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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tuttering is a multi-factorial disorder and temperament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the 
onset of stuttering. The primary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re would 
be differences in temperament between pre-school children who stutter (CWS) and children who 
do not stutter (CWNS) by meta-analysis. Methods: Five databases (three Korean and two English 
databases) were used in the current study for article search. A total of 23 articles (22 English, one 
Korean)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were analyzed in the current study. Effect sizes (Coehen's 
d) were calculated for each outcome.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verall 
temperament between CWS and CWNS. Furthermor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wo out of 
four temperamental areas. When measured by parental report and behavioral observ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emperament between the two groups, but not by physiological measure. 
Conclusion: The meta-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WS would have a different temperament 
from CWNS. Future research is needed on how temperament would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st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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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말더듬은 말의 비유창성이 가장 큰 특징인 다면적인 장애이다

(Guitar, 2014; Manning & DiLollo, 2018). 말을 더듬는 사람

은 자신의 말더듬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인 반응 등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과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보일 수 있으

며 다양한 활동과 역할에 참여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는 데 제

약과 제한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말더듬이 다면적인 특성을 지

닌 장애이듯이 말더듬의 발생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역시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기

질(temperament)이다.

기질이란 생의 초기부터 한 개인이 보이는 행동 양식과 정서적 

반응이다(Rothbart & Derryberry, 1981). 기질이 말, 언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Conture et al.(2013)은 크게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선 장애 모델(disability model)

은 말과 언어의 문제로 인하여 기질이 변화한다고 가정하며, 소

인 모델(predispositional model)은 기질이 직, 간접적으로 말

과 언어장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모

델(interaction model)에 따르면 의사소통장애와 기질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말더듬성인과 같이 오랜 기

간 동안 말을 더듬어 온 사람은 오랜 말더듬 경험으로 인하여 부

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적 특성의 변화

로 인하여 기질적인 특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말더듬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질의 연구보다는 아동, 특히 

말더듬이 시작된지 오래지 않은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질 특성 연구는 말더듬의 원인과 관련된 보다 타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연구자들이 말더듬과 기질의 관련성을 보고하고는 있지

만, 기질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측정될 수 있기에 기

질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어,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질의 정의 및 측정

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Else-Quest et al., 2006). 우

선 Thomas & Chess(1977)와 Thomas & Chess(1980)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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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적 접근법은 아동의 행동 스타일에 기반하여 기질을 활

동수준, 리듬성, 주의분산도, 접근과 철회, 적응성, 주의력과 끈

기, 반응 강도, 반응 역치, 정서의 질 등 아홉 개의 차원으로 구

분하였다. 이러한 행동주의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기질을 측정

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Behavioral Style Questionnaire 

(BSQ; McDevitt & Carey, 1978)가 있다. 반면, Buss & 

Plomin(1975)은 아동의 기질이 성인 성격의 단초가 된다고 보

았으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충동성(impulsivity) 등 크게 

네 가지로 기질을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평가 도구

는 EAS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 Paretal ratings 

(Buss & Plomin, 1984)가 있다. 마지막으로, Rothbart의 심

리적 접근법에서는 행동을 왜 하는지를 고려하며 반응성과 자

기 조절,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차이를 중시하였

다(Rothbart & Derrybery, 1981). 이와 관련된 평가 도구인 

Child Behavior Questionaire (CBQ; Rothbart et al., 1994)

는 외향성(surgency),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 주의 

통제(effortful control), 세 영역의 점수를 산출한다. 이처럼 어

떠한 접근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측정하는 기질의 영역이 달라

질 수 있다. 

기질 측정 방식 역시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지 방식, 

아동의 행동 관찰, 생리학적 측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면담지 형식의 평가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보호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아동을 관찰한 후 평가하기에 타당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부모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

에 부모 편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특정 상황에

서 관찰된 행동의 일반화와 관찰자 간 신뢰도가 문제시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뇌전도(electroencephalogram), 피부 전도도

(skin conductance level), 타액 코티졸(salivary cortisol) 등

과 같은 생리학적 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객

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참여자의 협조가 필요

하다는 단점이 있다.

말더듬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기질을 

측정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기질이 말더듬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

고하였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Jones et al., 

2014a). 우선 Kefalianos et al.(2012)은 말더듬아동의 기질과 

관련된 상반된 두 가지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말

더듬아동은 기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불안이 높을 수 있으며, 이

러한 높은 불안이 말더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두 

번째 가설은 기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불안을 보이는 것이 

아니며 불안은 말더듬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가설

과 관련하여 Kefalianos et al.(2012)은 이전 연구들을 대상으

로 체계적인 질적 리뷰를 하였는데, 리뷰 결과, 말더듬아동이 일

부 기질적 영역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전술한 그 두 가지 가

설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아직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Conture et al.(2013) 역시 말더듬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를 종합한 결과, 말더듬아동은 일반아동과 기질

적인 특성 중 일부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질  

차이가 말더듬 빈도의 변화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

다. 즉 체계적인 질적 리뷰 결과, 말더듬아동이 일반아동과 비교, 

기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그 차이의 크기

와 측정 방법 등에 따른 차이 여부 등과 관련된 정보는 부족하다.

특히 국내 말더듬아동의 기질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이를 해외 연구와 통합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국내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기질을 살펴본 

연구들은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이 적응성 등과 같은 일부 영역에

서만 일반아동과 비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Lee 

& Sim, 2007; Lee et al., 2020). 반면 학령기 이상의 말더듬는 

사람은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Kim et al., 2008; 

Kim et al., 2014; Ko & Kwon, 2010). 이처럼 국내의 연구 결

과는 말더듬는 사람이 기질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그 대상 연령대, 평가 영역에서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일

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기질과 관련된 연

구에 대하여 양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아동과 말더듬아동 

사이의 기질적 차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측정 방법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

로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추후 연구에서 말더듬아동과 일반아

동 사이의 기질적 특성의 차이를 보다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문헌 검색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 3개(DBpia, 학술교육

원, 교보스콜라), 해외 2개(PubMed, MEDLinE), 총 5개의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21년 상반기에 문헌 검색을 실시하였

다. 특히 MEDLinE 검색 시 CinAHL, MEDLinE complete, 

ERiC 등의 추가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문

헌 검색 시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말더듬 AnD 아동 

AnD 기질”을 검색어로 이용하였다. 해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tuttering AnD child AnD temperament”를 이용하였다. 특

히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검색하였

다.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더불어 말더듬아동 기질과 관련된 질적 

리뷰 논문의 참고문헌 등을 참고로 하여 문헌 검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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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DBpia 1건, 학술교육원 2건, 

교보스콜라에서 5건, 총 8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해외 학술 데

이터베이스의 경우 PubMed에서 43건, MEDLinE에서 141건이 

검색되었다. 국문/영문 논문 총 192건 중 중복논문이 138건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72개월 이하)의 말더듬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기질을 측정하고 비교한, 학술지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중복을 제외한 논문 54건 중 리뷰논문 

12건, 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기타 형식 2건, 72개월을 초과하는 

연령대가 포함된 논문 15건, 일반아동이 없거나 말더듬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논문, 통계값을 확인할 수 없는 논문 등 8건 

등을 제외하고 총 17건의 논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더불어 리

뷰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에서 6건의 논문이 추가로 검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논문은 총 23건이었다. 이 중 

국문논문은 1건, 영어논문은 22건이었다(Figure 1).

코딩 및 분석 방법

문헌 선정이 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자, 출판년도, 대상자 특

성(연령, 인원), 평가 방법(부모 보고, 행동 관찰, 생리학적 특성), 

평가 도구 이름(예: CBQ, BSQ, skin conductance response 

[SCR] 등), 측정치(outcome)에 대한 통계값(Cohen's d, mean, 

standard deviation [SD], p값 등)을 코딩하였다. 기질의 영역 

중 하위 영역과 하위 영역의 평균인 상위 영역의 값이 모두 보고

된 경우에는 상위 영역의 값만 코딩하였으며 효과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값이 없는 평가 도구 결과는 코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 

(CMA2)를 사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ohen's d로 평

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우선 전체 분석 대상 논문을 대상으

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전반적인 기질 차이를 분

석하였다. 또한 평가 방법에 따라 집단 간 기질 차이가 달리 나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 보고, 행동 관찰, 생리학적 지표로 

측정하였을 때의 집단 간 효과크기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기질의 하위 영역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기질

의 하위 영역은 다음과 같이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활

동성의 경우 CBQ의 외향성 관련 측정치, BSQ 계열 평가의 활

동성, 충동성, 기타 평가의 과다활동성을 포함하였다. 반응성의 

경우 BSQ 계열 평가의 주의분산, 반응 역치와 강도, 주의분산 

등과 같은 반응성 관련 지표와 행동 및 생리적 관찰의 지표를 포

함하였다. 조절성은 CBQ의 주의 통제, BSQ 계열 평가의 규칙

성, 적응성, 주의력/끈기 등의 항목과 더불어 행동 관찰의 조절

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정서의 경우 CBQ의 부정적 

정서, BSQ 계열 평가의 접근, 정서의 질, 쉬움-어려움, 기타 평가

의 불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분석 대상 23건 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3건의 논

문에 대하여 독립된 연구자가 코딩을 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평균 효과크기 관련 측정치와 기타 분석에서 100% 

일치하였다.

출판 편향 검증

출판 편향을 검증하기 위해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그 형

태가 대칭적이었다(Figure 2). Egger 회귀분석 결과, 출판 편향

이 없었다(p > 0.05). 

동질성 검증 결과

전체 분석 대상 논문을 대상으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Q값은 42.683 (df = 22, p = 0.005), i2값은 48.45였으며, 이는 

Figure 2. Funnel plot of standard error (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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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chart of study selection for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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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s (n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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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list from review 

articles (n = 6)

Studies included in meta-analysis 
(n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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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의 효과크기가 이질적이었다는 점을 나타낸다(Higgins 

et al.,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선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RESULTS

논문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논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우

선, 평균 말더듬아동의 수는 40.0명(SD, 49.71; 범위, 7~178명), 

일반아동은 190.0명(SD, 441.40; 범위, 7~1482명)이었다. 말더

듬아동의 평균 연령은 49.1개월(SD, 3.16), 일반아동은 50.2개

월(SD, 3.44)이었다.

평가 방법의 경우(중복 포함), 부모 보고가 15건, 행동 관찰이 

8건, 생리학적 관찰이 4건이었다. 부모 보고 평가 도구의 경우 

CBQ 6건, BSQ 3건, Short Temperament Scale (STS) 3건이

었으며 기타 도구(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CTi], Korean-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 Preschool Anxiety Scale [PAS], Parent 

Table 1. Basic information

Study CWS number
(mean age in months)

CWNS number 
(mean age in months)

Assessment
methods

Assessment
measures

Assessment
areas

Ambrose et al. (2015) 19 (43.63) 40 (42.33) Parent report CBQ-SF Negative affectivity

Anderson et al. (2003) 31 (48.03) 31 (48.58) Parent report BSQ 9 areas

Anderson & Wagovich (2010) 9 (51.33) 14 (52.93) Parent report CBQ-SF Negative affectivity

Arnold et al. (2011) 9 (53.00) 9 (56.00) Observation Behavioral coding Regulation

Choi et al. (2013) 26 (48.89) 28 (49.96) Observation Behavioral inhibition Reactivity

Choi et al. (2018) 25 50 Parent report BSQ Distractibility

Johnson et al. (2010) 16 (46.69) 16 (48.44) Observation Disappointing gift Regulation

Jones et al. (2014b) 20 (48.55) 21 (48.10) Physiology RSA, SCL Regulation

Jones et al. (2014c) 8 (50.13) 8 (50.75) Observation Behavioral coding Reactivity, regulation

Karrass et al. (2006) 65 (48.90) 56 (48.90) Parent report BSQ Reactivity, regulation

Kefalianos et al. (2014) 12 (2 years),
138 (3 years),
164 (4 years

1,316 (2 years),
1,129 (3 years),
1,089 (4 years)

Parent report STS 1~7 areas

Lee et al. (2020) 14 (55.1) 14 (54.1) Parent report JCTI, KPRC 2~9 areas

Lewis & Golberg (1997) 11 (46.55) 11 (46.36) Parent report PCTQ 9 areas

Ntourou et al. (2013) 18 (51.67) 18 (53.61) Observation Behavioral coding Reactivity, regulation

Reilly et al. (2009) 137 (3 years) 1,482 (3 years) Parent report STS Approach

Reilly et al. (2013) 178 (4 years) 1,311 (4 years) Parent report STS Approach, easy

Schwenk et al. (2007) 18 (47.1) 18 (51.1) Observation Behavioral coding Reactivity

Singer et al. (2019) 10 (46.6) 24 (45.31) Parent report CBQ Effortful control,  
negative affectivity

Tumanova et al. (2020) 31 (49.0) 37 (51.0) Parent report,  
observation

CBQ,  
behavioral inhibition

Surgency, reactivity

van der Merwe et al. (2011) 7 (49.00) 7 (49.00) Parent report,  
physiology

PAS, cortisol Anxiety

Walden et al. (2012) 19 (46.5) 22 (49.3) Parent report,  
observation

CBQ,  
behavioral coding

Regulation, negative 
affectivity, reactivity

Walsh et al. (2019) 47 (55.9) 25 (55.6) Parent report,  
physiology

CBQ, BPV, PR, SCL,  
SCR

Effortful control,  
negative affectivity,  
surgency, reactivity

Zengin-Bolatkale et al. (2015) 37 (50.7) 39 (53.1) Physiology SCL Reactivity

CWS: children who stutter, CBQ-SF: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Short Form, BSQ: Behavioral Style Questionnaire, RSA: respiratory 
sinus arrhythmia, SCL: skin conductance level, STS: Short Temperament Scale, JCTI: The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KPRC: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PCTQ: Parent Child Temperament Questionnaire, PAS: Preschool Anxiety Scale, BPV: blood pulse volume, 
PR: pulse rate, SCR: skin conductanc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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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Temperament Questionnaire [PCTQ])가 각 1건씩 

사용되었다. 이러한 평가 도구를 이론적 접근법에 따라 나누어 

보면 CBQ는 Rothbart의 접근법을, BSQ, STS, PCTQ 등은 

Thomas와 Chess의 접근법을 따른다. 이외의 평가 도구는 기타 

다른 접근법을 따르거나 특정 기질(예: 불안)을 측정하였다.

행동 관찰의 경우 행동 분석이 5건, 행동 억제(behavioral 

inhibition; Bi) 2건, 기타 1건(disappoing gift, DG)이었다. 행

동 분석은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규제 

행동 혹은 반응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행동 억

제는 대화에서의 반응시간으로 측정하며 반응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관찰 방식인 DG는 행동 분석과 유사

하게 좋아하는 혹은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았을 때 아동이 보이

는 반응을 분석하여 반응성을 측정한다.

생리학적 관찰의 경우, 피부 전도도(skin conductance 

level, SCL)가 3건이었으며 타액 코티졸, 호흡성 동성 부정맥

(respiratory sinus arrhythmia), 피부 전도 반응(SCR), 맥박

Study Outcome Statistics for each study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and 95% CI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Lower
limit

Upper
limit Z-value p-value

Ambrose et al. (2015) Negative affectivity 0.620 0.063 1.178 2.180 0.029
Anderson et al. (2003) Combined 0.278 -0.228 0.784 1.076 0.282
Anderson & Wagovich (2010) Combined -0.257 -1.098 0.585 -0.598 0.550
Arnold et al. (2011) Combined 0.700 0.313 1.087 3.545 0.000
Choi et al. (2013) BI 0.460 -0.081 1.001 1.667 0.095
Choi et al. (2018) Combined 0.033 -0.856 0.922 0.073 0.942
van der Merwe et al. (2011) Combined 0.230 -0.823 1.283 0.428 0.669
Johnson et al. (2010) Combined 0.461 -0.245 1.166 1.279 0.201
Jones et al. (2014b) Combined 0.459 -0.164 1.082 1.444 0.149
Jones et al. (2014c) Approach 0.182 -0.804 1.167 0.361 0.718
Karrass et al. (2006) Combined -0.192 -0.554 0.170 -1.041 0.298
Kefalianos et al. (2014) Combined 0.215 -0.014 0.444 1.843 0.065
Lee et al. (2020) Combined 0.295 -0.455 1.044 0.771 0.441
Lewis & Golberg (1997) Combined 0.572 -0.288 1.433 1.304 0.192
Ntourou et al. (2013) Combined 1.905 1.039 2.771 4.310 0.000
Reilly et al. (2009) Approach 0.006 -0.169 0.181 0.063 0.950
Reilly et al. (2013) Combined 0.051 -0.112 0.214 0.614 0.539
Schwenk et al. (2007) Combined -0.133 -0.800 0.535 -0.389 0.697
Singer et al. (2019) Combined -0.125 -0.866 0.617 -0.329 0.742
Tumanova et al. (2020) Combined 0.412 -0.029 0.854 1.831 0.067
Walden et al. (2012) Combined -0.045 -0.660 0.570 -0.144 0.886
Walsh et al. (2019) Combined 0.059 -0.427 0.544 0.236 0.813
Zengin-Bolatkale et al. (2015) SCL 0.023 -0.427 0.473 0.100 0.921

0.220 0.082 0.359 3.124 0.002 -1.00 -0.50 0.00 0.50 1.00
Figure 3. Meta-analysis of overall differences in temperament between children who do and do not stutter. CI: confidence interval, BI: 
behavioral inhibition, SCL: skin conductance level.

Study Outcome Statistics for each study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and 95% CI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Lower
limit

Upper
limit Z-value p-value

Ambrose et al. (2015) Negative affectivity 0.620 0.063 1.178 2.180 0.029
Anderson et al. (2003) Combined 0.278 -0.228 0.784 1.076 0.282
Anderson & Wagovich (2010) Combined -0.257 -1.098 0.585 -0.598 0.550
Choi et al. (2018) Combined 0.033 -0.856 0.922 0.073 0.942
van der Merwe et al. (2011) Anxiety 0.070 -0.978 1.118 0.131 0.896
Karrass et al. (2006) Combined -0.192 -0.554 0.170 -1.041 0.298
Kefalianos et al. (2014) Combined 0.215 -0.014 0.444 1.843 0.065
Lee et al. (2020) Combined 0.295 -0.455 1.044 0.771 0.441
Lewis & Golberg (1997) Combined 0.572 -0.288 1.433 1.304 0.192
Reilly et al. (2009) Approach 0.006 -0.169 0.181 0.063 0.950
Reilly et al. (2013) Combined 0.051 -0.112 0.214 0.614 0.539
Singer et al. (2019) Combined -0.125 -0.866 0.617 -0.329 0.742
Tumanova et al. (2020) Shyness 0.595 0.194 0.995 2.909 0.004
Walden et al. (2012) Combined 0.020 -0.593 0.634 0.065 0.948
Walsh et al. (2019) Combined 0.033 -0.452 0.518 0.134 0.893

0.100 0.011 0.189 2.191 0.028 -1.00 -0.50 0.00 0.50 1.00
Figure 4. Meta-analysis of temperament as measured by parental report.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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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blood pulse volume), 맥박(pulse rate) 등이 각 1건씩이었

다. 코티졸은 불안 정도를 측정하며 기타 다른 생리학적 지표는 

부교감/교감 신경계의 활동의 지표로 반응성을 측정한다.

평가 영역을 평가 도구에 따라 살펴보면 CBQ 관련 평가

의 경우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 5건, 주의 통제

(effortful control) 2건, 외향성(surgency) 2건이었다. BSQ 

관련 평가의 경우 9 영역을 모두 평가한 것이 2건, 주의전환성

(distractibility), 반응성(reactivity)이 각 1건, STS 관련 평가의 

경우 접근(approach) 3건, 쉬움-어려움(easy-difficult) 2건 

등이었다. 행동을 관찰한 경우에는 반응성(reactivity) 8건, 조

절(regulation) 5건이었다. 생리학적 관찰의 경우, 불안 1건이었

으며 나머지는 모두 반응성이었다. 이를 기질 영역별로 구분하면 

Study Outcome Statistics for each study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and 95% CI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Lower
limit

Upper
limit Z-value p-value

Arnold et al. (2011) Combined 0.700 0.313 1.087 3.545 0.000

Choi et al. (2013) BI 0.460 -0.081 1.001 1.667 0.095

Johnson et al. (2010) Combined 0.461 -0.245 1.166 1.279 0.201

Jones et al. (2014c) Combined 0.182 -0.804 1.167 0.361 0.718

Ntourou et al. (2013) Combined 1.905 1.039 2.771 4.310 0.000

Schwenk et al. (2007) Combined -0.133 -0.800 0.535 -0.389 0.697

Tumanova et al. (2020) BI 0.230 -0.249 0.709 0.942 0.346

Walden et al. (2012) Combined 0.111 -0.727 0.506 -0.352 0.728

0.435 0.230 0.641 4.152 0.000 -1.00 -0.50 0.00 0.50 1.00

Figure 5. Meta-analysis of temperament as measured by observation. CI: confidence interval, BI: behavioral inhibition.

Study Outcome Statistics for each study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and 95% CI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Lower
limit

Upper
limit Z-value p-value

van der Merwe et al. (2011) Sailvation 0.390 -0.668 1.447 0.722 0.470

Jones et al. (2014b) Combined 0.459 -0.164 1.082 1.444 0.149

Walsh et al. (2019) Combined 0.084 -0.402 0.570 0.339 0.735

Zengin-Bolatkale et al. (2015) SCL 0.023 -0.427 0.473 0.100 0.921

0.158 -0.123 0.439 1.102 0.270 -1.00 -0.50 0.00 0.50 1.00

Figure 6. Meta-analysis of temperament as measured by physiological measure. CI: confidence interval, SCL: skin conductance level.

Study Outcome Statistics for each study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and 95% CI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Lower
limit

Upper
limit Z-value p-value

Anderson et al. (2003) Activity 0.279 -0.221 0.779 1.093 0.274

Anderson & Wagovich (2010) Impulsivity -0.280 -1.121 0.561 -0.652 0.514

Lee et al. (2020) Hyperactivity 0.270 -0.474 1.014 0.711 0.477

Lewis & Golberg (1997) Activity 0.352 -0.490 1.194 0.819 0.413

Tumanova et al. (2020) Shyness 0.595 0.194 0.995 2.909 0.004

Walsh et al. (2019) Surgency 0.060 -0.425 0.545 0.242 0.809

0.296 0.068 0.525 2.539 0.011 -1.00 -0.50 0.00 0.50 1.00

Figure 7. Meta-analysis of temperament as measured by activity.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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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을 평가한 연구가 6건, 반응성과 조절성을 평가한 연구가 

각 13건, 부정적 정서를 평가한 연구는 11건이었다. 

메타분석 결과

전반적 기질의 차이 

학령전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전반적인 기질 차이에 대

한 메타분석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과 일반아동의 전반적인 기질 차이의 효과크기는 0.220, p = 

0.002, 95% 신뢰구간 0.082~0.359로 두 집단의 기질에는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방법에 따른 기질의 차이

부모 보고, 행동 관찰, 생리학적 관찰로 측정한 학령전기 말

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기질 차이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는 

Figure 4~6과 같다. 우선 부모 보고로 측정한 경우, 말더듬아

동과 일반아동의 기질 차이의 효과크기는 0.100, p = 0.028, 

95% 신뢰구간 0.011~0.189로 두 집단의 기질에는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행동 관찰로 측정한 경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기

질 차이의 효과크기는 0.435, p < 0.001, 95% 신뢰구간 

0.230~0.641로 두 집단의 기질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Study Outcome Statistics for each study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and 95% CI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Lower
limit

Upper
limit Z-value p-value

Anderson et al. (2003) Combined 0.396 -0.114 0.906 1.521 0.128
Choi et al. (2013) BI 0.460 -0.081 1.001 1.667 0.095
Jones et al. (2014b) Combined 0.459 -0.164 1.082 1.444 0.149
Jones et al. (2014c) Combined 0.268 -0.721 1.257 0.531 0.595
Karrass et al. (2006) Reactivity 0.370 0.010 0.730 2.012 0.044
Kefalianos et al. (2014) Combined -0.250 -0.427 -0.073 -2.767 0.006
Lewis & Golberg (1997) Combined 0.218 -0.621 1.057 0.510 0.610
Ntourou et al. (2013) Combined 1.735 0.881 2.589 3.980 0.000
Schwenk et al. (2007) Combined -0.133 -0.800 0.535 -0.389 0.697
Tumanova et al. (2020) BI 0.230 -0.249 0.709 0.942 0.346
Walden et al. (2012) Combined -0.001 -0.617 0.615 -0.004 0.997
Walsh et al. (2019) Combined 0.084 -0.402 0.570 0.339 0.735
Zengin-Bolatkale et al. (2015) SCL 0.023 -0.427 0.473 0.100 0.921

0.237 -0.003 0.477 1.935 0.053 -1.00 -0.50 0.00 0.50 1.00
Figure 8. Meta-analysis of temperament as measured by reactivity. CI: confidence interval, BI: behavioral inhibition, SCL: skin 
conductance level.

Study Outcome Statistics for each study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and 95% CI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Lower
limit

Upper
limit Z-value p-value

Anderson et al. (2003) Combined 0.396 -0.114 0.906 1.521 0.128
Choi et al. (2013) BI 0.460 -0.081 1.001 1.667 0.095
Jones et al. (2014b) Combined 0.459 -0.164 1.082 1.444 0.149
Jones et al. (2014c) Combined 0.268 -0.721 1.257 0.531 0.595
Karrass et al. (2006) Reactivity 0.370 0.010 0.730 2.012 0.044
Kefalianos et al. (2014) Combined -0.250 -0.427 -0.073 -2.767 0.006
Lewis & Golberg (1997) Combined 0.218 -0.621 1.057 0.510 0.610
Ntourou et al. (2013) Combined 1.360 0.563 2.157 3.343 0.001
Schwenk et al. (2007) Combined -0.133 -0.800 0.535 -0.389 0.697
Tumanova et al. (2020) BI 0.230 -0.249 0.709 0.942 0.346
Walden et al. (2012) Combined -0.001 -0.617 0.615 -0.004 0.997
Walsh et al. (2019) Combined 0.084 -0.402 0.570 0.339 0.735
Zengin-Bolatkale et al. (2015) SCL 0.023 -0.427 0.473 0.100 0.921

0.217 -0.007 0.441 1.895 0.058 -1.00 -0.50 0.00 0.50 1.00
Figure 9. Meta-analysis of temperament as measured by regulation. CI: confidence interval, BI: behavioral inhibition, SCL: skin 
conduct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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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생리학적 측정의 경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기

질 차이의 효과크기는 0.158, p = 0.270, 95% 신뢰구간 

-0.123~0.439로 두 집단의 기질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ure 6).

기질 영역에서의 차이

기질의 주요 영역에서 관찰된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차

이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는 Figure 7~10과 같다. 활동성의 경

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의 효과크기는 0.296, p = 

0.011, 95% 신뢰구간 0.068~0.525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7). 즉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

기 말더듬아동이 일반아동과 비교, 더 높은 활동성을 보인다는 

점을 나타낸다.

반응의 강도(intensity of reaction), 반응성(reactivity), 행

동 억제(behavior inhibition), SCL 등과 같은 생리학적 지표 

등으로 측정한 반응성(reactivity)의 경우, 말더듬아동과 일반

아동의 차이의 효과크기는 0.237, p = 0.053, 95% 신뢰구간 

-0.003~0.477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ure 8).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 행동 관찰 등으로 측정한 조

절의 경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의 효과크기는 0.217, 

p = 0.058, 95% 신뢰구간 -0.007~0.441로 두 집단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9).

불안,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 등으로 측정한 부정

적 정서의 경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차이의 효과크기는 

0.198, p = 0.014, 95% 신뢰구간 0.040~0.357로 두 집단 사이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0). 즉,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부정적 정서를 보인다는 점을 나타낸다.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이 일반아동과 비교, 기질

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문 논

문 1편, 영어 논문 22편, 총 23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전반적인 기질에서는 차이가 나

타났다. 또한 평가 방법에 따라서는 부모 보고와 행동 관찰에서

는 두 집단 간 기질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생리학적 측정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질 영역을 활동성, 반

응성, 조절성, 부정적 정서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활동성과 부정적 정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반응

성과 조절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를 보다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전반적인 기질이 일반아동과 비

교하여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기질과 말더듬의 관련성을 다시 

한 번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72개월 이하의 학령전

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기질을 분석한 실험 연

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비록 학령전

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전반적인 기질 점수의 차이가 0.2 

정도로 작은 수준이기는 하였으나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유의하게 높은 전반적인 기질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

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학령전기 아동만을 참여자로 한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기

질적인 특성이 말더듬의 초기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비록 기질이 말더듬의 시작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말더듬 시작 이후의 발전 양상에 기질이 어떠한 영

향을 끼치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

령전기 말더듬아동일지라도 자신의 비유창성에 대하여 부정적

Study Outcome Statistics for each study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and 95% CI

Standard 
difference
in means

Lower
limit

Upper
limit Z-value p-value

Ambrose et al. (2015) Negative affectivity 0.620 0.063 1.178 2.180 0.029
Anderson et al. (2003) Combined 0.231 -0.269 0.730 0.905 0.365
van der Merwe et al. (2011) Combined 0.230 -0.823 1.283 0.428 0.669
Kefalianos et al. (2014) Combined 0.480 0.183 0.777 3.165 0.002
Lee et al. (2020) Combined 0.457 -0.296 1.209 1.190 0.234
Lewis & Golberg (1997) Combined 1.005 0.112 1.898 2.207 0.027
Reilly et al. (2009) Approach 0.006 -0.169 0.181 0.063 0.950
Reilly et al. (2013) Combined 0.051 -0.112 0.214 0.614 0.539
Singer et al. (2019) Negative affectvitity 0.150 -0.589 0.889 0.398 0.691
Walden et al. (2012) Negative affect 0.020 -0.593 0.634 0.065 0.948
Walsh et al. (2019) Negative affectivity 0.000 -0.485 0.485 0.000 1.000

0.198 0.040 0.357 2.462 0.014 -1.00 -0.50 0.00 0.50 1.00
Figure 10. Meta-analysis of temperament as measured by negative affectivitiy. CI: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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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각과 태도를 갖을 수 있기에 기질적인 특성과 이와 같은 말

더듬과 관련된 감정과 태도 그리고 적응 방식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만 분석을 하였다. 예를 들어, Ambrose 

et al.(2015)은 말더듬이 지속된 아동, 회복을 보인 아동, 일반아

동을 대상으로 기질을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이 지

속된 아동과 일반아동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러한 자연회복과 기질의 관련성을 살피는 연구가 많아진

다면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메타분석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아동의 기질은 성에 따른 차이가 일부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Else-Quest et al., 2006). 성은 자연회복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

에 따른 기질 차이를 살펴보지 않았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성과 

같이 말더듬의 자연회복 및 발전 양상과 관련된 요소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측정 방식에 따른 기질 차이의 양상을 살펴보면, 생리학적 측

정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 보고와 행동 

관찰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학령전기 말더듬아

동의 측정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행동 관찰에서 집단 간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아동

은 일반아동과 비교, 일차적인 그리고 생리적인 특성에서의 차

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이에 기반한 행동 반응 양식에서 차이

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말더듬아동은 단지 생

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말을 더듬는다기보다는 생리적 특성, 적

응적 특성 등의 종합적인 결과로 말을 더듬는다는 점을 시사한

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환경에

서 말더듬아동이 보이는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하여 생리적 반

응의 일관성 혹은 가변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여러 

연구들이 말더듬아동의 운동 조절 능력 등이 일반아동과 비교, 

그 변이성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Olander et al., 2010; 

Subramanian & Yairi, 2006). 이와 유사하게 말더듬아동의 

생리적 반응 역시 그 변이성 혹은 조절 능력에서 일반아동과 차

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극의 강

도 등에 따라서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생리적 반응성의 차

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특히 부모 보고의 경

우,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그 차이가 더 두드

러지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를 포함하는 

다양한 집단이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

다(Crowe & Cooper, 1977; Lee, 2013; Sim, 2000; Woods 

& Williams, 1976). 이에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하

여 부모 보고로 측정한 경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기질 차

이가 더 두드러지게 확인되었을 수 있다.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단 한 편이 분석 대상이었으며, 그 연구는 부모 보고에 의하여 기

질을 측정하였다(Lee et al., 2020).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다른 국내의 기질 연구 역시 대부분 부모 혹은 자기 보고에 의한 

방식을 사용하였다(Kim et al., 2008; Kim et al., 2014; Ko & 

Kwon, 2010; Lee & Sim, 2007). 이에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

여 기질을 측정하고, 측정 방식에 따른 차이 등을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보다 더 객관적인 기질 측정 방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말더듬아동은 특정 영역에서의 기질 차이가 더 두드러

질 수 있기에 이를 적용하여 치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

선,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활동

성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말더듬아동은 과다행동 혹은 

주의력결핍 등과 관련된 문제를 보일 수 있으나 말더듬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빈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려져 있지 않다(Healey & Reid, 2003). 또한 본 연구 결과, 학령

전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의 활동성 차이의 크기는 0.3 이하

로 작은 차이였기에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활동성이 장애 수준

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활동성과 말더듬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

의가 없었으나 우리는 이를 말더듬 중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다.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대상 간접 치료 방식 중 가장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기법이 부모의 말속도 조절일 것이다(Guitar, 2014; 

Manning & DiLollo, 2018). 비록 부모의 말속도 조절이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어떠한 양상으로 부모의 말속도 조절이 유

창성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Guitar et al., 1992; Lee et al., 2003; Meyers & Freeman, 

1985; Miles & Ratner, 2001; Stephenson-Opsal & Ratner, 

1988).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를 임상에 적용하면 말더듬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느린 말속도는 전반적으로 

아동의 활동성을 안정화시켜 유창성이 증진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말속도 조절을 포함하

는 치료 중 아동의 활동성 변화와 유창성 증진의 관련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질 등에 기반

한 보다 개별적이고도 효율적인 말더듬 중재 방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은 일반아동보다 더 부정

적인 정서를 보였는데, 이는 심리적 특성을 학령전기 말더듬아

동의 평가와 치료에 포함하여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러 국내

외 연구들이 말더듬는 사람이 일반인과 비교,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Craig et al., 2003; iverach & Rapee, 

2014; Kim et al., 2008; Kim et al., 2014; Ko & Kwon, 

2010). 본 연구에서는 불안뿐 아니라 두려움, 화, 슬픔 등을 포함

하는 전체적인 부정적 정서를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부정적인 정서를 보인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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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또한 전술한 활동성과 마찬가지로 효과 크기의 차

이는 0.3 이하의 작은 편으로,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부정적 정

서는 장애 수준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의 부정적 정서는 임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을 수 있는데 이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은 자신의 말더듬을 인

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은 자신의 높은 

부정적 정서 수준으로 인하여 자신의 말더듬뿐만 아니라 말더듬

에 대한 주위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더욱 더 부정적인 

말더듬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 수 있다. 이에 아동

이 자신의 말과 말더듬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을 수정할 수 있는 중재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반응성과 조절의 경우, 학령전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

동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말더듬

는 사람의 불안, 민감성, 완벽주의, 조절 및 반응 능력 등과 말더

듬의 관련성이 지적되었다(Conture & Walden, 2012; Guitar, 

2014; Jones et al., 2014b).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 불안을 포

함하는 부정적 정서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민감성, 조절 

및 반응 등과 관련된 반응성과 조절에서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

과 일반아동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와 관련하여 Choi et al.(2013)은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 

사이에 전반적인 행동 통제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

부 말더듬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 행동 통제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말을 더 더듬는다고 보

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Jones et al.(2014b) 역시 말더듬아동

의 행동 조절 양식은 상황에 따라 일반아동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비록 본 

연구 결과, 학령전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 사이에는 전반적인 

반응성과 조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령전기 

말더듬아동은 특정 상황 등에 따라 다른 반응과 조절 패턴을 보

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영역에서의 기질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아동에게는 이를 고려한 개별적인 임상적 절차를 제

시하여야 할 것이다(Jones et al., 2014b).

본 연구에서는 국내 데이터베이스 세 곳, 해외 데이터베이스 

두 곳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 논문을 검색하였는데 추후 연구에

서는 보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검색을 실시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외 데이터베이스는 PubMed와 

MEDLinE으로 위 두 데이터베이스는 이전 말더듬 관련 메타분

석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었다(Craig & Tran, 2014; Herder et 

al., 2006; nye et al., 2013).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검색

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아동 기질 

관련 기존의 질적 리뷰 논문의 참고문헌을 사용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위주의 결과였으며 최근에는 Google Scholar 등을 활용

하여 메타분석도 실시하기에(Pigott & Polanin, 2020) 보다 다

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보다 더 전 세계적인 검색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말더듬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기질

을 비교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를 종합하면, 말더듬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기질

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

여 말더듬아동의 평가와 치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 말더듬, 기질, 아동, 메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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