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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2 08 . 본 연구는 일반인 집단(N = 103), 말더듬 성인 집단(N = 40) 및 학생 집단(N =

57)을 대상으로 25개 문항 검사를 실시하여 말더듬 성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집단적 공통점

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집단, 말

더듬 집단 및 학생 집단 모두 말더듬 성인은 항상 긴장한 상태에 있다는 부정적인 고정관

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둘째, 일반 집단과 말더듬 집단을 비교한 결과, 일반 집단이

말더듬 성인에 대해 폐쇄적이고, 자기비하적이며 융통성이 없다는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 집단은 말더듬 성인에 대해 우둔하지 않으며 또한 감정이 풍부하다는

긍정적인 고정관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 집단과 말더듬 집단을

비교 한 결과, 학생 집단은 말더듬 성인에 대해 총명하며 또한 감정이 풍부하다는 더 긍정

적인 고정관념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임상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I. 서 론

말더듬에 대한 듣는 사람의 반응(listener s reaction to stuttering )은 말더듬의 원인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진단 및 치료에 걸쳐 임상적으로 오랫동안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왔

다. 예를들면, Johnson (1959)의 말더듬진단기원론(diagnosogenic theory )에 따르면 말더듬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은 말더듬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더듬에 대한 부모의

반응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치료 목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말더듬에 대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치료실에서 말더듬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다시 말을 더듬을 위험이 많아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말더듬 성인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기를 위해서는 말더듬 성인에 대한 일

반인이 잘못된 선입견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말더듬에 대한 일반인의 고정관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1)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

이 과연 존재하는가, (2)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 두 개의 문제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은 다양한 집단에, 즉 말더듬 아동의 부모(Crowe & Cooper ,

1977), 언어임상가(Lass et al., 1989), 학생(St . Louis & Lass, 1981), 상점 점원(McDonald &

Frick , 1954) 및 교사(Crowe & Walton, 1981; Lass et al., 1992; T rotter & Silverman , 1969),

학교행정가(Lass et al., 1976) 등에 존재한다. 나아가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은 문학작품 및

영화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도서에서까지도 나타난다(Benecken, 1994; Bu shey & Martin ,

1988). 이처럼 사회전반에 걸친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말더듬 성인은 취직 뿐만

아니라 승진 및 직장동료와의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Hur st & Cooper ,

1983). 위와 같은 많은 연구들이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이 편재해 있기 때문에, 특정집단의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의 유무 보다는 말더듬 발생과정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

장도 제기되고 있다(Doody et al., 1993).

둘째로,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의 생성과정에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고정관념 생성을

위해 말더듬 성인을 만나 본 경험이 필수적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W oods &

William s (1976)는 고정관념은 일반인이 말더듬 성인과의 접촉횟수와 관련이 없고, 반면에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은 말을 더듬는 사람을 만나 본 후에 일반인들은 말더듬 성인은 높

은 수준의 공포감(anxiety )을 갖고 있다 는 추론을 하게되면서부터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

을 갖기 시작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이 말더듬 성인이 보

여주는 높은 수준의 공포감에서 시작된다는 Woods & William s의 주장은 신중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 왜냐하면, 말더듬 성인이 말을 더듬는 순간 심한 공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말을 더듬는 순간 공포수준을 생리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실제의 공포수준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Caruso et al., 1994; Weber & Smith , 1990). Kalinowski, Stuart & Arm son

(1996)은 이러한 Woods & William s의 가설을 더 정교화하면서, 고정관념이 생성되기 위해

서 말더듬 성인에게 노출되는 경험이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고정관념의 생성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는 요소는 말을 더듬는 순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긴장된 얼굴표정 및 신체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말더듬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말

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결과를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

말더듬 성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 말더듬 성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인 집

단, 말더듬 성인 집단 및 언어병리학 또는 특수교육학 대학원 학생 집단이 과연 말더듬 성인

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집단적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또한 그 임상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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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말더듬 성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반인 뿐만 아니라 말더듬 성인 및 언어병

리학 또는 특수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양한 임상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일반인이 말더듬 성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일반인에

대한 말더듬의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더 절실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취지

에서 국제유창성연합회(IFA )와 국제말더듬협회(ISA )는 1998년부터 세계 말더듬 계몽의 날

(International Stuttering Awareness Day )과 같은 행사를 통해 전세계의 사람들을 상대로

말더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8년 10월 처

음으로 말더듬 계몽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반대로, 연구결과 일반인들이 말더듬 성인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부

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말더듬 성인의 공포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

는 근거자료로서 임상현장에서 사용 될 수 있다. 둘째로, 일반인들에 비해 말더듬 성인이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성인 말더듬 치료에서 중요한 치료방법인 자조그룹

(self- help group)을 통한 치료효과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그룹자체가 원만히 유지되기가 힘

들기 때문이다. 셋째, 언어병리학 또는 특수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말더듬의 치료효과에 방해하

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임상실습과 같

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인지역에 살고 있는 정상 성인 103명(남자 44명, 여자 59명),

언어병리학 또는 특수교육학을 전공하고 유창장애에 관한 수업을 수강한 대학원생 57명(여

자 55명, 남자 2명)이 통제집단으로 참여하였다. 실험집단으로는 말더듬 치료를 받기 위해 서

울 및 지방 언어치료 관련기관을 방문한 말더듬 성인 40명(남자 = 35, 여자 =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 별 평균연령은 성인집단이 29.8세(SD = 9.7), 대학원생 집단이 27.8세(SD = 4.3),

말더듬 성인집단이 27.1세(SD = 6.4)였다. 집단 별 학력수준 분포를 보면 응답자 중 대졸자

가 71 %, 대학 재학생이 18 %, 고졸자가 11 %였다. 말더듬 집단의 학력수준 분포는 대졸자

가 55 %, 대학 재학생이 29 %, 그리고 고졸자가 16 %를 보였다. 가족 중에서 말더듬는 사람



이 있는 응답자의 수를 집단별로 보면, 일반집단에서는 응답자의 3.8 % (4명), 말더듬 집단에

서는 30 % (12명), 대학원생집단에서는 7 % (4명)을 보였다. 말더듬 집단의 피험자 모두 과거

에 적어도 1회 이상 말더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는 말더듬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2 . 설문지 제작

성인 말더듬의 고정관념을 연구하기 위해, Woods & William s (1976)가 개발한 25문항

검사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말더듬 성인의 특성을 대조적으로 설명하

는 형용사가 짝을 이루어 7점 척도로 제시되었다(<부록 - 1> 참조).

3 . 절차

설문 조사를 하기 전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전형적인 말더

듬 성인남자를 상상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각 문항에 답을 하도록 하였다.

4 . 통계분석

말더듬 성인의 고정관념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AS를 사용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획득도수와 기대도수가 5 보다 작은 칸이 전체수의 20 %이하인

항목을 제거하기 위해, 양극단의 매우 많이와 많이를 하나로 묶어 총 5점 척도로 변환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각 문항의 왼쪽부터 매우 많이 와 많이 를 1점, 약간 을 2점, 중

간 을 3점, 약간을 4점, 많이와 매우 많이 를 5점으로 변환하였다.

5 . 신뢰도

설문지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인집단과 학생집단을 합하여 Cronbach s

α를 계산한 결과 .8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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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집단별 특성

일반 집단과 학생 집단이 말더듬 성인에 대해 어떠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가를 비교

하기 위해, 집단별로 총 25개의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요약한 결과는 <표 - 1>과 같다.

세 집단의 고정관념에 대한 경향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 - 1>의 평균점수를 기초

로 하여 집단별 각 문항의 평균점수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 1>과 같다. <그림 -

1>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문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학생집단의 문항간 평균점수의

변화폭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큰 경향을 보였다. 집단 각각의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

보기 위해, 1점 이상- 2점 미만, 3점 이상- 4점 미만, 4점 이상 세 등급으로 나누어 문항을 집

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 2>와 같다. 2점 미만의 평균점수를 보인 문항수를 집단별로 살

펴보면, 일반 집단에서는 4개의 문항(4, 7, 19, 20번), 말더듬 집단에서는 4개의 문항에서 2점

미만의 평균점수를 보인데 비해, 학생 집단에서는 10개의 문항에서 2점 미만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2점 이상- 3점 미만의 점수를 보인 문항수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 집단에서는 16

개의 문항에서, 말더듬 집단에서는 19개의 문항에서 3점 미만의 평균점수를 보인데 비해, 학

생 집단에서는 7개의 문항에서 3점 미만의 평균점수를 보여, 일반 집단과 말더듬 집단 모두

총 25개의 문항 중 반 이상의 문항에서 약간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3점 이상 4점

미만의 평균점수를 보인 문항수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 집단은 5개의 문항에서, 말더듬

집단은 2개 문항, 학생 집단은 5개의 문항에서 평균 3점 이상- 4점 미만의 점수를 보였다. 마

지막으로, 4점이상의 평균을 보인 문항은 일반 집단과 말더듬 집단에서는 하나도 없었으나,

학생 집단에서만 3개 문항에서 4점 이상을 보였다.

집단간의 공통점을 <표 - 2>를 기초로 살펴보면, 세 집단 모두 긴장-이완의 문항에

서 2점 이하의 평균을 보여, 말더듬 성인은 많이 긴장한 상태에 있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또한 세 집단 모두 협조-비협조 문항에서 3점 이상 - 4점 미만의

평균을 보여, 세 집단 모두 말더듬 성인은 약간 비협조적이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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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일반집단, 말더듬집단 및 학생집단의 문항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번호
일반집단 (N = 103) 말더듬집단 (N = 40) 학생집단 (N = 5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폐쇄- 개방 2.25 1.78 3.43 1.47 4.32 0.71

2. 신경질- 온화 2.95 1.08 2.98 1.33 2.77 0.98

3. 협조- 비협조 3.12 1.24 3.03 1.25 3.23 1.01

4. 수줍음- 대담 1.80 1.21 2.50 1.48 1.91 1.30

5. 적대- 우호 3.08 1.17 2.63 1.27 3.81 0.69

6. 자신감 없음- 있음 2.10 1.31 2.05 1.23 1.75 1.21

7. 긴장- 이완 1.80 1.06 1.68 1.07 1.61 1.03

8. 민감- 둔감 2.21 1.19 1.60 0.96 1.63 1.01

9. 안절부절- 침착 2.12 1.12 1.95 0.94 1.86 0.88

10. 우울- 쾌활 2.55 1.16 2.95 1.45 3.81 0.74

11. 소극적- 적극적 2.19 1.23 2.15 1.31 1.75 1.06

12. 차분- 부산 3.25 1.14 2.95 1.18 2.95 1.00

13. 우둔- 총명 3.03 0.86 2.50 1.20 3.30 0.53

14. 과묵- 말이 많음 2.39 1.23 2.90 1.48 4.46 0.73

15. 회피적- 사교적 2.06 0.95 1.88 1.13 1.65 0.77

16. 겁 많음- 겁 없음 2.20 0.90 2.33 1.02 2.26 0.81

17. 수동적- 공격적 2.46 1.12 2.43 1.30 2.11 0.94

18. 두려워함- 확신 2.03 0.89 2.03 1.03 1.88 0.71

19. 내향적- 외향적 1.84 0.94 2.00 1.20 1.72 0.88

20. 주저함- 도전적 1.83 0.93 2.15 1.33 1.60 0.73

21. 불안정- 안정 2.07 0.96 2.05 1.10 2.04 0.91

22. 감정 메마름- 풍부 3.66 0.92 2.69 1.34 3.56 0.80

23. 완벽주의- 부주의 2.75 1.12 2.33 1.21 2.42 1.00

24. 자기비하- 잘난체 2.41 0.92 2.88 1.47 4.11 0.75

25. 융통성없음- 있음 2.70 0.88 2.53 1.47 2.52 0.85



<표 - 2> 집단별 문항반응 평균점수 분포

집단 1- 2점 미만 2- 3점 미만 3- 4점 미만 4점 이상

일반집단

수줍음- 대담,

긴 장 - 이 완 ,

내향적- 외향적,

주저함- 도전적

폐쇄- 개방, 신경질-온화, 자신감

없음- 있음, 민감-둔감, 안절부절

- 침착, 우울-쾌활, 소극적-적극

적, 과묵-말많음, 회피적-사교

적, 겁 많음-겁 없음, 수동적-공

격적, 두려워함-확신, 내향적-외

향적, 불안정-안정, 완벽주의-부

주의, 자기비하-잘난체, 융통성

없음- 있음

협 조 - 비 협 조 ,

적대- 우호,

차분- 부산, 우둔- 총명,

감정메마름- 풍부

없음

말더듬집단

긴 장 - 이 완 ,

민감- 둔감,

회피적- 사교적

신경질- 온화, 수줍음-대담, 적대

- 우호, 자신감 없음-있음, 우울-

쾌활, 소극적-적극적, 차분-부

산, 우둔-총명, 과묵-말많음, 겁

많음- 겁 없음, 수동적-공격적,

두려워함- 확신, 내향적-외향적,

주저함- 도전적, 불안정-안정, 감

정 메마름-풍부, 완벽주의-부주

의, 자기비하-잘난체, 융통성 없

음- 있음

폐쇄- 개방,

협 조 - 비 협 조
없음

학생집단

수줍음- 대담, 자신

감없음- 있음, 긴 장

- 이 완 , 민감- 둔감,

안절부절- 침착, 소

극적- 적극적, 회피-

사교적, 두려워함-

확신, 내향적- 외향

적, 주저함- 도전적

신경질- 온화, 차분-부산,

겁많음- 없음, 수동적-공격적, 불

안정- 안정, 완벽주의-부주의,

융통성 있음- 없음.

협 조 - 비 협 조 ,

적대- 우호, 우울- 쾌활,

우둔- 총명,

감정메마름- 풍부,

폐쇄- 개방,

과묵- 말많음,

자기비하- 잘난체

2 . 집단간 비교

말더듬 집단과 일반 집단 및 말더듬 집단과 학생 집단의 문항별 고정관념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χ2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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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일반집단과 말더듬집단

χ2검정을 사용하여 각 문항별 말더듬 집단과 일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5개의 문항 중 5개의 문항, 즉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다(문항 1번) , 우둔하다-총명하다(문

항 13번) , 감정이 메마르다- 풍부하다(문항 22번) , 자기비하적이다- 잘난체하다(문항 24번)

및 융통성이 없다-융통성이 있다(문항 25번) 에서만 0.1 %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간의 차이

를 보였다. 이러한 수준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에 대한 결과의 해석은 <그림 - 1>과

<표 - 2>를 살펴 보며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하

더라도 일반집단의 문항평균점수가 5점 척도의 중간점수인 3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

은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과를 해석하지 않으면,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일반집단

이 말더듬 성인에 대해 양극단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집단 및 말더듬 집단의 문항평균점수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해석하면, (1)

폐쇄-개방 문항에서 일반집단(평균 = 2.25)은 말더듬 성인이 폐쇄적이다는 부정적인 고정관

념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말더듬 집단(평균 = 3.43)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는 긍정적인 고

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2) 우둔- 총명의 문항에서 일반 집단(평균 = 3.03)은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말더듬 집단(평균 = 2.50)은 말더듬 성인에 대해 일반 집단 보다 상대적으

로 더 우둔하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3) 감정이 메마르다-풍부하다의 문항에

서 일반 집단(평균 = 3.66)은 말더듬 성인에 대해 감정이 풍부하다는 긍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반해, 말더듬 집단(평균 = 2.69)은 일반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4) 자기비하적이다- 잘난체하다의 문항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말더듬 집

단(평균 = 2.88)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일반 집단(평균 = 2.41)은 말더듬 집단보

다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5) 융통성 없음- 있음 문항에서 일반

집단(평균 = 2.70)과 말더듬 집단(평균 = 2.53) 모두 말더듬 성인에 대해 융통성이 없다는 부정

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 집단이 말더듬 집단에 비해 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반 집단과 말더듬 집단의 비교결과를 요약하면, 일반 집단은 말더듬 집단보다 말더

듬 성인에 대해 더 폐쇄적이고, 자기비하적이며 융통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보였

다. 아울러, 일반 집단은 말더듬 집단과 비교하여 말더듬 성인은 우둔하지 않으며 또한 감정

이 풍부하다는 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나 . 학생집단과 말더듬집단

χ2검정을 사용하여 각 문항별 학생 집단과 말더듬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5개의

문항 중 3개의 문항, 즉 우둔하다-총명하다(문항 13번) , 감정이 메마르다- 풍부하다(문항 22

번) , 및 융통성이 없다- 융통성이 있다(문항 25번) 에서만 0.1 % 수준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이 3개의 문항은 일반 집단과의 말더듬 집단간의 차이를 보인 5개의 문항에 모두

속한다. 그러나 <그림 - 1>과 <표 - 2>를 참조하여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에 대한 결과를 해

석하면, (1) 우둔- 총명의 문항에서 학생 집단(평균 = 3.30)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반

하여 말더듬 집단(평균 = 2.50)은 말더듬 성인에 대해 학생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둔하다

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2) 감정이 메마르다-풍부하다 의 문항에서 학생 집단

(평균 = 3.56)은 말더듬 성인에 대해 감정이 풍부하다는 긍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반해,

말더듬 집단(평균 = 2.69)은 학생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

로 (3) 융통성 없음- 있음 문항에서는 학생 집단(평균 = 2.52)과 말더듬 집단(평균 = 2.53) 모두

말더듬 성인에 대해 융통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보였다.

학생 집단과 말더듬 집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학생 집단은 말더듬 집단에

비하여 말더듬 성인에 대해 총명하며 또한 감정이 풍부하다는 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학생 집단 및 말더듬 집단 모두 말더듬 성인은 융통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고

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표 - 3> 문항별 집단간 χ2 값 비교

문 항 번 호 말더듬- 일반 말더듬- 학생

1 . 폐 쇄 - 개 방

2. 신경질- 온화

3. 협조- 비협조

4. 수줍음- 대담

5. 적대- 우호

6. 자신감없음- 있음

7. 긴장- 이완

8. 민감- 둔감

9. 안절부절- 침착

10. 우울- 쾌활

25.32* * *

4.11

0.88

11.95*

7.32

1.04

1.14

10.56*

8.33

8.33

0.08

7.19

4.14

8.70

13.92*

4.40

1.56

2.97

1.32

23.81* * *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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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극적- 적극적

12. 차분- 부산

13 . 우 둔 - 총 명

14. 과묵- 말이 많음

15. 회피적- 사교적

16. 겁 많음- 없음

17. 수동적- 공격적

18. 두려워함- 확신

19. 내향적- 외향적

20. 주저함- 도전적

21. 불안정- 안정

22 . 감 정메마 름 - 풍 부

23. 완벽주의- 부주의

24 . 자 기비하 - 잘난 체

25 . 융 통성없 음 - 있 음

1.37

5.77

20.35* * *

8.69

6.63

1.27

4.92

1.54

4.74

8.88

16.37* *

36.22* * *

6.84

18.25* * *

28.75* * *

5.39

5.29

25.44* * *

2.04

4.68

7.03

9.07

3.39

4.34

10.82*

4.95

22.08* * *

6.72

1.61

18.78* * *

*p < .05, **p < .01, ***p < .001

Ⅳ. 논 의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집단, 말더듬 집단 및 학생 집단 모두

말더듬 성인은 항상 긴장한 상태에 있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둘

째, 일반 집단과 말더듬 집단을 비교한 결과, 일반 집단이 말더듬 성인에 대해 폐쇄적이고,

자기비하적이며 융통성이 없다는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보였다. 아울러, 일반 집단은 말더

듬 성인에 대해 우둔하지 않으며 또한 감정이 풍부하다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집단과 말더듬 집단을 비교했을 때, 학생 집단은 말더듬 성인에 대해 총명

하며 또한 감정이 풍부하다는 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말더듬 성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문항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집단, 말

더듬 집단 및 학생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났다는 본 연구결과는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

회의 모든 집단에 편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Doody et al. (1993)의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말더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 집단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본 연

구의 결과는 말더듬 원인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시키는 역



할을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Barbosa, Schiefer & Chiari (1995)에 따르면, 말더듬에 대한 이

론적인 지식이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말더듬에 대한 많은 이

론적인 지식이 있으나 확실하지 못하고 또한 끊임없는 논쟁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 즉 말더듬에 대한 확실한 이론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 진

리인 것처럼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말더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에 관계없

이 모든 집단에서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일반 집단 및 언어병리학 또는 특수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 집단이 말더듬 성인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제거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

법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해 회의적이게 된다. 그러나 말더듬에 대한 사회적인 고정관

념으로부터 파생되는 말더듬는 사람들의 고통스런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말더듬에 대한 부정

관념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말더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기초로 말더듬의 본질

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갖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계

몽이 요구된다. 또한 효과적인 말더듬 치료를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언어병리학 또

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임상실습에 관련한 교육을 통해 본인 자신이 갖

고 있는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확인케 하여 바꾸도록 하는 계속적인 교육기관

의 노력이 요구된다(Hulit & Wirtz, 1994).

또한 일반 집단은 총명하다-우둔하다 의 문항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학생

집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비해, 반면에 말더듬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부정

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결과는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말더듬 집단이 말더듬

성인에 대해 총명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그들이 다른 말더듬 성인을 직접 관찰함

으로서 얻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오랫 동안 자신이 겪어온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생긴 고정관

념일 수 있다. 즉 정상인에 비해 학업성취능력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는 없으나, 직장 또는 사

회에서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만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말더듬 성인이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직업은

포기하고 가능한 한 대화를 적게 요구하는 직종을 마지 못해 가는 현실이 야기된다. 한편, 말

더듬 성인은 자신이 총명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였지만, 일반 집단과 학생 집단이 중립적

또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더듬 성인을 치료하는데 있어, 실제로 주위사람들

은 말더듬 성인을 우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객관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집단, 말더듬 집단 및 학생 집단 모두가 말더듬 성인이 긴장하고 있

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말더듬 순간의 긴장된 얼굴표정 및 부

수적인 신체적 행동의 생생한 시각적인 이미지가 직접, 간접적으로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데



한국 말더듬 성인에 대한 고정관념 연구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Kalinow ski, Stuart & Arm son, 1996). 말더듬 행동에 대한 생

생한 이미지는 대중매체나 또는 문학작품을 통해 모든 집단에게 실감있게 전달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고정관념에 비해 말더듬 성인이 긴장하고 있다는 고정관념은 모든 집단에서 공

통적으로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고정관념의 유형이다. Bushey & Martin (1988)에 의하면, 말

더듬는 사람들이 보이는 회피행동(avoidance behavior s )에 대해 자세히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는 항상 말을 더 심하게 더듬는 현상이 자세히 묘

사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Bu shey & Martin에 의하면, 말더듬는 사람을 인물로 설정한 아동

도서 20권 중 한권을 제외한 모든 도서에서 말더듬는 사람의 성격의 특성을 겁이 많고, 수줍

어하며, 매력적이지 못하고, 회피적이며 또한 감정적으로 불안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말더듬 성인 또는 아동을 인물로 설정한 도서가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대로 그러한 도서를 말더듬 치료도구

(therapeutic device)로 사용할 수 있다(Bushey & Martin , 1988). 즉 말더듬 성인 및 아동에

대해 자세히 묘사한 책을 읽고 난 후 언어임상가와 책 내용에 대해 토의를 함으로써 일반인

들이 말더듬는 사람에 지니고 있는 편견이 잘못된 것임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고, 또한 말더

듬는 사람 스스로가 말더듬에 대한 잘못된 태도 및 신념을 파악하여 수정하게 할 수 있다

(T rotter & Silverman , 1976).

본 연구를 통해 말더듬 성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일반 집단과 학생 집단 및 말더듬 집단

모두에 편재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나, 말더듬 고정관념 연구가 말더듬 성인이 자신의 직업선

택 및 말더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개선을 위한 계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 종류에 따

른 말더듬 고정관념에 관한 차이에 관한 조사연구 및 말더듬 아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고정관

념에 관한 조사연구가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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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설문조사서

응답자 성명: _____________ 응답자 성별: 남, 여 응답자 나이: ___________

응답자 직업: _____________ 응답자 학력: __________ 가족 중 말더듬 유무: 예, 아니오

본 설문조사는 성인 남자 말더듬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답

을 하시기 전에, 말을 더듬는 성인 남자를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말더듬 성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한 곳에만)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말더

듬 치료 및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 ○○○○ ◇◇◇◇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1. 폐쇄적이다 개방적이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2. 신경질적이다 온화하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3. 협조적이다 비협조적이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4. 수줍어하다 대담하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5. 적대적이다 우호적이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6. 자신감이 없다 자신감이 있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7. 긴장되어 있다 이완되어 있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8. 민감하다 둔감하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9. 안절부절하다 침착하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10. 우울하다 쾌활하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11.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12. 차분하다 부산스럽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13. 우둔하다 총명하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14. 과묵하다 말이 많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15. 회피적이다 사교적이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16. 겁이 많다 겁이 없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17. 수동적이다 공격적이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18. 두려워하다 확신에 차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19.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20. 주저하다 도전적이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21. 불안정하다 안정되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22. 감정이 메마르다 감정이 풍부하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23. 완벽주의다 부주의하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24. 자기비하적이다 잘난체하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25. 융통성이 없다 융통성이 있다
매우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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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 RA CT

A Study on St er eotypes
of the K or ean Male Adu lt s w ho Stut ter

H y u n - S ub S im *1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T 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f stereotypes of the typical Korean adult s

who stutter exist and to find out their characteristics, if any . F or this purpose, normal

adult s (NA )(N =103), adult s who stutter (AWS )(N=40) and graduate student s who w ere

studying speech - language pathology or special education (GS )(N =57) were asked to circle

one of the seven intervals on each of the 25 item s which show trait s which are used in

order to describe stutterer s. T he findings were as follow s : (1) all three groups hold an

unfavorable stereotype that adult s who stutter are tense, (2) NA showed more negative

stereotypes on self- derogatory - bragging, guarded- open, and inflexible- flexible item s

than AWS, but showed more positive stereotypes on dull- intelligent and bland- emotional

item s than AWS , and (3) GS showed more positive stereotypes on dull- intelligent and

bland- emotional than AWS . Some clinical implication s of the finding s are discussed.

* E - mail: simhs @mm .ewh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