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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주 수 변조 피드백(FAF) 수 에 따라 말더듬인의 말더듬 빈도와 형태 변화를 밝히고자 하

다. 발달성 말더듬 성인 10명을 상으로 NAF와 FAF 수 별(+2000, +1000, -1000, -2000) 상황에서 

읽기  혼자말하기 과업을 통하여 수집한 구어 표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읽기  혼자말하기 

과제 모두에서 NAF와 FAF 모든 수  간에 말더듬 빈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FAF 수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말더듬 형태는 두 과업 모두 NAF 수  보다 FAF 수 에서 모든 핵심행동이 감소하 다. 

특히 폐쇄가 많이 감소하 고 핵심행동이 주로 반복으로 변화하 다.  

 ■ 중심어 :∣말더듬∣주파수 변조 피드백∣ 

Abstract

The study aims at investigating frequency of the stuttering of stutterers according to FAF 

pitch alternation level, examining a stuttering group. The study has collected spoken language 

samples by making each 10 people of a stuttering group carry out a reading and monologue 

task using NAF and FA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stuttering frequency, 

both reading and monologue task,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stuttering frequency 

according NAF and FAF pitch alternation level.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stuttering frequency according FAF pitch alternation level. NAF levels than FAF on type of 

stuttering decreased at the level of all the core behavior. The decrease was a lot of block, core 

behavior has changed as often rep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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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말더듬은 말의 흐름이 근육운동의 붕괴로 인해 불수

의 인 방해를 받고, 이러한 방해에 부정 으로 반응할 

때 발생하는 구어장애이다[1][2]. 말더듬인들의 구어방

해는 반복, 연장, 폐쇄 등과 같은 핵심행동으로 나타난

다[3]. 말더듬 심도는 형 으로 이러한 핵심행동들의 

빈도와 련이 있다. 임상 장에서 사용되는 평가 도구

에서 (Stuttering Severity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ults-Third Edition: SSI-3 [4], Paradise Fluency 

Assesement[5]) 말더듬 빈도가 높을수록 말더듬이 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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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 발생 원인에 한 연구는 과거 많은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졌지만, 그 원인은 불분명하며 다원 이

기 때문에[6] 일반 으로 말더듬 치료는 장애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을 두고 있다. 형 인 말더듬 치료

과정은 말더듬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자연스러운 

발화속도를 유지하고, 비정상 인 의사소통 태도를 정

상화하고 말더듬 행동의 지속시간을 감소시키는데 

을 두어 왔다[7]. 

최근의 치료  동향은 구어 연장이나 구어의 재구성 

치료, 약물치료[8], 변조된 청각 피드백(Altered 

Auditory Feedback;AAF)[9], 다양한 훈련을 통한 구어

속도를 이는 훈련 등이 있다. 특히, AAF는 주 수 변

조 피드백 혹은 지연 청각 피드백 모두가 포함되어 있

는 청각피드백 유형을 말하는데, 이는 말더듬의 빈도와 

지속시간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 이라는 것을 증

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다[10].   

주 수 청각 피드백(Frequency Auditory Feedback; 

FAF)은 음도를 ․아래로 변화시켜 청각  피드백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말더듬인들의 비유창성을 감소시키

는데 매우 효과 인 것으로 증명된 AAF의 한 형식이

다[11][12]. FAF와 말더듬인의 말더듬 감소와 련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 FAF에 따른 말더듬인의 

구어 특성과 련된 연구가 꾸 히 이루어지고 있다

[13]. FAF와 말더듬 빈도와 련된 연구[14][15-17], 구

어 속도와 련된 연구[14-16], 음향학  변화와 련

된 연구[18-20]등이 있다. 에서 제시한 FAF와 말더

듬 빈도와 련된 많은 연구에서 FAF 상태가 변조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청각  피드백(natural auditory 

feedback, NAF) 상태보다 말더듬 빈도가 50∼90% 감

소하 다. FAF와 련된 선행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부

분은 자발 인 구어에서는 읽기 상황에서 보다 말더듬 

빈도의 감소가 덜하며[21][22], 개인차가 있지만 말더듬

이 완치되지는 않았다. FAF를 착용한 말더듬인들이 측

정한 결과는 말더듬이 매우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23]. FAF를 착용하여도 말더듬이 남아있지만, 말더듬

의 지속시간과 투쟁, 회피, 기와 련된 말더듬 지각

이 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차는 말더듬의 

유형과도 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청각 인 자극을 

동반하지 않은 소리없는 막힘은 AAF를 통한 효과가 

덜 하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므로 FAF가 말더듬의 빈

도와 유형에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AF가 말더듬의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형태를 변화

시킨다면 어떤 수 에서 가장 효과 인지를 밝힘으로

서 장에서 FAF를 더 효율 으로 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말더듬인들이 NAF 상황과 

다양한 FAF 상황( +1000 +2000, -1000, -2000)에서 읽

기와 혼자말하기 과업을 수행할 때 말더듬 빈도와 형태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각  피드백 유형 즉 DAF와 FAF를 

한 경험이 없는 신체 , 정신 , 정서 으로 문제가 없

는 발달성 말더듬 성인 10명을 상으로 하 다. 상

자의 평균 연령은 29.6세(범  19∼42세, 표 편차: 

7.22)이다. 상자 모두 청력이 정상이며, 유창성 외에 

구어와 언어에 문제가 없었다. 상자의 말더듬 심한정

도는 유창성 인터뷰(Fluency interview)를 실시한 결과 

도 이상이었다.  

2. 연구 절차 

2.1 기기 설명 및 강도 조정

SpeechEasy라는 소 트웨어 로그램에서 주 수 

변조방식(FAF)을 통한 소리가 디지털신호로 변환되어 

주 수 변조 과정을 거친 후 아주 짧은 시간 후에 다시 

자신의 귀로 들리는 FAF의 원리, 기기의 착용방법에 

해 설명하 고, 음량 조 기[그림 1]로 상자에 따라 

최 의 음량을 조정하여 가장 편안한 수 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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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음량조절기

2.2 구어 표본 과업 

발화 과업은 읽기와 혼자말하기 두 가지를 실시하

다. 읽기 자료는 연구자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제

시되어 있는 내용  400음 로 구성된 4개의 문단을 

고안하 다. 응효과를 막기 해 FAF 수 에 따라 

동등한 수 의 다른 읽기 자료를 제시하 다. 읽기 과

제를 제시할 때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하여 상쇄균형

화 하 다. 이러한 읽기 자료는 모두 A4용지로 제시하

으며, 자의 크기, 의 간격, 자의 간격  여백은 

모두 동일하게 제시하 다. 독백과제의 주제는 유창성 

인터뷰 양식의 독백과제 양식에서 사용된 주제들을 고

려하여[24],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 

25가지를 제시하고 상자들에게 선정하도록 하 다. 

FAF 음도 변조 수 은 음도 조정기를 통해서 무작 로 

제시하여, FAF 지연 수 의  학습 효과를 방지하기 

하여 상자 별 실험 실시 순서를 평 화

(counter-balance)하 다.

2.3 실험 장치 및 실시 과정

주 수 변조 피드백은 SpeechEasy의 CIC 고막형

(East Carolina 학과 Micro-DSP Technology사에서 

개발)을 사용하 다. FAF의 수 은 SpeechEasy 소

트웨어 로그램을 노트북(XNOTE E 200)에 장하여 

Hi-Pro로 환하여 조 하 다. FAF의 수 에 따른 

말더듬 빈도를 비교하기 해 SpeechEasy의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은 NAF 상황과 SpeechEasy의 이어폰을 

착용하고 청각  지연은 0으로 한 채 주 수만 +1000 

+2000, -1000, -2000으로 제시하 다. 상자들에게 치

료에서 배운 다른 략이나 기법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 다. 음도 변조 피드백 수  간 학습효과를 방

지하기 하여 상자 별 실험 실시 순서를 무작 로 

제시하 다. 하나의 FAF 수 에 한 측정 후 

SpeechEasy를 귀에서 뺀 후 검사자와 3분 간 자유 주

제로 화를 한 후, 다음 음도 변조 수 으로 진행하 다. 

읽기  독백 과제에서 NAF  FAF 수 을 실시하

는 동안에 상자들의 모든 구어  비구어  반응 행동

을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SONY, model 

DCR-DVD708) 로 녹화한 후 사하 다. 각각의 구어 

과제 반응 시간은 시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분석 기준 

말더듬 빈도는 분당 말을 더듬은 단어수로 측정하

다. 말더듬 유형은 반복, 연장, 폐쇄로 분류하 고, 한 

단어 내에 여러 가지의 비유창성 유형이 나타날 경우 

더 심한 유형으로 분석하 다. 

4. 평가자간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5년 이상의 유창성 장애 언어치료 경

력을 가지고 있고, 1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연

구자와 본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한 3개의 구어 표본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말더듬 빈도에 한 평가자간 신뢰

도는 94%, 말더듬 유형에 한 신뢰도는 91% 다.

 

5. 자료 처리 

과업별로 NAF  FAF 음도 변조 수  간 말더듬 빈

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일원분산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 고, 사후 검증은 Scheffe를 

이용하 다. 모든 통계처리는 통계분석패키지인 도

우용 SPSS 17.0을 사용하 다. 말더듬 형태 분석을 

해, 주 수 변조 수 에 따라 비교 하 다. 

Ⅲ. 연구 결과 

1. 말더듬 빈도 

1.1 읽기 과제 

읽기 과제에서 NAF  FAF 수 에 따른 말더듬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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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결과는 [표 1]과 [그림 2]와 같다. 

표 1. 읽기 과제에서 말더듬 빈도의 평균 및 표준 편차    

 
                                       (단위:SW/M)

N M SD

NAF 10 2.70 1.88

FAF+2000 10 .49 .66

FAF+1000 10 .52 .80

FAF-1000 10 .42 .43

FAF-2000 10 .55 .62

그림 2. 읽기 과제에서 NAF와 FAF 수준별 말더듬 빈도 비교 

읽기 과제에서 NAF  FAF 수  간 말더듬 빈도 차

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읽기 과제에

서 NAF와 FAF 수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49)=9.35, p <.01). 사후검증 결과 NAF와 

FAF의 모든 수  FAF+2000, FAF+1000, FAF-1000, 

FAF-2000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1). 그러

나 FAF 수  간에는 말더듬 빈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표 2. 읽기 과제에서 FAF 수준에 따른 말더듬 빈도 일원분

산분석 결과

요인 제곱함 자유도 평균 제곱 F

집단 간 39.07 4 9.76 9.35**

집단 내 47.01 45 19.47

합계 86.08 49 1.04

 **p< .01

1.2 혼자 말하기 과제 

혼자말하기 과제에서 NAF  FAF 수 에 따른 말

더듬 빈도의 결과는 [표 3]과 [그림 3]과 같다. 

표 3. 혼자말하기 과제에서 말더듬 빈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 SW/M)

N  M SD
NAF 10 6.07 2.62

FAF+2000 10 1.99 1.63

FAF+1000 10 2.23 1.68

FAF-1000 10 1.93 1.87

FAF-2000 10 1.80 1.86

그림 3. 혼자말하기 과제에서 NAF와 FAF 수준별 말더듬 

빈도 비교 

혼자말하기 과제에서 NAF  FAF 수  간 말더듬 

빈도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혼자말

하기 과제에서 NAF와 FAF 수  간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4,49)=8.63, p <.01). 사후검증 

결과 NAF와 FAF의 모든 수  FAF+2000, FAF+1000,  

FAF-1000, FAF-2000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01). 그러나 FAF 수  간에는 말더듬 빈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혼자말하기 과제에서 FAF 수준에 따른 말더듬 빈도 

일원분산분석 결과

요인 제곱함 자유도 평균 제곱 F

집단 간 134.17 4 33.54
8.63

**

집단 내 174.76 45 3.88

합계 308.93 49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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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더듬 형태   

2.1 읽기 과업

읽기 과업에서 NAF  FAF 수 에 따른 말더듬 형

태의 결과는 [표 5][그림 4]와 같다. 

표 5. 읽기과업에서 주파수 변조 수준에 따른 말더듬 형태의 

변
화(%)

수 반복 연장 폐쇄 

NAF 57.89 85 50

+2000 14.03 0 10.41

+1000 14.03 5 14.58

-1000 5.26 10 8.33

-2000 8.77 0 16.66

   

그림 4. 읽기과업에서 주파수 변조 수준에 따른 말더듬 형태

의 변화    

읽기 과제를 실시하 을 때, NAF수 보다 모든 FAF 

수 에서 말더듬 형태가 감소되었다. 연장 형태는  

NAF수 에서는 나타났으나, 모든 FAF+1000수 을 제

외하고 모든 수 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2.2 혼자말하기 과업

혼자말하기 과업에서 NAF  FAF 수 에 따른 말

더듬 형태의 결과는 [표 6][그림 5]와 같다. 

표 6. 혼자말하기과업에서 주파수 변조 수준에 따른 말더듬 

형태의 
변화 (%)  

수 반복 연장 폐쇄 

NAF 33.64 57.74 62.85

+2000 14.01 7.14 7.14

+1000 17.75 14.28 14.28

-1000 14.95 0 11.42

-2000 19.62 21.42 4.28

그림 5. 혼자말하기 과업에서 주파수 변조 수준에 따른 말더

듬 형태의 변화    

혼자 말하기 과업을 실시하 을 때, NAF수 에서는 

폐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모든 FAF 수 에서는 

반복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변화하 다. 

연장 형태는 NAF 수 에서도 가장 게 나타났으나, 

모든 FAF수 에서도 가장 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다. FAF-1000수 에서는 완 히 나타나지 않았다. 

Ⅳ. 논의

본 연구는 발달성 말더듬 성인 10명을 상으로 NAF

와 FAF 수 ( +1000 +2000, -1000, -2000)에 따라 읽기

와 혼자말하기 과업을 수행할 때 말더듬 빈도와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읽기와 혼자말하기 과제에서 모두 NAF와 FAF 수  

간에 말더듬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보다는 FAF 상황에서 말

더듬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 결과이 

말더듬 집단을 상으로 FAF를 제시하 을 때 말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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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감소되었다는 것과 일치한다[17]. 말더듬인이 

부분 FAF를 사용하 을 때 말더듬 빈도에 감소를 나

타내지만, FAF에 한 반응이 상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더듬 빈도의 감소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주

장하 다. 말더듬 아동과 성인들을 상으로 

SpeechEasy를 통해 음향학 인 지연 피드백  주 수 

변조 피드백을 사용한 결과 말더듬 빈도가 매우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24]. 한, 아동과 성인 말더듬인을 

상으로 FAF를 용하 을 때 성인이 아동 보다 말더

듬 빈도가 더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22].  FAF가 말

더듬의 빈도 감소를 가지고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더

듬인에게 주는 향을 명확히 밝히기 힘들다고 주장하

다[25].  FAF가 말더듬인의 말더듬 빈도를 감소시키

는 원인은 밝 지고 있지 않지만, 말더듬인은 자신의 

말더듬에 한 측과 언어에 한 과도한 신경으로 말

더듬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청각  피드백 환

경의 변화는 말더듬에 한 심리 인 불안을 여 으

로서 말더듬 빈도가 감소할 수 도 있다. 

그러나 FAF 수 간에는 말더듬 빈도의 차이가 없었

다. 이러한 결과는 음도 변조 수 은 본 연구와는 달랐

지만, FAF 음도 변조 수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 다[15][16][22]. 이러한 결과는 말

더듬인은 음도 변경 수 을 달리하는 것이 요한 요소

가 아니라 수 에 계없이 음도를 변화시킨 청각  피

드백만으로도 말더듬이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

라서 말더듬 빈도는 음도 변조 수 이아니라 청각  피

드백 환경을 다르게 환 시켜 주는 것이 요한 변수

라고 할 수 있다. 음향학 인 과정을 통한 소리가 디지

털신호로 변환되어 주 수 변조 과정을 거친 후 아주 

짧은 시간 후에 다시 자신의 귀로 들림으로 주 수 변

조가 ‘Choral Effect’로 작용하여서 뇌가 다른 사람과 동

시에 함께 얘기하는 것처럼 지각하게 함으로서 말더듬

에 한 심리 인 부담을 인다고 볼 수 있다.  

읽기와 혼자말하기 과제에서 모두 NAF와 FAF 수  

간에 말더듬 형태가 변화되었다. 특히 혼자 말하기 과

제에서는 NAF수 에서 폐쇄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

으나 모든 FAF 수 에서는 폐쇄 형태가 감소되고 반복

으로 나타났다. 말더듬 형태는 어떻게 더듬느냐는 것으

로 말더듬 행동이 나타날 때의 근육붕괴를 가져오는 긴

장 정도를 나타내 다. 이러한 말더듬 형태 한  FAF 

상황에서 훨씬 경미한 수 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말

더듬 빈도와 마찬가지로 FAF 수 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FAF가 말더듬 행동에 한 심  부담을 

여 으로서 말더듬 행동에 머무르는 시간과 심한 근

육의 붕괴를 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상자 수가 고, 성인 말더듬인으

로 제한되었고, 발화과업 한 읽기  혼자말하기 과

제로 제한 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 집단과 비교

해보거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화, 화장면 등의 발화과업에서 FAF의 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무엇보다 FAF를 통하여 

말더듬 빈도가 감소되고, 말더듬 형태가 경미하게 변화

되었다면 그 변화의 효과가 확립뿐만 아니라 이  

유지와 련하여 얼마나 지속 인지에 한 연구가 시

하리라 본다. 한 FAF 장치와 다른 말더듬 치료

로그램을 목한 새로운 치료 로그램을 고안하는 것

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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