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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간 공백이 중국어 글 읽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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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단어 사이에 삽입된 공백이 중국어 모국어 화자와 한국인 학습자(초급, 중급, 고급)의 중

국어 글 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안구운동 추적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에게 단어 

사이에 공백을 삽입한 ‘공백 삽입’ 조건과 그렇지 않은 ‘공백 무삽입’ 조건의 평이한 중국어 문장을 읽도록 

요구했다. 실험 결과, 문장 수준 분석에서 공백 삽입 조건이 공백 무삽입 조건에 비해 길이가 더욱 길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두 조건의 문장 고정 횟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문장 독해 시간과 평균 고정 시간

은 오히려 공백 삽입 조건이 더욱 짧았다. 단어 수준 분석에서 참가자들의 독해 시간과 고정 횟수가 모두 

공백 무삽입 조건에 비해 공백 삽입 조건에서 더욱 적게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들의 중국어 수준이 낮을수

록, 독해 시간과 고정 횟수에서 두 조건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의 결과는 공백이 단어 

재인과 문장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중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작용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주제어 : 단어 간 공백, 국어  읽기, 제2언어 습득, 한국인 학습자, 안구운동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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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은 도약(saccade)과 고정(fixation)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움직이고 있다

(Huey, 1908, 고성룡 등, 2007에서 인용). 최근, 글 읽기와 관련한 안구운동 연구에서 안구운동 통

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안구운동 통제 연구는 우리의 눈이 언제 이동하는가? 

우리의 눈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Rayner, 

2009).

표음문자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눈이 도약하는 시점은 언어적 요소와 시각

적 단서의 영향을 모두 받는 반면, 눈이 고정되는 위치는 주로 시각적 단서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Reichle, Rayner & Pollatsek, 1999; Reilly & O’Regan, 1998). 문장 속 단어와 단어 사이에 존재

하는 공백은 독자에게 시각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글 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 연구

에 따르면, 표음 문자인 영어에서 뿐만 아니라(Rayner, Fischer & Pollatsek, 1998) 표의 문자인 중국

어에서도 단어 사이의 공백이 독자가 문장 속에서 단어를 구분하여 내는 데 도움이 되어 단어

의 처리를 촉진하고(Bai et al., 2012 ; Li, Bai & Yan, 2011; Shen et al., 2010), 나아가 문장 독해 효

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Bai et al., 2010; Tian, 2009).

국어 단어 재인

글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시각적으로 부호화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단어 재인(word recognition)’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단어 재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문장 혹은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Li et al., 

2011).

중국어는 정방형 글자들의 집합체로, 문장 형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중국어 글쓰기의 기본 단위는 글자(字) 이다. 때문에 중국어는 한 글자가 그 자체로 

단음절(single-character words) 단어로 존재할 수도 있고, 다른 글자와 결합하여 이음절(two-character 

words) 혹은 다음절 단어(multi-character words)를 형성할 수도 있다. 둘째,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경

계를 나타내는 명확한 시각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독자들은 한 단어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스스로 판단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

중국어 글 읽기와 관련하여, 많은 심리학자들은 다음절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가 하나씩 분할

처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통합처리 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한자라도 비

단어에 속해 있을 때보다 단어 속에 속해 있을 때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인지된다는 ‘단어 우

월 효과(Zheng, 1981)’, 물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인식하는 것처럼 두 개의 글자로 구성된 단

어를 하나의 물체로 보아 통째로 인식한다는 ‘단어의 처리와 주의력 분포(Li & Logan, 2008)’,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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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글자를 하나의 단어로 묶어 제시했을 때는 그 뜻을 정확히 구별하다가도 해당 단어의 글

자를 하나씩 제시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단어 속 글자 식별의 한계(Yang & Fu, 

2014)’, 글자마다 공백을 삽입한 경우보다 단어 사이에 공백을 삽입했을 때 더욱 쉽고 빠르게 처

리된다는 ‘공백 효과(Bai et al., 2008)’는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글자가 하나의 단어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한 글자씩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인식되어 한꺼번에 처리된

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백 효과에 한 연구

글 읽기에서의 공백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비교적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먼저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Rayner, Fischer & Pollatsek(1998)는 단어 사이에 

공백이 존재하는 영어 문장에 공백을 제거하여 영어 모국어 화자에게 읽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공백이 없는 영어 문장을 읽은 참가자가 문장을 처리하는 데 걸린 독해 시간과 고정 횟수는 그

렇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5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백

이 없어지면서 단어 경계에 대한 시각적 정보가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어

와 독일어에 관한 연구 결과 역시 문장 속의 공백을 제거했을 때 참가자의 독해 시간이 증가하

였으며,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지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영어 등 표음문자는 글 읽기의 기본 단위가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이 단

어 재인을 수행하는 데 시각적으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Inhoff et al., 

2000; Inhoff &  Radach, 2002; Perea & Acha, 2009; Rayner & Pollatsek, 1996).

본래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 문장에 공백을 삽입한 후 글 읽기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고찰한 연구도 있다. Sainio, Hyönä, Bingushi & Bertram(2007)은 일본어 모국어 화자에게 각각 히

라가나와 가타카나로 구성된 문장을 보여주고 공백의 유무가 그들의 글 읽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히라가나 문장을 읽을 때, 공백을 삽입한 문장에서 참가자들의 

평균 고정 시간, 주시 시간, 총 고정 시간, 고정 횟수가 그렇지 않은 문장에 비해 더욱 낮게 나

타났으며, 평균 도약 거리 역시 공백이 삽입된 문장을 읽을 때 더욱 길게 나타났다. 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Kohsom & Gobet(1997)의 연구 결과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참가자는 단어 

사이에 공백을 삽입한 태국어 문장을 그렇지 않은 문장에 비해 더욱 빠르게 처리했다.

중국어 역시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 중 하나이다. Bai, Yan, Liversedge, Zang & Rayner(2008)

은 중국어 모국어 화자가 중국어 문장을 읽을 때 공백이 그들의 글 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았다. 단어 수준 분석 결과를 보면, 공백이 없는 문장을 읽을 때의 고정 시간과 고

정 횟수가 공백이 있는 문장을 읽을 때보다 더욱 길고 많았다. 이는 삽입된 공백이 단어의 재인

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장 수준 분석 결과를 보면, 참가자들은 공백 삽입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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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백 무삽입 조건과 마찬가지로 수월하게 문장을 처리했다. 이는 삽입된 공백이 글 읽기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렇다고 공백이 문장 독해 효율에 긍정적인 효과

를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공백이 단어 재인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백이 삽입된 문장은 모국어 화자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장 독해 효율에 있어서 뚜렷한 긍정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다시 말해, 문장 형식에 대한 생소함이 단어 재인에 대한 공백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것이

다. 이러한 상쇄 효과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Bai et al., 201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

다.

중국어를 제2언어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공백 효과가 관찰되었다. 

Tian(2009)은 선행 연구(Bai et al., 2008)를 바탕으로 모국어 문장에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 태국인 

학습자와 공백이 존재하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문장 

수준 분석과 단어 수준 분석의 거의 모든 수치에서 제시 방식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공

백이 제2언어 학습자의 단어 재인뿐만 아니라 문장 독해 효율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Tian(2009)의 연구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참가자의 언어 수준과 공백이 가져오는 효

과의 관계를 고찰했다는 것이다. 실험 결과, 공백 삽입과 언어 수준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

았으며, 이는 언어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공백이 글 읽기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의 목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백이 단어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냄으로써 독자들이 

더욱 쉽게 단어 재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어 글 읽기에

서 단어 사이의 공백은 제2언어 학습자의 문장 독해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그러나 위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 동일한 실험 자극(읽기 자료)을 이용하여 

공백이 중국어 모국어 화자와 제2언어 학습자의 글 읽기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비교한 연구가 극히 드물다. 두 번째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긴 하나(Tian, 

2009), 학습자의 중국어 수준과 공백이 가져오는 효과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모국어 화자와 한국인 학습자(초급, 중급, 고급)를 대상으로 

단어 사이에 삽입된 공백이 중국어 글 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이 중국어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 사이의 공백은 한국인 학습자의 단어 재인 및 문장 독해 효율 향상에 도움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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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단어 사이의 공백은 모국어 화자의 단어 재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문장 

독해 효율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중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공백 효과는 크게 작

용한다.

방  법

실험 설계

두 개의 변수가 2×4 설계로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집단내 독립변수는 제시 방식으로, 공백 

무삽입과 공백 삽입 두 가지 조건이었으며, 집단간 독립변수는 중국어 수준으로 초급, 중급, 고

급, 모국어 네 가지 조건이었다.

참가자

중국어 모국어 화자 30명, 한국인 학습자 90명(초급, 중급, 고급 각 30명), 총 12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국어 화자는 베이징어언대학교에 재학 중인 석사 연구생으로 남자 9명, 여자 21

명이었다. 한국인 학습자는 모국어가 모두 한국어이며 베이징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

들로, 평균 나이는 24.9세(19~41세)이었다. 한자 식별 테스트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를 초급, 중

급, 고급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다. 한자 식별 테스트는「현대 중국어 코퍼스 한자 빈도표(现

代汉语语料库字频表)」1)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은 3,000개의 한자 중에서 100개의 한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고빈도에서 저빈도의 순서로 배열하였다(Jiang & Liu, 2004). 참가자에게 각 한자에 해

당하는 병음을 소리 내어 읽도록 하였으며, 음절이 정확하면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하

였다(Gao, 2012).2) 한자 식별 테스트에서 점수가 55점 미만인 참가자는 초급, 56~85점은 중급, 

86점 이상은 고급으로 분류하였고, 이들의 평균 점수는 66.09점이었다. 초급 학습자는 남자 10명, 

여자 20명으로 평균 연령은 25.0세(19~37세)이었다. 중급 학습자는 남자 2명, 여자 28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3.5세(19~34세)이었다. 고급 학습자는 남자 13명, 여자 17명으로, 평균 연령은 26.2

세(20~40세)이었다.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의 한자 식별 테스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 语料库在线(http://www.cncorpus.org/)

2) 高阳(2012) ｢ 学生阅读能力影响因素的研究｣,『当代教育科学』第10期, 山东: 山东省教育学会.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자의 소리와 문장 이해 능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r=0.472，p＜0.01). 다시 

말해, 한자의 소리를 많이 알수록,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기

초로 해당 한자의 병음을 소리 내어 읽는 방법을 채택하여 참가자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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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수준 평균 표준편차

초급（N=30) 40.67 12.44

중급（N=30) 66.23 8.93

고급（N=30) 91.37 5.88

<표 1> 한국인 학습자의 한자 식별 테스트 수의 평균과 표 편차

제시 방식 실험 자극

공백 무삽입 你头疼是因为你 近学习比较紧张。

공백 삽입 你  头疼  是  因为  你  近  学习  比较  紧张。

<표 2> 실험 자극의 두 가지 제시 방식 시

<표 1>과 같다. 참가자의 시력과 교정시력은 모두 정상이었다.

한국인 학습자의 한자 식별 테스트 점수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어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87) = 214.6, p < 0.001). 다중 비교 결과를 보면, 초급 학습자의 점수는 중급 학습자

와 고급 학습자보다 낮았으며(ps < 0.001), 중급 학습자의 점수 역시 고급 학습자보다 현저히 낮

았다(p < 0.001).

자극

『성공의길 - 진보편』(베이징언어대학교 출판사, 2008)에서 40개의 문장을 선정하였고, 실험 자

극의 글자의 수는 최소 11개, 최대 18개였다(M = 14.37, SD = 1.37). 본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인 학습자(본 실험의 초급 학습자에 해당하는 언어 수준) 11명을 대상으로 실험 자극의 난

이도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가를 진행하였다(‘1’은 매우 쉬움, ‘5’는 매우 어려움), M = 

2.10, SD = 0.64. 또한, 베이징어언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국어 화자 20명에게 실험 자료에 공백

이 적절하게 삽입되었는지에 대한 일치도 측정을 요청하였다. 실험 자극은 Yan et al(2010)의 측

정 방식을 참조하였다. 우선,『현대 중국어 사전』(상무인서관, 2012)에 근거하여 중국어 문장의 

단어 사이에 공백을 삽입하고 부호화하였다. 그 다음, 모국어 화자에게 공백이 적절하게 삽입되

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다시 

삽입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실험 자료에 대한 모국어 화자의 일치도는 평균 97.51%이었다. 공백

이 없는 중국어 문장 그대로의 ‘공백 무삽입’ 조건과 단어 사이에 인위적으로 공백을 삽입한 문

장인 ‘공백 삽입’ 조건의 예시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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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행은 매 제시 방식마다 2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0개 문장이었다. 라틴정방설

계에 근거하여 실험 자극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참가자는 두 가지 제시 방식 가운데 한 종

류의 실험 자극만 읽을 수 있었다. 참가자가 실험에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실험 자극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10개의 자극 뒤에 이해 문제를 추가하였다. 본시행에 들어가

기 전,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6개의 문장을 연습시행으로 제공하였다.

도구

캐나다 SR Research 회사에서 개발한 EyeLink 1000 Plus 안구운동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참가자

의 안구운동 데이터를 기록하였다. 이 장비는 통제용 컴퓨터와 자극 제시용 컴퓨터로 구성되며, 

통제용 컴퓨터는 참가자의 안구운동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고, 자극 제시용 컴퓨터는 

참가자에게 실험 자극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었다. 실험 자극은 19인치 CRT DELL 모니터에 제시

되었으며, 해상도는 1024×768이었다. 실험 자극은 흰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한 줄씩 제시되었다. 

글자는 명조체였으며, 한 글자의 크기는 28×28 화소, 공백은 글자 하나 크기에 해당되었다. 자극 

제시용 모니터에서 참가자의 눈까지의 거리는 72cm로 글자 하나를 보는 시각은 약 0.7°이었다.

차

모든 참가자는 단독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먼저, 참가자에게 자극 제시용 컴퓨터의 의자에 

앉은 후 턱을 턱받이에 올려놓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머리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요청하

였다. 그 다음, 모니터에 “실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니터에 제시되는 중국어 문장을 

성실하게 읽고 난 후 space키를 눌러주세요. 문장 뒤에 질문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앞 문장에 

근거하여 내용이 일치하면 ‘√’ 버튼을, 그렇지 않으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Q’ 버튼을 누르

면 연습 문제가 시작됩니다.”와 같은 설명 문구가 제시되었다. 참가자가 설명 문구를 이해했는

지 확인한 후, 통제용 컴퓨터에서 space키를 눌러 실험 자극을 모니터에 띄웠다. 참가자는 설명 

문구에서 지시한 대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본시행에 들어가기 전, 안구운동 기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개의 점을 제시하여 참가자의 

눈의 위치를 정위시켰다. 실험에 사용된 시간은 평균적으로 모국어 화자는 15분, 한국어 학습자

는 25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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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실험 자극의 이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모국어 화자가 90%, 한국인 학습자가 80%를 넘어섰

으며, 이는 참가자들이 성실하게 실험 자극을 읽었고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록된 안구운동 데이터에 대해 고정 시간이 80ms 미만이거나 1,200ms를 초과하는 고정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고정점이 5개 미만이거나 너무 빨리 버튼을 누르는 등의 이유

로 추적이 불가능한 문장도 자료처리에서 제외하였다(전체 데이터의 1.02%).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의 각각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평균에 표준편차 3배를 가감하여 그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데이터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문장 수준 분석: 0.68%, 단어 수준 분석: 1.19%).

결과는 문장 독해 효율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수준 분석과 단어 재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어 수준 분석으로 처리되었다. 문장 수준 분석은 한 문장 전체를 관심영

역으로 설정하여 세 가지의 측정치에 대해 분석하였다: 평균 고정 시간(한 문장을 읽을 때 존재

하는 모든 고정 시간의 평균), 문장 독해 시간(한 문장을 읽을 때 걸린 시간), 문장 고정 횟수(한 

문장을 읽을 때 나타난 고정의 횟수). 단어 수준 분석은 이음절 단어를 관심영역으로 설정하고 

다섯 가지의 측정치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 고정 시간(관심영역 내에 존재하는 첫 번째 고정 시

간, 관심영역 안에 몇 개의 고정이 존재하는지는 상관없음), 주시 시간(시선이 관심영역을 최초

로 벗어나기 전, 현재 관심영역 내에 발생한 모든 고정 시간의 합), 총 독해 시간(회귀를 포함한 

관심영역 내에 발생한 모든 고정 시간의 합), 첫 회 고정 횟수(시선이 관심 영역을 최초로 벗어

나기 전, 관심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고정의 수), 총 고정  횟수(관심영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고정의 횟수).

모든 측정치에 대해 이원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은 참가자를 

무선변인으로 하는 분석(F1)과 자극항목을 무선변인으로 하는 분석(F2)의 두 가지를 실시하였다.

문장 수  분석

문장 수준 분석은 (그림 1)과 같이 한 문장 전체를 관심영역으로 설정하고, 관심영역 내에 발

생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분석했다. 문장 수준 분석은 평균 고정 시간, 독장 독해 시간, 문장 고

정 횟수가 포함되었다. 한국인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에 대한 문장 수준 분석 결과는 <표 3>과 

(그림 2)와 같다. 표의 각 수치는 평균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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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제시 방식
초급

N=30

중급

N=30

고급

N=30

모국어

N=30

평균 고정 시간

（ms)

공백 무삽입
282

(40)

254

(24)

242

(21)

240

(32)

공백 삽입
264

(36)

235

(23)

223

(20)

218

(29)

문장 독해 시간

（ms)

공백 무삽입
8,085

(2,414)

5,332

(1,938)

4,090

(1,967)

2,459

(802)

공백 삽입
7,463

(1,840)

5,002

(2,158)

3,929

(1,926)

2,482

(773)

문장 고정 횟수

（회)

공백 무삽입
28.44

(7.37)

20.86

(7.28)

16.53

(6.76)

10.18

(3.00)

공백 삽입
28.00

(5.56)

20.86

(7.79)

17.13

(7.04)

11.25

(3.30)

<표 3> 한국인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의 안구운동 측정치에 한 문장 수  분석 결과

(그림 1) 문장 수  분석의 심 역 시

(그림 2) 한국인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의 안구운동 측정치에 한 문장 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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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고정 시간

평균 고정 시간에서 공백 삽입 조건이 공백 무삽입 조건보다 더욱 짧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1,116) = 422.74, MSE = 54.25, p < 0.001,   = 0.78; F2(1,39) = 

384.63, MSE = 79.10, p < 0.001,   = 0.90). 또한, 중국어 수준에서도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초

급 학습자의 평균 고정 시간은 다른 세 개 수준보다 길었고, 중급 학습자는 고급 학습자와 차이

를 보이지 않았지만 모국어 화자보다 길었다.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F1(3,116) = 14.03, MSE = 1674.41, p < 0.001,   = 0.26; F2(3,117) = 259.08, MSE = 120.35, p 

< 0.001,   = 0.86). 제시 방식과 중국어 수준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3,116) = 0.88, MSE = 54.25, n.s,   = 0.02; F2(3,117) = 384.63, MSE = 109.81, n.s,   = 

0.01).

문장 독해 시간

문장 독해 시간에서 공백 삽입 조건이 공백 무삽입 조건보다 더욱 짧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1,116) = 16.70, MSE = 266808.56, p < 0.01,   = 0.12; F2(1,39) 

= 9.90, MSE = 523249.12, p < 0.01,   = 0.20). 또한, 중국어 수준에서도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초급 학습자의 문장 독해 시간은 다른 세 개 수준보다 길었고, 중급 학습자는 고급 학습자와 모

국어 화자보다 길었다. 고급 학습자 역시 모국어 화자보다 더욱 긴 문장 독해 시간을 필요로 했

다(F1(3,116) = 47.32, MSE = 6347336.07, p < 0.001,   = 0.55; F2(3,117) = 408.07, MSE = 

991343.94, p < 0.001,   = 0.91). 제시 방식과 중국어 수준의 상호작용은 참가자 분석에서만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3,116) = 4.21, MSE = 266808.56, p < 0.01,   = 0.09). 초급 학습자의 

공백 삽입 조건과 공백 무삽입 조건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중급 학습자의 차이는 그 다음으로 

컸다.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는 두 조건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

은 자극 항목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2(3,117) = 1.16, MSE = 1295319.37, 

n.s,   = 0.02).

문장 고정 횟수

문장 고정 횟수에서 제시 방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1,116) = 1.47，MSE = 

3.80, n.s,   = 0.01; F2(1,39) = 2.19, MSE = 6.34, n.s,   = 0.05). 그러나 중국어 수준에서 주효

과가 관찰되었다. 초급 학습자의 문장 고정 횟수는 다른 세 개 수준보다 많았으며, 중급 학습자

는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보다 많았다. 고급 학습자 역시 모국어 화자보다 많았다(F1(3,116) 



한미애․Jiang Xin․Zhao Weiqi / 단어 간 공백이 국어  읽기에 미치는 향: 안구운동 추  연구

- 253 -

(그림 3) 단어 수  분석의 심 역 시 

= 43.24, MSE = 74.79, p < 0.001,   = 0.52; F2(3,117) = 394.36, MSE = 11.07, p < 0.001,   = 

0.91). 제시 방식과 중국어 수준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3,116) = 1.71, 

MSE = 3.80, n.s,   = 0.04; F2(3,117) = 0.60, MSE = 13.67, n.s,   = 0.01).

단어 수  분석

문장 수준 분석이 문장 전체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단어 수준 분석은 (그림 3)과 같이 문장 

내의 이음절 단어(현대 중국어의 72% 차지)를 관심영역으로 설정하여 공백이 단어 재인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단어 수준 분석은 첫 고정 시간, 주시 시

간, 총 독해 시간, 첫 회 고정 횟수, 총 고정 횟수가 포함되었다. 한국인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

에 대한 단어 수준 분석 결과는 <표 4>와 (그림 4)와 같다. 표의 각 수치는 평균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편차(SD)이다.

첫 고정 시간

첫 고정 시간에서 제시 방식은 주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F1(1,116) = 1.69, MSE = 244.46, n.s, 

  = 0.01; F2(1,39) = 1.69, MSE = 204.98, n.s,   = 0.04). 그러나 중국어 수준에서 주효과가 관

찰되었다. 초급 학습자의 첫 고정 시간은 다른 세 개 수준보다 길었다. 중급 학습자는 고급 학

습자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모국어 화자보다 길었다.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는 차이가 

없었다(F1(3,116) = 20.63, MSE = 1849.87, p < 0.001,   = 0.34; F2(3,117) = 174.86, MSE = 

290.78, p < 0.001,   = 0.81). 또한, 제시 방식과 중국어 수준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F1(3,116) 

= 9.15, MSE = 244.46, p < 0.001,   = 0.19; F2(3,117) = 9.98, MSE = 274.18, p < 0.001,   = 

0.20). 초급 학습자의 공백 삽입 조건과 공백 무삽입 조건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중급 학습자와 

고급학습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국어 화자는 초급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두 조건 사이에

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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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제시 방식
초급

N=30

중급

N=30

고급

N=30

모국어

N=30

첫 고정 시간

（ms)

공백 무삽입
286

(34)

259

(27)

249

(23)

241

(29)

공백 삽입
297

(52)

261

(27)

242

(25)

224

(26)

주시 시간

（ms)

공백 무삽입
572

(144)

417

(63)

341

(52)

275

(47)

공백 삽입
504

(139)

352

(66)

291

(44)

242

(33)

총 독해 시간

（ms)

공백 무삽입
1,059

(326)

686

(199)

560

(265)

411

(97)

공백 삽입
841

(218)

550

(211)

452

(201)

330

(72)

첫 회 고정 횟수

(회)

공백 무삽입
1.96

(0.30)

1.61

(0.23)

1.38

(0.19)

1.13

（0.08）

공백 삽입
1.74

(0.33)

1.38

(0.20)

1.22

(0.14)

1.07

(0.04)

총 고정 횟수

（회)

공백 무삽입
3.73

(0.97)

2.71

（0.81）

2.27

(0.93)

1.69

(0.41)

공백 삽입
2.99

(0.59)

2.19

(0.76)

1.92

(0.73)

1.46

(0.30)

<표 4> 한국인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의 안구운동 측정치에 한 단어 수  분석 결과

(그림 4) 한국인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의 안구운동 측정치에 한 단어 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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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 시간

주시 시간에서 공백 삽입 조건이 공백 무삽입 조건보다 더욱 짧았으며, 이에 대해 주효과가 

관찰되었다(F1(1,116) = 184.35，MSE = 941.01, p < 0.001,   = 0.61; F2(1,39) = 71.04, MSE = 

3243.19, p < 0.001,   = 0.64). 또한, 중국어 수준에서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초급 학습자의 주

시 시간은 다른 세 개 수준보다 길었고, 중급 학습자도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에 비해 길었

다. 고급 학습자 역시 모국어 화자보다 길었다(F1(3,116) = 65.70, MSE = 13312.42, p < 0.001,   

= 0.63; F2(3,117) = 445.26, MSE = 2720.29, p < 0.001,   = 0.91). 참가자 분석에서 제시 방식

과 중국어 수준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F1(3,116) = 4.13, MSE = 941.01, p < 0.01,   = 0.09). 

초급 학습자의 공백 삽입 조건과 공백 무삽입 조건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모국어 화자의 순으로 두 조건 사이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었다. 자극 분석에서는 상호

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F2(3,117) = 2.60, MSE = 1754,45, n.s,   = 0.06). 

총 독해 시간

총 독해 시간에서 공백 삽입 조건이 공백 무삽입 조건보다 짧았으며, 이에 대해 주효과가 관

찰되었다(F1(1,116) = 161.25, MSE = 6870.35, p < 0.001,   = 0.58; F2(1,39) = 102.95, MSE = 

14236.10, p < 0.001,   = 0.72). 또한, 중국어 수준에서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초급 학습자의 총 

독해 시간은 다른 세 개 수준보다 길었으며, 중급 학습자는 고급 학습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모국어 화자보다 유의미하게 길었다. 고급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에 비해 약간 

길었다(F1(3，116) = 43.62, MSE = 84266.43, p < 0.001,   = 0.53; F2(3,117) = 245.29, MSE = 

21169.00, p < 0.001,   = 0.86). 제시 방식과 중국어 수준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F1(3，116) 

= 7.65, MSE = 6870.35, p < 0.001,   = 0.63; F2(3,117) = 4.66, MSE = 17308.20, p < 0.01,   

= 0.10). 초급 학습자의 공백 삽입 조건과 공백 무삽입 조건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중급 학습자

와 고급 학습자, 모국어 화자의 순으로 두 조건 사이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었다.

첫 회 고정 횟수

첫 회 고정 횟수에서 공백 삽입 조건이 공백 무삽입 조건보다 적었으며, 이에 대해 주효과가 

관찰되었다(F1(1,116) = 212.66, MSE = 0.00, p < 0.001,   = 0.64; F2(1,39) = 71.63, MSE = 0.03, 

p < 0.001,   = 0.64). 또한, 중국어 수준에서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초급 학습자의 첫 회 고정 

횟수는 다른 세 개 수준보다 많았으며, 중급 학습자도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에 비해 많았

다. 고급 학습자 역시 모국어 화자보다 많았다(F1(3,116) = 73.04, MSE = 0.08, p < 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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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F2(3,117) = 555.03, MSE = 0.01, p < 0.001,   = 0.93). 제시 방식과 중국어 수준의 상호작

용이 관찰되었다(F1(3,116) = 12.40, MSE = 0.00, p < 0.001,   = 0.24; F2(3,117) = 7.83, MSE = 

0.01, p < 0.001,   = 0.16).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의 공백 삽입 조건과 공백 무삽입 조건

의 차이가 동일하게 가장 차이가 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급 학습자, 모국어 화자의 순으로 두 

조건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었다.

총 고정 횟수

총 고정 횟수에서 공백 삽입 조건이 공백 무삽입 조건보다 적었으며, 이에 대해 주효과가 관

찰되었다(F1(1,116) = 152.58, MSE = 0.08, p < 0.001,   = 0.56; F2(1,39) = 120.11, MSE = 0.14, 

p < 0.001,   = 0.75). 또한, 중국어 수준에서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초급 학습자의 총 고정 횟

수는 다른 세 개 수준보다 많았으며, 중급 학습자는 고급 학습자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모

국어 화자보다는 많았다. 고급 학습자도 모국어 화자에 비해 많았다(F1(3,116) = 34.76, MSE = 

0.97, p < 0.001,   = 0.47; F2(3,117) = 249.45, MSE = 0.19, p < 0.001,   = 0.86). 제시 방식과 

중국어 수준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F1(3,116) = 8.74, MSE = 0.08, p < 0.01,   = 0.18; 

F2(3,117) = 5.82, MSE = 0.17, p < 0.01,   = 0.13). 초급 학습자의 공백 삽입 조건과 공백 무삽

입 조건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모국어 화자의 순으로 두 조건 사

이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공백이 모국어 화자와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글 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고찰하였다. 문장 수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백 삽입 조건의 문장이 공백 무삽입 조

건에 비해 물리적으로 길이가 더욱 길어졌음에도 두 조건의 문장 고정 횟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문장 독해 시간과 평균 고정 시간은 오히려 공백 삽입 조건이 더욱 짧았다. 단어 수

준 분석에서 참가자들의 독해 시간과 고정 횟수가 모두 공백 무삽입 조건에 비해 공백 삽입 조

건에서 더욱 적게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의 중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공백이 삽입된 문장과 그

렇지 않은 문장을 읽을 때의 측정치는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공백의 긍정적인 효과가 초

급자에서 가장 크고, 모국어 화자에서 가장 작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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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이 국어  읽기에 미치는 향

우선 문장 수준 분석 결과를 보면, 문장 고정 횟수에서 제시 방식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

았으며, 문장 독해 시간에서 제시 방식과 중국어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

로 보자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는 공백 무삽입 조건에 비해 공백 삽입 조건의 문장 독해 

시간이 더욱 적었지만, 고급 학습자와 중국어 화자는 두 조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만 보면, 우리는 공백이 전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백이 삽입됨으로써 문장의 길이가 공백 무삽입 조건에 

비해 물리적으로 길어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장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공백 삽입 조건에

서 더 많은 고정 횟수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두 제시 방식 사이의 고정 횟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문장이 길어짐에 따라 더 많은 독해 시간이 요구되지만, 오히려 초급 학습

자와 중급 학습자는 공백 삽입 조건에서 독해 시간이 더욱 적었으며,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 화

자는 두 가지 제시 방식에서 소요된 독해 시간이 비슷했다. 또한, 평균 고정 시간(문장 독해 시

간÷문장 고정 횟수)으로 하나의 고정에 소요된 독해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공백 무삽입 조

건에 비해 공백 삽입 조건에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

해 볼 때, 단어 사이에 삽입된 공백은 한국인 학습자와 중국어 화자의 문장 처리에 모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장 독해 효율과 문장 처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Fu(2008)에 따르면, 문장 독해 효율이란 문장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나타내는 정

답률과 문장을 읽는 독해 속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독해 효율 = 정답률×속도이다. 본 

실험의 독해 이해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모국어 화자가 90% 이상, 한국인 학습자가 8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문장이 정확하게 처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공백 삽입 조건의 문장이 

더 길어졌음에도 공백이 없는 문장보다 더 많은 독해 시간 및 고정 횟수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균 고정 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보아 공백이 문장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

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해 속도를 보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는 공백이 삽입된 

문장을 읽을 때 그렇지 않은 문장에 비해 독해 시간이 더 짧았지만,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

는 두 조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백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의 문장 독해 효율에 긍정적인 영

향을 가져온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의 문장 독해 효율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그들이 문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장 내의 이음절을 관심영역으로 하는 단어 수준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첫 고정 

시간에서 제시 방식의 주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첫 고정 시간은 관심영역 내에서 발생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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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고정의 시간이며, 단어 처리의 초기 단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측정치이다. 그러나 첫 고정 

시간에서 두 조건 사이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백이 단어 재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만약 두 번째 고정 없이 첫 고정으로만 단어 처

리가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첫 고정이 발생

하기는 했지만 무의미하게 지나간 후 두 번째 고정 혹은 회귀에서 실제로 단어 처리가 이루어

졌다면, 첫 고정에서 사실상 아무런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첫 고정 시간만으로 

단어 재인에 대한 공백의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선이 관심영역을 최초로 

벗어나기 전 발생한 모든 고정의 합을 나타내는 주시 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

절하다. 본 실험의 주시 시간 결과를 보면, 제시 방식의 주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참가

자가 공백 무삽입 조건에 비해 공백 삽입 조건에서 더욱 빠르게 단어를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세 개의 측정치에 대한 분석에서도 주시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백 삽입 조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단어 처리가 수행되었다.

우리의 실험 결과는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Li, Bai & Yan, 2011; Liu et al., 

2014; Shen et al., 2010; Zang, 2010)와 일치하며, 제2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Bai et al., 

2010; Tian, 2009)와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공백 삽입이 참가자의 단어 처리와 문장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주된 이유는 공백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어 글쓰

기의 기본 단위는 글자로써, 어떤 글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하고, 어떤 글자는 

다음절 단어의 구성 요소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시각적으로 명확한 단어 경계 정보가 없는 중국

어 문장의 특징은 독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온다(Li et al., 2010). 때문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삽입된 공백은 독자가 단어 재인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독자는 공백을 통해 그 단어의 처음과 끝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아가 문장 전체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공백의 정  효과와 국어 수 과의 계

각 측정치들의 상호작용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공백이 중국어 글 읽기에 가져오는 영향과 중

국어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문장 수준 분석과 단어 수준 분석을 포함한 총 여덟 

개의 측정치 가운데 여섯 개의 측정치에서 제시 방식과 중국어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이 관찰되

었다.

우선 문장 독해 시간 결과를 보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는 공백 삽입 조건에서 더욱 짧

은 시간이 걸렸지만, 고급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는 두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첫 고정 시간을 보면, 초급 학습자는 공백 삽입 조건에서 오히려 공백 무삽입 조건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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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긴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첫 고정 시간의 결과는  주시 시간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

히 첫 고정 시간의 결과만 보면 공백 삽입 조건이 초급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주시 시간의 상호작용 결과를 보면 단어 간 공백의 긍정적인 영향은 초

급 학습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초급 학습자의 첫 고정 시간은 왜 공

백 삽입 조건에서 더 길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초급 학습자일수록 문장의 시각적인 영향을 더욱 

많이 받기 때문이다(Shen et al., 2010). 다시 말해, 공백이 가져오는 시각적 정보를 단서로 삼아 

초급 학습자들은 더욱 쉽게 단어 재인을 수행할 수 있었고, 첫 번째 고정만으로 해당 단어를 처

리하고자 했기 때문에 공백 삽입 조건에서 더욱 많은 첫 고정 시간이 나타났다고 추측할 수 있

다. 이는 초급 학습자가 단어 공백 조건에서 더 짧은 주시 시간을 기록했음을 통해 증명된다. 

첫 고정 시간에서 공백 삽입 조건의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긴 했지만, 주시 시간에서 오히려 공

백 삽입 조건의 시간이 더욱 짧은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단어 사이의 공백이 초급 학습자의 

단어 재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시 시간, 총 독해 시간, 첫 회 고정 횟수, 총 고정 횟수의 상호작용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

상을 보였는데, 두 제시 방식 사이의 차이가 초급 학습자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중급 학습

자, 고급 학습자, 모국어 화자의 순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백의 긍정적인 

효과가 초급자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며, 모국어 화자에게 가장 작게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Tian, 2009)와 일치하지 않는다. 

Tian(2009)의 실험 결과를 보면, 문장 수준 분석(평균 고정 시간, 문장 독해 시간, 고정 횟수)에서

뿐만 아니라 단어 수준 분석(첫 고정 시간, 주시 시간, 총 독해 시간, 첫 회 고정 횟수, 총 고정 

횟수)에서도 중국어 수준과 제시 방식 사이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

의 이유를 참가자의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Tian(2009)은 HSK 성적을 

통해 참가자의 중국어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6급을 보유하고 있으면 고급 수준의 학습자로, 4급

과 5급은 초급 수준의 학습자로 분류하였을 뿐 두 집단간의 중국어 수준이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두 집단 사이의 중국어 수준의 격차가 충분히 

벌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공백의 효과가 중국어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를 이끌어 냈

을 가능성이 크다.

공백의 긍정적 효과가 중국어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크게 작용하는 결과에 대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공백 효과는 모국어 문장 형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

인 학습자의 경우, 공백이 삽입된 중국어 문장은 한국어 문장 형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공백 효

과가 더욱 크게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Bai, Tian, Yan & Wang(2009)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

행한 연구에서 중국어에 공백을 삽입한 문장이 미국인 학습자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

장 독해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모국어에 대한 친숙함으로 인해 

공백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쇄되기도 한다. 모국어 화자의 경우, 공백이 없는 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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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익숙하기 때문에, 단어 사이에 공백을 삽입한 문장이 오히려 그들의 자연스러운 글 읽기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Bai et al., 2008；Li, Bai & Yan, 2011; Shen et al., 2010). 둘째, 초급자일수

록 시각적인 정보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기 때문이다. Shen, Bai, Zang, Yan, Feng & Fan(2010)은 

글 읽기 능력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에 비해 문장의 시각적 단서에 더욱 의존한다는 것을 발

견했다. 또한, 숙련된 독자는 시각적인 단서를 제외하고도 문맥과 같은 언어적 요소를 이용하여 

문장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백 효과가 초급자에서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실험의 결과는 단어 간 공백이 단어 재인과 문장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이러한 영향은 중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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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Inter-word Space on Chinese reading:

An Eye Movement Study

Han Mi-ae            Jiang Xin†           Zhao Weiqi

              Jeju Halla University   Beijing Language and        University of

                                    Culture University           Cincinnati

This research investigated whether inter-word spaces, the spaces between words, can affect the efficiency 

of Korean-speaking CSL(Chinese as a second language) learners in Chinese reading of Korean-speaking’s 

ability to read Chinese. Through eye movement tracking experiments, CSL learners of different proficiency 

levels(beginn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and native Chinese readers were asked to read Chinese 

sentences with and without inter-word spaces. The tests analysed the participants’ fixation counts and the 

time spent in reading each sentences and also between each words. In terms of the fixation counts and 

time spent between sentence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ticipants’ 

fixation counts from reading sentences with and without inter-word spaces. The results also prove that 

reading sentences with inter-word spaces significantly shortened the reading time for both CSL learners and 

native Chinese readers. Even for the participants’ fixation counts and time duration between each words, 

participants spent significantly less fixation counts and reading time while reading words with inter-word 

spaces. The results were more prominent and positive in tests conducted with CSL learners of lower 

proficiency. This research shows that inter-word spaces in Chinese texts can enhance the efficiency of 

chinese learners’ reading ability.

Key words : inter-word space, Chinese rea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hinese learners from South Korea, eye 

trac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