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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점화 조건1, 점화 조건2의 복문 산출 과제 

<연습문항>

번호 문장구조 제시 문장 목표 반응

점화문장 접속-대등 호랑이는 춤춘다.
여우는 노래한다.

호랑이는 춤추고 여우는 노래한다.

목표문장 접속-대등 날씨가 춥다.
비가 온다.

날씨가 춥고 비가 온다. 

<접속>

번호 문장구조 제시 문장 목표 반응

점화문장1 접속-대립 눈이 왔다.
날씨는 따뜻하다.

눈이 왔지만 날씨는 따뜻하다.

목표문장1 접속-대립 집은 조용하다.
밖은 시끄럽다.

집은 조용하지만 밖은 시끄럽다.

점화문장2 접속-대등 상아 가방은 무겁다.
상진이 가방은 가볍다.

상아 가방은 무겁고 상진이 가방은 가볍다. 

목표문장2 접속-대등 우리 강아지는 크다.
친구 강아지는 작다.

우리 강아지는 크고 친구 강아지는 작다.

점화문장3 접속-인과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떨어졌다.

목표문장3 접속-인과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
귀가 아프다.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러워서 귀가 아프다.

점화문장4 접속-조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목표문장4 접속-조건 키가 크고 싶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키가 크고 싶으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점화문장5 접속-의도 나는 밥을 먹으려고 한다.
식탁에 앉았다.

나는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다.

목표문장5 접속-의도 나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
방에 들어왔다.

나는 옷을 입으려고 방에 들어왔다.

<내포>

번호 문장구조 제시 문장 목표 반응

점화문장6 내포-관형 피자는 맛있다.
피자는 음식이다.

피자는 맛있는 음식이다.

목표문장6 내포-관형 고양이는 귀엽다
고양이는 동물이다.

고양이는 귀여운 동물이다.

점화문장7 내포-관형 이 바지는 길다.
형은 그 바지를 벗었다.

형은 긴 바지를 벗었다.

목표문장7 내포-관형 이 장미가 빨갛다.
나는 그 장미를 꺾었다.

나는 빨간 장미를 꺾었다.

점화문장8 내포-관형 이 아이스크림이 맛있다.
그 아이스크림은 동생의 것이다.

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동생의 것이다.

목표문장8 내포-관형 이 장갑은 비싸다.
그 장갑은 누나의 것이다.

이 비싼 장갑은 누나의 것이다. 

점화문장9 내포-관형 이 딸기가 크다.
나는 그 딸기를 먹었다.

나는 큰 딸기를 먹었다.

목표문장9 내포-관형 이 책은 재밌다.
나는 그 책을 읽었다.

나는 재밌는 책을 읽었다.

점화문장10 내포-관형 나는 연필을 주웠다.
그 연필이 뾰족하다.

나는 뾰족한 연필을 주웠다.

목표문장10 내포-관형 나는 신발을 잃어버렸다.
그 신발은 귀엽다.

나는 귀여운 신발을 잃어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