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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윈도윙 시스템 GUI에서의 다중 창 전환 이용행위 측정을 위한 시선분석 시스템 및 방법 개발을 연구한 

것이다. 기존의 시선 분류를 위한 관심 영역 지정 방식은 시간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다이내믹 콘

텐트를 지정하기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창 단위로 이루어지는 작업 전환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개별 창

의 관심영역 WOI(Window of Interest)를 실험 진행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지정하여 시선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창 전

환 회수 및 주시 콘텐트의 비율 등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시스템은 다중 창 

이용이라는 멀티태스킹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방법과는 매우 다른 접근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 research of gaze analysis for measuring task switching behavior at multiple windows in GUI of 
windowing system. Previous methods that define area of interest for categorizing gaze had difficulties to define 
dynamic content that disappears or changes over tim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suggests a new method to 
categorize gaze that defines Area of interest in a unit of window during the eye tracking experiment. In this paper, we 
constructed the conception of WOI(Window of Interest) in GUI of windowing system. Therefore, we developed a 
system using an eye tracker device and implemented a number of experiments. In addition, we analyzed the number of 
task switching and proportion of watched content. The method in the study comprehend from previous researches as it 
can measure and analyze the multi-tasking behaviors using multiple numbers of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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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90년 팀 버너스리가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을 탄생시킨 이후, 응용프로토콜인 ‘http’를 통한 

하이퍼텍스트 사용은 일상적 컴퓨팅으로 자리 잡았다. 

흩어진 자료와 정보를 연결(link)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용자들은 선형적인 웹 이용보다는 비선형적인 컴퓨터 

사용에 익숙해졌다. 컴퓨터가 네트워크와 트리를 유지

하고 제시하는 기술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GUI 멀티태

스킹 컴퓨팅 환경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고, 이

용자들은 하이퍼텍스트 연결을 통해 스스로 의미를 만

들어나가는 경로를 형성하여 텍스트 구조 내에서의 다

이내믹한 사고와 연상적 사고에 익숙해지게 된 것이다

[1]. 예컨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

로서의 창을 하나 더 열어 복수의 다중 창(Multiple 

windows)을 디스플레이(display)인 화면에 펼쳐놓는 것

은 윈도윙 시스템(Windowing system) GUI에 맞춘 자

연스러운 웹 이용행위가 되었다. 또한 컴퓨팅 환경과 

이용의 변화로 멀티태스킹과 같은 작업 전환 숙련 정도

는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능력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다양한 맥락의 멀티태스킹 이용도 증가하고 있어

서 HCI 분야의 연구방법은 융합적인 관점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컴퓨터 이용행태

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추적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왜

냐하면 첫째, 이용자 로그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측정의 타당도를 높인다 하여도 실제 이용자가 해당 창

을 실제로 이용했는지 확인이 어렵다. 창을 열어둔 상

태로 다른 용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러 개의 

다중 창을 열어놓고 이용할 경우 경계가 없는 웹 이용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따른다[2]. 어떤 창을 이용했

는지 분리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로그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이용 행위 측정의 정밀성(precision) 뿐 

아니라 이용 맥락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셋째, 

이용자가 웹에서 다이내믹 콘텐트(Dynamic content)를 

다중 창을 통해 시청할 경우 주의(attention) 할당의 맥

락을 측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 클릭하거나 스크

롤링, 드래그 등으로 화면 창 조정을 할 경우, 동영상과 

같은 역동적 장면을 다중 창을 띄워놓고 시청할 경우 

등 실제 주시하는 화면 영역에 대한 측정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이용 행위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비구조화된 데이터 보다는 구조

화된 자료의 확보와 맥락적 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중 창 이용 및 멀티태스킹 이용 행위 분석

을 위해 창의 위치를 식별하는 로그 데이터 정보와 시

선추적 장치를 활용한 시선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한

다면 초단위의 정밀한 이용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

능하다. 

본 연구는 웹 이용행위 측정 및 연구방법의 필요성이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윈도윙 시스템 GUI에서의 다

중 창 전환 및 멀티태스킹 이용행위 측정을 위한 시선

분석 시스템 및 방법 개발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개인용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자리 잡은 WIMP(Windows, Icons, Menus, Pointer)에서 

창(window)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 

또는 문서파일을 뜻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에 상응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책이 되고, 미

디어가 된다. 

Fig. 1 Overlapping Windows[3] 

창의 개념은 1960년대에 처음 생겨난 이후 여러 변

화를 거쳐 오늘날의 중첩(overlapped)이 가능한 형태가 

되었다. 중첩이 가능한 창은 사용자가 디스플레이에 어

떤 콘텐트를 보이게 할지 크기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

다[3]. 이러한 조작 행동은 마치 책상 위에 여러 문서를 

겹쳐 쌓아 놓는 것처럼 한정된 2차원의 디스플레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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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더 많은 콘텐트를 담을 수 있게 하고, 그림 1과 같

이 동시에 창의 어떤 부분을 보이게 하여 주의를 기울

일 것인지 이용자가 결정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 인터페이스를 가진 GUI가 생겨나기 전, 

명령어만을 이용하여 컴퓨터 작업을 해야 했을 때에

도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작업

을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경향이 있었다[4]. 명령어를 

이용한 작업 전환 시 작업의 저장과 종료, 다른 작업으

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컴퓨터가 창이라는 새로

운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최소화 되었다. 

창을 열고 닫는 것만으로 새로운 작업의 시작과 종료

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복수의 창을 여닫는 전환행위를 

통해 동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속된 작업 전

환의 흐름은 마치 일상생활에서 책을 보다가 아이디

어가 떠올라 곧바로 메모를 하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

고 능숙하다. 

윈도윙 시스템의 GUI 환경에서의 작업 전환 행위를 

분석하고자 그동안 여러 가지 기록 방법이 연구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직접 다이어리를 쓰거나[5], 창의 상태 

및 위치 변화, 마우스 및 키보드의 입력 데이터 패턴 및 

정황을 분석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6].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만 기록하는 로그 데이터는 키보드와 마우스 입

력을 제외한 이용자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맥락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용자가 2개 이

상의 창을 열어서 보는 인터페이스일 때, 즉 복수의 창

을 배치해 전환을 통한 동시적 이용을 할 경우 중첩된 

창 인터페이스에서 실제 주시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분

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창의 상태 정보, 즉 어느 

창이 가장 위에 위치해 있는지, 얼마나 겹쳐져 있는지 

만으로는 이용자가 실제로 어느 창에 주의를 두고 있는

지를 결정해주지 못한다. 

시선이 머무는 정도를 이용하여 웹 콘텐트의 주의를 

측정하는 것은 시선 추적 장치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

인 방법이다. 최근에는 웹 콘텐트가 더욱 복잡하고 다

양해짐에 따라 단일 창의 웹 브라우저 내에서도 많은 

요소들이 다이내믹하게 생성되고 소멸된다. 때문에 최

근 시선추적관련 연구는 다이내믹 콘텐트로 구성된 복

잡한 웹 인터페이스 이용 행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자유로운 웹 서

핑 환경에서 다이내믹 콘텐트에 대한 주의를 키보드와 

마우스의 입력 등과 연관시켜 그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

[7]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웹 콘텐트의 관심영역을 유

형화하여 추적하였다. 텔레비전 시청과 태블릿 기기의 

동시적 이용 행태를 측정한 연구[8]에서는 두 기기 화면

의 시선을 동시에 측정하여 시선 집중 비율을 계산한 

다음 기기 간의 작업 전환의 정도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개의 시선 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다중 

디스플레이에서의 시선 움직임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

구들이 있었다[9,1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기기 간 

작업 전환 측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기에서 단일 창만

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정은 복수의 창

을 열어놓고 사용하는 다중 창 인터페이스 측정은 고려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윈도윙 시스템 GUI에서 이용자의 

습관과 의도에 따라 생성되는 창을 하나의 측정 단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창의 내용과 형식이 다이내믹 

콘텐트를 포함하는 복잡한 인터페이스일지라도 별도의 

관심영역 지정 작업 없이 실시간으로 시선을 분류한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관점과 차별성을 가진다. 복

수의 기기 이용 측정에도 응용의 확장성을 지닐 수 있

는 것이다. 

Ⅲ. 시스템 설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윈도우 시스템에서의 작업 전환 행위

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자가 실제로 어느 창에 주의를 

두고 있는지 기록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이 방법은 시선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실

제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창의 좌표 및 활성화 상태를 동시에 수집하여 시선 데

이터를 즉각적으로 창 단위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마치 시선 추적 실험 전후 처치물의 AOI(Area 

of Interest : 관심영역)를 정해놓고 이에 따라 시선을 분

류하는 것과 같다. 

본 연구의 시선 분류 기준은 기존 연구들이 측정하는 

정지 또는 고정된 창의 AOI가 아니기 때문에 수동적으

로 AOI를 지정하는 방법으로는 시선 분류에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창 상태 정보를 활용한다면 AOI의 크기, 위

치, 콘텐트 내용 등이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더라도 개별 

단위 창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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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Structure of System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록 및 분석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2와 같이 (1) PC에 연결된 시선 추적 장치, (2) 시

선 및 창의 상태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응용프로그램, 

(3)바탕화면(Desktop)을 캡처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시각화를 하는 시각화 응용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 데이터 수집 응용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

록하는 것 뿐 만아니라 실시간으로 시각화 응용프로그

램에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통신을 한다. 

이러한 구조는 본 연구자들이 파일럿 연구를 통해 제시

한 바 있다[11].

3.1. 시선 분석 시스템 : 실시간 관심영역 계산과 시선 분류

데이터 기록 응용프로그램은 시선추적 장치를 통해 

수집된 디스플레이 화면상의 시선좌표를 기록함과 동

시에, 창의 좌표 및 상태를 수집하여 기록한다. 이는 시

선 추적 장치의 데이터 기록 빈도와 연동되도록 설계하

여 동일한 로그 데이터 파일에 기록된다. 시선 위치와 

창의 좌표 및 상태를 동시에 확인하기 때문에, 시스템

은 이 두 데이터를 수집 및 기록함과 동시에 해당 시선

이 어느 창을 바라보고 있는지 계산할 수 있다. 시스템

은 수집한 각각의 창의 위치를 관심영역으로 지정하여, 

창이 겹쳐져 있는 상태에 따라 시선 좌표가 어느 창에 

속해 있는지 계산한다. 이러한 창 단위로 지정된 관심

영역을 개념적으로 WOI(Window of Interest : 창의 관

심영역)이라 칭한다[11]. 윈도윙 시스템 GUI에 2개 이

상의 창이 뜨더라도 각각의 창 단위 좌표 로그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WOI는 정확한 창 단위의 관심

영역이 된다. 따라서 이용자가 마우스로 창을 드래그 

하여 크기 및 위치를 변화시키더라도 WOI 또한 계속 

다이내믹하게 조정(adjust)하도록 고안하면 시선이 속

한 WOI 영역을 즉각 알아낼 수 있다. 

Fig. 3 The Concept of WOI

 WOI는 이처럼 이용자의 입력을 통해 창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변화하지만 각 창의 겹쳐진 정도에 따라서

도 변화한다. 그림 3은 이와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 WOI

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나타내고 있다. 바탕화면 층

(layer)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창은 실행한 순서, 사용

자의 의도에 따라 중첩의 순서가 변화한다. 이에 따라 

시선이 속한 WOI를 계산할 때, 시선 좌표의 위치에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창의 WOI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

하다. 창의 생성 및 소멸, 상태 변화는 이용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시선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

이 높고, 창의 역동적인 이벤트는 그 어떤 시각적 단서

(cue)보다 현저성(salience)이 높기 때문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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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4개의 창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웹 동영상 

시청, 메신저 창이 각각 주의 전환 작업을 통해 인터페

이스에서 연속 행위로 이어질 경우를 보여준다. 그림 3

의 상단에 위치한 그림의 경우, ‘+’ 로 표시된 시선 좌

표는 인스턴트 메신저에 속해 있으며 그 위치가 웹 브

라우저와 겹치지만 인스턴트 메신저가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인스턴트 메신저에 속한 것으로 분류된다. 그

림 3 하단 그림의 시선 좌표는 다른 창과 겹쳐진 부분

이 없는 웹 브라우저 창에 위치해 있는데, 이때 웹 브라

우저의 WOI는 빗금 표시된 영역처럼 이보다 위에 위

치한 인스턴트 메신저 창과 겹쳐진 부분을 제외한 것

과 같다. 이 경우 이용자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의도적

으로 최상위에 두고도 웹 브라우저를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창 중첩 순서와 상관없이 창에 대

한 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시선 좌표 데이터와 결합하여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는 창의 활성화 상태 및 사

용자의 입력, 이로 인한 창의 크기 변화 등 인터페이스 

측면의 데이터 기록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던 그동안의 

윈도윙 시스템에서의 작업 전환 이용 행태 분석방법과

는 다른 접근이다. 

3.2. 시선 및 윈도우 좌표 수집 및 실시간 시각화

시각화 응용프로그램은 시선이 머문 WOI를 계산하

여 이를 즉시 반영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한다. 시

각적 주의를 기울인 특정 WOI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확

인하고 이를 녹화할 수 있어서 로그데이터만으로 알기 

힘든 이용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

한 방법의 장점은 첫째, 초단위로 이루어지는 멀티태스

킹 이용행위를 연구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고자할 때 유

용하다. 둘째, 창 단위 좌표 로그데이터 기록의 오류 유

무를 상호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셋째, 실험연

구를 하는 동안 연구자가 실험참여자의 시선 추적을 실

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서 실험 상황에 유연하게 대

처할 수 있다. 넷째,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실험 결과를 

살펴보는데 용이하다. 

3.3. 로그데이터 분석 : 창 전환 감지

시선 분석 시스템이 기록한 로그 데이터는 실험 후 

일련의 분석과정을 거쳐 창 주시 전환 횟수, 주시한 각 

창 별 주시 시간 및 시간대별 전환 횟수 등을 알아 낼 수 

있다. 표 1은 로그 데이터에 기록된 시선과 창의 상태 

정보를 통해 어느 창을 바라보았는지 계산한 결과의 예

시이다. 

Table. 1 Example of Log Data Analysis


gaze

position
window

name

window
fixation
duration

task
switching
duration

0.016 (x, y) *A - -

0.025 (x, y) *A 0.041 -

0.017 (x, y) B - 0.017

0.022 (x, y) B - -

0.022 (x, y) B - -

0.015 (x, y) B 0.076 -

0.034 (x, y) C - 0.034

0.028 (x, y) C - -

시선추적 장치는 시선의 좌표를 기록할 때, 상대적인 

타임스탬프(time stamp)를 기록한다. 표 1의 는 해당 

줄의 타임스탬프에서 바로 앞줄의 타임스탬프를 뺀 값

이다. 즉, 는 로그 데이터가 기록된 시간 간격이다. 이

를 통해 현재 바라보고 있는 창을 몇 초 동안 바라보았

다가 다른 창으로 전환하였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표 1

에서처럼 처음에는 A라는 창에 주목하다가 B라는 창으

로 시선을 옮길 때, 시스템은 창 A의 이름을 0.041초 동

안 기록하다가 창 B의 이름으로 바꿔 기록 한다. 창 A

의 이름이 반복되어 기록되는 동안 시선 좌표의 타임스

탬프를 누적시키다가 창 B로 이름이 기록되기 시작하

면서 누적 타임스탬프는 초기화되어 같은 방법으로 계

산한다. 따라서 타임스탬프를 초기화 한 순간이 창을 

전환한 순간이 된다.

그림 4는 이와 같은 창 전환 분석 과정을 흐름도로 나

타낸 것이다. 기록된 창 이름을 비교 할 때 분석하고자 

하는 현재 줄의 바로 전 줄 뿐 아니라 2번째 줄까지 비

교하는 것은 사용자가 눈을 깜박이는 등의 이유로 한 

줄의 로그 데이터가 누락된 시선 좌표로 기록되는 경우

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간적인 데이터 누락

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 할 경우, 창 전환을 하지 않았음

에도 전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분석 결과에 큰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이러한 안구운동의 

특징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기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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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Chart of Detecting Task Switching 

Ⅳ. 시선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앞서 제시한 시선 분석 시스템에 따라 이를 실제로 

구현하고 데이터 측정 및 기록에 대해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하였다. 테스트는 실험 및 응용 단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다중 창 유형과 이용을 고

려해 실시하였다. 

4.1. 구현 환경

시선분석 도구를 구현하기 위해, 시선 추적 장치는 

tobii사의 eyeX 모델을 사용하였다. 해당 모델은 노트북 

모니터 하단 프레임에 장착할 정도로 작고 얇아 이용자

가 모니터를 바라볼 때 장치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실험

에 임할 수 있다. eyeX는 최대 60Hz 로 데이터를 기록하

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연결한 컴퓨터의 사양과 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G사의 울트라PC

그램 14Z950-GT70K에 연결하여 그림 5와 같이 설치하

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평균적으로 약 50Hz 이상의 기록

빈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기록 및 시각

화 응용프로그램은 C++로 개발되었으며, 시선 데이터 

기록에는 eyeX를 지원하는 SDK(Software Development 

Kit)을 사용하였다. 윈도우 좌표 및 상태 기록에는 윈도

우즈 API(Window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를, WOI 시각화 및 동영상 기록은 OBS(Opensource 

Broadcaster Software)의 플러그인(plug-in)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다.

Fig. 5 Environment and Devices of Experiment 

4.2. 시선에 따른 창 전환 분석 및 시각화 결과

그림 6은 이와 같은 창 전환 시각화 결과의 동영상의 

일부 장면이다. 실험 참여자는 화면 왼쪽에 동영상창을 

띄워놓고, 오른쪽에 또 다른 웹 브라우저 창을 왼쪽 창

에 조금 겹치게 두고, 제일 최상위에 인스턴트 메신저 

창을 활성화 해둔 상태이다. 3개의 각각 다른 화면은 약 

1초 사이에 일어난 창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동영상에

서 실험 참여자가 바라본 창은 반투명한 노란색으로 표

시되고 시선과 창의 상태에 따라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

되는 창의 레이어를 포착한다. 시선의 움직임은 점으로 

표시되는데 그림 6에서는 이러한 시선 좌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선의 경로를 표시하였다. 그림 6의 상단은 

실험참여자가 왼쪽 창에서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 창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시각화 결과이다. 이후 실험 참여

자의 시선은 그림 6의 중간의 화면과 같이 오른쪽의 웹 

브라우저 창을 지나 그림 6 하단 화면과 같이 인스턴트 

메신저의 새로운 메시지 알림 표시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시선이 속한 창의 WOI는 중첩된 다중창일지라도 

연구자 또는 관찰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시 창의 영역 

전체를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처럼 시각화 응용프로

그램은 복잡하게 겹쳐진 창 단위로 일어나는 시선의 움

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창 주시 시간 및 전환 시간

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표 2는 분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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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그림 6에 해당하는 시간대의 일부를 나타낸 것으로, 

3.3절에 소개된 방식에 따라 창 주시 시간 및 전환 시간

을 계산한 결과이다. 실험참여자는 2.551초 동안 네이

버 tvcast 동영상을 주시한 다음 구글 웹브라우저로 

0.379초 동안 시선을 잠깐 돌린 후 인스턴트 메신저의 

알림 표시를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6 Video Visualization – WOI and Fixation

추가적으로 시스템과 방법의 구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이내믹 콘텐트를 포함한 다양한 창 전환 상태를 기록

하여 확인하였다. 2개 이상의 창에서 마우스 및 키보드

를 통한 창 크기 조절, 드래그, 클릭 등으로 인한 창 상

태 변화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반복 실

험한 결과, 정지화면 창 간의 전환, 동영상과 정지화면 

간의 전환, 동영상과 동영상 창 간의 전환 등에 있어서 

창 단위 로그데이터가 시선추적 데이터의 기록 타이밍

과 동기화되어 기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0개 이상

의 창을 단일 디스플레이에 열어놓은 이용 행위에서도 

시선좌표 데이터 및 시각화 데이터가 일치하여 이용자

가 중복된 창에서 어떠한 창을 주시하고 있는지 좌표 

데이터 및 창 단위 데이터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각화

된 결과 동영상을 통해 분석에 대한 정확성을 상호 확

인한 결과, 눈 깜박임, 눈동자 인식 실패 등의 순간적인 

시선좌표 누락에도 창 전환 인식이 작동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Table. 2 Analyzed Data

 window name
window
fixation
duration

task
switching
duration

0.033 tvcast - Internet Explorer   

0.032 tvcast - Internet Explorer   

0.015 tvcast - Internet Explorer 2.551  

0.08 Google - Internet Explorer  0.08

0.119 Google - Internet Explorer   

0.007 Google - Internet Explorer   

0.018 Google - Internet Explorer   

0.035 Google - Internet Explorer   

0.031 Google - Internet Explorer   

0.012 Google - Internet Explorer   

0 Google - Internet Explorer   

0.013 Google - Internet Explorer   

0.107 Google - Internet Explorer   

0.009 Google - Internet Explorer   

0.028 Google - Internet Explorer 0.379  

0.016 KakaoTalkEdgeWnd  0.016

0.028 KakaoTalkEdgeWnd   

0.018 KakaoTalkEdgeWnd   

0.037 KakaoTalkEdgeWnd   

0.068 KakaoTalkEdgeWnd   

4.3. 작업 전환 이용행태 분석 결과의 예시 

창 단위 작업 전환에 대해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전

체 전환 횟수 및 시간별, 작업 창 별 분석 등과 같은 추

가적인 이용행위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전체 실험 시

간 약 573초(약 9분 33초) 였던 테스트의 예를 살펴보면 

총 창 전환은 520번으로 분당 약 54번 창 전환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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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7은 실험시간 동안 15초 단위로 

창 전환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 분석 결과, 이 실

험 참여자는 6분 30초, 8~9분대에 다른 시간보다 더 높

은 창 전환이 나타났으며 최대 40회 이상인 경우도 있

었다. 그림 8은 로그 데이터를 통해 대체로 많이 주시한 

창들의 시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주로 동영상 

시청을 하며 인스턴트 메신저나 SNS를 번갈아가며 주

시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웹 이용 행위 패턴의 

맥락과 특징을 연구할 때 풍부한 해석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Fig. 7 the Number of Task Switching in a Winodw Unit 
in 15-seconds

Fig. 8 the Proportion of Main Tasks 

Ⅴ. 결  론

본 연구는 컴퓨터 이용에 있어서 윈도윙 시스템 GUI

에서 나타나는 다중 창 이용과 멀티태스킹 행위를 측정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선추적 시스템을 통한 로그데이

터 수집과 시각화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는 연구방법

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시선 분류를 위한 관심 영역 지

정 방식은 시간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변화하

는 다이내믹 콘텐트를 지정하기에 어려움이 커 단일 창

에서의 제한된 처치물로 실험하거나 비디오 영상 녹화

라는 번거로운 작업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한 다중 디

스플레이의 시선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시선 

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각각의 단일 창 환경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창 단위로 이루어지는 

작업 전환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창 단위의 관심영역, 

즉 WOI를 실험 진행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지정하여 시

선 분류를 하고 이에 따른 창 전환 회수 및 주시 콘텐트

의 비율 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방법과는 매

우 다른 접근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 창 이용이

라는 멀티태스킹을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여러 기기에서의 멀티태스킹 측정에 응용할 수 

있고 셋째, 창의 형태나 콘텐트의 특성과 무관하게 측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인위적인 실험실적 환경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실제 이용행태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각 데이터를 이용한 작업 

전환 행위 분석은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

운 형태의 작업 전환 패턴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다양한 시선 추적도구를 활용하여 실

험하지 못했다는 점과 컴퓨터 성능에 따른 기록의 정확

성을 적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시선 데이터를 WOI로 분류함에 있어서 시선의 고정 

및 경로를 반영하여 보정하는 것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시

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기기의 멀티태스킹 이용 

행태 측정 및 분석에 유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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