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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speech disflu-
ency in school-age children with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HF-ASD), 
children who stutter (CWS), and control children on reading, story retelling, and picture de-
scription tasks. Methods: Seven HF-ASD, 6 CWS, and 8 control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participants ranged in age from 6 to 8 years and were matched for age and vo-
cabulary ability. Speech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ree speaking tasks, and disfluency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and classified as stuttering-like disfluencies (SLD) or other 
disfluencies (OD). Results: Three groups did not differ in OD frequencies across the three 
speaking task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F-ASD and CWS groups 
in total disfluencies (TD) on the picture description task with SLD on the story retelling and 
picture description tasks. In the HF-ASD group, TD frequency in story retelling and OD fre-
quency in story retelling and picture descrip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their reading performance; SLD frequency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cross tasks. In SLD 
subtyp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ingle-syllable repetition, part-word repeti-
tion and prolongation frequencies between the HF-ASD and CWS groups, but the CWS 
group produced more blocks than the HF-ASD group. Conclusion: These results demon-
strate that, similar to children who stutter, school-age children with HF-ASD are disfluent in 
their verbal production except for reading.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disfluent speech 
characteristics of HF-ASD children should be considered in evaluation and intervention.

Keywords: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Stuttering, Other disfluencies, 
Stuttering-like disfluencies

최근 언어 및 인지능력이 잘 보존된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HF-ASD)에 관한 연

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

tion, 2013)에 의하면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

der)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결함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이라는 두 가지 핵심영역에 있어 증상에 여러 중증

도 수준(severity level)을 보이는 신경발달장애’로 정의된다. 이중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화에 참여하는 빈도가 낮으며, 적절한 반응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보이

나(Paul, Orlovski, Marcinko, & Volkmar, 2009), 자폐 증상과 언어

적 손상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인지 및 언어능력에서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아동들이다(Kjelgaard & Tager-Flusberg, 

2001; O’Connor & Hermelin, 1994).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아동들과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화용론적 결함(pragmatic language deficits) 

이외에, 비교적 언어능력의 손상이 두드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구문/형태, 음운처리 등의 다양한 언어영역에서 일반아동들

과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Charman, Drew, Baird, & Baird, 

2003; Choi et al., 2015; Kover, McDuffie, Hagerman, & Abbeduto, 

2013; Kover et al., 2014; Rutter, Mawhood, & Howlin, 1992).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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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 기준으로 소아기(3세 이전)에 언어발

달과 상징놀이의 지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을 

비롯하여 Kover 등(2013)은 4-11세의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

동들도 수용 및 표현어휘 모두 정상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지연되었

으며 정상아동과는 달리 수용어휘에서 약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Tager-Flusberg (2004)는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이 언어능력에서의 지체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으나 저장된 의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낮은 구문론적 지식 수

준에서 언어를 구사하여 의사소통 기능에 결함이 있다고 하였다.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이야기 말하기를 분석하면 일반

아동보다 이야기 구성능력이 유의하게 낮고(Cho & Lee, 2017), 담

화적 결속 장치의 사용빈도가 적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데 어려

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aixauli, Colomer, Roselló, & Miran-

da, 2016; Cho & Lee, 2017).

언어능력의 어려움 이외에 말 산출능력과 관련된 고기능 자폐스

펙트럼장애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폐 증상이 뚜렷한 자폐스펙트럼장애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폐

스펙트럼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과 

아동들이 운율과 공명, 강세, 조음, 유창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

인다고 보고하였다(Paul et al., 2005; Shriberg et al., 2001). 자폐스

펙트럼장애 아동들의 음성은 대체로 음도가 높고, 음도의 범위가 

좁아서 단조롭게 들리며(Goldfarb, Goldfarb, Braunstein, & Scholl, 

1972 ; Pronovost, Wakstein, & Wakstein, 1966), 음질 측면에서도 

목쉰 소리나 거친 소리, 과대 비음화의 경향이 나타났다(Pronovost 

et al., 1966).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의 운율적 특성의 결함

으로 결핍된 억양과 과도한 강세, 부적절한 구반복과 수정, 부적절

한 속도 등의 비전형적인 운율구를 사용하였고(Bagshaw, 1978; 

Fletcher, 1976; Fosnot & Jun, 1999; Goldfarb et al., 1972; Hargrove, 

1997; Shriberg et al., 2001), 조음적인 측면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조음의 속도 및 말속도가 유의하게 느

리며 대화 중 잦은 쉼과 긴 쉼이 나타났다(Park, 2011). Hietala와 

Spillers (2005)는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진단받은 10대 청소년들의 

발화에서 ‘football-ball’과 같은 끝 음절 반복(final syllable repeti-

tion)과 ‘cat-at’과 같은 ‘각운 반복(rhyme repetitions)’이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특성이 다양한 영역에서 보고되

고 있으며 이들 집단의 이질적인 특징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렇게 보고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이들의 비유창성에 관한 문제

들이다. 현재까지 국외에서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집단에 관한 

비유창성 연구는 소수이며, 국내에서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최

근 들어, 국내외에서 말더듬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장애

군에 대하여 기존 비유창성 분석틀에 맞춰 그들의 비유창성을 분

석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지적장애(mental retar-

dation)와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e)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관련 선

행연구들은 지적장애인 중 2%-20%가 말더듬을 동반하며(Karlin 

& Strazzula, 1952; Schlanger, 1953), 다운증후군 중 10%-45%가 말

더듬을 동반한다고 보고하였다(Keane, 1970; Schlanger & Gottsle-

ben, 1957). ADHD 관련 연구에서는 ADHD 아동들이 일반아동

에 비해 반복과 간투사가 많이 나타나고(Lim & Hwang, 2009), 일

반아동보다 정상적 비유창성(other disfluencies, OD)과 비정상적 

비유창성(stuttering-like disfluencies, SLD) 빈도가 더 높다라고 보

고하였다(Lee, Sim, Lee, & Choi, 2017).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 중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와 달리 소아기에 언어발달지연을 보이

지 않는 아스퍼거증후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Klin, Volkmar, & Sparrow, 2000)의 비유창성 특성에 관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10-50대의 아스퍼거증후군 중 67%가 음소 및 음

절, 단어 반복과 단단어 수정을 포함한 ‘부적절한 또는 비유창한 

구절’을 나타내며, 이는 발달된 언어능력을 가진 자폐스펙트럼장애 

집단에서도 일반적인 운율의 문제를 보이며 부적절한 강세의 사용

과 비정상적인 억양패턴과 과대비성, 유창성의 감소가 아동뿐 아니

라 성인에게도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Shriberg et al., 2001). 

아스퍼거증후군 관련 연구를 확장하면, 학령기 아스퍼거증후군 

학생들에게서 첫자음 생략 또는 음절 반복 및 낱말 끝소리 반복이 

나타났으며(Sisskin, 2006), 성인 아스퍼거증후군에게서 SLD에 포

함되는 낱말 부분 반복과 막힘, OD에 포함되는 구반복과 삽입이 

나타났다(Scaler Scott, Grossman, Abendroth, Tetnowski, & Dami-

co, 2006). 또한, 학령전기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에게서 음절 사

이 삽입(between syllable insertions)과 단어 내 깨짐(within word 

breaks), 끝 음소와 음절 반복(final sound and syllable repetitions), 

끝 음소 연장(final sound prolongations)과 같은 SLD가 나타났다

고 보고하였다(Plexico, Cleary, McAlpine, & Plumb, 2010). 학령기 

아스퍼거 증후군 집단과 말더듬 집단, 일반 집단의 세 집단 간 비유

창성 빈도와 유형, 낱말 끝소리 반복의 비율을 측정한 연구(Scaler 

Scott, Tetnowski, Flaitz, & Yaruss, 2014)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 

집단이 일반아동뿐 아니라 말더듬 집단과 SLD 비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아스퍼거 증후군 집단 중 36%가 유창성 장애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스퍼거증후군 집단의 비유창성이 말

더듬 집단에서 보이는 비유창성 특성과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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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말더듬 아동보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에게 낱말 끝소

리 반복이 더 공통적인 비유창성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장애군을 대상으로 비유창성 관련 연구가 꾸준

히 진행된 것과 달리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비유창성 연구는 매우 소수이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운율

적인 측면에서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이 일반아동에 비

해 높은 음도와 과장된 음도변화, 더 넓은 음도범위에서의 발화와 

같이 비전형적인 운율패턴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Choi, Shin, & Lee, 2016; Nadig & Shaw, 2012), 대화에서 

완전한 단어를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 수정(revision)이 많이 관찰된

다고 보고하였다(Stirling, Barrington, & Douglas, 2007). 아스퍼거

증후군와 함께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비유창성을 분석한 

Shriberg 등(2001)의 연구에서 10-50대의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

애 중 40%가 부적절한 또는 비유창한 구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과 성인을 

정상화자와 비교한 연구들로 이들의 비유창성 특성이 말더듬 화자

와는 얼마나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남는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비유창성 특성이 말

더듬 화자 및 정상화자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하였다.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읽기 및 이야기 다시말하기, 그림 설명하기의 서로 다른 발화산출

과제에서 말더듬 아동 및 일반아동들과 비교하여 비유창성의 특

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는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

동들의 비유창성 경향을 파악하고 중재가 필요할 경우 효율적인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문헌들 

사이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의 비유창성이 말더듬을 수반

한 것인지, 단순 OD의 형태인지, 또는 과도한 OD를 나타내는지 등

의 정확한 특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중재 제공의 필요성

에 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의 비유창성이 말더듬으로 진단될 경우, 말더듬 치료전략으로 중재

되어야 하며, 단순 OD일 경우, 중재의 필요성이 감소하며, 과도한 

OD일 경우, 언어적 중재 및 자발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비유창성을 

줄이기 위한 중재가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Scaler Scott, 2008). 이러

한 맥락에서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의 비유창성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더듬 아동 및 일반아동들과의 비유창성의 차

이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발화상황에서 집단 간(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말더듬 아동, 일반아동) 비유창성 특성(TD, OD, SLD)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세 가지 발화상황에서 집단 내(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말더듬 아동, 일반아동) 비유창성 특성(TD, OD, SLD)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세 가지 발화상황에서 집단 간(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말더듬 아동, 일반아동) 비유창성의 하위유형 특성(4가지 OD, 

5가지 SLD)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언어발달이 정상범주에 속

하는 만 6-8세의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HF-ASD) 7명과 

언어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말더듬 아동(CWS) 6명, 일반아동

(control) 8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세 집단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로 모두 일반학급에서 학업을 진행 중이며, HF-ASD 

집단은 남자 6명과 여자 1명, CWS 집단은 남자 5명과 여자 1명, con-

trol 집단은 남자 4명과 여자 4명으로 구성하였다.

HF-ASD 집단은 (1) 소아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에서 자폐스펙

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로 진단받은 아동으로 아스퍼

거증후군을 제외하고, (2) 부모 보고에 의해 시각 및 청각 등의 감각

장애를 동반하지 않으며, (3) 한국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Ko-

rean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 Moon & 

Byun, 1997)의 비언어성 하위검사에서 동작성 지능점수가 70점 이

상에 속하고, (4)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Chang, & Lee, 2009)에

서 수용어휘력 점수가 해당 연령의 평균에서 -1 SD 이상의 정상어

휘능력을 가진 아동들로 선별하였다. CWS 집단은 (1) 과거에 유창

성장애로 진단받고 현재 주 1회 또는 2회 말더듬 언어중재를 받고 

있으며, (2) 현재 아동의 비유창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라다

이스-유창성검사-II (Paradise-Fluency Assessment-II, P-FA-II; 

Sim, Shin, & Lee, 2010)를 실시한 결과, 말더듬 정도가 약함-중간 

사이의 비유창성을 보이는 아동들로, (3) 부모 및 교사 보고에 의해 

발달장애와 시각 및 청각 등의 감각장애가 없고, (4) 비유창성 이외

에 언어 및 지능에 문제가 없으며, (5) REVT의 수용어휘력 점수가 

해당 연령의 평균에서 -1 SD 이상의 정상어휘능력을 가진 아동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control 집단은 (1) 부모 및 교사의 보고

에 의해 발달 및 감각적인 장애가 없고, (2) 언어 및 지능에 문제가 

없으며, (3) 특수교육 또는 언어치료 경험이 없고, (4) 학교에서 특정 

영역의 학업에 문제가 없는 아동들로, (5) REVT의 수용어휘력 점

수가 해당 연령에서 -1 SD 이상의 정상어휘능력을 가지고, (6)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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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재활사에 의해 말더듬이 아닌 것

으로 진단된 아동들로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HF-ASD 집단의 생활연령 평균은 85.86개월(7

세 2개월, SD=7.60), 교육년수 평균은 1.43년(SD= .79), REVT의 

수용어휘 평균은 86.29점(SD=7.80)으로 8세 9개월의 등가연령에 

해당하여 평균 생활연령보다 높은 수용어휘능력을 보였다. CWS 

집단의 생활연령 평균은 93.00개월(7세 9개월, SD=5.59), 교육년수 

평균은 1.67년(SD= .52), REVT의 수용어휘 평균은 92.50점(SD=  

3.02)으로 9세 7개월의 등가연령에 해당하여 평균 생활연령보다 높

았다. 또한, control 집단의 생활연령 평균은 94.38개월(7세 10개월, 

SD= 9.97), 교육년수 평균은 2.25년(SD= .71), REVT의 수용어휘 

평균은 93.75점(SD=10.22)으로 9세 8개월의 등가연령에 해당하여 

평균 생활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 집단은 대상자 수가 충분하

지 않고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상자 요인을 포함

하므로(HF-ASD와 CWS 집단의 교육년수: p< .01, Shapiro-Wilk 

normality test) 비모수검정방법인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하

여 집단 간 대상자 특성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세 집단은 생활연령

(χ2 =4.52, p= .102) 및 교육년수(χ2 =4.96, p= .080), 수용어휘력(χ2 

=2,74, p= .26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대상자들의 기본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세 집단의 말더듬 중증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HF-ASD 집단

은 P-FA-II 총점수의 평균이 22.79점(SD=11.67)으로 백분위수가 

21-30%ile에 해당하며 중증도는 약함(개인별: 약함 5명, 중간 2명)

이었고, CWS 집단은 평균 27.85점(SD=17.99)으로 백분위수 41-

50%ile, 중증도는 중간(개인별: 약함 4명, 중간 1명, 심함 1명)이었고, 

control 집단은 평균 9.65점(SD=3.75)으로 백분위수 1-10%ile, 중

증도는 약함(개인별: 약함 8명)이었다. 집단 간 중증도의 차이를 비

교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 H test (CWS 집단의 P-FA-II 총점

수: p< .05, Shapiro-Wilk normality test)를 실시한 결과, 세 집단의 

P-FA-II 총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 =11.81, 

p= .003). Bonferroni 교정을 통한 Mann-Whitney U-test로 사후검

정을 실시한 결과, HF-ASD와 CWS 집단은 유의하지 않은 차이

(Z= -.57, p= .63)를, HF-ASD와 control 집단은 유의한 차이(Z= -2.78, 

p< .01)를, CWS와 control 집단은 유의한 차이(Z= -2.97, p< .01)를 

보였다. 

연구과제 및 절차

대상자 선별검사

한국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K-ABC)

K-ABC (Moon & Byun, 1997)는 만 2세 6개월에서 12세 5개월까

지의 아동 및 청소년의 지능(intelligence)과 습득도(achievement)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개인별 지능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HF-ASD 아동들의 연구대상자 선정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검

사로 K-ABC의 비언어성 검사(손동작, 삼각형, 시각유추, 위치기억, 

사진순서)를 실시하여 아동의 동작성 지능을 산출하고, Tsai (1992)

의 기준에 따라 동작성 지능지수 70점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수용 ·표현어휘력검사(REVT)

REVT (Kim et al., 2009)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의 아

동 및 성인의 수용어휘능력과 표현어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화된 언어검사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HF-ASD와 CWS, control 아

동들의 연구대상자 선정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검사로 REVT

의 수용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연령의 평균에서 -1 SD 이

상을 선별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집단 간 어휘능력이 구어산출의 

비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세 집단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실험 과제

본 연구에서 세 집단의 비유창성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FA-

II (Sim et al., 2010)를 실시하였다. P-FA-II는 모든 연령(취학 전, 학

령기, 성인기)을 대상으로 유창성장애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한 표준화된 말더듬 검사도구로 연령수준에 적합한 읽기 및 이야

기 다시말하기, 그림 설명하기 과제를 통한 다양한 발화상황에서 

비유창성을 측정할 수 있다. 세 집단은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령기 아동들의 필수과제인 P-FA-II 읽기

(저학년용), 이야기그림, 말하기그림의 세 가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과제제시순서는 P-FA-II 검사지침에 따라 모든 피험자들에게 읽기, 

이야기 그림, 말하기 그림의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였다. 세 과제를 

통해 수집된 아동의 모든 발화는 디지털 카메라로 녹화하고, 수집

된 발화는 연구자들이 3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전사하여 비유창성 

분류 기준에 맞춰 분석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HF-ASD (N= 7) CWS (N= 6) Control (N= 8)

Age (mo) 85.86 (7.60) 93.00 (5.59) 94.38 (9.97)
Education (yr) 1.43 (.79) 1.67 (.52) 2.25 (.71)
REVT-R (total scores) 86.29 (7.80) 92.50 (3.02) 93.75 (10.2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HF-ASD=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WS= children who stutter; 
REVT-R=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Hong, Kim, Jang, 
& 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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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읽기과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사용

하는 ‘혹부리 영감’과 ‘우리 선생님’이었다. 읽기 자료는 총 600음절

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순서(‘혹부리 영감’ → ‘우

리 선생님’)로 읽기자료를 제시하고 평소에 읽는 것과 같은 속도로 

읽도록 하였다.

이야기 다시말하기

이야기 그림 과제는 읽기과제에서 사용된 ‘혹부리 영감’의 이야

기로 만들어진 6개의 이야기그림 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림카드의 

순서를 섞어서 아동에게 제시하고, 아동이 스스로 순서를 맞춘 후 

이야기를 다시 말하도록 하였다. 그림카드의 순서가 맞지 않을 경

우 검사자가 이야기 순서대로 수정해 주었다. 이야기 그림 과제에서 

300음절 이상 충분한 발화가 수집되지 못할 경우 검사자가 질문을 

통해 아동에게 추가적인 발화를 유도하였다.

단일그림 설명하기

말하기 그림 과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회’

와 ‘우리동네’를 사용하였다.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순서(‘운동회’ 

→ ‘우리동네’)로 그림을 제시하고 각 그림을 보면서 상황과 등장인

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그림을 설명할 때 빠

뜨린 내용이 있다면 질문으로 유도하고 두 그림에서 300음절 이상 

충분한 발화가 수집되지 못할 경우에도 검사자가 질문을 통해 아

동에게 추가적인 발화를 유도하였다.

연구 절차

검사는 HF-ASD와 CWS 집단은 2회, control 집단은 1회에 걸쳐 

소음이 없는 조용한 방이나 치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고 검

사절차는 집단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였다. HF-ASD 아동은 첫 번

째 방문에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적 선

별검사로 K-ABC와 REVT를 먼저 실시하였고, 두 번째 방문에 비

유창성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P-FA-II를 실시하였다. 이에 반해, 

CWS 아동은 과거에 말더듬 진단을 받은 아동들로 첫 번째 방문에 

연구대상 확인 및 현재의 말더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P-FA-II

를 먼저 실시하였고, 두 번째 방문에 REV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control 아동은 1회 방문에 REVT와 P-FA-II를 함께 실시하

였다. 모든 검사는 REVT와 P-FA-II 검사에 익숙한 1급 또는 2급 언

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자들이 검사를 다시 충분히 숙지

한 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발화자료 중 총 900음절을 사용하여 비유

창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불분명한 발화는 전사에서 제외하였고, 

전사된 발화 중 첫 50음절을 제외하고 읽기과제에서 500음절, 이야

기 그림 과제와 말하기 그림 과제에서 각각 200음절을 세어 분석 

발화에 포함하였다. 과제별로 총 음절수가 상이하므로 원점수의 

비유창성 빈도가 아닌 ‘100음절당 비유창성 빈도’를 분석단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의 비유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과제에서 

비유창성 빈도를 하위유형별로 분류하여 산출하였다. Ambrose와 

Yairi (1999)의 비유창성 분류기준에 따라 TD을 OD와 SLD로 나

누고, OD에 간투사(interjection), 수정(revision), 다음절낱말반복

(multisyllable repetition), 구반복(phrase repetition)의 네 가지 하

위유형을 포함하고, SLD에 일음절낱말반복(single-syllable repeti-

tion), 낱말부분반복(part-word repetition), 연장(prolongation), 막

힘(block), 깨진 낱말(broken word)의 다섯 가지 하위유형을 포함

하였다. OD는 발달상 일반아동들에게도 흔히 관찰될 수 있으나 

지속시간 및 빈도, 질적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경우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SLD는 말더듬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형태들로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말더듬 초기부터 OD와는 변별되

는 유형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말더듬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살

펴볼 수 있는 임상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Yairi, Ambrose, & Nier-

mann, 199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유창성 하위유형의 분류와 정

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신뢰도 및 통계처리

평가자 간 신뢰도 

자료 분석에 앞서 전사와 비유창성 유형 및 빈도 분석에 관한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3, 4

저자인 2인은 모두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언

어치료기관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의 연구

자들이다. 본 연구의 자료 예비분석 시 녹화한 평가 자료를 시청하

며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창성장애를 전공하는 박

사과정의 제2저자의 지도하에 전사 및 분석 방법을 훈련하였다. 2

인의 평가자 간 일치도가 서로 다른 과제에서 연속 2회 95% 이상 

나타날 때까지 평가자 훈련을 지속하였다.

실험과제의 평가자 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전체 21명의 피험

자 중 무작위로 선택한 4명(19%에 해당)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2인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세 과제(총 900음

절)를 독립적으로 전사하고 비유창성 유형을 분석하여, 일치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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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빈도수를 일치한 유형의 빈도수와 불일치한 유형의 빈도수를 

더한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비유창성 유형에 따른 빈도의 

평가자 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OD에서 평가자 간 신뢰도는 95.31%, 

SLD에서 평가자 간 신뢰도는 93.55%로 나타났다.

통계 처리 

측정된 모든 자료의 정규성 검정을 위하여 Shapiro-Wilk nor-

mality test를 실시하였다. 읽기, 이야기 다시말하기, 그림 설명하기

의 세 가지 발화과제에서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과 말더듬 

아동, 일반아동의 세 집단 간 비유창성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비모수검정의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하고, 

집단별 비교를 위한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 교정을 통한 Mann-

Whitney U-test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 내에서 세 가지 발화과제 간 

비유창성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비모수검

정의 Friedman test를 실시하고, 과제별 비교를 위한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 교정을 통한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의 Bonferroni 교정에서 각 짝의 검정 유의수준은 .05/3=  

.0167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sio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집단 간 과제의 비유창성 빈도 차이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말더듬 아동 및 일반아동과 

읽기, 이야기 다시말하기, 그림 설명하기의 세 가지 발화과제에서 

TD (OD+SLD)와 OD, SLD 빈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비모수검정방법인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하고, 

집단 간 비교를 위한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 교정을 통한 Mann-

Whitney U-test를 실시하였다. 이는 세 집단 모두 대상자 수가 충분

하지 못하고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에서 집단 내 일부 변인들이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저, 읽기, 이야기 다시말하

기, 그림 설명하기의 3가지 발화과제에서 세 집단 간 총비유창성

(TD)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

한 결과, 그림 설명하기 과제에서 세 집단 간 TD 빈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고(χ2 =12.82, p< .001), 읽기와 이야기 다시말하기 과제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읽기: χ2 =1.90, p= .400; 이

야기 다시말하기: χ2 =4.36, p= .112). 그림 설명하기에서 TD 빈도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 Bonferroni 교정(유의기준 p= .0167)을 통한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한 결과, HF-ASD 집단은 CWS 집단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Z= -1.50, p= .147), 

control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 -2.63, p< .01). 또한 CWS

집단과 control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 -3.13, 

p< .001). 이는 그림 설명하기 과제에서 HF-ASD 아동들의 총비유

창성 빈도가 말더듬 아동들과 차이가 없으며 두 집단 모두 일반아

동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세 가지 발화과제에서 세 집단 간 OD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한 결과, 세 가지 과제 모두에

서 세 집단 간 OD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읽기: χ2 =  

2.09, p= .365; 이야기 다시말하기: χ2 = .62, p= .747; 그림 설명하기: 

χ2 =5.58, p= .056). 이는 HF-ASD 아동들의 OD 빈도가 세 가지 발

화과제 모두에서 말더듬 아동 및 일반아동들과 유의한 차이가 없

음을 보여준다.

세 가지 발화과제에서 세 집단 간 SLD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한 결과, 세 집단 간 SLD 빈도

Table 2. Classification of speech disfluency subtypes (Ambrose & Yairi, 1999)

Speech disfluencies Definition

OD
Interjection The insertion of words or syllables between target words that do not relate to the meaning of the word (“um”, “uh”, “like”)
Revision The change in pronunciation, vocabulary, grammatical structure, and content of an already delivered word (“mom ate/ mom fixed dinner”)
Multisyllable repetition Repeating multiple syllable words (“because because”)
Phrase repetition Repeating phrases (“I want I want go home”)

SLD
Single-syllable repetition Repeating a one syllable word (“but-but”, “my-my-my”)
Part-word repetition Repeating phonemes or syllables in a word (“b-b-b-ball”, “thi-thi-this”)
Prolongation Sound and airflow continue but the movement of the articulation organs stops. (“mmmammy”, “cooookie”)
Block The suspension of air or voice flow and articulation in speech, Inappropriate muscle movement of the larynx, stops or moves.  

(”I like to – go home”)
Broken word Pauses within a word (“o – pen”)

OD= other disfluencies; SLD= stuttering-like disfl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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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Kruskal-Wallis H test results for comparison of three groups by frequency of OD, SLD, and TD per 100 syllables on reading, story 
retelling, and picture description tasks (500, 200, and 200 syllables)

HF-ASD (N= 7) CWS (N= 6) Control (N= 8) χ2 p-value

Reading OD .80 (2.00) .50 (.40) .70 (1.20) 2.09 .365
SLD 1.40 (3.00) 1.80 (2.20) .90 (3.00) 2.34 .322
TD 2.80 (4.00) 2.30 (2.60) 1.60 (4.20) 1.90 .400

Story retelling OD 3.00 (7.88) 1.60 (8.16) 1.75 (7.50) .62 .747
SLD 2.00 (2.50) 3.75 (14.32) .50 (1.00) 14.86 .000***
TD 5.50 (8.06) 6.06 (21.48) 2.50 (8.00) 4.36 .112

Picture description OD 3.00 (11.00) 4.25 (6.50) 1.50 (2.50) 5.58 .056
SLD 1.00 (4.50) 4.00 (9.50) .25 (1.00) 11.40 .001***
TD 4.00 (15.50) 8.75 (12.50) 2.50 (2.50) 12.82 .000***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maximum-minimum). 
OD= other disfluencies; SLD= stuttering-like disfluencies; TD= total disfluencies; HF-ASD=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WS= children who stutter.
***p < .001.

Figure 1. Comparisons for three groups by frequency of OD, SLD, and TD on 
reading, story retelling, and picture description tasks (*Significant level= .0167).
OD= other disfluencies; SLD= stuttering-like disfluencies; TD= total disfluen-
cies; HF-ASD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WS = children 
who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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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llow-up Mann-Whitney U-test results for group comparisons (two 
speaking tasks)

Mann-
Whitney U Z p-value

Story  
retelling

SLD HF-ASD vs. CWS 5.50 -2.22 .026
HF-ASD vs. Control 3.50 -2.88 .003a

CWS vs. Control .00 -3.13 .001a

Picture  
description

SLD HF-ASD vs. CWS 6.50 -2.10 .037
HF-ASD vs. Control 11.50 -2.00 .048
CWS vs. Control 1.50 -2.97 .003a

TD HF-ASD vs. CWS 10.50 -1.50 .147
HF-ASD vs. Control 5.50 -2.63 .005a

CWS vs. Control .00 -3.13 .000a

SLD= stuttering-like disfluencies; TD= total disfluencies; HF-ASD=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WS= children who stutter.
aBonferroni corrected significance level= .0167.

의 차이가 읽기(χ2 =2.34, p= .322)를 제외한 이야기 다시말하기와 

그림 설명하기 과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이야기 다시말하기: χ2 

=14.86, p< .001; 그림 설명하기: χ2 =11.40, p< .001). 이야기 다시말

하기와 그림 설명하기의 두 가지 과제에서 각각 SLD 빈도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야기 다시말하기 과제에서 

HF-ASD 집단은 CWS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Z= -2.22, 

p= .026), control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 -2.88, p< .01). 그

림 설명하기 과제에서는 HF-ASD 집단이 CWS 집단과 유의한 차이

가 없었고(Z= -2.10, p= .037), control 집단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Z= -2.00, p= .048). 또한, CWS 집단과 control 집단은 이

야기 다시말하기와 그림 설명하기의 두 가지 과제 모두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이야기 다시말하기: Z= -3.13, p< .001; 

그림 설명하기: Z= -2.97, p< .01). 이는 이야기 다시말하기 과제에서 

HF-ASD 아동들의 SLD 빈도가 말더듬 아동들과 차이가 없으며 두 

집단 모두 일반아동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그림 설명하기 과제에서 HF-ASD 아동들의 SLD 빈도가 말더

듬 아동들과 차이가 없는 반면, 일반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으로 높은 SLD 빈도(HF-ASD의 SLD 중위수=1.00, control의 SLD 

중위수= .25; HF-ASD가 4배 높음)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그림 설명하기 과제에서 

HF-ASD 아동들은 말더듬 아동들과 유사한 빈도로 SLD가 나타나

나, 그 빈도가 일반아동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음을 의미한다. 과제종류에 따른 집단 간 비유창성 빈도와 사후검

정 결과를 Tables 3과 4,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집단 내 과제의 비유창성 빈도 차이

각 집단 내에서 세 가지 발화과제의 TD와 OD, SLD 빈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검정방법인 Fri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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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를 실시하고, 과제 간 비교를 위한 사후검정으로 Bonferroni 교

정을 통한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각 집단 

내에서 세 가지 발화과제별 TD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Friedman test를 실시한 결과, HF-ASD 집단과 CWS 집단은 과제 

간 TD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HF-ASD: χ2 =7.71, p< .05; 

CWS: χ2 = 9.48, p< .01), control 집단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χ2 =3.16, p= .232). HF-ASD와 CWS의 각 집단 내 과제별 TD 

빈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Bonferroni 교정(유의기준 p= .0167)

을 통한 Wilcoxon signed-ranks test를 실시한 결과, HF-ASD 집단

에서만 읽기와 이야기 다시말하기의 TD 빈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Z= -2.37, p< .016), CWS 집단은 과제 간 TD 빈도가 읽기

와 이야기 다시말하기(p= .031), 읽기와 그림 설명하기(p= .031) 간

에 차이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HF-ASD 

아동들이 읽기과제보다 이야기 다시말하기 과제에서 총비유창성 

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각 집단 내 발화과제별 OD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ried-

man test를 실시한 결과, HF-ASD, CWS, control 세 집단 모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HF-ASD: χ2 =11.19, p< .01; CWS: χ2 = 6.87, 

p< .05; control: χ2 =7.03, p< .05). 각 집단 내 과제 간 OD 빈도를 비

교하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HF-ASD 집단만 

읽기와 이야기 다시말하기의 OD 빈도(Z= -2.37, p< .016), 읽기와 

그림 설명하기의 OD 빈도(Z= -2.37, p< .016)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WS 집단에서 읽기와 그림 설명하기의 OD 빈도 간(p= .031)

에, control 집단에서 읽기와 이야기 다시말하기의 OD 빈도 간에

(p= .031) 차이가 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HF-

ASD 아동들이 읽기과제보다 이야기 다시말하기와 그림 설명하기 

과제에서 OD 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며 이야기 다시말하기

와 그림 설명하기 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각 집단 내 과제별 SLD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Friedman 

test를 실시한 결과, CWS 집단만 과제 간 SLD 빈도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고(χ2 =10.17, p< .01), Bonferroni 사후검정에서 읽기와 

이야기 다시말하기의 SLD 빈도(p= .031), 읽기와 그림 설명하기의 

SLD 빈도 간(p= .031)에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각 집단 내 과제 간 비유창성 비교를 위한 사후검정 결과를 Ta-

ble 5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집단 간 OD와 SLD의 하위유형별 특성 비교

Table 6은 읽기, 이야기 다시말하기, 그림 설명하기의 세 가지 발

화과제를 통해 수집된 전체 900음절에서 OD의 4가지 하위유형별 

비유창성 빈도와 SLD의 5가지 하위유형별 비유창성 빈도를 보여

준다. OD의 4가지 하위유형은 간투사와 수정, 다음절낱말반복, 구

반복을 포함하고, SLD의 5가지 하위유형은 일음절낱말반복, 낱말

부분반복, 연장, 막힘, 깨진 낱말을 포함한다. 전체 OD의 빈도는 

HF-ASD 아동들에게서 가장 높았고, 전체 SLD의 빈도는 CWS 아

동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발화과제에서 산출된 OD와 SLD의 9가지 하위유형에서 세 

집단 간 비유창성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한 결과, SLD의 일음절낱말반복(χ2 =7.85, p< .05)과 낱

Table 5. Follow-up Wilcoxon signed-ranks test results for task comparisons

Wilcoxon Z p-value

HF-ASD OD Reading vs. Story retelling -2.37 .016a

Reading vs. Picture description -2.37 .016a

Story retelling vs. Picture description -.73 .563
TD Reading vs. Story retelling -2.37 .016a

Reading vs. Picture description -1.69 .109
Story retelling vs. Picture description -.34 .813

CWS OD Reading vs. Story retelling -1.99 .063
Reading vs. Picture description -2.20 .031
Story retelling vs. Picture description -.94 .438

SLD Reading vs. Story retelling -2.21 .031
Reading vs. Picture description -2.20 .031
Story retelling vs. Picture description -1.21 .313

TD Reading vs. Story retelling -2.20 .031
Reading vs. Picture description -2.21 .031
Story retelling vs. Picture description -.14 1.00

Control OD Reading vs. Story retelling -2.17 .031
Reading vs. Picture description -1.82 .078
Story retelling vs. Picture description -.68 .563

HF-ASD=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WS= children who stutter; 
OD= other disfluencies; SLD= stuttering-like disfluencies; TD= total disfluencies.
aBonferroni corrected significance level= .0167.

Figure 2. Comparisons for three speaking tasks by frequency of OD, SLD, and 
TD in each group (*Significant level= .0167).
OD= other disfluencies; SLD= stuttering-like disfluencies; TD= total disfluen-
cies; HF-ASD =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WS = children 
who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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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and Kruskal-Wallis H test results for comparison of three groups by frequency of OD and SLD subtypes per 100 syllables (900 sylla-
bles in all three tasks)

HF-ASD (N= 7) CWS (N= 6) Control (N= 8) χ2 p-value

OD 2.22 (3.67) 1.51 (2.99) 1.44 (2.00) 1.52 .49
   Interjection .33 (3.11) .61 (2.57) .06 (1.11) 2.37 .316
   Revision 1.22 (1.15) .84 (.65) .83 (.89) 2.48 .299
   Multisyllable repetition .22 (.57) .00 (.11) .11 (.44) 5.33 .065
   Phrase repetition .00 (.56) .00 (.11) .06 (.22) .27 .89
SLD 1.37 (1.89) 2.82 (6.14) .72 (2.11) 9.68 .004**
   Single-syllable repetition .11 (.33) .22 (.46) .00 (.11) 7.85 .015*
   Part-word repetition .68 (1.44) 1.58 (4.13) .06 (.33) 14.81 .000***
   Prolongation .22 (.78) 1.67 (.47) .00 (.11) 7.48 .018*
   Block .11 (.22) .58 (1.34) .00 (.11) 14.76 .000***
   Broken word .33 (.67) .00 (1.11) .50 (2.00) 4.31 .115
TD (OD+SLD) 4.56 (5.33) 4.38 (7.71) 1.83 (3.11) 8.50 .009**

Values are presented as median (range= maximum-minimum). 
HF-ASD=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WS= children who stutter; OD= other disfluencies; SLD= stuttering-like disfluencies; TD= total disfluencies.
*p < .05, **p < .01, ***p < .001.

Table 7. Follow-up Mann-Whitney U-test results for group comparisons (SLD 
subtypes)

Mann-
Whitney U Z p-value

Single-syllable  
repetition

HF-ASD vs. CWS 17.00 -.59 .615
HF-ASD vs. Control 6.50 -2.76 .008a

CWS vs. Control 9.50 -2.19 .055
Part-word repeti-

tion
HF-ASD vs. CWS 9.00 -1.73 .098
HF-ASD vs. Control 1.00 -3.17 .001a

CWS vs. Control .50 -3.08 .001a

Prolongation HF-ASD vs. CWS 18.00 -.44 .702
HF-ASD vs. Control 5.00 -2.89 .004a

CWS vs. Control 13.50 -1.70 .125
Block HF-ASD vs. CWS 1.00 -2.89 .003a

HF-ASD vs. Control 14.50 -1.87 .082
CWS vs. Control .000 -3.31 .000a

SLD= stuttering-like disfluencies; HF-ASD=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
orders; CWS= children who stutter.
aBonferroni corrected significance level= .0167.

Figure 3. Comparisons for three groups by frequency of OD and SLD subtypes.
OD= other disfluencies; SLD= stuttering-like disfluencies; HF-ASD= high-func-
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WS= children who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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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부분반복(χ2 =14.81, p< .001), 연장(χ2 =7.48, p< .05), 막힘(χ2 =  

14.76, p< .001)에서 세 집단 간 비유창성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일음절낱말반복과 낱말부분반복, 연장, 막힘에서 비유창성 

빈도의 집단 간 비교를 위해 Bonferroni 교정(유의기준 p= .0167)을 

통한 Mann-Whitney U-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음절낱

말반복과, 낱말부분반복, 연장에서 HF-ASD 집단은 CWS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일음절낱말반복: Z= -.59, p= .615; 낱말

부분반복: Z= -1.73, p= .098; 연장: Z= -.44, p= .702), control 집단

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일음절낱말반복: Z= -2.76, p< .01; 낱말

부분반복: Z= -3.17, p< .001; 연장: Z= -2.89, p< .01). 또한 CWS집

단과 control 집단은 낱말부분반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Z= -3.08, p< .01). 이는 일음절낱말반복과 낱말부분반

복, 연장에서 HF-ASD 아동들의 비유창성 빈도가 말더듬 아동들

과 차이가 없으며 일반아동들보다는 유의하게 높음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막힘에서 HF-ASD 집단은 CWS 집단과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Z= -2.89, p< .01), control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1.87, p= .082). 또한 CWS집단과 control 집단은 막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Z= -3.31, p< .001). 이는 막

힘에서 HF-ASD 아동의 비유창성 빈도가 말더듬 아동들보다 유의

하게 낮으며 일반아동들과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OD와 SLD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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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유형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사후검정 결과를 Table 7

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각 집단 내에서 하위유형별 비유창성 비율의 출현순위를 알아보

기 위하여 3가지 과제에서 나타난 전체 비유창성 빈도에서 각 하위

유형별 비유창성의 빈도를 백분율로 계산하여(예: 전체 3가지 과제

에서 수정의 빈도가 11, 전체 비유창성 빈도가 29일 경우: (11/29)×
100=37.93%) OD와 SLD 범주 안에서 각각 순위를 구하였다(Ta-

ble 8). HF-ASD 아동들은 OD에서 수정(30.83%), 간투사(15.66%), 

다음절낱말반복(6.25%), 구반복(2.41%) 순으로 비유창성이 나타

났고, 이는 일반아동들의 OD 하위유형의 출현순위와 동일하며 두 

집단 모두 수정이 간투사 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높게 나타났다(HF-

ASD: 수정 30.83%, 간투사 15.66%; control: 수정 47.54%, 간투사 

12.31%) 반면, 말더듬 아동들은 수정과 간투사가 HF-ASD과 일반

아동들처럼 1과 2순위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수정: 19.27%, 간투사: 16.56%). SLD에서 HF-ASD 아동들

은 낱말부분반복(19.96%), 깨진 낱말(9.67%), 연장(7.45%), 일음절

낱말반복(4.61%), 막힘(3.17%) 순으로 비유창성이 나타났다. HF-

ASD 아동들은 말더듬 아동과 동일하게 SLD에서 낱말부분반복이 

1순위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2순위에서 HF-ASD 아동들은 깨

진 낱말이, 말더듬 아동들은 막힘으로 비유창성 발화가 많이 나타

났다. 또한, 일반아동은 HF-ASD와 CWS 집단과 달리 SLD에서 깨

진 낱말이 1순위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집단 간 비유창성의 

하위유형별 출현순위가 OD보다는 SLD에서 차이를 보이며, HF-

ASD 아동들은 OD 중 수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SLD 중 낱말부

분반복이 말더듬 아동들과 동일하게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막힘이 

말더듬 아동들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HF-

ASD: 3.17%, CWS: 12.87%).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발화상황에서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

펙트럼장애 아동들의 비유창성을 평가하여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HF-ASD의 말산출 능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운율적인 

측면에서 일부 설명이 시도되었으나 비유창성 측면에서는 거의 알

려진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HF-ASD의 비유창성 특

성에 관한 증거기반의 초기 실험연구가 될 것이다.

먼저, HF-ASD 아동들의 OD 빈도는 3가지 발화과제에서 말더

듬 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들과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D의 하위유형으로 간투사, 수정, 다음절낱말반복, 구반복으로 

분리하여 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도 OD 빈도는 집단 

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OD의 하위유형 비교에서 수

정과 간투사(세 집단 모두 수정: 1순위, 간투사: 2순위)는 말더듬 아

동뿐 아니라 유창한 아동들에게서도 다른 형태의 OD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Jeon & Kwon, 1998). 

이 중 수정(예시: “혹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이 세 집단 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비록 집단 간 비유창성의 차이를 설명

하지는 못하더라도 HF-ASD 아동에게서 수정이 빈번히 나타난다

고 보고한 Stirling 등(2007)의 선행연구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며 자

폐스펙트럼장애를 대상으로 한 Scaler Scott 등(2014)의 연구에서 

비유창성 형태 중 주저, 머뭇거림과 함께 수정을 주요 특성으로 제

시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SLD 빈도는 일반아동과 HF-ASD 아동을 구

별 짓는 요인으로 3가지 발화과제 중 이야기 다시말하기 과제에서 

일반아동보다 SLD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그림 설명하기 과제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일반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높

은 SLD 빈도(두 집단의 중위수 비교에서 HF-ASD 아동이 일반아

동보다 SLD 빈도가 4배 높음)를 보인 반면, 두 가지 과제에서 HF-

AS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SLD의 하위유형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도 일음절낱말반

복, 낱말부분반복, 연장에서 HF-ASD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SLD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말더듬 아동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질문에 포함하지 않지만 3가지 발화

과제의 SLD 빈도를 모두 합친 전체 SLD 빈도(총 900음절에서 SLD

의 빈도수)에서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

Table 8. Proportions of OD and SLD subtypes in the TD frequency for HF-ASD, 
CWS, and control groups

HF-ASD (N= 7) CWS (N= 6) Control (N= 8)

% Rank % Rank % Rank

OD 55.14 1 37.18 2 70.87 1
Interjection 15.66 2 16.56 2 12.31 2
Revision 30.83 1 19.27 1 47.54 1
Multisyllable repetition 6.25 3 .35 4 8.24 3
Phrase repetition 2.41 4 1.00 3 2.78 4

SLD 44.86 2 62.82 1 29.13 2
Single-syllable repetition 4.61 4 4.19 3 1.04 3
Part-word repetition 19.96 1 37.33 1 4.94 2
Prolongation 7.45 3 3.37 5 .38 5
Block 3.17 5 12.87 2 .96 4
Broken word 9.67 2 5.05 4 21.80 1

OD= other disfluencies; SLD= stuttering-like disfluencies; TD= total disfluencies; 
HF-ASD=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WS= children who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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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χ2 = 9.68, p< .01), Bonferroni 교정을 통한 사후검정에서 HF-

ASD 집단은 일반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Z=-2.38, p< .016), 

말더듬 아동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 -.1.65, p= .110). 

SLD는 OD와 비교하여 보다 심각한 형태의 비유창성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들 결과들은 HF-ASD 아동들의 비유창성 정도가 말더

듬 정의의 핵심요인이자 청자들에게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LD 빈도에서 일반아동들보다 유의하게 높고 말더듬 아동들

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HF-ASD 아동들의 비유창성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제안할 수 있겠다. 

특히, HF-ASD 아동들의 SLD 빈도는 읽기를 제외한 두 가지 자

발화 과제에서 말더듬 아동만큼이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제의 

특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보다 복잡한 언어문맥 및 상

황에서 비유창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Gordon, 

1991; Brown, 1945; Sung & Sim, 2002; Lee, Han, & Sim, 2004). 이

야기 다시말하기와 그림 설명하기는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는 읽기

과제에 비해 언어적 요구가 증가하는 과제들이다. 즉, 이야기를 다

시 말하기 위해서 이전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지,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적절한 어휘

의 선택과 구문구조에 맞는 문장의 구성 및 산출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므로 비유창성의 증가가 기대된다. 그림 설명하기 또한 읽기

과제보다 복잡한 언어문맥에서 구어 산출이 요구되므로 언어계획 

및 구성,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이 비유창성의 원인

일 수 있다. 무엇보다 HF-ASD 아동들이 읽기를 제외한 자발화 상

황에서 일반아동들보다 OD가 아닌 SLD 형태로 비유창성의 빈도

가 높다라는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일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OD의 빈도는 3가지 발화과제 모두에서 세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집단 내 비교에서 세 집단 

중 유일하게 HF-ASD 집단에서만 읽기과제보다 이야기 다시말하

기와 그림 설명하기 과제에서 OD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동일한 맥락에서 HF-ASD 아동들이 읽기과제보다 언어적 요

구가 높은 이야기 다시말하기와 그림 설명하기 과제에서 OD 유형

의 형태로 비유창성의 빈도가 증가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러나 증가한 OD의 빈도에도 불구하고 두 과제 모두에서 일반아동

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하였다. 이들 결과들

을 종합해 보면, 읽기를 제외한 두 가지 자발화 과제에서 HF-ASD 

아동들의 SLD 빈도가 일반아동들보다 높다는 점과 함께 두 과제

에서 비록 세 집단 간의 OD 빈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

나 HF-ASD 집단 내 OD 빈도가 두 과제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므로 

HF-ASD 아동들의 과제 유형에 따른 비유창성의 가변성이 SLD와 

OD 유형의 비유창성에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HF-ASD 아동들은 읽기과제보다 자발화 과제에서 집단 간 SLD의 

차이와 집단 내 OD의 증가가 합해져서 그들의 비유창성이 더욱 두

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므로 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HF-ASD 아동들의 언어적 문제 이외에 그들의 비

유창성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유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와 효율적인 중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다.

Scaler Scott (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스퍼거증후군 집단과 

말더듬 집단은 이야기 다시말하기 과제에서 내용을 수정하려고 시

도하는 과정에서 비유창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 집단 간에 발화 

중 내용을 수정하는 목적은 서로 다르다고 제안하였다. 말더듬 집

단은 말더듬는 순간을 회피하거나 탈출하기 위하여 내용을 수정

하는 반면, 아스퍼거증후군 집단은 생각한 내용을 다시 재형성하

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스퍼거증후

군 아동들이 정상범위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용적인 언어능력에 있어 매우 취약하여 특정 단어를 다양한 상

황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고 해석하였

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HF-ASD 아동들 또한 낮은 어휘 활용

도를 가지므로 이야기 다시말하기와 그림 설명하기 과제에서 발화 

산출 시 표현하고자 하는 어휘의 선택 및 활용에서의 어려움이 OD 

및 SLD 유형의 형태로 비유창성의 빈도를 증가시켰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Scaler Scott (2015)은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이 보

이는 비유창성의 원인이 연결된 발화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담, 즉 

대화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유지하면서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

는 부담에서 비유창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HF-ASD 아동들은 SLD의 하위유형 중 일음절낱말반복과 낱말

부분반복, 연장 빈도에서 말더듬 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막힘 빈도에서 말더듬 아동들이 HF-ASD 아동들 보다 5배 

이상 높은 비유창성을 보였다(HF-ASD 막힘 빈도= .11; CWS 막힘 

빈도= .58). 이는 HF-AS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 특성이 

동일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앞서 전체 비유창성 중 SLD 빈도가 

HF-ASD 아동과 일반아동을 구별 짓는 중요요소이며 SLD 빈도가 

말더듬 아동만큼이나 높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때 SLD의 

모든 하위유형에서 HF-AS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이 동일한 형태로 

비유창하지 않으며 각 집단이 서로 다른 하위유형에서 비유창성의 

특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막힘은 두 집단을 구별 짓는 핵심요소

로 제안될 수 있다. Byun, Lee와 Sim (2004)은 막힘을 운율이 깨진 

발성(disrhythmic phonation, DP) 중 초기 말더듬 아동(만 2-7세)

이 가장 빈번하게 보인 비유창성 유형(막힘→연장→깨진 낱말 순)으

로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초기 학령기 

말더듬 아동들(만 6-8세)도 DP 중 막힘이 가장 높은 비유창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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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임을 제안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는 아스퍼거증후군 관련 선행연

구들(Plexico et al., 2010; Scaler Scott et al., 2014; Sisskin, 2006)에

서 보고되었던 낱말 끝소리 반복이 HF-ASD 아동들에게서도 관찰

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낱말 끝소리 반복은 SLD의 하위유

형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낱말부분반복에 포함하여 비유창성 

빈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7명의 HF-ASD 아동 중 4명의 

아동들에게서 낱말 끝소리 반복이 관찰되었는데 전체 SLD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으나, HF-ASD 아동들에게도 이러한 형태

의 비유창성이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발견일 수 있겠다. 낱

말 끝소리 반복은 “~할아버지느-으-은”, “무서워서-어-어”, “나타

났습니다-아-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 수가 적고 성별의 차이가 크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요구되며 후속연구에서 좀 더 많은 대상자

를 모집하고 성별의 차이를 줄여 HF-ASD 아동들의 비유창성 특

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말더듬 

중증도가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중증도를 균등화하고 

세분화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의 읽기과

제에서 대상자들의 읽기능력이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읽기오류가 

비유창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읽기능력의 평가가 추가되어야 하겠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아스퍼

거증후군의 특징으로 제시되었던 낱말 끝소리 반복에 관하여 HF-

ASD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후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

서 HF-ASD 대상자의 수가 적고 낱말 끝소리 반복의 출현 빈도 또

한 높지 않았으나 HF-ASD 참가자 중 다수(57% 이상)의 아동들에

게서 관찰되었으므로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실

험과제로 P-FA-II (Sim et al., 2010) 중 학령기 아동의 필수과제인 

읽기, 이야기그림, 말하기그림을 사용하였다. 상호작용놀이 및 담

화와 같이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발화를 분석하

기 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대화상황들을 추가하여 자발

화를 수집하고 여러 맥락에서 비유창성의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본 연구의 자발화 과제에서 300음절 이상의 발화를 

수집하였으나 불분명한 발화와 함께 발화도입부의 50음절을 제외

한 200음절을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00음절이 대상자의 일반

적인 발화를 대표하기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는 자료분석의 음절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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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비유창성 특성 연구

박희영·박혜연·원동란·김혜원·송승하·심현섭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읽기, 이야기 다시말하기, 그림 설명하기의 세 가지 발화과제에서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

(HF-ASD)의 비유창성을 평가하고 과제에 따른 비유창성 특성이 말더듬 아동 및 일반아동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초등학교 저학년(만 6-8세) HF-ASD 아동 7명과 언어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말더듬 아동 6명, 일반아동 8명을 연구대상

으로 세 가지 발화과제에서 집단 간 또는 과제 간 총비유창성(TD)과 정상적 비유창성(OD), 비정상적 비유창성(SLD)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과: 집단 간 비교에서 HF-ASD 아동들의 OD 빈도는 세 가지 과제 모두에서 말더듬 아동 및 일반아동들과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HF-ASD 아동들의 TD 빈도는 그림 설명하기 과제에서, SLD 빈도는 그림 설명하기와 이야기 다시말하기 과제에서 말

더듬 아동만큼 높게 나타났다. 집단 내 비교에서 HF-ASD 아동들의 TD 빈도는 읽기보다 이야기 다시말하기 과제에서, OD 빈도는 읽기

보다 이야기 다시말하기와 그림 설명하기 과제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SLD 빈도는 과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HF-ASD 아동들은 SLD의 하위유형 중 일음절낱말반복과 낱말부분반복, 연장 빈도에서 말더듬 아동들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막

힘 빈도에서 말더듬 아동들이 HF-ASD 아동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들은 HF-ASD 아동들이 읽

기를 제외한 발화상황에서 말더듬 아동들만큼 비유창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HF-ASD 아동들의 언어적 문제뿐 아니라 구어 산

출에서의 비유창성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와 중재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핵심어: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말더듬, 정상적 비유창성, 비정상적 비유창성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BK21 플러스의 지원을 받았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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