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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 deficit of joint attention is a main characteristic of autism spectrum disorder, which is a pivotal skill for 

social interaction. In this review, 27 studies which directly intervened in joint attention behavior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were analyzed. The current review attempted to 1) determine whether teaching 

strategies for behavior intervention were effective for improving joint attention ability, and 2) to separate 

domains of joint attention ability as responding to joint attention and initiating joint attention and to 

determine an effective teaching strategy for each domain. The result of the current literature review showed 

that utilizing teaching strategies specifically targeting autism spectrum disorder is effective for enhancing joint 

attention ability. For responding to joint attention, 94% of articles included in the review reported that 

behavioral intervention was effective, and in particular, it was effective regardless of utilizing an autism 

spectrum disorder specific teaching strategy. However, in the case of initiating joint attention, only 68% of 

articles reported that intervention was effective, and the result suggested that improvement of initiating joint 

attention is more difficult than improvement responding to joint atten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Joint 

Attention and Symbolic Play/Engagement and Regulation (Kasari, Freeman, & Paparella, 2006) was the most 

effective strategy for initiating joint attent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for initiating joint attention ability, 

intervention should be more systematic and intensive, and it would be more effective when intervention is 

targeted to a specific domain of joint atten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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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는 전반적인 신경발달 장애로서 주요한 증상

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 및

반복적인 행동과 제한된 관심 및 상징 놀이

에서 나타나는 결함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APA], 2013; Lee, Kim, Sihn, & Kim, 

1995; Lee & Park, 1990; DSM-5). 자폐스펙트럼

장애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손상은

눈맞춤과 같은 비언어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비롯해,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

적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상적으로 오가는 대

화 혹은 정서적 반응을 주고받는 등의 상호

작용 및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

를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을 초래한다(DSM-5; 

APA, 2013).

공동주의(joint attention)는 사회적 상호작용

에 기본이 되는 기술로, 관심을 공유하기 위

해서 대상을 응시하거나 가리키는 등의 전형

적인 몸짓을 사용하는 상대방의 시도에 적절

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

에 대해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주의를 유도

하는 것을 말한다(Bakeman & Adamson, 1984; 

Jones & Carr, 2004; Hwang, 2010). 공동주의

능력은 언어 획득 이전에 발생하는 가장 빠

른 사회적 행동 중 하나로(Sigman & Capps, 

1997), 타인의 심적 표상에 대한 이해를 시작

하게 하여 언어 능력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Baron-Cohen & Swettenham, 1997) 아동의 놀이, 

모방 그리고 사회적 행동의 발달과 연관된다

(Bates, Benigni, Bretherton, Camaioni, & Volterra, 

1979). 정상발달 아동에게 공동주의 능력은 대

체로 9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서 발달하지만

(Butterworth, 1995; Corkum & Moore, 1995), 자

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동주의 능력의 발달이 매우 느리거나 혹은

제한적이다(Jones & Carr, 2004; Lee, Jeong, & 

Sihn, 2000). 

공동주의 능력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중

요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자폐스펙트

럼장애군의 공동주의 능력의 증진을 위한 개

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공동주의 능력은 시

선의 협응, 가리키기 등, 자폐스펙트럼장애에

서 보이는 다른 발달적 결함들의 주요한 요소

들을 포함하는 고도로 표상화되고 추상적인

능력이므로 개입이 쉽지 않다(Kasari, Freeman 

& Paparella, 2006). 초기에 공동주의에 대한 개

입 연구들은 놀이 장면 등의 자폐스펙트럼장

애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Landry & Loveland, 1989; Lewy & 

Dawson, 1992) 그 효과성이 제한됨을 보고하였

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은 환경과 맥락의 변

화보다는 공동주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지시

를 통해, 수행해야 할 행동을 직접적으로 가

르치는 행동주의적 접근법을 사용하기 시작하

였고, 그 효과성을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Jones & Carr, 2004; Landry & Loveland, 1989; 

Lewy & Dawson, 1992). 

White et al(2011)은 공동주의 능력에 효과적

인 개입방법을 밝히고자 공동주의 능력에 대

한 개입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공동주의 능력

에 대한 개입을 치료가 이루어지는 맥락, 발

달적 전략, 그리고 행동적 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한 이 연구는 조형, 용암법, 강화와 같은

행동적 기법들이 공동주의 능력의 개선을 위

한 효과적인 기법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는 의

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가 있

다. 첫째, 최근 연구들은 공동주의를 다양한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능력으로 개념화하였는

데, 가장 대표적인 분류는 아동이 대상에 관

여하는 방식에 따라 2가지로 나눈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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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시도한 공

동주의 행동에 아동이 반응하는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responses to joint attention), 그리고 2) 

아동 자신이 관심의 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공동주의의 개시(initation of joint 

attention)이다. 이는 다른 개념적인 분류와는

달리 공동주의 능력이 발현되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구분이므로, 임상 장면에서 각 아동

에게 필요한 공동주의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서 적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 이론

가 뿐 아니라 임상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Bruinsma, Koegel, & Koegel, 2004). 그러나

White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각 문헌에서

공동주의의 어떤 영역을 측정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만, 각 문헌의 개입이

공동주의의 각 영역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는 분리하지 않고, 공동주의 능력을 하나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문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White et al(2011)은 공동주의 능력의

증진에 효과적인 행동주의 기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자폐스펙트럼장

애에 특정적인 교수법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

은 주의력, 인지능력 등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상 발달하는 아동과 뚜렷하

게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

발달아동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교수법은 효과

적이지 않다(Myers & Johnson, 2007). 실제로 많

은 연구들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효과적

인 교육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단순하며, 분

명한 지시와 함께 아동의 반응에 대한 뚜렷한

피드백이 필요함을 밝혀낸 바 있다. 가장 효

과적으로 밝혀진 교수법으로는 비연속 개별

시도 훈련(Discrete Trial Training: DTT; Smith, 

2001), 자연주의적 중재(naturalistic intervention; 

Cowan & Allen, 2007), 그리고 자연주의적 중재

중에서도 중심축 반응 훈련(Pivotal Response 

Training: PRT; Koegel & Kern Koegel, 2006) 등

이 있다. DTT는 응용행동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으로, 특정 행동을 습득하거나 문제 행동

을 소거하기 위해서 목표행동을 작은 하위 행

동들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 행동에 대한 반

복적인 연습 시도를 통해서 최종적인 목표행

동을 가르치는 방법이다(Simpson, 2005). 자연

주의적 중재는 인위적으로 환경 구조에 큰 변

화를 주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려 가르치기보

다는,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

작용을 적극적인 개입의 기회로 활용하여 아

동의 발달과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중재

이다(Odom, Collet-Klingenberg, Rogers, & Hatton, 

2010). PRT는 응용행동분석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주의적 중재의 한 종류로, 개별 행

동을 한 번에 하나씩 개입의 목표로 삼기보다

는 아동의 발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

들을 목표로 삼는다(Koegel & Egel., 1979). 자

연주의적 중재 교수법을 활용한 또 다른 교수

법으로는 자연주의적 중재와 발달적 전략을

혼용하여 아동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

서 활용될 수 있는 행동을 모방하게 하여 이

를 가르치는 상호적 모방 치료가 있다. 이 외

에도 행동주의 원리와 발달적 접근을 결합한

모델로, 아동이 자신의 나이에 적합한 발달지

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아동의 현재 발달 수

준에 적합한 개별적인 커리큘럼을 자연주의적

중재법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덴버 치료 모델

(Rogers et al., 2006) 역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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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법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조기개입

전반에 권고되는 근거기반 치료이나 White와

그 동료들의 고찰에서는 각각의 기법이 공동

주의의 훈련에 어떤 효과성을 가지는지에 대

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행동주의적 접근을 이용

해 공동주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시도했던

문헌을 고찰하여 공동주의 능력 증진에 효과

적이라고 알려진 행동주의적 기법이 어떠한

교수법과 함께 사용되었을 때 효과적인지를

밝히고, 이를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과 공동주

의 개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 효과

적인 행동주의적 교수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

고자 한다. 

방 법

본 문헌 분석에 포함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다. 먼저 Google 학술검

색, SCOPUS, PEBMED의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15년 1월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

문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

에 사용될 논문을 검색을 위해 사용된 검색어

는 ‘autism spectrum disorder’, ‘joint attention’, 

‘intervention’이었다. 검색 결과 121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121개의 문헌들 중, 분석에 포함하

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연구 대상 전체 혹은 일부가 DSM-IV, 

혹은 ICD-10 아래에서 자폐성 장애, 자폐스펙

트럼장애(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

애를 포함) 혹은 DSM-5 아래서 자폐스펙트럼

장애 진단받거나 자폐증 진단 평가 도구인

ADOS(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아

래서 자폐증 진단 기준을 충족한 참가자를 포

함한다.

(2) 연구 대상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혹은

공동주의 능력의 증진을 위한 개입 및 치료

연구이다. 즉, 공동주의 능력의 특징을 알아보

기 위한 실험 및 행동분석절차가 포함되어 있

으나 대상의 전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이나 공동주의 능력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위

한 개입 절차가 실행되지 않은 연구는 분석에

서 제외되었다(Isaksen & Holth, 2009).

(3) 연구 대상의 개입 및 치료를 위한 방법

에는 행동주의적 기법 혹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구 대상의 사회적 상호작

용 및 공동주의 능력을 증진시키려는 개입의

시도가 있었지만 행동주의적 요소가 전혀 포

함되지 않은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기법

을 활용한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Kim, 

Wigram, & Gold., 2008). 

(4) 개입 대상인 아동의 공동주의 능력 중에

서도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 공동주의 개시에

대한 행동 관찰 평가가 종속변인으로 하나 이

상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입의 대상은

아동이었으나, 아동의 공동주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부모로부터의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Cotugno, 2009).

연구 대상의 전체 혹은 일부로 자폐스펙트

럼장애군을 포함하며, 검색 키워드를 만족한

121개 논문에 대해 주 저자를 포함한 두 명의

독립적인 평정자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고찰에 포함될 문헌을 선정하였다. 먼저, 문헌

의 초록을 보고 연구 대상인 자폐스펙트럼장

애군의 공동주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

입 절차를 포함하지 않았던 논문들을 제외하

였다. 이후, 1차 평정에서 선정된 56개 문헌들

을 대상으로 2차적으로 서론과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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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아 개입 절차에 행동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27개 문헌을 선정하였다. 두

명의 독립적인 평정자가 포함 조건을 만족하

고, 제외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100% 일

치된 의견을 보인 문헌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총 27개의 연구가 선정되었다(Figure 1). 선정된

논문은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결 과

Table 1은 본 논문의 포함 조건을 충족 한

총 27개의 문헌을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과 공

동주의 개시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단일

피험자 연구 설계를 통해 기저선과 행동 수준

비교를 통해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한 연구와

집단 간 비교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개입의 효

과성을 측정한 연구들을 나누어서 결과를 분석

 Studies identified through database searching (N = 121)

 - Studies include participants with ASD, or AU

 - Studies from 1995 to 2015, published in peer-reviewed journals

 - Exclude behavior observation studies used joint attention only as moderator or discussion point (n = 3)

Studies include ASD, or AU
and intervention procedure for improving joint 

attention ability of participants
(n = 56)

Studies included in the analysis
(n = 27)

Excluded from the analysis with following 
reason

 - Did not include intervention procedures
   (n = 70)
 - Intervention was not targeted to the 

target population(e.g. parent education)
   (n = 5)

Excluded from the analysis with following reason
 - Did not utilized behavioral intervention
   (n = 19)

Figure 1. Flow diagram for selection of articles.

                       Note. ASD = Autism Spectrum Disorder; AU = Au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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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참가자 항목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수, 연령, 그리고 성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고, 종속변인 항목은 공동주의 능력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기술하

였다. 단일 피험자 연구 설계의 경우, 개입을

받은 참가자의 65% 이상이 공동주의 능력의

증진을 보였을 때, 이를 효과적인 개입으로 간

주하였다. 또한, 집단 간 비교 연구 설계를 사

용한 연구들은 치료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해

서 공동주의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진된 경우 개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행동주의적 기법의 공동주의 능력의 증진 효

과 및 교수법

분석한 27개의 문헌 중, 17개는 단일 피험

자 연구 설계, 10개는 집단 간 비교 연구 설

계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8개가 무선 통제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다.

분석한 27개의 논문들 중, 2개의 문헌(Good, 

Ishijima, Chang, & Kasari, 2013; Vismara, 

McCormick, Young, Nadhan, & Monlux, 2013)을

제외한 모든 문헌에서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

혹은 공동주의 개시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증진이 관찰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비연

속 개별시도 훈련(Discrete Trial Training, DTT), 

중심축 반응 훈련(Pivotal Response Training, 

PRT), 자연주의적 중재 방법(Naturalistic 

Intervention), 그리고 이들 교수법을 혼합하여

개입을 시도하였던 중재가 공동주의 능력의

개입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결과를 종속

변인으로 측정한 18개 연구 중에서 13개의 연

구는 단일 피험자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4개는 무선 통제 연구 설계, 1개는 집단 간

비교 연구 설계를 사용하였다. 이들 중 1개

문헌을 제외하고는 16개의 문헌(89%)이 모두

치료를 받은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의

에 대한 반응의 증진을 보이거나 치료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진

을 보고하였다(p < .05).

DTT와 PRT

18개의 문헌 중 22%인 4개 문헌(Ferraioli & 

Harris, 2011; Jones, Carr, & Feeley, 2006; Rocha, 

Schreibman, & Stahmer, 2007; Whalen, Schreibman, 

& Ingersoll, 2006) 모두 단일피험자 연구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DTT와 PRT의 혼합 교수법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4개의 문헌은 모두 개

입이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의 증진에 효과적

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 4개의 문헌은 한 개

의 문헌(Jones, Carr, & Feeley, 2006)을 제외하고

모두 Whalen과 Schreibman (2003)의 DTT와 PRT

의 혼합교수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교수법에

서는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을 물체에 손을 올

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여 시선을 따라가는 것

까지의 다섯 단계로 나누었으며 아동이 각 단

계에서 다섯 번의 연속된 시행 중 네 번의 시

행에서 80% 이상의 정반응을 보이면 다음 단

계로 넘어가도록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를 가르치기 위해 촉진, 일반화 회기, 

모델링, 유관 강화, 정적 강화, 개입에 사용된

물체를 바로 강화물로 제공하는 등의 원칙을

이용하였다. Jones, Carr과 Feeley(2006)는 DTT와

PRT의 혼합교수법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아동

의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에 개입하였다. 이

연구는 다른 4개의 문헌과는 달리 공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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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사이에 개입에 사용된 장난감을 가지

고 노는 것과 같이 아동이 수행하기 쉬운 행

동을 배치하였다. 이는 공동주의 행동 이후에

는 공동주의의 대상이 되는 물체(예를 들어, 

장난감)에 관여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자

연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의 순서임을 고려한

개입의 순서이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DTT와

PRT 혼합 교수법이 자폐스펙트럼 아동의 공

동주의에 대한 반응의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

여준다.

DTT와 자연주의적 중재법

18개 문헌 중 17%에 해당하는 3개 연구

(Goods et al., 2013; Kasari, Freeman, & Paparella, 

2006; Kasari, Gulsrud, Wong, Kwon, & Locke, 

2010)는 무선 통제 연구 설계를 통해 DTT와

자연주의적 중재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Kasari, Freeman과 Paparella(2006)

이 DTT와 자연주의적 중재법을 결합한 교수

법을 기본으로 촉진과 정적 강화, 조형과 같

은 행동주의적 기법을 적용한 ‘공동주의 및

상징놀이 개입(Joint Attention and Symbolic Play/ 

Engagement and Regulation; JASP/ER)’을 활용하

였다. 상대적으로 기능이 제한된 아동들을 대

상으로 적은 횟수의 개입을 하였던 Goods 등

(2013)의 연구를 제외한 2개의 연구에서는 공

동주의 및 상징놀이 개입(JASP/ER)을 적용한

치료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개입 후 공

동주의에 대한 반응의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보고하였다.

공동주의 및 상징놀이 개입(JASP/ER)은 직접

적인 지시 훈련인 테이블 위에서의 훈련과 일

반화를 위한 환경 교수법(milieu training)을 실

시하는 바닥에서의 훈련의 두 가지 단계로 나

뉜다. 테이블 위에서의 훈련은 단계별로 설정

되어 있는 치료 목표를 5-8분 동안 DTT 교수

법으로 직접적인 지시와 체계적인 촉진, 강화

를 사용한 조형을 통해서 공동주의 기술을 가

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후 진행되는

바닥에서의 훈련은 20분 간 자연주의적 중재

법으로 직접적 지시를 통해 배웠던 활동을 일

반화 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

해 놀이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회

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아동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

고, 아동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

는 등, 아동이 관심을 보이는 활동을 따라가

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에 보상을 하는

아동 주도적인 개입 절차를 실시한다(Kasari, 

Freeman, & Paparella, 2006). 이들 연구의 결과

는 공동주의 및 상징놀이 개입(JASP/ER)이 아

동의 기능이 다소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는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을 증진시키는데 효

과적임을 보여준다.

PRT

18개 문헌 중 1개의 문헌(Pierce & Schreibman, 

1995)은 PRT 교수법의 효과성을 단일 피험자

연구 설계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사회적 행동 레퍼토리의 확립 및 유지

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학교 장면에서 정

상발달 또래에 의한 중재를 실시하였다. 또래

에 의한 중재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이

정상발달 아동과 함께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학습한 내용의 일

반화와 유지를 위해 치료자들 사이에서 주목

을 받고 있는 개입 전략이다(Mash & Barkley, 

2006). PRT 훈련은 아동의 동기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강화물이 되는 장난감을 아동

의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하고,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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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놀이 활동 가운데에서 아동이 선택하는 놀

이 활동을 통해 공동주의를 가르친다. PRT 훈

련은 다음의 10가지 전략을 포함한다; 1) 아동

이 주의를 기울이는지 확인, 2) 아동의 동기

부여를 위해 놀이 활동을 아동이 선택하게 함, 

3) 아동의 선호에 따라 장난감을 다양하게 활

용, 4) 적절한 사회적 활동을 모델링, 5) 아동

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도를 강화, 6) 

대화를 장려함, 7) 대화를 확장함, 8) 적절한

분배 및 사회적 놀이를 모델링하기 위해 번갈

아가면서 놀이를 함, 9) 놀이를 하며 하고 있

는 활동을 묘사함, 10) 다양한 단서에 대한 반

응성을 가르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 대해 아

동에게 이야기하도록 함.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참가 대상의 50% 이

상이 개입 이후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이 증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상호적 모방 치료

전체의 11%에 해당하는 2개의 문헌(Ingersoll, 

2012; Ingersoll & Schreibman, 2006)은 각각 단일

피험자 연구 설계, 무선 통제 연구 설계 방법

을 사용하여 상호적 모방 치료의 효과성을 검

증하였고, 두 개 문헌 모두 개입이 공동주의

에 대한 반응의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

다. 상호적 모방 교수법은 자연주의적 교수법

과 발달적 전략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가르치는 기

법이다. 이 전략에서는 장난감을 활용하여 사

회적 상호작용 행동을 가르치는데, 이 때 아

동이 모델링 하는 목표 행동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아동에게 친숙한

행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행동으로 점진

적으로 어려워지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1) 

어떤 활동도 모델링되지 않음, 2) 똑같은 장난

감을 활용하여 친숙한 행동만이 모델링 됨, 3) 

똑같은 장난감을 활용하여 친숙하고 새로운

활동이 모두 모델링 됨, 4) 똑같은 장난감을

활용한 친숙하고 새로운 활동과 다른 장난감

을 활용하여 친숙한 활동이 모델링 됨, 5) 친

숙하고 새로운 활동이 같은 장난감과 다른 장

난감을 모두 활용하여 모델링 됨(Ingersoll & 

Schriebman, 2006). 모방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

용 행동을 가르칠 때, 아동과 치료자 사이의

상호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때때로 모방하거나

아동의 행동을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여 설명

해주며 아동의 언어를 확장한다. 이때, 아동이

학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은 장난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상호

적 모방 치료의 효과는 행동만을 모방하도록

하는 것보다 장난감을 매개로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모방 치료에 대한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Mash & Barkley, 2006).

자폐스펙트럼장애에 특정적인 교수법의 사

용 없이 행동주의적 기법만을 사용한 개입

마지막으로 17%에 해당하는 3개 문헌들

(Kryzak, Bauer, Jones, & Sturmey, 2013; Martins 

& Harris, 2006; Taylor & Hoch, 2008)은 모두

단일피험자 연구 설계를 사용하여 개입의 효

과를 측정하였다. 이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DTT, PRT, 자연

주의적 교수법과 같은 특정적인 교수법의 사

용 없이 자극선호도 평가를 통한 강화물 설정, 

정적 강화, 위계적 촉진, 모델링, 용암법 등의

응용행동주의 기법만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

으며, 공동주의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

적으로 목표 행동을 나누어서 접근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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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입의 난이도와 같은 대략적인 가이드라

인 안에서 개별 아동에게 개입을 실시하였다. 

Kryzak et al(2013)은 아동의 제한된 관심사

를 이용하여 개별적인 개입을 시도하였는데, 

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언어적 촉진, 용암법, 사회적 강화를 활용

하여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Taylor와 Hoch(2008)는 공동주의에 대

한 반응을 교육하기 위해 치료자가 물체를 가

리킨 이후 아동의 주의를 끌었을 때, 아동이

물체를 바라보거나 물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치료자를 다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최소에

서 최대로의 신체적 촉진을 사용했다. Martins

와 Harris (2006)는 신체적 촉진을 점차적으로

철회하는 방식으로 공동주의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첫 회기에서는 2초 동

안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아동이 가리키

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촉진을 하고 회

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촉진이 주어

지는 시간을 늦추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들은 모두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은 자폐

스펙트럼장애에 특정적인 교육방법을 적용하

지 않고 일반적인 행동주의적 기법만을 사용

하였을 때에도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동주의 개시

공동주의 개시에 대한 결과를 기술한 25개

문헌들 중, 15개는 단일피험자 연구 설계, 8개

는 무선 통제 연구 설계, 2개는 집단 간 비교

연구 설계 방법을 통해서 개입이 공동주의 개

시 증진에 효과적인지를 측정하였다. 25개 문

헌 중 68%인 18개 문헌은 개입이 효과적이었

음을 보고하였으며, 24%인 6개의 문헌(Ferraioli 

& Harris, 2011; Goods et al., 2013; Landa, 

Holman, O’Neill, & Stuart, 2011; Martins & 

Harris, 2006; Rogers et al., 2006; Taylor & Hoch, 

2008; Vismara et al., 2013)은 개입이 효과가 없

었음을 보고하였다. 나머지 1개의 문헌에서는

개입이 공동주의 개시의 증진에 제한적인 효

과를 가짐을 보고하였는데, Warreyn과 Roeyers 

(2014)는 치료 집단이 통제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요구를 위한 개시 행동에서만 유의미한 통

계적 차이(p < .05)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DTT와 PRT

25개의 문헌 중, 16%에 해당하는 4개의 문

헌(Ferraioli & Harris, 2011; Jones, Carr, & Feeley, 

2006; Rocha, Schreibman, & Stahmer, 2007; 

Whalen & Schreibman, 2003)에서는 단일 피험자

설계 방법을 통해 DTT와 PRT를 함께 활용

한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였으며, Ferraioli와

Harris(201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입이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였다.

개입의 효과를 보고한 3개의 문헌(Ferraioli & 

Harris 2011; Rocha, Schreibman, & Stahmer 2007; 

Whalen & Schreibman, 2003)은 2세에서 5세 아

동을 대상으로 모두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협응된 시선 이동’과 ‘서술적인 가리키기’를

통해 공동주의 개시에 대한 개입을 진행하였

다. 이들의 개입은 총 12회기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는 5분 동안 지속되었다. ‘협응된 시선

이동’에서는 장난감 놀이 기회를 주고 10초 동

안 공동주의를 개시를 보여주는 시선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난감을 철회하였다. ‘서

술적 가리키기’에서는, 연속적으로 그림이나

장난감을 계속해서 바꾸어 제시하면서 아동이

공동주의 개시로 간주되는 가리키기 행동을

보이면 강화를 제공하였다. 또한, 각 행동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신체적 촉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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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촉진을 사용하였으며 촉진은 단계적으

로 철회되었다. 그 결과, 아동의 공동주의 개

시 빈도가 늘어났는데, 이는 PRT 교수법을 통

한 아동의 자발적인 의사소통 개시에 대한 동

기 부여가 공동주의 개입에 효과적임을 시사

한다.

한편, Ferraioli와 Harris(2011)의 연구도 3세에

서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개입을 실시했으

나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다른 3개 연구와 유사한 절차를 사

용하였으나 개입의 주체가 치료사가 아닌 아

동들의 형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공동주의 개시 훈련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

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TT와 자연주의적 중재법

25개의 문헌 중, 24%에 해당하는 6개의 문

헌들이 DTT와 자연주의적 중재법을 혼합하여

사용한 교수법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이중 5

개는 무선 통제 연구 설계 방법(Goods et al,, 

2013; Kaale, Smith, & Sponheim, 2012; Kasari, 

Freeman, & Paparella, 2006; Kasari et al., 2010; 

Lawton & Kasari, 2012), 1개는 집단 간 비교 연

구 설계(Gulsrud et al., 2007)를 통해서 이들 6

개 연구는 모두 Kasari, Freeman과Paparella(2006)

의 ‘공동주의 및 상징놀이 개입(Joint Attention 

and Symbolic Play/Engagement and Regulation; 

JASP/ER)’을 활용하였으며, 1개의 문헌(Goods et 

al,, 2013)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주의 및 상

징놀이 개입(JASP/ER)을 통해서 공동주의 개시

가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무선 통제 연구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공동

주의 및 상징놀이 개입(JASP/ER)의 효과성을

검증한 Goods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다른 5

개의 연구와는 달리 개입이 효과가 없음을 보

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총 11

명의 제한된 참가자의 수와 짧은 개입 기간

(주 2회, 총 12주)으로 인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Goods et al(2013)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주의 개시를 목적으로 무선 통제 연구 설

계 방법을 사용한 다른 4개의 연구들의 경우

16명에서 61명까지 참가자 수가 많았으며(M 

= 43.25, SD = 20.83), 일주일에 실시한 개입

횟수도 평균적으로 주 3-7회 이상, 6-12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Table 1). Goods et al(2013)

이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고찰을 통해 밝혀

진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참가 대상자의 기능

수준을 들 수 있다. 즉,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Goods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상호

작용 대화가 10 단어 이하인 아동으로 참가자

수준의 상한선을 정했는데, 이로 인해 참가

아동들의 기능 수준이 다른 연구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차이

점은 공동주의 개시에 대한 개입이 효과를 나

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발적 상호작용 대

화가 최소 10단어 이상의 수준이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적어도 8주 동안 일주일에 3회 이상

의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해 준다.

덴버 모델 치료

2개의 연구(Rogers et al., 2006; Vismara et al., 

2013)는 20개월에서 6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집단 간 비교 연구 설계, 단일피험자

연구 설계 방법을 통해 덴버 모델 치료(Early 

Start Denver Mondel, ESDM)의 효과를 측정하였

는데, 두 연구 모두 효과성을 증명하는데 성

공하지 못하였다.

덴버 모델에서는 아동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에 용이한 사회적 게임(예를 들어, 머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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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요를 덮어 까꿍 놀이하기)을 통해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발달시키고 물체나 간단한 지시

사항 등을 활용하여 모방 및 수용적인 이해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다. 두 연구 모두 공동주

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시도하지 않았으

며 주 1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개입

을 12주간 지속하였다. 두 연구는 치료를 실

시한 주체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Rogers et al 

(2006)의 연구는 치료자가 Vismara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치료자를 통한 덴버 모델의 치료

의 교육을 통해 부모가 개입을 시도하였다. 

이들 연구의 공동주의 개시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는 덴버 모델 치료의 경우 치료의 주체와

무관하게 공동주의 능력의 증진에는 효과가

제한됨을 시사한다.

자폐스펙트럼장애에 특정적인 교수법의 사

용 없이 행동주의적 기법만을 사용한 개입

25개 문헌의 8%에 해당하는 2개 문헌

(Martins & Harris, 2006; Taylor & Hoch, 2008)은

모두 단일피험자 연구 설계를 사용하여 개입

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들은 DTT, PRT, 자

연주의적 교수법과 같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특정적인 교수법

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적 촉진을 중심으로

강화와 모델링과 같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행동주의적 기법만 사용하였으며, 두 개

의 문헌 중, Taylor와 Hoch(2008)의 연구만이

개입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Taylor와

Hoch(2008)의 연구에서는 3세에서 8세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 3명을 대상으

로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과 공동주의 개시를

모두 가르쳤다. 아동에게 물체를 가리키거나

시선을 이동하여 공동주의를 개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최대에서 최소로의 촉진과

모델링을 사용하였다. 촉진은 처음에는 음성

적 촉진과 신체적 촉진, 치료자의 모델링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도움은 점차적

으로 줄어들었으며, 아동이 반응과 촉진 사이

의 기간도 점차 길어졌다. 그 결과, 훈련을 받

은 아동 3명 중 2명의 아동이 공동주의에 대

한 반응과 개시 훈련이 모두 끝난 후, 공동

주의 개시 요구의 증가를 보였다. Martins와

Harris(2006)는 3세에서 4세의 자폐스펙트럼 장

애로 진단받은 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입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아동이 적절하게

공동주의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촉진을 사용하고, 점차적으로 촉진을 철회하

였으며, 공동주의 개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아동

의 공동주의 개시의 향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두 연구 모두 연령대가 유사한 아동에게 개입

을 하였으나, Taylor와 Hoch(2008)의 연구에서

만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Martins와 Harris(2006)와는 달리 Taylor와 Hoch 

(2008)는 아동에게 공동주의 개시에 대한 별도

의 개입을 실시하였기 때문일 수 있겠다. 두

연구의 결과는 모두 공동주의 개시를 증진시

키기 위해서는 공동주의 개시에 직접 개입하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논문에서는 최근 1995년부터 2015년 사

이에 행동주의적 기법을 활용하여 자폐스펙트

럼장애 아동의 공동주의 능력에 개입한 문헌

27편의 분석을 통해 어떠한 교수법이 공동주

의에 대한 반응과 공동주의 개시의 증진에 효

과적인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공동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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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응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한 문헌 중, 

89%의 문헌에서 실시한 개입이 효과적이었다

고 보고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특정적인 교수법의 사용 없이도 행동

주의적 기법을 통해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의 개

시를 종속변인으로 측정한 문헌 중 68%만

이 개입의 효과성을 보고하여 공동주의 개시

가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에 비해 개입이 어려

우나 DTT와 자연주의적 개입을 함께 사용한

Kasari, Freeman과 Paparella(2006)의 공동주의와

상징놀이 개입(JASP/ER)을 사용한 경우 개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

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은 자폐스펙트

럼장애에 특정적인 교수법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행동적인 기법으로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찰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행동 변화 전략은 정적 강화, 신체적

및 언어적 촉진, 용암법 등으로 행동주의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이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는 공

동주의에 대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변화가 용

이한 사회 기술임을 시사한다. 본 고찰을 통

해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을 교육하는 것이 상

대적으로 쉬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입에 효과적이라 밝

혀진 다양한 방법들 사이의 공통점을 살펴봄

으로써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회 기

술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본 고찰의 결과

는 공동주의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이 아동의

사회 기술의 중추 기술(pivotal skill)로 간주되

나, 그 습득 방법은 아동이 배워야 할 다른

능력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치료자에게 적어도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먼저 조기 치료의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치

료의 초반부터 공동주의 반응에 대한 훈련 모

듈을 포함하여 이 중추 능력이 학습될 수 있

도록 계획해야 함을 시사한다. 중추 기술을

학습하고 나면 다른 영역에서의 학습이 자연

스럽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중심축

반응 훈련(Koegel & Egel., 1979)의 주장을 고려

할 때, 동일한 노력이 든다면 박수치기 등과

같은 모방의 하위 영역보다는 자폐스펙트럼장

애의 치료에 있어 핵심이라고 간주되는 공동

주의에 대한 반응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전략

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다. 비록 본 고찰 결

과는 중추 기술 중 하나인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 영역에 국한되지만, 추후 다양한 중추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서의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중추기술 습득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문헌

고찰에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일반적인 전

략은 치료자 교육의 측면에서 자폐스펙트럼장

애에 특정적인 교수법(예, DTT, PRT, 자연주의

적 중재법)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사회적

타당도가 높다. 특히, 정적 강화와 같은 몇몇

행동주의적 기법은 각 기법이 가지는 행동 변

화 전략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명료하므로 간

단한 모델링을 통해 치료자가 손쉽게 전략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부모

및 기관 관계자 등을 교육할 때 이와 같은 일

반적인 행동주의적 기법들을 소개하고, 해당

기법의 성공적인 적용을 통해 보호자 및 관계

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자폐스펙트럼장애

에 효과적인 교수 전략은 이런 방법의 성공이

축적되면서 추후에 점차적으로 소개할 수 있

다.

비록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에 다양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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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루 효과적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

이 활용된 교수 전략은 DTT 교수법이었는데, 

이는 아마도 DTT의 효과성이 꾸준히 보고됨

에 따라 추후에 실시된 연구들이 개입방법으

로 DTT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결과일 가능성

이 크다. DTT 교수법은 학습의 목표 행동이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일 때, 이를 작은 범위

로 나누어서 치료에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

여 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서로 다른 요

구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기술

을 획득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Simth, 2001).

둘째, 공동주의 개시의 경우, 약 68%의 문

헌만이 효과성을 보고하여 개시에 대한 개입

의 상대적 어려움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아

동의 언어 발달 과정에서 언어를 이해하는 것

이 먼저 나타나고 뒤이어 생후 12개월에 언

어를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Fenson et al., 1994). 이는 의사소통 기능을 획

득할 때, 상대방의 의사표현에 반응하는 것이

자발적인 의사표현에 비해서 먼저 습득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동주의 능력을 증진시키

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영역들

이 발달하는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동주

의에 대한 반응을 먼저 교육한 후에 공동주의

개시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순서

일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의 개시를 증진시키기 위한 문헌 연

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교수법은 공동주의

및 상징놀이 개입(JASP/ER)으로, 이 방법에서

는 먼저 회기마다 DTT 교수법을 통해서 공동

주의 능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일반화 회기를 통해 아동이

이전에 학습한 것을 놀이의 형태를 통해 일반

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은 DTT만 사용해도 효과적이었던

것에 반해, 공동주의 개시의 경우 일반화 회

기를 요구한다는 점은 공동주의 개시 능력의

습득이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보다 보다 습득

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는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이 상대가 시작한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

만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공동주의 개시는

상호작용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 공동

주의의 시작을 해야 하므로 자발성이 보다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동주의 및

상징놀이 개입(JASP/ER)에 포함된 일반화 회기

는 아무런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에게 먼

저 상호작용을 시작하도록 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스스로가 공동주의에 대한 개

시를 시작할 수 있게 훈련한다.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개시를 시작해야 하는 능력은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필요로 하므로, 반응보다는 장

기간의 훈련 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존

의 공동주의 개입에 대한 문헌분석 연구(White 

et al., 2012)에서는 놀이 장면과 같이 아동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맥락에서 개입이 시도

되었을 때, 개입의 효과가 더욱 분명하게 나

타난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공동주의 및 상징

놀이 개입(JASP/ER)의 일반화 회기를 자연주의

적 중재법을 활용하여 아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 장면에서 진행한 것 역시 공동주의

개시를 효과적으로 증진하는데 기여했을 것으

로 추측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은 공동주

의 개시에 대한 개입이 반응에 대한 개입보다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게 알려준다. 

그러므로 본 고찰의 결과가 시사하듯, 공동주

의 개시의 경우 전문가의 교육을 받은 부모나

형제 등과 같은 다른 주체보다는 전문가가 적

극적으로 개입하여 공동주의 개시를 아동에게

직접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 전략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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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고찰은 공동주의 능력의 증진하기

위해서 매뉴얼화 된 치료 프로그램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Kasari, 

Freeman, & Paparella, 2006; MacDuff et al., 2007; 

Warreyn & Roeyers, 2014). 이 매뉴얼들은 공동

주의 행동을 난이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분류

하고, 다양한 응용행동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쉬운 행동부터 어려운 행동의 순으로 순차적

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다. 최근 치료의 효과성에 관련된 연

구들은 이미 그 효과성이 검증된 근거기반치

료 (evidence-based treatment)를 확산하는 한 방

법으로 치료 프로그램의 매뉴얼화를 촉진하고

있다(Weisz, Chu, & Polo, 2004). 특히 오랜 치

료 기간과 치료 방법의 정확한 사용이 요구되

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경우, 치료 매뉴얼을

사용했을 때 행동의 난이도에 따라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치료 경험이 많지 않은 치료

자들에게까지 효율적으로 보급될 수 있을 것

이다. 공동주의 능력은 고도로 표상화된 행동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의 실시

및 보급을 위해 표준화된 치료 요소를 포함한

치료 매뉴얼의 확산은 매우 고무적이다(Chad 

& Shin, 2014).

마지막으로 문헌 분석의 과정에서 새로운

매개체를 활용한 훈련들도 활용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Warren et al., 

2015; Vismara et al., 2013).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실시간 영상 통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비록

모든 프로그램이 다 효과적임을 보고하지는

않지만, 보상을 찾기 어려운 자폐스펙트럼장

애 아동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치료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Warren et al(2015)

의 연구는 관심을 끄는데, 주로 치료자가 아

동이 공동주의를 훈련하는 대상이었던 과거

연구에 비해, 아동이 흥미를 가지는 휴머노이

드 로봇과 같은 매개를 활용하였을 때, 아동

의 동기를 증가시켜 공동주의 능력의 개선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컴퓨터와

같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의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매개체를 활용하였을 때 개입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최근 연구 결과(Chen & 

Bernard- Opitz, 1993; Hopkins et al., 2011; 

Tanaka et al., 2010)들과 일관되며, 얼굴인식이

나 정서인식과 같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동주의 행동 역시 이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

서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고찰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고찰에 포함된 문헌들은 대다수가 단일 피험

자 설계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 크기를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고찰 결과는 직

접적인 행동 관찰과 시각 분석에 근거하여 연

구자들이 보고한 개입의 결과를 기반으로 이

루어졌다. 일반적으로 가장 권고되는 문헌 고

찰인 메타분석에서는 각 연구에서 보고한 평

균과 표준편차를 근거로 계산한 효과 크기에

근거해 연구 문제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한다(Koo, Choi, & Kwon, 2012). 추후, 공동주의

능력의 개입에 대한 집단 비교 연구나 무선

할당 통제 연구들이 활성화 된다면, 이런 연

구들에서 각 행동주의적 기법이 가지는 효과

크기를 분석하여 공동주의 능력의 증진에 대

한 근거기반치료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문헌 분석에서 포함된 다수의 문헌들이 몇

몇 연구자들의 치료법을 모사한 치료법을 사

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문헌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치료법의 효과를 개괄

할 수 있는 문헌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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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스펙트럼장애의 공동주의 능력 증진을 위한

행동 치료에 대한 탐색적 문헌 분석

김 민 제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

한 핵심기술인 공동주의 능력의 심각한 결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주의적 기법을 사용하

여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공동주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던 문헌 27개를 분석하여, 

1) 행동주의 교수전략이 공동주의 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 2) 공동주의 능력을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과 공동주의 개시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 효과적인 교수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문헌고찰 연구의 결과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 특징적인 교수법의 사용이 공동

주의 능력의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의 경우, 고찰에 포함된 94%

의 논문이 행동주의 교수전략이 개입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에

특정적인 교수법의 사용 여부에 무관하게 개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행동주의적 기법만

으로도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이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의 개시의 경우, 

68%의 문헌만이 개입이 효과적임을 보고해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DTT와 자연주의적 개입을 함께 사용한 Kasari, Freeman, 그리고

Paparella(2006)의 전략이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동주의의 개시가

공동주의에 대한 반응에 비해서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각 영역에 맞는

접근법을 취했을 때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자폐스펙트럼장애, 공동주의, 행동주의 교수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