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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Examples of the Korean Pragmatic Language Assessment for Children (KOPLAC)

하위 영역 유형                                                                                    문항 예시

의사소통 조율 대화 상대자

예)  전화벨이 따르릉 울려서 하영이는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께서 하영이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보고 싶구나, 동생은 잘 계시니?”

판단문제: 할머니가 한 말은 맞았나요? 아니면 이상한가요?

수정문제: (이상하다면) **이가 바르게 고쳐서 말해보세요.

상황 맥락

예) 오늘 발표회에서 수진이가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지훈이의 노래 순서를 소개할 차례가 되었어요. 

“야 이지훈! 나와서 인사하고 노래 불러!”

판단문제: 수진이는 지금 상황에 맞게 말했나요? 아니면 이상한가요? 

수정문제: 그럼 **이가 바르게 고쳐서 말해보세요.

담화 및 이야기  

정보 추론

 

1컷: 지우는 샛별이네 집에서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어요.

2컷:  샛별이는 빨간색 종이배를 만들고 갔어요. 그런데 지우는 샛별이가 없는 사이에 종이배를 만지고 놀다가 찢어 뜨려  

버렸어요.

3컷: 샛별이는 종이배가 찢어진 것을 보았어요.

4컷: 샛별이에게 지우는 새 종이배를 주면서 사과를 했고, 샛별이는 기분이 나아졌어요.

빠진 정보 추론 문제: 샛별이에게 지우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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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 유형 문항 예시 

의사소통 

조율 

대화 

상대자 

 

 

예) 전화벨이 따르릉 울려서 하영이는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께서 하영

이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보고 싶구나, 동생은 잘 계시니?” 

 

판단문제: 할머니가 한 말은 맞았나요? 아니며 이상한가요? 

수정문제: (이상하다면) **이가 바르게 고쳐서 말해보세요. 

 

 
상황 맥락 

 

 

예) 오늘 발표회에서 수진이가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지훈이의 

노래 순서를 소개할 차례가 되었어요.  

“야 이지훈! 나와서 인사하고 노래 불러!” 

 

판단문제: 수진이는 지금 상황에 맞게 말했나요? 아니면 이상 한가요? 

수정문제: 그럼 **이가 바르게 고쳐서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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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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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자 

 

 

예) 전화벨이 따르릉 울려서 하영이는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께서 하영

이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보고 싶구나, 동생은 잘 계시니?” 

 

판단문제: 할머니가 한 말은 맞았나요? 아니며 이상한가요? 

수정문제: (이상하다면) **이가 바르게 고쳐서 말해보세요. 

 

 
상황 맥락 

 

 

예) 오늘 발표회에서 수진이가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지훈이의 

노래 순서를 소개할 차례가 되었어요.  

“야 이지훈! 나와서 인사하고 노래 불러!” 

 

판단문제: 수진이는 지금 상황에 맞게 말했나요? 아니면 이상 한가요? 

수정문제: 그럼 **이가 바르게 고쳐서 말해보세요. 

 

담화 및 

이야기 정보 

추론 

   

 

1컷: 지우는 샛별이네 집에서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어요. 

2컷: 샛별이는 빨간색 종이배를 만들고 갔어요. 그런데 지우는 샛별이가 없

는 사이에 종이배를 만지고 놀다가 찢어 뜨려 버렸어요. 

3컷: 샛별이는 종이배가 찢어진 것을 보았어요. 

4컷: 샛별이에게 지우는 새 종이배를 주면서 사과를 했고, 샛별이는 기분이 

나아졌어요. 

 

빠진 정보 추론 문제: 샛별이에게 지우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상위언어 간접표현 
 

 

예) 지훈이는 옆집에 사는 민수네 집에 놀러갔어요. 민수는 뭐든지 친구

와 나눠 갖는걸 좋아하는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민수네 집에는 지

훈이가 갖고 싶었던 스티커가 아주 많았어요. 

“민수야 너 스티커 엄청 많다. 우와!” 

 

이해문제: 지훈이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처문제: **이가 민수라면 어떻게 할래요?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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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언어 간접표현

예)  지훈이는 옆집에 사는 민수네 집에 놀러갔어요. 민수는 뭐든지 친구와 나눠 갖는걸 좋아하는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민

수네 집에는 지훈이가 갖고 싶었던 스티커가 아주 많았어요.

“민수야 너 스티커 엄청 많다. 우와!”

이해문제: 지훈이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처문제: **이가 민수라면 어떻게 할래요?

상위언어 참조

 예)  안녕! 나는 멍멍이야. 주인님이랑 산책을 나왔는데 한 눈 판 사이에 주인님을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미안한데 주인님 

찾는 것 좀 도와주겠니? 우리 주인님은 오늘 나한테 오늘 비가 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음악을 듣고 있을거야. 그리고 

바지 입는 걸 싫어해. 

문제: 멍멍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림에서 짚어보세요. 

반어 및 비유

예)  엄마가 지원이와 오빠에게 나눠먹으라고 사탕을 많이 주셨어요. 지원이는 오빠에게 사탕을 한 개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자 오빠는 “너 다 먹지 그래”라고 말했어요.

 문제: 오빠가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Appendix 2. (계속)

담화 및 

이야기 정보 

추론 

   

 

1컷: 지우는 샛별이네 집에서 종이 접기를 하고 있었어요. 

2컷: 샛별이는 빨간색 종이배를 만들고 갔어요. 그런데 지우는 샛별이가 없

는 사이에 종이배를 만지고 놀다가 찢어 뜨려 버렸어요. 

3컷: 샛별이는 종이배가 찢어진 것을 보았어요. 

4컷: 샛별이에게 지우는 새 종이배를 주면서 사과를 했고, 샛별이는 기분이 

나아졌어요. 

 

빠진 정보 추론 문제: 샛별이에게 지우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상위언어 간접표현 
 

 

예) 지훈이는 옆집에 사는 민수네 집에 놀러갔어요. 민수는 뭐든지 친구

와 나눠 갖는걸 좋아하는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민수네 집에는 지

훈이가 갖고 싶었던 스티커가 아주 많았어요. 

“민수야 너 스티커 엄청 많다. 우와!” 

 

이해문제: 지훈이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처문제: **이가 민수라면 어떻게 할래요? 

상위언어 참조 
 

 

예) 안녕! 나는 멍멍이야. 주인님이랑 산책을 나왔는데 한 눈 판 사이에 

주인님을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미안한데 주인님 찾는 것 좀 도와주

겠니? 우리 주인님은 오늘 나한테 오늘 비가 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

고 음악을 듣고 있을거야. 그리고 바지 입는 걸 싫어해.  

 

문제: 멍멍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림에서 짚어보세요.  

 

반어 

및  

비유 
 

 

예) 엄마가 지원이와 오빠에게 나눠먹으라고 사탕을 많이 주셨어요. 지원

이는 오빠에게 사탕을 한개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자 오빠는“너 다 먹지 그래” 라고 말했어요. 

    

   문제: 오빠가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상위언어 참조 
 

 

예) 안녕! 나는 멍멍이야. 주인님이랑 산책을 나왔는데 한 눈 판 사이에 

주인님을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미안한데 주인님 찾는 것 좀 도와주

겠니? 우리 주인님은 오늘 나한테 오늘 비가 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

고 음악을 듣고 있을거야. 그리고 바지 입는 걸 싫어해.  

 

문제: 멍멍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림에서 짚어보세요.  

 

반어 

및  

비유 
 

 

예) 엄마가 지원이와 오빠에게 나눠먹으라고 사탕을 많이 주셨어요. 지원

이는 오빠에게 사탕을 한개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자 오빠는“너 다 먹지 그래” 라고 말했어요. 

    

   문제: 오빠가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