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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PEER 전략 방법 및 예시

절차 방법 예

촉진(Prompt) 문장완성하기(Completion) 그림책을 보면서 연구자가 문장의 처음을 말하고 
중간에 억양변화와 2-3초간 멈춤(pause)을 사용
하여 아동이 어휘/구를 채워 말하도록 함

-조지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pause)에 갔어요.

회상하기(Recall) 이미 읽었던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내용을 질문 

- 여기에서 조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개방형 질문(Open-ended) 책의 그림을 중심으로 그림에 나와 있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질문 

- 이 그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의문사 질문(Wh–question)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며 사물/행동에 대해 질문 - 얜 누구야? 
- 이것은 뭐야?

경험과 연관시키기
(Distancing)

책의 그림이나 이야기에서 나온 단어와 관련된 아
동의 경험에 대해 질문 

- 너도 조지처럼 물고기를 잡아 본적 있어?

평가(Evaluate) 촉진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평가하여 중재자가 추
가해주어야 하는 정보를 찾기 

중재자: 이건 뭐야?
(옳지 않은 반응) 아동: 막대기요.
중재자: 막대기처럼 생겼네. 이건 낚시대야. 낚싯대는 물고

기를 잡는 거야. 그래서 낚싯대는 긴 줄과 바늘이 있어.
(옳은 반응)
아동: 낚싯대.
중재자: 그래, 이건 물고기를 잡는 낚싯대야.

확장/확대(Expand/
Extend)

-반응이 옳은 경우, 아동의 발화를 확장/ 확대 
-반응이 옳지 않은 경우, 아동이 맞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정보를 제공 

반복(Repeat) 중재자가 확장/확대해 준 발화를 아동이 반복 중재자: 선생님이 이게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볼래?
아동: 물고기를 잡는 낚싯대.

Appendix 2. 이야기 자료 분석 예시

내용 T-unit 수 종속절 유형
이야기 문법 

범주 점수

조지가 집에서 퍼즐놀이를 했어요. 1 장소1/등장인물 시간장소(2)
등장인물(2)
계기사건(2)
내적반응(0)

계획(0)
시도(2)
결과(2)  

(퍼즐을) 사탕처럼 생긴 퍼즐을 먹어서 배가 아팠어요. 1 관형절
부사절

계기사건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서 조지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1 장소2/시도 

조지가 수술실로 가서 수술을 했어요. 1 부사절 결과 

조지는 수술을 다 끝나서 밥을 다 먹었어요. 1 부사절 

Appendix 3. 이야기 문법 분석 기준 

유형 0점 1점 2점 3점

시간/장소 특정 장소나 시간의 언급이 없음 이야기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시간
이나 장소언급

이야기와 관련된 특정 장소나 시간 중 
1가지를 언급

이야기와 관련된 특정 장소와 시간  
2가지 모두를 언급

등장인물 등장인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나 모호한 대명사 사용

특정이름이나 설명 없이 적어도 하나
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을 언급한  
경우

이름을 사용하여 적어도 1명의 주인공
이 언급된 경우

주인공의 이름과 특정 설명을 사용하
여 2명 이상의 등장인물을 언급한  
경우

계기사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문제나 
사건이 없는 경우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나 문제를 포함
하지만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동기에 
대한 언급이 없음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나 문제를 포함
하며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동기를  
언급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2가지 이상의  
계기사건 포함

내적반응 느낌, 바람에 대한 언급이 없음 계기사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일반
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사용

적어도 하나의 계기사건과 관련하여 
감정, 바람, 생각을 표현

계기사건과 관련된 2가지 이상의 감정 
또는 생각을 표현

계획 문제해결을 위한 주인공의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미래지향적 상태동사나 인지, 정신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계기사건과 직접
적인 관련이 없음

계기사건에 관련하여 주인공의 계획에 
대한 진술이 있음

계기사건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으로  
2가지 이상의 계획에 대한 진술이  
있음

시도 주요등장인물의 어떠한 행동이 
없음

직접적인 계기사건과 관련 없이 주인
공에 의해 수행되는 행동 언급

하나 이상의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계기사건과 관련되어 언급

계기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주
인공의 행동과 함께 시도의 유기적인 
행동에 대한 언급

결과 시도에 대한 결과가 없음 계기사건 없이 등장인물이나 주인공의 
행동에만 연결된 설명

계기사건이나 시도와 연결된 하나의 
결과

계기사건이나 시도와 연결된 2가지  
이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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