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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설계방식으로 등장한

LIM(Landscape Information Modeling)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 결과

물인 조경정보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후

변화와 도시재해의 대응책으로써 미기후, 지형, 우수, 조경식재, 토양 및 포장재를

포함한 조경설계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써 건설분야에서 생태적 설계를 수행하는 조경분야의 전문

성과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생태적 건강을 추구하는 조경설계는 친환경 설계, 지속가능한 설계, 녹색 설계,

생태적 설계,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설계, 그리고 회복탄력적 설계 등 다양한 명칭

으로 불려왔다. 이러한 일련의 설계 경향들은 명칭은 다르지만 조경설계요소들을

다루면서 유사한 설계기법들을 구사한다. 이들은 대기오염, 도시홍수와 토사, 열섬

현상 등의 도시재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해 준다. 이렇듯 도

시재해를 가장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조경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조경전문

가들은 그간 국토정책적 차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왔다. 조경분야에서 다

루는 설계요소와 기법의 정량적 평가, 설계안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결과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거를 얻지 못한 채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태성을 추구하는 전문가로서 조경설계가들이 설계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논리를 지켜나가면서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설계안의 분석과

검토를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설계안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마련은 미기후, 지형, 우수, 조경식재, 토양 및 포

장재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입체적 정보모델과 관계지향적 설계방식을 도입함

으로써 가능하다. 입체적 정보모델은 LIM의 결과물인 조경정보모델을, 관계지향

적 설계방식은 파라메트릭 기법을 의미한다. LIM과 파라메트릭 기법을 활용하면

모델에 입력된 속성정보들과 일종의 관계식인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변수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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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규명함으로써 설계안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검토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경설계가들이 도시재해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생태적 설계를 진행하

면서 조경정보모델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설계안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LIM의 관련 기술은 조경정보모델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기술로 나뉘며 LIM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들이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협업이 자주 이루어지는 건설산업

에서 BIM 설계 지침과 가이드는 발주처 또는 타분야와의 규약이므로 모델의 구

축을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모델 구축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설

계단계별로 요구되는 LOD(Level Of Development) 수준에 맞추어 모델을 구축하

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조경정보모델의 활용은 구축된 모델을 토대로 전문분야에

서 요구되는 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설계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조경전문가들

의 지식과 경험, 활용에 대한 의견들을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전문가 인터

뷰를 진행하고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의견을 범주화한 후 정보모델을 생태적 설

계에 활용하기 위한 설계업무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설계업무에는 성절토량과 경사지의 표면적 계산, 생육조건과 조경식재의

속성정보 연동을 통한 식재설계, 시간적 추이에 따른 4D 수목 시뮬레이션의 수행

이 있었다. 도시재해 저감과 관련한 설계업무로는 조경식재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열저감을 위한 열환경지수의 산정 및 검토, 저영향개발을 위한 빗물

관리시설 대책량 및 생태면적률의 계획과 산정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 인터뷰 과

정에서 LIM이 조경설계의 심미성과 생태성 추구에 미칠 영향과 현재의 과다한

규제에 대한 정보모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수 전문가들은 LIM이

심미성이 아닌 생태성에 대한 근거와 공학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도구라는 데에

중지를 모았다. 그리고 설계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현재의 규제를

합리적 규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정보모델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상에서 조경정보모델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사례 대상

지에 모델을 구축하고 전문가 인터뷰에서 도출된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모델 구

축 과정에서는 라이브러리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 조경식재 모델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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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또한 부정형 지형 위의 포장재 모델링에 기술이 요

구되었다. 모델 활용 측면에서는 BIM용 저작도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알

고리즘을 작성하고 실행함으로써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우선 2D 설계방식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던 성절토량과 경사지 표면적

을 BIM용 저작도구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구해진 성절토량과 표면적을

마운딩이나 사면 녹화공법의 물량산출에 사용하여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경식재의 생장률을 반영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수목의 4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고 5.5m의 속성수인 메타세쿼이아는 생장률

0.87m/yr를 적용하여 5년 후 9.9m, 10년 후 14.2m의 수고가 예상되었다. 같은 방

식을 다른 수종들에 적용시킴으로써 경관 변화와 함께 수목 간의 밀도 변화를 예

측할 수 있다. 단편적 조건이지만 외부환경 중 일조에 대한 조경식재의 내음성을

검토함으로써 생육조건을 고려한 식재설계를 수행하였다. 3D 지형상의 음영 축적

시간을 색상 범례에 의해 표현하고 내음성에 의해 수목의 색상이 변경되도록 알

고리즘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일차적 식재 배치가 이루어지면 이 알고리즘을 실행

하여 내음성이 음영 축적시간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도시재해 저감과 관련하여 다음의 네 가지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첫

째, 설계안에 대한 수목의 대기정화 기능을 예측하기 위해 4D 시뮬레이션과 조합

하여 수목의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흉고직경의 변화

량을 기준으로 개체목당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을 제시한 기존 연구 결과를 활

용하였다. 이에 생장률이 0.64㎝/yr로 입력된 흉고직경 8㎝의 스트로브 잣나무의

경우 CO2 흡수량이 9.52㎏과 O2 발생량이 6.96㎏으로 추정되었고, 1년 후 각각

10.23㎏과 7.48㎏, 5년 후 14.44㎏과 10.55㎏, 10년 후 21.23㎏과 15.48㎏으로 추정

되었다. 생장률이 0.67㎝/yr로 입력된 흉고직경 10㎝의 계수나무의 경우 CO2 흡수

량이 12.20㎏과 O2 발생량이 8.90㎏으로 시작되어 1년 후 각각 15.37㎏과 11.20㎏,

5년 후 27.60㎏와 20.09㎏, 10년 후 42.55㎏와 30.94㎏으로 추정되었다. 이렇듯 시

간의 추이에 따라 흉고직경이 변화하고 이에 의해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 등 수

목이 환경에 주는 영향도 변화한다. 그러므로 조경설계를 진행하면서 변화하는 설

계안의 환경성능을 예측하여 설계 결과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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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설계안에 대한 열환경지수를 예측함으로써 공간의 위치, 수종 및 포장재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례에서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어린이놀이터

(P1), 주민운동시설(P2), 휴게시설(P3)의 세 곳에서 COMFA를 예측하였다. UCTI

로 체감온도가 가장 높게 나온 일시의 설계 전후 COMFA 값은 P1에서 758.89W/

㎡과 705.26W/㎡, P2에서 444.64W/㎡과 369.92W/㎡, P3에서 156.45W/㎡과

79.49W/㎡로 나타났다. COMFA 값에 영향을 미치는 복사흡수량은 하늘시계지수

(Sky View Factor), 수목의 전도율, 포장재의 알베도에 의해 조정된다. 세 지점의

복사흡수량을 살펴본 결과 강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P1의 복사흡수량이 설계 전후

다른 지점보다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간의 위치, 식재 및 포장재

설계에서 열쾌적성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정보모델을 활용하여 저영향개발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대책량을 계산, 검

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침투시설의 용량을 산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빗

물관리시설 필요대책량은 부지의 전체면적, 녹지면적, 빗물분담량 5.5㎜/hr이 적용

되어 109.694㎥/hr이 산출되었다. 설치대책량은 침투시설과 이용시설의 면적이 정

보모델에 의해 계산되어 111.058㎥/hr이 구해졌다. 알고리즘은 필요대책량과 설치

대책량을 비교하여 설치대책량이 충분한지 검토하여 결과를 보여주었다.

넷째, 정보모델을 활용하여 생태면적률의 계획과 산정에서 설계안의 검토와 자

동 산정이 가능해졌다. 생태면적률은 사업승인 당시의 모델을 구축 후 계산한 결

과 그 값이 다르게 나왔다. 이 차이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의 면적 산정에서 발

생하는 오차, 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영역의 변화, 포장재 속성과 토심

및 하부지반구조에 의해 수정된 생태면적률 가중치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는 모델의 정확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특정 소프트웨어들 간의 구적

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도 적용 및 검토를 위해 조경정

보모델을 활용하여 면적 산출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이드와 지침이 요구된다.

연구의 한계로는 앞서 진행된 설계업무들에 대한 정량화된 기초 데이터가 부족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례

로 수목의 대기정화 기능에 대한 데이터는 여러 연구와 문헌에서 다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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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자연소재인 수목 자체가 가지는 다양성과 기준 설정의 어려움, 실측의

한계 등으로 자료의 단위조차 체계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용하는 데

이터마다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기후, 지형, 우수, 조경식재, 토양 및 포장재 등 조경설계요소들

에 대한 정량화된 데이터와 다양한 속성정보의 표준화, 체계적 구축 및 관리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조경분야의 생태적, 공학적 설계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

한 것으로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할 연구과제이다. 설계요소들의 객

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모델을 구축하여 활용하면 근거에 기반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공원과 녹지 조성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정량적 수치로 환산하여

조경설계가들의 논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는 조경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해 나가

는 중요한 연구과제이면서 동시에 기후변화와 도시재해에 임하는 책임 있는 전문

가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주요어 : 파라메트릭 기법, 알고리즘, 기후변화, 저영향개발, 도시열섬현상, 

         건축정보모델, 상세수준

학  번 : 2009-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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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제4차 산업혁명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화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산

업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또는 만물인터넷1), 그리고 인공

지능 등의 활용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제4차 산업의 개념이 개인 주거공간에

적용된 것이 스마트 하우스(smart house)이고 도시공간에 구현된 것이 스마트 시

티(smart city)이다.

최근 스마트 시티의 건설은 급속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 인구가 집중된 도시공간에서 시

민, 물자, 서비스, 경제적 재원, 그리고 기반시설 등 인간의 정주환경과 관련된 다

양한 정보의 수집과 구축,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 이에 스마트 시티 건

설을 위한 주요한 데이터 자료로써 GIS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의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 초기이기는 하지만 스마트 시티의 실현을 위

해 BIM과 GIS의 상호운용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여 공간정보를 연계하

고자 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강태욱, 2016; 김현주, 2018; 최준영, 2014; 최현

상, 2017).

도시라는 공간적 맥락과 더불어 기후변화와 도시재해가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

고 있는 현재, GIS와는 별도로 건축물과 대등한 스케일의 보다 상세한 외부공간

의 정보 구축과 활용이 요구된다. 미기후와 대기오염, 도시홍수 및 토사, 열섬현상

등 도시재해 저감을 위해 외부공간의 위치 선정, 조경식재 설계, 투수성 포장재

및 우배수 시설의 계획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들이 스

1) 마케팅 용어라는 비판이 일기는 했으나 사물인터넷에서 더 나아가 시스코의 CEO인
존 체임버스는 2014년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이라는 조어를 제안하
기도 하였다(Chambers & Elfrin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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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한 도시의 실현에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외부공간의 정보 구축이란 조경정

보모델(Landscape Information Model)의 구축을 의미한다. 특히 건축정보모델

(Building Information Model)과 함께 조경정보모델의 구축이 함께 모색되어야 하

는 것은 시설 및 공간의 계획, 설계에서부터 유지관리, 철거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과 외부공간의 일관성 있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조경정보모델링(Landscape Information Modeling, 이하

LIM)은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행위이다. 즉 LIM은 조경설계요소를

대상으로 객관적 정보 데이터에 근거한 입체적 설계를 수행하는 행위 또는 방식

을 의미한다. 조경설계 과정에서 LIM을 도입하게 되면 정보화된 3차원적 모델을

통해 외부공간 설계와 시공 간의 연계성, 간섭체크, 물량산출 및 견적, 공정 시뮬

레이션, 설계의 친환경성 예측 등 설계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량

화된 설계지표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가능해진다.

과거 조경설계는 입체적 지형을 고려하지 못한 채 2차원적 평면 위주로 진행되

어 왔고 정량화된 객관적 정보와 데이터에 근거하기보다 설계가의 직관과 경험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대화 이전 서양에서 미기후를 고려한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살

펴보면 적지를 선정하고 외부환경을 다루는 것이 매우 전통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적 지식들이 조경설계에 내재되어

왔다(Brown & Gillespie, 2012).

이러한 경향은 조경설계가들이 수행해왔던 여러 생태적 설계에서도 드러난다.

조경설계가들은 지속가능성이 설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친환경 설계, 지

속가능한 설계, 녹색 설계,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설계라는 유사하지만 다른 명명

의 생태적 설계를 수행해 왔다.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재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회복탄력적 설계 내지는 도시재해를 저감시키기 위

한 설계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세부기법들을 살펴보면 명칭들만 조금씩

다를 뿐 실질적인 방법과 지향하는 바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 일군의 설계 경

향들은 기후와 지형, 그리고 조경 설계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시스템적으로 이해

하고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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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조경설계가들이 다루는 대상지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설계변수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조경설계가들은 점차 근거를 토대로 하는 합리적 접근방법을 수행하도

록 요청받고 있다. 즉, 연속적인 빅데이터로서의 기후 현상, 지형의 3차원적 형태,

그리고 다양한 조경설계요소들의 생태적, 기능적 속성정보들과 그 관계성을 파악

하여 설계안을 발전시켜 나가고 설계의 결과를 예측, 검증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업무들은 아날로그 방식의 드로잉과 계산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하는 디지털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

다. 최근 등장하는 디지털 설계도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정보 데이터를 다루며

변수와 관계식에 의한 관계지향적 설계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조경전문가들의

설계행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LIM과 파라메트릭 기법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설계도구들은 속성정보의 구축을 통해 복잡한 형태의 생성, 도

면 작성의 자동화, 시공과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설과정을 하나의 연속체로 이

어주는 설계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설계 변수들과 그 관계성을 토대로 무수

히 많은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정량화된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생태성 추구를 위한

설계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설계도구와 방식으로의 전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LIM에 앞서 등장했던 BIM은 도입 초기에 긍정적 기대효과로 빠른 확산이 예상

되었으나 현실은 이와 달랐다. BIM의 도입이 단일 소프트웨어의 전환이 아닌 설

계, 시공, 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대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조경분야에서

LIM의 도입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아직 조경설계를 지원해줄 LIM 전용 저작도

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확한 형상과 정보로 이루어진 단위 객체를 기

반으로 하는 건축적 요소들에 비해 조경식재로 대표되는 자연소재들은 규격화가

어렵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설계안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델링 업무

의 효율성을 높여줄 설계 컨텐츠인 라이브러리 구축은 조경분야의 특성상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LIM 설계 방식으로의 전환을 기회 삼아 설계요소들의 정보화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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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경설계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계가들이 자신들의 설계안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거나 현장에서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는 채 설계안을 작성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조경정보모델의 구축과 함께 정보모델의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향상시킨다면 모델 구축의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렵게 구축하고도 그 모델의 활용 가치를 찾을 수 없

다면 구축된 모델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경정보모델의 가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도시재해가 키워드가 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조경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위상을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2. 연구목적

조경분야는 그 태동부터 생태적 접근방법을 통해 외부공간의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분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래 들어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생태적 건전성은 조경설계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이자

지향점이었다. 다만 조경설계의 프로세스 상에서 설계안에 대한 합리적 접근방법

과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도시재해를 마땅히 다루어야 하는 전문

분야로서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왔을 뿐이다. 그러므로 조경설계가들이

기후변화와 도시재해 저감에 관한 설계업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모델을 효

율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가진다. 첫째, 조경정보

모델 구축과 활용을 위한 정보의 입력, 정보모델의 작동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한

설계안의 정량화된 결과물 도출 등 LIM의 전반적인 활용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조경설계가들이 근거를 토대로 하는 설계를 수행하는 방안을 보여

줄 수 있다. 둘째, 기후변화와 도시재해에 초점을 맞추어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

여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업무들을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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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조경설계가들이 외부공간의 생태성을 추구하는 전문가로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그간 적극적으로 활용하

지 못했던 디지털 설계도구의 사용을 도모하고 현재의 BIM용 저작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경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작성하

여 설계도구를 사용자화(customizing)함으로써 조경분야에서도 디지털 도구가 적

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근거에 기반한 설계를 수행하는 데에 조경설계가

들이 디지털 설계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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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국토정책적 차원에

서 기후변화와 도시재해에 대한 다양한 양상의 대응책들이 논의되고 있음을 밝히

고 그 중에서도 생태적 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이 조경분야의 전문적 영역임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또한 친환경 설계, 지속가능한 설계,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설계,

회복탄력적 설계 등 생태성을 추구하는 여러 조경설계의 경향들이 존재하지만 이

들이 지향하는 바는 모두 동일함을 확인하고 이들을 통해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설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근래 들어 드러나는 설계 대상지의 규모상

특성과 조경설계요소들의 복잡다단한 속성들로 인해 LIM과 파라메트릭 기법의

도입이 필요함을 논의하면서 조경분야에서 디지털 설계도구의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LIM의 개념과 연구 동향, 그리고 해외 전문단체들의

LIM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정보모델의 구축과 활용 가능성을 논의

하였다. 해외에서 LIM에 관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조경 전문단체로는

미국 조경가협회(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ASLA), 영국 조경

협회(Landscape Institute, LI), 노르웨이 조경협회(Norske Landskapsarkitekters

Forening, NLA), 그리고 호주 조경가협회(Australi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s, AILA) 등이 있다. 이들 단체에서 발간하고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료들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LIM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 협회들의 발간지, 기술정보지, 뉴스레터, 컨퍼런스 및

행사 자료집과 유인물, 학술저널 등을 조사하였다. 그 외의 분석 자료로서 LIM

도입을 위해 협회 내에 결성된 BIM Working Group들의 회의록과 지침서, 협회

에서 발행하는 관련 저서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외 조경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LIM 활용 방법을 알아보

기 위해 대표적인 조경 프로젝트들을 선정하고 이를 조사, 분석하였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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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을 위해 앞서 언급된 해외 조경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된 LIM 프로젝트들

을 조사한 후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세 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구체적

인 모델 구축 및 활용방법을 논하였다.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영어권인 노

르웨이를 제외하고 미국, 영국, 호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하여 이들이 소개하고 있

는 대표적인 조경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사, 출판물, 수상작 소

개 과정에서 사례들이 발견되었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하였다. 선정된 사례의 자세한 조사와 분석을 위해 프로젝트 수행업체, 발주처나

정부 관계기관,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 판매사의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사례 분석에서는 모델링 업무와 행위, 그에 관련된 사항들을 LIM의 특성과 도

입 효과를 토대로 분류하고 사례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즉, (1) 모델의 대상이

되는 조경설계요소와 조경정보의 내용 및 구축 방법, (2) 3D 모델 제작의 측면에

서 소프트웨어와 특정 도구 사용법, 통합모델의 저장과 관리, (3) 상호운용성 확보

와 관련하여 데이터 포맷과 교환, 정보 표준화, 협업 과정, 그리고 (4) 조경정보모

델의 활용 목적, 내용 및 방법 등 네 가지 항목들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를 통해 구체적인 조경정보모델의 구축 및 활용방법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경정보모델의 실제 구축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

해 정보모델의 구축 방향을 설정하였고,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보모델의 활

용 방향을 구상하였다. 전문분야별 정보모델은 설계단계에 따른 모델의 상세수준

과 정보의 형식 등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에서 배포한 BIM

설계 지침이나 가이드에 따라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건축분야 BIM 적
용가이드(국토해양부, 2010), EX-BIM 가이드라인(한국도로공사·한국BIM학회,

2016), BIM 설계도서 작성지침(대한건축학회, 2016), KBIMS2) 라이브러리 제
작기준(빌딩스마트 Korea, 2016), 그리고 LH BIM 활용 가이드(한국토지주택공

2) 국토교통부와 빌딩스마트 Korea(한국 빌딩스마트협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
행하고 2016년도에 그 성과물로 국내 BIM 표준인 KBIMS(Korea BIM Standard)를
개발, 공시하였다. KBIMS는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BIM 표준으로 각종 기준, 정보규
격, 분류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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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18) 등이 있다. 이 지침과 가이드들을 통해 모델링의 범위와 상세수준인

LOD(Level of Development 또는 Level of Detail)를 결정하는 등 모델 구축 방향

을 구상하였다.

이어서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방향을 구상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지침과 가이드를 따라야 하는 모델의 구축과는 달리 정보모델을 설계과정에

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설계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 전문가들의 의견

과 발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경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함

으로써 조경설계 과정에서 정보모델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조경설계사무소의 실무자들과 함께 녹색건축

물 인증제도인 G-SEED의 생태환경분야와 관련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에 근

무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생태적 조경설계를 위한 정보

모델의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계업무

외에도 정보모델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그리고 LIM에 관한 전반적인 의

견 등이 함께 논의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전문가들의 의견은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범주화하고 구체적인 설계업무들을 도출하였다. 질적 내용분석

은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측정

방법과 도구 또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이상호, 2007). 최성호 등(2016)은 대표

적인 질적 연구방법으로 Krippendorff, Elo & Kyngäs, 그리고 White & Marsh에

의한 내용분석의 절차를 소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Elo & Kyngäs의 연역적

접근방법을 통해 질적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1-1 참조). 이는 본 연구의 제

2장에서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설계방안으로서 (1) 대기정화 및 생태적 기능을 수

행하는 식생 조성, (2) 분산형 우수처리기능을 수행하는 토지피복과 시설물 마련,

(3)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지반 조성, 그리고 (4) 열쾌적성 향상을 위한 피복 및 식

생의 활용이라는 네 가지 방안이 이미 구해져 있으므로 이를 연구방법의 ‘구조화

된 분석 매트릭스’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Elo & Kyngäs의 연역적 접근방법은 준비과정(preparation), 조직화(organ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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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고(reporting)의 3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인 준비과정에서는 단어나

주제 등의 분석 단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답변에서 나

오는 설계업무가 분석의 단위가 되었다. 두 번째 단계인 조직화 과정에서는 구조

화된 분석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 자료를 검토하여 만들어진 범주에 따라 코딩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범주화 틀에 맞지 않는 자료들이 존재한다면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된 설계업무들을 네 개의

도시재해 저감 설계방안의 구조화된 분석 매트릭스에 배치한 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보편적인 의견이나 LIM에 대한 도입 과제, 전반적인 시각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별도의 범주를 만들어냈다. 이로써 전문가들이 언급한 설계업무들의 범주

화를 통해 도시재해 저감 설계에 적합한 설계업무들을 유추해내고자 하였다. 마지

막으로 연역적 접근방법의 세 번째인 보고의 단계에서 내용을 가시화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범주화된 전문가 의견을 빈도수로 도표화하였다.

넷째, 앞서 구상한 조경정보모델의 구축 및 활용 방향에 대한 실현성을 검토하

그림 1-1. Elo & Kyngäs의 질적 내용분석 과정
자료: Elo & Kyngäs, 2007(최성호, 2016: 143 재인용). 저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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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LIM 도입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례에 적용시켜 보았

다. 대상지는 건설산업에서 BIM 환경이 구축되었을 때 건축 및 토목분야와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로 운용되어 통합모델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유형 중에서 선택하였다. 이에 최근 완공된 공동주택단지의 조경설계 중에서 지형

의 굴곡이 있으면서 비교적 높은 생태면적률을 확보한 프로젝트를 사례로 선정하

였다. 이는 모델링 과정에서 3차원적 지형과 다양한 피복유형의 포장재, 조경식재

에 대한 모델 구축을 시도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

된 도시재해 저감 설계업무들에 초점을 맞추어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적용함으로

써 모델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조경정보모델 구축과 활용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사례 적용 과정을 거쳐

결론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향후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2-2. 연구범위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설계단계에 따른 정보모델의 상세수준 범위는 중간설계에 맞추었다. 조경

정보모델은 설계단계에 따라 기획,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공의 5단계에

따라 모델의 상세한 수준이 달라진다.3) 중간설계단계의 정보모델은 계획설계의

그것보다 구체적인 형태와 정보를 담고 있어 구조의 검토, 개산 견적, 친환경시설

물 인증제도 등 인허가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이

아니라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가들이 자신의 설계안에 대한 환경성능을

3) 각 단계별로 BIM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으며 정보의 상세수준은 점점 높아진다.
기획단계는 설계의 목표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매스로 간략히 면적 및 사업성
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계획설계단계는 기초 형태의 BIM 모델을 구축하여 설계의 가
시화와 초기 환경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중간설계단계에서는 계획설계단계보다
구체적인 형태와 정보를 모델에 담아 구조 검토, 개산견적, 친환경시설물 인증제도 등
의 인허가에 활용하게 된다.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시공 가능할 정도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모델을 구축하여 시공전의 간섭체크, 공사비 검토 등을 수행한다(대한건축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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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그 근거에 기반하여 도시재해 저감을 위해 설계안을 발전시켜나가는 과

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취지에 맞는 설계단계는 중간설계 수준이므로 상세수

준의 범위를 여기에 맞추었다.

둘째, 물리적인 조경설계요소의 범위로는 지형과 포장재, 조경식재로 한정하고

조경시설물은 제외하였다. 조경시설물은 모델 구축이 비교적 용이하고 별도의 모

델로 작성하여 객체 단위로 불러들여질 수 있으며 대상지에 미치는 생태적 영향

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조경설계요소들 가운데 라이브러리 구축에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필요한 것은 대표적 자연소재인 조경식재이다. 3차원적 형태의 단위 객체

모델링을 근간으로 하는 LIM에서 조경식재의 다양성과 비규격화된 형태는 모델

링의 진행을 어렵게 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자연적 형상을 구현하면서 상당량

의 식재 본수를 모델링 하다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에어의 제약, 시간과 노동력의

소요가 예상된다. 그러나 조경설계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설계요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간설계단계에 적합한 상세수준을 다루어 보았다. 조경식재에는

교목, 관목, 지피초화류가 포함되는데 특히 관목과 지피초화류의 모델링은 군식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모델링 기술이 요구된다. 교목 역시 여러 생태적 속성정

보를 포함한 다양한 수종별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셋째, 본 논문에서 다룰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방향에 대한 설계업무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업무들에 한정하도록 하였다. 생태적 조경설계 내지는 도시

재해 저감을 위한 설계업무에는 다양한 설계기법들이 활용되고 있고 수시로 그

기술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을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

이며 불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조경실무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설계업무와

기법을 다루는 것이 유의미하므로 실무자들이 조경정보모델의 활용방안으로 제시

한 설계업무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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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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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재해 저감 설계와 디지털 도구 

제1절 기후변화와 도시재해

1-1. 기후변화와 도시재해의 발생

산업화 이후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함께 도시집중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되어 왔다. 이에 기후 특성이 변하면서 집중호우와 강수량이 증가하였고 토지

이용 특성이 변하면서 인공시설물 및 지반의 불투수포장재 면적이 증가하였다. 이

러한 두 가지 부정적 특성의 변화가 상호 동반되면서 도시 내에서 빈번한 홍수의

발발과 간헐적이긴 하나 토사에 의한 재해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차량의 과도한

운행 및 인공열의 방출, 온실효과 등에 의해 도시열섬현상과 대기오염의 정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기상청은 한반도 기후변화를 관측한 결과 지난 106년간(1912∼2017년) 평균기온

이 0.18℃/10년으로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16.3㎜/10년으로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 강수량 10㎜ 이상의 강수빈도와 강수량이 증가하고 80㎜ 이상의 강한 강

수의 증가가 뚜렷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국립기상과학원, 2017). 지난 30년간

(1981∼2010년)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기온은 1.2℃ 상승하였으며 연강수량은 1981

년에 비해 2010년에는 77.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기상청, 2017a).1) 이를 토대로

연평균기온과 연강수량의 상승폭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표 2-1 참조).

1) 이는 평균 연강수량의 7% 수준이지만 30년간 증감율의 변동이 커서 유의한 변화 경
향임을 확인할 수는 없다(기상청, 2017a).

연도 연평균기온 상승 연강수량 상승

1912∼2017년(106년간) +0.018℃/년 (+0.18℃/10년 기준) +1.63㎜/년 (+16.3㎜/10년 기준)

1981∼2010년(30년간) +0.04℃/년 (+1.2℃/30년 기준) +2.59㎜/년 (+77.6㎜/30년 기준)
자료: 국립기상과학원, 2017: ii, iv; 기상청, 2017a: 1. 저자 편집.

표 2-1. 한반도 기후변화 관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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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또한 RCP 시나리오2)를 활용하여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을 한 바 있다(기상청, 2017b). RCP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대응정책(➊)과 연계하
여 선정되는데 대표적으로 2.6, 4.5, 6.0, 8.5의 네 개 시나리오를 사용한다(표 2-2

참조). RCP 시나리오의 숫자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인 복사강제력

(➋)이자 에너지 평형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에 의해 온실가
스인 CO2의 농도(➌)가 유추된다. 이 RCP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100년
경 한반도의 미래 기온은 RCP 2.6에서 1.8℃, RCP 6.0에서 3.0℃ 더 높아질 것으

로 나타났고, 강수량은 RCP 2.6에서 5.5%, RCP 6.0에서 6.8%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또한 한반도 온난화 전망에 따라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여름일수와 같은

고온 관련 극한지수는 증가하고 한파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와 같은 저온 관련

극한지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더불어 특히 많은 사람들의 활동, 인공시설물들이 모여 있는

도시지역은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공간이 된다(강정은 등, 2012). 도시지역은 하천변 및 급경사지와

2)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는 대표농도경로라고 하는데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UN 기후변화 국제협의체)에서 기후변
화 전망 시나리오로서 개발, 배포한 것이다. 이것을 활용하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인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기상청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snr_greeting/rcp.php).

시나리오 기후변화 대응정책(➊) 복사강제력
(W/㎡, ➋)

CO2 기준
(ppm, ➌)

2100년도 한반도 기후 전망

온도 강수량

RCP 2.6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지구
스스로가 회복 가능한 경우

2.6 420 +1.8℃ +5.5%

RCP 4.5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4.5 540 - -

RCP 6.0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6.0 670 +3.0℃ +6.8%

RCP 8.5 저감 없이 현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8.5 940 - -

자료: 기상청, 2017b: 1-2; http://www.climate.go.kr/home/snr_greeting/rcp.php. 저자 편집.

표 2-2. RCP 시나리오에 의한 2100년도 한반도 기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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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해 취약지역의 개발, 불투수면적 증가 등과 함께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재해발생시 대규모 피해 증가가 예상된다(한우석·유진욱, 2015). 주요한 도시

재해에는 도시홍수, 토사재해, 도시열섬현상, 그리고 대기오염 등이 있다(표 2-3

참조).

국내에서 발발하는 도시재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도시홍수이다. 도시홍수는

강우량이나 강우 강도, 일수 및 지속시간 등이 늘어나고 도시 내 인공시설물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한다. 즉 도시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주차장, 건물, 도로 등의 불

투수층이 증가하여 지하로 우수가 흡수되어 저장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 이

와 함께 표면으로 유출되는 우수량이 늘어나고 우수가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면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강정은 등, 2011).

토사재해는 2011년 서울시 우면산 자락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새로이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도심지내 산사태에 따른 토석류(土石流)3)의 발생에 의한

것으로 도시내 자연재해 중에서 비교적 생소한 재해유형으로 나타났다(김경훈 등,

2016). 이러한 토석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가파른 경사, 느슨한 암반과 흙, 점토광

물, 포화토, 강우 및 녹은 눈 등이다(김병식, 2013). 근래 국내에서는 국지성 폭우

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재해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주거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심지 인구밀도가

특히 높은 국내는 토사재해 발생시 외국에 비해 그 피해 규모가 크다(신봉진 등,

2016).

도시재해 중의 하나로 열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것으로서 도시열섬현상이 있다.

도시열섬현상은 도시 내 특정 지역이 주변 교외지역에 비해 더 높은 기온을 나타

내는 현상을 의미한다(김용진 등, 2011). 이를 측량하기 위해 도시열섬계수(Urban

Heat Island Intensity)를 활용하는데 일정기간 동안 해당지역과 교외지역 간의 최

고온도가 2℃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도시열섬현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오규식·홍

3) 토석류란 풍화작용을 받은 흙과 암석이 폭우나 장마로 인해 물로 포화되어 저항력이
중력에 의해 활동하려는 힘을 지탱하지 못한 채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한다(김병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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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2005)는 도시열섬현상의 원인으로 공장 및 차량 배기가스, 냉난방 배출열 등

각종 인공열의 발생, 태양열을 흡수하여 그 표면과 주변온도를 상승시키는 아스팔

트나 콘크리트 표면 등 인공구조물의 증가, 그리고 녹지면적의 감소 등을 들었다.

대기오염은 도시홍수와 함께 흔히 거론되는 도시재해 중의 하나이다. 한 지역의

대기환경은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만 대도시는 특히 경제활동의 집중으로 인

해 에너지 사용량이 크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의 직접 배출률도 높다(김용표,

2006). 대기오염은 산업화 이후 산림의 훼손,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 방출, 다양한 화학 오염물질의 대기 중 무분별한 배출 등에 의해

발생된다. 탄소, 질소, 황의 순환에 변화가 생기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를 비롯하여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미세먼지

(PM10, PM2.5)4) 등이 대기 중 오염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4)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는 크기가 작아서 인체에 쉽게 흡입되는 대기오염물질로
2001년 대기환경기준에 포함된 직경 10㎛ 이하의 먼지인 PM10과 2015년부터 대기환
경기준에 포함된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라 부르는 PM2.5가 있다(장영기,
2016).

도시재해 내용 원인

도시홍수 주차장, 건물, 도로 등의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 물이 넘쳐흐르는
현상

지하로 우수가 흡수되어 저장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표면으로 유출되는 우수량이 증가하고
우수가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짐

토사재해 산사태에 따른 토석류(土石流)의
발생에 의한 재해 유형

가파른 경사, 느슨한 암반과 흙, 점토광물,
포화토가 있는 곳에 국지성 폭우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녹은 눈 등이 내리면서 발생

도시열섬현상 도시 내 특정 지역이 주변
교외지역에 비해 더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현상

공장 및 차량 배기가스, 냉난방 배출열 등 각종
인공열의 발생, 태양열을 흡수하여 그 표면과
주변온도를 상승시키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표면의 인공구조물 증가, 녹지 면적의 감소

대기오염 CO2, SO2, NO2, 미세먼지 등이
대기 중에 확산되는 현상

산림 훼손, 지속적인 화석연료 및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와 다양한 화학 오염물질의 방출

자료: 강정은 등, 2011; 김경훈 등, 2016; 김용진 등, 2011; 김병식, 2013; 신봉진 등, 2016; 오규
식·홍재주, 2005. 저자 편집.

표 2-3. 기후변화에 의한 주요 도시재해의 종류 및 원인



- 17 -

1-2. 도시재해에 대한 대응책

한우석·유진욱(2015)은 기후변화 및 재해에 대응하는 국토정책을 논의하면서 방

재분야의 복원력은 재해에 견디는 ‘예방 및 저항 능력’,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 저감 능력’,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복구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도시재해에 대한 대응책은 그 대응 양상에 따라 예방 및 저항

(resistance), 저감 및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회복 및 복구(recovery)

로 분류된다. 또한 생태적 설계에서 제도적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재해에 대한 대응책들은 복원력(resilience)이라는 상위 개념에

포함된다(그림 2-1 참조).

일반적으로 복원력이란 어떤 대상을 충격이나 트라우마 등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그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내재적인 속성이나 탄력성

을 의미한다(이재열, 2009). 복원력의 개념은 처음 생태학과 심리학을 중심으로 발

전되었다. 지금은 재난 및 방재에 관한 공학적 접근, 생태학과 환경에 관한 사회

생태학적 접근, 도시계획 및 설계적 접근, 그리고 도시개발적 접근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김정곤, 2016).

재해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

하므로 원천적 예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토정책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재해

발생시 이를 저감시키는 능력과 함께 재해 발생 후 적응과 복구에 기반한 복원력

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방재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의 변화

동향은 저항보다 재해로의 적응 및 복구를 통한 빠른 회복을 추구하는 추세인 듯

하다(한우석·유진욱, 2015; 노성민 등, 2014).

김연경·류현숙(2016)은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의 구성요소를 차원으로 분류한

여러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정리한 바 있다. 이중에서 생태적 차원 또는 구성요소

들을 포함한 연구들을 추려내면 [표 2-4]와 같다. 구성요소들은 주로 생태 및 환

경 시스템적 차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제도적 차원, 기반시설 차원, 지역사

회역량 차원, 그리고 물리적 차원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한우석·유진욱(2015)은

복원력의 결정요소를 기후요소, 입지요소, 시설물요소, 사회도시 시스템적 요소로



- 18 -

그림 2-1. 도시재해에 대한 다양한 대응 양상 및 방재적 접근방법
자료: 한우석·유진욱, 2015. 저자 편집.

저자 차원 분류 차원별 복원력 구성요소

Cutter et al.
(2008)

생태적 차원 습지유실면, 침식율, 불투수면 비율, 생물다양성,
해안방어구조

사회적 차원 인구통계요소, 사회 네트워크 및 사회적 배태, 커뮤니티
가치관 응집, 신뢰에 기반한 조직

경제적 차원 고용, 재산가치, 부의 창출, 도시재정 및 수익

제도적 차원 재해감소 프로그램 참여, 위험완화 계획, 긴급구조 서비스,
토지구획 및 건축 기준, 비상 대응 계획, 정보교환
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지속성

기반시설 차원 라이프라인과 핵심기반시설, 교통망, 주택 재고 및 수명,
상업 및 제조 시설

지역사회역량 차원 지역 위험 인식, 상담서비스, 정신병리학의 부재, 보건과
건강, 삶의 질

강상준 등
(2013)

환경시스템
회복력/생태적 차원

투수면 비율

사회적 차원 취약계층 비율, 의료기관수, 이재민 수용시설, 지역시민
안전 의식, 방재지원 가능 단체수, 자연대책 통합방재
시스템 개수

경제적 차원 도시재정, 풍수해 보험제도 가입 비율

제도적 차원 위험완화 및 대응지원 계획 수립, 재해 관련 토지·건축기준

인프라/물리적 차원 노후 건축물, 반지하 주택수

한우석·유진욱
(2015)

기후요소 온도, 강우, 바람

입지요소 지형, 토지이용, 생태

시설물요소 방재시설, 위험시설, 산업시설, 교통시설

사회도시시스템적 요소 조직, 인력, 계획, 지역사회

자료: 김연경·류현숙, 2016: 183-184(재인용); 한우석·유진욱, 2015: 4. 저자 편집.

표 2-4. 자연재해에 대한 차원 분류 및 복원력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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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재해 전후에 따라 적용시기와 지향하는

복원력이 상이하다. 도시재해에 대한 생태적 차원에서의 설계 접근방법이 재해 발

생 전에 설계요소의 합리적 조작을 통해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저감

및 적응 능력을 지향하고 있다면 제도적 차원에서의 구성요소들은 재해 발생 후

회복 및 복구 능력을 지향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이러한 도시재해 방재에 대

한 복원력의 구성요소들은 생태적, 제도적 차원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적 차원과

기반시설 및 지역사회 역량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Ahern(2013)은 21세기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의 복원력

을 다루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면서 이때 조경생태학자들이 과

학 및 연구 분야가 정책 및 설계 실무분야와 통합되는 학제 간의 전이 양상에 기

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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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재해와 조경설계

2-1.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조경설계방안

앞의 [표 2-4]에서 생태적 차원의 복원력 구성요소로서 언급된 것들은 습지 유

실면, 침식율, 불투수면의 조절 등이 포함된다. 이 요소들은 지형설계나 포장면,

우배수 유출 조절 등을 통해 친환경성 또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조경

설계기법들 중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재해 저감 및 완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생태적 차원의 구성요소를 다루는 전문분야는 조경설계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정책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방재에 대한 연구들에서 생태적 차원의 복원력

구성요소들은 주로 도시홍수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토사, 도시열섬현상, 대기오

염 등 여러 도시재해들을 함께 다루려면 친환경 설계 또는 지속가능한 설계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조경설계기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태적 차원에서의 조경설계

접근방법을 활용하면 점차적으로 도시재해를 저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회복과 복구가 가능하게 된다.

생태성을 추구하는 조경설계는 생태적 설계(ecologic design), 친환경 또는 지속

가능한 설계(sustainable design), 녹색설계(green design) 등으로 불려왔다(양병이,

1995). 기후변화가 쟁점화되면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설계(green infrastructure

design)와 회복탄력적 설계(resilient design)로 이어졌는데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설계도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이러한 조경설계들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원칙과

전략에서 조금씩 차이는 보이지만 구체적 설계기법들은 다르지 않다. 설계요소들

도 결국 조경분야에서 기본적이고도 공통적으로 다루는 온도, 일조, 일사, 바람 등

의 미기후와 지형, 우수, 조경식재, 토양 및 포장재로 귀결된다(표 2-5 참조).

이러한 조경설계들의 설계기법들을 나열하고 관련된 것들을 연결시켜보면 동일

하거나 유사한 기법들로 상호 매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2 참조). 여기

에서 관련된 미기후, 지형, 우수, 조경식재, 토양 및 포장재의 설계요소들을 적절

히 조합하여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조경설계방안을 도출하면 도시홍수에 집중되

어 이루어지는 방재에 대한 현재의 정책방향을 보완하고 보다 통합적으로 도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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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들을 다루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주요 도시재해들에 대한 저감

설계방안으로서 (1) 대기정화 및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식생 조성, (2) 분산형

우수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피복과 시설물 마련, (3)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지

반 조성, 그리고 (4) 열쾌적성 향상을 위한 피복 및 식생의 활용이 도출된다.

명칭 설계원칙 및 전략 설계기법 및 관련 설계요소

지속가능한 설계
/ 친환경 설계

∙자연과의 공생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저부하
∙물질 순환형

∙미기후를 고려한 단지계획 / ➊
∙자연지형의 활용 / ➋
∙자연형 하천 조성 / ➌ 
∙지하수의 함양 / ➌
∙침투성 포장재 / ➌
∙우수 활용 / ➌ 
∙녹지네트워크 조성 / ➍
∙벽면녹화, 옥상녹화 / ➍
∙비오톱, 야생동물 서식공간 / ➍
∙쓰레기 재활용, 소각열 활용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 활용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➍ ➎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설계

∙저영향개발 원칙
∙기존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존중
∙면, 선, 점적 요소의 적절한
고려
∙녹지와 습지 기능의 효율
극대화
∙회색인프라와의 상호보완

∙바람통로 형성 / ➊ ➋
∙보수성포장 / ➌ ➎
∙저류시설, 침투시설 / ➌ 
∙인공습지, 빗물정원(비점오염처리시설) / ➌
∙침투화분, 연석식생지, 통로화단 / ➌ ➍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침투통 / ➌ ➎
∙벽면녹화, 옥상녹화, 지붕녹화 / ➍
∙가로수 / ➍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연결녹지 / ➍
∙생태통로, 보행자전용도로 / ➍ ➎

회복탄력적 설계 ∙생물 다양성
∙도시생태 연결성
∙다기능
∙중복성 및 모듈화
∙적응형 설계

∙태양, 바람을 고려한 배치 / ➊
∙밝은 계열의 색채 사용(알베도) / ➊ ➎
∙자연지반 녹지 확보 / ➋ ➎
∙저류시설, 분산형 빗물관리 / ➌ 
∙실개천 및 생태연못 조성 / ➌ ➍
∙중수 및 빗물이용 / ➌ 
∙내열성, 투수성 포장재 / ➌ ➎ 
∙녹음을 제공하는 도로 / ➍
∙녹지축 연계의 순환체계 / ➍
∙생태계 서식지 보존 / ➍
∙종다양성의 녹지와 비오톱 / ➍
∙옥상녹화, 입체녹화, 정원텃밭 / ➍

➊미기후, ➋지형, ➌우수, ➍조경식재, ➎토양/포장재
자료: Ahern, 2013: 1206-1210; Gunderson, 2000: 426-428; Tyler, 2016: 139; 강정은, 2012:

161-178; 김정곤 등, 2016: 44; 양병이, 1995: 174; 이관규, 2003: 26. 저자 편집.

표 2-5. 생태적 조경설계의 설계기법 및 관련 설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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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생태적 조경설계의 설계기법 매칭과 도시재해 저감 설계방안 도출
자료: Ahern, 2013: 1206-1210; Gunderson, 2000: 426-428; Tyler, 2016: 139; 강정은, 2012: 161-178; 김정곤 등, 2016: 44; 양병이, 1995: 174; 이관규, 2003:

26. 저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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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거에 기반한 조경설계의 필요성

조경설계는 예술적 측면에서 심미성과 과학적 측면에서 생태성을 함께 추구한

다.5) 일반적으로 심미성 추구는 설계가의 창의성, 직관 및 경험에 기반하여 이루

어지는 반면 생태성 추구는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문제 해결 방식에 의해 이루어

진다.

김영대(2005)는 조경설계 방법을 직관적 방법(intuitive method)과 합리적 방법

(rational method)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직관적 설계방법은 창의적

기회와 융통성이 확보되고 경험적인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진행과정 자체가 용

이한 편이다. 그러나 다양한 설계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대상지를

설계하는 경우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객관적 평가를 받거나 이해집단을

설득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에 반해 합리적 설계방법은 입력된 정보를 분석,

종합, 평가하여 최적화된 결과물을 도출하는 논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

문에 다양한 설계상의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경우에 유리하며 대외적으로도 설득력

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자료 획득과 입력, 분석과 종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고 직관적 설계방법에 비해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든다. 그는

이렇듯 두 방법의 장단점이 서로 상반되므로 이들을 보완하여 실무에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경설계는 주로 직관과 경험 등 설계자의 주관적 판단과 능

력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과거 전통적인 설계는 근거가 부족한 ‘black

box approach’에 의해 이루어졌다(Hedfors & Granvik, 2008). 설계가의 의사결정

은 내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런 설계안이 나왔는지에 대해 기록되지 않았

다. 게다가 시공전에 설계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Brown & Corry(2011)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조경분야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들이 사실(facts)보다는 신념(belief)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설계안에서 제시된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분석하거나 설계 효과를 관찰, 측정,

5) 조경설계에 있어서 심미성과 생태성 외에도 인간의 정신적, 물리적 활동에 도움이 되
고자 하는 기능성의 추구를 함께 거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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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유하는 경우가 드물어 설계상의 실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는 결국 다음에 수행될 설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만한 정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Milburn et al.(2003)이 지적한 대로 이제 조경설계가들은 그들이 대상지에 행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점차 정부 또는 민간 프로젝트에서 설계의 근거 또는 당위

성을 제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함께 인간을 비롯한 지

구 생명체들의 생존과 직결된 생태성이 강조되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계방

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Brown & Corry(2011)는 조경전문가

들이 ‘근거에 기반한 조경(evidence-based landscape architecture)’을 수행할 시기

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근거에 기반한 조경이란 “대상지의 형태와 활용

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근거를 토대로 신중하고 명백하게 설계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6) 그들은 또한 근거에 기반한 조경이 이미 토양 배수, 수목 이

식, 미기후의 조작, 재료공학, 시각적 선호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

한 설계방법이 앞으로 더욱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Evidence based landscape architecture is the deliberate and explicit use of
scholarly evidence in making decisions about the use and shaping of land(Brown
& Corry, 2011: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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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경설계와 디지털 도구의 활용

3-1. 도시재해 저감 설계와 디지털 도구

산업화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인공구조물과 지반이 확대되면서 자연 생태계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설계에서

회복탄력적 설계에 이르기까지 생태적 조경설계의 계보가 형성되어 왔다.

발단은 1970년 NGO인 로마클럽(Club of Rome)에서 성장의 한계(The Limits
of Growth)와 1987년 세계 환경개발 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

하면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가 상용화된 데에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원자재와

에너지의 40%에 달하는 양이 건축물의 시공과 유지, 관리에 의해 소비되며

(Roodman & Lenssen, 1995), CO2의 50% 정도가 건축물과 관련되어 배출된다는

OECD의 자료들이 발표되면서 지속가능한 설계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

작하였다.

지속가능한 설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전

문분야에 따라 구체적인 해법에서도 차이가 있다(Luo, 2014). 건축설계에서는 일

반적으로 에너지 부하를 줄여 관리 및 운용비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최대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조경분야에서는 “생물학

적 다양성과 환경적 통합성을 유지하고 대지, 물, 토양의 건강에 기여하며 생태

지역의 조건을 반영하도록 설계와 건설을 통합하고 인간의 이용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U.S. National Park Service, 1993).

21세기에 들어서 회복탄력적 설계 또는 도시재해 저감 설계로 그 명칭이 변화

하면서 대상지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고려해야 할 현상과 요소별 특성은 더욱 다

양하고 복잡해졌다. 따라서 조경설계가들은 설계과정에서 설계안이 지속가능성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예측하고 이에 대처하는 근거에

기반한 설계를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방법의 조경설계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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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설계안이 대상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객관적 수치로 환산, 분석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계에 대한 객관적 지표

와 기준으로서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건축분야에서는 환경성능을 “자재 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

동안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주거

환경에 관한 성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9). 반면 조경분

야에서는 경관성능(landscape performance) 또는 조경성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래 들어 등장한 이 개념은 경관 또는 외부공간의 기능적 또는 심미적 서

비스보다 환경적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LAF(Landscape Architecture

Foundation)7)는 조경성능을 “조경설계에서 의도한 목적에 따른 수행성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효과”8)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절감, 친환경 자재 사용, 우수 등 수자원 처리, 비오톱 조성 등 물리적 환경에 관

한 내용들이 포함된다.9)

아직 조경분야에서는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후, 지형, 그리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설계요소들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하며, 지표와 기준의 합리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조경성능의 분석은 설계요소

들의 다양한 속성 변수들에 의한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2차원의 평면

도면만으로는 입체적 구조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3차원적 정보모델

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설계도구의 활용이 필요하다. 건축분야에서 근래 수행하고

있는 건축물의 성능분석을 살펴보면 이미 3D 모델을 활용하여 향과 일사량, 일조

량, 바람 등 자연환경 요소에 대한 분석을 하다. 이를 통해 초기 설계단계에 있는

건축물의 필요 에너지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7) LAF는 미국 조경분야의 전문가들이 차세대 조경설계가들에 대한 지원과 환경의 지
속가능성 달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서 조경성능의 향상을 위해 다
양한 방면에서 연구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8) https://landscapeperformance.org/about-landscape-performance

9) 이러한 환경적 성능과 함께 최근 미국 조경가협회와 LAF에서는 조경성능에 사회적
성능과 경제적 성능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Lu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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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성능분석의 수행은 아날로그 설계도구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디

지털 설계도구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디지털 설계도구들은 과거에 비해 다음과 같은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첫째, 핸

드 드로잉을 대신해주는 도구에서 복잡한 형태의 생성을 도와주고 이를 제조과정

까지 연결해주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설계도구는 컴퓨터 지원 설계에서

활용되는 도구를 의미하는데 CAD, 즉 Computer Aided Drafting 또는 Computer

Aided Design의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 컴퓨터가 도입되던 1960년대에는 이반

서더랜드(Ivan Sutherland)가 XY 좌표를 입력하여 선을 그리는 스케치패드

(Sketchpad)를 개발하고 이것이 AutoCAD로 대중화되면서(Kestelier & Brady,

2013), CAD는 핸드 드로잉을 대신해주는 Computer Aided Drafting의 의미로 주

로 사용되었다. 그러던 중 연산(computation)10)을 통해 유기적이고 복잡한 3차원

형태를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면서 단순한 도면작성에

서 벗어나 디지털 설계도구를 설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CAD는 점차 Computer Aided Design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설계안의 3

차원적 형상 정보를 컴퓨터 수치 제어(Computer Numerical Control, CNC) 기기

와 3D 프린터에 전달하여 복잡한 형태의 제조와 시공이 가능해지면서 컴퓨터 지

원 제조(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M)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로써 디지털

설계도구는 형태 생성, 도면 작성, 제조에 이르기까지 설계와 시공의 과정을 하나

의 연속체로 이어주고 있다.

둘째, 디지털 설계도구는 3차원적 형상에 건설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적

속성정보를 포함시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LIM과 BIM에 의해 구축된 정보모델

은 건설자재의 객체 형상모델에 재료, 단가, 건설공정, 유지관리 정보를 비롯하여

에너지 효율성 등 환경친화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담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설계도구들이 다룰 수 있는 정보 형

10) 설계분야에서 computation은 computerization과 다른 의미이다. Computerization은
디지털 기술이 가상의 도면작성 보드로 활용되는 것을 뜻하고 computation은 코딩,
스크립팅에 의해 관계지향적인 파라메트릭 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Walliss &
Rahman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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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포맷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데이터들도 더 이상 분절된 상수가 아니라 기

후, 지리, 문화, 자연적 요소들에 관련된 방대하고도 연속적인 빅데이터 형식을 가

지고 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추출하여 활용할 것인가는 설계자의 몫이 되었다.

셋째, 디지털 설계도구는 변수들과 그 관계성을 토대로 반복적 시뮬레이션을 수

행함으로써 무수히 많은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설계가는 그 대안들 중

에서 교환가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적합한 설계안을 선택하는 가치판단을 하

게 되었다. 설계의 절대적 최적안이란 있을 수 없다. 반복적 시뮬레이션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설계안을 만들어내고 최선의 설계안을 선택하는 것이 생

태성 추구를 위한 합리적 접근방법이 된다. 객관적 건설정보의 변수에 의한 시뮬

레이션과 그 결과물은 협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설계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준

다. 그리고 생태적 설계를 위한 시설물의 성능 검토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오늘날

활용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alliss & Rahmann(2016)은 대상

지의 실시간 데이터를 결합시킴으로써 디지털 설계도구에서 물, 바람, 열, 습도 등

역동적 흐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고, 외부공간 등 그린 인프라의 가치와

환경성능을 평가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넷째, 디지털 도구들이 만들어내는 설계환경에서 설계가는 직접 설계 컨텐츠와

도구를 개발, 생산하여 공유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생산적 소비자11)가 되어간다.

즉, 설계도구를 사용하는 설계자가 모델의 단위 객체가 되는 컴포넌트나 라이브러

리 등 설계에 필요한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설계 조건과 규칙을 이해하

여 코딩과 알고리즘의 모듈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어서 생산된 컨텐츠와 알고리즘

등은 사용자들간에 온라인상에서 오픈소스로 공유되어 다양한 용도에 맞추어 수

정, 반복 사용된다. 이는 설계자가 서로 다른 대상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계

의도에 맞게 정보와 설계도구를 사용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디지털 설

계도구들과 차이점을 가진다.

11) 강태욱은 BIM에 관한 저서에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에 대해 서술하면서 소
셜 네트워크 기반의 프로슈머(prosumer)인 미래 엔지니어링의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강태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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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D 정보모델과 관계지향적 설계도구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최근 디지털 설계도구의 주요한 특징은 3D 정보모델과 관계지향적

설계기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설계도구들은 생태성을 추구하는 조경설계의 프로

세스에서 근거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조경설계에서 다루는

각각의 설계요소들은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그 요소들의 속성과 관

계성을 이해하고 설계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여 설계안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조경설계는 이러한 설계대상의 특성에 근거하기 보

다는 설계가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여 이루어진다. 일례로 조경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식재설계 과정을 살펴보면 식재 배치가 경관의 미적 또는 기능적 측면

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식재의 생태적 특성은 등한시 되고 있다. 식재의 생육조건

을 좌우하는 일조에 대한 분석이나 배수, 토양 및 토심, 바람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후 하자율과 유지관리 비용을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조경설계가들이 근거에 기반한 설계를 수행하려면 설계요소들의 속성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적 경관의 관계성을 도모하는 관계지향적 설

계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방식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LIM과 파라

메트릭 기법이다. 파라메트릭 기법은 객체를 형태의 고정된 치수나 속성으로 표현

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와 규칙에 의해 정의한다. 이러한 파라메트릭 방식은 구속

조건기반(constraint-based)과 번식기반(propagation-based)으로 구분된다(윤명철·

고성룡, 2011). 구속조건기반 방식은 말 그대로 구속조건을 기반으로 제어적 연산

을 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번식기반 방식은 규칙을 가진 요소 간에 무한한 연산

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예를 들어 보면 구속조건기반 모델링에서는 미리 정의된 수목의 형태에 수

고를 변경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수목 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수목 모델이 등간격으로 선형 공간에 배치되도록 규칙을 정함으로써 도로 및 보

행로에 수목이 자동으로 배치되도록 할 수 있다. 반면, 번식기반 모델링에서는 보

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 등 설계가가 정의한 형태에 관한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반복적 과정을 통해 불규칙적인 기하학 패턴을 무수히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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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건축물의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3D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파라메트릭 기법은 설계과정에서 형태 생성 외에도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

다. 물리적 현상과 기능적 속성 변수에 대한 규칙을 알고리즘으로 작성하면 그에

해당하는 특정 현상과 기능을 시뮬레이션 하여 분석 가능하다. 그리고 관련된 변

수를 변경하여 반복 실행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하면서 최선의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Rybczynski는 파라메트릭 기법을 형태 생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면 그 잠재적 가능성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건축물 성능

과 인간 행동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구축하여 통합적 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Rybczynski, 2013).12) Walliss & Rahmann(2016)는 시스템적 경관으로 작동

하는 대지와 환경은 각 요소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생태적 또는

공간적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조경분야

에서도 파라메트릭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경설계에서도

시스템을 이루는 요소들의 변수를 규명하고 그들의 관계와 규칙성을 고려하여 최

적화된 상태를 지향하는 설계방법으로서 파라메트릭 기법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

이 타진되고 있다.

3-3. 파라메트릭 기법과 알고리즘

파라메트릭 기법은 원래 철학적 사고를 의미하다. 하지만 이를 지원해주는 디지

털 설계도구와 결합하였을 때 효과는 배가가 되어 아무리 복잡한 규칙에서 변수

를 조작하더라도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또한 변수를 여러 차례

수정하여 반복 실행함으로써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결과물을 무수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수와 도출된 형태 또는 그 결과간의 간극이 메워진

다.

파라메트릭 기법은 computational design, generative design, algotecture,

algorithmic design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알고리즘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12) https://www.architectmagazine.com/design/parametric-design-whats-gotten-lost
-amid-the-algorithms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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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것

은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래 들어 사용이 편리한 visual

programing software가 다수 개발되면서 설계가들도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화된 것으로는 Rhino의 플러그인(plug-in)인 Grasshopper가 있으며

최근에는 Revit의 Dynamo가 개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연산자인 컴포넌트

(component) 또는 노드(node)를 일련의 절차에 따라 연결하여 알고리즘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그림 2-3 참조).

이렇듯 3D 모델링과 알고리즘 실행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사

용하는 설계가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정보의 상호호환적 측면에서 보자

면 3D 모델을 구축하면서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해 파일을 다른 포맷으로 변경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모델과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의 실행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으로 설계안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파라메

트릭 기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조경설계가들이 종종 설계과정에서

분석과 설계안이 분리되어 상관성을 잃어왔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Murphy & Hedfors에 의하면 일반적인 설계과정은 (1) 문제점 진술(설계 의뢰),

(2) 문제점 정의(현황 분석과 문제점 평가), (3) 해결방안 모색, (4) 시공도면 제작,

(5) 시공, (6) 설계결과 평가의 6단계로 이루어진다(Murphy & Hedfors, 2011). 이

들의 연구에서 새로이 제안된 설계방법은 (4) 시공도면 제작 이전의 설계개념 전

그림 2-3. Grasshopper와 Dynamo에서 원점(0, 0 ,0)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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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대한 것으로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던 개념의 전개과정을 반복과 되풀이를

통해 개선시키는 것이다(그림 2-4 참조). 즉 설계안을 발전시키는 초기설계 과정

에 (1) 문제점 진술, (2) 문제점 정의, (3) 개념 개발, (4) 개념 검토의 네 가지 상

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상태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순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파라메트릭 기법은 이러한 반복과 되풀이의 순환적 설계프로세스에서 유용한

도구가 된다. 문제점 진술과 정의에 이어 개념 개발에서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다

양한 변수로 개념을 분석, 검토, 평가한 후 설계자의 판단에 의해 다시 문제점 진

술로 돌아가는 순환구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Murphy & Hedfors에 의하면 시

스템적 접근방법에서는 요소들과 전체의 상호연관성에 의해 변수와 그에 의한 결

과가 동시에 일어나며 그 과정의 반복적 실행에 의해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Murphy & Hedfors, 2011). 디지털 설계도구에 의한 파라메트릭 기법은 즉각

적 결과와 반복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변수와 결과의 사이를 이어준다. 따라서 파

라메트릭 기법은 Murphy & Hedfors가 제안한 순환 패턴의 설계 개념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조경설계 과정에서 종종 분석과 설계안이 분리되어 왔던 한계를 극

복하고 근거에 기반한 설계를 전개하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4. 일반적인 설계과정과 연속적 순환 패턴의 설계 개념화 과정
자료: Murphy & Hedfors, 2011: 6, 8. 저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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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논의 및 소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함께 21세기의 도시재해는 국토정

책에서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가 되었다. 기후변화와 도시재해에 대한 대응책은

재해 발생 전의 예방과 저항, 피해의 저감 및 적응, 재해 이후의 복구와 회복 등

다양한 대응양상을 취해야 하며 제도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생태적 차원에서 다

각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중에서 도시재해에 대한 생태적 차원의 접근방법은

조경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생태성을 추구하는 조경설계는 지속가능한 설계 내지는 친환경 설계에서부터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설계, 회복탄력적 설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다. 이러

한 조경설계의 경향들은 해당 시기의 사회적 필요성과 요구에 따라 설계원칙 및

전략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구사되는 구체적인 설계기법

들은 몇 개의 단어들이 상이할 뿐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조경설계기법들은 궁극적으로 미기후, 지형, 우수, 조경식재, 토양 및 포장재의 설

계요소들을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대기오염, 도시홍수, 토사, 열섬현상으로 대표되

는 도시재해들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유효하다. 이에 논문의 본

장에서는 이 설계기법들을 토대로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조경설계방안을 도출하

였다. 여기에는 (1) 대기정화 및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식생 조성, (2) 분산형

우수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피복과 시설물 마련, (3)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지

반 조성, 그리고 (4) 열쾌적성 향상을 위한 피복 및 식생의 활용이 포함된다.

생태성을 추구하는 조경분야의 전문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도시재해 저감

을 위한 국토정책 수립 과정에서 조경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도시재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개별적, 평면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다양한 생태적 차원의 복원력 구성요소들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주로 투수면의 확보에 집중된 양상을 띤 채 다른 조경설계요소들을

통합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다루는 대응책이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정량화된 데이터를 토대로 설계안의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경

설계기법과 방안들이 달성할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종종 개발과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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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서 밀려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경설계가들은 도시재해 저감에 대한 합리

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미기후, 지형, 우수, 조경식재, 토양 및 포장재의 조경설

계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루어 설계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설계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경분야에서 다루는 설계요소들은 기온, 우수, 바람 등의 기후조건과 조경식재

등 자연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또한 설계 대상지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다루어야

할 설계요소들과 그 상호관계성은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근거에 기

반한 설계안의 분석과 평가를 2차원적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 3D 정보모델링과 관계지향적 설계기법을 지원해주는 디

지털 설계도구의 활용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도구로서 주목할 것이 LIM과 파라메

트릭 기법이다.

근래 들어 등장한 디지털 설계도구들은 표현을 위한 도구에서 디자인 과정을

도와주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LIM 설계방식을 통해 3차원적 형태와 속성정보

의 구축이 가능하며 모델 구축 후 다양한 용도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파라

메트릭 기법을 통해 변수와 관계성에 의한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실행하면 다양한

설계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빠른 검토와 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설계방식을 조합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입체적이고도 통합적 설계가 가

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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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LIM의 개념 및 해외사례 분석

제1절. LIM의 등장 및 개념

1-1. LIM의 정의 및 특성 

(1) BIM 개념의 도입

BIM의 개념이 건설분야에 도입되어 단기간에 확산된 배경에는 2000년대 전후

에 이루어진 건설산업계의 낮은 노동생산성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사업방식인

IPD의 등장이 있었다.

Teicholz(2004)가 실시한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연구는 큰 반성과 자극

을 일으켰다(Eastman et al., 2014; 이강, 2011). 그는 1964년부터 2003년까지 40년

간 미국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1)을 분석한 결과, 비농업산업에서 노동생산성은 2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건설산업에서는 도리어 감소했다고 전하였다. 건설산업에서

자동화,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집약적 사업유형의 비율이

크며 비생산적 방식에 의존하는 점이 주된 이유로 지적되었다(Teicholz, 2004).

이와 더불어 2007년 미국 건축가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는 통합적 사업방식인 IPD2)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설계 의사결

정이 초기에 이루어지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회는 극대화된다. 의사결정이 비

용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프로젝트 초기에서 증가하고 설계변경에 소요

되는 비용은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AIA, 2007). IPD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 재활용하도록 하는 통합

적 작업환경이 요구되는데 BIM은 이를 위한 작업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강태욱

1) 노동생산성은 노동시간 시수 대 새로운 건설사업의 계약금(constant contract dollars
of new construction work per hourly work hour)으로 산정된다.

2) IPD(Intergrated Project Delivery)는 통합사업방식으로 해석되는데 설계 전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참여 시점을 앞당기고 운영방식을 통합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초기에 조율
하고 후기에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예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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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3; Flohr & Pihlak, 2011; 김기평·박성호, 2013).

이러한 배경 하에 등장한 BIM은 어떤 관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

진다. BIM을 모델링 결과물로 본다면 Building Information ‘Model’로서 형태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모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 정보 생성과 활용을 중

요시 한다면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으로 모델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보관리에 초점을 맞추면 Building Information ‘Management’라고도 할 수 있다

(AIA, 2008: 13; AGC, 2006: 3; GSA, 2007: 3; http://www.buildingsmart.org;

http://www.autodesk.com; http://www.bentley.com; http://www.wbdg.org/bim/bim.php).

영국 조경협회에서는 BIM을 시설물의 설계,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신뢰성 있

고 조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통합된 프로세스라고 하면서 특정 소프트웨어나

결과물인 모델이 아닌 정보를 건설하는 행위라고 하였다.3) 이처럼 현재 통용되는

BIM의 개념은 대개 결과물인 모델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으로 해석된다. 영국 조경협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BIM의 B가 ‘건축물

(Building)’이 아닌 ‘건설하다(to Build)’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BIM의 개

념은 건축분야를 초월하여 여러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BIM의 정의는

특정 분야와 상관없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

고 3D 모델링하여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이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그 정보를

생산, 통합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행위이자 업무절차’라고 할 수 있다.

(2) 건설분야의 BIM 활용 동향

BIM 관련 기술은 모델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기술로 나뉜다(포스코건설, 2013).

최근 모델 구축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서 시설물의 친환경성, 에너지 부하 등

3)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BIM) is an integrated process built on coordi-
nated, reliable information about a project from design through construction and
into operations. It will help improve coordination, enhance accuracy, reduce waste
and enable better informed decisions earlier in the process. This is independent of
any software. Building is used as a verb, not a noun.”
(http://www.landscape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6/01/WhatisBI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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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능과 관련하여 정보모델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후 및

건설자재의 속성정보를 토대로 3D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건축 설계안에 대

한 친환경성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지속가능성이나 건축물의 성능 개

선을 위해 BIM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Green BIM 또는 친환경 BIM이라고 한다.

McGraw Hill Construction에서 2010년 작성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당시에

도 많은 건설 전문가들이 친환경 설계를 위해 BIM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

었다(McGraw Hill Construction, 2010). 이 보고서에서는 탄소 발자국과 에너지

성능, 건설자재의 수명 등이 설계에서 주요하게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될 것이며

BIM이 이에 대해 정량화된 즉각적 결과물을 산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

다. 고동환(2010)은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BIM의 도입 초기에는 2D 도면의

자동화, 간섭체크, 물량산출 등 한정된 기대효과에 관련 연구들이 초점이 맞추어

져 있었으나 이후 BIM이 친환경과 건물 에너지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음을 언급

하였다. 이러한 친환경 BIM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설계에 활용되고 있다.

첫째, BIM은 기후 조건을 활용하여 냉난방 등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저감

하도록 하는 자연순응형 설계(passive design)에서 활용된다. 자연순응형 설계는

인공설비를 활용하는 설비형 설계(active design)의 반대말로서 기후 조건, 건물

형상, 평면 배치, 외피 구성 등에 의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것이다. Weston(2013)에 의하면 친환경 설계는 기후, 열전달, 유체역

학 등에 관한 복잡한 수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때 방대한 건설정보들을 수

집, 분석하여 설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성능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검증하게 된다. 즉 기온, 습도, 일사, 풍향 및 풍속 등과 건물 외피의 관계를 통한

에너지 소비량을 BIM으로 분석함으로써 별도의 모델링이나 변수 입력 과정 없이

정량화된 성능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설계안의 환경성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거

나 수작업에 의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김황기·안형준, 2010; 조진성 등, 2011).

둘째, BIM은 친환경시설물 인증제도의 등급 검토를 통한 설계안의 전개와 인증

시 요구되는 제출자료의 작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움을 준다. 인증제

도의 세부 기준들은 매우 다양하고 평가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항목별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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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산정을 위해 많은 정보와 자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른 설계 업

무량도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산정은 대개 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설계가들은 설계과정 중에서 인증항목들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친환경성을 검토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설계안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실현하지

못한다. 또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설계가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준비해야

하고 인증심사자들은 2D 도면과 사진 등 제한된 자료들을 토대로 3D 형상의 시

설물을 심사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각 국가별 친환경시설물 인증제도에 BIM 모델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와

노력들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Azhar, 2011; Amarnath & Hsieh, 2016;

Ghaffarianhoseini et al., 2017; Wong & Fan, 2013; Wu & Issa, 2010). Solla et

al.(2016)은 BIM 모델 자체에서 변수들을 추출하여 주요 국가별 인증제도의 인증

항목에 대한 친환경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BIM 모델 그대로 미국 LEED의 인증항목 69개 중 38개를,

홍콩 BEAM Plus의 인증항목 80개 중 26개를 검토할 수 있었고, 호주 Green Star

에서는 146점에서 97점에 대한 인증점수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BIM을 G-SEED의 인증항목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

행되었다(김익성 등, 2013; 김미경 등, 2016; 노민성 등, 2013; 이용주 등, 2016; 홍

사철·김석태, 2018). 다수의 연구에서 BIM 저작도구인 Revit과 Access 등을 이용

하여 GBT(Green BIM Template)라는 BIM 템플릿을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특히 김미경(2015)은 인증제도의 전 분야에 대한 GBT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분야별 항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LOD를 설정하고, 정보입

력 속성을 BIM 모델에서 직접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입력방식, 추가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방식과 사용자 입력방식으로 나누어 평가하

도록 하였다. 생태환경분야의 평가항목 설정 사항은 LOD 100으로 되어 있고 자

동입력, 사용자 입력, 체크리스트의 입력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표 3-1 참조).

하지만 생태환경분야 평가항목에 필요한 조경설계요소들에 대한 상세수준을 모

두 LOD 100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분야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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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의 경우 포장재는 LOD 300에서 부재의 상세자재 정보가 들어감으로써

자동입력에 의한 인증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비오톱의 경우 LOD 100 수

준이 아닌 LOD 300 수준에 이르러야 세부적 설계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

서 G-SEED의 생태환경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건축모델과는 별도로 조경정보모델

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하는 평가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친환경 BIM이 자연

순응형 건축설계에서 인증제도

검토에 이르기까지 전 설계단

계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고동환(2010)은 초

기단계의 기후 분석부터 친환

경 성능과 건물 에너지 분석,

인증제도의 적용까지 전반적인

BIM 활용 프로세스를 제시한

바 있다(그림 3-1 참조). 이 프

로세스에서 BIM 모델이 다양

하고 즉각적인 시뮬레이션과

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설계 결

과를 확인하고 이를 설계에 반

영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구분 범주 평가항목 적용방식 LOD
6. 생태환경
분야

6.1. 대지내 녹지공간 조성 6.1.1. 연계된 녹지축 조성 사용자입력, 자동입력 100

6.1.2. 자연지반 녹지율 자동입력 100

6.2. 외부공간 및 건물
외피의 생태적 기능

6.2.1 생태면적률 사용자입력, 자동입력 100

6.3. 생물서식공간 조성 6.3.1. 비오톱 조성 체크리스트 100

자료: 김미경, 2015: 135. 저자 편집.

표 3-1. GBT(Green BIM Template)의 생태환경분야 평가항목

그림 3-1. BIM 기반 친환경설계 프로세스
자료: 고동환, 201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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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분야의 LIM 도입 논의 및 정의

조경분야에서는 미국 조경가협회에서 BIM에 대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

었다. Howe(2006)가 협회의 Professional Practice Networks(PPNs)4)의 설계 및

시공(Design-Build) 분야 모임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에 BIM에 관한 글을 기고하

면서 조경설계 및 시공회사에 BIM이 가져올 효율성을 환기시켰다. 비지능적 2D

투시도에서 지능적 3D 모델로의 전환은 조경가들이 견적, 도면, 사실적 프리젠테

이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Sipes(2008)는 협회의

연간 기술정보지인 LATIS(Landscape Architecture Technical Information Series)

에서 조경분야의 BIM으로서 Site Information Models(SIM)과 Land Information

Models(LIM)이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 조경가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Hanna(2010)는 조경분야에서 IPD 필요성을 논하면서 조경에서는 GIS 또

는 SIM이 건축의 BIM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포함하여 LIM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3-2 참조). 영국 조경협회는 Landscape Information Modelling으로 정의하면서

“LIM은 BIM과 유사하지만 조경설계와 시공을 위한 것으로 BIM의 부분집합”이라

고 하였다. 노르웨이 조경협회에서는 LIM을 Landscape Information Model 또는

Modeling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Ahmad & Aliyu(2012)가 DLA Conference5)에서,

그리고 Davis(2013)가 조경과 설계수단을 논하는 연구논문에서 LIM을 Landscape

Information Modeling이라 칭하는 등 여러 자료에서 경관 정보를 모델링을 행위

자체로서 LIM을 바라보는 시각이 통용되고 있다.

4) Professional Practice Networks(PPNs)는 미국 조경가협회에서 지원하는 조경의 특화
된 전문분야 모임으로서 구성원들이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마련되었다. Campus Planning and Design, Design-Build, Digital Technology 등 18
개의 모임이 구성되어 있다(https://www.asla.org/PPN.aspx).

5) DLA Conference(Digital Landscape Architecture Conference)는 독일 Anhalt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주최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이다. 2000년 처음
개최된 이후 조경분야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주제로 매년 20여 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최근 경향을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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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LIM은 Landscape Information Modeling으로서 정보모델이라는 결과물

이 아닌 정보를 모델링하는 행위이자 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대상은 시설물

이 위치하는 부지 또는 지리정보체계의 데이터 등 현상적 분석 대상인 ‘site’나

‘land’가 아닌 3차원적 경관 가치가 가미된 하나의 장면이자 외부공간으로서의

‘landscape’가 된다. 즉 조경분야의 실질적인 설계 대상인 미기후, 지형, 우수, 조경

식재, 토양 및 포장재의 물적, 비물적 속성정보와 형태,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관

계성에 의해 구현된 입체적 조형공간이 정보모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정보모델의 대상이 되는 ‘landscape’에는 설계의 결과물이자 미래에 조영될

공간이라는 시간적 관점이 포함된다. 즉 ‘site’나 ‘land’가 가지고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객관적 분석 대상과 현 상태의 정보가 아닌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와

예측이라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경관은 수시로 변하는 미기후와 대표적 자연소

재인 조경식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설계요소들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다. 그리고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자체적으로 생태적 안

정성을 찾아나간다. 이는 장기적이면서 생태적, 경관적 개념을 담고 있으므로 건

축분야에서 BIM의 활용 차원으로 거론되는 시공상의 공정 시뮬레이션과 차별된

다. 이러한 관점에서 LIM은 ‘조경설계요소들의 입체적 형태와 시간적 추이에 따

른 환경적 상호관계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행위 또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 정의 내용
Sipes, J.
(미국 조경가협회)

Land Information
Models

LIM would be used for community or regional scale
applications while SIM(Site Information Models)
would address site-oriented applications.

영국 조경협회 Landscape
Information
Modelling

BIM for landscape design and construction, term is
synonymous with BIM, but for a particular subset.

노르웨이 조경협회 Landskaps
Informasjon
Modell(Modellering)

I mangel av et bedre ord for BIM for landskap
(When a suitable word is needed for BIM for
landscape)

자료: Sipes, 2008: 2, 21; http://underland.no; http://www.landscapeinstitute.org. 저자 편집.

표 3-2. 해외 조경 전문단체별 LIM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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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IM의 특성 및 기대효과

LIM은 조경설계요소의 정보모델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행위 또는 방식으로서

그 특성은 BIM과 유사하다. 즉 다양한 속성정보(properties), 3D 객체기반의 파라

메트릭 모델링(3D object-based parametric modeling), 그리고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표 3-3 참조).

첫째, LIM의 속성정보에는 물리적 형상정보 외에 가격, 보수이력, 에너지 효율

성, 건설공정 등에 관한 기능적 정보들이 담겨있다. 이러한 정보화된 모델을 활용

하면 간섭체크, 물량산출 및 견적, 도면 및 시방서 작성, 설계의 시각화 등 설계업

무의 자동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도면 제작과 수정작업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오류를 감소시키는 등 설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에너지 분석과 친환경 설계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한 설계가 가능해지고 설

계와 시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LIM은 3D 객체를 기반으로 하되 변수인 파라미터와 정해진 규칙으로 운

용되는 객체기반 파라메트릭 모델링 방식을 지향한다. 즉 점, 선, 면의 기하학적

정보가 아닌 조경식재, 포장재, 시설물 등 실제적인 3D 객체가 모델링의 단위가

된다. 그리고 변수와 이에 연관된 객체의 형상과 위치 등이 여러 뷰에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구속조건기반의 파라메트릭 모델링 방식을 취한다. 이렇듯 객체간의 조

건을 설정하고 변수를 변경하여 다양한 객체 라이브러리의 제작이 가능하므로 모

델링 작성에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Monedero, 2000; 김언용·전한종, 2009; 문성

우, 2011; 박상준·홍관선, 2010; 박홍식·전한종, 2008).

또한 번식기반의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활용하면 유기적이고 복잡한 형태를 구

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변수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친환경 설계가 가능해진다. 특

히 조경의 기초가 되는 지형설계에 파라메트릭 설계도구를 사용하면 지형의 다양

한 형태와 이에 따른 성절토량, 경사도, 배수 등의 계량적 산출도 가능해져서 형

태별 대안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형의 구체적 데이터는 시공까지 연계된

다. 따라서 2D 평면 위주로 설계가 이루어져 3차원적 지형설계에 어려움을 가지

는 국내 조경설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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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의 세 번째 특성으로는 디지털 정보를 원활히 교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상호운용성을 들 수 있다. 상호운용성은 시설물 전 생애주기 동안 사용될 데이터

를 여러 분야의 참여자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강태욱 등,

2013; 임수영·한석희, 2013). 데이터의 상호호환성을 확보하면 조경 계획과 설계,

시공과 운영 등 단계별 프로세스에서 생성된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고, 발주처를

포함하여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원활한 의견 조율과 협

LIM의 특성 특성별 내용 내용에 따른 기대효과

다양한
속성정보

물리적 형상정보 외에
재료, 단가, 에너지
효율성, 건설공정 등에
관한 기능적 정보 수용

∙설계자는 물량산출, 도면 및 시방서 작성, 설계의 시각화,
시설물 운영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에 필요한 정보 생성.
시설물의 에너지 및 친환경성, 기타 안전성에 관한
설계안 분석과 검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발주자 측면에서는 시설물의 요구사항과 기능들을 미리
검토, 대안별로 평가. 주어진 예산과 기한 내 시설물 완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시공자 측면에서는 시공전 설계 오류 및 간섭체크,
공정관리 및 시뮬레이션, 공사비와 견적 산출 수행,
정확한 부품 생산과 사전 제작이 가능해짐
∙시설관리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자재 및 설비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 운영 관리 시스템에 연결시켜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함
∙RFI(Request For Information) 감소

3D 객체기반
파라메트릭
모델링

고정된 형상과 속성이
아닌 파라미터와 정해진
규칙으로 운용

∙변수의 변경에 의해 관련 객체의 형상, 위치, 도면 편집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다양한 라이브러리 제작이 가능하므로 모델링 작성에
편의성 제공
∙정보 입력에 따라 자유롭게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비정형 형태를 설계하는 데에 활용 가능
∙설계가는 다양한 시점에서 형태를 생성하고 검토할 수
있으며 설계의도를 쉽게 시각화하여 표현 가능

상호운용성 시설물 전 생애주기 동안
사용될 데이터를 여러
분야의 참여자들이
다양한 용도로 생산, 공유,
재활용

∙시설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참여자들이 정보를 생산, 공유, 재활용 가능
∙정보입력 중복에 따른 시간 및 인력 소모, 도면간의
불일치나 오기입 등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음
∙설계와 시공단계의 단절을 없애는 등 참여자간
커뮤니케이션 및 설계품질 향상에 도움
∙IPD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작업환경 마련

자료: Eastman et al., 2014: 30-34; Monedero, 2000: 372-372; Yamanashi, 2011; 강태욱 등,
2013: 50-51; 박상준·홍관선, 2010: 244; 박정근 등, 2009: 226; 박홍식·전한종, 2008: 336;
임수영·한석희, 2013: 114; 포스코건설, 2013: 86. 저자 편집.

표 3-3. LIM의 특성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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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환경이 마련된다. 또한 통합된 정보의 교환이 자유로이 이루어지면서 분야간

연계성이 확보되고 IPD에서 지향하는 협업의 작업환경이 마련된다. 따라서 LIM

은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때보다 정보를 교환, 재활용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와 함께 LIM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의 신

뢰성과 소유권의 문제, 데이터 충돌에 의한 간섭과 책임 소재의 문제 등이 발생한

다. 그리고 LIM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비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 방대한 LIM 모델 데이터와 협업을 위한 서버 공간의 필요, 새

로운 LIM 업무에 따른 인력과 시간의 투자, 그리고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정보교환을 위한 호환성의 문제 등은 LIM 도입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다(Sipes, 2008; 김화성, 2010).

1-2. LIM의 활용 차원

조경 또는 건축정보모델에는 3차원적 형태와 함께 기능적 속성정보로서 시간

(공정), 비용, 자원, 유지관리 그리고 친환경성 등의 정보들이 포함된다. 건설산업

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3D부터 4D, 5D 그리고 nD까지의 연속된 상수의 차원

(dimension)으로 분류하여 지칭하고 있다. 높은 상수로 갈수록 해당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더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

먼저 3D는 구축된 3차원적 모델의 형태를 이용하여 시각화, 간섭체크, 도면 작

성 및 검토 등의 일반적인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

편적인 정보모델의 활용 차원으로 모델의 구축과 함께 비교적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해준다.

4D는 시간의 개념을 결합시킨 것으로 건축을 비롯한 건설분야에서는 대개 공정

시뮬레이션의 의미로 사용된다. 정보모델을 활용한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려면

BIM용 저작도구 외에도 MS Project나 Primavera와 같은 공정 시뮬레이션 소프

트웨어가 별도로 필요하다. 3D 모델을 작성한 후 이와 같은 공정 시뮬레이션 소

프트웨어에서 모델의 객체별로 해당 공정을 설정하면 공사에서의 순서가 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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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뮬레이션이 작동한다. 이와 달리 조경분야에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생태적,

경관적 추이에 따른 4D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시공이 이루어진 후에

도 미기후와 사계절, 환경의 변화, 자연적 소재인 조경식재의 생장에 따라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태적, 경관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D는 비용과 관련하여 물량산출 및 견적에 정보모델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보

모델은 3차원적 형태를 기반으로 하므로 여기에서 부피를 비롯하여 면적, 길이,

개수 등 물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수치를 견적 전문 소프트웨어로 가져와 연동

하면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정보모델의 활용 차원은 nD로까지 확장된다. ‘nD CAD’의 개념은 BIM이 건설

산업에서 도입되어 활성화되기 이전 Barrett에 의해 이미 제안되었다(이강, 2011).

Barrett(2000)은 nD CAD 시스템이 건설산업에서 광범위하고 풍부하며 명확한 정

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제안한 정보의 차원에는 위치, 기능, 심미성,

비용, 시간, 보건 및 안전, 환경성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이 개념이 BIM의

활용 차원으로 이어지면서 nD는 시설물 생애주기에서 에너지, 유지관리, 지속가능

성, 기타 안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Yamanashi, 2011). 이강(2011)

에 의하면 nD를 세분하여 6D를 시설물의 친환경성, 에너지 부하 등 건축물 성능

으로 보고 7D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분류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6D를 조달로

보고 7D를 유지관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4D 공정 시뮬레이션과 5D 물량산출

및 견적과 같이 그 이상의 세분화는 아직 확실하게 통용되고 있지 않다.

1-3. LIM 관련 연구 동향 

조경분야의 LIM에 관한 연구는 영국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BIM의

개념이 조경분야에 도입되던 초기에는 Ahmad & Aliyu(2012)와 Davis(2013)의 연

구에서와 같이 LIM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도입 현황과 모델 구축, 기대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Bostadløkken(2009)은 LIM 도입 가능성과 효과 검토를 위하여 노르웨이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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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Statsbygg,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조경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조경설계사무

소, 그리고 조경시설물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

터뷰에서 드러난 사실은 공기관에서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6)를 통한

표준화를 강조하지만 여기에 조경분야에서 다루는 대상이나 요소에 대한 수용성

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Lenngren(2012)은 조경가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

LIM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평면과 단면도보다 3D와 LIM으로

작업하는 것이 공간과 형태 개념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2D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에도 훨씬 수월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

프트웨어들은 아직 조경에 필요한 도구들이 제한되어 있고 객체 라이브러리가 부

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Jenson(2012)은 노르웨이의 4

개 LIM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

하였다. 3D 모델 작업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LIM이 통합

된 정보의 원활한 교환, 효과적

시각화, 분야간 간섭체크로 효

율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

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오슬로

에 위치한 허슬레 고등학교

(Hersleb videregående skole)를

사례로 조경분야에서 4D 공정

시뮬레이션, 5D 물량산출 및 견

적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그림 3-2 참조).

6) IFC는 모델 정보를 교환, 공유하고자 개발된 국제표준 정보포맷이다. 1997년 IFC1.0
을 시작으로 2006년 IFC2X3가 출시되었고 2014년부터 IFC4가 사용되고 있다. IFC는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의해 ISO16739
로 인증되어 통용되고 있다(http://www.buildingsmart-tech.org).

그림 3-2. 2D에서 5D까지 LIM의 활용
자료: Jenson, 201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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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son(2013)은 LIM을 통한 가상 설계 및 시공이 설계 초기에 많은 정보들을

입력해야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그 정보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경

가들이 이러한 기술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설계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건설분야에서 조경가의 위상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였다.

이후 LIM에 대한 연구는 정보모델의 표준화, GIS와의 연계 방법, 그리고 모델

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LIM의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화와 호환성의 문제다.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정

보 포맷을 사용하는 건설분야의 여러 주체들이 정보를 완벽하게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된 바 없다. 이 때문에 정보 손실이 일어나고 추가

적으로 모델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딩스마

트협회가 국제표준 정보포맷인 IFC를 개발하고 있다(최중식, 2012).

CRC Construction Innovation(Cooperative Research Centre for Construction

Innovation)은 IFC 개발에 국제적 협력을 해 온 호주의 연구소이다. 이 곳에서는

일찍이 Interoperable Standards Development라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IFC

의 영역 확대 문제를 다루었다(Isokangas et al., 2009). 이 보고서에서는 IFC가 건

축물의 상세수준은 잘 다룰 수 있지만 다음 단계로 토목과 조경 영역까지 확대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조경설계요소의 특성을 기술하는 표준이 아직 개발

되지 않았으므로 지형, 포장 및 표면처리,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등 조경정보에 관

한 추가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Abdirad & Lin(2015)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프로젝트에서 BIM 구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조경분야의 설계와 시공, 기타 분야 간의 협업에서

여전히 정보 교환의 과제가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

구로서 IFC 및 OmniClass7) 등과 같은 분류 체계에서 조경설계요소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수정과 업데이트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보모델의 표준화와 더불어 IFC와 GIS의 통합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

7) OmniClass는 유럽과 북미의 건설 분류체계 통합과 국제표준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개발된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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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왔다(강태욱 등, 2013; 오춘원, 2010; 황정래 등, 2012). 이에 GIS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포맷으로서 광역교통과 토목을 위한 LandXML8)이나 건축물, 도로

등 도시의 3차원적 정보를 위한 CityGML9)과 IFC의 통합을 위한 연구가 다수 진

행되었다.

El-Mekawy et al.(2012)은 구체적 적용사례로서 스톡홀름 Narrtälje 시립병원의

비상대피 및 건물 동배치 계획에서 IFC와 CityGML을 통합함으로써 건물 내외부

환경 정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l-Mekawy 등은 통합정보모

델(Unified Building Model, UBM)을 제안했는데 CityGML의 상세수준인 LOD를

기준으로 건물이 등장하게 되는 LOD 1부터 4개 단계의 LOD로 모델을 구축하였

다(표 3-4 참조). 이 연구는 건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므로 평면계획, 문과

창문 등 개구부, 비상구, 인근 건물의 용도와 지붕형태, 도로와 교통의 흐름, 주변

옥외공간과 녹지, 그리고 공장, 학교, 식당, 도로 등 소음발생요소를 포함한 건물

내외부의 정보가 포함되었다. 주변 부지에 관한 객체들은 자세히 표현되지 않았지

만 모델 제작에서 각 설계단계별로 상세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호호환

성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challer et al.(2017)은 좀 더 진전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조경계획의 환

경에 대한 영향, 경관의 시각적, 생태적, 기능적 분석을 통합하고 전 생애주기 동

안의 다양한 건설정보들을 원활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상

호운용성 확보를 도와주는 Esri의 확장도구를 사용하여 ETL(Extract Transform

Load) 방식으로 BIM과 GIS 데이터 간의 정보 포맷 변환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8) LandXML(Land 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AutoDesk 등에서 개발하여 활용되
는 모델 포맷으로서 토지 개발, 운송 산업 등의 도로 시뮬레이션, 안정성 설계 등 토
목분야에 사용된다. 이 포맷은 측량, 도로설계, 단지부지, 디지털 지형모델 등의 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http://www.landxml.org).

9) CityGML(City Geography Markup Language)은 지리정보표준화를 위해 조직된 민간
협의체인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에서 도시 기반시설의 정보모델에 초점
을 맞추어 제정한 표준 포맷이다. 지형, 건축물, 교량, 하천, 터널, 도로, 수송시설물과
함께 수목, 도시 조형물 등을 5단계의 상세 수준에 따라 3차원 객체로 표현할 수 있
다(http://www.opengeospati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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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와 BIM에 의한 설계 및 계획 시나리오를 용이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경정보모델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확대되고 있

다. 그 일례로 Alden(2018)은 오레곤 주의 Saginaw mobile home park 사례를 통

해 대상지내 우배수 시스템의 계획에 LIM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

례에서 LIM은 초기 설계단계에서 대상지의 지형 정보를 기반으로 우수처리시설

의 용량과 위치를 도표로 작성하여 정보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LOD CityGML UBM에서 사용된 건물객체들

LOD 0 ∙지방, 경관 스케일
∙2D와 2.5D의 디지털 지형 모델로서
항측이미지 또는 지도가 맵핍된 상태
∙건물이 차지하는 공간이나 건물의
지붕 경계선이 폴리곤으로 나타남
∙가로시설물, 식물소재 표현 안됨

사용 안됨

LOD 1 ∙도시, 지역 스케일
∙단일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본 단계로서 건물들은 평평한
지붕의 블록으로 나타남
∙주요한 개별 도시시설물(city
furniture)과 개별 식재, 50×50m
지표식재 등장

건축물자체(UBMBuilding)

LOD 2 ∙도시 구역, 프로젝트 스케일
∙건물의 지붕, 외부표면 등의
차이점이 들어나는 단계. 건물
파사드의 상세한 부분들이 나타남
∙가로시설물과 6m 이상의 개별 식재,
5×5m 지표식재 등장

건물외곽경계(UBMBoundarySurface)
건물요소(UBMBuildingElement)
/건물외피(UBMCovering)
//지붕(UBMRoof)
/건물바닥(UBMLevel)
//1F바닥(UBMGround)
/건물벽(UBMWall)
//건물외벽(UBMExteriorWall) 등

LOD 3 ∙건축 외부모델, 랜드마크 스케일
∙건물의 지붕, 벽, 외부공간과 실내의
구조적 요소들이 함께 표현되는 단계
∙문과 창문 등 개구부 나타나기 시작
∙실제 형태 가로시설물과 2m 이상의
개별 식재, 5×5m 지표식재 등장

건물의 층(UBMStorey)
공간(UBMSpace)
/개방공간(UBMOpenedSpace)
개구부(UBMOpening)
/창(UBMWindow),문(UBMDoor)

LOD 4 ∙건축 내부모델 스케일
∙건물의 실내 구조들이 모두 추가되어
완벽한 건물의 모델을 보여주는 단계
∙실내외 시설물, 가구들의 요소들도
표현 가능
∙실제 형태의 도시시설물과 개별
식재, 5×5m 지표식재 등장

폐쇄공간(UBMClosedSpace)
천정(UBMCeiling)
2F 이상의 층별 바닥(UBMFloor)
커튼월(UBMCurtainWall)
건물내벽(UBMInteriorWall),

자료: El-Mekawy et al., 2012: 1, 12, 128-129; OGC, 2012: 11. 저자 편집.

표 3-4. CityGML과 UBM(Unified Building Model)의 모델 상세수준(LOD)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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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LIM 도입을 위한 해외 전문단체들의 노력

각국 정부의 BIM 사용 의무화 정책에 따라 BIM이 건설업계에서 전 세계적으

로 확장되고 있다. 그 가운데 미국 조경가협회, 영국 조경협회, 노르웨이 조경협

회, 그리고 호주 조경가협회에서는 LIM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논의와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표 3-5 참조).

영국 조경협회에서는 Digital Practice Working Group(구 BIM Working Group)

을 구성하고 대내적으로 협회 회원들의 LIM에 대한 인식과 단계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건설산업협회(Construction

조직명 활동

미국 조경가협회(ASLA) 내
BIM Working Group

∙조경분야에서의 BIM 도입에 관한 논의 시작
∙LIM과 SIM(Site Information Modeling)에 관한 정의 시도
∙BIM 관련 저서인 Integrating BIM Technology into Landscape
Architecture 발간(2008)

영국 조경협회(LI) 내
Digital Practice Working
Group(구 BIM Working
Group)

∙회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BIM 성숙도 정책에 부합되도록 관련 정보와
대책 마련
∙외부의 BIM 관련 단체들에 대응되는 내부조직을 마련하고 협력 및
대응활동 전개
∙BIM 관련 기술과 용어 설명
∙BIM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침인 General
Practice Note on SW for BIM Projects을 작성, 배포
∙조경요소들이 National BIM Library와 COBie data에 포함되도록 노력
∙대학 교육 프로그램에 BIM이 포함되도록 유도
∙자체적으로 BIM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서 제공
∙BIM 관련 저서인 BIM for Landscape 발간(2016)

노르웨이 조경협회(NLA) 내
BIM for Landscape
Initiative(구 BIM For
Landskapsarkitektur)

∙BIM 프로젝트에서 조경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정부기관과 함께 IFC, CityGML, LandsXML 등 BIM에 관한 다양한
표준 개발을 위해 노력
∙조경정보모델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조경 객체 개발
∙조경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BIM용 저작도구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에 의사 개진

호주 조경가협회(AILA)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BIM
관련 교육을 실시
∙CAD, GIS와 함께 BIM 관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된 산업 그래픽 표준 등에 대한 교육 시행

자료: http://www.landscapeinstitute.org; http://www.landskapsarkitektur.no; http://underland.no;
http://www.aila.org.au. 저자 편집.

표 3-5. LIM 도입을 위한 해외 조경 전문단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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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Council) 등 외부 협회와의 정보교환 및 연계를 꾀하고 있다. 이 그룹은

2016년도에 BIM for Landscape를 출간하면서 조경분야에서의 BIM 도입에 관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LIM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그 활

용방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그룹은 영국 조경분야의 BIM 성숙도(그림 3-3 참조)10)가 정부의 건설발주

자 그룹인 GCCG(UK Government Construction Client Group)에서 정의한 수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실무

지침인 General Practice Note on SW for BIM Projects11)을 작성하고 회원들
이 무리하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도 LIM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COBie(Construction Operations Building

Information Exchange)의 활용을 권유하고 있다. COBie는 미국에서 개발된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포맷이자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12) 여기

에는 시설물의 설계, 시공, 운영단계를 거치면서 축적되는 정보로서 공간의 리스

트, 면적, 자재 및 제품 일람표, 시공단계 제출물, 장비 리스트, 보증서 제공자, 교

10) 영국 정부에서 공개한 BIM 성숙도 4단계는 다음과 같다. Level 0은 종이에 기반을
둔 2D 도면 작성 단계로서 규격과 기준 없이 CAD를 사용한다. Level 1은 협업도구
를 통한 2D, 3D 도면을 작성하는 단계로서 규격과 기준에 의해 관리되는 CAD를 사
용한다. Level 2는 BIM을 활용하여 3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각 분야에 정보를 첨부
할 수 있는 단계로서 4D, 5D 활용이 가능하며, 자원관리는 조직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한다. Level 3은 웹을 기반으로 한 개방
된 BIM 시스템에서 정보의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서 BIM 허브 서버를 통해
관리된다(김기평·박성호, 2012).

11) http://www.landscapeinstitute.org/wp-content/uploads/2016/01/GENERALPRACTIC
ENOTEONSOFTWAREFORBIMPROJECTS.pdf

12) COBie에 관한 개발과 연구는 2007년 William East에 의해 미항공우주국(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국립표준기술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와 미육군공병대(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COBie는 미국의 국
가 BIM 표준지침인 NBIMS-US에 포함되었고, 2009년 COBie 개발팀이 국제 버전을
공개하였다(http://www.nibs.org/?page=bsa_co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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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부품 제공자 등이 포함된다(이슬기 등, 2012). COBie는 프로젝트의 규모나 사

용자의 프로그램 숙련도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BIM용 소프트웨어

없이도 데이터를 IFC 기반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igital Practice Working Group은 또한 3D 정보모델을 제작함에 있어서 효율

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경 설계요소들을 National BIM Library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National BIM Library는 영국왕립건축가협회(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 소속인 NBS(National Building Specification)가 무료로

웹에서 배포하고 있는 BIM 객체 자료실로서 각 객체들은 Revit, ArchiCAD,

Vectorworks 등 BIM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가능한 포맷과 IFC 포맷으로 제공된

다.13) 현재까지는 건축적 요소를 주로 포함하고 있지만 앞으로 목록을 확대해 나

갈 방침이다.

13) http://www.nationalbimlibrary.com

그림 3-3. BIM 성숙도 모델(영국)
자료: GCCG(UK Government Construction Client Group), 2011: 16.



- 53 -

노르웨이 조경협회 역시 영국 조경협회와 함께 조경분야의 BIM 도입에 적극적

인 행보를 보이면서 2009년에 BFL(BIM For Landskapsarkitektur)라는 Working

Group을 결성하였다.14) BFL은 Statsbygg와 함께 IFC, CityGML, LandXML 등

LIM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그룹은 2011년 11월 Statsbygg, 소프트

웨어 공급업체, 조경가 등 업계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세미나를 주관하였다.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측에서는 조경가들이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을 알고

자 하였고 이 자리에서 조경가들은 요청목록(ønskeliste)15)을 작성하였다. 이 목록

에는 조경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지형 모델, 동적인 토양 단면 작성, 옥외 시설물

등 조경설계요소의 객체 라이브러리, 배수 시뮬레이션, 조경 표현에 적합한 재질

과 색상, 수목 및 지피 등 식물소재의 표현, 성장 시뮬레이션 등의 기능이 포함되

어 있었다. 이와 함께 조경요소에 대한 물량산출, 개방형 데이터 입출력 등이 필

요한 도구와 기능으로 요구되었다.

BFL는 이후 BIM for Landscape Initiative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4년부터 영

국의 BIM Working Group과의 협업으로 객체에 대한 템플릿인 PDTs(Product

Data Templates)를 개발, 배포하였다(Wik et al., 2018). PDTs는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관한 정보를 표준화하여 설정해 둔 것으로서 Excel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그림 3-4 참조). 열은 좌측부터 정보 분류(information category), 변수

(parameter), 값(value), 단위(unit), 작성지침(guidance not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템플릿을 이용하여 정보를 작성할 때에는 3열의 값만 채우면 된다. 제조업체에

서는 직접 템플릿을 완성하여 홍보와 더불어 동일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다. 행은 상단부터 제품명칭 등 일반적 정보를 기록하는 상단부(header section),

생산자 정보(contact information), 건설 정보(construction information), 규격

(dimensions and Weight),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sustainability data), 유지관리

정보(maintenance information)를 담고 있다.

또한 BIM for Landscape Initiative는 조경 객체들을 정의, 분류하여 2016년에

14) http://www.landskapsarkitektur.no

15) http://landskapsarkitektur.no/?nid=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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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I(Norwegian Geospatial Object Standard)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Statsbygg와

함께 44개의 조경객체와 14개의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모델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그림 3-5 참조) 프로젝트의 단계에 적합한 LOD를 선보였다. 이러한 조경 객체의

표준화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국제적으로도 표준화를 이루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가 설계도구에서 조경 객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Wik et

al., 2018).

그 외에 호주 조경가협회에서는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BIM 관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사용 확대를 꾀하고 있다.

CPD Program은 조경실무가들과 전문가들이 갖추어야할 설계 및 시공, 자연 및

문화적 환경, 다양한 규모의 계획, 법제, 기타 사업체 경영 및 마케팅 등 전문적

실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협회의 CPD Tree of

그림 3-4. PDTs(Product Data Templates) 사례
자료: https://www.landscapeinstitute.org/technical-resource/pdt-store. 저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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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조경가들이 필요로 하는 CAD, GIS와

함께 BIM 관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된 산업 그래픽 표준 등

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16)

16) http://www.aila.org.au/imis_prod/documents/AILA/News/2015/2b_CPD%20Tree%20
of%20Knowledge_ratified_ v1_7th%20May%202015.pdf

그림 3-6. LOD에 따른 객체의 표현
자료: Hallgeir, 2018: 245.

그림 3-5. 조경분야의 객체 분류체계(노르웨이)
자료: Wik et al., 2018: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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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사례 분석

2-1. 사례 선정 및 분석의 틀

앞선 LIM의 개념 및 도입 동향에 관한 연구에서 그 특성과 기대되는 도입효과,

BIM 관련 정책 및 조경 관련단체의 LIM 도입을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았다. 이

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경정보모델의 구축 및 활용방법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의

대표적인 LIM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사례 선정을 위해 영어권 국가 중에서 LIM 도입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세 국가를 중심으로 조경 프로젝트 사례를 조사

하였다. 앞선 연구에서 도출된 LIM의 세 가지 특성과 효과는 (1) 기능적 속성정

보에 의한 설계업무의 자동화로 효율성 확보, (2)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협업 환

경의 마련, (3) 파라메트릭 모델링 방식을 이용한 유기적 형태의 구현과 설계변수

의 처리 및 시뮬레이션 등이었다. 이 LIM의 특징과 효과를 보여줄 세 개의 대표

적인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표 3-6 참조).

첫 번째 사례는 미국의 Arnold & Porter Roof Terrace이다. 미국 조경가협회는

전문가실무위원회(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에 BIM Working Group을 조

직하고 본격적으로 BIM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2015년 11월 개최된 Annual

프로젝트명 국가 및
위치

LIM의 주요 특징 및
효과

Project type 클라이언트 설계담당

Arnold &
Porter
Roof Terrace

미국
(워싱턴 D.C.)

기능적 속성정보에
의한 설계업무의
효율성 확보

옥상정원 Arnold & Porter
(민간설계사무소)

HOK

Queen
Elizabeth
Olympic Park

영국
(런던)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협업 환경
마련

공원 Olympic Delivery
Authority
(공공기관)

Arup, Atkins
등

Victorian
Desalination
Project

호주
(완타기)

파라메트릭 모델링
방식을 이용한 유기적
형태 구현과
설계변수의 처리 및
시뮬레이션

기반시설
(주변의
옥외공간)

Victoria state
government와
AquaSure
(민관협력사업)

ASPECT
Studios

표 3-6. 사례 분석을 위해 선정된 해외 LIM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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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and EXPO에서 BIM 프로젝트 사례들을 소개하였다.17) 이중 미국 건축

설계회사 HOK(Hellmuth, Obata & Kassabaum)의 워싱턴 D.C. 사무소 조경팀에

서 설계한 이 프로젝트는 BIM을 활용하여 설계업무 효율성 향상의 좋은 본보기

를 보여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사내 BIM 경연대회(HOK Annual BIM Awards

Competition)의 2014년도 특수 프로젝트 유형부문의 수상작이기도 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영국의 Queen Elizabeth Olympic Park로서 영국 조경협회의

BIM Working Group에서 출간한 BIM for Landscape에서 대표적인 LIM 사례
로 언급되었다(Landscape Institute, 2016). 이 프로젝트는 영국 정부에서 정의한

BIM 성숙도의 Level 2에 해당되며 조경전문가들이 토목 및 기반시설에서 설계책

임을 맡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업을 이룬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

세 번째 사례는 호주의 Victorian Desalination Project이다. 이 프로젝트는 호주

조경가협회에서 개최하는 Victorian Landscape Architecture Awards에서 여러 번

수상한 작품으로 2012년도에는 Research & Communication 부문, 그리고 2016년

도에는 Infrastructure 부문의 수상작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조경가들이 설계조

건에 대한 다양한 공간적 맥락의 변수들을 가지고 파라메트릭 기법을 활용하여

지형설계를 수행했으므로 본 연구의 세 번째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의 조경정보모델 구축 및 활용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모델링 업무와 행위,

그에 관련된 사항들을 LIM의 특성과 도입 효과를 토대로 분류하고 사례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이에 모델링 업무와 행위, 그에 관련된 사항들을 분류하여 나열

하면 (1) 모델의 대상이 되는 조경설계요소와 조경정보의 내용 및 구축 방법, (2)

3D 모델 제작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와 특정 도구의 활용, 통합모델의 제작, 저장

과 관리, (3) 상호운용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데이터 포맷과 교환, 정보 표준화, 협

업 과정 및 방법으로 정리된다. 여기에 (4)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목적, 내용 및 방

법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정리된 틀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 http://www.asla.org/contentdetail.aspx?id=4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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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 Arnold & Porter Roof Terrace

Arnold & Porter Roof Terrace(이하 아놀드 앤 포터 옥상정원)는 워싱턴 D.C.

소재의 법률회사 건물 10층에 위치한 테라스 정원이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HOK의 Brandon Hartz는 LandArch BIM18)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경팀에서 설계

와 도면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IM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기존 2D 설계방식으로는 펜스, 가드레일, 경사로, 계단식 벽체 등 복잡한 조경요

소들의 입단면도 및 상세도를 개별적으로 제작해야 했으나 LIM의 도입으로 설계

와 동시에 복잡한 도면이 자동 생성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

다. 이 프로젝트는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Revit이 설계업

무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조경정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HOK의 조경팀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Revit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조경요소들을 패밀리(Family)19)로 제작하였

다. Khemlani(2015)에 의하면 플랜터, 스크린, 트렐리스, 포장 등이 제작되었는데

이들을 일일이 속성정보와 함께 3D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단 만들고 나면 차후 다른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설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Khemlani는 또한 이 프로젝트

에서 재식 유형을 모델링하는 등 식물소재에서도 전적으로 Revit을 사용하여 식

재계획도, 재식 일정 및 수량표 등을 자동으로 작성했다고 전하였다(그림 3-6의

d, e 참조).

둘째, 3D 모델 제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초 건축물과 실내 구조가 이미

Revit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기반으로 조경설계도 Revit에서 이루어졌

다. 조경을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의 부재가 지적되는 가운데, 부정형의 지형과 비

18) LandArch BIM은 조경분야의 BIM 도입을 위해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로서 성공적인 BIM 사례를 발굴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http://landarchbim.com/2015/04/09/bim-in-practice-hok).

19) Revit의 Family란 다양한 설계요소들을 3차원 형태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아서 미
리 작성해 둔 것이다. 일종의 라이브러리로서 AutoCAD의 블록과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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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의 유리 가드레일 등 일부 조경요소들은 Revit의 건축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LandArch BIM과의 동일한 인터뷰에서 Hartz는 지형을 다루

는 것은 조경 모델링에서 큰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원에 계

획된 소규모 파형의 지형은 Revit에서 제공되는 바닥(Floor)도구의 sub-elements

를 활용하여 완성하였고 모델링 후에는 지점별로 정확한 레벨 값을 입력함으로써

경사도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그림 3-6의 b 참조). 또한

그는 맞춤형 가드레일을 위해 Revit의 Curtain Wall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건

축물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단절부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그림

3-6의 c 참조).

셋째,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건축, 실내, 조경분야에서 동일한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단일 파일 포맷의 건설정보를 생성함으로써 원활한 협

업을 이룰 수 있었다. Khemlani(2015)에 의하면 분야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정

원설계를 Revit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조경팀은 처음부터 기초 건축물

의 Revit 모델을 건축팀에서 제공 받아서 3D 조경모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완

성된 조경모델은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에서 다른 분야의 모델들과 함께 단일 모

델로 쉽게 통합될 수 있었다고 한다.

넷째,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3D 조경모델은 발주처와의 협의

에서 프리젠테이션에 사용되어 설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시간 피드백을 받

는 등 적절히 활용되었다(그림 3-6의 a 참조). 이에 대해 Hartz는 LandArch BIM

과의 인터뷰에서 정보모델을 활용하여 캐노피와 음영이 형성되는 시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시연할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테라스의 조경공간이 길고 좁은

장방형 부지였으므로 설계팀은 설계안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선을 확보하면서

그 공간이 어떻게 사적 또는 공적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발주처에게 보여주

어야 했다. Hartz는 모델의 3D 투시도를 통해 그 설계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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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테라스의 투시도 b. 부정형적 지형의 모델링

c. Curtain wall 도구로 만든 맞춤형 가드레일 d. 식재계획 및 단면

e. 모델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한 식재 일람표

그림 3-6. 아놀드 앤 포터 옥상정원의 조경정보모델 구축 및 활용
자료: Khemlani, 2015(http://www.aecbytes.com/feature/2015/HOK_BIM_Awards.html).



- 61 -

2-3. 영국 Queen Elizabeth Olympic Park

런던의 Queen Elizabeth Olympic Park(이하 런던 올림픽공원)는 2012년 개최된

올림픽경기장을 재활용해 2014년에 재개장한 공원이다. 올림픽경기장은 런던의 네

개 자치구(Newham, Tower Hamlets, Hackney, Waltham forest)에 걸쳐 위치하며

쓰레기매립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위해 계

획된 올림픽경기장에는 주경기장을 포함한 8개의 경기장을 비롯하여 선수촌, 미디

어센터, 전망타워이자 영국 공공미술의 거대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르셀로

미탈 오빗(ArcelorMittal Orbit)이 계획되었다.

발주처는 올림픽개발위원회(Olympic Delivery Authority, ODA)로서 일회성 행

사인 올림픽경기 이후 경기장을 해체, 축소하여 공원으로 재활용한다는 설계원칙

을 공표하였다(그림 3-7 참조). 이에 따라 마스터플랜은 EDAW(현 AECOM)에

의해 2005년 처음 제안되었다. 그 후 LDA Design과 Hargreaves Associates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계를 진행했으며, Arup과 Atkins에서 공원 남측과 북측을

담당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본격적으로 BIM을 활용하였다. 공원 조성사업은 처

음부터 공식적인 BIM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의된 표준에

따라 도면과 모델을 생성, 공유하고 통합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BIM에 의한 원

그림 3-7. 런던 올림픽게임 전후의 공원 계획도(➊과 ➋)와 마스터플랜(➌)
자료: http://learninglegacy.independent.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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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한 협업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된다(Landscape Institute, 2016).

첫째, 조경정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방대한 양의 건설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

하는 등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통합적인 건설정보의 구축이 이루

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대규모 공원 조성사업으로서 건축과 조경, 토목, 기반시설

에 관련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May et al.(2012)에 의하면 공원

에 대한 설계와 시공이 함께 진행되어 수시로 변하는 현황 정보를 참여업체들이

제공 받고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GIS 검색도구인 Site

Investigation Viewer가 개발, 운영되었다(그림 3-8의 a 참조).

Turnbull(2012)에 의하면 조경, 토목, 기반시설분야에서 2D의 통합 CAD 모델을

제작하여 건설정보를 구축하였다. 외부공간의 설계 책임을 맡은 Arup과 Atkins는

각 하도급업체들이 2주에 한 번씩 CAD 모델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개개의 모델

을 참조하여 중첩된 통합 모델을 제작하였다(그림 3-8의 b 참조). 이에 대해

Roberts(2012)는 IT 공급업체로 지정된 Bentley System에서 MicroStation의 토목,

구조, BIM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전체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설계도구의 통일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업체들로부터 단일 파일 포맷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둘째, 3D 모델 제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축과 공원 전체 형상을 담은 단일

모델이 제작되었다. 이것은 2D의 통합 CAD 모델과는 별개의 것이다. Timmis &

Wan(2012)에 의하면 경기장 설계를 담당한 업체들은 각각 3D Studio로 모델을

제작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합하여 단일 모델을 완성하였다. 이때 Arup에서 그

기반이 되는 상세한 3D 지형 모델을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건축, 도로, 교량, 구

조 등 수많은 설계요소들을 조합할 수 있었다(Arup, 2013).

셋째, 상호운용성 확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동일한 포맷의 데이터와 정보의 표

준화를 통해 설계 및 시공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졌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참여업체들의 다양한 설계도구가 통일되어 2D CAD 모델은

MicroStation에서, 3D 모델은 3D Studio에서 제작되었으므로 각각 동일한 포맷의

데이터가 생성되었다. 또한 Roberts(2012)에 의하면 ODA에서 영국 정보표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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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1192(British Standard 1192)를 준수하여 성과품을 납품하게 함으로써 건설정

보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BS 1192는 CAD에 의한 정보 등 다양한 건설정보의

생산, 배포,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으로서, 데이터의 명명, 분류, 레이

어, 교환에 대한 방식과 프로젝트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20) 그

는 또한 서버에 건설데이터 저장공간(Engineering Data Repository)이 마련되고

서류관리시스템(Document Control System)이 운영되어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

루어졌다고 전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외부공간의 계획, 설계, 시공의 전 단계에서 조경가들이 입

체적 지형모델을 작성하고 수많은 참여업체들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는 것이다(그림 3-8의 c 참조). ODA가 Arup과 Atkins에서 디렉터급 조경공학 기

술자(landscape engineer)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사업 초기부터 조경팀이 조경과

공공공간에서 설계 책임을 지고 마스터플랜과 토목, 구조, 배수, 조명분야 등 기반

시설 사업을 관리,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Carmicael, 2012; Arup, 2013).

넷째, BIM 모델의 활용 측면을 살펴보면 우선 공원 전체의 단일 3D 모델이 설

계안 검토, 사업승인, 대중홍보에 사용되었다(그림 3-8의 d 참조). 당시 이 프로젝

트에는 경기장 건축물을 포함하여 40여 개가 넘는 건설 관련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Timmis & Wan(2012)은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던 상황에서 3D 모

델을 활용하여 건축물과 구조물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계획위원회(Local Planning Authority)에 개별적 요소들이 주변 환경

과 조화롭게 설계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설계안의 승인을 앞당겼다고 전하였

다. 그 외에도 3D 모델로 대중매체에 제공할 동영상을 출력하거나 3D 프린터의

데이터로 활용하여 공청회를 위한 물리적 모델을 출력하는 등 설계업무에 들어가

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20) http://www.designingbuildings.co.uk/wiki/BS_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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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웹기반의 GIS Site Investigation Viewer b. 교량 L03의 2D CAD모델과 실제사진

c: 조경분야의 LIM 지형 모델 d. 3D 디지털 모델에 의한 투시도

그림 3-8. 런던 올림픽공원의 조경정보모델 구축 및 활용
자료: Landscape Institute, 2016: 6; May et al., 2012: 1; Turnbull, 2012: 1; http://www.arup.

com/projects/london_2012_landscape_engineering_the_olympic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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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호주 Victorian Desalination Project

Victorian Desalination Project(이하 빅토리안 담수처리시설 프로젝트)는 2009년

설계가 시작되어 2012년 완공된 빅토리아주 완타기(Wonthaggi)의 해안 기반시설

로 대규모 담수처리시설과 주변 225㏊의 생태보호구역이 포함된다(그림 3-9의 a

참조).

프랑스의 AAE 건축사무소가 설계개념을 잡은 후 조경을 담당한 ASPECT

Studios가 PeckvonHartel과 ARM 건축사무소, Parsons Brinckerhoff와 Beca의 토

목팀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담수처리시설에 의해 발

생할 주변 해안의 환경적 영향과 시각적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다(State

Government Victoria, 2009). 이에 ASPECT는 건축 및 토목팀과 함께 시설물의

26,000㎡에 달하는 옥상을 녹화하고(그림 3-9의 b 참조) 그 주변으로 사구(dune)

를 조성하였다. 이렇듯 지형설계를 주도함으로써 시각적 충격을 완화하고 주변 해

안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계획하였다.21)

첫째, 조경정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형에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활용하여 대

규모의 복잡한 지형을 3D 모델로 작성하면서 설계를 진행하였고 이후 이 모델로

도면작업을 수행하였다. Wallis & Rahmann(2014)에 의하면 ASPECT는 담수처리

시설과 주변 부지와의 시각적 조화, 친환경성, 비용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성절

토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설계의 중점을 두었다. 이에 녹화된 시설물의

옥상을 따라 형성되는 경사도에 대한 조건, 대지에 조성될 사구들의 형태와 성절

토량, 주변 주요 시점에서의 시각적 영향 등 정보를 수집, 반영하여 3D 모델을 통

한 지형설계를 진행하였다. 이후 이 모델을 Revit에 불러들여 경사도 계산과 평면

도, 단면도 등 도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그림 3-9의

c, d, e 참조).

둘째, 3D 모델 제작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형설계에 Maya를 이용한 파라메트

릭 모델링 방식이 적용되었다. Wallis & Rahmann(2016)에 의하면 토목팀에서 개

21) http://www.depi.vic.gov.au/water/urban-water/desalination-project,
http://aspect.ne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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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으로 계획한 지형을 바탕으로 조경가들이 Maya의 표면처리 도구(Surfacing

tool)를 사용하여 여러 포인트들을 밀고 당기면서 지형을 조정하고 시험해 봄으로

써 섬세하게 지형을 설계해 나갔다. 이때 Maya에 명령어의 작업내역 기록이 남아

있어서 경사도와 배수, 성절토량 등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융통성 있게 설정하고

변경하면서 신속한 반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그림 3-9의 f 참조). Petschek

(2014)은 ASPECT의 이러한 지형설계에 의한 결과로 사구의 높이와 배열이 녹화

될 시설물의 옥상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시각적 영향이 완화되고 사구들은 민감

한 시점에서 경관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었다고 전하였다.

셋째, 상호운용성 확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조경, 건축, 토목팀은 모델을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로 제작했지만 적절한 파일 포맷으로 출력하여 Revit에서 통합하

였다. Wallis & Rahmann은 그들의 연구에서 ASPECT는 Maya, 건축은 3D

Studio, 토목은 12D Civil를 사용하여 모델을 제작하였고 개별 모델들은 일주일마

다 주기적으로 교환되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차후 이 모델들을 Revit에서 통합 모

델로 완성함으로써 데이터의 과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참여업체들의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고 하였다. 특히 시설물 건설에는 건축과 조경팀이, 사구 등 지형 조성에는

조경과 토목팀이 협업을 이루면서 조경팀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조경의

3D 지형모델은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궁극적 의사소통 도구(the ultimate

communication tool)’로 간주되었다고 전하였다(Wallis & Rahmann, 2014; Wallis

& Rahmann, 2016).

넷째, LIM 모델의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작된 3D 모델을 이용하여 시설물

의 형태와 주변 지형의 관계를 상세한 수준까지 검토하고 근접한 거리에서 공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Wallis & Rahmann에 의하면 형태가 복잡한 지형설계

에서 전통적인 2D 평면도나 단면도, 콜라주 등을 제작하려면 시간과 노력의 소모

가 크고 설계 이해도 어렵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3D 지형 모델을 제작함

으로써 다양한 규모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확한 GPS 지점에서 설계안을

시험해볼 수 있었다. 이로써 조경모델이 발주처와 정부부처, 이해관계 집단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리젠테이션 도구로 사용되었고 인허가를 받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Wallis & Rahmann, 2014; Wallis & Rahman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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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스터플랜 b. 시설물의 옥상녹화

c. 시설물 주변의 사구 등고선 계획도 d. 사구 부분상세도

e. 사구 계획에서 성절토량의 균형 맞추기 f. 지형과 시설물의 시각적 상관성 시뮬레이션

그림 3-9. 빅토리안 담수처리시설 프로젝트의 조경정보모델 구축 및 활용
자료: http://www.depi.vic.gov.au; http://aspect.net.au; Wallis & Rahmann, 2016: 28; Petschek,

2014: 248; Petschek, 2014: 249; Wallis & Rahmann, 201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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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의 종합

3-1. 조경정보의 구축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모델에는 조경시설물이나 수목과 같은 조경 객

체부터 지형과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객체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내용은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소규모의 아놀드 앤 포터 옥상정

원에서는 시설물과 수목 등 상세한 조경설계요소들을 라이브러리로 제작하여 3D

형상과 속성정보를 구축하였다. 반면 대규모의 런던 올림픽공원에서는 2D CAD를

기반으로 조경, 토목, 기반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시공 관련 정보를 구축하였다. 빅

토리안 담수처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옥상녹화와 사구 형태, 성절토량과 경사도,

배수 등을 포함하여 비정형적이고 복잡한 형태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모든 설계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프로젝트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정보의 양과 종류, 범위를 설정하여 모델링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대

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양의 정보 구축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부

담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성 라이브러리들은 아직 한정되어 있어 모델 구축의 효

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 구축의 형식을 살펴보면 LIM 성숙 전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3D 형상과 속

성정보의 구축이 별도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아놀드 앤 포터 옥상정원과 빅토리

안 담수처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3차원적 형태와 속성정보의 모델이 함께 이루어

졌으나 런던 올림픽공원 조성사업에서는 속성정보들이 3D 모델과 분리되어 2D

CAD로 구축되었다. 이는 영국정부가 구상한 BIM 성숙도 모델에서 당시 기준인

Level 2에 해당되는 것이다. 협업이 중시되는 프로젝트에서 BIM의 궁극적 목적은

모델의 3D 형태 제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간 다양한 건설정보의 구축과

공유, 재활용에 따른 협업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조경협회에서 
General Practice Note on SW for BIM Projects을 통해 협회 회원들에게 소프트
웨어의 구입 없이 LIM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교환 표준포맷이자 스프레드시트인

COBie나 PDTs의 활용을 권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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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D 모델의 제작 방법

3D 모델링 제작 방법을 살펴보면 아놀드 앤 포터 옥상정원에서는 건축분야에

적합하게 개발된 Revit이 활용되었다. 조경요소를 위한 설계도구와 라이브러리에

한계는 있었지만 복잡하지 않은 지형 조작과 식물소재를 이용한 조경공간의 모델

링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대규모 옥상녹화와 사구 지형을 다루었던 빅토리

안 담수처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전문적 3D 모델링 도구인 Maya가 사용되었다.

Maya로 지형의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정교하고 복잡한 지형설계를 수행함으로

써 조경분야에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통합모델 작성 과정을 살펴보면 세 개의 사례에서 모두 분야별로 모델을 제작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교환, 검토하고 취합하여 통합모델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아놀드 앤 포터 옥상정원은 건축과 조경이 하나의 설계사무소에서 진행

되었기 때문에 건축모델을 기반으로 동일한 BIM 저작도구인 Revit이 조경모델에

서도 사용되었다. 이후 두 개의 모델이 정확하게 맞물려서 통합모델로 쉽게 완성,

관리될 수 있었다. 통합모델의 작성은 영국 정부에서 제시한 BIM 성숙도의 마지

막 단계인 Level 3에서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각 분야에서 제작된 건설정보가 서버의 한 곳

에 모이도록 하고 모델의 업로드와 수정에 관한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면서

단일 모델로 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런던 올림픽공원 조성

사업은 완벽한 BIM 통합모델을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서버와 서류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관리로 대규모 사업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건설정보를 중앙에 집

중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3-3. 상호운용성의 확보

아놀드 앤 포터 옥상정원에서는 동일한 소프트웨어인 Revit에 의한 단일 파일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런던 올림픽공원에서는 정보 표준인 BS 1192를 준수함으로

써, 빅토리안 담수처리시설에서는 Maya, 3D Studio, 12D Civil에서 Revit으로 파

일 포맷을 변환함으로써 정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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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를 사용하는 사내 또는 업체 간에는 단일 파일 포맷을 사용하게 되므로 상호

운용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사용하는 설계도구가 다르므로 정보 포맷의 일치화 또는 표준화

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토대

로 건설정보를 공유하여 협업을 도모하는 것은 LIM의 중요한 효과이다. 영국 조

경협회는 Lonely BIM과 Social BIM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정보모델은

공유나 협력 없이 독립적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이를 Lonely BIM이라고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를 최고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물체를 모델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공유 없는 이 모델의 활용성은 한정적이며 BIM의 효과를 최고

로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IM은 독립적으로 작업에 임하기보다 참여자

간 디지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력하기를 요구한다(Landscape Institute, 2016).

3-4.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조경정보모델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었다. 소규모 프

로젝트에서는 조경설계요소의 3D 모델링과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식재계획도와 시

설물 상세도 등의 도면과 일람표 작업을 자동화하는 등 주로 설계업무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반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건설정

보를 토대로 분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빅토리안 담수처리시설 프로젝트

의 경우에는 담수처리 시설과 그 주변 부지와의 시각적 조화, 친환경성, 비용 측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성절토량을 정량화하여 직접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설

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보모델을 활용하였다.

이렇듯 LIM의 도입에 있어서 설계업무의 효율성과 협업의 도모, 설계안의 전개

는 조경정보모델의 주요한 활용 목적이자 효과가 된다. 여기에 3D 모델의 부수적

효과로서 참여자들 간의 의견 조율, 설계안의 인허가, 대중을 상대로 하는 홍보

등에서 모델을 시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놀드 앤 포터 옥상정원에서는 Revit

으로 작성된 조경정보모델로 3D 투시도와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발주처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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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런던 올림픽공원과 빅토리안 담수처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발주처와 간련 정부부처, 지역 커뮤니티 등 이해관계 집단들과의

효율적 프리젠데이션 도구로 활용하였다.

McGraw-Hill Construction은 2013년도에 설계 관련업체에서 선호되는 BIM 활

용방안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BIM 활용방안은 분

야간 협업 다음으로 설계안의 시각화가 우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도입 초기에 있

는 BIM 수행 능력이 낮은 건설업체들이 높은 수준의 업체들보다 생산성 향상이

나 설계 프로세스 개선이 아닌 3D 시각화에 의한 의사소통과 이해도 개선에 BIM

의 가치를 더 많이 둔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McGraw-Hill Construction,

2014). 이렇듯 협업을 이루는 Social BIM의 성숙 단계로 가기 전에 BIM 모델의

시각적 활용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LIM 도입을 준비하는 국내

조경분야에서 복잡한 지형이나 시설물, 수목 등의 조경설계안을 적절히 시각화하

고 프리젠테이션 도구로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

다. 더 나아가 정보모델을 VR 또는 AR과 연계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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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논의 및 소결

본 장에서는 LIM의 개념과 특성, 기대효과와 함께 LIM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

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해외 조경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LIM은 그 개념이 형성되던 초기부터 ‘site’나 ‘land’가 가지고 있는 과거 또는 현재

의 현상적, 고정적 객체를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landscape’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기후, 지형, 우수, 조경식재, 토양 및 포장재 등 물적, 비물적 대상

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경설계요소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공간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듯 시간적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객체들의 상관관계와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변수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할 수 있게 되었다. LIM의 해외사례 중에서 빅토리안 담수처리시설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보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사례로 선정된 세 개의 프로젝트들은 각각 (1) 속성정보에 의한 설계업무

의 효율성 확보, (2)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협업 환경의 마련, (3) 파라메트

릭 모델링 방식을 이용한 지형의 형태 구현 및 설계 변수에 의한 시뮬레이션 수

행에 초점을 두고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였다. 이 프로젝트들은 규모와 목표가 다

르므로 모델 구축의 범위와 방법, 사용 소프트웨어 등 LIM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났다. 소규모 프로젝트인 아놀드 앤 포터 옥상정원에서는 조경식

재와 시설물 라이브러리로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한 업무 자동화와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대규모 프로젝트인 런던 올림픽공원에서는 2D 정보모델의 표준화와

협업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LIM 도입의 주요 목적이 되었다. 부지의 특수성을 고

려한 지형설계가 주요 과제가 되었던 빅토리안 담수처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BIM용 저작도구에서 제공하는 설계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인 3D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자유로운 형태를 구현하고 관계지향적 파라메트릭

기법을 구사하면서 입체적 지형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세 개의 프로젝트 모두

조경정보모델을 시각화와 프리젠테이션 도구로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상에서 LIM 도입을 위한 과제를 조경정보모델의 구축과 활용 측면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모델의 구축 측면에서 보자면 모델링의 효율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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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무엇보다도 조경용 라이브러리의 개발이 요구된다. 규격화된 포장재와 옥외시

설물 등 인공소재들은 작성방법이 건축용 라이브러리와 유사하다. 맞춤제작이 필

요한 조경시설물들은 설계가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지만 기성제품들은 공급업체에

서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조경분야만의 전문소재인 조경식재는 비정형적 형태와 자연소재의 생태적 특성

을 가지므로 라이브러리 구축에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상용되는 BIM용 저작도구

에서 기본적인 식재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만 이들은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단순한 기하학적 3D 형태 또는 2D 이미지 형식으로 LOD 100 또는 200에서 사용

할만한 수준이며 생태적 정보는 담겨있지 않다. Revit용 Artisan RV나 Rhino용

Lands Design 등 조경용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은 보다 상세한 3D

형태와 생육조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수종이 누락되어 있

고 한글지원이 되지 않아 번역의 번거로움이 따른다.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해당

소프트웨어에서만 구동되므로 범용화 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필요한 조경식재 목록을 작성하고 생태적 속성정보를 포함

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식재 형상의 규격화와 포맷의 표준화를 이

루도록 전문가들의 의견과 분야의 내부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정보모델에서 식

재의 상세한 형태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술

상 어려움이 따르며 LIM의 궁극적 목적도 아니다. 실사적 형태는 모델링이 아닌

렌더링 과정에서 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입체적 다층구조의 식재계획에 도움이

될 정도의 형태적 특징을 살리면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이브러리의 정보 구축은 특정 소프트웨어가 아닌 범용 가능한 스프레스시트

의 표준화된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영국과 노르웨이 조경협회에서 객체별 속성정

보를 PDTs로 개발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PDTs에는 다양한 유형의 속성정보들

이 체계적으로 분류, 구축될 수 있다. 객체의 명명과 분류 등 일반적 정보, 규격

및 형상 정보, 생산자 및 유통자 정보, 시공 및 건설 정보, 유지관리 정보, 생태적

속성, 지속가능성 및 환경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보 입력을 위해 변수

의 값과 종류, 단위에 대한 규약과 작성지침이 제공된다.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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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는 어떠한 BIM용 저작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연동하여 모델에 포함시킬 수 있

다. 특히 조경식재 라이브러리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공용재로서 조직적으로 개발, 공유, 관리되어야 한다.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측면에서 보자면 생태성을 추구하는 조경분야에서 정보모

델의 활용 차원을 nD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분야에

서 초기 BIM 활용은 2D 도면 제작이나 간섭체크 등 업무 효율성과 시각적 표현

을 추구하는 데에 그쳤다. 이제 일조, 일사, 바람 등 기후조건과 자재의 속성정보

를 토대로 에너지 성능을 검토하고 탄소발생량을 예측하는 등의 친환경 BIM에

이르고 있다. 모델 활용 차원이 3D, 4D, 5D에서 nD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조경정보모델은 아놀드 앤 포터 옥상정원에서와 같이 형태 구현에 치중되

어 있다. 모델 활용도 2D 도면작성과 물량산출, 시각적 프리젠테이션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빅토리안 담수처리시설 프로젝트에서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성절토량, 경사 및 우배수, 시각적 영향 평가 등의 설계 변수들을 시뮬레이

션 하였다. 이를 통해 친환경성, 시각적 조화, 비용 등의 상호관계성을 정량화하는

설계를 수행하였다. 조경설계가들이 근거에 기반한 지형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전문

가로서의 역할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정보모델의 활용을 확대하여

기후와 주변 환경의 맥락 속에서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조경식재, 토양 및

포장재 등의 설계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생태적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조경설계요소의 속성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기후

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기초연구, 그리고 친환경 및 기후변화에 LIM을 활용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사례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적극적으로 디지털 설계도구를 활용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보모델의 구축은 기본적인 BIM용 저작도구로 일

반적인 수준까지는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델의 활용은 조경분야의 전문적인

설계업무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설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화된 알고리즘의 작성

과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 적용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

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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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경정보모델 구축 및 활용 방향

제1절 조경정보모델 구축의 기본방향

1-1. 가이드 검토 및 프로세스 구상

조경정보모델 구축에 앞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 배포한 BIM 지침

이나 가이드를 참고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는 건축
분야 BIM 적용가이드(국토해양부, 2010), EX-BIM 가이드라인(한국도로공사·한
국BIM학회, 2016), BIM 설계도서 작성지침(대한건축학회, 2016), KBIMS 라
이브러리 제작기준(빌딩스마트 Korea, 2016), 그리고 LH BIM 활용 가이드(한국
토지주택공사, 2018) 등이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침이나 가
이드라기보다는 설계 단계별 BIM의 일반적인 모델 작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가장 최근에 배포된 한국토지공사의 LH BIM 활용 가이드는 먼저 배포된 다
른 가이드들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BIM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

를 살펴보면 계획설계의 BIM 활용목표로서 디자인 검토, 품질 확보, BIM 설계도

서 작성, 그리고 개략적 에너지 효율의 검토가 포함된다. 데이터는 BIM용 소프트

웨어를 활용하여 원본 포맷과 IFC 표준포맷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보모델의 품질 향상을 위해 모델 작성자가 간섭 및 설계조건 체크, 객체 사용과

속성 부여 등 데이터 요건의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그 외에 중요하

게는 설계단계별 데이터 작성에 대한 기준으로서 기획부터 실시설계까지 각 수준

에 맞추어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정부부처에서 배포한 이러한 BIM 활용 가이드들은 표준포맷의 활용을 통한 상

호운용성의 확보, BIM 저작도구를 활용한 3D 객체모델링의 작성, 그리고 데이터

작성 기준을 따르는 속성정보의 구축 등 정보모델의 기본적인 구축과 활용 방안

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획(LOD 100, BIL 10), 계획설계(LOD

200, BIL 20), 중간설계(LOD 300, BIL 30), 실시설계(LOD 400, BIL 40), 시공

(LOD 500, BIL 50) 등 프로젝트의 단계별 구분에 따라 상세수준을 지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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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이러한 상세수준에 대한 지침은 일반적인 모델 작성에서 중요한 가이드가

된다. 공공기관의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통합모델 작성과 원활한 협업을 위해 발

주처나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함께 정보모델의 활용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모델 구축의 상세수준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들에서 조경분야의 부재들에 대한 상세수준은 아직 분명

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LH BIM 활용 가이드를 살펴보더라도 중간 및 실시
설계의 최소부재 작성대상에 연관공종 확인사항과 구조검토 관련사항과 같은 주

요 설계요소의 위치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표 4-1 참조). 그러므로 가이드에

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조경식재와 포장재, 시설물 등의 상세수준을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모델링을 구축해야 한다.

국내 정부기관에서 배포한 BIM 관련 가이드들은 설계자가 ‘BIM 업무 수행계획

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BIM 설계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해외에서

는 이와 유사하게 ‘BIM 수행절차서(BIM Execution Plan)’를 작성하도록 한다(포

스코건설, 2013). 이 계획서 또는 절차서에서는 (1) BIM의 도입 목적 및 모델의

1)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BIM의 LOD(Level of Development 또는 Level of Detail)는
미국 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등에서, 그리고 BIL(BIM
Information Level)은 대한건축학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모델의 상세수준이다(AIA
et al., 2017; 대한건축학회, 2016)

.

분야 최소부재 작성대상

건축 ∙벽체, 문, 창문, 셔터, 커튼월, 계단경사로의 개구부, 난간, 천정, 지붕 이차구조
∙두께 50㎜ 이상의 마감재
∙옥외 오수·우수·급수 관로, 중요 가시설
∙외부공간 노출 구조물(천장, 환기창, 지하주차장 연결계단 등)

토목 ∙옥외 오수·우수·급수 관로, 포장, 토공
∙도로, 옹벽 등 주요 시설물, 대지(마감재)

조경 ∙연관공종 확인사항(수직 배수 드레인, 수경시설 위치, 생활자원보관소 위치)
∙구조검토 관련사항(식재규격에 따른 토심 및 대형목 위치, 미술작품 위치)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26. 저자 편집.

표 4-1. LH BIM 활용 가이드 내 설계단계의 최소부재 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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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2) 정보모델의 대상, 부재 작성 범위와 방법, (3) 데이터 작성기준으로

BIM 데이터 포맷과 LOD의 설정, (4) 소프트웨어 선정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참고로 본 논문의 사례 적용을 위한 LIM 프로세스를 구상하면 다음과 같

다(표 4-2 참조). LIM의 도입 목적 및 모델 활용방안은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설

계방안의 검토와 근거에 기반한 생태적, 공학적 조경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

다. 모델의 대상은 지형과 외부공간을 포함하고 부재는 조경식재와 포장재를 대상

으로 한다. 데이터 작성은 BIM용 저작도구의 원본 포맷을 기준으로 하되 차후

IFC 표준 포맷으로 출력하도록 한다. 모델의 상세수준은 중간설계 단계인 LOD

300 또는 BIL 30 수준에 맞춘다. 소프트웨어는 BIM용 저작도구로 Revit을 사용하

고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1-2. 조경정보모델의 범위 및 방법

협업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건축, 토목, 조경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BIM 모델을

작성하고 이들을 모아 통합모델을 완성하게 된다. 조경분야 모델은 일반적으로 지

형과 포장재,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이 주를 이룬다. 건축물과 지하주차장은 건축분

야 모델에 포함되며 주변을 포함한 부지 전체의 지형 및 도로들은 토목분야 모델

항목 내용

LIM의 도입 목적 및 모델 활용방안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설계 검토에 모델 활용
∙근거에 기반한 생태적, 공학적 조경설계업무 수행

정보모델의 대상,
부재 작성 범위와 방법

∙대상은 지형과 외부공간
∙부재는 조경식재와 포장재(도시재해 저감 등 생태적
설계에 필요한 속성정보 포함)

데이터의 작성 ∙BIM용 저작도구의 원본 포맷
∙IFC 2*3 규격의 표준포맷(개방형 BIM)으로 출력

모델의 상세수준 ∙중간설계단계
∙LOD 300 또는 BIL 30

소프트웨어 ∙BIM용 저작도구인 Revit
∙관목 모델링을 위한 Revit용 Artisan RV
∙기타 Excel, Dynamo, Shadow Analysis, LSS Chronolux

표 4-2. 사례 적용을 위한 LIM 프로세스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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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된다.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지형모델 작성에 대한 토목과 조경분야 간의

업무범위는 규모와 상세수준에서 나뉜다. 토목에서 단지 전체의 지형, 우배수시설

및 도로 선형 등의 모델을 작성하면 조경분야에서 마운딩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지형모델과 토양 및 포장재, 부분별 우배수시설, 보행로, 녹지공간의 조경모델을

작성하게 된다(김복영·손용훈, 2017).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에서는 전체 지형을

토대로 마운딩에 의한 지형모델과 포장재, 조경식재 및 시설물을 모델링하게 된

다. 기타 각 분야별 모델과의 형태적 상관관계에 의한 토심과 하부지반구조의 확

인이 필요하므로 건축물과 지하주차장을 간략한 매스로 모델링한다(표 4-3 참조).

지형모델은 수치지도와 계획레벨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지하주차장을 매스로 만

들어 앉히면 하부지반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형모델이 완성된다. 포장재, 조

경식재 및 시설물은 라이브러리로 제작하여 지형 위에 배치한다. 포장재를 포함한

피복유형은 건축물과의 상관성에 의해 건폐지 또는 비건폐지 유형으로 나뉜다. 벽

면녹화, 옥상녹화, 침투 및 저류시설 연계면은 건폐지와 관련된 피복유형으로 건

축물에 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모델로 작성하고 건축분야와의 통합모델을 만들

때 함께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포장재 등

비건폐지와 관련된 피복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바닥재 라이브러리로 작성

한다. 조경식재는 교목, 관목, 지피초화류로 분류되는데 LOD 300에 맞추어 교목과

관목은 단위 객체인 라이브러리로 작성하고 지피초화류는 바닥재의 재질로 표현

분야 모델링 범위 내용 모델 구축 방법
토목 지형 주변과 부지 전체 지형, 도로, 주요 옹벽 일반 지형 모델링

조경 상세지형 마운딩 등 상세한 지형모델, 보행로, 녹지공간

피복
유형

비건폐지
관련항목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하단
마감재), 포장재

라이브러리

건폐지
관련항목

옥상녹화, 벽면녹화, 침투 및 저류시설 연계면 별도로 모델링하여 결합

조경식재 교목 라이브러리

관목 라이브러리

지피초화류 바닥재 재질로 표현

조경시설물 펜스, 파고라, 운동시설 등 라이브러리

건축 건축 및 지하주차장 건축물(입구, 필로티 등 주요 형태 포함) 일반 모델링(매스)

표 4-3. 사례 대상지의 분야별 모델링 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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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조경시설물은 필요한 경우 단위 객체 라이브러리로 기성 모델링된 것을 불

러들이도록 한다.

1-3. 모델의 상세수준(Level Of Development) 결정

BIM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협업시 준수해야 할 것은 설계단계별 상세수준에 관

한 지침인 LOD이다. 상세수준이 일치해야 분야별 모델이 합쳐졌을 때 적절한 통

합모델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학회에서 제시한

LOD와 BIL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건축물의 바닥재 또는 벽과 유사한

형식인 포장재의 LOD 수준을 설계단계별로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경식재는

노르웨이 조경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LOD 수준을 참고하였다(표 4-4 참조).

LOD 100 수준에서는 개략적 형태의 지형 위에 피복유형별 재료가 직접 매핑

(mapping)되는 정도이고 수목은 시각화를 위한 개념적 스케치 수준에 머문다.

LOD 200 수준에서는 개략적 계획고를 기준으로 지형을 모델링하고 그 지반 위에

포장재를 단일 바닥으로 표현하며 간략한 속성정보를 모델링하기 시작한다. 수목

은 개략적 치수로 수관폭, 높이, 부피가 표현되고 삽입점이 포함되며 이 수준부터

3D로 표현되기 시작한다. 중간설계인 LOD 300 수준이 되면 정확한 계획고를 기

준으로 평평한 지반과 경사를 모델링하며 포장재의 전체 두께와 구조, 상세재료와

함께 기능적, 성능적 정보가 포함된다. 수목은 규격에 의한 치수로 수관폭, 높이,

가지, 부피가 표현되고 삽입점이 포함되며 관목은 3D로 표현되기 시작한다. 실시

설계 단계인 400 수준이 되면 외부공간의 모든 부재에 대한 규격과 상세재료가

표현되어 정확한 수량산출이 가능해지고 시공, 공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수

목은 시각적 표현이 더욱 상세해질 수 있다. LOD 500 수준에 이르면 시공, 자재

조달, 공사비,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작성될 모델은 정보의 내용상 중간설계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에

따라 LOD 300, BIL 30 수준으로 작성한다. 포장재는 상세재료의 레이어별 구조와

다양한 속성정보들이 포함되고 조경식재는 교목과 관목이 3D로 형상화되며 규격

에 의한 치수로 수고와 수관폭이 표현된다. 조경식재는 수종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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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구조의 식재계획에 도움이 될 정도의 수형을 표현하도록 한다. 생태적 속성정

보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식재의 모델 형태와 결합시킴으로써 라이

브러리를 작성할 수 있다. 모델링을 완성한 후 사실적 표현 등 시각적 효과가 필

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렌더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

단계 LOD BIL 조경정보모델의 상세수준 조경식재의 예

기획 LOD 100 BIL 10 ∙지형, 건축물, 지하구조물, 주변환경이 매스로 표현
∙포장재는 피복유형별로 지형에 직접 맵핑되지만
자세한 부재의 종류나 속성이 포함되지 않음
∙수목은 시각화를 위한 개념적 스케치 수준(2D)

계획단계 LOD 200 BIL 20 ∙개략적 계획고를 기준으로 지형 모델링
∙지형에 포장재의 부재와 형상이 모델링되나 단일
재료의 일반적 객체로 표현
∙수목은 개략적 치수로 수관폭, 높이, 부피가
표현되고 삽입점이 포함. 이 수준부터 3D로 표현
∙외부공간의 계단 및 경사, 외벽이 간략한 수량,
크기, 형태, 위치, 방향 등으로 표현

중간설계* LOD 300 BIL 30 ∙정확한 계획고 기준으로 평지반과 경사 모델링
∙포장재, 경계석, 시설물 등 외부공간의 모든 부재에
전체 두께 외에도 부재의 구조, 상세재료의
레이어가 모델링
∙수목은 규격에 의한 치수로 수관폭, 높이, 가지,
부피가 표현되고 삽입점이 포함. 관목의 3D 표현
∙단수와 경사에 의한 계단 및 경사, 외벽이 표현
∙생태면적률 산정 등 기능적, 성능적 정보 포함

실시설계 LOD 400 BIL 40 ∙포장재, 경계석, 시설물 등 외부공간의 모든 부재에
대한 규격, 상세재료가 표현되고 제조 및 시공 가능
∙수목은 규격에 의한 치수로 수관폭, 높이, 가지,
부피가 표현되고 삽입점이 포함. 시각적 표현이
더욱 상세해짐
∙정확한 물량산출 등 시공, 공정에 관한 정보 포함

시공수준 LOD 500 BIL 50 ∙수목은 규격에 의한 치수로 수관폭, 높이, 가지,
부피가 표현되고 삽입점이 포함. 시각적 표현이
더욱 상세해짐
∙시공, 자재조달, 공사비,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포함

*본 논문에서 진행될 모델링의 상세수준
자료: AIA, 2017; 대한건축학회, 2016; Wik et al., 2018: 247. 저자 편집.

표 4-4. 설계단계별 조경정보모델의 LOD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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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프트웨어 선정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려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적합한 BIM용 저작도

구를 선정해야 한다. 해외 조경분야에서는 모델 제작을 위해 대개 Revit이나

Vectorworks Landmark, Rhino 등과 플러그인으로서 Artisan RV나 Lands

Design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견적이나 공정 시뮬레이션, 친환경

성 분석 및 검토와 같은 정보모델의 활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소프트웨어들이 필

요하다. 그러나 아직 조경분야에 적합하게 보편화된 도구는 없다.

조경정보모델의 구축과 활용에는 여러 소프트웨어들의 조합과 연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였다(표 4-5 참조). 우선 연구

에서 다룰 사례는 공동주택단지의 조경설계 프로젝트이므로 건축 및 토목분야와

의 정보 교환적 측면과 국내 사용자들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Revit을 저작도구로

선정하였다. Revit은 지형의 자유로운 형태를 모델링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

으로 제공하는 수목 라이브러리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패밀리(Family) 도구로

형태와 속성정보를 담고 있는 기본 유형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고 이를 복제하

여 수정함으로써 다양한 유사 객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관목류를 모델링하기 위

소프트웨어 개요 용도

Revit 전반적인 모델링
(BIM용 저작도구)

⦁Family를 활용한 조경식재, 포장재 등
라이브러리 제작

⦁전체적인 조경정보모델 구축
Artisan RV
(Revit용 플러그인)

관목류 모델링 ⦁식재 밀도와 규격을 설정하여 면에 자동으로
3D 관목 식재

Dynamo
(Revit용 플러그인)

알고리즘 작성
(visual programming
software)

⦁객체의 속성정보와 파라메트릭 기법의 연동
⦁수목 라이브러리 작성과 기타 도시재해 저감
설계를 위해 모델을 활용할 때 사용

Excel 데이터 입출력 ⦁객체의 속성정보 및 모델에 활용할
데이터베이스 구축(Dynamo로 Revit의 3D
형상과 데이터의 속성정보가 연동될 수 있음)

Shadow Analysis
(SketchUp 플러그인)

음영분석 ⦁3D 모델에서 음영의 축적시간을 개별적
색상으로 범례화하여 이미지로 출력

LSS Chronolux
(SketchUp 플러그인)

하늘시계지수(Sky View
Factor, SVF) 계산

⦁일사량에 의한 열환경지수를 분석할 때 특정
지점의 SVF를 백분률로 계산

표 4-5. 사례 적용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들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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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Revit의 플러그인인 Artisan RV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면을 만들고 식재 밀

도와 규격을 설정하면 그 영역에 자동으로 3D 관목을 식재해 주는 기능이 있다.

그 외에 알고리즘 작성을 위해 Revit 기반의 visual programming software인

Dynamo를 사용하였다. 알고리즘은 조경분야의 전문적인 설계업무들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는 AutoCAD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인 LISP을 개발

하여 설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한 것과 유사하다. Dynamo는 Rhino

기반의 Grasshopper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모델 객체에 속성정보를

담을 수 없는 Rhino와는 달리 Revit은 속성정보를 담을 수 있고 이것을 Dynamo

로 제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Revit과 Dynamo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조경설계요

소의 속성정보와 파라메트릭 기법을 연동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목 라이브

러리 구축과 조경설계업무 수행을 위한 알고리즘을 Dynamo로 작성하였다.

또한 객체의 속성정보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 Excel을 사용하였

다. Excel에서 데이터를 작성하고 나면 Dynamo로 Revit의 3D 객체와 연동시킬

수 있다. 데이터 입력을 이와 같이 스프레드시트에서 작성하여 연동시켰을 때의

이점은 조작이 복잡한 3D 소프트웨어에서 일일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또한 다자간의 협업에서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 모델링과 데이터 입출력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기타 환경 분석을 위해 Shadow Analysis와 LSS Chronolux을 사용하였다. 건

축분야에서는 BIM 모델을 활용하여 일조, 일사, 음영, 열부하와 방음 등 건축물의

에너지 및 환경성능을 분석한다. 이러한 친환경 BIM을 위해 건축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는 IES/VE, Ecotect, Green Building Studio, EnergyPlus

등이 있다. 이들은 건축용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외부환경의 분석에 한계가 있고

사용법을 별도로 익혀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법이 비교적 단순한

SketchUp 기반의 플러그인들을 사용하였다. Shadow Analysis는 3D 지형 상에서

음영의 축적시간을 개별적 색상으로 범례화하여 이미지로 출력해준다. 그리고

LSS Chronolux는 열환경지수의 예측에서 필요한 주변 환경에 의한 시계의 차폐

정도인 하늘시계지수(Sky View Factor, 이하 SVF)를 계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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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경정보모델 활용의 기본방향 

2-1. 전문가 인터뷰 실시

LIM의 도입에는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는 기술 외에도 모델을 활용하는 기술

이 함께 요구된다. 모델을 도시재해 저감 설계에 활용하면서 가능한 설계업무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대상자의 근무처를

방문하여 정성적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16인으로 조경설

계 실무경력이 최소 3년 이상 되는 전문가들과 G-SEED의 생태환경분야와 관련

하여 운영 및 인증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4-6 참조).

주로 일대일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설계사무소 한 곳에서는 2인,

두 곳에서는 3인이 함께 면담에 참여하였다. 이에 조경실무분야(조경설계사무소 8

곳과 생태환경연구소 1곳)의 근무자 14인을 비롯하여 G-SEED의 생태환경분야와

구분 해당 사항 인 (%)

근무처 조경실무분야 조경설계사무소 13 (81.25)

생태환경연구소 1 ( 6.25)

G-SEED 생태환경분야 정책수립 및 운영기관 1 ( 6.25)

인증기관 1 ( 6.25)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2 (12.50)

5년 이상 10년 미만 3 (18.75)

10년 이상 20년 미만 7 (43.75)

20년 이상 4 (25.00)

직책 조경실무분야 소장(원장) 6 (37.50)

부소장 2 (12.50)

책임 및 실장 4 (25.00)

팀장 1 ( 6.25)

사원 1 ( 6.25)

G-SEED 생태환경분야 연구위원 1 ( 6.25)

부장 1 ( 6.25)

총 16인

표 4-6.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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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정책수립 및 운영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자 1인, 인증기관(한국

감정원)의 감정전문가 1인이 포함되었다. 대상자들은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력자

2인,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자 3인,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력자 7인, 그리

고 20년 이상의 경력자 4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LIM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 국

제적 동향에 대해 주지하고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LIM으로의 설계환

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 두 곳에서는 해외 또는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LIM을 활용하여 납품한 경험이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한 생태적 설계업무로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이와 함께 건축분야에서 G-SEED 인증항목과 지표

검토를 위해 정보모델을 활용하고 있듯이 조경분야에서도 생태면적률 등 인증제

도 검토에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와 그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

다. LIM 성과물을 납품한 경험이 있는 설계사무소의 전문가들에게는 프로젝트의

진행 경험을 토대로 한 답변을 구하였다.

2-2. 전문가 인터뷰 결과 및 분석 매트릭스 적용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전문가들의 의견은 질적 내용분석 방법 중의 하나인 Elo

& Kyngäs의 연역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전문가들의 답변에서 분절되어 나

오는 설계업무를 분석 단위로 하여 구조화된 분석 매트릭스에 따라 코딩을 진행

하여 범주화하였다. 구조화된 분석 매트릭스로는 앞서 도시재해 저감을 위해 도출

된 네 개의 설계방안들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1.1] 대기정화 및 생태적 기능을 수

행하는 식생 조성, [1.2] 분산형 우수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피복과 시설물 마

련, [1.3]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지반 조성, [1.4] 열쾌적성 향상을 위한 피복 및 식

생의 활용이었다. 이 매트릭스에 전문가 의견들을 대입시켜 범주화하였다.

분석 매트릭스에 범주화되지 못하는 LIM 도입에 관한 과제와 LIM을 바라보는

전반적 관점에 대한 의견들은 별도의 범주를 만들어 배치하였다. 이에 [2.1] 생태

면적률 계획 및 산정, [2.2] 조경정보모델 구축 및 LIM 도입 과제, [2.3] LIM에 대

한 전반적 관점 등이 별도의 범주로 분리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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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기정화 및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식생 조성

[1.1.a] 시간적 추이에 따른 4D 수목 시뮬레이션 수행

계절변화 및 시간적 추이에 따른 수목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수목의 생장

은 기후, 토양, 배수, 하부지반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에 대

한 예측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일단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데이터부터 수집

하여 구축하고 이를 점차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유목으로

준공형 도면을 작성하는 생태복원계에서 비전문가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4D

시뮬레이션으로 완성형 경관을 보여주는 것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1.1.b] 생육조건과 조경식재의 속성정보 연동을 통한 식재설계 수행

온도, 일조, 토양, 배수 등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과 조경식재의 속성정보를

연동시킴으로써 생육조건을 고려한 식재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는 영

구음지를 피하는 등 일조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조경정보모

델에 내염, 내공해성, 병충해성, 식물간의 간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면

식재들의 생육환경과 조건을 평가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1.1.c] 식재설계가 탄소흡수량, 산소발생량, 미세먼지 등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 예측

식재설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근래 설계안의 효과로서

탄소흡수량, 산소발생량, 미세먼지 저감 등 정량적 데이터를 요청받는 경우

가 있다. 이때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녹지면적을 산정하고 합리적 식재설

계안과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발주처와 이해집단을 설득할 수 있다.

[1.1.d] 특정 곤충 또는 동물이 선호하는 식재 정보를 활용한 생물종들의 유도

주변의 생물 공급원에 서식하는 곤충 또는 동물군들이 선호하는 조경식재

정보를 모델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을 부지 내로 유도하는 설계를 할 수

있다. 개별적 식재의 위치와 거리를 주변 환경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경로

를 예측하여 특정 생물군들을 유도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1.2] 분산형 우수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피복과 시설물 마련

[1.2.a] 집수정, 맹암거, 트렌치 등 우배수 계획에서 필요한 우배수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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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배수 계획은 기본적 데이터와 공식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조경이 주체인

공원설계에서도 대체로 토목에 외주를 주고 있다. 수리 계산을 직접 할 수

없기도 하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토목전문가에 의한 구조 및 수리 계산서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설계에서 이를 공학적으로 계산해주는

도구가 있으면 외주를 줄 필요가 없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형식적으로

요구되는 토목전문가의 인증서류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1.2.b] 저영향개발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

투수성 포장재와 침투시설 등에 의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책량을 계산하여

필요대책량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2)에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1.2.c] 토양 및 암반층의 입체적 정보를 구축하여 면밀한 침투시설 설계 가능

지하의 토양과 암반 구조는 배수 및 침투에 영향을 주므로 투수포장재와

침투시설의 실질적 기능을 좌우한다. 따라서 조경정보모델에 토양 및 암반

층의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축하면 유효한 침투시설 설계를 할 수 있다.

[1.3]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지반 조성

[1.3.a] 성절토량과 경사면의 표면적 계산

현재는 성절토량 계산을 토목에 외주를 줌으로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다양한 대안 개발이 어려워 소극적인 지형설계가 이루어진다. 지형모델로

성절토량과 안전각 등이 검토되면 외주를 줄이고 적극적인 지형설계가 가

능해진다. 또한 대규모 생태복원사업에서 사면 안정화를 위한 녹화공법과

물량은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이 아닌 표면적

을 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2) 저영향개발은 우수가 토양과 식재를 거쳐 지나면서 하천으로 정화, 유출되도록 자연
적 여과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복잡하고 과다한 공학적 접근 방식을 배제하
고 녹지 확보, 자연형 물순환기능 유지 등을 통해 개발 대상지의 빗물 유출과 비점오
염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강두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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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b] 인공지반의 토심 확보 및 지반 안정화에 대한 검토

토심은 식물 생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타분야와의 협업 과정에서 또는

2D 도면에 의존한 설계 오류로 인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다. 따라서 식재 하자 감소와 대형목 등 주요 식재의 안정화를 위하여 토심

검토가 정보모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생태복원설계에서는 성절토

에 따른 토양과 암반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하부지반구조를 정보모

델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반의 안정화를 예측할 수 있다.

[1.4] 열쾌적성 향상을 위한 피복 및 식생의 활용

[1.4.a] 식재설계가 열저감효과 등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 예측

식재설계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예측하는 것과 유사하게 수목의 음

영 등에 의한 열저감 효과의 검토가 가능하다.

[2.1] 생태면적률 계획 및 산정

[2.1.a] 조경정보모델에 의해 생태면적률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오류 감소

현재 생태면적률 산정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설계안이 수시로

변경되고 그 과정에서 건축, 토목, 조경의 캐드도면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

아 오류가 발생될 여지가 높다. 통합된 정보모델을 활용하면 이러한 오류가

줄어들고 산정이 자동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3)

[2.1.b] 생태면적률의 다기준 산정작업의 번거로움을 줄임

생태면적률에 대한 복수의 산정기준에 의해 야기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3) 반면 이와 의견이 다른 전문가도 있었다. 생태면적률 산정이 그다지 자주 이루어지지
않고 지하주차장 위치를 건축에서 2D 도면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산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조경설계는 다른 설계들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시작
되므로 생태면적률 산정 등 모든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애로사항을 전하였다. 따라서
설계 후반 진행되는 도면작성 업무에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LIM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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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생태면적률은 현재 G-SEED,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기준들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기준들을 변수 처리하여 자동화함으로써 반복적 산정과정이 간소화된다.

[2.1.c] 동일한 평가결과에 의한 인증제도의 객관성, 신뢰성 높임

인증제도의 평가는 누가 하든지 항상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호한 기준

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조경정모모델을 토대로 인증항목을 평가하

면 동일한 평가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2.1.d] 입체모델을 통해 2D 도면에서는 불가능했던 인증항목의 검토 가능

조경석을 쌓은 수직벽은 입면적이 벽면녹화에 포함되지만 2D 도면에서 확

인이 어렵거나 면적을 구하기 어려워 종종 누락된다. 또한 지하주차장 상단

에 경사가 지거나 도면상의 오류로 수평과 경사가 예상치 못하게 이루어지

면서 인공지반에 토심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

면 입체적 토심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인공지반의

높이와 둘레 조건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모호했던 옥상녹화와의 구별이

가능해진다.

[2.2] 조경정보모델 구축 및 LIM 도입 과제

[2.2.a]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문제

조경시설물들은 종종 주문 제작되는데 이렇듯 반복 사용이 어려운 소재들

의 모델링 방법이 필요하고 이 모델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고민해야 한다.

[2.2.b] 식재 라이브러리 및 모델링 방식 개발

식재는 조경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계요소로서 식재 라이브러리의 구

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목은 3D 객체 모델링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만 관목과 지피초화류는 3D 객체로 단식 모델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이때 식재 라이브러리는 실사적일 필요는 없다.

[2.2.c] 수목의 원산지와 재배자 등 생육관련 정보 구축

수목 라이브러리에 식재 하자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 정보들이 담겨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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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산지와 판매자 정보, 생육 내역, 계절별 시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정

보와 산재되어 있는 식생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2.2.d] 라이브러리에 수목 뿌리 영역 고려

지하 관로 및 시설물과 수목 뿌리의 간섭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목 모델

에 수근이 반영되어야 한다. 조경시공은 다른 공정에 비해 마지막 단계에

진행되다 보니 간섭이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식재 위치를 변경하게 된다.

설계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수시로 변하는 시공현장의 상황을

정보모델로 공유하면 원활한 협업을 통해 이런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2.e] 라이브러리의 공유 및 판매의 문제

조경시설물 자재업체들은 대체로 영세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등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받기 어렵다. 따라서 조달청의 나라장터 등에서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등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2.2.f] 기후와 조경식재, 그 상관성에 대한 객관적, 통합적 데이터 구축

조경식재는 끊임없이 생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조경공간도 시공 후 지속

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식재의 생장률과 함께 토양, 기후대, 내음성, 내공

해성 등 주변 여건과 식재 생육 간의 연관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2.2.g] 소재 공급 여부와 단가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 제공하는 시스템

설계가들이 계획한 조경자재들의 규격과 형태, 단가는 시공현장에서 종종

변경되므로 이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조경식재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물량 확보가 보장되지 않고 예가로 견적을

내야한다. 따라서 공급 여부 및 단가를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서버에서 관리

하고 그 정보를 제공 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2.h] 입체설계로 2D 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계의 질 향상

2D 설계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설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일

례로 벽면녹화는 대부분 인증심사 직전에 생태면적률의 등급을 올리기 위

해 형식적으로 시도되다 보니 도로 전면이나 개구부, 필로티, 건물의 그릴

이나 환기구와 같이 녹화가 불가능한 곳에 되기도 하며 영구음지에 배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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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여 이러한 실수를 없앨 수 있다.

[2.2.i]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활용하여 수목 규격 및 식재후 모습 관리

현장에서 수목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와 시공의 차이가 생기

고 하자가 발생한다.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활용하면 식재후의 모습을 기

록하여 설계와 시공간의 간극을 줄이고 유지관리까지 연계시킬 수 있다.

[2.3] LIM에 대한 전반적 관점 

[2.3.a] 성절토량, 수목하중, 구조계산 등 조경공학적 계산 직접 수행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면 업역에서 계산이 필요한 안전, 하중, 구조 등 공

학적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 근래 들어 많은 경우 건축과 토목에서

조경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조경에서 공학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들을 LIM으로 할 수 있다면 외주를 줄이고 조경업무의 범위를 지키면서

업역을 넓혀 나갈 수 있다.

[2.3.b] LIM 설계대가 산정과 정부의 로드맵 필요

LIM을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인력교육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설계대가가 명확해져야 LIM 설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다. LIM의 효과는

설계품질을 높임으로써 비용과 공기가 절감되는 것이므로 그 이윤은 건설

사나 시공사,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서 가져간다. 여기서 누리는 경제적 효

과를 설계사무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대가가 산정되어야 한다.

[2.3.c] 간섭과 법규 등 자동계산과 검토 가능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면 거의 모든 공정에서 간섭체크와 법규가 가능해진

다. 그 결과가 설계에 실시간으로 반영됨으로써 정확한 설계가 완성되고 이

것이 시공에까지 이르게 된다.

[2.3.d]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설계 가능

성절토량 등 물량산출, 암반 및 경사와 레벨에 의한 배수, 토심 확보 등에

있어서 현재처럼 경험과 감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일조 검토 등 시뮬레이션과 친환경 설계가 가능해진다.



- 91 -

[2.3.e] 과도한 법적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동

LIM의 객관적 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태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규제

와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제도를 융통성 있게 변

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증제도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비오톱을 억

지로 조성하기보다 단차가 높은 경우 입체적 설계에 의한 실질적이고 생태

적인 벽면녹화가 가능함을 LIM에서 보여줄 수 있다.

[2.3.f]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의 연계

조경정보모델에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설계가 시공과 유지

관리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2.3.g] LIM이 과도한 규제에 대한 추가적 규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2.3.e]과 반대되는 의견으로 LIM이 현행 법규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또 다

른 설계의 제약조건 또는 규제의 검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조경설계

는 한정된 공간에 과다한 식재 수량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지에도 식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설계에

서는 각 주동마다의 평형성을 고려하여 균등한 식재배치를 해야 한다. 이러

한 규제 및 설계조건으로 인해 설계가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

서 또 다른 조건이나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LIM이 활용될 수 있다.

[2.3.h] 객관적 데이터에 의존한 설계방식으로 심미성 추구에 제약

조경정보모델에 의해 지나치게 공학적이고 객관적인 조건과 생태성을 추구

하다 보면 단조로운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라이브러리와 같은 공

통의 컨텐츠들이 많아질수록 설계요소들을 반복 사용하게 됨으로써 심미적

부분은 많이 퇴색하고 기성 제작된 시설물들로 도면을 채우게 된다.

[2.3.i] BIM용 저작도구의 한계

조경정보모델 구축시 BIM용 저작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

과 인력 교육은 실무에서 경제적 부담이 된다. 게다가 복잡한 지형설계 등

조경설계도구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연동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부담과 번거로움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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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결과의 요약 및 보고

이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조화된 분석 매트릭스에 대입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표 4-7, 그림 4-1, 2 참조). 분석 매트릭스의 항목인 도시재해 저감 설

계방안으로 모아진 의견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1.1] 대기정화 및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식생 조성에 4개 의견, [1.2] 분산형 우수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피복

과 시설물 마련에 3개 의견, [1.3]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지반 조성에 2개 의견,

[1.4] 열쾌적성 향상을 위한 피복 및 식생의 활용에 1개 의견이 모아졌다.

의견들 중 조경식재와 관련된 항목인 [1.1.a] 시간적 추이에 따른 4D 수목 시

뮬레이션 수행, [1.1.b] 생육조건과 식재의 속성정보 연동을 통한 식재설계 수행,

[1.1.c] 식재설계가 탄소흡수량, 산소발생량, 미세먼지 등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 예

측에서 전문가 의견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조경식재가 조경의 전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소재이므로 전문가들의 식재 설계방안에 대한 의지가 강

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3.a] 성절토량과 경사면의 표면

적 계산, [1.3.b] 인공지반의 토심 확보 및 지반 안정화에 대한 검토에서 그 다음

으로 높은 빈도수가 나왔다. 이는 그간 협업과 시공상에서 발견되는 설계상의 오

류와 분야간 영역의 간섭 등에 관한 문제점 인식, 그리고 전문분야로서 공학적 계

산의 자체적 수행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던 조경분야의 상황을 전해준다.

그 외에 [2.1] 생태면적률 계획 및 산정과 관련된 의견들이 4개, [2.2] 조경정보

모델 구축 및 LIM 도입 과제에 대하여 9개, 그리고 [2.3] LIM에 대한 전반적 관

점에서 9개의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 의견 중에서 상충되는 항목도 있었다. 4명

의 전문가들이 [2.1.a] 조경정보모델에 의해 생태면적률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오류

가 감소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반면 3명의 전문가들은 조경정보모델의

활용이 생태면적률 산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전문가들은 생태면적률 산정보다 모델 구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동

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생태면적률 산정을 위해 굳이 3D 모델 구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지하주차장의 개발이 이루어지지지 않는

단독주택 정원과 같은 프로젝트에서는 생태면적률 자체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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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LIM에 대한 전반적 관점에도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었다.

긍정적 시각에는 [2.3.a] 성절토량, 수목하중, 구조계산 등 조경공학적 계산 직접

수행, [2.3.c] 간섭과 법규 등 자동계산과 검토 가능, [2.3.d]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설계, [2.3.e] 과도한 법적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동, [2.3.f]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의 연계가 해당되었다. 부정적 시각에는

[2.3.g] LIM이 과도한 규제에 대한 추가적 규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2.3.h] 객

관적 데이터에 의한 설계로 인해 심미적 조경설계 추구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의견, [2.3.i] BIM용 저작도구의 한계 등 3개 의견이 해당되었다. LIM 도입에 대

해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은 LIM을 생태적 또는 공학적 설계업무를 지원해주는

설계도구로 인식하는가 또는 심미성 추구를 위한 설계도구로 인식하는가에 의한

차이가 작용한다. 이러한 조경분야의 LIM 도입 과제 및 LIM을 바라보는 관점은

본 장의 소결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1.1] 대기정화 및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식생 조성 빈도수

[1.1.a] 시간적 추이에 따른 4D 수목 시뮬레이션 수행 7

[1.1.b] 생육조건과 조경식재의 속성정보 연동을 통한 식재설계 수행 6

[1.1.c] 식재설계가 탄소흡수량, 산소발생량, 미세먼지 등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 예측 7

[1.1.d] 특정 곤충 또는 동물이 선호하는 식재 정보를 활용한 생물종들의 유도 1

[1.2] 분산형 우수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피복과 시설물 마련 빈도수

[1.2.a] 집수정, 맹암거, 트렌치 등 우배수 계획에서 필요한 우배수량 산출 3

[1.2.b] 저영향개발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 3

[1.2.c] 토양 및 암반층의 입체적 정보를 구축하여 면밀한 침투시설 설계 가능 1

[1.3]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지반 조성 빈도수

[1.3.a] 성절토량과 경사면의 표면적 계산 4

[1.3.b] 인공지반의 토심 확보 및 지반 안정화에 대한 검토 5

표 계속

표 4-7. 질적 내용분석을 통한 전문가 의견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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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열쾌적성 향상을 위한 피복 및 식생의 활용 빈도수

[1.4.a] 식재설계가 열저감효과 등 미기후에 미치는 영향 예측 2

[2.1] 생태면적률 계획 및 산정 빈도수

[2.1.a] 조경정보모델에 의해 생태면적률 산정이 이루어지므로 오류 감소 4(3*)

[2.1.b] 생태면적률의 다기준 산정작업의 번거로움을 줄임 2

[2.1.c] 동일한 평가결과에 의한 인증제도의 객관성, 신뢰성 높임 2

[2.1.d] 입체모델을 통해 2D 도면에서는 불가능했던 인증항목의 검토 가능 3

[2.2] 조경정보모델 구축 및 LIM 도입 과제 빈도수

[2.2.a]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문제 2

[2.2.b] 식재 라이브러리 및 모델링 방식 개발 4

[2.2.c] 수목의 원산지와 재배자 등 생육관련 정보 구축 2

[2.2.d] 라이브러리에 수목 뿌리 영역 고려 1

[2.2.e] 라이브러리의 공유 및 판매의 문제 3

[2.2.f] 기후와 조경식재, 그 상관성에 대한 객관적, 통합적 데이터 구축 5

[2.2.g] 소재 공급 여부와 단가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 제공하는 시스템 3

[2.2.h] 입체설계로 2D 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계의 질 향상 2

[2.2.i]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활용하여 수목 규격 및 식재후 모습 관리 1

[2.3] LIM에 대한 전반적 관점 빈도수

[2.3.a] 성절토량, 수목하중, 구조계산 등 조경공학적 계산 직접 수행 7

[2.3.b] LIM 설계대가 산정과 정부의 로드맵 필요 2

[2.3.c] 간섭과 법규 등 자동계산과 검토 가능 2

[2.3.d]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설계 가능 6

[2.3.e] 과도한 법적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동 3

[2.3.f] 설계와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의 연계 3

[2.3.g] LIM이 과도한 규제에 대한 추가적 규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4

[2.3.h] 객관적 데이터에 의존한 설계방식으로 심미성 추구에 제약 2

[2.3.i] BIM용 저작도구의 한계 3

* 괄호안의 음수값은 조경정보모델에 의해 생태면적률 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은 전문가들의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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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질적 내용분석을 통한 전문가 의견의 범주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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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질적 내용분석을 통한 전문가 의견의 범주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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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조경설계업무 도출

앞서 범주화한 바와 같이 LIM의 도입 과제와 이를 바라보는 전반적 관점을 제

외한 나머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한 도시재해 저감 설계

업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정보모델은 LOD 300에 맞추어 제작할 것이므로

이 상세수준을 넘는 벽면녹화 등의 모델 구축은 제외하였다. 또한 [1.2.c]의 암반

층 지하구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토목분야의 시추조사 결과를 필요로 하므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1.2.a]의 우배수량 산출과 [1.2.b]의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은 유사성을 가지므로 하나로 통합하는 등 설계업무들을 정리하였다.

이에 ➊ 수목에 의한 대기정화기능 예측, ➋ 조경식재 및 포장재에 의한 열환경
지수 검토, ➌ 저영향개발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 ➍ 피복유형별 생태
면적률 계획 및 산정의 설계업무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된 일반적 설계업무로

서는 ➀ 성절토량 및 경사면의 표면적 산출, ➁ 4D 수목 시뮬레이션, ➂ 일조를
고려한 식재설계의 업무들이 포함되었다. 이를 해당되는 LIM의 활용차원과 연계

하고 구체적인 모델 대상 및 부재에 따라 활용 방법을 구상하면 다음과 같다(표

4-8, 그림 4-3 참조).

LIM 차원 도출된 설계업무 모델대상 구체적인 모델 활용 방법
4D+nD ➊ 수목에 의한 대기정화

기능 예측
조경식재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 예측. 4D 수목

시뮬레이션과 연계(알고리즘 필요)
nD ➋ 조경식재 및 포장재에

의한 열환경지수 검토
미기후(조경
식재+포장재)

수목의 전도율, 포장재의 알베도에 의한
열환경지수의 변화량 예측(알고리즘 필요)

nD ➌ 저영향개발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

우수 모델에서 침투시설의 설치량을 구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책량 산정. 필요대책량과
비교하여 충족 여부 확인(알고리즘 필요)

nD ➍ 피복유형별 생태면적률
계획 및 산정(+토심
확보 검토)

토양/포장재 포장재 속성에 의한 피복유형별 분류 자동화.
기준별 가중치 적용을 위한 일람표 활용.
토심 확보 검토를 위한 3D 지형과 지하구조물
상단의 높이차 비교(알고리즘 필요)

3D+5D ➀ 성절토량 및 경사면의
표면적 산출

지형 3D 지형 작성과 성절토량, 표면적 산출도구
활용(BIM용 저작도구로 수행 가능)

4D ➁ 4D 수목 시뮬레이션 조경식재 수목의 생장률을 토대로 시간적 추이에 따른
경관 변화와 식재밀도의 예측

nD ➂ 일조를 고려한
식재계획

조경식재 3D 지형상에서의 음영분석과 수목의 내음성을
연계하여 식재설계의 적절성 검토

표 4-8. LIM 활용 차원별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설계업무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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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LIM 활용 차원별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설계업무 도출



- 99 -

제3절 논의 및 소결

LIM의 도입에는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는 기술과 함께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

하다.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할 때에는 협업 환경에서 발주처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들 간에 지켜야 할 규약인 BIM 설계 가이드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정보모델을 활용할 때에는 조경분야의 특수하고도 전문적인 데이터, 조경전

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모델을 설계업무에 적절히 응용하고자 하는 발상과 아이디

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모델의 구축을 위해 BIM 설계 가이드와 지침

을 살펴보았고 모델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경정보모델의 구축을 위해 국내 BIM 설계 가이드와 지침을 살펴본 결과 이

들은 모델의 적용 및 활용 목표, 대상 및 부재 작성 범위, 품질 검토를 다루고 있

었다. 또한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 소프트웨어 선택, 설계단계별 LOD에 대한 가이

드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구체적인 지침이라기보다 일반적인 BIM 프

로세스를 담고 있었다. 특히 조경정보모델에 대한 가이드나 부재 작성 기준은 미

흡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조경정보모델의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는 실무에 종사하는 조경

설계가들과 G-SEED 운영기관 및 감정기관의 전문가를 상대로 이루어졌다. 인터

뷰 과정에서는 생태적 설계와 함께 인증제도 적용상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보모

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

은 모델 활용방안에 관한 답변 외에도 LIM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주었다. 이는 새로운 설계방식으로서의 LIM이 조경설계의 심미성과 생태성 추구

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LIM 설계방식의 지향점에 대한 것

이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LIM이 심미성이 아닌 생태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공학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도구라는 데에 중지를 모았다. LIM이 설계 진행에 있

어 비정형적인 형태의 전개를 추구하기보다 공학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

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도구라는 것이다.

심미적 형태의 추구를 위한 설계도구들은 이미 다수 개발, 사용되어 왔다. 따라

서 LIM 도입 동기를 형태적 전개에 둠으로써 현재의 BIM용 저작도구가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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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그보다 LIM에 의해 구축된 조경정보모델이 설

계 근거를 잘 드러나게 하고 설계 오류를 바로 잡아서 설계가의 판단을 도와주는

도구로 작동하게끔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LIM에 대한 또 다른 담론은 BIM이 정부정책과 타분야에 의해 주도적으로 확

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또는 그 규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경설계에 적용되는 규제들은 이미 과다하다. 건축면적

에 의해 최소로 제한되는 조경면적, 식재 수량에 대한 과다한 기준, 다수의 생태

면적률 기준이나 저영향개발의 빗물관리시설물 대책 요구량 등 중복되지만 조금

씩 상이한 규제들이 설계가의 자율성과 독창성에 한계를 긋고 있다. 게다가 완벽

한 설계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설계안 검토가 정보모델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진

다면 각종 규제와 기준에 의해 창의적 설계행위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

명 LIM은 새로운 설계방식일 뿐 규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도리어 한 전문가의

의견대로 객관적 데이터와 설계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조경정보모델이 시뮬레이

션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 작동될 수 있다.

조경설계가들이 건축분야에 특화되어 개발된 BIM용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조경

의 전문적 모델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도구와 방법은 마련된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설계도구의 한계는 결국 해결될

문제라고 하였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AD 역시 조경설계를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었지만 LISP과 블록, 기타 조경 관련 컨텐츠와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보편화 되었듯이 BIM용 저작도구들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앞으로 조경분야에 맞는 LIM용 설계도구들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

도로 모델 구축을 위한 조경용 라이브러리와 전문적 기초 데이터, 모델 활용을 위

한 코딩과 알고리즘 등 설계 컨텐츠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컨텐츠들이 설

계가들에 의해 직접 생산, 공유되는 설계 분위기도 형성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보

와 데이터들을 취합하여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진작시키는

것이 LIM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델링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LIM이 조경

설계가들의 설계업무를 도와주는 유용한 설계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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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시재해 저감 설계에 대한 사례 적용

제1절 대상지 선정 및 개요 

1-1. 대상지 선정 배경

본 장에서는 앞서 구상한 조경정보모델의 구축과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시

화하기 위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시켜 보았다. 대상지의 유형은 공동주택

단지로 한정하였다. 이는 공동주택단지 조경설계가 국내 조경분야 프로젝트의 대

표적 유형 중 하나이고 정보모델의 구축이 건축 및 토목분야와의 협업에서 먼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LH BIM 활용 가이드(한국토지주택공
사, 2018)가 여러 지침 및 가이드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BIM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대상인 공동주택단지를 사례 유형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생태적 설계의 원활한 진행과 친환경시설물 인증제도 적용의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모델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사지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이면서 다양한 피복유형과 조경식재가

계획된 설계안을 찾았다. 본 논문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분야에서는

이미 G-SEED 내 인증항목과 지표 검토를 위해 건축정보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면적률 등 생태환경분야의 평가 및 검토는 조경분야의 업역에 포함되

며 건축정보모델만으로는 조경실무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생

태면적률 검토에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여 기존 2D 도면과 수작업 방식에 의해

산정되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생태면적률의 산정 및 검토 과정에서 기존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설계자적 측

면에서 살펴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설계안의 수정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태면적률을 위한 구적과 가중치 계산은 2D

도면과 Excel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도면과 산정표는 별도로 작성된다. 이로 인해

3차원적 구조인 하부지반과 토심 확보, 피복유형별 가중치 적용의 확인이 어려워

져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또한 설계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재계산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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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생태면적률을 근거로 설계안을 발전시키려는 설계자의 의도가 저하

될 수 있다. 그리고 생태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 계획안 변경이 가능한 시기에 등

급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 도면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시적 방법으로 벽

면 또는 옥상의 녹화면적을 늘리려고 한다. 제도운영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정

기관에 제출된 자체 평가서와 근거자료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도면과 자

료들이 2차원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지반구조와 공간유형별 분류에 따른 면

적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투수포장재 등 미미한 설계

변경, 벽면녹화 등의 완성도 미흡, 저류조와 연계되어야 할 수공간의 관리 미흡

등 시공후 변경과 유지관리 감독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로 인해 생태적 건전성

을 도모하는 정량적 사전계획지표로서 생태면적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김

복영·손용훈, 2018; 장대희·김현수, 2008; 장대희 등, 2010; 장대희 등, 2012).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사례 대상지로 D 조경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D 건설

사에서 시공을 담당하여 진행된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9-14번지 일대의 재

정비촉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를 선정하였다. 이 대상지는 2009년 G-SEED

예비인증시 우수등급을 받았고 생태면적률은 49.52%에 달하여 2등급에 해당되었

다.1) 이후 본인증이 이루어진 2017년까지 설계안과 생태면적률이 지속적으로 변

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벽면녹화 등 성능등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시공과정에서 토심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추어 건폐율을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개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 4등급의 생태면적률이 나오게 된다.2) 반면 이 대상지

는 북측으로 사면을 형성하면서 자연지반녹지가 띠를 이루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형, 다양한 피복유형별 포장재, 조경식재 등 모델 구축시 시도할 요소들을 두루

1) 당시 적용된 생태면적률은 수목유형별 면적이 포함되기 이전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피복유형에 의한 생태면적만이 포함되어 있다(2016년도부터 식재유형 추가).

2) 생태면적률 1, 2등급은 자연지반녹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에서는 받기 어려운 등
급이다. G-SEED의 평가항목별 득점 현황을 분석한 이성옥 등(2013)의 연구를 살펴
보면 3, 4등급을 받은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은 74.7%에 이른다. 대상지는 2급을 받
아 상위 25.3% 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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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었다. 또한 대상지는 정보모델의 활용 차원에서 성절토량과 경사면의 표

면적 산출, 수종별 4D 시뮬레이션, 입체적 지형에서 일조를 고려한 식재계획에 대

한 설계안 검토가 가능하였다. 그 외에도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설계업무들을 수

행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대상지를 사례로 하여 지형 모델링을 수행하고 포

장재와 조경식재 등 다양한 조경용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면서 그 활용방안을 논의

하였다.

1-2. 대상지 개요 

대상지는 중심부를 기준으로 위도 37.55, 경도 126.95에 위치한다. 전체 개발구

역이 4개 획지로 분리되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법정 조경면적,

생태면적률 산정 등의 단위가 되는 1개 획지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그림

5-1 참조). 대상지는 2009년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2017년 준공되었고 시공이 이루

어지는 과정에서 계획안이 조금씩 수정되어 최종안이 결정되었다(그림 5-2 참조).

대상지로 선정된 획지는 최저표고 53.20m와 최고표고 88.91m로 20m 가량 높이차

가 났다. 사업승인 직후 기준으로 전체 28,083.10㎡의 면적에 9개동 587세대가 계

획되었고 조경면적은 13,564.43㎡에 달하였다.

그림 5-1. 사례 대상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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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사례 대상지 마스터플랜(사업승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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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경정보모델의 구축

2-1. 지형 모델링

Revit을 비롯한 BIM용 저작도구들은 일반적으로 등고선이나 점의 정보를 토대

로 불규칙적 삼각망인 TIN(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방식의 지표면을 형

성함으로써 지형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지형의 표면에 녹지, 도로, 포장재 등

의 피복유형이 모델링되는데 그 표현 방식은 LOD 수준에 따라 다르다. LOD 100

에서는 지표면을 분할하여 간단히 주변 현황과 내부 도로, 녹지, 주차장, 포장재

등 조경계획을 재질로 간략히 표현한다. LOD 200 수준이 되면 상세한 부자재까

지는 아니지만 포장재를 분리하여 별도로 표현할 수 있다. LOD 300 이상의 수준

으로 지형이 모델링 되면 포장재의 부재 구조가 표현되고 마운딩이나 주요 옹벽

설계 등 보다 자세한 지형설계의 내용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지형 모델을 작성하고 나면 성절토량과 경사면의 표면적을 손쉽게 구할 수 있

는데 성절토량은 기존 지형과 계획 지형을 모두 모델링하고 일람표를 작성하여

구한다. 이때 기존 지형은 수치지도와 측량값을, 계획 지형은 수치지도와 계획 레

벨값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계획안의 3D 지형 모델은 경사도 분석

을 통해 경사에 따른 적정한 식재설계를 할 수 있고, 건축물 모델을 불러들이면

지형과 건축물에 의한 음영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하부의 토양 및 암반 분석을

통해 얻어진 하부지반의 종류와 입체적 위치 관계, 그리고 지하주차장 등의 지하

구조물 모델을 합하면 인공지반의 토심 확보 여부를 확인하거나 투수포장재 및

침투시설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토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 기존 지형은 1:1,000 수치지도의 등고선을 바탕으로 모델링하였고

계획 지형은 기존 지형모델에 등고선과 계획 레벨값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모델링

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모델에 대지경계선(Property Line) 도구로 대상지 경계를

표시한 후 전체 면적을 구하였다(그림 5-3의 a참조). 대상지의 면적은 수평투영면

적을 기준으로 구해지는데 이 면적은 28,084.18㎡로 사업승인 당시 CAD로 산출된

면적인 28,083.10㎡과 1.08㎡의 오차를 보였다. 이렇듯 Revit과 CAD로 산출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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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서 작지만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앞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LIM 설

계환경에서 적절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유형별 면

적 산출의 일관성을 위해 Revit에서 대지경계선 도구로 구한 면적인 28,084.18㎡을

전체 대상지의 면적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진행되는 지형 모델링 과정에서 5개의 계획 단차를 건물패드(Building

Pad) 도구로 모델링하여 평평한 지면을 만들어냈다(그림 5-3의 b참조). 이 패드의

상단 높이를 레벨(Level) 도구로 지정하여 바닥 높이를 구속조건으로 설정해 두었

다(그림 5-3의 c참조). 이렇게 하면 차후 개별 포장재와 조경식재들을 지형에 부

착(호스트)시킴으로써 단의 높이가 변하면 부착된 요소들도 자동으로 그 설치 높

이가 변하도록 할 수 있다.

a. 대지경계선 설정 및 전체 면적 계산 b. 계획단차에 의한 지형 모델링

c. 남측입면도에서 바라본 레벨

그림 5-3. 사례 대상지의 지형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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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장재 모델링

포장재는 건축물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바닥재를 응용하여 모델링한다. 이때 포

장재의 단면구조 유무에 따라 단일 라이브러리나 복합 라이브러리로 작성한다(그

림 5-4 참조).3) 복합 라이브러리로 작성하면 상세재료를 레이어로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포장재들은 모두 복합 라이브러리로 작성하고 상세재료에 대한 단면구

조를 레이어별로 입력한다.

➊ 자연지반녹지는 상세재료나 부재별 물량산출이 필요 없으므로 단일라이브러
리로 작성하고 ➋ 인공지반녹지와 ➌ 수공간의 바닥재는 복합라이브러리로 작성
하여 부재 입력과 물량산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의 포장재 라이브러리는 국

가건설기준센터의 조경포장공사 분류4)에 의해 ➍ 친환경흙포장, ➎ 친환경블록포
장, ➏ 조경일체형포장, ➐ 조경포장경계의 4개 유형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포장재를 모델링할 경우 이 유형을 복제하여 단면구조를 입력한다(표

5-1 참조). 이는 차후 포장재의 부재별 물량산출뿐 아니라 포장단면도를 자동 출

3) KBIMS의 BIM 라이브러리 제작기준에서는 라이브러리를 정보 구성방법에 따라
단일 라이브러리와 복합 라이브러리로 나누고 있다. 단일 라이브러리는 하나의 라이
브러리에 단일 재질 정보를, 복합 라이브러리는 두 가지 이상의 재질 정보를 담고 있
는 라이브러리를 의미한다(빌딩스마트 Korea, 2016).

4) http://www.kcsc.re.kr/StandardCode/Viewer/790

그림 5-4. 포장재 라이브러리의 단면구조 입력창(Re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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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경계블록과 경계분리재 등 조경포장경계는

다루지 않았다.

LOD 300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포장재의 부재가 모델링되어야 한다. 국가건설

기준센터의 분류를 기준으로 각 유형별 가능한 포장재를 살펴보면 친환경 흙포장

에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가 포함

되고, 친환경 블록포장에는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고무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이 포함된다. 조경일체형포장에는 판석

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

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가 포함된다. 기타 조경포장경계로서 경

피복유형 분류* 제작 방법 포장재 목록**

➊ 자연지반녹지 단일 라이브러리

➋ 인공지반녹지 90㎝≦토심 복합 라이브러리

40㎝≦토심<90㎝

➌ 수공간 투수가능 복합 라이브러리

차수

투수
포장

식재
포함

자연지반상부 복합 라이브러리 ➍ 친환경 흙포장
(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 포장, 놀이터
모래깔기)
➎ 친환경 블록포장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
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고무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➏ 조경 일체형포장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
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
포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
포장, 인조잔디)
➐ 조경포장경계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인공지반
상부

90㎝≦토심

40㎝≦토심<90㎝

식재
미포함

자연지반상부 복합 라이브러리

인공지반
상부

90㎝≦토심

40㎝≦토심<90㎝

불투수포장 복합 라이브러리

* 피복유형은 G-SEED의 생태면적률 산정에서 제시된 분류를 따름
** 분류별 구체적인 포장재의 목록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분류를 참고로 함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 http://www.kcsc.re.kr/StandardCode/Viewer/790. 저자 편집.

표 5-1. 포장재 라이브러리의 유형 및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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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블록과 경계분리재가 포함된다.

포장재의 속성정보는 패밀리의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새로운 속성정보 입력란을

만든 후 제조업체, 치수 및 형상, 환경성능(도시재해 저감 설계 관련 정보 포함),

그리고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시킨다(표 5-2 참조).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책량 및 G-SEED의 생태면적률 산정에 모델을 활용하려면 제도의 검토에 필요

한 하부의 지반구조와 토심, 포장재의 투수계수와 식재 포함 여부 등 가중치의 기

능적 속성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도시열섬효과의 완화를 위한 포장계획을

위해 열환경지수를 검토할 경우에는 일사량의 반사와 관련된 알베도의 값을 포함

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제작된 포장재 라이브러리는 3D 지형 면에 바닥 객체로 앉힌다(그림

5-5의 a 참조). 이를 위해 CAD 계획도면을 불러들이고 이를 토대로 포장재의 영

역을 따라 모델링하면서 5개의 단을 표현한 건물패드의 높이를 구속조건으로 활

용하였다. 경사가 있는 바닥면은 포장면을 상황에 맞추어 쪼개고 하위요소(sub

-elements)인 점과 선에 정확한 레벨값을 입력하여 모델링하였다(그림 5-5의 b, c

참조).

대상지에 적용된 피복유형은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차수), 부분포

장(디딤돌포장), 전면투수포장(투수블럭포장, 모래포설, 탄성고무칩포장), 틈새투수

포장(목재데크포장), 침투 및 저류시설연계면(옥상바닥), 포장면(차도용)이 있었다.

포장재 관련 정보 분류 세부항목

제조업체 정보 제조업체명, 웹사이트, 모델번호, 제품 특징 등

치수 및 형상 가로, 세로, 높이, 유형, 형태, 재료, 재질, 색상 등

환경성능
(도시재해 저감 설계 관련
정보 포함)

마모 저항성, 내구성, 재료 밀도, 미끄럼 저항, 석면 방출, 열전도성,
알베도, 하부지반구조, 토심, 투수계수, 비침투량(㎡/㎡,m,ea), 포장재의
식재 포함 여부 등. 기타 환경성능 관련 정보

유지관리 매뉴얼 URL, 시/일/주/월/4분기/년별 유지관리 필요사항, 예상 수명 등

자료: https://www.landscapeinstitute.org/PDF/Contribute/PDT_Paving_block_000.pdf 참고. 저자 편집

표 5-2. 포장재의 속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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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포장재 라이브러리

b. 사면에서의 포장재 배치

c. 전체 포장재 배치 모습

그림 5-5. 사례 대상지의 포장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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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경식재 모델링

조경식재는 성상에 따라 교목, 관목, 지피초화류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교목은

2D 도면상에서 객체 단위로 특정 위치에 일점 식재로 표기된다. 반면 관목과 지

피초화류는 비교적 크기가 작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군식을 하게 되며 도면상에

서도 단일 객체가 아니라 면적을 나타내는 부정형 심볼로 표현된다. 객체 모델을

지향하는 LIM의 특성상 설계요소들이 단일 객체로 모델링 되어야 하는데 교목은

이러한 모델링 방식에 무리가 없다. 하지만 관목과 지피초화류는 3D 객체로 모델

링 할 지 또는 2D 선으로 지형에 투영하거나 바닥재로 표현을 할 지 결정해야 한

다. 이는 LOD 수준과 프로젝트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대상지의 식재계획은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도면화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1구역을 중심으로 식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본 사례의 모델링은 LOD 300

수준에서 진행되므로 교목과 관목은 단위 객체로 모델링 하였다. 하지만 공동주택

단지의 조경설계와 같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지피초화류는 재질

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5-3 참조). 조경식재는 포장재와 마찬가지로 패

밀리의 기본유형을 만들어 이를 복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종별

속성정보와 형태가 제각각이므로 동일한 수종에 한하여 하나의 패밀리로 작성하

고 그 외에는 별도의 패밀리로 작성해야 한다. 차후 동일 수종 내에서 수고나 수

식재유형 제작방법 비고

➊ 교목 상록 객체 라이브러리 수고로 라이브러리의 크기 조정

낙엽 객체 라이브러리

➋ 관목 상록 객체 라이브러리
(LOD 수준에 따라 바닥재의 재질로
표현 가능)

면적과 식재 밀도에 따라 주수 결정

낙엽 객체 라이브러리
(LOD 수준에 따라 바닥재의 재질로
표현 가능)

➌ 지피초화류 바닥재의 재질로 표현(LOD 수준과
대상지 규모에 따라 소규모의 정원설계
등에서는 3D 객체 모델링 가능)

바닥재 속성에 식재 밀도 정보 기입

표 5-3. 조경식재의 유형 및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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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폭이 달라질 때 이 유형을 복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목은 식재계획도 등 2D 도면에서 심볼로 보이면서 투시도에서는 3D 형상이

보여야 하므로 이 둘을 조합하여 하나의 객체로 모델링해야 한다. LOD 300 이상

에서 교목은 설계가들이 볼륨감과 형태를 유추하면서 설계에 임할 수 있도록 수

형의 특징을 반영하여 모델링한다. 본 사례에서 교목의 3D 형상은 SketchUp의 오

픈소스 파일을 DWG로 변환하고 이를 불러들여 사용하였다(그림 5-6 참조). 아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한계로 실사적 3D 형상의 수목은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조경식재 라이브러리는 작업의 능률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상세수준을 유지한다.

이후 시각적 효과를 위한 실사적 이미지 출력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렌더링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도록 한다.

관목은 군식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Artisan RV를 사용하였다. 본 사례에서와 같

은 LOD 300 수준 이상에서는 관목을 3D 객체로 표현하여 다층식재 구조를 예상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나무수국, 수수꽃다리, 좀작살나무와 같이 수고 1m 이상

되는 관목류는 단일 식재, 또는 몇 주씩 모아심기를 하여 수형을 만들어나가므로

교목과 같이 3D 객체로 표현해야 한다. 그 외의 관목은 수량이 많아 일일이 모델

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Artisan RV를 활용하였다. 면적당 관목의 적정 식재밀

도에 대한 기준은 기관이나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므로 절적한 기준을 찾

그림 5-6. 수목 라이브러리의 제작 및 유형 특성창(Revit)



- 113 -

아 적용한다. 여기서는 SH공사 적산기준에서 제시한 밀도 기준을 따랐다(표 5-4

참조). 지피초화류의 경우 정원과 같은 소규모 대상지의 경우 객체별로 상세한 수

준까지 모델링이 가능하다. 하지만 규모가 큰 대상지에서는 바닥재로 표현하고 면

적 대비 본수에 관한 속성정보를 입력한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일람표를 작성하

면 밀도별 물량산출을 할 수 있다.

수목의 속성에는 공급업체 정보, 명명, 묘목 정보, 생육조건, 식재의 특성, 환경

성능 관련, 그리고 유지관리에 관한 속성정보를 포함시킨다(표 5-5 참조). 환경성

능에는 개체목의 CO2 흡수량, O2 발생량, 복사에 대한 전도율 등 모델 구축 이후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설계 검토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목 라이브러리는 속성 입력을 포함한 객체별 라이브러리 제작에 시간과 노동

력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대상지의 면적이 넓고 다양한 수종을 필요로 하는 프로

젝트에서 일일이 속성정보를 입력하여 모델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스프레드시트

식재 관련 정보 분류 세부항목

공급업체 정보 공급업체명, 웹사이트, 취급범위, 품명 번호, 품명 웹페이지, 품명 특징 등

명명 품명 코드, 학명, 일반명, 속, 과

묘목 정보 원산지, 지역 또는 생육 국가 및 장소

생육조건 생장률, 내한성, 내음성(음양성), 내공해성, 내건성, 산성, 습도, 토양의
유형, 씨뿌리기 계절, 발아율

식재의 특성 최종 수고, 최종 수관폭, 최종 수고에 이르는 연수, 수형, 잎의 색상, 가을
잎의 색상, 꽃의 유형, 꽃의 색상, 개화기, 유실수, 향기, 특정 곤충 및
동물군의 선호도

환경성능(도시재해 저감
설계 관련 정보 포함)

CO2 흡수량, O2 발생량, 전도율, G-SEED 인증제도 관련 정보(수목의
규격에 해당),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성능 관련 정보

유지관리 매뉴얼 URL, 시/일/주/월/4분기/년별 유지관리 필요사항, 예상 수명 등

자료: https://www.landscapeinstitute.org/PDF/Contribute/PDT_Paving_block_000.pdf 참고. 저자 편집.

표 5-5. 조경식재의 속성정보

수관폭(m) 0.2 0.3 0.4 0.5 0.6 0.8 1.0

군식(주/㎡) 조경설계기준 32 14 8 5 4 2 1

SH공사 적산기준 32 16 9 6 4 2 1

자료: 한국조경학회, 2007: 242; SH공사 적산기준.

표 5-4. 관목의 군식에 대한 식재밀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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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종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후 Revit에서 각 수종이 자동으로 불러들여

질 수 있도록 Dynamo로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실행할 수 있다.

알고리즘 작성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식재계획에 사용될 수목의 목록과 수목별

속성정보를 Excel에서 데이터로 작성한다. 이때 Excel의 sheet별로 상록교목, 낙엽

교목, 상록관목, 낙엽관목 등 수형별로 수목을 분류하여 목록화한다(그림 5-7 참

조). 각 수목별 속성정보에는 [표 5-5]에서 제시된 정보들을 입력한다. 차후 Revit

에서 Dynamo를 실행하여 자동으로 수목 Family를 생성할 때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속성정보들만 취사선택하여 불러들일 수 있다. 다음으로 Revit에서

수형에 따른 수목별 기본 유형 라이브러리를 패밀리 작성한다. 조경식재의 실사적

인 3D 형태보다는 간략한 기하학적 3D 형태로 표현한다. 그리고 수목의 속성정보

에 대해 포장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속성정보란을 만든다.

Excel의 속성정보 값과 Revit의 3D 형상이 준비되면 각 수종별 속성정보와 형

상을 연결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Dynamo에서 작성한다(그림 5-8, 9

참조). 알고리즘의 구조는 먼저 ➊ Excel에서 네 개의 수형별 sheet 중 하나를 선
택하여 연결하는 node들의 집합으로 시작된다. ➋ 다음으로 앞서 작성한 Revit의
패밀리 파일을 불러들여 Excel의 목록을 토대로 수목의 유형을 만들고 ➌ Excel
데이터에서 불러들일 속성정보의 목록을 만들어주는 node들을 작성한다. 그리고

➍ 수종별 속성정보를 Excel 데이터에서 sheet별로 불러와 Revit에서 만들어진 해
당 패밀리 유형의 매개변수에 연결시키는 node들을 만든다. 이렇게 작성된 알고리

즘을 Revit의 본 모델링 파일에서 실행시키면 각각의 수종이 패밀리의 유형으로

만들어지고 그와 함께 속성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수목 패밀리들이 완성된다. 이후

수종별 유형을 복제하여 같은 수종이지만 수고가 다른 수목 유형을 만들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은 Excel의 sheet별로 Revit의 패밀리 유형에 연결될 때 동일한 3D

형상을 가지게 되므로 LOD 100과 200 수준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상세수준

이 높아져서 수종별로 다른 형상들이 요구되는 모델링에서는 다양한 3D 형상을

작성하고 이들이 별도로 지정되도록 알고리즘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사례의 모델

링은 LOD 300 수준에 해당되어 이 알고리즘을 직접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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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수목별 속성정보 데이터(Excel)

그림 5-8. 수목 라이브러리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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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수목 라이브러리 제작을 위한 알고리즘(순서도)
* Dynamo의 특정 node에 오픈소스를 활용한 부분(수목의 패밀리 유형 반복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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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재평면도

b. 단면도 AA’

그림 5-10. 사례 대상지 식재평면도 및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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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3-1. 모델 활용을 위한 입력 정보

앞서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한 설계업무들이 도출되었는데 이 업무

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 여기에는 정보모델을 구축하면서 이

미 입력된 정보들도 있고 별도로 입력을 필요로 하는 정보들도 있다.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면서 입력된 정보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지형,

건축물, 지하주차장은 3D 형태로 이미 모델링되어 있으므로 입체적 형상에 따른

음영분석과 성절토량 및 경사면의 표면적 산정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 상단에 포

장재 모델링을 함으로써 하부지반의 입체적 구조와 토심 확보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포장재 라이브러리에는 알베도, 그리고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및 생태면적률

의 산정을 위해 투수계수나 식재 포함의 유무 사항이 변수로 입력되어야 한다. 그

외에 토양, 암반 분석의 결과물이 지형의 하부구조에 구축되어 있다면 투수에 관

한 보다 면밀한 입체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조경식재와 관련된 정보로는 수목의 규격과 관련하여 수고와 흉고직경이 입력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라이브러리의 변수로 생장률과 수목의 내음성, 태양복사에

대한 전도율, 개체목당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 이

로써 식재설계에 의한 대기오염 정화와 열환경지수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이상에서 모델링 구축과 함께 입력된 정보들 외에 추가적으로 입력이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책량을 산정하려면 침투측구, 트렌치, 침투통

등의 시설물 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종류별

단위설계 침투량과 설계수량의 정보가 필요하다. 본 모델링에서는 기존 계획을 토

대로 침투 시설물의 모델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침투통의 개소와 트렌치의 길

이를 산정하였다.

음영 및 기타 외부환경 분석을 위해 대상지의 위치와 일반적인 기후자료가 요

구된다. 대상지의 위치는 Revit에서 조사점에 위도와 경도 또는 측량좌표를 입력

함으로써 모델에 정확한 위치를 부여할 수 있다. 기후자료는 대상지 근처의 E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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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5)을 구하고 Dynamo에서 이 파일을 불러들여 필요한 자료들을 추출함으로써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대상지에서 북측으로 약 2㎞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관측소의 EPW 파일을 이용하였다. 이 파일에 기온, 습도, 풍속과 함께

전천 일사량(global horizontal radiation), 직달 일사량(direct normal radiation), 산

란 일사량(diffuse horizontal radiation) 등의 복사량 수치가 담겨 있는데 이들을

열환경지수를 검토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기타 설계에 의해 변하는 열환경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인체의 활동별 신진대사율과 의복단열 및 투과율의 데이터가 필요

하다(표 부록-2, 3 참조).

이상 입력데이터의 정보형식은 구축된 모델의 3D 형상에서 수치로 바로 추출되

거나 라이브러리 내 속성정보의 텍스트 변수로도 존재한다. 그리고 EPW나 Excel

파일처럼 별도의 데이터 형식을 Dynamo로 연동시켜 불러들일 수 있다. 그 구체

적 내용은 [표 5-6]과 같다.

5) EPW는 미국의 Department Of Energy(DOE)에서 에너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표준 정보포맷으로 다양한 기상데이터들이 담겨 있다. 본 사례
연구에서 사용된 EPW 파일은 한국패시브건축협회에서 작성된 것으로 관측소 위치는
위도 37.57, 경도 126.95에 위치한다(http://www.phiko.kr).

구분 정보형식 내용 정보의 활용
조경정보
모델내
기구축된
정보

지형
관련

Revit 모델
(3D모델 형상)

∙3D 형상
∙암반, 토양 등 하부지반구조

∙성절토량 산출
∙경사면 표면적 산출

포장재
관련

Revit 모델
(라이브러리의
속성정보)

∙투수율, 알베도
∙인공지반의 경우 입체적
구조에 의한 토심의 두께

∙열환경지수의 검토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
∙생태면적률 산정

조경식재
관련

Revit 모델
(라이브러리의
속성정보)

∙흉고직경, 수고, 생장률
∙수종별 태양복사의 전도율
∙CO2 흡수량 및 O2 발생량

∙4D 수목 시뮬레이션
∙일조를 고려한 식재설계
∙수목 대기정화 기능 예측

추가입력이
필요한
정보

침투시설
관련

Revit 모델 ∙침투통, 침투트렌치 등
시설물의 단위설계 침투량과
설계수량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

기후자료 EPW 파일 ∙기온, 습도, 풍속, 일사량 ∙열환경지수 검토

기타 Excel 파일 ∙인체의 활동별 신진대사율
∙의복단열 및 투과율

∙열환경지수 검토(표
부록-2, 3 참조)

표 5-6. 조경정보모델의 입력 정보형식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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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델 활용의 작동 방법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는 간단한 작동방법은 모델 구축에 사용된 BIM용 저작

도구에서 제공하는 기본도구와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량을 산출하

거나 2D 도면을 작성하는 등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 일반적인 업무들이 포함된다.

그 외에 조경분야의 전문적 성격을 띠는 설계업무들은 대개 특화되어 개발된 소

프트웨어나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BIM이 건축분야의 설계방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외부공간에 대한 전문적 설계업무를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개의 설계업무들은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해결하였다. 본 사례에서 사용된 도구들과 작동방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5-7 참조).

먼저 성절토량과 경사면의 표면적 산정은 입력된 형상정보를 통해 Revit에서

자체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 외에 환경 분석은 다소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므

로 전문적 기능을 지원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플러그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일조를 고려한 식재설계에 시간별 축적된 음영의 분석, 그리고 열환경지수

의 검토에 특정한 장소별 SVF(하늘시계지수)의 값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SketchUp의 플러그인인 Shadow Analysis와 LSS Chronolux를 사용하였고 여기

에서 도출한 결과값들을 차후 Revit과 Dynamo로 불러들였다.

그 외의 설계업무들은 Dynamo에서 직접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수행하였다. 여

기에는 생장률을 반영한 4D 수목 시뮬레이션, 그리고 일조를 고려한 식재설계 검

토를 지원하는 알고리즘이 포함된다. 또한 도시재해 저감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수

목의 대기오염 정화기능의 예측, 열환경지수의 검토, 그리고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에 필요한 알고리즘들이 작성되었다. 생태면적률의 산정은 투수포장재 등 피

복유형의 면적별 수량 산출과 가중치 계산이 Revit의 일람표 기능에서 자체적으

로 가능하였다. 이와 함께 산정 과정에서 지하구조물과 인공지반의 입체적 형상에

의한 토심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토심 확보 여부는

Naviswork에서 간섭체크 기능을 활용하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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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도구 설계업무 작동방법
BIM용
저작도구

Revit*
(일람표 기능)

(1) 성절토량 및 경사면의
표면적 산출

기존 지형과 계획 지형의 3D 모델 형상을
토대로 한 연산

알고리즘 Dynamo (2) 4D 수목 시뮬레이션 수목 객체의 수고와 속성정보에 담긴
생장률을 조합하여 새로운 수고를 계산하고
이를 객체 수고에 반영하는 알고리즘
작성(흉고직경의 생장률을 함께 계산하여 이
값을 수목의 대기정화 기능 예측에서 사용함)

(3) 일조를 고려한 식재설계
검토

음영분석 결과를 Revit에서 이미지로
불러들인 후 수목의 내음성과 매칭하는
알고리즘 작성

Shadow Analysis**
(SketchUp 플러그인)

음영분석 계획지형과 건물의 3D 모델 형상에 의한
음영 축적 시간대 분석

(4) 수목에 의한 대기정화
기능 예측

개체목당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을
흉고직경의 생장률과 조합하여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량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작성

(5) 열환경지수 검토 EPW 파일의 기온, 습도, 풍속, 일사량에 대한
기후자료를 추출. 수목의 수종별 태양복사
전도율과 포장재의 알베도 값, 그 외에
인체의 활동별 신진대사율과 의복단열 및
투과율 데이터를 토대로 열환경지수 검토.
특정 활동 공간의 입지, 조경식재 및 포장재
설계 전후의 열환경지수를 구하고 그 설계
효과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작성

LSS Chronolux**
(SketchUp 플러그인)

SVF 분석 지형, 건축물, 수목의 3D 형상에 의한
반구면의 시각 차폐 정도 계산

(6) 저영향개발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

대상지와 녹지의 계획면적 등을 토대로
빗물관리시설 필요대책량을 산정. 침투시설의
모델을 완성하여 단위설계 침투량과
설계수량을 토대로 설치대책량을 산정. 이 두
값을 구하여 비교, 검토하는 알고리즘 작성

(7) 피복유형별
생태면적률 계획 및
산정***

포장재의 속성정보와 지형 모델 상에서
드러나는 토심 및 하부지반구조의 정보를
기반으로 가중치 결정. 이때 토심 확보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작성(★)

Revit*
(일람표 기능)

가중치 및 면적 계산 Revit의 일람표를 활용하여 생태면적률의
가중치 적용 면적을 계산하고 총합계 연산을
수행

※ 다음 소프트웨어의 기능, 플러그인, 오픈소스를 제외한 알고리즘은 Dynamo에서 저자가 작성함
* Revit의 기능을 활용한 부분
** SketchUp의 플러그인을 활용한 부분
***Dynamo의 특정 node에 오픈소스를 활용한 부분(★포장재 객체의 상하단 Surface를
분리하기 위해 Element.TopBasePolySurface 사용. 그림 5-41 참조)

표 5-7. 조경정보모델 활용에 사용된 도구 및 작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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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절토량 및 경사면의 표면적 산출

BIM용 저작도구들로 3D 모델을 작성하면 성절토량과 함께 경사면의 표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기존 지형과 계획 지형을 작성하고 공정을 지정하고 나면 두 지

형의 절토량과 성토량의 부피, 그 차를 일람표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경사진 지

형 모델에서는 수평투영면적 외에도 표면적이 별도로 구해진다.

대규모 성절토 계획은 토목분야에서 담당하지만 조경공간의 마운딩이나 상세한

지형설계는 조경분야에서 담당한다. 토목분야에서는 Civil 3D 등 소프트웨어를 통

해 토공량을 계산하지만 조경분야에서는 대개 단면법, 점고법, 등고선법의 계산법

에 의해 수작업으로 산출해 왔다. 이러한 방법들은 계산 자체가 번거로울 뿐더러

정확성이 떨어진다. BIM용 저작도구에서는 일람표를 작성하면 바로 성절토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변화를 확인하면서 설계를 전개할 수 있다(그림 5-11 참조).

다방향으로 경사지고 복잡한 형태를 이루는 입체 지형에서 표면적을 구하는 것

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대지 및 녹지면적, 생태면적률 등 법적 규

제상의 면적을 산정할 때는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지표면의 지피

초화류 등 식재 및 포장재 물량산출은 표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경사도에 따

라 수평투영면적과 표면적이 달라져서 물량산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는 경사도에 따라 수평투영면적에 별도의 면적을 가산하는 방식을 취하는데6) 이

방식은 부정확하며 불규칙한 경사를 포함하는 경우 구적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례 대상지와 같이 경사면을 특징으로 하는 조경설계에서 3D 모델을

기반으로 물량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면적을 구하는 것은 정보모델을 활용하는 중

요한 이점이 된다(그림 5-12 참조). 대상지의 북측 경사면을 형성하는 자연지반의

경우 수평투영면적 4,038.64㎡에 표면적 5,620.56㎡이 나왔다. 이는 수평투영면적

대비 39.17%의 증가분에 해당되는 값으로 경사도에 따라 표면적의 값에 상당한

6) 조경공사의 적산에서 잔디 및 초류종자 살포와 같은 지피초화류의 물량산출은 도면
상의 면적(㎡)으로 하게 된다. 이때 비탈면의 면적은 경사도에 따라 1:1사면은 141%,
1:2 사면은 112%, 1:3 사면은 105%로 가산하여 계산한다. 경사도가 불규칙할 경우에
는 경사지에 평균 15%를 더하여 면적을 계산한다(박원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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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구해진 표면적을 바탕으로 사면녹화 등

에 합리적인 물량산출과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그림 5-11. 일람표를 이용한 성절토량 산출

그림 5-12. 경사면의 표면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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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D 수목 시뮬레이션

4D 수목 시뮬레이션은 수종별 생장률을 토대로 일정기간 후 수목의 생장 결과

를 예측해 보는 것이다. 식재계획은 그 기능이 완성에 가까운 상태로 식재되는 완

성형, 5년 정도의 경과 후 완성형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 반완성형, 그리고 10∼20

년 정도 경과 후 완성형태가 되는 장래완성형으로 구분된다(한국조경학회, 2016).

수목 생장에 대한 고려 없이 식재계획을 진행하면 준공 후 발생하는 수목의 과밀

현상이나 상이한 생장률을 가지는 수종들의 집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관의 변화

를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4D 수목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식재밀도 및 경관의

변화를 예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개발시 식재설계가 민감한 사안이 될 경우

발주처나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수목의 생장은 개별적 속성과 환경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에 정확한 데이터 구축과 예측이 어렵다. 하지만 개략적인 수목의 생장률이 여

러 연구에서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4D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볼 수 있

다. 일반적으로 관목은 전정에 의해 수고가 고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목 규격은 수고와 흉고직경으로 나타내지만 3D 모델링에서

시각적 영향력이 큰 것은 수고이다. 따라서 수목 라이브러리의 속성정보에 수고의

생장률을 넣고 수목의 현재 수고를 곱하거나 생장량을 더하여 새로이 수고를 정

의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시간 추이에 따른 4D 수목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수목 생장률에 관한 연구들은 수고와 흉고직경을 기준으로 그 값이 산정되었는

데 연구마다 그 결과값에 차이가 있다. 본 사례에서는 실측과 여러 연구를 토대로

생장률을 예측하고 있는 박은진·좌승희(2009)와 이관규(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수목의 연간 평균 흉고직경과 수고의 생장량을 입력값으로 택하였다. 4D 수목 시

뮬레이션에서는 수고가 중요하지만 차후 대기정화 기능을 검토할 때 흉고직경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규격을 입력정보에 포함시켰다(표 5-8 참조).

4D 수목 시뮬레이션을 위한 알고리즘은 수고와 흉고직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으

로 나뉜다. 새로운 수고를 구하여 4D 형상에 반영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그림 5-13, 14 참조). 우선 ➊ 수종을 선택하고 ➋ 시뮬레이션에서 원하는 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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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다. ➌ 수고의 생장량과 ➍ 현재의 수고 데이터를 구한다. ➎ 생장량과 연
수의 두 값을 곱하여 수고의 변화량을 구한 후 현재의 수고에 더하여 새로운 수

고값을 구한다. ➏ 이 값을 해당 수종에 반영하여 Revit에서 변화된 수고의 수목
을 확인할 수 있다. 흉고직경에 대한 알고리즘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입력정보 항목 및 분류 생장량
흉고직경
(㎝/yr)

상록교목 0.64*
낙엽교목 0.67*
기타 속성수 벚나무 1.11, 은행나무 1.25, 양버즘나무 1.41, 느티나무 1.23, 단풍나무

1.09, 회화나무 1.31, 메타세쿼이아 1.92, 튤립나무 1.96, 소나무 0.82
수고
(m/yr)

상록교목 0.31**
낙엽교목 0.42**
기타 속성수 벚나무 0.42, 은행나무 0.52, 양버즘나무 0.50, 느티나무 0.42, 단풍나무

0.47, 회화나무 0.58, 메타세쿼이아 0.87, 튤립나무 0.61, 소나무 0.31

자료: 박은진·좌승희, 2009: 87-89; 이관규, 2003: 43.
* 이관규(2003)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상기의 흉고직경 생장률을 제시함(손영모 등, 1997; 조
현길, 1999)

**수고 생장률은 속성수를 제외하고 평균값이 언급된 결과가 없어 속성수 중 소나무와 최소값
을 가지는 벚나무를 기준으로 함

표 5-8. 4D 수목 시뮬레이션을 위한 수목의 생장률 입력정보

그림 5-13. 4D 수목 시뮬레이션을 위한 알고리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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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4D 수목 시뮬레이션을 위한 알고리즘(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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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4D 수목 시뮬레이션(메타세쿼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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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조를 고려한 식재설계

현재 조경실무에서 일조를 고려한 식재설계를 할 때는 대개 2D 평면 상에서 단

편적 시간대에 의존하여 음영을 분석한다. 특히 수목의 내음성(음양성)을 고려한

식재설계를 수행하기 보다는 평면상에서 영구 음지를 찾아내어 이곳의 식재를 최

소화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일조와 음영은 일중, 연중

시간 추이와 지형 굴곡에 의해서 달라지므로 일조를 고려하여 식재설계를 하려면

3차원적 지형 상에서 달라지는 음영의 시간대별 축적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지(양력 6월 20일경 전후)의 태양고도가 가장 높아서 이 시기의

그림자가 가장 짧고 반대로 동지의 그림자가 가장 길다. 그러므로 본 사례에서는

음영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조가 가장 많이 확보되는 하지를 기준

으로 음영분석을 하였다.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10시간대에 한하여 15

분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음영에 대한 식재 조건을 최소화

하여 설계가의 식재 의도에 유연성을 두고자 하였으나 내음성에 따른 좀 더 면밀

한 식재설계를 하려면 연중 시간대를 고려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수목을 내음성에 대한 기준으로 명확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에서는 전광7)의 비율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극음수, 음수, 중용수(또는

중성수), 양수, 극양수의 5가지로 분류하고 필요한 전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5-9 참조). 이 기준으로 식재의 적정 배치 구간을 예상 또는 검토할 수 있다.

간단한 입체적 음영분석은 Revit에서 수행할 수 있지만 단일 시간대를 기준으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만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음영의 축적 시간대를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ketchUp의 플러그인인 Shadow Analysis를 사용하

여 음영을 시간대별로 분석하고 이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그림 5-16 참조).

설계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식재 배치를 마치고 나면 식재의 내음성에 크게 반하

지 않게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설계 편의를 도모할 수

7) 내음성의 기준은 햇빛이 최대로 비칠 때의 광도를 의미하는 전광의 비율이다(이경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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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림 5-18, 19 참조). 본 사례에서 작성된 알고리즘은 각 수목이 가지는 내음

성에 의해 수목 색상이 변경되도록 하되, 음영분석 결과에서 사용된 범례와 유사

한 색상으로 수목의 색상을 변경시킨다. 이를 위해 ➊ 우선 검토를 원하는 수종을
선택하는 node에서 시작되어 ➋ 선택된 수종의 내음성을 확인하고 그 수종의 객
체들을 모두 찾아서 목록화 한다. ➌ 음양수를 판단하여 조건에 맞는 색상을 그
수목에 배정하고 음양수의 속성이 Revit 화면에서 색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이

렇게 나타난 색상과 음영분석의 색상이 유사하면 수목의 내음성에 따라 배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그림 5-17 참조).

그림 5-16. 3D 지형상의 음영분석(하지 8시~18시 사이)

분류
전광의 기준
(국내 조경 및 산림분야)

여름중 일조시간 기준(1일당)
(미국 원예분야)

Hunter에 의한 기준
(미국 생태식물분야)

극음수 전광의 1∼3%에서 생존 직사광선 없는 곳에서 생존 음지에서 생존(shade)
음수 전광의 3∼10%에서 생존

~
부분음지에서 생존
(partial shade)중용수 전광의 10∼30%에서 생존

양수 전광의 30∼60%에서 생존 양지에서 생존(full sun)
극양수 전광의 60%에서 생존 직사광선 6시간 이상에서 생존

자료: 이경준, 2015: 54; Hunter, 2011: 177; https://extension.psu.edu/shade-tolerant-
trees-shrubs-and-groundcovers. 저자 편집.

표 5-9. 조경수목의 내음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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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음영분석에 의한 식재설계 검토(매화나무)

그림 5-18. 일조를 고려한 식재설계 검토 알고리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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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일조를 고려한 식재설계 검토 알고리즘(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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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목에 의한 대기정화 기능 예측

수목은 시간적 추이와 함께 수고, 흉고직경, 엽면적(leaf area) 등이 달라지고 이

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기능 등 그 효과가 변화한다. 그러므로 준공이 이

루어진 후에도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대기정화 기능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대기 중의 주요 오염물질로는 CO2, SO2, NO2, 미세먼지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중에서 정량화된 연구 데이터가 비교적 다수 축적되어 있는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조경수목의 생장률과 대기정화 기능에 관한 연구들은 그 추정기준, 결과와 단위

들이 조금씩 다르다(조현길·안태원, 2001; 최명섭 등, 2005; 한정수, 2008; 조현길·

안태원, 2012; 조현길·박혜미, 2017). 수목의 오염물질 흡수량은 주로 바이오매스와

흉고직경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앞서 작성한 4D 수목 시뮬레이션의 알고리즘에

흉고직경 자료를 대입하여 그 생장변화량을 구하였다. 그리고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은 조현길·안태원(2001)의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표 5-10 참조).

수목의 대기정화 기능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에서는 ➊ 특정 수목의 현 흉고직경
과 ➋ 흉고직경의 생장량(㎝/yr)이 속성정보에서 추출된다. ➌ 원하는 연수를 입

력하면 흉고직경의 생장량과 연수의 값이 곱해지면서 ➍ 새로운 흉고직경의 값이
구해진다. 이 값을 기준으로 ➎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이 산출된다. 이때 기체의
흡수량과 발생량은 [표 5-10]의 흉고직경 10㎝ 미만, 10㎝ 이상과 20㎝ 미만, 20㎝

이상과 30㎝ 미만, 30㎝ 이상 간의 비례함수를 구하여 그 사이에 새로 구해진 흉

고직경 값들을 대입시킴으로써 산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구해진 4종의 수목에

대한 개체목당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은 [그림 5-20]과 같다.

[그림 5-21]은 이 과정의 예로서 흉고직경 15㎝의 메타세쿼이아 식재 1년 후(흉

고직경 + 1.92㎝/yr 생장) CO2 흡수량과 O2의 발생량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보여

준다. 이 과정을 통해 4D 수목 시뮬레이션에 의한 개체목의 CO2 흡수량과 O2 발

생량이 산출되고 여기에 식재된 주수를 곱하면 수종별 기체의 흡수량과 발생량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수종에 대한 연산을 하고 합계를 구하면 대상지의 식재

계획에 의해 생성되는 총 기체 흡수량과 발생량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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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분류 가스(단위)
흉고직경(㎝)

10 20 30 40
상록교목 CO2(㎏) 11.9 33.1 57.0 80.0

O2(㎏) 8.7 24.1 41.5 58.2
낙엽교목 CO2(㎏) 12.2 57.5 140.5 263.5

O2(㎏) 8.9 41.8 102.2 191.6
자료: 조현길·안태원, 2001: 42.

표 5-10. 흉고직경에 따른 개체목당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 기준

그림 5-20. 개체목당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메타세쿼이아 등 4종의 예)
*수고=H, 흉고직경=DBH(Diameter at Breast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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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수목의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 산출을 위한 알고리즘(순서도)

그림 5-21. 수목의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 산출을 위한 알고리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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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환경지수 검토

도시열섬현상은 도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지내 포장

재와 식재설계 등 조경설계요소의 조작을 통해 열쾌적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부

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인간이 체감하는 쾌적한 정도는 실제 측정되는 기후 데이

터의 수치와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열환경지수는 온도, 습도, 복사, 바람 등

의 기후 데이터와 주변 환경, 인간의 활동 및 의복상태 등을 종합하여 인간이 체

감하는 열쾌적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다수 개발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Brown & Gillespie(2012)가 제안한 COMFA(COMfort

FormulA)를 활용하여 설계안의 열쾌적성을 검토하였다(표 5-11 참조).8)

다른 열환경지수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수를 구하는 공식에는 온도, 습도, 복사

와 바람의 기후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외에 인체가 흡수하는 복사량 계산식에 수

목의 복사에너지 차단에 대한 전도율9)과 포장재의 반사율인 알베도(albedo)를 입

력하여 조경설계안의 정량화된 열환경지수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건

조되어 있는 외부공간의 실측 데이터를 통해 열쾌적성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앞

으로 시공될 대상지의 외부공간에 대한 열쾌적성을 예측해본다는 데에 의미가 있

다. 여기에 조경정보모델의 조경식재와 포장재의 속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수목 전도율은 Brown & Gillespie(2012)가 개략적 범위를 데이터로 작성한 바

있다(표 5-12 참조). Brown & Gillespie는 이 데이터들이 가지는 한계를 언급하면

서 이를 사용할 때 조사된 범위의 중간값을 구하여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 권고를 따라 수목 전도율의 중간값을 구하여 활용하였다. 포

장재 알베도는 인간 생기후지도 제작을 위해 기초조사를 수행한 박수국(2012)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표 5-13 참조).

8) 인간 열교환모델(human thermal exchange model) 또는 인간 에너지균형모델(human
energy balance model)에 기초하여 도시 외부공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모델
로는 COMFA 외에 UTCI(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 PMV(Predicted Mean
Vote), PET(Physiological Equivalent Temperature) 등이 있다(박수국, 2012).

9) 이를 투과율(permeability)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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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A의 산정에는 신진대사량(M)과 복사흡수량(Rabs)이 양으로 더해지고 여

기에 대류에 의한 열손실(Conv), 증발에 의한 열손실(Evap), 그리고 복사방출량(

TRemitted)의 값이 음으로 빠진다. 이 다섯 개의 열에너지 산정에 기온, 복사량,

풍속의 기후 자료들이 필요하다. EPW 파일에는 이러한 기후자료들이 시간대별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특정한 활동 중에 있는 인체의 에너지량(W/㎡)을

산출하고 그 결과로 열쾌적성을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도출된 COMFA 평형값

의 해석은 [표 5-14]와 같이 이루어진다.

본 사례 대상지에서는 어린이놀이터(P1), 주민운동공간(P2), 휴게공간(P3)의 3개

소에서 COMFA를 검토하였다(그림 5-23 참조). 이 지점별 SVF 값을 구하기 위

해 SketchUp의 LSS Chronolux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였다. COMFA의 전체 산

정식은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계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후 데이터인 EPW 파일을

불러들여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였다(그림 5-25 참조). 활동별 신진대사율 및 의복

단열 정보데이터를 담은 Excel 파일 역시 Dynamo로 연동시켰다. 이렇게 하면 필

요할 때마다 관련 데이터의 적용값을 손쉽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고 데이터들

을 스프레드시트에서 직접 추가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다.

COMFA에서 조경설계와 관련된 주요 요소는 인체의 태양복사흡수량이다(그림

5-24 참조). ➊ 수목의 속성정보에 구축되어 있는 복사전도율(t)과 ➋ 포장재의 알
베도(Ag) 값을 계산식에 연동시킴으로써 수관 투과복사량(T)과 지표 반사복사량

(R)을 조경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여기에 ➌ SVF 값을 입력하면 복사흡수량에
수목의 유무 또는 성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값들을 취합하여 ➍ 인체의
태양복사흡수량이 산정된다.

사례에서 COMFA의 예측과 검토는 체감온도가 가장 높게 나온 시점을 기준으

로 진행하였다. 아직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Dynamo는 환경분석 시뮬레이션을 지

원하는 node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열환경지수의 체감온도가 가장 높게

나온 시점을 찾기 위해 Rhino의 Grasshopper에서 동일한 EPW 파일을 활용하여

UTCI(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를 확인하였다. 2018년도의 UTCI를 살펴

본 결과 8월 5일 오후 1시에 33.88℃로 가장 높게 나왔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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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우선 설계 전 상태의 COMFA를 검토하였는데 이때 수목의 전도율은 수목이

전혀 없는 상태인 100.00, 그리고 포장재의 알베도는 통상적 지면의 알베도 값인

0.09가 입력되었다. 이후 설계안에서 각 지점을 위요하고 있는 주요 수종의 전도

율과 포장재의 알베도를 정보모델에서 구하고 LSS Chronolux에서 도출된 SVF

값을 입력하여 변화된 COMFA를 산정하였다. 공간별로는 어린이놀이터(P1)에 ‘강

한 활동’, 주민운동시설(P2)에 ‘보통 걸음’, 휴게시설(P3)에 ‘휴식’의 야외활동을 적

용하여 해당 신진대사율(Mx)을 구하였다(표 부록-2 참조). 의복은 일상적인 여름

의상인 티셔츠, 반바지, 양말, 운동화를 적용하여 의복 단열값(Rco) 50s/m과 투과

율(P) 175가 Excel에서 연동되어 입력되었다(표 부록-3 참조). 세 지점은 주변 환

경의 위요 정도에 따라 SVF 값, 포장재의 알베도, 주변 조경식재의 전도율에 있

어서 차이가 났고 설계 전후의 COMFA 값도 상이하게 나왔다(표 5-15 참조).

그림 5-23. COMFA 검토 지점 및 SVF 분석(수목 식재 이전)



- 138 -

구성항목(W/㎡) 관련 수식

M
(신진대사량)

M = (1-f)×Mx
f = 0.150-(0.0173×e)-(0.0014×Ta)
e: 포화수증기압(Tetens의 식 사용, hPa)*
Mx: 활동에 따른 신진대사율(표 부록-2 참조)
Ta: 기온(℃), EPW 파일에서 값 추출

Rabs
(복사흡수량)

Rabs = Kabs+Labs
Kabs(인체의 태양복사흡수량) = (T+D+S+R)×(1-A)
T(물체를 투과한 직사복사량) = (((K-Kd)/Tane)/π)×t
D(인체가 흡수한 산란복사량) = Kd×SVF = (K×0.1)×SVF
S(주변물체들에 의한 산란복사량) = Kd×(1-SVF)×A0
R(지표반사복사량) = K×t×Ag
K: 총태양복사량(전천일사량), EPW 파일에서 값 추출
Kd: 산란된 태양복사량(Kd ≒ K×0.1)
Tane: 태양고도탄젠트값(오후1시: Tan(68.53)=2.54, 한국천문연구원 자료)
t: 태양복사전도율**
SVF: 하늘시계지수(LSS Chronolux에서 산정)
A: 인체의 알베도(의복 착용한 인체는 통상 0.37 적용)
A0: 하늘반구 물체들의 알베도(건물콘크리트로 가정하여 0.18 대입)
Ag: 지표면의 알베도(통상적 지면일 경우 0.09)**

Labs(인체의 지구복사흡수량) = ((0.5×(V+F))+(0.5×G))×E
V(하늘에서의 복사량) = L×SVF
F(주변물체에서의 복사량) = (E×(5.67×10-8)×(To+273.15)4)×(1-SVF)
G(지표면에서의 복사량) = E×(5.67×10-8)×(Tg+273.15)4

L = (1.2×E×(5.67×10-8)×(Ta+273)4)-171
E: 인체의 방사율(0.98), To: 물체의 온도, Tg: 지표면 온도

Conv
(대류에 의한 열손실)

Conv = 1200×(Tc–Ta) / (Rt+Rc+Ra)
Tc(인체 내부 온도) = 36.5+(0.0043)×M
Rt(인체 열저항) = (-0.1×Mx)+65
Rc(의복 열저항) = Rco×(1-(0.05×P0.4×W0.5)) W > 0.7m/s일 경우

또는 Rc = Rco W ＜ 0.7m/s일 경우
Ra(신체주변부 저항) = 0.17×(A×Ren×0.710.33×0.0301)
Rco: 의복단열값(표 부록-3 참조), P: 의복공기투과율, W: 풍속(m/s)
Ren: Re는 Reynolds 상수(11,333×W). 지수에는 0.618 입력

Evap
(증발에 의한 열손실)

Evap = Ei + Es
Ei(피부발한에 의한 손실) = 5.24×106×(Qs-Qa)/(Rcv+Rav+Rtv)×(Ts+237.3)
Qs = e(Ts)*, Qa = e(Ta)*
Rcv ≒ Rc, Rav = 0.92×Ra, Rtv = 7.7×103

Es(호흡에 의한 손실) = 0.42×(M-58)
TRemitted
(복사방출량)

TRemitted = 5.67×10-8×(Ts+273)4

Ts(인체의 피부온도) = (((Tc-Ta)/(Rt+Rc+Ra))×Ra)+Ta

COMFA(총에너지 평형, budget, W/㎡) = M + Rabs - (Conv + Evap + TRemitted)

자료: Brown & Gillespie, 2012: 202-214; 미국기상학회(http://glossary.ametsoc.org); 한국천문
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https://astro.kasi.re.kr). 저자 편집.

* e = 0.611×10^((a×T)/(T+b)). a=17.27, b=237.3, T=기온
(미국기상학회 용어집 참고, 상수 a값은 Brown & Gillespie가 제시한 값을 대입)

** t값(태양복사전도율)은 수목의 전도율, Ag값(지표면의 알베도)은 포장재의 알베도 대입

표 5-11. COMFA의 구성항목 및 관련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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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명
전도율(%)* 개엽시기

**
낙엽시기
*** 수목명

전도율(%)* 개엽시기
**

낙엽시기
***여름 겨울 여름 겨울

노르웨이 단풍 9.5 65.0 E M 가래나무 9.0 63.5 L E/M
홍단풍 15.0 72.5 M E 튤립나무 10.0 73.5 M/L M
은단풍 19.0 73.5 M M 콜로라도가문비 20.5 20.5 - -
설탕단풍 21.5 70.0 M E 스트로브잣나무 27.5 27.5 L -
칠엽수 17.5 73.0 M L 런던버즘 14.0 55.0 E M/L
물푸레나무 19.5 70.5 M/L M 미류나무 15.0 34.0 E M
자작나무 19.0 68.0 M M/L 사시나무 26.5 - - M
너도밤나무 11.0 83.0 L L 보리수 14.5 58.0 L E
붉은 떡갈나무 17.5 75.5 - M 미국느릅나무 13.0 76.0 M M

* 전도율은 원자료에서 범위로 주어졌으나 저자들의 권유대로 중간값(mean)을 구해서 사용함
** 개엽시기: E(early)=4월 30일 전, M(middle)=5월 1∼15일, L(late)=5월 15일 이후
*** 낙엽시기: E(early)=11월 1일 전, M(middle)=11월 1∼30일, L(late)=11월 30일 이후
자료: Brown & Gillespie, 2012: 141. 저자 편집.

표 5-12. 수목의 수종별 전도율과 개엽 및 낙엽시기

포장재 색상 반사율
(albedo)

방사율
(emissivity) 포장재 색상 반사율

(albedo)
방사율

(emissivity)
관목(1m 이하) 0.16 0.97 아스팔트 0.08 0.96

나무
갈색 0.17 1.00 우레탄 녹색 0.23 0.96
붉은 갈색 0.09 0.95 인공잔디 0.18 0.96

벽돌

갈색 0.17 0.96 자갈 회색 0.23 0.98
녹색 0.20 0.96 바위 0.17 0.97
붉은색 0.17 0.96 잔디(10㎝ 이하) 0.20 0.96
아이보리 0.21 0.97

콘크리트
녹색 0.11 0.96

회색 0.17 0.97 갈색 0.15 0.96
물 0.01 1.00 회색 0.18 0.97
수목 0.27 0.98 판석 0.08 0.96

시멘트
회색 0.18 0.97

화강석

회색 0.16 0.98
녹색 0.22 0.95 진회색 0.11 0.96

타일
회색 0.27 1.00 연한 회색 0.20 0.97
갈색 0.26 0.97 연한 갈색 0.19 0.97
녹색 0.25 0.98 흙 0.29 0.96

자료: 박수국, 2012: 22. 분석 자료중 포장재료만 선별. 저자 편집.

표 5-13. 포장재의 알베도

COMFA 평형값(W/㎡) 해석
평형값 < -150 아주 따뜻해지기를 원함

-150 < 평형값 < -50 따뜻해지기를 원함
-50 < 평형값 < 50 변화를 바라지 않음
50 < 평형값 < 150 조금 시원해지기를 원함
150 < 평형값 아주 시원해지기를 원함

자료: Brown & Gillespie, 2012: 207.

표 5-14. COMFA 평형값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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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지점 COMFA의 세부항목(W/㎡) 설 계 전 설 계 후
P1.
어린이
놀이터
(강한 활동)

M(신진대사량) + 1,341.28 + 1,341.28

Rabs(복사흡수량) + 584.86 + 531.23

Conv(대류에 의한 열손실) - 432.64 - 432.64

Evap(증발에 의한 열손실) - 236.01 - 236.01

TRemitted(복사방출량) - 498.60 - 498.60
SVF(%) (51.36) (46.28)
수목 전도율 t(%, 스트로브잣나무) (100.00) (27.50)
포장재 알베도 Ag(녹색 우레탄) (0.09) (0.23)

총 평형값 + 758.89 + 705.26

P2.
주민운동
시설
(보통걸음)

M(신진대사량) + 558.87 + 558.87

Rabs(복사흡수량) + 583.85 + 509.13

Conv(대류에 의한 열손실) - 118.13 - 118.13

Evap(증발에 의한 열손실) - 82.89 - 82.89

TRemitted(복사방출량) - 497.06 - 497.06
SVF(%) (27.43) (24.37)
수목 전도율 t(%, 대왕참나무)* (100.00) (17.50)
포장재 알베도 Ag(인공잔디) (0.09) (0.18)

총 평형값 + 444.64 + 369.92

P3.
휴게시설
(휴식)

M(신진대사량) + 134.13 + 134.13

Rabs(복사흡수량) + 583.81 + 506.85

Conv(대류에 의한 열손실) - 62.67 - 62.67

Evap(증발에 의한 열손실) - 2.03 - 2.03

TRemitted(복사방출량) - 496.79 - 496.79
SVF(%) (26.38) (23.66)
수목 전도율 t(%, 왕벚나무)** (100.00) (16.50)
포장재 알베도 Ag(갈색 목재데크) (0.09) (0.17)

총 평형값 + 156.45 + 79.49

* 대왕참나무는 유사 수종인 붉은 떡갈나무의 전도율을 사용
** 왕벚나무의 전도율은 [표 5-12]에서 전체 수종의 중앙값(median)을 구하여 대입

표 5-15. 설계 전후의 사례 대상지에 대한 COMFA 검토

그림 5-24. COMFA의 태양복사흡수량 계산 알고리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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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COMFA 산정식 알고리즘 1(전체 및 신진대사량 계산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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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COMFA 산정식 알고리즘 2(태양복사흡수량 계산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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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COMFA 산정식 알고리즘 3(지구복사흡수량 계산 순서도)



- 144 -

그림 5-28. COMFA 산정식 알고리즘 4(대류에 의한 열손실 계산 순서도)



- 145 -

그림 5-29. COMFA 산정식 알고리즘 5(증발에 의한 열손실 계산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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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COMFA 산정식 알고리즘 6(인체의 복사방출량 계산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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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영향개발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

저영향개발은 오염된 우수를 저류와 침투를 통해 정화시킴으로써 개발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14년부터 평균 포화투수계

수(상수, 0.01643m/hr)를 공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지역에서는 빗물분담량

을 산출하여 산정값 이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표

5-16 참조).

∙부지면적: 00000㎡ (➊)
∙전체면적 중 녹지면적: 00000㎡ (➋)
∙시설의 종류: 하단 표 참고
∙포화투수계수: 0.01643m/hr (상수)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➌)

구분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hr)

서울특별시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6.0 7.5 5.0 5.5 3.5

[주1] 민간시설 대규모: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대지면적 500㎡ 미만
[주2]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1) 빗물분담량에 따른 필요대책량 산정
※ 토지이용별 빗물분담량 적용시 사업지구내 면적 중 일부가 녹지이면 빗물침투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면 기준 녹지면적을 각 토지이용별 면적에서 공제하고 산정

∙대책수립면적(➍)
빗물분담량이 7.5㎜/hr일 때 대책면적 = 부지면적 - { 지면 기준 녹지면적 × (2/5) } 적용
빗물분담량이 6.0㎜/hr일 때 대책면적 = 부지면적 - { 지면 기준 녹지면적 × (1/2) } 적용
빗물분담량이 5.5-5.0㎜/hr일 때 대책면적 = 부지면적 - { 지면 기준 녹지면적 × (3/5) } 적용
빗물분담량이 3.5㎜/hr일 때 대책면적 = 부지면적 - { 지면 기준 녹지면적 } 적용
∙필요대책량(➎) = 빗물분담량(➌) × 대책수립면적(➍) ÷ 1000
2)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책량 산정
∙침투시설의 설치량(ⓐ) : 00000㎥/hr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침투통 등)
∙이용시설의 설치량(ⓑ) : 00000㎥/hr (빗물이용시설, 옥상녹화 등)
∙설치대책량(ⓒ) : 00000㎥/hr (ⓐ+ⓑ)

3) 검토 결과 필요대책량(➎) ≤ 설치대책량(ⓒ)이면 충분
3) 검토 결과 필요대책량(➎) ＞ 설치대책량(ⓒ)이면 부족
자료: 서울특별시, 2016: 3-4;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시설 설계 계산서. 저자 편집.

표 5-16.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 방법(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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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분담량이란 도시화 이전 자연계 물순환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 증가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각 발생원에서 관리해야하는 목표량을 뜻한다.10) 빗물관리

시설 대책량 산정표에서 필요대책량은 기본적으로 전체 대지면적과 녹지면적에

의해 구해지고 설치대책량은 침투시설과 이용시설의 설치량에 의해 구해진다. 이

렇게 구해진 필요대책량 대비 설치대책량이 충분하면 시설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침투시설은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강수량을 줄이고 토양의 여과작용을 통해

오염이 되는 물질을 저감시키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다. 여기에는 투수성포장(유

공포장), 침투통(침투조),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또는 침투도랑, 침투저류지 등이

포함된다(표 5-17 참조). 이러한 침투시설들은 우수를 침투시켜 처리함으로써 불

투수 면적율이 높은 도시지역에서 홍수의 위험을 줄이고 수질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지하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침투시설 외에 이용시설에는 빗물이용

10)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http://www.law.go.kr/ordinInfoP.
do?ordinSeq=596683)

구분 항목 특징 비고
침투시설 투수성포장

(유공포장)
보행자도로, 보도, 진입로, 주차장
등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적합

∙인공지반 위 설치 가능
∙설계수량은 면적(㎡)으로 산정

침투통 집수정을 대신하여 본체 바닥이나
측면을 쇄석으로 충전하고 모래를
포설하여 빗물을 측면, 저면으로
침투시키는 시설. 침투트렌치 등과
연계

∙지하수위 및 기반암 상단 1.2m 확보
확인 후 자연지반 위에 설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종단경사
1∼2% 정도로 설치
∙설계수량은 개소(ea)로 산정

침투트렌치 관의 유공을 통해 측면, 저면의
쇄석으로 빗물을 통화시킨 후
저류, 침투시키는 시설

∙지하수위 및 기반암 상단 1.2m 확보
확인 후 자연지반 위에 설치
∙설계수량은 길이로(m) 산정

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옥상 등 집수구역에서 유입된
빗물을 저류 후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

∙건물지붕(집수) 등의 면적(㎡)

옥상녹화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형성하고 녹지공간을 조성

∙옥상녹화 저장용량은 녹화면적(㎡)
× 0.05(m)로 계산하여 적용

자료: 서울특별시, 2016; 환경부, 2014: 8, 2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 135, 151. 저자 편집.

표 5-17.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종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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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옥상녹화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용시설, 투수성포장재, 침투측구 및 트

렌치, 침투통 등 침투시설을 포함한 우배수설계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빗물분담량

에 따른 설치대책량을 구할 수 있다.

환경부(2014)에서는 이러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양의 특성, 지

하수위, 경사도, 자연유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침투시설의 하부 토양은

침투율이 일정 정도 이상이어야 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바닥높이가 지하수

위나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1.2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에 적정한

경사도를 주어 빗물이 자연적으로 차집되도록 하고 침투시설의 유입부와 유출부

에도 높이차를 주어 자연유하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양토, 사질양토, 양질사토, 모래가 침투시설 설치에 적합한 토성이고 이

범위 이하의 토양은 침투 목적에 부적합하다(표 5-18 참조). 그리고 침투시설들은

자연지반 상에 위치해야 하므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

며, 지하수위나 기반암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확인하기 위해 시추조사 결과를 토

대로 한 암반의 위치 및 지하수위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토성 NRCS
분류* 토양의 특성 침투속도

(㎜/hr) 설치적합성

모래(sand)
양질사토(loamy sand)

Type A 유출이 가장 적고 침투율이 가장
큼. 실트와 점토를 약간 포함한
모래층과 자갈층으로 배수가 양호

7.62-11.43 적합

사질양토(sandy loam)
양토(loam)

Type B 비교적 낮은 유출율, 비교적 높은
침투율. 자갈 섞인 사질토로 배수
대체로 양호

3.61-7.62 적합

미사질양토(silt loam)
사질식양토(sandy clay loam)

Type C 비교적 높은 유출율, 비교적 낮은
침투율. 상당수 점토와 콜로이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배수 불량

1.27-3.81 부적합

식양토(clay loam)
미사질식양토(silty clay loam)
사질점토(sandy clay)
미사질점토(silty clay)
점토(clay)

Type D 유출율이 가장 크고 침투율 가장
낮음. 대부분 점토질로 이루어져
배수가 대단히 불량

0-1.27 부적합

자료: 환경부, 2014: 28. 저자 편집.
* The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농민들과 토지 소유주들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농무부 산하 기관.

표 5-18. 침투시설 설치를 위한 토양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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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상지와 그 주변의 토질을 토양환경정보시스템11)의 토양환경지도에서 확

인한 결과 표토는 양토, 심토는 사양질토로 드러났다(그림 5-31 참조). 따라서 전

대상지 내에서 침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적합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 토양에 대

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공토양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진행 중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면서 자연지반에서도 종종 땅을 파고 되메우기가 이

루어진다. 이때 등급별로 침투율이 상이한 인공토양 또는 개량토양을 반입하여 사

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입 토양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보모델에 입력하여

토양의 침투율이 침투시설 설치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외에 침투시설을 계획하면서 자연지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의 3차원적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책량을 구하기 위해 대

상지에 사용될 침투트렌치와 침투통, 투수성 포장재 등 침투시설의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여 모델을 구축한다. 라이브러리에는 침투시설별 상수로 주어지는 비침투량

(㎡/㎡,m,ea)을 속성정보에 포함시킨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설계수량에 따른 침투

시설의 설치량을 계산할 수 있다. 우선 단위설계침투량(㎥/hr·㎡,m,ea)은 비침투량,

포화투수계수(0.01643m/hr), 영향계수(0.81)의 세 숫자를 곱하여 구한다. 이 단위설

11)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작물별 토양 적성
도와 특성, 농경지 화학성, 정밀농업 기후도, 생물상 분포, 농업환경의 변동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다(http://soil.rda.go.kr/geoweb/soilmain.do).

그림 5-31.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을 위한 토양 분석
자료: http://soil.rda.go.kr/geoweb/soi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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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침투량과 설계수량을 곱하면 침투시설별 설치량이 산출된다. 설계수량의 단위는

포장재의 경우 면적(㎡), 침투트렌치는 길이(m), 침투통은 개소(ea)이다. 이렇게 구

해진 침투시설들의 설치량을 합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책량을 산출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빗물관리시설 필요대책량과 설치대책량의 산정을 위해 알고리즘

을 작성하였다. 먼저 필요대책량 산출을 위해 입력이 필요한 수치들이 있다. 여기

에는 ➊ 전체 부지의 면적 28,083.10㎡과 ➋ 녹지면적 13,564.43㎡(자연지반녹지와
인공지반녹지의 합)이 있다. 대상지는 대규모 민간시설로서 ➌ 기준시설별 빗물분
담량 5.5㎜/hr(상수)가 적용된다. 이상의 값이 입력되면 알고리즘을 통하여 ➍ 대
책수립면적 19,944.44㎡과 그에 따른 ➎ 필요대책량 109.694㎥/hr이 산출된다(그림
5-32 참조. 부지와 녹지면적은 사업승인시 작성된 도면 기준).

ⓒ 설치대책량 산정(ⓐ+ⓑ)에는 침투시설과 이용시설의 길이, 면적, 개소 등 설

계수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구축된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한다. 우선 침투측구 및

트렌치, 침투통을 모델링하고 하면서 이 시설물들이 자연지반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침투시설의 하단 바닥과 최고 지하수위나 기반암으로부터

수직 거리를 확인해야 한다. 지하수위와 기반암 분석은 토목분야의 시추조사결과

를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였다.

ⓐ 침투시설의 설치량은 투수성포장(㎡), 침투트렌치(m), 침투통(ea)의 수치를 구

그림 5-32.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을 위한 알고리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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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알고리즘으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연동시켰다. 그리고 ⓑ 이용시설의 설치량

으로 옥상의 빗물이용시설 면적을 침투시설과는 별도의 계산식으로 작성하였다.

대상지의 빗물이용시설로는 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이 존재하였으며 옥상녹화는

계획된 바 없었으므로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알고리즘을 통해 ⓐ 침투시설

의 설치량 96.497㎥/hr과 ⓑ 이용시설의 설치량 14.561㎥/hr을 더하여 ⓒ 설치대책

량 111.058㎥/hr이 구해졌다. 이렇게 구해진 ⓒ 설치대책량을 필요대책량 109.694

㎥/hr과 비교하였을 때 설치대책략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표 5-19 참조).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여 대상지에 계획되었던 침투시설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침투시설은 자연지반 위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약 2.7m의 일부 구간에서 인

공지반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5-34 참조). 또한 침투트렌치와

침투통을 모델링하여 경사를 확인해 가면서 3D 대상지에 배치시킴으로써 2D 도

면에서 단순히 기호로 나타내던 것보다 정확하게 시설물을 계획하고 경사에 의한

침투시설간의 배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3D 모델을 통해 설계상의

오류를 미리 확인하면서 설계안을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시공상의 하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hr) 항목 비침투량 단위설계침투량* 설계수량 설치량(㎥/hr)**
침투시설
설치량(ⓐ)

투수성포장(T0.24) 1.290(㎡/㎡) 0.017(㎥/hr·㎡) 4,655.74(㎡) 79.148
침투트렌치(W200) 3.378(㎡/m) 0.045(㎥/hr·m) 326.86(m) 14.709
침투통(W300A) 8.259(㎡/ea) 0.110(㎥/hr·ea) 24(ea) 2.640
소계 96.497

구분(㎥/hr) 항목 저장용량 이용시설능력*** 대상면적 설치량(㎥/hr)****
이용시설
설치량(ⓑ)

저류 및 침투
시설연계면

260.00(㎥) 3.164(㎜/hr) 4,602.11(㎡) 14.561

설치대책량(ⓒ=ⓐ+ⓑ) 111.058

* 단위설계침투량 = 영향계수(0.81) × 포화투수계수(0.01643) × 비침투량
** 침투시설 설치량 = 단위설계침투량 × 설계수량
*** 이용시설능력 = 2.825 × 저장계수 ÷ 기준저장계수(0.05). 저장계수 = 저장용량 ÷ 대상면적
**** 이용시설 설치량 = 대상면적 × 이용시설능력 ÷ 1000

표 5-19. 사례 대상지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책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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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침투형집수정 및 침투트렌치 계획

그림 5-34. 인공지반 위 침투트렌치 설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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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을 위한 알고리즘 1(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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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을 위한 알고리즘 2(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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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복유형별 생태면적률 계획 및 산정 

생태면적률은 전체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

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공간 개발을 위한 정량적

계획지표로서 제안되었다(환경부, 2016). 생태면적률은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

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인공지반이 증가하여 도시지역의 자연 생태적 기능이 훼손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

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특히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도와 G-SEED에서 생태면적률이 평가기준으로 활용됨으로써 건축물에 초점이 맞

추어 있던 그간의 건설산업에서 외부공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게 되었다.

생태면적률 산정은 우선 개발 대상지를 자연지반녹지와 인공화지역으로 나누고,

인공화지역을 다시 피복유형과 토심에 의한 공간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구분된 유

형별 면적에 상이한 가중치를 곱하여 공간유형별 생태면적을 구한다. 두 가지 이

상의 공간유형이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중복하

여 곱한 수치를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구해진 인공화지역의 공간유형별 생태면적

과 자연지반녹지의 면적을 합산하고 이를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생태면적

률을 산출하게 된다(표 5-20 참조). 2016년 서울시에서 배포한 생태면적률 운영지

침(서울특별시, 2016)을 살펴보면 공간유형을 피복유형과 식재유형으로 나누어 산

정함으로써 식재의 규모와 수량에 따른 생태적 가치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

간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

일하다.

피복유형에 의한 생태면적률의 가중치는 포장재의 속성, 하부지반구조, 토심의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생태면적률은 2D 도면에 의해 산정되므로 포장재

와 하부구조, 토심의 정보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분절된 상태에서 가중치가 결정

된다. 이로 인해 산정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조경정보모델은 생태면적률 산정 및 관련 도서 작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 정보모델을 활용하면 포장재의 속성이 객체 라이브러리에 정보화되고 하부지

반구조와 토심 확보 여부가 3차원적 지형과 지하구조물과의 위치 관계에 의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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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해진다. 이렇게 확인된 하부지반과 토심 확보 여부를 토대로 포장재의 가중치를

결정하고 지형 상단부에 앉히면 포장재에 포함된 가중치 정보와 면적이 계산되면

서 Revit의 일람표에서 생태면적률이 자동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설계가들은 객관

적으로 토심 확보 여부를 확인하면서 생태면적률의 목표 수치에 합당하도록 설계

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인증시 필요한 산정표와 도서 등 근거자료의

작성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피복유형 가중치 설명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차수(투수불가) 0.7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인공지반
녹지

90㎝≦토심 0.7 토심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40㎝≦토심<90㎝ 0.6 토심 40㎝ 이상이고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10㎝≦토심<40㎝ 0.5 토심 10㎝ 이상이고 4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옥상녹화 30㎝≦토심 0.7 토심 30㎝ 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20㎝≦토심<30㎝ 0.6 토심이 20㎝ 이상이고 30㎝ 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10㎝≦토심<20㎝ 0.5 토심이 10㎝ 이상이고 20㎝ 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벽면녹화 등반보조재, 벽면부착형,
자력등반형 등

0.4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투수포장 부분포장 부분포장 0.5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 면적

전면투수
포장

투수능력 1등급 0.4 투수계수 1㎜/sec이상

투수능력 2등급 0.3 투수계수 0.5㎜/sec이상

틈새투수
포장

틈새 10㎜ 이상
세골재 충진

0.2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면적

=
∑(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

× 100%
전체대상지면적 전체대상지면적

자료: 환경부, 2016: 8-9.

표 5-20. 생태면적률의 피복유형별 가중치 및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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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심은 조경식재의 생육환경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확보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수목 뿌리와 지하구조물간의 간섭체크를 통해 시공 중에

발생하는 식재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설계 오류와 분야간

설계안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토심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 때문에 부대토목에 의해 현장에서 상토로 처리되기도 하고 때로는 토심 확보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 버리면서 식재 하자가 발생한다.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면 지형과 지하주차장 상단부의 수직적 위치 관계를 확

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객체간의 위치 및 간섭체크는

Naviswork 등의 추가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하주

차장의 최고높이와 지형의 최저높이를 비교하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실

행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그림 5-37, 38 참조). 본 사례에서 작성된 알고리즘

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작동한다. 우선 Dynamo에서 ➊ 지하주차장의 형상을

불러들이고 ➋ 토심 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포장재도 함께 불러들인다. ➌ 지하
주차장의 최대 높이점 Z1값과 ➍ 포장재 하단부의 최저 높이점 Z2값을 구한다.

➎ Z1과 Z2 값을 비교하여 기준이 되는 토심이 확보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해

당 메시지를 보여준다.

이렇듯 객체간의 입체적 위치 검토를 통하여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고 면적 산

정과 도면 작성을 위하여 정보모델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포장재 객체에 포

함된 속성정보를 토대로 면적평면도(Area Plan)를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생태면적

률의 공간유형별 구분을 나타내는 면적 경계선을 설정하고 범례를 만들게 된다.

이 평면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공간유형별 면적의 합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바닥 일람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복합 라이브러리로 제작된 바닥 포장재의 단면을

끊고 지정된 상세자재 정보를 활용하여 주석과 치수를 자동으로 달아주면 포장단

면도 작성도 가능하다. 이렇게 작성된 2D 도면과 일람표를 도면시트에 불러들임

으로써 생태면적률 계획도와 산정표, 포장상세도 등을 작성할 수 있다(그림 5-39,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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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토심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순서도)
* Dynamo의 특정 node에 오픈소스를 활용한 부분(입체의 상하단 서피스 분리)

그림 5-37. 토심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알고리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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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생태면적률 계획도

그림 5-40. 생태면적률 산정표
* 대상지의 전체면적(28,084.18㎡)은 Revit의 대지경계선 도구로 측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함
**벽면녹화는 별도로 모델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면적은 사례에서 주어진 값을 그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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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델 활용의 결과

모델의 활용에 대한 결과물은 속성정보창 또는 일람표의 수치로 가시화되거나

Dynamo의 알고리즘에서 텍스트와 같은 결과값으로 도출된다. 또한 4D 수목 시뮬

레이션에서와 같이 새로 구해진 수고의 값이 객체의 속성정보로 재입력되어 크기

나 형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수목의 내음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객체의 색상을 변경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생태면적률 산정에서는 토심 확보 여부

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Revit의 형상들을 Dynamo에 불러들이고 결과값을 인터

페이스에서 직접 색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각 설계업무별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과정과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절토량과 경사면의 표면적은 BIM용 저작도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

절토량은 지형의 일람표에서 확인 가능하였고 경사면의 표면적은 원하는 부분을

소구역으로 분할하면 특성창에서 수평투영면적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성절토량을 구하는 사례는 녹지 일부분의 마운딩을 대상으로 하였

다(그림 5-11 참조). 마운딩은 지형 위에 성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절토량(잘라내기 값) 없이 성토량(채우기의 값)만 구한다. 마운딩 조성에 필요

한 성절토량(네트 절단/채우기)은 기존 지형에 채우기 하는 값과 같은 값인 56.65

㎥이 구해졌다. 표면적을 구하는 사례는 대상지 북측의 경사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5-12 참조). 이 경사면을 형성하는 자연지반의 수평투영면적과 표면적은 각

각 4,038.64㎡과 5,620.56㎡이었다. 이는 수평투영면적 대비 39.17%의 증가분에 해

당되는 값으로 경사에 따라 면적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4D 수목 시뮬레이션은 시간에 따른 경관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일정 기간 후의

식재밀도, 음영, 기체 발생량과 흡수량 등 수목에 의한 환경적 영향을 유추할 때

활용 가능하다. 수종별 생장률이 다르고 같은 수종이라도 환경적 변수에 의해 다

른 생장속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4D 수목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란 불

가능하다. 하지만 교목의 흉고직경과 수고의 생장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새로운 흉고직경과 수고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경관에 대한 4D 수목 시뮬레이션은 수목의 흉고직경보다 수고가 시각적 영향이



- 162 -

크므로 수고를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사례에서는 수고의 생장변화량이

0.87m/yr인 메타세쿼이아를 대상으로 4D 수목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설계시

5.5m였던 것이 1년 후 6.4m, 5년 후 9.9m, 10년 후 14.2m가 되었고 이로써 시간적

추이에 따른 경관 변화와 식재밀도를 예상해 볼 수 있었다(그림 5-15 참조).

일조를 고려한 식재설계에서는 우선 음영분석 결과를 색상별로 출력한 음영분

석도를 작성하였다. 이 분석도면을 수종의 내음성 정도와 연계하여 배치된 식재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음영분석은 사용성이 간편한 SketchUp의 플러그인

인 Shadow Analysis를 이용하였다. BIM용 저작도구에서 음영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나 기타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본 사례에서는 양수인 매화나무를 대상으로 식재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5-17 참조). 대상지 식재설계는 두 개 구역으로 나뉘어 도면화 되었는데 식

재 모델링은 그 중 1구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토 결과 매화나무는 1구역에 16주

가 식재되어 있었다. 그 중 절반인 8주가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10시간을 기준으

로 하였을 때 음영이 7시간 이상 드는 음지에 식재되어 있었다. 이 결과는 조경설

계가들이 수목의 생육조건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고려를 해야 함을 보여준다.

수목에 의한 대기정화 기능의 예측은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을 유추해내는 것

이다. 아직 체계적으로 구축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였지만 수목 생장에 따라 달

라지는 기체 흡수량과 발생량을 측정한 연구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 이 연구들

은 수목의 기체 흡수량과 발생량을 생체량(biomass), 흉고직경, 엽면적 등의 기준

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식재설계의 규격인 흉고직경으로

발생량을 유추한 연구결과를 따랐다.

사례에서는 낙엽교목인 메타세쿼이아와 계수나무, 상록교목인 소나무와 스트로

브잣나무의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을 산정하였다. 특히 4D 수목 시뮬레이션과

연계하여 현재, 1년, 5년, 10년 후에 예상되는 흉고직경과 수고를 함께 시뮬레이션

하였다(그림 5-20 참조). 생장률이 0.64㎝/yr로 입력된 흉고직경 8㎝의 스트로브

잣나무의 경우 CO2 흡수량이 9.52㎏과 O2 발생량이 6.96㎏으로 추정되었고, 1년

후 각각 10.23㎏과 7.48㎏, 5년 후 14.44㎏과 10.55㎏, 10년 후 21.23㎏과 15.48㎏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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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었다. 생장률이 0.67㎝/yr로 입력된 흉고직경 10㎝의 계수나무의 경우

CO2 흡수량이 12.20㎏과 O2 발생량이 8.90㎏으로 시작되어 1년 후 각각 15.37㎏과

11.20㎏, 5년 후 27.60㎏와 20.09㎏, 10년 후 42.55㎏와 30.94㎏으로 추정되었다. 이

렇듯 준공과 그 이후 연차에 의해 달라지는 기체량을 산정함으로써 설계에 의한

환경적 영향의 근거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환경지수의 검토에서는 COMFA를 통해 특정 지점에서의 열쾌적성을 예측함

으로써 공간별 인간 활동 프로그램과 수목 및 포장재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

다. 열에너지 평형값인 COMFA는 인간 활동과 의복 종류를 지정하여 신진대사량

과 대류 및 증발에 의한 열손실을 반영하고 인체의 복사흡수량과 방출량을 계산

하여 구한다. 이 값에 영향을 미치는 SVF, 수목의 전도율, 포장재의 알베도에 의

한 복사흡수량을 토대로 특정 지점에서의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사례 대상지에서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어린이놀이터(P1), 주민운동시설(P2),

휴게시설(P3)의 세 곳에서 COMFA 평형값을 계산하였다. UCTI로 체감온도가 가

장 높게 나온 2018년 8월 5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설계 전후의 COMFA 값은

P1에서 758.89W/㎡과 705.26W/㎡, P2에서 444.64W/㎡과 369.92W/㎡, P3에서

156.45W/㎡과 79.49W/㎡으로 나타났다. 이 값들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항

목으로 인체의 복사흡수량이 있었다. 설계 전후의 지점별 복사흡수량은 P1에서

584.86W/㎡과 531.23W/㎡, P2에서 583.85W/㎡과 509.13W/㎡, P3에서 583.81W/㎡

과 506.85W/㎡으로 나타났다. 설계 후의 복사흡수량을 지점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강한 활동을 주로 하는 어린이놀이터(P1)에서 SVF와 수목의 전도율이 높게

나와 다른 지점보다 열환경지수가 올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놀이터의

위치를 위요된 곳을 옮기거나 복사 전도율이 낮은 짙은 음영의 수목을 추가적으

로 식재하는 등 설계안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영향개발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산정은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실행시킴

으로써 모델링 과정에서 바로 시설의 필요량과 설치량을 산정할 수 있었다. 포장

재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면 침투통, 침투측구나 트렌치를 모델링하여 생태면적률

도 함께 산정과 검토가 가능하므로 모델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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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지하구조물이나 토양, 암반 등의 입체적 모델이 구축되어 있다면 침투시설의

실제 효과를 검토하면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대상지는 전체 부지면적이 28,083.10㎡에 녹지면적이 13,564.43㎡이었고 대규모

민간시설로서 기준시설별 빗물분담량이 5.5㎜/hr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대책수

립면적 19,944.44㎡에 빗물관리시설 필요대책량은 109.694㎥/hr가 산출되었다. 그리

고 침투시설의 설치량 96.497㎥/hr과 이용시설의 설치량 14.561㎥/hr을 더하여 전

체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책량으로 111.058㎥/hr이 구해졌다. 이렇게 구해진 설치대

책량을 필요대책량과 비교하였을 때 설치대책략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표 5-19

참조). 이러한 시설물 대책량의 산정과 검토 외에도 설계상의 오류를 방지하는 데

에도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할 수 있었다. 침투시설은 자연지반 상단에만 설치해야

하는데 본 사례 대상지에서 침투시설이 인공지반에 배치된 일부 구간이 정보모델

에서 발견되었다.

피복유형에 의한 생태면적률은 포장재의 속성, 토심, 하부지반구조에 의해 가중

치가 결정된다. 이때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면 일람표를 통해 자동으로 면적이 구

해지고 가중치가 적용되므로 정확하고 투명한 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조경, 토

목, 건축분야별로 분리되어 작성된 분야간의 2D 도면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토심

확보 여부를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실행함으로써 검토할 수 있었다. 이렇듯 토심

및 간섭체크를 검토하는 것도 입체적 정보모델을 활용하는 주요한 동기가 된다.

사례 대상지의 예비인증에서 제시되었던 생태면적률은 전체 부지면적 28,083.10

㎡에 피복유형별 가중치 적용면적 13,906.35㎡이 나와 49.52%에 달하였다. 조경정

보모델을 구축하고 생태면적률을 구하였을 때 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전체

부지면적부터 28,084.18㎡으로 1.08㎡의 오차가 있었고 생태면적률은 가중치 적용

면적이 13,735.14㎡으로 나와 48.91%에 달하였다. 이 차이는 정보모델을 통해 산

정이 정확해진 데에도 이유도 있으나 AutoCAD와 Revit의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에서 면적을 산정하면서 발생한 오차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평면을 입체

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영역 자체의 변경, 그리고 포장재 속성과 토심

및 하부지반구조에 의해 수정된 가중치의 변경도 그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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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논의 및 소결

이상에서 공동주택단지를 사례로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고 그 모델을 활용함으

로써 LIM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경정보모델의 구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파라메트릭 기법에 의해 운용되는 BIM

용 저작도구의 특성으로 포장재와 옹벽, 계단, 펜스 등 시설물의 모델 구축이 비

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형 조작도구 및 레벨 조정, 패밀리 기능, 면

적평면도 및 일람표 작성 등의 기능은 조경 프로젝트에서도 적절히 활용될 수 있

었다. 다만 경사지 위의 바닥 포장면을 다룰 때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었다. 특

히 자연형 곡선과 비규칙적인 단면 구조를 가지는 수공간의 바닥재는 모델링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평한 단차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레벨

의 구속조건을 활용하거나 정확한 높이를 입력하여 계획고를 표현함으로써 지형

모델을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조경식재 중에서 관목과 지피초화류와 같이 군식을 주로 하는 소재들의 경우

객체 단위로 모델링되는 BIM용 저작도구의 특성으로 인해 모델링에 어려움이 따

랐다. 공동주택단지와 같이 일정 정도의 대상지 규모가 있는 경우 관목과 지피의

수량에 비례하여 모델링 업무량이 증가하지만 입체적 형상에 대한 효과는 떨어진

다. 이 때문에 상세도가 낮은 LOD 200 수준 이하에서는 재질로 표현하고 면적에

의한 물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본 사례에서와 같이 LOD 300 또는 그 이상의 상세수준에서 관목이나 지피초화

류를 객체별 형태를 표현해야 하는 경우 군식을 지원해주는 알고리즘을 작성하거

나 플러그인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Revit용 플러그인인 Artisan RV를 사용

하였다. 하지만 해외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종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글이 지원되지 않아 이를 번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간 2D 도면에 의존했던 설계방식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해결하고 생태적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정보모델을

통해 성절토량과 표면적을 구하거나 4D 수목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시간적



- 166 -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과 식재밀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음영분석을 통

해 일조에 대한 식재설계를 검토하는 등 조경설계업무에서 설계가들이 경험과 직

관이 아닌 객관적 근거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 외

에도 수목의 대기정화 기능과 열환경지수의 예측과 검토, 저영향개발을 위한 빗물

관리시설 대책량 및 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설계를 진행함

에 있어서 정보모델에 구축된 객관적 데이터와 정량화된 지표들이 설계의 근거로

작동하였다. 그 설계업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절토량 및 경사면의 표면적 산출은 지형모델을 구축하고 나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성절토량의 계산은 Revit의 일람표를 작성하면 바로 구할 수 있

고 지형을 조작하면서 그 변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방향

으로 경사진 복잡한 형태의 지형에서 표면적을 구하는 것도 쉽게 이루어졌다. 대

규모 생태복원사업 등에서 경사지 피복에 대한 물량산출은 공사비 견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계업무이다. 여기에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물량산

출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정보와 산출 근거를 전달함으로써 설계와 시공

을 원활히 이어줄 수 있다.

다음으로 수목의 생장률에 의한 4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수목의 생장에

관한 연구들은 흉고직경과 수고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

지 규격에 대한 생장변화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형태에 의한 4D 수목 시뮬레이

션에서는 흉고직경보다 수고에 의한 시각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고를 기준으로

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흉고직경을 기준으로 한 알고리즘은 차후 수목의 대기

정화 기능의 예측에 적용되었다. 사례 대상지에서는 메타세쿼이아에 이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결과물을 제시하였으나 생장률이 조금씩 다른 수종들에 같은 방식의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면 전체적인 경관과 식재밀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생육조건을 고려한 식재설계의 수행을 위하여 주요한 환

경 조견으로 작동하는 일조와 조경식재의 내음성을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

해 3D 지형상의 음영 축적시간을 색상으로 표현하고 내음성에 의해 수목 객체의

색상이 변경되도록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일차적 식재 배치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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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수목의 내음성이 음영 축적시간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수 있었다.

도시재해 저감 설계와 관련하여 수목의 대기정화 기능을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4D 수목 시뮬레이션과 조합하여 연차별로 변화하는 수목의 CO2 흡수량과 O2 발

생량을 추정하였다. 이처럼 준공과 그 이후의 연차에 의해 달라지는 기체량을 산

정함으로써 조경설계에 의한 환경적 영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체계적으

로 정리된 기초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수목의 대기 정화능력이 산지와 도심 등 환경적 여건과 수목의 규

격이나 수종에 의해서 다양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정량적 데이터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조경설계에서 수목의 규격은 수고, 수관폭,

근원직경, 흉고직경 등 다양하게 표기되는데 정화기능을 연구한 연구들은 주로 흉

고직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몇몇 수종은 근원직경을 흉고직경으로 대체

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앞으로 수고, 흉고직경과 근원직경, 엽면적, 연령

등에 대한 비례식이 개발되면 보다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열섬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계안에 대한 열환경지수를 예측함으로

써 공간의 위치, 수종 및 포장재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례 대상지

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서로 다른 이용자의 활동이 예

상되는 세 곳에서 COMFA를 예측하였다. COMFA 평형값을 계산하기 위해 알고

리즘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복사흡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SVF, 수목의

전도율, 포장재의 알베도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 이 세 지점의 복사흡수량을

살펴본 결과 강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린이놀이터에서 복사흡수량이 설계 전후

다른 지점보다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간의 위치, 식재 및 포장재

설계에서 열쾌적성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도시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자체별로 저영향개발을 위한 침투시설 설

치에 대한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여 빗물관리시설

대책량을 계산, 검토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 사례 대상지에는 침투시설로서

투수성포장재, 침투트렌치, 침투통이 설치되었고 이용시설로서 저류 및 침투시설



- 168 -

연계면이 계획되었다. 이들의 단위시설침투량과 이용시설능력을 계산하고 각각의

설계수량을 정보모델에서 수집하여 대상지에 필요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책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필요대책량과 비교하여 설계안이 설치대책량이 충분한가를 검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지형 및 포장재 모델을 구축하여 포장재의 속성, 토심, 하부지반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생태면적률을 산정하였다. 빗물관리시설 대책량과 생태면적

률 산정을 위해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는 것은 모델 구축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

만 일단 구축된 모델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모델의 활용성을 진작시킬 수 있었

다. 그리고 포장재 및 침투시설의 물리적 형상, 공간유형 분류 및 가중치 적용에

속성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유형별 기준이 명확해지고 용량 및 면적 산정 등에 오

류가 없어져서 제도 적용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었다. 또한 복합 라이브러리로 제

작된 포장재와 3차원적 지형모델을 활용하여 생태면적률 계획도 및 산정표, 포장

상세도 작성을 자동화함으로써 도면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기존의 산정방식에 의해 구해진 생태면적률과 조경정보

모델을 토대로 산정된 값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 차이는 AutoCAD와

Revit 등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의 면적 산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영역의 변화, 포장재 속성과 토심 및 하부지반구조에 의해 수정

된 생태면적률 가중치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는 모델의 정확성이 반영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특정 소프트웨어들 간의 구적 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

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여 면적 산출을 하는 경우 이 오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해결책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태면적률 산정 과정에서 토심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작성

하였다. 토심은 조경식재의 생육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설계 오류 또는

조경, 토목, 건축분야간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부대토목에 의해 임시방

편으로 상토로 처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식재 하자와 설계 변

경에 의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경정보모델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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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고찰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과

1-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재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조경설계요소들을 통

합적, 입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제2장에서는 도시재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재해에 대한

예방과 저항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경분야가 가지는 전

문성을 조명하였다. 그간 조경분야에서는 생태적 설계방법으로서 지속가능한 설계

부터 회복탄력적 설계까지 여러 설계경향들이 등장하였다. 이 일련의 설계경향들

은 조경설계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대기오염, 도시홍수 및 토사, 열섬현

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토정책 수립 과정에서 조경전문가들이 설계논리

를 지키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미기후, 지형,

우수, 조경식재, 토양 및 포장재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어 설계안을 작성하고 객관

적 근거에 따른 설계안의 분석과 검토를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3차원적

정보모델과 관계지향적 설계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제3장에서는 LIM의 도입 논의와 정의, 특성, 그리고 해외사례를 살펴보았다.

LIM은 ‘조경설계요소들의 입체적 형태와 시간적 추이에 따른 환경적 상호관계성

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landscape’라

는 단어를 포함시킴으로써 LIM은 조경설계요소들을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고 통

합적인 설계방식을 지향하게 된다. 이에 과거 또는 현재의 개별적 설계요소 뿐만

아니라 시간적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설계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들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들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LIM의 해외사례 분석에서 빅토리안 담수처리시설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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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이러한 LIM의 개념과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조경설

계가들이 파라메트릭 기법을 활용하여 설계 변수들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복

잡한 지형의 형태를 구현하였다. 이로써 성절토량, 경사 및 우배수량, 시각적 평

가, 비용 등의 상호관계성을 정량화하여 근거에 기반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조경정보모델은 통합모델의 기초적 모델로 활용되었고 조경

설계가들은 타분야와의 협업에서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4장에서는 LIM 도입에 있어서 조경정보모델의 구축과 활용 기술을 함께 추

구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다. 모델 구축

측면에서는 BIM 지침과 가이드를 검토하고 설계단계별로 지정된 LOD 수준을 준

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모델의 활용은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 창의적 발상

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업무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설계업무에는 성절토량과 경사지의 표면적 산출, 시간적 추이에 따른

4D 수목 시뮬레이션, 일조를 고려한 식재설계의 수행이 포함되었다. 도시재해 저

감과 관련된 설계업무로는 수목에 의한 대기정화 기능의 예측, 열저감을 위한 열

환경지수의 산정 및 검토, 저영향개발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대책량 및 생태면적률

의 계획과 산정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 인터뷰 과정에서 LIM이 조경설계의 심미

성과 생태성 추구에 미치는 영향과 과다한 규제에 대한 조경정보모델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LIM이 심미성이 아닌 생

태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공학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도구라는 데에 중지를 모

았다. 그리고 설계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현재의 규제를 합리적으

로 변화시키기 위해 정보모델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제5장에서는 앞의 4장에서 논의된 조경정보모델의 구축과 활용 방향에 대한 실

현성을 검토하고 LIM의 도입 효과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사례 대상지에 정보모델을 구축하고 전문가 인터뷰에서 도출된 도시재해 저감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모델 구축 과정에서 부정형적 바닥재, 조경수목과 관목,

지피초화류의 모델링에 다소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파라메트릭 기법을

지원하는 BIM용 저작도구의 특성상 대체로 수월하게 모델링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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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정보모델의 활용 측면에서는 구축된 조경 객체들의 형태 및 속성정보를 알

고리즘을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설계업무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즉 2D

설계방식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던 성절토량과 표면적을 모델을 통해 쉽

게 구할 수 있었다. 4D 수목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일조에 대한 식재설계를 검

토하면서 설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목의 대기정화

기능과 열환경지수의 예측, 저영향개발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대책량과 생태면적률

의 산정 및 검토를 통해 도시재해 저감 설계를 진행할 수 있었다.

1-2.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조경분야의 다양한

생태적 설계경향들과 재해의 복원력 확보에 대한 국토정책을 살펴 본 결과 도시

재해 저감을 위한 조경전문가들의 역할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태적 설계를 담당해왔던 조경분야는 정작 기후변화를 위한 국토정책 수립 과정

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안의 정량화된 데이터와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채 개발 논리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시재해에

대한 정책들이 개별적, 평면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투수면 확보에 집중

된 양상을 보이며 미기후, 지형, 조경식재, 우수, 토양 및 포장재의 설계요소들을

통합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다루는 대응책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경

설계가들이 도시재해 저감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긍정

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경설계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루어 설계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논리와 근

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LIM이 가지는 설계도구로서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LIM은 근거에 기반한 생태적, 공학적 설계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며 심

미적 형태의 추구와 표현은 부수적 기능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보자면 LIM의 결과물인 조경정보모델은 설계의 객관적 근거 자료 그 자

체가 되며 설계와 시공의 간극을 줄여주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설계가들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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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 과

정에서 심미적 설계안에 대한 현실성을 공학적 측면에서 타진해볼 수 있고 재료

와 구조, 형태 등의 관련 정보를 시공으로까지 연계시킬 수 있다.

전문가 인터뷰 과정에서 LIM의 역할에 대하여 또 다른 관점을 도출할 수 있었

다. 정보모델을 활용하여 조경분야에 적용되는 과다한 규제와 제도들의 개선을 제

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경설계 면적은 건축면적에 의해 최소로 제한되는 반면

식재 수량에 대한 기준은 과다하다. 또한 다수의 생태면적률 기준이나 저영향개발

의 빗물관리시설물 대책량 등 중복되지만 상이한 규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

들에 의해 설계가들의 자율성과 독창성은 제한되면서 설계업무가 가중된다. 조경

정보모델은 이러한 규제들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바람직한 환경

적, 경관적 지표들을 제안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여 설계안을 분석,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측함으로

써 설계 논리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사례 대상지에서 외부환경에 대한 분

석과 조경식재의 속성정보를 연동시킴으로써 생육조건을 고려한 식재설계를 수행

하였다. 그리고 생장률을 반영한 수목의 4D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간적 추이에 따

른 경관과 식재밀도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또한 조경정보모델은 도시재해 저감을

위한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수목의 대기정화 기능을 수치화하고 4D 시뮬레이션과

연계하여 시간적 추이에 따른 기능의 변화를 추정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COMFA를 기준으로 열환경지수를 예측함으로써 공간설계에서 위치, 특정 활동

프로그램, 조경식재 및 포장재의 선정과 배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로

써 전문가 인터뷰에서 조경전문가들이 제안하였던 근거에 기반한 공학적 설계도

구로서의 LIM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사례 대상지의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BIM과 유사

한 LIM의 기대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LIM을 도입함으로써 설계안의 정확성을 높

이고 설계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는 특히 빗물관리시설과 생태면적률의 산정 및 검토 과정에서 드러났

다. 정보모델을 구축하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포장재 및 침투시설의 설계수량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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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단위설계침투량과 시설능력,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이에 유형별 기준이 정

확해지고 용량과 면적 계산 등 단순 작업에 대한 오류가 없어짐으로써 시설물의

설치대책량과 생태면적률의 산정이 투명해졌다. 또한 생태면적률 산정표 및 계획

도 등의 도면 작성이 자동화되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설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조경정보모델에서 지하주차장 및 건축물과의 간섭체크, 토

심 확보 등 입체적 형태를 확인하면서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분야간에 발생하는

설계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 이렇듯 건축 및 토목분야와의 협업을 도모하고

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설

계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조경정보모델의 전문적 활용을 위해 조경분야에서도 코딩 또는 알고리

즘의 작성 등 디지털 설계도구의 사용자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설계업무들은 도시재해 저감을 위해 수행되는 조경분야의 전문적 업

무들이다. 이 업무들을 기존 방식으로 수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되며

정확성도 떨어지고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도 심도 있는 설계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모듈화된 알고리즘의 작성 과정과 설

계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알고리즘에 대한 오픈소스의 활용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Dynamo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이를 사례 대상지에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형태 조작에 대한 단편적인 node이기는 하지만 두 개의 오픈소스를 활

용하여 알고리즘을 완성하였다. 그 외에는 아직 특정한 조경설계업무를 구현해주

는 오픈소스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

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앞으로 이를 활용하는 조경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조경분야

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모듈이 개발되어 오픈소스로 공유하게 되면 활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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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1.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아직까지 조경설계업무에

필요한 정량화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고 제시하

는 데에 이르지 못하였다. 일례로 수목의 대기정화 기능에 대한 예측을 들 수 있

다. 수목의 CO2 흡수량과 O2 발생량에 대한 데이터 추정은 여러 연구자들과 관련

중앙부처 및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조현길·안태원, 2001; 최명섭 등, 2005; 한정

수, 2008; 조현길·안태원, 2012; 조현길·박혜미, 2017). 그러나 자연소재인 수목은

흉고직경, 수고, 엽면적 및 생장률의 규격화가 어렵고 생태적 속성이나 환경적 조

건에 따라 정화기능에 개별적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단편적 수종이나 일시, 장

소에 국한되거나 단일 기체량만의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자료 인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대기정화 기능에 대한 데이터 측정시 연구마다 바이오매스, 흉고직

경, 엽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등 측정방법과 기준 및 단위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

반적인 식재설계에서는 수목의 규격이 수고, 수관폭, 근원직경, 흉고직경으로 다양

하게 표기되는데 대기정화 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흉고직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수종은 근원직경을 흉고직경으로 대체하여 정화기능을 예

측하게 되었다.

둘째,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측면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설계업무들

을 모두 수행하지 못하였다. 우선 정보모델 구축 측면에서 보자면 본 연구에서 다

루었던 사례 대상지의 정보모델은 LOD 300 수준이었기 때문에 벽면녹화 등 이보

다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는 정보 내용을 다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빗물관리시설

대책량과 피복유형별 생태면적률 산정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한 암반분석의 입체적

모델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암반구조는 배수와 침투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조경정

보모델에 입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정확하고 유효한 침투시설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암반분석은 토목분야에서 수행하는 시추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분야

간 협업을 통해 그 결과를 입체적 지형 모델에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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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조사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침투시설의 유효성 검토에서 암반분석을 생략하였

다.

그 외에도 특정 생물종의 유도를 위한 식재설계에 정보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식재의 속성정보에 생물종이 선호하는 정보를 포

함시키면 생물의 공급원에서부터 개별적 식재의 상대적 위치와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의 정보모델이 구축, 공유된다면 공급원에서부터 생물군들

이 부지 내로 유도되는 전체적인 입체 경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 대상지 주변으로 생물의 공급원 확인이 어려웠고 주변 환경

의 정보모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식재의 속성정보에 특정 생물군의 선호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는 것에 그쳤다.

셋째, 개별적 설계도구에서 산정되는 수치에서 오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기존 방식과 조경정보모델에 의해 산정된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설계도구에서 측정되는 값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치는 면적과 부피이다.

작은 수치였지만 사례 대상지의 전체 부지면적을 구할 때부터 설계도구 간의 오

차가 발견되었다. AutoCAD에서 산정된 면적과 여기에서 작성된 대지 경계선을

Revit에서 불러들이고 이를 기준으로 대상지의 면적을 구하였을 때 오차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오차는 생태면적률 산정을 위해 CAD 도면을 기준으로 Revit에서

각 피복유형별 면적을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렇듯 구적된 면적의 값

이 상이했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 조경정보모델로 산정된 생태면적률 간의 정확성

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따랐다. 앞으로 LIM이 도입되었을 때 다양한 소프트웨어

들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오차에 대한 조정과 기준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넷째, LIM을 도입하여 조경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관련 소프트웨어의 활용

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BIM용 저작도구인 Revit으로 조

경정보모델을 구축하였고 Dynamo에서 알고리즘을 작성하여 정보모델을 활용하였

다. BIM용 저작도구들은 건축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개발되었으므로 조경분야에

서 필요로 하는 지형 및 조경식재의 모델 구현과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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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극복하고자 사용한 Dynamo 역시 건축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visual

programing software로서 건축물의 물리적 형태 설계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었

다. 따라서 오픈소스의 대부분이 건축물과 형태 전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개발되었

으므로 조경분야의 생태적 설계를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을 연구자가 직접 작성해

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다양한 관점과 기술에서 심도 있는 모델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Dynamo는 국내에서 보편적으

로 활용되는 visual programming software 중에서 BIM용 저작도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모델 객체들의 속성정보와 변수들을 직접 저작도구의 플랫폼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버전들이 서

로 상충하여 개발한 오픈소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개의 오픈소스들1)도 공통적으로 Dynamo 1.2.1 버

전에서 작동하였으나 그 이하 또는 이상의 버전에서는 둘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

았다. Dynamo는 아직 개발 중이며 새로운 버전이 계속 출시되고 있으므로 당분

간 이런 문제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2. 향후 과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LIM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

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들도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생태적, 공학적 설계에 조경정보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설계요소에 대한

기초 데이터 구축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설계업무에서는

수목의 생장률과 대기정화 기능, 복사 전도율과 함께 포장재 및 침투시설의 투수

성, 알베도 등 생태적, 환경성능적 속성정보가 필요하였다. 포장재나 침투시설 등

의 인공적 설계요소들은 속성정보의 구축이 비교적 용이하며 제품 공급업체에서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오픈소스는 조경식재 라이브러리 작성시 패밀리를 데이터 목록
에 따라 복제해주는 FamilyType.Duplicate와 토심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포장재
의 상하단을 분리하는데 사용한 Element.TopBasePolysurface이다(그림 5-9,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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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경식재와 같은 자연소재들은 속성정보의 자료

수집과 형태 모델링, 기준 설정 및 규격화가 어렵고 유지관리 또한 조경분야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해법으로 수목의 대기정화 기능이 거론되면서 CO2 흡수

량과 O2 발생량,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에 대한 정량화된 기초 데이터가 요구된

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지만 자연소재인 수

목 자체가 가지는 다양성과 기준 설정의 어려움, 실측의 한계 등으로 자료의 단위

부터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측정방식과 기준, 다양한 수종과 환

경적 변수에 대한 체계적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목의 수고, 흉고직경과 근원직경, 엽면적, 연령 등에 대한 비례식

을 개발하여 정보모델에서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정보모델 구축의 효율성을 도모할 라이브러리 등 설계요소의 객체 컨텐츠

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일이 시급하다. 자연소재를 다루고 있는 조경분야에서 정보

모델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객체들은 건축이나 토목분야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라이브러리 제작에 앞서 객체의 체계적 분류와 속성정보 구축에 대

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라이브러리가 구축된 후의 배포와 관리방안, 저

작권에 대한 지침과 조경분야에서의 내부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이브러리 등 컨텐츠 구축과 함께 자재 유통 및 공급, 시공 기준 및 유지관리

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된다. 미국의 수목관리업계 표준인 ANSI A3002)이나 영국

의 국가식재표준인 NPS3)에서는 이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항목과 기준을 제시

2) ANSI A300(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300)은 미국 수목관리업계의 표
준으로 총 10부로 나뉘어 있다. 가지치기, 토양 관리, 건설현장의 수목 관리, 식재와
이식, 통합적 식생 관리, 뿌리 관리, 병해충 관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http://www.tcia.org/TCIA/TCIA/BUSINESS/A300_Standards/A300_Standards.aspx)

3) NPS(National Plant Specification)는 조경산업협의회(Joint Council for Landscape
Industries, JCLI)에서 마련한 국가 식재 표준이다. 조경산업협의회는 조경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조경설계가, 식재공급 및 유통자, 입찰 및 도급업자 등 모든 조경실무자들
의 협업이 요구되면서 결성된 협회이다. 이 협회는 조경식재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
구축과 공급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대표들이 승인한 식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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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NPS에는 다양한 업계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조경식재의

설계, 유통과 시공 등에 대한 업무와 정보의 정기적인 검토 및 업데이트를 한다.

국내에서도 조경소재의 표준화, 자재정보의 구축,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결시

켜줄 물류 네트워크, 시공과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등이 조직적 차원에서 마련되

어야 한다.

셋째, 조경분야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설계

도구를 연동하거나 코딩 및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설계도구를 사용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BIM용 저작도구는 건축용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고 조경분야의 전문적

인 설계업무를 지원해줄 플러그인이나 소프트웨어들은 아직 충분히 개발되어 있

지 않다. 그러므로 설계업무에 맞게 사용자화된 코딩이나 알고리즘의 모듈을 오픈

소스로 공유하고 축적시켜 나감으로써 조경분야에서 미진했던 디지털 설계도구의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규모에서 조경정보모델을 취합하고 GIS

와 BIM의 연계를 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재해 및 생태적 설계에 조경정보모

델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경전문가들의 조직적 활동이 요구된다. 앞서 LIM 도입과 활성화

를 위해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와 호주의 조경전문단체들이 전

담 조직을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국내에서

도 조경전문가들이 관련 조직을 형성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시기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LIM에 대한 정부차원의 로드맵이나 설계 대가가 정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LIM 전담 조직을 통해 조경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설계

지침 및 가이드 작성, LIM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과 설계 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의 접촉을 해나가야 한다.

을 작성하고 식재 규격과 취급, 수송, 식재 방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영
국에서는 조경과 원예산업의 공정거래를 위한 산업표준으로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표준협회)에서 식재공급에 대한 표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1990
년대 이 표준에 대한 식재의 변수 부족, 규격과 조건의 부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NPS가 등장하게 되었다(http://www.csdhub.com/national-plant-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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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의 전문적인 기초 데이터, 모델 구축을 위한 라이브러리, 모델 활용을

위한 알고리즘 등의 컨텐츠들이 풍부하게 구축되기 전까지 LIM 도입을 위한 초

기 비용과 시간, 노동력 등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컨

텐츠들이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유지관리, 공유된다면 설계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을 높일 수 있고 이와 함께 분야간 협업, 설계품질의 향상에 의한 건설비용의 절

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계요소들의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근

거에 의한 조경설계를 진행할 수 있고 공원과 녹지 조성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정량적 수치로 가시화하여 설계 논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는 조경분야의 전문

성을 담보해 나가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와 도시재해에 임하는 전

문가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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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기호 명칭 설명

Terminator 단말. 알고리즘의 시작과 종료

Data 입출력. 주로 데이터의 입력

Process 처리. 각종 연산

Document 서류. 데이터의 출력

Preparation 준비. 초기화

Decision 판단. 조건의 판단

Predefined process 종속처리. 서브루틴 호출*

Manual input 수동입력. 키보드 같은 콘솔에 의한 입력

Flow line 흐름선. 제어의 흐름과 실행순서

On-page connector 연결자. 한 페이지 내 연결

Off-page connector 페이지 외부 연결자. 페이지 간의 연결

Stored data 저장 데이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본 연구의 알고리즘 작성에서 오픈소스를 활용한 부분
자료: 권훈·김정희, 2008: 16-17; 김종훈 등, 2015: 12; 차영준, 2013: 12. 저자 편집.

표 부록-1. 알고리즘의 순서도(Flowchart)에서 사용된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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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의 종류 의복단열값 Rco(s/㎡) 의복의 총합적 투과율 P

티셔츠,반바지,양말,운동화 50 175

티셔츠,긴바지,양말,신발(구두) 75 150

티셔츠,긴바지,양말,신발,방풍림 100 100

셔츠,긴바지,양말,신발,방풍림 125 65

셔츠,긴바지,양말,신발,스웨터 175 125

셔츠,긴바지,양말,신발,스웨터,방풍림 250 50

자료: Brown & Gillespie, 2012: 205.

표 부록-3. COMFA에 사용된 의복 종류별 단열값 및 투과율

인간의 활동 신진대사율 Mx(W/㎡)

수면 50

깨어있거나 휴식 60

서있거나 앉아있는 상태 90

책상에서 일하거나 운전하는 경우 95

서있거나 가벼운 작업 120

천천히 걸음 180

보통 걸음 250

짧은 시간 동안 강한 활동 600

자료: Brown & Gillespie, 2012: 203.

표 부록-2. COMFA에 사용된 인간의 활동별 신진대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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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Information Modeling (LIM) has emerged as a new landscape

design method and a proces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informatization age. This dissertation addresse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LIM adoption into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proposes several

methods to utilize the Landscape Information Model which is the output of

LIM.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and urban

disasters, this dissertation intends to identify the expertises and roles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ecological design. It proposes landscape architecture

can take such a role by integrating landscape design elements with

microclimate, topography, plants, soil and pavements.

Landscape design which pursues ecological health of the environment has

been called by various names such as sustainable design, green design,

ecological design, green infrastructure design, and resilient design. Even in the

different names, these design tendencies have commonly shared the simi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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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actics and techniques integrating landscape design elements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They also could provide effective measures to mitigate

urban disasters such as air pollution, urban flooding, landslide, and heat island

effect. Despite the fact that landscape architects are the most eligible experts

for dealing with urban disasters, they have not been abl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government policy on these issues. This is mainly because the

quantitativ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n the design elements and techniques

are not properly carried out, and the objective inspection and prediction of

landscape design and its outcomes are rarely observed or tested.

For this reason, this paper suggests that landscape designers should take

more active roles in pursuing ecology by deriving design ideas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It also proposes that landscape design should be reviewed and

analyzed based on objective evidences.

The evidence on landscape design can be achieved by utilizing three

dimensional information model that integrates microclimate, topography,

stormwater, plants, soil and pavements with a relation-oriented design method.

Three dimensional information model refers to Landscape Information Model,

which is the outcome of LIM, and the relation-oriented design method refers to

the parametric design method. It is possible to conduct logical evaluation on

landscape design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of attributes

on the model with an algorithm, an expression or a set of rules. Hence, this

study proposes to utilize LIM for evidence-based design.

LIM related technologies are divided into two parts; technologies for model

construction and technologies for model utilization. Both of them have to be

pursued at the same tim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ere the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s are essential, BIM design guides and standards

should be followed to build an integrated model because they are rul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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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s between contractors or other sect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lan the entire process for model construction and build a model according to

Level Of Development (LOD) required for each design stage. On the other

hand, model utilization refers to performing the design tasks required in the

specialized professional field based on a LIM model to improve the quality of

landscape design. It is necessary to collect opinions, knowledge and experience

on model utilization from landscape experts. For this reason, expert interviews

were carried out and their opinions were categorized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the dissertation. Subsequently specific design tasks were presented

to utilize LIM for ecological design.

The experts’ opinions on design tasks include the calculation of cut and fill

volume and surface area on a slope; planting design based on the

environmental condition and attributes of plants; and 4D tree growth simulation

according to time sequence. The following ideas were mentioned in relation to

urban disaster mitigation, as well; prediction on the impact of planting plan on

air pollution; estimation and consideration on thermal comfort index for heat

reduction; calculation and planning on the amount of stormwater management

facility for Low Impact Development (LID) with Biotope Area Ratio. In

addition, experts discussed the impact of LIM on aesthetic versus ecological

aspects of landscape design in depth and the current excessive regulation. Most

of experts agreed that LIM is a tool to maximize the objective evidence and

engineering use for ecologic pursuit, not aesthetic one. They also gave opinions

that LIM should be used to change the current regulations into reasonable ones

so as not to limit the autonomy and creativity of design.

After the basic strategies on creating and utilizing Landscape Information

Model were developed, a Landscape Information Model was constructed on a

case site and the design tasked derived from the expert interviews were

performed. Since LIM libraries were not properly developed yet, time and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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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required for constructing the model. The modeling technique was also

required to construct pavement materials on the irregular terrain. In the aspect

of utilization, the design tasks were performed with BIM authorizing software,

plug-ins and mainly the algorithms created by the author.

First, the BIM authoring tool was able to calculate cut and fill volumes and

the surface areas of the slope which could not be accurately obtained by 2D

design method. The numeric value of the total cut and fill volume was

precisely calculated by customizing the number of digits. In the case of a

natural ground green area forming the north slope of the site, the surface area

was calculated by 39.17% more than the horizontal projection area. This means

that there might b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wo values of areas depending

on slope. The accurate surface area obtained with a 3D model can be used to

estimate a quantity take-off for slope stabilization, which ensures a proper

estimation of the construction costs.

It was possible to conduct a 4D tree growth simulation by creating an

algorithm which reflects the growth rate included in the attributes of plant

objects on the model. The increment of each tree height was used for the

simulation. The 4D simulation was tested on Metasequoia, one of fast-growing

trees, with the height of 5.5m on the construction documentations. As a result,

the height was estimated at 9.9m after 5 years and 14.2m after 10 years by

applying the growth rate of 0.87m/yr. The 4D simulation can be applied to the

various species to predict the tree density change along with the landscape

change.

This dissertation also attempted to utilize the Landscape Information Model

to perform planting design considering the light type of trees with the

acceptable light condition. Time accumulation of shade on 3D terrain was

analyzed with Shadow Analysis, one of plug-ins for SketchUp, and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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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expressed by a color legend. An algorithm is designed to change the color

of trees by their attributes on the light types. Once the draft of planting

design is made, landscape designers can review whether the light type of trees

meets the amount of sunlight on the specific area.

In addition, this paper has significantly discussed how to utilize the

Landscape Information Model to address the following four design tasks related

to urban disaster mitigation. First, the amounts of CO2 absorbing and O2

releasing by trees were estimated with 4D tree growth simulation to predict

the function of trees for reducing air pollution. The result of a previous study

was used to show the annual amount of CO2 absorbing and O2 releasing per

tree on the basis of the change in Diameters at Breast Height (DBH). In the

case of White pine as one of general evergreen trees, the growth rate of DBH

was 0.64㎝/yr. The amounts of CO2 absorbing was estimated to be 9.52㎏ and

O2 releasing to be 6.96㎏ at 8㎝ of DBH. When DBH became into 11.2㎝ after

5 years, the amounts of gases were 14.44㎏ and 10.55㎏ respectively while

DBH changed into 14.4㎝ after 10 years, they were 21.23㎏ and 15.48㎏. In the

case of Katsura as one of general deciduous trees, the growth rate of DBH

was 0.67㎝/yr. The amounts of CO2 absorbing was estimated to be 12.20㎏ and

O2 releasing to be 8.90㎏ at 10㎝ of DBH. When DBH became into 13.4㎝ after

5 years, the amounts of gases were 27.60㎏ and 20.09㎏ respectively while

DBH changed into 16.7㎝ after 10 years, they were 42.55㎏ and 30.94㎏. It can

be seen that the amounts of CO2 absorbing and O2 releasing are estimat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differ considerably from the values at the initial

design even for general trees not fast growing trees. Therefore, once a

landscape design accomplished, the environmental value of the design should be

evaluated by predicting the changeable environmental performance over time.

Second, COMFA, one of the outdoor thermal comfort models, was estimated

so as to provide the evidence for selecting specific locations for out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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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species of trees and pavement materials. In the site of this study, an

algorithm was created and performed to calculate COMFA at three places: a

children's playground(P1), a resident exercise facility(P2) and a resting

area(P3). Based on 1 PM on August 5, 2018 when the 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 (UCTI) was the highest, COMFA was estimated 758.89W/㎡ and

705.26W/㎡ at the children's playground (P1) before and after design; 444.64W/

㎡ and 369.92W/㎡ at the resident exercise facility (P2); 156.45W/㎡ and

79.49W/㎡ at the rest facilities (P3), respectively. It was confirmed that

COMFA was the highest at the children's playground (P1) where strong

activities were performed before and after landscape desig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locations of outdoor facilities, planting and pavement design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thermal comfort.

Third, Landscape Information Model was used to calculate the capacity of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for Low Impact Development (LID), which was

automatically calculated through an algorithm created for this process. The

amount of required capacity for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was 109.694㎥

/hr based on the total area and green area with 5.5㎜/hr of the rainfall share

amount per facility. The amount of facility installation was calculated based on

the information model, which was 111.058㎥/hr. The algorithm compared the

amounts of required capacity against facility installation to examine whether

the installation amount is sufficient.

Lastly, it was possible to estimate the Biotope Area Ratio automatically and

evaluate the design plan using Landscape Information Model. The Biotope Area

Ratio reached 49.52% when the master plan had been approved while it was

46.30% when recalculated with the information model. This is due to the

difference caused from calculating areas with two different softwares,

AutoCAD and Revit; the area changes of pavements in the modeling process

by vertical walls or water space; and the weight changes on Biotop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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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for the soil depth and underground soil condition.

One of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s that the quantified base data on the

design tasks are insufficient, and it is impossible to estimate the exact

figures. For example, the data and prediction on the function of trees for

reducing air pollution are handled in various studies. However, there is

inconsistency among the data and the conversion method of units such as leaf

area and DHB has not been properly addressed due to the diversity of the

species and attributes of trees as natural materials.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onstruct and maintain quantified

database on landscape design elements including microclimate, topography,

stormwater, plants, soil and pavements with standardization of various property

information. It is essential for the ecological and engineering design in

landscape architecture profession as a long-term plan. Fist of all, landscape

architects can perform evidence based design and adhere to the design logic by

converting the environmental value of urban parks and green areas into the

quantitative values. This is not only an important research task to secure

expertise for the landscape architecture profession, but it is also a duty to be

responsible experts on climate change and urban disasters.

Keywords : Parametric Method, Algorithm, Climate Change, LIM,

Low Impact Development, Urban Heat Island, BIM, LOD

Student Number : 2009-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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