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9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 경제성장이 높아지고 있어서 인구가 증가할수록

도시개발로인한도시화발전의가속화로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생태계 퇴화, 폭우 등 환경적인 악영향도 동반한다. 이로 인해

도시내증발, 침투, 저장량을감소하며, 지표경류량과저장량을

증가하였다(He, 2019). 불투수층증가를의미하는것으로물순

환 장애 등의 환경수리학적인 영향을 미치므로(김이형 등,

2008) 도시침수로 재해를 빈번히 발생하였다.

중국의전통적인우수관리시스템은 ‘회색인프라'를위주로

설계이념으로하고있었다. 이를위해전통도시건설패러다임

의변화가절실하여, 도시가더이상침수되지않도록유콩젠(俞

孔坚)은습지와하천등자연생태계가도시가뭄피해에대처하

는데있어축적능력을나타내는 '스펀지(Sponge)'라는개념을

처음언급하였다. 본연구의목적은스펀지시티의개념을바탕

으로중국도시물순환을위해설계된워터프런트의정화에대

한효과를 InVest모델과지오디자인의틀을적용하여검증하고

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스펀지시티의 정의

스펀지 시티(Sponge City)'란도시가스펀지와 같은 특질을

가지고있고, 물을저장․배수․함수하는기능이양호하여, 환경

변화와 자연재해가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Diao, 2017). 또한스펀지시티는저영향개발(LID, Low-Impact

Development) 기법과비슷한개념의프로젝트를포함하며, 주요

기술은 LID기법에서제시된기술로서옥상녹화, 빗물저장, 우수

재이용시설, 인공습지를 통한수질정화기법등이사용되고있

다(윤선권 등, 2019).

2. Geodesign의 개념

Geodesign(지오디자인)의 일반적 정의는 지리적 맥락, 시스
템적사고, 디지털기술에 근거한 설계 제안과 그효과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밀집하게 연결하는 설계와 계획의 방법이다
(Steinitz, 2012). 지오디자인의개념은 2000년대후반부터논의
되기시작되었지만, 구체적방법론을 2012년스타이니치가확립
하였다(Goodchild, 2010). 스타이니츠의체계는이중구조중에
첫번째구조는재현, 과정, 평가, 변화, 효과, 결정의여섯모형
으로구성한다. 변화모형은계획․설계를통해대상지를변화시
킬대안을제시하는단계이며, 모형을 통해서계획안과설계안
이제시되기때문에물리적인계획·설계의과정에서중요한단
계이다. 효과모형은계획․설계의결과에따른여러효과와비
용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설계안이 반영되기 이전의
대상지의상태를평가한다면효과모형은설계안이대상지에미
치는 영향을 평가한다(김영민, 2019).

3. 선행연구 고찰

스펀지시티와관련하여. 개념적으로 Yu et al.(2015)은스펀
지시티의핵심은인간이물에적응하여경관을매개로척도별
에 따른 수 생태기초 시설을 구축하였다. Qiu et al.(2019)은
SWMM모델을이용하여스펀지시티개조한경류조절을효율
적으로평가하였으며, Wei and Zan(2020)은 AHP방법을바탕
으로물은스펀지시티를건설의기준으로경관을올리므로수
체면적과옥상녹화면적이증가하여야한다. Liu et al.(2019)은
AHP방법을이용하여스펀지시티를건설효율평가에있어양
호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내었다. Huang(2020)은 현장
측정을통해스펀지시티프로젝트가도시물순환시스템을개
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범위

도시빗물을처리하기위해스펀지시티(Sponge City) 개념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R1C1B5044091).

지오디자인 틀을 적용에 따른 스펀지 시티
프로젝트의 조성 효과 분석†

리야오쉐*․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석사과정․**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0

이 2013년부터제시되었으며, 건설사업을이때부터시작되었다.

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중국도시내대표적인스펀지시티프

로젝트로조성되어있는워터프런트공간을위주로분석하고자

한다(Table 1 참조). 내용적 범위는 지오디자인(Geodesign)의

이론적개념과방법론을제시하며스펀지시티이론을선행연구

를고찰하고, 분석지표를도출하고 '스펀지시티' 우수정화효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Difference
Project

Qunli Stormwater
Park

Sanya Mangrove
Park

Quzhou Luming
Park

Location
Haerbin city,
Heilongjiang, China

Sanya city, Hainan,
China

Quzhou city,
Zhejiang, China

Type Urban River Rural

Scale 30 hectares 28 hectares 32 hectares

Function
Water for purifi-
cation & storage

Water for purifi-
cation & storage

Water for storage
& delay

Table 1. Subject of study

2. 연구의 방법

본연구는중국에 '스펀지시티' 프로젝트를중심으로조성한

후우수정화분석에관한연구들을조사하며, 지오디자인분석

의 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지오디자인이론에따라시뮬레이션을바탕으로지리정보체

계(GIS) 프로그램과 InVEST(NDR: Nutrient Delivery Ratio)

모델을이용하여조성된 '스펀지시티' 프로젝트는물의정화효

과를 검증하였다. InVEST(NDR) 모델은 유역 및 흐름으로의

수송에서 영양분 공급원을 매핑하는 모델이다. 인(N)과 질소

(P) 유출량이많을수록수질정화의효과가낮은것으로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정보는 자연 식물에 의한 영양소 보유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지오디자인은시뮬레이션기술을이용하여시나리오로공간

적변화가예측가능하다. 수질검증하는데있어토지피복은상

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지의 토지피복에

따라 수질 상태를 구분함으로써 인과 질소 유출상태를 판다할

수있게개발되었다. 이로인한연구대상지는도시와습지로비

교한 시나리오를 분류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는중국스펀지시티개념을바탕으로조성된조경공

간에대한 GIS와 InVEST 모델을통해스펀지시티이론을따

라 도시 우수 정화 효과를 분석하여 평가한다. 연구 대상지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대상지 표시

2. 연구대상 데이터

InVEST(NDR) 모델을적용하기위해GIS 기반으로대상지

의 토지피복도, 수치표고도(DEM), 연평균 강우량을 래스터

(Raster) 데이터로구축을하였다. 또한, 인과질소의유출량및

보유량은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입력 자료로 설정하였다.

3. 분석 결과

지오디자인의방법을따른대상지부분은스펀지시티프로

젝트를조성된습지와도시두까지로구분한토지피복도시나

리오를GIS로구축하였으며, InVEST(NDR) 모델로질소의유

출량을 산출하였다(Table 2, Table 3 참조).

하얼빈(Haerbin) Qunli Stormwater Parks는 습지로 설정이

되었을때질소유출량은 0.604로나타났으며, 도시로설정이되

었을때 1.558를산출하였다. 싼야(Sanya)Mangrove Park는습

지로 질소 유출량(0.028)은 도시로 질소 유출량(0.139)보다

0.111이낮았으며, 이는습지의경우수질정화효율이더높다.

취저우(Quzhou) Luming Park는습지로질소유출량은 0.141로

산출하며 도시의 경우(0.937)보다 0.796이 낮았으며 84%의 차

이가 나타났다.

Ⅴ. 결론

본연구는지오디자인방법론에의하여, 스펀지시티프로젝

트를조성한후와대상지부분은도시로설정된토지피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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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를 InVEST 모델로질소유출량에따른수질정화효과

를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따른습지는도시보다수질정화효

과더욱높다. 이러한스펀지시티프로젝트는수질정화의효과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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