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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ICT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스마트역사 건설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스마트역사 건축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일반 철도역 설계프로세스와 다른 그 구성상의 주안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철도역 설계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역사 

설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스마트역사 설계프로세스를 구성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기술의 전문성과 발달속도의 특성상 전문가집단이 의사결정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스마트역사 설계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설계과정 자체의 정보화를 위한 BIM설계가 수반되어야 하고 각 설계단계별 의사결정방식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주요어 : 스마트역사, 철도역설계, 건축설계프로세스 

1. 서 론 

최근 ICT기술 발달에 따라 스마트건축 이슈

가 활발히 나타나며, 철도역사의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기존 일반 철도역 

건설과정과 다른 양상이 스마트기술 도입과

정에 필요하며, 이에 스마트역사 건축설계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철도역설계에서 스마트기

술 적용 프로세스에 필요한 주안점을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내외 철도역설계

프로세스와 스마트역사의 특성을 분석하여 

스마트역사 건축설계 프로세스를 위한 주안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철도역 설계프로세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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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해외철도역 설계프로세스의 분석

미국(Amtrak,2013), 영국(Network Rail, 

2015)의 철도역 설계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철도역 건설과정에 설계부터 시공단계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까지 과정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설계내용이 정의되어 있으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철도역사의 특수성에 의해 

설계단계에서 미국의 경우 ‘Basis of 

Design'단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Option Selection' 단계를 통해 철도역 

설계원칙의 반영을 확인하고 있다. 

2.1.2 국내외 철도역 설계프로세스의 비교

 국내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설계기준 (건축편) 에서 각 설계단계의 

내용과 자문관계, 승인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를 해외 철도역 설계프로세스와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외 철도역 설계 프로세스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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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과정을 비교해 보면 해외의 경우 

기획설계 단계에서 보다 세분화된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과 연결되어 

설명된다.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피드백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양한 의사결정주체들과의 

협업, 승인 그리고 그들로부터의 기준제공 

등의 협력관계를 통해 구체화된다. 또한 각 

단계별 성과물에 대한 규정이 철도역 설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1.3 스마트역사설계프로세스 구성 시사점

 국내외 현행 철도역 설계프로세스를 통해 

스마트역사 설계프로세스의 구성에 있어 

시사점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그 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설계단계별 

협력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계획과 시공, 

사후단계에 걸친 피드백 시스템 미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2 스마트역사 설계의 특성과 프로세스 

2.2.1 스마트역사 설계의 특성

 스마트역사란 일반적으로 첨단 ICT기술의 

적용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용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및 역사의 

운영, 유지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한다. 이러한 역사에 도입되는 

스마트기술의 특성은 접근성(Accessible), 

양 방 향 성 ( I n t e r - a c t i v e ) , 

지속가능성(Sustainabl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상의 접근성, 

정보의 양방향적 제공, 그리고 스마트기술을 

통한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스마트역사의 설계 주안점이 된다. 

또한 스마트기술 발달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은 일반적인 역사의 설계시점에서부터 

시공단계의 기간을 감안할 때 시공시점에서 

업데이트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스마트기술의 특수성에 의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자문시스템이 필수적이다. 

2.2.2 스마트역사 설계프로세스의 구성

 스마트역사의 설계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건축설계프로세스를 기준으로 다음 표2와 

같이 설계프로세스를 구성하였다. 특히 각 

단계별 승인구조를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스마트기술적용에 대한 설계단계별 내용을 

Korea USA (Amtrak) UK (Network Rail)

Concept Design

Concept Development
Scope/Programming, 
Funding, Schedule, 

Agreements

Output definition Sponsor's development 
instruction

Feasibility
RRD

Route requirement spec

Basis of Design
Scope/Programming, 
Funding, Schedule, 

Agreements, Conceptual 
Design(15% Design)

Option Selection
Form 001

Approval in principle

Schematic Design

Construc-
tion 

Documents

Schematic 
Design

Preliminary Design and 
Engineering (30% Design)

Single option 
development Form 004

Design 
Developme

nt
Detailed Design and 

Engineering (50% Design)
Detailed Design Form 002 & 003

Design Development

Construction Documents
Constructio

n 
Documents

Final Design and 
Engineering (100%)

Construction Construction
Design Bid Build, Design 

Build, IDIQ, Railroad 
Protection and Safety

Construction & 
Commission

Approved for construction
(AFC) drawings

Operation and Maintenance Commissioning
Fit Out, Staffing, 

Agreements, Lessons 
Learned, Refinement

Scheme Handbook
As built drawings

Health and safety file

Project Closeout Lessons learnt

Table 1 Comparison of Railway Station Design Guidelines



구체화하였다. 

 설계프로세스 구성에서 스마트기술적용 

검토를 위한 단계를 기획설계에 

포함하였으며, 각 단계별 설계내용을 

정리하고 승인, 협업, 기준설정 단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스마트 기술의 적용 기준 

설정과 검토를 위한 의사결정주체인 

스마트건축위원회를 포함하였고 스마트역사 

기술수준을 피드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역사지수 개념을 도입하였다. 특히, 

중간설계 단계에 시행되는   의사결정주체 

간의 협력에는 기존의 이용자참여설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스마트경관심의는 기존의 

경관심의 절차에 추가적으로 시행 가능하다.  

일반적인 철도역 설계프로세스와 차이점은 

기획설계과정을 그 이후과정과 구분한 

것인데, 스마트기술 적용에 따른 설계기준의 

설정은 공사비용을 변경시키며 설계용역의 

범위와 대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설계프로세스는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보완해야 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계프로세스를 구체화하기 위한 주안점 

도출을 위한 도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즉, 

이러한 프로세스 구성을 통해 도출되는 

주안점은 크게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의 내용이 각 과정마다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2.3 스마트역사 설계프로세스 구성의 

주안점

 스마트역사의 설계의 주요 의사결정주체로 

볼 수 있는 스마트건축위원회는 일반 철도역 

설계프로세스에서 규정하는 ‘주관부서’,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포함하며 

스마트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의미한다. 이 

그룹은 스마트역사 설계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으며, 

스마트기술의 적용 마스터플랜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급격한 기술발달 속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최신 스마트기술의 

발전 경향과 적용수준을 파악하고 각 역사의 

스마트역사 설계목표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역사 설계단계별 내용, 즉 무엇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의 대상은 종합적이며 

피드백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역사지수라는 개념으로 

포함하였다. 이는 스마트역사의 설계 목표를 

구체화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기술발달에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이용객 만족도와 유지관리의 편리성 개선과 

연계되는 기준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역사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규모, 환승, 건축형식, 입지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역사의 설계목표가 

유형화 될 필요가 있다. 

스마트역사 프로세스구성에서 방법에 

해당하는 주안점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차원의 

BIM설계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기술 적용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기반이 되어 인공지능 

프로세스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유지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설계단계에서 주체와 

대상간의 결정방식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단계별 성과물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Phases Contents

Concept 
Design

Establishing 
the Goal Scope/Programming 

Basis of 
Design

Smart Station Type, 
Programming, Feasibility of 
Smart Technologies, Smart 

Station Index Goal

Selection of Smart Technology, 
Smart Design Guideline for Architectural Design

Schematic Design Layout of Smart Technologies, 
Spec. and Cost Evaluation 

Approval from Smart Station Design Committee

Construction 
Documents

Design 
Development

Stakeholder Cooperation,
Smart Landscape Evaluation

Construction 
Documents

Spec. Construction Interface, 
Smart Station Index Evaluation 

Approval for Construction

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 As 

Buildt Modeling, Re-evaluation 
of Smart Technology, Smart 
Design Refine (If Necessary) 

Operation and 
Maintenance

POE, Lessons Learnt, 
Monitoring with BIM

Table 2 Smart Railway Station Design Process



3. 결 론

본 연구는 철도역의 스마트화에 따른 

건축설계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그 구체화를 

위한 주안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철도역 설계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역사 설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스마트역사 설계프로세스를 제안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기술의 전문성과 발달속도의 

특성상 전문가집단이 의사결정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프로세스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스마트역사 설계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셋째, 

설계과정 자체의 정보화를 위한 BIM설계가 

수반되어야 하며, 각 설계단계별 

의사결정방식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각 주안점들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 의해 

구체적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기준들은 현행 철도역 설계프로세스와 각종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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