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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sign Process of Floating Architecture

Yeo, Dong Yeob

Department of Ocean Architectur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floating architecture, new construction method using 

waterfront, has been receiving attention for activity response from natural 

disaster and pollution by coastal development because of rising sea level 

from global warming, environment problem with improving life level and 

limitation of interior development. 

Floating architecture has properties of pursuing modern architecture 

such as friendly-environment, atypia, economic feasibility, increasing 

external environmentfactors in special environment of the ocean, and 

growing the number of cooperating agents to decision-making or 

delivering information. 

KEY WORDS: Floating Architecture ; Design Process : Collaboration : ID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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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domestic floating architecture is at the beginning stage and 

there are only a few cases to count and compared to the US or western 

Europe,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kill still remain at the early stage. 

It is true that the construction was narrowly completed through the 

frequent trials and errors from the subcontractors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at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 of 

recently built floating constructions in Korea.

To decrease the errors in these kind of desig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ype and case of floating architecture and defined the differences 

with ordinary architectures, t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loating 

architecture design. Therefore, it investigated the range and the content of 

cooperation among the organizations which can happen at the design 

stage as well as solidification of the functional needs for the floating 

architecture design to build design process of floating architecture. 

Based on this, the work division for each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cooperation and the information exchange system are visualized to 

minimize the trials and errors which can take place in the design stage 

of floating architecture for the architecture design work. And from this, it 

designs information centered floating architecture design process model 

and is aimed to suggest the other ideas.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chapter 1, the background,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are mentioned. 

In chapter 2,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 the type and case of 

floating architecture are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 of floating 

architecture is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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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3, the architecture design process analysis used in the actual 

work and the basic flow chart for the floating architecture design were 

made. The information exchange system was designed for design process 

by analyzing the range and content of cooperation at the design stage 

and functional needs for floating architectures. Based on these, as 

applying it to IDEF0 modelling type, the design process model was made 

at the floating architecture design stage. 

In chapter 4, the floating architecture design process was completed 

through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as well as the verification for 

the process for each design step by carrying out the virtual floating 

architecture design project. The floating architecture design process was 

suggested as IDEF0 model through carrying out the virtual floating 

architecture design project and with the help of domestic floating 

architecture related experts and besides, input and output information at 

each design stage was achieved. 

In chapter 5, described conclusion by generalizing the above cont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arrangements and shapes of superstructures strongly affect the 

design of substructures because of floating character on the ocean. 

Second, the floating architecture design process could exchange organic 

information and co-operate variousmain agents between super 

-substructures.

Third, it provide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design process by IDEF0 

modeling to clarifyworks or tasks of cooperating main agents on each design 

phase and define information process by decision-making between them. 

Fourth, in order to verify of produced design process, progress the 

example floating architecture project and based on this, then delived 

input/Output information at each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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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ought to minimize the possible errors in the floating architecture 

design work by providing the materials to build information centered 

design process between upper and lower level designers in floating 

architecture through solidifying the works assigned to each design 

participant at the design stage in designing floating architecture and 

visualizing the information flow through design process model by the 

decision made by each participant in the cooperation.

However, it is humbly expected that the designed information exchange 

system and floating architecture design process model are a little limited 

to be applied to the detailed models in accordance with type, size, usage 

and environment for each case as there are only a few domestic floating 

architecture cases. The additional study is needed to be carried out of 

previously mentioned information exchange system for each type of 

floating architecture and the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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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 등, 지구환경문제와 더불어 생활수

의 향상, 내수개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연안공간의 개발에 한 요구가 증 되

고 있다. 이러한 연안 공간 개발방식 에서 로 건축은 연안오염에 한 

응 등, 수변을 이용하는 새로운 건축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로 건축은 일반 인 건축물의 설계 로세스와 달리 수해양공간이

라는 특수한 외부환경인자의 증가와 함께, 정보 달  의사결정을 한 업

의 주체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로 건축은 도입단

계로서 건축사례를 손꼽을 수 있으며, 미국  서유럽과 비교하여 설계  시

공기술의 측면에서는 기수 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시공된 로

건축물들의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경험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력업체의 

조직에서부터 잦은 시행착오를 거쳐 건축물의 완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설계실무에서의 시행착오를 이기 해 본 연구에서는 로 건축의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고 로 건축물의 설계에 따른 특성-일반건축물과의 차

이를 규명하 고, 그리하여 로 건축물의 설계 로세스 작성을 하여 로

건축물의 설계를 한 기능  요구사항의 구체화와 함께, 설계단계에서 나타

나는 조직 간의 업의 범 와 내용을 조사하 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의 설계실무에서 로 건축의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한 업에 따른 업체별 업무의 구분과 정보교환

체계를 시각화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심의 로 건축 설계 로세스 모

델을 작성하고 이의 제시를 연구의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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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 는 첫째, 로 건축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하고, 둘째  

IDEF0 모델링방식을 이용하여 정보 심의 로 건축물의 설계 로세스를 작

성하며, 마지막으로 작성된 설계 로세스의 검증을 해 가상의 소형 로

건축물을 계획하고 각 설계 로세스 단계에서의 문제 을 악하여 제시한 

로 건축물 설계 로세스를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이론  고찰을 통한 국내  국외 로 건축물의 유형 조사

2) 로 건축물의 설계 특성 분석

3) 국내 로 건축물 로젝트 수행 문가와의 인터뷰  설문을 통한 로

건축물의 정보교환체계 작성

4) IDEF0 모델링 방식을 이용한 로 건축물 설계 로세스 작성

5) 가상의 로 건축물 설계를 통한 로세스의 검증  문제  분석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 , 범   방법에 하여 서술하 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로 건축물의 사례  유형의 분석과 로

건축물의 특성에 하여 고찰하 다.

제3장에서는 실무에서 쓰이는 건축 설계 로세스의 분석과 함께 로 건축

물 설계에서의 기본 Flow Chart를 작성하 다. 한 로 건축물에서 요구되

는 기능  요구사항과 설계단계에서의 업의 범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설계 로세스 상 정보교환체계를 작성하 다. 이를 바탕으로 IDEF0 모델링방식

에 용하여 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의 설계 로세스 모형을 작성하 다.

제4장에서는 가상의 로 건축물 설계 로젝트수행을 통해 설계단계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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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에 한 검증과 함께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로 건축물의 설계 로세스

를 완성시켰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기술하 다.

이에 따른 연구의 로세스는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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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로 건축물의 구분  특성

2.1 로 건축물 사례  특성

2.1.1 로 건축물의 정의

로 건축연구단은 로 건축물의 개념을 부유식 함체 에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을 총칭하고, 항해를 한 동력을 갖는 선박과는 구분되며, 한 공연장

과 복합문화공간과 같은 비주거용 시설물과 주택  호텔과 같은 주거용 시설

물로 별할 수 있는 구조물이라고 일컫는다. 한 로 건축물은 기본 으로 

선박과 마찬가지로 부력에 의해 구조물의 자 에 항하는 형태로 지반에 본체

를 직  설치하지는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E. Watanabe et al, 2004).

그림 2.1 로 건축의 개념도 (E. Watanabe et al, 2004)



- 5 -

2.1.2 선행연구 분석

국내 다수의 연구자들은 도입단계인 로 건축의 활성화를 해 많은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로 건축연구단이 발족되어 로  구조

물의 최 설계  동요제어 기술, 로 건축의 제도, 제안  친환경 공간설계

기술, 신뢰성 평가를 이용한 로  건축물의 방재 리 기술 등의 개발을 

해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창호(2009)는 유럽의 표 인 로 건축 

문회사들을 상으로 로  건축의 계획  활용 황을 분석하 다. 이한석 

(2011)은 로 건축물의 계획 시, 구조물의 안 성, 건축물의 용도, 건설  

리의 경제성, 주변지역이나 도시와 개발연계성, 그리고 해양환경에의 향 등을 

고려한 로 건축의 입지에 해 연구하 다. 송석기(2011)는 국·내외 로

건축 설계사례를 통해 건축계획에서의 고려사항을 정리하여 지침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 다. 강 훈 등(2012)은 안 하고 편리한 이용을 한 바다낚시시

설에 한 설계기 안을 제안하 다. 박성신(2011)은 국·내외 로 건축물의 

사례와 계획안 등을 조사, 분류하여 로 건축물의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설계 로세스에 련하여서 원종성 등(2008)은 해외 BIM도입을 통한 성공

인 로젝트 사례의 조직형태의 변화와 정보 리 방식의 조사를 통한 업의 

문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 으며, 박문서 등(2012)은 의존 계 구조행렬방법론

(Denpen -dency Structure Matrix:DSM)을 사용하여 도입 단계에서의 BIM 기반 

설계 로세스를 제시하 고, 이병연 등(2009)은 친환경건축 통합설계과정의 구

조분석을 통한 통합설계 로세스를 제시하는 등, DSM이나 IDEF0등의 여러 모

델링 기법을 통해 건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 들을 통합설계 로세스의 

수립을 통해 해결하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로 건축물에 한 선행연구들은 계획 사례  지침과 시설에 한 

설계기 에 한 연구는 있으나 로 건축물의 설계시의 업과 통합 로세스

에 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로 건축에서 역시 참여하

는 여러 업주체 사이의 정보흐름을 효율 으로 시각화, 체계화할 수 있는 통

합설계 로세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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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로 건축 국내외 사례  유형

로 건축물은 유럽의 로  주택 등의 소규모 로  건축물을 제외하면 

그 사례는 매우 으며 특히, 규모이상의 로 건축물의 사례는 더욱 그러

하다. 국내에서는 2011년 5월 공된 한강 로 아일랜드1)와 함께 여의도에 

서울마리나가 2011년에 공되었으며, 새만   부산 수 만 일원에  등 

문화집회 용도의 로 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림 2.2] 로 아일랜드(좌)와 여의도 서울마리나(우) 경

이러한 국내외 로 건축의 유형을 박성신(2011)은 [표 2.1]과 같이 구분하

다. 이것은 로 건축의 황을 고려하여 국내외 50개 사례를 상으로 건축

계획기 을 용하여 유사한 특성을 갖는 유형을 8개의 기 으로 구분하여 나

타내었다. 각 유형에 따른 세부 구분에 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그램(program)상의 구분은 주거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운송시설, 운동

시설, 숙박시설과 종교시설로 구분하 는데, 최근 국내 시공된 로 건축물2)

은 문화시설로 구분가능하다.  형태(form)별 구분은 사각형, 원형  타원형, 삼

각형, 그리고 이형으로 구분하 고. 건축규모(scale)별 구분은 단일규모와 단지

규모로 구분하 다. 층수(level)별 구분은 층과 고층으로, 치(location)는 육

지인 형과 섬형으로 구분하 다. 근방법(access)의 구분은 릿지나 데크를 

이용하는 것과, 독립 으로 운용되는 배형으로 나뉘어지며, 타력으로 이동성을 

1) ‘새빛둥둥섬’으로 명칭 변경

2) 로 아일랜드(2011), 여의도 마리나(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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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구분 구    분

프로그램 

(program)

주거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운송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형태

(form)

사각형 원형및타원형 삼각형 이형

건축규모 
(scale)

단일규모 단지규모

[표 2.1] 로 건축의 유형 (a)

가지는 것과, 에 지 독립형 등으로 구분하 다.

이러한 로 건축의 여러 사례들 에서 실제 로젝트가 수행된 사례는 

형과 소형에 집 되어 있으며, 그 에서 형이상의 수행사례는 건축물보다는 

문화집회시설 등의 구조물에 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로젝트들에서는 로 을 이용한 형 건축물의 계획역시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등, 로 건축에 한 심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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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로 건축의 유형 (b)

층수 

(level)

저   층 고   층

위치 

(location)

육지인접형 섬형

접근방법 

(access)

데크 및 브릿지 배

이동성 

(mobility)

이동형

에너지 

(energy)

독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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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로 건축물 설계특성

육상에 건설되는 일반 인 건축물과 달리 하상, 혹은 해상에 건설되는 로

 건축물은 기본 으로 선박과 마찬가지로 부력에 의해 구조물의 자 에 항

하는 형태로 지반에 본체를 직  설치하지는 않는다. 그에 따라, 로 건축물

의 설계에 있어 기존의 건축설계 로세스와 차이를 나타내게 되며, 그 차이에 

따른 특성은 다음의 사항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3] 수해상에서의외부환경인자의 증가

첫 번째는 외부환경인자(Outdoor Environment Factors)가 증가한다는 이

다. 로  건축이 기존건축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수해양공간이라는 환경의 

차이로 인한 외부환경 인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압력항력(pressure drag), 마

찰항력(friction drag), 변동풍하 (fluctuating wind load) 등의 풍하 (wind 

load)  향(wave direction), 고(wave height) 등의 조류하 (tidal current 

load) 그리고 쓰나미(tsunami), 폭풍외력(storm external force) 등의 흐름하

(flow load)과 함께 비래염분(airborne sea salt) 등도 로  건축에 향을 미

치는 외부 환경인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 해상 환경인자들의 증가로 인

해 일반육상건축물과 달리 로 건축에서 요구되어지는 건축성능 역시 구조, 

설비 등 로 건축  분야에서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정보 달  의사결정을 한 업주체가 증가한다는 이

다. 최근의 건설 로젝트가 차 형화, 복잡화 되어가고 동시에 하나의 로

젝트에 참여하는 조직의 수가 늘어나면서 각 참여 주체간의 정보 교환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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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도 

하나의 설계사무소가 모든 것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문업체

와 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설계사무소와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다. 더욱이 로 건축물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공간 로그램을 가지

게 되는 상부 구조물과 수해양 환경에서의 부유기능을 심으로 한 하부 로

구조물로 명확히 나뉘어지게 된다. 이는 직, 간 으로 설계  시공에 련

한 업의 주체들이 늘어나게 되고, 한 그에 따른 업의 내용 역시 증가하

게 된다는 것이다. 즉, 로 건축의 설계과정에서 건축주  사용자의 요구와 

련분야에 한 기술 인 문제들의 증가로 인해 과거보다 더 많은 분야 문

가 간의 정보소통(Communication)과정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의사결정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신재원 등, 2006).

체계 인 설계 리를 해서는  설계업무의 명확한 구분과 각 설계업무를 수

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해당 정보의 흐름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 이라

고 할 수 있다(신재원 등, 2008).

로 건축에서는  일반건축에서 요구되어지지 않는 외부환경인자 즉, 외력

으로 인한 높은 엔지니어링 수 의 용 필요성과 함께, 업과 그 주체의 증

가에 따른 통합설계 로세스의 필요성으로 인해 로 건축에 한 정보 심의 

설계 로세스의 개발과 용이 요구되어질 것으로 단된다.

[그림2.4] 로 건축물 설계 로세스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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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로 건축물 설계단계 IDEF0 모형

3.1 로 건축물 기본설계 로세스

3.1.1 기존 국내 건축설계 로세스

재 국내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설계 로세스는 PD (Planning 

Design), SD(Schematic Design), DD(Design Developement), CD(Construction 

Documents)의 4단계 분류3)가 2D기반 건축설계 로세스에서의 일반 인 구분

이며, 이를 이용한 Flow Chart 방식과 Milestone 방식이 설계 로젝트의 일정

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업 설계사무소에서의 설계 리업무는 부분 인

허가  납품과 련된 최종 도면을 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실제 설계 작

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요구 정보와 성과물 정보에 한 정의나 이들 정

보의 흐름에 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설계 작업의 진행 로

세스가 형 설계사무소를 심으로 수립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 업체별로 설정

한 로세스에 차이가 나고, 내부표  로세스도 없는 설계 사무소가 많은 실

정이다. 차 형화, 복잡화되는 설계 로젝트가 많아지면서 로젝트의 성격

상 다수의 설계사무소가 참여하여 원활한 설계작업을 진행하기 한 설계 로

세스의 표 화가 필요한 시 이다(신재원 등, 2008).

이진희 등(2007)은 기존설계 로세스의 IDEF0모델링을 통해 기존 로세스를 

분석하여 문제 을 도출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각 단계별 도서의 결과물이 2D로 작성되어 서로 연 성 없는 유

사작업을 되풀이하며 업무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발주처 

 건축주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각 단계별 연 성이 없어 설계변경 시 상당

3) 건설교통부 공고, 2002, 200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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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과 재작업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설계 기단계에

서 각 분야 업 엔지니어들의 소통의 부재로 설계오류  문제발생시 문제해

결이 불가능 하거나 시공 시 비용증가  공기지연 등의 심각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설계엔지니어들의 경험능력에 의존하는 2D기반 

로세스 하에서는 복잡한 디자인요소가 진행될 때마다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

거나 문제해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듯, 통  방법이던 제도(Hand Drafting)가 주요한 디자인 수단이었던 

시기를 거쳐 1980년  CAD(Computer Aided Design)라는 디지털 설계도구의 

보 으로 이 의 제도방식의 작업은 체하 으나 기존의 로세스로는 규모의 

형화, 형태의 다양화, 친환경성  경제성 확보라는  건축물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한 국내 실에 용이 가능한 정

보 달 심의 건축설계 로세스의 개발이 요구되어 지고 있으며, 로 건축

에서 역시 이러한 통합설계 로세스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3.1.2 로 건축물 기본설계 로세스

로 건축물의 설계 로세스의 구축을 해 구분된 설계단계와 각 단계별 

로 건축물의 기본계획의 알고리즘은 [그림 3.1]과 같이 Flow Chart로 나타

낼 수 있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D (Planning Design)단계는 로젝트의 구상과 건물의 규모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서, 계획지역에 한 조사와 타당성, 그리고 기 인 계획

안의 도출을 통해 필요한 목표를 세우는 단계이다. 

SD (Schematic Design)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의 목표와 검토된 계획지역

에서의 기본배치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때는 설계계획과 함께 이후 공정을 

포함한 건조설치방식과 향후 유지 리 책까지도 검토된다. 

DD (Design Development)단계는 SD단계에서 발 되어온 계획안을 피드백하

여 결정하고 심의  허가를 득하는 단계이다. 

CD (Construction Documents)단계는 시공을 한 실시설계도서와 시방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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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그림 3.1] 로 건축물 기본설계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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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로 건축물 정보교환체계

로 건축 설계업무에서의 정보교환체계 작성을 해 로 건축을 수행하

던 련업체 문가와의 인터뷰  자문 내용을 토 로 로 건축 설계단계

의 구성에 한 사항을  작성하 다. 먼  로 건축에서 요구되는 기능  요

구사항을 설문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작성하 으며,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 로 

로 건축에서의 업의 범 와 내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는 작성된 알고

리즘에서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하부 업종 간 업사의 정보 교환과 의

사결정 과정 항목의 체계를 단계별로 정리하 다.

3.2.1 로 건축물 설계의 기능  요구사항 

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의 정보교환체계 작성을 해 먼  로 건축

물의 설계에서는 나타나는 기능  요구사항을 정리하 다. 이것은 로 건축

물의 설계단계의 각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계획분야에서는 수변환경인자

들을 고려한 거주환경에 따른 요구사항이 주를 이루게 되며, 구조분야에서는 

계획에 따른 무게 심의 검토와 동요 평가· 감기술, 랑응답해석 등의 상부

구조시스템 해석 같은 외력에 따른 구조검토가 그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시공분야에서는 치에 따른 시공의 방법과 그에 따른 운송방식 등의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환경 쪽에서는 치에 따른 기후환경검토와 함께 로  건축

으로 인한 오염방지에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설비분야에서는 필요

에 따른 밸러스트 탱크의 설치 유무 검토와 에 지 자립을 한 신재생에 지

의 활용 등의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한 규모 이상의 로 건축물에서는 

외부환경에 따른 환경인자의 증가와 함께 상부건축물과 하부구조물에 따른 각 

분야별 주체가 다시 나뉘게 되며, 이로 인해 각 분야의 업주체의 증가와 함

께 그에 따른 업의 내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것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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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능적 요구사항

계  획
·쾌적공간확보기술 ·건축시스템통합설계 ·모듈러모바일시스템설계기술 

·육상과 구조물 연결방안 검토 ·실내공간설계·최적 재료설계

구  조

·파랑응답 해석기술 ·상하부상호작용해석기술 · 초기중량 및 중심위치 검토 

·동요평가,저감기술 ·고박설비 검토 ·최적 건현 검토 

·육상과 구조물 연결 접합 검토 ·상하부 접합검토

시  공
·해양현장에서의 시공성 확보 ·건조장소 및 방식검토 ·운송방식 검토

·하부구조 유지관리계획

환  경
·사회지리적 환경 및 기후해상환경 검토 · 오수처리개념 고려 ·친환경 

에너지설계 ·물리적 및 생태학적 환경영향평가 계획

설  비
·밸러스트 탱크 배치 및 설비 검토 ·해양환경에서의 방오기술

·신재생에너지활용을 통한 친환경설계기술

기  타 ·방재 및 방파제, 계류시스템 검토 

[표 3.1] 로 건축의 기능  요구사항

3.2.2 설계단계 업범   내용 

[표 3.1]에서와 같이 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의 새로운 기능  요구사

항의 증가는 기존 건축설계 로세스에서 보다 진일보한 다목  최 화 설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로 건축물의 설계에서 가장 요한 키워드는 바로 ‘

업’(collaboration)이다. 로 건축물의 설계에서는 하부 함체 설계자를 포함한 

새로운 업사의 참여에 따른 다양한 하부 함체 설계에 한 정보가 상부구조 

설계사(건축설계  엔지니어링)와 상호 교환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 홍사 (2007)의 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져야 할 기본

검토사항의 내용을 [그림 3.2]와 같이 정리하 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지역의 사회지리  환경과 기후  해상환경과 그에 

따른 제반 조건 등의 확인을 통한 환경조건 검토사항이 그 첫 번째이며, 두 번

째는 방재 련, 시설안 , 해역사용 련, 그리고 설계건조법규 등을 통한 각종 

용법규  행정 차의 검토사항이 그것이며, 세 번째는 정계획의 달성을 

한 수용인원과 그에 따른 필요시설 그리고 로그램의 운용계획 등 을 체크

하는 기능  요구사항의 검토이다. 네 번째는 목표한 계획안과 그의 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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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조방식과 건조장소의 결정사항, 그에 따른 자재의 운송방식, 장상황에 

맞는 설치 방법, 한 계류시스템의 유무와 그 설치방법검토, 그리고 방 제  

근로의 필요유무와 그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는 계획안에 한 검토이다. 다

섯 번째는 계획지역에 따른 건조방식과 건조장소의 선택, 그에 따른 자재의 운

송방식  장설치 방식검토, 계류시스템과 방 제, 근로 유무에 한 결정 

 설치에 한 사항을 검토하는 건조설치방식에 한 검토이다. 여섯 번째는 

리와 보수, 그리고 피난방재에 한사항을 체크하는 유지 리 책에 한 검

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리 , 생태학 인 환경 향에 한 평가에 한 

검토로 나 어진다.

사회지리적 환경

환경조건 검토
기후 및 해상환경

인명 방재 관련 법규

시설별 안전법규

적용법규 및 행정절차 검토

해역사용관련 법규

설계건조법규

수용인원 검토

기능요구사항 검토 필요시설 검토

운용계획 검토

방파제 검토

본체 구조물

계획안 검토 계류 시스템

상부 시설 계획

접근로 검토

[그림 3.2] 로 건축물 설계단계의 업내용 (a) (홍사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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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장소/방식

운송방식

건조설치 방식 검토 현장설치

계류시스템 설치

방파제 접근로 검토

운용상 관리계획

유지관리대책 검토 보수 계획

피난 방재계획

물리적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계획
생태학적 환경영향 평가

[그림 3.2] 로 건축물 설계단계의 업내용 (b) (홍사 , 2007)

3.2.3 로 건축물 정보교환체계

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업무의 정보교환체계 작성을 해 앞서 제시

한 로 건축물의 설계 로세스의 알고리즘과 그 단계별 요구 성능에 따른 기

본검토사항을 바탕으로 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의 분야별 업내용과 그

에 따른 정보의 흐름을 악하 다. 조사업체는 로 건축의 상부 는 하부

구조 설계 로젝트를 수행하 던 상부설계 련 2개사와 하부 로 구조물 

련 2개사4)의 담당실무자와의 자문회의  자문을 통하여 조사하 다.

프로젝트명 대상지 용도 상부구조
하부구조

강재 콘크리트

S project 서울(하천) 문화집회 H건축

Y Project 전남(해상) 문화집회 ※5) K해사기술

S project 부산(하천) 문화집회 D건축 S 사

H Project 서울(하천) 문화집회 I기술단

[표 3.2] 로 건축 련 로젝트 자문업체

4) 하부관련사는 구조물의 재료에 따른 강재와 콘크리트의 개별유형으로 구분

5) 본 건축물은 상부시설이 공연시설로서 일반적인 플로팅건축의 상부구조의 설계프로세스와는 상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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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한 각 사별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각 디자인 단

계에서의 상하부 개별 설계 로세스의 흐름, 두 번째는 각 설계단계에서의 의

사결정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업단계에서 상되는 흐름  커뮤니 이션, 

네 번째는 로세스 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행정 차에 한 내용이며, 다섯 번

째는 하부함체의 재료에 따른 설계 로세스의 차이 에 하여 조사하 다.

국내 로 건축에 한 이해  정립이 미진한 가운데 업체들 부분 련

내용에 한 경험이 없어 설계  시공 반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했으며 상하부 

업  조직 리에 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은 H건축이 서울시 한강에서의 로 건축 설계 로젝트에 따른 

로세스를 정리한 자료이다6). S 로젝트는 하상에 시공된 로 로젝트로서, 

한강둔치에서 하부함체  상부 철골 구조의 70%까지 조립을 마치고 하상으로 

진수하여 시공을 마무리한 로서, 여기서도 상부계획에 따른 무게 심의 리

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한 조건으로 고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인 것으로는 서울시가 건축주 던 계로 디자인 심의, 건설기술심의, 한 내

역심의 등의 행정  단계가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SD단계에서 토목

업체를 통한 수리환경시뮬 이션을 통해 계류조건 분석을 행하 으며, GPS와 

인공 성을 통한 능동  치제어 시스템을 도입한 것 한 로젝트의 특징이

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3.3] S Project 조감도  투시도

으로 판단되어 조사에서 제외

6) 해당 로젝트 설계 담당자 H건축 서용민 제공(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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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단
계

인허가 상부시설 하부시설

상부 하부 상부설계 Engineering 하부설계 Engineering

CD
기
획
설
계

1.OR(지침)분석

- 로그램, 규모

2. 사 조사 

(법규,환경,지질)

3. 계획안 작성

4. 사업수지분석

1.상부자 총톤수

개략검토

1. 사 조사

(법규, 수리환경)

2. 하부체 재질 

 구조검토

1. 기후, 해상 

는 하상 수리환경 

검토

(하상의 경우 토

목업체 수행)

2. 하부체 구조형

식, 재질 검토

-상부자 총톤수

에 따라 검토

SD
계
획
설
계

1. 사 환경성검토

(연면  10,000M2이상)

2. 하천 용허가

(국가하천 용시 

- 앙하천 리 원회)

1. 기본계획안 

  발

(상부시설 배치, 

평,입,단면)

- 스터디모형, 

- 주요외 ALTS

(투시도, 이미지)

- 설계설명서

1. 기본계획안에

따른 구조방식, 

MEP방식 검토

(친환경계획검토)

2. 방재  유지

리 컨셉설정

3. 상부자  총톤

수 검토

1. 수리환경시뮬

이션  계류조

건분석

2. 하부체 재질 

 구조, MEP 의

장검토 구체화

1.하부구조체, 하

부체 내 MEP  

의장방식 ,계류방

식, 도교방식 검

토
3. 디자인심의

(서울시 발주 로젝트 

경우)

DD
기
본
설
계

1.건축심의

(By 

해당지자체 

는 

새로운 

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

))

2.교통 향

평가

(둔치와연

계시, 

필요시)

3.건설기술

심의

(서울시 

발주 로젝

트 

경우-설계

완료 후)

1.기본설

계승인(by 

KR)

-구조,MEP

,각종의장

1. 기본설계안 확

정(상부시설 배치, 

평, 입, 단면 주요

형상 확정)

-주요도면작성

2. 주요자재검토

서 작성

3. 개략공사비산

출(내역서)

4. 구조계산서

5. 설계설명서

1. 구조기둥별 지

반력, 상부 체

하 , 무게 심 1

차 산출

->하부체 계류장

해석, 구조해석결

과 피드백

(상부시설 치조

정)

2. MEP시스템구

체화(계통도), 도

교  둔치(육지)

와의 연계시스템 

구체화

3. 방재  유지

리계획 구체화

4. 친환경계획 구

체화

5. 도교상부하

산출(건축,구조,조

경) 

상부시설변 동 에 

의한 구조변동가

능성을 염두에 두

고 설계진행

(주로 검토 진행, 

도면화는 실시단

계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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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부체 설계안 

작성(주요구조도,

MEP계통도  내

부의장시스템, )

2. 계류장시스템 

기본도면작성

3. 치제어시스

템 검토

4. 도교시스템 기

본도면작성

(도교상부하 에

따른 구조검토,유

사시 계류방안검

토)

1.하부체구조방식 

확정

2.상부시설 치,

형태  지 반

력 ,총톤수 ,무게

심에 따른 하부체 

구조해석 1차, 계

류장해석 (부체안

정성검토, ballast 

방식검토)

(무게 심 련 권

고사항 상부 달)

3. 하부체 공간내 

MEP라인 설치검

토  구조간섭, 

특이성 확인

4. 건조방식, 모듈

계획검토

[표 3.3] S 로젝트 건축설계 로세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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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단
계

인허가 상부시설 하부시설

상부 하부 상부설계 Engineering 하부설계 Engineering

CD

실

시

설

계

1.건축허가

(법개정되

어 

건축물로 

인정 받고, 

재산권 

행사가능한 

경우

(By 

해당지자체 

는 

새로운 

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

))

2. 

내역심사

(서울시 

발주 로젝

트 

경우-설계

완료 후) 

2.실시설

계승인(by 

KR)

-구조,MEP

,각종의장

1. 실시설계안 

  작성

- 각 분 야 별 도 면 

 상세도작성

-각종자재명세서

2. 시방서 작성

3.최종공사비산

출 (내역서 ,산출

서)

4. 구조계산서

5. 설계설명서

6. 최종이미지

  (조감도 ,투시

도)

7. 3d Data 정

리  시공단계

달

( B I M 용 하여 

설 계 데 이 터 를 

시공단계로 

달 시)

1. 구조기둥별 지

반력, 상부 체

하 , 무게 심 최

종 산출

->하부체 계류장해

석, 구조해석결과 

피드백

(기둥하부 합디테

일설계)

2.MEP디테일설계

(장비배치  각아

이템별 디테일설계 

 하부MEP,의장

과의 속디테일,

도교인입 ,둔치 (육

지)와의 연계디테

일설계)

3.방재시뮬 이션

(결과 상하부피드

백)

4.유지 리계획에

따른 상하부반 사

항수립

4.친환경시스템설

계반

5.도교상부하 확

정(건축,구조,조경, 

도교설계에 피드

백)  

(상부시설 실시설

계50% 선에서 상

부구조계산완료 후 

데이터를 받아 본

격 으로 도면작업 

시작하는 것이 시

행착오를 이는데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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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부체 설계안 

작성 (구조도 ,상세

도,MEP 내부의장

도면-건조방식, 모

듈계획반 )

2. 계류시스템 도

면(하상설치시- 하

토목도면 포함)

3. 치제어 시스

템도면

4. 도교도면

(도교상부하 에따

른 최종구조반 , 

유사시 도교계류방

안반 )

5. 시방서

6. 각종계산서

7.최종공사비산출

(내역서, 산출서)

1. 상부시설 치,

형태  지 반력,

총톤수,무게 심에 

따른 하부체 최종

구조해석, 계류장

해석

(최종부체안정성검

토,BALLAST방식,

계류시스템, 치제

어시스템확정, 해

석결과 상부에 피

드백)

2.상부기둥 합부 

 부체내 MEP라

인에 의한 간섭부

분 구조보강설계

3. 하부체 공간내 

MEP라인  의장

디테일설계, 상부

MEP라인  도교 

인입라인과의 속

디테일

시 

공

1. 

공검사

  

(시공완료 

후)

(By 

해당지자체 

는 

새로운 

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

)

3.시공과

정검사

(by KR)

( 장샵,용

공등의 

노무자 

수 ,시공

수 검사)

4. 

공검사 

 

승인(by 

KR)

시공사 수행내용

1.시공하 데이

터 리

(Ballast 재 시 

기반데이터)

2. 공 검사 시 

분야별 승인

차 수행  

공도서작성

1. 각 종 샵드로잉 

작성

(설계3D데이터를기

반으로 작성)

1. 시공하 데이터

리

2. 각 종 샵드로잉 

작성- KR 승인도

면에 따라

3. 공도서 작성

 ( 공승인시 제

출)

1. 건조방식(모듈

생산방식과 장운

송방식 등), 진수방

식 확정  진수구

조계산수행

2. 부체경사시험

 ( 련성능시험)

3. 치제어시험

4. 도교계류시험

5. 피난방재매뉴얼

작성  시험

[표 3.3] S 로젝트 건축설계 로세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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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별 조사 시, 상부구조의 경우 기존의 육상건축물의 설계와 유사하

게 설계사와 엔지니어링 트와의 업체의 역할과 책임구분이 명확하 으나, 하

부구조의 경우 재 문업체나 조선엔지니어링등 한 업체 내에서 트로만 구

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 재료에 의한 구분역시 강재를 제외한 콘크리

트 부유체를 이용한 로젝트는 계획안  소규모 로젝트에 국한되어 있어 

차이   내용 체를 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로 건축에서는 SD설계 단계부터 상부하 에 따른 무게 심에 한 정보

값에 한 리가 최우선 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한 설계  시공 시에는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 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재 국내 로 건축과 련한 문 컨설   인력 

풀(pool)이 형성되어 있질 못하여 사업 반에 한 이해도가 떨어져 이의 보완

을 해 H 로젝트에서는 [그림 3.4]와 같이 건축주의 자문역할을 하던 시행

사의 건축사가 사업 진행 에 총  로젝트매니  역할을 맡아 성공 으로 

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로 건축 로젝트에서는 기 사업

의 구성에서도 각 트별 업체 선정 뿐 아니라, 업체별 커뮤니 이션을 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전> <변경후> 

[그림 3.4] H Project 설계조직의 변화

H Project에서는 업체분류의 큰 카테고리에 상부설계와 하부설계의 두 분류

외에 계류설계업체를 추가하 는데 이것은 요트마리나라는 로그램상의 계류

시설의 형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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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H Project 경

상기 조사 내용 등을 토 로 로 건축물 설계단계 즉, PD, SD, DD, CD 각 

단계별 업무에 따라 처리된 정보값을 업  의사결정흐름의 에서 정리하

여 [표 3.4]와 같이 로 건축물 설계단계별 상하부구조 정보교환체계를 시각

으로 작성하 다.

이것은 각 설계단계에서의 정보  의사결정사항과  로 건축의 기능  요

구사항,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어지는 설계도서  법규  검토사항을 상, 

하부 구조로 나 어 순서별로 나열하고 그에 따른  정보의 흐름을 연결한 것인

데, 정보교환체계의 작성 시, 단계별 Step과 그와 련한 Flow Chart 상에 

업의 주체를 크게 상부 하부구조로 구분하 고, 한 각각 설계와 엔지니어링

으로 구분하여 술한 내용, 즉 기능  요구사항  각 단계별, 항목별 액티비

티(Activity)를 설계진행에 련한 흐름에 따라 연결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하부구조역시 설계업무의 형태  구분을 해 상부구조와 같

이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기능  구분을 통한 단계별 로세스를 작성하 다. 

특히, 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업에 따른 업무주체간의 정보의 연계를 

시각화하는데 을 두고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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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로 건축물 설계단계별 상하부구조 정보교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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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에 따른 단계별 정보교환체계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PD (Planning Design)단계는 로젝트의 구상과 건물의 규모나 사업성 등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서, 계획지역에 한 조사와 타당성, 그리고 기 인 계획

안의 도출을 통해 필요한 목표를 세우는 단계이다. 최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상부설계사가 목표에 따른 기능과 요구사항을 검하고 필요규모  성격에 따

라 하부함체의 재질을 검토하여 필요 업체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이후 상부설

계사는 목표지역에 한 타당성확보를 해 하부설계사와 함께 기후  해상환

경에 한 환경조건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목표의 달성을 한 건축법 

 연안개발 련법규를 검토하여 시설의 기 계획과 함께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련법규  시설기 계획은 하부엔지니어링에 의해 수리 

실험  사 환경성검토로 이어지게 된다.

SD(Schematic Design)단계는 앞선 단계에서의 목표와 검토된 계획지역에서의 

기본배치를 검토하는 단계로서, 설계계획과 함께 이후 공정을 포함한 건조설치

방식과 향후 유지 리 책까지도 검토된다. 상부설계사는 기존단계의 기 계획

을 더욱 구체화시켜 시설물의 규모, 동선  방재계획, 유지 리계획을 고려한 

발 된 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것은 상부엔지니어링에 달되어 구조방식

과 함께 소방, 기의 방식과 용량이 결정되어 진고, 동시에 하부설계에 달되

어 하부함체 내 공간이용계획과 동선계획에 의한 계류시스템과 부교 등의 근

로의 검토와 함께 하부엔지니어링에 의해 상부필요무게에 의한 하부함체구성 

 구조방식과 무게 심에 의한 기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각 트별 피드백과 리계획, 보수계획, 피난방재계획 이어의 검토를 통해 

상부설계사는 계획안과 기본도면을 발 시키게 되며 이것을 가지고 하부설계사

는 건조방식과 하부함체의 모듈계획,  그에 따라 하부 엔지니어링에서는 

장설치에 따른 운송  시공방안이 검토되게 된다. 상부설계사는 이  상부엔

지니어링에서 검토된 설비방식내에서 친환경방식을 엔지니어링과 함께 검토하

여 계획에 용하게 된다. 

DD (Design Development)단계는 이 단계에서 발 되어온 계획안을 피드백

하여 결정하고 심의  허가를 득하는 단계이다. 상·하부설계사는 법규체크리

스트를 작성하고 계획안을 발 시켜 주요 도면  투시도  조감도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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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획안에 의한 개략 공사비가 산정된다. 작성된 도면들에 의해 하부구조물

과의 합 치  합방식 등 시공에 한 상세가 검토되며 상부계획안에 의

해 무게 심을 확인하고 체 구조물의 안정성이 검토된다. 이 같은 피드백을 

통해 결정된 계획안은 규모에 따라 련 청을 통한 심의  허가, 검사 등의 

행정  차를 마치게 된다. 

CD(Construction Documents)단계에서는 시공을 한 실시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단계로서, 각 트별로 각부상세  성능, 마감 등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시방서가 작성되며 최종공사비가 산정되어 시공을 한 결과물이 납

품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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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로 건축물 설계단계 IDEF0 모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축에서는 형화와 함께 친환경성, 비정형성, 

경제성의 추구 등이 특징 으로 요구되는데, 이런 건축의 특징과 더불어, 

로 건축에서는 수해양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외부환경인자의 증가에 

따른 고성능의 추구와 함께 정보 달  의사결정을 한 업의 주체가 증가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의 해결을 해 로 건축에서는 설계단계에서

부터 업을 한 통합 설계 로세스의 용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송상훈(2003)은 로세스란 경 인 측면에서 하나 이상의 투입(input)을 받

아들여 고객에게 가치있는 결과(output)를 산출하는 행동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으며, 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의 주요 핵심개념의 하나라고 하 다. 

한 로세스는 정해진 결과에 도달하기 해 수행되는 논리 인 일련의 활

동들의 집합으로 투입에 의해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다.

 텍사스 San Antonio에서 개최된 AIA's Integrated Practice Conference에서

는 통합 로세스를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라 하고, 이 로세스는 모

든 단계에서 최 의 효과를 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감소시키며, 모든 참가자들

의 재능과 통찰력이 력 으로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 로세스에 속한 참여

자, 시스템, 비즈니스 체계와 업무를 통합하는 로젝트 달 근법이라고 정

의하 다(Mcgraw_Hill Construction, 2007).

 따라서 통합설계 로세스란 설계분야와 타분야 문가와의 원할한 업과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정보의 통합화 이며, 비용과 시간의 손실  질 하의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 인 설계와 시공  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진희 등, 2007).

본 논문에서는 로 건축 설계에서 각 단계별 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로세스의 시각  모델을 IDEF0모델링 방식에 의해 작성하고 그 내

용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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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IDEF 모델링

설계 로세스를 모델링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론이 있다. 첫 번째로 CPM 

(Critical Path Method)은 시각 인 명료성이 있는 모델링 방법으로 작업시간 

측정이 가능하나 작업들 간의 선후행 계를 명확하게 표한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두 번째로 의존 계구조행렬방법론(Denpendency Structure Matrix:DSM)

은 설계 로세스 리도구로써 주로 사용되어 왔고 한 복합 인 문제를 시

각화하여 독립성, 순차성  상호연 성을 시각화하여 알려  수 있다. 그리고 

IDEF (Integration DEFinition)방법론은 조직의 실체를 추상화하여 모델링하고, 

작성된 모델 분석을 통해 문제 을 추출하고 개선된 모델을 설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석론이다(박문서 등, 2007).

IDEF는 Integrated DEFintion의 약어로서 1980년   미 공군에서 ICAM 

(Integrated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로젝트의 생산시스템 분석  

설계목 으로 개발되었으며, 이후 1986년에 미 국방부에 의해 표  방법론으로 

채택되었고, 미국 표 기술원은 1993년에 이를 연방정보처리 표 으로 채택하

는데, 로세스모델링의 일차 인 목 이 체 업무진행에 한 참여 주체들 

간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는 차 세계화 되어가는 설계업무 환

경에 있어서 큰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Knowledge Systems Inc.는 IDEF0는 시스템 개발에 앞서 우선 으로 요구사

항  기능을 정의하고 이러한 요구사항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 구 설계

를 해서 주로 사용된다. IDEF0 모델링방법은 특히 기능  에 해서 확

실한 분석방법을 지원하는데, 커뮤니 이션 도구로서의 IDEF0는 단순화된 그래

픽 방법을 통하여 요한 문가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일치된 의사결정을 향상

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IDEF0 방법론은 조직의 실체를 추상화하여 모델링하고 (as-is modeling), 작

성된 모델로 분석하고 문제 을 추출하여 개선된 모델(to-be model)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 분석 방법론이다(이제 ,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 건축물의 설계에서 각 업주체사이의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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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과 선행되어져야하는 액티비티들과 그에 필요한 기  등을 효율 으로 시

각화하고 리할 수 있다는 에서 IDEF0 방식을 활용하여 모델링하 다. 

IDEF0는 기업에서 수행되어지고 있거나 수행되어야 할 활동, 기능과 기능간

의 계를 그림과 문자로 표 하는 의사소통도구로 사용된다. 이것은 박스와 

화살표로서 표 하며 각각의 박스를 계측 으로 분해 가능한 셀로 가정하고 기

본 구성은 [그림 3.6]과 같이 표 된다.

여기서 IDEF0모델링 기호인 Activity(Act.)는 ICOM (Input, Control, Output, 

Mechanism)으로 이루어지는데, Act.는 하나의 단계이고 삽입은 그 단계에 필요

한 자료나 개체이며, 추출은 수행결과 산출물을 말한다. 이때 하나의 단계는 구

속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는데 건축에서는 각종 법규나 내 외부 기 , 건축주

의 요구 등이며, 이는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요소이다. 참여자는 건축에서는 업

무의 수행주체 부서  기 을 의미하게 된다.

[그림 3.6] IDEF0 모델 다이어그램 기본구성

상기 연구내용에서 제시하 던 로 건축의 설계 로세스의 알고리즘-[그림

3.1]과 로 건축설계의 기능  요구사항-[표 3.1], 그리고 로 건축설계단계

에서의 기본계획 내용-[그림 3.2]를 바탕으로 로 건축설계단계별 정보교환체

계-[그림3.6]을 작성하 고 이를 통하여 시각화모델 작성을 한 로 건축물 

설계단계별로 분해 가능하도록 [표 3.5]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을 세단계의 액티

비티(activity) 즉, 셀(cell)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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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Activity

PD
(Planning Design)

A0 ; 기획입안단계

SD
(Schematic Design)

A*2 ; 기본설계단계

DD
(Design Development)

A*3 ; 도서작성단계
CD

(Construction Documents)

[표 3.5] 설계단계별 모델링 Activity 단계

Activity 단계는 각각 PD(Planning Design)단계는 A0셀로 구분하 고, 

SD(Schematic Design)단계는 A*2셀로, 그리고 설계도서가 작성되는 DD(Design 

Deve lopement)단계와 CD(Construction Documnets)단계는 함께 묶어서 A*3셀

로 나 어 도식화 하여 [그림 3.7]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3.7] 로 건축물 설계단계별 Activity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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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로 건축물 설계단계 IDEF0 모형

로 건축물의 설계 로세스 모형을 IDEF0 모델링 방식을 사용하여 3단계

로 나 어 나타내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0 단계 ; 기획입안단계

로젝트의 구상과 건물의 규모나 사업성 등을 고려한 목표를 세우는 단계로

써 [그림 3.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8] 기획입안단계 IDEF0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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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에 따른  첫 번째 셀인 A0 ‘구상  목표선정 단계’에서는 건축주

(발주자)가 개발목표  추진 요구 등의 사항을 기 으로 개략 인 경제성 

측과 기능  요구사항을 검하고 목표지역을 선정하여 환경조건을 조사하고 

 유사사례의 조사를 통하여 하부함체의 재료선정과 그에 따른 설계업체가 선

정되는 단계이다.

두 번째 A*2에서는  건축주는 사업조직을 구성하고 선정된 상하부설계자와 

건축주(발주자)에 의해서 련법규  설계기 을 바탕으로 하상의 경우 수리

실험  사 환경성 검토와 공사 시행계획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계획지역

악’이 이루어져 규모  구조기 과 함께 장분석 자료들이 도출되는 단계이

다.

세 번째 A*3는 ‘기 계획입안’ 단계로써, 건축주(발주자), 상하부설계자에 의

해서 련법규  설계기 과 함께 이 단계에서 도출된 규모  구조기 을 

바탕으로 이 의 정보들을 가지고 시설기본계획, 규모정보, 타당성분석정보, 그

리고 사업추진계획서등이 도출되는 단계이다.

나. A*2 단계 ; 기본설계단계

앞선 A0단계에서의 목표와 검토된 계획지역에서의 기본배치를 검토하는 단

계로써 기본 인 설계계획과 함께 이후 공정을 포함한 건조설치방식과 향후 유

지 리 책까지도 검토되며 [그림 3.9]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에 한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셀인 A0단계에서는 건축주(발주자), 상하부설계자가 참여하여 련법

규와 방재계획등의 기 을 바탕으로 앞서 도출되었던 시설기본계획, 시설규모

정보와 함께 상부시설 배치  이용계획, 모듈계획, 유사사례 등의 정보를 가지

고 ‘기본시설을 배치’하는 단계로 로 건축설계에서 최우선 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무게 심 정보  동선계획, 계류시스템  부교정보와 함께 규모에 따른 

하부함체 이용계획 등의 정보가 도출되는 단계이다.

두 번째 셀인 A*2는 '건조설치방식 검토단계'로 건축주와 함께 상하부설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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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하부엔지니어가 호출되어 앞선 단계의 계류시스템과 하부이용계획, 구

조방식 등의 정보를 가지고 건조설치방식에 한 계획과 그에 따른 장운송계

획  시공계획 등의 정보가 도출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 A*3에서는 건축주(발주자), 상하부설계자, 상하부엔지니어가 참여하

여 친환경 련 기   련 법규에 의거 환경오염 감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방식을 입력하여 ‘유지 리정보 와 리  방재 책’이 도출되는 단계이다.

네 번째  A*4에서는 ‘기본계획 도서작성’단계로써 이 단계와 마찬가지로 모

든 업의 주체가 참여하여 련법규, 기   방식을 바탕으로 앞서 도출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도서가 작성되는 단계 이다.

[그림 3.9] 기본계획단계 IDEF0 모형



- 33 -

다. A*3 단계 ; 도서작성단계

이 단계에서 발 되어온 계획안을 결정하고 련법규에 의거, 심의  허가

를 득하고 시공을 한 실시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써 [그림 

3.10]과 같이 표 하 으며, 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셀인 A0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을 한 업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산정보와 련법규  기 , 로젝트 정보  작성기 을 바탕으로 이  단계

에서 도출된 기본계획도서, 유사사례 등의 정보를 가지고 ‘심의도서를 작성’하

는 단계이며 이를 통하여 각부상세, 성능, 마감정보와 법규체크리스트, 조감도 

 투시도 등이 도출되며 구조해석 정보값들과 개략 산정 공사비, 시방서( 안)

등과함께 작성된 심의도서가 다음 단계의 정보값으로 입력되게 되는 단계이다.

두 번째 A*2에서는 심의  허가단계이며 련법에 의해 련된 청이 참여

하여 련법규  기  등을 바탕으로 설계단계에서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도출

되는 단계이다.

[그림 3.10] 도서작성단계 IDEF0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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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A*3 에서는 로 건축 설계의 마지막 단계로 앞선 단계에서의 설계

도서와 련법규  기 에 의한 보완사항과 상세설계의 범   내용, 실시설

계지침을 바탕으로 시공을 한 ‘실시설계도서가 작성’되는 단계이며 이를 통하

여 구조계산서, 공사공정표(일정계획), 각부시방서  산을 통한 상 공사비 

등의 정보가 도출되게 되며 설계 도서를 납품하여 시공을 한 비에 들어가

게 된다.

라. 로 건축물 설계단계 IDEF0 모형

이상의 A0에서 A*3까지의 각 액트별 모델링을 통합하여 [그림 3.11]과 같이 

시각화 모델을 작성하 다. 작성된 로 건축의 설계단계 IDEF0 모형은 기존

의 2D방식의 로젝트 수행방식을 시각  모델로 체하여 로젝트의 효율  

리와 함께 로 건축에서의 기본 인 설계단계의 업과 정보 달의 주체와 

내용에 하여 시각 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 하 다.

작성된 각 세부 셀들은 다시 수치화 하여 세부화 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는 재 벨까지의 모델만을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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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로 건축물 설계 로세스 모형 용

4.1 로 건축물 설계시나리오 개요

가상의 시나리오에 의한 로 건축 로젝트 설계 진행사항을 3장에서 술

한 로 건축물 설계 로세스 모형에 용하여 오류와 검사항들을 검증하려 

하 다. 그 범 는 설계단계에 포함되는 실시설계 납품단계 까지 이며, 시공단

계 후 공도서 작성단계는 제외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한, 규모를 고려하여 건축주와 각 업의 주체들과의 연결고리라 할 수 있

는 PM(Project Manager)는 상부건축설계사가 일임하는 것으로 하 으며, 표

상 시나리오상의 업 주체의 표기는 다음 [표 4.1]과 같이 분류하 다.

구   분 협업 주체 Initial 비   고

건 축 주 건 축 주 OW

상부건축
건축설계 AD

구조설계 AS

공    통 기계·전기·소방설계 ME

하부함체
하부함체설계 FD

함체구조설계 FS

관계관청
건축관청 AG

조선관청 FG

[표 4.1] 로 건축물 설계시나리오 업주체

[표 4.1]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목표한 로 건축물의 규모가 소형인 을 감

안하여 기계, 기, 소방설계 업체는 상·하부 구분을 두지 않고 동일 업체에 의

해 필요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 다. 시나리오 진행을 통해 각 

단계별로 수정된 로세스모델을 작성하 으며, 한 로젝트 수행을 통해 나

타나는 Input/Output 정보들을 표로 작성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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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획 입안단계

4.2.1 기획입안단계 설계시나리오

가. 구상  목표선정 시나리오 (A0)

건축주는 우선 건축사무실에 의뢰하여 건축주(OW)가 구상하는 목표에 한 

개략 인 조건을 설명하 다. 컨설턴트역할의 건축사(AD)는 그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찾는 한편, 로 건축계획안에 따른 비용과 목표지역에의 기본 인 수

의 법 사항을 악하여 OW에게 달하고, OW는 가능한 개략 산에서의 

요구규모와 함께 사업진행의 계속여부를 AD에게 피력하게 된다. AD는 OW의 

요구에 한 가부를 결정하고 기 인 계획안과 함께 목표에 한 기 조사보

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동시에 설계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 계획지역 악 시나리오 (A*2)

AD는 계획지역인 OO시 XX천의 할행정구역 련 청(AG)과의 문의를 통

해 련법규와 설계기 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편의시설) 용도의 부유

식 구조물 건립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계획지역이 하상인 에 기인하여 수리

실험  사 환경성검토를 한 계획의 구체화와 함께, 그에 합한 하부함체

재료로 콘크리트 함체-[그림 4.1]을 사용키로 하고 문제작업체인 F사를 하부

함체  계류장 설계자(FD)로 선정하고 규모  재료, 구조기   장분석 

자료를 도출하게 되었다. 

[그림 4.1] F업체의 콘크리트함체 종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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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F업체 콘크리트함체 종류 (b)

하부함체의 설치 시 바다 는 민물에서 흐르는 조류의 속도 역시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하나이며, 하상일 경우 겨울철 결빙두께  기간등도 

폰튠의 선정  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그림 4.2]

와 같이 최  HWL(the Highest Water Level) / 최  LWL(the Lowest Water 

Level)의 수심차와 평상시의 평균수심 MWL(Mean Water Level) 한 고려되어

져야 한다.

[그림 4.2] 최 (HWL) / 최 수심(LWL)  평균수심(MWL) 개념 (맹용주, 2009)

다. 기 계획입안 시나리오 (A*3)

AD는 FD와의 의를 통해 작성한 기 계획안을 바탕으로 시설기본계획을 

작성하여 OW에게 제공하고 피드백을 거쳐 계획안과 그에 따른 타당성 분석보

고서,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시나리오상의 시설기본개요는 다음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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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OO플로팅 건축 프로젝트 비고

위    치 OO시 XX천 주변 일대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요트클럽)

규모/구조 지상2층 / 콘크리트 함체 위 경량철골 

대지면적 345.64.00㎡7)

건축면적 68.85㎡

연 면 적 93.25㎡

건 폐 율 법정 20% 계획 19.91%

용 적 률 법정 50% 계획 26.98%

기    타 요트 및 해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포함

[표 4.2] 로 건축물 시설기본개요

4.2.2 기획입안단계 Input/Output 정보

이상과 같이 시나리오에 의한 로 건축 설계 로세스  기획입안단계에서

의 Input/Output 되는 련 정보는 다음 [표 4.3]과 같다.

Act. 소분류 Input OutPut

기획입안단계

구상 및 목표선정

(A0)

·관련법규검토

·유사사례 조사

·계획지역 조사

·예상공사비 산정

·기초조사보고서

계획지역 파악

(A*2)

·기초조사보고서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목표지역자연사회환경파악

·공사시행계획(개략)

·하부설계 재료 및 업체선정

·규모 및 구조기준

·현장분석자료

기초계획입안

(A*3)

·규모 및 구조기준

·현장분석자료

·환경성검토자료

·공사시행계획(개략)

·시설기본계획

·타당성분석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

[표 4.3] 기획입안단계 Input/OutPut 정보

7) 건축면   연면  산정을 한 지면 은 하부함체 면 을 기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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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기획입안단계 설계 로세스 모형

기 작성된 IDEF0 모델 [그림 3.9]을 이용한 가상의 로 건축물 설계 로젝

트 수행을 통해  ICOM의 오류들을 수정·재구축하여 [그림 4.3]과 같이 나타내

었으며, 수정내용은 [표 4.4]와 같다.

Act. 번호 변경내용 변경 사유

기획입안단계

①
Mechanism-상부설계자 추가

A0

A0 단계에서 건축주와 컨설팅(상부 

설계자)와의 협업이 필요

②
하부함체 재료 및 관련업체 선정

A0→A*2

A0 단계를 거치면서 환경조건 등

검토가 필요

③
시설규모정보 삭제

A*3
시설기본계획에 포함

[표 4.4] 기획입안단계 로세스 모형 보완 내용

수정 내용을 살펴 보면, 건축주에 의한 구상  목표선정은 규모에 따른 컨

설 -가상 로젝트에선 상부설계자와의 업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A0 단계에

서 Mechanism(상부설계자)를 추가하 으며, 여러 환경 등의 조건들을 검토하여 

A*2 단계에서 하부함체의 재료와 련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한 시설규모정보는 시설기본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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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

(수정후) 

[그림 4.3] 기획입안단계 로 건축 로세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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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본설계단계

4.3.1 기본설계단계 설계시나리오

가. 기본시설배치 시나리오 (A0)

AD는 이 단계의 시설기본계획을 가지고 련법규 와 설계기 , 방재계획에 

따라 OW와 함께 상부시설 배치  이용계획을 디자인하게 되고 FD와 함께 하

부콘크리트 함체의 모듈을 고려하여 기본시설을 배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무

게 심 정보와 함께 동선계획, 계류시스템, 구조방식 정보 등이 도출되게 된다. 

시나리오에 따른 콘크리트 함체 이용 시 하부함체의 공간 활용은 제한 일 수

밖에 없으며 FD에 의해 제공된 계류시스템 이아웃인 [그림 4-4]에 따라 배치

하 다.

[그림 4.4] 마리나 보트 계류 시 이아웃 권장 수치8)

8) (주) 로텍 제공 폰툰선정가이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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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조설치방식 시나리오 (A*2)

AD, FD와 함께 기  기계소방 설계사(ME)가 작성된 기본계획을 가지고 

건조설치방식에 한 의를 진행하 다. FD의 콘크리트 하우스폰툰을 차량을 

이용해 계획지역까지 배송하고 크 인을 이용해 물 로 진수하여 수상조립하는 

CW방식(cast on the water)이 채택되어 장운송  시공계획과 함께 건조·설

치방식을 수립하 다.

[그림 4.5] Cast on the water 공법의 9)

다. 유지 리  방재 책검토 (A*3)

AD와 ME와의 업을 통해 용 가능한 설비방식과 환경오염 감계획을 검

토하여 유지 리  방재계획을 수립하 다. 냉난방 공조의 처리와 함께 폰툰

의 바깥가장자리로 우오수를 분리하는 트 치(W=100)를 설치하여 하천으로 직

인 유출을 차단하 으며, 우오수의 육상으로의 연결방식  가스  기 

공 에 한 필요용량 등을 결정하 다.

라. 기본계획 도서작성 시나리오 (A*4)

AD는 재까지의 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건축주와의 의를 통해 체디자

인을 결정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 다. 이로써 상부의 무게에 따

른 무게 심 정보가 FD로 연결되어 그에 따른 밸런스를 유지하는 방법이 검토

되며, 상부의 경량철골과 하부 콘크리트 함체와의 합 방식에 한 검토가 이

루어진다. 

9) (주) 로텍 제공 폰툰선정가이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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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기본설계단계 Input/Output 정보

이상과 같이 시나리오에 의한 로 건축 설계 로세스  기본설계단계에서

의 Input/Output 되는 련 정보는 다음 [표 4.5]와 같다.

Act. 소분류 Input OutPut

기본설계단계

기본시설배치
(A0)

·시설기본계획
·상부시설 이용계획
·모듈계획
·유사프로젝트사례

·무게중심 정보
·동선계획
·계류시스템 및 부교 정보
·하부함체 이용계획
·구조방식 정보

건조설치방식검토
(A*2)

·동선계획
·계류시스템 및 부교정보
·구조방식 정보

·현장운송 및 시공계획
·건조설치방식정보

유지관리 및
방재대책 검토

(A*3)

·동선계획
·계류시스템 및 부교정보
·건조설치방식정보
·환경오염저감계획
·설비방식

·관리 및 방재계획
·유지관리정보

기본계획
도서작성
(A*4)

·무게중심 정보
·동선계획
·계류시스템 및 부교정보
·하부함체 이용계획
·구조방식정보
·건조설치방식정보
·설비방식정보
·모듈 계획
·유사프로젝트 사례

·상하부 무게중심 정보
·상하부구조물 접합검토
·기본계획도서

[표 4.5] 기본설계단계 Input/OutPut 정보

4.3.3 기본설계단계 설계 로세스 모형

기 작성된 IDEF0 모델-그림 3.10을 이용한 가상의 로 건축물 설계 로젝

트 수행을 통해  ICOM의 오류들을 수정·재구축하여 [그림 4.8]과 같이 나타내

었다. 수정된 내용은 A0단계에 의해 도출된 계류시스템  부교정보가 A*3단

계에 연결되어야 부교를 통한 육상과의 HVAC설비 연결 등 유지 리 정보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Act. 번호 변경내용 변경 사유

기본설계단계 ①
계류시스템 및 부교정보 전달

A0↔A*3

부교를 통한 육상과의 HVAC설비 연

결 등 유지관리 정보가 도출

[표 4.6] 기본설계단계 로세스 모형 보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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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

(수정후)

[그림 4.6] 기본설계단계 로 건축 로세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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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서작성단계

4.4.1 도서작성단계 설계시나리오

가. 심의/허가도서작성 시나리오 (A0)

AD는 목표의 실 을 한 심의 혹은 허가를 득하기 하여 OW의 요청으로 

정해진 산과 법규와 설계기 을 가지고 심의/허가도서를 작성한다. 이 단계

에서 각부상세  성능 마감정보가 도출되며, 도서의 작성 후 ME와의 업을 

통해 구조해석과 시방서 안에 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한 법규체크리스트

와 조감도  투시도등의 시각  이미지를 작성하게 된다.

가상 로젝트에서 작성된 기본도면은 다음 [그림 4.7]과 같다.

[그림 4.7] 로 건축 로젝트 기본도면  조감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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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로 건축 로젝트 기본도면  조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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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로 건축 로젝트 기본도면  조감도 (c)



- 49 -

[그림 4.7] 로 건축 로젝트 기본도면  조감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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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로 건축 로젝트 기본도면  조감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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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로 건축 로젝트 기본도면  조감도 (f)

나. 심의 / 허가 시나리오 (A*2)

AD는 작성된 법규체크리스트, 심의/허가도서, 구조해석 그리고 조감도 등을 

할 허가 청에 웹을 통해 제출, 등록하 다. 몇 가지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해

당사항의 보완 후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게 되는데, 행법상 상부구조물은 

건축법에 하여 작성되었고, 부동산이 아닌 공작물로 허가를 득하 다.

다. 실시설계도서작성 시나리오 (A*2)

AD는 보완사항이 반 된 심의 도서를 발 시켜 계획안을 확정하고 그에 따

른 상세도면을 추가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 한다. 한 FD  ME와의 업

을 통해 각부 시방  최종 구조계산서가 도출되고 체 공사공정  산보고

서에 따른 최종공사비가 도출되고 OW의 확인과 승인을 통해 최종 납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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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도서작성단계 Input/Output 정보

이상과 같이 시나리오에 의한 로 건축 설계 로세스  실시설계단계에서

의 Input/Output 되는 련 정보는 다음 [표 4.7]과 같다.

Act. 소분류 Input OutPut

도서작성단계

심의/허가도서작성

(A0)

·심의/허가도서요청
·기본계획도서
·상하부구조물 접합검토
·유사프로젝트 사례

·법규체크리스트
·조감도 및 투시도
·개략공사비
·시방서(초안)
·구조계산서
·심의/허가 도서

심의 및 허가

(A*2)

·법규체크리스트
·조감도 및 투시도
·개략공사비 ·시방서(초안)
·구조계산서 ·심의/허가 도서

·보완사항

실시설계도서작성

(A*3)

·구조계산서 ·심의도서
·상하부구조물접합검토
·유사프로젝트사례

·실시설계도서
·각부상세,성능,마감정보
·구조계산서 ·공사공정표
·각부시방서 ·적산보고서
·최종공사비

[표 4.7] 도서작성단계 Input/OutPut 정보

 4.4.3 도서작성단계 설계 로세스 모형

기 작성된 IDEF0 모델 [그림 3.11]을 이용한 가상의 로 건축물 설계 로젝

트 수행을 통해  ICOM의 오류들을 수정·재구축하여 [그림 4.8]과 같이 나타내었

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A0 스텝에서 작성된 법규체크리스트, 조감도  

투시도, 시방서( 안), 구조계산서 모두 심의/허가 도서와 함께 A*2 심의  허

가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존 A0단계에서 도출되었던 

각부상세, 성능, 마감정보는 A*3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 4.8]과 같이 정리하 다.

Act. 번호 변경내용 변경 사유

도서작성단계

①

법규체크리스트, 조감도 및 투시도

시방서(초안), 구조계산서

A0↔A*2

심의/허가과정에 포함

②
각부상세, 성능, 마감정보

A0→A*3
실시설계 단계에서 결정됨

[표 4.8] 도서작성단계 로세스 모형 보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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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

(수정후)

[그림 4.8] 도서작성단계 로 건축 로세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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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로 건축물 설계 로세스 모형

4.5.1 로 건축물 설계단계 Input/Output 정보

이상과 같이 로 건축물의 설계 반에 걸쳐 로세스를 통해 입력(Input)정

보와 도출(Output)되는 정보값들을 통해 로세스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 악을 

용이하게 하 다.

신재원 등(2008)은 기존의 표 설계 로세스의 표 형식(Mile-stone방식  

Flow Chart방식)은 설계의 진행 로세스를 도식화하고 반 인 진행상황을 

악하는 데에는 효과 이지만, 그와 같이 각각의 엑티비티간의 연결 계로 정

의된 로세스를 시스템 상에 구 하게 되면 로젝트 별로 다른 설계 로세스

를 설정하기 해 액티비티를 추가 는 삭제할 때 마다 액티비티간의 연결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문제 이 있음을 밝혔다. 

배정익 등(2007)은 각각의 소분류 로세스마다 Input정보와 Output 정보를 

규명하고 해당 정보 의 연결을 통해 액티비티간의 연결을 정의 하는 방법으로 

체 설계 로세스를 재설정하 다.

본 논문에서 가상 로 건축물 설계 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작성된 설계

로세스 모델을 재구축, 보완하여 각 액티비티(Activity)별 입력정보와 도출되는 

정보를 각 단계별로 [표 4.9]와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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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소분류 Input OutPut

기획입안단계

구상 및 목표선정

(A0)

·관련법규검토

·유사사례 조사

·계획지역 조사

·예상공사비 산정

·기초조사보고서

계획지역 파악

(A*2)

·기초조사보고서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목표지역자연사회환경파악

·공사시행계획(개략)

·하부설계 재료 및 업체선정

·규모 및 구조기준

·현장분석자료

기초계획입안

(A*3)

·규모 및 구조기준

·현장분석자료

·환경성검토자료

·공사시행계획(개략)

·시설기본계획

·타당성분석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

기본설계단계

기본시설배치

(A0)

·시설기본계획

·상부시설 이용계획

·모듈계획

·유사프로젝트사례

·무게중심 정보

·동선계획

·계류시스템 및 부교 정보

·하부함체 이용계획

·구조방식 정보

건조설치방식검토

(A*2)

·동선계획

·계류시스템 및 부교정보

·구조방식 정보

·현장운송 및 시공계획

·건조설치방식정보

유지관리 및

방재대책 검토

(A*3)

·동선계획

·계류시스템 및 부교정보

·건조설치방식정보

·환경오염저감계획

·설비방식

·관리 및 방재계획

·유지관리정보

기본계획

도서작성

(A*4)

·무게중심 정보

·동선계획

·계류시스템 및 부교정보

·하부함체 이용계획

·구조방식정보

·건조설치방식정보

·설비방식정보

·모듈 계획

·유사프로젝트 사례

·상하부 무게중심 정보

·상하부구조물 접합검토

·기본계획도서

[표 4.9] 로 건축물 설계단계 Input/OutPut 정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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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소분류 Input OutPut

도서작성단계

심의/허가도서작성
(A0)

·심의/허가도서요청
·기본계획도서
·상하부구조물 접합검토
·유사프로젝트 사례

·법규체크리스트
·조감도 및 투시도
·개략공사비
·시방서(초안)
·구조계산서
·심의/허가 도서

심의 및 허가
(A*2)

·법규체크리스트
·조감도 및 투시도
·개략공사비
·시방서(초안)
·구조계산서
·심의/허가 도서

·심의/허가 보완사항

실시설계도서작성
(A*3)

·구조계산서
·심의도서
·상하부구조물접합검토
·유사프로젝트사례

·실시설계도서
·각부상세, 성능, 마감정보
·구조계산서 ·공사공정표
·각부시방서 ·적산보고서
·최종공사비

[표 4.9] 로 건축물 설계단계 Input/OutPut 정보 (b)

4.5.2 로 건축물 설계 로세스 모형

가상의 각 액트별 로 건축 설계 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기 작성된 IDEF0

모형을 보완하여 [그림 4.9]와 같이 재구축하 으며, 수정된 내용에 한 사항

은 [표 4.10]과 같이 작성하여 최종 으로 로 건축물의 설계 로세스 모형을 

제안하 다.

Act. 변경내용 변경 사유

기획입안단계

Mechanism-상부설계자 추가

A0

A0 단계에서 건축주와 컨설팅(상부 

설계자)와의 협업이 필요

하부함체 재료 및 관련업체 선정

A0→A*2

A0 단계를 거치면서 환경조건 등

검토가 필요

시설규모정보 삭제

A*3
시설기본계획에 포함

기본설계단계
계류시스템 및 부교정보 전달

A0↔A*3

부교를 통한 육상과의 HVAC설비 연

결 등 유지관리 정보가 도출

도서작성단계

법규체크리스트, 조감도 및 투시도

시방서(초안), 구조계산서

A0↔A*2

심의/허가과정에 포함

각부상세, 성능, 마감정보

A0→A*3
실시설계 단계에서 결정됨

[표 4.10] 설계 로세스 모형 보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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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외부환경인자 (Outdoor Environment Factors)의 증가와 다양한 정

보 달  의사결정을 한 업주체의 증가한다는 로 건축물의 설계특성을 

정의하고, 국내 로 건축물의 건축사례를 통해 로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업무의 주체에 따른 업의 내용을 조사하여  IDEF0 모델링을 통해 정보 심

의 설계 로세스를 작성하는데 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 건축물은 수해양 환경에서 그 부유특성으로 인하여 상부구조의 

계획에 따른 배치  형상에 따라 하부구조의 설계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로 건축물의  설계과정에 있어, 상하부간 업무주체의 다양성과 함

께, 그들 사이에서 유기 인 정보의 교환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로 건축에 한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련 로젝트 수

행 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설계 로세스를 IDEF0 방식을 이용해 모델링 

하 다.  

넷째, 작성된 설계 로세스의 검증을 해 가상의 로 건축물 설계 로젝

트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 건축물의 설계 로세스모델을 수정하여 제

안하 으며, 설계 각 단계에서의 Input/Output 정보를 도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로 건축물의 설계 시 각 설계단계에서의 업주체별 업

무의 구체화와 함께 그 업 주체 간 의사결정을 통한 정보의 흐름을 설계 로

세스 모형을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로 건축물 상하부 설계자간의 정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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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로세스의 구축을 한 자료를 제시하여, 로 건축물의 설계 실무에서

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작성된 정보교환체계  로 건축물 설계 로세스 모형은 재 국

내 로  건축 사례가 극히 어 사례에 한 유형별, 규모별, 용도별, 환경별 

구분에 의한 상세 모델의 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단되며, 향후 술한 

로 건축의 유형별 정보교환체계  설계 로세스에 하여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로 건축물의 설계에서는 ‘ 업’(collaboration)의 키워드와 함께, ‘통

합설계 로세스’를 요구한다는 에서 재 건축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4D CAD (BIM)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작성된 로 건축의 설계 로세스

가 IPD10) 화되어 모든 정보들이 BIM을 통한 데이터화 된다면, 상부설계자의 

계획변경에 따른 무게 심값등의 하 과 변화하는 부재들이 실시간으로 하부

함체설계자에게 달되어 계획의 변경에 반 되는 등의 업(collaboration)이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 로 건축설계 각 단계에서의 정보값들이 다른 업무주체로 연

결 될 때의 업체별 사용 솔루션별 호환성과 함께, 형태( 일 포맷 등)에 한 

연구가 차후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 건축설계에서 

BIM기반의 통합설계 로세스  설계지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10) IPD (Integrated Project Delivery) ; 발주자, 건축가, 시공자, 컨설턴트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사

업구조 및 업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모든 참여자가 책임 및 성과를 

공동으로 나누는 발주방식을 의미.- AIA, 'IPD : A Guid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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