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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중도입국 학습자의 한국어 철자 쓰기 능력 발달 양상 관찰 연구
An Observatio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Spelling Writing Ability of Middle School-aged KSL Learners.
박은빈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연구 방법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중학교 학령기의 학습자 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29일부터

▪ ‘중도입국 학습자’ 라는 새로운 유형의 학습자들의 등장과 증가
▪ 중도입국 학습자들의 특성이 언어 발달의 차이점을 가져오는지 확
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 중도입국 학습자: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
에서 데려온 경우,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의미

2019년 11월 19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시간에 산출된 쓰기 자
료를 수집.
▪ 수집된 자료는 음운 지식, 철자 패턴 지식, 형태 지식의 범주로 나누
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적으로 분석

학습자의 자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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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자 발달은 음운 지식, 철자 패턴 지식, 형태 지식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달한다.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 A, B, C 모두 특정 시점에서 하나의 지식과 관련된 오류만을 보이지 않는다.
한 시점에 수집된 자료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각각의 지식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오류들을 생성한다.
이를 통해 음운 지식, 철자 패턴 지식, 형태 지식이 순서를 가지고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철자 쓰기 능력 발달에 필요한 세 가지 지식이
통합적으로 발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 쓰기 철자 발달 특성
- 모어 화자의 경우 종성 'ㄹ'의 습득이 다른 종성의 습득보다 일찍 이루어지는데, 중도입국 학습자의 자료에서 ‘ㄹ’의 습득이 다른 종성의
습득보다 앞서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 중도입국 학습자의 경우, 자소-음소 대응이 일치하는 경우와 자소-음소 대응이 불일치하는 경우 중 자소-음소 대응이 불일치하는 경우 더
많은 오류를 보였는데, 이는 모어 화자의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
☞ 철자 발달에 관여하는 지식의 유형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도입국 학습자의 철자 발달 양상이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음운 지식의 경우 차이가 있고, 철자 패턴 지식의 경우 차이가 없다.
- 중도입국 학습자들은 다문화 가정 유아(국내 출생 다문화 학습자)들과 달리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 실제 한국어 습득이 진행 중인 중학교 학령기의 중도입국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습자들이 산출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발달 양상을 관찰했다는 의의가 있다.
• 중도입국 학습자들의 특성이 실제로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내 출생 다문화 학습자와 다르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독자적인 언어 발달 양상을 가진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그러나, 3명의 학습자가 산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가 어렵고, 쓰기 수집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다. 더 긴 기간
학습자들이 산출한 쓰기 자료를 살펴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철자 발달 외에, 언어 발달에 있어 중도입국 학습자들이
보이는 특성을 고찰하는 후속 연구가 다양한 언어 항목을 주제로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