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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사고과정 분석을 통한 주방기구디자인 개발
The Development of Kitchenware Design through Cogni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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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있어 디자인의 계획에서부터 결과물을 도출시키는  과정의 디자인행 는 디자이

의 직 인 념과 기술 인 능력차이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의 형태가 어떠한 규정된 

틀에서 구체 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보단 개개인의 암묵  행  혹은 내재  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디자인 문가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이다. 이러한 직 과 경험을 토 로 행해지는 디자인 작업을 합리

이고 과학 인 과정으로 시작하고 결과를 얻는다면 보다 체계 인 디자인작업을 다음단계로 이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문가와 비 문가의 디자인 용방향을 실험으로 알아보기 해 주방기구 개발 로

세스의 기단계인 디자인 스 치과정 내용을 인지과학의 표 인 질 연구 방법인 로토콜 분석 방법

을 활용하여 디자이 가 어떠한 사고시스템으로 디자인정보처리를 수행하고 작업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

다. 따라서 이 논문의 범 를 디자인 인지과학의 련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 가 되는 질  연구방향에서 

“주방기구에 한 기 로토콜 분석”과 “사고분석에 한 코드화”에 한정시킬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해가는 차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인지 인 사고를 체계 인 방법으로 재해석하여 제품의 개발흐름

과 교육  효과를 찾고자 하 다. 

   
■ 중심어 :∣인지과정∣제품디자인∣디자인프로세스∣프로토콜분석∣

Abstract

The whole design process drawing outputs from design planning is based on designers' 

intuitive ideas and differences in technical ability. However, every design professional agrees to 

the fact that such design process is filled with individuals' implicit acts or inherent intuition 

rather than following directions in a certain defined frame. If the design process based on such 

intuition and experience can start from the rational and scientific process, it would be possible 

to move more systematic design process to the next step.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at 

system of thinking are used by designers to conduct the design information process, by using 

the protocol analysis which is the representative qualitative study method of cognitive science, 

on designers' cognitive behaviors like the contents of the design sketch process which is the 

initial step of the kitchenware development process, in order to understand professionals' and 

non-professionals' design application direction. Thus, the scope of this paper would be limited 

to "the initial protocol analysis on kitchenware" and "encoding of the analysis on thinking" in 

the qualitative study that can be the most basic to understand the design cognitive science. As 

a procedure to solve this study question, it aimed to seek for the product development flow and 

the educational effect by considering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also re-interpreting cognitive 

thinking in systematic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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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디자인은 상 인 비교를 통해 결과물의 성패요소

가 결정되고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가가 매우

요하다. 철학 의미로 표 하자면 “이해의 실천성에 

주목하며 해석학과 인지과학이 가리키고 있는 이해의 

보편성에 해 규명 한다[1]1”.라고 독일철학자 하이데

그는 해석과 이해를 표 하 다. 디자인 에서의 해

석은 이해의 보편성을 사람과 물건의 계성을 최종

으로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2]을 문제해결과정이

라 정의한다면 지  시 에서 우리에게 실하게 필요

한 것은 디자인의 행 가 어떠한 로세스를 가지고 산

업계  학문  범주 속에서 다른 역의 존재가치를 

서로 인정하면서 체계 인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디자인의 과학  행 를 

정당화시키는 필요성도 있지만 감성 인 사고과정을 

필요로 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좀 더 합리

인 에서 근할 필요성을 느낀다.

디자인산업의 발 을 해 인간은 끊임없는 노력과 

발 을 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계를 비롯한 환경, 

에 지, 서비스, 컴퓨터 련, 언어학 등을 제공하는 모

든 분야에서 문제 을 해결하고 창조 인 행 과정을 

찾기 하여 효과 인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우

리나라는 경제 인 성장과 더불어 사회 반에 걸쳐 디

자인의 심과 노력이 매우 다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용범 도 확 되고 있다. 이러한 물리 인 노력과 더

불어 감성 인 노력의 일환인 인지  사고과정에 한 

문제해결방법은 디자인행 의 암묵 이고 내재 인 디

자인 로세스를 과학  방향으로 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인지과학은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표 하는 것을 

구체 인 공식이나 차를 통해 표 하는 연구를 지향

하며, 인지심리학, 인공지능, 인류학, 철학, 컴퓨터과학 

등 다양 분야에 걸쳐 연구되는 다 학문 인 연구이다

[3]. 이러한 다 학제 인 학문에 한 디자인 용방향을 

1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  -20세기 독일 실존

주의를 표하는 철학자

넓히고 디자인 로세스의 감성  스킬을 합리  

으로 환하여 보다 체계 이고 문성을 높이는 것을 

추구하며 문제해결에 한 의사결정구조를 탐색할 수 

있다. 

디자인 에서 인지  사고과정이란 디자이 의 논

리  상호 계를 제품디자인을 표 하는 차  문제

해결방향을 코드화하여 지속 인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요과정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개

발과 디자인과의 계에서 야기되는 문제 을 결과물

에 한 해결과정을 통하여 양산하는 ‘ 량생산’을 제

로 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는 기존제품의 개량을 

통하여 시장진출을 꾀함으로써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

기 한 문제해결의 요과정[4]이라고 할 수 있다. 디

자인은 개개인의 조그만 능력차이나 미묘한 디자인 감

성을 제품디자인 이익에 부합된 결과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디자인 개발에 련된 표 인 로토콜 

인지실험연구로서 방법  행 를 디자인교육에 있어 

좀 더 교육  의미를 찾아내기 해 지속 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논문의 형식을 인지  사고과

정에 제한하면서 연구 로세스[그림 1]를 용하 다. 

한 개발제품과의 디자인방향성에 있어서 기술 인 

부분과 제품과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인지

으로 어떠한 차이와 연 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면

히 연구하는데 목 이 있다.

그림 1. 디자인 사고과정 프로세스

그러므로 본 실험에 용할 제품으로 주방기구의 컨

셉 멀티조리기를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어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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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를 생각하면서 디자이 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

면서 디자인작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문가와 비 문

가의 비교실험을 통해 디자인사고과정을 인지  

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1-1. 연구의 범위
이 논문의 연구는 주방기구인 멀티조리기 디자인 

로세스 개발 단계 가운데에서 디자인 개발 로세스의 

기단계인 디자인 스 치과정의 내용을 인지과학의 

표 인 질  연구 방법인 로토콜 분석 방법을 활용

한 연구이다. 한 주방기구의 제품디자인 개발에서 순

차 인 스 치 개발방향을 토 로 실질 인 로토콜 

분포도, 코드화, PBG그래 로 심리  의사결정구조를 

연구하고자한다. 이러한 연구범 는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문제해결 방향을 실증 인 실험에 근거하여 연구

하 다.

 

1-2. 선행연구의 설정 
건축디자인의 착상인지모델[5]에서 건축디자이 의 

설계인지방향의 흐름연구와 1998년 발표된 슈와, 퍼셀, 

지로[6]가 디자인하는 동안 디자이 가 무엇을 생각하

는지 연구하기 해 일정한 디자인 로세스를 설정하

고 제한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을 정하여 실제 인 디자

인 작업을 진행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진행을 제품

디자이 의 인지실험[7]으로 방향을 환하여 좀 더 구

체 인 결과를 얻기 해서 디자인 상에 한 본질을 

인지하고 방법  사고 특성의 결과를 해결하고자 다음

과 같은 범 로 설정하 다.

1) 도출단계  범

디자인도출 단계는 모두 네 단계로 나 어 진행한다.  

  첫째: 제품디자인 개발 기단계로 컨셉 도출을 쉽게 

하기 해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맵을 피험

자에게 제시하고 주어진 실무용 디자인도구  디자인

용품을 제공한다.

둘째: 피험자에게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인 스

치를 진행시키고 디자인 행 과정을 녹화한다.

셋째: 녹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  로토콜  

언어  로토콜을 기록한다.

넷째: 기록된 로토콜을 바탕으로 코딩을 통한 디자

인 인지과정을 분석하여 피험자의 디자인사고과정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1-3. 피험자 범위
본 실험 피험자는 디자인을 문 으로 교육받고 있

으나 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을 비 문가로 정

하고 졸업 후 직에 활동하는 2년차 디자이 를 문

가로 규정하여 2명의 비 문가  문가를 통해 연구 

범 를 선정하 다. 본 실험은 실증 인 실험이므로 피

험자의 실험목 에 알맞은 상을 연구자가 직  선택

하고 비 실험을 통해 충분한 사  설명과 취지를 이

해시키고 실험에 참여하 으며 이는 실험에 한 데이

터 오염을 최소한으로 이는 방법을 사용한 챈 (Chan, 

1990)의 차 지향  선행디자인 로세스를 기 로 하

여 실증 인 비교 실험에 기 한 연구이다[8].

문가로 국한시킨 이유로는 비 문가의 디자인 숙

련도와 표 방법이 실험목표와 상이하여 향후 실험으

로 계획하고 있다. [표 1]은 김규성 (1995). 건축디자인 

착상인지모델에 한 연구[9]를 바탕으로 제품디자인 

에서 재해석하여 시기별로 정리하 다.

표 1. 디자이너의 시기별 인지적 사고과정 

사고과정
체계분류

디자인
인지연구의 
초기

디자인
인지연구 
도입

사고의 실질적인 접근 디자인 사고분석 

초기적인
인지디자인 

문제 구조화
분석 및 접근 

 개념의 중요성과
형성 시기과 발전

초기발생 개념에
의한 인지디자인
사고의 이론화

시
단계

1960년대 8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 2000년대 

∼현재

인지
발
단계

-체계적인 
디자인방법
부재 시기

-이론적, 
체계적,
경험적 
방식부재로 
이론초기
단계

-재인식단계

-의사결정
  단계

-디자인 
처리방식에 
대한인식부족

-디자인
이해도 부족

-디자인 
행위의 
용도 인식

-지각적
인 
문제보다 
시각적인 
모형화에 
중점.

-디자인 
지식의 통장

-캐드에의한
드로잉 분석
·
-언어보고
     분석
-오디오
  인터뷰 
방식

- 이론의 정립
 및 디자인
사고과정의 이론
 구축작업

-컴퓨터를 이용한
초기개념화단계의 
디자인 이론

- 초기개념

-인지적초기     
  개념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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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지분석의 이론적 고찰

1. 연구의 방법
이스트만(Eastman 1970)은 인지  에서 디자인

을 연구한 사람으로 문제행 그래 (PBG: Problem 

Behavior Graph)를 용[10]하 다. PBG는 문제 해결

자 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상태와 

변화과정을 그래 로 나타낸 것으로 문제 상태에 해당

하는 연결 과 변화과정을 연결시켜 그래 를 통해 디

자인 로세스가 어떻게 인지  표 이 이루어졌는가

를 효과 으로 표 하는 방법이다. 디자이 의 발상에 

한 문제 상태를 조직 으로 표 하며 디자이 의 행

에 의한 문제이해와 해석, 그림에 한 개념을 확립

시킬 수 있는 1단계와 디자이 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상태를 디자인에 용하며 용된 디자인작업을 제3자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측된 표 이 이루어져야하는 2

단계. 

이러한 2단계 측은 요한 정보를 달하며 작업자

의 수많은 자극에 의한 정보처리를 그림으로 표 되게 

나타내는 정보 달 과정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단계는 디자이 의 문 연구단계로서 그림을 그리

고 연구하며 표 하는 시각화단계를 의미하고 이러한 

측된 시각화를 정보 달을 한 정보화그래 로 나

타내어 실천단계인 양산제품으로 개발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디자인단계를 순차 으로 나열시켜 보면 디

자인 개발을 한 로세스[그림 2]가 정리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제품개발 로세스를 매트릭스[그림 3]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제품개발 프로세스

그림 3. 실험설계를 위한 제품개발 매트릭스

1단계구조: 사고의 정리를 통한 디자이 의 작업범  

 방법을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를 고민하고 찰하는 단계

2단계구조 : 개념의 설정으로 디자인 목표에 한 명

확한 목표를 세우고 스 치  명상을 통한 구체화에 

근하는 발상단계

3단계구조 : 측의 시각화단계로서 디자이 의 스킬

을 표 하고 디자이 와 일반인의 차별화를 부각시키

는 핵심 인 단계로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

을 통한 시각  표 은 챈 (Chan, 1990)의 차 지향  

선행디자인 로세스에서는 볼 수 없는 제품디자이

의 선행  표 내용이다.

4단계구조 : 정보의 실천 단계로서 측과 표 으로 

정리된 디자인 로세스를  다른 작업을 한 장 

기능과 발표기능이 강한 단계로 설명 할 수 있다.

5단계구조 : 양산단계에서는 결과에 한 상품화를 

염두에 두어서 형과 기구 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근해야한다. 이러한 형과 양산문제를 잘 마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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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업의 이익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근

하는 것이 산업디자이 의 핵심 기술로 평가 받을 수 

있다.

     

2. 연구의 분석
인지과학은 50년  후반 이후 50년간 계속 발 되고 

연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발 은 정보처리과정을 어떻

게 이루어지는가가 요하다[11]. 어휘정보는 분석을 

한 디자인 피험자의 어휘 분 을 작은 단 ( 단 )

로 구분하여 실험자와 화를 통한 로토콜을 나 고 

행동, 질문, 화를 통해 비디오  오디오의 녹화된 

상을 분석[그림 5]한다. 이때 피험자는 비실험에서 사

실험을 통해 표 단계에서의 구두화 방법을 확인시

키고 진행하 다. 구두 인 표 은 피험자의 의도나 그

들의 생각이나 행동(Action)의 내용 변화는 새로운 어

휘 단 가 시작되는 신호 역할을 하므로 실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단된다.

Ⅲ. 사고과정 분석을 위한 실험
1. 실험 설계  
인지  사고과정 분석을 통한 주방기구의 디자인 개

발을 한 연구문제 들은 다음과 같은 실험 내용으로 

구성한다.

① 제품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인지  요소가 차지하  

     는 행 분석을 비디오녹화 1 , 오디오녹음기 1  

     , 디자인도구를 활용하여 찰한다.

② 제품디자인의 디자인 스 치를 살펴보고 단계별  

    제작 과정을 순서 로 분석하여 행 에 한 디  

    자이 의 사고과정을 코드화로 분석[표 2] 한다.

③ 디자인 과정에서 작업내용의 상호 작용이 어떻  

     게 이루어지며, 작업 단계별로 디자인 사고 작  

     용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분석한다.

④ 주방기구디자인을 수행하면서 비 문가와 문  

     가 사이의 시고과정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⑤ 양산체제로 근할 때 문성의 차이가 제품생  

     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보다 효율 인 디  

     자인 개방향을 살펴본다. 

2. 실험 내용 및 진행
1) 자극물 (이미지 맵)
실험을 한 디자인 자극물로 이미지 맵[그림 4]을 

제작하여 비 문가와 문가에게 동일한 시간과 장소

에서 작업에 한 사  설명을 한 후 실험을 진행한다.

디자인자극물은 실험을 한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

고 주어진 디자인 컨셉은 주방기구의 최신동향에 맞추

어 “아 트 공간에 사용가능한 멀티조리기구”로 정했

으며 피험자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실험을 실시

한다.

그림 4. 실험용 컨셉 이미지 맵

2) 지시문
지시문은 피험자가 자연스러운 행 분석을 해 실

험자의 규범에 따르면서 피험자의 자유의지를 돕기 

해 지시문을 작성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주의사항을 제

안한다. 이러한 지시문은 피험자의 모든 생각을 자연스

럽게 진행하고 디자인 작업을 유도하기 한 과정이며 

피험자의 실수나 오류도 실험의 일부분임을 이해시키

기 한 과정이다.

그림 5. 본 실험환경 및 실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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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지분석을 위한 디자인 인지코드
 단계 행 목표 디자인인지코드

1단계
구조

이해화
사고의정의 
작업범위선정
디자인관찰 

PP : Product Plan
TP : Thanking Plan
BP : Basic Plan
WL : Work Limit
IO : Image Observation
DO : Design Observation

개념화 문제해결고민
디자인조사

PS : Problem Solution 
TS : Theme Setting
UP : Use Plan
DO : Design Observation
UTP: Utility Plan
DR : Design Research

2단계
구조

해석화 디자인목표
스케치
경제분석

TS : Target Setting
DS : Design Sketch
GS : Goal Setting
EA : Economic Analysis

실천화
디자인신뢰성
디자인구체화
디자인발상

CR : Customer Reliability
DE : Design Embodiment 
DO : Design Originality
DI : Design Idea 
UB : Usability Observation

3단계
구조 시각화

예측구상
차별화전략

PS : Predict Setting
DD : Design Differentiation
AS : Aesthetic Setting
MS : Measure Setting
FE : Free Expression

 선행적표현
러프스케치

PD : Precede Display 
RS : Rouch Sketch
CF : Consumer Preference
MP : Material Plan

4단계
구조

예측화  예측표현
디테일스케치

DD : Design Development
DS : Detail Sketch
FA : Form Analysis
PD : Predict Display 
CE : Creativity Expression

정보화  저장기능
 발표기능

EU : Effective Use
SF : Save Function 
DA : Competitive Analysis
EU : Effective Use
AF : Announce Function 

5단계
구조 양산화

상품화계획
금형구조분석
제품조립문제

DC : Design Color 
CP : Commodification Plan 
MS : Mold Sructure
PA : Product Assembly 

마케팅 방향
양산계획

MD : Marketing Direction 
MPP: Mold Plan Prediction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실험내용 프로토콜 분석
지시문과 디자인 작업을 통해 나타난 디자인결과물

[그림 6], [그림 7]은 디자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디자이

의 행 특성을 찰 하고 스 치에 한 각 행 가 

어떻게 단행되는지를 악하기 해 피험자 2명을 

상으로 스 치에 한 시간단계별 동시조서

(Concurrent Protocol)를 실시하 다. 

그림 6. 비전문가의 디자인 스케치순서

[그림 6]에서 나타난 비 문가의 아이디어스 치를 

통하여 작업 순서와 언어보고 로토콜[표 3]을  단

로 분석하 다. 우선 비 문가의 작업을 살펴보면 작

업을 하기  디자인에 한 부담을 가지고 막연한 스

치를 통해 주방기구의 의미를 작업형태에서 찾으려

는 노력이 많이 엿보이고 작업량도 극 이지 못하

다. 이는 작업의 순서를 정확히 악하지 못하고 제품

계획, 사고정의, 디자인 찰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보이

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인지분석을 위한 비전문가 프로토콜 초기사례
시작시간 종결시간 Verbal Protocol  (언어보고) 코드화

0:04 0:16 음..무엇을 해야하지...쓰읍  TP
0:17 0:23 어.....어떻게 해야하지 TP
0:24 0:29 이렇게 돌리고 하면...되나...? BP
0:30 0:41 동그라미 그리기도 힘드네....힘들어 BP
0:42 0:52 디자인용품 만지작 만지작 IO
0:53 1:09 주방기구 뭐 하면 되지......힘들어 IO
1:10 1:13 이렇게 하면 되나요?..... IO
1:14 1:22 멀티후라이팬...둥근 것,,,,아니면 넓은 것... PP
1:22 1:30 아니냐...아니야...이뻐야 하는데... 쩝쩝 DO

1:31 1:43
기능은 무엇을 넣지....기능은 없나,,,
멀티후라이팬이나..주방기구나 똑같은 말
인데...쩝쩝

TS

1:44 1:51 일단 이렇게 디자인해 보자...동그랗게...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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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문가의 디자인 스케치순서

[그림 7]에서 나타난 문가의 아이디어스 치를 통

하여 작업 순서와 언어보고 로토콜을 분석하 다.

문가의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문가는 작업의 명확한 기 을 정하고 마 차원

에서 가격 인측면과 공간 인측면, 문화 인 쓰임새

를 먼  고려하고 디자인사고에 한 1단계구조를 정

확하게 표 하고 있다. 이러한 표 방법은 디자인에 

한 문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교육  측면에서 

제품계획(PP), 사고계획(TP), 기본계획(BP),을 생각하

면서 디자인을 시작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작업과 

동시에 일에 한 디자인 찰을 통해 Work Limit(WL)

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작업[표 4]하고 있었다. 

표 4. 인지분석을 위한 전문가 프로토콜 초기사례
시작시간 종결시간 Verbal Protocol  (언어보고) 코드화

0:05 0:15 쩝..쩝(입맛을 다시고 바라봄) PP
0:16 0:22 주방기구..음 PP
0:23 0:33 어느공간에서 사용하는지가?...아파트공간 BS
0:34 0:45 좀 깔끔하고 세련된디자인 DO
0:46 0:59 세련된 디자인의 정의는 뭐라 표현하지? 

음 음..... TP
1:00 1:15 여자가 사용하는 도구인가...남녀공용인가.. BP
1:16 1:22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설명하기 좋을 듯

하네... WL
1:23 1:34 음음...이렇게...돌릴까? WL
1:35 1:44 음음....(지속적인 고민) IO
1:45 1:50 시간이 없는데...쩝...(작업량 고민) TP
2:00 2:11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마카색을 

입히고.. WL

2. 프로토콜 분석을 통한 분포도
비 문가와 문가의 행 분석에 의한 주방기구디자

인 인지사고 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인지사고 분포도

지 까지 기 도입과정의 실험을 로토콜분석으로 

근하여 인지  사고과정 분포도[표 5]를 실험하 다. 

주방기구디자인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디자이 의 행

특성은 비 문가는 개발의 근본 인 근보다는 시

각화시키기 해 많은 시간을 보이고 그래 의 움직임

의 변화가 크다. 하지만 문가는 이해화, 해석화 하는 

과정을 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순차 인 PBG그래

[그림 8]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은 비 문가는 

경험의 부족으로 체 인 디자인개발을 보지 못하고 

일부분에 집착하여 개발포인터를 뒤늦게 인지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향후 디자이 의 문가 양성과정에

서 이해화와 해석화에 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근시

킨다면 비 문가가 문가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체계

인 근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림 8.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PBG그래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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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연구

본 연구는 필자의 지속 인 인지사고과정을 실험하

고 평가하는 연구로서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과 방법론  용을 실험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디자

인의 교육  방향성도 새롭게 제시 할 수 있도록 기존

연구의 틀을 완 히 벗어나기보다 새로운 제품의 개발

을 통해 좀 더 구체 이고 실 가능한 연구로 근하고 

있음을 밝힌다. 비 문가가 문디자이 로 성장하기

해서는 다양한 이론  근을 사 에 훈련시켜 제품

디자인을 진행할 때 디자인업무의 본질을 빨리 악하

는 것이 요함을 알았다. 본 실험은 양 실험이 아닌 

차에 의한 질  실험으로 많은 사람을 조사하기보단 

집 인 실험을 통해 인간의 인지  표 을 알아보았

다. 향후 디자이 의 집 인 3차원 더링 찰을 통

해 디자이 의 컴퓨터 사용 환경의 인지 사고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꾸 한 실험을 계획하여 디자이

의 교육  방향을 개선하는데 합리 인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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