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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모와의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에 미치

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유아 어휘 상호

작용이 유아의 어휘발달을 설명하는지 살펴보고,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

용과 유아의 단어인식의 세부 유형이 각각 어휘발달의 어떠한 영역을 촉

진하는지 비교하였다. 더 나아가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수용어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와 유아의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

습을 매개로 수용어휘 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

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대전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5세 학급에서 취학

전 5, 6세 유아와 그 어머니 203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어머니는 설문지를 통해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척도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Scale for Preschoolers, PLIS-P)에 응

답하였고, 유아는 연구원과의 면대면 조사에 참여하여 단어인식(단어 단

위/임의성/형태/어종 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 과제를 수

행하였다.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Pearson의 상관

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PROCESS 매크로를 이용한 이중매개모형 분석

및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은 유아의 어휘발달을 설명하는 타당한

개념이다.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은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

습, 수용어휘 크기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은 하위요인 차원에서도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

습, 수용어휘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이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를 예측하는 예측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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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세부 유형과 유아의 단어인식의 세

부 유형은 각각 어휘발달의 다른 영역을 촉진한다. 어머니의 단어 자극

제공은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에 정적 영향을, 어머니의 단어인식 지도는

유아의 단어인식과 수용어휘 크기에 정적 영향을, 어머니의 발현적 단어

지도는 유아의 단어인식에 정적 영향을, 어머니의 단어 정교화는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관습적 단어지도는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 모

두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단어단위인식과

단어어종인식은 우연적 단어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유아의 단어임

의성인식과 단어형태인식은 수용어휘 크기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은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유아의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가 어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의 성장을 직접 도울 뿐 아니라, 유아가 스스로 단어를 인

식하고 학습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수용어휘 크기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지

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아 수용어휘 크기의 성장을 위해서

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모두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척도를 활용하여, 부모와의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발달을 촉진함을 밝혔다. 또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과 유아의 단어인식의 각 세부 유형이 어휘발달에 기여하는 바

가 각각 다름을 밝혔다. 더 나아가 유아의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

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 수용

어휘 크기의 성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제를 밝혔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유아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단어인식 및 단어학습을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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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보는 유아의

어휘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부모-유아 상호작용 중재 및 부모교육 프로

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

어휘 크기, 유아기 어휘발달

학 번 : 2013-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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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어휘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는 아동에게 직접 및 간접 경험을 제공하여 아동이 개념 및

어휘1)를 습득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부모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

해 어휘의 의미, 사용법, 특성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아동의 어

휘발달을 돕는다.

유아기 어휘발달은 학령기 이후 언어 및 인지발달의 기초를 마련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휘는 문해의 구성요소로서

(Whitehurst & Lonigan, 1998), 유아기 어휘지식2)은 이후의 다양한 문해

기술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유아기 어휘지식의 양은 학

령기 읽기이해력과 학업성취를 예측하고(Biemiller, 2006; Dickinson &

Tabor, 2001; Snow et al., 1998), 더 나아가 청소년기 읽기유창성 및 읽

기이해력을 예측함을 보고하였다(Cunningham & Stanovich, 1997). 이처

럼 유아기 어휘지식은 학령기 및 청소년기의 언어 및 인지발달을 예측하

는 강력한 변인으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먼저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는 어휘지식 너비의 지표로서 단어학습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아가 새로운 단어를 접하여 단어학습

이 일어나면 먼저 이해가 가능한 수용어휘(receptive vocabulary)가 되

고, 수용어휘는 이후에 반복적인 경험과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말하거나

쓸 수 있는 표현어휘(expressive vocabulary)로 전환된다(강보선, 2013).

1) 어휘가 단어 및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는 ‘집합’이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의 의견이 일치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어휘를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

이는 단어의 수효. 또는 단어의 전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21). 그러나 ‘어

휘’의 구체적인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 견해 차이가 있다.

2) 어휘지식은 한 사람이 어휘의 다양한 면에 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어휘지식을 너비과 깊이로 나눈다. 어휘지식의 너비는 한 사람이 어휘를 얼

마나 많이 아는지를 의미하고, 어휘지식의 깊이는 한 사람이 어휘를 얼마나 잘 아는지를

의미한다.



- 2 -

유아가 단어를 새로 학습하면 먼저 수용어휘가 되므로, 유아의 수용어휘

를 평가함으로써 단어학습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

어학습의 결과로서 어휘지식의 너비를 평가하기 위해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를 연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단어인식은 어휘지식 깊이의 지표로서 수용어휘 크

기 발달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단어인식(word awareness)은

언어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즉 상위언어인식(meta-linguistic

awareness)의 하나로 단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ombert, 1992; Pratt & Grieve, 1984;

Silverman & Hartranft, 2015). 상호영향 가설(interaction hypothesis)에

따르면, 유아의 상위언어인식은 언어발달의 부산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언어발달을 촉진하면서 언어발달과 상호작용한다(Smith &

Tager-Flusberg, 1982). 상호영향 가설을 유아의 단어인식과 수용어휘

크기 간 관계에 적용할 때, 유아기 단어인식은 수용어휘 크기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영향 가설을 바탕으로 유아기 단

어인식의 발달이 수용어휘 크기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상호작용주의(social interactionism) 이론에 따르면, 성인

과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어휘발달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Vygotsky(1978)는 아동의 학습은 성인 및 유능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거쳐 아동의 내적 발달 과정이 작동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로서 발달적 성취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Bruner(1983)는 아동의

선천적인 언어습득기제(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성인이 아동의 언어습

득 지지체계(Language Acquisition Support System, LASS)를 제공함으

로써 언어발달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부모와의 상호

작용이 유아의 어휘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부모는 유아에게 다양한 상호작용 맥락을 통해 수용어휘 크기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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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더 직접적으로 부모는 맥락 속에서

유아에게 단어를 주목하게 하고, 단어 이해에 필요한 부연 설명을 제공

하고, 단어의 의미, 형태, 구조 사용법과 같은 다양한 지식을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유아 간 상호작용을 연구한 선

행연구는 교사의 간접적, 직접적 어휘지도가 유아의 어휘습득을 촉진함

을 보고하였다(이지현 등, 2009; Gunning, 2012; Harris et al., 2011). 그

러나 이러한 어휘 관련 상호작용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루어

지는지, 그리고 유아의 어휘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이 가까워질수록 부모와 유아 간

어휘 관련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유아 자

녀가 있는 부모에 주목하여 어휘 관련 상호작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용은 유아기 단어인식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Bialystok과 Ryan(1985)의 이론에 따르면, 상위언어인식은 성숙

에 따라 발달하는 영역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지식을 통해 발

달하는 영역도 함께 존재한다. 특히 단어에는 각 언어의 고유한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단어인식의 발달에는 후천적인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아동 및 성인을 중재한 선행연구는 교사 및 부모와의 상호

작용이 단어인식을 향상함을 횡단, 종단적으로 밝혔다(폴리롱, 2014;

Chow et al., 2008; Lyster, 2002; Muscanto, 2019; Scott et al., 2010,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와 유아가 어휘에 관해 상호작용할 때,

이것이 유아의 단어인식을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어가

모어인 부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단어인식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어 어휘에는 한국어 고

유의 특성이 반영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어가 모

어인 부모와 유아에 초점을 맞춰 어휘와 관련된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

용, 즉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식을 향상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우연적 단어학습(incidental word learning)은 유아기 수용어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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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인 성장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기제이다. 우연적 단어학습은 학습

이 의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구어 및 문어 맥락을 통해 아동

이 우연히 단어를 학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McLeod & McDade, 2011).

아동은 단 몇 번만 단어에 노출되어도 그 부분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

게 되며, 대부분의 단어를 우연적 단어학습을 통해 습득한다(Lane &

Allen, 2010). 장기적으로 아동의 어휘 크기는 우연적 단어학습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Nagy et al., 1987; Nagy & Herman, 1987;

McLeod & McDade,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

을 수용어휘 크기의 성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함께 다루고자 한

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용

이 유아의 어휘지식의 너비와 깊이를 확장할 것으로 보고, 부모-유아 어

휘 상호작용이 수용어휘 크기를 확장하는지와 그 기제가 무엇인지 상세

하게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확인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와 유아 간 언어적 상호작용의 여러 질적 측면

중 ‘어휘’와 관련 있는 부모-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발달을 타당하

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부모와 유아 간 어휘 상호

작용의 다양한 유형들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했다. 선행연구는 부모의

다양한 어휘, 정교한 어휘, 저빈도 어휘의 제공, 단어 정교화, 언어적 비

계 설정, 반응적 상호작용, 함께 그림책 읽기와 같은 상호작용의 질적 측

면이 유아의 어휘 크기를 확장함을 밝혔다(이지현 등, 2009; 장유경 등,

2007; Girolametto et al., 1999; Harris et al., 2011; Jones & Rowland,

2017; Lane & Allen, 2010; Montano & Hindman, 2016; Weizman &

Snow, 2001). 그러나 선행연구는 주로 부모가 유아에게 간접적으로 어휘

를 지도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 부모가 유아와 명시적인 방식으

로 어휘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어떠한지, 이러한 상호작용이 유아

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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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특히 부모가 유아에게 단어인식을 지도하는 상호작용도 부모-유아 어

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세부 유형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성인의 단

어인식 지도는 유아가 단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다루는 상위언어적

(metalinguistic) 접근을 하도록 도와 단어인식 및 단어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Chow et al., 2008; Lyster, 2002; Scott et al., 2012). 그러나 한국어

가 모어인 부모가 자녀에게 단어인식을 지도하는 상호작용을 하는지, 부

모의 단어인식 지도가 유아의 어휘지식 발달에 도움을 주는지 알아본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단어인식 지도는 유아가 습득하는 모국어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므로, 한국어 어휘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모의

단어인식 지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습적인 단어지도가 어휘발달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관습적 단어지도는 부모의

관심에서 출발하여 유아에게 명시적으로 단어를 가르치는 상호작용을 의

미한다. 유아에게 단어 카드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단어를 말하도록 하

는 방법은 잘 알려진 관습적인 단어지도의 예이다(Harris et al., 2011).

그러나 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가 실제 관습적 단어지도를 활용하는지,

부모의 관습적 단어지도가 유아의 어휘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

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읽기 및 쓰기에 대한 관습적 지도는 유아의 문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손승희, 김명순, 2012;

최윤정, 최나야, 2017), 관습적 단어지도가 어휘지식의 발달에도 부정적

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휘와 관련 있는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실제 양상

을 폭넓게 평가한 정수지와 최나야(2020)의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척도(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Scale for Preschoolers, PLIS-P)’

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어휘와 관련 있는 부모와 유아 간 언어

적 상호작용을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세부 유형으로

단어 자극 제공, 단어 정교화, 발현적 단어지도뿐 아니라 단어인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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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습적 단어지도도 함께 평가한다. 또한 이 척도는 한국어가 모어인

부모와 유아에 초점을 맞춰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을 평가한다. 따

라서 이 척도를 활용할 때, 한국어가 모어인 부모와 유아 간 어휘 상호

작용의 실제가 어떠한지,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 어휘지식 발

달과 관련이 있는지 더욱 타당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부모

-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으로서 유아의 어휘발달을

촉진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세부 유형과 유아의 단

어인식의 세부 유형이 각각 어휘발달의 어떠한 영역을 촉진하는지 세부

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주로 부모와 아동 간 실제

상호작용을 관찰하거나 중재하는 방식의 연구 설계를 채택했고, 이로 인

해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세부 유형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비교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세부 유형이 어

휘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척도를 이용하여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세부 유형을 동시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부모 보고 척도를 활용하여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세부 유형

이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는 단어인식의 세부 유형이 어휘발달의 어떠한 영역을

촉진하는지 비교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유아기 단어인식을 연구한 선

행연구가 많지 않아(Silverman & Hartranft, 2015), 유아의 단어인식을

다양한 세부 유형으로 평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단어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선행연구는 주로 영어, 프랑스어와 같은 인도유럽계 언어가 모어인 유아

의 단어인식을 평가하거나(e.g., Costermans & Giurgea, 1988; Tunmer

et al., 1983), 중국어 및 광둥어가 모어인 유아와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

의 단어인식을 비교하였다(McBride-Chang et al., 2008). 언어에 따라 주

요하게 활용되는 단어인식의 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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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va, 2008),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의 단어인식을 새롭게 평가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의 단어인식을 여러 세

부 유형으로 나눠 개념화하고자 한다.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에게는 단어단위인식, 단어임의성인식, 단어형태

인식, 단어어종(語種)인식과 같은 단어인식이 나타난다. 국내외 선행연구

는 다양한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단어 단위, 임의성, 형태, 어종 인식이

단어학습 및 어휘 크기를 향상함을 확인하였다(폴리롱, 2014; Chen et

al., 2009; Gombert, 1992; McBride-Chang et al., 2008; Muscanto, 2019;

Rice, 1990). 그러나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를 대상으로 단어 단위, 임의

성, 형태, 어종 인식을 함께 평가하고, 단어인식의 각 세부 유형이 단어

학습 및 수용어휘 크기의 발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어인식의 세부 유형은 각각 단어의 다른 측면과

관련되어 있어, 각각 단어의 인지적 처리 및 의미 이해에 기여하는 정도

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단어 단위,

임의성, 형태, 어종 인식이 각각 우연적 단어학습 및 수용어휘 크기 발달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셋째,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를 확장한다

면, 그 기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앞선 논의를 종합해볼 때, 부

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은 유아의 단어인식의 발달을 촉진하고, 단어인식

은 수용어휘 크기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부

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식을 매개로 수용어휘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유아의 단어인식은 우연적 단어학습의 토대가 된다. 여러 선행연

구는 다양한 측면의 단어인식이 단어학습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우연

적 단어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유아는 말 흐름을 단어 단위

로 분절하고, 친숙하지 않은 단어를 인지하고, 참조물과 친숙하지 않은

단어를 연결할 때 단어를 학습할 수 있다(Rice, 1990). 유아가 이러한 우

연적 단어학습 과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단위 및 임의성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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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선행연구는 아동의 단어형태인식이 높을수

록 우연적 단어학습을 잘하고(Zhang, 2015),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어종

인식이 높을수록 한국어 단어학습 능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폴리롱,

2014).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볼 때, 유아의 단어인식 능력이 다양한 측면

에서 뛰어날수록 우연적 단어학습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단어인식이 우연적 단어학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앞선 논의를 종합해보면,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은 유아의 단어인

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용어휘 크기의 성장에 기

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은 유아의 단어인식

을 풍부하게 하고, 유아의 풍부한 단어인식은 우연적 단어학습을 촉진함

으로써, 수용어휘 크기의 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아동이 성

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한 어휘의 의미, 활용, 형태 등에 대한 지식

은 이후 다른 어휘의 학습을 촉진하는 맥락으로 작용한다(Baker et al.,

1998b; Scott et al., 2012). 이처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유아가 스스로

단어를 인식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용어휘 크

기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와의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그 관계에서 유아의 단

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용어휘 크

기에 미치는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각 세부 유형이 어떻게 어휘발달을 촉진하

는지 밝히고, 유아의 능동적인 단어의 인식 및 학습을 지원하는 부모 역

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의 어휘발달 및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대한 중재 및 부모교육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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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장에서는 유아의 어휘발달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살펴본다. 유아

어휘발달의 영역으로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를 제시

하고,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1. 유아의 어휘발달

1) 유아의 심성어휘집

유아의 어휘발달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심성어휘집(mental lexicon)

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심성어휘집 및 표제어(lexical

entry)의 내적 구조를 중심으로, 심성어휘집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성어휘집은 단어의 의미, 발음, 통사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

는 정신 사전이다(Hoff, 2016; Jackendoff & Jackendoff, 2002). 심성어휘

집은 단어가 활성화되고, 저장되고, 처리되고, 인출되는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단어의 집합을 의미하는 어휘(lexicon)와는 구별

된다. 심성어휘집은 사전에 비유되지만 실제 구성 방식은 전형적인 사전

과 차이가 있다. 먼저 심성어휘집은 사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미적 연결망 이론(semantic network theory)에 따르면

심성어휘집은 매우 복잡한 신경 회로들의 집합이다(Garman, 1990). 또한

전형적인 사전과 달리, 심성어휘집은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삭제되는 과정을 거치며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즉, 한 사람

의 심성어휘집은 전 생애를 거쳐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달하는 과정을 거

친다(Jackendoff & Jackendoff,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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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어휘집은 단어의 집합인 동시에,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질적 정

보의 집합이기도 하다. 심성어휘집의 각 표제어, 즉 단어는 다양한 질적

정보를 가지는데 이를 형태음운부(lexeme)와 의미통사부(lemma)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형태음운부는 단어의 형태와 음운 정보

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 의미통사부는 단어의 의미와 통사 정보가 담겨

있는 부분이다(Jiang, 2000)3). 이러한 단어의 의미, 통사, 형태, 음운을 바

탕으로 심성어휘집의 표제어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심성어휘집의 구조는 각 표제어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선행연구는

심성어휘집이 음운, 의미, 형태, 통사 차원에서 서로 관련된 어휘 항목들

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Aitchison, 2012;

Marslen-Wilson et al., 1994). 예를 들어, 어휘 접속의 연결망 모델은 심

성어휘집을 단어들이 개념적 차원, 의미통사 수준, 형태음운 수준에서 서

로 연결된 어휘 연결망으로 설명하였다(Bock & Levelt, 1994). 심성어휘

집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입장들은 심성어휘집이 단어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라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아동은 발달 과정에서 복잡한 체계의 심성어휘집을 형성해간다. 아기

가 태어난 후 5년 안에 어휘의 크기는 약 6,000개-14,000개로 급격하게

증가한다(조지은, 송지은, 2019; Bloom & Markson, 1998; Clark, 1993;

O'grady & Archibald, 2015). 아동의 심성어휘집은 성인의 심성어휘집과

구성이 유사하며, 아동이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면 이미 알고 있던 단어

들의 구조가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발달한다. 심성어휘집의 재구

조화는 아동이 새로 습득하는 단어와 이미 알고 있던 단어들의 음운, 운

율, 구조 등이 유사한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Storkel, 2002).

3) 언어의 구성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권도하 등, 2011).

가. 음운론: 언어를 구성하는 소리체계

나: 형태론: 단어의 내적 조직체계

다: 의미론: 언어의 내용

라: 통사론: 언어의 문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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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어휘집의 재구조화 과정을 반복하며 유아의 심성어휘집은 점점 성인

의 심성어휘집과 같은 정교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유아의 단어 표

상은 처음에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가 점차 의미, 통사, 형태, 음

운과 같이 더 작은 단위로 분절되며, 단어 표상이 분절되면 다시 어휘

체계가 재구조화된다(Messer & Dockrell, 2006; Metsala, 1997).

심성어휘집 이론을 고찰해볼 때, 심성어휘집 내 단어들은 서로 독립적

이지 않고, 어휘는 각 단어의 의미, 통사, 형태, 음운 등의 지식을 바탕으

로 복잡하게 연결된 복잡한 체계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어휘지식을 더

욱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휘 크기뿐만 아니라 어휘지식의 질

적인 측면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어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아동의 수용어휘 크기 외에도 단어의 의미, 통사,

형태, 음운과 같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지식도 함께 평가하고자 한다.

2) 유아의 어휘지식

어휘는 복잡한 체계로서 어휘지식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

어왔다. 어휘지식의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많은 학자는 어휘지식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된다는 것

에 동의한다(Nagy & Scott, 2000). 어휘지식을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 중

에서 어휘지식을 너비(breadth)와 깊이(depth)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는 정의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Anderson & Freebody, 1981; Nagy

& Herman, 1987; Silverman & Hartranft, 2015). 어휘지식의 너비와 깊

이는 이후 아동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측면으로(Silverman &

Hartranft, 2015), 어휘지식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유아의 어휘지식을 평가하기 위해서 너비와 깊이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어휘지식 너비와 깊이의 정의와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의 어휘지식

을 새롭게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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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지식의 너비와 깊이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지

식의 너비는 어휘지식의 양(quantity)이라고도 하며, 한 사람이 최소한의

표면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휘의 개수, 즉 어휘 크기를 의미한다

(Silverman & Hartranft, 2015). 따라서 표준화된 어휘력 평가 도구를 이

용하여 어휘 크기를 평가할 때, 이를 어휘지식의 너비를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Duff & Brydon, 2020; Ordóñez et al., 2002). 다음으로 어휘지

식의 깊이는 한 사람이 어휘의 다양한 측면을 얼마나 풍부하게 이해하는

지를 의미한다(Anderson & Freebody, 1981; Ordóñez et al., 2002;

Silverman & Hartranft, 2015). 어휘지식의 깊이는 다른 말로는 어휘지식

의 질(quality)로 일컬어지며, 단어의 의미, 음운, 형태, 화용, 통사, 철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인식을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Silverman &

Hartranft, 2015). 아동의 어휘지식을 연구할 때 아동이 얼마나 많은 어

휘를 알고 있는지, 즉 어휘지식의 너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어휘지식의 깊이도 어휘지식의 중요한 측면으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아동의 어휘발달 과정도 어휘지식의 너비와 깊이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유아기 동안 어휘지식이 너비와 깊이 차원에서 발달하면서, 유아

는 이해하는 어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어휘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더 풍부한 단어인식을 가지게 된다.

먼저 영유아기를 거치며 아동의 수용어휘 크기가 빠르게 증가한다. 어

휘지식의 너비 차원에서 살펴보면, 아동의 수용어휘 크기는 생후 5년 동

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첫 단어 이해는 7개월경에 나

타나며, 16개월에는 150개 단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단어

습득 속도는 더 가속화되어 24개월경에는 새로운 단어를 매일 1.6개, 36

개월경에는 매일 3.6개를 습득하게 되어, 60개월에는 약 6,000-14,000개

의 어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지은, 송지은,

2019; Bloom & Markson, 1998; Clark, 1993; O'grady & Archibal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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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에 어휘지식의 크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동 간 어휘 크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선행연구는 유아의 단어학습 속도를 비교한

결과 아동의 단어학습 속도에 개인차가 있음을 밝혔다. 같은 조건에서

유아들에게 단어를 학습하도록 한 결과, 어휘 크기가 큰 유아는 어휘 크

기가 작은 유아보다 더 많은 어휘를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Sénéchal

et al., 1995). 이러한 단어학습의 개인차로 인해 어휘 크기가 큰 아동과

작은 아동 간 격차가 점점 더 벌이지는 현상이 보고되었다(Penno &

Wilkinson, 2002). 종합해볼 때, 유아기 어휘지식은 너비 차원에서 폭발

적인 성장을 보이며 그 과정에서 어휘 크기의 개인차는 유아기부터 나타

난다. 따라서 유아기 어휘 크기의 개인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휘지식의 깊이 차원에서 살펴보면, 유아기 단어의 의미,

음운, 형태, 화용, 통사, 철자 등 다양한 측면의 지식을 습득하면서 단어

표상은 점차 풍부해지고 정교해진다. 유아기에는 60개월경에 의식적으로

언어를 생각하는 능력, 즉 상위언어인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면서(조지

은, 송지은, 2019) 다양한 측면에서 단어인식이 발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유아는 언어의 단위로서 단어를 인식하고, 단어가 임의적인 이름임을 인

식하고(Bowey & Tunmer, 1984), 단어의 음운, 형태, 강세와 같은 다양

한 규칙을 발견하고 내면화하게 된다(Carroll et al., 2003; Costermans

& Giurgea, 1988; Diamanti et al., 2017; Smith & Tager-Flusberg,

1982; Tunmer et al., 1983). 이처럼 유아기에는 어휘의 크기가 커질 뿐

아니라, 단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진다.

유아기 단어인식 발달에서도 개인차가 나타나며, 이러한 단어인식의

개인차는 유아의 언어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었

다. 단어개념인식과 단어임의성인식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이를 포함한

유아 상위언어인식은 수용어휘 크기의 개인차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송희, 2003; Smith & Tager-Flusberg, 1982). 또한

선행연구는 아동의 단어 음운, 형태 인식에 개인차가 있으며, 이는 아동

의 어휘 크기, 단어 해독, 읽기 이해의 개인차를 설명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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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isle, 2000; Chen et al., 2008; McBride-Chang et al., 2006). 또한

모국어가 서로 다른 유아들 간 비교연구는 유아의 모국어에 따라 단어의

음운, 합성어, 파생어에 대한 인식의 개인차가 언어발달의 변량을 설명하

는 정도가 다름을 보고하였다(McBride-Chang et al., 2008; Tunmer et

al., 1983).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유아의 단어인식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Silverman & Hartranft, 2015). 이로 인해 다양한 차원을 고

려하여 유아의 단어인식을 평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한국어

가 모어인 유아의 단어인식은 단어의 음운, 형태, 통사, 임의성과 같이

부분적으로 연구되었으며,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의 고유한 단어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의 단

어인식을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하고, 언어발달의 다른 영역과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어휘지식을 너비와

깊이 차원에서 개념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휘지식 너비의 지표로서 수

용어휘 크기를, 어휘지식 깊이의 지표로서 단어인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3)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

우연적 단어학습은 일상적인 맥락에서 아동이 의도적인 노력 없이 우

연히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유아는 수많은 어휘를

성인의 직접적 지도만으로 습득할 수 없으며, 어휘 대부분을 단어학습이

의도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우연적으로 학습한다(Lane &

Allen, 2010; Rice, 1990). 이는 교육을 목적으로 구조화된 맥락에서 아동

에게 새로운 단어와 정의를 제시하는 직접적인 교수 상황과 구분된다.

본 연구는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를 확장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우연적 단

어학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유아기 동안 어휘지식의 너비와 깊이뿐 아니라, 단어를 학습하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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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도 함께 성장한다. 영아는 보통 12개월 전후로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

한 후, 새로운 단어를 한 주에 한 개 정도 습득한다. 50개 단어가 축적되

면 단어학습 속도는 가속화되어, 새로운 단어를 하루에 하나에서 두 개

를 습득할 정도로 단어를 빠르게 습득한다. 아동은 2세부터 약 4년간 단

어학습에서 급격한 도약을 이루는 어휘 폭발기(vocabulary spurt)를 거

치게 되며, 이 시기 동안 아동의 단어학습 속도는 더 가속화되어 하루에

10개의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게 된다(Saxton, 2010).

유아기에 단어를 학습하는 능력이 성장하면서 우연적 단어학습 능력

의 개인차가 나타나게 된다.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으며(Rice, 1990), 이러한 개인차는 이후 발달 단계에서의 어휘 크기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Penno & Wilkinson, 2002; Sénéchal et al., 1995;

Walsh & Blewitt, 2006). 이처럼 우연적 단어학습은 미래의 어휘발달 수

준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의

어휘발달을 평가할 때, 유아가 이미 습득한 현재의 어휘지식뿐 아니라

유아가 스스로 어휘지식을 새롭게 학습하는 능력을 함께 평가하여 유아

의 어휘발달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어휘발달을 평가

하기 위해 단어인식, 수용어휘 크기와 더불어 우연적 단어학습을 함께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 어휘발달의 현행 수준뿐 아니라 미래

의 발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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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어휘발달

1)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유아의 어휘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어휘지식을 너비와 깊이

차원에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의 바탕이 되

는 사회적 상호작용주의(social interactionism)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주의의 이론에 따르면, 성인과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어휘발달에 반드시 필요하다. Vygotsky(1978)는 아동의 학습은 특수한

사회적 특성을 전제로 하며, 발달을 학습에 뒤따라 일어나는 과정으로

보았다. 즉, 아동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실제 발달수준과 성인 또는 더 유능한 또래의 안내와 협동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잠재된 발달수준 사이의 거리를 ‘근접발달영

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으로 보고, 인간이 고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이유는 근접발달영역이 있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아동의 학습은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고,

이 과정은 근접발달영역을 만들어낸다. 즉, 학습은 주변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아동의 내적 발달 과정이 작동하는 것이며, 이 과

정이 내면화되면서 아동은 독립적인 발달적 성취를 이루게 된다.

Bruner(1983)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의존성을 통해 언어습득이 일

어난다고 보았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문법을 익히고, 대상

및 개념을 지칭하고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의도를

상대에게 전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언어습득에

있어 Noam Chomsky가 말한 선천적 언어학습능력인 언어습득기제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선천적

언어습득기제도 아동을 상호작용의 틀 안으로 인도하는 성인의 도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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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동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성인은 상호작용의 틀을 통하여 아동

에게 언어습득 지지체계(Language Acquisition Support System, LASS)

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발

달에 기여하는 바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

이상의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는 부모와 자

녀 간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

다. 부모-유아 상호작용과 수용어휘 크기의 발달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

용을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Hart와 Risley(1995)의 연구는 부모와 아동 간 언어적 상호작용의 중

요성을 밝힌 대표적인 연구이다. 이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단어의 개수, 즉, 상호작용의 양이 많

으며, 영아기 동안 누적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격차는 유아기 어휘 크

기의 격차로 이어짐을 밝혔다. 또한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보다 자녀에게 격

려와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금지와 같은 부정적인 언

어를 더 적게 사용함을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유아기 어휘발달을 예측

하는 주요 변인으로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자녀 언어적 상

호작용과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어휘

발달을 설명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발달을 설명하는 더욱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증거들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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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아의 표현어휘 크기를 예측하였지만,

어머니 말의 평균발화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MLU)를 예측요

인으로 함께 투입했을 때에는 더 이상 표현어휘 크기를 설명하지 못하였

다(Hoff, 2003).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연구 설계를 적용하였을

때에도,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여전히 유아의 어휘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어머니와 유아 간 상호작용은 양과 어휘 다양성에서 상당

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유아의 어휘발달의 변량을 설명함을 보

고하였다(Pan et al., 2005; Rowe et al., 2005).

한편 다른 후속연구들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측면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통제했을 때 상호

작용의 양은 유아의 언어 및 어휘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Hirsh-Pasek et al., 2015; Pan et al., 2005). 또한 계산 모

형(computational model)을 적용한 연구는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이 양보다 유아의 어휘학습에 더 궁극적이고 큰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

였다(Jones & Rowland, 2017). 국내의 영아 대상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 행동과 다양한 어휘의 발화와 같은 상호작용의 질적 측

면은 영아의 어휘 크기를 설명하였지만, 어머니의 발화 수는 영아의 어

휘 크기를 설명하지 못하였다(이지연 등, 2005; 장유경 등, 2007). 지금까

지 선행연구가 실제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했다는 논의를 고려할 때(Schwab & Lew-Williams, 2016), 부모-

유아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이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저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선행연구는 유아의 어휘발달을 촉진하는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질적

특성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부모가 유아에게 다양한 어휘, 정교한 어

휘, 저빈도 어휘와 같이 풍부한 어휘 자극을 많이 제공할수록, 유아의 어

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Jones & Rowland, 2017; Pa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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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e, 2012; Weizman & Snow, 2001). 유아가 말하거나 접한 단어를

더 정교한 단어로 바꿔서 설명해주는 상호작용 방식이 유아의 어휘습득

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현 등, 2014; Harris et al., 2011). 부모의

언어적 비계설정은 아동의 발달수준 및 흥미를 기초로 아동이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아동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ueman & Rokos, 1993; Smith et al.,

2000). 또한 어머니의 반응적인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언어학습을 촉진하

고, 어휘 크기를 향상함을 보고하였다(Girolametto et al., 1999; Nicely

et al., 1999). 부모와 자녀의 함께 책 읽기(shared book reading) 또한 어

휘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us et al., 1995;

Flack et al., 2018). 이상의 선행연구는 유아의 어휘발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제한적이

라 할 수 있다.

어휘는 문해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Whitehurst & Lonigan, 1998),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에게 어휘를 지도하는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부모-유아 상호작용을 다룬 선행연구는 어휘와 관련된 부

모와 유아 간 실제 상호작용 양상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지금

까지 선행연구는 주로 유아의 어휘발달을 간접적으로 지도하는 상호작용

유형을 다뤘다. 그러나 유아의 어휘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유아 상

호작용 중재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모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유아에게

어휘를 지도하는 상호작용 방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유아가

말한 단어나 관심을 보이는 단어를 주목하고 인지하도록 돕고, 유아가

단어의 의미 및 구조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직접적인 어휘지도의 유형

또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휘와 관련된 부모-유아 상

호작용의 실제 양상과 유아 어휘지도 분야의 연구 결과를 함께 반영하

여, 실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을 더 풍부하게 구성 및 평가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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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모-유아 상호작용을 다룬 선행연구는 관찰 및 중재 연구

설계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세부 유형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지 못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휘 상호작용

의 각 세부 유형은 어휘발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Schwab

& Lew-Williams, 2016),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다양한 세부 유형이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측정하고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와 관련된 부모-유

아 어휘 상호작용을 더 풍부하게 평가하고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와의 관

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수지와 최나야(2020)가 제시한 부모-

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3)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단어인식

유아의 단어인식은 단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성찰할 수 있

는 능력으로 상위언어인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Gombert, 1992; Pratt

& Grieve, 1984; Silverman & Hartranft, 2015). 따라서 부모와의 상호작

용이 유아의 단어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후천적인 경험

이 상위언어인식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유아의 단어인식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함을 설명한다.

Bialystok과 Ryan(1985)은 다른 언어능력과 비교할 때 상위언어인식

의 발달에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 [그림 Ⅱ-1]에 제시한 Bialystok과 Ryan(1985)의 인지적 틀에 따르

면 대화, 읽기 및 쓰기, 상위언어인식과 같은 각 언어능력은 분석된 지식

(analyzed knowledge)의 수준과 인지적 통제(cognitive control)의 수준

에서 차이가 있다. 분석된 지식의 수준은 언어 특성 및 기능에 대한 의

식적인 지식이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고(e.g., Chomsky, 1979; Downing,

1979), 인지적 통제의 수준은 주의집중과 선택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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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의미한다(e.g., Cazden, 1974; Hakes, 1980).

[그림 Ⅱ-1] 언어능력 발달을 설명하는

인지적 틀(Bialystok & Ryan, 1985)

Bialystok과 Ryan(1985)의 인지적 틀에 따르면, 상위언어인식은 대화

와 읽기/쓰기에 비해 분석된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언어능력에 속한다.

단어인식은 상위언어인식의 일종으로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분석된 지

식이 요구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언어발달 영역 중에서 어휘발달이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입력 자극과 경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점

(Hoff, 2006)을 고려할 때, 후천적인 경험을 통한 언어 지식의 습득이 단

어인식의 발달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유아기 단어인식의

발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도 성인과의 상호작

용이 아동의 단어인식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초등학교 4,

5학년 학급의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을 중재한 VINE 프로젝트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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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교실에서 아동의 단어인식을 높일

수 있는 흥미로운 활동들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해보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보다 단어에 대한 상위

인지, 상위언어인식, 단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더 많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Scott et al., 2010, 2012).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부

모 및 교사가 유아에게 단어의 구조를 알려주는 훈련의 제공했을 때, 유

아의 단어형태인지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Chow et al.,

2008; Lyster, 2002). 또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어종을 교수하는 중재를 실시한 결과, 한국어 단어의 구조 및 의미를 파

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형주,

2009; 폴리롱, 2014; Muscanto, 2019).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볼 때, 어휘에 관한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용은

유아의 단어인식을 증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부모-유아 어휘 상

호작용과 유아의 단어인식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식을 증진

하는지 살펴보고, 단어인식 증진에 도움을 주는 부모-유아 간 상호작용

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4)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본 연구는 부모-유아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 중, 부모가 자녀

의 어휘 습득을 도우며 함께 상위언어적 접근을 하는 행위, 즉 어휘 상

호작용을 평가하고, 유아의 어휘발달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선

행연구를 검토하고 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정수지, 최나야, 2020),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을 다섯 가

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세부 유형은 단어 자극 제공, 단

어 정교화, 단어인식 지도, 발현적 단어지도, 관습적 단어지도와 같다. 세

부 유형의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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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어 자극 제공

단어 자극 제공은 부모가 유아에게 경험적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어휘

발달에 필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이다. 유아는 많이 듣는 단어를

학습하며(Harris et al., 2011), 유아에게 단어 자극을 빈번하고 반복적으

로 제공하는 상호작용은 어휘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Lane

& Allen, 2010). 구체적으로 부모는 유아에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단어 습득을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차’라는 단어의

습득을 돕기 위해 부모는 유아와 기차를 함께 타보면서 기차에 대한 직

접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기차에 대한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기차에

대한 간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풍부한 직접 및 간접 경험은

어휘발달을 위한 초석이 된다(Flack et al., 2018; Gunning, 2012). 또한

부모는 맥락 속에서 새로운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해줌으로써 유아가 자

연스럽게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이지현 등, 2014;

Gunning, 2012).

(2) 단어 정교화

단어 정교화는 유아가 사용하거나 경험한 단어를 부모가 더 정교한

단어로 확장해주는 상호작용이다. 부모는 유아가 말한 단어를 재진술하

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더 풍부

하고 완전하게 알려줄 수 있다(이지현 등, 2014). 예를 들어, 부모는 단어

자극을 아동의 이전 경험과 연결 지어서 말해주거나, 단어 자극과 함께

참조물의 용도와 사용장소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유아에게 제공함으로

써 유아의 어휘 표상이 더 풍부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Harris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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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어인식 지도

단어인식 지도는 유아가 단어를 의식하고 생각하도록 돕는 상호작용

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에게 어휘의 의미, 사용, 형태 등에 대해 의식적

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명시적 지도(이지현 등, 2014; Gunning, 2012)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탈맥락화, 분류, 상징적 표상을 활용한

표상적 요구가 있는 지도 방식이 유아의 어휘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Hall et al., 2013).

유아의 단어형태인식은 수용어휘 크기를 향상하는 중요한 단어인식으

로(McBride-Chang et al., 2008) 교사 및 부모의 단어형태인식 지도는

유아의 단어인식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w et al.,

2008; Lyster, 2002). 따라서 한국어 어휘에서 자주 반복되는 접두사와

접미사, 어근,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알려주고 형태소를 이용한 단어를

만들어보는 상호작용은 유아의 단어인식 및 학습에 긍정적일 수 있다

(Gunning, 2012).

또한 한국어에서는 어종이 심성어휘집 체계를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즉, 단어어종인식은 단어의 처리 속도와 관련되며, 단어학습이 더 효율적

으로 일어나도록 촉진한다(이광오, 2003; 폴리롱, 2014). 따라서 한국어

단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같은 어종이 있음을 알려주는 상호작

용은 유아의 단어 인식 및 학습을 향상할 수 있다.

(4) 발현적 단어지도

발현적 단어지도는 발현적 문해의 관점을 적용하여 유아의 발달수준

과 흥미를 고려한 상호작용 방식을 의미한다. 발현적 문해의 관점은 문

해 기술, 지식, 태도가 생애 초기부터 발달한다고 보며 자연스럽게 나타

나는 문해 발달의 지원을 강조한다(최윤정, 최나야, 2017; Whitehur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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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igan, 1998). 발현적 문해에서는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가 중심적으

로 고려된다. 유아는 자신의 흥미를 끄는 사물과 사건으로부터 단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유아의 흥미를 유지하며 상호작용적인, 반응적인 맥락

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Harris et al., 2011). 따라서 유아의 근접발달

영역을 고려하여 유아의 수준에 맞춰 단어 자극을 제시하는 비계 설정이

중요하다(이지현 등, 2014). 또한 비계 설정을 위해 아동의 발달과 흥미

에 부합하는 놀이 활동과 그림책과 같은 맥락이 활용될 수 있다

(Blachowicz & Fisher, 2012; Silverman & Hartranft, 2015).

(5) 관습적 단어지도

관습적 단어지도는 부모의 관심에서 시작하여 유아에게 단어를 명시

적으로 지도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는 형식적 학교 교육과 관련된

관습적 문해를 바탕으로 하는 부모의 지시적인 문해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손승희, 김명순, 2012; 최윤정, 최나야, 2017; Whitehurst &

Lonigan, 1998). 부모가 유아에게 단어카드, 학습지를 활용하여 유아에게

단어를 암기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연스러운 관심과 흥미에서

시작하는 발현적 상호작용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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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단어인식과 어휘발달

1) 유아의 단어인식의 유형

아동이 능동적으로 단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아동은 어휘지식의 본질

과 단어학습 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즉, 아동의 단어학습에는

단어를 인식하는 상위언어인식이 필요하다(Nagy & Scott, 2000).

단어인식(word awareness)은 상위언어인식의 하나로 단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 생각하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말로는 단어의식

(word consciousness) 또는 상위어휘인식(meta-lexical awareness)이라

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Gombert, 1992; Scott et al., 2012). 선행연구

에서 단어인식의 본질을 설명한 정보는 제한적이다(Nagy & Scott,

2000). 단어인식은 단어의 의미, 통사, 형태, 음운과 모두 관련이 있는 복

잡한 다면적인 구인으로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단어인식의 다른 측

면이 발달하게 된다. 즉,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발달

하는 단어인식의 영역에는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는 유아기에 단어인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유아는 언어적

제약과 추상적 관념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단어의 표상을 구성한다. 언

어습득의 초기 단계를 지나 일상생활에서 단어를 일관성 있게 발화하게

되면, 아동이 단어의 내적 표상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Karmiloff-Smith et al., 1996). 그러나 이러한 내적 표상이 아동이 진술

할 수 있는 상위언어적 표현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아기 후반

부터이다(Smith & Tager-Flusberg, 1982). 따라서 유아기 후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유아의 단어인식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유아기 단어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Silverman & Hartranft, 2015) 유아의 단어인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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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단어인식의 개념에는 언어보편적인 측면과 언어특정적인 측면

모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어휘는 외부 자극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

발달하므로(Whitehurst & Lonigan, 1998), 유아는 모국어 자극을 수용하

고 표상하는 과정에서 어휘의 규칙 및 구조를 발견하고 내면화한다. 따

라서 유아의 단어인식에도 모국어의 언어보편적 특징과 언어특정적 특징

이 모두 반영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어가 모어

인 유아의 단어인식의 구성요소로 단어단위인식, 단어임의성인식, 단어형

태인식, 단어어종인식을 제시한다.

(1) 단어단위인식

선행연구는 유아가 단어단위인식을 형성함을 밝혔다(Bowey &

Tunmer, 1984). 단어단위인식은 연속된 말의 흐름을 단어의 단위로 분절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영아는 생애 초기부터 연속된 말소리를 범주로

나눠 지각할 수 있으며(Ei-mas et al., 1971), 점차 말소리를 단어 단위로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유아의 단어단위인식을 연구한 초기 선행연구는

유아기에는 단어단위인식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Downing & Oliver,

1974; Karpova, 1955). 그러나 초기 연구는 유아에게 인지적 처리 부담을

많이 주는 과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후 후속연구는

과제의 인지적 처리 부담을 낮추고 성인의 과제 시연 및 피드백 절차를

포함하였으며, 그 결과 이전 선행연구보다 높은 과제 수행률을 보고하였

다(Karmiloff-Smith et al., 1996; Tunmer et al., 1983). 특히 Tunmer 등

(1983)의 연구에서 명사의 임의적 배열의 경우 과제 수행률이 4세 유아

는 64.06%, 5세 유아는 89.06%, 6세 유아는 98.83%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한편 선행연구는 유아의 단어단위인식이 단어의 종류와 단어 배열

순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 유아는 명사를 동사나 형용사보다,

부사를 형용사보다, 내용어를 기능어를 더 쉽게 단어로 인지하였다

(Bowey et al., 1984; Friederici, 1983; Tunmer et al., 1983). 그리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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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단어가 임의적으로 섞여 있는 무의미 문장을 정상적인 어순의 문장

보다 단어 단위로 더 쉽게 분절하였다(Bialystok, 1986).

유아의 단어단위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주로 영어와 프

랑스어와 같은 인도유럽계 언어권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단어단

위인식의 개인차를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의 단어단위인식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의 단어단위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제를 구성하여 단어단위인식을 평가하는 시도는 중요

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어단위인식을 한국어가 모

어인 유아의 단어인식의 하위요인으로 포함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2) 단어임의성인식

선행연구는 유아가 단어임의성인식을 형성함을 밝혔다(Bowey &

Tunmer, 1984). 단어임의성인식은 참조물(referent)과 참조물의 이름

(label)을 구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Piaget(1929)는 참조물과 이름의 교

환 가능성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발달함을 분석

하였다. 5, 6세 아동은 참조물과 이름을 구별할 수 있지만, 이름을 참조

물에서 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7, 8세 아동은 이름이 창조자에 의해 발

명되었음을 인정하였지만 이름이 참조물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조물

과 동체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9, 10세 아동은 이름은 관습적이라고 인식

하였지만, 임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0, 11세 아동은 이름이 참조

물의 단순한 표시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Piaget(1929)의 보고와 유사하게 다른 연구자들도 유아기에는 기초적

인 수준의 단어임의성인식이 있음을 주장하였다(Ianco-Worrall, 1972;

Ricciardelli, 1993; Vygotsky, 1962). Piaget(1929)가 단어임의성인식을 평

가하기 위해 사용했던 ‘해와 달’ 과제는 이후 다른 학자들에 의해 수정

및 재구성되어 사용되었다. 영어가 모어인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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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유아의 단어임의성인식 과제 수행률이 63.66%로 나타났다

(Ricciardelli, 1993).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단어임

의성인식을 ‘이름 교환’과 ‘속성 보존’의 하위요인으로 나눠 살펴보았는

데, 유아는 이름 교환 과제의 98%를, 속성 보존 과제의 50.7%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였다(마송희, 2003).

이처럼 유아는 단어임의성인식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단어임의성인식

을 유아의 단어인식의 구성요소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송희(2003)가

보고한 세부 과제 수행률을 고려할 때, 교환한 이름을 단어 속성과 연결

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속성 보존’ 과제가 단어임의성인식의 발달 수준

을 포착하기에 적합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속

성 보존 측면에 초점을 맞춰 유아의 단어임의성인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3) 단어형태인식

최근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단어형태인식도 유아의 단어인식의

하위요인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단어형태인식은 언어에서 가장 작은

의미 단위인 형태소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 구조를 조작하고, 단어 형성의 규칙을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정경희, 2014; Carlisle, 1995). 최근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형

태론적 인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유아의 단어형태인식이 어휘발

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이 밝혀지고 있다.

단어형태인식의 발달은 주로 영어가 모어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되

어왔다. 선행연구는 영어가 모어인 유아가 처음 보는 단어인 wug의 복

수형인 wugs를 만들어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에게 굴절(inflection) 형

태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erko, 1958). 반면 ‘zib’에

‘-er’이라는 파생(derivative) 형태소를 붙여서 ‘zibber’를 만드는 과제에서

는 대부분의 유아가 실패했는데(Berko, 1958), 실제 단어를 사용한 후속

실험에서는 유아도 파생 형태소를 사용하여 단어를 만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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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isle & Nomanbhoy, 1993). 또한 영어와 히브리어가 모어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2-3세 아동은 형태소를 조합하여

복합어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k & Berman, 1987).

한편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권의 유아를 대상

으로 단어형태인식이 어휘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중국어, 광둥어,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를 대상으로 단어형태

인식을 연구한 결과, 합성어 인식이 어휘 크기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2014; Chen et al., 2009; Liu et al.,

2013; McBride-Chang et al., 2008; Zhang, 2014). 이는 영어와 같은 인

도유럽계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굴절과 파생 원리를 주로 많이 연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Kuo & Anderson, 2006; Lyytinen & Lyytinen,

2004; McBride-Chang et al., 2008).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언어

마다 주요하게 활용되는 형태론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Geva, 2008).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의 단어형태인식

을 합성어 인식 과제로 측정하고 단어인식의 하위요인으로서 연구할 필

요가 있다.

(4) 단어어종인식

한국어 어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어어종인식도 단어인식의 중요한

하위요인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단어어종인식은 한국어 단어의 어종

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중 한 가지로 구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한

국어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세 가지 어종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중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와 구별된다. 어종은 한국어 어휘의 주요한

질적 정보 중 하나이다. 단어의 어종을 변별하는 능력은 한국어 어휘의

습득과 사용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한재영 등, 2010).

한국어 어휘는 기원에 따라서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세 가지 어종이

있으며, 어종은 한국어 어휘를 분류하는 의미 있는 기준이다. 전체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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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어종의 상대적인 비중을 살펴보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는 각

각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주표제어 440,594개의 어종을 분석한 결과, 한자

어는 57.26%, 고유어는 25.23%, 외래어는 5.45%, 혼종어 12.06%의 비율

로 분석되었다(이운영, 2002).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선정

한 기초어휘 2,700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어휘 중 한자어는 34.93%, 고

유어는 48.63%, 외래어는 3.81%, 혼종어는 1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배주채, 2010). 대학생 구어 전사 말뭉치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고

유어 어휘는 52.01%, 한자어 어휘는 26.60%, 영어 어휘는 4.45%로 분석

되었다(임소영, 안주호, 2004).

선행연구는 한국어 화자가 정확한 한자나 외국어를 몰라도 어종을 추

측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각 어종은 단어에 많이 사용되는 음운, 단어의

길이, 단어의 형태, 단어가 많이 분포한 의미 영역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

이다(이광오, 2003; Kiaer, 2018). 성인 한국어 화자에게 사전에서 임의로

선정한 단어들의 어종을 변별하게 하였을 때, 고유어는 86.6%, 한자어는

88.8%, 외래어는 94.4%를 정확하게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광오,

2003에서 재인용). 이처럼 성인 한국어 화자는 단어어종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어 단어들의 어종을 상당히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다른 선행연구는 어종이 한국인 성인에게 심리적으로도 실재하는 변

인임을 밝혔다. 한국인 성인의 심성어휘집은 어종에 따라 체제화되어 있

어서, 암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처리 방식도 어종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다(이광오, 2003). 한국인 성인이 단어 읽기 과제를 수행한 결

과, 어종에 대한 정보가 단어 읽기 처리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밝혔다

(Cho, 1997). 음운론적 실서증을 경험한 한국인 성인이 한자어, 고유어,

유사 비단어를 받아쓰는 과제를 수행한 결과, 받아쓰기 오류 비율이 단

어의 어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Kim & Na, 2000). 다른 실험에서는

단어가 심성어휘집에 저장된 방식이 어종에 따라 달라서, 한자어는 한

음절의 한자 형태소 단위로, 고유어는 음절 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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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휘집에 저장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여정 등, 2007). 이상의 선

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한국어 어휘의 어종은 심성어휘집 구조에도 반영

되어 있으며, 단어의 심성어휘집 저장 방식이 어종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는 유아기에도 언어를 정교하게 변별하는 능력이 있음

을 보고하였다. 6-7세 영국 아동에게 문장 분류 과제를 실시한 결과, 모

국어와 외국어의 차이보다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본토의 영어, 아일랜

드 지방 출신자의 영어, 프랑스인의 영어를 유아가 구별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Floccia et al., 2009).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도 서로 음성

적, 음소배열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어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 유아기부터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아의 단어어종인식을 높일 수 있는 외국어 및 한자 교육이 유

아기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넘는 영유아가 가정 및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어 및 한자를 학습하거나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아

의 71%가 영어 특별활동을, 11.2%가 중국어 특별활동을, 6.5%가 일본어

특별활동을, 25.3%가 한자 특별활동에 참여했다고 보고하였다(홍순옥,

허명순, 2007). 유아의 부모 및 유아교육기관 원장을 대상으로 한자 교육

에 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부모는 67%가, 유아교육기관 원장은 59%

가 현재 유아에게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향후 실시할 의사가 있

다고 응답하였다(오예승, 2007).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

아는 학령기 이전부터 다양한 언어를 접하며, 어종에 대한 인식을 형성

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한국어를 모어로 습득하는 유아에게

어종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어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유아가 모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의 형식에 대한 인식을 가지

고 있음을 밝혔다(Costermans & Giurgea, 1988; Tunmer et al., 1983).

그러나 한국어 어휘의 고유한 특성에 초점을 맞춰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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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어어종인식을 형성하는지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어어종인식을 단어인식의 하위요인으로 포함하여, 유아의

단어인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유아의 단어인식과 수용어휘 크기

상위언어인식의 발달과 언어발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

입장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우세한 두 가지 이론적 입장인 자율성 가설

(autonomy hypothesis)과 상호영향 가설(interaction hypothesis)을 살펴

봄으로써 유아의 단어인식과 수용어휘 크기 간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자율성 가설은 생애 초기의 기초적인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이 상위

언어인식의 발달과 상관없이 습득된다고 본다. 상위언어 발달은 문어 습

득, 이중언어 학습, 언어 사용에 필요한 사회적 능력의 발달과 같은 유아

기 이후의 언어적 성취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율성 가설은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상위언어인식은 기초적인 수용과

표현언어의 습득을 촉진하지 않지만, 읽기 체계의 학습을 촉진한다. 둘

째, 구어 기술과 상위언어적 기술은 같은 시기에 발달하지 않는다. 즉,

언어 사용에 필요한 기술은 유아기에 발달하고 상위언어적 기술은 학령

기에 발달한다(Gleitman & Gleitman, 1979; Hakes, 1980).

반면 상호영향 가설에 따르면 상위언어인식의 발달이 학령기 이전부

터 기초적인 수용과 표현언어의 습득을 촉진하며, 반대로 상위언어인식

은 기초적인 수용, 표현언어의 발달의 영향을 받는다. 즉, 상위언어인식

발달과 언어발달은 서로를 촉진하면서 영향을 미친다. 상호영향 가설은

두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유아의 상위언어인식은 문해능력을

포함한 이후의 언어발달뿐 아니라 유아기 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연령이 높은 아동뿐 아니라 유아도 어느 정도의 상위언어인

식을 가지고 있다(Clark, 1978; Slobi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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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선행연구는 유아의 상위언어인식이 수용 및 표현언어의 발달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국내외 연구에서 어휘와 관련

된 유아의 상위언어인식은 어휘력과 같은 기초적인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송희, 2003; McBride-Chang et al., 2008; Smith &

Tager-Flusberg, 1982).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영향 가설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상호영향 가설을 단어인식과 수용어휘 크기의 관

계에 적용해볼 때, 유아의 단어인식도 마찬가지로 수용어휘 크기 확장에

도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어의 단위, 임의성, 형태, 어종에 대한 인식은 유아의 단어학습 및

수용어휘 크기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첫째, 단어단위인식은 단어학습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능력이다(Rice, 1990). 둘째, 단어임의성

인식은 아동의 단어 사용이 일상생활의 스크립트에 의존적인 수준에서

구체적 맥락으로부터 독립된 추상적인 표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증

거로 사용될 수 있다(Gombert, 1992). 셋째, 단어형태인식은 단어의 구성

을 분석하도록 촉진하여 단어의 의미를 쉽게 추론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한다(Anglin, 1993; White et al., 1989; Wysocki & Jenkins, 1987). 선행

연구는 단어형태인식이 높은 유아가 어휘지식이 더 많음을 보고하였다

(Chen et al., 2009; McBride-Chang et al., 2008). 넷째, 단어어종인식은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 습득과 장기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폴리롱, 2014; Muscanto, 2019). 한국어 어종과 유사한 점이 있

는 스페인어-영어의 동족어(cognate)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동족어 인식이 단어형태인식, 단어학습, 읽기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ancin-Bhatt & Nagy, 1994; Jiménez et al.,

1995; Scott et al., 2012).

이상의 고찰을 종합한 결과, 유아의 단어인식은 수용어휘 크기를 예측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단어인식이 수용

어휘 크기를 예측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상호영향 가설을 검증하고 어휘발달 과정에서 단어인식이 어떠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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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 유아의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

유아의 단어인식은 우연적 단어학습의 바탕이 된다. 유아의 단어인식

은 상위인지, 상위언어능력으로서 유아가 주변 환경에서 단어를 알아채

고, 단어학습에 필요한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Silverman & Hartranft,

2015). 또한 단어인식은 단어학습의 전략적이고 동기적인 측면과 관련되

어, 단어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한다(Scott et al., 2012). 즉, 단어

인식을 바탕으로 유아는 효율적으로 단어를 학습하는 독립적인 단어학습

자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아동의 단어인식을 지도할 때, 단어인식뿐

아니라 단어학습 능력 또한 향상됨을 밝혔다. 초등학교 4,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단어인식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3년 간 실시한 결과, 실험집

단 아동은 통제집단 아동보다 더 많은 어휘를 우연적으로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Scott et al., 2012).

우연적 단어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유아는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

치게 되는데, 이러한 인지 과정에는 유아가 단어라는 언어적 단위를 포

착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우연적 단어학습을 측정하는 빠른 우

연학습 패러다임(Quick Incidental Learning, QUIL)에서 요구되는 세부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는 말의 흐름을 개별적인 단

어로 분절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단어가 잠재적으로 지칭하는 참조물 또는 개념과 연결해야

한다. 단어를 참조물 및 개념과 연결한 후에는, 이 연결을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들과 비교하고 의미적 기억에 저장하게 된다. 또한 유아는 새

로 입력된 단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단어와 참조물 또는 단어와 개념

간 연결을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Rice, 1990). 이처럼 우연적 단어학습

과정은 단어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유아의 단어인식은 우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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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학습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볼 때, 유아의 단어인식은 우연적 단어학습의 바

탕이 되는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어떠한 유형의 단어인식이 우연적

단어학습을 예측하는지 밝힌 연구는 많지 않다. 유아기 단어인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아기 단어인식의 어떠한 측면이 우연적 단어

학습과 관련이 있을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

아의 단어인식이 우연적 단어학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이러한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4.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과 어휘발달

우연적 단어학습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일상적 구어 및 문어 상

호작용을 통해 어휘지식을 습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Oetting et al.,

1995). 아동은 비구조화된 맥락에서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 놀라운 능

력, 즉 우연적 단어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다(Park et al., 2019; Rice et

al., 1990). 우연적 단어학습은 유아의 어휘를 확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이

라 할 수 있다(Lane & Allen, 2010).

국내외 선행연구는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이 수용어휘 크기의 확장

을 촉진함을 밝혔다. 우연적 단어학습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패러다임

으로 빠른 우연학습이 있다. 빠른 우연학습 패러다임은 Carey(1978)가

제시한 빠른 연결하기(fast mapping)에 기초를 두고 있다. 빠른 연결하

기는 아동이 단어에 한 번 노출되었을 때에도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기

초적, 부분적 이해를 형성하는 기제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빠른 우연학습

패러다임에 따르면, 친숙하지 않은 단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맥락

속에 있을 때 아동은 상황이 단어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가정하여, 상황

을 바탕으로 단어와 의미를 연결할 수 있다(Pinker, 1984). 즉, 빠른 우연

학습의 수행은 새로운 단어를 새로운 참조물 또는 개념의 범주와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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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동의 기존 심성어휘집을 재배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빠른 우연학습 패러다임을 적용한 연구들은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

이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변인임을 밝혔다. 일반 아동과 언어발달에 지연

이 있는 아동을 비교한 결과, 언어발달에 지연이 있는 아동이 일반 아동

보다 우연적 단어학습 과제를 통해 학습한 수용어휘의 수가 더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양윤희 등, 2013; Oetting et al., 1995; Rice et al., 1990).

또한 일반 아동의 경우, 아동의 우연적 단어학습이 수용어휘 크기를 예

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양윤희 등, 2013).

이상의 고찰을 통해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이 수용어휘 크기의 성장

을 설명하는 기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빠른 우연학습 패

러다임을 적용하여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 능력을 평가하고, 유아의 우

연적 단어학습이 수용어휘 크기를 예측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5.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 간 구조적 관계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유아의 단어

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 간 구조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을 통해 수용어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를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은 유아의 단어인식을 통해 수용어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가 유아와 어휘에 관한 상호작용을 풍부

하게 할수록, 유아는 단어에 대해서 상위인지적, 상위언어적 사고를 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단어인식

은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부모 및 교사가 아



- 38 -

동에게 어휘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제공하도록 중재한 선행연구는 어휘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식 및 어휘지식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보고하였다(Blachowicz & Fisher, 2012; Chow et al., 2008;

Lyster, 2002; Scott et al., 2012).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식을 매개로 수용어휘 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이 단어인식과 수용어휘 크기 간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

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을 통해 수용어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

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중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도 아동의 단어형태인식이 우연적 단어학습을 매개로 수용어휘 크

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hang, 2015). 본 연구

는 유아의 단어형태인식을 포함하여 단어인식을 더 풍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유아의 단어인식이 우연적 단어학습을 매개로 수용어휘 크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볼 때,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식뿐 아니라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을 통해서도 수용어휘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

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을 매개로 수용어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이중매

개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 39 -

Ⅲ. 연구문제와 용어 정의

이 장에서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과 유아의 어휘발달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

정하고 주요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모와 유아 간의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

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모-유아 어

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단어인식

과 우연적 단어학습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한다.

먼저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

용어휘 크기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부모-유아 어휘 상호

작용의 하위요인, 유아 단어인식의 하위요인, 우연적 단어학습이 수용어

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또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이 유아의 단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부모-

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과 유아 단어인식의 하위요인이 우연적

단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어휘 상호

작용이 수용어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유아의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

학습이 매개하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연구문제1】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단어 자극 제공, 단어 정교화, 단

어인식 지도, 발현적 단어지도, 관습적 단어지도), 유아의 단어인식(단어

단위/임의성/형태/어종 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는 관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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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2】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단어 자극 제공, 단어 정교화, 단

어인식 지도, 발현적 단어지도, 관습적 단어지도), 유아의 단어인식(단어

단위/임의성/형태/어종 인식), 우연적 단어학습이 수용어휘 크기에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단어 자극 제공, 단어 정교화, 단

어인식 지도, 발현적 단어지도, 관습적 단어지도)이 유아의 단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단어 자극 제공, 단어 정교화, 단

어인식 지도, 발현적 단어지도, 관습적 단어지도)과 유아의 단어인식(단

어 단위/임의성/형태/어종 인식)이 우연적 단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5】유아의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은 부모-유아 어휘 상

호작용과 수용어휘 크기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2. 용어의 정의

1) 부모와의 어휘 상호작용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사회적 관계를 기초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맥락 속에서 동등하게 주고받는 대화를 말한다

(Wittmer & Peterson, 2001). 본 연구에서 부모와의 어휘 상호작용은 어

휘의 질적 정보4)에 초점을 둔 부모와 유아기 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

4) 한재영 등(2010, p. 16)은 어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유형화하였다. 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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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부모가 유아의 어휘 습득을 도우며 함께 상위언어적 접근을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정수지, 최나야, 2020). 부모와의 어휘 상호작용의 구체

적인 하위영역은 어휘 자극 제공, 발현적 지도, 단어인식 지도, 관습적

지도로 나눠서 정의한다.

첫째, 단어 자극 제공은 유아에게 단어와 개념에 대한 직접, 간접 경

험과 어휘 사용 모델링을 제공하는 부모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둘째,

단어 정교화는 유아가 말하거나 관심을 보인 단어의 의미를 풍부하게 부

연 설명해주는 부모의 상호작용이다. 셋째, 단어인식 지도는 부모가 유아

에게 단어를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단어인식을 어휘학습에 적용하도록 돕

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단어인식 지도는 부모가 유아

에게 단어의 형태와 어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그 지식을 적용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의미한다. 넷째, 발현적 단어지도는

유아의 자발적 욕구와 흥미에 따라 어휘를 지도하는 상호작용이다(최윤

정, 최나야, 2017). 다섯째, 관습적 단어지도는 형식적 학교 교육과 관련

된 지도 방식으로서 부모의 관심에 따라 단어의 명시적 지도 및 연습을

활용하는 부모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2) 단어인식

상위언어인식은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능

력으로 정의된다(Pratt & Grieve, 1984). 단어인식은 언어의 다양한 요소

중 단어에 초점을 맞춘 상위언어인식을 의미한다(Gombert, 1992). 본 연

구에서 단어인식은 유아가 단어의 단위, 임의성, 형태, 어종을 의식적으

유아기에 습득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음운/음성 정보: 소리의 특성에 대한 정보

나. 형태 정보: 품사, 합성어, 파생어 및 굴절 등에 대한 정보

다. 통사 정보: 구성의 원리, 호응, 의미역 및 문장의 종류에 대한 정보

라. 의미 정보: 의미 범주, 동의 관계, 반의 관계, 포의 관계 등에 관한 정보

마. 출처 정보: 고유어인가 한자어인가 외래어인가 등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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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지하고 행동 및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한다. 세부적으

로는 단어단위인식, 단어임의성인식, 단어형태인식, 단어어종인식과 같은

하위요인으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한다.

첫째, 단어단위인식은 유아가 연속된 말의 흐름을 단어 단위로 분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Tunmer et al., 1983). 둘째, 단어임의성인식은

유아가 참조물과 참조물의 이름 간의 관계가 사람들의 합의로 정해진 것

이며 의미가 없는 연결임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ombert,

1992). 셋째, 단어형태인식은 유아가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

어의 구조를 이해하고 형태소를 이용하여 복합어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 넷째, 단어어종인식은 유아가 단어의 어종을 고유어, 한자

어, 외래어 중 한 가지로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3) 우연적 단어학습

우연적 단어학습은 성인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유아가 우연적으로 단

어를 학습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빠른 우연적 학습(QUIL)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다. 빠른 우연적 학습이란 빠른 연결하기를 통해 빠르게 이

루어지는 단어학습의 초기적, 불완전한 이해를 지칭한다(Rice, 1990). 본

연구에서 우연적 단어학습은 유아가 빠른 우연학습 과제를 통해 습득하

는 수용어휘의 개수로 조작적 정의한다.

4) 수용어휘 크기

수용어휘란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의 집합을 말한다. 본 연

구에서 수용어휘 크기는 표준화된 수용어휘 검사를 통해 측정된 유아의

수용어휘 수준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어휘 검사를 통

해 도출된 수용어휘능력 등가연령으로 수용어휘 크기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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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및 절차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가 사용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살펴본다. 연구 방법과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IRB No. 2008/003-012). 승인

받은 절차에 따라 연구 대상을 모집한 후, 유아 대면 조사와 어머니 대

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연구문제에 적합한 통계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의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5세반 유아와 어머니 203쌍이다. 2020년 9월부터 11월에 거쳐

국공립 어린이집 12곳과 민간어린이집 2곳, 총 14곳의 어린이집에서 어

머니-유아 223쌍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는 유아가 성인의 지시를 듣고

반응해야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연령에 부합하는 수

용언어 능력이 있는 유아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한 이후,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교육과학기술부(2006)의 연령별 수용

언어발달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유아가 5세 유아의 수용언어

능력이 기준(<부록 7> 참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담임교사가 수용언어 지연이 있다고 보고한 유아 10명을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대면조사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유아

2명, 어머니 설문지 작성이 불성실하였던 8명을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상

의 20쌍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203쌍의 자료를 분석하였다5).

5) G*Power3.1.9.4.(Faul et al., 2007)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독립변수가 투입되는 연구문

제3을 기준으로 독립변인 15개, 효과 크가 .15, 유의확률 .05, 검정력 .9일 때 필요한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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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유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먼저 유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평균 월령은

74.35개월(SD = 4.21)이었으며, 남아 98명(48.3%)과 여아 105명(52.5%)으

로 여아의 비중이 더 높았다. 유아의 출생순위는 외동 및 첫째가 110명

(54.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둘째가 63명(31.0%), 셋째가

30명(14.8%)으로 뒤를 이었다. 형제자매수는 1명이 129명(63.5%), 2명이

45(22.1%), 외동이 28명(13.8%), 3명이 1명(.5%)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유아가 함께 거주하는 성인의 수는 2명이 172명(84.7%)로 가

장 많았으며, 3명이 19명(9.4%), 1명이 7명(3.4%), 4명이 5명(2.5%) 순으

로 많았다.

다음으로 유아의 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의 평균은 38.14

세(SD = 3.56)였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50명(73.9%)로

가장 많았고, 석사 졸업이 28명(13.8%), 고등학교 졸업이 24명(11.8%) 순

으로 많았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41명(69.5%)로 가장

많았고, 석사 졸업이 29명(14.3%), 고등학교 졸업이 25명(12.3%), 박사

졸업이 5명(2.5%) 순으로 많았다. 부모의 취업상태는 맞벌이가 142명

(7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아버지 외벌이가 52명(25.6%), 어

머니 외벌이가 2명(1.0%)이었다. 가계소득은 500-600만 원대가 70명

(34.5%)으로 이 구간에 가장 많은 가구가 집중되어있었으며, 300-400만

원대가 59명(29.1%), 700-800만 원대가 47명(23.2%), 900만 원 이상이 16

명(7.9%), 300만원 미만이 5명(2.5%) 순으로 많았다.

의 크기는 최소 172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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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03

n(%)

유아 월령
월령 평균 74.35

월령 범위 60-82

유아 성별
남아 98(48.3)

여아 105(52.5)

유아 출생순위

외동 및 첫째 110(54.2)

둘째 63(31.0)

셋째 30(14.8)

유아 형제자매 수

외동 28(13.8)

1명 129(63.5)

2명 45(22.2)

3명 1(.5)

유아 동거 성인 수

1명 7(3.4)

2명 172(84.7)

3명 19(9.4)

4명 5(2.5)

어머니 연령
연령 평균 38.14

연령 범위 29-50

어머니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24(11.8)

대학교 졸업 150(73.9)

대학원 졸업(석사) 28(13.8)

아버지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25(12.3)

대학교 졸업 141(69.5)

대학원 졸업(석사) 29(14.3)

대학원 졸업(박사) 5(2.5)

부모 취업상태

맞벌이 142(71.4)

외벌이(아버지) 52(25.6)

외벌이(어머니) 2(1.0)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5(2.5)

300-400만 원대 59(29.1)

500-600만 원대 70(34.5)

700-800만 원대 47(23.2)

900만 원 이상 16(7.9)

<표 Ⅳ-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46 -

2. 연구 도구

각 연구 도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법을 제시하기에 앞서, 연구 도

구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겠다. 유아, 어머니, 교사에게 제공한 연구

도구의 개요는 <표 Ⅳ-2>와 같다. 먼저, 유아의 어머니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어머니-유아 어휘 상호작용 척도가 설문지 형태로 제시

되었다(<부록1> 참조). 어머니가 동의서와 설문지를 작성하고 제출한 유

아에 대해서 연구원이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와의 면대면 조사에서는 단어단위인식(<부록 2> 참조),

단어임의성인식(<부록 3> 참조), 단어형태인식(<부록 4> 참조), 단어어

종인식(<부록 5> 참조), 우연적 단어학습(<부록 6> 참조), 수용어휘검

사, 비단어 따라말하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전염을 철저

하게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구원과 유아의 직접적인 언어적 상호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 도구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수용어휘검사를 제외한 모든 과제를 사전에 미리 녹화 및 녹음한 형태로

제공하였다. 유아는 노트북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고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원은 주로 유아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

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와의 면대면 조사를 마친 후 유아교육기관의 담임교

사에게 수용언어검사 기준이 제시되었다(<부록 7> 참조). 담임교사는 수

용언어검사 기준을 확인하고, 연구에 참여한 유아 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아가 있으면 연구자에게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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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PLIS-P)

어휘와 관련된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구성하였다. 부모와의 어휘 상호작용은 정수지와 최나야

(2020)가 개발 및 타당화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척도(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Scale for Preschoolers, PLIS-P)’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부록 1> 참조).

정수지와 최나야(2020)는 국내외 연구와 학술 문헌을 검토하여 척도

문항을 도출한 후, 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와 아동학 분야 전문가의 의

견을 수렴하여 척도 문항을 보강하였다. 유아기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응답을 분석하여 척도의 타

당도 및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문

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5개 요인과 36개 문항의 부모-유아 어휘 상

호작용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의 세부적인 요인 및 문항 수는 <표 Ⅳ

-3>에 제시하였다.

본 척도는 어휘와 관련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일상생활 대화 및 경

험을 유형 별로 제시하고, 부모가 자녀와 각 유형의 상호작용을 어느 정

도로 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한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단어 자극

제공’, ‘단어 정교화’, ‘단어인식 지도’, ‘발현적 단어지도’, ‘관습적 단어지

도’로 나뉘어 있다. 척도 하위요인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 자극 제공은 부모가 유아에게 단어학습의 토대가 되는 직

접,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이다. ‘아이가 그림책이나 영상에서

알게 된 것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다(예. ‘탈 것’에

대한 책을 읽고 기차를 타보기)’와 같은 4개의 문항이 있다.

둘째, 단어 정교화는 유아가 말하거나 관심을 보인 단어를 더 완전하

고 풍부하게 설명해주는 부모의 상호작용이다.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여

아이에게 말해준다(예. 아이: (붕어빵을 보고) 물고기 같아./ 부모: 붕어

처럼 생겨서 붕어빵이라는 이름을 붙였나 보다.)’와 같은 7개의 문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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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단어인식 지도는 유아가 언어적 단위로서 단어를 의식하고 생각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아이에게 단어를 설명할 때

부분의 뜻을 이용하여 설명한다(예. “봉선화, 무궁화에서 ‘화’는 꽃이라는

뜻이야.”)’와 같은 4개의 문항이 있다.

넷째, 발현적 단어지도는 부모가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에 맞춰 유아

와 함께 단어를 다루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아이와 단어의 소리를 이

용한 말놀이, 말장난을 한다’와 같은 11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관습적 단어지도는 부모의 관심에서 시작하여 명시적으로

단어를 지도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단어카드, 학습지 등을 활용해서

아이에게 단어를 직접 가르친다’와 같은 7개의 문항이 있다.

이처럼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척도는 부모가 어휘에 관해 유아기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

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부모는 척도의 문항 내용을 읽고 각 문항 내용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

한다. 부모가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어휘에 관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

용이 더 풍부함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로 Cronbach α 값을 산출한 결과, 단어 자극 제공이 .69, 단어 정교화가

.87, 단어인식 지도가 .89, 발현적 단어지도가 .81, 관습적 단어지도가 .79

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괜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전체 평균이 긍정적인 상호작

용을 의미할 수 있도록,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전체 평균에는 관습

적 단어지도 문항을 역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다중회귀분석에서 다

른 하위요인들과 달리 관습적 단어지도가 다른 주요 변인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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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요인 문항수 번호

1. 단어 자극 제공 4 1-4

2. 단어 정교화 7 5-11

3. 단어인식 지도 8 12-19

4. 발현적 단어지도 11 20-30

5. 관습적 단어지도 6 31-36

<표 Ⅳ-3>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척도 요인 구성

2) 단어인식

유아의 단어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1) 단어단위인식, (2) 단어임의성

인식, (3) 단어형태인식, (4) 단어어종인식 4가지 과제를 구성하였다. 단

어단위인식, 단어임의성인식, 단어형태인식 3가지 과제는 성인 여성이 나

오는 영상을 유아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시청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

으로 시행되었다. 영상에 나오는 성인 여성은 전문 성우이며, 상체가 화

면에 나오는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유아에게 말하듯이 과제 설명과

질문을 녹화하였다. 단어어종인식 과제의 경우 동일한 성우가 과제에 대

해 설명을 하는 목소리를 녹음하였고, 녹음한 목소리 파일을 연구자가

제작한 파워포인트 파일에 삽입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지시하는 음성으로

사용하였다. 단어인식 과제 화면의 예시는 <표 Ⅳ-2>에 제시하였다.

(1) 단어단위인식

단어단위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유아에게 단어 묶음을 들려주고, 유아

가 다시 단어 묶음을 따라 말하면서 단어 단위로 나눌 수 있는지 측정하

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아의 단어단위인식을 측정한 대표적인 과

제인 Tunmer 등(1983)의 ‘두드리기 과제(tapping task)’를 수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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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두드리기 과제는 ‘오리 기차 젓가락(duck train chopstick)’과 같

이 여러 단어를 연속하여 아동에게 들려주고 이를 따라말하면서 단어 하

나 당 책상을 한 번 두드리게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의 단어단위인식

과제는 기존 과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 선행연구가 사용한 두드리기 과제 문항은 난이도가 다양하지 않

았다. Tunmer 등(1983)의 두드리기 과제는 한 아동에게 동일한 난이도

의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unmer 등(1983)은 유아기 아동에게도 단어단

위인식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단어 2-3개를 단어 단위로 나누는 과제

를 유아에게 제시하였고 5세 유아의 과제 성공률은 90% 정도로 매우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 사용된 두드리기 과제는 유아의 단어단

위인식의 개인차를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두드리기 과제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제시하는 단어의 묶

음의 난이도를 다양화하고 한국어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제 문항의 난이도를 다양화할 때, 단어 묶음의 의미성, 단어의 품사

및 종류가 유아의 단어단위인식 수행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아는 문장의 단어가 섞여서 제시될 때보다 단어가 정상

적인 순서로 배열된 문장이 제시될 때, 단어 개수를 세는 정확도가 확연

히 낮아졌다(Bialystok, 1986). 또한 5-7세 아동은 명사, 동사, 부사와 같

은 내용어만 단어로 수용하고, 관사와 조동사 같은 기능어는 단어로 수

용하기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pandropoulou & Sinclair,

1974). 5-12세 아동에게 문장에서 단어를 찾아보도록 했을 때 명사와 형

용사는 모든 연령에서 쉽게 인지되었지만, 한정사, 지시사, 부사는 비교

적 단어로 인지되기 어려웠다(Friederici, 1983).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가 모국어인 유아는 두드리

기 과제를 수행할 때 ‘명사 무의미 배열(예-병아리 수박)’, ‘의미 있는 명

사구(예-아주 긴 지렁이)’, ‘조사가 없는 문장(예-많이 뜨거워.)’, ‘조사가

있는 문장(예-동물원에서 사자를 봐요.)’ 순서대로 어려워할 것이라고 예

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단어 묶음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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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는 과제 문항을 제시하는 속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Tunmer 등(1983)의 단어단위인식 과제는 연구원이 단어 묶음을 아동에

게 직접 말해주었기 때문에, 단어 묶음을 제시할 때 단어 제시 속도 및

음절 간 간격이 통제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

완하기 위해 성인이 과제를 시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유아들에게 보여

주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영상에서 성인이 문장을 말할 때 음절

이 연결되어서 제시되고 문장 내 띄어쓰기나 단어 내 강세와 억양이 강

조되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시점을 명확하게 시연할 필요가 있다.

Tunmer 등(1983)의 연구는 단어 말하는 동안 정확히 언제 책상을 두드

려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이는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 및 수행을 기록해야 하는 연구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

는 영상을 통해 단어가 시작하는 첫 음절에 책상을 두드리는 모습을 유

아에게 반복적으로 시연하고 유아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하였다.

과제에 사용된 단어 및 문장은 장현진 등(2011)의 ‘영유아 기초 어휘’

와 국립국어원(2011)의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

지’의 꼬마사전과 활동놀이책 시리즈 중 1, 2세 아동으로 대상으로 한 자

료에서 추출하였다. 유아의 문장 이해력이 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

도록 가장 쉬운 수준의 단어 및 문장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어 및 문장을 선택할 때 2-4어절 내에서 단어 배열 및 문장을 다양하

게 선택하여 같은 어절의 단어 및 문장이 반복되어 제시되지 않도록 하

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본 연구의 단어단위인식 과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유아는 모방 및 연습 세션을 진행한 후 과제 세

션을 수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점점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즉, ‘명사 무의미 배열’, ‘의미 있는 명사구’, ‘조사가 없는 문장’,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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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장’ 순으로 점점 더 어려운 단어 묶음이 제시되었다. 자세한 단어

단위인식 과제 문장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과제 수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방 및 연습 세션에서,

가장 쉬운 첫 번째 단계인 ‘명사 무의미 배열’(예-병아리 수박)에 해당하

는 연습문제로 2문항이 제시된다. 이 단계에서 유아는 영상을 보며 성인

의 시연을 관찰한 후, 모방해서 단어를 말하며 책상을 두드려본다. 영상

에서의 시연이 끝나면 연구원은 영상을 잠시 멈춘 후, 한 번 더 천천히

단어 묶음을 말하며 책상을 두드리는 모습을 유아에게 보여주고, 유아가

원하면 따라 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모방과 연습을 통해 유아가 과제 수행 방법에 익숙해진 후, 영상에서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라는 말과 함께 과제 세션을 시작한다.

유아는 5개 단어 묶음을 따라 말하며 책상을 두드리게 된다. 구체적으로

는 ‘의미 있는 명사구’ 2문항(예-아주 긴 지렁이), ‘조사가 없는 문장’ 1문

항(예-많이 뜨거워.), ‘조사가 있는 문장’ 2문항(예-동물원에서 사자를 봐

요.)이 순서대로 제시되어, 유아가 점점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

게 하였다.

이와 같이 유아가 단어단위인식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원은 유아

가 영상을 보며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유아가 책상을 두드

릴 때마다 기록지에 표시하였다(<부록 2> 참고). 유아가 책상을 두드린

시점을 기준으로 단어 묶음을 나눴을 때 이것이 단어 단위와 일치할 때

마다 1점을 부여하며, 총점은 유아가 바르게 분절한 단어의 개수와 같다.

구체적인 채점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유아가 ‘아주 긴 지렁이’

에서 ‘아주’, ‘긴’, ‘지렁이’가 앞부분에서 한 번씩 책상을 두드리면 3점을

부여하였다. 유아가 ‘아주 긴’과 ‘지렁이’의 앞부분에 한 번씩 책상을 두

드리면 1점을 부여하였다.

다만 ‘코끼리는’과 같은 명사와 조사가 연결된 어절의 경우, 유아가 명

사와 조사를 묶어서 한 번만 두드렸을 때에 2점 중에 1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경우 유아가 명사에 대해서는 단어단위인식을 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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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글 띄어쓰기 규칙에서도 명사와

조사는 하나의 단어처럼 붙여서 적기 때문에, 유아가 이를 구분해서 두

단어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명사와 조사에 모두 0점을 부여하면

유아의 단어단위인식을 저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명

사와 조사에 각각 한 번씩 책상을 두드리면 2점, 한 번 두드리면 1점, 그

외의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단어단위인식 과제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0-20점이며, 과제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단어단위인식이 높음을 의

미한다.

(2) 단어임의성인식

단어임의성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사물 및 개념에 새로운 이름이 부여

되었을 때, 유아가 사물 및 개념의 속성과 새로운 이름을 연결할 수 있

는지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남혜경(2003), Eviatar와 Ibrahim(2000),

Ricciardelli(1993)의 ‘언어 임의성 검사(test of language arbitrariness)’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언어 임의성 검사는 Piaget(1929)가 아동의 단어임

의성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해와 달’ 과제를 발전시킨 과제이다.

단어임의성인식 과제는 유아에게 단어와 참조물의 관계가 임의적임을

이해하는지 검사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과제 문항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과제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습 문항에서 검사자는 유아에게 이름은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고 사람

들이 동의하면 바꿔서 부를 수 있음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해와 달의 이

름을 바꿔서 부르자고 유아에게 말하며 ‘밤에 자러 갈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해와 달의 이름은 바꿔서

부를 수 있으므로 정답이 ‘해’라고 설명해준다. 연습 문항을 마친 후 본

문항에서는 ‘이제 사람을 물고기라고 부르고 물고기를 사람이라고 부르

기로 하자. 사람은 물에서 살까요, 집에서 살까요?’와 같은 5개의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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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단어 임의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답을 할 때마다 1점이 부여된

다. 단어임의성인식 과제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0-5점이다. 과제의 점수

가 높을수록 유아의 단어임의성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단어형태인식

단어형태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유아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

일어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지는 합성어를 만들 수 있는

지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합성어 구성 과제’를 사용하였다. 본 과제는

김기예(2012), 김상미 등(2015), 정경희(2014), Carlisle과

Nomanbhoy(1993), McBride-Chang et al.(2008)에서 사용된 합성 형태소

인식 과제를 검토하여 유아의 단어형태인식 측정에 적합하게 수정한 것

이다.

단어형태인식 과제는 한국어의 합성어의 형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

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합

성어 구성 과제는 유아가 어근과 어근을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예를 들어, 유아에게 ‘거미가 줄을 만들면 거미줄이

라고 하지요. 개미가 줄을 만들 수 있으면 무엇이라 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여 ‘개미’라는 어근과 ‘줄’이라는 어근을 합쳐 ‘개미줄’이라는 새로운 합

성어를 구성하도록 한다.

유아의 단어형태인식 과제 수행의 측정은 검사자가 유아에게 질문을

한 후 유아가 적절한 대답을 하였는지 기록지에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진

다. 유아가 적절한 합성어를 구성할 때마다 1점이 부여된다. 단어형태인

식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0-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단어형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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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어어종인식

유아의 단어어종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유아에게 단어를 어종에 따라

서 분류하도록 하여서, 유아가 단어의 어종을 맞게 분류하였는지를 평가

하였다. 단어어종인식 과제의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강제

선택 분류 게임(forced-choice classification game)’ 과제를 참고하였다

(e.g., Storkel, 2002). 강제 선택 분류 게임은 유아의 심성어휘집의 어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유아에게 예시 단어를 제시한 후 다른

새로운 단어가 예시 단어와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 두 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로 분류하도록 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심성어휘집

이 어종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아에게 고유어, 한자

어, 외래어 어종마다 예시 단어들을 제시하고, 다른 단어들이 세 가지 어

종 중 어떤 어종의 단어들과 가장 유사한지 분류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유아용 단어 목록 및 단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유아에게 친숙하면서도 각 어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적합한 어휘를 선정하

고자 하였다. 과제에 사용된 예시 단어 및 목표 단어는 모두 영유아 기

초 어휘를 연구한 장현진 등(2013), 국립국어원(2011), 이진아 등(2011),

차재은 등(2014), 조지은과 송지은(2019)의 연구에서 선정하였다. 목표

단어를 선정한 후 국립국어원(2019)의 한국어기초사전에서 단어를 검색

하여 단어의 난이도(초급, 중급, 고급)을 확인하여 초급에 해당하는 단어

를 사용하였다.

단어어종인식 과제를 구성할 때 예시 단어와 목표 단어의 특성이 단

어의 어종 분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어종 분류에

대한 예시 단어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예시 단어 목록은 A와 B 두 가

지로 나눠서 유아에게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또한 유아가 의미 영역을

기준으로 어휘를 분류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예시 단어와 목표 단

어 모두 ‘사물’, ‘음식’, ‘장소’, ‘동물’, ‘의류’와 같은 여러 의미 영역에 고

르게 분포하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표 단어의 음절 수가 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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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목표 단어의 음절 수를 어종마다 2

음절 2개, 3음절 1개로 통일하였다. 어종별 구체적인 제시어 목록과 목표

단어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단어어종인식 과제는 유아에게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세 가지 어종

에 대한 설명 및 예시 단어들을 제시한 후 목표 단어를 세 어종 중 하나

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제 자극은 파워포인트 파일로

제작되었고, 유아는 화면을 보며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며 과제를 수행한

다. 구체적인 과제 화면은 <표 Ⅳ-2>와 <부록 5>에 제시하였다.

단어어종인식 과제는 총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세

션에서 유아에게 어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 유아

가 단어를 세 가지 어종 중 하나에 분류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 세 번

째 세션에서는 유아가 목표 단어를 한 가지 어종으로 분류한다.

진행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세션에서 어종의 설명이 시각

및 음성 자극으로 제시되며 각 어종에 해당하는 예시 단어들이 소개되었

다. 그리고 화면에서 한자어는 빨간색 바구니와 함께, 외래어는 파란색

바구니와 함께, 고유어는 노란색 바구니와 함께 등장한다. 각 바구니 안

에는 어종에 해당하는 예시 단어들이 들어있으며, 한자어는 한글과 한자,

외래어는 한글와 영어, 고유어는 한글과 ‘X’ 표시가 함께 제시되었다. 예

를 들어, 빨간색 바구니 안에는 한글 단어카드 ‘냉장고’가 쓰여 있고 이

후에 설명이 진행되면서 옆에 한자 단어카드 ‘冷藏庫’가 함께 등장하였

다. 그리고 “한자어는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여기 있는 말들은

한글로 쓸 수 있는데, 한자로도 쓸 수 있어요.”와 같은 설명이 음성으로

제시되었다. 연구원은 유아와 함께 화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단어를 가리

키며 “아, 한자로도 쓸 수 있는 말이구나!”와 같이 시각 및 음성 자극을

강조하는 말을 덧붙이는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아가 화면 위쪽에 제시되는 단어 카드를 화면

아래쪽에 나타나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바구니 중 하나에 분류하는

연습을 하였다. 연습 단어의 의미 영역은 ‘음식’으로 통일되었고, 연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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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계란’, ‘치즈’, ‘당근’ 세 가지 단어였다. 유아가 연습문제에 참여하

기 꺼리는 경우 연습문제 풀이를 지켜보도록 하였다. 연습 단어의 제시

순서는 네 가지로 각각 다르게 제작하였고, 유아는 네 가지 순서 중 무

작위 배치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 본 과제가 시작되면, 유아에게 화면 위쪽에 목표 단

어가 적힌 한글 카드를 제시하면서 읽어주고, 목표 단어를 화면 아래쪽

에 제시된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바구니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서 분류하게 하였다. 목표 단어의 제시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목표 단

어 목록 두 가지를 만든 후, 예시 단어 목록 A와 B에 각각 배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아는 예시 단어 목록, 연습문제 순서, 목표 단어 제시 순서

의 조합이 다른 네 가지 조건에 무작위로 배치되었다. 네 가지 조건에

따른 유아의 단어어종인식 수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 = .91, p > .05).

연구원은 유아가 각 단어를 어떤 바구니에 분류했는지를 기록지에 기

록하여 단어어종인식 과제의 점수를 평가하였다. 유아가 과제 단어의 어

종을 바르게 분류할 때마다 1점을 부여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9

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단어어종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우연적 단어학습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을 평가하기 위해 유아가 성인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목소리가 더빙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도록 한 후, 영상 시청이

끝난 후 애니메이션에 제시되었던 새로운 단어 중 몇 개를 재인할 수 있

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양윤희 등(2013)의 빠른 우연학습 과제를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빠른 우연학습 과제는 언어적 설명이나 대화가 없으면서 시각적으

로 캐릭터와 캐릭터의 행동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이야기 서사가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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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 애니메이션을 선정하여, 애니메이션에 연구자가 작성한 새로운 내

레이션을 더빙하여 사용한다(Rice, 1990). 본 연구는 양윤희 등(2013)에서

사용된 독일어권의 아동용 애니메이션 ‘Der kleine Maulwurf’의 에피소

드인 6분 가량의 ‘Der Maulwurf und der Fernseher’ 영상에 내레이션

더빙을 입혔다. 선정된 애니메이션의 에피소드는 두더지가 아저씨를 약

올리자 아저씨가 두더지를 혼내주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유아가 학습할 목표 단어를 명사와 동사 두 가지 품사로

구성하였다. 유아가 학습할 목표 단어는 비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윤

희 등(2013)이 제시한 명사 비단어 4개, 동사 비단어 2개를 수정하여, 명

사 비단어 3개와 동사 비단어 3개, 총 6개를 만들었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김민정

(2004)이 제시한 아동의 조음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비단어에 좀 더 다양

한 자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목표 단어 목록과 목표 단어의 의미 및 품사는 <표 Ⅳ-4>

와 같다. 명사 비단어 3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도’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막대총, ‘노때’는 텔레비전 안테나, 그리고 ‘제꾸’는 주인공 두더지

의 작은 삽을 지칭하였다. 동사 비단어 3개를 살펴보면, ‘비너다’는 독약

에 사물이 녹아 없어지는 장면, ‘태파다’는 주인공들이 급하게 뛰어다니

는 모습, ‘가배다’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사물을 부숴서 망가뜨리는 모

습을 표현하였다. 목표 단어를 포함하여 영상 내레이션의 대본도 5세 유

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아가 학습해

야 할 목표 단어는 영상 대본에서 3번씩 등장하도록 하였다.

유아는 어린이집 내 조용한 공간에서 노트북에서 재생되는 애니메이

션을 시청하였다. 피치 못하게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되거나

유아가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유아용 헤드폰을 착용하고 애니메이션

을 시청하였다. 애니메이션에서 제시되는 내레이션 대본은 <부록 6>과

같다. 연구원은 영상을 보여주기 전 유아가 영상을 다 본 후 질문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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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니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면 된다고 안내한 후, 애니메이션의 소리와

화면 밝기가 적절한지 확인한 후 영상을 재생한다. 연구원은 유아의 집

중력이 떨어질 때 “여기를 보세요”와 같이 개입하여 주의를 환기하였다.

유아의 애니메이션 시청이 끝난 즉시 연구원은 목표 단어를 학습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수용어휘 검사를 하였다. <표 Ⅳ-5>에 제시한 것과

같이 수용어휘 검사는 애니메이션에 제시된 목표 단어를 유아가 기억하

는지 평가하였다. 유아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수용어휘 검사를 수행하

였으며, 검사는 질문을 듣고 아동이 4개의 그림 중 해당하는 그림을 고

르는 PPVT(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검사 제작에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노트북 화면에 4개의

그림이 나오면서 “이 그림 중에서 하도가 어디 있을까요?”와 같은 미리

녹음된 질문이 함께 재생되도록 하였다.

수용어휘 검사에 사용된 그림은 <부록 6>에 제시하였다. 수용어휘 과

제에 사용된 24개의 그림은 전문 삽화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명사

의 경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사물들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물들을 삽화로

표현하였다. 동사의 경우 한 어린이가 네 가지 행동을 하는 모습을 삽화

로 표현하였다. 오답 삽화에는 애니메이션에 등장은 하지만 정답은 아닌

사물 및 행동,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않지만 정답 삽화와 유사한 특성

을 공유하는 사물과 행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가 질문을 듣고 화면에서 그림 4가지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

키는 방식으로 응답하며, 정확한 그림을 짚을 때 1점을 부여한다. 우연적

단어학습 과제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0-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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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단어 의미 품사

하도 막대총 명사

노때 TV 안테나 명사

제꾸 작은 삽 명사

비너다 (어간: 비너-) 녹아 없어지다 동사

태파다 (어간: 태파-) 급하게 뛰어가다 동사

가배다 (어간: 가배-) 부수다 동사

<표 Ⅳ-4> 우연적 단어학습 목표 단어 목록

목표 단어(‘하도’) 제시 목표 단어 평가

시각

자극

청각

자극
“토토가 하도를 불어요.”

“이 그림 중에서 하도가 어디 있

을까요?

<표 Ⅳ-5> 우연적 단어학습 과제 예시

4) 수용어휘 크기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수용어휘검사 도구

를 사용하여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의 발달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김영태 등(2009)의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2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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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이 중 수용어휘능

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사용하였다. 수용어휘검사(REVT-R)은 총 185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품사별로 명사 98개, 동사 68개, 형용사 및

부사 19개로 이루어져 있다.

수용어휘 검사(REVT-R)의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용어휘 검사는

<표 Ⅳ-2>에 제시된 그림책을 검사자와 유아가 함께 보며, 검사자가 목

표 단어를 말하면 유아가 4개 그림 중 해당하는 하나를 손으로 짚는 방

식으로 진행한다. 연습 문항을 먼저 시행한 후, 기초선과 최고한계선을

설정한다. 기초선은 연속해서 8개를 바르게 맞춘 문항들 중 가장 쉬운

문항이며 기초선 이하의 문항은 모두 맞은 것으로 간주한다. 최고한계선

은 연속적으로 8개 문항 중 6개를 틀리게 반응한 마지막 문항으로 최고

한계선에서 검사를 중지한다. 유아의 반응이 목표 단어는 1회 들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아가 자발적으로 답을 수정하면 수정한 것을 답

으로 기록한다.

각 문항은 1점씩 배점하며 원점수는 최고한계선 문항 번호에서 틀린

문항 수를 뺀 값으로 계산한다. 원점수를 기준으로 수용어휘능력 등가월

령을 산출할 수 있다. 수용어휘능력 등가월령은 아동의 어휘능력 점수가

몇 개월의 정상발달 수준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는 지표이다. 본 연구는

수용어휘능력 등가월령으로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를 측정하였다.

5) 음운단기기억능력

유아의 어휘습득 과정에는 유아의 음운단기기억능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음운단기기억능

력을 측정하고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유아의 음운단기억능력을 측정

하기 위해 Lee 등(2012)의 음운론적 기억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이현정(2010)의 비단어 따라말하기 과제를 한국어의 말소리의 균형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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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배열의 확률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과제는 총 20개 문항이 있고, 2음

절 문항부터 6음절 문항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난이

도가 높아진다. 검사에 참여한 아동은 시각적인 단서(예-입술 모양)가

없는 상태에서 비단어를 듣고, 이를 검사자에게 다시 말한다. 아동이 한

음절을 정조음할 때 1점을 부여하고 오조음할 때 0점을 부여한다.

본 연구는 음운론적 기억 과제에서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6음절

문항을 하나씩 선별해서 총 5개 문항으로 과제를 수정하였다. 5개 문항

내에 최대한 다양한 음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선택

된 문항은 ‘마뚜’, ‘버줍디’, ‘푸가태지’, ‘조매누버리’, ‘무지다바리노’와 같

다. 연구원이 유아에게 노트북을 통해 녹음된 비단어를 재생하면, 유아가

듣고 이를 따라 말하였다.

연구원은 유아가 정조음한 음절에 1점을 부여하고 오조음한 음절에 0

점을 부여한다. 음운단기기억능력 과제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0-20점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음운단기기억능력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6) 수용언어능력

연구 도구 대부분이 유아가 검사자의 지시를 듣고 이해해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용언어의 지연이 있는 유아를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수용언어능력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

기술부(2008)에서 개발한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 평가 도구’

에서 5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언어발달의 기준을 선정하였다. 5세 언어

발달(관찰형)의 문항 중에서 표현언어 문항을 제외하고, 수용언어에 해당

하면서 유아의 문항 통과율이 90%가량 되는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선정된 최종 문항을 살펴보면,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를 이해한다’, ‘사동

사를 듣고 그 뜻을 이해한다’, ‘농담을 이해한다’와 같다(<부록 7> 참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연구원은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의 담임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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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5세 유아용 수용언어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유아들이 기준을 통과하

는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교사가 수용언어능력 지연이 있다고 보고한

유아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그림 Ⅳ-1]에 제시한 것과 같이 예비조사, 본조사, 자료분

석의 순서로 수행되었다. 예비조사, 본조사, 자료분석의 각 과정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림 Ⅳ-1] 연구 수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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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조사

본 연구는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 도구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연구 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비조사는 5세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세 차례 실시하였다.

첫 번째 예비조사는 2020년 7월 21일부터 3일 동안 4-6세 유아 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성우에게 의뢰해서 단어단위인식 과제의 파일럿

영상을 녹화하고 영상을 함께 보면서 유아에게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

다. 예비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단어단위인식은 최소 5세부터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유아의 경우, 연습문제를 수차례 연습을 반복하면 ‘오리, 기차, 젓가

락’을 3번 나눠서 두드릴 수 있었다. 그러나 4세 유아 3명 모두 ‘오리, 기

차, 젓가락’ 이후로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모든 단어 묶음을 음절 단위로

두드렸다. 이를 통해 4세 유아는 단어단위인식과 자기를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5-6세 4명의 유아는

과제의 의도를 쉽게 이해하고 일부 단어에 대해서 책상을 두드리는 모습

을 보였다. 또한 5-6세 유아의 경우 책상 두드리기 과제 수행 시 개인차

가 나타났고 문장 내 조사에 대해서는 책상을 두드릴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둘째, 주먹 쥔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비조사를 위해 제작된 영상 초안에서 성우가 책상을 두

드릴 때 노크하듯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 책상을 두드렸는데, 이를 보고

따라 하는 유아들이 손이 아프다고 과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

였다. 따라서 성우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것으로 영상을 수정하

였다.

셋째, 어절 단위로 책상을 두드린 유아가 많아서 이에 대한 채점 방식

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사가 있는 문장’ 단계 이

전에서 명확한 단어단위인식을 보여준 유아도 ‘명사+조사’의 경우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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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책상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유아가 ‘명사+조사’에 대

해 한 번만 책상을 두드리는 건 명사에 대해 단어단위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명사+조사’에 모두 0점을 부여할 경우, 유아의 능력을 저평가하

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서, ‘명사+조사’에 대해

한 번만 책상을 두드리는 경우 부분적으로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

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예비조사는 8월 14-15일 이틀 동안 5-6세 유아 3명을 대상으

로 실시되었다. 두 번째 예비조사에서는 첫 번째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된 단어단위인식 과제를 포함하여, 유아들이 전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

였다. 두 번째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제 수행 시간이 전반부와 후반

부가 각각 20-25분씩, 총 45분 정도 소요되어 예상보다 더 길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유아들이 일부 세부 과제를 수행하기 매우 어려워하

면서, 정반응을 거의 하지 못해 바닥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닥효과가 나타난 우연적 단어학습의 표현어휘 검

사와 단어형태인식의 세부과제였던 파생어인식 과제를 전체 과제에서 제

외하기로 하였다.

문제가 있는 과제를 제외한 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5-6세 유아 10

명을 대상으로 세 번째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유아가 과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수행하는 데에 각각 15-20분 정도가 소요되어, 전체 과제를 수

행하는 데에는 35-40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예비조

사에 참여한 한 유아가 단어어종인식 과제를 수행할 때, 연습 세션에서

나타난 정반응의 순서(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바구니 순)를 과제 세션에

서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어어종인식의

네 개 파일의 연습문제들의 정반응 순서를 모두 다르게 수정하였다. 이

부분을 수정한 이후, 예비조사 과정에서 연구 도구나 과제 수행 과정에

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세 번의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 도구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

인 및 확보할 수 있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확정된 연구 설계 및 연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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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조사

[그림 Ⅳ-2] 유아 면대면 조사 모습

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다(IRB No. 2008/003-012). 연구 설계를 확정한 후 유아교육기관을

섭외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도구 및 조사

대상은 <표 Ⅳ-2>와 같다. 세종시 및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해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12곳과 민간어린이집

2곳, 총 14곳의 어린이집을 모집하였다. 8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

집을 통해 연구 대상인 어머니들께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어머니용 설

문지를 배부하고, 동의서와 설문지를 제출받는 기간을 가졌다. 어머니들

의 설문지와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면 연구원이 어린이집과 일정을 상의

하여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적으로 14곳의 어린이집 5세 반에서 총 유아와 어머니 223쌍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유아 대면조사는 9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진행되

었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대유

행 상황을 고려하여 세종 및 대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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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기간에 한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원

전원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 체온 측정 및 코로나19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였다. 또한 면대면조사 시 연구원 전원과 유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대한 거리를 띄우고 나란히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과제를 실시하였다. 과제 지시사항과 내용 대부분이 영상 파일이나 음성

파일로 제작되어 노트북으로 재생되었기 때문에, 유아와 연구원 간의 직

접적인 대화는 최소화되었다.

유아 대면조사는 연구자 본인과 아동학 및 유아교육 전공 대학생 조

사원 4명이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조사원 1명이 짝을 지어 어린이집에

방문하였다. 연구자는 대면조사 실시 전 조사원과 각각 만나서 조사 방

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유아 대면조사는 어린이집에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와 1:1 면대면

으로 진행되었다. 면대면 조사는 [그림 Ⅳ-2]와 같이 연구원이 유아와

함께 노트북을 함께 보며 진행되었다. 연구원은 영상이나 음성 파일을

재생하고 유아가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집중시키고 과제에 대

한 부연 설명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원은 유아의 응답을 확인하고 즉

시 정확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면조사가 총 35-4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유아의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유아가 전반부와 후반

부를 수행하는 데에 각각 15-20분 정도 소요되었고, 유아가 되도록 하루

안에 과제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반부

에는 음운단기기억능력 과제, 단어단위인식 과제, 단어임의성인식 과제,

수용어휘검사(REVT-R)를 진행하였고, 후반부에는 단어형태인식 과제,

단어어종인식 과제, 우연적 단어학습 과제를 진행하였다. 특히 전반부에

포함된 단어단위인식 과제와 수용어휘검사는 숙련된 검사자가 수행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조사의 전반부는 모두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에게는 전반부와 후반부 조사를 마칠 때마다 답례품이 제공

되어, 유아는 총 두 번 학용품을 답례품으로 받았다.



- 70 -

유아 대면조사를 마친 후, 연구자는 담임교사에게 ‘수용언어능력’ 검사

지를 배부하여 연구에 참여한 유아 중 수용언어 지연이 있는 유아가 있

는지 보고 받았다. 수용언어 지연이 있다고 보고된 10명은 최종 연구 대

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유아의 수용어휘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간단한 유아어휘발달 보고서가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로 어머니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되었고, 설문지 작성에 대한 답례품으로 모바일 기프티콘

이 제공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마친 후, 어머니 설문지와 연구원이 유아의 응답을 기

록한 기록지를 연결하여 코딩 시트에 코딩하였다. 수용어휘검사 결과의

경우 평가 지침서를 바탕으로 등가연령 및 등가월령을 산출하였고, 이외

의 과제도 기준에 따라 점수를 평정하였다.

4. 자료 분석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25.0를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

을 하였다. 연구문제1에 답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대

상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였고,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2, 연구문제3, 연구문제

4에 답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회귀분석의 기본가

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도 함께 산출하였다. Durbin-Watson 값은 오차항의 독

립성을 확인하는 수치로서, 2에 가까울수록 오차항이 독립적임을 의미하

고, 0과 4에 가까울수록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Durbin-Watson 값이 2 전후 값을 나타낼 때, 오차항의 독립성이 확인되

어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한다고 본다. VIF 값은 회귀모형의 독립 변

수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서,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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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VIF 값이 10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5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문제5에 답하기 위해 SPSS에 Preacher와 Hayes (2004)의

PROCESS version 3.4. 매크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PROCESS는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

는 경로 분석 모델링 도구이다. PROCESS는 92가지의 다양한 매개모형

및 조절 모형을 제공하며,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과 수용어휘 크기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의 이중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모형6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시 표본을 5,000번

추출하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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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수용어휘 크기의 예측요인, 유아 단어인식의 예

측요인, 유아 우연적 단어학습의 예측요인,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

의 이중매개모형 분석 결과를 차례로 살펴본다.

1.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 간의 관계

주요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1>과 같다. 먼저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발현적 단어지도의 평균이 3.92(SD = .54)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는 단어 정교화가 3.56(SD = .71), 단어 자극 제공이 3.54(SD =

.66), 관습적 단어지도가 3.29(SD = .75), 그리고 단어인식 지도가

2.90(SD = .80)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단어인식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단어단위인식은 20점 만점에서 0점에서 17점 사이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은 7.90점(SD = 4.97)으로 나타났다. 단어임의성인식

과 단어형태인식은 5점 만점에서 0점에서 5점 사이의 분포를 보였고, 단

어임의성인식의 평균은 3.79점(SD = 1.73), 단어형태인식의 평균은 3.50

점(SD = 1.42)으로 단어임의성인식의 평균이 더 높았다. 단어어종인식은

9점 만점에서 0점에서 8점 사이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은 3.46점(SD =

1.65)으로 나타났다. 우연적 단어학습을 살펴보면, 우연적 단어학습은 6

점 만점에서 0점에서 6점 사이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은 3.33점(SD =

1.13)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수용어휘능력 등가연령은 40개월에서 145개

월 사이의 넓은 범위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은 87.13개월(SD = 16.9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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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

휘 크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관습적 단

어지도는 주요 변인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관습적

단어지도 변인을 역코딩하여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전체 평균에 포

함하였다. 즉,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전체 평균은 긍정적인 어휘 상

호작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먼저 주요 변인은 모두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r = .37, p < .001),

단어인식(r = .45, p < .001), 우연적 단어학습(r = .34, p < .001)의 수준

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유아의 단어인식은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

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r = .30, p < .001). 유아

의 우연적 단어학습은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을수록(r =

.21, p < .01), 단어인식의 수준이 높을수록(r = .35, p < .001)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위요인 차원에서는,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는 관습적 단어

지도를 제외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과 유아 단어인식의

모든 하위요인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는 어머

니의 단어 자극 제공(r = .22, p < .01), 단어 정교화(r = .26, p < .001),

단어인식 지도(r = .30, p < .001), 발현적 단어지도(r = .16, p < .05)의

수준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어휘 크기는 유아의 단

어단위인식(r = .24, p < .01), 단어임의성인식(r = .29, p < .001), 단어

형태인식(r = .33, p < .001), 단어어종인식(r = .24, p < .001)의 수준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은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일부 하위요인,

단어인식의 모든 하위요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유아의 우연적 단어

학습의 수준은 어머니의 관습적 단어지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

났다(r = -.18, p < .05). 한편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의 수준은 유아의

단어단위인식(r = .26, p < .001), 단어임의성인식(r = .15, p < .05),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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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형태인식(r = .21, p < .01), 단어어종인식(r = .29, p < .001)이 높을수

록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과 단어인식의 하위요

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부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유아 단어단위인식의 수준은 어머니의 단어 자극 제공(r = .15, p <

.05), 단어인식 지도(r = .23, p < .01), 발현적 단어지도(r = .25, p <

.001)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유아 단어임의성인식의 수준은

어머니의 발현적 단어지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r = .18, p < .05).

유아 단어형태인식의 수준은 어머니의 관습적 단어지도의 수준이 높을수

록 낮게 나타났다(r = -.19, p < .01). 유아 단어어종인식의 수준은 어머

니의 발현적 단어지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r = .14,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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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03

범위 최소값 최대값 M(SD)

어휘

상호작용

단어 자극 제공

1-5

1.75 5.00 3.54(.66)

단어 정교화 1.43 5.00 3.56(.71)

단어인식 지도 1.00 5.00 2.90(.80)

발현적 단어지도 2.55 5.00 3.92(.54)

관습적 단어지도 1.00 5.00 3.29(.75)

상위

어휘

인식

단어단위인식 0-20 .00 17.00 7.90(4.97)

단어임의성인식 0-5 .00 5.00 3.79(1.73)

단어형태인식 0-5 .00 5.00 3.50(1.42)

단어어종인식 0-9 .00 8.00 3.46(1.65)

우연적 단어학습 0-6 .00 6.00 3.33(1.13)

수용어휘 크기

(등가월령)
- 40 145 87.13(16.93)

<표 Ⅴ-1>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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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이 수용어휘 크기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의 예측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 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3>와 같다. 유아의 월령, 성별의 더미변수, 음

운단기기억능력을 통제하고,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유아

의 단어인식의 하위요인, 우연적 단어학습이 수용어휘 크기를 예측하는

지 검증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과 다중공선성 문제 유무를 확인한 결과, 본 회귀모형

은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Durbin-Watson 값은 2.012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의 독립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VIF 값은 1.106-2.478 사이의 값을 나타내 10 미만으

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8.89, p < .001), 예측변인들은 수용어휘 크기의 34%를 설명하였다. 그리

고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일부 하위요인, 단어인식의 일부 하위요

인, 우연적 단어학습이 수용어휘 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단어 자극 제공(β = .16, p <

.05)과 단어인식 지도(β = .17, p < .05)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수용

어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관습적 단어지도의 수

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17,

p < .05). 또한 유아의 단어임의성인식(β = .11, p < .10)과 단어형태인

식(β = .15, p < .05)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용

어휘 크기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β = .17,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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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03

B β t F
R2

(adjR2)

통제

변인

유아 월령 .82 .20 3.16**

8.89***
.38

(.34)

유아 성별 -.40 -.01 -.20

음운단기기억능력 1.27 .12 1.98*

어휘

상호

작용

단어 자극 제공 4.16 .16 2.06*

단어 정교화 3.25 .14 1.52

단어인식 지도 3.56 .17 2.08*

발현적 단어지도 -4.24 -.14 -1.63

관습적 단어지도 -3.79 -.17 -2.43*

단어

인식

단어단위인식 .10 .03 .43

단어임의성인식 1.12 .11 1.81†

단어형태인식 1.76 .15 2.33*

단어어종인식 .78 .08 1.21

우연적 단어학습 2.59 .17 2.68**

†p < .10, *p < .05, **p < .01, ***p < .001

<표 Ⅴ-3> 유아 수용어휘 크기의 예측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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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식에 미

치는 영향

유아의 단어인식의 예측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모형 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Ⅴ-4>와 같다. 유아의 월령, 성별의 더미변수, 음운단

기기억능력을 통제하고,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이 유아의

단어인식을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과 다중공선성 문제 유무를 확인한 결과, 본 회귀모형

은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156로 나타나 2에 근접해 오차항은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VIF 값이 1.034-2.296 사이로 10 미만 값으로 나타나 각 모형

에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10.23, p < .001), 예측변인들이 유아 단어인식의 27%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 중 일부가 유

아의 단어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단어인

식 지도(β = .17, p < .05)와 발현적 단어지도(β = .26, p < .01)의 수준

이 높을수록, 유아의 단어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관습적

단어지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단어인식은 낮게 나타났다(β =

-.27,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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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03

B β t F
R2

(adj R2)

통제

변인

유아 월령 .05 .33 5.41***

10.23***
.30

(.27)

유아 성별 -.16 -.12 -2.00*

음운단기기억능력 .08 .18 2.89**

어휘

상호

작용

단어 자극 제공 .10 .10 1.18

단어 정교화 -.11 -.11 -1.24

단어인식 지도 .14 .17 2.10*

발현적 단어지도 .32 .26 3.06**

관습적 단어지도 -.24 -.27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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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4> 유아 단어인식의 예측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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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과 유아의 단어인식이 우

연적 단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의 예측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5>와 같다. 유아의 월령, 성별의 더미변수, 음운

단기기억능력을 통제하고,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하위요인과 유아

단어인식의 하위요인이 우연적 단어학습을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과 다중공선성 문제 유무를 확인한 결과, 본 회귀모형

은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919로 나타나 2에 근접해 오차항은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또

한 VIF 값이 1.097-2.441 사이로 10 미만 값으로 나타나 각 모형에서 독

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4.29, p < .001), 예측변인들은 유아 우연적 단어학습의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일부 하위요인과

유아 단어인식의 일부 하위요인이 우연적 단어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단어 정교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연적

단어학습의 수준이 높으며(β = .17, p < .10), 어머니의 관습적 단어지도

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 우연적 단어학습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β = -.22, p < .01), 유아의 단어단위인식(β = .18, p < .05)과 단어

어종인식(β = .23, p < .01)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연적 단어학습의 수준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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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03

B β t F
R2

(adj R2)

통제

변인

유아 월령 .01 .05 .66

4.29***
.21

(.16)

유아 성별 -.19 -.09 -1.26

음운단기기억능력 .02 .02 .32

어휘

상호

작용

단어 자극 제공 .01 .01 .09

단어 정교화 .27 .17 1.69†

단어인식 지도 .04 .03 .32

발현적 단어지도 -.05 -.03 -.28

관습적 단어지도 -.33 -.22 -2.84**

단어

인식

단어단위인식 .04 .18 2.45*

단어임의성인식 .01 .02 .31

단어형태인식 .08 .09 1.33

단어어종인식 .16 .23 3.32**

†p < .10, *p < .05, **p < .01, ***p < .001

<표 Ⅴ-5> 유아 우연적 단어학습의 예측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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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과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

간 관계에서 유아의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의 이

중매개효과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

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을 매개로 수용어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

중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이중매개모형 및 부트스트래핑 분석

을 위해 Preacher와 Hayes(2004)의 PROCESS 매크로에서 이중매개 모

형을 표현하는 모델6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PROCESS 모형6의 독립변수

자리에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을, 첫 번째 매개변수 자리에 유아의 단

어인식을, 두 번째 매개변수 자리에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을, 종속변수

자리에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를, 통제변수 자리에 유아의 월령, 성별 더

미변수, 음운단기기억능력을 투입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앞선 상관관계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평균을 산출할 때 역코

딩한 관습적 지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변

인은 부모와 유아 간의 긍정적인 어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중매개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Ⅴ-6>과 같다. 이 모형은 수용어

휘 크기의 34%를, 단어인식의 24%를, 우연적 단어학습의 15%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에 제시한 경로계수를 중심으로 살펴보

면,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은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 = .24 p < .001). 유아의 단어인식(β = .22

p < .01)과 우연적 단어학습(β = .19 p < .01)도 수용어휘 크기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은 유아의 단어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β = .27 p < .001), 유아의 단어인식은 우연

적 단어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β = .27 p < .001).

다음으로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

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7>와 같다. 간접효과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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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단어인식을 매개로

수용어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89, 4.51]이었으

며,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을 매개로

수용어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16, 1.35]로 나

타났다. 두 가지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는 두 가지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모

-유아 어휘 상호작용과 수용어휘 크기 간 관계에서 단어인식의 매개효

과와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의 이중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

났다.

[그림 Ⅴ-1]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의 이중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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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03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F R2

단어인식

유아 월령 .05 .33 5.19***

15.83*** .24
유아 성별 -.15 -.11 -1.78

음운단기기억능력 .09 .22 3.60**

어휘 상호작용 .45 .27 4.37***

우연적

단어학습

유아 월령 .02 .09 1.21

6.82*** .15

유아 성별 -.20 -.09 -1.28

음운단기기억능력 .01 .01 .22

어휘 상호작용 .38 .14 1.96

단어인식 .47 .27 3.63***

수용어휘

크기

유아 월령 .80 .20 3.21**

17.12*** .34

유아 성별 .42 .01 .21

음운단기기억능력 1.18 .11 1.84

어휘 상호작용 9.98 .24 3.85***

단어인식 5.65 .19 3.07**

우연적 단어학습 2.88 .19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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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6>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의 이중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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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203

경로

95% CI

B
Boot

S.E.
LLCI ULCI

어휘 상호작용 → 단어인식

→ 수용어휘 크기
2.54 .92 .89 4.51

어휘 상호작용 → 우연적 단어학습

→ 수용어휘 크기
1.10 .63 -.06 2.46

어휘 상호작용 → 단어인식

→ 우연적 단어학습 → 수용어휘 크기
.60 .31 .16 1.35

총 간접효과 4.25 1.09 2.21 6.52

<표 Ⅴ-7>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의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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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며 논의한

다. 더불어,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 어휘지식의 너비와 깊이가

확장된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를 타당하게 설명하는

지,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과 단어인식의 세부 유형이 어휘발달의 어

떠한 영역을 예측하는지,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을 매개로 수용어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논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은 유아의 어휘발달을 타당하게 설명하

는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의 수준

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이

유아의 어휘발달에 중요함을 주장한 선행연구를 지지한다(Hirsh-Pasek

et al., 2015; Pan et al., 2005). 더 나아가 부모와 유아 간 언어적 상호작

용의 질적 측면 중 특히 ‘어휘’에 초점을 맞춘 상호작용, 즉 어휘 상호작

용이 유아의 어휘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측면임을 확인한 결과이다(정

수지, 최나야, 2020). 그동안 어휘 상호작용은 유아교육의 맥락에서 교사

가 유아의 어휘를 지도하는 방법으로 소개되었다(이지현, 김유정, 2005).

본 연구는 어휘 상호작용이 가정 맥락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나타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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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어휘발달이 촉진됨을

밝혔다. 따라서 유아의 어휘발달을 탐구하는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을 중요한 질적 측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하위요인 차원에서도 유아

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를 예측하는 예측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척도 개발

의 이론적 배경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는 유아가 자주 노출된

어휘를 잘 습득하기 때문에 유아의 경험적 배경을 형성하는 단어 자극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이지현 등, 2014; Gunning, 2012; Harris et

al., 2011; Lane & Allen, 2010). 또한 유아가 발화한 단어를 성인이 재언

급, 확장, 수정해서 말해주는 단어 정교화(이지현 등, 2014; Harris et al.,

2011), 유아의 근접발달영역을 고려하여 유아에게 어휘를 설명하거나 제

공하는 비계 설정(손승희, 김명순, 2012; 이지현 등, 2014; Blachowicz &

Fisher, 2012; Gunning, 2012; Harris et al., 2011; Jalongo, 2016)이 유아

의 어휘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맥락

을 벗어난 표상적 수준에서 의식적으로 단어를 생각하고 다루도록 하는

단어인지 지도가 유아의 어휘발달을 촉진한다는 논의와 일치한다(이지현

등, 2014; Gunning, 2012; Hall et al., 2013; Neugebauer et al., 2017;

Silverman & Hartranft, 2015). 종합해볼 때,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척도는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를 예측하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타당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세부 유형과 유아의 단어인식의 세

부 유형은 각각 어휘발달의 다른 영역을 촉진한다. 먼저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세부 유형은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

기 발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각 세부

유형이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 중 어떤 영역

의 발달에 특히 기여하는지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도

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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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모의 단어 자극 제공은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 성장에 특히 중

요하다. 다양하고 정교한 어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험은 아동의 어

휘지식의 습득 및 확장에 반드시 필요하다(이지현 등, 2014; Gunning,

2012; Harris et al., 2011; Hart & Risley, 1995; Huttenlocher et al.,

1991; NICHD, 2000). 또한 아동이 새로운 개념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접 경험, 그림책 및 시청각 자료를 통한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상호작

용도 어휘발달에 매우 중요하다(Cunningham & Stanovich, 1991; Flack

et al., 2018; Stahl & Stahl, 2012). 이처럼 유아는 단어 자극을 받아들임

으로써 의미를 아는 단어의 수를 늘려가기 때문에, 부모의 단어 자극 제

공은 유아의 수용어휘 발달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를 향상하는 중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을 구성할 때, 부모의 단어 자극 제공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고려될 필요

가 있다.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 발달은 단어 자극을 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유아에게 풍부한 단

어 자극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

고, 이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단어인식 지도는 유아의 단어인식과 수용어휘 크기 발달

에 특히 중요하다. 그동안 단어형태인식 지도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

는 주로 어머니나 교사의 단어인식 지도가 유아의 단어인식에 영향을 미

침을 강조하였다(Carlisle, 2010; Chow et al., 2008; Lyster, 2002). 본 연

구는 부모의 단어인식 지도가 유아의 단어인식뿐 아니라 수용어휘 크기

발달을 촉진함을 밝혔다. 이처럼 부모의 단어인식 지도가 유아의 단어인

식에서 더 나아가 수용어휘 크기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유아

의 수용어휘 크기 성장을 위해 단어인식 지도가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인식 지도의 효과성에 비하여 이에 대한 부모의 인

식이 높지 않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단어인식 지도

의 평균 수치는 5점 척도에서 2.90점으로 ‘보통이다(3점)’보다 낮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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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어휘 상호작용 유형 중 가장 낮았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단어인

식 지도에 대한 부모 인식을 높이고 부모가 유아의 단어인식을 지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단어인식 지도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발현적 단어지도는 유아의 단어

인식 발달에 특히 중요하다. 아동의 발달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지원하

는 발현적 상호작용은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한다(Neuman & Rokos,

1993; Whitehurst & Lonigan, 1998). 본 연구에서 발현적 단어지도가 어

휘발달의 여러 영역 중 특히 단어인식을 예측한 것은 발현적 단어지도

하위요인이 유아의 단어인식을 이끌어내는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서 단어를 바

꿔서 불러본다.’, ‘아이와 끝말잇기 놀이를 한다’와 같은 문항은 단어를

활용한 놀이, 즉 단어놀이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단어놀이 상호

작용은 유아가 단어라는 언어적 단위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다뤄

보도록 함으로써 단어인식의 발달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흥미와 즐거움을 중심으로 하는 발현적인 단어

인식 지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동안 선행연구는 놀이 활동이 아동의

단어인식을 향상하는 매우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식임을 강조하였다

(Blachowicz & Fisher, 2012; Johnson, Johnson, & Schlichting, 2012;

Lubliner & Scott, 2008). 학령기 아동의 어휘발달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

된 VINE 프로젝트는 교사로부터 단어인식 지도를 경험한 아동은 통제

집단 아동에 비하여 단어인식 및 어휘습득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

었다고 보고하였다(Scott et al., 2010, 2012).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도

즐거운 단어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아의 단어인식을 향상

함으로써 수용어휘 발달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유아 어

휘 상호작용을 중재할 때 유아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단어 정교화는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 향상에 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 부모가 유아의 말을 재진술하면서 의미를 더 보충해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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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은 유아의 단어학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성인은 단어 정교화

를 통해 유아가 단어를 더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이지현

등, 2014; Harris et al., 2011). 따라서 부모와 이러한 상호작용을 반복적

으로 경험할 때, 유아는 다양한 단어학습 전략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독립적인 단어학습 맥락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우연적 단

어학습 과제는 미디어 시청 맥락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평소 미디어 시

청 시 부모의 언어적 중재 여부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단어 정교화

를 많이 한다고 응답한 부모는 평소 유아와의 미디어 시청 맥락에서 단

어를 정교화해주는 상호작용을 많이 제공하였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

이 애니메이션을 통한 단어학습 과제의 수행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디어 시청 시 어머니의 교수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학습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며(Barkin et al., 2006), 유아에

게 제시되는 시청각 자극을 단어를 이용하여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부모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다른 세부 유형들과 달리, 부모의 관

습적 지도는 유아의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뿐만 아니라 수용어휘

크기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관습적 문해

지도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흥미와 자발성을 고려하지 못한 상호작용을

할 확률이 높아져(최윤정, 최나야, 2017; Makin & Whitehead, 2010), 유

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어휘지식의 발달을 저해하는 연쇄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유아 단어인식의 발달에는 발

현적 단어지도가 긍정적임을 고려할 때, 발현적 단어지도와 반대되는 관

습적 단어지도는 유아의 단어인식 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과 수용어휘 크기 발달에까지

이어졌을 수 있다.

또한 관습적 지도는 유아가 능동적인 단어학습자가 되는 데 필요한 자

질을 기르는 데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아동이 수많은 단어를 습득하

기 위해서는 단어학습의 주체로서 단어에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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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환경에서 단어를 찾고 학습해야 한다(Baker et al., 1997a;

Blachowicz & Fisher, 2012; Lane & Allen, 2010). 평소 부모로부터 관

습적 지도를 많이 받아온 유아는 제시된 단어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들

이고 학습한 경험이 많았을 것이며, 반대로 스스로 단어를 찾아내고 뜻

을 유추하고 학습해본 경험이 적었을 수 있다. 그 결과 우연적 단어학습

기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관습적인 단

어지도 대신 유아의 능동적인 단어 인식 및 학습을 촉진하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관습적 지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아 중심의 어휘 상호작용 방식을 알려

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유아의 어휘발달이 지연될 때 부모가 관습적 단어지도를 더 많

이 할 가능성도 있다. 유아의 받아쓰기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유아가 받

아쓰기 수행이 낮을 때에 가정에서 받아쓰기 연습을 많이 시킴을 보고하

였다(최나야 등,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습적 단어지도의 효과 역

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관습적 단어지도와

유아의 어휘발달 지연 간 선후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단어인식의 세부 유형은 각각 유아의 우연적 단어학습과 수

용어휘 크기의 발달에 다르게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단어단위인

식과 단어어종인식은 우연적 단어학습을 향상하고, 유아의 단어임의성인

식과 단어형태인식은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를 향상하였다. 이는 상위언

어인식이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영향 가설(Clark, 1978;

Marshall & Morton, 1978)을 지지하면서도, 상위언어인식의 특성에 따라

다른 영역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새롭게 밝힌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단어인식의 세부 유형 간 특성 차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유아의 단어단위인식과 단어어종인식이 단어의 형식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능력으로서 우연적 단어학습 과정을 촉진하였을 가능

성을 제시한다. 단어단위인식과 단어어종인식 과제는 단어라는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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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즉 단어의 형식에 대한 유아의 판단 능력을 평가한다. 우연적 단어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흐름을 단어 단위로 분절하고,

친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는지 알아채고, 친숙하지 않은 단어와 참조물을

연결하는 과정을 거친 후, 단어와 참조물의 연결을 기억하는 복잡한 인

지적 처리 과정이 빠르게 일어난다(Rice, 1990). 이러한 우연적 단어학습

과정에서는 단어의 의미보다 단어의 형식을 포착하는 능력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또한 단어의 어종을 변별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음운, 음소의

배열, 단어의 음절 수, 형태소의 길이와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의 단어단위인식과 단어어종인식은

제시되는 단어의 형식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수월하게 함으로써

우연적 단어학습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단어의 의미 이해와 관련되는 단어인식 유형은 수용어휘 크기 발

달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단어임의성인식과 단어형태인

식 과제는 단어의 의미를 표상 차원에서 다루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

서 유사하다. 먼저 단어임의성인식은 단어의 이름을 실제 참조물과 구분

하게 함으로써 표상 차원에서 단어의 이름과 의미를 구분하여 다룰 수

있게 한다. 표상 차원에서 단어의 의미를 다루는 이러한 능력은 유아기

수용어휘 크기를 확장의 바탕이 된다(Nelson, 1988). 다음으로 아동의 단

어형태인식은 이미 알고 있는 형태소를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고 습득하게 하는 생산적인 기제, 형태론적 분석을 촉진함으로써

수용어휘 크기를 확장한다(Anglin 1993). 종합해볼 때, 단어임의성인식과

단어형태인식은 표상 차원에서 단어 의미를 다루는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유아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과정을 촉진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은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을 매개로 간접적으

로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식을

향상하고(Blachowicz & Fisher, 2012; Neugebauer et al., 2017; Scot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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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 단어인식은 우연적 단어학습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함

으로써 수용어휘 크기를 확장함(Lane & Allen, 2010; Zhang, 2014)을 확

인하였다. 이로써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가 부모와의 어휘 상호작용을 통

해 발달하는 기제를 밝혔다.

이처럼 본 연구는 부모-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발달을 촉진함을

밝힌 선행연구(Chapman, 2000; Hoff, 2003; Neugebauer et al., 2017)를

지지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의의가 있

다. 첫째, 본 연구는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을 고려한 어휘지도를 학

령기 아동뿐 아니라 유아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와 부모의 실제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부모-

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독립적인 단어의 인식 및 학습을 통해 수

용어휘 크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검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와 유아 간 언어적 상호작용의 여러 측면 중 ‘어휘 상호작용’

이 유아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단어 인식 및 학습을 증진함으로써 수용

어휘 크기 발달에 기여함을 새롭게 밝혔다.

이러한 함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어휘

지식의 확장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및 간접적인 기제에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어휘지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인이 아동의 단어 습

득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아동이 독립적인 단어 학습자

(independent word learner) 또는 능동적인 단어 학습자(active word

learne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aker et al.,

1997b; Blachowicz & Fisher, 2012; Scott et al., 2012; Silverman &

Hartranft, 2015; Stahl & Stahl, 2012).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입

장을 지지하며, 유아의 경우에도 유아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단어학습

을 촉진하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발달에 매우 중요

함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독립적, 능동적 단어학습을 지원하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중재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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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어휘 상호작용이 유아의 단어인식과 우연적 단어학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 발달에 더욱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중재를 통해 유

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단어학습 기제를 촉진한다면, 유아의 어휘발

달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불어 부모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면, 유

아의 어휘발달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적

용할 수 있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실질적인 방안을 풍부하게 제

시할 필요가 있다.

2.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Vygotsky(1978)의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용에서 질적 측면이 특히 중요

함을 강조한다. 먼저 본 연구는 정수지와 최나야(2020)의 ‘부모-유아 어

휘 상호작용 척도(PLIS-P)’를 활용해 유아의 수용어휘 크기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함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유아기 어휘발달에서

우연적 단어학습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부모와의 어휘 상호작용이 우연

적 단어학습을 간접적으로 향상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본 연구는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발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와 유아 간 상호작용 중 ‘어휘’와 관련된 상호작

용이 어휘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어휘발달을 증진하는 부모-유아 상호작용 중

재방안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각 세부 유형이 유아의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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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다르게 기여함을 밝혔다. 따라서 유아와의 어휘 상호작용에 대한

중재방안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본 연구가 제시한 어휘 상

호작용의 세부 유형과 유아 어휘발달 간 관계에 대한 정보를 반영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꽃’을 의미하는 한자 ‘화(花)’가 포함된 꽃 이름을

모아서,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는 노래 및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이러한 활동을 경험한 유아는 이후에 ‘화(花)’가 들어간 단어를 접

할 때 더욱 쉽게 인식하고,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휘 상호작용 활

동들을 개발하여, 실제 양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어휘지도를 계획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기 모국어 어휘발달의 기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설계를 통해 한국어가 모

어인 유아의 어휘발달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어가 모어인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과 유

아의 단어 인식 및 학습, 어휘지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한국

어가 모어인 유아의 어휘발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

구가 제공한 한국어가 모어인 유아의 어휘발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아기 모국어 어휘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의 단어에 대

한 인식을 상위언어적 지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그 결과, 단어의

인식 및 학습에 작용하는 유아의 정서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

다. 단어학습에 대한 즐거움은 유아가 단어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단

어를 학습하도록 하며, 단어인식의 요소가 될 수 있다(Scott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척도 문항에는 유

아의 흥미를 고려한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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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어학습에 대한 흥미나 정서적 즐거움을 연구 변인으로 포함하지 못

하였다. 이는 유아의 단어학습에 대한 흥미, 동기, 정서적 즐거움을 측정

할 수 있는 척도 및 과제의 부재로 인한 문제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는 유아의 단어학습에 대한 흥미, 동기, 정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유아의 어휘발달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자

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에 대해 축적된 정보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후속연구

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 응답 결과와 다른 평정 방식을 사용하여 얻은

정보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유아 어

휘 상호작용 척도의 문항을 바탕으로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유아

간 어휘 상호작용의 빈도를 측정해볼 수 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관찰

한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의 발생 빈도와 척도에 대한 부모의 응답,

유아의 단어인식, 우연적 단어학습, 수용어휘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다면,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변인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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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모-유아 어휘 상호작용’ 척도 문항

구성

요인
문항 내용

단어

자극

제공

(4문항)

1

아이가 그림책이나 영상에서 알게 된 것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경

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예. ‘탈 것’에 대한 책을 읽고 기차를 타보기)

2 아이에게 새로운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해준다

3
아이가 새로 알게 된 단어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

여준다

4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다

단어

정교화

(7문항)

1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여 아이에게 말해준다

(예. 아이: (붕어빵을 보고) 물고기 같아./ 부모: 붕어처럼 생겨서 붕어빵이

라는 이름을 붙였나보다.)

2
아이가 말한 단어를 정교하게 수정하여 아이에게 말해준다

(예. 아기 개를 ‘강아지’라고 한단다.)

3

아이에게 단어를 설명할 때 사용법, 사용하는 장소와 같은 구체적

인 정보를 알려준다

(예. 이것은 토스터기야. 이것은 빵을 굽는 기계이고 부엌에서 사용해.)

4

아이에게 단어의 뜻을 설명할 때, 상황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 ‘꺼려진다’는 건 너무 매운 김치가 반찬으로 나왔을 때 먹기 싫어지는

거야.)

5
아이와 대화할 때 아이에게 한 단어의 다양한 뜻을 알려준다

(예.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거랑 우유가 다 ‘떨어진’ 거는 의미가 달라.)

6
아이에게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 유사어나 반대어를 활용한다

(예. 오염됐다는 건 깨끗하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야.)

7
아이에게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 상위개념으로 분류한다

(예. 잠자리는 곤충이야.)

단어

인식

지도

(8문항)

1
아이에게 단어를 설명할 때 부분의 뜻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예. 봉선화, 무궁화에서 ‘화’는 꽃이라는 뜻이야.)

2
아이에게 단어를 설명할 때 접두사/접미사의 의미를 알려준다

(예. 날고기에서 ‘날’은 익지 않았다는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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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에게 새로운 단어를 알려줄 때, 같은 접두사/접미사가 있는 단

어들과 연결하여 알려준다 (예.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을 ‘장난꾸러기’

라고 하고, 잠이 많은 사람은 ‘잠꾸러기’라고 해.)

4

아이에게 단어의 부분의 뜻을 알려주고 새로운 단어의 뜻을 추측

하게 한다 (예. 암소에서 ‘암’은 여자 동물이라는 뜻이래. 그러면 ‘암탉’은

무슨 뜻일까?)

5
아이에게 한국어 어휘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다는 것을 알

려준다 (예. 우리나라 말에는 한자나 영어로 쓸 수 있는 말도 있어.)

6
아이에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특징을 알려준다

(예. ‘바나나’는 ‘banana’랑 소리가 비슷하면서 다르지?)

7
아이에게 단어의 어종(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8
아이에게 외래어를 설명할 때, 어원이 되는 영어 단어와 연결지어

설명한다 (예. 아이스크림은 영어로도 ‘ice cream’이야.)

발현적

단어

지도

(11문항)

1 아이가 단어의 뜻을 물어볼 때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2
아이가 볼 그림책을 고를 때 그림책의 어휘 수준이 아이에게 적합

한지 생각한다

3
아이에게 단어의 뜻을 알려줄 때 단어의 뜻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해준다

4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내용을 연기하듯이 읽어준다

5 아이가 읽고 싶어 하는 단어를 읽어준다

6 아이가 새로운 단어를 말할 때 칭찬해준다

7
아이에게 힌트를 주고 단어(개념)를 맞추게 하는 수수께끼 놀이를

한다 (예. 이것은 동물인데, 바다에 살고, 허리가 굽어있어. 무엇일까?)

8 아이와 단어의 소리를 이용한 말놀이, 말장난을 한다

9 아이와 끝말잇기 놀이를 한다

10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서 단어를 바꿔서 불러본다

11
아이와 그림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단어(의성어, 의태어, 말장난)를

함께 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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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

단어

지도

(6문항)

1 아이가 새로 알게 된 단어를 말해보거나 써보도록 격려한다

2 그림책을 읽어줄 때 단어를 손으로 가리키며 읽는다

3 아이에게 그림책에 나오는 단어를 소리 내서 따라 읽게 한다

4
아이와 그림책 속 단어와 관련된 언어활동을 한다 (예. 책에 나온 단

어 써보기, 단어를 넣어 문장 만들기, 단어와 관련된 동시 짓기 등)

5
단어를 써서 아이에게 보여준다

(예. 비행기 그림 옆에 ‘비행기’라고 써서 보여주기)

6 단어카드, 학습지 등을 활용해서 아이에게 단어를 직접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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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단어인식 과제1: 단어단위인식

단어단위인식 과제 (영상 대본)

지시문:

오늘 우리는 책상 두드리기 게임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단어를 여러 개

말하면서 단어의 개수만큼 책상을 두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건

지 보여 줄 테니까 잘 보면서 따라 해보세요.

오리 기차. [실험자는 책상을 두 번 두드린다.]

선생님이 책상을 두 번 두드렸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오리’와 ‘기차’ 두

개 [손가락으로 두 개 표시하며] 여서요. ‘오리’에 한 번 [손바닥으로 책상을

한 번 두드리며], ‘기차’에 한 번 [손바닥으로 책상을 한 번 두드리며] 두드

렸어요.

토끼가 웃어요. [실험자가 책상을 세 번 두드린다.]

선생님은 책상을 세 번 두드렸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토끼’, ‘가’, ‘웃어요’

세 개 [손가락으로 세 개 표시하며] 였기 때문이에요. ‘토끼’에 한 번 [손바

닥으로 책상을 한 번 두드리며], ‘가’에 한 번 [손바닥으로 책상을 한 번 두

드리며], ‘웃어요’에 한 번 [손바닥으로 책상을 한 번 두드리며] 두드렸어요.

이제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단어 한 개 [손가락으로 한 개 표

시하며]에, 책상 한 번 [손바닥으로 책상을 한 번 두드리며] 을 두드리는 거

예요. 이제 선생님이 말을 하면, 친구가 따라 말하면서 두드려볼까요?

병아리 수박

[5초 쉬기]

풍선을 불어요

[5초 쉬기]

우리 친구는 어떻게 두드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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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수박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그리고,

풍선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을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불

어요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처럼 두드리면 되겠지요?

이제 친구가 다시 한 번 해볼까요?

병아리 수박

[5초 쉬기]

풍선을 불어요

[5초 쉬기]

좋아요. 이제 진짜 게임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몇 개의 단어를 말할 건

데, 친구가 선생님이 말한 단어를 따라 말하면서 책상을 두드려보세요.

<단어단위인식 과제 기록지>

- 유아가 단어 또는 문장을 따라 말하면서 각 단어의 첫음절에 책상을 두드

릴 때 기록지에 V 표시를 한다.

단어1 단어2 단어3 단어4 단어5 단어6

1 아주 긴 지렁이 /3

2 많이 뜨거워 /2

3 동물원 에서 사자 를 봐요 /5

4 달콤한 케이크 를 먹어요 /4

5 코끼리 는 코 가 정말 길어요 /6

총

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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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단어인식 과제2: 단어임의성인식

단어임의성인식 과제 (영상 대본)

지시문: 오늘 선생님과 이름을 바꾸는 게임을 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

지 마음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아요.

(연습문제) 먼저 연습게임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해를 ‘달’이라고 부르

고, 달을 ‘해’라고 부르기로 해볼까요? 그러면 친구가 밤에 자러 갈 때 하

늘에 있는 것을 ‘해’라고 할까요, ‘달’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해’예요.

1점 : 정답, 0점: 오답

1. 이제 사람을 물고기라고 부르고 물고기를 사람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면 사람은 집에서 살까요, 물에서 살까요?

물 1 0

2. 이제 트럭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책상을 트럭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면 트럭에는 바퀴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다리 1 0

3. 이제 책을 베개라고 부르고 베개를 책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면 베개는 푹신해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1 0

4. 이제 거북이를 비행기라고 부르고 비행기를 거북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면 거북이는 하늘을 날 수 있나요?

네 1 0

5. 이제 모자를 수건이라고 하고 수건을 모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면 모자는 머리에 쓸 수 있나요?

아니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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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단어인식 과제3: 단어형태인식

합성어 구성 과제 (영상 대본)

지시문: 지금부터 선생님과 수수께끼 게임을 할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

건에는 ‘사과’, ‘강아지’, ‘책상’…처럼 모두 이름이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의 이름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것에도 이름을 만들어서 붙여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친구가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알려주세요.

(연습문항) 거미가 줄을 만들면 거미줄이라고 하지요. 개미가 줄을 만들 수

있으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개미줄

1점 : 정답, 0점: 오답

1. 산이 바위로 만들어지면 바위산이라고 하지요. 산이 팝콘으로 만들어지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팝콘산 1 0

2.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라고 하지요. 그러면 나무에 도너츠가 열

리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도너츠 나무 1 0

3. 냉장고 안에 김치를 보관하면 김치 냉장고하고 하지요. 그러면 냉장고 안

에 꽃을 보관하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꽃 냉장고 1 0

4. 구두의 뒤축이 뾰족하면 뾰족 구두라고 하지요. 그러면 구두의 뒤축이 납

작하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납작구두 1 0

5. 꽃이고 나팔 모양으로 생긴 식물을 나팔꽃이라고 하지요. 꽃이고 별 모양

으로 생긴 식물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별꽃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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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단어인식 과제4: 단어어종인식

단어어종인식 (영상 대본)

지시문 : 이제 선생님이랑 ‘바구니에 카드 넣기’ 게임을 할 거예요. 먼저 선생

님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세 가지 색의 바구니를 보여줄 거예요. 하나의

바구니 속에는 서로 비슷한 한글 카드들이 있대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들은 후에, 친구가 한글 카드를 어느 바구니에 넣으면 좋을지 알려

주세요.

(① 한자어 설명) 먼저, 빨간색 바구니는 한자어 바구니에요. 한자어는 한자

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한자로 친구는 한자가 뭔지 알아요? 여기 있는 말들

은 한글로 쓸 수 있는데, 한자로도 쓸 수 있어요. ‘시계’는 ‘시’, ‘계’ 한자 두

개가 모여서 ‘시계’라고 읽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탕수육, 학교, 동물, 안

경도 모두 한글과 한자로 쓸 수 있어요. 모두 한글과 한자가 짝꿍인 말이에

요.

� 한자어 예시 단어 목록

목록 A 목록 B

(② 외래어 설명) 2-1. 다다음으로, 파란색 바구니는 외래어 바구니에요. 외

래어는 다른 나라 말이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단어예요.친구는 영어가

뭔지 알아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한글로 쓰여 있는데, 같은 소리가 나는 영

어로도 쓸 수 있어요. 카메라는 영어로도 ‘camera’ (영어 발음으로 읽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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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쓸 수 있어요. 소리가 비슷하지요? 여기에 있는 피자, 레스토랑, 고릴

라, 스웨터도 모두 영어로 쓸 수 있어요. 한글과 영어가 짝꿍인 말이에요.

� 외래어 예시 단어 목록

목록 A 목록 B

(③ 고유어 설명) 마지막으로, 노란색 바구니는 고유어 바구니에요. 고유어는

우리말에 원래부터 있던 단어예요. 여기 있는 말들은 한글로만 쓸 수 있고,

한자나 영어로는 쓸 수 없어요. 거울, 쌀, 부엌, 토끼, 목도리 모두 한자나

영어 짝꿍이 없는 말이에요.

� 고유어 예시 단어 목록

목록 A 목록 B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바구니에 어떤 카드를 넣어야 하는지 잘 알았지요?

이제 선생님이 한글 카드를 읽어줄 거예요. 친구가 잘 듣고 카드가 어떤 바

구니로 가면 좋을지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세요. 한자 짝꿍이 있으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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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니를 가리키고, 영어 짝꿍이 있으면 파란색 바구니를 가리키고, 짝꿍이

없으면 노란색 바구니를 가리키면 되어요(화면에 손가락이 나와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바구니를 한 번씩 가리킴).

연습게임을 해볼게요.

☆ 연습문항: ‘계란’, ‘치즈’, 당근’ 세 단어로 연습

- 지시문: ‘계란’은 한자 짝꿍이 있을까요, 영어 짝꿍이 있을까요, 짝꿍이 없

을까요?

� 화면 예시(목록 A)

- 계란은 한자로도 쓸 수 있어서 한자 짝꿍이 있는 말이에요. 빨간 바구니를

고르면 되겠죠?

- 치즈는 영어로도 쓸 수 있어서 영어 짝꿍이 있는 말이에요. 파란 바구니를

고르면 되겠죠?

- 당근은 한글로만 쓸 수 있어서 짝꿍이 없는 말이에요. 노란 바구니를 고르

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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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어종인식 과제 기록지>

문항 문제
아동 반응(아동이 짚은 곳에 ✓)

O/X 점수
빨(한자어) 파(외래어) 노(고유어)

1 우유 /1

2 케이크 /1

3 김밥 /1

4 공룡 /1

5 펭귄 /1

6 개구리 /1

7 운동화 /1

8 티셔츠 /1

9 바지 /1

총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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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우연적 단어학습 대본 및 어휘검사

우연적 단어학습 (영상 대본)

안녕! 토토예요.

토토가 하도를 불어요.

아저씨 엉덩이에 맞았어요.

하도를 한 번 더 불어요.

또 맞아서 아저씨가 화가 났어요.

토토가 하도를 주워서 집으로 쏙 들어가요.

(아저씨) “이 녀석, 조심해!”

아저씨가 꽃밭에 물을 줘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봐요.

해리예요. 해리는 토토의 친구예요.

해리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토토가 나왔어요.

해리가 깜짝 놀랐어요.

해리는 지금 토토에게 태파요.

해리가 토토에게 같이 가자고 해요.

둘이 같이 아저씨 집으로 태파요.

텔레비전에 독약이 나와요.

집에 뿌리면 집이 다 비너요.

와! 너무너무 독해서 무서워요.

토토가 깜짝 놀랐어요.

(토토) “나도 비너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토토가 노때를 흔들어요.

토토가 매달려서 노때가 뚝 부러졌어요.

텔레비전이 이상해요.

텔레비전이 고장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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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가 화가 나서 텔레비전을 가배요.

아저씨가 부러진 노때를 보고 화가 났어요.

아저씨가 토토집을 가배요.

토토가 튀어나와 아저씨를 놀려요.

토토는 아저씨를 또 놀려요.

아저씨를 피해서 토토는 계속 놀려요.

토토가 아저씨의 꽃밭을 다 가배요.

아저씨가 화가 많이 나서 말했어요.

(아저씨) “토토 녀석 내가 혼내줘야겠어!”

토토가 해리를 불러요.

(토토) “우리 같이 꽃밭에 꽃을 심을래?”

(해리) “그래 좋아.”

토토와 해리는 아저씨의 꽃밭에 꽃을 다시 심어요.

그리고 꽃에 물도 주어요.

어, 그런데 아저씨가 독약을 가져와요.

토토가 위험해요. 얼른 아저씨를 피해서 태파요!

토토가 제꾸를 떨어뜨렸어요.

아저씨는 새로운 꽃밭을 보았어요.

그리고 토토의 제꾸를 집었어요.

(아저씨) “아하, 토토 녀석이 꽃을 심었구만.”

토토의 제꾸를 집에 꽂아요.

독약은 던져버려요.

수레가 다 비너요.

아저씨는 토토를 불러요.

(아저씨) “토토야 정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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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그림 및 지시문

목표 단어 그림 지시문

하도
이 그림 중에서 ‘하도’가

어디 있을까요?

노때
이 그림 중에서 ‘노때’가

어디 있을까요?

제꾸
이 그림 중에서 ‘제꾸’가

어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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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너다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가리켜보세요. “책상이

비너요”

태파다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가리켜보세요. “친구가

태파요.”

가배다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가리켜보세요. “자동차를

가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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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수용언어 발달 평가 기준

평가문항 관찰 예 관찰 기준

1. 비유적인 표현의

의미를 이해한다.

신체표현 활동 시간에 “나비처

럼 날아 보자.”라고 했을 때

양팔을 벌리고 사뿐사뿐 걸어

가는 흉내를 낸다.

비유적인 표현(~처럼)

의 의미를 맞게 표현

한다.

2. 사동사를 듣고

그 뜻을 이해한다.

놀이 상황에서 “인형에게 우유

를 먹이세요.”, “토끼에게 모자

를 씌우세요.”와 같은 말을 듣

고 이를 수행한다.

사동사를 듣고 그 뜻

을 이해하여 이에 맞

게 수행한다.

3. 농담을 이해한

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농담이

담긴 대화를 나눌 때, 유아가

농담을 이해하고 웃는다.

농담을 이해하고 웃는

등의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 134 -

Abstract

The Effect of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on Preschoolers’

Receptive Vocabulary Size

: Word Awareness and

Incidental Word Learning as Mediators

Jung, Suj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on preschoolers’ receptive

vocabulary size. For this end, it was examined whether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can explain preschoolers’ vocabulary development

and which aspect of vocabulary development each sub-factor of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and preschoolers’ word awareness can

facilitate. Furthermore, the study also verified whether the effect of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on receptive vocabulary size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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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ed by preschoolers’ word awareness and incidental word

learning.

The participants involved in the experiment were 203 pairs of

five-year-old to six-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childcare centers in Sejong and Daejeon city, South Korea. Mothers

were provided with questionnaires to mark on the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Scale for Preschoolers (PLIS-P), while

preschoolers were engaged in face to face settings with researchers

to perform tasks on word awareness (awareness on word unit, word

arbitrariness, word morphology, and word type), incidental word

learning, and REVT-R vocabulary test.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to conduct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PROCESS macro

was also used to verify the dual mediation model and to perform

bootstrapping analysis.

The main finding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was found to be a valid

construct explaining preschoolers’ vocabulary development.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eschoolers’ word awareness, incidental word learning, and receptive

vocabulary size. In addition, the sub-factors of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were also correlated with preschoolers’ word awareness,

incidental word learning, and receptive vocabulary size. This confirms

the predictive validity of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Scale.

Second, results showed that each sub-factor of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and preschoolers’ word awareness contributed to different

aspects of vocabulary development. Children’s exposure to word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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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par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preschoolers’ receptive

vocabulary size while parents’ instruction on word awareness

positively affected preschoolers’ word awareness and receptive

vocabulary size. Parents’ emergent word instruction positively

influenced preschoolers’ word awareness, while parents’ word

elabor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reschoolers’ incidental word

learning. In contrast, parents’ conventional word instruc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preschoolers’ word awareness, incidental word

learning, and receptive vocabulary siz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sub-factors of word awareness had differential effects on

incidental word learning and receptive vocabulary size. In specific,

preschoolers’ awareness on word unit and word type had a positive

impact on incidental word learning, whilst preschoolers’ awareness on

word arbitrariness and word morphology positively affected receptive

vocabulary size.

Finally, it was shown that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not only

affects preschoolers’ receptive vocabulary size directly but also

indirectly through preschoolers’ word awareness and incidental word

learning. This finding indicates that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supports the growth of preschoolers’ receptive vocabulary directly and

also indirectly by enabling them to recognize and acquire words on

their own. Therefore,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should be considered for preschoolers’

receptive vocabulary size to grow.

This study confirmed that receptive vocabulary in early childhood

develops through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thu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parent-child interaction on word acquisition. In addition,

the study showed that each sub-factor of parent-child lex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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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and word awareness in preschoolers have different degrees

of contribution to word acquisition process. Finally, the study verified

the mediation effects of word awareness and incidental word learning,

unveiling the underlying mechanism by which parent-child interaction

affects preschoolers’ receptive vocabulary size indirectly. This study

suggests that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supporting the

preschoolers’ independent awareness and learning of words should be

promoted to facilitate vocabulary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evelop the effective interventions and parents

education programs on parent-child lexical interaction for

preschoolers’ vocabulary development.

keywords : parent-child interaction, word awareness, incidental

word learning, receptive vocabulary size,

preschoolers’ vocabulary development

Student Number : 2013-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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