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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화능력은 또래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와 같은 사회적 기술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학습장애아동의 상당수가 언어결함을 비롯하여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습장애아동의 화

능력을 화차례 주고받기와 주제운용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언어학습부

진아동 13명과 학년을 일치시킨 일반아동 13명을 상으로 화자료를 수집하여 이 중 10분 

동안의 화에 해 화차례 주고받기 측면에서 화차례 총수, 화차례 개시율, 유지율, 

중첩율, 중단율, 그리고 화차례 당 C-unit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주제운용에서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소개한 주제수, 주제 개시율, 유지율 그리고 주제 개시 및 유지의 적절과 부적절 

비율을 측정하였다. 성인의 지시발화를 공변인으로 하여 아동집단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 화차례 주고받기에서 화차례 유지율, 중단율 그리고 화차례 당 

C-unit 수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주제 운용에서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소개한 주제수, 주제 개시율, 유지율, 그리고 주제 유지의 적절과 부적절 비율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언어학습부진아동은 일반아동보다 화차례 유지율이 

낮고 화차례 중단율이 높았다. 주제운용에서 언어학습부진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자발적으로 

소개한 주제수가 적고 주제 개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주제 유지율이 높았

지만 일반아동보다 적절한 주제 유지율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학습부진아동이 화에

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화능력촉진을 위한 언어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2;17:66-78.

핵심어:  언어학습부진, 화, 화차례 주고받기, 주제운용

Ⅰ. 서 론

일상생활에서 부분의 의사소통이 화를 통해 이

루어진다. 화는 두 사람 이상의 화자가 공통의 화

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성공

적이고 협력적인 화를 위해서는 상황과 사회적 관

계에 적절하게 자신의 언어를 조절하는 화용언어능력 

그리고 화차례를 주고받기는 기술을 비롯하여 그 안

에서 주제를 개시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정보를 더해가

면서 주제를 관리하는 주제운용능력이 필요하다(Prutting 

& Kirchner, 1987; Mentis, 1994). 

앞에 제시한 여러 화 기술 중에서 화차례 주고

받기는 화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으로 화에

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다. 화차례는 한 사람이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의 발화로(Adams 

& Bishop, 1989; Bryan et al., 1981), 한 화자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주제를 말하거나(김성은․이윤경, 

2007; Schober-Peterson & Johnson, 1989), 혹은 3초  

이상의 쉼 이후에 발화가 연결될 경우(김성은․이윤경, 

2007; 이효진․김영태, 2001)에도 서로 다른 화차례

로 구분하고 있다. 화차례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바뀌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말하는 순서나  

각각의 화차례에서의 발화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

문에(Sacks, Schegloff & Jerfferson, 1974) 화 상

방이 말을 끝마치는 시점에 한 의미적 정보, 화자

의 시선이나 행동, 혹은 운율과 같은 단서를 알아차리

고 상 방의 말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순차적으로 주

고받는 기술이 필요하다(Owens, 2004). 또한 말하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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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화 참여자의 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Sacks, Schegloff & Jerfferson, 

1974). 따라서 자연스럽고 원활한 화를 위해서는 

화차례 주고받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화차례 주고받기 기술과 함께 응집력 있는 화

를 위해서는 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주제운용능

력이 필요하다(Brinton & Fujiki, 1984). 주제운용능

력은 문맥과 상황에 맞게 주제를 개시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각각의 화차례 사이에 그리고 전체 혹은 

각각의 주제 사이에 일관되고 통일된 화를 가능하게  

해준다(Mentis, 1994). 화에서 주제는 말하는 사람

의 주요 관심사로 연속발화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

해주는 명제로 정의 되는데(Mentis, 1994), 화자들 

간에 화차례를 주고받으면서 이전 발화의 반복이나 

단순한 정보 혹은 좀 더 의미적으로 세밀한 정보가 추

가되면서 유지된다. 그러나 문맥과 상황에 맞지 않은 주

제가 개시되거나 앞의 화차례의 주제와 무관하거나  

모호한 내용의 화차례가 이어질 경우 화의 중단

이 일어나게 된다(Mentis, 1994; Wanska & Bedrosian, 

1985). 따라서 성공적인 화를 위해서는 화의 전체 

문맥과 상황 그리고 화차례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제를 개시하고 유지

하는 능력이 발달되어야 한다(Naremore, Densmore 

& Harman, 1995). 

화차례 주고받기와 그 가운데 주제를 운용하는 

주제운용능력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화를 구

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화기

술은 화차례 주고받기 기술을 먼저 습득하게 되고 점

진적으로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이 발달되면서 그 안에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운용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Pence & Justice, 2008). 학령기에 접어들어서는 

화차례를 주고받는 길이가 좀 더 길어지고 주제를 다

루는 능력이 발달되어 다양한 주제를 개시하고 유지

할 수 있게 된다(Brinton & Fujiki, 1984; Schober- 

Peterson & Johnson, 1989). 이러한 화능력은 학령

기 아동의 학업성취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형성 및 유

지와 같은 사회적 기술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

로 보고되면서(Owens, 2004; Schober-Peterson, & 

Johnson, 1989)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언어장애아동의 경우에도 화능력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화연구가 이루어졌

다. 선행연구는 주로 화차례 주고받기를 중심으로 

화능력을 살펴보았다. 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언어장

애아동은 일반아동과 화차례 주고받기 비율(김성은․

이윤경, 2007; Craig & Evans, 1989), 중복이나 중첩 

비율(김성은․이윤경, 2007; 이효진․김영태, 2001; 

Adams & Bishop, 1989; Craig & Evans, 1989), 그

리고 화차례 당 발화수(이효진․김영태, 2001)에서 

일반아동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어장

애유형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언어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는 다른 화차례 주고받기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 

학습장애아동의 화능력에 해서도 일부 연구자

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Bryan et al. (1981)은 

2, 4학년 학습장애아동의 화차례 주고받기와 화

전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습장애아동은 단순한 

질문을 주로 사용하여 상 방의 정교한 반응을 이끌

어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화차례 주고받기 

총수는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cCord & Haynes (1988)는 8∼12세 학습장애아동

을 상으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화차례 주고받기

와 주제유지의 어려움을 화오류에 포함하여 살펴보

았다. 그 결과 학습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화차례 

주고받기의 어려움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주제유지 오

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학습장

애아동의 화능력을 화차례 주고받기와 주제운용

능력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화차례 주고

받기의 일부 측정치에 한정되거나 간접적으로만 다루

고 있어서 화차례 주고받기와 주제운용능력의 다양

한 측면과 이 두 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에는 

제한적이다. 

학습장애아동의 상당수가 언어 및 의사소통의 결

함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형성 및 유지와 같은 사

회적 발달의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 화능력의 결

함은 이러한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장애아동의 화능력을 살피고 이들

의 언어평가 및 중재를 위한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습부진아동을 상으로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화차례 주고받기와 주제운용의 

포괄적인 측면에서 화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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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언어학습

부진아동 13명, 그리고 이들과 생활연령 및 학년을 일

치시킨 일반아동 13명으로 총 26명이 참여하였다. 상

아동의 선정을 위하여 한국판 웩슬러 아동지능검사

(K-WISC III)(곽금주․박혜원․김청택, 2001)의 

동작성 지능검사,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
(김영태 외, 2009), 그리고 기초학력검사(KISE-BAAT)
(박경숙 외, 2008)를 실시하였다. 언어학습부진아동은 

KISE-BAAT 읽기 및 쓰기 검사에서 언어학습영역

에서의 저성취 모델에 근거하여 학력지수가 평균 90이

하에 속하는 아동으로(황민아, 2008), 그리고 일반아동

은 KISE-BAAT의 읽기와 쓰기검사에서 두 영역 모

두 학력지수가 평균 95이상인 아동을 상으로 하였

다. 두 집단 모두 K-WISC III에서 동작성 지능지수가  

80이상이고 교사나 부모에 의해 기질, 정서 및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없고 조음이나 유창성의 말 문제가 없

다고 보고된 아동들이었다. 

두 집단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동작성 지능(t = -4.427, p< .001), REVT 수용(t =

-5.775, p< .001) 및 표현 어휘력 (t = -5.349, p<

.001), 그리고 읽기(t = -11.576, p< .001)와 쓰기(t =

-12.603, p< .001)의 학력지수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상의 정보는 <표 - 1>과 같다.

<표- 1> 연구 상 정보

구분

언어학습부진(n=13) 일반(n=13)

평균
표
편차

(범 ) 평균
표
편차

(범 )

월 령 104.38 13.09 
(83∼
127)

106.61 14.03
( 85∼
127) 

동작성 지능1)  93.69 13.36
(80∼
117) 

113.15  8.53 
( 95∼
128)

언
어

REVT 
수용2)  91.42 22.06

(71∼
140)

143.23 22.73
(104
∼187) 

REVT 
표 2)  88.67 16.88 

(69∼
130)

135.00 25.22
(102
∼187)

학
습

읽기 
학력지수3)  81.69  6.84

(66∼ 
89)

113.31  7.09 
(104
∼187)

쓰기 
학력지수3)  74.23  9.96

(59∼ 
90)

115.77  6.48
(102
∼187)

1) 동작성 지능: K-WISC-III의 동작성 지능지수
2) REVT: 수용 및 표현어휘력검사의 등가연령
3) 읽기 및 쓰기 학력지수: KISE-BAAT 읽기, 쓰기의 학력지수

2. 자료수집도구 및 절차

아동의 화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자와 아동 

간에 자연스런 화상황에서 ‘학교생활, 취미생활, 가

족소개’의 일상적으로 친숙한 화제로 화를 수집하였

다(Brinton, Fujiki & Powell, 1997; Evans & Craig, 

1992). 자료수집도구는 화 주제와 관련된 가로 10cm 

그리고 세로 7cm 크기의 컬러 사진을 주제별로 각각 

4장씩 준비하였다. 사진은 주제별로 3개의 개별 봉투

에 넣어 준비하였다. 먼저 아동에게 화과제를 설명하

고 화주제와 관련된 사진이 담긴 3개의 봉투를 제시

하여 주제를 선택하게 하였다. 아동에게 봉투에 담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이 발화를 개시하도록 기다려 주었다. 아

동이 자발적으로 발화를 개시하지 않으면 해당 주제를  

언급해 주었다. 연구자가 먼저 언급해 주어도 반응이 

없는 경우 “학교 생활에 해서 말해볼까?” “가족에 

해 말해줄래?” “학교 끝난 후엔 무얼 하니?”와 같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였다. 아동이 말하는 동안

에는 새로운 질문이나 주제를 첨가하지 않으면서 “응, 

그래”, “그랬구나”, 등의 중립적인 반응을 유지하였으

며, 아동이 각 주제의 하위주제에 하여 말하지 않거

나 충분한 발화를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자

세히 이야기 해줘”로 촉진하였다. 각 주제에서 아동이 

끝맺는 말이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행동(다른 곳 

응시나 다음 주제를 기다리는 행동)을 보이면 3초 정

도의 쉼을 두고 다음 주제로 전환하였다. 모든 화 중  

‘예/아니오’의 반응을 이끄는 질문은 최소화하였으며 

연구자가 말을 하는 동안 아동이 발화를 시작하여 중

첩이 발생되는 경우 연구자는 발화를 멈추고 아동의 발

화를 이어가도록 하였다. 

3. 자료 전사 및 분석

화자료의 전사는 수집 후 2주일 이내에 녹화한 자

료를 재생하면서 연구자와 아동의 발화를 각각 구분하

여 전사하였다. 전체 전사자료 중, 아동과의 관계형성

이나 3가지의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발화, 아동

의 발화가 불명료하여 문맥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

는 경우(김성은․이윤경, 2007) 그리고 아동이 말하는 

동안 연구자가 잘못 개입하여 중첩된 발화(이효진․

김영태, 2001)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부분의 화차례를 살펴본 연구에서 10-15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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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차례 총수 화차례 총수는 10분 동안의 화에서 아동이 산출한 화차례를 빈도로 측정하 다. 

화차례  

  

개시율 화차례 개시는 먼  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성인이 화 유도 자료를 제시하고 말할 기회를 

주었을 때 혹은 화 단이 일어났을 때 아동이 자발 으로 먼  화차례를 시작하는 경우이다.

화차례 개시율은 아동의 화차례에서 개시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 다. 

유지율 화차례 유지는 아동이 첩이나 단 없이 자연스럽게 화차례를 이어간 경우이다(Craig & 

Evans,1989). 

화차례 유지율은 아동의 화차례에서 유지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 다.

첩율 화차례 첩은 성인이 말하는 동안 아동이 말을 시작하여 화 흐름을 방해한 경우이다(김성은․

이윤경, 2007; 이효진․김 태, 2001; Craig & Evans, 1989; Prutting & Kirchner, 1987). 

화차례 첩율은 아동의 화차례에서 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 다.

단율 화차례의 단은 3  이상의 비정상 인 쉼, 시간지연(‘음’, ‘어’, 혹은 ‘뭐지’ 의 간투사를 포함하

여 3  이상 발화를 지연하는 경우), 혹은 발화 포기로 화의 흐름이 단된 경우이다(MacLachlan 

& Chapman, 1988; Prutting & Kirchner, 1987).

화차례 단율은 아동의 화차례에서 단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 다. 

화차례 당 C-unit 수 화차례 당 C-unit 수는 한 번의 화차례에서 아동이 산출한 말의 양을 말한다.

화차례 당 C-uiint 수는 각 화차례 당 C-unit의 평균으로 산출하 다. 

<표- 2> 화차례 주고받기 종속 측정치의 정의  산출방법

안 수집된 발화자료에 하여 화차례를 구분하였다

(김성은․이윤경, 2007; 이효진․김영태, 2001; Adams 

& Bishop, 1989; Bishop et al., 2000; Bryan et al., 

1981; Craig & Evans, 1993). 본 연구에서도 10분에 

해당하는 화차례를 녹화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구분

하였다. 화차례는 선행문헌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들

이 정의한 기준에 따라 화차례를 구분하였다(<부록-

1> 참조). 아동의 발화는 화차례를 구분한 후에 다

시 각각의 화차례에 해당하는 발화를 의사소통 단위

(C-unit)로 구분하였다. C-unit의 구분은 권유진․

배소영(2006)과 이현정․김영태․윤혜련(2008)의 분석

기준을 참고하였다. 

4. 자료의 측정

자료의 측정은 선행문헌을 참고하여 아동의 발화에  

하여 화차례 주고받기와 주제운용을 측정하였다. 

각각에 한 정의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화차례 주고받기

화차례 주고받기는 Prutting & Kirchner (1987)

와 Craig & Evans (1989)가 제시한 분류 기준을 참

고하여 화차례 개시, 유지, 중첩, 중단의 4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였다. 화차례 유지와 중첩은 Craig & 

Evans (1989)가 구분한 순차적 발화를 화차례 유

지로 그리고 중복된 발화는 화차례 중첩으로 분석

하였다. 화차례의 중단은 Maclachlan & Chapman

(1988)의 기준을 추가로 참고하였다. 화차례 주고

받기의 측정치는 화차례 총수, 화차례 개시율, 

화차례 유지율, 화차례 중단율, 화차례 중첩율 그

리고 화차례 당 C-unit수로 산출하였다. 각각 측정

치의 정의와 측정방법을 <표 - 2>에 제시하였다.

나. 주제운용

주제운용능력은 Brinton & Fujiki (1984), Mentis

(1994), 그리고 Prutting & Kirchner (1987)가 제시

한 주제운용의 주요 측정치 중 주제 개시와 주제 유지

를 구분하여 적절과 부적절로 분석하였다. 주제운용

의 측정치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소개한 주제수, 주제 

개시율, 그리고 주제 유지율을 측정하였다. 또한 주제 

개시와 유지의 적절과 부적절 비율을 측정하였다. 각

각의 측정치의 정의와 측정 방법은 <표 - 3>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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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소개한 

주제수

아동이 소개한 주제는 10분 동안의 화에서 아동이 자발 으로 소개한 주제 수를 빈도로 측정

하 다.

주제
개시율

체 주제 개시는 앞의 화차례에서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제를 처음 말하거나 이  화차례에

서 등장한 주제를 다시 말한 것으로(Brinton & Fujiki, 1984; Mentis, 1994; Prutting & Kirchner, 1987) 

과 부 한 주제 개시로 구분하 다.

주제 개시율은 아동의 화차례에서 주제 개시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 다.

한 주제 개시는 체 주제와 문맥 으로 연결되도록 주제를 개시하는 경우이다(Brinton et 

al., 1997; Prutting & Kirchner, 1987).

한 주제 개시율은 아동이 주제를 개시한 화차례에서 한 주제 개시가 차지하는 비율

로 산출하 다.

부 부 한 주제 개시는 체 주제와 문맥 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앞의 화차례의 주제를 마무

리하지 않고 히 새로운 주제나 이  주제가 등장하는 경우이다(Brinton et al., 1997; Prutting 

& Kirchner, 1987). 

부 한 주제 개시율은 아동이 주제를 개시한 화차례에서 부 한 주제 개시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 다. 

주제 
유지율

체 주제 유지는 앞의 화차례에서 개시된 주제와 련된 내용을 반복, 간단한 정보추가, 혹은 세

한 의미를 추가하면서 화차례를 이어가는 경우(Brinton & Fujiki, 1984; Mentis, 1994; Prutting & 

Kirchner, 1987)로 과 부 한 주제 유지로 구분하 다. 

주제 유지율은 아동의 화차례에서 주제 유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 다. 

한 주제 유지는 체 주제 안에서 앞 화차례 주제와 련된 내용으로 화차례를 이어가

는 경우이다(Brinton et al., 1997; Prutting & Kirchner, 1987). 

한 주제 유지는 아동이 주제를 유지한 화차례에서 한 주제 유지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 다.

부 부 한 주제 유지는 체 주제 안에서 앞 화차례 주제와는 무 한 내용 혹은 모호한 내용으

로 화차례를 이어가는 경우이다(Brinton et al., 1997; Prutting & Kirchner, 1987).

부 한 주제 유지는 아동이 주제를 유지한 화차례에서 부 한 주제 유지가 차지하는 비

율로 산출하 다.

<표- 3> 주제운용 종속 측정치의 정의  측정방법

5. 신뢰도

연구자의 분석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2분석

자로 언어병리전공 석사 1인을 선정하였다. 제2분석

자는 화분석의 기준에 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각 집단별로 자료의 15%를 무작위로 뽑아서 1차 분

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제2분석자 간의 신뢰도 일

치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재분석을 통하여 이견을 조정

하였다.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은 본 연구자와 제2분석

자 간에 일치하는 항목수를 일치항목과 일치하지 않

은 항목 수를 합한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계산하

였다. 그 결과 신뢰수준은 화차례 주고받기에서는 

97.72%, 주제운용에서는 95.83%의 일치도를 보였다. 

6.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집단별로 종속측정치의 기술통

계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화자료 수집시 검사자가 

아동의 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시

발화, 중립적 발화, 촉진발화를 통제하여 상호작용하

였다. 이러한 성인의 발화가 아동의 발화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성인의 지시발화에서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t = 2.671, p< .05)를 보였다. 따라서 성인의 지시발화

가 아동의 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

변인으로 처리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

였다. 통계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15.0 for 

Windows였다.

Ⅲ. 연구 결과

친숙한 주제의 일상 화를 통해 언어학습부진아의 

화능력을 화차례 주고받기와 주제운용능력을 중

심으로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각 종속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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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화차례 총수

공분산 2275.578 1 2275.578 16.496 0.000 

집단 39.252 1 39.252 0.285 0.599 

오차 3172.883 23 137.951 

총 6546.962 25

화차례

개시율

공분산 73.294 1 73.294 4.366 0.048 

집단 48.248 1 48.248 2.874 0.104 

오차 386.118 23 16.788 

총 469.934 25

유지율

공분산 260.610 1 260.610 3.423 0.077 

집단 601.619 1 601.619 7.901* 0.010 

오차 1751.267 23 76.142 

총 2378.027 25

첩율

공분산 1.619 1 1.619 0.229 0.637 

집단 11.480 1 11.480 1.621 0.216 

오차 162.843 23 7.080 　 　

총 174.481 25 　 　 　

단율

공분산 39.727 1 39.727 0.923 0.347 

집단 201.318 1 201.318 4.677* 0.041 

오차 990.001 23 43.044 　 　

총 1191.629 25 　 　 　

화차례당 

C-uni t수

공분산 1.633 1 1.633 9.989 0.004 

집단 0.749 1 .749 4.584* 0.043 

오차 3.760 23 .163

총 8.224 25
*
p< .05

<표- 5> 집단 간 화차례 주고받기 공변량분석 결과

정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 4>와 같다. 

<표- 4> 집단별 화차례 주고받기  주제운용 기술
통계

구분 종속측정치

언어학습부진
(n=13)

일반
(n=13)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화
차례 
주고
받기

화차례 총수 61.54 14.76 48.54 15.37 

개시율 4.40 5.56 3.12 2.71 

유지율 84.32 11.52 91.83 5.92 

첩율 2.44 3.33 1.20 1.61

단율 8.84 8.25 3.85 4.21

화차례 당 
C-unit수

1.45 0.32 2.11 0.59

주제
운용

아동이 소개한 
주제수

3.54 2.40 10.31 4.79 

개시율

체 5.90 4.12 23.85 13.68 

77.56 37.48 95.74 7.67 

부 14.74 29.69 4.26 7.67 

유지율

체 94.10 4.12 76.15 13.68 

84.80 9.13 95.03 4.78 

부  15.20 9.13 4.97 4.78 

화차례 주고받기에서 화차례 주고받기 총수는 

언어학습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높았다. 화차

례 개시율과 중첩율 그리고 중단율은 언어학습부진아

동이 일반아동보다 높은 반면, 유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차례 당 C-unit 수도 언어학습부

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운용 능력에서 아동이 소개한 주제수는 언어

학습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주제 개시율은 언어학습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았으며 상 적으로 주제 유지율에서는 이들이 일반

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적절한 주제 개시율은 언

어학습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반면, 부적절한 

주제 유지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절한 

주제 유지율은 언어학습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

고 부적절한 주제 유지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차례 주고받기에서 화차례 유지율(F(1, 23) =

7.901, p< .05), 화차례 중단율(F(1, 23) = 4.677, p< .05), 

그리고 화차례 당 C-unit 수(F(1, 23) = 4.584, p< .05)

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화차례 

총수, 화차례 개시율, 화차례 중첩율은 아동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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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아동이

소개한 주제수

공분산 21.847 1 21.847 1.560 0.224

집단 166.800 1 166.800 11.909** 0.002

오차 322.153 23 14.007 　 　

총 641.846 25 　 　 　

주제 

개시율

체

공분산 469.435 1 469.435 5.455 0.029

집단 888.555 1 888.555 10.326** 0.004

오차 1,979.115 23 86.048 　 　

총 4,542.867 25 　 　 　

공분산 151.888 1 151.888 0.201 0.658

집단 2,170.382 1 2,170.382 2.867 0.104

오차 17,412.658 23 757.072 　 　

총 19,712.149 25 　 　 　

부

공분산 2.025 1 2.025 0.004 0.949

집단 519.294 1 519.294 1.059 0.314

오차 11,280.521 23 490.457 　 　

총 11,997.072 25 　 　 　

주제 

유지율

체

공분산 469.435 1 469.435 5.455 0.029

집단 888.555 1 888.555 10.326** 0.004

오차 1,979.115 23 86.048 　 　

총 4,542.867 25 　 　 　

공분산 143.198 1 143.198 2.909 0.102

집단 295.023 1 295.023 5.993* 0.022

오차 1,132.220 23 49.227 　 　

총 1,955.969 25 　 　 　

부

공분산 143.180 1 143.180 2.909 0.102

집단 294.976 1 294.976 5.992* 0.022

오차 1,132.202 23 49.226 　 　

총 1,955.830 25 　 　 　
*
p< .05, 

**
p< .01

<표- 6> 집단 간 주제운용 공변량분석 결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표- 5> 참조).

주제운용능력에서 아동이 소개한 주제수(F(1, 23) =

11.909, p < .01), 주제 개시율(F(1, 23) = 10.326, p <

.01), 그리고 주제 유지율(F(1, 23) = 10.326, p < .01)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적절한 주제 유지

율(F(1, 23) = 5.993, p < .05)과 부적절한 주제 유지율

(F(1, 23) = 5.992, p < .05)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나 적절한 주제 개시율과 부적절한 주제 

개시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 6> 참조). 

Ⅳ. 논의 및 결론

언어학습부진아동의 화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화차례 주고받기와 주제운용능력을 살펴보았다.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화차례 주고받기에서 언어학습부진아동은 

화차례 주고받기 총수에서 일반아동과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화차례 주고받기는 상 방과 화차례

를 한 번씩 교 로 주고받은 것을 말한다. 연구 결과 

언어학습부진아동은 화규칙에 따라 교 로 화차

례를 주고받는 능력에서 일반아동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ryan et al. (1981)의 연구에서 학습장애아

동이 화차례 주고받기 수에서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

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언어학습부진아동은 

화차례 중첩율에서도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었다. 이

것은 언어학습부진아동이 상 방과 화차례를 주고

받을 때, 자신이 말해야 하는 시점을 알고 상 방의 말

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김성은․이윤경(2007)의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중복 및 방해비율이 일반아동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유미․전병운(2003)이 정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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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와 이효진․김영태(2001)

가 단순언어장애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들

의 중첩율이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언어학습부진아동은  

Sacks, Schegloff & Jerfferson (1974)이 제시한 

화규칙에 따라 상 방의 말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교

로 화차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일부 언어장애아

동과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화차례 개시율에서도 언어학습부진아동과 일반아

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화차례 개

시는 화를 시작하기 위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Owens, 

2004)으로 본 연구에서는 화유도를 위하여 각 주제

별로 사진을 제시하고 아동이 스스로 화를 개시할 

기회를 제공한 후 혹은 화 중단이 일어난 이후에 아

동이 먼저 말을 시작한 것에 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언어학습부진아동과 일반아동 사이에 화차

례를 개시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없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언어학습부진아동의 화차례 중단율이 일반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언어학습

부진아동의 경우 중단으로 인해 화를 다시 시작하

는 비율이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

구에서는 화차례 개시가 화를 처음 시작할 때인지  

혹은 화중단 이후에 나타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차례 주고받기에서 언어학습부진아동이 일반

아동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화차례 유지

율, 화차례 중단율, 그리고 화차례 당 C-unit수이

다. 화차례 유지율은 언어학습부진아동이 일반아동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차례 유지

는 화차례를 상 방과 번갈아가면서 화를 원활

하게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김성은․이윤경, 2007; 

이효진․김영태, 2001; Craig & Evans, 1989). 연구 

결과 언어학습부진 아동의 경우 상 방과 화차례를 

주고받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은 일

반아동보다 낮았다. 또한 이들의 화차례 중단율은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언어

학습부진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화차례 주고받

기에서 비정상적으로 두드러진 쉼, 화차례 시작의 

지연, 혹은 발화포기와 같은 행동이 더 많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결과를 화차례 주고받기 유지능력과 관

련지어 살펴보면, 언어학습부진아동이 자신의 화차

례를 이어갈 때 상 방이 말을 마친 후 즉각적으로 

화차례를 이어가지 못하여 중단이 일어나고 이로 인

해 화차례를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면서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선

행연구에서 김성은․이윤경(2007)은 ADHD아동이 일

반아동보다 적절하게 화차례를 주고받는 비율이 낮

고 중복과 방해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하여 

연구자들은 이들이 화차례를 잘 기다리지 못 하고 지

나치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 방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학습부

진아동과 ADHD아동의 화차례 주고받기에서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단순언어장애아동의 

화차례 주고받기의 유지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단

순언어장애아동이 성인의 발화 이후 즉각적으로 반응

하는 비율이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았고(이효진․

김영태, 2001; Craig & Evans, 1989) 지연 반응율은 

높은 것(이효진․김영태, 2001)으로 보고하였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언어학습부진아동과 단순

언어장애아동은 순차적으로 화차례를 주고받으면

서 유지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화차례 주고받기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화차

례 당 C-unit 수에서도 언어학습부진아동이 일반아

동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차례 당 

C-unit 수는 한 번의 화차례에서 산출한 발화량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언어학습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화차례당 말수가 더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raig 

& Evans (1989)와 이효진․김영태(2001)의 연구에

서도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더 적은 

발화로 화차례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자들은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상 방의 말을 이해하지

만 더 이상의 표현을 하지 않고 단순히 화를 유지하

는 수단으로 주로 맞장구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본 연

구에서도 언어학습부진아동이 일반아동보다 화차례  

당 C-unit수가 적은 것도 이들이 자신의 화차례에 

말을 하지만 상 방에게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

에서는 일반아동보다는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언어학습부진아동은 화규칙에 따라 

상 방과 화차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언어학습부진아동은 일반아동보다 화

차례 주고받기에서 중단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화차례를 순차적으로 주고받으면

서 유지하는 것에서 낮은 능력을 보였다. 또한 언어학

습부진아동은 자신의 화차례에서 일반아동보다 더 

적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화시 상 방

에게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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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주제운용능력에서 언어학습부진아동은 자발적으로  

소개한 주제수, 주제 소개율, 그리고 개시율에서 일반

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언어학습부진아동

은 일반아동보다 자발적으로 소개한 주제수가 적었으

며 주제 개시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언어

학습부진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화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화 주제로 개시하면서 화를 주도하는 능

력이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언어장애아동들의 경우에

도 이와 같이 화 주제를 개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의 주제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Owens, 2004). 

이러한 화특성은 주제를 개시하고 관련 내용으로 말

할 만한 배경지식이 부족하거나 없을 수 있다(Brinton 

& Fujiki, 1992)는 것을 나타내 주며 언어학습부진아

동의 경우에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 유지율 그리고 주제 유지의 적절과 부적절 비

율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언어학습

부진아동의 주제 유지율은 일반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절한 주제 유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주제 유지는 화자가 서로 화차례를 주고받으

면서 개시된 주제에 하여 이전 정보를 반복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주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제 안에서 그리고 

전후 화차례 사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을 이어가야  

한다. 그러나 언어학습부진아동은 개시된 주제에 

하여 상 방과 화차례를 주고받으면서 말하지만 

화차례 사이에 무관하거나 모호한 내용으로 말하여 일

반아동보다 낮은 주제유지능력을 나타내었다. 

언어학습부진아동의 주제운용능력을 살펴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들은 화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관심사를 화의 주제로 개시하는 능력이 일반

아동보다 낮았으며 주로 상 방이 개시한 주제에 의존

하여 화하는 수동적인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언어학습부진아동은 개시된 주제를 유지

하는 측면에서도 일반아동보다 적절하게 유지하는 능

력이 낮았다. 선행연구에서 학습장애아동이 일반아동

에 비해 상 방의 반응을 정교하게 이끌어 내는 능력

이 낮고(Bryan et al., 1981) 정보제공과 주제유지에

서 더 많은 오류를 보인다(McCord & Haynes, 1988)

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언어학습부진아동이 주

제를 개시하고 유지하는 주제운용능력이 일반아동보

다 낮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언어학습부진아동은 

화규칙에 따라 화차례를 상 방과 주고받으면서 

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자연스

럽게 화차례를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은 일반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

으로 화차례에서 중단이 차지하는 비율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화차례 주고받기 특성은 이

들의 낮은 주제운용 능력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주제운용에서 언어학습부진아동은 상 방이 개시한 주

제에 주로 의존하는 소극적인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

었을 뿐만 아니라 개시된 주제와 관련하여 모호한 내

용의 화차례가 이어져 부적절하게 주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학습부진아동이 화규칙에 따

라 자기 화차례가 주어질 때 말을 하고자 하지만 상

방이 말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하는 것의 어

려움으로 두드러지게 긴 쉼, “어”, “음”, “그게 모지”, 

혹은 “잘 모르겠는데”와 같이 시간을 지연하거나 포

기하는 화차례가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잦은 중

단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화차례 주고

받기와 그 안에 주제를 개시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서

로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따라서 언어

학습부진아동들의 화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화차례 주고받기 능력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주제를 개

시하고 유지하는 주제운용능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이고 원활한 화를 위해서는 화자가 서로

의 말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주제를 개시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말하면서 협력적으로 화차례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언어학습부진아동은 자연

스럽게 화차례를 주고받으면서 주제를 운용하는 능

력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낮은 주제운용능력은 화차례 주고받기의 어려움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언어학습부진아동의 화능력을 평가하고 중재하기 위

해서는 화에서 두 가지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후 연구에서는 언어학습부진아동이 주제

를 개시하는 방식과 유지하는 유형 그리고 화차례 주

고받기에서 나타나는 중단의 유형을 중심으로 화특

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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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화차례 정의  구분원칙

구분 내용

기본 

정의

한 화차례는 한 화자가 말을 시작하여 화상 자가 말

을 시작하기 까지의 하나 이상의 모든 발화를 의미한다

(김성은․이윤경, 2007; Adams & Bishop, 1989; Bishop et al., 

2000; Bryan et al., 1981).

세부

구분

원칙

1. 아동이 자신이 말할 차례에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제

를 소개할 경우(김성은․이윤경, 2007; Schober-Peterson 

& Johnson, 1989) 혹은 발화 에 3  이상의 쉼이 나타나는 

경우(김성은․이윤경, 2007; 이효진․김 태, 2001)에는 

서로 다른 화차례로 구분한다.

아동 희 학교는요 2005년쯤에 개교를 해서/

종목이 소나무고/교화가 철쭉일 거 요.

아동 그리고 는 4반이고 모둠 에...(3  쉼)

아동 아! 3번째 모둠인데/선생님은 빨A 빨B 

노A 노B A B라고 그 게 지어서 하

시고/ 

2. 아동이 자기의 화차례에 상투 인 표 (stereotypes), 

감탄사(interjections), 맞장구(back channel responses)등

의 최소한의 낱말이나 구문으로 말한 경우에도 하나의 

화차례로 인정한다(Crystal, Fletcher, & Garman, 1976).

성인 가족들과 주말에 어떻게 보내니?

아동 주말?

성인 토요일하고 일요일 말이야!

아동 그냥 있어요.

3. 아동이 자기의 화차례에 “음”, “어”와 같은 간투사 혹은 

머리 끄덕임, 고개 젓기, 가리키기 등의 비구어  행동의 

사용이 자연스럽게 상 방에게 화차례를 넘기는 기능

(turn passing-move function)을 가지는 발성  행동의 경

우에도 하나의 화차례로 간주한다(Adams & Bishop, 

1989; Bishop et al., 2000; Weiner & Goodenough, 1977).

아동 우워. 이 게 가서 땅에 꽂히고 터졌어요. 

성인 아! 그랬구나. 

아동 (고개 끄덕임)

성인 그리고?

아동 이게 다 요.

4. 아동의 화차례에서 아동이 말하는 동안 성인의 “응”,

“으음” 등과 같은 발화는 ( )에 넣어 하나의 화차례로 

인정한다(Adams & Bishops, 1989).

아동 그리고 제가 친한 애들은 1학년부터 지

까지 같은 반이 되었던 그 김가령이

라는 얘가 있는 데요 (성인 음)/그 얘는 

지  같은 모둠은 아니 요 (성인 응) 같

이/아동 그리고 정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씩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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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onversational turn-taking and 
topic manipulation skills of low-achievers in language learning. Methods: The participants 
included 26 children, 13 low-achievers in language learning and 13 typical development (TD) 
children matched for grade individually with low-achievers in language learning. Conversational
samples on three familiar topics were individually elicited by an examiner. Total turn-taking 
frequency and rates of initiation, maintenance, overlap, and breakdown were measured through
ten-minute conversational samples. Additionally, in terms of topic manipulation, the number 
of topic initiations and C-unit per turn as well as rates of initiation and maintenance were 
measured. Inappropriate and appropriate rates of initiation and maintenance of topic were 
measured. ANCOVA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difference of conversa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sample groups.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shown for the rates of maintenance and breakdown and for the number of C-unit per turn in
conversational turn-taking. In addition, low-achievers significantly differed from TD children
on the number of topic initiations and rates of topic initiation and maintenance, as well as the 
rate of inappropriateness in topic maintenance. Discussion &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d
the low-achievers are less skilled in turn-taking and topic initiation than TD children. The dif-
ficulties suggested that conversational skills should be considered for language interven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66-78)

Key Words: low-achievers in language learning, conversation, conversational turn-taking, 
topic manipulation

REFERENCES

Adams, C., & Bishop, D. V. M. (1989). Conversation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semantic-pragmatic 
disorder. 1: Exchange structure, turn taking, repairs 
and cohesion. British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
nication, 24, 211-239.

Bishop, D., Chan, J., Hartley, J., & Weir, F. (2000). Conversational 
responsiveness i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 177-199.

Brinton, B., & Fujiki M.(1992). Setting the context for convert-
sational language sampling. In W. Secord (Ed.), editor. 
Best practices in school speech language pathology. Ⅱ.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Harcourt 
Brace Jovanovich.

Brinton, B., & Fujiki, M. (1984). Development of topic 
manipulation skill in discours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7, 350-358.

Brinton, B., Fujiki, M., & Powell, J. M. (1997). The ability of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to manipulate topic 
in a structured task.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28, 3-11.

Bryan, T., Donahue, M., Pearl, R., & Strum, C. (1981). Learning 
disabled children’s conversational skills-The “TV Talk 
Show”.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4, 250-259. 

Choi, Y. M., & Jeon, B. U.(2003). An analysis of turn-taking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8(3), 82-96.

Craig, H. K., & Evans, J. N. (1989). Turn exchange characteristics 
of SLI children’s simultaneous and nonsimulateous 
speech.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4,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2;17:66-78

78

334-347.

Craig, H. K., & Evans, J. N. (1993). Pragmatics and SLI: Within- 
group variations in discourse behaviors .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6, 777- 789.

Crystal, D., Fletcher, P., & Garman, M. (1976). The grammatical 
analysis of language disability: A procedure for assessment 
and remediation. London, UK: Edward Arnold. 

Evans, J. N., & Craig, H. K. (1992). Language sample collection 
and analysis: Interview compaired to freeplay assessment 
contex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343-353. 

Hwang, M. (2008). Syntactic processing during sentence 
comprehension of poor readers at grades 4 to 6.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3(3), 397-417.

Kim, S. E., & Lee, Y. (2007). Conversation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2(4), 
662-675.

Kim, Y. T., Hong, G. H., Kim, Jang, H. S., & Lee, J. Y. (2009).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V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Kwak, K. C., Park, H. W., & Kim, C. T. (2001).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 Ⅲ(K-WISC-Ⅲ). Seoul: 
Special Education Publishing Co. 

Kwon, E., & Pae, S. Y. (2006). Three measures of narrative 
discourse ability for Korean school-aged children in a 
story-retelling task.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1(2), 72-89.

Lee, H. J., & Kim, Y. T.(2001). Turn-Taking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nd 
Norm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6(2), 293-312.

Lee, H., Kim, Y. T., & Yun, H. R. (2008). Characteristics of 
syntactic complexity in school-aged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 comparison of con-
versation and expository discours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3(1), 103-121. 

MacLachlan, B., & Chapman., R. (1988). Communication break-

downs in normal and language learning-disabled 
children’s conversation and narrat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3, 2-7.

McCord, J. S., & Haynes, W. O. (1988). Discourse errors in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their normally 
achieving peers: Molar versus molecular view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1(4), 237-243.

Mentis, M. (1994). Topic management in discours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Topics of Language Disorders, 14(3), 
29-54. 

Naremore, R. C., Densmore, A. E., & Harman, D. R.(1995). 
Language intervention with school-aged children 
conversation, narrative, and text. San Diego, CA: Singular.

Owens, R. E. (2004). Language disorders: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Boston, MA: Allyn & 
Bacon. 

Park, K. S., Kim, K. O., Song, Y. J., Jeoung, D. Y., & Jeoung, 
I. S. (2008). 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KISE-BAAT). Ansan: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Pence, K. L., & Justice, L. M. (2008). Language development from 
theory to practice (2nd ed.). Boston, MA: Pearson.

Prutting, C. A., & Kirchner, D. M. (1987). A clinical appraisal 
of the pragmatic aspects of languag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2, 105-119. 

Sacks, H., Schegloff, E. A., & Jefferson, G.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
versation. Language, 50, 696-735.

Schober-Peterson, D., & Johnson, C. (1989). Conversational 
topics of 4-year-old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2, 857-870.

Wanska, S. K., & Bedrosian, J. L. (1985). Conversational struc-
ture and topic performance in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8, 579-584.

Weiner, S. L., & Goodenough, D. R. (1977). A move toward 
a psychology of conversation. In R. O. Freedle (Ed.), 
Discourse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Norwood, 
NJ: Abl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