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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nduct an eye-tracking experiment carried with facade images as a medium and to do

research on ‘the interest of the eyes’ resulted from people’s gazing phenomena. This study secured gazing data

which appeared according to visual response and analyzed gazing phenomena to find the basic theory of 'the

interest of the eyes’ as a methodological role, which consumer interest and attention could be grafted when a

plan and a design for space design was made. Data terms used in eye-tracking backgrounds and the movement

of the eyes were investigated in literature review. Twenty (20) facade images were selected through a case study

to get experimental stimuli for the related experiment. Thirty (30) subjects (men and women) suitable for the

experiment were recruited to conduct an eye-tracking experiment. After the experiment, five (5) areas were set up

in the facade image to identify the focus level of interest and attention. The level of interest and focus was

connected to the interest of the eyes. The analysis to study the interest of the eyes was based on nine (9) items

such as sequence, entry time, dwell time, hit ratio, revisits, revisitors, average fixation, first fixation and fixation

count. Through gaze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about the ‘interest level of sight’ for gaze

frequency. The interest level can be interpreted to be higher for faster sequence, shorter entry time, longer all

fixation(ms) for dwell time, faster all saccade(%), higher hit ratio, more revisits, more revisitors, longer average

fixation, faster and longer first fixation, and more fixation count, and the person can be said to have felt interest

faster and/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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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 시대는 소비자 중심시대이며 그에 따른 구매 및 소

비행태는 기능 위주의 상품 구매에 한정하지 않고, 디자

인이나 서비스 등의 무형적 가치도 중요시 여긴다. 즉,

유형의 상품 및 무형의 심리를 포괄하는 이른바 양방향

성 구매행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무형의 구매행태는

인간의 오감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각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사람의 시선은 시각적 단서가 있는 곳

에 반응이 일어나며 어떤 공간(또는 주어진 영역)에 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cnlee@ks.ac.kr
** 이 논문은 2013년도 경성대학교 교내학술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으로, 여미의 석사학위논문 실험 일부를 심화⋅발전시킨 연구임.

해 의식 또는 무의식으로 반응한다. 시선에 대한 의식 또

는 무의식은 주시할 때에 순서가 발생 되고 주시한 시간

이 발생 되며, 한 번 주시, 재 주시, 비 주시에 따른 평균

주시시간과 주시할 때의 지속시간 등이 발생 된다. 이러한

주시의 현상들은 어떤 물체가 사람의 눈에 자극될 때 ‘시

각’이라는 감각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시선의 관심’

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관심과 흥미가 있는 곳

에는 시각적 반응이 나타난다. 여기서 유추되는 시선의 관

심도는 인간의 시각적 반응에서 비롯된 흥미의 수준정도

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흥미의 수준정도는 공

간디자인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적 역할이 가능한 시각이

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탐구할 만한 가치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아이트래킹 실험을 통하여 시각적 반

응에 따라 나타나는 주시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공간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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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한 계획 및 설계 시, 소비자의 관심 및 흥미의

유⋅무를 접목할만한 방법론적 역할로서의 ‘시선의 관심

도’에 대한 기초이론을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아이트래킹 실험을 통하여 주시현상을 분석하고 시선

의 관심도를 연구하기 위해 아이트래킹의 배경과 시선의

움직임에 사용되는 데이터 용어에 대해 고찰하고, 주시

현상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써 기존 연구 자료와 문헌의

내용을 근간으로 선행연구 고찰하였다. 실험을 위해서는

실험 자극물이 될 이미지가 필요하여 사례조사를 통해

로드숍의 파사드 이미지 20개를 선정했고, 실험에 적합

한 피험자 남녀30명을 모집하여 아이트래킹 실험을 하였

다.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정량화하여 주시현상을 분

석했는데, 주의를 끌었던 영역에 대한 주시순서와 시간

및 횟수에 대한 시선의 주시현상을 파악하였다. 단, 모든

주시에 대한 분석은 남녀 30명의 실험 결과로 얻은 데이

터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시영역에 대하여 주시

또는 비 주시, 주시순서, 반복주시, 백분율 등의 관심도

를 파악하였다. 결론에서는 주시현상의 분석 내용을 토

대로 인간의 시선에 대한 관심 이론을 체계화 하였다.

2. 선행연구고찰 및 분석의 틀

2.1. 아이트래킹의 배경

아이트래킹의 배경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

해도를 높이고 연구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

아이트래킹이라 함은 기본적인 원리로서 눈의 동공 중

심부분(pupil center)과 각막광(각막반사, corneal reflex)

을 아이트래커(eye tracker)가 인식하여 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이다.

아이트래킹의 등장배경에 대해서는 인간의 인지체계

(cognitive system)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에

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어떤 사물을 본 후 정

보 판단 과정에서 약 2초 정도 잠깐 기억하는 ‘단기기억’과

반복적 정보 습득에 의한 ‘장기기억’ 등이 기억 속에 잠재하

고 있는데, 인간의 인지체계를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간의 인지체계(Human Cogntivie System)

<그림 1> 인간의 인지체계 이론1)(the theory of human

cognitive system)은 1960년대 정보처리 이론(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에 기초한다.

인간은 시각 안에 들어오는 어떤 자극물에 대해 그것

을 감각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기억하기를 원하게 된다.

그 기억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며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작업기억이다. 작업기억에는 아주 짧게 기억되는

단기기억과 반복적 학습이나 노력에 의해 기억되는 장기

기억이 함께 반응하게 되는데 작업기억에는 의식적인 노

력 없이도 정보가 유지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의 시각

체계(visual system)와 인지체계(cognitive system)로 리

서치하는 방법이 설문조사나 FGI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

간의 시각체계와 인지체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서 아이트래킹을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

는 시점추적 도구인 아이트래킹도 눈의 위치로부터 눈

움직임에 따라 시선을 추적하여 시선경로를 파악함으로

써 본 연구의 주시현상과 같은 시선의 정보 처리 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측정 도구가 된다.

2.2. 시선의 움직임에 사용되는 데이터 용어

아이트래킹 실험에서 주시현상 분석을 위한 시선의 움

직임에 사용되는 데이터 용어에 대해 기존 연구 자료 및

문헌을 근간으로 수집하고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

적용하는 아이트래킹 실험의 분석 방법은 시선의 움직임

에 사용되는 데이터 용어 4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고정(Fixation), 순간적 이동(Saccade), 시선추적(Gaze

Pursuit), 주시경로(Gaze Path)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

용은 <표 1>과 같다.

구분 데이터 명 내용2)

a
고정

(Fixation)

•실험자가 어느 특정한 위치를 계속해서 응시할 때 발생

•Fixation에는 한 지점을 응시할 때 발생되는 눈의 미세한 떨림

과 물체를 명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생되는 눈의 조절 움직

임이 포함

•Fixation이 나타난 곳은 실험 대상자의 관심과 흥미의 대상으

로도 해석되어 계속적 주시를 파악함으로써 집중도 및 주시

현상을 분석

b

순간적

이동

(Saccade)

•눈의 빠른 움직임으로써 급격한 시점의 변화를 말함

•눈은 자극물(피험자에게 제공된 이미지)을 접하면 즉시 움직

임이 일어남. 자극물을 접한 후 그 주시지점에서 다른 주시지

점으로의 시선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시선의 순간적 움직임

을 말함

c

시선추적

(Gaze

Pursuit)

•눈에서 발생하는 움직임, 즉 시선의 이동을 뜻함

•눈은 움직이는 자극물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

에는 그 자극물을 재확인하기 위해 급격한 시선의 움직임을

발생시킴. 이러한 시선의 이동을 파악하는 것이 시선추적임

d

주시경로

(Gaze

Path)

•이미지를 보는 동안 발생한 시선경로의 전체적 패턴을 의미

•시선이 머문 상태와 시선 이동의 패턴을 시간적인 순서로 나

타내며, 주시 이동에 대한 포괄적 범주를 나타냄

<표 1> 시선의 움직임에 사용되는 데이터 용어

1) neuro00-textcube.blogspot.kr/2009/07/eyetracking–research–101part1.html,

인간의 인지체계 도식을 연구자가 포토샵 재작성

2) 장필훈의 CAVE Station ID에 나타난 모션그래픽의 시각적 반응

연구, 임우철의 아이트래킹 자료, http://andwiz.tistory.com/42, 인

터넷 위키백과에 의해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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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시현상 분석을 위한 방법 고찰

인간의 시각과 관련하여 시선추적에 의한 주시 특성

연구 분야는 계속해서 그 활용성에 대해 다양화가 추진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아이트래킹 실험을 통하여 주시

관련 연구 분야를 고찰한 결과 <표 2>와 같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연구자 연구 제목 분석 방법

장호현

(2011)

시각적 개념의 아이트래킹을

활용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모

델에 관한 연구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함3)

① Gaze Plot

② Heat Map

③ AOI Cluster

김종하

(2011)

주시시간에 따른 시각적 이해

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함4)

① 주시 시간

② 주시 횟수

이수범 외

(2011)

아이트래킹을 이용한 가상 광

고 수용자 효과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함5)

① 응시 시간

② 응시 횟수

박혜경

(2010)

아이트래킹 기법을 이용한 지

하철 공공환경시설물의 시지각

주목성 평가 연구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함6)

① 응시점의 시간(Fixation time)

② 응시점의 빈도(Fixation point)

③ 시선의 경로(Trace lines)

최양현

(2010)

소비자 암묵기억을 이용한 정

보표시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다섯 가지

로 나누어 분석함7)

① 응시 분포도(Attention Map)

-heat map, focus map

② 범주화 챠트(Binning chart)

-Fixation, Saccade, Blank

<표 2> 선행연구에 나타난 아이트래킹 분석 방법

본 연구는 4가지 데이터 용어와 이론적 개념 고찰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의 틀을 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

용으로 주시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시현상 분석에 대한 방법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이미지 분석 구분 분석할 내용 및 분석 명칭

영역 설정에 의한

주시현상 분석

AOIs

(Area of

Interests)

• 관심영역을 설정하여 영역별 주시현상 분석

(특정 영역에 머문 시선 분석)

• 시선의 관심도 분석 명칭 설정

① Sequence ② Entry time

③ Dwell time ④ Hit ratio

⑤ Revisits ⑥ Revisitors

⑦ Average fixation ⑧ First fixation

⑨ Fixation count

<표 3> 주시현상 분석을 위한 틀

3. 아이트래킹 실험

3) 장호현, 시각적 개념의 아이트래킹을 활용한 인터페이스 디자인 모

델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제11권 제3호, 2011.07,

pp.340-341

4) 김종하, 주시 시간에 따른 시각적 이해 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한

국실내디자인학회 제20권 4호, 2011.8, p.102

5) 이수범 외, 아이트래킹을 이용한 가상광고 수용자 효과 연구, 한국

광고학회 제22권 제5호, 2011.07, p.111

6) 박혜경, 아이트래킹 기법을 이용한 지하철 공공환경시설물의 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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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험 환경 설정

아이트래킹 실험을 통해 주시현상을 분석하고 시선의

관심도를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실험을 위한 환경 설정

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

의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실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구분 내용

사례

조사

와

실험

환경

설정

사례조사

및

이미지

수집

•파사드의 규모는 1층에 위치한 로드숍이며 개인브랜드

패션숍에 한정

•파사드 사진을 맑은 날 정면 촬영하여 이미지 수집함

•돌출형, 민자형, 분리형, 통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파사

드 형태 수집

•이미지는 아이트래킹 실험의 실험 자극물이 됨

•파사드의 디자인 요소들이 뚜렷하게 나타난 이미지 20개

를 선정하여 실험 시 제시

실험 대상자
•구매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20대 이상의 남녀

•인테리어디자인과 학생 30명 대상

실험

대상자의

규칙

•안경 미착용

•마스카라를 하지 않아야 함.(마스카라 뭉친 것을 동공으

로 착각하여 오류 발생 및 실험 불가)

•써클렌즈 및 칼라렌즈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

•난시가 없는 사람 등

실험 기기

및 분석

소프트웨어

•SMI사의 REDm (Remote Eye tracking Device), 120Hz로

서 고정형 방식을 채택((1초에 120개의 Eye movements

data를 저장하고 기록하는 실험 기계)

•분석 소프트웨어: SMI 분석 소프트웨어인 BeGaze 3 사용

시간의 범위

설정

•20개 이미지 주시를 위한 보편화된 시간 설정

•이미지당 10초 설정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1.5초 설정

타켓 설정
•백색 바탕의 좌측 상단 위에 흑색 점을 둠

•First fixation 데이터의 오류 방지 위함

<표 4> 아이트래킹 실험을 위한 사례조사와 환경설정

3.2. 실험의 진행

실험 계획은 2012년 07월 26일부터 2012년 10월 31일

까지 준비, 명확한 분석 계획 수립 후 진행하였으며, 실

시 실험은 2012년 11월 0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

지 진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험자는 구매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남녀 30명이 참여하였고, 인테

리어디자인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전 피

험자는 다음 <표 5>와 같은 실험 가능 여부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Calibration Test는 의자에 앉아 각도를

맞추는 과정이고, Validation Test는 이미지를 볼 수 있

는 유효한 피험자인지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 Calibration Test -

피험자가 의자에 앉아 각도를 맞추는

과정으로 가운데 타원 두 개가 중앙

에 오도록 자세를 교정함.

- Validation Test -

위의 점 네 개 중에서 한 개가 화면에 나

타나는데, 피험자는 한 개의 점을 따라

눈동자가 움직이게 되고 유효성을 판단

하여 실험 가능 여부가 결정됨.

<표 5> 피험자 실험가능 여부 테스트

아이트래킹(Eye Tracking) 실험 과정은 단계별로 정

리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Calibration→Validation→이미

지 보기→Upper left 1.5초 target→이미지 보기→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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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1.5초 target→이미지 보기... Upper left 1.5초 target

과 이미지 보기의 반복 순서로 진행 되었다. 그리고 실

험은 아래의 이미지 20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다. 본 연구가 파사드 이미지를 선택하여 시선의 관심도

를 연구한 이유는 판매 공간에서 숍의 실내와 실외의 연

계 선상에 있는 파사드는 소비자가 구매 행동을 일으킬

때 일차적 어프로치이미지가 되어 빠른 시간 안에 숍 안

으로의 출입 유무가 결정되는 도입 지점이기 때문이다.

본 실험은 보편적인 아이트래킹 실험에 비해 이미지

개수가 많다. 그 이유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확보

를 위해서이다. 파사드디자인의 형태는 돌출형, 민자형,

분리형, 통합형 등 종류가 다양한 복합적 파사드 이미지

를 수집하고 선정하였다. 이 또한 윈도우로 비치는 디스

플레이로 인한 특정 부분에 대한 다주시 현상을 방지하

고, 색상, 크기, 위치 등 특정 요소에 의해 주시현상의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2> 아이트래킹 실험을 위한 이미지

4. 아이트래킹 실험의 분석

4.1. 주시현상 분석

실험의 분석은 각각의 영역별로 앞에서 언급한 ‘주시

현상 분석을 위한 틀’의 분석 명칭에 따라 분석하게 된

다. 영역 설정에 의한 주시현상 분석(AOIs, Area of

Interests)은 영역에 대한 정미한 분석으로써 그 영역에

대한 시선 움직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AOIs(Area of Interests)는 이미지에 관심 영역을 설

정하여 각각의 시선이 머문 시간 및 백분율과 반복시선

등의 관심 시선을 알아내는 것으로써 5영역으로 지정하

여 나누고 분석하고자 한다. 5영역은 파사드의 구성 영

역을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상부 간판 및 기호가 대부분

위치한 자리를 ‘Sign’이라 칭하였고, 전면 유리로 매장

디스플레이가 위치한 부분을 ‘Show Window’라 칭하였

다. 그리고 좌우 양쪽 기둥 및 벽체는 ‘Wall’이라 칭하였

고, 출입구를 ‘Door’, 기타 바닥 및 나머지를 ‘White

Space’라 칭하고 그 영역을 구분하였다.

<그림 3> 5영역 설정과 IMAGE-7 영역별 분석의 예

영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특정한 영역을 주시한 사람

(Subjects)들의 시선 데이터(Eye movements data)를 추

출하기 위함이다. 핵심이 되는 성과지표로서 각각의 영

역별 주시시간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 그 영역에 따라

나타난 주시현상 분석을 통해 결과치의 합계에 따라 시

선의 관심도를 찾고자 한다. 특정 영역에 머문 시선들의

분석을 위하여 영역 설정에 의한 주시현상 분석의 명칭

9가지를 설명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구분 분석명칭 분석 명칭에 대한 설명

영역별

주시

현상

분석

Sequence 피험자가 AOI를 응시한 순서를 말함

Entry time
피험자에게 이미지가 제시된 시점부터 첫 Fixation이 발생

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함

Dwell time
AOI영역 내 All Fixation+All Saccade이며 시간의 단위(ms)와

퍼센트(%)로 나타냄

Hit ratio

실험 전체인원 중 몇 명이 AOI를 응시했는지에 대한 지표

예) 27/30, 실험 전체인원 30명 중 27명이 AOI를 적어도 한

번 응시했다는 의미

Revisits AOI를 얼마나 반복해서 주시했는지에 대한 횟수를 말함

Revisitors

AOI를 한 번 이상 응시한 피험자들 중에서 재 응시한 피험

자들의 수를 말함

예) 12/25, AOI를 한 번 이상 응시한 피험자는 25명이고, 그

중 AOI를 재 응시한 피험자의 수는 12명인 것을 의미

Average

fixation

평균 Fixation 값으로, 예를 들어 250ms라 하면 피험자들이

AOI를 평균적으로 250ms 동안 응시했다고 해석함

First

fixation

최초 발생한 Fixation의 지속시간을 말함

예) 200ms라 하면 피험자들이 AOI를 응시했을 때 발생한

여러 Fixation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Fixation의 지속시간

이 200ms라는 의미

Fixation

count

AOI 내에서 Fixation의 발생 횟수를 말함

예) 16이라 하면, AOI 내에 16회의 Fixation이 발생했다는 의미

* 모든 지표 값은 평균값으로 분석함

<표 6> 영역 설정에 의한 주시현상 분석의 명칭 설명

각각의 이미지에 따른 영역 설정에 의한 주시시간 등

의 주시현상의 모든 지표 값은 이미지 20개×30명=600개

이미지, 30명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하며 1인의 보편적

주시시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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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별 주시현상 분석 및 분석 설명

영역별 주시현상 분석 분석 설명

IMAGE - 1

분석 명칭

IMAGE - 1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유리-Show window.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리-Show window.

Dwell time은 유리-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

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28명

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29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25

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29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7명

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 주시횟수가 가장

많음. Show window는 Revisitors 빈도도 가장 높아 29명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유리-Show

window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

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유리-Show

window.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

-Show window와 상부-Sign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2 4 5 1 3

Entry time 834ms 2517ms 4578ms 821ms 2064ms

Dwell time 1575ms(16%) 1056ms(11%) 576ms(6%) 4656ms(47%) 779ms(8%)

Hit ratio 28/30(93%) 29/30(97%) 25/30(83%) 30/30(100%) 27/30(90%)

Revisits 2 2 1 5 1

Revisitors 23/28 23/29 13/25 29/30 14/27

Average fixation 201ms 225ms 210ms 260ms 207ms

First fixation 195ms 196ms 200ms 228ms 217ms

Fixation count 7 4 2 17 3

IMAGE - 2

분석 명칭

IMAGE - 2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곳은 기타․나머지-White

Space 영역.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기타․나머

지-White Space. Dwell time은 유리-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23명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28명이 출입문

-Door를 주시했으며 18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29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

타․나머지 영역은 20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

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Show window는 Revisitors 빈도

도 가장 높아 29명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

장 긴 곳은 유리-Show window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

음.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유리-Show window.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Show window와 출입문-Door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4 3 5 2 1

Entry time 2336ms 1472ms 5476ms 678ms 433ms

Dwell time 1001ms(10%) 1262ms(13%) 379ms(4%) 5203ms(52%) 850ms(8%)

Hit ratio 23/30(77%) 28/30(93%) 18/30(60%) 29/30(97%) 27/30(90%)

Revisits 1 2 1 5 2

Revisitors 10/23 24/28 6/18 29/29 20/27

Average fixation 187ms 212ms 161ms 246ms 196ms

First fixation 167ms 198ms 184ms 202ms 166ms

Fixation count 4 5 1 19 3

IMAGE - 3

분석 명칭

IMAGE - 3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유리-Show window.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리-Show window.

Dwell time은 유리-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

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28명

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28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24

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30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8명

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Show window는 Revisitors 빈도도 가장 높아 28명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좌우벽체-Wall

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

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유리-Show window. 가

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Show

window와 상부-Sign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3 5 4 1 2

Entry time 1636ms 3749ms 3168ms 792ms 849ms

Dwell time 1585ms(16%) 1087ms(11%) 712ms(7%) 4570ms(46%) 678ms(7%)

Hit ratio 28/30(93%) 28/30(93%) 24/30(80%) 30/30(100%) 28/30(93%)

Revisits 2 1 1 3 1

Revisitors 26/28 18/28 14/24 28/30 18/28

Average fixation 236ms 235ms 253ms 243ms 157ms

First fixation 201ms 201ms 212ms 215ms 146ms

Fixation count 6 4 2 18 3

IMAGE - 4

분석 명칭

IMAGE - 4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곳은 유리-Show window.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리-Show window. Dwell time

은 유리-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29명이 상부

-Sign을 주시했고 25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16명이 좌우

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29명이 적

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5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Show window는 Revisitors 빈도도 가장 높아 29명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상부-Sign으로 주시시

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

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상부-Sign.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Show window와 상부-Sign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2 3 5 1 4

Entry time 2086ms 2458ms 3825ms 202ms 2571ms

Dwell time 1490ms(15%) 1192ms(12%) 355ms(4%) 4905ms(49%) 736ms(7%)

Hit ratio 29/30(97%) 25/30(83%) 16/30(53%) 29/30(97%) 25/30(83%)

Revisits 2 2 1 4 1

Revisitors 24/29 21/25 10/16 29/29 14/25

Average fixation 247ms 213ms 124ms 233ms 185ms

First fixation 237ms 182ms 111ms 174ms 183ms

Fixation count 6 5 1 19 3

IMAGE - 5

분석 명칭

IMAGE - 5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IMAGE - 5는 ㄱ자형 또는 분리형이므로 형태 자체로 영역구분.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곳은 유리-Show window.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리-Show window. Dwell time은

유리-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29명이 상부

-Sign을 주시했고 28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25명이 좌우벽

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28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8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Revisitors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상부-Sign으로 28명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출입문-Door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

음.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

은 유리-Show window.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Show window와 상부-Sign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2 4 5 1 3

Entry time 1453ms 2214ms 3842ms 845ms 1710ms

Dwell time 2450ms(24%) 1770ms(18%) 655ms(7%) 2722ms(27%) 1016ms(10%)

Hit ratio 29/30(97%) 28/30(93%) 25/30(83%) 28/30(93%) 28/30(93%)

Revisits 2 2 1 4 2

Revisitors 28/29 23/28 15/25 27/28 24/28

Average fixation 247ms 263ms 179ms 237ms 196ms

First fixation 223ms 247ms 187ms 256ms 207ms

Fixation count 9 6 3 10 4

<표 7> 영역별 주시현상 분석표

〈단위ms : millisecond, 1000분의 1초, 1000밀리세컨드=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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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시현상 분석 분석 설명

IMAGE - 6

분석 명칭

IMAGE - 6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곳은 상부-Sign.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상부-Sign. Dwell time도 상부-Sign에

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30명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28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23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27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

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30명 모두 주시. Revisits는 상부

-Sign, 출입문-Door, 유리-Show window 영역에서 반복주시가

높게 일어났고, Revisitors 빈도는 상부-Sign에서 28명이 이 영

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상부-Sign으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상부-Sign. 가장 많은 시선

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도 상부-Sign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1 4 5 3 2

Entry time 705ms 2107ms 3756ms 1522ms 760ms

Dwell time 3739ms(37%) 1657ms(17%) 642ms(6%) 1234ms(12%) 1182ms(12%)

Hit ratio 30/30(100%) 28/30(93%) 23/30(77%) 27/30(90%) 30/30(100%)

Revisits 3 3 2 3 2

Revisitors 28/30 25/28 20/23 24/27 25/30

Average fixation 237ms 247ms 201ms 188ms 202ms

First fixation 208ms 203ms 205ms 175ms 194ms

Fixation count 14 6 3 5 5

IMAGE - 7

분석 명칭

IMAGE - 7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유리-Show window.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리-Show window.

Dwell time은 유리-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

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30

명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30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14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

는 30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6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Show window는 Revisitors 빈도도 가장 높아 29명

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유리

-Show window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

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출입문

-Door.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

-Show window와 상부-Sign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2 4 5 1 3

Entry time 836ms 3050ms 5924ms 537ms 2843ms

Dwell time 2482ms(25%) 1374ms(14%) 170ms(2%) 4049ms(12%) 616ms(6%)

Hit ratio 30/30(100%) 30/30(100%) 14/30(47%) 30/30(100%) 26/30(87%)

Revisits 2 2 0 4 1

Revisitors 25/30 23/30 3/14 29/30 15/26

Average fixation 234ms 234ms 85ms 245ms 183ms

First fixation 194ms 224ms 87ms 211ms 182ms

Fixation count 10 5 1 15 3

IMAGE - 8

분석 명칭

IMAGE - 8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유리-Show window.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리-Show window.

Dwell time은 유리-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

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30

명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30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16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

는 30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5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Show window는 Revisitors 빈도도 가장 높아 28명

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유리

-Show window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

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상부

-Sign.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

-Show window와 상부-Sign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2 4 5 1 3

Entry time 1150ms 2486ms 5251ms 639ms 1636ms

Dwell time 2217ms(22%) 1129ms(14%) 154ms(2%) 4923ms(49%) 394ms(4%)

Hit ratio 30/30(100%) 30/30(100%) 16/30(53%) 30/30(100%) 25/30(83%)

Revisits 2 2 0 4 1

Revisitors 22/30 24/30 4/16 28/30 12/25

Average fixation 247ms 230ms 85ms 270ms 194ms

First fixation 209ms 195ms 91ms 191ms 172ms

Fixation count 8 5 1 18 2

IMAGE - 9

분석 명칭

IMAGE - 9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유리-Show window.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리-Show window.

Dwell time은 유리-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

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30

명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24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18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

는 30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6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Show window는 Revisitors 빈도도 가장 높아 29명

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유리

-Show window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

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상부

-Sign.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

-Show window와 상부-Sign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2 4 5 1 3

Entry time 638ms 4666ms 4848ms 634ms 2065ms

Dwell time 2614ms(26%) 1073ms(11%) 288ms(3%) 4226ms(42%) 660ms(4%)

Hit ratio 30/30(100%) 24/30(80%) 18/30(60%) 30/30(100%) 26/30(87%)

Revisits 2 1 1 3 1

Revisitors 24/30 13/24 10/18 29/30 17/26

Average fixation 224ms 198ms 114ms 253ms 185ms

First fixation 213ms 161ms 118ms 178ms 146ms

Fixation count 11 4 1 16 3

IMAGE - 10

분석 명칭

IMAGE - 10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유리-Show window.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리-Show window.

Dwell time은 출입문-Door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28명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29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16명

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30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7

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또 Show window는 Revisitors 빈도도 가장 높아 30

명 모두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출입문-Door에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

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출입문

-Door.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

-Show window와 상부-Sign, 출입문-Door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2 3 5 1 4

Entry time 1093ms 1579ms 4502ms 767ms 2313ms

Dwell time 2487ms(25%) 2619ms(26%) 232ms(2%) 2512ms(25%) 701ms(7%)

Hit ratio 28/30(93%) 29/30(97%) 16/30(53%) 30/30(100%) 27/30(90%)

Revisits 3 3 0 4 1

Revisitors 27/28 28/29 5/16 30/30 19/27

Average fixation 241ms 276ms 126ms 243ms 187ms

First fixation 217ms 271ms 125ms 211ms 189ms

Fixation count 9 9 1 10 3

〈단위ms : millisecond, 1000분의 1초, 1000밀리세컨드=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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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시현상 분석 분석 설명

IMAGE - 11

분석 명칭

IMAGE - 11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출입문-Door.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리-Show window. Dwell

time은 출입문-Door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29명이 상부

-Sign을 주시했고 30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19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30명

모두 적어도 한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7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Revisitors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출입문-Door와 유리

-Show window에서 29명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출입문-Door에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

역은 유리-Show window.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출입문-Door와 유리-Show window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3 1 5 2 4

Entry time 1442ms 732ms 3944ms 1169ms 1894ms

Dwell time 2159ms(22%) 2843ms(28%) 372ms(4%) 2328ms(23%) 754ms(8%)

Hit ratio 29/30(97%) 30/30(100%) 19/30(63%) 30/30(100%) 27/30(90%)

Revisits 3 3 1 4 1

Revisitors 27/29 29/30 11/19 29/30 17/27

Average fixation 224ms 286ms 152ms 238ms 174ms

First fixation 209ms 216ms 161ms 246ms 152ms

Fixation count 9 10 2 10 3

IMAGE - 12

분석 명칭

IMAGE - 12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상부-Sign. Entry time

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상부-Sign. Dwell time도 상부

-Sign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30명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28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13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

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28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10명 모두 주시. Revisits

는 유리-Show window에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Revisitors 빈도는 상부-Sign과 유리-Show window에서 각각 28

명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상부

-Sign으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

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출입문-Door.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상부-Sign과

유리-Show window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1 3 4 2 5

Entry time 136ms 3643ms 5285ms 1510ms 5694ms

Dwell time 4012ms(40%) 910ms(9%) 238ms(4%) 3546ms(35%) 96ms(1%)

Hit ratio 30/30(100%) 28/30(93%) 13/30(43%) 28/30(93%) 10/30(33%)

Revisits 2 1 1 4 1

Revisitors 28/30 22/28 6/13 28/28 4/10

Average fixation 237ms 234ms 95ms 236ms 64ms

First fixation 159ms 218ms 85ms 208ms 63ms

Fixation count 15 4 1 13 1

IMAGE - 13

분석 명칭

IMAGE - 13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유리-Show window.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리-Show window.

Dwell time은 상부-Sign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30명이 상부

-Sign을 주시했고 26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27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29명

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3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Show window는 Revisitors 빈도도 가장 높아 29명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상부-Sign으

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

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좌우벽체-Wall. 가장 많

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상부-Sign와 유리

-Show window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2 4 5 1 3

Entry time 1089ms 3588ms 4820ms 948ms 1933ms

Dwell time 3474ms(35%) 1053ms(11%) 528ms(5%) 3282ms(33%) 367ms(4%)

Hit ratio 30/30(100%) 26/30(87%) 27/30(90%) 29/30(97%) 23/30(77%)

Revisits 2 2 1 4 1

Revisitors 27/30 21/26 18/27 29/29 12/23

Average fixation 268ms 208ms 227ms 262ms 160ms

First fixation 181ms 214ms 216ms 205ms 145ms

Fixation count 12 4 2 12 2

IMAGE - 14

분석 명칭

IMAGE - 14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IMAGE - 14는 출입구와 쇼 윈도우 전체가 여닫이문 형태이기

때문에 쇼 윈도우에 포함시켜 하나로 분석.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곳은 상부-Sign,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상부-Sign. Dwell time도 상부-Sign에서 all fixation(ms)

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30명 모두가 각각 5영역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

Revisits는 기타․나머지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빈도 높

은 반복주시가 이루어졌고, Revisitors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상부-Sign으로 30명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좌우벽체-Wall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

역은 상부-Sign.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상부-Sign과 유리-Show window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1 4 3 2

Entry time 362ms 2341ms 1455ms 1422ms

Dwell time 3189ms(32%) Show 1935ms(19%) 2346ms(23%) 1053ms(11%)

Hit ratio 30/30(100%) Window에 30/30(100%) 30/30(100%) 30/30(100%)

Revisits 3 속함 3 3 2

Revisitors 30/30 27/30 27/30 20/30

Average fixation 217ms 253ms 251ms 209ms

First fixation 211ms 192ms 209ms 175ms

Fixation count 13 7 9 5

IMAGE - 15

분석 명칭

IMAGE - 15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유리-Show window,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리-Show window.

Dwell time도 유리-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

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29

명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30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13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

는 30명 모두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

은 24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주시 횟

수가 가장 많음. 또 Show window는 Revisitors 빈도도 가장 높

아 28명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유리-Show window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유리-Show window.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Show window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3 4 5 1 2

Entry time 1536ms 2496ms 5518ms 788ms 1487ms

Dwell time 1560ms(16%) 1411ms(14%) 262ms(3%) 4766ms(48%) 414ms(4%)

Hit ratio 29/30(97%) 30/30(100%) 13/30(43%) 30/30(100%) 24/30(80%)

Revisits 2 2 1 3 1

Revisitors 24/29 26/30 5/13 28/30 16/24

Average fixation 223ms 252ms 123ms 269ms 179ms

First fixation 177ms 232ms 121ms 246ms 155ms

Fixation count 6 5 1 17 2

〈단위ms : millisecond, 1000분의 1초, 1000밀리세컨드=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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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별 주시현상 분석 및 분석 설명

영역별 주시현상 분석 분석 설명

IMAGE - 16

분석 명칭

IMAGE - 16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상부-Sign. Entry time

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상부-Sign. Dwell time은 유리

-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29명이 상부

-Sign을 주시했고 27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18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30명

모두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8명

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

장 많음. Revisitors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상부-Sign과 유리

-Show window로 각각 28명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상부-Sign으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

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

장 긴 영역은 출입문-Door.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Show window와 상부-Sign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 h o 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1 4 5 2 3

Entry time 518ms 4008ms 4965ms 926ms 1331ms

Dwell time 2980ms(30%) 1118ms(11%) 391ms(4%) 3498ms(48%) 430ms(4%)

Hit ratio 29/30(97%) 27/30(90%) 18/30(60%) 30/30(100%) 28/30(93%)

Revisits 2 1 1 4 1

Revisitors 28/29 20/27 9/18 28/30 19/28

Average fixation 244ms 220ms 152ms 231ms 178ms

First fixation 199ms 214ms 161ms 209ms 141ms

Fixation count 11 4 2 14 2

IMAGE - 17

분석 명칭

IMAGE - 17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유리-Show window.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리-Show window.

Dwell time도 유리-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

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28명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30명 모두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26

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30명 모두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 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6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Revisitors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유리-Show

window로 30명 모두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유리-Show window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

도 유리-Show window.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Show window와 상부-Sign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 h o 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2 4 3 1 3

Entry time 1037ms 2062ms 2014ms 953ms 2014ms

Dwell time 2614ms(30%) 1941ms(19%) 454ms(5%) 3253ms(33%) 454ms(5%)

Hit ratio 28/30(97%) 30/30(100%) 26/30(87%) 30/30(100%) 26/30(87%)

Revisits 2 2 1 3 1

Revisitors 26/28 24/30 18/26 30/30 18/26

Average fixation 204ms 254ms 187ms 278ms 187ms

First fixation 202ms 229ms 165ms 274ms 165ms

Fixation count 11 8 2 11 2

IMAGE - 18

분석 명칭

IMAGE - 18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IMAGE - 18은 앞의 14와 같이 출입구와 쇼 윈도우 전체가 여

닫이문 형태이므로 쇼 윈도우에 포함하여 분석.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곳은 상부-Sign.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상부-Sign. Dwell time은 유리-Show window에

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30명 모두 상부-Sign을 주시했고 19

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Show window 영역은 29명이 적어

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3명이 주시.

Revisits는 상부-Sign과 유리-Show window 영역에서 가장 많은

반복주시가 이루어졌고, Revisitors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유

리-Show window로 30명이 이 영역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상부-Sign으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

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

장 긴 영역은 상부-Sign.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Show window와 상부-Sign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 h o 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1 4 2 3

Entry time 426ms 3765ms 849ms 2484ms

Dwell time 2552ms(25%) Show 532ms(5%) 4759ms(48%) 541ms(5%)

Hit ratio 30/30(100%) Window에 19/30(63%) 29/30(97%) 23/30(77%)

Revisits 3 속함 1 3 1

Revisitors 26/30 12/19 28/29 17/23

Average fixation 274ms 185ms 250ms 153ms

First fixation 250ms 208ms 222ms 143ms

Fixation count 11 2 17 3

IMAGE - 19

분석 명칭

IMAGE - 19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곳은 상부-Sign.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상부-Sign. Dwell time은 유리-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

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29명이 상부-Sign을 주시했

고 29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19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Show window 영역은 30명 모두 적어도 한번 이상 주시

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7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 영역에서 반복주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Revisitors

빈도가 가장 높은 곳도 유리-Show window로 30명이 이 영역

을 재 주시.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유리-Show

window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First Fixation으로 최

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유리-Show

window.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유

리-Show window와 상부-Sign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 h o 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1 2 5 3 4

Entry time 826ms 1050ms 4851ms 1080ms 1226ms

Dwell time 1874ms(19%) 1691ms(19%) 229ms(2%) 4026ms(40%) 533ms(5%)

Hit ratio 29/30(97%) 29/30(97%) 19/30(63%) 30/30(100%) 27/30(90%)

Revisits 3 3 0 4 1

Revisitors 24/29 28/29 6/19 30/30 17/27

Average fixation 241ms 209ms 153ms 249ms 151ms

First fixation 243ms 186ms 154ms 250ms 139ms

Fixation count 8 7 1 15 3

IMAGE - 20

분석 명칭

IMAGE - 20의 주시현상에 대한 평균치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상부-Sign. Entry time가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상부-Sign. Dwell time은 상부-Sign에서

all fixation(ms)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

Hit ratio는 30명 중 29명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23명이 출입문

-Door를 주시했으며 28명이 좌우벽체-Wall을 주시. 전면 유리 부

분의 Show window는 30명 전원이 적어도 한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역은 21명이 주시.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

영역에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음. 또 Show window는

Revisitors 빈도도 가장 높아 30명이 이 영역을 재 주시. 상부

-Sign은 29명이 재 주시 반응을 나타냄.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유리-Show window.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유리-Show window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음.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하는 Fixation

count는 상부-Sign과 유리-Show window 영역임.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 h o 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Sequence 1 5 4 3 2

Entry time 405ms 4224ms 3064ms 1358ms 1138ms

Dwell time 3333ms(33%) 787ms(8%) 742ms(7%) 3421ms(34%) 302ms(3%)

Hit ratio 30/30(100%) 23/30(77%) 28/30(93%) 30/30(100%) 21/30(70%)

Revisits 3 1 2 4 1

Revisitors 29/30 16/23 23/28 30/30 15/21

Average fixation 245ms 178ms 188ms 256ms 119ms

First fixation 207ms 186ms 171ms 246ms 104ms

Fixation count 13 3 4 13 2

〈단위ms : millisecond, 1000분의 1초, 1000밀리세컨드=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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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종합분석

4.1.에서는 20개 이미지×30명=600개의 이미지를 이미

지마다 30명의 데이터를 묶어 20개로 축소한 후 함축 분

석하고 각각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4.2.에서는 4.1.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평균의 합계를 구한 후 5영역 중

특정 영역에 나타난 관심 및 흥미 영역을 종합적으로 알

아보고자 한다. 이는 시선의 관심도를 찾는데 중요하며,

파사드를 디자인할 때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가장 먼저

보는지, 어디에 더 집중되었는지 그 현상을 파악하여 어

느 위치, 어느 부분에 디자인 가치를 더 효율적으로 고

려할 것인지 지침 사항으로도 사용가능하다는 점에 의의

가 크다.

분석 명칭
Sign
(상부)

Door
(출입문)

Wall
(좌우 벽체)

Show

Window
(유리부분)

White

Space
(기타, 나머지)

평균

분석

Sequence 1.90 3.61 4.65 1.65 2.95

Entry time 1,027ms 2,672ms 4,286ms 923ms 1,893ms

Dwell time 2,469ms 1,442ms 492ms 3,711ms 627ms

Hit ratio
28.95

(96.95%)

27.89

(92.94%)

20.35

(66.20%)

29.45

(98.20%)

25.40

(84.65%)

Revisits 2.30 1.94 1.00 3.75 1.20

Revisitors 25.30 22.67 11.75 28.45 16.65

Average

fixation
233.90ms 231.89ms 162.65ms 246.90ms 173.30ms

First

fixation
205ms 209.61ms 157.70ms 217.80ms 159.20ms

Fixation

count
9.65 5.44 2.00 13.90 2.85

<표 8> 5영역에 나타난 주시현상의 평균분석표

Sequence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영역은 유리-Show

window이고, Entry time이 가장 짧게 발생한 영역도 유

리-Show window이다.

Dwell time도 유리-Show window에서 all fixation(ms)

이 가장 길었고, all saccade(%)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

다. Hit ratio는 30명 중 28.95명이 상부-Sign을 주시했고

27.89명이 출입문-Door를 주시했으며 20.35명이 좌우벽

체-Wall을 주시했다. 전면 유리 부분의 Show window는

29.45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주시했고 기타․나머지 영

역은 25.40명이 주시했다. Revisits는 유리-Show window

로 반복주시 횟수가 가장 많았다. Revisitors 빈도가 가

장 높은 곳은 유리-Show window로 28.45명 모두 이 영

역을 재 주시했다고 분석됐다. Average fixation이 가장

긴 곳은 유리-Show window로 주시시간 평균값이 가장

높게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는 상부-Sign과 출입문-Door

순으로 나타났다. First Fixation으로 최초 발생된 시선의

지속시간이 가장 긴 영역은 유리-Show window와 출입

문-Door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시선의 발생을 말

하는 Fixation count는 유리-Show window와 상부-Sign

영역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파사드의 이미지를 매개로 아이트래킹 실험

을 한 후, 사람의 주시현상에서 비롯된 ‘시선의 관심도’

를 찾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사람의 시선과

관련한 선행 연구 고찰과 사례조사에서 수집된 파사드의

이미지를 매개로 아이트래킹 실험을 하였다.

아이트래킹의 정밀한 실험 결과로 얻은(1초에 120개의

Eye movements data를 저장하고 기록된 데이터 확보,

<표 4> 참조) 영역 설정에 의한 주시 분석을 통하여 주

시현상에 따른 시선의 관심도(단위: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 할 수 있다.

Sequence는 빠를수록, Entry time이 짧을수록, Dwell

time은 all fixation(ms)이 길수록 all saccade(%)가 빠를

수록, Hit ratio는 높을수록, Revisits가 많을수록,

Revisitors가 많을수록, Average fixation은 길수록, First

fixation은 빠르고 길수록, Fixation count는 많을수록 관

심도는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흥미를 빨리 또는 많

이 느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Sequence는 느릴수록, Entry time이 길수

록, Dwell time은 all fixation(ms)이 짧을수록 all

saccade(%)가 느릴수록, Hit ratio는 낮을수록, Revisits

가 적을수록, Revisitors가 적을수록, Average fixation은

짧을수록, First fixation은 느리고 짧을수록, Fixation

count는 적을수록 관심도는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흥미를 적게 느껴 그 수준정도는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분석 명칭
시선의 관심도

높 다 낮 다

① Sequence 빠를수록 느릴수록

② Entry time 짧을수록 길수록

③ Dwell time
all fixation(ms)이 길수록

all saccade(%)가 빠를수록

all fixation(ms)이 짧을수록

all saccade(%)가 길수록

④ Hit ratio 높을수록 낮을수록

⑤ Revisits 많을수록 적을수록

⑥ Revisitors 많을수록 적을수록

⑦ Average fixation 길수록 짧을수록

⑧ First fixation 빠르고 길수록 느리고 짧을수록

⑨ Fixation count 많을수록 적을수록

<표 9> 주시현상에 따른 시선의 관심도

여기서 ‘시선의 관심도가 높다’로 평가된 각각의 분석

명칭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equence가 빠를수록 Entry time도 짧다. 주시순서가

빠를수록 첫 Fixation 발생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Dwell time에서 all fixation(ms)이 길다는 것은

머문 시선이 길었다는 뜻이고 all saccade(%)가 빠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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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순간 흥미를 느껴 눈이 단속적

운동을 일으켰다는 뜻이다. Hit ratio는 높을수록 각각의

영역은 시각적 단서가 많았다는 것이고, 영역에 대한 반

복주시 Revisits가 많을수록 관심도는 높은 것이며, 반복

하여 보는 사람 Revisitors가 많을수록 관심도는 증가하는

것이다. Average fixation은 길수록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

서 주시하였다는 뜻이고, First fixation은 빠르고 길수록

사람의 시선을 빨리 끌었고 오래 주시하게 만들었다는 뜻

이다. Fixation count가 많다는 것은 관심과 흥미가 있어

서 머문 시선이 여러 차례 발생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파사드의 이미지를 매개로 아이트래킹 실험

을 하였고 주시현상을 분석하여 시선의 관심도에 대한

이론을 찾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공간디자인

방법에 있어서 소비자 시선의 관심 및 흥미의 유⋅무를

접목할만한 방법론적 역할로서의 이론적 도구가 되며,

구체적으로는 4.2.의 종합분석에 정리한 것과 같이 건물

의 외관 파사드를 디자인 할 때 5영역 중 시각적 가치를

더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유용한 지

침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본 연구는 실제 사례지

에서의 실험이 아닌 실험 환경 설정으로 실내에서 수행

한 실험연구이다. 여기서 연구결과에 대해 의문점을 가

질 수 있으나, 사람의 시선은 관심 및 흥미가 있는 곳에

Fixation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사례지에서 실험했을

지라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 판단한다.

소비자 중심인 현 시대의 흐름을 볼 때, 판매공간의

경영 지향적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숍으

로의 유인을 쉽도록 하고, 현 시대의 소비자 성향을 잘

이해하되 유⋅무형의 가치를 모두 포괄하여 구매하려는

소비자 이해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시

선의 관심도는 인간의 시각적 이해를 토대로 정의 되었

으므로 향후 공간디자인 계획 및 설계 시 더욱 효과적으

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후속

연구로써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디자인 접목의 결과

가 판매와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

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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