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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연구들은 말더듬의 원인을 단일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Riley & Riley, 2000; Smith, 1999; Starkweather & Gottwald, 

1990). 연구자들은 말더듬이 발생하고 진전하는 데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말더듬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

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다요인적 관점이다. 다요인적 관점에서 

주요하게 살피는 요인 중 하나로 말더듬는 사람의 구강운동능

력(oral motor abilities)을 꼽을 수 있다. 다요인적 모델은 말더

듬의 시작과 지속에 있어 개인의 생리-기질적인 소인과 말-언

어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한다고 본다(Smith, 1999; Starkweather & Gottwald, 

1990). 그러므로 연구자는 말더듬이 발생하는 전체적인 역동적 

상호작용을 살피고 한편으로는 각각의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

나를 집중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말 산출에 있어서, 구강운동능력은 독립적으로 기

능하지 않으며 말하는 사람의 말-언어적인 요인 및 심리적인 

요인 등과 적절히 상호작용한다. 특히, 말더듬는 사람들은 같은 

단어라도 어느 때는 유창하게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

하게 비유창하게 말하게 된다. 

여기서 구강운동능력은 흔히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이라는 

용어와 혼용해 쓰이기도 하고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말더듬의 원인을 구강운

동능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뤄져 

왔다. 특히, 구강운동능력이 말더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말

더듬 요인에 비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lpermann 

& Zu¨ckner, 2008; Cook et al., 2011; Hutchinson & Watkin, 

1976; Riley & Riley, 1979; Riley & Riley, 1986; Riley & R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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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Smith, 1999; Van Lieshout et al., 1996). 그 중에서도, 

Cook et al.(2011)은 말더듬는 사람들 중에서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이 더 좋은 사람에게서 더 나은 치료효과가 나타났다고 보

고하였으며, Riley & Riley(1986)는 말더듬아동을 대상으로 구

어적 구강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만으로 전체 62%의 아

동에게서 말더듬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 이유로 말

더듬 평가 및 치료에 있어 구강운동 영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여러 연구자가 말더듬는 사람의 구

강운동능력 그리고 그에 따른 중재 효과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말더듬는 사람의 구

강운동능력에 주목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요인적 관

점에서 구강운동능력은 주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명확한 말

더듬 치료 기법의 개발을 위해 말더듬는 사람의 구강운동능력

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본 연구자는 구강운

동능력과 말더듬의 상관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언어처리 과정과 운동 과정은 매

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흡한 언어능력

은 말운동 과정에 직접 영향을 주어 말더듬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Anderson & Conture, 2000; Dworzynski et al., 2003). 

이처럼 말 산출에 있어 언어와 운동과정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 즉 언어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 오류는 발화 산

출에까지 전이되기 쉽다. 그런 이유로 운동과 관련된 요소가 

말더듬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더

듬이 언어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Howell, 2010). 즉 대상자의 언어처리 

과정상 발생한 문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최대한 직접적인 방식

으로 구강운동능력 혹은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더듬 발생에 있어서 구강운동능력(oral motor abilities)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지속해서 언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Ca-
ruso et al., 1988), 대부분의 연구들은 언어능력이 포함된 형태

로 구강운동능력을 조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언

어능력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말 산출에 관여하는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조음기관 구조·기능 선별검사

(Speech Mechanism Screening Test, SMST) (Shin et al., 2010)

를 이용해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 간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다양한 영역(얼굴, 입술, 혀, 턱과 

치아, 경구개 및 연구개, 인두, 호흡)에서 그 차이를 규명해 보고

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대상자는 조선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
view Board, 승인번호: K-2013-11830259)의 승인 하에 모집 및 

선정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성인은 총 34명으로 말더듬성인 17

명(남성 14명, 여성 3명)과 이에 생활연령, 성비, 학력 등을 일치

시킨 일반성인 17명(남성 14명, 여성 3명)이었다. 실험군 모집에 

있어 성비를 따로 고려한 것은 아니며, 치료실에 내원한 사람들 

중 실험군 선정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모두 검사를 실시하였

다. 이는 말더듬 출현율(prevalence) 남녀 성비(약 4 : 1)에 부합

하였다(Craig et al., 2002). 말더듬성인의 평균연령은 약 32세 9

개월(연령범위: 19세 11개월~57세 9개월)이었으며, 일반성인의 

평균연령은 약 32세 3개월(연령범위: 20세 3개월~57세 1개월)

이었다.

연구 대상 선정 기준

말더듬성인

말더듬성인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스스로 말을 더

듬는다고 보고하고 그로 인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2) 파라

다이스-유창성 검사-II (Paradise-Fluency Assessment-II,  

P-FA-II) (Sim et al., 2010)에서 ‘약함’ 이상의 말더듬으로 진

단되어야 한다. 3) 신경학적 말더듬 또는 심인성 말더듬이 아닌 

발달성 말더듬 문제를 가진 대상자여야 한다. 4) 사전 인터뷰를 

하는 동안 청각, 시각 및 신경학적 문제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5) 말더듬을 제외한 언어장애 및 정신 및 인지장애에 대한 이력

이 없어야 한다. 6)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에 대한 특별한 지식

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7) 근육 이상과 관련한 운동신

경질환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8) 고등학교 졸업 이

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실험군의 P-FA-II 검사는 

모두 제1저자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며 이들은 모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일반성인

실험군과 연령 및 성비 그리고 학력을 일치시킨 일반성인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말·언어장애 관련 이력이 없어야 

한다. 2) 사전 인터뷰를 하는 동안 청각, 시각 및 신경학적 문제

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3) 정신 및 인지 장애 관련 이력이 없어

야 한다. 4)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보유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5)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들 대조군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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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시작하기 전 본 연구자는 턱과 치아 영역에서 부정교

합 등의 정상성 판별을 위해 20년 이상 경력의 치과 전문의(보

철과 전문의)에게 훈련을 받았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

으로 채득한 인상을 훈련에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방해를 받

지 않는 밀폐된 조용한 공간에서 대상자와 1 : 1로 마주한 상태

에서 실시하였다. 검사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동의서를 제공하

고 대상자가 알아듣기 쉽게 검사 방법을 약 10분간 설명하였

다. 말더듬성인의 경우 본 검사 전 연구동의서를 받고 사례면담

지를 작성한 후 말더듬 중증도 검사(파라다이스-유창성검

사-II, P-FA-II) (Sim et al., 2010)를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조음기관 구조·기능 선별검사(SMST) (Shin et al., 2010)의 

제1부인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부분을 실시하였다(Appendix 

1). 일반성인의 경우 연구동의서를 받고 사례면담지를 작성한 

후 SMST를 실시하였다. SMST 실시 과정에서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제한 정도를 즉시 기록하였다.

SMST는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발성, 음성 

및 조음선별’ 범주와 ‘조음교대운동’ 범주를 제외한 ‘조음기관 

구조와 기능’ 범주만을 검사하였다. 그 이유는 ‘조음기관의 구

조와 기능’ 범주 외 두 가지 범주 모두 구어적인 요소가 검사에 

포함돼 있으며 또한 ‘발성, 음성 및 조음선별’ 범주에 포함된 ‘음

성검사’ 등과 같은 영역은 구강운동능력 혹은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과는 별도의 검사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발성, 음성 및 조음선별’ 검사는 구강운동능력을 평가하는 검

사도구들에서는 흔히 실시하지 않는 영역이었으며(Dworkin & 

Culatta, 1996; Louis & Ruscello, 2000; Marshalla, 2008; 

Robbins & Klee, 1987; Shipley & McAfee, 2008), ‘조음교대

운동’은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방식의 조음기

관 구조 및 기능 검사라는 특정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

른 영역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해당 범주만을 실험하였

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말더듬성인의 조음기관 구

조 및 기능에 관한 것이지 말더듬성인의 말 산출 체계 전반을 

모두 평가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방식의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검사에 초점을 두기 

위해 그 외의 검사 영역은 제외하였다. SMST 실시에 사용된 

도구는 1회용 장갑과 1회용 설압자, 진료용 조명등(CK-907, 

SPIRIT; Chinkou Medical Instrument, Taiwan)이었다. 또한, 

말더듬성인의 경우 말더듬 중증도 평가를 위해 말더듬 검사 과

정을 비디오녹화(F320L; LG, Pyeongtaek, Korea)하였다. 조

음기관 구조 및 기능의 세부 영역은 얼굴, 입술, 혀, 턱과 치아, 

경구개 및 연구개, 인두, 호흡 영역이며, 구조를 평가하는 13항

목과 기능을 평가하는 1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은 시청각적인 관찰로 평가되었다. 조음기관의 구조를 평가

하는 13항목과 조음기관의 기능을 평가하는 17항목의 점수를 

구조와 기능으로 분리하여 각 영역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검사

에서 각각의 항목은 0~2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0점은 ‘심각한 

비정상’, 1점은 ‘약간 비정상’, 2점은 ‘정상’으로 처리하였다. 구조 

총점은 26점이며, 기능 총점은 34점이다. 영역별 점수 혹은 총

점이 높을수록 정상적인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에 가까운 것으

로 볼 수 있다. 

신뢰도

검사자내 신뢰도

검사자내 신뢰도 평가를 위해 전체 대상자의 20%에 해당하

는 인원을 2~3주 후 직접 다시 만나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선별

된 대상자의 자료에 대한 검사자내 일치율은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전(全) 영역에서 100%로 나타났다.

검사자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 평가한 영역들 중에는 턱과 치아 영역 등 언어재

활사보다는 치과 전문의가 더욱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역이 존재

했다. 그래서 전체 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이 언어재활

사가 아닌 치과전문의에게 직접 검사되었다. 선별된 대상자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본 연구자와 치과전문의 간에 조음기관 구

조 및 기능 측정에 대하여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영역별 일치율을 보면, 혀 영역 구조와 경구개 및 연구개 영

역 구조의 일치율은 92.9%, 턱과 치아 영역 구조 61.9%이며, 경

구개 및 연구개 영역 기능 92.9%, 호흡 영역 기능 92.9% 나머

지 영역은 모두 100%였다. 결과적으로 조음기관 구조는 89.0%, 

조음기관 기능은 97.9%의 일치율을 나타냈다. 

통계분석

첫째, 종속변수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음기관 구조와 

기능을 측정하는 항목들 중, 두 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된 영

역에 대해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한 영역에 하나의 항목

만 존재하는 경우, 서열척도로 판단하여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

지 않았다. 두 개 이상의 항목으로 평가된 영역은 등간척도이기 

때문에, 모수 통계 검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정규

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영역에 대한 p값이 0.05 미
만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는 귀무가설을 기

각하므로 모든 영역의 점수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 결과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의 조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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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모수 

통계 검정 방법 중 하나인 윌콕슨의 순위합 검정(Wilcoxon’s 

rank sum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말더듬 중증도와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의 각 영역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비모수 통계 검정 방법 중 하나인 

스피어만의 상관관계 분석(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for Win-
dows v22.0(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처리하였고,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RESULTS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의 영역별 조음기관 구조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의 조음기관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우선 중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얼굴, 입술, 인두, 호흡 영

역 구조는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 모두 최고점 2점으로 평가되

었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한편 턱과 치아는 말더듬성인의 

중위수가 1점 높았지만, 윌콕슨의 순위합 검정(Wilcoxon’s rank 

sum test)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반성인과 말더듬성인은 조음기관 구조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의 조음

기관 구조 점수의 중위수(Table 1)와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의 

조음기관 구조 차이를 검증하였다(Table 2).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의 영역별 조음기관 기능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의 조음기관 기능을 비교하기 위해, 

중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턱과 치아 영역 기능과 인두 영

역 기능은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 모두 최고점 2점으로 평가되

었으며,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한편 얼굴 영역 기능, 입술 영역 

기능, 혀 영역 기능, 경구개 및 연구개 영역 기능, 호흡 영역 기능 

모두 중위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윌콕슨의 순위합 검

정 결과에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일반성인과 

말더듬성인은 조음기관 기능 전 영역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우성유전법칙이 적용되는 ‘혀 말기’

나 ‘혀 좁히기’와 같은 항목을 제외한 혀 영역 기능 점수를 추가

로 비교하였다. 우성유전법칙이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하여 추

가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이유는 우성유전법칙이 적용되는 

항목은 유전적인 부분으로 해당 항목들을 포함한 결과만을 비

교했을 때 결과 해석에 있어 오류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

다.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의 조음기관 기능 점수의 중위수

(Table 3)와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의 조음기관 기능 차이를 제

시하였다(Table 4). 또한, 말더듬성인과 일반성인의 개인별 

SMST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Appendices 2 & 3).

Table 1. Median of speech mechanism score

       Speech mechanism Range
AWS (n = 17) AWNS (n = 17)

Median IQR Median IQR
Facial 0-20 02.00 0.00 2.00 0.00
Lips 0-20 02.00 0.00 2.00 0.00
Tongue 0-40 04.00 0.00 4.00 0.00
Jaw and tooth 0-60 06.00 1.00 5.00 2.50
Hard palate and soft palate 0-80 08.00 0.50 8.00 1.00
Pharynx 0-20 02.00 0.00 2.00 0.00
Breathing 0-20 02.00 0.00 2.00 0.00
Total 0-26 25.00 1.00 24.00 3.00
AWS: adults who stutter, AWNS: adults who do not stutter, IQR: interquartile range

Table 2. Difference verification of speech mechanism score (Wilcoxon rank sum test) 

       Speech mechanism
AWS (n = 17) AWNS (n = 17)

Z p
Mean rank Rank sum Mean rank Rank sum

Facial 17.50 297.50 17.50 297.50 0.000 1.000
Lips 17.50 297.50 17.50 297.50 0.000 1.000
Tongue 17.00 289.00 18.00 306.00 1.000 0.317
Jaw and tooth 20.32 345.50 14.68 249.50 1.758 0.079
Hard palate and soft palate 0-8 306.00 17.00 289.00 0.383 0.702
Pharynx 17.50 297.50 17.50 297.50 0.000 1.000
Breathing 17.50 297.50 17.50 297.50 0.000 1.000
Total 19.62 333.50 15.38 261.50 1.283 0.199
AWS: adults who stutter, AWNS: adults who do not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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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 중증도와 조음기관 구조 간 상관성

말더듬성인의 말더듬 중증도(P-FA-II 점수)와 조음기관 구

조 점수 간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모수 상관관계 분석인 

스피어만의 상관관계 분석(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얼굴 영역 구조, 입술 영역 구조, 인두 영역 구조, 

호흡 영역 구조는 모든 참가자가 최고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산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혀 영역 구조와 말더듬 중

증도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0.000, p ＞ 0.05), 
턱과 치아 영역 구조(r = -0.144, p ＞ 0.05), 경구개 및 연구개 영
역 구조(r = -0.311, p ＞ 0.05)는 말더듬 중증도와 부적 상관관
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조음기관 구조 총점과 말더듬 중증도의 상관계수를 산

출한 결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r = -0.388, p ＞ 0.05). 말더듬 중증도와 조음기관 
구조 점수 간 상관성 검정 결과를 표로 제시하였다(Table 5).

말더듬 중증도와 조음기관 기능 간 상관성

말더듬성인의 말더듬 중증도(P-FA-II 점수)와 조음기관 기

능 점수 간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스피어만의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입술 영역 기능, 턱과 치아 영역 기능, 인두 영역 기능은 모든 

대상자가 최고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산출하지 

않았다. 얼굴 영역 기능은 말더듬 중증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으며(r = -0.306, p ＞ 0.05), 혀 영역 
기능은 말더듬 중증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563, p ＜ 0.05). 즉 말더듬 중증도가 심할수록 혀 영역 기능
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혀 영역 기능에서, 우성

유전법칙이 적용되는 두 개의 항목(‘혀 말기’, ‘혀 좁히기’)이 결

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 항목들을 제외

하고 상관성을 검증해보았는데, 그 결과, 혀 영역 역시 말더듬 

중증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037, 
p ＞ 0.05). 경구개 및 연구개 영역 기능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r = 0.132, p ＞ 0.05), 호흡 영역 기
능은 말더듬 중증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r = -0.352, p ＞ 0.05).
한편 조음기관 기능 총점과 말더듬 중증도의 상관계수를 산

출한 결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r = -0.282, p ＞ 0.05). 말더듬 중증도와 조음기관 기능 
점수 간 상관성 검정 결과를 표로 제시하였다(Table 6).

Table 3. Median of oral motor abilities score

                 Oral motor abilities Range
AWS (n = 17) AWNS (n = 17)

Median IQR Median IQR
Facial 0-20 02.00 0.00 02.00 0.00
Lips 0-80 08.00 0.00 08.00 0.00
Tongue 0-12 12.00 1.50 12.00 1.50
Tongue (except dominant inheritance) 0-80 08.00 0.00 08.00 0.00
Jaw and tooth 0-20 02.00 0.00 02.00 0.00
Hard palate and soft palate 0-40 04.00 2.00 04.00 1.00
Pharynx 0-20 02.00 0.00 02.00 0.00
Breathing 0-40 04.00 0.00 04.00 0.00
Total 0-34 29.00 2.00 30.00 2.00
AWS: adults who stutter, AWNS: adults who do not stutter, IQR: interquartile range

Table 4. Difference verification of oral motor abilities score (Wilcoxon rank sum test) 

                 Oral motor abilities
AWS (n = 17) AWNS (n = 17)

Z p
Mean rank Rank sum Mean rank Rank sum

Facial 18.00 306.00 17.00 289.00 0.596 0.551
Lips 18.00 306.00 17.00 289.00 1.000 0.317
Tongue 17.15 291.50 17.85 303.50 0.250 0.803
Tongue (except dominant inheritance) 17.06 290.00 17.94 305.00 0.525 0.600
Jaw and tooth 17.50 297.50 17.50 297.50 0.000 1.000
Hard palate and soft palate 17.00 289.00 18.00 306.00 0.383 0.702
Pharynx 17.50 297.50 17.50 297.50 0.000 1.000
Breathing 16.00 272.00 19.00 323.00 1.785 0.074
Total 15.91 270.50 19.09 324.50 0.988 0.323
AWS: adults who stutter, AWNS: adults who do not st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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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을 직접 관찰하여 평가

하는 조음기관 구조·기능 선별검사(SMST) (Shin et al., 2010)의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검사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말더듬성인

의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에서 일반성인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또한, 말더듬성인의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점수와 말

더듬 중증도 간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

가 말더듬는 사람의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평가와 이에 따른 

중재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말더듬성인의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접적인 방식의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검사에서 얼굴, 입술, 혀, 턱과 치아, 경구개 및 연구개, 인두, 호

흡 영역 모두 말더듬성인 집단과 일반성인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 비교뿐만 아니라 조음기관 구조 

총점, 그리고 기능 총점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접

적인 방식의 검사로는 집단 간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직접적인 검사는 아니지만, 구어적 수준에서 나타

나는 양상을 토대로 구강운동능력을 비교한 몇몇 선행 연구 결

과와 일치한다(Caruso et al., 1988; Conture et al., 1988). 그들

의 연구는 비구어적 수준이 아닌 구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구강운동능력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다르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두 그룹 간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있

어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말더듬는 사람이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보다 구강운동능력이 취약하다고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다(Alpermann & Zu¨ckner, 2008; Cook et al., 

2011; Hutchinson & Watkin, 1976; Riley & Riley, 1979; Ri-
ley & Riley, 1986; Riley & Riley, 2000; Smith, 1999; Van 

Lieshout et al., 1996). 말더듬는 사람의 낮은 구강운동능력을 

보고한 여러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말더듬 이론에서 비교적 최근 모델로 볼 

수 있는 내적수정가설(Covert repair hypothesis) (Postma & 

Kolk, 1993)과 EXPLAN모델(Execution and Planning model)

(Howell, 2004)은 음운적인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즉 말 산

출 이전에 음운적으로 부호화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말더듬을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언어적 

과업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평가에서

는 말더듬는 사람과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 간 일반적인 차이

를 관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대체로 말더듬는 사람의 

운동적 차이를 보기 위해 단순한 구조나 기능의 문제를 보기보

다는 구어를 산출할 때 관찰할 수 있는 구강운동의 협응 문제

를 주로 다룬다(Alpermann & Zu¨ckner, 2008; Howell et al.,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tuttering severity and speech mechanism score

       Speech mechanism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tuttering severity p
Facial -
Lips -
Tongue -0.000 1.000
Jaw and tooth -0.144 0.582
Hard palate and soft palate -0.311 0.224
Pharynx -
Breathing -
Total -0.388 0.124

Table 6. Correlation between stuttering severity and oral motor abilities score

Oral motor abilitie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tuttering severity p
Facial -0.306* 0.232
Lips -
Tongue -0.563* 0.019
Tongue (except dominant inheritance) -0.037* 0.887
Jaw and tooth -
Hard palate and soft palate -0.132* 0.614
Pharynx -
Breathing -0.352* 0.165
Total -0.282* 0.274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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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Namasivayam & Van Lieshout, 2008; Smith & Kleinow, 

2000).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 있어서 주요한 어려움 중 하나

는 무엇이 정상 운동 협응의 구성요소인지에 관한 공통된 의견

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Caruso et al., 1988). 또한, 이러한 연구

들은 대체로 언어적 과정이 포함된 과제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

대로 구강운동능력의 결함을 추측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Howell(2010)은 운동적인 요소가 말더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말더듬이 언어적 과

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말더듬는 사람의 구강운동능력을 

평가할 때 언어적인 요소가 개입된다면 언어적 과정과 운동 과

정이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배제

하기 위해 순수하게 비구어적인 방식으로만 검사를 진행하였

다. 언어적 과정이 개입되지 않은 비구어적인 형태로만 말더듬

는 사람의 구강운동능력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연구의 필요성

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Caruso et al., 1988) 순수하게 

비구어적인 방식을 사용하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로 구

강운동능력을 검사하는 연구 실시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그

러한 연구는 많이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ook et al.(2011)은 비

구어적인 방식으로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을 직접 관찰하여 실

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방법과 부분적으

로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들의 연구 결과가 상이한 이

유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설계

에 있어서 두 연구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Cook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나이가 어린 대상자(평균연령: 13세, 연령범

위: 9~20세)를 상대로 실험을 진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인

(평균연령: 32세, 연령범위: 19~57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

다. 구강운동능력은 나이가 듦에 따라 발달하므로 이러한 차이

가 상이한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구강운동능력

이 9세에서 14세 사이에 성인의 기능적인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

다는 기존 연구 결과(Smith & Zelaznik, 2004; Yaruss & Lo-
gan, 2002)를 감안하면, 연령 차이만으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

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 다른 점은 점수 체계에서 Cook 

et al.(2011)은 2점 척도(정상: 1점, 비정상: 0점)를 사용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3점 척도(정상: 2점, 약간 비정상: 1점, 심각한 

비정상: 0점)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두 연구 모두 비구어적

인 수준에서 검사가 진행됐지만, 검사 항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연구 결과가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말더듬 중증도와 조음기관 구조 및 기능 간 상관성

말더듬성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말더듬 중증도와 조음기관 

구조의 각 영역 간 상관성 및 말더듬 중증도와 조음기관 기능

의 각 영역 간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구강운동능력

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드러운 말 산출을 하는 데 어려움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는 유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선 여러 연구에서 특히 아동기에 이 영역

에서의 취약성이 지적되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인기에 이러한 

문제가 직접 관찰로는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Smith & Zelaznik, 2004; Yaruss & Logan, 2002). 

또한, 이러한 기제에는 명백한 차이가 없으나 심리-언어적인 부

분 등과 같은 좀 더 상위 과정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만일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관찰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말더듬 평가를 진행하는 과

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무시

한다면 이는 말더듬 중증도 혹은 개인차에 따라서 치료 효과

를 늦추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말더듬는 사람의 

경우, 말 산출 기제의 기초적인 영역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

는 경우가 있는데(Shin & Seong, 2007), 이들에게 말 산출 기

제의 기초 영역에 대한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막연

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조음기

관의 구조 및 기능에 제한이 없는데도 해당 영역에 대해 막연

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역시 말더듬을 가중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가는 조음기관의 

구조 및 기능 검사를 통해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형태의 기기

를 사용하여 구강운동능력을 검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

구에서처럼 언어적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더듬는 사람의 구강운동능력을 보다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후속연구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0:0�말 기제·구강운동능력·말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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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Appendix 1. SMST (Structure and function of articulator)

0 = severe abnormal, 1 = a little bit abnormal, 2 = normal

Articulator Instruction Assignment Structure Function
얼굴 얼굴에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하게 있으세요. •0 휴식상태에서의 모양/좌우 대칭성/ 

구순 여부

0   1   2

눈을 감았다 떠보세요.

눈썹을 위로 올려 보세요.

얼굴을 찌푸려 보세요.

•0 움직임 0   1   2

입술 입을 다물고 앞을 보세요. •0 휴식상태에서의 모양/좌우 대칭성/ 

구순 여부

0   1   2

뽀뽀하는 흉내를 내세요. •0 입술을 앞으로 내밀며 둥글게 하기 0   1   2

입을 다물고 볼을 부풀려 보세요. •0 입술을 닫고 양볼을 부풀게 하기 0   1   2

입술을 다물고 입술의 양끝을 뒤쪽으로 당겨

보세요.

•0 입술의 양끝을 뒤쪽으로 잡아당기기 0   1   2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어보세요. •0 아랫입술 물기 0   1   2

혀 혀를 최대한 밖으로 내미세요. •0 표면색깔 및 크기 0   1   2

혀를 내밀어서 왼쪽-오른쪽으로 왔다갔다 

움직여 보세요.

•0 혀끝을 내밀어 왼쪽-오른쪽으로 하기 0   1   2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혀끝을 입천장에 

대세요.

•0 설소대 길이 0   1   2

혀끝을 위로 올려 윗니 뒤에 붙이세요. •0 혀끝을 내밀어 위로 올리기 혹은 

혀끝을 위로 올려 치조에 대기

0   1   2

입을 벌리고 혀끝을 윗니 뒤에서부터 목젖을 

따라 뒤쪽으로 당겨보세요.

•0 혀끝을 경구개를 따라 뒤쪽으로 끌어

당기기

0   1   2

혀끝으로 설압자를 밀어보세요. •0 혀끝으로 설압자 밀기 0   1   2

혀를 앞에서 뒤로 말아보세요. •0 혀를 뒤로 말기 0   1   2

혀의 양쪽을 말아서 좁혀보세요. •0 혀를 내밀어 말아서 좁히기 0   1   2

턱과 치아 어금니를 물고 /으/, /이/ 소리를 내세요. •0 중앙 앞니의 교합 

(open bite, deep bite, overjet+, 

overjet-)

0   1   2

•0 치아의 맞물림(Class Ⅰ, Ⅱ, Ⅲ) 0   1   2

어금니에서 딱딱 소리가 나도록 어금니를 

부딪혀보세요.

•0 어금니 부딪히기(교근운동) 0   1   2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0 치아 상태 0   1   2

경구개 및 

연구개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0 경구개의 색깔 및 주름 상태 0   1   2

•0 입천장 높이 및 넓이 0   1   2

•0 구개편도의 여부 및 크기 0   1   2

•0 연구개와 목젖의 휴식상태에서의 

모양/좌우 대칭성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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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ulator Instruction Assignment Structure Function
경구개 및 

연구개

치료사가 설압자로 혀를 누를 것입니다(혀를 

누르거나 연구개 누르기)

•0 구개반사(gag reflex) 0   1   2

/아/ 소리를 짧게 내세요. •0 /아/ 발성시 연구개의 상승 0   1   2

인두 입을 크게 벌려 보세요. •0 인두벽과 인두협부의 색깔 및 크기 0   1   2

/우/ 소리를 계속 내면서 손가락 등으로 양쪽 

콧구멍을 막았다 열었다 반복하세요.

•0 /우/를 길게 발성하는 동안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열었다 막기를 반복할 때 

음질 변화

0   1   2

호흡 똑바로 앉으세요. •0 올바른 상체 자세 또는 지체장애 여부 0   1   2

•0 휴식상태에서의 호흡양상 0   1   2

지금 드리는 문장을 편안한 속도와 음높이 및 

크기로 읽으세요.

•0 문장읽기/자발화 시 전반적인 호흡양상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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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Individual data of adlts with stuttering problem

Structure = Total points : 26 scores, Function = Total points : 34 scores

Number Age Score of SMST
S-1(f) 51 : 2 구조 26 

기능 34

S-2 57 : 9 구조 25(교합 1점) 

기능 34

S-3 30 : 1 구조 26 

기능 32(구개반사 0점)

S-4 39 : 9 구조 26 

기능 34

S-5 22 : 7 구조 25(앞니 1점) 

기능 34

S-6 23 : 1 구조 26 

기능 32(구개반사 0점)

S-7(f) 29 : 5 구조 26 

기능 32(구개반사 0점)

S-8 24 : 7 구조 22(앞니 1점, 교합 1점, 치아 1점, 입천장 1점)

기능 31(혀 밀기 1점, 구개반사 0점)

S-9 19 : 11 구조 25(설소대 1점) 

기능 31(혀거상 1점, 혀말기 1점, 혀좁히기 1점)

S-10 26 : 10 구조 25(목젖 1점) 

기능 34

S-11 32 : 9 구조 26 

기능 32(혀말기 1점, 호흡 1점)

S-12 38 : 8 구조 25(목젖 1점) 

기능 34

S-13 42 : 7 구조 20(앞니 0점, 교합 0점, 치아 0점) 

기능 33(호흡 1점)

S-14 32 : 11 구조 22(앞니 0점, 교합 0점) 

기능 32(호흡 0점)

S-15 23 : 2 구조 25(교합 1점) 

기능 31(눈썹 1점, 혀말기 1점, 혀좁히기 1점)

S-16(f) 40 : 1 구조 26 

기능 30(혀말기 1점, 혀좁히기 1점, 구개반사 0점)

S-17 23 : 10 구조 25(목젖 1점) 

기능 32(혀말기 1점, 혀좁히기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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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Jeong & M Shin ASR
Appendix 3. Individual data of SMST scores in normal adults

Number Age Score of SMST
N-1(f) 50 : 10 구조 24(교합 0점)

기능 34

N-2 57 : 1 구조 23(앞니 0점, 교합 1점,)

기능 34

N-3 30 : 9 구조 24(앞니 1점, 입천장 1점)

기능 33(혀좁히기 1점)

N-4 39 : 0 구조 26

기능 34

N-5 23 : 2 구조 26

기능 34

N-6 23 : 6 구조 26

기능 30(혀말기 1점, 혀좁히기 1점, 구개반사 0점)

N-7(f) 28 : 7 구조 24(앞니 1점, 교합 1점)

기능 32(구개반사 0점)

N-8 24 : 1 구조 25(교합 1점)

기능 32(구개반사 0점)

N-9 20 : 3 구조 26

기능 34

N-10 27 : 9 구조 23(앞니 1점, 교합 1점, 입천장 1점)

기능 31(눈썹 1점, 혀말기 1점, 혀좁히기 1점)

N-11 33 : 9 구조 22(앞니 1점, 교합 0점, 목젖 1점)

기능 32(구개반사 0점)

N-12 37 : 11 구조 26

기능 34

N-13 43 : 2 구조 25(교합 1점)

기능 32(혀말기 1점, 혀좁히기 1점)

N-14 31 : 6 구조 22(앞니 0점, 교합 0점)

기능 28(눈썹 1점, 입술당기기 1점, 구개따라혀당기기 1점, 혀밀기 1점, 혀말기 1점, 혀좁히기1점)

N-15 22 : 7 구조 23(앞니 1점, 교합 0점)

기능 34

N-16(f) 39 : 6 구조 23(앞니 1점, 교합 1점, 입천장 1점)

기능 34

N-17 24 : 0 구조 24(앞니 1점, 목젖 1점)

기능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