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인지연구에 참여할 아기를 모집합니다.

♡ 7개월 이상 30개월 이하의 아기 ♡

☎ 062-203-6931(전화)

010-7162-2055(문자)

Chosun.cds@gmail.com(메일)

조선대음성학연구실

mailto:Chosun.cds@g


♡ 모집 대상

♡ 7개월 이상 30개월 이하의 아기 ♡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아기의 생일을 적어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연령에 맞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선대음성학연구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아를 대상으로,

시선추적을 통해 아기의 언어처리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조선대음성학연구실 시선추적기를 이용한 실험 ♡

♡ 시선추적기란?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시선이 특정 지점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시선추적기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연구자
및 기업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처-Tobii pro. https://www.tobiipro.com/ko/blog/what-is-eye-tracking/)



♡ 종단연구: 7개월에서 시작하는 아기는 1년 간 총 4회 참여

(약 3개월 간격으로 1회 참여

→ 1회 완료 후 추후 참여 여부는 보호자 분께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타연구(30개월 이하 아기): 1회 참여 기본. 그 외 필요에 따라 수시 참여 가능

→ 연구 날짜 및 시간은 연구실 일정과 보호자 일정을 조율하여 결정합니다.

→ 연구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험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연령의 아이들도
신청해주시면 연령에 맞는 실험이 진행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 연구 기간



♡ 언어인지연구 실험에 참가하시는 13개월 이상의 아기 어머니들께서는

아기들이 흔히 일상에서 듣는 40개의 단어에 대해 아기가 실제로 어휘를

인지하는지에 관한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실험은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쳤습니다. (IRB No. 2-1041055-AB-N-2019-42)



►약 30분~40분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소요시간은 실험 설명 및 진행, 보호자설문조사작성을

모두 포함한 시간입니다.

►실제 아기와 보호자 분께서 진행하시게 될 실험은

약 5분~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참여하시는 실험종류와 아기에 따라 소요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요시간



첫 번째 실험 및 녹음 완료 시

1만원~3만원 상품권 증정합니다.

(참여하시는 실험종류에 따라 참여보상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참여 보상



www.chosunbaby.com/signup

→ 웹사이트에 아기 정보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면

확인 후 연구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립니다 *^^*

♡ 신청 방법

☎ 062-203-6931(전화)

010-8858-2776(문자)

Chosun.cds@gamil.com(메일)

위의 연락처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http://www.chosunbaby.com/signup


광주 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교수연구동 4층 408호 음성학연구실

(방문해주시면 주차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 방문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