(大別)해 보자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조음 현상을 장애 아동과 비교한 연구(김민정 ‧ 배소영, 2000; 김수진 ‧ 신지영, 2007; 김수진, 2010; 김수진 ‧ 이수

향, 2011 등)가 많았고5), 아동의 음운 습득 발달 과정에 따른 조음 오류를 연구(김수진 ‧ 신지영, 2009; 김민정 ‧ 배소영, 

2) 한국교육개발원(2001)에 따르면, 한국인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것이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문화

적 차이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경계 짓기를 통해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3) 결혼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정부는 2006년 4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발표하며 ‘결혼이민

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 방안’,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 7월 다문화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과 법시행

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박창원(2014: 14-15)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학습 능력 부족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자

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5) 이들 연구 중에는 한국인 정상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 조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기능적 조음 장애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

우 정상 아동에 비해 발달 기준에 크게 못 미치거나 일탈된 패턴을 보인다고 보고(김수진 ‧ 이수향, 2011)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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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김영태 ‧ 신문자, 1992; 한재순 ‧ 신문자, 1987; 김태경 ‧ 백경미, 2010; 윤혜경, 1997; 윤혜경 ‧ 권오식, 1995; 홍성인, 

2005; 박향아, 2000; 김현자 ‧ 조증열, 2001 등)한 것도 다수 있다. 한국 아동은 비교적 소리 단위가 큰 것을 먼저 습득하고 

점차 작은 것을 습득해 나가는 발달 단계를 거치는데, 단어, 음절, 음소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공통된 연구 내용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 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다. 그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중국계 다문화가정 아동의 파열음 조음 

오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자료인 여성가족부(201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

한 외국인 여성의 국적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의 순이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장 많이 거

주하는 지역은 경기와 서울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와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계(한국계 중국인 제외) 다문화가정 아동 중 취

학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조군으로 한국인 일반 가정 아동과 대조하여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몇 가지 음운 대조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파열음에서 두드러진 음운 대조를 보인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중국인 어머니가 사용하는 중국어에 노출되어 중국어 음운 체계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파열음 조음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 연구를 하는 것은 사회통합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한국 사회에 잘 편입될 수 있

는가를 확인하는 데 하나의 단초를 마련해 줄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그의 어머니의 한국어 조음이 한국 원어민과 많

은 차이를 보인다면(즉, 조음 오류를 보인다면) 결국 다문화가정 아동과 그의 어머니의 한국어는 한국 사회 내 그들의 소

수 언어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취학 전후 아동의 한국어 조음(여기서는 파열음)이 어떤 양상을 보

이는지(조음 오류 포함)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앞으로 진행될 논의는, 2장에서는 실험 설계 및 실험한 내용

에 관해 기술할 것이고, 3장에서는 아동의 한국어 파열음 조음 오류를 고찰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취학 전후 중국계(한국계 중국인 제외) 다문화가정 아동의 파열음 조음 오류가 연령별로 어떻게 나타나

는지, 그리고 대조군인 한국인 일반 가정 아동과 파열음 조음 오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지막으로 중국인 다문화가

정 아동의 파열음 조음 오류는 중국인 어머니의 모어인 중국어 파열음 체계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2. 실험 연구

2.1 실험 설계 및 조음 검사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중국계(한국계 중국인 제외) 미취학 아동인 7세 다문화가정 아동 30명(실험

군)과 동일 연령 한국인 일반 가정 아동(대조군) 30명, 그리고 중국계(한국계 중국인 제외) 취학 아동인 9세 다문화가정 

아동 30명(실험군)과 동일 연령 한국인 일반 가정 아동(대조군) 30명이다.6)7)8)

조음 오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의도에 맞는 문항 요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말소

6)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학령기 초기,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서 음소 단위로 음운 인식이 가능하다고 밝힌 연구들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 전후(前後)인 미취학 7세 아동과 취학 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7) 다문화가정 아동과 한국인 일반 가정 아동의 공통된 선정 기준은 (1) 국내에서 출생하고 국내에서 성장하였으며, (2) 중국 거주 또는 중국

어 교육 기관에서 중국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한 경험이 없고, (3) 부모나 교사에 의해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으

며 조음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는 아동으로 하였다.

8) 다문화가정 아동 모집 방식은 연구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문화가정 센터에 연락하여 목적에 맞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소개받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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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어두, 어중, 어말 위치에서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자음 유형마다 뒤에 오는 모음이나 자음 환경을 다양화하였

다. 초성의 경우, 양순파열음, 치조파열음, 연구개파열음의 후행 모음을 다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후행 모음에 전설평

순모음, 후설평순모음, 후설원순모음이 골고루 오도록 하였다.

검사 방법은 아동이 글자가 적혀진 카드나 그림이 그려진 카드를 보고 낱말을 자발적으로 발화하도록 하였다. 카드를 

제시하는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다. 만약 아동이 목표 낱말을 말하지 못한다면 오류로 처리하고 다음 카드를 제시하였다. 

한편 아동의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되물어서 자가수정(self-corrction)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바르

게 대답하면 1점, 오답을 말하면 0점으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을 실시하였

다. 실시 결과 1~3급에 해당하면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를 ‘하’, 4~6급이 나오면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

도를 ‘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과 같은 방식으로 조음 오류 검사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설문지와 검사 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실증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인 아동의 연령,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른 파열음 조음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차이 검증인 이원변량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 처리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실험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실험 대상의 일반적 사항

구 분 빈 도(%)

연령
7세 60(50.0)

9세 60(50.0)

가정종류
다문화가정 아동 60(50.0)

일반 가정 아동 60(50.0)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

상 90(75.0)

하 30(25.0)

합계 120(100.0)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7세 60명(50.0%), 9세 60명(50.0%)로 조사되었다. 가정 유형으로는 다문화

가정 아동 60명(50.0%), 일반 가정 아동 60명(50.0%)로 나타났다.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의 경우 ‘상’ 집단 90명(75.0%), 

‘하’ 집단 30(25.0%)로 조사9)되었다.

실험 대상 다문화가정 아동과 그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차적으로 중

국인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은 다른 경로로 언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

9)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가 ‘상’ 집단이 75%, ‘하’ 집단이 25%로 조사된 이유는, 한국인 어머니는 모두 한국어 숙달도가 ‘상’이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는 ‘상’, ‘하’로 나뉘기 때문에 전체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가 ‘상’ 비율이 ‘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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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경로로 언어 노출되거나 언어 자극 받는 경우가 최소화된 아동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설문지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중국인 어머니의 언어 특성을 살펴보았다. 주로 결혼 기간, 가정 내 사용하는 우위 

언어,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어 숙달도, 외가(중국)와의 교류 정도, 아버지와 가정 내 사용 언어 등 다양하게 조사하였다.

실험 대상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용 언어 특성을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실험 대상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용 언어 특성

변 수 항 목 빈 도(%)

어머니와 대화시

우위 언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비슷함

7(11.7)

10(16.7)

43(71.7)

가정 내 중국어

사용 비중

한국어만

한국어 우위

한국어, 중국어 비슷함

중국어 우위

중국어만

0(0)

51(85.0)

4(6.7)

5(8.3)

0(0)

아버지와 대화시

사용 언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둘 다

9(15.0)

12(20.0)

39(65.0)

어머니와 대화시

의사소통 어려움

매우 있음

있음

보통

없음

매우 없음

7(11.7)

8(13.3)

35(58.3)

10(16.7)

0(0)

아동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

상

중상

중

중하

하

0(0)

18(30.0)

18(30)

17(28.3)

7(11.7)

아동이 생각하는

또래 대비 본인의

한국어 이해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

0(0)

0(0)

35(58.3)

13(21.7)

12(20.0)

아동이 생각하는

또래 대비 본인의

한국어 발음 정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

0(0)

0(0)

39(65.0)

15(25.0)

6(10.0)

아동이 생각하는

본인의 중국어 이해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

0(0)

0(0)

43(71.7)

11(18.3)

6(10.0)

아동이 생각하는

또래 대비 본인의

중국어 발음 정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

0(0)

2(3.3)

41(68.3)

15(25.0)

2(3.3)

아동이 생각하는

본인의 한국어 발음

어려움 정도

매우 있음

있음

보통

없음

매우 없음

7(11.7)

13(21.7)

40(66.7)

0(0)

0(0)

아동이 생각하는

본인의 중국어 발음

어려움 정도

매우 있음

있음

보통

없음

매우 없음

6(10.0)

7(11.7)

45(75.0)

2(3.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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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험 대상 다문화가정 중국인 어머니의 사용 언어 특성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표 3. 실험 대상 다문화가정 중국인 어머니의 사용 언어 특성

변 수 항 목 빈 도(%)

연령

26~30세

31~35세

35~40세

40세 이상

4(6.7)

21(35.0)

26(43.3)

9(15.0)

결혼 기간

6~8년

9~11년

12년 이상

8(13.3)

28(46.7)

24(40.0)

어머니가 생각하는

배우자 중국어 숙달도

상

중상

중

중하

하

0(0)

0(0)

0(0)

43(71.7)

17(28.3)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와의 대화시 우위 언어

한국어만

한국어 우위

한국어, 중국어 비슷함

중국어 우위

중국어만

0(0)

9(15.0)

44(73.3)

7(11.7)

0(0)

어머니가 생각하는

본인의 한국어 숙달도

상

중상

중

중하

하

0(0)

18(30)

18(30)

18(30)

6(10)

어머니가 생각하는

가정 내 우위 언어

한국어만

한국어 우위

한국어, 중국어 비슷함

중국어 우위

중국어만

9(15.0)

41(68.3)

6(10.0)

4(6.7)

0(0)

가정 내 우위 언어

사용 이유

한국어 미숙 때문

한국 생활 위해 한국어 의도적 사용

26(43.3)

34(56.7)

외가(중국)와의

교류 정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 이내 안 감

7(11.7)

1(1.7)

52(86.7)

아버지와 가정 내

사용 언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둘 다

27(45.0)

11(18.3)

22(36.7)

자녀와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매우 있음

있음

보통

없음

매우 없음

7(11.7)

11(18.3)

30(50.0)

12(20.0)

0(0)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한국어 이해 정도

상

중상

중

중하

하

0(0)

0(0)

40(66.7)

15(25.0)

5(8.3)

어머니가 생각하는

한국 또래 대비 자녀 한국어 발음 정도

상

중상

중

중하

하

0(0)

0(0)

45(75.0)

10(16.7)

5(8.3)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중국어 이해 정도

상

중상

중

중하

하

0(0)

0(0)

48(80.0)

10(16.7)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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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 대상 다문화가정 중국인 어머니의 사용 언어 특성 (Continue)

변 수 항 목 빈 도(%)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중국어 발음 정도 

상

중상

중

중하

하

0(0)

2(3.3)

46(76.7)

10(16.7)

2(3.3)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한국어 발음 어려움 정도

매우 있음

있음

보통

없음

매우 없음

9(15.0)

6(10.0)

45(75.0)

0(0)

0(0)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중국어 발음 어려움 정도

매우 있음

있음

보통

없음

매우 없음

5(8.3)

8(13.3)

47(78.3)

0(0)

0(0)

2.2 실험 결과 제시

다음은 아동의 파열음 조음 오류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 아동 파열음 조음 오류 기술 통계

연령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7세

다문화가정 아동 8.53 5.335 30

일반 가정 아동 19.30 1.725 30

합계 13.92 6.703 60

9세

다문화가정 아동 18.00 3.464 30

일반 가정 아동 23.00 .000 30

합계 20.50 3.501 60

합계

다문화가정 아동 13.27 6.532 60

일반 가정 아동 21.15 2.223 60

합계 17.21 6.267 120

표 5. 아동 파열음 조음 오류 개체 간 효과 검정

소스 제 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 모형 3414.025 3 1138.008 104.788 .000

절편 35535.208 1 35535.208 3272.101 .000

연령 1300.208 1 1300.208 119.724*** .000

가정 종류 1864.408 1 1864.408 171.676*** .000

연령 * 가정 종류 249.408 1 249.408 22.966*** .000

오차 1259.767 116 10.860

합계 40209.000 120

수정 합계 4673.792 11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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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음 조음 오류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 연령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119.724, 

p<.001). 가정 종류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171.676, p<.001). 연령과 가정 종류 상호 작용 

효과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22.966, p<.001).

기술 통계 수치를 살펴 보면, 9세인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7세인 다문화가정 아동

은 8.53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가정 아동이 다문화가정 아동보다 조음 오

류를 적게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 중에서도 7세 아동은 9세 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조음 오류를 더 많이 보인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별 파열음 조음 오류가 아동의 동일음 조음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별 파열음 조음 오류 기술 통계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 가정 종류 평균 표준편차 N

하
다문화가정 아동 9.90 6.728 30

합계 9.90 6.728 30

상

다문화가정 아동 16.63 4.255 30

일반 가정 아동 21.15 2.223 60

합계 19.64 3.709 90

합계

다문화가정 아동 13.27 6.532 60

일반 가정 아동 21.15 2.223 60

합계 17.21 6.267 120

표 7.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별 파열음 조음 오류 개체 간 효과 검정

소스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 모형 2544.475 2 1272.237 69.906 .000

절편 26566.876 1 26566.876 1459.776 .000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 680.067 1 680.067 37.368*** .000

가정 종류 408.006 1 408.006 22.419*** .000

오차 2129.317 117 18.199

합계 40209.000 120

수정 합계 4673.792 119

*p<.05, **p<.01, ***p<.001

파열음 조음 오류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F=37.368, p<.001). 가정 종류의 경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22.419, P<.001).

기술 통계 수치를 살펴 보면, 어머니 한국어 숙달도가 높은 일반 가정 아동의 경우 M=21.15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숙달도가 ‘하’ 집단인 다문화가정 아동인 경우에는 M=9.90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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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집단 내 아동 분석을 하였을 때, 다문화가정 ‘하’ 집단은 평균 9.90인 데 반해 ‘상’ 집단은 16.63으로 ‘하’ 집단이 ‘상’ 

집단보다 오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가 아동의 조음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가 낮으면 아동의 조음 오류는 높아지는 것이다.

3. 아동의 한국어 파열음 조음 오류 원인 고찰

3.1 한국어, 중국어 파열음 대조 고찰

한국어 파열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대립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성문음을 제외한 나머지 조음 위치에서 파열음은 조음

할 때의 성대 [긴장성] 유무와 [기식성] 유무에 따라 ‘평음-경음-격음’의 분명한 3항의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한국어는 파열음이 ‘평음-경음-격음’의 3항의 대립인 데 반해, 중국어는 ‘평음-격음’의 2항 대립으로 되어 있다. 중국

어는 무기음과 유기음의 2항 대립으로써 의미를 구분10)한다.

한국어의 파열음에 관한 음향음성학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대진동시작시간(VOT : Voice Onset Time)은 한국

어 파열음이 평음, 경음, 격음을 구별해 주는 중요한 음향적 특성이 된다.11) 또한 평음이 경음, 격음과 구별되는 기준으로 

후행 모음의 음높이 또는 기본 주파수(Pitch), 파열시 나오는 기류의 기(氣) 등을 들 수 있다.12)

어두 위치에서의 파열음은 성대진동시작시간(VOT), 후행 모음의 음높이(Pitch)가 평음, 경음, 격음을 구별해 주고, 어

중 위치에서는 파열음이 성대진동시작시간(VOT)과 후행 모음의 음높이(Pitch)가 격음과 평음, 경음을 구별해 주고, 폐

쇄지속시간(CD)은 평음과 경음, 격음을 구별해 준다.13)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파열음도 두 조음 기관을 접촉시켜 막음을 형성했다가 개방하면서 조음하는 소리다. 

한국어의 파열음이 어두 초성, 어중 초성, 그리고 어말 종성에 나타날 수 있는데 중국어의 파열음은 어두 초성, 어중 초성

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언어의 파열음은 어두 초성 위치와 어중 초성 위치만을 비교하고자 한다.

어두 초성에서 성대진동시작시간(VOT)과 후행 모음의 피치(Pitch)를 비교할 수 있다. 성대진동시작시간(VOT) 혹은 

무성 기간은 파열음의 조음을 위한 막음이 개방된 시점에서부터 성대 진동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Kim(1970)에서 개방 후 무성 기간의 길이는 구강에서 막음이 시작되는 시점의 성문의 폭에 의해 결정됨으로 한국어

의 성대진동시작시간(VOT) 구간은 경음 > 평음 > 격음의 순으로 길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ph, th, kh/의 경우 막음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성문이 넓게 열리므로 다시 닫히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만, /p’, t’, k’/의 경우 성문이 작게 열리기 때

문에 닫히는 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10) 중국어 ‘dă(打 치다)’를 한국어로 [ta]로 읽든 [t’a]로 읽든 중국인의 귀에는 약간 이상하게 들릴 뿐이고, 의미 변별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중국인에게는 모두 같은 음으로 들리는 것이다.

11) 참고로, Lisker와 Abramson(1964)에서는 11개 언어를 대상으로 파열음의 조음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성대진동시작시간(VOT)

이 파열음의 구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12) Han과 Weizman(1970)은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학적 특성으로 성대진동시작시간(VOT), 후행 모음의 음높이(Pitch), 폐쇄지속시간

(Closure Duration : CD)을 측정하였는데, 성대진동시작시간(VOT)이 경음이 평음 및 격음과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다.

13) 이경희 ‧ 정명숙(2000)에서는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단서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다. 어두 위치에서는 성대진동시작시간

(VOT), 후행 모음의 음높이(Pitch)와 강도(intensity)를 측정, 비교하였고, 어중 위치에서는 성대진동시작시간(VOT), 폐쇄지속시간

(CD), 후행 모음의 음높이(Pitch)와 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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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어 파열음 음향음성학적 분석의 실제

다음은 실험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아동과 한국인 일반 가정 아동, 그리고 중국인 어머니의 음향음성학적 결과를 보이

고자 한다. 다음 <그림 1>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ip’al/ 스펙트로그램을 보인 것이다.

그림 1. 다문화가정 아동 1의 /ip’al/ [ipal] 스펙트로그램

그림 2. 다문화가정 아동 1의 어머니 /ip’al/ [ipal] 스펙트로그램

그림 3. 한국인 일반 가정 아동 1의 /ip’al/ [ip’al]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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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1-3>에서 살펴보듯이, 중국인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음은 어중 경음 /p’/의 폐쇄지속시간(CD) 

즉, 폐쇄 구간의 길이 차이가 비슷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 일반 가정 아동의 어중 경음 /p’/의 폐쇄지속시간(CD)

은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중 장애음을 발음할 때 폐쇄지속시간(CD)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구강 폐쇄 

이후 파열 단계에서의 공기압이 약한 상태로 파열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만큼 긴장성이 약하게 발음되고 있음

을 보여 준다.

4. 결 론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사회통합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한국어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외국

인 어머니가 한국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도구이며,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잣대가 된다.

만약 다문화가정 아동과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조음이 한국 원어민에 비해 조음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이를 개선하

기보다 방치하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는 소수 언어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계(한국인 중국계 제외) 취학 전후 아동의 한국어 파열음 조음 오류를 연령별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고, 한국인 아동과 대조하였을 때는 파열음 조음 오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파열

음 조음 오류는 중국인 어머니의 모어인 중국어 음운 체계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실험 연구를 통해 음향음성학적으로 밝

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인 아동보다 파열음 조음 오류를 많이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아동 중에서도 7세 

아동은 9세 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파열음 조음 오류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와는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숙달도가 낮을수록 다문화가정 아동

의 파열음 조음 오류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어의 파열음은 조음할 때 기식성의 유무, 성대 긴장의 유무에 따라 ‘평음:경음:격음’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중국어

의 파열음은 조음할 때 기식성의 유무에 따라 ‘유기음:무기음’으로만 구별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은 [평음-경음] 

쌍의 소리를 변별해서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기식이 ‘있다’ 또는 ‘없다’의 이원적 범주에 노출되어 온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경음과 격음의 중간 정도의 기식성을 가진 

평음을 발음할 때 그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하고, 중국어에 존재하는 이원적 범주 중 어느 하나에 범주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한국어 파열음 조음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논의를 제공해 

준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 측면에의 사회통합에 대한 단상을 제공해 준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외국인 어머

니를 우리 사회에서 타자(他者)로 규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조음 오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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