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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ABA 학교와ABA 교실
학교 총장: Kathleen MAN

Founded in 2007
2007년 설립

Quick Facts about Aoi Pui School:
아이페이 학교에 관한 간단한 사실들
Students, between 4 years 5 months up to 18
years old
4세 5개월 부터 18세 사이의 학생들
Teaching Staff
교원
Clinical Supports: Classroom Supervisor
임상 지원: 교실 슈퍼바이저

1 Curriculum Designer, 1 Art Teacher /
1 커리큘럼 디자이너, 1 미술 교사

Quick Facts about Aoi Pui School:
Complete Primary-Secondary, Employability
Programs: Work Experience at Aoi Pui School

초급-중급, 취업능력 프로그램 완성: 아이페이 학교 근무 경력

Return to Mainstream Education: International
or Local Schools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국제 학교 혹은 지역 학교

Of our students leaving our School return
back to mainstream education

50% 의 학생이 아이페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학교로 진학합니다.

CURRICULUM DOMAINS:
교육 범위:
Academic Curricular
학업 관련 교과 과정
General Knowledge
and Reasoning, and
Generalization
일반 상식 및 추론
능력 일반화
Organizational Skills
조직 적응 능력
Independence
독립

School Readiness Skills
학교 준비 능력
Emotional RegulationBehaviors Skills
정서 조절 –행동 능력
Play and Leisure Skills
놀이 및 여가 활동

Language and
Communication
언어와 소통

Social Skills
사회성 능력

Using ABA as a method of teaching
ABA 기반 교육
Behaviors
행동

Data

Proactive

데어터

능동적
ABA
응용행동분석

Goal
Orientated
목표 지향

Individualized
개별화

Skill-building skills Objectives:
1) XXXXX will learn to change her, response, after feedback from the teacher, and peers.
2) XXXXX will learn contingencies, and outcomes based on her first time responses
towards the teacher and peers.

3) XXXXX students will learn to sustain her attention in class by responding to teacher’s
instructions, maintaining appropriate eye contact to the teacher and relevant materials,
and refraining from touching items inappropriately:
4) XXXXX will learn to respond to a variety of group instructions/
5) XXXXX will learn to discriminate between individual instructions and choral instructions.

능력 개발 목표
1. *****는 교사와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응답을 변경하는 법을 배웁니다.
2. *****는 교사와 친구들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을 토대로 인접성과 결과를 배우게됩니다.
3. *****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사에게 적절한 시선을 유지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관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4. *****는 다양한 그룹 지침에 반응 하는 것을 배웁니다.
5. ***** 은 개별 지시와 단체 지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Language and Communication Skill Objectives:
1) XXXXX will expand her spontaneous language: to
a) To express whether she likes or dislikes an items,
b) To request for help from her teachers and peers
c) Alerting teachers: “look…”, “what about me…” a list is
provided see *
2) XXXXX will learn to make Statements- statements
a) personal information
b) preference
c) past experience
3) XXXXX will learn to comprehend different types of
questions
a) Answering “where”, “what”, “who” questions
b)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in photos/pictures
c)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in books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목표:
1. ***** 는 자발적인 언어를 확장하고 아래 와 같은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a. 사물을 좋고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기
b. 선생님들과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c. 선생님한테 알려주기 “ 보세요…” “저는 어때요…”
*리스트 참고
2. *****는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a. 개인 정보
b. 취향
c. 과거 경험
3. ***는 다양한 유형의 질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a. “어디서” “무엇” “누가” 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b. 사진 / 그림의 정보에 따라서
c. 정보 책자에 따라서

Academic English: Reading and Writing Skill Objectives
1) XXXXX will learn about phonics:
a) Consonants

b) Double letter sounds
2) XXXXX will learn what is a story:
a) What is a story?

b) Title of a story
c) Author of a story
d) Variety of stories

e) Characters are people in a story

학술 영어: 읽기 및 쓰기 능력 키우기
1. *****는 발음 중심 어학을
배웁니다.
a) 자음
b) 합자어 발음
2. ***** 는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a) 이야기가 무엇인지
b) 이야기의 제목
c) 이야기의 저자
d) 다양한 이야기
e) 이야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Academic Math’s Skill Objectives:

1) XXXXX will learn to utilize her fingers to represent 1-10.
2) XXXXX will learn number bonds

3) XXXXX will counting numbers in groups of 2s, 5s and
10s
4) XXXXX will learn to continue an alternating pattern, i.e.
looking at a visual identical pattern, recognize the next
item on the list, (e.g. picture of a cup, pot, cup, pot, ___)
5) XXXXX will learn to recognize and learn the following
numbers in written formats: zero, three, seven, eight

수학 능력 키우기
1. ****** 손가락으로 1-10까지 표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2. *****결합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3. *****는 2초, 5초, 10 초 그룹으로 계산을
배웁니다.
4. *****는 계속하여 변하는 패턴을 배웁니다.
예: 시각적으로 같은 패턴을 보면서 다음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 컵
그림, 냄비, 모자 등)
5. ***** 는 서면 형식으로 된 수자를
인식하는 것을 배웁니다: 제로, 삼,칠,팔

Independence and Organizational Skill Objectives:

1) XXXXX will learn to complete various routines in school
efficiently, but also to manage her own belongings
a) Morning back pack routine
b) Snack time and toileting
c) Lunch routine, Pack after lunch
d) Pack up Homework, and backpack end of the day
routine
2) XXXXX will learn to move to the next lesson
independently

3) XXXXX will learn to tidy up materials when the School
bell rings

독립적이고 조직적인 능력을 키우기
1. ***** 는 학교에서 다양한 루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의 물건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a) 아침 백팩 루틴
b) 간식 시간와 화장실 가기
c) 점심 루틴, 점심 먹고 정리하기
d) 숙제를 정리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하기
2. ****는 독립적으로 다음 수업에 가는
것을 배웁니다.
3. *****는 학교종이 울리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배웁니다.

Social Skill Objectives:

1) XXXXX will develop her social interest with peers,
we will be reserving XXXXX’s favourite activities for
playing with peers (identified activities are: Ring
“What’s the time Mr. Wolf”, Parachute
2) Arranging XXXXX/s classmate to offering things
she likes like Toys and snacks, and privileges, roles
and titles

3) XXXXX will learn the concept of competition
a) Associating reward with winner/ winning team
b) Identifying the winner
c) The person who has the most
e) The person with the best quality of work

사회 능력 키우기
1.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통하여
*****의 사회적 관심을 발전 시키고
*****가 놀기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과
놀게끔 합니다. (“ 늑대선생님
몇시예요?”울려라, 낙하산)
2. *****의 친구더러 ****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 간식, 특권, 역할,
제목 등을 주게끔 합니다.
3. ****는 경쟁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a) 보상과 우승 혹은 우승한 팀과
연계시킨다
b) 승자를 식별 할 수 있게끔 한다
c) 제일 빠른 사람
d) 제일 많은 사람
e) 일을 제일 잘한 사람

Play and Leisure Skills Objectives
1) XXXXX will learn how to: engage in play in the following:
a) Solitary play
b) Glitter pen, art and craft

c) Playdoh
d) Making accessories
e) Nail printing

f) Sticker book

놀이 및 여가 시간을 보내는 능력 키우기
1.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즐긴다
a) 독방 놀이
b) 반짝이는 펜, 예술과 공예
c) 아동놀이
d) 액세서리 만들기
e) 네일 아트
f) 스티커 북

2) Learning to play Social games I
- What’s the time Mr. Wolf
- Parachute,

- Snack and ladder,
- Chase the tails,
- Musical bump,
- Jenga,
- Hide and seek
- A sailor went to sea sea sea homework Skills:

2. 사회성 놀이를 배운다
- 늑대선생, 몇시예요 ?
- 낙하산
- 뱀과 사닥다리
- 꼬리 잡기
- 음악 범프
- 젠가
- 숨바꼭질
- 선원은 바다 바다 바다로 간다
숙제 능력

Using ABA to teach tolerance to
correcting mistakes in one’s work
ABA를 사용하여 과제 실수를 교정하는
인내심을 가르친다

Observe

Hypothesize

관찰

가설

Write up a
program
프로그램 설계

Data

데이터

Program Phases: teaching tolerance to correcting mistakes in
one’s work
프로그램 단계:과제 실수를 고치는인내심을 가르친다
Phase One: Hearing ‘that’s wrong…” and reinforcing student for being calm
1단계: ‘틀렸어’는 것을 듣고 …학생이 침착해야 된 다는 것을 강화

Phase Two: Hearing ‘No’ and asked to erase the mistake (pick up eraser BUT NOT
RUB OFF WORK) reinforcing student for being calm
2단계:”아니오”를 듣고 틀린 부분 을 지우도록 함 (지우개를 들고 지우지 않기),
침착함을 강화

Phase Three: Hearing ‘No’ need to erase the mistake completely, reinforcing
student for being calm.
3단계: “아니오”를 듣고 지우개로 틀린 부분을 지우도록 함, 침착함을 강화

Phase Four: Being asked to erase mistake, multiple times and student is calm
4단계: 여러 번 틀린 점을 지우 도록 요청하고, 학생은 침착함

Phase five, generalization of skills to other teachers, activities, locations
5단계: 이런 능력을 다른 선생님, 활동, 장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일반화 함

Using ABA to teach tolerance to unfamiliar teachers,
and situations
ABA를 사용하여 낯선 선생님과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져야 됨을 가르친다

Observe

Hypothesize

Write up a
program

관찰

가설

프로그램을
만들다

Data
데이터

Phases to tolerance to unfamiliar
classroom/demands/teachers
낯선 교실/ 요구/ 선생님의 적응 할 게끔 하는
단계
Phase One: Coming into the classroom, doing fun things for 20mins in the classroom: no
demand
1단계: 교실로 들어와서 교실에서 20분 동안 재미있는 활동을 한다: 요구 없음
Phase Two: Come into the classroom, do independent work, one on one with the teacher
2단계:교실에 들어와서, 독립적인 일을 하고, 선생님과 1 대 1 로 있음
Phase Three: joins small group for 15mins low level demands
3단계: 15분 동안 소규모 그룹 형식으로 있으며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함
Phase Four: join class, small group low level demands, 1 high level demand
4단계: 수업 참여, 소그룹 저수준 요구, 고수준 수요 1개
Phase five: join class, small group mixture of low and high demand for 30mins
5단계: 30분간 낮은 수요와 높은 수요가 혼합 된 소규모 그룹 참여
Phase six: Join large groups
6단계: 대규모 그룹 가입

How to fit Individual Goals in to the lessons:
The IEPS?
개인 목표를 수업에 맞추는 방법: IEPS ?

Time:
시간

Monday
월

Tuesday
화

Wednesday
수

Thursday
목

Friday
금

8.30-8.45

Morning Routine: Belongings
아침 루틴: 자기물건

Morning Routine: Class
Schedule
아침루틴:수업스케쥴

Morning Routine
Attendance
아침루틴: 출석

Morning Routine
Class Schedule
아침루틴: 수업스케줄

Morning Routine
Belongings
아침루틴:자기 물건

8.45-9.00

Independent Free Play
독립적인 자유놀이

Joint Play
연합 놀이

Free play
자유 놀이

Independent Free Play
독립적인 자유놀이

Joint Play
연합 놀이

9.00-9.30

Social Studies
사회성 연구

Arts and Craft
예술과 공예

Social Studies
사회성 놀이

Arts and Craft
예술과 공예

Social Studies
사회성 연구

9.30-10.30

Integrated Studies
통함 연구

Science
과학

Music and movement
음악과 움직임

Integrated Studies
통합 연구

Science
과학

10.30-11.00

RECESS:
휴식

RECESS:
휴식

RECESS
휴식

RECESS
휴식

FRUIT FRIDAY
과일 금요일

11.00-11.45

English Reading and
Vocabulary
영어 읽기와 어휘

English Communication/
Comprehension
영어교류 / 이해

English Reading and
Vocabulary
영어 읽기와 어휘

English Communication/
Comprehension\
영어교류/이해

English Reading and
Vocabulary
영어읽기와 어휘

11.45-12,00

Math's
수학

Math’s
수학

Math's
수학

Math's
수학

Math's
수학

12,00-12.45

LUNCH TIME
점심 시간

LUNCH TIME
점심 시간

LUNCH TIME
점심 시간

LUNCH TIME
점심 시간

LUNC TIME
점심 시간

12.45-1.30

P.E
체육

Health and Hygiene
건강 및 위생

Community
커뮤니티

Health and Hygiene
건강 및 위생

P.E
체육

1.30-2.15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Integrated Studies
통합 연구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Self Help
자조

Leisure's
여가

2.15-2.30

End of day routine
일과 마루리 루틴

End of day routine
일과 마무리 루틴

End of day routine
일과 마무리 루틴

End of day routine
일과 마무리 루틴

End of day routine
일과 마무리 루틴

Lesson Plan 강의 계획
Subject: Integrated Studies: Community Helpers: Occupation Doctor 제목: 통합 연구:커뮤니티
도우미;직업 의사
Grouping: Leonie, Andrew, Anders Y., Aston 그룹화: Leonie, Andrew, Anders Y., Aston
Teacher: Cherry 담당교사: Cherry
Activity: Doctor game 활동: 병원 놀이
Location: Classroom 장소: 교실
Materials/ preparation: Ipad, patient board, medical board, syringe, verb flashcards, doctor on duty board
재료/준비:아이패드, 환자 게시판, 의료 게시판, 주사기, 동사 플래시 카드, 의사의 의무 게시판
Descriptions: Students will work together to save the patient in a limited amount of time
설명: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환자를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 할 것입니다.
Procedures: 절차:
1. Teacher will introduce the theme of the game (location, things and people seen at a hospital)
선생님은 게임의 주제( 장소, 물건 및 병원에서 본 사람들)를 소개 할 것입니다.
2. Teacher will talk about the job duties of a doctor
선생님은 의사의 직무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3. Build momentum by issuing choral instructions (e.g. everyone, let’s set up the game. Everybody,
pretend to wear a lab coat.)
구호를 부르면서 시작을 알려줍니다. (예 : 모두들, 게임을 시작합시다. 모두들, 실험복을 착용합니다)
4.Teacher will teach each student’s individual sight words goals.
선생님은 각 학생한테 개별 단어 목표를 설정 해줍니다.

5. Teacher will set the scene: the patient is sick with bacteria on her, us the doctor will have to help her! To
save her, we need to remove the bacteria!!
선생님은 장면을 연출 합니다: 환자는 몸에 있는 균 때문에 아픕니다. 우리 의사들은 그녀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균을 없애야 합니다
6. Teacher will start the timer and set up the “doctor on duty” board
6. 선생님은 타이머를 시작하고 “의사가 근무 중”이라는 보드를 세웁니다
7. Student with the name on the “doctor on duty” board will come up and pick up his/her colour card
and match it with the correct picture. After that, student will flip the “doctor on duty” board and pass the
syringe to the next person.
＂담당 의사” 이름을 가진 학생이 나와서 자신의 컬러 카드를 뽑고 올바른 그림에 매치 합니다. 그 후,
학생은 "담당 의사"판을 뒤집어 주사기를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8. Repeat step 6.
6단계를 반복합니다.
9. If student can finish “clearing the bacteria” before the timer rings, doctors win.
타이머가 울리기 전에 학생이 “균 청소”를 완성 할 수 있다면 의사가 이기게 됩니다.

Students: 학생들:

IEP Targets: IEP 목표들

Anders Y

1. Staying calm when peers make mistakes
친구가 실수 할 때 침착 함
a. possible instructions: 가능한 지시들
b. Asking others something they don’t know
i모르는 것은 타인한테 묻는다
Lesson Target: Sight words of verbs (see tracking form)
수업목표: 통 글자 단어 동사 ( 트래킹 형식 참조)

Aston T

1. Observational learning: what did X just say with no delay
관찰학습: X는 지연없이 무엇을 말했는가?
Lesson Target: 수업 목표
Responding to “what is it?” in books
책에서 나온 “ 이것이 무엇이예요?” 질문에 반응
Recalling new labels taught to him, with a delay of 20secs
20초후, 새로 배웠던 레이블을 상기시키게 함

Leonie T

1. Comprehend complex receptive instructions which involve: quantity, certain
attribute, and delay
수량, 어떤 속성, 지시 지연 등이 포함된 복잡한 수용 지시들을 이해 시키게 함

Lesson Target: Learn to summarize story, first, then and then…
수업 목표: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을 배우고, 처음에는 , 그 다음에…

How to Intersperse two different instructions in a
task
하나의 임무에서 두가지 지침을 적용하는 방법
Students: 학생

IEP Targets: IEP 목표

1
2

1) What is it? In book 책에서 “이것은 뭐예요?”
1) Out of chair retrieval 책상 밖에서 물건 가져오게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