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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세 6개월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의 맨드 습득에 대한 시간 지연 중재
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이 원하는 것을 적절한 언어로 요구하도록 시
간 지연 절차를 통한 맨드 습득 중재가 실행되었고, 중재 효과는 AB설계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연구 결과 아동은 중재 목표인 맨드를 학습 하였고, 촉구 없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을 언어로 요
구하였다. 아동이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성인에게 원하는 것을 언어로 요구하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

<주제어 > 시간 지연 절차, 맨드 훈련,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아

서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제한적인 의사소통 기술로 인해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원
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동들이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요구하도록 하는 맨드의 학습은
아동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뿐 아니라 추후 언어 발달에 필요한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확립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언어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Cooper et al., 2007). 이에 맨드 훈
련에 대한 많은 중재 연구들이 실시되어왔다(Fragale, et al., 2012). 중재 전략 중 시간지연
절차는 적용이 용이하고, 아동들의 효과적인 언어 습득 및 습득된 언어의 일반화에도 효과적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Ingenmey, et al.,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동
의 맨드 습득에 대한 시간지연절차 효과를 평가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장소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은 3세 6개월 아동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아동은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거의 없으며,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문제행동을 통해 표현하였다. 연구는 서울
소재의 어린이 병원 치료실에서 이루어졌다.
2. 연구 설계 및 측정
시간 지연 절차를 통한 맨드 습득의 효과는 AB 설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각 맨드
는 정반응과 오반응으로 관찰되었고, 10회의 기회가 제공되어 백분율로 계산 되었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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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목표한 음성으로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정반응, 목표한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으로
요구하는 것을 오반응, 아무 음성도 내지 않고 시간이 지연 될 때 제공한 촉구를 듣고 요구
하면 촉구로 기록하였다.
3. 절차
목표 맨드를 선택하기 위해 아동의 자극 선호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극 선호 평가는 설
문지를 이용한 부모님과의 면담(RAISD, Fisher, Piazza, Bowman, & Amari, 1996), 쌍자
극 선호평가(paired stimuli preference assessment)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극 선호 평가를
통해 11개의 맨드가 선택되었다. 맨드 훈련은 점진적 시간 지연 절차를 적용하였다. 중재 실
시 전 아동의 현행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 시도의 기초선 절차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였고, 아동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0초로 촉구를 제공하였다. 아동이 치료사가 제공
하는 음성촉구와 동시에 목표단어를 5번 이상 말하는 경우 2초 시간 지연으로 넘어가는 방
법으로 진행 되었다. 아동이 자발적으로 요구 할 수 있도록 2초간 기다리고 아동이 2초 안
에 목표한 음성으로 요구 한다면 그것은 정반응으로 기록한다. 아동이 2초가 지나도 아무
음성도 내지 않으면 아동에게 1음절씩 따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제공하고 촉구로 기록했으
며. 아동이 2초 안에 잘못된 음성으로 요구 하면 그것은 오반응으로 기록하고 3회의 오류수
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오류 수정은 아동이 선택한 강화제를 제시하고, 목표 맨드를 1음
절씩 촉구로 주어 아동이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3회 반복한다. 아동이 2초 시간
지연 절차에서 2회 연속 80% 미만으로 나타날 경우 0초로 돌아가서 촉구를 즉각적으로 주
어 학습기회를 제공 한다. 5초 시간 지연의 방법은 2초 시간 지연과 동일하지만 5초 동안
아동이 자발적으로 말 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촉구 방법은 아동이 따라 할 수 있는 속
도로 1음절씩 차례대로 제공 하였다. 아직 형성 되지 않은 발음은 아동이 낼 수 있는 모음
으로 대체하여 학습하였다. 중재는 아동이 5초 시간 지연 절차에서 100% 5회 연속적으로
정반응을 보일 때까지 지속되었다.
III. 연구 결과

기초선 동안 자발적인 요구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간 지연 절차를 이용한 중
재 실시 후에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횟수가 늘었고 “뭐 줄까” 혹은 “뭐 부를까?”
라는 치료사의 질문에 목표한 단어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을 보였다. 시간 지
연 절차를 통한 맨드 습득은 총 11개의 맨드 훈련을 통해 11개의 맨드를 습득 하였고, 모든
목표 맨드는 5회 연속 100% 정반응의 습득 기준에 도달 하였다. 아동은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유놀이 시간에 치료사를 찾아와 자신이 원하는 동요를 자발적으로 요구 하거나 원하
는 강화제를 요구하는 모습이 일과 중에서도 관찰 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시간 지연 절차 중재를 통한 맨드 훈련은 자폐 스펙드럼 장애아동의 맨드 습득에 효과적
이었고 아동의 맨드 사용은 유지되었다. 시간 지연 절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성
인의 질문이나 촉구 없이 자발적으로 의사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습득된 의사 표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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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일반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Charlop, et al., 1985).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과의 일반화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의 실행과 평가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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