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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본 연구는 건축환경의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시각적 

단서들에 대한 인간과 컴퓨터의 인지 방법과 특성에 대

한 것이다.

환경에 대한 인지는 지각자에게 발생하는 이미지에 의

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이미지는 대상물에 대한 인지에 

있어 선별적인 반응을 한다. 따라서, 건축환경에 대한 설

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설계자가 사람들에게 그 건물의 용도나 문

화적 특성을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 는가

를 알아보는 일이다1).

건축환경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사람들의 시지각적 특

성에 의하여 향을 받으며, 건축환경의 이미지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로서는 건축환경이 제공하는 시각적 단서

와 관찰자의 다양한 특성과 이미지가 전달되는 방법 등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일치하는 공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공통

의 인지지각적 시스템 속에서 환경을 재현한다. 이러한 

공공의 이미지는 대부분의 도시 거주자들의 심상으로서 

단일한 물리적 실재, 공통의 문화와 생리적인 특질 등에 

의한 일치의 역이다2). 그러므로, 공공의 이미지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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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nry Sanoff, Visual Research Method in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1991, p. 20

적 특성에 따른 인지결과 차이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여 

문화적 공동 집단 내에서의 인지 결과가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컴퓨터의 인지 결과와 비교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한 것이다3).

한편, Jansson은 디자인의 지식 모델로서의 ‘prototype'

은 시각적 심상 혹은 명제적 부호로서 기억에 표상되어 

대안 산출이나 평가를 위해 이용하기 쉽고 핵심 개념의 

도출에 결정적인 향을 준다고 하 다4). 그러므로, 시각

적 단서들을 통한 정보와 개념적 정보 사이에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한 CAAD 시스템은 창조적인 건축 디자인을 

보조할 수 있다. 즉, 대상물에 대한 기하학적 정보나 공

간 정보를 추론하고 논리적 사고와 경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이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2) Altman I. and Chemers M., Culture and Environment, 

Cambridge Press, 1984, pp. 50∼64

3) 공공의 이미지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건축 형태 이외의 경험이 건축 형태의 인지작용에 미치는 

향에 대한 것을 현재의 기술로는 컴퓨터에 대응시키기 어렵
기 때문에 필요한 개념이다. 컴퓨터에서 나타난 인지의 결과

는 인간에 있어서의 개인적 특성을 배제한 공통의 인지 특성

과 비교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지 
실험의 결과에서 개인적 특성이 반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인지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적 특성만을 고려해야 한다

는 것이기도 하며, 인간이 가지는 문화적 특성에 대하여는 컴
퓨터에 의하여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4) Jansson D. G., "Cognition and design: viewing the hidden 

side of the design process", Environment and Planning, 
vol. 13, 1992, pp. 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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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본 연구는 컴퓨터에 의한 시각적 단서들의 개념

적 정보의 변환에 대한 가능성을 기초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색채나 텍스쳐 등의 단서들은 제외

한 건축 형태에 국한한 시각적 단서를 기초로 한 형태의 

인지에 범위를 두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성하 다.

연구를 위한 시스템의 구성은 이론 고찰을 통하여 인

간의 지각과정을 세분화하고 각 과정에 유사한 방법들을 

도입하 다. 선정된 이미지를 구축된 시스템에 입력한 결

과와 동일한 이미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비교하고, 선행 

연구에서 밝힌 인지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와의 비교 검

토를 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지각과정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건축 형태에 대한 인간의 인지 반

응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

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상 인식과 건축형태의 인지

2.1 건축 형태의 인지

건축 환경의 상징적 의미는 환경의 물리적 형태를 통

해 전달되며 건축환경을 쉽게 알아본다는 것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O'Neill, 1991). 많은 행태 및 지각의 연구자들은 건축 

환경의 물리적 형태인 건축 형태에 관하여 건축물의 형

태 디자인 및 그 차원을 설정하 다. 크람펜(M. 

Krampen, 1979)은 건축물의 시지각적 구성요소와 지각차

원을 건물윤곽, 건물층수 그리고 창문과 건축상세로 전제

하고, 사람들의 건물유형에 대한 인지 방법과 인지의 근

거에 대하여 연구하 다. 또한, 크리어(R. Krier, 1989)는 

건축물의 물리적 컨텍스트로서 스케일, 출입구의 느낌, 

재료, 색채, 개구부의 리듬 등을 주장하 으며, 브롤린(B. 

Brolin)은 건물간의 조화를 위한 기준으로서 건물의 주요 

매스가 이루고 있는 볼륨, 형태와 윤곽선, 입면의 비율 및 

방향성, 재료, 색채, 규모 등을 제시하 다5). 이들이 제시

한 형태 디자인 요소 및 그 지각차원은 건축물에 나타난 

특징적인 형태이며, 부분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형태의 특징일 수도 있다.

또한, Lynch가 주장한 ‘환경 이미지’6)에 대하여, 

Milgram(1976)의 파리에 대한 연구, Francescato와 

Mebane(1973)의 로마와 라노에 대한 연구, Ladd(1970)

의 보스톤에 대한 연구 등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확인 작업이었으며, 서로 다른 문화와 도시에서 인

지적 재현에 동일한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공통의 인지시스템 속에서 환

경을 재현하고 있으며 공통이 되는 지각 구조를 가지고 

5) Brent Brolin, Architecture in Context, Van Nostrand Reinhold, 

1980, p. 139

6) Lynch는 “The Image of the City(1960)"에서 환경은 구별의 
개념과 관계의 개념을 제공하며, 환경에 대한 관찰자의 이미

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각적 정보들로 확인되며 

조정된다고 하 고, Lynch의 구별, 관계와 조정 등의 개념들
은 인공지능의 학습과정에 견줄 수 있는 부분이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각 및 인지의 이론적 연

구들은 인간이 물리적 환경을 지각할 때 항상 공통이 되

는 특정한 지각구조를 가지고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 형태에 대한 인지 

요인인 건물의 윤곽과 건물의 층 수 및 창문의 형태 등

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윤곽선에 대하여 인간과 컴퓨터의 

인지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2.2 상의 해석과 형태의 인지

Norbert Wiener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점의 

하나는 그것이 패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 고, 패턴

은 요소들의 본질적 형질이라기보다는 요소들이 이루는 

질서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라 하 다. 

상의 해석은 상 관련 과제의 성능에 관련된 패턴

들의 발견, 정의 및 이해의 과정이다. 컴퓨터에 의한 

상 해석의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기계에게 인간과 유사

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데 있다. 이

러한 이유로, 자동 상 해석 시스템은 다양한 지능의 단

계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지능의 개념은 특히 기계

에 관련해서는 모호한 것이다. 그러나, 지능과 보편적으

로 관련된 여러 모임의 행동 양식을 개념화하는 것은 어

렵지 않으며, ① 관계없는 세세한 것들로 된 배경으로부

터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 ② 예제들로부터 배워서 

그 지식을 일반화하여, 이를 새롭고 다른 환경에 적용시

키는 능력, ③ 불완전한 정보로부터 추론하는 능력 등이 

그것이다7).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상해석 시스템들은 

제한된 동작 환경들에서만 설계되고 실행되어지며, 현재

의 기술수준은 휴리스틱 학습법에 의존한다. 그러나, 인

간의 능력에 아주 근접하는 성능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생물학과 연산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인간의 

시각적 인식을 설명하는 새롭고 기대되는 이론들을 밝히

고 있다8).

상 해석의 범위는 저 단계, 중간 단계, 고 단계 처리

과정의 세 가지 기본 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저 단계 처

리과정은 사람이 밝은 곳으로부터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후 경험하는 감지과정과 적응과정에 비교되는 것으로, 

상의 형성과정 자체에서부터 잡음의 제거나 선명도 향상 

등의 과정을 포함한다. 중간 단계 처리과정은 저 단계 처

리로부터 구성요소들을 추출하고 특징 지우는 일을 취급

한다. 고 단계 처리과정은 인식과 해석의 지능적 인식의 

의미를 가진다.

상 인식을 위한 주요한 결정-이론 방법은 최단거리 

분류자, 상관관계자, Bayes 분류자, 신경망의 이용이 있

다. 

7) Abidi, M.A., "Autonomous Robotics Inspection and Manipulation 
Using Multisensor Feedback", IEEE Computer, vol. 24, 

1991, pp. 17∼31

8) Ballard, D.H., and Brown, C.M., Computer Vision, Prentice 
-Hal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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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상 해석의 요소와 과정

출처: Pratt, W.K., Digital Image Processing, 2nd ed., John 

Wiley & Son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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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해석은 주어진 수준으로 형태를 인식하는 것이

며, 여기서의 형태는 하나의 수량이거나, 또는 임의의 대

상물에 대한 구조적 서술이다. 일반적으로, 형태는 서술

자(descriptor)들이 정렬된 것이고 형태 모임은 공통의 성

질들을 공유하는 형태들의 집단이다.

2.3 형태의 인지 방법

형태 구조의 수량화를 위한 배열 방식은 vector, 

string, tree가 있다. 예를 들어, 형태 모임을 사무소 형태

(ω1), 교회 형태(ω2), 주택 형태(ω3)이라 하고, 입력하는 

형태를 사무소1(X1), 교회1(Y1), 주택1(Z1)으로 하여 형태 

vector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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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요소 x i는 i번째의 서술자를 나타내고, n

은 이런 서술자들의 수이다. 형태 벡터 x요소들의 성질

은 실질적인 형태 자체를 서술하는데 사용된 측정기법에 

따라 달라진다. 사무소1을 지붕형태( x 1)와 창문의 형태

( x 2), 층수( x 3)에 의하여 서술한다고 가정하면,

X 1=
ꀎ

ꀚ

︳︳︳︳

ꀏ

ꀛ

︳︳︳︳

x 1 
x 2 
x 3 

 과 같은 형태 벡터를 가지게 된다.

인식에 대한 결정-이론 방법은 결정(분별)함수들의 사용

에 기초한다. M개의 형태 모임들, ω 1, ω 2,…, ω M    

에 대하여, 결정-이론은 다음의 성질: 만약, X 가 모임 

ω i  에 속하면,

d i ( X ) >  d j ( X ),  j=1,2,…,M; j≠i

임을 만족하는 M개의 결정 함수들,

 d 1 (X), d 2 (X),…, d M (X)   를 찾는데 있다. 바꿔 

말하면, X를 모든 결정함수에 대입하여서, d i ( X )가 

가장 큰 값을 가지면 된다9). 

각 형태 모임들의 통계적 파라미터들을 추정하기 위해

서는 표본형태를 사용하며, 표본형태의 집합을 학습집합, 

결정 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학습집합을 사용하는 과정을 

학습 또는 훈련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을 위하여 

사무소, 교회, 주택에 대한 각각 8가지의 표본 형태를 사

용하 다.

형태 모임들의 통계적 성질들이 추정되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적 학습에 의하여 결정함수를 산출하는 방

법이 이용되어, 형태 모임에 기초가 되는 확률 도 함수

나 다른 확률적 정보에 관한 가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러한 기준에 만족하는 방법은, 여러 개의 기본적인 연

산 소자(neuron)들을 뇌에서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된 

방식으로 형태를 기억하는 망들로 구성하여 사용하는 것

이다10). 이러한 방식을 신경망이라 하며, 본 연구에서 다

루는 건축의 형태는 통계적 성질들의 추정이 용이하지 

못한 특성에 기인하여 신경망을 사용하기로 하 다.

또한, 두뇌의 구조적, 기능적 모형을 모방하여 만들어

진 신경망은 인간의 지각 및 연상과 기억 작용을 유사하

게 모방하여 기능한다11).

3. 시지각 시스템의 설계

3.1 디지털 프로세싱 방법 선정

시스템의 설계를 위하여 시지각의 구조에 적합한 처리 

방법을 선정하여 처리 과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6. 디지털 프로세싱 방법 선정

지능의 구조

형태의 지각

기억과 연상

시지각의 구조하부시각

상부시각

시지각의 구조에 적합한 디지털 구현 방법 선정

① Edge Detection

② Neural Network

Digital Image Processing

인지 작용을 하는 지능의 구조 중 형태의 지각에는 연

상과 기억의 기능이 포함된다. 시지각의 구조는 크게 하

부시각과 상부시각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하부시각은 대상

9) Thomason, M.G., "Syntactic Recognition of Imperfectly Specified 

Patterns", IEEE Trans. on Comput., vol. C-24, 1975, pp. 9
3∼96

10) Pao, Y.H., Adaptive Pattern Recognition and Neural Networks, 

Addison-Wesley, 1989

11) McClelland, J.L., and Rumelhart, D.E.,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Explorations in the Microstructures of 

Cognition, vol. 2: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Models, 
MIT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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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눈과 두뇌에 정보로서 전달되는 물리적 과정이고 

상부시각은 형태에 대한 실체를 추론하는 과정12)이라 할 

수 있다.

하부시각에 대하여, Kuffler 연구에서는 국소적인 명암

의 대조는 윤곽선을 형성하고, 윤곽에 대한 정보는 상

의 역을 확정한다고 밝혔다13). 또한, Gestalt 학파의 

Arnheim에 의하면 인간은 대상을 단순화하여 인지하려는 

심리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 다14). 따라서, 윤곽선은 물

체를 인식하기 위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단서이며, 윤

곽선 검출을 통한 건축물의 형태, 크기, 창문 배열, 건물

의 수직 수평적 방향성 등은 건축 형태를 인지하는 중요

한 단서를 제공한다.

상부시각시스템의 역할은 물체대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하부시각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시

각시스템을 위해서는 물체의 위치나 운동정보만 가지고

는 충분하지 못하다. 오히려 물체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부시각시스템이 때때로 잘못된 

시각정보, 예를 들면 왜곡되었거나 불완전하거나, 또는 

의미 없는 정보를 보내오더라도 상부시각 시스템은 문맥

적 파악 등을 통하여 형태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도 있

다15). 본 연구에서는 윤곽선 검출(Edge Detection)을 하

부시각에 대응시켰으며, Neural Network를 상부시각에 

대응시켰다.

12) Marr, D., and S. Ullman, Directional Selective and its Use 

in Early Visual Processing,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1981, pp. 151∼180

13) Kuffler, S.W., Discharge Patterns and Functional Organization 

of Mammalian Retina, Journal of Neurophysiology 16, 
1953, pp. 37∼68

14) R. Arnheim, Art and Visual Percep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15) Nagin, P., A. Hanson, and E. Riseman, Studies in Global 

and Local Histogramguided Relaxation Algorithms,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4, 1982, pp. 263∼277

3.2 시지각 시스템의 설계

시지각 시스템의 대상물이 망막에 투사되어 두되에서 

처리되는 과정까지를 모방한 것이다. 시지각 시스템 과정

의 ①∼④는 Visual C++에 의하여 구현하고, ⑤∼⑦는 

Matlab을 이용하여 구현하 다.

① 입력화상: 입력화상은 건축형태를 포함하는 이미지

를 100×150픽셀의 화상으로 변환한 것이며, 입력화상의 

크기는 실험적 방법에 의한 선택이다. 즉,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형태의 디테일을 선명하게 포함할 수 

있으나 현재의 컴퓨터 프로세서(본 연구에서는 Pentium4 

2.4GHz를 사용)로는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원 화상으로부터의 디테일이 손

상되지 않으면서 컴퓨터에 의한 처리시간을 줄일 수 있

는 화상의 크기이다.

② Histogram Equalization: 명암 값의 분포가 한쪽으

로 치우치거나 균일하지 못한 상은 분포의 균일화 처

리에 의하여 전체적인 상의 콘트래스트 밸런스가 개선

된다.

③ Grey Scale 변환: 픽셀이 가지고 있는 RGB의 3차

원 배열을 Black의 단일 수치로 전환한다. 형태에 대한 

시스템이므로 색채 정보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 윤곽선 검출(Edge Detection): 윤곽선의 검출에 관

하여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윤곽선을 검

출하는 방법으로는 구배도(gradient)를 이용하는 방법, 픽

셀 공간에서의 명암도를 면함수로 보고 적당한 면함수에 

적합시키는 방법(surface fitting), 2단계 미분에 의한 방

법(second-derivation methods), 색깔을 이용하는 방법 등

이 있다. 이 중에서 구배를 이용한 방법 중에 sobel method

와 canny method가 널리 쓰인다. 

본 연구에서는 sobel method를 사용하 는데, sobel 

method는 명암의 구배도를 이용한 방법이며, 어떤 픽셀

이 윤곽선 상의 점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픽셀을 포함한 

일정 역에서 산출한 구배도가 어떤 역치(treshold)를 초

과하는 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림 7. 시지각 시스템의 설계

IW(1,1)
화상의 픽셀값

(100×150)

b(1)

Log-Sigmoid
Function LW(2,1)

b(2)

Log-Sigmoid
Function

뉴런수 : 30000 뉴런수 : 36 뉴런수 : 3

입력 화상
Histogram

Equalization
Grey Scale 변환 윤곽선 검출

화상의 Binary 변환행렬 변환

인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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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상의 Binary 변환: 화상의 각 픽셀이 0과 1의 값

만을 가지도록 변환한다.

⑥ 행렬 변환: 신경망에 입력하는 데이터의 형식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변환 이전의 데이터는 100×150의 

구조 으나, 변환 이후에는 1×30000의 구조를 가진 행렬

로 변환된다.

⑦ 신경망 학습: 1×30000의 행렬은 신경망의 최초 뉴

런에 해당하는 값들이 된다. 각 이미지로부터 ①∼⑥의 

과정을 거친 데이터 세트는 target value와 함께 입력된

다. target value는 각 이미지를 구별하는 목표 출력치이

며, 본 연구에서는 사무소는 
ꀎ

ꀚ

︳︳︳

ꀏ

ꀛ

︳︳︳

0
0
0

, 교회는 
ꀎ

ꀚ

︳︳︳

ꀏ

ꀛ

︳︳︳

0
1
1

, 주택은 

ꀎ

ꀚ

︳︳︳

ꀏ

ꀛ

︳︳︳

1
0
1

로 정하여 학습하 다. 즉, 사무소의 형태를 포함한 

이미지는 사무소라는 목표값을 주어 학습하는 것이다.

신경망 회로에 의한 학습(learning)은 학습규칙이라 부

르는 가중치 조정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신경망은 학

습에 의하여 입력패턴을 완성하거나, 입력패턴을 보류하

거나 입력함수를 계산하도록 하여 그것을 반복 훈련시키

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이 되기 전에 신경회로망에

서 현재의 가중치들은 알맞지 않은 값으로 시작하지만, 

학습과정이 끝나면 가중치들이 조정되어 더 이상 가중치

의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형태의 인식에 대하여 신경망이 우수한 이유는, 통계적 

성질들이 추정되기 어려운 형태모임들에 대하여 효과적

이고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 2.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

사무소

이미지

Original

Image

O-1 O-2 O-3 O-4 O-5 O-6 O-7 O-8

처리된

입력화상

PO-1 PO-2 PO-3 PO-4 PO-5 PO-6 PO-7 PO-8

교  회

이미지

Original

Image

C-1 C-2 C-3 C-4 C-5 C-6 C-7 C-8

처리된

입력화상

PC-1 PC-2 PC-3 PC-4 PC-5 PC-6 PC-7 PC-8

주  택

이미지

Original

Image

H-1 H-2 H-3 H-4 H-5 H-6 H-7 H-8

처리된

입력화상

PH-1 PH-2 PH-3 PH-4 PH-5 PH-6 PH-7 P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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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모임들에 대해 기초가 되는 확률 도 함수나 다른 

확률적 정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의 종류 중에서 다층 피드포워드 

역전파 신경망(Multi Layer Feedfoward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을 사용하 으며, 이

는 다종 형태 인식 문제의 결정 함수들과 퍼셉트론 연산

소자들의 층들로 구성된 구조이다. 중간층의 뉴런 수는 

실험적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 다. 중간층에 많은 뉴런을 

할당할 경우에는 컴퓨터가 망의 형성에 많은 시간을 소

요하고, 너무 적은 수의 뉴런을 할당하면 오차의 수렴이 

어렵다. 활성화 함수는 각 층마다 모두 log-simoid 함수

를 사용하 다. 활성화 함수는 tangent-simoid 함수를 사

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지의 픽셀값들은 음의 값이 

나오는 경우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당하지 않은 

함수라 할 수 있다.

학습방법은 Resilient Backpropagation을 사용했으며, 

학습오차가 10
-6에 이르기까지 반복하 다. Resilient 

Backpropagation은 빠른 학습법은 아니지만 컴퓨터의 메

모리 사용상의 효율성에 있어 다른 방법에 비하여 우월

하다. 화상의 많은 픽셀들을 처리하려면 처리속도보다는 

메모리 사용의 효율성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출력되는 값은 Hinton Image와 수치로 나타나도록 설

계하 다. Hinton Image는 출력 뉴런의 활성화 정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각형의 색과 크기로 나타내

는 방법을 일컫는다.

4. 시지각 시스템의 학습과 테스트

4.1 시지각 시스템의 학습

사무소, 교회, 주택의 건축물 유형은 이미지성

(imageability)이 높고, 문화권에 관계없이 상징적인 의미

를 갖는 것들17)로 선정한 것이다.

그림 56. 오차의 수렴 과정

학습을 위하여 선택된 이미지들은 설문을 통한 조사에 

16) Rafaedl C.Gonzalez & Richard E. Woods, Digital Image 

Processing, Addison Wesley Longman, 1992.

17) 김대익, “건축환경 인지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9. 10.

의하여 오답률이 적은, 즉 전형적인18)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들로 하 다.

학습오차는 300회의 반복학습 후에 7.16363×10-13에 도

달하 다.

학습에 사용한 target value는 다음과 같다. 즉, 표6의 

이미지 B1∼B8은 tv①로, T1∼T8은 tv②로, N1∼N8은 

tv③으로 학습하 다. 

표 3. target value

사무소 교  회 주  택

Hinton

Image

Target

Value
tv① = 

ꀎ

ꀚ

︳︳︳

ꀏ

ꀛ

︳︳︳

0 
0 
0 

tv② = 
ꀎ

ꀚ

︳︳︳

ꀏ

ꀛ

︳︳︳

0 
1 
1 

tv③ = 
ꀎ

ꀚ

︳︳︳

ꀏ

ꀛ

︳︳︳

1 
0 
1 

표 4. 뉴런별 학습오차

사

무

소

O-1 O-2 O-3 O-4 O-5 O-6 O-7 O-8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교

회

C-1 C-2 C-3 C-4 C-5 C-6 C-7 C-8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4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택

H-1 H-2 H-3 H-4 H-5 H-6 H-7 H-8

0.0002

0.0000

0.0000

0.0002

0.0000

0.0000

0.0002

0.0000

0.0000

0.0002

0.0000

0.0000

0.0002

0.0000

0.0000

0.0002

0.0000

0.0000

0.0002

0.0000

0.0000

0.0002

0.0000

0.0000

학습에서 나타난 오차는 사무소, 교회, 주택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각 형태의 기본적인 틀이 사무소, 

교회, 주택의 순으로 복잡하다고 컴퓨터가 인지한다는 것

을 뜻한다. 사무소의 경우는 박스 형태의 외형과 창 배열

에 의한 여러 개의 층이라는 일관성을 컴퓨터가 용이하

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판단되며, 교회의 경우는 첨탑과 

십자가라는 형태의 일관된 특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사

료된다. 교회 형태의 학습에서 C-4에서 오차가 상승한 

것은 학습에 이용된 다른 교회 형태가 단일 첨탑임에 반

해 두 개의 첨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4.2 시지각 시스템의 테스트

연구를 위하여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입력되는 이미지에 대한 설문을 실행하 다. 설문

에 사용한 이미지는 원 이미지에 대하여 윤곽선 검출을 

한 것이며, 이는 원 이미지가 포함하는 명암정보를 제외

한 모든 시각적 단서들을 포함한 것이다. 형태에 대한 디

테일이 증가할수록 인지도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H. 

18) 여기서의 ‘전형적’이라 함은 각 건물군에서 ‘전형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비전형적’인 건물은 ‘전형적’
이지 않으면서 작가의 개인적 표현이 현저한 것들로 이루어

졌다. 특히, ‘전형적’인 건물을 선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 으며, 정답률이 높은 건물들을 학습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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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off, 1991)에 바탕을 두고 동일한 조건의 디테일 정도

에 대하여 사람과 컴퓨터의 인지반응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설문의 대상은 건축과 학생 59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며, 사무소에 대한 결과는 84%, 교회는 80.29%, 주택은 

82.73%의 정답률을 나타내었다. 교회에 대하여는 C-10의 

이미지가 오답횟수가 많았는데, 이를 제외한다면 교회의 

정답률은 83.86%가 된다. 설문의 대상에 관하여 대상을 

건축과 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건축환경에 대한 인지정도

는 문화권을 같이하는 경우에 대상 집단에 따라 크게 달

라지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김대익, 1999)에 의한 것이다.

표4는 각 형태에 대하여 설문과 신경망의 인지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60. 각 형태에 대한 설문 정답률

84

80.29

82.73

3.57

78

79

80

81

82

83

84

85

사무소 교회 주택

%

사무소 형태에 대하여는, O-10에 대하여 설문과 신경

표 5. 학습된 신경망의 테스트 결과

사무소

이미지

입력

Image

O-9 O-10 O-11 O-12 O-13 O-14 O-15 O-16

신경망

출력결과

설문결과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100 12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10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10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100

주택

사무소

교회

교  회

이미지

입력

Image

C-9 C-10 C-11 C-12 C-13 C-14 C-15 C-16

신경망

출력결과

설문결과

0 20 40 60 80 100 12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10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100

주택

사무소

교회

주  택

이미지

입력

Image

H-9 H-10 H-11 H-12 H-13 H-14 H-15 H-16

신경망

출력결과

설문결과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10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10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10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주택

사무소

교회

0 20 40 60 80 100

주택

사무소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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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차를 보 으며, O-14에 대하여 

신경망은 인지 오류를 보 다. 

교회 형태에 대하여는, C-11, C-12, C-14, C-16에서는 

올바르게 교회라고 인지하 으나 C-12는 교회와 주택의 

중간형태로 인지하 고 나머지는 오류를 보 다. 주목할 

만한 것은 C-10에서 설문에서는 주택이라는 응답이 우월

한 

반면 신경망은 교회라고 인지하고 있다. 건축형태를 인

지함에 있어 지붕의 형태가 가장 주요한 시각적 단서라

는 기존의 연구에 대하여, 교회의 경우는 지붕의 형태보

다는 십자가라는 단서가 사람에 있어 가장 주요한 인지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경망은 십자

가라는 인지의 근거와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판단 비율

을 비교하여 출력되는 결과이므로, C-10의 이미지에서와 

같이 십자가라는 단서가 누락된다 하여도 전체적인 형태

가 사무소나 주택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주택에 대하여는, H-11, H-14, H-15, H-16에 대하여 

신경망이 올바른 결과를 보 으며, 나머지의 경우는 교회

와 주택의 중간 형태라는 결과를 나타낸다.

5. 결 론

본 연구는 건축환경을 인지하는 인간의 지각 과정을 

인공적으로 구현하 을 경우, 인간과 유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건축의 

환경 중 형태에 국한하고, 그 중 사무소, 교회, 주택의 형

태만을 다루어 검토를 하 다.

고층 건물내의 교회나 고층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우

리나라의 문화적 경험의 특성이 사무소 형태에 대한 설

문의 결과에 반 (O-9, O-10, O-11)되어 있다. 또한, 십

자가가 없는 교회 형태에 대한 인지결과는 설문과 신경

망의 결과에 있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신경망이 8개만의 형태에 대한 학습을 하 기 때문이고 

더욱 많은 형태를 학습한다면 설문과 좀더 유사한 결과

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건축 형태에 대한 인간의 인지과정을 구조화하여 인공

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현한다면 인간의 인지와 유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이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부가

적으로 시지각 시스템은 건축물이 포함하는 시각적 단서

가 동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방법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지과정에 대한 기초적 세분화와 

구현방법을 다룬 것이므로 비전형적인 건축 형태에 대한 

학습여부, 건축 형태를 판단하는 인간의 지능과 지각의 

세부적 과정에 대한 인공지능의 구현방법, 문화권 차이의 

구현방법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하고자 한다.

건축 환경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인공적인 재현 방법은 

진보된 연구를 통하여 인간과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고, 

이를 통하여 건축의 계획적 측면과 평가적 측면 등에 다

각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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