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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Problem behavior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which should be addressed in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Moreover, a student emitting problem behaviors is more likely to be arranged into more
restrictive environment. Method: Positive behavior support (PBS) is a comprehensive application model of the
behavioral science which uses educational and systems change methods to minimize problem behavior, to improv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to enhance quality of life. Although the elements of PBS can be foun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PBS-related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South Korea, more strategic PBS application
model needs to be developed for special education schools in South Korea. Thu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conceptualize the PBS application model which would fit into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school system and (b) to provide practical examples which would be used by the practitioners of special
education schools. Result: In order to address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established a practical PBS model
based on the core literatures and provided specific references and materials which could be used by the
practitioners. Conclusion: To address these purposes, this conceptual study consists of 5 core individualized PBS
mode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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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특수교육에서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행동은 자신 또
는 타인의 학업 성취를 방해하고, 보다 제한적인 환경으로 배치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
문이다(Kennedy & Horn, 2004). 문제행동은 주로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중재되어
왔다. 행동주의 중재 전략은 문제행동 중재에 효과적이었으나, 단순한 행동 감소에만 초점이 맞
추어 졌다는 비윤리성이 지적되어 왔다(Horner et al., 1990).
긍정적 행동지원은 Skinner의 행동주의 철학에 근거한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이
확대된 것으로서(Dunlap, Carr, Horner, Zarcone, & Schwartz, 2008), 심각한 자해행동이나 공격행동
을 보이는 개별 장애학생에게 사용되어진 비윤리적 중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Durand &
Carr, 1985; Meyer & Evans, 1989; Horner et al., 1990). 긍정적 행동지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행동 중재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다(Sugai et al., 2000). 이와 같은 행동
중재 시스템은 새로운 이론이나 중재전략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효과적인 중재 전략
을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Sugai et al., 2000; Turnbull et al., 2002).
긍정적 행동지원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개별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위한 중재로서 제시
되었으나, 최근 긍정적 행동지원은 중재대상의 범위와 지원의 수준(intensity)에 따라서 a) 보편적
지원(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b) 그룹지원(집단·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c) 개별대상
지원(개별화된 긍정적 행동지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Horner, 2000: Lewis & Sugai, 1999; Sugai
et al., 2000).

일반적으로 학교 단위에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행동지원은 보편적 지원과 그룹지원이다(김현
욱, 2017; Sugai & Horner, 2009). 국외 선행연구에는 보편적 지원과 그룹지원이 포함된 긍정적 행
동지원은 문제행동 예방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Kartub, Taylor-Greene, March, & Horner,
2000; Metler et al., 2001; Turnbull et al., 2002). 그러나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일반 학급에 통합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수학교에서 적용된 보편적・그룹 지원 연구의 수는 제한적이
었다(국립경진학교, 2015; 김미선, 송준만, 2006; 김영란, 박지연 2014; 유환조, 이영철, 2016). 특
히 국내 특수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이 적용된 연구는 보편적 지원과 그룹지원 보다, 개별 지
원과 관련된 긍정적 행동지원이 주로 연구되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고동희, 이소현, 2003; 김대
용, 백은희, 2016; 민지영, 김은경, 2011; 정길순, 노진아, 2011; 한홍석, 박주연, 2011).
국내 특수학교에서는 보편적 지원 및 그룹차원의 지원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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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다양한 인성교육, 그린마일리지 제도, 사제
동행 프로그램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예방교육 등을 통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특
수학교에서의 보편적 지원 및 그룹차원의 지원은 a) 팀 접근보다 특정 부서의 계원이 담당하고
있고, b) 모든 교직원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백종남,
조광순, 2013; 황순영, 이경림, 이후희, 2014), c) 공격행동 및 자해행동과 같은 일부의 심각한 문
제행동은 여전히 개선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장미순, 김진호, 2014). 이와 같은
특수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문성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근필, 이영철, 2017; 문병훈, 장천, 이영철, 2017).
한편 교육부에서는 2017년도 특수교육분야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특수교육 지원 강화」
추진 계획을 통해 모든 특수학교에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를 통해 a) 문제행동 감소 및 예방, b) 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 c) 교사 및 학부모의 지도역량
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특수학교는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학생의 수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 학급마다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가 요구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 2016). 특수학교에 주로 개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과 관련된 연구가 진
행된 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한 반증이라 볼 수도 있다. 또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심각한 문
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Sugai et al., 2000), 특수학교 전체가 심각
한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춘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요소가 제시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각종 주요 연구 문헌을 이용하여 특수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을 위한 팀 구성 및 교직원 연수 등 특수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요소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Ⅱ. 특수학교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요소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요소를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적용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긍정적 행동지원 학술지, 연구보고
서 및 기타 저서를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검토된 내용은 연구자, 특수교육 현장전문가 등이 검
토하여 체계화하였다. 특수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 적용해야 할 요소는 a) 긍정적 행
동지원 팀(Simonsen, Sugai, & Negron, 2008; Stormont, Lewis, Beckner, & Johnson, 2007), b) 긍정적 행
동지원 연수(국립경진학교, 2015; 국립특수교육원 2015, 2017; Crone, Hawken, Horner, 2015;
Horner, Sugai, Todd, & Lewis-Palmer, 2005; Stormont, Lewis, Beckner, & Johnson, 2007, Johnston, Foxx,
Jacbson, Green, & Mulick, 2006) c)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회의(Carr et al., 2002; Crone, Haw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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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행동지원 계획(Scott, Anderson,
& Spaulding, 2008; Martin & Pear, 2015), e)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Anderson et al., 2008; Crone,
Hawken, & Horner, 2015)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요소를 종합한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모
형은 [그림 Ⅱ-1]과 같다.
Horner, 2015; Stormont, Lewis, Beckner, & Johnson, 2007), d)

[그림 Ⅱ-1] 특수학교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모형

1. 긍정적 행동지원팀
긍정적 행동지원은 팀 접근이 필요하다(Horner et al., 2009). 이와 같은 팀 접근은 지원의 수준
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Simonsen, Sugai와 Negron(2008), Stormont, Lewis, Beckner와 Johnson
(2007), 최진오(2010) 등의 연구와 국내 특수학교 실정 등을 종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특수학교에
서 긍정적 행동지원 팀 구성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긍정적 행동지원 팀
구분
역할
업무 및 책임
∙업무
총괄
팀장
∙교직원으로부터 피드백 받기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전반에 대한
리더십
자문
팀
∙긍정적
행동지원팀 및 관련 교직원
전문가
연수
∙기능적 행동평가 및 긍정적 행동지
원 계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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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역할 담당자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관련분야 교수
∙국제행동분석가(BCBA*)
∙관련연수를 이수한 수석교사
및 경력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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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

구분

실무팀

역할
실무
사례관리

실행팀

실행

업무 및 책임
예상 역할 담당자
∙긍정적 행동지원팀 업무 전반
∙긍정적 행동지원 회의 관리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수립․관리․ ∙실무전담교사
평가
∙해당 지원 대상 학생 사례관리 및 ∙해당 학생 담임교사
기록, 중재 실행 및 점검
∙해당 학생 담임교사
학생 관련 교직원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에 따른 실행 ∙해당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인력
및 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등)
∙해당 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

* BCBA: Board Certified Behavior Analyst (www.bacb.com)

리더십팀은 ‘긍정적 행동지원 팀장’과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다. ‘긍정적 행
동지원 팀장’은 회의의 안건을 개발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로 학교관리자 등
학교의 예산 및 인력지원을 비롯한 학교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Crone, Hawken, & Horner, 2015).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는 기능적 행동평가와
행동중재계획을 비롯한 긍정적 행동지원 전반에 대한 계획・실행・수정과 관련된 자문과, 긍정
적 행동지원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팀과 교직원에 대한 연수를 담당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는 특수교육 및 행동분석관련 전공 교수, 국제행동분석전문가(BCBA) 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긍정적 행동지원과 관련된 연수를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한 경력교사가 담당하여야
한다.
실무팀은 ‘긍정적 행동지원 실무’와 ‘긍정적 행동지원 사례관리’로 구성될 수 있다. ‘긍정적 행
동지원 실무’는 Stormont, Lewis, Beckner와 Johnson(2007)가 제시하는 긍정적 행동지원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긍정적 행동지원 실무’ 담당자는 팀장을 도와 회의 개최를 보조하고,
회의록 기록을 비롯한 협력적인 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사례관리’는 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한다(Crone, Hawken, & Horner, 2015). ‘긍정적 행동지
원 사례관리’는 긍정적 행동지원팀이 시행하기로 한 과제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
실행팀은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으로 구성된다.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은 계획된 기능적 행동
평가와 중재계획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Crone, Hawken, & Horner, 2015). 회의에서 결정된
간접평가와 직접평가를 실시하고 계획된 중재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중재를 적용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은 주로 대상학생의 담임교사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학생의 사례에 따라 해당
- 163 -

교육혁신연구, 제27권 제3호

학생의 학부모 및 보호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인력(가족지원, 치료지원 등), 관련 교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2. 긍정적 행동지원 연수
1) 교직원 교육 유형

긍정적 행동지원은 응용행동분석을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접근, 팀 중심의 접근, 사례 및 데이
터 기반의 접근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모형이다(Bambara & Kern, 2005). 따라서 성공
적인 긍정적 행동지원의 적용을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전문적인 이론적·실제적 지식의 습득이
필수적이다(Johnston, Foxx, Jacbson, Green, & Mulick, 2006). 따라서 긍정적 행동지원팀 구성원의 전
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 구성원의 전문성 연수는 대상과 내용에
따라 <표 Ⅱ-2>와 같이 실시될 수 있다(Crone, Hawken, & Horner, 2015; Stormont, Lewis, Beckner,
& Johnson, 2007).

<표 Ⅱ-2> 긍정적 행동지원 교직원 연수의 대상 및 내용
대 상
내 용
∙긍정적 행동지원팀의 역할 및 책임
긍정적 행동지원팀
∙긍정적 행동지원의 개념
∙기본적인 행동원리 및 중재전략
행동평가 시행 방법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 교사 ∙기능적
∙대상학생과 관련된 예방 및 반응전략 중재방법
관련 교직원(교과전담교사, 보건 및 ∙대상학생과 관련된 예방 및 반응전략 중재방법
영양교사 등)
∙대상 학생과 관련된 식이 및 건강 관련 연수
∙보편적 지원 및 그룹지원에 대한 내용
전체 교직원
∙특정 중재전략에 대한 주의사항 및 협조사항 교육

먼저, 긍정적 행동지원팀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의 내용은 a) 긍정적 행동지원팀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 b) 긍정적 행동지원의 개념이나 구성요소, 그리고 c) 기본적인 행동원리와 중재전략으
로 선정할 수 있다. 특히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 에게는 기능적 행동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연수
와 중재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연수를 구성할 수 있다. 기능적 행동평가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도
구와 평가 방법 및 고려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연수한다. 중재방법과 관련된 내
용은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비디오 자료를 활용하고, 모의 실습을 통해 일관성 있는 중재
가 될 수 있도록 연수한다.
긍정적 행동지원의 성공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일관적인 중재전략의 적용을 위해
서는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대상학생의 학급에서 수업을 실시하는 교과전담교사 및 관련 교직
원도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관적으로 적용할 때 중재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다(H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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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 학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보
편적 지원 전략 및 그룹지원 전략에 대해 모든 교직원이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한다. 필요하다면 보건 및 영양교사 또는 전체교직원을 대상으로 대
상 학생의 알러지 반응, 외과적인 수술 전력 또는 약물 복용에 대한 주의사항과 협조사항을 연
수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Horner, Sugai, Todd, & Lewis-Palmer, 2005). 국립경진학교(2015)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하기 위해 위와 보편적 지원, 개
별대상 지원, 협력적 지원, 문제행동 전략, 교직원 스트레스 관리, 교육환경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유・초등・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
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5; 국립특수교육
원, 2017). 원격연수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30차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론과 함께 온라인상으로 중재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팀의 전
문성 신장에 활용될 수 있다.
Sugai, Todd, & Lewis-Palmer, 2005).

3.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회의
1) 긍정적 행동지원 회의와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긍정적 행동지원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역할이 부여된 후에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회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회의는 각 구성원들이 협력적이고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며,
긍정적 행동지원이 성공적인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장은진, 2017; Scott, Anderson, & Alter, 2011).
긍정적 행동지원 회의는 정기적으로 전략적 목적을 가진 회의 일정이 수립되어야 하며, 회의는
목적과 형태에 따라 a) 초기 회의, b) 행동평가 회의, c) 중재계획 회의, d) 중재계획 수정 및 일
반화 회의로 구분될 수 있다(Carr et al., 2002; Crone, Hawken, & Horner, 2015; Stormont, Lewis,
Beckner, & Johnson, 2007).

<표 Ⅱ-3> 긍정적 행동지원팀의 회의
구분
내용
∙팀구성
후
첫
번째
회의
초기회의
∙목표행동 우선순위화 및 대상학생 선정 계획 수립
∙목표행동 및 대상학생 결정
행동평가 회의
∙목표행동에 대한 기능적 행동평가 계획 수립
∙기능적 행동평가에 따른 문제행동 기능 결정
중재계획 회의
∙수집된 기능적 행동평가 결과에 따라 중재계획을 수립
중재계획
∙중재가 효과적일 경우 중재계획을 일반화를 위해 변경
수정 및 일반화 회의 ∙중재가 비효과적일 경우 중재계획을 수정
∙긍정적 행동지원 교직원 교육 계획 수립
임시회의
∙기타 긍정적 행동지원에 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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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회의는 팀을 구성 한 후 실시하는 회의이다. 초기회의에서는 학교나 교실에서 집중적인
행동중재가 필요한 행동을 선정한다(Bambara & Kern, 2005). 이를 위해 목표행동 우선순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행동을 수집하기 위해 학년 모임이나 교
직원 회의를 계획할 수 있으며, 목표행동 우선순위에 사용될 체크리스트나 선정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Dardig & Heward, 1981).
기능적 행동평가 회의는 초기회의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목표행동과 대상학생을 결정
하고, 목표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능적 행동평가 계획을 수립한다(Scott et al.,
2004). 기능적 행동평가 계획은 a) 어떤 도구를 활용할 것인지, b)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c) 어디
에서 측정할 것인지, d) 누가 실시할 것인지, e) 누가 기록할 것인지 등을 명시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능적 행동평가는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개최될 수 있다.
중재계획 회의는 행동가설과 중재계획을 수립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는 기능적 행동평
가의 결과를 토대로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가설을 수립한다. 또한 행동 가설과 기능적 행동평가
의 결과를 토대로 예방전략 및 반응전략과 같은 중재계획을 수립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은
중재계획이 수립된 후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며, ‘긍정적 행동지원 사례관리’는 중재에 따른
목표행동의 변화율을 데이터화 하여 관리한다.
중재계획 수정 및 일반화 회의는 중재를 실시하는 중에 개최하는 회의이다. ‘긍정적 행동지원
사례관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중재가 비효과적일 경우에 중재계획을 수정한다(Scott
& Martinek, 2006). 수집된 데이터가 중재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중재의 지원정도를
감소시키거나, 학습전략이나 일반화를 위한 중재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4.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1) 목적 및 내용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은 긍정적 행동지원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문서화된 계획이다
(Scott, Anderson, & Spaulding, 2008). Behavior Intervention Plan(BIP), Behavior Support Plan(BSP),

등 다양한 용어로 알려져 있으나 명칭과 상관없이 대상학
생의 행동과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은 기능적 행동평가와 긍정적 행동지원 접근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중재
의 범위는 문제행동의 감소뿐만 아니라, 대상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들도 포함한
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교육법(IDEA, 2004)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계획인 개별화교육계획안에 긍정
적 행동지원계획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 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
법 시행령 4조 3항에 의하면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것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Plan(PBIP)

- 166 -

특수학교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모델 개발 연구

있으므로,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PBSP)을 세워야 한다. 이밖에도 긍
정적 행동지원 계획은 a) 긍정적 행동지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b)
학생에게 기대하는 행동의 수준을 알 수 있으며, c) 행동중재 방법 선택에 도움을 주고, d) 중재
가 실시된 후에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를 도우며, e) 일관성 있는 중재가 가능하게 해준다
는 장점이 있다(Scott, Anderson, & Spaulding, 2008).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의 작성 양식은 학교 또는 학급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작성 가능하
지만,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의 구성요소는 학생정보,
작성배경, 일과시간 및 학생의 의사소통 수준/방법에 대한 정보, 목표행동 정의 및 측정 방법,
기능적 행동평가 결과 요약, 예방전략, 반응전략 등 이다(Martin & Pear, 2015).
2) 대상 학생 및 목표행동 선정방법

원리
일반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을 작성할만한 학생은 a) 만성적인
행동문제를 보이는 학생, b) 학교 전체적인 훈육 프로그램이나 그룹 지도로 효과가 없는 학생, c)
행동 문제로 의뢰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선정되게 된다. 만성적인 행동문제는 학년별 회의 또는
전체교직원 회의를 통해 선별할 수 있다. 또한 그린마일리지 제도와 같은 학교 전체 훈육프로그
램이나 사제동행 등 학교 자체의 그룹지도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여전히 보이거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선도위원회에서 의뢰된 문제행동을 목표행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문제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Dardig와 Heward(1981)는 문제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9가지로 제시하고 체크리스트
화 하였다.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는 현장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제행동을 선정할 수 있게 한다.
문제행동 우선순위 체크리스트는 Likert척도(0점–4점)로 기록한다. 0점은 해당 항목이 아니다
또는 절대 아니다를 의미하며, 1점은 해당 항목이 거의 아니다, 2점은 해당 항목이 가끔 도는
때때로 그렇다, 3점은 해당 항목이 자주 그렇다, 4점은 해당 항목이 항상 그렇다를 의미한다.
(2)

목표행동 측정방법
사례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긍정적 행동지원에서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학생과 관련된 데이터
와 기록법을 활용한 목표행동 데이터를 토대로 중재의 계획과 실행, 수정 및 평가를 실시한다.
목표행동의 측정은 빈도기록법, 지속시간기록법, 간격기록법 등 다양한 기록법이 활용될 수 있
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빈도기록법과 지속시간 기록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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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적 행동평가

목적
기능적 행동평가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기능적 행동평가는 Iwata와 그의 동료
들이 자해행동의 원인을 기능분석을 통해 밝히고 중재하면서 시작되었다(Iwata et al., 1994).
문제행동의 원인은 또래나 성인 등 관심을 얻기 위한 a) 관심얻기 기능, 자신이 좋아하는 강
화제를 얻기 위한 b) 강화제의 습득 기능, 수업과 같은 싫어하는 상황에서 c) 회피하고자 하는
기능, 상동행동으로 대표되는 d) 자동감각적인 기능, e) 기타 의학적인 원인으로 구분된다(Iwata
(1)

et al., 1994; Scott et al., 2004)

기능적 행동평가는 이와 같이 문제행동의 원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아내고 중재계획을 구성하고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포함된다. 기능적 행동평가의
진정한 의미는 문제행동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간접평가
간접평가는 대상학생을 직접관찰하지 않고 실시하는 기능적행동평가 방법이다. 설문지 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대상 학생의 양육자, 교사를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
법이다. QABF(Questions About Behavioral Function)는 국내 및 미국 등에서 응용행동분석 기반의 학
교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간편한 간접평가 방법이다(Vollmer & Matson, 1995). QABF는 목표행동에
대한 문항을 읽고 4점척도로 평가하며, 평가된 항목은 그래프로 나타내어 시각적으로 문제행동
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Vollmer & Matson, 1995). 이 밖에 사용될 수 있는 간접평가는 <표 Ⅱ
-4>와 같다.
(2)

<표 Ⅱ-4> 기능적 행동평가(간접평가) 도구 및 특징
간접평가도구
FAST(Iwata &
DeLeon, 1996)

QABF(Vollmer &
Matson, 1995)

MAS(Durand, 1989)

(3)

특징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사용됨.
∙16개의 문항
∙문제행동의 강화제가 사회적 (관심얻기 / 강화물습득)인지 자동적 (감각자극 /
고통감화)인지의 잠재적으로 파악함.
∙25개의 문항
∙문제행동의 관심얻기, 회피하기, 강화물습득 등 5가지의 잠재적인 강화요인을
파악함
∙문제행동의 기능을 시각적으로 분석함
∙16개의 문항
∙관심얻기, 강화물습득, 회피하기, 감각자극 4가지의 잠재적인 강화요인을 파악함

직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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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평가는 대상학생을 관찰자가 직접 관찰하는 기능적 행동평가 방법이다. 주로 ABC평가와
기능분석을 사용한다. ABC평가는 서술형으로 사용되었으나, 수업과 행동중재를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코드형으로 변형하여 사용된다(Parker, Skinner, & Booher, 2010).
기능분석은 문제행동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화된 기능적 행동평가이다(Hanley, Iwata, &
McCord, 2003). 기능분석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지만, 문제행동의
기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가설

가설수립
행동 가설은 기능적 행동 평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가설은 문제행
동의 주요 기능을 일목요연하고 간략하게 서술하며, 문제행동의 원인을 가정하게 한다. 기능적
행동평가를 통해 얻어낸 정보는 행동지원 전략과의 논리적인 연계성을 보여주어 중재계획을 결
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Bambara & Kern, 2005).
가설에는 문제행동, 선행사건, 후속결과 그리고 배경사건이 포함되어서 작성되어야 한다. 먼
저, 대상 학생은 누구인지와, 어떤 문제행동을 보이는지 작성해야 한다. 또한 문제행동에 앞서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와, 문제행동이 발생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작성해야한다.
(1)

가설검증
가설에 대한 검증은 반전설계의 원리로 실시된다. 반전설계는 기초선과 중재선 시기에 발생하
는 행동의 발생량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비교하는 과정으로, 독립변인 유무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를 변별해내는 단일대상연구 설계법이다(Kazdin, 2011).
교육현장에서 실험적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완전한 반전설계를 통한 가설 검증은 여러 제
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반전설계의 원리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주요 변인에 변화를 주는 ‘간략한 반전(brief reversal)’을 통해 행동가설을 점검할 수 있다
(2)

(Hall, Lund, & Jackson, 1968).

간략한 반전은 날짜별로 특정 수업시간에만 주요변인에 대한 변화를 주어서 행동 발생률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에 특정 시간동안에만 변인에 대한 의도적 변화를 주어서
행동의 발생 여부 및 발생률을 비교할 수 있으며, 물리적 상황이 가능하다면 각 변인간의 상황
을 며칠간 지속해볼 수도 있다.
5) 중재 전략

긍정적 행동지원에서 사용되는 중재는 응용행동분석에 기반을 둔 중재전략이 사용된다. 중재
전략들은 a) 기능중심(Lane, Kalberg, & Shepcaro, 2009), b) 유관성중심(Bambara & Kern, 2005), c)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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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반응중심(Colvin, Kameenui, & Sugai, 1993; Netzel & Eber 2003; Utley, Kozleski, Smith, & Draper,
2002)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Ⅱ-5> 긍정적 행동지원 행동중재 분류 방법
구분

기능중심
∙회피하기 기능 관련 전략
기능 관련 전략
전략 ∙강화물습득
∙관심얻기 기능 관련 전략
∙감각자극 기능 관련 전략

유관성 중심
∙배경사건 전략
∙선행사건 전략
∙대체행동 전략
∙후속결과 전략

예방/반응중심
∙예방전략
∙반응전략

기능중심은 중재전략을 문제행동의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유관성 중심은 배경사건,
선행사건, 행동 및 후속결과로 구성되는 4자 유관성에 따라 중재전략을 구분하는 것이다. 예방/
반응중심은 문제행동의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전략과, 문제행동이 발생한 후의 전략으로 구
분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방/반응중심 전략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기능중심과 예방/반응중심을 혼합하여 문제행동전략을 제시한다.
<표 Ⅱ-6> 예방전략 및 반응전략 예시
전략
예방전략
반응전략
기능
비유관적 강화
소거
차별강화(DRO, DRA, DRI)
또래교수
대리강화
자리 재배치
반응대가
관심습득
선호하는 활동 제공하기
타임아웃(배제, 비배제)
TEACCH
자기관리
EMT
행동계약
교육과정 수정하기
소거
차별강화(DRO, DRA, DRI)
선택기회 제공하기
대리강화
예측 가능성 증가시키기
반응대가
행동계약
타임아웃
(배제, 비배제)
회피
자기관리
행동계약
EMT
TEACCH

-

비유관 강화

비
고
-

- 170 -

특수학교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모델 개발 연구

표 계속)

(

기능

전략

유형강화물
습득
자동감각

예방전략
반응전략
접근가능성 높이기
소거
차별강화(DRO, DRA, DRI)
예고하기 전략
대리강화
PECS
반응대가
AAC
타임아웃(배제, 비배제)
학교규칙
토큰경제
자기관리
행동계약
대체가능한 감각 자극 제공하기
소거
풍부한 환경 만들기
-

비
고
-

6) 위기관리계획

위기관리계획은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와 같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 필요한 행동계획이다(Bambara & Kern, 2005). 위기관리계획은 긍정적 행동지원팀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법안이나 시․도교육청차원
의 절차를 고려해야한다. 위기관리 계획은 a) 대상학생의 위기가 어떠한 형태인지 정의해야하며,
b) 위기가 발생할 때 누가 투입될 것인지, c)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 것인지, d) 위기관리가 언제
끝나는지 등을 포함하여 명확한 단계를 제시해야한다.
5.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1) 사례 관리 체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긍정적 행동지원은 사례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한다. 긍정적 행동지원팀은 사례를 근거로 a)
대상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b) 목표행동의 개선 여부와 c)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및 중재의 충
실성 등을 판단한다.
첫째, 대상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례 기반 의사결정은 a) 대상 학생 기초조사서, b)
개별화교육계획, c)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선도위원회와 관련된 생활기록부 자료, d)
상담일지 등을 활용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전자화하여 보관한다. 저장되는 컴퓨터는 비밀
번호 등으로 보안하고, 전자화된 문서는 Privacy-i 등등 공공기관 문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암
호화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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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목표행동의 개선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 기반 의사결정은 문제행동을 기록한 데이터
시트를 활용한다. 문제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비디오 촬영을 했을 경우, 데이터 시트에 기록이
완료된 뒤 즉시 삭제해야한다. 기록된 데이터는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장한다.
셋째,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계획의 충실성은 기능적 행동평가를 근거로 수립된 중재계획이
얼마나 충실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계획의 충실
성과 일관성은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가 중재충실도 검사지를 만들어 활용하거나,
ISSET(Individual Student Systems Evaluation Tool)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Anderson et al., 2008).

[그림 Ⅱ-2]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계획 평가
2) 중재 계획 평가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을 작성 후 중재가 실행된 뒤에는 [그림 Ⅱ-2]과 같이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Crone, Hawken, & Horner, 2015).
먼저, 중재 계획에 따라 중재가 충실하게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재충실도를
점검한다. 중재가 중재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으면, a) 중재를 실행하는 긍정적
행동지원 팀원과 관련 교직원에 대한 재교육, b) 중재계획의 현실성 점검, c) 중재충실도의 항목
재점검을 실시한다. 중재가 중재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적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중재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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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중재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문제행동의 기능을 다시 파악
하기 위한 기능적 행동평가를 재실시하거나, 중재계획을 다시 계획할 수 있다. 중재가 효과적으
로 나타난 경우에는 중재의 강도를 낮추거나, 학습을 위한 중재계획을 추가할 수 있으며, 문제
행동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반화전략을 계획할 수 있다.
3)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긍정적 행동지원 전체적인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Individual Student Systems Evaluation
Tool(ISSET, Anderson et al., 2008)를 사용할 수 있다. ISSET는 효과적인 개별대상지원을 위한 3개
의 영역에 35항목으로 구성된 긍정적 행동지원 평가 도구이다. ISSET를 통해 팀기반 계획, 학생
선정, 중재 실행, 중재 평가 및 점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Ⅲ. 요약 및 제언
최근 교육부에서는 특수교육분야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을 통해 전국 특수학교에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미 특수학교에서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의 요소인 보편
적․그룹지원이 실시되고 있지만, 팀의 주도하에 모든 교직원의 협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자리이탈과 같은 가벼운 문
제행동 예방을 넘어, 공격 행동이나 자해행동과 같은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
적인 중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에 소속된 특수교사들은 다양한 장애영역
및 행동관리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만, 심각한 문제 행동에는 보다 체계적인 전문성이 요구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특수학교에 심각한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에 필
수적인 적용 요소와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소는 문헌고찰을 통해 체계적
인 모형과 적용 요소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긍정적 행동지원의
필수적인 적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행동지원 팀을 구성한다. 긍정적 행동지원팀은 a) 리더십팀, b) 실무팀, c) 실행팀
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구성원 역할에 따라 a) 팀장, b) 전문가, c) 실무, d) 사례관리, e) 실행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둘째, 긍정적 행동지원 연수를 실시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연수는
긍정적 행동지원 팀이 실시하며, 본 연구에서는 연수 대상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구성원과 대상학생과 관련된 사람들의 전문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셋째, 긍
정적 행동지원 관련 회의를 실시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관련 회의는 목적과 형태에 따라 a) 초
기 회의, b) 기능적 행동평가 회의, c) 중재계획 회의, d) 중재계획 수정 및 일반화 회의로 구분
될 수 있다. 넷째,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을 개발하고 수립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은 문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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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예방과 감소를 위해 응용행동분석에 기반을 둔 중재 패키지로 개발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계
획은 목표행동 및 대상학생 선정, 기능적 행동평가, 가설 수립 및 검증, 중재전략 개발 등을 통
해 수립된다. 목표행동 및 대상학생 선정은 a) 만성적인 행동문제를 보이는 학생, b) 학교 전체
적인 훈육 프로그램이나 그룹 지도로 효과가 없는 학생, c) 행동 문제로 의뢰된 학생 등을 대상
으로 선정하며, 목표행동을 기록한다. 기능적 행동평가는 문제행동의 기능(원인)을 찾아내고 중
재계획을 구성하고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기능적 행동평가는 간접평가와 직접평가로 구분된
다. 간접평가 도구는 a) MAS, b) QABF, c) FAST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평가를 위해 a) ABC
평가, b) 기능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가설은 기능적 행동평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문제행동의 원인을 가정한다. 중재전략은 예방전략과 반응전략으로 구분되며 문제행동
의 기능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문제행동이 상해와 같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
에는 위기관리 계획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다섯째,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에 따른 평가와 수
정을 실시한다. 긍정적 행동지원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
며, 그래프를 활용한 시각적 분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적용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명시적인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각 요소를 유목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유용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목화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료와 자원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현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제시된 모
형과 적용요소를 바탕으로 설문 연구 및 인식 연구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중재의 효과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수학교 긍정적 행동지
원의 적용 요소는 가장 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편적 지원과 그룹 지원은 특수학
교별 주요 장애영역 등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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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특수학교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 모델 개발 연구
최 진 혁1․김 대 용2․강 성 구3

1,2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3국립특수교육원

연구목적: 문제 행동은 특수 교육 시스템에서 다루어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문
제 행동은 교실에서 학생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 행
동을 일으키는 학생은 제한적인 환경으로 배치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연구방법: 긍정적 행동지원
(Positive Behavior Support)은 문제 행동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 과학의 포괄적인 적용 모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PBS의 요소가 제시되어 있지만, 국내 특수학교
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a) 한국 특
수학교 시스템에 적합한 PBS 적용 모델을 개념화하고 (b) 특수 교육 학교의 실무자가 사용할 실질적인 예
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을 위하여 연구자는 여러 PBS관련 핵심 문헌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PBS적용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각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및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실제자
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 및 제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긍정적 행동지원의 5가지 핵
심요소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긍정적 행동지원, 특수학교, 긍정적 행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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