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LHD

ORIGINAL ARTICLE
http://dx.doi.org/10.15724/jslhd.2020.29.3.057
http://jslhd.org/

2020. Vol. 29, No. 3. 057-067
ISSN 1226-587X / eISSN 2671-7158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언어치료연구
1

Correlation Analysis on the Preschoolers’ Processing Capacity,
Processing Speed, Story Comprehension Performance,
and the Eye Movement Patterns1)
Wonjeong Park1, Dongsun Yim2*
1
2

Dep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 Course Completion
Dep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eye movement patterns, underlying cognitive mechanisms (processing capacity and processing
speed), and story comprehension performance in picture book reading.
Methods : Twenty-two preschool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processing capacity task
(matrix) and processing speed task (RAN). In order to analyze eye movement patterns,
picture books were presented through a monitor attached to an eye-tracker. All children
were given 12 story comprehension questions (six literal questions and six inferential
questions) after reading the picture book.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matrix
and inferential comprehension scores. In addition, RAN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both literal and inferential comprehension scores.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tory comprehension score and the eye-tracking variables resulted in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ferential question score and the average
fixation duration. Lastly,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atrix with any
eye-tracking variables. However, RAN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fixation
duration.
Conclusions : In educational and clinical settings, only the language ability and current
language developmental level of the child tend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conducting
shared book reading activities. However, children’s underlying cognitive mechanisms such as
processing capacity must also be considered in picture book reading activities as they may
be strongly connected with children’s performance on languag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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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와 같은 문제는 언어성 처리는 물론 비언어성 처리 과제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onald et al., 2007; Yim &

아동은 일상의 수많은 활동 속에서 언어적 자극을 받게 되고

Yang, 2018).

이를 기반으로 언어 및 인지적 발달을 이루어 나간다. 이러한 과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의 처리 용량과 처리 속도를 측정하기 위

정에서 아동이 가진 기저 능력은 언어 처리와 학습 전반에 영향을

하여 다양한 과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처리 용량의 측정에는

미치게 된다. 특히 주어진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인 ‘처리 용량

아동이 가진 기존의 언어 지식이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processing capacity)’과 주어진 시간 동안 수용된 정보를 다루

비언어적 처리 용량 측정 과제가 빈번하게 활용되며, 대표적인 과

는 능력인 ‘처리 속도(processing speed)’는 구어 처리 및 읽기

제로 매트릭스(matrix)가 있다. 이는 화면상의 매트릭스에 제시되

등 아동에게 제시되는 모든 언어적 정보의 처리 및 학습 과정

는 점등 순서와 개수를 기억하는 과제로서, 난이도에 따라 아동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ayliss et al., 2005; Leonald et

시공간적 작업기억에 부하가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

al., 2007; Miller et al., 2006; Montgomery & Evans, 2013).

의 처리 용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Conti-Ramsden & Durkin,

이에 따라 언어발달에 결함이 있는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2012; Yim & Yang, 2018). 처리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

처리 용량과 속도 전반에서 지연된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

인 과제로는 빠른 자동적 이름대기(Rapid Automatized Naming:
RAN)가 사용된다. RAN은 대상자에게 제시된 글자, 숫자, 대상,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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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 등의 익숙한 시각적 자극을 제시하고, 대상자에게 해당 자극의
이름을 가능한 한 빨리 산출해내도록 하는 과제이다(Denckla &
Cutting, 1999; Hakvroot et al., 2016). RAN은 아동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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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전 정보를 활용하여 시각적 자극의 처리를 얼마나 빠르게

통합하거나 동시에 두 자극을 처리하는 과제를 통해 안구 움직임

해낼 수 있는지 측정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처리 속도를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 방식을 ‘비주얼 월드 패러다임(visual

측정하기에 적절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Kail et al., 1999).

world paradigm)’으로 칭한다(Altmann & Kamide, 2009). 이

그림책 읽기는 어린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발달 과정에 핵심적

는 인간의 안구 움직임이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활동

인 활동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또한 아동이

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인간의 처리 과정을 조사 및 분

가진 처리 용량과 처리 속도는 활동 수행 전반에 중요한 요인이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식을 이른다. 특히 이러한 연

될 수 있다. 문해력이 완전히 발달하기 이전 시기의 아동은 대부

구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구 움직임을 체계적

분 성인과 함께 책 읽기(shared book reading) 활동을 하면서

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시선추적기(eye-tracker)가 활용된다.

그림책 속 이야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삽화와 그림책의

이러한 연구 방법에 따라, 아동의 그림책 읽기 과정에 시선 추

이야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휘, 구문 등과 같은 언어적 요

적기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아동의 안구 움직임 패턴을 면밀하게

소와

&

분석하고, 실시간 처리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

Beverly, 2004; Van Kleeck et al., 2003; Zenvenbergen &

지고 있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제시되

Whitehurst 2003).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구어적 정

는 구어적 자극이 아동의 안구 움직임 패턴과 연관된다는 점을 확

보 처리 능력이 처리 용량 및 속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

인하였으며(Luke & Asplund, 2018), 아동의 안구 움직임 패턴이

혀져 왔으며(Leonald et al., 2007), 시각적 정보 처리에서 또

그림책 내 삽화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 아동의 처리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Yim et al., 2019). 이에 나아가, 그림책 내 삽화와 텍스트, 그리

볼 때(Gillam & Hoffman, 2003), 아동의 처리 능력과 처리 속

고 내레이션을 통한 구어 자극의 일치도에 따라 아동의 이야기 이

도는 성인과의 함께 책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

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Takacs & Bus, 2018).

추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는 충분히

시선추적기 분석 방식은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언어발달지연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의 그림책 이야기 이해력과 처리 용량 및

아동(Yim et al., 2019),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Thompson et

처리 속도 간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al., 2019)과 같이 다양한 임상군 아동 집단에도 적용됨으로써,

이야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학습하게

된다(Ard

특히, 학령 전기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발달에 성인과의 그림책

아동이 보이는 언어 및 인지적 결함에 따라 그림책 읽기 활동

읽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연구 현장에서는 아동

에서 나타나는 안구 움직임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해왔

의 그림책 이야기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하고

다.

있다(Skarakis-Doyle & Dempsey, 2008).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

시선추적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표 및 과제의 특성에

는 평가 방식은 아동에게 그림책 읽기 활동을 실시한 이후 이야기

따라 분석 변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그림책

이해 관련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책의 내용과 관련한 핵심 요소나

읽기를 포함한 교육 분야에 시선추적기를 적용한 사례에서 사용되

이야기의 구성 요소 등을 잘 파악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는 시선추적기 분석 변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

러한 과제에서 아동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야기 이해 질문은 크게

다(Lai et al., 2013). 먼저, 시간과 관련된 대표적 분석 변수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과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으로 나누어 볼

(temporal measures)로 총 시선 고정 시간(total fixation

수 있다.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이 이야기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duration), 평균 시선 고정 시간(average fixation duration) 등

드러난 사실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되묻는 문항이라면, 추론적

이 사용되며 이는 얼마나 오래 해당하는 자극에 시선이 머물렀는

정보 이해 질문은 아동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에 기반하

지 확인함으로써 인지적 처리 과정과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다.

여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의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으로

다음으로 공간적 변수(spatial measures)는 시선이 어디에 머물렀

구성된다(Cain & Oakhill, 1999). 이러한 평가 방식은 그림책 읽

는지, 그리고 어떠한 패턴으로 머물렀는지 확인함으로써 시각적 처

기 활동 이후 아동의 이야기 정보에 대한 처리 능력을 측정한다는

리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 대표적인 공간적 변수로는 도약 거리

점에서 비실시간으로 이야기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offline

(saccade length), 도약 순서(saccade sequence), 회귀 도약

processing)으로 볼 수 있다.

(regressive saccade) 등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횟수와 관련된

최근에는, 아동이 그림책을 읽는 동안 나타내는 시선 양상을 파

변수는(count measures) 시선이 특정 영역에 몇 차례 머물렀

악하여 실시간 처리 과정(online processing)을 평가하는 방식 또

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인지적 처리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 잦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Evans & Saint-Aubin, 2013). 문

알려져

해 이전 혹은 문해 발달 초기인 학령 전기 아동에게 주어지는 책

count), 시선 재고정 횟수(revisited fixation count) 등이 사용

읽기 활동은, 주로 성인이 제공하는 언어적 자극과 삽화 속 시각적

된다.

있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시선

고정

횟수(fixation

정보를 통합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책 읽는 동안 아동이

이러한 시선추적기 변수 중, 아동의 그림책 읽기 활동에 적

보이는 시선, 즉 안구의 움직임은 성인 화자의 언어적 자극에 의해

용하여 삽화와 내레이션의 통합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향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다중 양식(multi-modal) 자극에 대한

주로 사용되는 변수는 시간 및 횟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선행연

아동의 처리 과정을 보기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Duchowski,

구에서는 주로 총 시선 고정 시간, 평균 시선 고정 시간, 시선

2007).

고정 시간, 시선 고정 횟수 등이 사용되어 왔다(Yim et al.,

아동의 그림책 읽기 과정과 같이, 청각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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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akacs & Bus, 2016; Takacs & Bus, 2018). 앞선 연

학령 전기 아동의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와
그림책 이야기 이해력 및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상관관계 연구
구들에서는 시선추적기 분석 변수에 관하여 아동의 처리 능력
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수행
된 연구를 통해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시선추
적기 분석 변수 즉, 안구 움직임 패턴이 인지 처리 과정의 특
정 어떠한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
다.
이에 더하여, 아동이 가진 처리 용량과 처리 속도가 그림책 이
야기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시간 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하
였던 연구, 그리고 이러한 기저 요인이 아동의 안구 움직임에서
어떠한 형태 및 패턴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 또한 전무하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M

SD

Age (month)

62.32

8.04

REVT-R

57.00

16.63

REVT-E

64.27

16.35

Category

Non-verbal IQ (K-ABC)

110.00
13.88
Note. REVT-R=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vocabulary score (Kim et al., 2009); REVT-E=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vocabulary score (Kim et
al., 2009); Non-verbal IQ (K-ABC)=Korean-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Moon & Byun, 2003).

더불어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의 실시간 처리 과정인 안구 움직임
패턴 측정 결과와 비실시간 처리 결과 간 연관성에 대해 분석했던

2. 검사 방법 및 절차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기 아동이 가진 처리 용량 및 처
리 속도, 그림책 읽기 활동 이후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 그리

전체 아동은 선별검사에 참여한 뒤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 과

고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아동의 안구 움직임 패턴이 각각 어떠

제, 그림책 읽기 과제, 이야기 이해 평가 과제에 순차적으로 참여

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

하였다. 모든 검사는 한 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검사 순서는 모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두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첫째, 학령 전기 아동의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는 아동의
그림책 이야기 이해력(사실적 정보 이해, 추론적 정보 이해)와

1)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 과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모든 아동은 선별검사 이후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 평가 과제

둘째, 학령 전기 아동의 그림책 이야기 이해력(사실적 정보

에 참여하였다. 아동의 처리 용량 평가 과제로는 매트릭스

이해, 추론적 정보 이해)이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

(matrix)가 사용되었다(Yim et al., 2015). 매트릭스 과제에서

정 안구 움직임 패턴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는 아동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3 × 3의 흑백 사각형 행

셋째, 학령 전기 아동의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는 아동이

렬을 제시하고 사각형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점등되도록 한다.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보이는 특정 안구 움직임 패턴과 유의한

아동은 비어있는 3 × 3의 흑백 사각형 행렬이 아동에게 제시된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이후 점등되는 사각형 순서를 기억한 뒤 점등 순서와 개수를
정확히 기억하여 재산출해야 한다. 해당 과제의 난이도는 4단
계로 구성되어있으며, 1단계에서는 2개의 사각형(4문항), 2단
계에서는 3개의 사각형(4문항), 3단계에서는 4개의 사각형(5문

Ⅱ. 연구 방법

항), 4단계에서는 5개의 사각형(5문항)이 점등된다. 이에 따라
총 18개의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분석에는 아동이 정반응한 문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항 개수의 총합이 사용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No. ewha-201906-0026-01).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학령
전기 아동 총 22명(남 12명, 여 10명)으로, 대상 아동의 연령
분포는 4세 9명, 5세 10명, 6세 3명이다. 연구 대상 포함 기준
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의 생활 연령이 만 4~6세에 해당하고,
(2)K-ABC(Korean-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Moon & Byun, 2003)의 하위 영역인 비언어성 지능
검사 결과 표준점수가 85점(-1SD) 이상이며, (3)수용 및 표
현 어휘력 검사결과가 모두 10%ile 이상에 해당하고, (4)부모
혹은 보육 기관의 교사를 통해 아동의 시각 및 청각 등의 감각
장애와 정서ㆍ행동적 문제 등의 동반 장애가 보고되지 않은 아
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정보 및 이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처리 속도 평가 과제로는 RAN의 색깔 이름 대기 과
제가 사용되었다(Araújo et al., 2015; Peterso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모니터에 3 × 5의 사각형 행렬을 제시하
고, 각각의 사각형 내에 무작위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색깔
을 배치한 뒤, 아동에게 사각형 안에 나열된 색깔 이름을 가능
한 한 빨리 말하도록 요구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RAN의
채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체 색깔 이
름을 말하는 데에 걸리는 총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며, 두 번
째는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히 산출한 개수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수행 시간인 45초 내에 정반응 한
색깔 이름 개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그림책 읽기 과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 읽기 활동은,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
하여 성인과 아동의 함께 책 읽기(shared book reading) 상황을
가정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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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삽화와 성인의 내레이션으로 구

피커를 통하여 아동에게 제시되었다. 거치형 시선추적기는 독일

성되었다.

SMI(Senso-Motoric

본 연구의 그림책 과제는 Yim 등(2019)에서 사용된 것으로,

Instruments)

사에서

개발된

REDn

Scientific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샘플링 속도(sampling rate)가

이는 캐나다에서 개발된 그림책인 까이유 이야기 중 하나의 에

60 Hz,

정확도(accuracy)는

0.4 °,

공간

피소드를 시선추적기 과제로 제작한 것이다. 2인의 언어병리학

resolution)는 0.03 °의 사양을 가진 장비이다.

해상도(spatial

박사과정 연구원을 통하여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는 소음이 없는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보조원이

에피소드 ‘Caillou; What’s that funny noise?’ 가 선정되었으며,

아동의 옆에 함께 앉아 시선추적기의 작동 범위인 60 × 80 cm

원본 그림책 중에서 이야기의 줄거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삽화

내에 착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아동이 시선추적기 부착

여섯 개가 사용되었다. 그림책 내에 삽입되어 있던 영문 텍스

모니터를 통하여 그림책 읽기 과제에 참여하는 동안 각 아동의

트는 모두 제거된 채 삽화만 제시되었으며, 그림책 읽기 활동

실시간 안구 움직임은 시선 추적 소프트웨어(BeGaze 3.5)가 설

에서 사용된 이야기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수준으로 번

치된 노트북을 통해 수집되었다.

안하여 연구원이 내레이션을 녹음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책은
총 2분 25초 동안 제시되었다.

아동 안구 움직임(eye movement)의 정밀한 측정을 위하여 그
림책 제시 이전에 각 아동의 안구 특성(안구 형태, 빛 반사각도,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기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안구

운동 반경 등)을 측정하는 시점 조정(calibration) 절차가 선행

움직임을 측정하였던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

되었으며, 모니터 내 5개 점(중앙, 좌우 상ㆍ하단)에 대한 시점

라 세부 분석이 필요한 그림의 일부를 관심 영역(area of

조정값이 0.6 ° 내로 측정되는 경우에만 그림책 읽기 과제가 시

interests: AOI)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실시

작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해왔다(Lai et al., 2013; Yim et al., 2019). 이에 따라 본 연

아동의 시선 추적 데이터 수집 결과는 문헌 검토를 통하여 연

구에서도 관심 영역 설정을 통한 세부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구대상자의 처리 능력(processing skills)과 연관된 것으로 설명된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의 이야기는 반복되는 사건과 이에 대

변수 중, 선행 연구에서 아동 그림책 읽기 과제에 적용되었던 변

한 아동의 내적 반응 및 결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각 사건

수 네 개를 선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Lai et al., 2013; Yim

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상과 이에 해당하는 그림의

et al., 2019).

부분을 AOI로 설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언어병리학과 교수
1인 및 언어병리학 박사과정 연구원 2인의 검토를 통하여 관심

Page 1)

Page 2)

Page 3)

Page 4)

Page 5)

Page 6)

영역은 총 4개(그림자, 엄마와 아빠의 머리 그림자, 고양이, 곰 인
형)로 선정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그림책 과제의 전체 내용은
Appendix 1에, 그림책 내 AOI에 관한 세부 정보는 Figure 1에
제시되었다.
그림책 과제 제시가 종료된 직후, 아동에게는 이야기 이해와 관
련한 12개의 질문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 6개는 사실적 정보 관련
질문,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추론적 정보 관련 질문으로 구성되었
다.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순서로 6개의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이
주어진 후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이 이어졌다. 전체 질문의 개발
과정에는 언어병리학과 교수 1인과 박사과정 연구원 2인, 석사과
정 연구원 1인을 통해 문항과 정답지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전체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가 .60 이상인 문항이 선별
되어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사실적 정보 이해 및 추
론적 정보 이해 전체 문항에 대한 정보는 Appendix 2에 제시되
었다.
각 질문에 대한 아동의 답변은 정해진 정답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2점 척도로 채점되었다(완전 일치=2점, 일부 일치=1점, 불일
치=0점). 이야기 이해 점수화 과정에 대한 연구자 간 신뢰도 분석
을 위하여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1인이 전체 자료의 50% 분량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00%의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선추적기(eye-tracker) 검사
삽화와 내레이션으로 구성된 그림책은 거치형 시선추적기가 부
착된 24인치 모니터(Dell, P2418HZ)와 해당 모니터에 내장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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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OIs (areas of interest) of the picture book
각각의 분석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총 시선 고정
시간(total fixation duration): 전체 삽화에 대한 아동의 시선 고
정 시간 총합, (2)시선 고정 시간(fixation duration): AOI에 대한
아동의 사선 고정 시간 총합, (3)평균 시선 고정 시간(average
fixation duration): AOI에 대한 시선 고정 1회당 평균 지속 시간
(평균 시선 고정 시간 = 시선 고정 시간/시선 고정 횟수), (4)시선
고정 횟수(fixation count): AOI에 대한 시선 고정 횟수의 총합.

학령 전기 아동의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와
그림책 이야기 이해력 및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상관관계 연구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80, p=.024). 그러
나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에서의 수행력은 어떠한 시선추적기

3. 자료 분석 및 결과 처리

변수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3).
그림책 읽기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의 시선 추적 결과와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 과제 평가 수행력, 그리고 이야기 이해
평가 결과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SPSS 26.0 프로그램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ye-tracking variables and story
comprehension score
TFDc

사용한 Pearson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이

LQa

실시되었다.

b

IQ

FDd

AFDe

FCf

-.137

.029

-.480*

.258

.157

-.180

-.003

.086

LQ=literal question score; b IQ=inferential question
score; TFD=total fixation duration; d FD=fixation duration;
e
AFD=average fixation duration; f FC=fixation count.
Note.

a

c

Ⅲ. 연구 결과

*

p<.05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이야기 내용에 관한 사실적 정보 이해

1.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와 이야기 이해 능력 간 상관관계

질문에 대해 높은 수행력을 보일수록 AOI에 대한 아동의 평균 시
학령 전기 아동의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와 그림책 읽기 활동

선 고정 시간이 짧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아동의 이야기 이해 수행력 간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
하여 처리 용량 평가 과제인 매트릭스와 처리 속도 평가 과제인

3.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와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상관관계

RAN, 그리고 이야기 이해에 관한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 및 추론
학령 전기 아동의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 과제의 수행력과 그

적 정보 이해 질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매트릭스의 수행력과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에
대한 수행력 간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425,

림책 읽기 과정에서 측정된 시선추적기 변수 간 상관관계를 갖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p=.048). 한편, RAN의 수행력은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에 대한

매트릭스의 수행력은 어떠한 시선추적기 변수와도 유의한 상관

수행력(r=.560, p=.007), 그리고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에 대한

관계를 갖지 않았으나, RAN은 시선 고정 시간과 유의한 부적

수행력(r=.483, p=.023)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47, p=.037).

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rocessing capacity, processing
speed, and story comprehension score
Matrix
RAN

IQ
.425*

.560

*

.483

Note. LQ=literal question score; IQ=inferential question

RAN

.211
-.075

FD

AFD

FC

-.109

-.100

-.084

-.447*

-.299

-.334

Note. TFD=total fixation duration; FD=fixation duration;

AFD=average fixation duration; FC=fixation count.
*

p<.05

score.
*

TFD
Matirx

LQ
.406
**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rocessing capacity, processing
speed, and eye-tracking variables

**

p<.05, p<.01

이는 아동의 처리 속도가 빠른 경우,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즉, 처리 용량이 큰 아동은 이야기를 이해에 관한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리

AOI에 대해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의 총량이 짧아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속도가 빠른 아동은 이야기 이해에 관한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과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 모두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밝
혀졌다.

2. 이야기 이해 능력과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상관관계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 전기 아동의 언어 기저 능력인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 그림책 이야기와 관련된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 및 추

학령 전기 아동의 이야기 이해 능력과 안구움직임 패턴 간 상

론적 정보 이해 질문, 그리고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

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이야기 이해에 관한 사실적 정보 이해

구 움직임 패턴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는 것

질문 및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 그리고 총 네 개의 시선추적기

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수가 사용되었다.

먼저, 아동의 처리 용량이 큰 경우 추론적 정보 이해에 대한 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에 대한 아동의 수

행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처리 속도가 빠를수록 사실적 정보 이해

행력과 시선추적기 변수 중 평균 시선 고정 시간 간 유의한 부

및 추론적 정보 이해 모두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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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특히 사실적 정보 이해 질문에서의 수행력과 처리 속도

로 볼 수 있다(Bayliss et al., 2005). 이러한 결과에 따라, 처리

간의 관계는 아동이 일정 시간 동안 주어지는 삽화와 언어 정보를

속도는 아동의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실시간 처리 과정

빠르게 처리했을 때 수행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

을 보여주는 시선 고정 시간 및 비실시간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와

이야기 이해 수행력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책 읽기 활동에

교육 분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시선추적기 분석을 적용하였던

서 아동이 실제 삽화와 내용을 통해서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 추론

선행 연구에서는 시선 고정 시간 및 시선 고정 횟수 등과 같은 시

적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사고하는 과정이 처리 용량 및 속도와

선추적기 분석 변수가 아동의 처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설명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처리 용량이 담화를 이해

해왔다(Lai et al.,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처리 기저 요인

하고 추론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Williams et al.,

을 보다 체계화하여 분석하고자 각 변수와 처리 용량 및 처리 속

2006), 처리 속도가 이야기 이해 수행력의 향상에 중요한 요인

도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처리

임을 증명하였던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Hess & Radtke,

속도가 안구 움직임 패턴 중 시선 고정 시간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1981; Heuttig & Janse, 2016)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밝혀내었다.

다.

그러나 아동의 처리 용량은 그림책 읽기 활동에서 아동의 어떠

시선추적기 분석 결과에서는 추론적 정보 이해에 대한 수행력이

한 안구 움직임 패턴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

높았던 아동이 AOI 즉, 핵심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그림 영역을

한 결과는, 연구에 활용된 그림책의 이야기와 삽화가 대상 아동의

더욱 짧은 시간 동안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적 정보 이

연령 수준에 적합하도록 선정 및 제작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처리

해 질문에 대한 문항은 모두 그림책의 삽화와 내용으로부터 직접

용량에 부담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하여 볼 수 있다. 또한, 선

적으로 단서를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나

행 연구의 이론에 따르면 다중 양식(multi modal)의 형태를 가진

생각을 아동이 추측하여 응답해야 한다. 따라서 삽화 내 핵심

교육 자료의 시청각 자극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영역은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보다 직접적 정보 이해 질문과

처리 용량을 최적화시켜 인지 처리 과정에서의 부담감을 줄여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이로 인하여 추론적 정보 이해 질문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책을 구성하는 시각 및 청각 자

대한 수행력과 핵심 영역에 대한 평균 시선 고정 시간이 부적

극이 학령 전기 아동에게 인지적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작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되었기 때문에 처리 용량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아동의 그림책 읽기 활동 과정에 시선추적기를 사용하여 이에

분석하여 볼 수 있다(Sweller, 1994).

대한 실시간 처리 과정을 분석하고, 이야기 이해 과정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임상 및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언어발달 증진을 목적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던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림책 구성 요소

으로 그림책 읽기 활동을 진행할 때 교육 전문가는 그림책의 수준,

간 상응 정도가 아동의 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

그림책의 유형 그리고 그림책을 통한 상호작용 방식 등의 전반적

하거나(Takacs & Bus, 2018), 정적 삽화와 동적 영상이 아동의

활동 수행의 기준을 결정할 때, 아동의 연령 수준 혹은 언어발달

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등(Takacs & Bus,

수준을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미루어

2016) 그림책의 구성 요소가 아동의 안구 움직임 패턴에 미치는

볼 때, 아동의 표면적인 언어발달 수준 뿐 아니라 언어 기저 능력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본

까지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아동

연구에서는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 아동의 특정 안구 움직임 패턴

의 언어발달이 지연될 경우 처리 속도와 처리 용량과 같은 언어

과 이야기 이해 수행력 간 관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림책 읽

기저 능력 또한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인이 이들

기 활동 과정에서의 실시간 처리 능력과 비실시간 처리 능력 간에

아동에게 책 읽기 상호작용을 진행할 때, 아동에게 언어적 자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삽화를 제시하는 속도를 조절하여 아동의 그림책 읽기 처리 과정

아동의 처리 용량 및 처리 속도와 그림책 읽기 활동 과정에서

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나타나는 안구 움직임 패턴 간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서 그림책

아동의 처리 용량은 어떠한 시선추적기 분석 변수와도 상관관계를

읽기 과제로 사용하였던 그림책 이야기와 해당 과제의 언어적 요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리 속도는 시선추적기 분석

소는 학령 전기 아동의 연령 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변수 중 총 시선 고정 시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처리

따라서 본 연구 과제는 그림책 읽기 수행 과정에서 아동의 인지적

속도가 빠른 아동은 핵심 어휘와 관련된 삽화 영역에 대한 총 시

부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처리 용량

선 고정 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그림책 읽기 과

에 대한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정에서 아동의 처리 속도는 그림책의 시각 및 언어적 자극의 처리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그림책에서 제시되는 이야기의 언어

과정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다. 이와 같

자극의 난이도를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언어 자극의 영향력이

은 분석 결과를 이야기 이해 수행력과 처리 속도 간 상관관계 분

처리 용량과 연관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석 내용과 연관지어 볼 때, 처리 속도가 빠른 아동은 총 시선 고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시선추적기 활용과 인간의 처리 능력

정이 짧지만 이야기 내용과 관련된 사실적 및 추론적 정보 이해

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나, 각각의 시선추적기 분석

질문에 대한 수행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처리 속도가 정보 처

변수가 인간의 처리 능력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을 반영하

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선행 연구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으

는지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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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Each pages and script of the picture book
쪽

삽화

내레이션

1

잠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검이는 보검이 방 자기 침대에 누웠어요.
“보검아 잘 자렴.”
엄마는 보검이에게 인사하며 이불을 덮어줬어요.

2

엄마가 불을 끄자, 이불에 이상한 것이 나타났어요.
보검이는 깜짝 놀라서, “엄마, 괴물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라고 소리쳤어요.
“보검아, 저건 창문에 붙은 스티커 그림자가 이불에 비친 거란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보검이는 안심했어요.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3

보검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툭툭’, ‘툭툭’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떡하지, 또 괴물인가 봐.”
보검이는 무서웠어요.
보검이는 “엄마, 아빠, 괴물이 나타났어요.”라고 소리치면서
안방으로 가려고 침대에서 뛰어내렸어요.

4

그때, 보검이의 방문이 열렸어요.
머리가 두 개 달린 괴물이 서 있었어요.
“엄마, 아빠, 괴물이 나타났어요.” 보검이는 무서워서 또다시 소리쳤어요.
그러자 보검이 방에 불이 켜졌어요.
엄마와 아빠가 보검이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휴, 깜짝이야. 괴물인 줄 알았어요.” 보검이는 안심했어요.

5

그런데 그때, 보검이의 침대 아래에서 뭔가가 튀어나왔어요.
보검이는 또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보검이네 고양이였어요.
“이번에도 괴물이 아니었네.” 보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보검아 괴물은 없어.” 엄마가 말했어요.
“자, 보검아 곰 인형이랑 같이 자면 잠이 잘 올 거야.”

6

보검이가 곰 인형에게 목말을 태워줬어요.
곰 인형의 발이 보검이의 귀를 다 덮었어요.
그러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놓은 보검이는 곰 인형과 함께 금세 잠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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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Literal and inferential story comprehension questions and examples of correct answer
구분

사실적
정보

추론적
정보

66

2점, 정반응 예시

1점, 정반응 예시

이해 질문 1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질문

보검이

친구, 아기

이해 질문 2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인가요?

(보검이의) 방

집, 침대

이해 질문 3

창문에 붙인 스티커의 그림자가 어디에 나타났나요?

(보검이의) 이불

방

이해 질문 4

보검이 방에 불이 켜졌을 때, 보검이 방문 앞에는 누가 서
있었나요?

엄마, 아빠

-

이해 질문 5

침대 아래에서 튀어나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고양이

-

이해 질문 6

보검이는 무엇과 함께 잠 들었나요?

곰 인형

-

이해 질문 1

이불에 비친 것을 보았을 때 보검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무서움, 공포스러움

놀람, 당황함

이해 질문 2

보검이의 이불에 비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림자

동물

이해 질문 3

보검이는 ‘톡톡’ 소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괴물

-

이해 질문 4

머리가 두 개 달린 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엄마, 아빠

-

이해 질문 5

곰 인형과 잘 때 왜 보검이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까요?

곰 인형의 발이 귀를
덮어주어서

곰 인형이 있어서

이해 질문 6

보검이는 진짜 괴물의 소리를 들었던 것인가요?

아니요.
(괴물로 추측했던 다른
대상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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