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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화자는 메시지를 구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화의 내용 전

달과는 관련없는 ‘어’, ‘음’과 같은 간투사를 삽입하거나 이미 산

출한 음절이나 어절을 반복 혹은 수정하기도 하고, 발화 중 수 

초간의 휴지(silence pause) 다음에 이후 발화를 산출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속적인 구어 산출의 흐름을 방해하는 외현적인 

형태를 비유창성(disfluency)라고 한다(Yairi & Seery, 2015). 

비유창성은 크게 정상적인 비유창성과 비정상적인 비유창성

의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정상적인 비유창성은 연령

과 상관없이 모든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날 수 있다. Manning 

& Shirkey(1981)는 정상적인 비유창성이 언어를 계획할 때 발

생하는 언어학적 비유창성이며, 이러한 비유창성으로 인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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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신이 산출하려는 발화를 체계화하는 시간을 벌 수 있

다고 하였다. 즉, 언어학적 비유창성은 산출할 메시지를 계획하

고 언어로 산출하는 언어 및 인지처리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 

Levelt(1989)는 언어산출과정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단계 모두에서 비유창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산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첫 단계는 개념 형성하기(concep-

tualization)로서 화자가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며, 메시지를 

표상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언어 형식을 구성하는 단

계(formulation)로 이미 형성된 메시지의 내용을 적절한 음운, 

어휘와 구문의 언어 구조로 구성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는 

조음 단계(articulation)로 화자가 조음기제를 사용하여 산출하

는 단계이다. 그리고 화자는 언어산출과정에서 자신이 계획한 

발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자신의 발화에 주의를 기울

인다고 보았다. 세 단계 모두에서 화자의 발화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류가 내적 혹은 외적 모니터링을 통해 감지되면 

언어산출과정을 중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화를 수정하여 

다시 산출한다. 이 중 내적으로 감지된 오류의 수정과정에서 나

타나는 언어학적 비유창성은 어, 음과 같은 간투사(filled pause)

의 삽입, 바로 전에 산출한 음절, 단어나 어절 등의 반복(repeti-

tion), 확인한 어휘 및 의미, 문법, 음운 오류의 수정(revision), 

혹은 수 초 이상의 휴지(silent pause)이다. Loban(1976)은 비유

창성, 특히 언어학적 오류로 나타난 비유창성을 말의 길을 잃다

라는 의미로 미로(maze)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오류

들은 발화의 의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음절이나 단어 등이

다. 이 외에도 발화의 붕괴(speech disruption)나 방해(inter-

ruption) 혹은 중단(breakdown) 등으로 명명하기도 한다(Guo 

et al., 2008; Lim & Hwang, 2009a). 

연구자들은 각 언어산출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의 유형

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는데, 간투사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했을 때 나타나며, 휴지

는 메시지를 계획하거나 문장 구성이나 어휘 인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타난다고 보았다(Fraundorf & Watson, 2013; Peach, 

2013). 또한 반복은 어휘, 의미, 음운, 문법 및 구문 계획 및 인

출 단계에서 나타난 불확실성(uncertainty)을 의미하며, 자신의 

발화를 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으로 보았다(Fraundorf & 

Watson, 2013; Thordardottir & Weismer, 2002). 

언어학적 비유창성은 성인 화자에서도 일정 정도 나타나기

는 하지만 언어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의 아동이나 언

어장애를 동반한 아동의 발화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전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Leadholm & 

Miller, 1992; Thordardottir & Weismer, 2002). 언어발달장애 

아동이 보인 특성을 통해 언어학적 비유창성은 메시지를 계획

하고 산출할 때의 언어 및 인지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산물이

며(Ellis & Peach, 2009), 이는 언어발달장애 아동이 보이는 결

함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언어발달장애 아동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 목표와 자신이 실제 가지고 있는 언어능

력 간의 불일치를 경험할 때 언어학적인 비유창성이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요구-용량 모델(demands-capacities mod-

el)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아동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스스로의 언어적인 요구(demand)가 그 메시지를 계획하

고 실행하는 아동의 언어능력인 용량(capacity)을 넘어섰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Adams, 1990). 

요구-용량 모델에 따르면 용량이 증가할 시 언어학적 비유창

성은 줄어든다고 가설을 세울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은 연령

이 증가할수록 비유창성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다. 학령기 아동의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살펴본 

Lim & Hwang(2009b)의 연구에서는 1학년에서 5학년으로 학

년이 올라갈수록 비유창성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언어능

력이 증가할수록 비유창성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들은 언어

발달장애를 동반한 아동들은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더 빈번하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 준다. 이미 선행연구들

은 단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ADHD), 그리고 외상성 뇌손상(traumatic brain injury) 등을 

동반한 아동에게서 더 빈번한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관찰하였

으며, 이를 통해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언어발달장애 아동을 판

별하는 중요한 임상적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Bar-

ron, 2018; German & Newman, 2004; Leadholm & Miller, 

1992). 대표적인 연구로 Guo et al.(2008)은 4학년 단순언어장

애 아동의 이야기 발화에 나타난 비유창성을 분석하였으며, 단

순언어장애 아동이 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보다 더 빈

번하게 발화의 중단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언

어능력과 언어학적 비유창성 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제시하였

다. 또한 메시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역시 언어학적 비유

창성과 관련이 높다는 것을 ADHD 아동의 연구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 Lim & Hwang(2009a)은 초등 1~3학년 ADHD 아

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야기 다시 말하기에 나타난 언어학적 비

유창성을 살펴보았으며, ADHD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에 

언어능력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DHD 아동에게서 

더 빈번하게 비유창성이 나타났다는 점을 보고하면서 비유창

성은 언어 계획과 조직화, 실행기능 등의 전반적인 언어 및 인

지처리과정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아동 언어장애 연구들은 기질적 어려움으로 인한 언

어발달장애 아동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언어발달 지

연을 보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특성에도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문화 및 언어적 차이로 인해 언어발달의 지연이 나타나



www.e-asr.org  285

H Yoon & H Chon ASR
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언어 자극을 제공하는 주 양육자의 제

한된 언어능력이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언어 검사에서는 어

려움이 나타나지 않은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담화 산출에서

는 비다문화가정의 아동보다 어휘나 구문의 복잡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담화 산출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Pae et al., 2010b). 다문화가

정 아동의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살펴본 연구인 Kang et al.(2016)

의 연구에서도 공식 검사로 언어능력을 일치시켰음에도 불구하

고 이야기 다시 말하기에 나타난 비유창성은 다문화가정의 아

동이 비다문화가정 아동보다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언어 평가에서 담화 수준의 평가와 언어산출과

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유용함

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언어학적 비유창성은 언어학적 복잡성이 높아질 때 증가한

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담화 장르의 복잡성도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미 선행연구들은 언어학적 비유창성은 대화

보다 이야기담화에서 더 빈번하며, 또한 이야기담화보다는 담화

적 복잡성이 더 높은 설명담화에서 더 빈번하다는 연구결과들

을 제시하였다(Lim & Hwang, 2009b; Navarro-Ruiz & Rallo-

Fabra, 2001; Scott & Windsor; 2000; Wagner et al., 2000). 이

는 대화보다 이야기담화에서, 이야기담화보다 설명담화에서 저

빈도 어휘의 사용이 높으며, 구문 구조의 복잡성도 더 높기 때

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설명담화는 어떤 구체적인 개념

에 대한 설명이나, 선행하는 사건과 후행하는 결과 등에 대한 

논리적 인과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인지적 처리

가 요구되기 때문에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설명담화의 이해와 산출과정이 더 높은 언어 및 인지처

리과정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동일한 구조를 가진 이야기

담화와 달리 설명담화는 유형이 다양하며, 각 유형의 구조에 대

한 인식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인 담화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초등 교과과정에서 수록된 설명담화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수집, 비교-대조, 원인-결과, 문제-해결 등이 있다(Kim, 2004). 

저학년의 교과과정에서는 수집 구조, 중학년에서는 비교-대조나 

원인-결과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소 복잡

한 설명담화 구조인 문제-해결의 설명담화 구조가 포함된다. 설

명담화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설명담화 

유형에 따라 어휘나 구문의 다양성이나 복잡도가 다르게 나타

났으며(Kim & Yoon, 2018; Nippold et al., 2007), 이러한 결과

들을 통해 설명담화의 유형에 따라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이전의 선행연

구들은 대화와 이야기담화, 이야기담화와 설명담화 등으로 담

화 장르 간의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합하면 언어발달이 진행되는 시기의 아동들은 담화산출

과정에서 메시지를 계획하거나 그 메시지에 대한 언어를 구성

하고, 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언어학적 비유창성의 비율은 언어능력에 따라, 그리고 

담화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학

령기 교과과정에서 설명담화의 비중이 높고, 다양한 설명담화 

유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담화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제한적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어휘나 구문을 살펴보는 공식 검사에서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나 설명담화와 같은 담화 산

출에서는 수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특성이 담화산출

과정의 언어학적 비유창성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학적 특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아

동을 대상으로 하여 두 설명담화 유형에 나타난 언어학적 비유

창성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교과과정에서 설명담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초등 3~4학년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때 교과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설명담화 

유형인 원인-결과와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하여 두 담화의 다

시 말하기에서 나타난 언어학적 비유창성 특성을 비교해 보고

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광주·전라 지역의 초등 3-4학년 

아동으로 인지 및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다문화가정의 아

동 15명, 비다문화가정의 아동 15명(총 30명)이다. 우선 다문화

가정 아동의 선정기준은 1)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는 한

국인인 다문화가정이며, 2) 한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고 있으

며, 3) 한국어를 단일어로 사용하고 있는 아동이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73%, 중국 13%, 캄보디아 7%, 필리핀 7%였

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결과 수용 및 표현 어

휘 모두 -1 표준편차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Kim et al., 

2009). 또한 인지능력에는 어려움이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기 

위해 한국판-비언어성지능검사-2(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K-CTONI-2)를 사용하였

으며(Park, 2014), 검사결과 비구어성 지능 지수가 80 이상인 아

동만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연령,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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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ONI-2, REVT 평균은 Table 1과 같다. 두 집단 간에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모
든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절차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그림을 제시하면서 녹음된 설명담

화를 들려준 후 그림을 다시 보면서 설명담화를 재차 말하도록 

요구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설명담화의 주제나 포함된 내용

이 어려울 경우 산출하는 발화의 양이 적고, 구문 복잡도도 낮

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초등 3~4학년 수준에 맞도록 

주제, 어휘, 구문 복잡도를 고려하여 글을 구성하였다(Chung, 

2014).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 교

재인 ‘함께 읽고 말해요’에서 ‘추석과 설날’이라는 주제의 비교-

대조와 ‘빙하가 녹고 있다’는 주제의 원인-결과의 두 설명담화

를 선정하였으며(Pae et al., 2010a), 이를 초등 3~4학년의 언어

능력에 맞게 수정하였다. 또한 두 담화에 나타난 언어학적 비유

창성을 비교하기 위해 두 담화의 어휘 난이도, 구문 길이 및 구

문 복잡성은 비슷하게 조절하였다. 두 설명담화에서 사용한 어

휘는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에서 1~3등급이며(Kim, 2003),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연구’의 초등 1~3학년 어휘가 90% 

이상 차지하도록 하였다(Kim, 2009). 두 담화는 평균 22문장, 

236어절로 구성되었으며, T-unit당 평균 단어 길이는 10.75, T-

unit당 평균 형태소 길이는 20.39이다. 또한 글을 제작한 후 다

시 말하기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글의 내용에 해당

하는 그림을 제작하였다. 그림은 초등 3~4학년 수준에 적절하게 

컬러로 제작하였으며, 각 담화를 9개의 순서 그림(sequencing 

picture)으로 구성하였다.

제작한 글과 그림은 국어국문학 교수 1인, 언어병리학 교수 1

인, 언어병리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언어재활사 2인에게 의뢰하

여 주제 및 내용, 그림의 적절성, 어휘 및 구문적 난이도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실시하였다. 내용 타당도 지수를 Likert 5점 척도

로 실시한 결과, 비교-대조의 설명담화 글과 그림은 평균 4.65점, 

원인-결과의 설명담화는 평균 4.44점으로 나타났다. 

검사 실시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K-CTONI-2, REVT를 실시

한 후 본 연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두 설명담화는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시하였으며, 다시 말

하기 과제 수행 시 전사를 위해 아동의 발화를 모두 녹음하였

다. 아동에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다 듣고 나서 그림을 보면서 기억나는 것을 선

생님한테 다시 자세히 말해주세요.”라고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Kang et al.(2016)과 Chung(2014), 한국어 이야기  

평가의 비유창성 분석을 참고로 하여(Kwon et al., 2018), 비유

창성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선행연구에 따라 분석의 단위는 어

절을 기준으로 하였다. 비유창성 유형은 간투사, 반복, 수정, 휴

지로 분석하였으며, 수정은 다시 어휘 및 의미적 변화를 위한 

수정, 문법적 변화를 위한 수정, 음운적 변화를 위한 수정으로 

분석하였다. 비유창성 유형에 대한 자세한 분석 기준은 Ap-

pendix에 제시하였다. 

발화의 양에 따른 비유창성 빈도를 통제하기 위해 비유창성 

비율을 계산하였다. 총 비유창성 비율은 총 비유창성 빈도를 

아동이 산출한 총 어절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

다(총 비유창성 비율 = 총 비유창성 빈도 / 총 어절 수 × 100). 

또한 비유창성 유형에 따른 상대적 비율을 측정하기 위해 각 

비유창성 유형의 빈도를 총 어절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였다

(각 비유창성 유형의 비율 = 유형별 비유창성 빈도 / 총 어절 수  

× 100). 

수집한 자료 중 3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본 연구의 제1저

자와 언어치료학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비유창성 유형을 분석

한 후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91.2%의 일치율이 나타

났다.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5.0 (IBM Corp., Armonk, 

NY,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비유창성 비율(총 비유창성 비율, 비유창성 유형 

비율)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을 집단 간 변인으로, 설명

담화 유형(원인-결과, 비교-대조)을 집단 내 변인으로 하여 

이요인 혼합 분산분석[two-way mixed-design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in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from 
MCF

Children from 
non-MCF

p-value

Age (month) 111.87 (7.34)�� 109.33 (7.74) 0.366
K-CTONI-2* 102.87 (15.31)   106.07 (13.20) 0.545
REVT-receptive† 100.53 (16.25)   108.00 (16.04) 0.216
REVT-expressive†   93.20 (12.93)   101.53 (16.10) 0.129
*standard score, †raw score. MCF: multicultural families, K-CTO-
NI-2: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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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초등 3~4학년의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총 어절 수와 비유창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간에 산출한 총 어절 

수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결과의 설

명담화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아동은 모

두 약 84어절을 산출했으며, 비교-대조 설명담화에서는 다문

화가정의 아동은 약 79어절, 비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약 76어

절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유창한 어절 수를 총 어

절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한 총 비유창성 비율에서는 다문화가

정 아동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결

과 담화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비율은 27.99%인 반

면,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비율은 15.76%로 나타났다. 

비교-대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다문화가정 아동

의 비유창성 비율은 35.62%인 반면, 비다문화가정의 아동은 

24.95%로 나타났다. 

초등 3~4학년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 간에 

설명담화 유형에 따라 비유창성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two-way mixed-design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으며, 집단(F = 9.149, p = 0.005)과 설명담화(F = 
12.656, p = 0.001)에 따른 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대조의 설명담화 유형에서 비유창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담화 유형에 따른 비유창성 유형의 비율과 전체 

비유창성 유형의 비율은 Table 4와 같다. 다문화가정과 비다문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otal number of eojeol and rates of linguistic disfluency for two groups and 
types of expository discourses

Group
Cause-effect Compare-contrast Total

Total number 
of eojeol

Rates of linguistic 
disfluency (%)

Total number 
of eojeol

Rates of linguistic 
disfluency (%)

Total number 
of eojeol

Rates of linguistic 
disfluency (%)

Children from MCF 84.20 (34.04) 27.99 (12.90) 79.40 (18.16) 35.62 (17.51) 81.80 (5.67)� 31.81 (13.29)
Children from non-MCF 84.87 (29.71) 15.76 (9.54)�� 76.47 (21.66) 24.95 (6.74)�� 80.67 (23.88) 20.03 (7.13)��
Total 84.53 (31.39) 21.88 (12.76) 77.93 (19.70) 29.95 (14.25) 81.23 (22.56) 25.92 (12.07)
MCF: multicultural families

Table 3. Analysis of variance for rates of linguistic disfluency according to groups and types of expository discourses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F p-value
Group 2,082.723 1 2,082.723   9.149 0.005
Types of expository     977.966 1     977.966 12.656 0.001
Group × types         3.018 1         3.018   0.039 0.845

Table 4. Mean rates (standard deviation) of each linguistic disfluency type in two groups

Types of disfluencies Groups Cause-effect Compare-contrast Overall mean percentage
Filled pause Children from MCF 8.40 (6.65) 10.70 (8.00) 9.55 (6.53)

Children from non-MCF 3.91 (1.48)   4.31 (3.49) 4.11 (4.39)
Silent pause Children from MCF 0.82 (1.48)   1.61 (3.01) 1.26 (2.12)

Children from non-MCF 0.70 (1.31)   2.37 (4.09) 1.54 (2.51)
Repetition Children from MCF 9.20 (5.22)   9.49 (5.87) 9.35 (6.42)

Children from non-MCF 5.36 (4.76)   5.87 (3.52) 5.62 (3.45)
Total revision Children from MCF 7.71 (3.34)   8.90 (5.43) 8.31 (4.84)

Children from non-MCF 3.88 (2.45)   8.60 (3.99) 6.24 (2.92)
Revision for semantic and lexical change Children from MCF 6.06 (5.32)   6.76 (5.71) 6.41 (4.37)

Children from non-MCF 3.04 (2.49)   6.89 (3.32) 4.96 (2.51)
Revision for morphosyntactic change Children from MCF 1.27 (1.17)   1.91 (2.39) 1.59 (1.47)

Children from non-MCF 0.63 (1.03)   1.71 (1.77) 1.17 (0.91)
Revision for phonological change Children from MCF 0.38 (1.17)   0.22 (0.48) 0.30 (0.59)

Children from non-MCF 0.20 (0.58)   0.00 (0.00) 0.10 (0.29)
MCF: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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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정 아동이 두 설명담화에서 산출한 전체 비유창성 유형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간투사 비율이 평균 

9.5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반복이 9.35%, 그 다음에 

총 수정은 8.31%, 휴지는 1.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비다문화가정의 아동 집단에서는 총 수정이 평균 6.24%로 가장 

높은 비유창성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엔 반복이 5.62%

로 나왔으며, 간투사 비율은 4.11%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과 

마찬가지로 휴지는 평균 1.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집단을 집단 간 변인으로, 설명담화 유형을 집단 내 변인으

로 하여 각 비유창성 유형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wo-way mixed-design ANOVA를 실시한 결과 간투사, 

휴지, 반복, 총 수정, 어휘 및 의미적 변화를 위한 수정, 문법적 

변화를 위한 수정, 음운적 변화를 위한 수정 모두에서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간투사의 비율은 다문화가정의 아동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F = 7.159, p = 0.012), 
총 수정 비율(F = 5.495, p = 0.026)과 휴지 비율(F = 5.962, p = 
0.021)은 비교-대조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담화 유형 간 

차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초등 3~4학년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원인-결과와 비교-대조의 설명담화 다시 말

하기에 나타난 언어학적 비유창성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과 비다문화가정 아동의 설명담화 다시 말

하기에 나타난 총 어절 수는 차이가 없었으며, 두 설명담화 유

형 간에도 총 어절 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총 비유창성 빈도를 총 어절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총 비유창성 비율은 두 집단과 두 담화 유형 모두에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그

림을 보면서 설명담화를 들은 후 다시 말하는 과제에서 비다문

화가정의 아동과 유사한 발화의 양(어절 수)을 산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비유창성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력 검사를 통해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

였지만 이러한 어휘의 양적 측면이 설명담화산출이라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언어와 인지처리과정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공식 검사

를 통해 어휘나 구문능력을 일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담화산

출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아동 간에 차

이가 나타난 연구결과들이 있다. Kang et al.(2016)의 연구에서

는 어휘와 구문 의미 이해능력으로 언어능력을 일치시켰지만 다

문화가정의 아동이 구문 복잡도가 낮고, 비유창성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야기 산출능력을 살펴본 Pae et al.(2010b)

의 연구에서도 구문 의미 이해능력으로 언어능력을 일치시켰지

만 전체적인 이야기 내의 주요 사건, 이에 대한 시도와 결과 등

의 중요 내용과 전체 주제 유지를 살펴보는 이야기 구성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이전 선행연구에 나타난 결과들은 개별적인 단어나 문

장 수준의 언어능력과 담화의 산출과정에서 필요한 처리능력

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담화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과정은 표면적 수준의 어휘와 구

문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자신의 배경지식과 글의 정보를 통합

하고, 추론과정을 통해 글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유추하고 

자기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내용의 이해를 점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통합해 심적 표상을 구축한 후 다시 말해야 하는 과정

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Kim & Yoon, 2018), 더 높은 수준의 언

어 및 인지처리과정을 요구한다. 특히 설명담화는 대화, 이야기 

등의 다른 담화와 비교하였을 때 문어(written language)적 특

성이 강하며, 객관적 정보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저빈도 어휘

의 사용이 높고 복잡한 구문 복잡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Lee 

& Jung, 2013). 또한 설명담화는 이야기와 같이 동일한 구조(이

야기 문법)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담화의 유형, 즉, 비교-대

조, 원인-결과, 문제-해결 등에 따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구조의 인식력(awareness of text structure)도 필요하

다. 그래서 설명담화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Englert & Hiebert, 

1984; Ray & Meyer, 2011).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의 아동은 표면적 어휘의 양적 수준에서는 또래 비다문화가정

의 아동과 비교하여 어려움이 없지만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처리과정을 필요로 하는 담화산출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발

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Lundine et al., 2018; Westby 

et al., 2010), 담화 산출에 나타난 언어학적 비유창성을 분석함

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총 비유창성 비율은 집단 간 차이뿐 아니라 두 설명담화의 

유형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결과의 설

명담화보다는 비교-대조의 설명담화에서 두 집단 모두 더 빈번

하게 비유창성이 나타났다. 더 복잡한 담화 구조에서 언어 및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면 언어학적 비유창성이 증가한다고 보았

기 때문에(Lim & Hwang, 2009b), 담화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원인-결과 구조에서 비유창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

로 예측했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담화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각 설명담화에서 아동들이 산출한 발화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비교-대조에서는 추석과 설날의 날짜, 계절,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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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놀이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산출해야 하는

데 추석과 설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대로 설명하면서 높은 

간투사와 반복, 수정 등의 비유창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추석을 설명할 때 설날의 날짜나 특성을 말한 후 이를 수정

하거나 반복하였으며, 반대로 설날을 설명해야 할 때 다시 추석

의 날짜나 음식, 놀이 등을 말하면서 비유창성이 빈번하게 나

타났다. 반면 원인-결과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지구 온

난화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을 보면서 

다시 말하도록 요구하는 과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담화의 구조가 복잡했던 원인-결과 구조에서도 인지적 부

담이 줄었고, 아동들은 그림에 나타난 원인과 결과들을 순서적

으로 산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명담화의 주제

와 과제 제시 방법이 두 설명담화 간 총 비유창성 비율의 차이

를 야기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아동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비유창

성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간투사(13.75%)

를 가장 빈번하게 산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반복(9.35%), 수

정(8.31%), 휴지(1.23%) 순으로 산출하였다. 반면 비다문화가정

의 아동은 수정(6.24%)이 가장 빈번하게 산출한 비유창성 유

형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반복(5.62%)과 간투사(4.11%), 휴지 

(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간투사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비다문화가정의 아동

보다 유의하게 많이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하였듯이 두 

집단 간에 수용 및 표현 어휘능력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총 비유창성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야기한 비유창성 유형 중 하

나가 간투사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설명담화 다시 말하

기 과제 수행 시 가장 빈번한 비유창성 유형이 간투사였다는 

Kang et al.(201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간투사는 언

어적으로 문장을 계획하는 단계, 즉, 다음에 나올 정보에 대한 

어휘를 선택하고 구문을 표상하여 산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일종의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

하는 비유창성 유형이다(Fraundorf & Watson, 2013). 또한 새

롭게 제시하는 개념이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도 나타난다(Kang et al., 2016). 설명담

화는 정보나 사건, 개념 등을 목적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 공통

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하거나 원인과 결과를 인과적 순서에 맞

게 나열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적 복잡성이 높고 인지적 부담도 

높은 담화 과제로,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원인-결과와 비교-대

조의 설명담화에서 다음에 올 새로운 개념과 문장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특히 어려움을 보이면서 간투사의 사용이 빈번하였다

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비다문화가정의 아동 집단에서는 수정이 가장 빈번하

게 산출한 비유창성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은 자기 모니

터링(self-monitor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이 산출하고 난 

후 오류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전략이다(Rispoli et 

al., 2008). 즉, 자기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의도된 메시지와 자

신이 실제로 산출한 메시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감지

했을 때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Levelt, 1989). 수정은 

언어능력을 반영하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빈번하게 나타나

는 전략 중 하나로(Lim & Hwang, 2009b), 비다문화가정의 아

동은 담화산출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수정함으로써 발화를 명료

하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정을 어휘 및 의미

적 변화, 문법적 변화, 음운적 변화의 세 유형으로 살펴본 결과, 

어휘 및 의미적 변화를 위한 수정(4.96%)이 가장 빈번하였고, 

그 다음에 문법적 변화(1.17%)가 빈번하게 나타났던 반면, 음운

적 변화는 두 집단 모두에서 1% 미만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

다. Lim & Hwang(2009b)은 학령기 아동은 음운능력과 문법 

및 구문능력이 안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운적 변화나 문

법적 변화를 위한 수정 전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반면 의미

적 명료화를 위해 어휘 및 의미적 변화를 위한 수정 전략을 빈

번하게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각 설명담화의 

주제에 맞게 내용을 명료화하는 과정에서 어휘를 수정하거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어휘 및 의미 수정이 빈번하게 나타

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집단 모두에서 반복은 두 번째로 빈번한 비유창성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은 이미 산출한 음소, 음절이나 단어 등

의 단위를 단순히 되풀이함으로써 다음에 올 발화의 산출을 

지연하는 전략이다. 반복도 간투사와 비슷하게 다음에 올 내용

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문장을 구성하거나 어휘 등을 인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며, 계획의 지연이 발화의 

유창성을 방해할 때 그 부분을 되풀이함으로써 마치 발화가 

유창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유형인데(Fraundorf & Watson, 

2013), 초등 3~4학년의 아동들은 설명담화의 내용을 계획하고 

산출하는 과정에서 반복이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휴지는 두 집단 모두 1~2%로 낮게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초 이상의 휴지를 보였을 때 휴지로 간주하였

기 때문에 언어발달의 어려움이 없는 초등 3~4학년의 아동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단순언어장애 아동, ADHD 

아동,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연구들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Kang et al., 2016; Lee et al., 2010; Lim & 

Hwang, 2009b). 휴지는 간투사와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계획하

고,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의미와 구문 정보를 통합하여 문장

으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보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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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산출 중 휴지는 발화의 중단으로 대화자로서의 역할을 잃

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휴지보다는 간투사를 더 빈번하게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Guo et al., 2008). 

비유창성 유형 중 수정과 휴지는 비교-대조의 담화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비교-대조 담화

는 추석과 설날에 대한 배경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고, 

두 명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과정

이 요구된다. 특히, 두 명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해야 하

는 메시지 계획 단계에서의 어려움이 휴지와 같은 비유창성을 

야기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리적이

며 순서적으로 나열해야 하는 복잡한 언어 및 인지처리과정에

서 어려움이 나타났고, 두 명절에 대해 친숙하게 알고 있기 때

문에 빠르게 자신의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전략을 사용했

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비유창성은 화자로서 발화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화의 중

단 혹은 붕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이다(Clark & Fax Tree, 

2002; Postma & Kolk, 1993). 본 연구에서는 어휘의 양적 측면

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아동이 차이가 없

었으며, 산출한 설명담화의 총 어절 수에서도 차이가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의 아동에게서 더 빈번한 언어학적 비

유창성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다문

화가정의 아동은 담화의 이해와 산출이라는 높은 수준의 언어 

및 인지적 부담이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문화가정의 아동 언어 평가 시 공

식 검사 사용의 제한점이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은 담화 산출

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공식 검

사에서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화 산출에서는 비다문

화가정의 아동과 차이가 있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은 다문화가

정 아동의 언어 평가에서 공식 검사뿐 아니라 담화 산출의 특성

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Pae et 

al., 2010b). 

본 연구에서는 수용 및 표현 어휘 검사만을 통해 두 집단을 

선정한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언어 

검사를 통해 집단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문화가정 아동의 담화 산출에서 비유창성이 높게 나타난 원인

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0:0�다문화가정의 아동·언어학적 비유창성·설명담화·

원인-결과·비교-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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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Description Examples

간투사(Filled pause) ‘어, 음’ 등의 음절이나 ‘뭐지’ 등의 특정 단어를 불

필요하게 사용한 경우

우리나라에는 (어) 명절이 있습니다. 

휴지(Silent pause) 발화 중간에 5초 이상의 휴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추석은 (5초 이상의 휴지) 송

편을 먹습니다.

반복(Repetition) 음절, 단어나 어절, 구 등을 동일하게 되풀이하는 

경우

비비가 많이 온다.

수정(Revision) 이미 산출한 음절, 단어, 어절이나 구를 수정한 경우

의미 및 어휘적 변화를 위한 수정 

(Revision for semantic and lexical 

change)

이미 산출한 단어, 어절이나 구의 어휘나 의미적 정

보를 추가하기 위해 수정한 경우

추석에는 설날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문법 및 구문적 변화를 위한 수정

(Revision for morphosyntactic 

change)

이미 산출한 문법 및 구문적 오류를 수정한 경우 설날에 하는 놀이를 놀이는 연날리기

입니다. 

음운적 변화를 위한 수정

(Revision for phonological 

change)

이미 산출한 발화에서 음운 오류를 수정한 경우 빙하가 농녹으면 바다의 물이 많아지

게 됩니다.

 APPENDIX 

Types of Linguistic Disflu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