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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적인한국어교육의시작: 만 4, 5세
2) 한글학교에보내는이유(이정희, 2013b)
−본격적인공교육에편입되기전에한글습
득을완성시킴으로써안정적으로영어-한
국어이중언어사용자가되게하는것
(Wong-Fillmore, 1991)

−가족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통해조부모
및부모와더욱친밀한가족관계를유지하
게하는것

1. 서론



2) 한글학교에보내는이유(이정희, 2013b)
-미국사회의한인공동체일원으로서살아
갈수있도록한국문화에대한이해를가지
게하는것

-부모는아동의한국어능력이가족간의유
대관계강화와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확립
그리고미국사회에서이민자로살아가는데
에중요하다고요인으로판단

1. 서론



2) 한글학교에보내는이유(이정희, 2013b)
−계승어교육이영어발달을저해하지않을
뿐만아니라부모와아이들의관계에긍정
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고보고있으며, 아
동이가지는계승어에대한긍정적느낌
(positive feeling)은언어의유지뿐만아니
라학업에서도높은성취도를보이는요인
임(Rebecca, 2007; Umbel et al, 1991; 
Cho, 2000; Carreira, 2007). 

1. 서론



• 왜어휘인가?
아동의어휘지식은조기문식성발달의중요
한부분일뿐만아니라텍스트를이해하고해
독하는지식을배우는데기초를제공한다
(Cunningham & Stanovich, 1997).

1. 서론



2.1. 연구대상

−미국버지니아주에거주하고있는재미동
포미취학아동 53명(만 4세아동 30명, 만
5세아동 23명)

−평균월령: 59개월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표본선정기준
첫째, 한국인어머니를둔재미동포로미국에서
태어나미국버지니아지역에거주하고있는아
동

둘째, 부모와한글학교교사에의해인지적, 시각
적, 청각적, 신체적, 정서적문제가없다고보고된
아동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2. 연구 방법

변인 구분 평균(%)

성별
남 28 (52.8%)

여 25 (47.2%)

연령
만 4세 30 (56.6%)

만 5세 23 (43.4%)

계 53 (100%)

<표1> 연구 대상 자녀의 일반적 배경(N=53)



2.2. 연구도구및검사방법

−한국에서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언어발
달평가검사도구인수용․표현어휘력검사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김영태외, 2009)

2. 연구 방법



2.2. 연구도구및검사방법

−검사지특성∘만 2세부터만 16세까지의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을측정하기위하여제작∘수용및표현어휘각 185개로구성

2. 연구 방법



2.2. 연구도구및검사방법

−검사방법: 표현어휘검사는그림을제시하
고대답하게함. 수용어휘검사는 4개의그
림을제시하고목표어휘를들려주면아동
이맞는그림을찾는방식으로진행함.(김
영태외, 2009). 

2. 연구 방법



2.2. 연구도구및검사방법

− 검사절차
1) 아동기초자료수집(2012년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2) 어휘력검사실시
3) 상관분석, 일원변량분산분석실시

2. 연구 방법



2.3. 연구대상자의한국어습득환경변인분석
−아동의언어발달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
인: 성별, 사회경제적지위, 가족수, 지역
적인차이, 자녀양육태도, 어머니의언어
수준, 아동의지능(Bialystok, 2007). 

−국내일반가정아동들을대상으로한언어
발달주요변인: 아동의성별, 형제순위, 양
육태도, 어머니의학력, 사회경제적수준
등(권회연외, 2010)

2. 연구 방법



2.3. 연구대상자의한국어습득환경변인분석

−설문과인터뷰를통한정보수집내용: 아동
관련기초정보(성별, 월령, 가정에서의한
국어사용정도), 어머니와관련한정보(연
령, 미국거주기간, 학력, 아동과어머니의
상호작용시간, 주양육주체여부), 가족에
관한정보(가족의숫자, 동반가족여부, 형
제관계, 가족의한국어사용정도)

2. 연구 방법



2.3. 연구대상자의한국어습득환경변인분석

− 어머니관련변인∘어머니의연령: 2명제외 30대임(평균연령 37.6)∘거주기간: 10년이상~20년미만(32.1%), 평균거주기간 16.9년∘주양육비율: 88.7%(조부모: 11.3%)∘어머니와의상호작용시간: 평균 2.4시간∘어머니학력: 대학졸업이상∘상호작용활동: 한국어, 영어함께사용

2. 연구 방법



2.3. 연구대상자의한국어습득환경변인분석

− 가족관련변인∘조부모동거비율: 12% ∘평균가족의숫자: 4.2 명∘서열: 첫째 43.4%, 둘째 43.4% 셋째 13.2%∘가족내사용언어: 영어,한국어(52%)를반반씩사용∘아동이사용하는한국어의비중: 한국어(47.9%) 사용

2. 연구 방법



2.3. 연구대상자의한국어습득환경변인분석

− 가족관련변인∘조부모동거비율: 12% ∘평균가족의숫자: 4.2 명∘서열: 첫째 43.4%, 둘째 43.4% 셋째 13.2%∘가족내사용언어: 영어,한국어(52%)를반반씩사용∘아동이사용하는한국어의비중: 한국어(47.9%) 사용

2. 연구 방법



2.3. 연구대상자의한국어습득환경변인분석
2. 연구 방법

<표2> 재미 동포 가정 변인과 어휘 능력 간 상관계수

어머니

연령

어머니

거주 기간

가족

한국어 사용

아동

한국어 사용

수용

어휘 점수
-.129 -.252 .290* .326*

수용

등가 월령
-.147 -.236 .275* .315*

표현

어휘 점수
-.277* -.350** .335* .379**

표현

등가 월령
-.299* -.320* .277*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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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연구대상자의한국어습득환경변인분석

→ 가족과아동의한국어사용은수용과표현어휘
점수모두유의미한상관관계

→ 수용어휘점수는유의도 .05에서가족과아동의
한국어사용과유의

→ 표현어휘점수는유의도 .01에서어머니의거주
기간과부적(-) 상관관계, 유의도수준 .05에서어머
니의연령과부적(-) 상관관계를나타냄.

2. 연구 방법



2.3. 연구대상자의한국어습득환경변인분
석

− 한국어환경에노출되어있는것과어떤자극에
의한것이든지아동스스로한국어로발화하는노
력이아동의수용어휘능력과표현어휘능력에
영향을미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 거주기간이긴어머니의경우이민 1.5세나 2세
인경우이기때문에어머니의한국어능력이유창
하지않은것에기인한것으로보임.

2. 연구 방법



2.3. 연구대상자의한국어습득환경변인분석

− 재미동포아동의어휘능력의특징∘성별에따라차이가나타나지않음.∘4세와 5세아동들의어휘능력은연령에도무관함.∘어머니의연령이높을수록아동의표현어휘능력
또한낮음.

2. 연구 방법



2.3. 연구대상자의한국어습득환경변인분석

− 재미동포아동의어휘능력의특징∘성별에따라차이가나타나지않음.∘4세와 5세아동들의어휘능력은연령에도무관함.∘어머니의연령이높을수록아동의표현어휘능력
또한낮음.

2. 연구 방법



3.1. 재미동포아동의한국어수용어휘능력

<표3> 재미 동포 만 4～5세 미취학 아동의 수용 어휘 능력

3. 연구 결과

평균 표준편차

수용 어휘력 점수 25 14.40

수용 등가 연령 25개월 -



3.1. 재미동포아동의한국어수용어휘능력

<표4> 재미 동포 아동의 수용 어휘발달 수준

3. 연구 결과

발달 수준 아동수 퍼센트

수용 어휘력

수준

정상발달 8 15.1

1～2년 지체 13 24.5

2년 이상 지체 32 60.4

전체 53 100



3.2. 재미동포아동의표현어휘능력

<표5> 재미 동포 아동의 표현 어휘발달 수준

3. 연구 결과

발달 수준 평균 표준편차

표현 어휘력 점수 15.3 14.40

표현 등가 연령 9.7개월 -



3.2. 재미동포아동의표현어휘능력

<표6> 재미 동포 아동의 표현 어휘 발달 수준

3. 연구 결과

발달 수준 아동수 퍼센트

수용 어휘력

수준

정상발달 4 7.5

1～2년 지체 1 1.9

2년 이상 지체 48 90.6

전체 53 100



3.3. 정상발달범주아동의특징

− 부모의한국어교육에대한인식조사-면담

− 성공적인한국어어휘습득의주요요인
1) 가정에서한국어를지속적으로사용하는것
2) 아동의한국어발달이영어발달을저해하지않
는다는부모의믿음

3) 한국인의정서를느낄수있는한국문화체험의
기회

3. 연구 결과



4.1. 재미동포아동의표현오반응양상
4. 결론

유형 재미동포 아동의 목표어-오반응 어휘

영어

냉장고-refrigerator, 할아버지-grandfa, 미끄럼틀-slide, 앉아 있다-sit
ting(sit, sit down), 이-teeth, 고추-red pepper, 구름-cloud, 타다-rid
e, 춥다-cold, 과자-cracker, 바다-ocean, 놀이터-playground, 병아
리-chick, 칫솔-tooth brush, 주다-giving, 경찰-policeman, officer, p
olice officer, police, 무겁다-heavy, 네모-square, 버섯-mushroom,
신문-newspaper, 거미줄-spider web, 따다-pick, 운전하다-drive, 신
호등-traffic light, 장남감-toy, 냄새 맡다-sniff, smell, 과일-fruit, 숫
자, numbers, 화내다-angry, 장화-rain boots, 소방차-fire truck, 낚시
하다-fishing, 북-drum, 뾰족하다/뾰족한-sharp, 누르다-squash

<표7> 재미동포 아동의 표현어휘의 오반응 양상 유형



4.1. 재미동포아동의표현오반응양상

<표7> 재미동포 아동의 표현어휘의 오반응 양상 유형

4. 결론

유형 재미동포 아동의 목표어-오반응 어휘
영어+한국어
(그림의 일부/

상황 설명)

미끄럼틀- slide 자리, 춥다/추운-snow 와, 바다-wave가 있는 물, 무
겁다/무거운-heavy해, 목욕해-bath해, 따다-사과 pick해, 신호등-사
람 walking, car가 오면 여기서 wait 해

한국어
(그림의 일부/

상황 설명)

이-입, 거미줄-거미, 뿔-사슴, 앉아 있다-의자하고 사람있어, 타다-말
위에 있어, 앉아 있어, 춥다-눈이 오고 있어, 오르다/올라가다-위에 가,
싸우다-때리는 거, 넘어지다- 떨어졌어/아팠어/다쳤어/미끄러져, 기어
가다-멍멍이처럼 엎드려, 부딪히다-박았다, 전쟁-사람 죽이고 있어,
낚시하다-물고기 잡아,



4.1. 재미동포아동의표현오반응양상
4. 결론

유형 재미동포 아동의 목표어-오반응 어휘

상위어/하위어 택시-차, 장난감-인형, 숫자-하나, 둘, 셋, 넷…, 단풍잎-나뭇잎, 은행
잎-나뭇잎

의성어 칫솔-치카치카, 타다-딸그닥, 병아리-삐약이

형태적 유사성
(모양, 동작, 행위) 목욕하다-샤워

전체-일부 놀이터-미끄럼틀

<표7> 재미동포 아동의 표현어휘의 오반응 양상 유형



4.1. 재미동포아동의표현오반응양상
4. 결론

유형 재미동포 아동의 목표어-오반응 어휘

비슷한 범주

고추-당근/배추/오이, 연필-볼펜/펜, 시소-그네, 미끄럼틀-그네, 컴퓨
터-TV, 과자-french fried/까까/간식/스낵, 바다-ocean, 수영장,
island, 소방차-경찰차, 병아리-참새, 화분-꽃병, 스케이트-스키, 백조
-오리, 쓰다듬다-만지다, 그릇-컵, 네모-triangle, 짧다-작다, 자르다/
베다-부서뜨리다/부러뜨리다

<표7> 재미동포 아동의 표현어휘의 오반응 양상 유형



4.1. 재미동포아동의표현오반응양상
4. 결론

유형 재미동포 아동의 목표어-오반응 어휘

기타 다양한 오반응 어휘

앉아있다-의자/앉아있어/sitting/sitdown/sit/chair/아빠/horse 앉어/피플/의자하고
사람있어/사람이
타다-자/sleep/말 위에 있어/horsing/앉아있어/riding a horse/ 앉어/말/ride/딸그락
과자-french fried/까까/간식/찌꺼기/sweet/먹는거/점심/스낵/맘마/goldfish/cracker
바다-beach/물/wave가 있는 물/수영장/water/바닷가/파도/island/바～/ocean
따다-가져가/떼고 있어(요)/잡았어/떼/빼/사과 pick해/빼다/pick/잡았어
신호등-그림/traffic ligh/걸어/불/stop/walk, 신～/사람 walking/car가 오면 여기서
wait해
냄새맡다-맛있어/먹을거야/nose smelling/ smell/맡아/배고파요/sniff/냄새나/맛보고
있어/냄새

<표7> 재미동포 아동의 표현어휘의 오반응 양상 유형



4.1. 재미동포아동의표현오반응양상
4. 결론

유형 재미동포 아동의 목표어-오반응 어휘

기타 기능 설명 놀이터-노는데

무반응 단어 문/대문, 바람개비, 바이올린, 우체국, 흘리다/ 쏟다/ 엎지르다, 배
달하다, 선인장, 어부, 줄기, 분수대/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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