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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디자인은 물리적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 경

험’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감정과 생각은 가시적으

로 관찰 할 수 없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내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디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용자 반응’ 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정의 스펙트럼을 유추하

고 이를 재조립하는 ‘마음의 역설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시

각에서 디자인 과정은 디자이너가 현실의 지각 가능한 정보들을 인식

하고 기억 속의 지식과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정보의 설계’ 과정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문과 디자인 영역에서 인간의 인식과 인지 작용이 중

요한 가치로 대두되는 현상 및 변화의 흐름을 선행 연구로 고찰하였다. 20 

세기를 기점으로 학문의 거시적 패러다임은 자연과 우주, 모든 대상과 현

상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대적, 가변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과 인지 작용에 근거한다는 인지중심 패러다임

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디자인 영역

에서도 기능을 위한 합목적성과 생산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인

간의 주관적인 인식과 인지 작용에 기반한 인간중심적, 감성적, 서술적 가

치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디자인 과정과 활동을 바라 봄

에 있어서, 기존의 분석적, 물질지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디자이너의 

인지와 사고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디자인 사고의 인지적 해석을 위한 기반 연구로 인간의 인식과 인지 작

용, 사고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지 관련 학문의 개요와 연구 흐름, 이론

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사고의 해석 방향

으로 정보 처리 과정으로서의 디자인 활동의 해석, 인간의 인지 자원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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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이중 부호화 이론을 통한 이미지/의미 정보의 특성, 인간의 사고 시스

템의 직관적, 분석적 사고 특성을  본 연구의 분석의 방향으로 설정하였

다.  도출된 분석 방향을 토대로 디자인 사고를 인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분석 틀로 ‘디자인 시스템 인지 모델’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보처리 관점으로 해석하고 디자인 사고의 특성을 도출하였

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보의 탐색, 해석, 생성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해

석하면, 프로세스의 경계에서 디자인 정보가 서로 반영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의 대표적인 활동인 ‘조형 컨셉의 

도출’, ‘디자인 스케치’, ‘디자인 안의 비교 및 평가’를 인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였고, 이를 통해서 세 가지 디자인 사고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도출

된 디자인 사고의 특성은 첫째, 디자인 사고는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의 

표상과 연상, 추론, 조합의 인지 처리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이미지정보를 

생성하는 정보처리의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자인 사고는 휴리스

틱적인 빠르고 직관적인 사고와 함께 논리적인 추론에 의한 분석적 사고

의 시스템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디자인 사고는 가능성

을 넓히고 새로운 패턴을 생성하는 확산적 사고와 이를 통해서 발산된 생

각과 가능한 해법 중 가장 유용하고도 적절한 것을 가려내는 수렴적 사고

가 교차되고 반복되는 동적평형의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디

자인 과정에서는 앞서의 세 가지 인지 특성이 상호 작용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미지가 생성 됨을 알 수 있었다.

 도출된 디자인 사고 특성을 기반으로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을 제

안하고, 그 활용 예를 제시함으로써 인지 기반의 디자인 방법의 개발 가능

성을 모색하였다.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맵핑은 다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

를 고려하였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디자이너들 간의 조형 컨셉

의 해석의 차이, 표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렴적 사고의 특성을 활

용하여 조형 언어에 의해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공유하고, 구체화하는 과

정을 거친다. ‘이미지 브레인스토밍 단계’는 인지적 기본 수준인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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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이미지를 배치하는 방식에서 ‘조형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이미지의 ‘재인’을 통한 직관적 해석과 연상을 

통해서 디자이너의 확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를 확

산해 나가는 기준으로 인지적으로 구별이 쉬운 조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미지를 인식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정보의 혼재로 인해 생

기는 인지 처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작성된 ‘이미지

맵’은 ‘조형 유사 속성’과 ‘조형 키워드’를 통해서 다차원에서 해석이 가능

한데 이는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인지 처리의 수렴적 사고의 특성이 고려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 된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은 의미정보인 

조형 언어를 이미지정보로 환원하고 이를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조형 컨

셉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주요어 : 인지, 정보 처리, 디자인 사고,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방법, 이미지 맵핑

학   번 : 201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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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오늘날의 디자인은 물리적 형태만을 디자인하는 것을 넘어 대상과 

사용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 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 속에서 발생하

는 ‘경험’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1  이는 디자인의 최종 목적이 디자

인 대상물을 만드는 생산 중심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사용자 넓은 의미로 인간은 디자인 되어진 인공

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을 느낀다.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이 증

대되는 시점에서 디자이너는 점점 더 사용자가 왜 그렇게 느끼고, 생각

할까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감정과 생각은 가시적으로 관

찰할 수 없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다. 

디자이너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의 감정과 경험을 사용자 행

위와 반응을 통해서 유추하고 이를 다시 디자인 과정에 적용하는 능력

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디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용자 반응’이라

는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감정과 마음’의 

스펙트럼을 유추하고 이를 재조립하는 마음의 ‘역설계’2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현실의 지각 가능한 대

상을 인식하고 기억 속의 지식과의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

성하는 ‘정보의 설계’과정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

인 과정을 ‘디자이너의 사고’와 ‘정보 처리 과정’의 인지적 관점으로 해석

하고자 한다. 

1

1 이지아(2012),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 발상 기법의 제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9
2 역설계란 어떠한 결과물의 가시적으로 드러난 구조나 요소를 통해서 그것이 구축되는 과정을 유
추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역설계란 인간의 행위나, 말, 감정 표현을 통해서 어
떻게 생각하는지를 유추한다는 의미이다. Pinker, S. and 김한영 (2007).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가. 파주,소소, pp. 24~26 참조



 디자인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유추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디자

인 사고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디자인 방법론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나 대상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정량적으로 드러나는 

통계를 중심으로 디자인 목표를 세우거나,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존의 방법이 가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품 디자인 영

역’에서는 사용자와 시장의 분석, 생산과 공정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얼마

나 빠른 시간 안에 주어진 조건을 적절하게 만족하느냐가 중요하게 인식

되어졌고, 이를 위해서 도구적인 관점의 방법론(문제 해결적 관점의 방법

론)이나 자료를 분석하는 외부 관점(자료 분석 및 마케팅 관점의 방법론)

의 분석 틀에 의존해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직된 접근만으로는 디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는 사실은 크리스토퍼 존스와 같은 방법론자들의 실패를 통해 널리 알려

졌다.3 디자인을 주어진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해결의 관점이나 주어

진 자료의 분석을 통한 결론의 도출이라는 객관성과 합리성이라는 측면에

서만 본다면, 주어진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생산이나 마케팅에 대한 지식

이 풍부하면 누구나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이 그러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공식에 의한 산출물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이다. 

 디자인 과정에서 아무리 시장조사와 경쟁사 분석을 잘하고 효율적인 

공정과 생산 시스템이 뒷받침 된다 해도 디자이너의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과 괜찮은 아이디어, 멋진 조형과 이미지가 나오지 않으면 무용지물

이다. 견지해야 할 점은 디자인 과정이 사용자와 시장, 제품, 트렌드의 분

석과 발상법, 스케치, 컴퓨터 모델링, 렌더링 등의 다양한 방법론과 기법

을 활용하는 행위의 과정이지만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디자

이너의  사고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방법적인 수단에 대한 노력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디자

2

3 정경원. (1999). 디자인경영. 파주: 안그라픽스. p34



인을 디자이너 머릿속 ‘아이디어와 생각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

고, 기능과 사용성의 무형적 가치에 외형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적 조형 

활동’으로 생각한다면 디자이너가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며, 여러가지 생각들을 조합하고 판단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 보야야 한다. 이에 디자이너의 머릿속 무형의 정보가 시

각화, 구체화되어 디자인 결과물로 현실화되는 궁극적인 시작점을 디자인 

기법이나 디자인 방법이 아닌 디자이너의 머릿속의 ‘정보들의 조합’과 ‘인

지와 사고 과정‘이라는 인지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필요성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디

자인 과정과 활동을 디자이너의 인지적 사고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과정과 활동을 디자이너의 인지 처리와 두뇌 활동의 관점

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디자인과 제 학

문에서 인간의 인식 작용을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고찰하고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인간의 사고와 인지 작용을 연구하는 인지 관련 학문의 이론 및 

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사고의 분석 방향을 도출하고 디

자인 프로세스 및 활동을 인지 처리와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3



 셋째, 디자인 과정을 행위의 관점이 아닌 인식과 사고를 통한 인지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기존의 시각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확

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실제 디자인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인지 기반

의 디자인 방법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지적 관점으로 디자인 과정과 활동을 바라봄으로써 디자인

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체계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인간의 인지 및 사고에 기반한 지식과 학문의 관점을 빌려오

지만 엄연히 디자인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사고와 판

단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인지 요소 및 특성을 인지 관련 학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디자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지 관련 학문 범위

 인지 관련 학문은 행동 심리학, 신경 심리학, 인지심리학, 발달심리학, 

형태 심리학을 포함한 심리학 전반과 인지 과학을 넘어서 응용 인지학, 언

어학, 인공 지능학 등 학문적 영역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4 이러한 

인지 관련 학문들의 이론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본래

의 목적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지 심리학과 인지 과학을 

중심으로 인지 학문의 연구 방법과 연구 흐름을 개괄하면서 인지 연구의 

파생된 학문(응용 인지심리학, 진화심리학, 행동 경제학)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디자인과 연관되는 지식들을 부분적으로 가져오고자 한다. 

4

4 사에키 유타카.  김남주,김경화 역(2010) 인지 과학 혁명, 서울: 에이콘, p.25



•디자인 영역의 범위

 본 연구는 전체 디자인 영역 중 제품디자인과 관련된 범위를 연구의 범

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자의 전공이 제품디자인 영역이기에 

다른 디자인 영역보다 경험의 폭이 넓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자

인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인지와 사고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머

릿속의 생각이 실제적인 디자인 결과물로 환원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사례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 제품 디자인 실무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체계

 연구의 체계는 앞서 수립한 연구 목적과 이를 위한 세부 목표에 따라 

체계화 되었다.

제 2 장은 디자인 및 제 학문별 거시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인간의 인지중

심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철학, 자연

과학, 사회과학, 예술 및 디자인 영역에서의 인지중심 패러다임으로의 변

화를 문헌 자료를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인간의 인지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지 

관련 학문의 형성과 흐름,  연구 방법, 이론들을 문헌 자료들을 통해서 고

찰하고, 인지 기반의 학문 분야에서 이룩되어진 연구들과 이론들을 바탕

으로 디자인을 인지적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한 분석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분석 방향을 토대로 디자인 활동과 디자인 프

로세스 및 디자인 사고를 인지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디자

인 프로세스와 디자인 활동을 인지적인 관점에서 크게 범주화하여 분석하

고, 이를 통해서 디자인 사고의 인지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5



제 5 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디자인 사고의 인지 특성을 기반으로 실제 디

자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인지적 관점으로 디자인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  1-1]���������	
��������������������  연구의���������	
��������������������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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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디자인 및 제 학문의 

인지중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고찰

 이 장에서는 학문 영역별로 인간의 인식 및 인지 작용의 중요성이 부각

되어진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디자인 영역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 1 절  학문 분야에서의 변화

 사회가 변화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고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다. 현실과 너무 접

하기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뿐이지, 시대적 패러다임의 

영향권은 모든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거시적인 패러다임은 철학과 과학을 축으로 경제와 사회, 문화, 예술의 영

역으로 확장되어 왔다. 이에 인간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중심의 패

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철학과 과학, 경제, 사회, 예술의 학제별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학제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문 분류 기준으로 네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문헌을 통해서 고찰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철학/인문학에서의 세계관과 패러다임의 변화

2) 과학/공학에서의 세계관과 패러다임의 변화

3) 경제/사회의 관점과 패러다임의 변화

4) 미학/예술에서의 관점과 패러다임의 변화

7



2.1.1 철학/인문

 프랜시스 베이컨5이 ‘철학은 모든 학문의 위대한 어머니’라고 특징지었

듯이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근원이라 볼 수 있다. 처음 생겨날 당시의 철학

은 지금처럼 초라한 몰골이 아니었고, 오늘의 자연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

문을 감싸안은 것의 이름이었다.6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인간

의 존재와 이성, 정신에 대한 탐구와 이를 둘러 싼 논쟁은 중세와 근대를 

넘어 현대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 철학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 철학은 고

대 그리스에서 발생하여 고대 로마에까지 계승된 철학을 통틀어 말한다. 

그리스 철학은 B.C.7~6세기부터 아테네의 신플라톤 학파의 학교가 폐쇄

된 6세기 초까지의 대략 1,000여 년 간 이어졌다.7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

은 인간을 둘러 싼 우주와 삼라만상(森羅萬象)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이 무었으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은 각각 달랐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

스는 그것을 ‘물(水)’이라고 보았고, 피타고라스는 ‘수(數)’, 헤라클에이토

스는 불(火), 아낙시메네스는 공기(空氣), 데모크리토스는 원자(atom)라

는 물질로 보았다. 이 중에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세상의 근원을 눈에 보이

는 물질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 곧 ‘수(數)’가 만물의 근원인데, 우주는 조

화를 이루는데 조화는 질서에서, 질서는 비례에서, 비례는 척도에서, 척도

는 수에서 나온다고 하였다.8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Plato(428~348 

B.C))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348~322 B.C))는 근대를 

8

5 프랜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 1561~1626), 근대 철학자
6 진중권. (2009 a). 미학 오디세이1. 서울: 휴머니스트. p.55
7 [네이버 지식백과] 그리스 철학 [Greek philosophy]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8 Sternberg, Robert J., 김민식 외 역. (2005). 인지심리학. 서울: 박학사. p.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753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7537


넘어 현대 철학과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학

파가 사물을 ‘수의 모방’이라고 했던 것처럼, 감각적인 것은 그 본질과 떨

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플라톤의 이원적 형식 이론에서는 실체는 우

리가 우리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는 궤적인 사물(예:탁자나 의자)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물이 표상하는 추상적인 형태에 있다고 주장

한다.9  이러한 관점에서는, 실체란 우리가 보거나 만지는 특정한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사물의 불변하는 이데아 (idea)에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로 그의 사상을 이어받았

지만, 나중에 독자적인 체계를 세웠다. 이데아론(論)에 대하여 그는 같은 

종류의 여러 사물 속에는 하나의 공통 개념(이데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그 공통 개념을 사물에서 독립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감

각적인 현실세계의 관찰만이 진리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었

다. 이는 감각적인 외부세계의 관찰을 통해 얻어진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지식이 획득 될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 관점의 출발이었다.

  피타고라스로 대변되는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은 자연을 구성하는 절

대적인 물질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자연과 우주를 이루는 물질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인간의 의식과 정

신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데아는 인간의 의식 영역 너머의 절

대적이고 고정된 이상적이고 객관적인 사물로 인간이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원론적 체계였고, 이는 인간의 이성만이 지식에 이르

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합리주의적 관점이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

는 인간의 경험과 관찰에 의해 대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 관점

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9

9 Sternberg, Robert J., op.cit., p. 4



중세 철학

 중세 철학은 중세, 즉 4~5세기 로마 제국의 몰락부터 15세기 르네상스 

시대까지 서양에서 일어난 철학적 사변을 가리킨다. 이 시기의 철학은 그

리스도교 사상 특히 신학과 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주요 철학자들은 

성직자였다. 중세 시대의 모든 학문과 사회가 ‘신’ 중심이었듯이 중세 철

학도 신학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었다.

 처음 발생했을 당시 기독교 교리는 명확한 이론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

다. 이 시기 기독교에는 성서를 뒷받침 할만한 지적 전통이 필요했는데 이

를 충족시켜 준 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의 세계가 있다고 가르친 후기 그리스 철학인 플로티노스의 신

플라톤주의는 쉽게 기독교와 융합될 수 있었다. 이는 중세 철학의 아버지

라 불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 방법과 이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감각 세계 너머에 진리의 영원한 정신적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은 인간 정신의 대상이고 인간의 모든 노력의 목표라고 굳

게 믿었다. 그는 이 진리를 그리스도교의 신과 동일시 했다. 인간은 감각

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신의 내부로 향하고 이 정신을 뛰어넘어 진리

를 보여주는 지성의 빛으로 나아감으로써 진리와 미의 이신적 세계와 만

난다는 것이다.10

 중세 철학은 플라톤의 이원론의 연장으로서 중세의 모든 학문과 사상

을 신이라는 이상적인 존재 밑에 종속시키고자 하였다. 중세 시대에는 신

만이 존재하였고 철학은 신성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식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 철학에서 싹튼 인간의 정신과 의식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중세의 신학적 전통에서는 빛을 보기 힘들었다. 중세 시대

에는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은 신이라는 절대자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던 

시기라 볼 수 있다. 

10

10 진중권, (2009 a). op.cit,.  pp.133-136 참조



근대 철학

 16세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모든 학문과 사회는 ‘신’중심 체제를 벗어

나서 인간의 정신과 의식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러한 학

문적 경향이 발전되어 출현한 사상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계몽사상이

다. 계몽사상은 17세기 초반의 과학혁명 시기에 등장하여 18세기 유럽의 

지식인 세계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11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로는 프랑스

의 합리주의 철학자인 데카르트(Rene Descartes)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

가인 로크(Locke)가 있다. 영국의 로크와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식 연구의 

목적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원인, 결과의 연관을 취

하여 인간 본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연관은 마음과 육

체,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플라톤의 이원론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사유하는 주체가 되고 자연은  그 정복

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의미하며, 자연을 질서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인

간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계몽주의 사상이라 칭한다. 

 대표적인 계몽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신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존재라고 

믿었으며,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존재에 대해 사고할 수 있다는 사실

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리하여 정신과 물질의 완전

한 분리를 주장했다.12 데카르트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을 자연과 물

질로부터 분리하였다는 것이다. 데카르트와 로크, 베이컨으로 대변되는 

근대 철학은 인간의 인식과 정신에 주목하였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계몽주의를 탄생시키면서 서구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

용하였다. 

 계몽주의로 대변되는 근대 철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세 철학의 신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의 의식과 정신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근대 

철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신과 인간의 중간 정도인 ‘완벽히 합리적인 인

11

11 Edward O.Wilson, 최재천, 장대익 역. (2006). 통섭. 서울: 사이언스북스. pp.60-61 참조
12 Edward O.Wilson, op.cit., pp.72-73 참조



간’, ‘초월적인 ‘인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데카르트는 인식의 질서에

서 근대의 철학적 주체를 확립했지만, 존재의 질서에서는 신의 존재와 우

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13 

현대 철학

 계몽사상의 정신은 근대와 현대 철학 및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현

대 철학과는 괴리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이후의 과학이 합리성

과 자연의 관찰을 통한 객관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에 몰두했다면, 현대 철

학은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과 존재에 대한 탐구로 노선을 달리 했다. 하이

데거(1889~1976)는 ‘현상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다시 제기하였다. 그는 철학이 근원적 

사유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철학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존재와 

변화와 생성을 뛰어넘는 존재의 문제를 둘러 싼 충돌이며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인식의 문제를 탐구하고자 하였다.14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로 이어지는 현대 철

학은 포스트모더니즘과 궤를 같이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해체주

의는 정형적 질서를 강요하는 기존의 경향을 현실성이 없는 가식의 세계

라고 비판하면서 시작된 일종의 반 문명 양식 운동이다. 해체주의의 창시

자로 볼 수 있는 데리다는 서양 철학이 대부분 궁극적인 형이상학적 확실

성이나 의미의 근원을 모색해 왔음을 비판, 어떤 확립된 철학 이론을 갖는 

것을 피하고 언어의 기호 체계가 자의적인 것이라는 인식 아래 해체의 방

법을 통해 언어를 분석, 서양철학의 기본개념을 재검토하려 하였다. 데리

다가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의도한 바로는 문학

12

13 표정훈. 인물 세계사. 네이버 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
rid=75&contents_id=2383 
14 진중권. (2009 a)  op.cit,.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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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읽을 때 독자 자신 구축한 세계에서는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 뿐이

라는 것이다.15 

 현대 철학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근대의 철학을 이끈 원동력으로 작용

한 계몽주의는 완벽한 상극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계몽사상가들은 우

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지만 급진적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우

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16 이는 모든 자연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현상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해석에 의해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대 철학에서 싹튼 인간의 의식과 정신에 대한 

관심은 현대 철학에 와서 세계는 인간의 지각적인 인식과 주관적인 판단

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변화했고, 중세의 신중심에서 완전히 탈

피했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인 이성 중심에서 주관적인 인식 중심으로의 관점 변화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완성을 수학으로 

보았고 자연에는 절대적인 조화와 질서가 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플라

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사물들에는 변하지 않는 이상인 이데아의 

세계라는 ‘이원론’의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상 철학은 근

대 철학자 데카르트와 로크, 베이컨 등의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면

서 인간 이성의 객관성과 절대성을 믿었다. 그러나 20세기 철학은 인간 이

성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고대와 근대 철학에서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이성 중심의 사고 체계는 현대철학의 인간의 주관적

인 인식과 판단 중심의 사고 체계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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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dward O.Wilson, op.cit., p.92, p370 참조
16 Edward O.Wilson, op.cit., p.91



2.1.2 자연/과학 

 과학은 계몽주의사상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를 기점으로 과학은 우주와 자연이라는 물질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획득

한 지식들을 활용하여 인간의 두뇌와 의식을 탐구하고 있다.

요소 환원주의 근대 과학관

 서구의 자연관은 우주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입자들의 결합

으로 보는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의 ‘입자론’을 토대로 구축되었

다.17 이러한 관점은 우주에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규칙이 있다는 서구 

근대 과학의 대전제로 인식되었다. 근대 과학의 계몽주의 철학자 프란시

스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의 탐구 방법을 써서 광범위한 혁명적 변혁을 이

끌어 냈다는 점에서 계몽사상을 과학발전의 엔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계

몽사상은 우주가 정확한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 질서 정연한 물질 세계라

는 점에 동의 했고 과학적 발전을 이끌어 냈다.18 베이컨은 실용적인 지식

의 습득을 위해 귀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특수한 사례들을 관찰하여 보

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과학적 방법론이다. 이러한 우주관을 토대로 뉴

턴은 우주 안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규칙이 있다고 보았다. 

17세기 뉴튼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전체를 부분으로 해체하고, 복잡한 것

을 단순한 것의 직접으로 환원하여 분석하는 ‘요소 환원’을 방법적인 원리

로 삼았다. 환원주의(reductionism)는 20세기의 과학적 연구를 배후에서 

이끌어 간 주된 원동력이었다. 이에 따르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

리는 먼저 그것의 구성 성분들을 해독해야 한다.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면 

전체를 이해하기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19 이는 자연현

상을 관찰하여 규칙성과 유사성을 발견한 다음, 실험적인 검증을 거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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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에키 유타카 (2010),  op.cit.,   p.35
18 Edward O.Wilson, op.cit., p.92, pp. 62-64 참조
19 Albert-L´aszl´o Barab´asi, 강병남, 김기훈 역. (2002). 링크. 서울: 동아시아. p.19



를 수학적인 공식으로 정리해 냈던 것이다. 근대 과학이 확립한 합리성은 

자연을 객관화시켜 지배하고, 자연을 분해 가능한 물질들의 합으로 보았

고 자연을 분해해서 그 안에서 수학적인 규칙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자연은 변화하지 않는 절대성을 지닌 객관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었

다. 

비결정론적 세계관의 등장

 20세기 이후 절대적인 세계관에 대한 인식은 깨지기 시작했다. 과학에

서는 푸엥카레,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보어 등에 의하여 고전 물리학

의 한계가 지적되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근거로 한 새로운 우주관

이 성립되었다.20 전통적인 과학관에서는 물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상대성이론에 의해서 물질은 에너지로 바뀌거나 그 반대

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질이 더이상 절대적인것이 아니게 되었다. 또한 시

간과 공간의 개념은 절대적이지 않고 관찰자의 시점에서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토대로 

하이젠베르그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확립했다. 이는 기존의 입자와 운동에 

관한 뉴튼의 운동 법칙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입자의 위치

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운동량을 나타내는 속도에 관한 정보를 완전히 잃

어버리고 속도에 관한 정보를 완전히 알면 위치에 관한 정보를 잃어버리

므로 어떤 입자의 물리 상태는 위치와 속도 모두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 

불확실도를 가지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자물리학은 변화하

는 우주 안에서 완벽히 객관적인 실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연과 우주가 절대적인 규칙에 의한 ‘결정된 세계’가 아니라는 과학적 

발견은 이후 ‘카오스’, ‘프랙탈 이론’을 통해 입지를 다지게 된다.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현상계인 자연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폐쇄 시스템이 아니라 매우 불안정하고 혼돈스런 개방 시스템이

라고 한다. 자연에서는 기존의 플라톤의 유클리드 기하학이 정의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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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류지석, 오찬옥 (2005) 큐비즘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vol.18, no.3, p119 참조



수 차원이 아니라 비 정수 차원의 프랙탈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랙

탈 기하학이 상정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복잡한 현상의 어떤 면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1 20세기 물리학에서 이루어진 상대성이론과 양

자역학의 발견들을 통한 비결정론 세계관은 자연과 우주가 인간이 생각했

던 것처럼 고정 불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는

데,이는 모든 행위와 질서에 관찰자로서의 인간의 인식이 개입한다는 현

대 과학관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 복잡계의 탐구

 물리학에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있

었다면 생물학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있었다. 진화론은 이전까지의 신

에 의한 결정론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자연은 동식물이 적응과 진화를 거

쳐서 변화하는 거대한 인과의 사슬의 연속으로 보았다. 다윈의 진화와 발

생 이론은 ‘자연에서 유기체들은 복잡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보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진화론에서 확장된 20세기 생물학에서는 

이제 생명 있는 유기체를 더 이상 영구적인 존재 형식으로 보지 않고 오히

려 활동하고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본다. 진화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서 

볼때 이제 유기체는 더 이상 무작위적인 자연도태 과정에서 살아남은 수

동적 존재가 아니다. 생물학자인 후쿠오카 신이치는 유기체는 자기 자신

을 역동적으로 조직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생명체를 동적

평형 상태로 설명한다.22 이러한 관점은 생명체의 세포 안을 화합물의 단

순한 집합체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

관된 네트워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서 출발한 것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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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론에서 시작된 유기체의 진화와 적응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를 탐구하는 신경 과학과 뇌과학으로 확장되고 

있다. 일찍이 철학자들이 고민해 왔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왔던 문제들이 

오늘날 브레인 사이언스의 문제로 대치되고 있는 중이다. 영국의 신경 생

물학자 찰스셰링턴(Charles Sherrington)은 ‘인간과 인간의 본성(man on 

his nature)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뇌를 ‘요술에 걸린 베틀’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이 베틀을 통해 외부 세계를 끈임없이 직조해 낸

다.”24 이는 자연의 대상이나 현상의 물질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인간의 의

식과 정신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과학자들은 철학에서 

다루었던 인식론과 인간의 사고 활동을 뇌가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외부세

계를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연구하고 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의 뇌와 

의식이라는 다른 차원의 복잡계를 탐구하고 있다.

물질과 에너지에서 인간과 정보 중심으로의 관점 변화

 서구의 과학은 전체를 부분으로 해체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한 것들로 

직접으로 환원하여 분석하는 ‘요소 환원’을 방법적인 원리로 삼고 발전해

왔다. 이러한 환원주의적 관점이 복잡한 우주와 세계를 단순화하여 설명

하면서 현대 과학이 발전하는 초석을 마련해 주었던 것은 분명하다. 과학

의 탐구 대상 및 관점은  20세기 이후 변화를 맞았다. 우주는 과학이 설명

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만은 않다는 비결정론적 세계관과 자연은 분해와 

합성을 계속하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다는 생명과학의 발견은  20세기 후

반의 과학의 탐구 대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21세기 과학의 핵심 주제는 더 

이상 물질과 에너지가 아니라 인간과 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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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dward O.Wilson, op.cit., p. 189  참조



2.1.3 경제/사회 

  사회과학은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그리고 정치 과학을 포함하는데 

이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를 통제할 지식을 기대한다.25 이러한 사

회과학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데 이는 철학과 과학의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는다.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다원주의 사회의 도래

 18세기 후반 이후 서구사회에서 급속히 발전한 산업화의 역사는 자연

을 정복하고 해체해 온 역사로 오늘날 평가되고 있다.26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인간과 자연을 기계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서구의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는 제국주의와 문명 간 충돌, 비인간화 등 여

러가지 현상으로 나타났고, 20세기 초 세계 경제 대공황과 1,2차 세계 대

전으로 기계론적 패러다임을 통한 유토피아의 이상은 공허한 현실임이 드

러났다. 이념적으로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이념이 존재한다는 합리성에 

바탕을 둔 서구의 세계관은,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소련의 붕괴 이후 

탈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침식되었다. 새뮤얼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은 냉전 시대 이후의 세계는 이데올로기와 정치 논리

의 패러다임이 증발하고 문명의 다극화와 다양성이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27 국가 간의 경쟁은 이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논

리에서 종교, 문화,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원주의 사회로 접어들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다원주의는 20세기 이후 사회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사회과

학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해 주면서 다양한 문화와 인간 행동에 대한 연구

를 통해서 성과를 얻게 되었다. 과학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끼친 영향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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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dward O.Wilson, op.cit,.  p.92, p.317 참조
26 권영걸. op.cit.,  p.89
27 새뮤얼 헌팅턴, 이희재 (1998)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회 과학에서도 이어져서 기존의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결정론적 세계관

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원인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생태주의적 접

근이 시도되었다. 인류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28는 인

류가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리학적인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입장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였음을 논증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생각, 문화를 인정하면서 이데올로기를 초

월한 다원주의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인간

이 사회의 부속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

고 있다. 

경제학의 관점 변화

 전통 경제학은 인간은 극히 합리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

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경제학의 전통을 정

립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1723-1790)는 ‘국부론’(1776)에서 모든 

개인이 오직 자기 이익 만을 추구하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 전

체를 번영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스미스의 낙관적 이

론은 미국에서 경제이론을 넘어 하나의 신앙으로 자리잡았다.29 이는 계몽

주의 사상과 과학적 환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경제 변화를 정확한 

값으로 기입하려고 하는 미시 경제학의 토대가 형성되었다.30 

 그러나 절대적 인간의 합리성을 옹호하는 경제학의 뿌리는 1929년 경

제 대공황 이후 설득력을 잃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을 통해서 경제적 인간

과 경제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합리적이어서 시장은 그 어떤 규제도 필요하

지 않다는 고전적 경제학 이론이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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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Jared Diamond, 김진준 (2006). 총, 균, 쇠. 서울, 문학사상사
29 유시민 (2008) 거꾸로 읽는 세계사.  파주: 푸른나무.  p.123 참조
30 Edward O.Wilson, op.cit., p.92, p.340 참조



후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행동 경제학과 경제에서는 

소비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경제 심리학이 등장하게 된다. 행동 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은 인간이 완벽하게 이성적이거나 계산기처럼 정

확하다는 가정을 부정한다. 인간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관

찰하는 행동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이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결론을 내

린다.3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몬과 다니엘 

카너먼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라는 ‘준합리적 경제 이론’을 내세워 그간의 통념을 무너뜨렸다.32 이러

한 새로운 경제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경제의 중심이 합리적인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소비자의 판단과 주관성에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에서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감성이 마케팅의 보편적인 명

제로 떠올랐다. 마음이 인간 행동을 결정하고, 인간 행동이 경제를 움직이

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의식과 마음이 경제를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의 보급과 정보혁명

 20세기 TV와 상업주의 광고 등의 매스미디어의 발전은 기존의 수동적

인 대중의 인식이 싹틔게 하는 촉매제였다.33 매스미디어와 광고는 대중이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의 부상을 필립 코틀러는 그의 저서 마케

팅 3.034에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 사회는 생산자 중심인 마케팅 1.0시대

를 지나, 프로덕트 중심의 마케팅 2.0시대를 거쳤고, 사용자 환경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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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an Ariely, 김원호 역. (2011). (댄 애리얼리) 경제 심리학. 서울: 청림출판. p.11
32 도모노 노리노, 이명희 역 (2007). 행동 경제학. 서울: 지형. p11
33 마셜 맥루언, 김성기, and 이한우.(2004) 미디어의 이해.  서울: 민음사. p.37
34 Philip Kotler, Hermawan Kartajaya, Iwan Setiwan.(2010) Marketing 3.0,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마케팅 3.0의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한다. 마케팅 1.0의 생산자 중심의 

사고방식은 유통기한이 지난 구 시대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Marketing���������	
��������������������  1.0
생산자���������	
��������������������  환경

Marketing���������	
��������������������  2.0
프러덕트���������	
��������������������  환경

Marketing���������	
��������������������  3.0
사용자���������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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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사용자���������	
��������������������  만족 더���������	
��������������������  나은���������	
��������������������  삶

사회적���������	
��������������������  배경 산업혁명 정보기술 새로운���������	
��������������������  기술

Key���������	
��������������������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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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가격

외관의���������	
��������������������  차별화
마케팅

사용경험
감성요인

인터랙션 1대1���������	
��������������������  인터랙션 1대���������	
��������������������  다수���������	
��������������������  인터랙션 다수간의���������	
��������������������  인터랙션

[표���������	
��������������������  2-1]���������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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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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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다니엘 핑크(2006)에 의하면 마케팅에서 더이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이

며, 기능적인 면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풍요의 시대

에는 너무나 많은 대체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두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포겔(robert W. forgel)은 경제적 풍요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추구하던 자아실현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켰다고 설명하였다.35 

 20세기 후반 컴퓨터 마이크로 칩의 발명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시작

된 정보혁명은 빠른 속도로 대중, 소비자의 인식의 변화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피터 드러커(2002)에 따르면 우리가 정보혁명이라고 명명하

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식혁명(knowledge revolution)인데, 이러한 

변화는 컴퓨터라는 기계가 단지 방아쇠 역할 만을 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정보혁명의 핵심은 전자공학이 아니고 지식과 정보를 조직화하는 인간에 

의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로 볼 수 있다.36 

 지식과 정보의 연결을 통한 사회변화에 대해서 빌게이츠(2000)는 디지

털 시대의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인간의 신경계에 비유하면서 디지털 신

경계(digital nervous system)의 구축으로 기업 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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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Daniel Pink, 김명철 역. (2012). 새로운 미래가 온다.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pp.55-56 참조
36 Peter Drucker,이재규 역.(2002). Next society. 서울:한국경제신문사. p.123 참조



보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7  비트(bit)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정보 시대)는 원자(atom)을 기본으로 하는 아날로그 시대(산

업시대)와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다. 아날로그 사회는 중앙의 중심핵으로

부터 방사형을 이루는 중앙 집중식 구조인 반면, 디지털 사회는 여러 개의 

거점 핵들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network)구조를 형성한다. 아날로

그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앙에서 외곽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단

방향 커뮤니케이션인 반면 디지털 사회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

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서 사람들은 남들과 유사하게 보이려

는 동질성(homogeneity)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이질성

(heterogeneity)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38 이제는 남과 다른 개성을 표

출하기 위해 ‘튀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고 삶의 방

식에서도 개인의 입장이 중요시 되었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게 

되었다.

2.1.4 미학/예술 

 미학이란 말은 독일의 철학자 알렉산더 비움가르텐(alexander G. 

Baumgarten, 1714-1762)이 만든 것으로 그의 업적은 처음으로 인간의 

‘감성’을 학문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미학

(aesthetics)이라는 말 속에는 ‘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아이스테시스

(aisthesis)가 들어 있다. 데카르트 같은 합리주의자들은 감각을 오류와 타

락의 원천이라 하여 철학의 밖으로 배제하였다. 미학은 이렇게 버려진 감

각을 철학적으로 복권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39  이는 인간의 감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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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빌 게이츠. 이규행, 안진환 역. (2000). 빌 게이츠＠생각의 속도. 서울: 청림출판. p.113-114
38 정경원. op.cit,.   p.11 참조
39 진중권.(2009 b). 미학 오디세이3. 서울: 휴머니스트  p. 239



통해서 인식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미

학과 예술은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학에서의 관점의 변화

 미학은 아름다움을 보는 관점에 대한 탐구이다. 플라톤에서부터 탄생

한 ‘미’에 대한 개념은 미란 우연히 그것을 표현하는 물리적인 매체가 아

닌 조화와 비례의 미와 기하학적인 형태의 미였다.40 이는 자연물이나 사

물의 대상 자체에 절대적인 아름다움인 ‘척도’와 ‘비례’가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비움가르텐의 고전주의 미학에서는 미를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으로 

보았다. 당시의 데카르트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는 감성을 일종의 이성

으로 봄으로써 감성을 부각시켰다. 고전 미학은 미와 예술을 절대적이고 

규칙적인 플라톤의 이데아 차원에서 인간의 감성과 인식의 차원이라는 토

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입장은 근대 미학자인 헤겔(friedrich Hegel, 

1770-1831)에서 완성되었는데, 그는 자연미는 불완전하고 완전한 아름

다움에 도달하려면 그것을 뜯어 고쳐야 하고 그래서 예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41 헤겔은 미와 예술의 목적은 절대성과 완전성에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논리적 판단에 가까운 것이라 볼 수 있다. 근대 미학의 관점에서는 

미인은 키가 너무 커도 안되고 작아도 안되며, 뚱뚱해도 안된다. 이런식으

로 완전한 인간상을 추상하여 이상적인 인체 비례로 정하고 이것이 미적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관점은 근대 미학에서 현대 미학으로 넘어오면서 

크게 달라졌다. 칸트 (Immanuel Kant,1724~1804)에 의하면 미에 대한 

판단은 한갓 ‘주관’의 쾌, 불쾌에 대한 판단일 뿐, 대상에 대한 인식이 아

니라고 보았다. 인식은 사물의 객관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미는 사

물의 객관적 성질이 아닌 인간의 선호의 감정과 연결된다는 것으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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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Umberto Eco, 이현경 역. (2005). 미의 역사. 서울: 열린책들. p.50
41 진중권.(2009) b. op.cit,. p.141, pp.243-247 참조



은 미를 경험하고 느끼고 이를 통해서 감정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칸트의 취미론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현대 미학이 근대 미학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남과는 일치될 수 없는 개인적 감정에 기초한 주관적

인 미를 인정하는 것이다.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 1851-1914)의 ‘감정이입설’은 현대의 

주관적인 ‘미’이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물의 절대적인 미, 객

관적인 미가 존재하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과 인

식에 의한 ‘미적 경험’만’을 인정한다.42 미에 대한 감정은 인간의 인식 작

용과 대상의 속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정 사물이

나 대상이 서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으나, 타 민족이나 

문화권에서 본다면 아름답지 못하다 할 수도 있다. 황금비례와 같은 과거

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균형의 미도 인간의 경험이나 입장, 태도 등

에 따라 절대적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43 예

술 또는 미학적 영역이 다른 실제적인 영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특수한 영

역이라는 칸트의 미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미술의 영역과 그 여타의 다른 

삶의 영역과의 복잡 관계를 검토하려는 것이 현대 미학이 지향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44

예술에서의 새로운 인식

 고대에서 중세 시대까지의 예술은 눈에 보이는 외부세계의 재현을 포

기하고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으려 했다. 비잔틴 예술에서 로마네스크

는 물론 고딕의 예술까지는 외부세계의 묘사보다는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

는게 목적이었다.45 이는 중세의 모든 학문과 철학이 신중심이었던 배경에 

기인한다. 예술은 신을 찬미하기 위한 대리인이자 도구였다. 르네상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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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진중권.(2009) a. op.cit,.  p. 307 참조
43 장성연(2013).공간에서의 미와 추, 동질과 이질의 복합적 변별 메커니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34 참조
44 존 버거, 최민 역. (2012) Ways of seeing, 서울, 열화당, p.188 참조
45 진중권.(2009) a. op.cit,.  p.152



대로 접어들면서 예술의 주제는 신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철학이 인간의 인식의 중요성을 자각했지만, 신중심의 

중세 철학에서 완벽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르네상스 예술도 중세 예

술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르네상스 예술은 인간

과 자연을 절대적이고 아름다운 형이상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중세 

르네상스시대 원근법의 발전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완벽한 모방과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고전주의적 예술관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과학의 발전에 따

른 결과로서 카메라의 발명은 이전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는 방식을 변화

시켰다. 이점은 즉시 회화에 반영되었고 미술이 자연과 현상을 포착하여 

완벽히 재현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출현하였

다. 18세기 말~19세기 초에 들어 예술의 가치는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감

성과 영감에 의한 창조로 변화하였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화면에서 고전

주의적 요소와 이상적인 표현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일상적 감각 세계를 

추구하였으며, 자연을 이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는 3차원의 환영을 화

면에 재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하고, 빛의 인상적 변화에 따른 색채

의 평면성을 추구하였고, 세잔느는 화면에 눈에 보이는대로가 아닌 구성

적 질서를 부여하였다. 고전주의 예술의 전통적인 시각은 인상주의 시기

에 허물어지기 시작해서 입체파에 의해 완전히 뒤집혀지기 시작했다.

 

시각적 발견과 주관적 인식 

 20세기 대표적인 미술 양식인 모더니즘은 선원근, 깊이의 착시, 표상적 

미술, 그리고 심지어는 미술의 주제 마저도 던져버리고, 모든 규칙을 파괴

하는 것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인상주의가 실험적 미술이었다면, 모더즘

은 혁명적 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46 모더니즘의 회화의 대표적인 작가 몬

드리안이 볼 때 객관적인 미술의 목적이란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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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Robert L.Solso, 신현정, 유상욱 역. (2000). 시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p.242



하나 또는 두세 가지의 보편적인 형태나 모든 형태의 구성 요소가 되는 항

상적인 요소로 환원시키고, “현실에 숨겨진 근본적인 법칙을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발견하는 것”이었다.47

 20세기의 예술, 특히 추상형식에 대한 두드러진 강조는 과학혁명과 어

깨를 나란히 하는 일종의 예술 혁명이었다.48 추상미술은 관람자의 해석과 

상상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두뇌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와서 마

르셀 뒤샹(1887-1995)이 변기를 높은 경지의 예술의 주제로 바꾸고, 앤

디 워홀 또한 수프 깡통으로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비로소 ‘미’가 사람 자

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물을 보고 그것에 아름다움을 부여

한 사람의 눈 속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49 피카소(Picasso)는 자

신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탐색한 것이 아니라 찾아낸 것이다’라고 즐겨 말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은 미술가들이 미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본 구조에 상응하는 현실의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생각과 상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술, 물리학, 생리학, 그리고 심

지어 심리학은 마음에 의해서 찾아지기를 기다리는 세계인 것이다. 과학

자들이 마음과 일치하는 우주의 법칙을 찾아낼 때, 미술가들은 마음과 조

화를 이루는 세상에 대한 시각 이미지를 발견한다고 볼 수 있다.50

  미술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자연의 재현이라는 시각은 20세기 추

상 미술의 출현으로 설 자리를 잃었다. 추상 예술의 등장과 함께 현대 예

술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연과 절대미의 추구에서 작가의 사상과 생각

을 담는 주관성의 표현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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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세미르 제키. 박창범 역. (2003) 이너비전.  서울: 시공아트. p.136
48 권영걸. (2001). op.cit.  p.276
49 낸시 에트코프 저, 이기문 역. (2000) 미(美), 서울: 살림,  p. 21
50 Edward O.Wilson, op.cit., p. 217, 380 참조



2.1.5 소 결 

  근대의 철학, 과학, 경제, 예술의 거시적 패러다임은 자연과 우주를 절

대적인 규칙을 내재한 불변하는 물질로 전제하였고, 이는 인간의 합리적

인 이성을 통해서만이 분석 가능하다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물질중심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였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학문 및 사회의 패러다임

은 물질, 에너지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적, 논리적 바탕에서 정보라는 비물

질을 중심으로 하는 감성적, 직관적인 인지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했

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간의 인지와 사고를 탐구하는 인지혁명

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21세기 이후의 과

학의 중심영역으로 부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를 기점으로 거시적 

패러다임은 모든 대상과 현상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변화하

고, 이는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과 인지 작용에 근거한다는 상대적이고 주

관적인 인간의 인식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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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다임의���������	
��������������������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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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자인 영역에서의 변화

  모든 학문과 사회는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디자인은 

그러한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 디자인 이야기는 경제, 정치, 기술, 문화, 사

회, 심리적 요소, 윤리와  세계의 생태 시스템 같은 현대 생활을 형성하는 

여러가지 힘의 맥락 안에서 전개된다.51 이러한 시각에서 한 시대의 디자

인은 다른 학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자연관과 세

계관 위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 본 학문 분야

에서의 인지중심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디자인 영역에 영향을 끼

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2.1 인지 중심 디자인의 배경     

모더니즘 디자인의 한계

 20세기 초 디자인은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모더니즘 디자인

은 산업화를 통한 대량생산에 가장 적합한 생산 방식인 표준화와 합리적

인 형태를 이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접근은 20세기까지 이어진 철학과 과

학의 요소 환원주의 분석과 종합화의 전통을 토대로 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요소 환원주의의 분석과 종합화는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

도 커다란 영향을 주어 그 과정에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사고방식이 탄

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52 

 기능주의의 한계는 디자이너를 과학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시기의 디

자인들은 기존의 생산 방식이나 시장 조건에 맞추어진 진부하고, 평범한 

디자인이 생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모더니즘 디자인이 기하학적인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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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enny Sparke. 이희명, 김상규 역. (2013). 디자인의 탄생. 파주: 안그라픽스.p.9
52 이노우에 카츠오 외,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 역.(2006). 디자인과 감성.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센터. p.16



기능주의를 표방했었던 이유는 당시의 제조와 생산방식의 한계가 이유가 

될 수 있다. 사실 모더니즘의 원리가 지배하던 “산업 시대에서는 표준화가 

생산의 미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디자이너의 조형 창출 능력이 경시

되었다”53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더니즘 디자인을 대변하는 말인 루이스 

설리번(Louis Sullivan)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의 관점을 따른다면 디자이너는 기능에 적합한 형태를 발견할 

뿐인데 이러한 관점은 디자인에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다. 에드리언 포티(Adrian Forty)는 “디자인은 기능이나 장식의 문제

가 아니고 인간의 감정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욕망에 둘러 싸여 있다.”고 하

였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절대적인 명제는 이상적인 표어로서 모더

니즘을 대변할 뿐이라고 볼 수 있다.54 모더니즘 시대에는 인간의 주관적

인 인식과 미적 판단보다는 절대적이고 합리적인 미와 기능에 대한 신뢰

가 우선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의 등장

 1970년대 이후 전자 제품과 신소재 분야에서 이뤄진 기술의 진보는 디

자인과 함께 생활 방식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생산기술과 소재공학의 발

전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새로운 소재를 통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다양

한 외형적인 변화를 상품에 가능하게 했다. 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중심

적 디자인은 시장의 팽창으로 경쟁력을 잃어갔다. 디자인은 기능성과 생

산을 위한 합리성만을 위해서가 아닌 무언가 ‘새로운 물건’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배했던 포스트모더니즘 디

자인은 보편적인 것에 반대하며, 모더니즘적 디자인에 저항했다. 대신에 

재미있고, 아이러니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스타일이 자유롭게 탄생했다. 

1980년대 이후부터 사람들은 실재하는 사물보다 이미지적인 개념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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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정경원. (1999). op.cit., p.14
54 Adrian Forty, 허보윤 역.(2004) 욕망의 사물 디자인의 사회사.  서울: 일빛.  p.43



하는 일이 많아졌다.55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치면서 디자인은 기능성과 목

적성을 추구하는 디자인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는 시각에서 시각적 충

격으로서의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이념이 디자인 대상에 절대적인 규칙과 아름다움이 

있고, 디자인은 가능한 한 장식을 배제한 순수한 형태와 최소한의 재료로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관점이었다면, 포스트 모

더니즘 디자인의 이념은 디자인을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적인 시야를 넓혀

주면서 시각적인 만족을 위한 그리고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관점

의 변화로서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 미학에서 현대 미

학으로 넘어오면서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부정하고 관찰자의 ‘미적 경

험’만을 인정하게 되었던 관점의 변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20

세기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을 바라

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디자인에서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이 존

재하지 않았고 좋은 취향과 나쁜 취향은 물론이며 좋은 디자인이나 나쁜 

디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56

2.2.2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의 등장  

인간 중심 디자인으로의 변화

 20세기 후반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진 환경에서 기업들은 1980년대로 

접어들어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생산자 중심 개발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

기 시작했다. 사용자의 정서와 감정을 움직이는 몇몇의 제품이 시장을 무

서운 속도로 장악하거나, 디자인 만으로도 몇배의 가격차를 보이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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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Penny Sparke. op.cit,.  p.209
56 Penny Sparke. op.cit,.  p.104 참조



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남들과 비슷해 보이면서 가격, 기능, 부가적인 요소

로 승부를 보려던 전략은 힘을 잃게 된다. 또한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보다는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이 보편화 됨에 따라, 소비자 

욕구(needs)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

닫게 되었다.57 이 시기에는 마케팅 부서의 소비자 조사와 분석과 함께 인

간 요소(human factor)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고, 디자인에도 인간공학

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 사람과 환경, 특히 업무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 인간공학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58 

 인간공학이 ‘인체’를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디자인에 기여했다면 형태

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시각’에 주목하였다.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psychology)이라고도 불리는 형태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눈과 두뇌가 지

각의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주목하였다. 게슈탈크 심리학자들은 

지각을 이해하는 열쇠는 두뇌가 기본적인 자극들을 체제화하는 방식을 연

구함으로써 찾아질 수 있다고 믿었다.59 게슈탈트 심리학은 일반적으로 시

각을 통해 대뇌에 전달되는 외계의 형태에 대한 정보들은 기억 또는 특징

짓기 쉬운 상태로 정리되며, 이러한 상태로 표현될 때 그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상에 대해 지각 가능한 행위를 부여함으로써 외부 자

극을 일정하게 형태화 시키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한다.60 게슈

탈트 접근에서 명백한 것은 행동은 인지 과정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감성 중심 디자인으로의 변화

 1980년대 후반 이후 디자인 영역에서도 인간의 ‘감성’과 ‘심리’를 다룬 

연구가 주목을 받는다. 인지 심리학자인 도널드 노먼은 디자인에서 인간

의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디자인을 최적의 해결책이라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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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정경원. (1999). op.cit,.  p.14
58 Penny Sparke. op.cit,.  p.147 참조
59 로버트 L.솔소, op.cit,.  p. 96.
60 김경희(2000) 게슈탈트 심리학, 서울: 학지사,  p.143



기존의 관점은 유통기한이 끝났다”61고 주장하였다. 이는 그동안 기능과 

합리성을 우선시 했던 디자인이 ‘감성공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디자

인 활동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는 디자인의 형태에 대한 관심이 감성, 인

간, 환경 등 다각도의 관심, 활동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62 

 제품 디자인 영역은 1990년대 이후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마케

팅 중심의 디자인 환경에서는 디자인 컨셉이 시장 분석에 의해서 마케팅 

전문가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다.63 그러나 기술의 평준화로 인해 

기능과 품질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컨셉 창출 능력

과 심미적인 조형 창작 행위가 더욱 중요시되게 되었다. 애플의 아이-맥

이나 아이-폰의 감성적인 디자인은 스티브 잡스의 말대로 디자이너가 먼

저 사용자를 감동시키는 디자인을 하고 엔지니어가 뒤 따르는, 이른바 지

금까지 기술 혁신중심 기업경영에서 디자인 중심 기업 경영으로 패러다임

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전까지의 마케팅과 차별화 중심의 

디자인은 사용자의 감성 중심의 디자인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인지 중심 디자인으로의 변화

 정보화 혁명을 거치면서 콘텐츠와 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터랙 션디자인, UI 디자인, UX(User Experience)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이 등장하였다. 박영목(2004)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Design)는 인간과 대상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

계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손쉬운 사용자 인터페

이스의 의미 설명은 ‘사용하기 쉽게, 알기 쉽게이다.’64 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제품을 다루는 조작자로서의 인간의 인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32

61 Norman, Donald A, 이창우 외 역.(1996) 디자인과 인간심리. 서울: 학지사.  p.205
62 윤세균(2003), 경험디자인의 개념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8 참조
63 지상현. (2007). 디자인의 법칙. 서울: 지호. p.8 참조
64 박영목(2004), 디자인 관점으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해석, 디자인학 연구, vol.56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랙션 디자인(Interaction Design)은 사람(사

용)중심의 상호작용, 혹은 제품(구현)과 사람(사용)의 균형적인 상호작용

을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인터랙션 디자인은 실용성

을 추구하는 기능 디자인과 심미성을 추구하는 조형(형태)디자인의 중간, 

소프트와 피지컬 디자인의 중간이라는 역할로 인간이 어떻게 인공물을 다

루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사용자 경험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 UX Design)은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인터랙션 디자

인을 총체적으로 흡수하면서 상품의 가치보다는 디지털 환경적인 맥락에

서 만족감을 원하며, 단순한 기능적인 충족보다는 심층적인 가치체계를 

통한 만족감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은 기능과 감성적 특

성을 조화롭게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것에 더하여 제품을 사용하면서 얻

게 되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풍부한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어야 사용

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65 

 21세기 인터랙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의 

사용자의 경험과 디자인 대상물과의 상호 작용을 중요시하는 인지 중심 

디자인의 등장은 디자인을 물리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인식과 인지 작용을 중요시하는 관점으로의 변화를 의미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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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 결: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연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대로 역사적으로 철학, 과학, 미학, 예술, 경제, 사회는 근

대의 물질 중심의 사고관에서 20세기를 기점으로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 

중심의 패러다임으로로 점진적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는 디자인 영역에도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의 디자인 환경에서 디자인 과

정과 활동을 디자이너 ‘인지’, ‘사고’와 ‘두뇌 작용’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학문과 디자인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지 중심 디자인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이순종(2004)은 지난 20세기 산업사회의 디자인 패러다임의 초점은 

전체를 세부 요소들로 분해하는 것으로서 분석적, 가설적, 선형적, 물질 

지향적, 합리적, 처방적 가치가 우선하였지만, 21세기의 디자인 패러다임

은 종합적, 경험적, 순환적, 인간 중심적, 감성적, 서술적이라는데 많은 연

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하였다.66 20세기 초반 모더니즘 디자인이 기

능을 위한 합목적성과 생산성,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분석적, 처방적 가치

를 강조하였다면,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 이후의 디자인은 인간의 주관

적인 인식과 인지 작용에 기반한 인간 중심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품 디자인 영역에서는 이제 물건 자체보다 그것을 사용하

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디자인 대상 자체에 절대적인 아름다움

과 가치가 있다는 기계미학 시대의 디자인 관점은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

과 판단을 중요시하는 인지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사고의 해석

 디자인 과정이 단순히 주어진 상황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론으

로 인식한다면 최선의 해결책이란 하나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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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에서는 디자인의 다양성이나 존재가치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공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세상의 모든 ‘커피잔’의 

형태와 색상은 단 하나만 필요해야 한다. 생산과 기능의 효율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단순하고 쓰기 편한 형태가 존재할 것이고 동일한 형태로 크

기나 색상의 변형만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주어

진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는 꼼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하는 디자이

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 만은 않

다.67 변화하는 디자인의 패러다임에서 사물과 환경, 인간과 디자인 대상

물과의 관계를 정 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마케팅적인 접근이나 

공학적인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사용자는 디자인 된 결

과물을 통해서 경험하고 가치를 느끼지만, 디자이너는 그러한 경험과 가

치를 창조해야 한다. 디자인 대상물을 통한 사용자의 행동과 감정은 디자

이너의 ‘인식(cognition)’과 ‘사고(mind)’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재해석

된다는 점에서 디자이너가 머릿속에서 정보를 인식하고 이미지를 떠올리

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인지적 관점에서 해석 될 필요성이 있다.  

인간의 인지 작용과 사고에 대해서는 인지 심리학과 인지 과학을 포함한 

인지 관련 학문에서 연구의 업적과 이론적 지식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인식과 인지 작용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 인지 관련 학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지 관련 학문의 이론과 지식은 디자인을 인지적 관점

으로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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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지 관련 학문의 개요 및 

디자인 적용 가능성

 본 장에서는 인간의 인식과 인지 작용을 연구하는 인지 학문을 고찰하

고  이를 통해서 본 연구의 방향 및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1 절  인지 및 인지 관련 학문의 개념 고찰

3.1.1 인지(認知:cognition)의 개념

 ‘인지(認知)’의 사전적 뜻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으로 심리 자극

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

로 쓴다.68  유의어로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이라는 인식(認

識:awarness)이 있다.  

 ‘인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정모(2010)는 "인지란 넓은 의미의 마음의 

의미이다"라고 정의한다. 현시점에서 인지 관련 학문에서 활용되는 넓은 

의미의 ‘인지’는 어떤 행위자(인간, 동물, 또는 컴퓨터)에 의한 지식의 활

용(intelligent use of knowledge)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우리의 지적, 인

지적 능력이 우리 머리 안에만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키보드

와 컴퓨터라는 인공물에, 인공물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확장되어 있는 것

이기에 인지란 ‘한 개인의 사고의 한 부분’이라는 상식과는 달리 두뇌-환

경을 연결하는 ‘지식 활용의 과정과 내용’ 전체, 그러한 행위라는 포괄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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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인지 관련 학문의 영역과 분류

 인지 관련 학문이라 함은 인간의 인지와 인식, 마음, 사고에 대한 연구

와 학제를 통틀어 일컫는다. 인지 학문은 인지주의(cognitivism)70의 바탕

에서 성립되었다. 인지 학문은 대표적으로 인지 심리학과 인지 과학을 축

으로 파생된 여러 학문을 지칭한다. 인지 관련 학문은 인지 심리학과 인지

과학, 인공 지능학, 신경과학, 언어학, 철학, 인류학, 경제학, 미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통틀어 인지를 연구들을 통칭하여 새로운 과학

의 영역으로서 ‘인지 과학’으로 칭하기도 한다.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이란 어떻게 인간이 정보에 대해서 

지각하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Neisser

는 ‘인지 심리학이란 감각 정보가 변형되고, 축소되고, 정교화되고, 저장

되고, 인출되고, 활용되는 모든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Ulric 

Neisser (1967))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새롭게 만들거나, 변형시키며 알맞게 고쳐 나가며 정

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71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이라 함은 하나의 학문 영역을 대변하기 

보다는 인간의 인지(마음)를 연구하는 관련 학문을 통틀어서 칭하는 성격

이 강하다. 인지 과학은 그 영역과 정의가 아직은 완전히 합의되고 통일되

지 못했지만, 여러 학술 기관의 인지과학 정의의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마

음(Minds)에 대한 과학'이라는 점이다.72 일상적으로 마음이란 개념이 인

간의 감성이나 감정을 지칭할 때 쓰이지만, 인지 학문에서의 지칭하는 마

음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통합적으로 의미로 ‘인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학문의 핵심 축인 인지 심리학과 인지 과학의 이

론을 중심으로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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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인지 관련 학문의 연구 방법

 인지 과학의 전제는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마음과 행동의 

인과적인 사슬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궁극적 원인들과 

거기서 비롯된 결과들을 분리 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의 인

지 현상은 미시적으로 인간 뇌의 신경세포의 화학적 변화부터 언어적 요

인,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의 거시적 변인과 관련되어 있다. 인지 학

문에서는 인간을 생물체로서, 정보 처리체로서,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가정한다.73 이러한 관점은 어떤 자연 

현상보다 복잡해 보이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들이  

협동적으로 수렴된 관점에서 다원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지 학문의 학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다

양한 방법을 사용해왔다. 인지 학문의 연구 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 자연 

과학에서 사용하는 실험실 실험법, 철학과 언어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직

관적, 논리적 분석법과 형식적 분석 기술법, 심리학과 인류학에서 사용하

던 자연 관찰법 및 민생 방법, 담화 분석법, 컴퓨터과학에서 주로 사용되

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여러 학문들이 지녀온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인지 심리학과 인지 과학에서 사용하는 주요 연구 방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방법 설명 장점 단점 연구사례

실험실���������	
��������������������  
통제���������	
��������������������  실험

특정한���������	
��������������������  시간과���������	
��������������������  장
소에서���������	
��������������������  수행���������	
��������������������  표본
을���������	
��������������������  얻음/���������	
��������������������  실험실의���������	
��������������������  
통제된���������	
��������������������  환경에서���������	
��������������������  
독립변인과���������	
��������������������  종속변
인의���������	
��������������������  인과관계를���������	
��������������������  
추적

실시하고���������	
��������������������  수치화하
고���������	
��������������������  통계적���������	
��������������������  분석에���������	
��������������������  용
이하고���������	
��������������������  대표적���������	
��������������������  표본
에���������	
��������������������  적용하기가���������	
��������������������  쉬
움/���������	
��������������������  타당한���������	
��������������������  인과적���������	
��������������������  
추론을���������	
��������������������  이끌어낼���������	
��������������������  가
능성이���������	
��������������������  높음

특정한���������	
��������������������  장소와���������	
��������������������  시간,���������	
��������������������  
과제���������	
��������������������  세팅된���������	
��������������������  연구결
과를���������	
��������������������  실험실���������	
��������������������  밖의���������	
��������������������  일
반적���������	
��������������������  상황에���������	
��������������������  적용하
는���������	
��������������������  것의���������	
��������������������  불일치

데이비드���������	
��������������������  메이어
(1971)는���������	
��������������������  두���������	
��������������������  개의���������	
��������������������  문
자열을���������	
��������������������  피험자에게���������	
��������������������  짧
은���������	
��������������������  시간동안���������	
��������������������  제시하고���������	
��������������������  
그것이���������	
��������������������  단어인지���������	
��������������������  비단
어인지를���������	
��������������������  보고하거나,���������	
��������������������  
단어라면���������	
��������������������  어떤���������	
��������������������  범주에���������	
��������������������  
속하는지를���������	
��������������������  보고하도
록���������	
��������������������  하는���������	
��������������������  과제를���������	
��������������������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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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생물학
적���������	
��������������������  연구

부검(해부)과���������	
��������������������  다양
한���������	
��������������������  심리생물학적���������	
��������������������  
측정법(컴퓨터단층
기법,���������	
��������������������  자기공명영
상기법���������	
��������������������  등),���������	
��������������������  또는���������	
��������������������  
영상기법���������	
��������������������  등을���������	
��������������������  이
용하여���������	
��������������������  동물���������	
��������������������  및���������	
��������������������  인
간의���������	
��������������������  뇌를���������	
��������������������  연구

인지���������	
��������������������  기능과���������	
��������������������  생물학
적���������	
��������������������  활동을���������	
��������������������  관련지음
으로써���������	
��������������������  인지���������	
��������������������  기능에���������	
��������������������  
대한���������	
��������������������  과학적���������	
��������������������  근거를���������	
��������������������  
제시/���������	
��������������������  다른���������	
��������������������  방법으
로는���������	
��������������������  해결하기���������	
��������������������  위한���������	
��������������������  
인지과정의���������	
��������������������  대안적���������	
��������������������  
설명가능/���������	
��������������������  심리치료
에���������	
��������������������  도움을���������	
��������������������  줄���������	
��������������������  수���������	
��������������������  있
음

대부분의���������	
��������������������  연구자들
에게���������	
��������������������  접근하기가���������	
��������������������  쉽
지���������	
��������������������  않음/���������	
��������������������  적절한���������	
��������������������  장
비와���������	
��������������������  피험자를���������	
��������������������  구하
기���������	
��������������������  힘듬/���������	
��������������������  많은���������	
��������������������  연구
들이���������	
��������������������  비정상적인���������	
��������������������  뇌
나���������	
��������������������  동물���������	
��������������������  뇌를���������	
��������������������  연구하
므로���������	
��������������������  인간뇌에���������	
��������������������  일반
화하는���������	
��������������������  것이���������	
��������������������  문제가���������	
��������������������  
될수���������	
��������������������  있음.

엘리자베스���������	
��������������������  워링톤
(1972)는���������	
��������������������  뇌의���������	
��������������������  좌측���������	
��������������������  
두정엽의���������	
��������������������  손상이���������	
��������������������  장기
기억에는���������	
��������������������  장애를���������	
��������������������  주지���������	
��������������������  
않지만,���������	
��������������������  단기���������	
��������������������  기억에���������	
��������������������  
심각한���������	
��������������������  결함이���������	
��������������������  있다는���������	
��������������������  
것을���������	
��������������������  관찰하였다.

구두프로콜
자기보고

참가자���������	
��������������������  자신의���������	
��������������������  인
지를���������	
��������������������  그���������	
��������������������  자리에서���������	
��������������������  
혹은���������	
��������������������  회고를���������	
��������������������  통해���������	
��������������������  
보고하도록���������	
��������������������  함

다른���������	
��������������������  방법으로는���������	
��������������������  불
가능할���������	
��������������������  수���������	
��������������������  있는���������	
��������������������  참가
자���������	
��������������������  관점으로부터의���������	
��������������������  
내성적���������	
��������������������  통찰을���������	
��������������������  얻음.

의식적���������	
��������������������  자각���������	
��������������������  밖에서���������	
��������������������  
일어나는���������	
��������������������  과정에���������	
��������������������  대
해서는���������	
��������������������  보고가���������	
��������������������  불가
능함/���������	
��������������������  자료수집이���������	
��������������������  보
고하는���������	
��������������������  인지���������	
��������������������  과정에���������	
��������������������  
영향을���������	
��������������������  줄���������	
��������������������  수���������	
��������������������  있음

학생들에게���������	
��������������������  1주일도
안���������	
��������������������  각���������	
��������������������  감각���������	
��������������������  양상에서���������	
��������������������  
일어나���������	
��������������������  모든���������	
��������������������  심상을���������	
��������������������  
일기로���������	
��������������������  기록하도록���������	
��������������������  한
다.

사례연구

단일���������	
��������������������  개인에���������	
��������������������  대한���������	
��������������������  
집중적인���������	
��������������������  연구를���������	
��������������������  
통해���������	
��������������������  행동에���������	
��������������������  대한���������	
��������������������  
일반적���������	
��������������������  결론을���������	
��������������������  도
출함

다른���������	
��������������������  방법으로는���������	
��������������������  불
가능할���������	
��������������������  수���������	
��������������������  있는���������	
��������������������  개인
의���������	
��������������������  과거와���������	
��������������������  현재의���������	
��������������������  맥
락에���������	
��������������������  대한���������	
��������������������  정보를���������	
��������������������  포
함한���������	
��������������������  풍부한���������	
��������������������  정보를���������	
��������������������  
얻음/���������	
��������������������  특별한���������	
��������������������  사람
들(천재나���������	
��������������������  뇌손상환
자)에���������	
��������������������  대한���������	
��������������������  적용이���������	
��������������������  
가능함.

다른���������	
��������������������  사람들에���������	
��������������������  대한���������	
��������������������  
적용���������	
��������������������  가능성이���������	
��������������������  낮음/���������	
��������������������  
작은���������	
��������������������  표본���������	
��������������������  크기와���������	
��������������������  표
본의���������	
��������������������  비대표성으로���������	
��������������������  
일반화가���������	
��������������������  제한됨.

하워드���������	
��������������������  가드너(1981)
는���������	
��������������������  위대한���������	
��������������������  지적���������	
��������������������  창조
력에���������	
��������������������  대한���������	
��������������������  심리학적���������	
��������������������  
맥락을���������	
��������������������  연구하기���������	
��������������������  위해
서���������	
��������������������  찰스���������	
��������������������  다윈에���������	
��������������������  대한���������	
��������������������  
사례���������	
��������������������  연구를���������	
��������������������  수행하였
다.

자연적���������	
��������������������  관찰

교실이나���������	
��������������������  가정,���������	
��������������������  직
장과���������	
��������������������  같은���������	
��������������������  실생활
에서���������	
��������������������  상황을���������	
��������������������  관찰
함

다른방법으로는���������	
��������������������  불
가능할���������	
��������������������  수���������	
��������������������  있는���������	
��������������������  풍부
한���������	
��������������������  ���������	
��������������������  맥락적���������	
��������������������  정보를���������	
��������������������  
얻음

실험적���������	
��������������������  통제의���������	
��������������������  결여
관찰자로���������	
��������������������  인하여���������	
��������������������  자
연적���������	
��������������������  행동에���������	
��������������������  영향을���������	
��������������������  
줄���������	
��������������������  수���������	
��������������������  있음

마이클���������	
��������������������  콜(1971)은���������	
��������������������  
아프리카의���������	
��������������������  크펠레족
을���������	
��������������������  연구하는데���������	
��������������������  전통적
인���������	
��������������������  서구인들이���������	
��������������������  보는���������	
��������������������  
정의와���������	
��������������������  비교하여���������	
��������������������  크펠
레족은���������	
��������������������  지능을���������	
��������������������  어떻게���������	
��������������������  
정의하는지���������	
��������������������  그리고���������	
��������������������  문
화가���������	
��������������������  지능적���������	
��������������������  행동에���������	
��������������������  
어떻게���������	
��������������������  영향을���������	
��������������������  미치는
지���������	
��������������������  관찰하였다.

컴퓨터
시물레이션
인공지능

시물레이션:���������	
��������������������  컴퓨
터가���������	
��������������������  여러���������	
��������������������  과제에
서의���������	
��������������������  인간���������	
��������������������  인지���������	
��������������������  수
행을���������	
��������������������  모사하게���������	
��������������������  함
인공지능:���������	
��������������������  컴퓨터
가���������	
��������������������  지능적인���������	
��������������������  인지
수행을���������	
��������������������  보이도록���������	
��������������������  
하는데,���������	
��������������������  그���������	
��������������������  과정이���������	
��������������������  
인간���������	
��������������������  인지���������	
��������������������  과정과���������	
��������������������  
비슷한지에���������	
��������������������  대해서
는���������	
��������������������  상관하지���������	
��������������������  않음

인지���������	
��������������������  과정을���������	
��������������������  모형화
하는���������	
��������������������  다양한���������	
��������������������  가능성���������	
��������������������  
탐구/���������	
��������������������  가설이���������	
��������������������  결과
를���������	
��������������������  예측하는지���������	
��������������������  명확
하게���������	
��������������������  검증함/���������	
��������������������  다양
한���������	
��������������������  범위의���������	
��������������������  실질적���������	
��������������������  적
용이���������	
��������������������  가능함(예:���������	
��������������������  위
험한���������	
��������������������  작업의���������	
��������������������  로봇���������	
��������������������  제
작)

하드웨어와���������	
��������������������  소프트
웨어의���������	
��������������������  한계로���������	
��������������������  인해���������	
��������������������  
생기는���������	
��������������������  제약/���������	
��������������������  인간���������	
��������������������  
지능과���������	
��������������������  기계���������	
��������������������  지능간
의���������	
��������������������  구별의���������	
��������������������  차이-���������	
��������������������  정
교한���������	
��������������������  시물레이션도���������	
��������������������  
인간���������	
��������������������  뇌가���������	
��������������������  생각하는���������	
��������������������  
방식을���������	
��������������������  모형화하기���������	
��������������������  
어려움

데이비드���������	
��������������������  마르(1982)
는���������	
��������������������  인간���������	
��������������������  시지각을���������	
��������������������  정
교한���������	
��������������������  계산을���������	
��������������������  통하여���������	
��������������������  
모사하려���������	
��������������������  시도했고,���������	
��������������������  
계산모형에���������	
��������������������  기초한���������	
��������������������  시
지각���������	
��������������������  이론을���������	
��������������������  제안했
다./���������	
��������������������  체스를���������	
��������������������  두는���������	
��������������������  인공
지능���������	
��������������������  프로그램

형식적���������	
��������������������  기술

마음의���������	
��������������������  구조와���������	
��������������������  과
정을���������	
��������������������  기술하고���������	
��������������������  설
명함에���������	
��������������������  있어서���������	
��������������������  막
연한���������	
��������������������  추상용어가���������	
��������������������  
아닌���������	
��������������������  엄격한���������	
��������������������  형식���������	
��������������������  
논리적���������	
��������������������  기술틀을���������	
��������������������  
이용하여���������	
��������������������  설명.

인지���������	
��������������������  과정을���������	
��������������������  이해하
고���������	
��������������������  설명하는���������	
��������������������  다양한���������	
��������������������  
가능성의���������	
��������������������  탐구/���������	
��������������������  인
간의���������	
��������������������  마음의���������	
��������������������  구조와���������	
��������������������  
흐름을���������	
��������������������  비교적���������	
��������������������  논리
적이고���������	
��������������������  정확하게���������	
��������������������  기
술할���������	
��������������������  수���������	
��������������������  있는���������	
��������������������  틀을���������	
��������������������  
제공

의식과���������	
��������������������  마음안에서
의���������	
��������������������  인지과정을���������	
��������������������  외면
화하는데���������	
��������������������  한계가���������	
��������������������  있
음/���������	
��������������������  이론적���������	
��������������������  개념이나���������	
��������������������  
일련의���������	
��������������������  모형을���������	
��������������������  만들
기에���������	
��������������������  적합하나���������	
��������������������  분석
에���������	
��������������������  대한���������	
��������������������  근거가���������	
��������������������  빈약
할���������	
��������������������  수���������	
��������������������  있음

UML(unified���������	
��������������������  
modeling���������	
��������������������  
language)를���������	
��������������������  활용하
여���������	
��������������������  인간의���������	
��������������������  지각과���������	
��������������������  기
억의���������	
��������������������  구조���������	
��������������������  및���������	
��������������������  흐름을���������	
��������������������  
기술하고���������	
��������������������  이를���������	
��������������������  통하여���������	
��������������������  
컴퓨터���������	
��������������������  프로그램설계
에���������	
��������������������  응용하는���������	
��������������������  연구

[표���������	
��������������������  3-1]���������	
��������������������  인지���������	
��������������������  심리학/���������	
��������������������  인지���������	
��������������������  과학의���������	
��������������������  연구���������	
��������������������  방법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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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지 학문의 역사 및 흐름

 

 본 절에서는 인지 관련 학문의 형성 배경과 주된 흐름을 고찰하고, 이

를 통해 인지 학문의 관점 변화와 함께 현재의 인지 관련 학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탐구 주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3.2.1 인지 학문의 배경

 인지 학문의 연구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나 하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

해서는 심리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어떻게 출현하고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지 심리학은 철학과 초기 심리학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변증법적 과정들을 거쳐서 현대 심리학의 주류로 자리잡았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은 19세기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1900)의 꿈의 해석을 통한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시초로 

하였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충족되지 않은 소망과 깊은 공포가 꿈속에서 

표현된다고 믿었다.75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심리 구조

는 성적 욕구를 분출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성적 욕구는 신생

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행동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인간의 본능을 성적 욕구의 분출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졌지만, 인간의 무의식과 정신에 그리고 본

능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대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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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Roger Hock, 유연옥(2001). 심리학을 변화 시킨 40가지 연구. 서울: 학지사.  pp75-76 참조
76 David Buss. 최재천, 이충호 역. (2012). 진화심리학. 파주: 웅진씽크빅.  p.59



구조주의 심리학

 프로이트의 연구 이후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정립되었고, 이는 구조주

의 심리학파로 발전한다.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마음의 구조를 이해

하기 위해서 지각의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했다.77 구조주의의 대표적 

인물로 독일의 심리학자인 빌헬름 분트가 있는데 그는 의식의 가장 작은 

요소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식이라도 만들 수 있다

고 보았다. 구조주의 심리학자들이 시각 자극, 또는 청각 자극의 물리적 

자극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어느정도 엄 한 실험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분석 틀에 있어서는 주관적 체험의 분석법인 내성법 (introspection)을 적

용 하였다. 내성법은 철학에서 연유한 것으로 학자 자신의 심적 경험을 직

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마음의 흔적이 인간의 

심리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녔고, 이는 구조주의 심리학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78  

기능주의 심리학

 구조주의가 마음과 의식을 지각 연구를 통해서 구조화하려 했다면 기

능주의(functionalism)는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

동을 하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기능주의자들은 특정 자극과 그에 따

른 특정 반응 간의 기능적 관계를 찾음으로써 마음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

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질문을 제기하였다.79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 원리(principles of psychology(1890)]에서 인간의 본능을 “목적

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 교육

도 없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james, 1890/1962). 제임스가 주장한 본능은 선천적으로 생기는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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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이정모(2010 a).   op.cit,.  p.69 참조
79  Robert J. Sternberg, op.cit,.  p.6



침, 한숨, 구역질, 딸꾹질 등의 행동부터 부끄러움, 놀이, 호기심, 무엇을 

가지려는 욕심 등의 인간의 특성까지 본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많

은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선천적 성향이 그렇게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

박하였다는 점에서 기능주의 심리학은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행동주의 심리학

 심리학의 연구 주제인 마음과 의식을 내성법을 통해 분석하려는 구조

주의 심리학과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마음의 원인을 열거하기 힘들 정

도의 다양한 선천적 본능으로 해석한 기능주의 심리학에 반발하여 등장한 

것이 행동주의(behaviorism)심리학이다.80  1910년 미국의 왓슨(j.b. 

Watson)은 동물 심리학적 연구, 파블로프(pavlov,1927)의 조건 형성 연

구 패러다임, 유럽의 실증주의, 시카고 대학 중심의 기능주의 등의 전통을 

결합하여 행동주의 심리학을 출발시켰다.81  ‘행동을 관찰하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명제하에 행동주의 심리학은 일련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인

간의 행동을 ‘자극(stimulus)-반응(response)’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왓슨 이후 1960년대 행동주의 심리학의 급진적 옹호자인 스키너

(b.f. Skinner)는 조작적 조건화 원리라는 새로운 환경 결정론을 들고 나왔

다. 이 원리에 따르면, 행동의 강화 효과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행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스키너에 의한 급진적 행동주의는 인

간의 선천적인 본성보다는 학습과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행동주의는 

1960년대 이후 50년 동안 연구 방법과 연구 영역 등 심리학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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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Robert J. Sternberg, op.cit,.  p.9



3.2.2 인지 학문의 형성

블랙박스 들여다보기

 행동주의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 없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블랙박스(black box)로 묘사 했었다면 이후의 심리학은 그런 블랙박

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이 싹틔

게 된 한 가지 요인은 해리 할로(Harry Harlow,1971)에 의해서 행해진 

원숭이 대리모 실험에 의해서 외부환경이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 선천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부터로 볼 수 있다. 기존

의 행동주의 이론의 학습의 기본 법칙이 가진 오류에 대해서 노엄 촘스키

(Noam Chomsky)는 인간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

로 갖고 있는 언어 습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1959)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행동주의의 자극-반응의 학습 이론을 비판하였다. 촘스키

의 언어학 이론의 등장과 함께 기존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을 뒤집는 실

험 결과들은 인지 심리학이 출현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83

인지심리학의 등장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 행동주의에 대한 반발과, 심리 생물학, 언어

학, 인류학, 인공지능의 발전이 모여 혁신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초기 

인지주의자들은 기존의 행동주의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점을 비판하였다. 1967년 나이저(Ulric Neisser)는 인지 

심리학을 사람이 지식을 배우고 구조화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

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이후 인지 심리학은 무엇보다 인간의 의식과 사고, 

인지 처리과정을 기능적으로 설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행동주의 심리

학 이후의 심리학의 주류로서 자리잡았다. 과거의 행동주의가 동기 유발

을 중심으로 한 뜨거운 인지(hot cognition)였다면, 새로운 접근 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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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주의는 두뇌와 기능의 역할을 강조한 차가운 인지(cold cognition)라

고 볼 수 있다.(petty & cacioppo,1981)84

 

인지혁명

 인지심리학의 출현 이후 종래의 인간관, 물질관, 기계관, 과학 기술관

을 대폭 수정하게 하는 새로운 관점인 인지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거시

적인 관점에서 기존 철학과 자연과학 사회 과학에서의 물질적 환원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의식과 인지, 정보처리를 포함한 인지 중심의 패러다임의 

전환되었다. 1950년대에 시작하여 20세기 후반에 서구에서 기초 과학으

로 자리를 잡은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 은 하나의 과학 혁명이었

다.85 인지 과학은 마음과 컴퓨터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추상적 원리를 구

현하는 정보 체계(information processing system)라는 생각에서 출발하

였다. 인지 과학이 전제하고 있는 핵심은 인간의 ‘마음’과 ‘컴퓨터’가 비록 

물리적인 구조는 다르지만, 정보 처리라는 공통적인 원리를 구현하는 정

보처리 시스템이라는 생각이다. 인지 과학의 핵심은 인간을 각종 상황에

서 능동적으로 의미정보를 파악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정보처리체로 

본다는 것이다.

3.2.3 인지 학문의 발전

신경 심리학

 인지 심리학자들은 과제 수행의 인과적 기반을 이해하려면 우리 뇌의 

정보 처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86 현대 심리학

에서는 과학적 실험을 밑바탕으로 인간의 뇌의 작용에 기반 한 신경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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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경 심리학에서는 인지 과정에 대한 

모델을  뇌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주의나 기억과 같은 인지

적 처리들이 특정한 뇌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87 신경계 단위 

사이의 작동 특성에 근거한 신경망, 연결주의 이론이 대두하여 컴퓨터 은

유와 계열적 처리, 표상을 강조한 전통적 인지주의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내놓았고, 이어서 인지 신경 과학적 연구 기법의 발전에 따라 마음을 컴퓨

터에 은유하는 컴퓨터 은유적인 전통적 인지주의보다는 뇌에 은유하는 신

경 과학적 접근이 대두되어 인지 신경 과학이 형성되었다.

진화 심리학

 인지 과학에서 신경 과학적 접근의 재활성화와 연관되어 인지 과학의 

변화를 인도하고 있는 다른 한 접근은 진화적 접근이다.(Calvin, 

1990;Dennert, 1996).88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인지 기제가 자연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하고 적응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진화 심

리학자인 스티븐 핑커(2007)는 ‘마음’은 인간이 자연 환경에서의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되고 진화 된 기관들의 연산 체계라고 했다.89 인

간이 빙하기 이후 식량이 부족했을 때 살아남기 위한 에너지 축적 원리로 

지방을 저장했던 적응이 현재 음식이 풍족해진 인류에게 비만을 가져온 

것 것처럼 인간의 인지 구조도 수 십 만년을 거치면서 진화해왔다는 것이

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뇌에 자동적인 모니터 작용이 있어서 복잡한 패턴

이나 요소들 안에서도 특정한 패턴이나 형태를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러한 인간의 지각 특성을 진화 심리학에서는 생존을 위한 환경에 대한 단

서 포착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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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역학적 접근

 1980년대 중반 이래 인지 과학을 변화시키고 있는 접근은 인간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접근이다. 이는 

인간의 사고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신경적, 생물적 단위 수준에서 모든 것

을 설명하려는 하위 설명 수준적 접근인 연결주의나 인지 신경 과학적 접

근, 그리고 상위 추상 수준에서 명제 중심으로 논리적 체계에 의해 인지를 

설명하려는 전통적 컴퓨터 유추적 접근이 지니는 제한점을 벗어나려 한

다.90 즉 인간 마음의 본질은 환경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뇌 안에서 일어

나는 과정이거나 뇌에 저장된 내용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

경에 확장, 분산되어 있으며, 환경과 상호작용 실시간에 존재하게 되는 과

정이라는 것이다.91 환경 심리학과 관련되어 인지 학문에는 환경과의 역동

적인 상호 작용으로의 움직임으로서 동역학적 접근(dynamic systems 

approach)을 인지 과학에 도입하는 것이다.(Van Gelder, 1997)92 동역학 

체계적 접근은 인지 상태가 ‘실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인지 과학연구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3.2.4  소결 및 시사점 도출

 인간의 인지를 탐구하는 인지 관련 학문은 인간과 인공물의 마음의 작

동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여기서 마음이란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통합

적으로 지칭하며 ‘인지(cognition)’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인지’란 인간의 

이성 그리고 정서를 포함하여 두뇌-환경을 연결하는 ‘지식 활용의 과정과 

내용’을 지칭하는데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각, 이해, 기억, 추론 등의 

인지 구성 요소들의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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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관련 학문의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간의 인지 과정을 자극과 

반응의 단순한 대응 관계로 설명하는 관점에서 인간을 정보 처리체로 유

추하여 설명하는 ‘정보처리 패러다임’을 통해서 발전하였다. 최근의 인지 

과학의 추세는 신경 심리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서 어떠한 작용이 일

어나는지를 뉴런과 시냅스와 같은 두뇌 조직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이러

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기억과 정보처리를 네트워크 구조로 설명하는 

‘연결주의 이론’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의 연

구에서는 인간의 인지 조직은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지 기제’의 적응

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인지 구조의 보편적 특성과 상황에 따

른 인지 작용의 원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최근의 인지 연구의 분야인 환경 심리학은 인간을 둘러 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두되어 정적인 시간상에서의 단속적 정보

처리를 강조한 전통적 인지주의에 반하여 계속 흘러가는 시간 상의 정보

처리 특성을 강조한 동역학적 체계적 접근이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인지 학문의 흐름 변화들은 고전적 정보처리 패러다임의 표상주의, 계

산주의 중심의 전개를 수정하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 뇌, 그리고 컴퓨터

를 정보 처리체계로 보는 관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93 본 연구에서는 인지 관련 학문의 핵심 관점인 정보처리 패러다임 및 

관련 이론과 인간의 인지를 구성하는 요소 및 인지 작용의 보편적인 특성

을 설명하는 이론과 인지 관점의 사고 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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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지 관련 학문의 이론 및 연구

 본 절에서는 인지 관련 학문의 이론 및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본 연구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3.3.1 인지 체계 및 인지 구성요소의 개념

 인간의 정신, 인식, 행동이라는 것은 자동화된 무의식과 통제적이고 복

잡한 인지 처리의 복합 작용인 의식이라는 두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

다. 예를 들어서 도로 주변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귀를 통해서 

들리는 일련의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처리되지만, 음악을 듣기 위해 주의

를 기울이고 가사를 이해하는 것은 의식적인 인지 처리라고 볼 수 있다. 

의식적인 인지 처리들 중 일부는 낮은 수준의 처리이고, 반면 다른 인저적   

처리들은 높은 수준의 처리로 분류되기도 한다.94 인지 체계의 수준은 세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인지 체계는 감각기인 시각, 청각, 촉

각을 통해서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준의 인지 체계이다. 중간 수준

의 인지 체계는 정보를 이해하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

며, 이렇게 처리된 정보를 통해서 추리와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높은 수준의 인지 체계를 거쳐서 통합적인 인지를 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지 체계의 수준에서 인간은 세부적인 인지 처리

와 인지 작용을 수행하는데 이는 인지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 

구성 요소들은 주의, 지각, 기억, 추리, 의사결정, 의사소통을 포함한 다양

한 처리를 수행한다. 이러한 인지 구성 요소들의 전반적 형태는 인지 아키

텍쳐(cognitive system architecture)라고 불린다.(Anderson, 1983)95  인

지 아키텍쳐는 인지 구성 요소의 유형,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 또는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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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현재의 학문적 틀에서는 

인지 작용과 구조를 지각, 기억, 표상 등의 인지 특성과 처리과정을 중심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지 체계 수준 별 인지 구성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인지체계 수준 정보처리 관점 설명 인지구성요소

지각
(하위 수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체계 및 수준 지각, 주의

기억 및 표상
(중위 수준)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인출하는 체계 및 수준 이해, 기억, 표상

사고
(상위 수준)

정보의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수준 추론, 문제해결

[표���������	
��������������������  3-2]���������	
��������������������  인지���������	
��������������������  체계���������	
��������������������  수준���������	
��������������������  및���������	
��������������������  인지���������	
��������������������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는 인지 구성 요소와 인지 이론을 고찰 함에 있어 위의 세 

단계의 인지 체계 수준을 토대로 인지 구성 요소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3.3.2 인지 구성요소의 종류 및 특성

1) 지각 및 주의 수준의 인지 구성요소

(1) 지각 (perception)

 지각(perception)은 환경 자극으로부터 받아들인 감각을 재인하고, 조

직화하고, 이해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Epstein & Rogers, 1995; 

Goodale, 2000a, 2000b; Kosslyn & Osherson,1995)96  지각은 인간이 

어떻게 눈에 비치는 자연을 해석하는지에 관한 두뇌와 마음의 작동 시스

템이라 말할 수 있다. 지각은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세상의 사물을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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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를 통해 받아들이고, 시각 피질에서 조직화하여 대뇌 피질에 기억

되어 있는 사전 지식들과 연합하여 이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각은 

일반적으로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을 의미하는 감각 지각과 감각 정

보를 구조의 기초로  개인의 기존 지식과 사고 과정을 통해 대상을 안다는 

의미의 지적 지각(구성적 지각: constructive percep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사점

 모든 인간의 지각과 관련된 신체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1차적인 감

각 지각은 모든 사람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개

인의 경험과 사전 지식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물을 보더라도 지적 지

각은 다를 수 있다. 디자인 과정에는 감각 지각의 보편 특성과 함께 사람

마다 지적 지각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2) 주의 (attention)

 주의(attention)는 어떤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도적으로 지각의 촞

점을 맞추는 인지 처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인지 과정은 의식적이면서 무

의식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정보를 되도록 많이 얻길 원하지

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는데, 이는 인간의 

주의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의라는 기능은 제한된 

주의의 용량을 어디에 배치시킬 것이냐(선택성)와 주의 임무에 배정된 정

보처리 용량을 얼마나 증감시킬 것이냐(강도성)을 조정하게 된다.97 사람

들이 정보를 접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새로운 정보

로 일깨워지게 되는데 이를 환기 또는 각성(arousal)라 한다. 하지만 환기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주의가 집중되다 못해 협소해져 오히려 정보처리를 

올바르게 하지 못할 수 있다. 한번에 주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의 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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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span of attention)이라고 일컬어진다.98 이러한 주의 폭은 개인차를 

보이지만 제한되어 있기에 인간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99

시사점

 인간이 한 번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주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은 디자인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폭의 제한을 인식하고 이를 넘지 않는 범

위에서 제품의 형태나 색상 등의 심미적 요소와 기능, 인터페이스에 적용

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 과정에서도 선택적 주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선별

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기억 및 표상 중위 수준의 인지 구성 요소

(1) 이해 (comprehension)

 지각된 정보의 의미를 영구 기억으로부터 찾아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과정을 이해(comprehension)라 한다. 사람들이 같은 대상을 보고도 이해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세상에 대한 심적 구조를 발달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시각 경험은 눈에 주어지는 시각 자극 뿐만 

아니라 두뇌에 의한 감각 경험의 해석을 통해서 달성되기 때문이다. 사람

은 이해를 통해서 태도를 형성하는데 태도(attitude)란 특정 대상에 대하

여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후천적으로 체득된    

성향이다.(Fishbein & Ajzen)100  이는 인지적 판단으로 형성 된 감정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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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을 통한 일련의 성향으로 인간의 기억에 형성되어서 어떤 대상에 대

해서 감정을 유발한다. 

시사점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사전 지식에 의해서 디자인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능성, 조형성, 심미성, 가격, 

브랜드, 사전 지식, 학습, 동기 등 제품의 본질적인 속성과 비본질적인 속

성의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디자이너의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살펴 볼 필요성

이 있다.

(2) 기억(memory)

 기억은 인간이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머릿속에 저장하

고, 나중에 꺼내는 인지 과정을 말한다. 고대부터 20세기 초까지는 기억은 

랍같은 것으로서 자극의 인상 강도가 강하면 강한 흔적을 남기고 약하

면 약한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되었다.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의 기

억이 사진 찍듯이 주어진 그대로 복사하여 기억 저장고에 집어넣었다가 

후에 꺼내 쓰는 창고에 비유 되었다면, 현재 인지 학문에서는 기억의 과정

을 기억에 넣을 때 새롭게 구성하여 넣고 꺼낼 때 또 새롭게 구성하여 꺼

내는 과정으로 설명한다.101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부호화 과정

(encoding), 저장 과정(storage), 인출 과정(retrieval)으로 나뉜다. 부호화

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의 내용을 정보화해서 기억에 넣는 과정이고, 

저장 과정은 정보를 계속 보류해서 유지하는 것이고 인출 과정은 정보를 

꺼내는 것이다. 

 기억의 기능적 구조는 순간적으로 대상을 감각적으로 기억하는 감각 

기억,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짧은 기간 동안 주의를 기울여 부호화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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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기 기억, 그리고 오랫동안 저장하고 있는 장기 기억으로 나뉜다. 

단기 기억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기억의 용량과 갯수에 한계가 있는데 인

간이 통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갯수를 5-7개로 한정된다. 장기 기억의 

기억 용량은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단기 기억이 부호화와 시연(rehearsal)

을 통해 선택적으로 저장된다고 한다. 다음 그림은 인간의 기억의 종류와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102

[그림���������	
��������������������  3-1]���������	
��������������������  기억의���������	
��������������������  종류와���������	
��������������������  특성

시사점

 인간 기억 용량의 한계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억의 

한계성과 함께 인간의 망각도 기억의 특성이다. 망각이라는 인지 처리가 

비록 인간이 원하지 않은 인지 적응의 부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

성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디자이너가 

디자인 과정에서 모든 사물을 지각하고 이를 기억해야 한다면 정보처리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두뇌는 과부하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3) 표상 (representations)

 인지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지식, 정보를 다

룬다고 할 때는 실제 대상을 그대로 머릿속으로 가져와서 다루는 것이 아

니라 어떤 상징이나 다른 형태로 재표현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점에서 

앏, 정보의 내용을 마음속에서 다시 나타낸다는 뜻으로 표상

감각저장고 단기기억 장기기억

저장시간: 500mm/s
저장용량 : 거의 무한대

저장시간: 20sec
저장용량 : 7   2chunk

저장시간: 오랜시간
저장용량 : 거의 무한대

부호화/리허설을 통해 장기기억으로

+_

그림 3-4 분석 기억의 종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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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s)한다고 한다. 표상한다고 할 때는 인간의 머릿속에 대상

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심상(image)과 다듬어진 언어화 

된 일화나 감정에 대한 기억이 들어있는 것이다.103 머릿속의 데이터 베이

스의 범주화에서 가장 강한 연계성으로 인출된 형태, 색상이라는 이미지

적인 기억과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의 연합인 표상은 대상에 대한 대표적

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104  인간은 어떤 대상을 머릿속에 표상 할 때 단어

와 같은 상징(symbol)과 함께 대상의 형태, 색상, 재질의 복합적인 이미

지, 그리고 대상의 의미를 함께 떠올린다. 다음 그림은 표상에 대한 개념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  3-2]���������	
��������������������  표상의���������	
��������������������  개념

시사점

 디자이너가 어떤 대상을 표상하는 과정에는 대상의 의미와 함께 상징적

인 단어 정보와 함께 이미지정보가 연합되어 머릿속에서 재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머릿속에서 

표상된 이미지를 기억정보와 연결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표현하는지 일련

의 인지 처리 과정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의자 

   image

    앉기 위한 도구

표상 : 상징화를 통한 기억의 저장과 활용

표상

    탈 것

    자동차

표상    image

그림 4-5  표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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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념(concept)

 개념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심적 표상(metal representation)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다. 개념을 심적 표상이라고 할 때, 

그 표상에는 사물이나 사건에 특징적으로 연합 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05 보통 사람들이 개념을 인식하는데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기억하고, 기억에서 정보가 인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

념이 저장되는 방식으로는 단어적인 의미 개념과 대상의 상징적인 형태나 

색상, 특징이 결합된 이미지이거나 이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심적 표상

의 형태로 저장된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한 정보에 대해서 기존

의 지식과 기억, 경험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연상(association)이 일어난

다고 설명한다. 연상은 개인 별로 저장된 지식과 기억과 경험이 다르기 때

문에 인출되는 개념이나 표상이 다를 수 있다.

시사점

 디자인 과정을 심적 표상을 토대로 컨셉을 만드는 인지 과정으로 본다

면 기존의 지식과 기억을 활용하는 연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자이너마다의 심적 표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과정에서는 개념에 대한 디자이너들 간의 인지적 부조화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범주(category)

 범주(category)는 개념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동일 유목에 함께 속한다

고 생각하는 사물과 사건의 집합이나 분류를 말한다(Quinn & Eimas,

1997). 이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같은 그룹으로 사람들이 기억에 저장하

고 있는 속성들(예: 사물, 행위, 상태, 양, 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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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간의 구분은 내포(intension)와 외연(extension)에 대응시킬 수 있다. 

개념과 범주 간의 관계에서 개념은 내포적 측면, 즉 범주화에 사용하는 정

보와 범주화가 제공하는 추론에 관여하며, 범주는 대상을 참조하는 용어

의 적용이라는 외연적 측면에 관여한다.106 

 범주화 (categorization) 는 고등 인지 활동의 근본으로, 다양성 속에서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범주화한다는 것은 변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이한 사물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집단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물의 

특유성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류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대해 반

응하는 것을 말한다. 범주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숙하지 않은 것을 친숙

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사물이나 사건을 범주 지식에 기초해

서 일반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건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Mervis & Pani,1980). 범주화는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이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지적 활동이다.107  

시사점

 어떤 대상을 보고 범주를 정의하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를 나타낼 수 있

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의 네 가지 도형을 같은 범주로 묶으라는 질문

에 형태의 유사성으로 A와 B만을 묶는 사람도 있고, A와 B, C를 같은 범

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C를 A보다

는 D와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지나 대상이 가진 절대적인 

속성보다는 관찰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경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

명할 수 있다. 디자인의 외형적인 속성을 판단할 때 동일한 대상을 보고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범주화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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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3]���������	
��������������������  범주화의���������	
��������������������  예

3) 추론 및 사고 수준의 인지 구성 요소

(1) 추론(inference, reasoning) 

 추론(inference)은 기존의 명제들로부터 결과를 유도해 나가는 과정인

데, 이는 알려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추론 과정에는 대표적으로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이 있다. 연역

적 추론은 기존의 명제로부터 결과 명제를 증명하는 것으로 형태적 논리

의 사고이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으로부터 개별적인 주장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a=b이고 b=c이면 a=c라는 삼단논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구체적

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를 통해서 “그러므

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귀납적 추론은 개

별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추론 방식이다. 귀납적 

추론은 관찰을 통해서 지식이나 데이터를 모아서, 그들 사이에 성립되는 

일반적 성질을 찾아내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방법 과학의 논리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모든 백조를 관찰하고 모든 백조가 하얗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모든 백조는 하얗다는 원칙을 확립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흑조가 있으며 원칙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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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라이어넬 마치(Lionel March)는 디자인 사고와 논리적, 과학적 사고를 

구분하면서 “과학은 현존하는 형태를 탐구하는 반면 디자인은 새로운 형

태를 만들어 낸다. 과학에서의 가설은 디자인에서의 가설과 다르다. 논리

적 제안과 디자인 제안은 다르다. 추측에 근거한 디자인은 사고의 방식이 

귀추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108  디자인 과

정에서는 자연과학의 연구에서 활용되어지는 분석적인 귀납법과 논리적

인 사고의 연역법만이 아닌 귀추적 사고가 활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인공 지능 연구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진 마빈 민스키 교수는 문제를 잘 

구조화된 문제와 비 구조화된 문제로 분류하였다. 잘 구조화된 문제

(well-structured problems)는 명확한 해결 경로를 가진 문제로 누구나 

정해진 공식을 사용하면 비슷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이다. 비 구조

화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s)는 명확한 해결 경로를 가지지 않은 

문제로 경험과 지식의 차이에 따라서 매번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문제이

다.109 다음의 표는  인지 심리학에서 정의하는 잘 구조화된 문제와 비 구

조화된 문제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분류 설명 문제의���������	
��������������������  예

잘���������	
��������������������  구조화된���������	
��������������������  문제

well-structured���������	
��������������������  

problems

명확한���������	
��������������������  해결���������	
��������������������  경로를���������	
��������������������  가진���������	
��������������������  문제,���������	
��������������������  누

구나���������	
��������������������  정해진���������	
��������������������  공식으로���������	
��������������������  비슷한���������	
��������������������  결론

을���������	
��������������������  도출.

계산을���������	
��������������������  통한���������	
��������������������  수학적���������	
��������������������  답이���������	
��������������������  있는���������	
��������������������  문제

자료의���������	
��������������������  비교,���������	
��������������������  분석을���������	
��������������������  통한���������	
��������������������  해결점���������	
��������������������  도

출,���������	
��������������������  논리적���������	
��������������������  구조를���������	
��������������������  가진���������	
��������������������  문제

비���������	
��������������������  구조화된���������	
��������������������  문제

ill-structured���������	
��������������������  

problems

명확한���������	
��������������������  해결���������	
��������������������  경로를���������	
��������������������  가지지���������	
��������������������  않은���������	
��������������������  문

제,���������	
��������������������  경험과���������	
��������������������  지식의���������	
��������������������  차이에���������	
��������������������  따라서���������	
��������������������  

매번���������	
��������������������  다른���������	
��������������������  결론이���������	
��������������������  도출.

가치의���������	
��������������������  판단이나���������	
��������������������  도덕적���������	
��������������������  행위

예술가나���������	
��������������������  디자이너의���������	
��������������������  창의적���������	
��������������������  수행

이미지와���������	
��������������������  의미의���������	
��������������������  조합

[표���������	
��������������������  3-3]���������	
��������������������  인지적���������	
��������������������  관점의���������	
��������������������  문제���������	
��������������������  정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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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디자인을 잘 구조화된 문제로 인식한다면 여러가지 공식과 규칙, 개요

표 등의 업무 지식을 활용하여 어떤 디자이너가 처리해도 비슷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누가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 디자인은 수학 공식이나 과학적 실험과 달리 가치의 판

단을 필요로 하는 비 구조화된 문제라 볼 수 있다. 정해진 도식과 방법에 

따라서 분석하고 프로트콜 조사나 소비자 조사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누가 

디자인하느냐에 땨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때 디자이너의 인지와 해

석이 디자인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3.3.3 인지 관련 학문 이론의 고찰

 인지 학문의 이론인 시각 처리 이론과 정보처리 모형 및 인지 사고 이

론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디자인 연구에 도움이 되는 이론적 토대와 명

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시각 처리 이론 및 모형

 인간이 외부 환경를 인식할 때 지식의 2/3가 시각을 통해 획득되어진

다고 한다. 시지각을 통하여 물체의 형태를 변별할 수 있고, 형태를 인지

할 때 가장 처음 받아들이게 되는 감각 정보가 시각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시각은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시각적 인지는 아래에서 위로, 즉 상향 처리(bottom-up processing)에 

의해서 자극이 시각적 자각으로 이끌어 간다. 인간은 세부적인 특징을 통

해 사물을 판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세부 특징에는 모서리, 형상, 깊

이, 공간, 운동, 색상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부분에 촛점을 맞추는 것

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보량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

간은 전체적인 형상을 통해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러한 시각 처리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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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래로, 즉 하향 처리(top-down processing)라고 칭하는데, 인지적 조

작이 시각적 자각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인데, 지각은 물체를 이루는 단위

의 성질 뿐만 아니라 관찰자의 세상의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

다. 인간의 감각기를 통한 지각 처리는 상향 처리와 하향 처리가 함께 작

동하고 있다.111 인간의 시각 처리 과정의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그림���������	
��������������������  3-4]���������	
��������������������  시각���������	
��������������������  처리���������	
��������������������  과정의���������	
��������������������  이론���������	
��������������������  모델

시사점

  디자이너가 지각 단계에서 주목하는 정보는 가시적인 속성과 비 가시

적인 속성로 크게 범주화 할 수 있다. 가격, 성능, 브랜드 등이 대표적인 

비 가시적 속성이라면 형태와 크기, 비례, 재질, 색상, 세부 특징 등 시각만

으로도 인지가 가능한 속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디자이너가 지각 과정에

서 모든 데이터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에 저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 과정에서는 가시적인 속성에 대한 선택적 주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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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함께 상위 차원의 의미의 해석의 인지 처리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보 처리 이론 및 모형

 인지 심리학과 인지 과학에서는 인간을 각종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의

미정보를 파악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정보처리체로 보는데 이러한 관

점의 틀을 ‘정보 처리 패러다임’이라고 칭한다. 정보 처리 패러다임은 정

보 처리적 접근, 정보 처리적 보는 틀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으며, 인간

의 마음과 그 물리적 구현체인 두뇌 그리고 컴퓨터를 보는 과학적 관점을 

말한다.112 이러한 정보 처리 이론들은 1950년 대 후반에서 1990년 대 초

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그 연구결

과가 인지 학문 전반을 변모시켰다.113 

[그림���������	
��������������������  3-5]���������	
��������������������  시각���������	
��������������������  정보에���������	
��������������������  대한���������	
��������������������  정보처리���������	
��������������������  모델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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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이정모 (2010 a).  op.cit,. p166
114 김창헌(1999), 휴먼 인터페이스 디자인, 서울: 다성출판사, p.29



 카드(card), 모런(Moran), 그리고 뉴웰(Newell)은 기본적인 인간 정보 

처리 모델로서 휴먼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사용자

가 3가지 프로세스와 4개의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

으로 지각 프로세스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

며, 운동 시스템에서는 물리적인 행동으로 반응하게 된다.115

 

① 브로드벤트의 정보 처리 이론(1958)

 1950년대 브로드밴트와 그의 동료들은 인간의 지각과 의사소통이 단

계적인 정보처리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정보가 앞선 단계로

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처리한 후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 '컨베이어 벨트 모

형'과 같다고 보았다.116 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처리계 안으로 들어

오면, 들어온 자극은 임시 저장고인 단기 기억에 머물고, 이것이 선택된 

여과기에 통로 별로 선택되어 제한된 용량을 지닌 중앙 처리기로 넘어가

면 여기서 보다 의미있는 정보로 추상되고 어떠한 반응으로 산출된다는 

것이다. 

[그림���������	
��������������������  3-6]브로드밴트의���������	
��������������������  정보처리이론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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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이정모 (2010 a).  op.cit,.  p.93



② 이중 부호 이론118

 1970년 대 초에 앨런 파비오(allan paivio(1969,1971)는 이중 부호 이

론을 제안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지 부호와 언어 부호를 모두 

사용해 정보를 표상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두 부호는 정보를 체계화하

여 지식으로 만드는데, 파비오에 따르면 심적 이미지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자동차나 사람 같은 물리적 자극에 대한 아날로그(analogue)부호(표상되

는 것의 주요 지각적 세부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지식 표상의 한 형태)

인데, 이는 아날로그 시계의 시침의 움직임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처럼, 인간의 마음에 형성되는 내적 이미지가 우리가 관찰하는 물리적인 

자극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어에 대한 심적 표상은 

주로 상징적인 부호(뭔가를 의미하거나 나타내기 위해 임의적으로 선택된 

지식 표상의 한 형태이며, 표상되는 것과 지각적으로 닮지는 않음)로 표상

된다. 마치 디지털 시계가 임의적인 상징(숫자)을 사용해 시간의 흐름을 

표상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임의적인 상징(단어와 단어의 조합)을 사

용해 많은 아이디어를 표상한다는 것이다.

③ 의미망 모형119

 의미망 모형은 지식이 의미망으로 표상되는데, 이 망(network)이란 개

념 마디들과 이 마디들을 연결하는 명칭, 방향이 지워진 관계들로 이루어

진다고 본다. Eleanor Rosch(1978)와 다른 연구자들은 개념이 위계 내에 

다른 수준보다 더 선호되는 기본 수준(basic level)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예를 들어서 가지가 있고 나무에서 딴 빨갛고 둥근 먹을 수 잇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일, 사과, 부사 또는 빨간 부사 등으로 명칭 

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사과로 명칭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본 수준은 사과라는 기본 수준이라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기본 수준은 아주 추상적이지도 아주 구체적이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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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이 기본 수준은 상황이나 전문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Tanake & Taylor, 1991). 다음 그림은 인지적 기본 수준의 레벨의 개념

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개념을 떠올릴 때 ‘조류’라는 수준은 다소 추상적

일 수 있지만 , ‘닭‘이라는 개념적 기본 수준은 누구나 비슷한 이미지를 표

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지 정보량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림���������	
��������������������  3-7]���������	
��������������������  인지적���������	
��������������������  기본���������	
��������������������  수준���������	
��������������������  레벨의���������	
��������������������  예

④ 분산 표상적 연결주의망 모형

 1980년대 이후 인지 과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경 과학적 기초의 강조

이다.(churchland, 1986; gazzaniga,1995) 이는 뇌과학과 신경 과학의 연

구와 MRI 등의 측정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연결주의는 인간의 정보처

리 과정은 그것이 구현되는 물질적인 매체인 두뇌의 특성을 따르며 한계

가 결정된다는 관점으로 인간의 정보 처리과정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신경

계 단위들 사이에서의 생리학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이

다. 신경망적 모형에 근거하여 대두 된 분산 표상적 신연결주의 지식 표상 

모형은 서로 다른 기억 내용들은 서로 다른 주소에 별도로 독립적으로 저

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담당하는 두뇌의 단위 요소들의 많은 부

분에 분산, 중복되어 있는 표상들의 집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이 활성화 된 경우, 그 개념을 둘러 싼 많은 개념들 가운데 어느 

것이 또 활성화될 것인가는 연결 고리의 길이와 굵기, 그리고 수에 좌우된

동
물

조
류

어
류

닭 오
리

다
리

날
개

형
태 색

포함

인지정보량이 많아진다.

인지경제성이 높아진다.

종속
인지적 기본수준 레벨

그림 5-1 개념과 범주화에 따른 정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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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0  특정 자극에 대한 지식이 특정 단위의 연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

라 수많은 처리 단위들 사이의 연결 패턴으로서 분산되어 저장되는 것이

다(Rumelhart & McClelland, 1986). 특히 정보는 수직적인 흥분성 연계

와 측면적인 억제성 연계를 통한 신경 조직의 체제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그물망의 조직이 기억과 인지를 통해서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자극 자체의 이미 

패턴 자체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표상 체계의 단위들 사이의 연결 강도

가 저장된다는 것이다.

3) 인지 학문의 사고(thinking) 모형 및 이론

 

① 제한된 합리성 이론 (Bounded Rationality)

 인간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인지 용량의 한계를 가진다. 사람들의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처음부터 많은 수의 속성을 모두 고려하

여 가장 적합한 대안을 고르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너무나 많은 인지적 노력과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자들은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인지적 노력의 중간 점에서 타협점을 찾

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인지적 노력과 의사결정의 정확성의 상쇄(effect 

effort trade off)라고 부른다.(Payne, Bettman & Johnson,1993) 인간의 

인지 처리 과정은 주어진 특정한 조건에서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을 통해

서 비교적 정확하고 믿을만하게 정보를 선별하고 처리하고 반응하도록 숙

달 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인지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몬(Hebert Simon,1955)은 인간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처음부터 많은 수의 속성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적

합한 대안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정보를 취합하여 가능한 자신에

게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는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주장하였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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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인지적 능력과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자신이 만

족할 수 있을만한 효용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이

먼의 생각은 결국 의사 결정자들이 비용과 편익을 생각해서 의사 결정을 

한다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인간관에 심리적인 요소인 인지 비용

(cognitive cost)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

먼이 주장한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은 결국 사람들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순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며, 

의사결정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제한된 인지적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

고자 하는 ‘인지적 노력의 극소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② 휴리스틱 사고 및 편향 이론

 인지심리학의 이론들에 따르면 인간은 제한된 상황에서는 주어진 단서

에 기초한 나름대로 합리적 사고를 한다고 한다. 인간의 작업 기억의 한계

는 한 번에 가능한 몇 개의 조작 만을 고려하게 한다. 뉴웰(newell)과 사이

먼(simon)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했고,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

적인 지름길을 사용한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정신적 지름길은 휴리스틱

(heuristics)이라고 불린다.122  휴리스틱은 어림법, 발견법, 추단법으로도 

불려지는데 이는 보편적 공식이나 컴퓨터의 알고리즘 계산법에 의존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서 직관 및 감성에 따라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식을 

얻고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니엘 카너먼(daniel kahneman)과 아모스 트버스키(amos tversky)

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 휴리스틱과 편향]이라는 논문에서 직관적 

사고와 함께 인지적 오류인 편향(bais)에 대해서 설명했다. 인간의 인지  

오류들의 발생원인을 단순히 감정의 변형이 아니라 인지 조직의 설계의 

오류에 있다는 것이다.123  이는 인간 인지 시스템의 내적 한계로 기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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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 이해력의 한계, 태도 동기라는 측면의 한계 등에 있어서 이것이 

사고, 기억에 제약을 주어 인간의 사고와 이성에 엄 한 논리적 합리성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사고가 시스템적 오

류에 취약하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휴리스틱 사고 이론 중에서 디자인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론

은 다음과 같다.

•대표성 휴리스틱스(representativeness heuristics)124

무엇을 판단해서 결정할 때 표집된 사례가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

가, 모집단의 특성과 얼마나 유사하느냐에 의해서 판단하는 어림법을 일

컫는다.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대표성 휴리스틱을 대부분의 인간이 일상적

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한다.

•가용성 휴리스틱스(availability heuristics)125

가용성 휴리스틱스는 가장 쉽게 찾아 쓸 수 있는 기억의 정보를 활용해 특

정한 사건의 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빈도가 높은 범주에 대해

서 편향을 갖는 경향으로,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대상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기준점과 조정 휴리스틱스(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s)

 제시된 정보의 일부분 혹은 하나의 특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는 배가 어느 지점에 닻을 내리면 그 주변을 맴돌 뿐 나아가지 못하는 것

처럼 최초의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의 폭이 제

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Tversky, A & Kahneman,D.(1974) / 

Gigerenzer, G(1996) / Gilovich, T(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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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중 인지 시스템 (Dual Cognitive System)

  인지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의식과 잠재 의식 차원을 넘나 드는데, 머

릿속에서는 한 가지 의식적인 사고가 질서정연하게 다른 의식적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잠재 의식적 행동 및 

자동화 , 통찰력, 의식적 사고에 대해서 인지 심리학자인 도널드 노우먼은 

“의식적인 사고는 느리고 순차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자동화 사고는 빠르

고 병렬 처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한다.126  이와 비슷한 관점

에서 다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인간의 사고를 두가지 직관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직관적 사고(fast thinking)는 

연상적이고 병렬적이며 자동적인 반면, 이성적 사고(slow thinking)는 순

차적이고 분석적이며 의식적인 사고이다.127  카너먼은 이러한 두 가지 방

식의 사고가 서로 상보적인 관계라고 설명하는데 인간은 일반적이고 대부

분의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사고하지만, 복잡한 추론이나 판단의 상황에서

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호출한다고 하였다. 

 이중 인지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신경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사고와 인

지 과정은 좌뇌적 특성과 우뇌적 특성이 조합되어진다고 설명한다. 인간

의 뇌는 국재화 되어있는데, 뇌의 좌반구와 우반구의 기능과 특성이 차이

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좌뇌는 연역적, 수리적, 계산적인 인지 처리를 주

로 담당하고 우뇌는 전체적, 이미지적, 공간적인 인지 처리를 담당한다는 

것이다.128 이러한 개념은 인지적 사고의 상황에서 인간이 어느 한 쪽의 시

스템 만을 사용한다는 극단적인 설명이 아니라 두 가지 사고가 교차하면

서 보조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지심리학의 초기 모형의 설명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사고의 유형을 설

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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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 결 : 디자인 사고의 인지적 해석 가능성

 앞서 살펴본 인지 관련 학문의 연구와 이론을 통해서 인지 구성요소와 

인지 작용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인지 

학문의 이론 및 지식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  3-4]���������	
��������������������  인지���������	
��������������������  학문���������	
��������������������  이론의���������	
��������������������  요약���������	
��������������������  및���������	
��������������������  해석���������	
��������������������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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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 관점의 해석

 앞서 살펴본 인지 과학의 ‘정보 처리 패러다임’이 인간의 인지를 설명

하는 인지 학문의 전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정보 처리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디자인 과정을 사물을 인식하고,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저장된 정보를 해석,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

하는 정보 처리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차원 하위���������	
��������������������  속성

정보처리���������	
��������������������  

관점

의식

자동적���������	
��������������������  처리(automatic���������	
��������������������  process)

정보처리���������	
��������������������  

관점

의식

통제적���������	
��������������������  처리(controlled���������	
��������������������  process)

정보처리���������	
��������������������  

관점

순서

순차처리(serial���������	
��������������������  processing)

정보처리���������	
��������������������  

관점

순서

병렬���������	
��������������������  처리(parallel���������	
��������������������  processing)
정보처리���������	
��������������������  

관점

단계

정보입력(input)

정보처리���������	
��������������������  

관점

단계 정보처리(process)

정보처리���������	
��������������������  

관점

단계

정보생성(output)

[표���������	
��������������������  3-5]���������	
��������������������  정보처리���������	
��������������������  관점의���������	
��������������������  해석���������	
��������������������  방향

•인간의 정보처리 한계

 앞서 살펴본 인간의 인지 구성 요소의 특성과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통

해서 인간의 인지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 과정에는 선택적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이너가 지각 과정에서 모든 데

이터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에 저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인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정보처리의 한계와 인지 경제성은 

디자인 사고를 해석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제한된���������	
��������������������  합리성���������	
��������������������  이론���������	
��������������������  (Bounded���������	
��������������������  Rationality���������	
��������������������  Theory)

인지���������	
��������������������  처리���������	
��������������������  용량의���������	
��������������������  한계
선택적���������	
��������������������  주의

인지���������	
��������������������  처리���������	
��������������������  용량의���������	
��������������������  한계
인지���������	
��������������������  경제성

[표���������	
��������������������  3-6]���������	
��������������������  인지���������	
��������������������  처리���������	
��������������������  용량의���������	
��������������������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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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구성요소 및 인지 작용

 앞서 살펴본 인지 구성 요소의 특성과 인지 관점의 사고 이론은 디자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처리에 대한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인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디자인에서 개념(컨셉)을 만든다는 것은 외부 정보를 인

식하고, 표상하고, 범주화하여 추론하는 복합적인 인지 처리 과정으로 이

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지구성요소 ���������	
��������������������  ���������	
��������������������  인지작용

지각 감각���������	
��������������������  지각(sensual���������	
��������������������  perception)���������	
��������������������  /���������	
��������������������  지적���������	
��������������������  지각(constructive���������	
��������������������  perception)

주의
선택적���������	
��������������������  주의(selective���������	
��������������������  attention)

주의

세부���������	
��������������������  특징���������	
��������������������  탐색(feature���������	
��������������������  search)���������	
��������������������  /���������	
��������������������  결합���������	
��������������������  탐색(conjunction���������	
��������������������  search)

기억
부호화(encoding)���������	
��������������������  /���������	
��������������������  저장(storage)

기억

인출(retrieval)���������	
��������������������  /���������	
��������������������  재인(recognition)

표상
개념(concept)���������	
��������������������  /���������	
��������������������  심상(imagery)

표상

범주(category)���������	
��������������������  /���������	
��������������������  원형(prototype)

추론

귀납추론(inductive���������	
��������������������  reasoning)���������	
��������������������  /���������	
��������������������  연역���������	
��������������������  추론(deductive���������	
��������������������  reasoning)

추론 인과���������	
��������������������  추론(casual���������	
��������������������  inference)���������	
��������������������  /���������	
��������������������  귀추���������	
��������������������  추론(Abduction���������	
��������������������  inference)추론

유추법(metaphor)

문제���������	
��������������������  해결 분석(analysis)���������	
��������������������  /���������	
��������������������  통합(synthesis)

[표���������	
��������������������  3-7]���������	
��������������������  인지���������	
��������������������  구성요소���������	
��������������������  및���������	
��������������������  인지���������	
��������������������  작용

•디자인 정보의 특성과 분류

 디자이너가 지각 단계에서 주목하는 정보는 가시적인 속성과 비 가시

적인 속성으로 크게 범주화 할 수 있다. 비 가시적인 속성은 기능, 사용자, 

스펙, 가격, 브랜드, 사용 환경 등 단어나 말의 부가적인 보충 설명이 필요

한 의미 개념이라면 가시적인 속성은 조형 요소인 형태와 재질, 색상의 조

형 요소와 비례, 균형, 조화, 통일 등의 구성 원리 및 세부 특징 등 시각적

으로 인지가 가능한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다. 디자인에서 다루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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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인지 이론의 ‘이중 부호 이론’과 ‘인지 구성요소의 기억 특

성’에서 정의하는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분류 ���������	
��������������������  ���������	
��������������������  속성

이중���������	
��������������������  부호화���������	
��������������������  이론

이미지���������	
��������������������  정보 이미지���������	
��������������������  부호(실체를���������	
��������������������  가진���������	
��������������������  이미지의���������	
��������������������  표상)

이중���������	
��������������������  부호화���������	
��������������������  이론

의미���������	
��������������������  정보 언어���������	
��������������������  부호(단어나���������	
��������������������  언어적���������	
��������������������  상징���������	
��������������������  부호)

[표���������	
��������������������  3-8]���������	
��������������������  디자인���������	
��������������������  정보의���������	
��������������������  해석���������	
��������������������  방향

•디자인 사고의 해석 방향

 디자인 과정에서는 기술적 제약을 이해하고, 시장을 분석하고, 사용성

을 비교하는 이성적 사고와 함께 정보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연상, 유추하는 고차원의 인지 처리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

서 이중 인지 시스템 이론과 문제 해결적 사고 이론이 디자인 사고를 해석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차원 분류

인지적���������	
��������������������  관점의

사고���������	
��������������������  유형

문제���������	
��������������������  해결적���������	
��������������������  사고

(problem���������	
��������������������  solving���������	
��������������������  

thought)

확산적���������	
��������������������  사고(divergent���������	
��������������������  thinking)

인지적���������	
��������������������  관점의

사고���������	
��������������������  유형

문제���������	
��������������������  해결적���������	
��������������������  사고

(problem���������	
��������������������  solving���������	
��������������������  

thought) 수렴적���������	
��������������������  사고(convergent���������	
��������������������  thinking)
인지적���������	
��������������������  관점의

사고���������	
��������������������  유형 이중���������	
��������������������  인지���������	
��������������������  시스템���������	
��������������������  

(Dual���������	
��������������������  

CognitiveSystem)

직관적���������	
��������������������  사고(Fast���������	
��������������������  thinking)

인지적���������	
��������������������  관점의

사고���������	
��������������������  유형 이중���������	
��������������������  인지���������	
��������������������  시스템���������	
��������������������  

(Dual���������	
��������������������  

CognitiveSystem)
이성적���������	
��������������������  사고(Slow���������	
��������������������  thinking)

[표���������	
��������������������  3-9]���������	
��������������������  인지적���������	
��������������������  관점의���������	
��������������������  사고���������	
��������������������  유형

•휴리스틱과 편향 가능성

 인지적 관점에서 잘못된 디자인이 만들어진 원인은 1차적으로 디자이

너의 사고 과정에서 나온 오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판단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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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틱 사고’와 ‘편향 이론’이 주는 시사점은 디자이너가 전문적인 해결책

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인간의 인지 특성인 휴리스틱 사고에 의존하

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디자인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디자인 사고에

서 편향에 빠지기 쉬운 상황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지 학문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디자인 사고의 인지적 해석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  3-8]���������	
��������������������  인지적���������	
��������������������  관점의���������	
��������������������  디자인���������	
��������������������  사고���������	
��������������������  해석���������	
��������������������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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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사고 해석

 이 장에서는 앞서 인지 관련 이론의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디자인 적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사고를 인지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제 1 절  디자인 프로세스 및 활동의 고찰

 디자이너의 사고를 인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자인 과정에

서 어떠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원인을 추론

하는 역설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

스와 디자인 활동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 사고의 과정을 추론

하고자 한다.

4.1.1 디자인 프로세스의 이해

1) 디자인 프로세스의 이론적 고찰

 프로세스(process)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프로세스 모델이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진행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해석 정리한 일련 의식이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그 진행과정을 어떻게 분

석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전개 될 수 있으며, 많은 학자들

이 이에 관해 연구하였고, 여러 모델들을 개발하였다. 

① 존스(Jones)의 모델 129

 디자인의 초기 도입 과정에서 존스(J.C.Jones,1984)는 디자인 안건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의 분석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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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중요 쟁점은 현대의 모든 디자인 프로세스 구조에 반영되었고, 분석

(Analysis)-종합(Synthesis)-평가(Evaluation)의 3단계로 대부분의 디자

인 행위를 규명하고 있다. 존스로 대변되는 1세대 디자인 방법론은 1960

년대 초 중반을 배경으로 하는 과학과 논리 중심의 선형적 프로세스의 디

자인 방법론이다.130

② 아처(Archer)의 모델

 영국의 아처(L.B.Archer,1984)는 [디자이너를 위한 체계적 방법]이란 

글에서 프로그래밍(programming),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분석

(analysis), 발전 (development), 전달(communication)의 다섯 단계를 제

시하였다.131  아처의 모델은 고객의 반응, 디자이너의 훈련 및 경험, 다른 

정보 등과 같은 프로세스 외적인 요인과의 상호 작용을 포함시킨 최초의 

모델로 볼 수 있다. 

③ 디자인 기업에서의 디자인 프로세스

 기업에서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기획-발상-평가의 3단계

로 나누기도 한다.132 이는 디자인 경영 관점에서 디자인 조직과 관련이 있

는데, 각각의 단계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디자이너들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3단계는 세부적으로 디자인 기획과 리서치, 아이디어 발산과 스타일

링, 디자인 검증과 사용성 평가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④ 정경원의 디자인 프로세스

 정경원(1999)은 디자인 과정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133 다섯 단계는

문제의 정의 및 데이터의 조사 및 분석인 디자인 인식 단계, 디자인 컨셉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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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대학원, p46
131 Archer,L.B.(1963) Systematic Method for Designers, Design1963:April,pp.46~49
132 이노우에 카츠오 외.  op.cit,.  p136
133 정경원.  op.cit,.  p.82



정의 디자인 탐색 단계, 아이디어 구체화 및 조형 활동의 디자인 전개 단계, 

디자인 평가 및 최종 디자인 선정의 디자인 종결 단계, 디자인 과정에서 수

반되는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단계이다. 

2) 인지적 해석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서 제품 디자인의 프

로세스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비교적 최근의 디자인 상황을 현실

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정경원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나타낸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  4-1]���������	
��������������������  디자인���������	
��������������������  프로세스의���������	
��������������������  전개���������	
��������������������  134

디자인 과제

디자이너

시작 디자인 인식

디자인 탐색

디자인 전개디자인 평가디자인 실현

끝

타당한가?

적절한가?

만족스러운가?최선인가?

OK?

NO

NO

NONO

NO

YES

YES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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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원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단계’는 특정 디자인 과정을 대변하기 보다는 
전 디자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
자인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디자인 실현 단계’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 



4.1.2 디자인 활동의 고찰

 앞서 선정한 디자인 프로세스의 단계 별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활동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 인식 단계의 활동

 디자인 인식 단계는 향후에 전개될 모든 디자인 활동의 기본 방향을 설

정하는 단계로, 대체적으로 어떠한 디자인 과제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 단

계에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정의하거나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정의

된다. 디자인 목적은 신제품 개발이 목적인 경우와 현행 제품에 대한 개선

이 목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우선 디자인하고자 하

는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에서 시작된다.135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연령, 

성별, 직종, 기호, 라이프 스타일, 제품의 사용 경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 전반적인 사용자 특성을 이해한다. 또한 경쟁 제품의 동향, 현행 제품

의 문제점, 시장의 기회, 시장의 트렌드, 디자인 제약 사항, 경쟁사 동향 등

의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디자인 대상을 이해한다.  

디자인���������	
��������������������  인식���������	
��������������������  단계의���������	
��������������������  활동디자인���������	
��������������������  인식���������	
��������������������  단계의���������	
��������������������  활동

주요���������	
��������������������  목표 디자인���������	
��������������������  문제���������	
��������������������  및���������	
��������������������  상황���������	
��������������������  인식

주요���������	
��������������������  활동 시장���������	
��������������������  조사,���������	
��������������������  디자인���������	
��������������������  대상���������	
��������������������  및���������	
��������������������  사용자의���������	
��������������������  이해

세부���������	
��������������������  활동 사용자���������	
��������������������  분석,���������	
��������������������  현행���������	
��������������������  제품의���������	
��������������������  분석,���������	
��������������������  경쟁사���������	
��������������������  맻���������	
��������������������  경쟁���������	
��������������������  제품의���������	
��������������������  분석,���������	
��������������������  트렌드���������	
��������������������  분

석,���������	
��������������������  생산성���������	
��������������������  및���������	
��������������������  구현성의���������	
��������������������  이해

[표���������	
��������������������  4-1]���������	
��������������������  디자인���������	
��������������������  인식���������	
��������������������  단계의���������	
��������������������  활동

② 디자인 탐사 단계의 활동

 디자인 탐사 단계는 디자인 인식 단계에서 설정된 디자인 목표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이다. 설정된 목표와 

정보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기초적인 속성들을 결정하기 위해 창의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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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을 활용하여 디자인 컨셉을 도출된다. 디자인 탐사 단계에서는 설정

된 목표와 정보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제품의 전체 방향성을 설정하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디자이너는 수립된 디자인 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디자인 컨셉의 기초적인 속성들을 

결정하기 활동으로는 창의적인 기법인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아이디어 발

산법이나 아이디어 스케치, 이미지맵 등이 활용된다.136

디자인���������	
��������������������  탐사���������	
��������������������  단계의���������	
��������������������  활동디자인���������	
��������������������  탐사���������	
��������������������  단계의���������	
��������������������  활동

주요���������	
��������������������  목표 컨셉���������	
��������������������  설정

주요���������	
��������������������  활동 아이디어���������	
��������������������  발산���������	
��������������������  및���������	
��������������������  수렴,���������	
��������������������  기능���������	
��������������������  컨셉���������	
��������������������  및���������	
��������������������  조형���������	
��������������������  컨셉의���������	
��������������������  도출

세부���������	
��������������������  활동 브레인���������	
��������������������  스토밍,���������	
��������������������  발상법,���������	
��������������������  아이디어���������	
��������������������  스케치,���������	
��������������������  이미지���������	
��������������������  맵

초기���������	
��������������������  모형의���������	
��������������������  제작

[표���������	
��������������������  4-2]���������	
��������������������  디자인���������	
��������������������  탐사���������	
��������������������  단계의���������	
��������������������  활동

③ 디자인 전개 단계의 활동

 디자인 전개 단계에서는 디자인 탐사 단계에서 얻어진 아이디어를 평

가하고 발전시켜 디자인 안(design alternatives)으로 전개한다. 이 단계의 

디자인 활동은 설정된 컨셉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형태와 조형 요소를 통

해서 디자인을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컨셉과 부합하는 조형어 대

한 단어가 수집되거나 적절한 이미지의 수집과 디자인 스케치를 통한 조

형적인 특성이 표현된다.

디자인���������	
��������������������  전개���������	
��������������������  단계의���������	
��������������������  활동디자인���������	
��������������������  전개���������	
��������������������  단계의���������	
��������������������  활동

주요���������	
��������������������  목표 이미지의���������	
��������������������  시각화

주요���������	
��������������������  활동 조형���������	
��������������������  특징의���������	
��������������������  창출,���������	
��������������������  형태와���������	
��������������������  기능의���������	
��������������������  조화,

다수의���������	
��������������������  디자인안의���������	
��������������������  제시

세부���������	
��������������������  활동 조형언어���������	
��������������������  설정,���������	
��������������������  이미지보드���������	
��������������������  제작,���������	
��������������������  이미지���������	
��������������������  스케치,

모델링,���������	
��������������������  렌더링,���������	
��������������������  목업���������	
��������������������  제작

[표���������	
��������������������  4-3]���������	
��������������������  디자인���������	
��������������������  전개���������	
��������������������  단계의���������	
��������������������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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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계에서는 형태와 기능의 조화가 요구되며, 디자인의 조형적인 특

징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대체적으로 인터페이스, 기능, 제품의 구조가 

형태, 색상, 재질과 질감의 조형 요소로 가시적으로 표현된다. 이 과정에

서는 구조/기능 다이어그램, 단면도, 2D 도면 등의 2차원적 표현 기법들

과 3D 도면, 3D 모델링, 컴퓨터 렌더링의 3차원적 표현 기법 등이 활용되

고 디자인 목업(mock up)이 제작되기도 한다.137

④ 디자인 평가 단계의 활동

 디자인 평가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선 시각화 된 다수의 디자인 안들 

중에서 디자인 컨셉을 가장 잘 반영한 최적의 안을 선정하고 이를 최종적

인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세부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성 검토, 구조 및 성능 검사, 생산성 구현의 검토를 거쳐서 실현 가능

성을 평가 받는다. 또한 디자인 이미지가 가지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의 절

대 평가와 비교 평가가 행해진다.

디자인���������	
��������������������  평가���������	
��������������������  단계의���������	
��������������������  활동디자인���������	
��������������������  평가���������	
��������������������  단계의���������	
��������������������  활동

주요���������	
��������������������  목표 디자인���������	
��������������������  선정

주요���������	
��������������������  활동 디자인안의���������	
��������������������  평가

세부���������	
��������������������  활동 사용성���������	
��������������������  검토,���������	
��������������������  구조���������	
��������������������  및���������	
��������������������  성능���������	
��������������������  검사,���������	
��������������������  

생산성���������	
��������������������  및���������	
��������������������  구현성���������	
��������������������  검토���������	
��������������������  사용성���������	
��������������������  테스트

[표���������	
��������������������  4-4]���������	
��������������������  디자인���������	
��������������������  평가���������	
��������������������  단계의���������	
��������������������  활동

⑤  디자인 실현 단계

 디자인 실현 단계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디자인 안을 생산 부서 등과 같

은 실무 부서로 넘겨주어 실용화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디자인 실현 단계

에서는 최종 디자인에 대한 상세한 사양이 결정되고 생산 구현에 대한 검

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디자인 영역에서는 최근 들어서 CAD/ CAM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이관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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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실현���������	
��������������������  단계의���������	
��������������������  활동디자인���������	
��������������������  실현���������	
��������������������  단계의���������	
��������������������  활동

주요���������	
��������������������  목표 디자인의���������	
��������������������  실제���������	
��������������������  구현

세부활동 생산을���������	
��������������������  위한���������	
��������������������  검증���������	
��������������������  및���������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  기법 생산���������	
��������������������  및���������	
��������������������  구현의���������	
��������������������  검증,���������	
��������������������  디자인���������	
��������������������  사양의���������	
��������������������  결정,���������	
��������������������  

CAD/CAM을���������	
��������������������  이용한���������	
��������������������  데이터���������	
��������������������  이관,���������	
��������������������  사양서���������	
��������������������  작성

[표���������	
��������������������  4-5]���������	
��������������������  디자인���������	
��������������������  실현���������	
��������������������  단계의���������	
��������������������  활동

4.1.3 디자인 프로세스 및 활동의 인지 모델

 디자이너의 인지 능력으로서의 사고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직설적으

로 접근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디자인 사고를 인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서 앞서 살펴 본 디자인 프로세스와 디자인 활동을 중심으로 디자인 시스

템의 인지 모델을 작성하였다.

1) 디자인 프로세스 및 활동의 인지적 해석을 위한 개요

(1) 디자인 시스템 인지 모델의 목적 및 범위

 디자인 시스템의 인지 모델은 본 연구의 목적인 디자인 사고를 인지적

으로 해석하기 위한 분석 틀로 작성되었다. 실제적인 디자인 시스템은 디

자인 목표와 환경, 다양한 방법과 기법의 활용, 관련 지식과 디자이너의 

개인적 성향 등의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끼치는 복합적인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 시스템 인지 모델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는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디자인 프로세스 및 활동에서 보여지는 인지 처리 

및 사고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디자인 시스템 인지 모델의 개념적 범위는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 및 활

동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한다. 앞서 선정한 디자인 프로세스 중 디자인 실

현 단계는 만들어진 디자인을 통한 생산과 구현 검토와 검증, 이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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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의사소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디자인 과정의 고유한 인지 처

리와 인지적 사고의 해석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

서 디자인 실현 단계는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2) 모델 작성을 위한 모델링 기법

 모델은 객체, 시스템, 또는 개념에 대한 구조나 작업을 보여주기 위한 패

턴, 계획, 또는 설명이다. 시스템 모델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속성 및 

관계와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조를 일정한 작성법에 따라 시각화하여 표현

한 문서이다. 모델링 언어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138

모델링���������	
��������������������  언어 내용

모델���������	
��������������������  요소(Model���������	
��������������������  elements) 기본적���������	
��������������������  모델링���������	
��������������������  개념과���������	
��������������������  의미

표기(Notation) 모델요소의���������	
��������������������  시각적인���������	
��������������������  그림

가이드���������	
��������������������  라인(���������	
��������������������  Guideline) 관용적인���������	
��������������������  사용방법

[표���������	
��������������������  4-6]���������	
��������������������  모델링의���������	
��������������������  언어���������	
��������������������  및���������	
��������������������  내용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정보처리와 사고 과정과 가시적으로 표현하

기 위한 언어로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활용 하고자 한다.  

UML이라 함은 표준화 된 모델링 언어라는 의미로 객체 지향 모델링의 기

법이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기 쉽고 취급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하

는 일종의 의사소통의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139  UML은 소프트웨어 

설계시 모델에 대한 통합 모델링 언어로 ‘데이터 모델링(객체-관계 다이

어그램)’과 ‘업무 흐름(Flow diagram)’, 객체 모델링 등으로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Class Diagram)과 액티비티 다이

어 그램(Activity Diagram)의 표기법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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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김영성. (2011). UX 디자인 인터랙션 설계를 위한 시스템 모델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47
139 Joseph Schmuller, 곽용재 역. (2002). 초보자를 위한 UML 객체지향설계. 서울: 인포북. 
pp.21-22 참조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객체타입(클래스)을 정의

하고 그들 간 에 존재하는 정적인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다이어

그램이다. 140

[그림���������	
��������������������  4-2]���������	
��������������������  UML���������	
��������������������  클래스���������	
��������������������  다이어그램(class���������	
��������������������  diagram)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동작 상태의 연결을 나타내며 특정한 시스템

의 제어의 흐름 및 워크 플로우 프로세스 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141

[그림���������	
��������������������  4-3]���������	
��������������������  UML���������	
��������������������  액티비티���������	
��������������������  다이어그램(activity���������	
��������������������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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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Martin Fowler, 이인섭 역.(2005). UML distilled. 서울: 홍릉과학. p.44
141 Martin Fowler, op.cit., p.48



(3) 디자인 인지 시스템 모델의 요소 및 표기

① 디자인 프로세스의 주요 활동

디자인 시스템 인지 모델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주요 디자인 활동을 중심

으로 작성되었다. 디자인 프로세스의 주요 활동은 상황 인식, 컨셉 설정, 

이미지 시각화, 디자인 평가의 활동과 하위 활동으로 구성된다.

프로세스 주요���������	
��������������������  활동

디자인���������	
��������������������  인식���������	
��������������������  단계 상황���������	
��������������������  인식���������	
��������������������  

디자인���������	
��������������������  탐사���������	
��������������������  단계 컨셉���������	
��������������������  설정

디자인���������	
��������������������  전개���������	
��������������������  단계 이미지���������	
��������������������  시각화

디자인���������	
��������������������  평가���������	
��������������������  단계 디자인���������	
��������������������  평가

[표���������	
��������������������  4-7]���������	
��������������������  디자인���������	
��������������������  프로세스���������	
��������������������  별���������	
��������������������  주요���������	
��������������������  활동

② 디자인 활동들의 관계

각 디자인 활동은 하위 디자인 행위나 기법을 포함하는 트리 구조를 가진

다. 원으로 표현된 노드(node)는 행위 단위를 의미하고 선은 연관

(association)를 의미한다. 

[그림���������	
��������������������  4-4]���������	
��������������������  디자인���������	
��������������������  활동의���������	
��������������������  요소의���������	
��������������������  표현

상위 
디자인 활동

하위
디자인 활동

하위
디자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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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디자인 세부 행위/ 인지 처리 특성/ 사고 특성의 표기

각 디자인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세부 특성과 인지 처리 및 사고 특

성을 주석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  4-5]���������	
��������������������  디자인���������	
��������������������  활동���������	
��������������������  별���������	
��������������������  인지���������	
��������������������  처리���������	
��������������������  및���������	
��������������������  사고���������	
��������������������  특성의���������	
��������������������  표현

④ 디자인 정보의 표기

디자인 활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디자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

는 대상이나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미지정보’와 기능, 사용자, 트렌드 등 개

념을 통해서 의미가 전달되는 ‘의미정보’로 구분하였고, 이를 아이콘 형식

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  4-6]���������	
��������������������  디자인���������	
��������������������  정보의���������	
��������������������  분류���������	
��������������������  및���������	
��������������������  표현

⑤ 디자인 인지 처리 관계의 표현

디자인 활동 별 인지 처리의 관계는 붉은색 선으로 표현하였다. 인지 처리

의 상호 연결은 실선으로 표현하였고, 인지 처리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화살표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  4-7]���������	
��������������������  디자인���������	
��������������������  인지���������	
��������������������  처리���������	
��������������������  관계의���������	
��������������������  표현

디자인 활동

디자인
세부행위

디자인 활동

인지처리
특성

디자인 활동

사고 특성

T I단어, 의미 정보 이미지 정보

통합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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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디자인 프로세스의 연결

디자인 프로세스의 관계는 디자인 활동들을 포함하는 클래스의 목표를 통

해서 연결하고 표현한다.

디자인���������	
��������������������  인식 디자인���������	
��������������������  탐사 디자인���������	
��������������������  전개 디자인���������	
��������������������  평가

[그림���������	
��������������������  4-8]���������	
��������������������  디자인���������	
��������������������  프로세스의���������	
��������������������  연결

⑦ 용어 정의

본 연구인 디자인 사고의 인지적 해석을 위해서 활용하는 인지 학문의 용

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42

용어 설명

인출(retrieval)
기억���������	
��������������������  속의���������	
��������������������  정보를���������	
��������������������  인지���������	
��������������������  과정에서���������	
��������������������  사용하기���������	
��������������������  위해���������	
��������������������  의식���������	
��������������������  수준으로���������	
��������������������  옮겨���������	
��������������������  놓는���������	
��������������������  저장된���������	
��������������������  정

보의���������	
��������������������  회복���������	
��������������������  과정���������	
��������������������  (cf.���������	
��������������������  부호화,���������	
��������������������  저장)

자동적���������	
��������������������  처리

(automatic���������	
��������������������  process)
의식적인���������	
��������������������  결정이나���������	
��������������������  의도적인���������	
��������������������  노력을���������	
��������������������  필요로���������	
��������������������  하지���������	
��������������������  않는���������	
��������������������  인지조작���������	
��������������������  (cf.���������	
��������������������  통제적���������	
��������������������  처리)

재인(recognition)
기억���������	
��������������������  과제로���������	
��������������������  종종���������	
��������������������  사용되는���������	
��������������������  기억���������	
��������������������  과정,���������	
��������������������  어떤���������	
��������������������  사실이나���������	
��������������������  단어���������	
��������������������  혹은���������	
��������������������  기타���������	
��������������������  항목이���������	
��������������������  기억���������	
��������������������  속

에���������	
��������������������  들어���������	
��������������������  있는���������	
��������������������  것인지���������	
��������������������  물어본다.

점화(priming)
처음에���������	
��������������������  제시괸���������	
��������������������  자극이���������	
��������������������  심적���������	
��������������������  회로를���������	
��������������������  활성시키면���������	
��������������������  그���������	
��������������������  자극과���������	
��������������������  관련이���������	
��������������������  있는���������	
��������������������  후속���������	
��������������������  자극을���������	
��������������������  

처리하는���������	
��������������������  기능이���������	
��������������������  향상되는���������	
��������������������  과정.

지식표상(knowledge���������	
��������������������  

representation)
마음���������	
��������������������  밖에���������	
��������������������  존재하는���������	
��������������������  사물,���������	
��������������������  사상,���������	
��������������������  사건���������	
��������������������  등에���������	
��������������������  대해���������	
��������������������  사람들이���������	
��������������������  알고���������	
��������������������  있는���������	
��������������������  것의���������	
��������������������  심적���������	
��������������������  형태

상황 인식 컨셉 도출

디자인 목표
인식

디자인 평가

이미지의
평가

이미지 시각화

 컨셉 인식

STAR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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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추론

(inference,���������	
��������������������  reasoning)
한���������	
��������������������  개인이���������	
��������������������  증거나���������	
��������������������  원칙에���������	
��������������������  대한���������	
��������������������  진술로부터���������	
��������������������  결론을���������	
��������������������  이끌어내는���������	
��������������������  인지���������	
��������������������  과정

탐색(search)
주변���������	
��������������������  환경에서���������	
��������������������  특정���������	
��������������������  자극이나���������	
��������������������  세부���������	
��������������������  특징을���������	
��������������������  능동적으로���������	
��������������������  찾아내는���������	
��������������������  것(cf.���������	
��������������������  결합탐색,���������	
��������������������  세

부특징���������	
��������������������  탐색)

통제적���������	
��������������������  처리

(controlled���������	
��������������������  process)

의식적인���������	
��������������������  통제와���������	
��������������������  노력을���������	
��������������������  요구하는���������	
��������������������  인지적���������	
��������������������  조작으로���������	
��������������������  한���������	
��������������������  번에���������	
��������������������  하나���������	
��������������������  씩���������	
��������������������  수행되며���������	
��������������������  자동적

으로���������	
��������������������  처리되는���������	
��������������������  심적���������	
��������������������  조작은���������	
��������������������  실행���������	
��������������������  시간이���������	
��������������������  더���������	
��������������������  걸린다.

통합(synthesis) 다양한���������	
��������������������  요소들을���������	
��������������������  더���������	
��������������������  복잡한���������	
��������������������  전체로���������	
��������������������  통합하는���������	
��������������������  과정(cf.���������	
��������������������  분석)

표상적���������	
��������������������  사고

(representational���������	
��������������������  

thought)

외부���������	
��������������������  자극에���������	
��������������������  대한���������	
��������������������  내적���������	
��������������������  표상(상징적���������	
��������������������  또는���������	
��������������������  심상적���������	
��������������������  표현)을���������	
��������������������  형성하는���������	
��������������������  인지���������	
��������������������  과정

확산적���������	
��������������������  사고

(divergent���������	
��������������������  thinking)
다양한���������	
��������������������  대안을���������	
��������������������  생성해���������	
��������������������  내는���������	
��������������������  사고���������	
��������������������  과정

이중���������	
��������������������  부호화���������	
��������������������  이론

(dual���������	
��������������������  -���������	
��������������������  code���������	
��������������������  theory)

정보가���������	
��������������������  심상(비언어적인���������	
��������������������  이미지)이나���������	
��������������������  언어(상징적���������	
��������������������  형태),���������	
��������������������  또는���������	
��������������������  둘���������	
��������������������  다의���������	
��������������������  형태로���������	
��������������������  표상

된다는���������	
��������������������  이론

결합���������	
��������������������  탐색(conjunction���������	
��������������������  

search)

목표���������	
��������������������  자극을���������	
��������������������  방해���������	
��������������������  자극으로부터���������	
��������������������  구분하는���������	
��������������������  속성���������	
��������������������  여러���������	
��������������������  개가���������	
��������������������  함께���������	
��������������������  존재하는���������	
��������������������  목표���������	
��������������������  자극의���������	
��������������������  

탐색���������	
��������������������  (예:���������	
��������������������  동일���������	
��������������������  범주의���������	
��������������������  디자인에서���������	
��������������������  특정한���������	
��������������������  요소나���������	
��������������������  속성만을���������	
��������������������  종합적으로���������	
��������������������  비교)

귀납추론(inductive���������	
��������������������  

reasoning)

한���������	
��������������������  개인의���������	
��������������������  구체적인���������	
��������������������  사실이나���������	
��������������������  관찰에���������	
��������������������  근거하여���������	
��������������������  그럴듯한���������	
��������������������  일반적인���������	
��������������������  결론에���������	
��������������������  이르고자���������	
��������������������  

하는���������	
��������������������  과정

개념(concept)

무엇인가에���������	
��������������������  대한���������	
��������������������  생각이나���������	
��������������������  사고로서���������	
��������������������  다양한���������	
��������������������  특징이���������	
��������������������  첨부되고���������	
��������������������  다른���������	
��������������������  생각과도���������	
��������������������  연결될���������	
��������������������  

수���������	
��������������������  있다.���������	
��������������������  추상적이거나���������	
��������������������  구체적인���������	
��������������������  생각을���������	
��������������������  묘사하는데���������	
��������������������  사용될���������	
��������������������  수���������	
��������������������  있다.���������	
��������������������  내포와���������	
��������������������  외연을���������	
��������������������  

포함한다.

가용성���������	
��������������������  휴리스틱

(availability���������	
��������������������  heuristic)

주어진���������	
��������������������  현상의���������	
��������������������  적절한���������	
��������������������  예라고���������	
��������������������  지각되는���������	
��������������������  것을���������	
��������������������  마음에���������	
��������������������  떠올리는���������	
��������������������  것이���������	
��������������������  얼마나���������	
��������������������  쉬운지에���������	
��������������������  

기초하여���������	
��������������������  판단을���������	
��������������������  하는���������	
��������������������  인지적���������	
��������������������  지름길

기준점과���������	
��������������������  조정
제시된���������	
��������������������  정보의���������	
��������������������  일부분���������	
��������������������  혹은���������	
��������������������  하나의���������	
��������������������  특징을���������	
��������������������  중심으로���������	
��������������������  판단하는���������	
��������������������  것이다.���������	
��������������������  최초의���������	
��������������������  어떤���������	
��������������������  

값을���������	
��������������������  기준점으로���������	
��������������������  설정하느냐에���������	
��������������������  따라���������	
��������������������  판단���������	
��������������������  결과가���������	
��������������������  달라지는���������	
��������������������  것을���������	
��������������������  말한다.

역추론

역추론은���������	
��������������������  사람이���������	
��������������������  디자인할���������	
��������������������  때,���������	
��������������������  하지���������	
��������������������  않으면���������	
��������������������  안되는���������	
��������������������  필수���������	
��������������������  사고���������	
��������������������  과정이다.���������	
��������������������  방법을���������	
��������������������  아무

것도���������	
��������������������  가지지���������	
��������������������  않으면���������	
��������������������  직관만을���������	
��������������������  작용시켜���������	
��������������������  어떻게���������	
��������������������  해서든���������	
��������������������  부여된���������	
��������������������  목적에���������	
��������������������  맞는���������	
��������������������  디자인���������	
��������������������  안

을���������	
��������������������  추정할���������	
��������������������  수���������	
��������������������  밖에���������	
��������������������  없다.

내포(connotation) 한���������	
��������������������  단어의���������	
��������������������  비명시적���������	
��������������������  의미로,���������	
��������������������  정서의���������	
��������������������  함축이나���������	
��������������������  전제(cf.���������	
��������������������  외연)

외연(denotation) 한���������	
��������������������  단어의���������	
��������������������  명시적인���������	
��������������������  사전적���������	
��������������������  의미(cf.���������	
��������������������  내포)

대표성���������	
��������������������  휴리스틱

(representativeness���������	
��������������������  

heuristic)

의사결정���������	
��������������������  발견법의���������	
��������������������  하나로���������	
��������������������  개인이���������	
��������������������  불확실한���������	
��������������������  사건의���������	
��������������������  확률을���������	
��������������������  그것이���������	
��������������������  도출된���������	
��������������������  모집단의���������	
��������������������  

핵심적���������	
��������������������  속성과���������	
��������������������  유사한���������	
��������������������  정도나���������	
��������������������  그것이���������	
��������������������  생성된���������	
��������������������  과정의���������	
��������������������  주요���������	
��������������������  특징을���������	
��������������������  반영하는���������	
��������������������  정도로���������	
��������������������  판

단하는���������	
��������������������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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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범주(category)
공통���������	
��������������������  속석이나���������	
��������������������  원형과의���������	
��������������������  유사성에���������	
��������������������  근거하여���������	
��������������������  다른���������	
��������������������  개념들을���������	
��������������������  조직화하는���������	
��������������������  기능을���������	
��������������������  하는���������	
��������������������  

개념의���������	
��������������������  집합

병렬���������	
��������������������  처리(parallel���������	
��������������������  

processing)

다양한���������	
��������������������  정보���������	
��������������������  처리가���������	
��������������������  동시에���������	
��������������������  실행되는���������	
��������������������  방식으로���������	
��������������������  예를���������	
��������������������  들어���������	
��������������������  단기기억에���������	
��������������������  저장된���������	
��������������������  항목들

이���������	
��������������������  한���������	
��������������������  번에���������	
��������������������  한���������	
��������������������  개씩이���������	
��������������������  아니라���������	
��������������������  모두���������	
��������������������  한꺼번에���������	
��������������������  인출된다.

부호화(encoding)
물리적,���������	
��������������������  감각적���������	
��������������������  정보가���������	
��������������������  기억에���������	
��������������������  저장될���������	
��������������������  수���������	
��������������������  있는���������	
��������������������  표상으로���������	
��������������������  변환되는���������	
��������������������  과정(cf.���������	
��������������������  인출,���������	
��������������������  저

장)

분석(analysis) 복잡한���������	
��������������������  전체를���������	
��������������������  작은���������	
��������������������  요소로���������	
��������������������  나누는���������	
��������������������  과정���������	
��������������������  (cf.���������	
��������������������  통합)

세부���������	
��������������������  특징���������	
��������������������  탐색(feature���������	
��������������������  

search)
주변을���������	
��������������������  탐색하는���������	
��������������������  방법으로���������	
��������������������  정해진���������	
��������������������  속성을���������	
��������������������  눈으로���������	
��������������������  찾아���������	
��������������������  다님(cf.���������	
��������������������  접합���������	
��������������������  탐색)

속성에���������	
��������������������  의한���������	
��������������������  제거

(elimination���������	
��������������������  by���������	
��������������������  aspects)

의사���������	
��������������������  결정���������	
��������������������  전략의���������	
��������������������  하나로���������	
��������������������  한���������	
��������������������  속성에���������	
��������������������  집중하여���������	
��������������������  그���������	
��������������������  속성의���������	
��������������������  최소���������	
��������������������  기준을���������	
��������������������  정하고���������	
��������������������  그���������	
��������������������  기준

을���������	
��������������������  충족시키지���������	
��������������������  않는���������	
��������������������  대안을���������	
��������������������  제거함으로써���������	
��������������������  많은���������	
��������������������  대안을���������	
��������������������  점차적으로���������	
��������������������  줄여나갈���������	
��������������������  수���������	
��������������������  있다

수렴적���������	
��������������������  사고(convergent���������	
��������������������  

thinking)

한���������	
��������������������  개인이���������	
��������������������  하나의���������	
��������������������  최적���������	
��������������������  대안에���������	
��������������������  이를���������	
��������������������  때까지���������	
��������������������  여러���������	
��������������������  대안을���������	
��������������������  선택적으로���������	
��������������������  좁혀가는���������	
��������������������  사고과

정(cf.���������	
��������������������  확산적���������	
��������������������  사고)

순차처리(serial���������	
��������������������  

processing)

한���������	
��������������������  번에���������	
��������������������  한���������	
��������������������  가지의���������	
��������������������  정보���������	
��������������������  처리만���������	
��������������������  수행되거나,���������	
��������������������  여러���������	
��������������������  처리���������	
��������������������  과정이���������	
��������������������  순서대로���������	
��������������������  하나씩���������	
��������������������  이루

어지는���������	
��������������������  것을���������	
��������������������  가리킨다.���������	
��������������������  (cf.���������	
��������������������  병렬처리)

심상(imagery) 감각���������	
��������������������  수용기를���������	
��������������������  통해���������	
��������������������  직접���������	
��������������������  지각되지���������	
��������������������  않은���������	
��������������������  대상,���������	
��������������������  사건,���������	
��������������������  상황���������	
��������������������  등에���������	
��������������������  대한���������	
��������������������  심적���������	
��������������������  표상(cf.���������	
��������������������  지

각)

발견법(heuristic)
문제를���������	
��������������������  푸는���������	
��������������������  일상적이고���������	
��������������������  정신적인���������	
��������������������  지름길로,���������	
��������������������  때로는���������	
��������������������  문제를���������	
��������������������  해결하지만���������	
��������������������  때로는���������	
��������������������  해결

하지���������	
��������������������  못한다.���������	
��������������������  직관적���������	
��������������������  사고의���������	
��������������������  전형적인���������	
��������������������  사고방식이다.

연역���������	
��������������������  추론(deductive���������	
��������������������  

reasoning)

일반���������	
��������������������  명제로부터���������	
��������������������  논리적으로���������	
��������������������  확실하고���������	
��������������������  구체적인���������	
��������������������  결론을���������	
��������������������  이끌어���������	
��������������������  내는���������	
��������������������  과정(cf.���������	
��������������������  귀납���������	
��������������������  

추론)

원형(prototype)
주어진���������	
��������������������  개념을���������	
��������������������  가장���������	
��������������������  잘���������	
��������������������  표상하는���������	
��������������������  모델.���������	
��������������������  주어진���������	
��������������������  개념의���������	
��������������������  모델이���������	
��������������������  대부분의���������	
��������������������  사례에���������	
��������������������  전형

적인���������	
��������������������  특징���������	
��������������������  속성으로���������	
��������������������  구성되어���������	
��������������������  있다.

은유법(metaphor)
서로���������	
��������������������  다른���������	
��������������������  두���������	
��������������������  개의���������	
��������������������  명사를���������	
��������������������  나란히���������	
��������������������  놓음으로써���������	
��������������������  그���������	
��������������������  둘���������	
��������������������  간에���������	
��������������������  어떤���������	
��������������������  유사성이���������	
��������������������  존재하는���������	
��������������������  것

을���������	
��������������������  보여주되���������	
��������������������  상이점이���������	
��������������������  있다는���������	
��������������������  것을���������	
��������������������  부정하지는���������	
��������������������  않는다.

유추(analogy)
유추는���������	
��������������������  기능은���������	
��������������������  비슷하지만���������	
��������������������  형태가���������	
��������������������  다른���������	
��������������������  사실이나���������	
��������������������  사상을���������	
��������������������  비교하거나���������	
��������������������  모른���������	
��������������������  것을���������	
��������������������  파악

하기���������	
��������������������  위해���������	
��������������������  잘���������	
��������������������  알고���������	
��������������������  있는���������	
��������������������  것과���������	
��������������������  그와���������	
��������������������  유사한���������	
��������������������  것을���������	
��������������������  대조,���������	
��������������������  비교해���������	
��������������������  보는���������	
��������������������  것

연상(association)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표���������	
��������������������  4-8]���������	
��������������������  용어의���������	
��������������������  정의

 앞서 정의한 표기법과 용어를 통해서 디자인 프로세스 및 활동의 인지 

모델을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다음 장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87



���������	
��������������������  [그림���������	
��������������������  4-9]���������	
��������������������  디자인���������	
��������������������  시스템���������	
��������������������  인지���������	
��������������������  모델

T

상황 인식

사용자의
이해

대상의
이해

경쟁관계의
이해

사용환경의
이해

기능 및 스펙
이해

사용성
이해

재료 및 구조
이해

사용자별 
특성의 이해

사용자 행위의 
이해

경쟁제품의
이해

시장 상황의
이해

트렌드의
이해

생산 및 구현성의
이해

디자인
비교

관련 기술
이해

경제 상황의
이해

사회, 문화적
상황의 이해

디자인트렌드
의 이해

제약요소확인 생산성의
이해 경쟁 브랜드의 

이해

정보의 통합
직관적 해석
논리적 분석
패턴의 인식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연역추론을 통한 발견

선별적 비교를 통한 범주화
유사성과 차이점의 발견

선택적 주의를 통한 
객관적 정보해석

선택적 주의를 통한 
객관적 정보해석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선별적 비교를 통한 범주화
유사성과 차이점의 발견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연역추론을 통한 발견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연역추론을 통한 발견

선택적 주의를 통한 
객관적 정보해석

선택적 주의를 통한 
객관적 정보해석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귀납추론
논리적 해석

직관적 판단

귀납적 추론

귀납적 추론

직관적 판단
감정의 인출

귀납적 추론

귀납적 추론

연역추론

직관적 판단

귀납추론
논리적 해석

감각 지각
지적 지각

지적 지각

지적 지각

지적 지각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연역추론을 통한 발견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연역추론을 통한 발견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연역추론을 통한 발견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연역추론을 통한 발견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연역추론을 통한 발견

선택적 주의를 통한 
객관적 정보해석

선택적 주의

선별적 통합 통찰

선별적 비교 통찰

선별적 비교 통찰

선별적 비교 통찰

선별적 비교 통찰 선별적 비교 통찰

대표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세부특징탐색

세부특징탐색

세부특징탐색

결합탐색

결합탐색

결합탐색

결합탐색

선택적 주의

선택적 주의

선택적 주의

가용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T I

T

T I

T

T

T

T
T

T I

T

I

T

TI

T

T

T I

T I

T I

T

T I

T

컨셉 도출

이미지맵

발상법

디자인 목표
인식

조형언어의
선정

아이디어
스케치

사용시나리오
설정

기능 컨셉 도출 조형 컨셉 도출

아이디어 발산

심상이미지의 연상
이미지지각을 통한 심상의 점화

절차지식의 외면화

강제적 유추
연상적 유추
직관적 추리

심상의 단어부호화

수단-목표 분석법
추론을 통한 문제해결적 사고
직관적 사고에 기반한 판단

연역추론을 통한 가설생성
인과추론을 통한 가설생성

이미지표상을 통한 단어부호화
이미지지각을 통한 단어의 연상
의미개념과 이미지개념의 연결

단어를 통한 이미지연상
이미지지각을 통한 이미지 연상
이미지 지각을 통한 단어부호화

의미개념의 연상
개념과 범주적 사고
직관적 사고에 의한 발견
패턴의 인식과 생성

정보의 통합
직관적 해석
논리적 분석
패턴의 인식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연역추론을 통한 발견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연역추론을 통한 발견

선별적 통합 통찰

선별적 비교 통찰선별적 비교 통찰

결합탐색

역행 풀기

수단 목표 분석법

전진풀기

전진풀기유추법

유추법

T

T

T

T I I

I

T I

T I

T TI

디자인 평가

디자인 
이미지의
평가

사용성 및
성능 평가

실현 가능성
평가

디자인안의
절대평가

기능 및 성능
평가

디자인안의
상대평가

재료 및 구조의 
검토

생산성 및 비용
검토

사용자 반응
테스트

정보의 객관적 해석
귀납적 추론정보의 통합

직관적 해석
의사결정적 사고
휴리스틱 판단

다차원적 사고
공감각적 사고

의미개념과 이미지의 비교

선택적 주의를 통한 
객관적 정보해석

귀납추론을 통한 발견
논리적 판단

귀납추론을 통한 검증
연역추론을 통한 검증

귀납추론을 통한 검증
연역추론을 통한 검증

선택적 주의를 통한 
객관적 정보해석

선택적 주의를 통한 
객관적 정보해석

선택적 주의
세부특징탐색

결합탐색
세부특징탐색

선별적 통합 통찰

선별적 비교 통찰

수단 목표 분석법 수단 목표 분석법

역행 풀기

역행 풀기 선별적 비교 통찰

대표성 휴리스틱

T

I

I I

T

T

T

T

TTI

이미지 시각화

2차원 표현기법

스케치

2D 도면

3D 모델링

3차원 표현기법

컨셉에 맞는
이미지 탐색

기능 구조
다이아그램

디자인 
목업제작

조형적 컨셉
인식

조형요소 및
조형 원리의
탐색

3D 렌더링

개념에 맞는 이미지의 연상
범주화를 통한
이미지정보의 탐색

패턴의 인식
은유법과 추상화
연역 추론

개념에 맞는 이미지의 연상
의미개념과 이미지의 비교

패턴의 인식과 생성
직관적 사고에 의한 추상화
절차지식과 심상이미지의 교차

심상이미지의 추상화
절차지식과 심상이미지의 교차

의미개념의 시각적 표현
의미와 이미지의 연결

의미개념을 통한 이미지 표현
패턴인식을 통한 패턴생성

정보의 통합
직관적 해석

이미지와 의미개념의 연결
심상의 지각화

다차원적 사고
공간지각

절차지식의 인출

공감각적 사고
절차지식의 인출

다차원적 사고
공감각적 사고

다차원적 사고
공감각적 사고

세부특징탐색

결합탐색

전진풀기

선택적 주의 유추법

선별적 비교 통찰

수단 목표 분석법

결합탐색

역행 풀기

역행 풀기

역행 풀기

결합탐색

세부특징탐색

세부특징탐색

선별적 통합 통찰

I

I I

TI

I

I I

I
TI

I

T

I

I

T

선별적 비교를 통한 범주화
유사성과 차이점의 발견

직관적 판단

디
자
인
 인
식
단
계

디
자
인
 탐
사
단
계

디
자
인
 전
개
단
계

디
자
인
 평
가
단
계

디자인 행위

통합
연관

인지적 
해석

사고특성

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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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자인 프로세스의 인지적 해석

4.2.1 정보 처리 과정으로의 해석

 Davis와 Olson은 정보를 “수신자에게 의미있는 형태로 처리되고 현재

와 미래의 활동이나 결정에 있어서 실제나 인식면에서 가치를 주는 자

료”라고 정의하고 있다.143  정보와 데이터(data)의 관계는 원 재료와 최종 

생산품의 관계와 같은데 정보 시스템은 유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자에

게 유용한 정보로 변환 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자

인 시스템은 원재료인 디자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용한 디자인 정보로 변

환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디자인 시스템을 정보 처리 관

점으로 해석하면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처리 과정 : 디자인 정보를 활용하는 인지 처리활동 (입력, 처리, 출력) 

•운영 요원 : 디자이너 (정보의 수용, 통합, 생성, 확산, 의사소통)

•데이터 : 디자인 과정에서 수집,분석,해석되는 모든 이미지/ 의미정보

  정보 처리 과정은 입력, 처리, 출력의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 디자인에서 

행해지는 인지 처리를 정보 처리의 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	
��������������������  ���������	
��������������������  ���������	
��������������������  ���������	
��������������������  정보처리관점의���������	
��������������������  설명 디자인���������	
��������������������  인지처리

정보입력
외부적인���������	
��������������������  디자인���������	
��������������������  정보를���������	
��������������������  지각하고���������	
��������������������  이해하고���������	
��������������������  

받아들이는���������	
��������������������  과정과���������	
��������������������  함께���������	
��������������������  기억���������	
��������������������  안의���������	
��������������������  관련���������	
��������������������  정보를���������	
��������������������  탐색
탐색

정보처리
탐색되어진���������	
��������������������  정보를���������	
��������������������  비교,���������	
��������������������  분류,���������	
��������������������  정리하여���������	
��������������������  패턴을���������	
��������������������  

인식하고���������	
��������������������  인지처리과정을���������	
��������������������  통해서���������	
��������������������  정보를해석
해석

정보출력
해석된���������	
��������������������  정보를���������	
��������������������  활용하여���������	
��������������������  추론,���������	
��������������������  판단,���������	
��������������������  통합하여���������	
��������������������  

새로운���������	
��������������������  패턴이나���������	
��������������������  정보를���������	
��������������������  생성
생성

[표4-9]���������	
��������������������  정보���������	
��������������������  처리���������	
��������������������  단계의���������	
��������������������  구분���������	
��������������������  및���������	
��������������������  디자인���������	
��������������������  인지처리���������	
��������������������  단계

89

143 최형림, 강병영, 박영재 외. (2009).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서울: 이프레스. p.23



 디자인 과정은 디자인과 관련된 인지적 정보를 탐색, 해석, 생성하는 

일련의 인지 처리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입력, 처리, 출력의 단어는 컴

퓨터를 다루기 위한 인간의 행동으로 수동적인 의미를 포함하지만, 디자

이너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사고의 주체이므로 탐색, 해석, 생성

의 용어가 더욱 적합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정보 인지 처리 단위의 특

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  4-10]���������	
��������������������  디자인���������	
��������������������  정보���������	
��������������������  처리���������	
��������������������  특성

 디자인 시스템 인지 모델을 정보 처리 과정으로 해석하면 디자이너는 

탐색 되어진 ‘디자인 정보’를 해석하고 변환하여 새롭게 정보를 생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 활동들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동일한 수준의 활

동들과 연결, 통합되어 상위 활동으로 전달되는데, 디자인 활동의 목적과 

연계되어 정보는 의미정보와 이미지정보들로 변환되고 재해석되어 피드

백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생성된 

정보는 다음 디자인 단계로 전달되면서 새로운 정보의 탐색으로 이어진다

고 볼 수 있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보 처리 과정으로 해석하고 이를 시

각적으로 표현한 그림은 다음 장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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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11]���������	
��������������������  디자인���������	
��������������������  시스템���������	
��������������������  인지���������	
��������������������  모델:���������	
��������������������  정보���������	
��������������������  처리���������	
��������������������  과정의���������	
��������������������  해석

정보���������	
��������������������  처리 디자인���������	
��������������������  인식 디자인���������	
��������������������  탐사 디자인���������	
��������������������  전개 디자인���������	
��������������������  평가

탐색 *** ** ** *

해석 ** *** ** ***

생성 * ** *** *

[표���������	
��������������������  4-10]���������	
��������������������  디자인���������	
��������������������  시스템���������	
��������������������  인지���������	
��������������������  모델의���������	
��������������������  정보���������	
��������������������  처리과정(*는���������	
��������������������  상대적인���������	
��������������������  인지처리���������	
��������������������  비중을���������	
��������������������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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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단계 별 정보 처리 과정의 해석 

앞서 작성한 디자인 시스템 인지 모델을 정보 처리 과정으로 분석하고 디

자인 단계 별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① 디자인 인식 단계

디자인 인식 단계에서는 디자인 과제 및 디자인 정보를 통해서 디자인 목

표 정보가 생성된다.

정보처리���������	
��������������������  단계 정보처리관점의���������	
��������������������  해석

탐색���������	
��������������������  *** 디자인���������	
��������������������  과제���������	
��������������������  및���������	
��������������������  디자인���������	
��������������������  정보의���������	
��������������������  지각���������	
��������������������  및���������	
��������������������  이해

해석���������	
��������������������  ** 디자인���������	
��������������������  정보의���������	
��������������������  비교,���������	
��������������������  분류,���������	
��������������������  해석

생성���������	
��������������������  * 디자인���������	
��������������������  정보의���������	
��������������������  통합���������	
��������������������  및���������	
��������������������  디자인���������	
��������������������  목표���������	
��������������������  정보의���������	
��������������������  생성

[표���������	
��������������������  4-11]���������	
��������������������  디자인���������	
��������������������  인식���������	
��������������������  단계의���������	
��������������������  정보처리���������	
��������������������  관점의���������	
��������������������  해석

•탐색 : 정보의 탐색 단계에서는 디자인 과제가 인식되고 문헌 정보 및 

데이터의 이해가 이루어진다. 디자이너의 머릿속에서 사용자 정보, 경쟁 

제품의 정보, 트렌드 정보, 기술 및 제약 요소 등의 디자인 과제와 관련된 

의미정보가 탐색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석 : 정보의 해석 단계에서 디자이너는 외부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들 

간의 이미지 및 의미를 비교, 분류, 분석하거나 이를 통해서 점화된 장기 

기억 속의 정보를 통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경쟁사 제품 이미

지 간의 비교, 기능적인 속성의 분석, 제약 요소를 통한 디자인 문제의 발

견이 도출될 수 있다. 

•생성 :생성 단계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집 된 정보들 간의 연관

성을 확인하고 통합하여 디자인 목표가 생성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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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디자인 탐사 단계

디자인 탐사 단계에서는 디자인 목표 정보의 입력을 통해서 디자인 컨셉 

정보가 생성된다.

정보처리���������	
��������������������  단계 정보처리관점의���������	
��������������������  해석

탐색���������	
��������������������  ** 디자인���������	
��������������������  목표정보의���������	
��������������������  이해���������	
��������������������  및���������	
��������������������  관련정보의���������	
��������������������  입력

해석���������	
��������������������  *** 디자인���������	
��������������������  목표정보와���������	
��������������������  관련���������	
��������������������  정보의���������	
��������������������  비교,���������	
��������������������  분류,���������	
��������������������  분석���������	
��������������������  및���������	
��������������������  해석

생성���������	
��������������������  ** 디자인���������	
��������������������  아이디어정보의���������	
��������������������  생성���������	
��������������������  및���������	
��������������������  통합을���������	
��������������������  통한���������	
��������������������  디자인컨셉의���������	
��������������������  생성

[표���������	
��������������������  4-12]���������	
��������������������  ���������	
��������������������  디자인���������	
��������������������  탐사���������	
��������������������  단계의���������	
��������������������  정보처리���������	
��������������������  관점의���������	
��������������������  해석

•탐색 : 탐색 단계에서는 디자인 목표 정보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의미정보와 이미지정보를 탐색 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대 젊은 세대’가 목표 정보에 해당한다면 20대 사용자들의 성향, 라이

프 스타일, 트렌드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가 탐색되고 이를 중심으로 아이

디어가 탐색된다.

•해석 : 디자인 목표 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비교, 분류, 분석하고 디

자이너의 기억 속 저장된 정보와 연합되어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젊은 세대’를 통해서 수집 되어진 정보들 간에 실제 디자인과 

관련된 의미정보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거나 목표 사용자가 선호할 만

한 이미지로 해석된다. 

•생성 : 외부적인 디자인 정보와 디자이너의 심상의 기억이 조합되어 

기능적인 컨셉과 조형적인 컨셉 정보로 도출된다. 또한 둘의 조합을 통해

서 의미정보와 의미정보가 연결되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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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디자인 전개 단계

디자인 전개 단계에서는 디자인 컨셉 정보를 통해서 시각화 되어진 디자

인 이미지가 생성된다.

정보처리���������	
��������������������  단계 정보���������	
��������������������  처리���������	
��������������������  관점의���������	
��������������������  해석

탐색���������	
��������������������  ** 디자인���������	
��������������������  컨셉���������	
��������������������  정보의���������	
��������������������  지각���������	
��������������������  및���������	
��������������������  조형언어의���������	
��������������������  탐색

해석���������	
��������������������  ** 디자인���������	
��������������������  컨셉의���������	
��������������������  해석을���������	
��������������������  통해서���������	
��������������������  의미정보와���������	
��������������������  이미지정보를���������	
��������������������  해석

생성���������	
��������������������  *** 디자인���������	
��������������������  컨셉을���������	
��������������������  통해서���������	
��������������������  시각화���������	
��������������������  된���������	
��������������������  이미지를���������	
��������������������  생성

[표���������	
��������������������  4-13]���������	
��������������������  ���������	
��������������������  디자인���������	
��������������������  전개���������	
��������������������  단계의���������	
��������������������  정보처리���������	
��������������������  관점의���������	
��������������������  해석

•탐색 : 디자인 컨셉이 생성되는 시점에서 가설적으로 설정된 컨셉에 

부합되는 이미지정보의 탐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능적인 특성

이나 사용자 속성에 부합되는 조형 언어 및 이미지의 탐색이 디자이너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디자인 컨셉 정보가 구체화 된다고 볼 수 있다. 

•해석 : 해석 단계에서 디자이너는 구체화된 컨셉 정보를 통해서 다양

한 디자인 요소 및 이미지들을 비교, 분류하고 장기 기억 안의 의미 정보

를 인출하고 이미지정보로 연결한다. 또한 디자인 컨셉은 적절한 조형 언

어인 단어정보로 부호화 되고 지각적인 이미지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

다.

•생성 : 디자인 안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시각화 과정에서

는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들과 기능적 요소, 사용성, 감성적 의미정보가 

조합되면서 디자인 요소가 이미지정보로 구조화된다. 형태, 색상, 재질의 

조형 요소와 균형, 비례, 조화의 조형 원리가 연결되면서 이미지정보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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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디자인 평가 단계

디자인 평가 단계에서는 시각화 되어진 디자인 안들의 비교를 통해서 최

종 디자인 정보가 생성된다.

정보처리���������	
��������������������  단계 정보���������	
��������������������  처리관���������	
��������������������  점의���������	
��������������������  해석

탐색���������	
��������������������  * 시각화된���������	
��������������������  디자인���������	
��������������������  안의���������	
��������������������  지각���������	
��������������������  및���������	
��������������������  이해

해석���������	
��������������������  *** 시각화된���������	
��������������������  디자인���������	
��������������������  안과���������	
��������������������  디자인���������	
��������������������  정보의���������	
��������������������  비교,���������	
��������������������  분류,���������	
��������������������  해석

생성���������	
��������������������  * 디자인���������	
��������������������  컨셉과���������	
��������������������  상대적인���������	
��������������������  비교를���������	
��������������������  통합하여���������	
��������������������  최종���������	
��������������������  디자인���������	
��������������������  정보를���������	
��������������������  생성

[표���������	
��������������������  4-14]���������	
��������������������  디자인���������	
��������������������  평가���������	
��������������������  단계의���������	
��������������������  정보처리���������	
��������������������  관점의���������	
��������������������  해석

•탐색 : 디자이너는 시각화 되어진 이미지정보의 탐색을 통해서 시각적

인 요소를 인지하고 이미지와 의미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해석 : 해석 단계에서 디자이너는 시각화된 이미지정보들을 비교, 분

류하고 컨셉 정보를 통해서 해석한다. 

•생성 :  해석되어진 디자인 이미지의 정보가 수렴되어 최종 디자인 안

이 생성한다. 이는 디자이너 개개인의 정보 처리 과정과 함께 다른 디자

이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렴되고 생성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의 정보 처리 과정의 해석

 디자인 인지 시스템 모델에서의 디자인 인지 처리의 흐름을 보면 다양

한 정보의 입력과 출력이 디자인 활동과 연계되면서 피드백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 처리 과정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해석하면 각각의 디자인 프로세스 별로 정보의 처리 과정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디자인 과정은 정보를 활용하여 이를 유용한 정보로 변환

되고 이렇게 생성된 정보가 다음 단계의 목적에 따라 해석되고 활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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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정보의 탐색, 해석, 생성의 인지 과

정이 서로 교차한다 점이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탐사 단계와 디자인 전개 

단계에서는 디자인 목표 정보가 탐색되고 생성되는 정보 처리 과정이 서

로 반영되고 정보는 순환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와 인지 처리의 

피드백(Feed Back)을 통한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생성된 정보는 다

음 단계에서 해석되고 다시 다음 단계의 정보 탐색에 반영되고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의 경계 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피

드백은 정보의 이해와 해석에 영향을 미치면서 디자인 목표, 디자인 컨셉, 

시각화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정보처리 차원의 인지 단계는 기존의 디자

인 단계와 완벽히 일치되지 않고 디자인 프로세스의 단계의 경계에서 중

첩됨을 알 수 있다. 디자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과정을 다이아

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  4-12]���������	
��������������������  전체���������	
��������������������  디자인���������	
��������������������  프로세스에서의���������	
��������������������  정보���������	
��������������������  처리���������	
��������������������  관점���������	
��������������������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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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정보처리 특성으로의 해석

① 상황 인식 활동의 정보처리 특성

상황���������	
��������������������  인식���������	
��������������������  단계상황���������	
��������������������  인식���������	
��������������������  단계 정보처리���������	
��������������������  특성정보처리���������	
��������������������  특성정보처리���������	
��������������������  특성 정보���������	
��������������������  유형정보���������	
��������������������  유형

주요���������	
��������������������  활동 ���������	
��������������������  세부활동 탐색 해석 생성 T I

사용자의���������	
��������������������  이해

사용자별���������	
��������������������  특성의���������	
��������������������  이해 세부특징���������	
��������������������  탐색 객관적���������	
��������������������  분석 연역/귀납적���������	
��������������������  발견 *

사용자의���������	
��������������������  이해 사용환경의���������	
��������������������  이해 결합탐색 객관적���������	
��������������������  분석 귀납적���������	
��������������������  발견 *사용자의���������	
��������������������  이해

사용자���������	
��������������������  행위���������	
��������������������  이해 결합탐색 직관적���������	
��������������������  해석 귀추적���������	
��������������������  발견 *

대상의���������	
��������������������  이해

사용성���������	
��������������������  이해 세부특징���������	
��������������������  탐색 직관적���������	
��������������������  해석 연역/귀납적���������	
��������������������  발견 *

대상의���������	
��������������������  이해 재료���������	
��������������������  및���������	
��������������������  구조의���������	
��������������������  이해 세부특징���������	
��������������������  탐색 객관적���������	
��������������������  분석 귀납적���������	
��������������������  발견 * *대상의���������	
��������������������  이해

기능���������	
��������������������  및���������	
��������������������  스펙의���������	
��������������������  이해 세부특징���������	
��������������������  탐색 객관적���������	
��������������������  분석 귀납적���������	
��������������������  발견 *

경쟁관계의���������	
��������������������  이해

디자인���������	
��������������������  이미지���������	
��������������������  ���������	
��������������������  비교 결합탐색 비교���������	
��������������������  및���������	
��������������������  범주화 유사성/차이성���������	
��������������������  발견 *

경쟁관계의���������	
��������������������  이해

경쟁제품의���������	
��������������������  이해 세부특징���������	
��������������������  탐색 비교���������	
��������������������  및���������	
��������������������  범주화 유사성/차이성���������	
��������������������  발견 * *
경쟁관계의���������	
��������������������  이해

경쟁���������	
��������������������  브랜드의���������	
��������������������  이해 결합탐색 객관적���������	
��������������������  분석 귀납적���������	
��������������������  발견 *
경쟁관계의���������	
��������������������  이해

시장상황의���������	
��������������������  이해 결합탐색 객관적���������	
��������������������  해석 패턴의���������	
��������������������  인식 *

생산���������	
��������������������  및���������	
��������������������  구현성의���������	
��������������������  

이해

생산성의���������	
��������������������  이해 결합탐색 객관적���������	
��������������������  분석 귀납적���������	
��������������������  발견 *

생산���������	
��������������������  및���������	
��������������������  구현성의���������	
��������������������  

이해
제약요소의���������	
��������������������  확인 결합탐색 객관적���������	
��������������������  분석 귀납적���������	
��������������������  발견 *

생산���������	
��������������������  및���������	
��������������������  구현성의���������	
��������������������  

이해

관련기술의���������	
��������������������  이해 결합탐색 객관적���������	
��������������������  해석 귀납적���������	
��������������������  발견 *

트렌드의���������	
��������������������  이해

디자인���������	
��������������������  트렌드의���������	
��������������������  이해 결합탐색 직관적���������	
��������������������  해석 패턴의���������	
��������������������  인식 * *

트렌드의���������	
��������������������  이해 사회/문화의���������	
��������������������  이해 결합탐색 객관적���������	
��������������������  해석 패턴의���������	
��������������������  인식 *트렌드의���������	
��������������������  이해

경제���������	
��������������������  상황의���������	
��������������������  이해 결합탐색 객관적���������	
��������������������  해석 패턴의���������	
��������������������  인식 *

[표���������	
��������������������  4-15]���������	
��������������������  상황���������	
��������������������  인식���������	
��������������������  활동의���������	
��������������������  정보처리���������	
��������������������  특성

 상황 인식 활동에서는 객관적인 분석,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정보들 간

의 패턴이 인식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정보에 대한 탐색과 해석, 

제품의 이미지 비교를 통한 유사성과 차이성의 발견, 이미지의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의미정보의 비중이 높고 정보의 

탐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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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13]���������	
��������������������  상황인식���������	
��������������������  활동의���������	
��������������������  정보처리���������	
��������������������  특성

② 컨셉 도출 활동의 정보처리 특성

컨셉���������	
��������������������  도출컨셉���������	
��������������������  도출 정보처리���������	
��������������������  특성정보처리���������	
��������������������  특성정보처리���������	
��������������������  특성 정보���������	
��������������������  유형정보���������	
��������������������  유형

주요���������	
��������������������  활동 ���������	
��������������������  세부활동 탐색 생성 T I

디자인���������	
��������������������  목표

인식

디자인���������	
��������������������  목표의���������	
��������������������  이해 결합탐색 논리적���������	
��������������������  해석 패턴의���������	
��������������������  인식 *
디자인���������	
��������������������  목표

인식
디자인���������	
��������������������  목표의���������	
��������������������  구체화 결합탐색 논리적���������	
��������������������  해석 패턴의���������	
��������������������  생성 *

기능���������	
��������������������  ���������	
��������������������  컨셉의

도출

브레인���������	
��������������������  스토밍(발상법) 결합탐색 직관적���������	
��������������������  해석 연상���������	
��������������������  및���������	
��������������������  유추법 *

기능���������	
��������������������  ���������	
��������������������  컨셉의

도출
아이디어���������	
��������������������  탐색 결합탐색 직관적���������	
��������������������  해석 연상���������	
��������������������  및���������	
��������������������  유추법 *

기능���������	
��������������������  ���������	
��������������������  컨셉의

도출

사용���������	
��������������������  시나리오���������	
��������������������  도출 결합탐색 논리적���������	
��������������������  해석 패턴의���������	
��������������������  인식 *

조형���������	
��������������������  컨셉의

도출

조형언어의���������	
��������������������  도출 결합탐색 직관적���������	
��������������������  해석 연상���������	
��������������������  및���������	
��������������������  유추법 * *

조형���������	
��������������������  컨셉의

도출
이미지���������	
��������������������  탐색(이미지맵) 세부특징���������	
��������������������  탐색 비교���������	
��������������������  및���������	
��������������������  범주화 연상���������	
��������������������  및���������	
��������������������  유추법 *

조형���������	
��������������������  컨셉의

도출

아이디어���������	
��������������������  스케치 세부특징���������	
��������������������  탐색 직관적���������	
��������������������  해석 연상���������	
��������������������  및���������	
��������������������  유추법 * *

[표���������	
��������������������  4-16]���������	
��������������������  컨셉���������	
��������������������  도출���������	
��������������������  활동의���������	
��������������������  정보처리���������	
��������������������  특성

 컨셉 도출 활동에서는 디자인 목표와 관련되는 다양한 속성의 의미정

보들의 결합 탐색을 통해서 직관적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해석은 

기억 정보와의 통합을 통해서 기능과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의미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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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조형 키워드를 통해서 관련된 이미지의 탐색을 

유도하는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  4-14]���������	
��������������������  컨셉���������	
��������������������  도출���������	
��������������������  활동의���������	
��������������������  정보처리���������	
��������������������  특성

③ 이미지 시각화 활동의 정보처리 특성

이미지���������	
��������������������  시각화���������	
��������������������  이미지���������	
��������������������  시각화���������	
��������������������   정보처리���������	
��������������������  특성정보처리���������	
��������������������  특성정보처리���������	
��������������������  특성 정보���������	
��������������������  유형정보���������	
��������������������  유형

주요���������	
��������������������  활동 ���������	
��������������������  세부활동 탐색 해석 생성 T I

조형컨셉의

인식

조형컨셉의���������	
��������������������  해석 결합탐색 직관적���������	
��������������������  해석 패턴의���������	
��������������������  인식 * *
조형컨셉의

인식
이미지와���������	
��������������������  의미의���������	
��������������������  연결 결합탐색 직관적���������	
��������������������  해석 귀추적���������	
��������������������  발견 * *

이미지���������	
��������������������  및

조형요소의���������	
��������������������  탐색

이미지���������	
��������������������  ���������	
��������������������  탐색���������	
��������������������  및���������	
��������������������  비교 세부특징���������	
��������������������  탐색 직관적���������	
��������������������  해석 연상���������	
��������������������  및���������	
��������������������  유추법 *
이미지���������	
��������������������  및

조형요소의���������	
��������������������  탐색
조형요소���������	
��������������������  및���������	
��������������������  원리���������	
��������������������  탐색 결합���������	
��������������������  탐색 직관적���������	
��������������������  해석 연상���������	
��������������������  및���������	
��������������������  유추법 *

이미지의���������	
��������������������  표현

(2차원���������	
��������������������  표현)

스케치���������	
��������������������  및���������	
��������������������  이미지���������	
��������������������  표현 세부특징���������	
��������������������  탐색 직관적���������	
��������������������  해석 연상���������	
��������������������  및���������	
��������������������  유추법 *

이미지의���������	
��������������������  표현

(2차원���������	
��������������������  표현)
2D���������	
��������������������  ���������	
��������������������  Drawing 세부특징���������	
��������������������  탐색 직관적���������	
��������������������  해석 패턴의���������	
��������������������  생성 *

이미지의���������	
��������������������  표현

(2차원���������	
��������������������  표현)

기능���������	
��������������������  구조���������	
��������������������  다이어그램 결합탐색 논리적���������	
��������������������  해석 패턴의���������	
��������������������  생성 *

이미지의���������	
��������������������  구조화

(3차원���������	
��������������������  표현)

3D���������	
��������������������  Modeling 세부특징���������	
��������������������  탐색 직관적���������	
��������������������  해석 패턴의���������	
��������������������  생성 *

이미지의���������	
��������������������  구조화

(3차원���������	
��������������������  표현)
3D���������	
��������������������  Rendering 세부특징���������	
��������������������  탐색 직관적���������	
��������������������  해석 패턴의���������	
��������������������  생성 *

이미지의���������	
��������������������  구조화

(3차원���������	
��������������������  표현)

디자인���������	
��������������������  목업���������	
��������������������  제작 세부특징���������	
��������������������  탐색 직관적���������	
��������������������  해석 패턴의���������	
��������������������  생성 *

[표���������	
��������������������  4-17]���������	
��������������������  이미지���������	
��������������������  시각화���������	
��������������������  활동의���������	
��������������������  정보���������	
��������������������  처리���������	
��������������������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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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시각화 활동에서는 컨셉 정보의 해석을 통해서 이미지정보가 

탐색되는데 이미지는 조형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특성

을 중심으로 탐색되고 이를 통한 이미지의 비교, 범주화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의 연결을 통해서 패턴정보가 생성되고 

이는 스케치, 모델링, 렌더링의 행위를 통해서 가시화된 이미지정보로 표

현된다.

[그림���������	
��������������������  4-15]���������	
��������������������  이미지���������	
��������������������  시각화���������	
��������������������  활동의���������	
��������������������  정보처리���������	
��������������������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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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디자인 평가 활동의 정보처리 특성

디자인의���������	
��������������������  평가디자인의���������	
��������������������  평가 정보처리���������	
��������������������  특성정보처리���������	
��������������������  특성정보처리���������	
��������������������  특성 정보���������	
��������������������  유형정보���������	
��������������������  유형

주요���������	
��������������������  활동 ���������	
��������������������  세부활동 탐색 해석 생성 T I

디자인���������	
��������������������  이미지의

평가

디자인안간의���������	
��������������������  비교평가 결합탐색 직관적���������	
��������������������  해석 유사성/차이점���������	
��������������������  발견 *
디자인���������	
��������������������  이미지의

평가
디자인���������	
��������������������  컨셉과의���������	
��������������������  비교평가 세부특징���������	
��������������������  탐색 직관적���������	
��������������������  해석 귀추적���������	
��������������������  발견 *

사용성���������	
��������������������  및���������	
��������������������  성능

평가

기능���������	
��������������������  및���������	
��������������������  성능���������	
��������������������  평가 결합탐색 객관적���������	
��������������������  분석 귀납적���������	
��������������������  발견 *
사용성���������	
��������������������  및���������	
��������������������  성능

평가
사용자���������	
��������������������  반응���������	
��������������������  평가 세부특징���������	
��������������������  탐색 객관적���������	
��������������������  분석 귀납적���������	
��������������������  발견 * *

실현���������	
��������������������  가능성

평가

생산성���������	
��������������������  및���������	
��������������������  비용���������	
��������������������  검토 결합탐색 객관적���������	
��������������������  분석 귀납적���������	
��������������������  발견 *
실현���������	
��������������������  가능성

평가
재료���������	
��������������������  및���������	
��������������������  구조의���������	
��������������������  검토 세부특징���������	
��������������������  탐색 객관적���������	
��������������������  분석 귀납적���������	
��������������������  발견 * *

[표���������	
��������������������  4-18]���������	
��������������������  디자인���������	
��������������������  평가���������	
��������������������  활동의���������	
��������������������  정보���������	
��������������������  처리���������	
��������������������  특성

 디자인 평가 활동에서는 시각화 되어진 이미지 정보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한 유사성과 차이성의 발견,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미지를 통한 귀납적 

발견과 사용성 측면에서의 귀추적 추론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  4-16]���������	
��������������������  디자인���������	
��������������������  평가���������	
��������������������  활동의���������	
��������������������  정보처리���������	
��������������������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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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 본 디자인 활동의 정보처리 특성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계 ���������	
��������������������  주요���������	
��������������������  활동 정보처리���������	
��������������������  특성 정보���������	
��������������������  특성

상황���������	
��������������������  인식

디자인���������	
��������������������  정보의���������	
��������������������  분석
객관적���������	
��������������������  분석을���������	
��������������������  통한���������	
��������������������  패턴의���������	
��������������������  인식

연역,���������	
��������������������  귀납추론을���������	
��������������������  통한���������	
��������������������  발견
의미 중심

상황���������	
��������������������  인식 제품���������	
��������������������  이미지의���������	
��������������������  비교
비교를���������	
��������������������  통한���������	
��������������������  유사점과���������	
��������������������  차이점의���������	
��������������������  발견

이미지를���������	
��������������������  통한���������	
��������������������  범주화���������	
��������������������  및���������	
��������������������  패턴의���������	
��������������������  인식
이미지 중심상황���������	
��������������������  인식

디자인���������	
��������������������  목표의���������	
��������������������  설정
직관적���������	
��������������������  해석을���������	
��������������������  통한���������	
��������������������  패턴의���������	
��������������������  인식

정보의���������	
��������������������  통합을���������	
��������������������  통한���������	
��������������������  패턴의���������	
��������������������  생성
의미 중심

컨셉의���������	
��������������������  도출

기능적���������	
��������������������  컨셉의���������	
��������������������  도출
귀추적���������	
��������������������  추론을���������	
��������������������  통한���������	
��������������������  패턴의���������	
��������������������  인식

직관적���������	
��������������������  해석을���������	
��������������������  통한���������	
��������������������  연상과���������	
��������������������  유추
의미 중심

컨셉의���������	
��������������������  도출 조형적���������	
��������������������  컨셉의���������	
��������������������  도출
이미지를���������	
��������������������  통한���������	
��������������������  범주화���������	
��������������������  및���������	
��������������������  패턴의���������	
��������������������  인식

연상���������	
��������������������  및���������	
��������������������  유추를���������	
��������������������  통한���������	
��������������������  패턴의���������	
��������������������  생성
이미지,의미 조합컨셉의���������	
��������������������  도출

이미지와���������	
��������������������  의미의���������	
��������������������  연결
직관적���������	
��������������������  해석을���������	
��������������������  통한���������	
��������������������  연상과���������	
��������������������  유추

정보의���������	
��������������������  통합을���������	
��������������������  통한���������	
��������������������  패터의���������	
��������������������  생성
이미지,의미 조합

이미지���������	
��������������������  시각화

이미지의���������	
��������������������  탐색
이미지를���������	
��������������������  비교를���������	
��������������������  통한���������	
��������������������  패턴의���������	
��������������������  인식

직관적���������	
��������������������  해석을���������	
��������������������  통한���������	
��������������������  연상과���������	
��������������������  유추
이미지 중심

이미지���������	
��������������������  시각화 이미지의���������	
��������������������  표현
세부특징���������	
��������������������  탐색을���������	
��������������������  통한���������	
��������������������  연상과���������	
��������������������  유추

직관적���������	
��������������������  해석을���������	
��������������������  통한���������	
��������������������  패턴의���������	
��������������������  생성
이미지 중심이미지���������	
��������������������  시각화

이미지의���������	
��������������������  구조화
직관적���������	
��������������������  해석을���������	
��������������������  통한���������	
��������������������  패턴의���������	
��������������������  인식

정보의���������	
��������������������  통합을���������	
��������������������  통한���������	
��������������������  패턴의���������	
��������������������  생성
이미지,의미 조합

디자인���������	
��������������������  평가

디자인���������	
��������������������  이미지의���������	
��������������������  평가
비교를���������	
��������������������  통한���������	
��������������������  유사점과���������	
��������������������  차이점의���������	
��������������������  발견

직관적���������	
��������������������  해석을���������	
��������������������  통한���������	
��������������������  패턴의���������	
��������������������  인식
이미지 중심

디자인���������	
��������������������  평가

기능���������	
��������������������  및���������	
��������������������  생산성의���������	
��������������������  검증
객관적���������	
��������������������  분석을���������	
��������������������  통한���������	
��������������������  패턴의���������	
��������������������  인식

객관적���������	
��������������������  해석을���������	
��������������������  통한���������	
��������������������  귀납적���������	
��������������������  발견
의미 중심

[표���������	
��������������������  4-19]���������	
��������������������  디자인���������	
��������������������  활동���������	
��������������������  별���������	
��������������������  주요���������	
��������������������  정보처리���������	
��������������������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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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자인 활동의 인지적 해석

 이 절에서는 디자인 활동 중에서 복합적인 인지 처리가 요구되는 ‘조형 

컨셉의 도출’, ‘디자인 스케치’, ‘디자인 안의 비교 및 평가’를 인지적인 관

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4.3.1 조형 컨셉의 도출

 디자인 시스템 인지 모델에서 ‘조형 컨셉 도출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처리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  4-17]���������	
��������������������  컨셉도출���������	
��������������������  활동의���������	
��������������������  디자인���������	
��������������������  시스템���������	
��������������������  인지모델

 컨셉 도출은 조형적 컨셉 도출, 기능적 컨셉 도출의 통합적 인지 처리

로 해석할 수 있다. 이중 부호화 이론에 따르면 조형 컨셉을 도출한다는 

것은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가 조합되고 변형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미지정보가 형, 색, 구성, 질감을 포함한다면, 의미정보는 사용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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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사용 환경 등을 포함한다. 조형적 컨셉 도출 활동은 의미정보와 이미

지정보의 관계를 이해하고 패턴을 통해서 인식하고 추상적으로 기억하고 

다시 패턴으로 연상하는 고차원의 인지 활동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는 디

자이너의 머릿속의 표상 이미지가 디자인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추상화되

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이너가 심상의 이미지를 현실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징(기호)들로 전환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디자이너는 

이러한 상징의 매개체로 조형이나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나 이미지를 활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형 언어는 예를 들어서 ‘미니멀(minimal)’, ‘소프

트(soft)’, ‘캐쥬얼(casual)’등의 형용사적 표현이 사용된다. 디자인 컨셉은 

이러한 형용사적 단어와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들의 조합인데, ‘미니멀한 

디자인의 소파’ 혹은 ‘ 섹시한 느낌의 형태’ 등의 형용사를 포함한 단어가 

의사소통을 위한 상징으로 활용된다. 

 조형 컨셉을 인식하는 활동은 디자인 대상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에 

근거한 개념의 인지와 범주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개

념에 내포된 의미를 통해서 외연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고 이를 범주적 사

고를 통해서 비교하는 인지 처리가 수반된다. 이를 통해서 특정한 패턴

(pattern)을 인식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라 함은 기존의 디자인 대상물이나 경쟁 제품에

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디자인 요소일 수도 있고, 기능을 위한 필수적인 디

자인 요소일 수도 있다. 컨셉 도출 활동에서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의 효

율적인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인지 처리로 ‘범주화’를 들 수 있다. 디자이

너는 시각적인 인식을 통한 이미지 기억과 사전 지식을 통해서 디자인 대

상을 ‘범주화’다. ‘범주화’란 동물, 식물, 인공물, 인간, 개념 등을 수평과 

수직축에 구조적으로 배치하는 의식적인 활동이다.144 

 디자이너는 어떠한 개념을 인식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대상을 파악고, 

개념과 범주에 근거하여 의미정보와 이미지정보를 연결하여 조형 컨셉을 

도출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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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디자인 스케치

 디자인 시스템 인지 모델에서 ‘디자인 스케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인

지 처리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  4-18]���������	
��������������������  이미지���������	
��������������������  시각화���������	
��������������������  활동의���������	
��������������������  디자인���������	
��������������������  시스템���������	
��������������������  인지���������	
��������������������  모델

 디자이너의 머릿속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직관적인 행

위는 스케치이다. 이는 디자인 과정의 어떤 특정 단계가 아니라 디자인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데 그 중에서 컨셉 도출 활동과 이미지 시각화 활동에

서 빈번히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스케치는 디자이너 머릿속의 이미지와 의미정보를 연결하고 절차 지식

이라는 잠재의식의 자동 처리를 수반하는 대단히 집약적이면서 고차원적

인 인지 처리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지심리학의 이론에서는 인간의 

지식에는 서술 지식(진술 될 수 있는 사실들, 예: 제품의 이름, 대상의 모

양에 대한 묘사)과 절차 지식(실행될 수 있는 절차, 예: 구두 끈 매는 법, 

자동차 운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45 디자인 과정에서 의미정보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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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보인 서술 지식이 표상을 떠올리는데 활용된다면, 절차 지식은 디

자이너의 손을 통한 행위로서 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케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단순화하고 추상화하기 위해서 

점, 선, 면의 단순한 조형 요소를 통해서 가장 복잡한 입체를 표현하는 고

도의 인지 처리 과정이다. 어떠한 복잡한 시스템도 단순한 모델부터 시작

하여 구축 되듯이 머리와 마음속의 어떤 기억이라도 추상화를 거쳐야만 

그림이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먼저 디자이너가 스케치를 통해서 대상

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대상의 이미지가 어느정도는 구체적으

로 표상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표상에 대한 자극은 단어나 어의를 통해서 

탐색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 섹시한 느낌의 스포츠

카’와 같은 단어가 제시되었을 때 이것을 스케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

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스포츠카라는 대상을 범주화하고, 기억에서 

‘멋진’이란 수식어에 어울리는 스포츠카의 형상을 연상하고, 이를 패턴화

(추상화)하여 자동적으로 절차 지식으로 연결될 때만이 정교한 스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한 인지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오류가 있

거나 실패한다면 ‘섹시한 느낌의 스포츠카’의 스케치가 나올 가능성은 줄

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케치는 인간의 기억의 한계와 망각의 특성을 보완하는 외면화 

된 인지 처리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의 머릿속의 단기 기억의 한

계 용량(7개 전후)을 넘어서는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질 가능성

이 높다. 이를 외부에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수단이 시각과 연동

되는 반응기로서의 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시각기와 운동기의 연동을 

통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디자이너의 단기 기억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의미정보를 현실의 외부 기억 장치(종이나 컴퓨터)에 

묶어두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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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디자인 안의 비교 및 평가

 디자인 시스템 인지 모델에서 ‘디자인 안의 비교 및 평가 활동’에서 이

루어지는 인지 처리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  4-19]���������	
��������������������  디자인���������	
��������������������  안의���������	
��������������������  비교���������	
��������������������  및���������	
��������������������  평가의���������	
��������������������  활동의���������	
��������������������  디자인���������	
��������������������  시스템���������	
��������������������  인지���������	
��������������������  모델

 디자인 평가는 최종 디자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지

만, 디자인의 전 과정에서 디자인 이미지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

다.  

 인지적 관점에서 보자면 디자인 평가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에 기

초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닌 디자이너의 경험과 사전 지식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단서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디자이너는 가능한 경우의 수

에서 최적의 출력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 안의 

비교 및 평가에서 디자이너는 선택적 주의를 통해서 유사성과 차이성을 

기준으로 정보의 가치를 판별한다. 직관적이고 빠른 판단을 위해서 디자

이너는 먼저 비교하고자 하는 대안들의 공통 속성을 제거하고 각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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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평가하는데 A

안, B안 모두 같은 사이즈의 화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럼 화면 사이

즈는 공통 속성으로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사성과 차이성을 중심

으로 이미지를 평가하는 인지 처리는 공통 속성을 제외 하기에 목표로 하

는 정보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평가하는 순간의 휴리스틱(직관)이 일상 

생활에서의 휴리스틱(직감)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은, 디

자이너의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의 다름과 그 연결 강도에 있을 수 있다. 

누구나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

고 이는 다분히 개인적인 직관과 감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판단할 때는 디자인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

게 보일까, 어떤 감성을 불러 일으킬지를 추론하거나, 사용상의 문제점이

나 사용 과정의 다양한 변수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직관력

이 뛰어난 디자이너는 선천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원인을 추

론하는 사고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거나, 시각적 정보들이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반응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정보들은 

단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조합되는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직까지 아무리 처리 속도가 빠른 

컴퓨터의 알고리즘도 디자이너가 다루는 정보들의 변수를 고려하여 해결

책을 내놓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의 비교 및 판단의 정보 처리 과정

은 고차원의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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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디자인 사고의 인지적 특성

4.4.1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의 연결과 조합

 앞서의 디자인 시스템 인지 모델의 분석을 통해서 의미정보와 이미지

정보가 연결되고 조합되는 정보 처리가 ‘조형 컨셉 도출’, ‘기능 컨셉과 조

형 컨셉의 연결’,  ‘이미지의 구조화’ 활동 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단계 ���������	
��������������������  주요���������	
��������������������  활동 정보처리���������	
��������������������  특성 정보���������	
��������������������  특성

상황���������	
��������������������  인식

디자인���������	
��������������������  정보의���������	
��������������������  분석
객관적���������	
��������������������  분석을���������	
��������������������  통한���������	
��������������������  패턴의���������	
��������������������  인식

연역,���������	
��������������������  귀납추론을���������	
��������������������  통한���������	
��������������������  발견
의미���������	
��������������������  중심

상황���������	
��������������������  인식 제품���������	
��������������������  이미지의���������	
��������������������  비교
비교를���������	
��������������������  통한���������	
��������������������  유사점과���������	
��������������������  차이점의���������	
��������������������  발견

이미지를���������	
��������������������  통한���������	
��������������������  범주화���������	
��������������������  및���������	
��������������������  패턴의���������	
��������������������  인식
이미지���������	
��������������������  중심상황���������	
��������������������  인식

디자인���������	
��������������������  목표의���������	
��������������������  설정
직관적���������	
��������������������  해석을���������	
��������������������  통한���������	
��������������������  패턴의���������	
��������������������  인식

정보의���������	
��������������������  통합을���������	
��������������������  통한���������	
��������������������  패턴의���������	
��������������������  생성
의미���������	
��������������������  중심

컨셉의���������	
��������������������  도출

기능적���������	
��������������������  컨셉의���������	
��������������������  도출
귀추적���������	
��������������������  추론을���������	
��������������������  통한���������	
��������������������  패턴의���������	
��������������������  인식

직관적���������	
��������������������  해석을���������	
��������������������  통한���������	
��������������������  연상과���������	
��������������������  유추
의미���������	
��������������������  중심

컨셉의���������	
��������������������  도출 조형적 컨셉의 도출
이미지를 통한 범주화 및 패턴의 인식

연상 및 유추를 통한 패턴의 생성
이미지와 의미 조합컨셉의���������	
��������������������  도출

기능컨셉과 조형컨셉의 연결
직관적 해석을 통한 연상과 유추

정보의 통합을 통한 패터의 생성
이미지와 의미 조합

이미지���������	
��������������������  시각화

이미지의���������	
��������������������  탐색
이미지를���������	
��������������������  비교를���������	
��������������������  통한���������	
��������������������  패턴의���������	
��������������������  인식

직관적���������	
��������������������  해석을���������	
��������������������  통한���������	
��������������������  연상과���������	
��������������������  유추
이미지���������	
��������������������  중심

이미지���������	
��������������������  시각화 이미지의���������	
��������������������  표현
세부특징���������	
��������������������  탐색을���������	
��������������������  통한���������	
��������������������  연상과���������	
��������������������  유추

직관적���������	
��������������������  해석을���������	
��������������������  통한���������	
��������������������  패턴의���������	
��������������������  생성
이미지���������	
��������������������  중심이미지���������	
��������������������  시각화

이미지의 구조화
직관적 해석을 통한 패턴의 인식

정보의 통합을 통한 패턴의 생성
이미지와 의미 조합

디자인���������	
��������������������  평가

디자인���������	
��������������������  이미지의���������	
��������������������  평가
비교를���������	
��������������������  통한���������	
��������������������  유사점과���������	
��������������������  차이점의���������	
��������������������  발견

직관적���������	
��������������������  해석을���������	
��������������������  통한���������	
��������������������  패턴의���������	
��������������������  인식
이미지���������	
��������������������  중심

디자인���������	
��������������������  평가

기능���������	
��������������������  및���������	
��������������������  생산성의���������	
��������������������  검증
객관적���������	
��������������������  분석을���������	
��������������������  통한���������	
��������������������  패턴의���������	
��������������������  인식

객관적���������	
��������������������  해석을���������	
��������������������  통한���������	
��������������������  귀납적���������	
��������������������  발견
의미���������	
��������������������  중심

[표���������	
��������������������  4-20]���������	
��������������������  이미지정보와���������	
��������������������  의미정보의���������	
��������������������  조합���������	
��������������������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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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학문의 이론 중 이중 부호화 이론은 인간의 기억과 지식의 표상은 

의미정보와 이미지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의미정보와 이미지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서 일반인들과 디자이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미지정보를 통해서 의미정보를 유추하고 해석

하는 인지 수행을 많이 하는 반면(예를 들어 ‘사과’를 보면 먹음직스럽다

는 ‘인상’으로 변환) 디자이너는 의미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정보를 

생성(‘섹시한’이란 단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디자인)한다는 점이다.

 디자인 과정에서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는 서로 꼬리를 무는 연상을 

통해서 연결된다. 디자이너는 의미정보를 통해서 이미지정보를 연상하고, 

이미지정보를 통해서 의미정보로 환원된다. 특정한 이미지나 의미를 통한 

점화(priming)효과는 순간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불러 올 수 있다. 디자인

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의미정보와 이미지 정보는 씨줄과 날줄로서 엮이고 

구조화되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의미정보와 이미정보의 

연상을 통한 인지 처리 과정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  4-20]���������	
��������������������  의미정보와���������	
��������������������  이미지정보의���������	
��������������������  연상

 디자이너가 의미정보와 이미지정보를 동시에 다루면서 최종적으로 이

미지로 환원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화가나 조각가와 같은 예술가와 비슷하

의미정보이미지정보

이미지정보의미정보

그림 4-9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의 연상

환원

환원

환원환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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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로버트 루스번스타인은 이러한 예술 창작자들의 능력을 

추상화, ‘패턴인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추상화가 어떤 대상의 개념을 인

지적으로 해석하여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특성 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생략하는 활동이라면, 패턴인식은 대상이나 현상들 간의 유사성이나 연관

성을 연결하고 상호 간의 특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시인이나 소설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기억들을 단어와  문

장이라는 형식으로 환원하는 것이나 음악가가 어떠한 감정이나 느낌을 음

표와 가사로 떠올리는 것이 패턴의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146 

 

 그러나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를 연결할 때 

주로 개인적인 경험과 사상에 의한 주관성에 의존하는데 비해서 제품 디

자이너는 사용자와 유용성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엄연한 사실이다. 디자이너에게는 기능과 사용성, 감성, 가치 

등의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형태와 질료라는 형이하학적인 형식으로 추상

화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연상과 유추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인지처리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를 연결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나 이미지로 전개해 나가는 인

지 처리 과정은 디자이너 사고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4.2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시스템의 조합

 직관적 사고(intuitive thinking) 는 확정 되지 않은 원리나 지식을 발견

하는 사고방식으로 엄 한 논리적 추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제의 해답

을 생각해 내는 추리 작용을 말한다. 처음 만난 사람의 인상을 판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운전 중 위험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반

111

146 Root-Bernstein, Robert Scott & Root-Bernstein, Miche le. 박종성 역. (2007). 생각의 
탄생. 서울: 에코의서재.



응,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만으로도 상대의 기분을 감지하는 능

력 등이 직관이다. 이러한 직관에 대해서 유카와 히데키는 직관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추(analogy)를 들고 있다. 유추는 기능은 비슷하지

만 형태가 다른 사실이나 사상을 비교하거나 모른 것을 파악하기 위해 잘 

알고 있는 것과 그와 유사한 것을 대조, 비교해 보는 것을 말한다. 유추법

은 그 대상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대상의 내부에 들어가서 내

부에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만년필을 발명하려고 할 때 자신

이 만년필이 되었을 때를 상상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147

 분석적 사고(analytic thinking)는 논리적 사고의 유형으로서, 문제해

결을 위하여 주어진 단위 요소로서의 자료나 정보 간의 논리적 관계를 분

석하는 사고 대상 단위 요소들 간의 관계를 면 하게 조사함으로써 기존

의 정보를 명료히 하기 위한 사고 기능의 한 국면이라 할 수 있다. 비교,속

성 및 요소 파악, 핵심 아이디어 식별, 오류 확인 등의 하위 지적 조작 기

능들로 구성된다.148  분석은 복잡한 대상이나 현상을 가능한 단순화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적 사고는 카너먼의 이중 인지 모형의 이성적 사고

와 대응되는데 이는 직관적인 사고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해결의 

상황에서 여러가지 대안이나 정보를 통해서 유용한 해결 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시스템적 조합

 디자인 활동에서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해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는 영역은 다음 장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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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4-21]���������	
��������������������  분석적���������	
��������������������  사고와���������	
��������������������  직관적���������	
��������������������  사고���������	
��������������������  유형의���������	
��������������������  영역

 상황인식과 디자인 평가 단계에서는 분석적 사고가 높은 반면에 컨셉 

도출과 이미지 시각화 단계에서는 직관적 사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  4-22]���������	
��������������������  직관적���������	
��������������������  사고와���������	
��������������������  분석적���������	
��������������������  사고���������	
��������������������  유형의���������	
��������������������  상대적���������	
��������������������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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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너먼의 이중 인지 시스템에서 설명하듯이 두 가지 사고는 완벽히 분

리 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보다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시스템 중 하나의 사

고 유형을 주로 활용하는데 비해서 디자이너는 두가지 사고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음악가나 화가는 주로 직관적인 사고

와 활동을 주로 사용한다.149  직관과 대비되는 분석적 사고는 회계사나 문

서 작업을 위주로 하는 사무원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보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추론을 활용된다. 다른 분야

의 직업도 이러한 두가지 사고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사고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의 분석을 통해서 직관

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유형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영역은 디자인 세부 활

동의 목적과 다루는 정보에 따라서 발현되는 시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디자이너는 필요에 의해서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인지 처리의 비

중을 조절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추론 되어진다. 디자인 사고의 특성은 두 

가지 시스템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4.4.3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동적 평형

확산적 디자인 사고의 특성

 디자이너는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개념과 이미지를 

연상한다. 이는 이미지를 통한 이미지의 연상, 이미지를 통한 의미의 연

상, 의미를 통한 이미지의 연상, 의미를 통한 의미의 연상을 포함한다. 이

미지정보와 의미정보가 단서가 되어서 다른 생각을 불러오는 도미노 현상

이 자동적이고 병렬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인지 처리는 점증적이면서 

확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디자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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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보를 단서로 하여 생각의 범위를 연장한다. 디자이너는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 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내고 조형이미지를 

많이 가져오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늘린다. 

 이러한 확산적 사고는 인지 심리학의 기억과 표상의 연결망 이론의 관

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연결주의 이론에서는 지식 및 개념의 확장을 의미

망에서의 기억 단위인 노드(node)들의 상호 연결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  4-23]���������	
��������������������  확산적���������	
��������������������  사고의���������	
��������������������  개념���������	
��������������������  모형

���������	
��������������������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개념이나 이미지는 기억의 인

출과 연상의 조합을 통해서 다른 개념이나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다.  기

존의 개념이나 이미지에서 얼만큼 멀리 갔느냐가 디자인에서 새로움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러한 노드들의 상호 연결성이 증가하고 확장되는 확산

적 사고는 디자인 사고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렴적 디자인 사고의 특성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는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하고 비교

하고 분석해서 해결책을 내놓는데 유용하다. 디자인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나 정보를 평가하고 중요한 정보를 식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정보를 통

합하는 통제적인 사고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렴적 사고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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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과 관계를 살핀다는 점에서 미크로(micro)차원이면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점에서는 매크로(macro)차원이라 볼 수 있다. 

수렴적 사고의 과정은 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억과 표상의 연결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  4-24]���������	
��������������������  수렴적���������	
��������������������  사고의���������	
��������������������  개념���������	
��������������������  모형

 인간의 지식의 표상 이론에서는 개념이나 지식이나 개념은 패턴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어떠한 생각이나 지식은 추론과 분석을 통해서 패

턴으로 인식될 수 있고, 지식의 패턴들은 디자이너의 머릿속에서 연결되

고 조합되면서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 및, 새로운 패턴의 생성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동적 평형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는 특히 컨셉 도출과 이미지 시각화 단계에

서 교차되고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컨셉 도출 활동’에서는 연상과 

유추의 인지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의미정보와 이미지정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확산된다면 추론과 논리적 해석을 통한 디자인 목표 정보와

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의 컨셉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 시각

화 단계’에서는 이미지의 비교와 연상, 이미지의 탐색 및 스케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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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요소의 조합을 통해서 디자인 안이 확산된다면, 사용자나 기능적인 

컨셉과의 비교, 조형 컨셉에 부합되는 조형 원리를 통해서 하나의 시각화

된 이미지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디자인 인지 시스템 인

지 모델에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영역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  4-25]���������	
��������������������  수렴적���������	
��������������������  사고와���������	
��������������������  확산적���������	
��������������������  사고의���������	
��������������������  영역���������	
��������������������  및���������	
��������������������  특성

 두 가지 사고 유형은 물과 썰물과 같은 파장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나 이미지의 양이 어

느 정도의 임계점에 도달되면, 수렴적 사고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반복 교차는 생물학에서의 동적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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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할 수 있따. 동적평형은 정보가 역동적으로 조직화되고 끊임없

이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네트워크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이너는 이러한 동적인 평형 상태에서 다양한 디자인 속성 간

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의미정보와 이미지정보의 차원, 스케일과 스케일 

차원,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의 차원, 시각적인 것과 촉각적인 차원, 기능

적인 차원과 조형적인 차원을 넘나들면서 다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4-26]���������	
��������������������  확산적���������	
��������������������  사고와���������	
��������������������  수렴적���������	
��������������������  사고의���������	
��������������������  동적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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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소결 :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사고 특성

인지적 관점의 해석을 통한 디자인 사고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의 연결 : 디자인 사고는 이미지정보와 의미정

보를 비교, 분석, 연상, 추론, 조합의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정보를 생성하는 정보처리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직관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균형 : 디자인 사고는 연상과 유추를 활

용하는 직관적 사고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고 분석과 추론을 통한 논리

적인 분석적 사고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시스템적 조합 : 디자인 사고는 가능성

을 넓히고 새로운 패턴을 생성하는 확산적 사고와 이를 통해서 발산된 생

각과 가능한 해법 중 가장 유용하고도 적절한 것을 가려내는 수렴적 사고

가 조합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  4-27]���������	
��������������������  디자인���������	
��������������������  사고의���������	
��������������������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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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방법 

개발 가능성 모색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디자인 사고의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인지

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CBI: Cognitive-based Image Mapping Methods 

for Design)을 제안하고, 인지 기반의 디자인 방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한다.

제 1 절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방법의 방향

5.1.1 기존의 이미지 맵(image map)기법의 고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 기법은 조형 

언어와 이미지의 탐색을 통해서 조형 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이미지 맵핑 기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

의 대표적인 이미지 맵핑 기법의 개념 및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미지 맵핑의 개념

 이미지 맵핑은 조형적인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미

지를 일정한 공간에 배치하고 분석하는 기법으로 디자인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미지 맵핑을 활용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는 키워드에 

맞는 기존의 관련 제품 뿐 아니라 패션, 건축, 자연물 등에서 최대한 모으

고 카테고리화 한다. 이미지 수집은 비교적 손쉬운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관련 잡지, 서적, 전시회, 공모전, 전자쇼 등에서 수집 된 자료를 모으고 분

류하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이미지 맵핑(image mapping)기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경쟁 제품의 이미지의 수집, 분류,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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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경쟁 모델 및 사용자의 분석을 위한 이미지맵과 조형 컨셉이나 조형 

언어를 시각화하기 위한 이미지 보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미지맵의 종류 및 특성

 ① 경쟁 모델 이미지맵(Competition Model Image Map)

 경쟁 모델 이미지 맵은 자사나 현재 기준이 되는 제품의 모델 이미지와 

경쟁 모델을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외형적인 속성이나 기능적인 속성의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주어진 이미지

를 상대적인 위치와 거리를 기준으로 배치한다. 아래의 그림처럼 스마트

폰의 이미지를 비즈니스(business)와 개인(personal)의 기능적 속성과 보

수적(conservative), 진보적(progressive)인 조형적 특성의 두 축을 중심으

로 배치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  5-1]���������	
��������������������  경쟁사���������	
��������������������  이미지���������	
��������������������  맵핑의���������	
��������������������  예

  이러한 이미지 배치를 위해서는 속성에 대한 설정이 중요한데, 이는 

디자인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고, 처음에 배치되는 이미

지와의 상대적인 비교, 판단을 통해서 다음에 배치되는 이미지의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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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기 쉽다. 이는 키워드를 통한 의미정보의 해석을 필요로 하면서 이

미지의 상대적인 위치와 거리를 계산해야 하는 인지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이미지가 증가할 수록 생각해야 

하는 요소들(두가지 축의 속성, 기존에 배치된 이미지와의 상대적인 거리 

및 위치)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지적인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두가지 

축의 설정으로 인해서 이미지의 배치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통

한 시장 상황의 분석에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처음에 설정된 기준 이외의 

정보는 이미지 배치에 무시된다는 점과 함께 유사 제품의 이미지만을 다

룬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미지의 조형 컨셉의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는 단점이 있다.

② 타겟 사용자 이미지맵(Personas Image Map)

 타겟 사용자 이미지맵(personas image map)은 제품의 특정 사용자층

을 설정하고 사용자의 연령, 경제적 능력, 취향, 라이프 스타일 등의 정보

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수집하고 배치하는 기법이다. 

[그림���������	
��������������������  5-2]���������	
��������������������  타겟���������	
��������������������  사용자���������	
��������������������  이미지���������	
��������������������  맵핑의���������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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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제품이 목표로 하는 사용자층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을 때 활용

되는데, 구체적인 사용자 층과 이에 부합되는 이미지를 연결을 통해서 구

체적인 이미지로 시각화 될 수 있고, 제품의 컨셉과 조형적 이미지를 연결

하는 매개체로 사용자를 설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층이 어느정도 예측된 제품에서는 효과적인 기법이

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의 예처럼 40대 중반의 남성을 타겟으로 설

정하고, 그가 사용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과 성별, 경제적 능력의 객관화 된 데이터로 사용자를 재단

한다는 점에서는 인지적인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핑크를 정

말 좋아하는 30대 남성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고, 리터리의 이미지를 좋

아하는 20대 여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를 상정하는 

타겟 사용자 이미지맵은 20대 여성을 발랄하고 여성스러운 직장 도시 여

성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인지심리학의 ‘대표성의 법칙’ 및 ‘선

입견의 오류’ 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겟 사용자층을 통한 이미지맵

의 단점이 될 수 있다.

③ 컨셉 이미지 보드(Concept Image Board)

 컨셉 이미지 보드(concept image board)는 조형 컨셉이나 조형 언어

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수집하고 배

치하는 기법이다. 이는 디자인 실무에서 조형적 컨셉이 설정되었거나 조

형 언어를 공유하기 위해서 활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마다 자신이 

해석하는 조형 언어를 다른 디자이너와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시적이

고 직접적인 이미지를 매개체로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장점이 있

다. 다음 장의 그림의 예처럼 디자이너가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키워

드에 맞는 이미지를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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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3]���������	
��������������������  컨셉���������	
��������������������  이미지보드의���������	
��������������������  예

 이러한 이미지 보드 기법은 디자이너의 직관에 바탕을 두고 있고, 다른 

디자이너에게도 이미지의 재인(recognition)을 통한 연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조형을 나타내는 한정된 키워

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품 디자이너가 

조형 컨셉의 공유 차원에서 활용하는 키워드가 댄디, 슬림, 스마트, 소프

트 등의 추상적인 의미정보인 단어로 공유된다는 점에서 디자이너마다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생각의 발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단어가 지니는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한

정적인 이미지의 연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앞서 살펴 본 ‘기준점과 조

정 이론’에서 인간은 머릿속에 한번 굳어진 표상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다는 점에서는 한정된 조형 언어에서 출발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미지보드의 이미지정보가 주는 다양한 속성의 혼재는 이를 활용함

에 있어서 인지적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이미

지의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이미지를 선정하고 배치했는데, 이를 나중에 

형태적인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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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 맵핑을 위해서 인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앞서 살펴본 이미지맵 기법들의 장점과 단점의 특성을 인지적 관점에

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  5-1]���������	
��������������������  이미지���������	
��������������������  맵의���������	
��������������������  특성���������	
��������������������  비교

 이를 통해서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맵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디자이너별 표상의 차이- 똑같은 조형 언어를 통해서도 디자이너마다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미지맵의 목적 - 어떠한 목적(경쟁 모델 분석, 사용자 분석, 이미지 

수집)으로 이미지맵을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축 배치와 이미지 배치 방식 - 이미지를 수집하는 기준과 속성에 대한 

확인 및 이미지의 배치의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범주화 및 이미지의 차원 - 이미지맵에서 제품의 범주 및 이미지의 범

주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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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의 제안 방향

 제안하고자 하는 디자인 방법은 인간의 인지적 보편 특성과 디자이너

의 사고 특성을 배려해야 한다.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에서 고려되어

야 할 사항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① 제한된 인지 자원과 인지 경제성의 고려

 앞서 살펴본 인지 학문 이론의 고찰을 통해서 인간의 ‘인지 처리 용

량’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기억 용량

(memory)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7개 이상을 기억하기 어렵거

나, 주의 폭(spawn of attention)의 한계점을 넘어서면 주의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미하이 칙센트하이는 주의를 의식 에너지의 소모라고 설

명한다.150 예를 들어 복잡한 패턴이나 형태의 디자인을 볼 때 발생하는 시

각적 피로는 주의 집중과 이해를 위한 정보 처리 과정의 에너지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모로 나타날 수 있다. 모든 동식물의 생존 체계에 영향을 미치

는 엔트로피의 법칙은 인간의 인지 처리 과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 과정에서는 심리적 엔트로피를 줄이고 심리적 네겐트로피 

상태를 추구하는 방향이 배려되어야 한다. 디자인 과제나 다루는 정보의 

난이도에 따라서 적절한 주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인지 경제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②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 특성의 고려

 앞서 살펴본 인지 학문의 이론인 ‘이중 부호 이론’과 ‘지식 표상의 모

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이미지정보와 의

미정보가 결합된 구조로 인식 됨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 과정에서는 이러

한 두 가지 정보의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디자이너는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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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속에서 표상되는 이미지를 다른 디자이너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통의 합의된 키워드로서 의미정보인 조

형 키워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조형 언어를 가지고 표상하

더라도 디자이너의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이미지의 범주나 속성은 다를 가

능성이 높다. 다니엘 카너먼의 ‘기준점과 조정 휴리스틱스’151에 의하면 같

은 개념으로 시작해도 처음 인식되는 이미지나 개념의 범위의 폭에 제한

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디자이너마다 사전 지식과 경험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정보와 이미지 정보의 인지 특성은 제

안하고자 하는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방법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 

③ 디자인 사고의 특성의 배려

 디자인 과정에는 확산적/수렴적 사고의 시스템이 조합되어 시너지 효

과가 발휘되지만, 정보의 처리 방식이나 점화되는 시점은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디자인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특성을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

를 위해서 새로운 의미나 이미지를 탐색하는 인지 처리 과정에서는 확산

적인 사고의 특성이 배려되어야 하며, 확산된 아이디어나 이미지를 분석

하고 해석하는 인지 처리 과정에는 수렴적인 사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안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방법의 제안의 방향

은 다음과 같다.

•인지 경제성을 고려한 디자인 이미지 맵핑의 제안

•의미/이미지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맵핑의 제안

•확산/수렴적 사고 특성을 배려한 이미지 맵핑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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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의 제안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은 디자인 사고의 인지 특성을 배려하여 조

형 컨셉을 이미지 탐색을 통해서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로 전개된다. 먼저, 사전 준비(preview)단계로 이미지 탐색 이전에 조형 

컨셉을 공유하고 조형 언어를 설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정된 조형 언

어를 중심으로 이미지 브레인스토밍(image brainstorming)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이미지 맵을 해석(interpretation of the image map)

을 통해서 조형 컨셉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나뉜다.

[그림���������	
��������������������  5-4]���������	
��������������������  ���������	
��������������������  인지적���������	
��������������������  관점의���������	
��������������������  이미지���������	
��������������������  맵핑의���������	
��������������������  단계

 

5.2.1 사전 준비(preview)

 디자인 과정에서 조형 컨셉을 도출하고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과정

에서 디자이너는 컨셉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찾고 이를 통해서 조형을 전

개해 나간다.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비교, 해석, 판단할 때는 직관적인 사

고에 의해서 추출되는 감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이미지를 보더

라도 디자이너의 사전 경험과 지식의 차이로 인해 느끼는 감정과 이를 통

해서 연상되는 의미 개념이나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 앞서 3 장에서 살펴

본 휴리스틱적 사고이론의 관점에서 어떤 이미지가 디자이너가 이전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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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했던 이미지여서 좀 더 익숙하거나(대표성 휴리스틱스)152, 디자이너

가 접할 수 있는 이미지가 적거나(가용성 휴리스틱스)153, 다른 사람의 평

가에 영향을 받는 등의 다양한 편향이 이미지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과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경

우 팀 조형 언어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개개인 별로 머릿속에 표상되는 이

미지의 범주는 다를 수 있다. 이는 디자이너 각자가 어떤 개념이나 의미를 

인식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사전 지식, 경험 등의 기억 정보가 다르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  5-5]���������	
��������������������  조형���������	
��������������������  키워드에���������	
��������������������  의한���������	
��������������������  표상의���������	
��������������������  차이

 위의 그림처럼 ‘natural’이라는 조형 컨셉에서 출발하더라도 디자이너

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만일 조형 컨셉이 단어로 공

유되더라도 디자이너 개개인 별로 생각하는 개념과 이미지의 범주는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디자이너는 ‘야생의 동식물’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 

다른 디자이너는 ‘깊은 바다의 투명함’을 떠올릴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이

너의 조형 언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나 방향성, 이미지의 다양한 전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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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대표성 휴리스틱스(representativeness heuristics)는 무엇을 판단해서 결정할 때 표집된 사
례가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 모집단의 특성과 얼마나 유사하느냐에 의해서 판단하는 어림
법을 일컫는다. 
153 가용성 휴리스틱스(availability heuristics)는 가장 쉽게 찾아 쓸 수 있는 기억의 정보를 활용
해 특정한 사건의 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조형 컨셉의 설정 단계에서 한정된 조형 키워드에

서 출발하여 디자이너마다의 조형 언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공유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미지 맵핑의 작업에 앞서 사

전 준비 단계를 거쳐서 각자 조형 컨셉에 대해서 각자가 떠올리는 심상을 

공유하고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이미지 컨셉을 구체화할 수 있다.

사전 준비 단계의 전개 방법 

① 디자인의 조형 컨셉이나 조형 키워드를 공유한다. 

② 각자 조형 컨셉이나 키워드에 대해서 연상하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

각을 최대한 자세히 적는다.(개인별 2가지 이상)

③ 적은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한다.

④ 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키워드를  2-3가지로 정한다.

(개인적인 디자인 과정에는 2,4의 과정만으로 진행 가능)

[그림���������	
��������������������  5-6]���������	
��������������������  ���������	
��������������������  인지적���������	
��������������������  이미지���������	
��������������������  맵핑의���������	
��������������������  사전���������	
��������������������  준비���������	
��������������������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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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이미지 브레인스토밍(image brainstorming)

 앞서 살펴 보았듯이 디자인 사고는 의미정보인 조형 언어의 인식을 통

해서 장기 기억에서 이미지를 표상하고 연상, 유추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

이미지를 인출하는 인지 처리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디자이너의 장기 기

억 안에 아무리 많은 이미지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단서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기억의 회상, 연상, 유추의 인

지 처리 과정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힘들다. 조형 컨셉을 구체화하는 디

자인 활동을 위해서는 이미지 정보의 시각적 ‘재인(recognition)’이 효과

적일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지의 재인 기억 검사에서 이미

지의 회상 검사보다 월등한 수행을 보인다고 한다.154  재인 기억

(recognition memory)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할 때까지 회상

기억(recall memory)보다 신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다.155 

이를 이미지맵핑에 적용하면 디자이너의 회상 정보에 의존하는 것보다 실

제 이미지를 보는 것이 기억 속의 어떤 인상을 인출하고, 연상하고, 조합

하는 인지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미지를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미지를 인식

하고 이를 주어진 조형 키워드와 대응해 나가면서 확산해 나가는 것이 디

자이너의 기억 정보를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미지 브레인스토밍은 앞서 사전준비(preview)에서 설정된 조형 키

워드를 축으로 디자인하고자 하는 제품의 전형을 중심으로 형태 유사성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본 연구에서의 이미지

맵핑은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의자’를 디자

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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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조형 키워드 축의 설정과 전형적 이미지의 배치

이 단계에서는 사전준비를 통해서 설정된 조형 키워드를 가능한 큰 종이

나 벽면에 축으로 설정하고 제품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가운데 배치한다.

[그림���������	
��������������������  5-7]���������	
��������������������  이미지���������	
��������������������  브레인���������	
��������������������  스토밍���������	
��������������������  단계���������	
��������������������  1

 이미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전형(typicality)156  또는 원형은 어떠

한 개념을 떠올릴 때 인지적으로 가장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를 말한다. 이러한 전형은 인지적으로 가장 대표성을 띄고 있고 누구나 쉽

게 떠올릴 수 있고, 일정한 범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인지 심리학

에서는 이를 인지 경제성 또는 인지 정보량으로 설명한다. 디자인하고자 

대상의 대표성을 가진 전형은 그 범주의 일반적인 기능적 특성과 이미지

를 대표하기에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디자인의 출발점으로서 향후 다양한 

전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위의 그림처럼 디자인하고자 하는 대상

인 ‘의자’의 가장 전형적인 이미지를 중심에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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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전형적인 제품은 어떤 범주를 대표하는데 적절하다고 인지되는 제품를 의미한다.



 2 단계: 조형 유사성을 통한 이미지의 배치

조형 유사성을 기준으로 전형과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축의 갯수 만큼 선

정하고, 선정한 이미지를 키워드와의 조형 유사성을 기준으로 축을 따라 

배치한다.

[그림���������	
��������������������  5-8]���������	
��������������������  이미지���������	
��������������������  브레인���������	
��������������������  스토밍���������	
��������������������  단계���������	
��������������������  2-1

 조형적 유사성 판단은 두 개 이상의 제품이 얼마나 유사하게 지각되는

지를 판단하는 직관적인 지각 과정으로 인지 처리 과정에서 다른 방해 요

소나 노이즈(noise)가 개입 될 가능성이 적다. 제품의 이미지는 다양한 속

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지각함에 있어 제품의 기능, 사용성, 사용자 층, 

감성, 형태, 색상, 재질, 가격 등의 모든 속성을 고려한다면 디자이너의 인

지 처리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고, 이미지를 배치하는데 있어서도 판단

을 위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확산적 사고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인지 처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

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기준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에 조형적 유사성만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판단함으로써 직관적이고 확산

적인 이미지의 전개가 가능할 수 있다. 

133



 아래의 그림처럼 이미 배치된 이미지들과의 조형적 유사성을 통해서 

의자의 이미지와 조형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들을 선정하고, 조형 키워드의 

축에 추가할 수 있다.

[그림���������	
��������������������  5-9]���������	
��������������������  이미지���������	
��������������������  브레인���������	
��������������������  스토밍���������	
��������������������  단계���������	
��������������������  2-2

 만약 이미지가 두 가지 키워드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면, 기 배치한 이미지와의 유사성 판단을 통해서  축의 사이에 배치한다.

[그림���������	
��������������������  5-10]���������	
��������������������  이미지���������	
��������������������  브레인���������	
��������������������  스토밍���������	
��������������������  단계���������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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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유사 제품 범주로의 이미지 확산

앞서의 방법으로 유사한 제품의 범주까지 이미지를 배치한다.

[그림���������	
��������������������  5-11]���������	
��������������������  이미지���������	
��������������������  브레인���������	
��������������������  스토밍���������	
��������������������  단계���������	
��������������������  3

 앞서의 방법으로 이미지를 배치하면 위의 그림처럼 제품의 전형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자의 이미지가 배치되면서 범주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범주화(categorization)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을 동

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집단화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주화는 전형성 

평가와 유사성(similarity)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디자인 과정에 특정 제

품에 대한 범주를 파악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전형이 무엇이며, 범주를 설

명할 수 있는 디자인 속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지의 판단에서는 범주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범주는 그 범주

만이 가진 독특한 속성이 있고 제품 범주에 따라서 디자인의 컨셉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처음 의도했던 다른 

제품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범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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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 관련 제품 범주로의 이미지 확산

앞서의 방법으로 제품 범주를 확장하여 이미지를 배치한다.

[그림���������	
��������������������  5-12]���������	
��������������������  이미지���������	
��������������������  브레인스토밍���������	
��������������������  단계���������	
��������������������  4

위의 그림처럼 전형적인 의자에서 벗어난 소파, 스툴, 흔들 의자, 홈바 의

자, 디자이너 작품까지 범주를 확장하여 이미지를 배치할 수 있다. 이미지

를 확산해 나가는 방식에서 조형 유사성을 판단 기준으로 비슷한 이미지

를 중심으로 전개했지만, 이미지의 범주를 확장 함에 따라서 최초 기준점

의 전형과는 다른 조형적 다양성을 가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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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계 : 범주를 넘어선 이미지 확산

앞서의 방법으로 범주를 넘어선 다양한 이미지(제품, 공간, 동물, 식물, 시

각물, 풍경 등)를 배치한다.

[그림���������	
��������������������  5-13]���������	
��������������������  이미지���������	
��������������������  브레인스토밍���������	
��������������������  단계���������	
��������������������  5

 위의 그림처럼 전형적인 의자를 기준점으로 확장된 이미지는 다른 범

주인 전자제품, 운송 기기, 생활용품의 인공물을 넘어 자연의 풍경이나 동

식물, 그래픽의 이미지까지 범주가 확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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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이미지 맵의 해석 (interpretation of the image map)

 앞서 도출된 디자인 사고의 특성 중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는 디자

인 활동의 세부 목적과 다루는 정보의 특성 및 인지 경제성의 측면에서 점

화 시점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미지 맵핑은 

이러한  두 가지 사고 시스템의 특성의 차이가 고려되었다. 확산적 사고가 

주를 이루는 이미지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이미지의 세부적인 속성에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 이미지를 유사성의 기준으로 확산해 나가는 과

정에서 세부적인 속성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논리적으로 분석하려 하면 직

관적인 사고의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브레인 스토밍 단계

가 확산적 사고를 기반으로 이미지의 조형적 가능성을 넓히는 과정이었다

면 이를 분석하고 조합하여 조형 컨셉을 구체화 하는데는 수렴적 사고가 

동원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작성된 이미지맵

은 수렴적인 사고와 분석적인 사고의 특성을 활용해서 해석될 수 있다. 

 

 이미지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서 작성된 이미지맵의 해석 및 활용은 다

섯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범주 차원의 해석

•동질과 이질 차원의 해석

•조형 속성 차원의 해석

•조형 키워드 차원의 해석

•이미지 맵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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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주 차원의 해석

 작성된 이미지맵은 제품의 범주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앞서의 과정

에서 범주(category)화를 단계별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유사 제품, 관련 제

품, 확장된 제품, 범주를 넘어선 유사성을 가진 이미지의 영역들이 방사형

으로 배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의 구분은 이미지를 해석함에 

있어 유사 제품의 범주만을 중심으로 비교할 것인지, 확장된 제품까지 비

교, 분석할 것인지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주의를 기

울일 수 있다.

[그림���������	
��������������������  5-14]���������	
��������������������  이미지���������	
��������������������  범주���������	
��������������������  차원의���������	
��������������������  이미지맵의���������	
��������������������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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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질과 이질 차원의 해석

  작성된 이미지맵은 이미지들 간의 동질157과 이질158의 차원에서 해

석이 가능하다. 이미지맵에 배치된 이미지들은 조형적인 유사성 뿐만이 

아니라 의미적 유사성의 차원에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미지맵의 외곽으

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제품이 가진 전형적 이미지와는 달라 보이는 새로

운 이미지와 의미로 확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심 영역의 의자의 이

미지에서 다른 제품이나 동식물의 이미지로 확산된 경로를 확인할 수 있

고, 유사성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조형적, 의미적 속

성의 같고 다름을 비교하고 해석할 수 있다. 확산된 이미지들 간의 유사성

의 관계는 상대적인 거리 값으로 직관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림���������	
��������������������  5-15]���������	
��������������������  동질과���������	
��������������������  이질���������	
��������������������  차원의���������	
��������������������  이미지맵의���������	
��������������������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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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형 속성 차원의 해석

 작성된 이미지맵은 배치된 이미지가 가지는 조형 속성을 세부적으로 

분류 함으로써 비교, 분석될 수 있다. 이미지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직관

적으로 분류된 이미지들이 어떠한 조형적 유사성을 통해서 배치 되었는지

를 회상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조형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형태, 색상, 재질의 조형적인 속성일 수도 있지만, 의미정보로도 연

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선정되었던 조형 키워드의 축을 중심으로 

어떤 속성들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미지와 조형 키

워드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아래의 그림은 전형과의 유사 속성을 

형태, 색상, 재질, 의미의 속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이 되는 전형을 중심으로는 형태적인 유사성이 높은 반면 이

미지가 외곽으로 확산될 수록 색상, 재질, 의미의 속성의 빈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  5-16]���������	
��������������������  조형���������	
��������������������  속성���������	
��������������������  차원의���������	
��������������������  이미지맵의���������	
��������������������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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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형 키워드 차원의 해석

 작성된 이미지맵을 통해서 초기 설정했던 조형 키워드 차원에서 이미

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설정된 조형 언어가 최종적인 디자인의 이미

지를 시각화 하기 위한 가설에 해당한다면 배치된 이미지를 통해서는 조

형의 컨셉을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내츄럴이라는 조

형 컨셉에서 파생된 조형 언어를 축으로 방사형으로 파생된 이미지의 영

역를 나타낸 것이다. 조형 축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형성된 키워드 중심 

영역의 이미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형 컨셉에 부합하는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  5-17]���������	
��������������������  조형���������	
��������������������  키워드���������	
��������������������  차원의���������	
��������������������  이미지맵의���������	
��������������������  해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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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의 이미지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두 가지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

는 이미지를 중간 영역에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두 가지 조형적 특성

을 가진 조형 컨셉의 이미지 영역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그

림처럼 조형 키워드 축 사이에 형성된 타원 형태의 영역에 속한 이미지들

은 두 가지의 조형적 특성이 조합된 새로운 컨셉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해

석될 수 있다.

[그림���������	
��������������������  5-18]���������	
��������������������  ���������	
��������������������  조형���������	
��������������������  키워드���������	
��������������������  차원의���������	
��������������������  이미지맵의���������	
��������������������  해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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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지맵의 활용

 이미지 브레인 스토밍의 작성과 해석을 통해서 도출된 정보가 실제 디

자인에서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적용 사

례를 살펴볼 수 있다. 

① 기존과 제품 이미지와 많이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디자인

[그림���������	
��������������������  5-19]���������	
��������������������  이미지맵의���������	
��������������������  활용1

 디자인의 목표가 현재의 제품이나 전형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이미지맵의 중심 영역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해석하고 조형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형적인 이미지의 속성을 나타내는 조

형적인 속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형 컨셉을 도출하거나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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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 제품 이미지와 많이 달라져야 하는 디자인

[그림���������	
��������������������  5-20]���������	
��������������������  이미지맵의���������	
��������������������  활용2

 디자인의 목표가 현재의 제품이나 전형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하는 경

우 는 이미지맵의 외곽 영역의 이미지를 참조하거나 조형 속성을 분석하

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제품이 가진 전형적인 속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의 풍경

이나 동식물의 이미지에서 조형적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나 색상, 재질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조형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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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형적인 속성들의 조합을 통한 디자인

[그림���������	
��������������������  5-21]���������	
��������������������  이미지맵의���������	
��������������������  활용3

 앞서 분석한 조형적인 유사 속성들을 통해서 기존과는 달라 보이는 새

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디자인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조형 요소를 조합하여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형

태적인 특성은 이미지맵의 중심 영역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색상이나 재

질, 의미적 속성을 이미지맵의 외곽에서 찾아서 조합할 수 있다. 반대로, 

형태적 이미지는 외곽의 이미지를 참조하면서, 이와 적절하게 어울리는 

색상, 재질, 의미의 요소를 중심 영역에서 찾아서 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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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형 키워드와 조형 속성의 조합을 통한 디자인

[그림���������	
��������������������  5-22]���������	
��������������������  이미지맵의���������	
��������������������  활용���������	
��������������������  4

 작성된 이미지맵의 조형 키워드 차원의 해석을 통해서 조형 컨셉의 범

위가 좁혀질 수 있다. 조형 키워드의 세 가지 축에서 가장 디자인 목표와 

컨셉이 부합하는 조형 키워드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정

된 조형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참조하면서 다른 조형 키워드의 영

역의 이미지와의 조합을 통해서 조형적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조형 키

워드와 조형 속성들의 조합은 기존의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달라보이는 새

로운 이미지의 생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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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    결

1)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의 특성

본 연구에서 제안된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맵핑에서 고려되어진 디자인 사

고의 특성은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  5-2]���������	
��������������������  인지적���������	
��������������������  관점의���������	
��������������������  이미지���������	
��������������������  맵핑의���������	
��������������������  특성

① 확산/수렴적 사고의 조합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조합은 단계 별로 적용되었는데, 사전 준

비 단계에서는 조형 언어의 확산-수렴을 통해서 조형 언어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미지 브레인 스토밍 전개 단계에서는 전형성을 기준점으로 하여 

이미지의 범주를 넓히는 과정으로 확산적 사고와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 맵의 해석 및 디자인 적용 단계에서는 작성된 이미지 맵을 이미지 

범주의 관점, 이미지 유사성의 관점, 유사 속성의 관점, 조형 키워드의 관

점의 해석을 통한 수렴적 사고와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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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지 경제성 측면의 배려 

 디자이너의 사고 과정의 제한된 인지 자원과 인지 경제성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 이미지 맵의 작성 단계에서 이미지를 배치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확산됨에 따라 디자이너의 주의 

자원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디자인 과정에서 주의와 환기, 집중, 효율

적인 인지 처리를 위해서는 제공되는 디자인 정보의 종류와 양이 조절 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지 맵핑에서는 이미지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

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속성 및 정보의 혼재로 디자이너의 인지 처리의 과

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 된 이미지 맵핑은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으로 조형적 유사성이라는 직관적으로 판

단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③ 의미/이미지정보의 조합

 이미지 맵핑 과정에서 사전 준비 단계와 이미지 브레인스토밍 단계에

서는 정보를 의미정보와 이미지정보의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활용하

는 단계에서는 두 가지 정보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준비 단계에

서는 의미정보인 조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개 하였는데, 이는 디자이너

의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구체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미지가 디자이너

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혼선을 줄 수 있는 ‘노이즈’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의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이미지의 재인과 이를 

통한 직관적 사고의 대응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정

보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수렴적 사고가 동원되는 이미지 맵의 해석과 활

용의 단계에서는 작성된 이미지 맵을 이미지의 외연적인 조형 속성과 함

께 이미지가 내포하는 의미 요소로 세분화하고 이를 조합할 수 있도록 하

였는데, 이를 통해서 새로운 조형 컨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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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의 장점 및 의의

 새로운 디자인은 개념과 범주에서 얼마나 멀리 나아갔냐를 보여주면서 

기존의 개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확산적 사고를 통한 이미지와 

의미의 탐색과 함께 수렴적 사고를 통한 이미지와 의미의 연결 및 통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지적인 관점에서 디자이너의 사고 특성 및 디자이너가 다루

는 정보의 특성을 배려하지 못한 디자인 방법은 양적으로 아이디어나 이

미지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디자인 목적과는 동떨

어진 아이디어의 발산, 혹은 컨셉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미지나 조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경쟁 제품 중심의 이미지 맵핑은 기존의 제

품의 속성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조형적 컨셉이나 새로운 이

미지의 탐색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의 

조형 언어를 중심으로 관련 이미지를 수집하고 배치하는 이미지 보드는 

디자이너의 인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상의 차이로 인해서 디자인 전개과

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미지정보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이미지 속성의 혼재로 인해서 분석해야 할 이미지가 늘어남에 따라

서 디자이너의 인지 처리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 된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은 디

자인 사고의 확산적/수렴적 사고의 특성과 함께 이미지/의미 정보의 인지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제한된 인지 처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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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오늘날 디자인이 분석적, 합리적, 물질 지향적인 관점에서 

나아가,  감성적, 경험적,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하여 디자인 과정과 활동을 디자이너의 인지 작용과 사고 과정으로 해

석하고자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방법을 제안하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 학문 및 디자인 패러다임에서 인간의 인식과 인지 

작용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 되는 현상 및 변화의 흐름을 선행 연구로 고찰

하였다. 그 결과 철학, 과학, 경제, 예술의 거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

인할 수 있었다. 20 세기를 기점으로 학문의 거시적 패러다임은 자연과 우

주, 모든 대상과 현상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대적, 가변적으

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과 인지 작용에 근거한다는 

상대적/주관적인 관점의 인지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디자인 영역에서도 기능을 위한 ‘합목적성’과 생산

성,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과 인지 작용에 기

반한 인간중심적, 감성적, 서술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디자인 과정과 활동을 바라 봄에 있어서, 기존의 분

석적, 물질지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디자이너의 인지와 사고의 관점에

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둘째, 디자인 사고의 인지적 해석을 위한 기반 연구로 인간의 인식과 

인지 작용, 사고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지 관련 학문의 개요와 연구 흐

름, 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인지 학문의 정보처리 패러다임과 인지 구성 

요소 및 인지 관점의 사고 이론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디자인 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통해서 도출된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사고의 해석 방향으로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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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서의 디자인 활동의 해석, 인간의 인지 자원의 한계, 이중 부호화 

이론을 통한 이미지/의미 정보의 특성, 인간의 사고 시스템의 직관적, 분

석적 사고 특성을  본 연구의 분석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인지 학문의 이론의 고찰을 통해서 도출된 분석 방향을 토대로 

디자인 사고를 인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분석 틀로 디자인 시스템 인지 

모델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보처리 관점으로 

해석하고 디자인 사고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보처리 

관점으로 해석하면 정보의 탐색, 해석, 생성의 인지 처리 과정이 단계별로 

서로 교차하는데 이는 기존의 디자인 단계와 완벽히 일치되지 않고 각 단

계의 경계에서 디자인 정보가 서로 반영되고 피드백(Feed Back)을 통한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 활동의 인지 처리 과정의 해석을 통해서는 세 가지 디자인 사고

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디자인 사고는 이미지정보와 의미정보의 표

상과 연상, 추론, 조합의 인지 처리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이미지정보를 생

성하는 복합적인 정보처리의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자인 사고는 

휴리스틱적인 빠르고 직관적인 사고와 함께 논리적인 추론에 의한 분석적 

사고의 시스템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디자인 사고는 가

능성을 넓히고 새로운 패턴을 생성하는 확산적 사고와 이를 통해서 발산

된 생각과 가능한 해법 중 가장 유용하고도 적절한 것을 가려내는 수렴적 

사고가 교차되고 반복되는 동적평형의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

로 디자인 과정에서는 앞서의 세 가지 인지 특성이 상호 작용하면서 창의

적인 아이디어와 이미지가 생성 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앞서 도출된 디자인 사고 특성을 기반으로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을 제안하고, 그 활용 예를 제시함으로써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방법

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맵핑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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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요소가 고려되었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디자이너들 간의 

조형 컨셉의 해석의 차이, 표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렴적 사고의 

특성을 활용하여 조형 언어에 의해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공유하고, 구체

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미지 브레인스토밍’은 인지적 기본 수준인 ‘전

형성’을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이미지를 배치하는 방식에서 ‘조형 유사

성’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이미지의 ‘재인’을 통한 직관적 해석과 연

상을 통한 확산적 사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를 확산해 나

가는 기준으로 인지적으로 구별이 쉬운 조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제시함으

로써 이미지를 인식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정보의 혼재로 인한 인지 처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작성된 ‘이미지맵’은 ‘조형 유사 속

성’과 ‘조형 키워드’를 통해서 다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인지 처리의 수렴적 사고의 특성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

서 제안 된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은 의미정보인 조형언어를 이미지

정보로 환원하고 이를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조형 컨셉를 도출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디자인 과정은 의미/이미지 정보의 조합적 사고, 직

관적/분석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확산적/수렴적 사고가 역동적으로 영

향을 끼는 다차원적의 복합적인 인지 처리의 과정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인지적 관점의 디자인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자

인 과정은 디자이너의 머릿속이라는 ‘소우주’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복잡한 인지 처리 과정을 거쳐서 나온 사고의 결과라는 점에서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사고에 대한 인지적 관점의 접근은 ‘디자인 결과물’과 ‘디자이

너의 심리’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교차점으로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 나아가, 인지적 관점의 이미지 맵핑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툴(tool) 개발과 같은 실천적인 후속 연구나 인지적 관점의 전략

적, 효율적인 디자인 가이드의 개발도 추후의 심화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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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pretation of 

Cognitive Perspective Design Thinking 

and Explore the Development of 

Cognitive-Based Design Methods

Choi, Woong 

Industrial Design, Dept.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ver the last few years, Design pays attention to the value of  

‘user's experience’ beyond designing physical shape. However, the 

emotion and thought of user can not be seen but the result revealed 

on the surface shows the inner side.  Thus design can be considered as 

‘inverse designing’ process of mind that infers spectrum of emotion 

how the user thinks through the information of ‘user reaction’ shown 

to exterior and reassemble it. From the similar standpoint of view the 

designing process needs to be considered as ‘designing information 

process’ in which the designer is aware of the information that can be 

realized in real life and generates new image through  mixing with 

knowledge inside memory. This study tries to interpret design in 

cognitive point of view of ‘designer thought’ and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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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henomena and the flow of change in learning and design field 

where the awareness and cognition comes to the fore  were 

contemplated for a pilot stud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acroscopic paradigm of philosophy, science, economy, art changed 

from material oriented viewpoint with material and energy in its 

center to awareness  with human and information in its center in 20th 

century and the viewpoint regarding highly of analytical, prescriptive 

value emphasizing function, productivity, efficiency in design changed 

to that of paying attention to human center, emotional, descriptive 

value based on subjective awareness and cognition of human 

according to this change.

 Interpretation direction of design applicability and design idea was 

deducted through introduction of  study related with cognition of 

which object are human awareness, cognitive action, thought and 

through its flow, theoretical contemplation as base study for cognitive 

interpretation of design thinking. ‘Design system cognition model’ was 

made as analysis frame to interpret cognitively data process and 

cognitive action arising in design  process and activity. 

 First, it was found that design information is reflected and connects 

to each other through interaction on process boundary if the design 

process is interpreted as data process of exploring information, 

interpretation, generation. Secondly, the representative activity of 

design, ‘deduction of formative concept’, ‘design sketch’,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design image’  were interpreted from cognitive 

standpoint and  3 characteristics of design thinking were deduced 

based o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deduced design thinking can be 

interpreted from the viewpoint of 1)connecting image information and 

meaning information 2) systematic assembly of intuitive think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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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al thinking 3)sympathetic balance between divergent thinking 

and convergent thinking. Design process was found to be 

multidimensional complex cognition process where combinational 

dimension of meaning/image information, intuitive/analytical thinking 

system, divergent/convergent thinking system crossing and influencing 

dynamically.  

 Image mapping of cognitive viewpoi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ata process of deduced design thinking is proposed, possibility to 

develop the design method based on cognition was sought by 

presenting the application example. Image mapping to explore image 

and expand it through formative language took the typical image of 

cognitive basic level as standard, the  burden of cognitive process  of 

the designer who makes use of limited cognitive resource is predicted 

to be reduced by providing standard point of cognitive decision, 

‘formative similarity’ in arranging images  Attention was paid to the 

design information react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thinking 

from the cognitive point of view and considering this, image mapping 

distinguishing ‘image brain-storming stage’ where image is explored 

and expanded from ‘interpreting image map stage’ where the given 

information is analyzed and and absorbed was presented. The image 

mapping from the cognitive point of view presented in this study is 

predicted to help deduce ‘new formative concept’ by returning 

formative language, which is meaning information to image 

information and re-interpreting it.

keywords : Cognition, Information Processing, Design Thinking,   

                 Design Systen, Design Methods, Image Mapping

Student Number : 201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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