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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회기 당 결속표지(연결어미 및 접속사) 사용의 예

회기 아동1 아동2 아동3

  1회기 -는데, -는 -는, -고 -고, -서, -는

  2회기 -서, -는 -는, -고 -고, -서

  3회기 -서, -는 -서, -는 -서, -는데, -고

  4회기 -고, -는 -는, -서 -서, -고

  5회기 -고, -다가 -서 -고, -서 // 또

  6회기 -서 -고, -서, -는데, -는

  7회기 -고, -려고 -서, -러, -는, -고, -면서 -면서, -는데, -서, -고, -는

  8회기 -고, -서, -는 -서, -는 -서, -고,

  9회기 -고, -서 -서, -다가, -다고, -려고// 결국에는 -고, -서, -다고, -는데

10회기 -는, -라고, -고, -서 -서, -는, -면, -고 //그러면 -서, -고, -는데, -자고 //그래서

11회기 -서, -고 -서, -고 -다가, -서, -고, -라고 // 또, 때문에

12회기 -서, -는데, -면, -하러 -서, -다고/자고, -하기 -고, -서(원인), -는데, 서(순서), -지

13회기 -서, -고, -는데 -는데, -는, -서, -라고//다음에, 그러다가 -는데, -서(원인), -러, -다고, -고, -나서, -느라고 // 또

14회기 -할 때, -고, -다를 -고, -서, -다고, -서 // 그 다음에 -면서, -서, -고, -는데, -러 // 그래서

15회기 -고, -하면, -면, -하려 -서, -라고, -지 // 그러다가 -고, -서, -다가, -서, -는데, -더니, -라고

16회기 -고, -러, -다가, -는데 -서, -는, -고, -기를, -면, -러, -라고, -게 -고, -는데, -서

17회기 -서, -고, -는데 -서, -면서, -면, -것, -라고 // 다음은, 그러나 -고, -서(원인), -면서, -서(순서), -라고

18회기 -서, -고, -면 -는, -서, -면, -려고, -고, -다고/라고 // 그래서 -고, -은데, -니까, -러 -라고, -는데, -하다가

19회기 -서, -고, -라고, -니까, -다가, -면, -는데 -고, 하러, -서, -라고, -기로, -면서, -것을 -고, -서, -는 // 또

20회기 -고, -서(원인), -서(순서), -면서 -서, -다고/라고, -고, -면서, -니, -던// 그래서 -서(순서), -라고, -서(원인), -고,// 또

21회기 -서, -고, -다고/라고, -하러 -고, -는 바람에, -서, -다고/라고, -자마자// 그래서, 그
리고, 그러다가

-고, -서, -는데

22회기 -고, -서, -하기로, -면서, -니까 -는, -고, -것을, -는, -라고, -서 -고, -서, -라고, -다가, -니, -러//그리고, 그런데

23회기 -다가, -고, -니까, -다고/라고, -면, -니까, -라고, -고, -서, -는, -것을, //그래서 -고, -면서, -서(순서), -서(원인), -니까

24회기 -서, -고(순서),-고(나열)
-라고/자고, -하러

-라고, -라서, -는데, 으면, -서, -고, -해야 // 또, 그리고 -서, -고, -면, -니까, -는, -라고, -기로, -면서

유지1 -서, -는데, -다가, -면, -고, -라고 // 또 -다가, -다고/라고, -ㄴ, -서, 고 -면, -고, -서, -는, -라고, -하자마자, -다가, -니까, 게 //
그리고 

유지2 -고, -다가, -라고, -는데, -서 -는, -라고, -는지, -서(원인), -서(순서)//그리고, 그래서 -고, -면, -니까, -라고, -서

유지3 -고, -면, -라고, -서, -하기로 -고, -서(원인), -서(순서), -는 -고, -니까, -라고, -는데, -서, -는//그리고, 그래서

사전 일반화 -는데, -니까, -고, // 그런데 -서, -는데, -해도, -하고/라고, // 그 다음에 -고(순서), -고(나열), -는

사후 일반화 -서, -니까, -는, -면, -고, -라고/하고 //  
그런데

-는, -동안에, -고(나열), =고(순서), -서, -라고, -는데 // 
그리고

-고(순서), -고(나열), 는, 는데

아동 A는 기초선 1-3회기, 아동 B와 아동 C는 기초선 1-5회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