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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고도홍․신문자. 유창성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비유창성과 말속도에 한 비교 연구. 언
어청각장애연구, 2004, 제9권, 제2호, 102-115. 본 연구는 4, 5세 유창성장애 아동 10명과 

정상 아동 10명을 상으로 비유창성 유형( 형  비유창성, 비 형  비유창성)과 말속도(

체말속도, 조음속도)의 특성을 비교하 다. 연구 결과, 정상 아동에게서 가장 빈번했던 비유창

성 유형은 삽입(평균 4.3회)이었으며, 형  비유창성이 체 비유창성 유형의 86.36 %로 나

타났다. 유창성장애 아동에게서 가장 빈번했던 비유창성 유형은 음 반복(평균 5.7회)이었으며, 

비 형  비유창성이 체 비유창성 유형의 54.09 %로 나타났다. 형  비유창성은 제시상황

간에, 비 형  비유창성은 아동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상 아동의 체말속도는 놀

이상황에서 평균 4.94 SPS(Syllables Per Second), 과제상황에서 평균 3.66 SPS 으며 유창성

장애 아동은 놀이상황에서 평균 4.84 SPS, 과제상황에서 평균 3.36 SPS 다. 정상 아동의 조음

속도는 놀이상황에서 평균 5.07 SPS, 과제상황에서 평균 3.99 SPS 으며 유창성장애 아동은 놀

이상황에서 평균 5.26 SPS, 과제상황에서 평균 4.32 SPS 다. 체말속도와 조음속도는 제시상

황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유창성장애 아동의 경우 놀이상황에서 체말속도와 조음속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핵심어: 말더듬, 형  비유창성, 비 형  비유창성, 체말속도, 조음속도

Ⅰ. 서  론

유창성장애는 일반 으로 말더듬(Stuttering)이라고 불리는 말장애의 한 종류이며 말의 흐름에 

붕괴를 가져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Ambrose & Yairi, 1999). 이러한 유창성장애는 그 시작과 특성에 

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유창성장애의 표면  자질인 비유창성 유형과 유창성장애

의 표  특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말속도(Guitar, 1998)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유창성장애가 2세 - 5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언어발달의 시기와 맞물

리기 때문에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비유창성이 발달 인 과정에서의 비유창성인지 문제가 되는 말더듬

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유창성 유형을 나 는 기 은 학자마다 조 씩 다르게 제시되어 왔지만 유창성장애를 특징짓

는 비유창성 유형은 단어를 기 으로 하여 이보다 작은 단 의 요소들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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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Zebrowski(1994)는 정상인에게서도 나타나는 형  비유창성(typical disfluency)을 단어

간 비유창성(between-word speech disfluencies)으로, 유창성장애인들이 주로 보이는 비 형  비유창

성(atypical disfluency)을 단어내 비유창성(within-word speech disfluencies)으로 분류하 다. 

말속도는 연구자들마다 다른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말더듬 빈도를 90 - 100 %까지 감소시

키는 조건의 하나로서 느린 말속도를 제시하고 있고(Andrews et al., 1983), 재 임상에서는 유창성장

애를 평가할 때 말속도의 측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Guitar, 1998; Zebrowski, 1994). 이는 말속도가 

말더듬의 정도(severity)와 계가 있고 의사소통에 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며(신문자, 2000), 말더듬

이 정상 인 말속도에 얼마나 많은 향을 주는지 악하여 언어치료사가 말더듬을 치료하 을 때 말

속도가 정상범  안에 안정되는 것을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Guitar, 1998). Kloth et al.(1995)은 유창

성장애 가계력이 있는 93명의 아동을 상으로 종단  연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체 아동  26명

이 유창성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이 아동들을 유창성장애로 진단 받지 않은 아동과 비교한 결과 유창성

장애 아동이 말속도가 더 빨랐다.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조음속도

의 편차가 더 많았다. Hall, Amir & Yairi(1999)는 학령 기 유창성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조음속도 

변화를 종단 으로 연구하 다. 유창성장애가 시작된 지 3개월 이내의 아동을 상으로 2년 후 회복된 

아동과 회복되지 않은 아동을 분류하고, 정상 아동과 비교하여 측정한 결과, 조음속도는 유창성장애가 

회복된 아동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속도가 느리게 측정되었으나 당음 수에서 세 집단간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말속도와 비유창성과의 계를 비교하기 한 연구에서 Ryan(1992)

은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의 조음과 언어, 말속도, 비유창성 특징간의 계를 알아보고자 하 지

만, 아동간 유의한 상 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성장애 성인 10명을 상으로 하여 말

하기 상황과 읽기 상황에서의 말속도와 유창성 측정을 실시한 신문자(2000)는 읽기가 말하기보다 빠른 

말속도를 나타내었으나 유창성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Karlinowski, Armson & 

Stuart(1995)도 말속도를 빠르게 할 경우 비유창성 빈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읽기속도는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비유창성 발생빈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말속

도와 비유창성의 발생을 단순히 발화시간의 문제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창성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비유창성 유형을 형  비유창성

과 비 형  비유창성으로 분류하여 제시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 다. 한 유창

성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체말속도(Overall Speech Rate)와 조음속도(Articulation Rate)를 측정하

고 제시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 으며, 제시상황에 따

른 체말속도와 조음속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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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4세, 5세 아동을 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에 참여

한 아동은 총 20명으로 유창성장애 아동 10명(남자아동 10명), 유창성장애 아동과 생활연령을 2개월 이

내로 일치시킨 정상 아동 10명(남자아동 6명, 여자아동 4명)이다. 유창성장애 아동은 58.7개월± SD(연

령범  48 - 70개월)이었으며, 정상 아동은 58.9개월 ±SD(연령범  50 - 70개월)이었다. 

2. 연구 차  도구

검사는 유창성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 모두 검사자와의 1:1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검사자

는 검사를 실시하기  언어  인지검사를 통해 아동과 친 감을 형성한 후 ‘아이스크림 놀이’와 ‘블록 

놀이’ 장난감을 사용한 놀이상황과 4 - 6세 아동 상의  자 없는 그림책 1(신혜원․이은홍, 2001)

을 이용한 과제상황을 통해 아동의 발화를 수집하 다. 발화는 비디오(삼성 VMB-730)  오디오

(SONY netMD Walkman MZ-N710)로 녹화  녹음하 다. 수집한 발화는 검사 후 하루 안에 사하

여 정확성을 높 다.

3. 자료분석

가. 비유창성 분석(유형,  빈도)

놀이상황과 과제상황을 통해 수집한 아동의 발화를 모두 사하 다. 사한 발화  불명료한 

발화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Ambrose & Yairi, 1999). 한 정이나 부정을 나타내는 1어  발화( : 

네, 알았어, 싫어요, 아니요)는 아동이 자주 사용하며 유창하게 발화하여 유창성을 인 으로 확 시

킬 수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 다(Ambrose & Yairi, 1999). 사한 발화  첫 4발화를 제외하고 

순서 로 200음 을 선택한 뒤, 앞, 뒤 50음 씩을 제외한 100음 을 체계  말더듬분석법(Campbell & 

Hill, 1993; 신문자, 1995; 신문자, 1996)을 수정한 체계  비유창성 분류유형 방식으로 분석하여 비유창

성의 유형  빈도를 계산하 다(<표 -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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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체계  비유창성 분류유형 

유형 설명

형

주

(Hesitation)
1  는 그 이상의 침묵.

삽입

(Interjection)
의미 달과 계없는 모음, 낱말, 구를 발화에 포함하는 것.

수정

(Revision)
발화 시 달내용, 문법형태나 낱말의 발음 등을 바꾸어 말하는 것. 

미완성

(Unfinished)

낱말이나 발화를 완성하지 않고 끝내는 것. 보통 수정(Revision)이 

뒤따름.

구반복

(Phrase repetition)
두 개 이상의 완성된 낱말에서의 반복.

단어반복

(Word repetition)
낱말 체의 반복. 일음  단어도 포함.

비

형

음 반복

(Syllable repetition)
소리반복과 낱말반복의 간으로 음 만 반복.

소리반복

(Sound repetition)
한 음소나 이 모음의 일부만을 반복.

연장

(Prolongation)
음운이나 모음의 한 요소가 부 하게 길게 지속되는 것.

막힘

(Block)

음운을 시작하거나 열음 발화 시 생기는 부 한 시간차로 인

해 소리가 막히는 것.

나. 말속도 분석

사한 자료를 발화 단 로 나  후 놀이상황과 과제상황에서 아동별로 각각 발화 10개씩을 선

택하고(Yaruss & Conture, 1995; 김지연, 2001), 체말속도(내용 달 음 수 ÷ 2  이상의 쉼과 머뭇거

림을 제외한 발화지속시간)와 조음속도(유창한 음 수÷유창한 발화의 체지속시간)를 계산하 다. 

발화선택의 기 은 <표 - 2>에 나와 있는 배소 (2000)과 Yaruss & Conture(1995), Walker et al. 

(1992)을 참고로 하 다. 각 발화는 발화에 포함된 음 수를 세고, 그 발화를 음성분석기기인 PCQuirer 

4.9.6 에 형(waveform)으로 입력시켰다. 발화의 시작에서 끝까지 걸린 발화지속시간( )을 형을 통

해 구한 후, 음 수를 발화지속시간( )으로 나 는 당음 수(Syllables Per Second)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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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발화선택의 기

발화선택기 시

1. 끝이 분명하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억양이어

야 한다(배소 , 2000).

① “그 다음 어떻게 하지?↗”

② “엄마는 벽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2. 발화간의 쉬는 부분이 2  이상일 경우 다른 

발화로 인정한다(배소 , 2000). 단, 유창성장애 

아동의 경우, 분명한 억양의 변화 없이 특정낱

말에서 막힘이나 연장으로 인해 2  이상을 쉬

는 것은 한 발화 안에 포함하며 비유창한 발화

로 결정한다.

“사슴을 쫓는다고 그러는데...(2  이상 휴

지)...어 나뭇꾼한테 살려달라고 했어.”

발화1: 사슴을 쫓는다고 그러는데

발화2: 어 나뭇꾼한테 살려달라고 했어

3. 완  이해 가능한 발화를 선택한다. 조음정확도

가 발화의 이해에 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불

완 해도 이해 가능하다면, 발화의 종류를 이해

가능한 발화로 결정한다. 그러나 음 수의 측정

에 어려움이 있으며 완 이해가 어려운 발화는 

선택에서 제외한다(배소 , 2000). 

① “내가 아이쯔크이 만들래요”→아이스크

림을 의미하는 발화로서 이해 가능하므

로 완 이해가능한 발화로 결정.

② “왜 이 게***”→뒤의 음 수 측정이 

확실하지 않으며 발화의 이해가 불가능

하므로 발화선택에서 제외.

4. 노래하기나 숫자세기 등의 기계  발화는 발화

선택에서 제외한다(배소 , 2000).

“일, 이, 삼, 사, 오, 륙, 칠, 팔, 많다.”와 같은 발

화는 선택에서 제외.

5. 아동이 산출한 짧은 발화는 화자의 화용  의

미에 따라 하게 느리거나 빠른 말속도로 

산출되기 때문에 선택에서 제외하고(Yaruss & 

Conture, 1995), 6음  이상의 발화를 선택했던

(Walker et al., 1992)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

여, 이 연구에서는 2어조합 이상이며 5음  이

상의 발화를 분석 상으로 한다. 

① “네, 응, 싫어, 나왔다, 이거”와 같은 1어

 발화는 선택에서 제외.

② “아이스크림”의 경우 5음  단어이지만 2

어조합의 발화가 아니므로 선택에서 제외.

③ “이거 뭐야?”의 경우 2어조합의 발화이지만 

5음 미만의 발화이므로 선택에서 제외.

6. 의성어나 의태어의 경우, 단순 발성이 아닌, 의

미 있는 것일 때만 낱말로 인정하므로(배소 , 

2000) 단순 발성이 들어간 발화는 선택에서 제

외한다.

① 아이스크림 만들기 도구를 르며 “ 차 

차 차...”라고 발화한 경우 선택에서 제외.

② “우리집에 멍멍이 있는데”의 경우 발화

에 포함.

7. 첩된 발화는 PCQuirer 형의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발화선택에서 제외한다.

4. 자료의 통계처리

4, 5세 유창성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제시상황에 따른(놀이상황, 과제상황) 비유창성 유형  

빈도의 차이 여부와, 유창성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제시상황에 따른(놀이상황, 과제상황) 말속도(

체말속도, 조음속도)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SPSS 10.0 로그램을 사용한 이원분산분석을 시

행하 다. 한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이 제시상황에 따라 체말속도와 조음속도간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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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하여 t 검증을 실시하 다.

Ⅲ. 연구 결과

1.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의 비유창성 유형과 빈도에 한 연구 결과

가.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의 비유창성 유형  빈도

놀이상황과 과제상황 각각 100음 씩, 총 200음 의 발화에서 나타난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의 비유창성 유형  빈도수는 <그림 - 1>에 그래 로 제시되어 있으며, 비유창성 유형의 평균 빈

도수와 비율은 <표 - 3>에 제시하 다. <표 -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정상 아동의 발화에서 가장 많

이 찰된 비유창성 유형은 삽입(평균 4.3회)으로, 체 비유창성의 48.86 %를 나타내었다. 유창성장애 

아동에게서 가장 많이 찰된 비유창성 유형은 음 반복(평균 5.7회)으로 체 비유창성의 35.85 %를 

나타내었다. 형  비유창성과 비 형  비유창성의 하 역으로 분류해서 비교한 결과, 정상 아동

은 형  비유창성이 체 비유창성의 86.36 % 으며, 비 형  비유창성이 13.64 %로 나타났다. 반

면, 유창성장애 아동은 형  비유창성이 체 비유창성의 45.91 % , 비 형  비유창성이 54.09 %로 

비 형  비유창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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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 삽입 미완성 수정 구반복 단어반복 음절반복 소리반복 연장 막힘

비유창성 유형

비유창성
 빈도수

유창성장애아동

정상아동

<그림 - 1> 놀이상황과 과제상황(총 200음 )에서 나타난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의 비

유창성 유형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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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놀이상황과 과제상황(총 200음 )에서 나타난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의 비유
창성 유형의 평균 빈도수와 비율

정상 아동(n = 10) 유창성장애 아동(n = 10)

평균(SD) 비율(%) 평균(SD) 비율(%)

형

주 (H)

삽입(I)

미완성(U)

수정(Rv)

구반복(Rp)

단어반복(Rw)

0.3(0.48)

4.3(4.08)

1.3(0.95)

1.1(0.74)

0.2(0.63)

0.4(0.70)

 3.41

 48.86*

14.77

12.50

 2.27

 4.55

 0.2(0.63)

 3.2(3.22)

 1.7(1.42)

 1.0(0.82)

 0.0(0.00)

 1.2(1.62)

 1.26

20.12

10.69

 6.29

 0.00

 7.55

합계 7.6(1.55) 86.36  7.3(3.13) 45.91

비

형

음 반복(Rsy)

소리반복(Rs)

연장(P)

막힘(B)

1.2(0.79)

0.0(0.00)

0.0(0.00)

0.0(0.00)

13.64

 0.00

 0.00

 0.00

 5.7(4.81)

 0.4(0.52)

 1.9(5.04)

 0.6(1.35)

 35.85*

 2.52

11.95

 3.77

합계 1.2(0.60) 13.64  8.6(7.66) 54.09

총 합 8.8(1.31) 100.00 15.9(1.73) 100.00

*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난 비유창성 유형

나. 아동집단과 제시상황에 따른 형  비유창성 연구 결과

주 와 삽입, 미완성, 수정, 구반복, 그리고 단어반복을 포함하는 형  비유창성의 평균은 정상 

아동의 경우 놀이상황에서 평균 3.00회(SD = 1.56), 과제상황에서 평균 4.60회 (SD = 3.10) 으며, 유창성

장애 아동의 경우 놀이상황에서 평균 2.80회(SD = 1.93), 과제상황에서 평균 4.50회(SD = 2.55) 다. 아

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표 - 

4> 참조). 

<표 - 4> 아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른 형  비유창성에 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아동집단

제시상황

아동집단 × 제시상황

0.225

27.225

2.500E-02

1

1

1

0.225

27.225

2.500E-02

0.040

4.888

0.004

0.842

0.033*

0.947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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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집단과 제시상황에 따른 비 형  비유창성 연구 결과

음 반복, 소리반복, 연장, 막힘을 포함하는 비 형  비유창성의 평균은 정상 아동의 경우 놀이

상황에서 평균 0.30회(SD = 0.67), 과제상황에서 평균 0.90회(SD = 0.88) 으며, 유창성장애 아동의 경우 

놀이상황에서 평균 4.00회(SD = 3.59), 과제상황에서 평균 4.60 회(SD = 4.81)로 나타났다. 아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5>와 

같다. 

<표 - 5> 아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른 비 형  비유창성에 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아동집단

제시상황

아동집단 × 제시상황

136.900

  3.600

  0.000

1

1

1

136.900

  3.600

  0.000

14.694

 0.386

 0.000

0.000*

0.538

1.000

* p< .001

2.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의 말속도 연구 결과

가. 체말속도와 조음속도 연구 결과

(1) 체말속도(overall speech rate)

체말속도(overall speech rate)의 평균은 정상 아동의 경우 놀이상황에서 4.94 SPS(SD= 0.52), 

과제상황에서 3.66 SPS(SD = 0.59) 으며, 유창성장애 아동의 경우 놀이상황에서 4.84 SPS(SD = 1.08), 

과제상황에서 3.36 SPS(SD= 0.85)로 나타났다. 체말속도가 아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표 - 6>참조).

<표 - 6 > 아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른 체말속도에 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아동집단

제시상황

아동집단 × 제시상황

 0.390

18.948

 0.105

1

1

1

 0.390

18.948

 0.105

 0.618

30.011

 0.166

0.437

0.000*

0.686

* p< .001



언어청각장애연구

110

(2) 조음속도(articulation rate)

조음속도(articulation rate)의 평균은 정상 아동의 경우 놀이상황에서 5.07 SPS(SD= 0.55), 과제

상황에서 3.99 SPS(SD = 0.61) 으며, 유창성장애 아동의 경우 놀이상황에서 5.26 SPS(SD = 0.98), 과제

상황에서 4.32 SPS(SD= 0.64)로 나타났다. 아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 7>과 같다. 

<표 - 7> 아동집단  제시상황에 따른 조음속도에 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제곱평균 F p

아동집단

제시상황

아동집단 × 제시상황

0.673

10.211

4.692E-02

1

1

1

0.673

10.211

4.692E-02

 1.319

20.001

 0.092

0.258

0.000*

0.764

* p< .001

나. 체말속도와 조음속도의 비교 연구 결과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이 제시상황에 따라 체말속도와 조음속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지를 검증하기 해 t 검증을 실시하 다(<표 - 8>). 정상 아동의 경우, 놀이상황에서의 체말속

도와 조음속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과제상황에서는 체말속도와 조음속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창성장애 아동의 경우, 놀이상황과 과제상황 모두에서 체말속도와 조음속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 8> 제시상황별 체말속도와 조음속도에 한 t 검증 결과

평균(표 편차) 자유도 t p

정상 아동

놀이상황
체말속도

조음속도

4.94(0.52)

5.07(0.55)
9 2.188 0.056

과제상황
체말속도

조음속도

3.66(0.59)

3.99(0.61)
9 4.035 0.003*

유창성장애 

아동

놀이상황
체말속도

조음속도

4.84(1.08)

5.26(0.98)
9 3.086 0.013*

과제상황
체말속도

조음속도

3.36(0.85)

4.32(0.64)
9 6.526 0.000**

* p< .05 ,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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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1. 비유창성의 유형  빈도

가.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의 상황별 비유창성 유형  빈도수

정상 아동은 삽입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었으며, 미완성과 음 반복, 수정이 뒤를 이었

다. 반복의 경우, 음 반복이 반복의 종류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했으며, 단어반복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아동의 가장 빈번한 비유창성 유형이 삽입이라는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한다(Yairi, 1981; Wexler & Mysak, 1982; DeJoy & Gregory, 1985; Guitar, 1998). 유창

성장애 아동은 음 반복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 으며, 그 다음으로 삽입과 연장이 많았다. 이 결과 

역시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을 비교하 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Yairi & Lewis, 1984; 

신문자, 1996; Ambrose & Yairi, 1999). 체 비유창성 빈도의 경우 정상 아동이 총 88회, 유창성장애 

아동이 총 159회로 유창성장애 아동이 약 2배의 비유창성 빈도를 나타내었다. 

나. 형  비유창성과 비 형  비유창성

형  비유창성 유형의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놀이상황과 과제상황에 따른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 36) = 4.888, p = 0.033). 이를 통해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 모두 상황에 

따라 형  비유창성이라 불리는 주 , 삽입, 미완성, 수정, 구반복  단어반복을 발화에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제시상황의 변화에 따라 두 집단의 아동 모두 형  비유창성이 유의하게 변

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놀이상황보다 과제상황에서 형  비유창성이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 모두 과제상황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다면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비유창성의 질 , 양 인 차이는 무엇인

가? 이에 한 해답은 비 형  비유창성의 빈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비 형  비유창성은 정상 아동

과 유창성장애 아동 집단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F(1, 36) = 14.694, p< 0.001). 이러한 결과는 

청자가 부분 단어내 비유창성(within-word speech disfluencies)이 있는 사람의 발화를 유창성장애

라고 단하며, 단어간 비유창성(between-word speech disfluencies)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상이라

고 단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 해  수 있었다(Zebrowski, 1994).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

동은 제시상황에 따라서는 비 형  비유창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비 형  비유

창성이 유창성장애 아동에게만 유의하게 나타나는 단어내 비유창성이므로, 유창성장애 아동과 정상 아

동의 비유창성 유형의 질  차이를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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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속도

가.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의 체말속도와 조음속도

체말속도 측정 결과, 정상 아동은 제시상황별 말속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 던 선행연구와 일

치하 다(F(1, 36) = 30.011, p <0.001)(Walker et al., 1992; 김지연, 2001). 유창성장애 아동의 경우 과제

상황별로 정상 아동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치 으로 약간 느린 체말속도를 나타내었

다. 이는 유창성장애 아동이 정상 아동보다 빠른 속도로 말하지는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한

다(Kelly & Conture, 1992; Ryan, 1992; Yaruss & Conture, 1995). 한 놀이상황과 과제상황에 따른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의 체말속도 변화 역시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데(김지연, 2001; Walker 

et al., 1992), 이러한 결과는 형  비유창성의 결과처럼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 모두 제시된 과

제나 상황에 해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한 그림책을 보며 말하기 과제를 수행할 경우 놀이상황에 

비해 말운동을 통제하는 능력뿐 아니라 과제에 한 주의집  능력과 언어  능력이 좀 더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음속도 측정 결과, 유창성장애 아동은 수치 으로 약간 빠른 조음속

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 으로는 체말속도와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 역시 정상 아동

과 유창성장애 아동사이에 말속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다고 할 수 있

다(Ryan, 1992; Yaruss & Conture, 1995; Hall, Amir & Yairi, 1999). 놀이와 과제상황에서 발생한 조음

속도의 차이는 과제상황에서 유의하게 느린 말속도를 산출하여, 체말속도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

다(F(1, 36) = 20.001, p< 0.001). 

나. 체말속도와 조음속도의 비교

정상 아동은 놀이상황에서 체말속도와 조음속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과제상황에서 

조음속도가 체말속도보다 유의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창성장애 아동은 놀이상황과 과제

상황 모두에서 조음속도가 체말속도보다 유의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상황에서 나타난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의 차이는 비유창성이 있는 발화와 유창한 발화 속도의 차이가 정상 아동에게

는 나타나지 않지만 유창성장애 아동에게는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상 아동과 유창성

장애 아동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형  비유창성이 아닌 유창성장애 아동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비 형

 비유창성이 체말속도와 조음속도간에 유의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과제상황에서 

두 아동집단간에 나타난 결과는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 모두 형  비유창성의 빈도가 제시상

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결과를 토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 

모두 제시된 과제나 상황에 따른 부담과 아동에게 요구되는 능력에 의해 형  비유창성 역의 빈도

가 증가하 으므로 비유창성이 있는 발화를 포함하는 체말속도가 조음속도보다 유의하게 느린 결과

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유창성장애 아동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나는 비 형  비유창성 

역의 빈도가 어들 경우, 체말속도와 조음속도가 정상 아동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유창성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비유창성과 말속도에 한 비교 연구

113

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유창성장애 아동의 치료 효과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이 비유창성 유형에서 형  비유창성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비 형  비유창성에서 서로 다른 질 , 양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청자에게 유창성장애와 정상을 구분짓게 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Zebrowski, 1994). 그

리고 정상 아동과 유창성장애 아동의 말속도는 개인차로 인한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말속

도가 유창성장애와 직 인 련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뒷받침 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Karlinowski, 

Armson & Stuart, 1995; Yaruss, 1997). 즉, 유창성장애 아동에게 말속도를 늦추는 것은 모든 아동에게 

용하는 것 보다 그 아동의 말속도가 비유창성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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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Disfluency Characteristics and Speech Rate of 

Stuttering and Nonstuttering

Hee Cheong Chon
(Shin’s Speech-Language Clinic)

Do Heung Ko
(Division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Hallym University)

Moon Ja Shin
(Shin’s Speech-Language Clinic)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stuttering children with nonstuttering children in terms 

of (a) the domain of typical disfluency, (b) the domain of atypical disfluency, (c) the overall speech 

rate, (d) the articulation rate, and (e) the relation of the overall speech rate and the articulation rat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 disfluency type of stuttering children 

was ‘syllable repetition’ and that of nonstuttering children was ‘interjection’. Second, in the domain 

of typical disfluenc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free interaction context and the 

story telling context were observed in both group. In the domain of atypical disfluenc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observed in each context. Third, the mean overall 

speech rate was 4.84 SPS(Syllables Per Second) and 4.94 SPS in the free interaction context and 3.36

SPS and 3.66 SPS in the story telling context, for the stuttering and nonstuttering children, 

respectively. In both child group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free 

interaction and story telling contexts in the overall speech rate. Fourth, the mean articulation rate 

was 5.26 SPS and 5.07 SPS in the free interaction context and 4.32 SPS and 3.99 SPS in the story 

telling context, for the stuttering and nonstuttering children, respectively. In both child group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free interaction and story telling contexts in the 

articulation rate. Fifth, the stuttering children had a significantly different speech rate between the 

overall speech rate and the articulation rate in both contexts. However, the nonstuttering children did 

not have a significantly different speech rate in the free interaction context. 

Key Words: stuttering, typical disfluency, atypical disfluency, overall speech rate, articulation r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