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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Yong Ko ․ Eun Hyung Kim

요 약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설계 방법은 자연의 과정과 도시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통각적

(apperceptive), 전체론적(holistic)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통각적, 전체론적 조경 설계방법은 분석-계획-설계의 개별 과

정이 하나의 환경에서 수반되어져야 하며, 각각의 과정별로 공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디자인의 결과

와 영향에 대한 평가와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1969년 “Design with Nature“에서 Ian Mcharg가 제시하였던 지구 전체

를 하나의 생태계(Superorganism)로 보는 비젼이 Geodesign의 기술 환경으로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GIS의 지속가능한 설계의 지원한계를 극복하고 수행할 수 있는 Geodesign 조경설계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선행연구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국외의 Geodesign 사례와 적용 이론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조경설

계를 위한 Geodesign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한 Geodesign 기술과 도구들을 살펴보

고,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미래의 조경설계에 있어서 본 방법론이 가지는 잠재

력과 효율성을 입증하였다.

키워드 : 지속가능한 개발, 조경설계, Geodesign, Geodesign의 기술과 도구, 조경설계와 Geodesign

Abstract A design methodology for sustainable on the earth requires a synthetic, and holistic perspective to 

understand natural processes and urban environments. The apperceptive, holistic landscape design methodology 

includes one united environment combining analysis, planning and design. In addition, the individual process needs to 

provide enough spatial information and demands evaluation and understanding on the impact of a design result. The 

perspective and vision of Ian Mcharg, as asserted in his book, Design with Nature (1969), that the earth is one 

superorganism is being realized with Geodesign technologies. 

This paper made the following research efforts which can overcome the limit of the present GIS technologies for the 

sustainable landscape design: Review of the previous researches, analysis of foreign Geodesign cases and applied 

theories, suggestion of a Geodesign methodology for landscape design, selection of Geodesign tools and technolog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ethodology, and finally the demonstration of effectiveness and potentiality by the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y.

Key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Landscape Design, Geodesign, Geodesign Technology and Tool, Geodesign 

and Landscape Design

1. 서   론

지금까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기본으로 하는 공간

계획과 설계에 대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정과 도시환경을 동시에 존중한 통각적, 전체론적 관

점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며 여전히 규범적 모델이 연

구되고 있다. Ian Mcharg의 생태적 설계방법[1]은 환

경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조경 

계획과 설계에서 자연에 대한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

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지만 당시의 기술력 부족으

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GIS, 전산 CAD, Illustrator, 

Photoshop, SketchU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경계획 

및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NGIS사업

(1995∼현재)의 국가공간정보 기반시스템 구축사업,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등의 정부사업을 통해 

방대한 양의 공간정보가 구축되었고, 기술적으로도 

CloudGIS가 대두됨으로 개인적 관점에서의 공간정보

와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다[2,3]. 특히 미국

의 ESRI를 주축으로 공간정보의 분석, 설계의 모든 

과정을 통합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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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ization-oriented SDSS

Figure 2. Geodesign as the Next Paradigm of GIS

지원할 수 있는 Geodesign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이

러한 도구개발에는 하버드 조경학과의 Carl Steinitz가 

Geodesign Framwrok를 통해 이론적, 체계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GIS의 공간분석능력과 설

계기능을 통합하는 Geodesign을 통한 조경설계의 방

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내용으로 

Geodesign과 관련한 연구문헌과 이론적 내용들을 검

토하여 Geodesign1)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조경

과 Geodesign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론적 고찰

과 사례분석을 통해 조경설계를 위한 Geodesign의 기

술과 도구들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반

으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을 실

제로 적용하여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과 잠재력을 도

출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존 조경 설계의 방법과의 비

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공간분석이 주된 기능인 기존 GIS의 한계를 극복하

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지구공간을 계획, 설계할 수 있

는 Geodesign의 의미와 필요성을 조경설계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2.1 GIS의 다음 패러다임 Geodesign

Figure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컴퓨터와 인간이 각

각 잘할 수 있는 것이 과학과 예술이라고 한다면 아직

까지는 이원화된 상태로 발전되어져 왔다. Kim[5]은 

지금까지의 GIS를 “Information-oriented Geographic 

Information” 으로 언급하며 공간 계획과 설계의 GIS 

지원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정보제공만을 

지향하는 GIS 제품들은 계획 및 설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선 계획과 의사 결정의 전반적인 과정에 

공간과 비공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조화

되지 않는 문제(Ill-structured problem)인 계획과 설계

를 더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용되어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인 공간계획과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Kim[6]은 GIS가 발전해야할 

1) Geodesign – 2009년 ESRI(Environment System Research 

Institute)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Ian Mcharg가 주장했던 

지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방향으로써 개념화를 지원하는 공간의사결정 시스템 

(Conceptualization-oriented SDSS2)을 제시하였다.

Jack Dangermond는 “GIS : Designing Our Future”[7]

를 통해 GIS의 다음 패러다임으로써 Geodesign을 제시하

였다. Geodesign은 지리적 계획 및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기존의 GIS의 분석적 기능을 심

화, 발전시키고 이와 함께 창의성을 요구하는 Design

을 새롭게 통합한 미래의 지속 가능한 공간을 설계 

방법이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의 모든 지리적 정보를 

다루는 GIS와 미래에 대한 제안의 분석과 설계가 하

나의 환경에서 수행되어 과학적인 분석과 창의적인 

설계가 통합된 방법이자 이론으로 볼 수 있다[8,9].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Dangermond가 제시한 

GIS의 다음 패러다임이 Kim이 제시했던 GIS의 발전 

방향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들

은 GIS와 Design의 결합이 향후 지구의 지속가능한 

설계를 위해 GIS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보고 있다.

2.2 GIS, Design, Geodesign

국외에서는 Geodesign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등 6개의 대학에 

학부 및 대학원이 개설되어졌으며, 증가되어지고 있

2) SDSS - Spatial Decision Support System (공간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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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cess of Landscape Design [16]

Process Phases of the landscape design

Basic 

Premise

Project's basic characteristic which cannot 

be changed.

▼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Collect and analyze all the necessary data 

based on seperated topics: natural, social, 

visual.

Proceed with the analysis focusing on the 

basic components.

▼

Synthesis

Synthesize the anayzed data organized in 

detailed drawings and table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nd importance of the 

spatial components.

▼

Basic 

Design

Derive various ideas based on the 

synthesis

Suggest basic direction of the proposed 

plan expressed by diagrams, drawings, 

etc.

▼

Alternative

Scenarios

Provide different alternatives and conduct 

an analytical comparison for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alternatives.

▼

Schematic

Plan

Propose a basic framework and overall 

direction of the project.

Determine the final alternative to develop 

a master plan.

Complete spatial plans for each design 

component.

▼

Schematic

Design

Develop specific details for each area.

Express specifically the shape and size of 

each spatial components.

▼

Construc-

tion 

Design

Develop detailed construction drawings.

Figure 3. Multiscalar Geodesign

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존의 설계분야에서 Geodesign

이 주목받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Geodesign은 GIS의 Desgin에 대한 지원한계

를 극복할 수 있다. 기존 GIS도구들을 통한 디자인의 

한계점에 대해 Pelzer, Marco, Stan[10]은 아래와 같은 

4가지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다.

(1) 필요한 모든 것을 세거나 측정할 수 없다.

(2) GIS도구는 창의력을 제한시킨다.

(3) GIS도구는 모호함을 표현하지 못한다.

(4) 기존의 설계 방식을 깨기 어렵다.

그들은 이러한 한계점과 함께 기존의 GIS 도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도구들을 제시

하며, Geodesign이 이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GIS의 디

자인에 대한 지원한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고 언급하며 Geodesign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둘째, Geodesign은 모든 디자인의 종류와 공간적 스

케일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수행될 수 있다. Miller는 

‘Multiscalar Geodesign(Figure 3)’[11]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Geodesign은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

하는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 지역적-국지적 차원 

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체론적(holistic)인 계획과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셋째, 미래의 공간 디자인으로서 Geodesign이 적합

하다. Fisher[12]는 지금까지 수행되어져 왔던 디자인

들에 대해 “전통적인 디자인들은 대부분이 클라이언

트와 지역 사회의 즉각적인 요구에 초점을 맞추기 때

문에 디자인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많은 정보를 포함

하지 않고 설계되어 왔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Ervin[13]은 이러한 전통적인 디자인의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Geodesign의 미래’를 통해 

5가지 카테고리(Big Picture, Technologies, Software, 

Connections, Warnings)를 제시하며 Geodesign의 필

요한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Geodesign을 단편

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지속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수행하는 향후 디자인의 방법이자 방향으로 

제시한다[13,14].

2.3 조경과 Geodesign

현행의 조경 계획 및 설계에서는 Table 1과 같이 

목표설정 - 자료수집 - 분석 - 종합 - 기본계획 – 설계 

순의 보편화된 과정이 나타난다[15].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Lee[2]는 “조경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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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odesign Support (Landscape Planning, 

Design)

Process
Phases of the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processes 

Asses existing 

landscape, 

Potential impacts

Organize, Sketch, Communicate

(Geodata, Local knowledge,

interests)

▼

Develop 

objectives, 

measures

Sketch, Analyze, Communicate

(Planners, Citizen’s proposal and 

comments, Stakeholder interests, 

Rapid citizen Scenario)

▼

Political decision

Communicate 

(Planning proposal, Further 

citizen comments, Decision 

makers)

▼

Collaborate about 

planning measures

Communicate 

(Administrators, Planners, 

Citizens, Land user, Stakeholder)

▼

Design & Assess Analyze, Sketch

▼

Communicate & 

Re-design
Analyze, Communicate

▼

Construct

Figure 5. Using Geodesignfor Land Planning (Examples 

from a MLA Studio)

Figure 4. Geodesign Supports the Different Phases of

the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Processes

공간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 가공, 표현하며 진행되

어진다. 그러나 설계자 개인이 프로젝트의 모든 정보

를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필요한 모

든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기도 어렵

다” 라며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조경에서는 

계획과 설계분야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반면, 공간

적인 관점에서는 상보적이고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적인 관점에서의 ‘조경 설계’는 

‘공간정보를 기초하여 통합된 하나의 개념’ 속에서 

‘분석부터 계획, 설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Barty, Haaren, Albert[17]

는 Geodesign이 조경계획과 설계의 과정이 서로를 어

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의 과정을 어떻게 통합하

여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조경계획과 설계의 불분명한 경계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Geodesig을 제안한다(Table 2).

앞서 말한바와 같이 ‘조경 설계’라는 것은 ‘공간정

보를 기초하여 통합된 하나의 개념[18]’ 속에서 이루

어 져야 한다. Geodesign은 GIS의 진화 속에서 공간정

보와 설계를 통합한 조경설계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으며[19], 실제로 국외의 대학이나 DLA3), ASL

A4)와 같은 조경과 관련한 학회, 협회에서도 Geodesign

을 통한 조경 계획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20,21]. 

조지아의 조경학 대학원에서는 공간정보를 통합한 설

계의 방법으로써 ‘Geodesign을 통한 조경계획’(Figure 5)

을 진행하고 있다[22].

3) DLA - Digital Landscape Architecture

4) ASLA -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또한 Matt은 Geodesign Project Planning (Figure 6)

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Geodesign을 통한 계획은 공공을 위한 계획과 정책

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더욱더 영리하고 참신한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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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aking Smart Growth Smarter with Geodesign 

(Planning example)

위에서 언급한 두 사례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듯이 

Geodesign을 통한 조경계획과 설계의 방법은 ‘지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간정보를 통합한 설계의 

방법’으로 조경계획과 설계를 ‘좀 더 영리하고 객관적

으로 수행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래의 GIS

와 디자인을 위한 도구이자 페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3. 조경설계를 위한 Geodesign 방법론

본 장에서는 조경설계를 위한 Geodesign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해 Figure 7의 연구과정을 통해 진행한다.

Figure 7. Research Process to Establish Geodesign 

Methodology for Landscape Design

3.1 조경설계를 위한 Geodesign 요구 및 지원

사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2와 2.3을 통해 조경설계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과 Geodesign의 지원사항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한다.

3.1.1 미래의 GIS와 Geodesign을 위한 요구

Geodesign이 기존 GIS의 디자인에 대한 지원 한계

를 뛰어넘고, 단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지속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

소들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Interoperability - 통합된 툴, 좌표를 기반한 데이

터, 개발언어와 포맷의 일원화, 다양한 스케일

(2) Cloud Service - Cloud기반의 온라인 서비스, 센

서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제공, GeoDesign 

어플리케이션, 원격제어, Geo-fencing, GPS와 같

은 추적 시스템, 위성데이터의 활용

(3) Geoprocessing -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 위성

데이터의 활용

(4) Sketchable - 직관적인 스케치, 유연함과 모호함

의 표현

(5) Visualization - 시각화 및 시뮬레이션화

3.1.2 조경설계를 위한 Geodesign의 지원

앞의 Figure 4와 Table 2 에서 볼 수 있듯이 조경계

획과 설계의 각 과정에서의 Geodesign의 지원에 대해 

총 4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1) Organize – Basis for analysis, Data, GIS, Model 

Building

(2) Analyse - Geoprocessing, Rapid impact analysis

(3) Sketch - Planned projects, Designed changes

(4) Communicate - Web participation, Visualization 

accounting

3.1.3 요구 및 지원사항의 종합

앞의 내용(3.1.1, 3.1.2)을 통해 도출된 요구 및 지원

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경설계의 각 과정(앞의 

Table 1)에 대한 내용을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3.2 조경설계를 위한 Geodesign 방법론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조경설계라는 

것은 분석-계획-설계의 모든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결과와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

야 하며, 전체 과정이 하나의 환경에서 수행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설계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에 조경설계의 각 과정에서 필요한 요구와 적용

에 대한 고찰과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고찰[23,24]을 

통해 창의력과 능률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조경 

설계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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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odesign Methodology for Landscape Design

Process
Geodesign Methodology for Landscape 

Design

Basic Premise Real-time online basemap

▼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Real-time data acquisi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cloud

▼

Synthesis
Scientific analysis and synthesis through 

Geoprocessing

▼

Basic Design Basic design in an integrated space

▼

Alternative 

Scenarios

Management of alternatives using the 

scenario management tools

▼

Schematic 

Plan

Template : Using the in Planning and 

Design

▼

Schematic

Design

Dashboard :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design through

▼

Working 

Design

Creating and evaluating a 3D design 

model (based on related information)

Table 3. Requirements for Geodesign 

Process
GIS, Design 

Requirements

Landscape Planning, Design 

supprot

Basic 

Premise

Interoperability

Cloud Service

Assess existing landscape

Organize (Basis for analysis)

Communicate (Web participation)

▼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teroperability

Cloud Service

Visualization

Asses existing landscape

Organize (Data, GIS, Model 

bulidng) 

Communicate (Web participation, 

Visualization accounting)

▼

Synthesis

Interoperability

Cloud Service

Geoprocessing

Visualization

Potential impacts

Organize (Basis for analysis, GIS)

Sketch (Planned projects) 

Communicate (Web participation, 

Visualization accounting)

Analyse (Geoprocessing)

▼

Basic 

Design

Interoperability

Geoprocessing

Sketchable

Visualization

Develop objecties, measures

Sketch (Planned projects, Designed 

changes)

Analyse (Geoprocessing)

Communicate (Web participation, 

Visualization accounting)

▼

Alternative 

Scenarios

Interoperability

Sketchable

Cloud Service

Visualization

Political desision

Analyse (Geoprocessing, Rapid 

impact analysis)

Sketch (Planned projects, Designed 

changes)

Communicate (Web participation, 

Visualization accounting)

▼

Schematic 

Plan

Interoperability

Sketchable

Cloud Service

Visualization

Collaborate about planning 

measures

Analyse (Rapid impact analysis)

Sketch (Planned projects, Designed 

changes)

Communicate (Web participation, 

Visualization accounting)

▼

Schematic

Design

Interoperability

Sketchable

Cloud Service

Visualization

Design & Assess, Communicate & 

Re-design

Analyse (Rapid impact analysis)

Sketch (Designed changes)

rapid impact analysis Communicate

(Web participation, Visualization 

accounting)

▼

Contructi

on 

Design

Interoperability

Cloud Service

Visualization

Construct

각 과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실시간 온라인 베이스 맵을 이용한 현황파악

언제 어디서든 Cloud를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맵을 통해 기본전제에 해당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온라인을 활용한 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표현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표현하여 대상 공간의 정보에 대한 

수집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Geoprocessing을 통한 과학적 분석 및 종합

Geoprocessing을 통해 함수와 같은 과학적인 방법

으로 분석의 과정을 빠르게 수행하고, 분석의 결과를 

객관적, 시각적으로 맵 상에 표현하고 Overlay를 통해 

종합의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통합된 공간상에서 수행하는 기본구상

지리적 정보와 베이스맵을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공간에서 다이어그램을 통한 기본 구상을 수행하여 

다이어그램이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들의 비교를 통

해 바람직한 기본구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시나리오 관리를 통한 대안의 관리

시나리오 관리를 통해 기본구상에서 작성된 다양한 

대안들을 관리하고 비교하여 각 대안의 장점과 한계

를 표현, 제시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지표를 통해 최적

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6) Template를 활용한 계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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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eal-time data acquisition and representation 

in the cloud

Figure 8. Real-time online basemap

평가된 대안들을 속성정보를 가지고 있는 Template

를 이용하여 계획과 설계의 과정(Re-design, Develop 

design)에서 평가와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

적의 설계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7) Dashboard를 이용한 설계의 비교 분석 및 평가

최종적인 설계안을 선택하기 앞서 Dashboard와 

Shared의 기능을 통해 공간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도

입하고, 각각의 설계안을 온라인상으로 공유하여 전

문가와 비전문가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객관성 있는 

최고의 설계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8) 정보를 통해 생성하는 3차원 설계 모형의 작성

과 평가

Template의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현실성있는 3차

원 모델을 빠르고 편리하게 작성하여 온라인상으로 

공유함으로써 최고의 설계안의 선택을 위한 평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경설계를 위한 Geodesign 방법론의 

가장 큰 의의는 분석-계획-설계의 모든 과정이 통합된 

하나의 환경(Interoperability)에서 수행한다는 점이다. 

온라인(Cloud Service)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활용하여 발달된 소프트웨어

(Geoprocessing, Sketchable, Visualization)에서 2D 

GIS 데이터부터 3D 모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분석 및 시각화 작업을 손쉽게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조경설계를 위한 Geodesign 방법론 

적용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의 적용을 위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국외의 Geodesign 계획과 설계 사례

(2.3)를 통해 살펴보았다. 국외의 Geodesign의 경우

ArcGIS의 활용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본 절에서는 Cloud GIS로서 ArcGIS Online, 공간분석 

도구로서 ArcGIS Desktop, 3D 설계 및 계획의 모델링 

도구로서 CityEngine을 사용하였다. 앞의 방법론에서 

선정된 기술과 도구들을 조경설계의 각 과정에 적용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조경설계의 과정과 비교

함으로써 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잠재력과 한계에 대

해 살펴보았다.

4.1 방법론의 적용 

4.1.1 실시간 온라인 베이스 맵을 이용한 현황파악

기본전제의 과정은 대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초정보와 기반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제

공받아 진행하여 왔다. 특히 몇 몇의 자료들은 제공받

기 위해 비용이 청구되거나 방문하여야 하며, 간혹 디

지털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다른 이유(보안 등)들

로 인해 제공 받지 못하기도 한다. 

Figure 8과 같이 ArcGIS Online을 활용한 기초자료

의 수집과 베이스 맵의 작성은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

한 베이스 맵을 기본적인 공간정보와 함께 각종 주제

별로 제공하여 기본전제의 과정을 보다 빠르고 편리

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케일이 세계를 대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딩이 매우 길며, 잦은 오류가 

발생하였다.

4.1.2 온라인을 활용한 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표현

자료의 수집과 표현의 과정은 매우 오랫동안 이루

어지는 지루한 작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필요한 모

든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선 앞에서 언급했던 자료수

집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렇게 수

집된 자료들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

로그램을 통해 변형시키는 작업을 수행해야한다.

Figure 9와 같이 ArcGIS Online을 활용한 자료의 실

시간 수집 및 표현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

의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었으며, Cloud 

GIS기술과 사용자들(공유)에 의해 지도상에 표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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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Basic design in an integrated space

Figure 12. Management of alternatives using the scenario 

management tools

수집과 표현의 과정을 압축하여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국내의 자

료가 많지 않았으며, 긴 로딩, 잦은 오류와 더불어 국

내의 좌표체계와 상이하여 자료의 좌표를 지속적으로 

변환시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였다. 

4.1.3 Geoprocessing을 통한 과학적 분석 및 종합

조경설계에서의 분석과 종합의 과정은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분석의 결과 자료와 수집된 기초자료를 이

용하여 GIS 분석을 통해 만들어낸 분석의 결과를 활

용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공간정보의 

분석에 대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Figure 10과 같이 Geodesign에서는 Geoprocessing

을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Modelbuilder를 

제안한다. Modelbuilder는 분석 Model을 통해 단순한 

클릭 몇 번만으로 분석과 종합의 결과를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기초적인 분석 Model들이 많지 않아 사용자가 직접 

제작해서 활용해야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

Figure 10. Scientific analysis and synthesis through 

Geoprocessing

4.1.4 통합된 공간상에서 수행하는 기본구상

이 과정은 이전에 나온 모든 정보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베이스 맵을 기초로 그 위에 다이

어그램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이렇게 그

려진 기본구상은 단순한 다이어그램의 표현으로서 이

전의 모든 정보와 과정이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

문에 부연 설명을 기초로 주관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통합된 공간상에서 수행하는 기본구상은 공간정보

와 결합하여 Feature를 통해 작성되는 대안으로 Figure 

11과 같이 각각의 요소들이 공간정보와 함께 속성정

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주관적, 객관적 관점에서 기본구상에 대한 평

가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현의 관점에서 아직

까지는 스케치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이 기존 GIS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1.5 시나리오 관리를 통한 대안의 관리

대안이란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다수의 계획안으로 이를 비교하여 최종적인 

구상안을 결정하게 된다. 최종적인 구상안을 선택하

는 데에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한명의 

설계가를 통해 제시되는 대안이 아닌 다수의 설계가

를 통해 제시되는 대안들의 경우 각각의 대안들의 목

표, 지향점 등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

에 많은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Figure 12와 같이 Geodesign에서는 대안들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시나리오 관

리 도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대안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효율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결

과를 직접보고 비교하여 판단함으로써 향후 조경설계

의 관점에서 최종적인 대안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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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Creating and evaluating a 3D design model 

(based on related information)

Figure 14. Dashboard : Comparative analysis and evalua-

tion of the design through

4.1.6 Template를 활용한 계획 및 설계

기본계획 및 설계는 향후 대상지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주요 공간별로 확대하

여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과정은 대상

지 각각의 공간에 대한 세밀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소

프트웨어(CAD, Photoshop 등)를 통해 그려나간다고 

할 수 있다.

Figure 13. Template : Using the in Planning and Design

Figure 1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Template을 활용

한 계획 및 설계는 기존의 단순한 선과 색을 통해 

그려나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환경(Geodesign)에서 

각각의 공간과 개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합한 설계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점은 미래에 더 나

아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켜 전체

론적인(holistic) 관점에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영향력에 대한 고려와 평가를 수반하는 디자인을 수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존 계획 및 설계에 비해 그 표현과 구축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4.1.7 Dashboard를 이용한 설계의 비교 분석 및 평가

조경 설계에서는 공간의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해 발

주자 또는 주민들에게 대상지의 미래상을 인쇄물 혹

은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여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인쇄물 혹은 이미지 형태의 정보는 제한적이고 한정

적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 간의 오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Figure 14와 같이 Geodesign에서는 설계안에 대해

서 온라인과 Dashboard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

한 정보들은 전체와 부분의 내용을 단순한 이미지형

태가 아닌 Map과 Scene으로 보여주며 설계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정보를 직접 보여주고, 수정을 지원하여 

참여를 통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1.8 정보를 통해 생성하는 3차원 설계 모형의 작성과 

평가

실시설계의 과정에서는 시공을 전제로 평면도, 입

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다양한 형태의 도면을 작성하

고,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항은 시방서로 정리

한다. 이러한 도면들과 시방서는 그 표현과 정보가 앞

에서 언급한바(인쇄물, 이미지)와 같이 매우 한정적이

기 때문에, 조경설계의 내용과 실제로 조성되어진 결

과에 대한 혼동과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 

Geodesign에서는 CityEngine과 같은 시각화 도구들

을 통해 데이터 및 절차적 규칙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3D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Figure 15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모든 범위

(전체-구역-요소)에 대한 다양한 시각화(평면, 입면, 

단면, 상세)를 제공하여 설계와 시공의 괴리감을 최소

화한다. 또한 App과 같은 추가 기능들을 통해 계절, 

시간 등에 따라 대상지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설계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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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방법론 적용의 결과

Geodesign을 통한 조경설계를 수행한 결과 기존의 

설계 과정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차이점

은 비용, 시간, 효율, 편리, 표현 등으로 볼 수 있다. 

자료의 수집 및 표현, 분석 및 종합, 3차원 설계 모형

의 작성의 과정 등에서 대폭 시간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대안의 작성과 관리, 설계의 비

교 분석 및 평가 등에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설계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계획 및 설계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안

과 설계안들이 모두 3차원으로 손쉽게 표현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분석, 계획, 설계, 3차원 표현에 이르

는 전체과정이 공간 정보를 통해 빠르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사용자(디자

이너)의 아이디어를 구현, 표현, 평가하는 과정을 합리

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간정보를 기반

으로 다차원 공간(2D, 3D, 4D)설계를 수행하고 표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 디자인 방법으로써 지속가

능한 지구환경의 설계 및 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향후연구

기존의 GIS는 범지구적 지속가능한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Geodesign

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GIS에 디자인을 접목시켜 기존 GIS의 과학적 분석을 

넘어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미래의 공

간계획과 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

을 통해 지리적 맥락 속에서 충분한 환경정보를 바탕

으로 조경의 분석-계획-설계의 모든 과정을 통합된 하

나의 환경에서 수행하여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조경계

획 및 설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조경

계획 및 설계자가 지속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

고 수행하여 지구의 관리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리자로써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경 설계를 위한 Geodesign 방

법론’은 기존 조경설계의 과정에 Geodesign의 적용을 

통해 앞에서 언급한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조경계획 

및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방법론을 통해 

살펴본 Geodesign을 통한 조경설계의 과정은 기존의 

디자인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개선하여 설계가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의 과정

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제시한 Geodesign 방법론을 

통해 만들어진 계획, 설계안을 적용전과 후로 비교하

여 체험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홀로렌즈 등) 도

구와의 적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설계된 

공간을 체험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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