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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disfluency clusters 

and the speech rate of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with ADHD while painting, while 

looking at pictures, and while retelling a story. Methods: Language samples from 15 

lower-grade ADH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15 normal childre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 of disfluency cluster, type of disfluency cluster, 

and speech rate. Results: Disfluency was categorized into single disfluency and disfluency 

clusters, with the proportion of disfluency cluster being compared. As a result, the 

disfluency cluster proportion of ADHD children was higher than that of normal childre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asks. Second, the type of disfluency cluster in 

ADHD children was highest in all tasks, in the order of OD type, mixed type, and SLD 

type. The proportion of OD type was highest disfluency cluster type among normal 

children. In the speaking while painting task,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atio 

between mixed and SLD types. Thir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disfluency clusters in 

ADHD children, the slower the speech rate. However, normal children had no correlation 

between the disfluency cluster rate and speech rate. Conclusions: Disfluency in children 

with ADHD appears in the form of disfluency clusters and is higher than in normal 

children. Disfluency clusters had a higher proportion in order of OD type, mixed type, 

and SLD type, and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disfluency cluster, the slower the speec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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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ADHD 아동의 구어에 나타나는 비유창성 중 비유창성군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ADHD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그림 보면서 말하기,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업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군 및 구어속도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초등학교 

저학년 ADHD 아동 15명과 일반 아동 15명의 언어표본을 수집한 후 비유창성군의 비율, 비유창성군의 

유형 및 구어 속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전체 비유창성을 단일 비유창성과 

비유창성군으로 구분하고 비유창성군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ADHD 아동 집단의 비유창성군 비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과업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ADHD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군 유형을 비교한 결과, ADHD 아동의 비유창성군 유형이 OD 유형, Mixed 유형, 

SLD 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군 유형 중 OD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과업에서는 Mixed 유형과 SLD 유형의 비율에 차이가 없었다. 셋째, 

ADHD 아동 집단의 비유창성군의 비율이 놓을수록 구어 속도가 느렸다. 그러나 일반 아동은 

비유창성군의 비율과 구어 속도 간에 상관이 없었다. 결론: 초등학교 ADHD 아동의 비유창성은 

비유창성군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며 일반아동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비유창성군은 OD 유형, Mixed 

유형, SLD 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비유창성군의 비율이 높을수록 구어 속도가 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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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로 인한 건강

보험 진료인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증가하였고 2013

년에는 다소 증가 추세가 주춤하였다고 하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10대 ADHD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24%이었다(Kwak, 2015). 이와 같은 10대 ADHD 환자의 증

가는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ADHD의 증가 요인으로는 현대 여성의 흡

연, 음주가 늘어나면서 임신 중 흡연, 음주가 늘어날 수 있고, 대기 

오염, 독성 물질 노출 등 환경 문제의 증가와 음식첨가물의 섭취 증

가 등이 ADHD 환자들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Kwak, 2015). ADHD의 진단을 뒷받침하는 부수적인 

특징으로 언어, 운동, 사회적 발달에 경미한 지연이 흔히 동반되고 

좌절에 대한 낮은 내성, 과민성 또는 불안정한 기분이 포함될 수 있

고, 특정학습장애가 없더라도 학업적 또는 직업적 수행에 종종 손상

이 있을 수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ADHD 아동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ADHD 

아동은 언어를 적절히 기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화용의 어려움

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Barkley, 1997; Purvis & Tanock, 

1997; Tirosh & Cohen, 1998). 그리고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고

(Bental & Tirosh, 2007), 이야기에서 비유창성이 나타나며 결속

성의 부족으로 적절히 이야기를 구성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

고하였다(Purvis & Tannock, 1997; Tannock et al., 1993).

ADHD 아동은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구어에도 다른 특성이 있

다(Lee, 2008; Lee, 2018; Lim & Hwang, 2009). 초등 저학년 

ADHD 아동이 읽기, 이야기 그림, 말하기 그림 과제 전체 과업에서 

나타내는 총비유창성, 정상적 비유창성, 병리적 비유창성 빈도 모두 

일반 아동보다 높았으며(Lee, 2008), 초등 저학년의 ADHD 아동의 

간투사(fillers), 반복(repetitions), 수정(revisions), 휴지(silence 

pause), 기타로 분류한 언어적 비유창성이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

업에서 일반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Lim & Hwang, 2009).

그리고 Lim과 Hwang(2009)의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은 이

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에서 일반아동에 비해 특히 간투사와 반복

의 빈도가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수정의 비율은 ADHD 아동과 일반아동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하

였다. Lee(2008)의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이 이야기 그림 과제에

서 미완성/수정과 간투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말하기 그림 과

제에서 간투사, 미완성/수정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ADHD 아동

이 일반아동에 비해 간투사의 비율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메시지를 구성하고 말을 계획하여 산출하는 능력에 어려움

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Lim & Hwang, 2009). 

최근 비유창성 유형에 대한 연구들에서 비유창성을 단일 비유창

성(single disfluencies)과 비유창성군(disfluency clusters)을 구

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치료를 위한 근거자료로 이용

하고 있다(Conture, 2001; Jeon & Jeon, 2015; Lim, 2013; 

Shin et al., 2014). 비유창성군은 동일한 단어 또는 한 단어와 

인접단어 구간(between-word interval)에서 발생하는 2∼3회 연

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유창성이다(Yairi & Ambrose, 2005). 이러

한 비유창성군은 Conture(2001)가 비유창성을 보이는 어린 말더

듬 아동을 말더듬으로 보고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제시한 7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치료를 권고하

는데, 이 중 하나가 비유창성 중 비유창성군이 25% 이상일 경우 

가 포함된다. 2-4세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 중 57%가 비유창성

군이었고 유창한 아동은 34%가 비유창성군이었다(Hubbard & 

Yairi, 1988). LaSalle과 Conture(1995)는 3-6세 말더듬 아동은  

비유창성 중 약 2/3가 비유창성군이었고, Jeon과 Jeon(2015)은 

말더듬 성인의 34%가 비유창성군이었다. 말더듬인이 유창한 화자

보다 비유창성군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혼합 비유창성군 유형이 

다른 비유창성군 유형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유창한 화

자는 정상적 비유창성군 유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Jeon & 

Jeon, 2015; LaSalle & Conture, 1995). 반면 ADHD 집단은 

비유창성 특성이 나타나지만 비유창성군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미

비한 실정이다. 

ADHD 아동은 비유창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기 모니터링 능력이 부족하며 속화인의 특징을 많이 나타낸다

(Kwon et al., 2012). 구어속도는 말하기 상황의 공식성, 시간 압

박 그리고 배경소음 혹은 서로 상충되는 메시지와 같은 요인의 영

향을 확실히 받는다(Longhurst & Siegel, 1973). 의사소통이 잘되

지 않을 것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말하는 때는 느리게 말하게 된

다(Longhurst & Siegel, 1973). 마찬가지로 긴 발화를 산출하는 

경우는 말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Malecot et al., 1972). 

주의산만, 충동성 및 과잉행동을 보이는 ADHD 아동의 비유창

성 연구에서 중복된 비유창성을 고려하여 단일 비유창성과 비유창

성군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지 못하였고, 구어속도와 연관시켜 세부

적이고 구체적인 비유창성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의 구어 특성을 비유창성군과 구어속도를 

관련지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언어 및 지능이 정상범주에 포함되는 ADHD 아동과 일반 아동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림 보면서 말하기 및 이야기 다시 말하

기 과업과 함께 구어속도를 느리게 유도하기 위한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과업을 포함시켜 총 세 가지 과업에서 비유창성군 및 구어

속도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ADHD 아동의 

구어 특성을 질적·양적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임상

에서 치료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모국어가 한국어이고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

는 초등학교 저학년 ADHD 아동(1∼3학년) 15명과 생활연령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15명,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구체적인 ADHD 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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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문의가 실시한 DSM-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진단 기준에 입각하여 ADHD로 진단받은 아동으로 하였다. 

둘째, 한국 웩슬러 아동지능검사(Kwak et al., 2001) 결과 동작성 

지능이 85 이상인 아동으로 하였다. 셋째, 한국판 ADHD 진단검사

(Im, 2010)에서 백분위수가 80 이상인 아동으로 하였다. 넷째,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Kim et al., 2009)를 실시한 결과 언어연령이 생

활연령보다 6개월 이상 지체되지 않는 아동으로 하였다.

일반 아동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양육자 및 

담임교사 보고에 의하여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에 있어서 정상으로 

보고된 아동으로 하였다. 둘째,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Kim et al., 

2009)를 실시한 결과 언어연령이 생활연령보다 6개월 이상 지체되

지 않은 아동으로 하였다. 셋째, 신체장애 또는 시각 및 청각 등의 

감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으로 하였다. 넷째, 조음기관의 기질

적 및 기능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아동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기

준으로 선정한 대상자의 기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ADHD NC
t

M(SD) M(SD)

N 15 15 　

Chronological age 8.42 8.42 -0.34

REVT-ra 102.47 101 0.643

REVT-eb 102.07 100.07 0.925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NC= normal 
controls.
aREVT-r=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bREVT-e=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표 1. 대상자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nts

2. 자료 수집

ADHD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군과 구어속도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그림 보면서 말하기,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업을 실시하여 언어표본을 수집하였다. 언어표본을 수집하

기 전에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5분 정도 일상생활에 대

해 대화를 하였다.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과업을 실시하기 위해 아동에게 “학교에서 있

었던 일을 그릴 거야, 어떤 내용을 그릴지 생각해보자.”라고 지시하였

다. 아동이 그릴 주제를 결정하면 A4용지를 아동에게 제시하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 200음절 이상의 충분한 발화가 산출되지 않은 경우 

그림을 계속 그리도록 구두로 촉구하여 충분한 발화를 유도하였다. 

그림 보면서 말하기 과업은 학령기 아동용 유창성 검사도구의 그

림인 ‘운동회’, ‘우리 동네’를 사용하였다(Sim et al., 2010). 아동에

게 ‘운동회’ 그림을 제시하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며 이야기하도록 

지시하였다. 200음절 이상의 발화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 ‘우리 동

네’ 그림을 제시하여 충분한 발화를 수집하였다.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업은 유창성검사도구의 학령기 아동용 연속

장면 그림인 ‘혹부리 영감’ 그림을 이용하였다(Sim et al., 2010). 이

야기 그림 카드의 순서를 섞어 아동 앞에 놓고, 아동이 순서를 맞춘 

후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순서대로 맞추지 못한 경우 구어적 

지시를 통하여 도움을 주어 200음절 이상의 발화를 유도하였다. 

언어표본 수집은 사설 센터의 조용한 치료실에서 개별적으로 진

행하고 모든 자료는 캠코더로 녹화하였다. 수집한 언어표본은 녹화

한 후 1∼2일 내에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1) 비유창성군 분석

비유창성군은 동일한 단어 또는 한 단어와 인접단어 구간

(between-word interval)에서 발생하는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나타

나는 비유창성이다(Yairi & Ambrose, 2005).

비유창성군의 비율은 말더듬 아동의 치료 여부 결정 기준을 참조

하여(Conture, 2001) 200음절 중에서 전체 비유창성 중에서 비유

창성군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였다. 즉, 전체 비유창성 중에서 단

일비유창성(single disfluencies)을 제외하고 비유창성군(disfluency 

clusters)이 차지하는 백분율로 산출하였다(Jeon & Jeon, 2015).  

비유창성군의 유형은 정상적인 비유창성군(other disfluency 

clusters: OD clusters), 병리적인 비유창성군 유형(stuttering-like 

disfluency clusters: SLD clusters), 혼합 비유창성군(Mixed 

disfluency clusters) 유형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LaSalle & 

Conture, 1995). 정상적 비유창성(Other Disfluencies)에는 삽입, 

수정과 미완성구, 다음절 단어반복과 구 반복 등을 포함하고, 병리

적 비유창성(Stuttering-like Disfluencies)에는 단어부분반복, 단음

절 단어반복, 비운율적 발성(폐쇄, 연장 및 깨진 단어)을 포함하였다

(Sawyer & Yairi, 2010). OD군 유형은 동일한 단어나 인접한 단

어에서 둘 이상의 정상적 비유창성(Other Disfluencies: OD)이 나

타난 것으로, 예를 들면 “음 어 엄마가 왔어.”에서는 삽입이 2회 나

타난 것으로 하였다. SLD군 유형은 병리적 비유창성

(Stuttering-Like Disfluencies: SLD)이 둘 이상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면 “ㄱㄱㄱ과자 ㅅ∼았어요.”에서 ‘과자’의 단어부분반복과 

‘샀어요’의 비운율적 발성(연장)이 나타난 것과 같다. Mixed군 유형

은 OD와 SLD가 결합된 것으로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우우우우리 

엄마 왔어.”에서 구반복과 단어부분반복이 나타난 것이다. 

2) 구어속도 분석

구어속도는 산출한 음절수를 발화에 결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산출하

였다. 구어속도는 말더듬의 평가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구어속도 측정

방법에는 전체구어속도와 조음속도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구어

속도로 측정하였다. 전체구어속도는 짧은 쉼, 주저 및 비유창성을 포함

하여 음절수를 계수하고 발화에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당 말한 음절수로 산출하였다(Kelly & Conture, 1992).

4. 신뢰도

연구자와 평가자 개인 간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대상자들이 산출한 

발화를 연구자가 전사하였다. 비유창성군과 구어속도가 오차 없이 분

석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집단별로 표본의 20%를 무작위로 선정

하여 언어재활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언어치료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1

인과 연구자가 비유창성군과 구어속도를 분석하였다. 신뢰도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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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평가자에게 분석 기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설명한 후 신뢰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비유창성군의 비율

은 94%, 비유창성군의 유형은 96%, 구어속도는 92%로 나타났다.

5. 자료처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과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

군과 구어속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PASW 20.0 Version 통계처

리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ADHD 아동 및 일반 

아동의 과업에 따른 비유창성군의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ADHD 아동 

및 일반 아동의 과업에 따른 비유창성군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 

시 Bonferroni correction method에 따라 유의수준을 

.016(.05/3)로 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ADHD 아동 및 일반 아

동의 과업에 따른 구어속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과업 간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저학

년 ADHD 아동 및 일반 아동의 비유창성군과 구어속도 간에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 및 과업에 따른 비유창성군의 비율 비교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과업에 따른 비유창성군

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ADHD 아동 집단에서는 비유창성군의 비

율이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이야기 다시 말하기, 그림 보면서 말하

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아동 집단에서는 비유창성군의 비율

이 이야기 다시 말하기, 그림 보면서 말하기,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Group Task M (%) SD 

ADHD

Speaking while painting 60.12 15.75
Speaking while looking at the picture 45.02 18.96

Story retelling 51.83 11.01
Average 52.32

NC

Speaking while painting 13.93 16.48
Speaking while looking at the picture 21.01 21.70

Story retelling 29.72 18.61
Average 21.55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NC= normal 
controls.

표 2. 집단 및 과업에 따른 비유창성군의 비율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proportion of disfluency clusters 

by group and task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비유창성군의 비율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및 과업에 따라 이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비유창성군 비율에 ADHD 아

동 집단의 비유창성군 비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지만(F=70.26, p<.001), 과업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집단과 과업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F=4.43, p<.05).

SS df MS F
Group 21297.62  1 21297.62 70.26***

Task   904.19  2   452.09 1.49
Group×Task  2688.34  2  1344.17 4.43*

Error 25462.52 84   303.12
*p<.05, ***p<.001

표 3. 집단 및 과업에 따른 비유창성군의 비율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Table 3. Two-way ANOVA results on proportion of disfluency 

clusters by group and task

 

2. 집단별 과업에 따른 비유창성군의 유형 비교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과업에 따른 비유창성군 

유형을 비교한 결과, ADHD 아동 집단은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X2=36.24. p<.016), 그림 보면서 말하기(X2=26.35. p<.016), 이야

기 다시 말하기(X2=29.94. p<.016) 과업 모두 정상적인 비유창성군 

유형, 혼합 비유창성군 유형, 병리적 비유창성군 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아동 집단도 그림 보면서 말하기(X2=17.07. 

p<.016), 이야기 다시 말하기(X2=18.42. p<.016) 과업에서는 정상

적 비유창성군 유형, 혼합 비유창성군 유형, 병리적 비유창성군 유

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X2=14.04. 

p<.016) 과업에서는 정상적 비유창성군 유형이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으로 혼합 비유창성군 유형과 병리적 비유창성군 유형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Group Task Type M SD MR X2 Post-ho

c

ADHD

Speaking while 

painting

OD clustersa 84.53 17.81 37.87 36.24* a>c>b

SLD clustersb   .00   .00 11.00

Mixed clustersc 15.60 17.78 20.13

Speaking while 

looking at the 

picture

OD clustersa 82.20 27.99 36.07 26.35* a>c>b

SLD clustersb  8.33 26.16 15.03

Mixed clustersc  9.46 13.38 17.90

Story retelling

OD clustersa 79.80 23.41 37.20 29.94* a>c>b

SLD clustersb  5.00 10.78 13.57

Mixed clustersc 15.26 22.67 18.23

NC

Speaking while 

painting

OD clustersa 50.00 49.09 30.53 14.04* a>b=c

SLD clustersb  1.66  6.45 19.23

Mixed clustersc  1.66  6.45 19.23

Speaking while 

looking at the 

picture

OD clustersa 59.00 46.06 31.87 17.07* a>c>b

SLD clustersb   .00   .00 16.00

Mixed clustersc 14.33 29.08 21.13

Story retelling

OD clustersa 66.00 44.23 32.33 18.42* a>c>b

SLD clustersb   .00   .00 15.00

Mixed clustersc 20.66 36.18 21.67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NC=normal controls. 
aOD clusters=other disfluency clusters; bSLD clusters=stuttering-like 
disfluency clusters; cMixed clusters=mixed disfluency clusters
*p<.016

표 4. 과업에 따른 비유창성군 유형에 대한 Kruskal-Wallis 검정 결과  

Table 4. Kruskal-Wallis test results for types of disfluency clusters 

by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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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 및 과업에 따른 구어속도 비교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과업에 따른 구어속도를 

비교한 결과, ADHD 아동 및 일반 아동 집단 모두 구어속도가 이

야기 다시 말하기, 그림 보면서 말하기,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

Group Task M SD 

ADHD

Speaking while painting 110.06 40.15

Speaking while looking at the picture 158.53 33.87

Story retelling 179.13 41.88

NC

Speaking while painting 124.80 53.98

Speaking while looking at the picture 181.46 33.68

Story retelling 188.46 36.62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NC=normal 
controls.

표 5. 집단 및 과업에 따른 구어속도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n speech rate by group and task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간 구어속도의 차이가 유의

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업에 따라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업에 따라 구어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F=22.28, 

p<.001), 집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집단

과 과업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각 집

단의 과업 간 구어속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Scheffé 사후검

정을 실시한 결과,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모두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과업이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업과 그림 보면서 

말하기 과업이 보다 낮게 나타났다.

SS df MS F

Group 5522.50 1 5522.50 3.34

Task 73582.28 2 36791.14 22.28***

Group×Task 703.40 2 351.70 .80

Error 138662.26 84 1650.74
***p<.001

표 6. 집단 및 과업에 따른 구어속도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Table 6. Two-way ANOVA results on speech rate by group and 

task

 

4. 집단별 비유창성군 비율과 구어속도 간의 상관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비유창성군과 구어속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ADHD 아동 집단의 비유창성군은 구어속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358, p<.0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아동 집

단의 비유창성군은 구어속도와 유의한 상관관계(r=.049,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ADHD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

면서 말하기, 그림 보면서 말하기,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업에서 나

타나는 비유창성군의 특성 및 전체구어속도를 비교분석하였다.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과업에 따른 비유창성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비유창성을 단일 비유창성과 비유창성군

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비교한 결과, ADHD 아동 집단의 비유창

성군 비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과업 간에는 차이

가 없었다. 이러한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비유창성

군의 비율의 차이는 ADHD 아동의 말이 비유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비유창성군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 것

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Baker & Cantwell, 1992; Purvis & 

Tannock, 1997). 선행연구에서 ADHD 아동들의 실행기능의 손상

과 비유창성을 관련지어 설명하였다(Lee, 2018). 실행기능은 정보처

리를 감시하고 조직하며, 주의집중을 유도하고 행동통제를 일으키는 

자기규제(self-regulatory) 처리장치이다(Goldman-Rakic, 1987; 

Luria, 1966). 이러한 실행기능은 ADHD 아동의 읽기(Marzocchi 

et al., 2008; Willcutt et al., 2001) 및 이야기능력(Tannock et 

al., 1993; Purvis & Tannock, 1997)과 관련이 있고, ADHD 아

동의 이야기에서 모호한 추론이나 비유창성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Renz et al., 2003).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과제에 따라 나타난 ADHD 아동의 비유창성이 실행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고, 비유창성이 비유창성군을 형성하여 

나타나며, 일반 아동들보다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 비유창성군의 비율이 57%로, 2-4세 말더듬 아동의 

비유창성 중 57%(Hubbard & Yairi, 1988), 3-6세 말더듬 아동은 

전체 비유창성 중 비유창성군이 약 2/3이라는 연구 결과(LaSalle & 

Conture, 1995)와 그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비유창성군 유

형을 비교한 결과 ADHD 아동 집단은 모든 과업에서 비유창성군의 

유형이 OD군 유형, Mixed군, SLD군 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반 아동 집단은 비유창성군의 유형이 모든 과업에서 OD군 이 가

장 높았고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과업에서는 Mixed군과 SLD군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림 보면서 말하기 과업과 이야기 다시 말하

기 과업에서는 ADHD 아동 집단과 동일하게 Mixed 군, SLD군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상 성인의 비유창성군의 

유형은 OD군 유형이 SLD군 및 Mixed군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는 Jeon과 Jeon(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3세와 5세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와 설명담화에서 비유창성군의 유형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본 연구와 같이 OD군 유형이 Mixed군 

유형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Jeon(201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 이 결과는 이야기 그림 과제와 말하기 그림 과제에서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모두 정상적 비유창성 빈도가 병리적 

비유창성보다 많이 나타나므로(Lee, 2008; Lim & Hwang, 2009) 

비유창성 유형 또한 OD군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의 대상은 말더듬이 나타나지 않는 ADHD 아동이므로, 

말더듬과 ADHD가 수반되는 경우 SLD가 나타났다는 Lee(2018)의 

연구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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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과업에서 일반 아동은 OD군 유형이 가장 

많고 Mixed군 유형과 SLD군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는 반면, 

ADHD 아동은 OD군, Mixed군, SLD군 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에 비하여 ADHD 아동이 언어를 계획하고 조직화하여 말과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실행하는 데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Barkley, 1997; Purvis & Tannock, 1997). 일반아동이 이야기를 

구성할 때 언어길이가 길고 발화양이 많기 때문에 ADHD 아동에 

비해 미완성/수정이 많이 나타나고(Zentall, 1988), ADHD 아동이 

자신의 말에 오류를 감지하고 이를 빨리 정정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아동에 비해 미완성/수정이 덜 나타난다고 보았다(Lee, 

2018; Purvis & Tannock, 1997). 일반 아동이 그림을 그리면서 

말할 때에는 그림 그리는 속도에 맞추어 말을 하게 되므로 구어 속

도가 느리게 된다. 느린 구어 속도로 말을 하면 비유창성이 감소하

고 SLD가 감소하게 되어 Mixed군 유형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에 비하여 모니터링 능력이 부족한 ADHD 아동은 영향을 적

게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집단 모두 그림 그리면서 말

하기 과업에서의 구어속도가 그림 보면서 말하기, 이야기 다시 말하

기보다 느리게 나타났다. 자유놀이보다 이야기나 대화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구문 산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므로(Kim & Lee, 

2008), 이야기 다시 말하기와 그림보고 말하기 과업에서 복합구문의 

산출이 높아지면서 구어속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ADHD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구어속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 

아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리고 두 집단의 비유창성군과 구어속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ADHD 아동 집단은 비유창성군과 구어속도 간에 유의한 부적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아동 집단은 비유창성군과 구어

속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ADHD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연속적인 삽입어 사용이 많았고 비유창성군을 더 많이 나

타냈으며, 비유창성군의 비율이 높을수록 구어속도가 느렸다. 

결론적으로 ADHD 아동 집단의 비유창성군 비율이 일반 아동 집

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과업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ADHD 아

동 집단은 모든 과업에서 비유창성군의 유형이 OD군 유형, Mixed군 

유형, SLD군 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아동 집단은 비유창

성군의 유형이 모든 과업에서 OD군 유형이 가장 높았고, ADHD 아

동과 달리 구어속도가 느린 그림 그리면서 말하기 과업에서는 Mixed

군 유형과 SLD군 유형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ADHD 아동 집단과 일

반 아동 집단 모두 그리면서 말하기 과업에서의 구어속도가 이야기 

다시 말하기, 그림 보면서 말하기보다 느렸고,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ADHD 아동 집단은 비유창성군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

체구어속도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일반 아동 집단

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저학년 ADHD 아동들에 비유창성

군의 특성 및 구어속도 결과는 비유창성 특성을 비유창성군의 형태

로 분석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비유창성 특성을 보이는 다른 장애 

집단과 비교하는 하나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실제 임상 현장에

서 초등학교 저학년 일반 아동과 ADHD 아동을 구분하고 비유창성

에 대한 진단·평가 기준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ADHD 아동의 중재 과정에서 비유창성군과 구어속도의 특성을 파

악하여 진전 정도를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DHD 아동과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비유창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집단의 비유창성군 특성을 비교하는 연

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비유창성군 분석을 위한 단위를 다양하

게 이용함으로(Seong & Jeon, 2019; Shin et al., 2014) 단위에 

다른 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과업, 성별, 과제의 난이도와 같은 변인들과 ADHD 아동의 

비유창성군 등의 특성에 대하여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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