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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말더듬 인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집단이 말더듬

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Cooper & Cooper, 

1996; Crowe & Walton, 1981; White & Collins, 1984; Woods 

& Williams, 1976). 사람들은 말더듬는 사람들은 더 긴장하고, 

내향적일 것 같다는 등의 부정적 인식으로 바라본다(Sim, 2000).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말더듬이 주로 발생하는 학령 전기 아

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 교사뿐 아니라 초중고교 교

사, 대학생, 말더듬는 사람에게 임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언어

치료사에게서도 확인된다(Ahn, 2013a, 2013b; Cooper & Coo-

per, 1996; Kim et al., 2018; Lee, 2013; Sim, 2000). 이러한 말

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지역, 문화 등과 상관없이 나타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다양한 지역에서의 말더듬에 대한 

인식을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비교하

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이를 일부 적용하는 연

구가 있었다(Chon, 2016a, 2016b; Lee & St. Louis, 2014; St. 

Louis, 2011).

이러한 말더듬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는 우선 말더듬에 대한 교육이 있을 수 있다. 

유치원 교사 및 특수교사의 말더듬에 대한 인식이 특수교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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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같은 재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서는 이견이 있다(Ahn, 2013a, 2013b; Kim, 2016). 이는 대상

자가 경험하는 재교육의 내용 등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말더듬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유치원 교사의 말더듬 인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는 보고가 있었다(Kim et al., 2018).

이와 더불어 말더듬는 사람과의 접촉 혹인 개인적 친분이나 

성별이 말더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나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Klassen(2002)은 말더듬는 사람을 친구, 동료, 친척으로 둔 사

람들은 일반인보다 말더듬에 대한 인식이 덜 부정적이라고 보

고하였다. 반면 말더듬 아동 경험 여부에 따른 교사의 말더듬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Kim(2016)은 말더듬 아동 담임 경험에 따라 말더듬 인식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Han(2015)은 제한

적으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일부 연구는 남성이 더 부정적이라는 보고와 차이가 없다

는 연구가 혼재하였다(Burley & Rinaldi, 1986; Chon, 2016a, 

2016b) 즉, 이와 같은 결과는 말더듬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보다 세부적으로 집

단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말더듬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은 일반인이 자신의 비

유창성 경험에 근거하여 말더듬을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이 있다(MacKinnon et al., 2007). 일반인은 자신이 긴장하였

을 때 비유창성을 경험하기에 이와 같은 자신의 비유창성 경험

에 근거하여 말더듬는 사람은 긴장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부정

적인 인식을 초기에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말더듬는 사람을 직

접적으로 만나고 이들과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

정적인 인식에서 변화가 나타나 말더듬는 사람의 특성을 적절

히 파악하게 되는 것으로 MacKinnon et al.(2007)은 말더듬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시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말더듬는 사람이 대

중매체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영화, 도

서 등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말더듬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묘사

되기에 이러한 대중매체로 말더듬는 사람을 접하는 일반인들

은 말더듬는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

다(Benecken, 1995).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일반인들이 말더듬

는 사람과 관련된 대중매체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실증

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더불어 성별, 말더듬 친구/친

척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말더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세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역시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말더듬는 사람과 

관련된 대중매체 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대중매체 경험에 따

라 말더듬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

였다. 이와 같은 대중매체 경험 이외에도 성별, 말더듬 친구/친

척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따라 말더듬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

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말

더듬 인식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평균연령 

21.4세[standard deviation (SD) = 1.61]의 대학생 총 82명(남자 

37명, 여자 45명)을 대상으로 말더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

다.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남성 참여자의 평

균연령은 21.6세(SD = 2.20), 여성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1.2세

(SD = 0.84)였다. 참여자 중 1학년은 22명, 2학년은 22명, 3학년

은 26명, 4학년은 12명이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남성 참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n = 82)

  Grade Male Female Total 
1st year 16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5,
mass-communication experiences: 3)

6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0,

mass-communication experiences: 3)

22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5,

mass-communication experiences: 6)
2nd year 6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1,
mass-communication experiences: 2)

16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5,

mass-communication experiences: 8)

22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6,

mass-communication experiences: 10)
3rd year 8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2,
mass-communication experiences: 3)

18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4,

mass-communication experiences: 6)

26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6,

mass-communication experiences: 9)
4th year 7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2,
mass-communication experiences: 5)

5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2,

mass-communication experiences: 2)

12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4,

mass-communication experienc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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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 군 휴학 등의 이유로 여학생과 비교, 연령이 높아

지기에 남녀 참여자의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남학생의 경

우 1학년의 비율이 높았다. 참여자들은 전단지, 구두 모집 등의 

방법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든 참여자는 현재 말더듬 문제가 없으며 과거 말더듬 치료 

경험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 밖의 다른 말/언어 문제, 

심리 문제, 행동 문제 등이 자기보고에 따르면 없었다. 더불어 

이들은 모두 언어치료 및 관련 영역을 전공한 학생이 아니었으

며 말더듬 혹은 의사소통장애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은 없

었다. 또한 참여자 중 21명은 말을 더듬는 친구/친척이 있으며 

61명은 없다고 하였다. 

연구 절차

참여자는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설문지를 작성하

였다. 우선 참여자는 나이, 성별 등과 같은 참여자 기본 정보를 

작성하였으며 말더듬에 대한 대중매체 경험 등과 관련된 설문

지에 응답하였다. 또한 말더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분형 형용사 척도(bipolar adjective scale)와 Public Opinion 

Survey of Human Attributes-Stuttering (POSHA-S) (Lee & 

St. Louis, 2014; St. Louis, 2011)을 무순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과 관련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대상자의 반응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더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연구 도구

우선 말더듬에 대한 대중매체 경험은 설문지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설문지에는 말더듬에 대한 대중매체 경험이 있는지, 있

다면 어떠한 종류의 대중매체인지(예: 영화, 드라마, 소설 및 기

타 서적 등)를 작성하고 횟수와 그 대중매체의 내용을 작성하

게 하였다. 

말더듬에 대한 인식은 이분형 형용사 척도와 POSHA-S를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이분형 형용사 척도는 “수줍어함-

대담함”과 같이 서로 대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이루

어진 척도이다. 이와 같은 이분형 형용사 척도는 말더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

었으며 연구자에 따라 6~25항목으로 문항 수가 조절되어 사용

되었다(Healey et al., 2007; Irani & Gabel, 2008; Lee & 

Manning, 2010; Sim, 2000; Woods & Williams, 1976). 

본 연구에서는 Sim(2000)의 연구에서 특히 말더듬는 사람

이 7점 척도에서 1~2점 정도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된 10개의 

항목을 이용하여 말더듬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Appendix).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은 수줍어함-대담함, 조

심함-자신감 있음, 긴장-이완, 민감-둔감, 안절부절-침착, 소극

적-적극적, 회피적-사교적, 두려워함-확신에 참, 내향적-외향

적, 주저함-도전적 등이다. 참여자는 각 항목에 대하여 말더듬

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낮은 점

수는 좌측에 해당하는 특성을, 높은 점수는 우측에 해당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한다. 

POSHA-S는 다양한 지역에서 관찰되는 말더듬에 대한 인

식을 비교하기 위하여 제시된 평가도구이다(St. Louis, 2011). 

POSHA-S는 크게 말더듬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말더듬는 사

람에 대한 반응, 두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말더듬는 사람에 대

한 믿음은 말더듬는 사람의 특성에 대한 믿음(특성), 누구로부

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력자), 말더듬의 원인(원인), 직업과 

일상생활 등에서의 말더듬는 사람의 능력(가능성) 등과 관련된 

네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 네 하위 영역의 평균점이 말더

듬는 사람에 대한 믿음 점수가 된다. 말더듬는 사람에 대한 반

응은 말더듬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움), 말더듬에 대해서 동정이나 거리감 등을 얼마나 느끼는지

(거리감), 말더듬과 말더듬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지(지식), 어디에서 말더듬에 대한 지식을 얻었는지(지식 근원) 

등을 살펴보는 네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 네 영역의 평균

점이 말더듬는 사람에 대한 반응 점수가 된다. 또한 말더듬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반응, 두 영역의 평균점수로 전체 말더듬 

점수를 산출한다. 더불어 말더듬과 비교하기 위하여 비만/정신

질환과 관련된 항목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Lee & St. Louis(2014)의 번역본을 사용하였

다. 참여자는 각 항목에 대하여 예/아니오, 5점 척도 등으로 다

양하게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St. Louis(2011)가 제시한 

표준적인 변환 과정을 거쳐서 +100~-100점으로 변환되는데 

높은 수치가 각 항목에 대한 더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등의 내용이 매스컴 말더듬 경험 

등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언어병리학 관련 박사 

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이며,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세 명의 언어

재활사에게 타당도를 7점 척도(1점: 매우 타당하지 않다, 7점: 

매우 타당하다)로 평가하게 하였다. 평가 결과 평균 6.00(SD: 

1.07)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말더듬과 관련된 대중매체 경험을 기술

통계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이후 말더듬과 관련된 대중매체 

경험 유무, 성별, 말더듬 친구/친척 유무 등에 따라서 이분형 

형용사 척도와 POSHA-S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독

립 t 검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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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말더듬과 관련된 대중매체 경험 분석 

본 연구 참여자 82명 중 대중매체에서 말더듬을 경험한 참여

자는 총 32명(39.0%)이었다. 이 중 남성 참여자는 13명(35.1%), 

여성 참여자는 19명(42.2%)으로 여성 참여자의 말더듬 대중매

체 경험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었다. 

말더듬과 관련된 내용을 접한 대중매체 유형은 우선 영화가 

26건(예: 킹스 스피치, 맨발의 기봉이, 말아톤 등)으로 가장 많았

다. 이어서 드라마 12건(예: 시간 여행자, 굿 닥터 등), 텔레비전 

12건(예: 김현철, 정치 토론 등), 책/잡지 5건(예: 교과서, 꼬마 난

장이 미짓 등), 인터넷 2건(예: 웹툰 등), 기타 1건 등의 순이었다. 

대중매체에서 말더듬을 경험하고 받은 느낌으로는 답답함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별다른 느낌이 없음 4명, 긴장감과 의

사소통 어려움이 각 3명, 궁금/신기하다, 불편, 조급, 안타까움 

등이 각각 2명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무섭다 등이 있었다. 

말더듬 대중매체 경험에 따른 인식의 차이 

말더듬과 관련된 대중매체 경험 유무에 따른 이분형 형용사 

척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10개의 항목 중 말더듬 대중매

체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말더듬과 관련된 대중매체 경험 유무에 따른 POSHA-S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대중매체 경험 유무에 따라 전체 말더듬 

점수, 말더듬에 대한 믿음 점수, 반응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각 하위 영역에서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

성별에 따른 이분형 형용사 척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총 

10개의 형용사 항목 중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

은 없었다. 

성별에 따른 POSHA-S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별에 따라 

전체 말더듬 점수, 말더듬에 대한 믿음 점수, 반응 점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말더듬에 대한 

반응의 하위 영역인 거리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남성의 거리 평균점수는 0.15(SD = 45.8), 여성은 -17.8  

(SD = 34.1)로 남성이 더 긍정적이었다(t(80) = 1.995, p = 0.049). 

말더듬 친구/친척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

말더듬 친구/친척 여부에 따른 이분형 형용사 척도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총 10개의 형용사 항목 중 말더듬 친구/친척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말더듬 친구/친척 여부에 따른 POSHA-S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지식 근원과 지식 항목이었다. 

우선 말더듬 친구/친척이 있는 참여자의 지식 근원 평균은 33.3  

(SD = 96.6), 없는 참여자의 평균은 –52.5(SD = 80.8)로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0) = 3.987, p ＜ 0.01). 또한 말더
듬 친구/친척이 있는 참여자의 지식 평균점수는 –18.1(SD =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independent t test results 
of Bipolar Adjective Test according to mass-communication stutter-
ing experiences

Item Yes No t
Shy-bold 3.2 (1.1) 3.0 (1.1) 0.730
Self conscious-self assured 3.3 (1.5) 3.3 (1.3) 0.040
Tense-relaxed 3.0 (1.4) 3.1 (1.2) -0.520
Sensitive-insensitive 3.0 (1.3) 3.4 (1.0) -1.790
Nervous-calm 3.3 (1.4) 3.4 (1.4) 0.266
Withdrawn-outgoing 3.6 (1.3) 3.3 (1.4) 1.511
Unfriendly-friendly 3.5 (1.4) 3.4 (1.6) 0.240
Afraid-confident 3.4 (1.2) 3.4 (1.1) -0.021
Introverted-extroverted 3.5 (1.2) 3.1 (1.1) 1.238
Hesitant-daring 3.3 (1.3) 3.4 (1.1) -0.179

Table 3.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independent t test results 
of POSHA-S according to mass-communication stuttering experi-
ences

Item Yes No t
Traits 14.6 (65.0) 22.0 (65.2) -0.503
Help -1.0 (31.1) -8.7 (30.7) 1.091
Cause 26.6 (39.5) 23.3 (35.3) 0.386
Potential 46.9 (24.4) 46.5 (36.8) 0.051
Beliefs 21.7 (18.2) 20.8 (20.8) 0.212
Helping 28.1 (39.1) 23.7 (40.1) 0.495
Distance -18.9 (40.0) -4.0 (40.3) -1.643
Source -18.8 (99.8) -38.0 (87.8) 0.015
Knowledge -45.8 (44.3) -53.8 (45.7) 0.998
Self reaction -21.6 (22.7) -21.2 (24.3) 0.516
Overall stuttering score 0.0 (17.4) -0.2 (17.2) 0.965
Obese/mental disease -48.4 (27.4) -41.3 (29.1) 0.525
POSHA-S: Public Opinion Survey of Human Attributes-Stuttering 

Table 4.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independent t test results 
of Bipolar Adjective Test according to gender

Item Male Female t
Shy-bold 3.2 (1.2) 3.0 (1.2) 0.568
Self conscious-self assured 3.5 (1.5) 3.2 (1.2) 1.167
Tense-relaxed 3.3 (1.3) 2.9 (1.3) 1.774
Sensitive-insensitive 3.3 (1.1) 3.3 (1.1) -0.291
Nervous-calm 3.5 (1.4) 3.2 (1.3) 0.988
Withdrawn-outgoing 3.4 (1.2) 3.4 (1.1) 0.101
Unfriendly-friendly 3.5 (1.3) 3.4 (1.2) 0.443
Afraid-confident 3.6 (1.1) 3.3 (1.1) 1.368
Introverted-extroverted 3.2 (1.3) 3.3 (1.1) -0.374
Hesitant-daring 3.6 (1.2) 3.2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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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없는 참여자의 평균점수는 –61.9(SD = 41.9)로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0) = 4.226, p ＜ 0.01). 이러
한 결과는 말더듬 친구 혹은 친척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말더듬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은 곳에서 얻으며 그러

한 지식의 수준 역시 더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대중매체에서의 말더듬 관련 경험에 따라 대학생

의 말더듬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성별, 말더듬 친구/친척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말더

듬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본 연

구 참여자의 1/3 이상이 말더듬 관련 매스컴 경험이 있었으나 

이러한 매스컴을 통한 말더듬 경험에 따른 대학생의 말더듬 인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기타 다른 

개인적인 특성에 따른 말더듬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역시 제한적

이었다. 이를 보다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참여자의 상당수가 말더듬과 관련된 

내용을 매스컴에서 접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나 이들이 말

더듬에 대하여 적절한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 참여자의 약 1/3 이

상이 매스컴에서 말더듬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말더듬 출현율은 대략적으로 

1% 정도라고 여겨진다(Shimada et al., 2018). 이처럼 상대적으

로 낮은 발생률과 비교, 본 연구 참여자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말더듬을 경험한 비율은 높은 편이었다. 또한 이는 본 연구 참

여자 중 약 1/4이 말더듬는 친구 혹은 친척을 가지고 있다고 보

고한 것과 비교하여도 높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매스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언어병리

학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말더듬과는 다른 내용이 주를 이

루었다. 예를 들어 말더듬는 사람을 주로 다루는 킹스 스피치

와 같은 영화를 제시한 참여자도 있었으나 맨발의 기봉이, 말

아톤, 굿 닥터 등과 같이 다른 장애를 보이면서 말의 비유창성

을 함께 보이는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말더듬이라고 판단하였

다. 즉 본 연구결과는 일반인들은 말의 비유창성을 보이는 여

러 다양한 장애를 보이는 집단을 모두 말더듬이라고 판단한다

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학

생들은 언어병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며 의사소통장애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없었다. 이러한 특성 등으로 인하여 본 

연구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더듬에 대한 지식에서 부정확

한 점이 관찰되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다

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말더듬에 대하여 부적절한 지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Ahn, 2013a, 2013b; Kim, 2016). 이

에 후속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말더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 역시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able 5.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independent t test results 
of POSHA-S according to gender

Item Male Female t
Traits 23.4 (68.4) 15.6 (62.2)  0.545
Help -7.2 (30.6) -4.4 (31.5) -0.401
Cause 31.5 (35.5) 18.9 (37.2)  1.563
Potential 49.3 (32.0) 44.4 (32.8)  0.678
Beliefs 24.2 (20.4) 18.6 (19.0)  1.299
Helping 16.7 (41.6) 32.6 (36.7) -1.840
Distance -0.15 (45.8) -17.8 (34.1)   1.995*
Source -29.7 (90.9) -31.1 (94.9)  0.067
Knowledge -48.6 (43.7) -52.4 (46.6)  0.387
Self reaction -18.8 (23.6) -23.5 (23.6)  0.896
Overall stuttering score 2.7 (17.8) -2.4 (16.4)  1.369
Obese/mental disease -40.3 (34.0) -47.2 (23.0)  1.094
*p < 0.05. POSHA-S: Public Opinion Survey of Human Attributes-
Stuttering

Table 6.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independent t test results of 
Bipolar Adjective Test according to having friedns/relatives who stutter

Item Yes No t
Shy-bold 3.2 (1.1) 3.0 (1.1) 0.773
Self conscious-self assured 3.5 (1.3) 3.3 (1.4) 0.664
Tense-relaxed 3.2 (1.3) 3.0 (1.3) 0.733
Sensitive-insensitive 3.3 (1.4) 3.3 (1.0) 0.312
Nervous-calm 3.4 (1.4) 3.3 (1.4) 0.337
Withdrawn-outgoing 3.7 (1.3) 3.3 (1.2) 1.291
Unfriendly-friendly 3.6 (1.6) 3.4 (1.1) 0.609
Afraid-confident 3.4 (1.3) 3.4 (0.9) 0.015
Introverted-extroverted 3.6 (1.4) 3.2 (1.1) 1.377
Hesitant-daring 3.4 (1.2) 3.3 (1.2) 0.394

Table 7.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independent t test results 
of POSHA-S according to having friends/relatives who stutter

Item Yes No t
Traits 20.6 (70.3) 18.6 (63.4)  0.125
Help -3.2 (32.2) -6.6 (30.3)  0.431
Cause 24.6 (47.0) 24.6 (33.0)  0.001
Potential 46.4 (39.0) 46.7 (30.1) -0.036
Beliefs 22.1 (20.8) 20.8 (19.5)  0.257
Helping 11.9 (47.5) 30.1 (35.7) -1.840
Distance -22.0 (34.5) -5.7 (41.9) -1.605
Source 33.3 (96.6) -52.5 (80.8)   3.987*
Knowledge -18.1 (38.1) -61.9 (41.9)   4.226*
Self reaction -21.6 (21.7) -21.3 (24.4) -0.036
Overall stuttering score 0.3 (14.6) -0.3 (18.0)  0.123
Obese/mental disease -50.8 (25.9) -41.8 (29.2) -1.251
*p < 0.01. POSHA-S: Public Opinion Survey of Human Attributes-
St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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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는 대중매체에서 묘사되는 말더듬에 대하여 일

반인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

술하였듯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말더듬이라고 생각하였던 

대중매체의 내용은 일반적인 말더듬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대중

매체를 접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답답함 등과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말더듬에 대한 일반인의 고

정관념일 수 있지만 매스컴에서 말더듬는 사람들이 묘사되는 

방식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vans & Williams 

(2015)는 영화에서 말더듬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조사하였는데 

많은 영화에서 말더듬는 사람이 희극 역할, 낮은 인생 만족도, 

사회적, 정신적 등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 등으로 묘사되었으며 

일부의 영화에서만 긍정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전술

하였듯이 본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매스컴 내용은 다양한 다

른 장애와 동반된 상황이 많았기에 이렇게 대중매체에서 묘사

된 말더듬에 대해 본 연구 참여자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는 국내 도서와 

매스컴 등에서 말더듬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대중매체의 말더듬 묘사를 줄

이기 위해 보다 활발히 말더듬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말더듬의 특성, 원인 등과 같은 기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대중매체에서 묘사된 말더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

식을 보였으나 이러한 경험 유무에 따라 전반적인 말더듬의 인

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말더듬의 대중

매체 노출 빈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본 연

구 참여자 중 1/3 이상이 대중매체에서 말더듬을 경험하였으나 

그 빈도는 일회성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대

중매체에서의 말더듬 경험 빈도 등을 고려한 인식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참여자를 대

상으로 하였기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

으로 매스컴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른 말더듬 인식의 차이는 제한적이

며 비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분형 형용사 척도 

10문항 중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은 없었

다. POSHA-S의 전체 말더듬 점수, 그리고 그 두 하위 영역인 

말더듬에 대한 믿음과 반응에서도 역시 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말더듬에 대한 반응의 하위 영

역인 거리감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예를 들어 말더

듬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거리감 항목에서는 남성의 점수가 

여성보다 높아 거리감을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거나 혹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전 연구가 있

었다(Burley & Rinaldi, 1986; Chon, 2016a, 2016b). 이러한 이

전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는 대상자 집단의 구성의 차이에 기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대학생으로 참여자를 한정하였

으나 이전 연구는 대학생 이외의 일반인 등을 참여자로 하였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말더듬에 대한 인식의 성에 따른 차이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성에 따른 차이 역시 대상자의 연령,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말더듬 친구/친척 여부에 따른 말더듬에 대한 인식 역시 일부 

항목에서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이분형 형용

사 척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POSHA-S의 

지식 근원(knowledge source)과 지식(knowledge/experience)

에서 말더듬 친구/친척이 있는 참여자의 결과가 더 긍정적이었

다.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 친구 등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이 말

더듬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Klassen(2002)의 연구와 

유사한 내용이며, 말더듬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보

다 더 적절한 방식으로 말더듬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MacKinnon et al.(2007)의 이론을 지지한다. 즉 본 연구에 참여

한 말더듬 친구 혹은 친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

다 말더듬과 관련된 정보를 더 다양한 곳에서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보와 말더듬 친구 혹은 친척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말더듬에 대한 지식 역시 높은 수준이 된 것으로 추측

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말더듬 친구 혹은 친척의 수 등에 따라 

이러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사한 평가도구를 

이용한 이전 연구와 간접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분형 형용사 척도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이전 연

구와 비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Sim(2000)의 연구에서 일반 성인이 1~2점 정도의 점수를 부여

한, 즉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10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하지

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3점 정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3점 이하의 결과를 보인 항목은 한 항목에 불과하

였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이 “긴장-이완” 

항목에서 2.9를 보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일반 대학생의 말

더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는 있으나 과거의 일반 성인과 

비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비록 과거와 비교, 현재 일반 대학생의 말더듬에 대한 인식에

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국내의 말더듬에 

대한 인식은 해외와 비교, 다소 부정적이라는 점을 본 연구결

과는 시사한다. 매스컴을 통하여 말더듬을 경험한 본 연구 참

여자의 POSHA-S 말더듬에 대한 믿음 평균점수는 21.7, 자기

반응 평균점수는 -21.6, 전체 말더듬 평균점수는 0.0이었다. 반

면 여러 해외 연구결과의 말더듬에 대한 믿음의 중위값은 31, 

자기반응 중위값은 -5, 전체 말더듬 중위값은 8이었다(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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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2011). POSHA-S 점수는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해

석하기에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 매스컴 경험자의 인식이 해

외 중위값과 비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국내 

말더듬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향상과 관련된 노력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 참여자의 말더듬에 대한 매스컴 경험은 매우 다

양하였기에 이후 연구에서는 보다 통일된 특성을 지닌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

서는 언어병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며 말더듬이나 의사소통장

애 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대구 및 경북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전공, 지역 등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통제하여 

실험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말더듬 대중매

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집단은 그 경험의 양과 질이 매

우 다양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직접 말더듬과 관련된 대

중매체를 소개한 후 이에 따른 말더듬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거

나 경험한 대중매체의 질과 양에 따라 말더듬 인식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인식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등과 같이 매우 제한된 요인만 사용하였다. 이에 후속연구

에서는 보다 다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

고 이러한 특성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의사소통장애 관련 과목 수강 여부, 언어치료 전공 여

부 등과 같은 요인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말더듬에 대하여 일반 대

학생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일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러한 

말더듬 매스컴 경험이 말더듬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야기시키

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비록 과

거와 비교, 말더듬에 대한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었을 수는 있으

나 여전히 해외와 비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는 점 역

시 시사한다. 이에 말더듬의 특성, 말더듬과 관련된 언어치료사

의 역할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들이 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0:0�말더듬·인식·대중매체·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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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Bipolar Adjective Scale

말더듬는 사람에 대한 본인의 평소 생각을 솔직하게 표시해 주세요.

매우 많이 많이 약간 중간 약간 많이 매우 많이

수줍어함 대담함

조심함 자신감 있음

긴장함 이완됨

민감함 둔감함

안절부절함 침착함

소극적 적극적

회피적 사교적

두려워함 확신에 참

내향적 외향적

주저함 도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