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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eet is the most fundamental component of city and place to promote diverse actions of people. Pedestrians

gaze at various street environments. A visual gaze means that there are interesting elements and these elements

need to be preferentially improved in the street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et up the priorities of street environment components by analyzing eye movements from a pedestrian

perspective. In this study, street environment components were classified into road, street facility, building(facade)

and sky and as street environment images, three "Streets of Youth'' situated in Gwangbok-ro, Seomyeon and

Busan University of Busan were selected. The experiment targeted 30 males and females in their twenties to

forties. After setting the angle of sight through a calibration test, an eye-tracking experiment regarding the three

images was conducted. Lastly, the subjects were asked to fill in questionnaires. The following three conclusions

were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eye-tracking experiment and the survey. First, building was the top priority

of street environment components and it was followed by street facility, road and sky. Second, as components to

be regarded as important, fast 'Sequence', many ‘Fixation Counts’ and ‘Visit Counts’, short 'Time to First Fixation'

and long 'Fixation Duration' and 'Visit Duration' were preferred. Third, after voluntary eye movements, the subjects

recognized the objects with the highest gaze frequency and the lowest gaze frequency.

Keywords 가로환경, 구성요소, 아이트래킹,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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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가로는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요하고 기본 인 요소

이며 사람의 다양한 행동을 유발하는 소통의 장소이다.

도시의 가로는 단순히 보행자 는 차가 이동하는 통로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도로와는 달리 도시민의 다

양한 삶의 행 까지도 담아내는 생활공간의 역할을 하는

복합 인 공간이다. 가로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때문에

도시의 이미지와 분 기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요한

공간이다.

재, 각각의 지역에서는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

고 있으며, 그 도시의 심지역이며 도시를 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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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업가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유입률을 더욱 확 하고 보행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한

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에서는 객 으로 으로 찰

할 수 있는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하드웨어 수 을 높이

는데, 이러한 사업은 가로환경을 사용하는 보행자 입장

에서 고려해야 한다.

가로환경은 사용자가 직 들어가 거닐며 그 거리의

이미지와 구성요소를 자세히 느끼지만, 일차 으로 거리

경 을 보며 분 기를 단하게 된다. 단하는 방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시각을 통해 먼 거리환경

이 인지되며, 을 통해 획득된 시각정보가 뇌로 달되

어 순차 으로 반응이 나타난다.1)

가로환경에서 보행자가 처음 진입하게 되면 다양한 구

성요소를 주시하게 된다. 이때, 보행자는 주의를 끄는 요

1) 김종하, 시선추 과 인지, 한건축학회, 제58권 9호, 2014.9,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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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쳐다보게 되는데, 시선이 간다는 것은 심과 흥미

를 반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성요소를 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주시특성을 통해 계도를 설정한다면,

가로환경을 개선할 때, 효율 인 해결방향을 도출 할 것

이라 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가

로환경 구성요소를 보행자 입장에서 안구의 움직임을 분

석하여 우선순 를 설정하고자 하 다.

1.2. 연구 목 연구 문제

지 까지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하여 가로공간에

해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환경

의 구조 인 문제 과 공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분이었다. 구성요소의 우선순 에 련한 논문

한 있었으나, 상자가 도시계획 련 공자 는 유

사 공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근본 으로 가

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계별 구성요소의 요성이

어떠하며, 실제 보행자의 입장에서 구성요소의 우선순

에 한 차별 용방안에 한 객 인 자료가 미미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환경의 구성요소의 우

선순 를 아이트래킹 실험을 통해 객 인 자료를 추출

할 수 있으며, 객 자료와 주 자료(설문지)를 비

교 분석한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단하며, 다음

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 다.

첫째, 가로환경의 구성요소 어떤 요소를 가장 먼

바라보는가? 둘째, 가로환경의 구성요소 어떤 요소를

가장 오래 바라보는가? 셋째, 가로환경의 구성요소

어떤 요소를 자주 보는가?

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실험공간은 부산 역시 문

화 홈페이지에서 테마쇼핑거리 서면 음의 거

리, 복로 음의 거리, 부산 학교 음의 거리로 선정

하 다. 한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주시빈도를 통한

계도 도출은 아이트래킹실험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이론 고찰

2.1. 가로의 기능

가로는 장소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데, 가로가 가진 기능과 역할을 다할 때 도시의 모습도

생기를 찾고, 매력 이게 된다. 2) 도시공간의 필수요소인

가로공간의 기능은 크게 교통기능과 공간기능으로 나

수 있다. 교통기능은 통과 , 근, 교통 환, 주정차기능

등이 있으며, 공간 기능은 크게 생활환경기능과 공 처

리 기능으로 나뉜다.3)

2) 이석환, 도시 가로의 장소성 연구, 서울 박사논문, 1998, p.67

구분 기능

교통기능 통과 기능, 근 기능, 교통 환기능, 주정차기능

공간기능

생활 환경

기능
가로활동기능, 연도,건물과의 교류기능, 환경기능

공 처리

기능
도시방재기능, 공 기능, 처리기능

<표 1> 가로의 기능

2.2. 가로의 구성요소

가로환경은 도시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하나이므

로, 가로환경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는 더욱 세분화되

며 다양해진다. 이러한 가로환경의 구성요소는 사람에게

인식될 때, 각각의 독립체로써 인식되기보다 다른 요소

들과 함께 어우러져 복합 인 융합체로 인식되며, 이러

한 서로 향을 미치는 가로환경의 구성요소는 가로의

체 인 이미지와 성격에 향을 미친다.4) <표 2>은

형태 측면에 따라 나 가로환경의 구성요소5)이다.

가로의

구성요소

1차 요소

폭

포장

노변 건물 벽면

천장면(비가시 )

2차 요소

자연요소
물리 요소

비물리 요소

인공요소

가로구조물

가로시설물

가로장치물

3차 요소 인간의 행

<표 2> 가로환경의 구성요소

한 외부에 치한 가로환경을 내부의 실내공간과 비

교하 을 때, 실내디자인의 구성요소는 1차 요소인 바

닥, 벽, 천장, 문과 창이 있으며, 2차 요소로 가구, 조

명이 있다.6)다음의 <표 3>를 통하여 실내공간과 가로환

경 구성요소의 연계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구분 실내 공간 가로 환경

구성

요소

바닥 도로

벽 건물

천장 하늘

가구 가로시설물

<표 3> 가로환경과 실내공간의 구성요소 비교

과거부터 재까지 실내공간의 아이트래킹 연구는 많

이 행해졌다. 본 연구는 가로환경을 실내공간의 확장된

공간으로 해석하여, 바닥을 도로로, 벽면을 건물로, 천장

을 하늘로, 가구를 가로시설물로 연계지어 가로환경의

구성요소를 1차 요소인 도로, 건물, 하늘과 2차 요소인

가로시설물로 구분하 다.

3) 윤종 ,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연구, 문

화교통부, p.69

4) 상게서, p.70

5) 상게서, p.71

6) 한 호, 실내디자인 구성 요소, , 형설출 사, 2000, p.2, p.26,

p.46, p.50, p.66, p.96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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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트래킹 실험을 한 환경설정

분석의 틀

3.1. 실험환경의 선정

재 부산 홈페이지에서는 테마쇼핑거리로 21곳을

소개하고 있다. 그 부산 역시를 표할만한 상업지역

의 가로라고 단되는 구( 복로), 정구(부산 ), 진구

(서면)에서 음의 거리를 조사․실험 상으로 선정하 다.

구 분 내용

장소

- 복로 음의 거리 ( 치: 부산시 구 복로)

- 서면 음의 거리 ( 치: 부산시 부산진구 부 동)

- 부산 학교 음의 거리 ( 치: 부산시 정구 장 동)

상 - 보차 혼용도로 (하늘, 건물, 도로, 가로시설물을 포함)

사진 촬

- 촬 치 : 역 을 피하기 하여 도로의 앙에서 서면과

복로는 서쪽을, 부산 는 남서쪽을 촬

- 촬 높이 : 지면에서 1550mm ~ 1600mm

- 시간 : 사람이 없는 이미지를 추출하기 하여 아침 6시 30분~

8시 사이에 촬

이미지

수집

- 가로환경 구성요소 가로변의 건물, 가로시설물, 도로, 하늘이

명확히 나타나는 이미지를 사진 촬 함

- 가로 구성요소의 역 구분을 해 사람이 없는 이미지를 추출

<표 4> 이미지 선정 범 방법

① 서면 음의 거리 (일명 서면 1번가): 서면 ‘ 음의

거리’는 부산진구 부 2동에 치하고 있으며, 서면 쥬디

스태화(옛 태화쇼핑)에서 동천로 방향 부산은행까지 이

르는 총연장 270m의 가로이다. 주변 일 의 거리를 음

의 거리, 음식거리, 학원거리로 나 어 3개의 장에 사

랑, 우정, 약속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테마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하 다.7)

<그림 1> 서면 ‘ 음의 거리’

성사진

<그림 2> 서면 ‘ 음의 거리’

부산문화 제공 이미지

② 복로 음의 거리: 복로는 부산시 구 남포동

과 부평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복동의 명칭이 조국의

해방을 맞아 일본인이 가장 많이 살고 번창한 지역에 그

뜻을 기리고자 붙여졌으며, 복로의 명칭은 복동을

지나는 길이라고 해서 지 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복로 음의 거리에서는 여성의류, 신발, 패션소품 등

다양한 쇼핑이 가능하며, 외래 방문객과 지역주민에게

문화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조형물(가로시설

물)이 존재한다.

7) 부산 진구청 (http://www.busanjin.go.kr/index.busanjin)

<그림 3> 복로 음의 거리

치

<그림 4> 복로 ‘ 음의 거리’

부산문화 제공 사진

③ 부산 학교 음의 거리 (일명 쇼핑거리): 부산 최

의 상권 하나인 부산 학교 앞 쇼핑거리이다. 지하

철 부산 역에서 학교까지 이어지는 거리에 다양한 아

이템의 보세 옷과 유명 랜드 할인매장이 분포되어 있

다. 특히 교통의 요충지로 근성이 용이하고 볼거리, 먹

을거리, 입을 거리, 문화시설, 쇼핑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8)

<그림 5> 부산 학교 음의

거리 치

<그림 6> 부산 학교 ‘ 음의

거리’ 부산문화 제공 이미지

3.2. 가로환경 이미지 촬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아이트래킹 실험에서 합한 이미지를

추출하기 하여, 오 7시부터 9시 사이에 촬 하 다.

따라서 보행자가 가로환경 구성요소를 시야가 가리는 것

을 최소화 하 고, 이는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함이다. 이론고찰에서 가로환경의 구성요소 본 연구

자는 도로, 건물, 하늘, 가로시설물 4가지로 나 었고, 이

4가지의 구성요소가 비교 정확하게 나온 이미지를 선

정하 다.

다음은 아이트래킹 실험을 하여 선정된 가로환경 이미

지이다.

구분

가로환경 이미지

복로

음의 거리

부산 학교

음의 거리

서면

음의 거리

실험 상

이미지

<표 5> 아이트래킹 실험을 한 가로환경 이미지

3.3. 주시빈도 분석의 틀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주시빈도를 분석하기 한 방법

8) 부산 문화 홈페이지 (http://tour.busan.go.kr/index.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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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환경 4개의 구역분할

시

이미지

<표 6> 4개의 구역으로 분할

으로 심 역 AOI(area of interest)분석을 사용하 다.

이러한 역 분할을 통한 주시빈도로 시야각에서 발생하

는 Fixation(시선고정)을 분석하여 주의와 흥미를 가장

많이 끌었던 치의 주시빈도를 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심 역 AOI분석의 역을 4

구역으로 분류하고 분석하 다. 첫 번째 구역은 수평

요소로 공간의 모든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바닥과

기 를 제공하는 도로(Road), 두 번째 구역은 수직 요

소로 실내공간에 비유하면 벽면에 해당하는 건물

(building), 세 번째 구역은 보도 에 설치된 보행자의 편

의를 한 인공물인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네 번

째 구역은 자연 요소로 실내공간의 천장에 해당하는

하늘(sky)로 구역을 구분하 다. 이러한 4가지의 특정 구

역에 분류는 특정 구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시선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함이다. 다음은 가로환경을 4개의

구역으로 분할한 시 이미지이다.

본 실험을 한 사례 이미지의 구역분할을 다음과 같

이 설정하 다.

구분 촬 이미지 심 역 AOI

복로

음의 거리

부산

음의 거리

서면

음의 거리

<표 7> 선정한 사례 이미지의 역 분할

의 표와 같이 4가지 구역을 설정한 후, 다음의 8가

지 방법을 통해 주시빈도를 분석한다. 심 역 AOI의 8

가지 분석방법9)은 다음과 같다.

9) 여미, 주시빈도를 용한 사드디자인 연구, 경성 석사논문,

2013, p.91 재정리

분석명칭 분석의 세부내용

Sequence 피험자가 설정된 AOI별 응시순서를 말함

Time to first

fixation

이미지(자극물)이 제시된 후 첫 Fixation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함

First Fixation

Duration (ms)
최 발생한 fixation의 지속시간을 말함

Fixation Count (#) AOI 내에서 Fixation의 발생 횟수를 말함

Fixation Duration

(ms)
AOI에 머무린 평균 주시 시간(fixation time)을 말함

Hit ratio AOI를 응시한 실험 참여자수/ 체참여자수를 말함

Visit Count AOI를 얼마나 반복해서 주시했는지에 한 횟수를 말함

Visit Duration
AOI에 시선이 머무른 시간을 의미하며, AOI내 발생한 모든

fixation과 saccades의 합이다.

<표 8> AOI(Area of interest)의 분석 명칭과 세부 내용

사람이 을 통해서 정보를 인지하려면 최소

60ms(60/1000 )의 시선고정(fixation)이 있어야 하므로10),

분석 Time to First Fixation, First Fixation Duration,

Fixation Count, Fixation Duraation의 기 은 60ms로 설

정하 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한 30명의 피험자는 3곳의

가로이미지에 노출되며 총 90장의 데이터 결과 이미지를

도출하고, 데이터 평균값으로 분석한다.

4. 아이트래킹 실험 분석

4.1. 실험 환경 순서

부산 역시에 치한 상업지역의 가로 이미지(3곳)는

가로환경 구성요소 가로변의 건물, 가로시설물, 도로,

하늘을 포함하고 있는 치를 선정하 다. 선정된 치

에서 촬 한 사진을 상으로 아이트래킹 실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① 실험 기간 : 2015년 12월 11일 ~ 12월 14일

② 실험 상자: 20~40 의 남자 16명 여자15명 (유효

응답자 수 : 남자 16명, 여자 14명)

③ 실험 과정: Calibration→Break(검은색 화면)→첫 번

째 이미지 주시→Break→두 번째 이미지 주시→

Break→세 번째 이미지 주시→실험 후 설문지 작성

Calibration 이미지 노출 설문지 작성

실험

과정

Calibration :

시야의 각도를 맞춤

Break (검은색 화면):

피험자가 이미지를 볼

비가 되면 클릭

<표 9> 실험의 과정

④ 실험 기기: Tobii Pro X3-120 (거치형)

⑤ 자극물 노출 시간: 이미지 한 개당 10 11)

⑥ 실험실 : 주변 환경이 통제된 용 실험실

10) https://tobiikorea.wordpress.com/2015/11/25/why-eye-tracking/

11) 김종하·정재 , 공간주시특성의 유형화를 한 시간범 설정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1권 4호,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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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시 상 분석

구분

AOI 주시 상 분석 분석 설명

구역설정에 따른 주시 상 평균치 분석 설명

복로

음의 거리

분석명칭
건물

(Building)

가로시설물

(Street furniture)

도로

(road)

하늘

(sky)

Sequence가 가장 먼 나타난 역은 가로시설물

이며 건물-도로-하늘 순으로 응시함. Time to first

fixation은 건물이 가장 짧았으며, First Fixation

Duration은 건물과 하늘이 가장 짧음. Fixation count

는 건물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았고 하늘이 가장 빈

도수가 낮음. FIxation Count는 건물이 응시횟수가

가장 높았고 하늘이 응시횟수가 가장낮았음.

Fixation Duration은 가로시설물이 가장 길었으며 하

늘이 가장 짧음. Hit ration는 피험자 30명 30명

원이 건물과 가로시설물을, 14명이 도로를, 13명

이 하늘을 어도 한번이상 응시함. 재응시율을 의

미하는 Visit Count는 건물이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하늘 역이 가장 낮음. Visit Duration 한 건물이

가장 기며 그다음으로 가로시설물-도로-하늘 순으

로 나타남.

Sequence 2 1 3 4

Time to first fixation (ms) 1140ms 1350ms 3010ms 3810ms

First Fixation Duration (ms) 170ms 240ms 230ms 170ms

Fixation Count (#) 18.2 7.87 2.27 1.03

Fixation Duration (ms) 240ms 260ms 240ms 210ms

Hit ratio (%) 100.00% (30/30) 100.00% (30/30) 63.00% (19/30) 60.00% (18/30)

Visit Count 4.67 4.4 1.33 0.97

Visit Duration(ms) 1150ms(11.50%) 540ms(5.40%) 490ms(4.90%) 220ms(2.20%)

부산

음의 거리

분석명칭
건물

(Building)

가로시설물

(Street furniture)

도로

(road)

하늘

(sky)

Sequence가 가장 먼 나타나는 역은 건물이며

가로시설물-도로-하늘 순으로 응시함. Time to

Fixation과 First Fixation Duration이 가장 짧은 곳은

건물임. Fixation Count는 건물에서 응시횟수가 가

장 높았고 하늘이 응시횟수가 가장 낮음. Fixation

Duration은 도로가 가장 길었으며, 가로시설물이 가

장 짧음. Hit ratio는 피험자 30명 30명이 건물을,

28명이 가로시설물을, 26명이 보도를, 13명이 하늘

을 어도 한번 이상 응시함.

재응시율을 의미하는 Visit Count는 건물이 가장 높

으며 하늘이 제일 낮음, Visit Duration 한 건물이

가장 기며, 그다음으로 도로-가로시설물-하늘 순으

로 나타남.

Sequence 1 2 3 4

Time to first fixation (ms) 790ms 2530ms 3730ms 4730ms

First Fixation Duration (ms) 140ms 190ms 250ms 190ms

Fixation Count (#) 20.03 4.8 6.5 0.67

Fixation Duration (ms) 220ms 190ms 240ms 210ms

Hit ratio (%) 100.00% (30/30) 93.00% (28/30) 87.00% (26/30) 43.00% (13/30)

Visit Count 5 3.17 2.33 0.53

Visit Duration(ms) 1120ms(11.20%) 330ms(3.30%) 820ms(8.20%) 270ms(2.70%)

서면

음의 거리

분석명칭
건물

(Building)

가로시설물

(Street furniture)

도로

(road)

하늘

(sky)

4개의 구성요소 Sequence가 가장 먼 일어난

역은 건물이며 가로시설물-도로-하늘 순으로 응

시함. Time to Fixation이 가장 짧은 곳은 건물이며

가장 긴 곳은 하늘임. First Fixation Duration이 가장

짧은 곳은 하늘이며 가장 짧은 역은 건물.

Fixation count는 건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Fixation Duration은 건물에서 응시횟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하늘에서 가장 낮은 응시횟수를 보임.

Hit ratio는 피험자 30명 30명이 건물을, 28명이

가로시설물을, 18명이 도로를, 9명이 하늘을 어도

한번 이상 응시함. visit count는 건물이 가장 많았

으며 하늘이 가장 낮음, AOI의 재응시률이 높음을

의미. visit duration은 건물-도로-하늘-가로시설물

순으로 길게 나타남.

Sequence 1 2 3 4

Time to first fixation (ms) 850ms 2400ms 2070ms 4570ms

First Fixation Duration (ms) 220ms 170ms 150ms 170ms

Fixation Count (#) 19.73 7.4 4.23 0.77

Fixation Duration (ms) 220ms 200ms 210ms 180ms

Hit ratio (%) 100.00% (30/30) 100.00% (30/30) 90.00% (27/30) 43.00% (13/30)

Visit Count 5.23 4.2 1.97 0.7

Visit Duration(ms) 1090ms(10.90%) 420ms(4.20%) 520ms(5.20%) 200ms(2.00%)

<표 10> 구역설정에 따른 주시 상 분석표

시선데이터의 이미지는 20 , 30 , 40 의 남,녀 별로

데이터를 도출한 후 이를 총합하여, <표 11>과 같은 아

이트래킹 실험 결과의 시각화 이미지를 도출하 다.

구분
남성 피험자의

시선데이터(16명)

여성 피험자의

시선데이터(14명)

모든 피험자의

시선데이터 (30명)

복로

음의

거리

<표 11> 시선데이터 이미지

<표 10>는 유효한 실험자 30명의 실험데이터를 각각

의 공간별로 평균화 시킨 종합분석표이다.

각 공간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 와 서면

의 거리에서는 Sequence가 건물→가로시설물→도로→하

늘로 동일하 으나, 복로 거리는 가로시설물→건물→

도로→하늘로 나타났다. 이는 복로 거리가 서면과 부

산 의 가로시설물보다 정비가 잘 되어 있던 에서 비

롯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 부산 음의 거리는

복로와 서면의 거리보다 가로시설물의 Fixation Count

는 낮게, 도로의 Fixation Count는 높게 나왔다. 이는 부

산 의 가로시설물이 다른 두거리에 비해 개선정도가 제

일 미흡하 던 과 그로인해 피험자가 도로에 더 집

할 수 있었던 에 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실험에서 설정한 4개의 AOI 30명의 피험자

100%가 건물을 주시하 지만, 가로시설물-도로-하늘순

으로 주시율이 떨어졌다. 하늘 구역은 한 번도 응시하지

않은 피험자가 30명 복로 음의 거리가 9명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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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음의 거리는 17명이, 서면 음의 거리에서도 17

명이 AOI를 한 번도 응시하지 않았다. 본 지표의 데이터

는 30명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분석을 하기 때문에, 30명

의 평균치가 가능한 분석 항목의 분류가 필요하다.

Fixation Count, Hit ratio, Visit Count는 피험자가 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 0으로 계산하여 평균치로 4가지의 구성요

소 평균치가 가능하다. Sequence는 Hit ratio, 응시순서

(1,2순 분포도), 미응시 비율을 고려하여 순 를 정하며,

그 외에 Time to first fixation, First Fixation Duration,

Fixation Duration, Visit Duration 분석방법은 건물과 가

로시설물은 Hit ratio가 93%이상(총 응시자 30명 28명

이상이 한번이라도 응시)이기 때문에 30명의 평균치가 피

험자를 표하는 값으로 도 무방하다. 하지만 도로와

하늘의 평균치는 응시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모든

피험자의 주시 상으로 분석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

으로 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단되는 Time to first fixation, First Fixation

Duration, Fixation Duration, Visit Duration의 도로와 하

늘 구역은 분석 결론에서 제외시켰다.

4.3. 설문조사의 분석

(1) 설문조사의 내용과 진행 과정

설문지는 아이트래킹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를 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피험자 이해도를 높이고 설문조사 결

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해 가로환경의 정의와 구성요

소의 기본 인 설명을 추가하 다. 설문지의 질문내용은

실험자의 성별과 나이, 가로환경 디자인의 요성에

한 질문, 아이트래킹 실험에서 주시하 던 가로환경 이

미지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가로환경의 요성에 한 질문

피험자의 평소 가로환경 디자인의 요성에 한 질문

으로 “가로환경이 도시이미지의 형성에 얼마나 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요”

와 “조 요”가 97%(30명 29명)에 달했다.

<그림 7> 가로환경의 요성에 한 설문조사결과

다음 질문으로 가로환경 구성요소 요하게 생각하

는 정도에 한 내용이며, 결과는 <표 12>와 같다.

구분

(단 :%)
매우 요 조 요 보통 요하지 않음

보도 43.33 46.67 10 0

건물 60 30 10 0

가로시설물 43.33 53.33 3.33 0

하늘 16.67 30 33.33 20

<표 12>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요성에 한 피험자의 설문조사 결과

<그림 8>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요성에 한 피험자의 설문조사 결과

피험자의 가로환경 요성에 한 결과로 봤을 때,

매우 요하다의 선택비율이 높은 것은 “건물”이다. 척도

의 “매우 요”와 “조 요”의 비율을 합쳤을 때, 보도

와 건물은 90%, 가로시설물은 96.66%에 달하 다. 이는

평소 사람들이 인 요소인 건물, 가로시설물, 도로를

가로환경을 구성하는데 요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실험에서 본 가로환경 이미지에 한 질문

의 질문이 평소 피험자의 가로환경에 요성에 한

인식에 한 결과 다면, 다음의 질문은 아이트래킹 실

험 결과와 피험자가 생각하는 주시특성의 일치성을 확인

하기 함이다. 다음의 <표 13>은 실험질문의 한 응

답자의 조사 결과이다.

구분 (단 :%) 도로 건물 가로시설물 하늘

1
무엇을 가장 먼

보았습니까?
16.67 73.33 6.67 3.33

2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6.67 76.67 16.66 0

3
가장 자주 봤던 요소는

무엇입니까?
10 80 10 0

<표 13> 아이트래킹 실험에 한 피험자의 인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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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이트래킹 실험에 한 피험자의 인식 조사 결과

“조 본 가로환경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루어진 설문의 첫

번째로 “가장 먼 본 요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33%가 건물을 선택하 다. 두 번째로 “가장 오래 기

억에 남는 요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6.67%가 건물을

선택하 으며, 세 번째로 “가장 자주 봤던 요소”라는 질

문에 응답자의 80%가 건물을 선택하 다.

이처럼 응답자는 가장 먼 보고,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 자주 봤던 요소를 “건물”이라 생각하고 답하 다.

설문지의 응답을 분석하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로환경

구성요소 4가지 우선순 는 건물→도로→가로시설물

→하늘 순으로 단된다.

4.4. 종합분석

지 까지 부산 역시를 표할만한 상업지역의 가로라

고 단되는 구( 복로), 정구(부산 ), 진구(서면)에

치한 음의 거리 이미지를 사례조사 상으로 아이트

래킹 실험을 하 으며, 그 과정에서 8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도출하 다. 4.4.종합분석에서는 3개의 이

미지의 평균치를 계산하여 주시 상에 한 특성을 발견

하 다. 사람이 가장 먼 보는 것, 가장 오래 보는 것,

자주 보는 것은 그 역에 심과 흥미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4>는 구역 설정을 통한 모든 이미지의

아이트래킹 실험 결과에 한 평균치인데, 4.2.에서 언

한 바와 같이 Hit ratio가 높은 AOI인 건물과 가로시설

물의 평균치는 30명의 평균이며, 이는 1인의 보편 인

주시 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단되어진다.

Hit ratio가 낮은 도로와 하늘의 AOI는 흥미와 역의

요성이 떨어지는 것이며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우선순

의 하단에 치한다고 보여 졌다.

본 연구자는 Hit ratio가 높은 건물과 가로시설물은 실

험의 수치분석을 통해 우선순 를 1,2 로 정하 고, Hit

ratio가 낮은 도로와 하늘은 Sequence를 통해 3,4 를 정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단되어진다.

분석 명칭

심 역 AOI

건물

(Building)

가로시설물

(Street furniture)

도로

(road)

하늘

(sky)

Sequence 1.33 1.67 3 4

Time to first fixation 927ms 2093ms - -

First Fixation Duration 177ms 200ms - -

Fixation Count(#) 19.32 6.69 4.33 0.82

Fixation Duration 226.66ms 216.66ms - -

Hit ratio 100.00% 97.66% 80% 48.66%

Visit Count (#) 9.48 5.08 2.19 0.75

Visit Duration 1120ms 430ms - -

<표 14> 구역 설정을 통한 아이트래킹 실험의 체 평균분석표

Sequence가 가장 먼 나타난 곳은 건물(Building)이

며, First Fixation이 나타나기까지 가장 짧은 시간이 걸

린 곳도 건물(Building)이었다. First Fixation Duration도

건물군에서 짧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건물의 Fixation 지

속시간이 짧다는 것은 정비처리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사

물의 인지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2)

Hit ratio는 건물 역에서 100%(30명 30명), 가로시설

물 역에서 97.66%(30명 29명), 도로 역에서 80%(30

명 24명), 하늘 역에서 48.66%(30명 15명)가 주어진

응시시간(10 )동안 어도 한 번이상은 주시하 다. 정

보를 인지하는데 최소 시간인 60ms을 기 으로 분석한

Fixation Count는 건물에서 19.32번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로시설물, 도로, 하늘 순으로 응시 횟수가 많

았다. Visit Count는 군물 역이 9.48번으로 재 주시 횟

수가 가장 높으며, 가로시설물이 5.08번, 도로가 2.19번,

하늘이 0.75번으로 나타났으며, Visit Duration은 건물

역에서 1120ms로 가장 길게 나타나고, 가로시설물은

430ms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이 심과 흥미를 느끼는

건물 역에 재 주시할 확률이 높으며 재 주시를 할 때,

다른 역보다 상 으로 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지 까지의 아이트래킹 실험 분석을 토 로 가로환

경의 이미지에 반응하는 의 시선과 움직이는 시선의

12) https://tobiikorea.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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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를 악하여 심 역 AOI의 주시특성을 분석하

다. 아이트래킹의 주시특성 분석과 가로환경에 한 사

람의 인식에 한 설문조사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 다.

첫째,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우선순 는 건물 → 가로

시설물 → 도로 → 하늘 순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아

이트래킹의 객 인 분석 평균 수치를 보면, Sequence

가 건물 → 가로시설물 → 도로 → 하늘로 나타났으며,

Fixation Count와 Visit Count도 동일한 순으로 응시횟

수가 많게 나타났다. 한 주어진 주시시간(10 )동안

어도 1번 이상 주시한 비율인 Hit ratio도 동일한 순으로

결과 수치가 나왔다. 이는 1.2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인 가

로환경 구성요소 어떤 요소를 가장 먼 보며, 가장

자주 보는지에 한 수치이며, 분석 결과이다.

둘째, 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서 Sequence는 빠르

게, Fixation Count와 Visit Count는 많이, Time to first

fixation은 짧게, Fixation Duration과 Visit Duration은

길다. 실험 후 설문조사에서 응시자가 평소 생각하는 가

로환경 구성요소의 요성 척도에 한 질문의 분석결과

를 통해 사람은 건물 → 가로시설물 → 도로 → 하늘 순

으로 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이 순서는 첫째

에서 도출한 가로환경 구성요소의 우선순 와 동일하며

각각의 구성요소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면 와 같은 결

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자발 인 안구 움직임이 발생한 후, 사람은 자신

이 무엇에 가장 높은 주시빈도를 보 으며 무엇에 가장

낮은 주시빈도를 보 는지 인지한다. 실험 후 설문조사

에서 본인이 본 실험이미지에 한 질문내용으로 “가장

먼 본 것”,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가장 자주

본 것”의 1순 로 건물이, 4순 로 하늘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이트래킹 실험의 객 인 수치와도 동일한 결과

이다.

아이트래킹의 한계라고도 잘 알려진 “보아도 기억을

못하는 것”은 특정 역을 주시하여도 자신이 심 있는

부분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행해진 설문조

사를 통해,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봤는지 인지를 하고

있으므로 가로환경 이미지의 아이트래킹 실험 데이터와

결과는 의미 없는 안구의 움직임이 아닌, 주의와 심이

가는 역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도시디자인에 한 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

다. 많은 지역에서 각 지역의 색에 맞는 “도시디자인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 고, 이를 통해 도시 랜드를 형성

하고 지역을 활성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 도시의 골격에

해당하는 가로환경은 도시이미지에 상당한 향을 미치

며 그 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고 있고, 사용자인 사람

도 가로환경의 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토록 가로환경이 요해지면서 가로환경과 구성요소

에 한 연구도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본 연

구에서는 안구의 움직임에 한 객 인 수치를 분석하

고 그 결과를 연구의 결과로 도출하 다. 따라서 각 지

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로경 개선사업의 설계기획 시

기 자료로 참고가 되길 바라며, 사람들에게 보다 쾌

한 가로환경이 주어지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부산 역시에

치한 상업공간의 가로환경 3곳을 조사하여 분석하

고, 가로환경의 구성요소를 4가지(하늘, 건물, 도로, 가로

시설물)로 분류하여 실험하 기 때문에, 본 연구자가 도

출한 결론이 모든 가로환경에 충분히 용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단되어 진다.

향후 이에 한 보완연구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가

로환경 구성요소의 우선순 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가

로에서 개선된 구성요소와 시공 후의 이미지 분석 등

을 통하여 보행자의 만족도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요

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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