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3

■게재 신청일: 2010년 7월 17일  ■최종 수정일: 2010년 8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0년 8월 25일

ⓒ 2010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http://www.kasa1986.or.kr

한국 말더듬 성인 쓰기 내용의 오리진과 폰 분석

이경재a
․신문자b,§

a오클라호마 주립대학 의사소통장애학과, b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부

§교신저자

신문자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부 교수,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부
e-mail: 
moonjashin@chosun.ac.kr
tel.: 062-230-6187

배경 및 목적:  말더듬 성인은 자신의 말과 말더듬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외재적 통제소를 보인다. 통제소와 같은 말더듬 성인의 내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설문지 

형태의 평가 도구가 주로 쓰이나, 이러한 형태의 평가 도구는 제한된 수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다양하고 개인적인 말더듬 성인의 특성을 민감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자유로운 발화 또는 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분석은 말더듬 성인의 특성을 민감하게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도구인 오리진-폰 척도(The Origin and 

Pawn Scales)를 이용하여 한국 말더듬 성인의 쓰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방법:  총 10명의 

한국 말더듬 성인의 쓰기 자료를 오리진-폰 척도를 이용하여 오리진과 폰 성향을 분석하였다. 

결과:  한국 말더듬 성인 역시 영어권 말더듬 성인과 마찬가지로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다. 또한, 독립된 분석자는 연습과정을 통하여 신뢰롭게 오리진-폰 척도를 사용할 

수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는 내용분석 도구인 오리진-폰 척도가 한국어 자료에서

도 신뢰롭게 사용될 수 있으며 말더듬 성인의 평가도구로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433-443.

핵심어:  한국 말더듬 성인, 내용분석, 오리진-폰

Ⅰ. 서 론

말더듬 성인은 유창성 문제 뿐 만이 아니라 오랜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내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더듬 성인은 의사소통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의

사결정을 내리기도 한다(Andrews & Cutler, 1974; 

Manning, 2010). 말더듬 성인은 또한 유창성은 자신

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운이나 환경에 따라 나

타난다고 여기며, 이는 외재적 통제소(external locus 

of control)로 나타난다. 통제소(locus of control)란 

행동의 결과 혹은 강화물이 자신의 행동이나 자기 자

신의 성격에 달려있다고(내재적 통제소), 아니면 운, 

운명, 혹은 외부 환경에 의존한다고(외재적 통제소)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Rotter, 1966). 말더듬 성인은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말과 유창성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믿게 되며, 이는 내재적 통제소로 나타난다. 이

러한 치료 중 통제소의 변화는 유창성 증진 및 치료 

후 유창성의 유지와도 관련이 있다(Craig, Franklin 

& Andrews, 1984). 그러므로 말더듬 성인의 경우, 비

유창성의 빈도와 같은 외적인 특성 뿐 만이 아니라 통

제소와 같은 내적 특성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함께 하

는 것이 필요하다. 

통제소와 같은 말더듬 성인의 내적 특성을 평가하

는 데에는 한정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 형태의 

검사도구가 주로 쓰였다. 대표적으로 Craig, Franklin 

& Andrews (1984)는 말더듬 성인의 치료 중 진전과 

치료 후 재발을 예측하기 위하여 행동통제소(The 

Locus of Control of Behavior: LCB, 이하 LCB)라
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LCB는 17문항으로 이루

어진 리커트척도(Likert) 타입의 설문지이며, 높은 

LCB 점수는 외재적 통제소를, 낮은 점수는 내재적 통

제소를 의미한다. 연구결과, 집중치료를 받기 전의 말

더듬 성인은 정상성인에 비하여 더 높은 LCB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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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말더듬 성인이 정상성인과 비교하여 외재적 통제

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치료 중 LCB 점수의 

변화가 치료 후 재발을 예측할 수 있었다. 치료 후에

도 유창성을 유지한 참가자들은 치료 중 30% 정도의 

LCB 점수의 감소를 보였으나 재발을 보인 참가자들

은 18% 정도의 LCB 점수의 증가를 보였다. 

설문지 형태의 평가도구는 평가와 채점이 간단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미 사전에 결정된 한정된 수의 

문항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평가자의 감정 및 심리 

상태를 민감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있다. 비록 피평가자의 경험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설문지의 문항을 구성하지만, 실제 피평가자

의 경험은 설문지의 문항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설문지 각각의 문항이 갖는 중요도 또한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한정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 형태의 평가 도구는 특성(trait characteristics)

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개별화된 심리 및 감정의 상태(state characteristics) 

변화를 민감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Gottschalk 

& Gleser, 1969; 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이로 인해 LCB를 이용하여 말더듬 성인의 통

제소를 살펴본 사전 연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

하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술한 Craig와 동료들의 

연구와는 달리 말더듬 성인이 정상 성인과 비교하여 

LCB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거나(De Nil & 

Kroll, 1995), 치료 중 LCB 점수의 변화가 치료 후 

재발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다(Blomgren 

et al., 2005; De Nil & Kroll, 1995). 

이와 관련하여, 자발화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은 피평가자의 감정 및 심리상태를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왔다(Gottschalk & Gleser, 

1969; 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그러므

로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통제소와 유사한 심리상태를 

평가하는 오리진-폰 척도(The Origin and Pawn 

Scales)(Westbrook & Viney, 1980)는 말더듬 성인

의 심리 및 감정 상태를 좀 더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는, LCB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내용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화자의 심리 및 감

정 상태가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표현에 나타난다는 것

이다(Gottschalk & Gleser, 1969; 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간단한 예로 “나 화났어”라는 표현

은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의

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화자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빈도와 강도를 분

석하여 화자의 그러한 감정 및 심리상태의 정도를 측

정하는 것이 내용분석의 기초이며, 내용분석 도구는 

특정한 심리상태 및 감정을 내용분석하기 위한 표준적

인 절차를 제공한다. 또한 내용분석 도구는 언어라는 

질적인 자료를 양적인 방식으로도 분석할 수 있게 한

다. 내용분석 척도를 이용하여 얻게 된 결과는, 이후 양

적인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변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발화가 내용분석에 사용될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는 평가자의 간섭이 최소화 된 자유발화

가 이용된다(Gottschalk & Gleser, 1969; 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자료 수집 과정에서 피평가

자가 겪는 제한이 적을 경우, 피평가자는 자신에게 중

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 표현을 하게 된다

(DiLollo, Manning & Neimeyer, 2003). 그러므로 

자유발화를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을 이용한 내용분석

의 결과는 피평가자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감정 및 심리

상태를 좀 더 민감하게 나타내는 것이다(Gottschalk 

& Gleser, 1969; 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현재까지 다양한 심리 및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내용

분석 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이 중 몇 가지는 말더듬 성인 

연구에 사용되었다(DiLollo, Manning & Neimeyer, 

2003; Finn, 1996; Lee, Manning & Herder, 2009; 

Maguire et al., 1999; Manning, Hodak & Plexico, 

2005; Plexico & Manning, 2004). 특히 오리진-폰 

척도(Westbrook & Viney, 1980)가 말더듬 성인의 

심리적 상태를 비교적 민감하게 나타낸다고 보고되었

다(Lee, Manning & Herder, 2009; Manning, Hodak 

& Plexico, 2005; Plexico & Manning, 2004). 

오리진(Origin)과 폰(Pawn)은 행동의 원인이 자

신 혹은 외부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경향성, 즉 

인과소(locus of causality)를 의미한다(DeCharms, 

1968; DeCharms, 1971; DeCharms & Plimpton, 

1992). DeCharms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스

스로 변화시키는 성향을 선천적으로 타고 났으며 이

를 “자기원인(personal causation)”이라고 하였다. 

비록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성향을 선천적으로 

타고 나기는 하지만, 각 개인은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서(want to), 혹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force to)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두 상황을 구별

하여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리진”(“주”의 개념)과 

“폰”(“종”의 개념)이다. 오리진은 자신의 행동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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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도 혹은 선택의 결과라고 믿으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경향 혹은 그러

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오리진은 자신

이 하는 일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느낀다. 그러

기에 오리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또한 스스로 결정한

다. 오리진은 내재적 통제소를 보이는 사람과 유사한 

성향을 보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폰은 자신의 행동

이 다른 사람들 혹은 외부환경에 영향 받는다고 생각

하는 경향, 혹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폰은 또한 자신이 하는 일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

하여 결정되었거나 운명에 따라 그 일을 한다고 믿는

다. 그러기에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폰은 외재적 통제소를 보이는 사람과 유사한 성향을 

보일 수 있다. 

오리진-폰 척도는 피평가자의 자발화 내용을 분

석하여 DeCharms가 제안한 오리진과 폰 성향 정도

를 측정하는 내용분석 도구이며, 다양한 계층의 오리

진과 폰 성향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었다(Westbrook 

& Viney, 1980). 외부 직업을 갖고 있는 학생, 이제 

막 이주해 온 주부, 사지마비를 보이는 성인 등 다양

한 인생 경험을 보이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진

과 폰 성향을 측정한 결과, 현재 참가자들이 처한 상

황에 따라 오리진 점수와 폰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특히 사지마비를 보이는 성인 그룹은 다른 참가

자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

리진 점수를 보였다. 또한 오리진 점수와 적극적인 적

응방식, 그리고 폰 점수와 운명적인 사고방식 등이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비록 오리진과 폰이 각각 내재적, 외재적 통제소를 

지닌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LCB가 통제소를 일원적인 차원에

서 분석하는 반면, 오리진-폰 척도는 이원적인 측면

에서 이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LCB는 

하나의 점수로 통제소를 표현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

는 외재적 통제소를, 낮은 점수는 내재적 통제소를 나

타낸다. 하지만 정상성인과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오리진과 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지 않았다(Lee, Manning 

& Herder, 2009; Westbrook & Viney, 1980). 즉, 

높은 오리진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낮은 폰 성

향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내용분석과 인과소의 이원적인 관점으로 인해 오
리진-폰 척도는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는 말더듬 성인의 내재적 특성을 민감하고 신뢰롭게 

나타낼 수 있었다. 우선 Plexico & Manning (2004)

은 유창성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말더듬 성인

을 대상으로 과거 유창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

고 있지 못하였을 때와 현재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

을 때의 심리상태를 오리진-폰 척도를 이용하여 비교

하였다. 연구 결과, 말더듬 성인은 유창성 문제를 성공

적으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였을 때에는 높은 폰 점수

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유창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유

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낮은 폰 점수와 높은 오리진 점

수를 보였다. 

이러한 말더듬 성인의 오리진과 폰 성향의 변화는 

공식, 비공식적인 말더듬 치료에서도 관찰되었다. 우

선 Manning, Hodak & Plexico (2005)는 비공식 치

료를 받는 말더듬 성인이 오리진 점수의 증가와 폰 점

수의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참가자는 말더듬

에 대한 정보와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이메일을 

치료사와 주고받았다. 이러한 비공식 치료에서의 이

메일을 오리진-폰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초

기 이메일에서는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가, 

이후에는 낮은 폰 점수와 높은 오리진 점수가 나타났다.

Lee, Manning & Herder (2009)는 3주간의 집중

치료를 받은 말더듬 성인들 역시 오리진 성향의 증가

와 폰 성향의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실험 참가

자들은 유창성 조절, 둔감화 등의 과제를 목표로 하는 

3주간의 말더듬 집중 치료를 받았다. 치료 시작 시, 

실험 참가자들은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3주

간의 집중 치료를 받는 동안 실험 참가자들은 오리진 

성향의 증가와 폰 성향의 감소를 보여, 치료 종료 시

에는 높은 오리진 점수와 낮은 폰 점수를 보였다. 또

한 인터뷰 등의 자발화를 이용한 이전 연구들과는 달

리 쓰기 자료를 이용하여 오리진 점수와 폰 점수를 계

산하였는데, 이는 쓰기 자료를 분석하는 것 역시 치료 

중 변화를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험 참가자들은 또한 치료 중 유창성의 증진과 말더

듬 인식 목록표(Perception of Stuttering Inventory: 

PSI)(Woolf, 1967), 말더듬 경험 평가도구(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OASES)(Yaruss & Quesal, 2006) 등 

다른 심리 평가 도구들에서도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433-443

436

었다. 하지만 오리진, 폰과 유사하다고 여겨졌던 LCB

에서는 치료 전,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다. 또한 오리진과 폰 점수 모두 LCB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오리진과 폰 

점수 사이에도 역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되

지 않았다. 

말더듬 성인의 내적 특성을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

는 내용분석 도구를 이용한 임상 자료는 아직 충분하

지 않으며, 한국 말더듬 성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자

료가 없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내용분석 척도는 질

적인 언어자료를 양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 비록 영어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분

석 도구를 다른 언어권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적인 언어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에 맞게 

내용분석 도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Gottschalk, 

Winget & Gleser, 1969). 또한 임상 현장에서 내용분

석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자간 신뢰

도를 확보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 

도구 중 말더듬 성인의 내적 특성을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는 오리진-폰 척도를 한국 말더듬 성인의 쓰기 

자료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

여 내용분석의 단점 중의 하나인 분석자간 신뢰도가 

적절히 확보될 수 있는지, 한국 말더듬 성인이 자신의 

말과 말더듬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참가자

총 10명의 성인 말더듬 남성(평균연령: 23.9세, 표

준편차: 4.8)의 쓰기 자료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으며 고

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의 개인 언어치료실에서 말더듬 평가 및 치료를 받은 

말더듬 남성 중, 10명의 쓰기 자료를 무작위로 선택하

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첫 평가에서 실시한 말더

듬 중증도 도구-3(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 SSI-3) (Riley, 1994) 결
과, 세 명은 약함, 세 명은 중간, 두 명은 중간-심함, 

두 명은 심함 정도의 말더듬 중증도를 보였다. 

2. 절차

가.  쓰기 자료

개인 언어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말더듬 성인

들은 치료 초기(3회기 이내)에 “말더듬과 나”라는 주

제로 글쓰기를 하였다. 치료 초기에 작성된 이러한 쓰

기 자료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글쓰기 과제 진행 

중 시간 및 주제의 다른 제약은 없었다. 

짧은 자료는 신뢰롭지 못한 내용분석 결과를 나타

낼 수 있으며, 최소 70단어 이상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권장되었다(Gottschalk & Gleser, 1969). 본 연

구에 사용된 10개의 쓰기 자료 모두 70단어 이상의 

길이를 보였다(평균길이 = 318.2 단어, 표준편차 =

165.8). 

3. 오리진과 폰 분석

가.  분석대상 단위

오리진-폰 척도를 이용하여 영어로 된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절(clause)이 분석의 기본 대상이 된

다(Westbrook & Viney, 1980). 이는 주어와 술어로 

이루어진 절이 독립된 생각을 나타내며, 이러한 절의 구

분이 영어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DiLollo, 

2001). 한국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역

시 하나의 완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절을 분석의 기본

대상으로 하였으며(남기심․고영근, 1993), 이렇게 

구분된 절은 “/”로 표현하였다 (예: “말을 더듬었기에/ 

학교에 안갔다./”). 안긴문장은 “//”로 표현하였으며, 

안은문장은 독립된 두개의 절로 분석하지 않았다. 예

를 들어 “나는// 말더듬을 친구들이 놀릴까봐// 일부

러 말을 하지 않았다/”와 같은 문장은 “나는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다”와 “말더듬을 친구들이 놀릴까봐”

라는 두개의 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나.  오리진,  폰의 분석기준

(1) 오리진의 하 구분

화자의 말, 유창성, 비유창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화자의 오리진 성향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면 그 절

은 오리진으로 분석하였다(Lee, Manning & Herder, 

2009; Westbrook & Viney, 1980). 또한 의사소통 뿐 

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기술에서도 아래와 같

은 오리진 성향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면 그 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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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리진으로 분석하였다. 

ㄱ. 의도: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화자 스스

로의 계획, 의도, 혹은 목표가 있었음을 나타낸

다. 예를 들어, “나는 말더듬을 꼭 고치겠다”라

는 표현은 화자의 목표 혹은 의도를 나타내므

로 오리진으로 분석될 수 있다.

ㄴ. 노력: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화자가 노

력한다는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말속도

를 조절하려고 하였다”라는 표현은 화자의 노

력을 나타내므로 오리진으로 분석될 수 있다. 

ㄷ. 능력: 자신의 능력에 적절한 목표를 세웠으며, 

이로 인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확신한

다. 예를 들어, “나는 말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

다”와 같은 표현은 화자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오리진으로 분석된다. 

ㄹ. 타인 혹은 외부 요인을 넘어섬: 다른 사람과 환

경에 영향 받지 않거나 영향 받지 않으려고 노

력한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외부의 시선 

따위는 잊을 것이다”와 같은 표현은 외부 환경

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므로 오리진으로 

분석된다. 

ㅁ. 원인 혹은 오리진 표현: 스스로가 일상생활의 

원인이거나 “오리진”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

어, “모든 결정은 나 스스로 하였다”와 같은 표

현은 자신이 모든 결정의 원인이라는 표현이므

로 오리진으로 분석된다. 

(2) 폰의 하 구분

화자의 말, 유창성, 비유창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폰 성향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면 그 절은 폰으로 분

석하였다(Lee, Manning & Herder, 2009; Westbrook 

& Viney, 1980). 또한 의사소통 뿐 만이 아니라 일

상생활에 대한 기술에서도 아래와 같은 폰 성향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다면 그 절 역시 폰으로 분석하

였다. 

ㄱ. 의도되지 않은 결과: 행동 및 그러한 행동의 결

과가 의도된 것이 아니며, 자신이 그러한 행동

과 결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표현

한다. 예를 들어, “말더듬은 친구 때문이었다”

와 같은 표현은 폰으로 분석된다. 

ㄴ. 노력의 결여: 어떤 목표가 달성된 것이 자기 자

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며, 그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다행히도 나는 그 당시에 

유창했다”라는 표현은 유창성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운이라는 것을 표현하므로 폰으로 

분석된다. 

ㄷ. 능력의 결여: 어떤 행동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

는 것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나는 표를 살 수 

없었다”와 같은 표현은 폰으로 분석된다. 

ㄹ. 타인 또는 외부의 영향: 자신의 행동과 감정 등

이 타인 혹은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말더듬은 나를 의기소침

하게 만들었다”와 같은 표현은 폰으로 분석된

다. 

ㅁ. 폰 표현: 자기 스스로가 일상생활의 일이나 행

동의 원인이 아니라고 표현한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은 폰으로 분석된다. 

화자의 오리진 혹은 폰 성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만 각각의 절을 오리진, 폰으로 분석하였으며, 

모호한 경우나 추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리진 혹은 

폰 어느 것으로도 분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리진 혹

은 폰으로의 구분은 서로 중첩됨이 없이 배타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하나의 절은 오리진, 혹은 폰으로만 분

석될 수 있을 뿐, 오리진과 폰으로 동시에 분석되지 

않았다. 또한 하나의 절이 오리진 혹은 폰으로 분석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하위 구분을 통하여 분석되었

는지 명기하지 않았다. 이는 하나의 절이 둘 이상의 

하위 구분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나 스스로 말속도를 조절하려고 하였다”

와 같은 표현은 말속도 조절이 자신의 의도된 혹은 계

획된 행동이며 또한 화자의 노력이라는 것을 표현하

고 있다. 이러한 절은 단순히 오리진으로만 분석하였

으며, 또한 둘 이상의 하위구분을 포함하였다 하더라

도 가산점 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좀 더 민감하게 

말더듬 성인의 심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Lee, 

Manning & Herder, 2009). 우선 제한된 능력을 나타

낸 경우는 폰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 있었다”와 같은 표현은 능력을 나타

내므로 오리진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두

세 명 앞에서만 발표할 수 있었다”와 같이 환경의 영

향을 받는 제한된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은 폰으로 분

석하였다. 또한 회피 등을 나타내는 표현은 환경의 영

향을 나타내므로 역시 폰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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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말하려고 노력하였다”와 같은 표현은 화자의 

노력을 표현하므로 오리진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하지

만 “나는 말더듬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였다”

와 같은 표현은 화자의 회피 등의 노력을 나타내므로 

폰으로 분석하였다.

다.  변환절차

각각의 쓰기 자료는 길이가 다르므로 각각의 자료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리진과 폰의 수가 다를 수 있

다. Westbrook & Viney (1980)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어수를 이용한 길이보정계수를 사

용하였다. 본고에서도 역시 단어수를 이용한 보정계

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쓰기 자료 길이에 따른 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분석 결과는 비대칭한 분포를 

보일 수 있으므로, Westbrook & Viney (1980)가 제

안한 다음과 같은 변환절차를 사용하여 오리진과 폰 

점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길이보정계수 = (1 / 자료의 단어 수) X 100

오리진 점수 

= 길이보정계수 0.5)     수 절 오리진 ( ×+

폰 점수 

= 길이보정계수 0.5)     수 절 ( 폰 ×+

4. 신뢰도 측정및 통계분석

가.  신뢰도 측정

본 연구의 제 1 저자가 독립된 분석자에게 오리진-

폰 척도의 분석안내문을 제공하여 독립된 분석자가 

분석 방법을 숙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분석 안내

문에는 두개의 쓰기 자료가 포함되어 독립된 분석자

가 스스로 분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립된 

분석자는 말더듬 성인 치료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병리학 박사과정 학생이었

다. 독립된 분석자가 분석 안내문에 포함된 두개의 쓰

기 자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제 1 저자와 독립된 

분석자는 한 시간 정도 독립된 저자의 분석 결과를 논

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분석 연습과정을 거친 후 독립된 분석자는 

무작위로 추출된, 총 분석 자료의 20%에 해당하는 2

개의 쓰기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독

립된 연구자의 분석 결과를 제 1 저자의 분석 결과와 

비교, 코헨의 카파(Kohen’s kappa)를 이용하여 분석

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오리진 분석의 

경우 .75, 폰 분석의 경우 .72의 높은 분석자간 신뢰도

를 보였다.

총 76개의 분석 단위 중 두 명의 분석자가 모두 

오리진으로 분석한 절은 7개, 독립된 분석자만 오리

진으로 분석한 절은 4개, 두 명의 분석자가 모두 오

리진이 아닌 것으로 분석한 절은 65개 이었다. 예를 

들어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과 “수업 중에 교수님

께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절을 독립된 분석자는 

화자의 의도가 나타난다고 판단하여 오리진으로 분

석하였으나 제 1 저자는 오리진 성향이 확연하게 드

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오리진으로 분석하지 않

았다. 

폰의 경우 총 76개의 분석 단위 중 두 명의 분석자

가 모두 폰으로 분석한 절은 19개, 제 1 저자만 폰으로 

분석한 절은 네 개, 독립된 분석자만 폰으로 분석한 

절이 다섯 개, 두 명 모두 폰으로 분석하지 않은 절이 

48개였다. 예를 들어 “학원을 다녀야만 했는데”는 타

인 혹은 외부의 영향이 나타난다고 판단하여 제 1 저

자는 폰으로 분석하였으나 독립된 분석자는 그러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폰으

로 분석하지 않았다. 반면 독립된 분석자는 “그리 유

쾌한 일은 아니었다”를 폰으로 분석하였는데, 제 1 저

자는 유쾌하지 않은 일이 꼭 폰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폰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오리진과 폰 분석이 분석자간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

는 하나의 절이 오리진 혹은 폰 성향을 직접적으로 나

타내는지, 글쓰기에 나타난 감정 상태가 오리진 혹은 

폰 성향인지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분석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  통계분석

제 1 저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표본 t-검

정(paired-sample t-test)을 이용하여 오리진과 폰 

점수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특히 신뢰도 분석에 

이용된 두 개의 쓰기 자료의 경우, 제 1 저자와 독립된 

분석자의 분석이 다른 경우에도 다른 자료와의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제 1 저자의 분석 결과를 따

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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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참가자들의 오리진과 폰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t(9) = 4.133, p < .001), 오리진 

점수(평균 = 1.51, 표준편차 = 0.29)가 폰 점수(평균 =

2.30, 표준편차 = 0.45)보다 유의하게 낮았다(<표 -

1>). 비록 연구방법 등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는 힘

들지만 해외 연구와 비교하면 한국 말더듬 성인의 오

리진과 폰 점수의 차이는 매우 큰 편이었다. 예를 들

어 Westbrook & Viney (1980)가 보고한 여러 그룹 

들 중, 외부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룹은 높은 오

리진 점수(평균 = 1.05, 표준편차 = 0.40)와 낮은 폰 점

수(평균 = 0.99, 표준편차 = 0.40)를 보였다. 이외의 여

러 그룹들이 높은 폰 점수를 보였으나 특히 사지마비

를 보인 그룹이 낮은 오리진 점수(평균 = 0.75, 표준편

차 = 0.21)와 높은 폰 점수(평균 = 1.22, 표준편차 =

0.33)를 보였으며 그 차이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전술하였듯이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으나 개인에 따른 점수 분포 

차이가 있었다. 총 10명의 참가자 중 8명은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으며, 두 점수의 차

이는 비교적 큰 편이었다. 반면 두 명의 참가자는 오

리진과 폰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참

가자 6의 오리진과 폰 점수의 분포는 다른 참가자들

과 유사하나 오리진 점수(1.46)와 폰 점수(1.58)의 차

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참가자 4는 점수 차이가 크

지는 않았으나 높은 오리진 점수(2.00)와 낮은 폰 점

수(1.92)를 보여, 다른 참가자들과 다른 경향성을 보

였다. 

<표- 1> 말더듬 성인 참가자의 오리진과 폰 수

참가자 오리진 수 폰 수

1 1.61 2.59

2 0.93 2.52

3 1.34 3.20

4 2.00 1.92

5 1.81 2.23

6 1.46 2.04

7 1.54 1.58

8 1.67 2.13

9 1.44 2.49

10 1.32 1.91

평균 1.51 (표 편차: 0.29) 2.30 (표 편차: 0.4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글쓰기 내용분석을 통한 오리진과 폰 척

도가 한국어 자료에서도 신뢰롭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 말더듬 성인 역시 이전 영어권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상대

적으로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한국 말더듬 성인 또한 자신

의 말과 말더듬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기며,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말더듬 성인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태도 등

과 같은 내적 특성은 말더듬의 원인이 아닌 말더듬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Manning, 2010). 정상

적인 비유창성과 말더듬의 가장 큰 차이는 말더듬의 

경우, 스스로 조절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통제력

의 상실(loss of control)일 것이다(Manning, 2010). 

말더듬 성인의 경우, 이러한 통제력의 상실과 상황에 

따른 비유창성의 차이를 경험하기에 말더듬과 유창성

은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생

각을 갖게 되며(낮은 오리진 성향), 우연히 주어지거

나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높은 폰 성향)을 갖

게 되었을 것이다. 비록 말더듬 성인의 말더듬에 대한 

반응은 개인이나 문화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통제력의 상실과 상황에 따른 변이라는 말더듬의 근

본적 특성에 기초한 낮은 오리진과 높은 폰 성향이 한

국 말더듬 성인에게서도 관찰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또한 말더듬 성인은 내적 특성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말더듬 성인의 치료

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설문지 형태의 LCB

와 비교, 오리진-폰 척도의 가장 큰 장점은 오리진과 

폰의 이원적인 성격과 자유로운 발화의 내용분석을 

통해 개별적인 특성을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말더듬 성인의 대다수가 말

더듬 성인의 일반적인 경향인 낮은 오리진과 높은 폰 

성향을 보였으며, 그 둘의 점수 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그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거

나, 오히려 반대의 경향성인 높은 오리진과 낮은 폰 점

수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ee, Manning 

& Herder (2009)는 말더듬 성인은 평가 시 뿐만 아니

라, 치료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오리진과 폰 성향의 

변화 형태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적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변화 형태는 오리진 점수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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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폰 점수의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형태이었지

만, 오리진 점수의 증가 혹은 폰 점수의 감소만 보이

는 경우, 혹은 이와는 반대로 오리진 점수의 감소와 

폰 점수의 증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평가 시의 

내적 특성이 치료 중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후

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내적 특성의 변

화가 치료 후 재발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개

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및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감한 평가 도구를 사용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 도구가 한국어 쓰기 자료에서

도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앞

으로 분석방법에 대한 정교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영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같이 절

(clause)이었다. 한국어에서는 관형절 등으로 인하여 

분석단위인 절의 수가 영어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에, 

오리진과 폰 점수 역시, 본 연구에서 더 높아질 수 있

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어 

내용분석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분석 단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참가 대상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한 분석 기준

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내용분석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분석자간 신뢰도

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상대

적으로 짧은 연습시간을 거친 경우라도 신뢰롭게 말

더듬 성인의 쓰기 자료를 대상으로 오리진과 폰 분석

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제한된 문항

으로 이루어진 설문지 형태의 평가도구의 경우, 설문

지를 분석하는 데에 오랜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지 않

으며 분석자간 신뢰도 또한 매우 높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오리진-폰 척도와 같은 내용분석 도구

의 경우, 실험자는 분석 단위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 

및 감정상태을 나타내는지 판단을 내려야한다. 비록 

내용분석이 객관적인 기준을 선정하여 피평가자의 발

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실험자간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분석자간 신뢰도

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연구자들

이 내용분석 도구를 신뢰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

습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자간 신

뢰도는 이전 연구와 비교,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

었다. 예를 들어, Plexico & Manning (2004)이 보고

한 분석자간 신뢰도(코헨의 카파)는 오리진의 경우 

.58, 폰의 경우 .74였으며, Lee, Manning & Herder

(2009)가 보고한 분석자간 신뢰도(코헨의 카파)는 오

리진의 경우 .76, 폰의 경우 .68이었다. 특히 Lee와 동

료들의 경우, 독립된 분석자는 총 다섯 시간 이상의 

연습과정을 거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의 독립된 분석

자는 한 시간 이내의 매우 짧은 연습시간을 거쳤다. 

비록 본 연구가 매우 높은 수준의 분석자간 신뢰도를 

보였으나 본 연구의 독립된 분석자는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학생이었으며, 여전히 분석자간 분석이 일

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오리진-폰 척도를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후 임상현장에서 일하

고 있는 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자간 신뢰도 

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포함한 분석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기에 후속연

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단지 말더듬 성인만이 참가하였을 뿐 정

상성인으로 이루어진 대조군이 참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한국 말더듬 성인이 해외 이전 연구

에서도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말더듬 성인의 의사소

통태도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말더듬 성

인의 특성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적인 자료수집 절차의 부재로 인한 

타당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Westbrook 

& Viney (1980)은 5분 동안의 자발화 자료를, Lee, 

Manning & Herder (2009)는 10분 동안의 글쓰기 자

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초기에 이루어

진 글쓰기 과제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으므로 각 참

가자는 서로 다른 시간 동안 글쓰기를 하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길이 보정계수를 이용하여 글쓰기의 

길이 차이에 따른 오리진과 폰 점수를 보정하였으나 

각각의 참가자들이 표현을 다듬는 정도는 달랐을 것

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자료수집 절차를 이

용하여 오리진과 폰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리진-폰 척도를 이용하여 한국 말

더듬 성인의 쓰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말더듬 성인의 쓰기 자료는 내용분석 도구를 이용하

여 신뢰롭게 분석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말더듬 성

인 역시, 영어권 말더듬 성인과 마찬가지로 높은 폰 

점수와 낮은 오리진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오리진과 폰의 분석이 말더듬 성인의 평가도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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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진전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내용분석 도구가 한국 말더듬 성인 연구에서도 유효

하게 쓰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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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Adults who stutter commonly believe that they cannot con-
trol their speech or disfluency, reflecting external locus of control. Questionnaire-type 
measures have been used to determine intrinsic features of adults who stutter, including 
locus of control. However, such questionnaire-type measures which include a limited 
number of items may not be able to sensitively indicate individualized changes in adults 
who stutter. However, content analysis of freely-spoken or written narratives with object 
criteria can sensitively and reliably indicate changes in adults who stutter.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writing samples of Korean adults who stutter using the Origin and 
Pawn Scales, which is a content analysis scale. Methods: The writing samples of ten Korean
adults who stutter were analyzed using the Origin and Pawn Scales. Results: Korean 
adults who stutter showed high Pawn scores and low Origin scores, a pattern also indi-
cated by English-speaking adults who stutter. Moreover, an independent rater reliably 
analyzed the writing samples using the Origin and Pawn Scales, after some practice. 
Discussion & Conclusion: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show that the Origin and Pawn 
Scales can be reliably applied to Korean adults who stutter for use as an assessment tool.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433-443)

Key Words: Korean, adults, stutter, content analysis, Origin scale, Paw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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