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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의사소통 훈련이 자폐학생의 자해 

 공격  행동에 미치는 효과

원종례
(한국재활복지 학 재활복지과)

원종례. 기능  의사소통 훈련이 자폐학생의 자해  공격  행동에 미치는 효과. 언어청각장애

연구, 2002, 제7권, 제3호, 252-272. 본 연구는 학업 인 과제수행요구를 피하기 해, 

는 선호하는 물건이나 상황을 얻기 하여 자해  공격 인 행동을 보이는 자폐학생에게 

의사소통행동을 증가시키고, 부 한 자해  공격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 으로 기

능  의사소통 훈련 로그램을 구안하고, 이를 용해 으로써 의사소통행동 증가와 자해 

 공격  행동 감소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그 효과가 유지되는가를 알아보고자 실시

하 다. 연구 상은 H 정서장애특수학교 등부 자폐학생 3명이며, 상자 간 다기 선 

설계를 사용하여 주 3회(14-24회기)에 30분씩 상황에 맞는 요구하기와 회피  거부하기의 

기능  의사소통 훈련 재를 실시하 다. 재를 실시한 결과 자폐학생의 의사소통행동이 

증가되었고, 자해  공격  행동이 감소되었으며 재 종료 6주 후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능  의사소통 훈련으로 자폐아동이 학업 인 과제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요구

를 표 하는 기능  의사소통행동이 수업상황에서 나타내는 자해  공격  행동을 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바람직한 행동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정서장애학교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

제행동의 재를 한 하나의 실제 인 교수방법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핵심어: 기능  의사소통 훈련, 자해행동, 공격행동, 교수방법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자해행동, 상동행동, 괴 이거나 공격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은 자폐학생 자신과 동

료학생들의 새로운 기술의 학습을 어렵게 하며, 그로 인해 다양한 환경에서 타인과의 정

인 상호작용을 방해한다. 문제행동이 자폐학생에 한 분리교육  졸업 후 시설수용의 주된 

이유가 되기 때문에(Carr & Durand, 1985), 문제행동의 재는 특수교육의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해  공격  행동은 정상 인 사회  계의 발달이나 학습을 방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재산을 괴할 뿐만 아니라, 상해도 입힐 수 있는 행동이므로 우선 이고 즉

각 인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한다. Carr, Newsom & Binkoff (1980)는 강도와 빈도가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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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격  행동은 정상 인 가족 기능을 방해하고, 학교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런 

문제행동을 지닌 많은 학생들이 사회의 주류에서 제외되고 시설에 수용된다고 하 다.

자폐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감소시키기 한 교육  근들은 많은 변화를 거치

면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 기 문제행동 연구에 기여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자극-반

응 계의 분석을 통해 효과 인 재 략 즉, 통 인 행동수정 략을 통해 심각한 문제

행동을 치료할 수 있으며, 도 자폐학생들에게도 의미있는 새로운 기술을 학습시킬 수 있음

을 증명하 다. 부분의 문제 행동에 한 과거 연구는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을 두어 왔으며(Iwata et al., 1994), 그 행동의 발생빈도를 이는 방법으로는 후속 인 오

 자극, 과다교정, 타임아웃, 상반행동 차별강화 등과 같은 략을 사용하 다(Meyer & 

Evans, 1989). 이러한 재들은 문제행동을 신속히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문제행동의 의도를 

제거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이 일시 으로 어들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반복된다. 이는 

교사-학생 간에 부정 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제거방법이  오 으로 발 하게 되

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윤리 인 문제를 일으키며, 목표행동 이외의 다른 부 한 행

동이 나타나거나 재 효과의 일반화  유지가 어렵다는 비 을 받았다(Eason, White & 

Newsom, 1982; Meyer & Evans, 1989).

오자극 사용에 한 효과 ․윤리  측면의 비 들과 생태학 으로 타당하고 정상화

된 환경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동 리 차를 고안해야 한다는 논의와 “자신과 타인

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가진 아동의 경우, 그 행동을 다루기 해서는 정 인 행동

재  지원 략을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 한 IDEA 법 제정 등이 문제행동의 비 오

인 새로운 근을 이끌게 되었다. 비 오  행동 재는 행동 자체의 감소에 을 두지 

않고,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유지시키는 원인에 한 이해와 응행동의 개발과 진, 그리고 

그를 한 정 인 차의 사용을 강조하 다. 기존의 오 인 재와 별되는 개념으로

써 정 인 행동지원의 사용을 강조하 다(Horner et al., 1990).

정 인 행동지원이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방할 뿐 아니라, 그 아동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회 ,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이고 종합 인 개별화 

략으로, 새로운 정 인 행동의 지도를 통해 아동이 할 수 있는 기능의 범 를 확장하려

는 교육  측면과 그 아동이 속한 다양한 환경의 재구성을 도모하는 체계 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한다(Carr et al., 2002; Tumbull et al., 2002, 박지연, 2002에서 재인용). 정 인 행동지

원은 사용하는 용어나 행동평가  재 략의 면에서 응용행동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문가의 기능분석에 의한 임상환경 내에서의 행동수정보다는 교사, 가족, 주변사람들이 자

연스러운 환경에서 다양한 평가와 지원 차를 사용하여 장애아동의 행동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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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생활양식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에서 응용행동분석과 구분된다(Turmbull & 

Turmbull, 1999). 정  행동 지원의 주요 특징을 생활방식의 변화에 한 강조, 기능  분

석, 다요소  재, 생태학 이고 환경 인 사건에 한 조작, 선행사건 조작에 한 강조, 

응행동의 교수, 후속결과를 이용한 환경구성, 벌 사용의 최소화, 응 인 차와 방에 

한 강조 등 9가지 요소로 설명하 다(Horner et al., 1990). 그  가장 요한 요소는 문제행

동과 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한 체행동을 지도하여 문제행동을 사 에 방하는 것

이다.

체행동교수는 정  행동지원 실제의 하나로서, 문제행동과 동등한 강화의 효력을 

지닌 정 인 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부수 인 효과로 문제행동 감소를 이끌어내는 

략이다(Horner et al., 1990; Meyer & Evans, 1989; Westling & Fox, 1995). 체행동이란 문

제행동을 감소시키기 해 교수되는 바람직한 응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문제행동과 유사

한 효과를 산출하는 반응으로서, 감소시키기를 원하는 모든 행동에 해서 증가시키기를 원

하는 행동을 선정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문제행동 재를 해 선정된 체행동은 학생이 쉽

게 배울 수 있고, 문제행동과 동일한 강화의 효과를 지니며 유사한 자극조  상황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 에 맞는 체행동의 선정은 문제행동이 

수행하는 기능을 더 쉽게 충족시키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속한 감소와 다른 상황으로의 성

공 인 일반화를 유도할 수 있다(이소 , 1995; Wolery, Bailey & Sugai, 1988). 체행동 교

수 략으로는 부 한 반응들을 신하기 해 새로운 의사소통행동을 교수하는 것, 기능

으로 련된 다른 행동을 교수하는 것, 선행 사건을 조작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런 3가지 

략 에 새로운 의사소통행동을 교수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하 다

(조응경, 1996; 윤진 , 1997; 윤치연, 1999; 이성 , 2000; Carr & Durand, 1985; Horner & Day, 

1991).

기능  의사소통 훈련은 부 한 행동의 의사소통  기능들을 포 이며 체계 으로 

평가한 후에 그 기능성과 동등하면서도 사회 으로 한 의사소통행동을 교수, 강화함으로

써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Bird et al., 1989). 첫째, 문제행동의 기능을 분석하며, 둘째, 단순히 물리 인 상반행동이 아

닌 기능 으로 동등한 체행동을 강화하며, 셋째, 강화의 형태가 개인의 특수한 요구에 의

해 결정되며, 마지막으로 통제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기능  의사소통 훈련은 특정한 

문제행동 감소와 안 인 행동의 획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의 의사소통행동

과 다양한 자극 상황으로 확장시키므로 자폐학생의 계속 인 교육 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야 한다(Wacker & Reichl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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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문제행동을 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ird et al. (1989)은 과제요구로부터 회피기능의 자해행동을 하는 두 명의 정신지체 성인에게 

기능  의사소통 훈련을 용하여 자해행동의 빠른 감소가 있었음을 보고하 다. Day, 

Horner & O’Neill (1994)은 과제회피 기능의 공격행동을 하는 두 명의 장애학생에게 ‘휴식’이

라는 단어카드를 교사에게 주게 하는 기능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하여 공격행동을 재하

고, Carr & Durand (1985)는 심 추구와 회피 행동에 의해 유지된 공격행동과 방해행동을 

기능  의사소통 훈련을 통하여 효과 으로 감소시켰다. 

국내에서도 기능 인 의사소통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윤진 (1997)은 과제를 

회피하기 해 자해행동을 하는 3명의 자폐학생에게 기능  의사소통 훈련을 용하 다. 언

어표 이 가능한 학생에게는 ‘쉴래요’를 가르치고, 언어표 이 되지 않는 학생에게는 ‘쉬었다 

할게요’가 녹음된 칩톡 르기 기술을 가르쳐 자해행동을 감소시켰다. 조응경(1996)은 원하

는 물건을 얻기 한 요구 기능으로 울기, 빼앗기 등의 행동을 나타내는 자폐유아에게 요구

하기의 안  의사소통행동인 ‘두 손 모아 내 기’를 지도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켰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기능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자해  공격  행동 감

소에 한 연구는 이론  제안이나 임상 연구를 통해 그 유용성과 특수교육 장의 용 가능

성을 제시하 으나 다양한 장애 역, 연령, 실제 교육환경에서의 실험  증거와 교사들이 용

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행동 근 략의 실제가 보다 많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능  의사소통행동과 자폐 학생의 수업상황 에 과제 회

피나 요구 표  시 나타나는 자해  공격  행동의 체 계를 입증하려는 목 에서 수업

시간에 자해  공격  행동을 자주 보이는 학생들에게 기능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하는 것

이 학생의 기능  의사소통행동을 증가시켜 주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자해  공격  행동

이 감소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가. 수업시간에 과제요구를 회피하거나 선호하는 물건을 요구할 때 자해  공격  행동을 

보이는 자폐학생들에 한 기능  의사소통 훈련은 그 아동의 의사소통행동을 증가시

킬 것인가?

나. 수업시간에 과제를 회피하거나 선호하는 물건을 요구할 때 자해  공격  행동을 보

이는 자폐학생들에 한 기능  의사소통 훈련은 그 학생의 공격  행동을 감소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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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  의사소통 훈련에 의한 상 아동의 의사소통행동의 증가와 자해  공격  행

동의 감소는 재가 종결된 후의 수업시간에도 유지될 것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가. 연구 상 학생의 선정 차

연구 상은 경기도 H 정서장애 특수학교 등부에 재학 인 3명의 학생이다. 연구자는 

미술수업 시간과 등하교  심시간에, 담임교사들은 언어, 인지, 사회 등의 생활교과 시간

과 등하교  심시간에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심으로 그들의 행동을 직  찰하 다. 

상아동의 부 한 행동의 기능 분석을 해서 Donnellan et al. (1984)이 사용했던 찰지

를 이용하 다. 연구자와 교사의 직 찰을 통해 자신과 래학생들에게 신체  피해를 주

어 사고의 험이 있거나, 학 의 수업 진행을 심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선별한 후, 다음의 기

능분석 과정을 거쳐 3명 학생을 확정하 다.

기능분석 과정은 Iwata et al. (1994)이 제시한 것을 연구자가 연구목 에 맞게 수정하

여 과제수행 요구, 선호하는 물건 제시, 심, 혼자 있기, 놀이 조건 등 5조건으로 구성하 다. 

각 회기의 시간은 10분 간이며, 순서는 무작 이고, 1일 5회 1주일간(5회기) 실시되었다. 각 

상학생별로 학생의 학 에서 개별 으로 실시되며 제시되는 5조건 에서 가장 많은 자해 

 공격  행동을 보이는 조건에 의해 그 행동의 기능이 결정된다. 기능분석 조건에 따른 

상학생별 자해  공격  행동 발생율은 <표 - 1>과 같다. 표를 보면 3명 학생의 반응 유형

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과제수행요구 조건이나 선호하는 물건 제시 조건에서 높은 수

의 자해  공격  행동을 보 다. 이것은 아동들의 자해  공격 행동이 과제요구로부터의 

회피기능에 의해 부  강화되었고, 선호하는 물건 제시로부터 정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나. 연구 상 학생의 실태 분석

상 학생의 성별 구성은 남 3명으로 의사소통과 행동 수 의 특성은 <표 -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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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기능분석 조건 간에 각 상 학생별 자해  공격 행동 발생율(%)  

학생 1 학생 2 학생 3

과제수행 요구조건
평균
(범 )

58.0
(49.6-60.0)

52.6
(50.0-57.8)

48.0
(41.0-52.0)

선호하는 물건
제 시 조 건

평균
(범 )

42.6
(40.8-44.6)

46.0
(38.0-53.6)

56.0
(51.0-60.0)

 심 조 건
평균
(범 )

11.3
 (0.0-21.7)

 8.0
 (4.2-11.8)

 7.6
 (4.0-0.8)

혼자있기 조건
평균
(범 )

 8.3
 (4.8-11.8)

12.8
 (8.6-15.6)

 4.6
 (0.0-7.4)

놀 이 조 건
평균
(범 )

 8.0
 (7.0-10.6)

14.0
(12.0-16.6)

 1.2
 (0.0-4.0)

<표 - 2> 연구 상 학생의 특성

학 생 명 학생 1 학생 2 학생 3

연령/성별 만 10년 11개월 / 남학생 만 11년 4개월 / 남학생 만 10년 1개월 / 남학생

장애유형 자폐성향이 있는 발달장애 자폐 자폐

의사소통

․일상생활 용어를 듣고 행동

을 할 정도의 수용어휘력 

 상 방의 감정이나 표정

을 빠르게 인식하는 타인에 

한 민감성이 있음. 

․의사표 력은 단어나 간단

한 기 문장 단계로, 억양

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조음

에 이상이 있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용어를 듣고 행동할 정도의 

수용언어 능력은 가지고 있

음.

․표 언어 능력은 ‘어어, 음

음’ 등의 소리를 낼 뿐, 자

발 인 발화는 이루어지지 

않음. 

․일상생활 용어를 듣고 행

동을 할 정도의 수용어휘

력  상 방의 표정을 빠

르게 인식하는 타인에 

한 민감성이 있음. 

․표 언어는  이루어지

지 않으며 신경질이 날 때 

‘이, 악’하며 소리를 지름.

행동

․자리 이탈이 심하고 착석을 

해도 비스듬히 앉거나 다리

를 올려놓음. 

․고추장난을 하다가 소변을 

질 질  싸며, 옷을 감아 

올려 입에 물고 씹는 행동

을 보임. 

․부 한 행동을 교정하도

록 요구받거나 과제가 주어

지면 짜증스러운 소리를 지

르며, 책상을 치거나 에 

있는 친구나 교사를 때리거

나 꼬집는 행동을 보임. 

․이동과 신변처리는 가능함.

․장난감을 몸에 걸치면서 빙

빙 돌기, 물장난이나 크

스로 낙서하기 등의 행동

에 집착함. 

․수업시간에 자리 이탈이 심

하여 행동을 제지하거나 

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과

제를 주면 신경질을 내며 

울거나, 몸이나 머리를 벽

에 부딪치기, 책상 두드리

기 등의 행동을 보임.

․ 보 인 신변자립과 이동

능력을 갖추고 있음. 

․구슬 옮기기, 퍼즐 맞추기 

등의 한두 가지 활동에 집

착함.

․자리 이탈이 잦고 친구와

의 상호작용은 거의 일어

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몸에 손 는 것을 무척 싫

어함. 

․선호하는 활동에 집착하고 

과제가 주어지면 괴성을 

지르거나 가까이 있는 친

구 때리기, 물건 집어 던지

기 등의 행동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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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기간

본 연구의 실험은 2000년 3월 20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실험은 기

선, 재기간, 유지기간동안 학생 결석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일을 제외하고 매주 월, 수, 

요일에 실시되었다. 학생 1의 실험회기는 체 34회기 에 기 선 5회기, 재 24회기, 유

지 5회기이며, 학생 2는 체 38회기 에 기 선 13회기, 재 20회기, 유지 5회기이며, 학생 

3은 체 41회기 에 기 선 22회기, 재 14회기, 유지 5회기 다.

3. 실험장소  실험도구

가. 실험장소

실험은 3명 자폐학생이 입 되어 있는 각 학 에서 실시되었다. 학  환경은 벽면에는 

개인 사물함, 시청각 자료장, 교재 교구장들이 있고, 게시 이 붙어 있다. 교실 앙에는 학생

용 책상과 의자, 교사용 책상과 의자, 이동식 칠  등이 배열되어 있고, 카페트가 깔린 교실 

한 공간은 소집단 활동이나 개별활동 역으로 구성되었다. 교재 교구장에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블럭, 장난감 등이 역이나 교과별로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다. 

나. 실험도구

실험에 사용된 개인별 학습 과제의 내용은 각 상 학생의 IEP, 학부모와 담임교사의 

요구를 근거로 <표 - 3>과 같이 구성하 다.

<표 - 3> 각 상 학생별 학습과제

학생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습

과제 

내용

․제시된 그림에 색칠하기

․단어 읽고, 보고 쓰기

․1-5 숫자 세어 쓰기

․제시된 그림에 색칠하기

․선 기

․스티커 붙이기

․제시된 그림에 색칠하기

․선 기, 자음 쓰기

․같은 그림카드 맞추기

기 선, 재, 유지기간 동안 상 학생의 행동이 8 mm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되었으며, 

카메라는 상 학생의 각 교실 한쪽에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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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설계  차

가. 실험설계

본 연구는 기능  의사소통 훈련이 자폐학생의 자해  공격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상자간 다기 선 설계(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subjects)를 사용

하 다.

나. 실험 차

(1) 기 선 기간

교사는 상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매 30 마다 과제 수행을 요구한다. 이 기간 동

안 과제수행 요구 외에는 자해  공격  행동에 해서 어떠한 제재도 시도하지 않고, 학생

이 과제수행 요구에 따를 때에는 칭찬이 주어진다. 각 기 선은 매회 10분씩 실시되고, 녹화

자료는 그날 오후에 찰되어 찰기록 용지에 기록하 다.

(2) 재 기간

각 상학생별로 학 교실에서 개별 으로 실시되며 찰 10분, 훈련 20분으로 이루어

졌다. 단 각 상학생의 기 선이 종결된 후 첫 번째 회기에는 훈련만을 실시하고, 두 번째 

회기부터 찰과 훈련이 함께 실시되었다. 한 훈련의 효과가 찰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것을 방지하기 해 찰이 훈련에 앞서서 실시되었다.

기 선 기간과 동일하게 실험자가 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매 30 마다 수행을 요구

하 다. 단 찰시간 동안 학생이 자해  공격  행동을 보일 경우, 기능  의사소통행동을 

하도록 연구자의 진이 주어진다. 학생이 한 의사소통행동을 할 경우 30  휴식이나 요

구하는 물건이 제공되고 그 동안에는 과제를 치운다. 각 상학생별 기능  의사소통행동을 

살펴보면, 학생 1은 ‘쉴래요, 다음에 할래요, 놀고 싶어요’와  ‘주세요, 이것 할래요, 리 갈래

요’ 등의 언어  의사소통행동이 선정되었고, 학생 2와 학생 3은 ‘손 젓기, 고개 젓기’와 ‘손으

로 지 하기, 두 손 모아 내 기, 그림카드 보여주기, 상 방을 이끌고 가기’ 등의 비언어  

의사소통행동이 기능  의사소통행동으로 선정되었다.

본 재에서 사용된 체행동으로서 한 의사소통행동 재를 한 기능  의사소

통 훈련과정과 차에 한 구체 인 내용은 <표 -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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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기능  의사소통 훈련방법

책상을 사이에 두고 학생과 마주 앉아 학생에게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수행을 요구하 을 때,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과제와 무 한 자신의 요구를 나타내며 자

해  공격  행동을 보이면,

 <1단계>

1. 신체  보조를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2. 연구자가 상황에 따라 ‘쉴래요, 다음에 할래요, 놀고 싶어요’, ‘주세요, 이것 할래요, 리 갈래요’, ‘손 

젓기, 고개 젓기’ 는 ‘손으로 지 하기, 두 손 모아 내 기, 그림카드 보여주기, 상 방을 이끌고 가

기’ 등의 기능  의사소통 구문이나 행동을 보이면서 학생이 모방하도록 언어 , 신체 으로 진한

다. 학생이 5  안에 따라하지 않으면 재 진한다.

3. 학생이 말이나 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따라하면 과제로부터 30  휴식이나 요구하는 물건이 제

공된다.

4. 재 진 후에도 학생이 말이나 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따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과제수행을 

요구한다.

5. 연속 으로 5회 정확하게 말하거나 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하면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

1. 신체  보조를 이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2. 연구자가 “말해야지”하면서 학생이 말하도록 언어 으로 진하거나, “이 게 해야지”하면서 시범

을 보이면서, 학생이 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하도록 언어 으로 진한다.

  학생이 5  안에 따라하지 않으면 재 진한다.

3. 학생이 말이나 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따라하면 과제로부터 30  휴식이나 요구하는 물건을 제

공한다.

4. 재 진 후에도 학생이 말이나 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따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과제수행을 

요구한다.

5. 연속 으로 5회 정확하게 말하거나 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하면 3단계로 넘어간다.

<3단계>

1. 신체  보조를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

2. 그리고 나서 학생이 자발 으로 말하거나, 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하도록 기다린다.

3. 학생이 자발 인 발화나 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하면 과제로부터 30  휴식이나 요구하는 물건

이 제공한다.

4. 5  안에 자발 인 발화나 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말해야지, 해야지”라고 언어  

진을 한다.

5. 언어  진으로학생이 말이나 기능  의사소통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시 과제수행을 요구한다.

(3) 유지 기간

재가 종결된 후 상 학생별로 6주 후에 주 1회씩 총 5회기를 찰하 다. 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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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찰은 기 선 조건과 동일하게 제공하여 과제요구에 따른 학생의 행동을 매 회기 10분씩 

녹화하여 찰하 다.

5. 찰  측정

본 연구의 자료는 기 선, 재, 유지 기간의  실험 회기에 걸쳐서 재  10분씩 비디

오로 녹화하여 수집하 다. 자해  공격  행동과 기능  의사소통행동에 한 측정은 <표 - 

5>의 행동목록에 의거하여 찰기록지에 10  부분간격기록법(partial interval recording)을 

사용하여 8  찰, 2  기록을 하 다. 자해  공격  행동과 기능  의사소통행동 발생율

은 체 찰구간(60구간)에 한 행동발생이 찰된 구간의 비율로 구하 다. 

<표 - 5> 각 상 학생들의 자해  공격  행동과 기능  의사소통 행동 목록

구 분 자해  공격  행동 기능  의사소통 행동

학

생

1

 1. 짜증부리며 소리 지르기  

 2. 손으로 책상 치기

 3. 물건을 집어 던지기     

 4. 에 있는 친구나 교사를 때리기

 5. 교실 바닥에 구르기      

 6. 가까이 있는 사람 꼬집기

 7. 상 방을 별안간 기    

 8.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 때리기

 9. 옷을 감아 올려 씹기

과제 회피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 행동

1. 쉴래요           

2. 다음에 할래요         

3. 놀고 싶어요

요구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행동

1. 주세요          

2. 이거 할래요           

3. 기 갈래요

학

생

2

 1. 상 방을 꼬집거나 때리기

 2. 높고 리한 음색으로 괴성 지르기

 3. 신경질이 나면 가까이 있는 친구 때리기

 4. 가지고 있던 물건 집어 던지기       

 5. 손으로 자신의 귀 막기          

 6. 친구에게 장난감 집어 던지기

 7. 교실 바닥을 발로 구르기    

과제 회피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 행동

1. 손 젓기    

2. 고개 흔들기       

요구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행동

1. 손으로 지 하기  

2. 두 손 모아 내 기        

학

생

3

 1. 신경질을 내며 ‘음～음～음～’ 괴성 지르기  

 2. 얼굴을 상 방에게 쳐들면서 짜증 내기

 3. 책상 두드리기                        

 4. 하는 행동

과제 회피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 행동

1. 손 젓기            

2. 고개 흔들기       

요구 기능을 가진 의사소통행동

1. 손으로 지 하기     

2. 두 손 모아 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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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해행동이란 개인이 자신의 몸에 물리  손상을 가져오는 만성 이고 반복 인 

행동을 말하며, 공격  행동이란 타인에게 , 고통, 모욕을 주려는 의도의 신체 , 언어  

행 로 정의한다(Favell, 1981; Westling & Fox, 1995). 그리고, 기능  의사소통행동이란 사

회 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과 형식을 사용해서 사물이나 사건의 기술, 정보나 활동의 요

구 혹은 거 , 약속, 시도를 나타내는 행동들로 정의된다. 

6. 찰자간 신뢰도

찰 기록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하여 기 선, 재, 유지기간의 모든 회기를 비디오

로 녹화하 고 특수교육을 공하고 실험 에 찰자 훈련을 받은 찰자와 함께 측정하

다. 찰자간 신뢰도가 85 % 이상일 때 찰 측정에 들어갔다. 찰자간 신뢰도는 체 회기

의 25 %에 해당되는 회기에 해서 자해  공격  행동과 기능  의사소통행동의 구간 비

율 일치도를 계산하 다. 찰자간 신뢰도의 평균과 범 는 <표 - 6>에 제시되었다.

<표 - 6> 각 상 학생에 한 찰자간 신뢰도의 평균  범 (%)

학생 1 학생 2 학생 3

 자해  공격  행동
평균

(범 )

90.8

(80.6-100)

88.4

(78.3-100)

87.0

(76.5-100)

 의사소통행동
평균

(범 )

91.8

(73.6-100)

85.6

(72.4-100)

87.1

(73.3-100)

Ⅲ. 연구결과

자폐학생의 바람직한 의사소통행동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하지 못한 자해  공격  행

동을 감소시키고자 본 연구에서 기능  의사소통 훈련 로그램을 구안․ 용한 결과 상 

학생의 의사소통행동과 자해  공격  행동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행동의 변화

상 학생의 기 선, 재, 유지기간 동안 의사소통행동의 평균 발생율과 범 는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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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 같고, <그림 -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상 학생 3명 모두 기능  의사소통 훈련

에 의해 의사소통행동에서 정 인 변화를 보 다. 다시 말하면 기 선 기간 동안 각 상 

학생의 바람직한 의사소통행동 발생율은 모두 0 %로 의사소통행동이 나타나지 않다가 재 

회기가 지날수록 한 의사소통행동이 증가되었다.

<표 - 7> 각 상학생의 의사소통 행동 발생율(%)

기 선 재 유지

학생 1
평균

(범 )

0

(0-0)

7.8

(0-20)

11.2

(5-20)

학생 2
평균

(범 )

0

(0-0)

6.8

(2-12)

6.4

(0-12)

학생 3
평균

(범 )

0

(0-0)

6.1

(2-17)

6.8

(3-12)

학생 1의 경우, 기 선 기간에는 의사소통행동이  보이지 않았고 재가 시작되는 

반에는 완만한 증가를 하다가 반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21회기에서는 20%의 의

사소통 발생율을 보 다. 후반에서는 의사소통행동의 변동을 여러 번 거치면서 상승 경향을 

나타내었다. 재 기간에는 기 선에 비해 체로 높은 수 을 보 다. 학생 1의 의사소통행

동 평균 발생율은 7.8 %로 기 선보다 높은 수 으로 변하 고, 범 는 0-20%로 넓은 범

에 걸쳐 있다.

학생 2의 경우는 학생 1과 같이 기 선 기간에는 의사소통행동이  보이지 않았다. 

재가 시작되면서 한 의사소통행동이 진 으로 증가하면서 21, 22회기와 32회기에서

는 12%의 의사소통 발생율을 보 다. 재 기간동안 기 선 기간보다는 높은 의사소통행동 

평균 발생율 6.8%를 보이고, 범 는 2-12 %로 작은 변화성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 3의 경우, 학생 1, 2와 마찬가지로 기 선 기간에는 의사소통행동이  나오지 

않았다. 재가 시작되자 진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재 반인 29, 30회기에서 

일시 으로 12-17%의 의사소통 발생율을 보 다. 후반에는 좁은 범  안에서 낮게 증가된 

수 을 유지하 다. 재 기간 동안 의사소통행동 평균 발생율은 6.1 %를 보이고 범 는 

3-12 %로 작은 변화성을 보이고 있다.

유지 기간 동안 상 학생들의 평균 의사소통행동 발생율은 각각 11.2%(학생 1), 6.4

%(학생 2), 6.8%(학생 3)이다. 유지 기간의 의사소통행동 발생율은 학생 2, 3의 경우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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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보여 주었던 것과 비슷한 수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의 효과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 편, 학생 1의 경우에는 재 기간 동안 보여주었던 의사소통행동의 평균 발생

율 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재 기간 후반에 보여주었던 의사소통행동 발생율과 경향을 유

지하 다.

2. 자해  공격  행동의 변화

상 학생의 기 선, 재, 유지기간 동안 자해  공격  행동의 평균 발생율과 범

는 <표 - 8>과 같고, <그림 -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 인 변화를 보 다.

<표 - 8> 상학생의 자해  공격  행동 발생율(%)

기 선 재 유지

학생 1
평균

(범 )

45.4

(28-52)

28.9

(13-48)

2.4

(13-34)

학생 2
평균

(범 )

43.8

(23-83)

19.2

(7-48)

18.2

(7-31)

학생 3
평균

(범 )

29.7

(10-58)

19.3

(5-48)

18.8

(5-38)

학생 1의 경우, 기 선 기간에 28 %부터 시작해서 50% 수 에서 안정 인 경향을 보

이던 자해  공격  행동 발생율이 재가 시작되고부터 아홉 번째 회기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반에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 다. 재 후반에는 좁은 범 로 안정세

를 보이면서 30% 수 까지 감소하 다. 행동 평균 발생율은 기 선 기간의 45.4%에서 재 

기간에 28.9%로 감소되었고, 범 는 13-48 %이며 큰 변화성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 2의 경우, 기 선 기간에는 평균 43.8%의 높은 수 에서 행동 변화의 폭이 넓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재가 시작되자 즉각 인 효과가 있어 재 아홉 번째 회기까지 빠

르게 감소하 고, 반에는 12 %의 낮은 수 에서 좁은 범 로 안정세를 유지하 다. 후반에 

일시 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낮은 수 에서 안정세를 보 다. 행동 평균 발생율은 기 선 기

간의 43.8 %에서 재 기간에 19.2 %로 감소되었고, 범 는 7-48%이며 큰 변화성을 나타내

고 있다.

학생 3의 경우, 기 선 기간에 넓은 범 에 걸쳐 행동 변화를 반복하 으며, 재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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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자해  공격  행동과 의사소통행동 발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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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어 낮은 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재기간에도 행동 변화의 폭이 크며 복경

향을 보 다. 자해  공격  행동 평균 발생율은 기 선 기간의 29.7 %에서 재 기간에 

19.3 %로 감소되었고, 범 는 5-48 %이며 큰 변화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지 기간 동안 상 학생들의 행동 평균 발생율은 각각 25.4 %(학생 1), 18.2 %(학생 

2), 18.8 %(학생 3)이다. 학생 2, 3의 경우는 재 기간에 보여 주었던 것과 비슷한 수 을 보

이고, 회기가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한 편, 학생 1의 경우에는 재 기간 동안 보

여주었던 자해  공격  행동의 평균 발생율 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학생 1의 경우 재의 

효과가 잘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Ⅳ. 논의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능  의사소통 훈련이 자폐학생의 의사소통행동과 자해  공격  행

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정서장애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폐학생 3명에게 문제행

동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  효율성을 갖는 의사소통행동을 지도하고 의사소통행동과 자해 

 공격  행동의 발생율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논의하 다.

3명의 자폐학생 모두 기 선 때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자해  공격  행동(학생1 =

45.4 %, 학생2 = 43.8 %, 학생3 = 29.7%)을 보인 반면 의사소통행동(학생1, 2, 3 = 0 %)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해행동, 상동행동, 괴 이거나 공격 인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가

진 자폐학생들은 자신과 래의 학습을 방해하고 타인과의 정 인 상호작용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양명희, 1996; Carr & Durand, 1985; Dunlap & Kern-Dunlap, 1993; Horner, Die-

mer & Brazeau, 1992; Turnbull & Ruef, 1997)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의 상인 자폐학생

들은 특수학교에서 4, 5년 동안 특수교육을 받아 온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교육 장에서 사용

하는 문제행동의 재방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는 후속결과 심의 재방법보

다는 선행사건 심의 재(노 정, 2002; Clarke et al., 1995)와 문제행동과 같거나 보다 강

력한 강화를 제공할 수 있는 체행동을 가르치는 응행동의 체계 인 교수(Meyer & Evans, 

1989)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능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재가 진행되면서 학생 1, 2는 의사소통행동이 증가하

고, 자해  공격  행동은 빠르게 감소하 다. 이것은 기능  의사소통 훈련의 한 특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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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해  공격  행동과 의사소통행동 사이의 기능  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사회 으로 더 하면서 문제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의사소통행동을 강화함으로

써 문제행동을 체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윤진 , 1996; 윤치연, 1999; 이성 , 2000; 조응

경, 1995; Carr &  Durand, 1985; Wacker & Reichle, 1993)과 일치하며, 기능  의사소통 훈

련에 한 실험  증거가 된다. 그러나 학생 3은 의사소통행동은 낮은 수 으로 증가하 고, 

자해  공격  행동의 감소의 폭은 낮고 안정 이지 않았다. 이는 기 선에서 약간의 감소 

경향이 에 띄는 상태에서 재가 시작되었으며, 재의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

태에서 재가 종료됨에 따라 변인간의 기능  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상 학생들의 기능  의사소통행동이 증가됨에 따라 자해  공격  행

동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두 행동 간의 기능  동등성의 확보를 들 수 있다. 즉, 상 선정과정에서 직

찰과 기능분석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자해  공격  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 ‘쉴래요, 주

세요’ 등 기능  의사소통 구문과 ‘손이나 고개 젓기, 손으로 지 하기, 두 손 모아 내 기’ 등 

기능  의사소통행동이 체 행동으로 선정되고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훈련된 의

사소통행동을 통하여 자해  공격  행동과 동일한 강화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의 개발이 직 찰과 기능분석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문제행동과 안 인 의사소통행

동의 기능이 일치되어야 그 재가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들(노 정, 2002; 윤진 , 1997; 이

성 , 2000; 조 순, 1999; Iwata et al., 1994)을 지지한다.

둘째, 기능  효율성에 있다. 기능  효율성은 자해  공격  행동에 후속되는 강화의 

소거와 의사소통행동 자체의 효율성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자해  공격  행동

의 빠른 감소는 자해  공격  행동에 따르던 휴식과 요구물이 소거되고 자해  공격  행

동 발생 즉시 신체  보조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거나 요구하는 물건이나 상황을 제거한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재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은 더 이상 자해  공격  행동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의사소통행동을 통해서만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학습하게 되므

로 의사소통행동은 증가하고 자해  공격  행동은 감소하게 된다.

한, 각 학생들에게 교수된 의사소통행동은 학생들이 수행하기 쉬운 효율 인 행동이

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발화가 가능한 학생 1에게는 학생의 언어 표  수

에 맞는 한 두 단어의 기능  의사소통 구문을 교수하 고, 표  언어가 없는 학생 2, 3에게

는 기능  의사소통행동을 훈련시킴으로 의사소통행동의 효율을 높 다. 이것은 문제행동과 

기능 으로 동등하고 사회 으로 할지라도, 의사소통행동의 효율성이 높을 때만 그 행동

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윤진 , 1997; H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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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0; Horner & Day, 1991)과 일치한다.

셋째, 개별 인 평가와 재에 있다. 상학생의 문제행동의 기능이 과제 회피와 요구

로 모두 동일하지만, 상황  변인은 다르다. 학생 1, 2는 과제수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해 

 공격  행동의 발생율이 증가하므로 과제수행을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기

능  의사소통 구문이나 행동을 재하고 학생 3은 선호하는 물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문

제행동 발생율이 증가되므로 이에 필요한 기능  의사소통행동을 재하 다. 이러한 개별

인 평가  재가 의사소통행동과 자해  공격  행동에 향을 미쳤다. 이는 최근 연구

동향과 일치하며, 재를 해 더 개별화된 방법이 요구됨을 지 한 선행연구(Kennedy et 

al., 2001)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발생율의 수치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의미 있는 결과가 임상  찰

을 통해 나타났다. 첫째, 학생들은 재가 진행됨에 따라 자해  공격  행동의 지속시간이  

감소하 다. 학생 1의 경우 기 선 기간이나 재 반에는 한 번의 자해  공격  행동발

생이 10  동안 지속되는 회기가 많았으나, 후반에는 3-4  동안만 지속되었다. 학생 2, 3의 

경우도 행동의 지속시간이 차 어들었고, 자해  공격  행동과 함께 수반된 상동행동도 

상당히 어들었다. 둘째, 기능  의사소통 훈련 재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소통행동의 질이 

차 좋아지고 있다. 상 학생 모두 재 기에는 교사의 진에 의해서만 나타나던 의사

소통 구문이나 행동이 재 후반에 가서는 그 행동을 습득하여 자발 인 의사소통행동을 보

다.

따라서 본 연구 상의 학생들은 제한된 언어능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휴식요구나 선호

하는 물건 요구를 히 표 할 기술을 갖지 못하 었지만 기능  의사소통 훈련 재를 통

하여 사회 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술을 획득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동 목록이 확장되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업  과제수행요구나 학생의 선호하는 물건이나 상황 요구가 학교환

경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 형태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교사와 학

생간의 정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는 의미있는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과제 회피기능이나 요구기능의 부  강화된 문제행동에 해 기능  의사소통 훈련 방

법을 용할 경우 빈번한 휴식과 도움의 요청으로 학습이 방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학생이 교육 로그램에 완 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기 단계로 보는 것

이 하며, 문제행동이 최소한으로 감소하고 자발 인 의사소통행동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

는 것이 확립된 후에 차 수업시간 내에서 수용 가능한 수 으로 휴식요구나 자신의 요구 

표 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과제수행을 증가시키도록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론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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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능  의사소통 훈련의 효과가 학생의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자연스러운 환경

과 부모와 친구 등 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가에 한 차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문제행동의 기능에 합한 선행사건 심의 재와 기능  의사소통 훈련의 복

합 인 재에 한 연구로 학습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의사소통행동의 질 인 평가가 요구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기능  의사소통행동 

목록을 확장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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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Reduction of Self-Injurious and Aggressive 

Behaviors of Students with Autism

Jong Rye Won (Dept.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as an intervention for inappropriate self-injurious behaviors and aggressive be-

haviors of students with autism maintained by escaping from educational task achievement 

and by incorporating his preferences.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was 

designed to increase communication behaviors and to decrease self-injurious behaviors and 

aggressive behaviors. This program was conducted to identify its effects on the increase 

of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behaviors and the reduction of frequency in self- 

injurious and aggressive behaviors and to test the maintenance of the results after the with-

drawal of intervention. Three students with autism in H special school for students with 

emotional disturbance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using the multiple baselines across 

subjects for thirty minutes, three times a week. This functional communication intervention 

included an escape and extinction component. This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decreased the frequency of self-injurious behaviors and aggressive behaviors through 

increasing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behaviors and the results were maintained six 

weeks after the withdrawal of intervention. The study clearly demonstrated that the inter- 

vention involved teaching an appropriate escape response and expressions of his demand 

to the students with autism to replace self-injurious behaviors and aggressive behaviors 

in classroom for students with emotional disturbance. This contributes to growing recog-

nition that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is one of practical teaching methods as an 

intervention for problem behaviors.

Key Words: functional communication training, self-injurious behaviors, aggressive 

behaviors, practical teaching metho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