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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가로경관을 시뮬레

이션하고 가로경관의 유·무형요소가 보행자의 심리적으로 인식하는 가로

경관의 쾌적성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를 AHP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연구이다. 가로경관은 도시 속 사람들의 일상적으로 반복 접하는 

경관으로서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행자는 가로공

간의 유형요소 뿐만 아닌 무형요소와 함께 가로경관을 인지한다. 더욱 좋

은 가로경관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쾌적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 가로경관을 평가하기 위하

여 다양한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기법이 개발되어왔다. 하지만 다수의 일반

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은 가로경관의 유형요소 위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여 평가하고 있고 가로경관의 무형요소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평가방법

은 미비한 상황이다.

가상현실 기술은 4차산업 핵심기술 중 하나로서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

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간설계 분야에서는 가상현실의 상호작용성, 

몰입감, 실재감, 행위주체성 등 특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기

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게임엔진인 언리얼엔진을 사용하여 제작된 몰입형 

가상현실에서는 높은 몰입감과 실재감을 구현할 수 있고 다양한 상호작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몰입된 가상현실 공간에서 사용자는 보행자 행

위주체성을 발휘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서 가로경관을 체험하고 심리

적으로 느끼는 경관에 대한 인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 기술을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에 접목함으로

서 기존에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유·무형요소를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길음역과 인접한 새롭게 변화할 복합용도 가로구간

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첫 번째, 선행연구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가로경관의 구성요소 및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의 평가항목을 도출한다. 두 

번째, 대상지 현황분석 및 Rhino, Unreal Engine 4 등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3D 모델링 기반의 몰입형 VR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을 제작한다. 세 번

째, 공간설계 전공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HMD 기기를 사용하여 몰입

형 VR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하고 AHP 설문평가와 가상현실 특성 설문

평가를 진행한다. 네 번째, 설문결과를 통하여 유·무형요소가 가로경관의 

쾌적성에 미치는 중요도를 평가하고 시뮬레이션 속 가상현실 특성들의 발

휘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방법

으로 제시하고 AHP 방법을 활용하여 가로경관의 유형요소와 무형요소의 

중요도를 측정하여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로경관의 쾌적성에 대한 요소들

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가상현실을 

활용한 가로경관 유·무형요소의 통합적 시뮬레이션 및 정량적 평가의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무형요소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가

로경관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통하여 질적으로 더욱 쾌적한 가로경관의 조

성을 기대할 수 있다.

❚ 주요어 : VR,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AHP, 경관평가, 언리얼 엔진

❚ 학번 : 2018-2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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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가상현실(VR) 연구의 배경 및 활용

가상현실 기술은 4차산업 핵심기술 중 하나로서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근래 가상현실 기술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뿐

만 아니라 교육, 국방, 의료, 문화, 예술, 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으며 특히 조경설계와 같은 건축설계, 도시설계, 실내디자인 등 실공

간 설계 분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가상현실을 실무적 측면에서 미리 설계한 공간을 시

뮬레이션하여 사후 나타날 수 있는 설계상의 문제점들을 사전 검토하고 설계

자와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건축물 공간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변경해보

면서 각 주체들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민병호 

외, 2001). 최근 이슬비 외(2018)의 연구에서는 도시 속 가로설계안을 시민들

이 가상현실로 체험하게끔 제작하여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방법으로 활

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가상현실은 더 이상 게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건축설계, 조경설계, 도시설계, 실내설계 등 공간디자인 분야에

서 중요한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조경설계 분야에서 덩베이지아 외(2019)의 

연구와 같은 가상현실 기술을 설계안의 체험 및 표현방법으로 사용되는 사례

와 연구는 존재하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조경설계에 대한 다양한 시뮬

레이션 및 평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가

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가상현실 공간 속에서 빛, 날씨, 계절 등 조경

설계에서 중요한 자연적 환경요소와 사람들의 행위적 요소들에 대한 시뮬레

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가상현실의 특성은 기존의 물리적 오브젝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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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요소 위주로 진행된 설계안 평가과정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자연환

경요소와 같은 무형요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2. 가로환경 시뮬레이션 및 평가

Kevin Lynch(1960)는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Paths, 

Edges, Districts, Nodes, Landmarks 등 5가지 요소를 제시하였고 그중 Paths는 

도시의 공간과 공간사이를 이어주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로를 

의미하기도 한다. 가로경관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접하는 경관

으로서 도시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수의 도시

에서 도시의 경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빠른 성장을 도모함과 함께 기능성과 

효율성만 추구하여 획일화된 가로경관을 조성하게 되었다(정성구, 2001). 국토

교통부(2014)에서는 최근 시민의식과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도시의 가로공간을 설계할 때 사용자 중심의 가로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고 많은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람이 가로경관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느끼는 괘적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이 제시되었다. 투시도 제작, 사진 촬영, 모형제작 등 기

법에서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3차원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등 기법으로 발전되면서 더욱더 현실성을 추구하는 시뮬레이션 

기법들로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시뮬레이션 기법들은 대부분 가로의 유

형요소 위주의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졌고 무형요소에 관한 시뮬레이션 방법

과 평가는 미비한 상황이다. 보행자가 가로환경에서 느끼는 가로경관에 대한 

심리적 쾌적성은 가로공간의 유형요소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날씨, 계절, 

보행자의 이동, 차량의 움직임 등 다양한 가로환경 속의 무형요소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가로환경에서 가로수의 계절별 변화와 같은 무형요소의 변화는 보

행자가 경관에 대하여 느끼는 심리적 상태와 설계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기

에 더욱더 변화하는 무형요소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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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가로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몰입형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가로환경 속 유형요소와 무형요소를 포함한 통

합적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시한다.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

시간으로 가로설계의 시각적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유형요소와 무

형요소의 변화와 보행자가 가로경관으로부터 느끼는 쾌적성에 있어서 가로경

관 요소들의 중요도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통하여 평가하

려고 한다.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일반 시민이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가로경관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지하철 4호선 길음역 8, 9번 출

구부터 길음2동 주민센터까지 연결되는 300m 가로구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보행 가로뿐만 아닌 주변의 건축물, 차도 등 환경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실제 대상가로는 ‘신길음 도시환

경정비사업’대상지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미래에 새로운 고층 

복합용도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가로공간에 대한 계획과 설계가 요

구되고 있다. 최근 대상지에 관하여 환경조경 나눔연구원에서 주최한‘보행가

로환경 디자인’공모전도 진행되었으며 ‘상업 활성화와 공공 가로환경의 긴

장과 대립을 넘는 지속 가능한 탄력적 도시 가로’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대상지 보행로 옆에는 왕복 8차선 차도가 존재하고 다수의 아파트와 상업

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간선버스, 지하철, 공항버스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3개 동의 29층 아파트와 1동의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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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며 실제 건축계획이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계획과 함께 

기존의 2.5m~6m 정도의 보행로 폭이 10m~12m 정도로 확장하게 된다. 더욱 

넓은 보행공간의 확보와 함께 새로운 보행공간에 대한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

다.

[그림 2] 대상지  [그림 3] 공모전 포스터 

[그림 4] 건축계획안 [그림 5] 계획안 조감도

[그림 6] 보행로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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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제 ‘신길음 도시환경정비사업’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앞으

로 조성될 새로운 가로환경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미래의 계획 및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첫 번째, 선행연구 및 한국 내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여 기존 가로

경관 평가방법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분석한다. 분석 이후 가상현실 시뮬레이

션에 적용할 가로경관 구성요소항목과 실험평가항목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기존 가로경관 평가항목 리스트, 가로경관의 구성요소, 몰입형 가상현실 공간 

내의 공간인지도 등 설문조사에 관한 항목을 검토한다. 

두 번째, 대상지 현황조사 및 3D 모델링 기반의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이

션을 제작한다. 대상지 현장조사와 기초분석을 통해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에 

[그림 7] 대상지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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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세부 설계 요소들을 설정한다. 3D 모델링 기반의 몰입형 가상현실 시

뮬레이션 제작은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3D 모델링의 

LOD1) 설정 후 2D 도면, 대상지 촬영, V-World2) 등을 참고하여 Rhino 3D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지 가로 주변 건축물, 지형, 차도 등 주변 환경을 모

델링 한다. 두 번째 단계는 3D 모델링에 적용할 매핑 재질을 제작한다. 대상

지 가로 주변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재질을 사진 촬영하고 기타 고해상도 재

질 이미지를 수집하여 Photoshop CC와 Rhino를 사용하여 매핑 재질을 제작한

다. 세 번째 단계는 언리얼 엔진4(Unreal Engine 4)3)을 활용한 몰입형 가상현

실 시뮬레이션 제작단계이다. 언리얼 엔진은 게임 개발 엔진으로서 

HMD(Head Mounted Display)기기를 착용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실시

간 렌더링이 가능한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블

루프린트(Blueprint)4) 기능을 통하여 가상공간에서 사용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 버튼 클릭 조작으로 실시간으로 가상현실 속 환경 및 오브

젝트 등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 기능을 구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AHP 방법과 리커드 척도 설문을 활용한 실험 및 평가이다. AHP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관련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이

션 체험과 AHP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의 쾌적성에 있

어서 유형요소와 무형요소들의 중요도를 측정한다. 또한 리커드 척도 설문을 

통하여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상호작용성, 몰입감, 실재감, 행위 주체성 등 

특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한다.

1) LOD(Level of Detail): 3D 모델의 디테일 수준을 의미한다. 3D 오브젝트를 렌더링할 때 폴리곤의 수

를 조정하여 화질의 저하 없이 높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 사용된다.

2)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로서 지적정보, 건축물 정보 등을 3차원 지도로 제공한다. 

3) 미국 에픽 게임스(Epic Games)사에서 개발한 3차원 게임엔진

4) 언리얼 엔진의 비주얼 스크립팅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상호작용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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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 진행절차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가상현실 가로경관 및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평가

· VR/AR/MR 개념정리

· 가상현실의 특성

· 몰입형 가상현실

·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평가방법

· 가로환경의 개념, 역할, 특성

· 가로환경의 구성요소

·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기법

· 가로경관 평가방법 검토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제작 

3D 모델링

· 대상가로 조사 및 분석

· LOD 설정

· 건물, 지형, 차도 등 주

   변 환경 모델링 

시뮬레이션 실험과 AHP 평가 및 평가분석

전공자 대상 실험 설문조사 및 평가분석

결론 및 활용 가능성과 한계점

몰입형 가상현실 +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및 평가에 대한 이해

재질 매핑 몰입형 가상현실 제작

· 현장 사진 촬영, 고품질 

   재질 이미지 수집

· Photoshop CC, Rhino를 

   활용한 재질 매핑 제작

· Unreal Engine을 활용한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

   이션 제작

· Blueprint를 활용한 상호

   작용 기능 구축

[그림 8] 연구진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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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가상현실(VR) 관련 개념 고찰

1. 가상현실(VR) / 증강현실(AR) / 혼합현실(MR)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VR)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증강현실(AR), 혼

합현실(MR) 등 다른 개념과 혼돈하여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각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려고 한다. 가상현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되고 있다. “컴퓨

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매우 흡사한 가상세계를 생성하는 기술과 사용자에

게 실제 같은 영상, 음향 및 기타 감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상세계 안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고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의미한다.”(유범재, 2018). “사용자들이 그 안에서 

환경의 내용을 볼 수도 있고 조작할 수도 있는 컴퓨터로 만든 3차원 환경의 

시뮬레이션이다”(Stephen et al, 1997)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가상현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가상의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하드웨어 장비를 통

하여 시각, 청각 등 감각정보들을 제공받아 직접 조작을 통해 가상공간과 상

호작용을 진행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증강현실(AR)은 “가상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정의되며 현실 세계에 가상정보

를 실시간으로 결합하여 보여주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박영근·서용철, 

2010).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영상에 부가하여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 그래픽, 소리 및 기타 정보를 사용자의 자세나 위치에 따라 추가하여 함

께 제공하는 기술”(유범재, 2018)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와 결합하여 현실 세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부가적으로 추가하

여 제공하는 개념으로 현실 세계가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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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현실은 “현실 세계에 대한 삼차원 정보들을 감지하여 사용자의 위치와 

자세에 따라 가상 물체 혹은 정보를 현실 세계 속 실제 물체와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생성, 부가하여 제시하고 사용자와 가상 물체와 실제 물체가 현실처럼 

서로 물리적으로 인터랙션 함으로써 모두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해주는 기

술을 의미한다”(유범재, 2018).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공존하는 모든 세계를 

혼합현실로 정의하기도 한다(Milgram·Kishino, 1994). Milgram과 Kishino(1994)

는 혼합현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현실세계가 가상세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를 증강현실로 정의하고,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더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경우를 증강가상(Augmented Virtuality)로 정의하였다. 즉 혼합

현실은 증강현실과 증강가상의 합집합인 것이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세 가지 개념의 정의를 통하여 크게 두 가

지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이다. 가상현실은 공간적으

로 사용자가 가상세계에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혼합현실은 사용자가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공존하는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혼합현실에서 

가상세계의 비중이 더 많은 경우를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가상현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그림 9] Reality-Virtuality(RV) Continuum(Milgram and Kishino,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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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현실(VR)의 특성

❚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가상현실과 기존의 일반적인 미디어, 3D 모델 컨텐츠 등과의 차이점은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가상현실 공간 속에서 직접 조작하여 

가상현실 속의 물리적 혹은 비물리적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다. 

가상현실의 성질은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이기에 기존의 일반적인 미디어 혹은 

3D 컨텐츠의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이 아닌 양방향의 상호작용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양방향적 상호작용은 가상공간으로의 몰입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차원이다(이상욱, 2017). 가상현실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제작된 컨텐츠라고 하

더라도 사용자의 개별적인 경험과 인지 활동으로 인하여 다양한 결과를 양성

하게 된다.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용자의 문제 인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능동적

인 인지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양은경, 2018). 가상현실의 상호작용 특성을 활

용하여 도시설계 분야에서는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을 이용

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설계 과정의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가상현실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폭 넓은 이용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이 도시설계의 내용을 쉽게 시각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 3차원적인 설계방안

을 표현할 수 있다(김지현, 2016).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의 상호작용 특성을 

몰입형 가상현실 제작에 적용하여 보행자와 가로환경의 유·무형요소들과의 

상호작용 기능을 구축하여 다양한 유·무형요소들의 변화와 시뮬레이션을 진

행하도록 한다. 상호작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언리얼엔진(Unreal 

Engine)의 블루프린트(Blueprint) 기능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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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감(Immersion)

몰입감은 가상현실의 핵심 지각적 특성이다. 가상현실 속의 몰입은 비물리

적인 가상공간을 실제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승

민, 2018). 가상현실 속에서 시각, 청각, 촉감 등 오감의 자극을 통하여 사용자

들은 가상현실 환경에 더욱 집중하여 강한 상호작용 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 

가상현실의 이런 몰입 속성은 기타 매체들이 제공하는 몰입과는 다른 사용자

의 인식과 감정의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MD(Head Mounted 

Display) 착용을 통한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특히 가상현실 공

간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경관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변화를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가상현실 공간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하여 HMD를 착용하는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을 활

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몰입된 가상현실 가로환경 속에서 보행자는 

더욱더 유·무형요소들의 변화와 함께 가로경관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감정을 

느끼게 되며 이는 설문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 실재감(Presence)

가상현실은 HMD(Head Mounted Display) 하드웨어에 의하여 사용자들을 외

[그림 10] Blueprint 상호작용 스크립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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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실제 공간으로부터 차단하고 가상의 환경에서 실제 환경 혹은 상황에 있다

는 느낌을 전달한다. 이를 가상현실의 공간적 실재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

상현실의 공간적인 실재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용자와 가상현실 환경 간의 

상호작용성과 그래픽의 생생함 등이 있다(Steuer, 1992).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

실의 공간적 실재감과 사실감을 중점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실험 및 평가

를 진행한다. 가상현실의 실재감과 사실감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대상지 주변

의 건물 재질, 도로포장 재질 등을 촬영하여 재질 매핑을 제작하였다. 실재감 

있는 고품질 모델링의 재질은 가상현실의 실재감과 사실감을 증가할 수 있다.

❚ 행위 주체성(Subjectivity)

가상현실 속에서 사용자는 정해진 경로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대

로 정보와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사용자가 스스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얻는 것이다. 이를 행위 주체성이라고 한

다(Murray, 1997). 가상현실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세, 행동을 통하여 

보고 싶은 공간을 보고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공간적, 시각적 정보

[그림 11] Unreal Engine을 사용한 미국 HOK사의 몰입형 가상현실 속 화면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MwLVv1AT9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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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계속 변화하는 사용자의 행동, 자세를 통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사용

자는 자신만의 경험을 얻는다. 본 연구에서의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에서 사용

자는 기존의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에서의 고정된 시점, 연출된 시나리오상의 

애니메이션이 아닌 자신의 행동과 자세를 통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가로경관을 

경험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 유·무형요소의 변화를 선택하여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기에 경관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감정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다

3. 몰입형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시스템이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몰입형 가상현실, 원거리 로보

틱스, 데스크탑 가상현실, 삼인칭 가상현실로 구분된다(노승민, 2018). 그중 몰

입형 가상현실은 HMD(Head Mounted Display)와 같은 장비를 통해 가상현실 

속 체험자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상호작용을 체험하여 가상현실에 효과적으

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에서는 사용자가 가상현실 가로경관에 몰입하여 시뮬레이션을 진

행하기 위하여 HMD 장비를 이용한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을 활용하였

다.

[그림 12] HMD를 활용한 몰입형 가상현실 

시스템

[그림 13] HMD 컨트롤러를 이용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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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명 이미지 예시

몰입형 가상현실

(Immersive VR)

HMD(Head Mounted Display), 데이

터 장갑(Data Glove), 데이터 옷

(Data Suit) 등의 특수 장비를 통해 

인간이 실제로 보고 만지는 것 같

은 감각적 효과를 느끼게 해 생생

한 환경에 몰입하도록 하는 시스템

을 말한다.

원거리 로보틱스

(Telerobotics)

몰입시스템과 로봇을 결합한 형태

이다. 로봇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공간에 사용자가 현존하는 효

과를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데스크탑 가상현실

(Desktop VR)

일반 컴퓨터 모니터에 간단한 입체

안경, 조이스틱 등만 첨가하여 책

상 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상

현실 시스템을 말한다.

삼인칭 가상현실

(Third Person VR)

비디오카메라로 촬영된 자신의 모

습을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공

간에 나타나게 하여 자신이 가상공

간에 직접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표 2] 가상현실 시스템 환경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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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가로공간 관련 이론적 고찰

1. 가로공간의 개념

본 연구의 목표는 가로경관 평가에 있어서 가로경관의 유·무형요소가 보행

자가 느끼는 가로환경의 쾌적성에 주는 영향력을 연구하기 위하여 몰입형 가

상현실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구현이 가능한 유·무형요소를 시뮬레이션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쾌적한 가로공간 설계 및 계획 방식을 제안하

고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새로운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가로환경에 대한 이론 및 개념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로는 도시 속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도시의 공간과 공간 사이를 연결해주

는 이동통로뿐만 아니라 도시 속 사람들의 일상적 및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공

간이다. 가로공간은 사람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적인 의미를 가

지게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원적으로 가로(Street)는 라틴어 “포장하

다(to pave)”라는 의미인 “Strerene”로부터 유래되었다. 가로는 표면이 물리

적인 방법이나 개념적인 방법으로 주변환경과는 구별된 공간을 의미한다. 어

원에서 가로는 경계가 정해진 표면, 양쪽 건물들이 열 지어 서 있는 하나의 

확장된 공간으로서 도시 구조의 부분을 나타낸다(이재원, 2004). 즉 가로는 양

쪽 건물들 사이의 공간으로 좁은 길, 골목길 등과 비교하여 비교적 넓고 차량

의 통과를 위한 차도뿐만 아닌 보도까지 포함하는 길을 의미한다(Stanford 

Anderson, 1986).

2. 가로공간의 역할 및 특성

가로는 도시 속 사람들의 이동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

지는 생활공간이다. 이동 속에서 전개되는 연속적인 경관을 체험하고 현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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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의 장소성을 느

끼게 되며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질수 있는 기회를 얻는 도시환경이기도 

하다(손재하, 1990). 

정성구(2001) 연구의“도시 속에서 가로가 가지는 비중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다른 요소보다도 높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로공간은 도시환경

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가로의 역할은 크게 기능적인 측면과 행

태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사람, 물건, 정보의 이동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장으로서 다양한 공공시설을 수용하는 공공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행태적인 측면에서 가로는 도시의 골격을 이루고 도

시의 형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가로의 특성은 크게 장소적 특성과 상징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정희자, 

1985). 장소적 특성은 기능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으로 구분되며 기능적 특성은 

가로의 이동수단의 기능과 도시민들의 일상생활 활동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의미적 특성은 도시민들 상호간의 매개로서의 기능, 인식으로서의 

기능, 물리적 요소와의 만남 혹은 사람과 환경과의 만남으로 인한 커뮤니케이

션 및 정보전달의 기능을 의미한다. 상징적 특성은 장소적 특성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인식되는 특성으로서 장소적 특성에서 파생된 가로공간 특유의 

기능과 특별한 장소에 대한 이미지인 인식적 특성을 말한다. 

3. 가로공간의 구성요소

가로공간의 구성요소를 고정된 형태의 유무와 시간의 흐름 및 변화의 유무

에 따라 유형요소와 무형요소로 나눈다. 유형요소에서 가로의 장치물로 여겨

지는지 아닌지에 따라 1차요소와 2차요소로 나누어진다. 1차요소는 다시 수직

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로 나누어진다. 무형요소는 자연적 요소, 인위적 요소

와 행위적 요소로 구분된다(고현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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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공간의 

구성

요소

유형 

요소

1차 요소

수직적 

요소

벽(Wall) - 가로변 건축물의 용도, 색채, 마

감 재료, 가로의 폭과 건축물의 높이, 평면

유형, 지붕의 형태와 이용, 광고간판

수평적 

요소

바닥(Floor) - 자연지형, 가로망, 오픈스페이

스, 보행노면의 처리와 이용

천정(Celling) - 스카이라인

2차 요소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 안전용, 정

보용, 쾌적용, 편의용

예술요소 - 환경조각, 도시벽화

자연요소 - 물, 흙, 돌, 수목

무형 

요소

자연적 요소

장기(長期) - 동식물의 성장, 계절의 변화, 

빛

단기(短期) - 비, 눈, 이슬, 바람

인위적 요소 행정(법규), 경제, 역사, 문화적 요소

행위적 요소 사람과 차량의 움직임

[표 3] 가로공간의 구성요소

가상현실을 활용한 플랫폼에서는 실시간 시각화를 통하여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의 다수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에서 활용한 유

형요소들 뿐만 아니라 계절, 날씨, 빛, 식물의 생장, 사람의 이동 등과 같은 무

형요소들도 구현 가능하여 기존의 시뮬레이션 기법에서 하지 못했던 더욱 다

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공간의 요소들을 유·무형요

소로 구분하여 몰입형 가상현실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고 실험 및 평

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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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본 연구에서는 가로설계 및 가로경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몰입형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기 위하여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현

실성 있는 설계 요소들을 도출하고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친화도시 만들기’가로설계 및 

관리 매뉴얼의 기본방향(이창 외, 2014) 과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연구를 바탕으로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가로경

관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로경관을 가로시

설물 영역, 보행 영역, 외부공간 영역, 건축물 영역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가로유형은 가로의 기능과 가로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대표적인 도심상업가로, 복합용도가로, 근린상업가로, 아파트단지 주변가로, 저

층주거지 가로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각각 가로유형에

서 네 가지 가로경관 영역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가로경관 구분 개념

가로시설물 영역
가로조경, 가로조명 및 기타 가로시설물 등이 설치되는 영역으로 

차도와 보행 영역의 완충 공간 역할

보행 영역
보행에 방해되는 물리적인 장애물 없이 자유로운 보행자의 이동을 

보장하는 공간

외부공간 영역
보행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 또는 측면 공지, 공개공지와 광장, 

공원 등 공공 공간

건축물 영역 보행공간의 가로벽 역할을 하는 가로에 접한 건축물 부분

[표 3] 가로경관 역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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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가로경관의 영역 구분 

출처: 국토교통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2014)

[그림 15] 가로 유형의 구분

출처: 국토교통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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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유형 구분 개념 주요 특징

도심상업가로

상업시설과 유희시설이 밀

집하여, 보행밀도가 높은 

도심의 가로

- 도시 도심에 있는 가로로,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며, 
보행자를 유혹하는 상점, 먹거리, 놀거
리가 풍부

- 많은 보행량을 지닌 가로며, 대중교통
을 통한 접근이 용이

복합용도가로

상업, 업무, 주거 등 다양

한 용도의 건축물이 복합

된 도심의 가로

- 도심에 위치한 가로로 상업, 업무, 주
거 등의 용도가 복합된 가로이며 보행
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꾸준한 보행
이 이루어짐

- 도심 대부분의 가로에 해당되며 용도
와 특징이 지속적으로 변화

근린상업가로

주거지역의 가운데에 있고 

주거민의 일상생활을 지원

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입지

한 가로

-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며 주민
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근린생활시설 위치

- 가로를 따라 중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연속적으로 형성

아파트단지

주변 가로

중고층의 아파트단지가 연

속적으로 입지한 가로

- 아파트단지가 연속된 커뮤니티 형성
- 단지 경계 부분의 폐쇄적 구성으로 도

시공간과의 연계 부족
- 여유로운 보도가 확보되었음에도 보행 

활성화에 한계

저층주거지

가로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저층주거가 밀집한 가

로

- 교통량이 적고 차량속도가 낮은 조용
한 주택가 가로

- 2차로를 넘지 않는 가로이며 주차공간
으로 활용

[표 5] 가로유형 구분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4호선 길음역 8, 9번 출구부터 길음2동 주민

센터까지 연결되는 300m 가로구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대상지 

가로구간은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건축물이 복합된 도심 가로로서 가이

드라인에 따르면 복합용도가로에 속한다. 복합용도 가로설계 가이드라인을 토

대로 시뮬레이션 설계 요소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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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1)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가로의 질서와 정연함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도입한다.

2) 보도위 차량진입을 지양하고 보행공간의 공공성을 증진시킨다.

가로 

시설물 

영역

가로조경

1.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가로의 정연함을 위해 

일관된 수종의 가로수를 식재한다.

2. 초화류 및 지피류로 구성된 식수대를 통일감 

있게 계획하여 위요감과 안정감을 준다.

가로조명
3. 가로등과 보행등을 통합설치하거나 시설물 또

는 건축물을 활용한 보행등을 설치한다.

기타 가로시설물
4.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공간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온화 계획을 권장한다.

보행영역 보행 유효공간 5. 보도 위 차량진입 및 주차를 지양한다.

외부공간영역

건축물 외부공지

6. 건축물 전면공지에는 보행공간의 쾌적함과 미

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화분, 벤치, 조형물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도록 유도한다.

7. 건축물 전면의 주차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

우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경계영역을 녹지로 차

폐한다.

공공공간

8. 자유로운 접근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보행

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소공원 

또는 소광장을 조성한다

건축물영역 저층부

9. 인접 건축물과 건축벽면선 층 높이를 일치시키

고 외부 마감재를 조화롭게 사용할 것을 권장

한다.

[표 6] 복합용도가로 가이드라인

출처: 국토교통부 (2014), 보행자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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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및 평가

1. 가로경관의 개념

가로경관은 사람들이 일상적 및 반복적으로 접하는 경관으로서 사람들의 생

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가로경관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정체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경관이기도 하다. 가로경관에서 특히 보행공간의 

가로경관은 보행자들이 제일 밀접하게 경험하는 경관이고 도시의 인상적인 이

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경관이다. 최근에는 차량 위주의 가로공간

에서 점점 보행 접근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으로 변

화하고 있다. 

경관은 시점상에서의 시각이나 시야에 따른 범위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대경관, 중경관, 소경관이다. 대경관은 지형이나 입지에 따른 자연

경관을 의미하고 중경관은 주택지나 번화가 등의 지역경관을 의미하며 소경관

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며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경관을 의미한다(김

지혜, 2009). 이런 경관의 구분에서 가로경관은 사람들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

로 접하는 경관이고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쉽기에 소경관에 속한다. 

경관의 구분 설명

대경관 지형이나 입지에 따른 자연경관

중경관 주택지 또는 번화가 등의 지역, 지구경관

소경관 가로경관

[표 6] 경관의 유형

앞서서의 가로공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가로경관은 가로공간 속의 유·

무형요소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경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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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경관의 특성 및 구성요소

가로경관이 다른 경관과 구분되어지는 특성 중의 하나는 바로 가로경관은 

사람들의 연속적인 체험이라는 것이다(김충식, 1998). 보행자는 보행과 같은 

연속적인 행위를 통해 공간을 지각하고 전후관계에 의해 형성된 맥락 속에서 

가로경관을 인식한다. 또한 가로경관은 보행자 시점의 위치 및 시각에 의하여 

경관이 다르게 보이고 가로경관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이와 넓이, 

깊이를 시각적 과정을 통하여 인지하게 된다(장종현, 2006). 

선행연구 가로경관의 구성요소 정리

최석창(2002) 건물, 도로, 가로수, 배경, 간판, 가로시설물, 사람과 차량 이동

이재원(2004) 건물, 도로, 수목과 녹지, 배경, 부속물, 설치물, 이동물

장종현(2006) 건물의 규모, 건물의 형태, 가로의 폭, 가로의 형태

김무연(2011) 건축물, 가로간판, 가로시설물, 인도

국토교통부(2014) 가로시설물 영역, 보행 영역, 외부공간 영역, 건축물 영역

[표 7] 가로경관의 구성요소 선행연구

국토교통부(2014)에서 제작한 가로경관의 구성요소로 선행된 가로경관 가이

드라인에서는 가로시설물 영역, 보행 영역, 외부공간 영역, 건축물 영역 등 4

가지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장종현(2006)은 가로경관의 주요 구성요소를 건물

의 높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건물의 규모, 건물의 형태, 가로의 폭, 형태 등

으로 정의하였다. 이재원(2004)은 가로경관구성 요소를 건물, 도로, 수목과 녹

지, 배경, 부속물, 설치물, 이동물 등으로 정리하였다. 김무연(2011)은 가로경

관의 구성요소를 가로변 건축물, 가로간판, 가로시설물, 인도 등으로 정리하였

다. 선행연구와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의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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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의 구성요소를 물리적인 가로의 유형요소 위주로 정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가로경관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간적 인식과 심리적 감정

은 가로의 유형요소 뿐만 아니라 계절, 빛, 날씨, 사람의 이동, 차량의 움직임 

등 다양한 무형요소들과도 관계가 있다. 

3. 시뮬레이션의 개념

시뮬레이션은 복잡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실제와 같은 상태를 모델 혹

은 수식 등으로 만들어서 모의적으로 실험을 통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간단히 행

할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 시

뮬레이션은 복잡한 현상에 대한 대용물로서 현장조사가 아닌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정성구, 2001). 공

간설계 분야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설계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은 환경을 예측하여 그것들에 대한 반응이 설계과

정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Sheppard(1989)는 시뮬레이션의 원칙을 아래 5가지로 제시하였다.

1. 시뮬레이션은 표현적이어야 한다.

2. 시뮬레이션은 정확하여야 한다.

3. 시뮬레이션은 명확하여야 한다.

4. 시뮬레이션은 재미있어야 한다.

5. 시뮬레이션은 예방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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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가로경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직접 경관을 체험

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가로경관을 직접 체

험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설계안이 시

공되기 전 가로설계안에 대한 경관평가는 더욱더 어렵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

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기법이 개발되어왔다. 투시도, 사진, 

컴퓨터 그래픽 등 2D적인 시뮬레이션 기법부터 모형, 애니메이션 등 3차원 

시뮬레이션 기법까지 발전되어왔다. 

❚ 투시도 기법

건물과 구조물 위주로 설계된 경관을 표현하거나 본래의 모습과 많은 변화

를 이뤘을 때 투시도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투시도는 보통 사람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고 좌우의 범위는 사람의 양안 수평시계인 120도 보다 

좁게 작성한다. 이는 사람이 집중하여 보는 시각보다 더 좁기 때문이다(장종

현, 2006). 투시도를 통한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은 지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

만 고정된 시점에서 경관을 체험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16] 투시도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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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슬라이드 기법

대상지의 현황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경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현실성이 

좋고 주변의 환경까지 함께 볼 수 있어서 실제감이 좋으며 비용 측면에서 저

렴하다. 하지만 이런 현장 사진 기법은 설계가 시공된 후의 사후평가에만 적

용 가능하며 시공 전 설계안에 대한 사전평가와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다. 

❚ 모형제작 기법

모형제작 기법은 실재하지 않은 설계안을 축소하여 제작하고 경관을 평가하

는 기법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표현 기법이다. 입체적으로 설계안을 파악할 수 

있고 직감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형의 세부묘사 정도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고 보행자의 시점에서 경관을 체험하는 것이 어렵다.

[그림 17] 사진 슬라이스 기법

[그림 18] 모형제작 기법



- 27 -

❚ 컴퓨터 그래픽 기법

컴퓨터 그래픽 기법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상의 경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컴퓨터 그

래픽 기법은 짧은 시간 내에 설계된 가로경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편리

한 방법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설계된 의도에 따라 조작이 가능하며 경관체험 

시점을 설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제작자의 조작 숙련도와 주관적인 

심미성으로 인하여 때론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경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 애니메이션 기법

애니메이션 기법은 동영상으로 연속적이고 동적인 가로경관을 체험하고 평

가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기법은 카메라의 속도와 시점의 조정이 가능하며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속의 경관체험 동선

은 제작자로 인하여 설정되고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주체적인 이동과 시점을 

변경할 수 없다. 

[그림 19] 컴퓨터 그래픽 기법

[그림 20] 애니메이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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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기법

최근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발전과 함께 시뮬레이션

의 차원을 한층 더 높여 도시환경 및 경관을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기법

의 개발과 평가가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기법은 높은 

몰입감, 재현성 및 상호작용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경관 

요소들을 직접 변경하고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자신의 주체적 행동

을 통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경관을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가상현실의 상

호작용 기능을 구축하여 시간, 환경, 날씨 등 무형요소들의 구현 및 시뮬레이

션이 가능하며 가상현실 트레이드밀(VR Treadmill)1)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직접 가상공간에서 걸으면서 가로경관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가상

현실 장비의 보편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기법들에 비해 장비

의 대중화 아직 부족하고 상호작용 기능이 구축된 고품질의 가상현실 시뮬레

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 되기도 한다.

1) 기존의 가상현실을 더욱 현실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장비로서 360도 모든 방향으로 제자리 걷기, 뛰

기, 앉기 등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국방, 게임, 다이

어트 등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그림 22] Virtuix Omni VR Treadmill 

[그림 21] 가상현실 기법

출처:https://www.unrealengine.com/ko/spotlights/51vr-c

rafts-photorealistic-city-streets-in-unreal-engine-for-ai

-training?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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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특징

투시도
- 지각적 판단이 가능하다

- 고정된 시점에서만 경관을 체험한다는 한계

사진

- 시각성, 현실성이 좋다

- 주변의 환경이 포함되어 실제감이 높다

- 시공전 설계안의 사전평가 및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며 설계

의 사후평가에만 적용할 수 있다

모형

- 입체적 파악과 직감적 판단이 가능하다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보행자의 Eye-level에서 경관을 체

험하기 힘들다

컴퓨터 그래픽

- 시간이 비교적 적게 들고 비용이 저렴하다

- 설계의 의도에 따라 시점과 요소를 조정할 수 있다

- 제작자의 숙련도와 주관적 심미성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애니메이션

- 동적, 연속적 경관을 체험할 수 있다

- 제작자가 설정한 동선으로만 애니메이션을 체험할 수 있고 

사용자 주체성을 발휘하기 힘들다

가상현실

- 실시간으로 경관요소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 높은 몰입감, 실재감, 재현성

- 가로 무형요소의 구현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 사용자의 주체성을 발휘한 행동을 통해 다양한 시점에서 경

험할 수 있다

- VR장비의 보편화가 아직 부족하다

- 시뮬레이션 제작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 

[표 8]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기법

4절: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1. 가상현실을 활용한 공간설계 시뮬레이션

덩베이지아 외(2019)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주택정원 설계 연구에서 가상현

실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조경설계 구현방법을 보완시키면서도 접근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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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한 웹 사이트 플랫폼의 버츄얼 워크스루(Virtual Walkthrough)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조경설계의 구현방법으로 스케치, 

모형제작, 렌더링 및 애니메이션으로 정의하였으며 진실감 부족, 수정 불가능, 

제한적인 시각, 오랜 작업시간 등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정원 설계안을 가상현실로 시뮬레이션하였고 사용자들은 상호작용, 정보 제

공, 편리성, 자유성, 창의성, 몰입도, 효율성 등 측면에서 일반적인 조경설계에

서의 구현방식보다 만족도가 더욱 높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접근성이 쉬운 

인터넷 플랫폼과 스마트폰 HMD를 사용으로 인하여 하드웨어 사향에 대한 한

계가 있어 가상현실 환경이 실제환경에 비하여 인위적이고 비현실성이 강하

고 다양한 상호작용 시스템의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들이 들어났다. 

이슬비 외(2018)의 가상현실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가로공간설계 연구에서는 

3가지 가로설계안을 몰입형 가상현실로 제작하여 주민들이 직접 체험 및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가로설계안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충북 청주시 ‘한목 문화의 거리’상업가로를 대상으로 가

로유형별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차공존도로 3가지 형태의 설계

[그림 24] 주택정원 설계사례 가상현실 체험

출처: 덩베이지아 외 (2019)

[그림 23] 버츄얼 워크스루 설정

출처: 덩베이지아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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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였고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을 활용하여 몰입형 가상현실 시

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거주민, 공무원 및 대

학생 대상으로 체험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3가지 가로설계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제작에 있어 가로 양쪽 건물형태 및 

재질에 대한 표현이 미흡하여 현실감과 몰입감이 떨어지고 고정된 유형요소

의 변화만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한계점이 지적된다.

노승민(2018)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을 활용하여 어린이공원을 몰입형 가상

현실로 구현하고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험을 통하여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공간감 및 실재감의 확인과 공간별 심리 

불안감을 측정하였다. 특히 저녁 시간대 어린이공원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저녁 시간의 환경과 공원 노숙자 등 사람들의 행위까지 구현하여 시뮬

레이션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시뮬레이션 속에서 조작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림 26] 가로설계 몰입형 가상현실 체험

출처: 이슬비 외 (2018)

[그림 25] 가로설계 몰입형 가상현실 구축

출처: 이슬비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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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공원 조성 도구의 사례(이연숙 외, 2012)에서는 가상현실을 활용

하여 공원의 식재, 운동기구, 옥외시설물에 대한 배치를 사용자들이 직접 시

뮬레이션하여 의견과 요구를 파악하였다. 공원설계 과정에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현실을 참여디자인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2010

년 광주 양림동 지역주민이 참석한 참여디자인 워크샵 과정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참여디지안 도구를 사용하여 주거지의 담장 높이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주민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한계로 수목, 재질, 포장 등 요소들의 사실적인 표

[그림 27] 어린이공원 낮시간 VR 시뮬레이션

출처: 노승민 (2018)

[그림 28] 어린이공원 밤시간 VR 시뮬레이션

출처: 노승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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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어려웠고 무형요소 및 동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들이 

노출되었다.

Monica(2019)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시설계 프로젝트를 가상현실 시뮬레

이션으로 제작하여 일반 시민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여 시민들을 도시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시민들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더욱 설계를 이해하기 

쉽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어 도시설계 과정의 

참여감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29] 담장 높이 조절 시뮬레이션

출처: 가로정비 주민참여지원 디지털도구 

사용매뉴얼 (도시재행사업단, 2010)

[그림 30] 공원 조성 VR도구 사용사례

출처: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이연숙 외, 2012)

[그림 31] 가상현실로 구현한 도시설계 프로젝트 

출처: Monica Sanchez-Sepulveda, David, J. F., E. R. (2019)

[그림 32] VR 컨트롤러를 사용한 아

이디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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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요약

덩베이지아 외

(2019)

주택 정원 설계를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설계표현방식과

의 비교분석

이슬비 외

(2018)

3가지 가로설계안을 가상현실로 구현하여 시민들의 설계안에 대한 선호

도 조사

노승민

(2018)

어린이공원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CPTED설계에 활용 가

능성 평가

이연숙

(2012)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공원 속 시설물 및 가로수 등 배치를 주민들이 직

접 시뮬레이션하여 주민들의 참여유도

Monica

(2019)

도시설계 프로젝트를 가상현실로 구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 및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도시설계 과정에 참여하여 만족도 향상

[표 9] 가상현실을 활용한 공간설계 시뮬레이션 선행연구

2.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및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기법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컴퓨터 기술의 발전

과 함께 사진, 이미지 등과 같은 2D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에서 점차 애니메이

션, 3D 모델링 등 3차원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기법의 발전과 함께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기존의 시각적인 정적 유형요소뿐만 아닌 다양한 동적인 무형요소들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평가가 점차 가능해지고 있다. 가로경관의 시각적 연속성, 시간

에 따른 가변성 등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가로경관에 대한 동적인 무형요소들

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시뮬레이션 기법 발전의 흐름과 가로경관의 가변성, 연

속성 등 특성을 반영하여 가상현실을 활용한 몰입형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기

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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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연구내용

김대현

(1991)

사진수정기법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방법으로 수정된 사진들이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경관형용사를 사용하여 분석

정대영

(1995)

사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도로경관의 시각적 특성과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분석

주신하

(1998)

경관 시뮬레이션 기법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슬라이드 평가와 비디오 평

가에 현장음을 포함하여 현장평가와 비교하고 경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김충식

(1998)

컴퓨터 애니메니션을 이용한 가로경관의 평가기법 연구에서 경관평가에 있

어 동적 시뮬레이션의 활용 가능성과 잠재성에 주목

정재희

(1999)

120인치 스크린과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LCD 입체안경을 사용하여 이동

속도의 변화에 따른 가로경관의 평가연구에서 보행속도를 다르게 주어 경

관평가를 진행

김종구

(2001)

가로경관의 물리적 공간구성요소와 심리평가구조와의 관계에 착안하여 심

리평가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구성요소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정성구

(2001)

CG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가로의 공간인식과 물리적 구성요소의 상관성

을 분석

[표 10]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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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한

(2003)

가로경관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의 고정시점이 아닌 반구투영 기

법을 이용하여 주변의 모든 요소를 투영시켜 물리적 지표를 측정하는 새로

운 기법을 제시

김두운 외

(2008)

동적 시뮬레이션에 의한 도시가로경관 관리지표의 허용범위 연구에서 3D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가로경관의 물리적 요소들을 제작

문지원 외

(2012)

가로경관 평가를 통한 근대 역사문화거리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대상

지 사진을 통해 우세요소를 도출하여 동상화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동

영상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3차원 경관 설계용 프로그램인 UC-Win Road를 

활용함

가로경관 평가지표 설정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가로경관 평가

는 주로 건축물과 같은 물리적인 가로의 유형요소를 위주로 평가지표로 삼아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및 평가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 

햇빛의 변화, 보행자의 이동 등 가로경관 무형요소들에 대한 평가와 평가지표 

설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보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의 쾌적성은 

건축물, 가로의 폭, 수목의 높이 등 유형요소들과 연관이 있지만 계절에 따른 

식재의 변화, 태양의 이동에 따른 그림자의 변화, 주변 보행자의 밀도와 이동 

동선 등 다양한 가로경관의 무형요소들과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 때문에 가로

경관 평가에 있어서 유형요소 위주의 평가에서 무형요소를 포함한 통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경관의 물리적인 유형요소 뿐만 아니라 기타 무형요소들

도 평가지표로 삼아 보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의 쾌적감과의 관계를 연구하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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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연구내용

신지훈

(1991)

경관영향평가에 있어서 도시경관과 자연경관별로 건물의 높이와 폭, 스카

이라인의 침해정도에 따른 경관미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경관평가지표로 제

시하고자 하였다. 

조시현

(1996)

문화재 등의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도시경관의 구성요소와 선호도의 상관성

을 파악하고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문화재 주변건물의 높이를 분석하였다.

김기호

(1996)

게쉬탈트(Gestalt)심리학의 도와 지 이론을 산을 중심으로한 도시경관관리에 

도입하여 시가지 부분의 영역과 산의 영역, 하늘의 영역에 따른 시각적 형

태특성을 상호 비교하였다.

조우현

(2001)

문화재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물리적 기준을 통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문화재 주변 건물의 고도규제를 위한 방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유형별로 주변의 경관지구를 설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제시

신지훈

(2003)

건물 규모 및 배치 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경관계획지표 연구에서 건

축물에 의한 차폐감 완화, 스카이라인 변화 등으로 구분된 도시경관계획 

지표별 선호경관을 파악

김두운

(2004)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를 중심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체험되는 가로경관에 

적당한 관리지표를 제안

[표 11] 가로경관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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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VR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제작

1절: 연구 대상지

1. 대상지 개요 및 현황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지하철 4호선 길음역 8, 9번 출구부터 길음2동 

주민센터까지 연결되는 300m 가로구간이다. 오랜 시간동안 미아리 텍사스촌

이 자리했던 길음역 일대는 ‘신길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새로운 모

습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대상지 가로 옆

에는 지상 29층의 아파트 3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상지 가로는 기존의 좁은 보행로에서 훨씬 넓어진 보행공간으로 탈바

꿈하게 되고 새로운 가로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행자들이 이동하는 보행

로의 옆에는 8차선 도로가 존재하며 새로 들어설 상가와 연접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새롭게 조성될 가로환경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미래의 해

당 가로의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쾌적한 가로경

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유·무형요소들의 중요도 평가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가로설계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 대상지  [그림 34] 계획안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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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현황 및 분석

대상가로 주변에는 길음뉴타운 6단지 래미안아파트, 성북 힐스테이트, 길음

서희 스타힐스, 돈암 현대아파트와 앞으로 지어질 롯데캐슬 클라시아 아파트 

등 다수의 아파트 건물들이 위치한다. 또한 주변에는 현대백화점, 길음시장, 

앞으로 들어올 저층 상가 등 상업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교

육환경으로 서울미아초등학교, 숭곡초등학교, 숭곡중학교,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등학교 등 다수의 학군이 위치한다. 교통환경으로 해당 가로는 서울 지하철 4

호선 길음역과 연결되는 초역세권이고 마을버스, 공항버스, 간선버스 등 편리

하고 다양한 버스노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림 35] 대상지 가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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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요소설정

가로경관의 요소들은 다양하고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 가로경

관의 모든 요소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제작과 디테일적인 모델의 구현에 있어

서 시간과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요

소들의 설정에 있어 일부 요소들을 선택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1. 유형요소

시뮬레이션의 유형요소 선정에 있어서 대상지의 기본적인 건축계획안이 이

미 존재하기에 계획된 건축적 요소와 보행로의 폭과 같은 물리 구조적인 요

소는 고정된 요소로 판단하여 계획안에 맞추어 모델을 구현하고 실제 설문평

가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대신 가로경관의 유형요소에서 중요하고 대표적인 

조경적 요소인 보도포장과 가로식재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의 변화적 요소로 

설정하였다. 

보도포장의 세부적인 하위 변화요소와 설문항목은 최민석(2010)의 보행로 

포장디자인 요소의 구성과 관련 평가 설문항목을 참고하여 포장색상, 포장패

턴, 포장크기, 포장질감 등 네 가지 요소를 세부적인 하위요소 및 설문항목으

로 설정하였다. 포장의 패턴에 있어 보행 가로포장에서 볼 수 있는 선형, 원

형, 교차형 등 양식의 포장 패턴을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변경요소로 제작하였

다. 포장의 색상에 있어서 포장표면 색상이 보행자에게 주는 온도감과 자극작

용을 고려하여 따뜻한 온도감과 자극적 작용을 주는 적색계열, 중성적인 온도

감과 안정적인 자극작용을 주는 녹색계열, 차가운 온도감과 가라앉는 자극작

용을 주는 청색계열 및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회색계열 등 색상요소를 

선택하여 포장표면 색상 시뮬레이션 변경요소로 설정하였다. 포장의 크기에 

있어 포장 유닛의 크기를 상대적인 소, 중, 대 세 가지 크기로 설정하여 시뮬

레이션의 변경요소로 선정하였다. 포장의 질감에 있어 외부공간에서 많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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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석재포장, 콘크리트 포장, 블록포장 등을 시뮬레이션의 변경요소로 설정

하여 구현하였다. 

가로식재의 세부적인 하위 변화요소와 설문항목 설정은 유재승(2014)과 신

재윤 외(2014)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가로수 디

자인적 요소에 관한 구분과 설문조사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필요

한 설문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식재구성, 식재간격, 식재행열배치, 식재수종 등 

네 가지 세부적인 하위요소 및 설문항목을 도출하였다. 식재의 수종에 있어 

서울시 가로수 수종 현황 관련 조사(서울연구원, 2012)에서 제일 많이 심어진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를 선정하여 가로수 수종의 시뮬레이션 요소로 

설정하였다. 가로수의 식재 간격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서울특

별시, 2015)에서의 6m~8m 기준을 따라 6m 간격과 8m 간격을 선정하여 시뮬

레이션 요소로 설정하였다. 가로식재의 구성은 교목만 식재된 상황, 교목과 

초본류가 함께 식재된 상황, 교목과 관목이 함께 식재된 상황 등 세 가지 구

성으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식재의 행열 배치에서는 가로수의 

식재 위치에 따라 1열 차도 측 식재, 1열 보도 중앙 식재, 2열 병렬식재, 2열 

[그림 36] 포장색상 

[그림 37] 포장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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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호 식재 등 4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2. 무형요소

시뮬레이션의 무형요소 선정에 있어서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구

현이 가능하고 가로경관에 영향을 비교적 많이 주는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하

여 계절의 변화, 시간에 따른 햇빛의 변화 및 사람의 이동변화를 시뮬레이션 

요소로 선정하였다. 계절변화의 세부적인 하위 변화요소와 설문항목은 김지희

(2010)와 신재윤 외(2011)의 가로 식재의 계절적 변화에 관련된 설문항목을 참

고하여 봄 경관, 여름 경관, 가을 경관, 겨울 경관 등 네 가지 하위 시뮬레이

션 요소들을 설정하였다. 햇빛의 변화와 사람의 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항

[그림 38] 식재 행열 배치

출처: 신재윤 외(2014)

[그림 39] 식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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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가로경관 무형요소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

기에 김지희(2010)의 보행자가 인식하는 어메니티에 관련된 평가항목을 참고

하여 햇빛에 따른 낮과 밤 및 그림자의 변화와 사람의 이동 동선과 밀도를 

세부 하위 시뮬레이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상위요소 중간요소 하위요소

유형요소 보도 포장

포장색상

포장패턴

포장크기

포장질감

[표 12]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요소 

[그림 40] 햇빛의 변화 [그림 41] 계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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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3D 모델의 구축

1. 3D 모델의 구현 범위

본 연구에서는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기 위하여 3D 모델링 기반의 

VR 시뮬레이션을 제작한다. 3D 모델링 기반의 VR 시뮬레이션 제작에 앞서 

우선 3D 모델의 구현 범위를 설정한다. VR 시뮬레이션에서 느끼는 공간감과 

장소성은 대상지 가로 근경 구간의 구현뿐만 아닌 원경 구간의 구현과 더불

어 증대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도시 속의 가로임으로 차도, 보행로는 물론 

가로변 건축물, 가로시설물 등 가로에 인접한 경관 요소와 스카이라인과 같은 

가로 식재

식재구성

식재수종

식재간격

식재배치

무형요소

계절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햇빛의 변화

그림자의 변화

낮

밤

사람의 이동
보행자 밀도

보행자 이동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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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의 경관 요소들도 제작하여야 한다. 특히 시뮬레이션에서 보행자가 걷

는 보행로, 가로시설물 및 보행로와 인접한 새롭게 설계된 건축물은 구체적으

로 제작해야 하며 보행로에서 보이는 반대편 보행로와 가로시설물 및 건축물

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보행로에서 보이는 경관 요소들을 거리

에 따라 3D 모델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 구현하였다.

3D 모델의 구현 범위 중 1단계는 대상가로의 보행로, 가로시설물, 가로수와 

직접적으로 인접한 새로운 고층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2단계 범위는 직접적인 

대상가로는 아니지만 보행로에서 보행자가 바로 보이는 반대편의 보행로와 

건축물,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이 포함된다. 3단계 범위는 대상가로의 원경으

로서 가로와 직접적으로 인접하지 않지만 주변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건

축물들이 포함된다. 

2. 3D 모델 범위별 LOD 설정

3D 모델링의 구현 범위를 선정한 후 각 단계별 3D 모델의 LOD(Level of 

[그림 42] 3D 모델의 구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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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를 설정한다. LOD란 3D 모델의 디테일 수준을 의미한다. LOD값이 높

을수록 3D 모델링의 디테일 정도가 높아지며 해당 3D 모델의 데이터 용량 또

한 커진다. 3D 모델의 데이터 용량이 커질수록 시각화 표현을 위한 컴퓨터연

산시간이 길어지며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부담과 요구가 높아진다.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는 이런 대용량 3D 모델의 효율적인 시각화를 위해 LOD 개

념을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3D 모델의 디테일 수준은 높이고 상대적으

로 덜 중요한 3D 모델의 디테일 수준은 낮추어 제작하여 불필요한 컴퓨터 연

산을 줄임으로서 효율적인 3D 모델의 시각화를 구현한다. 때문에 3D 모델 범

위별 중요도에 따라 각각 다른 LOD를 설정하여 모델을 제작하는 것이 효율

적인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와 3D 모델의 시각화에 있어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OD 설정을 가장 대중적인 CityGML의 LOD 설정지표를 참

고하여 설정하였다. CityGML의 LOD지표는 도시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3D 모

델링을 위해 설정되었으며 0부터 4까지의 총 5단계의 LOD수준을 정의하였다. 

LOD0 LOD1 LOD2 LOD3 LOD4

빈 공간 또는 

3D 지형 모델

- 박스형태의 

단순 건물 모형. 

- 지붕, 외관상

세 및 재질 생

략

- 지붕, 외관상

세 등을 포함. 

- 수목의 표현

- 지붕, 창문, 발

코니 등의 상세 

표현과 고해상도

의 재질 표현

- 상세 수목 및 

시설

건물 외관뿐만 

아닌 실내 인

테리어 포함

[표 13] CityGML의 LOD 설명 

[그림 43] CityGML의 LOD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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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D 모델의 1단계 범위를 LOD3을 목표로 하여 인접한 건축

물의 지붕, 창문, 기둥 등 상세한 외관상의 표현을 구현하며 고해상도 재질을 

매핑하여 제작한다. 또한 가로수의 잎, 줄기, 가지 등을 상세하게 표현하며 보

행로의 재질을 매핑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2단계 범위의 3D 모델 또한 LOD3

을 목표로 하되 1단계 범위의 모델보다는 건물의 외부형태에 있어 조금 낮은 

디테일로 표현하며 건물의 외관과 재질을 모두 표현한다. 3단계 범위의 3D 

모델은 LOD2를 목표로 구현하되 이미지 매핑을 활용하여 건물의 대략적인 

외관의 형태와 재질을 표현한다. 

3. 가로경관 요소별 3D 모델 제작과정

본 연구에서 대상지의 3D 모델을 제작하기 위하여 계획된 새로운 건축을 

포함한 CAD 도면과 국토정보플랫폼의 수치지도를 베이스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든 3D 모델의 제작은 ‘Rhino 3D’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제작하였다. 보행로, 차도 등은 CAD 도면을 토대로 구축하였고 인접한 

새로운 건축물은 계획안 CAD 평면도와 단면도를 참고하여 입체적으로 제작

하였다. 가로 주변의 건축물은 수치지형도 속 건축정보와 공간정보오픈플랫폼 

‘V World’를 참고하여 3D 모델을 제작하였다. 

[그림 44] Rhino에서 제작한 3D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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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no 3D에서 건축, 차도, 보행로, 시설물 등 3D 모델을 제작한 후 텍스쳐 

매핑(Texture Mapping)을 작업을 통하여 재질 이미지 매핑을 진행할 때 필요

한 매핑의 단위 크기, 방향과 배열을 설정한다. Rhino 3D에서 바로 고해상도 

재질 이미지를 3D 모델에 매핑할 수 있지만 추후 VR제작 프로그램인 언리얼 

엔진4(Unreal Engine 4)에서 불러올 때 재질 매핑이 깨지거나 데이터의 누락

으로 언리얼 엔진4에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기본적인 매핑의 단위 크

기, 방향과 배열은 Rhino 3D에서 설정한다. 

이상 VR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제작에 필요한 보행로, 차도, 건축물, 시설물 

등 요소들의 3D 모델과 정보들을 Rhino 3D에서 완성하고 재질 텍스쳐 매핑을 

완성한다. 완성된 3D 모델은 다음 VR 시뮬레이션 제작 단계에서 언리얼 엔진

4에 입력하여 추가작업과 함께 몰입형 VR 시뮬레이션을 제작한다. 

[그림 45] Rhino에서 Texture Mapping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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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몰입형 VR 시뮬레이션 제작

1. 언리얼 엔진 4 (Unreal Engine 4)

본 연구에서는 VR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기 위하여 미국 에픽 게임즈(Epic 

Games)사의 게임엔진인 언리얼 엔진4(Unreal Engine 4)를 사용하였다. 언리얼 

엔진4는 게임엔진으로 개발되었지만 강력한 실시간 렌더링 시각화 기술과 

VR, AR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발하게끔 제공하여 게임 분야뿐만 아닌 건

축, 도시, 조경, 실내디자인 등 다양한 공간설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엔진

이다. 실제로 HOK, NBBJ, Zaha Hadid 등 대형 건축회사에서는 VR업무관련 

부문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건축회사에서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여 다양한 VR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디자인 커뮤니케이

션을 진행하고 몰입형 시각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언리얼 엔진4의 VR플랫폼을 사용하여 몰입형 

VR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그림 46] HOK사의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건축

설계 프로젝트

출처: HOK Design

[그림 47] HNTB사의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도시

설계 프로젝트

출처: HN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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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R 시뮬레이션 제작 Work-Flow

몰입형 VR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기 위하여 우선 제작 흐름도를 정리한다. 

몰입형 VR 시뮬레이션의 제작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제작된 

3D 모델 데이터를 언리얼 데이터스미스(Unreal Datasmith) 플러그인을 사용하

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언리얼 엔진4에 입력하여 배치한다. 둘째, 고품질 이미

지 재질을 제작하여 3D 모델에 매핑한다. 셋째, 언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

(Blueprint) 스크립트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가로경관 요소들과 다양한 상

호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넷째, 완성된 VR 시뮬레이션을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플랫폼에서 작동하게끔 패키지하여 출력한다. 

❚ 데이터의 입력

방대한 3D 모델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입력하는 것에는 항상 대량의 

시간과 컴퓨터연산이 필요하다. 기존의 일반적인 입력방식으로 방대한 용량의 

3D 모델을 언리얼 엔진에 입력할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고 컴퓨터 하드웨어 

사향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언리얼 데이터

스미스(Unreal Datasmith)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데이터스

미스 플러그인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기존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3D 

모델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에 입력할 수 있으며 3D 모델의 좌표, 계층구조, 

재질 등 정보들이 함께 입력된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3D 모델을 수정

[그림 48] VR 시뮬레이션 제작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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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시 자동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수정된 3D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데이터스미스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3D 모델을 언리얼 엔진에 입력하

여 배치하도록 하였다.

❚ 재질 매핑

재질 매핑이란 재질 이미지를 3D 모델의 표면에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기

존에 Rhino 3D에서 3D 모델의 매핑의 크기, 방향, 배열 등을 미리 설정하였

기에 언리얼 엔진에서 재질을 제작하여 3D 모델에 입히면 된다. 언리얼 엔진

에서 재질을 제작하기 위해서 포토샵(Photoshop)으로 재질 이미지를 제작하여 

언리얼엔진에 입력해야 한다. 입력된 재질 이미지를 베이스 컬러 텍스쳐(Base 

Color Texture), 재질의 질감을 표현하는 노멀 맵(Normal Map), 반사 값을 주

는 스페큘러 텍스쳐(Specular Texture), 투명도를 주는 불투명도(Opacity)등 변

수를 조성하고 조정된 변수의 이미지를 중첩하여 현실감 있는 재질을 제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3D 모델에 많은 재질의 제작이 필요하였으며 

이런 세부적인 재질 제작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때문에 앞서 3D 모델 범

위와 LOD설정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3D 모델의 재질은 비교

적 상세하게 제작하고 비교적 원거리의 3D 모델의 재질은 비교적 덜 상세하

[그림 49] 데이터스미스 작업 흐름도

출처: Unreal Engine 4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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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작하였다. 기타 일부 재질은 언리얼엔진 마켓플레이스 오픈 에셋 데이터

를 활용하여 적용하였다.

❚ 블루프린트(Blueprint)를 활용한 상호작용 구축

언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Blueprint)는 언리얼 에디터 안에서 노드 기반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를 만드는 비주얼 스크립팅 시스

템이다. 블루프린트 시스템은 보통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힘들었던 상

호작용시스템 구현작업을 일반 디자이너도 비교적 쉽게 스스로 구현할 수 있

게 제작된 유연하고 강력한 기능이다. 블루프린트의 기본적인 작동방식은 시

각적인 스크립팅 노드, 이벤트, 함수, 변수 등을 선으로 연결하여 복잡한 상호

작용 요소를 제작하는 것이다. 

[그림 50] Blueprint를 활용한 상세 재질 제작

구분 블루프린트 내용

유형요소

보행로 포장
HMD 컨트롤러를 클릭하여 보행로 포장의 패

턴, 크기, 재질, 색상 변경

가로수 식재
HMD 컨트롤러를 클릭하여 가로수 식재의 구

성, 식재 수종, 식재 간격, 식재 행열배치 변경

[표 14] 상호작용 블루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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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런 블루프린트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가로경관의 

유·무형요소를 시뮬레이션하는 상호작용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HMD 컨트롤

러의 클릭을 통하여 가로포장의 패턴, 크기, 색상 등을 변경하고 가로수의 수

종, 식재간격, 식재구성, 식재의 행열배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무형요소

계절 변화
HMD 컨트롤러를 클릭하여 보행로 식재의 계절

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변경

햇빛의 변화

가상현실속 태양을 24시간동안 계속 변화하게 

작동하여 다양한 시간대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고 낮부터 밤까지의 가로경관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사람의 이동
HMD 컨트롤러 클릭을 통하여 사람들의 이동패

턴과 보행자 밀도를 변경

기타

차량의 배치
컨트롤러를 클릭하여 다양한 상황의 차도 속 

차량의 배치를 변경

소리
가로공간 차량의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등 

가로 노이즈를 구현

텔레포트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으

로 직접 순간 이동하기

[그림 51] 가로수 변경 블루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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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보행로 포장 변경 블루프린트

[그림 54] 보행로 포장 변경

[그림 52] 가로수 행열배치 변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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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버튼의 클릭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식재의 계절변화를 구현하

고 24시간 태양의 이동을 실시간 시뮬레이션하여 빛의 이동과 가로의 그림자

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블루프린트를 활용하여 보행로에서 보행자

들의 이동패턴과 보행자 밀도에 관한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도 있

다. 이외에도 가로의 차량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등을 블루프린트로 연결하

여 청각적 요소를 구현함으로서 시뮬레이션의 몰입감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림 55] 가로수 계절변화 블루프린트

[그림 56] 은행나무 계절변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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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사람의 이동동선 및 밀도 변경 블루프린트

[그림 58] 보행자 밀도 변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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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출력

앞서서의 모든 VR 시뮬레이션 제작 작업이 끝나면 HMD 및 기타 장비에서 

해당 시뮬레이션을 재생시키기 위한 패키지 출력에 관한 작업이 필요하다. 언

리얼 엔진에서 제작한 컨텐츠는 PC, 스마트폰, 테블렛, 게임기기 등 다양한 

플랫폼 기기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출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MD, PC 

등 기기를 사용하여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에 Windows(64-bit) 플랫

폼으로 해당 컨텐츠를 패키지하여 출력하였다. 

[그림 59] 실시간 햇빛 변화 블루프린트

[그림 60] 햇빛의 실시간 변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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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몰입형 가상현실 실험평가

1절: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실험설계

1.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는 몰입형 VR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체험자가 실시간

으로 가로경관 유·무형요소의 변화를 체험하고 유·무형요소의 변화가 가로

경관 쾌적성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활

용하여 평가하려고 한다. 실험의 순서는 몰입형 가상현실의 체험 후 AHP 평

가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특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

행한다. 본 실험에서 몰입형 VR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하여 고성능의 컴

퓨터, HMD기기 등 장비를 사용하였고 5m x 5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여 서

울대학교 환경대학원 VR전산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대상

본 연구는 가로경관의 유·무형요소가 보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 쾌적성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평가해보는 연구로서 AHP 방법을 활용하였다. AHP 방법

을 활용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관련 

학문의 전공자들이 실험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평가의 대상을 조경, 도시, 건축 등 공간설

계 분야의 대학원생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한다. 본 실험 및 설문평가에 

총 25명의 서울대학교 관련 전공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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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장비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총 두 가지로 가로경관 VR 시뮬레이션 제

작 및 실행을 위한 고사양의 PC와 VR HDM 기기인 HTC VIVE이다. 원활한 

VR 시뮬레이션의 제작과 실행을 위하여 Intel(R) Core(TM) i5-9600K CPU 

@3.70GHz의 프로세서, 32GM의 RAM, NVDIA GeForce RTX 2070 그래픽 카드

가 탑재된 고사양 PC를 사용하였다. HMD는 보편적으로 많은 VR 체험 및 시

뮬레이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HTC사의 VIVE를 사용하였다. 

4. 실험방법

본 연구의 실험은 1차 모의실험을 진행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

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졌다. 첫째, 실험자들은 우선 본 연구실험내용, 

대상지에 관련된 내용, 장비사용설명 등을 구두설명과 설명서 유인물을 통하

여 확인한다. 둘째, 장비설명 및 조작예시를 실행한 뒤 실험자가 HMD를 착용

하여 몰입형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셋째,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실

[그림 61] HTC VIVE 

출처: https://www.vive.com/kr/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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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진행한 뒤 설문지작성 및 인터뷰를 통하여 AHP 설문항목 및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특성에 관련된 설문항목 내용을 작성한다. 넷째, 설문자들의 설문

지를 수집한 후 Microsoft Excel를 사용하여 통계계산 및 결과를 도출한다. 

선행으로 진행된 모의실험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에서 VR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석사생 3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실험 및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모의실험을 통하여 VR 시뮬레이션 제작에 관련된 피드백, 시

뮬레이션 요소설정 및 AHP 설문항목에 대한 피드백, 설문지 작성에 관련된 

피드백들을 받았다. VR 시뮬레이션 요소설정 및 AHP 설문항목에 있어서 무

형요소의 청각적 요소 대신 사람의 이동과 빛에 관련된 요소를 설문항목으로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VR 시뮬레이션의 제작에 있어 주로 가로시설물, 

차도, 포장에 대한 세부적인 모델링 묘사와 디테일적인 재질의 표현을 제안하

였다. 설문자 작성에 관하여 원활하고 정확한 AHP 설문평가를 진행하기 위하

여 AHP 설문지 작성전 실험자들에게 AHP 평가의 일관성에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모의실험 설문자들의 설문지를 수집

후 AHP 설문의 결과를 계산하여 각각 요소들의 중요도를 측정하였고 AHP 방

법에 관련된 통계계산 및 기타 AHP 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서울대학교 통계

연구소 자문을 요청하였다. 통계연구소 자문을 통하여 AHP 통계계산법과 모

의실험 통계계산 결과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모의실험에서 

[그림 62] 실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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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피드백을 개선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63] 모의실험 AHP 평가계층 구조

[그림 64] 모의실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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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문 평가항목 설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보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유·무형요소들의 중요도 평가를 위한 AHP 관련 설문항목과 가상현실 시뮬

레이션의 특성 평가와 관련 리커드 척도의 설문항목 등 크게 두 가지 부분으

로 진행하였다.

상

위

요

소

중요

도

순

위

중간

요소
중요도

복합

중요도

순

위

하위

요소
중요도

복합

중요도
순위

유

형

요

소

0.819 1

보도

포장
0.570 0.469 1

포장

색상
0.213 0.010 14

포장

패턴
0.438 0.205 1

포장

크기
0.120 0.056 6

포장

질감
0.229 0.107 4

가로

식재
0.430 0.352 2

식재

구성
0.318 0.112 3

식재

수종
0.420 0.148 2

식재

간격
0.185 0.065 5

식재

높이
0.078 0.027 11

무

형

요

소

0.181 2

계절

변화
0.611 0.111 3

봄 0.173 0.019 12

여름 0.302 0.034 9

가을 0.386 0.043 7

겨울 0.138 0.015 13

청각

요소
0.389 0.070 4

자연음 0.408 0.029 10

인공음 0.592 0.041 8

[표 15] 모의실험 AHP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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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AHP 방법을 통하여 보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의 보행 쾌적성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유·무형요소 중 개별적인 요소들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설정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경관형용사를 

활용한 평가항목설정 혹은 가로경관의 유형요소 위주의 항목으로 가로경관의 

쾌적성 평가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설

문조사 평가항목을 참고 및 재구성하여 AHP 평가기법에 필요한 유형요소와 

무형요소를 포함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상위요소 중간요소 하위요소

유형요소

보도포장

포장색상

포장패턴

포장크기

포장질감

가로식재

식재구성

식재수종

식재간격

무형요소

계절변화

봄 경관

여름 경관

가을 경관

겨울 경관

햇빛의 변화

그림자의 변화

낮

밤

사람의 이동
보행자 밀도

이동 동선

[표 16]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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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항목 주요내용

정오진

(2008)

보행환경 만족도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보행환경 요소
보차분리, 보도 폭, 가로조명, 조경시설, 휴식공
간, 가로시설물

최임주

(2009)
쾌적성

보도의 재질, 수목, 청결상태, 휴식공간, 쓰레기
통

최용욱

(2010)

보행환경성
횡단보도 기하구조, 보도의 기하구조, 보도의 연

속성, 보행자 정보시설

보행쾌적성 보행자 방해물, 보행환경, 시설유지보수

문준수

(2010)
보행쾌적성 보행자 방해물, 식재, 보도포장 색채

김지희

(2010)

어메니티 공기, 물, 햇빛, 소리, 녹지, 경관

조경적 요소 바닥포장, 조형물, 수목, 물의 연출

최민식

(2010)

보행도로 포장디자인 포장색상, 포장패턴, 포장재 질감, 포장 크기

포장디자인의 상관성 가로시설물, 식재, 간판, 건물

문하늬

(2011)
보행환경 만족도

물리적 환경 : 보도 폭, 형태, 표면재료, 주변건

물 용도, 주변건물 높이, 편의시설물, 수목 및 화

단, 범죄안전, 조명, 차량 및 차도, 청결도

신재윤 외

(2011)

계절벌 가로경관 수목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경관이미지
경관형용사(아름다운, 친근한, 다양한, 깨끗한, 자

연적인, 시원한 등)

이태리

(2012)
쾌적한 환경

휴지통 설치개수, 대중교통 정류장까지의 거리, 

도로 위생·청결, 조경·식재

유재승

(2014)

식재유형 교목식재, 교목+관목, 교목+지피

만족도
쾌적하다, 안정적이다, 조화롭다, 녹음이 풍부하
다

신재윤 외

(2014)

가로수 식재간격 4m, 7m, 10m

가로수 식재유형
1열차도측 식재, 1열 보도중앙식재, 2열 병렬식

재, 2열 교호식재

[표 17] 선행연구 설문조사 항목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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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가로경관 VR 시뮬레이션에서 가상현실의 상호작용성, 몰입감, 실

재감, 행위 주체성 등 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항목은 

노승민(2018)과 이찬종(2019)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필

요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설정하였다. 설문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상호작용 특성에서는 상호작용 조

작의 편리성과 흥미성 및 즉각 반응속도를 중점으로 3문항을 설정하였다. 가

상현실 시뮬레이션의 몰입감 특성에서는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컨텐츠에 관련

된 5문항과 HMD 장비에 관련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실재감 특성에 관련

된 문항에서는 정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4문항과 동적인 요소들과 관련된 6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행위주체성 특성에 관련된 문항에서는 체험자가 

가상현실 속에서의 이동, 자세 및 조작성에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질문

리커드척도

(1~5)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상호작용

VR 시뮬레이션 속에서 요소들을 변경할 때 조작이 

편리하다

VR 시뮬레이션 속에서 요소들을 변경할 때 즉각 

반응한다

VR 시뮬레이션 속에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 작동

이 흥미롭다

몰입감

VR 

시뮬레

이션 

컨텐츠

VR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안 실제 가로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VR 시뮬레이션속 사물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

졌다

VR 시뮬레이션 속 사물, 수목, 사람들이 실제처럼 

느껴졌다

[표 18] 가상현실 특성 관련 설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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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시뮬레이션 속 소리들이 실제 가로환경의 소리

처럼 느껴졌다

VR 시뮬레이션 속 시점 높이가 실제 시점 높이와 

같다

HMD 

장비 

관련

VR 시뮬레이션 속 가로환경 화면이 뚜렷하게 보인

다

VR 시뮬레이션 속 화면의 해상도가 높다

VR 시뮬레이션 속 화면의 화질이 선명하다

VR 시뮬레이션 속 시각이 실제 시각 같다

VR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어지럽지 않다

VR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시각적인 불편함

이 없었다

실재감

정적인 

요소

VR 시뮬레이션 속 가로의 포장이 실제 같다

VR 시뮬레이션 속 건물이 실제 건물 같다

VR 시뮬레이션 속 사물, 수목, 사람의 스케일이 맞

는 것 같다

VR 시뮬레이션 속 사물의 재질이 실제 같다

동적인 

요소

VR 시뮬레이션 속 사물이 손에 잡힐 듯 느껴진다

VR 시뮬레이션 속 가로환경이 생동감 있다

VR 시뮬레이션 속 빛이 실제 같다

VR 시뮬레이션 속 식재가 실제 같다

VR 시뮬레이션 속 그림자가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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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AHP 평가분석

1. AHP 분석의 의미

AHP 평가분석 방법은 여러 대안의 결정을 내릴 때 정량화하기 어려운 인

간의 감성에 의존하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서, 개인이나 그룹의 주관

적 및 개인적 선호도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평가분석 툴이다. 평가분석에

서 많이 사용하는 리커드 척도는 각 개별 요소에 대한 중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나 그 상대적 크기인 중요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위계적으

로 같은 수준에 놓인 요소들의 경우는 그러한 평가방법이 의미가 있을 수 있

으나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요소들과 같이 서로 다른 위계 수준에 있는 요소

들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부적합하다. 때문에 본 연구의 가로경관 유형요소와 

무형요소의 비교평가방법에서 AHP 평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VR 시뮬레이션 속 사람의 이동이 실제 같다

행위

주체성

VR 시뮬레이션 속 이동이 쉽다

VR 시뮬레이션 속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이동할 수 있다

VR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 취하고 싶은 자세를 편

히 취할 수 있다

VR 시뮬레이션 속의 요소변경을 하고 싶을 때 바

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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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P 방법의 특징

AHP 방법은 6가지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Tomas L Saaty, 2005). 첫째, 복

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표현한다. 둘째, 정서적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셋째, 평가자들의 

판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넷째, 의사결정 문제와 관련된 정보 및 상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다섯째,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모델이다. 여섯째, 그룹 의사결정도 가능하게 해

준다. 

3. AHP 실행과정

❚ 평가체계 계층 구조화

AHP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평

가 기준을 각각의 다른 레벨로 나누어 계층구조로 작성해야 한다. 계층구조의 

가장 위에 위치하는 레벨은 하나의 종합목적이 되며, 그 아래의 레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자의 판단에 의해 종합목적에 관련되는 요소로 이루어진다. 

❚ 쌍대비교를 위한 행렬 작성

계층구조가 형성되면, 각 계층에 소속된 구성요소들을 상호 비교하는 쌍대

비교행렬을 작성한다. 즉 평가항목들을 A1, A2, A3,···, An 이라하고 상대

적 중요도를 W1, W2, W3,···, Wn 이라고 한다면 의사결정자의 쌍대비교

에 의해 행렬이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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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도 척도 및 중요도 계산

중요도는 동일계층의 두 개의 요소들을 상호 비교하여 얻을 수 있다. 이때 

주로 9점 척도를 사용한다. 즉 1에서 9까지의 수 또는 그 수들의 역수들로서 

이루어진다. 설문을 통하여 중요도 척도에 따라 실험자들은 중요도를 기입 후 

설문조사를 맞친 설문지를 수집하여 수식에 따라 요소별 중요도를 계산한다. 

중요도 정의 설명

1 동등하게 중요
비교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상위단계의 목표에 동

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약간 중요

경험이나 판단으로 볼 때 한가지의 요소가 다른 요

소에 비해 약간 더 중요하게 상위의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5 중요

경험이나 판단으로 볼 때 한가지의 요소가 다른 요

소에 비해 매우 필수적이거나 상대적으로 훨씬 중

요하다.

[표 19] AHP 9점 척도

[그림 65] 쌍대비교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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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주 중요
경험이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증적으로 상대

적으로 다른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입증된 경우.

9 절대 중요

실증적으로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가장 

강한 결정적 요소임을 확언할 수 있음이 증명된 경

우.

2,4,6,8
위의 척도들의 

중간값

위에서 정의된 중간척도 값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6의 경우는 중요(5)와 아주 중요(7)의 중

간값이 된다.

숫자들의 

역수

1, 1/2, 1/3, ... 

1/8, 1/9

요소 a가 요소b에 대해 위의 척도중 하나인 n인 

값을 가질때 요소b는 요소a에 대해 1/n의 중요도를 

갖는다.

❚ 평가의 일관성 측정

AHP 평가분석을 진행할 때 실험자는 일관성을 가진 의사결정에 의해 설

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실험자가 A가 B보다 중요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지만 C가 A보다 중요하다고 설문을 작성하였을 때 논리적으

로 모순이 되며 일관성이 떨어진 의사결정 및 설문을 진행한 것이 된다. 이런 

피실험자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합도 지수(Consistency Index :C.I.)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C.R.)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림 66] 정합도 C.I.과 일관성 C.R.의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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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AHP 평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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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HP 평가계층구조 설정

본연구에서는 AHP 평가분석을 통하여 보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 쾌적성에 

있어서 유·무형요소들이 주는 영향력의 중요도를 평가하려고 한다. AHP 분

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계층을 구조화하여 틀을 먼저 잡아야 한

다. 평가사항에 관련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앞선 가로경관 구성요소의 이

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및 대상지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VR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에서 선정된 유형요소와 무형요소들을 평가체계에 구

조화한다. 

3절: 실험결과 및 분석

본 연구의 실험 설문에서는 보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 쾌적성에 영향을 주

는 유·무형요소들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AHP 설문과 가상현실 시

뮬레이션의 상호작용성, 몰입감, 실재감, 행위 주체성 등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한 리커드 척도의 설문 등 두 가지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AHP 설문과 리커드 

척도의 설문 등 두 가지 설문의 결과값을 산출하고 결과값에 대한 분석을 진

행하였다. 

[그림 68] 본 실험 AHP 평가계층구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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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HP 설문결과 및 분석

설문자들의 AHP 설문항목들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상위요소인 유형요소와 

무형요소의 중요도, 중간요소인 보도포장, 가로식재, 계절변화, 빛의 변화, 보

행자 이동 등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와 복합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중간요소 각

각의 세부적인 하위요소들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여 복합중요도를 산출하였

으며 각각 세부 하위요소들에 대한 순위를 도출하였다.

AHP 설문조사 및 통계계산 결과 상위요소에서 유형요소의 전체적인 중요

도가 무형요소보다 높게 나왔다. 중간요소의 복합중요도에서 1위는 가로식재, 

2위 계절변화, 3위 보도포장, 4위 빛의 변화, 5위 사람의 이동 순으로 나왔다. 

세부 하위요소 중 보도포장에서는 포장의 패턴, 가로식재에서는 식재의 행열

배치, 계절의 변화에서는 가을경관, 빛의 변화에서는 그림자의 변화, 사람의 

이동에서는 보행자의 밀도 등 요소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결

과가 나왔다. 세부 하위요소들의 복합중요도 순위에서는 1위는 식재의 행열배

치, 2위 가을 경관, 3위 식재의 간격, 4위 식재의 구성, 5위 그림자의 변화 등 

순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69] 본 실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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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의 결과와 비해 본 실험의 결과에서 무형요소에 대한 중요도가 더

욱 증가한 결과값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모의실험에서의 피드

백을 반영하여 본 실험에서 무형요소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변경요소가 더욱 

다양해지고 모델이 더욱 디테일하게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모의실험에서 구현

하지 못했던 기타 보행자 아바타의 이동 및 시뮬레이션 구현, 벤치에 앉았을 

때의 시점 구현 등 요소들도 무형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높인 원인으로 판단

된다. 

AHP 설문결과를 통하여 가로경관의 유형요소가 무형요소보다 중요하다는 

결과값이 나왔지만 그 차이가 작아 무형요소 또한 보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

의 쾌적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계절변화와 

같은 무형요소는 다른 유형요소들과 비하여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

[그림 70] AHP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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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식재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가로식재 자체는 가로경관의 유형요소이지

만 계절의 변화와 같은 무형요소로 인하여 가로경관의 쾌적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보행자가 쉽게 인지하며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가로경관의 식재요소들

은 특히 조경가의 전문분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가로환경설계 및 

계획 시 충분히 고려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험 전 예상결과에서 보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의 쾌적성에 있어 무형요소

가 유형요소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유

형요소가 무형요소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로서는 가상

현실을 활용하여 무형요소의 구현이 가능하지만 구현의 난이도에 있어 유형요

소보다 더욱 높은 난이도를 요구한다. 유형요소에 비하여 무형요소의 평가기

준, 평가항목 등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가 결핍되어 무형요소 시뮬레

이션의 구현에 있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유형요소의 변화는 시각적

으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지만 바람, 온도, 냄새 등과 같은 무형요소의 변화

는 시각 외에 청각, 촉감, 후각 등 오감으로 인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가

상현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시각 위주로 시뮬레이션

을 제작하였기에 무형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 때문에 사용자들이 시

뮬레이션에 과정에서 유형요소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변화를 체

감할 수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2. 가상현실 특성 평가결과 및 분석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특성 관련 설문평가는 리커드 척도 5단계를 적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 순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지 평가결과는 평균값과 표준편차값 계산을 통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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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특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다. 전체적인 평균값의 결과에서 상호작용성이 1위, 행위주체성이 2위, 몰

입감이 3위, 실재감이 4위 순으로 이루어졌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상호작용성에 관한 평가가 제일 높게 나왔다. 블루프린트를 활용하여 구축한 

상호작용 시스템과 HMD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실험자가 직접 컨트롤을 통하

여 다양한 변경요소들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고 가상현실에서 변경된 요소

들은 기타 요소들과의 즉각적인 상호작용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기존의 일반

적인 시뮬레이션 방법보다 실험자가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아 본 실험에서 상호작용에 관한 평가가 제일 좋은 것으로 판

단된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의 실재감 특성에 관한 결과값은 기타 특성에 비

해 비교적 낮다. 가로환경에 대한 3D 모델링 디테일 묘사에 대한 시간적 한

계와 보행자 아바타, 건축물, 수목 등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 구현에 대한 부

자연스러움이 시뮬레이션의 실재감을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1]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특성 전체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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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특성의 평균값은 4.11로 VR 시뮬레이션의 네 가지 특성 중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용자들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각각 시뮬레이션 

요소들이 즉각적으로 변화에 반응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조작의 편리성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는 본 시뮬레이션의 제작과정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구현

에 대한 디자인의 부족으로 판단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디자인과 구현방

식은 사용자의 조작감과 조작 편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사용자가 

HMD 컨트롤러로 조작하는 것은 직접 손으로 터치하여 조작하는 것에 비하여 

한계가 있고 편리성이 떨어진다. 추후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제작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향상된 디자인과 립모션(Leap Motio

n)1) 장치를 사용하여 편리한 조작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1)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그 움직임을 통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

[그림 72] 상호작용 특성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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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몰입감 특성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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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감 특성의 평균값은 3.90으로 대체 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

부 설문항목에서 VR 시뮬레이션 속 사람, 수목, 물체들에 대한 실사적인 묘사

정도가 부족하여 다른 항목들과 비교시 결과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속 사람, 사물, 나무 등 요소들에서 대한 실제와 같은 

묘사정도는 제작자의 3D 모델링 기술, 애니메이션 제작 등 스킬적인 능력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는 단시간에 향상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

인 작업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컴퓨터 스킬과 연관된 모델링의 작업시간

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조경 분야에서 많

이 사용되는 수목과 같은 식재에 관련된 고품질의 정보 모델링의 라이브러리

가 구축된다면 모델링 작업에 시간을 절약하여 기타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더욱 고품질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제작할 수 있으며 시

뮬레이션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HMD 장비와 관련되어 장비의 해

상도, 오래 착용 시의 어지러움 증상 등이 시뮬레이션의 몰입도에 영향을 준

다. 가상현실과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장비들은 근래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보

편화가 이루어지면서 가격 측면에서도 점점 낮게 측정되어 장비의 보급이 가

능해지고 있다. 기술의 하드웨어적인 장비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양이나 

성능 측면에서 점점 더욱 빠르게 업그레이드 되기에 HMD 장비 측면에서의 

해상도, 어지러움 등 문제들은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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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감 특성의 전체 평균값은 3.69로서 기타 세 가지 특성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세부 설문항목에서 건물 실제감의 부족, 기타 보행자 아바타 이

동의 부자연스러움, 사물 재질의 디테일 부족 등이 VR 시뮬레이션의 실재감

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 속 보행자 아바타는 오픈

소스인 언리얼 엔진의 에셋(Asset)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에셋의 모델링 디

[그림 74] 실재감 특성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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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이 비교적 저조하여 보행자 아바타의 이동이 부자연스럽게 구현된 것으

로 판단된다. 건물의 실제감, 사물의 디테일은 모델링뿐만 아니라 재질의 매

핑과도 연관이 크다. 고품질 재질은 건물, 사물 등의 디테일을 표현하고 실제

와 같은 실재감을 선사한다. 하지만 방대한 시뮬레이션 속 개체들의 재질을 

일일이 제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고품질 재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최근 점점 더 많은 고품질 재질 라이브러리가 제작되고 

있으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향후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서는 더욱 

실제와 같은 공간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5] 행위주체성 특성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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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체성 특성의 전체 평균값은 4.03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VR 시뮬레이션 속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동조작의 편리성, 시뮬레이션 요소변

경 컨트롤의 난이도 등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지만 VR 시뮬레

이션 진행 중 자신의 자세를 취함에 있어 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VR 시

뮬레이션을 진행시 HMD를 착용하고 있기에 현실과 차단되어 실제 주변 환경

을 인지하기 어렵다. 때문에 움직이거나 자세를 취할 때 주변 현실 환경에 대

한 미지로 인한 불안감이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 가로공간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가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가상현실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을 

HMD 기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실험 및 AHP 설문을 통하여 보행자가 가로

경관에서 느끼는 심리적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유·무형요소의 중요도를 측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로 구현한 가로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일

반적인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기법에서 구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가로경

관의 무형요소를 구현할 수 있었다. 특히 가상현실의 상호작용성, 몰입감, 실

재감, 행위주체성 등 특성들과 HMD 기기를 통하여 구현된 가로경관의 요소들

을 사용자가 직접 보행자의 시점에서 몰입된 환경에서 체험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가로경관의 유형요소와 무형요소를 같은 플랫폼

에서 통합하여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프로세스를 제시하

는 것이 본 연구의 큰 의의라고 본다. 연구의 실험결과에서 보행자가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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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의 쾌적성에 있어서 유형요소가 무형요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평가

하였지만 무형요소 또한 유형요소와 거의 동등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속 세부요소에서 제일 큰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요소는 가로식재 요소이다. 가로식재는 유형요소이기도 하지만 계절의 

변화, 음영의 변화, 온도의 변화 등 다양한 무형요소와 연관된 요소이며 조경 

가들의 전문 영역이기도 하다. 조경 전문가들이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가로식재와 같은 전문 영역과 관련된 요소들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한다면 가로설계 및 계획에 있어 유형요소 뿐만 아닌 무형요소

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인 설계 및 평가방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는 한 번의 사례로 가로경관 VR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지만 추후의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유형요소 위주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에 무형요소와 관련된 항목들을 추가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가로경관의 다양한 유형요소와 무

형요소를 시뮬레이션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로경관의 구성요소들

은 아주 다양하고 방대하며 모든 것을 한 번의 시뮬레이션 제작에 포함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로경관 무형요소의 구현 및 평가에 한계가 있었

다. 유형요소의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다양한 선행된 평

가분석연구에서 제시하였기에 구현 및 시뮬레이션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로경관 무형요소에 관하여 선행된 평가기준과 평가항목

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시뮬레이션을 제작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가로경관 무형요소의 평가기준과 평가항목들에 대한 제시 및 연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둘째, 아직 가상현실에 관련된 도구나 프로그램에 대한 숙련

도와 스킬이 부족하여 짧은 시간에 고품질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제작하는 것

에 한계가 있다. 특히 현실감 있는 재질의 제작, 코딩 및 스크립트에 대한 이

해도, 블루프린트를 활용한 상호작용 시스템의 구축 등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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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문적 스킬과 능력이 요구된다. 최근 언리얼 엔진을 개발한 에픽 게

임즈사에서는 게임개발전문가 아닌 건축, 조경, 실내디자인 등 공간설계 전문

가 대상으로 다양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여 VR 컨텐츠 개발 등 기술적 전문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또한 비전문가들을 위한 온라인 무료 강의 및 튜토리

얼을 주기적으로 배포하고 오픈소스 에셋도 점점 풍부해지고 있으면 특히 건

축, 조경, 도시 등 공간설계 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조작과 기능들을 추가하여 

엔진의 버전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매

체를 통하여 VR 컨텐츠 및 시뮬레이션 제작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다야하게 존재한다. 또한 다양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제작에 필요한 

요소들의 라이브러리 구축이 점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앞으로 효율

적으로 고품질의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가상현실은 4차산업의 핵심기술로서 다양한 공간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 조경 전문가로서 기존의 영역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

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설계, 계획, 평가 등에 대한 새로

운 방법을 탐구하고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과 가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접목하여 기존의 부족했던 유·무형요소의 통합적인 평가 

부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앞으로의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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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Virtual Reality Simulation of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in the Streetscape

- Focused on the Evaluation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Method -

PIAO ZAIXIA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imulates streetscape using immersive VR simulation and 

evaluates the importance of the influence of the street's tangible and 

intangible factors on the pedestrian's psychological perception of comfort by 

the AHP method. The streetscape is an important element that forms the 

image of the city as a daily repeated view of people in the city. Pedestrians 

recognize streetscape scenery with intangible elements as well as tangible 

elements of streetspace. To create a better streetscape,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pedestrian's psychological comfort is necessary. Various 

streetscape simulation methods have been developed for evaluation. However, 

general simulation methods are conducted by only evaluating the tangible 

elements of the streetscape, and the simulation and evaluation methods for 

the intangible elements of the streetscape are insufficient.

Virtual reality technology is one of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Fou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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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Revolution, and convergence research with various fields is being 

conducted. In the space design field, it is used as an efficient simulation 

technique by utilizing characteristics such as interactivity, immersion, realism, 

and subjectivity of virtual reality. The immersive VR simulation created using 

Unreal Engine, a game engine, can realize high immersion and realism and 

build various interaction systems. In the immersive virtual reality space, the 

user can experience the maximize the perception of the streetscape and 

feels psychologically at any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bine VR technology with streetscape 

simulation to simulate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that were previously 

impossible or difficult and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importance of 

affecting comfort. The spatial scope of this study is a newly-changing street 

adjacent to Gil-eum station in Seoul.

As the method of research, firstly, the preceding studies and the 

streetscape guidelines are reviewed to derive the components of the 

streetscape and the evaluation items of the simulation. Secondly, I create an 

immersive VR streetscape simulation based on 3D modeling using Rhino, 

Unreal Engine 4. Thirdly, an immersive VR simulation experiment is 

conducted using HMD devices for graduate students in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majors, and the AHP survey and VR characteristic survey 

are conducted. Fourth, through the questionnaire results, the importance of 

tangible and intangible factors on the comfort of the streetscape was 

evaluated, and the performance of VR characteristics in the simulation was 

evaluated.

In this study, I propose a new method of streetscape simulation using 

virtual reality and quantitatively evaluate factors of the comfo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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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cape that are difficult to quantify by measuring the importance of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of streetscape using the AHP method.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I could confirm the possibility of simulation and 

quantitative evaluation of streetscape using virtual reality. This can be 

expected to create a more pleasant streetscape through the suggestion of an 

integrated streetscape design guideline considering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 Keywords : VR, Streetscape Simulation, AHP, Streetscape Evaluation, Unreal 

Engine

❚ Student Number : 2018-2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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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AHP 설문지

<가상현실을 활용한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및 평가에 관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박재현(Piao ZaiXian) 

석사과정 학생의“가상현실을 활용한 가로경관 시뮬레이션 및 평가에 관한 연

구”석사논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보

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의 쾌적성에 있어서 가로경관의 유형요소와 무형요소

들의 중요도를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측정 및 파악하려고 합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계층의사결정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

하여 쌍대비교 및 분석되며, 직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답변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답안 작성 요령을 확인 하

신 후 일관적인 판단으로 각 문항에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보호되며, 연

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에 대

하여 다른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자: 박재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2019년     12월      일  

              

      설문자:                         설문동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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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작성 안내 

본 설문은 보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에 있어서 가로경관의 유형요소 및 무

형요소 등 디자인 요소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상지 현황에 맞춰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묻고 있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계층의사결

정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각 요소간의 상대적인 중요

도를 분석 및 판단하게 되며 2가지 요소를 비교하는 쌍대비교방식을 사용합니

다. 아해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쌍대비교 응답 작성 요령

1) 설문의 작성은 두 요소를 일대일 비교하여 아래의 9점 척도를 참고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에 따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 정의 설명

1 동등 A와 B의 중요도가 같다

3 약간 중요 A가 B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5 중요 A가 B보다 중요하다

7 매우 중요 A가 B보다 매우 중요하다

9 절대 중요 A가 B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2, 4, 6, 8 위 중요도 사이의 중간 값

기

준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기

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요

소

A

○

요

소

B

예시: 요소B가 요소A 보다 매우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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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P 설문의 쌍대비교 문항은 모두 연계되어 있으며 일관성 있는 답안의 

작성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보다 중요하고(A>B), B가 C보다 중요할

(B>C) 경우 A는 C보다 중요하다(A>C)고 분석되기에 설문문항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됩니다. 

기

준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기

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요

소

A

○

요

소

B

요

소

A

○

요

소

C

요

소

B

○

요

소

C

예시1: A가 B보다 중요, A가 C보다 중요 = B와 C는 동등



- 97 -

3. 설문항목 및 설명

[그림 1] AHP 평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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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지 개요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지하철 4호선 길음역 8,9번 출구부터 길음2동 

주민센터까지 연결되는 300m 가로구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아리 텍사스

촌이 자리했던 길음역 일대는 ‘신길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새로운 모

습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대상지 가로 

옆에는 지상 29층의 아파트 3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상지 가로는 기존의 좁은 2m~4m의 보행로에서 10m정도의 훨씬 

넓어진 보행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새로운 가로환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행자들이 이동하는 보행로의 옆에는 8차선 도로가 존재하며 새로 들어설 상

가와 연접할 것입니다. 

상위요소 설명

유형요소 가로경관에서 고정된 형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무형요소 가로경관에 있어서 비고정된 형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

중간요소 하위요소 설명

보도포장

패턴 보도포장의 문양, 패턴

크기 포장 패턴 단위 및 개체의 크기

색상 포장의 전체적인 색상 (회색/적색/청색/녹색계열)

재질 포장의 사용된 재질 (석재, 콘크리트 ...)

가로식재

식재구성 식재구간의 교목, 관목, 초화류 조합구성

식재간격 교목식재의 간격 (6m~8m)

식재배치 교목식재 행렬배치 (1열차도측/보도중앙, 2열병렬/교호)

식재수종 교목식재의 수종 (양버즘, 은행, 느티)

계절변화

봄 가로의 봄의 경관, 식재의 변화

여름 가로의 여름의 경관, 식재의 변화

가을 가로의 가을의 경관, 식재의 변화

겨울 가로의 겨울의 경관, 식재의 변화

햇빛의 변화

낮 가로의 낮시간의 경관

밤 가로의 저녁시간의 경관

그림자 햇빛과 시간의 변화로 인한 가로의 그림자의 변화

사람의 이동
이동동선 가로 보행자들의 이동 동선의 변화

이동밀도 가로 보행자들의 밀도의 변화



- 99 -

대상가로 주변에는 길음뉴타운 6단지 래미안아파트, 성북 힐스테이트, 길음

서희 스타힐스, 돈암 현대아파트와 앞으로 지어질 롯데캐슬 클라시아 아파트 

등 다수의 아파트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현대백화점, 길

음시장, 앞으로 들어올 저층 상가 등 상업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으로 서울미아초등학교, 숭곡 초등학교, 숭곡중학교, 서울도

시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다수의 학군이 위치합니다. 교통환경으로 해당 가로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연결되는 초역세권이고 마을버스, 공항버스, 간선

버스등 편리하고 다양한 버스노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림 2] 대상지 

[그림3] 대상지 현황사진



- 100 -

[그림 3] 대상지 주변

[그림 4] 건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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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HP 설문

다음 중 가로경관의 어느 요소가 보행자가 느끼는 가로경관의 쾌적성에 있

어서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십니까?

1) 대분류

2.1) 중분류(유형요소)

기

준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기

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가

로

유

형

요

소

가

로

무

형

요

소

기

준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기

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보

도

포

장

가

로

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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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분류(무형요소)

기

준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기

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계

절

요

소

햇

빛

의 

변

화

계

절

요

소

사

람

의 

이

동

햇

빛

사

람

의

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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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세부분류(유형요소 – 보도포장)

기

준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기

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포

장

색

상

포

장

패

턴

포

장

색

상

포

장

크

기

포

장

색

상

포

장

질

감

포

장

패

턴

포

장

크

기

포

장

패

턴

포

장

질

감

포

장

크

기

포

장

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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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세부분류(유형요소 – 가로식재)

기

준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기

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식

재

구

성

식

재

수

종

식

재

구

성

식

재

간

격

식

재

구

성

식

재

배

치

식

재

수

종

식

재

간

격

식

재

수

종

식

재

배

치

식

재

간

격

식

재

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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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세부분류(무형요소 – 계절변화)

3.2-2) 세부분류(무형요소 – 햇빛의 변화)

기

준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기

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봄
여

름

봄
가

을

봄
겨

울

여

름

가

을

여

름

겨

울

가

을

겨

울

기

준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기

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그

림

자

낮

그

림

자

밤

낮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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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세부분류(무형요소 – 보행자의 이동변화)

6.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특성평가 설문항목

다음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귀하가 느낀 가상현실의 특성에 

관련된 설문항목입니다. 본 설문은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기

준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기

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이

동

동

선

이

동

밀

도

리커드 척도 점수 설명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구분 질문

리커

드

척도

(1~5)

상호작용

VR 시뮬레이션 속에서 요소들을 변경할 때 조작이 편리

하다

VR 시뮬레이션 속에서 요소들을 변경할 때 즉각 반응한

다

VR 시뮬레이션 속에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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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감

VR 

시뮬레

이션 

컨텐츠

VR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안 실제 가로공간에 있는 것처

럼 느껴졌다

VR 시뮬레이션속 사물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VR 시뮬레이션 속 사물, 수목, 사람들이 실제처럼 느껴졌

다

VR 시뮬레이션 속 소리들이 실제 가로환경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VR 시뮬레이션 속 시점 높이가 실제 시점 높이와 같다

HMD 

장비 

관련

VR 시뮬레이션 속 가로환경 화면이 뚜렷하게 보인다

VR 시뮬레이션 속 화면의 해상도가 높다

VR 시뮬레이션 속 화면의 화질이 선명하다

VR 시뮬레이션 속 시각이 실제 시각 같다

VR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어지럽지 않다

VR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시각적인 불편함이 없었

다

실재감
정적인 

요소

VR 시뮬레이션 속 가로의 포장이 실제 같다

VR 시뮬레이션 속 건물이 실제 건물 같다

VR 시뮬레이션 속 사물, 수목, 사람의 스케일이 맞는 것 

같다

VR 시뮬레이션 속 사물의 재질이 실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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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요소

VR 시뮬레이션 속 사물이 손에 잡힐 듯 느껴진다

VR 시뮬레이션 속 가로환경이 생동감 있다

VR 시뮬레이션 속 빛이 실제 같다

VR 시뮬레이션 속 식재가 실제 같다

VR 시뮬레이션 속 그림자가 자연스럽다

VR 시뮬레이션 속 사람의 이동이 실제 같다

행위주체성

VR 시뮬레이션 속 이동이 쉽다

VR 시뮬레이션 속에서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이동할 

수 있다

VR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 취하고 싶은 자세를 편히 취할 

수 있다

VR 시뮬레이션 속의 요소변경을 하고 싶을 때 바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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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문자 일반사항

다음은 설문 응답자 일반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 번호에 표시

(○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50대       ⑤60대 이상

3. 귀하의 전공 또는 직무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조경       ② 건축        ③ 도시       ④ 실내건축      ⑤ 기타

4. 해당 전공 또는 직무의 경력은 몇 년이십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③ 10년~15년   ④ 15년~20년   ⑤ 20년이상

5.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대학교 졸업   ② 석사재학   ③ 석사졸업   ④ 박사재학   ⑤ 박사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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