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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이 갑자기 무너지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을 때, 검사자 및 보호

자의 얼굴을 살피는 사회적 참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자의 이름 부르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익숙한 보호자의 

이름 부르기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사자의 언어 지시를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검사자가 속상해 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검사자 및 보호자

의 얼굴을 살피는 사회적 참조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키면서 바라보는 행동으로 아동의 주의를 전환시키

려는 합동주시 시도에 적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멀리 있는 사물로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한 자발적인 합동주시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하는 모방행동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자와 함께 하는 사회적 놀이에서, 검사자의 놀이 시도에 다소 지연된 

반응 혹은 부분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시도한 검사자와 함께 하는 사회적 놀이에서, 검사자의 놀이 

시도에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전반에 걸쳐 검사자 및 보호자와 관심을 나누기 위해 사물을 들어서 보여주거나, 가져

다 주거나, 물건과 상대방을 번갈아보는 행동으로 관심을 나누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

다.

원하는 물건을 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인 가리키기 행동을 보

였으나 눈 맞춤과 협응되지 않아 제한적이었습니다.

검사자의 표정과 제스처를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사자의 칭찬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자의 긍정적인 작별 인사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전반에 걸쳐 비일관된 눈 맞춤을 보였습니다.

상황에 따른 표정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상황에 맞지 않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지시할 때만 제스처를 사용하거나 반복 학습에 따른 제스처만 단순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다

른 의사소통 행동과 함께 활용하는 것에 제한을 보였습니다.

검사 전반에 걸쳐 검사자의 상호작용 시도에 적절한 사회적 관심과 반응

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2/05/03

SAMPLE 여 02세02개월

Y

Y

Y

N

검사 결과, BeDevel-P에서 아동은 사회-정서적 상호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 관

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이해하는 것,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선별 기준에 부합

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발달 및 진단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밀 평가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본 검사는 선별검

사로써 해당 검사에 선별되었다고 해서 아동이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확실히 진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

로 정확한 결과의 의미 및 향후 진단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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