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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nalyzing the gender characteristics of visual
attention and gaze entropy by using eye-tracking equipment in emotional evaluation
process for the exterior design of SUV (Sport utility vehicle).
Background: Since emo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a product,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Human emotion for products is mostly formed through visual
information. It has been known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way humans search
for visual information according to gender.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hether these
characteristics exist in the emotional evaluation process of the product.
Method: The gaze movement of men and women was measured in the emotional
evaluation process for the exterior of SUV. To measure the eye movement, the Tobii
Pro Glasses 2 was used. Front and rear images of three types of SUVs manufactured
in Korea were used in this experiment. The subject looked at the image of a car
presented on a 65-inch TV monitor for 20 seconds while wearing the eye tracker
and evaluated the emotion for it.
Results: In emotional evaluation for the front design of SUV, the subjec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ixation duration and count according to design parts,
and the values were large in the order of the grill, bumper, and hood. These results
were similar in male and female subjects. Gender difference in the fixation duration
and count was not significant in mostly design parts, but it was found that women
paid more attention to the grill. In the emotional evaluation for the rear image of SUV,
both men and women showed high fixation duration and count in the order of
trunk, bumper, and left mirro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the fixation duration and count for rear parts. In the analysis of gaze entropy, gender
significance was not found in all of Shannon entropy, dwell time entropy, and heat
map 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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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rough eye tracking,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attention of the exterior design components of SUV. In addition,
except for the grill,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the degree of attention in the
exterior design parts. Sinc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ccording to gend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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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e entropy, it can be seen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aze movement
according to gender in the emotional evaluation process.
Application: The results could be utilized as a methodology and basic data for the
exterior design of SUV.
Keywords: Emotional evaluation, Eye tracking, Visual attention, Gaze entropy

1. Introduction
감성이라는 용어가 산업사회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감성은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디자인, 마케팅, 경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감성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Park, 2018). 감성의 중요성은 자동차 산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기능 및 성능뿐만 아니라 감성을 중
요한 구매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Park et al., 2018). 연비, 내구성 등과 같은 성능에서 큰 차별성을 발견하기 힘든 현대의 자동차 산업
에서 디자인과 재질 등에서 느끼는 감성이 자동차 구매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Ryu et al., 2016). 그러한 측면에서 자동차
의 외관에 대한 감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자동차의 외관에 대해 구매자가 느끼는 감성은 대부분 시각을 통하
여 형성되고 시각적 감성의 형성은 자동차의 외관에 관한 시각적 탐색을 필요로 한다. 최근 자동차 시장은 세단에서 SUV (Sport Utility
Vehicle) 차량으로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 실제 2020년 한국시장에서 팔린 승용차 중에서 SUV 판매 비율이 51.4%를 차지하여 SUV 차
량이 국내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Lee, 2021).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SUV 차량을 대상으로 외관디자인의 감성에 대한 시
각적 주목도와 시선움직임을 분석하여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운전자 비율이 증가
하는 추세에 비추어 남성과 여성의 시선움직임 특성을 비교분석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성과 여성은 시각적 탐색에 있어
차별화된 특성을 보인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다. Choi (2016)는 공간탐색에서 남녀의 시지각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Kim
(2017)은 인간의 정보처리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Razumnikova와 Volf (2011)는 남성은 우반구
글로벌 전략을 통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좌반구 로컬 전략을 통하여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
다. 또한 Graham et al. (2002)는 인지정보처리 관점에서 남성은 개인의 목표에 부합하는 핵심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여
성은 다양한 정보 유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Kim (2013)은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여성의 시선이 남성보다
더 자주 이동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시각적 관심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선의 응시횟
수, 시선 응시시간 등 시각적 주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자극에 대한 반응은 남녀가 다르며 시각적 주의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남성의 경우 선택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최대한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Kim, 2017). Lee et al. (2021)은 상황인식 과정에서의 시선움직임에 관한 성별 특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로 시스템의
상태에 대한 상황인식 과정에서 여성의 시선움직임이 남성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동차의 외관
에 대한 감성평가 과정에서도 시선움직임에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시선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시선추적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선추적장비는 피실험자의 동공을 추적하여 실제로 보
고 있는 점을 화면에 구현해지는 장비이다. 시선추적장비를 통하여 시선응시(Eye Fixation)와 안구도약(Saccade) 등과 같은 시선분석 지
표를 도출하고, 특정 요소에 대한 피실험자의 집중도와 응시하고 있는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Yin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선추적을 통하여 감성평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선움직임을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감성평가 과
정에서 측정된 시선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요소에 대한 피실험자의 응시시간(fixation duration)과 응시횟수(fixation count), 그리고 시
선 엔트로피를 활용하여 시선움직임에 대한 성별 차이를 연구하였다.

2. Experiment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로 남녀 대학생 16명(남성 8명, 여성 8명)이 참여하였다. 피실험자들은 실험을 희망하는 대학생 중에서 색맹이
나 색약이 없고, 1.0 이상의 정상시력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피실험자의 평균 연령은 24.2세(SD=1.73세)였고, 남자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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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25.1세(SD=0.96), 여자의 평균 연령은 22.7세(SD=0.97)였다.
피실험자들의 시선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시선추적장비로 Tobii Pro Glasses 2를 사용하였다. Tobii Pro Glasses 2는
헤드 유닛, 레코딩 유닛 및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 시선 샘플링 주파수는 100Hz이다.
피실험자들은 시선추적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65인치 모니터에 제시되는 SUV 차량의 외관이미지를 20초간 보고 차량의 감성을 평가하
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니터와 피실험자 사이의 시선 거리는 2m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출시한 국내 H사의 SUV 차량, K사의 SUV 차량, R사의 SUV 차량으로 세 차량은 동급의 모델들이었다. 감성에 미치는 칼라와
브랜드 이미지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실험에 활용한 차량은 흰색으로 통일하였고, 자동차에 포함된 로고를 제거를 제거한 이미지
를 사용하였다.
차량 이미지의 제시 순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량의 이미지는 피실험자마다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다. 자동차의 전면
에 대한 실험이 완료된 후, 후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래 Figure 1은 실험에 사용된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이미지이다.

3. Results
본 연구에서는 시선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해 안구의 움직임 각도가 1초에 100도 이상일 때 안구도약(Saccade)이 발생하고, 시선이
특정 지점에 60ms 이상 머물 때 시선응시(Fixation)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감성평가 과정에서 시선의 움직임으로부터 각 디
자인 요소에 대한 시선의 응시시간과 응시횟수를 구하여 감성적 측면에서의 시각적 주목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남녀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남녀간의 주목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시선 엔트로피분석을 통하여
남녀간의 시선움직임에 관한 종합적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3.1 Fixation duration of appearance components
SUV 차량의 외관디자인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는 범퍼, 그릴, 좌우 라이트, 좌우 미러, 루프가 있고, 후면의 구성요소는 범퍼, 좌우 라이
트, 좌우 미러, 트렁크, 루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선움직임 분석을 위하여 이들 구성요소들 각각을 AOIs (Area of Interests)로
정의하였다. Figure 2는 전문과 후면에 대하여 정의된 AOIs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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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의 전면에 대한 피실험자의 응시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외관 구성요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F=26.875, p=0.000). 사후검정으로 덩칸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일 집단군으로 "오른쪽 미러, 루프, 왼쪽 미러, 오른쪽 라이
트, 왼쪽 라이트", "후드, 범퍼", "그릴"이 도출되었다. Figure 3의 그래프를 보면 구성요소 별 응시시간은 그릴, 범퍼, 후드에서 크게 나
타났고, 좌우 미러, 좌우 라이트, 그리고 루프에 대한 응시시간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는 실험에 사용된
SUV 차량들의 전면 이미지에 대한 히트맵을 나타낸다. 세가지 SUV 차량 모두에서 응시시간이 크게 나타난 구성요소의 시선 응시 강
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SUV 차량의 전면 외관 구성요소에 대한 자동차 타입 별 응시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범퍼(F=17.544,

p=0.000)와 그릴(F=5.020, p=0.014)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후드(F=0.474, p=0.628), 왼쪽 라이
트(F=1.2095, p=0.290), 왼쪽 미러(F=0.062, p=0.940), 오른쪽 라이트(F=2.266, p=0.123), 오른쪽 미러(F=0.030, p=0.970), 루프(F=0.467,

p=0.632)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의 전면에 대한 외관 구성요소 별 응시시간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F=10.910, p=0.000), 그릴, 범퍼, 후드의 순서로 응시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외관 구성요소 별 응시시간도 남성과 마찬가지
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0.167, p=0.000), 그릴, 범퍼, 후드의 순서로 응시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SUV 차량의 전면 외관 구성요소에 대한 성별분석 결과에서는 그릴(F=5.055, p=0.034), 왼쪽 미러(F=7.555, p=0,011)에 대해 성별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남녀 모두 그릴, 범퍼,
후드 부분을 오랫동안 응시하였지만, 여성은 그릴에 대하여 남성보다 유의한 차이로 더 오랫동안 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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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량의 후면에 대한 피실험자의 응시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외관 구성요소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8.698, p=0.000). 사후검정으로 덩칸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일 집단군으로 "오른쪽 미러, 루프, 오른쪽 라이트, 왼쪽
라이트", "왼쪽 미러", "범퍼, 트렁크"의 3집단이 도출되었다. Figure 5의 그래프를 보면, 구성요소 별 응시시간은 트렁크, 범퍼, 왼쪽 미
러에서 크게 나타났고, 좌우 미러, 좌우 라이트, 그리고 루프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SUV 차량의 후면 외관 구성요소에 대한 자동차 타입 별 응시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범퍼(F=8.452,

p=0.002)와 왼쪽 미러(F=22.725, p=0.000)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다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의 후면에 대한 외관 구성요소 별 응시시간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1.228, p=0.000), 트렁크, 범퍼, 왼쪽 미러의 순서로 응시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외관 구성요소 별 응시시간도 남성
과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7.296, p=0.000), 트렁크, 범퍼, 왼쪽 미러의 순서로 응시시간
이 높게 나타났다.
SUV 차량의 후면 외관 구성요소에 대한 성별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구성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부터, 남녀 모두 트렁크, 범퍼, 왼쪽 미러 부분을 오랫동안 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은 실험에 사용된 SUV 차량들의 후면 이
미지에 대한 히트맵을 나타낸다. 세 가지 SUV 차량 모두에서 응시시간이 크게 나타난 구성요소의 시선 응시 강도가 높게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http://jesk.or.kr

472 Yejin Lee and Kwang Tae Jung

J Ergon Soc Korea

3.2 Fixation count of appearance components
SUV 차량의 전면에 대한 피실험자의 응시횟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외관 구성요소에 따라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7.328, p=0.000). 사후검정으로 덩칸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일 집단군으로 "오른쪽 미러, 루프, 왼쪽 미러, 오른쪽 라
이트, 왼쪽 라이트", "후드", "범퍼", "그릴"이 도출되었다. Figure 7의 그래프를 보면 응시시간과 마찬가지로 구성요소 별 응시횟수는 그
릴, 범퍼, 후드에서 크게 나타났고, 좌우 미러, 좌우 라이트, 그리고 루프에 대한 응시횟수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SUV 차량의 전면 외관 구성요소에 대한 자동차 타입 별 응시횟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범퍼(F=6.787,

p=0.005)와 그릴(F=3.965, p=0.033)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후드(F=0.294, p=0.748), 왼쪽 라이
트(F=0.811, p=0.465), 왼쪽 미러(F=0.625, p=0.544), 오른쪽 라이트(F=0.905, p=0.418), 오른쪽 미러(F=0.015, p=0.985), 루프(F=0.011,
p=0.989)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의 전면에 대한 외관 구성요소 별 응시횟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F=8.538, p=0.000), 범퍼, 그릴, 후드의 순서로 응시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외관 구성요소 별 응시횟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9.693, p=0.000), 그릴, 범퍼, 후드의 순서로 응시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SUV 차량의 전면 외관 구성요소에 대한 성별분석 결과에서는 왼쪽 미러(F=10.370, p=0,004)에 대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 다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응시시간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그릴, 범퍼,
후드 부분을 자주 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은 범퍼를 가장 빈번하게 응시하였고, 여성은 그릴 부분을 가장 빈번하게 응
시한 것을 알 수 있다.

SUV 차량의 후면에 대한 피실험자의 응시횟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외관 구성요소에 따라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9.097, p=0.000). 사후검정으로 덩칸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일 집단군으로 "오른쪽 미러, 루프, 오른쪽 라이트, 왼쪽
라이트", "왼쪽 미러", "범퍼", "트렁크"가 도출되었다. Figure 8의 그래프를 보면 응시시간과 마찬가지로 구성요소 별 응시횟수는 트렁
크, 범퍼, 왼쪽 미러에서 크게 나타났고, 좌우 라이트, 오른쪽 미러, 그리고 루프에 대한 응시횟수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SUV 차량의 후면 외관 구성요소에 대한 자동차 타입 별 응시횟수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범퍼(F=7.595,

p=0.003)와 왼쪽 미러(F=18.736, p=0.000)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다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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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의 전면에 대한 외관 구성요소 별 응시횟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6.670, p=0.000), 트렁크, 범퍼, 왼쪽 미러의 순서로 응시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외관 구성요소 별 응시횟수도 유의수
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36.198, p=0.000), 트렁크, 범퍼, 왼쪽 미러의 순서로 응시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SUV 차량의 후면 외관 구성요소에 대한 성별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구성요소에 대하여 응시횟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응시시간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트렁크, 범퍼, 왼쪽 미러 부분을 자주 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3.3 Gaze entropy
SUV 차량의 외관디자인에 대한 감성평가에서 외관 구성요소 별 주목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일부 요소에 대해서는 성별 차
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외관 구성요소에 대한 전체적인 시선움직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샤
년 엔트로피, 드웰타임 엔트로피, 히트맵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샤넌 엔트로피는 AOIs에 대한 응시횟수를 근거로 계산되고
드웰타임 엔트로피는 AOIs에 대한 응시시간을 근거로 계산된다(Shiferaw et al., 2019; Krejtz et al., 2014). 히트맵 엔트로피는 시선의 응
시 강도를 나타내는 히트맵을 근거로 계산된다. 히트맵은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적게 머문 위치까지 가우스
분포(Gaussian Distribution)의 형태를 갖는다는 가정하에 엔트로피를 구한다(Gu et al., 2021). 정보이론의 관점에서 엔트로피는 선택과
관련된 평균 정보 또는 불확실성을 말한다(Shannon, 1948).
성별에 따라 시선 엔트로피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면에 대해서는 샤넌 엔트로피(F=0.410, p=0.528), 드
웰타임 엔트로피(F=0.435, p=0.516), 히트맵 엔트로피(F=0.449, p=0.509)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9의 왼쪽 그래프를 보면 시선 엔트로피에서 남녀간의 엔트로피 값이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후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샤넌 엔트로피(F=0.664, p=0.423), 드웰타임 엔트로피(F=0.369, p=0.549), 히트맵 엔트로피(F=0.236, p=0.631) 모두 유의수
준 0.05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9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전면과 마찬가지로 시선 엔트로피에서 남녀
간의 엔트로피 값이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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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본 연구는 SUV 차량의 외관디자인에 대한 감성평가 과정에서 외관 구성요소에 대한 시선 주목도 및 시선 엔트로피의 성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자동차의 전면과 후면 이미지를 대상으로 시선추적장비를 활용하여 감성평가 과정에서의 시선의 움직
임을 측정하였고, 시선추적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시선의 응시시간과 응시횟수, 그리고 시선 엔트로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감성평가 과정에서 외부 구성요소에 대한 시각적 주목도 및 시선움직임의 성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SUV 차량의 전면의 외관디자인에 대한 감성평가에서 피실험자들은 구성요소 별 응시시간과 응시횟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감성평가에서 구성요소 별 주목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고, 그릴, 범퍼, 후드의 순서로 주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남성과 여성의 피실험자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성요소 별 응시시간과 응시횟수의 성별 차이를 보면, 대부분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릴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많이 주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후면의 외관디자인에 대한 감성평가에서 피실험자들은 남녀 모두 트렁크, 범퍼, 왼쪽 미러의 순서로 응시시간과 응시횟수
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피실험자들은 이들 구성요소에 더 많이 주목한 것을 알 수 있다. 후면의 구성요소에 대한 주목도에 있
어 남녀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SUV 차량의 외관 구성요소들에 대한 응시시간과 응시횟수의 성별 차이는 대부분의 구성요소에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평균치에 있어
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경향을 보였고, 특히 그릴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 시선의 움직임에 관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선 엔트로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샤년 엔트로피, 드웰타임 엔트로피, 히트맵 엔트로피 모두 성별 유의성을 발
견하지 못하였다. 즉 감성평가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선움직임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시선추적을 통하여 SUV 차량의 외관에 대한 감성평가에서 시각적으로 많이 주목하는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발견된 결과는 SUV 차량의 외관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감성평가 과정에서 시선움직임에 관한 성별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감성평가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더 많은 관심
을 갖는 구성요소를 시선움직임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각정보의 탐색에 대한 시선움직임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제시한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로는 감성의 평가가 이전 연구들에서의 정보탐색과는 다르게 짧은 시간 동안 직관적으로 이루
어지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그 결론을 단정짓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제
품과 더 많은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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