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W 125,000

KRW 155,000

비용 (시간당)

ABA 세션 – 치료사

ABA 세션 – 시니어 치료사

시간제 서비스 
종류

센터  KRW 200,000
센터 이외    KRW 250,000

센터  KRW 300,000
센터 이외    KRW 350,000

센터  KRW 300,000
센터 이외    KRW 350,000

수퍼바이저

ABA 세션 – 수퍼바이저

컨설턴트

KRW 200,000

센터  KRW 220,000
센터 이외  KRW 280,000

클리닉 미팅

학부모 트레이닝

* 상기 서비스는 컨설턴트로부터 제안받은 아동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1 ABA 치료

* 반일반 (오전반 또는 오후반)은 컨설턴트로부터 제안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종일반

오전반

오후반

구분

9:00 – 16:00 9,317,000 원

9:00 – 12:00 6,050,000 원

13:00 – 16:00 6,050,000 원

센터기반 월별 진행 (스페셜 패키지)

상기 서비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1 서비스 (60-140 시간)

- 프로그램 리뷰 (6-12 시간)

- 월별 클리닉 미팅 (1시간)

학부모 트레이닝 (12 시간): 1,100,000원 (별도)

비용 (월별)시간 (월~금)

조기 개입과 집중 1:1 치료는 ASD 어린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AP는 아이의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아이들로부터 최상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전문성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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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트리트먼트 서비스

미국   |   캐나다   |   영국   |   호주   |   홍콩   |   한국   |   싱가폴   |   필리핀   |   쿠웨이트   |   베이징

점프스타트
점프스타트는 AP 센터에서 ABA 전문가가 직접 실행하는 5일간의 집중 행동중재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아동이 짧은 시간내에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요한 학습 영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을 조사하여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서비스 입니다.

교육 시간
09:00 – 11:45 

13:00 – 15:00 

15:30 – 16:00 (학부모와 매일 프로그램 리뷰 미팅을 진행)

KRW 13,750,000

상기 서비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1:1 서비스

- 수퍼비전 및 컨설테이션 (4시간)

-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 커리큘럼

* 최소 2달 진행

* 공휴일 (근로자의 날 포함)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홈 베이스 ABA 서비스
본 서비스는 아동의 집에서 편리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진행하는 집중적이고 

진보적인 응용 행동 분석 (ABA) 치료로서 1 : 1 치료를 통해 가정에서 AP만의 특별한 

접근법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트레이닝 시키는 맞춤 프로그램입니다. 의사소통, 

인지, 놀이기술, 사회성 기술, 자조 및 그 외 기능적인 기술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의 

일반화를 통합시키는 다이나믹한 교육 과정입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숙련된 

시니어 치료사들의 지도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다루기 쉬운 프로그램입니다.18,700,000원 /월

교육 시간
09:00 – 12:00 & 13:00 – 16:00 (월-금)

컨설턴트 서비스 
컨설턴트 서비스는 AP 컨설턴트가 AP센터 또는 아동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사항을 추천하는 1:1 맞춤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가정에 

방문한 AP 컨설턴트는 아동에 맞는 개별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최우선 목표를 

확인하여 치료팀에 지속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검토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AP 

컨설턴트가 권장한 시간동안 컨설턴트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아동을 치료하며, 

이는 월별로 진행됩니다. 

* 본 서비스는 최소 2 일간 진행됩니다.

* 추가로 발생되는 AP 스태프의 숙박비, 교통비 및 여행보험을 포함한 비용은 학부모 부담입니다.

비용종류

컨설턴트 (센터 내)

컨설턴트 (센터 외)

KRW 3,000,000 /일

KRW 3,800,000 /일

진행시간

09:00 – 12:00

13:00 –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