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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hen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child’s disfluency, the results can 

vary depending on the language unit. This study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disfluency of Preschool-Age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quantitatively by 

using different language units such as syllables, words and Eojeols. Methods: The 

study compared the difference in disfluency rate and the speech rate based on 

language units for a total of 36 preschool children, composed of 18 children who 

stutter and 18 children who do not stutter. Results: First, as the result of comparing 

disfluency rates between the stuttering preschool children group and the general 

preschool children group based on language units, the stuttering children’s overall 

disfluency of syllable unit was lower than that of word and that of Eojeol units in 

overall disfluency rate, normal disfluency rate and abnormal disfluency rate. On the 

other hand, in the general preschool children group, there was no difference in 

disfluency rate based on the language units in overall disfluency rate, normal 

disfluency rate and abnormal disfluency rate.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on 

stuttering preschool children’s overall speech rate and articulation rate and general 

preschool children’s by phoneme and syllable unit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m.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in the comparison 

analysis of stuttering preschool children’s disfluency rate and general preschool 

childre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becomes greater when the 

language unit is larger than smaller, and that the analysis of speech rate of mildly 

stuttering children i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language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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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아동의 비유창성 특성을 비교하는 경우 언어단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음절, 단어 및 어절 등의 언어단위를 

나누어 비유창성 특성을 수치화하여 비교하였다. 방법 :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 18명, 일반 아동 

18명, 총 36명을 대상으로 언어단위에 따른 비유창성률과 구어속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결과 :  첫째,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집단별 언어단위 간 비유창성률을 

비교한 결과, 전체 비유창성률, 정상적 비유창성률 및 병리적 비유창성률 모두 말더듬 아동은 

음절 단위의 전체 비유창성률이 단어 및 어절 단위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 아동의 경우 

전체 비유창성률, 정상적 비유창성률 및 병리적 비유창성률 모두에서 언어단위에 따라 

비유창성률에 차이가 없었다. 둘째,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전체구어속도 및 

조음속도를 음소, 음절 단위로 분석한 결과, 모두 차이가 없었다. 결론 :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언어단위가 

작은 단위보다 큰 단위일 때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경증의 

말더듬 아동의 구어속도를 분석할 때에는 언어단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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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지만, 다양한 직업인들에

게 필요로 하는 기초능력 중 하나로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Ryu et al., 2016). 의사소통 능력이란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이해하고 자신의 뜻을 말과 글을 통해 

전달하는 능력이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기부

터 말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

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기에 나타나는 비유창성에 관하여 

다각도로 연구되어 왔다(Gaines et al., 1991; Gordon, 1991).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비유창성의 원인들에 대하여 언어발달, 

언어 환경, 외부 사건 등 다양하게 연구되어왔다. 언어발달 과

정을 보면 성인과 달리 비유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

다. 아동의 언어발달 과정에서 특히 2∼5세가 되면 어휘가 급

증하고 다양한 구문 유형들을 습득한다(Kim, 1994). 이 시기

의 아동은 어휘의 수가 증가하면서 두 낱말 표현이 가능해지고 

문법 규칙을 알아가면서 점차 복잡한 문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언어발달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비유창성이 야기될 수 있다

(Andrew et al., 1983; Jeon & Kwon, 1998; Wijnen, 1990). 

또한 아동이 발화에서 나타나는 비유창한 말에 부모가 예민하

게 반응함으로써 병리적인 문제로 악화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

다(Johnson, 1961). 그리고 아동이 가정 안에서 정서적으로 불

안정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격게 

되면서 유창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리고 

아동이 현재의 용량 이상의 발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비유창

성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한다(Manning, 2013). 그리고 

아동이 유창하게 발화를 산출하는 것은 인지능력과 관계가 있

는데, 전조작기에 새롭게 인지능력을 다양하게 습득하는 시기

이지만 많은 전환을 겪으면서 언어 및 인지체계가 불안저하고 

지속적인 조정으로 유창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기도 

하였다(Lindsay, 1989).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창성 연구들에서 정상적인 비유창성

과 달리 유창성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인 비유창성을 구분하고 

그 빈도를 계수하여 비유창성률을 산출한 연구가 많다(Chon, 

2014; Jeon, 2017; Yairi & Ambrose, 1999). 비유창성 유형에 

대한 구분은 학자마다 다소 견해에 차이가 있었고(Ryan, 

2001; Yairi, 1981), 빈도 계수를 위한 언어단위는 음절, 단어 

등 다양한 언어단위로 연구되었다. SSI-2의 경우 단어단위로 

그 빈도를 계수하였으며, SSI-4에서는 음절단위로 병리적 비

유창성의 빈도를 계수하여 비유창성률을 산출하여 심한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Riley, 2009). P-FA의 경우 정상적

인 비유창성과 병리적인 비유창성의 빈도 모두를 계수하여 수

치화하고 있다.

발화에서 비유창성의 유형과 더불어 구어속도도 중요한 요소

로 연구되었다. Dalton과 Hardcastle(1977)은 구어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 것을 유창하다고 정의하였다. 구어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시간을 기준으로 초당 구어속도와 

분당 구어속도, 언어단위를 기준으로 초당 음절수 및 초당 음소

수(Phonemes Per Second, PPS)가 있다(Tiffany, 1980). 그리

고 전체구어속도와 비유창성과 쉼 등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조

음속도 등이 있다(Seol & Jeon, 2018; Tumanova et al., 

2011).

비유창성의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정상의 기준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연구들마다 사용되는 언어단위가 다르므로 

선행연구와 단순히 결과에서 제시된 수치를 비교할 수 없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음절의 경계가 뚜렷한 언어로 음절을 단위

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Kim, 2001) 다른 나라의 

언어와 달리 어절이라는 언어단위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연구들에서 구체적으로 언어단위를 달리하여 비유창성률과 구

어속도 수치를 비교하고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비유창성이 출현하는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

으로 언어단위를 고려한 비유창성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언어단위 특성을 고려하여 5

∼6세 학령전기 말더듬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음절, 단어, 어

절단위로 비유창성률을 분석할 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음소 및 음절단위로 구어속도를 분석할 때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령전기 유창한 

아동과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 특성을 파악할 때 언어단위에 

따라 제시되는 수치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어 평

가 및 치료 효과 검증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자료 선정 기준은 공식화된 검사도구 중 학령전기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과업을 선정하였다.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집단별 18명으로 

총 36명이다.

말더듬 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아동의 

부모와 교사에 의해 말더듬으로 보고된 아동으로 하였다. 둘재,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치료사가 유창성 인터뷰 양식

(Ryan, 2001)을 실시하여 말더듬이라고 판별된 아동으로 하였

다. 셋째,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

(Kim et al., 2003)를 실시한 결과, 생활연령에 비하여 통합언

어연령이 -1SD 이상인 아동으로 하였다. 넷째, 조음기관의 기

질 및 기능에 이상이 없는 아동으로 하였다. 다섯째, 말더듬 이

외에 다른 동반장애 즉, 청각, 시각, 신경학적, 정서 장애 등의 

문제가 없는 아동으로 하였다. 여섯째,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하였다.

일반 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나 담임교

사가 감각 및 정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아동으로 하였다. 

둘째, 부모나 담임교사가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아

동으로 하였다. 셋째,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

달 척도(Kim et al, 2003)를 실시한 결과, 생활연령에 비하여 

통합언어연령이 -1SD 이상인 아동으로 하였다. 넷째, 조음기

관의 기질 및 기능에 이상이 없는 아동으로 하였다. 다섯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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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할 것을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하였다. 선정기

준에 관련된 보고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담당 교사와 보호자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2. 자료 수집

자료 선정 기준은 공식화된 검사도구 중 학령전기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과업을 선정하였다.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

을 대상으로 그림보고 말하기 과업을 실시하여 언어표본을 수

집하였다.  언어표본을 수집하기 위한 그림은 파라다이스-유창

성 검사(Shim at al., 2010)에서 학령전기 아동에게 그림보고 

말하기 과업을 실시할 때 사용되는 ‘놀이터’와 ‘유치원’ 그림을 

사용하였다.  아동에게 ‘놀이터’ 그림을 제시하고 그림을 자세

히 살펴보며 이야기하도록 지시하였다. 놀이터 그림에서 200음

절 이상의 발화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 ‘유치원’ 그림을 제

시하여 충분한 발화를 수집하였다. 언어표본 수집은 대상 아동

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조용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

였으며, 모든 자료 수집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검사 

실시 후 1∼2일 이내에 발화를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1) 비유청성률 분석

비유창성률은 언어단위에 따라 더듬은 음절(Percentage of 

Stuttered Syllables: %SS)이나 더듬은 단어(Percentage of 

Stuttered Words: %SW)수를 백분율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Riley, 2008; Riley, 1981), 한국어의 경우 영어와 달리 음절, 

단어, 어절 등의 언어단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특

성을 고려하여 음절, 단어, 어절로 구분하여 비유창성률을 계산

하였다. 본 연구의 언어단위별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음절 단위 비유창성률은 비유창하게 발화한 음절을 전체 말

한 음절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음절이란 자음

과 모음이 결합하게 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음절수를 계수할 

때 숫자, 외국어, 외래어 등은 우리말 음절에 따라 계수하였다. 

예를 들어 ‘24’를 ‘이십사’로 발음하면 3음절이며 ‘우리 집은 

24층입니다.’의 경우 11음절로 계수하였다. 전체 200개 음절 

중 13개 음절을 더듬은 경우, 13 ÷ 200 × 100 = 6.6과 같이 

계산하였다. 

단어 단위 비유창성률은 비유창하게 발화한 음절을 전체 말

한 단어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단어란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자립형태소에 붙으면서 쉽게 분리되는 말, 즉 

최소자립어를 말하며 품사와 일치한다(Bloodstein, 1995). 본 

연구에서는 Kim(2002)의 연구를 참조하여 자립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개별적인 단어로, 준자립어인 의존명사, 보조 용언도 

단어로 계산하였다. 다른 품사라도 동사로 전성된 경우 문장 

어미와 함께 한 단어로 계수하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두 개

의 단어수로 분석하였다. 복합어라도 일반적인 고유명사의 경

우는 한 낱말로 분석하며 하나의 개념으로 굳어버린 복합용언

은 전체 한 개의 단어수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전체 150개 

단어 중 8개의 단어를 더듬은 경우, 8 ÷ 150 × 100 = 5.3과 

같이 계산하였다.

어절 단위 비유창성률은 비유창하게 말한 어절수를 전체 말

한 어절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어절이란 어휘적 

부분이 문법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갖고 

문장에 나타나는 단위(Lee, 2015)로, ‘띄어쓰기’를 기본 측정단

위로 본다(Lee & Kwon, 2004). 본 연구에서는 Ahn 등(2002)

의 연구를 참조하여 어절수를 계산하였다. 합성어(예, 남자친구)

는 하나의 단어로 계산하다. ‘것’ 혹은 ‘데’와 같은 의존명사는 

각각 1개의 어절로 취급하여 한 어절로 계산하고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는 띄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한 

개의 어절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높은 산에 올라 맑은 공기

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의 문장

의 경우 어절이 12개이다. 전체 75개 어절 중 7개의 어절을 더

듬은 경우, 7 ÷ 75 × 100 = 9.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구어속도 분석

구어속도는 시간당 발화한 음소수, 음절수 혹은 단어수로 계

산할 수 있다(Tiffany 1980; Kelly & Conture, 1992). 시간 

단위로는 초와 분을 이용하여 초당 음소수, 초당 음절수, 분당 

음절수, 분당 단어수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구어속도를 구하

는 언어단위를 단어로 하여 그 수를 분석하는 것보다 음절수로 

측정하는 것이 구어속도의 변화 값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는 

학자도 있고(Amir & Yairi, 1997), 음절의 길이가 구어 산출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위 시간당 음소수로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Tiffany, 1980). 본 연구에서는 구어

속도를 분석하는 언어단위를 음소수와 음절수로 구분하여 초당 

음소수와 초당 음절수로 구어속도를 분석하였다.

4. 신뢰도

신뢰도는 연구자와 평가자 간의 일치율을 구하여 산출하였

다. 연구자가 제 1평가자, 언어치료를 전공하고 2급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치료사를 제 2평가자로 하여 신뢰도를 측

정하였다. 신뢰도 측정을 하기 전에 평가자에게 분석에 관한 기

준을 숙지하도록 설명하고, 연구자가 녹화한 전체 자료 중 20%

를 집단별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분석하였

다. 그 결과 과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언어단위별 비유창성률에 

대한 두 평가자 간 일치도는 98%로 나타났으며, 언어단위별 구

어속도에 대한 두 평가자 간 일치도는 97%로 나타났다.

Participants N
Average

age

PRES
tReceptive

Language
Expressive
Language

CWS 18 6;0 74 72 1.655

CWNS 18 5;6 73 69

표 1. 대상자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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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의 언어단위에 따른 비유

창성률 및 구어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 집단별 언어단위(음절, 단

어, 어절)에 따라 비유창성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으며, 

어떤 언어단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

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언어단위별 말더듬 아동 및 일

반 아동 집단 간 비유창성률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언어단위별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의 전체구어속도 및 조음속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언어단위에 따른 비유창성률 비교

1) 말더듬 아동 및 일반아동 집단별 언어단위 간 비유창성률 비교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집단별 언어단위 간 

전체 비유창성률을 비교한 결과, 말더듬 아동의 음절 단위 비

유창성률은 8.42, 단어는 19.04, 어절은 22.13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아동은 음절 단위에서 4.22, 단어는 5.70, 어절은 4.45로 

나타났다. 집단별 언어단위 간 정상적 비유창성률을 비교한 결

과, 말더듬 아동의 음절 단위에서는 5.28, 단어는 11.77, 어절

은 12.32였으며, 일반 아동은 음절 단위에서 4.22, 단어는 

5.70. 어절은 4.45로 나타났다. 집단별 언어단위 간 병리적 비

유창성률을 비교한 결과, 말더듬 아동은 음절 단위에서 3.22, 

단어는 7.26, 어절은 9.80이며, 일반 아동의 경우 병리적 비유

창성률은 관찰되지 않았다. 

집단별 언어단위 간 비유창성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말더듬 아동 집단에서 언어단위 간 전체 비유창성률에

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28.069, p<.001), 일반 아

동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957, 

p>.05). 말더듬 아동의 언어단위 간 전체 비유창성률을 비교하

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절 단위 전체 비

유창성률이 단어 및 어절 단위의 전체 비유창성률보다 낮게 나

타났다. 

그리고 말더듬 아동 집단에서 언어단위 간 정상적 비유창성

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F=20.778, p<.001), 일

반 아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957, p>.05). 

Group N M SD 

Total
disfluency

rate

CWS
Syllable 18 8.42 2.83
Word 18 19.04 6.41
Eojeol 18 22.13 7.10

CWNS
Syllable 18 4.22 3.69
Word 18 5.70 3.36
Eojeol 18 4.45 3.29

Normal
disfluency

rate

CWS
Syllable 18 5.28 1.82
Word 18 11.77 4.09
Eojeol 18 12.32 4.46

CWNS
Syllable 18 4.22 3.69
Word 18 5.70 3.36
Eojeol 18 4.45 3.29

Abnormal
disfluency

rate

CWS
Syllable 18 3.22 2.44
Word 18 7.26 5.91
Eojeol 18 9.80 7.37

CWNS
Syllable 18 .00 .00
Word 18 .00 .00
Eojeol 18 .00 .00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표 2. 집단별 언어단위 간 비유창성률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dysfluency rates between 

language units in each group

그림 1. 집단별 언어단위 간 전체 비유창성률 비교   

Figure 1. Comparison of total disfluency rates between 

language units in each group

그림 2. 집단별 언어단위 간 정상적 비유창성률 비교  

Figure 2. Comparison of normal disfluency rates between 

language units in each group

그림 3. 집단별 언어단위 간 병리적 비유창성률 비교 

Figure 3. Comparison of abnormal disfluency rates between 

language units in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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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S df MS F Scheffé

Total
disfluency

rate

CWS

Between 
group

1861.55  2 930.78 28.07*** a<b, c

Within 
group

1691.17 51 33.16

Total 3552.72 53

CWNS

Between 
group

22.79  2 11.40 .96

Within 
group

607.04 51 11.90

Total 629.83 53

Normal
disfluency

rate

CWS

Between 
group

552.23 2 276.12 20.78*** a<b, c

Within 
group

677.74 51 13.29

Total 1229.97 53

CWNS

Between 
group

22.80 2 11.40 .96

Within 
group

607.04 51 11.90

Total 629.83 53

Abnormal
disfluency

rate

CWS

Between 
group

396.15 2 198.08 6.24*** a<b, c

Within 
group

1619.09 51 31.75

Total 2015.25 53

CWNS

Between 
group

.000 2 .000

Within 
group

.000 51 .000

Total .000 53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SS=percentage of stuttered syllables; %SW=percentage of 
stuttered words; %SE=percentage of stuttered eojeols. 
***p<.001

표 3. 집단별 언어단위 간 비유창성률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Table 3. One-way ANOVA results of dysfluency rates between 

language units in each group

말더듬 아동의 언어단위 간 정상적 비유창성률을 비교하기 위

하여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절 단위의 비유창성률

이 단어 및 어절 단위의 비유창성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말더듬 아동 집단에서 언어단위 간 병리적 비유창성률에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F=6.239, p<.001), 일반 아동은 

병리적 비유창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말더듬 아동의 언어단위 

간 병리적 비유창성률을 비교하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음절 단위 비유창성률이 단어 및 어절 단위의 비

유창성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2) 언어단위별 말더듬 아동 및 일반아동 집단 간 비유창성률 비교

언어단위별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집단 간 전

체 비유창성률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음절 단위로 분석한 말더

듬 아동의 비유창성률은 8.42, 일반 아동은 4.22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t=3.829, p<.001). 단어 단위에서의 말더듬 아동

의 비유창성률은 19.03, 일반 아동은 5.7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7.817, p<.001), 어절 단위에서의 말더듬 아동의 비

유창성률은 22.12, 일반 아동은 4.45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9.587, p<.001). 말더듬 아동 집단의 음절, 단어 및 어절 단

위의 전체 비유창성률 모두 일반 아동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언어단위별 집단 간 정상적 비유창성률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음절 단위에서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률은 5.28, 일반 아동은 

4.22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090, p>.05). 단어 단위에

서의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률은 11.76, 일반 아동은 5.7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4.861, p<.001). 어절 단위에서 말더

듬 아동의 비유창성률은 12.32, 일반 아동은 4.45의 수치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t=6.033, p<.001). 말더듬 아동 집단이 단

어, 어절 단위의 정상적 비유창성률에서 일반 아동 집단보다 높

게 나타났지만, 음절 단위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언어단위별 집단 간 병리적 비유창성률을 비교한 결과, 음절 

단위에서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률은 3.22, 일반 아동은 .00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5.592, p<.001). 단어 단위에

서의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률은 7.26, 일반 아동은 .00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5.209, p<.001). 어절 단위에서 말

더듬 아동의 비유창성률은 9.80, 일반 아동은 .00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t=5.643, p<.001). 말더듬 아동 집단이 음

절, 단어 및 어절 단위의 병리적 비유창성률에서 모두 일반 아

동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Group M SD t

Total
disfluency

rate

Syllable
CWS 8.42 2.83

3.829***

CWNS 4.22 3.69

Word
CWS 19.04 6.41

7.817***

CWNS 5.70 3.36

Eojeol
CWS 22.13 7.10

9.587***

CWNS 4.45 3.29

Normal
disfluency

rate

Syllable
CWS 5.28 1.82

1.090
CWNS 4.22 3.69

Word
CWS 11.77 4.09

4.861***

CWNS 5.70 3.36

Eojeol
CWS 12.32 4.46

6.033***

CWNS 4.45 3.29

Abnormal
disfluency

ratep

Syllable
CWS 3.22 2.44

5.592***

CWNS .00 .00

Word
CWS 7.26 5.91

5.209***

CWNS .00 .00

Eojeol
CWS 9.80 7.37

5.643***

CWNS .00 .00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p<.001

표 4. 언어단위별 집단 간 비유창성률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fluency rates between groups by 

language unit

그림 4. 언어단위별 집단 간 전체 비유창성률 비교 

Figure 4. Comparison of total disfluency rates between 

groups by languag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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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언어단위별 집단 간 정상적 비유창성률 비교 

Figure 5. Comparison of normal disfluency rates between 

groups by language unit

그림 6. 언어단위별 집단 간 병리적 비유창성률 비교 

Figure 6. Comparison of abnormal disfluency rates 

between groups by language unit

2. 언어단위에 따른 구어속도 비교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언어단위별 전체구어속도

를 비교한 결과 음소 단위(t=1.174, p>.05), 음절 단위

(t=1.344, p>.05)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언어단위별 

조음속도를 비교한 결과 또한 음소 단위(t=0.290, p>.05), 음절 

단위(t=0.382, p>.05)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M SD t

Overall speech 
rate 

Phoneme
CWS 4.20 1.44

1.174
CWNS 3.66 1.27

Syllable
CWS 2.05 .72

1.344
CWNS 1.76 .58

Articulation rate

Phoneme
CWS 3.61 1.20

.290
CWNS 3.50 1.20

Syllable
CWS 1.75 .57

.382
CWNS 1.67 .56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표 5. 언어단위별 집단 간 구어속도에 대한 t 검정 결과    

Table 5. T-test results for speed rate among groups by 

language unit

그림 7. 언어단위별 집단 간 전체구어속도 비교 

Figure 7. Comparison of overall speech rate between

groups by language unit

그림 8. 언어단위별 집단 간 조음구어속도 비교 

Figure 8. Comparison of articulation rates between 

groups by language unit

Group M SD t

Total
disfluency

rate

Syllable
CWS 8.42 2.83

3.829***

CWNS 4.22 3..69

Phrase
CWS 19.04 6.41

7.817***

CWNS 5.70 3.36

Syntactic
CWS 22.13 7.10

9.587***

CWNS 4.45 3.29

Normal
disfluency

rate

Syllable
CWS 5.28 1.82

1.090
CWNS 4.22 3.69

Phrase
CWS 11.77 4.09

4.861***

CWNS 5.70 3.36

Syntactic
CWS 12.32 4.46

6.033***

CWNS 4.45 3.29

Abnormal
disfluency

rate

Syllable
CWS 3.22 2.44

5.592***

CWNS .00 .00

Phrase
CWS 7.26 5.91

5.209***

CWNS .00 .00

Syntactic
CWS 9.80 7.37

5.643***

CWNS .00 .00
CWS=children who stutter; CWNS=children who do not stutter.
***p<.001

표 4. 언어단위별 집단 간 비유창성률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fluency rates between groups by languag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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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5-6세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률과 구어속도를 언어단위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음소, 음절 

및 단어 등의 언어단위를 달리하여 비유창성 특성을 수치화하

여 비교하였다. 언어단위에 따른 비유창성률과 구어속도에서 어

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별로 언어단위에 따른 비유창

성률을 비교한 결과, 말더듬 아동의 경우 전체 비유창성률, 정

상적 비유창성률 및 병리적 비유창성률 모두 음절 단위를 기준

으로 한 비유창성률이 단어 및 어절 단위의 비유창성률보다 낮

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언어 단위에 따라 전

체 비유창성률, 정상적 비유창성률 및 병리적 비유창성률에 차

이가 없었다. 

말더듬 아동의 경우, 언어단위가 작은 음절을 기준으로 비유

창성률을 산출할 때 발화한 음절의 총 개수가 많으므로, 비유창

성이 나타난 음절이 총 발화 음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반면 단어나 어절을 단위로 하여 비유창성률을 산출할 때에는 

같은 빈도로 더듬는다고 해도 발화한 단어 혹은 어절의 총 개

수가 음절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단어나 어절 단위의 비유창성

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유창성률을 분석·비교한 

선행 연구들의 비유창성률 수치를 비교할 때에는 반드시 비유

창성률의 기준이 되는 언어단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아동은 정상적 비유창성 빈도가 말더듬 아동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병리적 비유창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은 말더듬 아동과 양적 및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빈도가 낮으므로(Zevrowski, 1994), 일반 아동의 경우 비유창

성률을 분석하는 언어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비유창성이 많이 나타나는 말더듬 집단의 경우 언

어단위가 큰 단어나 어절을 단위로 할 경우 비유창성률의 수치

가 높게 나타나지만, 비유창성이 적게 나타나는 일반 아동의 경

우 비유창성률을 분석하는 언어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어단위별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 집단 간 비

유창성률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비유창성률과 

병리적 비유창성률에서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률은 음절, 단어 

및 어절 단위 모두에서 일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말

더듬 아동의 병리적 비유창성률이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이 나타

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Yairi & Ambrose, 

1999; Pellowski & Conture, 2002; Shin et al., 2014). 특히 

Pellowski와 Conture(2002)는 병리적 비유창성 비율이 말더듬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보다 2배 이상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병리적 비유창성률이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을 구분하는 지

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어떠한 언어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여도 일반 아동보다 말더듬 아동에게서 병리적 

비유창성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말더듬 아동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 비유창성에서는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률을 음절 단위로 분석하였을 때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 단어 및 어절 단위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말더듬 아동

의 비유창성률이 일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말더듬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보다 정상적 비유창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는 선행연구(Lee, 2012)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말더듬 아동의 

정상적 비유창성률이 일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삽입

이 많이 나타났다. 음절을 기준으로 비유창성률을 산출할 경우 

발화한 음절의 총 개수가 많기 때문에 삽입이 나타난 음절의 

비율이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 간 

비유창성률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단어나 어절 단위로 비유창성률을 산출할 경우 발화한 단어 혹

은 어절의 총 개수가 적다. 그러므로 삽입이 나타난 단어나 어

절을 비유창성률로 산출하면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이로 인하

여 말더듬 아동의 정상적 비유창성률의 빈도가 일반 아동보다 

높은 것이 비유창성률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비유창성률을 집단 간 비교할 때 단순히 수치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비유창성의 유형, 비유창성률을 산출하기 

위한 언어단위 및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상자가 경증의 말더듬으로 삽입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큰 언어단위보다 작은 언어단위를 기준

으로 하여 정상적 비유창성률을 산출할 경우 일반 화자들과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말더듬인의 고

유 특성인 병리적 비유창성의 경우는 언어단위와 상관없이 말

더듬 집단의 비유창성률이 일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언어단위별 말더듬 아동 및 일반 아동집단 간 전체구어속도 

및 조음속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말더듬 아동의 음소 

단위에서 평균 전체구어속도는 초당 4.20이며, 일반 아동은 

3.66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구어속도를 측정하는 방

법과 측정 결과를 제시하는 단위들도 연구자마다 다르다. Amir

와 Yairi(1997)는 성인들의 구어속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분당 

낱말수로 측정한 것보다 초당 음절수나 초당 음소수로 분석한 

것이 과제를 측정하는데 더 민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Tiffany(1980)는 음절수를 측정할 때 음절에 포함되는 음소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초당 음소수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수집된 말더듬 아동의 대부분이 경증이며, 연령 

또한 학령전기의 아동들로 성인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가 없으

며 발화 산출의 거부감이 없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집단 간 수치적으로 많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말더듬 아동은 전체구어속도에서 음절 단위를 봤을 때 2.05, 

일반 아동은 1.76으로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 상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와 일

치하였다(Chon, 2003). Chon(2003)에서는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집단 간 초당 음절수를 놀이상황과 과제 상황에서 분석하

였는데, 말더듬 아동은 놀이상황에서 구어속도가 초당 음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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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일반 아동은 4.94로 나왔으며, 과제 상황에서는 구어속도

가 말더듬 아동이 초당 음절수 3.36, 일반 아동이 3.66의 수치

로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비유창성의 유형이 구어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폐쇄 등

이 많이 나타날 경우 구어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다(Jeon & 

Kwon, 2005).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대상이 경도 말더듬 아

동이며, 주로 나타나는 병리적 비유창성은 단어부분반복이었으

며, 3.22%SS로 비유창성률도 낮았다. 그래서 음소 혹은 음절을 

단위로 하여 구어속도를 비교한 결과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령전기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의 언어단위에 따른 

조음속도에서는 음소, 음절 단위 모두 수치적으로 차이가 없었

다. 말더듬 아동은 조음속도에서 음소 단위로 측정하였을 때 

3.61, 일반 아동은 3.50이었다. Tiffany(1980)는 음절수를 측정

할 때 음절에 포함되는 음소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초당 음소수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수집된 말더듬 

아동의 대부분이 경증이며, 연령 또한 학령전기의 어린 대상자

였다.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가 없으

며 발화산출의 거부감이 없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음소수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말더듬 아동은 조음속도에서 음절 단위로 측정하였을 때 

1.75, 일반 아동은 1.67로 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

제 상황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는 Chon(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Chon(2003)의 연구에서는 말더듬 아동의 경우 놀이

상황에서 초당 음절수가 5.26, 일반 아동은 5.07이며, 과제 상

황에서는 말더듬 아동이 4.32, 일반 아동은 3.99의 수치로 두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일반 아동이 수치적으로 약간 빠르지만 

통계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도의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병리적 비유창

성률이 3.22%SS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므로 비유창한 음절을 

제외하여 조음속도를 구할 때 경도의 말더듬 아동은 조음속도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어

속도를 분석하기 위한 언어단위를 음소나 음절로 했을 때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에서는 말더듬 아동과 일반 아동 집단의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더 많은 대상자를 수집하고, 연령 범위를 

넓혀 각 연령층에서 말더듬 대상자를 구분하는 언어단위는 어

떤 것이 적절한지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더듬의 심

한 정도 및 다양한 과업에서 대상자들의 언어단위에 따른 비유

창성률 및 구어속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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