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2  Copyright © 2016 Korean Academy of Audiology

INTRODUCTION

유아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부모와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맺

으며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과 적응을 해나간다(Enger et al., 

1994). Maccoby(1980)에 따르면 유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은 대

개 언어로 표현되며 유아는 부모의 언어형태 유형에 많은 영향

을 받는다. 양육자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인지, 언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 또한 유아의 발달에 양

육자가 미치는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는 견지에서 본 연구

는 양육행동의 한 부분으로서 언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언

어통제유형을 선정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부모가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구체적인 언어사용 양식으로, 유아에게 부여하

는 역할 재량권의 정도에 따라 명령 지향적, 지위 지향적, 인성 

지향적 통제로 나눌 수 있다(Bernstein, 1971; Gumperz, 1973). 

명령 지향적 통제는 부모가 유아에게 통제 이유에 대한 설명 없

이 강제나 명령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위 지

향적 통제는 유아와 비슷한 지위 및 보편적 규범을 적용하여 그

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며, 인성 지향적 통제는 유아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동기, 의도, 성향을 고려하여 유아 스스로

에게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

다(Bernstein, 1971).

이러한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언

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밝히며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여러 연구

(Bae, 2006; Jeong, 2005; Kim, 1997; Lee, 1994; Lim &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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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im & W Kim ASR
2006; Park, 2011)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력에 부

모의 언어통제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면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먹기, 씻기, 옷 입기와 같은 일상 활

동 속에서 독립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자조기술에도 영

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자조기술(self-help skills)이란 독

립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 기술로 식사 기술, 신변 처리 

기술, 옷 입고 벗기 기술, 목욕하기 등의 기술을 포함한다(Ko-
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2009). 그동안 유

아의 자조기술에 관한 연구는 주로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아의 자조기술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언어(Ahn, 1984; Ahn, 

2004; Han, 2013; Jang, 2006; Kim, 2008; Kim, 2010; Kim, 

2014; Lee, 2000; Lee, 2003; Park, 2009)에 대한 연구는 지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관련

하여, 인성 지향적 통제를 사용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언어능력

이 더 높다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Jang, 2006; Kim, 

2014; Lee, 2000; Park, 2009).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언어통

제유형과 발달지체유아의 어휘력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났는데, 어머니가 인성 지향적 통제를 사용할수록 발달지체

유아의 이해 어휘력과 표현 어휘력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어머

니의 명령 지향적 통제는 유아의 어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한다(Kim, 2010).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해서는, Jang(2006)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인성 지향적 통제가 유아의 언어능력 중 부분적으로 

형태표현 영역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며, Kim(2014)

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이 지위 지향적, 인성 지

향적일 때 유아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아버

지가 명령 지향적일수록 유아는 낮은 의사소통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언어발달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지만, 정서-사회성 영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의 수가 부족하며 특히 주로 유아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양육을 전담하여 왔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어머니를 주축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시대의 흐름은 가족체계 변화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사회인식 개선, 부부간의 

역할 평등이 요구되면서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

고 있다(Lee, 2000). 그러므로 유아의 언어발달을 연구하는 데 

있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양육의 개념을 넘어 유아의 발달과 양

육자의 언어통제유형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포

함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만 2~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

여 이들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양상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유

아의 자조기술 및 언어발달이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어떠한 상

관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

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자-유아 사이

의 바람직한 언어소통방식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2~5세 유아 73명과 그들의 어머니 73명, 아버지 73명, 총 219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는 청력 손실이 없고,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의 일

반적인 배경정보는 유아의 성별(남아, 여아), 연령(2, 3, 4, 5세), 

형제관계(외동, 첫째, 중간, 막내)에 따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 부모의 일반적인 배경정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30세 이하, 31~35세, 36~40세, 41세 이상), 학력(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 이상), 부모-유아 놀이빈도(매일 30

분 이상, 주 3~4회, 주 1~2회, 주 1회 미만)로 구분하여 Table 2

와 3에 각각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조기술 및 언어발달을 평가하기 위

하여 한국판 아동발달검사(Korean-Child Development In-
ventory, K-CDI) (Kim & Sin, 2010)를 부모를 통해 체크하도록 

하였다. 연구를 위해 K-CDI의 하위척도 중, 자조행동(38개 문

항), 표현 언어(50개 문항), 언어 이해(50개 문항) 영역을 분석에 

적용하였다.

또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1971)

Table 1. Young children's general information (n = 73)

Property Classification Numbers (n) Percentage (%)
Sex Male 35 047.9

Famale 38 052.1
Age 2 years old 20 027.4

3 years old 15 020.5
4 years old 18 024.7
5 years old 20 027.4

Siblings relation Only child 21 028.8
Firstborn 31 042.5
Middle child 04 005.5
Lastborn 17 023.3

Total 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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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Gumperz(1973)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부모의 언어통

제유형 척도(Lee & Jeong, 1994)를 수정·변형한 Ju(2004)의 

질문지를 수정하여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특정 상황에서 부모

가 유아를 통제할 때 사용하는 언어통제유형에 대해 25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마다 세 가지(명령 지향적 통제, 지위 

지향적 통제, 인성 지향적 통제) 예시 중 평소 많이 사용하는 말

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문항의 예시는 Appendix에 제시하였

다. 또한 각 하위별 선택된 빈도를 이용하여 통계처리에 활용하

였다.

자료 및 결과 처리

통계분석을 위하여 통계전문 프로그램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Ver. 17, IBM Co.,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분석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한 후, 유아의 자조기술 및 언어발달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RESULTS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양상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양상

Table 4에 보면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양상은 지위 지향적 

통제 유형으로 보고된 경우가 11.8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이 인성 지향적 통제 11.21점, 명령 지향적 통제 1.84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양상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양상도 

지위 지향적 통제 유형으로 보고가 13.23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인성 지향적 통제 9.12점, 명령 지향적 통제 2.48점 순

으로 나타나 어머니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Table 2. Mothers’ general information (n = 73)

Property Classification Numbers (n) Percentage (%)
Age Under 30 02 002.7

31-35 33 045.2
36-40 32 043.8
Over 41 06 008.2

Academic background Below graduated from high school 07 009.6
Graduated from college 23 031.5
Graduated from university 37 050.7
Over graduate school 06 008.2

Frequency of mother-child play Over 30 minutes every day 48 065.8
3-4 times a week 12 016.4
1-2 times a week 10 013.7
Below once a week 03 004.1

Total 73 100.0

Table 3. Fathers’ general information (n = 73)

Property Classification Numbers (n) Percentage (%)
Age Under 30 01 001.4

31-35 17 023.3
36-40 41 056.2
Over 41 14 019.2

Academic background Below graduated from high school 08 011.0
Graduated from college 22 030.1
Graduated from university 37 050.7
Over graduate school 06 008.2

Frequency of mother-child play Over 30 minutes every day 23 031.5
3-4 times a week 20 027.4
1-2 times a week 23 031.5
Below once a week 07 009.6

Total 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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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im & W Kim ASR
유아 자조기술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유아 자조기술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Table 6에 보면 유아 자조기술은 어머니의 명령 지향적 통제 

보고(r = -0.246)와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  
0.05). 다시 말해, 어머니의 명령 지향적 통제 빈도가 높을수록 

유아 자조기술의 발달 점수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유아 자조기술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Table 7을 살펴보면 유아 자조기술은 아버지의 명령 지향적 

통제 보고(r = -0.236)와도 마찬가지로 음(-)의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p ＜ 0.05). 즉, 아버지의 명령 지향적 통제 빈도가 
높을수록 유아 자조기술의 발달 점수가 낮음이 어머니와 동일

하게 나타났다. 

유아 언어발달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

유아 언어발달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Table 8에 보면 유아의 표현 언어는 어머니의 명령 지향적 통

제 보고(r = -0.319)와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p ＜ 
0.01), 반면 어머니의 인성 지향적 통제 보고(r = 0.276)와는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 0.05). 이에 따라 유아의 표현 언
어는 어머니의 명령 지향적 통제 빈도가 높을수록 낮아지고, 인

성 지향적 통제 빈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언어 이해 역시 어머니의 명령 지향적 통제 보고(r 
= -0.298)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p ＜ 0.05), 어
머니의 인성 지향적 통제 보고(r = 0.238)와는 양(+)의 의미 있
는 상관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유아의 표현 언어 및 언어 이해 

모두 어머니의 명령 지향적 통제 빈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며, 인

성 지향적 통제 빈도가 높을수록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덧붙이자면, 표현 언어에서 어머니의 명령 지향적 통제와 

강한 음(-)의 관계를 보여, 언어 이해보다 더욱 영향을 많이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언어발달과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Table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표현 언어는 아버지의 

Table 4. The aspect of mothers’ language control type (n = 73)

Type Mean Standard deviation
Imperative-oriented 01.84 2.804
Position-oriented 11.88 3.068
Person-oriented 11.21 3.621

Table 5. The aspect of fathers’ language control type (n = 73)

Type Mean Standard deviation
Imperative-oriented 02.48 3.544
Position-oriented 13.23 3.485
Person-oriented 09.12 4.291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self-help skills and mothers’ language control type (n = 73)

Imperative-oriented Position-oriented Person-oriented Self-help skills
Imperative-oriented 1
Position-oriented -0.162* 1*
Person-oriented -0.519† -0.629† 1
Self-help skills -0.246* -0.007† 0.223 1
*p < 0.05, †p < 0.01

Table 7.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self-help skills and fathers’ language control type (n = 73)

Imperative-oriented Position-oriented Person-oriented Self-help skills
Imperative-oriented 1
Position-oriented -0.221* 1
Person-oriented -0.624† -0.593† 1
Self-help skills -0.236* -0.104† 0.109 1
*p < 0.05, †p < 0.01

Table 8.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and mothers’ language control type (n = 73)

Imperative-oriented Position-oriented Person-oriented Language expression Linguistic understanding
Imperative-oriented 1
Position-oriented -0.162** 1
Person-oriented -0.519† -0.629† 1
Language expression -0.319† -0.084† 0.276* 1
Linguistic understanding -0.298** -0.057† 0.238* 0.909† 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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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지향적 통제 보고(r = -0.302)와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
가 나타났으며(p ＜ 0.01), 언어 이해에서도 명령 지향적 통제 보
고(r = -0.248)와의 관계가 언어 표현과 동일하게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p ＜ 0.05). 즉, 유아의 표현 언어 및 언어 이해 모두 아
버지가 명령 지향적 통제를 사용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표현 언어에서 더욱 강한 부적 상관

이 나타나 언어 이해에 비하여 아버지의 명령 지향적 통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아버지의 지위 지향적 

통제, 인성 지향적 통제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DISCUSSIONS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첫째,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서 지위 지향적 통제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고, 다음이 인성 지향적 통제, 명령 지향적 통제 순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선

행연구(Ahn, 1984; Han, 2013; Jang, 2006; Jeong & Choi, 

1997; Kim, 2008; Kim, 2009; Kim, 2014; Lee & Jeong, 1994; 

Lee, 2006; Lim, 2001; Oh & Jeong, 1999; Park, 2009; Seong,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양상

에 대하여 인성 지향적 통제가 가장 높은 보고를 보였고, 다음

이 지위 지향적 통제, 명령 지향적 통제 순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Kim, 2014; Lee, 2001; Park, 2007; Woo, 2003). 본 연구

에서도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지위 지향적 통제와 인성 지향

적 통제 간에 보고의 격차가 작게 나타나, 어머니는 유아를 통

제할 때 유아의 개인-심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유아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아버지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아 자조기술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의 관계는 유

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명령 지향적 통제 빈도가 

높을수록 유아 자조기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부

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Becker, 1964; Kim, 2001; Kuc-
zynski et al., 1987)에서 부모가 적대 및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며, 행

동조절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그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유아 언어발달과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의 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상관이 나타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다소 영향

의 차이는 있었다. 먼저 유아의 표현 언어 및 언어 이해가 어머

니와 아버지의 명령 지향적 통제 빈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

에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가 명령 지향적 통제

를 사용할수록 유아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한적으로 제공

하여 표현 언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

며, 명령 지향적 통제는 Bernstein(1971)의 언어유형 분류에서 

짧고 단순한 문장형태와 불완전한 문법 사용이 주가 되는 제한

된 어법(restricted linguistic code)에 속하는 유형으로서 유아

에게 언어자극으로서 불충분한 언어적 상호작용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아버지의 경우 지위 지향적 및 인성 지향적 통제의 영

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어머니가 인성 지향적 통제

를 사용할수록 유아의 표현 언어 및 언어 이해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들 연구(Ahn, 1984; Jang, 2006; 

Kim, 2010; Kim, 2014; Lee, 2000; Park, 2009)의 결과와 일

치한다. 

이상과 같이 유아의 자조기술 및 언어발달은 부모의 언어통

제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여전히 양육자

로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크게 작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가 명령 지향적 통제를 사용할수록 유

아의 자조기술 및 언어발달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는 결과는 현 시대의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언어적 상호작용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행동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 모두가 인성적인 언어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측정은 

부모보고 형식의 질문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모보고 형식

의 질문지는 부모가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답으

로 생각되는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역할놀

이를 활용한 관찰법, 유아와의 면담 등의 평가 접근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용과 아버지용이 동일한 문항으

Table 9.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and mothers’ language control type (n = 73)

Imperative-oriented Position-oriented Person-oriented Language expression Linguistic understanding
Imperative-oriented 1
Position-oriented -0.221** 1
Person-oriented -0.624† -0.593† 1
Language expression -0.302† -0.153† 0.205 1
Linguistic understanding -0.248** -0.171† 0.121 0.909† 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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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 언어통제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정

에서 어머니 및 아버지가 유아를 통제하는 시간대, 상황 등은 

엄밀히 다르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아버지와 유아의 상호작용 

환경에 초점을 맞춘 언어통제유형 질문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유아에게 영향력이 큰 인적 변인을 어머니에서 아버지

까지 확장하였지만 이것마저도 가정에 국한된 것이다. 본 연구

에 참여한 만 2~5세 유아는 가정양육 이외에 어린이집 또는 유

치원에서 집단보육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육시설의 담

임교사와 한나절 이상을 함께 보내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언어

통제유형과 더불어 유아를 주로 돌보는 교사의 언어통제유형까

지도 포함시킨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후속연

구에서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더 세밀하

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청력손실 및 장애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 유

아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Kim(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 유아의 경우 부

모는 자녀와 더 많이 접촉하고, 더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유

아의 행동을 수정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발달지체유아를 대상

으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자녀의 어휘력과의 관련성을 연구

하였다. 현재 Kim(2010)의 연구를 제외하면 언어통제유형에 관

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언

어통제유형과 언어발달 간의 깊은 상관을 고려해본다면 시각 

및 청각장애 등 장애 유아의 부모들은 어떠한 언어통제유형을 

지니는지 확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정과 보육현장, 장애 유아의 치료임상분

야에서 행동을 통제할 때뿐만이 아니라 교육 및 언어중재 시 사

용하는 언어통제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0:0�자조기술·언어발달·언어통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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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질문지의 예＞

1. 유아가 친구와 싸워서 맞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님은 어떤 말을 합니까?

① 너는 바보같이 맞고만 있었니? 다시는 맞고 오지 마.

②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우는 건 나빠.

③ 많이 아프겠다. 어서 씻고 약 바르자.

2. 유아가 밖에서 돌아오는 길에 꽃을 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꺾은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님은 어떤 말을 합니까?

① 누가 꽃을 꺾으랬어? 다음부턴 꺾지 마.

② 네가 꺾지 않았으면 꽃도 안 아프고, 다른 사람들도 예쁜 꽃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을 거야.

③ 길가에 있는 꽃이나 풀은 꺾는 게 아니야.

3. 유아가 어린이집에 혼자 처음으로 가는 날 안 가겠다고 떼를 씁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님은 어떤 말을 합니까?

① 네가 혼자 다녀온다면 엄마는 네가 참 자랑스러울 거야.

② 너는 왜 혼자서 어린이집에도 못가니?

③ 씩씩한 어린이는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어야지.

4.0 아버님께서 유아와 약속을 하시고는 지키지 않아서 유아가 화를 내고 아버님과 말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님은 

어떤 말을 합니까?

①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어? 혼나고 싶어?

② 아빠한테 그러면 되겠어? 그러지 말고 아빠한테 말을 해.

③ 아빠가 바빠서 깜빡 잊었나보다. 같이 가서 말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