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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se of Application of a Process at the Construction Stage of the Color Planning at

the Construction Site of Muju Taekwondo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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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maintain and protect professionalism in color planning,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process at the

time of realization of color through color inspection and supervision in the actual construction site and suggested

plans for improvemen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governing body of the construction site is not a private person but an

organization, the present study aims to provide institutional measures so that the supervisor of color construction

at the actual site of construction can propose concerns related to proper construction at the right time, and the

matters cannot be decided from the perspective of a layman. The institutional measures are proposed through the

case of application of a process at the construction stage of the color planning at the construction site of Muju

Taekwondo Park. First, the process clarified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by specifying special conditions

concerning color inspection on the field guide and color contract. Second, the sample for building materials was

selected after obtaining it from a company capable of supply and is appropriate for the planned unit cost so that

it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realizing colors at the stage of basic design. Third, the process of construction

was ensured not by temporary selection of colors but by continuous approval of colors in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s of construction site through letter of approval of color at each stage and point of time. Fourth,

coordination of various color elements of other fields including landscape, interior, and electricity ensured

construction of the whole structure in one color concept. Fifth, color inspection through the mock up of the site

will minimize erroneous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and prevent decrease in productivity. Sixth, this study also

suggested more comfortable and positive color environment through evaluation by experts and users.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expects that color expert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tage of construction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the colo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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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

재 수 많은 색채계획 로젝트는 기 기본설계 단

계에서 건축설계자, 색채 문가, 발주처의 의견 조율을

통해 계획이 완성된다. 그러나 실제 색채계획이 시공되

는 시 에서는 색채 문가의 색채감리가 극 으로 반

되지 못하는 것이 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색채계

획의 문성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사 장의 리주체가 개인이 아닌 조직이라는 특성

을 반 하여 실제 시공 장의 색채 문가가 정확한 시

에 한 시공 련 사항을 제안하여 비 문가의 시각

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제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색채계획 시공단계 로세스 정립을 통해 색채계획의

체 시각으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평가가 정 으로 나올 수 있도록 쾌 한 공간

조성을 목 으로 한다.

한 색채 문가 스스로 올바른 실천을 한 보다

극 이고 실 인 상황 단 시 을 악하여 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주 태권도원 장을 상으로 색채

문가의 참여로 시공 리 로세스 과정을 제안하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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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 높은 색채계획이 되도록 하 다.

1.2. 연구범 방법

본 연구의 범 는 무주 태권도원 건립공사 장으로

라남도 무주군 설천면 일원에 치하고 있으며 공사기

간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46개월이다. 연

구범 는 태권도 경기장, 실내공연장, 수련 , 사법 ,

시 , 체험 , 운 센터, 주차장, 망 등 11개동의 외

부 색채계획과 인테리어존을 제외한 각실과 공용공간의

내부 색채계획이다.

<그림 1> 태권도원 상지 배치도

구체 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시공단계의 문제 을

분석 후 리기 을 제안하여 태권도원 장 여건에 따

라 단계별 내, 외부 색채계획의 실질 로세스를 제안

한다.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2. 이론 고찰

2.1. 색채매니지먼트를 통한 로세스

오늘날의 색채는 단순히 배합조 의 개념을 넘어 이에

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색채매니지먼트란,1) 경 과학의 한 분야로 색채의 목

을 보다 능률 으로 달성하기 하여 색채에 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과정이다.

즉, 색채 련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인원충원과 그들

이 자발 이고 창의 으로 활동하도록 지휘하며 이로 인

해 계획 로 개 되었는지 확인하며, 그 지 않을 경우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통제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한 색채환경을 최소화하기 하여

합리 으로 이루어져 이를 통하여 내 으로는 색채의 과

학 인 효율화, 외 으로는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통한

이미지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PDS방식은 Plan(계획, 집행 가능한 계획수립)→Do

(실시, 수립된 계획수행)→See(평가, 계획과 실시의 감독

과 평가)과정을 말하며, POC방식은 Planning(계획화, 장

래를 견하여 행동계획 수립)→Oragnizing(조직화, 인

물 리요소의 결합)→Controlling(통제화, 계획과 실

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차이와 원인 확인)과정을 말한다.

<그림 3> 색채매니지먼트 PDS방식과 POC방식

목표설정과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경 목표나 각 부

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자기의 직무면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한 목표를 보다 구체 으로 설정하여

노력하면서, 그 수행실 과 목표를 비교 찰하는 자기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단계 도달할 목 설정 2단계 목 의 방침설정

3단계 구체 인 계획 책정 4단계 한 조직마련

5단계 조직의 조정과 통제 6단계 실 평가, 새로운 목표설정

<표 1> 색채매니지먼트 순환구조

1) 채수명, 색채심리 마 , , 도서출 국제, 서울, 2002, pp.266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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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기

3.1. 색채계획 시공단계 로세스 분석

일반 으로 색채계획 도서는 건물성격 주변환경분

석을 통해 기본방향 컨셉을 제안하고 결정하여 보고

서를 납품한다. 그러나 도서납품 후 실제 시공단계에서

는 색채감리 리에 한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 계

획당시의 색채가 구 되지 못하여 시공되어 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외부 색채계획의 경우 시공단계에서 마감재가 변경되

거나 기본설계당시 제안했던 색채가 구 되지 못할 경

우에 의견조율없이 장여건에 따라 변경 시공되어도

기본설계의 색채계획이 정확히 구 되지 못하고 있다.

한 내부 색채계획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조경, 기

등 타분야와의 색채코디네이션 없이 각 공정별로 시공

되어 조화성과 연계성 없는 색채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4> 색채계획 시공단계 로세스

3.2. 색채계획 시공단계 문제 리기

문제 을 각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발주자는 결정

에 한 제시가 불분명하고 완공 후 모습이 측불가하

여 쉽게 색채를 단하기 어렵다. 설계자는 기본설계 단

계의 건축컨셉과 다른 색채계획으로 건축형태와 색채의

불균형과 같은 부정 반응을 래할 수 있다. 시공자는

색채비 문가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제안에 한 근

거가 불충분하며 공사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

력사는 단계별, 재료별 색채승인 요청에 따른 결정

지연으로 생산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자재 수 확보가

어려워 기본설계단계 색채를 구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한 잦은 오시공과 재시공으로 손익을 악화시킬 수 있

다. 결국 사용자는 불분명한 공간성격으로 불편한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부분에 치우쳐 체

계획을 놓치고 개인 취향으로 색채를 시공하는 결과

로 이어진다. 이에 색채계획 시공단계 시 의 요성을

심으로 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시공사와 력사는 시공단계에서 설계자인 색채 문

가를 극 활용하여 정확한 색채가 구 되도록 해야한

다.

구분 내용

발주자
- 완공 후 모습 측불가

- 결정에 한 근거제시 불가

설계자

- 컨셉과 다른 색채 시공

- 형태와 색채의 불균형 래

- 결과물에 한 불만족

시공사

- 색채 비 문가

- 제안에 한 근거 불충분

- 책임소재 불분명

- 공사진행 혼란

력사

- 단계별, 재료별 색채승인 요청

- 자재 수 확보 어려움

- 오시공, 재시공

- 결정지연에 따른 생산성 하

사용자

- 불분명한 공간성격

- 모호한 공간환경

- 불편한 심리상태 경험

기타

- 부분에 치우처 체를 놓침

- 개인 취향에 의존한 결정

- 주변환경과 부조화 래

<표 2> 색채계획 시공단계 문제 분석

구분 발주처 지침 설계 시공 유지 리

발주자
- 뚜렷한 지침

없음
- 투시도 확인

- 단계별, 재료별

색채결정
- 완성물 평가

설계자

- 투시도 작성

- 내, 외부 색채

계획 부족

- 참여없음

시공사

장 용 시

- 투시도에 기반

한 색채지정

- 비 문가에 의

한 재료별 색

채추천

력사
- 시공사 결정에

따라 공사진행

사용자
- 완성물 평가

/ 사용

<표 3> 문제 분석을 통한 장 리기 로세스 도출

4. 색채계획 시공 리 로세스 제안

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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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무주 태권도원 장 색채계획 시공 리 로

세스 제안

무주 태권도원의 시공단계의 색채계획 로세스는 기

본설계 납품 후 색채감리와 감독을 통해 정확하고 실질

색채계획이 구 될 수 있도록 제안하 다.

첫째, 장설명서와 색채계약서에 색채감리에 한 특

수조건을 명기하도록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둘

째, 자재샘 은 수 가능하고 계획단가에 합한 업체로

부터 달받아 색채샘 을 선택하여 기본설계단계의 색

채가 구 되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 다. 넷

째, 단계별 색채승인서를 통해 일시 인 색채선정이 아

닌 장여건을 감안한 지속 색채승인으로 공정에 착

오가 없도록 하 다. 다섯째, 조경, 인테리어, 기 등

다양한 타분야별 색채요소를 코디네이션하여 체가 하

나의 색채컨셉으로 시공되도록 하 다. 여섯째, 장목

업을 통한 색채감리는 오시공과 재시공을 최소화하고

결정지연에 따른 생산성 하를 막을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문가의 의견이 장시공 시에 극 으로 반

되는 요한 시 으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일곱째,

문가와 사용자의 사후평가를 통해 보다 쾌 하고

정 인 색채환경을 구 하 는지의 평가를 통해 사용자

의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제안하 다.

<그림 5> 무주 태권도원 장 색채계획 시공 리 로세스 제안

4.2. 무주 태권도원 장 용사례

무주 태권도원 장을 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수려

한 자연환경과 조화되면서 태권도라는 강력한 건축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색채계획으로 46개월이라는 긴

공사기간 동안 11개동의 다양한 성격의 건축물들이 기

본설계 단계의 계획개념으로 시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색채계획이 구 되는 정 방향을 모색하기에 합하

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치는 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일원에 치하며 공

사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46개월로

진행되었다. 지는 134,718평이고 연면 은 20,231평으

로 주요시설은 태권도경기장, 실내공연장, 연수원, 시

, 체험 , 운 센터, 주차장, 야회수련시설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6> 태권도원 상지 치도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색채계획 기본방향은 수려한 자

연환경을 배려한 색채구 을 기본으로 태권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상징할 수 있는 색채로 통과 를 이어주

는 건축물환경에 을 맞추어 계획하 다.

태권도의 정신을 담아내고 한국 통사상이 구 되는

배색으로 통성과 조화성을 최 한 살린 태권도의 정

신을 이어가는 공원의 상징성을 나타내도록 계획하 다.

체 인 주조색은 은은하고 소박한 무채색으로 주변

건축물과 조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고 색채조닝

계획을 통해 각 존별 성격이 표 되도록 하되 체가

하나의 계획으로 느껴지도록 연출하 다. 일부 액센트를

수 있는 경기장, 시 의 출입구 기둥과 수련 하

부 발코니 입면부, 5개의 교량별 유리색 등을 통해 태권

도의 정신을 상징하는 오방색을 용하여 태권도의 상

징 이미지를 색채언어로 표 하 다.

내부 색채계획은 공간별로 성격을 나타내는 색채를

선정하고 걸 받이, 기둥, 일부 벽면부에 외부 색채계획

과 연계된 오방색을 강조색으로 용하여 각 공간의 차

별화된 이미지가 구 되도록 하 다.

이에 본 연구자는 무주 태권도원 장 용사례를 통

해 구체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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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본설계단계의 색채계획 기본방향

첫째, 가장 먼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도 장치

의 시작인 장설명서나 색채계약서
2)
에 색채감리 범

<그림 8> 시공단계의 장설명서, 계약서반

를 설정하여 단계별 시 별 색채감리가 지속 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 다.

둘째, 자재샘 칼라칩을 달받아 단계별, 시 별

수 이 가능하고 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상황

에서 정확한 내부색채를 지정하 다.

외부 색채계획은 외부 자재샘 선정시 장목업을 통

해 정확한 색채구 을 꾀하 다.

<그림 9> 시공단계의 외부색채계획 자재샘 결정

내부 색채계획은 단계별 재료마감색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의와 조율이2)이루어지므로 인테리어공간과

의 연 성을 고려하고 내부마감재 선정에 있어서도 인테

리어와 조화로운 색채코디네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

다.

각 공정별 자재샘 선정은 장에서 수 가능하고 시

공성을 감안하여 제안하 다.

<그림 10> 시공단계의 내부색채계획 자재샘 결정

2) 오치 , 색채디자인 용 로세스 태권도원 건립공사 품질 리보

고서에 용한 실제 태권도원 장설명서 계약서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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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공단계의 자재샘 칼라칩 결정

셋째, 단계별, 시 별 색채승인서을 활용하여 다양한

색채지정 요구사항을 단계별로 시공하도록 하고 책임소

재를 분명하도록 하 다. 이는 오시공과 재시공을 최소

화할 수 있고, 향후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확한 색채가

구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랜시간 동안 계획되는 장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 인 색채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제

안하 다.

<그림 12> 시공단계의 색채승인서 활용

넷째, 타분야인 조경의 보도 패턴 바닥색, 가로등, 열

주, 담장등에 종합 인 색채의견을 제시하 고 인테리어

의 각 공간별 마감색과의 조화성을 고려하 다. 기분야

의 엘리베이터 홀, 망 동차 외부색채, 교량의 유리

색, 콘트리트 마감색 등 타분야의 색채코디네이션을 통해

체 인 색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제안하 다.

<그림 13> 시공단계의 타분야 색채 코디네이션

다섯째, 장목업을 통한 색채감리는 오시공과 재시공

을 최소화하고 결정지연에 따른 생산성 하를 막을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문가의 의견이 장시공시에

극 으로 반 되는 요한 시 으로 시공단계에서 시공

사와 력사의 조율을 통해 시공되도록 제안하 다.

<그림 14> 시공단계의 시공 장목업 확인

여섯째, 공 장시공 후 마지막 색채감리는 체

인 계획의 완성도를 체크하고 기본단계의 계획컨셉이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 검토를 통해 보

다 정 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검을 하는

단계로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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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공단계의 공 장시공 확인

일곱째, 시공 후에 문가와 일반인 사용자의 색채계

획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쾌 하고 정 인 색채환경

에 한 평가를 다른 색채 장에 용할 수 있는 사

례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 다.

<그림 16> 시공단계의 색채평가 체크리스트

5. 결론

본 연구는 색채계획이 기본계획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시공단계에서 정확하고 정 으로 구 되게 하기 해

문제 을 분석하여 새로운 시공 리 로세스를 제안

하고 태권도원 장 용사례를 통해 구 하 다.

이는 단편 인 결론을 내기 보다는 더 많은 장으로

확 시행되어 보다 체계 인 장 시공 리 로세스를

정립하기 함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색채매니지먼트와 련된 실무 경 략과

리방식을 검토하 다. 색채를 통해 얻어지는 여러 경

략을 실질 인 방식과 리 인 방식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색채 시공 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 비용으로 최

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 장치를 통해 보다

효율 이고 명확한 색채구 이 가능함을 밝혔다.

둘째, 시공단계의 색채계획 로세스의 문제 으로

는 색채지정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단계별, 시 별

색지정의 지연으로 공사진행에 혼란을 주어 생산성을

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결국에는 사용자에게 불편한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만들 수 있어 이에 한 리기 을 제

안하 다.

셋째, 무주 태권도원 장을 상으로 시공 리 로

세스를 제안하 다. 이는 기본설계에서 시공단계까지 일

된 계획이 진행된 용사례로 연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장설명서, 색채계약서를 통해 색채감리에 한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장수 가

능한 자재색과 색채샘 을 지정하여 정확한 색채시공이

되도록 하 다. 자재샘 은 장 수 이 가능하고 시공

성이 검증된 샘 과 칼라칩을 제안하 다.

한 단계별, 시 별 색채승인서를 활용하여 지속 인

색지정이 가능하게 하 고 타분야 조경, 인테리어, 기,

경 등 색채코디네이션을 통해 체 색채계획의 통일성

과 조화성을 유지하게 하 다. 이는 장목업을 통해 오

시공과 재시공을 최소화하고 문가의 의견이 장시공

시에 극 으로 반 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 다.

마지막으로 시공후에 문가와 일반인의 색채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쾌 한 색채환경을 만들 수 있

도록 제안하 다.

이상의 결과로 살펴보면, 기본설계단계의 색채계획 개

념이 시공단계에서 정확히 구 되기 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시공 리 로세스로 오시공과 재시공을 최

소화하고 비 문가의 선택으로 무책임한 색채환경에

한 시공을 막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면서 건축의 성격을

표 하고 내부공간의 성격을 드러내는 색채조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시공되도록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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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자는 색채 문가의 극 이고 책임있는

시공단계의 참여로 보다 정 인 색채환경의 질 향상

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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