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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 인간은 시각을 통해 외부 정보의 70% 이상을 받

아들이며, 작업 기억에서 인지 활동을 위해 활용되는 정

보의 약 90% 이상이 눈을 통하여 입력된 정보이다

(Willems et al., 1999).1) 이와 같이 눈을 통한 정보획득

은 5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체기능이다. 눈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은 관심 있는 대상을 주목한 결과

기 때문에 어떤 공간요소가 눈앞에 어떻게 펼쳐져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어떤 대상을 집중해서 보기 위

해서는 다른 대상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물

리적 구성이 주시과정에서 시선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6R1D1A3B03930114)

다. 공간이 디자인되어있다는 것은 공간의 평면에 디자

인요소가 배치되어있다는 것을 뜻 하며, 디자인요소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공간의
이미지와 특징이 달라진다. 건축이 다른 예술과 다른 점

은 인간이 사용하는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있다.1)

하지만 공간을 디자인하는 경우를 보면 그 안에서 활
동하는 사람(이하 대상체로 함)의 다양한 행태가 고려되

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간이
인간본위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대상체가 포함된 상태에서 디자인되고 공간구성요소가

배치되고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
구는 대상체 유무에 따른 시지각 반응으로부터 주시시간
의 변화에 따른 우세주시구역을 정리함으로써 시지각 평

가 구조 메커니즘을 살펴보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1) 이시훈, 정일형, 안주아, 김광형, 아이트래커를 활용한 성적소구 광
고의 소비자 시선이동과 광고효과, 한국광고홍보학회 겨울 91호,
2011, p.43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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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observation by presence of objects in exhibition spaces through
eye-tracking. The area with prevailing observation by the change of observation time with visual-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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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line of the changes to prevailing observation frequency by observation time shows that there was a gra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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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실험

2.1. 연구 방법 및 순서
주시실험은 <그림 2>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남자 대학

생 25명씩이 참여하였다. 실험 이미지는 40.3×28.7㎝이며

모니터는 51.0×28.7㎝(1920×1080 pixel)를 사용하였다. 시

지각 평가에 사용된 시선추적장치 SensoMotoric

Instruments GmbH(SMI)의 REDn Scientific는 적외선

조명과 컴퓨터 기반의 이미지 프로세싱을 사용해 시선의

움직임과 동공의상대적인 크기까지 측정 가능하며, 비침

습적(Non-invasive)인 특징을 갖고 있어 실험 참여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실험하는 동

안 주시데이터는 조작자 컴퓨터에 초당 30Hz로 저장되

었고, 기본적인 분석은 BeGaze 3.7을 사용하였다. 1인 1

개의 이미지 실험을 하였는데 참가자는 실험실에서 시점

조정과정(calibration)을 거친 후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본 실험시간은 2분 10초 동안 실시하였으며, 본 과제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대상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또한 실험

에 앞서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실험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미지를 주시하는 과정에

목적성 문구로 「시선추적 실험에서 보는 이미지는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입구에서 바라본 홀의 내부입니다. 당

신은 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가장 처음 보는 내부 공간

으로, 공간의 이미지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 보세요. 실험

이 끝난 후 이미지에서 느낀 공간감에 대한 설문을 할

예정입니다.」의 내용을 실험 이미지에 앞서 고지하고

실험 후에 공간평가에 대한 설문을 받았다.2)

시선추적 실험은 2017.07.13.-19일이며 주시데이터는 추

적비율(Tracking Ratio)이 90%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 시선추적 실험과 시점조정과정

2.2. 실험 공간의 특성
(1) 실험 대상 공간 및 기존 연구

실험 대상은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홀을 대상으로 하

였다. <그림 2>과 같이 홀 입구에서 보이는 로비전경으

로 해당 시설을 방문해 있는 사람의 유무가 시선추적 실

험과 분석의 대상이다. 서론에 기술한 바와 같이 공간은

사람의 사용을 전제로 디자인되지만 디자인과정을 살펴

2) 실험 후 공간감성평가 설문을 받았지만, 설문을 넣은 것은 실험 참
가자가 목적성 문구에 따라 공간을 어떻게 감성평가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한 것으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보면 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 공간디자인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이루어진다. 공간에 대한 평가는 해당 공간의 이

미지 선호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김주연(2016)은 카

페공간에서 방문의도성과 대상체의 유무를 기준으로 관

심영역을 설문과 함께 분석하고 있으며, 김주현 외(2012)

는 격자분석에 가장 적합한 분할기준으로 12×12를 제시

하고 있다. 김종하 외(2016)의 연구에서는 실험 초기에

수렴적 탐색활동으로 인해 데이터의 왜곡이 일어난 시간

으로 주시실험을 시작해서 3초까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각 실험참여자의 초기 주시시간에서 3초

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실제 분석시간은 2분으로 한정하

였지만 본 실험은 2분 10초를 실시했다.

대상체 : 유 무

<그림 2> 실험공간

(2) 전체 실험 참여자의 주의집중 특성

시선추적 실험시간 2분 동안 대상체 유무에 따른 주의

집중 분포를 시선추적 전용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해 도

식화 시킨 것이 <그림 3>이다. 프로그램에 의한 도식화

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기법으로, 전체적인 집중구역에서

는 유사성을 가지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대상체의 유무에 따른 공간

주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대상체 유무에 따라 주시구

역의 어떤 특징에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데이터를 엑셀로 정리 한 후 실험 참여자

전체에 대한 분포 특성을 비교하였다.

대상체 : 유 무

<그림 3> 대상체 유무에 따른 주의집중

3. 대상체 유무에 따른 주의집중 특성

3.1. 대상체 유무에 따른 주의집중
(1) 구역별 집중 특성

12격자에 전체 실험 참여자의 평균 주시시간을 정리한

것이 <표 1, 2>이며, 구역 수와 시간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강한 주시가 일어난 구역으로 3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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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가 일어난 구역을 「매우강한 집중」으로, 1초 이상

을 「약한 집중」으로 표시한 결과 전체 이미지에서

「매우강한 집중」이 일어난 구역이 6-7개, 「약한 집

중」이 일어난 구역도 23-26개로 서로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체가 있는 경우(30.8%)에 비해 없는 경우

(22.2%)가 집중구역이 더 많았다. 대상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구역을 집중해서 주시한 것을 알 수 있다.

A B C D E F G H I J K L
1 0.2 0.5 0.3 0.2
2 0.2 1.5 0.2 0.1 0.4 0.7 0.3 0.1
3 0.3 0.8 0.3 0.2 0.2 0.6 0.2 0.3 0.1 0.1
4 0.1 0.2 0.1 0.2 0.2 0.2 0.3 0.2 0.3 0.2
5 0.1 0.2 0.3 0.5 0.6 0.4 0.3 0.1 0.2
6 0.1 0.1 0.3 0.5 0.6 0.8 0.6 0.8 0.6 0.8 0.9
7 0.2 0.4 0.9 0.6 0.9 0.6 3.2 1.3 1.4 1.2 1.4 1.0
8 0.3 0.9 2.9 1.4 1.7 2.3 4.1 3.6 4.7 1.6 3.4 2.0
9 0.6 1.5 0.9 1.6 2.2 2.8 3.0 4.2 2.7 0.8 1.5 1.5
10 0.2 1.0 0.7 0.8 0.8 0.7 1.3 1.2 0.5 0.5 0.8 0.4
11 1.2 0.6 0.1 0.1 0.2 0.6 0.5 0.4 0.5 0.4 0.3
12 0.1 0.8 0.3 0.1 0.2 0.4 0.3 0.4 0.6 0.3 0.7

: 매우강한 집중 : 약한 집중

<표 1> 대상체가 있는 경우의 구역별 주시시간

A B C D E F G H I J K L
1 0.2 1.8 0.2 0.5 0.2 0.1
2 0.4 1.7 0.2 0.1 0.3 0.9 0.2 0.1 0.1 0.1
3 0.1 0.6 0.3 0.2 0.2 0.4 0.3 0.1 0.1 0.1
4 0.1 0.2 0.3 0.3 0.2 0.6 0.2 0.1 0.2 0.2
5 0.1 0.1 0.2 0.2 0.4 1.0 0.6 0.6 0.1 0.3 0.1
6 0.1 0.1 0.2 0.2 0.6 0.6 0.5 0.6 0.6 0.2 0.8 0.5
7 0.1 0.7 0.7 0.4 1.3 0.6 2.2 0.9 1.5 0.9 1.5 0.8
8 0.3 1.6 4.1 1.6 0.9 0.8 5.0 4.6 4.9 2.2 3.6 1.2
9 0.9 1.6 1.2 1.5 1.5 1.7 2.6 2.6 1.0 1.2 3.1 1.5
10 0.3 1.8 0.8 1.3 1.6 1.6 0.4 0.4 0.2 0.2 1.0 0.6
11 0.9 0.6 0.1 0.1 0.2 0.2 0.6 0.5 0.3 0.4
12 0.1 0.1 0.1 0.1 0.3 0.7 0.2 0.5

: 매우강한 집중 : 약한 집중

<표 2> 대상체가 없는 경우의 구역별 주시시간

대상체 매우강한 집중 약한 집중 소계

유
구역 수 7 (4.9%) 23 (16%) 30 (20.8%)
시간(초) 26.1 (21.7%) 38.4 (32.0%) 64.5 (53.8%)

무
구역 수 6 (4.2%) 26 (18.1%) 32 (22.2%)
시간(초) 25.3 (21.1%) 41.4 (34.5%) 66.7 (55.6%)

<표 3> 구역별 주의집중 빈도
단위 : 개수(비율)

(2) 이미지 특성별 집중 특성

집중이 일어난 구역을 실험 이미지에 중첩시킨 것이

<표 4, 5>이다. <표 4>의 대상체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

체를 중심으로 강한 주의집중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 5>의 대상체가 없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분

산된 것이 특징이다. 대상체 유무를 중복시켜 살펴보면

「매우강한 집중」이 공통적으로 일어난 구역은 G8․H

9․I10․K10의 4개 구역으로 해당 시설에서 사인과 대상

체의 머리가 위치한 곳인 동시에 눈높이의 정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약한 집중」이 일어난 구역을 보면 대상체가 있는 경

우에는 대상체를 중심으로 좌우 수평에 집중되고 있지만

대상체가 없는 경우에는 좌우 수평에 대한 주시는 유사

하지만 상하방향으로 폭이 커진 것이 특징이다.

A B C D E F G H I J K L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매우강한 집중 : 약한 집중

<표 4> 대상체가 있는 경우의 집중 구역

A B C D E F G H I J K L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매우강한 집중 : 약한 집중

<표 5> 대상체가 없는 경우의 집중 구역

3.2. 분석의 틀 설정
(1) 주시데이터의 분석 틀

실험 이미지를 12×12격자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험

을 통해 얻어진 원 데이터를 서로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험은 각 참여자별로 120초

동안 실시되었으며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는 좌표별 고정(Fixation)과 이동(Saccade) 데이터이다.

3.1절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구역별 시간분포를 기준으

로 분석할 경우, ①주시시간의 경과에 따른 우세주시구

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시간범위는 얼마로 정할 것

인가?, ②어느 정도의 주시시간을 우세주시시간으로 볼

것인가?, ③시간범위별 주시특성을 어떻게 비교하는 것

이 대상체 유무에 따른 주시특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가?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하

(2012)의 연구를 보면 10초 단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주시특성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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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참조로, 본 연구에서도 10초 단위로 시간범위

를 설정하여 ②,③의 내용에 대한 틀을 설정하였다.

(2) 우세 주시 범위의 설정에 따른 등급과 시간범위

대상체 유무에 따른 실험 참여자 1명씩에 대한 표본

조사를 통해 3.2절 (1)항 ②의 우세주시로 볼 수 있는 시

간범위를 설정하였다. 분석과정을 보면, 10초씩 시간범위

12개 주시데이터를 대상으로 엑셀프로그램을 통해 내림

차순으로 정렬 한 후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10초=300

개의 주시데이터가 12×12격자=144개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구역이 많은 관계로 상위 30

개를 사례로 <그림 4, 5>에 제시하였다.

<그림 4> 대상체 있음(1번 참여자)

<그림 5> 대상체 없음(26번 참여자)

위의 <그림 4, 5>는 각 대상체 유무 실험 참여군의 각

1번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성은 가지

지 못하지만 대상체 유무에 따라 구역별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개의 격자 안에 어느 정도의 주

시시간을 가져야 해당 격자 구역을 집중해서 본 것으로

볼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 전체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누적 시간범위를 설정하여 주시 시간데이터를 정

리한 결과 <표 6>과 같은 누적 시간범위 설정이 가능하

였다. Ⅰ등급은 각 시간범위의 상위 10%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주시가 이루어진 구역이며, 비교적 높은 구역인 Ⅱ

등급도 상위 10% 미만 - 4% 이상에 해당하는 주시시간을

갖게 된다. 4개 등급으로 분류하였지만, 분석과정에서는

주시가 매우 높게 일어난 Ⅰ․Ⅱ등급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최종 분석에서는 Ⅰ등급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등급 시간비율(10초 기준) 누적 시간범위 내용
Ⅰ 10% 이상 1000㎳ 이상 매우 높음
Ⅱ 10% 미만 – 4% 이상 1000㎳ 미만-400㎳ 이상 비교적 높음
Ⅲ 4% 미만 – 0.01% 이상 400㎳ 미만-1㎳ 이상 낮음
Ⅳ 0% 0㎳ 전혀 없음

<표 6> 우세주시 등급과 시간범위

3.3. 대상체 유무에 따른 분석 사례
(1) 대상체가 있는 경우의 주시우세특성 사례

대상체가 있는 실험에서 참여자 1번의 등급별 주시특

성을 <표 6>의 틀에 의거하여 시간범위별로 분석하여

빈도를 정리한 것이 <표 7>이며 각 구역별 개수와 시간

을 정리한 것이 <표 8>이다. 격자 구역의 개수를 비교

함으로써 우세등급의 비율과 해당 주시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 <표 8>을 보면 Ⅰ등급의 구역 개수평균은 2.33개

(1.62%)에 불과하지만 4.24초로 전체 시간에서 42.4%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강한 주시가 일어난 구역임을 알 수

있으며 주시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구역 개수비율이

90.1%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대상체가 없는 경우의 주시우세특성 사례

대상체가 없는 경우 <표 10>을 보면 Ⅰ등급의 구역 개

수평균은 2.50개(1.74%)에 불과하지만 평균 3.91초로 전체

시간의 39.1%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체 유무에 따라 1명

의 참여자를 대표로 하는 분석이므로 시간범위의 변화에

따른 주시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상체 유무에 따라

주시구역의 수와 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범위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Ⅰ 3 3 1 2 1 1 4 2 4 2 3 2 2.33
Ⅱ 7 5 8 6 9 9 2 7 4 4 3 6 5.83
Ⅲ 7 3 8 6 10 10 2 8 5 4 3 7 6.08
Ⅳ 127 133 127 130 124 124 136 127 131 134 135 129 129.75

<표 7> 대상체가 있는 경우의 주시 등급별 빈도

시간범위
등급

개수 시간(초)
평균 비율(%) 평균 비율(%)

Ⅰ 2.33 1.62 4.24 42.4
Ⅱ 5.83 4.05 3.82 38.2
Ⅲ 6.08 4.22 1.11 11.1
Ⅳ 129.75 90.10 0.00 0.0
소계 144 100.00 9.17 91.7

<표 8> 대상체가 있는 경우의 주시 등급별 개수와 주시시간

시간범위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Ⅰ 2 2 3 2 4 2 4 3 2 1 4 1 2.50
Ⅱ 5 5 3 6 4 3 4 6 5 7 4 9 5.08
Ⅲ 11 5 10 7 4 8 2 1 7 8 4 9 6.33
Ⅳ 126 132 128 129 132 131 134 134 130 128 132 125 130.08

<표 9> 대상체가 있는 경우의 주시 등급별 빈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6호 통권125호 _ 2017.12110

(3) 대상체 유무에 따른 주시우세특성

대상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표 8, 10>의 주

시구역 개수와 시간을 등급별로 상호 비교한 것이 <그

림 6, 7>이다. Ⅳ등급은 개수는 있지만 주시시간이 없으

므로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7> 등급별 시간 비율

구역 개수를 보면 주시시간이 포함된 개수는 대상체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장 높은 Ⅰ등급과 낮은 Ⅲ등급

에서는 대상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등급별 시간

을 보면, 구역 개수와 마찬가지로 대상체가 있는 경우가

전체 주시시간은 많았는데 가장 높은 Ⅰ등급에서의 구역

수와 시간을 비교해 보면, 구역 수는 적었지만 시간비율

을 높았다. 즉 적은 구역에 많은 시간을 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대상체가 있는 경우에 특정한 곳을

주의집중해서 주시한 결과이다.

3.4. 대상체 유무에 따른 사례 분석
(1) 실험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주시집중 특성

대상체 유무에 따라 주의집중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3.3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험 참여

자 1명씩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적인 내용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 본 절에서는 실험 참여자가 많은 경우에 어

떻게 전체 참여자의 특성을 주시특성으로 어떻게 비교하

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우선 각 참여자의 시간범위별 주시데이터를 등급을 기

준으로 정리하면서 각 구역의 시간을 구역의 빈도로 설

정하였다. 즉 <그림 8>의 우측과 같이 12×12격자에 포

함된 각 시간을 등급의 빈도 [1]로 치환함으로써 우세특

성 위치와 빈도로 분석이 가능하다.

대상체 유-1번 참여자-1시간범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그림 8> 주시데이터의 등급별 우세 특성

(2) 전체 시간범위에 나타난 우세주시특성

12개 시간범위에 대한 대상체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우세등급을 정리한 결과가 <그림 9>이다. Ⅲ등급의 경

우에는 전체 주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1(표

8)-15.0%(표 10)인 관계로 Ⅰ~Ⅱ등급에 한정하여 분석하

였다. Ⅰ등급에서 F9, G8구역, Ⅱ등급에서는 C8, G7-8,

H8, K8이 우세한 구역으로 나타났다. Ⅰ~Ⅱ등급을 통합

할 경우 F9(Ⅰ등급:4개, Ⅱ등급:2개)와 G8(3개, 4개)로 주

의가 매우 강하게 집중한 구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상체가 없는 경우의 우세등급 <그림 10>

에서 주시가 매우 강하게 일어난 구역을 보면 Ⅰ~Ⅱ등급

이 중복된 구역이 G9(4개, 2개)이며, 그 외 구역으로 Ⅱ

등급이 나타나고 있다.

구역별 개수와 시간특성으로 비교한 <그림 6, 7>과

비교해서 볼 경우 3.3절 (3)항에서 대상체가 있는 경우가

구역 수가 적었지만 주시시간비율은 높다는 것을 특징으

로 기술하였는데, 우세 빈도로 치환한 <그림 9, 10>의

결과를 보면 대상체가 있는 경우의 <그림 9>가 <그림

10>에 비해 Ⅰ~Ⅱ등급의 우세주시구역이 보다 강하게

집중해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범위
등급

개수 시간(초)
평균 비율(%) 평균 비율(%)

Ⅰ 2.50 1.74 3.91 39.1
Ⅱ 5.08 3.53 3.23 32.3
Ⅲ 6.33 4.40 1.50 15.0
Ⅳ 130.08 90.33 0.00 0
소계 144 100.00 8.64 86.4

<표 10> 대상체가 있는 경우의 주시 등급별 개수와 주시시간

<그림 6> 등급별 구역 개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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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등급 Ⅱ등급

: 중복빈도가 3이상인 구역

<그림 9> 대상체 유-1번 참여자 (12 시간범위 전체]

Ⅰ등급 Ⅱ등급

: 중복빈도가 3이상인 구역

<그림 10> 대상체 무-1번 참여자-12 시간범위 전체

4. 대상체 유무에 따른 주시우세특성

4.1. 실험 참여자별 등급별 우세주시구역과 시간
(1) 등급별 우세주시 구역과 주시시간

대상체 유무에 따른 등급별 참여자의 평균 주시개수와
시간을 정리한 것이 <표 11, 12>이다. 대상체가 있는 경
우Ⅰ․Ⅱ등급은 2.03개․5.59개에 3.49초․3.38초인데 비해
대상체가 없는 경우에는 1.9개․5.29개에 3.22초․3.19초임
을 알 수 있다. 대상체가 있는 경우에서 <표 6>에서 정
의한 Ⅰ․Ⅱ등급 우세등급에서 개수와 시간이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상체가 있는 경우가 Ⅰ․Ⅱ등급의
구역 개수가 높았으며, 전체적인 시간의 합계로 높았다.

등급
참여자

Ⅰ Ⅱ Ⅲ Ⅳ
개수 시간 개수 시간 개수 시간 개수 시간

1 2.50 3.91 5.08 3.23 6.33 1.50 130.09 0
2 2.42 3.98 5.25 3.18 6.42 1.43 129.91 0
3 1.92 2.93 5.92 3.47 7.67 1.69 128.49 0

(중략)
24 1.92 3.31 6.33 3.93 6.75 1.51 129 0
25 2.67 4.27 5.50 3.22 6.58 1.51 129.25 0
평균 2.03 3.49 5.59 3.38 6.76 1.58 129.63 0

<표 11> 우세 주시 등급과 시간범위[대상체 유]
시간 : 초

등급
참여자

Ⅰ Ⅱ Ⅲ Ⅳ
개수 시간 개수 시간 개수 시간 개수 시간

26 2.50 3.91 5.08 3.23 6.33 1.50 130.09 0
27 0.75 1.22 7.33 4.36 10.33 2.45 125.59 0
28 2.33 3.70 4.92 2.87 7.50 1.78 129.25 0

(중략)
49 1.58 2.74 5.33 3.09 10.92 2.46 126.17 0
50 1.92 3.22 5.25 3.18 10.00 2.09 126.83 0
평균 1.90 3.21 5.29 3.19 7.71 1.81 129.10 0

<표 12> 우세 주시 등급과 시간범위[대상체 무]
시간 : 초

(2) 등급별 우세주시 구역과 주시시간 비교

등급별 개수와 시간을 보면 Ⅰ․Ⅱ등급은 우세주시등

급이 높은 경우로 대상체가 있는 경우가 개수와 시간이

높았다. 등급별 구역 수를 보면 대상체가 있는 경우에는

Ⅰ․Ⅱ등급이 많고 대상체가 없는 경우에는 Ⅲ등급이 많

았다. 등급별 시간은3) <표 13>의 개수 흐림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우세 개수가 많다는 것은 대상체 유

무에 따라 집중해서 주시한 구역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역 수가 많기 때문에 해당 구역별 주시시간

의 합계도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우세주시 특성
(1) 주시 우세강도특성 분석을 위한 틀의 설정

이상에서는 우세주시등급을 근거로 대표 실험 참여자

를 대상으로 주시특성을 살펴보았다. 대상체 유무에 따

른 주시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실험군 25명씩의

참여자의 전체적인 주시특성이 반영된 분석기법이 필요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세강

도특성 추출과정을 설정하였다.

ⅰ) 일단 전체 참여자의 주시데이터를 대상으로 <그림

8>과 같은 방법으로 주시시간(㎳)을 각 등급별 빈도

[1]로 치환

ⅱ) 실험참여자의 12개 시간범위별 데이터를 <그림 9>와

같이 전체를 정리한 후에 중복빈도가 [3] 이상인 구역

을 각 실험참여가가 전체 시간동안 아주 우세하게 본

구역으로 설정

ⅲ) 각 실험 참여자의 특성이 반영된 우세강도특성을 추

출하여 대상체 유무에 따른 시지각 특성을 분석

이러한 과정 ⅰ)․ⅱ) 과정은 3.4절에서 그 과정을 기

술하였기 때문에 이하 내용에서는 ⅲ)번 항목의 우세강

도특성을 대상체가 있는 경우를 사례로 분석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3) Ⅳ등급은 주시시간이 「0」인 관계로 <표 14>의 정리에서 제외함.

대상체
등급

유 무

Ⅰ 2.03 1.9

Ⅱ 5.59 5.29

Ⅲ 6.76 7.71

Ⅳ 129.63 129.1

<표 13> 등급별 개수(평균)

대상체
등급

유 무

Ⅰ 3.49 3.21

Ⅱ 3.38 3.19

Ⅲ 1.58 1.81

Ⅳ 0 0

<표 14> 등급별 시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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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별 참여자의 우세주시등급에서는 빈도특성으로

분석이 가능했으나,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서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참여자별 Ⅰ등급 주시구역을 정리한 결과가 <그림 11>

과 같은 경우에 5번 참여자와 23번의 우세등급 합계 누

적이 [6]으로 동일하지만 우세주시구역의 위치와 빈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세강도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

세구역의 개수를 그대로 합계로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치환시키는 방법을 통해 각 참여자별 특성을 균질

화시킬 것인가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은

대상체가 있는 경우의 참여자 전체에 대한 Ⅰ등급 개수

의 합계와 구역별 출현빈도를 다시 [1]로 치환한 상태에

서의 우세구역별 빈도 합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2>의 좌측은 참여자 전체에 대한 정리에서 중복빈도가

20이 넘는 구역을 표시한 결과 중심부에 많은 집중이 일

어났으며 좌우로 약하게 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

해 우측은 각 참여자별 Ⅰ등급을 [1]로 치환한 누적빈도

이다. 전체 빈도가 낮은 관계로 [3] 이상의 구역을 표시

한 결과 중간과 우측에 대한 우세주시를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구역은 <그림

12>의 C8․H8구역이다. 좌측 그림에서는 25․24개의 빈

도누적을 보였으나, 우측 그림에서는 각각 빈도[1]에 불

과했다. 우측에서 빈도[1]을 보인 것은 실험 참여자의 개

별분석과정에서 시간범위별 누적빈도가 [3] 이상이었던

참여자가 1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F9는

24개의 누적빈도였는데 우측 빈도에서는 [3]으로 높았다.

즉 많은 참여자가 낮게 우세한 주시특성을 보인 것이 전

체 누계에서 좌측의 C8․H8과 같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참여자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는 기존 우세주시에 대한 범위설정이 다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각 참여자의 우세등급을

구역별 비례 값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즉

<표 6>에서 설정한 등급 범위의 빈도를 <그림 12>의

우측과 같이 비례 값 [1]로 치환하는 과정을 설정하여

우세강도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은 3.2절 (1)

항의 ③번 내용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5번 참여자 전체 개수의 합계 23번 참여자 전체 개수의 합계

: 중복빈도가 3이상인 구역

<그림 11> 대상체 유-1번 참여자-12 시간범위 전체

(2) 대상체가 있는 경우 Ⅰ등급 구역의 우세강도특성

대상체가 있는 경우 전체 실험 참여자의 주시 우세강

도를 정리한 것이 <표 15>이다. 3개 이상의 다빈도 구

역으로 볼 경우 4개 구역(F9․G8․I8․K8)에 높은 주시

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실험 이미지와 중첩

시킨 <표 16>을 보면 우측의 싸인(K8)과 함께 대상체가

군집한 부분을 중심으로 우시강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부터 공간에서 대상체가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C D E F G H I J K L
1
2
3 1
4
5
6 1 1 1
7 2 1
8 1 1 4 1 4 3
9 2 3 2 2 1 1
10 1
11
12

중복빈도 : 3 이상인 구역 : 2인 구역

<표 15> 대상체가 있는 경우의 구역별 우세강도빈도 [Ⅰ등급]

A B C D E F G H I J K L
7
8
9
10

: 우세주시구역

<표 16> 대상체가 있는 경우의 집중 구역

(3) 대상체가 없는 경우 Ⅰ등급 구역의 우세강도특성

대상체가 없는 경우의 우세강도구역을 보면, 대상체가

있는 경우보다 [3] 이상인 구역이 더 많았다. 즉 대상체가

없는 경우가 분산해서 집중주시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의 이미지에서 보면, 우측 싸인(K8․K9)과

중앙부는 대상체가 있는 경우와 유사하지만, 좌측 싸인

(C8)에도 시선이 우세하게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전체 개수의 합계 우세구역별 빈도 합계

: 중복빈도가 20이상인 구역 : 참여자별 중복빈도가 3이상인 구역

<그림 12> 대상체 유-1번 참여자-12 시간범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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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L
1
2 1
3
4
5
6
7 1 1
8 3 1 4 3 6 4
9 1 2 3 3
10
11
12

중복빈도 : 3 이상인 구역 : 2인 구역

<표 17> 대상체가 없는 경우의 구역별 우세강도빈도 [Ⅰ등급]

A B C D E F G H I J K L
7
8
9
10

: 우세주시구역

<표 18> 대상체가 없는 경우의 집중 구역

(4) 대상체 유무에 따른 우세강도 구역특성

대상체 유무에 따라 우세강도를 정리한 것이 <표 19>

이다. 3개 구역(G8․I8․K8)에 중첩되고 있으나 그 외

구역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체가

있는 경우는 대상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4.2절 (2)항

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지만 대상체가 없는 경우에는 좌

우측의 싸인(C8)구역으로 우세주시가 생겨난 것이 특징

이다. 즉 대상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간에서 싸인(C8․H

8․H9․K8․K9)에 더 많은 주의집중을 할애했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본다면 대상체가 있는 경우에

는 대상체가 공간을 안내하는 싸인 등으로 향하는 주의

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A B C D E F G H I J K L
7
8
9
10

대상체 : 유 : 무

<표 19> 대상체 유무에 따른 우세강도 집중 구역

4.3. 주시시간 변화에 따른 우세주시구역 특성
(1) 대상체 유무의 우세특성

12개의 시간범위 변화에 따른 우세주시특성을 분석하

여 Ⅰ등급에 대한 전체 우세빈도를 구역별 빈도로 정리

한 것이 <그림 13>이다. 특정 구역에 우세구역이 집중

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빈도에서 20개 이상 구역을

이미지에 정리한 것이 <표 20> 이다. 6개 구역이 대상

체 유무에 따라 중첩되는데 중첩되지 않는 구역 보면 대

상체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체를 중심으로 상하(G7․F8)

에 집중한 반면 대상체가 없는 경우에는 우측 사인의

K9에 더 많이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체가 없는

경우에 사인에 더 많이 집중한다는 것은 4.2절 (4)항의

내용과 동일하다. 중복빈도 [3]이상으로 살펴본 <표 19>

와 <표 20>비교해 보면 대상체가 있는 경우가 C8․G

7․H8․H9구역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구역이 더

추가된 것은 상위빈도를 얼마로 설정하는가에 따른 문제

이지만, 4.2절이 우세빈도라면, 4.3절은 시간범위 변화에

따른 우세주시구역을 정리한 것이며, 전체 참여자의 우

세주시구역을 정리하는 경우(4.2절)와 시간범위별로 정리

하는 경우(4.3절)에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림 13> 전체 참여자의 구역별 우세빈도 합계

A B C D E F G H I J K L
7
8
9
10

대상체 : 유 : 무

<표 20> 대상체 유무에 따른 우세강도 집중 구역

(2) 대상체 유무별 우세특성

시간범위별 실험 참여자의 주시데이터에서 <표 6>에서

Ⅰ등급으로 정의된 구역의 개수의 합을 정리한 것이 <표

21>이다. <그림 14>를 보면 시간범위의 증가에 따라 대

상체가 있는 경우는 우세빈도가 높게 시작하고 시간범위

[3-5]에서 대상체 없는 경우가 우세빈도가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전체 우세빈도는 시간범위의 변화에 따라

주의집중과 분산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시간범위

[3]에서부터 ①대상체가 있는 경우는 집중을 크게 한번 1

회 있은 직후에 2번의 하강빈도를 갖는데 비해 ②대상체

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상승에 3회 하강하는 것이 특징이

다. <표 21>의 평균 전체 우세빈도 수룰 보면 대상체가

있는 경우가 51.3개인데 비해 없는 경우는 48.0개로 대상

체가 있는 경우가 Ⅰ등급의 매우 높은 주시(1000㎳ 이상)

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참여자가 공통

으로 우세를 보인 구역 수를 보면 대상체가 있는 경우가

2.1개인데 비해 없는 경우는 2.6개로 대상체 없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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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곳을 중첩해서 주시했음을 알 수 있다.

시간범위
대상체 특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유
전체 우세빈도 50 51 50 52 48 46 59 54 44 64 56 41 51.3
중첩 우세구역 수 6 2 1 2 2 0 2 1 0 4 4 1 2.1

무
전체 우세빈도 41 43 54 50 51 42 50 50 47 46 54 48 48.0
중첩 우세구역 수 5 3 5 1 2 3 4 2 0 4 1 1 2.6

<표 21> 대상체 유무별 Ⅰ등급 우세주시 빈도 [Ⅰ등급]

<그림 14> 시간범위 변화에 따른 전체 우세빈도 특성

(3) 대상체 유무별 시간범위 우세 빈도

대상체 유무에 따라 우세빈도를 보인 <표 21> 구역에

대한 빈도를 정리한 것이 <표 22, 23>이다. 대상체가 있

는 경우에는 평균 2.39개, 없는 경우에는 2.69개로 대상체

가 없는 경우가 각 시간범위별 중복빈도가 높았다. 어느

구역에 보다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그룹

상위 빈도 [4]이상의 분포를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대상체

가 있는 경우 전체 빈도평균값은 낮았지만 I8(3.25개)구역

에 아주 강한 집중을 보인 것 외에는 전체 우세빈도를 가

진 구역을 평균적으로 주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

해 대상체가 없는 경우를 보면 G8(3.17)․I8(3.75)구역에

매우 강한 집중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체가

있는 경우의 I8구역과 없는 경우의 G8․I8구역은 전체 주

시시간동안 항상 강한 주시를 가진 곳이므로 이러한 곳은

전체 공간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간에서 랜드마크는 공간파악을 위

해 기준점을 삼는 공간요소로 볼 수 있는데 대상체가 있

는 경우에는 대상체[사람]을, 없는 경우에는 [싸인]을 랜드

마크로 삼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간범위
구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C 8 4 2 2 1 2 1 0 4 2 2 5 0 2.08
F 9 3 4 1 3 3 0 2 2 2 1 3 0 2.00

G
7 2 2 4 2 1 3 0 3 2 1 2 1 1.92
8 0 3 2 5 3 1 2 1 2 8 6 2 2.92

H
8 0 1 1 1 1 2 7 2 1 2 2 4 2.00
9 2 3 2 2 5 2 3 1 2 6 3 1 2.67

I 8 4 5 3 1 4 1 5 3 2 4 4 3 3.25
K 8 5 3 3 4 2 2 3 2 1 1 0 1 2.25
평균 2.50 2.88 2.25 2.38 2.63 1.50 2.75 2.25 1.75 3.13 3.13 1.50 2.39

: [4] 이상 빈도

<표 22> 대상체 있음에 대한 우세주시 빈도

시간범위
구역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C 8 8 3 2 3 2 4 1 1 3 1 2 2 2.67
G 8 5 4 4 2 2 4 5 4 1 4 3 0 3.17

H
8 7 3 3 2 1 3 4 2 1 4 3 2 2.92
9 1 1 4 1 2 1 3 3 3 0 0 1 1.67

I 8 5 4 7 6 4 2 6 1 1 1 4 4 3.75

K
8 4 5 5 1 4 0 3 1 3 4 2 2 2.83
9 1 2 2 1 3 2 0 4 2 1 3 1 1.83

평균 4.43 3.14 3.86 2.29 2.57 2.29 3.14 2.29 2.00 2.14 2.43 1.71 2.69

: [4] 이상 빈도

<표 23> 대상체 없음에 대한 우세주시 빈도

(4) 시간범위 변화에 따른 흐름 추세

<표 22, 23>의 우세주시빈도를 시간범위 평균으로 도

식화 시킨 것이 <그림 15>이다.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

하기 위해 추세선을4) 기준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하

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①대상체가 없

는 경우 구역별 빈도는 시간범위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감소경향을 가진다. ②대상체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

로 완만한 평균값을 가지다가 시간범위[8] 이후에는 대

상체가 없는 경우보다 빈도수가 증가한다.

<그림 15> 시간범위별 우세구역의 빈도 변화

5. 결론

본 연구는 전시공간을 대상으로 대상체 유무에 따른

주시특성을 시선추적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상체 유무에

따라 주시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공

간에서 대상체가 끼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대상체 유무를 보면 대상체가 있는 경우보다 없

는 경우가 분산해서 집중주시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체가 있는 경우는 대상체에 집중하고는데

비해 대상체가 없는 경우에는 좌우측의 싸인을 우세하게

4) 시간범위별 빈도를 정리할 경우 변화가 심한 굴곡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식 추세선에 의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추세선 파악에 많이 이용되는 엑셀 패키지에서 표현 가능한 다항
식은 차수가 커질수록 근사화 오차 값은 작아지지만, 큰 굴곡으로
나타나고 차수가 작을수록 완만하게 나타난다. 차수는 [2]차에서
[6]차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중간 값인 [4]를 대표 차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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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구역별 Ⅰ등급 우세빈도 평균을 보면 대상체가

있는 경우가 51.3개인데 비해 없는 경우는 48.0개로 대상

체가 있는 경우에 매우 높은 주시(1000㎳ 이상)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참여자가 공통으로 우

세를 보인 구역 수에서도 대상체가 있는 경우가 2.1개인

데 비해 없는 경우는 2.6개로 대상체 없는 경우가 더 많

은 곳을 중첩해서 주시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공간에서 시지각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랜

드마크는 공간파악을 위해 기준점을 삼는 공간요소로 볼

수 있는데 대상체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체[사람]을, 없는

경우에는 [싸인]을 랜드마크로 삼고 있다.

넷째, 주시시간의 변화에 따른 우세주시빈도 변화를

다항식 추세선으로 보면 대상체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

으로 완만한 평균값을 가지다가 시간범위[8] 이후에는

대상체가 없는 경우보다 우세주시빈도가 증가하는데 비

해, 대상체가 없는 경우에는 주시시간의 증가에 따라 급

격한 감소경향을 가진다. 급격한 감소는 특정 시간 이후

에 우세하게 주시할 만한 대상을 못 찾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완만한 평균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간에서 어

떤 요소를 우세하게 항상 주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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