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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합독(choral reading) 시 말더듬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소위 “합독효과”(choral 

reading effect)에 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들을 통해 논의가 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합독효과의 메카니즘에 한 정확한 설명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운율 요소 중 하나인 억양이 합독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방법:  표준미

국영어(Standard American English)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8명의 말더듬성인(AWS)을 

상으로 4개의 서로 다른 실험상황, 즉 “일반혼자읽기”(typical solo reading: TSR), “일반합

독”(typical choral reading: TCR), “억양변조합독”(intonation-altered choral reading: 

ICR), “주파수변조피드백”(frequency-altered feedback: FAF)에서 각 실험상황에 맞게 설

정 또는 변조된 60개 문장(60 × 4 = 총 240문장)을 소리 내어 읽게 한 후 말더듬 비율에 

있어 실험상황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했다. 결과: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TSR과 비

교해 다른 실험 상황인 TCR, ICR, FAF에서 모두 말더듬 빈도가 감소하였다. 논의 및 결론:  
ICR 결과는 외부 합독자극의 억양변조에 상관없이 합독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295-303.

핵심어:  말더듬, 억양, 운율, 합독(choral reading) 

Ⅰ. 서론

주로 억양, 강세, 리듬, 음장과 같은 언어의 초분절적

(suprasegmental) 요소를 의미하는 운율(Cray & 

Tallman, 1993; Warren, 2000)은 발달장애, 신경언

어장애, 말장애, 그리고 청각장애 등 비교적 전반적인 

의사소통장애 영역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Gerken & McGregor, 1998; Lenden & Flipsen, 

2007; Van Putten & Walker, 2003). 이러한 맥락 하

에 운율과 말더듬 간의 상호연관성에 해서도 이미 

적지 않은 연구들을 통해 논의가 되었다. 영어에서 비

강세보다 강세가 있는 음절 또는 낱말에서 말더듬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든지(Arbisi- Kelm, 2006; Brown, 

1938; Klouda & Cooper, 1988; Natke et al., 2002; 

Prins, Hubbard & Klouse, 1991), 말더듬이 운율과 

아울러 또 다른 언어 구성요소인 분절음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시간차(timing)때문에 발생한다든지

(Kent, 1984; Perkins, Kent & Curlee, 1991), 문장 내 

모음의 장단변화로 나타나는 강세 복잡성(variability)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Packman, Code & Onslow, 

2007)등이 표적 예들이다. 더 나아가 말더듬 빈도

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특수상황인 “유창성촉진상황”

(fluency-enhancing situations)에서 운율과 관련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천천히 말하기, 

박자기 맞춰 말하기, 음절 단위로 말하기(syllable-timed 

speech)와 같은 상황에서 말더듬화자의 유창성이 유

의하게 증가한다(Andrews et al., 1982). 이에 한 

여러 설명들 가운데 Wingate (1976)는 말속도나 음

절 길이와 같은 운율 요소의 “비정상적”(untypical) 

운용이 유창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말더듬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발화를 조절하기 보

다는 변조된 피드백을 듣게 함으로 유창성촉진을 유

발시키는 이른바 “변조청각피드백”(altered auditory 

feedback: AAF, 이하 AAF)에서도 운율과 관련된 



언어청각장애연구 2011;16:295-303

296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말소리를 짧은 지연 

후(예: 50 milliseconds) 듣게 되는 지연청각피드백

(delayed auditory feedback: DAF, 이하 DAF), 주

파수를 한 옥타브를 상승 또는 하강시킨 후 듣게 되는 

주파수변조피드백(frequency-altered feedback: FAF, 

이하 FAF)에서 말더듬 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한다

(Lincoln, Packman & Onslow, 2006). Kalinowski 

et al. (1993)은 이러한 변조청각피드백에 해 시간

정보나 주파수와 관련된 운율 변수가 말더듬 빈도 변

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

러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말더듬과 운율 간의 상호연

관성에 한 메커니즘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

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유창성촉진상황이라 할 수 

있는 “합독”(choral reading)에 해 운율과의 연관

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한 사람 또는 여러 사

람들과 함께 글을 읽거나 말할 때 말더듬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합독효과”(choral reading effect)는 이미 

적지 않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Andrews et al., 

1982; Barber, 1939; Ingham & Packman, 1979; 

Ingham et al., 2006; Kiefte & Armson, 2008). 지금

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합독은 DAF나 FAF보다 

유창성촉진 효과 면에서 상 적으로 월등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Andrews et al., 1982; Bloodstein, 1950), 

다양한 변조합독상황-예를 들어 다른 구절(different 

reading material)(Barber, 1939), 지연된 합독자극을 

사용하는 경우(Kiefte & Armson, 2008)-에 말더듬 

빈도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러한 합독효과가 왜 발생하는지에 한 메커니즘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Bloodstein & 

Bernstein Ratner, 2008). 사실, 지금까지 합독효과

에 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외부합독자극이 말더듬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화보

다는 오히려 외부 합독자극에 더 주목하게 함으로 일

종의 심리적 주의전환(distraction) 현상이 발생해 말

더듬이 감소하게 된다는 “주의전환가설”(Distraction 

Hypothesis)(Barber, 1939), 외부 합독자극이 말더

듬화자에게 운율정보, 특히 음절 장단과 관련된 시간

적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주장(Kent, 1984) 등이 표

적 예들이다. 최근에는 외부 합독자극이 조음 동작

(articulatory gestures)과 관련해 “거울신경체계”

(mirror neuron system)라고 하는 신경기제를 활성

화시켜 유창성이 촉진된다는 주장(Kalinowski & 

Saltuklaroglu, 2003)도 제기되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위에서 논의한 운율과 말더듬

의 연관성에 입각해, 합독 시 외부합독 자극의 운율정

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특히, 

외부 합독 자극의 운율 정보 중에서도 억양의 영향에 

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억양을 변조한 외부

합독자극을 성인말더듬화자에게 들려주어 말더듬 빈

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아보았다. 위에서 논의

한 것처럼, 주파수와 관련된 운율변수가 말더듬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예: FAF).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

를 피드백으로 사용하는 합독상황에서 주파수와 관련

된 운율변수가 말더듬 빈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FAF에서는 주

파수만 변조시켰을 뿐 전반적 억양 형태는 변조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문장 내 전반적 억양형태의 변조

가 말더듬 빈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구절 또는 문장 내 억양형태 변화

가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Ladd 

et al., 1985; Warren, 2000), 외부합독자극의 억양형태 

변조가 합독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합독자

극을 변조하지 않은 일반합독(typical choral reading: 

TCR, 이하 TCR)에서 말더듬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가, 둘째, 외부합독자극의 억양을 변조한 경우 합독효

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는 억양

변조합독(intonation-altered choral reading: ICR, 이

하 ICR)과 FAF 간 말더듬 빈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다. 각 연구 질문들에 한 해답을 위해 각각 일반

혼자읽기(typical solo reading: TSR, 이하 TSR)와 

TCR, TCR과 ICR, ICR과 FAF에서 나타나는 말더

듬 비율을 비교 분석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8명의 표준 미국영어(Standard American 

English)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인 말더듬 화자(남

자 7명, 여자 1명, 평균연령 22세, 표준편차 12.27세)

를 상으로 했다. 상자 선정기준으로는 말더듬을 

제외한 정상적 실험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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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연령 성별 교육정도 PPVTa) 수 WRATb) 결과 말더듬 증도
재 치료 유무 
( /아니요)

S01 21 남 14 121 정상 등도

S02 23 남 15 110 정상 경도 아니요

S03 22 남 15 105 정상 등도 아니요

S04 20 남 16 103 정상 등도 아니요

S05 22 남 14 101 정상 경도 아니요

S06 62 여 18 100 정상 심함 아니요

S07 20 남 15 100 정상 경도 아니요

S08 32 남 18 100 정상 경도 아니요
a)
PPVT = 피바디그림어휘력검사, 

b)
WRAT = 광역성취도검사)

<표- 1> 연구 상정보
 

실험상황 정의

일반혼자읽기(TSR) 변조되지 않은 자기 목소리를 들음 (Hear own voice, unaltered)

일반합독(TCR) 변조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음 (Hear another speaker’s voice, unaltered)

억양변조합독(ICR)
억양이 일정하게 변조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음
(Hear another speaker’s voice whose intonation is altered so that it remains flat throughout the sentence)

주 수변조피드백(FAF) 한 옥타 (octave)가 상승한 자기 목소리를 들음 (Hear own voice at +1 octave in frequency)

<표- 2> 실험상황
 

있는 다른 심리적, 정서적, 신경학적 병력을 가지고 있

지 않은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정상 시력과 청력은 

물론 정상적 어휘 이해력과 읽기능력을 가지고 있으

며, 특히, 최근 2년 동안 DAF나 FAF와 같은 소위 

AAF를 통한 치료 또는 실험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상자들을 우선으로 했다. 청력검사를 위해 순음청력

검사를 실시했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S06)를 제외하

고는 왼쪽, 오른쪽 귀 모두 정상역치(250 Hz와 4000 

Hz 사이에서 25 dB 이하) 청력을 보였다. S06은 오른

쪽 귀에서 4000 Hz에서 30 dB 청취역치를 보였다. 

연구 상자에 한 정보는 <표 - 1>에 제공하였다. 

 

2. 실험순서

미리 준비한 설문지를 통해 실험 상자의 연령, 교육

정도, 병력, 또는 말더듬 시작시기(onset time), 중증도

(severity) 및 증상(symptoms), 가족력(family history) 

유무 등과 같은 기본적 사례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피
바디그림어휘력검사(PPVT Ⅲ)(Dunn & Dunn, 1997)와  

광역성취도검사(WRAT-3)(Jastak & Jastak, 1984)
를 통해 각각 어휘이해력과 읽기능력을 평가했다. 이후 

비유창성에 한 기초자료(baseline data) 수집을 위

해 몇 가지 주제(예: 최근 본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

램, 취미, 평상 시 주로 하는 활동, 기억에 남은 여행)들

에 해 10분 정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했다. 7점 

척도법(Onslow, Andrews & Costa, 1990; Onslow, 

Packman & Harrison, 2002)에 사용해 말더듬 중증도를  

분석한 결과 4명은 경도(mild), 3명은 중도(moderate), 

그리고 1명이 심함(severe)으로 나타났다. 

주 실험은 4가지 서로 다른 읽기상황에서 각 실험상

황에 맞게 설정 또는 변조된 60개(총 240 문장 = 60 

× 4)를 소리 내어 읽는 것(read aloud)이다. 각 실험상

황은 TSR, TCR, ICR, FAF이다. 실험 상자에 따라 

무작위로 정한 각기 다른 순서로 실험을 했으며 실험 

간 문장 제시 순서는 다르지만 실험 내에서의 문장 제

시 순서는 일정하도록 유지했다. 또한 이전 실험 결과

가 다음 실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실

험 종료 후 다양한 주제(sparrow, Valentine’s Day, 

spiders, hibernating animals, baseball, rainbow)

에 한 일정량의 글(평균 255낱말)을 소리를 내어 읽

도록 했다. 각 실험상황에 한 설명은 <표- 2>에 제

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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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장자극

구문과 의미 차원에서 다양한 60개의 문장(평균길

이: 19음절/10낱말, 예: The policeman and detective 

had ticketed the Canadian by mistake)을 각 실험

상황에 맞게 설정 또는 변조해 실험 상자에게 들려

주었다. 합독자극은 미국 표준영어를 사용하는 성인 

여성으로 하여금 문장을 정상적 속도로 읽게 하는 방

식으로 얻어졌다. 기본적으로 문장 내 기본주파수(F0) 

수치의 상 적 고저 변화로 나타나는 억양은 고저 구

분이 없이 일정한(flat or constant) 형태를 갖도록 변

조했다. 억양변조의 시작점으로는 각 문장의 첫 음절

의 기본주파수를 기준으로 했으며 문장의 전체길이는 

변조하지 않았다. 변조된 문장의 명료도(intelligibility) 

검증을 위해 미국 표준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또 

다른 성인여성으로 하여금 각각 변조된 20개의 문장

을 들려주고 몇 가지 예시된 문장 가운데 선택하라고 

했다. 이때 100%의 성공률을 보였다. 모든 억양변조

는 Praat (Boersma & Weenink, 2009)을 사용했다. 

수반어구(carrier phrase)(“The sentence you have 

to read is...”)를 주 실험문장 앞에 500ms 길이의 휴

지(pause)와 함께 삽입해 실험 상자로 하여금 수반

어구를 먼저 듣고 난 후 문장을 읽도록 했다. FAF는 

시간적 지연 없이 자신의 목소리보다 한 옥타브올린 

청각피드백을 사용했다. 

4. 실험환경 및 장치

방음벽 처리가 되어있는 실험실의 컴퓨터(Dell 

Inspiron, 2200) 앞에 앉은 후 실험 상자는 다양한 

실험상황(예: TSR, TCR, ICR, FAF)에서 화면에 나

오는 60개의 문장을 차례로 읽었다. 청각피드백은 이

어폰(Logitech Premium Notebook Headset)을 통

해 적절한 세기(75 dB SPL 이하)(Rami et al., 2005)

로 제공되었다. 실험 상자에서부터 약 20cm 떨어진 

마이크(Shure, SM 48)를 통해 실험 상자의 반응

(speech responses)이 수집되었고 녹음기(Sony DTC-

ZA5ES)를 사용해 녹음했다. 모든 실험상황은 디지털

카메라(Cannon, NTSC 2R65MC)를 사용해 촬영하

였고 휴 용 디지털녹음기(Sony, ICD-P320)를 사용

해 추가로 음성을 녹음했다. 주파수변조를 위해서 휴

용 지연청각/주파수변조장치(Basic Fluency System, 

Casa Futura Technologies)를 사용했다.

5. 종속변수 및 통계

말더듬 빈도는 말소리 또는 음절 반복(sound/

syllable repetitions), 연장(prolongations) 또는 막힘

(blocks)과 같은 소위 “진성비유창성”(stuttering-like 

disfluencies: SLDs, 이하 SLDs)의 비율로 측정했다. 

각 실험상황에서 보이는 진성비유창성(SLDs)의 빈

도를 합산해, 매 실험 60 문장의 총 음절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계산했다. 통계 분석은 적은 실험 상자 

수(말더듬 화자 8명)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통

계상 문제(Conover, 1980)들을 고려해 적은 표본수 

분석에 적당한 비모수통계법(nonparametric statistical 

methods)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실험상황에

서 말더듬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프리드만 검정법(Friedman test)을, 사후검정을 

위해선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사용했다. 통계검정은 SPSS version 

18.0을 사용했다.

6. 신뢰도분석

전체 실험조건에서 임의로 2개의 실험조건(예: TSR, 

TCR)을 택해 말더듬 빈도에 한 연구자내(intrajudge), 

연구자간(interjudge) 일치정도를 조사했다. 연구자간 

신뢰도분석을 위해 연구자와 유창성장애 연구 및 임상

전문가인 현 미국 학의 언어병리학 교수가 참여했다. 

검사결과 연구자간(r = .761, p< .001), 연구자내(r = 

.804, p< .001)공히 비교적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Ⅲ. 연구 결과

분석 결과, 4개 실험상황에서 유의한 말더듬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x2 = 13.105, df = 3, p = .004). 
사후검정 시 유의수준(α)은 Bonferroni Correction

에 따라 총 비교 횟수를 고려해 0.0083(= .05/6)로 설

정했다. 먼저 TSR과 TCR 간 말더듬 비율 차이를 조

사했다. 분석 결과, TSR과 TCR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Z = -2.521, p = .012), TCR에서 말더듬 비

율이 감소했다. 이는 합독효과의 경향을 보여주는 결

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TCR과 ICR에서 말더

듬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했다. 이는 합독

효과에 있어 외부 억양형태의 변조가 어떤 영향을 주

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두 합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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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말더듬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Z

= -.986, p = .324). 이는 합독효과에 있어 외부합독자

극의 억양변조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CR과 FAF 간 말더듬 비율 차

이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두 실험상황 간 말더듬 비

율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Z = -.350, p = .726). 

이는 외부합독자극의 억양을 변조한 경우나 자신의 

말소리의 주파수를 변조해 듣는 경우에나 모두 유창

성촉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TSR과 비교해 각각 ICR

과 FAF에서 말더듬 비율이 감소했다(TSR  ICR: 

Z = -2.207, p = .027; TSR  FAF: Z = -2.521, p =

.012). <표 - 3>과 <그림 - 1>을 통해 각 실험 상

자에게서 얻어진 말더듬 비율과 각 실험상황에서 나

타난 통계 수치를 제공했다. 

<표- 3> 각 실험조건에서 말더듬 비율

실험 상자
실험상황

TSR
a) TCRb) ICRc) FAFd)

S1

S2

S3

S4

S5

S6

S7

S8

제1사분 수

수

제3사분 수

  3.41e)

 0.18

 1.88

 1.70

 4.57

14.52

 0.26

 0.81

  .39

 1.79

 4.28

0.27

0

0.81

0.09

0.90

0.09

0

0.09

 .02

 .09

 .67

0.36

0.18

1.07

0

0.18

1.43

0.26

0

 .04

 .22

 .89

1.43

0.09

0.18

0.08

0.99

0

0

0.09

 .02

 .09

 .78
a)
TSR: 일반혼자읽기, 

b)
TCR: 일반합독, 

c)
ICR: 억양변조합독; 

d)
FAF: 주파수변조피드백, 

e) 단위: 평균

(X축: 실험조건(TSR = 일반혼자읽기; TCR = 일반합독; ICR = 억양

변조합독; FAF = 주파수변조피드백; Y축: 말더듬 비율(100음절 당 

발생한 진성비유창성(SLDs) 비율))

<그림- 1> 각 실험조건에서 평균 말더듬 비율  
표 편차

Ⅳ. 논의 및 결론

TSR과 비교해 다른 실험상황에서 말더듬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록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

만 외부합독자극을 변조하지 않은 TCR에서 말더듬 

비율이 감소했다. 합독효과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CR과 외부 합독자극의 억양형

태를 변조한 ICR 간 말더듬 비율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합독 시 말더듬 빈도가 줄어드는 합독효과에 있

어 외부 합독자극의 억양형태 변조는 크게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CR과 FAF 간 말더

듬 비율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

만 TSR과 비교해 각각 ICR과 FAF에서 말더듬 비율

이 감소했다. 이는 외부합독자극의 억양형태를 변조

해 들려주든 자신의 목소리 주파수를 변조해 들려주

든 말더듬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를 해보

고자 한다. 첫째, 주지하다시피 본 연구의 핵심은 외부

합독자극의 억양변조가 합독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에 한 것이다. 실험결과 외부합독자극의 억양

변조는 합독효과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에 근거해 기본주파수(F0)의 상 적인 높고 낮음

의 형태로 나타나는 외부합독자극의 억양형태는 합독

효과를 일으키는 중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또 다른 측면의 운

율정보, 특히 음절, 낱말, 또는 구절 장단과 같은 주로 

시간적 정보(temporal information)와 관련된 운율정

보가 합독효과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Kent (1984)

는 외부합독자극이 말더듬 화자에게 유창한 발화를 

위해 필요한 운율 정보, 특히 음절 장단에 한 정보

를 제공해준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주로 음절 

장단과 같은 시간적 정보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 개념

에서의 운율의 영향에 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

다. 아울러 유창성촉진효과를 일으키는 다양한 형태

의 외부자극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단순히 외부합

독자극을 여러 형태로 변조(Barber, 1939; Kalinowski 

et al., 2000; Kiefte & Armson, 2008; Rami et al., 

2005)하는 것 이외에도 시각, 촉각 등을 이용한 다양

한 형태의 외부자극을 이용한 유창성촉진효과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TCR의 유창성촉진 

효과 면에서의 상 적 우월성이다. 서론에서 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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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일반적으로 DAF, FAF보다는 TCR에서 상

적으로 말더듬 빈도가 감소하는 폭이 크다(Andrews 

et al., 1982; Bloodstein, 1950). 비록 적은 수의 상

자들에 한 실험이지만 본 연구에서도 <그림 - 1>

에서 보이는 것처럼 TCR에서 상 적으로 평균 말더

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다양한 합독상황

에서 발견되는 성인말더듬화자의 다양성 또는 변이성

(variability)에 한 논의이다. 주지하다시피 DAF나 

FAF, 또는 합독에서 나타나는 유창성촉진효과에 있

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Lincoln et al., 2006). 본 연

구에서도 이러한 개인차가 나타나고 있다. <표 - 3>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S6의 경우에는 다른 실험 상

자들보다 TSR을 기준으로 TCR에서 보이는 말더듬 

감소폭이 매우 크다(TSR = 14.52, TCR = 0.09). 또

한 S2와 S7 경우에는 TSR과 ICR에서의 말더듬 빈

도에 변화가 없다(S2: TSR, ICR = 0.18; S7: TSR, 

ICR = 0.26). 두 실험자에게는 ICR에서 전혀 말더듬

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일한 실험조건(ICR)

에서 유창성촉진효과를 보인 다른 실험 상자들을 

고려해볼 때 조금 특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실험상황에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은 이질

적 집단(heterogeneous group)으로서의 말더듬화

자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Bernstein Ratner, 1997). 더 나아가 개인에 따라서

는 DAF, FAF 또는 합독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을 모

색해야 하거나 또는 이러한 유창성촉진상황과 아울러 

다른 치료방법들을 병행해야 한다는 임상적인 고려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표준미국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성인말더듬화자

들을 상으로 했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

용하는 말더듬화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

가. 주지하다시피 한국어에도 억양형태의 변화를 통

한 다양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Jun, 1996). 그러나 

억양변조 유무에 상관없이 합독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 한국어 말더듬화자에게도 ICR에서 

말더듬 빈도가 감소하는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지하다시피 본 연구는 적은 실험 상자(i.e., 

말더듬화자 8명)를 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이러

한 적은 실험 상자 사용은 통계 검정력(power)뿐 아

니라 실험결과에 한 일반화(generalization)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Schiavetti & Metz, 2002). 그렇

기에 좀 더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원

을 상으로 하는 실험이 이루어져야 함은 주지의 사

실이다. 아울러 본 실험에 참가한 심한(severe) 말더

듬 화자(S6)가 단 1명에 불과하다. 이점을 고려해 볼 

때 말더듬 화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다양한 상자 선

정도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음절, 낱말, 구절과 같은 주로 시간적 정보와 관련된 

운율정보에 한 연구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좀 더 포

괄적인 측면에서 운율이 합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적지 않은 문

장(60 × 4 = 240문장)을 실험문장으로 사용했지만 자

발화와 비교해 읽기과제에서 상 적으로 말더듬 빈도

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Bloodstein, 1995)을 고려해 

볼 때 독백(monologue)이나 자발화 상황까지 확 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합독상황과 관련

된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지만, 특히 다양한 

뇌촬영법(Brain Imaging Studies)을 이용한 실험들

이 더 많이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합독

상황을 포함한 여러 유창성촉진상황들에서 말더듬 화

자의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각각의 유창성촉진

상황 시 공통적으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은 어디인지 한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연

구들이 필요하다(Stager, Jeffries & Braun, 2003). 

앞으로 합독효과를 포함한 여러 유창성촉진상황과 관

련된 더 많은 연구와 실험들이 진행되어 기저 메커니

즘에 한 좀 더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 해

본다.

참 고 문 헌

Andrews, G., Howie, P. M., Dozsa, M., & Guitar, B. E.
(1982). Stuttering: Speech pattern characteristics 
under fluency-inducing condition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5, 208-216.

Arbisi-Kelm, T. R. (2006). An intonational analysis of disfluency 
patterns in stutter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CLA, California. 

Barber, V. (1939).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tuttering: 
XV. Chorus reading as a distraction in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Disorders, 4, 371-383.

Bernstein Ratner, N. (1997). Stuttering: a psycholinguistic 
perspective. In R. F. Curlee and G. M. Siegel (2nd ed.). 
Nature and treatment of stuttering: New direction (pp. 
99-127). Boston, MA: Allyn & Bacon.  

Bloodstein, O. (1950). A rating scale study of conditions 
under which stuttering is reduced or absent. Journal of 



박진 / 억양변조합독(Intonation-altered choral reading)에서 말더듬 비율

301

Speech Hearing Disorders, 15, 29-36. 

Bloodstein, O. (1995). A handbook on stuttering (5th ed.). 
Clifteon Park, NY: Thomson-Delmar. 

Bloodstein, O., & Bernstein Ratner, N. (2008). A handbook 
on stuttering (6th ed.). Clifton Park, NY: Thomson-
Delmar.

Boersma, P., & Weenink, D. (2009). Praat: Doing phonetics 
by computer [Computer Program]. Available from: 
http://www.praat. org.

Brown, S. F. (1938). Stuttering with relation to word accent 
and word position.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33, 112-120.

Conover, W. J. (1980). Practical nonparametric statistics. New 
York, NY: Wiley.

Cray, M. A., & Tallman, V. L. (1993). Production of linguistic 
prosody by normal and speech-disordered childre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6, 245-262. 

Dunn, L. M., & Dunn, L. M. (1997).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Third Edition. Bloomington, MN: 
Pearson Assessments. 

Gerken, L., & McGregor, K. (1998). An overview of prosody 
and its role in normal and disordered child language.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7, 
38-48. 

Ingham, R. J., & Packman, A. (1979). A further evaluation of 
the speech of stutterers during chorus-and nonchorus 
reading condition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2, 784-793.

Ingham, R. J., Warner, A., Byrd, A., & Cotton, J. (2006). 
Speech effort measurement and stuttering: Inves-
tigating the chorus reading effor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9, 660-670.

Jastak, J., & Jastak, S. (1984). Wide-Range Achievement Test
—Revised. Wilmington, DE: Jastak Associates.

Jun, S. A. (1996).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Intonational phonology and prosodic structur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Kalinowski, J., Armson, J., Roland-Mieszkowski, M., Stuart, 
A., & Gracco, V. L. (1993). Effects of alterations in 
auditory feedback and speech rate on stuttering 
frequency. Language and Speech, 36, 1-16.

Kalinowski, J., & Saltuklaroglu, T. (2003). Choral speech: 
The amelioration of stuttering via imitation and the 
mirror neuronal system.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27, 339-347. 

Kalinowski, J., Stuart, A., Rastatter, M., Snyder, G., & 
Dayaln, V. (2000). Inducement of fluent speech in 
persons who stutter via visual choral speech. Neuro-
science Letters, 281, 198-200. 

Kent, R. D. (1984). Stuttering as a temporal programming 
disorder. In R. F. Curlee & W. H. Perkins (Eds.), 
Nature and treatment of stuttering: New directions. San 
Diego, CA: College-Hill Press.

Kiefte, M., & Armson, J. (2008). Dissecting choral speech: 
Properties of the accompanist critical to stuttering 

redu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1, 
33-48

Klouda, G. V., & Cooper, W. E. (1988). Contrastive stress, 
intonation, and stuttering frequency. Language and 
Speech, 31, 3-20.

Ladd, D., Silverman, K., Tolkmitt, F., Bergmann, G., & 
Scherer, K. R. (1985). Evidence for the independent 
function of intonation contour type, voice quality, 
and F0 range in signaling speaker effect.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78, 435-444. 

Lenden, J. M., & Fipsen, P. Jr. (2007). Prosody and voic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0(1), 66-81.

Lincoln, M., Packman, A., & Onslow, M. (2006). Altered 
auditory feedback and the treatment of stuttering: A 
review.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31, 71-89. 

Natke, U., Sandrieser, P., Pietrowsky, R., & Kalveram, K. T.
(2002). The duration component of the stress effect 
in stuttering.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7, 305-319.

Onslow, M., Andrews, C., & Costa, L. (1990). Parental 
severity scaling of early stuttered speech: Four case 
studies. Australian Journal of Human Communication 
Disorders, 18, 47-61. 

Onslow, M., Packman, A., & Harrison, E. (2002). The Lidcombe 
program of early stuttering intervention: A clinician’s 
guide. Austin, TX: Pro-Ed. 

Packman, A., Code, C., & Onslow, M. (2007). On the cause 
of stuttering: Integrating theory with brain and behav-
ioral research. Journal of Neurolinguistics, 20, 253-362.

Perkins, W. H., Kent, R. D., & Curlee, R. F. (1991). A theory 
of neuropsycholinguistic function in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734-752.

Prins, D., Hubbard, C. P., & Krause, M. (1991). Syllabic 
stress and the occurrence of stutter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4, 1011-1016.

Rami, M.K., Kalinowski, J., Rastatter, M. P., Holbert, D., & 
Allen, M. (2005). Choral reading with filtered speech: 
Effect on stuttering.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00, 
421-31. 

Schiavetti, N., & Metz, D. (2002). Evaluating research in 
communicative disorders (4th ed.). Boston, MA: Allyn 
& Bacon. 

Stager S. V., Jeffries K. J., & Braun A. R. (2003). Common 
features of fluency-evoking conditions in stuttering 
subjects and controls: An H2

15O PET stud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8, 319-336.

Van Putten, S. M., & Walker, J. P. (2003). The production of 
emotional prosody in varying degrees of severity of 
apraxia of speech.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36(1), 77-95. 

Warren, P. (2000). Prosody and language processing. In 
Wheeldon, L. R. (Ed.). Aspects of Language Production
(pp. 71-114). East Sussex: Psychology Press. 

Wingate, M. E. (1976). Stuttering: Theory and treatment. New 
York, NY: Irvingt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1;16:295-303

302

■ Received, July 15, 2011  ■ Final revision received, September 1, 2011  ■ Accepted, September 7, 2011.

ⓒ 2011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http://www.kasa1986.or.kr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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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Objectives: It has been well documented that choral reading significantly 
reduces stuttering frequency in adults who stutter. The underlying mechanisms behind this 
effect remain unclear, however. By manipulating prosodic cues, especially intonational cues,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a fluency enhancing effect is observed even when 
the prosodic information of the choral feedback signal is significantly manipulated. Methods:
Eight American English-speaking adults who stutt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bjects 
produced sentences under several speaking conditions (i.e., typical solo-reading (TSR), typical 
choral reading (TCR), intonation-altered choral reading (ICR), frequency-altered feedback
(FAF)), and speech fluency, indicated by percentage of syllables stuttered (%SS), was 
computed and analyzed to examine if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the experimental 
conditions within the stuttering group.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participants who stutter 
spoke fluently in all experimental conditions (TCR, ICR, and FAF) other than TSR. Discussion 
&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CR, it can be argued that accuracy (or matchedness) 
of prosodic information associated with intonational cues did not affect the extent to which 
choral auditory feedback enhanced fluenc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1; 16:295-303)

Key Words: stuttering, prosody, intonation, choral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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