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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phonological errors of children in Korean-Vietnamese speaking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comparison analyses with those of Korean monolingual peers with phonological disorders. The subjects were 
38 children aged about 4-6 years. To examine phonological errors, the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ation (words) was 
used. Performances were analyzed by frequency. The results showed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here was a 
tendency for children in Korean-Vietnamese speaking multicultural families to show a higher frequency of phonological errors 
than Korean monolingual children with phonological disorders. However, the former showed lower error percentages in a few 
error patterns than the latter such as syllable final consonant deletion, showing similar patterns to those of the normal children. 
They also showed very unique error patterns such as the highest error percentage in palatal affricates. It remains to be seen if 
these error patterns are just delay in acquisition or phonological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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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말 단일언어와 단일문화에 익숙했던 한국은 2006년 이

후 농 지역과 도시 변두리 지역을 심으로 국제결혼으로 이

루어진 다문화가정이 증하게 되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는 다

문화에 한 심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다문화가정의 

인구비율을 보았을 때 국, 베트남, 일본, 태국, 몽골, 필리핀 

등 주로 아시아 계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특히 베트남 

다문화가정은 국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안 부, 2009), 한국과 정서가 유사해 앞으로도 증가 추세

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 부, 2009). 

다문화인구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아동 수 한 증가하고 있

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도 인구증가에 의하여 아동 수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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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제결혼형태에 따라 아동의 언어사용도 다양하게 되었다. 

국제결혼 기에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우리말

을 주언어로 습득하는 아동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어머니 나라

인 베트남에서 언어습득기를 보내고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사례

와 베트남 어머니가 한국인과 재혼함에 따라 함께 한국에 도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로 언어환경에 따른 다

문화 아동의 언어발달형태도 동시  이 언어에서 순차  이

언어까지, 그리고 우리말을 부언어로 습득하는 형태까지 다양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다문화 아

동의 언어발달에 한 연구는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한국과 정서가 유사하여 앞으로 인구증가가 상되는 베

트남 다문화 아동에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음운발달은 언어환경의 향을 직 으로 받을 뿐만 아

니라(Goldstein & Washington, 2004), 이미 언어치료 임상 장에

서 다문화 아동의 말소리 발달에 한 평가  재요구가 발

생하고 있어(황상심, 2010) 이를 한 기 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일반 으로 단일언어환경 취학연령아동의 최소 10%가 조음

음운장애를 보이며(Harasty & Reed, 1994), 많은 수의 학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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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어 아동들 한 조음음운 발달의 문제로 언어치료사에게 

의뢰된다(Holm et al, 1999). 그러나 조음음운장애가 가장 일반

으로 발생하는 의사소통장애임에도 불구하고(Weiss et al., 

1987), 이 언어 연구에서 다른 언어 역에 비하여 음운발달이

나 조음음운장애에 한 정보가 많지가 않아 말소리 발달 문제

로 의뢰된 이 언어 아동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Genesee et al, 2004; Holm et al, 1999).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다문화 아동이 음운발달 문제로 언어치료사에

게 의뢰되고 있으나(황상심, 2010), 이들 아동들의 음운발달과 

조음음운장애를 이해하여 평가나 재에 용하기 한 기

인 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이에 한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언어 환경 아동들의 말소리 발달과 조음음운장애를 이

해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정상 으로 발달하는 아동들의 말

소리 발달과정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아동들이 습득하는 언

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상 으로 발달하는 아동들의 말소리 

습득은 유사한 경향을 보여 다. 를 들면 양순음은 연구개음

보다 먼  발달하며, 열음은 마찰음보다 먼  습득되는데, 이

러한 상은 우리나라 아동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권경안 

외, 1979; 엄정희, 1986). 그러나 이 언어 아동의 음운발달형태

는 단일언어 아동과 차이 이 있다(Goldstein, 2004). 이는 이

언어에서 한 언어가 다른 언어의 음운체계에 끼치는 향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Perez, 1994). 이러한 결과로 이 언어 아동들

은 음소습득의 지연, 특이한 오류패턴의 사용 는 동일 낱말이

나 상황에서 다양한 오류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Dadd & 

McCormack, 1995).

이 언어 아동들이 보이는 이러한 음운발달의 형태가 조음

음운장애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언어 아동들의 

말소리 습득과정에서 보이는 말소리 오류를 음소습득의 차이와 

장애  어느 것인지 단하기 어렵다(Goldstein, 2004). 이 언

어 아동들은 조음음운장애 단일언어 아동들에게서 흔히 나타나

는 음운변동의 빈도가 높다고 하나(Dadd et al, 1996), 이 언어 

아동이 단일언어 아동과 특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

도 있다(Goldstein, 2004). 한 이 언어 아동의 말소리 오류는 

연령 증가와 함께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발달과정이

라고 보기도 한다(Goldstein, 2004). 여러 연구들 간의 이러한 결

과 차이는 양 으로 제한된 선행연구와 단일언어와 다른 이

언어 음운습득과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언어 아동들은 최소한 두 개 언어의 음운체계에 노출되

어 있으며, 이러한 음운체계 습득과정을 보는 입장은 동일하지 

않다. 첫째는 단일언어 체계에서 시작하여 두 개의 음운체계로 

분리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며(Vogel, 1975; Voletrra, & 

Taeschner, 1978), 두 번째는 출생에서부터 이 언어 아동들이 

각각의 언어에 하여 분리된 음운체계를 발달시킨다는 이론

(Genesee, 1989; Johnson & Lancaster, 1998; Keshavarz & Ingram 

2002)이다. 재는 두 언어 체계가 서로 향을 주고받으면서 

처음부터 두 가지 분리된 음운체계를 사용한다는 설명이 설득

력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Paradis, 2001).

이러한 이 언어 아동들의 음소습득 이론에 근거하 을 때, 

우리말과 베트남어는 형태와 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는 언어이

기 때문에 우리나라 베트남 다문화 아동들의 음소습득체계에 

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어는 성조

가 있으나 우리말에는 성조가 없다. 언어유형론 으로 우리말

은 교착어이며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데 비하여 베트남어는 고

립어이며 오스트로-아시아어족에 속한다. 자음과 모음에 있어서

도 두 언어 간 음운체계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특성이 우리나

라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말소리 발달과 아동들의 말소리 오류, 

그리고 실제 인 조음음운장애를 이해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다문화 아동들의 말소리 발달과 그 과정에서 보이

는 오류에 하여 구체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아동이 래 아동에 비하여 말소리 

명료도와 자음 오류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미지, 

2007; 황상심, 2010; 황상심․김화수, 2008). 그러나 선행연구에

서는 상 아동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거나 아동들의 언어집단

에 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언어 환경이 다른 다문화 아

동들의 말소리 발달과 오류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제한 이 있

다. 특히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말소리 발달에 한 연구가 

 이루지 않아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우리말 말소리 습득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특성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 앞에서 고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베트

남 다문화 아동의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학령기와 학령 기 아동  음운발달 문제로 의뢰되어 오는 아

동 수 한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세 이후 연령 아동  조음음운장애

로 의뢰된 베트남 다문화 아동과 기능 조음음운장애 아동, 두 

집단을 상으로 말소리 오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베트남 다문

화 아동의 말소리 발달과 오류형태  조음음운장애를 이해하

기 한 하나의 기 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1 연구 상

이 연구는 조음음운장애로 의뢰된 4세 이후의 베트남 다문화 

아동 18명과 유사한 연령의 우리말 조음음운장애 아동 18명, 총 

36명을 상으로 하 다. 상 아동들은 주양육자, 는 어린이

집 선생님 등으로부터 신체, 인지, 정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고 보고된 아동들이었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음운발달이 3세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져 4세 연령은 몇몇 자음을 제외하고 

부분 음운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고려하여(엄정희, 

1986; 김민정․배소 , 2000), 4세 이상의 아동을 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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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 연구를 한 두 집단의 조음-음운장애 정도에 따른 

선별기 은 우리말 조음-음운평가(김 태․신문자, 2004)의 근

거에 따라 -1SD~-2SD(조음치료 고려)와 -2SD 이하(조음치료 요

망)의 기 에 해당하는 아동을 선별하 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등에서 말소리 발달이 늦어 조음음운 평가를 원한 아동이거

나 발음문제로 언어치료실에 의뢰된 아동 에서 선별된 아동

들이다. 비교집단 기능 조음음운장애 아동은 지역의 방언과 

사회경제  수 을 고려하여 다문화 아동과 거주지역과 사회경

제  수 이 유사한 지역의 어린이집 아동  발음문제를 보이

는 아동과 지역 내 언어치료실에 의뢰된 아동들 에서 선별하

다. 두 집단 아동 모두 평가 당시 조음음운장애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었다. 

한편, 베트남 다문화가정은 모두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

니가 베트남인으로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이었으

며, 아동  베트남에서 언어발달기를 보내고 도 입국하여 베

트남어가 제1언어인 아동은 제외시켰다. 아동들의 구체 인 특

성은 표 1, 3과 같다. 연구 상 아동들의 연령  자음정확도의 

통제를 알아보기 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

가 없었다(표 2).

표 1. 상아동들의 성별  연령범

Table 1. Subject gender and age range

참여자 수(성별) 연령범

다문화 조음장애 다문화 조음장애

14(남):4(여) 12(남):6(여) 4;1~6;9 4;2~6;5

표 2. 상아동의 평균연령  자음정확도

Table 2. Subject information on age(mean months) and 
PPC(precent) by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ation

분류
다문화 조음장애 

 t 
평균(SD) 평균(SD)

연령(개월)  63.50(10.17) 63.66(10.26) -.04
자음정확도(%)  84.61(8.48) 84.44(6.97) .06

표 3.  상아동의 조음음운장애 정도

 Table 3. The Standard deviations by Urimal Test of Articulation 
and Phonation

-2SD ~ -1SD -2 SD -2SD 이하 

다문화 비교 다문화 비교 다문화 비교

 2 2  3 2  13 14

상자 선정에서 평가 상 베트남 다문화 아동 21명  우리

말 조음음검사에서 표 편차 기 에 부합하지 않은 5세 아동 2

명과 베트남에서 도 입국한 아동 1명 아동을 제외하고 18명

을 선정하 으며, 비교집단에서 조음음운장애를 보이나 인지에 

문제가 있는 1명을 제외하고 베트남 다문화 아동과 연령, 성별, 

표 편차를 고려하여 선정하 다.  

2.2 연구도구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선별을 해서는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김 태․신문자, 2004) 결과의 자음정확도와 표 편차를 이용

하 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과 기능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비

교를 해서는 Wolk & Meisler(1998)를 근거로 우리말 조음음

운평가 30개 낱말을 낱말 내 자음의 치와 조음 치, 조음방법

별로 각각 발생 가능한 체 오류빈도와 실제 발생한 오류빈도

를 연구자가 표를 구성하여 재분석하 다. 음운변동은 우리말 

조음-음운평가의 근거에 따라 생략  첨가변동과 치변동을 

심으로 체 45개의 변동을 분석하 으며, 음운변동의 용어

는 김 태․신문자(2004)를 근거로 사용하 다. 말소리의 분류

는 조음방법과 조음 치에 의한 결과와 음운변동 결과 간의 혼

란을 막기 하여 우리말-조음음운평가(2004)에서 사용한 용어

에 따라 조음 치는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

음으로, 조음방법은 열음, 마찰음, 찰음(폐찰음), 비음, 유음

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한편 우리말-조음음운평가는 30개의 

명사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어의 음 체계는 CVC(38%), 

CV(58%), VC(5%)형태이다. 

2.3. 연구 차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모집  선별은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와 어린이집을 심으로 하 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들

의 평가는 아동들의 집이나 학 언어치료센터, 는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의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 으로 실시하 으며, 기능

조음장애 아동들은 어린이집과 언어치료실에서 실시하 다. 

아동의 상자 선정에서 아동들의 우리말 말소리 발달 과정

을 고려하여 4세 이상의 아동을 상으로 하 다. 말소리 평가

에서 아동이 목표 낱말을 유의어로 표 하거나 다른 낱말을 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발발화를 분석하 다. 아동이 

목표 낱말에서 말소리 오류를 보인 경우 실수나 부주의의 가능

성을 감안하여 한 번 더 목표 낱말을 말하도록 요구하여 최종

인 반응으로 기록하 다. 아동의 말소리는 MP3(YP YEPP, 

Samsung)로 녹음을 하여 1  언어치료사 1명과 2  언어치료사 

1명이 녹음된 30개 낱말을 사하 으며, 두 분석자 간 사 신

뢰도는 97% 다.

2.4 자료 분석 

베트남 다문화 아동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말소리 오류는 

생략과 치 오류만을 오류로 분석하 으며(Shriberg et al, 

1997), 어떤 조음방법의 자음에서, 어떤 조음 치의 자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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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낱말 내의 어떤 치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는 게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음운변동 분석은 우리말 조음음운 평가

(김 태․신문자, 2004)의 음운변동 분석을 근거로, 13개의 생

략  첨가변동과 32개의 치변동으로 분류하 다. 

결과 분석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각 부분별로 체 오류출

가능 횟수와 아동의 평가에서 나타난 실제 오류 출  횟수를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 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로그

램을 이용하 다.  

3. 연구결과

3.1  말소리 오류의 비교

베트남 다문화 아동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말소리 오류

빈도가 어떤 조음방법의 자음에서 가장 높고 는 낮은지를 비

교한 결과, 베트남 다문화 아동은 찰음(39.4%), 마찰음

(32.4%), 유음(9.2%), 열음(5.7%), 비음(4.6%)의 순서를 보

다. 기능 조음장애 아동은 마찰음(45%), 찰음(22.8%), 유음

(9.2%), 열음(5.7%), 비음(4.2%)의 순서를 보 다. 베트남 다문

화 아동은 찰음에서, 기능 조음장애 아동은 마찰음에서 오

류발생이 가장 높았다(표 4, 5). 

표 4.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각 조음방법에서의 오류율(%)
Table 4. The error percent of Vietnamese-multicultural children in 

each manner of articulation

조음 방법별 분류
베트남 다문화

오류의 
평균(SD)

열음  5.7(6.7) 꼬리-오리

마찰음  34.5(29.4) 썹- 떱

찰음  39.4(29.5) 자동차-다동타

유음  9.2(14.8) 꼬리-꼬이

비음  4.6(3.4) 땅콩-따콩

표 5.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각 조음방법에서의 오류율(%)
Table 5. The error percent of children with phonological disorders 

in each manner of articulation

조음 방법별 분류
기능 조음장애 

오류의 
평균(SD)

열음 7.5(10.6) 못-몽
마찰음 45.0(24.2) 사탕-타땅

찰음 22.8(24.5) 책상-땍땅

유음 13.5(19.6) 꼬리- 디

비음  4.2(6.1) 썹- 떱

어떤 조음 치의 자음에서 오류빈도가 가장 높고 는 낮은

지 비교한 결과, 베트남 다문화 아동은 경구개음(38.2%), 치조

음(16.6%), 연구개음(6.4%), 성문음(2.7%), 양순음(1.1%)의 순서

를 보 다. 기능 조음장애 아동은 경구개음(22.2%), 치조음

(18.5%), 연구개음(8.9%), 성문음(2.7%), 양순음(1.1%)의 순서

다. 두 집단 모두 경구개음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보 으나 베

트남 다문화 아동의 오류발생 빈도가 더 높았다(표 6, 7).

표 6.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각 조음 치에서의 오류율(%)
Table 6. The error percent of Vietnamese-multicultural children 

in each place of articulation

조음 치별 분류

베트남 다문화 

아동 오류의 

평균(SD)
양순음  1.1(2.2) 참새-탄새

치조음  16.6(9.1) 못-몹
경구개음  38.2(30.2) 짹짹-땍땍

연구개음  6.4(7.0) 괴물- 물

성문음  2.7(11.7) 호랑이-코랑이

표 7.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각 조음 치에서의 오류율(%)
Table 7. The error percent of children with phonological disorders 

in each place of articulation   

조음 치별 분류

기능 조음장애 

아동 오류의 

평균(SD)
양순음 1.1(2.2) 바지-다지

치조음 18.5(9.2) 연필-연피

경구개음 22.2(24.6) 책상-때따

연구개음 8.9(15.5) 괴물-배물

성문음  2.7(11.7) 화- 왕

낱말 내 자음의 치에 따른 비교에서는 두 집단 모두 어두

성, 어 성, 어 종성, 어말종성의 순서를 보 으나, 베트남 

다문화 아동집단은 어두 성(20.6%)에서 기능 조음장애 아동

집단(18.1%)보다 오류발생이 더 많았고, 어 성은 17.7%로 

두 집단이 동일하 으며, 어 종성과 어말종성에서는 기능 조

음장애집단아동의 발생빈도가 더 높았다.

낱말 치별 분류  
베트남 다문화 기능 조음장애 

평균(SD) 평균(SD)
어두 성 20.6(31.6) 18.1(28.6)
어 성 17.7(25.7) 17.7(26.3)
어 종성 4.0(9.3) 8.2(21.3)
어말종성 2.1(11.6) 3.5(12.4)

표 8. 낱말 내 자음 치에 따른 오류율(%)
Table 8. The error percent by position in a word

3.2 음운변동의 비교

베트남 다문화 아동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음운변동을 

생략  첨가변동과 치변동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생략  

첨가변동에서 베트남 다문화 아동은 종성생략(4.6%), 성생략

(2.3%), 첨가(.1%) 순서로 종성생략 변동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 조음장애 아동은 종성생략(8.4%),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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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음운변동
베트남 다문화 아동

순 음운변동
기능 조음장애 아동

평균(SD) 범 시 평균(SD) 범 시

1 경구개음의 설음화 43.8(37.1) 0-100 짹짹-땍땍 1 경구개음의 설음화 22.9(29.4) 0-100 책상-택땅

2 열음화 20.3(17.9) 0-55.5 책상-택땅 2 열음화 18.9(15.7) 0-51.8 자동차-다동타

3 열음동화 18.3(15.9) 0-40 바지-바디 3 열음동화 17.2(13.6) 0-45 꼬리-꼬디

4 치조음화 13.5(10.6)  0-26.6 자동차-다동타 4 치조음화 9.1(10.7) 0-40 참새-탐새

5 치조음동화 9.4(8.5) 0-25 단추-단뚜 5 기식음동화 9.5(9.5) 0-27.2 풍선-풍턴

6 탈기식음화 8.7(14.6) 0-45.4 땅콩-땅공 6 치조음동화 6.2(9.3) 0-37.5 참새-탐새

7 기식음동화 8.0(11.5) 0-36 참새-참채 7 탈기식음화 6.0(19.8) 0-27.2 단추-단쭈

8 치조음의 후설음화 6.6(10.5)  0-33.3 사탕-하탕 8 긴장음화 5.7(5.7) 0-18.5 참새-참째

9 긴장음화 5.7(7.9)  0-29.6 토끼- 끼 9 연구개음의 설음화 5.2(14.0) 0-58.8 꼬리- 디

10 기식음화 5.3(5.6) 0-20 사탕-타탕 10 기식음화 4.4(4.5) 0-13.3 사탕-타탕

11 연구개음의 설음화 4.8(9.0) 0-35.2 코끼리-토끼리 11 치조음의 후설음화 3.4(6.2) 0-25 썹- 쩝

11 찰음화 3.0(5.9)  0-23.3 사탕-차탕 11 경구개음동화  3.1(7.8)   0-14.2 자동차-자종차

12 경구개음화 3.6(6.0) 0-23.3 세마리-체마리 12 찰음동화 2.3(5.4)  0-14.2 책상-째짱 

13 경구개동화 3.7(7.9) 0-28.5 책상-책짱 13 연구개음동화 1.9(4.8)  0-16.6 풍선-풍성 

14 찰음동화 3.16(7.8) 0-28.5 참새-참채 14 긴장음동화 1.8(5.7) 0-22.2 땅콩-땅꽁

표 11. 베트남 다문화 아동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치음운변동(%)
Table 11. Mean percent of occurrence for substitution patterns on two groups

(2.3%), 성생략(1.4%)의 순서 다. 두 집단 모두 종성생략에서 

음운변동 발생이 많았으나, 기능 조음장애 아동집단에서 빈도

가 더 높았다. 한편, 베트남 다문화 아동은 첨가변동이 거의 나

타나지 않은 데 비하여 기능 조음장애 아동은 2.3%로 상

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표 9, 10).

음운변동
베트남 다문화 아동

평균(SD) 범 오류의 

종성생략 4.6(6.4) 0-21 책상-태땅

성생략 2.3(5.7) 0-20 그림-으림

첨가 .18(.7) 0-3.3 동물원-동물

음 감소 0 0 -

표 9.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생략  첨가변동(%)
Table 9. Percent of occurrence for phonological process

in Vietnamese-multicultural children 

표 10.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생략  첨가변동(%) 
Table 10.  Percent of occurrence for phonological process in  

children with phonological disorders

음운변동
기능 조음장애 아동

평균(SD) 범  오류의 

종성생략 8.4(6.4) 0-31.5 짹짹-째째

성생략 1.4(3.2) 0-13.3 호랑이-오랑이

첨가  2.3(3.3) 0-10 코끼리-꼬낄리

음 감소  0 0 -

치변동에서 10% 이상 높은 빈도로 발생한 음운변동을 우선

으로 살펴보았을 때, 베트남 다문화 아동집단에서는 경구개음

의 설음화(43.8%), 열음화(20.3%), 열음동화(18.3%), 치조

음화(13.5%)로 4개의 변동이었다(표 11). 기능 조음장애집단은 

경구개음의 설음화(22.9%), 열음화(18.9%), 열음동화

(17.2%)로 3개의 음운변동이 상 으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두 

집단 모두 경구개음의 설음화에서 음운변동 발생이 가장 높았

으나 빈도는 베트남 다문화 아동집단이 43.8%, 기능 조음장애

집단이 22.9%를 보여 베트남 다문화 아동집단이 약 2배 정도 발

생비율이 더 높았다. 

10%-5%의 발생비율을 보인 치 음운변동에서는 베트남 다문

화 아동집단이 치조음동화(9.4%), 탈기식음화(8.7%), 기식음동화

(8.0%), 치조음의 후설음화(6.6%), 긴장음화(5.7%), 기식음화

(5.3%)의 순서로 음운변동이 발생하 다. 기능 조음장애집단은 

기식음동화(9.5%), 치조음화(9.1%), 치조음동화(6.2%), 탈기식음

화(6.0%), 긴장음화(5.7%), 연구개음의 설음화(5.2%)의 순서

다. 이 결과를 볼 때, 베트남 다문화 아동집단은 치조음의 후설음

화, 탈기식음화, 기식음화에서 음운변동의 발생이 더 높았으며, 

기능 조음장애 아동들은 기식음동화, 치조음화에서 더 높았다.

한편 베트남 다문화 아동들은 찰음화, 찰음동화, 경구개음

화, 경구개음동화, 긴장음동화에서 약 3%의 음운변동이 발생하

으며, 기능 조음장애 아동집단은 치조음의 후설음화, 경구개

음동화, 경구개음의 후설음화에서 약 3%의 음운변동이 발생하여 

두 집단의 음운변동 발생형태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 베트남 

다문화 아동집단에서는 성문음의 설음화가 2.7% 발생하 으나 

기능 조음장애집단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4. 결론  논의

베트남 다문화 아동과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말소리 오류

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경구개 찰음과 치조마찰음의 오

류발생이 높았으나 그  베트남 다문화 아동은 경구개 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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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류발생 빈도가 상 으로 높았다. 두 집단 모두 열음과 

비음에서는 낮은 음소 오류를 보 으며, 유음에서는 기능 조

음장애 아동들의 오류발생 빈도가 더 높았다. 낱말 내 자음의 

치에서는 두 집단 모두 어두 성에서 오류발생이 가장 높았

으며, 어말종성에서 가장 낮았다. 어 성에서는 두 집단의 결

과가 동일하 으며, 어 종성에서 기능 조음장애 아동의 오류

발생 빈도가 약 2배 정도 높았다. 

기능 조음장애집단아동과 비교한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말

소리 오류의 특징을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째는 말소리 발달 인 측면에서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말소리 

오류의 특징이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이 주로 오류를 보인 음소

는 어두 성과 어 성에서 경구개 찰음과 치조마찰음이었으

며, 이  경구개 찰음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기능 조음

장애 아동집단 한 경구개 찰음과 치조마찰음의 오류빈도가 

높았으나 이  치조마찰음의 오류가 더 높아 두 집단에 차이가 

있었다. 우리말을 습득하는 아동들은 /ㄹ, ㅅ, ㅆ/를 제외한 

부분의 음소는 4세 이 에 습득되나 /ㅅ, ㅆ/자음은 5세 이후까

지 발달한다(김민정․배소 , 2000; 엄정희, 1986). 종성발달은 

어 종성과 어말종성에서 발달연령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5세 연령에서 어말종성은 100%이며, 상 으로 발달시기가 늦

은 어 종성에서도 약 98%의 정반응율 보인다(홍진희․배소 , 

2002). 이 연구의 베트남 다문화 아동은 어 종성과 어말종성에

서 약 96%와 98%를 보여 비교집단인 기능 조음장애 아동보다 

종성 치에서 말소리 오류 빈도가 낮았으며, 정상 으로 발달

하는 우리나라 아동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종성 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치조마찰음은 기능 조음장애집단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

생하 으며, 베트남 다문화 아동들도 두 번째로 오류 빈도가 높

았다. 치조마찰음 /ㅅ, ㅆ/는 정상발달아동들의 말소리 발달과정

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조음음운장애 

아동과 정상발달아동에게서 가장 흔히 치되는 말소리이다(권

경안 외, 1979; 엄정희, 1986; 희정, 1999; Sayler, 1949). 치조

마찰음 /ㅅ, ㅆ/는 정상발달 아동과 조음음운장애 아동들에게서 

흔하게 치오류를 보이는 음소이기 때문에 이 음소의 오류를 

보이는 아동의 평가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음소이며, 습득

시기 한 5세 이후까지 발달하는 음소이다. 따라서 베트남 다

문화 아동의 치조마찰음의 오류는 시간을 두고 발달과정에 

한 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연령 5세 3개월의 베트남 다문화 아동이 약 4세

경에 습득되는 경구개 찰음에서 약 38%의 오류를 보이는 것

은 다른 측면의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경구개 찰음의 오류 한 조음음운장애 아동들

에게서 흔히 발생하며, 이 연구의 비교집단인 기능 조음장애 

아동에게서도 높은 오류 발생빈도를 보여주기는 하 으나 이 

연구의 베트남 다문화 아동에게서 나타난 오류발생률이 상

으로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 언어 환경 아동들의 말소

리 발달과 단일언어 아동의 말소리 발달과 비교하여 고려할 

은 교차언어 인 측면이다. 즉 두 언어의 음운체계가 말소리 발

달과정에서 서로 향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말소리 발달에서 

교차언어 인 향은 두 언어의 음운체계에서 유사한 음을 공

유하고 있는 음소와 공통 이 없는 음소에서 오류는 차이가 나

며 개 공유되지 않은 음소에서 오류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

향이 있다(Fabiano-Smith & Goldstein, 2010).3) 우리말 자음의 

음소체계와 베트남어의 음소체계를 비교해 볼 때 베트남어에는 

우리말의 찰음에 해당하는 /ㅈ, ㅉ, ㅊ/의 음소가 존재하지 않

는다. 실제 성인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과정에서도 이러

한 특성으로 경구개 찰음의 오류가 높은 을 볼 때(박지 , 

2010) 이러한 향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 언어 아

동들의 음소습득시기가 단일언어 아동에 비하여 늦고 명료도가 

낮은 특성이 있는 을 볼 때(Goldstein, 2004), 이 연구에서 보

이는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경구개 찰음의 오류는 보다 추후 

종단연구를 통하여 이 아동들이 보이는 오류가 교차언어 인 

향인지 는 실제 조음음운장애의 상인지를 구체 으로 확

인하여야 할 것이다.

말소리 발달기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종성생략은 어린 연

령 의 아동(김 태, 1996), 기능  조음장애 아동(김민정․배소

, 2000; 김 태, 1996), 그리고 보다 어린 연령의 다문화가정 

아동들(황상심, 2010)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음운변동이

다. 일반 으로 정상 발달하는 아동의 경우 2세경에 약 25%로 

높은 종성생략 음운변동을 보이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4세

경에는 약 4%로 어든다. 그러나 종성생략은 조음음운장애 아

동은 연령이 증가하여도 일반 으로 보이는 음운변동이며, 조

음음운장애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김 태, 1996). 이 

연구에서 베트남 다문화 아동은 약 4%의 종성생략을 보인 데 

비하여 조음음운장애 아동들은 2배 정도 오류율이 높았다. 5세 

연령 의 정상발달아동과 기능 조음장애, 조음음운발달에 문

제를 보이는 다문화 아동의 세 집단을 비교한 황상심․김화수

(2008)와 다문화 아동과 우리나라 래 아동을 비교한 권미지

(2007)의 연구결과도 이 연구와 유사하게 종성생략에서는 비교

집단과 다문화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국 다문화 아

동을 연구한 황상심(2010)에서는 종성생략의 빈도가 높았는데 

이것은 연령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4)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베트남 다문화 아동이 생략  첨가

변동에서 종성생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으나 이러한 특징

이 조음음운장애 아동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3) 이 언어이론에서 이와 반 되는 주장으로, 새로운 음소 습

득이 유사한 음소습득보다 더 쉽고 정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Flege, 1987).
4) 3세 국다문화 아동의 음운변동 연구(황상심, 2010)에서는 

종성생략 비율이 비교집단 아동보다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연

령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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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변동에서는 베트남 다문화 아동이 경구개음의 설음화, 

열음화, 열음동화, 치조음동화에서 10%이상의 음운변동 발

생률을 보 다. 비교집단인 조음음운장애 아동 집단도 이와 유

사하게 경구개음의 설음화, 열음화, 열음동화가 높은 빈

도로 발생하 다. 이 결과는 황상심․김화수(2008)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 으나 경구개음의 설음화의 발생 빈도는 이 연구

의 베트남 다문화 아동에게서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 다. 경구

개음의 설음화는 정상 으로 발달하는 아동의 경우 4세에 약 

4%정도 발생하는 음운변동(김 태, 1996)이나 5세 이후에는 거

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는 음운변동이며, 조음음운장

애 집단에서는 조음음운장애가 심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다(김

태, 1996). 경구개음의 설음화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음운

변동이 발생한 것은 에서 고찰한 것처럼 교차언어 인 특성

으로서 연령 증가와 함께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음운변동인지 

는 조음음운장애의 한 특성을 보이는 것인지에 한 단은 

추후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다문화 아동의 음운변동의 체 인 연구결과를 

보면 음운변동의 빈도수가 많고 비발달 인 오류패턴의 발생이 

많았다(권미지, 2007;  박상희, 2006; 황상심, 2010; 황상심․김

화수, 2008). 이 연구의 베트남 다문화 아동도 비발달  음운변

동에 해당하는 치조음생략(4%), 성생략(2.3%), 비음생략

(3.0%), 성문음화(1.6%) 등의 음운변동이 발생하 으나, 이러한 

음운변동의 빈도는 이 연구의 비교집단인 기능 조음장애 아동

들보다 더 낮았다. 다문화 아동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아

동들의 언어환경, 상아동 수, 연령, 결과 산출방법 등이 동일

하지 않고, 비발달  음운변동의 출 빈도에 있어서도 정상집

단, 조음장애집단, 그리고 다문화 아동집단에 따른 구체 인 

거가 없어서 선행 연구결과와 직 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이러한 음운변동의 패턴에 하여 Dadd et al(2003)은 아동들

이 보이는 오류 패턴이 연령 의 10%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

는 나이에 한 음운변동으로, 연령 의 10%이하의 아동이 

사용하지만 보다 어린 연령 에서 10%이상으로 사용하는 음운

변동은 지연된 오류패턴으로, 어떤 연령 에서도 10%이상 사용

하지 않는 음운변동은 특이한 오류패턴으로 분류하여 이해할 

것을 제안하 다. Dadd et al(2003)의 기 을 근거로 하 을 때,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음운변동은 특이한 형태라기보다는 지연

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4세 정상집단 아동은 체 30개의 치음운

변동  약 23%에서 3%이상의 음운변동이 발생하며, 이완음화

를 제외하고는 약3-5% 정도이다(김 태, 1996). 따라서 5세 연

령의 아동들은 이  몇 몇을 제외하고는 음운변동이 거의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세 아동을 상으로 한 김민정

(2006)에서는 찰음과 마찰음의 열음화, 유음의 단순화, 

찰음의 경구개음화를 제외하고는 음운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베트남 다문화 아동들은 유사한 연

령의 우리나라 정상발달아동들보다 음운변동 발생이 높으며, 

발생빈도는 조음음운장애 아동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다문

화 아동의 말소리 발달과정에 향을 주는 다양한 측면을 보려

해 볼 때 베트남 다문화 아동이 보이는 말소리 오류에 한 

단과 그와 련된 구체 인 논의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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