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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n space planners and designers should consider scientific and quantified functions of trees when

they have to locate where to plant the tree. However, until now, most planners and designers could

not consider them because of lack of tool for considering scientific and quantitative tree functions. This

study introduces a tree location supporting tool which focuses on the multi-objective including scien-

tific function using ACO (Ant colony optimization). We choose shading effect (scientific function),

shielding, and openness as objectives for test appl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when the user give

a high weight to a particular objective, they can obtain the optimal results with high value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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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When we allocate higher weight for the shading effect, the tree plans provide larger shadow

value. Even when compared with current tree plan, the study result has a larger shading effect plan.

This result will reduce incident radiation to the ground and make thermal friendly open space in the

summer. If planners and designers utilize this tool and control the objectives, they would get diverse

optimal tree plans and it will allow them to make use of the many environmental benefits from trees.

Key Words : Ant colony optimization, tree allocation, park design, tree service, shading effect

I. 서 론

옥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식재 설계는 수목

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다. 특히 공원과 같은

옥외공간에서는 그 공간의 이용자의 행태도 함

께 고려하여 배식 위치, 수종, 크기 등을 결정한

다. 수목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시선을 차단하

거나 경계를 구분하고, 열린 경관과 대비될 수

있는 위요공간을 형성하는 등의 건축적 기능과,

배경효과와 조화로움을 제공하는 미적 기능이

있으며, 이 외에도 기상학적, 생태적 기능 등 과

학적으로 평가 가능한 기능을 갖는다. 실제 관

련 연구에서는 수목이 태양열을 차단하여 이용

자들이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느끼는 공간을 형

성하며(Holst and Mayer. 2011; Lee et al. 2013;

Park et al. 2018), 주변 공기를 정화하고(Gromke

and Blocken. 2015),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거나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다(Lopez et al. 2018).

이렇듯 수목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 식재 설계에서는 수목의 기

능을 정량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타 분야 대비 옥외 공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일부 기인한 것도 있으나,

공간 설계 및 계획 분야의 정성적 특성과, 기능

을 평가하는 분야의 정량적 특성을 연계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목의 정량적·정성

적 특성의 통합적 고려가 가능한 도구가 있다면

위와 같은 한계를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최근 공간계획에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도구로서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Multi-ob-

jective optimization)이 대두되고 있다.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은 목적 함수를 이용하여 객관

적, 정량적으로 목적 달성 수준이 높은 솔루션

을 탐색해 가기 때문에, 옥외공간의 경우에도

설계안을 객관적,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적함수만 규명한다면 적용이 가능하다 (Yoon

and Lee, 2017). 국내에서 최적화 알고리즘은 회

로의 배열, 최적의 모델 변수 결정, 트러스트 돔

구조물 등의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공간 문제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다

(Park et al. 2017; Yoon et al. 2018). 최적화 알

고리즘을 이용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목적/기

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기

때문에 수목의 여러 특성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계획안들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미 군집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그동안 공간 설계 및 계획 분야에서 고려

되지 못하던 수목의 객관적, 정량적 기능을 정

성적 기능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배식 위치 최

적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

목의 객관적 기능인 그림자 효과와, 정성적 기

능인 시선차단과 개방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목적함수를 규명하였다. 수목이 형성하는 그늘

에서는 태양으로부터의 단파복사에너지가 차단

되기 때문에 여름철 쉼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목적함수로 수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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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Site for pilot test. (left: aerial photograph, right: model domain)

의한 그림자 면적을 적용하였고, 설계자의 주관

이 반영될 수 있는 시선차단과 개방성을 수목의

정성적 기능으로 목적함수에 추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은 수목의 기능이

더라도 수식, 평가도면 등의 목적함수에 포함시

킨다면 추가 반영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수목의 최적 위치를 찾아내는 모델

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된 모델

을 대상지에 시범적용 하였다. 대상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며 열 쾌적성이 문제가 될 수 있

는 공간, 건물이 적게 분포하여 수목 그림자가

필요한 공간이라는 두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따라서 낮 동안에도 거주민과 관광객의 왕래가

많고 건물의 그림자가 적은 종로구에 위치한 마

로니에 공원이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총

대상지역은 115×185m 이며 공간을 격자단위 (5

×5m)로 치환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5m 격자

단위는 수목의 수관 폭을 고려하였을 때 수목

한 주가 위치하기 적정한 크기이다.

2. 입력 자료

격자마다 한 개의 공간이용(건축물, 도로, 보

행로, 수목)이 할당되며 건물, 도로, 보행로를 제

외한 공간을 수목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Figure 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

델은 사용자가 수목의 규격과 주수를 지정하면,

그에 대한 최적의 위치를 제안해 준다. 본 연구

는 대상지의 기존 수목을 무시하고 새로 배식하

였을 때 어느 위치가 가장 좋은지에 대한 결과

를 도출한 것이다. 단, 모델결과와 기존 대상지

의 식재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수목의 입력

자료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기준으로 하

였다. 서울시 가로수, 공원녹지 수목 자료를 참

조했을 때 현재 대상지에는 약 9m 높이의 수목

20주와 약 12m 높이의 수목 24주가 분포하고

있었다.

목적함수에 사용되는 변수로는 시야차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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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ore map for shielding and openness tree functions. (score: 0∼20)

방성, 그림자가 있다. 시야차단, 개방성은 공간

설계의 정성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이

다. 시야차단은 그 공간에 이용자가 주변의 사람

혹은 물체를 볼 수 없도록 수목이 시야를 차단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차장 쪽을 가

리기 위해 길에서 주차장 사이에 수목을 식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방성은 탁 트인 공간을 반

영할 수 있는 변수이다. 광장과 같은 공간을 의

도할 때 개방성을 높이고 수목이 식재되지 않도

록 할 수 있다. 식재설계에서 공간 활용의 특성

을 시야차단, 개방성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결과를 잘 보여줄 수 있

는 변수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목적함수는 향후 모델의 결과와 실제 수목 배식

위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제 식재된 수목을 고

려하여 점수 도면을 작성하였지만, 실제 모델이

활용 될 때는 설계자의 주관성이 드러날 수 있

도록 직접 점수 도면을 작성하여 입력변수로 활

용한다(Figure 2). 시야차단 점수 도면의 경우 0

에서 20점 사이에서 시야차단이 필요한 격자일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개방성 점수 도면

의 경우 역시 0에서 20점 사이에서 개방성이 요

구되는 격자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두 변수는 각 격자의 점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점수도면으로 들어가지만, 그림자의 경

우 수목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각 격자의 값

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수도면이 아닌, 수목의

위치, 일사량, 태양 천정각, 방위각을 독립변수

로, 그림자의 면적을 종속변수로 하는 함수로

들어가게 된다. 시범 적용의 경우 2017년 6월에

서 8월까지 전운량이 5 미만인 날, 오후 2시의

일사량, 태양 고도각, 방위각을 기준으로 하였으

며, 이때의 평균값은 각각 822 W/m², 0.4587 ra-

dian, 3.7739 radian이다. 그림자 함수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Categories Parameters

Land use

Building

Road

Sidewalk

Tree
Number of trees

Size of trees

Objective

function

Shield Score map

Openness Score map

Tree shade

Irradiation

Solar elevation angle

Solar azimuth angle

Table 2. Inpu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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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tercepted solar radiation calculation

for shading. (up: building, down: tree)

1) 그림자 함수

그림자함수는 목적함수 중 그림자 기능을 계

산해주기 위한 함수로, 수목의 위치가 바뀔 때

마다 총 수목이 제공해주는 그림자의 값을 계산

해준다. 그림자 값이란 수목이 없을 때 바닥이

받는 총 직달일사량에서 수목이 있을 때 받는

총 직달일사량의 차이를 의미한다. 가장 먼저,

대상 시기의 평균적인 태양 고도각과 방향각을

구한다. 건물이나 수목이 있을 경우 바닥으로

들어가는 태양 입사 광선이 차단되는데, 차단유

무를 알기 위해서 바닥에서 반대로 태양의 입사

방향으로 광선을 쏘아 올려 건물이나 수목에 의

해 차단되는 광선의 개수를 구한다. 건물에 의

해 차단된 경우에는 바닥의 일사량을 0으로, 수

목에 의해 차단된 경우에는 일사량의 20%로 한

다(Huang, Akbari, Taha, & Rosenfeld, 1987). 분

석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격자 당 일정

한 간격으로 9개의 광선을 쏘아 올리고 그림자

값은 9개의 평균값을 사용한다(Figure 3). 즉, 바

닥에서 쏘아올린 9개의 광선 중 건물에 의해서

n개가 차단될 경우 바닥의 일사량을 일사량

*(9-n)/9으로 계산하고, 9개의 광선 중 수목에

의해 n개가 차단될 경우 바닥의 일사량을 일사

량*{(9-n)+0.2*n}/9로 계산한다.

여름철일사량은옥외공간이용자의열쾌적성

에큰 영향을미치는요소이다. 그림자값이클수

록이용자의열환경이쾌적하다는것을의미한다.

3. 개미 군집 알고리즘

공간 문제에는 최적화 알고리즘 중 유전 알고

리즘 (GA, Genetic Algorithms)이 가장 빈도 높

게 적용되어 왔으며, 그 외에도 담금질 기법

(SA, Simulated Annealing), 개미 군집 알고리즘

(ACO, Ant Colony Optimization) 등 다양한 알

고리즘이 개발되었다 (Aerts and Heuvelink,

2002; Li and Parrott, 2016; Liu, et al. 2012). 이

중 개미 군집 알고리즘은 1990년대에 Maniezzo

(1992)이 개발한 최적화 알고리즘으로서, 개미

들이 페로몬(pheromone)을 이용해 먹이까지의

최적 경로를 선택하는 행동을 응용하여 시뮬레

이션하는 방법이다.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도로

설계(최적 경로)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배치, 토

지이용의 배분 등을 최적화하는 데에 기존의 알

고리즘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Li et al. 2009; Liu et al. 2012;

Ma et al. 2017). Li et al (2009)는 ACO가 GA와

비교했을 때 연산 속도가 빠르고 더 높은 목적

함수 값을 도출함을 밝힌 바 있다.

개미 군집 알고리즘은 최적화 방법 중 하나

로, 개미가 좋은 해를 얻을 경우 페로몬을 남겨

서 점차 세대가 지날수록 점차 좋은 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알고리즘이다. 본 모델에서 좋은

해의 기준은 목적함수 값을 최대로 해주는 것으

로, 그림자와 시야차단은 높고 개방성은 낮은

위치에 수목을 배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함수(F)는 식(1)과 같고, 최적화 알고리즘의

전체 알고리즘은 Figure 4와 같다. 개미가 이동

함으로써 얻어지는 위치(해)를 수목 배식 위치

로 볼 수 있으며, 이동할 때 마다 해당 위치의

목적함수를 계산하여 이전 해의 목적함수보다

클 경우 개미의 이동을 유지시키고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개미의 이동을 후퇴시켜 점차 좋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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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CO algorithm for optimal tree location model

로 유도해가는 과정이다.


  



 
 



 
 





(1)

, , 는 각 기능의 가중치이며 원하는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

다. 기능의 값은 표준화되어 0부터 1까지의 값

으로 나타낸다. 개미의 위치를 수목의 위치로

가정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개미들이 선택한

위치가 최적화된 수목의 위치가 된다. 처음에는

임의로 개미의 위치가 결정되나, 각 개미는 확

률적으로 다른 격자를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

다. 이때의 선택 확률 ()은 각 격자에 남겨

진 페로몬의 농도()과 목적의 달성 정도와 관

련 있는 휴리스틱( )값을 이용해서 산정한다

(식 2-4).

 


(2)

 ′ (3)

′  (3-1)




(4)

: 페로몬 가중치,  : 휴리스틱 가중치,  :

해당 반복횟수의 페로몬 농도,    : 이전 반복

횟수의 페로몬 농도, 는 페로몬 증발비율, ′

는 새로 추가되는 페로몬 농도, : 격자 수,

 : 가장 높은 해의 목적함수 값, : 상수

개미 한 마리가 확률적으로 다른 위치를 선택

할 때에는 시야차단과 개방성 측면만을 고려하

지만, 그 위치로 옮겨가는 것은 시야차단, 개방

성, 그림자의 모든 측면에서 개선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식1). 모든 개미가 선택 및 자리 옮기

기를 시도했을 때 한 번의 시뮬레이션이 완료되

며, 이 때 변경된 개미의 위치는 페로몬의 형태

로 기록된다. 이전 시뮬레이션에 의해 기록된

페로몬의 일정 부분 증발되고 (  ), 수목의

위치가 개방성, 시야차단, 그림자 목적을 얼마나

만족하는지( )에 상수()만큼 비례하는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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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1/3 1/2 3/5

 1/3 1/4 1/5

 1/3 1/4 1/5

     1:1:1 2:1:1 3:1:1

Table 3. Functions’ weight in the three different scenarios

로몬이 더해진다(식 3). 이것은 최적화 시뮬레이

션의 후반부로 갈수록 목적함수 측면에서 그 값

이 더 높은 결과가 도출되는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범 적용에서는 전체 반복횟수를 300으로

했다. 대상의 규모나 모델의 복잡성 등에 따라

반복횟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다

양한 시도를 통해서 사용자가 특정 횟수 값을

지정하거나 수렴 정도를 이용해서 반복횟수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4. 수목 배식 위치 시나리오

개미 군집 알고리즘과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

은 사용자가 여러 가지 조건을 둠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최적 해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

에서 그림자 변수는 수목의 정량적 효과를 파악

해줄 수 있는 도구로 가중치 변화를 통해서 정

량적 효과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림

자 변수 의 비율을 다른 가중치 대비 1배, 2

배, 3배로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Table 2). 그림자의 가중치를 높임에 따라 그림

자 값이 더 높은 해가 선택되는지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시나리오 별 최적화 결과

그림자 가중치를 다르게 했을 때 도출된 수목

의 배식 도면은 Figure 5와 같다. 세 시나리오에

서 동일하게 선택된 지점은 대상지 전체의 그림

자 값을 높이고, 시야 차단이 중요한 곳에 위치

하며 동시에 중요 지점의 개방성을 높이는 곳이

라고 볼 수 있다. 대상 시기에 그림자는 건물,

수목의 동북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축

물의 남쪽이나 건물이 없는 공간에 많이 위치하

게 되었다.

시나리오 별 차이는 의 가중치를 다르게

해 준 것인데, 시나리오 3이 1과 2에 비해 그림

자 값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3).

3개의 시나리오 모두 유사한 지역을 선택했지

만, 시나리오 3으로 갈수록 나무가 서로 떨어져

서 위치하거나 수목의 규모가 바뀌면서 그림자

값이 더 커졌다. 특히 A지역의 경우, 시나리오 1

에서는 수목끼리 뭉쳐있는 경향을 보였지만, 시

나리오 2와 3에서는 붙어서 식재되는 것이 없게

끔 위치하였다. 그림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서는 최대한 수목의 간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

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수목을 가깝게 식재하는

것 보다 떨어진 곳에 식재하는 것이 열 환경 개

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Yoon et al. (2019)는 열 환경 개선을

높일 수 있는 최적화 결과에서 기존 수목 주위

보다는 도로 주변이나 공지에 새로운 수목이 식

재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 B는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높고 차폐성이 낮아 두 가지 목적으로

는 수목이 위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하지만 그

림자 목적의 가중치를 높게 할수록 이 지역에

식재되는 수목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B 지역

이 그림자 양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위치인 것으

로 사료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별 차이는 이전의 최적화 토

지이용 계획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

다 (Yoon and Lee, 2017). 개발이익, 보전이익을

두 가지 목적으로 두었을 때 각 측면의 가중치

에 따라 토지이용 배분이 다르게 나타났고,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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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hadow value 84,606 86,838 86,908

shadow increase (%) compared with no tree 75.7% 80.36% 80.5%

 0.60 0.63 0.65

 increase (%) based on initial answer 31% 29% 22%

Table 4.  , shadow value in each scenario

Figure 6. The variation of objective Function value(F). (x axis: iteration, y axis: F).

Figure 5. Tree location results from the different weights simulations

적인 성격을 지닌 대안도 도출되었다. 시나리오

별 차이를 도출해주는 최적화의 특징은 여러 대

안을 도출해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여

러 가지 혜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적

대안을 찾기란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Brookes, 2001), 위와 같은 최적화 대안이 갖는

의미가 크다. 아직까지 공간 계획 및 설계에 최

적화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앞으로 여러 방면에

서 발전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Figure 6은 최적화 반복 횟수를 증가시킬 때

마다 도출된 도면의 목적함수 값을 나타낸 것이

다. 목적함수 값은 특정지점에서 수렴하는 패턴

을 보인다. 시나리오 1과 2는 200회 이전에, 시

나리오 3은 250회 이전에 수렴하는데, 이것은

400회 이상의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에서도 목적

함수가 더 높은 해를 얻기 힘들며 현재 출력된

도면이 충분한 탐색을 통해 얻은 도면 중 가장

목적함수가 높은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의 값은 수목의 배식 위치를 모두 임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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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의 값인데, 시나리오 1, 2, 3 모두 최적해

일 때 값이 초기 값에 비해 22∼31% 증가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3). 이것은 옥외공간의

식재 설계 시 본 모델을 이용하여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수목의 기능을 최대화하는 위

치를 모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시범 적용의 결과는 6-8월 오후 2시에 한

정되어 있다. 6-8월은 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여름철에 해당하며, 이 중 2시는 일사량이 높으

며 그림자가 어느 정도 생성되는 시기다. 동시

에 이 시기는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수의

공원 이용객에게 열 쾌적성을 고려한 수목의 배

식 위치를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

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응용 가능한 설

계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두었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다른 계절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한 그

림자의 변화에 대해서도 입력자료를 일부 수정

함으로써 모의할 수 있다.

2. 실제 수목 배식 위치와 비교

Figure 7은 모델 결과(시나리오 3)와 실제 수

목 배식 위치 도면을 비교한 것이다. 시야차단

과 개방성은 실제 수목 위치를 보고 값을 정했

기 때문에 몇몇 지점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하

지만 모델은 그림자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실

제 수목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인다. 중앙의

광장(A 지역)은 주변에 건물이 없어 일사 차단

이 안 되기 때문에 바닥의 일사량이 높게 나오

는 지역이다. 모델 결과의 경우 일사량을 줄이

기 위해 실제보다 수목을 더 넓게 분포하도록

위치하였다. 모델 결과는 실제 도면의 그림자

값(80384) 보다 8%정도 상승하였으며, 그림자

의 분포가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다(Figure 8). B

지역의 경우 모델의 결과, 수목이 매우 일정한

간격으로 1열 식재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모

델에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일부 심미적 기능을 위해서는 실제

수목 위치처럼 일정한 간격이 아닌 임의적인 간

격으로 식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일부 수목

에 대해서 위와 같은 설계적 요소를 강조하고자

한다면, 최적화 알고리즘 이전에 일부 수목 배

식 위치를 제약요건(constraint)으로서 사전에 고

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Figure 7. Tree location result (scenario 3, left) and

real tree location (right).

Figure 8. shade map (building+tree) of model result

(scenario 3, left) and real tree location (right)

3. 적용된 수목 기능의 한계와 발전 방향

본 연구에서는 개미 군집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수목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능과 설계자

의 의도가 포함된 정성적 기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수목 최적화 모델을 제한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정량적인 기능으로는 그림자 효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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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기능으로는 시야차단과 개방성만 선정

하였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포함시키지 못했다

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정성적 기능을 도면

화하는 과정에서 설계자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

이 기존에 설계자가 공간의 개방성을 부여하고

수목을 통해 시야를 차단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실제로 활용되기 까지 방법에 대한 적합

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러

가지 주관적 조건들을 객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량적 기능

과 정성적 기능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해주는 것으로 하였

으나, 앞서 제한한 것처럼 모델 내에서 제약요

건을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목의 규격만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나, 이식단계의 수목이 성목이 아닐

경우에는 성장하는 크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초기 이식단계에서부터

성목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구분하여 그 때마다

의 그림자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

나, 본 연구는 초기연구로써 성목인 경우만 고

려하였다. 건물과 같은 기반시설과는 달리 성장

한다는 점이 수목의 큰 특징이다. 따라서 향후

에는 성장과 관련된 시간 스케일을 고려한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수목 기능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본 연구는 식

재설계에서 수목의 정량적, 과학적 기능이 포함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의 시범적용은 수목이

없는 상태를 가정한 후 최적의 수목 배식 위치

를 찾아내었다. 그러나 기존에 수목이 있는 대

상지에서도 추가적인 수목에 대한 배식 위치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방법은 새로운 계획 및 설계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

후 본 모델을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수목의 기

능 평가 모델(공기 정화 기능, 녹지 연결성 향상

기능 등)과 연계시킨다면 더 다양한 수목의 기

능을 함께 평가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목의 과학적 기능은 대상지에 적합하

도록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옥외공간에서 수목을 배치할 때는

대부분 열 환경 개선, 생물 다양성 증가, 공기

질 개선 등 다양한 수목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기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수목에

관한 많은 과학적 연구가 설계 및 계획에 잘 반

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연구와 설계를 연결할 수 있는 수목 배식 위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자

했다. 정량적 기능을 포함한 수목의 다기능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다목적 최적화 방법론을 사

용했으며 그 중에서도 최적의 수목 배식 위치를

알기에 용이한 개미 군집 알고리즘을 이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수목의 정량적 기능을 그림

자를 통한 열 환경 개선에 맞추었으며 추가로,

수목으로 얻을 수 있는 시야차단기능이나 개방

성을 목적으로 하여 마로니에 공원에 시범적용

하였다.

연구 결과 3개의 기능에 가중치를 다르게 할

경우 서로 다른 최적화된 수목 배식 위치 도면

이 도출되었다. 가장 큰 목적함수 값을 지닌 도

면은 그림자의 가중치를 가장 크게 한 시나리오

3이었으며 임의적으로 배치했던 초기의 해 보다

약 80% 증가한 값을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이를 실제 도면과 비교했을 때, 건물과 떨어

진 지역과 같이 그림자가 겹치지 않는 지역에

수목을 배치함으로써 그림자 값을 극대화 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모델은 수목의

기능은 3 가지로 제한되었고 설계적 요소를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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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증가, 제약요건 등의 개선을 통해 충분

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모델은 정성적이고 설계적인 요인만 고려

했던 식재설계에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기능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모델의 결과로만 수목 배식 위치를 결정

할 수는 없겠지만 식재설계에 중요한 자료로 활

용된다면, 옥외공간에서 수목의 과학적인 기능

이 지금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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