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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실내 공간에서 마감재료는 공간의 분 기를 결정하며

방문자 거주자에게 공간에 한 선호도에 향을

다. 공간에서 마감재료는 으로 보이며 단되어진다.

이것은 의 감각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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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호(Preference)와 지각(Perception)에 한 상

(Phenomenology)이 총 된 복합 인 과정이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마감재에 한 정의와 선호가 있을 수 있는

데, 공간에서 그 상과 연 된 지각의 처리가 시선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공간에서 마감재는 시각에 의해서 시선

을 유도하지만, 경험을 통해 청각, 각 등 복합 인 감

각을 함께 지각한다.1) 공간지각을 하는데 마감재의 표

은 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이 지각하는 과정에서 시각

은 환경에서 심 있는 개체를 인지하고 흥미 있는 것에

1) Merleau-Ponty M. Phenomenology of perception. Motilal Banarsidass

Publishe; 1996, pp.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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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나타낸다.2) 사람은 정보의 80% 이상을 의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데3) 시각 인 메커니즘으로 James(1890)

는 인간은 으로 보이는 것 에 본인의 심이 무엇인

지 알며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 가능한 사물에 한 정

의를 하고 마음에 선명하고 생생한 형태로 남겨 놓는다

고 하 다. 무엇을 본다는 것에 집 과 의식의 본질

단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사물이 감각으로 악될 때,

의식을 통해서 포함되는 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시각

주의력의 심으로 보았다.4) 시각주의력의 완 한 모델

은 높은 수 의 시각 인지 기능을 필요로 한다는

을 강조한다. 즉, 시각 인 심을 단순히 시각 인 특징

을 고려하여 설명 할 수는 없으며, 의도 으로 높은 수

(의도 혹은 선입견 등)의 요인이 련되어 있다. 인간

이 ‘무엇을’(James, 1890) 보고 ‘어디를’(Von Helmholtz,

1925) 보는 것인 시각주의력(Desimone, Duncan, 1995;

Folstein, Monfared, Maravel, 2017; Gamito, Rosa, 2014;

Koch, Ullman, 1987; Treisman, 1986; Wirth, Isaacowitz,

Kunzmann, 2017) 에 한 연구는 계속 되어왔다. 기

시각주의력 연구는 기술 으로 단순한 안구 움직임 찰

과 종종 내시경에 국한되었다. 그 이후로 심리 물리학, 인

지 신경 과학 컴퓨터 분야를 포함하는 학제 주제로

발 했다. 5) 시각정보는 시선추 (Eye-Tracking)을 통해

정량화된 데이터로 수집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다.6)

시선추 데이터는 시선이 집 된 곳이 요한 요소라

는 특징이 있는데7), 실험을 통해서 찰자의 의도와 목

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의식 으로 공

간을 주시하 을 때 시각주의력이 갖는 특성의 메커니즘

을 시선추 의 실험 데이터로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의 목 은 공간을 보는 시각 정

보에서 마감재가 갖는 시각 주의력을 시선추 실험을

통해 정보 획득의 특성을 도출하는데 있다. 나아가 실내

공간에서 바닥 역의 재료를 변경한 이미지에서 시각

주의력과 요소와의 계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 연구 방법 범

본 연구는 카페 공간의 이미지를 시자극물로 제시하여

실내 마감 재료의 차이에 따라 시각주의력 과정을 추

2) 이곡숙, 서지은, 상업공간에서 마감재에 의한 시각 감 표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 회논문집, 13권, 1호, 2011, p.234

3) 아서 아사 버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지희 옮김, 마포: 미진

사, 1997, p.13

4) James, W.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1, New York: Holt,

1890, pp.402-458

5) Duchowski, Andrew T. Eye tracking methodology. Theory and

practice. Springer, 2007, p.13

6) 김종하·김주연, 시각의 선택 주의집 분석을 한 공간요소별

주시데이터 추출방법, 한국감성과학회, 18권, 4호, 2015, p.4

7) Holmqvist, Kenneth, et al. Eye tracking: A comprehensive guide

to methods and measures. OUP Oxford, 2011, pp.412-418

하여 분석하 다.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페 환경을 나타내는 공간을 선택하여 컴퓨터

그래픽(CG) 이미지8)로 작업하 다.

둘째, 비실험(2명)과 본 실험(66명)을 실시하 다.

비실험을 통해 실험 로토콜에 한 이해와 재확인을

하여 본 실험 과정을 결정하 다. 실험은 마감재 차이에

따른 시각자극물에 따라 참여자를 나 어 진행하 다.

그룹을 나 것은 실험 과정에서 이미지를 복하는 학

습 인지를 피하기 함이다.

셋째, 실험 진행 후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공간에

한 선호를 체크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주

의력에 한 실험 데이터분석을 목 으로 실험 데이터분

석만 정리하 다.

실험의 목 은 실험 자극물로 제시되는 카페 환경 이

미지에서 의도성 문구와 재료의 특성을 알고 선택 으로

시각주의력(Visual Attention)9)에 한 심 역이나 선

호 역은 어디인지에 해 과학 이고 정량 인 연구 방

법론을 제시하기 함이다.

세부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1) 바닥 마감 재료의 차이가 시각 주의를 끄는가(차

이가 있는가)? (2) 시각주의력을 갖는 단계의 시작과 활

성화 흐름의 어떠한가? (3) 바닥 마감 재료 의외의 심

역에 한 시각주의력은 어떠한가?

의 내용을 상으로 시선추 데이터를 분석했다.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①원데이터(Raw-data)를 선별하

고, ②실험에 사용된 공간 이미지를 심 역(AOIs) 기

으로 구분, ③데이터 분석은 일반 분석과 시계열 분

석으로 나 어 진행하 다.

2. 이론 고찰

2.1. 시각 요인으로 마감재

실내공간에서 마감재는 공간을 표 하는 요한 요소

로 연구되어져왔다. 연구는 재료가 갖는 물성 특성과

공간에서 마감재로 역할에 따른 감성 평가가 주로 이

루어졌다. 공간에서 마감재에 한 정의를 보면 김소희

8)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시각이 갖는 감각의 특성을 연구하기 하

여 카페 환경 공간으로 실내 마감재의 차이를 둔 CG 이미지를 제

작함. CG 이미지 작성은 동일한 공간에서 마감재만을 변경하기

함이며, 실내 공간에서 바닥의 재료만을 변경하여 재료가 갖는 특

성을 그 로 용함

9) 최근 연구에서는 시각주의(Visual Attention)가 의사 결정 과정에

서 극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선 (Gaze-sascade)

효과가 있다고 한다. 상을 바라보는 것은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음을 나타내고, 상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각 심이 선호 형성에 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Gidlöf,

Anikin, Lingonblad, Wallin, 2017; Milosavljevic, Navalpakkam,

Koch, Rangel, 2012; Orquin, Mueller Loose, 2013; Pärnamets,

Johansson, Gidlöf, Wall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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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는 공간 디자인에 향을 주는 요인에서 재료 ,

형태 , 환경 요인으로 분류하며, 재료 요인에서 마

감 재료는 그 자체가 갖는 물성 보다는 사회 으로 결정

된 정의로 악된다고 할 수 있어 사회 물성과 긴장에

한 정의를 하 다. 마감재를 공간에서 복합감각의 요

소로 서지은(2011)은 마감재는 공간을 인지하는데 시각

인 요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며, 공간에서 차별 인

디자인을 해 가장 선호하는 요소라고 하 다. 연구에

서 재료의 색채, 질감, 패턴을 이미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곡숙 외(2011)는 상업공간에서 마감재의

시각 감개념과 표 을 감 형용사 어휘를 사용하여

조사 분석하 다. 공간에서 마감재는 시각뿐만 아니라,

각, 청각 등 복합 인 감각요소를 내포하는 것으로 정

의하여 감각에 따른 감성어휘를 분류하여 평가하 다.

마감재의 황에 따라 공간에 한 인식과 평가에서 김

민아 외(2012)는 실내 마감재에 한 거주자 의식 조사

에서 마감재에 한 선호와 지각에서 마감재를 건강에

한 요인과 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악하 다. 이

상호 외(2002)는 건축물의 내외부의 마감재 황을 분석

하고 마감재를 평가하는 감성어휘에 따라 공간을 정의하

고 감성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선행 연구는 공간에서 마감재의 요성을 악하면서

조사 평가 방법은 황조사를 통한 사례분석과 감성어휘

에 따른 인터뷰 설문 조사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조사에서 마감재의 시각 요성을

악하고 시각뿐만 아니라 복합 감각의 요소를 내포하는

특성을 참고하 다. 시선추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공

간 이미지에서 시각 요인으로 마감재가 공간에서 시각

지각과 주의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 다.

2.2. 시각주의력(Visual Attention)과 시선추

시각주의력(Visual Attention)에 련된 연구로 Posner

et al. (1980)는 시각 시스템의 구조사이에 심이라는 주

의력(Attention)의 계를 입증하 다. 실험을 통해서 시

각의 심이라는 신호가 어디서 발생되고 심의 을

두는 곳에서 주의력 메커니즘을 제시하 다. 이것은 보

는 것에 해 정의를 주의력의 심과 아이디어가 은유

으로 갖는 단의 모델 시스템을 설명하 다. 시선추

실험에서 심에 해 연속 인 "무엇", 방향 는 "

어디서"는 시선고정(Fixation)과 시선이동(Saccade)의 빈

도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횟수로 찍 진 이 빈도의

숫자에서 실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주의력의 메커니

즘을 도출 할 수 있다. Yarbus(1967)는 시선추 실험을

통해 의도(경제수 , 나이, 목 , 기억, 시간)가 시선의

방향(Scan paths)과 패턴을 갖는 것을 발표하 다<그림

1> 10). 인지 의도에 따라서 동일한 이미지에 시선의 방

향과 심의 빈도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그 이후로

Yarbus의 련된 이론을 입증하는 연구(DeAngelus,

Pelz, 2009; Greene, Liu, Wolfe, 2012)들도 있었다. 의도

에 따라 시각의 주의력에 한 이론을 재실험한 연구들

에서는 시선추 실험으로 시간에 따라서 Fixation과

Saccade를 분석하고 의도성에 따른 시각주의력에 한

연구를 보완하 다. <그림 2>에서는 Scan path에서 Fixation

number, Fixation duration, Fixation saccade 등을 분석하

다. 시간에 따라 데이터 값은 달라짐을 확인하 으며, 의

도성에 따라 이미지에서 심 역을 추출하 다. 이는

시선추 실험에 의해 시각 주의력은 의도성에 한

련된 이론을 뒷받침하며 입증하 다.

<그림 1> Yarbus (1967) 시선추 기록 실험 자료, 의도에 따른

시선 방향과 패턴(Scan Paths)

<그림 2> Greene, Liu, Wolfe(2012)는 실험에서 시간 (10 - 쪽/

60 -아랫쪽), 의도(경제, 기억, 시간, 사람)에 따라 시선 방향과

패턴(Scan Paths)

Target에 따른 시선추 에 한 연구로는 여미(2013)

는 사람이 건축물 사드 디자인에 반응할 때에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Fixation의 Dwell time과 Attention를

끌어 집 되는 지 을 찾는 연구하 다. 모든 시선은 좌

우상단 Target을 기 으로 ‘ㄱ’를 그리며 앙으로 집

되며, 앙에서 바깥으로 시선이 퍼지고, 시선의 방향은

에서 아래로 향한다 하 다. 사람의 시선은 무엇인가

를 계속해서 찾아 주시 경로를 형성함을 악하 다. 김

실비아(2015)는 시 입구홀에서 안내사인 Target에

따라 람객 주시특성에 한 정보에 한 연구에서 사

람의 시선은 특정 물체가 시선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10) Yarbus는 시선 추 실험에서 상자에게 다음의 7가지의 의도를

주고 수행하도록 요청함. 추 1: 마음 로 사진을 검토하십시오.

추 2: 사람들의 경제 수 을 추정하십시오. 추 3: 사람들의 나

이를 추정하십시오. 추 4: 방문자가 도착하기 에 사람들이 무

엇을 하고 있었는지 추측하십시오. 추 5: 사람들의 옷을 기억하

십시오. 추 6: 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물체들의) 치를 기

억하십시오. 추 7: 손님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후의 시간을

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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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며 경로를 형성하고 흥미를 끄는 역과 주목 받

지 않은 역을 악하여 공간의 가치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마감재 변화의 의도성에 따른 이미지에

한 시선추 실험으로 Fixation11) 데이터를 심 역

으로 구분하고 시각주의력의 요인을 추출하 다. 주시데

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선고정의 횟수와 우세주시

강도를 추출하여 이미지 자극물에 따른 시각주의력 차이

를 분석하 다.

2.3. 시선추 데이터 분석 임 설정

마감재 차이에 따른 시지각 정보획득 특성을 살펴보기

해 그래픽(CG)이미지를 상으로 시선추 실험을 실

시하고, 실험 참가자의 데이터들 에 유효율 분석을 통

해 데이터를 분류하여 선정하 다. 동일한 공간에서 바

닥마감재의 차이를 둔 것이므로 카페 공간을 4개 심

역(Area Of Interests)으로 구분하여 면 비율을 산출하

고 각 심 역별 시선고정 횟수(Fixation Count)를 정

리하 다. 공간에 한 시선고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것이 상되므로 1인 참가자당 체 실험 시간 2

분(120 )을 5 단 로 분류하여 시간흐름에 따른 심

역의 시선고정 횟수를 정리하 다.

자극물 이미지 종류에 따른 시선의 정리를 통해 바닥

마감재의 차이에 따른 시선주의력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편 시선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에 더 많

은 주의집 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기 해서는 공간구

성 면 에 따른 시선고정 비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표 3>의 공간요소의

면 을 기 으로 시선고정강도 분석을 통해 마감재 차이

에 따른 시각주의력 특성을 분석하 다.

3. 시선추 을 이용한 시각주의력 실험

3.1. 실험의 시각자극물

카페 공간의 장조사를 통해 시각자극물 상을 선정

하고 카운터와 실내공간 체가 보이는 이미지를 상으

로 CG를 제작하 다. 공간에서 마감재의 차이에 따른

실험이므로 가 <그림 3>의 원본사진의 카페 환경과

유사한 CG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 다.12)

11) 본 연구에서는 Fixation을 시선고정으로 두고 ‘시간(time)’은 동일

하지만 시선고정 ‘횟수(count)’의 값이 다른 경우가 있는 주시 방

식의 차이 때문에 ‘시선고정 시간’과 ‘시선고정 횟수’를 구분하여

사용하 다 (김주연·박 수. 2017, p.67)

12) 카페 공간 비조사에서는 바닥 마감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재료

를 조사한 결과 우드타일 마감과 폴리싱타일 마감으로 구분된 결

과를 바탕으로 CG 실험 이미지를 2개 마감재질로 제작함. CG 구

성 조건은 카페 공간 촬 사진을 모델링(3Ds Max)하고 유사한

마감재 표 을 해 Reflection(4), Lighting(V-Ray Sphere 300,

VRay Plane 30)으로 구성하여 더링(3Ds Max V-Ray)함

<그림 3> 원본 카페 환경 촬 사진

실내공간 바닥마감재질은 <표 1>와 같이 우드타일 마

감과 폴리싱타일 마감을 용하여 2개의 자극물을 각각

작성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에 실제 이미지를 사

용하지 않고 CG이미지를 사용한 이유는 실험공간을 일

반화시킬 수 있으며, 공간요소의 조정으로 불필요한 요

소를 제외 할 수 있어 균일한 환경을 실험에 용하여

피험자에게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드타일 마감 폴리싱타일 마감

<표 1> 실험 자극을 한 CG이미지

3.2. 실험환경 로토콜

실험일시는 2017년 10월 31일에서 2017년 11월 2일까

지 총 3일간 실시하 다. 실험 참가자는 학부생 학

원생 여성 참가자로 총 66명으로 평균 나이 22세(표 편

차: ± 1.82)이다. 실험환경 <그림 4>13)에서 모든 참가자

는 맨 시력 혹은 교정시력이 0.5 이상이며, 특정 공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공을 가진 자로 선발하 다. 실

험에 사용한 시선추 기(Eye-tracker)는 SMI사의 SMI

REDn Scientific이며, 1 에 30㎐로 설정하여 주시데이터

를 장하 으며, 실험과정에서 조정과 유효성 검사

를 하 다.14) 데이터는 Blink, Fixation, Saccade로 장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Fixation 데이터를 사용하 다.

실험에 한 집 을 높이기 해, “본 실험의 방문 목

은 화를 해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주시하게 될 카

페는 바닥이 [우드타일 마감․폴리싱타일 마감]으로 된

13) 실험 조정자와 참가자 사이는 참가자가 실험에 집 할 수 있도록

가림막으로 분리하고 실험과정동안 참가자가 실험에 주의 집 하

는 것을 모니터하며 실험 일지를 작성함

14) 모든 참가자는 조정의 정확성과 일 성을 하여 모니터와

피험자 사이의 거리는 약 650㎜-700㎜를 유지하도록 함. 참가자마

다 조정(calibration)과 유효성 검사(validation)을 진행함.

조정은 모니터를 주시하면서 측정 과 과의 을 맞추는

작업으로 조정은 4개의 주시 을 자동 설정하고 유효성 검사

는 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한 것으로 4개의 주시 에

해 진행되었음. 조정은 2회까지 실시하여 정확성이 조정되

지 않는 피험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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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미지 공간입니다.”라는 문구를 문장으로 주어

서 읽게 하고, 실험 직 에 재인지하고 실험을 참여하도

록 하 다.

시각자극물에 한 기 데이터의 유효율을 정리를 통

해 85% 미만의 피험자를 제외하 다. <표 2>를 보면 우

드타일 마감은 32명 30명(93.3%)이 유효인원이며, 폴

리싱타일 마감은 31명 28명(91.8%)의 유효인원 데이

터를 추출하 다.

<그림 4> 시선추 실험 환경

이미지

조정

우드타일 마감 폴리싱타일 마감

피험자 수(명) 유효율(%) 피험자 수(명) 유효율(%)

32 91.3 31 90.4

후 30 93.3 28 91.8

<표 2> 데이터 조정에 따른 이미지별 유효율

4. 시선추 실험데이터의 분석

4.1. 심 역(AOIs) 설정과 시선고정

(1) 실험 공간 이미지에서 심 역(AOIs)

실내공간은 바닥, 벽(기둥), 천장으로 구성되는데 <그

림 3>의 실험이미지를 <그림 5>과 같이 AOI Ⅰ-Floor

(바닥 역), AOI Ⅱ-Wall (벽면 역), AOI Ⅲ-Ceiling(천

장 역), AOI Ⅳ-Counter (카운터 역)의 4개로 구분하

다(이하 내용에서는 AOI-Ⅰ,Ⅱ,Ⅲ,Ⅳ로 정리함).

<그림 5> 심 역(AOIs) 구분 실험 이미지

각 공간의 면 배분을 비율로 정리하면 <표 3>과 같

이 AOI-Ⅰ은 40.5%, AOI-Ⅱ는 11.8%, AOI-Ⅲ는 23.7%,

AOI-Ⅳ는 24.1%로 나타났으며, AOI-Ⅰ이 40.5%로 가장

넓은 공간을 유하고 있었다.

AOIs AOI-Ⅰ AOI-Ⅱ AOI-Ⅲ AOI-Ⅳ 합계

우드타일 마감/

폴리싱타일 마감
40.5 11.8 23.7 24.1 100

<표 3> 공간 심 역별 면 배분(%)

(2) 심 역 시선고정 횟수

시선추 데이터에서 우드타일 마감의 공간 심 역

별 시선고정 횟수 평균을 보면 AOI-Ⅲ→AOI-Ⅱ→AOI-

Ⅳ→AOI-Ⅰ 순으로 높았으며, 폴리싱타일 마감의 경우

에도 시선고정 횟수는 달랐지만 동일한 순 를 보이고

있었다. 마감재에 따른 시선고정 횟수의 차이를 보면

AOI-Ⅱ, AOI-Ⅲ, AOI-Ⅳ에서 우드타일 마감이 높았다.

그러나 우드타일 마감이 폴리싱타일 마감보다 AOI-Ⅰ에

서 98.2개 낮았다.

4.2. 시각자극물별 시선추 데이터 특성

(1) 우드타일 마감의 주시특성

우드타일 마감 이미지에 한 시선추 실험 데이터를

시간범 에 따른 심 역 요소별 평균 시선고정 횟수를

비율로 정리한 것이 <그림 6>이다.

공간에서 심 역별 비율을 보면, 체 시선고정 횟

수 유효데이터는 76.8%, 불용데이터는 23.2% 다. 유

효데이터 AOI-Ⅰ은 35.2%로 시선고정 횟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시선고정 횟수로만 보았을 때 우드타일 마

감의 바닥마감재를 사용한 공간구성 이미지의 경우

AOI-Ⅰ 역이 다른 심 역에 비하여 시선고정 횟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심 역별 비율

(2) 폴리싱타일 마감 주시특성

폴리싱타일 마감 공간에 한 시선고정 평균을 살펴보

면 체 시선고정 유효데이터는 73.8%, 불용데이터는

26.2% 다.<그림 7> 유효데이터 AOI-Ⅰ은 40.1%로

AOI 심 역 Ⅰ Ⅱ Ⅲ Ⅳ 합계

우드타일 마감
횟수 1584.3 824.3 101.5 945.5 3,455.6

비율 45.8 23.9 2.9 27.4 100.0

폴리싱타일

마감

횟수 1682.5 575.8 78.2 762.0 3,098.5

비율 54.3 18.6 2.5 24.6 100.0

횟수 차이* - 98.2 + 248.5 + 23.3 + 183.5 + 357.1

* 차이 : 우드타일 마감을 기 으로 함

<표 4> 심 역별 시선고정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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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고정 횟수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시선고정 비율에서 우드타일 마감을 사용한 심

역 이미지의 경우와 같이 폴리싱타일 마감의 심 역에

서도 바닥을 다른 공간구성요소에 비하여 많이 주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심 역별 비율

(3) 바닥마감재 차이에 따른 시각주의력 특성

카페공간의 바닥마감재 차이에 따른 주의데이터 평균

과 비율을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동등비교를

해 심 역에 따른 비율을 살펴보면 우드타일 마감과

폴리싱타일 마감의 주의데이터의 비율은 AOI-Ⅰ, AOI-

Ⅳ, AOI-Ⅱ, AOI-Ⅲ의 순으로 동일하 다. 우드타일 마

감의 AOI-Ⅰ이 35.2%이었으며, 폴리싱타일 마감일 때

AOI-Ⅰ(40.1%)로 우드타일 마감보다 높았다.

<그림 8> 바닥마감재차이와 심 역별 비율

<그림 8>을 통해 상호 비교를 해보면 AOI-Ⅲ는 차이

가 0.4%에 불과했으나, AOI-Ⅰ과 AOI-Ⅱ는 4.9%․4.6%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감재질의 차이에 나타난 구성요

소의 주시비율을 보면 우드타일 마감에서는 AOI-Ⅳ

(+2.9%)와 AOI-Ⅱ(+4.6%), 폴리싱타일 마감은 AOI-Ⅰ

(4.9%)이 상 으로 우 를 하고 있었다. 즉 바닥마

감재가 우드타일 마감으로 된 경우에는 AOI-Ⅳ․AOI-

Ⅱ를, 폴리싱타일로 마감된 경우에는 AOI-Ⅰ을 더 주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시각주의력 특성

5.1. 바닥마감재 차이에 따른 주의집 력

(1) 우드타일 마감 공간의 주의집

본 연구에서는 바닥재질의 차이를 가진 2개 이미지를

상으로 시선추 실험을 실시했는데, 각 공간의 차이

는 바닥의 차이이다. 4개 공간구성요소의 면 은 <표

3>과 같이 공간구성요소별 면 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

시횟수의 빈도를 그 로 주시특성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공간의 면 이 넓으면 더 많은 주시횟수

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 과 주시횟수의 동등비교를 해 면 과 주시횟수를

백분율로 변경한 후에 면 당 주의집 력 강도15)를 추출

하 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우드타일 마감의 심 역 비

율 <표 3>에서 AOI-Ⅲ의 면 비율은 23.7%을 가지는

데, 「0-5 」시간범 의 주시횟수는 1.2회이다. 해당 시

간의 유효데이터 소계는 106.2회이고 불용데이터는 43.8

회이므로 체 150회에 하여 AOI-Ⅲ의 「0-5 」시간

범 가 가지는 주시횟수의 비율은 0.8%가 된다. 한

「0-5 」에서 유효데이터의 합은 70.8%이고 불용데이

터는 29.2%이다. AOI-Ⅲ의 면 비율이 23.7%이므로,

주시횟수 비율 0.8%가 가지는 주의집 력 강도는 0.03이

된다. 이 게 산출하면 「0-5 」내 시간범 의 AOI-Ⅳ

는 0.99, AOI-Ⅱ는 1.23, AOI-Ⅰ은 0.78의 강도를 가진

것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시간범 별 주의집 력 강도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우드타일 마감을 사용한 공간

이미지에서의 구성요소별 주의집 강도의 체 평균을

보면 AOI-Ⅱ가 1.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AOI-Ⅰ과

AOI-Ⅳ는 각각 0.87이었으며 AOI-Ⅲ는 0.10으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하 다. 즉 면 을 기 으로 한 주의 집

비율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AOI-Ⅱ를 1.55의 강도로

가장 높게 주시하고 있다. AOI-Ⅱ는 <그림 5>에서 카

운터 우측 벽면 공간이다.

15) 주시비율 / 면 비율 = 주의집 력 강도 (김주연·김종하, 2017,

p.100)

심 역

강도

AOI 심 역 불용

데이터Ⅰ Ⅱ Ⅲ Ⅳ 소계

우드

타일

마감

평균 52.82 27.47 3.38 31.51 115.18 34.82

비율

(%)
35.2 18.3 2.3 21.0 76.8 23.2

폴리싱

타일

마감

평균 60.10 20.57 2.80 27.22 110.69 39.31

비율

(%)
40.1 13.7 1.9 18.1 73.8 26.2

<표 5> 마감재질별 시선고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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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역

시간범
Ⅰ Ⅱ Ⅲ Ⅳ

0-5 0.78 1.23 0.03 0.99

5-10 0.75 1.51 0.09 0.99

10-15 0.82 1.42 0.14 0.91

15-20 0.90 1.59 0.05 0.76

20-25 0.81 1.58 0.12 1.01

25-30 0.69 2.07 0.01 0.96

30-35 0.92 1.36 0.10 0.96

35-40 0.96 1.95 0.12 0.66

40-45 0.69 1.90 0.16 0.88

45-50 0.66 1.67 0.14 1.11

50-55 0.75 1.50 0.09 1.24

55-60 0.69 1.63 0.08 1.11

60-65 0.94 1.48 0.08 0.92

65-70 1.16 1.86 0.10 0.36

70-75 0.90 2.18 0.06 0.79

75-80 0.76 1.77 0.10 0.98

80-85 0.88 1.84 0.07 0.79

85-90 0.96 1.36 0.18 0.58

90-95 0.94 1.76 0.06 0.64

95-100 1.10 0.85 0.02 0.71

100-105 1.07 1.04 0.13 0.76

105-110 0.89 1.19 0.09 1.00

110-115 0.86 1.55 0.10 0.83

115-120 0.99 0.97 0.17 0.97

평균 0.87 1.55 0.10 0.87

: [1.0] 이상의 강도 값

<표 6> 심 역별 주의집 력 강도

(2) 폴리싱타일 마감 공간의 주의집

폴리싱타일 마감을 사용한 공간이미지에서의 주시시간 범

의 심 역별 주의집 력 강도를 <표 7>에 정리하 다.

심 역별로 강도를 살펴보면, AOI-Ⅱ가 1.16으로 가

장 높았으며 AOI-Ⅰ이 0.99, AOI-Ⅳ가 0.75 순이었으며

AOI-Ⅲ는 0.08로 매우 낮았다.

(3) 바닥마감재 차이에 따른 우세강도 특성

에서는 시간범 와 각 공간구성요소별 주의집 력에

따른 시선고정 강도를 정리하 는데 어떤 공간구성요소

에 보다 강한 우세주시를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6, 7>에서 「1.0」이상의 강도 값을 가진 역을

우세한 역으로 설정하여 정리한 것이 <표 8>이다. 우

드타일 마감의 경우 AOI-Ⅰ은 3개, AOI-Ⅱ는 22개,

AOI-Ⅲ는 0개, AOI-Ⅳ는 5개로 AOI-Ⅱ의 시선고정 횟

수 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AOI-Ⅳ, AOI-Ⅰ의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에서 AOI-Ⅰ

과 AOI-Ⅳ의 강도 값이 0.87로 동일했지만 우세강도를

보인 시간범 의 시선고정 빈도에서는 AOI-Ⅳ가 높았

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우드타일 마감 공간에서는

체 으로는 AOI-Ⅱ에 한 우세가 모든 시간에 걸쳐 강

하게 나타났으며 AOI-Ⅰ과 AOI-Ⅳ는 체 으로는 동

일하게 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부 시간범 로

볼 경우에는 AOI-Ⅳ를 더 우세하게 주시한 시간범 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폴리싱타일 마감은 AOI-Ⅱ가 17개로 가장

많은 것은 우드타일 마감과 같았으나 AOI-Ⅰ에 한 우

세 시선고정 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우드타일 마감

에서 2순 시선고정 우세강도를 가진 구역은 AOI-Ⅳ이

었으나 폴리싱타일 마감에서는 AOI-Ⅰ로 순 가 바뀌었

을 뿐만 아니라 우세강도의 빈도도 매우 높다.

즉 동일한 공간에서 바닥마감재의 차이를 우드타일 마

감과 폴리싱타일 마감으로 할 경우, 가장 강하게 주시하

는 구역은 공통 으로 AOI-Ⅱ이지만, 2순 로 우세하게

주시하는 구역은 우드타일 마감에서는 AOI-Ⅳ이지만 폴

리싱타일 마감에서는 AOI-Ⅰ인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폴리싱타일 마감에서는 우드타일 마감에 비해

AOI-Ⅱ에 한 시선고정이 어들고 AOI-Ⅰ에 한 시

선고정이 우세하게 높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바닥마

감재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공간에서 시각주의력에 차이

가 발생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5.2. 시각주의집 과 심 역 특성

(1) 시간에 따른 시선고정 시각주의력 변화

공간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시각은 심 있는 역을

인지하고 흥미 있는 것에 반응하게 된다. <표 6, 7>에서

[1.0]이상 강도 값을 가진 우세한 주의집 구역을 주시

시간 범 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것이 <그림 9>이다.

심 역

강도
Ⅰ Ⅱ Ⅲ Ⅳ 소계

우드타일 마감
빈도 3 22 0 5 30

비율(%) 10 73 0 17 100

폴리싱타일

마감

빈도 10 17 0 1 28

비율(%) 36 61 0 4 100

<표 8> 시선고정 우세강도의 특성

심 역

시간범
Ⅰ Ⅱ Ⅲ Ⅳ

0-5 0.74 1.28 0.03 0.76

5-10 0.92 1.16 0.06 0.71

10-15 0.96 1.46 0.06 0.48

15-20 1.00 0.99 0.11 0.72

20-25 0.94 1.00 0.07 0.85

25-30 0.94 1.41 0.07 0.65

30-35 0.99 1.22 0.10 0.61

35-40 0.94 0.95 0.07 0.92

40-45 1.09 1.06 0.05 0.73

45-50 1.09 1.00 0.11 0.76

50-55 1.20 0.64 0.04 0.72

55-60 0.94 1.72 0.06 0.72

60-65 0.84 1.74 0.16 0.80

65-70 0.84 1.79 0.06 0.85

70-75 0.92 1.12 0.12 0.82

75-80 1.03 0.79 0.08 0.78

80-85 0.97 1.46 0.10 0.59

85-90 1.04 1.15 0.06 0.79

90-95 0.93 1.46 0.14 0.69

95-100 1.06 1.23 0.06 0.60

100-105 1.26 0.47 0.02 0.89

105-110 1.05 0.89 0.07 1.03

110-115 1.11 0.55 0.12 0.79

115-120 0.93 1.34 0.07 0.81

평균 0.99 1.16 0.08 0.75

: [1.0] 이상의 강도 값

<표 7> 심 역별 주의집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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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바닥마감재의 차이에 따라 주시시간의 경과에

나타난 주시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닥 역 벽면 역 천장 역 카운터 역

◯ : 분산된 시간범

<그림 9> 시선고정 시각주의력 흐름

우선 우세강도 흐름에서 바닥마감재의 차이에 따라 주

의집 력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마감

재의 주의집 력을 보면 주시시간의 흐름 심에는 벽면

역에 해당하는 AOI-Ⅱ가 자리 잡고 있다.

AOI-Ⅱ를 심으로 우드타일 마감에서는 좌측의 카운터

역에 해당하는 AOI-Ⅳ로 우세 역이 이동하거나 동시에

AOI-Ⅱ와 AOI-Ⅳ를 강하게 주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폴리싱타일 마감에서는 AOI-Ⅱ를 심 공간으로 주시

한 것은 우드타일 마감과 동일했으나 하부공간에 해당하는

바닥 역인 AOI-Ⅰ로 우세주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바닥마감재의 사용이 우드타일 마

감일 경우에는 우세주시가 AOI-Ⅱ→AOI-Ⅳ→AOI-Ⅱ로

형성되고 있어 수평 으로 시각주의력이 돋보이는 반면,

폴리싱타일 마감의 경우에는 AOI-Ⅱ→AOI-Ⅰ→AOI-Ⅱ

로 수직 인 공간에 한 시각주의력의 이동이 특징이다.

즉 우드타일로 바닥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 주시를

하는 경우 보다는 심이 되는 벽면 역과 수평 이동되는

카운터 역에 한 주시가 높게 형성되는 반면, 폴리싱타

일 마감인 경우에는 심이 되는 벽면 역과 수직 이동하

는 바닥공간에 우세주시 특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바닥마감재의 차이가 심 역으로 공간을 주시하는 시각

주의에 큰 차이를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심 역별 시각주의력 비교

바닥마감재의 차이에 따른 심 역별 특성을 비교함

에 있어 본 에서는 시간범 별 주의집 력 강도값을

근거로 심 역별 차이에 따른 바닥마감재 차이에 따른

공간구성요소의 상호간의 시선고정 특성을 분석하 다.

천장[AOI-Ⅲ]의 시선고정 빈도는 매우 낮기 때문에 여

기서는 시선고정 빈도가 비교 높은 AOI-Ⅰ․Ⅱ․Ⅳ를

상으로 정리한 것이 <표 9>이다. 평균 강도값이 2순

로 높았던 AOI-Ⅰ과 AOI-Ⅳ를 보면, AOI-Ⅰ에서 폴리

싱타일로 바닥을 마감(10회)한 경우가 우드타일 마감(3

회)에 비해 주시빈도와 주의집 력이 높았다. 이에 비해

카운터 역에 해당하는 AOI-Ⅳ은 우드타일 마감(5회)으

로 한 경우의 시선고정 강도의 빈도와 주의집 력이 높

게 나타나고 있어 바닥마감의 AOI-Ⅰ과 비를 이룬다.

한편 <표 6>에서 가장 우세 빈도가 높았던 AOI-Ⅱ를

보면 우드타일 마감으로 한 경우의 주시 우세강도가 [1.55]

로 매우 높았는데 <표 9>의 마감재 상호를 비교한 결과도

우드타일 마감의 빈도가 22개 : 17개로 앞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일한 공간에서 바닥마감재가 우드타일 혹은

폴리싱타일로 마감된 경우, 우드타일로 마감한 공간에서는

폴리싱타일 마감에 비해 벽면과 카운터에 집 되는 반면,

바닥을 폴리싱타일로 마감한 경우에는 우드타일로 마감한

공간에 비해 바닥에 한 시선고정이 늘고 벽면에 한 시

선고정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심 역

마감재

Ⅰ Ⅱ Ⅳ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우드타일 마감 3 0.87 22 1.55 5 0.87

폴리싱타일 마감 10 0.99 17 1.16 1 0.75

소계 13 - 39 - 6 -

<표 9> 심 역 상호 우세강도의 특성

6. 결론

사람이 공간을 지각하는 감각 시각 정보의 역할

은 요하다. 마감재료 한 공간을 지각하고 분 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닥마감재의

차이가 있는 카페 공간 이미지에서 화를 한 방문 목

성을 가졌을 때 공간이미지의 구성요소에 해 주시강

도의 변화가 있는지 시선추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시선추 실험을 통해서 바닥마감재의 차이에 따른 심

역별 시각주의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드타일 마감과 폴리싱타일 마감을 사용한 공

간이미지에 한 심 역별 시선고정 횟수의 평균에 차

이가 나타났다. 바닥에 용된 마감이 우드타일 마감일

경우 벽면 역, 천장 역, 카운터 역에서 폴리싱타일 마

감보다 높게 나왔으나, 바닥 역은 폴리싱타일 마감의

공간이미지에서 높게 나왔다. 바닥 마감재료의 변화가

시각 주의에 큰 향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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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간이미지에서 공간구성 역별 주시강도는 우

드타일 마감과 폴리싱타일 마감에서 공통 으로 벽면

역에서 높게 나왔다. 하지만 우드타일 마감의 경우 카운

터 역, 바닥 역의 순으로 높은 주시강도를 가졌으나

폴리싱타일 마감의 경우는 바닥 역이 2번째로 높은 주

시강도를 가지며 카운터 역의 주시강도가 3번째로 높았

다. 바닥 마감재료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공간 역에

하여 집 도에 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공간구성 역별 시각 주의력을 「5 」의 시간

범 에 하여 이동은 2개 마감재질 모두 벽면 역을

심으로 삼으면서 시선이동을 하고 있었다. 우드타일 마감

에서는 벽면 역에서 시작하여 카운터 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벽면 역을 주시하는 형태로 시각주의력이 수평이동

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폴리싱타일 마감에서는 벽면 역

을 심으로 둔 것은 우드타일 마감과 동일했지만 좌측의

카운터 역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 역으로 우세주

시가 이동했다가 다시 심이 되는 벽면 역으로 되돌아

가는 이동특성을 보 다. 바닥마감재의 차이가 사람의 시

각주의력의 이동경향에 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드타일과 폴리싱타일을 마감으로 사용할 경우, 시선

추 실험을 통해 공간 역별 집 도를 살펴 으로써

심 역과 시각주의력의 흐름을 객 으로 살펴본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 마감재질에 주시강도의 차

이가 시각주의력에 수직 이동, 수평 이동으로 향

을 끼친 것을 시선추 실험으로 알 수 있었다. 마감에

따른 시각주의력의 방향성에 차이가 있어 이를 통하여

공간이 갖는 목 성과 의도성에 따라 마감재질을 고려한

다면 소비자에 의해 활용되는 공간의 구성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시선이동 결과에 한 분석에 을

맞춰 시선추 실험을 구성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바닥마

감이 우드타일 마감과 폴리싱타일 마감일 때 공간 이미

지의 어떤 특성이 주시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각주의력에

끼친 향을 악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향후 후속

연구로서 다양한 바닥마감재로써 시각주의력의 방향성을

알아보고, 마감재질의 차이가 어떠한 공간 요인으로 인

하여 시각주의력의 변화를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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