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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컴퓨터 툴을 활용한 디자인 행위가 보편적인 것이 된 현재, 

CAD(Computer-Aided Design)의 활용이 디자인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디자이너는 CAD를 사용해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컴퓨터 툴을 사용했을 때와 스케치를 했을 때 디자인 사고를 

비교하는 선행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된 바 있으나, 서로 다른 두 

환경이 디자인 사고에 상호 보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연구된 바 

없다. 또한, 논리적 추론이라는 측면에서 컨셉 발전 단계의 디자인 사고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도 부족한 실정이다.  

 Dorst(2011) 1 는 디자인 사고의 핵심은 논리적 추론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디자이너가 목표로 하는 가치를 달성시키기 위해 

프레임(Frame)을 만들어내는 가추적 행위가 진정으로 창의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또한 Claus(2019) 2 의 선행 연구에서 디자인 컨셉 발전은 가추 – 

연역의 논리적 사고 패턴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케치와 CAD툴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환경이 디자인 

사고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추론 유형중 어떤 유형을 잘 지원해 디자인 컨셉 

발전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디자인 학부 대학원생 3명을 대상으로 디자인 과제를 부여하고 

                                            
1 Kees, Dorst. (2011). The core of ‘design thinking’ and its application. 

Design Studies, Vol 32 no.6, 521-532. 10.1016/j.destud.2011.07.006 
2 Claus, L. (2019). Empirically analysing design reasoning patterns: 

Abductive-deductive reasoning patterns dominate design dea generation. 

Design Studies, Vol 60 no. C, 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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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관찰한 후 프로토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스케치에서는 가추법 1단계가, CAD에서는 가추법 2단계 및 연역법이 자주 

관찰되었다. 이는 스케치의 모호함과 간편하다는 특성이 주어진 정보가 

적은 단계에서의 열린 탐색을 지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CAD의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 기능이 디자이너로 하여금 실제 사용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 하여 디자인 안이 프레임에 맞는지를 확인하거나 프레임에 

부합하는 디자인 안을 제안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어 : 디자인 사고, 가추법, 컨셉 발상 도구, 프리핸드 스케치, 

Computer-Aided Design(CAD) 

학   번 : 2017-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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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컴퓨터의 발달로 디자인 분야 역시 Sketchpad와 같은 디자인 툴을 비롯해 

다양한 툴들이 디자이너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의 작업 방식 역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디자인 업계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란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발달로 컴퓨터가 디자인을 대신 

해주는 툴이 개발 되고 있으며, 제한조건을 입력하면 솔루션을 직접 

만들어주는 Autodesk사의 DreamCatcher3나 로고를 자동으로 디자인해주는 

looka(전Logojoy) 4 등의 프로그램들이 이미 상용화 되었거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툴들의 발달로 디자인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는 

디자이너의 기술적인 역량은 상대적으로 덜 요구될 것이고, 대신 

디자이너의 본질적인 역량인 디자인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게 부상할 것이다. 결국, 디자이너의 전문성은 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디자인 문제해결에 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비 디자이너들과 다른 방식의 

문제 해결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일련의 

사고방식을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라고 한다. 디자인 사고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디자인 사고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프로세스가 개발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비디오 

녹화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디자인 사고 과정에 대한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 방법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면서 디자인 

                                            
3 https://autodeskresearch.com/projects/dreamcatcher 
4 https://look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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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J.S. Gero(1997) 5 나 

Goldschmidt(1998) 6 와 같은 선구적 학자들은 디자인 연구에서의 프로토콜 

분석 방법에 대한 체계와 절차를 확립하고자 독자적인 코딩 스킴(Coding 

Scheme)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들이 발전시켜 온 프로토콜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디자인 컨셉의 표현 방식과 디자인 사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ilda(2002) 7 는 전통적 스케치 환경과 

디지털 환경에서 디자이너의 디자인 행위를 프로토콜 분석법을 활용해 

연구하였고, 전통적인 매체를 사용하였을 때 문제 인식과 디자인 안 생성, 

시각적-공간적 요소 인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Tang(2010) 8 은 전통적 스케치 환경을 모방한 디지털 스케치 환경에서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전통적인 스케치 환경에서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비교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프로토콜 분석 결과 디자인 

프로세스의 속도나 포커스의 이동, 인지적 사고의 빈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비교가 아닌, 혼합적인 환경에서 두 환경이 디자인 사고 관점에서 

상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실제 디자인 환경과 유사한 

혼합적 매체 환경에서 프리핸드(Freehand) 스케치와 CAD(Computer-Aided 

Design)가 디자인 사고에 상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프로토콜 분석 

방법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5 John S.Gero. Thomas Mc Neil. (1997).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design protocols. Design Studies, Vol 19 no.1, 21-61. 
6 Gabriela, GoldSchmidt.& Maya,Wil. (1998). Contents and Structure in 

Design Reasoning. Design Issues, Vol 14 no.3, 85-100 
7 Zafer, Bilda.& Halime,Demirkan. (2002). An insight on designers’ 

sketching activities in traditional versus digital mdeia. Design Sutdies, Vol 

24 no.1, 27-50. 
8 H.H.Tang. Y.Y.Lee. John S.Gero. (2011). Comparing collaborative co-

located and distributed design processes in digital and traditional sketching 

environments: A protocol study using the function-behaviour-strucuture 

coding scheme. Design Studies, Vol 32 no.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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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및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Freehand Sketch와 CAD라고 하는 각각의 다른 표현 

방식이 디자인 컨셉 제안과 발전에 있어 디자이너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Dorst(2001) 9 에 의하면 디자인 사고의 핵심은 

디자이너의 논리적 추론 과정이다. 그에 의하면 디자이너는 귀납적, 연역적, 

그리고 가추적 추론이라는 서로 다른 논리적 추론 방식을 활용하여 창의적 

컨셉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Claus(2019) 10 의 연구에 따르면 

디자이너의 아이디어 생성 사고에서 ‘가추-귀납’ 이라는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확인하고자 한다. 

 

 디자인 컨셉 발전 과정에서 스케치와 CAD가 각각 

귀납/연역/가추 중 어느 유형의 논리적 추론 사고를 지원하는가? 

  

위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AD와 스케치를 

활용한 혼합적 환경에서 디자이너의 사고를 실험하고, 디자이너의 발화 

프로토콜을 논리적 추론의 유형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컨셉 

발상 과정에서 스케치와 CAD툴이 디자인사고에 미치는 상보적 역할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9 Kees, Dorst. (2011). The core of ‘design thinking’ and its application. 

Design Studies, Vol 32 no.6, 521-532. 10.1016/j.destud.2011.07.006 
10 Claus, L. (2019). Empirically analysing design reasoning patterns: 

Abductive-deductive reasoning patterns dominate design dea generation. 

Design Studies, Vol 60 no. C, 39-70. 

https://doi.org/10.1016/j.destud.2018.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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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크게 [그림1]의 3단계로 수행되었다. 먼저, 문헌 

고찰에서는 프로토콜 분석을 활용한 연구, 컨셉 발상에서의 CAD와 

스케치의 영향에 대한 연구, 디자인 사고에서의 논리적 추론에 대한 연구 

문헌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전체적인 틀을 설계했다. 연구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디자인 사고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프로토콜 

분석의 코딩 스킴(Coding Scheme)을 도출하였다. 둘째, 컨셉 발상에서의 

CAD와 스케치, 프로토콜 분석을 활용한 연구에 근거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참여자를 모집해 디자인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비디오 녹화 데이터 및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코딩 스킴에 따른 코딩을 통해 분석했다. 셋째, 분석된 

자료를 종합, 해석하여 각각의 표현 방법이 어느 유형의 디자인 사고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1] 본 연구의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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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표현 매체와 디자인 사고 

 

2.1.1 CAD의 활용과 디자인 사고 

 

 1961년 최초의 GUI인 Sketch Pad가 개발된 이후, Adobe Illustrator(1986), 

Processing(2001)등 다양한 툴이 개발되어 디자인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Gill Chapman(1995) 11 은 Computer Aided Design in Industrial Design 

Education에서, 당시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막 상용화되기 시작한 CAD 툴

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결과물을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디자

인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컴퓨

터로 다양한 3D 형태를 실험하며 이전의 전통적인 디자인 방법으로는 만들

어내지 못했을 법한 형태를 디자인하였음을 발견하였고, 새로운 기술의 발

전이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rett F. Robertson(2007)12은 CAD 툴과 창의적 문제 해결 간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참여 관찰 연구를 수행하였다. 저자는 12개월 동안 시간제로, 

그리고 8개월 동안 풀 타임으로 참여하여 디자인 팀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CAD툴의 활용이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활동에 긍정적

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긍정적인 효과는 향

상된 시각화 효과로 인해 디자이너 자신이 상상한 디자인 결과물을 구체화

하고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수월하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한편, 부정적

                                            
11 Gill, Chapman.(1995). Computer aided design in industrial design 

education. Journal of Art&Design Education, Vol 14 Issue 1, 65-76. 

https://doi.org/10.1111/j.1476-8070.1995.tb00610.x 
12 Brett F. Robertson. Joachim Walther., David F. Radcliffe.(2007). 

Creativity and the use of CAD tools: Lessons for engineering design 

education from industry. Journal of Mechanical Design. Vol 129, 75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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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은 CAD로 디테일들이 너무 빨리 만들어지면서 디자인 솔루션이 지

나치게 이른 시점에 고착화되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또한 CAD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디자이너 자신이 CAD로 만들 수 있는 영역 

안의 형태로만 사고가 갇히게 된다는 점 역시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적되었

고, 앞의 세 가지 영향보다는 자주 관찰되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서의 지속적인 CAD의 사용은 디자이너의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잠재적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1.2 스케치의 활용과 디자인 사고 

 

 한편, Ben Jonson(2002)13은 디자인 과정에서 손으로 수행하는 프리핸드 스

케치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Ben Jonson은 컴퓨터와 비교해서 스케치의 

모호함과 비정형적인 특성이 디자이너의 창의성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

고 주장하였다. 스케치의 모호함으로 인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경우 스케치

는 디자인 가능성의 탐색을 위한 도구로써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CAD툴을 이용한 디자인 프로세스는 디자인 솔루션이 너무 빨리 고착

화될 수 있다는 Brett F. Robertson(2007)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Ben Jonson은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아날로그적 활동과 디지털적 활동을 다

음 [그림2]와 같이 행렬에 배치하였고,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 디자이너는 

행렬에서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각각의 디자인 프

로세스에서 더 효과적인 활동을 취해 창의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모색한다고 

주장하였다. 

 

                                            
13 Ben, Jonson. (2002). Sketching no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rt&Design Education. Vol 21 Issue3. 24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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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en Jonson(2002)의 디자인 프로세스 모델. (Ben Jonson., (2002). 

Sketching now에서 발췌) 

또한 Vinod Goel(1995)14는 Sketches of Thought에서 당시 경시되고 있었던 

스케치와 같은 모호하며 비정형적인 시스템이 인간의 인지적 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형적인 

컴퓨터 툴을 사용한 그룹과 프리핸드 스케치를 사용한 그룹의 디자인 문제 

해결 과정을 관찰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프리핸드 스케치의 모호하고 

통사론적으로 높은 밀도를 가진다는 특성이 디자인 문제 해결에서 

창의적이고 탐색적인 과정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저자는 이른 고착화(fixation)를 방지하며 디자인 솔루션의 변형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스케치 방법을 디자인 프로세스 상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14 Vinod, Goel. (1995). The role of sketch in design problem solving . 

Sketches of Thought. The MIT Press(193-220). The MIT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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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uwa와 Tversky(1997) 15 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초기에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스케치가 필수적임을 밝혀내기 위해, 스케치 

행위와 인지 행위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이를 위해 숙련된 건축가와 

학생을 대상으로 스케치 행위를 프로토콜 분석 방법을 활용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건축가들이 자신이 생성한 스케치로부터 어떤 정보를 읽어내는지, 

서로 다른 타입의 정보들이 디자인 사고에서 어떤 연관을 맺으며 지각적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건축 전문가와 학생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숙련된 디자이너는 스케치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포커스의 이동이 더 자주 일어나며 이로 

인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1.3 혼합적 매체 활용과 디자인 사고 

 

CAD의 등장과 상용화 이후 CAD가 디자인 대안을 탐색하는데 있어 어떠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는가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CAD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과 전통적인 스케치 환경에서의 

디자인 솔루션 탐색 행위에서 나타나는 사고과정을 비교하는 연구들도 다수 

등장하였다.  

 

Bilda와 Demirkan(2003) 16 은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스케치와 CAD를 

사용하였을 때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프로토콜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6명의 건축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스케치-

CAD-스케치 순으로 매체를 활용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한 그룹은 CAD-

                                            
15 Masaki, Suwa.& Barbara Tversky. (1997). What do architects and 

students perceive in their design sketches? A protocol analysis. Design 

Studies. Vol 18 no.14. 385-403. 
16 Zafer, Bilda.& Halime Demirkan. (2002). An insight on designers’ 

sketching activities in traditional versus digital media. Design Studies, Vol 

24 no.1,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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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CAD의 순으로 매체를 활용하여 디자인하게 하였다. 연구자들은 

앞서 언급된 Suwa와 Tversky(1997)의 내용지향적인 코딩 스킴(Coding 

Scheme)을 활용하여 건축가 6명의 프로토콜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행위 측면에서는 활용 매체의 순서와 상관없이 스케치에서 더 많은 인지적 

활동이 관찰되었고, 신체적 활동 측면에서는 활용 매체의 순서와 관계없이 

CAD를 활용할 때 ‘변형’이 자주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각적 

활동 측면에서는 스케치-CAD순으로 사용하였을 때 지각 행동 빈도수의 

감소가, CAD-스케치 순으로 활용하였을 때는 지각 행동 빈도수의 증가가 

관찰되어 전통적 디자인 매체를 활용하였을 때 지각적 행동이 더 자주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미적 수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매체의 전환으로 인한 디자이너들 간의 단일적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스케치를 활용하였을 때 디자이너들의 

목표와 의도가 더 자주 변경되며 활용하는 매체가 다를 경우 서로 다른 

유형의 논리와 사고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Yi Teng Shih et al.(2015) 17 는 건축디자인 분야에서 순차적 혼합 

매체(Sequential Mixed Media)환경과 선택적 혼합 매체(Alternative Mixed 

Media) 환경에서 디자이너의 인지적 활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순차적 혼합 

매체 환경은 디자인 안을 만드는 데에 있어 스케치 환경 다음에 CAD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환경이며, 선택적 혼합 매체 환경은 스케치와 CAD간의 

전환이 자유롭게 가능한 환경이다. Yi Teng Shih et al.은 결과적으로 선택적 

혼합 매체 환경이 디자이너가 디자인 프로세스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며 순차적 혼합 매체 환경에 비해 디자인 안을 찾는 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지원해준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실재 

                                            
17 Yi Teng, Shih. William D. Sher. Mark Taylor. (2015). Understanding 

creative design processes by integrating sketching and CAD modelling 

design environments: A preliminary protocol result from architectural 

desig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al Research. Vol 9 Issue 3. 

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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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작업 환경과 비슷한 선택적 혼합 매체 환경에서의 디자인 

사고를 관찰하고자 한다. 

 

한편 Tang et al. (2011) 18 은 전통적인 스케치 환경과 이를 모방한 디지털 

환경에서 디자이너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비교 관찰하였다. 디지털 환경은 

액정태블릿과 CAD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전통적인 스케치 환경은 

종이와 펜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두 환경에서 유의미한 디자인 사고의 

활동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저자는 디자이너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자유도와 시각화를 만족시키는 CAD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암시했다. 

 

 CAD와 스케치 환경이 디자이너의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비단 

제품이나 공간 디자인의 영역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디자인 영역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인식되고 있다. David et al. 19 는 엔지니어링 디자인에서 

CAD를 사용하였을 때와 스케치를 사용하였을 때를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하였다. David et al.은 4명의 기계공학 학생이 17주간 엔지니어링 

디자인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 프로젝트에 임하는 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전반 부분에서 학생들은 CAD의 이용에 대해 효율 및 

효과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디자인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학생들은 CAD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David et al.은 또한 추가적으로 신입 교육자와 업계 숙련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신입 교육자들과 업계 숙련자들은 

스케치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18 H.H.Tang. Y.Y,Lee. John S.Gero. (2011). Comparing collaborative co-

located and distributed design processes in digital and traditional sketching 

environments: A protocol study using the function-behaviour-strucuture 

coding scheme. Design Studies, Vol 32 no.1, 1-29. 
19 David, Veisz. Essam Z. Namouz. Shraddha, Joshi. Joshua D Summers. 

(2012). Computer-aided design versus sketching: An exploratory case 

study. AI EDAM. Vol 26 Issue3. 3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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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교육자들은 스케치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으며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CAD의 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한편, 업계 숙련자들은 

스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CAD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모든 참여자들이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스케치 없이 CAD를 단일 활용하였을 때 제한적 사고와 고착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자는 CAD를 사용하여 디자인할 때 제한적 

사고와 고착화에 대해 유의하길 당부하였다. 

 

표현 환경에 따른 디자이너의 사고 과정에 대한 연구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건축이나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디자인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CAD와 스케치 단인 환경에서의 비교가 아닌, 실재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환경과 유사한 스케치와 CAD툴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설계된 환경에서 서로 다른 매체가 디자이너의 컨셉 발전 

과정에 어떠한 상보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프로토콜 분석 방법 
  

프로토콜 분석(Protocol Analysis) 방법은 디자인 행위에서 디자이너의 

인지적 사고를 규명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프로토콜 

분석 방법은 인지심리학분야 발달과 함께 성장하며 90년대에 비디오 녹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디자인 연구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프로토콜 분석 연구는 일반적으로 참여자에게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한 후 참여자의 사고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생각과 행위를 발화 

(Think-aloud) 하도록 한다. 참여자의 발화 데이터는 세그먼트로 분할되어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설계한 코딩 스킴(Coding Scheme)에 따라 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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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다.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적인 코딩 스킴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자마다 목적에 맞게 상이한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2.2.1 Suwa와 Tversky(1993)의 정보 카테고리 

 

 앞서 언급된 Suwa와 Tversky(1997)20의 연구에서는 다른 타입의 정보들이 

디자인 사고에서 어떻게 연관성을 맺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1]과 같이 

정보 카테고리를 분류하였다.  Suwa의 코딩 스킴은 많은 디자인 프로토콜 

연구의 코딩 스킴이 프로세스 지향적(Process–oriented)인데 비해 내용 

지향적(contents oriented)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Tang & Gero, 

2011) 21 . 또한 Suwa와 Tversky의 연구에서는 발화가 디자이너의 인지적 

사고 행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사후 프로토콜 

(Retrospective)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요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 프로토콜 예시 

건축물 공간 “영역”, “장소” 

 물건 무언가에 대한 이름 혹은 묘사 

 형태/각 
“둥근”, “기다란”, “곡선”, “너무 뾰족한 

모퉁이” 

공간적 관계 사이즈 “커다란”, “작은”, “좁은” 

 국지적 관계 “인접한”, “먼”, “연결된”, “줄지어 선” 

 포괄적 관계 “대칭적인”, “배열”, “축” 

기능적 관계 실질적 역할 “티켓 판매소는 입구 근처에 있어야 해” 

                                            
20 Masaki, Suwa. & Babara Tversky. (1997). What do architects and 

students perceive in their design sketches? A protocol analysis. Design 

Studies Vol 18 No.4, 385-403. 
21 H.H.Tang. Y.Y.Lee. John S.Gero. (2011). Comparing collaborative co-

located and distributed design processes in digital and traditional sketching 

environments: A protocol study using the function-behaviour-strucuture 

coding scheme. Design Studies, Vol 32 no.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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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 특징/반응 
“(이 모양으로부터 나오는) 파도/힘”, 

“방문객들에게 멋진 볼거리” 

 시야 “조망선”, “(이 건물의) 외관” 

 빛 “(이곳은 언제나) 밝고, 햇빛이 비춘다” 

 사람 및 차들의 동선 
“사람들이 (이 좁은 공간을) 이리저리 

거닌다” 

배경지식 - “빔 구조” 

  “도시에서 가장 중요 건...” 

[표 1] Suwa와 Tversky의 연구에서 제시된 코딩 스킴 

 

 2.2.2 Goldschmidth(1998)의 링코그래피 

 

Goldschmidth(1998) 22 는 디자이너의 인지 행위를 연구하기 위해 

링코그래피(Linkography)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링코그래피는 디자인 

아이디어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개념이 많을 수록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링코그래피는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프로토콜 데이터의 시간적 발화 

순서와 관계없이 발화 내용에서 관찰된 개념을 ‘디자인 무브’라고 하는 

단위로 분해하여 점으로 표현한 뒤, 각 디자인 무브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여 링크로 연결시킨다. 이러한 링크의 연결 패턴을 통해 연구자는 

디자이너의 전개하는 논리를 확인하고 디자인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어 

다양한 연구주제에서 활용되고 있다.  

 

 

                                            
22 Gabriela, GoldSchmidt.& Maya Wil. (1998). Contents and Structure in 

Design Reasoning. Design Issues, Vol 14 no.3, 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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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링코그래피를 활용해 분해된 프로토콜의 예시. J.Kan 및 J. Gero(2009)Jeff. 

Kan, John S. Gero., (2009) Using the FBS ontology to capture semantic design 

information in design protocol studies에서 발췌 

 

2.2.3 J.S.Gero(1990)의 기능-행위-구조 체계 

  

 한편 기능-행위-구조 체계 (Function-Behavior-Structure ontology)는 J. 

Gero에 의해 1990년 처음으로 제시되어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정되며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토대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사고 과정에 대한 

프로토콜 연구에서 코딩 스킴으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체계이다. 

 

 John Gero(1990) 23 는 제품이 어떻게 기능하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구조화되는지를 [그림 4]의 기능-행위-구조 체계로 

설명하였다.  기능-행위-구조 체계에서 기능(F)은 사용자가 제품에 대해 

추구하는 요구사항이며 행위(B)는 그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제품이 

작동한 결과를 의미한다. 구조(S)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재질, 형태, 크기 

등과 같은 물리적 속성을 의미한다. 이후 기능-행위-구조 체계는 J.Gero에 

                                            
23 John S.Gero. (1990). Design prototypes: a knowledge representation 

schema for design. AI Magazine. Vol 11 no.4.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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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정교화된 결과 24  행위 카테고리가 예상되는 행위(Expected Behavior, 

Be)와 구조에 의한 행위(Behavior derived from structure, Bs)로 

세분화되었으며 요구사항(Requirements)과 묘사(Description)가 추가되었다.  

 

[그림 4 J.S.Gero의 기능-행위-구조 모델 

 

 

  

                                            
24 John S.Gero. & Udo Kannegiesser. (2004). The situated function-

behaviour-structure framework. Design Studies. Vol25 no.4. 37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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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자인 사고에서의 논리적 추론 

 

2.3.1 Dorst(2011)의 가추법 

 

 디자인 사고는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종종 디자인 분야에서의 복잡하고 열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디자이너들은 그들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디자이너들 특유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Dorst(2011) 25 는 추론 유형을 활용하여 디자인 사고가 어떻게 다른 

분야의 문제해결 방식과 다른지를 설명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그림 5]와 

같은 도식을 통해 추론 유형을 설명하였다. 

 

 

[그림 5] Dorst가 제안한 추론의 도식 

 

 연역적 추론은 주체(What)와 작동 원리(How)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반대로 귀납적 추론은 주체와 결과를 알고 있지만 

작동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작동원리를 규명하는 것으로, 작동원리 즉, 

가설을 제안하는 것은 창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6]과 같이 디자인 분야에서의 추론은 어떠한 사실을 규명하기 

보다는 가치(Value)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25 Kees, Dorst. (2011). The core of ‘design thinking’ and its application. 

Design Studies, Vol 32 no.6, 521-532. 10.1016/j.destud.2011.07.006 



 17 

 

[그림 6] Dorst가 제안한 디자인에서의 추론 과정 

 

 디자이너들의 생산적인 사고에서 활용되는 기본적 추론 유형은 가추적 

추론이다. 가추적 추론은 비단 디자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학적 지식 창출에 활용되고 있다. Dorst는 가추적 추론이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추구하는 목표와 

이를 가능케 하는 작동원리를 아는 상태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What에 

해당하는 사물/서비스/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으로 Dorst는 이를 

가추법1(Abduction-1), 혹은 Roozenberg(1993)의 설명적 가추법 

(Explanatory Abduction)이라 지칭하였다. [그림 7]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유형의 추론 방식은 비단 디자인 분야만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논리적 사고이다.  

 

 

[그림 7] Dorst가 제안한 디자인에서의 추론 과정 

 

 [그림 8]에 표현된 가추법의 두 번째 유형은 추구하는 가치(목표)만을 아는 

상태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동원리와 사물/서비스/시스템 두 가지를 

모두 제안하는 것으로 다른 추론 유형과는 달리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이다. 규명되지 않은 요소가 두 가지나 

있다는 점에서 앞선 유형의 추론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Dorst는 

이것이 바로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디자인 사고라고 주장하였다. Dorst는 

이런 유형의 추론을 가추법2(Abduction-2), 혹은 Roozenberg(199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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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가추법(Innovative Abduction)이라 지칭하였다.  

 

 

[그림 8] Dorst가 제안한 가추법의 도식 2 

 

 Dorst에 의하면 규명되지 않은 두 개의 요소를 알아내기 위해 숙련된 

디자이너는 특수한 접근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그림 9]에 표현된 

‘프레임(Frame)’이다.  

 

 

[그림 9] Dorst가 제안한 가추법의 도식 3 

 

 Dorst의 주장에 따르면, 숙련된 디자이너는 추구하는 가치(Value)를 

만족시키는 작동원리(How)를 먼저 제안하는 혁신적 가추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와 이를 만족시키는 작동원리를 묶어 프레임(Frame)을 

생성한 뒤 해당하는 프레임에 부합하는 주체를 다시 제안하는 설명적 

가추법을 사용하는 2단계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물/서비스/시스템을 창조한다. 그는 설명적 가추법은 작동원리와 가치를 

아는 상태에서 주체만을 규명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은 디자인 

분야만이 아닌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Dorst는 이 프레임 제안과 그에 부합하는 객체를 제안하는 서로 다른 두 

단계의 연결이 바로 디자인 사고의 핵심이며, 진정으로 창의적인 활동은 

바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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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Roozenberg(1993)의 가추법 

 

 Dorst(2011)에 앞서 Roozenberg(1993) 26 는 디자인 분야에서의 가추적 

사고가 두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Roozenberg는 

디자인에서의 가추법은 먼저 목표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동원리 

(mode of action)을 제안하는 혁신적 가추법(Innovative abduction)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앞서 전제된 작동원리를 만족시키는 형태와 사용 

(form + way of use(actuation))이 제안되는 설명적 가추법(Explanatory 

abduction)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Roozenberg는 냄비를 예로 들어, 

‘물을 끓인다’는 기능을 성취하기 위한 작동원리로서 가능한 한 여러 대안 

중 ‘불 위에 물을 가져다 놓는다’는 대안이 제시되는 과정을 혁신적 

가추법으로, 이 다음 단계로 ‘불 위에 물을 가져다 놓는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입구가 있는 반구형의 형태’와 ‘물을 넣는다’는 행위를 함께 제안하는 

과정을 설명적 가추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Roozenburg가 제안한 2단계 가추법의 도식 

 

                                            
26 N F M Roozenburg. (1993). On the pattern of reasoning in innovative 

design. Design Studies, Vol 14 no.1,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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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Kroll과 Koskela(2014)의 가추법 

 

 Kroll과 Koskela(2014) 27 는 위의 가추법에 대한 두 연구를 종합하고 

개정하여 디자인에서의 가추법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Dorst(2011)는 프레임을 만든 이후 프레임에 부합하는 주체를 찾는 과정은 

설명적 가추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Kroll은 이 역시 혁신적 

가추법에 해당하며, 디자인 분야에서 설명적 가추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두 번째 단계의 가추법에서 주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규명한 작동원리를 만족시키는 형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활용할 수 있는 전제는 작동원리 뿐이며 작동원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를 찾는데 활용할 수 있는 원리(How)가 부재하므로 

이 단계 역시 혁신적 가추법이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Kroll과 Koskela(2014)의 2단계 가추법의 도식 

                                            
27 Kroll, Ehud.& Koskela Lauri. (2014). On abduction in design. John S. 

Gero., Sean Hanna, Design Computing and Cognition.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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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Kroll은 가추법의 첫 단계에서 컨셉, 즉 작동원리가 결과로 

도출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전제인 컨셉에 

부합하는 형태가 결과로 도출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다시 주전자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가추법 1단계에서는 ‘물을 끓인다’라는 기능이 추구되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약 물을 화로 위에 올려 놓아서 열이 전도된다면 

물이 끓을 것이다’라는 컨셉을 만족시키는 작동 원리가 제시된다. 다음으로 

가추법 2단계에서는 앞서 결과로 도출된‘열이 물로 전도되도록 물을 화로 

위에 올려 놓는다’가 전제로 존재하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만약 금속제로 

이루어진 입구가 있는 반구형의 형태라면, 물을 화로 위에 올려 놓아 열을 

전도시킬 수 있다’는 원리로부터 주전자의 형태가 제안된다. 

 

 디자인에서 가추법의 정의와 단계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중으로, 다양한 

주장이 오고 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제안된 디자인에서 가추법의 2단계적 

발현에 대해 앞서 언급한 Roozenberg(1994), Dorst(2011), Kroll & 

Koskella(2014)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Roozenberg(1994)는 

가추법의 첫 번째 단계로 추구하는 기능으로부터 행동 방식을 추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행동 방식으로부터 형태와 사용 방식을 

도출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Dorst(2011)는 디자이너는 1단계로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작동원리를 생성하며, 2단계에서는 추구하는 가치와 

작동원리로 이루어진 프레임에 해당하는 객체(제품/서비스/시스템)을 찾는 

행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Kroll과 Koskela(2014)는 가추법 

1단계에서 추구하는 기능 혹은 니즈를 만족시키는 아이디어/컨셉 

/작동원리를 도출하고, 2단계에서 다시 1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로부터 이를 

만족시키는 형태/구조/메커니즘을 도출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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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2단계 가추법에 대한 Roozenberg(1994), Dorst(2011), 

Kroll&Koskela(2014)의 정의를 정리 

 본 연구에서는 가추법에 대한 선행 모델을 종합하여 수정한 Kroll과 

Koskela(2014)의 2단계적 접근과 정의을 수용하여 프로토콜 데이터의 

해석에 활용할 것이다. 

  

학자 단계 용어 시작점/전제 도출된 결과 

Roozenberg 

(1994) 

step1 혁신적 가추법 

innovative 

abduction 

기능 

function 

행동방식 

mode of action 

step2 설명적 가추법 

explanatory 

abduction 

행동방식 

mode of action 

형태+사용방식 

form + way of 

use(actuation) 

Dorst 

(2011) 

step1 가추법-2 

abduction-2 

가치(목표) 

Value 

어떻게 (작동원리) 

How (working principle) 

step2 가추법-1 

abduction-1 

프레임(가치+작동

원리) 

Frame(Value+Ho

w) 

무엇(제품/서비스/시스템) 

What 

Kroll & 

Koskela 

(2014) 

step1 가추법 1단계 

step1 

abduction 

기능/니즈 

function/need 

아이디어/컨셉/해결(작동)

원리 

Idea/concept/solution 

principle 

step2 가추법 2단계 

step2 

abduction 

아이디어/컨셉/해

결(작동)원리 

Idea/concept/sol

ution principle 

형태/구조/메커니즘 

form/structure/mechanis

m 



 23 

2.3.4 디자이너의 가추적 사고에 대한 실증적 연구 

 

 가추법은 Pierce(1958) 28 에 의해 최초로 개념이 제시된 이후 새로운 

상품/시스템/지식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추론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정섭, 박수홍 2002) 29  . Nobeoka와 Baba(2001) 30 는 

가추법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유효한 논리적 추론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3D CAD의 사용이 디자이너의 가추적 

사고를 도와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서 실제 

디자인 컨셉 발상 및 발전 행위에서 어떻게 가추법이 활용되는지를 

기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디자인 과정에서 가추법을 포함한 논리적 

사고 과정의 발현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는 Claus(2019)31의 연구가 

있다.  

  

 Claus(2019)는 그룹에서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 나타나는 논리적 추론 

패턴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는 5팀의 아이디어 회의를 프로토콜 

분석하였고, 그 결과 프로토콜 데이터에서 나타난 218개의 아이디어들에서 

대부분 가추–연역의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laus의 연구는 

논리적 사고 과정을 미시적 관점에서 관찰하여 이후의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딩 스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laus가 연구에서 프로토콜 분석을 위해 개발한 코딩 스킴은 다음 [표 3] 

                                            
28 Peirce,C.S. (1931-1958).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C. 

Hartshorne and P.Weiss (E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9 김정섭 & 박수홍. (2002) 지식 창출을 위한 논리로서 가추법과 교수설계 적

용을 위한 탐색. 교육공학연구, 제 18권 제 4호, 139-165. 
30 Nobeoka,K.& Baba, Y. (2001) The influence of new 3-D systems on 

Knowledge creation in product development. In I. Nonaka., Nishiguchi., 

Knowledge emergence: Social, technical, and evolutionary dimensions of 

knowledge cre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31 Claus, L. (2019). Empirically analyzing design reasoning patterns: 

Abductive-deductive reasoning patterns dominate design idea generation. 

Design Studies, Vol 60 no. C, 39-70. 

https://doi.org/10.1016/j.destud.2018.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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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표 3] Claus(2019)의 코딩 스킴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의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추론을 

프로토콜 분석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디자이너의 논리적 과정을 설명한 

연구 중 가장 최신 이론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Claus의 연구에서 코딩 

스킴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Kroll & Koskela(2014)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추법은 2단계를 거치며 이 중 첫 번째 단계의 

코드 코드의 정의 

연역법 

(Deduction) 

•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론 (Schurz, 2007) 

• 결과를 제안하는 것으로 가설을 설명하는 행위 (Fann, 1970)  

• 주어진 프레임 안에서의 결과 예측 행위 (Fann, 1970)  

• 가추의 결과를 탐구 (Fann, 1970) 

• 필연적 결과를 증명 (March, 1976) 

귀납법 

(Induction) 

• 가설의 테스트 (Schurz, 2007) 

• 특정 사례 혹은 아이디어를 통해 일반화하기 (Reichertz, 2010) 

• 무언가가 실행 가능한지를 평가함 (Fann, 1970) 

• 관측된 것으로부터 관측되지 않은 것을 추론함 (Schurz, 2007) 

• 미래사건과정에 대한 추론 (Johnson-Laird, 2009) 

가추법 

(Abduction) 

• 원하거나 의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Roozenburg,1993) 

• 상상력으로부터 (문제에 대한)아이디어의 창조 (Johnson-

Laird,2009) 

• 증거나 확실한 지식 없는 신념 (Schurz,2007) 

• 가설을 도입하기 위한 예비 추정 (Fann,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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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추법에서 컨셉이 생성되며 두 번째 단계에서 이에 해당하는 형태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 Claus의 코딩 범주에서는 가추법의 두 

단계를 분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딩 스킴에 두 가지 

단계의 가추적 추론을 분류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CAD를 사용하는 

활동의 특성상 발화가 존재함을 인지하여 구성(Construction)을 추가한 

코딩 스킴을 제안하여 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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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설계 및 실험 
 

 

제 1 절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스케치와 CAD가 디자이너의 컨셉 발상 및 발전 사고에 

미치는 상보적인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험 중 실험 

참여자에게 CAD와 스케치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오가며 디자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3.1.1 실험 참여자의 선정 

 

 선행 연구의 리뷰 결과,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실험의 참여자가 

전통적인 디자인 교육을 받아 컴퓨터 툴을 활용한 사고에 익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암시가 있어 32  본 연구의 참여자는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의 활용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로 한정하였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한정하기 위해 Timothy Teo(2013) 33 가 제안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활용한 설문을 작성하여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 정도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디자이너의 정보는 다음 [표 4]와 같다.  

 

                                            
32 David, Veisz. Essam Z. Namous. Shraddha Josh. Joshua Summers. (2012). 

Computer-aided design versus sketching: An exploratory case study. AI 

EDAM, Vol 26 Issue 3. 317-335. 
33 Timothy, Teo. (2013). An initi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Digital 

Native Assessment Scale(DNAS). Computers & Education, Vol 67 

September. 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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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A 

여. 28세 

공간디자인 전공 대학원생 

디자인 교육을 받기 

시작함과 동시에 CAD 

사용 교육을 받음 

참여자B 

남. 27세 

공간•제품디자인 전공 

대학원생 

디자인 교육을 받기 

시작함과 동시에 CAD 

사용 교육을 받음 

참여자C 

여. 27세 

제품디자인 전공 대학원생 

디자인 교육을 받기 

시작함과 동시에 CAD 

사용 교육을 받음 

[표 4] 본 연구 실험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 

 

3.1.2 디자인 과제의 선정 

 

 디자인 과제 선정에 있어 Dorst(2001) 34 는 도전의식을 북돋우며, 

현실적이며, 적절하며, 너무 크지 않아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디자이너의 지식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의 지식 범위 내에 존재하는 디자인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 과제의 내용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파일럿 테스트 결과 심미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제품의 경우 논리적 사고가 아닌 개인의 취향이나 미감에 의존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제품의 기능과 심미성이 적절히 조화되어 사용 맥락과 기능 구조에 대해 

디자이너의 논리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물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과제 

후보로 선정하여, 후보로 선정된 제품 중 참여자들이 흥미를 갖고 

                                            
34 Kees, Dorst. (2001). Creativity in the design process: co-evolution of 

problem-solution. Design Studies, Vol 22 no. 5, 42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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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디자인 활동에 몰두할 수 있을 법한 제품으로 캡슐커피 

거치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1시간 내로 해결 가능한가? 

• 실험 참여자에게 익숙한 제품인가? 

• 기능과 조형이 균형 있게 존재하는가? 

• 조형적 변형 가능성이 있는가? 

• 컨셉의 다양한 전개가 가능한가? 

 

실험 중 참여자는 1시간 내외로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며,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자유롭게 스케치와 CAD를 오가며 사용할 수 있었다. 

참여자의 스케치 행위는 비디오 녹화되었으며, CAD의 조작은 컴퓨터의 

화면 녹화를 통해 기록되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프로토콜 연구에서 참여자의 발화는 연구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중요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회고적 보고(Retrospective)가 아닌 

동시적 발화(Think-aloud)를 사용하였다. 회고적 보고를 사용할 경우 

참여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인 회고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신, 디자인 작업 특성상 발화를 잊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여 참여자의 디자인 행위가 종료된 이후 녹화된 비디오를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후 인터뷰를 통해 발화가 누락 부분을 보충하였다. 

 

 위의 내용대로 실험을 실시하여 1) 참여자들의 Think aloud 발화문 2) 

참여자들의 디자인 결과물 및 과정에서의 모든 부산물 3) 비디오 녹화 및 

화면 캡쳐 비디오 4) 사후 인터뷰 총 4가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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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3.2.1 실험 환경 

 실험 환경은 [그림 12]와 같이 CAD 사용을 위한 데스크탑 컴퓨터와 

스케치를 위한 A4용지가 제공되었다. 컴퓨터에는 참여자들이 모두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답한 CAD 프로그램인 라이노(Rhino5)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업 내용은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이용해 녹화되었다. 

참여자의 스케치 행위는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되었으며 실험 내내 참여자의 

발화 내용은 전부 녹음되었다.  

 

[그림 12] 본 연구의 실험 환경 

 

3.2.2 실험의 절차 

 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표 5]의 1번과 같이 사전 

설문조사로 참여자들의 디지털 네이티브 정도를 측정하며 CAD 사용 

경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설문은 참여자들의 디지털 네이티브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그림 13])과, CAD의 사용 경험을 묻는([그림14])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7점만점 척도에서 각각 평균 6.3/5.75/6.2 

라는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 정도를 기록하였다. 또한 CAD 활용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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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문에서 CAD를 사용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디자인 

교육을 받기 시작함과 거의 동시 혹은 1년 내에 CAD의 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실험 참여자들은 CAD를 활용한 디자인 

행위와 디자인 사고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순서 세부 내용 

1.사전 설문 디지털 네이티브 정도와 CAD 사용 경험에 관한 설문 

2.실험 

안내문 배부 

Think – Aloud 연습문제 풀이 

디자인 과제 및 참고자료 제공 

디자인 활동 

3.사후 인터뷰 

누락된 프로토콜 보충 

CAD와 Sketch를 통한 컨셉 발상에 대한 질의응답 

[표 5] 디자인 사고과정 관찰 실험의 절차 

 

 

[그림 13] 디지털 네이티브 정도에 대한 설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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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AD 툴 사용 경험에 대한 설문 일부 

 사전 설문 이후 [표 5]의 2번에 해당하는 본격적 실험에 앞서 실험에 대한 

동의를 얻고 실험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문이 배부되었다. 

안내문에는 참여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결과물의 조건 및 예시가 제공되었다. 

또한, 안내문에는 Think-aloud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15]의 Think-aloud 발화 예시 스크립트가 

제공되었다. 발화 예시 스크립트는 파일럿 테스트에서 실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32 

 

[그림 15] 참연자들에게 제공된 Think-aloud의 예시 스크립트 

 

 본격적 Think-aloud 실험에 앞서 참여자들이 Think-aloud에 익숙해질 수 

있게끔 [그림 16]과 같은 연습문제가 제공되었다. 연습문제는 참여자들의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디자인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문제를 

제공하였으며, 제공된 문제를 푸는데 이루어진 사고 과정을 전부 

발화하도록 요구하였다. 제공된 문제는 제한 조건을 이해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해 답을 요구하는 문제로 본격적인 디자인 과제에 돌입하기 전 

디자이너의 사고를 자극하고 발화에 익숙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맞추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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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참여자들에게 제공된 Think-aloud 연습문제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457766&memberNo=

7992540&vType=VERTICAL)에서 발췌 

 

 실험 중에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 과제와 참고 자료가 제공되었다. 디자인 

과제는 현실적이면서 열린 문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림 17]과 같이 

시나리오 형식으로 지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실험 중 참고 자료의 

검색은 금지되었으며, 대신하여 참여자들의 디자인 영감을 자극하기 위해 

[그림 18]의 예시 자료들이 제공되었다. 또한, 커피 캡슐 거치대를 

디자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치수 데이터와 실제 커피 캡슐을 비롯해 

디자인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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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참여자들에게 부여된 디자인 과제 

 

 

 

[그림 18] 참여자들에게 제공된 커피캡슐 거치대의 예시 및 자료 



 35 

 

3.2.3 실험 참여자들의 제출물 

 

 실험 중 참여자들은 1시간 내외로 자유롭게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모두 최소 62분에서 최대 1시간 13분 내로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녹화 장비의 배터리 및 메모리 교체를 위한 일시적인 

휴지 외의 쉬는 시간은 제공되지 않았다. 

 

다음 [표 6]은 실험 참여자들이 제출한 스케치와 디자인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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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실험 참여자들이 제출한 스케치 및 결과물 

  

참여자 A 

참여자 B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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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험 결과 분석 

 

3.3.1 프로토콜 데이터  

  

 실험 결과 총 201분 37초의 비디오 및 오디오 녹화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이후 실험 참여자들의 Think-aloud 프로토콜의 분석은 필사– 

세그먼트(Segment) 나누기–코딩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필사 과정에서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누락된 프로토콜 데이터를 

보충하였다. 이후 세그먼트화 과정에서는 Suwa(2006) 35 가 제안한 정의에 

따라 세그먼트를 나누었다. 프로토콜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발화 사건, 즉, 

문장을 완성하기 위한 발화의 끊김이나 어조의 조절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1차적으로 문장으로 나눠진 이후, 참여자의 발화 의도에 의해 세그먼트를 

다시 분해하거나 결합하였다. 발화 의도에 따른 구분은 발화 내용에서 

나타나는 참여자의 의도의 변화나 내용의 변화로 구분하였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장에서 복수 개의 세그먼트가 추출되기도 하였으며, 하나의 

세그먼트 안에 복수 개의 문장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였다. 때로 세그먼트의 

구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디오 자료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3.3.2 코딩 스킴 

 

 코딩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Claus(2019) 36 의 연구에서 사용된 코딩 

체계를 활용하였다. 효율적인 코딩을 위해 귀납법은 IN, 연역법은 DE, 

가추법1단계는 AB1, 가추법2단계는 AB2로 표시되었다. 컨셉 생성, 

                                            
35 Masaki, Suwa.& Babara, Tversky.(1997). What do architects and students 

perceive in their design sketches? A protocol analysis. Design Studies Vol 

18 No.4, 385-403. 
36 Claus, L. (2019). Empirically analyzing design reasoning patterns: 

Abductive-deductive reasoning patterns dominate design idea generation. 

Design Studies, Vol 60 no. C, 39-70. 

https://doi.org/10.1016/j.destud.2018.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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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계에서 디자이너의 사고의 흐름을 관찰한다는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Claus(2019)의 코딩 스킴를 변형해 [표 7]의 AB1,AB2와 같이 

Kroll(2014)가 제안한 가추법의 두 단계의 프로세스를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CAD툴의 사용시 모델링을 생성하기 위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표 7]의 C와 같이 표현물을 생성하기 위해 

나타나는 사고인 구성(Construction)을 코딩 스킴에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코드 코드의 정의 

DE - 연역법 

(Deduction) •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론(Schurz, 2007) 

• 결과를 제안 하는 것으로 가설을 설명하는 행위(Fann, 1970)  

• 주어진 프레임 안에서의 결과 예측 행위 (Fann, 1970)  

• 가추의 결과를 탐구 (Fann, 1970) 

• 필연적 결과를 증명 (March, 1976) 

IN - 귀납법 

(Induction) 

• 가설의 테스트 (Schurz, 2007) 

• 특정 사례 혹은 아이디어를 통해 일반화 하기 (Reichertz, 

2010) 

• 무언가가 실행 가능한지를 평가함 (Fann, 1970) 

• 관측된 것으로부터 관측되지 않은 것을 추론함 (Schurz, 2007) 

• 미래사건과정에 대한 추론 (Johnson-Laird, 2009) 

AB1-가추법 1단계 

(Abduction Step1) 

• 목표로 하는 기능을 성취하기 위한 작동 원리의 제안 (Kroll, 

2014) 

• 제품 컨셉의 제안 (Kroll, 2014) 

AB2-가추법 2단계 

(Abduction Step2) 

• 1단계에서 도출된 작동원리에 부합하는 사물 혹은 형태의 

제안 (Kroll, 2014) 

• 제품이 제대로 기능하거나 존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형태나 

재질 등 세부 디자인의 제안 

C - 구성 

(Construction) 

• CAD툴 혹은 스케치를 통해 표현물을 생성할 때 관찰되는 

사고 

[표 7] 본 연구에서 활용한 코딩 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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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코딩 스킴의 주요 카테고리는 연역법, 귀납법, 가추법 1단계, 

가추법 2단계 네 가지이다. 해당 카테고리에 맞게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코드의 정의를 프로토콜 데이터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코드의 정의를 가공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 및 

코딩 스킴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다른 1명의 코더가 코드의 정의를 

이해하여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코딩 스킴을 가공하였다. 코더는 디자인과 

철학에서 학사 학위를, 그리고 철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디자인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다. 

 코딩 스킴 가공을 위해 프로토콜 데이터를 해석하여 논리적 구조를 파악한 

뒤 코드를 부여하였고, 같은 코드가 부여된 프로토콜 데이터들 간에 유사한 

논리 구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이 때 프로토콜 해석에 있어 논리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와 코더는 ‘조형 원리’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기능뿐만이 아니라 형태의 조형미 역시 고려해 형태를 

제안하는 디자인 행위를 하였다. 이 때 목표로 하는 기능에 부합하는 

형태를 도출하는 과정은 앞서 언급한 Dorst(2011) 37 와 Kroll & 

Koskela(2014) 38 가 제안한 ‘작동원리’ 개념으로 도식화가 가능하였으나 

디자이너의 미감을 만족시키는 형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추적 

사고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프로토콜 데이터 검토 결과, 실험 참여자들은 형태에 대한 제안을 할 때 

참여자 본인이 추구하는 조형미를 만족시키기 위해 비례감이나 통일감 등의 

원리를 활용해 원하는 형태를 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령, 실험자에게 

‘아름다운 비율’에 대한 원리가 이미 내제 되어 있어 이를 활용해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도출해 내거나 ‘아름다운 비율’을 

만족시키는 여러 형태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 과정 역시 

미감에 대한 원리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안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행태를 

                                            
37 Kees, Dorst. (2011). The core of ‘design thinking’ and its application. 

Design Studies, Vol 32 no.6, 521-532. 10.1016/j.destud.2011.07.006 
38 Kroll, Ehud.& Koskela Lauri. (2014). On abduction in design. John S. 

Gero., Sean Hanna, Design Computing and Cognition. Spr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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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처럼 실험자가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활용한 조형미에 관련된 기제를 ‘조형원리’로 이름 

붙였다. 디자이너가 조형 원리를 활용해 형태를 제안하는 과정을 앞서 

언급한 Cross(2011)의 도식을 빌어 설명하면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 조형 원리를 통한 형태 도출 과정 도식 

 

 연구자와 코더는 실험자들의 프로토콜 발화 내용을 검토해 그 속에 내제된 

논리적 구조를 확인하였고, 논리적 구조를 연역(DE)/귀납(IN) 

/가추1단계(AB1)/가추2단계(AB2)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작동원리’ 및 

‘조형원리’ 개념을 활용해 연구자와 코더가 프로토콜 발화 내용의 논리적 

구조를 해석한 후 부여한 코드의 예시는 다음 [표 8]과 같다.  

 

프로토콜 

번호 
프로토콜 발화 내용 프로토콜 내용 해석 

부여된 

코드 

3 그럼 기계랑 좀 어울리게 기계는 

되게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인거고 

레퍼런스 (머신 형태)의 조형적 특성 

분석(심플하고 모던)으로부터 

조형원리(기계랑 좀 어울리게) 제안 

AB1 

4 **커피 머신에 붙이는 형식인데 

 

**발화 당시 누락되어 사후 추가된 내용 

작동원리 (머신에 붙이는 식으로 

만든다)를 도입  

AB1 

5 측면부가 넓으니까 측면부 쪽으로 

들어가게 

레퍼런스 (측면부에 공간이 있음)에 

기반해서 형태(측면부에 부착)를 

이끌어냄 

DE 

6 그리고 이렇게 패턴 들어가 있는게 

좀 주류니까  

레퍼런스 사례 일반화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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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캡슐이 이렇게 모여 있는게 약간 

패턴 느낌 나는 식으로 

해봐야겠네 

작동원리(캡슐을 거치대에 나열하는 

식으로 수납)와 조형원리(캡슐이 

모여 있는 게 패턴 느낌 나게) 제안 

AB1 

8 (자료를 보면서)이거도 나름 

귀여운데 

특정 레퍼런스 사례의 조형성에 

대해 조형원리에 근거하여 

판단(귀여운데 

DE 

9 이게 크기가 한…200 300 80 

이니까 20정도해서 10센치… 10센치 

정도면 

레퍼런스(머신 크기)와 

조형원리(비례)에 기반해서 디자인할 

물체의 대략의 크기를 제안 

 

AB2 

10 높이가 30이니까 레퍼런스를 읽음 - 

11 조금 비대칭적으로 하면서 (종이에 

캡슐의 비대칭적 형태를 스케치) 

스케치를 하면서 캡슐 패턴의 비대

칭적 형태를 제안 

 

AB2 

12 이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걸쳐서 

보이면 괜찮나 

거치대의 작동 원리(걸쳐짐)를 제안 AB1 

[표 8] 프로토콜 데이터에서 나타난 논리 구조의 해석 예시 

 

 이후 해석된 프로토콜 내용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구조를 취합하여 유사한 

구조끼리 묶어 가공된 코딩 스킴을 도출하였다. 작동원리/조형원리 등 이미 

내재된 전제를 활용해 이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연역에 

해당하였다([표 9])의 DE에 해당). 주어진 레퍼런스 혹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일반화하는 과정은 귀납([표 9]의 IN)에 해당하였으며 

목표(Dorst(2011))39의 Value)를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작동원리/조형원리의 

제안은 가추1단계([표 9]의 AB1)에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작동원리 

/조형원리 등 이미 내재된 전제에 부합하는 안을 내놓는 행위 혹은 이전에 

이미 제안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행위, 이전에 제안된 내용의 

대안을 다시 제안하거나 수정안을 제안하는 행위는 가추2단계([표 9]의 

AB2)에 해당하였다. 그 외에 표현물을 생성하기 위해 나타나는 사고는 

                                            
39 Kees, Dorst. (2011). The core of ‘design thinking’ and its application. 

Design Studies, Vol 32 no.6, 521-532. 10.1016/j.destud.2011.0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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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Construction)으로 분류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Claus의 코딩 

스킴을 기반으로 프로토콜 데이터에 적용 가능하도록 도출한 가공된 정의인 

[표 9]를 코딩스킴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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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가공된 정의 

DE 

연역법 

(Deduction) 

• 레퍼런스 정보로부터 추구하는 목표(Cross의 Value)와의 

적합성 판단 

• 자기 제안에 대해 일반적 혹은 개인적 사례나 경험을 

일반화한 원리에 근거해서 목표와의 적합성을 판단 

• 제안된 형태를 표현한 후 작동 원리와 비교하여 적합성을 

판단 

• 제안된 형태를 표현한 후 형태로 인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를 제시 

• 제안된 형태에 조형 원리를 적용하여 비례의 적합성 판단 

• 레퍼런스 사례에 대해 조형원리를 적용하여 적합성 판단 

• 일반적 과학적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냄 

• 표현된 형태/메커니즘으로부터 구체적 수치를 도출 

• 레퍼런스를 활용하여 제안된 형태와 비교, 계산을 통해 

구체적 수치를 도출 

IN 

귀납법 

(Induction) 

• 사람들의 행동 패턴의 이유를 일반화 

• 레퍼런스 혹은 개인적 사례로부터 작동/조형 원리 혹은 

메커니즘/형태를 추출 

• 레퍼런스 사례에 대해 작동/조형 원리와의 적합성을 일반화  

• 레퍼런스 사례에 대해 목표와의 적합성을 사람들의 

행동패턴을 일반화하여 논증 

•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여 목표와의 적합성을 논증 

AB1 

가추법 1단계 

(Abduction Step1) 

• (레퍼런스 정보를 참고하여) 작동 원리를 제안  

• 이전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내재된 작동/조형 원리를 제안  

• 목표를 만족시키는 작동/조형 원리의 제안  

• 레퍼런스 사례에 대해 대안적인 작업 원리를 제안 

• 이전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대안적인 작동/조형 원리를 제안 

AB2 

가추법 2단계 

(Abduction Step2) 

• 연역으로 도출된 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형태를 제안 

•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의 제안  

• 이전 논증에 근거하여 이를 만족시키는 형태/메커니즘의 제안 

• 이전에 제안한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고안 혹은 수정 

• 이전에 제안한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안 혹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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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코딩 스킴의 적용 

 

 코딩은 연구자 본인 외 1명의 코더에 의해 이루어졌다. 복수의 연구자에 

의한 코딩 결과 82%의 일치율을 보여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일치한 결과의 대부분은 AB2(가추법 2단계)코드의 부여에서 나타났다. 

실제 실험 중 참여자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과학적 혹은 

논리적 사실에서 근거하여 결과를 제안하는 경우 참여자가 해당 논증 

과정을 발화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논리 구조를 파악하여 

AB2(가추법2단계)와 DE(연역)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AB1(가추법 1단계)과 AB2(가추법 2단계)의 구분에서도 불일치가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디자인 행위에서는 가추법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선형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실험자들은 종종 

가추법 2단계를 먼저 한 후 가추법2에 내포된 작동원리를 제안하는 가추법 

1단계를 시도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불일치한 코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청취 후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코드를 부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코드를 부여할 때 활용한 기준은 코딩 스킴의 보완으로 

• 작동/조형 원리에 부합하는 적합한 형태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안 

• 레퍼런스에서 메커니즘을 추출하여 채택 

• 대안적 메커니즘을 제안하였으나 기각하고 기존의 자기 

제안을 그대로 채택 

• 스케치를 하면서, 스케치로부터 형태/메커니즘을 제안 

• 모델링을 하면서, 어림잡아 형태를 생성 

구성 

(Construction) 

• CAD툴 혹은 스케치를 통해 표현물을 생성할 때 관찰되는 

사고 

[표 9] 코딩 스킴을 기반으로 가공한 코딩 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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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졌다. 다음 [표 10]은 연구에서 사용된 코딩 스킴에 따른 프로토콜의 

분류 예시이다. 

  

 

  

코드 예시 

DE 

(귀납법) 
• 머신은 좀 작은 사이즈잖아 이게 작은데 어 커피머신은 작은 

얘만 커봐 이 보관함 이 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돼 

• 제일 넓은 지름이 37미리 그리고 요 안이 3 그러니까 요 옆에가 

20이니까 사실 엄청 많이 넣을 수는 없겠다 

IN 

(연역법) 

• 왜 작은걸 사 공간 줄일라고 작은거 사는건데 그치? 

• 나는 이거 맨날 커피머신 집에서 쓸 때마다 느낀게 커피머신 

옆에 이 캡슐함이 있어야 편하지 웬 그 여러가지 그거 또 찾아서 

꺼내고 하면 귀찮더라구 

AB1 

(가추법 1단계) 

 

• 아 그런데 아 이 에센자랑도 좀 어울려야할거 아냐 

• 아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이 캡슐을 꺼내야 되잖아 

꺼내는게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톡톡톡톡 이렇게 뽑혀야 

하는데 

AB2 

(가추법 2단계) 

 

• 근데 내가 아까 이게 밑에서 살짝 걸려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원래 37이지만 밑에 빼는 부분은 36.5정도로 하는거야  

• 일단은 그러면 여유는 2미리씩은 둬야하지 않을까 

구성 

(Construction) 

• 필렛으로 깎는건 어색하려나 한 번 해봐야겠다 

• 여기서 트림으로 잘라주고 

[표 10] 코딩 스킴에 따른 프로토콜 데이터 분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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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과 및 해석 
 

3.4.1 프로토콜 데이터 분석 결과 

  

 분석 결과 프로토콜 데이터로부터 총 594개의 세그먼트가 추출되었으며 

논리적 사고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298 개였다. 논리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토콜 세그먼트 중 다수는 구성(Construction)에 해당하였다. 

 

[그림 20]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전체 세그먼트 중 귀납법은 17개,  

연역법은 131개, 가추법 1단계는 20개,  가추법 2단계는 133개로 나타났다. 

 

 

[그림 20] 논리적 사고의 유형별 빈도 그래프 

 

 [그림 21]은 CAD와 스케치의 환경에 따른 논리적 사고 빈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스케치 환경에서는 귀납적 사고가 11개, 귀납이 23개, 

가추1단계가 12개, 가추2단계가 24개로 나타났으며 CAD를 활용하였을 때 

귀납이 6개, 연역이 108개, 가추1단계가 8개, 가추 2단계가 109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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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케치와 CAD별 논리적 사고 유형의 빈도 비교 

 

 참여자에 따른 스케치와 CAD별 논리적 사고 유형의 빈도와 평균은 다음 

[표 3-8]과 같이 나타났다. 세 참여자 모두 CAD 사용시 연역과 가추법 

2단계 사고의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참여자A의 경우 CAD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고, 이에 따라 스케치 활용 시 나타난 논리적 

사고의 빈도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B의 경우 참여자A와 

유사한 행태를 보였으며 참여자 C의 경우 스케치와 CAD를 다른 두 

참여자에 비해 비교적 균형 있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SKETCH CAD  

 IN DE AB1 AB2 IN DE AB1 AB2  

참여자A 1 3 2 4 2 55 2 46  

참여자B 2 2 5 8 3 28 4 46  

참여자C 8 18 5 12 1 25 2 17  
          

평균 3.67 7.67 4 8 2 36 2.67 36.33  
          

[표 11] 참여자에 따른 Sketch와 CAD별 논리적 사고 유형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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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의 그래프는 각 논리적 사고 유형의 전체 빈도를 100이라고 

하였을 때 해당 사고에서 활용한 매체의 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논리적 사고 유형 별 사용 환경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참여자 별로 

빈도수는 상이하나 공통적인 경향이 관찰되었다. 전체 연역과 가추 2단계의 

경우 CAD 환경에서 더욱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가추1단계의 경우 스케치 

환경에서 더욱 우세한 경향을 보였으나 귀납의 경우 참여자 별로 상이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부적합한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논리적 사고 유형 별 사용 환경 점유율 비교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귀납과 가추 2단계는 CAD환경, 가추 1단계는 

스케치 환경에서 더 자주 관찰되었으며 연역의 경우 총합치로는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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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자별로 확인하였을 경우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3.4.2 컨셉 발전 과정 예시  

  

 프로토콜 데이터 분석에 추가하여 실험자의 사고 과정 전개를 파악하기 

위해 미시적으로 컨셉 발전이 어떠한 논리적 사고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참여자 C는 편리한 사용, 효율적인 공간의 활용, 커피 머신과의 조화로운 

형태를 성취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Value)로 선정하여 컨셉을 전개하였다. 

이 때 실험 참여자가 고려한 주요 컨셉으로는 자석의 사용, 캡슐을 종이컵 

뽑듯이 뽑기, 캡슐을 패키지로부터 분리해 넣기, 쌓아서 수납하기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내부구조, 캡슐의 최대 수납 개수, 투명한 재질의 사용, 

라운드진 형태, 그리고 적절한 사이즈의 제안이 있었다. 참여자C가 제안한 

컨셉들은 커피 캡슐 거치대가 성취하는 기능과 관련된 컨셉과 조형미에 

관련된 컨셉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해당 컨셉이 성취하고자 하는 기능과 

관련해 작동원리를 사용해 도출된 경우 ‘기능’ 에 해당하는 컨셉으로 

분류하였고 ‘조형원리’를 사용해 제안된 컨셉일 경우 ‘형태’에 해당하는 

컨셉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표 12]는 각 컨셉을 도출할 때 사용된 원리와 

기능에 해당하는 컨셉인지 형태에 해당하는 컨셉인지를 분류하여 정리한 

표이다. 

 

기능/형태 컨셉 해당 컨셉이 성취하는 

작동원리/조형원리 

기능 자석의 사용 커피 머신에 부착 – 작동원리 

뽑아내기 캡슐을 자연스럽게 꺼내기 – 

작동원리 

캡슐을 패키지로부터 분리하여 수납 캡슐의 수납 –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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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을 쌓아서 수납하기와 이를 

만족시키는 구조 

최대 수납 개수(용량) 

투명한 재질의 사용 남아있는 캡슐의 개수를 알려줌 – 

작동원리 

형태 라운드진 형태 커피머신과의 어울림 – 조형원리 

거치대의 사이즈 비례감 – 조형원리 

[표 12] 참여자C가 제안한 컨셉과 작동/조형 원리 

다음으로 디자이너가 해당 컨셉을 도출할 때 어떤 논리적 사고 유형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도식화하였다. 다음은 실험 참여자 C의 컨셉 

발전 사고과정을 도식화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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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참여자C의 컨셉 발전과정 도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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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참여자C의 컨셉 발전과정 도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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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 23]과 [그림 24]의 왼쪽 축은 실험 참여자가 제안한 컨셉이며 

오른쪽 축은 사고 발현의 순서를 의미한다. 원은 참여자의 논리적 사고 

발현을 의미하며 연역/귀납/가추 1 단계/가추 2 단계의 사고 유형별로 다른 

색의 원으로 표현되었다. 선행하는 사고에서 다음 사고가 도출되거나 

제안되는 경우에는 원을 연결하는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점선으로 연결된 

원들의 관계는 앞선 제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앞선 제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경우, 선행하는 사고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 선행하는 사고를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참여자 C는 전체 디자인 행위에서 전반은 주로 스케치를 활용하였고 

CAD는 후반부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후반부로 갈수록 기능에 대한 사고와 

형태에 대한 사고를 연결시키면서 최종 디자인 안을 생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케치를 활용한 구간의 경우, 커피 머신 거치대의 기능과 관련된 컨셉에 

대한 사고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CAD를 사용한 구간에서는 CAD의 

활용 시작과 동시에 형태에 대한 사고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는 CAD활용한 구간에서 기능적 컨셉에 대한 사고와 형태적 

컨셉에 대한 사고가 모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AD의 활용에서 

나타난 사고의 대부분은 연역적 사고, 가추2단계 사고에 해당하였으며 거의 

모든 원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선행하는 사고를 활용하는 사고가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CAD를 활용한 사고에서는 

앞선 사고에서 작동원리나 조형원리를 제안하고 선행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이 수행하는 디자인 과제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형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조형원리에 의거하여 연역적인 

판단을 내리는 행태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CAD툴을 활용해 형태적 

컨셉을 발전시킨 영역에서는 자신의 조형원리를 일반화하는 식의 귀납적 

사고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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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과정의 후반부에는 기능적 컨셉과 형태적 컨셉이 연결되는 행태가 

자주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스케치에서 캡슐을 쌓아서 수납한다는 

작동원리를 제안하고([그림 25]의 ○1  ) CAD에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실린더 모양의 구조를 생성하였다([그림 25]의 ○2  ). 실린더 형의 구조를 

만드는 행위는 작동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능적 컨셉에 해당한다. 

이후 ‘커피 머신과의 어울림’이라는 조형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컨셉으로 

거치대의 라운드진 형태를 제안하였는데, 이 때 앞서 만들어진 실린더의 

라운드 값을 활용해 실린더 구조와 조화로운 본체 부분의 라운드 값을 

도출하는 것으로 기능적 컨셉으로부터 도출된 형태와 형태적 컨셉을 

연결시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그림 25]의 ○3  ). 또한, 반대로 아름다운 비례 

라는 조형원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형태를 변경하고([그림 25]의 ○4 ,○5 ), 이후 

변경된 형태로부터 기능적인 컨셉인 캡슐의 최대 수납 개수를 개산해 

도출([그림 25]의 ○6  )하는 등 디자인 과정의 후반부에서 기능과 형태를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25] 참여자 C의 컨셉 발전과정 예시 

 

3.4.3 실험 결과의 해석 

  

 실험 결과, 스케치 환경에서 Dorst(2011)가 주장한 바 있는 진정한 의미로 

창조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1단계 가추법, 즉 작동원리의 제안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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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다. Vinod Goel(1995) 은 그의 연구에서 스케치의 모호함, 

통사론/의미론적으로 높은 밀도 때문에 창조적이고 탐색적인 개방형 문제 

해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스케치의 특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Value)만을 알고 있는 가추법 1단계에서의 열린 

탐색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CAD는 가추법 1단계를 통해 생산된 지식인 작동원리 혹은 

조형원리가 전제되어 있거나 디자이너가 본래 체득하고 있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논리적 사고인 연역법 및 가추법 2단계가 많이 관찰되었다. 디자인 

사고 과정을 도식화 한 그래프인 [그림23],[그림24]에서 CAD를 활용한 

영역에서의 사고는 선행하는 사고로부터 제안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가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CAD를 활용한 

사고에서는 앞선 과정에서 작동원리나 조형원리를 제안하고 선행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유추된다. 즉, Dorst가 제안한 가추젖 

논리에 대입하면 프레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프레임에 

적합한 형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형태가 프레임에 부합하는지를 

작동원리/조형원리에 의거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역법이 

CAD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CAD에서의 시각화를 통해 디자이너가 

실제 사용 상황을 예상하기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가령 

디자이너들은 먼저 가추법을 사용해서 작동방식이나 형태를 제안하고 이를 

시각화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제안한 디자인 안이 실제로 작동 

가능하거나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지를 모델링을 다각도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연역적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CAD는 형태를 신속히 생성하고 

변경하는 시행착오가 가능하여 주어진 프레임에 부합하는 형태의 

도출(가추법2)과 확인(연역법)을 다양하게 빠르게 시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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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실제 디자인 환경과 유사한 혼합적 매체 

환경에서 스케치와 CAD가 디자인 사고에 상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디자인의 컨셉 발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여 

실험 참여자들의 Think-aloud 프로토콜을 분석하였다. 프로토콜 분석 

시에는 Claus(2019)의 코딩 스킴을 기반으로 Kroll & Koskela(2014)의 

정의에 따라 가추법을 2단계로 세분화한 뒤 재가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 컨셉 발전과정에서 프리핸드 스케치와 CAD의 상호 역할을 

고찰하였다. 

 프로토콜 분석 결과를 통해 각각의 환경에서 연역/귀납/가추1단계/가추 

2단계 중 어떠한 논리적 추론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는지 탐구하고, 서로 

다른 환경이 디자인 사고에 어떤 상호 보완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프로토콜 분석 결과, 디자이너는 연역, 귀납, 가추법을 모두 

활용하여 컨셉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케치에서는 선행 

지식(조형원리나 작동원리)을 생성하는 가추법 1단계에 해당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며, CAD에서는 주어진 선행 지식을 활용해 연역 및 가추법 

2단계 사고를 통해 컨셉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가추법 1단계가 

스케치 환경에서 더 자주 발현되는 이유는 스케치의 모호성 및 의미론, 

통사론적으로 높은 밀도를 보이는 특성이 아직 작동원리도 주체도 규명되지 

않은 가추법 1단계에서의 열린 탐색을 위한 논리적 사고를 도와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orst(2011)40는 컨셉을 도출해내는 가추법 1단계가 디자인 

사고의 핵심이며 창의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가추법 2단계는 컨셉에 부합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Nobeoka & Baba(2001) 41 는 그의 연구에서 CAD의 이용이 가추법을 

                                            
40 Kees, Dorst. (2011). The core of ‘design thinking’ and its application. 

Design Studies, Vol 32 no.6, 521-532. 10.1016/j.destud.2011.07.006 
41 Nobeoka,K.& Baba, Y. (2001) The influence of new 3-D system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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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준다고 설명하진 않았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그가 주장한 내용이 가추법의 2단계, 즉 컨셉에 맞는 형태를 

제안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실험 참여자들은 가추법 1단계에서 작동원리를 제안할 때 ‘책 

선반처럼~’ ‘종이컵 빼듯이’ ‘주사기 피스톤처럼’ 와 같이 일상에서 접했던 

사물의 작동방식이나 형태로부터 유추하여 제안하거나 제공된 

레퍼런스로부터 작동원리를 유추해 추출하는 행태를 자주 보였다. 또한, 

가추법 1단계 이후 가추법 2단계가 선형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가추법 2단계에 해당하는 형태를 먼저 제안하고 이에 내포 되어있는 

작동원리를 제안하는 가추법 1단계를 진행하는 식의 가추적 단계를 역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디자인에서의 가추적 사고를 잘 

일어나게 하는 환경이나 자극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우선 실험 표본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부여된 과제 역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과제가 주어졌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과제는 조형과 기능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일상제품으로 

한정하였으나, 기능과 관련된 컨셉을 제안할 때 스케치를 주로 활용한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조형에 비해 기능이 강조된 제품 혹은 기능에 비해 

조형이 강조된 제품을 과제로 부여했을 경우 다른 경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참여자의 배경 또한 제한적이었다는 한계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그림 22]의 그래프에서 공간 및 공간•제품디자인 전공 2명은 유사한 

그래프 모양을 보였지만 제품디자인 전공은 경향은 유사하나 빈도 수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디자인 전공인 참여자 A는 ‘평소 

                                            

Knowledge creation in product development. In I. Nonaka., Nishiguchi., 

Knowledge emergence: Social, technical, and evolutionary dimensions of 

knowledge cre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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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할 때 그래스호퍼(Grasshopper 3D) 42 등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파라메트릭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스케치가 거의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평소 디자인을 할 때 스케치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인터뷰하였다. 

참여자 B 역시 스케치 없이 형태를 생성하고 디자인하는데 익숙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자 A, B와 참여자 C 간 CAD 활용의 

빈도 수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AD사용과 스케치가 디자이너의 논리적 사고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대해 알아보기 위해 Claus(2019) 43 의 코딩 스킴을 

가공한 코딩 스킴을 제안해 디자인 발전과정에서 논리적 사고의 전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2 https://www.grasshopper3d.com/ 
43 Claus, L. (2019). Empirically analyzing design reasoning patterns: 

Abductive-deductive reasoning patterns dominate design idea generation. 

Design Studies, Vol 60 no. C, 39-70. 

https://doi.org/10.1016/j.destud.2018.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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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mplementary Role of 

Freehand Sketch and CAD  

on the Perspective of 

Abductive Reasoning 

성 명 Jimin Choi 

학과 및 전공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CAD can be used in the design 

process and how designers think while using CAD in their design activity. 

Although comparing designer’s design activity in traditional media vs digital 

media has been a popular subject in previous researches, little about the role 

of two different environments in design thinking has been studied. In addition, 

there is also a lack of research on the designer’s concept development process 

in terms of logical reasoning. 

 

 Dorst (2011) argues that the core of design thinking is logical reasoning. In 

particular, he insists that the act of creating a ‘frame’, which consists of 

designer's intended value and working principal, is the truly creativ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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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Claus (2019) 's previous research has revealed that design concept 

development is achieved through repeating patterns of ‘abduction-deduc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ich type of logical reasoning is 

supported by two different environments – sketch vs. CAD, by using Think-

aloud protocol analysis method.  In this study, researcher assigned design 

tasks to three designers, and observed their design activity.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sketch supports the abduction steps1, and CAD supports 

abduction step2 and deduction. The results imply that the high ambiguity and 

high semantic density of sketch supports the open exploration of finding ‘how’ 

in abduction step1. Also, the ability to quickly visualize and simulate design 

concept when using CAD can help designers’ explorative activity of finding 

form that fits the ‘frame’ which has been already suggested in earlier stage. 

 

Keywords : Design Thinking, Abduction, Concept Generation Tool, Freehand 

Sketch, Computer-Aided Design(CAD) 

Student Number : 2017-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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