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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2pt 두 줄 띄움)
(12pt 두 줄 띄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pt 한 줄 띄움)

최근 다중언어는 국가와 지역을 막론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이는 국가 간 인적 물적 자원이동의 확대에 따라 외국어 노출이 자연스
러워짐과 동시에 각종 매체를 통해 시간적 물리적 에약을 넘어서 다양한 언
어 입력 제공이 가능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더불어 ...
(11pt 한 줄 띄움)

가. 다문화 이동
(12pt 한 줄 띄움)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다문화아동
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
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1)
(11pt 한 줄 띄움)

나. 제3언어 습득
(12pt 한 줄 띄움)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다문화아동
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부모 둘 다
1) 각주에 대한 예시입니다. 각주는 필요한 경우에만 삽입하고, 가급적 본문 원고
내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
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11pt 한 줄 띄움)

2. 연구 문제

(12pt 한 줄 띄움)

최근 다중언어는 국가와 지역을 막론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이는 국가 간 인적 물적 자원이동의 확대에 따라 외국어 노출이 자연스
러워짐과 동시에 각종 매체를 통해 시간적 물리적 에약을 넘어서 다양한 언
어 입력 제공이 가능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최근 다중언어는 국가와 지
역을 막론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 인적 물적 자
원이동의 확대에 따라 외국어 노출이 자연스러워짐과 동시에 각종 매체를
통해 시간적 물리적 에약을 넘어서 다양한 언어 입력 제공이 가능한 것에
기인한 바가 크다.
(11pt 한 줄 띄움)

첫째, 영어 부정어와 양화사의 작용역 해석에 있어 중국어 한국어 다문화
아동 및 러시아어 한국어 다문화아동은 각각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해당 다문화 아동 영어 부정어 양화사의 작용역 해석 양상은 습득
관련 6개 가설 중 어떤 것을 지지하는가?
(11pt 한 줄 띄움)

3. 용어의 정의

(12pt 한 줄 띄움)

가. 다문화 이동
(12pt 한 줄 띄움)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다문화아동
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부모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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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
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11pt 한 줄 띄움)

구분

<표 Ⅰ-2> 언어 배경에 따른 다문화 학생의 정의
유형
내용
예시1
예시2

예시 3

(11pt 한 줄 띄움)
나. 제3언어 습득
(12pt 한 줄 띄움)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다문화아동
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
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11pt 한 줄 띄움)

구분

<표 Ⅰ-3> 언어 배경에 따른 제3언어 습득
유형
내용
예시1
예시2

(11pt 한 줄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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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Ⅱ. 이론적 배경
(12pt 두 줄 띄움)
(12pt 두 줄 띄움)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세 가
지 핵심 내용을 나누어 기술한다. 1절에서는 언어 전이현상과 관련하여 최
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6개의 습득 모델을 개관하고, 2절에서는 본 연
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습득 연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11pt 한 줄 띄움)

1. L3 습득 모델

(12pt 한 줄 띄움)

L3 습득은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점차 활발해진 습득연구의 초기 동향은 생성 문
법적 접근에 기반을 둔 외국어 습득 연구를 이론적으로 확장 할 수 있다는
기대의 바탕 위에, 습득 초기에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목표어 과업수행의 양
상에서 나타나는 통사 구조 분석에 집중하였다.
(11pt 한 줄 띄움)

가. 축적적 증진 모델(The Cumulative Enhancement model)
(12pt 한 줄 띄움)

OOO...
(11pt 한 줄 띄움)

나. L2 지위 요인 모델(The L2 Status Factor model)
(12pt 한 줄 띄움)

OOO...
(11pt 한 줄 띄움)

다. 유형적 근접 모델(The Typological Proximity model)
(12pt 한 줄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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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11pt 한 줄 띄움)

라. L1 요인 모델(The L1 Factor model)
(12pt 한 줄 띄움)

OOO...

[그림

Ⅱ-1] 문법 요소별 전이에 따른 습득

(11pt 한 줄 띄움)

2. L3 습득 모델

(12pt 한 줄 띄움)

L3 습득은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점차 활발해진 습득연구의 초기 동향은 생성 문
법적 접근에 기반을 둔 외국어 습득 연구를 이론적으로 확장 할 수 있다는
기대의 바탕 위에, 습득 초기에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목표어 과업수행의 양
상에서 나타나는 통사 구조 분석에 집중하였다.
(11pt 한 줄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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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3 습득 모델에 따른 간섭현상의 근거
(12pt 한 줄 띄움)

L3 습득은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1pt 한 줄 띄움)

3. 부정어와 양화사의 작용역과 해석

(12pt 한 줄 띄움)

가. 언어 유형에 따른 부정어 양화사 작용역 해석의 차이
(12pt 한 줄 띄움)

1) 중국어

최근 다중언어는 국가와 지역을 막론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11pt 한 줄 띄움)

2) 러시아어

최근 다중언어는 국가와 지역을 막론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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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2pt 두 줄 띄움)
(12pt 두 줄 띄움)

1. 연구 대상

(12pt 한 줄 띄움)

최근 다중언어는 국가와 지역을 막론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11pt 한 줄 띄움)

가. 기본 정보
(12pt 한 줄 띄움)

OOO
(11pt 한 줄 띄움)

나. 학습자 개인차 변인
(12pt 한 줄 띄움)

OOO
(11pt 한 줄 띄움)

2. 연구 도구

(12pt 한 줄 띄움)

가. 학습자 개인차 변인 조사 과업
(12pt 한 줄 띄움)

1) L1 및 L2 능숙도(그림묘사 과업: Picture narration task)
OOO

(11pt 한 줄 띄움)

2) 언어 우세도(HALA: Hawai‘i Assessment of Language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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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2pt 두 줄 띄움)
(12pt 두 줄 띄움)

1. 개인차 변인 조사 결과
(12pt 한 줄 띄움)

최근 다중언어는 국가와 지역을 막론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이는 국가 간 이는 국가 간 물적 언어요소 근접 모델 최초 상태 비교연
구 심리학적 관점으로 습득과정에서 전이 현상 탐색 등을 들을 수 있다
최근 다중언어는 국가와 지역을 막론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이는 국가 간 이는 국가 간 물적 언어요소 근접 모델 최초 상태 비교연
구 심리학적 관점으로 습득과정에서 전이 현상 탐색 등을 들을 수 있다.
(11pt 한 줄 띄움)

가. 언어 능숙도
(12pt 한 줄 띄움)

OOO
(11pt 한 줄 띄움)

2. 진위 판단 과업 결과
(12pt 한 줄 띄움)

가. 진위 판단 과업 결과
(12pt 한 줄 띄움)

OOO
(11pt 한 줄 띄움)

나. 한국어 진위 판단 과업 결과
(12pt 한 줄 띄움)

1) 한국어 비교집단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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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가) 한국어 비교집단의 예시

최근 다중언어는 국가와 지역을 막론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이는 국가간이는 국가간 물적 ...
(11pt 한 줄 띄움)

나) 한국어 비교집단의 비교
(12pt 한 줄 띄움)

최근 다중언어는 국가와 지역을 막론한 보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
다. 이는 국가간이는 국가간 물적
(11pt 한 줄 띄움)

2) 중국어 집단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외국어 습득 연구 영역에서 기존 이중언어 사용자대상 습득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외국어 습득 연구 영
역에서 기존 이중언어 사용자대상 습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1pt 한 줄 띄움)

3) 러시아어 집단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외국어 습득 연구 영역에서 기존 이중언어 사용자대상 습득
(11pt 한 줄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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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2pt 두 줄 띄움)
(12pt 두 줄 띄움)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L1 중국어 및 러시아어 다문화 아동의 L1 중국
어 및 러시아어, L2 한국어, L3 영어 문장에 대한 부정어 양화사 작용역 해
석 결과를 기존 L3 습득 연구의 맥락에서 언어 간 간섭현상을 중심으로 해
(11pt 한 줄 띄움)

1. 초등 다문화 아동 L3 영어 문장 해석에서의 간섭현상

(12pt 한 줄 띄움)

연구문제 1: L3 영어 부정어와 양화사의 작용역 해석에 있어 L1 중국어
L2 한국어 다문화 아동 및 L1 러시아어 L2 한국어 다문화 아동은 각각 어
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11pt 한 줄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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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2pt 두 줄 띄움)
(12pt 두 줄 띄움)

1. 요약

(12pt 한 줄 띄움)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외국어 습득 연구 영역에서 기존 이중언어 사용자대상 습득
(11pt 한 줄 띄움)

2. 결론

(12pt 한 줄 띄움)

가. 연구의 결론
(12pt 한 줄 띄움)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외국어 습득 연구 영역에서 기존 이중언어 사용자대상 습득
(11pt 한 줄 띄움)

나. 연구의 시사점
(12pt 한 줄 띄움)

다문화아동은 일반적으로 친부모 중 외국 국적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친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인 외국인가정 아동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외국어 습득 연구 영역에서 기존 이중언어 사용자대상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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