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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건축자재들을 컴포 트로 구성하고 컴포 트들을 패턴으로 조립하여 패턴 단 로 건축설계

가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3D 가상건축 기술을 개발한다. 한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축의 

공정에 설계, 분석, 변경정보, 조립 등의 건축설계를 시뮬 이션을 통하여 건축의 손쉬운 변경과 비용을 

효과 으로 감하기 한 기술을 지원하는 조립 건축설계 시스템 개발을 목 으로 한다. 특히 설계자와 

사용자도 패턴을 이용하여 쉽게 건축물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변경에 따라 필요한 자재들의 패턴 정보와 

변경된 건축물의 설계도가 자동 생성된다. 한 개인의 숙련도나 지식 가시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지식

검색 역시 구  목표로 한다. 

 ■ 중심어 :∣조립건축∣패턴∣가상건축∣3D∣

Abstract

This paper is focus on 3D virtual building design technic that construction materials are 

showed by components and these components are part of  patterns, and  building design using 

pattern is possible. To use this technique in process of construction, design, analysis, change, 

assembly, etc, we will develop flexible building design system that it supports efficient building 

change and low cost by construction design simulation. Specially also the designer and the user 

use a pattern and easily will be able to change the building and according to change pattern 

information of the materials, design of the buildings which are changed creates automatic. Also 

we will implement knowledge retrieval engine which is necessary to personal skill or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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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재까지 건축이란 개념은 한번 완성되면 폐기될 때

까지 원하다는 고정 념을 갖고 있다. 한 하나의 

건축물을 만들기 하여 사용자의 의견보다는 건축주

의 의견이 체 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건축

주의 의견 로 건축 설계사가 설계한 후 건축을 짓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성 향상과 시공시간의 단축, 

소수의 인력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조립식 건축 기법이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재까지도 집이란 

개념은 집을 변경시키기 해서는 단순한 실내 인테리

어를 바꾸는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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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는 크게 건물을 짓는 방식과 인테리어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나  수 있다. 재 건축 설계를 해서 주로 

사용되는 도구가 건축용 CAD이다. 이는 부품들을 표

화된 컴포 트[1]로 구성하여 각 컴포 트들을 이용하

여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이는 건축물에 한 단순한 1

회성 기능을 지원할 뿐 이다. 

한 건축설계를 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등장하

고 최근 가장 표 인 설계 도구가 Google SketchUp 

Pro[2]이다. 이는 설계자를 한 도구이며 검색기능을 

갖춘 온라인 3D모델 장소로서 필요한 모델을 찾아 

자신의 모델을 만드는 도구이다. 그러나 이 도구는 설

계자를 한 도구일 뿐 일반 사용자는 건축 설계정보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단 이 있

다. 한 제작과정에서 컴포 트 하나하나씩을 이용하

여 설계해야하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

렵다. 이는 건축을 한 자재들을 컴포 트로 구성하여 

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축물에서  다른 건축물로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에 따른 설계도가 자동 

생성되는 도구가 개발된다면 건축계에서 많은 신  

변화가 올 것이다. 

이제 건축물이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계 에 따라 

는 몇 년 주기로 집의 구조(architecture)를 실내 뿐 아

니라 구조 체를 쉽게 바꿀 수 있다면 많은 변화가 일

어날 것이다. 한 사용자도 자신의 집을 쉽게 설계하

고 재의 건축물이 변경되기 해서 어떤 재료들이 필

요한가,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알 수 있는 소 트웨어가 등장한다면 건축에 한 

사고방식과 제작과정이 모두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하고자 하는 도구는 자재 패턴을 이용한 조립 

건축 설계 시스템(Flexible Building Design System)이

다. 이는 기존의 자재 컴포 트들을 패턴으로 그룹화하

여 3D 형식으로 쉽게 설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건축으로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도구이다. 

개발될 도구는 사용자가 재의 건축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패턴 장소(pattern repository)를 통하

여 원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이

다. 이를 해서는 먼  재의 건축물이 패턴 조립 공

법으로 지어진 경우에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의 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즉, 컴포 트 하나하나

의 개념으로 설계한다면 사용자는 설계에 참여할 수 없

지만, 패턴 형식으로 도와주면 사용자가 건축의 형태를 

변경시킬 경우 변경시킨 부분으로 패턴들이 조합되면

서 새로운 건축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3]. 한 본 

도구에서 지원하는 많은 형식의 건축 양식들을 이용하

여 자동으로 변경시킬 경우 이에 필요한 건축설계정보

를 제공해 주면 사용자 뿐 아니라 건축주, 설계자 모두

가 보다 더 사용자 맞춤 서비스(user customizing 

service)로의 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건축 자

재들에 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경제 이며, 패턴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건축기간도 매

우 단축될 수 있다. 국가 산업 측면으로 보면, 건축자재

들을 공장에서 패턴으로 생산하면 조립식 토목건축 산

업은 분업화가 가능하며, 자재들도 재사용, 재가공, 재

생산이 가능하며 경제 으로도 아주 효율 이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조립건축설계시스템

은 건축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II. 패턴기반 조립설계 프레임워크 

1. 패턴기반 조립건축 프레임워크
[그림 1]은 조립건축설계시스템(Flexible Building 

Design System)의 임워크의 체 구성도이다. 먼

 repository 구성을 하여 컴포 트와 패턴에 메타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들 사이에 의미 계를 부여한다

[4]. 한 패턴의 시각화를 하여 3D 모델링 지식 정보

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모델을 기획한

다. 맞춤형 모델은 본 시스템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들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기호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도

록 한다. 로세서는 이들 정보에 한 기존의 패턴과 

새로운 타입의 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필요한 컴포 트

와 패턴을 추출하게 된다. 물론 평방미터에 한 제약

사항(constraints)은 사 에 제공하게 된다. 한 본 시

스템에서 제공하는 모형과는 별도의 사용자 기호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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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을 원할 경우 패턴 심으로 설계한 후 이를 기

반으로 재의 패턴과 비교하여 추가될 정보들을 제공

하게 된다. 패턴이나 컴포 트에 한 검색은 온톨로지 

기반으로 다양한 형식의 패턴들이 제공되며 이를 3D로 

보여주기 한 3D Virtual Mock-up 모델링 방식이 

용된다[5].  

3D Visualization

패턴 정보의 시각화

패턴검색 엔진

맞춤형 빌딩 필터링

맞춤형 추천 모델

온톨로지 기반

컴포넌트 및 패턴 검색모듈

flexible building Process Engine

패턴, 3D 
Repository

메타데이타
(컴포넌트,
패턴정보)

3D 모델링
지식

log

패턴 기반 조립건축설계 시스템
User

Interface

Interaction

HMD

Process
Manager

infoseeker

Semantic 
Relation

패턴모델링
통합 기술

3D Visual Mock-up

그림 1. 패턴기반 조립건축 프레임워크

따라서 본 논문의 최종 목표는 패턴 기반으로 건축설

계를 수행하면서 다차원 인 계를 쉽게 식별하고 사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의 변경이 가능

한 조립건축설계시스템을 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건축분야의 고정 념을 변화시키

고, 다양한 건축물 변경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높

이며, 산업 , 경제  효과를 이루고자 한다. 

2. 온톨로지 기반 검색 기술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

출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추가 입력한다. 그리고 온라

인 직  연결보다는 일일 배치작업에 의한 데이터 추출

을 원칙으로 한다[6]. 제안한 온톨로지 DB 구축과 검색

은 [그림 2]와 같이 3가지 모듈로 구성된다. Ontology 

DataBase Creater는 기존의 계형 데이터베이스를 

OWL 스키마문서에 기 하여 온톨로지 계형 데이터

베이스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Query Processor는 변환

된 온톨로지 데이터베이스를 DataSet에 담아 온톨로지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여 질의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마

지막 Customer Retrieval Module은 질의에 해당하는 

잠재 건축 패턴들을 추천해주고 실제 선택된 패턴과 선

택되지 않은 패턴에 해 가 치를 조 하는 과정이다.

O W L P arser

D B  M atch ing

O nto lo gy B D  C re a te r

O n to lo g y  D ataB ase  C reate r

O W L

B ase D B

Q u ery M aker

Q u ery  P ro cesso r

O nto lo gy D ataS et

Q ue ry  P rocess

O nto lo gy D ataB ase

R ecom m e nd 
R e trieva l 

C u stom e r C ho ice

P rio rity  M od u la tio n  
P rocess

C u sto m er R etrieva l M o d u le

그림 2. 온톨로지 DB 구축 모듈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온톨로지 검색방법은 건축설계 

시 필요한 패턴들의 우선순  검색과 이를 통해 검색 

결과 내의 패턴별, 컴포 트별 등의 연  검색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방법은 패턴을 심으로 각 패턴이 가

지고 있는 컴포 트들을 수치화하여 

3. 3D 가상기술 구성요소
본 연구는 건축자재들을 컴포 트로 구성하고 컴포

트들을 패턴으로 조립하여 패턴 단 로 건축설계가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3D 가상건축 기

술을 개발한다. 한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축의 생산 

공정에 목, 설계, 구조해석, 변경정보제공, 조립 등의 

건축설계를 시뮬 이션을 통하여 건축에 한 손쉬운 

변경  비용을 효과 으로 감하기 한 기술을 지원

하는 조립 건축설계 시스템(Flexible Building Design 

System) 개발을 목 으로 한다. 특히 설계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패턴을 이용하여 쉽게 건축물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변경에 따라 필요한 자재들의 패턴 정보와 변경

된 건축물의 설계도가 자동 생성된다. 

한 본 연구는 산업 장에서 작업 장, 교육 장, 기

타 시공간에서 작업자의 재 상황이나 담당업무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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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개인의 숙련도나 지식 가시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지식검색 역시 구  목표로 한다. 이는 작업자

의 맥락(작업순서, 숙련도, 경험 등)에 부합하는 지식정

보를 패턴형식으로 표 하여 작업과 학습을 생산 장

에서 실시간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패턴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repository를 구축하고 작업수행과정에서 코칭과 조언

을 들을 수 있으며, 다차원 인 계를 쉽게 식별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한 패턴형 조립 모델링이 가

능한 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repository는 패턴

들을 library화  지식화하여 각 패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 패턴 기반 부품 모듈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처럼 선이나 도형을 세부 으로 그리는 

primitive한 세부 모델링 작업 없이 이미 구성된 패턴들

을 pool로부터 가져와 조립하듯 패턴 모듈을 설계한다.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VMU(Virtual Mock-up) 기술

을 활용하여 실물크기의 건축을 모델링을 한 후 사용자

가 인터 티 하게 설계, 변경, 혼합이 가능한 가상 제

작 기법이 도입된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패턴

형 건축물 조립, 생성  변경 기술은 건축설계 분야에

서 신 인 기술이라 확신한다. 이를 해 본 시스템 

구축을 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건축자재에 대한 repository 구축
- 건축자재에 하여 각각을 컴포 트로 구성하고, 

각 컴포 트에 한 의미 계(semantic relation)

를 정의하여 최종 패턴 정보를 생성한다. 

- 패턴정보는 메타데이터 정의를 통하여 컴포 트들

이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 할 수 있도록 repository

를 구축한다. 

■ 컴포넌트와 패턴들의 메타데이터 정의
- 메타데이터에 한 정보 구성을 해 국제표 기

구(ISO)의 ISO/IEC 11179라는 이름의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서에 따라 정의할 것이다. 이는 다른 메

타데이터와의 상호호환성을 갖도록 하기 함이

다. 이 방법은 메타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 작성된 메타데이터의 공유가 어렵다는 단

이 있지만 목 에 최 화되어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 온톨로지를 이용한 패턴 검색 기능
- repository에서 여러 패턴 검색은 메타데이터 정보

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간의 계를 통해 의미  정

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해 온톨로지 기

법을 용한다. 

■ 패턴모델 기반의 3D 가상 디자인/기능성/작업성 
기술 개발

- 패턴형 repository 기반의 Virtual Mock-up 기술을 

용

- 3차원 공간인식 건축모델링 기반의 인터랙티 한 

디자인/기능성/작업성 기술 설계

- flexible한 건축 모델링을 하여 패턴들의 조립 기

능 설계

■ 양방향 건축 패턴 변경 정보 추출
-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에 한 기본 정보와 재의 

정보를 비교하여 복되는 패턴들을 추출하고, 추

가  패턴 는 기존 패턴에 추가되는 컴포 트들

을 추출하여 목표로 하는 건축 모델로의 통합기술 

설계 

III. 패턴기반 건축설계 시스템 기능

본 연구는 먼  수많은 건축물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샘  건축물에 한 컴포 트를 추출하고 각 컴

포 트에 한 메타데이터를 구성하고 컴포 트들로 

구성된 패턴들에 한 메타데이터를 구성한다. 각 컴포

트는 패턴 구성을 한 의미  계를 갖고 이는 패

턴의 계와 연결되도록 한다. 패턴을 이용한 건축의 

부분을 설계하면 주변 련된 컴포 트들이 패턴에 따

라 자동 으로 재조합되면서 새로운 건축설계가 이루

어지도록 되는 것이다. 한 조립방식으로 만들어진 건

축물을 변경시키고자 할 때 변경될 부분을 선택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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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패턴이 지원되며 여기에 필요한 자재 련 컴

포 트  패턴의 정보 분석을 통하여 설계자에게 재건

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다. 

일반 으로 건축의 경우 자재는 수백 가지의 부품으

로 구성되어 있어서 설계자가 화면상에서 조립할 때 필

요한 부품 명을 하나하나 선택하여 작업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따라서 이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다

음과 같은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1) 위치별 구성
제품의 설계 치 를 들어 주택의 경우 지붕, 벽, 기

둥, 바닥 등의 역을 지정한 후에 해당 부품이 그 역

에 들어간다는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해당 역에 포함

되는 모든 부품을 패턴으로 구성하여 자동으로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요구에 따라 작업자가 임의의 3차

원 역을 지정하여 그 역에 포함된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게 된다. 

2) 기능별 구성 
각 패턴에 패턴의 기능정보, 를 들어 지붕에 필요

한 기능, 벽에 들어가는 창문 기능 등을 입력해 놓으면 

해당 기능에 속하는 부품들만을 조립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3) 패턴의 조립 정보
패턴의 조립 구성정보를 화면에서 그래픽으로 표

하여, 이를 선택함으로서 필요한 조립단 를 선택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한다.

4) 위치, 기능 및 조립정보의 조합에 의한 조립
치정보와 기능정보  조립정보를 조합시켜 건축

물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를 들어 벽의 경우에 벽

에 속하는 모든 부품들 에 창의 유리에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을 조립 단 까지 조립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5) 패턴의 조합 기능

패턴들이 서로 조합하기 해서는 패턴들을 인터페

이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템 릿 형식으로 구성하여 연

결 가능한 패턴으로 상호 입출력 패턴이 맞아야 조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6) 위의 기능들을 3D로 표현해주는 Virtual 
Mock-up 기능이 필요하다.

7) 온톨로지를 이용한 패턴 정보 검색 기능
온톨로지 기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컴포 트  패턴 

정보의 의미를 개념 으로 정리하고 개념 간의 계성

을 정의한 후, 자동화된 에이 트를 통해 정보의 의미

와 정보 간의 계성을 악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정

보 검색, 새로운 지식의 생성, 최 의 서비스가 가능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의 리소스들이 서로 의미  

연결을 가지고 있고 연결을 기술하기 해 온톨로지가 

필요하다. 온톨로지를 구성하기 한 모듈은 온톨로지 

계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Ontology DataBase 

Creater, 변환된 온톨로지 DB를 온톨로지 추론이 가능

하도록 하여 질의를 처리해주는 Query Processor, 질의

에 해당하는 패턴 등을 검색해주고 실제 선택된 패턴과 

선택되지 않은 패턴에 해 가 치를 조 하는 

Retrieval Module로 구성하면 가능하다. 

IV. 패턴기반 건축설계 기술 평가

건축의 맞춤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은 건축과 IT의 

컨버 스로 인한 건축설계기술이 향상될 뿐 아니라 건

축설계에 있어서 패턴 조립을 통한 설계는 국내 건축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건축자재의 패턴

화를 통하여 패턴 조립기술은 기존의 컴포 트 조립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며 아직 시도된 바 없는 건축 자재

에 한 패턴을 활용한 건축설계 기술은 특화된 형태의 

방법론을 선행하여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산업 

 교육 시장 창출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재 많이 사용되는 Google SketchUp Pro7[2]은 건

축설계를 3D로 모델링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이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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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계 문가가 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 

사용자가 이 도구를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 그 결과를 

통한 실제 건축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지 유사한 건축

모델을 이용하여 그 설계도를 활용하는 수 일 뿐, 설

계와 건축구축을 병행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술을 이용하여 활용할 경우국

내 주요 건축 산업 분야의 설계 기술이 획기 으로 높

아질 것이며, 본 기술의 해외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컴

포 트  패턴을 활용하는 건축기술은 많은 재사용 가

능한 컴포 트들을 재가공하여 사용가능하므로 그 경

제  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반면에 재설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한 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결국 본 기술의 

확 로 국내 건축 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주택변경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3D 모델링 기

술은 선진시장에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

다. 소 트웨어 기술이 필수 으로 동반되어 컨버 스 

산업의 발 에 기여할 것이다.

V. 결론

건축의 개념은 한번 완성되면 폐기될 때까지 원하

다는 고정 념을 갖고 있고, 건축사가 설계한 후 건축

을 짓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생산성 향상과 시공시간

의 단축, 소수의 인력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조립식 건축 

기법이  세계 으로 리 사용되고 있다. 한 건축

설계를 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등장하 고 최근 가장 

표 인 설계 도구가 Google SketchUp Pro이다. 이는 

설계자를 한 도구이며 검색기능을 갖춘 온라인 3D모

델 장소로서 필요한 모델을 찾아 자신의 모델을 만드

는 도구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건축 설계정보  이해

가 없는 상황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한 

제작과정에서 컴포 트 하나하나씩을 이용하여 설계해

야하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도구는 자재 패턴을 이용한 조

립 건축 설계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의 자재 컴포 트

들을 패턴으로 그룹화하여 3D 형식으로 설계하는 도구

이다. 제안한 도구는 사용자가 재의 건축에 한 정

보를 이용하여 이를 패턴 장소를 통하여 원하는 방식

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설계과정을 

패턴 형식으로 도와주면 건축의 형태를 변경시킬 경우 

변경시킨 부분으로 패턴들이 조합되면서 새로운 건축

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 건축 자재들에 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이며, 조립식 토목건

축 산업의 분업화가 가능하며, 자재들도 재사용, 재가

공, 재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조립건축설계시스템 기술은 건축 분야에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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