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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293- 3 12 . 본 연구에서는 대화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연령 4- 5세의 단순언

어장애 아동 15명, 언어연령을 맞춘 정상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아동-성인간의 대화자료를

분석하여, 두 집단의 아동들이 (1) 전체발화에 대한 중첩된 말차례의 비율 및 각 하위유형에

따른 비율, (2) 순차적 말차례에서 발화방향,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율, 말차례당 발화수, 선행

발화에 대한 즉각 반응율 및 의미연결 반응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두 집단 아동들은 (1) 중첩된 말차례의 비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

첩된 말차례의 하위유형인 문장초 중첩말차례의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 순차

적 말차례에서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율, 말차례당 발화수, 선행발화에 대한 의미연결 반응율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발화방향, 선행발화에 대한 즉각반응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Ⅰ. 서 론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구어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구어적 상호작용

의 대표적인 상황에는 말차례 주고받기(conver sational turn - taking )가 있는데, 이는 담화조

정의 주요 측면으로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간의 상호작용에서 언어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말차례를 제대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상황맥락을 고려하여 언어를 기능적

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화용능력은 의미 및 구문능력에 기초하여 다양한 의사

소통 맥락에서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970년대 초반부터 언어사용의 화용적인 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면서, 특히

학령전 아동들의 대화 능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전 아동들의 대

화 능력을 이해하고 기술하려는 목적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첫째, 아동 초기의 대

화능력은 학령기 학업성취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Loban (1976)에 따르면 언어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기 구어능력과 학령기의 학업능력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

*본 연구는 BK21 핵심과제사업의 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음

293



언어청각장애연구

자유롭고, 유창하고, 쉽게 말하며, 자신이 말할 것에 대해 계획을 세울 줄 알고 , 청자의

요구를 인식하는 아동들은 읽기와 쓰기 능력에서도 뛰어났다. 이와 비슷하게 Piaget (1926,

Peterson & Johnson, 1989에서 재인용)는 말차례를 주고받는 능력이 인지발달에 결정적 요

소가 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고, Olson (1977)은 학령기 학업성취능력이 대화를 이해하고 구

성하는 능력에 기초한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대화능력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Dodge, 1983; Gottman & Parkhurst , 1980). 이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언

어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

을 보이는 반면, 구어적 상호작용에 능숙한 아동들은 또래간에 인기가 많다고 하였다

(Gottman, Gonso & Rasmussen, 1975). 또 대화능력의 발달이 친구관계형성을 위한 기술습

득에 선행되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제시한 연구도 있다(Rubin, 1980, Peterson & Johnson,

1989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아동 초기의 화용, 언어적 발달은 사회적 관계형성에 기본적이고 도구적인

역할을 한다(Peterson & Johnson, 1989). 이러한 중요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언어발달장애

아동이 사회적, 언어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언어발달장애 아동

은 아동기에 또래로부터 소외당할 수 있으며, 인생전반에 걸쳐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들을

가질 수 있다.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인들이 있지만, 언어발

달장애 아동에게 언어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된다.

동반장애 없이 언어장애만을 보이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화용론적 결함에 대해서는 많

은 논란이 있어왔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주요 특징을 형태, 구문론적 결함으로 보는 Leonard

(1998)는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화용론적 결함을 형태구문론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

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의 화용론적

결함을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말차례를 주고받을 때 나타나는 특성에서 정상아동과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화용능력에 관심을 두고, 특히 말차례

주고받기와 같은 언어사용의 상황에서 이들의 의미 및 구문능력까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화용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

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은 정상아동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적을 뿐만 아니라

(Fujiki, Brinton & T odd, 1996), 진행되고 있는 상호작용에 접근하거나 끼어드는 것에도 어

려움을 보인다고 한다(Brington et al., 1997; Craig & Washington, 1993). 이와 같이 단순언

어장애 아동이 또래아동과의 언어적,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나타내는 원인에는 화용

언어 능력부족을 주요인으로 들 수 있다. 즉 대화참여 및 담화조정(discourse regulation ) 능

력의 한계로 인해 이상의 연구결과들과 같은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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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애 아동이 어려움을 보이는 대화참여 및 담화조정 능력이란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선행발화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주제를 유지하면서 순서적으로 말차례를 주고받고, 듣는 이

의 피드백이나 간섭에 따라 반응을 수정하는 것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능력을 말한다.

Sacks, Schegloff & Jefferson (1974)이 제시한 말차례 주고받기 모델에 따르면 성공적

인 말차례 주고받기를 위한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두 사람 이상이 대화할 때 말하는 순서를

번갈아 한 사람씩 말하며, 대화참여자의 수가 변할 수 있고, 화자의 말하는 순서가 변화가능

하지만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말차례에서 발화의 수가 변화가능하며, 화자

와 청자간 말차례의 중첩이 거의 드물고, 있다하더라도 짧으며, 말차례 주고받기상의 실수를

수정하거나 말차례를 얻기 위한 기술들이 있다.

비록 이들이 제시한 말차례 주고받기 모델이 성인의 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들 모델을 통해 아동 대화의 주요 특성들을 예견할 수 있다. 아동의 대화 역시 기본적으로

순차적인 말차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차례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한 발화 혹은 여

러 발화가 될 수 있다(Craig & Gallagher, 1982; Craig & Washington, 1986). 그리고 화자들

간에 말차례를 주고받는 휴지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연속적인 화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의

미적으로 연결되어있다(Bloom, Rocissano & Hood, 1976; Garvey & Berninger, 1981). 그러

나 주요 특성들이 성인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할지라도 아동들은 대화에서 상대방

의 말차례 마침지점(turn completion points )을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의 말차례 주고

받기 연구를 통해 제안한 모델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말차례 주고받기를 구성하는 말차례(turn)는 대화상대방이 말을

시작하기 전까지 화자가 화제에 대해 말하는 발화(topically related utterance)로 정의했다

(Cappella, 1979; Cappella & Planalp, 1981; Cherry & Lewis, 1976). 그리고 한 쌍의 말차례

(a pair of turns)는 한 사람이 한 번씩 말차례를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했다(Garvey, 198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차례를 두 사람간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개입 전에 화자가 말하는 특

정 화제에 관련된 발화 라는 선행연구들의 정의에 따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화용적인 문제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중첩말차례 비율, 상대중심 발화방향 비율,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율, 말

차례당 발화수, 선행발화에 대한 즉각반응율, 그리고 의미연결 반응율의 측면에서 정상아동

들과 비교하였다. 즉,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의 아동-성인간 대

화 주고받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말차례

주고받기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밝히고 이들의 대화참여 및 담화조정능력 진단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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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언어연령이 4;0- 5;11세 사이의 단순

언어장애 아동 15명과 이들과 언어연령을 1:1로 일치시킨 정상아동 15명으로, 총 30명이다.

여러문헌에 근거하여 말차례 주고받기의 규칙을 습득하고 대화개시 및 유지가 가능한 연령

인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이승복, 1994; Berk, 1994; Ervin - T ripp, 1979; Garvey ,

1975).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1)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치료사에 의해 단순언어장애 로 진단

받고, (2) PRES (Preschool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Scales; 김영태, 2000) 검사결과

통합언어연령이 4;0세에서 5;11세 사이이며, (3) 자신의 생활연령보다 수용언어능력은 6개월

이상, 표현언어능력은 1년 이상, 그 결과 통합언어연령이 1년 이상 지체되었으며(Stark &

T allal, 1981), (4) K- WPPSI (Korean-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

gence; 박혜원·곽금주·박광배, 1997)의 5가지 동작성 소검사들로 측정한 지능이 85 이상이

며(- 1 SD 이상), (5) 시각 및 청각 등 감각장애와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지 않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언어연령이 동일한 정상아동 즉, 동일언어연령 집단은 (1) 부모나

양육자에 의해 정상 이라고 보고되었으며, (2) PRES 검사결과 언어연령이 4;0-5;11세 사이

로 자신의 생활연령의 정상범위에 속해야 하며, (3) 이와 같은 언어연령이 단순언어장애 아

동과 3개월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고, (4) K- WPPSI 검사결과 지능이 85 이상이며(- 1

SD 이상), (5) 시각 및 청각 등의 감각장애와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지 않는 아동으로 선정

하였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집단의 평균 언어연령은 4;7세로 평균 언어연령이 4;8세인 정상아

동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동들의 성별에 따라 말차례 주고받기능력에 차이가 없다

는 선행연구 결과(Craig & Evans, 1991)에 따라 집단내 성별분포는 통제하지 않았으나, 두

집단의 성별분포는 동일하게 일치시켰다. 두 집단의 성별분포는 각각 남자 10명, 여자 5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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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절차

가 . 자료수집 및 분석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언어치료실 4곳, 어린이집 3곳 그리고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대상아동들을 개별적으로 검사하였다. 연구자는 1- 2회기에 걸쳐 PRES, K-WPPSI 등 기본

적인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일치하는 단순언어장애

아동 또는 정상아동으로 판단되면 2주 이내에 대화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와 아동은 조용

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약 20- 25분간 대화를 주고받았다. 연구자는 화제에 관련된

동일한 질문을 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동일한 화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아동의 반응에 대해 피드백을 주거나 화제에 관련된 후속질문을 함으로써 대화를 유지하였

다. 대화를 주고받는 중 아동이 본 연구의 다섯가지 화제에서 벗어난 질문들을 하는 경우, 연

구자는 그에 적절하게 반응해주되 전체 대화자료에서는 제외시켰다.

아동-성인간 대화의 화제는 가족 및 친구에 관한 일상생활 이야기, 경험한 생일파티 이

야기, 재미있게 본 T V 만화 이야기, 식사 및 목욕시간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다섯가지 화제

들은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경험하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로, 예비실험결

과 3-5세 아동 8명 모두 어려움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화제들이었다. 본 연구는 충분한

길이의 대화자료를 얻기 위해 다섯가지 화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화제 도입순서를 특별히

통제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아동과의 대화에서 아동이 말차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연구자의 발화

이후 충분한 시간(3초 이상)을 주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이 자신의 말차례를 갖는데

충분한 시간을 1.5초로 보았다(Craig & Evans, 1989, 1993; Craig & Gallagher, 1982). 그러

나 이는 Sacks, Schegloff & Jefferson (1974)이 제안한 성인들의 말차례 주고받기 모델에 따

른 것으로 아동-성인의 말차례 주고받기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예비실험 결과에 따르면 4- 5세의 한국아동들은 상대방의 선행발화 이후 반응을 하기까지 약

3초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아동의 반응이 나오기까지 충분

한 시간을 3초로 보았다. 연구자는 아동의 부모와 아동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말차례를

주고받는 상황을 녹음(AIWA, Model HS- JX899) 및 비디오 녹화(SONY, Model CCD-

T RV67)하였다.

연구대상 30명의 대화 자료를 수집한 후 1- 2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전체 전사자료 중,

(1) 발화가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하여 맥락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2) 아동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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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가 본 연구의 다섯가지 화제 이외의 것인 경우, (3) 아동이 말하는 동안 성인이 잘못 개

입하여 발화가 중첩된 경우들은 연구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전사자료는 성인 및 아동

의 말차례를 구분하여 번호를 붙였다. 아동의 각 말차례는 <부록 - 1>에 제시한 발화구분

원칙에 따라 발화수를 구분하였다. 각 말차례를 구분하고 발화의 중첩여부가 결정되면, 각

발화의 상대중심 말차례비율,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율, 말차례당 발화수, 선행발화에 대한 즉

각반응율, 그리고 의미연결 반응율을 분석하였다.

3 . 평가방법

가 . 중첩 및 순차적 말차례 구분

아동-성인간 말차례 주고받기에서 아동의 발화를 Craig & Gallagher (1982)의 기준에

따라 중첩된 말차례와 순차적 말차례로 구분하였다. 중첩된 말차례는 다시 중첩된 위치에 따

라 문장초 중첩과 문장내 중첩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Craig & Gallagher, 1982). 문장

초 중첩은 성인과 아동이 동시에 말을 시작하여 발화처음부터 겹치는 것을 말하며, 문장내

중첩은 성인이 이미 발화를 시작한 이후 아동이 말을 시작하여 두 사람의 말이 발화 중간에

서 겹치는 것을 말한다. 순차적 말차례는 말차례 주고받기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두 명

의 대화참여자가 교대로 한 번씩 말차례를 갖는 것을 말한다. 중첩된 말차례의 하위유형에

대한 예는 <부록 - 2>에 수록하였다.

나 . 발화방향

발화방향(utterance focus)에 대한 기준은 크게 시선(gaze), 상대적인 거리(prox -

imity ) 및 발화 외적요소의 3가지 범주이며 이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대중심 혹은 자기중심으로 구분하였다(Craig & Gallagher , 1982). 발화방향에 대한

구분원칙은 <부록 - 3>에 수록하였다.

다 . 반응율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인의 연속발화간의 휴지시간을 측정하여 반응할만한 충분한 시간

(1.5초 이상)을 주었을 때 아동이 말차례를 갖는가 여부에 따라 반응율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Craig & Gallagher, 1982; Craig & Evans, 1989, 199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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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토대로 아동의 즉각 반응시간을 3초까지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성인의 선행발화 이후 아

동이 반응할만한 충분한 시간을 3초 이상으로 정하고, 아동의 반응여부에 따라 반응율을 평

가하였다. 단, 성인의 연속 말차례 간격이 3초 이내인 경우, 아동의 반응율을 측정할 수 없으

므로 분모에서 제외하였다.

라 .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율

반응율이란 말차례 주고받기에서 아동이 반응할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때 반응하

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연속발화간의 휴지시간을 측정하여 아동이 반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3초 이상)을 주고 아동이 반응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마 . 말차례당 발화수

아동이 한 번의 말차례에서 산출하는 발화의 수를 뜻한다.

바 . 선행발화에 대한 즉각반응율

대화상대방의 선행발화에 대해 반응하는 시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즉각반응은 상대방의 선행발화에 대해 3초 이내에 발화가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반응시간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사 . 선행발화에 대한 의미연결 반응율

아동의 발화가 즉각반응인 경우, 상대방의 선행발화 내용에 의미적으로 연결되었는지

(semantic relationship) 여부에 따라 의미연결 반응을 살펴보았다(Bloom, Rocissano & Hood,

1976).

각 종속변인의 산출방법은 <표 -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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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종속변인의 산출공식

종속변인 산출 공식

중첩말차례의 비율

상대중심 말차례 비율

반응율 비율

말차례당 발화수

즉각반응율

의미연결 반응율

(중첩된 말차례의 총합 ÷ 전체 말차례 수) × 100

(상대중심 말차례의 총합 ÷ 순차적 말차례의 총합) × 100

(반응한 말차례의 총합 ÷ 순차적 말차례의 총합) × 100

(전체 발화수 ÷ 아동이 반응한 말차례의 총합)

(즉각반응인 말차례의 총합 ÷ 아동이 반응한 말차례의 총합) × 100

(의미연결 말차례수 ÷ 즉각반응 말차례의 총합) × 100

Ⅲ. 결 과

1. 두 집단간 중첩말차례의 특성 비교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이 전체 말차례에 대한 중첩말차례 비율 및 하위유형에

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및 t-검정 결과는 <표 - 2>와 같다.

<표 - 2> 두 집단의 중첩 및 순차적 말차례 비율에 대한 t-검정 결과

중첩말차례 t 순차적 말차례 t

M (%) SD (%) M (%) SD (%)

단순언어장애 아동

정상아동

3.62

2.79

3.27

3.74
.65

96.38

97.21

3.27

3.74
.65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중첩말차례 비율이 정상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집단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첩말차례의 하위유형인 문장초 혹은 문장내 중

첩비율이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 3>과 같다. <그림 - 1>은 두 집단의

문장초 및 문장내 중첩비율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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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두 집단의 문장초 및 문장내 중첩비율에 대한 t-검정 결과

문장초 중첩 t 문장내 중첩 t

M (%) SD (%) M (%) SD (%)

단순언어장애 아동

정상아동

1.26

.34

1.51

.51
2.25*

2.36

2.46

2.20

3.81
.09

*p < .05

<그림 - 1> 두 집단의 문장초 및 문장내 중첩 비율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은 문장초 중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t = 2.25,

p < .05), 문장내 중첩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즉,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정상아동보다 문장초에

서 말차례가 중첩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 두 집단간 순차적 말차례의 특성 비교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이 순차적 말차례의 특성들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두 독립표본의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간 순차적 말차례에서 상대중심

말차례비율, 반응율, 말차례당 발화수, 즉각 반응율, 의미연결 반응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는 <표 -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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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두 집단의 순차적 말차례의 특성들에 대한 t-검정 결과

단순언어장애아동 정상아동

상대중심

말차례 비율

M (%)

SD (%)

범위

t

96.20

8.46

68.75- 100.00

1.74

100.00

.00

100.00- 100.00

반응율 비율

M (%)

SD (%)

범위

t

87.30

9.76

62.26- 96.88

4.43**

98.61

1.65

94.81- 100.00

말차례당

발화수

M

SD

t

1.12

.10

4.77**

1.34

.14

즉각 반응율

M (%)

SD (%)

범위

t

96.41

4.84

52.00- 100.00

1.56

98.46

1.55

82.02- 100.00

의미연결

반응율

M (%)

SD (%)

범위

t

88.94

9.20

74.16- 100.00

4.02**

98.60

1.40

95.83- 100.00

**p < .01

두 집단간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율(t =

4.43, p < .01), 말차례당 평균발화수(t = 4.77, p < .01), 선행발화에 대한 의미연결 반응율(t =

4.02, p < .01)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상대중심 말차례비율, 선행발화에 대한 즉

각반응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아동 모두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선행

발화에 대해 대부분 즉각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말차례 기회에 대

부분 반응하지만,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해 반응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각 말

차례에서 평균발화수가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1.12발화인데 반해, 정상아동은 1.34발화였다.

선행발화에 대한 의미연결 반응율의 경우,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의미연결 반응율의 평균값이

88.94 %이고 정상아동은 98.60 %인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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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1. 두 집단의 중첩말차례의 특성 비교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질문은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이 전체 말차례에 대한

중첩말차례의 비율 및 하위유형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두

집단 아동은 중첩말차례의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말차례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아동이 말차례를 주고받을 때 대부분 한 사람

씩 교대로 말차례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Sacks, Schegloff & Jefferson (1974)

이 제안한 말차례 주고받기 모델의 기본적인 규칙에 따르는 것이며, 아동들이 대화에서 대부

분 한 사람씩 순서에 따라 말차례를 주고받는다고 보고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

였다(Craig & Gallagher, 1982; Craig & Evans, 1993; Craig & Washington, 1986; Gallagher

& Craig, 1982).

본 연구결과에서는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이 중첩말차례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중첩말차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단순

언어장애 아동이 정상아동보다 중첩말차례 하위유형인 문장초 중첩을 유의하게 많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문장초 중첩은 말차례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구어적, 비구어적 말차례 단서들을

제대로 주고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실수라는 선행연구(Gallagher & Craig, 1982) 결과를 고려

하면, 본 연구결과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정상아동보다 대화상의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

에 중첩말차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상대방 발화에 개입하여 말차례를 가지려는 적극적인 대화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차례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발화 중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는 실수를 많이 했기 때

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첩말차례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본 Gallagher & Craig (1982)의 연구에 따르

면 문장내 중첩은 크게 두가지 측면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때이른 반응(pre-

mature response) 인데 이는 잠정적인 화자가 상대방이 말을 마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적절

한 시점(transition- relevant position)에 상대방 발화에 개입하여 두 사람의 말이 중첩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언어적, 화용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방해(interruption) 인데 이것은 다시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상대

방 발화마침에 상관없이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상대방 혹은 자신의 이전발화에 대해 의미적

으로 연관있는 반응을 지속하거나 혹은 이전발화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새로운 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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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개입하여 두 사람의 말이 중첩되는 경우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도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의 문장초 및 문장내 중첩의 기능적인 특

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문장초 중첩의 기능적 특성에서 두 집단은 비슷한 양상

을 보였다. 그러나 문장내 중첩의 기능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정상아동은 단순언어장애 아동

에 비해 선행화자의 발화마침을 예측하여 적절한 지점에서 개입하려다가 생기는 때이른 반

응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Gallagher & Craig (1982)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의 문장내

중첩은 구문적 지식, 특히 동사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단

순언어장애 아동은 상대방의 말차례 중에 부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여 이전발화에 연속적인

반응을 하거나 새로운 개시를 위해 자신의 말차례를 가지려는 방해 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문장초 및 문장내 중첩은 말차례 주고받기

상의 실수로 비슷한 기능적 특성을 보인 반면, 정상아동의 문장내 중첩은 문장초 중첩과 다

른 기능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2 . 두 집단간 순차적 말차례의 특성 비교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질문은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아동이 순차적 말차례의 특성

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순차적 말차례란 대화를 할 때 말차례를 교대로

한 번씩 주고받는 것을 말하며, 이는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준다. 말차례

를 원활히 주고받기 위해서는 대화참여자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며, 선행발화에 대해 시간적으로, 의미적으로 연계성있는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

다(Craig & Evans, 1989).

순차적 말차례의 특성 중 첫 번째로 살펴본 발화방향에 대한 본 연구결과 두 집단 아동

은 말차례를 주고받을 때 발화방향이 대부분 상대중심이었으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8- 13세 사이의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2-4세 사이의 동일언어연령 아

동들을 대상으로 발화방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Gallagher &

Craig (198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아동-아동간이 아니라, 아동-

성인간의 대화였다는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대화상대방이 아동이 아니라 성인이었기 때문

에, 대화참여자들간에 대등한 역할을 갖지 못하여 아동이 성인에게 주의집중하는 경향을 보

였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순차적 말차례의 특성 중 두 번째로 살펴본 반응율에서 두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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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해 자신의 말차례기회에 반응하는 비율이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성인간 말차례를 주고받을 때 언어장애아동이

정상아동보다 대화개시율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요구에 대한 반응율도 떨어진다고 보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Rosinski- McClendon & Newhoff, 1987).

세 번째로 살펴본 말차례당 발화수에서도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집

단간 차이는 정상아동들이 단순언어장애 아동에 비해 한발화 이상의 발화를 더 많이 산출했

기 때문이다.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의 한발화 반응을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이들은

정상아동들보다 대화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으음 , 네 와 같은 맞장구(back channel device)

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이 대화를 유지하기 위

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상대방의 발화를 이해하였음을 나타내주기는 하나, 더 이상의 자신의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수동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

순언어장애 아동이 부모나 연구자와 같은 성인 대화상대방 뿐만 아니라, 또래아동과의 대화

에서도 과도하게 맞장구에 의존하여 대화를 유지한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Stein, 1976; Sheppard, 1980).

네 번째로 살펴본 선행발화에 대한 즉각반응율에서 두 집단 아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중첩말차례 중 문장초 중첩의 특성들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단순언어장애 아

동이 상대방 혹은 자신의 이전발화에 관련된 지연반응을 보이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아동이

상대방의 이전 말차례에 대해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상대방의 다음 말차례와 중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이전에 한 말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려 상대방의 다음 말차례에서 중첩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

면 순차적 말차례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성인발화에 대한 즉각반응율에서 정상아동과 차

이를 보이지 않으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박자 늦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말차례 주고받기가 아닌 다른 구어

과제에서도 정상아동과 반응시간에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만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선행발화에 대한 의미연결반응율에서 두 집단 아동은 유의한 차이

를 보였는데,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선행발화에 대한 의미연결 반응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연령을 동일하게 일치시킨 단순언어장애 아

동과 정상아동은 말차례 주고받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성들의 양상이 대체적으로 비슷하

였다. 즉, 두 집단 아동은 대화를 주고받을 때 대부분 한 사람씩 교대로 말차례를 주고받으

며,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성인의 선행발화에 대해 비교적 높은 반응율을

보였다. 이처럼 말차례 주고받기의 양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하였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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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특성들도 많았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해 말차례 주고받기상의 실수

인 문장초 중첩을 유의하게 많이 보였고, 상대방 발화에서 마침지점을 적절하게 예상하지 못

하여 문장내 중첩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정상아동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정상아동보다 말차례당 발화수가 유의하게 적었으며, 성인의 선행발화에 대한 반

응율 및 의미연결 반응율도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의미 및 구문능력 측면뿐만 아니라 아동

이 대화를 할때 언어를 사용하는 화용능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언어

장애 아동과 대화를 할 때는 정상아동보다 반응할만한 시간을 상대적으로 충분히 주고 상대

방과 구어, 비구어 말차례 신호를 제대로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발화 중 적절한 시점에 개

입하여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상

대방의 선행발화에 대해 의미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증진에도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화상대방은 성인인 연구자와 아동으로, 성인이 아동보다 훨씬

뛰어난 의사소통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순언

어장애 아동이 또래 집단과의 말차례 주고받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일반화하여 살

펴보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아동과 아동간의 대화상황에서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아

동들의 중첩말차례를 수정하는 능력(repair of overlapping speech)을 살펴보는 후속연구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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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말차례(turn)에서의 발화구분 원칙

발화구분 원칙 예

1. 한 문장 한 발화를 원칙으로 한다(김영태, 1997).

2. 시간의 경과(대략 5초 이상)나 두드러진 운율의 변화, 주제

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발화수를 나눈다(김영태, 1997).
내거 줘. . . 줘

내거 줘 (발화1)/ 줘 (발화2)

3. 같은 말이라도 다른 상황이나 문맥에서 표현되거나, 새로운

의미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다른 발화로 취급한다(김영태,
1997).

(아동이 과자로 다가서며)
더 (발화1)

(과자 봉지를 들여다보며)
더 (발화2)

4. 아동이 습관적으로(샘플자료의 10 % 이상의 발화) 사용하는

간투어( 그 , 있잖아 , 그니까 등)는 분석에 제외시킨다(김영

태, 1997).

내가 (있잖아) 가서 (있잖아) 놀

았어

5. 아동이 발화를 끝마치기 전에 성인이 때때로 말하는 응 ,
으음.. , 그래? 등과 같은 삽입어에 의해 나누어지는 절의

부분들은 하나의 발화로 간주한다(Adams & Bishop, 1989).

성인: 점심때 뭐먹었어?
아동: 빵이랑, 우유랑.../ (올림조

억양)
성인: 으음..
아동: 사이다../ (올림조 억양)

6. 말차례의 앞이나 각 발화사이에 단절이 있다하더라도, 하나

의 구 혹은 구의 부분으로 구성된 말차례는 하나의 발화로

인정한다(Adams & Bishop, 1989).

7. 예(응) , 아니오(아니) 등과 같이 대답하는 발화는 하나의

발화로 인정한다(Adams & Bishop, 1989).

8. 아동의 발화가 접속사에 의해 구분되면 한 발화로 인정한다.
단 접속사에 의해 연결되지 않고 비슷한 주제를 연속하여 말

하더라도 다른 사건을 설명하는 경우 개별발화로 인정한다

(Adams & Bishop, 1989).

아동: 나는 오렌지쥬스 싫어요/
나는 콜라만 좋아해요

9. 아동이 반응하려는 신호(불완전한 발화시도 혹은 제스추어)
를 보이는 경우 불완전한 발화(incomplete utterance) 로 인

정한다(Adams & Bishop, 1989).
- 불완전한 발화의 예: 잘못된 시작, 화자가 말하려고 하던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낱말찾기(word- finding)의 어려움

으로 발화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등

성인: 그래서 생일날 무슨 선물

받았어?
아동: 으음.. 그거..
성인: 이름이 기억안나?

10. 아동의 발화가 불명료해서 맥락에 의해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 더 이상 발화를 분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화의 불명

료한 부분이 항상 분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Adams
& Bishop,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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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2> 중첩말차례의 하위유형 구분

1 . 문장초 중첩말차례의 예

성인발화 아동발화

아빠가 넣줬어?

이

실같은 건 방~~

와, 이

아

또는 뭐해?

야

자, 야, 너

누구야?

엄마…

밥하구…

이가

근데 엄마가 뺄려고 하고 아빠가 넣어줬어

5월 며칠이예요?

이거 뭐예요?

빙글빙글 안무서워요

나두 감기걸렸어요

가짜야, 근데 그거는 가짜야

선생님, 근데 저 한번에 불었죠? 한번에

엄마, 아빠랑 같이 해야지요

좋아하는 친구들… 스무명

엄마 아빠는 자는데 내가 밥퍼가지고요

참치하구

나만 안먹구요. 그래서 내가 혼내줬어

(밑줄친 글씨는 중첩된 부분임)

2 . 문장내 중첩말차례의 예

성인발화 아동발화

라면 어디다 끓일까?

어, 엄마자리, 아빠자리

어.. 배불러라, 맛있게 많이 먹었지?

선생님 생일은 지났어요. OO아, OO이

OO아, OO이 이빨닦고나서 그리고 뭐해?

OO이 머리 어떻게 감는다구?

누가 나쁜

아, 그 다음에 엄마가 요기다 집어넣는거야?

아, 실버메가레인져가 하얀색인데

여기

아빠자리

아이, 배불러라

선생님 생일은 언제예요?

으응, 여기다가 놓구 이거 없잖아

그거 미용실에만 있어?

괴물

냄비야, 냄비

하얀색이 엄청나요

(밑줄친 글씨는 중첩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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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3> 발화방향의 구분원칙

구분 범주항목 구분원칙

상

대

중

심

시선

(다음 항목 중 1가지 이상)

① 대화상대방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다.

② 대화상대방과 하는 활동에 시선을 두고있다.

③ 대화상대방이 선행발화에 언급한 적절한 대상에 시선을 두고 있다.

방향

및 거리

(다음 항목 중 1가지 이상)

① 아동 전체 몸의 방향이 활동이나 대화상대방을 향해 있다.

② 아동과 대화상대방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혹은 변화가 없다.

발화

외적요소

(다음 항목 중 1가지 이상)

① 아동의 목소리크기가 self- directed 발화시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② 선행발화에 적절한 conventional gesture가 나타난다.

(고개 끄떡임, 지적하기, 보여주기, 제공하기, 접촉하기 등)

③ 상대방을 고려하여 경어법을 사용한다.

자

기

중

심

시선

(다음 항목 중 1가지 이상)

① 대화상대방이 아닌 방향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다.

② 대화상대방과 하는 활동에 시선을 두고 있지 않다.

③ 대화상대방의 선행발화에 언급한 적절한 대상에 시선을 두고있지 않다.

방향

및 거리

(다음 항목 중 1가지 이상)

① 아동 전체 몸의 방향이 활동이나 대화상대방을 향해있지 않다.

② 아동과 대화상대방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발화

외적요소

(다음 항목 중 1가지 이상)

① 아동의 목소리크기가 self- directed 발화시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② 선행발화에 적절한 conventional gesture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을 고려하여 경어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시선, 방향 및 거리, 발화 외적요소의 3가지 범주항목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상대중심 혹은 자기중
심으로 구분함

* Craig & Gallagher (1982)를 참조하여 연구자들이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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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 RACT

T urn - T akin g Char acter is t ics of Childr en w ith
Specific Languag e Impairm en t and Norm al Childr en

H y o Jin L e e (Korean Association for the Fostering
and Education of the New Generation)

Y oun g - T ae K im *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urn- taking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pecific language impaired (SLI) and the normal children. Fifteen SLI children and fifteen

normal children, matched with their language age at 4;0- 5;11, participated in this study.

Spontaneous utterances were elicited and videotaped from the free play interactions between

the child and the researcher.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t - te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LI children show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ifferences from those of the normal

children in terms of turn errors, interruptions, interactive attention, responsiveness, number

of turns, adjacent and contingent responses. To be more specific,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1) both groups of children didn 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ntages of occurrence of simultaneous and nonsimultaneous turns, (2) The percentage

of occurrence of SLI children s sentence- initial overlap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ormal children, (3) Both groups of children didn 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ntages of occurrence of sentence- internal overlaps,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sponsiveness, number of turns, contingent respons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SLI

children were significantly less responsive than normal children . In addition , the SLI children

produced significantly fewer turns and contingent responses than normal children, (5) T 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utterance focus and in adjacent responses.

* e - m ail: y oungtae@m m .ew ha .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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