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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의 근거이론적 분석  •  최소영 외

Appendix 1. 말더듬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의 범주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늦터짐, 더듬는 횟수 잦음, 말이 끊어짐, 음절반복 어눌함
말더듬 
발현

인과적 조건:  
*말더듬 발현

교사가 더듬는 것 같다고 함, 어린이집에서 더 많이 더듬음, 집에서는 심하지 않음 교사발견

가족력, 아빠도 말이 느림, 아빠도 말더듬, 쌍둥이 삼촌 말더듬, 할아버지 말더듬 가족력

주변에서 잘 모름, 흔하지 않음, 경험담 듣기 어려움, 정보부족 무지함 막연한 
기대

맥락: 
*막연한 기대
*아동 반응 
*주변 지지

환경적 문제, 완치 가능하다고 함, 기대감, 양육태도 문제, 의사가 기다리라고 함 기대감

자녀의 짜증, 센터 적응 힘듦, 울기만 함, 말이 안 나온다고 함, 말하기 거부, 증상 기복 심함, 좋아지지 않음, 효과 없
음, 나빠짐, 호전과 악화 반복

아동 상황
아동반응

막혀도 끝까지 말함, 좋아짐, 스스로 조절, 음절 반복 감소, 치료 후 편안해 함 치료효과

친정 엄마 도움, 격려해줌, 시어머니에게 비밀, 시어머니 안 도와줌 부모

주변지지
남편에게 의지, 남편과 사이가 더 좋아짐, 대화 많이 함, 자녀 잘 보살핌, 도와줌, 남편이 내 탓함, 내 탓이라는 말이 

상처됨, 남편은 치료 상황 모름, 남편은 치료실 방문 안 함, 치료센터 교육받지 않음, 아이와 상호작용 잘 못함
남편

말더듬 옮김, 다른 엄마들이 기피할까 봐 걱정됨, 쳐다봄, 시선이 무서움, 뒤에서 얘기함, 장애 낙인 우려 주변시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음, 위로 받고 싶음, 아니길 바람, 말더듬 확진 받을까 불안함, 오진이길 바람, 마음 졸임, 조바
심, 치료자체가 스트레스

연연함

얽매임

중심 현상:
*정상의 굴레

내게 생긴 일을 믿을 수 없음, 장애로 생각하지 않음, 큰아이만 말더듬 장애부정

인지 장애 우려, 지능 장애 우려, 틱 장애 우려, 완치 여부에 대한 두려움, 성장 후에도 말더듬 걱정됨, 겁남, 두려움, 
둘째 임신 유전 우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함, 당황함, 자녀가 부족하다고 비쳐짐, 주눅들까 봐 미리 담임을 만남

두려움

나 때문인 것 같음, 맞벌이, 임신 동안 바쁘게 일함, 내 일 핑계로 애를 돌보지 않음, 내 개인적 시간을 더 많이 가짐, 
아이 뒤치다꺼리 후 쉬고 싶음

내 탓

죄책감
더듬지 말라고 지적함, 빨리 하도록 재촉함, 닦달함, 조카들에게 말더듬 교정해주라고 부탁, 남편의 죄책감, 남편의 

자기 탓 
미안함

성격 급함, 조급함, 말이 빠름, 남편은 느긋함 급함 성격성향

중재 상황:
*성격성향
*개인적 가치관
*겉치레

자신의 발전도 중요함, 공부 시작함, 우울함, 커리어 쌓고 싶음, 공허함, 시험 잘 봄, 흡족함, 뿌듯함, 아이는 아이 인
생 있음, 아이 스스로 고칠 문제, 아이보다 내 자존심이 우선, 시간낭비, 돈낭비, 아이 말더듬 때문에 사회 진출이 
늦어짐, 말더듬이 내 인생의 걸림돌

성공지향 개인적 
가치관

나보다는 아이 우선 모성지향

말더듬 보여주고 싶지 않음, 말더듬으로 보여 지기 싫음, 장애아로 비춰지기 싫음 
창피함, 신경 쓰임, 초라함, 아이 상태를 일일이 설명, 사람들에게 미리 말함, 담임에게 미리 말함, 똑똑하게 키우고 

싶음,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싶음
체면 세움 겉치레

직장 그만 둠, 재취업, 직장 시간 조정 직장조정
방법모색

전략:
*방법 모색
*타협
*회피
*다그침

교육방법 고민, 반성, 방법 바꿈, 치료실 적응, 아이와 상호작용 교육방법 탐색

치료 안 해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함, 정확할 필요는 없음,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됨, 혜택 받기 위해 감수함 타협
타협

치료사 지시대로 못함, 치료시간 맞추기 힘듦 적당주의

익숙한 곳만 다님, 낯선 곳은 가지 않음, 친구들 모임에 안 나감, 아이 자존감 낮아질까 봐 치료 그만둠 피함

회피다른 아이들과의 대화 막음, 아이가 말을 못하게 막음, 언어치료 비밀로 함 숨김

더듬어도 내버려둠, 장애인 취급 받을까 봐 치료 그만둠 방치

소리지름, 때림, 다그침, 윽박지름 다그침 다그침

주위에 도움 줌, 경험담 나눔, 긍정적으로 얘기해줌 나눔 

자신감 결과:  
*자신감
*자존심 저하
*회한

더듬어도 말을 하는 것이 의미 있음, 대견함, 받아들임, 중증 장애 아동과 비교, 내버려 둠, 완치 기대 안 함 받아들임

자녀 자존감 높아짐, 자신감 생김, 치료 도움됨, 당당하게 말함 당당함

행복 기준 달라짐, 삶의 기준 바뀜, 자녀에 대한 욕심 버림, 편안해짐, 그냥 받아들여짐, 완치 가능하다고 믿음 내려놓음

자신에게 화남, 자존감 저하, 자존심 상함, 자신감 없음, 부부싸움 자신감 상실 자존감 저하

부러움, 후회됨, 공허함, 말더듬 악화시킴 아쉬움 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