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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사항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란?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한 개인의 의사 소통 방법을 정확히 

분석해서 합리적인 의사 소통 목표를 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구조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평가 도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의 채러티 

로우랜드 박사가 1990 년에 처음 출간했으며 1996 년과 2004 년에 

개정됐습니다. 원래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언어 장애 전문가 및 교육자가 감각 

장애, 지체 장애 및 인지 장애가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중증 장애나 복합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의 의사 소통 표현 기술을 상세히 기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전문가용 초기 버전은 다운로드 형식으로 www.designtolearn.com 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버전은 의사 소통 능력 평가에 익숙한 사람이 단시간에 평가를 마칠 수 

있도록 간결한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2004 년 개정 버전은 부모용으로 특별히 개발됐습니다. 
2004 년 버전은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www.designtolearn.com 에서 구매(영어 버전 및 스페인어 
버전)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으로 제작된 이유 

www.communicationmatrix.org 는 부모용 버전의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발됐습니다.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의사 소통 능력 평가자가 정보 입력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평가하려는 자녀, 학생 또는 고객과 
무관한 페이지를 자동으로 건너뜁니다.  

 한 페이지짜리 일람표, 포괄적인 의사 소통 기술 목록 및 애니메이션 방식의 진행 
화면을 통해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타인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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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가장 기초적인 의사 소통 기술만을 
사용하는 모든 연령의 개인을 평가하는 데 적합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정상 발육 상태의 아동이 0~24 개월 
사이에 보이는 의사 소통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몸짓, 얼굴 표정, 시선 그리고 몸 움직임과 같은 
‘보완•대체 의사 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및 상징 전 (Pre-symbolic) 의사 소통 
방식을 비롯하여 모든 유형의 의사 소통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중증 장애 및 복합 장애, 정신지체, 
감각 장애 및 지체 장애를 비롯한 모든 유형 또는 정도의 장애를 
보이는 개인을 평가하는 데 적합합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이미 어떤 언어를 의미 있고 유창하게 사용하는 
개인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교재 전체에서는 
평가를 받는 개인을 ‘아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가장 기초적인 의사 소통 기술만을 사용하는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이용 대상 

전세계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 제작 시점을 기준으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이용자는 언어 장애 전문가가 약 38%, 교육자가  약 
26%,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개발 목적 중 하나는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이 보이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부모가 한 아동을 대상으로 각기 따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작성할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처음으로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가할 
아동이 얼마나 많은 의사 소통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최소 
10 분에서 최대 1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부분적으로 

완료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평가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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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정보 활용 

사용자께서 작성하신 정보는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다양한 장애가 있는 
개인의 의사 소통 기술에 관한 소중한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이 정보는 과학 보고서, 
전문가의 학술 발표, 학술지의 기사 및 단행본 게재 논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철저한 보안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평가할 아동에 대한 몇 가지 기초적인 

정보(성별, 연령, 민족적 배경, 거주 국가, 장애 유형) 및 사용자와 아동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도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는 사용자에게 ID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확인 이메일을 발송하기 이전까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됩니다. 확인 이메일 발송이 완료되면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암호화됩니다.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는 로그인 용도 외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비밀번호를 추적하기 위해 저장됩니다.  이 정보는 반드시 사용자가 입력한 다른 정보와 
별도로 저장됩니다.  

평판: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이용 소감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제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개발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이에요.” (언어 장애 전문가) 

“굉장히 유익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가장 깊이 있으면서 어려운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가합니다.”  (언어 장애 전문가)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 내 아이를 위해 애쓰다 낙담만 하고 있던 차에 이 도구를 
알게 됐어요…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이용하기가 대단히 쉽고 아이가 대단치는 
않지만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 

“의사 소통이 무엇인지 초보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완벽한 평가 도구를 찾지 못했는데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가장 이상적인 도구인 것 같아요.” (교수 겸 연구학자이자 
언어 장애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봤는데 내가 사용해본 의사 소통 기술 평가 도구 중 
가장 명쾌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자세한 설명이 있는도구예요.”  (특수 교사) 

“자폐증을 앓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 및 치료 계획의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뻐요.” (특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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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현재 이 웹사이트는 개선, 평가 및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미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언어가 
추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가 계속 
무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스폰서도 찾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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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의 
구조 및 구성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의사 소통의 3 가지 핵심 특성, 즉, 의사 소통 행위(예: 
손가락으로 가르침), 표현하는 메시지(예: “나 저거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의사 소통 
단계(예: 추상적 상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7 가지 의사 소통 단계 
 
1 단계. 비의도적 행동 

본인의 통제에 따라 행동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보편적 상태(예: 
편안한 상태, 불편한 상태, 배고픈 상태 또는 졸리는 상태)가 행동에 
반영됩니다.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몸 움직임, 얼굴 표정 및 소리와 같은 
반응을 보고 아동의 상태를 해석합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0~3 개월 사이에 이 단계가 나타납니다. 
 
2 단계. 의도적 행동 

아동의 의도에 따라 행동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아직 의도적으로 의사 
소통에 사용되지는 못합니다. 아동을 돌보는 사람은 몸 움직임, 얼굴 표정, 
소리 및 시선과 같은 반응을 보고 아동의 필요와 욕구를 해석합니다. 정상 
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아동의 경우 3~8 개월 사이에 이 단계가 나타납니다. 

       의도적인 의사 소통은 3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3 단계. 비관습적 의사 소통 

비 관습적이며 전 상징적(Pre-symbolic)인 행동이 의도적으로 의사 소통에 사용됩니다. 

의사 소통 행동이 상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전 상징적’인 

의사 소통 행동이라 하고, 아동이 성장하면사용하는 것이사회에 

의해받아들여 지지 않기 때문에 ‘비관습적’ 의사 소통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의 의사 소통 행동으로는 몸의 움직임, 발성, 얼굴 

표정, 그리고 간단한 몸짓(예: 사람을 끌어당기는 행위)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의 경우 6~12 개월 사이에 이 단계가 나타납니다. 

4 단계. 관습적 의사 소통 
관습적이며 전 상징적(Pre-symbolic) 행동이 의도적으로 의사 소통에 
사용됩니다. 의사 소통 행동이 상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 
상징적’인 의사 소통 행동이라 합니다. 또한 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아동이 성장하면서 언어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습적’ 

의사 소통이라 합니다. 일부 몸짓은 사용되는 문화권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의사 소통 행동으로는 손가락으로 지정, 고개를 끄떡이거나 젓는 행동, 손을 
흔드는 행동, 포옹,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 원하는 물체로 시선을 돌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몸짓 중 다수(특히, 손가락으로 지정)는 적절한 시각적 기술이 수반돼야 
하며 극심한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는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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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몇 가지 다른 어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12~18 개월 사이에 이 단계가 나타납니다 

상징적 의사 소통은 5 단계에 시작됩니다.  

(상징은 다른 무언가를 의미 또는 대표합니다)  

5 단계. 구체적 상징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닮은 ‘구체적’ 상징이 의사 소통에 사용됩니다. 
구체적 상징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이거나, 유사하게 
느껴지거나, 유사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유사하게 들립니다. 구체적 
상징으로는 그림, 물체(‘신발’을 상징하는 신발끈), ‘인습적’ 몸짓(예: 
‘앉으라’는 뜻으로 의자를 두드리는 행동), 그리고 음향(예: ‘벌’을 

의미하는 윙윙 소리를 내는 행동)이 있습니다. 대다수 아동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6 단계로 바로 발전합니다. 일부 아동에게는 구체적 상징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의 상징이고 또 다른 일부 아동에게는 구체적 상징이 추상적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2~24 개월 사이에 몸짓 및 단어와 결부해서 구체적 상징을 사용하되 구체적 상징만 
개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6 단계. 추상적 상징 
말, 손짓, 점자 또는 글 등 추상적 상징이 의사 소통에 사용됩니다. 이 
상징들은 의미하는 바와 물리적으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라 
합니다. 추상적 상징은 한번에 하나씩 사용됩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12~24 개월 사이에 이 단계가 나타납니다. 

7 단계. 언어 
(구체적 또는 추상적) 상징이 문법적 규칙에 따라 두세 개의 상징 
조합(“주스 줘”, “나 나가”)과 결부됩니다. 그리고 상징의 배열 방식에 
따라 상징 조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동이 이해합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아동은 24 개월 정도에 이 단계가 
나타납니다. 

 

의사 소통을 하는 4 가지 이유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의사 소통을 하는 주요 이유를 4 가지로 분류하여 일람표 

하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가지 주요 이유는 원치 않는 것을 거부, 원하는 것을 획득, 

사회적 교류에 참여, 그리고 정보 제공 또는 확보입니다. 이 4 가지 주요 이유 아래에는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작성할 때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메시지는 아래 도표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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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거부 획득 사회적 교류에 참여 정보 교환 

  I - 불편함의 표현 
- 편안함 표현 

-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표현 
 

  II 
- 항의  

- 특정 행동의 지속 

- 어떤 것을 추가로 

획득 

- 관심 유도  

  III 

- 어떤 것을 거부 

또는 거절  

- 특정 행동을 

추가로 요구 

- 새로운 행동을 

요구 

- 특정 사물을 

추가로 요구 

- 선택 

- 새로운 사물을 

요구 

- 관심을 요구 

- 애정 표현 
 

  IV  

 

- 사람들에게 반가움 

표현 

- 어떤 것을 주거나 

나눠줌 

- 누군가가 관심을 어떤 

것에 돌리도록 유도 

-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법을사용 

 

 

- ‘예’ 또는 

‘아니오’로 

질문에 대답 

-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 

  V 

- 눈 앞에 보이지 

않는 사물을 요구 

- 사물의 

명칭이나 사람의 

이름 명명 

- 의견을 표함 

 VI 
 VII 

 

 

의사 소통 행동의 9 가지 범주  
 
행동은 9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아래 도표에 보이는 것처럼 일부 범주는 여러 발전 
단계에서 계속 나타나는 반면, 일부 범주는 특정 단계에서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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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행동 범주 

    

  

 

  

    
 

    
 

    
 

    
 

 
 

결과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한 페이지짜리 일람표’와 ‘의사 소통 
기술 목록’을 제작하는 데 활용됩니다.  

일람표 

일람표에는 사용자가 아동의 의사 소통 기술에 대해 입력한 정보가 한 페이지로 요약 
소개됩니다. 일람표는 80 개의 셀(Cell)로 구성되며 각 셀에는 특정 단계에서의 의사 소통 
행동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메시지가 명시됩니다. 각 셀은 의사 소통 기술의 습득 
정도(숙달,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 미사용 또는 이미 경과)에 따라 각기 다른 색깔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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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통 기술 목록 

의사 소통 기술 목록에는 해당되는 메시지(예: ‘어떤 것을 추가로 획득’), 아동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행동 범주(예: 몸 움직임이나 얼굴 표정), 각 범주에서 
사용되는 특정 행동(예: 다리 움직임이나 미소), 그리고 습득 정도(예: 숙달 또는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가 나열됩니다. 이 목록은 아동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행동을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시작하기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지속적인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규 사용자 등록 신규 사용자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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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용자  기존 사용자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ID(초기 버전 사용자만 해당)  서비스의 초기 버전을 사용했던 사람은 
이미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초기 버전 사용자는 이메일 주소 
대신 기존의 사용자 ID 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단 로그인을 마친 후 
페이지 상단의 ‘이메일 변경(Change email)’ 링크를 선택하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경우, 
다음 부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분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이 링크를 선택하면 비밀번호 정보를 
이메일로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또는 비밀번호 변경  로그인한 후 페이지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언제든지 이메일 주소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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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확인 이메일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는 
사용자에게 ID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확인 이메일을 발송하기 이전까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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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입력 

사용자가 입력할 데이터로는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아동의 의사 소통 행동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로그인을 마친 후 사용자는 평가할 아동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는 본인의 평가 결과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개인 식별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면 안 되므로 이름 전체를 개인 식별자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평가 시작 항목 이제 항목 A(1 단계), 항목 B(2 단계) 또는 항목 C(3 단계 이상) 중 
평가를 시작할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3 개의 문제가 주어집니다.  

 

 

 

질문에 답변  항목 A, 항목 B 또는 항목 C 로 이동하고 나면 사용자는 아동이 
전달하려는 특정 메시지에 관해 (평가 시작 항목에 따라) 3~24 개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각 질문에는 샘플 사진 및 동영상이 함께 제공됩니다. 샘플에는 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만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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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행동 입력 (질문 아래에 ‘예(Yes)’를 선택함으로써) 아동이 특정 메시지를 의사 
소통에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 아동이 그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행동을 

사용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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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사용자는 아동이 의사 전달에 사용하는 각 행동에 대해 ‘최근에사용하기 시작’ 
또는 ‘숙달’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행동은 불규칙하게 또는 주위에서 부추긴 경우에만 
나타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행동은 아동이 오직 한두 
가지 상황이나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숙달된 행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대부분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숙달된 행동은 아동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나 여러사람에게 사용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참고사항 추가  각 질문 화면의 하단에는 참고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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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정  언제든지 이전 질문으로 돌아가서 답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 질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  항목 A 와 항목 B 를 완료하면, 다음 항목으로 이동할 것인지 또는 
평가하려는 아동에게 적합한 항목을 모두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저장  작성을 완료했거나 부분적으로 완료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언제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완료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작성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작성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질문에 모두 답한 경우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가 작성 
완료로 판단하게 되고 사용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경우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언제든지 작성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작성 완료일로부터 최대 
30 일 동안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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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사항 
 

내 페이지(Home) 이전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로그인을 하면 내 
페이지로 곧장 이동됩니다. 내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시작했거나 완료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페이지에는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수정, 재개, 확인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결과 공유 개인 ID 우측에 있는 공유(Share)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정보 공유를 
허용한 다른 사람에게 일람표와 의사 소통 기술 목록 링크를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에 대한 정보와 결과 링크가 기재된 이메일을 
commmatrix@communicationmatrix.org로부터 받게 됩니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수정 개인 ID 우측에 있는 수정(Edit) 버튼을 클릭하여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데이터 삭제 개인 ID 우측에 있는 삭제(Delete) 버튼을 클릭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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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작성 재개  재개(Resume)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에 완료하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작성을 마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데이터 수정  작성을 완료한지 30 일이 지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번호 우측에 있는 수정(Edit)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일람표 보기  평가 결과를 한 페이지짜리 일람표로 확인 또는 인쇄하거나 온라인 보기 
를이용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기술 목록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기술 목록을 확인 또는 인쇄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삭제 영구적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옆에 있는 삭제(Delete)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 아동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평가 새로 시작  같은아동을 다시 
평가하고 싶은 경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처음부터새로 작성하거나 가장 최근에 완료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할 
수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경우, 
이전에 완료했던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사본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작성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새 아동 추가 새 아동을 평가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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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토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는 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선택 사항을 
제공합니다.  그 목적은 컴퓨터에서 가족과 전문가가 함께 결과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지원되는 기능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선택사항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특수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일람표: 표준 보기 

일람표 표준 보기는 한 페이지 분량의 인쇄 가능한 형식으로 평가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일람표 표준 보기는 80 개의 셀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보여주며 각 셀에는 특정 단계의 의사 소통 행동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메시지가 
명시됩니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작성을 처음으로 완료한 경우 일람표 표준 보기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내 페이지에서 표준 보기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단계의 
명칭에 ‘마우스 포인터를 대면’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각 셀은 ‘숙달(Mastered)’,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Emerging)’, ‘미사용(Not Used)’ 또는 
‘이미 경과(Surpassed)’로 표시되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셀의 특정 행동에 대한 최고 점수를 기준으로 표시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동이 특정 셀에 ‘숙달’로 기록된 경우 사용자가 그 셀에 다른 행동들을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이나 ‘미사용’으로 채점했더라도 전체 셀이 ‘숙달’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항목 A 나 항목 B 를 ‘이미 경과’했다고 기록한 경우 그 항목은 회색으로 희미하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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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보기에서는 아동이 사용하는 의사 소통 메시지를 개괄적으로 훑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보기에서 각 셀을 클릭하여 해당 메시지에 대해 각 행동이 정확히 어떻게 
채점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사용자가 질문에 답하면서 추가했던 참고사항도 표준 보기에 나타납니다.  

 

필요한 경우 표준 보기 화면에서 참고사항을 새로 추가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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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보기 2 회 이상 평가를 완료한 아동의 발전 상황을 확인하려면 경과 보기(Show 
Progression)를 선택하십시오.  

 

 

완료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순차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보려면 실행(Play)을 
선택하십시오.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한번에 하나씩 앞으로 이동하려면 
다음(Next)을 선택하고 뒤로 이동하려면 이전(Previous)을 선택하십시오.  

 

 

일람표: 숙달 상태 보기 

숙달 상태 보기(Mastery View)에서는 아동의 7 가지 의사 소통 단계의 숙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기로 이동하려면 확인하려는 단계의 명칭(표준 일람표 좌측에 

위치)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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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 단계 일람표의 숙달 상태 보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각 막대(bar)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단계의 메시지가 표시되며 메시지는 일람표의 셀 
80 개 중 하나를 상징합니다.  막대의 높이는 해당 단계에서 각 메시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숙달 정도를 의미합니다. 숙달된 행동의 경우 2 점,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행동의 경우 1 점으로 점수가 계산됩니다. 각 셀의 총점은 해당 셀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로 나누어져서 비율(%)을 산출합니다.. 위의 샘플에서 좌측의 첫 
번째 막대는 3 단계(비관습적 의사 소통)에서 C1(‘어떤 것을 거부 또는 거절’)의 숙달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셀에는 7 가지 종류의 행동이 존재하므로 최대 가능 
점수는 2 X 7 = 14 입니다. 이 아동의 경우 2 개의 행동이 숙달로 채점되고 1 개의 행동이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으로 채점되어 총점은 5 가 됩니다. 따라서 14 를 5 로 나눈 36%가 
결과값이 되어 막대가 위의 그림에 보이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단계별로 이동하려면 다음 또는 이전 화살표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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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콘을 통해 현재 화면이 7 가지 단계 중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과 보기 기능은 숙달 상태 보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평가 결과를 보존할 목적으로 일람표의 각 수준에 대한 숙달 상태 보기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람표 보기 표준 보기나 숙달 상태 보기에서 사용자가 평가한 모든 아동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려면 내 매트릭스(My Matrices)를 선택하십시오. 여기에서 다른 
아동의 일람표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작성한 경우, 다른 날짜에 완료한 매트릭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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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통 기술 목록 

인쇄 가능한 형식의 의사 소통 기술 목록은 아동이 각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행동을 사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의사 소통 기술 목록은 일람표의 좌측 상단에 있는 기술 목록을 클릭하거나 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작성한 경우, 각각의 기술 
목록에 탭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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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획에 
평가 결과 활용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평가 결과는 부모와 교육자가 아동의 현재 의사 소통 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편적 의사 소통 목표를 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부모와 교육자가 

보편적인 치료 목표(의사 소통 단계의 목표 설정)뿐 아니라 구체적인 
치료 목표(특정 의사 소통 행동 및 메시지의 목표 설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교육자는 아동이 본인의 의사 소통 단계에 맞게 
행동하도록 돕는 한편, 다음 의사 소통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해야 합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사용자는 현재 수준에서 해당 아동이 
보이는 능력을 개선하는 데 주력(아동이 현재 단계에서 극도로 적은 
수의 의사 소통 행동이나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합)할 것인지 
여부 및/또는 보다 높은 단계의 행동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데 
목표를 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한 의사 소통 행동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합니다. 아동이 기존의 행동을 보다 능숙하게 
사용하거나 새로운 행동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도록 목표를 정할 때는 
아동의 운동 능력, 미세 운동 능력, 발성 능력, 그리고 지각 능력과 
아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약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특정 유형의 상징을 이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지적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사용자는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목표로 삼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람표를 참조하여 아동의 의사 
소통 기술의 격차를 파악하여 해당 아동이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 
익혀야 할 새로운 메시지를 목표로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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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정보 

 
의견이 있으십니까?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 소감이나 의견은 
info@communicationmatrix.org 로 보내주십시오. 

 

저자 연락처 
 
Charity Rowland, Ph.D. 
Child Development & Rehabilitation Center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707 SW Gaines St. 
Portland, OR  97239-3098 
rowlandc@ohsu.edu 
 

 
기술 개발 

OX Data Systems 
1831 SE 7th Ave 
Portland, OR 97214 
http://oxdata.com/ 
info@oxdata.com  

 

(e)maginorium 
1831 SE 7th Ave 
Portland, OR 97214 
http://emaginorium.com 
info@emaginoriu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