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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ceived outdoor advertisement clutter and visual search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street improvement projects was investigated. Background: To determine the perceived clutter we examined the edge density and the 
search efficiency as a measure of subjective visual complexity of scenes that were the execution of the improvement project for the out-
door signboard in Seoul, as well as the difference of eye movement pattern. Features of their scanpath with respect to various saccade and 
fixation parameters were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they behaved with eye movement strategies. Method: 30 Viewers looked at 
images of outdoor advertisement as their eye movements were recorded using an infra-red recording technique (Tobii x60) during perfor-
mance of visual search task. The edge density was measured to be determined for complexity of signboard and precisely quantitatively 
specified. Results: The Longer latencies for previous scenes resulted from a greater fixation count and longer scanpath length needed to 
locate a target. The results indicate quite clearly that perceived visual clutter correlates with search performance in scenes as assessed both 
by response time and by eye movement metrics. Conclusion: Eye movements helped corroborate increased visual search efficiency of the 
new outdoor signboards under visual search tasks. The signboards before the street improvement projects produced more fixations with 
longer scanpath length, which meant more difficult searching.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uld be applied to design various 
kinds of sign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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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

만 현재 설치된 옥외광고물들은 개인 소유의 사유 재로서 
광고 소유주의 목적에 따라 시각적 주의를 끌기 위한 것에

만 치중하였다. 그리하여 효과적인 정보 전달기능과 광고 
효과, 광고물이 위치하게 되는 장소와 주변환경에 대한 고
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제작과 
규제방침을 설립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각적 구성요소에 대
한 수용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광고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보 전
달 효과성을 분석하는 사용자 중심의 효과 측정이 요구된

다. 
광고 혼잡(Advertising clutter)은 한 매체단위(vehicle)

안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집 정도를 의미한다(Ha, 
1996). 혼잡도를 측정하는 방법(Method of evaluating 
clutter)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수용

자에게 명목 척도(Nominal estimation)로 이루어진 설문

을 통해서 평가하거나, 연구자 등이 규정한 주관적인 
논리로 구분하는 방법(Subjective clutter ratings), 마지막

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접근법으로 Matlab 등의 연산프

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Computational approaches) 이다. 
광고 혼잡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혼잡도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지각한 혼잡(perceived advertising 
clutter)이라는 것은 한 매체 속의 광고 수량에 대해 수
용자가 과도하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Speck & El-
liott, 1997).  
주의(attention)란 사람에게 주어진 자극을 인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신적 노력의 양을 뜻하며 방향성과 
강도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Duchowski, 2007). 광고 
효과에 있어서 최초의 시각적 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각적 주의가 제시된 자극에 대한 지각
(perception)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그 이
후에야 모든 유형의 인지처리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Liu, Pestilli, & Carrasco, 2005; Reynolds, Pasternak, & 
Desimone, 2000). 결과적으로 시각적 주의를 측정하는 



 

 

것은 광고 효과성(Advertisement Effectiveness)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시각적 주의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시선 추적(Eye-tracking) 기법
은 시각자극을 측정하여 광고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이처럼 시각적 주의를 
측정하는 것은 시각 자극의 효과를 검증하는 가장 기
초적인 요소로 활용된다(Lohse, 1997).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옥외 광고에 시각적 주의를 기울이는지의 여부
를 시선 추적기(eye-tracker)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전·후 실제 

가로 사진에서 시각 탐색 행동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고 탐색과업 성능을 비교하여 사용자가 인지하

는 혼잡도를 도출하였다. 옥외광고물을 시각 지각 대
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인간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서

울거리 사업을 비롯한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서 광고 
수용자가 지각하는 시각적 혼잡도에 관하여 고찰하였

다.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광고 수용자의 안구 운동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사업 전•후의 시각 탐색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2. Method 

본 연구에서는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이 시각 탐색 과업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험자의 
눈의 움직임의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큰 글자가 판독

성(legibility)이 뛰어나지만 그 글자가 놓여지는 상황

(context)에 따라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수용자가 인식하

는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나아가 개별적 시각적 요소의 개
선이 전체적인 혼잡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시각 영역 안의 모든 광고물에 사용된 글자의 크기가 커지

고, 옥외 광고물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시각적 혼란, 즉 
혼잡도는 증가하여 그것을 수용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광고물의 정보 탐색이 어려워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외 광고물에 사용된 글자의 크기와 색, 서체의 변화 등 
단편적 시각적 요소만을 고려하지 않고, 총체적인 실제 환
경에서 변화한 옥외 광고물 사진을 독립 변인으로 사용하

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옥외 광고물

이 그것을 인지하는 사용자의 시각적 주의를 집중하기 위
해 가능한 크고 화려한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 전체적인 가
로 환경에서는 혼잡도를 증가시켜 시각적 주의를 이끄는 
것을 방해하고, 상호를 탐색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친다고 가설 설정을 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2.1 Subjects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경관 및 가
로 환경 디자인 정비 시험사업이 진행된 8곳(Table 1)의 
옥외 광고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들 8곳의 개선사

업 전•후의 모습은 Figure 1과 같다. 
 

Table 1. List of subjects  

Code Location Project title 

EP Tongil-ro, 
Eunpyeong-gu Design Seoul Street II 

IS Baekseok-dong, 
Ilsandong-gu Beautiful outdoor signage street 

BP Banpo-dong, 
Seocho-gu Masterpiece of street build 

BS Gonghang-ro, 
Gangseo-gu Design Seoul Street II 

GA Gwanak-ro, 
Gwanak-gu Design Seoul Street I 

GJ Neungdong-ro, 
Gwangjin-gu Design Seoul Street II 

HJ Deogyang-gu, 
Goyang-si Beautiful outdoor signage street 

 

Figure 1. The before scene and after scene of subjects(EP before, 
EP after, IS before, IS after, BP before, BP after, BS before, BS 
after, GA before, GA after, GJ before, GJ after, HJ before, HJ 

after) 
 

2.2 Hypothesis and variables 

옥외 광고물에 사용된 글자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
정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 실제 사용자가 경험하게 되
는 가로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

하였다. 귀무 가설은 ‘사업 전•후의 동일한 상호 찾기 



 

 

과업에서 탐색성능 차이가 없다’ 이며, 대립가설은 ‘사
업 전•후의 동일한 상호 찾기 과업에서 탐색성능 차이

가 있다’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 변수는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 전•후 이며 종속변수는 과업을 수행

한 반응시간과 응시 횟수, 응시지속 시간, 주사경로 길
이, 도약 진폭 네 가지로 이루어진 눈의 움직임 측정 
척도이다(Table 2).  

 

Table 2. Summary of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Before outdoor advertising renewal, or after 
outdoor advertising renewal

Dependent  
variable 

Reaction time(Rt) Rt=tl-ts 
Fixation count(Fc) Fc=n 

Fixation duration(Fd)  
 

Scanpath Length(SpL) 

Saccade Amplitude(Sa) 

 
반응시간(Reaction time; Rt)은 첫 번째 응시가 일어난

시간으로부터 마지막 응시가 종료된 시간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응시 횟수(Fixation count; Fc)는 응시 점의 개
수(Number of fixation)이다.응시 지속시간(Fixation dura-
tion; Fd)은 응시 시간의 총 합을 응시 횟수로 나눈 값
으로 ms 단위로 측정한다. 주사경로 길이(Scanpath 
length; SpL)는 피험자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시
선이 도약한 거리의 총합이다. 즉 응시 점들을 연결한 
선, 주사경로 길이의 총합이다. 두 응시 점의 좌표로부

터 거리를 계산하며, 단위는 픽셀(pixel)이다. 도약 진폭

(Saccade Amplitude; Sa)은 주사선의 총 길이를 응시 횟
수에서 하나를 뺀 수치 즉 도약 개수로 나누어 계산한

다.  
 

2.3 Participants 

피험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 대 남자 20 명 여자 
15 명 총 35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서
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며 양안 모두 교정 시력 0.7 이
상의 평균연령 23.47 세의 대학생들이다. 
데이터 수집에 있어 충분한 값을 제공하지 못한 5 

명을 제외한 총 30 명(남=17, 여=13)의 데이터만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4 Equipment and experiment environment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선추적 장비는 ‘Tobii X60’로 
책상 위에 설치 된 적외선 카메라로 녹화된 눈의 움직

임을 분석하는 방식(Table-mounted video-based eye track-
er)이다. 안구에 반사된 적외선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통하여 눈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안구 움직임을 자
동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선
추적 장비는 모니터 하단에 위치하여 피험자의 몸에 
부착하는 형식(안경 형태나 머리에 착용하는 헬멧에 
부착하는 형식)에 비하여 피험자에게 자연스러운 실험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턱 고정대
(chin rest)를 사용하지 않고 제공되는 보정 프로그램으
로 환경을 설정한 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머리의 움
직임을 허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피험자가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실험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Tobii X60 의 데이터 기록 속도는 60Hz 이다. 실험에
서 사용된 모니터의 사양은 가로 1240pixel 세로 
1028pixel, 해상도 96 dpi, 크기는 17 인치 이다. 모니터
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면 직접 키보드를 조작하
여 다음 과제를 부여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Daum.com)에서 제공하는 로드 뷰(road view) 서비스에
서 화면얻기를 통하여 대상 지역의 사진을 준비하였으
며, 포토샵(Adobe Photoshop CS3)을 이용하여 옥외 광고
물 개선 사업 전•후 동일한 건물 크기가 되도록 사진
을 변형하였다. 

 

2.5 Experiment procedure 

피험자들은 화면 중심에 위치한 상호명을 사진에서 
찾는 8 개의 짧은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험자는 과제 
수행에 앞서 시선추적기를 비롯한 주어진 실험 환경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목적이 없는 탐색을 수행하였다. 과
업에서 사용하는 사진과 유사한 거리의 사진 6 장을 
각 3 초 동안 주시한다. 피험자는 자유롭게 거리 풍경
을 관찰하고, 3 초가 지나면 화면은 자동적으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간다. 

다음으로 주어진 슬라이드에 표기된 검출해야 하는 
상호 명을 본 후 짝을 이루는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
여 탐색 과업을 수행하였다. 주어진 상호 명을 찾으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는 키를 눌러 직접 다음 과제로 
이동한다.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8 개의 장소에
서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 전•후, 16 장의 사진을 무작
위로 제시하였다. 실험 종료 후 마지막 시선 고정 위
치를 통하여 응답 결과를 확인하였다. 

 

2.6 Analysis procedure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 전•후, 탐색 과업 성능을 비
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빨리 수행하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반응 시간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과업 수행 중 
기록된 눈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탐색 효율을 비교하였
다. 



 

 

데이터 수집은 Tobii 사의 상용 분석소프트웨어(Tobii 
Studio10.0)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 전•후 과업 성능 비교를 위하여 과업 완료 시간
과 안구 운동의 항목별 종속 변수에 대한 평균값 차이
를 점증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17.0)을 이용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
다. 

3. Results 

3.1 Hypothesis test 

각 변인 별로 나타난 개선 사업 전•후에 따른 분산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001 에서 모든 변수는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서 귀무가설은 기
각되었다. 주어진 상호를 찾는 탐색 과업에서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 후 상호 명을 검출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으며 옥
외 광고물 개선사업 후 반응시간(Rt)은 사업 전 반응 시간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 후 응시횟수(Fc)는 감소하였으며 

사업 전의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피험자는 
적은 수의 응시로 과제를 검출하였다. 
반면 사업 후 응시 지속시간(Fd)은 사업 전의 값보다 증

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
선 사업 후 전체 과업에 소요된 시간은 줄어들었으나 응시

에 소요된 시간은 사업 전에 비해 길어진 것으로 피험자가 
사업 후 탐색 과업에서 정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

한 것이다.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 후 주사경로 길이(SpL)는 사업 전

의 값보다 줄어들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사경로 길이가 감소한 것은 시선이 움직인 거리가 짧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선 사업 후 과업 성능이 더 효
율적임을 알 수 있다. 
주사경로의 전체적 거리는 과업에 소요된 시간가 비례한

다. 따라서 주사거리의 효율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
하여 응시와 응시 사이의 거리 즉 도약 진폭(Sa)을 측정하

였다.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 후 도약 진폭은 사업 전의 값
보다 작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2 Search efficiency 

탐색 성능 비교를 위한 시간적 분석에 있어서 옥외 광
고물 개선사업 후 과업에 소요된 시간(Rt)은 짧아졌고, 개
선사업 후 응시 횟수(Fc)는 감소하였다. 응시 횟수는 사용

자가 탐색해야 하는 자극물의 개수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적은 응시 횟수로 탐색 과업을 수행했음은 개선 사업 후
의 탐색에 걸린 시간은 줄어들고 탐색 효율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개선사업 후 응시 지속시간(Fd)은 증가하였다. 이는 개

선사업 후의 탐색 과업에서 상호명을 검출하기 위한 탐색 
시간은 개선사업 전 보다 짧아지고 광고물의 텍스트의 정
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선 사업후의 정보전달 효과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탐색 성능 비교를 위한 공간적 분석에 있어서는 주사경

로의 길이(SpL)를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 피험자의 시선 
움직임(scanning behavior)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정보탐

색 과업에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주사경로는 적은 응시 
개수로 목표물 사이를 직선으로 이동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 전•후의 탐색 과업의 효율성

을 비교하기 위하여 주사경로 길이를 도약 개수로 나눈 
도약진폭(Sa)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 개선 사업 이후 
시각 탐색 과업에서 주사경로의 길이는 짧아 졌으며, 주
사경로의 평균 값인 도약 진폭 역시 짧아졌다. 따라서 옥
외 광고물 개선사업 이후의 탐색 과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
각 혼잡도가 낮은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 이후의 탐색 과
업에서 응시회수는 감소하였으며, 탐색에 소요된 주사경

로 길이도 짧아졌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 후 가
로의 입면에서 탐색 과업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Table 3.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 

 Before After 
F(1,478)*

 μ sd μ sd 

Rt(ms) 4910.242 7210.308 2735.929 2780.467 19.00
Fc 18.838 25.637 9.650 10.535 26.37 

Fd(ms) 308.191 118.619 426.413 339.335 25.96
Spl(pixel) 3478.377 4745.296 1772.592 2484.081 24.34

Sa 202.815 69.694 181.131 71.486 11.32
*p<.001



 

 

3.3 Perceived clutter 

탐색 시간은 주어진 화면에 표시된 선택지의 개수에 의
존하게 된다(Wolfe, 1998). 개선사업 후 탐색 과업의 반응 
시간이 짧아진 것 것은 사용자의 시선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개선사업 전에 비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더 
복잡환 거리 경관에서 탐색 과업에 걸린 시간은 더 길다. 
따라서 탐색 과업성능의 비교를 통하여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 후 사용자가 인식하는 혼잡도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으로 줄어든 혼잡도를 정량적으

로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서리 도(edge 
density)를 측정하였다. 각 대상 사진의 모서리 도는 
Matlab 에서 Canny edge detector(pixels)를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Low threshold=0.11, high threshold=0.27, sigma=1). 이미

지 분석 방법은 실험에 사용된 사진 16 장을 먼저 
Gaussian filtering 처리 후 Canny edge detector 를 사용하여 
모서리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모서리의 길이를 pixel 단위

로 합산하여 전체 사진 (가로 1240pixel 세로 1028pixel)에
서 차지하는 비(%)를 구하였다. 이때 색에 대한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이후 모서리 
도값은 4.787%로 사업 전의 5.212% 보다 감소하였다. 

Figure 2. Comparison of edge density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 전•후의 사진을 시
선 추적 기법을 통하여 사용자가 인지하는 혼잡도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 시행에 따른 정량적인 혼잡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가로 사진의 모서리 도

를 계산하였으며 사업 후 혼잡도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지각한 혼잡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탐색 과업을 설계하여 과업 중에 발생하는 눈의 움직임을 
기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으로 사용자가 

지각하는 혼잡도의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2)옥외 광고물 개
선사업이 시각 탐색 과업의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였다.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 이후 사진에서 탐
색 과업 반응 시간이 더 짧았으며 응시 횟수는 감소하였다. 
사업 후 반응시간이 감소한 것은 개선사업 후 동일한 가로 
사진에서 수행한 과업의 난이도가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사경로 길이와 도약 진폭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개선 사업 이후 탐색 과업에서 효율적인 탐색 작업이 이루

어 졌으며 탐색 과업 성능은 향상되었다.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 후의 사진에서 소요된 응시 지속시간은 감소하였다. 
이는 광고물의 텍스트 정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험자들은 개선 사업 이후의 사
진에서 더 오랫동안 옥외 광고물에 시선을 고정하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였다. 시선 고정이 일어난 응시에서만 시각 
정보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선 사업 이후에 광고 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결론 낼 수 있다.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은 공공기관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크기와 개수의 제한에 
따라 사업에 대한 광고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위치, 수량, 형태 크기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혼란

스럽게 뒤섞여서 있는 실제 사진의 옥외 광고물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크기, 색상, 형태, 재료 등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하여 일반화 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
용자들의 실제로 인지하는 지각적 수준을 시선추적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옥외 광고물 개선사업 전•
후 사진을 탐색하는 과업을 바탕으로 시각적 자극에 따른 
반응을 측정하고 탐색 성능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지각하는 
혼잡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단순히 옥외 광고물의 수량과 크기를 제한하는 규제를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인지하는 혼잡도를 줄
여서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사용자가 지각하는 
혼잡도를 측정하여 사용자가 인지한 시각 경험을 중심으로 
옥외 광고물 개선 사업을 평가하는 관점을 제시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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