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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Improvement of convers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has often been re-
garded as a major feature of language development during school-ag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pragmatic language abilities of 9-year-old children. The 
current study also examined whether these abilities vary according to the child’s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 (SES), and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pragmatic language 
abilities. Methods: Performance data on the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 and information regarding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were collected from 1386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otal and subtest scores of the CPLC were obtained for de-
scriptive statistics and a one-way ANOVA and t-test were used to compare group differ-
ences, as well a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seeking affecting factors for performance 
on the CPLC. Results: In general, 9-year-old children obtained good scores in CPLC total 
and subtest scores. Discourse management was relatively difficult when compared to the 
other sub-areas. The children’s gender and SES (education level of mother, monthly family 
income) brought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as well as the size of their residential areas.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mother alone, along with the child’s gender, affected the prag-
matic abilities of 9-year-old childre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showed 
that 9-year-old children have fair pragmatic, communication skills, and suggested that 
child gender and SES should be considered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of pragmatic 
language abilities. 

Keywords: Gender, SES, CPLC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School-aged chil-
dren, 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학령 전기의 언어발달이 발화 길이의 증가 등 언어의 형식면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면 학령기 언어발달은 또래와 대

화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기가 가능해

지면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대화기술의 발달이나 설득이나 협상 등

의 고급한 의사소통 기능의 사용 등 화용면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최근 DSM-5에 사회적(화용적) 의사소통 장애(social pragmatic 

communication disorders)가 아동언어장애 영역의 새로운 진단명

으로 등장하는 등 국내외에서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관심이 많아

지고 있다. 

담화관리 능력은 대화차례를 이어나가고 주제를 적절히 개시, 유

지, 변경하는 비율인데, 학령기 아동은 점차 한 주제로 대화를 길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되며, 상대방의 말에 적절한 언급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며, 주제를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Nippold, 2007). 

연령별 비교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보다는 학령기 아동이, 또 

학령기 저학년 아동보다는 고학년 아동이 대화 주제를 유지하면서 

차례를 길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rinton & Fuji-

ki, 1984; Brinton, Fujiki, & Powell, 1997; Sehley & Snow, 1992). 국

내 1, 3,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화제관리 능력의 발달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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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Park, Choi와 Lee (2017)에서도 학년 증가에 따라 전체 화제수는 

줄어들고, 한 주제당 대화차례수는 늘어나며, 화제유지 비율은 늘

어나고 화제변경 비율은 감소하였다. 학령기 중반에 해당하는 3-4

학년 아동의 경우 아직까지 고학년 아동에 비하여서는 주제당 대

화차례수나 전체 화제수가 많고 화제변경 비율도 높은 반면 화제유

지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령기 의사소통 기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령기 저학

년 시기에는 인지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아 앞일을 계획하고 모니터

링하는 지시적 기능, 연관짓기나 순서와 이유 인식하기와 같은 해석

적 기능, 사건/결과/대안을 예측하는 등의 투사적 기능, 자기를 정

당화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관계적 기능 등 

고급한 의사소통 기능들이 사용된다(Tough, 1977). 또, 학령전기

의 후기에서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제3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참조적 의사소통이 발달하기 시작하며(Davies, 

Andrés-Roqueta, & Norbury, 2016), 학령기 초기 아동도 간접적인 

행동 요구하기가 가능하였고, 부적절한 요구에 대한 판단하기와 같

은 메타화용능력을 보여주었다(Wilkinson, Wilkinson, Spinelli, & 

Chiang, 1984). 국내연구에서 일반적인 언어발달을 보이는 학령기 

아동은 3-4학년인 중학년 시기에 간접적인 요구를 이해하고 표현

할 수 있게 되고(Kim, Song, Kim, & Kim, 2018), 구어 담화를 이해

하는 능력이 저학년에 비해 발달하며(Lee, Heo, & Jang, 2015), 대화

차례를 개시하기와 반응하기 모두에서 친사회적이고 덜 독단적, 이

탈적, 소극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in & Pae, 2014). 

아동이 10세가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 또래와 협상하고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함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Nippold, 

2007). 

말은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적절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말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조정하는가도 

중요한 화용언어능력이다. 학령기 아동은 듣는 사람에 맞춰 자기 

말의 내용이나 형식을 조정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나이나 지위에 

맞게 예의를 갖춰 말할 수 있게 된다(Nippold, 2007; Philofsky, 

Fidler, & Hepburn, 2007). 학령기 아동의 상황과 상대방에 따른 조

절 능력을 살펴본 Kim, Song 등(2018)에 따르면 한국아동 메타-화

용언어검사(KOPLAC)에서 학령기 아동의 대화 상대방에 따른 조

절 능력과 상황문맥에 따른 조절능력 점수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

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3학년 아동은 두 영역 점수에서 모

두 저학년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행을 보였고, 고학년 아동

과도 유의미한 수행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초등학교 중학년 시기에 

이미 이러한 의사소통 조절 능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앞뒤 맥락에 맞게 결속 장치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

나며 정확도도 높아지게 된다(Ripich & Griffith, 1988).

이렇듯 일반적으로 학령기 동안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은 비약적

으로 발달하지만 언어발달의 모든 영역과 시점에서 개인차에 따른 

다양성은 존재하며, 이러한 개인차는 어휘 및 문법, 문해기술뿐 아

니라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언어발달

에서의 개인차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언급된 것이 부모의 사회경제

적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이다. 사회경제적지위는 초기 

어휘발달에 주는 영향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는데, 구어 발달의 시

작기인 16-18개월부터 어휘발달에 미치는 사회경제적지위의 효과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Arriaga, Fenson, Cronan, & Pethick, 

1998; Fernald, Marchman, & Weisleder, 2013), 시간이 지나면서 차

이가 점점 커져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의 자녀가 교육을 덜 받은 부

모의 자녀보다 더 많은 어휘를 갖고 있음이 보고되었다(Hart & 

Risley, 1995, 1999; Hoff-Ginsberg, 1998). 언어경험이나 학습의 영

향을 덜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비단어따라말하기(nonword repeti-

tion task)에서도 낮은 SES 집단은 중상위 SES 집단에 비해 유의하

게 낮은 수행을 보였다(Chiat & Polišenská, 2016). 물론 빈곤한 가

정 아동의 언어능력 수준은 매우 다양하며 일부 아동은 양호한 언

어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SES 자체보다도 낮은 SES를 가진 계

층 부모들이 SES가 높은 부모들에 비해 더 적은 어휘, 덜 복잡한 구

문구조와 다양하지 못한 통사구조를 사용하며(Hoff, 2003; Hut-

tenlocher, Vasilyeva, Waterfall, Vevea, & Hedges, 2007), 이러한 어

머니의 가정 내 언어사용이 아동의 구어 기술에 영향을 주고 다시 

이 구어 기술이 이후 읽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SES가 구어 기술을 매개로 이후 문해능력(Hoff, 2003, 2006), 음운

인식능력(McDowell, Lonigan, & Goldstein, 2007)이나 학업성취

(Bowey, 1995; Burchinal, Peisner-Feinsberg, Pianta, & Howes, 

2002; Hammer et al., 2017; Walker, Greenwood, Hart, & Carta, 

1994)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SES가 언어발달에 영

향을 주는 근거로 빈곤층의 건강유지의 어려움과 양육자의 낮은 

학력 수준과 높은 스트레스 수준 등이 학습적 경험에의 노출 부족

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Roseberry-McKibbin, 

2007). 

최근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언어장애의 종단적 연구에서도 어머

니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어휘 수준을 보였으며, 가난한 아동 집단

에서 단순언어장애나 말언어 문제가 나타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아동 집단에 비해 높았고(Raghavan et al., 2018), 부모의 낮은 SES

가 말늦은아동(late-talker) 발생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Fish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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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언어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한 편인데, 저소득층 밀집지역 만 4, 5세 아동 대상 연구결과, 소

득수준에 따른 언어능력 차이가 유의하여 전반적인 언어와 어휘력 

및 단어 읽기에서 일반 중산층 가정, 차등 보육료지원대상 가정, 법

정 저소득 가정 유아 순으로,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언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an, 2011). 차상위계층 아동이나 사회취약

계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언어수준

에 대한 설문연구에서도 약 10%-30%의 아동이 어휘력이나 메시지 

전달력, 책 내용 이해나 줄거리 이야기하기, 작문 등의 언어학습능

력에 문제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Lee & Park, 2015). 국내 연구에

서도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초기의 언어발달 지연은 학령기에 읽

기 능력의 저하로까지 이어져 저소득층 학령기 아동은 중상위층 

가정 아동보다 낱말해독과 읽기유창성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수행

력을 보였다(Kim, Pae, & Yoon, 2013). 친숙도와 투명도에 따른 관

용어 이해능력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소득이 낮은 가정 출신 아동이 중산층 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수행

을 보여, 이들을 대상으로 저학년에서의 관용어 및 의미 중재가 필

요함을 시사하였다(Kim & Jung, 2017). 

의미나 문법 등 다른 언어영역 발달보다는 적었지만 의사소통능

력 발달에도 SES의 영향이 언급되었다. SES가 낮은 아동들은 그렇

지 않은 아동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 기능 발달(Tough, 1982)이나 

내러티브와 주제 응집력에서도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으

나(Heath, 1983), 국내에서는 SES에 따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차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해외의 언어장애 출현율이나 언어치료가 의뢰된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SES와 함께 성별의 영향이 보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Broomfield & Dodd, 2004; Law, McBean, & Rush, 2011). 특히, 언

어장애 출현율 연구에서 성별의 차이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장애

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언어발달 초기인 영아

기에서부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된 바 있으며(Yoon & Kim, 

2004), 최근에는 대규모 연구에서 말소리 오류율(Kim, Ko, Seo, & 

Oh, 2017)이나 어휘량(Kim, Kim, & Do, 2018)에서 여자 아동이 남

자 아동에 비해 우수한 수행을 보임이 보고되었다. 최근의 성별차

이 연구에서 장기간의 어휘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결과, 2세부터 

학령기 초기에는 여자 아동이 어휘발달에서 더 유리한 모습을 보

였으나 10-21세에서는 이런 경향성이 역전되어 남자 아동의 어휘 

수준이 더 높았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Rice & Hoffman, 2015). 

성별의 차이는 어휘나 음운뿐 아니라 화용면에서도 보고되었는데, 

화용언어능력을 체크리스트로 평가하는 Children’s Communica-

tion Checklist (CCC; Bishop, 1998)로 살펴본 대규모 연구에서 남

자 아동은 여자 아동에 비교했을 때 2.6:1.0의 높은 비율로 화용언

어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etelaars, Cuperus, van 

Daal, Jansonius, & Verhoeven, 2009). 8세 여자 아동은 대화차례 

중첩 하위영역과 동시성 해결 패턴에서 차이를 보였고, 대화에서 

남자 아동은 주장하기를 여자 아동보다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Craig & Evans, 1991). 동의어를 인식하는 메타언어적 인

식 과제에서도 9-12세 아동 집단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Corthals, 2010). 또 여자 아동은 좀 더 공손한 표현을 쓰는 등

(Gleason & Ely, 2002) 화용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거주지의 규모나 지역이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해외

에서는 주로 SES와 관련지어, 낮은 SES를 보이는 비주류지역(도시 

빈민가 지역이나 시골)과 높은 SES를 보이는 지역 간 언어수행이나 

사투리(dialect) 사용을 비교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Oet-

ting & McDonald, 2001). 이러한 연구들은 해외에서는 인종 및 SES

에 따른 거주지 분포가 우리와는 다르고, 방언의 차이가 언어평가

에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실정과는 다소 맞

지 않는 면이 있다. 국내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도시지역과 농

촌지역 거주 아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거나 이들의 어머니 출신지가 

시골인지 대도시인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언어수행을 비교하는 

연구(Hwang, 2007) 외에 거주지 규모에 따른 연구가 드문 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문헌에 비해 국내에서는 SES (부

모의 학력이나 소득)나 아동의 성별, 거주지 규모에 따라 언어발달

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연구가 드물며, 대규모 샘플을 이용한 체

계적 비교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초기 언어발달 시

기인 학령 전기의 어휘, 학령기 문해력 등에 한정되어 소득 등 한 가

지 요인만을,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수로 연구하고 있고, 대규모 자

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나 화용언어나 의사소통과 관련한 연

구가 거의 없다. 

한국아동패널연구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국에서 2008

년 4-7월에 태어난 아동을 인구사회학적 균형을 이루도록 수집하

여, 매해 종단적으로 아동의 발달 특성, 가정 환경 특성, 부모의 양

육 특성, 교육기관 경험 특성, 보육 및 교육정책 서비스 특성, 지역사

회 특성 등 육아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대

규모 연구이다. 언어발달과 관련한 자료로는 학령전기였던 2014년

까지 주로 수용 ·표현어휘력검사를 통해 어휘능력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학령전기 후기였던 7차 연구(2014년)에서는 아동의 말소리 

발달 자료를 특별히 추가해 심층 조사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한 연

구로 아동의 어휘 발달이 3-7세까지 종단적으로 SES와 성별, 출생 

순위 등에 영향을 받음이 보고되었고(Kim, Kim, et al., 2018),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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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말소리 장애 출현율이 보고되었으며 말소리 출현율에 있어

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음도 확인하였다(Kim et al., 

2017). 패널연구 참여 아동이 2017년에 9세로 학령기 중반에 접어

듦에 따라 어휘력보다는 또래 관계 및 학교 적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요구되어, 2017년부터 아

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 Oh, Lee, & Kim, 2012)를 이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Do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화용언어능력의 변

화가 나타난다고 보고되는 학령기 전반기, 9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과 사회경제적지위 등의 인구학적 요인이 고려된 전국적 설문

조사에 나타난 화용언어능력을 전반적,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전통적으로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언

급되어 온 아동의 성별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거주지의 규모 

등에 따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 변인들 중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볼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2017년도 제10차 한국

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에 참여한 9세 아동 중 자

폐범주성장애,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등 장애 

아동의 자료를 제외한 1,386명의 아동이었다. 한국육아정책연구소

의 한국아동패널연구는 전국적으로 2008년 4-7월 의료기관 출생

아 중 소득과 거주지역을 인구학적 비율에 맞추어 선발한 표본집

단을 대상으로 성인기에 진입하는 2027년까지 매년 종단적으로 전

반적인 아동 발달 특성과 부모 특성, 가정 환경 특성, 교육(학교 및 

사교육) 특성, 지역사회 특성, 정책 특성 자료를 수집하는 대규모 

조사연구 프로젝트이다. 

대상 아동들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9.44세, 월령은 평균 112.63개월(SD=1.43)이었으며, 성별은 

여아가 49.42% (685명), 남아가 50.58% (701명)이었다.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한 어머니를 둔 아동이 51.44% (713명), 전업

주부 어머니를 둔 아동이 46.68% (647명)이었고, 어머니 최종학력

은 고졸 이하가 0.4% (5명), 전문대졸이 55.41% (768명), 대졸 이상

이 43.80% (607명)이었고 가정의 소득수준별로는 340만 원 이하인 

가정 아동이 16.88% (234명), 341-400만 원인 가정 아동이 18.54% 

(257명), 401-530만 원까지인 가정 아동은 24.46% (339명), 531만 원 

이상인 아동이 30.38% (421명)이었다. 거주지 규모별로는 대도시 

거주 아동이 39.39% (546명), 읍/면 단위 지역 아동이 5.48% (76명), 

중소도시 지역 아동이 55.12% (764명)이었다. 자세한 대상자 구성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도구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대한 자료수집은 표준화 과정에 있는 아

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PLC)의 문항을 수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CPLC는 아동의 대화 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을 양육자 설문을 통

하여 검사하는 체크리스트로 전체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매우 그러하다 3점까지 4점-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 영역은 아동이 대화 시 주제 개

시/유지/변경이나 차례 주고받기와 관련된 담화관리 영역과, 상대

방이나 상황에 맞게 말 내용이나 말투 등을 조정하는 능력인 상황

에 따른 조절 영역,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의 표현과 관련된 의사소

통 기능 영역, 대화 시 상대방과의 거리, 눈맞춤, 표정 등과 같은 비

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의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CPLC는 아동 대화 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Oh, 2018a), 예비표준화를 거쳐 검사자 간 신뢰도,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N= 1,385)

Characteristic No. (%)

Gender of children
   Female 685 (49.42)
   Male 701 (50.58)
Employment of mother
   Employed 713 (51.44)
   Unemployed 647 (46.68)
   No response 26 (1.87)
Education level of mother
   ≤ High school 5 (0.4)
   College 768 (55.41)
   ≥ University 607 (43.80)
   No response 6 (0.4)
Monthly income (thousand KRW)
   ≤ 3,400 234 (16.88)
   3,400-4,000 257 (18.54)
   4,010-5,300 339 (24.46)
   ≥ 5,310 421 (30.38)
   No response 135 (9.7)
Residence size
   Metropolis 546 (39.39)
   Rural 76 (5.48)
   Mid-city 764 (55.12)

KRW=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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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적 일치도, 공인타당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화용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민감도와 특이도가 비교적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Oh et al., 2012; Oh, 2018b). 자세한 CPLC의 

하위 영역과 문항 예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패널연구에 의사소통 능력 조사에 사용

한 체크리스트는 기존의 CPLC를 한국아동패널연구의 다른 조사 

설문문항과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보통이다’ 3점 항목을 추가하

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러하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수정하고, 문장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수정은 응답자

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 어휘나 표현을 매끄럽게 수정한 

문장이 7개, 예를 추가한 문항이 3개였으며 대부분 문어체 수정 등

의 문항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윤문이었다(예: ‘있음을 

표시한다’ →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적절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한

다’ →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친구를 

놀리거나 농담을 구사한다’→ 예를 들어 ‘별명을 부르기’ 추가 등). 

기타 아동 및 부모, 가정 환경 특성에 대한 설문지는 기존의 패널 

연구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제10차 한국아동패널연구(2017년도) 조사의 절차대로 양육자

를 대상으로 아동의 일과, 발달 특성, 가정 환경 및 아동 양육 실태, 

학교 생활, 학습 등에 대한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였다. 한국아동패

널연구에서는 조사원을 훈련시켜 가정 방문을 통해 참여 아동이

나 부모를 인터뷰나 대면 조사하고, 아동의 발달검사를 실시하며 

부모나 아동이 컴퓨터화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확인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PLC) 검사지도 우편

으로 조사대상 아동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어머니(부재 시에는 아

버지)가 지필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우편 발송 2-3주 후 패널

연구 조사원의 가정 방문 시에 작성을 확인하고 수거하였다. 

자료 분석 및 처리

아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PLC)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

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여 각 문항당 1-5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합산하여 CPLC 총 평균을 구하였으며, 각 하

위 영역별 평균점수를 계산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어머

니 학력은 ‘고졸 이하’를 ‘1’, ‘전문대 졸업’을 ‘2’, ‘4년제 대학 졸업 이

상’을 ‘3’의 범주 변수로 변환하였고, 가정 소득수준에 대한 선택형 

질문의 응답 보기대로 ‘340만 원 이하’를 ‘1’, ‘341-430만 원’을 ‘2’, 

‘431-530만 원’을 ‘3’, ‘530만 원 이상’을 ‘4’의 범주 변수로 바꾸어 코

딩하였다. 

가정 소득과 어머니 학력, 성별 등이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 

소득은 월평균 수입에 대한 개방형 질문(가정 총소득은 월 몇 만 원

입니까?)에 대한 응답(‘월 OOO만 원’)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어

머니 학력은 연속변수로 변환하기 위하여 교육년수로 변환하여 ‘중

학교 졸업’은 ‘9’, ‘고등학교 졸업’은 ‘12’, ‘2-3년제 대학 졸업’은 중간 

값인 ‘14.5’, ‘4년제 졸업’은 ‘16’, ‘대학원 졸업’은 ‘18’로 변환하였다. 아

동의 성별은 ‘남자 아동’ 이 ‘1’, ‘여자 아동’이 ‘2’로 코딩되어 있는 것

을 남자 아동 ‘0’, 여자 아동 ‘1’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

대상 아동의 전반적인 CPLC 총점과 영역별 점수의 기술통계를 

구한 후 성별 및 어머니 재직 여부에 따른 차이는 두 독립표본 t-검

정, 가정 소득수준과 어머니 학력, 거주지 규모에 따른 집단 간 화

용능력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Scheffe와 

LSD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CPLC 전체 및 영역별 평균을 종속변수로,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소득수준, 성별을 독립변수로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19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 및 가정 요인에 따른 아동화용언어능력

아동화용언어능력의 기술통계 결과 

전체 아동의 CPLC의 전체 평균은 4.07 (SD= 0.49)로 나타났다

Table 2. CPLC sub-area and examples of items

CPLC sub-areas Examples of items No. of items

Discourse management Topic management (topic initiation/
maintenance/change)

10

Turn-taking in conversation
Contextual variation Adjustment for situation and listener 

(reference skills and register)
13

Communication intent Adequacy and variability of commu-
nicational function intent

14

Cognitive communication function  
Indirect intent expression

Nonverbal communication Appropriate eye contact, distance,  
facial expression

7

Understand and express gestures

CPLC=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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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담화관리 영역 평균 3.97 (SD=  

0.52), 상황에 따른 조절 영역 평균 4.10 (SD= 0.51), 의사소통 의도 

영역 평균 4.07 (SD= 0.51),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 평균 4.14 (SD=  

0.5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화용언어능력 수행이 양호하였으며, 비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담화관리에서 가장 

낮은 수행을 보였다. 

평균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CPLC 총 평균의 경우 2점 초과-3

점 이하가 1.7%, 3점 초과-4점 이하가 52.5%, 4점 초과-5점 미만이 

45.7%였다. 각 영역별로는 담화관리 영역이 2점 이하인 아동 비율

이 0.2%, 2점 초과-3점 이하가 3.8%, 3점 초과-4점 이하가 60.4%, 4

점 초과-5점 미만이 35.7%였고 상황에 따른 조절 영역에서는 평균 

1점 초과-2점 이하인 아동 비율이 0.1%, 2점 초과-3점 이하인 아동

이 2.0%, 3점 초과-4점 이하인 아동이 50.6%, 4점 초과-5점 미만인 

아동이 47.4%였다. 의사소통 의도(기능) 영역에서는 평균점수 2점 

초과-3점 이하인 아동 비율이 2.3%, 3점 초과-4점 이하인 아동이 

54.1%, 4점 초과-5점 이하인 아동이 43.6%였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평균 2점 초과-3점 이하인 아동 비율이 1.9%, 3점 초과- 

4점 이하인 아동이 52.0%, 4점 초과-5점 이하가 46.2%였다.

성별에 따른 아동화용언어능력 

남자 아동의 CPLC 평균이 4.01인데 비해 여자 아동은 4.13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전반적 화용언어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t =4.831, p< .001), 전체 평균과 모든 하위 영역 평균에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행을 보였다. 성별 영역

별 t-검정 결과는 Table 3, Figure 1에 대한 설명에 제시하였다.

Table 3. Comparisons of CPLC mean among groups 

CPLC total Discourse management Contextual variation Communication Function Nonverbal communication

Total (N= 1,386) 4.07 (0.49) 3.97 (0.52) 4.10 (0.51) 4.07 (0.51) 4.14 (0.51)
Child gender
   Male (N= 701) 4.01 (0.49) 3.90 (0.53) 4.03 (0.52) 4.01 (0.52) 4.09 (0.50)
   Female (N= 685) 4.13 (0.47) 4.03 (0.50) 4.18 (0.50) 4.13 (0.50) 4.19 (0.50)
   t 4.831*** 4.598*** -5.384*** -4.354*** -3.595***
Mother employment
   Employed (N= 713) 4.08 (0.49) 3.98 (0.53) 4.11 (0.52) 4.09 (0.51) 4.16 (0.51)
   Unemployed (N= 647) 4.06 (0.48) 3.96 (0.51) 4.11 (0.50) 4.06 (0.50) 4.13 (0.51)
   t .762 1.009 .219 .856 .991
Mother education
   ≤ High school (N= 5) (A) 3.48 (0.85) 3.46 (0.99) 3.43 (0.87) 3.46 (0.80) 3.66 (0.76)
   College (N= 768) (B) 4.01 (0.49) 3.91 (0.51) 4.05 (0.52) 4.01 (0.51) 4.10 (0.51)
   ≥ University (N= 607) (C) 4.15 (0.47) 4.04 (0.51) 4.19 (0.49) 4.15 (0.50) 4.20 (0.49)
   F 16.411*** 13.750*** 16.807*** 17.035*** 9.342***
   Scheffe post-hoc A< B< C A,B< C A< B< C A,B< C B< C
Family income (thousand KRW)
   ≤ 3,400 (A) 3.91 (0.54) 3.81 (0.57) 3.95 (0.59) 3.91 (0.54) 4.02 (0.58)
   3,400-4,000 (B) 4.00 (0.42) 3.89 (0.44) 4.04 (0.43) 3.99 (0.44) 4.10 (0.45)
   4,010-5,300 (C) 4.10 (0.46) 4.00 (0.48) 4.14 (0.49) 4.11 (0.49) 4.16 (0.46)
   ≥ 5,310 (D) 4.16 (0.50) 4.07 (0.53) 4.20 (0.53) 4.17 (0.53) 4.23 (0.53)
   F 15.050*** 14.952*** 13.789*** 15.223*** 9.151***
   Scheffe post-hoc A< C, A,B< D A< C, A,B< D A< C, A,B< D A,B< C, A,B< D A< C, A,B< D
Residence size
   Metropolis (A) 4.03 (0.49) 3.93 (0.53) 4.07 (0.51) 4.04 (0.51) 4.11 (0.52)
   Rural (B) 3.98 (0.52) 3.86 (0.54) 4.03 (0.54) 3.98 (0.56) 4.08 (0.53)
   Mid-city (C) 4.10 (0.48) 4.00 (0.51) 4.13 (0.51) 4.10 (0.51) 4.18 (0.49)
   F 3.916* 3.982* 3.134* 3.453* 4.049*
   LSD post-hoc A,B< C A,B< C A< C A< C A< C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CPLC=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KRW= Korean won; 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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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른 아동화용언어능력

어머니 취업 여부에 따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화용언어능력은 취업 집단이 총점 평균 

4.08, 미취업 집단이 총점 평균 4.06으로 비슷하였으며, 나머지 하

위 영역 평균점수에서도 비슷한 수행을 보여, t-검정 결과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어머니 학력에 따른 화용언어능력

어머니의 최종 학력에 따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고졸 이하 학력 어머니를 둔 아동 집단이 전체 

CPLC 평균 3.48, 전문대졸 어머니를 둔 아동 집단이 4.01, 대졸 이

상 학력의 어머니는 둔 아동 집단이 4.15로, 전체 점수와 모든 하위 

영역 점수에서 어머니 학력이 높아질수록 CPLC 평균점수도 높아

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Figure 2에 대한 설

명). 어머니 학력에 따른 화용언어능력의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총

점과 상황에 따른 조절 영역에서는 세 집단 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담화관리와 의사소통 기능 영역에서는 대졸 

이상 학력 집단과 고졸 이하 집단 간 차이와 대졸 이상 집단과 전문

대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전

문대졸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 소득수준에 따른 화용언어능력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CPLC의 전체 평균과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 모두에서 소득수준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3). 가정의 총소득이 340만 원 이하 가정의 CPLC 평균

5

4

3

2

5

4

3

2

Total CPLC

Total CPLC

Discourse 
management

Discourse 
management

Contextual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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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school or less  College  University or more

Figure 1. Comparisons of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 mean between gender groups. ***p < .001.

Figure 2. Comparisons of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 mean among groups according to mother’s education.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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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91, 소득수준 341-400만 원 집단의 CPLC 평균은 4.00, 소득수

준 401-530만 원 집단의 CPLC 평균은 4.10, 소득수준 531만 원 이

상 가정의 CPLC 평균은 4.16이었다. 가정 소득수준에 따른 화용언

어능력의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의사소통 기능을 제외한 총점과 

모든 하위 영역에서 소득수준 340만 원 이하 집단과 401-530만 원 

집단 간, 소득수준 340만 원 이하 집단과 531만 원 이상 집단 간, 소

득수준 340-400만 원 집단과 531만 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기능 영역에서는 추가로 소득수준 340-400

만 원 집단과 401-530만 원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Figure 3에 대한 설명). 

거주지 규모에 따른 화용언어능력

아동의 거주지 규모에 따른 화용언어능력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 

거주 아동의 CPLC 평균은 4.03, 중소도시 거주 아동은 4.09, 읍/면 

지역 거주 아동은 3.98이었고 거주지 규모에 따른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Figure 4에 대한 설

명). 자세한 거주지 규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CPLC 전체와 담화관리 영역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

시 간,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간 차이가 유의했고, 상황에 따른 조

절, 의사소통 기능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대도시와 중

소도시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성별과 가정의 소득, 어머니 학력(교육년수)을 독립변수로 

아동의 CPLC 점수를 종속변수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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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isons of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 mean among groups according to family income. ***p < .001.

Figure 4. Comparisons of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CPLC) mean among groups according to residence size.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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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PLC 전체 평균에는 어머니 학력이 3.1% (F =40.375, p<  

.001)의 설명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 학력과 아동

의 성별이 5.0% (F=33.809, p< .001)의 CPLC 총 평균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담화관리의 2.5% (F =33.142, 

p< .001)를 정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어머니 학력과 아동의 성별은 

담화관리의 4.3% (F=29.114, p< .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에 따른 조절 영역 점수에는 어머니 학력이 3.3% (F=42.836, 

p< .001)의 설명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학력과 아

동의 성별은 5.6% (F=37.739, p< .001)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의사소통 기능 점수의 3.1% (F=40.631, 

p< .001)를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어머니 학력과 아동의 성별은 

4.7% (F=31.806, p< .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점수에는 어머니 학력이 1.8% (F=23.954, p< .001)의 설

명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학력과 아동의 성별이 

2.9% (F=19.263, p< .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규모 설문연구를 통해 전국 9세 아동의 화용언어능

력이 영역별로 어떠한지 살펴보고, 아동 성별, 가정 소득, 어머니 학

력과 거주지 규모별 아동 화용언어능력 차이와 아동화용언어능력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참여 아동들은 담화관리, 의사소통 기능 사용, 상황

에 따른 조절,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 및 전체적인 수행에서 양호

한 수준을 보였으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담화관리에서 가장 낮았다. 같은 CPLC를 이용하여 학령기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알아본 선행연구(Oh et al., 2012)와 본 연

구의 9세 아동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행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을 컴퓨터화된 시청각 과제로 직접 평가하는 방법으로 화용

언어능력을 연구한 Song, Kim, Lee와 Kim (2017)에서 3-4학년 아

동은 전반적인 화용언어 수행에서 저학년보다는 높고 고학년에 비

해서는 낮은 수행을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는 달리 가장 

낮은 수행을 보인 영역은 CPLC의 상황에 따른 조절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조율 영역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설문연구와 아동을 직

접 검사한 검사방법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ong 등(2017)에서는 의사소통 조율을 애니메이션을 보고 공적/사

적 상황에 맞게 말 내용이나 목소리 크기, 존대표현의 적절성을 판

단하는 메타언어적, 메타화용적인 과제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관찰한 아동의 상황과 상대방에 따른 조절 능

력과는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아동들이 담화관리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평균 4점에 

미치지 못한 것은 대화의 주제를 유지, 변경, 개시하고 의사소통 단

절을 해결하고 차례를 주고 받으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은 

초등 중학년 시기까지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구조화된 대화 자료를 이용하여 1, 3, 5학년 아동의 대화 화제 

지표 발달을 살펴본 Park 등(2017)에서도 화제(주제)의 수와 유지 

능력을 살펴본 결과 5학년 아동은 1학년이나 3학년 아동에 비해 주

제당 대화차례 빈도수와 화제유지 비율이 높았으나 1학년과 3학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주제 관리 

및 대화차례 주고받기 능력이 고학년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상대방의 표정이나 눈빛, 제스처를 이

해하고 대화 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은 제일 양호한 영역으로 나타나 9세 아동도 표정이나 몸짓, 눈

빛 등을 적절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

구에서 고기능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이 구어외 수단으로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데 비해(Jin & Pae, 2014), 본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CPLC by child and family related facto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Adj R 2 F

CPLC Total Mother education .177 .031 40.375***
Mother Education+Child gender .178+.142 .050 33.809***

CPLC DM Mother education .161 .025 33.142***
Mother education+Child gender .162+.137 .043 29.114***

CPLC CV Mother education .182 .033 42.836***
Mother education+Child gender .183+.155 .056 37.739***

CPLC CF Mother education .178 .031 40.631***
Mother education+Child gender .179+.131 .047 31.806***

CPLC NV Mother education .138 .018 23.954***
Mother education+Child gender .138+.106 .029 19.263***

CPLC=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DM= discourse management; CV= contextual variation; CF= communication function; NV= nonverbal communication.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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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9세 아동의 경우에는 이미 중학년 시기에도 표정이나 눈빛, 

제스처 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아동 화용언어능력의 집단 간 비교에서는 어머니 취업 여부를 

제외한 아동 및 가정 환경 요인에 따른 차이가 대체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고, 아동의 성별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 어머니의 최종 학

력과 거주지 규모에 따라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로는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전반적 화용언어능력이나 세부 영역별 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전통적으로 남자 아동은 여자 아동에 비하여 어휘(Kim, 

Kim, et al., 2018; Rice & Hoffman, 2015)나 발음(Kim et al., 2017; 

Shriberg, Tomblin, & McSweeny, 1999) 의사소통 능력(Ketelaars et 

al., 2009) 등 언어발달의 전 영역에서 다소 낮은 수행을 보이며, 의사

소통장애 출현율에서도 성비의 불균형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경향

성은 본 연구에서도 이어져 여자 아동들은 모든 영역에서 남자 아

동들에 비해 높은 수행을 보였고, 남자 아동이 3점대의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던 담화 관리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그런 편이다’에 

해당하는 4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학령기 포함 연령

에서 토큰 검사로 듣기 이해와 작업기억력을 표준화한 Shin과 Kim 

(2010)에서는 유의한 성별 차이가 보고되지 않는 등 성별에 따른 영

향은 영역이나 연령에 따라 비일관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CPLC 전반적, 영역별 수행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를 대표하는 요인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 어머니를 둔 아동이 전문

대 졸업이나 고졸 이하 학력의 어머니를 둔 아동에 비해 대체로 우

수했으며 CPLC 전체 평균과 상황에 따른 조절에서는 세 학력 집단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 그러나 같은 아동 자료로 3세와 7세

에서의 어휘를 연구한 Kim, Song 등(2018)의 경우에는 어머니 학

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말소리 오류율을 살펴본 Kim 

등(2017)에서도 학력이 높아질수록 오류율이 낮아졌으나 그 차이

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본 패널연구에는 원래 장애 아동의 자료

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아동의 수행을 알

아보고자 이를 걸러내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 아동을 포함한 

전체 패널 아동 자료에서는 같은 분류 기준으로 학력에 따른 집단

을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석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다(Do et al., 

2019). 어머니의 학력과 관련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본 연구에서 

유의한 변인인 어머니의 학력이나 가정 소득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아동의 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

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취업 여부보다는 어머니의 직업이 무엇

인가가 어머니 학력, 가정 소득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따라서 아동

의 화용 수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

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아동의 어휘량 간의 관계를 연구한 

Hart와 Resley (1995)의 경우에는 직업별로 전문직 부모를 둔 집단

과 노동자 계층 등으로 집단을 구분하였고, 그 결과 직업에 따른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는 후속연구에서는 취업 여부보다는 부모의 직업을 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도 아동의 전체적인 화용언어능력

이나 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의사소통 기능, 비언어적 의사소

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해외나 국내 선행연구에서 가정

의 소득은 주로 저소득층과 중상위층의 두 집단 비교가 많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소득을 총 4개의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살펴

보았음에도 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의 수행이 좋아지는 경향성이 

유지되었다. 본 연구의 아동과 같은 아동이 참여한 Kim, Kim 등

(2018)의 경우, 상위, 중위, 하위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아동의 어휘능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는 종속변수가 어휘능력과 화용언어능력으로 달랐던 이유일 수도 

있고, 본 연구는 시작 전에 장애 아동 자료를 제외한 데 반해 Kim 

등(2017)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장애 아동 자료까지 포함한 원래의 패

널 아동 자료에서는 소득수준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Do et al., 2019). 다른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평균적인 소

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의 두 개 집단으로 나눈 연구에서 친숙도와 

투명도에 따른 관용어 이해에 차이를 보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수행을 표준화검사 규준 자료와 비교한 연구들에서도 대체로 소

득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Han, 2011).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는 소득에 따른 집단을 촘촘하게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므로 추후 화용언어 발달을 연구하거나 화용언

어능력을 평가, 중재할 때에 아동의 소득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는 중

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같은 아동의 7세 자료로 말소리 오류 및 말소리장애 출현

율을 연구한 Kim 등(2017)과는 다른 결과였다. Kim 등(2017)에서

는 읍/면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말소리장애 출현율은 오히려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았고 집

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규모가 큰 대도시에는 소득 분포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비해 읍/면 지역은 보통 농어촌 지역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SES를 보이

고 그에 따라 중소도시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

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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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차이 연구에서 유의한 변인이었던 어머니의 학력과 아동

의 성별은 중다회귀분석에서도 아동의 전반적인 화용언어능력 수

행이나 영역별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반적인 수행이나 영역별 수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었던 가정 소득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

니의 학력은 단독으로나 아동의 성별 요인과 함께 CPLC의 총 평균

과 모든 하위 영역 평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하

는 비율은 대체로 2%-5% 내외로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령기 중기 아동은 대화차례

나 주제를 유지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 표현하고 상황

과 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말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표정이나 눈

빛, 제스처 또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동의 화용언어 수행은 아동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소득, 성별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졌으며,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학력과 아동 성별은 화용언어능력의 일부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지역별, 인구학적 균형을 갖춘 대규모 자료수집에서 

나타난 9세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동의 언어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보고와 실제 관찰이나 진단 결

과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는 있지만 본 연구

결과를 아동의 평가와 중재에 적용할 때에는 실제 아동의 화용언

어능력을 관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비슷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제에 따라 다른 수행을 보일 수 있으므로 직접 

관찰이나 어머니/선생님 보고에 의한 자료가 아닌 판단, 수정을 포

함하는 화용 과제의 경우 메타화용능력이 요구되어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

이었던 성별이나 어머니 학력, 가정 소득이나 거주지 규모는 선행연

구에서 같은 아동 자료를 이용했음에도 요인에 따른 집단의 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였고, 선행연구에서 두세 가

지 요인을 함께 분석하거나 종단적 자료를 비교한 경우에는 집단 

간 차이 양상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아동의 화용언어 능력을 평가

할 때에는 가정 환경을 고려해야 하지만 비교 집단 및 기준 설정을 

면밀히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연구를 통해 일반아동의 

화용언어능력에 가정 환경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

으므로 개인 차이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장

애 아동의 경우에는 임상현장에서 이러한 요인을 더 세심히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종단 연구자료를 통해 본 연구결과의 경향성이 반복되

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발달

과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선행연구

에서 화용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학습능력이나 집행기

능, 정서행동 특성을 포함시켜 화용언어 수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CPLC와는 달리 5점 척도를 사용하였는

데 앞으로 4점 척도를 사용한다면 기존의 CPLC의 민감도, 특이도 

및 절단점 연구를 통해 화용 문제를 가진 아동의 비율 등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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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규모 설문조사에 나타난 9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 성별과 사회경제적지위(SES)의 영향  

오소정

동명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9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을 부모가 작성하는 아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PLC)를 통해 알아보

고 아동 및 가정 환경의 요인에 따라 화용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방법: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대규모 종단연구인 한

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9세 아동 1,386명을 대상으로 부모보고 설문지인 CPLC를 작성하게 하였다. 전체 아동의 CPLC 총

점과 영역별 점수의 기술통계와 성별, 어머니 학력, 가정 소득수준, 거주지 규모별로 CPLC의 총점과 영역별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두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결과: 

전반적으로 9세 아동은 CPLC의 총점과 담화관리, 상황에 따른 조절, 의사소통 의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으

며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영역은 담화 관리 영역이었다. 아동의 성별과 사회경제적지위(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소득수준)가 높을수

록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용언어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의 학력과 아동의 성별이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별과 SES 요인이 언어발달 후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며 언어의 의미나 형식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에도 영향

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며, 학령기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와 중재 시에도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학령기 아동, 화용언어능력, 성별, SES, 아동화용언어체크리스트(CPLC), 한국아동패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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