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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attention concentration tendencies of one(1) subject who showed convergent exploratory

acts actively through the gaze-brainwave measurement experiment of cafe space images and ou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reas of interest (AOIs) that the subject gazed visually by paying attention to it

and concentrating on it at a cafe space include counter&menu area, sign area, partition area, image wall area,

stairs area, and movable furniture area, and built-in furniture area: seven areas in total. Second, conscious gaze

frequency appeared the highest in counter&menu area, and conscious gaze appeared more later than in initial

times. Third, conscious gaze pattern was divided into the zone that explored various areas dispersely (distributed

exploratory zone) and the zone that explored between particular areas concentratedly (intensive exploratory zone).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rainwave attention concentration, it was found that the attention

concentration in prefrontal lobe (Fp1, Fp2) and frontal lobe (F3, F4) rose to a higher level in the zone of 15 to

16 seconds and this time zone was considered to be a zone where gazing at counter&menu area was very

active. In addition, the attention concentration appeared higher in the initial zone than in the later zone, among

the entire experimental time zones.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s in activation by brain portion of

the SMR wave expressed when maintaining the arousal and attention concentration, it was found that the right

prefrontal lobe and the frontal lobe became activated in the time zone when the intensive exploration of

「counter&menu area」and 「movable furniture ↔built-in furniture area」had occurred and the time zone when

the intensive exploration of「image wall↔partition area」and「counter&menu↔sign area」had occu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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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다양한 목 을 가진 고객에게 소비되는 공간은 기업의

이미지 소구 략으로서, 타 랜드와의 차별화 도구로서,

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한 방안으로서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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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No. 2013R1A1A2062911)

따라서 소비자의 심과 주의를 끌 수 있는 공간 디자

인 략을 수립하는 것은 다양한 경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에 한 마 근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에 한 면 한 분석

이다. 이것은 향후 고객의 이용패턴이나 행태에 한

측을 가능하게 하고,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공간 디자

인 요소에 한 정보를 제공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간에 한 심도와 매력도를 높이는 공간 계

획에 있어서 공간 이용자의 시각 반응을 측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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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요하다. 인간은 시각 환경 내에서 심 있는

개체를 인지하여 반응하기 해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

다. 즉, 심과 흥미가 있는 곳에는 시각 반응이 나타

나고, 여기서 유추되는 시선의 심도는 인간의 시각

반응에서 비롯된 흥미의 수 정도를 단하는 것과 같

다.1) 한, 우리 이 어떤 상을 주시하는 경우, 상

물의 성격과 주시정도에 따라 시각 주의집 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러한 주의집 은 상물을 주시하는

의도, 흥미, 기존지식, 움직임, 무의식 동기, 그리고 맥

락 등에 의해서 주도된다.2)

이러한 이론 배경 하에 그동안 공간에 한 주시 연

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3) 특히, 주시빈도나 주사

경로 분석을 통해 공간 역과 요소에 한 심도, 의

식 집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안구운동추

기(Eye tracker)에 의해 수행된 연구 결과가 가진 한

계 즉, 시선 고정 지속시간(fixation duration)과 피험자의

주의집 간의 해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

리가 공간의 어떤 요소를 오래 바라봤다고 해서 그 요소

를 집 해서 본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인간의 시지각 매

커니즘과 연계된 지각·인지 상은 매우 복잡한 원리로

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 국내·외 학계에서는

인간의 주의집 기제를 밝히기 한 기술 융합연구의

일환으로 안구운동추 기와 뇌 측정기의 동기화를 통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4) 그러나 아직까지 공간 지각 인

지와 련된 연구방법론에 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

서 인간이 공간의 어떤 역과 요소에 어떻게 반응하는

1) 여미, 이창노, 주시 상을 용한 시선의 심도 연구, 한국실내디

자인학회 논문집 23권1호, 2014.2, p.122

2) Robert L. solso, 신 정·유상욱 옮김, 시각심리학, , 시그마

러스, 서울, 2000, p.145

3) 여미 외(2014)는 공간디자인을 한 계획 설계 시 소비자의

심 흥미의 유·무를 목할만한 방법론 연구로서 ‘시선의 심

도’를 분석하 고, 박혜경(2010)은 아이트래킹을 이용하여 지하철

공공환경시설물의 시지각 주목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 다. 박선명

외(2015)는 백화 로비공간을 상으로 주시실험을 실시하여, 피

험자의 기억과 의식 주시에 나타난 시각 특성을 분석하 으며,

김종하(2014)는 지하철 홀 공간을 상으로 의식 주시와 무의식

정보 탐색과정에 나타난 공간의 주시특성을 분석하 다.

4)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Kretzschmar 등(2013)은 디지털 미디어를

읽는 것이 기존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높은 인지 노력(cognitive

effort)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해 EEG와 Eye tracker를 동시

측정 기록하 고, Baccino(2011)는 읽기 과제에서의 EFRP를

조사하기 한 EEG와 Eye tracker의 결합방법 도약 운동으로

인한 artifact 안구 데이터 수집에 해 자세히 다룸과 동시에

EFRP가 장애인들을 한 도구, 비디오 게임, BCI 등 많은 어 리

이션을 한 흥미 있는 쟁 으로 논의될 것이라 주장하 다. 국

내 연구의 경우, 최여정(2008)은 안구운동추 과 뇌 측정을 통

해 기호 만화 캐릭터와 사실 만화 캐릭터의 시각 주의집

공감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김신정(2014)은 안구운동추

기와 뇌 측정기의 동기화를 통해 단서제공과 주어진 시자극물의

타겟의 치에 따른 시각 주의와 반응 선택 연결을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지와 같은 매커니즘을 규명하기 해서는 과학 이고 창

의 인 연구 방법론에 한 탐색 연구가 활발히 개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인간의 주의집 기제를 밝히기 해 활용

되고 있는 주시데이터와 뇌 (EEG)데이터에 한 동시

측정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추출된 데이터에

한 연계 분석을 시도하 다. 과 두뇌는 정보를 수집

하고 처리함에 있어 함께 작동하며 이 원리는 모든 종류

의 시각자극을 처리할 때 용된다.5) 이 때문에 특정 뇌

수치를 통해 주의집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뇌

(EEG) 측정기기와 안구운동에 한 time sequence가 제

공되는 안구운동추 기를 함께 활용한다면 기존 선행연

구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공간에 한 주의집 특

성에 한 분석이 면 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공간 이용자의 주의집 에 한 과학 이고

정량 인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기 한 탐색 연구로서

표 인 소비 공간인 카페 공간 이미지를 바라보는 피

험자의 뇌 (EEG)와 안구운동을 동시에 측정하여 주의

집 특성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 이 있으며, 이에 한

세부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➀ 피험자가 시각 으로 주의집 해서 바라 본 심

역(AOIs)6)은 어느 부분인가?

② 심 역에 한 의식 주시빈도 경향은 어떠

한가?

③ 심 역에 한 의식 주시에 일정한 패턴이 존

재하는가?

④ 의식 주시 패턴에 따른 뇌 주의집 도7)와

SMR 의 활성화 정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5) Robert L. Solso, 2000, 게서

6) 여미 외(2014)는 사드에 한 주시 상을 용한 시선의 심도

연구에서 심 역(AOIs, Area of interests)분석을 역 설정에 의

한 주시 상 분석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드 역을

5개 역으로 구분하여 그 역에 한 시선 움직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 역을 연구자가 임의

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 실험 결과를 통해 역을 구분하

다. 즉, ‘연속주시 6회 이상’의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이 데이터에

한 분석을 통해 피험자가 의식 주시 행 를 한 역을 ‘ 심

역’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7) 박성수 외(2010)는 졸음이 오는 상태를 나타내는 4-8Hz의 세타

(Theta, 기호) 의 활성도와 주의집 을 나타내는 12-15HZ의 SMR

활성도의 비율로 주의집 을 분석하 고, 장석우 외(2009), 이

충헌 외(2009), 이 정 외(2012), 신성권(2013), 장윤석 외(2014) 등

은 연구에서 주의집 도 지표로 세타 의 활성도와 주의집 을 나

타내는 SMR 의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베타 의 활성도의 합

의 비율인 (SMR+M.beta)/Theta)로 주의집 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의집 지표(CI), (SMR+M.beta)/Theta)식을

활용하여 두엽과 두엽 부 의 주의집 도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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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는 카페 공간 이미지가 시자극물로 제시되었을

때 수렴 탐색을 시도한 피험자의 주의집 특성을 분

석하 으며, 연구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렴 탐색과 시각 주의집 뇌 데이터

를 통한 주의집 도 해석 방법에 한 이론을 고찰하여

연구 분석 방법에 한 타당성을 확보하 다.

둘째, 비조사(2014년 12월 5일∼10일)를 통해 시자극

물로 제시할 카페공간 이미지를 선정하 고, 피험자 37

명을 상으로 주시·뇌 측정 실험(2014년 12월 11일∼

13일)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주시데이터와 뇌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피험자의 주의집 특성을 검토하 다.

주의집 특성을 악하기 한 주시데이터와 뇌 데

이터의 분석 범 는 다음과 같다. 주시데이터의 경우, 한

지 에 한 주시가 연속 6회 이상 이루어진 데이터만을

도출하여 주시빈도, 주사경로에 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 후 본 연구에서는 이 게 도출된 주시

데이터를 「의식 주시」8)로 기술하 다.

<그림 1> 주의집 경향 분석틀

뇌 데이터는 두엽(Fp1, Fp2)과 두엽(F3, F4)

부 에서 측정된 세타 와 SMR 간베타 의 비

8) 시각 심을 이끌어 낸 상에 한 지각과 인지를 해서는 일

정시간 이상 연속 인 주시가 필요한데, 이는 연구자마다 다소 상

이하다. 의식 으로 주시했다는 기 에 해서 夌島文夫(1969)는

한 지 에 해 0.2 (200ms) 이상 주시가 이루어진 것을 의식

주시로 보았고, Robert L.Solso(2000)는 상이나 장면에 을

맞추기 해서는 0.2∼0.25 (200〜250ms)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 다. 김종하(2013)는 이러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주시시간을

바탕으로 어떤 상에 한 선택 반응 속에서 지각반응과 의식

주시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0.2 를 정의하고, 실험시간 2분 동

안 30/1 로 주시데이터가 기록될 경우, 1개 데이터는 0.03

(33.3ms)에 기록되므로, 한 지 에 해 연속주시가 6회 이상이 일

어날 경우를 「의식 주시」로 정의하 다.

율((상 SMR +상 베타 )/상 세타 )을 이용한 집

지표(Concentration Index: CI)를 활용하 고, 이와 함

께 두엽과 두엽 부 에서 발 된 SMR 의 활성

화 정도를 뇌맵핑 통해 시계열 으로 분석하 다.

2. 이론 배경

2.1. 수렴 탐색과 시각 주의집

Berlyne(1971)은 그의 심리미학 이론(Psychoaesthetics

theory)에서 술작품에 한 심미 반응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유형의 지각 탐색을 확인하 다. 확산 탐색

(diversive exploration)은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극

을 찾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반면, 수렴 탐색(specific

exploration)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특정한 정보를 찾아

내려고 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두 유형의 시각 탐색 각각은 독특한 안구운동

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안구추 데이터를 가지고 구

분해낼 수 있다. 컨 , 확산 탐색 행동은 형 으로

정보를 표집하는 안구의 고정이 여기 기에 드문드문 나

타나는 방식으로 넓게 분포된다. 반 로 안구고정을 특

정한 치에 집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치에 존재하는

정보에 심을 보인다는, 즉 수렴 탐색 행동을 나타내

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9)

따라서 공간 이용자에 한 수렴 탐색 행동을 연구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심을 보이는 공간 정보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각’이라는 감각에 의해 형성되는 주시 상을 통

해 공간에 한 심도와 집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 이용자는 을 통해 공간

을 탐색하면서 이동과 고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탐

색 과정을 거치면서 공간에 한 시각 이해를 얻게 되

는데, 시각 이해를 얻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공간을

어떻게 주시했는지 알 수 있으며, 시각 이해를 얻기

해 어느 곳을 주시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흥미를 유

발한 공간 요소를 악할 수 있다.10)

2.2. 뇌 와 주의집 도

인간의 인지과정을 정보처리 과정에서 볼 때, 인지 체

계는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정보 일부만

을 지각하고 처리하는데 이러한 인지과정이 ‘주의집 ’이

다. 주의집 은 뇌와 련이 커서 의학, 인지과학 역에

서는 뇌 ,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등을 이용한 주의집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9) Robert L. Solso, 2000, 게서

10) 김종하, 조은길, 반 선, 공간의 시각 이해과정에 나타난 주시유

형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1권2호, 2012.4,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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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간 행동을 뇌기능과 련하여 교육학, 체

육학, 인간공학, 감성공학에 이르기까지 뇌 를 이용한

집 에 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11) 이러한 뇌 는 시

간 경과에 따라 계속 으로 측정이 가능하여 집 과

련된 뇌 활동 상태를 시계열 으로 분석하는데 매우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뇌 를 활용하여 주의집 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검

토한 결과, 주의집 도를 분석할 수 있는 뇌 역과

뇌 부 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먼 , 뇌 역은 휴식상태에서 활동상태로 변하는

과정으로 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각성과 주의집 력

을 유지할 때 발 되는 알 역과 베타 역의

간과정인 12-15Hz의 SMR(Sensory motor rhythm)

와 학습, 암기, 계산 등과 같은 능동 인 정신 활동 시

주로 발 되는 15-20Hz를 베타 (Middle beta) , 졸

음이 오는 상태를 나타내는 4-8Hz의 세타(Theta, 기호)

를 이용하여 뇌 주의집 지표로 활용하 다. 12)

한편, 주의집 에 여하고 있는 뇌 부 는 두엽과

두엽으로, Ferrier(1999)에 의하면 두엽은 주의집

과 행동억제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배외측

두피질은 주의집 과 작업기억, 목표지향 행동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ler, 2001).

따라서, 주의집 도를 나타내는 뇌 수치가 두엽

(Fp1, Fp2)과 두엽(F3, F4) 부 에서 상승하 다는 것은

그 부 가 다른 뇌 부 에 비해 활성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의집 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3. 실험의 개요 분석방법

3.1. 실험 개요

(1) 시자극 공간 이미지 선정

공간에 한 주의집 특성을 분석하기 한 본 연구

의 시자극 공간이미지는 카페 공간으로 선정하 다. 카

페는 동기나 목 을 가지고 방문하여 경우가 많으며, 가

장 화된 표 상업공간이다. 따라서 무수히 많은

카페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더 많은 소비자를 유입하기

해서는 좀 더 과학 이고 차별화된 방법으로 고객의

잠재의식이나 니즈 분석을 통한 공간 계획 디자인을

창출해야할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시자극 카페 이미지를 선정하기 해 서울 시내에 소

재한 카페 20곳을 무작 로 선정하여 비설문(2014년

11) 이 정, 최유림, 정윤, 뇌 측정을 기반으로 한 실내 온도가 재

실자의 주의집 에 미치는 향, 한건축학회논문집 28권3호,

2012.3, pp.217-225

12) 이충헌, 권장우, 김규동, 홍 의, 신 섭, 이동훈, 뇌 기반 집 도

송 BCI 용에 한 연구, 한 자공학회논문집 46권2호,

2009.3, pp.41-46

12월 5일〜10일)을 실시하 으며, 총 211명의 응답자

30명이 선택해 공간 디자인에 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카페 사진을 시자극 이미지로 선정하 다.

<그림 2> 시자극 카페 공간 이미지

(2) 주시-뇌 실험 개요

1) 실험 환경 도구

본 연구는 다양한 공의 남자 학생으로 구성된 37

명의 피험자13)를 상으로 주시-뇌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실은 피험자가 모니터에 나타난 화상에만 집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어둡게 하 고, 피험자의

과 모니터와의 거리는 700㎜, 시선높이는 400㎜, 시자극

이미지가 제시된 모니터의 크기는 509㎜×286㎜이다.

<그림 3> 16개 채 과 분석에 활용된 극 채 표기

피험자는 안구운동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각장치14)를

착용하고, 뇌 측정 장비15)를 사용하여 뇌 (EEG)를 측

정하기 한 극을 10%-20% 국제표 극부착법에

13)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은 기본 으로 뇌질환과 정신과 질환이

없는 자, 색약, 색맹 그리고 안과 질환이 없는 자, 평상시 압이

정상이고 심장질환이 없는 자, 연구기간 치료 목 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자, 폐쇄된 공간에서 불안감이 없는 신체 ·정신

으로 건강한 자로 제한하 다. 한 주시실험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안경이나 즈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시력이 0.8 이상인 남

자 학생으로 제한하 다.

14) Arrington Research社, 모델명: ViewPoint Eye Tracker PC-60

scene Camera

15) 뇌 측정기: Brain Product BCI 12ch, 분석 로그램: Brain vision,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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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6채 로 부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측정된 뇌

주의집 과 련이 높은 두엽 부 의 Fp1,

Fp2 극과 두엽 부 의 F3, F4 극에서 계측한 뇌

를 분석에 사용하 다.

<그림 4>는 주시-뇌 측정을 동시에 수행한 본 실

험의 모식도이다. 피험자 우측에는 주시 실험을 통제하

는 수행자를 배치하고, 뒷 편에는 뇌 실험을 통제하는

수행자를 배치하여, 시자극 이미지가 제시된 시 즉, 주

시데이터가 기록된 시 과 뇌 데이터가 기록된 시 을

동시에 수집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 Eye tracker과 EEG 장치 set-up 모식도

<그림 5> 실험 모습·1번 피험자

2) 실험 차 방법

주시-뇌 실험은 실험 비단계와 본 실험 단계로 구

분된다. 실험을 시작하기 실험환경에 응하도록 심리

안정을 유도하 으며, 실험 목 과 내용을 사 공지하

다. 특히, 주시 실험 시 머리를 고정할 것과 실험 시 유

의해야 하는 사항을 달한 후 의자에 착석하여 뇌 측정

기기와 시각장치를 착용하게 하 다. 먼 자극이 없는 상

태에서의 베이스 뇌 (60 측정)를 측정하기 해 흰색화

면을 바라본 후 뇌 를 먼 측정한 후, 모니터의 16개 측

정 과 과의 을 맞추는 캘리 이션을 실시하 다.

본 실험은 2분 동안 수행하 으며, 카페 공간 이미지

란 시자극에 한 주의집 특성을 분석하기 해 「이

성친구와 함께 모니터에 보이는 카페를 방문했다고 가정

하시고, 자유롭게 바라 주세요」라는 주시목 성을 제

시하 다. 시자극 이미지가 모니터에 제시됨과 동시에

주시-뇌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실험을 통

제하는 수행자가 동시에 실험을 시작하 다.

<그림 6> 주시-뇌 실험 로토콜

(3) 표 피험자 선정

37명의 남자 학생을 상으로 뇌 -주시 실험을 수

행하 다. 1차 으로 시선추 실험에 의한 데이터를 분

석하여 본 연구에서 주의집 도(수렴 탐색-확산 탐색)

에 한 구분으로 각 피험자의 시선 경로를 맵핑하 다.

<표 1>은 피험자 37명의 주시실험 데이터에 한 맵핑

작업을 통해 나타난 일부 피험자의 결과물로, 수렴 탐

색 확산 탐색의 정의에 따라 주시 행동을 보인 피

험자들의 사례를 분류한 것이다. 확산 탐색에 해당하

는 주시 행동을 보인 피험자들의 경우, 주시 데이터 맵

핑 결과를 보면 주시 지 의 분포가 이미지 역 체에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수렴 탐색에

해당하는 주시 행동을 보인 피험자들의 맵핑 결과는 어

느 한 역이나 지 에 집 되어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

다. 다수의 피험자가 확산 탐색 행동을 보인 것으로

수렴

탐색

1번 피험자 28번 피험자

확산

탐색

2번 피험자 17번 피험자

<표 1> 수렴 탐색과 확산 탐색의 표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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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피험자 5번 피험자

7번 피험자 21번 피험자

24번 피험자 27번 피험자

34번 피험자 36번 피험자

<표 2> 수렴 탐색 행동을 보인 피험자의 주시데이터 맵핑

나타났는데 이는 주시 목 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이미지의 특정한 역이나 요소에 주의집 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험자 선정 상에서 제외

하 다. 총 37명의 피험자 수렴 탐색 행동을 보인

피험자는 총 9명(1, 5, 7, 21, 24, 27, 28, 34, 36번)으로 나

타났다<표 2 참조>.

이 공간 역에 한 주시데이터의 집정도가 가

장 높아 ‘시각 주의집 ’이 가장 잘 이루어진 것으로

단되는 28번 피험자를 본 연구의 최종 표 피험자로

선정하여 뇌 -주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뇌 와 주시 실험을 통해 주의집 특

성을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을 제안하는데 궁극 인 목

이 있다. 공통 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에 을 맞

추기 보다는 수렴 탐색을 극 으로 보인 피험자의

데이터를 시계열 으로 분석하여 연구방법론을 체계화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선택 피험

자로부터 획득한 주시·뇌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간에

한 피험자들의 시지각과 뇌반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과학 인 감성연구가 일반 으로

통계 숫자에 의해 각 피험자에 한 데이터가 상세하

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통계 수치에

의존하는 실험 결과와 차이 을 보이면서 연구의 분석

방법에 강조한다.

3.2. 주의집 특성 분석 방법

(1) 주시데이터 획득 분석

수렴 탐색 주시패턴을 보인 피험자의 주시데이터에

서 의식 으로 바라본 주시데이터만을 도출하는 작업을

통해 ‘시각 주의집 ’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의

식 주시」데이터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 연속 주시 횟수를 기 으로 연속주시 6회 이상

이루어진 주시데이터를 의식 주시데이터로 보고 분석

에 활용하 다.

실험 시간 2분 동안 피험자는 7192개의 주시데이터를

생성하 으며, 이 최 획득 유효데이터를 1/2로 조정한

유효데이터 3596개16)를 활용하여 884개의 의식 주시데

이터를 도출하 다.

원데이터
유효

데이터
유효율(%)

의식 주시데이터

(연속주시 6회 이상)

7192 6840 95.1 884

<표 3> 최 획득 데이터 의식 주시데이터

(2) 뇌 데이터 획득 분석

본 연구에서는 뇌 데이터를 통해 주의집 을 분석하

는데 있어 뇌 의 워스펙트럼으로 집 에 련된 상태

를 나타내는 집 지표(Concentration Index: CI)와 두

엽과 두엽 부 에서의 SMR 의 활성상태17)를 도출

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먼 , 뇌 의 주의집 지표는 세타 와 주의집 과

련이 있는 SMR 간 베타 의 비율로 분석하

으며, 그 식은 <그림 7>과 같다.

두엽과 두엽 부 의 SMR 는 워스펙트럼을

통해 얻어진 각 주 수의 다른 주 수에 한 상 인

비율(Power ratio)을 나타내는 상 워<그림 8>로 수치를

구한 후, BrainMap-3D 로그램을 사용하여 EEG 뇌

지도를 제작하 다.

<그림 7> 주의집 도식

16) 일반 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의 잔상을 이용해서 표시하

기 해 설정한 정 화상 임 수는 1 에 30번 는 25번 이

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60개/1 데이

터(약 7200개)를 30개/1 데이터(약 3600개)로 감량하여 의식

주시데이터를 추출하 다.(김종하, 2014)

17) 장윤석 외(2014)는 시각자극 과제에 의한 집 시의 뇌 분석 연

구를 수행하 는데, 연구 결과 시각 자극에 의한 인간의 집 도는

뇌 에서도 SMR 의 활성상태로 추정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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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역**

기 기 후기

계0∼

10

10∼

20

20∼

30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90∼

100

100

∼

110

110

∼

120*

카운터Ⓐ 3 44 55 113 2 80 112 - 55 3 85 17 569

사인

Ⓑ
- - - - - - - - 61 9 - - 70

티션

Ⓒ
- - - - - - - 9 5 62 - - 76

이미지월

Ⓓ
- - - - - - - 51 1 1 - 17 70

계단

Ⓔ
24 - - - - - - - - - 3 - 27

이동식

가구

Ⓕ

3 6 - - 18 - - - - - - - 27

붙박이

가구

Ⓖ

5 - - - 19 - 4 - - 2 13 2 45

계
35 50 55 113 39 80 116 60 122 77 101 36

884
253 295 336

* 시간단 는 ( )이상∼( )미만

** AOIs: Area of interests

<표 4> 심 역에 한 주시빈도 변화

<그림 8> SMR 상 워식

4. 분석 결과 고찰

4.1. 주시 주의집 특성 분석

(1) 주의집 역 도출

피험자가 주의집 해서 바라 본 카페 공간의 역, 즉,

심 역(AOIs, Area of Interests)은 어느 부분인지를

알아보고 심 역에 한 의식 주시빈도를 분석하 다.

<그림 9> 체 주시데이터 맵핑 결과(상)와 의식

주시데이터 맵핑 결과(하)

<표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카페 공간 이미지에

한 피험자의 유효 주시데이터와 의식 주시데이터(연속

6회 이상)는 빈도와 주시 지 에서 큰 차이를 보 으며,

의식 주시데이터 맵핑 결과, 심 역은 카운터&메뉴

Ⓐ, 사인Ⓑ, 티션Ⓒ, 이미지월Ⓓ, 계단Ⓔ, 이동식 가

구Ⓕ, 붙박이 가구Ⓖ 역 총 7개 역으로 도출되었다.

체 유효주시데이터에서 피험자가 바라본 천장, 바닥,

벽 공간과 사람 등은 주시는 했으나 6회 이상의 연속 주

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심 역별 주시 주의집 빈도 분석

앞서 도출된 심 역에 의거하여 이미지를 분할한

후, 해당 역에 한 의식 주시빈도와 주시 경향을

시계열 으로 분석하 다. 먼 각 역별 체 주시빈

도를 분석한 결과, 의식 주시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역은 카운터&메뉴 역(A)으로 나타났다. 2순 로

티션 역(C)이 높게 나타났으며, 3순 인 사인 역

(B)과 이미지월 역(D)은 동일한 주시빈도를 보이고 있

었다. 가장 낮은 의식 주시를 보인 역은 계단 역

(E)과 이동식 가구 역(F)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심 역에 한 주시빈도 변화

주시 시간을 기(0∼40 미만), 기(40∼80 미만),

후기(80∼120 )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의식 주시는

기보다는 후기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에는 카페 공간 이미지에 한 정보수집을 해 확산

탐색이 보다 극 으로 이루어지다가 시간이 흐르면

서 심이 가는 역에 해 시각 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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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의집 도 변화(distributed exploration: 분산탐색, intensive exploration: 집 탐색)

좀 더 세부 으로 각 역에 한 의식 주시 경향을

살펴보면, 카운터&메뉴 역의 경우, 실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70∼80 미만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해 의식 으로 주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

미만 구간 까지를 포함한 기 구간의 주시가 ·후기

구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 붙박이 가구 역도 실험 시작 후 10 미만 구

간과 ·후기 구간에 의식 주시가 고르게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인 역과 티션 역, 이미지월

역은 70 미만 구간까지 의식 주시가 이루어지

지 않았고, 후기 구간에 집 으로 주시가 이루어진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단 역과 이동식 가구 역에

한 의식 주시는 기 구간과 기 반 구간에 집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험자는 · ·후기

동안 고르게 시각 주의집 을 보이며 극 인 심을

보인 역과 이와 달리 특정 구간에 편 된 주의집 을

보인 역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주의집 주사 경로분석

피험자가 심을 보인 역에 한 의식 주시데이터

지 을 주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 ·후기 주사 경로

(Gaze Path)18)가 특정 역 사이를 반복했다거나, 특정

역에 머문 시간이 길다는 것은 공간에 한 시각 집

정도를 단할 수 있는 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

다고 단된다.

의식 주시데이터를 주시 시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심 역에

한 주시 패턴은 여러 역을 분산 으로 탐색한 구간(분

18) 주사 경로(Gaze Path)는 이미지를 보는 동안 발생한 시선의 경로

의 체 인 패턴을 의미하는데, 시선이 머문 상태와 시선 이동의

패턴을 시간 인 순서로 나타내며, 주시 이동에 한 포 범주

를 나타낸다.

산탐색구간)과 특정 역과 역 사이를 집 으로 탐

색한 구간(집 탐색구간)으로 구분되었다.

분산탐색구간은 실험 시작 후 5.23 부터 39.7 사이

의 기 시간 와 91.18 부터 실험 종료시간까지의 구

간에서 이루어졌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의식 주

시데이터이므로, 5.23 이 의 주시는 한 지 에 해 6

회 이상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5.23

의 주시는 카페 공간 이미지에 한 반 인 악을

한 확산 탐색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

다. 한 실험 종료 마지막 시간 의 분산탐색구간도 붙

박이 가구 역(5.27 )를 제외한 역 주시 시간이 5

이하로 짧아 시각 주의집 을 통해 심 역을 찰

한 후, 카페 공간의 역을 반 으로 재탐색한 주시패

턴을 보이고 있었다.

집 탐색구간의 경우, 「이동식 가구 역↔붙박이 가

구 역」, 「이미지월 역↔ 티션 역」, 「카운터&

메뉴 역↔사인 역」간의 탐색이 집 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집 탐색 역의 주사경로(distributed exploration:

분산탐색, intensive exploration: 집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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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탐색구간 역 빈도
시간( ) 의식

주시빈도주시시간 간격

분산탐색

【Ⅰ】

계단 314-360 5.23∼6.00 0.77 24

카운터&메뉴 372-406 6.20∼6.77 0.57 3

붙박이 가구 506-518 8.43∼ 8.63 0.2 5

이동식 가구 536-860 8.93∼ 14.33 5.4 9

카운터&메뉴 950-2382 15.83∼ 39.70 23.87 212

집 탐색

【Ⅰ】

이동식 가구 2538-2556 42.32∼42.62

5.8

2

붙박이 가구 2560 42.68∼42.68 1

이동식 가구 2596-2598 43.28∼43.32 2

붙박이 가구 2606-2658 43.45∼44.32 9

이동식 가구 2696-2712 44.95∼45.22 2

붙박이 가구 2716 45.28∼45.28 1

이동식 가구 2720-2760 45.35∼46.02 4

붙박이 가구 2762 46.05∼46.05 1

이동식 가구 2764 46.08∼46.08 1

붙박이 가구 2768 46.15 1

이동식 가구 2770 46.18 1

붙박이 가구 2772 46.22 1

이동식 가구 2776 46.28 1

붙박이 가구 2778-2840 46.32∼47.35 5

이동식 가구 2872-2886 47.88∼48.12 5

집 탐색

【Ⅱ】
카운터&메뉴 2992-4006 49.88∼66.78 16.9 194

집 탐색

【Ⅲ】
붙박이 가구 4068-4180 67.80∼69.67 1.87 4

집 탐색

【Ⅳ】

이미지월 4184-4714 69.73∼78.57

14.34

51

티션 4732-5012 78.87∼83.53 13

이미지월 5028 83.80 1

티션 5044 84.07 1

집 탐색

【Ⅴ】

카운터&메뉴 5084-5130 84.73∼85.50

5.82

11

사인 5132-5134 85.53∼85.57 2

카운터&메뉴 5136-5138 85.60∼85.63 2

사인 5140-5142 85.67∼85.70 2

카운터&메뉴 5144-5150 85.73∼85.83 4

사인 5152 85.87 1

카운터&메뉴 5154 85.90 1

사인 5156-5158 85.93∼85.97 2

카운터&메뉴 5160 86.00 1

사인 5162 86.03 1

카운터&메뉴 5164-5166 86.07∼86.10 2

사인 5176 86.27 1

카운터&메뉴

5178-5204 86.30∼86.73 14

5208-5212 86.80∼86.87 3

5218-5228 86.98∼87.15 5

사인
5230-5232 87.18∼ 87.22 2

5236 87.28 1

카운터&메뉴

5238-5240 87.32∼87.35 2

5244-5256 87.42∼ 87.62 7

5260-5262 87.68∼87.72 2

사인
5264-5268 87.75∼87.82 3

5272-5280 87.88∼ 88.02 5

카운터&메뉴 5282 88.05 1

사인

5284-5286 88.08∼88.12 2

5290-5292 88.18∼88.22 2

5296-5340 88.28∼ 89.02 23

5344-5370 89.08∼ 89.52 14

카운터&메뉴 5400 90.02 1

사인

5402 90.05 1

5408 90.15 1

5414 90.25 1

카운터&메뉴 5418 90.32 1

사인 5420-5430 90.35∼90.52 6

카운터&메뉴 5432 90.55 1

분산탐색

【Ⅱ】

티션 5470 91.18 - 1

이미지월 5484 91.42 - 1

티션 5524-5812 92.08∼96.87 4.79 61

붙박이 가구 5942-6258 99.03∼104.3 5.27 15

계단 6292-6296 104.87∼104.93 0.06 3

카운터&메뉴
6308-6638 105.13∼110.63 5.5 202

6806 113.43 - 1

붙박이 가구 6888-6892 114.8∼114.87 0.07 2

이미지월 6914-7200 115.23∼120 4.77 17

<표 5> 심 역에 한 주시빈도 변화 즉, 집 탐색구간에서 피험자의 의식 주시 행 는

가까이에 있는 역 간의 시선 이동이 반복 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랜 시간동안 의식 주시가 이루어진 구간은 카

운터&메뉴 역으로 분산탐색【Ⅰ】구간에서는 23.87

, 분산탐색【Ⅱ】구간에서는 16.9 동안 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 탐색구간 에서는 【Ⅱ】구간「이미지월

역↔ 티션 역」이 14.34 로 가장 긴 시간 동안 주

시가 이루어졌으며, 집 탐색 【Ⅰ】과 【Ⅲ】구간은 각

각 5.8 , 5.82 로 비교 짧은 시간동안 역간의 시각

이동이 반복 으로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2. 뇌 주의집 특성 분석

(1) 뇌 주의집 도 변화 분석

본 에서는 의식 주시 상황에서의 뇌 주의집 도를

분석하여 어떠한 상 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뇌 의

주의집 도는 세타 에 한 SMR , 간 베타 의 비율

로 분석하 으며, 뇌 값은 두엽의 Fp1, Fp2 부 와

두엽의 F3, F4 부 에서 측정하여 사용하 다. 실험 시간

동안의 뇌 주의집 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가장 두드러

진 특징은 15∼16 구간에서 두엽(Fp1, Fp2)과 두엽

(F3, F4) 부 의 주의집 도가 활성화되었다는 이다. 이

를 의식 주시빈도 패턴 분석 결과와 연 지어 볼 때,

15∼16 구간은 분산탐색구간에서 카운터&메뉴 역에

한 주시가 본격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간이다.

상호탐색구간 시간( ) 뇌 역
주의집 도

(Concentration Index: CI)
평균

분산탐색

【Ⅰ】
5∼40

Fp1 1.6935

1.66955
Fp2 2.2169

F3 1.1489

F4 1.6189

집 탐색

【Ⅰ】
42∼49

Fp1 1.3904

1.176375
Fp2 1.1569

F3 1.0363

F4 1.1219

집 탐색

【Ⅱ】
49∼67

Fp1 1.0926

1.22165
Fp2 1.1007

F3 1.7347

F4 0.9586

집 탐색

【Ⅲ】
67∼70

Fp1 0.7693

0.50255
Fp2 0.5381

F3 0.3240

F4 0.3788

집 탐색

【Ⅳ】
70∼84

Fp1 1.0558

1.09225
Fp2 0.9876

F3 0.9758

F4 1.3498

집 탐색

【Ⅴ】
84∼91

Fp1 0.7250

1.05335
Fp2 0.6560

F3 0.7374

F4 2.0950

분산탐색

【Ⅱ】
91∼120

Fp1 0.7922

0.99075
Fp2 1.3382

F3 0.9287

F4 0.9039

* 시간단 는 ( )이상∼( )미만

<표 6> 심 역 탐색 구간별 주의집 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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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 을 시작으로 피험자는 카운터&메뉴 역에

해 23.87 라는 긴 시간 동안 높은 빈도로 의식 주시

행 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가 실제로 주의집 해서 살펴본

역이 카운터&메뉴 역이라는 것을 시각·뇌반응을

정량 으로 측정한 데이터의 수치로서 검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체 실험 시간 의 기 구간 주의집 도는 후

기 구간 주의집 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간을 직시할 때의 기 시간이 그 공간의 이미지를 결

정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지 경향을 잘

드러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피험자의 의식 주시가 5

이후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보 수집을 한 시각

탐색 활동이 분산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

시간에 공간 이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심 역

요소를 도출하여 디자인에 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단

된다.

심 역에 한 탐색 구간별 주의집 도를 분석한

결과, 기 분산탐색【Ⅰ】구간이 가장 높은 주의집 도

를 보 고, 붙박이 가구 역을 집 으로 주시한 집

탐색【Ⅲ】구간은 주의집 도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역을 의식 으로 주시하 다고 하더라도,

뇌 의 주의집 도는 처음 역을 주시했을 때와 나 에

주시했을 때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한 역에 한

주시데이터만으로 그 역을 의식 으로 바라 본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뇌 반응과 같은 다양한 인간의 생리·심리 측정 연구방

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을 부각시켜주는 분석 결과라

할 수 있다.

(2) SMR 의 뇌 부 별 활성도 변화 분석

뇌부 의 활성화 변화를 살펴보기 해, 하게 안

정된 상태에서 각성과 주의집 력을 유지할 때 발 되는

SMR 의 뇌부 별 활성도 변화를 분석하 다.

뇌 맵핑 이미지는 머리를 쪽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이

며 코가 있는 쪽부터 두엽, 두엽, 두정엽, 후두엽

부 이다. 랑색(활성 하)에서 붉은색(고활성)까지 뇌

의 주 수에 따라 색의 스펙트럼이 분포된다. 실험 시

간을 10 단 로 구분하여 SMR 의 뇌부 별 활성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측 두엽과 두엽 부 가 활

성화된 구간은 분산탐색【Ⅰ】구간, 집 탐색【Ⅰ】구간,

집 탐색【Ⅳ】구간, 집 탐색【Ⅴ】구간으로 나타났다.

분산탐색【Ⅰ】구간은「카운터&메뉴 」 역에 한 탐

색이 이루어진 시간이고, 집 탐색【Ⅰ】구간은 「이동식

가구↔붙박이 가구 역」, 집 탐색【Ⅳ】구간은「이미

지월↔ 티션 역」, 집 탐색【Ⅴ】구간「카운터&메뉴

↔사인 역」에 한 집 인 탐색이 이루어진 시간

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카운터&메뉴 역과 가까

이에 있는 심 역을 반복하여 집 으로 탐색한 시

간 의 SMR 는 주의집 과 사고, 인지 등의 기능에

여하는 두엽과 두엽 부 가 다른 시간 보다 비교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다.

시간 뇌 맵핑 이미지 구간 시간 뇌 맵핑 이미지 구간

0∼

10

분산

탐색

【Ⅰ】

10∼

20

분산

탐색

【Ⅰ】

20∼

30

분산

탐색

【Ⅰ】

30∼

40

분산

탐색

【Ⅰ】

40∼

50

집

탐색

【Ⅰ】

50∼

60

집

탐색

【Ⅱ】

〜

【Ⅲ】

60∼

70

집

탐색

【Ⅱ】

〜

【Ⅲ】

70∼

80

집

탐색

【Ⅳ】

80∼

90

집

탐색

【Ⅴ】

90∼

100

분산

탐색

【Ⅱ】

100∼

110

분산

탐색

【Ⅱ】

110∼

120

분산

탐색

【Ⅱ】

* 시간단 는 ( )이상∼( )미만

<표 7> SMR 의 뇌 부 별 활성도 변화

5. 결론

본 연구는 공간 이미지를 바라보는 인간의 주의집

기제를 밝 내기 한 연구방법론에 한 일종의 탐색

연구로서 주의집 과 련된 주시데이터와 뇌 데이터의

해석을 통해 향후 소비자의 잠재의식을 반 한 매력 인

공간을 계획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과 기 자료를 제시

하는 것을 목 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험자가 시각 으로 주의집 해서 바라 본 카

페 공간의 심 역(AOIs)은 카운터&메뉴 역, 사

인 역, 티션 역, 이미지월 역, 계단 역, 이동식

가구 역, 붙박이 가구 역 총 7개 역으로 이들

역에 해 피험자는 6회 이상의 연속주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출된 심 역에 한 의식 주시빈도

경향을 분석한 결과,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역은

「카운터&메뉴 역」으로 나타났고, 실험 시간 2분을

기(0∼40 미만), 기(40∼80 미만), 후기(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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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의식 주시는 기보다는

후기에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 ·후기

구간동안 꾸 히 시각 주의집 을 보인 역과 특정

구간 에 편 된 주의집 을 보인 역이 확연하게 구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사경로 분석을 통해 심

역에 한 의식 주시 패턴을 검토한 결과, 여러

역을 분산 으로 탐색한 구간(분산탐색구간)과 특정

역과 역 사이를 집 으로 탐색한 구간(집 탐색구

간)으로 구분되었다. 분산탐색구간은 실험 시작 후와 종

료 에 이루어졌고, 이 구간을 제외한 시간 에는 가까

이에 있는 역에 한 집 탐색 행 를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의식 주시와 뇌 반응은 어떠한 상 성을 갖는

지 알아보기 해 시각 주의집 상황에서의 뇌 주

의집 도를 분석하 다. 15∼16 구간에서 두엽

(Fp1, Fp2)과 두엽(F3, F4) 부 의 주의집 도가 모두

큰 수치로 높아졌는데, 이 시간은 「카운터&메뉴

역」에 한 주시가 본격 으로 이루어진 시간이며, 피험

자는「카운터&메뉴 역」에 해 23.87 라는 비교

긴 시간동안 높은 의식 주시행 를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체 실험 시간 의 기 구간 주의집 도가

후기 구간의 주의집 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

시 주의집 결과 기 시간 에 의식 주시빈도가 높

게 나타난 특정 역은 카운터&메뉴 역, 계단 역,

이동식 가구 역, 붙박이 가구 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성과 주의 집 력을 유지할 때 발 되는

SMR 의 뇌부 별 활성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카운

터&메뉴 역」과 「이동식 가구↔붙박이 가구

역」에 한 집 인 탐색이 이루어진 시간 와 「이미

지월↔ 티션 역」과 「카운터&메뉴 ↔사인 역」

에 한 집 인 탐색이 이루어진 시간 에 주의집 과

사고, 인지 등의 기능에 여하는 우측 두엽과 두

엽 부 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구운동추 기와 뇌 측정 기기를 활용한

실험을 수행하여 주시-뇌 데이터를 동시에 측정하 으

며, 이를 통해 공간의 심 역에 인간의 주의집 특성

을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공간 이미지에 해 실험을 수행하여 인간

의 잠재의식이 반 될 수 있는 공간디자인 방법론에

한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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