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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디자인 초기단계에서 다이어그램은 아이디어 및 디자인 해결방안을 도출

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Wang, 1999; Do, 1997). 이러한 
다이어그램은 시각적 디자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축디자인 실무 
및 교육에서 필수적인 디자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Schon and Wiggins, 1992; 
Gross, 1996; Kurmann, 1998). 최근에 IT 기술이 건축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건
축가들의 전통적으로 고려되어 왔던 인간의 행동, 자연현상, 건축재료, 건축

부재, 대지조건 외에 다양한 IT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고려할 필요

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IT 기술은 건축적인 요소들과 접
목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디자인 초기단계부터 IT 기술의 접목이 
가능한 디자인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이는 IT 정보와 공간정보와의 
관계 및 적용을 건축가가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적 다이어그램 표출이 가능한 디자인 도구가 필요하

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IT 기술과 공간 정보의 다양한 형태의 관
계를 나타내는 3 차원 버블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계략 디자인 방법을 제안하

고, 이를 기반으로 3 차원 버블 다이어그램을 지원하면서 건축 디자인 초기단

계에 이용 가능한 디자인 도구를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디자인 도구

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드(node)와 연
결선(edge)로 구성되고, 저장된 특정 건축정보는 다이어그램으로 생성된 디자

인 대안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일종의 DSS(Decision Support System)인 본 시
스템은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3 차원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대안을 빠르게 생성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평가함으로써 디자

인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본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신도

시에 생성될 통관관제센터 디자인에 실험적으로 적용되었다. 
 
Keyword : Schematic Design, Bubble Diagram, Diagrammic Technique, Constraint-
based Design 
 
 

 
1. 서론 
 

근대화 이후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IT 혁명은 

물리 공간 중심의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전자공간

의 활용이라는 인간문명과 의식의 새 지평을 열었

다. 최근에는 IT 혁명이라는 대 흐름 속에 공간 

디자인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

의 정보 혁명과는 달리 새로운 유비쿼터스 혁명은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건축가들의 전통적으로 고

려되어 왔던 인간의 행동, 자연현상, 건축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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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재, 대지조건 외에 다양한 IT 기술과 관련

된 정보를 분석하고 고려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

다. 1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IT 기술은 건축적인 

요소들과 접목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디자인 초기단계부터 IT 기술의 접목이 가능한 디

자인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이는 IT 정

보와 공간정보와의 관계 및 적용을 건축가가 빠르

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적 다이어그램 표출이 가능

한 디자인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양한 IT 기술과 공간 정보의 다양

한 형태의 관계를 나타내는 3 차원 버블 다이어그

램을 이용한 계략 디자인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3 차원 버블 다이어그램을 지원하는 건

축 디자인 초기단계에 이용 가능한 디자인 도구를 

개발한다.  

 
2. 유비쿼터스 공간의 정의 
 

2-1 유비쿼터스 공간 

 

본 연구에서는 Ubiquitous Computing 기술이 

실현되어있는 환경을 유비쿼터스 환경이라 칭한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물리공간에 전자공간이 삽입된 

환경이다. 2 

유비쿼터스 혁명은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이 통

합된 유비쿼터스 공간의 창조와 양 공간 간의 언

제, 어디서나 제한 없는 접속을 지향한다. 유비쿼

터스 혁명은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한계를 동시

에 극복하고 사람, 컴퓨터,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

어 기능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최적화된 살아 있

는 공간으로 가는 획기적인 공간 혁명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과 사물이 그리고 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교류하여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

이 인간의 요구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공간과 기존의 공간의 대표적인 차이

점은 사람과 공간이 상호 작용한다는 점이다. 사

물이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주체가 되며, 정보와 

                                                           
1 하원규, 김동환, 최남희, 유비쿼터스 IT 환경과 제 3 공간 
2 조택연, 2020 년의 건축공간, 2005. 7  

사물을 컴퓨터가 매개하므로 사람과 사물간의 상

호작용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유비쿼터스 공간이란 전자 공간3과 물리 공간4 어

우러져 창조되는 제 3 공간이라 규정하며, 공간과 

사람이 서로 교류하는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 정

의한다. 현존하는 유비쿼터스 공간의 특성을 보여

주는 건축물의 예는 표 1 과 같다. 문헌 및 자료를 

통하여 공공건축과 주거건축의 사례로 나누어 조

사한 표 1 을 보면 현존하는 유비쿼터스 공간은 기

술집약적이고 사용자와 공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

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유비쿼터스 공간의 특성 

 

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유비쿼터스 공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지각장치 및 구동장치를 통하여 사용자

와 공간 및 사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이를 위한 센서 및 디스플레이 기술을 통하여 공

간의 외피적인 형질이 구성되고 이는 곧 정보 중

심의 유기적인 환경 구성의 기반이 된다. 

둘째, 센서와 네트워크 및 이와 관련된 기술

이 조직화된 기술집약적인 공간으로서 공간을 구

성하는 각 기기들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각 부분들

이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한다. 

셋째, 형태적으로는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형태적으로 비선형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변화와 다각적인 인식을 유연하게 표현

하여 무한한 디자인적인 가능성을 가진다. 

 

3. 유비쿼터스 공간 디자인을 지원하는 도구

의 개발 

 

3-1 개발 배경 

                                                           
3 전자공간은 비트(bits)를 원소로 하기 때문에 만질 수 없는 

공간 이며, 논리적이고 가상적이다. 전자공간은 인터넷과 웹 

서비스 같은 가상적 요소로 구성된다. 전자공간에서 사용하는 

주소체계는 실제의 공간적 위치와 상관없이 네트워크에 고정

된 IPv4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그리고 전자공간의 기능

은 전자 박물관처럼 컴퓨터에 가상화(디지털화)된 사물이 심

어짐으로써 형성된다. 
4 물리 공간이란 원자를 원소로 하는 만질 수 있는(tangible) 

공간이며 유클리드 공간으로서 실재적인(real)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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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비쿼터스 공간 구축 사례 

분류 도해 프로젝트 건축가 특징 

Sendai 
Mediatheque Toyo Itto 

도요 이토(Toyo Itto)는 건축의 내외부를 구성하는 건축의 
재료와 마감처리에서 물질감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가벼움’, ‘투명성’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이러한 개
념을 실현한 작품으로 센다이 미디어 테크가 대표작이다. 
미디어테크는 물, 빛, 정보와 가벼운 무게의 탑 지지물에 
의해 떨어지도록 하면서 유지되는 바닥과 같은 유동체들

에 의해 둘러 싸여 있다. 

Prada Store in 
New York Rem Koolhaus 

브로드웨이에서 머서스트리트까지 한 블록에 해당하는 
긴 매장공간을 변화 없이 디스플레이에만 사용한다면 고
객들은 지루해 할 것이라고 판단한 쿨하스는 전혀 새로

운 쇼핑경험을 위해 이 매장의 컨셉트를 '가변성

(changeability)'으로 설정했다. 사적인 공간에서부터 공적

인 공간까지 다양한 매장 내 공간들은 필요에 따라 그 
경계가 변화한다. 

 

Fresh Water 
Pavilion Lars Spuybroek

유체 변용을 통한 액체의 유동성을 공간에 적용하였다. 
이 공간에서는 현대적 전자 미디어에 의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흐름과 그 속에 존재하는 인체의 관계를 
의식함으로써 부드럽고 유동적인 유기적 공간 시스템을 
발견한다. 이러한 형태를 스티븐 페렐라(Stephen Perrella)
는 초표피(Hypersurface)의 건축이라 분석하였다. 

공공 
건축 
사례 

 

Embryological 
Housing Greg Lynn 

복합성, 비선형성, 유기주의를 포괄하는 1998-1999 년 계
획안으로 기존 생산품에 의존하여 생기는 디자인의 한계

를 넘어서기 위한 CAD/CAM 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이
루어진 개인화 주택 프로젝트이다. 비례를 기반으로 알고

리즘에 기초하여 타원체를 회전, 첨삭, 재 조합하여 주택

의 형태를 결정하였고, 창과 문은 찢어지는 형태와 뭉쳐

져 있는 형태를 도입하였다. 

Integer House 

Building 
Research 

Housing Group 
등 15 개 파트

너 

Intelligent 와 Green 의 의미를 모두 가지는 인티져 하우스

는 주택을 위한 총체적 접근방식으로 1996 년 5 월에 시
작되어 1998 년 완성된 영국의 시범주택이다. 현재 인티

져는 연구 네트워크의 형태로 영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

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리모델링, 혹은 파빌리온의 건설

에 있어서 인티져 기술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House_n MIT Media Lab.

미래의 주거 환경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만족

시켜 주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창조하는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제시하는 주거환경 프로

젝트이다. 연령상의 전이를 고려한 환경, 적응 가능한, 특
화된 환경, 거주자와의 대화가 가능한 환경, 일생을 통한 
창조와 학습이 가능한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mbient 
Intelligence Philips 

가전사인 Philips 에서 2020 년까지 사용자의 요구와 행동

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디지털 주거환경을 구현을 목표로 
각종 디바이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3-D, 
flexible display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어, 사람과 컴퓨터, 디지털 시스템과의 연결을 위한 제품, 
첨단 레코딩 기술을 이용한 저장장치, 미디어 프로세서 
등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제품들이다 

주거 
건축 
사례 

 

Smart Home Smart Homes 
Foundations 

장보 자체로 존재하는 각종 ICT 기술을 주택에 모두 도
입하기 위한 개념의 프로젝트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건축 설계와 주택 내 공동공간의 역할을 강조함

으로써 바람직한 가족관계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하나의 
거대한 띠로 형성된 공동 공간, 개인 공간의 거실 지향적 
배치, 시각적인 상호 작용인 가능한 공간 배치, 조립형 
개념의 평면 상태, 무장애 건축 이념에 의한 공간 이동과 
용이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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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ga Class

Database

Coconut Class

AltoSol Class

BuildingSet

Building

Pla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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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도 

 

유비쿼터스 공간은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반응

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는 기

술집약적인 공간이다. 증가하는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기대를 만족 시키는 공간의 디자인 건축 디

자이너의 의무이고 숙제이다. 건축가들은 전통적

으로 고려되어 왔던 인간의 행동, 자연현상, 건축

재료, 건축부재, 대지조건 외에 다양한 IT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고려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IT 기술은 건축적

인 요소와 밀접하게 접목되기 때문에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IT 기술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디자인 지원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다이어그램은 유비쿼터스 공간디자

인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왜냐하

면 건축디자인 초기단계에서 다이어그램은 아이디

어 및 디자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분석 도구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다이어그램은 시각

적 디자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축디자

인 실무 및 교육에서 필수적인 디자인 도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개발 전략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IT 기술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것들 

기반 개념으로 개발된다. 

 

(1) DSS(Design Support System)개념의 도입 

디자인 시스템을 통한 건축 디자인은 자칫 디

자인의 창의성을 간과할 수 있다. 게다가 유비쿼

터스 공간 디자인과 같이 IT 기술과 공간을 동시

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일수록 그러한 문제

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본 시스템은 디자인

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대안

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Constraint-based Design 개념의 도입  

제약조건을 제시하여 사용자가 제약조건을 피

하여 디자인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기본적인 건축법규로부터 다양한 IT 기

술로 인한 제약조건을 이해하면서 디자인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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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스템 실행 모습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Design LOD(Level Of Detail)개념의 도입  

현대 디자인은 다양한 유기적인 형태를 추구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IT 기술적인 요소와 

중첩되어 디자이너가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 절차기반모델링(Procedural Modeling)

기법을 기반으로 디자인의 복잡도의 차등을 두어 

가시화 하게 한다. 

 

(4) Well-defined Building Data Structure 기반 

위의 개념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잘 정의된 빌딩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다. 다양한 

건축적 기술적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디자인

에 방영할 수 있어야 한다.  

 

3-3 시스템 개발 

 

그림 2 는 다이어그램 기반으로 다양하게 공간을 

표현하는 디자인 지원도구의 실행의 예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디자인 도구는 정보의 유형에 따

라 다양하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드와 연

결선로 구성되고, 저장된 특정 건축정보는 다이어

그램으로 생성된 디자인 대안을 평가하는데 사용

된다. DSS (Decision Support System)인 본 시스템은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3 차원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대안을 빠르게 

생성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평가함으로써 디자인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본 시스템은 유비쿼터

스 신도시에 생성될 통관관제센터 디자인에 실험

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 디자인 

지원도구의 시스템 구조도 이다. 개발전략을 고려

하여 공간의 위상적인 의미 (Building, Plan, Room 

등)를 가지는 구조화 지오메트리를 세부적으로 표

현 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적인 요소를 유기적

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그

림 1 과 같이 설계 되는 건물의 도메인에 따라 제

약 조건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이 인식하여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 지원을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그

림 2 은 개발된 시스템의 실행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사용자는 대지를 그리고 층고, 층수 등과 같

은 기본적인 변수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건축 가능

한 3 차원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오른쪽의 필요

한 공간 요소들의 리스트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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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얻어지고 이를 사용자는 드래그엔 드랍(Drag & 

Drop)과 같은 단순한 조작으로 적절한 규모의 공

간을 배치하게 된다. 배치된 공간의 적절성은 다

양한 가시화 방법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되고 

사용자는 대안을 선택한다. 복잡한 벽체와 같은 

공간은 그림 2 와 같이 단순한 버블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며 보다 명료한 기능적인 체계를 인지 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유비쿼터스 건축은 기존의 건물에 UT 기술만 

도입한 건축이 아니라 공간과 환경과 기술에 있어

서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러 다른 전문 분야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하

여 이루어지는 유비쿼터스 건축 공간의 구현을 위

해서 본 논문에서는 버블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계

략 디자인 방법 및 디자인 도구를 제안 하였다. 

이는 디자인 초기단계부터 IT 기술의 접목이 가능

하게 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유비쿼터스 공간 구

축을 가능하게 한다. 아직까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나 가시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고려되며 향후 다양한 도메인의 건축 공간 및 관

련 디자인 업무에 본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하여 연구될 것이며 설계 과정뿐만 아니라 시공 

및 유지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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