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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presented an extraction method of a logical database to create a design form of stream-nose. 

The practical use of logical database is important for the expansion of thinking area with investigation of 

Form to create a stream nose. Firstly, We presented apply course with the method to draw the image 

database as a first step of a stream-nose design. secondly, extraction method of a character-line applied the 

image-layered technique was an objectified. Such course is for establishing a design process to create the 

original form of the stream nose.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술개발과 더불어 신규디자인을 G7에 적용하여 전두부 디자인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전두부 

디자인은 고속전철의 첨단기술을 가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전두부 디자인의 체계적인 

구현 과정을 확립하는 것은 향후 디자인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경쟁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전두부 디자인 형상을 창출하기 위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은 디자이너의 

사고영역 확장과 다양한 형상을 검토하여 연구개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디자인 될 신 모델은 두뇌 활용을 통해 도출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의 

형상을 추출하고, 추출된 형상의 캐릭터 라인을 구현하기 위해 이미지 적층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세부적으로, 전두부 디자인의 초기 단계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는 방법과 적용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미지 적층 기법을 응용하여 고속전철의 전두부가 갖고 있는 캐릭터 라인을 

추출하는 방법을 객관화 하였다. 이는 원형(原形) 모델의 디자인 연구개발 과정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

*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정회원

      E-mail : reostone@hanyang.ac.kr

      TEL : (031)400-4694 FAX : (031)400-5681

**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정회원

***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정회원

***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정회원



그림 1. 연구흐름도

  본 연구는 논리적 형상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흐름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선

형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해양생물의 형상과 속도감이 있는 동물의 머리와 운송수단의 이미지를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먼저 디자이너에게 잠재되어 있는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이미지를 빠

른 시간에 도출하여 전두부 형상 구체화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모핑(Morphing)기

법을 활용하였다. 모핑기법은 유선형의 해양생물 이미지를 선정하여 조형영역의 단계별 확장에 의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형상 구현 과정에서 다양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이어서 추출된 

형상의 특징과 성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면과 측면의 캐릭터 라인을 추출하였다. 추출 방법으로 동물

의 머리와 운송수단의 이미지를 단계별로 적층시키고, 시안을 압축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

정은 논리적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빠른 시간에 생성시켜, 형상검토 시간을 단축하고, 발생시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정련된 자료로 압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함이

다.

2.  본  론

2.1 모핑의 개념응용 단계

2.1.1 모핑의 알고리즘 응용

  모핑 기법은 두개의 서로 다른 개체가 존재할 때 단계적으로 변환되어지는 2차원 이미지 표현 기술

이다. 특히 2차원 몰핑은 형태변형과 오버랩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변형하는 

것이 장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생물의 전두부이미지 외곽 라인을 중심으로 모핑되는 과정을 도출

하였다. 고속전철의 유선형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측면의 외곽 이미지라인과 정면의 외곽이미지는 

전두부 매스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데이터가 된다. 따라서 전두부 형상의 덩어리 감을 결정하

는 측면 이미지 라인과 정면 이미지 라인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모핑 개념을 응용한 이미지 

변환 과정을 제시하고 단계별로 확장된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2.1.2 형상 변환을 위한 이미지 맵 

  단계별 이미지 변환 과정에 따른 다양한 형상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미지 맵의 방향성을 설정하

고, 이미지 맵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Sharpness Roundness

Shortness Length
그림 2. 이미지 맵의 방향성을 갖는 대표이미지 선정

  먼저 이미지 맵의 방향성은 가로축을 ‘날카로움과 부드러움’, 세로축을 ‘긴 형상과 짧은 형상’ 으로 

결정하였다. 이미지 맵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어휘들 중 유체의 저항과 관련된 이미지를 포괄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 어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미지 맵의 방향성을 갖는 대표이미지는 

각각 상어와 고래, 그리고 거북이와 황새치 이미지로 선정하였다. 가로축의 성격인 날카롭고 날렵한 이

미지를 라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상어의 전두부 형상을 선정하였고, 세로축의 성격인 웅장하고 부드러

운 이미지 라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향유고래의 전두부 형상을 선정하였다. 

2.1.3  형상 이미지 변환 단계 

그림 3. 모핑의 개념 적용한 1단계 형상변환 과정(측면이미지)

  형상 이미지 변환 단계의 첫 번째는 이미지맵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방향성을 결정하여 관련이미지가 

갖고 있는 형상이미지를 1차 모핑 과정을 거쳐 변환되어진 샘플을 이미지 맵의 각 모서리에 위치시킨

다. 이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양 끝단에 있는 4가지 형상이 평면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를 도출하여 다양한 형상의 이미지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3]은 세부 변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단계별 측면 형상이미지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2.1.4 형상 이미지 교차정렬 단계 

1) 측면이미지 교차정렬 단계



그림 4. 모핑의 개념 적용한 세부변환 과정(측면이미지)

  [그림 4]은 세부 변환 과정을 거친 행 변환과 열 변환 결과를 교차하여 도출된 단계별 측면 형상이

미지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측면 형상의 교차정렬을 한 결과 조형영역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4가지 영역 내의 조형이미지들은 다양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으며,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검

토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면 형상의 변환 과정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면은 단면적 형상이 유사하고 단계별 이미지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전두부 형상을 구체화 하

는 과정에서 측면 형상에 비하여 효과적인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측면의 형상과 결합하여 3차

원 이미지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모핑 기법을 응용한 형상 추출은 측

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고, 정면 형상과 결합하여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1.5 전두부 형상 이미지 추출

S - L 영역 (sharpness & length) L - R 영역 (length & roundness)

S - S 영역 (shortness & sharpness) R - S 영역 (roundness & shortness)

도표 1. 변환된 교차 영역별 전두부 구체화 결과

  [도표 1]은 [그림 4]에서 전개된 측면 이미지 변환 과정을 4가지 조형 영역으로 구분하여 디자인 

구체화 단계를 실시한 결과이다. 제시된 디자인 안은 S-L영역과 L-R영역, S-S영역과 R-S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화 하였다. 먼저 S-L영역은 날카롭고 날렵한 긴 전두부의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다. 그



리고 L-R영역은 긴 전두부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S-L영역과 달리 곡선 요소로 인한 유선형의 형상으

로 볼륨감이 증가된 형상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S-S영역은 날카롭고 짧은 형상을 도출할 수 

있으며, R-S영역은 전두부 길이가 길지 않지만 볼륨감을 살릴 수 있는 둥근 형태의 이미지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논리적인 형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추출된 이미지는 구체화 과정에서 형상의 볼

륨과 덩어리감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 추출된 모델들의 특징과 성격을 결정하는 캐릭

터 라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이미지 적층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미지 적층기법은 겹쳐진 이미지들의 농

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형상을 단계별로 정련하고 추출하여, 모핑에 의해 도출된 단순한 형상을 특징적

이고 구체적인 형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2.2 이미지 적층원리 적용 단계

2.2.1 전두부 디자인을 위한 연구 개념도

  고속전철 차량의 전두부 디자인을 위한 이미지 수집을 기초로 이미지 적층 기법(Image Layered 

Technique)을 응용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여과하는 과정의 연구 개념을 수립하였다. 1단계에서는 이미

지 데이터 수집을 통해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기기와 생물을 분류한 후 유선형 라인을 추출할 수 있

는 운송기기 그룹과 캐릭터 라인을 추출하기 위한 생물 그룹을 조합하였다. 2단계로 전개하는 과정에

서 조합한 운송기기와 생물군을 이미지 적층법을 통하여 적층시킴으로서 다양한 캐릭터 라인들을 추출

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시안들을 토대로 유사한 이미지들은 통합하고, 요인별로 그룹지어 그룹 안에서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한 대표 이미지들을 선정하였다. 3단계에서 선정된 대표 이미지들을 전두부의 정

면과 측면부에 적용시킴으로서 캐릭터 라인을 지닌 독창적인 전두부 디자인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

다.

2.2.2 전두부 디자인을 위한 기초 이미지 수집

그림 6. 기초 이미지 자료 수집

  고속전철 및 교통수단의 외관 디자인에서 스피드를 상징하는 생물들의 유기적 이미지나 캐릭터 라인

이 많이 차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속전철 전두부 디자인의 아이덴티티 설정을 위한 기초이미지 수집을

위해 특징이 강한 형상을 지닌 생물, 운송기기 이미지와 스피드감이 좋다고 생각되는 생물, 운송기기 

이미지를 기초 이미지로 선정 하였다. 이미지 선정 시 열차의 캐릭터 이미지 구축에 강한 영향을 미치

는 전두부 Front 디자인은 캐릭터가 강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캐릭터 라인 추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열차의 Side 디자인은 속도에 관련한 열차의 이미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속성에 따라 스피

드 감이 좋은 생물과 운송기기의 라인을 토대로 스트림 라인의 추출에 중점을 두었다.



2.2.3 기초 이미지군 필터링에 의한 접근

(1) 접근방법

그림 7. 이미지 적층 기법의 적용 원리

  이미지 적층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적층시킬 이미지를 선정하고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겹

쳐서 배열한다. 이미지는 평균적으로 2가지 이상을 적층시키며 이미지 단계에 따라 3단계 ~ 5단계의 

적층과정을 거친다. 만약 두 가지 이미지를 적층시켰다면 두 이미지 중 상부 이미지를 농도 100% 하

부에 위치한 이미지는 0%에서 시작한다. 단계에 따라 두 이미지는 농도의 진하기가 변형되며 중간단

계에서는 상, 하부 이미지가 모두 50%의 농도로 조절될 수 있다. 이렇듯 각기 다른 농도로 적층된 이

미지는 각각 다른 캐릭터라인을 도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라인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다. 

정면 측면

그림 8. 적층에 의한 캐릭터라인 도출 과정

  위 그림과 같이 각기 다른 이미지를 토대로 이끌어낼 시안의 수를 4가지로 정하고 적층시킬 시 4단

계로 농도조절을 하면 4가지 종류의 캐릭터 라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캐릭터 라인들

을 각기 열차의 프론트라인에 적용시켜 새로운 캐릭터 라인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사이드 라인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3가지의 고속전철을 토대로 형상의 틀을 정하고 기본외곽 형상 라인으로 추출한 그리드

를 기준으로 각 이미지를 위치시킨다. 위치된 이미지들의 농도를 0%에서 100%까지 조정하여 각각의 

캐릭터 라인을 추출한다.

(2) 전두부 정면의 캐릭터 라인 추출

  전두부 정면의 캐릭터 라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육상, 해상, 항공의 생물과 운송기기의 전두부 이미지

를 적층시켜보았다. 적층 시 적층하려는 이미지의 수가 너무 많거나 대상의 속성상 특징 및 패턴이 복

잡한 것은 5~6단계로 적층되었으며, 특징이 단순한 이미지들은 4단계의 적층과정을 거쳤다.



생물 운송기기

그림 9. 전두부 정면 캐릭터라인 추출 과정

  [그림 9]는 생물의 전두부 이미지를 5단계로 적층한 것이며, 각각의 농도 조절을 통해 적층된 이미

지로부터 특징이 되는 라인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5가지의 라인을 다시 적층시키고 

중복이 되는 라인들을 위주로 간소화 한 결과 대표되는 하나의 캐릭터 라인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기기의 전두부 이미지 또한 적층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찬가지로 

5개의 1차 라인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1차라인의 재 적층과 간소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캐릭터라인으

로 정제하여 보았다. 

그림 10. 정면 캐릭터라인 정제 과정

  생물을 모티브로 하는 캐릭터 라인은 정제되지 않은 독창적인 라인으로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성향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지 적층법에 의한 캐릭터 라인 추출과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제되고 가공되어 

있는 라인들로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이미지 적층법에 의한 캐릭터 라인은 그 종

류와 간소화 정도에 따라 다양한 라인을 도출할 수 있으며, 정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라인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라인들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이미지 적층기법을 응용하여 

얻은 캐릭터 라인은 생물을 모티브로 한 복잡한 라인과 특징을 쉽고 빠르게 재창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도출된 라인들을 전두부에 적용할 시 도출된 유기적인 라인들은 전두부의 구조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전두부 측면의 캐릭터 라인 추출

  정면의 캐릭터 라인 도출과 마찬가지로 전두부 측면의 캐릭터 라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육상, 해상, 

항공생물을 적층 시키고, 육상, 해상, 항공 운송기기의 이미지를 적층하였다. 대상의 속성상 특징이나 

패턴이 복잡한 것은 5~6단계로 적층시켰으며, 특징이 단순한 이미지들은 3단계에서 4단계로 적층시켜 

유선형의 캐릭터 라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생물 운송기기

그림 11. 전두부 정면 캐릭터라인 추출 과정

  생물과 마찬가지로 속도가 빠른 육상, 해상, 항공의 운송기기 이미지를 5단계로 적층시켜보았다. 그 

결과, 운송기기의 적층을 통한 측면 라인은 날렵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강하였으며, 곡선이지만 굴곡이 

심하지 않아 힘찬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생물의 측면 라인이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면 운

송기기들의 경우 생물과는 달리 중하부 보다 저항이 강한 중상부에 스피드한 유선형의 라인이 주로 위

치하는 특징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12. 측면 캐릭터라인 정제 과정

  [그림 11]에서 추출된 생물과 운송기기의 정제되지 않은 측면 라인을 조합하여 [그림 12]에서 6단

계로 Filtering해 보았다. 그 결과 중상부에만 위치해 있던 운송기기의 측면 라인과 굴곡이 생물의 측

면 라인이 결합하여 정제된 라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6단계의 정제과정을 거친 결과 정면의 캐릭터 

라인과 달리 측면의 캐릭터 라인들은 응집된 느낌보다는 분산된 느낌이 강하였다. 또한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대체적으로 날렵하고, 긴 유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전부두의 외곽 라인

으로 활용하거나 측면의 패턴으로 응용가능하다.



2.2.4. 고속전철 전두부 디자인으로의 적용 과정 및 결과

그림 13. 정면, 측면 캐릭터 라인 적용단계

  앞서 추출한 캐릭터 라인을 전두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정면과 측면에 선정된 라인을 위치시키고 

두 면이 하나의 볼륨이 되었을 때 서로 매칭 될 수 있도록 스케치를 통한 심화단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14. 캐릭터라인에 적용에 의한 구체화 단계

 

  위의 [그림 14]는 추출된 정면과 측면의 캐릭터 라인들이 하나의 시안으로 발전되기 위한 과정이다. 

먼저 Thumbnail sketch에서 라인을 매칭 시켜 하나의 볼륨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합하고, 러프스케치

를 통해 면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유선형의 캐릭터 라인을 가지는 하나의 시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미지 적층법은 전두부의 형상의 특징과 패턴에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2D 평면 상태의 캐릭터 라인 

추출방법을 말한다. 다시말해 전두부 형상의 Surface Design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전두부 형상의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Mass를 결정짓는 외곽 형상 데이터

를 충분히 확보하고, 구체화된 볼륨과 매스에 다양한 캐릭터 라인을 확보해야한다.

3.  결론 및 고찰

3.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고속전철 전두부의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추출 방법을 제시하고, 

추출된 형상요소를 구체화 단계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두부 디자인의 다양한 형상을 

검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해양생물의 이미지를 선정하여 모핑 기법을 응용하였

다. 구체적으로 유선형의 전두부 형상변환 단계를 구현하기위한 이미지 맵의 축을 설정하고, 축의 성격



에 부합하는 대표이미지를 선정하여 단계별 이미지 변환 과정을 라인으로 도출하여, 교차 정렬된 라인

영역을 구분하여 조형컨셉 영역을 설정하였다. 즉 측면이미지와 정면이미지의 외곽 라인을 단계별로 

도출하고, 도출된 다양한 이미지를 고속전철의 전두부 형상과정에 적용하여 3차원 입체 형상을 유추할 

수 있는 디자인 구체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운송기기와 생물의 이미지를 적층시켜 캐릭터 라인을 추출한 결과를 대입함으로써 다양

한 패턴의 전두부 및 외관 형상을 도출하였다. 이미지 적층기법을 적용한 형상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단계별로 쉽고 빠르게 정련함으로서 전두부의 특징적인 패턴에서부터 

유기적인 라인을 살린 패턴까지 독특한 캐릭터 라인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방대한 양의 

이미지 자료를 빠른 시간에 생성시키고 다양화한 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서 형상 검토시간을 단축하

고, 디자인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정련된 자료로 압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3.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전두부 디자인의 원형(原形)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면과 측면을 중심으로 논리적 데이터베

이스를 추출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추출 방법을 

다각도로 적용하여 전두부 평면의 패턴이나 팬터그래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이미지의 개선 및 전두부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인 형상 데이터베이스 추출

에 관한 방법은 생물을 모티브로 하는 일차적인 형상 이미지를 벗어나, 다양한 이미지들을 재해석하고 

정련하여 디자인 원형 모델을 추출하는 전략적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차세대 고속전철 전두부 라인업 모델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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