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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for the analysis to which element of space the users observing the lobby at a public space pay

more attention for their visual perception. It is focused on the typology process of observation characters. The

subjects, in the observation process, came to be interested in the circumstantial clues for space perception and

the detailed characters drawing their interest. I could analyze the observation characters of the subjects observing

the space by the comprehension and typology of their observation characters. First, from the viewpoint of

successive 9 times of observations, each subject observed for 0.32 second to get the visual perception in the

applied space, but spent another 0.39 second for the exploration of another observation object or the space

roaming. The observation character of the subjects at the lobby of the public space selected for this experiment

was that they spent more time on space exploration than on concentration on a point in the space. Second, I

analyzed the typology process through the time range. Since the subjects' frequency varied depending on the

way to set up the time range, the necessity was proposed that the time range for the analysis of observation

characters should be set up more objectively. Third, in case of analyzing the observation characters by

10-second-unit time range, the concentration in the beginning and the middle was 25%, and that in the beginning

and the final 41.7%, which showed that 75% of the subjects concentrated in the beginning of the observation

time when the concentration in the beginning is added to it. Fourth, the type 3 categorized as "concentration in

the beginning and the middle" is the group 47.1 percent of the subjects belong to, and each subject concentrated

1.1 times in the beginning and 2.1 times in the final, which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 in the final was 1.75

times as high as that in the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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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간을 주시하게 되면 눈은 정보획득을 위해 공간탐색

을 하게 되며, 관심이 가는 곳에 시선을 멈추거나 다시

이동하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즉 시각을 통한 주시는

우리가 전체공간에서의 한 장소 혹은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위치를 시각이 지정하고 두뇌가 정보를 받

아들이는 과정이다. 눈은 어떤 것을 주시하는 동안에도

주시한 대상이 갖고 있는 정보특성으로 인해 또 다른 시

선이동이 유발되거나 다른 정보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정보탐색을 하게 한다. 주시과정에서 발생한 눈의 움직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jyjung@dyu.ac.kr

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이트래킹이

다. 아이트래킹을 이용하면 시선의 움직임을 객관적이면

서도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눈의 움직임은 독자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위 뇌의 처리과정을

반영한 것이다.1) 따라서 주시데이터를 분석하면 공간정

보를 주시한 사용자의 시간적․공간적 판단 근거를 파악

할 수 있다. 공간을 주시한 사용자가 공간에서 어떤 정

보에 관심을 가지고, 획득한 정보는 상황판단을 위한 근

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공간구

조에서 사용자의 움직임 예측이나 디자인요소가 가지는

공간정보의 특성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1) Kenneth A., Lane, OD, FCOVD, 안구운동과 시지각기술의 발단,

정현애 외 옮김, 도서출판 영문출판사, 2008.6.26, p.22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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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간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시선의 위치나 사

용자 특성에 따라 공간에서 획득하는 정보나 시각적 이

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눈앞에 보이는 시각정보의

선택과정에서의 미묘한 차이가 공간인식의 차이로 나타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공간에서 획득하는 정보의 관계는 독자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생성된다. 창가

에 의자가 있는 경우, 창문으로 어떤 풍경이 보이는가에

따라 의자가 가지는 역할이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간을 주시하는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는가에 따라

공간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달라진다. 획득하는

정보에는 이와 같이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만,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주시시간이다. 주시한

공간정보를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대상에 시선을 멈추고 주시하게 된다. 공간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소비하고, 이 과정에서 획득한 공간정

보가 기억되고 재생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공간을 주

시한 공간사용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일정한 시간을 주시

로 소비하면서 공간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 공간탐색과

정보획득을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여 공간설계에 반영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시특성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

다. 주시특성의 유형화는 사용자를 유형화시킨다는 의미

보다는 사용자가 주시하는 정보를 유형화 시키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간을 주시한 사용자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공간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공간주시특성을 유형화하

는 과정에 나타난 주시특성 분석방법과 시간범위 설정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적정시간범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시특성의 유형화는 공간주시과정에서 피험자가

어떤 공간조건에 주시반응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전

제조건이 될 수 있는 의도성과 동기화 원인이 되는 공간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선행연구 및 주시데이터

2.1. 선행연구

시각에 의한 시각정보의 분석은 인간의 눈을 통해 들

어온 시각정보를 정량화시키는 작업으로, 기존에는 이러

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나 방법이 미흡했으나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지과학의 발전으로 시선 움직

임을 추적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한 연구

성과로 김종하(2009, 2011), 최계영(2009), 유재엽(2011)은

공간을 대상으로 주시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과정의 타당

성이나 관람자의 관찰조사와 병행하여 주시성향과 공간/

매체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김지호(2007)는 단서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요소

의 배치관계를 분석하는 등 공간구조와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아이트래커

를 이용하여 정보획득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주시특

성은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반응이므로 일정 부분 공유

가 가능하며 공간상황에 따라 일정한 유형이 생겨날 수

있다. 최계영(2012), 김종하(2012)는 주시시간을 30초단위

로 분할하여 주시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역별 주시특성이

나 주시정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나, 주시시간을 설

정한 기준 제시까지는 연구내용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

다.

주시과정에서 눈은 공간에서 단속적 운동(saccades)과

고정(fixation)을 통해 흥미나 관심이 있는 곳을 탐색하

고 이 과정에서 시각정보를 받아들이기기 위해 일정 시

간 머물게 된다. 공간주시분석을 유형화시키는 과정은

이러한 집중과 탐색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

시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공간사용자의 공통된 특

성을 추출할 수 있다.

2.2. 연구 방법 및 범위

(1) 실험 공간

주시특성의 유형화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공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의 로비를 선정하였다. 공공공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건물 업무종사자나 방문자와 일반 보행

자들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진 건물 내ㆍ외부 공간이며, 로비 공간

은 내부공간에 해당하는 건축공간의 진입부로 건축물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로비는 공간구성측면에서 사용자가 감지하는 시각적인

지각능력으로부터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길찾기(way

finding)에 도움이 되는 명료한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해당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물리적인 환

경적 요소에 해당되며, 그 건축공간을 대표하는 랜드마

크의 성격을 가지며 내방객의 공간정보를 판단하는 중요

한 기준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 3차원으로 구축한 로비공간은 실제공간을

3차원으로 재현하고, 일부 공간요소를 포함한 것을 2차

원 정지화상으로 제작한 그래픽을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주시실험에서 피험자는 해당 그래픽에 제시된 로비공간

을 주시하게 하고, 피험자가 공간방문자로 해당 로비에

진입했을 경우를 예상하면서 공간을 주시하게 하였다.

(2) 실험 환경

① 피험자 : 남자2) 31명

② 실험환경 : 주변 환경을 어둡게 하여, 피험자가 모

2) 김종하(2009), 최계영(2009)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데이터의 편차

나 주시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남자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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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에 나타난 화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

른 모니터를 통해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 조정을 함

③ 피험자 : 시력 0.6 이상인 대학생3)

④ 시각장치4)를 낀 피험자의 눈과 모니터와의 거리는

65㎝이며, 모니터의 크기는 67.7×38.1㎝

⑤ 실험화상 : 공공공간 로비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제작된 3차원 그래픽화면을 정지시킨 2차원 화상데이터

(이하 화상으로 함)

⑥ 실험방법 : 실험내용에 대해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

로 일괄 설명 후 1명씩 개별 실험을 실시 함

⑦ 데이터의 기록 : [x,y]좌표로 기록

<그림 1> 실험 공간 <그림 2> 실험 과정

(3) 실험 순서

①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공공공간의 로비에 대한 투

시도를 본다는 것을 설명 후 실시

②시각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암실에서 30초간 순응시

간을 갖게 함

③모니터를 주시하면서 측정점과 눈과의 초점을 맞추

는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16개의 주시 포인트에 대

하여 실시하고, 실험시간 도중(1분이 경과한 시점)에 피

험자에게 시간을 알려준 시점에서 실험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표시하게 하여 캘리브레이션 상태를 확인

④캘리브레이션의 오류가 나타날 경우 한 피험자에

대해 2회까지 재실험을 실시하고, 통과하지 못한 피험자

는 실험에서 제외

⑤피험자는 로비 공간에 진입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

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을 주시하게 함

⑥실험시간은 2분로 고지하고, 실험 중에 1분 경과된

시점에서 시간을 알려 줌

(4) 주시데이터의 조정 및 정리

공공공간의 로비를 주시한 피험자의 주시데이터는 좌

표축(x, y)에「0～1」사이의 데이터로 1초에 30개의 데이

터로 저장된다.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2

분5)으로 총 120초에 3,600개의 좌표 값(이하 주시데이터

3) 시각장치의 특성상 안경 미착용 피험자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피험

자는 건축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였다.

4) 시각장치는 Arrington Research社, 모델명 : ViewPoint Eye Tracker

PC-60 scene Camera

5) Yarbus(1967)는 초창기의 실험도루를 가지고 러시아에서 연구를

수행했는데 안구추적과 그림 지각에서 3분 동안 안구추적을 기록

하는 실험하였고, 김종하․최계영(2009)은 거실공간을 대상으로 한

로 정의함)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피험자는 주시시간 동

안 자연적으로 눈의 깜빡임이 발생하고, 시선이 화상의

범위를 벗어나면 「0」미만이거나 「1」을 넘는 데이터

로 기록된다. 이러한 눈의 깜빡임과 화상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는 주시특성의 분석 목적에 따라 제거하거나 포함

시킬 수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주시의 연속성을 기준으

로 한 유형화를 분석하고 있어 전체 주시데이터를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31명으로, 이중 7명의 데이터

에서 눈 깜빡임과 화상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가 많이 발

생하였다. 일반적인 통계에서 95% 이상을 유의확률을

가진 24명의 데이터를 유효데이터로 판정하여 분석대상

으로 하였다.

2.3. 주시범위와 연속성의 설정

공간을 주시하게 되면 우리의 눈은 자연적으로 공간의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초점을 맞춘 곳이

중심와(中心窩) 범위에 해당한다. 이 범위에 들어온 시각

정보만이 정확하게 주시한 것으로 지각되는데, 빠른 이

동에서는 시각정보가 기억되지 않고, 일정 시간 멈춘 동

안 주시한 공간에 대한 정보가 지각되고 기억된다. 눈으

로 주시한 공간에 대한 시각정보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300ms(0.3초)의 시간을 필요로 한

다6). 300ms(0.3초)는 「시각적 이해를 얻는데 필요한 최

소의 시간」으로 정의되고 있는데,7) 본 연구를 위해 사

용한 실험기기는 1초에 30회의 주시데이터를 생성하므

로, 0.3초는 주시횟수 9회에 해당한다.

공간의 주시는 집중과 단절을 반복하면서 정보획득과

공간탐색을 하게 되는데, 정보획득을 위한 주시집중으로

정의한 「시각적 이해를 얻는데 필요한 최소의 시간」은

연속된 주시를 필요로 한다. 측정기기는 1초에 30회의

주시데이터를 연속으로 생성하므로, 이들 데이터 중에서

어떤 특정 지점을 연속적으로 주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전에 실시한 기존연구8)에서는 실험화

상, 피험자의 주시거리, 중심와 각도를 중심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표 1>과 같이 연

속주시횟수를 판정하였다. 판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예를 들어 622번 지점을 기준으로 그 앞에 위치한

실험에서도 3분 동안 주시실험을 하고 있으나, 최근 최주영(2011)

은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한 주시시간의 적정성 실험에서 2분을 적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본 실험공간에 대한 실험시간은 2분

으로 설정하였다.

6) Robert L.Solso, 시각심리학, 신현정·유상욱 옮김, 시그마플러스,

2000.10, p.144

7) 김종하․반영선․조은길, 공간의 시각적 이해과정에 나타난 주시유

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2호, 2012.04

8) 연속주시를 판정한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게재한 동일학

회의 논문집에 상세하게 기술한 관계로 본 내용에서는 요약한 내

용만을 기술하였다. 참고문헌 1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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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21번 데이터 모두가 중심와 직경에 포함되어 있으

면 622번 지점을 「포함」으로 판정

② 621번 지점은 그 앞에 위치한 613～620번 데이터

중 어느 하나가 중심와 직경(반경의 두배)에서 벗어난

있는 관계로 프로그램 결과물에 OutofCircle로 표시되고

「불포함」으로 판정

③ 627번 지점과 같이 시선이 화상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Invalid로 표시되고 「불포함」으로 판정

④ 627번 지점이 화상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이로 인

하여 628～634번까지는 각 지점을 기준으로 앞에 연속한

8개 데이터가 연산을 할 수 없는 Offset범위로 보고 연

산에서는 Ignored로 표시되고 「불포함」으로 판정.

⑤ 최초 1～8번 데이터는 연속9회를 충족시키기 위한

9개의 주시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하므로 ④번의 경우와

동일하게 Ignored로 표시되고 「불포함」으로 판정.

이러한 판정 과정을 거쳐, 연속주시데이터를 추출하였

으며, 주시데이터는 [x, y]축으로 [0～1]의 동일한 범위를

측정하는데 비해, 실험에 사용된 화상의 「가로×세로」

의 크기가 다른 관계로, 주시데이터에 대한 크기 보정을

실시한 후 판정을 하였다.

<그림 3> 모니터를 주시하는 중심와 2도와 주시범위

지점

번호

좌표 판정 불포함

사유

연속

횟수x y 포함 불포함

620 0.7942 0.4227 ○ OutofCircle

621 0.7942 0.4227 ○ OutofCircle

622 0.7852 0.4109 ●

623 0.7852 0.4109 ● 29)

624 0.8040 0.4814 ○ OutofCircle

625 0.8272 0.7471 ○ OutofCircle

626 0.8272 0.7471 ○ OutofCircle

627 -0.4425 1.1615 ○ Invalid

628 0.9005 0.7823 ○ Ignored

629 0.8605 0.6214 ○ Ignored

OutofCircle :입력한 반경의 두배 이상 떨어진 데이터

Invalid : 화면 밖에 나간 데이터

Ignored : 처음 나타나는 Offset 범위의 데이터

<표 1> 주시지점별 연속주시횟수 판정 사례(24번 피험자)

9) 본 연구에서는 연속9회를 안구고정으로 정의하고, 건축공간에서

「시각적 이해」가 일어난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연속주시횟수판

정 「2」는 해당지점(예를 들어 622번)를 기준으로 그 앞에 위치

한 8개의 주시데이터의 위치가 연속주시의 정의에 해당되는지를

판정.

주시 데이터의 표시 실험화상과 겹치게 표시

<그림 4> 주시판정에 따른 지점표시 사례

3. 주시특성

3.1. 주시의 집중과 단절

피험자는 공간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집중과 단절을 반

복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탐색과정 속에서 공간에 대

한 시각적 이해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공간주시방식과 정보획득을 위해 할애한 시간이나

위치정보, 주시를 유발시키는 동기가 되는 요소의 역할,

어떤 정보를 주시하려고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집중과 단절데이터는 반복되어 나타나므로 상대적인

것으로,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집중을 분석하면 그 외

의 데이터는 단절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하다. <표 2>를

보게 되면, 연속9회 이상은 최소 99회에서 최고 251회로

평균 171회 출현했다. 연속 171회 출현한 것은 피험자가

공간을 최초로 주시한 시간은 2.3절의 판정과정 ⑤번을

모든 피험자가 가지므로, 단절은 평균 172회 출현한 것

이 된다.

데이터

피험자

연속9회 연속9회

미만 횟수 이상 횟수 주시횟수 빈도 시간(초) 비율(%)

1 100 99 1795 18.1 59.8 49.9

3 181 180 1493 8.3 49.8 41.5

4 155 155 1635 10.5 54.5 45.4

5 182 181 1669 9.2 55.6 46.4

6 186 186 1799 9.7 60.0 50.0

7 159 158 1698 10.7 56.6 47.2

8 166 166 1623 9.8 54.1 45.1

10 154 153 1300 8.5 43.3 36.1

11 168 168 1551 9.2 51.7 43.1

13 174 173 1700 9.8 56.7 47.2

14 167 167 1701 10.2 56.7 47.3

16 252 251 1354 5.4 45.1 37.6

17 118 117 2143 18.3 71.4 59.5

19 193 192 1396 7.3 46.5 38.8

20 167 166 1889 11.4 63.0 52.5

21 174 173 977 5.6 32.6 27.1

23 157 156 1987 12.7 66.2 55.2

24 211 210 1059 5.0 35.3 29.4

25 173 173 1908 11.0 63.6 53.0

26 199 199 1515 7.6 50.5 42.1

27 167 166 1146 6.9 38.2 31.8

28 168 168 2164 12.9 72.1 60.1

29 175 174 1361 7.8 45.4 37.8

30 168 167 1580 9.5 52.7 43.9

평균 171.4 170.8 1601.8 9.8 53.4 44.5

<표 2> 피험자별 주시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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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연속과 단절은 반대개념인 동시에 상반된

데이터 특성을 갖게 된다. 주시횟수는 연속 혹은 단절에

포함된 주시데이터의 횟수로 여기에 1/30을 곱하면 시간

으로 환산된다. 연속은 평균 1602회이며, 따라서 단절은

평균 1998회에 주시시간은 각 53.4/66.6초에 전체 비율로

는 44.5/55.5%를 보이고 있다. 즉 전체 주시시간의

44.5%를 「시각적 이해」를 얻기 위해 해당 공간에서

시각적 활동을 한 것이며, 55.5%의 시간동안 공간탐색이

나 방황하였으며 주시단절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연속9회 주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해당 공간에

서 각 피험자는 0.32초를 주시하면서 「시각적 이해」를

얻지만, 다시 0.39초 동안 다른 주시대상을 탐색이나 공

간방황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실험대상이 된 공공공간의 로비에서 피험자가 갖는 주시

특성으로는 공간의 어떤 곳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공간탐

색에 할애한 시간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시집중에 나타난 피험자의 특성을 대상

으로 유형화과정에 나타난 주시특성을 살펴보았다.

3.2. 시간변화에 따른 집중유형

(1) 주시유형

해당공간을 주시한 피험자는 공간을 주시하게 되는데,

주시한 데이터를 「시각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주시경

향을 연속과 단절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각 피험자별 주

시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그림 5, 6>

<그림 5> 3번 피험자의 주시 위치와 「초기와 후기에 집중」패턴

<그림 6> 7번 피험자의 주시 위치와 「중기에 집중」패턴

총 24명의 피험자의 주시패턴을 분류하면 ①초기에 집

중, ②초기와 중기에 집중, ③초기와 후기에 집중<그림

5>, ④중기에 집중<그림 6>, ⑤중기와 후기에 집중, ⑥

후기에 집중, ⑦반복적 집중, ⑧특징이 없음의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특성을 시간대로 분석하게

되면, 집중이 일어난 특징과 해당 공간,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기존 연구10)에서는

실험시간을 3분으로 설정하고, 주시시간의 범위를 30초

10) 참고문헌 11), 14)

로 설정하여 주시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구역을 설정하

여 시간대별 점유특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시간범위를

설정한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피험자를 보다 정

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시간대별 주시경향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보다 정확한 시간범위의 설정근거가 전제될 필요

가 있다.

(2) 주시시간 범위 설정

전체 주시시간을 몇 개의 시간구역으로 나누어 시간범

위별 주시특성을 분석하는 것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시시간 범위를 6개(3․5․10․15․30초)로 나누어 각

시간범위별 주시 집중정도를 분석하였다. 주시시간 범위

를 30초로 할 경우, 실험시간 2분은 4개 구역을 나눌 수

있으며 900개의 주시데이터가 생성되고, 연속9회 이상으

로 나타난 주시집중 데이터는 평균 400.5개에 13.4초가

포함되어 있다.<표 5> 이러한 주시시간 범위를 15～3초

로 세분할 경우 구역의 개수는 늘어나고, 주시데이터의

개수와 집중을 보인 주시횟수는 줄어들게 된다.

주시집중은 연속9회 이상 주시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어느 시간대에 보다 높은 주시집중이 일어났는지를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석과정에서 집중이 일어난 정도

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기준은 주시정도를 몇 개

의 구역으로 나누어 집중정도를 구분하는 것으로, 각 시

간대별 연속9회 주시데이터의 출현 빈도가 상위 25%정

도가 나타난 경우를 유형화 과정에서 특정 시간대에 집

중한 것으로 보았다.11)

주시시간범위 3 5 10 15 30

구역 개수 40 24 12 8 4

1개 구역의

주시 데이터 개수
90 150 300 450 900

집중

연속 9회 4.3 7.1 14.2 21.4 42.7

주시 횟수 40.1 66.8 133.5 200.3 400.5

시간(초) 1.3 2.2 4.5 6.7 13.4

<표 3> 주시시간범위별 구역개수와 집중 시간

4. 주시유형 분석

4.1. 시간범위별 주시집중 유형특성

(1) 시간범위 30초

시간범위 30초는 실험시간 2분을 30초 단위로 설정한

구역이다. 3.2절의 (2)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4개 구역에

각 구역별 900개의 주시데이터가 생성된다.

시간범위 30초는 4개 구역으로 주시시간을 분할 한 것

으로 주시집중이 상위에 속하는 빈도는 각 피험자마다

약 0.96개가 나타나고 있다. 피험자별 시간범위별 구역으

11) 상위 25%로 설정한 이유는, 시간범위를 30초로 할 경우, 실험시간

2분은 4개 범위로 설정되며, 어느 하나가 주시집중에 해당할 경우

의 최소 점유빈도가 25%가 되므로, 다른 시간범위도 같은 비율로

분석하기 위해 25%로 맞추어 설정하였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4호 통권93호 _ 2012.0892

로 분할된 것이 4개에 불과하여 8개 유형 중 단독으로

출현하는 ①․④․⑥유형으로 83.3%에 이르고 있다. 유

형으로 특징이 없는 피험자도 8.3%이며, ⑤․⑦유형에

속한 피험자는 없었다. 즉 주시경향을 편중되게 분석될

가능성이 높다. 시간범위를 30/15/10/5/3초의 5개 시간범

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4.1절에서는 30/15/5초의 시

간범위에 국한하여 상세 기술하였다.

시간범위

집중시기
피험자

1 2 3 4
개수

-- 초기 ------------ 중기 ------------ 후기 --

1 374 356 629 436 1

3 555 379 268 291 1

4 466 225 454 490 2

5 446 477 332 414 1

6 466 432 431 470 0

7 483 425 475 315 1

8 424 394 327 478 1

10 495 340 245 220 1

11 373 368 346 464 1

13 350 447 492 411 1

14 436 368 291 606 1

16 320 261 378 395 1

17 490 496 547 610 1

19 426 361 259 350 1

20 502 532 477 378 1

21 282 240 236 219 0

23 511 459 467 550 1

24 303 343 177 236 2

25 735 349 408 416 1

26 380 291 341 503 1

27 385 260 239 262 1

28 515 403 524 722 1

29 259 223 501 378 1

30 472 401 374 333 1

합 계 23

: 상위 25% 이상

<표 4> 시간범위 30초로 분할 한 경우의 주시정도
단위 : 주시횟수

시간범위 주시패턴 피험자 인원(명) 비율(%)

15초

① 3, 7, 10, 19, 21, 25, 27, 30 8 33.3

② 24 1 4.2

③ 4 1 4.2

④ 1, 5, 13, 20, 29 5 20.8

⑤ - 0 0

⑥ 8, 11, 14, 16, 17, 26, 28 7 29.2

⑦ - 0 0

⑧ 6, 23 2 8.3

합 계 24 100

주시패턴 : ①초기에 집중, ②초기와 중기에 집중, ③초기와 후기에 집중,

④중기에 집중, ⑤중기와 후기에 집중, ⑥후기에 집중,

⑦반복적 집중, ⑧특징이 없음

<표 5> 피험자별 주시패턴

(2) 시간범위 15초

시간범위 15초는 8개 구역에 각 450개의 주시데이터가

분포한다. 각 구역에는 평균 200.3개(6.7초)의 연속주시가

발생했다. 24명의 피험자에게 얻어지는 구역의 개수는

192개이며, 각 피험자에게 나타난 상위 25%의 집중구역

은 48개이다.

빈도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주시가 일어난 구역을 유

형화 하게 되면, 어느 시간대에 높은 주시집중이 일어났

는지를 보게 되면, 시간범위에 따른 주시유형으로 분류

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시패턴에 나타난 집중위치별 피

험자를 <표 7>에 표시하였다. 가장 많은 유형으로 ①

「초기에 집중」을 보인 피험자는 총 8명으로 전체 피험

자의 33.3%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③과 같이 「초기와

후기에 집중」한 피험자가 5명(20.8%)로 나타났으며, ⑦

번의 「반복적 집중」을 보인 피험자는 시간범위를 15초

로 설정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범위

집중시기
피험자

1 2 3 4 5 6 7 8
개수

----- 초기 ---------- 중기 --------- 후기 -----

1 232 142 138 218 304 330 252 179 2

3 328 227 173 206 160 108 153 138 2

4 199 267 123 102 183 281 220 260 3

5 218 228 234 257 214 112 245 161 2

6 323 165 188 222 238 193 205 265 1

7 262 221 250 256 236 158 193 122 3

8 273 166 209 172 173 152 251 227 2

10 235 260 261 79 141 104 126 94 3

11 259 116 142 245 194 131 172 192 2

13 159 191 185 258 235 233 235 176 1

14 262 174 164 204 124 167 242 364 2

16 177 143 134 127 175 210 187 201 2

17 215 275 288 234 251 270 340 270 1

19 216 220 249 107 184 70 148 202 3

20 293 221 255 265 226 253 208 168 1

21 145 141 95 141 105 131 113 106 1

23 278 233 220 239 230 245 269 273 0

24 147 156 161 174 112 65 131 105 3

25 378 363 165 178 203 208 238 175 2

26 236 172 147 116 181 164 262 237 3

27 221 164 127 133 124 115 121 141 2

28 293 222 192 226 277 411 278 265 1

29 116 143 110 113 254 251 233 141 3

30 234 241 300 98 211 163 169 164 3

합 계 45

: 상위 25% 이상

<표 6> 시간범위 15초로 분할 한 경우의 주시정도
단위 : 주시횟수

시간범위 주시패턴 피험자 인원(명) 비율(%)

15초

① 3, 6, 10, 19, 20, 21, 25, 30 8 33.3

② 7, 11, 24 3 12.5

③ 4, 8, 14, 26, 27 5 20.8

④ 1, 13 2 8.3

⑤ 5 1 4.2

⑥ 16, 17, 28, 29 4 16.7

⑦ - 0 0

⑧ 23 1 4.2

합 계 24 100

주시패턴 : ①초기에 집중, ②초기와 중기에 집중, ③초기와 후기에 집중,

④중기에 집중, ⑤중기와 후기에 집중, ⑥후기에 집중,

⑦반복적 집중, ⑧특징이 없음

<표 7> 피험자별 주시패턴

(3) 시간범위 5초

시간범위를 5초로 분할하게 되면 24개 구역에 각 150

개의 주시데이터가 분포한다. 각 구역에는 평균 66.8개

(2.2초)의 연속주시가 발생했으며, 연속9회이상 주시는

7.1회 정도가 생겨난다.<표 3 참조> 24명의 피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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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지는 구역의 개수는 576개이며, 집중으로 분류된 것

은 144개로 25.4%의 분포를 가진다.<표 9> 이러한 분포

를 대상으로 유형화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⑦의 「반복

적 집중」이 가장 많은 8명(33.3%)로 나타나고, 다음으

로 ③「초기와 후기에 집중」이 7명(29.2%)로 나타나고

있다. ⑧유형은 주시시간의 범위를 5초로 하게 되면 전

혀 나타나지 않은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시간범위를 30초나 15초로 설정한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유형의 출현이나 빈도에서 많은 차이를 가진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개수

---------- 초기 --------------- 중기 --------------- 후기 ----------

1 79 109 44 59 31 52 40 58 40 63 63 92 108 92 104131 66 133118 91 43 82 66 31 8

3 122109 97 70 107 50 70 36 67 58 87 61 41 51 68 64 14 30 23 17 113 53 57 28 6

4 57 60 82 123 96 48 70 18 35 27 66 9 70 44 69 104 78 99 36 98 86 109 79 72 7

5 76 68 74 84 76 68 78 69 87 90 91 76 79 60 75 33 38 41 104 73 68 56 65 40 4

6 132127 64 65 29 71 63 66 59 48 93 81 73 83 82 77 70 46 60 66 79 85 110 70 4

7 90 74 98 73 71 77 84 80 86 70 90 96 74 10458 76 53 29 62 74 57 23 54 45 5

8 95 10177 71 41 54 58 73 78 51 66 55 74 59 40 52 60 40 66 82 103 95 51 81 4

10 38 90 107 68 91 101102105 54 18 41 20 27 28 86 50 33 21 47 63 16 12 34 48 8

11 80 88 91 33 49 34 58 18 66 51 76 118118 48 28 30 25 76 120 73 98 73 55 64 6

13 71 55 33 66 76 49 69 72 48 94 101 82 70 82 88 98 77 58 83 10151 30 67 79 5

14 121 71 70 57 51 66 89 37 38 46 52 106 33 37 54 22 93 52 53 88 101104121139 9

16 56 42 79 59 43 41 60 41 33 62 40 25 57 39 79 60 51 99 106 43 38 76 66 59 5

17 91 60 64 93 80 10259 114115 73 73 88 114 62 75 96 71 10389 129122119 69 82 6

19 75 53 88 47 78 95 110 66 73 29 29 49 50 61 73 30 21 19 42 77 29 111 48 43 9

20 126107 60 54 88 79 103 94 58 105 97 63 36 79 111 97 74 82 80 57 71 37 62 69 7

21 55 52 38 50 54 37 43 33 19 41 56 44 23 43 39 40 29 62 57 22 34 28 61 17 8

23 83 91 10489 65 79 57 75 88 87 86 66 78 61 91 84 91 70 10191 77 90 94 89 2

24 50 43 54 39 54 71 95 29 37 66 31 77 71 21 20 8 22 35 21 59 51 45 33 27 8

25 124148106140140 83 51 43 71 51 80 47 74 68 65 45 90 69 79 76 85 59 56 58 5

26 125 68 43 36 62 74 37 67 43 25 49 42 46 57 78 46 73 45 80 92 90 72 46 119 6

27 86 78 57 61 47 56 50 37 40 57 41 35 49 48 27 56 34 25 38 53 30 3 84 54 4

28 108 11273 61 92 69 75 60 57 68 76 82 93 69 115138123150 93 10580 91 99 75 4

29 49 51 16 77 43 23 18 43 49 40 11 62 103 69 82 98 90 63 68 97 68 74 33 34 7

30 92 81 61 77 63 101 94 134 72 25 38 35 90 47 74 47 71 45 20 94 55 69 47 48 7

: 상위 25% 이상

<표 8> 시간범위 5초로 분할 한 경우의 주시정도
단위 : 주시횟수

시간범위 주시패턴 피험자 인원(명) 비율(%)

5초

① 25 1 4.2

② 1, 7, 10, 20 4 16.7

③ 4, 8, 16, 23, 26, 27, 29 7 29.2

④ 5 1 4.2

⑤ 13, 17 2 8.3

⑥ 28 1 4.2

⑦ 3, 6, 11, 14, 19, 21, 24, 30 8 33.3

⑧ - 0 0

합 계 24 100

주시패턴 : ①초기에 집중, ②초기와 중기에 집중, ③초기와 후기에 집중,

④중기에 집중, ⑤중기와 후기에 집중, ⑥후기에 집중,

⑦반복적 집중, ⑧특징이 없음

<표 9> 피험자별 주시 집중 위치

4.2. 시간범위별 유형화

(1) 시간범위별 피험자 특성

피험자의 주시특성을 시간범위별로 정리한 것이 <표

10>이다. 각 시간범위별로 피험자가 많이 분포한 유형을

보면, 주시시간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험자가 집중된 유형을

보면, 15초 범위에서는 ①․③유형에 집중된 것으로 나

타나고, 10초 범위에서는 ②․③유형으로 나타났다. 시간

범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구역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편 3․5초 범위에서는 ③․⑦로 동일한 구역

에 집중되고 있다.

시간범위
(초)

주시피턴
3 5 10 15 30

① 25 25 25,30
3,6,10,19,20,

21,25,30

3,7,10,19,21,

25,27,30

② 5,10,20 1,7,10,20
7,10,11,20,

21,24
7,11,24 24

③ 4,8,16,26,27
4,8,16,23,26,

27,29

1,4,6,8,14,16,

19,26,27,28
4,8,14,26,27 4

④ - 5 - 1,13 1,5,13,20,29

⑤ 17 13,17 5,13,29 5

⑥ 0 28 17 16,17,28,29
8,11,14,16,1

7,26,28

⑦

1,3,5,6,7,11,13,

14,19,21,23,2

4,28,29,30

3,6,11,14,19,

21,24,30
3 - -

⑧ - - 23 23 6,23

: 각 시간범위별 상위 2개를 표시

<표 10> 주시시간 범위별 피험자의 주시패턴
단위 : 피험자 번호

(2) 유형별 피험자 변동 특성

시간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피험자가 동일

한 유형 혹은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③은 시

간범위가 3초에서 5초로 변하여도 모든 피험자가 동일한

유형에 속하지만, 시간범위가 5․10․15초로 바뀌면 동

일한 유형에 속한 피험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⑧유형은 시간범위 3초에서 피험자의 53.3%가 5

초 시간범위에서, ③유형의 시간범위 10초에 15초로 변

하게 되면 40%가 동일한 유형으로 존재하지만 많은 유

형들이 시간범위가 변함에 따라 피험자가 속하는 유형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시간범위를 어떻게 설

정하는가에 따라 피험자의 빈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주시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범위의 설

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단위 : 명

<그림 7> 시간범위 변화에 따른 유형별 피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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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형별 피험자 분포 특성

(1) 유형별 특성

<표 11>을 보면 시간범위 10초를 중심으로 15․30초

와 3․5초의 집중이 일어난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범위 15․30초는 ①․③과 ①․⑥인데 비해,

시간범위 3․5초는 ③․⑦유형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림 8>은 <표 11>의 피험자 변화패턴을 가시화 시

킨 것으로 시간범위 10초를 중심으로 증가와 감소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시간범위 10초가 전체 시간범위

설정값 중에서 가장 안정되면서 중심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10초 시간범위를 기준으로 다른 유형을 살펴보

면, ⑦유형은 3․5초 시간범위에서 급격한 상승이 나타

나고, ①․④․⑥유형은 15․30초 범위에서 급격하게 나

타나고 있다.

시간범위
(초)

주시패턴
3 5 10 15 30

① 1/4.17 1/4.17 2/8.33 8/33.3 8/33.3

② 3/12.5 4/16.7 6/25 3/12.5 1/4.2

③ 5/20.8 7/29.2 10/41.7 5/20.8 1/4.2

④ 0/0 1/4.17 0/0 2/8.33 5/20.8

⑤ 1/4.17 2/8.33 3/12.5 1/4.17 0/00

⑥ 0/0 1/4.17 1/4.17 4/16.7 7/29.2

⑦ 15/62.5 8/33.3 1/4.17 0/0 0/0

⑧ 0/0 0/0 1/4.17 1/4.17 2/8.3

: 각 시간범위별 상위 2개를 표시

<표 11> 주시시간 범위별 피험자의 주시패턴
단위 : 명/비율

<그림 8> 시간범위별 피험자 빈도변화

(2) 시간범위 10초의 주시특성 : ③유형을 중심으로

「초기와 후기에 집중」한 것으로 분류된 ③유형은 10

명(41.7%)의 피험자가 속한 그룹으로, 각 피험자는 해당

공간을 주시시간동안「초기와 후기에 집중」을 보였다.

시간범위를 10초 단위로 분할하게 되면, 전체 주시시간

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에 1.1회 집중

을 하고 후기에 2.1회 집중을 하고 있어, 초기에 비해 약

1.75배 더 높은 집중을 후기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붉은 색 : 연속, 푸른색 : 단절

<그림 9> 16번 피험자의 주시 위치와 패턴(③유형)

시간범위

집중시기
피험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집중위치

----- 초기 ---------- 중기 ---------- 후기 ----- 초기 후기

1 188 103 83 98 103 155 200 238 199 209 125 97 1 4

4 117 205 144 88 62 75 114 173 177 134 195 151 1 3

6 259 129 100 129 107 174 156 159 116 126 164 180 1 1

8 196 148 95 131 129 121 133 92 100 148 198 132 1 1

14 192 127 117 126 84 158 70 76 145 141 205 260 1 2

16 98 138 84 101 95 65 96 139 150 149 114 125 1 3

19 128 135 173 176 102 78 111 103 40 119 140 91 2 1

26 193 79 136 104 68 91 103 124 118 172 162 165 1 3

27 164 118 103 87 97 76 97 83 59 91 33 138 2 1

28 220 134 161 135 125 158 162 253 273 198 171 174 1 2

합 계 12 21

평 균 1.2 2.1

: 상위 25% 이상

<표 12> 주시간범위 10초로 분할 한 경우의 주시정도와 빈도(③유형)

단위 : 주시횟수

5. 결론

본 연구는 공공공간의 로비를 주시한 사용자가 공간의

어떤 요소에 보다 주의를 집중해서 시각적 이해를 얻는

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주시특성의 유형화 과정 분

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간을 인지하는 순서 혹은 랜드

마크를 가지고 공간탐색을 했는지, 아니면 방황을 어떻

게 했는지에 대해 가시적인 모델을 통해 검증하기 위해

서는 공간주시특성을 유형화시키기 위한 시간범위를 설

정함으로써 공간주시특성을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피험자는 주시과정에서 공간지각을 위한

상황단서와 흥미를 끄는 세부특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데, 피험자의 주시특성을 유형화 시켜 파악함으로써 공

간을 주시하는 피험자의 주시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9회 주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해당 공간에

서 각 피험자는 0.32초를 주시하면서 「시각적 이해」를

얻지만, 다시 0.39초 동안 다른 주시대상을 탐색이나 공

간방황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다. 본 실험대상이 된 공

공공간의 로비에서 피험자가 갖는 주시특성으로는 공간

의 어떤 곳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공간탐색에 할애한 시

간이 더 많았다.

둘째, 5개의 시간범위를 통해 유형화 과정을 분석하였

는데, 시간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피험자의

빈도가 달라지고 있어, 주시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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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보다 객관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셋째, 주시시간범위를 30․3초로 나누어 설정한 경우

에는 주시경향 분석이 편중되게 분석될 가능성이 높고,

전체 시간범위로 볼 경우 10초의 시간범위가 가장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간범위 10초로 주시특성을 분석할 경우, 「초

기와 중기에 집중」이 25%, 「초기와 후기에 집중」이

41.7%로 나타나고, 여기에 「초기에 집중」까지 더할 경

우 75%의 피험자가 주시시간의 초기에 집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초기와 후기에 집중」한 것으로 분류된 ③

유형은 41.7%의 피험자가 속한 그룹으로, 각 피험자는

초기에 1.1회 집중을 하고 후기에 2.1회 집중을 하고 있

어, 초기에 비해 약 1.75배 더 높은 집중을 후기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시에 나타난 특성을 주시의 시간범위를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주시특성을 분

석하기 위한 시간범위가 10초가 가장 적합하고, 초기 집

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시시간의 적정성

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

다 다양한 실험공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필요하다. 공

간주시를 유형화하게 되면 공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의 집중과 탐색특성을 통해 길 찾

기(way finding), 기준점이 되고 있는 공간요소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감성을 반영한 공간

설계와 예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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