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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말더듬은 선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발달적 요인 등의 상호작

용으로 발생하는 다면적인 장애이다(Guitar, 2014; Manning, 

2010). 이러한 말더듬의 발생과 진전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인 

요인 중의 하나로 기질(temperament)이 제시되었다(Anderson 

et al., 2003). 기질이란 생의 초기부터 보이는 개인의 특성으로 

한 개인의 행동 양식과 정서적 반응을 의미하며, 사회적 상황

에 따라 반응하고 대처하는 기제이다(Rothbart & Derryberry, 

1981). 이와 관련하여 Riley & Riley(2000)는 말더듬아동의 진

단에 관한 포괄적인 시각을 포함한 수정된 구성모델(revised 

component model, RCM)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구성 모델에 

따르면 말더듬과 관련있다고 생각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 구

성요소, 즉 신체적 특질, 기질적 요인, 청자의 반응이며 이러한 

다면적 특성이 말더듬 발생 및 발전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다. 특히 기질적 요인으로는 높은 자기 기대와 과도한 민감성이 

제시되었으며 대략적으로 40~60%의 아동이 이러한 기질적 요

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질적 특성이 관

찰되는 경우에는 임상가는 아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

동의 경험 등을 같이 이야기하는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되었다. 즉 기질적 특성이 말더듬 발생 및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이를 적절히 파악하고 임상에 효율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말더듬는 사람의 기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되었는데 우선 여러 다양한 집단이 말더듬는 사람들이 기질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말더듬성인은 일반인과 비교, 민감성, 

완벽주의, 불안 등과 같은 기질적인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인식된다(Fowlie & Cooper, 1978; Sim, 2000; Woods & 

Williams, 1971). 이러한 고정관념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언어재

활사, 말더듬아동의 부모, 언어병리학 전공자 등 다양한 집단에

서 공유된다(Fowlie & Cooper, 1978; Sim, 2000; Woods & 

Williams, 1971). 말더듬아동의 부모는 말더듬아동이 요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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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관련하여 Eggers et al.(2010)은 기질이 치료 기간 및 

말더듬 중증도 등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참여자 중 대부

분(54/58명)이 평균 약 8.9개월의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를 받지 

않은 아동은 소수(4/58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에 

따른 기질의 차이 역시 제시되었다(Else-Quest et al., 2006). 이

에 보다 균일한 특성을 지닌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

로 기질적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질적 특성과 말더듬 사이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말더듬의 다면적인 특성과 관

련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말더듬 지속 기간, 치료 경험 

등을 통제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치료 경험이 없는, 말을 더듬은

지 6개월 이내의 학령전기 말더듬 남자아동과 학령전기 일반 남

자아동의 기질을 비교하였다. 또한 기질과 말더듬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기질 특성과 말더듬 사이의, 그리고 여

러 다양한 기질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다

양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기질과 말더듬의 관련성

이 두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

와 같이 보다 균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기질적 특성 차이를 살펴

보고 기질적 특성과 말더듬 사이의 상관관계 측정을 통하여 효

율적인 말더듬 평가와 종합적인 중재에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부산, 울산, 경남 등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령전기 말더듬 남자아동 14명[평균연령: 55.1개월, standard 

deviation (SD) = 6.4], 이들과 연령이 일치된 학령전기 일반 남

자아동 14명(평균연령: 54.1개월, SD = 4.8), 총 28명이 참여하

였다. 말더듬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교사가 말더듬을 의심한 아동, 2) 언어재활사 국

가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치료사가 파라다이스-유창성 검

사-II(Paradise-Fluency Assessment-II, P-FA-II) (Sim et al., 

2010)를 실시하여 말더듬으로 진단한 아동, 3) 부모 보고에 따

르면 말더듬 시작시기가 6개월 이내인 아동, 4) 말더듬 관련 언

어치료 경험이 없는 아동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아동

의 중증도를 P-FA-II로 측정한 결과, 약함 2명, 중간 10명, 심

함 2명이었다. 일반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유

치원 혹은 어린이집 교사가 말더듬을 의심하지 않는 아동, 2)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언어재활사가 아동과의 상호

작용 시, 말더듬과 관련된 비유창성, 부수행동 및 감정과 태도 

등이 관찰되지 않은 아동이었다. 

모든 참여 아동은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고, 걱정이 많으며, 완벽주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Blood-

stein & Ratner, 2008).

말더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 역시 일부 연

구는 일반인과 비교, 기질적 차이를 보고하기도 하였으나 비일

관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을 대상

으로 불안을 살펴본 연구에서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 중 특성 

불안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Miller 

& Watson, 1992). 또한 말더듬성인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불

안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연구에서 말더듬 성인여성이 말

더듬 성인남성보다 불안이 높은 편이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Craig, 1990).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자

기보고 형식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자기보고 형식

이 아닌 생리적 반응 등을 통하여 기질을 살펴본 연구 역시 비

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 사이에 

반응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Blood et al.(1994)은 보고하였

다. 반면 Weber & Smith(1990)는 두 집단 사이에서 말 관련 

자율신경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말더듬성인의 경우, 

말과 반응 정도 사이의 관련성을 지적하였다. 말더듬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부모보고를 이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런 연구들은 말더듬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활동 수준, 접근, 불안, 분노 등과 더불

어 환경에 대한 낮은 적응력과 주의집중 및 전환에 어려움 등

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Anderson et al., 2003; Eggers 

et al., 2010; Embrechts et al., 2000; Howell et al., 2004; 

Johnson et al., 2010; Karrass et al., 2006; Schwenk et al., 

2007). 비록 이와 같은 연구들이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기

질적 차이를 보고하고는 있으나 일부 연구는 참여 아동의 연령

대가 3~8세로 넓은 편이거나(Eggers et al., 2010; Karras et al., 

2006), 남녀 아동을 모두 통합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Ander-

son et al., 2003). 이와 유사하게 학령기 말더듬아동, 청소년, 성

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부 국내 연구는 이들이 일반인보다 

높은 불안수준을 보이며, 불안이 높을수록 의사소통태도도 부

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Kim et al., 2014; Ko & Kwon, 2010). 

반면 Park(2015)은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경우, 불안 등을 포

함하는 부정적 정서, 충동성 등을 포함하는 외향성에서는 일

반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낮은 자극 선호성 등

을 포함하는 의도적 통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내 연구 역시 해외 연구와 마찬가

지로 넓은 연령대와 이로 인한 치료 경험 여부, 성별 등이 통제

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비록 기질이 타고난 성향이기는 

하지만 말더듬에 대한 오랜 경험 및 치료 경험, 성별 등에 따라

서 심리적 특성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에 이러한 요인을 

통제하여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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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Kim 

et al., 2003) 결과, 생활 연령과 비교 6개월 이내의 지체를 보이

는 정상 범위의 언어발달 수준을 보였다. 또한 부모보고에 따르

면 시각, 청각, 인지, 행동 등의 영역에서 다른 동반장애가 없는 

아동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참여 아동의 다양한 기질과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아동인성평정 척도(Korean-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 (Kim et, al., 2006), 유아용 

기질 및 성격 검사(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 3∼6) (Min et, al., 2007), 유아용 일상 스트레

스 척도(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 KPDSS) 

(Yeom, 1998)를 실시하였다.

KPRC는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작성하는 설문지 형태의 검

사로 아동의 기질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한다. KPRC는 3개의 

타당도 척도(검사-재검사 척도, 허구 척도, 빈도 척도), 한 개의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10개의 임상 척도로 구성된

다. 10개의 임상 척도는 언어발달(verbal development), 운동

발달(performance development), 불안(anxiety), 우울(de-

pression), 신체화(somatozation), 비행(delinquency), 과잉행동

(hyperactivity), 가족관계(family interaction), 사회관계(social 

interaction), 정신증(psychoticism) 등이다. 

JTCI 3∼6 (Min et al., 2007)은 심리생물학 인성 모델에 기

반하여 유아의 기질과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기질 및 

성격 검사도구이다. JTCI 3∼6은 기질을 측정하는 네 개의 척

도(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와 성격을 측정

하는 세 개의 척도(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총 7개의 기본 척

도로 이루어져 있다. 말더듬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 예민함

과 민감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주의 성향 역시 말더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Bloodstein & Ratner, 2008; 

Riley & Riley,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질을 측정하는 위 

네 가지 척도 중 말더듬과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기질적 특성인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두 가지 척도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민

감성(reward dependence)이란 사회 보상 신호와 상대방의 감정

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며, 정서적 감수성, 애착도, 

의존성 등 총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인내력(persis-

tence)은 지속적인 강화가 없어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하려는 성향이며 완벽주의와 지속력 등 

총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JCTI 3~6 역시 설문지 형

태의 검사이며 보호자가 작성한다. 

KPDSS (Yeom, 1998)는 만 3∼6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를 측정하는 평가도구로 평가자가 직접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 KPDSS는 비난/공격적 상황, 불안/좌절감 경험, 자존감 

상함 등의 3가지 종류, 총 23 상황을 제시하고 아동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크기가 다른 동그라미를 제시하여 선택하게 한다. 동그

라미 크기에 따라 1~3점을 부여하며, 각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점수의 총합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참여자의 의사소통태도를 살펴보기 위

해 유아용 의사소통태도 검사인 KiddyCAT (Lee et al., 2013; 

Vanryckeghem et al., 2005)을 실시하였다. KiddyCAT은 12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6세 아동의 의사소통태도를 평가

한다. 또한 말더듬아동의 전반적인 비유창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FA-II (Sim et al., 2010)의 필수과제를 실시하였다.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실험은 조용한 장소

에서 연구자와 아동(혹은 부모)이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 목적 및 절차 등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대구가톨

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연구 참여 동의서

(CUIRB-2018-0014)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아동

을 대상으로 언어평가와 말더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어

머니는 KPRC와 JTCI 3∼6를 무순으로 작성하였다. 말더듬 평

가는 추후 분석을 위하여 비디오 녹화를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KiddyCAT과 KPDSS를 무순으로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

우선 KPRC의 경우 10개의 임상 척도 중 기질적 특성을 측

정하는 척도가 아닌 언어발달과 운동발달을 제외한 여덟 개의 

임상 척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아탄력성 척도 

점수 역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설문지는 온라인 분석되어 각 

척도별 표준점수(평균이 50점인 T 점수)가 제공되었다. 자아탄

력성의 경우 T 점수가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

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에 필요한 심리적 자원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그 외의 임상 척도에서는 T 점수가 높을수

록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JTCI 3∼6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두 가지 척도와 각 척도의 하위 영역을 

분석하였다. 부모는 라이케르트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KPDSS의 경우, 

세 가지 상황의 총점을 계산하였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스트레

스 정도를 나타낸다. KiddyCAT의 경우, 말더듬는 아동이 답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대답한 항목의 숫자를 점수화하였

으며,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사소통태도를 나타낸

다. P-FA-II 필수과제의 경우, 정상적 비유창성 점수와 비정상

적 비유창성 점수의 총합인 총 비유창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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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말더듬아동 20%인 3명을 무작위

로 선별하여 P-FA-II 분석에 대한 평가자 간 분석 신뢰도를 측

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

고 말더듬 평가와 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독립된 언어재활사의 

P-FA-II 필수과제 점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r = 0.98 (p ＜ 
0.00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이 여러 평가도구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

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SPSS 윈도우용 프로
그램(version 19,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

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더불어 집단 간 차이의 크기

를 살펴보기 위하여 효과크기를 Cohen’s d를 사용하여 살펴보

았다. 또한 말더듬아동의 기질 및 심리 특성이 말더듬과 상관

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FA-II의 필수과제 점수와 기질 및 

심리 검사 점수, KiddyCAT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Pearson 

r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RESULTS

한국아동인성평정 척도(KPRC)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KPRC 

자아탄력성 척도와 여덟 개 임상 척도 평균과 표준편차, 독립 

t 검정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자아탄력성 척도 결과, 말
더듬아동의 평균점수는 66.71(SD = 13.61), 일반아동의 평균점

수는 70.64(SD = 14.16)였으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t(26) = -0.749, p = 0.461, Cohen’s d = 0.28]. 또
한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여덟 개 임상 척도에서 평균 

40~50점 초반을 기록하였으며, 모든 척도에서 학령전기 일반아

동과 말더듬아동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불안

에서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 크기는 중간 정도(Cohen’s 

d = 0.70)였다. 이어서 정신증(Cohen’s d = 0.46), 가족관계(Co-

hen’s d = 0.45), 사회관계(Cohen’s d = 0.35), 자아탄력성(Co-

hen’s d = 0.28), 과잉행동(Cohen’s d = 0.27), 우울(Cohen’s d = 

0.21) 등의 순으로 효과크기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작은 편이었

다(Cohen, 1988). 

유아용 기질 및 성격 검사(JTCI 3∼6) 결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인내력 척도의 평균은 23.79점(SD: 

3.60), 학령전기 일반아동은 평균 21.36점(SD: 1.74)이었다(Ta-

ble 2). 이러한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효과크기

는 큰 편이었다[t(26) = 2.274, p = 0.031, Cohen’s d = 0.86]. 반
면 인내력 척도의 두 하위 영역인 완벽주의와 지속력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완벽주의의 효과크

Table 1. Korean-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mean scores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results

        Category Children who stutter Children who do not stutter t Cohen’s d
Ego resilience 66.71 (13.61) 70.64 (14.16) -0.749 0.28
Anxiety 48.71 (9.92) 42.14 (8.95) 1.840 0.70
Depression 47.93 (13.62) 45.14 (13.13) 0.551 0.21
Somatozation 43.34 (10.39) 42.86 (11.85) 0.136 0.04
Delinquency 47.57 (10.17) 45.79 (8.41) 0.507 0.19
Hyperactivity 50.36 (7.51) 47.93 (10.01) 0.726 0.27
Family interaction 51.71 (15.45) 45.50 (11.70) 1.200 0.45
Social interaction 47.64 (12.97) 43.71 (9.32) 0.920 0.35
Psychoticism 49.07 (11.58) 43.64 (12.18) 1.209 0.46

Table 2.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3-6 mean scores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results

Category Children who stutter Children who do not stutter t Cohen’s d
Persistence 23.79 (3.60) 21.36 (1.74) 2.274* 0.86

Subscales
Perfectionism 13.93 (2.80) 12.14 (1.88) 2.003 0.75
Vitality   9.86 (2.66) 9.21 (0.89) 0.858 0.32

Reward dependence 26.00 (6.35) 26.07 (5.53) -0.032 0.01
Subscales

Sentimentality   9.64 (2.21) 9.21 (1.93) 0.547 0.21
Attachment   8.07 (3.03) 8.21 (2.91) -0.127 0.05
Dependence   8.29 (2.76) 8.64 (2.56) -0.355 0.13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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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중간(Cohen’s d = 0.75), 지속력의 효과크기는 작은 편(Co-

hen’s d = 0.32)이었다. 또한 JTCI 3∼6의 사회적 민감성 척도 및 

해당 척도의 세 가지 하위 영역인 정서적 감수성, 애착도, 의존

성 모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p ＞ 
0.05), 효과크기는 모두 작은 편이었다.

유아용 일상 스트레스 척도(KPDSS) 결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KPDSS 평균은 44.71점(SD: 15.50), 

일반아동의 평균 44.50점(SD: 13.84)이었다(Table 3).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효과크기는 매우 작았

다[t(26) = -0.332, p = 0.750, Cohen’s d = 0.01].

의사소통태도검사(KiddyCAT) 결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평균점수는 4.21점(SD = 2.97)이며 

학령전기 일반아동의 평균점수는 1.07점(SD = 1.33)이었다

(Table 3). 이러한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효과

크기는 매우 컸다[t(26) = 3.619, p = 0.001, Cohen’s d = 1.36]. 

기질과 말더듬 점수 상관관계

연구에 참여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기질 평

가도구 점수와 P-FA-II 필수과제 점수 사이에서 관찰된 유의

한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우선 말더듬아동의 경우, P-

FA-II 필수과제 총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Kiddy-

CAT 점수였다. P-FA-II 필수과제 총점과 KiddyCAT 점수 사

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r = 0.593, p = 

0.025). P-FA-II는 그 밖의 다른 기질 및 심리 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기질특성 사이의 상관관계

여러 기질적 특성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으

며, 일부 유의한 상관관계는 두 집단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예

를 들어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자아탄력성은 불안, 우

울, 비행,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신증 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즉 두 집단 모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불안, 우울, 정신

증, 비행,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문제 등은 적다는 점을 나타낸

다. 또한 불안은 우울, 과잉행동, 사회관계, 정신증 등과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두 집단 모두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 

과잉행동, 정신증, 사회관계 문제 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더불어 각 집단별로 다른 상관관계가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많은 경우 말더듬아동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더 많이 관찰되

었다. 대표적으로 말더듬아동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민

감성, 정서적 감수성, 의존성 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일반아동은 신체화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위에서 언급

된 공통된 상관관계와 더불어 말더듬아동의 경우, 자아탄력성

이 높을수록 사회적 민감성, 정서적 감수성, 의존성 등이 낮은 

반면 일반아동은 신체화 정도가 낮다는 점을 나타낸다. 더불어 

불안의 경우 말더듬아동은 가족관계, 사회적 민감성, 의존성, 

스트레스 등과 정적 상관계를 보인 반면 일반아동은 신체화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말더듬아동은 불안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사회적 민감성, 의존성, 스트레스 등이 높은 반면 일

반아동은 신체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기질 특성을 일반아동과 

비교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말더듬 치료 경험

이 없는 학령전기 말더듬 남자아동과 일반 남자아동을 비교한 

결과, 일부 기질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더

불어 여러 기질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

되었으나 말더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기질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선 기질이 말더듬 발생과 발달에 관련이 

있다는 점을 제한적으로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기질은 인내력이었으며, 말더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높은 인내력 성향을 보였다. 인내력은 전술한 바

와 같이 지속적인 강화가 없어도 한 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하려는 성향이며 완벽주의의 지속력, 두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경우, 인내력의 두 하위 영역인 완벽주의와 지속

력에서는 일반아동과 비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완벽주의의 경우, 효과크기가 중간 이상(Cohen’s d = 0.75) 

이었다(Cohen, 1988; Sawilowsky, 2009).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에 참여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다른 정도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

은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인내력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의 변화가 

말더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제시되었는데(Guitar, 2014), 반면

에 아동 환경의 변화가 말더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아동의 적응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Bloodstein & Ratner(2008)는 말더듬아

Table 3. KPDSS and KiddyCAT mean scores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results

Children who 
stutter  

Children who 
do not stutter

t Cohen’s d

KPDSS 44.71 (15.50) 44.50 (13.84) -0.322 0.01
KiddyCAT 4.21 (2.97) 1.07 (1.33) 3.619* 1.36
*p < 0.05. KPDSS: 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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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ignificant relationships for children who stutter and children who do not stutter (p < 0.05)

Children who stutter Children who do not stutter
Ego resilience Depression (r = -0.789) 

Reward dependence (r = -0.767)
Sentimentality (r = -0.753) 
Psychoticism (r = -0.719) 
Perfectionism (r = -0.701)
Social interaction (r = -0.696) 
Delinquency (r = -0.603)
Family interaction (r = -0.590) 
Anxiety (r = -0.566) 
Dependence (r = -0.535)

Depression (r = -0.926) 
Social interaction (r = -0.913) 
Psychoticism (r = -0.856)
Delinquency (r = -0.831) 
Somatozation (r = -0.687) 
Anxiety (r = -0.680) 
Family interaction (r = -0.568) 

Anxiety Psychoticism (r = 0.801)
KPDSS (r = 0.775)
Family interaction (r = 0.749) 
Depression (r = 0.730) 
Social interaction (r = 0.666) 
Dependence (r = 0.611)
Reward dependence (r = 0.575) 
Hyperactivity (r = 0.558)

Somatozation (r = 0.752) 
Depression (r = 0.750) 
Social interaction (r = 0.741) 
Psychoticism (r = 0.738)
Hyperactivity (r = 0.613) 

Depression Social interaction (r = 0.866) 
Reward dependence (r = 0.730) 
Family interaction (r = 0.692) 
Sentimentality (r = 0.688) 
Psychoticism (r = 0.680)
KPDSS (r = 0.585)
Dependence (r = 0.540)

Psychoticism (r = 0.926)
Social interaction (r = 0.917) 
Somatozation (r = 0.818) 
Delinquency (r = 0.730)  
Family interaction (r = 0.579) 

Somatozation Family interaction (r = 0.694) 
Psychoticism (r = 0.668)
Reward dependence (r = 0.616) 
Social interaction (r = 0.583) 
Sentimentality (r = 0.569)

Psychoticism (r = 0.876)
Social interaction (r = 0.824) 
Family interaction (r = 0.668) 

Delinquency Psychoticism (r = 0.694) Social interaction (r = 0.769)
Psychoticism (r = 0.682)

Family interaction Reward dependence (r = 0.734)
Dependence (r = 0.717) 
Sentimentality (r = 0.660)

Social interaction (r = 0.730)
Vitality (r = 0.593)
Psychoticism (r = 0.570)

Social interaction Psychoticism (r = 0.659)
Reward dependence (r = 0.659)
Sentimentality (r = 0.583) 
Dependence (r = 0.569) 

Psychoticism (r = 0.919)

Psychoticism Dependence (r = 0.789)
Reward dependence (r = 0.732)
Sentimentality (r = 0.615) 
KPDSS (r = 0.594)

Persistence Perfectionism (r = 0.680)
Vitality (r = 0.648)

Perfectionism (r = 0.881)

Perfectionism Sentimentality (r = 0.720)
Reward dependence (r = 0.615)
Attachment (r = 0.577) 

Reward dependence Sentimentality (r = 0.909)
Attachment (r = 0.786) 
Dependence (r = 0.677)

Sentimentality (r = 0.845) 
Dependence (r = 0.703)
Attachment (r = 0.655) 

Attachment
Sentimentality Attachment (r = 0.765) Sentimentality (r = 0.604)
Paradise-Fluency Assessment-II KiddyCAT (r = 0.593)
KPDSS: 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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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신체화 척도는 심리적인 문제를 신체 증상으로 나타

내는 신체화의 경향을 측정하며, 이러한 척도의 상승은 신체적

으로 취약한 성향과 때로는 신체 증상을 통하여 책임감을 회

피하고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

다. 이에 위와 같은 상관관계는 일반아동은 높은 불안 및 우울 

등을 신체적인 특성으로 나타내지만, 적응력이 좋을수록 신체

적인 특성으로 나타내는 정도는 적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일반아동과는 달리 말더듬아동은 자아탄력성, 불안, 우

울,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이 인내력 혹은 민감성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불안과 스트레스 사이에도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아동이 일반아동과는 

다른 대응 전략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대응 전략은 여러 기

질 특성의 역동적 관계에 근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기질 특성을 이용하여 이러

한 기질 특성이 말더듬 중증도뿐 아니라 다양한 대응전략 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말을 더듬은 지 6개월 이내의, 치료 경험이 없는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에 기질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기

질이 자연회복 및 치료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후속 연구에서

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말더듬아동의 중증도는 제한적

이었기에 보다 다양한 중증도를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말더

듬아동의 기질 및 심리 특성을 후속연구에서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기질이 타고난 성향이기는 하지만 말더듬아동의 

경우, 여러 심리적 특성과 말더듬중증도와의 관련성이 제시되

었기에 이러한 중증도의 다양화가 후속 연구에서는 필수적일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별 14명씩 총 28명의 아

동이 참여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 수를 확대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영역에서의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

과가 제시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 수의 확대를 통하여 

보다 민감하게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이는 

기질 및 심리 특성을 일반아동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 일부 기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러 기질의 상관관계 양상이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아동의 말더듬 발생과 적응행동

에 여러 기질적 특성이 역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말더듬치료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중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0:0�아동·말더듬·기질.

동이 일반아동과 비교, 적응능력이 정상 범위이기는 하지만 낮

은 경향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적들과 유사하게 본 

연구의 말더듬아동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완벽주의, 그리

고 이에 기반하여 높은 인내력을 보였으며, 말더듬아동이 일반

아동과 비교, 자아탄력성으로 측정된 적응능력에서 낮은 점수

를 보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

한 특성은 탈출행동 습득과 관련된 행동주의적 설명과 관련 있

을 수 있다. 행동주의적 설명은 탈출행동 등의 습득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Manning, 2010), 이에 따르면, 

과거 말더듬 종료와 관련 있던 특정 행동을 말더듬아동은 지속

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탈출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

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 일반아동과는 달리 말더듬아동의 경우, 

완벽주의 성향과 대처능력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

는데 이러한 부적 상관관계가 이와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인내력과 적응능력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해석은 제한적일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 참여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경우, 말더

듬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기질적 특성이 없었기에 기질과 

말더듬의 보다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해석에서는 주의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중증도를 나타낼 수 있는 P-FA-II 필

수과제 총점과 의사소통태도를 나타내는 KiddyCAT 점수가 다

양한 기질 척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P-

FA-II 필수과제 총점과 KiddyCAT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가 관찰되었을 뿐 다른 기질과 말더듬과 관련된 위 두 척도

와 유의한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성인의 경우, 겉으로 드

러나는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와 같은 내적 특성 사이

의 정적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

러 국내 연구 결과,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의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더듬 중증도와 의사소통태도 

사이에 관련성이 제시되었다(Lee et al., 2013). 즉, 학령전기 말

더듬아동의 경우, 심하게 더듬을수록 자신의 말더듬 문제를 인

식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개별 기질 특성과 말더듬 특성 사이에는 선형적인 상관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추후 이와 관련된 보다 세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위 Table 4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여러 기질 특성 사이에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다수 관찰되었다. 특히 이러한 유의한 상관관계 중에

서는 불안과 우울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와 같이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도 있었으나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

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일반아동의 경우, 신체화 척도는 자아탄

력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불안 및 우울 등과는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으나 이러한 상관관계가 말더듬아동에게서는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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