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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ccades that occurring in the process of observing the spatial.

The size of the saccades is the visual activity for acquiring the information, and the search trace that left by the

spatial visitor. Reviewed over the saccade through the analysis of observation process that appeared in the

eye-tracking experiment of sports store from the department store, the saccade is defined as the sight movement

in the process of finding a component to view in the spatial.

If some spatial component induces saccade, and able to know which specific component acquired through the

saccade, then the designer will have a clue which able to provide the spatial desired by the consumer.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rocess in the deriving the spatial component and saccade characteristic from industrial

space,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The first, the average fixed number of [IN].[OUT] zone appeared similarly,

and it leads to knowing that the time used for attention with one frequency is about 0.3 seconds. Second, there

were more saccades toward [IN→OUT] (13 persons, 76.5%) than [OUT→IN] (4 persons, 23.5%). The Los Angeles

area has lots of interesting things to watch, so it able to thinks to begins with small saccade and then occur to

bigger saccade activity to find new interests shortly after [OUT] saccade. Third, according to time range changes,

keep eyes on the characteristics of saccade, [IN].[OUT] frequency has slightly decreased the changes of viewing

tim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an average number of observations. This means that the frequency

and the number of observations are decreased together.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amount of information

to be acquired (frequency) is decreased (count) as the observation time elap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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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간의 눈은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가장 빠르

고 5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감각기관이

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도약(saccades), 시각 정

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잠시 시선이 머무는 것을 안구 고

정(fixation)이라 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한 시각적 주의

집중은 관찰자의 의도, 흥미, 기존지식, 움직임, 무의식적

동기, 그리고 맥락 등에 의해서 주도된다. 공간정보를 획

득하는 과정을 보면 끊임없는 도약을 통해 흥미지점을

발견하고 그 대상이 중심와(fovea)에 오도록 눈이나 머


 * 이 논문은 2016년도 동양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리를 움직여 고정한 다음 다시 도약을 통해 새로운 정보

를 획득하기 위해 움직인다. 시각 활동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혹은 싫어하는 정보를 회피하기 위한 활동으

로 본다면, 이러한 시각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공간에서

의 선호․비선호 경향 등을 알 수 있으며 상업공간이라

면 상품의 구매를 위한 공간정보 획득과정과 구매로 연

결되기까지의 시각 패턴을 추출해 낼 수도 있다.

시각을 통해 획득된 정보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데, 시지각 활동을 측정은 시선추적(eye tracking) 장치

를 통해 가능하다. 시선추적에 의한 시각적 주의 측정은

획득한 주시정보가 외부로 표현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가외변인이 포함되지 않은 무의식과 감성 반응 그

자체에 가깝기 때문에 본능적 시각 움직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며, ②동일한 요

소가 주시되더라도 시선의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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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획득된 정보에 대한 반응 역시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획득되는 시각정보의 순서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것은 뇌 과학과도 연관이 있으며 경험의 기억과

도 연관이 있다.

시선추적을 이용한 기존 연구에서는 고정점의 빈도와

탐색경로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분석기법의 발달과 상호

연계를 통해 도약거리와 각도를 추출할 수 있다면 시각

활동이 갖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좋은 실마리를 제공

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 나타난 도약

거리 추출 기법과 공간탐색 특성에 초점이 있다. 도약은

시각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시선의 움직임이며 탐색경로를

추적하는 구성요소 특성에 대한 시지각 반응이다. 도약은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상호 거리 정보를 포

함하고 있으며, 시각 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거리 이동이므

로 눈을 기준으로 한 도약 각도를 갖는다. 도약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탐색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문자의 흥미나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도약이 일어나는 상호 요소의

관계성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시

선의 탐색과정에 나타난 도약거리를 추출하는 기법을 제

안하고 이를 통한 공간탐색 특성의 해석에 초점을 두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시각정보에는 시선이1) 포함되어 있는데 시선이 정보

탐색과 획득된 정보의 내용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때 공

간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선의 움직임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한 탐구인 동시에 공간디자인과 상품의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답을 줄 수도 있다. 공

간은 사람의 활동을 전제로 한 것이며 상업공간에서는

방문객의 시선을 상품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진

다. 자발(Javal)은 눈의 움직임이 아주 짧은 멈춤과 신속

한 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는데,2) 공간을 주

시하는 시선에 포함된 멈춤과 도약은 특정 목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과 탐색 과정을 알 수 있다. 방문자가 남

긴 흔적 중에서 안구 고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김지호

외(2007), 유재엽 외(2011), 김하나(2012), 여미 외(2013) ,

최계영(2016) 등의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고정된 주시데이터의 격자 빈도와 위치 특성을 통해 시

1) 일반적으로 주목하는 물체와 눈을 잇는 선으로 물체의 운동(눈에

대한 상대운동)은 시선방향의 운동과 시선에 직각방향의 운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시선방향의 운동은 시선상에서 물체가 가

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를 판정해서 측정하고, 시선에 직각방향의

운동은 시선의 이동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9886&cid=42456&catego

ryId=42456

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qqus&logNo=14015506

1858

각행동과 주시특성 분석에 초점을 두거나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조은길 외(2016)은 방문자의 색

채지각을, 조형규(2015)는 입면이미지 인지 특성을 분석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공간이나 구성요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시지각 특성연구에 해당한다. 방법론적인

연구로 박선명 외(2015)는 특정 주시구역에 대한 주시특

성 추출기법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도약은 시선의 움직임이므로 탐색경로를 가지며

이를 통해 거리․각도를 산출할 수 있는데 도약은 시각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의 탐색 특성과도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곧 전체에서의 한

장소에다 그 물체를 지정하는 것”3)인데 “물체가 우리의

시감(視感)광역에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는 물체가 지능 광역에 있지 않아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

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자 하는 세계만을 찾으려 한다”4)는 말에 포함된 것처럼,

보고 있는 공간에서 보고자 하는 대상이나 요소를 찾고

자 하는 시각 운동이 도약이며 도약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방향과 거리를 추출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도약과

관련된 연구로 김정룡 외(2012)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책의 형태와 글자 크기가 도약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

을 보고하고 있으며, 설정덕 외(2011)는 도약 반응의 복

잡성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김종하(2017)는 스포츠 매

장에 대한 시선추적 실험을 통해 동일한 이미지라도 어

느 방향에 보이는가에 따라 고정과 도약이 달라짐을 밝

히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도약이 주시 대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 뿐 도약의 어떤 특성이

공간이나 대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약거리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남긴 흔적

이다. 시선을 통한 정보획득과정은 인지사고과정과 밀접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5) 도약거리를 분석하게 되면 공

간에서 정보획득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 매장 이미지를 대

상으로 한 시선추적 실험을 대상으로 피험자가 공간에서

어떤 정보를 탐색했는지를 기록한 주시데이터에 포함된

시각정보에 나타난 탐색활동 중에서 도약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 내용으로는 실험상황 속에서 주시 데이터

의 저장과 변환과정을 정리하는 과정에 도약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고 도약거리와 방향에 포함

된 시지각 특성을 정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 루돌프아른하임, 김춘일 옮김, 미술과 시지각, 기린원, 서울, 1988,

p.18

4) 리처드 D. 자키아 지음, 박성완, 박승조 옮김, 시지각과 이미지, 안

그라픽스, 2007.4, p.1

5) Henderson, J. M., & Hollingsworth, A. (1998). Eye movements

during scene viewing: an overview. In Underwood, G. (ed) Eye

guidance in reading and scene perception. Elsevier, Oxford, pp.

26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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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안구고정

(Eye Fixations)
느린 속도의 눈 움직임 또는 집중적 응시

추적

(Pursuit)
망막에 맺힌 물체를 인식하고 시선을 옮기는 순간

도약

(Saccades)
자극에 의한 목표점과 목표점 사이의 순간적 시선이동

탐색경로

(Gaze Path)
실험대상물을 인지하고 자극을 받아들여 움직이는 시선의 경로

<표 1> 안구움직임과 관련된 용어 정리

2. 시선추적 실험과 도약 특성

2.1. 시선추적실험과 주시데이터6)

(1) 시선추적 실험 이미지와 주시실험

시선추적 실험은 상업시설에 있는 스포츠 매장으로,

이 매장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는 상업

시설로 좌우가 명확히 구분되면서 중간에 통로가 있다.

사진촬영은 사전조사를 거쳐 2016년 3월 25일, 내방객이

가장 적은 오전에 Nikon D5000 카메라에 화각 18㎜, 시

선 높이는 1.5m로 하였으며 이미지 저장 해상도는 4,288

× 2,848pixel이다.

(2) 주시실험 및 데이터의 분석

시선추적실험은 대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 20명을7) 대

상으로 2016년 4월 4-8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험용 와

이드 모니터(28.6×50.9㎝)와 피험자의 거리는 650㎜이다.

시선추적 실험은 머리 부분을 고정한 상태에서 진행해

야 하므로 실험 전에 관련 내용 설명을 하였다. 피험자

에게 실험상황과 실험에서 주시하는 과정에서의 목적성

문구 등의 내용을 설명과 함께 실험과정에 시선의 몰입

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 설문으로 「가장 주의 깊게 본

곳은 어느 곳인가요?」에 대한 사후 설문을 한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피험자에게 백화점 스포츠 매장에서의 쇼핑

상태를 가정하기 위해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러 매장에

왔는데, 매장의 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라

는 목적성 문구를 설명 한 후, 시선추적장치를 착용하게

하였다.

실험공간은 어둡게 한 상태에서 30초간 순응시간을 갖

게 한 후에 눈과의 초점을 맞추는 교정(calibration)을

거친 후 2분 동안 실시하였다. 실험운영자는 실험장치

옆에 다른 모니터를 통해 실험상황을 제어하고, 1차 오

류가 난 경우에는 재실험을 실시하고 2차 오류가 다시

발생하면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6) 본 연구는 김종하, 스포츠 매장의 전회에 따른 정보 탐색과 시각적

이해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5호, 2016과 동일한

이미지와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논문임.

7) 인간의 신체 기능을 활용한 실험 연구는 5-10명 내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기존에 발표된 시선추적 연구에서 참

여자는 20-20명 내외가 가장 많았음.

2.2. 공간정보 획득을 위한 도약 특성

(1) 실험 이미지와 시선추적 장비(모니터) 특성

촬영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시선추적 장비를 이용해 공

간 주시정보 획득 과정을 분석하게 되는데, 실험에 사용

되는 이미지를 실험 모니터의 크기에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과정이 발생한다. 실험 이미지는 실험 모니터의 크

기와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데, <그림 1>의 사진 원본

크기는 촬영되는 카메라의 화각을 반영한 것이므로 모니

터와 세장비가 서로 다르다. 즉 실험 모니터 크기를 기

준으로 보면 촬영된 이미지의 세로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로 크기를 모니터 크기에 맞추기 위

해 조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림 4>의 모니터 크

기에 맞추기 위해 <그림 1>에서 공간요소가 가장 적은

상부를 삭제하여 <그림 3>과 같이 조정하였다.

<그림 1> 원본 <그림 2> 조정된 이미지

실험 이미지

<그림 3> 상하 부분을 조정

삭제

모니터 크기 =실험 이미지

<그림 4> 모니터 크기

(2) 획득된 주시정보의 저장 특성

시선추적 실험에서 주시 데이터는 (x, y)값 (0~1)의 범

위에서 저장된다. <그림 2>의 이미지가 <그림 4>의 모

니터에 영사되어 주시실험을 하는 과정에 저장되는 주시

데이터는 실험 이미지와 모니터의 세장비와는 무관하게

(0~1)의 범위로 저장된다. 실험한 이미지로 설명하면,

<그림 5>의 이미지가 저장 상태에서는 <그림 6>과같이

가로축의 크기가 축소된 모습으로 좌표값 (0~1)의 범위

에서 저장된다. 즉 실험이미지와 모니터의 가로축과 세

로축의 길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0~1)의 범위로

저장되고 있다.

이러한 저장 특성은 격자에 의한 주시분포를 분석하는

경우와 시선의 고정과 도약 방향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주시데이터의 빈도 분포와8) 고정된 지점 사이에서 발생

하는 도약의 이동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약의 거리와 각도를 살피는

8) 유재엽, 박혜경, 임채진, 박물관 전시공간에서의 주시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0권, 2호, 2011.4,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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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향의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도약하는가에 따라

거리와 각도가 달라진다. 즉 저장된 데이터 값이 동일하

더라도 세로 혹은 가로와 같이 어느 방향으로 도약하는

가에 따라 상대적인 거리가 달라지며, 따라서 도약 각도

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5> 최종 실험 이미지 <그림 6> 저장 데이터

(3) 저장된 데이터 크기의 조정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도약의 거리와 각도로 전환시키

기 위해서는 세로축에 대한 가로축의 비율만큼 데이터의

크기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즉 저장된 좌표 데이터는

가로․세로축이 (0~1)범위인데 비해, 도약으로 환산하기

위한 주시데이터의 크기를 보면 세로축은 (0~1)로 사용

해도 되지만, 가로축은 <그림 7>의 (x)축 (0~1.77‥)과

같이 세로 크기 비례에 맞춰 주시 좌표 데이터의 가로

축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x
y 0 - 1 x

y 0 - 1.77972

0

~

1

→

x축

데이터 크기 변환

0

~

1

<그림 7> 데이터 크기의 조정

(4) 중심점의 추출과 도약

한편 <그림 7>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시데이터 연

산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게 되는데 도약 특

성 분석을 위한 관심 우세구역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①해당 공간에 대한 입․출입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9) 원-전회 공간의 격자 분석에서 가장 주

시특성에 차이가 컸던 <그림 8>의 구역(관심 우세구역

에 해당하며 이하 LA구역으로 함)을 선정함.

②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60㎐로 저장된 것을 30

㎐로 감량하면서 홀수 주시데이터를 남기고 LA구역에

대한 [IN]․[OUT]판정을 하였다. 연속주시는 해당 공간

에 대한 주의집중을 위해 연속주시 3회(약 0.1초)로 하였

다.10) 피험자와 모니터의 거리(650㎜)를 기준으로 중심와

의 크기(직경 0.07933566)를 설정하여 중심와에 연속적으

9) 김종하, 시선의 고정과 도약에 나타난 공간정보 탐색 특성, 한국실

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2호, 2017.4. pp.22-32

10) 김영진, 웹 페이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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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3회 이상이 들어온 주시데이터가 주시가 고정된 주시

데이터가 됨.

<그림 8> LA구역의 선정 과정(흑백에서 백으로 표시된 구역)

주시 데이터 가중치 적용 후 판정 데이터

좌표 좌표 유효

개수

불용

개수

중심점
판정*

X Y X Y X Y

0.4877 0.7535 Initially gnored

0.4894 0.779

0.4816 0.724 Initially gnored

0.4798 0.9318

0.4814 0.931 Out of Circle

0.4768 0.9148

0.4784 0.952 Out of Circle 4

0.4847 0.9387

0.4809 0.9529 0.4809 0.9529

0.4863 0.937

0.4833 0.9543 0.4833 0.9543

0.4862 0.9372

0.4827 0.9567 0.4827 0.9567

0.4867 0.9328

0.4774 0.9412 0.4774 0.9412 4 0.4811 0.9513 O

0.474 0.8637

0.4736 0.7032 0.4736 0.7032

0.4703 0.5799

⁝
0.2778 0.6229 0.2778 0.6229 5 0.2791 0.6201 i

⁝

* 판정 – O : 해당 영역의 바깥에 위치함, I : 안쪽에 위치함

<표 2> 프로그램에 의한 중심점 추출과 구역 판정 과정

③유효 주시데이터는 <표 2>과 같이 (x)축에 가중치

를 적용 후 판정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7번째 데이터

(Initially gnored 혹은 Out of Circle)까지는 불용처리 되

고, 9~15번에서 유효데이터 4개가 고정으로 판정되면서

중심점 (x, y)좌표로 (0.4811, 0.9513)를 얻을 수 있다. 이

러한 과정을 거치면 판정으로 [O]와 [I])로 표시된 좌표

를 추출할 수 있음.11)

④③번 과정을 모식도로 설명하면, <그림 9>와 같이

중심점으로 판정된 지점을 연결한 것이 시선이 [IN]영역

의 중심점에서 [OUT]영역의 중심점으로 도약한 방향과

거리에 해당함.

⑤도약은 거리로 환산할 수 있는데, <표 2>에서 정리

11) [O]는 [OUT], [I]는 [IN]에 해당하며 중심점의 추출은 <그림 11>

에서 [I]․[O]로 판정이 난 각 데이터 그룹에 대한 중심점으로 각

중심점을 연결한 거리가 도약거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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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중심점은 좌표 (0-1)범위에서 산출된 것이므로, 도약

거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림 7>의 우측과 같이 (x)

축을 가중 비례하는 과정이 필요함.

<그림 9> 중심점에 대한 도약지점의 부분 확대

3. 도약특성 및 주시데이터의 정리

3.1. 도약 특성

(1) 주시데이터 분석에 따른 [IN]․[OUT]특성

<표 3>에 1번 피험자의 주시데이터를 대상으로 연속

주시 3회에 대한 [IN]․[OUT]판정사례를 제시하였다.

도약거리 산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유효개수는 <표 2>에서 중심점 좌표가 되기 위해

연속3회에 포함된 고정점의 개수이며, 불용개수는 유효

한 주시데이터의 사이에 존재하는 주시데이터로, [IN]․

[OUT]판정만 정렬하게 되므로 나타내지 않음.

②판정 결과는 [O]혹은 [I]로 나타나는데 어느 한 쪽

구역에만 머문 중심점(예를 들어 8․15, 42-90번)은 LA

구역을 넘나드는 [IN]․[OUT]도약이 아니므로 분석대상

에서 제외함.

번호
좌표 유효

개수

불용

개수

중심점
판정

[IN]․[OUT]

특성
도약거리

X Y X Y

8 0.4774 0.9412 4 0.4811 0.9513 o (제외)

15 0.4876 0.5896 4 0.4816 0.6097 o (제외)

27 0.3662 0.4471 6 0.3672 0.4407 o 도약

[OUT→IN]
0.19987

35 0.2778 0.6229 5 0.2791 0.6201 i

42 0.2052 0.6637 5 0.2143 0.671 i (제외)

⁝
90 0.1023 0.5011 7 0.0991 0.4924 i (제외)

109 0.1041 0.4491 17 0.1031 0.4471 i 도약

[IN→OUT]
0.32989

120 0.4324 0.4661 8 0.4327 0.4608 o

150 0.546 0.4657 27 0.5419 0.4688 o (제외)

⁝

<표 3> 판정에 따른 도약 특성

③어느 한쪽 구역에 판정결과가 연속되다가 다른 판

정결과로 바뀌는 경우는 LA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이렇게 판정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LA구역에

대한 도약이 발생한 경우가 되며, 분석대상임.

④ LA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약특성의 분석은 <표 3>

에서 27번→35번[OUT→IN], 109번→120번[IN→OUT] 등

이 되며, 도약 중심점의 상호 거리가 도약거리가 됨.

(2) LA구역에 대한 도약 과정과 [IN]․[OUT]특성

주시데이터는 1초에 30개가 발생하는데 미세하게 움직

인 경우를 연속주시특성에 의해 고정으로 정의하고 있

다. <그림 10>과 같이 시선이 A→B로 이동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a~e지점에서 고정이 발생하고 <그림 11>

과 같이 중심점을 추출할 수 있다. 도약은 <그림 9>와

같이 각 중심점 사이에 해당하는데 LA구역에 대한 주시

데이터의 [IN]․[OUT]을 기준으로 도약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그림 10>의 A지점에 고정이 발생하여 중심점이

생긴다면 A지점에서 a(a가 고정점이라면)로 이동하는

[IN→OUT]도약 되며, 만약에 A지점이 고정이 아니라면

A지점 이전의 고정점에서 a로 도약한 것이 됨.

② a~c지점까지는 LA구역 바깥 영역[OUT]에서, d~e는

안쪽 영역[IN]에서의 도약활동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③ c→d로의 도약활동은 [OUT]구역에서 LA구역[IN]

으로 진입하는 것이므로 [OUT→IN]도약이 됨.

④ <그림 11>과 같이 e지점이 중심점으로 판정되고

<그림 10>에서 e→B지점으로 이동하는 도약활동에서 B

지점에도 중심점이 생긴다면 e→B지점의 이동을 [IN→

OUT]도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B지점에 중심점이 생

기지 않는다면 B 이후의 중심점까지가 도약지점이 되고,

그 곳까지의 직선거리가 도약거리가 됨.

<그림 10> 중심점과 도약 <그림 11> 중심점

(3) 도약거리의 추출 과정

주시데이터는 연속 주시점으로 기록되는데, <표 2>의

판정에 따라 [I] 혹은 [O]이 생성된다. <그림 10-11>에

서 중심점과 위치를 판정한 데이터가 [IN→OUT] 혹은

[OUT→IN]이라면 도약 방향과 거리를 산출할 수 있다.

중심점 간의 도약거리를 산출하는 과정은 좌표간의 거

리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표 2>에서 추출한 중심점 (x)

축 좌표에 <그림 7>에서 정의한 비례값 [1.77972]를 가

중함으로써 <그림 12>와 같은 거리 환산이 가능하다.

거리 산출은 공식에 의해 [IN]․[OUT]지점 사이의 거

리를 구하고 빈도와 개수, 도약 횟수 등을 구하였다.

거리공식={SQRT((x1축-x2축)^2+(y1축-y2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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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거리 사례는 <표 4>와 <그림 12>이다. <표 3>

을 보면 15번 중심점(판정 : O) 좌표 다음에 35번 중심점

(판정 : I)이므로 도약은 [O→I]방향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때 도약거리는 [0.47‥]이다.

피험자와 모니터와의 거리 650㎜와 실험 모니터의 크

기 28.6*50.9㎝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반영하면 주시 거리

가 [0.37571→0.47697]로, 각도는 [9.45°→11.98°] 변한 것

을 알 수 있다. 도약거리를 알 수 있으면 도약 각도를

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 범위를 도약거리로

한정하였다.

좌표

가중치

데이터

번호

중심점
판정

이동

x y 방향 거리 각도

전
15 0.4774 0.9412 o

O→ I 0.37571 9.45
35 0.2778 0.6229 i

x축에 비례 가중치 적용

후
15 0.84964 0.9412 o

O→ I 0.47697 11.98
35 0.49441 0.6229 i

<표 4> 세로축에 대한 가로축의 비율 가중치 적용 사례

전(주시 데이터) 후(가중치 적용 데이터)

<그림 12> 가중치 적용에 따른 좌표의 위치와 거리변화

3.2. 시간범위 설정

주시실험 2분에 대해 10초 단위 12개 시간범위로 설정

하여 도약특성을 분석하였다.12)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20명이지만 기초 데이터 분석과정에서 피험자별 이미지

에 대한 주시의 개인차가 크게 발생한 피험자를 제척하

여 17명을 최종 선정하여 유효율이 97.2%가 되었다.13)

이하에서는 각 피험자별 12개의 시간범위 데이터를 대

상으로 시간범위 변화에 따른 도약특성 분석기법을 정리

하고 공간탐색 특성을 분석하였다.

3.3. 도약 특성 분석

(1) 주시 데이터의 도약 분석

12) 김종하, 정재영, 공간주시특성의 유형화를 위한 시간범위설정에 관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4호, 2012.8, pp.87-95

13) 주시데이터의 유효율 판정 과정에 대해서는 기 게재된 김종하

(2017)논문에 정리되어 있음.

시간범위 변화에 따른 도약 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시간범위 8․9․11은 [IN]에 속하는 빈도․개수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I→O․O→I]방향의 도약이 일

어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LA구역에 [IN]으로 발

생한 주시데이터 평균은 빈도 7.3개, 개수 65.8개이며,

[OUT]에서는 빈도 17.3개, 개수 151.9개가 발생했다.

개수는 시간으로 환산이 가능한데 시간범위 10초에 대

해 각각 2.19초․5.06초(50.6%) 동안 시선 주의집중이 일

어났다. 즉 1번 피험자는 LA구역을 중심으로 [IN]에 평

균 7.3회 머물면서 2.19초(21.9%)의 주의집중을 했으며,

[OUT]구역에는 17.3회 머물면서 5.06초(50.6%)동안 주의

집중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이미지에 비해 LA구

역의 면적이 작았기 때문에 [IN]에 머문 시간이 적은 것

은 어쩔 수 없으나 전체 면적비를 보면 LA구역이 8.4%

에 불과한데 비해 [IN]비율이 21.7% 머물렀다면 면적대

비 약 2.6배의 주의집중을 가진 구역임을 알 수 있다.

시간

범위

I O I→ O
평균

도약거리

O→ I
평균

도약거리빈도 개수 빈도 개수 횟수
개수

횟수
개수

I O O I

1 13 87 21 120 2 18 14 0.40088 2 9 12 0.22405

2 10 96 12 140 2 24 39 0.42501 2 10 17 0.16346

⁝
8 0 0 31 213 0 0 0 0 0 0 0 0

9 0 0 29 207 0 0 0 0 0 0 0 0

10 8 59 18 143 1 6 5 0.08648 2 12 16 0.38330

11 0 0 25 212 0 0 0 0 0 0 0 0

12 10 158 6 49 2 22 15 0.32828 3 20 22 0.12936

평균 7.3 65.8 17.3 151.9 1.1 9.8 12.7 0.22139 1.3 15.7 9.3 0.17767

시간 - 2.19 - 5.06 - 0.33 0.42 - - 0.52 0.31 -

I : IN, O : OUT, 빈도 : 고정이 일어난 횟수,

개수 : 고정에 포함된 주시 데이터 개수, 횟수 : 도약이 일어난 횟수

<표 5> 도약 특성 (1번 피험자)

(2) 도약 방향과 거리

도약방향은 [I→O] 혹은 [O→I]로 나타나는데, <표 5>

를 보면 평균 도약횟수를 보면 [I→O]는 1.1회, [O→I]은

1.3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I→O]의 세부 주시

특성을 살펴보면 [IN]에 9.8개의 주시데이터가 있었으며

[OUT]지점에 12.7개의 고정 주시데이터가 있었다. 주시

시간으로는 0.33초․0.42초에 해당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IN]구역에 시선

고정이 7.3회 일어났지만 [I→O]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7.3개 중에서 1.1회(약 15%)가 [OUT]방향으로 가기 위

해 고정을 했으며 나머지 6.2개의 고정 데이터는 LA구

역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LA구역의 탐

색을 위해 사용된 고정이 6.2개이며, LA구역에서 [OUT]

하는 과정에 1.1회의 고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주시활동

을 위해 사용된 주시시간을 종합해 보면 LA구역을 탐색

하는데 2.19초를 사용했지만 그 중 0.33초가 [OUT]하기

직전의 주의집중 활동시간으로 볼 수 있다.

반대 주시활동으로 [O→I]의 도약특성을 보면,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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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시선고정이 17.3회에 5.06초의 주의집중 활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LA구역으로 [IN]하는 과정에서 17.3

개 중에서 1.3회(7.5%)가 [IN]방향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LA구역에 비해 전체 이미지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많

은 도약 빈도가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서 1.3개가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다. 다만 1.3회에 포함

된 주시특성을 보면 LA구역으로 [IN]하기 직전에 고정

된 주시데이터가 15.7개(0.52초)이며 [IN]을 한 후에 고정

된 주시데이터가 9.3개(0.31초)이다.

(3) 도약 방향과 주시특성

<표 6>에 도약 방향에 따른 주시특성을 정리하였다.

도약만 놓고 본다면 [I→ O]보다 [O→ I] 과정에서 더 많

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14) 세부적인 특징을 보면

LA구역의 [IN]을 기준으로 본다면 [O→I]보다 [I→O]과

정에서 주시고정 데이터가 많았으며, [OUT]을 기준으로

본다면 [O→I]의 [OUT]에 고정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내용에서 LA구역을 우세주시가 일어난 구역으로

볼 때, 1번 피험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약에 나타

난 주시특성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ⅰ) [OUT]구역은 이미지 면적은 넓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주시빈도와 주시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LA구역

은 면적 대비 높은 주시빈도와 주시데이터를 가짐.

ⅱ) <표 5>에서 전체 고정 빈도는 [IN]이 7.3회, [OUT]

이 17.3회로 LA구역의 낮은 면적(8.4%)에 비해 [IN]

상태에서의 주시 빈도 활동이 매우 높음.

ⅲ) <표 6>을 보면 LA구역을 넘나드는 주시특성은 도약

이 [I(0.33초)→O(0.42초)]에서는 [OUT]지점, [O(0.31초)→I(0.52

초)]에서는 [IN]지점에 높은 주시고정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ⅳ) 전체 이미지 면적 대비 [IN]구역의 상대적인 주시비

율이 21.7%(약 2.6배)로 높지만 [I→O]로 도약하는 과

정에서 전체 [IN]구역의 평균 주시고정개수가 9.0개인

데 비해 [OUT]으로 도약하기 직전의 주시고정개수도

9.0개로 동일했음. 이러한 주시특성은 LA구역을 높게

주시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OUT]한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비해 [OUT]구역의 전체 평균 주시고정개수는

8.8개인데 비해 [I→O]한 직후에 발생한 [OUT]의 주

시고정개수는 11.7개로 [OUT]구역의 전체 평균과 LA

구역의 평균보다도 높았다는 것에서부터 [I→O]한 직

후에는 매우 높은 우세주시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14) 주시 실험시간 2분을 놓고 본다면 [IN]된 데이터가 있으면 항상

[OUT]된 데이터가 있어야 하므로 전체 [IN↔OUT] 개수가 동수이

거나 어느 한쪽이 1회 더 많아야 하지만, 10초 단위로 주시시간을

나눈 관계로 시간범위의 경계에 작은 고정 주시데이터가 생성된

경우에는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횟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ⅴ) 반대 방향 [O→I]로 일어나는 도약활동을 보면, [7.4

개→12.5개]의 주시고정개수를 보이고 있음. [7.4개]는

[OUT]의 평균(8.8개)보다 낮은 것이며, [12.5개]는 LA

구역의 [IN]의 평균(9.0개)보다 높음. 이러한 도약특성

에서부터 1번 피험자는 [OUT]구역에서 주시활동을 하

다가 [IN]으로 들어갈 즈음에는 [OUT]구역에서 약한

주시고정을 가지지만 LA구역에 들어간 직후에는 매우

높은 주시고정을 통해 탐색활동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ⅵ) 전체적으로는 LA구역의 경계를 중심으로 도약이 일

어나는 경우에 출발지점보다는 도약을 통해 도착한 지

점에서의 주시고정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도약활동 구역이 주시우세가 일어난 지역이라면 보다

높은 주시고정을 통해 정보탐색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도약

방향
횟수

개수 / 시간(초)

IN OUT 차이**

I→ O 1.1 9.8 / 0.33 12.7 / 0.42 + 2.9 / + 0.09

차이* + 0.2 + 0.5 / + 0.02 - 3 / - 0.1 -

O→ I 1.3 15.7 / 0.52 9.3 / 0.31 - 6.4 / - 0.21

: 주시데이터 차이가 높은 구역

* 차이 : [O→ I]를 기준으로 산출 함

** 차이 : [OUT]을 기준으로 산출 함

<표 6> 도약에 나타난 주시특성 (1번 피험자)

4. 주시시간 변화에 따른 도약특성

4.1. 전체 피험자의 도약 특성

(1) [IN]․[OUT]구역별 고정 주시데이터

[IN]․[OUT]에 대한 <표 7>의 평균 고정개수를 보면

8.89개․8.86개로 0.0.3개 차이에 불과하여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주시빈도에 차이가 있지만 빈도별 고정

을 발생시킨 주시데이터 개수는 1회 고정에 0.3초 정도

를 주의 집중한 것을 알 수 있다.

피험자
IN OUT

빈도 개수 평균 고정 빈도 개수 평균 고정

1 7.3 65.8 8.98 17.3 151.9 8.81

2 2.4 16.9 7.00 26.1 190.7 7.31

⁝
19 2.2 22.8 10.54 20.7 216.3 10.5

20 8.3 79.8 9.68 22.8 103.8 4.56

평균 4.94 43.8 8.89 20.7 178.6 8.86

시간 - 1.46 0.30 - 5.954 0.30

<표 7> [IN]․[OUT]구역별 빈도와 개수

(2) 도약 특성

도약이 일어난 횟수를 보면 [I→O]는 평균 1.19회 [O

→I]는 1.22회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LA구역에 [IN]․[OUT]한 횟수이므로

시간범위로 나누는 과정에서 약간의 데이터 손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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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도약 1회당 평균 고정 주시개수

를 보면 [I(9.9개)→O(9.8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는 출발지점

에 해당하는 LA구역의 [IN]에서 약간 높았으며, [O(9.4개)

→I(8.1개)]과정에서도 출발점에 해당하는 [OUT]구역의 고

정주시빈도가 높았다.

<표 7>에서 [IN]․[OUT]의 평균 고정주시데이터 개

수가 [8.89개․8.86개]로 비슷한데 비해, LA구역을 경계

로 한 도약과정에서 [I→O]에서는 [IN]․[OUT]모두 높았

으며 [O→I]과정에서는 [OUT]구역만 높았다. 이러한 내

용에서부터 LA구역을 경계로 한 전체 피험자의 도약특

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ⅰ) LA구역에서 [I→O]하는 도약과정을 보면 [IN]구역을

고정 주시하다가 [OUT]구역으로 도약하기 직전에는

더 높은 주의집중을 보였으며, [OUT]구역으로 도약한

직후에도 일반적인 [OUT]구역에서의 주시보다 높게

주시를 한 후에 다른 [OUT]구역으로 주시 이동함.

ⅱ) LA구역으로 [O→I]하는 도약에서는 일반적인 [OUT]

구역에서의 주시보다 높게 주의집중을 한 상태에서

[IN]을 해서 LA구역으로 진입하지만, 일반적인 LA구

역의 주의집중 개수에 비해 낮은 집중을 한 상태에서

LA구역의 다른 곳으로 빠르게 주시 이동함.

피험자

IN → OUT OUT → IN

횟수
개수 도약 1회당

개수 횟수
개수 도약 1회당

개수

I O I O O I O I

1 1.1 9.8 12.7 9.0 11.7 1.3 15.7 9.3 12.5 7.4

2 0.8 4.6 4.6 5.5 5.5 0.9 7.9 9.1 8.6 9.9

⁝
19 0.6 7.3 7.6 12.4 13.0 0.7 7.2 5.5 10.8 8.3

20 0.9 7.6 4.7 8.3 5.1 1.2 5.3 10.1 4.6 8.6

평균 1.19 11.4 11.5 9.9 9.8 1.22 11.3 9.61 9.4 8.1

시간 0.38 0.38 0.33 0.33 - 0.38 0.32 0.31 0.27

: 우세한 구역

<표 8> 피험자별 도약 특성

(3) 도약거리 특성

도약이 발생한 방향 별 거리를 정리한 것이 <표 9>이

다. [O→I](4명/23.5%)에 대한 도약보다 [I→O](13명

/76.5%)로 향하는 도약에서 많은 피험자가 더 많은 거리

로 도약을 하고 있었다.

즉 [O→I]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도약거리가 상대적으

로 짧다는 것은 근거리 이동했다는 것이 되며, [OUT]구

역에서 LA구역에 [IN]을 하면서 경계 부분의 구성요소

를 주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비해

[I→O]로 도약하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거리로 도

약을 했는데, LA구역을 주시하다가 [OUT]구역의 먼 곳

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되며, 이것은 [OUT]구역에 주의

를 집중할 만 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타난 주시활동 특성으로 보인다.

도약 방향

피험자
IN → OUT

차이
OUT → IN

1 0.22139 0.04372 0.17767

2 0.15270 0.02896 0.18165

4 0.26091 0.13830 0.12261

5 0.11608 0.05259 0.16867

6 0.24007 0.06100 0.17907

7 0.28596 0.08069 0.20527

8 0.19310 0.05047 0.24357

9 0.18788 0.10382 0.08406

11 0.28542 0.06502 0.22040

12 0.41499 0.12504 0.28994

13 0.22495 0.00888 0.21607

14 0.17142 0.00314 0.16828

15 0.21424 0.16085 0.37509

16 0.16395 0.07704 0.08691

17 0.07685 0.01053 0.06632

19 0.07685 0.01053 0.06632

20 0.20150 0.03161 0.16989

평균 0.20519 0.02744 0.17775

: 우세한 구역

<표 9> 도약 방향별 거리와 차이

4.2. 시간범위 변화에 따른 도약 특성

(1) 도약 방향에 따른 고정 주시데이터의 변화

시간범위 변화에 따른 도약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

10>이다. 빈도에 대한 [IN]․[OUT]의 개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그림 13>에 다항식을 이용한 추세선을 사용

하였다.15) 주시시간의 변화에 따라 [IN]․[OUT의 주시

빈도는 약하게 감소하지만 평균 주시개수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빈도와

주시개수가 같이 움직였다는 것이 되며, 주시시간의 증

가에 따라 1회 주시빈도에 포함된 주시시간이 감소했음

을 의미하므로 주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보는 빈도와 개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시시간의 경과

와 함께 덜 보고(빈도) 획득하는 정보의 양도 줄어든(개

수) 것이 특징이다.

도약방향

특성

시간범위

IN OUT
I → O O → I

횟수
개수

횟수
개수

빈도 개수 빈도 개수 I O O I

1 7.4 57.6 21.5 162.1 1.5 9.8 15.8 1.8 14.7 13.0

2 6.3 59.0 20.2 165.9 1.4 22.5 12.0 1.3 11.8 9.2

⁝
11 4.9 33.4 20.7 182.8 0.9 7.8 8.6 0.8 8.8 7.0

12 3.7 36.5 21.3 173.1 1.1 8.5 10.0 1.1 7.9 9.1

평균 4.96 43.72 20.83 177.03 1.18 11.33 11.19 1.23 11.12 9.51

<표 10> 시간범위별 도약 특성

15) 다항식 추세선은 차수가 커질수록 근사화 오차 값은 작아지지만,

큰 굴곡으로 나타나고 차수가 작을수록 완만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차수의 범위는 [2]차에서 [6]차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본 연구

에서는 중간 값인 [4]를 차수로 설정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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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IN]․[OUT]의 평균 주시개수 분포

(2) 주시시간 변화에 따른 도약거리의 변화

도약방향은 [IN↔OUT]에 대한 것으로 <표 11>에 LA

구역을 기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가와 거리를 정

리하였다. 주시시간의 변화에 따른 평균 이동거리를 보

면 [IN→OUT]으로 [0.206118(5.19)〫], [OUT→IN]방향으로

[0.178506(4.50)〫]를 도약했는데, [IN→OUT]방향으로 더

크게(약 0.7도) 도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시간범위별 특성을 보면, 시간범위 [1-4]까지는 [IN]을

보다가 [OUT]방향으로 멀리 도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시간범위 [7-9]에서는 [OUT]에서 [IN]방향으로 멀리 도

약해서 정보획득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에

서부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스포츠매장에서 LA구역(관

심 우세구역)을 중심으로 한 주시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

지각 정보획득 특성은 다음과 같이 추론하는 것이 가능

하다.

시간범위 IN → OUT 차이* OUT → IN

1 0.34489 0.02103 0.32386

2 0.44805 0.22855 0.21950

3 0.29808 0.03377 0.26431

4 0.19465 0.03440 0.16025

5 0.13765 0.0001 0.13775

6 0.20180 0.04450 0.15730

7 0.13621 0.01835 0.15456

8 0.10965 0.01429 0.12394

9 0.13853 0.02377 0.16230

10 0.18942 0.02026 0.16916

11 0.06016 0.0641 0.12426

12 0.21433 0.06944 0.14489

평균 0.20612 - 0.178506

차이 평균 - 0.06457 0.02412 -

* 차이 : 높은 도약방향에 차이값을 근접시킴

<표 11> 시간범위 변화별 도약 방향과 거리

ⅰ) [OUT→IN]방향은 일반적인 공간구역에서 관심우세

구역[LA]으로 진입하는 과정인데, [IN→OUT]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약거리(각도)가 작다는 것에서부터 주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관심구역의 근처에서 연속

된 시각 정보획득 활동을 하다가 관심구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ⅱ) 이에 비해 [IN→OUT]으로 도약거리가 큰 것은 관심

구역을 우세하게 주시하다가 밖으로 [OUT]을 크게 한

것이며, 이것은 매 주시시간 범위에 공통으로 나타나

는 사항이다. 따라서 우세하게 주시하던 LA구역의 요

소를 본 후에 우세하지 않은 [OUT]구역에서 다른 관

심요소를 찾기 위해 시각 활동을 활발히 한 증거로 볼

수 있음.

<그림 14> 주시시간 변화에 따른 도약거리 변화

5. 결론

본 연구는 공간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도약

특성을 살펴보았다. 도약의 크기는 정보 획득을 위한 시

각 활동을 반영한 것이며 공간 방문자가 남긴 탐색 흔적

에 대한 탐구이다. 도약이 공간에서 특정한(보고 싶은)

구성요소를 찾는데 걸린 시선의 이동을 반영했다는 점에

서 어떤 공간요소가 도약을 유발하고, 도약을 통해 획득

한 공간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면 디자이너 입

장에서는 공간소비자가 원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갖게 될 것이며, 도약이 일어나는 상호 요소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상의 연

구를 통해서 상업공간에서 공간요소와 도약특성을 도출

하는 기술적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도약거리 추출과정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공간정보 획득과정을 분

석하는 것이 가능했다.

첫째, [IN]․[OUT]구역의 평균 고정개수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에서부터 1회 빈도로 주의집중에 사용된 시간

은 0.3초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도약이 발생한 거리를 보면 [OUT→IN](4명․

23.5%) 보다 [IN→OUT](13명․76.5%)로 향하는 도약에

많은 피험자가 더 많은 거리로 멀리 도약을 하고 있었

다. 즉 관심우세구역(LA)을 구성하는 많은 상업적 요소

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관심우세구

역에는 주시에 흥미를 끄는 관심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작은 도약을 하다가, [OUT]도약을 한 직후에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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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거리를 찾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IN→OUT]에서 큰

도약활동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시간범위 변화에 따른 도약특성을 보면 주시시

간의 변화에 따라 [IN]․[OUT]의 주시빈도는 약하게 감

소하는 것에 비해 평균 주시개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빈도와 주시개수가 같이 감소했다는 것이 되므로

주시시간의 경과와 함께 덜 보고(빈도) 획득하는 정보의

양도 줄어든(개수)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스포츠매장에서 주시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심

우세구역을 중심으로 한 시지각 도약방향에서 [OUT→

IN]방향은 [IN→OUT]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약거리(각

도)가 작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각 시간범위에서 공

통되는 특징으로 관심우세구역 근처에서 연속된 시각 활

동을 하다가 관심우세구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IN→OUT]으로 도약거리가 크게 나타난 것은

관심우세구역을 주시하다가 [OUT]구역으로 크게 도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약거리의 차이는 우세하게

주시하던 관심우세구역의 요소를 본 후에 우세하지 않은

[OUT]구역에서 다른 관심요소를 찾기 위해 활발한 시각

활동을 한 증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시선의 도약거리 추출을 위해 남학생 20명

을 대상으로 시선추적 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약거리 추출기법에 대한 결론을

하나의 사례분석으로는 일반화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 제시된 기법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연구로 성별, 직

업별, 연령별에 대한 내용과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도약

거리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정이 후속 연구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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