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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빅데이터현상의촉발및여러도시들의오픈데이터

시티 운동확산과더불어인공지능, IoT 등의 발달로 인해 4차

산업혁명시대가도래함에따라데이터에대한관심과중요성이

높아지고있다. 드론을활용하여지형을스캔하는등보다객관

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성은 ‘rule of

thmbs(경험적지식)’에의존하던기존의조경설계프로세스에

중대한기여를하고있다.(Wal liss& Rahmann, 2016). 스위스

취리히 ETH의 Christop he Girot 교수는공간의무형적특성을

기록하고측정할수있는센서기반데이터수집에의해제공되

는가능성을강조했는데, 이처럼실시간데이터는 2D site 맵핑

에결여된정확성을보완하여설계가의기능을크게확장시키고

있다(Picon, 2013).

건축 및 건설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BIM(B

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관련시장이급속이증가하고있

는추세이다(Zion Market Research, 2018) 이는 BIM을채택하

는세계각국의정부가늘고있고, 건설사에서관련기술도입이

활성화되고있는것과관련이있다(강태욱, 2019). 이에비하여

조경분야에서는아직데이터활용도가낮으며, 데이터를활용

하는사례를찾기가쉽지않다. 그러나최근서울시에서소음․

미세먼지․자외선등도시데이터를한번에수집하는 ‘스마트

서울도시데이터센서(S-DoT, Smart Seoul Data of Things)’를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2,500개 설치한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도시및조경분야에서도데이터에대한접근가능성이높아지

고, 설계프로세스에도활용할수있는기회가높아질것이라볼

수있다. 이처럼설계프로세스에데이터가활용됨에따라, 이제

조경가에게도데이터와관련된역량이요구될것이라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맥락에서조경설계프로세스에서데이터

를 활용했던 세가지사례를 탐구해 보고, 데이터 중심의설계

프로세스에서조경가에게새롭게요구되는역량에대해고찰하

였다.

Ⅱ. 본론

1. 대상지 분석 단계 및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를 활

용했던 사례

첫 번째 사례는 ‘Sigirino Alptransit Depot 프로젝트’(Girot,

2011)이다. Sigirino Alptransit Depot는 Ceneri 터널공사과정에

서축적된편마암들을활용하여주변환경과연계된인공경관

을설계하였다. 대상지는자연보호구역에접해있었고, 알프스

를통과하는동서부야생동물이동통로의일부였으며, 관광지

로 활용되는장소였다. 또한스위스를지나이탈리아로향하는

주요고속도로및기차노선을지날때대상지가매우잘보인다

는 특징이 있었다.

Sigirino Alptransit Depot 프로젝트는이러한장소의특성들

과축적된매우많은양의석재들을고려하여, 최대한주변의관

광및환경적품질을보존하는것을목표로진행된다. 설계팀은

취리히 ETH의 LVML(Landscape Visualization and Modeling

Laboratory)과협력하여, 설계과정에서 3D지형분석과시각화

기술을광범위하게사용했다. 실시간으로지형을참조하는클라

우드포인트(Geo-re ferenced Cluoud Point) 데이터를생성하고,

3D 및 GIS를 활용한 시각화 작업 등을 통해 지형을 분석하고

이해할수있었다. 또한설계과정에서굴착물질을기계적으로

안정화시키고식물성장을촉진하는데어려움을겪었으나, 정

확한 3D 모델을 통해 설계를 반복적으로 테스트 및 검증할 수

있었고, 대상지의지형이배수․식재․시각적영향등과관련하

여어떠한성능을가지는지자세히이해하고설계에반영할수

있었다.

해당사례는대상지분석에서부터설계단계까지설계프로

세스자체에실시간데이터를활용하여더욱정밀하고밀도높

은지형데이터수집을통해, 대상지에대한더욱정확한이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데이터 중심의 설계 프로세스에서
조경가의 역량에 대한 고찰

이정환․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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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된 설계의 모니터링 단계에서 데이터를 활용

했던 사례

두번째사례는센서를통해수집한실시간데이터를활용하

여시공된설계의모니터링을할수있었던 ‘GRIT(Green Roof

Innovation Testing Laboratory) 프로젝트’(Li at, 2010)이다.

2010년 Liat Margolis 교수는 토론토 대학 Jghn H. Daniels 건

축․조경․디자인 학부의옥상에 GRIT Lab을 설립했다. 연구

소의시설에는 33개의녹색지붕테스트베드․3개의녹색벽․

2개의광전압모듈․기상관측소․5,000피트이상의선형에연

결된 300개 이상의 센서가 포함되었다.

GRIT는토론토의녹색지붕(Green Roof) 시공표준인 4가지

성능(우수 보존․증발 냉각․생물 다양성․수명 주기 비용)의

기준에대해평가하며, 33개의테스트베드(Test Bed)가 4가지

시험 변수[생육배지 유형(유기물 농도 변화)․깊이(10cm/

15cm)․식생(돌나물 매트./잔디와 광엽 초본 섞음)․관개(작

동하지않음/타이머로작동/습기센서로작동)]를비교하고조

작했다.

데이터는테스트베드에설치된유량계및적외선방사선계

등 5개의 센서와 냉각을 측정하기 위해 수직축을 따라 설치된

5개의열센서를통해수집되었다. Thermistor (온도에따라전

기저항치가달라지는반도체회로소자)를통해평균표면온

도․깊이별주변온도․생육배지표면바로아래의온도․합판

바닥의 온도 등을 수집했고, Decagon 장비를 통해 토양의 습

도․온도․전기전도성등을수집했으며, 우량계를통해유거량

과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33개의테스트베드는 4가지변수들을조합하여수집된다양

한결과를분석하여토론토지역뿐만아니라, 다른지역의녹색

지붕 생산․조립․유지 관리에까지 반영했는데, 결과적으로

GRIT녹색지붕건설표준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현재의시공

실무를잠재적으로개선하여녹색지붕의성능을최적화할수있

었다.

해당사례는실시간데이터를활용한비교모니터링을통해

데이터를수집및분석하여, 연구소를넘어실제대상지의시공

및 유지 관리에까지 반영할 수 있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두가지사례연구를통해, 국외에서는조경설계프로세스에

데이터를적극적이고다양하게활용하고있는것을알수있었

다. 이러한데이터중심의설계프로세스에서조경가에게는설

계능력뿐만아니라, 데이터를정확하게수집하고해석하는능

력이수반되어야한다. 우리는 데이터가항상객관적일것이라

는내재된편견을지니고있다. 하지만데이터또한인간이창조

한것이기때문에데이터는객관적이지않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분석하는모든단계에서의숨겨진편견과빅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은위험하다.(Kate Crawford, 2013). 기하급수적으

로늘어나는데이터의홍수속에서조경가가설계에필요한데

이터를정확하게수집하고맥락에맞게해석하는능력, 그리고

데이터에대해항상비판적인관점으로바라보는태도는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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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첫 번째 사례인 Sigirino Alptransit Depot 프로젝트에서
지형 데이터 측정을 위해 UAV를 띄우는 모습

출처: http://www.giro .ch/?project=alptransit-depot-sigirino-canton-ticino

Figure 2. GRIT의 테스트 베드 다이어그램
출처: http://grit.daniels.ut oronto.ca/data/green-ro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