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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al study measures the emotion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customers as to cafe facade

design. It is done through eye-tracking and EEG response experiments. Specifically, their visual concentration and

EEG concentration are analyzed in line with their facade preferenc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their facade preferences and visual concentration on facades is as follows: Highly

preferable facades have a lower visual concentration frequency than the less preferable facades.

Second, an analysis of 12x12 lattice division of facades shows that all facades have a high visual concentration

for signs. The exceptions are F⑥, F⑦, F⑧, and F⑩.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facade preferences

and visual concentration behaviors for particular facade elements.

Third, an analysis of prefrontal lobe's facade concentration shows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preferences and EEG concentration. However,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 prefrontal lobe activity of 12

subjects depending on the facade. In particular, nine of them (3, 9, 13, 14, 15, 28, 36, 38, 43) show an activated

prefrontal lobe as to the highly preferable facades-F①, F②, F③, and F④. However, such activation is not

detected on the less preferable facades-F⑨, F⑩, F⑪, and F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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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상업건축에 있어서 사드 디자인의 요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목표고객과 포컨셉, 매 제품의 단

가 등과 련되고, 랜드 아이덴티티 창출과 매출 효과

에도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업 으로

기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한 건물의 사드 디자인은

디자이 의 감성 개인 취향에 의존하여 디자인하기 보

다는 고객에 한 객 이고 과학 인 분석을 바탕으로

다수의 선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스페이스 마 에서도 차별화된 외 을 다른 곳과 경쟁

력을 강화하기 한 매우 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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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물이나 상업 시설은 단독으로 차별화된 외형 인

특징이나 디자인으로도 효과를 발휘하지만, 주변 시설과

의 연계로 통합 인 효율성과 종합 인 기능을 함께할

때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 다.1)

이러한 배경에서 고객의 선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드 디자인 기법에 한 연구는 그동안 매우 활발하

게 이루어져 왔다. 통 으로 상업공간 사드의 물리

특성과 구성 체계를 분석한 연구들과 사드 선호도

분석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고, 최근에는 사드 디자

인에 한 고객의 주시 특성을 정량 으로 도출한 연구

들까지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업 건축

사드 디자인에 한 고객의 감성생리반응을 측정한다는

것은 곧 공간에 한 고객의 잠재의식을 정량 으로 도

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효

과 인 상업공간 디자인 기법을 개발하는데 있어 매우

1) 홍성용, 스페이스 마 , 삼성경제연구소, 서울, 2007, 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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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 까지 사드를 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시선추 (Eye tracking)이라는 생리반응을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시각 반응을 측정하는 것은 어디를 오래

봤는지, 어떠한 경로로 바라봤는지 등에 한 분석은 가

능하나, 그 곳을 집 해서 본 것인지 무의식 에 본 것

인지와 같은 주의집 인지과정을 정확하게 악하지 못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드 디자인에 고객의 감성을 반 하고, 시각 커

뮤니 이션이 효과 으로 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해서는 고객의 감성반응을 정량 으로 도출하여 디자

인에 반 하기 한 과학 방법에 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인간의 감성·생리반응을

측정하기 한 다양한 방법들 시선추 (Eye tracking)

과 뇌 (EEG: Electroencephalogram) 측정방법을 이용하

여 카페 사드 이미지 시자극물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과연 고객은 선호도가 높은 사드에 해서 심

을 갖고 주의집 해서 볼 것인가? 라는 의문에 한 세

부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➀ 카페 사드의 선호 경향은 주변 건물에 한 사

드 역의 시각 주의집 과 연 이 있을 것이다.

② 카페 사드의 선호 경향은 사드의 역의 구성

요소에 한 시각 주의집 과 연 이 있을 것이다.

③ 카페 사드 선호 경향은 뇌 의 주의집 도 특

정 부 의 활성화와 연 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경과학을 근거로 한 뉴로마

뉴로디자인 연구 개발에 유용한 연구방법론으로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12개의 카페 사드 이미지를 시자극물로

제시하여 주시-뇌 실험과 설문조사를 수행하 으며,

이에 한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 주의집 뇌 데이터를 통한 주의집

도 해석 방법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 분석

방법 기 을 확립하 다.

둘째, 실험에 활용될 사드 이미지 선정을 해 구

역시의 카페 집 지역을 조사하여 연구 목 에 부합

하는 카페 42곳의 사드를 직 촬 하 다.2) 선정된

사진 이미지를 활용하여 2015년 8월 7일∼11일까지 여고

생 여 생 200명을 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

2) 사진 촬 은 2015년 8월3일∼6일, 오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canon EOS 70D 카메라에 화각 17mm(시야각104°) 즈로

시선높이 1.5m에서 촬 하 으며, 골목 폭이 좁아 여러번에 걸쳐

촬 한 사진은 Adobe Photoshop CS3를 이용하여 사진 조정작업

을 하 다.

다. 그 결과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카페 사드 6곳(F①

∼F⑥ 표기)과 선호도가 낮은 카페 사드 6곳(F①∼F

⑫ 표기)을 최종 실험 이미지로 선정하 다.

셋째, 선정된 12장의 사드 이미지는 주변 건물을 동

일하게 하여 사드 주변 이미지에 의한 향이 없도록

통제하기 한 사진 조정 합성 작업을 수행하 다.

넷째, 여 생 여고생3)으로 구성된 45명의 피험자를

상으로 주시-뇌 실험(2015년8월15일∼17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주시데이터를 코딩하여 연속 6회

이상4) 이루어진 데이터만을 도출하여 시각 주의집

분석을 실시하 으며, 뇌 데이터는 두엽(Fp1, Fp2)

부 에서 측정된 세타 와 SMR 간베타 의 비

율((상 SMR +상 베타 )/상 세타 )을 이용한 집

지표(Concentration Index: CI)를 활용하여 뇌 주의

집 도5)를 분석하 다.

<그림 1> 주의집 분석틀

2. 이론 배경

2.1. 선행연구 고찰

고객으로 하여 내부공간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고, 상

업건축 마 효과를 극 화시킬 수 있는 사드 디자

인에 한 연구는 그동안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어져 왔

다. 그 에서 본 연구와 같이 사드 디자인에 한 고

객의 반응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 , 여미 외(2015)는 사드의 구성요소에 한

고객의 선호도를 분석하 으며, 김 신 외(2014)와 지주

형 외(2014)는 사드의 랜드 아이덴티티 표 에 한

고객의 의식을 조사·분석하 다. 최계 (2013)은 카페공

3) 피험자를 여 생과 여 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주시

행 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김종하(201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을 여성으로 제한하 으며, 비조사 결과, 여 생과 여고생이

평소 학교 주변 비 랜드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

험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4) 한 지 에 해 연속주시가 6회 이상이 일어난 행 를 「시각

주의집 」으로 정의하 다.

5) 뇌 의 주의집 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주의집 을 나타내

는 뇌 주 수의 상 비율로 정의하고 연구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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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구성요소와 사드 디자인에 한 지각특성을 분석

하 으며, 김지형(2013)은 사드 디자인과 시·지각 커뮤

니 이션 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분석하여

사드 계획방법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시선

추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는 주시빈도 분석을 통

해 패션 사드 이미지를 분석한 여미 외(2013)의 연구

와 주시 상을 용한 시선의 심도를 분석한 연구(여

미 외, 2014)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종하 외(2014)는 미디

어 사드 상 자극에 한 뇌 반응 특성을 분석하 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와 같은 통 의식조사 방법에서

차 으로 감성·생리반응을 측정하여 고객의 잠재의식

을 측정하는 연구 방법이 두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

구는 주시-뇌 실험을 동시에 수행하여 고객의 잠재의

식을 측정하기 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 다는

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2.2. 시각 주의집

의 움직임은 찰자의 의도와 목 을 측정하는 정교

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선운동은 일반

으로 개인의 의도성에 의해 주도된다.6) 은 빠르게 움

직이는 단속 (saccades) 운동과 특정한 곳에 잠시 시선

이 머무는 고정(fixation)을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획득

한 주시정보의 일부가 뇌에 기억된다. 즉 시선고정과 도

약을 반복 으로 하게 된다. 의 움직임을 조 하기

해서는 시간 ·공간 단이 필요하다.7)

우리가 유효한 정보로서 지각하기 해서는 일정한 시

선고정을 수반하는 주시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

물에 시각 인 집 을 보이는 행 에는 일정한 주시시간

과 주시횟수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내포될 수 있다.

연구자

(년도)
주시시간 연속주시 뇌 주의집 척도

기억과

정

Griffin 0.02∼0.04 20∼40 0.6∼1.2
단속성 움직임

시각고정의 최소단

지각

↓

인지

A.A.B8) 0.05 50 1.5 연속성 확보

디데릭

스테이 9)
0.11 110 3

상을 순간 으로

느끼지만, 단은 불가능

夌島文夫 0.2 200 6
의식 으로 주시하기

한 시간

R.S.L

0.2∼0.25 200∼250 6∼7.5
상이나 장면에 을

맞추는 시간

0.3 300 9 시각 이해

0.4 400 이상 12
수렴 인

정보수집행 로의 환

* 김종하(2013)

<표 1> 선행연구의 주시시간과 주시횟수 기

6) Solso, Robert L., Cognition and the Visual Arts, Bradford Book,

1996, p.149

7) Kenneth A. Lane, 안구운동과 시지각 기술의 발달, 정 애 외 옮

김, 도서출 문출 사, 서울, 2006, p.13

8) Arthur Asa Berger,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지희 역, 미진사, 경

기도, 2001, p.34

9) 최인철, 임, 21세기 북스, 경기도, 2007, pp.65-66

이러한 제하에 디데릭 스테이 은 연속주시 3회(0.11

(110ms))는 상을 순간 으로 느끼지만, 단은 불가능

하다고 정의하고 있고, 夌島文夫(1969)는 연속주시 6회(0.2

(200ms))가 의식 주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 다.

Robert L.Solso(2000)도 6∼7.5회(0.2∼0.25 200∼250ms))

를 상이나 장면에 을 맞추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시시간

과 주시횟수를 기 으로 하여 어떤 지 에 해 연속주

시가 6회 이상 이루어진 주시 행 를 시각 주의집 이

이루어진 상태로 정의하고, 분석을 실시하 다.

2.3. 뇌 주의집 도

주의집 은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 수많은 정보 가

운데 일부만을 지각하고 처리하는 인지과정을 의미한다.

뇌 는 시간 경과에 따라 계속 으로 측정이 가능하여

집 과 련된 뇌 활동 상태를 시계열 으로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먼 , 주의집 과 련된 뇌 역은 휴식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변하는 과정으로 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각성과

주의집 력을 유지할 때 발 되는 알 역과 베타

역의 간과정인 12-15Hz의 SMR(Sensory motor

rhythm) 와 학습, 암기, 계산 등과 같은 능동 인 정신 활

동 시 주로 발 되는 15-20Hz를 베타 (Middle beta) ,

졸음이 오는 상태를 나타내는 4-8Hz의 세타(Theta, 기호)

가 있다. 뇌 측정을 통한 주의집 을 연구한 선행연구

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의집 지표는 다음과 같다.

연구자(년도) 연구내용 뇌 주의집 지표

장윤석 외(2014)
시각자극 과제에 의한 집

시의 뇌 분석

김태연(2013)

읽기매체의 종류와 자책의

자극 유형에 따른 유아의

주의집 뇌 와 이야기 이해

유아의 SMR 를 측정하여

활성도 분석

이 정 외(2012)

뇌 측정을 기반으로 한

실내 온도가 재실자의

주의집 에 미치는 향

박성수 외(2010)

차량시뮬 이터 환경에서

운 주의분산에 따른

생체신호 변화 연구

세타 의 활성도와 SMR 의

활성도의 비율

심 외(2009)

뇌교육 로그램이 아동의

집 력 두부 뇌

활성도에 미치는 향

알 역과 베타

역의 간과정인 12-15Hz의

SMR 활성도 분석

이충헌 외(2009)
뇌 기반 집 도 선송 BCI

용에 한 연구

세타 의 활성도와 SMR 와

베타 의 활성도 합의 비율

장석우(2008)
집 력에 미치는 청취 음악

장르의 효과 분석

세타 의 활성도와 SMR 와

베타 의 활성도 합의 비율

<표 2> 선행연구의 뇌 주의집 지표

한편, 주의집 에 여하고 있는 뇌 부 는 두엽과

두엽으로, Ferrier(1999)에 의하면 두엽은 주의집

과 행동억제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배외측

두피질은 주의집 과 작업기억, 목표지향 행동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l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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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의집 도를 나타내는 뇌 수치가 두엽

(Fp1, Fp2)부 에서 상승하 다는 것은 그 부 가 다른

뇌 부 에 비해 활성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

의집 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3. 실험의 개요 분석방법

3.1. 실험 개요

(1) 시자극 카페 사드 이미지 선정 합성

본 연구는 랜드 이미지의 향을 받을 수 있는 카페

를 실험 상으로 선정할 경우, 사드 디자인 자체가 아

닌 가외 변인에 의한 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단되

어, 랜드 카페는 시자극 카페 사드 선정에 있어 제

외하 다. 주택가와 상업가로에 치한 단층 카페이며,

카페 사드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갖춘 카페 42곳을 촬

하여 실험에 활용할 이미지 선정을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여고생 여 생 200명을 상으로 한 선

호도 조사결과 선정된 12곳의 카페 사드는 주변 건물

이 모두 달라 물리 변수가 통제되지 못하 다.

주시-뇌 실험을 통해 선정된 사드에 한 실험

결과만을 얻기 해서는 주변 물리 상황이 동일하게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Adobe Photoshop 12.0

로그램을 활용하여 합성작업을 수행하 다.<그림 2>

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먼 , 합성 은 정면에서 찍

은 F①의 원본 사진이며, 합성 후는 단독주택 1층 에 F

①의 사진을 배치하여 합성한 사진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12곳의 카페 사드를 합성하 고, 명암 값을 조정하여

사진 이미지의 밝기가 동일하게 보이도록 제작하 다.

F① 합성 F① 합성 후

<그림 2> 실험 카페 사드 합성 이미지 표 사례

(2) 주시-뇌 실험 개요

1) 실험 환경 도구

실험실은 피험자가 모니터에 나타난 화상에만 집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어둡게 하 고, 피험자의 과

모니터와 의 거리는 700㎜, 시선높이는 400㎜, 시자극 이

미지가 제시된 모니터의 크기는 509㎜×286㎜이다. 피험

자 우측에는 주시 실험을 통제하는 수행자를 배치하고,

뒤편에는 뇌 실험을 통제하는 수행자를 배치하여, 시

자극 이미지가 제시된 시 즉, 주시데이터가 기록된 시

과 뇌 데이터가 기록된 시 을 동시에 수집할 수 있

도록 하 다.

주시-뇌 련 선행연구에서 남·여에 따라 뇌 반응

주시 반응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여성으로 한정하 으며, 여 생 여

고생 45명10)으로 구성하 다. 피험자는 안구운동을 측정

할 수 있는 시각장치11)를 착용하고, 뇌 측정 장비12)를

사용하여 뇌 (EEG)를 측정하기 한 극을 10%-20%

국제표 극 부착법에 따라 16채 로 부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측정된 뇌 두엽 부 의 Fp1, Fp2

극에서 계측한 뇌 를 분석에 사용하 다.

<그림 3> 주시-뇌 실험 진행 사진 <그림 4> 두엽 극표기

2) 실험 차 방법

주시-뇌 실험은 실험 비단계와 본 실험 단계로

구분된다. 실험을 시작하기 실험환경에 응하도록

심리 안정을 유도하 으며, 실험 목 과 내용을 사

공지하 다. 특히, 주시 실험 시 머리를 고정할 것과 실

험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달한 후 의자에 착석하여

뇌 측정 기기와 시각장치를 착용하게 하 다.

먼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의 베이스 뇌 (10 측정)

를 측정하기 해 흰색 화면을 바라본 후 뇌 를 먼

측정한 후, 모니터의 16개 측정 과 과의 을 교정

하는 캘리 이션을 실시하 다.

본 실험은 약3분 동안 수행하 으며, 시자극 이미지가

모니터에 제시됨과 동시에 주시-뇌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실험을 통제하는 수행자가 동시에 실험

을 시작하 다. 12개의 사드 이미지는 한 사드당 10

간 피험자에게 노출되도록 실험을 설계하 다. 이는 사드

는 카페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한 요소라는 제하에

김종하(2012)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효과 분석에

10)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기본 으로 뇌질환과 정신과 질환이

없는 자, 색약, 색맹 그리고 안과 질환이 없는 자, 평상시 압이

정상이고 심장질환이 없는 자, 연구기간 치료 목 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자, 폐쇄된 공간에서 불안감이 없는 신체 ·정신

으로 건강한 자로 제한하 다. 한 주시실험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안경이나 즈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시력이 0.8 이상인 피

험자로 제한하 다.

11) Arrington Research社, 모델명: ViewPoint Eye Tracker PC-60

scene Camera

12) 뇌 측정기: Brain Product BCI 12ch, 분석 로그램: Brain vision,

Analyzer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3호 통권116호 _ 2016.0664

안정된 시간 가 5 ∼10 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자가 설정한 시간이다.

<그림 5> 주시-뇌 실험 로토콜

3.2. 주시 뇌 데이터 분석 방법

(1) 주시데이터 획득 분석

피험자의 주시데이터를 가공하여 사드13)에 한 시

각 주의집 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시각장치를

통해 생성된 최 의 데이터는〔x, y〕좌표 형태로 장

된다. 이 데이터는 1 에 60개의 좌표가 장되며, 모니

터 화상 범 〔0∼1〕범 를 벗어난 데이터는 〔–〕와

〔1〕을 과한 데이터 값으로 장된다. 이 최 데이

터에서 화상범 를 과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실험화상,

피험자의 주시거리, 심와 각도(2°)를 심으로 한 주시

지 에 해 6회 이상 주시가 이루어진 데이터를 추출하

는 과정을 거쳤다.

주시데이터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

연속 주시 횟수를 기 으로 연속주시 6회 이상 이루

어진 주시데이터를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한편,

뇌 데이터는 주의집 을 분석하는데 있어 뇌 의 워

스펙트럼으로 집 에 련된 상태를 나타내는 집 지표

(Concentration Index: CI)와 두엽 부 에서의 SMR

와 간 베타 의 활성상태를 도출하여 분석에 활용

하 다.

먼 , 뇌 의 주의집 지표는 세타 (4-8Hz)와 주의

집 과 련이 있는 SMR(12-15Hz) 간 베타

13) 실험 분석 내용에서는 시자극물로 제시한 사드 이미지란 용어를

사드로 통일하 음

(12-20Hz)의 비율로 분석하 으며, 이는 <그림 6>과 같

다. 두엽 부 의 SMR 는 워스펙트럼을 통해 얻

어진 각 주 수의 다른 주 수에 한 상 인 비율

(Power ratio)을 나타내는 상 워로 수치를 구한 후,

BrainMap-3D 로그램을 사용하여 EEG 뇌 지도를

제작하 다.<표 9>

<그림 6> 주의집 도식

4. 분석 결과 고찰

4.1. 실험 상 카페 사드 이미지에 한 선호도

조사 분석

주시-뇌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카페 사드

에 한 피험자의 일반 의식을 조사하 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가 카페를 방문하는 횟수는 1주

일에 1∼3회가 과반수 이상(57.78%)을 차지하 으며,

사드에 끌려 카페 내부로 들어간 경험에 한 설문에는

3회 이상이 44.44%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이라는 응답

도 31.11%로 나타났다. 카페 선택 이유에 해서는 커피

맛(24.44%)과 카페내부 분 기(23.33%)가 높은 응답률을

보 고, 카페 사드 디자인도 16.67%로 나타났다. 반면,

카페 랜드의 경우는 11.11%로 다소 낮은 빈도를 보

항목 구분 빈도(%) 계

연령
10 25(55.56)

45(100)
20 20(44.44)

방문횟수

1주일에1∼3회 26(57.78)

45(100)한달에1∼3회 18(40.00)

일년에1∼3회 1(2.22)

카페선택이유*

커피맛 22(24.44)

90(100)

카페 랜드 10(11.11)

카페내부분 기 21(23.33)

카페 사드디자인 15(16.67)

카페규모 6(6.67)

근성 14(15.56)

기타 2(2.22)

사드에 끌린

경험

10회이상있다 5(11.11)

45(100)
5회이상있다 14(31.11)

3회이상있다 20(44.44)

1회이하이다 6(13.33)

* 본 항목에 해서는 2개 선택

<표 3> 카페에 한 일반 의식조사(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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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사드
선호도

빈도(%)

선호도

순

비선호도

빈도(%)

비선호도

순

F①
18

(20.0)
1순

0

(0.00)
10순

F②
15

(16.67)
2순

0

(0.00)
10순

F③
12

(13.33)
3순

0

(0.00)
10순

F④
11

(12.22)
4순

2

(2.22)
9순

F⑤
10

(11.11)
5순

4

(4.44)
7순

F⑥
8

(8.89)
6순

4

(4.44)
7순

F⑦
6

(6.67)
7순

8

(8.89)
4순

F⑧
4

(4.44)
8순

6

(6.67)
6순

F⑨
3

(3.33)
9순

20

(22.22)
2순

F⑩
2

(2.22)
10순

8

(8.89)
4순

F⑪
1

(1.11)
11순

12

(13.33)
3순

F⑫
0

(0.0)
12순

26

(28.89)
1순

* 피험자당 2개 이미지 선정

<표 4> 실험 상 카페 사드의 선호도 비선호도 분석(N=45) 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 랜드 카페의 공간디자인이 성

공 인 마 을 한 효과 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주시-뇌 실험을 실시한 후, 피험자들에게 방

모니터에서 바라 본 카페 사드 이미지에 한 선호

도 조사를 실시하 다. 피험자당 12개의 카페 사드에

해 선호하는 사드 2개와 선호하지 않는 사드 2개

를 선택하게 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사드는 F①(20.0%)로 나타났으며,

사드 선호 이유에 한 인터뷰 실시 결과, 선호 이유는

세련된 디자인(33.33%), 간 선호(26.67%), 컬러 선호

(22.22%), 독특한 형태(11.11%), 주변과 잘 어울림

(6.67%) 순으로 응답하 다.<그림 7>

<그림 7> 카페 사드 선호 이유(N=45)

선호하지 않는 사드는 F⑫(28.89%)로 나타났으며,

비선호 이유에 해서는 간 비선호(54.33%), 컬러 비

선호(33.33%), 세련되지 않은 디자인(6.67%), 주변과 어

울리지 않음(4.44%), 통일되지 않은 디자인(2.22%) 순으

로 응답하 다.<그림 8>

<그림 8> 카페 사드 비선호 이유(N=45)

4.2. 주시데이터 획득 사드별 주시 주의집

분석

데이터의 측정에 오류가 발생한 1명의 피험자를 제외

한 피험자 44명의 주시데이터에서 의식 으로 바라본 주

시데이터만을 도출하는 작업을 통해 ‘시각 주의집 ’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피험자 44명이 1개의 사드를 10 동안 주시했을 때

생성되는 주시데이터는 600개이므로, 1개 사드당 44명

이 120 동안 바라봤을 때 생성되는 기 주시데이터는

26400개이다. 이를 기 으로 화면 밖을 주시하여 소실된

데이터를 제외한 유효데이터를 도출한 결과 12개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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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평균 유효데이터는 21789.8(82.54%)개로 나타났

다. 이에 해 한 지 에 해 6회 이상 연속 으로 바

라본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 F①(50.14%), F⑩(49.3%), F

⑪(49.2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해당 사드와 주변 건물 체에 한 주시 데이터이므

로 사드 자체에 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사드에 해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변 건물에

한 사드 역의 주시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데이터

사드

체 유효

주시데이터

6회 연속

주시데이터
비율 순

F① 22330 11196 50.14 1

F② 21344 9952 46.63 10

F③ 21708 9882 45.52 12

F④ 22108 10238 46.31 11

F⑤ 21483 10181 47.39 7

F⑥ 21711 10184 46.91 8

F⑦ 21819 10217 46.83 9

F⑧ 21618 10475 48.45 5

F⑨ 21907 10572 48.26 6

F⑩ 21978 10835 49.30 2

F⑪ 21836 10757 49.26 3

F⑫ 21635 10542 48.73 4

평균 21789.8 10419.3 47.8

<표 5> 사드 유형별 주시 데이터

4.3. 사드 역과 주변 건물에 한 주시 주의

집 분석

본 에서는 동일한 외부환경에 각각 다른 카페 사

드가 제시되었을 때, 사드에 한 선호도와 사드

역의 시각 주의집 이 어떠한 연 을 보이는지에 해

분석하 다.<연구문제 ①>

체 화면에 한 주시데이터와 사드 역 내 주시

데이터 비율을 분석한 결과, F⑤가 1순 로 나타나, 주변

건물에 한 주시보다 사드에 한 시각 주의집 이

다른 사드에 비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F⑫가 2순 , F⑦이 3순 , F⑧이 4순 , F⑩이

5순 로 나타났다.

주변 건물에 한 주시보다 사드에 한 주시가 많

이 이루어진 사드는 선호도 순 가 비교 낮은 사

드로 분석되었다. 반면, 선호도가 높은 사드 F①, F②,

F③은 사드 역 내 주시데이터 비율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즉, 선호도가 높은 사드가 낮은 사드에 비해

시각 주의집 행 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볼

때, 시각 주의집 은 선호 이유에 한 탐색보다는 비

선호 이유에 한 탐색 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을 유추해볼 수 있다.

데이터

사드

체

주시데이터

사드 역

내 주시데이터

비율

( 역내/ 체데

이터*100)

순

F① 11196 9112 81.39 10

F② 9952 7981 80.19 12

F③ 9882 8042 81.38 11

F④ 10238 8553 83.54 8

F⑤ 10181 9256 90.91 1

F⑥ 10184 8906 87.45 6

F⑦ 10217 9154 89.60 3

F⑧ 10475 9369 89.44 4

F⑨ 10572 8857 83.78 7

F⑩ 10835 9531 87.96 5

F⑪ 10757 8955 83.25 9

F⑫ 10542 9509 90.20 2

평균 21789.8 10419.3 47.8

<표 6> 사드 역 내 6회 연속 주시데이터 특성

4.4. 사드별 6회 연속 주시데이터 분포 분석

사드에 한 주시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보기 <표 7>

과 같이 12x12격자 분할에 한 데이터 맵핑 작업을 수

행하 다.

주시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보면, 사드 역 에서도

어느 지 을 집 으로 바라봤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먼 , 5%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붉은

표기) 부분을 심으로 살펴보면, F⑥, F⑦, F⑧, F⑩을

제외한 모든 사드가 간 역에 한 시각 주의집

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

사드를 제외한 나머지 사드 역에서도 다른 역 보

다는 간 에 한 주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F①과 F②는 시각 주

의집 이 한 곳에 집 되기 보다는 여러 요소에 분산되

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 으나, 선호도가 높고 낮음과 특

정 사드 요소에 한 시각 주의집 행동과는 연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선호도에 따라 특정 요

소에 집 하는 결과를 가시 으로 보여 에 따라, 피험자

들이 각 사드의 어느 곳을 주시하 고, 그러한 행 를

통해 선호 경향을 나타냈으므로, 선호 는 비선호에 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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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ade

①

Facade

②

Facade

③

Facade

④

Facade

⑤

Facade

⑥

Facade

⑦

Facade

⑧

Facade

⑨

Facade

⑩

Facade

⑪

Facade

⑫

<표 7> 연속주시 6회 이상 데이터의 체 분포도 4.5. 유형별 뇌 의 주의집 도 SMR 의 뇌

부 별 활성도 분석

카페 사드에 한 선호와 뇌 의 주의집 도가 연

이 있는가에 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각 사드

에 한 두엽의 Fp1과 Fp2 부 에서 측정한 뇌 값

(세타 , SMR , 간 베타 )을 통해 주의집 도를 도

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선호도가 높은 F②와 F③의 주의집 도가 11, 12순

로 낮게 나타났고, 선호도가 가장 낮은 F⑫ 한 10순

로 낮은 수치를 보여 선호도와 뇌 주의집 도는 큰 연

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F① F② F③ F④ F⑤ F⑥ F⑦ F⑧ F⑨ F⑩ F⑪ F⑫

Fp1 0.370 0.301 0.278 0.402 0.359 0.407 0.363 0.360 0.379 0.445 0.367 0.351

Fp2 0.488 0.466 0.434 0.552 0.538 0.547 0.526 0.565 0.571 0.575 0.550 0.473

평균 0.429 0.384 0.356 0.477 0.448 0.477 0.444 0.463 0.475 0.510 0.458 0.412

순 9 11 12 2 7 2 8 5 4 1 6 10

<표 8> 두엽(Fp1, Fp2)의 뇌 주의집 도 비교

<그림 9> 두엽(Fp1, Fp2)의 뇌 주의집 도

한편, 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각성과 주의집 력을

유지할 때 발 되는 SMR 의 뇌부 별 활성도를 살펴

보기 해 각 피험자의 사드별 뇌맵핑 이미지를 분석

하 다.

주시데이터 측정에 오류가 발생한 1명의 피험자를 제

외한 피험자 44명의 뇌맵핑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12명

의 피험자를 제외한 32명의 피험자는 사드에 한 뇌

맵핑 이미지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12개 사드를 바라본 SMR 활성도가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 어떤 사드에 집 이 이루어졌는

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표 9>에 정

리한 12명의 피험자의 경우, 뇌 부 가 활성화된 사드

와 비활성화된 사드가 명확히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7번 피험자, 24번 피험자, 37번 피

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험자들은 선호도가 높은 F①, F

②, F③, F④에서 두엽 부 가 활성화되었고, 선호도

가 비교 낮은 F⑨, F⑩, F⑪, F⑫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3호 통권116호 _ 2016.0668

피험
자

활성화 뇌맵핑 이미지 사드
유형

비활성화 뇌맵핑 이미지 사드
유형

3번 ① ⑫

7번 ⑥ ②

9번 ① ⑩

13번 ① ⑩

14번 ④ ⑩

15번 ② ⑩

24번 ② ⑥

28번 ④ ⑨

36번 ③ ⑩

37번 ④ ①

38번 ① ⑩

43번 ② ⑪

<표 9> 두엽 두엽 부 SMR 활성도 뇌맵핑이미지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별로 특정 사드에 주의 집 하게

되는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반드시 선호도가 높은 사

드에 주의집 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집 과

련 있는 두엽 부 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

을 뇌 분석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표 인 상업건축인 카페 사드 디자인에

한 고객의 감성·생리반응을 시선추 과 뇌 반응 실

험을 통해 측정한 실험 연구로서 사드 선호도에 따

른 시각 주의집 뇌 주의집 도를 분석하 으

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자극물로 제시된 사드에 한 선호도 설문

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사드 디자인을 선택하는 문

항에 해서 F①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F⑫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빈도가 높은 사

드와 낮은 사드가 조되는 결과를 보 다.

둘째, 사드에 한 선호도와 사드 역의 시각

주의집 은 어떤 연 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해, 카페

사드와 주변 건물을 포함한 체 화면에 한 6회 연

속 주시데이터와 사드 역내 주시데이터 비율을 분석

하 다. 그 결과, 주변 건물에 한 주시보다 사드에

한 시각 주의집 이 다른 사드에 비해 많이 이루

어진 사드는 F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F⑫, F⑦, F⑧,

F⑩순으로 사드에 한 시각 주의집 행 가 일어

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선호도가 높은 사드가 낮

은 사드에 비해 시각 주의집 행 를 일으키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설문조사 결

과와 연계하여 볼 때, 시각 주의집 은 선호 이유에

한 탐색보다는 비선호 이유에 한 탐색 시 더 활발하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사드 역 어느 지 을 주의집 해서 바라

봤는지에 한 분석을 해 카페 사드 역을 12x12

격자 분할하여 주시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5% 이

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붉은 표기) 부분을

심으로 살펴보면, F⑥, F⑦, F⑧, F⑩을 제외한 모든

사드가 간 역에 한 시각 주의집 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호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난 F①과 F②는 시각 주의집 이 한 곳에 집

되기 보다는 여러 요소에 분산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

으나, 선호도가 높고 낮음과 특정 사드 요소에 한

시각 주의집 행동과는 연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선호 는 비선호에 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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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드에 한 선호와 뇌 의 주의집 도가 연

이 있는가에 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각 사

드에 한 두엽의 주의집 도를 도출한 결과, 선호

도가 높은 F②와 F③의 주의집 도가 11, 12순 로 낮게

나타났고, 선호도가 가장 낮은 F⑫ 한 10순 로 낮은

수치를 보여 선호도와 뇌 주의집 도는 큰 연 이 없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2명의 피험자의 경우,

사드에 따라 두엽 부 활성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명의 피험자(3, 9, 13, 14, 15,

28, 36, 38, 43)는 선호도가 높은 F①, F②, F③, F④에서

두엽 부 가 활성화되었고, 선호도가 비교 낮은 F

⑨, F⑩, F⑪, F⑫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별로 특정

사드에 주의집 하게되는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반드

시 선호도가 높은 사드에 주의집 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집 과 련 있는 두엽 부 를 활성

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뇌 분석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건축 디자인에 있어 고객과의 감성 커뮤니

이션을 보다 과학 으로 용하기 한 방법론을 찾기

한 탐색 연구로서 시각과 뇌반응 측정을 통해 선호

도와 주의집 이란 인지과정을 분석하 다. 다만, 왜 그

사드에 집 하 는가에 한 근원 인 논제와 시각 반

응과 뇌반응의 연계 해석은 제시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고객의 감성생리반응 측정 결과가 향후 상업건

축 디자인에 극 으로 반 되어 효용가치를 높이기

해서는 본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주의집 을 일으키는

디자인 요소에 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져야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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