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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을 주로 나타

내는 신경행동 발달장애다. 2016년에는 56,538명이 ADHD로 진

단처방 받았으며, 이 가운데 약 95%가 20세 미만이었고,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 후에 진단되었다(Lee,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ADHD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연평균 4.24% 증가하였다고 한다. ADHD로 

진단 받는 학령기 아동이 상당수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

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ADHD 아동의 특성 및 중재에 

대한 다차원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ADHD 아동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및 충동성과 같은 행동특

성으로 말과 언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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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g, 2009). ADHD 아동의 자발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

들은 서둘러 말하기(false starts), 주저 및 반복과 같은 비유창성 

특성이 나타난다고 한다(Peets & Tannock, 1997). 또한 이야기 

산출에서도 비유창성이 자주 나타나며 일반 아동에 비해 간투사와 

반복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많았다고 한다(Lim & Hwang, 2009). 

말더듬(stuttering)은 반복, 연장, 막힘으로 말의 흐름이 방해받

는 대표적인 유창성장애이다. 아동들이 보이는 유창성 문제는 언어

적, 심리적, 사회적, 생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Manning, 2001). 말더듬 중 가장 많은 유형인 발달성 

말더듬은 언어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인 2세에서 5세에 나타난다. 

대다수의 말더듬 아동들은 학령 전기에 말더듬이 시작되어 3년 이

내에 자연회복(spontaneous recovery)을 하지만(Yairi & 

Ambrose, 2004), 그 중 26%는 학령기 이후까지 말을 더듬는다

(Yairi & Ambrose, 1999). 

학령기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구어유창성(Ahn, 2012; Jun, 

2016)과 읽기유창성(Lee & Shin, 2013; Park, 2015; Shin, 

2013)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학령기 ADHD 아동을 

대상으로 구어유창성(Chu, 2019; Lee,  2008; Lim & Hwang, 

2009)과 읽기유창성(Choi & Jung, 2014; Cho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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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2; Kweon et al., 2010)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ADHD 집단과 말더듬 집단 모두 공통적

으로 구어유창성 및 읽기유창성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집단의 구어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 과 읽기비유창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말하기와 읽기 과업은 모두 유창성이 요구되는 과업으로 학령

기 말더듬 평가에서도 반드시 실시하고 있다. 읽기는 학습에 있어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며, 학령기 아동이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므로(Lee, 2012) 구어유창성 뿐만 아니라 읽기유창

성의 특성은 학령기 아동 평가 및 중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따라서 학령기 말더듬 아동과 ADHD 아동은 발생 원인과 

발생 시기가 다르지만 두 집단 모두 비유창성을 보이므로 두 집단

의 비유창성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의 평가 및 중재를 계획하

는데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말소기 기관을 통한 말의 흐름은 구

어 및 읽기 과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구어 및 읽기 과업 

간 이러한 비유창성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대상자에게 더 지원

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표

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학령기 교육에 있어 일차적으로 지향하는 

교육관점이기 때문에 학령기는 구어유창성 뿐만 아니라 읽기유창

성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읽기유창성은 단어재인과 

읽기이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인 읽기 목표인 

읽기 이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Park, 2008). 

Chall(1983)은 읽기 발달의 시작부터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0에서 5단계로 분류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읽기유창

성을 2단계로 설명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1, 2단계에 해당하

는데 심각한 읽기곤란을 겪는 아동은 이 단계에서 지체되고, 그것

이 읽기 능력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말더듬 집단과 ADHD 

집단의 구어유창성과 읽기유창성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집단 간

의 유창성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학령기 

ADHD 및 말더듬 아동의 평가 및 중재를 위한 임상적 결정을 돕

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No. 

CUPIRB-2020-024). 본 연구는 부산에 위치한 초등학교 저학년(1

∼3학년) ADHD 아동, 학년을 일치시킨 말더듬 아동, 일반 아동 

각 15명, 총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세 집단 모두 한국 비

언어 지능검사-2(K-CTONI-2, Park, 2014)의 도형척도 지능지수

가 80 이상으로 정상범위에 속하는 아동,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

(REVT, Kim et al., 2009)의 수용 어휘 검사(REVT-r)의 결

과 -1SD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 교사나 양육자에 의해 정서 

및 행동문제나 신체, 사회성 결함, 시각, 청각 등의 감각장애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ADHD 아동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ADHD로 진단한 아동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평가 척도 19점 이상인 아동으로 선정하

였다. 말더듬 아동은 교사나 양육자 등이 말더듬으로 보고한 

아동,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평가 척도 19점 미만인 

경우,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aradise Fluency Assessment: 

P-FA-Ⅱ, Shim et al., 2011)결과 ‘약함’ 이상인 아동으로 선

정하였다. 일반 아동은 ADHD 아동 및 말더듬 아동과 성별 및 

학년을 일치시킨 아동,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평가 

척도 19점 미만인 경우, 교사, 양육자 등이 말더듬이 아니라고 

보고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평가 척도 결과, ADHD 아동 집단은 평균 25.4점, 말

더듬 아동 집단 평균 3.7점, 일반 아동 집단 평균 2.5점이었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된 대상 아동은 세 집단이 동일

하게 각 학년별로 1학년 5명, 2학년 5명, 3학년 5명으로 모두 

45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검사도구

1) 사전 검사

연구대상자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한국 비언어 지능검사

-2(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K-CTONI-2, Park, 2014), 수용ㆍ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Ⅱ(Paradise Fluency 

Assessment: P-FA-Ⅱ, Shim et al., 2011),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ADHD)평가 척도(ADHD Rating Scale-Ⅳ: ARS-Ⅳ, Dupaul 

et al., 1998)를 So 등(2002)이 번안한 도구를 실시하였다. ARS는 

Dupaul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DSM-4 진단의 준거를 근거로 부주

의성 관련 9개, 과잉행동-충동성 관련 9개, 총 18개 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한국어판으로 번역되면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통해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고(So et al., 2002), 현재 한국어판 부모, 교

사용 ADHD 평가척도로써 많은 연구 및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Category

ADHD Stuttering General Total

Sex
Man 13 12 9 34

Woman  2  3 6 11

Grade

First grader  5  5 5 15

Chronological age 7;0 7;2 7;2

Language age 7;2 7;2 7;5

Second grader  5 5 5 15

Chronological age 8;1 8;0 8;0

Language age 9;2 8;11 8;9

Third grader  5 5 5 15

Chronological age 9;1 8;11 9;0

Language age 9;4 9;10 9;10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학령기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의 구어유창성 및 읽기유창성

97

2) 연구 과제

구어유창성 과업은 P-FA-Ⅱ(Shim et al., 2011)에서 초등

학생의 말하기 그림 중 선별 검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우리 동

네 그림을 제시하여 아동의 발화를 200음절 이상 수집하였다. 

읽기유창성 과업은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BASA, Kim, 2006)의 읽기검사 

자료 중 ‘토끼야 토끼야’를 제시하고 1분 동안 읽게 하였다.

과업을 실시하는 동안 검사자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VLUU-ST550을 이용하여 녹화하였고 녹화된 동영상을 보며 발화

를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기준

구어유창성을 측정하기 위해 말하기 그림자료(운동회, 우리 동

네)를 통해 수집한 발화에서 목표음절 수 중 비유창한 빈도를 계

수하여 비유창성 백분율을 측정하고, 1분 동안 발화한 음절수로 

구어속도를 측정하였다. 비유창한 음절을 분석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Yairi와 Ambrose(2004)의 정상적 비유창성, 병리적 

비유창성 기준을 사용하였다. 각 비유창성에 대한 세부적인 기

준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가 읽기 검사 자료 ‘토끼야 토끼야’를 1분 동안 총 읽은 

음절수 중에서 정확하게 읽은 음절수를 계수하여 읽기정확도를 측

정하고, 1분 동안 읽은 음절수와 읽기속도를 측정하였다. 읽기 

오류 유형은 Table 3과 같이 Shin(2013)의 기준을 사용하였

다. 읽기 오류 특성을 분석한 세부 기준은 Appendix 2에 제시

하였다. 

3. 신뢰도 

본 연구의 구어유창성 및 읽기유창성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의 1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1급 언어재활사 자

격증을 소지하고, 언어치료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였으

며, 임상경력이 6년 이상인 언어재활사 2명에게 평가자 간 신뢰도

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구어유창성 과제에 대한 신뢰도는 92%, 

읽기유창성 과제에 대한 신뢰도는 96%로 나타났다. 오류유형 분석

에 대한 평균 분석 신뢰도는 98%로 나타났다. 

4. 결과처리

집단에 따라 구어유창성과 읽기유창성 각 하위 요인(정확도, 

속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말하기, 읽기 오류유형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처리는 IBM SPSS 23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집단 간 구어유창성 비교

1) 비유창성 백분율

집단 간 비유창성 백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F=14.29, p<.001). 사후분석 결과, ADHD 아

동 집단과 말더듬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p<.01), ADHD 아동 집단과 말더듬 아동 집

단 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2) 구어속도 

집단 간 구어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F=4.96, p<.05).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ADHD 아동 

집단, 말더듬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구어속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지만 ADHD 아동 집단과 말

더듬 아동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5).

Disfluency types

Normal disfluency

Interjection

Phrases / words repetition

Modification / Incomplete phrase

Hesitation

Abnormal disfluency

Word part repetition

One syllable repetition

Disrhythmic phonation

Table 2. Speaking error and disfluency characteristic analysis 
criteria

Error and disfluency types

Omission

Replacement

Addition

Interjection

Revision

Phrases / words repetition

Word part repetition

Disrhythmic phonation

Table 3. Speaking error and disfluency characteristic analysis 
criteria

SS df MS F Post-hoc

Between groups   688.36  2 344.18

14.29*** c<a, c<bWithin groups 1011.96 42  24.09

Total 1700.31 44

Note. a=ADHD children groups; b=stuttering children groups, 
c=general children groups.
***p<.001

Table 4. Intergroup disfluency percent ANOVA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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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df MS F Post-hoc

Between groups  15434.84  2 7717.42

4.96* a<c, b<cWithin groups 65333.47 42 1555.56

Total 80768.31 44

Note. a=ADHD children groups; b=stuttering children groups; 
c=general children groups.
*p<.05

Table 5. Intergroup speaking rate ANOVA results

2. 집단 간 읽기유창성 비교

1)　읽기정확도

집단 간 읽기정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9.72, p<.0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ADHD 

아동 집단과 말더듬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p<.01), ADHD 아동 집단과 말더듬 아동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6).

2) 읽기속도

집단 간 읽기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86, p<.01).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ADHD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p<.01). 하지만 그 외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7).

3. 집단에 따른 과제 유형별 오류 유형 특성 비교

1) 말하기 오류 유형 

집단 간 말하기 오류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삽입, 수정/미

완성구, 단어부분반복, 일음절단어반복, 비운율적발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삽입은 말더듬 아동 집

단, ADHD 아동 집단, 일반 아동 집단(p<.001) 순으로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절단어반복 및 구반복은 말더듬 아동 집

단이 일반 아동 집단(p<.01)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수정/

미완성구는 ADHD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p<.01)보다 유의

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단어부분반복은 말더듬 아동 집단이 

ADHD 아동 집단, 일반 아동 집단(p<.05)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음절단어반복과 비운율적발성은 말더듬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p<.05)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8).

2) 읽기 오류 유형

집단 간 읽기 오류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삽입은 말더듬 아

동 집단 일반 아동 집단(p<.01)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단

어부분반복은 말더듬 아동 집단이 ADHD 아동 집단, 일반 아동 

집단(p<.001)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비운율적발성은 말더

듬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p<.05)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

났다(Table 9).

SS df MS F Post-hoc

Between groups   800.31  2 400.15

9.72** a<c, b<cWithin groups 1730.01 42  41.19

Total 2530.32 44

Note. a=ADHD children groups; b=stuttering children groups; 
c=general children groups.
**p<.01

Table 6. Intergroup read accuracy ANOVA results

SS df MS F Post-hoc

Between groups  29117.20  2 14558.60

5.86** a<cWithin groups 104341.60 42  2484.32

Total 133458.80 44

Note. a=ADHD children groups; b=stuttering children groups; 
c=general children groups.
**p<.01

Table 7. Intergroup reading rate ANOVA results

ADHD Stuttering General

F
Post-
hocM

(SD)
M

(SD)
M

(SD)

Interjection
5.87
(4.98)

10.27
(5.66)

1.13
(1.36)

16.02*** c<a<b

Phrases/words 
repetition

.87
(1.41)

1.93
(1.44)

 .27
( .59)

7.29** c<b

Modification/
Incomplete phrase

3.60
(1.99)

3.47
(3.14)

1.07
(1.09)

6.09** c<a

Hesitation
2.00
(2.65)

1.40
(1.88)

 .40
( .74)

2.65

Word part repetition
1.80
(1.26)

7.87
(6.78)

 .60
( .91)

14.10*** a,c<b

One syllable repeat
 .13
( .35)

.80
(1.37)

 .06
( .26)

3.56* c<b

Disrhythmic phonation
 .20
( .56)

1.53
(3.02)

 .00
( .00)

3.31* c<b

Note. a=ADHD children groups; b=stuttering children groups; 
c=general children groups.
*p<.05, **p<.01, ***p<.001 

Table 8. Results of ANOVA of error types in intergroup 
speaking



학령기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의 구어유창성 및 읽기유창성

99

ADHD Stuttering General

F
Post-
hocM

(SD)
M

(SD)
M

(SD)

Omission
2.53
(3.44)

4.20
(6.50)

 .47
( .83)

 2.87

Replacement
3.06
(3.03)

2.20
(2.43)

1.20
(1.70)

 2.18

Addition
1.13
(1.41)

1.60
(2.56)

 .60
( .83)

 1.22

Interjection 
 .73
( .96)

1.47
(1.68)

 .07
( .26)

 5.76** c<b

Revision
1.27
(1.44)

 .87
( .92)

1.20
(1.15)

  .49

Phrases/words
repetition

1.87
(2.95)

1.73
(2.22)

 .80
 (.77)

 1.07

Word part
repetition

1.13
(1.41)

6.73
(6.28)

 .67
( .82)

12.17*** a,c<b

Disrhythmic 
phonation

 .60
(1.30)

1.40
(1.88)

 .00
( .00)

 4.24* c<b

Note. a=ADHD children groups; b=stuttering children groups; 
c=general children groups.
*p<.05, **p<.01, ***p<.001 

Table 9. Results of ANOVA of error types in intergroup reading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의 구어유창성 및 읽기

유창성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3학년 ADHD 아

동과 말더듬 아동,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말하기과업, 읽기과업

을 실시하여 세 집단 간 구어유창성에 차이가 있는지, 세 집단 

간 읽기유창성에 차이가 있는지, 집단 내 말하기, 읽기 오류유

형의 특성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유창성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유창성 백분율과 

구어속도를 비교한 결과 비유창성 백분율은 ADHD 아동 집단과 

말더듬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비유창성 백

분율이 높았다. ADHD 아동 집단과 말더듬 아동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Lim과 Hwang(2009)의 연구에서 

ADHD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100어절 당 비유창성 빈도가 

유의미하게 많았고, Lee(2008)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1~3학년 

ADHD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비유창성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말하기 그림 과제에서 일반 아동보다 비유창성 빈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ADHD 아동들은 일반 아동

에 비해 언어를 계획하고 조직화하여 말의 흐름을 유지하고 실

행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유창성이 나타날 수 있다

(Lim & Hwang, 2009)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 말더듬 아동 

집단은 반복, 연장, 막힘으로 인해 말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일

반 아동에 비해 더 많은 비유창성을 산출하였다. 

ADHD 아동은 비유창성이 주 증상인 말더듬 아동과 비유창성 

백분율이 유사할 정도로 비유창성 빈도가 많았다. 두 집단의 비유

창성 빈도는 유사하지만 말더듬 아동은 일음절단어반복, 단어부분

반복 및 비운율적발성이 ADHD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고, ADHD 

아동은 단어전체반복과 수정 및 미완성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두 집단 모두 말의 흐름이 방해받아 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그러므로 적절한 평가 및 중재를 위해서는 구어 

및 읽기 과업에서 비유창성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비유창성 유형 

및 오류 유형 분석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집단 간 구어속도를 비교한 결과 ADHD 아동 집단과 말

더듬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구어속도가 낮

았다. ADHD 아동은 ‘어’, ‘음’, ‘아’ 등의 간투사 사용이 많아 구

어속도가 늦다(Chu, 2018)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구어 

과업을 실시하는 동안 ADHD 아동은 머뭇거림이 많았고, 한 문장

을 발화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쉼의 길이가 길었다. 

이러한 특성은 ADHD 아동이 주의력 결함으로 적절한 어휘를 선

택하거나 주제를 유지하여 발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행기능의 결함으로 발화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더듬 아동은 

반복, 막힘 등의 핵심행동으로 인해 구어속도가 일반 아동보다 유

의미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ADHD 아동 집단과 말더듬 아동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은 같은 시간에 비슷한 양의 말을 산출하였다. 구

어속도는 시간당 산출하는 음절로 계산하는 요인이라 외현적으로

는 두 집단 간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이러한 결과를 두 집단의 

비유창성 유형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와 연관 지어 살펴보면 

ADHD 아동은 수정이나 미완성구가 유의미하게 많아서 많은 발화

를 하였더라도 목표음절 수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

더듬 아동은 단어부분반복과 일음절단어반복 및 비운율적 발성

이 ADHD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서 목표 발화 시 시간적 

지연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더듬 아동 집단을 약함 이

상으로 선정하여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는 두 집단을 구어속도로 구분하기 보다는 주어진 시간에 정

확한 목표 발화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증상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읽기유창성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읽기정확도와 읽기속도를 

비교한 결과, ADHD 아동 집단과 말더듬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읽기정확도가 낮았다. ADHD 아동이 일

반 아동에 비해 읽기정확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weon et al., 2010; Lee, 2012)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ADHD 아동은 실행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행동 억제에 어려

움이 있어 읽기영역에서 결함을 보인다(Marzocchi et al., 

2008)고 설명할 수 있다. ADHD 아동은 부주의함으로 읽기에

서 단어와 중요한 세부사항을 놓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결

과적으로 읽기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ADHD 아동을 평가나 중재 시, 철자 자체를 

인지시키는 것 보다 철자에 주의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읽기 과업에서 말더듬 아동 집단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비유창성을 산출한 결과는 학령기 말더듬 아동이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 과업에서도 비유창성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학령기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이 심할수록 읽기 비유창성률이 

높다는 Park(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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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아동 집단과 말더듬 아동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읽기 정확도로 두 집단을 변별할 수 없으므로 읽

기 오류 유형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읽기속도를 비교한 결과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았다. 이 결과는 Kweon 등(2010)의 연구

에서 ADHD 아동은 읽기속도 및 읽기 정확도에서 일반 아동보

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ADHD 아동과 말

더듬 아동은 외현적으로는 읽기속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지지 

않았지만, ADHD 아동은 의미 없는 삽입이 많아 읽기속도가 늦

은 결과를 나타냈고, 말더듬 아동은 핵심행동으로 인하여 읽기

속도가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읽기는 학습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이 필수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능력이다. 초등학교 저학

년은 해독 단계를 지나 문자 해독이 자동화되어 읽는 속도가 빨라

지고 유창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령기 ADHD 아동 및 말더듬 

아동이 가진 읽기유창성의 어려움은 읽기정확도, 읽기속도의 특성

을 고려하여 중재 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집단 간 말하기, 읽기 오류유형을 분석한 결과, 말하기 

과업에서 ADHD 아동이 주로 보인 비유창성 유형은 삽입, 수정/

미완성구, 주저 순이다. ADHD 아동은 삽입과 수정/미완성구를 일

반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산출하였다. ADHD 아

동의 언어적 비유창성 특성을 살펴본 연구(Lim & Hwang,  

2009)에서도 일반 아동에 비해 간투사와 반복의 빈도가 유의하게 

많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ADHD 아동은 내용을 구성하고 말

을 계획하여 산출하는 능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말하는 도중 의

미 없는 삽입어를 넣어 시간이 지연된다. 말더듬 아동이 주로 

보인 비유창성 유형은 삽입, 단어부분반복, 수정/미완성구 순이

다. 말더듬 아동은 삽입과 단어부분반복을 ADHD 아동과 일반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산출하였다. 또한 다음

절단어반복 및 구반복 역시 일반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산

출하였다. 이것을 통해 말하기 오류 유형 중 단어부분반복이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을 변별할 수 있는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말하기 오류 유형 중 주저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저는 발화 사이에 나타나는 소리 없는 

멈춤이나 1~3초 정도의 침묵으로 정상적인 비유창성 유형에 

해당한다. 언어 산출 시 오류가 탐지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발

화를 기획하거나 적절한 어휘 및 구문 사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리 없는 쉼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아동들도 정

상적 비유창성 유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므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저

가 초등 저학년이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가 없는지는 차후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읽기과업에서 ADHD 아동이 주로 보인 읽기 오류 유형은 대치, 

생략, 구/다음절 반복 순이었다. ADHD 아동은 주의력 결함으로 

인해 줄이 바뀔 때, 읽었던 줄을 다시 읽는 오류가 잦고, 다른 음

소 또는 단어로 대치하여 잘못 읽는 오류를 보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말더듬 아동이 주로 보인 읽기 오류 유형은 단어부분반

복, 생략, 대치 순이었다. 말더듬 아동은 단어부분반복을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산출하였고, 일반 아

동보다 삽입과 비운율적 발성을 유의미하게 많이 산출하였다.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는 말더듬 아동 집단은 말더듬으로 인해 

문장 시작부분에서 단어부분반복을 많이 보였고 막힘으로 인해 

비운율적 발성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세 집단의 구어유창성을 살펴본 결과, 비유창성 백분율에

서는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았다. 구

어속도에서는 ADHD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

다. 두 과제 모두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 간의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비유창성 백분율과 구어속도는 외현적인 요인이

기 때문에 두 집단이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에 따라 

원인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 오류 유형 분석을 살펴볼 필

요가 있었다. 말하기 오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말더듬 아동은 

ADHD 아동과 일반 아동 보다 삽입과 단어부분반복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산출하였다. 따라서, 말하기 오류 유형 중 단어부

분반복이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을 변별할 수 있는 큰 요인임

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세 집단의 읽기유창성을 살펴본 결과, 읽기정확도, 읽기속

도에서 모두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

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 집단 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읽기 정확도로 두 집단을 변

별할 수 없으므로 읽기 오류 유형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읽기 오류 유형 분석 결과 말더듬 아동은 ADHD 

아동과 일반 아동보다 단어부분반복을 유의미하게 많이 산출하였

다.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는 읽기유창성에서도 단어부분반복이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을 변별할 수 있는 큰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말하기와 읽기 영역에서 많은 발달을 보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구어유창성 및 읽기유창성에서 어려움을 가진

다면 고학년이 되어서도 학업 및 또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이다. 두 영역 간의 부진 또한 서로 영향을 주므로, 현

장에서 학령기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 중재 시, 비유창성 백

분율, 구어속도, 읽기정확도, 읽기속도에 초점을 맞추어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중재 방향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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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유형 분석 기준

생략 본문에 있는 목표 음소, 음절을 빼고 읽음

대치 본문에 있는 목표 음소, 음절을 다른 음소, 음절로 읽음

첨가 본문에 없는 다른 음소, 음절을 더 넣어서 읽음

삽입 비유창성 유형으로 어, 음과 같은 말소리를 넣어서 읽음

수정 본문에 있는 목표 음소를 다르게 읽은 후 다시 수정하여 읽음

구/다음절반복 다음절단어 이상의 문법적 단위를 반복하여 읽음

단어부분반복 단어 내의 음이나 음절을 반복하여 읽음

비운율적발성 발화 시 긴장이 수반되거나 연장 또는 막힘이 나타남

오류 유형 분석 기준

정상적 
비유창성

삽입 ‘어’, ‘음’과 같은 음절이나 단어를 말의 내용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우

다음절단어반복 및 구반복 다음절 낱말이나 구, 어절 등을 반복하는 경우

수정/미완성구 발화 혹은 낱말을 끝맺지 않거나 이미 산출한 말의 발음, 단어, 통사구조 등을 바꾸어 다시 말하는 경우

병리적 
비유창성

단어부분반복 단어 내의 음이나 음절을 반복하는 경우

일음절단어반복 일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

비운율적발성 발화 시 긴장이 수반되거나 연장 또는 막힘이 나타나는 경우

Appendix 1. Speaking error types and disfluency characteristic analysis criteria

Appendix 2. Reading error and disfluency characteristic analysis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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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의 구어유창성 및 읽기유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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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말더듬 아동과 ADHD 아동, 일반 아동의 구어유창성 및 읽기유창성을 살펴봄으로써 

학령기 ADHD 및 말더듬 아동의 평가 및 중재를 위한 임상적 결정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부산에 위치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ADHD 아동, 학년을 일치시킨 말더듬 아동, 

일반 아동 각 15명, 총 45명을 대상으로 말하기, 읽기 과업을 통해 수집한 표본으로 비유창성 

백분율과 구어속도, 읽기정확도와 읽기속도, 말하기 오류유형, 읽기 오류유형을 분석하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 첫째, 세 집단의 구어유창성을 살펴본 결과, 비유창성 백분율에서는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았다. 구어속도에서는 ADHD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둘째, 세 집단의 읽기유창성을 살펴본 결과, 읽기정확도, 읽기속도에서 모두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집단 간 말하기, 읽기 

오류유형을 분석한 결과, 말하기 과업에서 말더듬 아동은 삽입과 단어부분반복을 ADHD 아동과 일반 

아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산출하였다. 읽기 과업에서 말더듬 아동은 단어부분반복을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산출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의 구어유창성 및 읽기유창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학령기 ADHD 아동과 말더듬 아동 중재 시, 비유창성 백분율, 구어속도, 

읽기정확도, 읽기속도에 초점을 맞추어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중재 방향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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