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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operation with other work types and designing procedure in plant industry 

and engineering showed clear differences from general construction industries. Current 

problems are that design’s consistency is reduced because of the false system of 

interface and it ultimately causes frequency changes of design and delayed submission 

of final book. To solve the problems, the improvements of designing procedure were 

studied by focusing on the field of architectural designing and the range was limited 

from power plant construction industry to engineering designing field. If combining 

GA with the field of architectural designing and receiving data previously, it’s possible 

to conduct expectable designing on small changes in the future, so it’s expected to 

improve greatly cooperation with interface among the work types of power plant 

engineering received previously from the aspect of consistency. For the application of 

designing tool, a checklist, interim check will be conducted if progressed by list’s 

division in the designing procedure, not book’s completing period. In the interface 

among the designing work types, direct confirmation and revision must be conducted. 

In case of 3D modeling, the reflection of input data must be conducted from the 

basic designing so as to solve interferences intensively. 

Keywords : Design Procedure, Plant Engineering, GA, Interface

1* 대구대학교 기계공학부 

E-mail: lko1095@naver.com)

2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1* Division of Mechanical Engineering. Daegu Universty

2 Division of Architecture. Jungang Universty



10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제23권 제1호

1. 서 론

현재 플랜트 건설시장은 미국, 유럽국가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들은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자본력

을 바탕으로 이미 주요 플랜트 수입국(발주처)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

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프로젝트 수주에 영

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세분화하고 개선하여 특화

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 건축과 토목 공사 위주의 사업과 마찬가지

로 발전플랜트 건설사업 역시 이처럼 프로젝트의 

수주단계에서부터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하지만 항

목별로 세분화했을 때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

의 각 공종간의 협업과 설계절차는 일반 건설업과

는 확연히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주 공정 절

차가 기계, 배관, 전력, 계측 등과 함께 진행되어 

전체 사업에 필요한 기술이 동시에 집약적으로 이

루어져서 성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황은 설계 공종간 인터페이스의 부실한 체계로 

인하여 설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각 공종간의 권

한 및 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책임회피 및 책임

전가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오류가 

궁극적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최종도서 제출 지연으

로 이어져 공사 지연 및 재시공의 문제점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전플랜트 엔지니

어링산업에서 가장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설계

단계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건축설계분야와 타 공종간의 인터

페이스 및 설계절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발전플랜트 산업 개요

발전플랜트는 Fig. 1과 Fig. 2에서와 같이 보일

러, 터빈 및 발전기로 구성되는 주기기와 냉각수

계통, 연료공급계통, 전기설비, 환경설비, 제어설비 

등과 같은 보조설비 그리고 그 외에 부속건물과 

연료 및 용수 저장시설 그리고 보안시설로 구성된

다. 복합화력 발전플랜트는 단일방식의 화력발전

과 달리 스팀터빈, 가스터빈 및 폐열회수보일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합화력 발전플랜트는 가

스터빈에서 연소 후 생성된 열에너지를 폐열회수

보일러에서 회수하고, 폐열회수 보일러에서 발생

된 증기로 스팀터빈을 구동시킨다. 복합화력 발전

플랜트는 단일방식의 화력발전 플랜트에 비해 가

동성이 좋고, 부하변동에 다른 속응성이 우수하며, 

주요 구성품이 모듈화되어 있어 설치가 쉽고 건설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발전플랜트 건설산업

은 성능을 결정하는 주기기 선정에서부터 시작하

여 선정된 주기기 공급사의 설계데이터를 바탕으

로 보조설비 및 토목, 건축물의 기본설계와 상세

설계를 수행한다. 주기기는 제작 및 공급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사업은 설계, 구매, 조달 및 시

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속트랙방식으로 진행된

다. 신속트랙방식을 채택하면 전체 공기를 단축시

킬 수 있으나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할 수 밖

에 없고, 그에 따른 공종간의 설계 불일치 및 누

락사항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주기기 

설치와 병행하여 보조설비의 설치가 이루어지는

데, 설치공사는 수압시험을 끝으로 한다. 시운전단

계에서는 단위기기, 계통별 기기 및 제어계통 성

능을 확인한 후, 최초점화, 스팀시험과 터빈회전시

험을 거쳐 전기를 생산하여 계통 병입을 시행하고 

제어의 최적화과정을 거치는 종합 시운전을 실시

한다. 이후 성능검증작업으로 최대정격출력으로 

24시간 연속 운전하는 최초부하시험과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신뢰도시험을 통과하면 발전플랜트 

건설사업은 완료되며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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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multi-power power plant system

Fig. 2 Classification and concept of power 

generation plants

발전플랜트는 Fig. 3에와 같이 건설산업의 엔

Fig. 3. Procedures and implications of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s.

지니어링 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5% 전후 수준이나, 엔지니어링 단계에서의 업무

수행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은 20%, 발전플랜트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60%로 사업 초기단계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자 및 재작

업 비용을 줄이고, 원가와 공기를 절감하여 이익

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부터 사업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엔

지니어링 단계에서는 더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3.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인터페이스
와 설계절차

국내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의 각 공종별 인터

페이스와 설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3.1 GA(General Arrangement, 플랜트 

배치설계분야) 

전체 발전플랜트의 배치를 계획하는 역할을 

한다. 발전플랜트의 종류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각 공종의 

모든 데이터를 사전에 입수하고 공급업자의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미확정인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를 비롯하여 모든 기본계획의 중심이 된다. 

결과물은 Plot Plan 으로 작성되며 모든 좌표를 

명시하여 각 공종의 인터페이스에 관여하게 된

다. Plot Plan 은 각 공종의 상세설계보다 간단

한 형태 정도로만 표현되며 각 장비의 이름과 

위치, 건축물의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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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계설계분야 

기계설계분야는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설계단계 

중 발전플랜트를 구성하는 기계장치들에 대한 설

계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라

이센스 패키지 중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설

계도면을 작성한다. 이때의 도면은 파이프들과 결

합되는 부분에 대한 크기 및 기계장치의 크기, 요

구압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 자료들은 

공급업자에게 보내져 발주가 이루어지게 된다. 

3.3 배관설계분야 

배관설계분야는 현재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상세설계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플랜트내의 전체 장비를 배치하고 

배관의 각 레이아웃에 따라 건설 후 공정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각의 부분

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

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플랜트배치도의 작성 

또한 배관설계분야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3.4 전기설계분야 

전기설계분야는 발전플랜트를 구성하는 기계장

치들에 대한 조종 및 수동⋅자동화된 전기계통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배관 설계의 장

비목록 데이터시트 작성단계에서부터 장비 유틸 

요구조건 이후 단계에서 전기부하 스케쥴을 작성

하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전기부하 스케쥴을 바

탕으로 전기설계를 시작하여 라이팅 및 전기공급

계획, 커뮤티케이션 시스템 설계까지 완료하면 구

매/조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3.5 토목설계분야 

토목설계분야는 플랜트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에 

관련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전체플랜트의 배치에 

따라 주도로와 간선도로를 계획하며, 지반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건축물의 기초가 안전하게 지

지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초기 지질조사에 있어

서 토질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고, 기존 플랜트 

시설에 대한 연장일 경우 이에 연관성 또한 검토

가 필요하다. 배수계획에 따른 집수정과 지하시설 

또한 토목설계분야에서 담당한다. 

3.6 건축설계분야 

건축설계분야는 발전플랜트의 기계장치들이 지지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의 설계부터 기기들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건축물들의 크기는 주 기계

장치의 크기와 주변 기기들의 필요면적, 이를 운전

하기 위한 전기 및 파이프들의 경로에 따른 공간과 

플랜트 운전 인원들의 동선까지 고려되어야 하고, 

추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까지 계획되어야 한다.

4.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현황 
조사 및 분석

4.1 조사의 목적 및 대상

선행연구를 통하여 국내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 

산업의 현황은 설계 단계에서 가장 취약함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현황을 파악하고 문

제점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발전플랜트 설계 인터페이스 중심의 건축설계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13

다. 본 설문조사는 건축설계분야를 중심으로 발전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분야의 현업 종사자를 대

상으로 설정하여 실무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정

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단, 집중과 선택에 의하

여 빠르게 성장한 국내 시장의 특성상 상세설계 

도서에 대한 대부분의 직접적인 작업은 외주설계 

협력업체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설문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역시 현재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는 2개사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

다. 총 응답자의 수는 11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건축 분야 종사자는 66명, 전체 응답자 수의 58% 

를 차지하였다. 각 공종별 입장에서 건축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토목, 기계, 배관, 

전력/계측, GA 분야에서 총 47명에게서 설문조사

를 실시, 전체 응답자 수의 42%를 차지하였고, 각 

공종별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조사의 방법 및 내용

각 분야 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구조화하여 활용하였

다. Table 1과 같이 직무와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항 목 내    용

조사대상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분야 현업 종사자

조사시기 2012년 11월

조사내용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분야에서의 
인터페이스 관련 인식조사와 문제점 도출

면담자수

경력 연수 인원 비율

만 4년 이하 44 39%

만 8년 이하 41 36%

만 15년 이하 16 14%

만 16년 이상 12 11%

합계 113 100%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Table 1. Overview of surveys.

위하여 가장 먼저 인적사항 부분을 두었고, 첫 번

째 항목으로 설계도서의 정합성에 대한 만족도를 

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두 번째 항목인 

설계도구의 활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자 체크

리스트와 3D 모델링을 중심으로 하여 보유 및 활

용, 업데이트 등을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공종간 설계 업무의 인터페이스 현황을 조사하

기 위하여 네 번째 항목으로 하여 문항을 각 공종

간 설계 담당자와의 의사 소통 수단, 각 설계 분

야간 영향을 인식하는 정도, 회의 횟수로 작성하

였으며, 마지막 항목은 현실적으로 외주설계로 제

작되고 있는 도서 품질에 관해 관리되고 있는 현

황을 조사하고 그 절차를 반영하기 위하여 문항을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3 현황파악 및 분석

현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설계도구로는 보편적으

로 이용되고 있는 체크리스트의 보유여부와 활용

도, 업데이트시기를 조사하였고, 3D 모델링으로는 

반영주기 및 리뷰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체크리스트는 전체 응답자수의 94%에 달하

는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무에서의 활용성 

역시 ‘매우 크다’는 응답이 10%, ‘크다’는 응답이 

30% 로 나타나 비교적 쓰임이 적절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보통’이라는 응답 역시 30%와 

‘적다’13%, ‘매우 적다’라는 응답 17%로 평가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

의 설계단계에서 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3D 모델링이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

으며 그 정도가 설계 인터페이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의 반영정도와 리뷰미팅에 

대한 시기 및 주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리뷰미

팅에 대한 시기 및 주기는 ‘1주일’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8%를 차지하였으며, ‘2주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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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은 6%, ‘1달’은 25%로 나타났다. 미팅의 주

기와 시기가 유동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도서

의 (개정) 제출시’ 라는 응답이 22%로 나타났으

며, 가장 많은 대답은‘상시(비정기적)’이라는 응답

이 39%로 실질적으로 설계담당자에 의한 요구 발

생시 실시되거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설

계공정에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설계분야의 업

무가 타 공종간에 인터페이스로 전체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설계단계에서 끼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의 20%가 ‘매우 크다’, 

55%가 ‘크다’라고 응답하였다. ‘보통’은 18%, ‘적

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7%로 나타났으며, ‘매우 

적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없어 대부분의 인원이 

전체 공종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5. 결 론

일반 건축과 토목 공사 위주의 사업과 마찬가

지로 플랜트 건설사업 역시 프로젝트의 수주단계

에서부터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하지만 항목별

로 세분화 했을 때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의 타 

공종과의 협업과 설계절차는 일반 건설업과는 확

연히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주 공정 절차가 

기계, 배관, 전력, 계측 등과 함께 진행되어 전체 

사업에 필요한 기술이 동시에 집약적으로 이루어

져서 성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

구는 발전플랜트 건설산업에서 엔지니어링 설계분

야에서 인터페이스의 부실한 체계로 인하여 설계

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잦은 설계변경

과 최종도서의 제출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에 대한 설계절차 개선방안을 건축

설계분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이를 바탕으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설계절차방식은 GA와 분리된 인터페

이스로 미확정자료를 통한 설계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GA와 

건축설계분야를 통합하고 데이터를 선접수할 

수 있다면 추후 크지 않은 변경사항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설계가 가능하여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의 각 공종간 인터페이스와 협업

이 정합성 측면에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

상한다. 

2) 설계도구인 체크리스트의 활용은 도서의 완

성시기가 아닌 설계절차에서 리스트의 분리

화로 함께 진행된다면 중간점검이 가능할 

것이며, 각 설계 공종간의 인터페이스에서 

직접적인 확인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D 모델링의 경우 입력 데이터의 반영을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하여 간섭사항을 집중

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3)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이자 시공단

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설계도서의 작성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주설계 협력업체와

의 인터페이스 역시 회의 횟수의 조절과 시

스템 활용을 통한 설계절차의 개선이 이루

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각 공종별 인터페이스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강화방안으로는 파트너링의 개념을 발전플

랜트 엔지니어링 설계분야에서 적용하여 각 

공종별 인터페이스에서 모든 구성원간의 목

적을 달성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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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한 발전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분야에 종

사하고 있는 현업대상자들에 대한 해당업무

에서의 이해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시적

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공통으로 실

시되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에 실무와 연계

시킨 세미나 형식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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