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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SES)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학령전기 수용 및 표현
어휘력과 학령기 어휘적용력, 언어유추력, 집행기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공개한 6차년도(2013년, T1) 및 9차년도(2016년, T2)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6차년도 당시 만 5세였던 아동 318명의 데이터를 2개 시점에서 분석하였다.
월평균 가구 소득 및 부/모의 최종학력 데이터로 SES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자녀 상호작용,
수용･표현어휘력 검사, 다요인 지능검사의 어휘적용력과 언어유추력, 그리고 집행기능곤란 데
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SES,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예측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
다회귀분석 결과, T1에서 수용어휘력은 SES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으며, 표현어휘력은 두 변인 모두 유의한 설명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T2에서
언어유추력은 SES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으나, 어휘적용력과
집행기능은 SES만이 유의한 설명 변인이었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일부 언어능력에 대해 SES 외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SES가 낮은 가정에서 풍부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언어능력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
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부모-자녀 상호작용, 사회경제적지위(SES), 언어능력, 집행기능, 한국아동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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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선, 김신영, 송혜선, 이하은

초기 언어발달의 중요성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은

Bracken과 동료들(1993)의 연구에 의하면 SES

특히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가 낮은 가정에서는 문법적으로 불완전하고 상투적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

인 언어를 사용하여 비효율적이고 한정적인 언어

면, 성별(Naigles, 1995), 인지발달(Najman et al.,

경험을 제공하는 반면, 중류 계층에서는 정교한 문

2004), 자아개념(Brownell, 1990) 등과 같은 아동

법과 정확한 어순 구문을 매개로 아동에게 합리성

의 개인적 변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행동(이

과 논리성이 강조된 개념을 전달함으로써 보다 효

지연, 곽금주, 2008), 가정환경(Bialystock, 2007)

과적인 언어 습득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등 환경적 변인 또한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는 적절한 언어 학습 환경 및 언어 노출

(Dixon & Smith, 2000). 그중에서도 특히 가정의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이 아동의 효과적인 언어발달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이하

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양육자의 언어 기술은 부

SES)는 아동의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변

모의 교육 수준이나 SES에 비례한다는 점을 시사

인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Hart &

한다. SES가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높은 수준의

Risley, 1995; Hoff, 2006; Rowe et al., 2016).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는 시간이 지남에

SES는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인적, 그리고 문

따라 아동의 언어발달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화적인 자원을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

결국 이 아동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어서도 부정적인

미하는 척도로, 아동의 경우 부모의 학력, 직업, 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Tamis-LeMonda et al.,

득수준 등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Cowan et al.,

2017). 또한 19~24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단

2012). SES와 아동의 언어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

기 종단연구에 의하면 각 계층의 부모가 자녀에게

본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SES가 높은 가정의

들려주는 발화의 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아동은 SES가 낮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영유아 시

결국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적 차이가 결과적으로

기부터 어휘력이 더 높았으며(Walker

al.,

아동들의 언어능력에 차이를 초래한다(Weisleder

1994), 아동이 보유하고 있는 어휘량과 어휘 처리

& Fernald, 2013). 다시 말해 가정의 SES에 따

능력 또한 만 18개월부터 SES에 따른 격차를 보였

라 사용되는 언어의 양적․질적 차이가 아동의

다(Fernald & Marchman, 2012). 국내의 선행연

언어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구에서도 부모의 학력, 수입, 가정환경이 만 3세

이다(Bernstein, 1971).

et

아동의 언어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는

SES가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데(이지연, 곽금주,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한 연구들에서는, SES에 따라 가정에서 주어지는

는 SES가 아동들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단순한 선

언어적 자극 및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도 관심

형 관계보다는 SES가 높은 가정일수록 부모가 자

을 가져왔다(Abu-Rabia & Yaari, 2012; Hart &

녀에게 다양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풍부

Risley, 1995). 아동의 언어능력은 타인과의 양방향

한 언어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데(Hoff, 2006), 부

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촉진되기 때문인 것

모는 아동이 출생 후 가장 처음 상호작용하는 타인

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지현 외, 2012; Hoff, 2014).

이며 영아기부터 가장 밀접하고 민감한 주양육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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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한다(임현주, 최항준, 2017). 따라서 부

에도 Buss와 Plomin(1984)은 유아의 기질을 정서

모의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초기에 행동

성, 활동성, 사회성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사회성

혹은 사물과 어휘를 연결짓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이 높은 아동은 외향적 기질을 가져 표현어휘력에

받은 아동들은, 영유아기부터 이러한 정보들을 수

서 더 긍정적인 발달을 보일 수 있는 반면, 정서성

용어휘 및 표현어휘로 축적시킬 수 있게 된다(이영

이 높아 내향적인 아동은 수용어휘력에서 더 높은

신, 2017). 특히 생후 3년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발달을 보일 수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수용어휘력과

부모의 충분한 상호작용과 민감한 반응은, 아동이

표현어휘력 발달의 차이점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

추후 발달 이정표를 적절히 달성하는 데에 유의미

은 선행연구 결과들은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vans &

질적인 차이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어휘

Shaw, 2008; Neuman et al., 2008). 언어의 다

를 표현 즉 산출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보유하고 있

양한 영역은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하며

는 심성어휘집(lexicon)에서 목표 참조물에 해당하

(Scarborough, 1998), 종단연구에 의하면 3세 무

는 어휘를 찾아서 구어로 인출하는 과정이 수반되

렵 습득한 어휘력은 추후 학령기의 읽기 이해력

므로, 목표 참조물과 어휘를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

및 학업 수행력의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수용어휘력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Ricketts et al., 2007). 그러므로 아동들의 언어

연구에서는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을 구분하여

능력을 종단적으로 검토할 때 영유아기에서는 특히

분석하고자 한다.

어휘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한편 표현어휘력의 발달은 수용어휘력의 확립에

들 가운데 특히 발달 초기의 주된 의사소통 상대

기초하므로 두 어휘력의 발달 양상은 매우 유사할

방인 부모가 아동에게 호의적․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에

때, 이러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아동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부분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여러 가지 의사소통 전략을 통해 개념을 명료화

서, 두 어휘력은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Fenson et

하고 구체화해나가기 시작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

al., 1993). 본 연구와 같이 한국아동패널의 6차년

스럽게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이 발달한다

도 자료를 사용한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아

(Cochran-Smith, 1984). Altinkaynak(2019)는 부

동변인과 부모변인, 가정변인 등이 아동의 수용어

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수용 및 표현언어 능력 간

휘력과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민주적인 양육

는데, 그 결과 또래상호작용 변인인 놀이방해, 놀

태도는 자녀의 수용 및 표현언어 능력과 유의한 정

이단절, 놀이 상호작용이 표현어휘력 발달만을 유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의하게 예측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부모

에서는 아동의 개인변인에 해당하는 아동의 출생순

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

위와 가정변인에 해당하는 학습자료의 노출량 역시

록 아동은 가정 내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자신

수용어휘력을 설명하지는 못했으나, 표현어휘력은

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유의하게 설명하였다(임현주, 최항준, 2017). 이 외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며, 이러한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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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선, 김신영, 송혜선, 이하은

의 상호작용 안에서 아동은 언어를 사용해야 할 필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이 아동의 언

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

어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SES와

였다. 한편 East(1991)에 따르면, 어머니와 학령전

부모의 양육행동 또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특징에

기 자녀의 상호작용은 또래 관계에서의 언어발달에

주목해왔다(Evans & Shaw, 2008; Hoff, 2006;

도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지지적인 상호작용은

Huttenlocher et al., 1991).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아동의 사교성을 증진시키며 공격성과 위축 심리를

은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의 초기 언어 발달에 미

낮추는 동시에 타인의 행동 및 생각에 초점을 맞추

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데(Hart & Risley, 1995;

는 태도를 촉진한다(장영은, 성미영, 2015; Bruce

Hurtado et al., 2008), 아동의 언어 발달에 SES

& Hansson, 2011). 아동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와 가정 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특징이 중요

에서 얻은 사회적 기술을 바탕으로 또래 관계에서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

도 다양한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언어

해 볼 필요가 있다.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Pan과 동료들(1996)

학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아동들에게는 학업 수행

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덜 지시적이고 아동 중심

을 위해 어휘력뿐만 아니라 문법 능력, 문장 사용

행동을 촉진하는 방식일 때 학령전기 아동의 어휘

능력, 개념 구성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포괄

력과 문법 발달이 가장 촉진됨을 밝혔다. 이는 지

적인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Tomblin & Zhang,

도자가 아닌 협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모의 상

2006). 따라서 학령기 아동들의 경우 어휘 능력 외

호작용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의 다양한 측면에서 언어 능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아동들의 심성어휘집(lexicon)의 크기를 측정하

부모는 일상에서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에

는 어휘력 외에도, 아동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용

게 풍부한 언어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고, 양질의

및 표현어휘력을 토대로 주어진 문장을 정확히 이

풍부한 언어적 자극은 아동의 초기 언어 발달을 촉

해하고 문맥에 맞는 어휘로 적절하게 문장을 표현

진한다(Huttenlocher et al., 1991). 부모-자녀 간

하는 능력을 어휘적용력으로 정의한다면(이종구 등,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2015), 이는 학령전기에 습득된 수용 및 표현어휘

영향을 고려할 때, SES라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이

력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고 상쇄

에 의하면 어휘적용력이 낮은 학생들은 일반 학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다. 실제로

들에 비해 단순한 문장구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

Pungello와 동료들(2009)은 영유아 146명을 대상

으며, 순서에 맞지 않는 문장을 나열하는 특징이

으로 한 단기종단연구를 통해 SES와 인종, 그리고

관찰된다(Ehri, 2000). 또한 쓰기 활동에서 아동

부모의 상호작용적 양육행동이 아동들의 수용 및

들이 표현하는 아이디어의 수 또한 현저히 적다

표현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연구 결

(Hallahan et al., 2005). 이는 낮은 어휘적용력이

과 SES뿐만 아니라 부모의 민감하고 지시적이지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고차원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않은 양육행동이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언어 발달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양민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화, 서유진, 2009). 학습활동의 측면에서는, 어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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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문장 이해력과 문장 표현력이 부진하여

영향을 미치는 상위의 인지기능으로서 집행기능

문자 관련 능력이 통합되지 못할 경우 학습 결손

(executive function)에 주목하였다(Gooch et al.,

혹은 학습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2016; Howard & Melhuish, 2017). 집행기능은

되었다(Greenberg et al., 1997). 따라서 학령기

전반적인 인지능력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조

아동들의 언어능력 가운데 어휘적용력의 발달을 살

절 기능으로(Welsh & Pennington, 1988), 상황을

펴볼 필요가 있다.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론하는 등의 역할을

한편 학령기에 접어들고 언어능력이 발달하면서

하는 인지기능인 동시에(Barkley, 1997), 목표를

학습 상황과 또래 관계에서 추론적 이해의 필요가

달성하기 위해 인지적 과정을 억제하는 조절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되며,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다(Wertsch, 1998). 또한, 행동 및 정서에 대한 자

서 원활한 추론적 이해를 위해서는 단어 간의 관

기통제력을 발휘하여 과민반응 및 충동행동을 억제

계와 의미 같은 위계를 파악하여 새로운 관계성을

하고 한 가지 활동에 지속적으로 전념하게 하는 상

도출하는 언어유추력이 중요해지게 된다(김희주,

위 인지적인 정신활동이다(Bierman et al., 2008).

2020; 이종구 등, 2015). 언어유추력의 발달을 위

많은 선행연구들이 일상생활 및 일반적인 사고 과

해서는 문장을 단순한 낱말의 나열로 간주하는 수

정뿐만 아니라 학업수행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집

준에서 나아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 간의

행기능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Bierman et al.,

인과성과 위계성을 파악하여 그 총체적인 함의를

2008; Pears et al., 2016). 선행연구들에서는 집

추론할 것을 요하므로(김희주, 2020), 언어유추력은

행기능이 낮을수록 학업수행(Moffitt et al., 2011)

사실적 이해보다 상위 단계의 언어능력이라고 할

및 학교적응(김형연, 김민주, 2020)에 어려움이 있

수 있다(Klingner et al., 2015). 이러한 추론 능력

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집행기능

은 읽기 이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변인인 동시

이 아동의 통제력과 주의력, 그리고 안녕감과 높은

에 읽기 이해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므로, 학령기의

정적 상관을 보이기 때문이다(Eason & Ramani,

언어유추력 부진은 낮은 학업 성취를 초래할 수 있

2017).

다(Bowyer-Crane & Snowling, 2005; Cain et

이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집행기능은 어휘

al., 2004). 또한 위계적 사고와 인과 추론에 어려

습득과 구문 이해, 읽기 등 언어 발달과도 유의미

움을 보이는 학령기 아동은 또래 일반 아동들보다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 왔다(Foy & Mann,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

2013; Yoo & Yim, 2018). 일반적으로 언어에

며(김가림, 황민아, 2020), 일관되고 응집성이 높은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에 비

글을 구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인다(Siger &

해 집행기능에 있어서도 낮은 수행력을 보이며

Halldorson,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Im-Bolter et al., 2006; Gooch et al., 2016),

아동들의 중요한 언어발달 측정 변인으로서, 보다

기존의 언어적 지식을 조작하고 새로운 언어정보

상위의 언어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유추력을

를 처리하는 데에 집행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

검토해보고자 한다.

기도 한다(Borella et al., 2010). 집행기능은 부

한편 많은 연구들에서 언어발달 및 학습능력에

모-자녀 간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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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선, 김신영, 송혜선, 이하은

Moriguchi(201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상호

양육행동이나 신념을 통해 유아의 학업성취에도

작용을 비롯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새로운 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대한 유연한 대처와 적응성을 촉진함에 따라 아동

SES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Davis-Kean, 2005).

의 집행기능 내면화에 기여한다. 또한 언어와 같은

본 연구에서는 SES가 아동들의 언어능력에 미치

상징 체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게 되며,

는 영향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일치된 결과를

이때 집행기능과 같은 상위의 인지기술이 중요한

전제로, SES 외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어떠

역할을 수행한다(Lewis & Carpendale, 2009). 이

한 설명력을 가지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와 같은 일련의 연구 결과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

에서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언어능

용이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력에 SES 외에 부가적인 설명력을 가질 것임을 예

아동의 학업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측하며, 이러한 연구 가설을 증명함으로써 SES의

한다(박서현, 강기수, 2019). 이러한 집행기능의 발

공고한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부모-자녀 간 상

달은 특히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

호작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

지적 요인이므로(Wellman, 1990), 본 연구에서는

에서는 SES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학령기 아동들의 집행기능 발달을 주요 변인으로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토하기 위

검토해보고자 한다.

하여, 학령전기와 학령기의 다양한 언어 및 인지능

정리하자면, SES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각

력을 주요 변인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아동의 언어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

한국아동패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가정의 SES

인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검증해 왔으며, 또한

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연구 대상 아동들이 5

SES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세일 때(T1)의 수용 및 표현어휘력, 그리고 아동들

기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선행

이 8세가 되었을 때(T2)의 어휘적용력, 언어유추력,

연구에 의하면 각 계층의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

집행기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한 후,

주는 발화의 양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결

T1과 T2에서 각각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어휘력, 어

국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적 차이가 결과적으로

휘적용력 및 언어유추력, 그리고 집행기능에 미치

아동들의 언어능력에 차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Weisleder & Fernald, 2013). 그러나 SES와 부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모-자녀 간 상호작용 중 어떤 것이 아동의 언어발
달에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문제 1. 사회경제적 지위(SES) 및 부모-자녀

이견이 존재한다. 국내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간 상호작용이 5세(T1)의 수용 및 표현어휘력, 그

한 선행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어휘력 발달에 가정환

리고 8세(T2)의 어휘적용력, 언어유추력, 집행기능

경 요소에 의한 언어 자극이 SES보다 더 큰 영향

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반면(장영애, 1995),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SES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연구문제 2. 사회경제적 지위(SES) 및 부모-자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나아가 부모의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언어능력 및 집행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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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종단적인 설명력을 갖는가?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
동패널에서 공개한 6차년도(2013년, T1) 및 9차

연구문제 2-1. 사회경제적 지위(SES) 및 부모-자

년도(2016년, T2)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5세 시기(T1) 수용 및

를 위하여 6차년도 참여 아동들 중 한국 웩슬러

표현어휘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가?

유아지능검사(Korean Wechsler Primary and
Preschool Scale Intelligence, K-WPPSI-R, 박혜

연구문제 2-2. 사회경제적 지위(SES) 및 부모-자

원 등, 1996) 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85(-1SD) 이

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8세 시기(T2) 어휘적용

상인 아동들을 선별하였으며, 그 결과 총 318명(남

력, 언어유추력, 집행기능을 유의하게 설명하는가?

아 182명, 여아 136명)의 아동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아동들의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아동들의 평균 월령은 6차년도

방 법

시점에 62.28개월(SD = 1.22)이었으며, 연구에 참여
한 모든 아동은 6차년도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연구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 중 1개 이상의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
동들의 언어 및 집행기능에 미치는 횡단적․종단적

연구도구

표 1. 연구 대상 정보

n

%

남아

182

57.1

여아

136

42.9

고등학교 졸업 이하

71 (67)

22.3 (21.1)

2~3년제 대학 졸업

60 (99)

18.9 (31.1)

4년제 대학 졸업

148 (130)

46.5 (40.9)

대학원 졸업

39 (22)

12.3 (6.9)

200만원 이하

15

4.7

201만원~300만원

81

25.5

301만원~400만원

86

27.0

401만원~500만원

74

23.3

501만원~600만원

27

8.5

601만원~700만원

16

5.0

700만원 초과

19

6.0

변인
성별

부(모) 학력

가구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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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선, 김신영, 송혜선, 이하은

사회경제적 지위(SES)

를 활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

SES는 사회에서 직업의 종류, 재산 및 수입의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아

규모, 거주지역, 교육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

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2)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

제적 위계 내 개인 및 집단의 상대적인 위치를 뜻

다. 3)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 4) 아이가 미술

한다(Cowa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

이나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요리, 청

동패널에서 6차년도(2013년, T1)에 조사한 각 가정

소, 상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의 ‘월 평균 가구 소득’ 및 4차년도(2011년)에 조

아이와 함께한다. 6) 아이와 함께 퍼즐이나 게임을

사한 ‘부/모의 최종학력’ 데이터를 SES 척도 산출

한다. 7) 아이와 함께 자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에 사용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부/모 최종학

거나, 과학 놀이를 한다. 8) 아이와 함께 무엇을 만

력을 총 7개의 구간으로 조사하였으나, 2011년 조

들거나 조립용 완구를 가지고 논다. 9) 아이와 함

사에서는 ‘대학원 졸업’을 ‘석사 졸업’ 및 ‘박사 졸

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본 검사도구는 부모

업’으로 구분하여 총 8개의 구간으로 조사한 바,

지필식 검사로, 각 문항에 대하여 지난 일주일을

본 연구에서는 SES 산출을 위한 최종학력 데이터

기준으로 1점(전혀 하지 않음)부터 4점(매일 함)까

는 동일한 연구 대상자의 2011년 자료를 사용하기

지 4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해당 기준에 따르

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 조사한 ‘월 평

면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균 가구 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본 검사의 신뢰도

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에 의한 실수령액을

(Cronbach’s α)는 .833으로 나타났다.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값이며, ‘부/모의 최종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등 8개

수용⋅표현어휘력 검사

의 선택지 중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 대상 아동들의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정의 SES를 산출하기 위하여 월 평균 가구 소득

한국아동패널의 6차년도(2013년, T1) ‘수용･표현어

및 부/모의 최종학력에 대해 표준 점수를 산출하였

휘력 검사(김영태 등, 2009)’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으며, ±3SD를 벗어나는 극단치들을 제거한 후 남

수용･표현어휘력 검사는 2세 6개월부터 성인기까지

은 데이터들 각각에 대해 표준 점수를 합산한 점수

의 어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

를 사용하였다.

로, 수용어휘 검사와 표현어휘 검사로 구성되어 있
다. 수용어휘력 검사의 시작 문항은 생활 연령에

부모-자녀 상호작용

따라 달라지며, 표현어휘력 검사의 시작문항은 수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한국아동패널에서 ‘Early

용어휘력 검사 결과에 의해 확립된다. 검사는 시작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Cohort (ECLS-K)’

문항부터 질문을 시작하여 기초선을 확립한 후, 어

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휘의 난이도를 계속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

Stimulation(HEQ)’ 중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해당

정 난이도 이상의 문항에 대해 정반응하지 못하는

하는 일부 문항을 번역하여 ECLS로부터 사용 허가

경우 최고 한계선이 결정되며, 이에 근거하여 원점

를 취득한 후 조사한 6차년도(2013년, T1)의 자료

수가 산출된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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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본 연구에서는 석사 재학생 이상의 검사자

집행기능 곤란

가 원저자에게 교육을 받은 후 각 아동의 가정에

연구 대상 아동들의 집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방문하여 아동과 일대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서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2016년, T2)의 ‘집행기

연구에서는 수용 및 표현어휘력 검사의 원점수를

능 곤란’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송현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014)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질
문지(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다요인 지능검사 – 어휘적용력, 언어유추력

Questionnaire)를 부모 지필식의 설문지 형식으로

연구 대상 아동들의 학령기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수집된 집행기능 곤란 척도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의 9차년도(2016년, T2) ‘다요

는 총 4개 하위 영역 40문항으로, 계획-조직화 곤

인 지능검사(Multi-Factorial Intelligence Test:

란 11문항, 행동통제 곤란 11문항, 정서통제 곤란

M-FIT, 이종구 등, 2015)’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8문항, 부주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영역별

다요인 지능검사는 학생들의 전반적 학습능력, 문

문항의 예로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

제해결력,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능력 등을 종합

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계획-조직

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개인의 전반적인 능력을 6개

화),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 행동을 스스로

하위영역으로 평가한다. 어휘적용력, 언어유추력,

조절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행동통제

도식화능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추리력의 6가지

곤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정서통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검사는 20개의 사

제 곤란),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부주의) 등이

지선다형 문항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범위

있다. 본 도구는 ‘전혀 아니다(1점)’부터 ‘자주 그렇

내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아동패널에서

다(3점)’까지의 리커트 3점 척도로 아동들의 집행기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검사자들은 학지사 심리검

능 곤란을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집

사연구소의 검사 진행 시나리오를 숙지한 후 가정

행기능 곤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검

에 방문하여 주양육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아동과

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계획-조직화 곤

일대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란 .882, 행동통제 .847, 정서통제 .889, 부주의

대상 아동들의 학령기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883, 전체 .939로 나타났다.

M-FIT의 6가지 소검사 중 어휘적용력과 언어유추
력의 원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어휘적용력

자료분석

은 기본적인 어휘력과 문장의 정확한 이해 및 문맥
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

언어유추력은 단어 간의 인과관계와 의미 간의 위

동들의 언어능력 및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

계, 범주를 파악하고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토하기 위하여, 먼저 부모의 최종학력과 가계의 월

관계성을 도출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소득을 반영하여 SES 척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신뢰도(Cronbach’s α)는 어휘적용력 .816, 언어유

SES,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아동의 언어능력

추력 .768, 전체 .859로 나타났다.

및 집행기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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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선, 김신영, 송혜선, 이하은

결 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SES와 부모-자녀
상호작용 도구의 원점수를 각각 예측변인으로, 아
동들이 5세 시기에(T1, 2013년) 실시한 수용어휘력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언어능력
및 집행기능 간의 관계

과 표현어휘력 검사의 원점수, 그리고 아동들이 8
세 시기에(T2, 2016년) 실시한 어휘적용력과 언어
유추력 검사, 그리고 집행기능 곤란 척도의 원점수

각 가정의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연

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구 대상 아동들의 언어능력 및 집행기능 간의 상관

하였다. 모든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5.0 프로그

관계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SES, 부모-자녀

램을 사용하였다.

간 상호작용, T1에서 아동들의 수용 및 표현어휘력
점수, T2에서 아동들의 어휘적용력, 언어유추력,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변인

M

SD

SES (소득, 교육년수의 표준점수)

-0.06

1.36

부모-자녀 상호작용

21.43

4.50

수용어휘력

59.08

9.07

표현어휘력

68.39

9.91

어휘적용력

8.16

3.59

언어유추력

8.75

3.59

집행기능곤란

58.08

12.12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부모-자녀

SESa

a

상호작용

수용어휘력a 표현어휘력a 어휘적용력b 언어유추력b

SES

-

부모-자녀 상호작용

.134*

-

수용어휘력

.051

.085

표현어휘력

*

.141

*

.138

.452**

-

어휘적용력

.170*

.121*

.354**

.418**

언어유추력

**

*

**

**

집행기능곤란

.223

*

-.194

곤란b

-

.141

**

집행기능

-.125

.345

.007

.422

.003

.491**
*

-.135

-.062

-

*

p < .05, **p < .01

a=T1(2013년) 측정; b=T2(2016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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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능곤란 점수를 변인으로 하여 피어슨 적률

> .05), 회귀 모형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포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

시켰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과는 표 2에,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하였다. 연구 결과, SES는 T1에서 아동들의 표현
어휘력(r=.141, p<.05), 그리고 T2에서 아동들의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5세(T1) 아동의

어휘적용력(r=.170, p<.01) 및 언어유추력(r=.223,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p<.01)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연구 대상 아

며, T2에서의 집행기능곤란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동들이 학령전기 시기인 5세(T1) 때 표현어휘 능력

나타났다(r=.-194, p<.01).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SES와 부모-자

또한 T1에서 아동들의 표현어휘력 점수(r=.138,

녀 간 상호작용을 예측변인으로, 아동들의 표현어

p<.05), T2에서의 어휘적용력(r=.121, p<.05)과 언

휘력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어유추력(r=.141, p<.05)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

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을 도출하기에 앞서 다중공

관계가 나타났고, 집행기능곤란(r=-.125, p<.05)과

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factor, VIF)은 1.000~1.019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잔차분석 결과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5세(T1)
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Durbin-Watson 값이 2.055로 잔차의 독립성 요
건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SES는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5세(T1) 아동의

아동들의 T1에서의 표현어휘력 분산의 약 2.0%를

수용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 = .020,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연구 대상 아

F(1,315) = .012), 회귀 모형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동들이 학령전기 시기인 5세(T1) 때 수용어휘 능력

을 포함시키는 경우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SES와 부모-자

수준에서 약 1.4%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녀 간 상호작용을 예측변인으로, 아동들의 수용어

(△R2 = .014, △F(1,314) = .031).

휘력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을 도출하기에 앞서 다중공
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8세(T2)
아동의 언어능력 및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factor, VIF)은 1.000~1.01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잔차분석 결과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8세(T2) 아동의

Durbin-Watson 값이 1.931로 잔차의 독립성 요

어휘적용력에 미치는 영향

건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들이 학령기 시기에 접어든 8세

분석 결과, SES는 연구 대상 아동들의 T1에서의

(T2) 때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

수용어휘력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으며(p

의 어휘적용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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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5세(T1) 아동들의 표현어휘력에 대한 SES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영향
Unstandardized

Standardized

SE

R2

t

모형

예측변인

1

SES

1.022

.405

.141

2.525*

SES

.903

.406

.124

2.224*

.121

*

2

상호작용

ß

.268

ß

.123

(adj. R2)

2.167

.020
(.017)
.034
(.028)

△R2

△sig. F

.020

.012

.014

.031

*

p < .05

SES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예측변인으로, 아동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8세(T2) 아동의

들의 어휘적용력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

언어유추력에 미치는 영향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을 도출하기에 앞

연구 대상 아동들이 학령기 시기에 접어든 8세

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T2) 때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

inflation factor, VIF)은 1.000~1.018로 나타나

의 언어유추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잔차분

SES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예측변인으로, 아

석 결과 Durbin-Watson 값이 1.992로 잔차의 독

동들의 언어유추력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

립성 요건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을 도출하기에 앞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SES는

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아동들의 T2에서의 어휘적용력 분산의 약 2.9%를

inflation factor, VIF)은 1.000~1.018로 나타나

2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029,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잔차분

F(1,316) = .002), 회귀 모형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석 결과 Durbin-Watson 값이 2.035로 잔차의 독

을 포함시키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 변

립성 요건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화는 없었다(p > .05).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SES는
아동들의 T2에서의 언어유추력 분산의 약 5.0%를

표 5. 8세(T2) 아동들의 어휘적용력에 대한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영향
Unstandardized

SE

Standardized

t

R2

모형

예측변인

1

SES

.447

.146

.170

3.055**

SES

.415

.147

.157

2.808*

.039

상호작용

.080

.044

.100

1.791

(.033)

2

ß

ß

(adj. R2)
.029
(.026)

△R2

△sig. F

.029

.002

.010

.074

*

p < .05,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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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언어능력 및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표 6. 8세(T2) 아동들의 언어유추력에 대한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영향
Unstandardized

SE

Standardized

R2

t

모형

예측변인

1

SES

.588

.144

.223

4.069***

SES

.548

.145

.208

3.777***

2
*

p < .05,

ß

상호작용

.090

ß

.044

(adj. R2)

*

.113

2.055

.050
(.047)
.062
(.056)

△R2

△sig. F

.050

<.001

.013

.041

***

p < .001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 = .050,

inflation factor, VIF)은 1.000~1.018로 나타나

F(1,316) < .001), 회귀 모형에 부모-자녀 간 상호작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잔차분

용을 포함시키는 경우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석 결과 Durbin-Watson 값이 1.973으로 잔차의

수준에서 약 1.3%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R = .013, △F(1,315) = .041).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SES는
아동들의 T2에서의 집행기능 곤란 분산의 약 3.8%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8세(T2) 아동의

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 =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038, F(1,315), p < .001), 회귀 모형에 부모-자녀 간

연구 대상 아동들이 학령기 시기에 접어든 8세
(T2) 때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

상호작용을 포함시키는 경우의 설명력 변화량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SES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예측변인으로, 아동

논 의

들의 집행기능 곤란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을 도출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가구 소득 정보를

앞서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분산팽창요인(variance

표 7. 8세(T2) 아동들의 집행기능에 대한 SES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영향
Unstandardized

SE

Standardized

t

R2

모형

예측변인

1

SES

-1.725

.490

-.194

-3.518***

SES

-1.606

.493

-.181

-3.257***

.048

상호작용

-.270

.150

-.100

-1.808

(.042)

2

ß

ß

(adj. R2)
.038
(.035)

△R2

△sig. F

.038

<.001

.010

.07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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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산출한 각 가정의 SES와 부모-자녀 간

요인 외에 가정 외의 요인이 아동의 수용어휘 능력

상호작용이 연구 대상 아동들이 학령전기인 5세일

에 더욱 영향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유아 대

때(T1) 수용 및 표현어휘 능력의 유의한 설명변인

상 교육프로그램과 미디어의 발전이 SES나 부모-

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대상 아동이 학령기

자녀 간 상호작용이 유발하는 언어발달 상의 개인

인 8세가 되었을 때(T2)의 자료를 분석하여 SES와

차를 좁힐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도(김지순 등,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어휘 적용력과

2018) 아동의 어휘발달에 미치는 가정의 외부 요인

언어 유추력, 그리고 집행기능을 유의하게 예측하

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는 변인인지 종단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분
석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한편 1,418명의 대규모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아동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먼저, SES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모두 연

소득이라는 두 가지의 SES 지표는 가정의 생활수

구 대상 아동들의 T1(5세)에서의 수용어휘 능력에

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인지적인 자

대한 유의한 설명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극 또는 언어적 자극 여부,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

5세 아동들이 이해하는 어휘의 크기는 부모의 사

는지 여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직․간접적으

회경제적 지위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유의

로 매개되어 각각 아동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

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ddington et al., 2014).

SES 및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아동의 수용어

본 연구에서는 Coddington과 동료들의 연구와는

휘 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

달리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소득을 하나의

(Coddington et al., 2014; Gonzalez et al.,

SES 지표로 처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

2017; Raviv et al., 2004)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

호작용 척도 또한 인지적․언어적 자극이 모두 포

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만 18개월의 연령부터

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Coddington

SES에 따른 수용어휘 능력의 차이를 발견한 바 있

과 동료들의 연구에서 세분화하여 검토한 변인들이

다(Fernald & Marchman, 2012). 반면 만 3세 이

수용어휘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상쇄되었을 가

후의 아동은 가정 혹은 교육기관에서 더욱 다양한

능성이 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가

경험과 자극에 노출됨으로써 SES 외에 아동 어휘

정의 외부 환경인 SES 또는 가족 내의 고유한 문

능력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이 언

화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양 외의

급되고 있다(Chao et al., 2015; Gonzalez et al.,

아동의 개인적 요인이나 다른 외부 환경의 요인을

2017; Malin et al., 2014).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들은 T1 시기에 만 5세의 유아로서 유치원,

한편 T1(5세)에서 아동들의 표현어휘 능력에 대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의 학원 중 1개 이상의 육아

해서는 수용어휘 능력과는 달리 SES가 유의한 예

지원 기관을 다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과정에서

측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간 상호

가정 밖의 환경에 노출되어 다양한 의사소통 상대

작용 또한 표현어휘 능력에 유의한 설명력을 더하

방 및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경험 등이 축적됨으로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가 자녀들과 높은

써, SES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같은 가정 내

빈도로 상호작용을 시도할수록 아동들의 표현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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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SES가 높은 가정일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더

결과는 SES와 아동의 표현어휘력 간 유의한 정적

많이 시도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를 보고한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는 이러한 SES와 가정 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Arriaga et al., 1998; Dollaghan et al., 1999;

특징이 특히 아동의 표현어휘 능력에 영향을 미쳤

Fernald & Marchman, 2012; Hoff, 2014). SES

음을 확인하였다.

와 어휘력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에서는

또한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이 많아질수록 아

그 요인으로 가정에서 주어지는 부모의 언어적 입

동들의 표현어휘력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밝힌 본

력의 양적․질적 차이를 지적하였는데(Hoff, 2014;

연구의 결과는, SES가 아동들의 어휘 능력을 견고

Hoff & Naigles, 2002; Raviv et al., 2004), 본

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결정론적인 영

연구의 결과 SES 외에 연구 대상 아동들의 표현어

향력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부

휘력을 설명하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고유한

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표현어휘력을 향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의 주장

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

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Hoff & Naigles,

인함으로써, SES가 낮은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

2002; Pancsofar & Vernon-Feagans, 2006;

와의 풍부한 상호작용을 시도하여 SES가 초래한

Topping et al., 2013).

어휘력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표현어휘력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동들은 자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신의 심성어휘집에서 해당 어휘를 찾아 목표 참조

측정 도구는 부모 보고 형식의 과제인 반면, 수용

물에 대한 정확한 음운 정보들을 조합하여 산출해

및 표현어휘력 검사는 검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야 한다. 이러한 인출 과정은 수용어휘력 검사에는

직접 측정하는 과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없는 절차로서, 이 과정에 SES 및 부모와의 상호

말해, 질문지를 기입하는 부모의 심리적 기제 및

작용이 설명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모

검사자와의 검사에 임하는 아동의 기질 등이 연구

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더욱 빈번히 시도할수록

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

아동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에서는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그 과정에서 아동들이 심성어휘집에 있는 어휘들을

필요할 것이다.

인출하고 구어로 산출하는 연습의 기회를 더 많이

세 번째로, 연구 대상 아동들이 학령기인 8세가

가졌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선행

되었을 때(T2) 아동들의 어휘적용력에 대한 설명력

연구들에서 경제력이 높은 가정일수록 부모가 자녀

을 검토한 결과, SES는 유의한 설명요인인 것으로

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녀를 향한 발화

나타난 반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유의한 설명

(child-directed speech)의 양이 증가하며, 이러한

력을 더하지 않았다. Walker와 동료들(1994)은 가

특징이 아동의 인지 , 정서 , 그리고 신체 발달에

구 소득, 부모의 학력, 그리고 직업을 포함한 SES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가 초등학생 아동의 어휘량 및 어휘를 정의하는 능

(Herrenkohl et al., 1995; Park, 2008; Rowe,

력, 그리고 문장이해력 등의 언어능력과 정적 상관

2008;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관계를 가짐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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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선, 김신영, 송혜선, 이하은

과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과는, 아동들의 수용언어 발달을 위해 다양한 환경

사용한 연구 도구인 M-FIT에서는 어휘 적용력을

적 경험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 반

아동들의 기본적인 어휘력과 문장의 정확한 이해

면 표현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부모의 보다 적극적

및 문맥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능력으로

인 상호작용 시도가 추가적으로 유효한 영향력을

정의하는데, 검사 지침서에 따르면 이 점수가 낮은

가짐을 확인한 바, 각 가정의 정서적․개인적 환경

경우 어휘를 정확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낮음을 의미한다(이종구 등, 2015). 따라서 이 과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어휘적용력을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용 및 표현언어 능력이 모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두 필요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종단적

앞에서 학령전기 아동들의 표현어휘력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유의한 설명력을 더한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아동들이 5

반면 수용어휘력은 그렇지 않았던 결과를 함께 고

세였던 시기(T1)에 측정하였으며, 어휘적용력은 3

려하면, 언어의 이해 측면에서는 부모-자녀 간 상

년 후인 8세(T2)에 측정하였다. 어휘적용력은 주어

호작용이 SES의 영향력을 상쇄시키기에 어려웠던

진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맥에 맞는 어휘로 적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에

절하게 문장을 표현하는 능력으로서, 아동이 보유

서 강조한 것과 같이, SES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하고 있는 수용․표현어휘력을 토대로 발달하는 상

자녀와의 상호작용 등 가정의 문화적 맥락을 결

위의 어휘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정하고, 특히 SES가 높은 가정에서는 아동들에

이른 시기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SES와는 달

게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SES의

리 3년 후 아동들의 고차원적인 어휘 능력 발달에

차이는

언어적․비언어적인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수용

자극의 차이를 초래한다(Hoff, 2014; Schwab &

어휘력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어휘적용력에 영향을

Lew-Williams, 2016).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미치는 가정의 외부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학

SES가 높은 가정에서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외부의

령기에 접어든 아동들의 상위 어휘 능력의 격차를

입력과, 가족의 문화적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입력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동에게

주어지는

되는 언어적 자극이 아동들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한편 T2에서 아동들의 언어유추력에 대해서는

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SES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모두 유의한 설명요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유추력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시도할수록 아동들의

측정 도구인 M-FIT에서는 언어유추력을 다양한 의

표현언어와 관련된 언어능력은 유의하게 높아졌으

미 간 인과관계 및 위계, 범주를 파악하고, 이러한

나, 수용언어는 그렇지 않았다. 수용언어의 발달에

과정을 통해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성

는 SES를 배경으로 한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

을 도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적․문화적 요인보다는 SES 그 자체의 영향력이

검토한 수용․표현어휘력 및 어휘적용력과는 또 다

더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

른 위계의 상위 언어능력이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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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경험하고, 학령기에 접어

민감한 양육태도, 상호작용 중 언어적 자극의 질적

들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에 대한 필요성

인 측면을 검토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고려할 때, 아동들의 언

간 상호작용의 양적인 측면을 측정했다는 차이점이

어유추력에 대해 SES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집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 모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

연구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추론적 언어능력이

인 측면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학령기의 읽기, 쓰기를 비롯한 학업 성취에 영향

다.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보고형 집행기능

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측정 도구가 집행기능을 측정하는 많은 선행연구에

(Bowyer-Crane & Snowling, 2005; Cain et al.,

서 주로 사용되는 스트룹(Stroop tasks)이나 숫자

2004), 부모가 자녀와 일상에서 상호작용을 빈번히

회상(digit span) 등의 과제형 도구와 차이가 있고,

시도할수록 언어유추력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양 또한 상호작용의 질적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상위 언어능력 발달을 위해

인 측면만큼 아동의 인지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른 시기부터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을 꾸준히

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Clarke-Stewart, 1988)를

시도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함께 고려한다면, 집행기능과 부모-자녀 간 상호작

마지막으로, T2에서 아동들의 집행기능에 대해
SES는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반면, 부모-자녀 간

용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작용은 유의한 설명력을 더하지 않는 것으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집행기능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집행기능을 4개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의 인지적 영역에서 곤란을 경험하는 정도로 측정

결과는, 어휘적용력과 마찬가지로 부모-자녀 간 상

하였는데, 검사의 문항들을 참고할 때 본 연구의

호작용이 아동들의 집행기능에 종단적 영향력을 갖

결과는 부모의 학력과 소득으로 정의한 SES가 장

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적으로 아동들의 계획 및 조직화 능력, 행동과

두 가지 측정 변인은 3년의 시간을 두고 각각 측정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설

되었는데, 이른 시기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학

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ES

령기에 접어든 아동들의 집행기능을 유의하게 설명

와 아동들의 집행기능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밝힌 Lawson과 동료들(2018)의 메타분석 결과를

연구에서 사용된 집행기능 측정 도구는 아동들의

지지한다.

언어능력을 측정한 과제들과는 달리 부모 지필식으

한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과 집행기능의 관계

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를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높은

과제 역시 부모가 문항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반응성 , 양질의 언어적 자극, 풍부한 비계설정

살펴보면,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문항들은 일상

등이 집행기능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에서 부모와 자녀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얼마나 빈

보고한 바 있다(Fay-Stammbach et al., 2014;

번하게 사용하는지를 질문하였으며, 집행기능 과제

Hughes & Ensor, 2009). 이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관찰하여 특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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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선, 김신영, 송혜선, 이하은

기능 곤란 행동을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를 질문하

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연

였다.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는 각 문항에서 제시하

구들에서 SES와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들의 언

는 행동에 대해 자녀가 얼마나 어려움을 보이는지

어 및 인지능력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였으

를 부모가 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모-자녀 간 상

며(Hart & Risley, 1995; Tamis-Lemonda et

호작용 질문지에 비해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성

al., 2001),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본

격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른 시기

연구의 결과는 여기에 더해 표현어휘력과 언어유추

의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양적인 측면이 이후

력의 경우에는 SES의 영향력 외에 부모-자녀 간

아동들의 집행기능의 질적인 측면에 종단적 영향을

상호작용의 정도 또한 아동의 일부 언어능력을 예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측하고 추가적인 설명력을 더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행기능 곤란 과제는

특히 SES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횡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로

단적･종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부모-자녀 간 상호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

작용이 아동의 현재 어휘 능력은 물론 이후 학령기

증하였다(송현주,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

의 상위 언어능력의 유의한 예측 요인이 됨을 확인

한 8세 아동들에게 문항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높은

하였다.

수준이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점도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SES의 영향력과 함께 아동들의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

본 연구에서는 SES가 아동들의 언어능력에 유의

용의 영향력을 독립적으로 검토함으로써, SES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을 바

결정론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적

탕으로, SES의 결정론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요인으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역할에 주목하

연구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수집된 시기로부터

고 아동들의 언어능력 및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5년 이상 경과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을 검토하였다. 부모-자녀 간 언어 자극의 양과 책

2016년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문화 및 기술

읽기, 놀이 등의 활동에서의 긍정적인 반응 등 부

적 발전이 있었으며, 2020년 이후에는 COVID-19

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본 선행

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학령전기 및 학령

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SES 또

기 아동의 어휘 및 문장 이해와 사용 능력에 긍정

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Hurtado

향을 살펴보기 위해 현 시점에 데이터를 재수집하

et al., 2008; Huttenlocher et al., 1991; Weigel

여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et al., 2006).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 SES는 수

이다.

용어휘력을 제외한 표현어휘력, 어휘적용력, 언어유

또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추력, 집행기능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

을 인지적 자극과 언어적 자극을 분리하지 않고 하

로 나타난 한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은 표현어

나의 지표로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부모-자녀 간

휘력과 언어유추력에서 SES 외에 추가적으로 유의

상호작용이라는 변수가 아동의 언어 및 집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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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

김형연, 김민주 (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

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미디어기

용 측정 도구가 질적인 측면보다는 상호작용의 양

기 중독 및 집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

을 측정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는 점 또한

회지, 41(1), 105-111.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https://doi.org/10.5723/kjcs.2020.41.1.105

양적･질적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게 측정하는 후속

김희주 (2020). 초등학교 읽기이해부진 학생의 군

연구를 통해, SES라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적

집 유형 분석: 추론적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

요인과 가족의 구성원들이 만드는 환경적 요인인

문화연구, 26(5), 71, 881-899.

상호작용이 아동들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

https://doi.org/10.24159/joec.2020.26.5.881

각적으로 검토하기를 제언한다.

박서현, 강기수 (2019). 유아기의 부정적 정서성,
수면 및 식습관문제가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
향: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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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ross-sectional, longitudinal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redictive effects of SES and
parent-child interaction on children's language skills and executive function. We analyzed the data of
318 children (M=62.28 months, SD=1.22) from 2013 (T1) and 2016 (T2) from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redictor variables on vocabulary scores at T1, and word application, verbal reasoning, and
executive function at T2. Results revealed that SES and parent-child interac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xpressive but not receptive vocabulary at T1. Only SES predicted word application and
executive function at T2, but both variables predicted verbal reasoning. This study revealed
parent-child interaction’s essential factor along with SES predicting children's language skills and
executive function. Hence, rich parent-child interaction in low-SES homes could aid in bridging the
gap brought on by SES.

Keywords : Parent-child interaction, Socioeconomic status (SES), Language skills, Executive function,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www.dbp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