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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LOD 단계별 정보와 모델의 수준을 분석, 제안하고 조경분야의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도시 근린공원을 대상지로 하여 제안된 수준에 맞는
BIM 모델을 시범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BIM을 활용한 조경설계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건축, 토목, 플랜트를 포함한 건설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주기
동안 의사 결정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을 위한 업무절차이다. 건축분야에서는 이미 BIM 기술을 적용한 건축설
계, 시공, 설비, 관리 등 관련된 분야에서 이미 BIM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이런 흐름에 맞게 조경분야에서의 BIM은 2000년대 초반 해외에서부터
LIM(Land cape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용어로 통용되어왔다. 해외에서는
LIM을 적용하여 설계업무의 자동화, 협업 환경의 마련, 지형설계 등에서 도입
효과를 보여주었다. 조경분야에서 다루는 설계 요소들은 지형, 시설물, 포장
등의 물리적 요소와 함께 기온, 우수, 바람 등의 기후조건과 조경식재 등 자연
적 요소들이 포함된다. 건축이나 토목 분야와는 다른 조경설계 공정의 특징은
이러한 자연적 요소를 다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조경분야에서의 BIM 기술
도입과 관련 연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원설계의 단계별 프로세스 중 근린공원에 특화된 BIM
설계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시범대상지를 선정하여 공원정보모델을 제작하는 것
이다. 공간적 범위는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삼덕근린공원으로 공간별, 동선
별로 다양한 피복유형과 포장재, 그리고 경사지를 갖고 있어 BIM 모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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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조경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 첫째, 조경분야 BIM의 단계별 요구조건과 현황 파악을 위
해 문헌자료와 BIM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BIM 설계의 문제점과 활용방안, 그리고 단계별 설계요소를 파악하였다. BIM
도구를 이용한 정보의 구축과 그에 따른 입체모델제작이라는 측면을 바탕으로
BIM 설계프로세스를 제시하며, LOD의 단계별로 요구되는 정보의 수준과 결과
를 정의하고 활용 가능한 BIM 정보와 모델링을 전제로 ‘LOD 300 수준의 공
원정보모델’을 제안함을 목표로 한다. 셋째, 기 조성된 근린공원을 시범대상
지로 선정하여 제안한 ‘단계별 작업 모델’을 바탕으로 모델링 작업을 진행
하며, 완성된 모델과 프로세스에 대한 효용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국내외 건축 및 토목분야의 가이드라인과 LOD 정책을
살펴본 결과 조경분야의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있
다 하더라도 간단한 대지모델 수준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응하
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고 활용함에 있어 다
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확인하였다. 정확한 정보와 모델을 제작하고 활용함으
로ㅆ 설계안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작성된 모델을 바탕으로 도면을 제작
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산출이 가능하며, 수목과 관련된 환경시뮬레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대안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설계업무에 소요되는 노동
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주요어 : BIM, 조경정보모델, 근린공원, 설계프로세스
▮학 번 : 2019-2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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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건축, 토목, 플랜트를 포함한 건설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주기
동안 의사결정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을 위한 업무절차이다.(2010 국토해양부) 건축분야에서는 이미 BIM 기술을
적용한 건축설계, 시공, 설비, 관리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BIM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그 활용 영역은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설 사업으
로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축물 외에도 터널, 수자원, 도로 등을 포함한
자연자원 등과 관련된 사업에도 BIM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조경분야에서 다루는 설계요소들은 지형, 시설물, 포장 등의 물리적 요소들
과 함께 기온, 우수, 바람 등의 기후조건과 조경식재 등 자연적 요소들이 포함
된다(2019, 김복영). 조경정보모델에서는 3차원적 형태와 함께 기능적 속성정
보로서 기후, 시간, 비용, 자원, 유지관리 등의 정보들이 포함된다. 3차원 모델
의 형태를 활용하여 시각화, 간섭체크, 도면 작성 및 검토 등의 일반적인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정보를 활용하여 시계열에 따른 수목의 변화를 시뮬
레이션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 생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객관적인 설계안의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 맞게 조경분야에서의 BIM은 2000년대 초반 해외에서부터
LIM(Landscape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용어로 통용되어 왔다. 미국,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의 해외국가에서는 이미 BIM을 조경분야에 도입하기 위해
조직적 활동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설계업무의 자동화, 협업 환경의 마련, 지
형설계에서의 형태구현이 등의 BIM 도입효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영국조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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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BIM 관련 단체들에 대응되는 내부조직을 마련하고 협력 및 대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노르웨이 조경협회는 정부기관과 함께 CityGML, LandsXML,
IFC 등 BIM에 관한 다양한 표준개발과 조경정보모델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조경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국내 조경분야에서 BIM 도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도입
검토의 단계에 있다. BIM 기술의 도입이 느리게 이루어지는 것은 설계, 시공,
관리를 포함한 조경사업의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경소재의 특성과 다양성, 시공의 현장성 등 조경분야만의 작업특성과
설계 공종의 특수성은 조경정보의 규격화 및 표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
히 조경 공정의 주요 작업인 식재 공사는 생물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고려해야 할 정보요소가 많고,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보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며, 수목 규격화가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BIM 적용가이드를 작성한 이래, 2015년 토
목과 건축분야의 BIM 적용가이드 및 라이브러리 등이 배포되었다. 2016년 이
후로 조달청에서는 발주하는 모든 공공사업에서 BIM을 통한 설계도서의 납품
을 의무화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조경
분야의 BIM에 관한 정부정책은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으며, 적당한 가이
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영국조경협회는 BIM을 시설물의 설계,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신뢰성 있고
조율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통합된 프로세스라고 하면서 결과물인 3D 모델보
다 정보를 건설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2017, 김복영 외1) 도면중심의
작업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의 ‘통합모델’로 입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전
생애를 통해 활용하는 정보의 교환은 BIM의 핵심가치이다. 이에 따라 조경설
계과정에서도 다양한 설계요소와 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BIM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설계프로세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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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원설계의 기획단계부터 실시설계단계까지 이르는 설계 프로세
스 중 근린공원에 특화된 BIM 프로세스 및 적용 범위와 활용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문헌조사와 국내외 BIM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공원설계에
BIM 적용하는 데에 한계점과 문제점을 확인하며 조경설계지침과 설계도서의
분석을 통해 설계단계별 BIM 입력정보와 모델수준을 제안한다.
BIM 도구를 이용한 정보의 구축과 그에 따른 입체모델제작이라는 측면을
바탕으로 BIM 설계프로세스를 제시한다. LOD의 단계별로 요구되는 정보의 수
준과 결과를 정의하고 활용 가능한 BIM 정보와 모델링을 전제로 ‘LOD 300
수준의 공원정보모델’을 제안함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기 조성된 근린공
원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하여 제안한 ‘단계별 작업 모델’을 바탕으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며, 완성된 모델과 프로세스에 대한 효용성과 활용방안을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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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내용적 범위
-국내 및 해외 조경분야의 BIM 도입 및 활용 현황 조사
-국내 및 해외 BIM 가이드라인 중 조경분야의 단계별 요구조건 조사 및 문
제점 도출
-근린공원의 BIM 설계프로세스와 정보기반의 단계별 요구조건 제안
-시범대상지를 선정하여 단계별 요구조건에 따른 BIM 입체정보모델 제작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근린공원 BIM 설계프로세스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활용방안 제시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82-19번지 일원의 삼덕근린공원으로
면적은 약 19,376㎡이다. 삼덕공원은 삼덕제지 회장이 안양시에 공장부지를 기
부하면서 2003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2008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
게 되었다. 제안된 근린공원 BIM 설계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 조성된
공원을 대상지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기본설계 혹은 실시설계 수준의 도면
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곳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대상지는 공간별, 동선별로 다양한 피복유형과 포장재, 그리고 수암천변으로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으며, 조경식재, 시설물 등 BIM 모델 제작시 시도해볼
수 있는 조경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물리적 요소에 대한 모델 제작과 함께
비물리적인 속성정보들을 입체적으로 구축함으로서 성절토량 계산, 수목의 시
계열적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일조 분석 등을 진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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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 조경분야 BIM의 단계별 요구조건과 현황 파악을 위
해 문헌자료와 BIM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국내외에 발행되어 있는 건축분야 BIM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설계단계별로 모델과 정보의 구축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가이
드라인은 BIM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인 미국, 영국,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최근 발행된 LH, 조달청의 것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조경분야의 BIM 가이드라인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문제점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둘째, 근린공원 설계에서 단계별로 요구되
는 조건과 모델요소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조경 설계 지침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단계별 설계요소를 도출하며, 시범대
상지의 설계도서를 분석하여 근린공원에 요구되는 BIM 모델요소와 정보수
준을 파악한다.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린공원의 BIM 설계프로세스와
정보기반의 단계별 요구조건을 제안하며, 시범대상지에 적용해보고, 전문
가 인터뷰를 통해 효용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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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설계 저작도구
현재 BIM 저작도구로는 Autodesk의 Revit, ArchiCAD, Vectorworks 등의 프
로그램이 있다. 그 중 Revit은 설계에서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에
대해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프로젝트를 설계 및 문서화 하고 효
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속성정보가 담긴 입체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 (서영
훈, 2013) 또한 Add-in 프로그램으로 Dynamo는 Rhino의 Grasshoper와 같이 알
고리즘 작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조경에 있어 식재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미기후, 열 환경에 대한 예측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IM 설계도구 중 국내 설계자들의 65%가 사용 중인 Revit을
이용하여 모델을 제작하였다.

[그림 1–2] Revit 모델 예시 – 일산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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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진행과정

[그림 1–3] 연구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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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절. 조경정보모델의 개념
1. 조경정보모델의 정의
BIM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로 초기 개념 설계에서 유지 관
리 단계에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는 모든 정보
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국토해양부, 2010) 따라서 BIM 기
술을 적용할 수 경우 건축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좀 더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점들이 구체화 되고 있는바, 국제적 뿐만 아니
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접근을 통해 BIM 적용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빌딩
스마트협회, 2009)BIM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rchicad, Autodesk, NIBS(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
미국 조달청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등 관계기관과 여러 학자
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미국 조달청 GSA에서는 BIM을
Model과 Modeling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Model은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
을 강조하고 있으며, Modeling은 건축물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등을 통합 관
리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국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조달청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
v2.0’에서는 건축, 토목, 플랜트를 포함한 건설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주기 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을 위한 업무절차를
포함하여 지칭하였으며(조달청, 2019), LH의 ‘공동주택 BIM 활성화 전략 수
립’에서는 이에 더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정보와
현재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융합하고 추가정보를 산출하며 정보를 축적하
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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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생애주기별 BIM 개념

[그림 2-2] 기관/학자 별 BIM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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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BIM 도입전략 및 현황
▮영국
영국에서 수립한 BIM 로드맵은 BIM의 수준과 표준 지침의 수준, 데이터 교
환 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0부터 3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있다(송상훈 외,
2020). Level 0은 종이 기반의 2D작업 환경, Level 1은 2D 작업과 3D작업의
혼합된 작업환경, Level 2는 BIM 도구를 활용하여 공정관리, 공사비 관리 등이
작업 가능한 환경, Level 3는 웹 기반의 데이터 교환을 통한 BIM 허브로서 완
전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의미한다(송상훈 외, 2020)
정부의 건설발주자 그룹에서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지 않고도 LIM 프
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COBie(Construction Operations Building
Information Exchange)의 활용을 권유하고 있다(박재현 외, 2014) COBie는 미
국에서 개발된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 포맷이자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설계, 시공, 운영단계를 거치면서 축적되는 정보로
서 공간의 리스트, 면적, 자재 및 제품 일람표, 시공단계 제출물, 제공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김복영, 2019).

[그림 2–3] 영국 BIM 로드맵의 단계별 성숙도
자료 : GCCG(UK Government Construction Cli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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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노르웨이 조경협회는 적극적으로 조경분야에 BIM을 도입하려는 모습을 보
이면서 2009년에 BFL(BIM For Landskapsarkitektur)라는 Working Group을 결
성하였다. 이들은 Statsbygg와 함께 IFC, CityGML, LandXML, 등 LIM의 표준화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복영, 2019) 또한 조경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지형,
포장 및 토양 구조 작성, 시설물 등 조경설계요소의 객체 라이브러리, 시뮬레
이션, 식물소재의 표현 및 성장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된 요청목록을 작성하였
다.
이후 BIM for Landscape Initiative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BIM 조경 객체의
표준화를 위해 Statsbygg와 함께 44개의 조경객체와 14개의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모델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김복영, 2019) 각각의 객체들은 요소별로 매
개변수가 포함되어 파라메트릭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수목객체에는 수목
이름, 수고, 수관폭 등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다.

[그림 2–4] 조경객체 분류체계
자료 : Wik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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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적용 현황
공공분야에서 2009년 국토교통부는 BIM 도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책 장단
기 계획을 수립하여 BIM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송상훈 외, 2020) 또
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BIM 로드맵을 마련하여 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개발, 시범사업
에 적용, 시스템 구축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송상훈 외, 2020)
민간분야에서는 2007년부터 BIM 적용이 증가하였으며, BIM 전담부서를 만들
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기획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BIM을 활용하고 있는데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의 BIM 활용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상훈 외,
2020). BIM만을 활용하여 설계하지 않고 BIM과 CAD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
는데 이는 설계기간, 기술인력 및 업무절차가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BIM 과업
을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송상훈 외, 2020). 시공사의 경우 설계
단계 BIM 모델을 시공용 모델로 변환하여 활용 중이며, 자체 BIM 수행시 견
적, 시공을 고려한 기준을 맞춰 사전 조율하여 재작업 비율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송상훈 외, 2020)

▮BIM 적용의 장애요인 파악
2010년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BIM 도입에 관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입과정
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아직도 BIM 도입 실효성에 관해서는 의문
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BIM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부족. 둘째, 건설업의 상황
이 반영되지 않은 로드맵. 셋째, BIM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 넷째, 도입에 따
른 혜택의 부재. 다섯째, 생애단계별 성과물의 활용성 미흡. 등이 있다.
특히 조경분야는 토목, 건축분야와는 다른 공정상의 특수성(식생, 포장, 미
기후 등)으로 BIM 기술 도입 및 관련 연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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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정보모델의 특성 및 기대효과
LIM은 조경설계요소의 정보모델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행위 또는 방식으로
그 특성은 BIM과 유사하며, 다양한 속성정보, 3D 객체기반의 파라메트릭 모델
링, 그리고 상호운용성 이라는 세가지 특징을 가진다. (김복영, 2019)

[그림 2–5] 조경 BIM의 특성 및 기대효과
자료 : 김복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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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조경설계 프로세스
1. 조경설계의 단계별 업무
조경설계란 건설 산업기본법 및 동 시행령 등에서 밝히고 있는 조경관련 분
야의 기본계획(Master Plan)을 바탕으로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개략시공
방법, 공정 계획 및 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조경
기본설계가 있으며,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
도서에 표기하는 조경실시설계를 통칭한다. (국토교통부, 2011). 다음은 국토교
통부(2013)의 ‘조경설계기준’의 일반적 단지계획 절차이다.
조경설계의 공종 중 주요 작업인 식재 공사는 생물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려할 요소가 많고,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보다 현장 상황
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수목의 규격화가 어려운 점 등의 문
제가 있다.

[그림 2–6] 단지계획절차 (국토교통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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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설계 BIM의 설계업무
조경분야의 단계별 BIM 설계업무 및 요구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의 조경설계지침을 통해 조경설계의 일반적인 단계별
설계업무를 도출하였으며 다음 그림은 김수연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조경
BIM 공종의 결과이다.

[그림 2–7] 조경 BIM 공종 도출
자료 : 김수연 외, 조경분야 세부 공종 도출에 관한연구, 2019

대지분석 BIM은 대상지의 지형, 미기후(대기, 일조), 토지이용, 접근성, 주변
시설, 조망 및 가시권 등을 분석하며, 특히 3D 모델을 활용한 검토가 필요한
분석에 활용한다.
공간계획 BIM은 대상지의 공간규모와 배치, 훼손지 등의 검토, 동선, 프로그
램, 법적면적(조경면적, 생태면적 등)에 관한 검토와 부지 조형, 토심, 성절토
량, 경사도, 우수유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조경요소 계획 BIM은 식재, 시설물, 구조물, 포장의 4가지 조경요소에 관한
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도서작성(기본도면, 실시설계 및 인허가 관련, 수량산
출)을 포함한다. (김수연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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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검토
1. 조경분야 BIM 선행연구
민상협 등(2011)은 조경분야의 작업틍성 및 설계공종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
경설계분야에 BIM 기술 적용 방안을 제시 하였다. BIM 활용 기술 중 설계단계
에서 이점을 갖고 있는 기술의 종류를 파라메트릭 모델링 , 설계오류 및 공종
간의 간섭체크, 3D 시각화, 자동물량 산출, 자동도면생성, 견적의 6가지로 요
약하였다.
서영훈 등(2016)은 BIM 조경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템플릿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시범적용을 통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개발을 위해 기
조성된 소공원의 도면을 분석하여 도면별 주석과 유형 파악하고, 조경 템플릿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놀이시설, 파고라, 벤치 등을 패밀리
및 템플릿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준우 등(2017)은 LID 기법의 계획 및 설계공정 단계에서 BIM의 적용가능
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2D기반의 설계도서를 통해 산출된 LID 시설물의
물량과 BIM 모델링에서 산출된 LID 시설물의 물량을 자동으로 비교하는 모듈
을 개발하여 상호 비교 검토하였다. (최준우 외, 2017)
김수연 등(2019)은 조경 BIM 도입을 위한 세부 공종 도출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대지분석BIM, 공간계획BIM, 조경
요소계획BIM의 3개 분야로 나뉜 조경 BIM 공종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조경 BIM 공종은 실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종
목록별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김복영 등(2014)은 해외 조경분야의 BIM 도입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조경
BIM의 도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영국과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
BIM이 조경정보모델링을 의미하는 LIM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연구의 고찰로서 이들 국가의 조경협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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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경분야의 LIM 도입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다. 첫째, 설계의
단계에 맞는 정보생성과 호환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지침 제시. 둘째, 조경
분야의 전문성과 현실에 맞는 지침 및 매뉴얼 개발. 셋째, 조경관련 라이브러
리의 구축. 넷째, 조경 BIM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김복영 등(2016)은 BIM의 도입효과인 설계업무의 효율성 향상, 협업 환경의
마련, 지형설계의 형태구현을 보여주는 해외 조경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들
을 대상으로 조경정보 구축, 3D모델링 제작, 상호운용성 확보, BIM 모델의 시
각적 활용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BIM의 활용방법을 분석하였다(김복영 외,
2016). 분석 결과, BIM은 디자인을 위한 설계도구라기 보다 설게업무의 효율성
을 높이고, 분야간 협업을 도모하는 프로세스이며, 특히 조경가들이 BIM을 활
용한 통합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복영 등(2018)은 공동주택단지의 생태면적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BIM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생태면적율의 가중치는 주로
하부 지반과 토심, 피복 유형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형과 포장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모델의 작성 범위와 상세 수준을 의미하는 LOD(Level Of Detail)
을 설정하고, BIM 저작도구를 선정하여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으며 구축된 모델을 활용하여 생태면적율 산정, 계획도와 산정표, 포장 상
세도 등 관련 도면을 출력하였다.
김복영(2019)은 도시재해저감 설계를 위해 조경정보모델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재해의 대응책으로써 미기후,
지형, 우수, 조경식재, 토양 및 포장재를 포함한 조경설계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안으로 LIM을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시재해 저감
과 관련된 설게업무로는 수목의 대기정화 기능 예측, 열환경지수 예측, 빗물관
리시설 대책량 계산, 생태면적율의 검토와 자동산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
해서 Dynamo라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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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분야 BIM 선행연구
강현철 등(2007)은 BIM 기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국내외 프로젝
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건설산업에서 BIM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광철(2010)은 건축 BIM 설계프로세스의 국내외 및 해외 적용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효과와 적용 가능한 분야를 알아보았다. 국내외 전문분야별
BIM 기술 적용사례현황을 조사한 후 그 결과와 기대할 수 있는 적용기술을
파악하여 단계적인 BIM 기술 적용에 대해 분석하여 활용기반, 기술적인 측면,
실무작업 측면에서 BIM 기술활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광철, 2010)
박승화(2015)는 기존 LOD 중심의 건축BIM 설계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조사하
고 개방형 BIM 기반의 통합설계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Obie 등의 건축정보교환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LOD와 비슷하지만 정보에 초
점을 둔 LOI(Level Of Informa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각 단계에 맞
는 모델정보 상세수준을 제시하였다.
고인룡 등(2012)은 기존 BIM 모델링 프로세스의 문제점으로 설계과정에서
BIM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닌 시각적인 부분에 한정된 모
델링을 하게 되어 시공, 구조, 적산 등 매 단계 마다 개별적인 모델링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BIM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단계별 연
속되는 모델구축과 함께 건축정보를 담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며 LOI기
반으로 개선된 건축설계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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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선행연구 정리
저자
민상협(2011)

구분

연구내용

제목

조경설계 분야의 BIM 기술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경분야의 작업 특성 및 설계공종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경설계분야에서

내용
제목

서영훈(2013)
내용
김복영
외(2014)
김복영
외(2016)
김복영
외(2018)

김복영 (2019)

김수연 (2019)

Knut Hallgeir
Wik (2018)

제목
내용
제목
내용
제목
내용

Veronika et
al. (2015)

로
소공원을 대상으로 BIM 템플릿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템플
릿을 제작하여 자동화 설계의 방향을 제시
BIM에 관한 조경분야의 동향 및 LIM 활성화 방안
해외 조경분야의 BIM 도입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조경분야의 활성화 방
안을 도출하고자 함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조경분야에서의 BIM 도입효과 및 실행방법에 관
한 연구
조경정보 구축, 3D 모델링 제작, 상호운용성 확보, BIM 모델의 시각적
활용이라는 네가지 측면에서 조경프로젝트 사례를 조사함
공동주택단지의 생태면적률 계획을 위한 LIM 활용방법
생태면적율의 제도상, 시공상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LIM 활

제목

용(지형과 포장재를 중심으로)을 제안하였음
도시재해 저감 설계를 위한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기후변화와 도시재해의 대응책으로써 미기후, 지형, 우수, 조경 식재, 토

내용

양 및 포장재를 포함한 조경설계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안

제목

으로 조경정보모델(LIM)을 활용하였음
조경분야 BIM 도입을 위한 세부 공종 도출에 관한 연구
조경 BIM 도입 가능성의 검토와 세부 공종 도출을 위해 문헌연구와 전

내용

문가 인터뷰를 통해 대지분석, 공간계획, 조경요소계획의 3개 분야로 나

제목

뉜 조경 BIM공종을 도출하였음
BIM for Landscape: A Norwegian Standardization Project
실무에서 타 분야와 협업하기 위해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조

내용
제목

경 식재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LOD별 매개변수를 제안함
BIM Impact Assess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조경설계 단계에서 BIM의 영향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AHP를 사용하여

내용

분석하였음. 결론적으로 BIM은 경제 절약과 설계 시간 단축이라는 두가

Yanyu
Meng(2020)

BIM기술 적용방안 제시
조경설계를 위한 BIM 템플릿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소공원을 대상으

제목
내용

제목
Chen Yang et

지 목표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Required Components for Landscape Information Modelling (LIM)- A
Literature Review
LIM이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사이트의 기후, 수환
경, 지형, 식생, 포장, 시설물 등을 LIM의 요소로 파악함
HERITAGE LANDSCAPE INFORMATION MODEL (HLIM): TOWARDS A
CONTEXTUALISED

FRAMEWORK

FOR

DIGITAL

LANDSCAPE

CONSERVATION IN CHINA
중국의 문화경관유산의 보존을 위해 HLIM을 이용하여 통합 정보 프레임

al. (2018)
내용

워크의 탐색에 관한 연구임. HLIM의 정보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분석하며, 물리적 특징과 비물리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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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단계별 BIM 설계프로세스 분석 및 제안
1절. 국내외 BIM 가이드라인의 LOD 내용 분석
1. 가이드라인 상의 설계단계별 요구조건(LOD) 분석
-BIM 적용 설게 가이드라인 (가상건설연구단, 2010)
가상건설연구단은 설계의 각 단계를 기획,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있다. 기획업무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계획설계
는 주어진 대지와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토대로 설계안을 검토하고 선정하는
단계이다. 계획설계에서 선정된 안은 기본설계단계에서 구체화하여 인허가 승
인도서를 제시할 수 있는 단계이며 실시설계단계는 기본설계안을 입찰하고 공
사할 수 있도록 BIM 모델로 구축하는 단계이다.

[그림 3-1] 프로세스별 모델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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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BIM 활성화 방안 및 지침 마련 연구 (LH, 201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사업의 상세수준(LOD)은 ‘BIM 적용 설계 가
이드라인(국토해양부, 2011)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LH의 공동주택사업의 특
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와 같다. 기획업무와 계획설계의 단계에서는 자세한
속성정보와 물리적데이터 보다는 매스와 모델구축을 위주로 하며 기본설계에
서부터 속성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한다.

[그림 3-2] 설계단계별 LH-LOD

[그림 3-3]대지객체의 LOD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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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 DOCUMENT E202 (2008)
미국 AIA의 Document E202는 BIM Data 전달에 대한 상호 규약 문서로써
BIM 프로젝트 시작 전, BIM 모델 구성요소에 따른 LOD를 정의하고 LOD의 정
도를 5단계로 규정하여 모델의 요구조건과 용도 범위를 명시하였다.
[표 3-1] AIA DOCUMENT E202 LOD 정의
자료 : AIA DOCUMENT E202
구분

LOD 100

LOD 200

LOD 300

LOD 400

LOD 500

-면적, 높이, 볼
륨, 위치 및 방향
표현

-개략적인 수량,
사이즈, 형상, 위
치및
방향들의 조합이
나 시스템으로
모델링

-수량, 사이즈,
형상,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상세조합으로 모
델링

-완전한 제조, 조
립, 상세 정보를
지닌 수량, 사이
즈, 형상, 위치
및 방향에 대한
정확한 상세조
합으로 모델링

-수량, 사이즈,
형상, 위치 및 방
향에 대한 실제
정확하게 축조된
조합으로 모델링

시
공

-

-

-전통적인 시공
도면의 생성이나
샵 드로잉

-계획된 부재의
시각적 표현이며
시공에 적합

분
석

-주요부재의 일
반 성능 기준 적
용
-볼륨, 면적, 방
향에근거한 분석

-주요부재에 부
여된 일반
성능기준적용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선
택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

-주요부재에 부
여된 상세한 성
능기준적용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선
택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

-구체적인 모델
요소를 근거로
인증된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

공
사
비
예
측

-면적, 볼륨 또는
이와 유사한 개
념적인 추정 기
법에 따라 공사
비 예측(바닥면
적, 콘도미니엄
유닛, 병원 침실
등)

-제공된 개략적
인 데이터와 개
념적인 추정 기
법에 따라 공사
비 예측(부재의
볼륨과 수량 또
는선정된 시스템
의 종류)

-제공된 상세한
데이터 및 개념
추정 기법에 따
라 공사비 예측

-구체적인 요소
가 구매되는 실
제 금액을 근거
로 공사비 예측

일
정

-전체 공기의 스
케쥴
-프로젝트의 단
계화

-주요 부재와 시
스템의 주문과
시각척도표현

-상세 부재와 시
스템의 주문 및
시간척도표현

-상세 부재, 공사
수단과방법을 포
함한 시스템의주
문 및 시간척도
표현

모
델
요
구
조
건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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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용
-협약 또는 개별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허가된 라이
센스에 의해 그
내용이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프
로젝트의 유지,
변형,추가를 위해
활용

2. 가이드라인 상의 조경분야의 요구조건(LOD) 분석
-노르웨이 조경협회 (2018)
노르웨이의 BIM for Landscape 이니셔티브는 조경에 이용되는 오브젝트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6개의 기본객체와 하위 구성요
소로 이루어진 정보모델과 관련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는 스프레드 시트를 제
작하였다. 그 중, 조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목의 LOD별 상세수준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 3-2] Norwegian Standardization project LOD 정의
자료 : Norwegian Standardization project
구분

LOD 100

LOD 200

LOD 300

LOD 400

LOD 500

상
셋
준

-대략적인 배치와
주변환경과의 관
계를 결정하기 위
한 개념적 스케치
수준

-계획설계단계로
서 개략적 치수로
수관폭, 수관폭,,
부피가 표현됨
-3D 형태의 개념
적 모델링이 제작
됨

-정확한 규격을
바탕으로 수관폭,
수고, 뿌리분, 구
조가 포함되며, 매
개변수에 의한 정
확한 모델링이 요
구됨

-시공, 자재조달,
공사비, 유지관리
등의 정보를 포함
함

-시공 및 유지관
리 수준의 정보를
포함

매
개
변
수

나무유형,
원점,
대략적인 수고

식재거리, 식재구
조, 원산지,, 수고

식물이름,
수고,
둘레, 뿌리분, 형
태, 식재거리, 식
재 구조, 원산지

식물이름,
수고,
둘레, 뿌리분, 형
태, 식재거리, 식
재구조, 원산지

LOD 400의 변수
에 비용, 이름, 공
급업체 등을 추가

모
델
요
구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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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Landscape Institue의 BIM for Landscape (2016)
영국 조경학회에서 출간한 BIM for Landscape에서는 조경 수목의 LOD 수준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LOD1-3까지는 시각적 요소로서 디자인을 발전시
키기 위한 모델을 제작하였으며, LOD4 부터는 구체적인 수종, 규격과 함께 시
공을 위한 기술적인 정보와 조달을 위한 정보가 포함된다.

[표 3-3] BIM for Landscape LOD 수준
자료 : BIM for Landscape (2014)
Level
of Detail

Indicative graphical detail

purpose

1

To provide a visual representation at
the feasibility stage and assist the
client
to
understand
the
project
objectives and constraints.

2

To provide a visual representation at the concept
stage that demonstrates the main principles of the
design and how these may meet the client’s brief.

3

To provide a visual representation for design
development that can be used to show the general
arrangement and relationship between object.
Supprots full spatial coordination.

4

To provide a visual representation for technical
design,
sufficiently
developed
to
progress
procurement, project programming and construction.

5

To provide a visual representation for coordination,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The information should
be updated to reflect the final design and support
the operations and management of th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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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tar Rai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Guidelines
카타르 Rai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Guidelines에서는 조경분야의 LOD
상세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LOD100에서는 기본적인 지형과 포장면
의 구분 등 대지모델을 작성한다. LOD200에서는 대략적 사이즈와 형태의 시
설물, 재질 정보 없는 모델과 수목의 위치와 대략적 모델을 작성한다. LOD300
에서는 정보가 있는 모델링을 진행하며 실제 사이즈와 형태를 반영하며 식재
의 정보가 반영된다. LOD 350에서는 상세화된 형태의 모델링으로 기초콘크리
트, 수목뿌리분, 상세등고 등이 들어가며 LOD400은 상세도면화가 가능한 수준
의 모델을 작성한다.
[표 3-4] Qatar Rai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Guidelines의 LOD
자료 : Qatar Rai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Guidelines
LOD 100

LOD 200

LOD 300

Basic geometry with approxi
mate size, shape, and orien
tation. Existing and future maj
or plantings, hardscape, and
the site imigation and drainage
system nainlines, are modeled

Modelling
assembles
with
approximate size, shape, and
orientation. Soft-scape and
landscape
acessories
are
modelled as generic elements
of representative size, but
without respect to specific
type.

Data-rich modelling assem
bles with design specified
actual size, shape and
orientation. Plantings data
added.

LOD 350

LOD 400

Comments

Detailed modelling assembles with
final size, shape and orientation.
Landscape accessories, including
foundations and cast-in items, are
modelled as separate componets.
Model includes tree root-balls and
fine-grading. Supplier data added

Detailed construction/fabrication
assembles with final size, shape,
and orei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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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element.

2절. 전문가 인터뷰 및 LOD 단계별 모델 구축수준 제안
1. 전문가 인터뷰
▮인터뷰 개요 및 방법
조경분야에서 BIM도입의 장단점과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비대면으로 진
행되었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방
식으로 진행하였다. 현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2명씩 3그룹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건축사무소에에서 조경BIM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 2
명, 조경 및 토목분야의 BIM 전문가 3명, BIM을 접해본 조경설계 분야의 1명
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내용
-BIM의 장점
BIM의 장점으로 도서작성 견적 및 물량 산출의 자동화가 있으며, 건축 및
토목 등 다른 공종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 또한 간섭체크 및 문제점을 사전
포착하여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협업의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완성된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이를 통
해 객관적인 설계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

-BIM의 한계점
1) 디자인 및 설계 툴로써의 비효율성
스케치업, 라이노, 맥스 등은 가장 많이 디자인툴로 활용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유연한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래빗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다루기 힘들다. 특히 조경에서는 비정형성을 가지는 지형, 유기적인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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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래빗이 이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포장이나 녹지를 작성하려면 건축영역을 활용하여 작성해야하기 때문
에 상당히 불리하다. 즉 조경의 복잡한 지형들을 건축영역으로 작성하기에 힘
들다. 레빗에서 건축기반의 바닥 작성방식으로 작성했을 때 마운딩과 같이 등
고가 필요한 경우 등고선을 가지고 3D화하는 기능이 없다. 이로 인하여 Revit
이라는 납품 제약으로 디자인이 단순화된 부분도 있게 된다. 바닥 포장 같은
경우도 패턴이 들어가는 순간 패턴이 쪼개지는 부분의 레벨 값도 다 입력해줘
야 해서 불편함이 크다.

2) 소프트웨어의 한계(방대한 데이터)
조경은 식재, 포장, 시설물 등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파일이
무거워지므로 소프트웨어의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래빗 3D모델
그리고 2D 도면 및 수량표는 캐드에서 별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식
재 같은 경우 방대한 데이터를 지니고 있어 크기와 수종은 정보값으로 입력하
여 구분하고 있다.
CAD상에서는 평면으로 작업을 하고 표준단면을 끊어서 하는데 3차원에 적
용하다보니 각 토심별로 모든 재료와 속성을 구분해야 한다. 이후에 수량산출
을 위해서 각 정보들을 다 입력해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경 영역이 없다.

3) 시스템 기반의 생태계 조성 부재
현재 국내에서는 시스템 기반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즉 BIM은 나
만 쓴다고 해서 절대로 BIM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건축을 포
함한 조경, 토목, 전기 등 같은 건축분야같이 써야 그 생태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캐드 스탠다드도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BIM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건축 같은 경우 국토부 및 조달청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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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며 발주 및 무료 라이브러리를 배포하고 있으나 반대로 조경은 아직 라
이브러리조차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식재 같은 경우 기본 라이브러리 안에는 식재형태와 2D도면상의 심볼들이
다양하지 않다. 지피초화, 관목 같은 경우는 영역을 잡고 식재밀도를 구분을
해서 수량을 산출하는데 식재 면적과 밀도를 사용하는 방식이 Revit 에 존재
하지 않다.

4) 공유 및 협업의 부재
요즘 국내 자회사에서는 BIM을 연구하여 데이터도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구
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러한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
황이다. 그 이유는 다른 타업체와 비교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
문이다.
해외 같은 경우 시설물 업체에서 BIM모델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국
내 같은 경우 기성품 제품들은 BIM모델이 제작되어 있지 않아 일일이 제작해
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납품 요구사항을 비교해보면 조달청 같은 경우는
어려움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D모델정도로만 납품을 하기를 요구
하고 있고 해외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2D도면까지 다 Revit으로 작업을 해서
납품해야 되는 상황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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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BIM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디자인 및 설계
툴로써의 비효율성

소프트웨어의
한계(방대한 데이터),
식재 지피초화 수량화
불가

개선방안

지형, 포장, 녹지를 다루는데 있어서 등고선을 가지고 3D화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마운딩 또는 바닥 포장 패턴 표현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Autodesk에
문제제기를 통하여 함께 개발해야한다.

정보를 축적하고 견적 및 원하는 매개변수만 뽑아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래빗이 아닌 타 소프트웨어 또는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업체에서 BIM모델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국
시스템 기반의 생태계

내 같은 경우 기성품 제품들은 BIM모델이 제작되어 있지 않아 일일이 만들어

조성 부재

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식재, 포장, 시설물 등 조경
에 관한 라이브러리를 구축 및 제공을 통해 보편화 시켜야한다.

공유 및 협업의 부재

정보화로 인한 작업량
증가

시스템 기반의 생태계가 조성이 안정화 되면 타업체와의 공유 및 협업이 원활
할 것이다.
디자인 및 설계 툴로써의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점차 작업량이 감소될 것
으로 예상한다.

자동화를 위해서는 Coding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Lisp, V-Basic, C#,
프로그램 활용능력

Macro, IOT 등을 이용하여 조경에 맞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결여(기술적인 부분)

전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학과 수업이 개설 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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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개선방안
무거운 데이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물재료는 래빗에서 반영하는 것이 극
히 제한적이고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려고 해도 컴퓨터 사양이 감당하지 못한
다. 따라서 스케치업, 라이노, 루미온 등 비쥬얼적인 부부은 따로 활용하고 래
빗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형적인 부분만 다루
고 나머지는 자체적인 3rd party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래빗을 하나의 완성체로 보면 큰 오산이다. 정보를 축적하고 견적
및 원하는 매개변수만 뽑아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시
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래빗이 아닌 타 소프트웨어 또는 플러그인을 활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
디자인 및 설계 툴로써 비효율성 사항은 지형, 포장, 녹지를 다루는데 있어
서 등고선을 가지고 3D화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마운딩 또는 바닥 포장 패
턴 표현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Autodesk에 문제제기를 통하여 함께 개발해야
하며 이후 정보화로 인한 작업량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국내 같은 경우 기성품 제품들은 BIM모델이 제작되어 있지 않아 일일
이 만들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 또는 조달청등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며 식재, 포장, 시설물 등 조경에 관한 라이브러
리를 구축 및 제공을 통해 보편화 시켜야 한다. 시스템 기반의 생태계가 조성
이 안정화 되면 타업체와의 공유 및 협업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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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D 단계별 정보 및 모델의 구축수준 제안
전문가 인터뷰와 국내외의 건축, 조경분야의 BIM 가이드라인 분석내용을 바
탕으로 LOD 단계별 모델의 구축 수준과 결과물을 제안한다. 현재 조경분야에
는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과 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 수준의 LOD수준을 검토하였으며 각 단계의 LOD는 다음과 같다.
LOD 100 단계는 기획설계(CD)로서 대지모델과 주변매스모델을 제작하며 필
요시 간단한 수목 2D형태를 배치할 수 있다. 용도는 대지분석, 법규검토, 토지
이용계획, 동선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략적인 지형단면과 대지면적, 컨셉모델
의 환경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 LOD200 단계는 계획설계(SD)로서 100 단계에
서 구축된 대지와 주변매스모델에 수목3D 모델을 배치하며, 대략적인 포장모
델을 지형 위에 배치한다. 각 설계요소별로 구체적인 수치나 정보는 들어가지
않지만 필요시, 수목의 수고, 수관폭, 부피 등의 개략적인 규격과 시설의 종류
및 규격, 포장의 종류를 입력할 수 있다. 다른 3D 시각화 프로그램을 이용하
지 않더라도 계획수준의 3D모델을 통해 경관분석, 설계안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LOD 300 단계는 기본설계(DD)로서 실제 형태와 사이즈를 반영하여 정
보모델을 제작한다. 설계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다양한 환경조건을 고려한
설계안의 반영이 가능하다. 이전 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제작하였던 모델들은
단면구조가 명확한 상세모델로 제작해야하며, 식재는 특징, 음양성, 분류, 성장
률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성절토량 산출, 경사도 산출, 풍향,
일조를 고려한 식재계획, 수목 성장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기본설계 수준의
도서작성이 자동적으로 완성된다. LOD 400 수준에서는 시공수준의 정보를 담
은 최종모델을 작성하며 간섭체크와 실시설계 도서를 산출한다. LOD 500 수
준은 공급업체, 비용, 특이사항과 같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
함하여 제작한다.
현재 조경분야는 LOD 300 수준의 사례가 대부분이며 400 단계 이상은 정보
의 부재로 인해 구현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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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 100-300의 단계별 정보모델을 제안하며 특히 LOD 300에 초점을 맞추어
논문을 진행하였다.

[표 3-6] LOD 단계별 모델의 구축수준 제안

구분

모델내용

용도

LOD 100

LOD 200

LOD 300

LOD 400

LOD 500

계획설계(CD)

계획설계(SD)

기본설계(DD)

실시설계(CD)

운영관리(O&M)

Ÿ

대지모델

Ÿ

주변매스모델

Ÿ

수목 2D

Ÿ
Ÿ
Ÿ
Ÿ

대지분석
법규검토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Ÿ
Ÿ
Ÿ
Ÿ

Ÿ

Ÿ
입력정보

Ÿ
Ÿ

등고선
LEVEL
주변 MASS

Ÿ
Ÿ

Ÿ
Ÿ
Ÿ
결과물
Ÿ

지형단면도
대지면적
수목의
대략적인
배치
컨셉모델
환경분석
(일조)

Ÿ
Ÿ
Ÿ

대지모델
포장
수목 3D
시설물

형태, 규모,
공간검토

수목 : 수고,
수관폭
부피 등
개략적
규격
시설물 :
종류, 크기
포장 : 종류

경관분석
각 포장 별
면적
3D
시각화자료

Ÿ
Ÿ
Ÿ
Ÿ

대지 상세모델
포장 상세모델
수목 상세모델
시설물
상세모델

Ÿ

실제 형태와
사이즈를 반영
설계안의
타당성 검토
환경조건을
고려한 설계안
반영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기상정보(일조,
바람)
수목 : 특성,
성장률,
음양성, 뿌리분
포장 :
단면구조
시설물 : 규격,
구조
성절토량 산출
경사도 산출
풍향, 일조를
고려한
식재계획
수목
시뮬레이션
포장단면도
시설물단면도
도서작성

- 32 -

Ÿ
Ÿ

Ÿ
Ÿ
Ÿ

Ÿ
Ÿ

Ÿ

우배수
계획
시공수준의
정보를
담은
최종모델

Ÿ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포함
(공급업체,
비용,
특이사항 등)

간섭체크
실시설계
도서작성
수량 산출

-

디테일
작성
시공,
자재조달,
공사비
등의
정보를
포함

-

실시설계
도서 산출

-

제 4장 시범적용을 통한 적용방안 제시
1절. 대상지 선정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대상지 선정배경
조경분야는 아직 LOD별 상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토목 분야
에서도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발주처와 설계자 간의 협의, 계약에 의해 정보수
준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LH의 공동주택단지 BIM 가이드와 같이
공공기관에서도 BI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LH의 가이드라인은 조경BIM의 범위를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조경이 주관하는 프로젝트로서 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앞서 제안한
단계별 BIM 설계프로세스를 시범적용 하였다.
대상지는 하천으로 인한 경사지, 다양한 포장 유형, 식재, 시설물 등 정보화
모델링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성절토량 및 면적
산출, 조경 수목의 구조 및 정보 검토, 다양한 환경 시뮬레이션과 같은 설계업
무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기존 2D CAD에서
제작된 도면과 BIM에서 자동화된 도면을 비교하여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어
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활용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범프로젝트의 목적은 BIM기반 조경설계 프로세스와 BIM 모델의 활용방안
및 한계점을 파악하여 기존 방식과 비교분석하고 추후 도입될 조경BIM 설계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 내용으로는 지형, 포장, 수
목, 시설물에 대한 정보모델 제작, 모델을 활용한 성절토량 계산, 환경 시뮬레
이션, 도면 및 일람표 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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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개요
대상지는 안양시 구도심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삼덕제지 공장부지를 공원
화하여 조성되었다. 삼덕공원 2003년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2009년 완공되었으
며 전체 19,376㎡ 면적이다. 공원의 북측에는 수암천이 인접해있으며, 이로 인
해 경사지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 삼덕공원의 일부 부지는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사중이며, 주차장과 연계하여 상부공원의 리모델링을 진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중인 상부공원의 도면과 기존 삼덕공원의 도면을 제공받
았지만 두 도면 사이에 정보의 종류와 양이 상이하였다. 연구의 주 목적이 정
보화모델의 구축이기 때문에 통일된 정보가 필요했으며, 기 조성되어 있는 삼
덕공원의 도면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4-1]삼덕공원 조성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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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공원의 조경정보모델제작
1. 지형 모델 제작
지형모델 제작은 설계단계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작업이다. 보통 Revit에서
지형을 작성할 때, CAD 도면에서 작성된 등고선의 정보를 Revit에 불러 들어
와서 작업한다. 제공 도서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활용하여 지형을 작성하지만
제공도서가 없을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지형도를 다운받아 활용한다.
LOD 300수준으로 제작된 지형모델을 활용하여 3D 형상과 하부지반구조를 확
인 할 수 있으며, 지형의 조작에 따라 성절토량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지형
의 경사도와 표면적을 분석할 수 있다.
대상지의 대지모델은 안양시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서를 활용하여 제작하였
다. 제공받은 캐드 도면의 등고선에는 높이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표고점을 토대로 등고선의 레벨값을 입력해준다. 이와
동시에 끊어진 등고선을 연결하고, 사면표현과 도로에 인접한 지형까지 등고
선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Revit의 삽입탭의 CAD링크를 선택한 후 정리
가 완료된 등고선 파일을 선택 후 위치는 원점 대 원점으로 한다. 매스작업&
대지 탭의 대지모델링 기능을 활용하여 삽입된 등고선의 높이에 맞게 지형모
델을 작성한다. Revit은 선에서 점을 추출하여 삼각망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대
지모델을 작성하기 때문에 지형이 등고선과 다르게 생성되는 부분이 발생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캐드에서 직선으로 된 등고선을 분할하여 가져오
는 방법과 Revit에서 표면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점을 추가하거나 고도와 위치
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는 직접 점을 추가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
로 지형을 수정하였다.
위 방식으로 제작한 지형모델에 대지경계선 기능을 이용하여 캐드와 동일하
게 경계를 표시하였다. 캐드에 표기된 면적은 19,434㎡ 이지만, Revit에서 구
해진 면적은 19,475㎡로 약 30㎡의 오차를 보였다. 하지만 대지경계선 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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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해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대략적인 BIM모델의 면적은 기존 캐드에
서 구해진 면적과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4-3] Revit에서 지형모델링 작성

[그림 4-2] 대상지 캐드 도면

[그림 4-4] 캐드와 레빗의 대상지 면적 비교

대지모델 제작이 완료되면 기존에 삽입하였던 캐드의 레이어와 Revit의 소
구역 기능을 이용하여 도로, 인도, 간략한 포장 등 대지 주변을 모델링 한다.
매스작업&대지 탭의 소구역을 선택하고 선 선택모드를 활용하여 도로, 공원
내 동선, 포장영역을 선택한다. 이 때, 캐드 상에서 선은 모두 닫힌 형태로 작
성되어 있어야 소구역을 작성할 수 있다. 완성된 소구역을 선택한 후 특성 탭
의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재료나 마감재를 입력할 수 있다. 소구역 기능을
활용하여 도로, 공원 내부 동선, 녹지, 포장 등을 LOD 100 수준으로 간단히
표현하였다.

- 36 -

[그림 4-5] 소구역 작성

[그림 4-6] 소구역의 포장 및 마감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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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지형의 외곽 정리하기

Revit에서는 새로운 지형을 추가하여 대지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절성토량
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스작업&대지탭의 단계별 영역을 활용하
여 새로운 지형면을 작성할 수 있다. 먼저 지형을 선택한 후 특성창의 생성
공정을 기존으로 지정한다. 단계별 영역 도구를 선택한 후, 기존과 정확히 똑
같은 새 지형면을 생성한다.

[그림 4-7] 지형면의 수정과 성절토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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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3D를 통한 지형설계
지형을 설계함에 있어 Revit을 통해 간편하게 모델을 제작할 수도 있지만
더 디테일한 지형작업을 위해서 토목 BIM 소프트웨어인 Civil 3D를 활용할 수
있다. Civil 3D와 기존 2차원 설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3차원 지형모델을 작
성하는 것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형모델은 등고선만 제공되어 있다
면 손쉽게 작성될 수 있으며, Civil 3D에서는 이를 3차원의 면모델을 생성하여
단면, 도로선형, 종단, 코리더 설계, 물량산출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 및 분석
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Civil 3D에
서는 도로/철도, 단지, 조경, 수자원, 상하수도 등의 프로젝트를 BIM 설계로 구
현할 수 있으며 활용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측량 데이터 가져오기 : X, Y, Z 값을 가진 파일 도면에 생성
2) 3D 지형 모델링 : 3D 삼각망 생성, 지형분석(높이, 경사, 우수 흐름 등)
3) 선형/종단 : 직선, 원곡선, 완화곡선의 자유로운 표현 / 평면 선형 계획과
동시 지반고 자동생성
4) 횡단 및 토공 물량 산출 : 선형, 종단 병경 시 자동으로 데이터 수정
5) 부지 정지 작업 : 자동으로 절성토가 균일한 계획고의 표고 높이 산정

토목 BIM의 단계별 업무프로세스로 계획단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모델을 제작한다. 간단한 지형모델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토공량, 구조물
수량 등을 산출하고 설계대안을 검토한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기본 설계 도
면 및 물량이 정확히 산출되는 도면을 작성하며, 정보데이터를 함께 입력한다.
시공단계에서는 간섭 및 오류를 파악하고 4D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사를 체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한다.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완공된 시설물을 BIM 모
델 데이터와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명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
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계획단계 수준의 지형모델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설계 대안을 제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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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등고선, DEM파일, Block, Drawing object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
로 3차원 지형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특성창에서 지표면-지표면작성을 선택
한 뒤, 등고선을 선택하여 지표면을 작성한다.

[그림 4-8] 지표면 작성

지표면이 작성됐다면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지형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3D 형태로 제작된 지형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9] 3D 지형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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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경로의 임의의 폴리선을 작성한 후, 빠른 종단을 제작하여 종단뷰를
작성할 수 있다. 상세 설계를 전 단계에서 간단하게 폴리선 객체를 이용하여
표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10] 종단면 작성

기존 등고선을 원지반으로 하고 지형의 변경 혹은 마운딩 생성을 한 뒤, 이
를 계획지반으로 설정한다. 다중 횡단뷰를 작성하면 이 둘 사이의 고도 차이
와 성절토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설계안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
되어 물량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림 4-11] 횡단설계 및 물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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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 모델 제작
포장 모델은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LOD
300 수준의 포장모델은 상세재료와 단면구조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로 제작해
야 한다. Revit은 건축모델링에 특화되어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포장 모델
을 제작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탭의 바닥 작성 기능을
활용하여 포장모델을 작성한다. 포장모델은 제공받은 설계도서 중 포장상세계
획도를 토대로 제작하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록포장, 판석포장, 데크포
장, 잔디포장을 선정하여 작성하였다.
건축 바닥기능의 특성창에 있는 유형편집을 클릭하면 다양한 유형의 매개변
수을 추가하거나 변경, 복제할 수 있으며 구조편집을 통해 포장의 재료와 재
료별 두께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속성정보 입력란을 제작하여 추후
시공, 유지관리, 환경시뮬레이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LOD 300 수준의 모델제작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단면구조의 유형편집
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4-12] 포장재 유형편집 입력창

- 42 -

[그림 4-13] 포장상세모델 제작

[그림 4-14] 포장재료 및 그래픽 변경

건축의 바닥기능을 이용하여 포장모델을 작성시, 지형면에 포장이 투영되지
않고 프로젝트 시작시 작성한 각 레벨에 구속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건축
물의 경우 각 층별 레벨이 설정되어 있기때문에 바닥을 작성하기 편하지만 공
원은 지형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포장의 형태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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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포장모델을 선택하여 경계
편집의 하위요소(점,선)을 수정하여 원지반에 부착시킬 수 있다. 경계편집 시,
지형과 마찬가지로 점의 위치과 높이를 수정하여 모델의 형태를 변형할 수 있
다(그림 29 참조). 이 방법은 지형차가 크지 않은 곳에서 간단히 활용하기엔
적합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포장단면의 균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넓은 공간
에는 적합하지 않다(그림 30 참조). 둘째, add-in 프로그램인 Artisan RV를 활
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Artisan RV는 Revit 상에서 조경정보모델링을 제작 할
수 있도록 지형, 수목, 시설물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중
“topo to floor”기능을 활용하면 대지의 형태에 맞게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 4-15] 점요소의 고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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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경계편집을 통한 포장모델 수정

[그림 4-17] Artisan RV를 통한 포장 모델 수정

[그림 4-18] 블록포장의 포장상세도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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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재 모델 제작
현재 Revit 기본 템블릿에 있는 기본 수목분류는 RPC관목, RPC 나무와 같
은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수종도 국내 실정과는 다른 분
류로 되어있다. 따라서 기존 수목패밀리를 국내실정에 맞게 낙엽관목, 낙엽교
목, 상록관목, 상록교목, 초화류 및 기타 총 5개의 소분류로 다시 제작하였다.
패밀리를 제작할 때 유형특성의 매개변수로 구분, 수목명, 학명, 규격, 단위,
특징(음양성, 내공해성, 지역 등)을 추가하여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림 4-19] 국내실정에 맞는 수목분류체계 변경

본 연구는 조경설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원의 BIM 모델 구축을 목표로 설
정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식재의 모델링이 요구된다. LOD 300 수준에서 수
목 모델은 정확한 규격을 바탕으로 수관폭, 수고, 뿌리분, 구조가 포함되며 매
개변수에 의한 정확한 모델로 제작해야 한다. 특히 공원 내의 특정 지점에서
사용된 다층식재 구조를 식재정보모델로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Revit 프로그램의 특성상 수목객체 패밀리의 정확한 모델링이 쉽지 않기 때문
에 수목의 형태보다는 정보의 입력에 초점을 맞추어 패밀리를 제작하였다.
수목의 속성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수목 객체의 패밀리 편집으로 들어가서
매개변수를 추가해 주어야 한다. 매개변수의 유형에는 패밀리 매개변수와 공
유매개변수가 있다. 패밀리 매개변수는 특성창에는 나오지만 일람표와 태그로
나타낼 수 없지만 공유 매개변수는 여러 프로젝트 및 패밀리에서 공유될 수
있으며 일람표와 태그로 나타낼 수 있다. 때문에 공유 매개변수를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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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쓰일 수 있는 매개변수 유형을 제작하여야 한다. 매개변
수의 항목은 실시설계 도면 중 식재평면도의 수량표를 참고하여 수목명, 분류,
단위, 규격을 입력하였으며 추가적인 속성정보로 내공해성, 음양성, 특징, 학명
을 매개변수로 작성하였다(그림 33).

[그림 4-20] 수목 공유매개변수 추가

설계도서에 있는 수목물량표를 확인하여 상록교목 4종, 낙엽교목 12종, 낙엽
관목 6종을 제작하였다. 교목과 관목류는 Revit 안에 기본으론 내장되어있는
수목 객체를 수정, 복사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제공되는 렌더이
미지 중 각 수목의 형태와 비슷한 것을 선정하여 수목 객체를 제작하였다(표
5). 초화 및 지피류는 면적으로 수량이 산출되는 특성상 개별 객체로 제작이
어렵기때문에 Artisan RV를 이용하였다(그림 40). 포장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Artisan RV에는 바닥제를 초화류 군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초화
지피류의 정보와 제곱미터당 본수를 입력하면 일람표 작성을 통해 자동적으로
물량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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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수목객체모델(렌더이미지)

느티나무

단풍나무

마가목

배롱나무

왕버들

이팝나무

[그림 4-21] 식재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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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Artisan RV를 이용한 지피류모델

[그림 4-23] 식재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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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BIM 식재 프로그램
-Vectorworks
벡터웍스는 조경 및 건축설계를 지원하는 BIM 소프트웨어로서 특히 해외를
중심으로 조경BIM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벡터웍스는 약 500종의 식물데이
터를 제공하며 각 식물 유형의 특성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3D 형태로 배치
할 수 있다. 식재는 각 유형에 적합한 매개변수를 입력하거나 수정,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24] Vectorworks Plant style

[그림 4-25] Vectorworks 식재모델 및 주석

- 50 -

-Landsdesign for rhino
Landsdesign은 1800종 이상의 식물 데이터를 제공하며 기후, 토양, 개화, 잎
등의 식재정보를 제공하거나 입력할 수 있다. Landsdesign의 수목의 대부분은
국내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Plant Editor를 통해 국내에서 자주 쓰이
는 수종을 직접 제작하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낙엽관목의 뜰
보리수를 모델링하고 잎, 꽃, 기후, 계절별 변화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제작한
수목 모델이다.

[그림 4-26] Landsdesign Plant data

[그림 4-27]Landsdesign 식재모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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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 모델 제작
건축분야에서 BIM 모델 제작시 시설물은 설계업체 내에서 제작한 패밀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업체에서 배포된 패밀리를 사용하지만 조경 분야는 아직
BIM이 보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
에 설계자가 직접 모델을 제작해야한다. 시설물 및 수목과 같은 모델은 프로
젝트 파일이 아닌 “rvt”로 저장되는 패밀리 파일로 저장되며 재사용이 가능
하고 필요시 수정,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원에 설치되는 벤치, 가로등, 경계석, 놀이시설과 같은 시설물은 하나의
패밀리로서 직접 제작하는 방법과 3D 객체 모델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패밀리로 제작 시, 매개변수를 바탕으로 수치와 정보를 입력하여 지속적
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제작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3D 객체 모델을 외
부에서 가져올 시, 간편하게 배치할 수 있지만 수치를 조정하지 못하는 점과
물량산출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대상지의 놀이시설과
파고라는 3D 객체를 가져와서 배치하였으며, 벤치와 경계석은 패밀리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벤치는 캐드도면 혹은 3d 모델을 바탕으로 직접 패밀리를 작성한다. 기본적
인 패밀리 모델링 작성으로 돌출, 혼합, 회전, 스윙, 스윕혼합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보이드 돌출, 보이드 혼합, 보이드 회전, 보이드 스윕, 보이드 스윕
혼합 기능을 활용하여 벤치의 디테일 모델을 작성한다.
경계석은 주로 인도와 보도, 포장 사이의 경계에 설치되며 revit에서 건축탭
에 벽이나 바닥 도구로 간단하게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때 지형이 평평한 곳
은 모델작성이 용이하지만 경사지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 건축에서는 대부분
바닥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경계석의 높이
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형의 높이를 평평하게 조정한 뒤 모
델을 작성해야 한다.

- 52 -

[그림 4-28] 패밀리 새로 만들기

[표 4-3] 패밀리 템플릿 유형

작성할 항목

선택할 템플릿 유형
상세 항목
프로파일

2D 패밀리

주석
표제 블록
난간동자
구조프레임

특정 기능ㅇ이 필요한 3D 패밀리

구조 트러스
보강 철근
패턴기반
벽 기반
천장 기반

호스트 된 3D 패밀리

바닥 기반
지붕 기반
면 기반
선 기반
레벨 기반
가변

호스트 되지 않은 3D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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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시설물 패밀리 작성

벤치 패밀리

경계석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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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공원 조경정보모델의 활용
1. 성절토량 산출
평면적인 투영면적만 계산할 수 있는 Autocad의 2D기반 설계와 다르게
Revit에서는 성절토량과 표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토목의 경우 Civil 3D를 이
용하여 정확한 성절토량을 계산하지만 조경분야에서 이를 활용하는 사례는 드
물다. 조경분야는 특히 경사지나 높낮이가 있는 지형을 다루는 일이 대다수이
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토공량을 계산하기에는 복잡하고 정확하지 않다. Revit
을 활용하면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자동으로 성절토량과 표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조경설계의 단계에서는 지형에 대한 여러 변경안이 나오며 수정작업을 거치
지만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조경정보모델은 기 조성된 공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형의 변경이 없다. 따라서 대상지의 등고선을 변경하여 새로운 지형
을 추가로 만들었으며 지형일람표를 통해 성절토량이 자동으로 제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상지의 수평투영면적은 19,481㎡, 표면적은 19,566㎡로 나타났으
며, 경사면의 유무에 따라 수평투영면적대비 표면적이 다르게 산출되었다.
설계상 지형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다시 표면적과 토공량을 계
산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BIM에서는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지반에 따라
일람표를 통해 성절토량이 자동산출된다. 이는 설계업무에서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물량산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이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수암천과 인접한 경사지를 대상으로 지형을 시범 변경하였다. 이를 위
해서 새로운 지반을 추가한 뒤, 추가된 지형을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
람표에는 기존 원지반에 변경지반이 추가되며 둘 사이의 차이를 통해 성절토
량과 표면적, 투영된 면적을 자동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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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성절토량 및 표면적 산출

1) 전체지반에서 대상지지반 자르기

2) 새로운 지반 추가

3) 지형 변경

4) 일람표를 통한 성절토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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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조를 고려한 식재설계
조경 설계에 있어 생육환경을 고려한 식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
변 건물과 수목에 의해 발생되는 음영의 환경이 특히 중요한데, 그만큼 설계
단계에서 계절별, 시간대별 일조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식재설계
가 필요하다. Revit에서는 계절과 시간대를 설정하여 주변 환경에 따른 음영을
검토할 수 있으며, 앞서 제작했던 수목모델에 음양성을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식재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일조와 음영은 지형의 비정
형적인 형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음영의 축
적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수목 내음성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
지만 전광의 기준을 바탕으로 극음수-극양수까지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Revit 상에서는 단편적인 시간의 음영만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광의
비율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Revit 혹은 Sketchup의 플러그인을
활용하거나 평면도에서 한 시간 단위의 음영사진을 포토샵으로 중첩하여 비율
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식재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표 4-6] 수목 내음성의 기준 및 수종
자료 : 한국 잔디연구소(2010), 조경수목과 배식, 694-695
분류
극음수
음수

기준

친엽수

활엽수

전광의 1~3%에서 생

금송, 개비자나무,

굴거리 나무, 백량금, 사철나무, 식나무, 자금우, 호랑

존가능

나한백,주목

가시나무, 황칠나무, 회양목

전광의

3~10%에서

가문비나무류,

솔

생존가능

송나무, 전나무류

전광의 10~30%에서

잣나무류,

생존가능

화백

너도밤나무, 녹나무, 단풍나무류, 서어나무류, 송악, 칠
엽수, 함박꽃나무
개나리, 노각나무, 느릅나무류, 때죽나무, 동백나무, 마

중성수

편백,

가목, 목련류, 물푸레나무류, 산사나무, 산초나무, 산딸
나무, 생강나무, 수국, 은단풍, 참나무류, 채진목, 철쭉
류, 탱자나무, 피나무, 회화나무

낙우송,

양수

극양수

전광의 30~60%에서
생존가능

전광의 60%이상 에
서 생존가능

메타세콰

이어, 삼나무, 소
나무류, 은행나무,
측백나무,

향나무

류
낙엽송, 대왕송,
방크스소나무,

연

가중나무, 과수류, 느티나무, 라일락, 모감주나무, 무궁
화, 밤나무, 배롱나무, 벚나무류, 산수유, 오동나무, 오
리나무, 위성류, 이팝나무, 자귀나무, 주엽나무, 쥐똥나
무, 튤립나무,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자작나무, 포플러류

필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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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수목 및 건물 음영분석

[그림 4-30]일조 및 음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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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 및 물량 산출의 자동화
Revit에서 3D 모델을 완성하고 난 후 자동 물량산출과 도면화가 가능하도록
치수선, 문자 및 지시선, 심벌, 태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주석 도
구들을 통해 자동으로 도면에 생성되는 수치나 문자 등의 정보들은 3D 모델
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델이 수정되면 이에 따라 도면 내의 내용과 수치
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주석의 각 도구마다 문자, 선, 패턴 등의 형식들이 패
밀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각각을 패밀리로 저장하면 추후 지속적으로 사용하
거나 수정사항을 한번에 적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모델을 작성하면서 수목, 시설물 등은 개수와 함께 필요한 매개변수를 일람
표에 작성할 수 있으며 벽, 포장, 바닥 등은 면적 혹은 부피가 자동 계산되어
일람표로 작성된다. 수목모델 같은 경우 규격, 수목명, 특성 등의 정보를 입력
하려면 일람표를 작성하기 전, 모델제작 단계에서 매개변수를 입력해 주어야
한다. 일람표는 다른 뷰들과 마찬가지로 시트에 불러올 수 있으며, 모델 변경
시 자동으로 수정된다.
모델을 완성하고 여러 뷰와 일람표를 작성한 후 시트를 만들어 필요한 요소
들을 뷰포트로 배치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뷰포트를 위치시키고 나면 배치된
뷰들의 이름이 프로젝트 탐색기의 시트 아래에 목록화 되어 나타난다. 뷰는
시트에 단 한 번만 배치될 수 있으며 동일한 뷰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배치할
경우에는 뷰를 복제하고 복사본을 배치해야 한다. 복제된 뷰에 치수, 주석, 태
그 등을 달더라도 모델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그 뷰에서만 보이게 되기 때문
에 여러개의 유사한 도면을 완성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조성계획도,
식재계획도, 포장계획도, 포장상세도, 단면도를 제작하였다. 이 외에 기본설계
혹은 실시설계의 도면 작성 수준에 따라 도면을 제작할 수 있다. 기존 cad도
면에서는 새로운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일람표제작 및 도면수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revit에서는 제작된 3D 모델을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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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표 작성
뷰 탭의 일람표를 통해 수목, 지형, 포장, 시설물에 대한 수량산출표를 작성
할 수 있다. 일람표 필드에서 모델명, 수량, 체적, 제조업체 등의 정보를 선정
하여 일람표를 작성한다.

[그림 4-31] 일람표 작성

▮주석 및 태그 입력
주석탭의 문자기능을 이용하여 도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문자
를 입력한 뒤 유형 편집창에서 글꼴과 문자크기를 적절하게 변경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공간별 기능과 역할을 입력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림 4-32] 문자 및 지시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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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문자기능과 달리 태그기능은 유형특성에 작
성한 매개변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기능이다. 주석탭의 카테고리별 태그를
선택한 뒤, 각 카테고리에 맞는 태그를 로드하여 매개변수를 편집한다. 아래
그림처럼 포장태그의 경우 바닥태그를 로드한 뒤, 레이블 편집에서 패밀리유
형과 면적을 선택한다. 글꼴과 문자크기를 적절히 조절한 뒤 태그를 작성한다.

[그림 4-33] 태그입력

[그림 4-34] 태그의 레이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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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조성계획도

[그림 4-36] 식재계획도 및 수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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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포장계획도

[그림 4-38] 단면도 A,B

- 63 -

제 5장 결론
1절. 결론 및 고찰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LOD단계별 정보와 모델의 수준을 분석, 제안하고 조경분야
의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도시근린공원을 대상지로 하여 제안된 수준에 맞
는 BIM 모델을 시범제작하여 BIM을 활용한 공원설계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외 건축 및 토목분야의 가이드라인과 LOD 정책을 살펴본 결과
조경분야의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간단한 대지모델 수준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이미 BIM의
도입을 위한 조직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조경설계의 업무효율
을 높여주는 여러 효과들이 검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아직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원설계에 적합
한 LOD수준을 제안하였다.
LOD 100 단계는 대지모델과 주변매스모델을 제작하며 필요시 간단한 수목
2D형태를 배치하며 이를 통해 대략적인 지형단면과 대지면적, 컨셉모델의 환
경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 LOD200 단계는 100 단계에서 구축된 대지와 주변
매스모델에 수목3D 모델을 배치하며, 대략적인 포장모델을 지형 위에 배치한
다. LOD 300 단계는 기본설계(DD)로서 실제 형태와 사이즈를 반영하여 정보
모델을 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성절토량 산출, 경사도 산출, 풍향, 일조를 고
려한 식재계획, 수목 성장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기본설계 수준의 도서작성
이 자동적으로 완성된다. LOD 400 수준에서는 시공수준의 정보를 담은 최종
모델을 작성하며 간섭체크와 실시설계 도서를 산출한다. LOD 500 수준은 공
급업체, 비용, 특이사항과 같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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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다.
둘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 정보화모델의 구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Revit을 하나의 완성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
어 또는 플러그인을 활용하여야 한다. 2) 조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BIM을
활성화 하기 위해 조경에 대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3) 업무의 효율성과 자동화를 위해서는 프로그
래밍 (Coding)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조경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BIM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조경정보모델을 구축하고 활용함에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확인하
였다. 1) 정확한 정보가 담긴 입체모델을 제작하고 활용함으로써 설계안의 객
관성을 높일 수 있다. 기초단계에서부터 3D 모델을 바탕으로 도면을 제작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산출이 가능하며, 수목과 관련된 환경시뮬레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대안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2) 설계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
을 절약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면적, 부피, 수량, 토공량 등의 수치
가 자동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기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한번 만들어놓은 도면과 객체 패밀리는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템플릿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방식과 비교했을 때 효율적으로 설계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건축분야에서 활용되는 BIM 소프

트웨어를 조경설계분야에 도입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건축, 토목분야와의 협업적인 측면에서 Revit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모델
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이는 조경분야에서 요구되는 지형, 식재, 포장모델 등
을 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BIM 저작도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숙련도 부족으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고품질의 공원모델을 제작하는 것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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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 국내 건축분야에서도 소수의 설계사무소만 BIM 모델을 제작하고
있으며 조경분야에서 BIM을 다루는 곳은 매우 드물다. 지형, 식재, 포장과 같
은 주요 설계요소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 없이 연구자가 직접
기능을 익히며 제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1) 지형 : 캐드 파일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도면을 정리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지형은 등고선이 있는 도면을 revit으로 임포트하여 제작
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등고선
정리가 요구되었다.
2) 식재 : 교목과 같이 하나의 단위로 모델링되는 수목모델은 제작이 용이했
지만 관목이나 초화류와 같이 군식되는 식재를 모델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규모가 있는 근린공원의 모든 초화류와 관목을 모델링하여 배식하기에는 업무
량이 증가하고 컴퓨터의 높은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Artisan RV 조경관련 플러그인을 활용하였다. 플러그인에는
일정 면적에 초화류를 식재하고 일람표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제공
된 식재패밀리를 변경하지 못하는 점,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수목과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3) 포장 : 지형이 평탄한 곳에서 포장을 작성하기는 용이하지만 지형의 높낮
이가 있는 경사지에서는 모델배치에 어려움이 있다. revit은 레벨을 설정하고
바닥면을 구속시키는 방법으로 바닥을 제작한다. 때문에 경사지에 바닥포장을
구속시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바닥면을 수정해야하는데 이 과정에
서 정확한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물량산출에 오류가 날 수 있으며, 특
히 단면의 형태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Artisan RV의 활용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하지만 경사지에 위치한 보행로나 포장은 정확한 모델
링이 불가능 하다.
둘째, 설계완료 후 BIM 모델을 작성하는 전환설계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설계프로세스는 설계의 초기단계인 LO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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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LOD300 수준까지 BIM을 활용한 공원설계를 제시해야하지만 이에 적합한
발주처나 프로젝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기 조성된 공원의 도면을 BIM
으로 전환한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단계별 설계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것
에 그쳤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설계의 초기단계에서 시공까지 BIM을
활용한 건축사례를 통해 조경 설계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존 CAD도면과 BIM에서 제작된 도면사이에 오차가 발생하여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지형과 포장의 면적값이 상이하였는데 이는
CAD에서 Revit으로 입력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인식이 불가능하며 revit상의
설계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특히 토공량과 관련된 오차는
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에 대한 기준은 추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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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sign Process and Application
Method of Neighborhood Park Based on BIM
Jung Yumi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and proposed the level of LOD-level information and
models

and

piloted

BIM

models

for

the

proposed

level

of

urban

neighbourhood parks, one of the representative projects in the landscape
field, to present the landscape design process using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is a digital model that provides a
reliable basis for making decisions during a facility's life cycle based on the
physical or functional nature of a facility object in all areas of construction,
including architecture, civil engineering, and plants. In architecture, the
effectiveness of BIM has already been demonstrated in related fields such as
architectural design, construction, facilities, and management that apply BIM
technology. In line with the run flow, BIM in landscaping has been used as
the term "Landscape Information Modeling" (LIM) since the early 2000s
overseas. Overseas, LIM has been applied to the automation of design tasks,
establishing a collaborative environment, and topographical desig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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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covered in the landscape field include physical aspects such as
terrain, facilities, packaging, and natural factors such as climate conditions
such as temperature, excellence, wind, and landscape planting. The nature of
the landscape design proces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fields, deals with these natural elements. This has led to
difficulties in the introduction of BIM technologies in landscaping and related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BIM design processes specialized in
neighbourhood parks and select pilot sites to produce park information
models during the step-by-step process of park design. The spatial scope is
Samdeok Neighborhood Park located in Manan-gu, Anyang City, and has
various types of cladding, packaging materials, and slopes for each space and
movement line, so it has multiple landscaping elements to try when making
BIM models.
As a research method, first, literature materials and BIM guideline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step-by-step requirements and status of BIM in
the landscape field. Second, expert interviews identified problems, utilization
plans, and step-by-step design elements in BIM design. The BIM design
process is presented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using BIM tools
and hence the creation of stereoscopic models, and the objective is to define
the level and results of data required in each stage of the LOD and propose
a 'LOD 300 level park information model'. Third, we select the established
neighbourhood park as a pilot site and conduct modelling work based on the
proposed 'step-by-step work model', and review the utility and utilization
measures for the completed model and proces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guidelines for domestic and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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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and LOD policies showed that there were
no specific guidelines for landscaping, but they were only simple land models.
Second, expert interviews have drawn up improvement measures to cope
with these various problems. Third, the following expected effects were
identified in establishing and utilizing landscape information models: Accurate
information and models can be produced and used to increase the design's
accuracy. Because drawings are made based on the model written, accurate
volume calculation is possible, and alternative design can be carried out
easily through environmental simulation related to trees. Also, efficiency can
be improved by saving labor performance time spent on desig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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