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1 No.6 Serial No.95 _ 2012. 12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6호 통권95호 _ 2012.12         137

공간의 초두효과 특성 도출을 위한 주시시간특성에 관한 연구*

- 공공공간의 로비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 of Observation Time in order to Draw the Features of Spatial Primacy Effect
- Focus on the Public space -

Author 김종하 Kim, Jong-Ha / 정회원,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d the concept of Primacy Effect for the analysis of the observation characters by time so as

to analyze the characters of information which the users observing the lobby in a public space get when they

encounter the space. From the viewpoint that the first impression on any space can motivate the judgement of

space and continuous activities, the time range with the observation characters which can be regarded as

Primacy Effect was analyzed in the aspects of continuity and saccade. First, with the case of alignment by time

on three times of continuous observation, the perception attributes of subjects were shown to be very different

among one another depending on which time range was applied for alignment. Second, the subjects with low

average value of continuous observation time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stable in “ii∼iii time ranges” and the

time range of “0∼5.10 seconds” was known to be the time range of relatively stable analysis for the characters

of subjects' primacy effect to be analyzed. Third, the change of the amount of acquired information could be

examined concretely through the analysis of observation attributes by time range, and the time range of “iii time

range” showed more stable changing characters than other time ranges. Fourth, in the “iii time range” set up as

a proper time range for the analysis of primacy effect had higher average value of 3.9 times of observation

frequency compared with 6 times of continuous observation. As a grand average, 6 times(19.3) of average

observation value was between 3 times(21.3) and 9 times(16.9), which enabled to set up 6 times of continuous

observation as the number of observation times for stable analysis of prima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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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공간에서 주된 정보는 시각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데,

시각에 의한 정보획득은 관심이 가는 곳에 시선을 멈추

거나 다시 이동하는 것의 반복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용자는 공간에 대한 이미지와 획

득하고자 하는 정보를 얻고, 공간이미지를 평가하거나,

공간을 방문한 목적을 위한 행동을 한다. 공간에서 획득

한 시각정보를 통해 공간평가를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접하는 공간에 대한 시각정보가 실마리가 되어 공간평가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처음으로 접하는 시각정보에서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1-0028133)

얻어진 이미지”는 “첫 인상”으로 말을 바꾸는 것이 가능

한데, 공간을 주시하면서 어떤 첫 인상을 받았는가는 순

차적으로 들어오는 다른 시각정보에 대한 이미지획득과

정에 선입관이나 제약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심리학 용어에서 첫 인상에 가장 가까운 것에 초두효

과가 있다.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

다 전반적인 인상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1)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즉 우리 눈이 어떤 대상을 주시할

경우에 생겨나는 시각 이미지 법칙의 하나로, 먼저 주시

한 정보에서 발생한 인식에 따라 이후 공간선택에 대한

지각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공간을 주시하면 공간에 대한 정보가 획득되는데, 어떤

공간정보에 초기 시선이 머무는지를 알게 되면, 디자이

1) http://cafe.daum.net/reikiselfhealing/E9OI/26?docid=1Gsgs|E9OI|26|

20120104004101&q=%C3%CA%B5%CE%B9%FD%C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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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공간계획 과정에 시선이 머무는 장소 즉 주목을 받

는 장소나 디자인요소에 의도성을 가지고 사용자의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초두효과에서 어느 곳에 시

선이 머무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공간을 주시한 것을 초두효과의

시간범위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연구

와 시간설정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시각을 통해 공간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심미적 측면뿐

만 아니라 재난 시 응급피난과 같은 상황에서도 중요하

다. 공간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혹은 어

떤 상황 속에서 주시했는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응급시 피난상황에서는 초두효과에서

얻어진 정보가 다음 행동이나 판단 근거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본 연구는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초두효과에 대

한 주시시간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시한 것이 초두효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다. 공간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시선의

위치나 사용자 특성에 따라 공간에서 획득하는 정보나

시각적 이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도

눈앞에 보이는 시각정보의 선택과정에서의 미묘한 차이

가 공간인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공간유형이나 주시하는

상황에 따라 초두효과가 가지는 시간과 주시특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공간에서의 일반적

인 행태를 실험환경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건물의 로비공간을 실험공간으로 설정하고, 해당 공간을

진입한 사용자가 공간을 주시하게 한 상황을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각적 데이터의 분석을 근거로, 건

축공간에서의 초두효과가 가지는 특성을 도출하고, 어느

정도의 주시시간이 초두효과로서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

석하여 향후 공간지각의 기초자료로 삼는 것을 본 연구

의 목적으로 한다.

1.3. 연구 방법 및 범위

(1) 실험 공간의 설정

공공공간은 일반적으로 해당 건물 업무종사자, 방문자,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진 공간이다. 즉 건축물에 진입하면서 가장 먼

저 접하는 공간인 동시에 건축물 이용자가 접하는 공간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로비는 공간에 진입한 사

용자가 공간구조를 시각적 지각능력을 통해 감지하고,

획득된 정보로부터 공간에 대한 인상이나 길찾기(way

finding)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해당공간을 상징하고 인식하기 위한 물리적 환

경요소가 로비공간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방문객은 로비

에서 획득한 공간정보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공간의 초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주시하

는 과정에서의 첫 인상에 대한 시각적 정보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공간의 상징적인 실내공

간인 동시에 이용자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공공간의 로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공간으로 제공된 공공공간의 로비는 CG를 이용하

여 3차원 가상세계 이미지로 재현하고, 그것을 2차원 정

지화상으로 제작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주시실험에서

피험자는 해당 그래픽에 제시된 로비공간을 주시하고,

피험자가 해당 공간을 방문하기 위해 로비에 진입했을

경우를 예상하면서 공간을 주시하게 하였다.

(2) 실험 환경

① 피험자 : 남자 31명

② 실험환경 : 주변 환경을 어둡게 하여, 피험자가 모

니터에 나타난 화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

③ 피험자 : 시력 0.6 이상인 대학생2)

④ 시각장치3)를 낀 피험자의 눈과 모니터와의 거리는

65㎝이며, 모니터의 크기는 67.7×38.1㎝

⑤ 실험방법 : 실험내용에 대해 피험자에게 일괄 설명

후 1명씩 2분4)의 주시실험을 실시 함

⑥ 데이터의 기록 : [x,y]좌표로 1초에 30개 기록

<그림 1> 실험 공간 <그림 2> 실험 과정

2. 선행이론 및 주시데이터

2.1. 선행이론의 정리

(1) 주시와 지각시간

주시정도에 따른 주시이론과 시간 중에서 기존 연구의

내용으로부터 주시특성과 관련된 주시시간과 주시내용을

<표 1>과 같이 연구자에 따라 시간(초)로 정의하거나,

ms로 정리된 것을 본 실험에서 설정한 주시데이터기록

2) 시각장치의 특성상 안경 미착용 피험자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피험

자는 건축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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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60 scen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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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면서 3분 동안 안구추적 실험하였고, 김종하․최계영(2009)

도 거실공간을 대상으로 3분 동안 주시실험을 하였으나, 최근 최

주영(2011)은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한 주시시간의 적정성 실험을

통해 2분을 적정한 주시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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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주시횟수로 재정리하였다. 주시시간에 대한

시간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의미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이 실험을

통해 설정한 주시시간과 정의내용은 연구목적이나 내용

에 따라 실험조건 등에 사용되고 있다.

연구자
주시시간 연속

주시횟수
시간의 정의

초 ms

A.A.B5) 0.05 50 1.5 연속성 확보

김영진6) 0.1 100 3 주의가 집중된 것

R.L.S7) 0.3 300 9 시각적 이해

Griffin8) 0.04∼0.02 40∼20 1.2∼0.6
단속성 움직임

(시각고정의 최소 단위)

R.L.S9) 0.2∼0.25 200∼250 6∼7.5
대상이나 장면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

<표 1> 주시시간과 주시횟수에 따른 시지각 이해를 위한 시간

(2) 초두효과와 지각시간

심리학 용어로 초두효과는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

에 들어온 정보보다 전반적인 인상 형성에 강력한 영향

을 미치는 것”10)이다. 즉 우리 눈이 어떤 대상을 주시할

경우에 생겨나는 시각 이미지 법칙의 하나로, 먼저 주시

한 정보에서 발생한 인식에 따라 이후 공간선택에 대한

지각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공간을 주시하면 공간에 대한 정보가 획득되는데, 어떤

공간정보에 초기 시선이 머무는지를 알게 되면, 공간계

획 과정에 시선이 머무는 장소 즉 주목을 받는 장소나

디자인요소에 대한 계획에 의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시선이 머무는가에 대한 연구에 앞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주시한 것을 초두효과의

시간범위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공간에 대한 첫 인상을 정의한 연구가 없는 관계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첫 인상의 시간을 <표 2>에 정리하

였다. 이것은 사람의 인지에 대한 것을 정성적 판단에 의

해 주시시간이 설정된 부분이 큰 관계로, 객관적 자료로

서의 의미는 <표 1>에 비해 떨어지지만, 시각적으로 처

음 접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공간행동에서 심리적 기

제11)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5) Arthur Asa Berger,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지희 역, 미진사, 2001,

p.34

6) 김영진, 웹 페이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눈(1)

http://blog.naver.com/4bathory/20016893040

7) Robert L Solso, 시각심리학, 신형정․유상욱 역, 시그마플러스, 2000,

p.144

8) Kenneth A., Lane, OD, FCOVD, 안구운동과 시지각기술의 발달,

정현애 외 역, 영문출판사, 2008, p.26

9) Robert L.Solso, op. cit., p.27, p.144

10) http://cafe.daum.net/reikiselfhealing/E9OI/26?docid=1Gsgs|E9OI|26|

20120104004101&q=%C3%CA%B5%CE%B9%FD%C4%A2

11) 기제(機制) :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

주시시간 연속

주시횟수
첫 인상의 정의

초 ms

312) 3,000 90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

513) 5,000 150
표정이나 동작에 최초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

간이 포함

514) 5,000 150 첫 인상에 대한 판단 시간

615) 6,000 180
이성에게 첫 눈에 에 반하는데 걸리는 시간

8.216) 8,200 246

3017) 30,000 900 호감/비호감을 판단

<표 2> 주시시간과 첫 인상의 정의

2.2. 주시데이터의 조정과 연속성의 설정

(1) 주시데이터의 조정 및 정리

해당공간을 주시한 피험자의 주시데이터는「0～1」사

이의 좌표(x, y)범위에 저장되며, 해당공간을 벗어난 곳을

주시하게 되되면, [-]이나 [1]을 초과한 데이터로 저장된

다.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으로 3,600개

의 좌표 값(이하 주시데이터로 정의함)이 생성된다.

실험에 참여한 31명의 피험자 중에서 7명의 데이터에

서 눈 깜빡임과 화상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가 많이 발생

하였다. 일반적인 통계에서 95% 이상을 유의확률로 설

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95% 이상의 유효데이

터가 나타난 24명의 데이터를 유효피험자로 판정하여 분

석대상으로 삼았다.

(2) 주시데이터의 조정 및 정리

공간을 주시하면 눈은 자연적으로 어느 한 곳에 초점

을 맞추게 되는데 초점을 맞춘 곳이 중심와(中心窩)이며,

여기에 들어온 시각정보만이 정확하게 주시한 것이다.

하지만, 빠른 이동에서는 시각정보가 거의 기억되지 않

으며, 일정 시간 멈춘 동안 주시한 공간에 대한 정보만

지각되고 기억되는데, 이러한 공간주시와 지각을 <표

1>에서부터 선행연구에서 실험분석에 사용한 주시시간

을 기준으로 <표 3>과 같이 정리하고, 본 실험의 주시

시간과 정의내용으로 삼았다.

http://kin.naver.com/search/list.nhn?query=%EA%B8%B0%EC%A

0%9C&section=openkr

12) http://cafe.daum.net/abbamusic/14Bg/213?docid=nvcY|14Bg|213|200

90403074113&q=%C3%B9%B4%AB%BF%A1%20%B9%DD%C7%

CF%B4%C2%B5%A5%20%B0%C9%B8%AE%B4%C2%20%BD%C

3%B0%A3

13) http://cafe.daum.net/DONGSHIN11/1h97/154?docid=1AZnU|1h97|15

4|20110729113244&q=%C3%CA%B5%CE%B9%FD%C4%A2

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5/31/200905310064

3.html

15) http://cafe.daum.net/abbamusic/14Bg/213?docid=nvcY|14Bg|213|200

90403074113&q=%C3%B9%B4%AB%BF%A1%20%B9%DD%C7%

CF%B4%C2%B5%A5%20%B0%C9%B8%AE%B4%C2%20%BD%C

3%B0%A3

16) http://www.nailbeauty.co.kr/513

17) http://bbs.miznet.daum.net/gaia/do/miztalk/love/loveskill/default/rea

d?bbsId=MT004&articleId=2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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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시시간 연속

주시횟수
시간의 정의

초 ms

김영진 0.1 100 3 주의가 집중되는 시간

夌島文夫 0.2 200 6 의식적으로 주시하기 위한 시간

R.L.S 0.3 300 9 시각적 이해가 일어나는 시간

* 연구자는 <표 1>의 각주를 참조

<표 3> 시지각 이해를 위한 주시시간과 주시횟수

공간의 주시는 집중과 단절을 반복하면서 정보획득과

공간탐색을 하게 되는데, 측정기기는 1초에 30개의 주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 피험자마다 총 3,600개의 데이

터가 생성되었는데, 이들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 지점을

연속적으로 고정해서 주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과

정으로 이전에 실시한 기존연구18)에서는 실험화상, 피험

자의 주시거리, 중심와 각도를 중심으로 연산을 수행하

는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여 연속주시횟수를 판정하였

다. 판정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거쳐 연산하였다. 주

시데이터는 [x, y]축으로 [0～1]의 동일한 범위를 측정하

는데 비해, 실험에 사용된 화상의 「가로×세로」의 크기

가 다른 관계로, 주시데이터에 대한 가로방향의 크기를

보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된 데이터를 시선

이 고정된 위치를 경로와 함께 기록한 것이 <그림 4>

이다. 여기에서는 시선이 오랫동안 고정된 지점의 표시

를 □의 크기로 표시하고 있는데, 표시의 크기나 위치의

시계열적인 추적을 하게 되면 시선이 오랫동안 머문 장

소나 시선의 움직임에 대한 경로추적을 통해 공간주시특

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시경로 표시 실험화상과 겹치게 표시

<그림 3> 주시판정에 따른 지점표시 사례

3. 초두효과 분석을 위한 시간설정

3.1. 시간범위의 설정

2.1절에서 정리한 <표 1>은 시선이 머문 시간에 대한

주시특성이며, <표 2>는 첫 인상을 정의한 시간특성이

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범위를 7단계(3/5/10/20/3

0/60/120초)로 설정하였으며, 2.3절에서 정리한 <표 3>의

18) 연속주시를 판정한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9)에 상세하

게 기술한 관계로 본 내용에서는 요약한 내용만을 기술

주시시간과 주시횟수를 시선고정에 따른 주시특성을 분

석하기 위한 시간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첫 인상으로 정

의한 초두효과는 공간을 처음 접한 상황에서 주시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공간을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에

서 어떤 시각적 특성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

의가 없는 관계로, <표 4>의 연속주시횟수 6회에서 정

의한 「의식적으로 주시하기 위한 시간」의 의미를 근거

로 분석하고자 한다. 처음 공간을 접하게 되면, 시각적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어떤 공간인지를 주시

하려고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시간설정 범위 연속주시횟수

시간대 유형 시간범위(초) 주시횟수 3회 6회 9회

ⅰ 0～3 90

주의가 집중

되는 시간

의식적으로

주시하기 위

한 시간

시각적 이해

가 일어나는

시간

ⅱ 0～5 150

ⅲ 0～10 300

ⅳ 0～20 600

ⅴ 0～30 900

ⅵ 0～60 1,800

ⅶ 0～120 3,600

<표 4> 주시시간범위설정과 연속주시횟수의 의미

연속주시횟수 : 90 600 1800

<그림 4> 주시구역과 추적 사례(연속주시횟수 9회)

이하 세부 분석에서는 <표 4>에서 설정한 7단계의 시

간범위에 나타난 주시특성의 분석을 통해 공간지각에서

초두효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범위를 주시의 연속과

단속특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3.2. 시간변화에 따른 주시특성

(1) ⅰ시간대(0～3초)

「ⅰ시간대」를 대상으로 각 피험자에 대한 연속주시

횟수의 빈도와 횟수를 근거로 평균값을 구하여 분석하였

다. 「ⅰ시간대」에 나타난 연속주시별 평균을 보면, 3회

/21.8, 6회/19.2, 9회/19.5이다. 주시특성으로는 6․9회는

주시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3회는 6회에 비해 약

114% 높았다. 주시빈도가 높다는 것은 초두효과를 분석

하기 위한 시간범위에서 시선의 이동에 비해 고정된 주

시횟수가 높았던 것이며, 특정 공간에 대한 시선집중이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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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피험자

3회 6회 9회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1 6 74 12.3 4 60 15.0 4 46 11.5

3 4 80 20.0 2 68 34.0 1 62 62.0

4 9 66 7.3 4 41 10.3 5 31 6.2

5 4 80 20.0 4 69 17.3 3 57 19.0

6 2 86 43.0 3 78 26.0 5 72 14.4

7 5 78 15.6 5 64 12.8 4 48 12.0

8 3 82 27.3 3 73 24.3 2 64 32.0

10 10 69 6.9 10 40 4.0 5 17 3.4

11 3 78 26.0 2 69 34.5 2 63 31.5

13 6 72 12.0 4 55 13.8 2 43 21.5

14 3 83 27.7 3 74 24.7 3 65 21.7

16 7 76 10.9 4 61 15.3 3 49 16.3

17 5 70 14.0 4 56 14.0 3 43 14.3

19 6 78 13.0 7 62 8.9 7 48 6.9

20 3 84 28.0 3 75 25.0 2 68 34.0

21 11 63 5.7 5 40 8.0 7 26 3.7

23 5 73 14.6 4 58 14.5 3 46 15.3

24 6 75 12.5 8 56 7.0 5 39 7.8

25 2 86 43.0 2 80 40.0 2 74 37.0

26 3 78 26.0 2 71 35.5 2 65 32.5

27 1 88 88.0 2 82 41.0 2 73 36.5

28 4 78 19.5 4 65 16.3 4 56 14.0

29 8 6p8 8.5 8 45 5.6 5 21 4.2

30 4 82 20.5 5 69 13.8 6 56 9.3

평균 5.0 77.0 21.8 4.3 63.0 19.2 3.6 51.3 19.5

<표 5> 피험자별 연속주시데이터 : 0～3초/90개

<그림 5> 피험자별 주시특성(연속3회 기준 순차정렬)

<그림 6> 피험자별 주시특성(연속6회 기준 순차정렬)

<그림 7> 피험자별 주시특성(연속9회 기준 순차정렬)

<그림 5>의 주시특성을 보면 피험자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8번 피험자의 경

우에는 연속주시횟수 6회에 비해 3․9회의 주시데이터가

높게 나타난데 비해, 26번 피험자의 경우에는 반대 경향

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험자에 따라 연속 6회에 비해 3

회 혹은 9회가 높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어, 피험자별 차

이가 크며, 6․27번 피험자는 다른 피험자에서 볼 수 없

는 극단적인 주시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3초라는 짧게 설정된 시간범위에서 기인된 현상으로 보

인다. <그림 6>이 <그림 5>나 <그림 7>에 비해 전체적

으로 안정된 변화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

험자별 주시특성에 차이를 보기 위해 연속주시횟수별로

정렬하여 전체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연속주시횟수 6회

기준으로 정렬한 그림 <그림 6>이 피험자의 특성을 가

장 적합하게 분석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하 분석에서는

연속주시횟수 6회를 기준으로 순차정렬하여 전체 피험자

의 주시특성을 분석하고, 전체 피험자의 평균값과 변화

특성을 근거로 각 시간대별 변화특성을 분석하였다.

(2) ⅱ시간대(0～5초)

「ⅱ시간대」의 주시시간에 나타난 연속주시별 평균을

보면, 3회/22.8, 6회/22.9, 9회/23.3이다. 주시특성으로는 3

회가 약간 낮았으나, 모두 비슷한 주시특성을 갖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최초 주시 5초 동안은 어떤 주시횟수

로 분석을 하여도 전체 피험자의 평균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시간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ⅰ시간

대」에서 연속주시횟수 3회가 6․9회와 크게 다르게 나

타난 것과 차이를 가진다. 연속주시횟수의 주시빈도 평

균값이 높다는 것은 초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대에

서 시선의 이동에 비해 고정된 주시횟수가 높았던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특정 공간에 대한 시선집중이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

피험자

3회 6회 9회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평균 7.96 127.9 22.8 6.8 105.4 22.9 5.4 86.7 23.3

<표 6> 피험자별 연속주시데이터 : 0～5초/1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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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피험자별 주시특성(연속6회 기준 순차정렬)

(3) ⅲ시간대(0～10초)

「ⅲ시간대」는「ⅱ시간대」에 비해 보다 안정된 변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연속주시횟수 6회에 비해 3․9회

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전체 평균으로는

3(21.3)․9(16.9)회 사이에 6(19.3)회가 위치하고 있어, 안

정된 주시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평균값이 점차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

피험자

3회 6회 9회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평균 16.7 253.7 21.3 14.7 205.5 19.3 11.7 167.5 16.9

<표 7> 피험자별 연속주시데이터 : 0～10초/300개

<그림 9> 피험자별 주시특성(연속6회 기준 순차정렬)

(4) ⅳ시간범위(0～20초)

「ⅳ시간대」의 주시특성은 「ⅲ시간대」와 비슷하지

만, 전체 평균으로는 조금 낮아지고 있다. 평균 주시값이

낮아진다는 것은 「ⅳ시간대」에서 주시빈도가 상승하거

나, 각 주시빈도에 포함된 횟수가 줄어든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시빈도의 상승은 시선이 어느 한 장소

에 멈춘 시간이 짧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시선을

이동시키면서 공간탐색을 활발히 한 것으로 볼 수도 있

으며, 반대로 관심이 있는 주시대상을 찾지 못하여 공간

방황을 많이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데이터

피험자

3회 6회 9회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평균 37.4 497.3 15.3 33.4 391.3 13.6 25.8 306.3 12.8

<표 8> 피험자별 연속주시데이터 : 0～20초/600개

<그림 10> 피험자별 주시특성(연속6회 기준 순차정렬)

(5) ⅴ시간범위(0～30초)

「ⅴ시간대」는 「ⅳ시간대」에 비해 다소 낮아진 주

시평균값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험자별 주시평균값의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 짧은 시간대보다

는 긴 시간대가 피험자의 전체 주시특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이터

피험자

3회 6회 9회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평균 58.0 738.0 14.0 52.4 572.1 12.2 40.2 439.9 11.8

<표 9> 피험자별 연속주시데이터 : 0～30초/900개

<그림 11> 피험자별 주시특성(연속6회 기준 순차정렬)

(6) ⅵ시간범위(0～60초)

「ⅳ시간대」까지는 예를 들어, 「ⅴ시간대」의 25번

피험자, 혹은 「ⅱ시간대」의 3번 피험자와 같이 극단적

인 주시특성을 보인 피험자가 각 시간대별로 존재했으

나, 「ⅵ시간대」에 해당하는 60초의 주시시간이 되면서

전체 피험자의 주시특성에 일정한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

다. 피험자 특성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주시특성을 분

석하는 과정에서 주시경향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주

시특성의 결과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피험자

3회 6회 9회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평균 123.0 1450.4 12.3 111.9 1094.2 10.2 84.5 810.9 10.0

<표 10> 피험자별 연속주시데이터 : 0～60초/18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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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피험자별 주시특성(연속6회 기준 순차정렬)

(7) ⅶ시간범위(0～120초)

「ⅶ시간대」는 「ⅵ시간대」보다 더 안정된 주시특성

을 보이고 있다. 연속주시횟수별 주시평균값에서는 「ⅵ

시간대」가 12.3/10.2/10.0인데 비해, 「ⅶ시간대」는

12.2/10.1/9.8로 「ⅵ시간대」에 비해 0.8～2%의 오차범위

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으로부터

본 실험에서 주시시간을 2분으로 주시실험을 하고 있으

나, 「ⅵ시간대」와 「ⅶ시간대」의 주시특성이 동일하

게 나온 것을 본다면 1분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피험자

3회 6회 9회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빈도 횟수 평균

평균 246.0 2883.3 12.2 225.3 2170.7 10.1 170.8 1601.8 9.8

<표 11> 피험자별 연속주시데이터 : 0～120초/3600개

<그림 13> 피험자별 주시특성(연속6회 기준 순차정렬)

4. 주시연속횟수와 시간대 분석

4.1. 주시횟수별 주시시간대 특성

(1) 연속주시횟수 3회

주시특성은 피험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기록될 가능

성이 높은데, 피험자의 공통된 주시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서는 적합한 주시시간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시간대별로 정렬기준을 설정하여 분석함으로

써 피험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속주시횟수 3회에 대한 시간대별 정렬 사례를 보면,

어느 시간대로 정렬하는가에 따라 피험자의 지각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를 보면, 피험자에

따라 주시데이터의 기복은 있으나, 다른 시간대에 비해

「ⅱ～ⅲ시간대」가 연속주시횟수의 평균값이 시간대별

낮은 순으로 정렬된 앞부분의 피험자에게서 비교적 안정

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주시 초기시간

으로 「0～5․10초」의 시간범위가 전체 피험자의 특성을

안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범위임을 알 수 있다.

시간대

피험자
ⅰ ⅱ ⅲ ⅳ ⅴ ⅵ ⅶ

1 12.3 13.0 18.8 13.6 11.5 10.7 13.9
3 20.0 35.0 22.8 13.7 13.7 12.2 9.8

4 7.3 8.6 9.0 13.2 12.1 8.8 11.0
5 20.0 14.2 13.1 13.2 13.1 14.2 12.5

6 43.0 73.0 58.0 20.9 14.8 13.2 13.0
7 15.6 18.9 16.3 16.9 16.0 16.4 13.4

8 27.3 21.7 21.8 16.9 13.4 12.3 12.6
10 6.9 7.9 10.5 12.6 14.9 12.0 10.0

11 26.0 13.7 16.0 12.9 11.3 11.5 11.7
13 12.0 12.0 10.3 10.0 10.6 12.6 13.6

14 27.7 35.5 19.1 14.3 12.9 12.3 13.2
16 10.9 9.1 8.3 8.6 7.7 7.7 8.6

17 14.0 21.3 15.0 14.3 15.5 15.1 17.1
19 13.0 12.4 11.1 11.4 12.7 12.0 10.7

20 28.0 48.0 35.6 16.7 15.9 16.2 14.5
21 5.7 7.2 8.0 8.0 7.8 7.8 7.3

23 14.6 13.6 14.6 17.4 16.2 15.9 16.2
24 12.5 9.8 8.4 8.1 8.9 9.2 8.0

25 43.0 48.0 98.0 58.2 43.0 18.5 15.2
26 26.0 46.0 21.8 12.1 12.6 10.4 11.6

27 88.0 21.7 18.1 13.3 11.9 10.1 9.2
28 19.5 27.2 27.4 16.9 16.3 14.3 18.1

29 8.5 10.5 9.8 9.4 8.6 8.7 10.5
30 20.5 19.3 19.1 15.4 15.5 12.8 11.6

평균 21.8 22.8 21.3 15.3 14.0 12.3 12.2

<표 12> 연속주시 3회

ⅰ시간대 기준 ⅱ시간대 기준

ⅲ시간대 기준 ⅳ시간대 기준

ⅴ시간대 기준 ⅵ시간대 기준

ⅶ시간대 기준

<그림 14> 연속주시횟수 3회에 대한 시간대별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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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주시횟수 6회

연속주시횟수 6회에 대한 시간대별 피험자 특성은 연

속주시횟수 3회의 분석과 동일하게 「ⅰ～ⅲ시간대」에

서 비교적 안정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주시특성이 안정

되어 있다는 것은 피험자별 특성에 어떤 유사성이 발견

되는 시간대로 볼 수 있다. 주시특성은 피험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으로 정보획득이 되지만, 특정 시간대에

공통적인 양상을 가지는 시간대를 발견해 낸다는 것은

분석과정에 큰 의미를 갖는다.

시간대

피험자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평균 19.2 22.9 19.3 13.6 12.2 10.2 10.1

<표 13> 연속주시 6회

ⅰ시간대 기준 ⅱ시간대 기준

ⅲ시간대 기준 ⅳ시간대 기준

ⅴ시간대 기준 ⅵ시간대 기준

ⅶ시간대 기준

<그림 15> 연속주시횟수 6회에 대한 시간대별 정렬

(3) 연속주시횟수 9회

연속주시횟수 3․6회에서는 「ⅰ～ⅲ시간대」가 안정

적이었던데 비해, 연속주시횟수 9회에서는 「ⅱ～ⅲ시간

대」가 비교적 안정되게 나타났다. 피험자별 주시횟수의

평균값이 연속주시횟수 9회에서 불안정한 값이 많이 나

타난 것은 피험자별 주시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 것

을 의미한다. 즉 연속주시횟수 9회를 시간대별로 분석할

경우, 「ⅱ～ⅲ시간대」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을 알 수 있다.

시간대

피험자
ⅰ ⅱ ⅲ ⅳ ⅴ ⅵ ⅶ

평균 19.5 23.3 16.9 12.8 11.8 10.0 9.8

<표 14> 연속주시 9회

ⅰ시간대 기준 ⅱ시간대 기준

ⅲ시간대 기준 ⅳ시간대 기준

ⅴ시간대 기준 ⅵ시간대 기준

ⅶ시간대 기준

<그림 16> 연속주시횟수 9회에 대한 시간대별 정렬

4.2. 시간대별 연속성 분석

본 연구에서 획득한 주시 데이터는 피험자의 미세한

특성까지도 기록되는 관계로, 피험자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시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피험자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전체경향에 나타난 공간주

시특성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험자 주시

특성의 연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시간대별 연속주시횟

수의 평균을 근거로 주시특성의 연속성을 분석하였다.

시간대

연속횟수
ⅰ ⅱ ⅲ ⅳ ⅴ ⅵ ⅶ

3회 21.8 22.8 21.3 15.3 14.0 12.3 12.2

6회 19.2 22.9 19.3 13.6 12.2 10.2 10.1

9회 19.5 23.3 16.9 12.8 11.8 10.0 9.8

평균 20.17 23.00 19.17 13.90 12.67 10.83 10.70

<표 15> 시간대별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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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속주시횟수별 변화

시간대별 연속주시횟수의 평균 분포를 보면, 「ⅳ～ⅶ

시간대」에서 연속주시횟수의 평균값이 매우 유사하게 움

직였으며, 「ⅵ․ⅶ」시간대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연속주시횟수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피험자

전체 속성으로 공통된 주시특성을 가진 시간대로 정의할

수 있다. 즉 20초 이상의 시간대를 대상으로 주시특성을

분석하게 되면, 연속주시 사이에 일정한 횟수 차이가 발

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주시특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짧은 「ⅰ～ⅲ시간대」에서는 연속주시횟수 3회

에서 주시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날 뿐 연속주시횟수가 6․

9회가 되면 시간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초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대를 정의하는 것

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험자에 따라 매우 다

양한 주시특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①연속주시횟수 3회에서 데이터

가 집중되어 있으며, ②「ⅰ․ⅲ시간대」에서 3․6회의

데이터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할 때,

「ⅲ시간대」까지 초두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연속주시횟

수 6회가 가장 적합하다. 나아가 <그림 14> 는 연속주

시횟수를 시간대별로 나타낸 것으로, 「ⅱ시간대」에서

모든 연속주시횟수의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볼 때, 초기 주시에서 피험자그룹별 주시특성이

다양했지만 「ⅱ시간대」(0～5초)에서 주시특성이 처음

으로 동일하게 생성되고, 그 이후 시간대에서 다시 연속

주시횟수에 따른 주시특성에 차이를 보인 것을 알 수 있

다. 시간이 흐르면서 6회와 9회가 동일한 주시특성을 보

이고 있다.

<그림 18> 시간대별 연속주시횟수의 변화

4.3. 시간대별 단속성 분석

연속성은 어떤 특정한 지점에 시선이 멈춘 것이라면,

단속성은 고정과 고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주시의 단절이

다. 단속성의 빈도는 연속성의 빈도와 거의 유사하지만,

단속성에 나타난 시간특성 속에는 공간을 주시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주의탐색에 대한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단

속적 특성은 연속주시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비율

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나, 시간대별 변화는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속주시횟수의 증가는 주시대상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머문 시간이 클수록 단속에 사용

된 시간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대별로 동일한 특

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간대

연속횟수
ⅰ ⅱ ⅲ ⅳ ⅴ ⅵ ⅶ

3회 2.6 2.7 2.7 2.7 2.7 2.8 2.9

6회 6.6 6.5 6.4 6.3 6.3 6.3 6.4

9회 10.9 11.4 11.0 11.2 11.4 11.8 11.85

평균 6.70 6.87 6.70 6.73 6.80 6.97 7.05

<표 16> 시간대별 단속성

<그림 19> 연속주시횟수별 단속성 변화

5. 결론

본 연구는 공공공간의 로비를 주시한 사용자가 공간을

처음 접하면서 얻는 정보획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두효과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간대별 주시특성을 분석

하였다. 공간에 대한 첫 인상이 공간에 대한 판단이나

계속적인 행동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

두효과로 볼 수 있는 주시특성을 가지는 시간대를 연속

성과 단속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

해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주시횟수 3회에 대한 시간대별 정렬사례를

보면, 어느 시간대로 정렬하는가에 따라 피험자의 지각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른 시간대에 비해 「ⅱ～ⅲ」시간대가 연속주

시횟수의 평균값이 낮은 피험자에게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0～5․10초」의 시간범위가 전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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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의 초두효과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비교적 안정된

분석의 시간범위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된 「ⅰ～ⅲ시간대」에

서도 시간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간에서 초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대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만 연속주시횟수 3회에서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고, 「ⅰ․ⅲ시간대」에서 3․6회의 데이터

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초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속주시횟수는 「ⅲ시간대」까지는 6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초두효과 분석을 위한 적적시간대로 설정한

「ⅲ시간대」에서는 연속주시횟수 6회에 비해 3․9회의

주시빈도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

체 평균으로는 3회(21.3)․9회(16.9) 사이에 6회(19.3)회의

평균 주시값이 위치하고 있어, 연속주시횟수 6회를 안정

된 초두효과 분석을 위한 주시횟수로 설정하는 것이 가

능하다.

다섯째, 단속은 집중과 집중 사이에 발생하는 이동을

위한 시간으로, 어떤 시간대로 분할하여도 단속에 필요

한 시간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시특성은 시

간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연속주시획수에 따라서도 차

이가 있었다. 어떤 시간대를 초두효과에 유효한 시간대

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대분석과 화상에 의한 주

시점유나 시계열적인 추적분석을 함께하는 것이 보다 명

확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으나, 시간특성이 정의되지 않

은 상태에서 화상분석을 병행할 경우, 분석기준이 없어

진다는 측면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시간대별 분석으로

부터 주시특성이 변화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연

구에서는 각 시간대별 주시특성에 화상의 점유특성과 시

계열적인 주시추적이 이루어진다면 초두효과와 공간주시

의 탐색과 방황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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