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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말더듬 시작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

하고 이들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은 185명의 2∼6세 

말더듬 아동(남자 148명, 여자 37명, 남녀 비율 4:1)이었으며, 각 아동의 말더듬 시작 연령, 시작 

시 비유창성 유형 그리고 말더듬 시작 방식(점진적 vs. 갑자기 발병)으로 나누어 질문지와 심층면

담을 통해 조사하고 이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말더듬 시작 연령은 2～3세

가 가장 많았으며(69.2%), 갑자기 말더듬 시작 방식을 보인 경우가 67%였으며 말더듬 시작 

시 비유창성 유형으로는 R2 (비정상적 반복)가 가장 많았고 R2+DP (막힘 혹은 연장)을 보인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다. 말더듬 시작 연령과 비유창성 유형 간 그리고 성별과 시작방식 사이에

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2∼3세에 말더듬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며 주로 

3세 이전에 가장 말더듬발생 위험이 높다는 이전 연구들을 지지하였다. 말더듬 시작 방식으로 

갑자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한 경우가 많았고, 시작 시 R2 또는 R2+DP이 시작 시기에도 출현한

다는 것 등은 말더듬은 점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전통적인 주장과 다른 말더듬의 다양성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작 방식에 따른 남녀 간의 차이는 성별에 따른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103-113.

핵심어:  한국 아동 말더듬, 말더듬 시작, 말더듬 시작연령, 말더듬 시작방식, 비유창성 유형

Ⅰ. 서 론

말더듬(stuttering)은 말을 할 때 말소리, 음절, 낱

말이 이어지지 않고 붕괴되거나 혹은 그로 인한 화자

의 반응에 의해 말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현상이며

(Van Riper, 1982) 전 언어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말장애(speech disorders)유형의 하나이다. Bloodstein

(1995)은 6개월 이상 말을 더듬었던 경험을 기준으로 

인구의 5% 정도가 말더듬 경험이 있으며, 학령기 아

동 중 1%가 말을 더듬는다고 추정했다. 말더듬의 경

우는 조기에 또는 적절한 시기에 자연회복하지 못한 

경우 한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 교육이나 직업 목표

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이은주, 2004). 이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크나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말더듬의 시작 및 진전에 잠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조기에 찾고 예방 또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으며(Conture, 1997; Van Riper, 1982; 

Zebrowski, 1997) 이를 목적으로 말더듬의 유전적 소

인이나(Kidd, 1977; Kidd, Kidd & Records, 1978; 

Yairi & Ambrose, 2005) 말더듬 시작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들이(Yairi & Ambrose, 

1992; Yairi et al., 1996) 보고되어 왔다. 

말더듬 시작에 관련된 요인이나 특성을 살피는 것

은 말더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

료이다. 이들 요인 중에는 첫 번째로 말더듬 시작 연

령과 성별 등에 관한 역학적인 자료를 들 수 있다. 말

더듬은 대체로 아동의 발달기에 시작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Andrews et al., 1983; 

Conture, 1997; Guitar, 2006; Yairi, 1983; Yairi & 

Ambrose, 1992). Andrews et al. (1983)은 이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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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요약하여 90퍼센트가 6세 이전에 말더듬이 시작하

였다고 보고 하였다. Yairi & Ambrose (2005)에서는 

대부분의 아동이 20∼48개월 사이(평균 연령 34개월)에  

시작을 보였다고 하였다. Månsson (2006)은 3∼4세 

이후에는 말더듬 시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

였다. Johnson (1959)의 연구에서는 말더듬 시작 연

령을 평균 42개월로 보고 하였다. Yairi & Ambrose

(2005)에서는 말더듬 시작 연령으로 가장 위험이 높

은 연령을 3세 이전으로 보아 비교적 말더듬이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4세 이후에는 말더듬 발

생 위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았다. 근래의 연구들에

서는 말더듬이 비교적 어린 연령에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말더듬 시작 방식이

다. Van Riper (1982), Conture (1997) 또는 Guitar

(2006) 등 많은 자료들에서는 말더듬의 진전 경로를 

지적 한 바 있다. 즉, 정상적 비유창성에서 경계선 말

더듬 그리고 초기와 중간 및 진전된 말더듬으로 발달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말더듬을 학습행동의 관점에

서 바라보았던 선행연구들은 말더듬의 원인과 시작

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Johnson (1959)은 150명의 말더듬 아동 부모와의 인

터뷰를 통해 말더듬이 청자, 주로 주 양육자의 귀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으며, 청자가 정상적인 비유창성을 

말더듬이라고 잘못진단하고 이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말더듬이 시작되고 진전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말

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을 비교했을 때 총 

비유창성 빈도와 유형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

다. Bloodstein (1970)은 말더듬 아동과 일반아동 사

이에 비유창성 유형에는 양적인 차이만이 있음을 주

장하였으며, 의사소통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긴장이

나 유창성 붕괴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패턴이 만성

화되면서 말더듬으로 진전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

면, 연구자들은 말더듬을 학습된 행동으로 여겼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진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

였다. 이러한 학습행동의 예로 말더듬은 일반적으로 

중증도가 ‘약함’에서 시작되고 초기 비유창성 유형이 

‘반복’이라고 보았으며, 시간이 지나 말더듬이 진전되

며 비정상적인 양상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여겼다

(Bloodstein, 1960). 반면, 최근에는 초기 말더듬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통해 말더듬을 획일성

의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Yairi & 

Ambrose, 2005). 즉, 말더듬 시작의 원인은 아동마다 

다양할 수 있고, 초기 말더듬의 경우에도 ‘반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비정상적 비유창성이 관찰될 

수 있으며, 말더듬의 중증도가 ‘약함’에서 ‘심함’까지 

다양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세 번째로 살필 수 있는 요인은 말더듬 시작 시 비유

창성 유형이다. 초기 아동기 말더듬의 비유창성 특징을 

고찰한 Yairi (1997)는 일반아동은 2회 이하의 낱말 부

분반복과 낱말반복을 보인다고 하였고, 말을 더듬는 아

동에게 거의 모든 유형의 비유창성이 나타나지만 진성

비유창성(SLD: stuttering-like disfluencies)이 5∼6배  

많다고 하였다. 진성 비유창성으로 낱말 부분반복, 단

음절 낱말반복, 불규칙한 발성 그리고 긴장된 쉼을 들

었다. 정상적 비유창성과 비정상적 비유창성을 구분하

는 지침들을 제시한 자료들(Van Riper, 1982; Yairi, 

1997; Yairi & Ambrose, 1992; Yaruss, 1997)은 많으

나 이러한 유형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점차적으

로 변화되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말더듬은 특정한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단

순한 문제가 아니며 타고난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되는 복잡한 문제로 인

식되고 있다(Guitar, 2006; Manning, 2001; Rustin, 

Botterill & Kelman, 1996). 그러므로 말더듬 시작 요

인을 살피는 것은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하고 다

각적으로 살피는 것이 요구된다. 더구나 거의 대부분 

연구들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사회적인 차이, 인종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말더

듬 시작 요인이나 촉진 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므로 국내 연구 결과가 구축되는 것은 

다른 문화와의 공통성을 찾아 말더듬 시작 요인의 핵

심 요인을 살피고 동시에 차이점을 찾아 우리나라의 

특징을 찾는 것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말더듬 예측요인으로 논의

되고 있는 요소들 중 말더듬 시작 연령, 말더듬 시작

방식(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였는지, 혹은 점진적

으로 말더듬이 진전되었는지), 그리고 초기 비유창성 

유형을 조사하여 아동 말더듬 시작과 관련되는 요인

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모 질문지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말더듬 시작연령, 말더듬의 시작방식(갑자기 vs. 

점진적으로), 말더듬 시작 시 비유창성 유형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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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더듬 시작 시 보이는 특성 간 그리고 남녀 간

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생활연령이 2세∼6세인 말더듬 아동 

185명(평균연령 55.2개월, 연령범위 27∼83개월)을 

대상으로 하였다. 185명 중 남자아동은 148명이었으

며 여자아동은 37명으로 남녀 성비가 약 4:1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2) 아동의 주 

양육자가 아동의 말더듬 문제로 인하여 언어치료실에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3) 말더듬이 시작된 후 지속기

간이 5년 미만이고, (4) 언어장애전문가에 의해 말더듬  

중증도가 ‘아주약함’ 이상으로 진단된 아동들이었다. 각 

아동의 말더듬 중증도는 말더듬중증도검사(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3rd 

edition: SSI-3)(Riley, 1994)나 파라다이스-유창

성검사(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04)(이하 P-FA)를 통

하여 평가되었다. 말더듬 시작 후 지속기간은 평가 시 

아동의 생활연령에서 말더듬 시작연령을 제외한 기간

으로 계산하여 모든 대상 아동이 말더듬 시작 후 지속

기간이 5년 미만임을 확인하였다.

2. 자료 수집

아동의 주 양육자는 아동의 말더듬 평가를 시작하

기 전 P-FA에서 제공하는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을 

위한 사례면담지를 작성하였다. 사례면담지에는 아동

의 말더듬 시작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 즉 아동의 말

더듬 시작 시기 및 말더듬이 나타났을 때의 상황, 아

동의 말더듬 시작방식, 초기 비유창성 유형에 관한 질

문이 제시되어 있었다. 주 양육자가 사례면담지를 작

성한 후, 평가자가 아동의 말더듬 시작과 관련된 질문

들을 통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각 아동의 성별, 생활연령, 말더듬 시작 연령, 초기 

비유창성 유형, 아동의 말더듬 시작방식에 관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말더듬 시작 연령은 주 양육자에

게 가능한 자세한 말더듬 시작 시기를 질문하여 측정하

였으며, 아동의 말더듬 시작 연령을 ‘2세 이전,’ ‘2세,’ 

‘3세,’ ‘4세,’ ‘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대상 아동 중 

말더듬 시작시기가 6세인 아동이 1명 있었으며 이 아동

은 5세 아동과 통합하여 ‘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초기 비유창성의 경우, 단일한 비유창성 유형을 보

고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두 가지 이상의 비유창성을 

보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고되었다(예: 초기 비유

창성 유형이 ‘막힘’과 ‘음절반복’인 경우). 또한 정상적

인 비유창성과 비정상적인 비유창성이 동시에 보고되

는 경우와(예: 초기 비유창성 유형이 ‘간투사’와 ‘음절

반복’인 경우) 정상적인 비유창성만을 초기 비유창성 

유형으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예: ‘간투사’를 초기 

비유창성으로 보고한 경우). 이 중, 정상적인 비유창

성과 비정상적인 비유창성이 동시에 보고된 경우는 

정상적인 비유창성이 말더듬 아동들 뿐만 아니라 말

을 더듬지 않는 아동에게서도 관찰됨을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를 따라(Yairi & Ambrose, 2005) 비정상적

인 비유창성 유형만을 초기 비유창성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정상적인 비유창성 유형만을 초기비유창성 

유형으로 보고한 경우는 normal disfluencies: (이하 

ND)로 분류하여 전체 분석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초

기 비유창성 유형은 P-FA의 분류방식을 따라 단일 

비유창성 중 ‘낱말단위 이상의 반복’이나 ‘간투사,’ ‘주

저’는 ND로, ‘낱말단위 이하의 반복’(음소, 음절부분, 

음절, 낱말부분, 일음절 낱말 반복)을 보고한 경우는 

R2로, ‘연장’이나 ‘막힘’을 보인 경우는 disrhythmic 

phonation (이하 DP)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 이상

의 비유창성 유형을 보고한 경우는 낱말단위 이하의 

반복과 막힘 혹은 연장이었으므로 R2+DP으로 분류

하였다. 

아동의 말더듬 시작방식은 P-FA의 사례면담지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아동이 말을 갑자기 더듬기 시

작했는지” 여부를 물어 말더듬이 갑작스럽게 시작되

었는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말더듬이 진전되었는지 

조사하였다.

4. 신뢰도 측정 및 통계분석

전체 연구대상자의 12%인 말더듬 아동 22명을 임

의적으로 선정하여 성별, 생활연령, 말더듬 시작 연령, 

말더듬 시작방식, 초기 비유창성 유형에 대해 기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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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정확한지에 대한 연구자 간 신뢰도를 평가한 

결과, 5가지 변수 모두 100% 일치를 보였다.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성별, 생활연령, 말더듬 시작 연

령, 초기 비유창성 유형, 아동의 말더듬 시작방식을 분

석하기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각 유형간 상관관

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말더듬 시작과 관련된 요인

가. 말더듬 시작연령

말더듬 시작 연령을 ‘2세 이전,’ ‘2세,’ ‘3세,’ ‘4세,’ 

‘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 연령에 속하는 아동의 비

율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 1>과 같다. 각 연령 당 

비율 분석 결과, 말더듬 시작 연령이 2세 이전이었던 

아동은 전체 아동의 4.3% (8명)이었으며, 2세인 경우 

36.8% (68명), 3세인 경우 32.4% (60명), 4세 18.4%

(34명), 5세 이상 8.1%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69.2%의 아동이 2세∼3세 사이에 말더듬이 시작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각 말더듬 시작 연령에 한 아동의 비율 

나. 말더듬 시작방식

아동의 말더듬이 시작된 방식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 2>에 제시하였다. 파이그래프에 제시하였듯

이 전체 아동의 67% (124명)이 말더듬 문제를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33%의 아

동은 말더듬이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림- 2>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시작 방식

다. 말더듬 시작 시 비유창성 유형

말더듬이 시작되었을 때 아동이 보인 비유창성 유

형에 대한 결과는 <그림 - 3>과 같다. 아동들이 가

장 많이 보인 초기 비유창성 유형은 음소반복이나, 

음절부분/낱말부분반복, 음절반복, 일음절 낱말 반

복을 포함하는 R2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56.3%, 

104명). 말더듬이 시작될 당시 R2와 DP (R2와 막힘, 

혹은 R2와 연장)을 보인 아동도 38.9%(72명)를 차지

하였다. 반면 DP만 보인 아동, 즉 막힘만 보이거나 

연장만 보인 아동은 전체의 3.2%(6명)로 보고되었으

며, 말더듬 시작 시 비유창성 유형을 정상적인 비유

창성만으로 보고한 경우도 1.6%(3회)로 나타났다.

<그림- 3> 말더듬 시작 당시 비유창성 유형

2. 각 요소 간 상관관계

가. 말더듬 시작연령과 비유창성 유형

말더듬 시작 연령과 초기 비유창성 유형에 상관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그림 - 4>에 제시하였다. 

2세 이전 아동의 경우(총 8명), 말더듬 시작 시 비유

창성 유형이 R2였다고 보고한 경우가 37.5%(3명)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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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동 연령에 따른 말더듬 시작 시 
비유창성 유형 비율

<그림- 5> 아동 연령에 따른 말더듬 시작 시 
비유창성 유형 비율

<그림- 6> 아동 성별에 따른 말더듬 시작 시 연령의 비율

으며, R2와 DP을 함께 보고한 경우가 50%(4명), ND

를 보고한 경우가 12.5%(1명)으로 조사되었다. 말더

듬 시작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2세(총 

68명)와 3세(총 60명)의 경우, 말더듬 시작 시 비유창

성 유형을 R2로 보고한 비율이 각각 69.1%(47명)와 

56.7%(3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세 아동의 경우 

R2+DP이 27.9%(19명), DP가 2.9%(2명)이었으며, 

3세 아동은 R2+DP이 40.0%(24명), DP이 1.7%(1명), 

ND가 1.7%(1명)로 2세에 비해 R2+DP을 보고한 비

율이 높고, R2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4세 아동(총 

34명)의 경우, R2+DP을 말더듬 시작 시 나타난 비유

창성 유형으로 보고한 아동의 비율이 55.9%(19명)

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R2(38.2%, 13명), 

DP(5.9%, 2명)순으로 나타났다. 5세 이상 아동(총 

15명)은 R2를 보고한 비율이 46.7%(7명), R2+DP이 

40.0%(6명), DP과 ND가 각각 6.7%(1명)이었다. 

이러한 말더듬 시작 연령과 비유창성 유형의 경향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 = 21.47, 

p < .05). 

나. 말더듬 시작 연령과 시작방식

말더듬이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한 아동(총 

61명) 중 말더듬 시작 연령이 3세가 가장 높았으며

(44.3%, 27명) 그 다음으로 2세(27.9%, 17명), 4세

(16.4%, 10명), 5세 이상(8.2%, 5명), 2세 이전(3.3%, 

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말더듬이 갑자기 시작되었다

고 보고한 경우(총 124명), 2세가 41.1%(5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세 26.6%(33

명), 4세 19.4%(24명), 5세 이상 8.1%(10명), 2세 이전 

4.8%(6명)으로 나타났다(<그림 - 5> 참조). 하지만, 

이러한 말더듬 시작 연령과 말더듬 시작방식과의 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2 = 6.31, p> .05)

다. 말더듬 시작연령과 성별 

말더듬 아동의 성별에 따른 말더듬 시작연령을 분

석한 결과는 <그림 - 6>에 제시하였다. 남자아동과 

여자아동 모두 2세에 말더듬이 시작된 비율이 가장 높

았으며(남자아동 34.5%(51명), 여자아동 45.9%(17명)), 

그 다음으로 3세, 4세, 5세 이상, 2세 이전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자아동의 경우 말더듬 시작이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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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말더듬 시작방식과 말더듬 시작 시 
비유창성 유형

<그림- 8> 말더듬 아동 성별에 따른 말더듬 시작방식

∼4세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자아동은 

말더듬의 시작이 2세～3세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양상

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x2 = 3.31, p> .05).

라. 말더듬 시작방식과 비유창성 유형

말더듬 시작방식과 말더듬 시작 시 비유창성 유형

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 7>과 같다. 말더듬이 점진

적으로 시작된 경우와 갑자기 시작된 경우 모두 R2 

유형을 가장 자주 보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R2+DP, 

DP, ND의 순으로 나타났다. R2의 경우, 점진적으로 

말더듬이 시작된 아동의 57.4%(35명), 말더듬이 갑자

기 시작된 아동의 55.6%(69명)에게서 보고되었고, 

R2+DP의 경우 말더듬이 점진적으로 시작된 아동의 

36.1%(22명), 말더듬이 갑자기 시작된 아동의 40.3%

(50명)에게서 보고되었다. DP와 ND를 보고한 경우

는 모든 말더듬 시작방식에서 각각 4% 이내였다. 카

이제곱검정을 사용한 분석결과 말더듬 시작방식과 비

유창성 유형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x2 = 1.75, p> .05).

마. 말더듬 성별과 시작방식 

아동 성별과 말더듬 시작 방식에 상관이 있는지 분

석한 결과는 <그림 - 8>과 같다. 남자아동 148명 중 

말더듬이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보고한 아동은 62.8%

(93명), 말더듬이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한 아

동은 37.2%(55명)이었다. 여자아동 37명 중 말더듬이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보고한 아동은 83.8%(31명)이

었으며 말더듬이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한 아

동은 16.2%(6명)으로 남자아동과 마찬가지로 말더듬

이 갑자기 시작된 경우가 많았지만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이러한 말더

듬 시작방식과 성별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x2 = 4.97, p< .05).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말더듬의 시작과 관련된 요인들, 즉 말더

듬 시작연령, 말더듬의 시작방식, 말더듬 시작 시 비유

창성의 유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각 요소들 간에 상

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총 185명의 말더듬 아

동(남 148명, 여 37명, 남녀 성비 약 4:1)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말더듬은 2～3세에 시작되는 경우가 가

장 높았으며(2세 36.8%, 3세 32.4%), 말더듬은 점진

적으로 시작되기 보다는(33.0%) 갑자기 시작되는 경

우(67.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비유창성 

유형은 R2가 56.3%로 가장 빈번하였으며 R2+DP이 

나타나는 경우도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상관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말더듬 시

작연령과 비유창성 유형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말더듬 성별과 말더듬 시작방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말더듬 시작연령이 증가

할수록 R2보다는 R2와 DP가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자아동이 남자아동에 비해 말더듬이 

갑자기 시작되는 경향이 더 많았다.

Yairi & Seery (2011)는 말더듬의 시작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대상아동 연령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아야 하며 말더듬이 시작된 이후의 

기간이 길지 않아야 하고 직접관찰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하였다. 이는 대상아동의 연령범위가 넓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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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이 지속된 아동들이 주로 대상자에 포함될 가

능성이 높아지고, 말더듬이 시작된 후 오랜 기간이 지

나게 되면 주양육자의 보고를 통해 자료가 수집될 때 

말더듬이 시작되었을 당시의 자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말더듬

의 시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아동의 연령범

위가 2～9세로 넓거나 말더듬이 시작된 이후의 기간

이 긴 경우가 있었으며(Andrews & Harris, 1964; 

Johnson 1959) 이러한 경우 부모인터뷰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

다(Yairi & Seery, 2011).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말더듬 아동의 연령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며 

말더듬 시작 이후 지속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말더

듬 시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말더듬의 시작은 2～3세가 가장 많았고, 특히 말더듬

이 가장 빈번히 시작된 연령은 2세였다. 이러한 결과

는 말더듬의 평균 시작연령을 30개월(Månsson, 2006)

과 33개월(Yairi & Ambrose, 2005) 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 즉 말더듬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

은 연령이 3세 이전이라고 보고한 연구들과 맥락을 같

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말더듬의 시작 비율이 3세 

이후에 감소하고 5세 이후에는 10% 미만의 비율을 

보여 발달성 말더듬 발생 위험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말더듬 시작 방식의 경우, 말더듬이 갑자기 시작되

었다는 비율이 말더듬이 점진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비

율에 비해 높았으며, 말더듬이 시작될 때 보고된 비유

창성 유형은 R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R2+DP, 

DP, ND순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말더듬 아동

들이 말더듬 시작 당시 R2를 가장 빈번하게 보이기는 

하였으나 진전된 말더듬이라고 여겨져 온 ‘연장’과 ‘막

힘’도 말더듬 시작시기에 관찰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이는 학습이론에 바탕을 둔 선행연구 결과들(예: 

Bloodstein, 1960; Van Riper, 1982)이 말더듬이 점

진적으로 시작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 시기의 비유창

성 유형이 대부분 ‘반복’이라고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결

과이지만, 말더듬이 시작된 이후 지속기간이 짧은 아

동들을 대상으로 직접관찰을 실시하여 이루어진 일리

노이 대학교의 연구(Yairi & Ambrose, 2005)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 결과, 말더듬이 

점진적으로 시작된 아동은 약 27.1%였으며, 1∼2주

에 걸쳐 말더듬이 진전된 아동은 32.1%, 말더듬이 갑

자기 시작된 아동은 40.7%인 것으로 나타나 말더듬이 

점진적으로 시작된 아동보다 말더듬이 갑자기 시작된 

아동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말더듬 시작 

시 비유창성 유형으로 ‘반복’만을 보고한 경우는 32%

라고 하였다(Yairi, 1983).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의 본

질, 즉, 말더듬은 점진적으로 시작되며 말더듬 시작 시

기에 ‘반복’유형을 보이다가 말더듬이 진전되며 ‘연장’

이나 ‘막힘’을 보이게 되는 동질적인(homogeneous) 

장애거나 비슷한 경로를 가는 획일적인 양상이 아니

라, 말더듬의 시작 방식과 시작 시 비유창성 유형이 

아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heterogeneous) 

장애라는 것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각 말더듬 시작과 관련된 요인 간의 관련성을 보았

을 때, 2～4세에 말더듬이 시작된 아동의 경우 말더

듬 시작연령이 증가할수록 R2만을 비유창성 유형으

로 보고한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R2와 DP가 함께 나

타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2세 이전 아동의 경우는  

R2+DP (50%, 4명)가 R2 (37.5%, 3명)보다 높은 비

율을 보이긴 하였으나 전체 대상자의 수가 8명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

로 보인다. 이는 말더듬 시작시의 연령과 비유창성 유

형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

로 ‘반복,’ ‘연장,’ ‘막힘’의 비유창성이 발생하는 원인

을 조음기관 근육들의 동시화의 실패와 연관 지었다

(이승환, 2005). 하지만, 각각의 비유창성 유형이 발생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보다 면 한 연구와 

연령이 증가하며 발화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근

육의 발달을 연관 지을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좀 더 높은 연령에서 말더듬이 시작

될 때 ‘연장’과 ‘막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 ‘연장’과 

‘막힘’이 말더듬이 진전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유형이

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에서 말 산출 시 발

생할 수 있는 어떠한 특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부모에게서 보고된 말더듬 시작 방식은 말더듬 발

생 당시 아동이 보인 비유창성 유형과는 유의미한 상

관이 없었으나 아동 성별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남녀 아동 모두 말더듬이 갑자기 시작된 비율이 높았

지만, 여자아동의 경우 남자아동보다 말더듬이 갑자

기 시작된 경우가 점진적으로 시작된 경우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성별에 따라 말더듬의 시작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말더듬 시작 연령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103-113

110

이 낮은 경향을 보인 것도 이러한 맥락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여자 말더듬 아동이 남자 

말더듬 아동보다 자연회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던 경향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Yairi & Ambrose, 

2005)나 말더듬 남녀 성비가 말더듬 시작시기에는 약 

2:1이었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약 5:1까지 차이가 나

게 되는 이유 역시 말더듬이 성별에 따라 다른 시작과 

진전의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임상에

서 말더듬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동의 치료여

부를 결정할 때, 여자아동 일수록 회복의 경향이 강함

을 제안하고 있다(Zebrowski, 1997).

본 연구는 발달성 말더듬의 시작과 관련된 요인들

을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말더듬 시작 시기의 아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종단적으로 이 아동들의 말더듬 

진전경향을 살피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

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말더듬의 시작과 관련된 특성

뿐만 아니라 말더듬의 진전특성을 살피게 된다면 말

더듬의 본질(nature)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또한 말더듬 시작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서 조사한 요인들과 말더듬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말더듬 시작에 관련된 요인의 

특성이 획일적이 아니라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

는데 특히 말더듬 아동의 경우 말더듬 시작이 얼마 되

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성비유창성 유형을 바로 보일 

수 있으며 어떤 순서를 따라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 아닌 갑작스런 말더듬 성향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말더듬 문제로 치료실을 방문한 아동의 

경우 치료 여부 또는 진전 상황을 평가하는데 고려하

여야 할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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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Related to Stuttering Onset in Korean Children Who Stutter  

Moonja Shin§

Divis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y,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Correspondence to 

  Prof. Moonja Shin, PhD,
Divis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y, Chosun University
375 Seosuk-Dong, Dong-Gu, 
Gwangju, Korea
e-mail: moonjashin@chosun.ac.kr
tel.:+82 62 230 6187

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ctors related to 
stuttering onset and the interaction between factors in Korean children who stutter. Methods:
Participants were 185 stuttering children between the age of 2 and 6 years (boys 148, girls 
37; male to female ratio 4:1). Information regarding participant age, types of disfluencies at 
the onset of stuttering and manner of stuttering onset (gradual or sudden)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ith the primary caregiver. Results: Stuttering onset was the 
most frequent from two to three years of age (69.2%), and stuttering occurred suddenly for 
67% of stuttering children. The most frequent type of disfluency was R2 (within-word 
repetitions) and then R2+DP (disrhythmic phonation: prolongations and/or blocks). There 
were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age at onset and type of disfluency and between sex and 
manner of stuttering onset. Discussion & Conclusions: Current findings support the idea that 
stuttering generally begins before the age of three. Also, the results indicate that stuttering 
onset is not uniform.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1;16;103-113)

Key Words: Korean children who stutter, onset of stuttering, age at onset, manner of onset, 
type of disfluency

REFERENCES

Andrews, G., & Harris, M. (1964). The syndrome of stuttering. 
London: Heinemann Medical Books. 

Andrews, G., Craig, A., Feyer, A., Hoddinott, S., Howie, P., & 
Neilson, M. (1983). Stuttering: A review of research 
findings and theories circa 1982.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8, 226-246.

Bloodstein, O. (1960). The development of stuttering II: 
Developmental phas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25, 366-376.

Bloodstein, O. (1970). Stuttering and normal nonfluency-A 
continuity hypothesis. British Journal of Disorders of 
Communication, 5, 30-39.

Bloodstein, O. (1995). A handbook on stuttering (5th ed.). San 
Diego, CA: Singular Press.

Conture, E. G. (1997). Evaluating childhood stuttering. In 
R. F. Curlee & G. M. Siegel (Eds.), Nature and treatment 
of stuttering: New directions (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Guitar, B. (2006). Stutte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3rd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Johnson, W. (1959). The onset of stuttering: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Kidd, K. K. (1977). Genetic perspective on stuttering.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 259-269.

Kidd, K. K., Kidd, J. R., & Records, M. A. (1978). The possible 
causes of the sex ratio in stuttering and its implication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 13-23.

Lee, E. (2004). The study of temperament of preschool children 
who stutter,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 of the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Lee, S. (2005). Fluency disorders. Seoul: Sigma Press. 

Manning, W. H. (2001). Clinical decision making in fluency 
disorders (2nd ed.). San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

Månsson, H. (2006). Complexity and diversity in early 
childhood stuttering.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fluency disorders annual conference. Dublin, 
Ireland.

Riley, G. (1994).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Shin / Factors Related to Stuttering Onset in Korean Children Who Stutter  

113

and Adults (3rd ed.). Austin, TX: Pro- Ed.

Rustin, L., Botterill, W., & Kelman, E. (1996). Assessment and 
therapy for young disfluent children: Family interaction. 
London: Whurr.

Sim, H., Shin, M., & Lee, E. (2004). 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Seoul: Paradise Welfare Foundation.

Van Riper, C. (1982). The nature of stuttering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Yairi, E. (1983). The onset of stuttering in two- and three-year 
old children: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8, 171-178. 

Yairi, E. (1997). Disfluency characteristics of early childhood 
stuttering. In R. F. Curlee & G. M. Siegel (Eds.), Nature 
and treatment of stuttering, new directions (2nd ed.).
(pp. 49-78). Boston, MA: Allyn and Bacon.

Yairi, E., & Ambrose, N. (1992). Onset of stuttering in preschool 
children: Selected facto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5, 782-788.

Yairi, E., & Ambrose, N. (2005). Early childhood stuttering: 
For clinicians by clinicians. Austin, TX: Pro-Ed.

Yairi, E., & Seery, C. (2011). Stuttering: Foundations and clinical 
applications. Boston, MA: Allyn and Bacon.

Yairi, E., Ambrose, N., Paden, E. P., & Throneburg, R. N.
(1996). Predictive factors of persistence and recovery: 
Pathways of childhood stuttering. Journal of Communi-
cation Disorders, 29, 51-77.

Yaruss, J. S. (1997). Clinical measurement of stuttering 
behaviors. Contemporary Issues in Communication Science 
and Disorders, 24, 33-44. 

Zebrowski, P. M. (1997). Assisting young children who 
stutter and their families: Defining the role of the 
speech-language pathologist. American Journal of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6(2), 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