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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읽기에서 나타난 성인과 청소년의 중심와주변 정보처리: 

고정시간 분포에 대한 확산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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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글읽기의 주요한 현상인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parafovea preview effect)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구운동추적 실험을 통해 연령이 다른 두 집단의 중심와주변 미리

보기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안구운동 추적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자료를 단일경계 확산모형

(diffusion model)의 시작점(starting point) 파라미터로 설명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실험은 경계선 기법(boundary 

technique)을 이용하여 중심와주변 정보처리를 관찰하였다. 실험 1에서는 중심와주변에 미리보기 정보로 고

빈도 단어를 제시하는 것과 미리보기 정보를 차폐하는 것을 비교하였다. 실험 2에서는 중심와주변 미리보

기 정보로 저빈도 단어를 제공하였고, 중심와주변 미리보기를 차폐한 것과 비교하였다. 두 실험 결과, 청소

년 집단과 성인 집단에서 중심와주변에 정보가 주어졌을 때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이득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중심와주변에 높인 정보 성질, 즉 단어의 빈도에 따라 두 집단의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에서 고정시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두 실험에서 얻은 첫고정시간 데이터를 분위수로 나누고 단일경계 확산

모형에 fitting한 결과, 중심와주변 정보처리가 시작점 파라미터로 설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안구운동 추 , 읽기, 심와주변 정보처리, 분포분석, 확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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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안구운동의 특징과 읽기 안구운동 연구 

안구운동 연구는 눈의 움직임이 인지처리를 반영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안구운동장비와 컴

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발전과 언어처리 이론의 등장 등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McConkie, 

1979, 1981; Rayner, 1998). 이러한 발전은 글 읽기에서 나타나는 눈이 한 지점에 머무르는 고정

(fixation)과 빠르게 건너뛰기 도약(saccade)의 특징, 그리고 이 과정에 일어나는 정보처리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안구운동 실험은 고정시간을 관찰 지표로 첫고정

시간(first fixation time), 단일고정시간(single fixation time), 주시시간(gaze duration)을 주로 측정한다. 

첫고정시간은 한 어절에 처음으로 고정한 시간으로 주어진 정보의 탐색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를 결정하는 판단에 영향을 준다. 단일고정시간은 한 어절에 고정이 오직 한 번만 있을 때의 시

간으로 첫고정시간에 포함되지만 주어진 정보의 탐색을 단 한 번의 고정시간으로 마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시시간은 한 어절에 처음 고정한 시간부터 그 어절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고정시간들의 합으로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모든 탐색시간을 나타낸다.  그 

밖에도 어떤 어절을 고정하지 않고 지나가는 비율인 건너뛰기율과 두 번 이상 고정한 비율인 

재고정율을 관찰하기도 한다(Rayner, 1998; Rayner & Pollatsek, 1981, 1989). 다수의 글읽기 안구운

동 연구들을 통해 글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단어의 빈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어절의 길이가 길

어질수록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은 길어지고, 재고정률이 높아지며 건너뛰는 비율

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다(Inhoff & Rayner, 1986; Rayner, 1998, 2009; Rayner & Duffy, 1986; 

Rayner, Sereno, & Raney, 1996 참고). 최근 우리글 읽기에서도 고정과 도약의 양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예: 고성룡과 윤낙영, 2007; 고성룡 등, 2010; 윤소정과 고성룡, 2010; 이

춘길, 2004; 최소영, 2012). 2007년 고성룡과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글 읽기에서 보통 숙련

된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곳에 225ms 정도 머무르다가 3.6자 정도를 뛰어 다른 곳으로 움직인

다고 보고된다. 그리고 눈이 모든 어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절의 8.3%정도는 두 번 이상 

머무르고, 19% 정도는 앞으로 돌아가 다시 읽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눈의 움직임은 고정과 도약의 연쇄로써 이는 글의 여러 수준의 특성들이 영향을 미친다. 

읽기 안구운동에 미치는 요 변인

글읽기 안구운동의 대표적인 변인은 객관적 빈도(objective frequency), 주관적 친숙도(subjective 

frequency), 단어습득연령(Age of Acquisition)과 같은 독자와 단어의 관계 혹은 경험이 반영되는 단

어의 성질이다. 특히 단어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의 빈도 효과는 어휘 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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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Balota & Chumbley, 1984; Forster & Chambers, 1973; Koh, Hong, Yoon, 

& Cho, 2008; Monsell, 1991; Rayner, 1998; Seidenberg & McClelland, 1989) 단어명명과제(Brown & 

Watson, 1987; Gerhand & Barry, 1998; Morrison & Ellis, 1995)와 어휘 판단 과제 (Morrison & Ellis, 

2000) 등 다양한 실험과제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자연스러운 글 읽기 안구운동 실험에서도 단

어의 빈도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저빈도 단어 보다 고빈도 단어에서 고정시간이 더 짧게 

나타난다(Juhasz & Rayner, 2003, 2006; Rayner, 1998; Yoon & Koh, 2010). 우리글 읽기 안구운동 연

구로는 고성룡 등(2007)이 고빈도 단어가 저빈도 단어 보다 고정시간과 주시시간이 모두 짧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을 비교한 최초 안구운동 추적 실험으로 글읽기에서 

중심와주변 정보처리에 초첨을 맞춰 중심와주변의 미리보기 자극을 단어의 빈도로 조작하여 중

심와주변 미리보기 이득 효과 뿐만 아니라 중심와주변에서도 단어빈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 

할 것이다. 

글읽기에서의 중심와주변 정보처리

심와주변과 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

우리가 정면을 응시하며 길을 걷는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또렷이 인식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머리와 시선을 옮기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심지어 옆에 

지나가는 그 사람이 어떤 색의 옷을 입었는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시각 장(visual field)은 생각하는 것 보다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다. 망막의 자극을 분석하는 원추

세포(cone)들의 밀집 정도에 따라 시력(acuity) 차이를 만들고(Rayner, 1998; 이춘길, 2004), 고정점 

주위의 대략 1~2도 정도의 시력 영역인 중심와(fovea)에서, 대략 3~5도 정도의 영역인 중심와주

변(parafovea), 그 밖의 영역인 외곽(periphery)으로 갈수록 시력은 떨어진다. 이 시력 차이로 인해 

눈은 확인되지 않은 시력 영역을 중심와에 놓기 위해 빠르게 도약한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시각 정보는 주로 중심와 영역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정면만 보며 걷던 우리가 우리 옆으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은 

매력적인 듯한 사람이 지나간 것을 느끼면, 우리는 그 매력적인 듯한 흐린 시각 자극을 빠르게 

중심와 영역에 들어오도록 도약할 것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비교적 흐린 정보를 주는 중심와주

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chotter, Angele 와 Rayner, 2012). 중심와주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입력은 되고 있으나 세밀하지는 못하고, 의식적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의 예와 같이 우리는 길을 걸을 때도 머리와 시선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양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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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을 흐릿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심와주변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며 중심와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도 중심와 뿐만 아니라 중심와주변을 활발하게 사용한다. 한 번의 시선 

고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는 

범위보다는 넓은 범위의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눈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을 때 실제 처

리되고 있는 시각장 범위를 지각폭(perceptual span)이라 하며(McConkie와 Rayner, 1975) 이 지각폭

은 중심와 영역뿐만 아니라 중심와주변 영역도 포함된다. 

안구운동추  경계선기법

글읽기에서 중심와주변부의 정보가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McConkie, Kerr, Reddi와 Zola(1988)는 글읽기에서 단어에 눈이 고정할 때 선호 위치(preferred 

viewing location)가 있는데 그 위치는 표적 단어를 고정하기 전 중심와주변 정보를 이용해 이미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Morris, Rayner와 Pollatsek(1990)은 중심와주변에서 얻은 정보는 단어

길이 파악과 분절, 도약운동의 계획에 사용된다고 보고하였다. 글읽기에서 중심와주변 정보로 

몇 자까지 인식 가능 한지, 두 고정 사이의 정보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많은 중심와주

변에 대한 궁금증은 연구방법의 발전으로 이어졌다(Pollatsek, Lesch, Morris, & Rayner, 1992; Rayner, 

1975; Underwood & McConkie, 1985 등). 그 중 대표적인 안구운동 추적 기법이 경계선 기법

(boundary technique)이다. 경계선 기법은 글읽기에서 눈이 한 고정과 그 다음 고정 사이 경계선을 

정하여 눈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다음 고정에서 주어질 정보를 바꾸는 안구운동 실험 기법

이다(Rayner, 1998 참조). 이 기법은 글읽기에서 정보수집이 억제되는 도약 중에 자극이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들이 자극이 바뀌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은 경계선 기법의 예이다. 

|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샤찯를 지키는 분이시다.

      |

그의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분이시다.

(그림 1) 경계선 기법의 

그림 1에서 ‘ ’은 고정하는 눈의 위치이고, ‘|’는 가상의 경계선이다. 눈이 ‘자신의’에 머

무르고 이 가상의 경계선을 넘기 전, 오른쪽 중심와주변에 미리보기 자극은 무의미한 ‘샤찯’이 



주혜리․고성룡 / 읽기에서 나타난 성인과 청소년의 심와주변 정보처리: 고정시간 분포에 한 확산모형 분석

- 107 -

제시된다. 그 후 ‘자신의’를 고정하던 눈이 가상의 경계선을 넘는 순간, 무의미한 ‘샤찯’은 표적

단어 ‘품위’로 바뀌고 이때 표적단어 ‘품위’의 고정시간을 측정한다. 이 방법의 논리는 중심와주

변에서 정보가 수집된다면 경계선을 넘기 전, 미리보기로 의미 있는 자극이 제시될 때가 무의미

한 자극이 제시될 때보다 처리과정을 쉽게 하여 표적자극의 처리를 빠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처리의 이득을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parafoveal preview effect)라고 한다(Rayner, 1998).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중심와주변에서 미리보기 이득효과를 주는 대표적인 자극은 시각유사, 음운유

사, 의미유사 자극이 제시될 때로 알려져 있다.

경계선 기법을 이용한 글읽기 중심와주변 이득 효과를 확인한 연구로는 언어 별로 다양하다. 

영어권 연구로는 글읽기에서 중심와주변 미리보기로 시각유사 자극과 음운유사 자극에서 이득 

효과를 확인한 다수 연구들(Balota, Pollatsek와 Rayner, 1985; hance, Rayner와 Well, 2005; Inhoff 

1989; Pollatsek, Lesch, Morris와 Rayner, 1992; Rayner, 1975); Rayner, McConkie와 Ehrlich, 1978; Rayner, 

McConkie와 Zola 1980 등)이 나타난 반면, 중심와주변에 의미 자극에 대한 미리보기 효과는 관찰

되지 않았다(Altarriba, Kambe, Pollatsek와 Rayner 2001; Rayner, Balota와 Pollatsek, 1986; Rayner, 

Schotter와 Drieghe, 2014). 그러나 최근 Rayner의 제자 Schotter(2013)는 영어 글읽기에서 동의어가 

미리보기 단어로 제시할 때는 의미적 미리보기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지만 아직도 

영어 글읽기에서 의미적 미리보기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영어와 달리 독일어(Laubrock와 

Hohenstein, 2012), 핀란드어(Ziegler, Bertrand, Tóth, Csépe, Reis, Faísca, Saine, Lyytinen, Vaessen와 

Blomert, 2010) 글읽기에서는 중심와주변에 의미적 정보 미리보기 효과를 관찰하였다. 이는 언어가 

가지는 특징 때문으로 설명하며, 독일어는 철자와 음운의 대응관계가 높고(Laubrock와 Hohenstein, 

2012), 핀란드어는 음운적 투명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Ziegler, Bertrand, Tóth, Csépe, Reis, 

Faísca, Saine, Lyytinen, Vaessen와Blomert, 2010). 중국어 글읽기 연구들에서는 중심와주변 의미 정보 

미리보기 효과 뿐만 아니라(Tsai, Klieg와 Yan, 2012; Yan, Richter, Shu와 Kliegl, 2009; Yang, Wang, 

Tong와 Rayner, 2012; Zhou, Kliegl와 Yan, 2013) 음운유사 자극이 주어 졌을 때도 이득 효과를 관

찰하였다(Pollatsek, Tan 과 Rayner, 2000).

우리글읽기에서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를 살펴 본 연구들로는 민철홍(2012)이 중심와주변

에서 시각정보와 음운정보가 미리보기로 주어졌을 때 정보처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상은, 주혜리와 고성룡(2020) 안구운동 실험 연구에서는 불규칙용언을 실험 자극으로 중심

와주변에서 형태소 정보를 추출하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글읽기에서 중심와주변에 의미유

사 자극이 주어졌을 때 미리보기 이득 효과를 관찰하였다.

이처럼 실시간으로 글읽기에서 중심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중심와주변에서 정

보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기술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

으며 이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안구운동 추적 경계선 기법으로 실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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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읽기 연구의 분포 분석의 중요성과 인지모형

이전 글읽기 안구운동 추적 연구는 눈의 움직임을 고정과 도약으로 나누고, 고정시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들, 단어의 빈도와 내용의 예측성 등을 통제하여 글읽기 현상의 특징을 관찰하고 

이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Inhoff & Rayner, 1986; Rayner & Duffy, 1986; Ehrlich & 

Rayner, 1981; Rayner, Ashby, Pollatsek, & Reichle, 2004). 그러나 집단의 통제된 변인에 따른 반응시

간 평균 혹은 중심값 비교만으로 개인의 글읽기 분석이 불가능하며 복잡한 글읽기 현상을 이해

하고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복잡한 인지과정인 글읽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 제안되었고, 대표적인 인지모형

인 E-Z Reader모형(Pollatsek, Reichle, & Rayner, 2006; Reichle, Pollatsek, Fisher, & Rayner, 1998; Reichle, 

Rayner, & Pollatsek, 2003)과 SWIFT모형(Engbert, Nuthmann, Richter, & Kliegl, 2005)은 인지처리 시

스템과 안구운동처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면서 인지처리에서 주의(attention)를 강조한

다. 하지만 E-Z Reader모형과 SWIFT모형은 고정시간(fixation time), 건너뛰기(skipping), 다시 돌아가

서 읽기(regression)와 같은 전반적인 양상들을 설명하려다 보니 모형이 복잡하고, 복잡한 모형임

에도 언어 처리 측면을 보면 처리의 어려움은 단어 빈도와 예측성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와 같은 새로운 변인은 설명하는데 한

계가 있다. 또한 E-Z Reader모형과 SWIFT모형은 글읽기 현상을 설명하는데 초점 맞춰 있으며 그 

현상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부족함이 있다. 

인지 모형은 어떠한 현상을 잘 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형이 그 현상을 예측하 는 것

도 매우 중요하다. 분포분석 연구는 중심경향을 살펴본 이전의 방법에서 할 수 없었던 현상의 

새로운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한 변인이 분포의 어떤 측면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여 개인차 분석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개인차 분석을 강조되면서 글읽기 연구

도 반응시간 평균처리의 한계를 비판하고 고정시간을 ex-Gaussian 분포 혹은 분위수에 따른 반응

비율(예: vincentile)을 확인하는 등 변인 조작에 따른 분포 양상을 확인하는 연구가 두드러지고 

있다(Staub et al, 2010; Staub, 2011). Balota와 Spieler(1999)은 어휘 판단 과제에서 단어의 빈도가 반

응시간 분포의 위치(location)와 왜도(skewness)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Balota, Yap, 

Cortese와 Watson(2008)은 단어명명과제와 어휘 판단 과제를 통해 표적단어에 대한 의미 점화

(prime)효과를 분포 위치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글읽기 안구운동 추적 연구로는 

Staub, White, Drieghe, Hollway와 Rayner(2010)가 빈도가 분포의 위치와 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고, Staub(2011)은 단어 예측성이 분포의 위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안구운동 추적 실험 경계선 기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 자료를Ratcliff(1978, 2008)

의 확산모형(diffusion model)을 기초로 제안한 SNUDM(SNU diffusion model; 고성룡 외 2, 2020)을 

글읽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수정한 단일경계 확산모형(One Boundary Diffusion Model; 주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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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 fitting해 보고자 한다. 단일경계 확산모형은 글읽기에서 눈이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을 하

나의 선택 과제로 가정하고 중심와를 통해 고정하는 단어의 처리를 반영하는 파라미터, 중심와

주변 처리를 하는 파라미터, 안구운동준비를 반영하는 파라미터와 중심와주변 처리를 하는 파라

미터, 안구운동준비를 반영하는 파라미터등의 최소한의 파라미터을 가정한다. 그리고 현상을 분

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험조작과 모형의 파라미터 사이의 선택적인 영향을 가정한다(Ratcliff, 

1978, 2008). 선택적 가설(selective assumption)을 바탕으로 실험 조작의 효과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파라미터로 잘 설명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제된 실험을 통해 글읽기에서 중변

와의 단어 정보처리는 모형의 정보 표집율(v; drift rate) 파라미터로 설명되고, 중심와주변 정보처

리는 시작점(z; starting point) 파라미터로 설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주혜리, 2015). 

이 연구에서는 안구운동 추적실험을 통해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를 관찰하고 평균 반응시

간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자료를 분포분석하고 단일경계 확산모형에 fitting한 결과 글읽

기에서 중심와주변 정보처리가 시작점(z) 파라미터로 설명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실험조작과 

모형의 파라미터를 선택적으로 이어주면 글읽기 현상을 이해라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

으로 글읽기에서 개인차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일경계 확산모형에 fitting하시 전, 안구운동 추적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의 반응시간 분포는 

Ratcliff와 Tuerlinckx(2002)와 같은 방법으로 분위수(quantile)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분위수는 0.1, 

0.3, 0.5, 0.7, 0.9이며 파이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6개의 구역(bin)을 만든다(0-0.1, 0.1-0.3, 0.3-0.5, 

0.5-0.7, 0.7-0.9). 그리고 이 자료를 단일경계 확산모형을 통해 각 구역 안에 들어가는 비율

(proportion)을 비교하여 Ratcliff 연구와 같이 카이스퀘어 방식(Chi-square method)을 따라 그 값을 보

고,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연구 목적

해외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다수 글읽기 연구가 있다(McKoon & Ratcliff, 2018; 

Rayner,Reichle,Stroud,Williams, & Pollatsek, 2006등). 그러나 우리글 읽기 연구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연령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글읽기를 안구운동 

추적 실험 경계선기법을 통해 중심와주변의 미리보기 자극의 유무가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

의 글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고정시간을 통해 비교하고, 중심와주변에 미리보기 자극을 

고빈도와 저빈도 조건으로 두어 중심와주변에서도 대표적인 단어의 성질에 따른 차이인 단어 

빈도 효과를 관찰해 보고자 한다. 실험 1은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자극은 고빈도 단어를 그대로 

주는 동일 조건과 정보를 차폐하는 차폐 조건을 비교하고, 실험 2는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자극

에 저빈도 단어를 주는 동일 조건과 정보를 차폐하는 차폐 조건을 비교한다. 나아가 한 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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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나타나는 분포가 평균 수준의 분석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고정시

간 분포 패턴을 살펴보고, 글읽기 인지모형인 단일경계 확산모형에 실험 결과 자료를 fitting하여 

시작점 파라미터로 중심와주변 정보처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실험 1. 고빈도 차폐

방  법

참가자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생인 20대 성인(만

20-28세) 26명과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 소재 중학교 1학년(만13-14세) 20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글자를 읽는데 불편

함이 없는 비 교정 혹은 교정시력(1.0이상)을 가졌다. 실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성인 참가자 

2명을 제외한 24명을 분석하였다. 

도구  Eyelink II(SR Research, Ontario, Canada)를 사용하여 안구운동을 측정하였다. Eyelink II는 

이미지처리를 통해 동공의 위치를 추척한다. 머리의 위치는 컴퓨터 화면 네 귀퉁이에 4개의 적

외선 센서로 추적 및 보정되고 수집률 500Hz, 공간 해상도 약 0.01도로 오른쪽 눈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였다. 중심와주변 정보처리를 관찰하기 위해 먼저 한글 문장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

고 표적 전단어 마지막 자의 절반 위치의 화소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가 안구가 도약운동을 하

면서 이 경계(boundary)를 지날 때 화면을 바뀌도록 파이썬을 통해 프로그램 하였다. 자극은 삼성 

컬러 SyncMaster 927 DF CRT 모니터에 해상도 800 * 600, 주사율 200Hz로 제시 되었다. 눈과 화

면 사이의 거리는 약 64cm이었다. 

문장은 굴림 글꼴의 한 줄로 표시되었다. 글자 크기는 20pt이었고 한 글자는 시각 0.83도였다. 

배경색은 회색, 글자색은 검정색이었다. 참가자들은 양쪽 눈을 모두 사용하여 글을 읽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오른쪽 눈의 이동만을 추적하였다. 머리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턱과 머리를 고정

하는 장치를 사용하였다.

자극  실험 1에서는 황지영(2012) 실험1에 사용된 빈도조작 문장 중 고빈도 단어를 사용한 문

장 200개를 수정하여 사용했다(부록). 고빈도 단어인 표적단어는 2음절 단어로 차폐여부에 따라 

동일 조건과 차폐 조건으로 구분했다. 동일 조건에는 표적과 동일한 미리보기가 제시되었고, 차

폐 조건에서는 표적단어와 초성, 중성, 종성 모두 다른 의미가 없는 형태가 미리보기로 제시되

었다. 표적단어는 한 글자의 조사가 붙은 형태로 문장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도록 네 번째 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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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하였다. 표적 직전 어절(n-1)은 세 글자 이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표적에 대한 미리보기 

정보가 잘 추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적 직전 어절이 너무 짧으면 표적 직전 어

절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고 너무 길면 표적 직전 어절의 앞부분에 고정하는 경우 표

적 어절에서 너무 멀어서 미리보기 정보가 추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적 정보를 

추출하는데 문맥 이득 효과가 없도록 40명을 대상으로 표적단어 이전의 내용을 보고 표적단어

가 예측되는지 여부를 설문조사 하여 이를 통제 하였다.

동일 조건: 아버지는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 행사를 찾으러 가신다고 했다.

차폐 조건: 아버지는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 얨쟈를 찾으러 가신다고 했다.

실험 문장의 

실험 자극 문장은 처음 제시될 때에는 표적단어가 조건 별 미리보기의 형태로 제시되었다가 

참가자의 시선이 가상의 경계선을 넘으면 표적단어의 형태로 바뀐다. 경계선의 위치는 이전 어

절 마지막 글자의 3/4 지점이었다. 

실험자극은 200개 쌍으로 실험 참가자 별로 역균등화(random)하여 제시 되었다. 모든 참가자는 

200개의 문장을 메우개(filler)문장 없이 주어진다. 안구운동 실험으로 200문장 이상의 문장을 읽

는 것은 피험자에게 무리를 주고, 특정 단어나 구조의 반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장 예측성 설

문과 문장 이해도 설문을 통해 자연스러운 문장 자극을 선별하였기 때문에 메우개 문장은 생략

하였다.

절차  실험은 개별적으로 시행되었다. 참가자는 지시문을 읽고, 안구운동 추적 장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받았다. 그리고 참가자는 안구운동 추적 장치를 머리에 착용하고 정위(calibration) 

과제를 수행하였다. 정위 시 참가자는 모니터에 제시된 9개의 점에 시선을 고정하도록 지시 받

았다. 모니터에 제시된 점의 위치와 계산된 눈의 위치의 차가 0.5도 이내 일 때 유효한 값으로 

받아들여졌다. 정위와 확인 절차 후에는 연습과제를 하였다. 하나의 시행이 시작되면 화면의 왼

쪽에 점이 제시되고 참가자가 점을 응시하고 있을 때 실험자가 버튼을 누르면 점이 제거되고 

문장을 제시하였다. 문장은 한 줄로 제시되었고 참가자는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평상시 글을 

읽듯이 자연스럽게 읽고 버튼을 눌러 한 시행을 마쳤다. 피험자가 문장을 성실히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전에 읽은 문장에 대한 간단한 2지선다형 문제가 30개 제시되었다. 

연습시행 7문장과 본 시행 200문장으로 구성된 전체 실험은 총 2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안

구운동 실험을 마치고 모든 피험자들은 실험 자극으로 사용된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확인

하는 어휘 테스트를 약 10분 동안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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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안구운동 분석

안구운동 실험 중 문장을 이해하면서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조건과 관

계없이 성인 평균 92%, 청소년 90%로 모든 참가자들은 대체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며 읽었다

고 볼 수 있다. 고정시간이 80ms 미만이거나 800ms을 넘는 고정은 이상치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적단어와 표적 전 어절 에서 눈을 깜박거리거나 고정하지 않은 시행은 제외하였

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제외 된 시행의 비율은 대략 14%이었다. 

경계선 기법은 피험자들이 문장을 읽는 중에 화면 전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기술이다. 

그러나 간혹 글읽기 속도가 빠르거나 건너뛰기가 많은 독자들은 화면 전환을 알아차리기도 한

다. 실험 후 피험자들에게 글을 읽으며 화면 전환 인식 여부와 몇 문장이나 그렇게 느꼈는지 물

어보았다. 성인 26명의 참가자 중 2명은 화면 전환이 있는 시행 중 10%(20개)를 넘는 시행에서 

화면 전환을 알아차렸다고 하였고 이 참가자들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모형 1: latinsquare.lmer1 = lmer(Target ~ SOA + (1+ SOA |Subj) + (1|Item) 

                                                           + (1+SOA|Group), data = latinsquare)

모형 2: latinsquare.lmer2 = lmer(Target ~ SOA + (1+    SOA |Subj) + (1|Item), data = latinsquare)

모형 3: latinsquare.lmer3 = lmer(Target ~ SOA + (1|Subj) + (1|Item) + (1|Group), data = latinsquare)

모형 4: latinsquare.lmer4 = lmer(Target ~ SOA + (1|Subj) + (1|Item), data = latinsquare)

모형 5: latinsquare.lmer5 = lmer(Target ~ SOA + (1|Subj), data = latinsquare)

<표 1> 설계를 분석하는 선형혼합모형들 (Baayen et al., 2008)

이 연구의 조건별 실험 조작의 효과는 선형 혼합 효과 모형(linear m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

였으며 분석은 통계 패키지 R로 이루어졌다(Baayen, Davidson, & Bates, 2008). 분석모형에서 고정

효과는 동일조건과 차폐조건 차폐유무이었고, 무선효과에는 참가자와 문장을 모두 포함하였다. 

실험분석 전, Latin Square(Baayen, Davidson, & Bates, 2008; Raaijmakers, Schrijnemakers & Gremmen, 

1999)에 따라 표 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다섯 가지 선형 혼합 모형에 대한 무선효과를 ANOVA 

스타일로 비교하였다.  모형4와 모형5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모형5와 같이 문항(item)을 무작

위(random)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리고 모형4와 다른 모형들은 차이를 보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현재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형4로 무선효과를 처리하였다.

p값은 Markov Chain Monte Carlo 표집방법을 통해 얻은 파라미터 값을 바탕으로 구성한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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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계산했다. 분석 대상 측정치는 표적 영역의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이다. 

화면 전환을 알아차린 참가자의 자료를 제외한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 되어 있다.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동일 226(76) 240(112) 228(74) 222(109) 248(100) 305(169)

차폐 260(101) 240(107) 273(101) 244(107) 301(126) 325(199)

<표 2>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조건 별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의 평균(ms)  표 편차( 호)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성인 집단은 동일조건이 차폐조건보다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

시간 모두 짧았고 주시시간에서 두 조건의 차이가 첫고정시간과 단일고정시간보다 뚜렷하게 나

타났다. 이 결과들을 통해 성인 집단의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를 확인하고, 중심와주변 정보

를 활용하여 글읽기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집단은 단일고정시간과 주시시간에서 동일조건이 차폐조건보다 짧게 나타났고 중심와

주변 미리보기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첫고정시간에서 두 조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청소년 집단은 성인집단보다 두 조건의 첫고정시간과 단일고정시간에서 짧게 나타난 반면 주

시시간은 더 길게 나타났다. 청소년 집단의 자료에서 개개인의 단일고정의 수를 확인한 결과 13

개 미만으로 매우 적었다. 청소년 집단의 단일고정시간은 짧았지만 주시시간은 성인 집단과 비

교하여 길게 나타났다. 이는 단어를 탐색하는데 있어 성인 집단에 비해 청소년 집단이 표적 단

어를 여러 번 고정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 집단은 성인 집단에 비해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정보의 유무가 고정시간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분포  단일경계 확산모형 분석 

글읽기 안구운동 연구의 분포 분석은 중심경향을 기본으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을 설

명하는데 유용하고, 글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분포의 어떤 측면에 영향을 주는지를 개인

차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taub et al,2010; Staub, 2011). 본 연구에서도 고정시간을 분

위수에 따른 반응비율을 확인하여 분포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험 1을 통해 얻은 첫고정시간 결

과 자료를 조건에 따라 반응시간의 비율을 분위수로 나누어 반응비율에 따른 반응시간 평균을 

살펴보았다. 단일고정시간은 청소년의 경우 단일고정의 수가 부족하여 분포분석이 어려웠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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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에서 나타난 분위수 별 반응비율에 대한 반응시간 평균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분위수0.1에서는 거의 비슷한 값과 조건 차이가 거의 없이 나타났지만, 분위수0.9에서

는 조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분위수 0.9에서의 동일조건과 차폐조건의 반응시간 평균의 

차이는 청소년 집단보다 성인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2) 성인 집단의 반응비율에 따른 첫고정시간 평균

(그림 3) 청소년 집단의 반응비율에 따른 첫고정시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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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고정시간 값을 단일경계 확산모형에 고정한 개인별 결과의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a z

동일

z

차폐
Ter drift

χ2

(Chi-square)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평균

(Mean)
0.130 0.146 0.058 0.05 0.045 0.042 0.083 0.058 0.515 0.488 13.074 10.642

표준편차

(SD)
0.020 0.03 0.022 0.018 0.021 0.017 0.026 0.033 0.075 0.047 6.841 8.576

* a; 경계선, z; 시작점, Ter; 준비시간, drift; 정보 표집율

*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표 3.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첫고정시간 자료를 단일경계 확산모형을 통해 합도를 구한 결과의 평균 값과 

표 편차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중심와주변 미리보기에 동일조건과 차

폐조건이 오는 경우 시작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첫고정시간, t(23) = 5.1656, p < .01). 

이는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가 단일경계 확산모형에서 시작점의 차이

로 설명되며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실험에서 중심와

주변 미리보기에 동일조건과 차폐조건이 오는 경우 시작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첫고정

시간, t(20) = 2.8202, p = .01093). 이는 글읽기에서 나타나는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가 단일

경계 확산모형에서 시작점의 차이로 설명되며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험 2. 빈도 차폐

방  법

참가자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생인 20대 성인(만

20-28세) 26명과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 소재 중학교 1학년(만13-14세) 20명이 

참여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는 글자를 읽는데 

불편함이 없는 비 교정 혹은 교정시력(1.0이상)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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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실험 1과 동일했다. 

자극  실험 1에 사용되었던 빈도조작 문장 중 저빈도 단어를 사용한 문장 200개를 사용했다

(부록). 그 외 실험 1과 동일했다. 

절차  실험 1과 동일했다. 

결  과

안구운동 분석

안구운동 실험 중 주어진 문장을 이해하며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조건

과 관계없이 성인 평균 88%, 청소년 평균 86%로 모든 참가자들은 문장을 이해하며 읽었다고 볼 

수 있다. 고정시간이 80ms 미만이거나 800ms을 넘는 고정은 이상치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표적단어와 표적 전 어절 에서 눈을 깜박거리거나 고정하지 않은 시행은 제외하였다. 위

와 같은 기준으로 제외 된 시행의 비율은 대략 16%이었다. 

실험 후 피험자들에게 글을 읽으며 화면 전환 인식 여부와 몇 문장이나 그렇게 느꼈는지 물

어보았을 때 성인 참가자 27명 중 3명은 화면 전환이 있는 시행 중 10%(20개)를 넘는 시행에서 

화면 전환을 알아차렸다고 하였고 이 참가자 3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24명에 

대한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 되어 있다.  

고정효과는 차폐유무였고, 무선효과에는 참가자와 문장을 모두 포함하였다. 표 1에서 제시된 

현재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형4로 무선효과를 처리하였다. p값은 Markov Chain Monte Carlo 

표집방법을 통해 얻은 파라미터 값을 바탕으로 구성한 분포를 이용하여 계산했다. 분석 대상 측

정치는 표적 영역의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이다.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동일 229(80) 223(91) 233(80) 221(85) 262(115) 279(149) 

차폐 258(104) 224(92) 270(109) 228(95) 323(165) 288(178)

표 4.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조건 별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의 평균(ms)  표 편차(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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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집단은 첫고정시간과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에서 동일조건이 차폐조건보다 모두 짧았고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를 다시 확인하였다. 청소년 집단 역시 첫고정시간과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에서 동일조건이 차폐조건보다 짧았고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은 동일 조건에서 성인 집단보다 첫고정시간과 단일고정시간이 짧게 나타났

고 주시시간은 길게 나타났다. 차폐 조건에서는 청소년 집단의 모든 고정시간이 성인 집단보다 

짧게 나타났다. 두 조건을 비교했을 때 청소년 집단은 성인집단보다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정보

의 유무에 따른 고정시간의 차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이는 청소년 집단이 성인 집단보다 

중심와주변 정보처리 활용을 적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포  단일경계 확산모형 분석 

안구운동 실험 2를 통해 얻은 첫고정시간 결과 자료를 조건에 따라 반응시간의 비율을 분위

수로 나누어 반응비율에 따른 반응시간 평균을 살펴보았다. 첫고정시간에서 나타난 분위수 별 

반응비율에 대한 반응시간 평균은 그림 4 와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반응비율에 따른 고정시

간 평균차이를 비교했을 때, 두 집단 모두 분위수0.1에서는 거의 비슷한 값과 조건 차이가 거의 

없이 나타났지만, 분위수0.9에서는 모두 조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분위수 0.9에서의 동일조

건과 차폐조건의 반응시간 평균의 차이는 실험 1과 같이 청소년 집단보다 성인 집단에서 더 두

드러진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4) 성인 집단의 반응비율에 따른 첫고정시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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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청소년 집단의 반응비율에 따른 첫고정시간 평균

실험 2에서 얻은 두 집단의 첫고정시간 값을 단일경계 확산모형에 고정한 개인별 결과의 반

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a z

동일

z

차폐
Ter drift

χ2

(Chi-square)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평균

(Mean)
0.133 0.143 0.053 0.057 0.044 0.051 0.079 0.061 0.512 0.448 10.996 12.032

표준편차

(SD)
0.021 0.052 0.022 0.022 0.019 0.025 0.029 0.038 0.062 0.15 6.648 6.883

* a; 경계선, z; 시작점, Ter; 준비시간, drift; 정보 표집율

*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

표 5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첫고정시간 자료를 단일경계 확산모형을 통해 합도를 구한 결과의 평균 값과 

표 편차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 집단은 중심와주변 미리보기에 동일조건과 차폐조건이 오는 경

우 시작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첫고정시간, t(23) = 4.3264, p <.01). 또한 실험 1과 비교 

하였을 때 차폐 조건에서의 시작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t(23) = 0.2347) 동일조건에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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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성질에 따라 시작점 값은 차이가 있었다(t(23) = 0.81). 청소년 집단은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에 동일조건과 차폐조건이 오는 경우 시작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첫고정시간 t(20) = 

2.5223, p = .0207). 또한 실험 1과 비교 하였을 때 차폐 조건에서의 시작점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지만(t(23) = 0.2347) 동일조건에서 단어의 성질에 따라 시작점 값은 차이가 있었다(t(23) = 

0.81). 이처럼 중심와주변 미리보기에서 정보 유무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질에 따라

서도 글읽기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종합 논의

이 연구는 안구운동 추적 실험을 통해 우리글 읽기에서 단어의 성질에 따른 글읽기 현상을 

관찰하고, 연령 차이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비교 및 분포 분석하여 개인차 연구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또한 글읽기에서 눈이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을 하나의 선택 과제로 가정하고 중심와 

정보처리를 단일경계 확산모형에서 선택적 파라미터인 정보표집율 파라미터가 설명할 수 있는

지 확인하고, 선택적 가설을 바탕으로 한 단일경계 확산모형이 글읽기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임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의 중심와 정보로 빈도를 통제한 단어 자극을 제시하

여 고정시간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단어 빈도 효과를 확인하였다. 성인 집단이 청소년 

집단보다 고빈도 조건과 저빈도 조건에서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 모두 짧게 나타

났지만 고빈도 조건보다 저빈도 조건에서 고정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조건에

서 청소년 집단의 주시시간이 성인 집단의 주시시간보다 길었다는 점과 청소년 집단의 단일고

정 수가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청소년 집단이 성인 집단보다 단어의 정보처리가 느리고, 실험 

후 시행한 어휘 테스트 결과 청소년 집단이 성인 집단보다 저빈도 단어에 대해 점수가 낮았던 

점에서 어휘력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심와 정보로 단어습득연령을 통제하여 단어를 제시하여 초기습득 조건과 후기습득 조건을 

비교한 실험 2에서는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 모두 단어습득연령 효과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이 성인 집단보다 첫고정시간, 단일고정시간, 주시시간이 두 조건에서 짧

게 나타났다. 실험 1과 같이 청소년 집단의 단일고정의 수를 확인한 결과, 200 시행에서 고정 

수가 13개미만으로 매우 적은 수였다. 그러나 저빈도 단어가 주어진 실험 2의 청소년 집단의 주

시시간은 성인 집단과 비교하여 현저히 짧았으며, 고빈도 단어가 주어진 실험 1의 청소년 집단

의 주시시간보다 짧게 나타났다. 안구운동 실험 후, 실험 자극에 사용된 어휘 테스트 정답률을 

확인한 결과 실험 1은 두 집단 모두 정답률 100%였지만 실험 2에서 성인 집단의 정답률은 97%, 

청소년 집단의 정답률은 83%였다. 모르는 단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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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는 건너뛰기(skipping)를 했다고 답하였다. 

두 실험 결과, 청소년 집단은 성인 집단보다 동일조건과 차폐조건의 고정시간 차이가 크게 나

타나지 않았다. 성인 집단은 글읽기에서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정보를 활용하고 그 정보의 질에 

따라 고정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이 성인 집단과 비교하여 글읽

기에서 중심와주변 정보의 질과 상관없이 중심와주변 정보를 적게 활용하는 것을 보인다. 이는 

두 조건의 반응비율에 따른 첫고정시간 평균차이를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두 집단 모두 분

위수0.1에서는 거의 비슷한 값으로 두 조건 차이가 거의 없이 나타났지만, 분위수0.9에서는 두 

실험 모두 조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분위수0.9 차이는 두 집단 모두 실험 2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이 성인 집단에 비해 분위수 0.9 차이가 작았다.

마지막으로 조작한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정보가 단일경계 확산모형에 시작점(z) 파라미터로 

반영되는지 실험 1과 실험 2의 첫고정시간의 결과 자료를 단일경계 확산모형에서 fitting하였다. 

그 결과 시작점(z) 파라미터가 중심와주변 정보처리를 나타내주는 파라미터임을 확인 하였고, 고

정시간 평균 결과로 관찰할 수 없었던 청소년 집단의 중심와주변 정보처리를 시작점 파라미터

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안구운동 추적 실험 자극을 문장만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문맥이 있는 글

을 제시하고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정보를 활용하도록 했으면 보다 자연스러운 글 읽기 환경일

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중심와주변 미리보기 효과만을 확인하기 위해 표적자극 이해

에 이득 효과를 주는 문맥과 내용의 예측성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문장 자극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한계점은 청소년 집단의 어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자극을 준비한 점이다. 

실험 전, 모집 피험자와 동일한 조건의 성인 5명과 청소년 5명에게 실험 자극의 이해 여부를 확

인하였다. 그러나 실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실험 2에 사용된 저빈도 단어 자극이 다소 어려

웠고 건너뛰기가 많아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더 나은 실험을 위해 연령의 평균적인 어휘 수준

을 더 고려하고 더 많은 대상에게 실험 전 자극 확인 설문 후 자극을 마련했어야 했다. 마지막

으로 현실적으로 피험자 모집이 어렵지만 성인 집단과 청소년 집단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비교

하기 위해 더 많은 고려를 했어야 했다. 두 집단은 생물학적으로 발달의 차이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과 학습시간 그리고 어휘력, 문법 등 글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이 있을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교정시력과 서울시 소재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만 통제하였다. 

글읽기는 고정과 도약의 연쇄이지만 우리가 물 흐르듯이 글을 읽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글

을 읽을 때 중심와의 뚜렷한 정보뿐만 아니라 중심와주변과 같은 흐릿한 정보도 함께 처리하기 

때문이다.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나아가 노인들까지 우리는 스스로 글

을 잘 읽는 지 궁금해 한다. 본 저자들은 글을 잘 읽는 것은 글을 안정적으로 읽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복잡한 인지과정인 글읽기를 안정적 유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배경지식, 문

맥파악, 단어 지식, 문법 등의 변인들이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중심와의 정보처리와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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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와주변의 정보처리도 중요한 변인이다. 앞으로 다양한 연령대 별로 보다 많은 데이터를 모

아 각 연령별 분포를 얻는다면, 평균 수준의 비교를 넘어 개인 연령대의 분포에서 어느 정도의 

읽기 수준인지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안구운동 추적 실험을 통해 얻

은 결과 자료를 단일경계확산모형에 fitting해서 글읽기에서 중심과주변 정보를 잘 활용하는지를 

시작점 파라미터를 통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중심와주변처리가 부족하다면 이 연구의 

실험방법인 경계선 기법을 사용하여 중심와주변 정보를 차폐하는 훈련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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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afovea Information Processing of Adults and 

Adolescents in Reading: Diffusion Model Analysis on 

Distributions of Eye Fixation Durations

  Choo, Hyeree1)                   Koh, Sungryong1)2)

1)Cognitive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s the parafovea preview effect of adolescent group and adult group with different 

ages using eye tracking experiment. Also,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starting point parameter of the one 

boundary diffusion model can explain the data obtained through eye tracking experiments. In two 

experiments, parafoveal information processing was examined using the boundary technique. In Experiment 

1, reading times were compared between the conditions given high frequency words preview versus 

masking preview. In Experiment 2, the condition in which low frequency words were given to parafovea 

preview information and the condition in which parafovea preview was masked were compared. We found 

that both the adolescent group and the adult group showed a parafovea preview effect. Also, first fixation, 

single fixation, and gaze duration of the two groups were different based on the word property shown in 

the parafovea. The first fixation data obtained in the two experiments were divided into quantiles and 

fitted into one boundary diffusion model. From the results, we argue that the parafovea preview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reading was described as the starting point parameter of the one boundary 

diffusion model.

Key words : eye movement tracking, reading, parafovea processing, distribution analysis, diffu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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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조건 동일 차폐 조건 동일 차폐

1 HF 자신 샤잗 101 HF 새끼 쟤가

LF 후작 유샼 LF 숫놈 즂둉

2 HF 시간 자캳 102 HF 싸움 샤뮹

LF 탄환 댣왿 LF 분란 퓯댣

3 HF 소리 죠다 103 HF 고기 쿄카

LF 낭설 댬젿 LF 장어 샴며

4 HF 아이 먀마 104 HF 도착 뇨쟠

LF 악처 먘져 LF 연착 먿쟠

5 HF 도둑 뇨늌 105 HF 식사 잨쟈

LF 괴한 콰얃 LF 식음 잨몽

6 HF 세계 졔케 106 HF 운명 뮫엄

LF 사해 쟈얘 LF 흉계 움케

7 HF 여자 머샤 107 HF 직장 샄샴

LF 짬뽕 쟝뵴 LF 잔동 샫뇸

8 HF 경제 컴셰 108 HF 의사 뫼쟈

LF 쇄국 죄큨 LF 수하 쥬야

9 HF 관계 쾯케 109 HF 커피 겨바

LF 연분 먿퓯 LF 정종 셤숌

10 HF 역사 멐쟈 110 HF 안전 먇셛

LF 점괘 셩쾨 LF 폐위 베뭐

11 HF 마음 야몽 111 HF 평등 범놈

LF 애욕 먜뫀 LF 박애 퍜먜

12 HF 운동 뮫뇸 112 HF 이웃 마뮺

LF 매실 얘잗 LF 혼처 욛져

13 HF 교육 코뭌 113 HF 가난 캬댣

LF 가풍 캬븀 LF 궁상 큠쟘

14 HF 의미 뫼아 114 HF 졸업 숃몊

LF 품사 븅쟈 LF 임관 망쾯

15 HF 얼굴 멷큗 115 HF 문장 윧샴

LF 장맛 샴얒 LF 필력 받덬

16 HF 생활 쟴왿 116 HF 언니 멷다

LF 섭생 졒쟴 LF 연하 먿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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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동일 차폐 조건 동일 차폐

17 HF 소주 죠슈 117 HF 차별 쟈펃

LF 계피 케바 LF 오답 묘냪

18 HF 학생 얔쟴 118 HF 걸음 켣몽

LF 매형 얘엄 LF 보폭 표뵼

19 HF 국민 큨앋 119 HF 공사 쿔쟈

LF 풀빵 뷷뱜 LF 공역 쿔멐

20 HF 자리 샤다 120 HF 훈련 윧덛

LF 공석 쿔졐 LF 격무 컼유

21 HF 사용 쟈몸 121 HF 계산 케쟏

LF 자폭 샤뵼 LF 정독 셤눀

22 HF 작품 샼븅 122 HF 윤리 묻다

LF 비책 파쟼 LF 인의 맏뫼

23 HF 과학 쾨얔 123 HF 실패 잗뱨

LF 화술 외쥳 LF 실책 잗쟼

24 HF 자연 샤먿 124 HF 재벌 섀펻

LF 노숙 됴즄 LF 갑부 컆퓨

25 HF 이름 마동 125 HF 벌레 펻뎨

LF 성함 졈양 LF 독사 눀쟈

26 HF 존재 숃섀 126 HF 종이 숌마

LF 체모 졔요 LF 식혜 잨에

27 HF 머리 여다 127 HF 실망 잗얌

LF 지모 사요 LF 낙망 댴얌

28 HF 변화 펃외 128 HF 허리 여다

LF 침략 장닼 LF 둔부 뉻퓨

29 HF 발전 퍋셛 129 HF 고생 쿄쟴

LF 길운 칻뮫 LF 독감 눀컁

30 HF 구조 큐쇼 130 HF 남쪽 댱죸

LF 골조 쿋쇼 LF 서녘 져덕

31 HF 설명 젿엄 131 HF 시골 자쿋

LF 입담 맢냥 LF 벽지 펔사

32 HF 남편 댱벋 132 HF 축구 즄큐

LF 매제 얘셰 LF 족구 숔큐

33 HF 정책 셤쟼 133 HF 혼란 욛댣

LF 정략 셤닼 LF 환난 왿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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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동일 차폐 조건 동일 차폐

34 HF 가슴 캬종 134 HF 선배 젿퍠

LF 흉부 움퓨 LF 선학 젿얔

35 HF 하늘 야돋 135 HF 침묵 장윸

LF 유성 무졈 LF 객기 컠카

36 HF 평가 범캬 136 HF 매춘 얘쥳

LF 충평 쥼범 LF 매음 얘몽

37 HF 정보 셤표 137 HF 화학 외얔

LF 후기 유카 LF 수예 쥬메

38 HF 대답 냬냪 138 HF 그릇 코돚

LF 답신 냪잗 LF 제기 셰카

39 HF 나무 댜유 139 HF 양식 맘잨

LF 탱자 덈샤 LF 요식 모잨

40 HF 과일 쾨맏 140 HF 미술 아쥳

LF 닭죽 냘슠 LF 시화 자외

41 HF 경찰 컴쟏 141 HF 선물 젿윧

LF 자객 샤컠 LF 식권 잨퀻

42 HF 농민 둄앋 142 HF 식당 잨냠

LF 농군 둄큗 LF 돌탑 뇯댶

43 HF 바람 퍄댱 143 HF 자녀 샤더

LF 분꽃 퓯굦 LF 시종 자숌

44 HF 노래 됴댸 144 HF 시계 자케

LF 음률 몽둗 LF 꽃게 굦켸

45 HF 아내 먀댸 145 HF 목숨 욬즁

LF 대모 냬요 LF 보검 표켱

46 HF 결혼 컫욛 146 HF 차량 쟈담

LF 화혼 외욛 LF 예단 메냗

47 HF 나이 댜마 147 HF 의복 뫼푴

LF 면상 얻쟘 LF 비옷 파묮

48 HF 바다 퍄냐 148 HF 식물 잨윧

LF 옛터 멪뎌 LF 더덕 녀녘

49 HF 장난 샴댣 149 HF 증권 솜퀻

LF 불찰 퓯쟏 LF 동산 뇸쟏

50 HF 종교 숌코 150 HF 소녀 죠더

LF 예법 메폎 LF 질녀 삳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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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동일 차폐 조건 동일 차폐

51 HF 과거 쾨켜 151 HF 억압 몈먚

LF 덧니 녖다 LF 역병 멐펌

52 HF 선택 젿덐 152 HF 책방 쟼퍔

LF 미색 아쟼 LF 약병 맠펌

53 HF 연극 먿콬 153 HF 점심 셩장

LF 극회 콬와 LF 콩국 굠큨

54 HF 은행 몯얨 154 HF 상자 쟘샤

LF 쉼터 줭뎌 LF 매화 얘외

55 HF 성장 졈샴 155 HF 귀족 쿼숔

LF 장성 샴졈 LF 백작 퍸샼

56 HF 저녁 셔덬 156 HF 가입 캬맢

LF 야식 마잨 LF 퇴출 돠쥳

57 HF 철학 젿얔 157 HF 무기 유카

LF 병법 펌폎 LF 창칼 쟘갿

58 HF 창조 쟘쇼 158 HF 형제 엄셰

LF 충치 쥼자 LF 육친 뭌잗

59 HF 판단 뱓냗 159 HF 재미 섀아

LF 변별 펃펃 LF 환략 왿닼

60 HF 고향 쿄암 160 HF 자살 샤쟏

LF 강촌 캼죧 LF 횡사 왐쟈

61 HF 담배 냥퍠 161 HF 실수 잗쥬

LF 홍시 욤자 LF 결례 컫데

62 HF 요즘 모송 162 HF 대목 냬욬

LF 근간 콛캳 LF 철자 젿샤

63 HF 경쟁 컴섐 163 HF 돼지 뇌사

LF 상품 쟘븅 LF 물소 윧죠

64 HF 음식 몽잨 164 HF 무덤 유녕

LF 보쌈 표샹 LF 골짝 쿋쟠

65 HF 사고 쟈쿄 165 HF 반복 퍋푴

LF 괴변 콰펃 LF 재탕 섀댬

66 HF 지식 사잨 166 HF 무릎 유돕

LF 견식 컫잨 LF 뒷목 눶욬

67 HF 여름 머동 167 HF 노예 됴메

LF 찐빵 잗뱜 LF 밀사 앋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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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동일 차폐 조건 동일 차폐

68 HF 평화 범외 168 HF 입술 맢쥳

LF 무욕 유뫀 LF 쇄골 죄쿋

69 HF 김치 캉자 169 HF 색깔 쟼갿

LF 잡채 샾쟤 LF 채광 쟤쾸

70 HF 상징 쟘삼 170 HF 평생 범쟴

LF 삽화 쟢외 LF 필생 받쟴

71 HF 재산 섀쟏 171 HF 꼬리 교다

LF 팥떡 뱓뎤 LF 귓등 퀒놈

72 HF 안정 먇셤 172 HF 환상 왿쟘

LF 금식 콩잨 LF 몽환 욤왿

73 HF 혐의 엉뫼 173 HF 바위 퍄뭐

LF 친모 잗요 LF 철쭉 젿즄

74 HF 대화 냬외 174 HF 침대 장냬

LF 필담 받냥 LF 찻상 쟞쟘

75 HF 수출 쥬쥳 175 HF 북쪽 픀죸

LF 양봉 맘푬 LF 북극 픀콬

76 HF 도움 뇨뮹 176 HF 임신 망잗

LF 고견 쿄컫 LF 득남 놐댱

77 HF 편지 벋사 177 HF 처녀 져더

LF 서찰 져쟏 LF 양녀 맘더

78 HF 임금 망콩 178 HF 관광 쾯쾸

LF 공임 쿔망 LF 관전 쾯셛

79 HF 시험 자영 179 HF 식품 잨븅

LF 선약 젿맠 LF 혈청 얻졈

80 HF 웃음 뮺몽 180 HF 풍경 븀컴

LF 화색 외쟼 LF 목판 욬뱓

81 HF 희망 외얌 181 HF 분노 퓯됴

LF 짝꿍 쟠귬 LF 격노 컼됴

82 HF 놀이 됻마 182 HF 토끼 됴가

LF 여흥 머옴 LF 목마 욬야

83 HF 약속 맠죸 183 HF 날개 댣컈

LF 약혼 맠욛 LF 벼슬 퍼졷

84 HF 노조 됴쇼 184 HF 스님 조당

LF 중역 슘멐 LF 노승 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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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동일 차폐 조건 동일 차폐

85 HF 가을 캬몯 185 HF 잡지 샾사

LF 백합 퍸얖 LF 촛대 죶냬

86 HF 수업 쥬몊 186 HF 공항 쿔얌

LF 작명 샼엄 LF 차고 쟈쿄

87 HF 이익 마맠 187 HF 거울 켜뮫

LF 안위 먇뭐 LF 잣죽 샺슠

88 HF 학문 얔윧 188 HF 한글 얃콛

LF 묵념 윸덩 LF 뺄셈 뱯졩

89 HF 치마 자야 189 HF 운동 뮫뇸

LF 열무 먿유 LF 금식 콩잨

90 HF 파괴 뱌콰 190 HF 행사 얨쟈

LF 손괴 죧콰 LF 주화 슈외

91 HF 동물 뇸윧 191 HF 범죄 평솨

LF 벌통 펻둄 LF 치매 자얘

92 HF 수필 쥬받 192 HF 구멍 큐염

LF 악필 먘받 LF 묘비 오파

93 HF 노인 됴맏 193 HF 결과 컫쾨

LF 노옹 됴묨 LF 목판 욬뱓

94 HF 식량 잨담 194 HF 소설 죠젿

LF 비품 파븅 LF 열무 먿유

95 HF 공연 쿔먿 195 HF 광고 쾸쿄

LF 악역 먘멐 LF 강정 캼셤

96 HF 주택 슈덐 196 HF 상황 쟘욈

LF 사택 쟈덐 LF 벌통 펻둄

97 HF 거리 켜다 197 HF 선거 젿켜

LF 노상 됴쟘 LF 양산 맘쟏

98 HF 정성 셤졈 198 HF 친구 잗큐

LF 충심 쥼장 LF 물망 윧얌

99 HF 신발 잗퍋 199 HF 영화 멈외

LF 명찰 엄쟏 LF 식혜 잨에

100 HF 영어 멈며 200 HF 소설 죠젿

LF 불어 퓯며 LF 호박 요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