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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ongitudinally, the duration of ut-
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duration of turn-switching pause, and frequency of disflu-
ency which young children who stutter (CWS) and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NS) 
showed during interactions with their mothers. Methods: Subject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2-5 year old CWS (male 2 and female 4), an age-matched group of CWNS (male 3 and fe-
male 3), and their mothers. Frequencies of normal disfluency (ND) and abnormal disflu-
ency (AD), and duration of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and duration of turn-switch-
ing pause were measured two times (initial visit and 12 months later) over the course of 
one year. Results: At initial visit, a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was found in frequency of 
AD.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duration of utterance in a conver-
sational turn and duration of turn-switching pause both between two parent groups and 
between two child groups at initial visit and 12 months later. In the CWS group, at initial 
visit,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frequency of AD and mother’s duration of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Frequency of AD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th 
duration of turn-switching pause of mothers and that of children. After 12 months,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frequency of AD and mother’s duration of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longitudinal study of in-
dividual characteristics of CWS · mothers interactions can help speech-language patholo-
gists to identify the interactional factors related to the recovery or persistence of stuttering 
and to enhance the efficacy of parent · child interaction therapy for CWS.

Keywords: Preschool children, Stuttering, Longitudinal study, Interaction, Duration of ut-
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Duration of turn-switching pause

학령전 아동들은 신경학적, 생리학적, 정서적, 그리고 언어학적

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유창성을 보이는데, 이

러한 비유창성을 보이는 아동들 가운데 어떤 아동이 말더듬에서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말더듬을 보일 것인가를 예측하

는 것은 쉽지 않다(Lee, Kwak, Yun, Shin, & Sim, 2020). 

말더듬 발생 및 지속에는 아동의 유전적, 신체적 요인들과 환경

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ui-

tar, 2013; Lee & Sim, 2007; Manning, 2010). 특히, 중요한 환경적 요

인인 부모는 학령전 아동의 말·언어발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Kim & Shin, 2016; Manning, 2010; Park, Lee, & Sim, 2015) 말더

듬아동을 평가할 때, 아동의 의사소통 행동뿐만 아니라 아동과 부

모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평가하며(Ahn, Shin, Kim, & Sim, 

2009), 부모의 상호작용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간접치료가 실시

되고 있다(Le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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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을 비교한 결과 말더듬아동 집단

과 일반아동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도 있다. 

예를 들면, 말 속도, 대화차례 쉼 시간, 끼어들기 등과 같은 시간적 

요인에서 말더듬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 간 차이가 없다고 하

였다(Kelly & Conture, 1992; Zebrowski, 1991, 1995).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

았기 때문에, 학령전 말더듬아동과 부모가 대화하면서 상호작용

할 때 시간적 요인이 아동의 유창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한 연구가 요구된다(Ratner, 2004). 

말더듬 발생 및 지속과 관련 있는 아동의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신체적 요인들은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말더듬에 영향을 미치며, 

요인들 간의 상호 영향력 정도는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 변화한

다(Smith & Kelly, 1997). 또한 말더듬은 날마다, 상황마다, 중재 전

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하므로 아동의 유창성 수행력을 정확

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Lee, Park, & Sim, 2019; Ok & Rhee, 

2003).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Lee 등(2019)의 연구는 발화를 일회성

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종단적 분석을 통해 말더듬

의 발달과 여러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말더듬의 회복 및 지속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들은 말더듬아동의 비유창성 빈도 및 유형(Sawyer & Yairi, 2010; 

Throneburg & Yairi, 2001; Yairi & Ambrose, 1999), 심리적 측면(기

질, 성격 등(Kefalianos, Onslow, Ukoumunne, Block, & Reilly, 

2017a; Kefalianos et al., 2017b; Smith et al., 2017), 아동 또는 부모

의 말·언어적 측면(언어발달(Kloth, Janssen, Kraaimaat, & Brut-

ten, 1998; Kloth, Janssen, Kraaimaat, & Brutten, 1999; Wagovich, 

Hall, & Clifford, 2009; Watts, Eadie, Block, Mensah, & Reilly, 

2017), 조음 속도 및 음운능력(Hall, Amir, & Yairi, 1999; Paden, 

Ambrose, & Yairi, 2002; Usler, Smith, & Weber, 2017) 등을 살펴보

았다. 그러나 아동 ·부모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아동과 부모 모두의 

말 ·언어적 특성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Kloth et al., 1998, 1999; Lee & Sim, 2016; Wagovich et al., 2009).

예를 들면, Kloth 등(1999)은 6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말더듬

아동 ·부모 집단 23쌍을 부모 보고에 따라 말더듬 지속집단과 회복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1개월과 12개월 시점에 부모의 조음 속

도, 언어 복잡성, 의사소통 스타일과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언어, 평균 

발화 길이, 조음 속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그룹 간 비교 시, 지

속집단 아동의 조음 속도가 회복집단 아동보다 변이성이 큰 것으

로 나타났고, 지속집단 어머니의 언어 복잡성이 회복집단 어머니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

었다. 시점 간 비교 시, 12개월 시점에서 지속집단 아동의 조음 속도

가 일반아동보다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종속변인으로 아동의 비유창성 변화를 살펴보지 않았기에, 아

동 및 부모 요인과 아동 비유창성 간의 관련성을 알 수 없다.

Lee와 Sim (2016)은 2세 6개월-5세 4개월 말더듬아동 ·부모 집

단 18쌍을 대상으로 12주간 상호작용 치료를 실시한 후, 말더듬 지

속집단과 회복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부

모의 발화 길이, 대화차례 쉼 시간, 조음 속도, 의사소통 행동(질문

하기, 지시/간섭하기)과 아동의 발화 길이, 조음 속도가 아동의 AD 

(abnormal disfluency) 빈도와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의 AD 

빈도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결

과, 3개월 시점에는 부모 요인(발화 길이, 대화차례 쉼 시간, 조음 속

도, 지시/간섭 변화)이, 6개월 시점에는 아동의 발화 길이와 부모의 

질문하기 행동이 아동의 AD 빈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인 ‘부모’가 아동과 상호작

용할 때 보이는 특성에 따라 아동의 말더듬 빈도가 달라질 수 있으

며, 말더듬 평가 및 중재 시, 상호작용 특성을 면밀하게 살피어 변화

시켜야 할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

뿐만 아니라 아동의 요인에 따라 비유창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

므로 부모와 아동 요인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는 중재를 통해 부모의 상호작용 행동을 변화시킨 후, 이러한 변

화로 인해 아동의 비유창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기에, 

아동과 부모가 일상에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아동과 부모의 

요인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동 ·부모 상호작용 시 

나타나는 요인들과 아동의 비유창성 간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상황에서 상호작용 특성을 종단적

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부모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아동의 

비유창성 빈도와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 특성을 종단적으로 살

펴보고자 하였다. 

대화(conversation)는 두 사람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공통의 화

제로 말을 주고받는 쌍방향적 의사소통 과정으로, 자연스러운 대

화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바뀌면서 순차적으로 대화차

례(turn-taking)가 일어나게 된다(Heo & Lee, 2012). 대화차례는 대

화 상대자가 발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현재 화자가 산출한 발화

(Savelkoul, Zebrowski, Feldstein, & Cole-Harding, 2007)로, 청자

와 화자의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대화를 구성하는 기본

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Choi & Lee, 2013). 대화차례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측정치로는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

이 사용된다.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현재 화자가 본인의 대화차례 

동안 말을 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 즉 발화 시간을 의미하며,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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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쉼 시간은 현재 화자의 발화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대화 상대

자의 발화가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쉼 시간을 의미한다. 대화 참여

자들은 대화를 하며 상호작용할 때 본인의 대화차례에서 발화 시

간의 길이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서로의 발화를 방해하지 

않고 충분히 발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화차례 쉼 시간을 가져야 

한다(Owens, 2004; Park & Choi, 2019).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대화의 독점 또는 경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치이다. 즉, 부모와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이 비슷할 

경우, 아동 ·부모 상호작용 시 두 사람의 대화차례가 1:1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이 아동

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보다 길 경우, 아동과 부모의 대화차례가 불

균형을 이루게 되고, 이는 아동이 대화차례를 얻기 위해 부모와 경

쟁하게 만들 수 있다(Manning, 2010; Winslow & Guitar, 1994). 하

지만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상호작용 시 대화 상대자의 행동에 영

향을 받는다. Savelkoul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한 대화 참여자

의 행동 변화는 다른 대화 참여자의 행동을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

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부모의 대화차례에서 

발화 시간이 길어지면, 아동도 본인의 대화차례에서 긴 발화 시간

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인지적, 언어적, 운동적, 정서적 용

량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동에게 부담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비유창성이 나타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말더듬으로 발전할 수 있다(Kim & Sim, 2021). 

대화차례 쉼 시간의 경우, 부모의 쉼 시간이 짧으면 아동은 빠르

게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Manning, 2010). 압박을 

느낀 아동은 대화차례 쉼 시간 단축, 끼어들기, 대화차례 발화 시간 

연장과 같은 의사소통 전략들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

의 대응전략들은 아동이 발화를 계획하고 산출하는 말운동 시스

템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말더듬 행동이 나타나게 하거나 악화시키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onture, 1990; Savelkoul et al., 2007). 

하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의 시간적 요인들이 아동의 말더듬 발생 

및 지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며(Lee & Sim, 2016), 

현재 대화차례 발화 시간을 종단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없는 실정

이다. 대화차례 쉼 시간도 연구자 및 부모의 요인을 통제한 실험적

인 상황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Ahn et al., 2009; Ratner, 1992; Lee 

& Sim, 2016; Newman & Smith, 1989), 아동과 부모가 일상에서 상

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아동과 부모의 시간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전 말더듬아동과 어머니가 일상에서 대

화하면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이 아동의 비유창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12개월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과연 말더듬아동과 어머니의 상호

작용 특성이 일반아동 집단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

펴보았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기 말·언어평가 시 만 2-5세 말더듬아동 6명(남자: 2

명, 여자: 4명)과 아동의 어머니 6명, 일반아동 6명(남자: 3명, 여자: 

3명)과 아동의 어머니 6명, 총 12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본 연구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충분히 듣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본 연구는 우송대학교 기관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1041549-210413-SB-120).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말더듬아동은 (1) 부모 또는 보

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재활사에 의해 말더듬

으로 평가되었으며, (2)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 II (Paradise-Flu-

ency Assessment II, P-FA II; Sim, Shin, & Lee, 2010) 결과, 중증도

가 약함이거나 중간인 말더듬으로 진단되고, (3) 수용 ·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 실시 결과, 백분위 점수가 –1 표준편차 이

상에 속하며, (4) 우리말 조음 ·음운검사(Urimal Test of Articula-

tion an Phonology, U-TAP; Kim & Shin, 2004) 실시 결과, 낱말수

준에서의 자음정확도가 정상범위에 속하고, (5) 기타 동반장애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윤리에 따라 말더듬 치료 여부

는 말더듬아동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하지 못하였고, 본 연구에 

선정된 대상 아동 중, 2명은 평가 후 연구기간 동안 간접치료와 직접

치료를 1년 동안 받았고, 3명은 간접치료를 3개월 동안 받았으며, 1

명은 치료를 받지 않았다.

일반아동은 말더듬아동과 생활연령 및 언어연령이 일치하는 아

동으로 선정하였다. (1) 부모가 말더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

며, (2) P-FA II 결과, 정상적 비유창성으로 나타나고, (3) REVT 실

시 결과, 백분위 점수가 –1 표준편차 이상에 속하며, (4) U-TAP 실

시 결과, 낱말수준에서의 자음정확도가 정상범위에 속하고, (5) 기

타 동반장애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 아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집단 간 동일성 검정을 위한 맨-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test) 비모수 검정 결과, 생활연령, 수용 및 표현어휘 점수, 낱말수

준에서의 자음정확도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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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한 말더듬아동 ·어머니, 일반아동 ·어머

니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아동의 가정 또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방문하여 아동과 어머니에게 약 20-30분 동안 상호작용 놀이를 진

행하게 하여 총 두 차례(평가 시점, 평가 후 12개월 시점) 아동의 

100발화와 아동의 발화에 포함된 어머니 발화를 녹화 수집하였다. 

상호작용 놀이는 조용한 방에서 진행되었으며, 아동이 평소에 가

지고 노는 ‘찰흙놀이’, ‘블록놀이’ 등의 장난감을 활용하고, 자연스

러운 놀이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평소와 같이 아동

과 대화하고 놀아주세요.’라는 최소한의 지시만 주고 진행하게 하

였다.

자료분석

발화 구분 및 선택

상호작용 놀이를 통해 수집된 발화 자료 중, 아동의 첫 5발화를 

제외하고 순서대로 100발화와 아동의 100발화에 포함된 어머니의 

발화를 전사하였다. 그리고 Kim (2014)의 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발

화를 구분 및 선택하였다. 발화 구분 및 선택 기준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ND와 AD 빈도 분석

아동의 100발화에 포함된 normal disfluency (ND)와 AD 빈도

를 분석하였다. ND와 AD 유형은 P-FA II의 비유창성 분류 기준에 

따라 측정하였다. 만약 한 단어에서 두 개의 ND 또는 AD 유형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는(예: 막힘을 동반한 반복2) 2개의 ND 또

는 AD 유형으로 계산하였다(Ambrose & Yairi, 1999).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 및 대화차례 쉼 시간 분석

아동의 100발화와 아동의 100발화에 포함된 어머니의 발화에서 

나타난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

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아동 ·어머니의 상호작용 놀이를 녹화한 영

상을 Goldwave 5.70 (Chon & Lee, 2016)을 사용하여 .wav 형식의 

오디오 파일로 변환하였다(sampling rate: 44kHz, mono). 그리고 

Praat 5.4.18 (Boersma & Weenink, 2015)을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

하였다.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아동의 대화차례에서 

나타난 아동의 총 발화 길이를,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어

머니의 대화차례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총 발화 길이를 의미한다. 

Chon, Sawyer와 Ambrose (2012)의 연구에서 조음 속도를 분석하

기 위해 발화 시간을 측정한 방법에 따라 Figure 1과 같이 화자의 

대화차례에서 발화 파형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종료되는 지점까지

의 시간을 측정하고, 하나의 대화차례에서 두 개 이상의 발화가 나

타난 경우에는 각 발화 파형의 시간을 더하여 계산하였다. 아동과 

어머니의 발화가 일부 또는 전체 중첩된 경우, 파형을 통한 분석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대화차례 발화 시간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또한 비유창성 지속시간과 0.25초 이상의 쉼 지속시간은 제외하

였다. 비유창성 지속시간의 경우, 반복1, 반복2는 반복단위와 반복

단위 사이의 쉼 지속시간을, 간투사, 연장은 비유창한 소리가 시작

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의 지속시간을, 막힘은 부자연스럽

고 불수의적인 주저(unnatural and forced hesitation)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였다(Chon et al., 

2012). 아동의 100발화에서 나타난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을 

측정한 후, 전체 대화차례 발화 시간을 더하고 아동의 대화차례 빈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Group Case no. Gender Age at initial visit Age at onset Duration of treatment Treatment type at  
initial visit

Stuttering severity at 
initial visit

CWS (N= 6) CWS1 F 2;1 1;10   3 months Indirect treatment NT
CWS2 F 2;10 1;11   3 months Indirect treatment moderate
CWS3 F 3;4 2;5 12 months Indirect, Direct treatment moderate
CWS4 M 3;9 3;5 12 months Indirect, Direct treatment moderate
CWS5 M 4;9 3;3   3 months Indirect treatment moderate
CWS6 F 5;7 5;0 No No mild

CWNS (N= 6) CWNS1 M 2;3 - - - -
CWNS2 F 2;7 - - - -
CWNS3 M 3;11 - - - -
CWNS4 M 4;10 - - - -
CWNS5 F 4;11 - - - -
CWNS6 F 5;4 - - - -

CWS= children who stutter;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NT= Not 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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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나누어 아동의 평균 대화차례 발화 시간을 구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어머니의 평균 대화차례 발화 시간도 구하였다.

대화차례 쉼 시간은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차례 쉼 시간을 측정

하였으며, 아동의 대화차례 쉼 시간은 어머니의 대화차례가 끝나는 

지점부터 아동의 대화차례가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쉼 길이를, 어머

니의 대화차례 쉼 시간은 아동의 대화차례가 끝나는 지점부터 어

머니의 대화차례가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쉼 길이를 의미한다. Fig-

ure 2와 같이 현재 화자의 대화차례가 끝나는 지점부터 대화 상대

자의 대화차례가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Kelly, 

1994; Lee, 2014).

아동의 100발화에서 나타난 아동의 대화차례 쉼 시간을 측정한 

후, 전체 대화차례 쉼 시간을 더하고 아동의 대화차례 빈도로 나누

어 아동의 평균 대화차례 쉼 시간을 구하였다. 동일한 방식으로 어

머니의 평균 대화차례 쉼 시간도 구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

전체 자료의 20%에 해당하는 4명의 자료를 유창성장애 평가 및 

치료 경험이 있는 언어재활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명과 본 연구

자가 독립적으로 전사하고 아동의 ND 및 AD 빈도, 아동과 어머니

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 및 대화차례 쉼 시간을 분석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ND 빈도의 신뢰도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 자 간 신뢰도(%)= (일치한 ND 빈도/발화에서 나타난 ND 

빈도)*100

나머지 요인들도 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신뢰도는 아동의 

ND와 AD 빈도, 대화차례 발화 시간, 대화차례 쉼 시간은 각각 

93.5%, 92.1%, 89.9%, 87.5%,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 대화차

례 쉼 시간은 각각 89.6%, 88.6%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26.0 (IBM-SPSS Inc., Chica-

go, IL, USA)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각 시점(평가 

시, 12개월)에서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간 ND와 AD 

빈도, 대화차례 발화 시간, 대화차례 쉼 시간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 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과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 간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 대화차례 쉼 시간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맨-휘트니 U-검정(Mann-Whitney U-test)을 실시

하였다. 둘째, 각 집단(말더듬아동 집단, 일반아동 집단, 말더듬아

동 어머니 집단,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에서 시점(평가 시점, 평가 

후 12개월 시점)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시

점 및 각 집단(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 일반아동 어머니·집단)에

서 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스피어만 등위상관분석

(Spearman rank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결과 해석 시에는 5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상관계수 .70 이상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로 설정하였다. 넷째, 개별 말더듬아동 및 어머니의 상호작용 

특성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

였다.

Figure 1. Duration of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Figure 2. duration of turn-switching paus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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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아동의 비유창성 빈도

각 시점(평가 시점,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의 ND 및 AD 빈도에 대해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 시점에 나타난 아동의 ND 및 AD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Appendix 2와 같다.

집단 간 비유창성 빈도 비교

각 시점에서 집단 간 ND 및 AD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한 결과, 평가 시점에

서 말더듬아동 집단의 AD 빈도가 일반아동 집단의 AD 빈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 -2.892, p< .01).

시점 간 비유창성 빈도 비교

각 집단에서 시점 간 ND 및 AD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말더듬아동 집단의 

ND 빈도: Z= -.318, p = .750; 말더듬아동 집단의 AD 빈도: Z=  

-.946, p= .344; 일반아동 집단의 ND 빈도: Z=  -1.472, p= .141; 일

반아동 집단의 AD 빈도: Z= .000, p=1.000).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

각 시점(평가 시점,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과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에 대해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시점에 나타난 어

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Appendix 3과 같다.

집단 간 대화차례 발화 시간 및 대화차례 쉼 시간 비교

각 시점에서 집단 간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평

가 시점에서 대화차례 발화 시간: Z= .000, p=1.000; 평가 시점에서 

대화차례 쉼 시간: Z= -.801, p= .423;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대화

차례 발화 시간: Z= -1.121, p= .262;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대화

차례 쉼 시간: Z= -1.281, p= .200).

시점 간 대화차례 발화 시간 및 대화차례 쉼 시간 비교

각 집단에서 시점 간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한 결과, 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은 대화차례 발화 시

간과 쉼 시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대화차례 발화 시간: Z= -.105, p= .917; 대화차례 쉼 시간: Z=  

-.943, p= .345).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에서는 대화차례 발화 시간

이 평가 시점보다 12개월 시점에서 유의하게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고, 대화차례 쉼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화차례 발화 시간: Z= -1.992, p< .05; 대화차례 쉼 시

간: Z= -1.153, p= .249).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

각 시점(평가 시점,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에 대해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시점에 나타난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Appendix 4

와 같다.

집단 간 대화차례 발화 시간 및 대화차례 쉼 시간 비교

각 시점에서 집단 간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평

Table 2. Comparisons of ND and AD frequency between children groups

Period Disfluency type CWS (N= 6) CWNS (N= 6) Z

Initial visit ND 17.50 (17.75) 8.00 (7.5) -2.1
AD 11.50 (19.75) 2.50 (2.75) -2.892*

12 months later ND 18.50 (13.25) 11.50 (12.00) -1.363
AD 10.00 (10.00) 1.50 (4.00) -1.942

Vales are present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ND = normal disfluency; AD = abnormal disfluency; CWS = children who stutter;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p < .01.

Table 3. Comparison of duration of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and du-
ration of turn-switching pause between mother’s groups

Period Duration type CWS (N= 6) CWNS (N= 6) Z

Initial visit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sec)

2.94 (.75) 2.85 (1.15) 0

Turn-switching pause (sec) .53 (.16) .66 (0.39) -.801
12 months 

later
Duration of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sec)
2.77 (1.70) 2.10 (1.55) -1.121

Turn-switching pause (sec) .30 (.57) .59 (.50) -1.281

Vales are present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ND = normal disfluency; AD = abnormal disfluency; CWS = children who stutter;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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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점에서 대화차례 발화 시간: Z= -.320, p= .749; 평가 시점에서 

대화차례 쉼 시간: Z= -1.761, p= .078;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대

화차례 발화 시간: Z= .000, p=  1.000;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대

화차례 쉼 시간: Z= -.160, p= .873).

시점 간 대화차례 발화 시간 및 대화차례 쉼 시간 비교

각 집단에서 시점 간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시점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말더듬아동 집단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 Z= -.943, 

p= .345; 말더듬아동 집단의 대화차례 쉼 시간: Z= -.943, p= .345; 

일반아동 집단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 Z= -1.572, p= .116; 일반아

동 집단의 대화차례 쉼 시간: Z= -.943, p= .345).

아동 및 어머니 요인과 아동의 비유창성 빈도 간의 관계

평가 시점과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

동 집단의 ND 및 AD 빈도와 아동 요인(대화차례 발화 시간, 대화

차례 쉼 시간), 어머니 요인(대화차례 발화 시간, 대화차례 쉼 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스피어만 등위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의 통계적 해석 기준은 변수 간 전체 분산

의 50% 이상의 설명력을 가지는 상관계수 .70 이상으로 하였다. 

평가 시점의 상관 분석

평가 시점의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의 ND 및 AD 빈

도와 아동 요인, 어머니 요인 간의 관계를 스피어만 등위상관분석

한 결과는 Appendix 5와 같다. 

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에서 아동 AD 빈도는 어머니 대화차례 

발화 시간(r= .754, p= .084)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동 대화

차례 쉼(r= -.754, p= .084), 어머니 대화차례 쉼(r= -.754, p= .084)

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에서 아동 AD 빈도는 아동 대화차례 발

화 시간(r= -.899, p< .05)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 

대화차례 쉼 시간과 아동 대화차례 쉼 시간이 정적상관관계를 보

였다(r= .829, p< .05).

평가 후 12개월 시점의 상관 분석

평가 후 12개월 시점의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의 ND 

및 AD 빈도와 아동 요인, 어머니 요인 간의 관계를 스피어만 등위

상관분석한 결과는 Appendix 6과 같다. 

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에서 아동 AD 빈도는 어머니 대화차례 

발화 시간(r= -.736, p= .096)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어머

니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아동 대화차례 발화 시간이 부적상관관

계를 보였다(r= -.829, p< .05).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에서 아동 ND 빈도는 어머니 대화차례 

쉼 시간(r= -.886, p< .05)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개별 말더듬아동 및 어머니 상호작용 특성 변화

개별 말더듬아동 비유창성 빈도와 대화차례 발화 시간 변화

개별 말더듬아동의 비유창성 빈도와 대화차례 발화 시간의 변

화를 살펴보면 Figure 3과 같다. 아동의 ND 및 AD 빈도는 수치가 

큰 관계로 1/10로 축소하여 제시하였다. 평가 후 연구기간 동안 간

접치료와 직접치료를 받았던 CWS3과 CWS4의 경우,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짧아지고, ND 및 AD 빈도가 감소

하는 양상을 보였다. 간접치료를 3개월 동안 받았던 CWS1, CWS2, 

CWS5의 경우,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ND 및 AD 빈도가 다른 양상

을 보였다. 치료를 받지 않았던 CWS6의 경우, 대화차례 발화 시간

은 길어지고, ND 및 AD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개별 말더듬아동 비유창성 빈도와 대화차례 쉼 시간 변화

개별 말더듬아동의 비유창성 빈도와 대화차례 쉼 시간 간 변화

를 살펴보면 Figure 4와 같다. 평가 후 연구기간 동안 간접치료와 직

접치료를 받았던 CWS3과 CWS4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화

차례 쉼 시간은 길어지고, ND 및 AD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다. 간접치료를 3개월 동안 받았던 CWS1, CWS2, CWS5의 경우, 대

화차례 쉼 시간과 ND 및 AD 빈도가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CWS5

의 경우, 대화차례 쉼 시간이 짧아지고, ND 및 AD 빈도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치료를 받지 않았던 CWS6의 경우, 대화차례 쉼 

시간은 길어지고, ND 및 AD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Table 4. Comparison of duration of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and du-
ration of turn-switching pause between children groups

Period Duration type CWS (N= 6) CWNS (N= 6) Z

Initial visit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sec)

2.38 (1.37) 2.27 (.79) -.320

Turn-switching pause (sec) .8 (.53) 1.2 (.89) -1.761
12 months 

later
Duration of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sec)
3.37 (4.16) 2.84 (2.39) 0

Turn-switching pause (sec) .88 (.44) .84 (.63) -.160

Vales are present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ND = normal disfluency; AD = abnormal disfluency; CWS = children who stutter; 
CWNS= children who do not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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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말더듬아동 비유창성 빈도와 어머니 대화차례 발화 시간 

변화

개별 말더듬아동의 비유창성 빈도와 어머니 대화차례 발화 시

간 간 변화를 살펴보면 Figure 5와 같다. 평가 후 연구기간 동안 간

접치료와 직접치료를 받았던 CWS3과 CWS4의 경우,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길어지고, 아동의 ND 및 

AD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간접치료를 3개월 동안 받았

던 CWS1, CWS2, CWS5의 경우,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ND 및 AD 빈도가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CWS2의 경우,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이 짧아지고, 아동의 AD 빈도는 감소, ND 빈

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치료를 받지 않았던 CWS6의 경우,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짧아지고, 아동의 ND 및 AD 빈도

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개별 말더듬아동 비유창성 빈도와 어머니 대화차례 쉼 시간 변화

개별 말더듬아동의 비유창성 빈도와 어머니의 대화차례 쉼 시간 

간 변화를 살펴보면 Figure 6과 같다. 평가 후 연구기간 동안 간접치

료와 직접치료를 받았던 CWS3과 CWS4의 경우, 어머니의 대화차

례 쉼 시간과 아동의 ND 및 AD 빈도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CWS3의 경우, 어머니의 대화차례 쉼 시간은 길어지고, 아동의 ND 

Figure 3. Individual changes in disfluency and duration of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in CWS.
ND= normal disfluency; AD= abnormal disfluency; CWS= children who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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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dividual changes in disfluency and duration of turn-switching pause in CWS.
ND= normal disfluency; AD= abnormal disfluency; CWS= children who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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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AD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CWS4의 경우, 어머니의 

대화차례 쉼 시간은 짧아지고, 아동의 ND 및 AD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간접치료를 3개월 동안 받았던 CWS1, CWS2, 

CWS5의 경우,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아동의 ND 및 AD 

빈도가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CWS5의 경우, 어머니의 대화차례 

쉼 시간이 짧아지고, 아동의 AD 빈도는 감소, ND 빈도는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치료를 받지 않았던 CWS6의 경우, 어머니의 대

화차례 쉼 시간은 짧아지고, 아동의 ND 및 AD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전 말더듬아동과 어머니가 일상에서 대화하면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

Figure 5. Individual changes in disfluency and duration of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of mothers in CWS.
ND= normal disfluency; AD= abnormal disfluency; CWS= children who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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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dividual changes in disfluency and duration of turn-switching pause of mothers in CWS.
ND= normal disfluency; AD= abnormal disfluency; CWS= children who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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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정 외  •  학령전 말더듬아동 ·어머니 간 상호작용 종단적 분석 외

이 아동의 비유창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

였다. 아울러 말더듬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특성을 일반아동 

집단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 대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시점에서 말더듬아동 집단의 AD 빈도가 일반아동 

집단의 AD 빈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시점에서 나타난 개별 말더듬아동

의 AD 빈도 차이가 큰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말더

듬아동은 유창성을 저해하는 자극에 의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와 같은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인해 비유창

성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데(Lee & Sim, 2007; Min, 2007), 본 

연구에 참여한 개별 말더듬아동을 살펴보았을 때, 평가 시점에서 

가장 낮은 AD 빈도를 보인 아동은 7회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AD 

빈도를 보인 아동은 38회였다.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가장 낮은 

AD 빈도를 보인 아동은 1회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AD 빈도를 보

인 아동은 35회였다. 개별 아동 내에서 시점 간 AD 빈도 차가 가장 

큰 경우는 12회였으며, 가장 작은 경우는 1회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말더듬아동을 집단뿐만 아니라 개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

며, 가변성(variability)이 큰 말더듬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가 후 연구 기간 동안 간접 및 직접치료를 받고 있었던 

CWS3과 CWS4는 ND와 AD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간접치료를 받았던 CWS1은 감소, CWS2, CWS5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여 치료효과 외에 다른 요인들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각 집단에서 시점 간 아동의 ND 및 AD 빈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아동 집단의 경우, ND 빈

도가 평가 시점보다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

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며(Min, 

2007), 말더듬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도 말·언어능력이 발달하

는 중에 있고 주변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비유창성이 빈번하

게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AD 빈도 역시 높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

고 시점 간 비유창성 빈도가 큰 변동(fluctuation)을 보일 수 있으므

로(Yairi, 1982) 이들의 비유창성도 종단적으로 주의 깊게 살필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평가 시점과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과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 간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더듬아동 

부모가 일반아동 부모와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말더듬아

동 부모의 시간적 요인이 아동의 말더듬을 발생 및 지속시킬 정도

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Allan & 

Williams, 1974; Egolf, Shames, Johnson, & Kasprisin-Burrelli, 

1972; Johnson, 1955; Johnson & Associates, 1959; Kasprisin-

Burrelli, Egolf, & Shames, 1972; Meyers & Freeman, 1985a, b). 대

화차례 발화 시간은 대화의 독점 또는 경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치로, 아동과 부모의 대화차례가 불균형을 이루게 될 때, 아동

이 대화차례를 얻기 위해 부모와 경쟁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부모의 쉼 시간이 짧으면 아동은 빠르게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

을 느끼게 되고(Manning, 2010), 압박을 느낀 아동은 짧은 대화차

례 쉼 시간을 보이게 되어 아동이 발화를 계획하고 산출하는 말운

동 시스템에 과부하를 초래하여 말더듬 행동이 나타나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Conture, 1990; Savel-

koul et al.,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아동 어머니가 일반

아동 어머니보다 긴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짧은 대화차례 쉼 시간

을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는 대화차례 쉼 시간이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 간 차이가 없고, 말더듬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가 시간적 요인에서 차이가 없다고 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elly & Conture, 1992; Zebrowski, 1995). 

셋째, 평가 시점과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간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말더듬아동이 일

반아동보다 긴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짧은 대화차례 쉼 시간을 보

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아동이 부모와 상호작용 시, 부

모가 본인의 발화를 방해하고, 본인을 표현하는데 부모로부터 제

약(constraint)을 느껴 부모의 발화에 반응하지 않거나 본인의 대

화차례 시 발화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와는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다(Langlois, Hanrahan, Inouye, 1986; Zebrowski 

& Kelly, 2002).

또한 각 집단에서 시점 간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 및 쉼 시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모

두 대화차례 발화 시간이 평가 시점보다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평균 형태소 길

이(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MLU-m)와 어휘다

양도(Type-Token Ratio, TTR)를 분석하지 않아 아동 발화의 길이

와 복잡도를 알 수 없으나 학령전 아동의 말·언어능력의 형식뿐 아

니라 내용과 사용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므로(Bae, 2021) 

이러한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의 경우, 평가 시점에서 아동 AD 

빈도는 어머니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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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차례 쉼, 어머니 대화차례 쉼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동과 부모의 대화차례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 아동이 대화차

례를 얻기 위해 부모와 경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Manning, 2010; Savelkoul et al., 2007; Winslow & 

Guitar, 1994). 또한 부모가 아동의 발화에 반응하기 위해 충분한 

기다림을 제공하는 것이 시간적 압박을 감소시켜 주어 아동의 유

창성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onture, 1990; Craig & Gallagher, 1983).

그러나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는 평가 시점과 달리 아동 AD 빈

도와 어머니 대화차례 발화 시간이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머니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아동 대화차례 발화 시간이 부적상관관계

를 보였다. 즉,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짧아지고 AD 빈도는 감소하며, 어머니의 대

화차례 발화 시간이 짧아질수록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길

어지고 AD 빈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 대화 

참여자의 행동 변화가 다른 대화 상대자의 행동을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부모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이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보다 길 경우, 아동과 부모의 대화차례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

어 아동이 대화차례를 얻기 위해 부모와 경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Manning, 2010; Savelkoul 

et al., 2007; Winslow & Guitar, 1994).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대

화차례 발화 시간이 짧아질수록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길

어지고, 아동의 AD 빈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부모

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관계없이 아동이 본인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을 길게 하여 스스로 시간적 압박을 부과(self-imposed time 

urgency)하고(Zebrowski & Kelly, 2002), 이러한 압박이 인지적, 언

어적, 운동적, 정서적 용량을 초과하여 아동의 비유창성을 증가시

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Kim & Sim, 2021)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아동 ·부모 상호작용 치료와 같은 간접치료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화를 변화시키는 직접치료도 중요함을 나타내며, 직접치

료 시, 말더듬아동의 발화 양과 발화 길이 및 복잡도를 조절해줄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Lee & Sim, 2015; Logan & Conture, 1995). 

Lee와 Sim (2015)은 비유창한 발화 길이가 길어지면서 비유창성이 

증가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비유창한 문장의 길이를 조절해주는 

치료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동과 어머니 간 상

호작용 시 나타난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을 유창한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비유창한 대화차례 발화 시간으로 구분하면서 아동

의 비유창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학령전 말더듬아동의 비유창성과 관련 있

는 요인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Smith & Kelly, 1997) 향후 대단위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학령전 말더듬아동을 치료하는 동안 언어재활사가 치료 시점 별로 

살펴보아야 할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음(Lee & Sim, 2016)을 시사

한다.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의 경우, 평가 시점에 아동 AD 빈도는 아

동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머니 대화차례 

쉼 시간과 아동 대화차례 쉼 시간이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서는 아동 ND 빈도가 어머니 대화차례 쉼 시간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 대화차례 쉼 시간이 짧을수록 

ND 빈도가 증가하고, 길수록 ND 빈도가 감소했다는 것을 나타낸

다. 말더듬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도 성장하는 중에 있으므로 

ND와 AD를 보일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가 아동과 상호

작용 시, 긴 대화차례 쉼 시간을 사용하면 학령전 아동의 비유창성

이 감소된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hn et al., 2009; Lee 

& Sim, 2016; Newman & Smit, 1989). 

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과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에서 아동의 

비유창성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던 어머니 대화차례 쉼 시간을 좀 

더 살펴보면, 각 집단의 개별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의 평균 

대화차례 쉼 시간은 0-1초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2-3초의 대

화차례 쉼 시간을 부모에게 권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데,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0-1초의 대화차례 쉼 시간이 아동의 말

더듬 발생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짧은 것인지에 대해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상호작용 치료 시 모든 말더듬아동 부모에게 2-3

초의 대화차례 쉼 시간을 권하는 것보다는 부모와 아동의 개별적

인 상호작용 특성에 따라 대화차례 쉼 시간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Lee & Sim, 2016). 

말더듬아동·어머니 집단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경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각 개별 양상과 치료 효과가 개별적으로 상이하게 나

타났다. 평가 후 연구기간 동안 간접치료와 직접치료를 받았던 아

동들은 ND 및 AD 빈도가 감소하였는데,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

간과 쉼 시간,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은 같은 경향을 보였으

나 부모의 대화차례 쉼 시간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간접치료를 3개

월 동안 받았던 아동들은 ND 및 AD 빈도 뿐만 아니라 아동과 어

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쉼 시간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치료

를 받지 않았던 아동은 ND 및 AD 빈도가 증가하였는데,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이 길어졌고, 어머니의 대

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은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말더듬아동과 부모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

여 간접 및 직접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접치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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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직접치료도 받은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 

대화차례 발화 시간이 길어지거나 대화차례 쉼 시간이 짧아져도, 

즉 주변의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아동 스스로 본인의 대화차례 발

화 시간과 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이 비유창성 빈도 변

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수가 각 집단별 6쌍으로 제한적이며, 개별 말

더듬아동의 중재 기간 및 중재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말더듬

아동의 대부분은 말더듬 시작 시점이 1년 이내였으나 5번 말더듬

아동이 1년을 초과하여 대상자의 배경 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 수를 확보하고 배경 변인을 통제

하여 종속 변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과 부모의 대화

차례 발화 시간, 아동의 대화차례 쉼 시간에 대해 다룬 선행연구가 

국내외로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해당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학령전 아동의 비유창성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말더듬아동 집단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 집단의 개별 양상도 분석하면 임상현장에

서 말더듬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한계점과 제언을 고려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말더듬 발생 및 지속과 관련 있는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 특

성에 대한 정보와 학령전 말더듬아동에게 적절한 중재 방법을 제

공하기 위한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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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발화 구분 및 선택 기준

발화 구분 및 선택 기준 예

1. 종결어미가 있으면 발화를 구분한다.

2.  끝이 분명하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억양이 나타난 경우, 발화를 구분한다. 단문 두 개가 연결어미로 이어진 하나의 문
장 내에서도 억양 변화가 있으면 발화를 구분한다. 단, 비유창성으로 인해 억양 변화가 나타난 경우에는 발화를 구분하
지 않는다.

3.  발화 간의 쉼이 2초 이상일 경우 다른 발화로 간주한다. 단, 막힘과 연장과 같은 비유창성으로 인해 2초 이상의 쉼이 나
타난 경우에는 발화를 구분하지 않는다.

4. 상호작용 놀이와 관련 없는 발화는 발화 선택에서 제외한다.

5.  완전 이해 가능한 경우만 발화로 간주하고 조음정확도가 부정확하거나 대화 상대자의 발화와 중첩이 있더라도 전사할 
수 있는 음절이 전체 음절의 50% 이상일 경우 발화로 간주한다.

6. 노래하거나 숫자세기 등의 기계적 발화는 발화 선택에서 제외한다. 예외로 발화 속에 내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발화로 선 ① 아동: “일, 이, 삼, 사, 오, 육”

    택한다.      → 아동의 발화 선택에서 제외 

② 아동: “나 일이삼사 알아”

     → 아동의 발화로 선택

7. 긍정이나 부정을 나타내는 1-2음절 발화(예: 네, 응, 그래, 아니)와 현재 화자의 대화차례에서 나타난 대화 상대방의 추 ① 부모: “엄마 따라해?”

    임새(응, 으음 등)는 발화 선택에서 제외한다.      아동: 응

     → 아동의 발화 선택에서 제외

② 아동: 엄마 주황색 좋아하는데

     부모: 맞아

     → 부모의 발화 선택에서 제외

8. 의성어나 의태어는 단순 발성이 아닌 의미 있는 것일 때만 낱말로 인정하므로 단순 발성으로 나타난 의성어와 의태어는 ① 아동: (찰흙을 누르며) “영차 영차 영차”

    발화 선택에서 제외한다.      → 아동의 발화 선택에서 제외

② 아동: 엄마 소도 씻겨 줘

     부모: “쓱쓱 싹싹”

     → 부모의 발화 선택에서 제외

Appendix 2. 평가 시점과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 나타난 아동의 ND 및 AD 빈
도 평균과 표준편차

Period Disfluency type CWS (N=6) CWNS (N=6)

Initial visit ND 19.00 (8.94) 8.67 (3.67)

AD 16.33 (12.16) 2.67 (1.75)

12 months later ND 18.33 (6.95) 13.17 (6.64)

AD 12.67 (11.55) 2.83 (3.66)

Vales are presented as Mean (SD).   
ND=normal disfluency; AD=abnormal disfluency;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Appendix 3. 평가 시점과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 나타난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
화 시간 및 대화차례 쉼 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Period Duration type CWS (N=6) CWNS (N=6)

Initial visit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sec)

2.95 (.75) 3.13 (.76)

Turn-switching pause (sec) .52 (.13) .62 (.22)

12 months 
later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sec)

2.73 (.82) 2.20 (1.01)

Turn-switching pause (sec) .43 (.30) .59 (.27)

Vales are presented as Mean (SD).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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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평가 시점과 평가 후 12개월 시점에 나타난 아동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 및 대화차례 쉼 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Period Duration type CWS (N=6) CWNS (N=6)

Initial visit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sec)

2.72 (1.26) 2.42 (.42)

Turn-switching pause (sec) .79 (.28) 1.21 (.49)

12 months 
later

utterance in a conversational 
turn (sec)

4.11 (2.57) 3.50 (1.53)

Turn-switching pause (sec) .85 (.48) .93 (.36)

Vales are presented as Mean (SD).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Appendix 5. 평가 시점의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Duration type Group ND AD

Children’s utterance in a CWS (N=6) .143 -.232

conversational turn CWNS (N=6) .559 -.899*

Children’s turn-switching pause CWS (N=6) .029 -.754a

CWNS (N=6) .265 -.232

Mother’s Utterance in a CWS (N=6) -.086 .754a

conversational turn CWNS (N=6) .441 .609

Mother’s turn-switching pause CWS (N=6) .143 -.754a

CWNS (N=6) .088 -.464

ND=normal disfluency; AD=abnormal disfluency;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p<.05.
aCorrelation coefficient .70 or more values.

Appendix 6. 평가 후 12개월 시점의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Duration type Group ND AD

Children’s utterance in a CWS (N=6) .086 .441

conversational turn CWNS (N=6) -.086 .000

Children’s turn-switching pause CWS (N=6) .257 -.677

CWNS (N=6) -.257 -.319

Mother’s utterance in a CWS (N=6) .200 -.736a

conversational turn CWNS (N=6) .543 .551

Mother’s turn-switching pause CWS (N=6) -.086 -.265

CWNS (N=6) -.886* -.464

ND=normal disfluency; AD=abnormal disfluency;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p<.05.   
aCorrelation coefficient .70 or mo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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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령전 말더듬아동과 아동의 어머니 간 상호작용 종단적 분석: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쉼 시간을 중심으로

곽효정1·심현섭1·이수복2

1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2우송대학교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학령전 말더듬아동과 어머니가 일상에서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

화차례 쉼 시간이 아동의 비유창성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일반아동·어머니 집단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상호

작용 놀이 상황에서 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 6쌍과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 6쌍의 발화를 두 차례(평가 시점, 평가 후 12개월 시점) 수

집하여 아동의 ND와 AD 빈도, 아동과 어머니의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을 분석하였다. 결과: 평가 시점과 평가 후 12

개월 시점에서 말더듬아동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간 그리고 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과 일반아동 어머니 집단 간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대화차례 쉼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더듬아동 ·어머니 집단은 평가 시점에서 아동 AD 빈도가 어머

니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말더듬아동 대화차례 쉼 시간, 어머니 대화차례 쉼 시간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평

가 후 12개월 시점에서 말더듬아동 AD 빈도는 어머니 대화차례 발화 시간과 부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말더듬 

발생 및 지속과 관련 있는 아동과 어머니 간 상호작용 종단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말더듬아동 ·부모의 상호작용 치료를 통해 

학령전 아동이 만성적 말더듬으로 발전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학령전 아동, 말더듬, 종단연구, 상호작용, 대화차례 발화 시간, 대화차례 쉼 시간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6976). 

본 논문은 제1저자(곽효정)의 석사학위논문(2021)을 발췌 및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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