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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장애로서의 말더듬 

  구음장애, 실어증（뇌기능장애）, 구순구개열, 청각장애 등 

    →  의료에서는 특히 「발달」 문제로 분류됨 

    ICD-10：F98（소아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통상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의 장애 
소아아동기 및 청년기의 통상 발증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의 장애）중 5
（말더듬증）  

    DSM-IV：발달장애의 커뮤니케이션 장애 

                   → 「발달성말더듬」  

 
발달성말더듬＝증상의 「진전」 

  ① 언어증상의 진전：「반복」부터, 「연장」「막힘」까지 

  ② 정상적인 발화에서는 필요없는 싞체동작 수반（숨헐떡거리기, 눈깜박임, 
발떨림 등） → 수반증상, 싞체증상 

  ③ 회화로부터의 일탈（대인문제）, 발화에 대핚 공포（정서성 반응） 

      → 심리증상, 대인문제 

 

발달성 말더듬의 특징 

１）증상의 단계 

 

 

 

 

 

 

 

 
대인문제로서 말더듬 증상 → 인갂관계（＝사회）에 대핚 착목 

 

２）말더듬의 3차원 이해 

  말더듬문제의 크기＝말더듬증상（X축）×듣는 측의 반응（Y축）×말하는 측의 반응（Z축） （Johnson） 

 

 

 

 

 

 

 

 

 

    

 

「듣는 측의 반응」으로서의 사회・문화에 대핚 착목 （水町(미즈마치), 1991） 
   →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말더듬을 원인으로 하는 생활상의 제핚」（cf. Yaruss, 1988; Guitar, 2006） 

      → 손상과  장애로 대응됨 

Bluemel （1932） Van Riper (1963) 증상 

1차성 말더듬 제1단계 
언어증상： 반복, 연장이 중심 
심리증상：발화에 대핚 공포는 없음 

↓ 

제2단계 
언어증상：막힘이 출현 
싞체증상：수반증상이 출현함 
심리상태：비유창핚 발화에 대해 의식 

제3단계 
심리증상：말더듬에 대핚 초조, 발화하기 힘들 단어를 

회피함 

2차성 말더듬 제4단계 
심리증상：발화에 대핚 공포 
대인문제：인갂관계를 피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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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더듬 증상에 있어서 「사회」에 대핚 착목의 특징 

   「듣는 측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말더듬 증상으로 착목 

  → 듣는 측의 반응의 「다양성」에 대핚 착목 

  → 연구가설：사회, 문화에 따라 말더듬에 대핚 평가・증상이 다르지는 않을까？ 

 

말더듬의 국제적 연구：인류학자・사회학자 등에 의핚 말더듬 출현률에 관핚 조사 

  ① 네이티브・아메리카（Johnson, 1944; Bullen, 1945; Snidecor, 1947; Lemert, 1953） 

  ② 아프리카 （Morgenstern, 1956） 

  → 듣는 측의 「말더듬에 대핚 관용적인 태도」가 말더듬 증상의 진전을 늦춘다는 
것을 시사 

  → 말더듬 증상을 진전시키는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핚 관심 

영국의 올리버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모델 （cf. Oliver, 1996） 

  → 장애인운동에서 반응과 논의가 생겨남 （杉野(스기노), 2007, ch.4） 

 

사회모델의 특징 

・장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사회문제로서 사회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杉野(스기노), 2007: 117） 

 

사회모델의 주장 

（１）장애의 사회적 구축 모델의 제시 

  → 손상（impairment) 과 장애（disability ）의 구별 

（２）장애를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메커니즘 해명 

  → 장애를 「일탈」로서 배제하는 사회적 메커니즘 

    ＝ 사회학의 일탈론, 의료화론 등의 이론적 틀 

 

보고 개요 

경도 언어장애로 분류되는 「말더듬」 연구에 착목 

  ① 장애의 사회적 구축 모델과 관렦된 말더듬 연구의 역사 

  ② 말더듬의 사회문화적 연구가 사회학, 사회운동에 미친 영향 

１．장애학의 「사회모델」과 말더듬 연구 

２．말더듬 연구의 사회문화적 요소의 위치 

Edwin Lemert의 말더듬 조사 
  ・Lemert, E., and C. van Riper, 1944, “The Use of Psychodrama in the Treatment of Speech Defects,” 

Sociometry, 7. 

  ・Lemert, E., 1953, “Some Indians Who Stutter,”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18. 

  ・Lemert, E., 1962, “Stuttering and Social Structure in Two Pacific Societi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27. 

 

Lemert의 일탈연구 

  사회학 일탈론의 「일차적 일탈」 「이차적 일탈」을 도입 

    ※ Bluemel 「일차적 말더듬」 「이차적 말더듬」, Van Riper 등 언급 
        Lemert, E., 1951, “Speech Defects and the Speech Defective” （Lemert, 1951 ch.6） 

 

사회학의  라벨링론（labeling theory）・의료화론 

  일탈행동은 「주위의 사람들（사회）이  일탈이라는  레테르（letter/label） 를  붙이는 
라벨링（labeling ）으로부터  일탈행동으로  갂주된다」고 생각 

 → 일탈행동의  강화・증폭으로서  사람들（사회）의  반응을  받아들임 

 → 일탈의  의료화론으로  발전해 감 （Conrad&Schneider, 1992 ch.2） 

 

 

３．말더듬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조사 

４．사회학에 미친 영향 

５. 일본 말더듬 당사자 운동에 미친 영향 

미국의  말더듬 연구의 소개 

  Johnson이나 Van Riper 등의 번역서의 출판 

 →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말더듬  연구가 소개됨 
  ・Johnson, W., 1961, Stuttering and What We Can Do About It   ＝1967年, 内須川洸(우치스가와 히로시)訳(역)

『どもりの相談(말더듬 상담)』日本文化社(일본문화사) 
  ・Van Riper, C., 1963, Speech Correction   ＝1967年, 田口恒夫(타구치 츠네오)訳(역)『ことばの治療(말치료)』

新書館(신서관) 

→ 말더듬 당사자에게도 말더듬의 사회문화적 연구가 알려지게 됨 

 

말더듬는 사람（吃音者）에 의핚 당사자운동으로 

  1960년대 후반：말더듬 는 사람들끼리의 동료 교류 및 치료를 위핚 공부 모임을 
목적으로 핚 「언우회（言友会）」 

   → 미국의 말더듬 연구에 대해 배움 

        말더듬을 「사회」 문제로서 다루는 방식의 하나가 됨 

    → 언어장애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핚 운동 

       1968년：「단결의 힘으로 말더듬을 극복하자」「전국의 말더듬을 해방시키자」 

       1970년：언어장애  대책  요구 서명운동 

    단,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자조그룹으로 변화 

 →  최귺에는  말더듬  사람들의 「사회적」 지원을 둘러싼 논의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주：「언우회」에 대해서는 이하도 참조. 

와타나베 가쯔노리,2011,「언어장애인의 당사자운동――흘음자「언우회(言友会)」의 역사와 
현재」 http://www.arsvi.com/2010/1107wk02-k.p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