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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도시계획에는 여전히 근대의 하향식 도시계획 방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 비록 현대에는 도시 거주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환경으로 접근하는 도

시 이론과 계획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이어지

지 못하였다. 이러한 예로 경관계획은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계

획을 제시하기 위해, 경관 시뮬레이션 기법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기존의 

경관 시뮬레이션은 경관을 이미지로 취급하며, 하나의 계획안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여전히 근대적 기법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경관 시뮬레이션 기법의 한계로부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제

안한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알고리즘의 자동화를 통해 최적화를 수행하

는 디자인 방법론이다. 무수히 많은 대안을 평가하여 볼 수 있는 제너레이

티브 디자인의 특성은 경관 시뮬레이션 기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방식에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서울 도심부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경

관계획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계획 목표에 기반하여 탐색 가능

한 디자인 집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계

획 기법인 조망회랑을 사용하여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한다. 시뮬레

이션 모델을 통해 각각의 규제가 적용된 개별 필지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

관을 예측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계획요소로 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울 도심부 현황에 남산을 대상으로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울 도심부는 남산을 향한 가로에서 건물을 사이로 원거리에

서부터 산이 연속적으로 보이는 경관적 특성을 가지지만, 고층건물로 인해 

남산과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남산의 조망이 감소한다. 

특히, 가로변의 고층건물은 계획 규제에 따라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

어 삼일로의 가로변 필지를 대상으로 계획 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삼일로에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은 남산을 조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저층부 및 고층부 건폐율은 

남산을 조망하는 것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층부 건

축선에 의해 가로가 비연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각각 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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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및 고층부 건폐율을 변수로 설정하고, 높이와 용적률을 제한조건으로 하

여, 남산의 조망과 가로 연속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최적화

를 수행하였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삼일로에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경관계

획의 목표에 기반하여 탐색 가능한 디자인 집합을 제시하고 남산의 조망과 

가로 연속성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삼

일로에서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로변 모든 필지에 높이 규제

와 건축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산의 조망과 관련이 

있는 개별 필지에 고층부 및 건축선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결과는 경관계획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지구단위계획이나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경관계

획의 과정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경관계획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도시계획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상향식 접근을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의 문제

로부터 도출된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통합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무수히 많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디자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여러 요인으로부터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디자인 옵션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기존 도시계획 방식의 한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주요어 : 도시 경관, 도시계획, 경관계획, 최적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파라메트릭 디자인

학  번 : 2019-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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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도시계획은 설계자의 설계도에 의해 선험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하향

식 접근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여전히 과거의 계획 방식을 따르거나,1) 

건축가의 스케치와 같은 블랙박스 개념의 설계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2) 

이러한 방식은 도시를 만드는 입장에서 도시를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했

던 근대 건축가들의 방식이 이어져 온 것이다. 근대 이후 1980년대까지 통

계나 형식적인 규칙에 근거한 도시계획에 대한 권태와 불만족은 현대에 와

서 도시설계 지침의 확산으로 나타났고,3) 이는 현대 도시공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미리 규정된 설계 지침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는 도시의 실체와 

먼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 도시에 살지 않는 제3자로부터 계획된 공간과 도

시 거주자가 경험하는 공간 사이의 괴리로 나타나고 있다.4) 결국 도시계획

의 기법은 전통적인 관습을 되풀이하고, 실제 사람이 환경을 느끼고 사용하

며 즐기는 양상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5)

1) Relph, Edward. (1987). “Modernist City scapes and Post-Modernist Townscapes.” T

he Modern Urban. p.190-211.
2)  Jarvis, R. K. (1980). “Urban Environments as Visual Art or as Social Settings?: A 

Review.” The Town Planning Review, 51(1)., pp.50–66, 도시설계가들은 대상에 대

한 형태 구조의 명확한 인식없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연계되지 않는 임의의 

형상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일관성을 갖는 기본이 결여되어 있는 까닭에 직접

적인 경우에 아주 부적절할 수도 있는 관습적 반응에 항상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Gosl

ing, Maitland and Barry Maitland. (1985). Concepts of Urban Design. 박철수 옮김. 

(1990). 도시설계론. 태림문화사. p.233.
3) Derix, Christian, Åsmund Gamlesæter, Pablo Miranda, Lucy Helme, and Karl Kropf. 

(2012). "Simulation Heuristics for Urban Design." Digital Urban Modeling and Simu
lation. 242. pp.159-180. 

4) Relph, Edward. (1987). “Modernist City scapes and Post-Modernist Townscapes.” T
he Modern Urban. p.190-211.

5) Gosling, Maitland and Barry Maitland. (1985). Concepts of Urban Design. 박철수 옮

김. (1990). 도시설계론. 태림문화사.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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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대에는 근대 도시계획 방식에 반발하여 도시 거주자가 실제로 경

험하는 환경으로 접근하는 도시 이론과 계획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인 방법론이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6) 현대 도시계획은 도시

를 만드는 입장이 아닌, 도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도시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나타났는데,7) 이러한 예로 경관계

획이 있다. 경관계획은 90년대에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

는 것으로부터 도시 거주자가 경험하는 미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배경에

서 도입되었다.8) 경관계획은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야로부터 계획을 제

시하기 위해 ‘경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이에 동반하는 계획 기법을 발

전시켜왔다. 하지만 경관계획에서 수행하는 경관 시뮬레이션은 여전히 근대 

도시계획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관계획에서 경관 시뮬레이션은 제한적으로 실제 경관의 맥락(context) 

속에서 어우러져 보이는 미래 혹은 의도적으로 제안된 환경의 2~3차원의 

이미지를 의미한다.9) 초기 경관 시뮬레이션은 스케치, 사진 촬영과 같은 기

법에서, 건축 분야의 컴퓨터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디지털 모델링을 통해 

수행되었는데, 이는 가상의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모델링이 

스케치를 대체하였을 뿐이었다. 도시 경관의 경우, 다수 개별 건물의 형태

6) 도날드 애플야드(Donald Appleyard), 케빈 린치(Kevin Lynch) 등 은 도시 거주자가 실

제로 느끼는 도시환경의 물리적 계획 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연구는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도시계획에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였다. Gosling, Maitland and Barry Maitland. (1985). Concepts of Urban Desig

n. 박철수 옮김. (1990). 도시설계론. 태림문화사. p.81

    도시의 미적 문제에 관한 많은 이론적 접근법들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접근법 중 대부

분은 이론적으로 계획과 이론 사이의 체계가 부족하여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과는 무관

한 시도들이었다. Basch, David (2017), The Uses of Aesthetics in Planning: A Critic

al Review (6),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p. 39
7)  케빈 린치가 1960년에 출간한 「도시의 이미지 (The  Image of thy City)」에서 린치

는 도시를 도시계획가나 건축가가 아닌 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도시이미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정인하. (2006). 현대 건축과 비표상. 서울: 아카넷. p.235.
8)  Zacharias, J. (1999). “Preferences for view corridors Through the Urban Environme

nt.”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43(4). pp.217-219.
9) 김대현. (1991). “경관 시뮬레이션에 관한 고찰.” 환경과 조경. 1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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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들이 군집하는 방식에 따라 계획에서 무수히 많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경관 시뮬레이션은 여전히 이미지 매체에 의해 제한되어 여러 

대안을 비교하여 보기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경관계획은 그저 도시의 

입면을 시각적으로 꾸미는 계획 정도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래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복잡한 문제를 해석하거나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와 같은 상태의 모형(model)을 만들어 모의적으로 연산

을 되풀이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다.10) 계획 과정에서 시뮬레이

션은 여러 요인을 동적으로 변화시켜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평

가함으로써 적절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11) 이러한 대안을 찾는 

과정을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12)은 ‘만족(satisficing)’이라고 하였는

데, 그는 일찍이 60년에 도시계획 디자인의 시뮬레이션을 자동화하여 탐색

하는 것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13) 기존에는 도시계획의 문제에 대해 자

의적인 설계 지침이나 관습을 따라 계획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왔지만, 

사실 도시계획은 하나의 해결책이 존재한다기보단 가능한 해결책과 문제의 

가능한 결정 사이를 반복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해결책 중 하나로서 계획이 

제시될 수 있다.14) 이러한 계획의 과정에는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시뮬레

이션이 요구되는데, 도시계획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나아가 여러 대안을 평

가하고 탐색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건축 분야에는 디지털 모델링에 알고리즘이 도입되면서 건축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자동화된 디자인의 탐색을 수행하는 방법론이 떠오

르고 있는데, 이러한 실천의 주요한 흐름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generative design)이 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자연어 규칙, 컴퓨터 

10) 김대현. (1991). “경관 시뮬레이션에 관한 고찰.” 환경과 조경. 11․12월 호.
11) 윤승은. (1994). 정보통신용어사전. 서울 : 일진사.
12)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미국의 심리학자, 경제학자 및 인지과학자이다. 
13) Simon, Herbert. (1969). 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 Cambridge: MIT Press.
14) Nagy, Danil, Lorenzo Villaggi and David Benjamin. (2018). “Generative Urban Desi

gn: Integration of financial and energy design goals in a generative design workflow 

for residential neighborhood layout.” Symposium on Simulation for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2018.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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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계’ 등의 자율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디자인 방법론(Galanter, 

2003)으로, 간단히 말하면 알고리즘의 자동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적응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15)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파라메트릭 디자인

(parametric design)의 개념을 기초로 하는데,16)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알고

리즘에 의해 파라미터의 명시적 변환을 수행하는 정적인 개념이라면, 제너

레이티브 디자인은 파라미터의 변환을 통해 설계 시스템 내의 지능이 점차

적으로 재귀하면서 창발하는(emergent) 개념이다.17)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수히 많은 대안을 생성하

는 컴퓨팅으로,18) 이러한 개념은 근대 도시계획 기법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산업혁명 이후 단일한 하나의 계획으로 제시되어 ‘획일성’에 근거

한 전통적인 건축 수법이 근대 도시의 형성에 기여 해왔다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차이’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돌리게 된다. 처음에는 상수로 정의되

었던 형태의 규격은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변수로 변화

하였고, 더 나아가 변수를 통해 사용자와 형태가 상호작용을 하는 프로세스 

그 자체가 되었다.19) 기존의 도시계획은 정해진 청사진을 놓고 향하였지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모델링은 알고리즘 시스템에 의해 계속해서 일어나는 

차이로부터 스스로 조직해 나가면서 성능 기반의 형태를 생성한다.20) 따라

15) 이 정의는 전반적인 디자인 분야에서 적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20세기 중반에 등장

한 컴퓨팅 개념에 기원을 두며 80년대 컴퓨터 과학 및 예술, 건축 분야에서 컴퓨팅 성

능에 대한 접근을 실용적으로 구현하는 역사적 맥락을 전달한다. https://provinggroun

d.io/2018/06/13/design-modeling-terminology/.
16)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설계의 원형과 변종이라는 틀에서 어떤 설계 문제에 대응하는 부

재나 공간의 형상을 구성하는 원리와 관계조건을 정의하는 것이다. 즉, 어떤 형상을 직

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상의 원리를 입력하는 것이다. 김성아. (2017).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관하여.” 建築士 = Korean architects(대한건축사협회). 2017(7). p.151.
17) 여기서 재귀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함수에서 자신을 다시 호출하여 작

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Stasiuk, David (2018). “Design Modeling Terminolog

y.” https://provingground.io/2018/06/13/design-modeling-terminology/.
18) Free Generative Design – A brief overview of tools created by the Grasshopper co

mmunity. https://provingground.io/2019/11/19/free-generative-design-a-brief-overvi

ew-of-tools-created-by-the-grasshopper-community/. 
19) 성우제. (2015). “해외건축동향: 미국 - 파라메트릭 디자인.” 建築士 = Korean architec

ts(대한건축사협회). 2015(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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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건축은 하향식으로 생산되는 정적인 것이 

아닌 성능에 기반하여 생성되는 자율적 형식 체계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특성으로부터 현대까지도 이어

져 오고 있는 근대 도시계획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너레

이티브 디자인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경관계획의 경관 시뮬레이션을 대체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제안하고, 경관계획에 제너레

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경관계획의 목표에 최적화된 디자인 집합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 경관계획을 위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세스

를 작성하고, (ii)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경관계획을 위한 최적화

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은 경관계획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활용 가능성을 밝히고, 나아가 도시계획 방법론으로

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고찰하는 것이다. 

20) 정인하. (2006). 현대 건축과 비표상. 서울 : 아카넷.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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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크게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방법론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다.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수행되

어왔다. 반면, 설계 최적화에 관련된 연구는 CAAD(Computer Aided 

Architecture Design) 분야에서 주로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다루어져 왔으며 

최근에서야 최적화는 도시설계까지 포괄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왔다.21) 따라

서 도시계획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비롯한 디자인 최적화 방법론에 관

한 연구는 더욱 탐구될 필요가 있다.

경관계획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경관의 형태를 

다루어 왔다. 김기호는 게쉬탈트 이론으로부터 경관에 미적 기준을 제시하

고 이를 통해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22) 자카리아스(Zacharias)는 도

시경관의 이미지를 작성하여 경관 선호도를 조사하고 경관 관리 방안을 제

시하였다.23) 코마 세이키(Seiki Koma)는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가로변 건

물의 벽체와 높이에 따라 경관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설문을 통해 경관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24) 이 연구는 경관 시뮬레이션에

서 알고리즘을 활용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경관 시뮬레이션은 시각적 이미

지를 제한적으로 생산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의 경관 요소인 자연물이나 건축물이 군집하는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관 시뮬레이션 이미지에 대한 질적 판단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경관계획

21) Koenig, Reinhard, Yufan Miao, Anna Aichinger, Katja Knecht and Kateryna Koniev

a. (2020). “Integrating urban analysis, generative design, and evolutionary optimizati

on for solving urban design problem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47(6). 

pp.229-243.
22) 김기호. (1996). “게쉬탈트(Gestalt)이론을 적용한 도시 경관관리에 관한 연구(산을 중심

으로).” 국토계획, 31(3), pp.143-157.
23) Zacharias, J. (1999). “Preferences for view corridors Through the Urban Environme

nt.”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43(4). pp.217-225.
24) Koma, Seiki, Yuichiro Yamabe and Akinori Tani. (2017). “Research on urban lands

cape design using the interactive genetic algorithm and 3D images.” Visualization in 
Engineering. 5(1) pp.1261-1268 https://doi.org/10.1186/s40327-016-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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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미지에 대한 질적 판단은 자의적이거나 개

인적 선호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되며, 실질적으로 경관의 형태에서 나타

나는 미적 특질을 도출하여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평면적인 이미지는 시각적 정보만 담고 있어 입체적인 공간 대한 도시 계획

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경관계획에 관한 또 다른 접근으로, 양병이는 CG 시뮬레이션 기법25)을 

통해 특정 경관에 대한 가시성을 정량화하여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26) 유사한 방법으로 김경인 또한 특정 경관의 

가시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27) 이들의 연구는 

경관의 가시성을 정량화하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 관리 방안의 수

치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경관의 가시성을 최대화하고자 하였다. 도시에서는 

특정 경관에 대한 가시성을 최대화하는 것, 즉 조망을 보호하는 것이 경관

의 미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관의 미적 

특질을 직접 다루기보단 특정 경관에 대한 조망을 최대화하는 것을 경관계

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경관의 가시성

을 다룬 연구는 경관계획에서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경관 시뮬레이션의 

정량적 판단을 통해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계획 

과정에 개인적 선호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관의 가

시성만을 다루어 대상지의 다른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하지 못하여 여전히 

도시계획인 고려가 부족하다.

반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계획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상

25) CG 시뮬레이션 기법은 경관의 시각적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시도로, 김한수., 김기호. 

(2004). 도로에서 본 산 조망경관의 관리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pp.62-69.김종렬. (2006). 조망경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 규제 방

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장인영 외. (2011). 조망 및 지

형특성에 따른 경관고도 도출과 적용 방안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의 최고고도지구를 중

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9(1), pp.35-45. 이들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26) 양병이. (2002). “도시내 조망보호를 위한 경관관리방안 - 서울시 우면산 조망보호를 위

한 경관관리를 중심으로.” 환경농촌. 40, pp.149-169. 
27) 김경인. (2012). “남산고도지구의 경관관리를 위한 고도제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28(7).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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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한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서 기존의 경관계획에 관한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다. 데닐 네기(Danil 

Nagy)은 주거단지 프로젝트에서 개발 비용과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산되는 에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최적화된 가로와 건물 배치를 도출하였

다.28) 라인하르트 코닉(Reinhard Koenig)는 중간 규모 도시인 바이마르

(Weimar)의 가로 계획에서 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체 가로의 길

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설 가능한 도시 블록을 최대화하고, 도시공간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의 각도를 직각과 가깝게 하는 등의 목

표와 세부 조건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와 조건에서 제너레이티브 디

자인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과 최적화를 수행하였다.29) 국내에서는 최근 성

우제와 변요한이 아파트 단지 계획에서 건축 규제와 경제적 타당성 요인, 

주거환경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고 아파트 동 배치의 자동화 과정을 제시

하였다.30) 

경관 시뮬레이션을 비롯하여 그동안 도시계획의 시뮬레이션은 계획 요소

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왔다. 하지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활용한 

선행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도시의 조건 내에서 계획 요소 간의 관계

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설계 속성과 디자인 목표 사이에 

타협점이 있는 경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계획이나 설계에서 요구되는 

다면적인 조건들에 적합한 솔루션을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31)

28) Nagy, Danil., et al. (2018). “Generative Urban Design: Integration of financial and 

energy design goals in a generative design workflow for residential neighborhood la

yout.” Symposium on Simulation for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2018. pp.247-

254. 
29) Koenig, Reinhard, Yufan Miao, Anna Aichinger, Katja Knecht and Kateryna Koniev

a. (2020). “Integrating urban analysis, generative design, and evolutionary optimizati

on for solving urban design problem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2020;

47(6). pp.229-243. 
30) 성우제, 정요한. (2020). “아파트 최적 배치 자동화 - Rhino Grasshopper를 활용한 par

ametric model의 최적화를 중심으로.” 한국BIM학회 논문집, 10(3), pp.22-32. 
31) 이우형. (2020). 유전알고리즘 기반 최적화 건축설계 툴, 갈라파고스의 기능적 특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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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계획 요소 간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측면에

서도 통합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기존의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부터 이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형태를 생성하는 과정이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형태를 생

성하는 단계에서 계획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반면, 제너레

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는 미리 설정한 조건 내에서 예상되는 성능을 평가

하는 동시에 일련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성하여 이를 반영한 형태를 도출

한다. 이는 단순히 도시계획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 프로세스

가 발전함에 따라 목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디자인 과정을 보다 

총체적으로 만든다.32) 또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최적화 알고리즘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재된 직관이나 편견이 없으므로 전통적인 설계 

과정에서 발견되는 휴리스틱에서 벗어나 성능 기반의 새로운 디자인을 발견

하도록 도울 수 있다.33)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계획 연구

는 기존 경관계획의 선행 연구에서 수행되어 온 경관 시뮬레이션에서 나타

나는 계획가의 자의적 판단, 도시계획 고려가 부족한 한계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관계획의 기존 경관 시뮬레이션을 대체하여 제너레이

티브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경관계획 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관계획 및 도시계획의 후속 연구에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5(8), pp.351-360.
32) Nagy, Danil., et al. (2018). “Generative Urban Design: Integration of financial and 

energy design goals in a generative design workflow for residential neighborhood la

yout.” Symposium on Simulation for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2018. pp.247-

254.
33) Derix, Christian, Åsmund Gamlesæter, Pablo Miranda, Lucy Helme, and Karl Krop

f. "Simulation Heuristics for Urban Design." Digital Urban Modeling and Simulation. 
242.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2. pp.1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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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건축설계 분야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파라메트릭 디자인, 시뮬레이

션, 최적화와 같은 컴퓨테이셔널 설계 기법을 적용해서 어떤 디자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34) 설계가가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통해 

모델 생성의 조건과 시뮬레이션을 입력하면, 컴퓨터의 알고리즘은 생성과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설계가

는 컴퓨터와 공동으로 디자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디자인을 발견하고 

고성능의 디자인, 제한조건과 목표 사이에 상호 절충점을 탐색한다.35) 

이러한 대화형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건축설계 분야에

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주로 라이노(3d rhino)의 그래스하퍼

(Grasshopper)에서 수행된다.36) 그래스하퍼는 시각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

반으로 하여, 디자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래스하퍼 인터페이스를 통해 

도시계획 과정에서 연관되는 미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같은 연산할 수 

34) “the application of computational method such as parametric design, simulation and 

optimization toward the automation of certain design tasks.” 데닐 네기(Danil Nagy)

는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정의는 건축 분야에 적용되는 꽤 제한적인 정의지만, 여러 가

지가 개발하면서 나온, 실무에 적용되는 정의라고 설명한다. https://www.slideshare.net

/danilnagy/generative-design-week-1-introduction-to-generative-design.
35) Nagy, Danil, Lorenzo Villaggi. (2017). Generative Design for Architectural Space Pla

nning: The Case of the Autodesk University 2017 Layout. Autodesk University. p.1

3.
36) 파라메트릭 모델링과 같은 시각화 프로그래밍 언어는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보여

줘서 실제로 솔루션의 외관이나 기능을 수정할 수 있다. 

그림 1-1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과정
(출처 : https://www.slideshare.net/danilnagy/generative-design-week-1-introduction-to-generative-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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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측면(non-operational)을 시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다양한 공간 분

석 방법을 통합하는 괴정에서 유용하기 때문이다.37) 설계가는 이러한 제너

레이티브 디자인 작업을 자동화를 수행하는 정량적 작업과 도시의 비가시적 

측면을 다루는 정성적 작업으로 분리하여, 정량적 작업은 컴퓨터에 맡기고 

정성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38) 

우선 ‘GD 이전 단계(pre-GD)’에서는 설계가가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평

가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한 요구 사

항과 제한조건을 수집하고,39)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입력할 수 있

다. 최적화의 문제는 어떤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의 함숫값을 최적화

(최대화 또는 최소화)시키는 파라미터(변수) 조합을 찾는 것으로, 최적화의 

조건으로 변수(variables)를 입력하고 제한조건(constraints)과 목표

(objectives)를 설정 해야한다.40) 

최적화의 조건에서 변수는 조정할 수 있는 변수의 집합으로 범주형 변수, 

연속형 변수, 순열을 입력할 수 있다.41) 제한조건(constraints)은 유효한 모

37) Koenig, Reinhard., et al. (2020). “Integrating urban analysis, generative design, and 

evolutionary optimization for solving urban design problem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2020;47(6). p.1007.

38) Krish, Sivam. (2011). “A practical generative design method.” Computer-Aided Desi
gn, 43(1), p.91.

39) Nagy, Danil, Lorenzo Villaggi. (2017). Generative Design for Architectural Space Pla
nning: The Case of the Autodesk University 2017 Layout. Autodesk University. p.1

1.
40) 성우제, 정요한. (2020). “아파트 최적 배치 자동화 - Rhino Grasshopper를 활용한 par

ametric model의 최적화를 중심으로.” 한국BIM학회 논문집, 10(3), pp.22-32. 

1. Generate 
- Parametric design

variables

categorical

continuous 

permutation or ordering

constraints

<

>

=

2. Evaluate - Simulation objectives maximize or minimize

3. Evolve - Optimization genetic/evolutionary algorithm (e.g. opossum, galapagos, octopus…)

표 1-1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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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만드는 조건을 나타내는 함수로, 특정 값과 동일하거나 혹은 특정 값

보다 작거나 크도록 설정할 수 있다.42) 마지막으로 목표는 문제의 목표를 

나타내는 함수로 최소화 혹은 최대화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표 1-1). 

이러한 최적화 조건들이 알고리즘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 설계가는 최적

화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몇 가지 지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43) 우선 모델

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정을 배제하기 위해 파라미터의 수를 가

능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라미터는 가능한 한 연속적인 변수로 

설정하여, 모델의 무작위성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한조건은 가

능한 한 실현 가능한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도록 변수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모든 디자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이러한 지침은 제너레이티

브 디자인을 적용하기 전에 설계가가 변수와 제한조건과 같은 최적화의 조

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44)

설계가가 정보를 수집해 최적화의 조건을 설정한 이후에 GD 단계는 컴

퓨터의 일련의 기술에 의존하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수행된다. 제너레이

티브 디자인 과정은 가능한 모든 솔루션의 디자인을 모델링하기 위한 파라

 메트릭 디자인 소프트웨어와 각 잠재적 디자인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자인을 자동적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과 같은 최적화 

41) - 연속형 변수 : 부동 소수점 또는 소수점으로 표시되는 특정 범위 내의 값으로, 매개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값 및 최소값과 생성할 매개변수 수를 지정해야 한다. 형태에 

변수가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무한대로 설계 변형을 생성할 수 있다. 

    - 범주형 변수 : 정수 또는 정수 열로 표시되는 제한된 집합에서 선택한 값이다. 선택

할 매개변수 수와 생성할 매개변수 수를 지정해야 한다. a^x로 계산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설계 옵션을 생성한다.. 여기서 a는 옵션 수이고 n은 변수의 수이다. 

    - 순열 변수 : 정수의 혼합된 열로 표시되는 순서로, 선택할 매개변수 수와 생성할 매

개변수 수를 지정해야 한다. https://www.slideshare.net/danilnagy/generative-design-

week-1-introduction-to-generative-design.
42) https://www.slideshare.net/danilnagy/generative-design-week-1-introduction-to-gen

erative-design.
43) ibid. 
44) 이 외에도 가능한 한 빨리 모델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그래스하퍼 내에 c# 

혹은 파이썬과 같은 명령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 그래스하퍼 컴퍼넌트의 컴포넌트를 

통한 프로그래밍보다 더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다. 



- 13 -

솔버를 통해 모델을 진화시킨다.45) 디자인 모델링에서 제너레이티브 시스템

은 점진적인 형태 형성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변형을 사용하여 내재된 

하위 시스템을 재사용하는 최적화 솔버의 기능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46) 

이 중에서도 진화 연산에 기반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유전 알고리즘 혹

은 진화 알고리즘과 같이 생물학적 진화 개념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디자인 방법론으로, 이는 최근 건축 분야의 실무와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

되고 있다.

진화 알고리즘은 한 세대의 우수한 개체를 다음 세대의 부모 개체로 삼아 

새로운 개체들을 생성하고, 이를 세대가 지남에 따라 반복(iteration)하여 최

45) Nagy, Danil, Lorenzo Villaggi and David Benjamin. (2018). “Generative Urban Desi

gn: Integration of financial and energy design goals in a generative design workflow 

for residential neighborhood layout.” Symposium on Simulation for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2018. p.247.

46) 그래스하퍼에서 지원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툴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Genetic/Ev

olutional Solver(진화 연산), Physics Solver(물리 연산), Machine learning/AI(머신러

닝), Topology Optimization(위상 최적화) 등으로 제너레이티브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

다. Hornby, Greg, Hod Lipson and Jordan Pollack. (2001). “Evolution of Generativ

e Design Systems for Modular Physical Robots.” Robotics and Automation, pp.5-1

0.

그림 1-2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진화 연산 과정
(출처 : https://www.slideshare.net/danilnagy/generative-design-week-1-introduction-to-generative-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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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개체들이 높은 확률로 생존하는 방식으로, 계산의 

각 반복을 ‘세대’라고 한다.47) 즉, 선택과 선택된 개체의 재조합과 돌연변이

를 거치는 변이가 반복하면서 각 세대(반복)의 새로운 개체(후보 해)가 부모 

개체의 변이에 의해 생성되는 원리에 기초한다.48) 각각의 개체(변수)는 시

뮬레이션을 통해 평가되는데, 이때 시뮬레이션의 결괏값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 적합한 정도를 적합도(fitness)라고 한다. 적합도(fitness)에 따라 일부 

개체는 그 다음 세대의 부모 개체가 되고, 그 다음 개체가 다시 부모 개체

가 되어 각 세대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적화가 수행된다

(그림 1-1).49) 

도시계획에서 이러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 최적의 대지, 프로

그램, 디자인, 경제적 요건을 선택하고 조정하기 위해 수만 가지 조합에 대

한 컴퓨테이션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하학적 제한조건을 해결하는 

것은 복잡하고, 입력되는 매개변수와 출력되는 성능 사이의 관계가 선형적

이지 않다. 때문에, 도시계획 과정에서 디자인과 제한조건 내에서 최상의 

성능을 나타내는 형태를 컴퓨테이션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최적화 알고리즘

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50) 

그래스하퍼에서 비선형 최적화 알고리즘은 Opossum(by Wortmann)이 

제공하는 CMAES(Covariance Matrix Adaptation Evolution Strategy)이 

있다. CMAES는 변수에 의해 정의된 비선형 혹은 비볼록 구역에서 주어진 

목표가 최소(혹은 최대)가 되는 변수들의 조합을 찾기 위해 다변수 함수를 

최적화한다.51) CMAE는 현재 세대에서 적합도가 높은 후보 해들이 주는 

47) http://magazine.hellot.net/magz/article/articleDetail.do?flag=all&showType=showType

1&articleId=ARTI_000000000030077&articleAllListSortType=sort_1&page=1&selectYe

arMonth=201404&subCtgId=.
48) 박정수. (2018). 진화 전략을 이용한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의 개선.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49) Walter Zesk. (2019). Grasshopper: Generative Design for Architecture. https://ww

w.linkedin.com/learning/grasshopper-generative-design-for-architecture.
50) Fink, Daniel. (2018). “8: Computation for Co-development:A speculation.” Comple

x Urbanities: Digital Techniques in Urban Design. pp.76-85.
51) 성우제, 정요한. (2020). “아파트 최적 배치 자동화 - Rhino Grasshopper를 활용한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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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를 높게 평가하여 새로운 평균값을 찾고, 이 값을 통해 다음 세대에 

사용될 후보 해들을 생성한다.52) 간단히 말하면, 탐색 공간 내에 많은 탐색 

점을 흩어지게 하여 목적 함숫값에 대해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에 

반복할 때, 더 좋은 목적 함숫값을 얻을 수 있는 개체를 생성해 나가는 것

을 반복하는 것이다.5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대를 거듭해가며 전체적인 후

보 해의 적합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분포가 개선되는 진화 전략을 따른

다.54) 

CMAES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시뮬레이션에 대해 높은 적합도의 개체

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이들의 분포를 토대로 다음 세대의 후보 개체를 

선택하여(박정수, 2018), 적은 수의 시뮬레이션으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안정적이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Holmström et al. 2008; Costa 2014; 

Wortmann; 2016).55) Opossum은 최적화가 종료되면 전체 디자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의 디자인을 결괏값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최적화의 결과

로부터 도시계획을 비롯하여 건축 분야의 디자인은 최적의 한가지 디자인보

다는 여러 적절한 디자인 집합을 선택하고 집단의 디자인 특성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최적화가 수행된 이후에는 설계가의 역할이 중요하다.56)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이후(post-GD)에 무수히 많은 디자인이 생성되는

데, 이 중에서 적합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설계가는 모든 디자인을 

고려하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설계 솔루션만을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설계자는 제시된 디자인의 수를 제한하여 보기 위해57) 설계 공간 탐색 도

ametric model의 최적화를 중심으로.” 한국BIM학회 논문집, 10(3), pp.22-32. 
52) 공분산 행렬과 평균 값을 사용한다. 
53) CMAES는 다변수 함수를 진화하는 정규분포(Evolving Normal Distribution)에 의한 추

출을 통해, 후보 해들의 분포에 대한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를 갱신해 나가며 

최적화가 진행된다. Hansen and Ostermeier (2001). “Completely Derandomized Self-Ada

ptation in Evolution Strategies.” Evolutionary Computation, 9(2), pp.159-195.
54) 박정수. (2018). 진화 전략을 이용한 신뢰 영역 정책 최적화 알고리즘의 개선.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55) https://www.food4rhino.com/en/app/opossumoptimization-solver-surrogate-models.
56) Nagy, Danil, Lorenzo Villaggi. (2017). Generative Design for Architectural Space Pla

nning: The Case of the Autodesk University 2017 Layout. Autodesk University.
57) Krish, Sivam. (2011). “A practical generative design method.” Computer-Aided D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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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이용해 전체 생성된 디자인을 시각화하여 볼 수 있다. 생성된 전체 디

자인 모델의 시각화를 통해 설계가는 적합도가 높은 디자인의 집합을 탐색

하고 디자인의 지표 간 절충점을 탐색하여 각 디자인 옵션을 정성적으로 판

단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58)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형태의 설계-성능 시뮬레이션-형태’의 재설

계 사이클이 아니라 설계자가 원하는 성능에 따라 최적의 형태가 생성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59)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과정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활

용한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아닌 설계가가 산출 값의 선택에 직접 개입하고, 

언제든지 알고리즘의 구조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60) 따라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결과가 바람직한 기준에 

근접하기 위해서 설계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설계가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의 시뮬레이션이 도시의 조건에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에 놓

아야 할 필요가 있다.61) 이때 기존 계획을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된 

도시의 특성과 도시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62) 비록 

이러한 지각적 특성의 영향은 정량적으로 부호화하기 어렵지만, 축적된 경

험에 의존하여 부분적으로 명시될 수 있는 결과에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정

의될 수 있다. 도시계획의 경우, 사회적, 공간적 조건을 규제해 온 방식으로

부터 도출할 수 있다.63) 따라서, 본 연구는 경관계획에서 제너레이티브 디

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 경관계획의 규제와 규제를 마련해 온 방식  

등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과 최적화 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gn, 43(1), pp.88-100. 
58) https://www.autodesk.com/autodesk-university/ko/article/Generative-Design-Architec

tural-Space-Planning-2020.
59) 김성아. (2017).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관하여.” 建築士 = Korean architects(대한건축사

협회). 2017(7). p.153.
60) Scheer, David Ross. (2021) Death of drawing : architecture in the age of simulatio

n. 이준석 옮김. (건축 시뮬레이션 시대와) 도면의 죽음. 서울 : 씨아이알. p.279.
61)  Derix, Christian, Åsmund Gamlesæter, Pablo Miranda, Lucy Helme, and Karl Kro

pf. "Simulation Heuristics for Urban Design." Digital Urban Modeling and Simulatio
n. 242.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2. p.160.

62) ibid. p.159.
63) ibid.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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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경관계획을 위한 최적화를 수

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선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경관계획은 오래전부터 수립되어왔지만, 사실 경관을 평가하거나 계획의 

목표와 규제를 수립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오래된 도시의 경우,

그 도시만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경관이 형성되어왔는데, 주로 도시

의 경관계획에서는 이러한 경관을 이루는 특정 경관에 대한 조망을 보호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도시 경관의 미적 특성이 그 도시만의 고유한 

도시 경관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다. 하지만 이러한 경관은 ‘~뷰

(view)’로 전락하여 특정 건물에 의해 독점되거나 도시 개발로 인해 고층건

물로부터 차폐되기 쉽다. 따라서 도시의 경관계획에서는 이러한 특정 경관

에 대한 조망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규제들을 마

련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예로 종로구, 중구 일대 서울 도심부 지역이 있다.

서울 도심부는 내사산으로 둘러싸여 내사산의 자연경관과 함께 고유한 도

시 경관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고층건물이 

개발되면서 점점 내사산의 경관이 도시 공간에서 차폐되었다(그림 1-2, 

1-3). 이후 내사산에 관한 경관적 과제로 서울 도심부에서는 산으로의 조망

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에서 높이 규제와 경관 규제를 

제시해왔다.64) 하지만 도심지 특성상 도시 개발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고

층건물을 허용하는 동시에 내사산의 조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

서 이러한 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제시되어왔다. 현

재 서울 도심부의 경관계획에는 경관 목표가 명시적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

구하고, 도시 개발과 경관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로 인해 뚜렷한 방안을 

64) 서울시 경관기본계획(1994), 도심부관리 기본계획(2000), 도심재개발 기본계획(2001),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2004), 서울시 경관관리기본계획(2005), 서울시 기

본경관계획(2009), 역사도심기본계획(2015),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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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도심부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서울 도심부의 경관 목표인 산의 조망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

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한 최적화를 수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는 과정은, 

우선 이전에 대상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최적화의 조건을 설정하고, 최

적화를 수행한다. 최적화를 수행한 이후에는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모델을 

직접 선택하거나 선택한 모델을 수동적으로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계획의 목

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다.65) 

본 연구는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과정을 따라, Ⅱ장에서 서울 도

심부의 내사산 경관과 관련된 계획 규제와 서울 도심부와 비슷한 경관 특성

을 가진 해외 도시의 계획 규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 경관과 

관련된 계획 요소와 규제해 온 방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하고 서울 도심부의 경관 시뮬레

이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지에 경관 시뮬

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경관계획을 위한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화 

조건로서 각 계획요소를 검토한다.

65) Nagy, Danil, Damon Lau, John Locke, James Stoddart, Lorenzo Villaggi, Ray Wan

g, Dale Zhao and David Benjamin. (2017). Project Discover: An application of gen
erative design for architectural space planning. Symposium on Simulation for Archit

ecture and Urban Design. p.66.

그림 1-3 삼각지 남영로에서 바라본 남산(1973)
(출처 : 청계천 문화관)

그림 1-4 삼각지 남영로에서 바라본 남산(2020) 
(출처 : https://www.seoult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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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최적화 조건로부터 대상지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변수와 제한조건, 목표 등의 구체적인 최적화 조건을 설정하고, 경관계획을 

위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이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을 적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를 검토하고, 적합한 모델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모델을 기존의 대상지 건축 현황과 비교하여 보하고, 제

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결과를 통해 경관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향성

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경관계획에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활용 가능

성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의 방법론으로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의의와 한

계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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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 경관 관리 방안 분석

1. 서울 도심부 경관 관리 방안 분석

서울 도심부의 내사산 경관과 관련하여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에서

는 높이 계획,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에서는 중점경관관리구역 계

획을 제시하고 있다. 높이 계획과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에서는 각각 건물

의 높이를 제한하는 높이 규제와 건축선 위치를 지정하는 경관 규제를 제시

하고 있다.

1.1. 높이 규제

서울 도심부의 높이 계획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업무 기능이 밀집한 도시 

중심부로부터 내사산으로 갈수록 점차 건물의 높이가 낮아져 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의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사산에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지

정하여 건물을 낮게 제한하고, 도시 중심부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층

건물을 허용하고 건물의 높이를 높게 제한하고 있다. 

우선, 중심부의 상업지역에는 서울 도심부의 가장 낮은 내사산인 낙산의 

66) 서울특별시.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pp.199-216.
67) 서울특별시.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pp.126~132. 서울특별시. (2016). 2025년 목

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pp.160-171.

서울 도심부 내사산 경관 관련 규제

높이 규제66)
목표 - 내사산의 조망 보호

- 지역의 역사적인 특성과 분위기 보호
규제 - 최고 높이(m) 제한

경관 규제67)
목표 - 산 조망 확보
규제 - 건축지정선(m) 및 고층부 건축한계선(m) 지정

표 2-1 서울 도심부 내사산 경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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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인 91.4m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낮은 90m를 최고높이로 지정하였

다.68) 이러한 높이 규제는 스카이라인과 같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심부의 

산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볼 때 산보다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제시되

었다. 90m를 기준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내사산의 조망을 보호하고 지

역의 역사적인 특성과 분위기를 고려하여69) 기존 가로에 의해 구획된 각 

블록을 한 구역으로 하여 90m, 70m, 50m, 30m의 차등적인 높이 제한 규

제를 적용하고 있다.70) 한편, 내사산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68) 서울특별시.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p.203.
69) 본 계획에서 제시된 최고높이는 내사산이 갖는 상징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 내사산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의 역사적인 특성과 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p.203.
70) 종묘·율곡로 주변은 옛 도시구조와 인사동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30m이하의 높이 

그림 2-1 서울 도심부 높이 규제 현황
(출처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필자 재편집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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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20m 이하의 높이 규제가 적용된다(그림 2-1). 

이처럼 도심부의 상업지역에 비해 산 주변의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게 제한되어 있는데,71) 이는 산록 방향으로 건물의 높이가 낮아지는 스카

이라인을 의도하였기 때문이다.72) 

하지만 이러한 높이 계획으로 인해 서울 도심부 공간에는 경관의 측면에

서도, 도시환경적으로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도심부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높이 현황을 보면(그림 2-2), 산자락의 주거지역은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건물의 높이가 낮은 데 비해, 하나의 간선도로를 경계로 반대

편에 위치하는 상업지역은 고층건물이 밀집해있다. 기존 높이 제한 규제는 

간선도로에 의해 이미 구획된 블록에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주

규제가 적용된다. 종로 북측, 덕수궁 주변은 가로변에서 시야의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50

m이하가 지정되었다. 광화문 네거리, 남대문·방산시장 주변은 경복궁으로 접근에서 시

야 개방를 개방하고자 70m이하의 높이 규제가 적용되며, 세종대로 남측, 을지로, 소공

로, 동대문은 도심부 기능의 고도화가 필요하여 90m이하의 높이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특별시.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71)  20m 이하에서 제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부 높이 제한이 있다. 

서울특별시.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p.210.
72)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이혜란 주무관 인터뷰. 2021년 5월 6일.

그림 2-2 중구 회현동, 남창동 일대
(출처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61219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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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규제에서는 최대 90m 이상의 높이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도심부의 일부 가로공간에서는 사진(그림 

2-2)과 같이 경관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높이 규제로 인해 산 주

변의 주거지역은 개발이 저하되어 낙후하고 있어 도시환경에도 문제가 나타

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높이 규제는 실제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거

시적인 관점에서 스카이라인의 경관에 대한 계획 요소로만 다루어지며, 입

면 상에서 나타나는 낙산의 높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30m, 50m, 70m, 90m

의 높이가 구획된 평면상의 블록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

에서 건물의 높이는 입체적인 도시를 그저 평평한 2차원의 입면으로 다루

며, 이미 정해진 높이 기준은 실제 서울 도심부의 도시 공간의 환경과 입체

적으로 나타나는 경관을 고려하기 어렵다. 건물의 높이는 멀리서 보이는 도

시의 경관과도 관련되지만, 실제 도시에서 입체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따

라서, 높이 계획은 단순히 경관의 이미지보다 실제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부

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구획된 공간에 경관만을 고려하기 보다

는 도시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높에 제한 규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 도심부에서는 제안한 높이 계획에 대해서 입체적인 모델을 작성하고 

경관 시뮬레이션이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그저 제안된 높이가 적용된 형태

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데 그쳐 실질적으로 계획에서 작동하는 도구로 활용

되지 않고 있다(그림 2-3). 또한 기존의 서울 도심부 경관 시뮬레이션은 건

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건물 현황에 동일한 면적을 

그림 2-3 소공로 경관 시뮬레이션 이미지(왼쪽부터 당시 현황, 2004년 계획안, 2015년 계획안)
(출처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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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 올려 모델링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3d 모델이지만 건물의 높이를 여전

히 평면적으로 다룬다는 한계가 있다. 

건물의 높이에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높이 규제보다도 용적률 규

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용적률 규제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

적의 비율로 개발 밀도를 의미하며, 단순히 평면적 정보가 아니라 건물의 

면적에 의한 3차원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용적률은 도시의 기능과 관련

되기 때문에 경관계획에서 도시환경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평면적인 치

수에 의한 건물의 높이보다도 용적률과 같은 입체적인 계획 요소를 다룰 필

요가 있다. 

한편, 최근 높이 계획에서는 건물의 높이와 함께 용적률과 건폐율을 함께 

다루는 ‘건폐율 완화 규제’가 부분적으로 제시되었다(그림 2-4). 건폐율 완

화 규제는 건물 저층부 건폐율을 완화시킴으로써 건물의 높이는 낮추를 동

시에 건물의 용적률을 늘린다는 개념이다.73) 일반적으로 업무 용도의 고충

73) 계획에서는 도시조직을 보호하면서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건폐율 완화가 높이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

였다. 1~4층까지 저층부의 건폐율을 70%, 고층부 건폐율을 40%적용할 경우(서울 도심

부 내 평규 건폐율과 타워 건폐율 반영), 90m 높이 규제 내에서 용적률은 960%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p.208.

그림 2-4 건폐율 완화 규제
(출처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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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타워 형태 혹은 건물의 저층부가 넓은 포디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디움 형태를 가정한 계획 개념은 업무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

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74) 

건폐율 완화 규제는 입면 상에서 평면적으로만 접근되었던 기존 높이 규

제에 달리 높이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포함하여 높이 규제에 입체적으로 접

근하고 있다. 비록 건폐율 완화 규제는 내사산 경관과 관련하여 제시되었다

기보다는 건물의 높이를 낮추고 도시조직을 보호하면서 가로의 연속성을 확

보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서울 도심부 계획에 높이와 관련하여 건

폐율과 용적률을 함께 고려하여 높이 규제를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서울 도심부의 경관계획에서 높이를 제안하기 위해 건폐율 완화 규제를 참

고할 수 있다. 

1.2. 경관 규제

서울 도심부의 내사산 경관과 관련한 경관 규제는 높이 계획에서 제시한 

건폐율 완화 규제와 관련된다. 서울 도심부 경관계획에서는 도시공간에서 

내사산에 의한 경관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산 주변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

로 정하여 서울 도심부의 주요 조망지점 혹은 도시의 가로에서 내사산으로

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목표로 한다.75) 이를 위해 경관계획에서는 건축물 

계획을 관리하고, 내사산의 조망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 더욱 조망을 개선하

여 내사산 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

하고 있는데,76) 이 중 건축물 계획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건폐율 완화 규제

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포디움 형태를 가정하여 계획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관 규제에서는 내사산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계획으로 내사산

이 조망되는 가로에 면한 건축물을 가로변에서 후퇴시켜 산의 조망을 확보

74) 포디움(Podium)은 고층건물 기단부에 위치하는 넓은 공간을 의미하는데, 주로 업무용도

의 고층건물에서 건물의 기단부 위에 타워가 세워진 형태이다. 
75)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 p.129.
7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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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건물의 저층부와 

고층부의 건축선을 각각 후

퇴시키는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2-5).77) 서울 도

심부의 주요 대로에 면한 

고층건물은 주로 업무 용도

이며 가로변에 직교하는 방

향으로 위치하는다. 경관 

규제는 고층건물에 포디움 

형태를 가정하여, 건물 저

층부에는 건축지정선을 지정하고, 건물 고층부에서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함

으로써 가로변으로부터 건물을 후퇴하도록 하는데, 건축선 규제를 통해 고

층건물이 배치된 가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산에 의한 경관 특성을 보호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삼일로의 도시환경 정비계획 지침 사항을 보면(그림 2-6), 남산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필지별로 저층부에 각각 5m, 10m 건축지정선을 지정하고, 

고층부에 각각 10m와 15m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다. 규제가 적용된 현

황을 보면(그림 2-7), 삼일로의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준공된 롯데시티

호텔과 신한 L 타워는 건축선 지침을 따라 포디움 형테로 나타나며 동일한 

거리만큼 가로변으로부터 후퇴하였다. 

하지만 각각 동일하게 10m만큼 후퇴한 건물은 실제 경관을 바라보는 사

람의 관점에서 남산의 조망을 개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 

필지에 위치하는 고층건물에 저층부와 고층부에 적용된 각각 5m, 10m의 

건축선 규제는 거대한 스케일로 입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규제가 얼마

나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는지 알 수 없다. 경관계획에서는 건축선에 관한 

규제를 실제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후퇴하도록 지정해야 하는지 제시하지 

않으며, 이러한 규제는 주로 도시건설회사에 맡겨져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

77)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 p.131.

그림 2-5 경관 규제 – 저층부 및 고층부 건축선 후퇴
(출처 :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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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비계획 지침 사항에 반영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축선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또한 두 필지의 건물이 남산의 조망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2011년에 준

공된 파인뉴 에비뉴 건물이 뒤편에 위치하여 다시 조망을 가리기 때문에 건

축선 규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는 개별 필지에 위치하는 건물의 

준공 시기에 따라 각 필지에 다른 계획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도시의 중요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필지보다도 개별 

필지 내 건물을 후퇴시켜 나타나는 공간, 즉 이러한 비공간적 공간을 계획

할 필요가 있으며, 건물은 경관의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78) 도시의 물

리적 형태를 규정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필지인 것을 감안하면, 결국 개별 

78) 배정한. (2004).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조경. p.149.

그림 2-7 삼일로 삼일빌딩에서 바라본 남산
(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

2016/09/25/2016092500467.html)

그림 2-6 삼일로 건축선 지침
(출처 : 서울특별시, “2020 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2010, p.163, 170,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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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에 요구되는 건축물의 종류나 기능만을 고려하기보다는 각 필지의 개발

이 완료되었을 때 전체 블록에서 어떻게 형태와 사회적 특성이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79) 

하지만 이러한 법규와 조례에 따라 정의된 단순한 계산식들이 동시다발적

으로 적용될 경우 각 계산식 간의 상호 연결성에서 계획이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80) 더욱이 각각의 규제가 적용되는 개별 필지, 그리고 이러한 개별 

필지가 하나의 군집으로 나타나는 경우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때 나타나

는 경관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하지

만 기존의 높이 규제와 경관 규제에서 제시해 온 높이와 건축선은 평면과 

입면에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계획요소로 입체적 시뮬레이션에 통합할 수 없

다. 

반면, 용적률과 건폐율은 하나의 모델로 나타나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건물의 바닥면

적을 모두 합친 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에 따라 건물 높이가 결정된다. 건폐

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폐율에 따라 건물이 각 층의 바

닥면적이 결정되므로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81) 따라서 

내사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높이 규제와 경관 규제를 입체적으로 고려

하여 제시하기 위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의해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모델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79)  김세훈. (2017).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 : 좋은 도시를 바라보는 아홉 개의 렌즈. 서울 

: 한숲. p.233.
80) 성우제, 정요한. (2020). “아파트 최적 배치 자동화 - Rhino Grasshopper를 활용한 par

ametric model의 최적화를 중심으로.” 한국BIM학회 논문집, 10(3), pp.22-32. 
81)  박현찬., 정상혁. (2017). 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서울연구원. 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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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도시 경관 관리 방안 분석

밴쿠버, 몬트리올, 포틀랜드는 서울 도심부와 마찬가지로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이다. 이들 도시는 오래전부터 도시 개발로부터 도시의 고유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높이 규제와 경관 규제를 마련해왔다. 이 절에서는 밴쿠버, 

몬트리올, 포틀랜드의 경관 관리 방안을 분석하고 규제 방식으로부터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밴쿠버의 도시 경관은 노스쇼어(North Shore)산이 이루는 스카이라인에 

의해 형성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도시의 고층건물이 점점 스카이라인을 

위협하였고, 밴쿠버는「View Protection Guidelines」(1989)을 수립하여 산

의 조망을 보호하고자 했다. 

몬트리올 또한 로얄산(Mont Royal)이 도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연경관이다.82) 몬트리올은 1922년까지 전체 지역의 건물 높이를 40m(10

층)으로 제한하여 경관을 보호하였으며, 도시 개발 이후에는「Master Pla

n」(2004)을 수립하여 로얄산의 조망 보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틀랜드는 도시 외곽에 후드산(Mt. Hood), 세인트헬렌스 

산(Mt. St. Helens), 테이버 산(Mt. Tabor), 도심부에는 웨스트 언덕(West 

Hills)이 위치하는다. 포틀랜드는 산을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경관으로 여겨 

1979년부터 도심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왔다. 이후 포틀랜드는 「Scenic 

Resource Protection Plan」(1991)을 수립하여 도시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82) Queen's University. (2016). “New Tools For View Controls in Canada’s Capital.” S
urp 824 Report. pp.D-10~D-13.

그림 2-8 밴쿠버 노스쇼어산
(출처 : https://vancouver.ca/home-
property-development/protecting-va

ncouvers-views.aspx)

그림 2-9 몬트리올 로얄산
(©Bingham, 2012)

그림 2-10 포틀랜드 후드산
(©Gun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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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높이 규제

웨인 애토(Wayne Attoe)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Hill and Bowl(그림

2-10)’ 개념으로 제시하였는데,83) 이러한 경관의 형태적 개념은 밴쿠버, 몬

트리올의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계획 목표로서 공통적으로 언급된다. ‘Hill 

and Bowl’에서 ‘Hill’은 볼록한 형태, ‘Bowl’은 오목한 형태로, 오목하고 볼

록한 형태가 구성하는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의미한다(그림 2-10).84) 

밴쿠버의 중심업무지구(CBD)는 산을 배경으로 하여 고층건물이 돔형의 

스카이라인으로 나타난다. 벤쿠버의 높이 계획은 이러한 돔형의 스카이라인

83) Attoe, Wayne. (1981). “Skylines : understanding and molding urban silhouettes. Chi
chester. p.11.

84) 과거 샌프란시스코는 언덕의 비탈진 면에 고층건물을 짓고, 낮은 지대의 평평한 땅에 

낮은 높이의 주거 건물을 조성함으로써, 스카이라인에서 나타나는 볼록함과 오목함, 즉 

‘Hill and Bowl’ 효과를 강조하고자 하였다(그림 2-10의 C 다이어그램). 도시의 스카이

라인은 도시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러 도시가 목표로 하는 

경관상에는 스카이라인을 강조하는 ‘Hill‑and‑Bowl’ 접근법이 선호된다. Attoe, Wayne. 

(1981). “Skylines : understanding and molding urban silhouettes. Chichester. p.10.

그림 2-11 San Francisco의 Hill and Bowl
(출처 : Attoe, Wayne, “Skylines : understanding and molding urban silhouettes. Chichest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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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도하여 중심업무지구(CBD)에만 고층건물을 허용하는 높이 규제를 제

시하고 있다(그림 2-11). 특정 구역에 군집한 고층건물은 산과 비슷한 형태

로 나타나 높이 계획을 통해 자연스럽고 굴곡진 ‘Hill-and-Bowl’ 형태의 

경관을 의도하고 있다(그림 2-11).85) 

몬트리올의 높이 계획 또한 산을 배경으로 중심업무지구의 고층건물에 의

해 나타나는 ‘Hill’이 산을 배경으로 보이는 스카이라인을 경관 목표로 의도

하고 있다(그림 2-12, 위). 측면에서는 서울 도심부의 높이 계획과 마찬가

지로 산록 방향으로 건물 높이를 낮게 제한하여 산의 형태와 유사한, 건물 

군집에 의해 나타나는 스카이라인을 제시하였는데(그림 2-12, 아래), 이러

한 건물 군집에 의한 인공적인 ‘Hill’과 산의 자연적인 ‘Hill’로 구성되는 스

카이라인을 통해 미적 특성을 주고자 하였다.86) 이러한 스카이라인의 형태

85) https://council.vancouver.ca/previous_years/970206/pe1.htm
86) Bingham, Sarah. (2012). The Cult of the View: Comparing and Evaluating the Effe

ctiveness of view corridor Protection in Montréal and Vancouver. p.3-5.

그림 2-12 밴쿠버의 높이 계획에서 제시하는 스카이라인
(출처 : City of Vancouver, “Downtown Vancouver Skyline Study,” 1997)

그림 2-13 몬트리올의 높이 계획에서 제시하는 스카이라인(위–입면, 아래–측면)
(출처 : Ville de Montréal, “Part III: Complementary Document,” Montréal Master Pl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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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하기 위해, 벤쿠버와 마찬가

지로 특정 구역에서만 고층건물을 허용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2-14). 

포틀랜드의 도시계획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경관 또한 동쪽의 산을 바라보

았을 때 도심부 양측에 우세한 높이의 고층건물과 산으로 인해 중심부가 오

목한 ‘Bowl’의 형태로 나타나는 스카이라인이다(그림 2-15).87) 하지만, 이

러한 스카이라인은 포틀랜드의 경관 목표가 아니다. 포틀랜드는 벤쿠버와 

몬트리올과 달리 스카이라인의 형태를 목표로 하여 이를 의도적으로 계획하

지 않으며, 스카이라인은 도시계획에서는 중요한 경관일지라도 추후에 다른 

도시계획에 의해 변화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다.88) 포틀랜드가 목표로 하

는 경관은 ‘도심부 주변 지리적 특성(언덕과 강)과 도시의 기능(밀도)을 고

려한 높이와 용적률 계획에 따른 결과’로서의 스카이라인이다.89) 

포틀랜드는 밴쿠버, 몬트리올과 달리 형태로서의 목표가 아닌, 경관과 도

시의 관계로부터 경관 목표를 제시한다. 포틀랜드의 높이 계획은 도시의 기

87) City of Portland. (2008). Central Portland Plan : Urban Design Assessment. p.52.
88) ibid. p.53.
89) Portland’s skyline is the outcome of a deliberate height and FAR distribution strateg

y that combines the Central City’s relationship with its surrounding geographic feat

ures (hills and river) with a desire for functional density (i.e. along high intensity tr

ansit corridors), City of Portland. (2008). Central Portland Plan : Urban Design Ass
essment.

그림 2-14 벤쿠버 고층건물 허용구역
(출처 : City of Vancouver, “Higher Buildings Policy,” 2018)

그림 2-15 몬트리올 고층건물 허용구역(빌 마리 지구)
(출처 : Ville de Montréal, “Part III: Complementary 

Document,” Montréal Master Pl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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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의한 용적률에 따라 높이 규제가 적용되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스카

이라인보다 지상에서의 시각적 영향이 큰 조망축으로 접근하여 스카이라인

을 제시하고자 한다.90) 이를 위해 포틀랜드는 특정 지역에 대한 높이 계획

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랜드마크, 지리적 특징, 장소성, 기능을 

통합하여 스카이라인에 접근하는 경관계획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서울 도심부와 마찬가지로, 밴쿠버, 몬트리올의 높이 계획은 계획의 목표

를 스카이라인의 형태로서 제시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높이 제한 규제를 마련해왔다. 산과 특정

한 구역에 위치하는 고층건물과 같이 지배적인 구조물이 이루는 장관의 스

카이라인은 흥미롭지만, 이러한 경관은 산의 정상 혹은 도시의 입구와 같이 

도시 외부의 원거리에 위치하는 특정 지점에서만 보여 일상적이지 않다.91) 

반면, 포틀랜드의 경관계획에서 스카이라인은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결과로

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포틀랜드의 경관계획과 같이 경관의 지역

적 부분과 전체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접근은 도시의 일상과 큰 관련이 

있으며, 스카이라인보다 작은 규모의 경관이라도 상징적 구조를 통해 거주

자와 방문자가 기억하는 미적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다.92)

90) ibid. p.54.
91) ibid. p.55.
92) ibid. p.55.

그림 2-16 포틀랜드의 스카이라인
(출처 : City of Portland, “Central Portland Plan : Urban Design Assessmen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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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관 규제

벤쿠버, 몬트리올, 포틀랜드는 산에 의한 스카이라인과 관련된 높이 규제 

외에도, 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높이를 제한하는 경관 규제를 제시한

다.93) 이들 도시에서는 공통적으로 조망회랑(view corridor)을 통해 경관 규

제의 높이를 제시하고 있다. 조망회랑은 공원, 광장, 거리와 같이 공공공간

의 특정 지점에 있는 사람의 시야로부터 특정 경관에 대한 조망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 눈높이의 조망점을 선정하고94) 조망점과 특정 경관의 사이의 보

호해야 도시의 영역을 설정하여 건물의 높이를 산출하는 계획 기법이다. 조

망회랑은 조망점과 특정 경관 요소를 연결한 가상의 직선이 건물과 교차하

는 지점의 고도를 산출하여 높이를 제한한다(그림 2-16).95) 

93) 서울 도심부와 달리 산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선 규제를 따로 제시하지 않지만, 

가로경관에 대해서는 건축선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94) 벤쿠버는 강 주변과 도심부 각각 15개, 총 30개의 조망점을 선정하였다. City of City 

of Vancouver. (2010). Vancouver Views Downtown Study.
   포틀랜드는 경관 유형별로 경관자원을 선정하였다. City of Portland. (2020). “Part 2 Sc

enic Resources Inventory.” Volume 3A Scenic Resources Protection Plan.
95) 밴쿠버 조망회랑에 의한 높이 산출식.

    Hx/DR = (Dx)(LR-LV)/DR-(LBX-LV) / DR: Distance from the viewpoint to the 

reference point / Dx: Distance from the viewpoint to the site / Hx : Maximum b

uilding height / LBx: Elevation of the site / LR: Elevation of the reference point / 

그림 2-17 조망회랑(view corridor)의 높이 산출식
(출처 : City of Portland, “Scenic Views Sites and Corrido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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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회랑은 주로 경관 시뮬레이션과 동반하여 수행되는데, 경관 시뮬레이

션은 조망회랑의 단일한 높이 산출식의 결과로서 높이가 적용된 경관을 재

현하여 보기 위해 수행된다. 조망회랑은 다른 높이를 제시하지 않으며, 높

이 산출식을 통해 제시된 개별적인 높이는 각 건물에 적용되어 추가적인 높

이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제한 규제를 설정하고, 건물의 수명과 상관없이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적용되어 계속해서 개별 건물이 조망회랑의 범위에 

포함되어 경관을 보호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처럼 조망회랑의 개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특성으로 인해, 조망회랑

의 기준점이 되는 조망점이 중요하다. 조망회랑을 통해 조망점으로부터 높

이 규제가 적용되는 조망회랑의 영역이 정해지는데, 이때 조망점이 임의로 

선정되는 경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벤쿠버의 경우, 초기 계획에서 점점 

조망점이 추가되어 조망회랑의 영역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거나 중복되어 지

LV: Elevation of the viewpoint. City of Vancouver. (2011). View protection guideli

nes.

그림 2-18 벤쿠버의 조망회랑
(출처 : City of Vancouver. “View protection guideline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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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그림 2-17). 도시를 넓게 차지한 조망회랑 영역은 그만큼 많은 건

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산의 조망을 보호하는 동시에 도시의 개발을 억제하

였다.96) 또한 벤쿠버 조망회랑의 조망점은 도시 공간에서 이동하는 보행자 

혹은 운전자에 대한 연속적인 경관을 고려하지 못하였다.97) 

반면, 몬트리올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나 공공공간을 조

망점으로 선정한다.98) 특히, 몬트리올은 주로 가로공간에 조망점을 배치하

여 조망회랑의 영역을 설정하는데, 가로에서의 조망회랑은 전체 건물의 높

이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시각적 영향이 미치는 건물의 영역에 대해서만 높

96) Opinion: Arbitrary view cone height restrictions are strangling Vancouver's potentia

l. https://dailyhive.com/vancouver/vancouver-view-cones-economic-potential, Jan 2

5 2017.
97) ibid.
98) Bingham, Sarah. (2012). The Cult of the View: Comparing and Evaluating the Effe

ctiveness of view corridor Protection in Montréal and Vancouver. p.4-1.

그림 2-19 몬트리올의 조망회랑
(출처 : Ville de Montréal, “Règlement modifiant 
le Plan d'urbanisme de la Ville de Montréal.” 

2009)

그림 2-20 포틀랜드의 조망회랑
(출처 : City of Portland. “Scenic Views Sites and Corrido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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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한한다. 조망점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는 건물은 건물 전면에 높

이 제한 규제가 적용되고, 원거리에 위치하는 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의 높

이에 대한 제한 규제가 적용된다(그림 2-19). 이를 통해 도시에서 산을 조

망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개별 토지의 부분에 높이 제한 규제를 적용

하여 경관 규제로 인해 도시의 용적률 감소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조망점은 한 위치에서 방해받지 않는 조망회랑이 다른 

위치에서는 차단될 수 있는데, 몬트리올의 조망회랑과 같이 건물에 의한 인

공적인 특징을 통해 프레임에 의해 나타나는 뷰를 설계하는 경우, 특정한 

경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더욱 향상된 조망을 제시할 수 있다.99) 

몬트리올의 조망회랑은 가로를 따라 건물 사이로 원거리에서부터 산을 연

속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야의 범위는 멀리서 바라보거나 움직

이는 물체의 집합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100) 몬트리올의 조

망회랑은 건물을 사이로 보이는 산을 향해 방향성을 가지며, 가로에서의 조

망이 연속적인 경관을 유도하고, 산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다.101) 이처럼 조망회랑은 공공공간에서 관찰자의 움직임과 시각적 감각에 

99) Crowe, Sylvia, and Mary Mitchell. 1988. The Pattern of Landscape. Chichester: Pac

kard Publishing Limited. p.60.
100) Appleyard, Donald. Kevin Lynch and John Myer.(1964). The View from the road. 

Cambridge : M.I.T. Press. p.8.
101) Nakamura, Yoshio (2007). 風景を創る : 環境美学への道. 강영조 옮김. 풍경의 쾌락 

: 크리에이터, 풍경을 만들다. 파주: 효형.

그림 2-21 Determining BLI Building Height Conflicts
(출처 : City of Portland. “Part 3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Energy Analysis. Volume 3A 

Scenic Resources Protection Pl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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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관련되므로 조망회랑의 컨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으며,102) 가로공간의 

한 컨텍스트는 연결된 전체의 부분으로 보이는 공간뿐만 아니라 움직임, 방

향 등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103) 따라서, 공공 영역의 조망점

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관은 움직이는 사람을 위한 시각적 연속

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104) 

한편, 포틀랜드는 벤쿠버, 몬트리올과 마찬가지로 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

해 조망회랑 기법에 의해 건물 높이를 산출하지만(그림 2-19), 높이 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ESEE Analysis(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Energy Analysis)를 통해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경관 규제를 검토한

다. ESEE Analysis는 경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상충되는 모든 범

주의 도시계획 규제를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도시환경에 기반하여 경관 규제

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다.105) 특히 경관 규제를 적용하여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도시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이 있는데, ESEE Analysis는 조망

회랑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것이다.

102) Bingham, Sarah. (2012). The Cult of the View: Comparing and Evaluating the Eff

ectiveness of view corridor Protection in Montréal and Vancouver. p.3-3.
103) Appleyard, Donald. Kevin Lynch and John Myer.(1964). The View from the road. 

Cambridge : M.I.T. Press. p.17.
104) Appleyard, Donald. Kevin Lynch and John Myer.(1964). The View from the road. 

Cambridge : M.I.T. Press. p.21.
105) City of Portland. (2020). “Part 3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Energy Analysi

s.” Volume 3A Scenic Resources Protection Plan.

그림 2-22  View of Mt Hood
– Existing Bonus Heights

(출처 : City of Portland. “Part 3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Energy Analysis. Volume 3A Scenic 

Resources Protection Plan.” 2020.)

그림 2-23 View of Mt Hood
– Proposed Bonus Heights

(출처 : City of Portland. “Part 3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Energy Analysis. Volume 3A Scenic 

Resources Protection Pl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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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E Analysis의 과정은 우선 GIS(지리정보시스템) 내에 건물 높이 모델

링(Building Height Modeling)을 통해 3D 공간 모델링을 구축하고, 조망회

랑에 기법에 의해 조망점과 보호해야 할 산의 영역106)을 연결하여 삼각형의 

조망면(View Plane)을 작성한다. 조망면은 특정 대상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

해 필요한 가장 낮은 높이를 가지는데,107) 조망면을 통해 제한되는 높이를 

자동적으로 계산한다.108) 조망회랑에 의해 계산된 높이와 기존 도시계획에 

의한 높이는 GIS 모델에 매핑하여, 조망회랑이 적용된 모델이 인해 기존 도

시계획의 모델보다 감소하는 연면적, 개발가치와 일자리 수 등의 경제적 영

향을 시뮬레이션 한다(그림 2-22).109) ESEE Analysis의 권고사항에서는 경

관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이러한 경제적 영향의 결과와 문화적 영향 등을 함

께 검토한다. 

ESEE Analysis의 한 예로, 포틀랜드는 후드산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한 높

이 규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물 높이 모델링을 통해 경관과 경제적 영향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포틀랜드는 ESEE Analysis를 통해 후드

산의 높이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경제 개발 가치가 감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

106) 보호해야 할 산의 영역은 디지털 고도 모델링과 항공 사진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되었

다. 두 개의 점을 설정하여 폭을 정하고, 각 시점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실제 시

야의 너비를 나타내도록 폭을 조정하였다. City of Portland. (2020). “Part 3 Economi

c, Social, Environmental Energy Analysis.” Volume 3A Scenic Resources Protection 
Plan.

107) 기존 건물이 조망회랑을 이미 방해하고 있는 경우 조망 평면(View Plane)은 기존 건물

보다 높게 조정되었다. 이는 사전 개발 견해의 재설정이 아닌 기존 견해의 보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City of Portland. (2020). “Part 3 Economi

c, Social, Environmental Energy Analysis.” Volume 3A Scenic Resources Protection 
Plan.

108) 일부 영역에는 기본 높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가정에 의해 

높이를 할당했다. 또한 기존 규제에서 제시한 높이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포디움형 형

태의 건물을 가정하여 용적률에 의해 높이를 적용하였다, City of Portland. (2020). “P

art 3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Energy Analysis.” Volume 3A Scenic Resourc
es Protection Plan.

109) 예를 들어, 조망회랑이 250ft에서 건물 높이 모델링 부지와 교차하고 부지의 기존 도시

계획에 의한 높이가 300ft인 경우, 잠재적으로 50ft가 조망회랑을 초과하여 조망을 차단

하거나 부분적으로 차단한다. 이는 평방 피트당 약 36달러의 가치, 평방 에이커당 128

개의 일자리을 할당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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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후드산의 경관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북미 원주민에게도 문화적으

로 중요하기 때문에 높이를 제한한다고 결정한다. 

이처럼 높이 제한 규제는 경관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적 기능과도 관련

이 있으므로 경관계획에서는 높이 규제로 인해 감소하는 연면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포틀랜드의 경관 규제에 의한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도시계획의 용적률로부터 모델을 생성하여 평가하는 경관 시뮬레이션

은 경관을 단지 시각적 이미지로만 취급했던 기존의 경관 시뮬레이션과 달

리, 도시계획 관점에서 경관 규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

만 포틀랜드의 경관 시뮬레이션은 여러 대안을 검토하기보다 조망회랑의 조

망면에 의해 생성된 하나의 형태로부터 하나의 대안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존 경관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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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 도심부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1.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 제안

이 장에서는 해외 경관 관리 방안 사례의 조망회랑을 참고하여 경관 시뮬

레이션 모델을 제안하고 서울 도심부에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제너

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선정한 대상

지에는 기존 서울 도심부의 높이 규제 및 경관 규제에 대한 최적화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여, 최적화의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 도심부에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스카이라인보다 실제 보행

자 관점에서의 경관에 접근하여 계획을 제시하고, 연속적인 경관을 유도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몬트리울과 포틀랜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로공간에 

조망점을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시각적 영향이 미치는 공간의 범위를 설정하

고, 건물의 모델은 용적률에 의해 모델을 생성하여 조망회랑에 의해 제시된 

높이를 평가하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러한 조망회랑의 내용을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로 제안하기 위해 라이노 

프로그램(3d rhino)와 그래스하퍼(grasshopper)를 사용하여 파라메트릭 디자

인으로 프로그래밍하였다. 우선 모델링 과정에서는 조망점(view point)과 조

망대상 점(view target points), 건물 등 도시 모델을 구축하였다. 지형과 건

물 모델은 수치지형도와 도로명주소 전자지도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구

축하였다. 

조망대상(view target)인 산은 구축된 지형에서 산을 구획하였다. 단, 산과 

같이 조망대상이 원거리에 위치할 경우, 산은 본래 입체적인 형태이지만 거

시적인 규모의 도시 경관에서는 평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실제 보이는 

산의 시각적 왜곡을 고려하여 산의 입체 모델이 아닌, 가상의 입면에 투영

된 산의 이미지로부터 조망대상 점(view target points)을 추출하였다. 조망

점(view point)은 가로공간에 위치하도록 설정하기 위해, 도로의 중심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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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키높이를 고려하여 지상면에서 1.5m 높은 지점을 조망점으로 설정

한다. 

도시공간을 구축한 모델에 보행자가 산을 바라보는 시선을 치환하기 위해 

가상의 조망점을 배치하여 조망대상과 점을 연결한 직선을 만든다. 경관 시

110) 프로그램은 QGIS, Rhino 6, Grasshopper를 사용하였고, 테이터는 수치지형도 및 지적

도(국토교통부), 도로명주소 전자지도(행정안전부)를 사용하였다. 

그림 3-1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김수인)

1. Modeling 데이터 기반 도시공간 모델링(지형 해발고도 및 건물 형태)110)

2. View Calculation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연결한 선이 모델과 교차하는 점의 개수 산출

3. Visualization
교차하지 않는 점 개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으로 시각화, 
view(%)=교차하지 않는 점/조망대상의 점*100

표 3-1 서울 도심부 경관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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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 과정에서 조망대상과 점을 연결한 직선은 구축한 건물 모델과 교

차하는데, 직선과 건물의 모델이 교차하지 않는 직선 혹은 조망대상을 점까

지 연결되는 점 산출한다(그림 3-1).

 마지막으로,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기 위해 결괏값으로 

계산된 점의 개수를 전체 조망대상의 점 개수에 대한 백분율 값으로 환산한

다. 예를 들어 한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의 점을 연결한 직선이 어떤 건물과

도 교차하지 않는다면, 경관 시뮬레이션의 결괏값은 100%로 계산될 것이

다. 환산한 값을 반지름으로 하고 각 조망점을 중심점으로 하는 원으로 맵

핑하였다. 경관 시뮬레이션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도록 한다.111)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은 도시공간의 특정 지점에서 

특정 경관에 대한 조망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조망점에 대한 평가

는 곧 특정 경관의 조망에 대한 조망점 주변의 도시 형태를 평가할 수 있

다. 비록 경관 시뮬레이션의 결괏값이 나타내는 특정 경관이 조망되는 정도

는 상대적인 수치로 개인에 따라 해석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이러한 부분

은 정량화하기 어려우므로 현황 사진과 함께 정성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

럼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은 실제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경관의 시각적 특성을 상대적으로나마 평가할 수 있어 특

정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11) 본 논문의 “부록 :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 알고리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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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도심부 경관 시뮬레이션

서울 도심부의 내사산 중에서도 남산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시민

들이 생활하는 도시공간과 가장 밀접한 자연환경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남산을 조망대상으로 하여 앞서 제안한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Ⅲ장 1절)을 

통해 서울 도심부 공간에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심부 공간에서 나타나는 내사산에 관한 경관적 특성을 분석하고, 대

상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우선 서울 도심부 내 모든 간선도로의 중심선에 100m 간격으로 하여 총 

158개의 조망점을 설정하였다. 조망대상은 남산의 이미지로부터 각각 세로

축에 25m, 가로축에 10m 등간격으로 점을 추출하여 총 653개의 점으로 설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망점과 조망대상 사이에 교차하는 건물 모델 

15864개를 포함하여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그림 3-2), 전체 간선도로 중 동서축에 위치하는 

도로에서는 남산의 거의 조망되지 않지만, 남북축의 가로에서는 대부분 남

산이 조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축에 위치하는 가로의 남산을 향해 위

치하여 도로의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 건물 사이에 나타나는 산을 연속적으

로 조망할 수 있다. 경관 시뮬레이션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러한 도시 경관

의 특성을 느낄 수 있는 가로로 소공로, 삼일로, 충무로, 창경궁로가 있는

데, 이들 가로의 현황 사진과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가로의 현황 사진에

서 공통적으로 산과 건물이 서로 대비되면서 고유한 도시경관이 나타나고 

view simulation
input

description geometry type

view points 서울 도심부 내 모든 간선도로(100m 간격 배치) 158 point

view target points 남산의 평면 이미지로부터 추출 653 point

intersected 
buildings

서울 도심부 내 전체 건물 15864 3d geometry

표 3-2 서울 도심부 상업지역 경관 시뮬레이션 개요



- 45 -

그림 3-2 서울 도심부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다이어그램(©김수인)

그림 3-3 소공로 현황-view. 12%(출처 : 네이버 지도) 그림 3-4 삼일로 현황-view. 30%(출처 : 네이버 지도)

그림 3-5 충무로 현황-view. 17%(출처 : 네이버 지도) 그림 3-6 창경궁로 현황-view. 3%(출처 :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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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서울 도심부의 내사산에 관한 경관적 특성은 산을 향해 위치

하는 가로에서 가로의 중심에 위치하는 산과 주변의 건물을 통해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

각 가로를 살펴보면, 충무로의 전체 남산의 이미지에서 최대 17%까지 남

산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 비록 충무로는 가로의 폭이 좁은 

편이지만, 상업지역으로 주변 건물 높이가 낮아 원거리에서부터 산을 조망

할 수 있으며, 가로의 모든 지점에서 일정하게 남산을 조망할 수 있다. 반

면, 삼일로와 소공로는 주변이 업무지역이어서 90m 이상의 고층건물이 가

로변에 밀집하여 있다. 이로 인해 소공로의 조망점은 충무로의 조망점보다

도 남산과 훨씬 가깝게 위치하지만, 12% 정도로 남산이 더 적게 조망할 수 

있다. 소공로에서 12% 정도로 보이는 남산은 고층건물을 사이로 잘린 듯한 

모습이다(그림 3-3).

삼일로의 경우, 충무로와 마찬가지로 남북측의 가로가 남산으로 향해 있

어 원거리에서도 남산을 잘 조망할 수 있다. 하지만 삼일로에서 조망이 연

속되는 정도를 보면 오히려 원거리에서 남산이 조망되는 정도가 적고, 더욱

이 남산과 가까워지면서 남산이 조망되는 정도가 급격히 감소한다. 삼일로

는 충무로보다 더 넓은 가로이지만 가로공간에서 남산이 더 적게 조망되며, 

남산자락에 이르러서야 30% 정도로 남산을 크게 조망할 수 있다(그림 

3-4). 이는 현황 사진과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나듯이 충무로에 비하여 삼일

로의 가로변에 밀집한 고층건물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원거리

에서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고 남산을 연속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산을 

향한 방향으로 위치하는 가로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가로변에 위치하는 건

물에 대해 높이 제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가로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관적 특성을 보기 위해 삼일로를 

대상으로 하여 조망점 위치별 현황 사진과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을 살펴보

았다(그림 3-7부터 3-18). 현황 사진은 삼일로에서 고층건물이 밀집한 구

역이 시작하는 종로 2가 사거리부터 100m 간격으로 가까워지는 공간을 범

위로 하여 살펴보았다.112) 현황 사진과 함께 경관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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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남산으로부터 2km 현황(출처 : 네이버 지도) 그림 3-8 남산으로부터 2km 모델(©김수인)

그림 3-9 남산으로부터 1.9km 현황(출처 : 네이버 지도) 그림 3-10 남산으로부터 1.9km 모델(©김수인)

그림 3-11 남산으로부터 1.8km 현황(출처 : 네이버 지도) 그림 3-12 남산으로부터 1.8km 모델(©김수인)

그림 3-13 남산으로부터 1.7km 현황(출처 : 네이버 지도) 그림 3-14 남산으로부터 1.7km 모델(©김수인)

그림 3-15 남산으로부터 1.6km 현황(출처 : 네이버 지도) 그림 3-16 남산으로부터 1.6km 모델(©김수인)

그림 3-17 남산으로부터 1.5km 현황(출처 : 네이버 지도) 그림 3-18 남산으로부터 1.5km 모델(©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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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가로에서 남산을 바라볼 때 시선은 대부분 가로변에 위치하는 고층건물

의 전면부에서 차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연결한 직

선이 건물과 교차하는 지점을 보면, 조망점과 가깝게 위치하는 고층건물은 

건물의 전면부 중에서도 저층부에서 교차하고, 조망점과 멀리 위치하는 건

물의 경우 건물의 전면부 중에서도 고층부에서 교차한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면, 가로에서 남산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

로변에 위치하는 대형 고층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각 필지에는 조망점과 조

망점과의 거리에 따라 저층부 및 고층부에 대한 규제를 개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 가로변의 고층건물이 위치하는 필지는 기존의 작

은 필지들이 합필 하여 면적이 큰 대형 필지로, 계획에 따라 나타나는 경관

의 질적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 각 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욱 세심한 경관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12)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에서도 삼일로를 남산의 주요 조망축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종로 2가 사거리를 조망의 시점으로 하여, 퇴계로 2가 교차로를 종점으로 지정하고 있

다. 서울특별시.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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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일로 경관 시뮬레이션

이 절에서는 서울 도심부 경관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탕으로 삼일로 고

층건물이 위치하는 11개 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고(그림 3-19), 각 높이 규

제와 경관 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규제가 산을 조망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Ⅱ장의 서울 도심부의 경관 관리 방안에서는 높이 규제와 경관 규제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용적률이나 건폐율과 같은 계획 요소를 고려하여 전

체 도시 공간에 대해 수행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삼일로 가로변 

11개 필지에 대한 경관 시뮬레이션은 남산의 조망을 최대화하기 위한 높이 

규제와 경관 규제를 제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 계획 

요소로 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로부터 생성된 모델로

부터 높이와 건축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시뮬레이션은 남산의 조망을 가장 최대화하였을 때 적용된 규제를 도

출하기 위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최적화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

다.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 나타나는 건축선

그림 3-19 삼일로 고층건물 (©gwna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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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높이를 살펴보고, 최적화의 

요소로서 높이와 건축선, 건폐

율과 용적률을 검토하고자 한

다. 

경관 시뮬레이션의 조망점

은 도시의 교차로이면서, 가로

변 건물로 인해 남산의 조망

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는 

지점인 종로 2가 사거리를 선

정하였다(그림 3-20). 종로 2

가 사거리는 남산의 중심으로

부터 약 2km 떨어져 있는 지

점으로 남산이 원경으로 보인

다. 원경에 해당하는 경관은 

주로 물리적 요소의 시지각에 

의한 도시의 이미지로서 관련

되지만, 종로 2가 사거리의 

경우 가로경관 축선 상에 위치하여 근경, 중경, 원경이 연속된 경관 유형으

로 볼 수 있다.113) 조망대상과 주변 건물 모델은 앞서 수행한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남산으로부터 추출한 653개의 점을 조망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삼

일로 변 건물 모델을 포함하여 수행하였다(표 3-3).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전, 대상지인 11개의 필지는 건물 모델을 생

성하기 위해 기존의 대지 경계선은 동일한 면적의 직방형의 외곽선으로 단

순화하고, 인접 대지 경계선을 고려하여 일정 간격 후퇴시켰다.114) 

이렇게 단순화된 건축선으로부터 건물 모델의 건축면적이 생성되면, 대지

113) 이규목. (2002). 한국의 도시 경관 : 우리 도시의 모습, 그 변천·이론·전망. 서울 : 열

화당. p.169.
114) 인접대지경계선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6m 이상의 도로와 접하였

을 때 1m 후퇴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1m를 후퇴시키도록 하였다. 

그림 3-20 삼일로 경관 시뮬레이션 조망점 및 대상지(©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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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내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서울 도심부는 내사산과 관

련하여 높이 규제와 경관 규제만 제시하고, 건축면적의 배치는 규제에서 다

루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가로변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남산의 경관을 보

호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평면이 대지경계선 내에서 가로변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위치할 수 있도록, 건축선의 네 개의 모서리 중에서 가로의 반대 편에 

위치하는 변으로부터 건축면적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3-21). 

건축면적의 생성 조건을 입력한 후, 입체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높이 규

제 및 경관 규제에 대한 최적화 시뮬레이션 조건을 설정하였다(그림 3-21

).115) 우선 높이 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는 높이가 변화할 수 있는 조

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건물의 높이는 용적률과 건폐율로부터 나타나는데 

우선, 용적률을 특정 값으로 제한하고 건폐율을 변수로 하였을 때 남산의 

조망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높이를 살펴보고, 

또 반대로, 건폐율을 특정 값으로 제한하고 용적률을 변수로 하였을 때 남

산의 조망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높이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산의 조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높이 규제를 마련하

기 위한 최적화의 요소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검토하고자 한다.116)

기존 서울 도심부 경관 규제에서는 저층부와 고층부에 대한 건축선을 지

정하고 있어, 경관 규제 시뮬레이션에서는 각각의 건축선이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건축선은 건물의 배치가 가로변에서 가장 멀리 위

115) 건물 모델의 생성은 구체적인 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한 모델이 아니라 규제를 제시하기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직방체의 형태를 가정하였다.
116) 최적화 시뮬레이션은 진화 연산 기반의 비선형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CMAES를 사용

하였다. 

view simulation
input

description geometry type

view points 종로 2가 사거리 1 point

view target points 남산 이미지로부터 추출 653 point

intersected building models 삼일로 변 건물 1310 3d geometry

표 3-3 삼일로 경관 시뮬레이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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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저층부 건폐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고층부 건폐율과 용적률을 특정 값으로 제한하고 저층부 건폐율을 변수

로 하였을 때 남산의 조망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고 저층부 건축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산의 조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건축선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최적화의 요소로 건폐율을 검토하고

자 한다. 



- 53 -

그림 3-21 높이 규제(최고 높이) 및 경관 규제(건축선) 시뮬레이션(©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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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높이 규제 시뮬레이션

 높이 규제 시뮬레이션에서는 건폐율을 특정 값으로 제한하고 용적률을 

변수로 하였을 때, 용적률을 특정 값으로 제한하고 건폐율을 변수로 하였을 

때 남산의 조망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우선 건

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변수의 범위와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건폐율의 경우, 삼일로는 60% 이하의 규제가 있지만 국토계획법에

서는 상업지역의 건페율은 9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전체 필지의 건폐율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다고 가정

하였다.117) 따라서 건폐율의 제한조건을 각각 50%, 60%, 70%, 80%, 90%

로 설정하였다(표 3-4). 

용적률의 경우, 기존 삼일로는 600%를 기준으로 공익 기여에 따라 200%

를 추가로 허용하고, 상한 용적률로는 최대 1000%까지 허용하고 있는

다.118) 이를 참고하여 향후 개발 밀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용적

률을 최소 1000%부터 최대 3000%사이에서 100% 단위의 값을 가지는 범

주형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각 건폐율 제한 내에서 

117)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의하면 상업지역의 건페율은 9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지시 · 특별자지 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정하고 있다.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

A%B1%B4%EC%B6%95%EB%B2%95
118) 「국토계획법」 제78조에서 의하면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500% 이하의 범위에서 특

별시 · 광역시 · 특별자지시 · 특별자 지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600~1,000% 이하로 

정하고있다. 중심상업지역은 1천퍼세트(단, 역사도심 : 800퍼센트)이고, 일반상업지역은 

800퍼센트이다(단, 역사도심 : 600퍼센트).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

Description

variables FAR(%) [1000, 3000], categorical

constraints BCR(%) = (50 / 60 / 70 / 80 / 90)

objective view maximize

표 3-4 용적률에 따른 높이 규제 시뮬레이션 개요 - FAR:용적률, BCR: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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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높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총 5회 수행하고, 남산의 조망을 최대

화했을 때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각 건폐율 제한 내에서 용적률을 변수로 하여 최적화된 5개의 

모델을 보면(표 3-5), 건폐율에 반비례하여 건물의 높이와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정도는 증가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건물의 건폐율이 90%로 

일 때는 건물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정도

는 9%(56개)까지 최대화할 수 있었다. 반면, 전체 건물의 건폐율이 50%일 

는 건물의 높이는 건폐율이 90%일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산의 조망을 15%(95개)까지 최대화할 수 있었다. 즉, 건폐율와 관련해서

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 경우, 오히려 남산을 최대로 조망할 수 있는 정도

가 증가한다. 이는 표 3-4의 그림을 보면 건폐율로 인해 각 건물의 건축선

을 가로변으로부터 최대한 후퇴할 수 있는 정도가 커져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산의 조망과 관련하여 건

폐율을 중요한 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건폐율이 작을 경우, 전체 건물의 건축면적이 줄어들어 각 

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

models #913 #671 #505 #407 #11

perspective
view

top 
view

FAR(%) [1000, 3000] [1000, 3000] [1000, 3000] [1000, 3000] [1000, 3000]
BCR(%) 90 80 70 60 50

max. 
view(%) 9 10 11 12 15

표 3-5  용적률에 따른 높이 규제 시뮬레이션 결과 - FAR:용적률, BCR: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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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에 따라서는 가로공간에 넓은 오픈 스페이스가 나타나고, 건물의 높이

가 적정 기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표 3-4, #11). 따라서 기존 서울 도

심부 높이 규제에서 제시하는 건폐율 완화 규제를 따라 건물의 전체 건폐율

을 제한하기보다는 건물의 저층부와 고층부에 대한 건폐율을 각각 따로 지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고층부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저저층부

에 할당하도록 하여 고층부의 높이를 낮추고 가로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를 

차지할 수 있어, 저층부에서 나타나는 가로공간과 상층부에서 나타나는 타

워의 건물 높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건폐율 완화 규제는 기존 높이 

계획에서 높이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지만, 경관계획의 경관 규제

에서 고층부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규제와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며 경관과도 

관련된다. 

다음으로는 용적률을 동일하게 제한하고 건폐율을 변수로 두어 최적화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는 앞서 시뮬레이션의 변수와 제한조건을 

바꾼 조건이다. 용적률과 건폐율의 값은 앞서 미리 설정한 값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건폐율을 50~90% 사이에서 10% 단위의 값을 가지는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였고, 용적률을 각각 1000%, 1500%, 2000%, 2500%, 

3000%로 제한하여 총 5회 최적화를 수행하였다(표 3-6).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각 용적률 제한 내에서 나타나는 높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총 5

회 수행하고, 남산의 조망을 최대화했을 때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각 용적률 제한 내에서 건폐율을 변수로 하여 최적화된 5개의 

모델을 보면, 용적률에 비례하여 건물이 높아지지만 남산을 최대로 조망할 

수 있는 정도는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3-6). 전체 건물의 용적률이 

1000%일 때는 남산을 최대로 조망할 수 있는 정도가 15%(101개)였지만, 

전체 건물의 용적률이 1500% 이상부터는 최대로 조망할 수 있는 정도는 

Description

variables BCR(%) [50, 90], categorical

constraints FAR(%)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objective view maximize

표 3-6 건폐율에 따른 높이 규제 시뮬레이션 개요 - FAR:용적률, BCR: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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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개)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정 높이 이하에서 높이는 남산을 

조망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일정 높이를 초과할 경우 높이 규제는 남산

을 조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건물의 높이가 50m 이하에서

는 높이에 따라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높이가 

90m 이상일 때 건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남산을 똑같이 조망할 수 있다. 하

지만 합리적인 높이 규제를 위해서는 지역적 맥락이 중요한다.119) 삼일로는 

업무지역으로 고층건물이 요구되기 때문에, 용적률 규제와 높이 제한으로는 

남산의 조망을 보호하기 어렵다. 

하지만 표3-7의 그림을 보면 건물의 높이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남산을 

조망하는 것과 관련이 없더라도 건물의 높이가 무분별하게 높으면 건물로 

인한 위요감(enclosure)이 느껴질 수 있고, 용적률은 필요 이상의 면적을 차

지할 수 있다. 따라서 용적률과 높이는 무한으로 허용하기보다는 특정 기준

에 의해 용적률과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용적률과 높이

는 경관계획을 위한 최적화 시뮬레이션에서 특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제

한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다. 

119) 김지엽. (2018). “높이 규제는법적으로 타당한가.” 세계와 도시. (22). p.11

models #759 #561 #747 #407 #571

perspective
view

top 
view

FAR(%) 1000 1500 2000 2500 3000
BCR(%) [50, 90] [50, 90] [50, 90] [50, 90] [50, 90]

max. 
view(%) 15 15 15 15 15

표 3-7 건폐율에 따른 높이 규제 시뮬레이션 결과 - FAR:용적률, BCR: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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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관 규제 시뮬레이션

경관 규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용적률을 특정 값으로 제한하고 저층부 건폐

율을 변수로 하였을 때, 남산의 조망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화를 수행한

다. 이를 위해 우선 고층부 건폐율은 50%로 정하고, 저층부 건폐율은 

60~90% 사이에서 10% 단위의 값을 가지는 범주형 변수로 두어 전면에 나

타나는 건축선이 변화하도록 하였다. 용적률을 각각 1000%, 1500%, 

2000%, 2500%, 3000%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각 용적률 

제한 내에서 나타나는 건축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총 5회 수행하고, 남산

의 조망을 최대화했을 때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표3-8). 

결과적으로 각 용적률 제한 내에서 저층부 건폐율을 변수로 하여 최적화

된 5개의 모델을 보면(표 3-9), 전체 모델은 건폐율만 변수로 했을 때보다 

건물의 높이를 더 낮추면서 남산의 조망을 16%(102개)로 최대화 할 수 있

었다. 따라서 건물의 저층부 건폐율 또한 남산의 조망에 대해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층부 건폐율을 변수로 하여 남산의 조망을 최대화할 경우 

가로공간에서 건축선이 비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연속된 경관으로서 

경관계획을 위한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 남산의 조망 외에도 가로의 연속

성 또한 경관계획에서 포함하여, 남산의 조망을 최대화하는 목표와 동시에 

가로변 각 필지 간 건축선의 연속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삼일로의 높이 규제와 경관 규제에 대해 수행한 세 번의 최적화 시뮬레이

션 결과를 종합하였다. 우선, 용적률과 건폐율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는 남

산의 경관과 관련이 없으므로, 특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조건으로 

Description

variables BCR at the base(%) [50, 90], categorical

constraints
BCR at the top(%) 50

FAR(%)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objective view maximize

표 3-8 저층부 건폐율에 따른 경관 규제 시뮬레이션 개요
       - FAR:용적률, BCR at the top:고층부 건폐율, BCR at the base:저층부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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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할 수 있다. 건폐율의 경우 남산의 조망에 대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건물의 저층부와 고층부의 건폐율을 따로 변수로 지정할 경우 남산

의 조망을 더 최대화할 수 있다. 단, 건폐율을 변수로 지정할 경우 가로공

간이 비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최적화의 목표는 남산의 조망을 최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층부에서 나타나는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최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표 3-10). 

경관 관련 규제 Elements of optimization

높이 규제 최고 높이(m) constraints
FAR(%) -

heights(m) -

경관 규제
건축지정선(m)

variables
BCR at the base(%) -

고층부 건축한계선(m) BCR at the top(%) -

목표 산 조망 확보 objectives
view maximize

street continuity maximize

표 3-10 삼일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최적화 조건 
         – FAR:용적률, BCR at the base:저층부 건폐율, BCR at the top:고층부 건폐율 

models #109 #109 #109 #55 #109

perspective
view

top 
view

FAR(%) 1000 1500 2000 2500 3000
BCR 
at the 
top(%)

50 50 50 50 50

BCR 
at the 

base(%)
[60, 90] [60, 90] [60, 90] [60, 90] [60, 90]

max. 
view(%) 16 16 16 16 16

표 3-9 저층부 건폐율에 따른 경관 규제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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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삼일로 경관계획 최적화

1. 삼일로 경관계획 최적화 제안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제안한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과 Ⅲ장에서 도출한 

최적화 조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최적화 조건을 설정하고 삼일로에 제너레

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경관계획을 위한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비

록 삼일로의 11개 필지는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 가상으로 

수행한 최적화의 결과를 삼일로의 개발 현황과 비교하기 위해 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우선 대상지에 최적화를 수행하기에 앞서, 모델을 생성하기 위

한 최적화의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최적화의 

결과를 현황과 비교하기 위해 대상지의 건축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4-1).  

대상지인 11개 필지에는 1970년대 준공된 건물부터 최근 2016년에 준공

된 건물들이 위치하는다. 현재 대상지에 적용되는 규제는 용적률 1000%, 

건폐율60%, 최고높이를 70m(삼일로 동측가로변), 90m(삼일로 서측가로변)

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준공된 건물들의 

그림 4-1 삼일로 종로 2가 사거리에서 바라본 남산의 모습(©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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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높게 설정된 용적률 규제로 인해 높이와 용적률

이 현황 규제를 초과하며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경관 규제가 도입되

기 이전에 준공되어 대부분 타워 형태의 건물이다. 반면 2015년 이후에 준

공된 건물은 대부분 경관 규제가 적용되어 고층부 건축선이 가로변으로부터 

후퇴된 포디움 형태이지만, 용적률과 높이에서 현황 규제를 훨씬 초과하기

도 한다. 따라서 현황 규제보다도 건축 현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최적화 조

건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대상지인 11개 필지의 평균 건폐율은 52.73%, 

용적률은 1091.70%, 평균 높이는 97.66m로 전체 필지의 평균은 현황 규제

와 근접하지만, 필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전체 평균값은 기존 대상지의 

개발 현황과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평균값이 아닌 필지별 건축 현황을 

각 대상지 필지의 제한조건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앞서 삼일로의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최적화의 요소로, 용적률과 

bldg completi
on

bldg
type

bldg
name use area

(m²) number 
of floors

BA
(m²) GFA

(m²) heights
(m)

FAR
(%)

BCR
(%)

1 1970 타워 삼일빌딩 업무시설 1,877 31 1,080 35,010 110.82 1,705 58.09

2 2011 타워 종로타워 교육연구 974 15 534 7,346 69.62 567.84 56.87

3 1987 타워 한화빌딩 업무시설 15,333 29 5,633 153,124 124 999 36.74

4 2011 타워 시그니처
타워 업무시설 6,937 17 4,159 99,997 75.24 923 59.95 

5 2015 포디움 롯데시티
호텔 명동 숙박시설 1,807 25 1,052 25,333 94.95 1,046.36 58.24

6 2016 포디움 신한
L타워 업무시설 1,978 22 1,151 30,833 95 1,558.82 58.23

7 1987 타워 기업은행 
본사빌딩 업무시설 6,739 20 2,384 67,913 83.7 624 35.38

8 2016 타워
IBK
파이낸스
타워

업무시설 2,773 27 1,512 47,964 119.85 1,201.86 54.53

9 2011 타워 파인뉴
에비뉴 업무시설 9,158 25 4,789 129,999 103.4 999.95 52.29

10 2008 타워 나라키움
저동빌딩 업무시설 3,243 15 1,663 26,937 68.60 598.84 50.35

11 2016 포디움
대신 
파이낸스
센터

업무시설 2,991 26 1,775 53,369 129.1 1784 59.34

Avg. 97.66 1091.70 52.73

표 4-1 삼일로 고층건물 건축 현황 - FAR(용적률), BCR(건폐율), BA(건축면적), GFA(연면적), BSL(가로변 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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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를 제한조건으로 설정하고, 저층부 건폐율 및 고층부 건폐율을 변수로  

설정하는 것을 도출한 바 있다(Ⅲ장 3절). 용적률의 경우, 건축 현황과 동일

한 조건에서 수행하기 위해, 대상지의 필지별 용적률은 해당 필지의 용적률 

현황과 동일하도록 제한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높이의 경우 건축 현황보다 

초과하지 않되, 낮아지는 것은 관련이 없으므로, 대상지의 필지별 최고높이

를 동일한 필지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조건을 설정하였다(표 4-1).  

건폐율은 저층부의 건폐율과 고층부의 건폐율은 각각 따로 변수로 지정하

였다. 건물의 고층부와 저층부를 각각 따로 후퇴시키는 경관 규제에 의해 

포디움 형태의 건물을 생성하는 경우의 수를 포함하여, 건물 고층부의 건폐

율은 50~90%의 10%를 단위로 하는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였고, 건물 기단

부인 저층부의 건폐율은 고층부 건폐율보다 무조건 면적이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60~90%의 10%를 단위로 하는 범주형 변수로 설정하였다(표 4-1). 

저층부 건폐율과 고층부 건폐율에 동일한 변수가 입력될 경우 타워형 모델

이 생성되고, 저층부 건폐율이 고층부 건폐율보다 큰 변수로 입력될 경우  

포디움형 모델이 생성될 수 있다(표 4-1). 

각 용적률과 높이에 대한 제한조건과 저층부 및 고층부 건폐율에 대한 변

수에 따라 모델을 생성하고, (i) 남산의 조망성을 최대화하는 목표와 (ii) 가

로 연속성을 최대화하는 목표에 대해 최적화를 수행한다(표 4-2).120) 이러

한 최적화의 조건에 따라 결과로 나타난 모델의 높이와 건축선을 대상지의 

건축 현황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120) 가로 연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각 생성된 모델의 가로변 건축선에서 하나의 점을 추

출하고, 추출한 점의 y절편 간 차이를 계산하고 이를 절댓값으로 바꾸어 합산하는 파라

메트릭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을 통해 합산된 값이 작을수록 가로의 연속성이 크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부록 :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 알고리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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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el
variables constraints

BCR at the top(%) BCR at the base(%) heights(m) FAR(%)

1 [50,90], categorical [60,90], categorical 110.82 1,705

2 [50,90], categorical [60,90], categorical 69.62 567.84

3 [50,90], categorical [60,90], categorical 124 999

4 [50,90], categorical [60,90], categorical 75.24 923

5 [50,90], categorical [60,90], categorical 94.95 1,046.36

6 [50,90], categorical [60,90], categorical 95 1,558.82

7 [50,90], categorical [60,90], categorical 83.7 624

8 [50,90], categorical [60,90], categorical 119.85 1,201.86

9 [50,90], categorical [60,90], categorical 103.4 999.95

10 [50,90], categorical [60,90], categorical 68.60 598.84

11 [50,90], categorical [60,90], categorical  129.1 1784

표 4-2 삼일로 경관계획 최적화의 변수 및 제한조건 
        – FAR:용적률, BCR at the base:저층부 건폐율, BCR at the top:고층부 건폐율 

경관 관련 규제 Elements of optimization

높이 규제 최고 높이(m) constraints
FAR(%) = (existing FAR)

heights(m) < (existing height)

경관 규제
건축지정선(m)

variables
BCR at the top(%) [50, 90], categorical

고층부 건축한계선(m) BCR at the base(%) [60, 90], categorical

목표 산 조망 확보 objectives
view maximize

street continuity maximize

표 4-3 삼일로 경관계획 최적화 조건 – FAR:용적률, BCR at the base:저층부 건폐율, BCR at the top:고층부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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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일로 경관계획 최적화

최적화의 조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삼일로 경관계획을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과정은 그림 4-2과 같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과정을 다시 간단히 설명하자면, (i) 모델을 생성하고, (ii) 생성된 모델을 시

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고, 이러한 (iii) 평가를 기반으로 모델을 발전시키면

서 최적화가 수행된다.

우선, 변수에 따라 저층부 건폐율에 의해 건물의 건축면적이 생성되면,121) 

생성된 평면을 바탕으로 해당 필지의 용적률 현황과 동일한 입체적인 모델

을 생성한다. 이때 건물의 높이는 기존 현황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

한조건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생성된 모델이 기존 현황 높이를 초과하지 않

을 경우, 저층부 건폐율을 완화하지 않아 타워형의 모델을 생성한다, 반대

로, 저층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 생성된 모델이 대상지 높이를 초과할 

경우, 고층부 건폐율에 대해 변수를 입력하고 저층부 건폐율을 완화함으로

써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포디움 형태의 모델을 생성한다. 

각 필지는 건폐율에 대한 변수의 조합을 통해 총 11개의 개별 필지에 타

워 혹은 포디움 형태의 건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된다. 전체 11개 필지의 

건물은 하나의 도시의 모델로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되는데, 시뮬레이션

을 은 남산을 조망하는 정도와 가로가 연속하는 정도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

한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툴의 알고리즘을 통해 시뮬레이션의 평가를 기

반으로 다시 모델을 생성하는데, 이러한 모델의 생성과 평가를 무수히 많이 

반복하면서 삼일로의 경관계획을 위한 최적화가 수행된다(그림 4-2).122) 

121) 건물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건축선은 앞서 수행한 삼일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수행한 

작업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정하였고(p.45), 건물의 건축면적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가

로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변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122) 본 논문의 “부록 : 삼일로 경관계획 최적화 알고리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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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삼일로 경관계획을 위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세스(©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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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일로 경관계획 최적화 결과

삼일로 경관계획을 위한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 총 4091개의 디자인을 생

성하였다. 최적화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기 위해 4091개의 디자인을 두 가지 

목표인 가로 연속성과 남산의 조망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괏값에 따라 산점

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4-3). 각 산점도의 가로축과 원의 색상은 남

산의 조망에 대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가로 연속성에 대한 적합도

를 나타낸다. 전체 디자인 모델은 시뮬레이션 결괏값에 따라 단일 원으로 

표시되어 그래프에 분포하며, 원의 크기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한 적합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할수록 두 가지 목표에 두 목표에 적

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화를 통해 전체 모델의 분포를 살펴보고, 

제한된 수의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 적합한 디자인 집단을 선정하여 제한

하고자 한다. 

남산의 조망을 나타내는 산점도의 가로축을 보면, 남산의 조망을 최대화

하였을 때 14~15%로 나타났고, 약 7%부터 약 15%까지 최대화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결괏값은 상대적인 수치이지만, 대상지인 삼일로 

11개 필지에 건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즉 가장 최대화할 수 있는 남산의 

조망이 25%인 것을 참고하면 최적화를 통해 초기 디자인 모델로부터 남산

의 조망을 많이 최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모델의 분포를 보면 

남산의 조망이 12~13%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점에 원이 많이 분포하

고 있어, 가로 연속성보다 남산의 조망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 옵션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반면, 가로 연속성을 나타내는 산점도의 세로축을 보면, 최적화를 통해 가

로 연속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괏값을 약 3의 값부터 약 25까지 최대화할 

수 있었다. 전체 모델 중에서는 가로 연속성을 주로 3에서 10 사이의, 중하

위의 값을 가지는 모델이 가장 많이 분포하며, 약 13의 값부터 가로 연속성

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처럼 산점도의 한 부분에서 시뮬레이션 결괏값이 일



- 67 -

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값이 크게 증가하는 경

우 디자인 옵션이 제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점도에서 가로 연속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로 연속성에 대한 시뮬레

이션 결괏값이 상위인 모델은 전체 모델에 비해 적다.

마지막으로 산점도의 오른편 상단에는 두 가지 목표에 가장 적합한 모델

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적합도가 높은 고성능 디자인 집합을 파레토 

최적 집합(Pareto Front)이라고 하는데,123) 파레토 최적 집합은 서로에 대해 

123) 한 집합에서 다른 어떤 솔루션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솔루션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 

집합의 솔루션에는 첫 번째 순위가 할당된다. https://www.slideshare.net/danilnagy/gen

erative-design-week-6-designing-with-inputs-objectives-and-constraints.

그림 4-3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결과 산점도(©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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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하지 않고,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해의 집합이다. 파레토 최적 집합은 

산점도에서 사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파레토 최적 집합이 이루는 사선에 

가깝게 분포할수록 남산의 조망과 가로의 연속성에 대해 가장 균형 있는 적

합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적합도가 높은 모델은 디자인 옵션이 제

한적이지만, 설계자는 모든 매개변수의 전체 범위를 고려하는 대신, 이러한 

두 가지 목표에 동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의 집합 내에서 절충점을 탐색할 

수 있다.124) 따라서, 본 연구는 최적화 결과에서 디자인을 선택하기 위해 

파레토 최적 집합으로부터 두 가지 목표에 대한 절충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최적화 결과 산점도에서 나타나는 파레토 최적 집합에는 총 10개의 모델

이 있다(그림 3-3). 단, 파레토 최적 집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체 분포

에서 시뮬레이션 결괏값이 전체 디자인 집합 내에서 유의하게 떨어져 있으

면서 파레토 최적 집합에 근접하게 분포하는 모델이 있다.125) 이들은 파레

토 최적 집합에 있는 모델보다 우세하지는 않지만, 균형 있는 적합도 값을 

가지고 있어 추가로 모델을 포함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각 그룹의 모델은 경관 시뮬레이션 이미지와 배치도는 경관 시뮬레이션 

결괏값, 가로 연속성 시뮬레이션의 결괏값을 참고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디자인을 선택하고자 한다. 총 15개 모델의 경관 시뮬레이션 결괏값은 최소 

12%부터 최대 15%까지 나타나고, 가로 연속성은 최소 약 4부터 최대 25

까지 나타나는데, 전체 15개의 모델을 경관 시뮬레이션 결괏값과 가로 연속

성 결괏값의 크기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4-3).

표의 상단에 첫 번째 그룹의 5개의 모델은 경관 시뮬레이션 결괏값이 

12~13% 정도로 나타나고, 가로 연속성 시뮬레이션 결괏값이 약 21~25 사

이로 전체 모델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배치도를 보면 이 디자인들은 대부분 

모든 필지의 저층부 건폐율이 커 양측 가로변의 건축선이 거의 일직선으로 

124) Konak, Abdullah, David W.Coit. and Alice E. Smith. (2006). “Multi-objective opti

mization using genetic algorithms: A tutorial.”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
ty, 91(9), p.992-1007.

125) Krish, Sivam. (2011). “A practical generative design method.” Computer-Aided Des

ign, 43(1),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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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 12~13%, street continuity : 21~25

#2791 #2976 #3317 #2781 #4091

street continuity:24 street continuity:22. street continuity:23 street continuity:21 street continuity:21

 view : 13~14%, street continuity : 10~19

#3327 #3191 #2923 #3372 #3378

street continuity:19 street continuity:16 street continuity:15 street continuity:15 street continuity:10

 view : 14~15%, street continuity : 4~11

#1241 #595 #1108 #873 #951

street continuity:11 street continuity:6 street continuity:5 street continuity:7 street continuity:4

표 4-4 삼일로 최적화 결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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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하지만 경관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보면 조망할 수 있는 남산의 

모습이 제한적이다.

두 번째 그룹의 5개의 모델은 경관 시뮬레이션 결괏값이 13~14% 정도로 

나타나고, 가로 연속성 시뮬레이션 결괏값은 약 10~19 사이로 나타난다. 

이 그룹의 디자인들은 두 시뮬레이션의 결괏값 모두 상대적으로 높아 파레

토 최적 집합의 디자인 중에서도 두 가지 목표에 가장 균형 있는 적합도를 

나타낸다. 배치도에서 나타나는 가로변 건축선도 상대적으로 연속적으로 나

타나고, 경관 시뮬레이션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남산의 조망 또한 양호하다. 

세 번째 그룹의 5개의 모델은 경관 시뮬레이션 결괏값이 14~15%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가로 연속성 시뮬레이션 결괏값이 약 4~11 사

이로 낮은 모델들이다. 경관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보면, 가로변에서 보이는 

산의 모습이 건물보다 크게 나타나, 남산의 조망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배치도를 보면 양측 가로변의 건축선이 불규칙적으로 나타

난다. 가로 연속성 시뮬레이션 결괏값을 살펴보면, 가로 연속성에서 약 4~7 

사이의 값을 가지는 모델들의 전면 건축선이 특히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로 연속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로 연속성의 

값을 최소 10 이상의 모델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전체 15개의 모델에서 가로 연속성 시뮬레이션의 결괏값이 10 이상인 모

델은 11개가 있다. 이들 모델의 경관 시뮬레이션 결괏값은 12~14% 로 나

타나는데, 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남산의 조망이 큰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경관 시뮬레이션 결괏값을 13~14%로 나타나는 디자인 7개를 선택하였다

(그림 4-4~그림 4-11). #3378, #3327 모델의 경우, 파레토 최적 집합의 

집합에 속하진 않지만, 남산의 조망과 가로 연속성에 대해 모두 적절한 대

안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7개의 모델을 삼일로 최적화 결과 모델로 

선택하고, 최적화 결과 모델을 삼일로 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에서 건물의 높이가 남산을 조망하는 

것과 높이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변수로 지정한 저층부 및 고층부 건

폐율에 의해 나타난 저층부 및 고층부 건축선 후퇴 거리만 살펴보았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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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삼일로 현황 모델-view.9%(©김수인) 그림 4-5 삼일로 최적화 모델 #1241-view.14%(©김수인)

그림 4-6 삼일로 최적화 모델 #3378-view.14%(©김수인)그림 4-7 삼일로 최적화 모델 #3372-view.14%(©김수인)

그림 4-8 삼일로 최적화 모델 #2923-view.13%(©김수인)그림 4-9 삼일로 최적화 모델 #3191-view.13%(©김수인)

그림 4-10 삼일로 최적화 모델 #3327-view.13%(©김수인)그림 4-11 삼일로 최적화 모델 #4091-view.13%(©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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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선 각 모델의 결괏값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저층부 및 고층부 건

축선 후퇴 거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았다. 결과적으로, 최적화 결과 모

델의 저층부 및 고층부 건축선 후퇴 거리의 평균은 삼일로 현황보다 더 후

퇴하도록 나타났다. 특히 고층부 건축선 후퇴 거리의 경우 평균이 30m 내

외로 나타나 후퇴하도록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산의 조망을 보호하고 가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황보다 저층부 및 고층부 건축선 규제를 더 

후퇴시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준편차의 경우, 저층부 및 고층부 건축선 후퇴 거리가 최적화 모델이 

삼일로 현황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특히 고층부 건축선 후퇴 거리의 표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또한 남산의 조망을 보호하고 가로 연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황보다 고층부 건축선의 후퇴 거리를 더욱 차

별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필지별로 보면, 최적화 결과 모델 내에서 몇몇 모델은 특정 필지에서의 

저층부와 고층부 건축선의 후퇴 거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필지 2, 4, 5, 

6, 8, 9, 11에서 나타나는 모델은 각각 고층부 건축선을 16m, 20m, 22m, 

20m, 57m, 30m만큼 후퇴하도록 나타났다. 이는 이 필지들에 고층부 건축

선 규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산을 조망하기 위해 해당 필지들에 

대한 건축선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필지 3이나 필지 7도 마찬가지로 저층부 건축선의 후퇴 거리의 최

빈값이 각각 11m와 8m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때 이들 필지의 건폐율이 

90%인데 이는 즉, 최소한 후퇴하였을 때가 저층부 건축선의 후퇴 거리가 

각각 11m와 8m인 것이다. 따라서, 이보다 더 후퇴하여도 남산을 조망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만약 남산의 조망만을 고려한다면 필지 3과 필지 7

의 경우 각각 11m, 8m 이상의 건축선 후퇴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반면, 

필지 1이나 필지 10의 경우 모델별로 건축선이 거의 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경관계획의 목표에서 얼마나 남산의 조망을 보호할 것인지에 따라 규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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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최적화 시뮬레이션과 삼일로 경관계획을 위한 최적화 결과를 

종합하면, 삼일로 현황의 각 필지와 같은 용적률 조건에서 남산의 조망을 

전체의 13~14%만큼 보호하고 가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높이 규제보다도 저층부 및 고층부 건축선 규제를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저층부 및 고층부 건축선 후퇴 거리의 평균은 

현황보다 더 후퇴시킬 필요가 있고, 전체 필지에 대해 저층부 및 고층부 건

축선 규제를 더욱 차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각 필지에 대해서는, 전체 11개의 필지 중 7개의 필지(필지 2, 4, 5, 6, 

8, 9, 11)는 고층부 건축선을 특정 거리만큼 후퇴할 필요가 있고 저층부 건

축선은 경관 목표에 따라 규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

개의 필지(필지 3, 7)특정 후퇴 거리 이상부터 건축선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나머지 2(필지 1, 10)개의 필지는 경관 목표에 따라 규제를 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current 
status #1241 #3378 #3372 #2923 #3191 #3327 #4091

modeview 9 14%(93) 1%4(92) 14%(89) 13%(87) 13%(85) 13%(84) 13%(84)
street
contin

uity
- 11 10 45 15 16 19 21

parcel base top base top base top base top base top base top base top base top base top

1 2 - 6 - 6 - 17 - 11 - 17 24 11 - 0 - - -

2 9 - 4 16 0 16 12 - 12 16 0 16 0 16 12 - 0 16

3 4 - 11 - 25 - 11 - 11 - 11 - 11 - 11 - 11 -

4 11 - 6 46 6 46 16 46 16 17 16 46 6 46 16 - - 46

5 7 17 6 20 14 20 0 20 0 20 0 20 0 20 14 - 0 20

6 4 10 8 22 0 22 0 22 0 22 8 22 0 22 18 22 0 22

7 19 - 21 - 21 - 8 - 8 - 8 - 8 - 8 - 8 -

8 9 - 15 - 15 20 15 20 15 20 15 20 15 20 15 20 15 20

9 9 - 20 57 10 57 20 - 10 57 10 57 10 57 20 57 10 57

10 2 - 30 - 30 - 22 - 17 - 10 - 10 - 30 - - -

11 10 15 23 30 10 30 10 30 10 30 23 - 10 30 16 - 10 30

Avg. 8 14 14 32 12 30 12 28 10 26 11 29 7 30 15 33 7 30

SD 5 4 9 16 10 16 7 11 6 14 7 16 5 16 7 21 6 16

표 4-6 삼일로 최적화 모델 저층부 및 고층부 건축선 후퇴 거리 – base저층부 건축선(m), top:고층부 건축선(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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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적화의 결과를 통해 삼일로에서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는 가로변 모든 필지에 높이 규제와 건축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산의 조망과 관련이 있는 개별 필지에 고층부 및 건축선 규제

의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별 필지를 공공의 

입장에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지구단위계획과 심의가 있는데,126) 제

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한 도출한 개별 필지의 구체적인 지침은 지구단위계

획에 반영되거나 또한 허가나 승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심의에 개입

함으로써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본 연구의 과정을 실제 계획에 적용하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망점을 선정하고, 계획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조망 가능한 산의 범위, 계획 목표와 계획 요소 등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 협의를 거쳐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적화의 결과로 나타난 무수히 많은 대안 중에서 계획 규제에 

반영하기 위한 적합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 개발

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선택 기준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도시의 모든 공간계획을 특정 목표에 기반하여 개별적인 규제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삼일로와 같이 남산이라는 도시의 중요한 경관 특

성이 있는 장소 혹은 특정 용도나 공간적 장단점이 있는 잠재적으로 개발 

가능한 장소의 경우, 도시는 개별 필지가 아닌 하나의 도시 집합으로서의 

성과에 기초하여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127) 결과적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경관계획에서 목표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실제 도시계획 과정에 적용

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126) 김지엽. (2018). “높이 규제는법적으로 타당한가.” 세계와 도시. (22). p.10
127) Fink, Daniel. (2018). “8: Computation for Co-development:A speculation.” Compl

ex Urbanities: Digital Techniques in Urban Design. pp.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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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그동안 경관계획에서 언급되어 온 ‘시각적 질’이나 '경관의 가치’는 부정확

한 것으로, 계획의 목표에만 머물러 있었다. 경관계획은 실제 경관의 바라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경관 시뮬레이션 기법을 발전

시켜왔다. 그러나 기존 경관 시뮬레이션은 경관을 이미지로만 다루어 왔으

며 여러 대안을 비교하여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계획 기법의 한계

로부터 본 연구는 무수히 많은 대안을 생성하고 평가하는 제너레이티브 디

자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경관계획을 위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

세스를 작성하고, 결과적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하여 경관계획에 

최적화된 도시 형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관계획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적용한 과정을 통해 도시계획 방법론으로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을 고찰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에 포함되어, 보행자의 관점에서 경관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형태를 생성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계획을 제시할 수 있었다. 기존 도시

계획이 관습을 따르거나 계획가에 의한 하향식의 접근으로 계획되어 왔다

면, 본 연구에서는 경관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야로부터 경관계획 규제를 제

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관계획에서 부분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과

정에 접근하여, 한 조망점에서 주변 건물의 높이 제한 규제를 산출하는 조

망회랑 기법으로부터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기존 도시계획에서 규제를 

마련해 온 방식으로부터 시뮬레이션을 도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평가를 

기반으로 형태를 생성할 수 있다. 도시계획 시뮬레이션은 제너레이티브 디

자인 프로세스에 통합되어 단순히 통계적 결과가 아닌 계획의 목적으로 개

입할 수 있으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시뮬레이션은 기존 도시계획 개념

을 발전시켜 도시계획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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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 규제와 관련된 용적률이나 가로 연속성과 같

은  요인을 포함하여 최적화를 수행함으로써, ‘이미지’가 아닌 ‘도시환경’으

로서 경관에 대한 계획 규제를 제시할 수 있었다. 기존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높이 제한 규제에 대해 포틀랜드는 도시의 개발 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여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반대로 

벤쿠버의 경우 높이 제한 규제로 인해 도시의 개발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

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조건에 남산의 조망을 최대화하는 

것 외에도, 용적률을 포함하여 개발 밀도를 유지하도록 제한조건을 설정하

고, 또한 경관 규제를 통해 나타나는 건축선으로부터 가로 연속성을 최대화

하는 목표를 추가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도시의 문제는 복합적인 요구 사항이 얽혀 있으므로 알고리즘을 통해 디

자인을 생성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계획가는 단순히 목표만을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디자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도시와 관련 있는 모든 목표와 

제한조건, 요구 사항을 최적화 알고리즘에 포함하여 디자인 과정에 통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면 생성된 디자인을 서로 비교할 

수 없어 결과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도시를 시뮬레이션 과정의 결과로 받아

들이고 접근한다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또 다른 ‘블랙박스’로 작동할 우

려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도시계획에서는 단일하거나 몇 가지의 대안에 대해 건

축가 및 도시계획가로부터 계획안을 결정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무수히 

많은 적절한 대안에 대해 남산의 조망과 가로의 연속성을 최대화하는 목표

를 기반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두 가지 목표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 옵

션을 제안할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디자인 집합을 추출하

고 경관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정성적으로 판단하여 디자인 옵션을 제안하였

지만, 실제 도시계획에 적용한다면 적절한 디자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건

축가나 도시계획가뿐만 도시계획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개입하여 절충점

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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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만능적인 도시계획

의 도구가 아닌, 도시계획의 한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본래 도시계획의 목적을 고려하여,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목표

가 형식적인 이미지보다도 도시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시뮬레이션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

제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기존 도시계획 방식의 한계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의 도구

로서 잠재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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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 알고리즘

module 01 – modeling
screenshots used components

1. 건물 모델 생성
- QGIS :.geojason 변환
- Rhino : RunPythonScript

2. 대지 모델 생성
- divide length
- delaunay mesh

*데이터 출처 : 수치지형도 
(국토정보지리원),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행정안전부)

3. 건물 및 대지 모델 결합
- brep edges
- middle curves
- join curves
- cull pattern
- discontinuinty
- deconstruct
- tree statistics
- surface line
- line SDL
- partition list

module 02 - view calculation
screenshots used components

- geometry pipeline
- mesh ray
- list length
- line

module 03 - visualization

screenshots used components

- circle
- gradient
- remap
- bounds
- 3d tag

표 부록-1 경관 시뮬레이션 모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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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삼일로 경관계획 최적화 알고리즘

module 01 - modeling

screenshots used components

- excel reader
- list item
- explode trees
- stack trees
- length
- box 2pt

- 대지 별 건축현황(용적률, 층고, 높이, 대지면적)불러오기
- 3차원 건물 형태의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대지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사각형태 대지 생성

module 02 - modeling

screenshots used components

- scale
- square root
- deconstruct 

brep
- area
- move
- offset curve
- unit X
- unit Y

- extrude

- 대지경계로부터 1m 후퇴(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
- 대지 별 후면부 건축선으로부터 건폐율에 따른 건축면적 생성(요구조건)
- 건폐율에 따라 입력한 용적률을 충족시키는 3차원 모델 생성(제한조건)

module 03 - modeling

screenshots used components

표 부록-2 최적화 모델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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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ession
- cull pattern
- boolean
- dispatch

- square root
- box 2pt
- scale
- deconstruct 

brep

- box 2pt
- scale
- area
- extrude
- brep join

- 최고높이 초과 시 포디움형 저층부 바닥 생성(제한조건)
- 입력한 용적률과 고층부 면적을 제외한 저층부 높이에 따른 포디움형 모델 생성

module 04 - view simulation

screenshots components

- mesh join
- mesh ray
- cull pattern
- list lengths
- vector 2pt
-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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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05 – street continuity simulation

screenshots used components
- deconstruct 

brep
- shift paths
- point on curve
- deconstruct 
- sort list
- shift list both 

way
module 06 – optimization

screenshots used components

- Opossum(Evolu
tionary So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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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urban planning continues to make use of the 

decades-old modernist top-down urban planning methods. Although 

urban theories and plans which aim to represent the environment that 

urban residents experience in real life, this has not led to a practical 

methodology. For example, landscape planning field has developed 

landscape simulation techniques to present plans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son looking at the landscape. However, existing landscape 

simulation still has limitations as it is used in a way that treats 

landscape as an image rather than basing the landscape on a myriad of 

possibilities to extract the most appropriate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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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poses a generative design from the limitations of 

landscape simulation techniques. Generative design is a design 

methodology that performs optimization through algorithm automation. 

The nature of the generative design, which evaluates countless 

alternatives, presents new alternatives not only for landscape simulation 

techniques but also for urban planning methods.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set of designs that allows for the user to search for the 

optimal possibility based on the planning objectives by using generative 

designs for landscape planning in downtown Seoul. 

This study proposed the view simulation model using the view 

corridor, a planning technique for protecting the mountain landscape 

from a person's point of view, and conducted a simulation analysis 

using the building coverage ratio and floor area ratio as planning 

factors. As a result of conducting a landscape simulation analysis on 

Namsan Mountain in downtown Seoul, downtown Seoul has a 

landscape characteristic which features mountains continuously from a 

long distance between buildings from the street toward Namsan 

Mountain, but the view of Namsan Mountain decreases as high-rise 

buildings approach Namsan Mountain. 

In particular, high-rise buildings along the street may cause significant 

changes to the landscape depending on the planning regulation; 

therefore, a simulation based on varying degrees of planning regulation 

was conducted on the street parcel of Samil-ro. As a result of 

performing an optimization simulation on Samil-ro, the height and 

floor area ratio of the building were not related to viewing Namsan 

Mountain, but the building coverage ratio of the low and high floors 

were related to viewing Namsan Mountain. However, the street was 

appeared discontinuously by the setback line at the base of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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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se results, conditions for maximizing the view of Namsan 

Mountain and street continuity were set and optimized with the 

building coverage ratio at the base and top as variables and the height 

and floor area ratio as limiting conditions. 

As a result of optimizing Samil-ro by adapting the generative design, 

this study can present a searchable design set based on the objective of 

landscape planning and select design options that best suit Namsan's 

view and street continuity. As a result, in order to protect the 

landscape of Namsan Mountain in Samil-ro, it was found that the 

regulations for building setback line at the base and the top were 

required for individual parcels related to the view of Namsan 

Mountain, rather than applying height regulations and building line 

regulations. The results of these generative designs can be applied to 

district unit plans or public deliberations by providing specific guidelines 

for landscape planning regulations.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and the use of generative design to the actual landscape planning 

proces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generative design can be used as a 

bottom-up approach in urban planning and presented an integrated 

plan including environmental factors that have been derived from urban 

planning issues. Generative design can also prioritize various factors in 

the city and suggest design options in the process of design selection by 

offering countless appropriate alternatives. As such, generative design 

can be an alternative fo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urban 

planning methods in many aspects, and prove itself to be useful tool 

for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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