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현대 신경과학 발달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연구자들이 인간의 발달을 보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접
근하는데 도움을 준다[1]. 기존의 아동발달 및 심리 연
구들은 관찰과 실험 등의 접근을 통하여 인간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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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유아 시선 추적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선 추적 장치를 
개발하여, 자료수집 기능을 실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시선 추적은 눈의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인지 및 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시선 추적 장치 
카메라 모듈은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부품을 활용하여 구성하였고, 분석 소프트웨어는 Arrington 
Research의 Viewpoin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선 추적 장치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선 
추적 전문 기업 Tobii의 시선 추적 장치에서 수집된 시선 추적 자료와 비교하였다. 시선 추적 자료 수집은 
만 5세 유아 5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테스트 결과 유효도를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두 시스템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선 추적 장치가 일정한 실험 환경 내에
서 유아의 시선 추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적절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 중심어 :∣시선 추적 장치∣유아∣뇌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test an eye tracker focusing on early childhood 
participan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childhood eye tracking studies. Eye tracking collects 
eye movement data of the subject, which provides scientific evidence of human cognition and thinking. 
The researcher built a Do It Yourself eye tracker camera module from general electronic components, 
and used Viewpoint analysis software from Arrington Research. The researcher compared the eye 
tracking data between the DIY eye tracker group and Tobii Pro eye tracker group, which provides a 
professional eye tracking system. Eye tracking data was collected from 52 five-year old children. The 
average proportion of valid trials between the two groups was compared with t test,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DIY eye tracker can be used to collect valid eye 
tracking data from young children under certain researc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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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정서 발달 등의 기제를 유추하고 연구하는데 초점
을 두었다[2]. 그러나 현대에는 기존 이론들과 두뇌의 
생리학적 발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접목함으로써, 인
간의 발달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시선 추적 장치(eye tracker)
를 통한 연구 기법은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3-5]. 

시선 추적은 눈의 위치와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
술로, 사람이 특정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지를 측정 및 
기록하는 것이다[4]. 연구자들은 눈의 움직임에 대한 분
석을 통하여 인간의 인지 및 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근
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자들은 눈의 움
직임이 문장이나 그림 등 특정 부분에 고정될 때, 그것
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며, 그 비율은 정
확히 그 고정된 시간과 비례한다는 eye-mind 가설을 
제시하였다[6]. 

시선추적은 기존의 연구방법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인간의 뇌활동에 대한 정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초기의 시선추적 장치들은 콘택트렌즈
나 필름 등을 활용하여 눈의 움직임을 기록하였고, 이
후 안구 전기 신호의 측정이나 안구 반사광의 기록을 
통하여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높여나갔다[7]. 최근에는 
관련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라 머리의 움직임과 관계
없이 눈의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는 소형의 기기들이 
개발됨에 따라 시선추적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가 증가하고 있다[8]. 시선 추적 장치는 언어발달, 인지
발달 등의 연구 분야에서 인간의 사고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유아가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에 노출되는 수
준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아 인지 체계가 매체에 어
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제한적이
다[9]. 이러한 현상은 유아에 대한 매체의 영향을 조사
하는데 있어 유아의 발달적 특성뿐만 아니라, 유아의 
제한적인 언어·인지·운동능력으로 인하여 기존의 조사
방법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10-1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아 사용자 대상의 시선 추적 장치 
기술을 활용한 실험 패러다임이 활용될 수 있다[1].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유아 대상 시선 추적 연구의 특
성을 제시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시선 추적 자료 수집

이 가능한 Do It Yourself(DIY) 시선 추적 장치를 구
성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향후 유아 
대상의 시선 추적 장치 개발 및 연구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시선 추적 장치와 유아연구

1. 시선 추적 장치 구조와 분류
시선 추적 장치는 시각, 청각, 인식 자극에 의한 생리

적 반응에 따른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눈
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방식은 콘택트렌즈 방식, 센서 
부착 방식, 비디오 분석 방식 등으로 분류된다
[1][7][13].

1990년대 이후 비디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적외선을 
안구에 투사하여 각막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실시간 비
디오카메라를 통하여 기록하고, 현재 시선의 위치와 움
직이는 거리 등을 계산하는 비디오 분석 방식이 활성화
되었다[4].  

비디오 분석 방식은 비디오 카메라 시스템의 구성 형
태에 따라 시선응시가 이루어지는 화면에 카메라가 부
착된 Remote 구성과 머리에 카메라가 부착된 Head 
mount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1][7]. Remote 구성은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평면 형태에 이미지를 제시하고, 
연구 대상자가 바라보는 컴퓨터 모니터 방향에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가 눈의 움직임을 촬영한다. Head 
mount 구성은 비디오 카메라가 부착된 고글, 혹은 헬
멧을 연구 대상자가 착용하며, 비디오 카메라가 눈의 
움직임을 촬영한다. 이는 화면이 아닌 실물을 대상으로 
한 시선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시선 추적 데이터의 유형

시선 추적 장치를 통하여 기록되는 눈의 움직임은 시
선 고정(fixation), 시선 도약(saccade), 추적(pursuit), 
응시경로(gaze path) 등으로 분류된다[4]. 시선 고정
(fixation)은 일정 범위 안에 일정 시간 이상 시선이 지
속된 경우이다. 시선고정의 지속시간은 정보처리나 인
지활동을 가리키며, 지속시간은 인지 처리과정과 관계
가 있다. 시선 도약(saccade)은 시선이 한 곳에 응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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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빠르게 다음 목적지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적(pursuit)은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며 시선
을 고정하는 것이다. 응시 경로(gaze path)는 시선이 
자극을 수용하여 움직이는 경로를 의미하며, 눈의 포괄
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3. 시선 추적과 유아 연구
시선 추적 장치 관련 연구는 해외에서 2000년대 이

후 컴퓨터용 소형 비디오 카메라와 고성능의 컴퓨터가 
보급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교육학 데이터베이스인 ERIC[14]은 907개(2019년 
5월 기준)의 시선추적 관련 학술 연구물들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생 이하 아동 대상의 연구물
은 46개에 불과하다.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15]는 
시선 추적 관련 학술 연구가 1302개(2019년 5월 기준)
로 나타나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선
추적 관련 연구는 85건으로 나타난다. 또한 아동 대상
의 시선 추적 연구들은 주로 문해력 발달 연구와 아동-
컴퓨터 인터페이스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시선 추적 장치에서 수집되는 자료가 
연구 대상자의 미세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아동은 장시간 동안 집중하거나 움직임을 
고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또한 성인 
대상으로 설계된 시선 추적 장치 자체가 신체적 차이로 
인하여 유아에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유아
의 평소 환경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공간을 구성하기 어
렵다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11][12][16].

연구자들은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접
촉식 시선 추적 장치의 사용, Head rest(두부고정장치)
의 사용, 연구원의 실험 중 자세보조, 또는 유아·아동의 
시선 추적과 동시에 머리 움직임을 촬영하여 분석과정
에서 보정을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실험 
대상자의 신체 크기에 맞게 시선 추적 장치를 조정하거
나 재설계를 하는 방법 또한 제시되고 있다[16][17].

 
Ⅲ. 유아용 DIY 시선 추적 장치 구성

1. 유아용 시선 추적 장치의 특성
시선 추적 장치는 인지 및 언어 발달적으로 제약이 

있는 유아의 정밀한 반응을 관찰하는데 있어 유용하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저연령 아동이나 특수아를 대상으
로 시선 추적 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 성인 연구대상자
와 몇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11][16][18][19].

첫째, 유아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하여 머리 움직임을 
보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시선 추적 장치는 기
본적으로 머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눈의 움
직임만을 기록한다는 가정 하에 실험이 진행된다. 그러
나 유아들은 신체 발달 수준 및 주의집중 시간의 제약
으로 인하여 몸의 움직임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유아의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선 추적 장치들은 
성인이 고글 형태의 장비를 착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이러한 장치는 유아들의 평균 머리 둘레 및 얼굴크기
[20]에 부적절하다. 또한 유아들은 신체적으로 맞지 않
는 장치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기 쉽다.   

셋째, 대상과 연구문제에 적절한 수준의 자료를 수집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분석 소프트웨어가 요구된다. 유
아들의 움직임을 알고리즘을 통하여 보정하거나 오차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Data Smoothing)이 필요
하다. 

넷째, 유아에게 적합한 정밀도를 가진 기존의 시선 
추적 장치들이 높은 가격대($5000-$40,000)를 형성하
기 때문에, 소규모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간단
한 부품을 활용하여 저렴한 예산으로 구성할 수 있는 
DIY 시선 추적 장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유아용 시선 추적 장치 설계 및 구성

시선 추적 장치는 동공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기록
하는 카메라 모듈과 이미지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유아 사용자에 초점을 두어 카메
라 모듈을 구성하였고, 시선 추적 이미지 분석 소프트
웨어는 Arrington Research의 Viewpoint 2.9.2.5 
패키지를 사용하였다[21]. 

연구자는 유아의 신체적 특성과 집중도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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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두부에 고정될 수 있는 고글 형태의 시선 추적 장치
를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영아들을 대상으로 두부에 
고정되는 형태의 시선 추적 장치를 개발하여 활용한 결
과 유효한 계측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11]. 

소아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19]에 의하면 만 5세 남
아의 머리둘레 평균은 52.6cm, 여아의 머리둘레 평균
은 50.2cm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리
콘 재질의 유아용 스노클 고글 제품을 구입하여 눈과 
코 전면부를 제거한 후, 지지용 와이어로 적외선 카메
라 모듈을 고정할 수 있도록 조립하였다. 카메라 모듈
의 전원은 사용자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카메라 모듈 
하부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시선 추적 장치 카메라 모듈은 눈을 촬영하는 흑백 
적외선 카메라 모듈 2개, 카메라를 헬멧에 고정하는 지
지용 와이어 및 전원 회로 등이 포함되었다. 구성품은 
국내의 일반적인 전자부품 판매 사이트를 사용하여 구
매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59,000원이었다.  

연구자들은 시선 추적 장치에서 사용하는 각막노출 
(corneal exposure) 적외선 방사조도(infrared 
irradiance)의 안전한계를 10 mW / cm sq라고 보고
하였다[22]. DIY 시선 추적 장치의 적외선 방사조도는 
측정결과 1.2 mW / cm sq로,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그림 1. DIY 카메라 모듈 전면

그림 2. DIY 카메라 모듈 후면

그림 3. DIY 카메라 모듈 측면

그림 4. DIY 시선 추적 장치 구성

그림 5. 시선 추적 장치 착용 사례

Ⅳ. 유아용 DIY 시선 추적 장치 평가

본 연구에서 구성한 시선 추적 장치를 평가하기 위하
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시선 추적 데이터 정밀도 평가와 
보완적인 목적의 사용성 평가를 실행하였다. 연구자들
은 시선 추적 데이터 정밀도가 카메라의 세팅, 눈 깜빡
임, 카메라 숫자, 카메라 해상도, 센서 성능, 조명, 이미

부품 가격
흑백 적외선 카메라 모듈 3,000원 X 2
카메라 렌즈 (12mm) 12,000원 X 2
DC/DC Converter IN 5V -> 12V / -12V 3,000원
전원부 3,000원
3p와이어하네스 1,000원
지지용 와이어 5,000원
유아용 스노클 고글 17,000원

표 1. 구성품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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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처리 알고리즘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
였다. 특히 유아와 영아의 시선 추적 연구의 경우, 정밀
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유아에게 맞
는 형태의 시선 추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4]. 평
가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
DIY 유아용 시선 추적 장치 평가는 서울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 2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 또한 DIY 시스템의 사용 결과의 정밀도를 비교하
기 위하여 추가로 만 5세 유아 24명을 대상으로 시선 
추적 장치 전문기업[8]인 Tobii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아들은 시각적인 이상이 없으며, 만 5세의 평균적
인 언어발달 수준과 상호작용수준을 나타내는 유아들
을 기준으로 담임교사가 선정하였고, 부모의 사전동의
를 거쳐 참여하였다.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
평가에 사용된 DIY 하드웨어는 연구자가 구성한 유

아용 시선 추적 장치 카메라 모듈(60HZ)과 Arrington 
Research의 Viewpoint 분석 패키지[21]를 사용하였
다. DIY 유아용 시선 추적 장치 사용 결과의 정밀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Tobii사에서 제작한 Tobii Pro 
X2-60 remote eye tracker(60HZ) 시스템과 Tobii 
Studio 3.30 분석 패키지[8]를 사용하여 시선추적 결
과를 별도로 수집하였다. 각 시선추적 장치의 결과는 
연동된 컴퓨터에 raw data 파일로 기록되었다. 

3. 자료수집
DIY 유아용 시선 추적 세션은 2017년 9월에 유아 

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시선 추적 세션에서 유아
는 시선 추적 장치가 장착된 고글을 착용하고 컴퓨터 
모니터로 그림자료를 보는 과정을 거쳤다[21]. 시각 자
료는 그림동화 “비둘기에게 버스 운전은 맡기지 마세
요”의 정지된 그림 이미지 30장을 스캔하여 17인치 모
니터 화면에 200mm×200mm 크기로 제시하였다. 시
각자료는 배경이 단색으로 단순하며, 전체 장면 대비 
캐릭터의 크기가 크며, 각 장면에서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Area of Interest(AOI)가 제시되는 특성을 지니
기 때문에 만 5세 유아의 시선 추적이 이루어지는지 판
단하기에 적절하다. 시선 추적 세션은 유치원 및 어린
이집 내의 공간에서 유아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유아는 실험에 대한 사전 설명
을 들은 후, 연구원이 유아의 고글 착용을 도와주고 해
당 유아가 편안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후, 6 point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실시하였다. 캘리브레이
션을 통하여 응시기준선을 조정한 후, 동화 장면을 유
아에게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연구원이 내용을 
읽는 형태로 세션을 진행되었다. 실험 중의 유아의 시
선 움직임은 시선 추적 장치의 카메라를 통하여 자동적
으로 좌표형태로 컴퓨터로 기록되었다.  

유아가 머리나 몸의 움직임이 심한 경우, 동의를 구
한 후 연구원이 head rest를 만들어주거나 손으로 유
아의 머리를 감싸주어 고정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16]. 각 세션은 30장의 정지된 
그림 이미지로 구성되었으며, 각 이미지는 평균 14초 
동안 제시되었다.

DIY 유아용 시선 추적 장치 사용 결과의 정밀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시선 추적 전문 기업인 Tobii사
의 시스템[8]으로 만 5세 유아 24명의 시선추적 결과를 
별도로 수집하였다. 

사후 인터뷰는 유아 28명의 시선 추적 세션을 진행한 
직후, 각 유아에게 “시선 추적 장치를 착용했을 때의 느
낌은 어떠하였는지” 연구자가 질문하고, 유아가 간단히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결과는 연구자 노
트를 통하여 기록되었다. 

4. 분석
시선 추적 세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되었

다. 첫째, 세션 중 시선 추적 장치 착용을 불편해 하거
나, 시선 추적 카메라에 유아의 동공이 몸과 머리의 움
직임 등으로 인하여 일정 시간 이상 포착되지 않는 오
류가 나타난 유아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10]. 
DIY 시선 추적 장치 집단은 28명 중 6명의 자료가 제
외되었고, Tobii Pro eye tracker 집단은 24명 중 2
명이 제외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머
리에 직접적으로 착용하는 Headmount 형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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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장치가 침해적(intrusive) 특성을 가지는 반면, 비
접촉 방식인 remote 구성의 시선 추적 장치는 방해요
소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였다[23]. 본 연구의 집단별 
분석 대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점은 이러한 시선 추적 
장치 형태 차이를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
였다. 

둘째, 수집된 유아의 전체 화면 내 동공의 활동을 시
선 고정과 시선 도약 활동 사례로 분류하고, 총 세션 시
간 대비 테스트 결과 유효도(proportion of valid 
trials)를 계산하여 각 유아의 시선 추적 데이터의 정밀
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였다[4][10][24]. Data 
Smoothing은 각각 Simple Moving Average 알고리
즘[20]과 Tobii Fixation Filter[25]가 사용되었다. 

셋째, SPSS 25.0 패키지를 사용하여 DIY 시선 추적 
장치와 Tobii Pro 시스템으로 수집한 집단별 테스트 
결과 유효도(proportion of valid trials) 평균을 t 검
증으로 비교하였다. 유아 사용성에 대한 개별 인터뷰 
자료는 유아의 DIY 시선 추적 장치 사용성에 대한 보
완적인 목적으로만 분석되었으며, 장치 사용시 편한 점
과 불편한 점 등 두가지 항목으로 요약되었다. 

 
5. 연구결과

1.1 시선 추적 데이터 정밀도 비교
본 연구는 DIY 시선 추적 장치와 시선 추적 전문 기

업의 시선 추적 장치 수집 데이터 정밀도를 각각 비교
하였다. 

집단별로 시선 추적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Shapiro-Wilk test를 실행한 결과, DIY 시선 추
적 장치(p > .05)와 Tobii Pro 시스템(p > .05) 집단 모
두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Y 시선 추적 장치와 Tobii Pro 시스템 간에 테스
트 결과 유효도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Eye Tracker 
Type N M SD t P
DIY 22 71.73 14.87 1.07 .645Tobii Pro 22 76.03 13.95

표 2. 테스트 결과 유효도 비교

t 검증의 결과, 두 집단 간에 총 세션 시간 대비 테스

트 결과 유효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 환경에서 DIY 시선 
추적 장치와 시선 추적 전문 기업의 Tobii Pro 시스템 
간에 수집된 시선 추적 데이터 정밀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100 이하의 예산
으로 구성된 DIY 시선 추적 장치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실험 환경과 조건 내에서 높은 가격대의 기
존 시선 추적 장치(Tobii Pro X2-60, $10,000 이상)
와 유사한 수준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1.2 유아 사용성 인터뷰
보완적인 목적의 사용성 인터뷰에서, DIY 시선 추적 

장치를 사용한 유아들의 사용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
한 결과, “고글의 착용시 수영장에서 사용하던 고글과 
같기 때문에 익숙하다”, “그림을 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등의 편한 점과, “(시선 추적 장치의) 무게 때문에 고글
이 무겁고 얼굴을 누르는 것 같다”, “(고글 착용시) 숨을 
쉬는 것이 힘들다” 등의 불편한 점에 대한 의견이 나타
났다.

Ⅴ. 논의 및 시사점

시선 추적 장치를 활용한 연구 접근은 유아 인지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 수집이 가능하며, 이를 바
탕으로 읽기 프로그램 개발, 미디어 개발, 교수행동 분
석, 평가 구성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시선 추적 장치는 
유아의 시선이 모니터 화면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측
면에서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연구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다[28][29]. 

본 연구는 유아의 특성을 바탕으로 DIY 방식의 유아
용 시선 추적 장치를 구성하고, 시선 추적 장치 전문기
업[8]의 시스템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DIY 시선 추적 
장치가 유아를 대상으로, 일정한 실험 환경 내에서 기
존의 전문 시선 추적 시스템과 유사한 데이터 정밀도의 
시선 추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DIY 시선 추적 장치는 전문기업의 장치에 비하
여 매우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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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DIY 시선 추적 장
치는 머리에 고글로 고정되기 때문에 유아 머리의 고정
형태와 전면 카메라(scene camera) 활용을 통하여 모
니터 화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과 매체에서의 유아 
시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21].

반면, 본 연구의 DIY 시선 추적 장치가 전문기업의 
시스템에 비하여 유아가 착용을 불편해 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시선 추적 카메라에 동공이 포착되지 않는 오류
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비접촉식 remote 
시선 추적 장치가 머리에 직접적으로 착용하는 head 
mount 형태의 시선 추적 장치에 비하여 침해적 특성
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10][23]. 실제로 일부 유
아들은 DIY 시선 추적 장치가 부착된 고글 착용시 무
게로 인하여 얼굴에 압박이 느껴지고, 카메라가 전면 
하단에 위치한 것에 대하여 시선이 분산된다고 설명하
였다. 현재는 시선 추적 장치 전문 기업에서 가벼운 안
경 형태의 시선 추적 장치도 개발되어 보급[8]되고 있
기 때문에, 향후 시선 추적 장치의 유형별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아 시선 추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피실험자의 
개별적 특성에 강하게 영향[4]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수집된 데이터 테스트 결과 유효도 등의 수치에 
대하여 제한적인 수준의 분석과 추정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카메라 모듈은 DIY 형태로 제작하여 저비
용 구성 방식을 제시하였지만, 분석 소프트웨어는 시선 
추적 전문 기업의 유료 소프트웨어[21]을 사용하였다. 
현재는 무료로 사용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오픈소스 시
선 추적 소프트웨어[27]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DIY 시선 추적 장치를 오픈소스 시선 추적 분석 패키
지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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