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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말더듬은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말더듬 행동과 내면화된 요

소의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말더듬 치료 또한 말더듬 행

동에 대한 접근(Kim & Kwon, 1994; Kwon & Lee, 2004)과 

내면화된 요소의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말더듬 성인의 내면

화된 요소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말더듬인의 자아 증진에 

관한 Jeon & Kwon(2005)의 연구, 행동인지 말더듬 치료 프로

그램을 적용한 Jang & Kwon(2005)의 연구, 게슈탈트 치료를 

적용한 연구(Ko & Kwon, 2008) 등이 있다. 마음챙김은 팔리

어 sati의 영어 번역이다. Sati는 알아차림과 기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Mindful-
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Kabat-Zinn, 1982) 프

로그램을 개발한 Kabat-Zinn(2003)의 정의를 살펴보면, 마음

챙김이란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고, 현재 

순간에 펼쳐지는 경험을 비판단적으로 의식하는 것이다. 즉 현

재 순간을 비판단적으로 알아차려야 함을 기억하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마음챙김(mindfulness)에 기반한 3세대 인지

행동치료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흐름이 영

향을 미치고 있다(Cho, 2016; Je, 2016; Lee, 2016). 심지어 IT 

기업인 Google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을 응용한 

명상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Tan, 

2012). 말더듬 치료 또한 예외일 수 없는데, 최근의 국외 말더듬 

관련 논문들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Beilby et 

al., 2012; Boyle, 2011; de Veer et al., 2009; Plexico & 

Sandage, 2011). 국내에서도 마음챙김에 기반한 치료 논문과 

서적들이 다수 출판되어 있지만, 말더듬 분야에서는 현재 Heo 

et al.(2016)의 연구를 제외하고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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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이는 현실이 아닌 단지 그러한 생

각일 뿐이다. 따라서 관련된 정서를 회피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기존의 인지행동치료에서는 불안, 

초조, 두려움 등의 표적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사실 외적으로 노력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러한 문제들이 전부 노력해서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

려, 어떤 측면에서는 노력하지 말아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 이

러한 점에서 기존의 방법을 보완하여 등장한 것이 마음챙김에 

기반한 치료 프로그램들이다. 이 중 하나인 수용·전념 치료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ACT) (Hayes et al., 

1999)에서 ‘오렌지 생각하지 말기’라는 메타포가 있다. 우리가 

오렌지를 생각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오렌지가 더욱더 생각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

는 우리가 평소 느끼는 불안, 초조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한 

가지 예로,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내면적으로 불안해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오히려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

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더듬 성인이 말을 더듬지 않으려 시도하

는 도피 및 회피 전략 또한 말더듬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

려 말더듬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CT의 발달 배경

인 정상성 가설(Hayes at al., 1999)을 살펴보면, 이는 기존의 

정상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정상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이론이다. 건강한 상태가 정상이고 질병에 걸린 상태

가 비정상인 것이 기존의 정상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ACT에

서는 먼저 고통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한다. 즉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금 존재

한다면, 이를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가설로 말더듬 현상

을 살펴보면, 만약 말을 더듬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정

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더듬인들에

게서 말더듬은 비정상이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제거하려 노력

하면 할수록 Sheehan(1986)이 제시한 말더듬 빙산의 해수면 

아랫부분이 더욱 커지게 되고, 끊임없이 말더듬에 도피 및 회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현상은 ACT에서는 경험 

회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Hayes at al., 1996). 

마음챙김에 기반한 프로그램들 중 하나인 변증법적 행동치료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 (Linehen, 1987)에서는 

경계선 인격장애인들에게 수용 혹은 변화를 요구한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상황에서 내담자는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

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찾지 못하면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행동 패턴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본

다. 따라서 상담가는 내담자가 정(thesis), 반(antithesis)의 변증

법적 갈등을 절충하여 합(synthesis), 즉 해결-초점적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음챙김이 부정적

인 상위 인지를 감소시키고 수용적인 측면을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으므로(Williams, 2008), 이 원리를 말더듬 분야에 적용

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말더듬 성인에게 마음챙김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말더듬 치

료의 목적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말더듬인을 중재할 때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한 말더듬인(happy stutterer)을 만드는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최종 목적은 말더듬 성인이 자발

적인 유창성(spontaneous fluency)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 방

법으로 말더듬 행동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외적인 말더듬 행동 

중재 방법이고 마음챙김은 말더듬 성인이 말더듬을 대할 때의 

자세, 즉 내적인 중재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말더듬 행동치료를 통해 말더듬을 줄이면 의사소통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 또한 감소하게 된다(Ingham, 1984). 물론 말

더듬 치료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려면 불안, 태도 등에도 접근해

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Guitar, 1998), 말더듬인의 부정적 태

도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유창하게 말하

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Ryan & Ryan, 1995). 따라서 말더

듬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말더듬 행동치료를 실시하되, 마음챙

김을 통해 말을 오래 더듬어 온 말더듬 성인의 의사소통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 도피 및 회피 전략 등에 접근하는 방법이 더

욱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하여, 본 논문에서 말더듬 성인의 치료

에 실제적으로 마음챙김을 적용하는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려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심리학 영역에서 마음챙김 원리를 적용하

여 개발된 대표적 프로그램들인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

한 스트레스 감소(Korean version of MBSR, K-MBSR) (Chang 

et al., 2007),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MBCT) (Segal et al., 2002), DBT, ACT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는 마음챙김의 원리를 

각 치료 목적에 맞도록 어떻게 프로그램화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마음챙김을 말더듬인에게 적용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마음챙김에 기반한 4가지 치료 프로그램

K-MBSR

K-MBSR은 스트레스 감소를 목적으로 Kabat-Zinn(1982)이 

개발한 MBSR을 Chang(2007)이 국내용으로 번안한 프로그램

이다. 1회기는 내담자에게 마음챙김에 대해 소개하고, 마음챙

김의 7가지 태도인 판단하지 않음(non-judgment), 인내심(pa-
tience), 초심(beginner’s mind), 믿음(trust), 애쓰지 않음(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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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ving), 받아들임(acceptance), 내려놓음(letting-go)의 개념

에 대해 소개한다. 그 다음 건포도 명상과 바디 스캔을 실습한

다. 건포도 명상은 건포도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세심히 관

찰하고, 건포도를 먹을 때 발생하는 촉각, 미각 등의 감각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바디 스캔은 신체 내부에 주의를 기

울이며 발생하는 감각을 느끼는 방법이다. 2회기는 바디 스캔

의 뜻과 의미, 실시 방법을 소개하고, 걷기 명상과 바디 스캔을 

실습한다. 3회기는 호흡을 관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바디 스

캔과 호흡 훈련을 실습한다. 4회기는 호흡 확장을 통하여 현재 

순간을 비판단적으로 의식하고 자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호

흡 훈련과 정좌 명상을 실습한다. 5회기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수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정좌 명상을 실습한다. 6

회기는 하타 요가 동작을 하면서 호흡과 감각에 깨어 있는 훈

련을 실시한다. 7회기는 마음챙김 종일 명상 수련으로, 먹기 명

상을 포함하여 6~7시간 동안 묵언 수행을 하며 현재 순간을 자

각하는 훈련을 한다. 8회기는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소감 및 

자신만의 명상법을 이야기하고 리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K-

MBSR 프로그램의 과정을 요약하여 Figure 1에 제시하였다.

 

MBCT

MBCT는 MBSR을 바탕으로 Segal et al.(2002)이 인지치료

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우울증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Jeon(2010)의 연구, 스마트폰 중독 경향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Son(2018)의 연구 등이 있다. 1회기는 자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는 자동 조정

(automatic pilot) 상태에 관하여 토론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빠

져나오기 위해 자신의 주변으로 의도적으로 주의와 초점을 옮

기는 연습을 한다. 이를 위해 건포도 명상과 바디 스캔을 실시

한다(첫 회기에서 먹기 명상을 바로 실시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서 흔하게 발생하는 자동 조정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2회기에는 바디 스캔과 정좌 명상을 통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소리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른다. 3회기는 

문제를 풀어내야만 한다는 사고를 내려놓고 문제와 ‘함께 머무

는’ 방법에 관하여 접근한다. 이를 위해 정좌 명상과 호흡 명상, 

걷기 명상을 실시한다. 4회기의 주제는 현재에 머물기이다. 내적

인 불쾌함에 대해서는 현재에 머무는 것이 재발을 막는 가장 좋

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좌 명상 및 호흡 명상과 더

불어 보기 명상과 듣기 명상을 실시한다. 또한 이 회기에서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에 근거한 우울증의 진단 준거를 살펴보고 우울증 관련 

체크 리스트를 실시하여 우울증을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5회기의 주제는 수용하기이다. 이는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

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단계이다. 6회기는 사실과 

생각과의 차이에 대하여 탐구한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일어나

더라도 현실이 아닌 생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체득

하는 단계이다. 7회기의 주제는 나 자신을 돌보기이다. 우울증 

재발의 신호가 온다면 먼저 호흡 명상을 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한다. 8회기

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고, 규칙적인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1st session (Organizing the class)
•   Write participation agreement
•   Introduce mindfulness program
•   Raisin meditation and body scan practice

2nd session (Use body)
•   Introduce body scan
•   Walking meditation and body scan practice

4th session (Meet this moment)
•   Breathing expansion
•   Meditation

5th session (Meet with heart)
•   Observation and acceptance of mind
•   Meditation

8th session (Own meditation plan)
•   Total review and program review
•   Make your own meditation

7th session (All day meditation training)
•   Perform silence all day

6th session (Stay awake at moment)
•   Hata yoga practice
•   Be awake with breath and sense

3rd session (Meet this moment)
•   Breathing observation
•   Body scan and breath practice

Figure 1. Intervention content by ses-
s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ind-
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pro-
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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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Mindfulness for Stuttering TherapyASR
DBT

DBT는 Linehan(1993)이 경계선 성격장애인의 정서적 안정

과 자살행동의 감소를 위해 개발한 치료법이다. 국내에서는 청

소년의 공격성, 자아존중감 및 분노 표현방식에 대해 적용한 Jin 

& Son(2013)의 연구, 정서지능이 낮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

한 Choi & Son(2014)의 연구들이 있다. 이 치료법은 특히 정서

적 도피 및 회피 행동이 정신병리의 핵심이라고 가정하고 정서

적 고통의 수용에 초점을 맞춰 중재를 실시한다. 변증법이라는 

용어는 모순 또는 대립되는 생각이나 사상 간의 균형과 통합을 

의미하는데, 행동치료에서 이 용어는 인간이 경험하는 삶에서 

경쟁적이고 모순적인 여러 요구, 기대, 욕망으로 인한 좌절에서 

균형과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BT는 마음챙

김 기술(mindfulness skills), 대인관계 효율성 기술(interper-
sonal effectiveness skills), 감정 조절 기술(emotion regulation 

skills), 고통 감내 기술(distress tolerance skills)의 네 가지 기

술 증진으로 이루어진다. 마음챙김 기술은 DBT에서 가장 중요

하게 다루는 기술이다(Marra, 2005). 바디 스캔, 요가, 호흡 관

찰 등을 통해 자신의 인지, 정서 및 행동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인식하게 되어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Marra, 

2005). 대인관계 효율성 기술은 자신의 생활에서 대인관계 능

력을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한 기술이다(Linehan, 1993). 이를 

위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인관계 패턴을 살펴

보고, 자기주장 및 거절하는 방법, 타협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감정 조절 기술은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다

루고자 하는 기술이다(Van Dijk et al., 2013). 이를 위해 일상생

활에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황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 보며 더 효과적인 방

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도록 한다. 고통 감내 기술은 고

통스러운 상황하에서도 올바르게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Linehan, 1993). 고통스러운 상황의 회피를 막고 

정서적인 반응을 수용하기 위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마음챙김 기술을 사용하며, 고통을 유발하는 환경을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ACT

ACT는 Hayes에 의해 개발된, 흔히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

는 인지행동치료의 새로운 모델이다. Acceptance는 수용으로 

번역되고 commitment는 전념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줄임말 

ACT는 치료의 실제적, 행동적 부분을 강조하는 역할도 한다. 

ACT에서는 정신병리의 원인이 경험 회피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용을 제시한다. ACT의 목표는 심리적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인생에서 자신만의 가치 있는 목

표를 추구하도록 하고 삶에 만나는 여러 문제들에 의식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ACT에서 다루는 6가지 

핵심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수용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비

판단적이고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수용을 

체념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Hayes et al., 1999). 체념

은 이 순간의 경험을 단지 인내하는 것으로 부정적 감정이 존

재할 공간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행동인 수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 때문에 수용을 ‘기꺼이 경험하기

(willingness)’로 번역하기도 한다. 둘째, 인지적 탈융합(cogni-
tive defusion)은 언어적 사고에 자동적으로 융합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생각 안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생

각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적인 문제 해결에 있

어서 인지적 문제 해결 전략이 유용하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인지적 융합에서 벗어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셋째, 현재에 존재하기(being present)는 삶은 항상 지금-여기

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고찰하

는 것이 유용할 때는 그렇게 하되 불필요하게 삶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여기를 살도록 하는 과정이다. 넷째, 맥락적 자기

(self as context)는 사회적 맥락에 맞춰 고정되지 않는 유연한 

자기감을 갖도록 하는 과정이다. 삶에서 만나는 사회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맥락적으로 올바른 자기감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섯째, 

가치(value) 탐구하기는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

이다.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의 중요한 재

료가 된다. 그리고 궁극적인 가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존재한다. 

여섯째, 전념 행위(committed action)는 자신의 가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 패턴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자신의 가치를 구체

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한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 과정

은 개별적인 단계가 아니라 서로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RESULTS

마음챙김과 말더듬 치료

앞서 살펴본 네 가지 프로그램들은 마음챙김이라는 기본 바

탕하에 서로 다른 측면으로 시작되었다. 정리하자면, MBSR의 

경우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환자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시

작되었다. MBSR에서는 주로 명상을 실시하는데, 이는 마음챙

김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들로 시행된다. 이는 스트레스 관련 질

병(stress related disorder)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났는데, 대학

생의 정서반응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고(Bae, 2010), 암 

환자의 혈압 및 삶의 질에도 효과를 나타내었다(Le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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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eo & W Kim ASR
2012). 이외에도 불안, 우울, 만성통증, 근 섬유통, 폭식장애, 불

면증 및 건선 등과 같은 피부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Chang et al., 2007). 말더듬 분야에서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어떻게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음챙김의 주된 목

적은 현재 순간을 비판단적으로 의식하기 위해 늘 깨어 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말더듬에 적용해 보면, 말더듬인에게 말더듬

은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말더듬 성인이 내적으로 말더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들을 멈춘다면, 그리고 비판단적으

로 말더듬을 수용할 수 있다면 말더듬의 여부와 상관없이 말더

듬에서 자유(stutter-free)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리

를 적용하여 말더듬 성인을 상담하는 방법은 스스로 내적으로 

확대하여 재생산하는 말더듬 성인의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말더듬 치료에 적용하면 이는 말더듬 성인을 더욱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기능하게 된다(Heo et al., 2016). 

또한 좀 더 말더듬 자체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 위해 말더듬 

순간에 대해 명상하고, 고의적으로 말을 더듬어 보고 이를 자

각해 보는 과정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Van Riper 

(1973)의 말더듬 수정법(Stuttering Modification Therapy)에서

도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치료사에 따라서는 말더듬 수정법과

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말더듬 치료를 하다 보면 

대상자 혹은 치료사의 특성에 따라 치료의 주안점을 말더듬 행

동치료에 맞추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마음챙

김의 원리를 말더듬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상담 시에는 마음챙김 명상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이러한 원리를 말더듬 성인에게 이해시키고 스스로 적

용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일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말

더듬 성인은 말더듬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내적으로 노력해 

온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노력이 크면 클수록 내적으로 더

욱 고통받아 왔을 것이므로 이러한 말더듬 성인에게는 마음챙

김이 더욱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원리

를 말더듬인에게 체득시키기 위해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하도

록 하는 것이 유연한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일 것이다. 마음챙김

의 최종 목표는 말더듬에 관하여 일상에서 마음챙김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다.

MBCT는 MBSR을 토대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되

었다. MBSR에서 실시하는 하타 요가가 빠진 대신 인지치료적

인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에 초점을 둔 

MBSR과는 달리 MBCT는 우울증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1회기에 자동 조정 상태에 대해 다루는

데, Teasdale et al.(2000)의 연구에서 세 번 이상의 우울증 삽화

를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치료(treatment 

as usual)를 받은 환자(66%)에 비해 MBCT를 받은 환자들은 

절반 정도(37%)의 재발률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두 번의 우

울증 삽화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는데(일반적인 치료 31%, MBCT 37%), 이는 두 번의 우울증 

삽화 환자의 경우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발이고 세 번 이상의 

우울증 삽화를 가진 환자들은 재발 원인이 자동 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말더듬 또한 재발 사례가 빈번하

게 보고되기 때문에(Ingham, 1984), 향후 말더듬인들의 자동 

조정 상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말더듬 재발에 관한 효과를 살

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DBT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DBT에서의 마음챙김 기술은 다른 세 가지 기술 증진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데, 특히 대인관계 측면에서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DBT는 정서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삶에서 만나는 도전

적인 과제들에 대해 좀 더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기술들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DBT의 가장 큰 장점은 

한 개인의 감정 및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즉, DBT는 삶에서 경험

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인관계 효

율성 기술, 사회기술 능력 증진, 목표 중심의 대인관계 및 자기

주장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내적

인 요소들에 관한 감정 조절이나 고통 감내에 대해서는 마음챙

김 기술을 이용한다(Linehan, 1993). DBT는 치료 대상자의 특

성에 따라 프로그램에서의 기술들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말더듬 치료에서도 말더듬 한 개인이 겪는 고통에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말더듬 그 자체의 행동치료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대인관계 효율성 기술 등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자발적인 유창성이기 때문

에, 대상자에게 마음챙김 기술을 가르친 후 말더듬과 나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

인관계 능력 향상에 관한 내용을 중재 프로그램에 추가할 수

도 있을 것이다.

ACT는 심리적인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맥락적, 실제적

인 상태의 수용과 가치 실천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명

상의 실천과 더불어 상담 시 수많은 메타포를 이용한다. ACT

의 궁극적인 목표는 심리적 유연성 증가이고, 말더듬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발적인 유창성이라고 볼 수 있다. ACT에서

는 내면과 외면적인 문제들을 구분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해 나갈 것인지 탐구한다. 말더듬 또한 내면과 외면적인 문제가 

공존하기 때문에(Van Riper, 1982), ACT에서 사용한 전략들

을 말더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변형할 수 있을 것이다. 

ACT에서는 외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치 탐구, 전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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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자기, 현재에 존재하기의 과정을 거친다. 말더듬 치료에

서는 말더듬 행동치료와 더불어 전념 행위, 현재에 존재하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념 행위는 말더듬인이 일상생활에서 

시행할 과제와 연관 지어, 말더듬을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목

표 및 행동양식을 설정하는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현재에 존

재하기는 말더듬 및 말더듬이 유발하는 생각과 감정에 올바르

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 조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말더듬 행동의 자기 모니터링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ACT에서 내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용, 인지적 

탈융합, 현재에 존재하기, 맥락적 자기의 과정을 거친다. 말더듬 

치료에서 수용은 말더듬과 끊임없이 만나는 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 또는 제거하려는 시도는 실제

로는 고통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Eifert & Heffner, 

2003; Hayes et al., 1999).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문제 해결 전략으로 수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ACT

에서는 창조적 절망감 유발하기라고 표현한다. 인지적 탈융합

은 말더듬과 관련된 부정적 사고들에서 탈융합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 존재하기는 말더듬 순간을 비

판단적으로 의식하고, 말더듬과 관련된 내적 사건들을 수용하

기 위해 명상을 하는 과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맥락적 

자기감 갖기는 인지적 탈융합과 연계하여 말더듬과 상관없이 

맥락적인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말더듬은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내면화된 행동 두 

가지로 나뉜다(Van Riper, 1982).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말

더듬 행동치료를 적용하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내면적인 특

징에서는 말더듬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마

음챙김은 말더듬인의 내면적인 요소 및 도피, 회피 전략들에 

관하여 중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는 말더듬인에게 마음챙김에 

기반한 상담을 실시할 때 필요한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설

명하려 한다. 이 3단계의 핵심 요소는 마음챙김의 원리인 현재 

순간의 수용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CT에서

의 창조적 절망감 유발 및 MBCT에서의 자동 조정 상태를 깨

닫도록 하는 것이다. 창조적 절망감 유발은 치료의 동기 유발에 

해당된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고, 이에 관하여 지금까지 어떻

게 대처해 왔으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탐구한다. 예를 들

면, 상담 시 두꺼운 책이나 메모판 등을 말더듬으로 가정한다. 

말더듬인에게 말더듬을 싫어하는 만큼 힘을 줘서 해당 물체를 

밀어보고 또 숨겨 보라고 한다. 아무리 힘을 줘서 없애려고 노

력하고 숨기더라도 그 물체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이는 말더듬인의 개인적 경험에 빗댈 수 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말더듬을 해결하려고 시도해 왔던 개인적 전략들

이 정말로 말더듬을 해결해 주었는지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 자동 조정 상태에 관한 내용은 현재 자신이 어떻게 말더

듬에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말더듬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탐구해 나가는 것으로 첫 단계를 구성한다.

두 번째 단계는 올바른 방법을 탐구하는 단계이다. 지금까지 

말더듬에 대처한 방법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이해한 후, 대안적인 방법으로 수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 가

지 주의할 점으로 말더듬 성인은 오랜 기간 말더듬에 도피, 회

피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용에 관하여 정확한 용어

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용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위가 아닌,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이 단계에서 치료사의 재량에 따

라 말더듬 수정법의 확인과 둔감화 단계를 덧붙여 실시할 수도 

있다. 또한 ACT에서의 인지적 탈융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다. ACT에서의 인지적 탈융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말더듬의 경우 말더듬이 유발하는 생각 및 감정과 이에 융합했

을 때의 고통을 설명하고, 생각 및 감정과 탈융합하여 이를 객

관적으로 관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지

적 융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탈융합을 소

개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수

용에 초점을 둔다. 이외에도 말더듬인에 따라 필요하다면 대인

관계 효율성 등의 요소들도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수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이다. 하루 

1시간씩 가정 혹은 기타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비판단적으로 있는 그대로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

고 ACT에서의 전념 행위 패턴 개발을 응용하여, 말더듬을 극

복하기 위한 전념 행위 패턴을 세부적으로 계획한 후 이를 실

천한 것을 치료 회기마다 과제로 제출하도록 한다. 글을 쓰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 글은 자신

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판단하거나 조작하지 말고 정직하

게 써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

가 없다. 치료실 내원 시 수용 명상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관하여 코멘트하면 된다. 만약 대상

자가 앉아서 하는 명상을 어려워한다면 다른 마음챙김 명상인 

걷기 명상, 호흡 명상을 해도 된다. 세 번째 단계가 끝나는 시기

는 대상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되, 치료사는 대상자의 긍정

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관찰한다. 

본 연구에서 앞서 설명한 세 단계를 Ryan(2001)이 제시한 말

더듬 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확립, 전이, 유지 단계와 결합하여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마음챙김에 기반한 네 가

지 프로그램들에서 다뤘던 심리치료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

기보다 말더듬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자 마음챙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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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내면적 요소의 수용(acceptance)에 초점을 두었다. 

Figure 2의 단계들을 따를 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마음챙김

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챙김의 원리는 현재 

순간을 비판단적으로 의식하는 것이다. 만약 현재 순간을 판단

하게 된다면 말더듬을 부정적,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려는 개인적 전략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

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내담자와 함께 올바른 방향을 탐구

해 나가는 상담 기술이다. 치료사가 우위에 있고, 말더듬인에게 

가르침을 주는 입장에 서는 것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치

료사는 조력자로서 상담 시 치료사가 상담을 이끌어나가는 것

이 아닌 말더듬인이 올바른 답을 찾도록 도와주고 함께 탐구해 

나가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말더듬 치료는 

말더듬인 스스로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각 단계에

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Figure 2. Treatment of stuttering and 
mindfulness. SW/M: stuttered words per 
minute, DAF: delayed auditory feedback, 
GILCU: Gradual Increase in Length and 
Complexity of Utterance.

Follow-up

Establishment phase
•   DAF, GILCU, talk slowly etc.
•   If stuttering is 0.5 SW/M or less while 

the reading, monologue, or conversation 
situation go to next phase

Transition Phase
•   DAF, GILCU, talk slowly etc.
•   If stuttering is 0.5 SW/M or less while 

the reading, monologue, or conversation 
situation go to next phase

Maintenance phase
•   DAF, GILCU, talk slowly etc.
•   If stuttering is 0.5 SW/M or less while 

the reading, monologue, or conversation 
situation go to next phase

Internal and external evaluation of stuttering
•   While the reading, monologue, or conversation situation is stutter-

ing 0.5 SW/M
•   Is the clent satisfied with the treatment outcome and does the inter-

nal evaluation result improve?
•   When the above two conditions are accomplished, treatment is done

Look my self
•   Induce creative depair
•   Realize automatic adjustment status

Think about right way
•   Take a look at the results of the 

experience the client  has avoided and 
present ‘acceptance’ as an alternative

•   Introduce mindfulness accept 
meditation

Meet yourself now
•   Mindfulness accept meditation to meet 

with stuttering and thoughts and 
emotions by stuttering

•   Develop pattern of commitment to cure 
stuttering

Internal and external evaluation of stuttering
•   Start treatment when the stuttering evaluation is more than slight 

or over 3.0 SW/M while the reading, monologue, or conversation 
situation

•   Internal characteristic inspection of stuttering adult
•   When evaluating stuttering is 0.5 SW/M or less, and while 

counseling it appeal mainly to internal pain associated with stutter-
ing execute the righ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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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어야 한다. ACT에서 다루는 수많은 메타포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치료사의 경험이나 치료 

예시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외에도 대상자에 

따라 대인관계 효율성과 같은 앞서 살펴본 4가지 프로그램들의 

구성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말더듬 행

동치료와 마음챙김 상담의 시간 배분은 대상자의 특성에 맞춰

서 유연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DISCUSSIONS 

현재 말더듬 행동을 줄이는 데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말더듬 행동이 줄어들더라도 조절된 유

창성(controlled fluency) 수준의 말더듬인은 흔히 말을 할 때 

빙판길을 걷는 것에 비유된다. 또한 말더듬 행동 자체도 재발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불안, 초조, 우울 등이 발생했

을 때 이를 없애려고 내적으로 노력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내면적으로 노력하

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챙김은 하나의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언어치료사가 말더듬 치료에 마음챙김을 적용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으로, 마음챙김을 심리치료적인 목표에 중점을 

둬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4가지 마음챙

김 프로그램 중 교집합이 있다. 이는 명상을 실천하는 것이다. 

명상을 실천하면 스트레스 감소 및 고요함, 평온함을 겪는 효과

가 나타나게 된다. Kabat-Zinn은 MIT 재학 시절 숭산 스님을 

만나면서 마음챙김을 접하게 되었고, 많은 연구 끝에 MBSR을 

개발하게 되었는데(Kabat-Zinn, 2006), 숭산 스님은 저서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Seung, 2001). ‘심리치료와 참선 

수행을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선이나 명상을 

하면 편안한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괴로

움이 모조리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편

과 같다. 수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일상에서 사람들과 부대

끼며 일하려 하지 않고 다만 참선만 하려 한다. 그러면 수행과 

삶은 분리된다. 참선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동쪽으로 가는 셈이다. 선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명상은 말더듬인이 말더듬에 직면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상하는 행위 그 자체에 의의

를 두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명상을 실천하는 것은 마음챙김

이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실용적으로 기능하도

록 하는 데 주 목적이 있고,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나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만나는 이 행위조차 말더듬을 회피하는 수단으

로, 즉 수용을 하면 말을 더듬지 않게 되거나 고통받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저에 

그러한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의 

올바른 방법은 말더듬이 싫다는 감정이 내면에 있도록 있는 그

대로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것으로 족하고, 오

히려 싫은 감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등으로 나아가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마음챙김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말더듬 

성인들은 말더듬이 싫기 때문에 도피 및 회피 전략들을 사용

하지만, 마음챙김에서는 만약 지금 이 순간 말더듬이 존재한다

면 이 말더듬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수용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말더듬을 단박에 낫게 해주는 마법의 알약 같은 것

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더듬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더듬 성인은 

말더듬이 유발하는 내적인 요소들에 끊임없이 직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마음챙김의 개념을 좀 더 넓게 살펴보면, 말더

듬인이 지금껏 겪어 온 말더듬과 관련된 고통 또한 마음챙김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라도 지금 이 순간을 벗어

나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 개인이 겪은 내적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창조적 절망감 유발에 있어 더욱 큰 성과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말더듬 성인에게 마음챙김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바탕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비록 마음챙김이 불교에서 유래하였지만, 말더듬을 연구

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에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보

다 학문적,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마

음챙김에서 설명하는 원리는 단순하다. 지금 이 순간을 바꾸기 

위해 내적으로 다투면 다툴수록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더욱 커

지게 된다. 삶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챙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중심 단어0:0�말더듬 성인·마음챙김·내면적 특성·말더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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