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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Tait 비디오 분석법의 분류 체계 설명

구분 설명

차례맡기(turn-taking) 아동이 의사소통 할 기회를 차례(turn)라고 하며 차례맡기는 아동과 연구자의 상호작용 시 차례를 주고 받는 것. 아동과 연구자 중 

아무나 차례를 시작할 수 있고 아동은 연구자의 차례를 방해하여 아동의 차례를 시작할 수 있음. 발성차례맡기(vocal turn-taking), 

몸짓 차례맡기(gestural turn-taking), 무반응(no response)으로 분류함.

가. 발성 차례맡기(vocal turn-taking): 발성, 발성+몸짓, 말(Verbal), 말+몸짓으로 산출되는 반응.

나. 몸짓 차례맡기(gestural turn-taking): 발성을 동반하지 않고 몸짓으로만 반응하는 것. 예를 들면 의사소통적인 몸짓(예: 가리

키기, 보여주기, 건네주기, 고개 끄덕이기, 고개 가로젓기, 손 흔들기, 어깨 으쓱하기), 연구자의 요구에 대한 반응, 연구자가 

제시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 사회적 미소, 연구자와의 눈맞춤(eye contact)이 포함됨.

다. 무반응(no response): 연구자의 차례가 끝난 후 아동이 3초 이상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연구자가 아동에게 

차례를 주었을 때 아동이 놀이에 집중하여 연구자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개시성(autonomy) 아동과 연구자의 상호작용 시 앞선 연구자의 차례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을 아동이 자신의 차례에서 제시하는 것. 예를 들면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거나 추가하기, 반대하기, 주장하기, 속이기, 놀리기, 질문하기, 주제 바꾸기가 있으며 발성을 동반하는 경우 발성 

개시성(vocal autonomy), 몸짓으로 표현하는 경우 몸짓 개시성(gestural autonomy)으로 분류함.

청각적 인식(auditory awareness) 아동과 연구자의 상호작용 시 아동이 청각적 단서만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비시각적 차례(non-looking turn)로 측정함. 비시각적 

차례는 앞 선 연구자의 차례에서 시각적 단서 없이 청각적으로만 듣고 아동이 자신의 차례에서 반응하는 것. 발성을 동반하는 경

우 비시각적 발성 차례(non-looking vocal turn),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경우 비시각적 몸짓 차례(non-looking gestural turn)로 

분류함.

Appendix 4. Tait 비디오 분석법의 분석 방법에 따른 상호작용의 전사

A=adult; C=child; ↓=아동의 차례; (   )=몸짓; ○=개시성; *= 비시각적 차례; 실선=연구자를 보거나 눈맞춤이 나타났을 때.
총 차례맡기 빈도15회, 발성 차례맡기 빈도 11회; 몸짓 차례맡기 빈도 3회, 무반응 빈도 1회, 발성 개시성 빈도 5회, 몸짓 개시성 빈도 1회,  
비시각적 발성 차례 빈도 5회, 비시각적 몸짓 차례 빈도 1회.

 

A: 난 그네 탈래 그네(루피 제시)   ↓   뽀로로 내릴까?     ↓       뽀로로 내리자 

C:                              그네                *뽀(고개 끄덕) 

 

A:   ↓     엄마도 내려? 그래 엄마도 내려   ↓   그럼 여기 누가 탈까? 

C:  엄마                                 *내려  

 

A:      ↓         엄마가 타    ↓   그럼 뽀로로는 빙글 타 

C:*(엄마 인형 태움)            *타                         *비(뽀로로를 빙글에 태움) 

 

A: 잘했어       ↓           와 재밌다.   ↓      그래 엄마도 타 

C:         비(빙글 잡고 돌림)           음 맘마 타 

 

A:   ↓   엄마 안 타?         ↓                    응 콩순이야         ↓ 

C:  NR               어(콩순이 인형을 손으로 지적)              (인형보고 미소) 

 

A: 콩순이 안녕          ↓          먹어? 냠냠냠    ↓   꽃게 맛있다     ↓ 

C:             으 머머(꽃게를 내밈)              *냠냠              (눈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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