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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자는 시선 이동에 한 연구를 진행 하 다. 시선이동의 기 변수는 디테일이다. 연구 결과 디테일의

변수는 컬러, 농도, 비 등 다른 요인보다 시선 유입에 더 요하게 작동하 다. 한 사진의 피사체의 힘이 심의 힘을

압도했다. 주 피사체와 배경이 되는 톤의 농도의 차이가 강하면 시각 인 심이 주 피사체에 좀 더 유입된다. 주 피사체와

배경의 톤의 농도의 차이가 약하면 시선이 심부와 주변부로 다양하게 퍼져 나가게 된다. 주요 요인은 노출의 차이로 노출

의 차이가 심한 배경의 톤에는 시선이 거의 도달 하지 않는다. 피사체 사람은 주목 요인이 매우 높게 찰되었다.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는 사진은 다른 요인 보다, 비교 주목도가 얼굴에 집 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이 들어간 사진에 한 심과

기억 효과는 높았다. 성 인 것, 험한 것은 다른 요인보다 강하게 시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찰 되었다.

한, 시선의 이동은 피사체의 형태, 치, 밝기, 크기, 컬러, 패턴이 일정한 향을 미치고 있다. 즉 피사체의 종류 내용이

시선 이동에 가장 주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연구하 다. 한 디테일이 다음변수로 요한 요인이 된다. 그 외의 농도, 컬러,

치, 크기 요인은 차선 요인으로 찰 연구하 다. 이는 고사진에서 시선을 고정하거나 시선의 유도를 해서는 피사체

의 내용과, 디테일, 해상도 포커스 부분이 매우 요하다는 시사 을 가진다.

주제어 : 시각 주목도, 사진, 고사진, 이미지, 시각 충격, 컬러

Abstract We see many images every day, some of these images are stored in memory, and the majority are 

immersed in the unconscious world. Visual elements are seen by personal attention or by visual or biological 

attention factors. Specific and clear discovery of this visual attention has not yet been made. However, there is an 

interesting discussion of this visual attention in the fields of interior, design, visual perception, advertising, and 

psychology. Advertising photographers are expected to produce what their work will have on viewers and consumers. 

However, the adjustment of subject, exposure, color, or post-production, which could have a visual effect on the 

consumer, was determined only by the photographer's senses rather than the experimental verification. The 

advertisement photographs provide a specific image related to the object to be advertised and deliver a certain 

mess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image in a certain visual way.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re are two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visual impression of the viewer. One is the factor 

depending on the type and content of the subject and the other is the factor about the density and color of the 

sub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ful changes in the visual perception depending on 

the shape, content, color and tone of the subject, which can be called the main subject,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I will study some implications of visual elements through various analy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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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경  목적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이미지를 보는데 이러한 이미

지는 일부가 기억으로 장되고 다수는무의식의 세계

로 침잠한다. 시각 요소들은 개인 심요인 혹은 시각

, 생물학 주의요인에 의해 보인다. 이러한 시각 주

의에 한 구체 이고 명확한 발견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 시지각, 고, 심리학 분

야에서 이러한 시각 주의에 한 흥미로운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 고 사진가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이 감

상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향을 일으키도록 기 하며

제작을 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시각 향을 수 있

는 피사체, 노출, 컬러의 조 이나후반 작업의조 은실

험 검증보다는 오직 사진가의 감각에 의해 단 결정

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상자에게 시각 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2가지로 발 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

는 피사체의 형태와 내용에 따른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피사체의 농도와 컬러에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주 피사체라고 할 수 있는 피사체의 형태, 내용,

컬러와 톤의 변수에 따른 시각 인식에 어떠한 유의미

한 변화가 있는지를 시선 추 기를 이용해 실험 연구 하

고 다양한 사례를 분류 분석하는것을통해 시각 요소

들에 한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자는 자극

의크기와형태, 컬러, 밝기, 조, 특이함, 움직임 등을시

각 주의요인으로 지 하고 있다(Solso R L 2000)[1, 7].

사진가들은 주 , 감각 통제 방법을 통한 주의 요인

을 통해 사진 제작에 활용해 왔다. 이러한 방법은 사진,

이미지 제작 활용 있어서 지극히 제작자의 주

단에 의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작된 사

진에 한 실증 , 구체 효과입증은 사후 소비자 반응

이나, 설문을통해조사되어야했다. 본연구는 시선추

기를 이용해 무의식 인 인간의 시선이동을 찰, 연구

하는 것을 통해 객 이고 다양한 시각 이동을 연구하

다. 피사체의 형태와 컬러와 톤의 변화가 시선 이동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이것을 통해 시각에 어떤 향을

수 있는가에 한 기 연구라 할 수 있다.

2. 론적 경

2.1 시각 론

본다는 행 는 인간의 감각 행 가장 요하다.

부분의 연구자는 약 70% 이상의 정보를 습득하는 단

계로 매우 요한 감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시 감각은

시야각 1도 정도의 심와(fovea)를 심으로 사카드

(saccade) 운동을 통해 이곳 곳을 스캔한다. 이러한 정

보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통해 인식하는 단계를 거치

게 된다. 이러한재구성 인식의 과정에서, 기존의 정보즉

스키마(schema)의 향과 직 , 본능 시각 정보가

융합되고 재구성되어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

(Robert L. Solso 2000)[7-10]. 사진은 한 장면으로 구성

되어있으면서 비교 정교하게 바라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사진을 바라보는 반응 연구는 인간이 사물

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 연구로 의미가 있다 하겠

다. 우리의 은 자동으로 동공의 크기나, 색순응을 통해

노출과 컬러를 무의식 으로 시시각각 조 한다. 사진을

볼 때도 기본 작동체계는 그 로 작동하며 시각 혼

돈이나, 톤의 응, 게슈탈트 인식은 용된다. 실제로

많은 정보가 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의 심 통해

바라본 시선은 어떠한 자극에 민하게 작용하고, 어떤

지 으로 시선이 옮겨지는가에 한 논의는 이론 으로

뿐 아니라 실무 으로도그 효용성이크다. 이는 사진,

고, 인테리어, 상품진열, 디자인 등을 제작하는 제작자에

게 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진 분야에

상업사진, 고사진, 상품 패키지 사진 등에 있어서 시각

주목도, 선호도를 잘 제어하고, 이용한다면 제작물의

성과를 높이는 요한 지 이될 수 있다. 어떠한지 을

순간 으로 바라보게 하거나 오랫동안 주목하게 하는 것

을 통해 시각 충격(visual impact) 조정하는 것이 가능

하고 이러한 원리들은 고 제작, 교재개발, 상품 시, 인

테리어 구성 등 상업 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

2.2 빛과 색에 한 다양한 론들

색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반사되어온

빛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빛은 가시 선 범

(약 400nm~700nm)의 스펙트럼 장의 색을 말한다. 색

지각은 의 이러한 장 범 의 빛을 시신경(원추세포,

간상세포)이 받아들인다. 이를 인코딩(encoding) 하고

다시 뇌가 분석, 합성, 해석(decoding)하여 인식하게 된

다. 컬러는 크게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

(brightness)로 구분하여 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컬러

는 인간의 색 인지가 색순응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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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 문화에 의해 색의 느낌이 변경되기도 하며, 조명조

건에 따라 혹은 반사되는 반사율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하지만 차가

운 청색의 컬러가 심장박동수를 인다거나, 붉은색이

흥분과 자극을 다는 등의 일정한 연구 성과들을 가지

고 있다. 이는 컬러가 인간에게 공명(共鳴)하여 일정한

향을 수있다는 시사 을 가진다. 한 컬러를 사용

할 때 시각 정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은 이러한 색

연구의 요성을 반증한다. 이처럼 컬러는 즉각 인 인

상을 제공하고 이는 인간의 신체와 심리에 향을 수

있다. 색의 배열과 조화는 일정한 느낌을 만들 수 있다.

컬러는 정보 측면과 감성 측면에서인지능력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정보 측면을 살펴보면 흑백사진보

다 컬러사진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수 있다. 흑백

사진에서의 정보는 명도로만 표 되기 때문에컬러로 표

된 사진은 더다양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게된다. 이

는 정보제공의 우 를 할 수 있고, 이는 인지 에

서 더 많은 정보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감성 측면의 연구들은 색을 이용한 일

정한 균형에 한 논의다. 표 색상균형이론으로 유

사 비(색상환의 근 색을이용), 보색 비(색상환의 맞

은편의 색을 이용), 삼각 비(색상환의 정삼각형을 만드

는 색을 이용)가 가능하다. 이러한 유사 비, 보색 비,

삼각 비의 컬러를 이용할 경우 비교 안정 이고 조

화롭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드는 것으로시각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만약 이를 사진에 용한다면, 명도와 채

도에따른 배합 피사체의성격에따라일정한균형 지

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사진 주목에 일정한 향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3 트 곡

분트(Wundt Curve)의 연구에 따르면 각성 수 이 일

정 기간 넘어가면 이는 정 감각에서 부정 감각으

로 이동한다는 이론이다[21]. 에크블라트 G.F.Eckblad 의

연구에 따르면 복잡도에 따른 흥미도 는 복잡도가 은

것에서 증가를 하다가 일정 수 이상으로 증가하면 흥

미도가 낮아진다고 연구하 다. 이러한 결과는 보는 시

간에 따른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 장의 사진을 24인치 모니터를 통해 10 간

보도록 설계되어 한장의 사진을 충분히 볼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찰 시간에 한 다양한논의와 의견이 존

재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심와가 약 1

도~2도 정도이고 약 0.1~0.3 정도 주목을 할 경우 이를

응시 했다고 연구하고 있다(김지호 2017)[3]. 23인치 모

니터의 경우 약 40~70도 정도의 시야각을 가지게 된다.

10 는 충분히 사진을 찰하고 이에 한 흥미가 떨어

지는 것을 막기에 한 시간이라 단하 다.

Fig. 1. Wundt Curve[21].

2.4 아  트래킹

안구의 움직임을 통해 시각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

술을 말한다. 시각인식 센서를 이용해 측정하는 것을 시

선 추 (eye tracking), 혹은안구 추 이라 한다. 아이 트

래킹은 1878년 에 자발(Emile Javal)의 사카드운동

(saccadic eye movement; saccade)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을 읽을 때 이 하며 심이 있는 상으로

향하고 그곳에 머무른 것을 의미한다 (Robert L. Solso

2000)[7]. 1967년러시아 연구자 야버스(Yabus)는 이미지

분야 안구추 연구를 통해 특징을 확인하는 시간과 세

부 정보의 시간은 심에비례하며, 안구운동에 한 기

록은 찰자의 사고 흐름을 추 할 수 있다고 연구했다

(Robert L. Solso 2000). 1970년부터 시각인지 연구는 시

각 처리와 련된 심리학 이론과 함께 발 되었다. 이

는 고학, 심리학, 마 , 교육학, 디자인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김태용 2005)[14]. 시선

추 은 안구의 움직임을 추 해 인간이 사물을 보는 방

식, 심리에 한 측정과 이해를 돕는다(정재우 2018)[5].

기의 안구추 은 사진을 촬 해 기록하고 이를 분석했

다. 이후 1930-40년에는 머리에쓰거나, 착용하는 카메라

를 용하려고 시도하 다. 1970-80년 부터 컴퓨터와 상

호작용하는 방식의 기술들이 용되었고 2010년 이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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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래커 련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가 다양하게 개발

공 되면서 이에 한 연구가 증하고 있으나, 국내의

사진 이미지에 한 시선추 연구는 아직미미한 단계에

있다. 아이 트래킹은 무의식 인 시선을 추 을 통해 인

간의 시각에 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이미지를 찰하고 사후에 설문하는 것보다

비교 객 이며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에 그 의미가 있다.

2.5 지각 련 행연  

1996년 지상 외 1은 그림표 양식의 지각 결정요

인 지각이론에 기 한 그림 양식기술체계의탐색에서 그

림 표 양식과 심미 반응과의 계를나타내는 모형을

개발하 다[11]. 색, 형태, 깊이, 시 과 련된 16개의 지

각 특징을 근간으로 회화를 상으로 체계를 용

했다. 윤곽선의 표 , 체 색조, 색상 비, 밝기, 채도

붓 자국 크기, 명암, 시 표 에 따라 그림에 일정한 스

타일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 한다. 한 지각 특징에

기 한 그림표 양식의 심미 효과분석에서 그림의 지

각 속성을 16가지로 추출하고 이에 다른 심미 인상

을 분석하 다[12]. 표 양식을 규정짓고 이를 설계도처

럼 활용하면 변수가 많은 이미지의 구조를 악할 수 있

다고 보았다. 2004년 신수진외3인은 사진 상의 표 양

식 기술체계를 한 기법과 심미 인상의 계분석에서

주 피사체의 비 , 수, 치 카메라 치, 윤곽선의 선명

도, 피사계심도, 셔터속도, 조명의 확산성, 색의 채도,

비, 자의성. 사진 기법과 감성의연 성에 한 논의를 진

행하며 실험의 통제 어려움을 토로하 다[13]. 2005 한재

외 3인은 흑백 사진의 밝기와 비조 에 따른 감성의

변화에서 흑백사진에서 밝기가 어두워지면 부정 감성

유발 비가 극단 으로 낮거나 높으면 부정 감성 유

발을 연구하며 밝기와 톤이 감성 반응에 향을 다는

결론을 제시했다[6]. 2006년 정우 외3인은 사진의 시각

속성 평가와 감성반응의 비교를 통한 감성 모형 검증

에서 사진 색조 변화에 따른 지각 감성 차이를 실험

하 다[17]. 하지만 따듯한 색조는 반듯이 따듯한 감성을

유발하고, 차가운 색조는 반듯이 차가운 느낌을 유발하

지 않는다는 결과로 사진은 피사체 변수, 밝기변수, 컬러

변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모두 용될 때 감성 이

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 을 제시하 다.

2006년 정우 외 3인은 사진의 밝기, 비, 색조의 변화

가 감상자의 감성인상에 미치는 효과 밝기, 비 색조의

변화에 따른 감성효과를 실험하 다[18]. 2008년 김태용

은 회화 감상자들의시선이동탐구에서 18 의 회화작품,

26명의 감상자의 시선 이동 경로 확인하 다. 다른 요소

보다 인물 심의시선 이동을 확인하고 인물의 , 얼굴,

성기 부분이 시선 향력을 가진다고 연구하 다. 단순

한 기하학 모양이 아닌 실질 회화를 통한 용에 그

의미가 있다[14,16]. 2012년이윤정 이미지의 시지각반응

에 한 연구 이미지 요소 형, 컬러, 크기에따른 반응

의 수 차 검 연구에서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효과

커뮤니 이션을 한 방안 필요하다고 지 하 다

[19,20]. 2013년 박형주 외1인은 선호도높은 이미지의 최

라미터 범 연구하 다. 다이내믹 인지, 컬러, 콘

트라스트를 심으로 감상자가 선호하는 화질의 라미

터를 정량화하기 한 연구로 풍경 사진은 6~10스탑의

범 , 인물사진의 경우 존 6의 피부 색조를 선호하며, 인

물사진 풍경 사진 야경사진에 평균 RGB 값을 이용해

비 범 를 연구하 다. 이를통해 피사체의 종류 혹은 맥

락에 따른 선호도에 한 제한 을 제시하 다[4]. 2014

년 김은 외 2인은 인물사진의 피부톤 변화에 한 감성

반응 인물사진의 선호하는 피부톤을 연구하 다. 기본값

+ 2 JND(just noticeable difference) 드와 마젠타가 들

어간 피부톤을 선호하는 것으로 연구. 선호하는 피부가

컬러 톤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연구하 다[2]. 2016년

박태욱은 공간 조형요소별 지각자의 인지반응에 한 연

구에서 인지 효율을 높이기 한 공간 인식의 반응을 연

구했다. 인지 반응은 컬러, 입체, 문자, 형태의 순으로 나

타난다고 연구했다[15]. 다만 지각자의 특성에 따른반응

의 우월성에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인지 특성이 존재

하는 을 제안하고, 컬러와 입체가 인지 효율을 높이는

요한 변인으로 연구하 다[15]. 2018년 정재우 시선 추

기를 통한 TV동 상 시청자의 시각반응 연구 동 상

에서 시선 집 시간은 30 로연구했다. 20 의 경우 문

자보다 이미지 반응이 높고, 요한 상은 심부에 배

치, 심다음은 좌측으로연구했다[5]. 본 연구는 사진이

미지에 있는 시각 요소가 시각 주목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로 이에 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

족하다. 하지만, 사진 심리 조형 요소, 그림을 통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시

선의 유입은 자신의 심, 목 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작용할 수 있다. 즉자신의 목 성에 따라 바라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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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심부에 시선이 집

되고 그림에서 인물은 시선을 유입하는 요한 요인임

을 밝히고 있다. 한 이미지의 컬러와형태에 따른 요소

들이 람자에게 일정한 시각 , 심리 향을 만들어

낸다고 연구한다. 다만 선행 연구는 사진이 아니라 그림,

일정한 실의 형태라기보다는 기하학 , 선, 면을 통

한 실험이주를이루고있다. 사진처럼컬러와 톤, 형태가

종합 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어떠한 향일 미치

는가에 한 실증 이고 구체 연구는 부족하다. 물론

이러한 이유는 실험의 통제가 어렵다는문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의 패턴에

한 일정한 규칙이 있는지를 시선 추 기를 통해 찾아

보고, 이러한 규칙과 방식에 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탐

색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진은 실로 무나 다양

한 변수가 존재한다. 사진에는 피사체의 종류와 형태, 크

기, 노출, 컬러, 구도에 따른 일정한 상 계에 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 계를

악하기 한 사진의 시각 주목도에 한 기 연구

로 다양한 변수를 제공하고 이에 한 시선에 한 흐름

과 경향을 추 하여 찰하여 실제로 시선의 이동이 사

진에 어떻게 용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 다.

3. 연  제  실험 계

본 연구는 다양한 시각 요소들을 분류하고 요소들

에 따른 시각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본 연구자는

피사체의 내용에 따라 시선의 이동과 기억 효과에 유의

미한 향이 있을 것으로 상하 다. 한 피사체의 선

명한 정도와 톤이 시선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확인하

고자하 다. 이를실험 상자를 통해설문하고, 실제 시

각 주목도에있어서차이가 생기는지를확인해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아이트랙커를 이용해 사진을 감상하는 사람의 시선이동

패턴과 시간 그리고 사진의 선호도를 조사해 사람들의

은 어떤 부분에 심이 있고, 심을 가지는 부분은

일정한 패턴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과 사

진의선호도와는어떠한 련이있는지를검증하고자한다.

3.1 연  가

1. 사진에서 시선의이동은 구텐베르크의 독서 력이

론처럼 왼쪽에서 오른쪽 에서 아래로 이동할 것

이다.

2. 시선의 이동은 이 맞은 부분에서 머물고,

이흐린 부분으로이동에는부정 향을 것이다.

3. 피사체 톤과 배경 톤과 비는 시선이동에 일정한

향을 것이다.

4. 피사체 내용(성욕, 식욕, 안 욕구를 자극하는)이

시각 주목과 기억에 향을 것이다.

3.2 실험 계

본 연구에 사용된 사진은 500픽셀(https://500px.com)

에서 선정하 다. 500픽셀은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로 사

진 련 문가혹은 취미로 사진을 하는 사람들 모두사

용하는 비교 규모가 큰 사이트다. 2009년에 토론토에

서 설립되어 195개국 1500만명 이상의 사진작가의 사진

작업이 업로드 되어있다. 본 사이트에서 사진을 선정한

이유는 많은 국가와 사람들의 사용으로 다양한 사진을

선정하기 유리하다고 단하 다. 한 이곳에는 다양한

수 의 사진이 존재하는데,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편집

자가 일정한 수 이상의 사진으로 단하고 고른 사진

(editors’ choice)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 다. 이

는 본 연구가 상업 활용에 한 심이 있기때문에아

마추어 사진보다는 일정한 수 이상의 이미지를 이용

하는 것이 하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실험할

사진의 선정을 500픽셀 닷컴에서 편집자가 선정한 사진

연구자가 이를 다시 본 실험에 합한 실험물로 이

선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선정한 내용은 크게 컬러사진,

흑백사진으로 구분된다. 이 부 맞은 사진, 일부는

이 흐린 아웃포커스 사진, 남자가 들어간 사진, 여자

가 들어간 사진, 노인이 들어간 사진 어린이가 들어간 사

진, 험한 상황의 사진, 성 사진, 식욕을 자극하는 사

진, 풍경 사진, 정물 사진, 음식 사진, 건물 외 사진, 환

상 분 기의 사진, 추상 사진, 피사체와 배경이 비

가 강한사진 그 지 않은 사진등 다양한 찰지 을확

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하 다. 실제 활

용되는 사진 60장을 피실험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를 통해 요인을 역 추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시사 을 찾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에 언 한 사

진의 시선이동, 에 한 향, 배경과 피사체에 한

향, 피사체의 내용과 시선의 계를 심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는 시선추 장치를이용하여AOI(Area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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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를 측정하는 것을 통해 찰하 다. 동공의 크

기 변화와 시선이 머물러 있는 시간의 평균값을 확인하

는 것을 통해 일반 인 선호도를 시선의 움직임을 기반

으로 찰 실험해 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선 추

장치는 gazepoint사의 GP3 HD Eye tracker 150Hz를 이

용하 다. 한 분석소 트웨어는 gazepoint사의 문가

용 분석 로그램을 이용하 다. 연구자가 사용한 아이

트 커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 60Hz or 150Hz sampling rate
• 0.5-1.0 degree of visual angle accuracy
• 5- or 9-point calibration
• Open standard API
• 35cm (horizontal) x 22cm (vertical) movement
• ±15 cm range of depth movement
• Compatible with 24″ displays or smaller

Table 1. GP3 HD Eye tracker 150HZ 

실험물의 제시 순서는 모든 실험자에게 일정하지 않게

제공 하 다. 모니터는 23인치캘리 이션이(calibration)

된 애 시네마디스 이 23인치 문가용 모니터를 이

용하 다. 모든 실험자는 실험하기 아이트 커 캘리

이션을 통해 9포인트 시선 캘리 이션 결과를 측

정 후 실험하 다. 아이트 커 캘리 이션이란 시선이

9포인트에시선이 히 들어가는지를 실험 상자와 연

구자가 직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캘리 이션이 잘

안된 경우는 캘리 이션을 재실시하고 결과가좋을 때

까지 반복하 다. 실험자에 따라 최 2번까지 캘리

이션을 한 경우가 있었다. 1개의 사진 실험물은 각 10

의 노출 시간을가졌다. 사진 60장을 10 간 제공해주고,

시선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모든 사진은 랜덤한 순서로

노출하고 시선 추 을 하 다. 시선 이동실험 후 기억에

남는 사진을 질문하고 이를 기술하는 조사를 병행 하

다.

3.3 실험 결과. 

실험은 24명의 사람의 데이터를 취합하 다. 남자 19

명 여자 5명, 나이 모두 20 반으로 진행하 다. 본

결과에서 보인 컬러의 들은 사람마다 시선이 머문 자

리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Fig. 2. Test picture 1

Fig. 3. Test pict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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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Test picture 3

Fig. 5. Test picture 4

우선 흑백 풍경 사진은 앙 부분을 심으로 다양한

디테일을 찰하는것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사

진 3처럼 질감으로 표 된 부분으로 시선이 유입되고 질

감이 없는 곳은 시선이 유입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사진 4에서볼 수있듯이 컬러사진에도같게 용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피사체가 정물이든 풍경이든

동일하게 용되는것을 볼 수 있다. 디테일이 있는 곳은

시선이 가지만 디테일이 없는 곳은 색채 유무와 상 없

이 시선이 가지 않았다.

추상 패턴은사진 5처럼일정한형태를보인 사진은

심부에 시선이 집 되고 주변으로 시선이 퍼지는 경향

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진 6처럼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다른 경우 디테일이 복잡한 부분으로 시선이 쏠리는 것

을 볼 수 있다. 화면에 심에 일정한 힘이 있는 것은 사

실이지만, 심의 힘보다는 디테일의 힘이 시선에 더 큰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비슷한 패턴이라고

단하면 시선 유입이 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Fig. 6. Test picture 5

Fig. 7. Test picture 6

사진 7의 경우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 심에 시

선이집 되고 주변으로 퍼지는경향은사진 5와 같게 나

타났다. 사진 8의 경우 죄측 하부를 찰하면 동일한 패

턴은 시선 유입이 었다.



지 복합연  제17  제3420

Fig. 8. Test picture 7

Fig. 9. Test picture 8

일반 으로 추상 물체 혹은 같은 패턴은 심부에

시선이 집 될 가능성이 높으나, 디테일이 달라지는 지

을 만들면 그 부분으로 시선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한, 보는 사람이 일정 부분을 동일한패턴으로 인

식하면 격하게 시선의 유입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사

진에 있어서 독서 력이론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는 결과를 말한다.

사진 9의경우 배경이 거의 완벽한검은색으로 되어있

다. 이에 배경으로의 시선의 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0. Test picture 9

Fig. 11. Test pict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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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est picture 11

이에비해 사진 10의 경우는 어린여자아이 주의로 잔

디의 디테일이 어둡지만 보이는 사진이다. 이처럼 디테

일의 유무에 따라 시선의 유입이 조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즉 디테일이 있다고 단되면시선 유입이 있

지만 그 지 않다고 단하면 시선 유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회화에서 인물 선호를 한다는 선행연구처

럼 사진 10,11처럼 인물의 얼굴에 한 시선의 집 도는

다른 부분보다 매우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2의 경우 주변이 아웃포커스 되어 주변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사진이고 사진 13

의 경우 주변이 아웃포커스 되어 있지만 사진12 보다는

일정한 부분들은 인지 가능한 부분의 사진이다. 이러면

아웃포커스가 되어 있어도 그곳이 어떤부분인지를 인식

할 수있는경우라면시선이이동 고정되는 시간일 길

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14의 경우 앞부분의 사람과 함께 뒷부분의 여자

2명이 일정 부분 흐리게 표 된 사진의 경우라도 얼굴로

인지되는 부분에시선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있다. 반면

사진 15의경우 모든 지 에 이잘 맞은사진으로 시

선의 흐름은 심 부분에 일정 부분 집 되기는 하나 다

양한 부분으로 시선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한, 사진 9에서 보인 검은 부분에 시선이 미치지 않은 것

처럼 사진 15는 외각 부분의 흰색 부분에도 시선 유입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포커스와 시선과의 계는 포커스가 아웃되어도 인

지될 수 있는 정도의 흐림이 있는 경우 시선이 이동하여

정보를 습득하는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역을 넘는 경

우 시선 유입이 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역으로

디테일이 있는 지 은 일반 으로 시선이 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13. Test picture 12

Fig. 14. Test picture 13



지 복합연  제17  제3422

Fig. 15. Test picture 14

Fig. 16. Test picture 15

사진16은여성으로추정되는다리가노출된사진이다. 이

사진은 외부 디테일이 구분될 수 있고 록색 풀로 인지

되는 사진이다. 이럴 때 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사진 10

처람 심부와 주변부에 시선이 조 더 충실하게 퍼지

는 것이 일반 이다. 하지만 사진 16의경우 시선이 다리

부분, 성기 부분, 라 고의 얼굴 부분에 집 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성 이 요인에 따라 시선이 집 된 결

과라 볼 수 있다. 이에 성 요인이 시선에 강한 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시선은 성 인 부분에 시선이

집 되며 흥미로운 지 은 성 요인은 다른 요인(디테

일, 컬러, 포커스)들 보다 앞서는 것으로 찰되었다.

사진 17의경우화재장면의사진이다. 이사진의 결과

는 매우 흥미롭다. 이사진은 높은 비 이 창문에시선이

유입된다는 지 이다. 창문의 패턴은 비교 유사한 모

양으로 앞선 사례에서는 크게 시선이 유입될 부분이 아

니고, 심지어창문 부분은 비교 어두워시선 유입이 증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불 앞쪽에 소방 으로 보

이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인다. 일반 으로 사람에

한 심이 높다면 소방 과 일정한 밝기를 가지는 불에

집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선이 창문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 집 된다는 지 이다. 이는 일반 인 시선의 이동

과는 배치된다. 이는 험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창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

으로 단된다.

Fig. 17. Test pictu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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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est picture 17

사진 18의 식욕을자극하는 요리 사진의 경우 앞선 일

반 상황과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찰하기는 어

려웠다. 심부와 디테일이 있는 지 을 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9. Test picture 18

Fig. 20. Test picture 19

사진을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60장의 경우 6

명 이상 기억한 사진은 총 4장으로 사진19이다. 특이한

은 모든사진에 사람이 등장한다는 지 이다. 물론 5명

이 기억한 사진의 경우 풍경 사진이 그 뒤를 이었다. 하

지만 체사진 60장 29장이 사람이들어간 사진인 것

에 비해서도 사람 사진에 한 기억이 높은 것을 확인하

다. 다만 기억이 나는 사진의 경우 그것이 꼭생물학

욕구(성욕, 식욕, 안 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집

되지는 않았다. 다만 생물학 욕구를 자극하는 남녀의

사진, 공격 표정을 지은 흑백의 남자사진은 기억 효과

에 일정한 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찰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번 사진에서 시선의 이동은 구텐베르크의 독서 력이론

처럼 왼쪽에서 오른쪽 에서 아래로 이동 하는 것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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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되었다. 시각운동의 경우 심부의 탐색 혹은 본능에

따라 처음 이들어온 부분을 일부 탐색하고, 그 부분으

로부터 빠르게 탐색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때로는 일부

분을 탐색하고 이를 빠르게 단해 내는 능력이있다. 그

래서 같은 패턴은 디테일이 있어도 시각 으로 부를

보지 않고 인식을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시선이동의

가장 기 변수는 디테일이었다. 디테일의 변수는 디

테일이 있는 지 즉 디테일 있다고 생각하는 지 은 시

선이 가고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은 시선이 가지 않는다.

이는 컬러, 농도, 비 등 다른 요인보다 시선 유입에 더

요하게 작동하 다. 구텐베르크의 독서 력이론에서

밝힌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이동하고 에

서 아래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은 주요한 피사체가 있는

사진에서는 그 로 용되지 않았다. 한 사진은 피사

체의 힘이 심의 힘을 압도했다. 하지만 추상 사진이

나, 패턴의 사진이라면 일반 으로 심의 윗부분에 시

각 심이 존재하고 이에 한 심이 있었다.

연구가설 2번 이맞은 부분에서 이 흐린아웃

포커스 부분으로는 시선의 이동에 부정 향을 다는

내용은 확인되었다. 즉 아웃포커스가 일어난 지 은 디

테일이 부족해지고 이곳으로 시선 유입에일정한 제한을

주게 된다. 선명한 부분을 선명하지 않은 부분보다 집

해서 보게 된다. 아웃포커스가 되어있어도 일정한 인식

가능한 디테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시선이도달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다만 흐린 부분이내용을 인식 가능한

정도의 흐림이라면 시선이동에 부정 향을주는 향

력이 비교 축소되고 있다.

연구가설 3. 피사체 톤과 배경 톤과 비는 시선이동

에 일정한 향을 다는 확인되었다. 사진은 톤이 없는

부분은 시선이 가지 않고 톤이 있는 부분을 보게 된다.

주 피사체와 배경이 되는 톤의 농도의 차이가 강하면 시

각 인 심이 주피사체에 좀 더 유입된다. 주 피사체와

배경의 톤의 농도의 차이가 약하면 시선이 심부와 주

변부로 다양하게 퍼져 나가게 된다. 사진에서 주 피사체

와 배경의 컬러 차이가 크면 주 피사체의 심이 높아진

다. 가장강한 요인은 노출의 차이로노출의 차이가 심해

배경의 톤이 완 히 사라지면 시선이 거의 도달 하지 않

는다. 이는 노출의 차이가 심해지면 디테일도 사라지기

때문으로 단된다.

연구가설 4번의 피사체 내용(성욕, 식욕, 안 욕구를

자극하는)이 시각 주목과 기억에 향을 것이다.

피사체 사람은 주목 요인이 매우 높게 찰되었다.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는 사진은 다른 요인 보다, 비교

주목도가 얼굴에 집 되는 경향이 있다. 성 욕구, 안

에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 시선에 일정한 향이 있었다.

하지만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 사진의 경우는 시선의 이

동에 특이 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피사체가 성 인 욕

구를 자극할 경우 시선 집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욕

구를 자극하는 사진이 기억 효과에 용되는가는 밝히지

못했지만, 사람이 들어간 사진에 한 심과 기억 효과

는 높았다. 성 인 것, 험한것은다른요인보다 강하게

시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찰 되었다.

한, 시선의 이동은 피사체의 형태, 치, 밝기, 크기, 컬러,

패턴이 일정한 향을 미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어

느 하나가 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

으로 강도가 높은 부분이 우선하여 용된다고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본연구자는 특정 피사체의힘이형태, 디테

일, 농도, 컬러, 치, 크기보다 앞서는 요인으로 연구하

다. 즉 피사체의 종류 내용이 시선 이동에 가장 주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연구하 다. 한 디테일이 다음변

수로 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외의 농도, 컬러, 치, 크

기 요인은 차선 요인으로 연구하 다. 이는 고사진

에서 시선을 고정하거나 시선의 유도를 해서는 피사체

의 내용과, 디테일, 해상도 포커스 부분이 매우 요하다

는 시사 을 가진다. 후속 연구로 주요인인 다양한 피사

체의 힘이 어떨 때 주목도에 더욱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와 차선 요인인 농도, 컬러, 치, 크기 어떠

한 요인이 이미지의 시선에 더 많은 향을 주는지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보는 행 즉 정보의 입력이

없다면 인식도 없고 기억도없다. 이에 본 연구는사진을

이용해 입력단계인 시선 정보에 한 연구를 시도한 의

미 있는 연구로 다양한 시선 연구의 발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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