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를 향한 응시
Gazing on Photographic Image

양영철

경성 학교 연극 화학부

Young-Chul Yang(yyc007@ks.ac.kr)

 요약

사진을 본다는 것은 임에 담긴 이미지를 지각하는 과정이다. 사진에 하여 우리는 감각질료조직을 

통해서만 작가의 의도에 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진을 바라볼 때 구체 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보는지 검증해보기 해서 로베르 두아노의 1948년 사진 ‘비뚫어진 심’을 상으로 실험을 실

시하 다. 페미니즘 이론가인 매리 앤 도은이 이 사진에 해 말한 것을 기 로 가설을 수립하고 분석하

다. 시선추 장치인 Tobii를 이용해서 사진을 바라보는 피험자들의 동공의 움직임을 기록함으로써 특정

역에 얼마나 오래 시선이 머무는지 측정하 다. 실험결과 사람들이 사진이미지를 바라볼 때 일정한 흐름

을 통해 순차 으로 그것을 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임의 부분  역에 하여 피험자들

의 응시 강도가 달랐으며 피험자 집단마다에서도 편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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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ding a photograph is a process of perceiving the image in it. We are able to approach the 

intention of the photographer only from the sensory material of the image. To make sure how 

we see the image when we look at a photo, this paper did an experiment with Robert 

Doisneau's photo, ‘Un Regard Oblique'. The hypothesis was set upon the idea of Mary Ann 

Doane, a pioneer in Gender study. Eye-tracker, Tobii was used to measure the movements and 

the fixation lengths of the pupils of 44 subjects. From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it was 

verified that people look at photographic image in a certain way. At the same time, the gazing 

strength was differential on every subjects and subjec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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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카메라가 세상을 담는 방식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

는 방식과 다르다. 우리 은 모호한 경계 속에서 연속

체로서의 세상을 보지만 사진은 리하게 잘려진 이미

지를 제시한다. 인간의 은 심시야에 집 하면서도 

외곽부에서 이 지는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

을 갖고 있다. 간상세포(rod)를 이용하여 주변시야를 확

보하는 것인데, 색상을 구별하지는 못하지만 희미한 이

미지와 사물의 움직임은 포착할 수 있다. 우리 은 끊

임없는 안구의 도약운동을 통해 주변시야로부터 새로

운 상을 물색하고 그것을 앙부로 끌어온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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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효용성을 기 으로 심을 기울이는 피사체는 

심부로 진입하면서 그 때까지 심부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주변부로 어낸다.

이 듯 우리는 안구를 움직이거나 몸의 방향을 바꾸

어 주변의 사물을 볼 수 있지만, 사진의 임은 가시

인 것과 비가시 인 것을 명확한 경계선으로 구분하

고 단 시킨다. 심부만 있을 뿐 주변시야와 같은 

간 지 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임 밖으로 려난 것

들은 시지각의 상에서 완 히 배제되어버린다.

시각 술은 ‘망막에 비친 이미지 그 로’를 재 하기 

해 노력해왔는데, 사실주의 회화와 인상 의 시도, 원

근법의 발견이나 명암법의 발  등이 모두 시각  진실

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이끌어낸 결과 다[1]. 사진 

역시 묘사  회화의 통을 물려받았기에 회화가 해온 

동일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회화는 인간의 

손을 거쳐야했으므로 세계를 완벽하게 재 할 수 없었

지만, 사진은 기계  복제과정을 통해 시각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기록하고 재 하려는 

인간의 오랜 갈망을 완벽하게 이  매체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가 지각하는 상으로서의 사진은 그 자체

가 카메라를 통해 외부세계를 지각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작가가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지각한 결과물

을 다시 지각하는 것이다. 사진은 카메라를 통한 작가

의 을 보이게 하는 것이고, 사진을 보는 것은 지각과 

표 의 순환과정인 살아있는 체험을 보는 것이다[2].

우리가 사진을 바라볼 때 구체 으로 어떠한 방식으

로 이미지를 보는 것인가? 많은 이론가들이 사진이미

지에 해 말해왔지만 그것을 과학 으로 검증하는 경

우는 드물었다. 최근에 발 된 시선추  장치는 동공의 

움직임과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시지각 과

정을 찰할 수 있도록 해 다. 본 논문은 시선추  장

치인 Tobii를 이용하여 객의 시선 반응을 추 함으로

써 우리가 사진이미지를 보는 방식을 지각심리학  차

원에서 규명해보고자 한다.

Ⅱ. 사진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 몸은 육화된 지향성으로서 이 세계의 주 이지

만, 동시에 육화된 지향성으로서 타인에 해서 상이 

된다. 몸은 지각과 표 을 동시에 주 이고 객 인 

양상으로 순환시키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리하여 

의 행 는  자체가 보여지는 가시 인 의 운동으

로, 즉 표  지각  제스처로 성숙된다[3].

비비안 소벅은 화에 해 말하면서 객의 지향  

체험과 화의  사이에 작용하는 특별한 구조를 제시

하는데, 그의 이러한 생각은 사진에 해서도 그 로 

용될 수 있다. 일상 세계에서는 직 이고 매개되지 

않은 시각  경험을 지각하지만, 이미지를 볼 때에는 

타자의 지각과 표 을 통해 매개되고 걸러지는 간  

경험을 지각하게 된다[4]. 우리는 사진을 보는 동안 이

미지를 보는 지각행 를 재 하면서 동시에 그 지각된 

것을 표 하는 장면과 마주치는 것이다. 

우리가 사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지향  체험과 사진

의  사이의 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는데, 이

것은 소벅이 화에 해서 말한 것을 사진으로 가져온 

것이다[5]. 

카메라가 비반성 으로 상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① 객이 카메라가 보는 상을 보는 경우에, 객은 

매개체로서의 카메라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세상을 

보듯 자연스럽게 사진이 제시한 이미지를 보게 된다. 

② 객이 사진의 표  지각양식을 지향하는 경우는, 

다시 사진이 허 을 드러냄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촬

과정이 노출되는 경우와 허 이 없는 사진을 객이 분

석 으로 바라보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③ 객이 자신의 인식을 반성 으로 지향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든 객이 사진에 몰입하지 못하는 상황

에서 발생하는 상이다.

사진이 자신의 지향양식을 반성 으로 지향하는 경

우를 살펴보자면 ④ 객이 사진의 비 상을 지향하

면 지각  심 속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여기서 비

상이란 사진이 지향하는 상으로서의 순수한 이미

지가 아니라 사진이 의도하는 스타일을 포함한 경이다.

⑤ 객이 사진에서 가시화되는 상을 지향한다면 

사진은 반성  방향에서, 그리고 객은 비반성 으로 

바라 으로 역설 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객

이 사진이 드러낸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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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지 않거나 혹은 사진이 재 하는 상에 한 호

기심 때문에 스타일 인 차원을 의도 으로 간과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⑥ 객조차 자신의 지향방식을 지

향하는 경우는 객과 사진 사이에 어떠한 의사소통도 

없고 시각  불일치도 발생하지 않는다. 

소벅의 설명은 사진이 스타일을 통해 객들에게 소

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주목할 

만한 상황은 사진이 자신의 지향활동을 반성 으로 지

향할 때 발생한다. 앵 의 독특한 구성이나 시각  요

소를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작가의 스타일

이 객들에게 조작 으로 가시화되는 경우인데, 만약 

객이 사진의 반성  지향양식이 아닌 사진의 의 

상만을 바라본다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지만, 객들이 

사진의 비  상을 보려한다면(④) 지각과정에서 갈등

이 발되기 시작한다. 

일반 으로 작가의 스타일이 드러난 사진을 보는 

객들은 처음에 시각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 

이 직  볼 때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이 임 안에 담

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두뇌는 지각

작용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려 할 것이고, 마침내 사진

의 지향양식을 이해하고 비반성 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써 갈등과 불편함은 축소된다. 갈등의 

발생과 그것의 해소과정이 우리가 사진을 읽는 방식이다. 

많은 경우에 사진이 제시한 시각  스타일을 객이 

바라 에 있어서 작가의 을 넘어서서 카메라 조작까

지도 보게 되는 단계에 도달하기도 한다. 나아가 객

이 사진을 바라보는 자신의 까지도 반성 으로 보는 

단계에까지 도달할 수도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이 술

 소통과정에 해당한다.

Ⅲ. 비뚤어진 관심[6]

1948년에 촬 된 한 장의 사진이 이미지를 읽는 인간

의 지각심리학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랑스의 사

진가 로베르 두아노(Robert Doisneau)의 ‘비뚤어진 

심(Un Regard Oblique)’인데, 이 사진은 거리에 시된 

그림을 람하는 한 의 남녀를 포착하고 있다.

그림 1. 비뚤어진 관심

화면의 조  오른쪽 부분에 여자가 정면을 향해 서서 

그림을 보고 있고, 그 여자의 오른쪽에 임에 의해 

약간 잘려나간 상태로 비스듬히 서있는 남자가 임

의 정 반 쪽 벽에 걸려있는 여자나신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나란히 서있지만 서로 다른 그림

을 보는 것인데, 남자가 보는 그림은 우리도 볼 수 있지

만 여자가 보는 그림은 카메라 방향에서는 액자의 뒷면

만 보일 뿐이다. 본 논문이 이 사진을 텍스트로 삼은 것

은 매리 앤 도은(Mary Ann Doane)의 특별한 언  때

문이다[7].

“남자는 심이 아니다. 실제로 그는 화면의 아주 작

은 공간만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문제

 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그의 응시다. 남자의 응시는 

여자의 응시를 효과 으로 지워버린다. 그녀가 바라보

는 목 물이 객들에게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매리 앤 도은은 기본 으로 페미니즘의 에서 이 

사진을 해석하고 있다. 할리우드의 서사  화들이 여

자를 주인공으로 심에 내세우면서도 그 여자의 시

을 가려버림으로써 주변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여

자가 보는 사진의 임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반사되

고 있는 것은 여성 인 보기가 공허하게 부유하고 있음

을 상징하는 것이고, 응시가 지워진 것은 그녀의 욕망

의 부재를 설명한다는 것이 매리 앤 도은의 생각이다. 

반 로 남성 인 의 목표물은 완 히 제시되어 있는

데, 벗은 여자 몸의 물신주의  재 이 람  치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Vol. 10 No. 8220

남성화를 확실히 하고 있다. 매리 앤 도은은 이 사진을 

바라보는 객들의 시선에 해 추가 인 설명을 곁들

이고 있다[8]. 

“바라 의 이러한 드라마가 사진의 표면 밖에서 진행

되는 동안, 그것의 깊은 공간은 포커스 아웃된 채로 벨

트 가게 앞에 서있는 몇 명의 은이들에게로 이동한

다. ( 략) 더욱이 포커스 아웃된 역이 이미지의 앙

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진이 요한 기능 -여

백에 의미를 장하기 해 실제로 심의 요성을 고

갈시키는- 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를 보여 다. 남성

인 보기는 통제를 통해, 비록 그것이 주변에 머무른다

고 해도 심이 된다.”

메리 앤 도은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 사진을 바라보

는 객의 시선은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이동한다. 처

음에 우리는 화면의 심부는 아니지만 외곽도 아닌 지

에 배치된 여자와 그 여자가 바라보는 그림을 응시한

다. 체 인 구도를 고려할 때 여자는 이 사진의 주인

공임에 틀림없지만 그녀가 보는 그림의 내용을 볼 수가 

없으므로 결과 으로 심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호기심은 다른 상물을 물색하기 시

작할 것이고, 귀퉁이에 서있는 남자와 그 남자가 바라

보는 나신의 그림으로 응시가 옮겨가는 것은 그리 어려

운 일도 아니다. 남자는 비록 신체가 잘려나간 채로 궁

색하게 서있지만 그가 바라보는 상물로서의 그림이 

강렬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심 인 지 로 올라

서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진 속의 여자보다 남자를 더욱 바라본다면 

그것은 여자가 보고 있는 그림이 가려져있고 남자가 보

고 있는 그림이 흥미롭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

만은 아니다. 지각심리학의 입장에서 임에 용되

는 보편 인 역학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직사각형의 임 내에서 작용하는 원심력과 구심

력을 작용하고 있다. 피사체가 임의 가장자리로 이

동하면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바깥으로 끌려 나가는 느

낌을 받게 되고, 화면의 모서리에 다다르면 자성은 매

우 강해진다. 이러한 자기력이 매우 강하여 력의 작

용을 무력화시키는 순간 그 힘은 탄성을 받아 외화면 

역까지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9].

반 로 임 앙부에 배치된 주된 피사체를 심

으로 구심력이 작용하는데 그것은 균형이 이루어진 결

과다. 즉 임이 보유한 4개의 외곽선 방향에서 원심

력이 작용하여 심부의 피사체를 잡아당기지만 그 힘

이 서로 동일하게 유지됨으로써 안정된 느낌의 균형이 

확보되는 것이다.

임 앙부에 치한 피사체가 원심력을 받느냐 

혹은 구심력을 받느냐의 문제는 피사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임의 앙에 치한 피사체의 크기가 작

을 경우에 발생하는 구심력은 빈공간이 주는 압력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한편 균형을 이룬 공간배치는 이미지에서 긴장을 제

거함으로써 시각  강조가 없어지고 시각  흥분도 사

라지게 한다. 심부에 피사체를 커다랗게 세우는 방식

은 안정감은 지언정 그다지 매력 이지 못하므로 사

진을 통해 강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면 이러한 구

도는 회피되고 만다. 

두아노의 사진에서 심부의 은이들을 향한 응시

는 구심력이 작용한 결과이며, 벨트가게의 큰 창을 가

리고 있는 밝은 색 커튼이 시선을 집 시키는 측면도 

있다. 메리 앤 도은은 사진의 앙부에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제로 길 머의 포커스 아웃된 은이들은 사진의 

앙에 치하고 있는 사건의 우연한 성격, 그것의 즉

흥성, 간단히 말해 그것의 사실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10].”

결과 으로 이 사진은 심부와 주변부가 치열한 싸

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처음 

바라볼 때 가장 먼  등장인물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일반 인 경향으로 말미암아 임 안에서 최상의 

치를 한 채로 정면을 향하고 있는 여자야말로 우리가 

바라볼 최우선 상이다. 게다가 그녀는 체 인 구도 

속에서 구심력의 심이 된다. 하지만 남자는 임에 

반쯤 걸쳐진 상태이므로 임 바깥으로 빨려나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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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한 원심력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의 시선은 마지

막으로 임 앙의 은 남자들에게로 향할 것인데, 

그들은 비록 포커스 아웃된 상태이지만 앙부에서 움

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이

처럼 객의 응시가 여자로부터 남자로, 그리고 은이

들에게로 이동하는 과정은 순간 이면서도 반복 일 

것이다.

임 내의 균형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는 시각  

무게와 시선의 움직임이다. 임 상단부의 피사체는 

임 하단부에 치하는 같은 크기의 피사체보다 무

겁다. 임 우측의 피사체는 임 좌측에 치할 

때보다 무게가 더 가볍다[11]. 임 좌측보다 우측이 

더 가벼운 것은 책을 읽을 때 독자의 이 좌측에서 우

측으로 움직이며 단락과 문장의 텍스트를 읽는 오랜 문

화  경향 때문이다. 피터 와드는 연극무 에서 막이 

올라가면 객들은 무 의 좌측 상단을 가장 먼  본다

고 말한다[12].

그 다면 우리는 이 사진을 하는 순간 임의 좌

측에 배치된 나신의 여자 그림을 가장 먼  바라볼 것

이며, 이후로 시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심의 청년

들과 여자, 그리고 남자를 차례로 향하게 될 수도 있다. 

객이 사진을 보는 방식은 과연 어떠할 지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해볼 것이다.

다음으로 게슈탈트 이론이 임을 설명하는 한 방

법이 되고 있다. 게슈탈트(Gestalt)는 우리 의 감각기

와 뇌가 이미지를 지각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

는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의 모습은 태양 선의 

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달라지지만, 우리

는 사소한 차이를 무시하고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느낀

다. 우리는 한 불완 하고 모호한 이미지를 내가 이

해할 수 있는 형태로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불완 한 이미지를 완성하는 과정을 ‘심리  클로우

’라고 한다. 인간의 뇌가 단순한 자극 형태를 유지해

서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돈하고 

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 완 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다[13]. 카메라를 통해 조작된 이미지는 우리 이 세상

을 직  바라볼 때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인 

클로우 를 통해 그것을 악함으로써 한 게슈탈

트에 도달하게 된다. 

두아노의 사진과 련하여 게슈탈트이론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불완 한 이미지를 지 작용을 통해 완성

해나가는 과정에서 임 바깥 역을 인식하려는 경

향이다. 잘려진 신체나 배경의 사물은 이미지를 바라보

는 우리들의 심리 속에서 임의 역을 확장시킨다. 

특히 임이 감춤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외화면

에 숨겨진 것들을 추측하는 지 작용이 시지각 과정에

서 우리 뇌의 활동을 강화한다. 두아노의 사진에서 

임에 의해 신체가 잘려진 남자를 완성된 형태로 보려

는 경향 때문에 객의 시선은 외화면으로 향할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Ⅳ. 실험 설계

1. 연구문제
두아노의 사진에 한 메리 앤 도은의 설명은 설득력

을 지니고 있지만 검증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

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실험을 통해 그것을 확인

해보고자 한다. 

문제 1.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볼 때 사진 속 남자와 여

자, 그리고 임 앙부의 소년들  구

를 가장 많이 바라볼 것인가? 

문제 2. 피험자들을 남자그룹과 여자그룹으로 분류하

을 때 그룹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

가?

문제 3. 피험자들을 오른손잡이그룹과 왼손잡이그룹

으로 분류하 을 때 그룹별로는 어떠한 차이

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1.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가 보는 그림을 가장 많

이 바라볼 것이며, 다음으로 여자와 여자가 

보는 그림, 그리고 앙의 소년들 순으로 바

라볼 것이다.

이 게 추측하는 근거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가설 2. 남자그룹은 여자그룹에 비해서 사진 속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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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남자가 보는 그림을 더 많이 바라볼 것이

다.

일반 으로 남자피험자들은 사진 속의 여자를, 그리

고 여자피험자들은 사진 속의 남자를 더욱 바라볼 가능

성이 높겠으나, 두아노의 사진에서는 남자가 바라보는 

그림의 내용 때문에 오히려 정 반 의 결과가 나올 것

으로 상해볼 수 있다. 즉 남자피험자들은 벗은 여자

그림을 통해 그 그림을 보고 있는 남자를 더 많이 바라

볼 것이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 으로 더 

게 바라볼 것이다.

가설 3. 피험자 그룹  오른손잡이그룹보다는 왼손

잡이그룹이 사진 속 남자와 남자가 보는 그

림을 더 많이 바라볼 것이다.

이 가설은 좌뇌와 우뇌가 각각 발달한 사람들이 사진

이미지에 응하는 방식을 비교해보기 한 것이다. 우

리 뇌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뇌는 우반구와 좌반구

로 나 어져 있어서 우반구를 우뇌, 좌반구를 좌뇌라고 

부른다. 이 둘은 각각 별개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2억본 

정도의 신경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뇌량을 통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하나의 통일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좌뇌

가 발달한 사람은 주의력에 있어서 단어와 정보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이미지나 

사물의 움직임, 소리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

이 있다.

우뇌형 즉 왼손잡이가 좌뇌형 즉 오른손잡이에 비해

서 시각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면, 주

어진 자극의 차이에 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다. 즉 피험자들 체가 남자와 남자가 바라보는 그림

을 더 많이 본다면, 왼손잡이 그룹이 오른손잡이그룹보

다 바라보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실험참가자는 부산에 거주하는44명의 남녀로 하 다. 

평균연령은 24.3세 으며 남자가 27명, 여자가 17명이

었고. 오른손잡이가 37명, 왼손잡이가 7명이었다. 

표 1. 피험자 집단 구성
집단 분류 피험자 수 퍼센트

1 남자 27 61.4
여자 17 38.6

2 오른손 37 84.1
왼손 7 15.9

2. 실험장치
시선추  장치로는 ‘Tobii T60 XL’을 사용하 다. 시

스템 환경은 도우XP, 펜티엄4, 4Gb 메모리의 컴퓨터

에 TFT가 통합되어 있는 높은 해상도의 24인치 와이

드스크린 모니터로 구성하 다. Tobii는 외선 다이오

드를 이용하여 의 각막에서 나타나는 반사패턴을 다

른 시각정보와 함께 이미지 센서를 통해 수집한다. 정

교한 이미지처리 알고리듬이 과 각막의 반사 패턴을 

포함하여 련특징을 악한 후 각 피험자가 스크린에

서 바라보는 지 을 계산한다. 

사람들은 가시 선은 볼 수 있지만 외선은 볼 수가 

없다. 각막에서 반사되는 외선을 각막 (corneal 

glint)이라고 부르는데 시선추  장치는 이 각막 을 이

용한다.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의 동자가 움직

이면 동공도 같이 움직이므로, 토비는 각막 의 상  

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선을 추 한다. 

Tobii는 1 에 약 60회(0.016 ) 정도의  움직임을 

기록하여 특정 역에 이 고정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일반 으로  움직임이 7-8회 정도(약 0.1 ) 고정된

다면 안구고정이 일어난 결과로 단하고 주의가 집

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실험은 피험자들에게 두아노의 

‘비뚤어진 심’을 10 간 보여  후에, 그들의 시선이 

특정 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측정하 다.

Ⅴ. 실험결과 분석

Tobii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 피험자의 시지각 반응이 

기록되었으며, 실험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임 상

에 AOI를 설정하 다. AOI(Area of Interest)는 이미지

의 어떤 지 에 시선이 머무른 시간을 측정하기 해서 

심 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AOI-1은 임 오른쪽 모서리에 서있는 남자와 그

가 바라보는 나신의 여자 그림으로 하 으며, AOI-2는 

남자 왼쪽에 서있는 여자와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

으로 하 다. AOI-3은 남녀 뒤로 멀리 보이는 은 남

자 3인이 배치된 역으로 하 다. AOI-1과 AOI-2를 

임 바깥으로 길게 설정한 것은 피험자들의 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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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잘려진 신체나 사물을 따라서 외화면으로까지 

향하는지 확인해보기 함이었다.

AOI-1

AOI-1
AOI-2

AOI-2

AOI-3

그림 2. AOI 설정

피험자의 시지각 반응은 Tobii에서 동 상으로 출력

할 수도 있다. 동 상을 살펴본 결과 체로 피험자들

은 사진 속 남자보다는 여자를 먼  바라본 후 그 여자

가 보고 있는 그림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 일반 이었

다. 다음으로 나신의 여자그림과 함께 그 그림을 보고 

있는 남자를 바라본 후 화면 앙에 서 있는 은이들을 

바라보거나 혹은 은이들을 본 후 남자와 나신그림을 

보았는데, 그 순서는 피험자들마다 달랐다. 확실한 것은 

인물에게 시선이 가장 먼  향하고 다음으로 그 인물이 

바라보는 상물로 응시를 바꾼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

물의 시선이 벡터로서 작용한 결과라고 단된다.

 

그림 3. 피험자 응시 동영상(Captured)

피험자별로 응시의 강도가 게이즈 롯(Gaze Plot), 

히트맵(Heat Map), 그리고 클러스터(Cluster) 등을 통

해 표시되었다. 아래의 이미지들은 피험자  한 사람

의 게이즈 롯과 히트맵 그리고 클러스터다. 선택된 

피험자는 25세의 남자이며 사진비 공자이다. 

그림 4. Gaze Plot

게이즈 롯은 이미지에 한 응시정보를 계량화된 

형태로 보여주므로 시선의 탐색경로를 시각화하는데 

유용하다. 각각의 시선고정은 반경 역이 그 고정의 길

이를 재 하는 치에 의 형태로 표시된다[14].

게이즈 롯을 보면 강한 응시가 임 오른쪽 모서

리에 서있는 남자와 그가 바라보는 임 좌측의 그림

에 몰려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남자 좌측의 여자와 

여자가 보는 그림의 뒷면, 그리고 임의 앙부에 

배치된 은 남자들에게도 응시가 배치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응시의 일부분이 여자가 바라보는 그

림의 아래쪽으로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자의 신체가 임에 의해 잘려있으므로 그 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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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우측과 아래쪽으로 응시가 이어질 것으로 기 하

으나, 오히려 여자가 보는 그림의 아래쪽으로 응시가 

찰된 것이다. 이것은 임에 등장하는 인물보다는 

그 인물이 바라보는 상물에 해서 피험자가 더 많이 

주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 으로 피험자의 

응시가 임 외부로 확장된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게슈

탈트이론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악된다.

 

그림 5. Heat Map

히트맵 롯은 실험 체에서 응시행태를 시각화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것은 자극을 배경 이미지로 놓고, 그 

에 히트맵 마스크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히

트맵 마스크가 반투명 상태로 배경 에 놓여있으므로 

실험참가자가 응시한 역이 강조되어 표시된다.

히트맵을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응

시의 부분이 남자 얼굴, 여자 얼굴, 후경의 인물들, 그

리고 남자가 보는 그림 등 4개 역에 집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6. Cluster Map

클러스터는 응시가 고도로 집 된 역을 배경이미

지 에 그래픽으로 표시된다. 이 역은 최  한계

역으로 표시되는데, 클러스터 뷰 창 아래에 놓여있는 

설정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최 한계는 변경될 수 있다. 

클러스터 데이터는 AOI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자동

으로 생성시키기를 원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히트맵에서 확인한 결과는 클러스터맵에서 좀 더 세

부 으로 찰되는데 여자가 보는 그림 에 2개, 남자 

머리 에 하나, 그리고 후경의 인물들 로 보이는 벽

면의 간 에 다른 하나의 클러스터가 보인다. 피험자들

이 뒤쪽 벽에 새겨진 간 을 많이 응시한 것은 텍스트

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욕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

자머리  공간에 한 응시는 검은 배경이 머리와 연

결되어 있다 보니 남자가 마치 긴 모자를 쓰고 있는 것

처럼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그것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기 해 피험자들이 길게 바라본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맵들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동 상 결

과물을 통해 악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험자들이 

등장인물 못지않게 그 인물이 보고 있는 상물을 강하

게 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허버트 제틀은 벡

터가 화면의 어느 한 에서 다른 한 으로 우리의 시

선을 이동시키는 지향성 힘이라고 소개하는데[15], 여

기서는 인물의 시선이 강한 벡터로서 작용하여 피험자

들의 응시를 유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게다가 

인물에 한 응시강도와 그 인물이 바라보는 상물에 

한 응시강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앞서 수립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 44명의 피험자

에 한 실험결과를 토비에서 텍스트 데이터로 출력한 

후 분석하 다.

표 2. AOI 응시평균값(단위:sec)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ot AOI 45 0.00 5.40 0.6991 0.91393
 AOI-1 45 0.00 5.20 1.9262 1.41106
 AOI-2 45 0.00 5.94 2.3224 1.50229
 AOI-3 45 0.00 4.71 2.0464 1.26092

먼  가설 1은 객들이 남자와 남자가 보는 그림을 

가장 많이 바라볼 것이며, 다음으로 여자와 여자가 보

는 그림, 그리고 앙의 소년들 순으로 바라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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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으나, 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가설

에서는 응시시간이 AOI-1, AOI-2, AOI-3 순이 될 것

으로 보았으나, 실험결과는 AOI-2, AOI-3, AOI-1 순

이었다.

결과 으로 화면의 앙부가 주변부보다 더 많이 응

시되었으며 앙부가 포커스 아웃된 상태이므로 조  

비껴난 채로 정면을 향하고 있는 여자에게로 가장 많은 

응시가 향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녀가 바라보는 

그림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심에서 멀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객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서 더욱 큰 심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남자와 그가 바라보는 그림에 한 

심이 약화된 것은 남자의 시선이 그림으로 이동하는 과

정에서 그 경로를 가로막고 있는 여자의 얼굴과 그녀가 

바라보는 그림으로의 유인, 그리고 앙부의 청년들의 

간섭 때문에 지시벡터가 방해받았고 결과 으로 남자

에 한 피험자들의 응시가 약화된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피험자 집단별로 응시를 비교해보았다.

 

그림 7. 남자 vs. 여자 AOI 비교 그래프

남녀그룹 모두 AOI-2 역을 AOI-1 역보다 더 응

시하 지만, 남자의 응시가 여자의 응시보다 모든 AOI 

역에서 1.5배 정도 강하게 작용했다. 사진 속 남자가 

바라보는 상물인 여자 나신그림이 남자피험자 그룹

을 더욱 강하게 자극한 결과로 생각되는데, 결과 으로 

여자피험자그룹의 응시는 Not AOI 역을 포함해서 

모든 역에서 상 으로 약하게 분산되어 있다. 

AOI-3에 해서 남자그룹의 응시가 여자그룹보다 더 

강한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으나, 이 역시 사

진 체의 주제가 여자보다는 남자들에게 더 많은 흡인

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8. 오른손잡이 vs. 왼손잡이 AOI 비교 그래프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그룹의 비교도 비슷한 방법

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오른손잡이들은 AOI-1, AOI-2, 

AOI-3에서 체 으로 분산된 결과를 보 으나, 왼손

잡이들은 AOI-1보다 AOI-2를 두 배 정도 강하게 응시

하 다. 오른손잡이들은 다양한 정보에 해서 체계

으로 응하고 이미지를 분석 으로 악하므로 모든 

역을 평균 으로 응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왼

손잡이들은 주로 화면의 심부에 집 하는 동시에 차

별 인 시각  자극에 상응하는 차별 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악된다.

Ⅵ. 결 론

시각 술로서의 사진은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달

하는 표 매체다.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우리 

몸이 만든 것보다 훨씬 객 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여 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 

외부세계를 3차원  배열로 보는 동안 카메라는 사물

을 평평하고 기하학 인 배열로 제시하며, 우리의 시각

이 감각질료를 인지 가능한 형태와 특징  으로 조

직화하는 동안 사진은 종종 모호한 형태를 제시하고 비

특징 인 각도로 상을 묘사한다. 이러한 지각  실

의 왜곡이 술가에게 창조 인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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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이 제시하는 이미지는 찰나의 순간을 담

고 있지만, 그 사진을 보는 우리는 시간의 지속 속에서 

그것을 지각하고 해석한다. 두아노의 사진에 한 실험 

결과 사람들이 사진이미지를 바라볼 때 일정한 흐름을 

통해 순차 으로 그것을 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의 부분  역에 하여 피험자들의 응시 강도가 

달랐으며 그것은 각각의 피험자 집단마다에서도 편차

를 보 다.

한편 인물이 담긴 이미지를 볼 때 먼  등장인물을 

바라본 후 그가 보는 상을 순차 으로 본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드리와 메츠가 로이

드 정신분석학에 뿌리를 두고 정립한 이  동일화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16]. 등장인물에 한 객의 

응시보다 그 인물이 바라보는 상물에 한 객의 응

시 강도가 더 강했다.

우리가 사진이미지를 보는 방식을 시각  자료와 통

계정보를 통해 확인해보는 작업은 술작품을 수용하

는 우리의 지각과정을 계량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지를 카메라에 담는 작가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이미 언 한 로 사진이미

지를 상으로 한 시지각 반응실험은 본질 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본 실험 역시 그러한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지는 무수한 요소들이 독립 으로 혹은 상

호 향을 미치면서 작용하므로 단순한 산술  결과만

으로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 으로 본 논문에서의 실험은 하나의 시도에 불

과하며, 실험결과에 한 해석은 실증의 범 를 벗어난

다. 물론 앞으로 좀 더 과학 인 방법이 도입된다면 실

험과 분석의 객 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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