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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 청소년의 괴롭힘(bullying)에

관한 질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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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섭*(이화여대) ․ 오인수(이화여대)

<요 약>

본 연구는 말더듬 청소년이 또래 친구로부터 받는 괴롭힘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총 8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면

담자료를 활용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 청소년들은

괴롭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으며, 질적 분

석 결과 괴롭힘에 대한 총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1) 말더듬 청소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요인은 개인의 능력과 관계의 취약성으로 인한 ‘힘의 불균

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말더듬 청소년들은 다양한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

하였다. 3) 말더듬 청소년들은 괴롭힘에 대해 의존-수동적 대처를 하였는데,

도움추구, 수동적 대응, 그리고 회피형태가 나타났다. 4) 말더듬 청소년들은

괴롭힘의 피해결과로 불안과 분노가 증가하고 자아 존중감이 저하되는 정서

적 충격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나 치료현장에서 말더듬 청소

년을 지원하는 선생님이나 치료사들이 말더듬 장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말더

듬 청소년들이 괴롭힘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청

소년기 말더듬 학생을 치료할 때에 괴롭힘 경험 여부와 그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을 확인하고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치료 계획에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말더듬 청소년, 괴롭힘(bullying), 질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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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Guitar(2014)는 말더듬을 비유창성과 같은 핵심행동, 핵심행동에 수반된 부

수행동, 그리고 의사소통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 등으로 이

루어져 있다고 정의하였다. 말더듬을 지속적으로 겪는 사람은 공포, 두려움, 좌

절 등의 말더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

응에 영향을 받아 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갖게 된다고(Bernstein

Ratner, 1997) 하여 심리환경적 영향이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정신장

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DSM-5)에서는 말더듬을 아동기 발병형 유창성장

애로 표현하고 있으며, 장애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말

의 비유창성의 증상 (예. 소리와 음절 반복, 단어 대치 등)이 자주 뚜렷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가 말하기에 불안을 일으키거나 효과적인 의사소통, 사

회참여, 학업 혹은 수행 등을 방해하고, 이런 증상들이 초기 발달기에 나타나

며, 이런 곤란이 다른 의학적 상태에 기인하지 않아야 하고 또 다른 정신장애

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제시한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고 발달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시기이다

(Tatum, 1999). 이 시기에 또래친구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한 청소년들은 긍정

적인 자아를 발달시켜 나가며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는

반면, 또래친구로부터 집단따돌림(혹은 왕따)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위축되

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자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되어서

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Blood & Blood, 2004; Garbarino

& DeLara, 2002; Geffner, Loring & Young, 2001; Olweus, 1993; Rigby,

1997; Thompson, Arora, & Sharp, 2002).

최근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경험이 자살로 이어지는 소식이 언

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고,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류영숙, 2012).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35.4%, 집

단따돌림이 전체 응답 유형의 16.8%였다(교육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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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말더듬 청소년의 경우 말더듬이라는 언어적 능력 측면에서 일반 학생

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Blood, Blood,

Tellis, & Gabel, 2001; Guitar, 2006), 놀림(teasing)이나 괴롭힘(bullying)을 경

험할 확률이 높다(Hugh-Jones, & Smith, 1999). 왜냐하면 괴롭힘은 힘의 불균

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데(Olweus, 1993), 말을 더듬는 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능력에서 열세에 놓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단의 구

성원 중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쉽게 집단원들과 구별되는 특성 때문

에 괴롭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Oh & Moss,

2012). 특히 말더듬 청소년의 경우 비가시적 형태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재화

된 장애와 비교하여 매우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더욱더 괴롭힘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말더듬 청소년이 경험하는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말더듬 학생의 괴롭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말더듬 청소년의 괴롭힘 경험과 관련한 선행연구

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국외에서는 주로 말더듬 청소년의 괴롭힘 경험 유무에

대한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Hughes et al., 1999; Langevin et

al.,1998), 실제로 말더듬 청소년들이 괴롭힘 문제를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대략 전체 인구의 1%가 말더듬 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Bloodstein, 1995), 이러한 수치를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괴롭힘 연구

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청소년이 경험하

는 괴롭힘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괴롭힘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은 무엇이며(발생 맥락),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을 당하는지 (현상 특징), 또한

그러한 괴롭힘에 말더듬 청소년은 어떻게 대응하고(대응 방식), 결과적으로 괴

롭힘 피해를 경험한 말더듬 청소년은 무엇을 경험하는지(괴롭힘 영향)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 중 사례연

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말더듬 청소년의 괴롭힘 현상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축적된 연구가 없는 상황으로 양적연구를 통해 양상을 확인

하기 보다는 질적연구를 통해 양상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말더듬 청소년의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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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괴롭힘을 경험한 말더듬 청소년을 학교나 치료 현장에서 지원하는 선

생님이나 치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

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말더듬 청소년이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2. 말더듬 청소년은 어

떠한 형태의 괴롭힘을 당하는가? 3. 괴롭힘을 당하는 말더듬 청소년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4. 괴롭힘을 당한 말더듬 청소년은 어떠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

Ⅱ. 이론적 배경

1. 괴롭힘에 대한 선행연구

한국에서는 ‘왕따’, ‘이지메’, ‘집단 괴롭힘’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윤

영미, 2007), 왕따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는 불링

(bullying)이 있으며, 이는 힘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적인 행동의 범주

로, 한 청소년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청소년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곽금주, 2008; Olweus, 1993). 한국

에서는 주로 ‘집단 괴롭힘’, ‘집단 따돌림’의 용어로 연구되어 오고 있고, 공통

적으로 한 집단 안에서 다수의 집단성원들이 가해자가 되어 특정인을 소외시

키거나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구본용,

1997; 곽금주, 2008). 본 연구에서는 ‘불링’(bullying)을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Berger(2007)는 괴롭힘을 신체적, 행동적, 언어적, 그리고 관계적/사회적 괴

롭힘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신체적(physical) 괴롭힘은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

는 것을 말하며, 행동적(behavioral) 괴롭힘은 타인에게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

으로 돈을 뺏거나, 숙제를 찢거나 하는 형태를 말한다. 언어적(verbal) 괴롭힘

은 신체적 괴롭힘보다는 더 흔한 형태로 상처주거나 모멸감을 주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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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괴롭힘의 목표가 되는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행하는 것

을 말하며, 흉내 내면서 놀리거나 모욕을 주거나 굴욕감을 주는 형태를 말한

다. 마지막으로 관계적/사회적(relational) 괴롭힘은 또래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이

나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시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괴롭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창시절 괴롭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괴롭힘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Carter & Spencer, 2006; O’Moore &

Hillery, 1989; Ross, 2003).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을 살펴본 김순구 등

(2006)의 질적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집단따돌림 문제를 적

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청소년들이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가해 청

소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친구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긍정적인 모습

을 보였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해결의지가 낮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지체계를

잘 활용하지 못 할 경우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회피나 무기

력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제안하였다.

2. 말더듬과 괴롭힘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말더듬과 괴롭힘에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없지만 언어장애를

지닌 아동의 경우 보다 많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수진 외. 2001; 손정우 외. 2000). 손정우 등(2000)은 청소년 정신과 환자

중 언어발달 및 인지 발달의 지연 등 발달에서의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 외톨

이-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김수진 등(2001)

은 발달성 언어장애를 지닌 아동의 경우 치료가 지연되어 학령기에 이르기까

지 눈에 띄는 장애를 보일 경우 학교적응에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점을 지적

하였다.

국외에서는 장애와 괴롭힘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장애와 괴롭힘의 관련성을 정리한 Oh와 Moss(2012)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괴롭힘은 다양한 힘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데 말더듬을 갖고 있는 장애학

생은 언어적 능력 측면에서 일반 학생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괴롭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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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은 또래 수용과 지지가 낮을 때 사회적으로 좀 더 불안함을

느끼는데(La Greca & Lopez, 1998; Voci et al., 2006), 이러한 불안 특성은

말더듬 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난다. 괴롭힘의 피해와 심리적 불안의 상관이 높다

는 연구결과(예. Roth, Coles, & Heimberg, 2002)를 감안하면 말더듬 학생의

괴롭힘 위험요인은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Manning(2001)은 청소년기는 정서

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더듬과 불안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이 잠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Mulcahy 등(2008)은 말더

듬 청소년이 높은 불안을 갖고 있고 자신의 말더듬으로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

가를 받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갖는 다고 보고하

였다. Conture 등(2006)도 불안과 불안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말더듬 행동을 악

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Messenger등(2004)도 사회적 불안감이 일상생활에

서 나타나는 말더듬의 외현적인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

했다. 따라서 말더듬 청소년이 괴롭힘과 같은 사회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

면 말더듬으로 인해 이미 형성된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

말더듬과 괴롭힘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일부 말더듬 하위집단에게서 괴롭힘을 경험한 말더듬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lood & Blood, 2004; Hugh-Jones & Smith, 1999; Langevin

et al., 1998). Langevin 등(1998)은 말더듬과 놀림/괴롭힘의 관계를 연구하고

자 말더듬의 핵심행동이 말더듬 학생들이 놀림/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인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위해 7-15세 28명의 말더듬 아동을 대상으로 설

문지를 이용하여 질문에 응답하게 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이중 59%가 자신

들의 말더듬 때문에 놀림/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고, 81%는 놀림/괴롭

힘을 당한 것이 화가 난다고 보고하였다. 267명의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Hughes et al., 1999)에서도 말더듬 청소년 중 83%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aniels 등(2012)은 12명의 말더듬 성인

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에 어떠한 학교생활을 경험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질

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말더듬는 사람들의 성격, 학교 맥락 안에서의 정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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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인 경험, 선생님과의 관계, 또래 관계, 말더듬 경험, 학교생활 참여 그리

고 이후 교육경험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

성인이 회상한 학창시절 학교에서의 경험과 말더듬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Blood와 Blood(2004)의 연구에서도 말더듬 청소년이 말을 더듬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에 참여

한 53명의 말더듬 청소년 중 23명(43%)이 괴롭힘을 경험한 반면 말을 더듬지

않는 청소년은 53명 중 6명(6%)에 불과했다. 이들은 괴롭힘과 말더듬 청소년

의 낮은 자존감 그리고 지각된 의사소통 능력 간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확인

하였고, 말더듬 아동이 괴롭힘에 취약하다고 느낄수록 더 높은 불안을 갖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Blood & Blood, 2007). 이 외에도 말더듬 학생에 대한 또래

지각연구에서는 말더듬 학생을 조용하고, 불안하고, 겁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

다고 묘사하였다(Ruscello et al., 1994).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말더듬

청소년의 불안함과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인 면이 괴롭힘의 표적이 되는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괴롭힘의 표적이 되는 대상자

들에 대한 또래지각을 살펴본 인터뷰 연구에 따르면 괴롭힘의 표적이 되는 청

소년들을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Byrne, 1994; Blood & Blood,

2004).

또한 Davis 등(2002)은 사회측정도구(sociometric scale)를 이용하여 일반아

동에게 말더듬 아동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고, 16명의 말더듬 아동과 403명의

같은 반 학생들 간의 또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말더듬 아동은 사회

적으로 거절당한 경험이 더 많고, 또래에 비해 더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며,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았다. Evans 등(2008)은 64명의

10-14세 학생을 대상으로 말더듬 또래 친구에 대한 인식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 또래들은 말더듬으로 인해 말더듬 또래 친구가 놀림을 당할 수도 있

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말더듬으로 인해 말더듬 청소년

이 괴롭힘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적응상의 어려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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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톨이-왕따,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제시하거나, 말더듬 아동과 성인

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말더듬 학생들에 대한

또래 친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말더듬 청소년들이 실

제로 경험한 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본 연구의 목적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말더듬 청소년의 괴롭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

어 있지 않지만, 외국문헌에서 나타난 수치와 말더듬 학생이 지니는 다양한 괴

롭힘의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말더듬 청소년의 상당수가 괴롭힘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현장의 언어치료사들이 이러한

괴롭힘을 경험한 말더듬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이들을 위한 선제적 개

입 및 효과적 치료는 언어치료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말더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괴롭힘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설문지를 통해 말더듬 아동 혹은 청소년이

경험한 괴롭힘에 대해 보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일부 말더듬 아동 혹은 청소

년들이 학창시절 동안 괴롭힘 경험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말

더듬 청소년들을 인터뷰하여 이들의 괴롭힘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한

질적 연구는 미비하다. 말더듬이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의 의사소통 행동의 한

측면이라고 볼 때, 이러한 복잡한 의사소통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실험연

구 설계로만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Damico, 1993; Damico, Simmons, &

Schweitzer, 1995; Goodwin & Duranti, 1992; Tetnowski & Damico, 2001).

왜냐하면 실험설계연구는 실험 설계 시 다양한 의사소통 맥락을 통제하기 때

문에, 실제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성과 복잡성 측면을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Tetnowski & Damico,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 현상에서 말더듬 학생의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

고 이들이 겪는 괴롭힘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고자 질적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특정 사례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갖는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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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수성을 포함하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를 말한다(Stake, 1995).

말더듬 청소년의 괴롭힘 경험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임을 감안

할 때 이들이 괴롭힘 현상을 통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심층적 이

해의 요구는 본 연구주제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청소년들에게 괴롭힘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

인지, 말더듬 청소년들은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을 경험했는지, 이러한 괴롭힘

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의 결과가 말더듬 청소년

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말더듬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말더듬 청소

년들이 표현한 그대로의 기술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말더듬 청소년의 괴롭힘

에 대한 생각과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

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 Patton, 2002)을 사용

하여 말더듬 청소년을 모집하였다. 우선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서울시내 언어

치료실에서 말더듬 치료를 받고 있는 말더듬 청소년 중 다음의 선정기준에 적

합한 말더듬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파라다이스-유창성 검사 Ⅱ (P-FA-Ⅱ)」 (심현섭․신문자․이은주, 2010)

를 통해 말더듬으로 진단을 받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며, 2) 시

각적, 청각적, 신체적, 정서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3) 다른 동반장애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따라 총 8명의 청소년(7명 남자,

1명 여자)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표 1>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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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역 면담 질문의 예

시하였다.

<표 1> 면담자 정보

기호 말더듬 청소년 연령(세;개월) 성별 말더듬 중증도
A 말더듬 청소년 1 15;11 남 심함

B 말더듬 청소년 2 12;7 여 심함

C 말더듬 청소년 3 13;00 남 심함

D 말더듬 청소년 4 17;2 남 중간-심함

E 말더듬 청소년 5 14;3 남 심함

F 말더듬 청소년 6 17;00 남 심함

G 말더듬 청소년 7 14:00 남 중간-심함

H 말더듬 청소년 8 18;1 남 심함

2. 면담자료 개발

본 연구에 앞서 말더듬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행연구들(Langevin et al., 1998; Hugh-Jones et al., 1999)을 바탕으

로 개방형 면담질문을 개발하였다. 말더듬 치료 경험이 10년 이상 된 1급 언어

치료사 2명에게 질문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질문의 내용이 모호하고, 반

복적이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연구와 관련 있는 질문들은 보완하여 반

영하였다. 한 명의 청소년과 면담을 한 후에 질문 내용을 보완하여 면담 진행

방식에 대해 연구자들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

는 면담 질문의 신뢰도와 명료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Klompas &

Ross, 2004; Maxwell, 2005).

<표 2> 말더듬 청소년에게 제공된 개방형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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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원인에
대한 지각

•ooo은/는 말더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ooo은/는 학교에서 말더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ooo은/는 지난 일 년 동안 학교에서 말더듬 때문에 얼마나 자주 괴
롭힘을 경험했어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ooo이/가 생각할 때, 친구들이 왜 괴롭히는 것 같아요?
•ooo은/는 친구들이 괴롭히는 이유가 말더듬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괴롭힘의
유형

•학교에서 말더듬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할 때, 괴롭히는 학생들이 ooo
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괴롭혔어요?
•ooo은/는 친구들이 주로 어떻게 괴롭혔는지, 선생님께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괴롭힘의
대처방안

•ooo은/는 친구들이 말더듬으로 괴롭혔을 때, 어떻게 대처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ooo의 마음은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괴롭힘으로
인해 겪는 정서

•학교에서 말더듬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학교에서 말더듬 말고 다른 것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기분이 어땠
어요?

기타

•ooo은/는 말더듬 말고, 다른 것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 학교에서 말더듬 이외의 다른 일로 인해 괴롭힘을
당했어요?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가)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 청소년의 괴롭힘에 대한 생각과 경험에 대해 이해하

기 위해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면담 참여자들이 의

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면담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실제 심층면

담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내외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적인 이야기들

을 먼저 시작하고,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토대로 질문을 하였다. 말더듬 청

소년이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괴롭힘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을 하도록,

괴롭힘에 대한 정의(Langevin, 1996, 부록 1)를 적은 유인물을 보여준 뒤, 말

더듬 청소년이 면담 주제를 이해했다고 말하였을 때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

에 사용된 질문의 예시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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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바꾸거나 보완하였으며, 질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면담과정은 말더듬 청소년의 동의를 받고 녹음

하였다. 모든 전사는 제 1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면담내용은 A4용지로 총 45

페이지 분량이었다(글자크기 10, 줄 간격 2.0).

각 주제에 따라 괴롭힘을 유발하는 원인을 알기 위해 ‘너의 말더듬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들이 왜 괴롭히는 것 같아요?’ 등과 같은 질문을

하였고, 말더듬 청소년이 경험한 괴롭힘의 유형을 알기 위하여 ‘친구들이 어떻

게 괴롭혔어?’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

해 ‘친구들이 주로 어떻게 놀렸는지 혹은 괴롭혔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혔을 때 어떻게 대처했어?’ 등과 같은 질문을 하였고,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학교에서 말더듬 때문에 놀림이

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학교에서 말더듬 말고 다른 것으로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등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Miles & Huberman(1994)의 질적자료분석 방

법에 토대를 두었다. 우선 수집된 자료를 모두 전사한 후 세 명이 읽기를 시작

하였다. 1차 읽기 과정에서는 말더듬 청소년이 괴롭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차 읽기에서는 괴롭힘

을 유발하는 원인, 괴롭힘의 형태, 괴롭힘에 대한 정서적 반응, 괴롭힘에 대처

하는 전략, 이렇게 네 가지 주제별로 면담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3차 읽

기에서는 각 주제별로 정리된 면담내용자료로부터 코드를 도출하였다. 4차 읽

기에서는 코드를 범주화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유사한 코드들은 함께 묶고 여

기에 상위코드를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5차 읽기에서는 다시 전사 자료를 읽

으며 범주화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모든 말더듬

청소년과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는 데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말더듬 청소년이 갖고 있는 괴롭힘과 관련된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 신뢰도

본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서 선행연구(Corcoran & Stewart, 1998; Cres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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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Plexico et al., 2005; Daniels et al., 2012)에서 사용한 절차를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인터뷰의 내용은 인터뷰 진행자와 면담자

의 진술을 모두 포함하여 전사하였다 (McLellan, Macqueen, & Neidig, 2003).

둘째, 데이터에 대한 하나 이상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을 사용하였고, 세 명의 리뷰어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리뷰어는 언어치료를 5년 이상 한 경험이 있는 언어치료사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리뷰어는 10년 이상 말더듬 치료 경력이 있는 언어치료사였다. 모든 리뷰

어들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주요주제들(major themes)과 하위

주제(sub-themes)에 대해 구두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셋째, 신뢰도는 확인면담

(member-checking)을 통해 실시하였다(Creswell, 1998; Maxwell, 2005). 확인

면담은 말더듬 질적연구에서 신뢰도를 구하는데 사용되어 왔는데(예. 김승미·

이은주, 2013; Corcoran & Stewart, 1998; Plexico et al., 2005), 이 방법은 연

구자가 면담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면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정교화하고, 명

료화하게 하는 방법이다. 면담이 끝난 후 2인의 면담자에게 면담내용이 전사된

파일과, 생성된 주제, 그리고 각 주제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사 자료의

예를 보여주었고, 해석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그 결과, 면담자들은

그들의 경험내용이 주제에 잘 반영이 되었으며 왜곡된 내용이나 추가할 내용

이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Ⅳ. 연구 결과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네 개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괴롭힘을

유발하는 요인, 2) 괴롭힘의 유형, 3) 괴롭힘의 대처방법, 4) 괴롭힘의 피해 결

과. [그림 1]은 말더듬 청소년의 반응을 토대로 도출된 주제를 제시하였다.

1. 주제 1: 괴롭힘의 유발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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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는 말더듬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괴롭힘을 유발하는 요

인을 제시하였는데, 8명의 말더듬 청소년 중 한 명의 말더듬 청소년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꺼려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경험을 생

각할 때마다 괴롭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말더듬 청소년의 진술문을 토

대로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핵심요인은 참여자의 능력과 관계의 취약성으로

인한 ‘힘의 불균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힘은 언어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취약성으로 드러났다.

[그림 1] 말더듬 청소년의 반응으로부터 도출된 주요주제와 하위주제

가) 언어적 능력의 취약성: 말더듬의 행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모든 말더듬 청소년이 괴롭힘의 가장 큰 요인을 자신들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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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말더듬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말더듬에 대해서

“말더듬은 말을 중간에 벅벅벅 이렇게 하고…이런 바보 같은 것... (A, p. 1)”

이라고 이야기하였고, “말더듬을 감추고 싶고, 신경이 쓰이고, 두렵고, 남의 시

선을 의식하게 된다(B, p. 11)” 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말더듬으로 인

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말더듬은 치료하고 싶은 것…(말더듬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A, 
p. 1)
그냥, 자기랑 말하는게 다르니까 (C, p.15)
얘는 말더듬이 있구나해서,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와는 다른면? 
그런게 있어가지고요, … 약간 좀 차이가 나서 그런데서 놀림을 하는 것 같
아. (D, p.20) 

또한 한 말더듬 청소년은 수업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어도 답

변을 하려는 단어의 시작이 자신이 주로 더듬는 단어라서 대답하는 것을 회피

하거나 모른다고 대답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타인의 반응과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어, 그러니까 아는데 모른다 하니까 한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선생님들이 모를 것 같은 건 안 물어보잖아요.…웬만
하면, 공부 못하는 그런데, (말더듬 때문에 대답을 못하니까) 쪽 팔리잖아요. 
(H, p. 36)

말더듬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수업시간, 선생님과의 대화, 친구들과 이야기

를 나눌 때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음음. 그럼 농구에서처럼

친구들이랑 말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 좀…아. 일상생활 같은 거

할 때 할 말이. (F, p. 28)”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만약에, 질문을 선생님이 했어요. 답을 답을 아는데,

어, 발음하기 어려워서, 단어라던가, 숫자, 뭐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있죠.

(H, p. 35 )” 라고 하면서 말더듬 때문에 대화상황을 회피하게 된다고 설명하

였다. 이처럼 말더듬으로 인한 언어적 능력의 취약성 때문에 괴롭힘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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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 정서적 능력의 취약성: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태도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 청소년 중 세 명은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태도가 괴

롭힘을 유발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자신들의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자신

감이 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놀림을 받은 이유) 100프로 중에서 곤란한 이유가 곤란한 게 90프로였고, 
또 저의 성격이 그런 게 5프로였고 말더듬이 5프로였고…(A, p. 8)
제가 소심한 편이에요. (E, p. 9) 
두려워요… 친구들이 놀릴까봐요. (B, p.11)  

면담에 참여한 말더듬 청소년들은 내성적인 성격이 놀리는 친구들에게 자신

들이 쉽게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소극적이

고 자신 없는 태도를 괴롭힘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 주제 2: 괴롭힘의 유형

괴롭힘은 주로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괴롭힘으로 나뉘는데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 청소년들은 지배적으로 언어적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래 친구들이 말더듬 청소년들의 말더듬는 것을 따라 하거나 말더듬는 행

동을 말로서 비웃는 언어적 놀림의 형태였는데, 주로 조롱형 괴롭힘과 욕설형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 조롱형 괴롭힘

또래 친구들은 주로 말로서 말더듬는 행동을 비웃거나 말더듬는 것을 따라

하는 등의 조롱하는 괴롭힘의 형태를 보였다. 면담에 참여한 한 말더듬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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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그냥, 뭐, 그 말더듬는 거 따라 …… (E, p. 24)”라고 하면서 친구들

이 자신이 말더듬는 것을 따라 말하는 형식으로 놀린다고 이야기하였다

유독은 아니고 유독은 아니고 몇 명이서 몇 명이서 몇 명이서 했죠. 그냥 잘 
얘기할 때  말 아아아 이렇게 웃었고   …(A, p. 6)
(말로) 놀리고, 때리고 가요. 이유 없이. (B, p. 12)
어떤 애가 ‘쟤 왜 저렇게 입을 떠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몇몇 애들이 
‘너 왜 이렇게 입을 떠니?’, ‘그러니까 떠니’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뭐 말 
말이 딸리니? 말발이 딸리니?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기도 했었고요.(D,  p. 
20) 

나) 욕설형 괴롭힘

본 연구에 참여한 한 말더듬 청소년은 면담과정에서 자신이 언어폭력을 많

이 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을 표출하였다.

또, 어 저 아직 좀 좀 아까 말했듯이 언어, 말더듬는다고 또 말더듬는 사람
들한테 쓰는 그 욕이 있잖아요, 언어장애다 그런 말들 그런 말들 저한테도 
쓰고 또 비웃고 … 네, 저는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 거의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맞지는 않았는데 언어폭력을 좀 많이 당했죠. 제가…(A, p. 7)

이처럼 말더듬 청소년은 말로서 놀리고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언어

폭력을 당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강하게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였다.

3. 주제 3: 괴롭힘의 대처방법: 의존-수동적 대처

일반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대처방식은 적극적(active), 보복적(retaliative),

수동적(passive) 대처로 구분되는데 말더듬 청소년들의 경우 수동적 대처를 주

로 사용하였다. 또한 적극적 대처는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assertive)과 도움을

추구하는(seeking support) 형태로 구분되는데 말더듬 청소년의 경우 도움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의존형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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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직면하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려는 성향도 많이 보였다.

가) 도움추구

말더듬 청소년들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우선 친구들에게 말로 놀리지 말라

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말로 해도 놀림 현상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 주로 학교에서는 선생

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말더듬 청소년 중 네

명은 선생님께 직접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괴롭힘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한

말더듬 청소년은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친구들의 괴롭힘이 없어지지

않아 장평에 있는 학교를 떠나 결국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들의 놀림에 대해) 저요?  들었죠. 근데 굉장히 더 놀리니까 제가 안절  
부절 못하고 애기처럼 선생님한테 고자질 하니까 애들이 더 재밌어가지고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하니까 듣고만 있었어요. (A, p.7) 
네, 편 말로는 안되니까, 좀 편지로 좀 한 적이 많았어요. 편지로, 그, 어, 이
거, 뭐, 이제 그 교육부 교육부장님께, 말로 전달하면 또 놀릴게 분명 하니
까 편지로 좀 했죠, 그때 그 그래도 놀림이 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래서 더 스트레스 받다가 미국유학 가면서 장평 장평을 떠났죠. (A, p. 8)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었어요. (D, p. 23)

나) 수동적 대응

또한 선생님께 직접 말을 드리기 어려울 경우, 편지를 이용하여 도움을 요

청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자신들 또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한명의 말더듬 청소년의 경우 친구들의 괴롭힘에

말싸움으로 대처했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자신이 욕을 하거나 말싸움을 할 때

는 말더듬이 나타나지 않아 좀 더 자신 있게 대처하는 방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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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첨에 계속 좀 약간 좀 화난 반응을 보이니까요 애들이 그거에 재미
를 맛 들려가지고 더 심하게 해서요. 나중에는 결국 애들도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같이…놀기도 뭐 그렇게 해도 별로 큰 차이는 없더라구요…계속해
서 놀리거나 괴롭히거나 (D, p. 22-23) 
싸움을 한다 치면은요, 처음에 막, 말싸움을 하잖아요. 말, 말소재로 얘기하
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죠. 원래 말싸움 할 때, 안 더듬잖아요. 그땐 안 더
듬어서, 싸움 중에는 욕할 때, 안 더듬어서…(H, p. 40) 

다) 회피

대부분의 말더듬 청소년은 친구들의 놀림을 무시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형태로 대처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냥 들었죠. (A, p. 8)
저는요? 그냥 뭐 이렇다고, 무시하고. (C, p.16)
전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지 말라고 했거나 아니면 무시했거나. (E, p. 25)

4. 주제 4: 괴롭힘의 피해결과

마지막으로 도출된 주제는 말더듬 청소년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느꼈던 감

정 영역이다. 말더듬 청소년들을 면담한 결과 말더듬 청소년들은 괴롭힘으로

인해 불안과, 분노,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었다. 면담에 참

여한 대부분의 말더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경험한 괴롭힘이 자신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가) 불안함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 청소년들은 말더듬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괴롭힘이 더 심해지지 않을 가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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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음주에 학교가니까 내가 또 그런거 그런거 당하지 않을지 불안함도 
있고 (A, p.10) 
약간 좀 음 좀 음 기분이 상하기보다는 아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구요, 약간 좀 염려가 되는 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이걸로(말
더듬) 그러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로 꼬리가 잡혀서 더 놀림이 심해지지 
않을까. …(중략)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더듬으로 시작을 해서 그 상
황이 더 악화될까봐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D, p. 21)

나) 분노

면담에 참여한 말더듬 청소년 중 한명은 친구들의 괴롭힘이 자신을 화나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 청소년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솔

직하게 대답해 주었는데, “마음속으로요? 진짜 솔직히 아 제가 때리고 싶었죠.

제가 힘만 강하면 진짜 때리고 싶어 때리고 싶었죠. 때리고 싶었죠.(A, p. 5)”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놀리는 친구를 때리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자신들이 많

이 참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친구들이 놀리는 것이) 빡치죠. 화가나죠.(중략)…  (H, p. 40)
어디까지, 너무 받아주면 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화를 내죠. (H, 42)
말한 친구를 때리고 싶어요.…(중략) 때릴 수는 있지만 위험하고 큰일 나기 
때문에...(C, p. 16) 
그때 폭력을 행사할까 하다가, 음, 어, 걔네들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오히려 
사 사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더 얕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았죠. 그냥.” (D, p. 22)

여기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말더듬 청소년들의 속마음은 괴롭힘에

대한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놀리고 괴롭힌 친구들

을 때리고 싶다고 말을 하였지만 외부적으로는 공격적인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 자아존중감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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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 청소년들은 괴롭힘을 당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고,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어, 좀 마음이 상했구요. 그리고 어, 저의 자존심이 깎이는 느낌도 받기도 
했었어요. (D, p. 22)
근데, 그게, (화가) 많이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면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
죠. 그러면. (F, p. 31) 

이처럼 말더듬 청소년들이 괴롭힘으로 인해 겪는 주된 정서는 주로 괴롭힘

이 더 심해질 것에 대한 불안과 자신들이 괴롭힘을 받는 다는 사실에 대한 분

노, 그리고 괴롭힘의 결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논 의

연구에 참여한 8명의 말더듬 청소년 모두는 자신들의 말더듬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갖

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더듬 청소년들은 개인의 능력과 관계의 취약성으로 괴롭힘을 당하

는 것으로 보여, 말더듬의 행동적 특성, 그리고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

가 괴롭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가 남

과 다름에 대해 민감한 시기이며 외부적으로 보이는 차이가 괴롭히게 하는 원

인(Olweus, 1993)이 된다는 점과 학교라는 공간이 주된 생활공간임을 고려할

때, 말더듬의 행동 특성이 또래 친구에 의해 쉽게 발견될 수 있고, 이러한 특

성으로 인해 괴롭힘의 대상(target)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래 지지와 네

트워크 부족, 그리고 말더듬 학생들의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태도가 괴롭힘을

유발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말더듬 청소년들이 받은 괴롭힘의 형태는 신체적, 관계적(사회적)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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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힘보다는 언어적 괴롭힘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

여한 말더듬 청소년 모두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이들이 경험

한 언어적 괴롭힘은 주로 말로서 이들의 말더듬을 놀리거나 비웃는 것으로 말

더듬 청소년에게는 언어폭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말더듬 청소년들이 언

어가 취약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괴롭힘의 가해자들이 말더듬

청소년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언어적으로 괴롭힘을 의미한다. 다시 말

해, 가해학생은 말더듬 학생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상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예상하고 괴롭힘으로써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

럼 말로써 괴롭히는 형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자주 관찰된다고 한다

(Benbenishty & Astor, 2005). 따라서 일반학생의 말더듬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언어적 괴롭힘의 비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셋째, 말더듬 청소년들은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이 미비해보였다. 이들이 보이는 괴롭힘에 대한 대처 전략의 형

태는 주로 선생님에게 도움을 추구하거나 혹은 말로하지 말라고 하거나 수동

적인 자세로 친구들의 놀림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면담에 참여한 A군

의 경우 괴롭힘이 심해지자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구들의 괴롭

힘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되어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사례를

볼 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을 제안한다.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하게 되면 가해

자들을 피하거나 휴학을 하는 등의 체념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자기 지지체계

를 잘 활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상황에 맞섬으로써 문제를 해결

한다(김순구· 이미련, 2006).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한 학생들의

경우 친구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따돌림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서 적극적인 문제해결 자세가 중요함

을 보여준다. 따라서 말더듬 청소년에게 수동적인 자세로 친구들의 괴롭힘에

대응하는 것은 결코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아님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말더듬 청소년이 괴롭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있도록 괴롭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 또래에게 도움을 추구하는 방법 등을 교수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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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말더듬 청소년들은 괴롭힘의 피해결과로 불안과 분노가 증가하며 자

아존중감이 저하되는 등의 정서적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에 대

한 말더듬 청소년들의 정서는 괴롭힘이 더 심해질 것에 대한 불안함과 자존심

에 상처를 입어 수치스럽고 화가 난다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아, 말더듬 청

소년들에게 괴롭힘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가 많아보였다. 또한 학교에서 선생

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구들의 괴롭힘은 줄어들지 않아 유학을 떠난 A 군

의 사례를 볼 때,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말더듬

학생의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은 위협적인 상황을 지각했을

때 나타나는 혐오적인 정서와 동기 상태로(Eysenck, Derekshan, Santos, &

Calvo, 2007), 말더듬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

에(Janssen, 1994; Menzies, Onslow, & Packman, 1999), 이러한 불안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심리지원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점은 말더듬 청소년들의 속마음

은 자신들이 실제 친구들에게 보여준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는데, 분노

가 내재되어 있었고,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는 점이다. 따라서 괴롭힘으로 인한 결과로 말더듬 청소년이 겪는 정서적 충격

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말더듬 청소년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서 불안과 분

노에 대한 반응을 처리하고,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Oh & Moss, 2012).

본 연구는 말더듬 청소년의 괴롭힘에 대한 경험을 질적 사례 연구라는 방법

을 통해 말더듬 청소년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언어장애가 있을 경우 적응상의 어려움(예. 외톨이 혹은 왕따)을 경

험할 수 있음을 제시하거나 말더듬 청소년들은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는데 그쳐 실제 이들이 경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말더듬 청소년을 학교나 치료

현장에서 지원하는 선생님이나 치료사들에게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말더듬 청소년들이 언어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의 취약성으로 괴롭힘

을 당한다는 결과는 이들이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여 힘의 불균형을 만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선 임상현장에서 언어치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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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 청소년을 치료할 때 또래 친구들에게 말더듬의 행동 특성이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의 말속도를 조절 하는 등의 말더듬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를 통해

자신의 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치료 방향을 설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말더듬 청소년들이 이미 또래친구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혹은 앞으로 경

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래중재와 또래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말더듬

학생들의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의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말더듬 학생들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수동적이거나 회피하

는 반응을 주로 보였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 가해자가 괴롭힘을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언어치료사는 괴롭힘을

당한 말더듬 청소년을 치료하게 되었을 때,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

야 할지를 치료 학생과 논의해 나가면서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말더듬 학생의 언어치료를 통해 언어적 능력을 회복시켜 힘의 불균

형을 역전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치료

와 동시에 비장애 학생들에게 장애학생 이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말더듬 학생

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주변 학생들이 말더듬 학생을 보호하는 주변인

(bystander)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접근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

애학생의 괴롭힘 문제는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주변인의 역량

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Oh & Moss, 2012).

둘째, 자신의 취약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말더듬 청소년은 괴롭힘으로 인해 보다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자존감

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말더듬의 언어 장애가 단기간에 회복되

기 힘든 점을 감안할 때 말더듬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는 비장애 피해

학생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학교선생님이나 언어치료사가 제공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 청소년의 경우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교폭

력문제에 대해 스스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대처행동을 보이기

때문에(류영숙, 2012), 말더듬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을 높이는 데 학교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의 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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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또래의 도움을 통해 괴롭힘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

에(고경은, 2014) 말더듬 학생을 도와주는 또래 멘토나 또래 상담자를 활용한

접근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넷째, 말더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의 도움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말더듬 청소년들의 괴롭힘 여부를 파악하고 괴

롭힘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말더듬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실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서 본 연

구를 통해 말더듬으로 인한 문제는 말더듬는 대상자 혼자만의 고통이 아닌 가

족과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말더듬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려면 말더듬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학교, 사회체제 내에서 통합

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지원체제에는 말더듬 대상자, 가족, 사회구성

원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말더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국가 차원의 정

책을 통해 말더듬는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일반인들과 학교 선생님, 말더

듬 가족 등 주변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면 말더듬는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

으로 적절한 치료를 찾을 수 있게 되며 말더듬의 감소와 함께 사회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말더듬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말더듬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청소년기에 경험한 언어적 괴롭

힘의 결과가 말더듬 청소년의 대학교생활과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에 어

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청

소년기의 괴롭힘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이나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lood & Blood, 2004; Gabarino & DeLara, 2002;

Garett, 2003; Geffner, Loring, & Young, 2001; Olweus, 1993; Rigby, 1997;

Thompson, Arora, & Sharp, 2002).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 청소년 중

4명은 중학생 그리고 4명은 고등학생으로 연령의 범위가 넓다. 나이에 따라서

괴롭힘에 대해서 지각하고 대처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해야 함을 제안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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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괴롭힘을 경험한 말더듬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은 말더듬 청소년을 연구에 포함시켜 이들의 특성과 괴

롭힘을 경험한 말더듬 청소년의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넷째, 말더듬 관련 변인(치료경험, 지속기간 등)에 따른 통제를 하지 않아

본 연구에 참여한 말더듬 청소년들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제한을 두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괴롭힘에 대한 부모와 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

구가 진행된다면 말더듬 학생의 괴롭힘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보

다 종합적은 개입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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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괴롭힘에 대한 정의

놀림/괴롭힘에 대한 정의. 학생들은 때때로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기분 나
쁘게 만들곤 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때리거나 그 학생 주변을 에워싸서 밀기도 합
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놀리거나 비열하게 말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행사합니다.
괴롭힘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힘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당신에게 무엇을 하
라고 이야기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것은 당신의 보스가 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명의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 이상한 싸움을 하거나 다툼이 일어날 때는 괴롭힘은 아닙니다. 놀림도
괴롭힘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놀림이 웃기고 괜찮고 당신을 화
나게 하지 않는다면…그렇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놀림은 괴롭힘이
아닙니다. 놀림이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기분을 나쁘거나 슬프게 한다면 그것은 괴롭
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놀림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당신을 슬프
게, 속상하게 혹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류의 괴롭힘을 말합니다.

출처: Definition, items, and scales in the experimental teasing, bullying questionnaire for children
who stutter (Langevi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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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Exploring

Bullying Experiences of Adolescents Who Stutter

Hyumkyung, Lee (Jeju Choonkang Rehabilitation Hospital, Ewha

Womans University)

Soobok, Lee (Woosong University)

Hyunsub, Sim (Ewha Womans University)

Insoo, Oh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qualitatively explored bullying experiences of adolescents who

stutter(AWS).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nts talked about their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bullying. Four major themes were emerged from this study.

Individual ability and vulnerability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re major

factors causing bullying in AWS. The verbal bullying was the most common

type of bullying AWS experienced in school. Furthermore, they have few

coping strategies to deal with bullying. As a result, they have experienced

negative emotional attitudes by being bullied. Results suggest that AWS are

more likely to be a target for bullying because of their stuttering, thereby

experiencing negative emotions. Thus, school teachers, as well as speech

language therapists(SLP) ne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stuttering and to

identify risk factors which AWS have in terms of school bullying. SLP

needs to consider those factors when developing stuttering therapy plans for

AWS.

Key words: Adolescents who stutter(AWS), Bullying,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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