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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문제행동은문제에대한유아의해결책이나의사소통의유형으로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우는 아기의 행동이 어떤 목적을 가진다고 말한

Plato로거슬러올라간다. 이러한아기의행동은자신을돌봐줄수있는누군가를얻

고자하는시도이다(Durand,1990).

이것은 기능평가(FA,어떤 이들은 기능행동평가라고 부른다.)와 긍정적 행동지원

(PBS)의기본적인원리이며,이두가지전략은아동의문제행동을이해하고자했던

행동심리학자들에의해서발전되었다.그들은무엇이행동을촉발시키는지,아동이

그것으로부터무엇을얻는지를이해하고자했으며,유아가자신의욕구를좀더수

용적인방법으로충족시킬수있도록지도하고자하 다(O’Neill et al.,1997;Repp,

Karsh,Munk,and Dahlquist,1995).이는우리가세계를바라볼때유아의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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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볼수있도록해준다.

문제행동은때때로보이는것만큼예측불가능하지는않다.유아의주변환경에

초점을맞춤으로써어디에서문제가발생하는지, 특정장소에서특정시간에행동

이왜일어나는지와(Durand, 1995)그러한행동이유아에게제공하는숨겨진타당

성,기능이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Dunlap & Kern, 1993; Iwata,Dorsey, Slifer,

Bauman, & Richman,1982;O’Neill et al.,1997).비록행동이적절하지않더라도기

능은거의그렇지않다.한번그기능을이해하면아동이‘상관없고,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문제행동대신적절한방법으로목적을성취하도록돕기위한긍정적

행동지원계획(PBS),행동중재계획(BIP)을설계할수있다(O’Neill et al.,1997,p. 8).

물론문제행동의모든원인이주변환경에기인하는것은아니지만이러한관점

은큰도움이될수있다.기능평가와긍정적행동지원계획은예방차원의효과적인

전략이며, 특히유아와긍정적이고반응적인관계를세웠을때이러한전략들은통

합적이고지지적인학습환경을만들어낸다(제5∼8장,제11장참조).비록기능평가

와긍정적행동지원을실행하기위해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지만이는안전한

투자이며 궁극적으로 문제행동을 지적하는 데에는 적은 시간을,지도하는 데에는

더많은시간을소비할수있다.

이장은두주요 역으로구분되었다.첫번째는기능평가과정을설명하고두번

째는긍정적행동지원계획을만드는것에관한것이다.유치원에다니는다섯살재

즈민은지속적인문제행동을나타내고있으며그녀의교사는기능평가에기초한행

동지원계획을수립하고자결심하 다.

기능평가의수행

언제기능평가와긍정적행동지원을사용해야하는가

대부분의유아들은앞장에서설명된것과같은보편적인전략에잘반응하지만,모

두그렇지는않다.대략 5∼15% 정도는추가적인도움을필요로하는데이를이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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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secondary intervention)라고 부른다(Sugai & Horner, 2002;Walker,Ramsey,&

Gresham,2004).그리고추가적으로 1∼7%(도시안에있는학교에서좀더많은)의

아동은세 번째 중재(tertiary intervention)라고불리는집중적이고개별화된중재가

요구된다(Warren et al., 2003;Clonan, Lopez,Rymarchyk,& Davison, 2004)(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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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어주기

비록 기능평가와 긍정적 행동지원은 원래 발달장애 유아를 돕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학교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지정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하고 있다(Fox, Dunlap, & Cushing, 2002; Sugai et al., 2000). 학급과 개별적
전략을 위한 기초이자 지원 제도로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생들의 힘을 향상시
킨다(Sugai, Horner, & Gresham, 2002).
기능평가와 긍정적 행동지원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1997년과 2004년 IEDA에서는 행동이 학

습을 방해하거나 규율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사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Quinn, Gable,
Rutherford, Nelson, & Howell, 1998; Mandlawitz, 2005). 미국전국학교심리학자협회에서는
기능평가나 긍정적 행동지원을 최선의 실제로 간주한다(Miller, Tansy, & Hughes, 1998).
최근 교육자와 연구자들은‘반응중재(Response To Intervention, RTI)’방법을 행동에 적용

하기 시작했다. 차별화된 지도방법들의 대부분이 읽기 지도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Sandomierski, Kincaid, & Algozzine, n.d.) 반응중재의 목적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게 초기의 빠른 중재와 더불어 효과적인 근거 기반 전략과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의
실패와 특수교육으로 보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다(Fox, Carta, Strain, Dunlap, &
Hemmeter, 2009).
이러한 순향적이고 계층적인 접근인 반응중재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과 초기 유아

기 피라미드 중재 모델(203쪽 참조)의 자연스러운 동반자로 보인다. 이 세 가지 중재의 연결
점은 증거에 기반한 중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Fox et al., 2009; Sugai, n.d.). 유아의 현
재 상황을 선별과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각 유아의 요구에 맞게 팀을 구성한
다. 유아에게 가장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문제는 기능평가와 긍정적 행동지원의 형태로
개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Fox et al., 2009).
문제행동은 종종 학업의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학교에서는 학업과 행동을 반

응중재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시켜 두 역에서의 결과를 향상시킨다(Mclntosh,
Chard, Boland, & Horner, 2006; Stewart, Benner, Martella, & Marchand-Martell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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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모델도표는 203쪽의그림 7.2에나타나있다.).

기능평가와긍정적행동지원은세번째중재이며,심각하고,빈번하고, 집중적인

문제행동에 사용할 수 있다(Gable,Quinn,Rutherford,Howell,& Hoffman, 1998).

더중도의문제행동들(특히오랜기간동안지속되거나학습과사회적관계에 향

을주는)에도또한사용할수있다(Chandler & Dahlquist,2005).

재즈민이하루동안수없이차고때리는행동들을보이는것처럼느껴져기능평

가와긍정적행동지원을계획하겠지만이에앞서서이러한행동이얼마나심각한지

알필요가있다.비형식적인 관찰은문제행동이하루에는몇번이며,한주동안에는

몇번인지,특정시간에나타나는지(예를들어자유놀이시간,교사주도활동또는

유아가힘든하루일과가끝나는시간에만나타나는지)등얼마나빈번하게행동이

일어나는지를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도움을제공한다.

한주씩요일별로하루동안시간의흐름에따른관찰내용을간단한목록에기록

한다.관찰된행동중에가장문제가있는행동한두가지(발로차기,때리기등)를

선택해서관찰된시간을적절한부분에표시한다.만약그행동이오랜시간지속된

다면지속시간으로기록하는것이유용할것이다.행동이 10분또는 10초동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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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교사가자신의자료를막대그래프로만들면유아의행동유형을파악하는데더도움이된다.

재즈민의행동 : 차기

2010년 10월 18∼22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행
동
발
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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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가?(여기에서는초단위의기록이효과적일것이다.)비록행동의정도는측

정하기어렵지만, 1∼5 사이의척도를만들면행동이얼마나심각하고파괴적인지

이해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하루일과를마쳤을때하루동안행동이몇번일어났는지알수있게되며,1∼2

주후에막대그래프나선그래프등을만들면정확하게어떤일이일어났는지가시

화할수있다.요일이나날짜는가로축으로두고행동의빈도는세로축에둔다.문제

행동이일어났을때시간이나활동을구분해서그래프를만들수있다(자유놀이나

수학시간등).후에참고하기위해서유아의이름과관찰한행동과날짜를적는것

을잊어버리지않도록한다.그림 10.1에서재즈민의차는행동의빈도수를막대그

래프를통해알수있다.

만약관찰결과에서유아의행동이정말문제가된다면다음단계에서는긍정적

행동지원을위해기능평가를시행한다.

교사는수사관이된다.기능평가를수행할때에는교사와유아와관계있는누구

나다문제행동의기능을함께발견하고해결할수있는팀의구성원이된다.

기능평가는 긍정적 행동지원의 핵심이 된다.이러한 과정은 문제행동의 기능과

목적을알수있게해주며일상생활속에서문제행동을촉발시키거나유지시키는

원인을발견할수있게한다. 이러한정보와함께교사는효과적인행동지원을계획

할준비를한다.

팀구성과소집

기능평가와긍정적행동지원이잘진행되도록하기위해서는팀이필요하다.가족,

교사,교장,심리학자,사회복지사,교육보조자,요리사,버스운전사등과같이유

아와관계된모든사람이정보와생각을수집하거나연락하고, 누구나모두수행할

수있는효과적인계획을찾아내는것에기여할수있다(Gable et al.,1998).만약기

능평가훈련을받는중재보조팀과함께해야한다면중재보조팀내에반드시교사도

포함되어야한다(339∼340쪽참조).

가능한한계획을효과적으로하기위해서는계획이반드시종합적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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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가정,학교,그리고지역사회내에서유아의일상의모든측면들을포함해야한

다는것을의미한다.가족은강점과지식을가지고있으며그들이참여해서계획할

때계획의논리적근거를이해할수있으며믿을수있고신뢰를가지고실행할수

있게된다.언제나세심하고원만한관계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가족의생활,

문화,흥미,자원등을학습함으로써가족의신뢰와협력을얻으라.가족의각구성

원의역할을이해하고(누가양육자이며누가훈육자인지)교사는가족의편이라는

것을알수있도록돕는다.그들과의친선으로인해문제해결과계획의수행이좀더

쉬워지고일관성있게될것이다.

팀이처음만날때교사의역할은문제행동을명확하게판별하며중재의목표를

세우는것이다.무엇을성취하기를원하는가?재즈민의경우교사의중요한장기목

표는아마도방해행동을감소시키는것이며재즈민이학습을하고기능을발휘할

수있게되는것이다.교사는문제행동의목적과그것을촉발시키는상황에대해서

생각할수있게된다.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기억들을촉진시켜생각과아

이디어를자극할것이다.그렇게되면아마도재즈민이왜부적절하게행동하는지

확신을가질수있게되겠지만,상황은생각했던것보다복잡해질수있다.재즈민이

청소시간에빠져나가기를원한다고의심할수있지만한편으로는청소시간의소

음등을참지못하는이유일지도모른다는가능성을염두에두어야한다.정보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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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단계

전문가들은 기능평가를 수행하고 문제행동을 지닌 유아에 대한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지원을
계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들의 초안을 마련한다.

• 팀을 만들고 소집하기
• 문제행동을 판별하기
• 행동의 기능들을 판별하기
• 행동지원 계획을 작성하기
• 계획을 실행하고 점검하기
• 결과를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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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때이러한모든가능성에대해생각한다.결국에는행동의목적에대한가설(또

는최상의추측)이분명해질것이다.

어떻게행동의기능을알아낼수있을까

기능평가는그것을둘러싼직접적인환경들에초점을맞춤으로써문제행동의목적

을알아내는것에있다(Carr,1994).교실은복잡한장소이기때문에(물리적공간,교

육과정,반복되는일과뿐만아니라사회적맥락과교사와학생사이의많은행동들

로구성된) 기능평가는교사가A－B－C 분석이라고불리는특별한방법으로바라볼

수있도록요구한다(Bijou,Peterson,& Ault,1968;O’Neill et al.,1997).

A는선행사건(antecedent)을뜻한다.문제행동바로이전에일어난사건이문제행

동을촉발시킨다고본다.연구자들은선행사건으로요구하기,요청하기,어려운과

제,전이,중지그리고혼자남겨두기등이있다고말하고있다(O’Neill et al.,1997).

또래의행동또한선행사건이될수있다. 귀찮게하기,괴롭히기,과시하기,가까이

다가오기,제외시키기등이포함된다.불을키거나노래를해서청소시간이시작되

었음을알릴때(청소시간을알리는신호)재즈민은라이앤을발로차거나때린다.

불을켠것과청소노래(청소시간을알리는노래)는선행사건이된다.

선행사건과는약간거리가있는배경사건(setting event,선행사건전이나주변에서

일어난사건)은선행사건과구별하기어렵다.배경사건은유아가선행사건에좀더

취약하게 만들어 문제행동이 더 쉽게 일어나도록 한다(Durand, 1990;Repp et al.,

1995).성인이있거나없는경우(대체교사는종종문제행동을불러일으킨다.),일과

의변화,그룹에서유아의수,교실의구성,소음의정도,밝기,활동유형,활동의순

서그리고하루일과는모두배경사건이될수있다.배경사건은또한배고픈지,피

곤하거나아픈지,약을복용하는지(또는하지않는지), (법적으로이혼했지만양육

권이없는)부모와주말을보냈는지,부모가사이가좋지않은지,학교에좋아하는

장난감을가져오는것을금지당했는지,버스에서떠 렸는지등유아의신체적또

는정서적상태를포함한다. 유아의문화또한배경사건이될수있는데만약유아

의행동이가정에서는적절하거나격려되는행동이지만학교에서는수용되지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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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Sheridan,2000).배경사건은분명

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렵고 종종 누군가

에의해제공된정보에의존하거나,분명

하게알지못할수도있다(아마도재즈민

의엄마는오전 8시에있는회의때문에아

침동안재즈민을서두르도록재촉한것을

알지못할것이다.).배경사건은어려워지

거나변경이불가능할수도있지만때때로

판별하기가쉽거나변화를받아들이기때

문에그것들을찾는것이중요하다.

B는행동(behavior)을뜻하며,특히그것

을 관찰하는 사람 누구라도 행동을 인정

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해

야 한다(‘재즈민은 공격적이다.’가 아니

라‘재즈민은다른친구를차고때린다.’

라고 기술한다.)(Durand, 1990; Gable et

al., 1998).만약유아가몇가지문제행동

을갖고있다면그것들에대해모두기술해야하는데, 여러문제행동들을같은것으

로봐야하는지각각다른기능을가지고있는지이해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재즈

민은또한욕을하고때때로침을뱉는다.).물론슬픔이나화같은감정이나생각을

관찰하거나측정할수없지만울음,소리지르는것,의자를던지는것등을관찰하

고측정할수있다.

C는후속결과(consequence)를뜻한다.그것은문제행동후에무슨일이일어났는

지를뜻한다.여기서교사는자신의행동과재즈민의또래의반응을반드시살펴보

아야한다.재즈민이라이앤을차는것을못본척했는가?엄하게꾸짖고개별적인

대화를위해그녀의옆에서거나또는자리를바꾸었는가?유아에게다른활동을시

키거나사무실로보냈는가?다른아동들이웃었는가,함께했는가,다른곳으로옮겨

갔는가,또는멈추라고말했는가?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이러한모든반응들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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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과제나 요구, 재촉, 전이나 방해 등은 종종 문제행동을 유발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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