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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아이 연구소

읽기능력 진단 결과 요약

소속기관 리더스아이 연구소 측정당시연령 13.2 (세) 1. 흑인음악과 마이클잭슨(13.2단계)

성명 장삼봉 측정일 2023.03.23 진단 지문

성별 남자 진단 언어 한국어

장삼봉님의 읽기 행동은 우수 상태 입니다

응시 시간 양호 상위 66.06% 평균 245ms (또래 평균 221ms) 작을수록 우수

시선 도약폭 최우수 상위 1.53% 평균 5.65자 (또래 평균 3.59자) 클수록 우수

역행 비율 주의 상위 92.04% 평균 19.12% (또래 평균 10.97%) 작을수록 우수

읽기 속도 양호 상위 30.16% 평균 241.45어절(단어)/분
(또래 평균 193.21어절(단어)/분)

클수록 우수

핵심영역발견시간 양호 상위 29.88% 4.64초 (또래 평균 8.26초) 작을수록 우수

핵심영역시선비율 양호 상위 35.79% 23.09%(또래 평균 16.82%) 클수록 우수

문제 정답률 양호 상위 56.6% 평균 66.67% (또래 평균 71.66%) 클수록 우수

풀이 시간 양호 상위 35.12% 평균 7.85초 (또래 평균 10.61초) 작을수록 우수

시선 추적 (Eye tracking) 기반의 읽기능력 진단은 무엇인가요?

읽기는 단일한 능력이 아니며, 여러가지 인지적 기능이 통합되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주의, 기억, 안구운동 등 다양한 인지 및 운동기능을 바탕으로 글을 

탐색하고 인지해야 유창하게 읽을(reading)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글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이해(understanding)가 이루어집니다.

읽기 유창성은 시선의 움직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학

계에서는 시선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읽기능력을 연구해 왔습니다.

시선 추적 (Eye tracking) 기반의 읽기능력 진단은 무엇인가요?

전통적인 문제풀이방식의 진단은 읽기 유창성을 포함하여 배경지식, 판단력, 기억력 등 다양한 인지기능이 통합된 

결과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과정에서 읽기의 어려움을 겪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시선분석을 통해 읽기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읽기는 유창하지만 이해나 메타인지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개인화된 읽기지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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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분석

종합 읽기 점수 분포

종합읽기 점수 분포는 무엇인가요?

종합읽기 점수는 읽기 유창성 및 문제 탐색, 

문제 풀이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합니다.

진단 점수 분포를 통해, 해당 연령대와 언어

에 대한 나의 점수 위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

다.

나의 결과는?

장삼봉님의 종합읽기점수는 61.79점으로, 

상위 22.83%에 해당합니다.

읽기를 개선하기 위해 이렇게 해보세요

장삼봉 님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인 역행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훈련을 추천합니다.

어휘력을 향상시킵니다.

 의미파악이 어렵거나 모르는 단어를 처리해
야 할 때, 응시시간이 길어지거나 역행이 발
생합니다. 연령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 어휘력을 향상시키면 글을 빠르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글밥이 많은 글을 대량으로 읽습니다.

 다양한 어휘와 문장구조에 익숙해지기 위해, 
쉽고 글밥이 많은 글을 많이 읽음으로써 읽기 
유창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 
책이 좋으나 만화책이나 그림이 많은 글은 피
하십시오.

읽기 집중력, 지구력을 키웁니다.

 너무 긴 글보다는, 제한된 분량의 정보(지식)
성 글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는 훈련을 합니
다. 그리고 글의 양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장단위 읽기 훈련을 합니다.

 문장 단위로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글을 읽으
면, 글의 다른 위치로 분산되는 시선 이동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읽는 문장에
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독서가 유형

독서가 유형은 무엇인가요?

독서유형은 읽기행태를 데이터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입

니다. 절대적인 분류가 아니며, 측정시 읽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결과는?

장삼봉 님은  허겁지겁 토끼 유형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

형은 전체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빠르지만 전체를 착실하게 읽지 않고, 문제도 너무 빠르

게 풀어서 틀릴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착실하게 글을 차

근차근 읽도록 노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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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도약폭 분포 Saccade Amplitude

시선도약폭 평가 결과 시선도약폭 분포도

최우수

내 평균 : 5.65자
(상위 1.53%)

또래 평균 : 3.59자

전체 평균 : 3.28자

시선 도약폭 분포는 무엇인가요?

시선 도약폭 분포는 텍스트를 읽는 동안 발생한 도약 안구 운동의 거리의 분포입니다. 도약 거리가 얼마나 길고 안

정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 시선은 글을 따라 매끄럽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점에 머무르는 응시(fixation)과 다음 점으로 

도약(saccade)를 반복합니다. 글이 쉽거나 읽기 능력이 좋으면 도약이 큼직하게 일어나는 반면, 글이 어렵거나 읽

기 능력이 부족하면 도약의 폭이 좁아집니다. 도약의 폭(응시점간의 거리)이 좁아지면, 당연히 응시의 횟수도 늘어

나게 됩니다.

이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글에 대한 정보처리가 빠르다면 한 번에 더 많은 글자

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넓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휘나 문장구조 처리가 어렵고 느리다면 한 번에 더 

적은 글자들만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처리 용량을 시지각 폭(Visual Span)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한국어의 경우, 능숙한 독자는 한 번에 3 ~ 7자 정도를 읽습니다. (읽기가 유창한 독자들의 보편적인 분포(붉은 

선)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장삼봉님의 평균도약폭은 5.65자로 또래평균 3.59자 에 비해 최우수하며 상위 1.53%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글밥이 많은 글을 대량으로 읽습니다.

ㅤ다양한 어휘와 문장구조에 익숙해지기 위

해, 쉽고 글밥이 많은 글을 많이 읽음으로써 

읽기 유창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이

야기 책이 좋으나 만화책이나 그림이 많은 

글은 피하십시오.

시각폭 (visual span)을 넓힙니다.

ㅤ순간적으로 제시되는 글자를 기억하거나 

개수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시각폭을 확장시

키는 인지적 훈련이 가능합니다. 하루 15분 

정도의 4주간 훈련으로 지각기억 및 시각폭

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3 / 10



 리더스아이 연구소

응시 시간 Fixation Duration

응시 시간 진단결과 응시시간(ms) 분포

양호

내 평균 : 245ms
(상위 66.06%)

또래 평균 : 221ms

전체 평균 : 239ms

응시시간 분포는 무엇인가요?

글을 읽을 때, 시선은 글을 따라 매끄럽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점에 머무르는 응시(fixation)과 다음 점으로 

도약(saccade)를 반복합니다. 눈이 한번 머물렀을 때 (응시 : fixation) 소요되는 시간의 분포입니다. 글을 읽는 과

정에서 한 번 눈이 응시할 때 약 150~300ms (0.15초~0.3초) 정도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이 때, 글이 쉽거나 읽기능력이 좋으면 응시시간이 짧은 반면 어휘나 문장구조가 어렵거나, 읽기가 숙달되지 않는 

등 정보처리가 느려지면 응시 시간이 길어집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 피곤해도 응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글에 대한 정보처리가 빠르다면 한 번에 더 많은 글자

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짧게 머물게 됩니다. 반면 어휘나 문장구조 처리가 어렵고 느리다면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처리 용량을 시지각 폭(Visual Span)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한국어의 경우, 능숙한 독자는 한 번에 200~240 ms 정도 시선이 머무릅니다. 능숙한 독자들의 보편적인 분포(붉

은 선)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장삼봉님의 평균 응시시간은 245ms로 또래평균 221ms 에 비해 양호하며 상위 66.06%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어휘력을 향상시킵니다.

ㅤ의미파악이 어렵거나 모르는 단어를 처리

해야 할 때, 응시시간이 길어지거나 역행이 

발생합니다. 연령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책

을 읽어 어휘력을 향상시키면 글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각폭 (visual span)을 넓힙니다.

ㅤ순간적으로 제시되는 글자를 기억하거나 

개수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시각폭을 확장시

키는 인지적 훈련이 가능합니다. 하루 15분 

정도의 4주간 훈련으로 지각기억 및 시각폭

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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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이동 종류 Saccade Type

역행 비율 평과 결과 시선이동 종류 분포

주의

내 평균 : 19.12%
(상위 92.04%)

또래 평균 : 10.97%

전체 평균 : 11.78%

시선 이동 종류는 무엇인가요?

시선의 이동은 그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상 : 정상적인 방향(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몇 글자씩 이동하며 글을 제대로 읽을 때의 움직임입니다.

줄바꿈 : 줄의 끝까지 읽은 뒤, 다음 줄로 바꾸는 시선 이동입니다. 정상적인 읽기에 속합니다.

이탈 :  정상 읽기나 줄바꿈, 역행 등에 해당하지 않고 크게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거나 글을 건너 뛴 경우입니다.

역행 : 글을 읽다가 시선이 반대 방향(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역행(regression) 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시선 도

약 중 역행 도약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 것이 역행도약 비율입니다. 글을 읽다가 어휘나 의미의 재확인이 필요

하거나, 구조가 복잡해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할 때 역행이 발생합니다. 대체로 글읽기가 어려울 때 역행이 많이 일어

납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유창한 읽기라면 읽기(우측 읽기)가 70% 이상, 줄바꿈(줄바꿈 조정 포함)이 20% 정도로 구성되는 것이 좋습니

다. 10% 이내의 역행 시선은 정상적입니다. 역행 도약 비율은 적을 수록 좋지만, 많아도 15% 이내가 알맞습니다. 

이탈은 적을수록 좋으며, 5%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장삼봉님의 역행비율 값은 19.12%로 또래평균 10.97%에 비해 주의하며, 이는 상위 92.04%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어휘력을 향상시킵니다.

ㅤ의미파악이 어렵거나 모르는 단어를 처리

해야 할 때, 응시시간이 길어지거나 역행이 

발생합니다. 연령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책

을 읽어 어휘력을 향상시키면 글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글밥이 많은 글을 대량으로 읽습니다.

ㅤ다양한 어휘와 문장구조에 익숙해지기 위

해, 쉽고 글밥이 많은 글을 많이 읽음으로써 

읽기 유창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이

야기 책이 좋으나 만화책이나 그림이 많은 

글은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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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탐색 Scan Efficiency

핵심영역 발견시간 점수 핵심영역 발견시간

양호

내 평균 : 4.64초 (상위 
29.88%)

또래 평균 : 8.26초

전체 평균 : 9.98초

핵심영역 시선비율 점수 핵심영역 시선비율

양호

내 평균 : 23.09% (상위 
35.79%)

또래 평균 : 16.82%

전체 평균 : 15.05%

핵심 영역 탐색 행태는 무엇인가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풀이의 핵심이 되는 주요정보가 있는 영역을 빠르게 탐색해야 합니다.

핵심영역 발견시간 :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핵심영역을 얼마나 빨리 찾았는가를 측정합니다. 처음에 지문을 제대

로 읽었다면 글의 구조와 내용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문제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역이 여러 

개일 경우라도 가장 빠르게 발견한 시간을 측정합니다. (단위: 초)

핵심영역 시선비율 : 글의 구조와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였다면, 핵심영역 외의 지문을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문을 기계적으로만 읽은 학생은 문제를 풀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탐색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지문 중에서 핵심영역을 본 비율을 측정합니다.

이 수치는 지문이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만 분석합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여 지문을 보지 않고도 문제를 맞춘 경우

에도 분석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핵심영역 발견시간은 빠를수록 좋으며, 늦어도 5초 이내에는 발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영역 시선비율은 클 수록 좋으며, 적어도 50% 이상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키워드 빨리 찾기를 훈련합니다.

ㅤ글에서 목표하는 키워드를 빠르게 탐색하

고 판단하는 훈련을 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

에 글을 탐색함으로써 단어에 대한 인지, 비

교, 판단하는 프로세스가 단축되어 탐색 효

율성이 개선됩니다.

읽기 집중력, 지구력을 키웁니다.

ㅤ너무 긴 글보다는, 제한된 분량의 정보(지

식)성 글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글의 양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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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이 Solving task

정답률 평과 결과 정답률

양호

내 평균 : 66.67%
(상위 56.6%)

또래 평균 : 71.66%

전체 평균 : 74.76%

풀이시간 평과 결과 풀이시간 분포

양호

내 평균 : 7.85초
(상위 35.12%)

또래 평균 : 10.61초

전체 평균 : 11.88초

문제 풀이 분석은 무엇인가요?

지문을 기계적으로 읽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었다면 글의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진단에서는 성실한 읽기를 유도하고 의미를 이해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간단한 문제를 몇 개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정답률은 모든 지문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한 정답률입니다.

문제 풀이 소요시간은 평균적으로 소요된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문제 정답률은 높을수록 좋으며, 문제풀이 소요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장삼봉님의 문제정답률은 66.67%로 또래평균 71.66%에 비해 양호하며, 이는 상위 56.6%에 해당합니다.

장삼봉님의 문제풀이 소요시간은 7.85초로 또래평균 10.61초에 비해 양호하며, 이는 상위 35.12%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키워드 빨리 찾기를 훈련합니다.

ㅤ글에서 목표하는 키워드를 빠르게 탐색하

고 판단하는 훈련을 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

에 글을 탐색함으로써 단어에 대한 인지, 비

교, 판단하는 프로세스가 단축되어 탐색 효

율성이 개선됩니다.

읽기 집중력, 지구력을 키웁니다.

ㅤ너무 긴 글보다는, 제한된 분량의 정보(지

식)성 글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글의 양을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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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읽기 시선 패턴(1/1)

제목 : 흑인음악과 마이클잭슨

언어 : 한국어

단계 : 13.2단계

종류 : 인문사회

글자수 : 312자

어절수 : 93어절

문장수 : 7문장

정상 읽기 57.4%

줄바꿈 16.2%

역행 읽기 19.1%

이탈 7.4%

읽기 유창성에 따라 어떤 시선패턴이 나타날까요?

시선차트는 실제로 지문을 읽은 시선의 움직임

을 표현합니다. 각 원의 크기는 시선의 응시시

간을 표현하며, 선의 색상은 시선도약의 종류

를 나타냅니다. 원의 크기가 작고 간격이 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단의 계단모양의 차트는 읽기분석에 중요한 

‘시선의 수평방향 이동’을 표현합니다. 눈이 

우측으로 도약할 때마다 한 계단씩 올라가며 

줄을 바꾸면 아래로 급격히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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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마이클 잭슨이 했던 음악은 어떤 것인가요?

종류 : 사실적이해

풀이시간 : 6.814103초

정답 : 흑인음악

응답 : 흑인음악

문제 : 1980년대 미국 음악 환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종류 : 사실적이해

풀이시간 : 5.424372초

정답 : 디스코 음악이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다.

응답 : 흑백 음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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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MTV가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종류 : 사실적이해

풀이시간 : 11.324156초

정답 : 뮤직 비디오

응답 : 뮤직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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