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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hich has been planned to appreciate the features of continuous observation of space, has applied

the procedure of acquiring continuous visual information when the act of watching takes place along the time to

analyze the space characteristics through the scenes and time so that the features of attention shown in the

process of acquiring visual information at the time of observing continuous scenes might be estimated. For analysis

of the features of continuous observation was set up the premise that the features of observation and perception

vary depending on gender, when the women shops in department stores were selected as research objects. The

observation features found at the time of continuous observation of selling spaces in department stores were

focused on two analysis methods in order to compare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wo.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First, the area with predominant observation was found to be 87.1% in both methods. It

was found that the analysis of observation features by “Analysis I” was useful for inter-sectional comparison of

continuous images. Second, in case of extracting predominant sections, the ceiling or the structures which are the

backgrounds rarely attracted any eyes. Depending on analysis method, there was the gap of 14.3%~25.0%

between observed sections. Third, in case that the hall is curved, the eyes were found to be expanded from side

to side and up and down. The review of observation numbers of predominant sections makes it possible to decide

whe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① unstability or ② expanding search, and when the images are enlarged from

distant view to close-range view, the weakening vanishing point results in the increase of expanded search of

surroundings. Accordingly, it wa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mages has effects on the observation features

when any space was continuously observed. Furthermore, the difference of analysis methods also was found to be

likely to cause big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analyzing observation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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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1)

공간과 사람은 ‘보는↔보이는’ 시각관계 속에서 가치나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각정보는 중요하다. 공간을

디자이너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춰 ‘보는’것을 디자인할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어떻게 ‘보는 것’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은 채, 감각과 훈련에서 쌓인 정성적

인 방법에 의한 디자인과 사용자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각정보에 대한 분석기법으로 최근 시선

*
본 연구는 2014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기초연구사업임. (2014R1A1A3051110)

추적장치를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 장치를 이

용하게 되면, “보이는 것”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데,

즉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으며’,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

주 그것을 보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

이다. 공간 이용자의 주관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

기 위해서는 시각적 주의(visual attention)를 측정해야

하는데, 시각적 주의는 사물을 인식할 때 최초로 발생하

는 인지단계이며, 이를 통해 공간 자극에 대한 지각이

강화된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이널 카너

만(Daniel Kahneman)은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의

사결정을 내리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했는데1), 상황판단

에 합리적인 기준 이외에 다른 무엇이 의사결정에 영향

1) http://blog.naver.com/yoonsw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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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것으로, 인간의 뇌 속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공간디자인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뉴로 디자인(Neuro Design)”이다. 뉴로 디자인

은 뇌 속 무의식을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공간자극

이 잠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공간디자인의 과

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로, 이를 위해서는 뇌로 정보

가 전달되는 시지각 정보의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간은 움직임 속에서 정보획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

다. 보행을 통해 공간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부터 고정

된 자세에서 눈동자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

과 함께 연속적으로 시각정보를 받아들인다.

한편 “뇌로 들어가는 정보는 75%가 눈을 통해 들어가

며, 중추 신경조직과 연결된 신경섬유 중 38%가 시신경

으로 추정된다, 눈의 망막에는 1억 개의 감지장치가 있

지만 망막에서 뇌로 가는 통로는 500만개에 불과하다,

즉 실제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뇌가 아니고

눈이며, 눈은 많은 정보를 걸러내기까지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2) 푀펠의 시간론에 의하면 인간이 감지할 수 있

는 가장 짧은 시간은 약 3/100초이고 감지할 수 있는 가

장 긴 시간은 3초라고 한다.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다’는 행위는 ‘시간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연속된 시각

정보획득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시선추적장치를 이용하

면 주시상황에서 발생한 시각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

여 분석할 수 있지만, 하나의 장면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대부분으로 주시되는 장면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

지각 특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연속된 공간의 주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된 본

연구는 장면과 시간을 통해 공간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연

속장면을 주시하는 시각정보의 획득과정에 나타난 주의

집중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연속적으로 보

이는 공간의 주시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효과적인 분석방

법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디자인 배치방법이나 디자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마

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대상공간의 선정

연속 주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

별에 따른 주시와 지각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여

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4)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많은

상업공간 중에서 유사한 내용이 전개되면서 연속적으로

장면이 바뀌는 공간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백화점 여

2) Arthur Asa Berger, 이지희 옮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미

진사, 2001, p.34

3) 다케우치 가로우, 박정용 역, 「시간론」, 도서출판전나무숲, 2011.5, p.78

4) 성별에 따라 주시와 지각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기존 심리학서나 연

구 등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어, 세부적인 이유는 생략하였다.

성매장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산에 위치한 S백화점의 여성전용매장을 대상으로

2015.07.20일 예비 촬영을 실시하여, 공간가 매장의 구성

내용에 대한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백화점 매장의 경우,

판매장의 통행은 직각배치가 일반적인데, 연구 대상이

된 백화점 일부 통로에 대해 유선형 통로를 사용하고 있

었다. 조망지점의 선정 기준은 ①분절점, ②서로 다른 이

미지가 보이는 장소, ③회전해서 출발지점으로 오는 동

선, ④일부 매장의 경우에는 원․근경, ⑤고객의 적은 시

간대로 하였다. Nikon D5000 18 ㎜로 2015. 08. 7.일, 전

체 매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으면서 서로 다른 매장

의 이미지가 연속으로 보일 수 있게 촬영하였다.

<그림 1> 이미지 촬영 위치와 조망각

(2) 이미지의 선정 및 특성

조망지점별 이미지와 공간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 1,

2>이다. 하나의 층에서의 매장이지만 서로 다른 조망각

과 분위기가 연출된 것을 알 수 있다.

[1]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매장에 진입

전면 오픈형 매장

[2] 유선형 통로, 끝이 안 보임

좌측 오픈, 우측 유리 구획

[3] 유선형 통로, 끝이 조망됨

좌측 오픈, 우측 유리 구획

[4] 전면 개방, 양측 고급매장

좌측 박스광고/오픈, 우측 유리 구획

[5] 전면이 뚫린 통로,

양측이 오픈 매장

[6] 보이드 된 천정, 쇼 케이스

양측 오픈, 전면 진열대

※ 주시실험은 [번호] 순으로 실시

<표 1> 촬영 위치별 이미지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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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지점은 <그림 1>과 같이 순환동선을 따라 설정했

는데, 마지막 조망장면 [5][6]은 원․근경으로, 그 외 이

미지는 동선과 구도의 차이가 명확하도록 하였다. 의류

매장인 관계로, <표 2>와 같이 진열된 옷과 마네킹이

주된 조망대상이 되고 있다. 통로 바닥과 기둥․벽․천

장과 같은 건축요소는 흰색계열 마감이며, 천정은 점 조

명이 설치되어 있다.

이

미

지

구도

구성 요소

비고
위치

매장

광고

유리칸

막이
기둥 사람

마네

킹

옷

(진열)

[1] 정면 정면 ● ● ● ● 진입 정면

[2]
통로

(직선)

좌측 ● ● ● ● ● 통로가 우측으

로 약간 휨우측 ● ● ●

[3]
통로

(직선)

좌측 ● ●
통로가 좌측으

로 약간 휨
정면 ●

우측 ● ●

[4]

통로

(우측으로

휘어진)

좌측 ● ●
[3]번의 끝에서

우회전한 수직

통로

정면 ●

우측 ● ●

[5]

통로

(좌측으로

휘어진)

좌측 ● ● ● ● ●

수직통로정면 ●

우측 ● ●

[6]

통로

(직선)

+정면

좌측 ● ●
[5]번 수직통로

에서 직진한

위치

정면 ● ● ●

우측 ● ● ● ●

<표 2> 이미지별 공간 특성 

1.3. 주시실험

(1) 실험환경

① 피험자 : 여성 30명(26～50세)

② 실험일시 : 2015. 08. 25～08. 28일

③ 모니터 크기 : 23인치(509.2×286.4 ㎜)

④ 실험주시거리 : 모니터와 눈과의 거리는 65 ㎝

(2) 실험의 구성

백화점의 주요 고객층에 해당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시실험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실시되었다.

① 피험자별로 실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설명 후, 주

시되는 이미지가 6장이며, 백화점의 여성의류전용매장이

라는 것을 고지 후 실험을 실시

② 시각장치를 머리에 장착 후, 암실로 된 실험환경

속에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 주시 초점을 설정

③ 30초간 실험공간을 암실로 해서 순응시간을 갖게

하고,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보여 줌

④ 6개 이미지는 20초씩 노출되며, 다음 이미지를 노

출시키기 전에 이전 이미지의 잔상을 없앨 수 있도록 이

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4초의 공백을 둠. 공백시간동안

모니터에는 회색톤의 배경이 노출됨

⑤ 영상[6개×20초=120초]와 회색배경[5개×4초=20초]로

구성되어 140초 동안 피험자는 실험에 임함.

2. 연구내용 및 주시데이터

2.1. 선행연구고찰

주시특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보면, 격자를 이용하

거나 시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실험목적에 따라 여러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보여 주거

나, 1～2개의 이미지가 주시 대상이었는데, 여러 이미지

는 서로 다른 공간을, 1～2개의 이미지는 공간은 유사하

지만 서로 다른 디자인 유형이 실험 대상이었다.

주시특성을 분석하는 기법을 살펴보면 구역별 평균값

이나 상위값을 가진 구역에 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지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를 대상

으로 주시율과 인지과정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격자의 크기는

[10×10～12×12]와 같이 등분하거나, [18×12～16×12]와 같

이 화면기준으로 정사각형이 되게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

었다. 여러 개의 이미지가 실험대상인 경우에는 5～10초,

1～3개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20초를 실

험 시간으로 설정하고, 여러 이미지를 동시에 실험하는

경우에는 0～5초의 휴식을 주고 있었다. 분석과정에서

시간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1～3개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주시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주시특성변화로

[(시)감각→지각→인지]과정에 대한 주시특성이나 주시율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연구목적

에 따라 분석방법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분석방법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효과 등

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내용

연구자
격자크기

주시시간

(초)

휴식

(초)
피험자 이미지 수

유재엽 외5) 18×12 10 5 남:12, 여:12 26

박혜경6) 16×12 5 0 남:20, 여:20 40

여미 외7) 10×10 10 1.5 남녀:30 20

김종하8) 10×10 120 0 남:8, 여:8 1

김종하 외9) 12×12 120 0 남:62 2

<표 3> 연구자별 분석 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주시실험은 시각정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파악되는 관계로,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또한 개인차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어떤 분석방법이

5) 유재엽, 박혜경, 임채진, 「박물관 전시공간에서의 주시특성에 관한 기

초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2), 2011

6) 박혜경, 「이이트래킹 기법을 이용한 지하철 공공환경시설물의 시지

각 주목성 평가연구」, 디자인학연구, 23(1), 2010

7) 여미, 오선애, 「주시빈도를 적용한 패션숍 파사드 이미지 분석」, 한

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6), 2013

8) 김종하, 「시선이동에 따른 실내공간의 시지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8(1), 2009

9) 김종하, 반영선, 「시선고정과 도약에 나타난 공간의 주시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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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방대한 데이터는 데이터 코딩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하므로, 개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이외에 분

석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2. 주시데이터의 기초 정리

(1) 최초 원 데이터

본 실험에 사용한 시선추적장치는 1초에 60개씩 2분

동안 약 7 200개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주시 데이터에는

불량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험과정에서 눈 깜빡임

이나 시선이 화상 밖으로 벗어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

다. 불량데이터를 제외한 6개 이미지별 유효데이터를 정

리하였다. 전체 유효율이 96.3%인데, 16번 피험자는

84.9%로 낮았고 그 외 피험자는 90%이상이었다. 90%

미만의 피험자를 제외하여 <표 4>와 같이 29명의 피험

자를 분석대상으로, 유효율이 96.7%로 약간 상승하였다.

제척 인원(명) 원데이터 유효데이터 유효율

전 30 7183.6 6917.6 96.3

후 29 7183.8 6946.1 96.7

<표 4> 불량 데이터 제외 전․후의 주시데이터

(2) 연속 이미지별 주시데이터

6개 이미지를 대상으로 20초씩 실험했으므로, 각 이미

지별 원 데이터는 약 1 200개 생성되었다. <그림 2>의

이미지별 주시 유효율을 보면, [1]이미지 보다 [2]가 약

간 높고, [3]에서 약간 떨어지지만 다시 [4, 5]로 높아지

고, [6]에서 급격히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의

이미지를 보면 원경에서 [5]이미지를 주시하고, 직진하여

근경으로 [6]이미지를 주시했다.

하지만, 주시율이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가,

①[6]에서 동일한 이미지가 노출되어 유효율에 변화가

온 것인지,

②[6]이미지의 공간특성이 영향을 끼친 것인지,

③실험시간이 길어서 마지막 이미지 주시에 영향을 끼

친 것인지

는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주

시 유효율의 하락 경향을 볼 수 있으며, [6]이미지의 하

락이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미지

특성
[1] [2] [3] [4] [5] [6]

원데이터 1196.3 1196.1 1196.5 1196.1 1196.2 1202.3

유효데이터 1162.4 1163.9 1154.7 1156.7 1158.2 1121.8

유효율(%) 97.2 97.3 96.5 96.7 96.8 93.3

<표 5> 전체 피험자의 연속 주시 특성

     
<그림 2> 이미지별 유효율 변화

3. 연속장면에 나타난 주시구역특성

3.1. 주시구역특성

(1) 이미지별 연속 주시특성

1명의 피험자가 6개 이미지를 연속으로 주시한 것이므

로, 피험자별 주시데이터는 6개 그룹씩 생성된다. 주의집

중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의 집중도가 높은 곳

을 찾아내는 것이다. 2×12격자로 분석할 경우, 상위 몇

%까지를 주의집중을 많이 한 곳으로 볼 것인가를 설정

할 필요가 있는데, 상위 5%(7.2개)와 10%(14개) 구역을

살펴보았다. 분석 사례로 1번 피험자 [1]이미지의 구역

분포 사례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상위 5% 구역은

구역이 점적으로 좌우로 분산된 것을 알 수 있지만,

10%로 확대시킬 경우 어느 정도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예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하 주의집중

분석에서는 상위 10%를 대상으로 하였다.

5%                         10%
<그림 3> 상위 주의집중구역

(2) 「주의집중」과 「무시」특성

주시를 한다는 것을 「주의집중」 대상에 대한 「관

심, 흥미」가 있는 것으로, 주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구역을 주시했

는지를 안다는 것은 역으로 회피구역에 대한 디자인 대

책을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표 6>에서

「0」으로 표시된 구역은 주시가 일어나지 않은 구역이

다. 1번 피험자를 대상으로 주시데이터와 함께 「주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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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A B C D E F G H I J K L

a 0 0 0 0 0 1 0 0 34 30 4 0

b 0 2 0 27 0 4 3 0 0 35 15 20

c 5 74 1 26 23 6 6 8 0 13 0 4

d 1 1 31 35 81 10 0 85 0 47 18 15

e 44 49 38 1 20 0 20 40 0 7 62 0

f 0 23 5 0 23 1 0 13 5 0 0 0

g 0 0 31 0 0 0 0 19 1 4 0 0

h 0 0 0 0 0 0 0 31 19 6 0 0

i 0 0 0 0 0 0 0 0 4 14 0 0

j 0 0 0 0 0 0 0 0 0 0 0 0

k 0 0 0 0 0 0 0 0 0 0 0 0

l 0 0 0 0 0 0 0 0 0 0 0 0

: 상위 10% : 「무시」구역

<표 6> 1번 이미지(1번 피험자)

있는, 주시가 없는」, 상위 10% 구역의 시간(초)에 나타

난 주시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 7>이다. 「주시가 없

는」(63.7%)이 「주시가 있는」(36.3%)에 비해 높아, 피

험자가 해당 공간을 주시하는 과정에 특정 공간을 무시

하거나 회피한 구역이 더 많았다.

이미지

특성
[1] [2] [3] [4] [5] [6] 평균

원 데이터 1195 1196 1198 1197 1197 1197 7180

유효 데이터 1145 1120 1143 1098 1105 1139 6750

유효율 95.82 93.65 95.41 91.73 92.31 95.15 94.01

주시가 있는
개수 55 58 55 49 52 45 52.3

비율 38.2 40.3 38.2 34 36.1 31.3 36.3

주시가 없는
개수 89 86 89 95 92 99 91.7

비율 61.8 59.7 61.8 66 63.9 68.8 63.7

상위 10%구역
시간 11.4 10.8 10.8 12.8 12.6 12.4 11.8

비율 57.2 53.9 54.2 64.2 62.8 61.9 59.0

※각 이미지별 시간은 20초

<표 7> 연속장면에 나타난 주시구역 출현 특성 [1번 피험자]

<그림 4>는 이미지별 주시특성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

다. 연속 주시 속에서 주시특성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에서 [2]를 주시하면서는 「주시가 있는」구

역이 상승했지만 [3]이미지 이후에는 감소 경향이다. 하

지만, 상위 10% 집중된 구역의 시간비율을 보면, [4]이미

지까지는 반대 경향으로 움직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시가 있는」이미지의 구역 개수가 적을수록, 상위

10%를 차지하는 구역의 집중도는 높았는데, 유효율과는

무관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1번 피험자의 주시특성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ⅰ) 여러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주시하는 상황에서 유효율

은 처음에 비해 높아지다가 낮아지고, 다시 높아졌는데, 「주

시가 있는」구역의 개수 변화와 반대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ⅱ) 「주시가 없는」구역과 상위 10% 시간은 연속장

면의 변화에서 [5]까지 같은 경향으로 움직였다. 즉 「주

시가 없는」구역이 증가할수록 집중도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다.

ⅲ) 연속장면 속에서 「주시가 있는」구역의 수는 [2]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집중도 상승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연속 주시와 관련지어 해석하면,

‘나중에 출현하는 이미지일수록 특정한 곳에 집중해서

주시’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이미지별 주시특성 비율의 변화

3.2. 구역별 우세주시 추출을 통한 분석방법

전체 144개 구역의 주시빈도를 대상으로, 어느 구역을

집중적으로 주시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향후 백화점 공간

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

다. 구역의 주시빈도를 통한 우세주시를 분석하는 방법

으로 기존 연구방법을 정리하게 되면, 2가지 분석방법으

로 요약이 가능하다. <표 6>과 같이 구역별 주시빈도를

전체 피험자의 평균을 통해 우세주시구역을 분석하는 방

법(이하 「분석Ⅰ」로 함)과 우세구역의 위치 속성만을

추출하여 구역개수로 우세구역을 추출하고, 각 우세구역

의 빈도를 산출하는 방법(이하 「분석Ⅱ」로 함)이 있다.

<표 6>의 상위 10% 구역별 주시빈도의 값에 의한 전

체 평균을 통해 우세주시구역의 특성을 정리하는 「분석

Ⅰ」은 전체 피험자를 평균값으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그림 9>는 우세구역을 추출

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빈도를 구역개수로 변환시

킴으로써 빈도의 고저차를 없앤 특징이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피험자마다 상위 10% 구역을 구해야하므

로, 분석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징이 있다.

추출 전 추출 후

<그림 5> 「분석Ⅱ」에 의한 우세구역 추출사례(1번피험자 [1]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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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집중 구역의 변화 특성

4.1. 주시가 없는 「무시」구역 특성

(1) 구역별 「무시」특성

피험자 29명의 이미지별 구역값이 [0]으로 나온 이미

지별 공통 구역의 개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결과

가 <그림 6>이다. 각 구역별 값이므로 높을수록 「무

시」를 많이 한 구역이 된다. <그림 7>은 25개(86.2%)를

기점으로 이미지간 격차가 줄어든 것에서부터, 25개 이

상 「무시」가 나타난 구역의 이미지에 정리한 것이 으

로 상단 좌우측과 하단을 공통적으로 「무시」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의 25개 이상을 「무시」한 공통구

역은 50.3개(35%)로, [3]까지는 많아지다가 그 후에 낮아

진 특징이 있다. 「무시」를 많이 했다는 것은, 역으로

주의집중을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으로 해

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6개의 이미지에

서는 [3]을 정점으로 주의집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구역별 「무시」구역 개수 분포 특성

[1] [2] [3]

[4] [5] [6]

<그림 7> 이미지별 「무시」구역 분포 특성

이미지

특성
[1] [2] [3] [4] [5] [6] 평균

공통 무시 44 52 56 51 52 47 50.3

비율(%) 30.6 36.1 38.9 35.4 36.1 32.6 35.0

<표 8> 이미지별 25개 이상 공통 무시구역 특성

(2) 이미지별 「무시」구역 특성

연속된 이미지를 주시하는 과정에서 「무시」구역의

증감은 다른 이미지의 주의집중과 관련이 깊다. (1)항에

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시」구역이 많을수록 다른 곳

을 보다 집중적으로 주의집중해서 주시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표 9>의 피험자별 「무시」특성을 통해 연

속된 이미지를 살펴보면, [5]이미지까지는 「무시」구역

이 증가하다가 [6]에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1)항의

구역별 공통「무시」와 피험자별 개별「무시」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 <그림 8>이다. [3]이미지까지는 개별과 공

통이 같이 「무시」구역이 증가하다가, 개별10)은 [5]까지

증가하고, [6]에서 급감하는데 비해, 공통은 [3]이후로 계

속 감소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분석 방

법에 따른 「무시」주시특성은 다음과 같다.

ⅰ) 분석방법에 따라 공통에서는 [3], 개별에서는 [5]

를 분기로 탐색 특성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ⅱ) 공통 : [3]까지는 피험자 모두가 공통으로「무시」

하는 구간이 증가하는데, 반대로 풀이를 하면, [3]까지는

서로 찾고자 하는 주시목표에 집중했고, [3]을 기점으로

다시 주변에 대한 확산적 탐색을 높였다.

ⅲ) 개별 : 연속장면 [5]까지 「무시」구역이 증가했는

데, [5]까지 피험자들이 서로 찾고자 하는 주시목표에 집

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시 탐색특성이 바뀌는 것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 때문인지 혹은 주시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인지 본 항의 분석으로는 알 수 없다

이미지

특성
[1] [2] [3] [4] [5] [6]

개별 무시 90.8 91.9 94.1 95.9 97.4 87.7

비율(%) 63.1 63.8 65.4 66.6 67.6 60.9

<표 9> 이미지별 피험자의 개별 무시구역 특성(평균 값)

<그림 8> 이미지별 「무시」구역의 개별과 공통 분포 특성

4.2. 전체 피험자의 「주의집중」 구역 특성

10) 개별: 개별 피험자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공통과는 차

이가 있음. 공통은 이미지별 전체 피험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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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이미지

상위 10% 구역

전체 개수 개수 전체시간 시간 비율

[1]

1200

484.4

20

8.1 40.4

[2] 521.4 8.7 43.5

[3] 516.0 8.6 43.0

[4] 554.4 9.2 46.2

[5] 499.3 8.3 41.6

[6] 443.5 7.4 37.0

평균 503.2 8.4 42.0

<표 10> 전체 피험자의 연속장면 주시 특성

(1) 주세우위 특성

20초씩 주시했으므로 기준 주시개수는 1200개로. 전체

피험자의 상위 집중도가 높은 10%의 구역을 정리한 결

과가 <표 4>이다.(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주시특성

분석방법을 이하에서는 「분석Ⅰ」로 함) <그림 9>는

상위 10%구역의 유효비율을 이미지별로 정리한 것으로,

[4]까지는 유효율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로 낮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유효율이란 전체에 대한 상위 10%에 속

하는 구역의 주시빈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종

합할 때 [4]이미지까지는 주의집중이 높아지는 즉 흥미

로운 요소를 찾기 위해 집중주시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전체적인 탐색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9> 이미지별 유효율의 변화

(2) 연속장면별 주시구역 변화 특성

연속장면에 (1)항에서 정리한 상위 10% 구역을 정리

한 것이 <그림 10>이다. 주의집중 빈도와 이미지 특성

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1] [2] [3]

[4] [5] [6]

<그림 10> 연속장면별 주시우세구역[전체 상위 10% 주시구역]

ⅰ) <표 4>에서 가장 유효율이 높은 [4]이미지는 <그

림 8>에서 중간과 좌우로 집중되고 있다

ⅱ) 최초 주시한 [1]은 좌․우로 분산되어 집중하고 있

는데, [1]이미지가 중간 벽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전개된 것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ⅲ) 유효율이 「낮음」에서 「높음」으로 이동한 경우

는 [1]→[2], [3]→[4]였는데, [1][3]은 좌우 분산인데

[2][4]는 중앙 집중이었다. 즉 좌우 분산에서 중앙 집중

으로 주시특성이 바뀌는 경우에 주시집중 유효율이 올라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5]에서 [6]은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접근장면인데,

원경에서는 좌우로 폭넓게 주시하다가, 근경으로 접근하

면서 좌측주시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4.3. 개별 피험자의 「주의집중」 우세구역 특성

백화점 매장 공간의 이미지 주시과정을 살펴보면 피험

자마다 우세구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피험자마다 고유의 주시특성이 있었다는 것

인데, 이러한 주시특성은 피험자의 심상구조나 기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Ⅰ」

(4.1절의 분석방법)에서는 개별피험자의 전체 평균을 통

해 주시경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각 피험자

의 우세주시구역 추출을 통해 개별에서 전체의 조합으로

주시특성을 살펴보았다.(이러한 방법을 이하에서는「분석

Ⅱ」로 함)

상위 10% 구역의 주시개수를 구역수로 전환하게 되

면, 구역별 주시개수의 많고․적음과 무관하게 우세한

구역을 추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개별 피험자의

상위 10%의 우세 특성을 정리하고, 다시 재조합하여 정

리한 것이 <그림 11>이다.(이러한 분석방법을 이하에서

는 「분석Ⅱ」로 함) 개인피험자의 개인별 우세특성을

「분석Ⅰ」로 하게 되면, 상위 10%가 14개 구역을 도출

되지만, 개별 상위로 하는 「분석Ⅱ」의 경우에는 14번

째 구역에 동일한 우세구역 개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14개보다 큰 경우도 있었다. 「분석Ⅰ」에 비해 개별피

험자의 우세특성이 반영된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2] [3]

[4] [5] [6]

<그림 11> 연속장면별 주시우세구역[개별 피험자 상위 10% 주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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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이미지

상위 10% 구역

전체 개수 개수 전체시간 시간 비율

[1]

1200

819.7

20

13.7 68.5

[2] 826.8 13.8 69.0

[3] 827.9 13.8 69.0

[4] 876.6 14.6 73.0

[5] 860.1 14.3 71.5

[6] 751.9 12.5 62.5

평균 827.2 13.8 69.0

<표 11> 개별 피험자의 연속장면 주시 특성

4.4. 전체와 개별 우세구역의 비교특성

「분석Ⅰ」을 정리한 4.1절과 「분석Ⅱ」을 정리한 4.2

절을 조합하여 이미지를 정리한 것이 <그림 12>이다.

전체 구역에서 상위 10%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우세

구역이 14개가 도출되는데, <표 12>를 보면, 「분석Ⅰ․

Ⅱ」의 공통은 12.2개(87.1%)인데, 공통에서 벗어난 「분

석Ⅰ」은 2.0개(14.3%), 「분석Ⅱ」는 3.5개(25.0%)로

「분석Ⅱ」의 방법으로 주시구역을 추출할 경우가 동점

구역의 개수가 많아지고, 구역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림 12>의 우세 구역을 보면 분석방법의 차이에

따라 연속이미지의 주시구역이 약간씩 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시우세구역 공통이 87.1%이며, 분석방법에

따라 14.3-25.0%의 구역 차이가 있었다.

우세주시구역의 추출을 통해 주시특성을 분석하는 방

법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세구역을 추출하는 것이 보다

주시특성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하는 것은 어렵지

만, 결과로 도출된 공간요소를 살펴보는 것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1]의 경우 「분석Ⅰ」에서는 좌측에 대한 주

시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분석Ⅱ」로는 우

측에 대한 주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Ⅱ」에서 추가된 부분이 우측의 마네킹 복부와 옷의 하

단, 옷걸이, 사인 등에 주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6]에서는 공통주시구역에서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

는데 비해 [1][3][4]는 서로 다른 구역을 우세한 것으로

추출되고 있다.

이미지

분석
[1] [2] [3] [4] [5] [6]

평균

개수 비율

공통 12 13 10 12 13 13 12.2 87.1

그 외
분석Ⅰ 2 2 4 2 1 1 2.0 14.3

분석Ⅱ 6 2 4 5 1 3 3.5 25.0

※ 상위 10%로 했을 경우, 전체는 14개 구역이 되었지만, 개별일 경우에는

동일한 구역개수가 나오는 관계로, 14개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다

<표 12> 분석방법의 차이에 따른 주시구역 출현 특성

[1] [2] [3]

[4] [5] [6]

<그림 12> 연속장면별 전체와 개별의 주시우세구역[피험자별 상위

10% 주시구역 이미지-150730]

이렇게 볼때, 「분석Ⅰ․Ⅱ」를 개별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같이 분석의 틀 속에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분석Ⅰ․Ⅱ」를

상호 보완적인 분석방법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공통으로

나타난 구역을 「특별히 우세한 주시구역」으로 하고,

그 외의 구역을 「부가적으로 우세한 주시구역」으로 하

여 피험자의 연속주시특성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지

분석
[1] [2] [3] [4] [5] [6] 평균

분석Ⅰ 40.4 43.5 43 46.2 41.6 37 42.0

분석Ⅱ 68.5 69 69 73 71.5 62.5 68.9

<표 13> 분석방법에 따른 우세주시구역의 비율

<그림 13> 분석방법별 우세주시구역 비율변화

한편 <그림 13>는 분석방법에 따른 우세주시구역의

비율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표 12>에서 공통구역이

87.1%로 높은데 비해, <표 13>을 보면 분석방법에 따른

구역의 주시비율 차이가 평균 27.0%에 이르고 있다. 즉

분석방법에 따라 주시구역의 구역 위치는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으나, 구역별 빈도 차이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어, 어떤 분석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빈도특성에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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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백화점 판매공간의 연속적 주시에서 「무시」와 「주

의집중」에 나타난 주시특성 분석방법에 초점을 두어,

주시특성에 나타난 분석방법의 차이와 특성을 정리한 결

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떤 분석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공통되는 우세주

시구역이 87.1%로 나타났지만, 「분석Ⅱ」를 사용하는

경우가 약 27.0% 정도 우세주시구역 빈도가 높았다.

둘째, 「분석Ⅰ」의 방법으로 주시특성을 분석하는 것

은 우세구역이 14개로 동일하게 산출되므로, 연속적인

이미지의 상호 구역비교를 함에 있어 유용하다.

셋째, 우세구역을 추출할 경우, 천정이나 바닥과 같은

배경이 되는 건축물에 시선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시선추적을 통해 주로 공간을 구성하는 칸막이보다는 의

류매장의 마네킹이나 전시된 옷에 시선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분석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

라 주시구역의 차이가 14.3~25.0% 발생하고 있다.

넷째, 공간을 주시하는 이미지에 통로등으로 인해 소

점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4][5]이미지), 주시우세구역은

소점을 중심으로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통로가 휘어진 경우(예를 들어, [2][4])에는 시

선이 좌우-상하로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우세구역별 주시개수를 살펴보면 이를 통해 ①안정

감이 없는, 혹은 ②확산적 탐색의 어떤 것으로 볼 것인

가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미지가 확대된 경우([5]에서 [6])에는 소점이 약해지므

로, 주변에 대한 확산적 탐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공간을 연속적으로

주시할 경우, 이미지의 특성이 주시특성에 영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석방법의 차이에 따라 주시특

성의 분석결과에도 큰 차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것이 이미지의 연속성으로 인해 발생

한 주시특성인지 개별 이미지가 갖는 고유의 주시특성인

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룰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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