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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동의 반향어 치료* 
 

TREATMENT OF ECHOLALIA IN CHILDREN WITH AUTISM 

 

정      보      인** 

 

Bo In Chung, Ph.D.** 

 

요  약：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치료조건을 조성하여 각 치료조건간의 반향어 발생률과 치료효과를 비교

하였다. 치료조건1(A)은 치료사가 아동에게 쉽고 짧은 질문을 하는‘대화조건’이고, 치료조건2(B)는 아동이 

치료사가 하라는 지시에 따라 쉬운 과제를 수행하는‘과제수행조건’이고, 치료조건3(C)은 보상과 통제를 사

용하는‘강화의 조건’이다. 연구설계는 A-B-A-B-BC-B-BC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발달연령이 3~4

세 수준인 2명의 남아(11세, 12세)에게 실시되었는데, 반향어 치료는 1회기에 15분씩, 하루에 5~6회를 2

주간 실시하였다. 반향어 치료를 위한 개입은 즉각 반향어에만 적용했고, 지연 반향어는 치료 개입없이 관찰

만 하였다. 아동1의 즉각 반향어 치료결과(평균 비율)는 A(99%)-B(65%)-A(95%)-B(10%)-BC(7%) 

-B(6%)-BC(7%)로 나왔고, 아동2의 치료결과는 A(67%)-B(62%)-A(63%)-B(35%)-BC(8%)-B 

(4%)-BC(0%)로 나왔다. 아동1의 지연 반향어는 치료 개입 전후를 통해 3% 수준으로 큰 차이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아동2의 지연 반향어는 강화의 조건 병행 전에는 35~57% 수준이던 것이 강화의 조건 개

입 후에는 5~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대화상황에서 아동의 반향어를 교정하기보다는 아

동에게 쉬운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반향어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과제수행 학

습환경에서 과제수행 행동을 보상하고, 반향어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반향어 감소는 물론 반향

어 치료효과가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중심 단어：반향어·과제수행·강화조건·일반화. 

 

 

서     론 
 

반향어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는 병

리적 언어현상을 말하는데, 자폐와 정신지체 아동에게서 

자주 발생된다. 반향어는 크게 즉각 반향어(immediate 

echolalia)와 지연 반향어(delayed echolalia)의 두 가

지 형태로 분류된다. 즉각 반향어는 상대방의 말을 즉

시 따라서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 지연 반

향어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이 없는, 과거에 들었던 말

의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말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일반

적으로 즉각 반향어는 상대방 말의 일부분(몇 단어 또

는 구)을 그대로 또는 말의 구조를 일부 변형시켜가면

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지연 반향어는 과거에 들었

던 말 (몇 단어 또는 문장형태)을 때와 장소에 상관없

이 반복하는 현상을 보인다1)2). 일부의 반향어 아동들

은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작이나 자세까지 기계적

으로 모방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뇌의 기질적 기

능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반향어의 원인으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학과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Yonsei University, Wo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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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발생되는 인지기능 장애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

다4)5). 이러한 이론은 어렵거나 새로운 주제에 대해 질

문했을 때보다 쉬운 말로 질문했을 때 반향어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연구보고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6)7). 

반향어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서는 반향어를 단순히 병

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의견도 있고8), 자폐아동의 언어

발달에서 필요한 언어발달 과정중의 하나로 보는 견해

도 있다9). 후자의 견해는 다른 연구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행동치료적인 접근을 통해 언어가 전혀 없는 자

폐아동 53명과 반향어를 가진 자폐아동 39명에게 언

어훈련을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언어가 없는 아동의 6 

~25%만이 간단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한 반면, 반향

어를 하는 아동은 66~100%가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10). 언어가 전혀 없는 자폐아동보

다는 반향어이기는 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자폐아동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를 발달시킬 가능성이 현

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즉, 반향어를 하는 아동

에게 적절한 언어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들이 기능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

는데, 이는 또한 반향어 교정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반향어 치료를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반향어를 통제하는 수단(고립, 처벌 등)을 

도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향어를 대체할 수 있

는 수단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즉, 반향어 대신에 사용

할 수 있는 그림카드의 활용법12)13), 물건 명칭 학습시

키기14),‘몰라요’라는 말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시킨 방

법2)들이다. 

반향어의 기능적 평가를 실시한 Chung15)의 연구에

서는 질문을 통한 대화 상황에서보다 간단한 과제를 수

행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문장길이가 긴 지시어 사용할 

때보다는 짧은 지시어를 사용했을 때에 반향어가 현격

히 감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향어 

유발에 있어서 짧은 지시어 사용을 통한 간단한 과제수

행 조건과 질문을 통한 대화상황 조건을 비교하고, 반

향어 교정을 위한 통제나 강화의 개입없이 간단한 과제

수행 조건을 조성해주는 것 자체가 반향어를 감소시키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과제수행조

건에서 반향어 교정을 위한 강화와 통제의 개입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반향어 치료효과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2명의 남아로 담임교사로부터 반

향어 치료를 위해 의뢰된 아동들이다. 아동1은 12세로 

정신지체 진단(학교기록)을 받은 아동인데, PEP(Psy-

choeducational Profile)의 발달연령이 3.3세, 사회성

숙도 검사의 사회적응연령이 3.9세, 대협지능검사(학교

기록)의 IQ는 31로 기록되었다. 아동2는 자폐진단(학

교기록)을 받은 11세의 아동으로 PEP의 발달연령이 

3.4세, 사회성숙도 검사의 사회적응연령이 8.3세, 대협

지능검사의 IQ는 57로 기록되었다. 아동1과 아동2의 

반향어 발생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15분씩 3~4회에 걸

쳐 각 아동의 반향어 발생 빈도를 조사했는데, 두 아동 

모두 반향어 발생률이 대화내용의 50%를 넘어, 본 연

구의 대상자로 적합함이 증명되었다. 

반향어 치료는 1회기를 15분으로 정하고, 각 아동 개

별로 하루에 5~6회씩 2주간 실시하였는데, 1회기의 치

료가 끝날 때마다 10분 내외 휴식을 취한 후 다음 회

기의 치료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 연구방법 
 

1) 치료조건 

반향어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개의 치료조건

을 설정하였다. 치료조건1은 질문/대답 형식의 대화조건

(A)이고, 치료조건2는 과제수행조건(B)이고, 치료조건

3은 강화의 조건(C)이다. 대화조건(A)은 치료사와 아

동이 마주 앉아, 치료사가 아동에게 간단한 질문 20개

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질문내용은 이름이 

무엇인지, 아침은 먹었는지, 학교에 무엇 타고 왔는지, 

여기가 어디인지, 노래할 줄 아는지와 같이 아동이 이

해하기 쉽고, 단답형인 것으로 만들었다. 과제수행조건

(B)에서는 대화없이 아동에게 간단한 과제를 주고 수

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 지시어는 가능하면 짧은 

것을 사용하였다. 수행과제는 한 조각 퍼즐 끼우기, 색

칠하기, 동물퍼즐 맞추기, 숫자 끼우기, 장난감 악기 사

용하기, 스티커 붙이기 등과 같이 쉬운 과제를 사용하

였고, 치료종반에는 과제의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하였다. 지시어는 초기에는 손짓을 하면서‘이것’ 

또는‘넣어’ 정도의 한 두 단어를 사용하였고, 치료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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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5단어 이상으로 비교적 긴 지시어를 사용하였다. 

강화의 조건(C)에서는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면 보상을 

주고, 아동이 치료사의 지시어를 따라서 반복하면(즉각 

반향어), 치료사가 아동의 손을 5초내외 잡고 있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 강화물은 초기에는 아동에게 간식 종

류를 직접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고, 치료종반에는 토

큰경제로 전환하여 토큰을 사용하였다. 토큰경제 시행

에서는 아동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강화물로 

토큰을 주었고, 치료사의 지시어를 따라서 반향어를 하

면, 양손을 잡는 방법 대신에 토큰을 1개 빼앗는 방법

으로 진행하였다. 
 

2) 토큰훈련 

토큰경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각 아동에게 토큰훈

련을 먼저 실시하였다. 토큰훈련은 2단계로 구성되었다. 

단계 1에서는 책상위에 간식을 놓은 상태에서 아동에

게 토큰 1개를 미리 준 후, 아동이 토큰과 원하는 간식

을 바꾸도록 하였고, 단계 2에서는 아동에게 토큰 10

개를 미리 준 후, 토큰이 다 떨어질 때까지 원하는 간

식과 바꾸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여기까지 아동이 토

큰사용을 성공적으로 하면, 과제수행시에 강화물로서 토

큰을 주었다. 토큰경제 시행 초기에는 아동이 토큰을 받

자마자 간식과 교환하였으며, 치료종반에는 과제수행중

에 토큰을 모으면서 1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간

식과 교환하였다. 
 

3) 측  정 

종속변인으로 즉각 반향어와 지연 반향어의 발생빈도

를 모두 측정하였지만, 즉각 반향어만 아동 손을 5초 내

외 잡고 있거나 토큰을 빼앗는 방법으로 통제하였고, 지

연 반향어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각 반향어는 

치료사의 질문이나 지시어를 5초 이내에 따라서 반복

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지연 반향어는 아동이 현 상황

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측정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치료사는 각 치료조건당 일률적

으로 20회의 질문이나 지시를 준 후, 20회중에 발생된 

반향어를 비율로 산출하였다. 관찰기록의 신뢰도 검증

을 위해 2명의 관찰자(대학원생)가 반향어 행동을 동

시에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신뢰도 산출을 위해 두 기

록자간의 최소빈도를 최대빈도로 나누어 백분율을 구했

다. 즉각 반향어의 기록 신뢰도는 아동1이 평균 98% 

(41회기중 41회기 측정), 아동2는 94%(총 57회기중 

32회기 측정) 이었고, 지연 반향어의 기록 신뢰도는 아

동1이 평균 95%(총 41회기중 31회 측정), 아동2는 

76%(총 57회기중 28회 측정) 이었다. 아동2의 지연 반

향어 발생률은 15분당 평균 30%(간격＝0~67%)로서 

비교적 지연 반향어 발생률이 높고, 반향어 또한 중얼

거리는 형태로 불분명할 때가 많아 관찰자간 신뢰도가 

비교적 낮게 나왔다. 
 

4) 연구설계 

이 실험은 개별실험연구의 A-B-A-B-BC-B-BC 

설계를 복식기초선 형태로 변형시켜 시행되었다. 반향어 

발생에 있어서 대화조건(A)과 과제수행조건(B)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2명의 아동을 각각 A, B 조건에 

각 2회씩 배치하여 치료하였으며, 과제수행조건만 단독

으로 시행한 치료조건과 과제수행조건에 강화의 조건을 

병행하여 시행한 치료조건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각 

아동을 B와 BC 조건에 각 2회 배치하여 치료하였다. 

 

결     과 
 

즉각 반향어 치료에 있어서 대화조건과 과제수행조건

을 비교할 때, 반향어는 과제수행조건에서 현저히 감소

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 아동1의 반향어 발생률은 

2차의 대화조건에서는 99%, 95% 이었고, 2차의 과제

수행조건에서 평균 65%, 10%로 감소하였으며, 아동 2

는 2차의 대화조건에서는 평균 67%, 63%의 반향어를 

했고, 2차의 과제수행조건에서는 반향어가 62%, 35%

로 감소하였다. 강화의 조건을 병행한 과제수행조건과 

강화의 조건을 병행한 후에 강화의 조건없이 단독으로 

실시된 과제수행조건에서는 양 조건 모두에서 반향어 

발생률이 낮았다. 아동1에서는 과제수행만 단독으로 시

행한 조건에서는 6%의 반향어가 나왔고, 강화의 조건

을 병행한 2차의 과제수행조건에서 2차 모두 평균 7%

의 반향어를 보였다. 아동2에서는 과제수행만 단독으로 

실시한 조건에서 4%의 반향어가 나왔고, 강화의 조건

을 병행한 2차의 과제수행조건에서 8%, 0%의 반향어

를 보였다(Table 1). 

지연 반향어는 강화나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

연 반향어의 발생만 측정 하였는데, 아동1에서는 치료

받은 7개의 치료조건 모두에서 최저 1%, 최고 9%의 

지연 반향어가 발생하였다. 아동2에서는 강화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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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되기 전의 대화조건과 과제수행조건에서는 35~57%

의 지연 반향어를 보였고, 강화의 조건이 병행된 후에는 

과제수행이 단독으로 시행된 치료조건과 강화의 조건이 

병행된 과제수행조건에서 5~8%의 지연 반향어가 나왔다. 

 

고     찰 
 

기존의 반향어 치료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Table 1. Mean echolalia rates(%) across 3 treatment conditions 
(  )＝delayed echolalia 

Treatment conditions A B A B BC B BC 

99 65 95 10 7 6 7 
Child 1 

( 2) ( 3) ( 3) ( 3) (9) (1) (4) 
67 62 63 35 8 4 0 

Child 2 
(35) (57) (56) (40) (8) (5) (9) 

A：Conversation  Only B：Task Performance  BC：Task Performance Plus Contingency of Reinforcement 

Fig. 1. Echolalia across 3 treatment conditions in child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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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되겠다. 하나는 고립이나 처벌을 통해 반향어 발생

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치료한 것이고16)17), 다른 하나는 

카드 사용법이나 반응하는 방법을 학습시켜서 반향어를 

대체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2)12). 이 두 치료방향

의 공통점은 대화상황에서 발생된 반향어 자체를 치료

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대화없이 

수행할 과제를 주고 지시만 한 상태에서, 강화의 조건

을 도입하여 과제를 수행하면 강화를 받고, 반향어를 하

면 통제를 받는다는 if-then 관계의 학습을 통해 반향어

의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한 점이다. 즉, 반향어 자체를 

치료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아동에게 언제 

강화를 받고, 언제 처벌을 받는지 명백히 학습시키면서 

반향어를 간접적으로 통제한 점이 기존의 반향어 치료 

연구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Chung15)은 반향어 발생에 대한 기능적 평가에서 언

어적인 대화상황에서보다 비언어적인 과제수행상황에

서 반향어가 적게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번 연구

에서도 Chung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1과 아동2 모두 강화의 

조건이 병행되기 전의 첫 번째 과제수행조건에서 발생

된 반향어는 대화만 했던 대화조건에서보다 반향어가 

5%에서 35%나 적게 발생했으며, 두 번째 시행된 과

제수행조건에서는 대화조건에서보다 최소 2배에서 10

배정도 반향어가 감소되었을 만큼, 과제수행조건에서 반

향어가 현저히 적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아동1에서는 

반향어 감소면에서 볼 때, 과제수행조건에서 강화의 조

건이 병행되었을 때와 병행되지 않았을 때가 큰 차이없

이 양 조건 모두에서 반향어 발생률이 6~7% 정도로 

낮게 나왔다. 이 결과는 대화상황에서 반향어를 치료하

기보다는 대화없이 쉬운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환경을 마

련해주는 것 자체가 반향어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

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동 2에서는 과

제수행조건에서 강화의 조건이 병행되지 않았을 때(35%, 

4%)보다 병행되었을 때(8%, 0%) 반향어가 현저히 감

소되었음을 볼 때, if-then 관계의 학습이 반향어의 감

소를 유도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강화의 조건이 병행된 후 단독으로 시행된 과제수

행조건에서 강화의 조건 병행 전(35%)보다 약 9배 정

도 반향어가 감소된 것은 if-then 관계의 학습이 잘 유

지되었고, 그 학습효과가 다른 상황으로 크게 일반화되

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연 반향어는 강화나 통제를 받지 않고, 관찰만 되

었음에도 아동2에서는 강화의 조건이 병행된 후에 크

게 감소되었다（Fig. 1). 강화의 조건이 병행되기 전의 

과제수행조건에서는 지연 반향어 발생률이 35~57% 

정도로 높았는데, 강화의 조건이 병행된 후에는 5~9%

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즉각 반향어의 치료효과가 지

연 반향어에까지 일반화되어 지연 반향어 감소에 큰 영

향을 주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반향어라도 할 수 있는 아동이 말을 전혀 못하는 아

동보다 기능적 의사소통 언어를 획득하는 성공률이 훨씬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볼 때, 반향어 아동을 위한 

언어지도의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당연한 

요구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대화가운

데서 아동의 반향어를 교정하기보다는 아동에게 쉬운 과

제를 수행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자체가 반향

어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더 나

아가 과제수행 과정에서 강화의 조건 병행을 통해, 과제

수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반향어를 통제하는 방법은 반

향어의 감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반향어 치료

효과를 전반적인 언어발달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편

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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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OF ECHOLALIA IN CHILDREN WITH AUTISM 
 

Bo In Chung, Ph.D.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Yonsei University, Wo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familiar tasks as a treatment 
option to decrease echolalia. Two comparisons were made：One was to compare ‘conversation condition’ 
and ‘task performance condition,’ and the other was to compare ‘task performance alone condition’ 
and ‘task performance along with contingency of reinforcement condition.’ Two echolalic children aged 
12 and 13 year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and A-B-A-B-BC-B-BC design was used, in which A 
was conversation only, B was task performance, and C was task performance along with contingency 
of reinforcement. In the A condition, the therapist asked easy and short questions to the child；in the 
B condition the child was given familiar tasks with short instruction, and in BC condition, each child 
was reinforced for his performance on given tasks, in which immediate echolalia was controlled through 
his hands being held down for 5 seconds. Delayed echolalia was recorded without any intervention 
being given. Each child was put into each of the 7 treatment conditions. With a 15 minutes session, 
each child went through 5 to 6 sessions per day for 2 weeks. The mean echolalia(immediate) rates across 
the 7 treatment conditions were：For child 1, A(99%)-B(65%)-A(95%)-B(10%)-BC(7%)-B(6%)-
BC(7%) and for child 2, A(67%)-B(62%)-A(63%)-B(35%)-BC(8%)-B(4%)-BC(0%). As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treatment effect of immediate echolalia to the untreated delayed echolalia, there 
was shown a drastic reduction of delayed echolalia in child 2：A(35%)-B(57%)-A(56%)-B(40%)-
BC(8%)-B(5%)-BC(9%). Child l’s delayed echolalia was negligible(mean＝3%) pre-and post treatment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learly show that providing a task performance setting with 
familiar tasks can certainly be helpful for minimizing echolalic response, and along with the use of the 
contingency of reinforcement technique it can further not only correct echolalic behavior to a negligible 
degree but also help the echolalic child generalize its treatment effect to the child’s overall language 
improvement. 
 
KEY WORDS：Echolalia·Task performance·Contingency of reinforcement·Gen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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