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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조형적 차원에서 디자인 대상은 디자인 요소들 및 그 속성들의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 작업은 그러한 요소들을
선택 및 배치하고 그 속성들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 시대에 기계 학습에 기반한 지능형 에이전트의 등장은 다수의
디자인

결과물이

빠르고

편리하게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디자이너들 각 개인의 스타일에 대한 취향이나 작업 특성 등을 학습하여
디자인 작업 중 주로 반복적이고 탐색적인 행동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에는 아직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및 디자인 요소 데이터에 기반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에이전트가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디자인 지식 유형에
따라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과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디자이너의
의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각각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와
조건부 확률표로 전환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을
밝힌다. 이후 한 명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하는데,
Think-Aloud

방법을

활용하여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을

추출하고,

디자이너의 작업 결과물을 분석하여 디자인 요소 데이터를 추출한 뒤,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구축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예측 추론을 통하여 디자이너의 의도가 반영된
디자인 요소의 속성들을 제안하거나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

추론을

통하여

특정

디자인

스타일을

구현하려는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주요어: 디자인 지식, 디자이너의 의도,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디자인
스타일, 베이지안 네트워크, 의도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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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1 절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디자인 대상의 외형은 조형의 구성 요소들인 형태, 색채, 또는 재질
등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이루며, 어떠한 방법으로 조합되었는지
에 따라 각기 다른 독특한 디자인 스타일로 나타난다.1) 2) 3) 조형적 차원
에서 디자인 대상은 디자인 요소들 및 그 속성들의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 작업은 그러한 요소들을 선택 및 배치하고 그
속성들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 시대에 기
계 학습(machine learning), 특히 심층 학습(deep learning)에 기반한 지능형
에이전트의 등장은 다수의 디자인 결과물이 빠르고 편리하게 생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작업은 대체로 대량의
디자인 결과물을 기계 학습을 통하여 학습 및 분석한 데이터에 기반하
여, 사용자가 특정 조건을 선택 및 입력하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디자
인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디
자인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조합하여 결과물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는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업과 큰 차이가 없으나,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
보면 크게 두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나는 특정 디자인 스타일을 구
현하려는 디자이너의 의도에 대한 부분으로, 디자이너는 작업을 시작하

1)

이재국, 1997, “디자인 양식에 관한 고찰” 디자인학연구 20, pp. 27.
이유리, 박상준, 2008, “다양한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공통적으로 선호되는 디자
인 요소” 감성과학 11, no. 3, pp. 303.
3)
민경택, 허성철, 2009,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조형 요소 인지 특성 비교” 감성
과학 12, no. 1, pp. 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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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앞서 개념화(conceptualization)를 통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을 정신적으로 표상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고,4) 다른 하나는 디자이
너의 작업 패턴에 대한 부분으로, 디자이너는 반복된 작업 경험을 바탕
으로 자신의 사고 안에 생성된 디자인 지식으로부터 일종의 작업 패턴
을 형성한다는 점인데,5) 이는 일반적으로 습관, 규칙, 또는 노하우 등으
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개념화를 통하여 특정 디자인 스타일을 구현하려는 디자이너의 의
도와, 반복된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은 모
두 디자인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디자이너의 의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의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업은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작업
과 과정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에이전트(agent)는 주
로 ‘대리자’로 번역되며, ‘그냥 무언가를 수행하는 어떤 것’으로 설명되는
데,6) 에이전트 그 자체는 스스로 의식을 갖지 않으므로 따라서 어떠한
의도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디자인 결과물이 아닌 디자이너의 의도를 학습하여 디자이너의 작업을
보조할 수 있는 일종의 개인 비서와 같은 지능형 에이전트를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전트가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역할 중 하나로서, 디자
이너의 작업 패턴 및 디자인 요소 데이터에 기반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4)

Wang, H., 1995, “An Approach to Computer-Aided Styling” Design Studies 16, pp. 50.
송석현, 2009, “건축디자인 개념의 설정과 스키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
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5, no. 1, pp. 175-176.
6)
Russell, S., Norvig, P., 2009, “Artificial Intelligence” pp.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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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sian network)를 구축하여 에이전트가 디자이너의 의도를 확률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에이전트가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을 학습하고, 또한 디자이너가 특정 디자인 스타일을 구현하고
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디자인 요소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이를 바탕으
로 디자이너의 의도를 실시간으로 추론하여 디자인 작업 과정에서 디자
이너의 주로 반복적이고 탐색적인 디자인 행동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
게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2장의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작업과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업을
비교하고, 디자인 지식으로부터 디자이너의 의도를 구성하는 두 영역인
특정 디자인 스타일을 구현하려는 디자이너의 의도와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이 각각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3장에서 디자인 작업
특성을 표현 및 추론하는 방법으로서의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이를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본 뒤, 디자인 작업 특성에 해당하는 디자이
너의 작업 패턴과 디자인 요소 데이터를 각각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와
조건부 확률표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이후 4장에서 한 명의 디자
이너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실험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되는
데, 각각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추출 단계, 디자인 요소 데이터 추출 단
계,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축 단계, 그리고 베이지안 네트워크 평가 단계

-3-

로 이루어진다. 실험에서 활용된 디자인 대상은 현재 인공지능 기반 디
자인이 주로 활용되는 영역인 편집 디자인의 영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연
구 대상자는 총 16개의 파티 초대장 시안을 제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작업 패턴을 추출하기 위하여 Think-Aloud 방법이 활용되
고, 이를 바탕으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작성한다. 또한 특정 스타일
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의도를 추출하기 위하여 작업 결과물인 16개의
초대장 시안을 디자인 요소 단위로 분석하여 그 속성들을 범주화한 뒤,
각 시안에 사용된 빈도를 바탕으로 조건부 확률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작성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에 조건부 확률표를 입력하여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베이지안 네트워크 시
각화 및 추론 소프트웨어인 Netica를 사용하여 진단 추론과 예측 추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뒤, 연구 대상자의 사용자 경험을 평가
한다. 마지막으로 5장의 결론에서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을 위한 디자인
작업 특성 기반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의의와 한계에 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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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 1 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현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계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
져 왔던 창조의 영역을 넘보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의 목표는 결
과의 측면에서 대상의 외형이 인간 창작의 결과물에 준하는 수준을 성
취하는 것으로, 현재 다양한 접근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Google의
AutoDraw는 전문가의 스케치를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낙
서를 하면 이를 인식하여 사용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스케치를
제공하는데, 이는 에이전트의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
악하지만 결과물 자체는 전문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Logojoy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로고 디자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는 기존에 존재하는 로고 이미지들을 학습 및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선
택지를 제시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디자인 요소들을 조합하여 그럴듯한
결과물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실제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업 과정 및 결
과물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Microsoft의 Next Rembrandt 프로젝트는 인간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학습
및 분석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이미지를 원하는 스타일로 재현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대량으로 학습하여 화풍을 분석한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사진을 렘브란트 스타일의 초상화로 재현

*

본 장은 다음의 논문을 바탕으로 재작성되었음. 임정섭, 2019, “디자인 작업에
활용되는 디자인 지식에 기반한 디자이너의 의도 표현 방법 제안” Design Works
2, no. 1, pp. 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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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7) 나아가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대개 ‘생성적 적대 신경망’으로 번
역되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응용한

CAN(Creative

Adversarial Networks)을 활용하여 기계가 회화 이미지들을 생성하도록 하
였고, 이를 검증된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들과 함께 배치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8)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
계가 생성한 이미지와 예술가가 그린 작품 이미지를 거의 구분할 수 없
었고, 나아가 60%에 가까운 사람들은 기계가 생성한 이미지가 더 독창
적이고 미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기계가 생성
한 이미지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기계는 창의성
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어쩌면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
다는 것이다.

한편 Colton은 The Creative Tripod라 부르는, 기계의 창의성을 평가하
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9) 각각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능력
(imagination),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능력(skill), 그리고 자신
이 생성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능력(appreciation)이다. 기계가 각각에 해당
하는 능력을 더 많이 보일수록 그 기계는 보다 더 창의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의 창의성을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다. Google의 AutoDraw는 에이전트
가 결과물을 생성해 낸다기보다는, 전문가의 스케치를 학습한 데이터를

7)

이기준, “AI가 그린 그림 900만원에 팔려… 예술 넘보는 인공지능” 중앙일보,
2016년 4월 7일.
8)
Elgammal, A. et al., 2017, “CAN: Creative Adversarial Networks Generating ‘Art’ by
Learning about Styles and Deviating from Style Norms” an extended version of a paper
published on the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Creativity (ICCC).
9)
Colton, S., 2008, “Creativity Versus the Perception of Creativity in Computational
Systems” Conference: Creative Intelligent Systems, Papers from the 2008 AAAI Spring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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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사용자가 낙서를 하면 이를 인식하여 사용자의 의도에 부합하
는 전문가의 스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Logojoy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로고 디자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는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해 내지는 못하지만, 사용자가 선택한 디자인
요소들을 조합하여 그럴듯한 결과물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
은 결과물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선택된 요소들을 조합함으로써 결과물을 생성했다는 점에서 새롭다고
할 수는 없다. Microsoft의 Next Rembrandt 프로젝트는 인간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학습 및 분석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이미지를 원하는 스타일로
재현하는데,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과물
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창의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가 스스로의 생성물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마지막으로
CAN을 활용한 기계는 기본적으로 인간 창작의 결과물을 학습하지만, 이
를 기반으로 기계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스스로 생성한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창의성을 지닌 기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1]
과 같다.

표 2-1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의 창의성 정도 비교
Imagination

Skill

Appreciation

Google AutoDraw

X

X

X

Logojoy

X

O

X

Next Rembrandt

O

O

X

CAN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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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계는 인간에 준하는 수준
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계는 과정의 측면
에서는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완벽
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림 1]의 CAN을 활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경우, 기계는 스타일 개념의 기반에 존재하는 예술에 대한 의
미론적 이해는 전혀 하지 못하며, 예술의 원리나 규칙 등에 대해서도 아
무것도 모른다. 단지 기계가 학습한 것은 스타일에 대한 개념과 작품 이
미지들뿐이기 때문이다.10) 이는 Searle11)이 ‘중국어 방’ 논변을 통하여, 인
공지능은 구문론(syntax)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의미론(semantics)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맥락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10)
11)

Block Diagram of the CAN System12)

Elgammal, A. et al., op. cit., pp. 21.
Searle, J. R., 1980, “Minds, Brains, and Programs”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12)

Elgammal, A. et al., op. cit., p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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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자인 지식과 디자이너의 의도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의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작업과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업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의 과정을 [그
림 2]와 [그림 3]과 같이 Input—Process—Output 단계의 도식으로 표현하
였다.

그림 2

그림 3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작업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업13)

[그림 2]의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작업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통해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의 Input으로 활용되는 학습의
대상은 디자이너가 생성한 결과물로서, [그림 3]의 Output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작업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같은 수
준의 결과물을 생성하기를 추구하지만, 그 과정이 인간과 같을 수 없고,
같을 필요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 필요도 없다.

13)

Simon, H. A., 1975, “Style in Design” pp. 287-309.

-9-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에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를
의미하지만, 디자인은 무의식적이고 맹목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과정’이며, 이 과정은 ‘행동’으로 구성됨으로써 정신적 표상을 가시적으
로 실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14)

반면 Simon에 의해 도식화된 [그림 3]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
지식을 활용하거나 또는 디자인 개념을 표상하면서 의도를 형성하고, 이
를 디자인 행동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
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디자인 결과물은 디자인 행동의 산물이며,
디자인 행동은 디자이너의 의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그 의도란 디자인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이는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유형화한 기술
철학자인 Mitcham15)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는
데, 여기서 기술은 각각 지식으로서의 기술(technological knowledge), 의지
또는 의도로서의 기술(technological volition), 과정 또는 활동으로서의 기
술(technological

activities),

그리고

사물

또는

인공물로서의

(technological objects)로 유형화되며, 이들의 관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Modes of the manifestation of technology16)

14)

송석현, op. cit., pp. 174.
Mitcham, C., 1994, “Thinking Through Technology”
16)
Ibid., pp. 16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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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를 바탕으로 Input의 디자인 지식과 Process의 디자인 행동 사이에
디자인 의도를 삽입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3]을 확장한 [그림 5]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5

디자인 의도가 포함된 디자인 작업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디자인 결과물이 아닌 디자이너의 의도를 학습하여 디자이너의 작업을
보조할 수 있는 일종의 개인 비서와 같은 지능형 에이전트를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전트가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역할 중 하나로서, 에이
전트가 디자이너의 의도를 확률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에이전트는 디자인 작업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주로 반복적이고 탐색적인 디자인 행동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
어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도 그 자체는 정신적인 요소로
서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17) 디자이너의 작업 과정에서 관
찰되는 디자인 작업 특성을 바탕으로 디자이너의 의도에 접근하고자 한
다.

17)

박형규 외, 2014, “안구 운동 패턴을 이용한 인지적 의도와 정서적 의도 파악
및 추론” HCI 2014, pp.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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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 디자이너는 자신이 가진 디자인 지식을 활용하거나,
또는 디자인 개념을 표상하면서 디자인 의도를 형성한다. 디자인 지식은
[그림 6]과 같이, 지식의 유형에 따라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디자인 요소에 대한 지식,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디자인
스키마로 구성되며, 이들 각각은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디자인 의도 형
성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 요소에 대한 지식은 말
그대로 디자인 대상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인 형태, 색채, 또는 재질 등
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고,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은 요소들의 결합
방식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디자인 스키마는 요소들의 결합 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일종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지식의 유
형들을 바탕으로 디자이너는 디자인 의도를 형성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하나는 보다 표면적인 영역에서
디자인 요소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형성되는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의도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심층적인 영역에서 디자인 스키마와 요소들
의 관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형성되는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이다.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의도와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은 둘 다 디자인 행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디자이너의 의
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디자인 지식 유형의 영역18)

18)

이완건 외, 2004, “디자인 개념을 통한 전통 건축 디자인 지식의 현대적 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 no. 7,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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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자이너의 의도와 디자인 요소

Chan19)에 따르면, 디자인 분야에서 특정한 스타일을 구현하는 세 가
지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스타일은 특정한 배열에 의해 구별되는 형태 또는 구성 요소를
갖고, 다른 특성들과 맥락적 관계를 갖는다.
2) 스타일은 본디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작업을 통해 구현되나, 특정
목적이 달성된 다른 출처로부터 차용 및 변형되기도 한다.
3) 스타일은 디자이너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눈에 띄는 조형적 요
소들의 집합에 속한다.

이를 요약하면, 디자인 스타일이란 ‘디자이너가 독창적인 작업으로
부터 구현하거나 다른 출처로부터 차용하게 되는, 특정한 맥락에서 반복
적으로 사용하는 눈에 띄는 조형적 요소들’로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으
로 BMW의 상징적 요소인 키드니 그릴(Kidney Grille)은 차량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로, 크기와 모양에 조금씩의 변형을 거치
면서 8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BMW의 모든 차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
라서 디자이너는 디자인 요소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요소들을 선택
및 배치하고 그 속성들을 조절하는 행동을 통하여 특정한 스타일을 구
현하고자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한 스타일에 대한 의도는 어
떻게 형성되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작업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소개된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사례 중 하나인

19)

Chan, C. S., 2000, “Can Style be Measured?” Design Studies 21, p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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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joy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2-2]는 Logojoy의 로
고 생성 단계를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에이전트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디자인 요소의 시안들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들 중 원하는 요소를 선
택하면, 최종적으로 에이전트는 요소들을 조합하여 디자인 결과물을 생
성 및 제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표 2-2

Logojoy의 로고 생성 단계20)

단계

에이전트 행동

사용자 행동

원하는 스타일 파악을 위한 로고

원하는 스타일의 로고 이미지 샘플들

이미지 샘플들을 제공

5개 이상 선택

2단계

색상 시안들을 제공

원하는 색상 선택

3단계

폰트 시안들을 제공

4단계

아이콘 시안들을 제공

1단계

5단계

로고에 삽입될 문구를 작성한 후
원하는 폰트 선택
로고에 삽입될 원하는 아이콘 선택

선택된 요소들을 모두 조합하여
생성된 디자인 결과물을 제공

원하는 결과물 선택

디자인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하나의 스타
일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업과 인공지능 기반 디
자인 작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로고 생성의 각 단계에서 사용자
의 선택 대상이 되는 요소들은 로고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또한 작업
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이며, 디자이너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소들을
선택하고 조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2-3]과 같이 전통적인 로고 디
자인 작업 단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디자이너와 에이전트의 작업의 차이
를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인 로고 디자인 작업의 초기 단계에서 디자이
너는 경쟁사 조사 및 분석, 브랜드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하여 미학적 영
20)

logojo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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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얻고, 로고가 전달해야 하는 가치를 고려하고, 고객의 구체적인 요
구 사항을 이해하는 등의 과정을 통한 개념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개념
화를 통하여 디자이너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신적으로 표상
하는 과정, 즉 스타일링(styling)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형성된 스타일
에 대한 의도에 기반하여 디자인 요소들을 선택 및 배치하고 그 속성들
을 조절하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의 조합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스타일을 형성하게 된다.

표 2-3

전통적 / 인공지능 기반 로고 디자인 제작 단계21)
구분

조사 및 분석

디자인 방향 및 요소

디자인 제작

디자인 결과

전통적 로고 디자인

Logojoy의 디자인

경쟁사 조사 및 분석
브랜드 전략 및 컨셉 도출
디자인 방향 도출

디자인 스타일 선택

상징 요소 도출

상징 요소 선택

디자인 초안 제작

디자인 시안 생성

디자인 수정 (반복적)

부분 별 요소 수정

가로 및 세로 조합, 심볼 강조 등

최종 디자인 결과물 도출

따라서 디자이너의 작업은 개념화 단계의 존재로 인하여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작업과의 차이를 보이며, 이 단계에서 디자이너는, [그림 7]
과 같이 디자인 요소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
한 의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21)

전우정, 2018, “알고리즘 기반의 로고 디자인 사례 연구”, Proceedings of the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 Trends, p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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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 4 절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의도 형성

디자이너의 의도와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한편 디자이너가 개념화를 통해 요소들을 선택 및 배치하는 데에는,
보다 더 심층적인 영역에서 디자이너들 각 개인의 고유한 작업 방식, 즉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디자인 스키
마와 요소들의 관계 대한 지식으로부터 형성된다. 스키마는 지식, 경험,
이론, 철학, 관습, 가치관 및 패러다임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
다.22) 또한 디자인 스키마는 인간의 근본적인 인지 구조를 기반으로 하
여23) 반복된 작업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이너의 사고 안에 체계화
된 일종의 틀로,24) 습관, 규칙, 또는 노하우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
이 가능한 이유는, 디자인은 불명확한 문제(ill-defined problem)를 다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안으로도 무수히 많은 대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22)

오신욱, 조용수, 2005, “건축디자인 사고에서 스키마의 의미와 특성에 관한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4, no. 3, pp. 122.
23)
백창수, 2001, “스키마 분석을 통한 디자인 사고 체계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
학연구 2, no. 2, pp. 208.
24)
송석현, op. cit., pp. 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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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절대적으로 옳은 디자인 방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의도의 영역에서 디자이너가 특정한 스타일
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념화를 통해 디자인 요소들을 선택 및 배치하고
그 속성들을 조절하는 행동을 수행한다면, [그림 8]과 같이 디자이너는
디자인 스키마와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신의
작업 패턴을 통하여 디자인 요소들의 관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성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형성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을 형성하는 디자인 스키마와 요소들의 관계
에 대한 지식은, 반복된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지식이기 때문
에 또한 체계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한 사람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 하에서 수행되는 행동들을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Minsky25)는 단순한 것들의 조합을 통해 인간의 지능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림 9]와 같이 어떤 사람이 블록을 쌓고자 하는 목표

25)

Minsky, M., 1986, “The Society of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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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졌을 때, 블록을 쌓으려는 그 사람의 의도는 보다 세부적인 작업들
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각각의 작업은 다시 세부적인 행동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9

블록을 쌓으려는 의도의 체계26)

상단의 ‘Add a new block’은 한 사람의 목표임과 동시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갖게 되는 의도이다. 그러한 의도는 다시 일
련의 행동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들은 중단의 ‘Find a block’, ‘Get a
block’, 그리고 ‘Put a block’이다. 즉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려는 의도는 먼
저 새로운 블록을 찾고 나서, 그러한 조건 하에 블록을 얻게 되고, 또한
그러한 조건 하에 블록을 놓는 행동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각각의 행동
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보다 더 세부적인 일련의 행동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들은 하단의 ‘See a block’, ‘Grasp a block’, ‘Move a block’, 그리고
‘Release a block’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체계적인 구조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블록을 쌓으려는 의도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26)

Ibid., p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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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주택을 설계하는 건축가는 주택을 구성하는 다양한 공
간 요소들을 고려하게 될 텐데, [그림 10]과 같이 건축가는 주요 공간 영
역의 중심에 ‘가족 공간’이라는 요소를 놓고, 이로부터 ‘침실’, ‘식당’, 그
리고 ‘거실’이라는 공간 요소를 도출한다. 또한 ‘침실’로부터 ‘욕실’이라
는 공간 요소가 도출되는데, 이는 ‘욕실’이 ‘침실’로부터 영향을 받는 요
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 공간’이라는 요소는, 부속 공
간 영역과 ‘입구’라는 경계 공간으로 연결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풀’ 요
소와는 ‘테라스’라는 경계 및 전이 공간으로 연결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디자이너는 디자인 스키마와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
으로 작업 패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0

27)

주택 평면의 스키마 도해27)

송석현, op. cit., p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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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

결

디자이너는 디자인 요소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특정 디자인 스타
일에 대한 의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의도에 기반하여 디자인 요소
들을 선택 및 배치하고 그 속성들을 조절하는 행동을 통해 특정 디자인
스타일을 구현한다. 또한 디자이너는 디자인 스키마와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신의 작업 패턴을 통하여 디자인 요소
들의 관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그림 11]과 같이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의도와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은 둘 다 디자인 행동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디자이너의 의도를 구
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 의도의 두 영역은 지능형 에이전트의
학습 대상이 되는데, 에이전트가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을 학습하고, 또
한 디자이너가 특정 디자인 스타일을 구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디자인
요소 및 속성을 학습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하여
디자인 작업에서 디자이너의 주로 반복적이고 탐색적인 디자인 행동들
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기 때문이다. 이후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를 구축하기 위하여, 디자인 작업 특성을 분석하여 추출된 데이터를 바
탕으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와 조건부 확률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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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에이전트의 학습 대상이 되는 디자인 의도의 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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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 1 절

디자인 작업 특성 표현 및 추론

온톨로지를 통한 지식 표현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에 구현하고자 하는 연구를 인공지능이라
하며, 이를 어느 전문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형식화하여
컴퓨터 내에 표현하고 그러한 지식을 적절히 사용하는 데에 중점을 둔
연구 분야를 지식 기반 시스템(knowledge-based system) 또는 전문가 시스
템(expert system)이라 한다.28) 이와 관련하여 직면하게 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식 표현에 관한 과제로는 인간의 사고에 존재하는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지식 처리에 관한 과제로는 그러
한 지식을 어떻게 추론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장
에서는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지식 기반 디자인
시스템을 상정하고, 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의 의도를 표현 및
추론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건, 물체, 믿음 등에 대하여 사람들이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형성한 개념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형태로
구축 및 표현하는 방법을 온톨로지(ontology)라 한다. 온톨로지는 일종의
지식 표현(knowledge representation)으로, 컴퓨터는 온톨로지로 표현된 개
념을 이해하고 지식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29) 프로그램과 인간이 지식
28)

김태현, 1996, “디자인을 위한 지식기반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한국실내디자
인학회학회지 7, pp. 70.
29)
강윤정, 2017, “온톨로지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활용한 송아지 질병 예측”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1, no. 10, pp.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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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온톨로지는 정보시스템의 대상이 되
는 자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온톨로지는 특정한 도메인의
개념들(concepts)과 속성들(properties)을 논리적 포함 관계로 표현한 것이
다.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지식 표현의 대상을 적절한
방식으로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디자인 대상을 적절
한 방식으로 범주화하여 디자인 지식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인공지능 기반 로고 생성 플랫폼인 Logojoy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들을
활용한다. 이 경우, 표현하고자 하는 지식의 영역, 즉 도메인은 로고 이
미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특정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생성한
결과물들을, 선택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범주화하여 도메인에 대한 지식
을 표현할 것이다.

먼저 이미 널리 유형화된 두 스타일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특성들
을 분석하였다. 특히 요소들이 겹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두 개의 대
조되는 스타일인 모던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을 선정하였다. [표 3-1]은
두 스타일 각각의 특성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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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모던 / 캐주얼 스타일 특성 분석30)

분류

모던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

도시적인, 깔끔한, 간결한, 단순한,

밝은, 경쾌한, 가벼운, 현대적인,

차가운

젊은

형태 특성

직선적인,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색채 특성

무채색의, 강렬한 명암 대비

맑은, 원색의

재질 특성

유리, 금속 등

플라스틱, 패브릭 등

분위기

이러한 특성 분석으로부터 Logojoy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선택하게
되는 요소들과 그 속성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색상이라는 요소
로부터 모던 스타일은 주로 무채색의 속성을 가지지만 캐주얼 스타일은
주로 원색의 속성을 가진다. 또한 형태라는 요소로부터 모던 스타일은
주로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속성을 가지지만 캐주얼 스타일은 무늬가
있다는 속성을 가진다. 그 외에도 각 스타일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단어
들로부터 디자인 요소들 및 속성들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정
보를 바탕으로 Logojoy를 통해 각 스타일에 해당하는 디자인 속성들을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생성된 로고 이미지 시안들을, [그림 12]와 같이
각 3개씩 선정하였다.

30)

김진성, 김하얀, 이진국, 2017, “딥러닝 기반 실내 이미지 디자인 스타일 자동
분류”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9, no. 3, p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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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모던 / 캐주얼 스타일 로고 이미지 생성 사례

로고 이미지라는 도메인의 지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공된
스타일 특성에 대한 정보, Logojoy 사용 과정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요소
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생성된 결과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모던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에 대하여 기존에
제공된 정보와 Logojoy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들이 일관성을 보인다는 점
에서 지식 표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선 디자인 대상인
로고 이미지 시안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범주화할 필요가 있는데, 시안들
은 공통으로 배경과 글자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배경과 글자는 각각 색
상이라는 요소를 갖는다. 그리고 글자는 또한 형태, 즉 서체라는 요소를
갖는다. 따라서 로고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배경 색, 글자 색, 그
리고 서체가 있다. 각각의 요소에는 속성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배경색
에는 모던 스타일의 경우 무채색인 White, Gray, Black, 그리고 캐주얼 스
타일의 경우 유채색인 Red, Blue, Yellow를 속성으로 갖는다. 여기서는 편
의를 위해 색상 요소의 속성들을 단순히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범주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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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는 글자 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글자의 형태인 서체의
경우에도 Serif와 Sans-serif로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범주화된 지식을 다
음의 [그림 13]과 같이 온톨로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3

로고 이미지에 대한 온톨로지

이렇게 형성된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스타일에 대해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던 스타일의 경우 배경 색 요소의 무채색 속성을,
폰트 요소의 Sans-serif 속성을, 글자 색 요소의 무채색 속성을 포함하도
록 하면, 추후 사용자가 모던 스타일을 선택했을 때, 추론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해당 속성을 대상에 대입할 수 있거나 또는 사용자가 속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어떠한 스타일에 속한 속성인지를 추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캐주얼 스타일에 대해서도 배경 색 요소의 유채색 속성을,
폰트 요소의 Serif 속성을, 글자 색 요소의 유채색 속성을 포함하도록 하
면 동일한 방식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톨로지에서의 추론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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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는 연역 논리에 기반한 1차 논리의 형식으로 추론되는 것으로,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즉 현실 세계에
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데, 만약 동일한
요소가 서로 다른 스타일에 동시에 포함된 경우, 또는 동일한 스타일에
서로 다른 요소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추론이 불가능하
다. 이는 온톨로지 상에서의 각 노드는 1과 0, 즉 True와 False의 값만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 처리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귀납 논리에 기반한 확률론적 접근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 절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축 방법

사용자 의도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것은 사용자 의도의 불확실성에
원인이 있다.31)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기 위하여 에이전트
는 누가 어떤 의도를 지니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
하여 확률론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계의 학습
은 근본적으로 귀납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 시스템에 있
어서는 새로 주어진 정보에 의해 관련 가설들을 새롭게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32) 이에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특정 분야의 영역 지식(domain
knowledge)을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인과성이 높은
관계에 대한 판단 및 추론을 하는 데에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

31)

전호철, 최중민, 2011, “지능형 로봇 행동의 능동적 계획수립을 위한 온톨로지
기반 사용자 의도 인식”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1, no. 1, pp. 87.
32)
전영삼, 1993, “전문가 시스템을 위한 우도의 활용” 철학연구 16, no. 1, p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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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34)

35) 36)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지식 표현의 측면에서는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을 조건부 확률의 연쇄적인 결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지식 처리의 측면에서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요소들을 선택
및 배치하고 그 속성들을 조절하는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원인이 되
는 사건과 또한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되는 사건의 발생
확률을 추론할 수 있다.37) 모든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들의 조건부 확률 관계를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DAG; Directed
Acyclic Graph)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조건부 확률표(CPT;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을 가지고 있다.38)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로 표현하고, 또한 디자이너가 특정 스타일에
대한 의도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요소들의 선택 빈도는 조건부 확률표로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베이즈 정리를 사용한 조건부 확률 추론에 기
반하여 두 방향의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진단 추론을 통하여 관측된 현
상을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을 추론할 수 있으며, 예측 추론
을 통하여 관측된 현상을 원인으로 간주하였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33)

정용규, 김인철, 2002, “베이지안 망에 기초한 불임환자 임상데이터의 분석”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9, no. 5, pp. 626.
34)
정헌만, 이정현, 2006,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상황 인식을 위한 확률
확장 온톨로지 모델” 한국 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1, no. 3, pp. 241.
35)
정우용, 김은태, 2007,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마트 홈에서의 상황 인
식 기법 개발”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17, no. 2, pp. 179.
36)
이상훈, 2010, “시맨틱 기술과 베이시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산사태 취약성 분
석”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18, no. 4, pp. 62.
37)
연선정, 황혜정, 이상용, 2011,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위치 인식 기반
일정 관리 에이전트”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1, no. 6, pp. 713.
38)
황금성, 조성배, 2006,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학습” 로봇공학회지 3, no. 4,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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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가 임의의 디자인 요소의 속성
을 조절할 때,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에이
전트는 진단 추론을 통해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디자이너의 의도
를 추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 추론을 통해 해당 디자인 요소로
부터 영향을 받는 다른 디자인 요소의 속성을 확률에 기반하여 추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4]의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의 예시에서, B→C로 표
현된 관계는 사건 B가 사건 C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며, 동시에 사건 C의
발생은 사건 B로 인해 일어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건 A1
이 발생할 확률은 P(A1)로, 사건 A2가 발생할 확률은 P(A2)로 표현되고,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P(B)로 표현된다. 또한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C가 발생할 확률은 사건 B와 사건 C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전제 하에, 즉 사건 B가 사건 C에 영향을 준다는 전제 하에 조
건부 확률로서 P(C|B)로 표현되는데, 이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예측 추
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P(C|B) = P(B∩C) / P(B)로 계산된다. 마찬가지로 사
건 A1이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은 P(B|A1) =
P(A1∩B) / P(A1)로 계산된다.

반면 진단 추론을 통하여 사건 B가 발생했다는 조건 하에서 사건
A1이 발생할 확률을 알고 싶을 때는 베이즈 정리를 사용하여 역확률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P(A1|B) = [P(A1)P(B|A1)] / [P(A1)P(B|A1) +
P(A2)P(B|A2)]로 계산된다. 왜냐하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의 예시에서
사건 B의 발생에는 사건 A1과 사건 A2가 둘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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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우리가 P(A1)과 P(A2)를 알고 있고, 또한 P(B|A1)과 P(B|A2)
를 알고 있다면, P(B) = P(B|A1)P(A1) + P(B|A2)P(A2)이므로, 베이즈 정리를
사용하여 P(A1|B)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영향 관계에
있는 사건들의 조건부 확률을 연쇄적으로 결합한 것이 베이지안 네트워
크이다. 따라서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1과 사건 A2 중에서 어떤
사건이 사건 B의 발생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을
통하여 디자이너의 특정 행동에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디자
인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4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의 예시

한편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데,39) 하나는 사람이 직접 모델링을 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주
관적인 지식에서 특히 인과적 요인에 대한 개념을 네트워크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에이전트는 데이터로부터 변수들의 확률값을 학습하여 조건부
39)

박한샘, 조성배, 2010, “도메인 지식 기반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을 이용한
홈 로봇의 상황 인지 서비스”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7, no. 2, p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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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표를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나아가 데이터로부터 방향성 비순환 그
래프를 자동으로 구조화할 수도 있으나, 이는 지식 기반 시스템 또는 전
문가 시스템과는 다른 베이지안 분류기(Bayesian classifier) 구축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40)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스키마와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기반
으로 형성된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을 추출하여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로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다음 절에서 소개
되는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에 있
어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밝힘과 동시에 디자이너의 작업 특성을 분
석하는 방법을 고찰할 것이다.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우선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통하여 Input으로 활용되는 이미지가 어
떠한 스타일에 해당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선행 연구들을 검
토하였다. 첫 번째 연구41)는 디자인 대상으로 의자를 선정한 뒤, [그림 15]
와 같이 의자의 각 부분을 이루는 디자인 요소들을 분류하고 각 요소의
속성들을 입력하였다. 해당 연구는 총 6종류의 스타일 하에서 16개의 의
자를 선정한 뒤, 의자의 전체적인 외형과 비율을 포함하여 등받이의 형
태, 팔걸이의 재질 등을 구분하고 각각 어떠한 스타일에 속하는지를 전
40)

김진상, 신양규, 2000, “베이지안 학습을 이용한 문서의 자동 분류” 한국데이
터정보과학회지 11, no. 1.
41)
Lorensuhewa, A. et al., 2006, “Inferencing Design Styles using Bayesian Networks”
Ruhuna Journal of Scienc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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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의 지식을 활용하여 입력하였다. 이후 최적 함수를 활용하는 K2 알
고리즘을 통하여 [그림 16]과 같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생성했다. 해당
연구의 목적은 에이전트가 새로운 의자 이미지를 인식할 때, 베이지안
분류기를 사용하여 의자의 스타일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자의 디자인 요소와 속성들을 분류 및 입력하는
데에는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였지만, 네트워크 자체는 알고리즘에 의
해 자동으로 생성되었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본 연구와의 연구 목적의
차이로 인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으
나, 해당 연구로부터 디자인 대상에 속한 디자인 요소 및 속성들을 어떠
한 방식으로 분류 및 입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참고할 수 있었
다.

그림 15

42)

Web based questionnaire of the experiment42)

Ibid. pp.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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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Bayesian Network Structure for fold 1.43)

두 번째 연구44)는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 과정에서 벽지와 바닥, 그
리고 침대와 탁자 같은 가구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색상 조합을 자동으
로 추천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특정 색상의 조합을 하나의 스타
일로 규정하여 이를 최종 렌더링 시안에까지 자동으로 반영해줄 수 있
도록 하는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전통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색상 조
합에 있어서 “rules of thumb”가 존재한다는 표현45)을 사용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언급된 디자인 스키마와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과 같은
의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으로, 인테리
어 디자인에서 색상 조합을 선택하는 작업은 전문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43)

Ibid. pp. 120.
Chen, G. et al., 2016, “Stylistic Indoor Colour Design via Bayesian Network”
Computers & Graphics 60.
45)
Ibid. pp. 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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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에게도 고되고 지루한 작업이기 때문에, 색상 조합 자동 추
천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해당 연구는, [그림 17]과 같이 전문 디자이너에 의해 생성된
디자인 결과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음을 밝혔고, 또한 전문가의 지
식을 활용하여 각 디자인 요소의 속성들을 분류 및 입력하였으나, 해당
연구 또한 첫 번째 연구와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통하여 베이지안 네
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는 해당 연구의 목적이 선택된 하나의 스타일
하에서 각 디자인 대상의 색상 조합을 빠르게 연산하여 렌더링 시안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림 17

46)

An interior decorating example46)

Ibid. p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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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47)는 건축가의 포괄적인 설계 과정을 반영
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디자인 작업 과정에서 건축가의 합리
적인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해당 연
구에서 구축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그림 18]과 같은데, 네트워크의 각
노드는 건축가의 디자인 작업 과정의 각 단계를 표현한 것으로, 구축 과
정은 정확히 설명되지 않았으나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림 18

Bayesian Network for KWIC domain48)

선행 연구 검토 결과,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두 요소에 대
하여, 조건부 확률표는 연구자가 해당 디자인 대상 및 디자이너의 작업
결과물을 적절히 분류하여 입력할 수 있으나,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로
47)

Zhang, H., Jarzabek, S., 2005, “A Bayesian Network approach to Rational Architectural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Software Engineering and Knowledge Engineering 14, no.
4.
48)
Ibid. pp.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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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디자이너의 사고 과정을 추출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
라서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 4 절

디자인 작업 특성 분석 방법

기초 연구는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의 2018년도 데이터 사이언
스 연구 사업으로 수행되었던 프로젝트 내에서 진행되었고, 한 명의 연
구원이 기존에 제작했던 디자인 결과물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연구원이
파티 초대장을 디자인하였는데, 이 작업을 [표 3-2]와 같이 Self-Diary를
통해 기록하였다. 연구원이 개념화를 통하여 Playful이라는 디자인 스타
일을 정신적으로 표상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디자인 요소들을 선택 및 배치하고 속성들을 조절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배경 색, 글자 위치, 글자 색, 서체의
요소를 고려하였고, 디자인 스타일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속성들을 조절하
는 행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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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디자인 시안과 연구원의 Self-Diary 기록 내용
디자인 시안

Self-Diary 기록 내용
1
2
3
4

디자인 컨셉을 ‘Playful’로 정하였다.
‘Playful’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색상이 눈에
띄고 자극적인 것이 좋다.
배경 색상은 컨셉을 고려하여 중상의 채도와 명도
를 가진 푸른색으로 선택하였다.
텍스트는 잘 보이도록 가운데에 배치하였다.
텍스트 색상은, 배경 색상과 비교해보며 대비감이

5

높고 눈에 띄는 색상들을 추출해본 후 최종적으로
짙은 분홍색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였다.

6
7

폰트는 컨셉을 고려하여 율동감이 느껴지는 Forte로
선택하였다.
폰트와 텍스트 색상의 명도를 고려하여 배경 색의
명도를 조금 높였다.

한편 Self-Diary를 통하여 연구원의 디자인 스키마와 요소들의 관계
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작업 패턴을 함께 도출할 수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연구원은 Playful이라는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배경
색이라는 요소에 대해 속성을 조절하였는데, 이는 배경 색이라는 요소에
연구원의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의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글자 색이라는 요소에 대하여, 배경 색과
의 대비를 고려하여 글자 색의 속성을 조절하는 연구원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배경 색의 선택이 글자 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체라는 요소의 속성을 조절할 때, 연구
원은 디자인 스타일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스타일이 서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3]은 연구원의 Self-Diary에서 요소들의
인과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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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Self-Diary를 통한 요소들의 인과 관계 도출
Self-Diary 기록 내용

요소들의 인과 관계

Playful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색상이 눈에
띄고 자극적인 것이 좋다. 배경 색상은 컨셉을 고려
하여 중상의 채도와 명도를 가진 푸른색으로 선택하

디자인 스타일 → 배경 색

였다.
텍스트 색상은, 배경 색상과 비교해보며 대비감이
높고 눈에 띄는 색상들을 추출해본 후 최종적으로

배경 색 → 글자 색

짙은 분홍색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였다.
폰트는 컨셉을 고려하여 율동감이 느껴지는 Forte로
선택하였다.
폰트와 텍스트 색상의 명도를 고려하여 배경색의 명
도를 조금 높였다.

디자인 스타일 → 서체
서체 & 글자 색 → 배경 색

디자인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구원은 서체와 글자 색을 고려하
여 다시 배경 색을 조절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서체와 글자 색이
배경 색에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elf-Diary의 5번째
기록에서 연구원은 이미 배경 색이 글자 색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밝
혔고,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라는 특징 때문에 글자
색은 다시 배경 색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베이지안 네
트워크의 한계로 인하여 생략되었다. 최종적으로 초대장 디자인에 대한
연구원의 작업 패턴은 다음의 [그림 19]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9

초대장 디자인에 대한 연구원의 작업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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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원은 초대장을 디자인할 때, 우선 개념화를 통하여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의도를 형성한 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서체와
배경 색이라는 디자인 요소들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배경 색의 경우에는 의도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을 뿐 아니
라, 동시에 서체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배경
색의 속성은 글자 색의 속성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요소들의 관계
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의 형태로 해당 연구원의 작업 패턴을 표현한
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원의 디자인 결과물을 분석
하여 작성된 조건부 확률표와 함께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하는 베이지
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제 5 절

소

결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표현 및 처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온톨로지 형태로 지식을 표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서 합의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 처리에 있어서 실제 디자이너의 행동을 인식하고 디자이너
의 작업에 도움이 되는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귀납 논리에 기반한 확률
추론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온톨로지를 통해 도출된 개념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개념들의 인과 관계를 네트
워크 형태로 구조화하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
는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을 표현하는 것으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작
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디자이너의 사고 과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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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디자이너가 특정 스타일에 대한 의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 요소의 속성들을 분석함으로써
조건부 확률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향성 비순환 그
래프에 조건부 확률표를 입력하면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하는 베이지
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림 20]은 이러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축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20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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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 1 절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축

실험 개요

본 장에서는 예비 실험과 본 실험을 통하여 연구 대상자인 디자이
너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과
디자이너가 특정한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예비 실험을 위해 4년간 학부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
원생을 대상으로 8개의 포스터 디자인 시안 제작을 의뢰하였다. 예비 실
험의 목적은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과 디자인 요소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탐색 및 정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서 정상적으로 추론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작품 전시회를 위한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상황에서 두 종류의 서로 대
비되는 스타일로 포스터를 제작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림 21]은 예
비 실험을 통해 제작된 8개의 포스터 디자인 시안들인데, 연구 대상자는
본인이 Calm 스타일과 Fun 스타일로 명명한 서로 다른 두 스타일의 디
자인 시안들을 제작하였다. 실험자는 연구 대상자의 디자인 작업 과정을
관찰하고, 어떠한 디자인 요소들 및 요소들의 관계를 고려하며 작업을
진행하였는지에 대한 대화를 기반으로 [그림 22]와 같이 베이지안 네트
워크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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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그림 22

예비 실험을 통해 제작된 디자인 시안들

예비 실험을 통해 구축된 베이지안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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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실험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디자이
너의 작업 패턴 추출 과정에서 단지 디자이너의 작업 과정을 관찰하거
나 대화를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여 디자이
너의 사고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방
향성 비순환 그래프로 표현되는 디자인 요소들 사이의 인과 관계가 디
자이너의 실제 작업 패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디자
이너는 본인의 작업 패턴의 기반이 되는 디자인 스키마를 자신의 경험
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암묵지(tacit knowledge)의 형태로 익히고 있는 경
우가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를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ThinkAloud 방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둘째로 디자인 요소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양할수록 좋다는 점이다. 데이터의 양은 곧 에이전
트의 학습량을 의미하고, 이는 추론의 정확성과 비례할 것이다. 한편 데
이터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
는 외부적 요인으로,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들을 비롯하여
디자인 대상의 용도와 맥락 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며 디자인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내부적 요인으로, 동일한 디자
인 요소라고 하더라도 그 속성을 조절하는 행동은 다른 디자인 요소의
존재 여부 및 그 속성들이 취하는 값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다. 이 두 요인은 모두 디자이너의 개념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동
일한 조건에서도 다양한 디자인 시안들이 나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다
양한 디자인 요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는 파티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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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디자인하는 상황에서 모던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이라는 서로 상
반된 스타일에 대한 요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행사와 같은 공적인 분위
기의 파티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적인 분위기의 파티 초대장이
라는 요구를 추가하여 실험자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분야의 오랜 실무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연구 대상자
로 선정하여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경험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4년간 학부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8년간의
실무 경험을 가진 한 명의 디자이너를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
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되는데, 각각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추출 단계,
디자인 요소 데이터 추출 단계, 베이지안 네트워크 구축 단계, 그리고
베이지안 네트워크 평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인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추출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
자의 반복된 디자인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디자인 스키마와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연구 대상자가 어떠한 작업 패
턴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 및 추출한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자에게 약
3시간에 걸쳐 총 16개의 디자인 시안에 대한 작업을 요구하였고, 이 중
첫 번째 작업에 대하여 연구 대상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생
각을 계속해서 소리 내어 말하는 Think-Aloud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후
녹음된 Think-Aloud 프로토콜을 분석하여 연구 대상자가 활용한 디자인
요소들 및 요소들의 관계를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로 구조화함으로써 연
구 대상자의 작업 패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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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안이 작성된 후에는 연구 대상자와의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작업 패턴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인 디자인 요소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자
의 작업 결과물인 총 16개의 디자인 시안을 디자인 요소 단위로 분석하
여 그 속성들을 범주화한다. Think-Aloud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실험자는
연구 대상자의 작업 결과물로부터 실험에서 제시한 배경과 글자의 디자
인 요소와 함께, 배경의 하위 요소인 배경 색과 글자의 하위 요소인 서
체, 글자 색, 글자 크기, 글자 위치, 글자 두께, 그리고 대소 문자를 추출
하였고, 이러한 각 요소의 속성들을 적절히 범주화하였다. 연구 대상자
가 구현하고자 하였던 특정 스타일은 각 요소의 속성들이 사용된 빈도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추출된 디자인 요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스타
일에 대한 조건부 확률표를 작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 단계들로부터 추출된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을 표현하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와, 특정 디자인 스타일을 구현하려는
디자이너의 의도를 표현하는 조건부 확률표를 기반으로 디자이너의 의
도를 추론할 수 있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진단 추론과 예측
추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베이지안 네
트워크 시각화 및 추론 소프트웨어인 Netica를 사용하였다.49) 구축된 베
이지안 네트워크에서는 진단 추론을 통해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 추론을 통해 해당 디자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
는 다른 요소의 속성들을 확률에 기반하여 추천할 수 있다.

49)

www.nors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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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 평가 단계에서는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의 사용자 경험에 대하여 정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연구 대상자가 디자인 작업에서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하는 에이전트
를 활용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유용성, 신뢰성,
사용성, 그리고 편의성의 항목에 대하여 사용자 경험을 평가한다.

본 실험에서 실험자는 가상의 클라이언트로서 연구 대상자에게 파
티 초대장 디자인 시안을 의뢰하였다. 이때 연구 대상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다양화에 영향을 주도록 기업의 행사와 같은 공적인 분
위기의 파티 초대장 시안과,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적인 분위기의
파티 초대장 시안을 각각 8개씩 요구하였으며, 또한 각 분위기 내에서도
모던 스타일의 시안과 캐주얼 스타일의 시안을 4개씩 요구하였다. 따라
서 연구 대상자는 [표 4-1]과 같이 총 16개의 파티 초대장 디자인 시안
을 제작하게 된다. 디자인 요소의 측면에서 연구 대상자에게 무늬가 없
는 배경과 함께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임의의 문구를 시안에 포함하도
록 요구하였고, 하위 요소 및 속성의 사용에는 제약을 두지 않았다. 이
러한 요구 사항들을 설명한 뒤, 개념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약 15분 간
가진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도구로는 Adobe Illustrator의 CC 2019
버전이 사용되었다.

표 4-1

분위기와 스타일에 따른 파티 초대장 디자인 시안 분류
분류

모던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

공적인 분위기의 파티

4개

4개

사적인 분위기의 파티

4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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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추출

실험자는 [표 4-2]와 같이, 연구 대상자의 작업 중 가장 먼저 수행된
모던 스타일—공적인 분위기의 파티 초대장의 첫 번째 시안에 대하여
Think-Aloud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요구된 스타일과 제시된
분위기를 바탕으로 먼저 개념화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결과
물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과 색상 조합을 떠올렸고, 또한 초대장에 삽입
될 적절한 의미를 가진 임의의 문구를 선정하였다.

Think-Aloud 방법을 통해서 연구 대상자는 작업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하였고, 실험자는 이를 녹음한 뒤, 이후 진행된 프로토콜 분
석을 통하여 연구 대상자가 어떠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지 뿐
만 아니라, 각 요소들이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를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프로토콜 1-3번의 개념화 과정을 통하
여 연구 대상자는 주어진 조건인 모던 스타일—공적인 분위기로부터
‘delightful delicacy’라는 문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4번의 “일단 블
랙을 적용해보자”,

6번의 “모던한 느낌의 폰트”와 7번의 “뭔가 중산층,

상류층 느낌이 있는 폰트”라는 프로토콜로부터 주어진 스타일과 분위기
는 대상자가 디자인 요소 중 배경 색 및 서체를 선택하는 행동에 영향
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번의 “소문자로 했을 때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라는 프로토콜은 서체가 대소 문자의 속성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12번의 “전부 대문자로 바꾸면 가독성이 좀 떨어져
서”라는 프로토콜은 대소 문자가 글자 크기의 속성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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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Think-Aloud 프로토콜과 활용된 디자인 요소들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Think-Aloud 프로토콜

디자인 요소

뭔가 모던한 느낌의 기업 행사라고 생각을 하면,

좀 활발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좀 섬세하고 단정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일단 카피는 delightful delicacy로 정해봤는데,

개념화 과정

전체적인 색상은 블랙, 핑크, 골드, 실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
는데….
아무래도 바탕이 좀 더 큰 요소가 되니까…,

바탕을 먼저…,

일단 블랙을 적용해보자.
다음으로 카피를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바탕이 블랙이니까
글자는 흰색으로 해 볼 생각이야….
모던한 느낌의 폰트를 찾기 위해서, Sans-serif 폰트 중에서 찾
아보자.
뭔가 중산층, 상류층 느낌이 있는 폰트가 기업 행사에 좀 적합
하지 않을까….
이건 좀 엘레강스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좀 섬세한 느낌을 찾아보고 싶은데…, 소문자랑 대문자로 바꿔
보고….
카피가 delightful delicacy라서 좀 볼드한 글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소문자로 했을 때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대문자로 바꿔보
면….
전부 대문자로 바꾸면 가독성이 좀 떨어져서, 뭔가 읽는 사람
한테 불친절한 느낌이 드는 것 같네.

배경 색
글자 색
서체
서체
서체
대소 문자
글자 두께
대소 문자
대소 문자

카피에 delicacy라는 말이 있으니까, 글자가 크거나 가운데에

글자 크기,

있으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글자 위치

14

조그마할 때 예쁜 폰트이긴 한데,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글자 크기

15

가운데에 놓으면 좀 괜찮은가…?

글자 위치

16

기업 행사인데 좀 골드로 가면 어울리지 않을까?

글자 색

17

일단 이건 그대로 블랙 앤 화이트로 가도 괜찮을 것 같네.

글자 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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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hink-Aloud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가 파티 초대
장 시안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디자인 요소들 및 그러한 요
소들의 관계를 [그림 23]과 같이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는 연구 대상자의 디자인 스키
마와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작업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3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을 반영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는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에 대한 이론적 근거
가 있으면 더욱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전문
가의 지식 및 주관과 직관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림
23]과 같은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는 실험자의 주관에 따라, 연구 대상자
에 따라, 또는 배경이 되는 이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를 바탕으로 디자인 요소들의 인과 관계가 먼저 설정되어
야 추후 연구 대상자의 디자인 요소 선택 빈도를 바탕으로 조건부 확률
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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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자인 요소 데이터 추출

디자인 요소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특정 디자인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 대상자의 의도는, 특정한 스타일 또는 분위기 조건에서 각 디
자인 요소의 특정 속성들을 얼마나 자주 선택하였는지를 바탕으로 파악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속성의 활용 빈도를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로
표현된 디자인 요소들의 관계에 대입하여 조건부 확률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각 요소의 속성들을 적절히 범주화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기준들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기
준들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표본이 많지 않고, 또한 사용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학습해 나가는 에이전트의 초기 학습 상황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속성들의 범주화 범위를 넓게 설정하였다. 따라서 각
요소의 속성들은 최대 3개로 범주화 되었다.

[표 4-3]은 연구 대상자가 제작한 총 16개의 파티 초대장 디자인 시
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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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연구 대상자가 제작한 파티 초대장 시안들
구분

시안

모던 스타일
&
공적인 분위기

1-1

1-2

1-3

1-4

2-1

2-2

2-3

2-4

3-1

3-2

3-3

3-4

4-1

4-2

4-3

4-4

캐주얼 스타일
&
공적인 분위기

모던 스타일
&
사적인 분위기

캐주얼 스타일
&
사적인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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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앞서 도출된 디자인 요소들을 기반으로 각 시안들로부터
디자인 요소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며, 이때 분류된 각 요소의 속성들의
범주는 [표 4-4]와 같다. 이는 시안들을 바탕으로 실험자가 임의로 분류
한 속성들인데, 각 요소의 속성들 사이에 중복이 없도록 상호 배타적으
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배경 색과 글자 색의 속성은 채도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무채색의 경우 채도가 낮은 저채도의
속성으로, 유채색의 경우 채도의 정도에 따라 고채도와 중채도의 속성으
로 분류하였다. 서체의 경우에는 크게 Serif와 Sans-serif로 분류될 수 있
었으나,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Slab serif 속성의 서체도 존재
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글자
크기와 두께의 경우에는 중간 지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관계로 ‘큰 /
작은’, ‘두꺼운 / 얇은’과 같이 각각 두 종류의 속성으로 분류하였다. 이
경우에는 추후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데이터의 크기와 두께를 정확한 기
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소 문자의 경우에는 모든 문자를 대
문자로 표현하는 Upper case와, 각 단어의 첫 문자만을 대문자로 표현하
는 Title case의 두 종류만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4-4

범주화 된 각 디자인 요소의 속성들

디자인 요소

요소의 속성

배경 색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

글자 색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

서체

Serif

Sans-serif

Slab serif

글자 위치

상단

중단

하단

대소 문자

Upper case

Title case

-

글자 크기

큰

작은

-

글자 두께

두꺼운

얇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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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건부 확률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각 시안에 드러난 디자인
요소의 속성들의 사용 빈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시안을 [표 4-5], [표
4-6]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4-5

공적인 분위기의 초대장 시안의 속성 분류
모던 스타일

디자인 요소

배경 색

글자 색

서체

글자 위치

캐주얼 스타일

요소의 속성

1-1

1-2

1-3

1-4

2-1

2-2

2-3

2-4

고채도

-

-

-

-

-

-

-

-

중채도

-

-

〇

〇

-

-

〇

〇

저채도

〇

〇

-

-

〇

〇

-

-

고채도

-

-

-

-

〇

〇

〇

〇

중채도

-

〇

-

-

-

-

-

-

저채도

〇

-

〇

〇

-

-

-

-

Serif

-

〇

〇

-

-

-

-

-

Sans-serif

〇

-

-

〇

〇

〇

〇

〇

Slab serif

-

-

-

-

-

-

-

-

상단

-

-

-

〇

-

-

-

-

중단

〇

-

-

-

〇

〇

〇

-

하단

-

〇

〇

-

-

-

-

〇

Upper case

-

-

〇

〇

〇

-

〇

〇

Title case

〇

〇

-

-

-

〇

-

-

큰

-

-

〇

-

〇

-

〇

〇

작은

〇

〇

-

〇

-

〇

-

-

두꺼운

-

-

〇

-

〇

-

〇

〇

얇은

〇

〇

-

〇

-

〇

-

-

대소 문자

글자 크기

글자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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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사적인 분위기의 초대장 시안의 속성 분류
모던 스타일

디자인 요소

배경색

글자색

서체

글자 위치

캐주얼 스타일

요소의 속성

3-1

3-2

3-3

3-4

4-1

4-2

4-3

4-4

고채도

-

-

-

-

〇

-

〇

〇

중채도

-

-

-

-

-

〇

-

-

저채도

〇

〇

〇

〇

-

-

-

-

고채도

-

-

-

-

〇

〇

〇

〇

중채도

-

-

-

〇

-

-

-

-

저채도

〇

〇

〇

-

-

-

-

-

Serif

-

-

-

-

-

-

-

-

Sans-serif

〇

〇

〇

〇

-

-

-

-

Slab serif

-

-

-

-

〇

〇

〇

〇

상단

〇

-

-

-

-

-

-

-

중단

-

〇

〇

-

〇

〇

-

〇

하단

-

-

-

〇

-

-

〇

-

Upper case

〇

-

-

-

〇

〇

〇

〇

Title case

-

〇

〇

〇

-

-

-

-

큰

〇

-

-

-

〇

〇

〇

〇

작은

-

〇

〇

〇

-

-

-

-

두꺼운

〇

-

-

-

〇

〇

〇

〇

얇은

-

〇

〇

〇

-

-

-

-

대소 문자

글자 크기

글자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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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 시안에 드러난 디자인 요소의 속성들의 사용 빈도를
앞서 추출된 연구 대상자의 작업 패턴을 반영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를 기반으로, [표 4-7]에서 [표 4-15]에 해당하는 조건부 확률표를 작성하
였다. 이때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디자이너의 의도를 제대로 추론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으로, 분위기와 스타일 각각에 제 3의 요
소인 ‘Other’을 추가하였다. 또한 분위기와 스타일은 다른 디자인 요소들
에 영향을 주지만 그 자체로는 다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
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값이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엔트로피를 극
대화하기 위하여 모두 동일한 33.3%로 설정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해당
하는 분위기 또는 스타일을 선택할 확률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
두 동일한 확률로 선택할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사전
(prior) 분포로서의 균일(uniform) 분포는 단순한 주관적 확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리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확률이기도 하다.50) 마찬가지
로 임의로 추가된 ‘Other’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요소들의 조건부 확률
값은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표 4-7

표 4-8

50)

분위기에 대한 조건부 확률표
Mood = Public

Mood = Private

Mood = Other

33.3%

33.3%

33.3%

스타일에 대한 조건부 확률표

Style = Modern

Style = Casual

Style = Other

33.3%

33.3%

33.3%

허명회, 1994, “베이즈의 균일분포에 관한 소고” 응용통계연구 7, no. 2, p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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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배경 색에 대한 조건부 확률표

Mood = Public

Mood = Private

Mood = Other

표 4-10

Back_Clr
= High

Back_Clr
= Mid

Back_Clr
= Low

Style = Modern

0%

50%

50%

Style = Casual

0%

50%

50%

Style = Other

33.3%

33.3%

33.3%

Style = Modern

0%

0%

100%

Style = Casual

75%

25%

0%

Style = Other

33.3%

33.3%

33.3%

Style = Modern

33.3%

33.3%

33.3%

Style = Casual

33.3%

33.3%

33.3%

Style = Other

33.3%

33.3%

33.3%

Text_Font
= Srf

Text_Font
= Sans

Text_Font
= Slab

Style = Modern

50%

50%

0%

Style = Casual

0%

100%

0%

Style = Other

33.3%

33.3%

33.3%

Style = Modern

0%

100%

0%

Style = Casual

0%

0%

100%

Style = Other

33.3%

33.3%

33.3%

Style = Modern

33.3%

33.3%

33.3%

Style = Casual

33.3%

33.3%

33.3%

Style = Other

33.3%

33.3%

33.3%

서체에 대한 조건부 확률표

Mood = Public

Mood = Private

Mood =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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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글자 색에 대한 조건부 확률표

Mood = Public

Mood = Private

Mood = Other

표 4-12

Text_Clr
= High

Text_Clr
= Mid

Text_Clr
= Low

Back_Clr = High

33.3%

33.3%

33.3%

Back_Clr = Mid

50%

0%

50%

Back_Clr = Low

50%

25%

25%

Back_Clr = High

100%

0%

0%

Back_Clr = Mid

100%

0%

0%

Back_Clr = Low

0%

25%

75%

Back_Clr = High

33.3%

33.3%

33.3%

Back_Clr = Mid

33.3%

33.3%

33.3%

Back_Clr = Low

33.3%

33.3%

33.3%

글자 위치에 대한 조건부 확률표

Mood = Public

Mood = Private

Mood = Other

Text_Pos
= Top

Text_Pos
= Mid

Text_Pos
= Bot

Text_Font = Srf

0%

0%

100%

Text_Font = Sans

16.7%

66.6%

16.7%

Text_Font = Slab

33.3%

33.3%

33.3%

Text_Font = Srf

33.3%

33.3%

33.3%

Text_Font = Sans

25%

50%

25%

Text_Font = Slab

0%

75%

25%

Text_Font = Srf

33.3%

33.3%

33.3%

Text_Font = Sans

33.3%

33.3%

33.3%

Text_Font = Slab

33.3%

33.3%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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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대소 문자에 대한 조건부 확률표

Text_Font
= Srf

Mood = Public

Text_Font
= Sans

Text_Font
= Slab

Text_Font
= Srf

Mood = Private

Text_Font
= Sans

Text_Font
= Slab

Text_Font
= Srf

Mood = Other

Text_Font
= Sans

Text_Font
= Slab

Text_Cap
= Upp

Text_Cap
= Ttl

Text_Clr = High

50%

50%

Text_Clr = Mid

0%

100%

Text_Clr = Low

100%

0%

Text_Clr = High

75%

25%

Text_Clr = Mid

50%

50%

Text_Clr = Low

50%

50%

Text_Clr = High

50%

50%

Text_Clr = Mid

50%

50%

Text_Clr = Low

50%

50%

Text_Clr = High

50%

50%

Text_Clr = Mid

50%

50%

Text_Clr = Low

50%

50%

Text_Clr = High

50%

50%

Text_Clr = Mid

0%

100%

Text_Clr = Low

33.3%

66.6%

Text_Clr = High

100%

0%

Text_Clr = Mid

50%

50%

Text_Clr = Low

50%

50%

Text_Clr = High

50%

50%

Text_Clr = Mid

50%

50%

Text_Clr = Low

50%

50%

Text_Clr = High

50%

50%

Text_Clr = Mid

50%

50%

Text_Clr = Low

50%

50%

Text_Clr = High

50%

50%

Text_Clr = Mid

50%

50%

Text_Clr = Low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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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글자 크기에 대한 조건부 확률표

Text_Font
= Srf

Mood = Public

Text_Font
= Sans
Text_Font
= Slab
Text_Font
= Srf

Mood = Private

Text_Font
= Sans
Text_Font
= Slab
Text_Font
= Srf

Mood = Other

Text_Font
= Sans
Text_Font
= Slab

표 4-15

Text_Size
= Lrg

Text_Size
= Sml

Text_Cap = Upp

100%

0%

Text_Cap = Ttl

0%

100%

Text_Cap = Upp

75%

25%

Text_Cap = Ttl

0%

100%

Text_Cap = Upp

50%

50%

Text_Cap = Ttl

50%

50%

Text_Cap = Upp

50%

50%

Text_Cap = Ttl

50%

50%

Text_Cap = Upp

100%

0%

Text_Cap = Ttl

0%

100%

Text_Cap = Upp

100%

0%

Text_Cap = Ttl

50%

50%

Text_Cap = Upp

50%

50%

Text_Cap = Ttl

50%

50%

Text_Cap = Upp

50%

50%

Text_Cap = Ttl

50%

50%

Text_Cap = Upp

50%

50%

Text_Cap = Ttl

50%

50%

글자 두께에 대한 조건부 확률표

Mood = Public

Text_Thk
= Thk

Text_Thk
= Thn

Text_Cap = Upp

80%

20%

Text_Cap = Ttl

0%

100%

Text_Cap = Upp

100%

0%

Text_Cap = Ttl

0%

100%

Text_Cap = Upp

50%

50%

Text_Cap = Ttl

50%

50%

Mood = Private

Mood = Other

- 59 -

제 4 절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의도 추론

앞서 추출된 연구 대상자의 작업 패턴을 표현하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와, 특정 디자인 스타일을 구현하려는 연구 대상자의 의도를 표현
하는 조건부 확률표를 기반으로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베
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림 24]는 베이지안 네트워크 상에서
각 디자인 요소의 속성들의 전체적인 확률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24

최종적으로 구축된 베이지안 네트워크

먼저 예측 추론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의 원인이 되
는 디자인 요소로 표현된 ‘분위기’와 ‘스타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각각의
특정 속성을 선택했을 때 전체적으로 변하게 되는 확률 분포를 살펴본
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디자인 작업을 시작할 때 공적인 분위기의 스타일을
구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분위기’에 해당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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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Mood’의 속성 중 하나로서 ‘Public’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
에 해당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확률 분포는 [그림 25]과 같
다.

그림 25

공적인 분위기의 의도의 확률 분포

이때 ‘Mood’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각 디자인 요소의 속성들의
확률 분포가 갱신되며, 각각의 확률값은 특정 의도 하에서 그 속성들이
선택될 확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공적인 분위기의 스타일을 구현하려
는 디자이너의 의도 하에서, 에이전트는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
로 사용자가 Sans-serif 서체를 선택할 확률이 61.1%임을, 사용자가 글자
를 중단에 배치할 확률이 44.4%임을, 그리고 사용자가 글자 색을 고채도
로 선택할 확률이 48.1%임을 추론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제안하거나 또
는 자동으로 작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용자가 사적인 분위
기의 스타일을 구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에 해당
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확률 분포는 [그림 26]과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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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글자 크기를 크게 선택할 확
률이 62%임을, 사용자가 글자를 중단에 배치할 확률이 59.3%임을, 그리
고 사용자가 글자 두께를 두껍게 선택할 확률이 61.1%임을 추론하여 이
를 사용자에게 제안하거나 또는 자동으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림 26

사적인 분위기의 의도의 확률 분포

한편 [그림 27]과 같이 사용자가 사적인 분위기의 스타일과 함께 모
던한 스타일을 구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확률 분포 상에
서 각 속성의 확률값의 차이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며, 또한 실제 연구
대상자가 제작한 모던 스타일—사적인 분위기의 파티 초대장 시안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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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모던 스타일—사적인 분위기의 의도의 확률 분포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대조군으로 설정된 제 3의 분위기에 대한 의
도를 가졌다고 가정하면, 이는 ‘Mood’의 속성 중 하나로서 ‘Other’을 선
택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확률 분포는 [그림 28]과 같은데, 분위기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디자인 요소의 속성들이 미리 설정한 대로 동일한 확률 값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3 -

그림 28

제 3의 분위기에 대한 디자이너의 의도의 확률 분포

이번에는 진단 추론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연구 대
상자가 제작한 시안들을 참조하여 임의의 속성을 선택한다. 진단 추론은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의의 디
자인 요소의 속성을 조절하는 행동을 가정한다. [그림 29]는 사용자가 글
자 색을 고채도로 설정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전체적인 확률 분포이
며,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사적인 분위기일 확
률이 40.5%임과 함께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스타일이 캐주얼 스타
일일 확률이 44.6%임을 추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는 동시
에 예측 추론을 통하여 사용자가 글자 크기를 크게 선택할 확률이 66.2%
임을, 사용자가 글자를 중단에 배치할 확률이 50.7%임을 추론할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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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사용자가 글자 색을 고채도로 설정한 경우

마찬가지로 [그림 30]과 같이 사용자가 글자 색을 저채도로 설정한
경우,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공적인 분위기일
확률이 35.7%임과 함께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스타일이 모던 스타
일일 확률이 46.9%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30

사용자가 글자 색을 저채도로 설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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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그림 31]과 같이 사용자가 글자 색을 저채도로 설정한 상태
에서 각 단어의 첫 문자만을 대문자로 표현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전체
적인 확률 분포는 다시 갱신되어 이번에는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사적인 분위기일 확률이 41.5%임을 추론한다.

그림 31

저채도의 글자 색과 Title case를 설정한 경우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의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전체
적인 확률 분포를 갱신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와 그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요소가 네트워크 구조로 연결되어 있
기 때문이며, 에이전트의 예측 추론과 진단 추론은 사실상 동시에 이루
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나, 또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의의 디
자인 요소의 속성을 조절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보다 빠르고 편리
하게 자신의 의도를 반영한 디자인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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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베이지안 네트워크 평가

구축된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바탕으
로 연구 대상자의 사용자 경험에 대하여 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때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특정 스타일에 대한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경
우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의의 디자인 요소의 속성을 조절
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작동하는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이후 심층 인터뷰
를 기반으로 연구 대상자의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였다. 사용자 경험 평
가는 Anderson이 제안한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의 6단계 피라미드
구조51)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림 32]와 같이 각 단계는 하단에서부터
유용성(functional), 신뢰성(Reliable), 사용성(usable), 편의성(convenient), 감
성(pleasurable), 그리고 최상단에 위치한 단계인 의미성(meaningful)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피라미드 구조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향할수록, 제품이
나 서비스 등의 대상 그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사용자의 경험에 대
한 부분으로 평가 항목의 속성이 달라진다.

51)

www.poetpai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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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reating Pleasurable Interfaces (created by Stephen P. Anderson)

본 연구에서 구축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부
재로 인하여 상단부의 감성과 의미성의 단계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판
단되어, 피라미드의 하단부에 위치한 네 단계인 유용성, 신뢰성, 사용성,
그리고 편의성 항목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였다. 각 항목별 정성
평가 내용은 다음의 [표 4-16]과 같이 정리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을 위한 베
이지안 네트워크는, 개인적인 디자인 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결과물을 제
작하고 공유하는 환경에서의 일반 사용자에게는 충분한 유용성과 신뢰
성,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수준으로는 전문
디자이너의 디자인 작업을 보조하는 데에 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
다. 한편 사용성의 측면에서는 편집 디자인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하
나의 요소가 커지면 동시에 다른 요소가 작아져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
할 수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을 위한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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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디자인 대상 내에 존재하는 디자인 요소들 사
이의 상대적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는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
한 의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디자인 요소
및 각 요소의 속성들을 추출 및 범주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
를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방법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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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베이지안 네트워크 정성 평가 내용

항목

정성 평가 내용
Q: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 에이전트가 디자인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A: 전문 디자이너에게는 유용할 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에 능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디자인 작업에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해

유용성

당 의도 추론 방법은 테크닉적인 부분 보다는 개인의 심미적인 부분과
보다 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심미적인 감각을 활용하거나 향상
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용자가 스스로의 디자인 결과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요즘과 같
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도구가 디자인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
다.
Q: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 에이전트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가?
A: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추후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고 데이터

신뢰성

처리 기술이 고도화 될 것을 가정한다면 한 70% 정도는 개인의 의도를
추론하는 데에 정확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교한 수준
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서로의 스타일과 의도에 대하여 소통하고 공감
하는 데에는 충분한 정도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
전히 전문가의 수준에서는 신뢰도가 높다고 보긴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Q: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 에이전트가 디자인 작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A: 의자와 같은 제품 디자인의 경우에는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장과
같은 편집 디자인의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에서 하나의 요소가 커지면

사용성

동시에 다른 요소가 작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의도를 추론하는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대
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도 따로 필요하
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같은 요소라도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의미를 정의하거나 분류하는 방식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 에이전트의 활용이 디자인 작업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

편의성

A: 자동화되거나 또는 빠른 의사 결정의 측면에서는 편리할 수 있겠는
데, 작업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편리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전문가의 후보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충분히 편리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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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디자인 작업 특성을 기반으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에이전트가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계 학습, 특히 심층 학습을 기반으로 결과물
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은, 인간 창작의 결과물을 대량으로
학습하고 이를 분석 및 재조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디자이너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본 연구는 디
자이너의 디자인 작업과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작업은 차이점이 존재할
것이고, 특히 과정의 측면에서 디자이너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인공지능 기반 디
자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디자인 결과물이 아닌 디자이너의 의도를 학습
하여 디자이너의 작업을 보조할 수 있는 일종의 개인 비서와 같은 지능
형 에이전트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전트가 수행하기를 기대
하는 역할 중 하나로서,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및 디자인 요소 데이터에
기반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에이전트가 디자이너의 의도를
확률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에이전트는 디자이너들 각 개인의 스타일에
대한 취향이나 작업 특성 등을 학습하여야 하며, 이때 에이전트의 학습
대상은 디자인 결과물이 아닌 디자인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디자이너의
의도가 될 것이다. 이에 디자인 지식으로부터 형성되는 디자이너의 의도
를, 디자인 지식 유형의 영역에 따라 특정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의도와

- 71 -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작업 과정을 관찰 및 분석하였고,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와 조건부 확률표를 작성하여 디자이너
의 의도를 추론하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때 각 추출 과
정에서 실제 디자인 작업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
는데,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 추출 과정에 있어서, 디자이너는 본인의 작
업 패턴의 기반이 되는 디자인 스키마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
종의 암묵지의 형태로 익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형식지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Think-Aloud 방법이 활용되었고, 디자인 요소
데이터 추출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 요소 데이터를 확보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오랜 실무 경험을 지닌 전문가를 연구 대상자
로 선정하여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경험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반
의 에이전트는, 디자이너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나,
또는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의의 디자인 요소
의 속성을 조절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예측 추론을 통하여 디자이
너의 의도가 반영된 디자인 요소의 속성들을 제안하거나 자동으로 적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 추론을 통하여 특정 디자인 스타일을 구
현하려는 디자이너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에이전트의 추론
들은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확률 추론에 해당하며, 디자이너의 선택
에 따라 전체적인 확률 분포를 실시간으로 갱신 및 학습하여 점차 디자
이너의 의도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사용성 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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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디
자인 대상 내에 존재하는 디자인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를 표현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디자인 요소
및 각 요소의 속성들을 추출 및 범주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
를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방법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에이전트의 학습 대상이 디자이너의 의도라는 점에서, 한
명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일회적으로 진행된 실험에 기반한다는 한계
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자이너의 작업 패턴과 디자인 요소
데이터에 기반한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 방법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로서
다수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향후 기술적인 관점에서 디자이너의 의도 추론을 위한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추론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인간-기계 공생의 관점에서 디자이너의 작업을 보조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의 디자인 작업 과정 상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심
도 있는 고찰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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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ilding Bayesian Network for
Inferencing Designer's Inten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Activity
Jeong-Sub Lim
Dept. of Crafts and Design, Industrial Design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design object can be described as a combination of design elements and their
properties, and thus a design activity can be regarded as a process of selecting and
arranging those elements and adjusting their properties. The emergence of intelligent
agent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enables a number of design results to be
generated quickly and conveniently, but there is still little way to assist designers in
the way of learning the tastes of styles or working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desig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machine
symbiosis, to propose a method to enable intelligent agent to infer designer's
intention using Bayesian network based on the pattern of designer's action and the
data of design elements. To this end, first, the process by which the pattern of
designer's action and the designer's intention for a particular design style are shaped
by the types of design knowledge is explained. Second, it is confirmed that those
two can be converted respectively into directed acyclic graphs (DA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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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al probability tables (CPT), and thirdly, by the combination of the two, it is
argued that the Bayesian network for inferencing designer's intention can be
constructed. In order to implement this theoretical argument, an experiment with a
designer was conducted. The Think-Aloud method was used to extract the pattern of
designer's action, and the analysis of design results in element units was performed
to extract the data of design elements. The Bayesian network built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can not only propose or automatically apply the properties of the design
elements reflecting the designer's intention through the prediction, but also infer
designer's intention to implement specific design style through diagnostic inference.

Keywords: Bayesian network, design knowledge, design style, designer's intention,
intention inference, pattern of designer’s action

Student Number: 2017-25507

- 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