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아동 언어발달 체크리스트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0 to 6) 

 0 개월 – 3 개월  Y N 

1 아기가 말을 하는 사람 쪽을 향하여 바라본다   

2 엄마, 아빠 또는 보호자의 관심과 애정표현을 좋아한다   

3 주변의 소리나 소음에 반응을 나타내 보인다   

 3 개월 – 6 개월   

4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소리 난 곳을 찾는다   

5 새롭거나 낯선 소리에 반응을 나타내 보인다   

6 말을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7 장난감, 젖병 등을 입에 물거나 넣는다   

 6 개월 – 9 개월   

8 장난감을 손에 쥐어 주면 흔들어 보거나 다른 곳에다 두드려 본다   

 9 다음에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고 기다린다   

10 시야에서 벗어난 물건을 찾고자 한다   

 9 개월 – 12 개월   

11 손을 내밀면서 주문을 하면 알아듣는다. (예: “이리 와” “Come here.”)   

12 이름을 부르면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바라본다   

13 부모, 보호자가 가르키거나 말하는 물건이나 사람을 향해 바라본다   

 1.0 세 – 1.5 세   

14 “위험해” “안돼” “No”와 같은 주의, 경고성의 말을 알아듣는다.   

15 손동작이나 신호없이 주어지는 특정한 단어나 소절을 알아듣는다   

16 
장난감이나 물건들을 원래 용도에 맞게끔 가지고 논다 (예: 자동차를 

굴리고, 인형은 껴안고, 컵으로는 마시는 등) 
  

17 둘 또는 그 이상의 장난감을 용도에 맞게 함께 사용해서 논다   

 1.5 세 – 2.0 세   

18 
장난감 또는 물건을 스스로에게 사용할 줄 안다 (예: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거나, 인형을 껴안거나, 청진기를 몸에 갖다 대는 등) 
  

19 반복되는 일상적인 행동을 손짓이나 무언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2.0 세 – 2.5 세   

20 여러가지 낯선 물건들 사이에서 자신과 친숙한 물건을 찾아낸다   

21 자신과 친숙한 물건을 사진이나 그림에서 알아본다   

22 손짓이나 무언의 지시에 따른다   

23 손, 발, 얼굴, 눈, 코, 입, 머리 등 신체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다   

24 부모, 보호자가 자주 착용하는 옷을 알아 본다   

 2.5 세 – 3.0 세   

25 먹다 (eat), 마시다 (drink), 잠자다 (sleep)와 같은 단어를 이해 한다   

26 가장(꾸밈)놀이(pretend play)를 한다 (예: 아빠 눈을 가리고 찾기 등)   

27 나, 너, 그 사람, 저 사람 등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를 이해한다   

28 동작없이 주어지는 언어적 지시를 이해하고 따른다   

 3.0 세 – 3.5 세    

29 
상징적 놀이(symbolic play)를 한다 (예: 동물인형으로 아기, 엄마, 아빠, 

가족 흉내내기, 블락을 구급 자동차로 사용하기 등)  
  

30 그림이나 사진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행동을 설명한다   
 

31 장난감이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건들의 사용 용도를 안다 Y N 

32 안, 밖, 위, 아래 등을 분간하는 공간지각력을 갖추고 있다   

 3.5 세 – 4.0 세   

33 하나, 둘, 조금, 나머지, 모두 등 수와 양의 개념을 이해한다   

34 추론 또는 유추할 줄 안다   

35 말이나 문장에서 긍정어의 의미를 안다   

36 말이나 문장에서 부정어의 의미를 안다    

 4.0 세 – 4.5 세   

37 색상을 분간한다   

38 명사의 복수 단어 사용 (예: 강아지들, 사람들, puppies, people 등)   

39 공간개념을 이해한다 (예: 아래 [under], 위 [top], 옆 [next to] 등)    

 4.5 세 – 5.0 세   

40 대명사를 이해한다 (예: 저 아이, 저 사람 것, his, her, she, he, they 등)   

41 수량 개념을 이해한다 (예: more, less, most, 더, 덜, 많이 등)   

42 사물의 모양을 분간한다 (예: 사각형, 삼각형, 원, 스타 등)   

 5:0 세 – 5.5 세   

43 알파벳을 손가락으로 가르킨다   

44 신체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안다     

45 숫자 개념을 익히 안다 (3, 5, 7 등)   

 5.5 세 – 6.0 세   

46 And, but, because 등으로 연결되는 복합 문장을 사용한다    

47 독서를 통한 글의 깨우침과 어휘력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48 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관사 (a, the, an 등)를 이해하고 사용한다    

 6.0 세 – 6.5 세   

49 사진, 그림 등을 크기나 내용별로 분류한다   

50 각각 (each), 모두 (all), 전체 (every)등 수와 양의 개념을 이해한다   

51 문장이나 단어의 첫 음절을 분간한다   

52 처음 (first), 중간 (middle), 마지막 (last) 등 순서 개념을 이해한다   

 6.5 세 – 7.0 세   

53 글을 읽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억해낸다   

54 글의 내용 전후 사정을 파악할 줄 안다   

55 글의 주제를 파악할 줄 안다   

56 글을 읽고 내용을 유추해 낸다   

57 글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전개 및 그 결과를 예측한다   

58 비슷한 그림들 속에서 속하지 아니하는 그림을 찾아낸다   

59 Rhyme(음운)하는 단어들을 분간할 줄 안다   

60 한꺼번에 주어지는 둘, 셋 또는 그 이상의 지시를 이행할 수 있다   

Checklist 사용법: 각 연령별 발달과제는 선행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연령이 3 살 9 개월인 경우 3.0 세–3.5 세 연령의 기능(32 번 이하)들을 이미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3.5 

세–4.0 세의 기능(33, 34, 35, 36 번)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언어 기능이 각 연령별 

기능발달에서 해당연령보다 아래의 기능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경우 전문가를 통한 검사를 추천하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및 언어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Speech and 

Language Milestone Chart;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Early Childhood Growth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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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dsource.com/kidsource/content4/growth.chart/page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