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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presents about an expert estimation method to develop a HEMU Original Form of streamline 

nose. It has difficult part to check to th thought of the designer. We presented the course to extract the 

Original Form through the form data base this part. But it is the form to be extract in logical method. It is 

important both intuitional part and sensual part of designer in the course which the form is developed 

innovative. We extract the factor of the innovation which the experts consider who a sensual brain activity 

is special and the experience degree is high. We do the structuring the estimation system. And than, we 

made the method to apply at the practic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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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에서 수행된 고속전철의 전두부 원형(原形)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

문평가 방법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원형모델 개발을 위해 정량적이고 논리적인 형상 데이터베이스를 

추출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제시 된 바 있다. 즉 원형모델 개발

을 위해서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디자이너에게 다양한 형상을 검토하고 착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형상을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추출하는 방

법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었다면, 최종적인 디자인 안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좀더 객관성을 부

여할 평가 시스템을 고려해야한다. 다시말해서, 최종적인 형상을 선택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은 디자이너

의 주관적인 의지와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선택과정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고, 객관성을 부여하여 원형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원형모델이 갖는 혁신성과 선호도를 중심으로 디자인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과정을 체계적

으로 기술하여 형상을 선택하는 과정의 의미와 객관성을 찾고, 형상선택과정의 전문성을 제시하기 위

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혁신성과 선호도에 대한 형상을 중심으로 전문 평가를 하는 것은 

10~15년 이상의 지속 기간이 긴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라인업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원형모델

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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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그림 1. 연구흐름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추출된 다양한 형상들을 대상으로 혁신성에 대한 서열을 추출하여 원

형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의 객관성을 부여하였다. 먼저 서열을 측정하기위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적집단 면접을 거쳐 표본으로 추출된 “혁신적인” 

형상과 “선호하는” 형상에 대해 형상을 선정 및 분석하였다. 

2.  본  론

2.1 이론적 배경

2.1.1 원형모델

그림 2. 원형모델

  일반적으로 디자이너와 설계자들이 인지하는 원형(原型)모델은 항공기 자동차에서 생산 체제에 들어

가지 전의 스승용 항공기 혹은 시승용 자동차를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원형(原形)모델은 

컨셉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the Original Form이다.즉 [그림 2]에서 우측에 있는 형상처럼 디자인 구

체화시 세부적인 요소들을 제외한 더미 형태의 형상을 말한다. 



2.1.2 선행연구에 따른 평가 모델 추출

 선행연구에서는 해양 어류를 대상으로 모핑 기법을 응용하여 형상구현을 위한 객관적인 방법을 적용

하였다. 그러나 생물을 대상으로 추출된 형상은 모티브적인 형상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모핑 기법을 동일하게 활용하였다. 즉 다양한 형상을 선택하

고 결정하는 과정을 좀 더 체계화 하기위해 기존의 항공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하여, 형상구현기법을 적

용하고, 전문 평가를 실시하였다.

2.2 항공기 형상의 모핑 과정

2.2.1 이미지의 방향성과 맵의 축 성격

  항공기의 경우는 공기 저항을 최소로 하는 유선형의 날카로운 전두부 이미지를 선행 사용한 운송수

단이라 할 수 있다. 항공기의 유선형 라인은 자동차와 기타 고속 주행을 하는 운송수단의 형상과 유사

한 부분이 있다. 이는 운송기기의 기술 발달과 더불어 주행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관 디자인을 유

선형 라인을 적용하여 개발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이미지 맵의 방향성을 갖는 대표이미지 선정

  먼저 형상구현기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모핑과정을 실시하였다. 모핑과정은 단계별로 확장되어가는 

형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이어 항공기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하

여 이미지 맵의 각 축에 위치시키고, 이를 단계별로 변환하여 확장된 형상을 제시하였다. 날카롭고 라

운드 한 이미지를 동일한 X축의 양 끝단에 배치시키고, 길고 짧은 이미지를 Y축 양 끝단에 배치하였

다. 즉 형상의 성격이 반대되는 이미지를 동일한 축 상에 놓고 단계별로 펼쳐진 형상을 추출하였다.

2.2.2  형상 이미지 변환 단계 

  형상 이미지 변환 단계의 첫 번째는 이미지 맵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방향성을 결정하여 관련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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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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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를 도출하여 다양한 형상의 이미지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로축과 세로

축의 평면 단계가 많아질수록 도출되는 형상의 단계는 더욱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그림 4. 모핑의 개념 적용한 형상변환 과정(측면이미지)

  위의 [그림 4]은 모핑 기법을 응용하여 측면이미지의 변환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이미지 맵에 배치

된 상관관계에서 나타나는 단계별 형상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 방향과 열 방향으로 변환을 실시하였다.

2.3 형상 전문평가 단계

2.3.1 평가를 위한 형상 선별 단계

그림 5. 형상 데이터베이스의 평가 이미지 선정



  [그림 5]는 모핑 과정에서 도출된 형상 데이터베이스 맵이다. 전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표 형

상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미지맵의 X축과 Y축의 이미지는 모핑을 위한 형상으로 그 

중간 단계인 각 모서리에 존재하는 형상 5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어서 각 형상을 모핑한 후 

두 축에 의해 나눠지는 4개 영역내 존재하는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전문평가를 위한 형상 9개를 선정하여 [그림 5]와 같이 나열하였다. 나열된 순서는 이미지 맵의 좌상 

영역에서부터 우하 영역에 존재하는 형상을 차례대로 나열하였다. 즉,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형상의 혁

신성과 선호도에 따른 서열을 도출하기 위하여 형상 변환 단계의 가운데 존재하는 이미지를 선정하였

다.

2.3.2 전문 평가 단계

  전문 평가를 위해 선정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형상의 서열을 도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한

달간 형상의 혁신성과 선호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디자이너 11명, 공력전문가 10명, 엔지니어10명을 대

상으로 총 31명에게 평가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중 평가 의도에 충실하지 못한 응답 결과를 도출한 6인

을 제외하고 전체 25명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구분 내용

조사 기간 2008. 9월

조사 방법 순위평가에 의한 설문지 작성(표적집단면접)

조사 대상 디자이너, 공력 전문가, 엔지니어

조사 인원 25 명

표 1. 설문조사 방법과 범위

그림 6. 선정된 형상의 (혁신성에 관한) 서열 평가



  [그림 6]은 혁신성에 대한 전문자 그룹들의 형상 서열을 도출한 것이다. 그 결과 A, F, G 모델이 가

장 혁신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C, D, B 모델은 혁신성에대해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혁신성

에 대해 E, H, I모델은 나머지 모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호도에 관한 평가 결과 F, A, G 모델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D, B, C 모델은 

선호도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E, H, I모델은 나머지 모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2.3.3 전문 평가 결과

1) 혁신성과 선호도의 비교분석

그림 7. 평가 결과 비교분석(혁신성과 선호도에 따른 서열평가 비교)

  [그림 7]은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혁신성과 선호도에 따른 서열을 도출한 결과이다. 전체적

으로 혁신성에 대한 우선순위는 A, F, G 타입이 가장 높았고, 선호도 역시 F, A, G 타입이 우선순위

가 높았다. 연구 결과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각 형상의 서열은 분명 우선순위가 달랐다. 그러나 [그림 

7]에서처럼 두 결과의 공통적인 부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우선 순위에 따른 그룹핑을 할 수 있었

다. 이는 선호도에 따른 평가 값의 혁신성과 선호도의 서열을 도출한 결과 크게 3가지 단계의 그룹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8. 평가 결과에 따른 그룹핑



  [그림 8]은 혁신성과 선호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그룹핑하여 제시된 결과이다. 그룹핑 된 결과를 보

면 STEP1 그룹은 가장 혁신성과 선호도가 높은 형상들을 포한함 영역이다. 즉 날카롭고 직선적인 형

상이 혁신적이고 선호도가 높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STEP2 그룹은 길고 날카로운 

형상을 갖는 이미지가 모여 있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STEP3 그룹은 혁신성과 선호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그룹이며, 날카롭지도 않고 라운드도 아닌 형상의 이미지를 포함한 영역이다. 즉 

전문 평가 결과 도출된 상위 두 그룹인 STEP1, STEP2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형상이 포함된 영역

이다. 이는 형상구현기법에서 추출된 다양한 이미지를 전문가들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직관적이고 감각

적인 의미가 표출되는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혁신성과 선호도 비교에 따라 맵상의 형상이 움직이는 궤적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STEP1과 

STEP2 그룹에서 형상의 움직임이 복잡하게 드러나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는 두 그룹이 혁신성과 선호

도 면에서 우선순위가 교차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혁신적인 것과 선호하는 형상의 차이가 있

지만 전체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형상들의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및 고찰

3.1 연구의 요약 및 향후연구

  본 연구는 고속전철 전두부 원형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평가 방법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연

구에서 제시된 형상구현기법을 응용하여, 단계별 형상을 추출하는 과정과 추출된 형상을 선정하고 결

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즉 추출된 형상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그룹의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 결

과 혁신성과 선호도의 순위 차이가 있었으나 그룹 내에 포함된 형상들은 동일한 것으로 도출하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 지속되어야할 Long-term model의 원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호도 보다  

혁신성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혁신성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의미와 그 과정의 객관성을 찾기 위해서는 도출된 그룹의 성격과 방향성 및 상호관계를 좀더 분석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야한다. 향후에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혁신적인 형상에 대한 무형적인 기준을 추출

하기 위하여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여 원형(原形)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체계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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