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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판 VB-MAPP의 장점

1. 학습방해의요소들을찾아낼수있다.

2. 전환혹은배정세팅에대한정보

3. Target 교육과정이외에 추가적과정제시

1. 표준-현행수준과진단가능, 준거-교육과정제시.

2. 평가서이면서중재프로그램

3. 유기적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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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체적구성



2. 유기체적 구성

1.유기체적 구성을 가진 우리 신
체와 같이 무언가 시스템으로 연
합하면 유기적으로 생성하는 특
성.

2.각 기술부문에 집중하는 것은
부족한 부문에 대한 훈련이지만
결국은 이런 부문들이 서로
interaction 하여 새로운 기술부
문을 생성하기 위함. 

3.이것이 일반화의 원리이다. 따
라서 MET(multiple exemplar 

Training)(Teaching sufficient 

exmples), Stimulus Equivalence.

1.나의 가장 경이로운 경험은 바
로 아폴로 11호의 달착륙 사건. 

특히 당시 아폴로 11호에서 찍어
서 전송한 지구의 모습이 TV에
비취자 전세계인이 동시에 함성
을 질렀다. 

2. 이후로 세계인의 의식구조, 가
치관,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우주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둥글다. 

현대적 KEY WORD:

1. 세계관
2. 절대적 가치관 부재-상대적

가치관, 

3. 탈분업화, 

4. 통합, 

5. 열린 조화, 

6. 시스템, 

7. 건축물-층개념 없음. 

1. 음악- 으뜸 화음 부재, 

2. 삼위일체 개념이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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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환경



탈책상
탈교실
느슨한

1:1 방식
책상중심
3요인방식

3. 공동체적 환경(Microcosmos)
교육
환경

NET(Natural 

Environment 

Training-

Incidental)

통합적인자연적
환경(Inclusive 

Environement)
.

DTT(Discrete Trial 

Teaching)

구조적인환경
(Structured 

Environment)

통합적
대소그룹
느슨한

교육
방식 집중적

직접적
치밀한

 두 가지 유형을 안배해야 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공동체적 환경이다.
 DTT의 효과는 무척 크지만 단점(eg.사회적 자극, 일반화, 모방효과)을 보완하는 방법=Microcos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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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목적과방법



4. 공동체적 환경(Microcosmos)의 목적과 방법
집중성(구조적학습)과 통합적자극(모방, 
사회적상호작용-통합적자연환경)을확보
하기위한가장적합한환경=1:2 DTT로

시작하는것

구조적환경과통합적자연환경을처음부
터혼합적으로시행하되, 초기에는구조적
환경비중을높였다가, 후기에는통합적환
경의비중을훨씬높여가는것이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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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언어적방식으로



5. VB-MAPP이시작은비언어적방식으로

중점
사회적, 통합적, 자연적, 자연적 강화유
관, 대그룹, 탈교실, 탈책상, 탈전통, 언
어적 자극, 일반화와 유지

중점
구조적, 집중적, 전통적, 직접적, 책상

좌식, 교실구조, DTT, SD와 SR

VB-MAPP
주요교육방식의

구성요소

와트슨
S-R

스키너의 3

요인유관
A-B-C

자연적
유관

고등언어
작동행동MO

고급화된의사
소통의통로
자연적이거나 가장 적절
하게 일어나는 강화체계.

생성과확장
인간의 생존력의 기초는
일반화와 생성력이다..

방법론적
행동주의
교조적 접근방법. 전통
적 행동주의적-관찰할
수 있는 것만 인정.

급진적
행동주의
관찰할 수 없어도 타깃행
동의 존재여부에 접근

명불허전
의사소통과 언어 사용
역량의 발전을 위한 불
쏘시개.

S와 R의 유관관계가 형성-Nonverbal System



BehaviorAntecedent Consequence

경기부양지출(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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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를최대한활용



6. MO는 언어발달의 동력이다.

The First VB
제일 먼저 터득하는 언어행동은 MO가 통제하는 MAn다.

울기grabbing  pointing 떼 쓰기줘싫어(negativism)정중한 요구(도와
주세요)

Fuel for Communication Development
Turbo Engine과 같은 역할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차이

Four Elements
1. 강화제 얻기 위해서(예: 장난감을 요구하기, 시이소 같이 타기)(사회7-M)

2. 혐오물 제거를 위해서(예: TV 가로막지 않도록 요구)(맨드 12-M)

3. 맨드하는 상대에게 반응(예:수저를 요구하는 상대에게 반응)(사회성 9-M)

4. 혐오대상물 제거를 요구하는 상대에게 반응(예: TV에서 비켜서기)



6-1. MO의 동력은 다음 세 가지와 비례한다

MO
말을 하거나 반응을 일으키는데 가

장 큰 동력은 바로 MO다 .

결핍(Depravation) 
1. 당장 필요를 느낀다.

2. 가치변화효과를 향상

획득가능성(Tangibility)
1.현재 강화제 획득 동기와 강화제 가치는 획득가능성과
비례하지만 치뤄야 할 response effort와반비례한다..

2.앞으로 손실이 큰 경우도 MO가 훼손된다(예: 당장 필
요한 상품이 베이징에서 출시되었지만 이것을 위해서 베
이징까지 가는 사람은 없다.  .

적합성(Relevancy) 
1. 강화제(주어질 반대급부)가 턱없이 부적합한 경우에
MO 가 급격히 약화.

2. CMO-R의 약화의 예.



6-2. 히딩크의 4강의 비결

기초체력:

기본기와기초체력
강화..

동기의전환
.

나는여전히
배고프다

헝그리정신:현
재에만족하면
주저앉는다.

Consequence

제공의일관성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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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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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wo Pillars supporting America’s Psychology



Three Elements 

of Personality 

(명품보석관에서) 

ID

EGO SUPEREGO

BehaviorAntecedent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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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능 분석과 언어행동 중재

1.Steve는 도전행동을 보이지 않다가
매일 3교시 후 옆반과 함께 놀이터에
서 바깥놀이 시간만 되면 옆 반의 Kim

의 머리카락을 당긴다. 

2.기능: 획득

3. 설명: 빨간 공을 가지고 나오는 Kim

이 공격행동을 당하면 공을 놓은 채 교
실로 뛰어들어가는 상황이 Steve의 공
격행동을 강화했다.

4. 중재안: Steve에게 Mand 기술을 가
르친다(카드제츠처단어문장). .

1.Katie는 휴식시간 동안 늘 컴퓨터 작
업하는 선생님에게 다가와서 머리카
락을 쓰다듬는데, 간혹 심하지 않지만
당길 때도 있다. .

2.기능: 감각

3. 설명: 선생님의 고운 머리카락가 도
전행동을 강화했다.

4. 중재안: 선생님이 헤어스프레이를
바르고 출근한다. 

1. Nicole은 수업시간에만 아무나 머리
카락을 당기는 행동을 보이나, 휴식시
간이나 이동시간과 같은 다른 시간에
는 이러한 도전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2.기능: 도피/회피

3. 설명: 도전행동으로 인하여 환경이
다소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서 휴지
기를 갖는다.

4. 중재안: 타이머를 사용하여
“휴식＂을 요구하는 맨드를 가르친다.

Steve Nicole Katie 

Daniel
Yang

Cathy 
Queen

1.Mike는 휴식시간이나 이동시간에
늘 Katie만 타깃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다(Cathy선생과 Nocole도 머리가
길지만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 

2.기능: 관심

3, 설명: Katie의 독특한 반응이 Mike

의 행동을 강화했다.

4. 중재안: SD를 분리하거나 관심유형
을 “인사하기＂로 전이시킨다.

Mike

Nick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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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crolling과 Response Variation(반응변이) 

Scrolling

Response Variation

설명
흔히 “버벅댄다,” “이것 저것을 틀린 답을 교대
로 드리대지만 떄론 정답인 것과 같은 반응도
보인다,” “유사하지만 뜻이 다른 단어로 반응
한다.” 샘플매칭, 택트, 청자변별, 인트라버벌
과제에서 샘플자극과 다른 비교자극을 순서대

로 혹은 이것저것을 내놓는다.

Repertoire
반응이 레퍼토리 안에 있지만 대체
로 확립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현
상이다. 떄로는 순서대로 학습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배경
. 떄로는 순서대로 학습하지 못한 부작
용으로 나타나거나 이미 학습하였지만
일반화 및 유지에 실패한 경우에도 나타
난다. 혹은 퇴행현상이 일환이기도 하다.

설명
비구어 아동, 농아아동, 외국방문자들이
전혀 학습하지 않은 구어를 구사할 수
없기에 vocalization을하거나 손짓발짓
을 하는 경우처럼, 무언가 학습되지 않

았기에 보이는 대체반응들이다. .

Repertoire
의도하는 행동이 전혀 레퍼토리에
들어있지 않기에 이를 대신하여 다
른 종류의 레퍼토리 내의 행동을 무

작위로 보인다. .

배경
일반적으로 급하게 원하는 강화제 혹은 선
호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시급한 혐오물
의 제거를 요청하는 반응이 부재하기에 소
거(Extinction)조건에서 보인다(예: 길에서
만난 이국인에게 “어,어＂만 반복하면서

손제스처만 남발하게 된다. 

중재
초기수준으로 되돌아가서 순서에 입
각하여 재확입과정을 밟는 것이 효

과적이다. 

중재
. 

대안행동을 가르친다(예: 비구어 아동이
급할 때 보이는 Vocalization을없애려면
대안으로 AAC를 활용하느 것이 유리하
다). 이국어의 경우 번역기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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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반응

11. 청자반응의 다양한 용어

1 2

34

 청자반응은 다음의 두 용어를 포괄하는
단어다. 

 그러나 차이를 둔다면 청자가 말한 말의
내용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협의적 의
미도 있다.

• 청자반응과 혼용해서 사용한다. 

• 때에 따라서 지시 따르기와 관련한 수용
언어 행동의 협의적 의미도 있다. 

• 이는 화자(speaker)를 상대하는 의미이
지만 수시로 화자가 바로 청자가 되는
것가같이 역할이 반복된다.

• 청자의 역할은 화자를 강화한다. 즉 화
자에게 대응하고 GCSR을 제공하면서
대화의 장을 확장하고 유지한다.

• 이는 청자반응 중에 상징적 샘플매칭의
반응을 의미한다. 

• 즉, 청자변별은 샘플자극이 구어인 샘플
매칭을 의미한다. 

청자행동

청자변별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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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데이터는 ABA/VB의 생명력이다.

데이터사용사례

VB-MAPP의데이터 수집방법

시애틀
The text demonstrates How your own 

text will look when you replace The

placeholder with your own text.

서울
The text demonstrates How your 

own text will look when you replace 

The placeholder with your own text.

에듀비전
The text demonstrates How your own text 

will look when you replace The placeholder 

with your own text.

https://www.abakor

ea.net/resources

VB-MAPP
The text demonstrates How your 

own text will look when you replace 

The placeholder with your own text.

https://www.abakorea.net/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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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앞으로의 계획

2021년 계획

상담코너

CONTENTS
1.The text demonstrates How your own text will look when you 

replace the placeholder with your own text.

2.The text demonstrates How your own text will look when you 

replace the placeholder with your own text.

3.The text demonstrates How your own text will look when you 

replace the placeholder with your own text.

2021년한글판 VB-

MAPP MODULE
The text demonstrates How your own 

text will look when you replace The

placeholder with your own text.

Ethics Seminar
The text demonstrates How your 

own text will look when you replace 

The placeholder with your own text.

Supervision Seminar
The text demonstrates How your own text 

will look when you replace The placeholder 

with your own text.

참여자: 

ABA Module
The text demonstrates How your 

own text will look when you replace 

The placeholder with your own text.



제1차한글판 VB-

MAPP MODULE  

THANK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