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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정형 건축곡면의
BIM기반 패널분할 최적화 연구

지도교수 최 재 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유 정 원

198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비정형 건축은 그 실현
가능성을 높여 왔으며, 과거에는 구축이 불가능하여 형태 생성에만 그쳤던
비정형 건축들이 오늘날 구축에 많은 성공을 거두면서 더욱 복잡하고 거대
한 규모의 비정형 건축물들에 도전하고 있다.
비정형 건축 개념 설계를 위한 디지털 디자인 도구로서 많은 건축 설계가
들은 자유로운 형태의 표현이 용이한 NURBS 기반 모델러의 사용을 선호하
고 있다. 그러나 시공 및 부재제작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많은
양의 데이터 관리에는 그 시스템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비정형 건
축의 시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데이터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BIM 기술의 도입은 2D 도면과 기본적인 3D 모델로는
정확한 설계 및 시공에 어려움이 있는 복잡한 형태의 건물 및 초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BIM 기술 연구는 대부분이 정형적인 건
축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비정형 건축을 대상으로 한 노력은 아직 미
흡한 현실이다.
비정형 건축곡면 구축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프로세스는 비정형
건축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 과정이다. 현재 비정형 곡면의 패널분할 과

정의 대부분은 그 패널분할 결과에 대한 다각도적인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시공적 측면의 논리로서만 최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비정형 건축 NURBS 곡면 패널분할(panelizing) 과정에서 건축가가 비정
형 곡면 패널분할 결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설계 대안 생성의 근
거로 삼을 수 있는 최적화기법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비정형 곡면 패
널분할 평가모델이 필요하다.

 비정형 건축 NURBS 곡면의 부재 생산성 및 시공 용이성 확보를 위한 패
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비정형 건축곡면의 BIM기반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모델을 검증하고, 실무
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델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전
산시스템으로 구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정형 건축 NURBS 곡면의 패널분할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건축 데이터로서의 효용성을 위한 BIM 데이터로의 변환 모델을 제
안하고 이에 대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부적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정형 건축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 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패널분할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가 제안되었으며, 각 평가지표 산출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패널
BIM 데이터 구조가 제안되었으며, 패널 BIM 데이터 변환을 위한 특화방
식 제안이 이루어졌다.

 제안 모델들의 핵심기능들을 구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PETS)을 개발하
였으며, 개발시스템은 패널분할 평가를 위한 평면성(planarity), 곡면 일치
(surface fitness), 연속성(tangent continuity), 사이 간격(divergence) 평
가지표 분석, 평가보고서 작성, visual spectrum 조회 등의 주요 기능과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모델을 위한 BIM 데이터 export, import, 패널 모
델 구축 등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가상곡면과 3개의 국내 비정형 건축 프로젝트 사례를 대상으로 개발된
네 가지 평가지표와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기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모델은 정량적 평가결과를
건축가가 설계과정에서 직접 활용하여 설계 최적안 도출에 활용 할 수 있으
며, 차별화된 평가지표 산출방법은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확장성을 높인다.
또한 정확한 패널 데이터의 제작업체로의 전달은 초기단계의 패널 생산성과
합리적인 생산비의 검토를 가능케 하며, 패널 제작 단계에서는 패널 제작의
효율성과 품질향상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BIM데이터 변환 모델을 통하여 변환된 BIM 데이터는 시공을 위한 위치
정보 및 관계정보 등을 제공하며, 공사비 계획을 위한 일람표 및 수량산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시 정확한 좌표 조회와 패널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
공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패널 BIM 데이터는 다른
건축부재와 함께 디지털 마스터 모델 작성에 활용 될 수 있으며, 작성된 디
지털 마스터 모델은 시공 시뮬레이션, 공종간 간섭확인 등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건물 완공 후 건물 BIM 데이터와 함께 패널 유지보
수를 위한 데이터로서 건물 생애주기 동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비정형 건축곡면,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 BIM 데이터 변환
학 번 : 2005-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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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건축곡면의 BIM기반 패널분할 최적화 연구

1.1. 연구의 배경
비 유클리드 기하학의 등장과 함께 건축 공간에 대한 건축가의 사고가 선
형적 공간 사고에서 비 선형적적 공간 사고로 전환되면서 시작된 비정형 건
축은 건축적 형태 생성 논리로서의 재현과 건축적 생산 논리로서의 구축을
위하여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 198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비정형 건축은 그 실현가능성을 높여 왔으며, 과거에는 구축이 불가능
하여 형태 생성에만 그쳤던 비정형 건축들이 오늘날 구축에 많은 성공을 거
두면서 더욱 복잡하고 거대한 규모의 비정형 건축물들에 도전하고 있다.
비정형 건축 개념 설계를 위한 디지털 디자인 도구로서 많은 건축 설계가
들은 자유로운 형태의 표현과 변형이 용이한 Rhino 등의 NURBS 기반 모델
러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1)2) 이는 건축가의 자유로운 사고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형태생성의 도구로서 선택되어져 온 것이다. 특히 Rhino는
3ds Max와는 다르게 형태생성의 용이함 뿐만 아니라 도면생성 및 CAD 시
스템과의 호환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공 및 부재제작을 위한 정확
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대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
기에는 그 시스템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시공에 필요한 많은 양의
정확한 정보(수 만장의 도면들, 정확한 좌표, 외장패널 정보)를 추출하거나,
공종간의 간섭 등 설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부재를 제작할 수 있는 데이
터로의 변환 등을 위해서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3) 데이터로
의 변환 또는 BIM 모델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4)
1)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은 상용 CAD/CAM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곡선/곡
면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어점(control points)와 강도(weights) 그리고 결절(knots) 값들을
조절함으로써 형태가 제어된다.
2) NURBS기반 모델러는 3ds Max, Rhino, SketchUp 등의 건축가에 의해 흔히 이용되는 NURBS기반
의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3) ISO의 “ISO/DIS 29481-1 Building information models - Information delivery manual” 에서는
BIM을 “A shared digital representation of physic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ny
built object including buildings, bridges, roads, process plants etc. forming a reliable basis
for decisions”라고 정의하고 있다(ISO /TC59/SC13, 2008). 이에 준하는 (사)빌딩스마트협회에서
개발한 2009년 국토해양부의 건축분야 BIM 적용가이드에서는 “BIM 이라 함은 건축, 토목, 플랜트
를 포함한 건설 전 분야에서 시설물 객체의 물리적 혹은 기능적 특성에 의하여 시설물 수명주기 동
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디지털 모델과 그의 작성을 위한 업무절차
를 포함하여 지칭한다"라고 규정(국토해양부, 2010, p.4)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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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개념이 도입된 이래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BIM 기술은 국외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 및 단체
에서 장단기 적용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화·요소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정부차원의 BIM 제출 구체화 사례가 등장하고 있
다.5) 국내에서는 공공기관, 대형 설계사 및 시공사를 중심으로 BIM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D 도면과 기본적인 3D 모델로는 정확한 설계 및 시
공에 어려움이 있는 복잡한 형태의 건물 및 초대형 건물에 도입이 가속화 되
고 있다. 이러한 BIM 기술의 적용 및 연구와 함께 중립포맷을 통하여 소프
트웨어 간 데이터 호환을 확보하는 개념의 개방형 BIM(Open BIM)6)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BIM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정형적인 건축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형 건축에 관한 부분은 아
직 미흡한 단계이며, 개별적인 BIM 도구들에서의 비정형 건축의 수용 및 호
환뿐만이 아닌 비정형 건축을 위한 개방형 BIM에 관한 연구 또한 아직 미흡
한 현실이다.
비정형 건축곡면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특징 및 문제점은 비정형 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 과정에서 대부분 공사비 절감의 측면에서만 최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패널분할(panelizing)이란 비정형 곡면을 금속, 유
리 등의 패널로 구축하기 위하여 비정형 건축곡면의 패널로의 분할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하며,7) 이는 비정형 건축곡면이 그 구축에 있어서 다른 산업
4)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문화시설사업단. (2010). 공공건축물의 BIM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동
대문역사문화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p26
5) 김인한, 최중식. (2010). BIM 및 IFC 표준 관련 국제 동향. 제36회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전
문학회 및 국책연구단 세션-정보기술위원회, 1-10, p4
6) BIM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 각 단계에서 다수의 BIM 지원 소프트웨어가 활
용되게 되며, 각 소프트웨어에서 산출되는 데이터는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 호환되어야 한다. 이때
BIM 국제표준인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와 같은 중립포맷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간 데
이터 호환이 가능한 BIM 환경을 개방형 BIM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최중식, 김인한. (2011). 개방
형 BIM기반 품질검토를 위한 IFC 속성정보 호환성 테스트. 한국 CAD/CAM학회 논문집, v.16 n.2,
p.92
또한 buildingSMART(IAI)에서 개발하고 있는 IFC는 1994년 개발이 시작되어 ISO/DIS 16739,
"Industry Foundation Classes (IFC) for data sharing in the construction and facility
management industries"로 ISO에서 공식적인 승인을 위해 투표 중에 있으며, IFC R3.0 버전을 개
발하기
위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는
IFC2x4
버전이 개발된
상태이다.
(http://buildingsmart.or.kr)
7) 거푸집을 이용한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축되는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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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와 특징을 달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축 산업만의 특징이다.8) 이러한
패널분할 과정에서 패널 최적화(optimization) 기술과 이에 대한 피드백 기술
은 부재 생산성 확보, 시공 용이성 확보, 합리적 공사비 확보, 원형 곡면 유지
등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정형 건축 곡
면은 일련의 패널분할과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른 곡면으로의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패널의 형태 및 크기 등을 결정짓
는 곡면 분절에 대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패널분할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디자
인적 피드백 없이 공사비 절감 혹은 시공성 측면만을 고려한 패널분할
(panelizing)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패널분할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몇몇 패널분할 평
가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이들은 일반 설계자를 위한 평가 시스템이 아니라
패널 전문업체에서 설계자로부터 의뢰받은 설계안을 원형 디자인(패널 모듈
이나 곡면)의 변형 없이 개별 패널들을 생산측면에서 경제적인 형태의 패널
로 대체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이거나,9) 특정 건축가가 자신이 설계
한 건물을 합리적인 공사비로 시공하기 위한 가전면 분석을 수행하는 정도
이다. 전자는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주문 사업(customizing
service) 방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으로서 설계자가 평가 과정
이나 평가 결과의 피드백으로 인한 패널 모듈 변화 등을 시도하여 패널분할
대안생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후자의 방식은 특정 건축가
가 사용하는 전문가에 의한 분석 방법론이다. 즉, 비정형 곡면의 패널분할
(panelizing) 결과를 설계자가 정량적으로 평가 하여 그 결과를 설계 대안생
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기법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패널분
할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8) 산업디자인 분야에서는 규모가 작은 제품의 경우 비정형 곡면 제작을 위한 몰드를 형성하여 전체
곡면이 하나로 제작될 수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대량생산의 특징을 가지므로 비정형 곡면 생
산을 위한 값비싼 몰드의 제작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정형 건축 곡면의 경우는 규모적
인 특징 때문에 하나의 판으로 곡면을 제작할 수 없고, 또한 유일한 곡면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에
의한 단가절감도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9) 경제적인 형태의 패널이란 planes, cylinders, paraboloids, torus patches 등의 형태 패널을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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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정형 건축 NURBS 곡면의 분절과정을 거친 패널들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건축 데이터로서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BIM 데
이터로의 변환 모델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모델 개발
비정형 건축 NURBS 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 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
가가 가능하며, 결과를 설계 대안 생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기법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모델을 개발하
여야 한다. 여기에는 패널분할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에 대한 제안과 각 지표의 산출방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는 건축가
의 의도에 부합하며 시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패널로 분절 되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 개발
비정형 건축 NURBS 곡면의 부재 생산성 확보, 시공 용이성 확보, 합리적
공사비 확보를 위한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
다. 패널 BIM 데이터 변환을 위하여 패널 BIM 데이터 구조가 제안되며
변환된 패널 데이터는 BIM 시스템에서 BIM 건축부재로 구축되어 그 활
용성을 확장한다.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모델을 검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델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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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련 연구들과의 차이점과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예상되는 기여 부
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비정형 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 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건축가
가 설계과정에서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 최적안 도출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패널 전문업체의 주문 사업(customizing
service) 분석 방식이나 전문가에 의한 분석방식이 아닌 설계자에 의해
직접 사용되고 분석할 수 있는 보편성을 제공하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와 지표 산출방법에 대한 제
안이 이루어지며 평가지표 산출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들과는 차별되
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패널 BIM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서 패널 제작업체에게 정확한 패널 3D 데
이터의 전달이 가능하며, 이는 초기단계의 패널 생산성과 합리적인 생산
비 검토를 가능케 하며, 패널 제작 단계에서는 패널 제작의 효율성과 품
질향상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비정형 건축물의 BIM데이터 변환을 시도하였으며,
변환된 패널 BIM 데이터는 시공을 위한 위치정보 및 관계정보 등을 제공
하여 공사비 계획을 위한 일람표 및 수량산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
시 정확한 좌표 조회와 패널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공의 정확도와 효율
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변환된 패널 BIM 데이터는 다른 건축부재와 함께 디지털 마스터 모델 작
성에 활용 될 수 있으며, 작성된 디지털 마스터 모델은 시공 시뮬레이션,
공종간 간섭확인(clash detection), 시공시 필요한 관련 도면들의 자동 추
출을 가능케 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시공의 효율성
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완공된 건물은 건물 BIM 데이터와 함께 패널 유
지보수를 위한 데이터 조회(부재의 위치, 수량, 가격, 업체정보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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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수정된 정보는 업데이트되어 건물 생애주기 동안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1.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비정형 NURBS 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에 대한 정량
적 평가와 평가된 패널의 BIM 데이터로의 변환 및 모델구축을 위한 모델 제
안 및 시스템 개발로 나눌 수 있다. 곡면의 패널분할 평가를 위한 연구는 평
가지표 개발과 평가도구 개발로 이루어지며, BIM 데이터로의 변환 및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는 패널 BIM 데이터의 구조를 제안하고, 이에 따른 BIM
데이터 구축 기법과 BIM 도구에서의 모델링 구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
며 제안된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모델과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
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4.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비정형건축 곡면의 패널분할 평가 및 BIM데이터 변환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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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비정형 건축을 재현하고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들
의 종류와 그 한계점, 그리고 현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을 도출하고자 하며, 디
지털 기술(BIM 도구)의 비정형 곡면 수용범위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본 연
구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3장에서는 비정형 곡면 및 패널의 유형과 제작 공법을 살펴보고 패널분할
최적화와 최적화 평가의 개념 및 사례 고찰을 통해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을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도출 및 제안이 이루어진다.
4장에서는 비정형 곡면의 패널분할 평가모델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평가 항목 및 지표의 도출과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
에 대한 제안과 이를 위한 BIM 데이터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
한 제안된 모델의 활용 시나리오를 주체별로 작성한다.
5장에서는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모델을 검증하고, 실무
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델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전산시스템으
로 구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한다.
6장에서는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모델과 개발시스템의
검증과 개선을 위하여 비정형 건축 프로젝트 사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이를 통하여 제안된 모델과 개발 시스템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
본다.
마지막 7장에서는 본 연구가 수행한 연구개발의 내용을 정리하여 그 가능
성의 한계를 평가하고 연구 성과의 활용방안과 향후 연구개발의 방향을 모
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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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정형 건축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의 전개과정
2.2 비정형 건축분야 적용 디지털 기술
2.3 BIM 도구의 비정형 건축곡면 수용 범위 및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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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정형 건축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의 전개과정
건축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초기 건축 2D 도면 제도를 위한 활용
에서 형태생성 및 시각화를 위한 도구, 그리고 3D 모델링으로 확장되었으며,
이제는 생산과 유지관리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특히 CAD 시스
템이

2D에서

3D로

NURBS(Non-Uniform

전환되면서
Rational

솔리드

B-Spline),

모델링(Solid
폴리곤(Polygon),

Modeling),
Metaclay

System, Lattice Deformation Modeling 등의 기술은 비정형 건축의 재현을
가능케 하였으며, 비선형적 공간 사고의 전환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최초의 CAD(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은 1963년 Sketchpad를 시
초로 하며, 1970년대에는 16-bit 소형전산기와 저장튜브방식 모니터, 1980년
대 초반에는 32-bit 수퍼미니 전산기와 래스터방식 모니터를 채택하여 사용
하였으며, 많은 설계 및 시공회사가 CAD 시스템을 구입하여 2D 제도분야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가격과 유지비는 고가였으며 전산실은 설계실과 분
리되어 위치하고 훈련받은 전산 담당자에 의해 작업 되었다. 이후 PC의 등장
으로 CAD 시스템들이 PC용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CAD의 대중화가 시
작되었다. 대표적인 CAD 시스템은 1982년 개발된 Autodesk사의 AutoCAD
와 Graphisoft사의 ArchiCAD, 1984년 개발된 MicroStation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도 건축 관련자들에게 애용되고 있는 CAD 시스템
들이다. 이들 시스템 중 일부는 이미 3D 개념을 구현하고 있었으며,
Autodesk사의 AutoCAD의 경우는 건축적 정보와는 관계없는 독립적인 솔리
드 모델링(Solid Modeling)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ArchiCAD는 이 시대에 이
미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개념을 파라
메트릭 CAD로서 구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이 제공하는 3D
모델러들은 비선형적 공간을 구현해야하는 비정형 곡면의 재현을 충분히 실
현시키지는 못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소수의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시험적으로 2D
CAD가 도입되면서 도면작성과 전달방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는 CAD로 도면이 작성되어도 여전히 출력한 도면을 청사진으로 변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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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도면을 전달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차츰 종이도면 대신 디지털 파일
을 전달하게 되면서 진정한 전산화가 자리를 잡았다. 이로 인해 도면 수정
(revison) 발생시 간단한 수정방법으로 인해 현격한 업무량 감소의 효과와
도면 전달의 정확성과 용이성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비선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비정형 건축에 대한 건축가
의 욕구는 기존 CAD들에 의해 재현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에

대한

탈출구로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

폴리곤

(Polygon) 모델링 방식을 제공하는 3ds Max, Maya, Rhino 등을 건축의 형
태생성과 재현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되면서 이들 모델링 결과물들이 손으로 작업하던 건물 투시도를 대체하
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물들은 건축의 형태생성과 재현, 그리고 시각적
이해를 돕는 역할은 충분히 하였으나, 대형 건축 및 비정형 건축들이 많아지
면서 건축의 재현뿐만이 아닌 건축의 구축이 가능한 3D 건축 데이터의 확보
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시스템들은 건축가의 비정형 형
태 생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시공
및 부재제작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대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많
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기에는 그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구현 단계에서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통합 데이터를 구축
하고자 할 때 그 한계에 부딪치고 만다. 예를 들면 비정형 곡면 지붕과 다른
구조체들과의 관계, 공종간 간섭확인, 또는 패널의 정확한 시공 위치 등에 관
한 정보의 확인이 전체건물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
를 위한 건물의 통합 데이터 구축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앞에서 언급된 3D CAD 시스템들도 서둘러 비정형
건축 구현을 위한 모델링 기능들을 추가 구축하고 있지만, 대부분 솔리드 모
델링(Solid Modeling)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링 기법은 아직도 구현에 한계가
많으며, 이는 건축가의 비정형 형태생성에 대한 요구에 못 미치고 있다.
반면에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의 디자인과 제작에 사용되어 왔던 CATIA
시스템은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 모델링 기법을 완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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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현하는 3D CAD 시스템이다. 건축분야에서는 자신의 비정형 건축을 재
현해 줄 CAD 시스템을 찾던 건축가 Frank O. Gehry에 의해 CATIA가 처
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에는 시공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구축과 건
축부재 제작을 위해 일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3D CAD시스템과 더
불어 3D스캐너, 자동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10) 기법으로
CAD/CAM기법이 적용되는 등 시공구축을 위한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한 디지털 생산 기술이 함께 발전되어 왔다. 특히 3D 데이터 없이는 설계, 시
공, 구조계산, 부재 제작 등이 어려운 복잡한 형태의 건축인 경우는 더욱 3D
디지털 데이터의 공유 및 전달이 효율적인 자재 생산과 건물의 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해 지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CATIA를 제외한 대부분의 BIM 시스템들은 비정형 형태 생
성의 한계점 때문에 비정형 건축 생성시 건축가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비정형 형태생성에 대한 요구는 NURBS 모델링 기능을 제공하는 시
스템들에 의해 충족되고 있다. 이렇게

NURBS 모델러들을 이용한 비정형

건축의 재현에는 성공하였지만, 이들 시스템들은 건축의 본연의 목적인 구축
을 위한 데이터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시공 및 부재제작
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생성 및 신속한 통합 정보 추출이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BIM 시스템과의 통합데이터 형성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형성된 비정형 형태 정보가 BIM 데이터로의 전이가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
다.

2.2. 비정형 건축분야 적용 디지털 기술
이번 절에서는 비정형 건축을 위하여 적용된 디지털 기술을 형태생성, 부
재제작, 구조, 시공, 협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활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비정형 건축을 재현하고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들의 종류와 그 한계점, 그리고 현시대에 필요한 기술들을 도출해 보고
10)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은 공작기계를 컴퓨터로 수치를 제어하여 자재를 제작하
는 방식의 디지털 공작기를 의미한다. 가공 방식, 재료, 형태에 따라 Lazer Cutter, Water Jet,
Plasma Cutter, CNC Lathe, CNC Router, CNC Milling, CNC Bending Machine 등 여러 종류의
CNC 기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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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형태생성
디지털 기술은 건축가들에 의해 자유로운 사고 표현의 용이성 때문에 건
축 디자인 도구로서 활용되어 왔다. 1980년대 초기에는 주로 피터 아이젠만
과 그렉 린 등에 의해 형태생성에 이용되어 왔으며, 피터 아이젠만의 접기와
펼치기 기법(Fold & Unfold)과 그렉린의 파티클(Particle)과 프렉탈(Fractal),
그리고 블럽(Blob)기법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생성기법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Greg Lynn의 Citron House로서 이 건물은 전원주택
지에 존재하는 각종 힘들을 skeleton으로 움직임을 분석하여 성장(프랙탈),
병합(blob)하는 과정으로 형태를 생성하였으며, 또 하나의 사례인 Port
Authority Gateway는 버스터미널에 연결되는 하부램프의 지붕과 조명을 위
한 계획으로 분리된 세 갈래 동선에서 나타나는 힘의 속도차를 파티클로 시
뮬레이션하고 이의 궤적을 스윕기법을 이용하여 표피를 씌우고 교차되는 동
선의 궤적에 따라 디지털 모델을 분절시키고 변형시켜 형태를 생성하였다.11)
[표 2-1]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형태생성 초기 사례

Columbus Convention
Center, 피터 아이젠만,
1993

Cardiff Opera House,
Greg Lynn, 1994

Citron House, Greg
Lynn, 1994

Port Authority Gateway,
Greg Lynn, 1995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형태생성은 더욱 적극
적으로 비정형 건축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 형태생성 사례들이 계획
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이 시기에는 건물의 구현까지 성공되는 사
례가 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BMW Pavilion, 즉 Bubble로서 이 건물은 길이 135m,
11) 강훈, 이동언. (2004). 그렉 린의 디지털 형태 생성기법 한계와 극복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
문집 계획계, v.20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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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25m, 높이 18m 규모로 두 개의 물방울 형태가 서로 혼합되는 형태이며
두 개의 물방울 형태가 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접합되는 메타볼(Metaball)
을 적용하였다.12) 또 하나의 사례는 Korean Presbyterian Church로 상호작
용하는 노드들의 힘의 평형과 성장, 병합을 블럽(Blob)으로 처리하여 단일형
태의 볼륨화, 블럽으로 이질적 요소들의 통합화시도를 함으로써 형태를 생성
한 것이다.13)
[표 2-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형태생성 사례

BMW Pavillion(Bubble),
Bernard Franken, 1999

Embryological House, Greg
Lynn, 1999

Korean Presbyterian Church,
Greg Lynn, 1999

이후 NURBS 기반 모델러들의 기술 발전과 파라메트릭 기법의 도입으로
건축가들의 형태생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에는 변화가 온다. 이전에는
펼치기(Fold & Unfold), 파티클(Particle), 프렉탈(Fractal), 블럽(Blob) 등의
기법이 사용된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접어들면서 파라메트릭 기법을
도입한 형태생성과 형태변형을 통한 디자인을 시도하게 된다.
그 예로 Hessing Cockpit in Acoustic Barrier(2005)의 B-spline을 통한 파
라메트릭 방식에 의해 유선형의 곡면 형태 생성을 들 수 있으며, Zlote
Tarasy(2007)는 디지털도구를 이용하여 지붕이 자유롭게 흐르는 파도와 같
은 형태가 되도록 디자인되었다. Water Cube(2008)는 외피패턴 디자인을 위
해 파라메트릭기술이 활용되었으며, NEATT(동북아무역센터, 2010)는 최상
부 삼각형으로 수렴되면서 기울어진 곡선이 형성하는 프리즘 형상을 생성하
였다. 그 외에도 Guangzhou TV tower(2010), Chicago spire, Dynamic
tower, Strata Tower 등이 파라메트릭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생성한 사례
이다. System Lab의 성형외과(2006)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여
12) 최순용, 김진균. (2009). 구축정보모델로써 디지털마스터모델의 건축 적용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
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5 n.4
13) 강훈, 이동언. (2004).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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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예산안에서 제작 가능한 형태를 제작한
국내 사례이며, Hangzhou Stadium에서는 3차원적 꽃잎모양의 외피패턴을
위하여 파라메트릭기술을 사용하였다. Taichung Metropolitan Opera House
의 벽과 천정, 바닥이 일체화되는 형상의 곡면이 3D 디지털모델 생성과 RP
모형의 디자인 피드백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표 2-3] 파라메트릭 기법을 이용한 형태 생성

Water Cube, Architects PTW Hessing Cockpit in Acoustic
& Arup, 2008
Barrier, ONL 2005

Zlote Tarasy, Jerde Team,
2007

Hangzhou Stadium, NBBJ,
CCDI

성형외과, System Lab, 2006

Taichung Metropolitan Opera
House, 도요이토

Guangzhou TV tower, Mark
Hemel & Barbara Kuit, 2010

Strata Tower, Asymptote

NEATT, KPF, 2010

2) 부재 제작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정확한 비정형 부재제작이 가능해 지면서 비정형 건축은 그 실현 가능이
더욱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확한 부재 데이터
의 전달이 가능해 졌으며, 더 나아가 부재 데이터를 제작에 직접 사용하는
CNC 기술이 적용되면서 더욱 정교하고 정확한 제작과 시공이 가능해 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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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에

의해

정확한

부재제작이

가능하였던

초기

사례로

Kunsthaus Gras(2002)의 3D 디지털모델 데이터가 외피재료의 생성 및 제작
에 사용된 것을 들 수 있으며, P&C 백화점(2005)은 이중 곡률(double curve)
곡선 목재 보와 6,500여개의 유리 패널의 시공을 위하여 디지털 모델을 이용
한 이중 곡률 곡면의 구현과 정확한 물량 산출 및 제작이 이루어 졌으나 실
제 시공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이중 곡률 곡면이 사각 플랫 유리패널
로 대체된 사례이다. 그 외에도 BMW Welt(2007)에서는 3D 디지털모델을
통해 더블콘의 환형의 외피 재료인 유리, 스테인리스 패널의 복잡한 형태를
생성하고 추출 전개도면을 생성하였으며, Innsbruck 역사 출입구(2007)에서
는 철제 리브구조와 외부패널을 연결하는 2,500개의 PE 부재가 3D 디지털
모델에 의해 생성 되었다. Water Cube(2008)에서는 3D모델형성으로 인해 외
피 공간의 4,000개의 다양한 버블구조(최대버블 7.5m)와 부재의 사이즈 조절,
디테일 생성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EPFL학습센터(2008)에서는 거대한 이중
곡률 콘크리트 슬라브 시공을 위한 거푸집을 제작하는데 디지털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Experience Music Project는 3D 디지털모델(CATIA)를 사용하
여 곡면 프레임(철제빔)을 구축, 제작한 사례이다.
[표 2-4]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재 제작

Kunsthaus Gras, Peter Cook P&C 백화점, Renzo Piano,
& Colin Fourrier, 2002
2005

BMW Welt, Coop
Himmelblau, 2007

Innsbruck 역사 출입구,
Zaha Hadid, 2007

EPFL학습센터, SANAA,
2008

Experience Music Project,
Frank O. Gehry, 2000-2004

부재제작에 필요한 데이터의 전달이나 도면 생성 이외에도 CNC 기계와의
직접적인 데이터 전달에 의한 부재제작의 방법이 도입 되었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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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NC 기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부재만 가능한 한계를 갖지만 그 정
확도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는 기법이며 그 적용 프로젝트는 현재에
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초로

제작

장비와의

연동을

시도한

사례는

1984년

Baier

Rose

Partnership에 의한 침실 가구디자인 과정에의 컴퓨터 제어 기법 적용사례이
며, 그 이후 Walt Disney Concert Hall(2003)에서 Frank O. Gehry에 의해
본격적으로

CNC

기법에

의한

건축

부재

생산이

시도된다.

BMW

Pavillion(Bubble, 1999)는 비눗방울 형태의 투명외피 제작을 위해 CNC 가공
을 통해 350개의 이중 곡률 패널과 투명 아크릴 유리외피 제작이 이루어졌으
며14) CNC milling가공을 통해 곡률이 정확하게 재현된 몰드의 사용으로 곡
면 쉘구조의 형상화 가능성 보여주었던 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Milan
Trade Fair(2005)는 10만개가 넘는 유리와 9000톤에 달하는 프레임의 대량
맞춤 생산을 위하여 CNC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Hessing Cockpit in
Acoustic Barrier(2005)에서는 곡면의 수많은 노드들의 좌표값 등 생산에 필
요한 데이터를 근거로 부재 맞춤제작을 위한 CNC가공 작업이 이루어졌다.
MARTa Museum of Future(2005)은 정확한 3D 모델을 구축하여 철재 구조
지붕의 모든 요소를 CNC가공에 의해 제작하였으며, 휘어진 RC벽 타설을 위
한 복잡한 거푸집 제작에도 사용되었다. Mercedes Benz Museum(2006)은
이중 곡률 곡면인 벤츠박물관의 외형과 내부공간의 복잡한 형태를 3D 모델
과 CNC가공으로 정확하게 사전 제작된 목재 패널과 철판을 현장에서 정밀
시공 함으로서 이중 곡률 내부공간을 시공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또한
EPFL학습센터(2008)는 각기 다른 형태와 크기의 1,500여개의 거푸집 틀과
10,000여개의 고정쐐기가 CNC가공에 의해 제작되어 시공된 사례이다.15) 현
재 국내에서 시공 중인 Zaha Hadid의 DDP 또한 곡률이 심한 비정형 지붕의
패널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중 곡률 패널의 제작을 위하여서는 CNC 기
법을 사용하여 디지털 데이터의 직접적인 전이로 하이드로 포밍 (Hydro
Forming) 기법에 의한 패널을 제작하고 있다.
14) 최순용, 김진균. (2009). 구축정보모델로써 디지털마스터모델의 건축 적용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
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5 n.4
1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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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CNC 기술을 활용한 부재 제작

Milan Trade Fair, Mario
Bellini, 2005

Mercedes Benz Museum,
UN Studio, 2006

MARTa Herford Museum,
Frank O. Gehry, 2005

3) 패널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비정형 건축은 금속, 유리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정
형 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 과정을 거쳐 최적화(optimization)를 시켜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패널분할 과정상에서 패널 생산비와 시공 비용은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과제이다. 그 이유는 비정형 곡면의 분할된 패널들은
대부분 이중 곡률 곡면의 패널로 구성되는데, 이때 해당 이중 곡률 패널을
생산하려면 금속의 경우는 적게는 평면 패널 생산의 12배 이상, 유리의 경우
는 40배 이상이 들게 되므로16)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는 패널의 최적화 과정
을 거치게 된다. 패널의 최적화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목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이러한 비정형 곡면의 패널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최적화 방법 또는 패널의 시공성을 위해 결정되었던 결과를 중심으로 사례
를 살펴보도록 한다.
BMW Pavillion(Bubble)은 비눗방울 형태가 350개의 사각형 메시(mesh)에
의한 이중 곡률 패널로 분할되었으며, 심미적인 목적성에 의하여 이중 곡률
투명 아크릴 유리로 제작된 사례이다. Eden Project(2001)는 비누거품 모양
의 대형 식물 온실로 평면 육각 패널(Planar Haxagonal Panel)로의 분절을
시도하였으며, The Sage Gateshead(2004)는 비정형 곡면을 사각 평면 패널
(Planar Quadrilateral Panel)로 변형하여 3,000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패널과
250개의 유리 패널로 시공한 사례이다. British

Museum Great Court

16) Eigensatz, M., Deuss, M., Schiftner, A., Kilian, M., Mitra, N., Pottmann, H., & Pauly, M.
(2010a). Case Studies in Cost-Optimized Paneling of Architectural Freeform Surfaces. In
Proceedings of Advances in Architectural Geomet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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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2000)에서 노만 포스터는 영국 대형 박물관의 천장을 삼각형의 평판
유리 패널들로 분절하였으며,17) 가운데 원형과 바깥쪽의 사각형이 서로 연결
되어 있는 이중으로 휘어진 곡선을 가지는 이 천장을 삼각형으로 패널분할
하기 위해서 수학학자인 크리스 윌리암스(Chris Williams)와 함께 기하학 형
태를 생성하고 삼변형 패널들로 구성된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패널
최적화 과정을 통해 패널의 수를 처음에는 10,664개에서 최종적으로 3,312개
로 줄 일 수가 있었다. 이때 사용된 패널 최적화 기법은 삼변형 메시(mesh)
를 활용한 서페이스를 완화과정의 반복적인 재생성 과정을 통해서 가능케
하였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삼각형들로만 구성된 메시(mesh)를 형
성하기 위하여 용수철-질량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는 물리적인
해석을 도입한 것이다.18) Zlote Tarasy(2007)의 올록볼록한 이중 곡률 곡면
들의 유리패널은 디지털기술의 검토를 거쳐 가장 적절한 메시와 격자크기를
찾았으며, 삼각형 패널의 크기와 각도를 검토하여 유리 생산비용에 대한 적
정성을 찾은 사례이다.19) Lentille St Lazare(2003)는 각 패널이 평판이 아닌
값비싼 생산비를 요구하는 이중 곡률 유리 패널로 구현되었으며, 유리 패널
들의 수를 최소화 시키면서 정확한 좌표 값에 따라 각 패널을 연결 할 수 있
도록 최적화 과정을 거쳤다. 이때 최적화 될 수 있는 최대한의 유리한 조건
을 제공한 것은 그 곡면의 형태에 있다. Blob모양을 가지는 이 건축물의 형
태는 타원이 회전 하면서 생겨나는 도너츠 모양을 큰 구형에 결합시켜 그 구
형을 중심으로 곡선의 선분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선분들은
구형의 중심으로부터 위에 얹어진 도너츠 형태에 직교되는 단면들로 분할되
어 구조프레임을 만들고 얇은 유리 패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
가 되었다.20)
메시(mesh)의 합리적인 분절에 의해 최적화를 진행한 앞의 사례들과는 다
르게 Guggenheim Museum in Bilbao와 Experience Music Project는 모두
17) 천장 간격은 약 40미터, 무게는 약 800톤에 달한다.
18) 박흥식. (2009). 평면사변형 메쉬기법을 활용한 비정형 건축의 외피 생성 방법에 관한 연구. 한양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배경진, 이상헌, 전한종. (2009). 비정형건축물 구현을 위한 디지털 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v.29 n.1
20) 박흥식. (2009).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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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최적화를 위하여 가전성(전개가능성)이 검토되어 적용된 사례이다. 모
든 곡면은 전개가능한 패널로 변형되어 제작, 시공된 것이다. 가전성 검토에
의한 패널 최적화는 가우스 곡률(Gaussian Curvature)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가우스 곡률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개가능한 기법으로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금속재료 등의 경우 적용되는 기법이며 유리같은 재
료의 경우는 적용할 수 없는 기법에 해당한다.
[표 2-6] 패널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British Museum Great Court
London, Foster and Partners,
2000

The Sage Music Center
Gateshead, Foster and
Partners, 2004

Lentille St Lazare,
Jean-Marie Charpentier,
2003

4) 시공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시공을 위하여 활용된 디지털 기술들은 초기에는 부재와 연관되어 도면생
성 등에 활용되었으나, 이후 디지털 마스터 모델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
면서 시공을 위한 방대한 도면들의 자동 추출, 정확한 위치 좌표값 추출 등
으로 인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초기 사례로는 ING Bank

Head Offices(1997)로서 이 건물은 최초로

실현된 Blob형상의 건축물로 방향을 가진 26개의 목구조체 리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목재프레임 제작을 위해 3차원모델링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활용
한 사례이다.21) 비슷한 시기의 건물인 Guggenheim Museum in Bilbao(1997)
는 디지털 마스터 모델을 형성하고 3D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서 시공단계의
디지털 성형과 시공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인천 국제공항 교통센터(2001)은
삼성건설에서 시공한 국내사례로서 삼각 패널 등의 외장에 필요한 꼭지점
위치 좌표값을 excel로 생성 후 이 좌표로 dwg를 생성한 후, 추출된 좌표값
21) 배경진, 이상헌, 전한종.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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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3D 철골 프레임도면을 생성하여 시공한 사례이다.22) Eden
Project(2001)는 건축가가 격자의 교차점 좌표값을 추출하여 제공하고, 시공
업자는 좌표값으로부터 시공 디지털 모델을 새로 재구축하여 시공하였으며,
BMW Pavillion(Bubble, 1999)은 디지털마스터모델에서 추출한 내부 프레임
골조의 단면프레임을 장방향 고정용 원형파이프에 연결하고, 고정된 프레임
의 양쪽 끝과 천정 그릴부분을 유착함으로써 구조의 안정성을 가할 수 있었
던 사례이다. Water Cube, Architects(2008)에서는 3D모델에서 약 112여개의
단면이 생성 되었으며 각 부재의 길이, 무게, 개수 등의 자료가 추출되어 손
쉽게 구조형상 자료 및 도면을 완성할 수 있었다.
[표 2-7] 시공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Walt Disney Concert Hall,
Frank O. Gehry, 1987-2003

ING Bank Head Offices,
Erick Vian Egeraat, 1997

Guggenheim Museum in
Bilbao, Frank O. Gehry,
1997

인천 국제공항 교통센터,
Terry Farrell/삼우, 2001

Eden Project, Grimshaw,
2001

CCTV headquarter, Rem
Koolhaas, 2008

이후 시공을 위한 기술은 단순히 도면 추출이나 좌표 조회가 아닌 구조계
산과 연관되거나 공법과 연관된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되면서 그 시공가능성
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그 예로 3D 디지털모델을 통해 지그재그형 매스를
성공적으로 시공한 CCTV headquarter(2008)를 들 수 있다. 기울어진 두 타
워에서 캔틸레버 형식으로 구조물이 시공되고, 두 캔틸레버가 공중에서 접합
되기 이전에 부재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변형을 3D 디지털모델과
22) 황재식. (2008). 인천 국제공항 교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비정형 건축물의 설계에 관하여. 대한건축
학회 건축(대한건축학회지) [특집], v.52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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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미리 구조계획 및 시공계획에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완
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구조계산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비정형 건축은 구조에서도 난해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성공시키
기 위한 노력이 함께 있어 왔다. 구조 계산의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스
터 모델 형성에 의한 복잡한 형태 데이터가 구조계산에서 재생성 과정 없이
사용될 수 있음으로서 그 가능성이 한층 놓아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구조
계산 또는 구조모델 생성에 활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조분야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최초의 시도는 Frie Otto에 의해 뮌헨 올림
픽 경기장의 지붕(Munich, 1968-1972)의 구조설계에 사용된 것이다. 이를 위
해 Frie Otto는 슈트트가르트 대학의 Klaus Linkwitz가 개발한 컴퓨터 프로
그램을 적용하였다. 그 이후로 Guggenheim Museum in Bilbao(1997)에서는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형태제어와 구조의 생성을 위해
디지털 마스터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Kunsthaus Gras(2002)는 3D 디지털모
델 데이터를 외피의 철재구조 최적 모델 생성 및 분석에 사용하였다. BMW
Pavillion(1999)의 구조시스템은 이중 곡률 철골 프레임 구조로써, 용접에 의
해 만들어진 구멍이 난 15개의 비렌딜 보를 8m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전체
적으로 기둥이 없는 공간을 구현하였다. 여기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마스터모델은 구조, 재료, 공간의 통합설계의 중심 역할을 하
였다. BMW Welt(2007)은 3D 디지털모델을 통해 더블콘의 환형 구조설계
를 진행하였으며, Zlote Tarasy(2007)에서는 3D 디지털모델 데이터로부터 구
조하중분석이 이루어졌다. Water Cube(2008)에서는 디지털 구조해석 기술을
사용하였으며, CCTV headquarter(2008)은 3D 디지털모델을 통해 기울어진
두 타워에서 캔틸레버 형식으로 구조물이 시공되고, 두 캔틸레버가 공중에서
접합되기 이전에 부재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변형을 3D 디지털모
델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구조계산을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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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BIM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져 왔으
며 이러한 BIM기술을 건축 각 분야의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
원하여 왔으며, 성공적인 협업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협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Frank

O. Gehry는 MIT Stata Center(2004) 프로젝트에서 3D 설계모델

(CATIA와 Rhino)을 작성하여 시공자와 직접 공유한 사례이며 이를 위해서
는 설계와 시공회사 모두 해당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자의 확보와 협업체제가
절실히 필요하였던 사례이기도 하다. Mercedes Benz Museum(2006)는 디자
인 프로세스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3D 모델링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었
으며, Innsbruck 역사 출입구(2007)는 건축가와 구조, 시공, 부재 회사의 성
공적인 협업으로 정확성과 신속함이 가능했던 사례이다.23) 성균관대학교 학
술정보관(2008)는 건물의 비정형성으로 인해 2D CAD로서는 풀 수 없는 공
간의 형태 도출 및 발주자·시공자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3D모델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시공사에서는 시공성 검토, 간섭체크, 샵 드로잉 생성, 물
량 산출 및 견적에 사용되었으며, 구조·설비 분야와의 협업에서는 호환성 및
저변 문제로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BIM 적
용에 있어서 업무간의 통합 적용을 시도한 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7) 기타
이 밖에도 설계가가 디자인 과정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든 모형을 디
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기술로서 3D 스캐너 기술이 활용되었으며, 반
대의 개념인 디지털 모델을 아날로그 모형으로 생산하여 디자인을 검토하는
기술로서 RP 모형기술이 활용되었다
3D 스캐너 기술이 활용된 최초의 사례는 1984년 SOM, Chicago는 Juan
Miro의 30인치 크기 조각상을 위한 구조해석 과정에서 의료용 단층촬영기
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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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scan)를 활용하여 3차원 스캔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120장의 엑
스레이 결과물을 사용하여 3차원 곡면형상을 구현하였다. 그 이후 사례는
Guggenheim Museum in Bilbao(1997)로서 Frank O. Gehry에 의해 디자인
된 아날로그 모형을 3D 스캐너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데이터(Digital Data)
로 변환하여 디지털마스터모델을 형성한 사례이다.
RP모형을 사용한 사례로는 Taichung Metropolitan Opera House로 벽과
천정, 바닥이 일체화되는 복잡한 형상을 3D 디지털모델 생성과

RP모형의

생성으로 디자인 피드백을 통하여 설계가 완성된 사례이다. Zaha Hadid의
DDP 또한 디자인 검토과정에서 생성된 3D 디지털모델의 RP모형 생성으로
디자인 피드백 과정을 거쳤으며, 인천 국제공항 교통 센터는 디지털 모델로
부터 내․외장 패널 형태가 표면에 그려진 RP모형을 생성하여 시공과정에
활용한 사례이다.

8) 소결
비정형 건축을 위하여 적용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사례를 통하여 살펴 본
결과, 먼저 비정형 건축 형태생성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는 표현의
자유로부터 파라메트릭 기법을 도입한 형태 변형과 응용까지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한 대부분의 프로젝트 사례는 NURBS 기반 모델러 또는
파라메트릭 CAD 시스템을 디지털도구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재제작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의 전달(수치 데이터 혹은 관련 도
면)이 가능해 지면서 정확하고 정교한 부재 제작이 가능해 졌으며, CNC 기
계와의 직접적인 데이터 전달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복잡한 형태의 부재도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복잡하고 난해한 비정형 건축도 구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정확한 부재
데이터의 전달을 전제로 하며, 동시에 그 데이터가 구축될 수 없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을 사용한 경우는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 확보 및
전달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Frank O. Gehry는 일반
NURBS 모델러를 사용하지 않고 CATIA(Digital Project)를 사용하고 있으
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BIM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거나 BIM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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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의 변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시공, 구조, 협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사례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
마스터 모델을 형성하여 구조, 시공, 제작 등과의 종합적인 데이터 공유와 활
용이 시작되면서 비정형 건축의 성공사례는 늘어나고 있으며,24) 최근 진행된
복잡하고 난해한 사례들은 이러한 기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BIM 기술이 부분적으로 혹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비정형 건축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BIM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여 설계, 구조, 시공, 제작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 모델러에서 구축된 비정형 형상 데이터가
BIM 데이터로의 통합이 이루어 져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패널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사례에서는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
한 평판 패널로의 변환된 사례가 가장 많이 있었으며, 이때 패널의 모양은
삼각, 사각, 육각형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으나 사각형이 가장 선호되고 있
었다. 또한 최적화 기법에서 British

Museum Great Court London처럼 물

리적인 해석을 도입한 삼변형 메시를 활용한 패널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 사
례도 있었으며, 가전성을 높이는 최적화 기법 또한 있었다. 공사비 보다 심미
성이 강조되어 이중 곡률 패널을 사용한 사례들도 드물게 있었으며 이 경우
도 최대한 패널의 수를 줄이거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최적화 과정이 진행
되었다. 이와 같이 패널 최적화를 위해서 다양한 수학적, 물리적 메시 분절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보편적이기 보다는 특수한 프로젝트 곡면을 대상
으로 그 기법들이 실험되고 구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패널 최
적화의 성공여부가 비정형 건축의 실현 가능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24) BIM의 도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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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IM 도구의 비정형 건축곡면 수용 범위 및 한계점
AEC(Architecture, Engineering, Construction) 산업분야의 비효율성을 없
애기 위한 노력으로 1990년대에 제기된 BIM 이론은 2000년대에 현업에서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BIM은 개념적으로 개방형 BIM(Open BIM,
Big BIM)과 Little BIM으로 분리되어 이해되고 있으며, Little BIM은 단일
소프트웨어 범주의 디지털 건축을 말하며, 건축설계와 동시에 3D 모델링이
구축되며 2D도면의 생성이 가능한 파라메트릭 CAD인 ArchiCAD, Revit,
Bently Architecture, Digital Project 등이 포함된다.25) 개방형 BIM(Open
BIM)은 건설 산업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BIM 지원 소프트웨어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표준적인

방법(BIM

국제표준인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와 같은 중립포맷)에 의해 호환이 가능한 환경의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다.26)
현재 건축분야에서 설계를 위해 상용되고 있는 Object-Based 파라메트릭
모델링으로서의 주요 BIM 소프트웨어의 종류로는

 Autodesk사의 Revit Architecture
 Graphisoft사의 ArchiCAD
 Bently사의 Bently Architecture (Microstation 플랫폼 기반)
 Gehry Technology의 Digital Project (CATIA 플랫폼 기반)
등이 있으며 이들의 세계적인 사용 선호도는 미국에서는 Revit, 유럽에서
는 ArchiCAD와 Bently Architecture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정형 건축
을 많이 하는 일부 건축가, 예를 들면 Frank O. Gehry, Zaha Hadid 등에 의
해 Digital Project(CATIA)가 쓰이고 있다.
25) BIM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3D 형상 데이터만 포함하고 객체 속
성이 없는 모델들(데이터 통합과 설계 분석을 위한 지원은 하지 못한다) 2) 행위를 지원하지 않는
모델들(파라메트릭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 3) 건물을 정의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양한 2D 캐드 참
고파일들을 결합시켜야 하는 모델들 4) 하나의 뷰 안에서 치수의 변화가 다른 뷰 안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모델들, Eastman, C. Teicholz, P., Sacks, R., & Liston, K. (2007). BIM
Handbook. John Wiley & Sons, Inc. pp. 15-16
26) 최중식, 김인한. (2011). 개방형 BIM기반 품질검토를 위한 IFC 속성정보 호환성 테스트. 한국
CAD/CAM학회 논문집, v.16 n.2, 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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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t Architecture는 Autodesk사의 3차원 파라메트릭 모델기반 캐드 시
스템으로 강력한 UI와 넓은 사용자층의 확보가 장점이며, 대용량의 모델을
컨트롤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시스템
이다.
ArchiCAD는 Graphisoft사에서 1980년대부터 건축가에 의해 개발되어 온
건축전용 3차원 파라메트릭 모델기반 캐드 시스템이다. 100층 규모의 호주
Eureka Tower 등 대형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으며, 대용량의 모델을 컨트롤
하는데 있어서 Revit Architecture보다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제공
하고 있으나, 아직 존재하는 한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시스
템이다.
Bently Architecture는 Microstation을 기반으로 건축분야의 설계, 모델, 시
각화, 시공도서 작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건축전용 시스
템이며 상당히 완성도가 있고 효용성이 있는 CAD 시스템이나 국내에서는
사용자가 극히 드문 시스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Digital Project는 CATIA 즉,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 등의 비선형 설계에
주로 사용되며 NURBS 곡면을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CAD 시스템 플랫폼
을 기반으로 Gehry Technology 사에서 건축설계 지원 도구로 개발하였다. 3
차원 형상 설계와 설비 등 하부시스템 지원에 효과적인 시스템이기도 한다.
비정형 건축을 수용하기 위한 기술적으로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
지만,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인해 초기에 배우는데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DP
에서 정의된 객체는 제한적이고 개발회사에서 만든 개별 라이브러리들의 수
용에도 또한 제약이 있다.27) 또한 DP 시스템의 가격 또한 다른 시스템에 비
해 상당히 고가에 해당하므로 설계사무소에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제품
이다. 즉, 사용편의성, 금액, 인력 투자 대비 생산성 측면에서 일반 사무실에
서는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형 건축의
이상적 구현(강력한 파라메트릭 모델링 능력으로 곡면과 조합체 모두를 조
27) Eastman et al. (2007). op. cit.,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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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는 복잡한 조합체 모델링이 가능)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장점은
현시대 많은 건축가들에 의해 보급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사용수가 늘
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그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이 제품 또한 연
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Revit
Architecture와 ArchiCAD를 중점으로 비정형 모델링을 수용하는 범위 및
한계점을 분석해 보았다.

1) ArchiCAD의 비정형 모델링 수용 범위 및 한계점
가) 부재별 비정형 수용 가능범위
부재

벽
(wall)

기둥
(column)

종류

수용
여부

일반벽

△

부등변사각형
벽

×

다각형벽

△

경사벽

△

프로파일벽

○

직선기둥

×

경사기둥

×

프로파일기둥

△

수용 범위
단면방향: 직선
평면방향:
직선,
호(arc),
spline 수용가능. Spline에 기
초한 arc로의 분절 이루어짐
단면방향: 직선
평면방향: 사다리꼴
곡면(arc)을 한 변으로 하는

다각형

단면방향: 기울어진 직선
평면방향: 직선, 호(arc), spline 수용가능.
Spline에 기초한 arc로의 분절
이루어지며, 원추형(cone) 생성
단면반향: 직선, 호(arc), spline 수용가능.
Spline에 기초한 arc로의 분절 이루어짐.
평면방향: 직선, 호(arc), spline 수용가능.
Spline에 기초한 arc로의
분절 이루어짐
3차원 이줌 곡률곡면.
단면방향: 직선
평면방향: 사각형, 원형
단면방향: 기울어진 직선
평면방향: 사각형, 원형
단면방향: 직선, 기울어진 직선
평면방향: 직선, 호(arc), spline 수용가능.
Spline에 기초한 arc로의 분절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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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beam)

바닥
(slab)

지붕
(roof)

직선보

×

경사보

×

프로파일보

△

다각형슬라브

△

다각형지붕

△

박공지붕

△

돔지붕
Barrel vault
지붕

커튼월
(curtain
wall)

객체
(user
defined
parametric
object)

보진행방향: 직선
보단면방향: 사각형
보진행방향: 기울어진 직선
보단면방향: 사각형
보진행방향: 직선, 기울어진 직선
보단면방향: 직선, 호(arc), spline 수용가
능. Spline에 기초한 arc로의 분절 이루어
짐.
단면방향: 직선
평면방향: 직선, 호(arc), spline 수용가능.
Spline에 기초한 arc로의 분절 이루어짐.
경사를 가지거나 곡면의 볼륨은 수용하지
못함. 경사의 경우 roof, wall, mesh기능
사용.
지붕진행방향: 직선
평면방향: 사각형, 다각형

△

단면방향:
선
평면방향:
단면방향:
평면방향:

△

단면방향: 호(arc), spline
평면방향: 직선

커튼월

△

자체생성

△

NURBS 곡면
import

○

직선, 기울어진 직
직선, 호(arc)
호(arc)
호(arc)

커튼월의 각 패널과 프레임은 별도의 파라
메트릭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각 패널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추출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기본 기능으로 그린 모든 곡면의 수용이
가능함. 이때도 역시 arc로의 분절 과정을
거쳐 곡면이 형성됨
NURBS 곡면은 import되는 과정
에서 mesh로 변환이 된다.

○: 이중곡률곡면구현 가능 △: 단일곡률곡면구현 가능 ×: 곡면구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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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NURBS 곡면의 GDL로 import된 mesh 구조 예시

나) 한계점
ArchiCAD에서는 비정형 곡면(NURBS 곡면)을 import하여 건축요소로 변
환하는 방법은 위에서 살펴 본 object로의 변환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위의
그림은 Rhino에서 작성한 NURBS 곡면을 ArchiCAD의 object로 변환하여
그 구성 structure를 살펴보기 위해 GDL 스크립트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
며,28) 이를 분석해 보면 NURBS 곡면은 메시(mesh)로 변환되어 네 개의 절
점정보로 이루어진 4각면과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object 내의 곡면은 vertex와 edge 그리고 polygon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surface가 GDL의 명령체계중 하나인 MODEL SURFACE에 의해 형태가 구
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NURBS 곡면은 임의의 분절과정을 거쳐 메시로 변
환된 후 ArchiCAD 시스템의 object의 mesh 구성요소로서 인식하게 된다.
이때, 분절된 메시는 사용자가 조정할 수 없고, 분절 과정에서도 사이즈, 모
양, 또는 개수를 정해서 쪼갤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object는 IFC 변환시 벽, 지붕 등의 건축요소로 속성을 변환시켜 저장할 수
28) GDL은 Geometric Description Language의 약자로 Script 언어로 ArchiCAD의 오브젝트를 생성
할 수 있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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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여전히, object가 가지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물량 산
출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

2) Revit의 비정형 모델링 수용 범위 및 한계점
가) 부재별 비정형 수용 가능범위
부재

벽
(wall)

기둥
(column)

보
(beam)

바닥
(slab)

지붕
(roof)

종류

수용
여부

일반벽

△

Mass면 벽

○

직선기둥

×

경사기둥

×

프로파일기둥

○

직선보

×

경사보

×

프로파일보

△

다각형 슬라브

△

경사 슬라브

△

다각형지붕
(박공지붕
포함)

△

단면방향:
평면방향:
단면방향:
평면방향:

곡면지붕

△

프로파일에 의해 작성됨

수용 범위
단면방향: 직선
평면방향: 직선, 호(arc) 수용가능.
Mass면으로부터 벽생성
3차원 이줌 곡률 곡면 수용가능.
NURBS 곡면은 export과정에서 mesh로
변환된 후 mesh의 각 분절된 face가
Revit에서 Mass family로 개별
import되어 벽으로 치환된 후
개별 벽들의 집합체를 구성함.
단면방향: 직선
평면방향: 직선, 호(arc) 수용가능.
단면방향: 기울어진 직선
평면방향: 직선, 호(arc) 수용
가능.
단면반향:
직선,
호(arc),
spline 수용가능.
평면방향:
직선,
호(arc),
spline 수용가능.
보진행방향: 직선
보단면방향: 직선, 호(arc) 수용가능
보진행방향: 기울어진 직선
보단면방향: 직선, 호(arc) 수용가능
보진행방향: 직선, 기울어진 직선
보단면방향: 직선, 호(arc), spline 수용가
능.
단면방향: 직선
평면방향: 직선, 호(arc), spline 수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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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면 지붕

커튼월

○

△

커튼월
(curtain
wall)

패밀리
(User
defined
parametric
object)

Mass면
커튼월

○

자체생성

△

NURBS 곡면
import

○

지붕진행방향: 직선
프로파일방향:
직선,
호
(arc), spline 수용가능.
Mass면으로부터 지붕생성
3차원 이줌 곡률 곡면 수용가능.
NURBS 곡면은 각 분절된
face가 생성한 지붕조각들
의 집합체로 생성됨.
단면방향: 직선, 기울어진 직선
평면방향: 직선, 호(arc)
커튼월의 각 패널과 프레임은 별도의 파라
메트릭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각 패널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추출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Mass면으로부터 커튼월생성
3차원 이줌 곡률 곡면 수용가능.
NURBS 곡면은 각 분절된 face가 생성한
개별 커튼월 패널들의 집합체로 생성됨.

기본 Mass 기능으로 그린 모든 곡면의 수
용이 가능함.
NURBS 곡면을 Mass family로 변환하여
import하면 곡면은 메시의
분절된 face들의 집합체로
치환되며 각자의 분절단위
를 벽, 지붕, 또는 커튼월
로 변환시킬 수 있다.

○: 이중곡률곡면구현 가능 △: 단일곡률곡면구현 가능 ×: 곡면구현 불가능

나) 한계점
Revit Architecture에서는 비정형 곡면(NURBS 곡면)을 import하여 건축
요소로 변환하는 방법은 위에서 살펴 본 결과 Rhino 등에서 형성한 Sat,
Dwg, Dxf 포맷의 곡면을 Mass family로의 변환과정을 통해서 비정형 곡면
구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미 분절된 곡면은 사용자가 조정할 수 없고,
분절 과정에서도 분절크기, 모양, 또는 개수를 정해서 쪼갤 수 없는 한계점
은 ArchiCAD에서와 같다. 이렇게 형성된 Mass family는 분절단위별로 벽,
지붕, 또는 커튼월로 변환하여 이중 곡률 곡면의 벽, 지붕, 커튼월을 구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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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 소결
Revit과 ArchiCAD에서의 비정형 모델링 수용 범위와 한계점을 살펴본 결
과 비정형 곡면(이중 곡률 곡면)의 수용범위는 [표 2-8]과 같다.
[표 2-8] ArchiCAD 와 Revit의 자유곡면 수용범위 비교표
ArchiCAD

Revit

호(arc)
자유곡면
호(arc)
자유곡면
종합
종합
단면 평면 단면 평면
단면 평면 단면 평면
벽(Wall)

○

○

○

○

DC

○

○

○

○

DC

기둥(Column)

×

○

×

○

SC

○

○

○

○

DC

보(Beam)

×

○

×

○

SC

×

○

×

○

SC

바닥(Slab)

×

○

×

○

SC

×

○

×

○

SC

지붕(Roof)

○

○

×

○

SC

○

○

○

○

DC

커튼월(Curtain Wall)

○

○

×

○

SC

○

○

○

○

DC

User defined parametric objects ○

○

○

○

DC

○

○

○

○

DC

DC: 이중곡률곡면(Double Curve)구현 SC: 단일곡률곡면(Single Curve)구현

Revit은 Mass family에서 import한 NURBS 곡면들을 벽, 지붕, 커튼월로
변환시킬 수 있으므로 이중 곡률 곡면(double curve)을 user defined
parametric objects (패밀리)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건축객체(벽, 지붕, 커튼
월)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때 형성된 건축객체는
NURBS 곡면이 import가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비정형 곡면
을 자동으로 임의 분할됨으로서 곡면의 분절(패널) 자체에 대한 심미성, 경
제성, 시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건축적 관점에서 보면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ArchiCAD에서는 user defined parametric objects에서 NURBS 곡면들을
import하여 사용자 object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때 곡면은 사각형 메시형태
로 자동 임의 분절되어 형태를 이룬다. 즉, Revit과 마찬가지로 비정형 곡면
의 분절(패널)결과가 건축적 데이터로서의 효용성 면에서는 사용하기에 무리
가 있는 한계점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GDL script를 사용자가 수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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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오브젝트로 변환된 이후에도 파라메트릭 기법의
적용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정형 곡면을 Revit 또는 ArchiCAD와 같은 BIM Tool에서
인식할 수 있는 파일 포맷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은 사용이 제한적이기는 하
지만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형상만 전달된 경우 또는 원하지 않
는 형상분할에 의한 데이터 전이는 건축부재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BIM 데이터로의 변환에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
가의 의도에 부합하고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건축부재로서의 효용가치
가 있는 BIM 데이터로의 변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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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비정형 곡면과 패널분할 최적화

3.1 비정형 곡면
3.1.1 곡면의 정의
3.1.2 곡면 유형 분류

3.2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기법
3.3 패널 유형에 따른 생산방식
3.3.1 평면 패널(planar panel)
3.3.2 단일 곡률 패널(single curved panel)
3.3.3 이중 곡률 패널(double curved panel)
3.3.4 소 결

3.4 비정형 곡면 구축을 위한 패널분할 최적화
3.4.1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최적화 기법
3.4.2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최적화 국내 사례

3.5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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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정형 곡면
비정형 건축곡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번 절에서는 우선 곡
면의

수학적

정의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진

곡면

원형

(prototype)들의 정의와 특성을 기본으로 곡면의 유형을 분류하여 보도록 한
다.

3.1.1. 곡면의 정의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2차원 곡면을 수학적으로 정의
하는 방법은 크게 해석기하학적 정의와 미분기하학적 정의로 나눌 수 있다.
해석기하학적 정의에 의한 곡면은 3차원 공간을 표현하는 3개의 좌표변수
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이렇게 정의된 곡면
은 대수곡면(Algebraic Surface)이라고 한다.29) 곡면은 표현하는 방정식의
차수에 따라 평면을 제외하면 2차 곡면과 그 이상의 고차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30) 2차 곡면 (Quadratic Surface)은 각 좌표변수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곡면으로, 원뿔면(cone), 주면(cylinder), 쌍곡포물면(hyperbolic
paraboloid), 포물면(paraboloid), 구면(sphere) 등이 포함된다.31) 대수곡면을
정의하는 방정식은 좌표계에서의 절대위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좌표계를 변
경하면 방정식을 만족하는 곡면의 위치도 변화하게 된다.
미분기하학적 정의에 의하면 곡면은 곡률을 통해 특성이 표현된다. 곡면
위 한 점에서의 가우스 곡률(Gaussian Curvature)32)의 부호에 따라 곡면의
29) 데가르트의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방향과 위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면, 여기에 '좌표(coordinates)' 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데카르트가 공간에 좌표를 사
용하게 됨으로서, 대수학의 영역에 속하던 방정식도 도형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데카
르트의 해석기하학이라 부른다. 즉, 도형을 수의 관계로 변역하게 되었고, 역으로 수의 관계에서 공
간의 이미지를 쓸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박세희 (1995). 수학의 세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p17
30) Weisstein, E. Algebraic Surface. From MathWorld-A Wolfram Web Resource. Retrieved
January, 2012, from http://mathworld.wolfram.com/AlgebraicSurface.html
31) Weisstein, E. Quadratic Surface. From MathWorld-A Wolfram Web Resource. Retrieved
January, 2012, from http://mathworld.wolfram.com/QuadraticSurface.html
32) 가우스 곡률(Gaussian Curvature)은 곡면 위의 한 점에 대한 두 주곡률(principal curvature, 곡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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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을 분류하며, 가우스 곡률이 0보다 큰 경우 타원점(elliptic point), 0보
다 작은 경우는 쌍곡점(hyperbolic point)이다. 가우스 곡률이 0인 경우는 모
든 방향으로의 곡률이 0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
는 평면적 점(planar point), 후자는 포물점(parabolic point)에 해당한다.33)
[표 3-1] 미분기하학적 정의에 의한 곡면 분류34)
(가우스 곡률 부호에 따른 분류)

타원점

쌍곡점34)

(an elliptic point, 정곡률) (a hyperbolic point, 부곡률)

포물점

평면적 점

(a parabolic point)

(a planar point)

이 중 평면적 점으로만 이루어진 곡면이 곧 평면이며, 한 방향으로의 곡률
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평면점과 포물점으로만 이루어진 곡면은 단일 곡률
(single curved) 곡면이다. 한 방향으로의 곡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타원점
이나 쌍곡점을 포함한 곡면은 이중 곡률(double curved) 곡면이 된다. 앞서
해석기하학적 정의에 의한 곡면에서 예로 든 2차 곡면 중 원뿔면(꼭지점 제
외)과 주면은 단일 곡률 곡면이며, 쌍곡면과 구면 등은 이중 곡률 곡면이
다.35)
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으로 정의된다.
33) Weisstein, E. Gaussian Curvature. From MathWorld-A Wolfram Web Resource. Retrieved
January, 2012, from http://mathworld.wolfram.com/GaussianCurvature.html
34) Gaussian Curvature(Elliptic, Hyperbolic, Parabolic and Planar Points of a Surface).
Retrieved January, 2012, from
www.grad.hr/itproject_math/Links/sonja/gausseng/ehpp/ehpp.html
35) 박정대. (2005). 곡면형상의 구축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건축 디자인 프로세스.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pp.16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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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곡면 유형 분류
앞에서 살펴본 미분기하학적 정의에 의한 곡면 유형인 평면, 단일 곡률 곡
면, 이중 곡률 곡면 세 가지와 이 범주에 해당하는 곡면의 종류들, 그리고 곡
면의 전개가능성(가전성)에 따른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곡면 유형 분류
곡면 유형

해당 곡면

평면

평면

단일 곡률

원주면, 원뿔, 접선곡면

이중
곡률

정곡률

구면, 포물면

부곡률

쌍곡면

전개가능성
가전면
불가전면

특성
별도 변형 필요없음
평면 부재로 쉽게 구현
선직면으로 표현 불가능
선직면으로 표현 가능

1) 미분기하학적 정의에 따른 곡면 분류
곡률에 따라 분류되는 미분기하학적 정의에 의한 곡면은 평면, 단일 곡률
곡면, 이중 곡률 곡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평면적 점으로만 이루어
진 곡면이 평면에 해당하며, 한 방향의 곡률로 정의되는 단일 곡률 곡면은
주면(cylinder)과 원뿔(cone)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주면(cylinder)은 평행한
직선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원주면(cylinder)은 주면의 대표적인 예로서 원
주의 표면으로 한 직선과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원
뿔(cone)의 표면은 서로 만나는 두 직선 중 하나를 다른 직선에 대해 회전시
켜 얻을 수 있으며, 평행하지 않은 직선들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
에 단일 곡률 곡면에 해당한다. 박정대(2005)는 정형화 곡면 중 전개가능한
단일 곡률 곡면을 이중 곡률 곡면과 별개로 분리하였으며, 정형화 곡면이 아
닌 단일 곡률 곡면 또한 전개가능한(developable)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별개 곡면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 방향으로의 곡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중 곡률 곡면은 두 수직하는
곡률의 관계에 따라 가우스 곡률의 부호가 양수가 되는 정곡률 곡면, 음수가
되는 부곡률 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면, 포물면은 정곡률 곡면에 속하
고, 쌍곡면은 부곡률 곡면에 속한다. 이 가운데 정곡률을 지닌 이중 곡률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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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직선의 집합으로 표현되는 선직면(ruled surface)이 될 수 없으나 부곡
률 곡면은 선직면으로 표현될 수 있다.36) 한편 이중 곡률 곡면이 완전하게
전개는 불가능하지만, 곡면의 곡률도 분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곡면
의 일부에 대한 전개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중 곡률 곡면의 종류로는
구면(sphere)와 고리면(torus)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구면(sphere)은
구의 표면으로, 한 점과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내포
된 두개의 곡률이 동일하며 일정한 값을 가진다. 가우스 곡률은 양수인 정곡
률 곡면에 속하며, 전개가 불가능하다. 고리면(torus)은 직선과 떨어져있지만
그 직선과 한 평면상에 있는 원을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함으로서 형성되며,
고리면의 바깥쪽 부분은 가우스 곡률이 양수인 정곡률 곡면이지만 안쪽 부
분은 가우스 곡률이 음수인 부곡률 곡면에 해당한다.

[그림 3-1] 고리면(torus)의 가우스 곡률
http://www.grad.hr/itproject_math/Links/sonja/gausseng/ehpp/ehpp.html

2) 가전성에 따른 곡면 분류
앞에서 언급된 곡률에 의한 곡면의 분류 외에도 곡면을 전개가능성에 의
해 가전면(전개가능면)과 불가전면(전개불가능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전개 가능한 가전면의 경우 곡면을 잡아 늘이거나 찢어내는 등 별도
의 변형 없이 각 부분의 곡률만을 바꾸는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곡면에서 모든 부분의 곡률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곡면은 평면으
로 전개가능(developable)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방향으로만 곡률이 0이 아
닌 단일 곡률 곡면은 단순히 전개가능한 데 반해, 이중 곡률 곡면은 추가적
인 변형 없이 평면 형태로 전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7) 가전면은 크게 평면
36) Ibid., pp.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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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가전면(Planar

Developable

Surface),

일반화된

주면(Generalized

Developable Surface), 원뿔형 가전면(Conic Developable Surface), 접선 가
전면(Tangent Developable Surface)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38)
일반화된 주면(Generalized Developable Surface)은 평행한 직선들의 집합
이라는 점에서는 원주면과 같으나 단면이 원 대신 곡선으로 일반화된 것이
며39) 단면의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매우 쉽게 평면으로 전개가
가능하다. 원뿔형 가전면(Conic Developable Surface) 또한 평면 위에 전개
된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곡면이다.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원뿔의 꼭지
점은 전개할 때 곡률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평면 위에 전개
될 수 있는 가전면에 속하지 않는다. 접선 가전면(Tangent Developable
Surface)은 선직면의 일종으로, 공간상의 한 곡선에서 각 지점에 대해 그 지
점을 지나며 그 지점에서의 곡선의 진행방향과 일치하는 접선들의 집합이
다.40) 선직면 중에서는 단일 선직면(single ruled surface)과 이중 선직면
(double ruled surface) 중 하나의 모선(ruling)을 가진 단일 선직면의 경우가
가전면에 해당한다.
추가적인 변형 없이는 평면으로 전개가능(developable)하지 않은 곡면을
불가전면이라고 한다. 선직면의 한 쌍(두 개)의 모선을 지닌 이중 선직면
(double ruled surface)이 불가전면에 해당하며, 일엽 쌍곡면(hyperboloid of
one sheet)과 쌍곡 포물면(hyperbolic paraboloid)은 곡선의 이동곡면으로 표
현할 수도 있지만 이중 선직면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3차원 공간 안에 놓
여있는 가전면은 반드시 선직면이어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반드시 그렇
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반화된 일엽 쌍곡면(general hyperboloid of one
sheet)의 경우, 모든 점에서 두 개의 직선을 그을 수 있는 이중 선직면이지
37) Ibid.
38) Stoker, J.J. (1961). Developable surfaces in the large. Comm. Pure Appl. Math. 14, 3,
pp.627-635
39) Weisstein, E. Generalized Cylinder. From MathWorld-A Wolfram Web Resource. Retrieved
January, 2012, from http://mathworld.wolfram.com/GeneralizedCylinder.html
40) Weisstein, E. Tangent Developable. From MathWorld-A Wolfram Web Resource. Retrieved
January, 2012, from http://mathworld.wolfram.com/TangentDevelopab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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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전면은 아니다.41) 불가전면은 완전하게 전개는 불가능하지만, 곡면의
곡률도 분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곡면의 일부에 대한 전개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곡면의 가전성은 건축자재의 생산성에 있어서 생산기법과 재료에 따라 경
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외장 곡면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는 분류
이기도 하다. Frank O. Gehry는 접선 불연속성(tangent discontinuity) 기법
을42) 적용하여 가우스 곡률의 변화가 큰 영역을 상대적으로 줄여 전개성을
개선시켜 금속 곡면 패널의 시공성을 향상시키는데 이용하였다.43)

[표 3-3] 가전면과 불가전면 사례

나선의 접선 가전면44)
(Tangent developable of a helix)

일엽 쌍곡면45) (불가전면)

41) Hilbert, D., & Cohn-Vossen, S. (1952). Geometry and the Imagination (2nd ed.), pp.
341-342, New York: Chelsea
42) 전개 불가능한 영역을 최소화하여 전개가능한 패널을 만들기 위하여 패널의 접선 불연속성을 가우
스 곡률의 변화값으로 측정하여 가우스 곡률이 0에 가까운 값이 되도록 보정해 나가는 기법.
43) 박정대. (2005). op. cit., pp.181-182
44) Andrew. (2010). Elementary Differential Geometry. Springer. p. 129. Retrieved January,
2012, from http://en.wikipedia.org/wiki/Tangent_developable
45) 이중 선직면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한 쌍의 직선을 그을 수 있다. Ruled Surface(hyperboloid).
Retrieved January, 2012, from http://en.wikipedia.org/wiki/Image:Ruled_hyperboloid.jpg

- 41 -

비정형 건축곡면의 BIM기반 패널분할 최적화 연구

3.2.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Panelizing) 기법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벗어나 더욱 자연현상과 근접한 자유로운 형태의 표
출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비정형 건축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이후 형
태생성과 구축의 용이성이 확보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비정형 건축은 대부분
다양하게 변화하는 곡률들을 가지는 자유 곡선들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자유
곡선이 이루는 자유 곡면들은 비정형 건물의 구축을 가장 어렵게 하는 제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는 곡면의 구축기술, 제작기술 등의 한계와 이에 대한 비
용 상승의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비정형 건축에서 사용되는 비정형 곡면의 구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
는 것은 건축가의 의도에 부합되는 곡면의 구축과 가능한 예산비용 범위내
에서의 실현이다. 위의 두 가지 상충되는 필연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곡
면의 분할, 즉 패널분할(Panelizing) 과정이 수행되고 있다. 패널분할은 단순
하게 외피를 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 심미성을
충족하는 패널의 패턴과 재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46) 비정형 곡면에서의
패널분할 기법은 곡면의 기하학적인 형태, 건축가의 설계의도, 시공방식, 패
널생성 알고리즘, 비용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달라질 수 있
다.
패널생성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패널분할 기법은 메시(mesh), 가전면, 모자
이크(tessellation), 하위분할(subdivision), 복합적 패널분할 생성 기법 등으
로 분류할 수 있다. 메시(mesh) 생성기법은 면(face)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
합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들 면(face)은 삼각형, 사각형, Hybrid형 다각형
등과 사용자 정의 형태가 있다. 모자이크(tessellation) 생성기법은 패널형태
에서는 메시(mesh) 생성기법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패턴생성과정에서
보로노이 패턴과 같은 수학적 함수 또는 규칙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이 밖에도 하위분할(subdivision), 가전면, 복합적 패널분할 생
성방법이 있다.
4 6 ) 패널의 실제 제작에 있어 필요한 정보는 패널의 형상정보, 좌표정보, 곡률 값, 길이 등의 정보가 필
수적이며, 기계제작의 경우 기계의 제원에 맞는 적당한 패널 크기가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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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패널분할 기법 분류
패널분할
기법

패널형태

메시생성

삼각형, 사각형, 오각
형, 육각형, Hybrid

규칙적

설정한 기준선을 중심으로 수직,
수평으로 간단한 offset을 통해
mesh생성

삼각형, 사각형

규칙적

가전면(Developable
생성

모자이크생성

삼각형, 사각형, 오각
형, 육각형, 사용자
정의 형태

규칙적

기본패턴을 설정하여 생성. 몇 가
지 패턴의 조합을 통해 생성 또
한 가능

하위분할생성

삼각형, 사각형, 사용
자 정의 형태

불규칙적

기본패턴과 허용기준을 설정. (패
턴의 조합 역시 가능). 허용 기준
초과 시 하위분할을 통해 생성

복합적
패널분할생성

삼각형, 사각형, 오각
형, 육각형, 사용자
정의 형태

불규칙적

불규칙적인 두 가지 이상의 패널
분할 생성방법을 복합적으로 사
용하여 생성

가전면생성

패턴의
규칙성

생성방법

Surface)

1) 메시(Mesh) 생성
3차원 객체를 표현하는 방법은 물체 표면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물체 내
부까지 포함해서 표현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경계면 표현
(Boundary Surface Representation)의 방법으로 객체의 면을 평면 다각형의
집합으로 나타내는데 그 곡면을 표현하는 개별 다각형을 일반적으로 메시
(Mesh) 또는 표면메시(Surface Mesh)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메시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다각형은 삼각형(Triangular Mesh)과 사각형(Rectangular
Mesh)이다.
삼각형 메시를 이용한 패널분할 기법은 곡면을 삼각형 형태로 반복적으로
분할하여 면을 분할하는 면분할법을 이용해 패널을 생성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은 어떠한 곡면형태도 분할을 통해 원래의 형상에 가깝게 제작 가능하
며, 곡면을 평판으로 분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곡면의 삼각형 분할은 간
단해 보이지만, 건축에의 적용은 다양한 디자인 의도에 부합해야 하며, 동일
한 패널 사이즈와 모양으로의 분할이 요구되고, 특정한 정렬이 요구되기도
하기 때문에 구축이 까다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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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메시는 곡면을 사각형 형태로 반복적으로 분할하여 면을 분할하는
면분할법을 이용해 패널을 생성하는 방식이며 평면형 사각 분할과 평면과
곡면 혼합의 사각 분할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삼각 메시보다 적
은 수량의 보(beam)과 조인트가 필요하여 최소한의 부재를 사용할 수 있으
며, 날카로운 예각의 면 분할이 되지 않고 패널 제작시 최소의 재료를 사용
하며, 자재 손실률(material loss)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운반, 설치 과정에서
피로골절(stress fracture)을 피할 수 있고, 시공제어 측면의 장점을 확보해
준다. 이러한 모두 평면인 회전체면이거나 가로 세로 모서리들이 모두 평행
한 이동곡면일 경우일 경우 외에 불가전면(non-developable surface)의 방식
으로 분할된 사각형 면들은 인접한 분할면의 모서리가 어긋나는 부접합이
발생하여 높은 시공비와 고도의 시공정밀도를 요구한다. 사각형 패널분할 방
식은 건물의 파사드 그리드로 구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면분할 방식으로 디
자인 요소로서도 활용성이 높아 기술적, 경제적, 심미적 관점에서 종합적으
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47)
다각형 패널분할(Hybrid Mesh)의 경우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의 다양한 메시의 형태들을 혼합하여 원하는 비정형 곡면을 생성해낸다.
Hybrid 메시의 패널분할 기법의 경우 삼각형 메시의 장점 중 하나인 어떠한
형태의 비정형 곡면도 생성해낼 수 있는 장점과 사각형 메시의 장점인 보
(beam)과 조인트의 부재량을 감소시키고, 자재 손실률 또한 줄일 수 있는 이
점들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 Hybrid 메시는 주로 디자인 의도를 최대한 반
영하기 위해서 최소의 절점이동을 통해 평판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2) 가전면(Developable Surface) 생성
가전면 생성 기법은 곡면들을 전개도로 펼칠 수 있으므로 재료에 따라 제
작 및 시공성을 높여주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48) Shelden(2002)의
논문에서 다루어진 Frank O. Gehry의 비정형 건축물 사례들은 대부분 가전

47) 박정대. (2005). op. cit., pp.146-152
48) 유리와 같이 휠 수 없는 재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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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생성하는 패널분할 기법을 사용하여 복잡하게 디자인된 곡면들을 표현
하고 구축하였다. Weatherhead project는 시공에 중점을 두고 가전면을 생성
한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로 손꼽힌다. 가전면 생성기법은 특정 수학적인 조
건에 부합하여야만 사용가능하며,49) 구조체계와 외장시스템이 일치하며, 전
통적인 시공방식에 적용이 용이하다50)는 장점이 있고 직선형의 부재사용이
가능하여 부재생산비용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장점들로 인해 실용성
이 검증된 방식이다.

[그림 3-2] Bezier patch를 활용한 가전면 생성
(Shelden, 2002, pp.185-186)

3) 모자이크생성(Tessellation)
모자이크 생성(Tessellation) 기법은 평면이나 공간을 어떠한 틈 또는 쪼개
짐이 없이 도형으로 완벽하게 덮는 것을 말한다. 모자이크 패턴으로 가장 유
명한 것은 스페인 그라나다에 위치한 이슬람식 건축물인 알함브라 궁전으로
이곳의 마루, 벽, 천장들은 반복되는 문양으로 테셀레이션 되어 있다. 모자이
크(Tessellation) 생성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테셀레이션이 가능한
정다각형인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패턴을 생성
49) 특정 수학적 조건은 가우스 곡률이 0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가우스 곡률은 두 주곡률 중 적어
도 하나는 0(완전한 직선)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곡선 가전면 생성이 가능하
다.
50) 박정대. (2005). op. cit.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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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규 테셀레이션(Regular Tessellation)과 2개 이상의 정다각형을 결합
하여 생성하는 반정규 테셀레이션(Semiregular Tessellation)방법이 있다. 또
한, 단순한 기하학적인 무늬인 정다각형이 아닌 수학적 변환을 이용한 다양
한 창조적인 패턴으로도 테셀레이션이 가능하다. 테셀레이션을 통한 패널분
할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준이 될 패턴을 우선 설정하고, 여러 패턴을 조
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패턴 조합을 미리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패
턴의 조합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림 3-3] 알함브라
궁전의 무어인의 타일

[그림 3-4] 보로노이 테셀레이션 사례
http://science.howstuffworks.com/tessell
ations2.htm

4) 하위분할생성(Subdivision)
하위분할생성(Subdivision) 기법은 분할하기 위한 패턴을 미리 정하고 허
용기준을 초과 시 패널의 하위분할을 수행하며, 하위분할에 대한 규칙은 사
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제작과 시공 모두를 고려한 패널분할 방법
으로 근사를 위한 정밀도, 분할된 면의 형태와 최대, 최소치수 등을 모두 고
려하여 최적화된 패턴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주로, 규칙들을 알고리즘화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하여 면분할을 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재료의 두께별로 가능한 휨의 정도와 시공오차 등도 반영할 수 있고51) 생성
된 면분할은 부재제작을 위한 2차원 도면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52) 하지
만, 이 방법은 원형에 가까운 형상제작에 적합하지만 패널의 크기가 너무 잘

51) 게리의 EMP에서 최초로 시도된 임의형태면분할 방식은 A. Zaher & Company의 ZAPLA라는 프
로그램에 의해 21,000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금속패널로 분할하여 시공되었다.
류창수. (2007). 곡면형상과 Glass Skin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3 n.1,
p. 125
52) 박정대. (2005). op. cit.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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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누어지고, 다양한 형태의 패널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경제성
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림 3-5] Frank O. Gehry의 EMP [Seattle, 1995-2001] Surface Fabrication
Grammar (Shelden, 2002, p.297)

5) 복합적 패널분할
복합적인 패널분할 방법은 두 가지 이상의 패널분할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며 한 예로 GTPPM(The Georgia Tech Process to
Product Modeling) 알고리즘을 들 수 있다.53)

3.3. 패널 유형에 따른 생산방식
곡면 분할 기법이 적용된 비정형 곡면 패널은 생산 가능한 크기로 분할되
어 이론적으로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곡면 형상과 재료에 따라 생산기술의
한계가 있거나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비현실적으로 상승되는 경우가 있다. 또
한, 패널의 형상이 동일한 패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량생산을 통한 생산
비의 절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경제성 측면에서는 분할된 패널의 곡면 유형을 파악하고 분류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형태로의 변환이 가능하다면 변환과정을 거쳐 단가를 낮추
어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디자이너의 심미적 측면에서는 다른
사항이 중요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패널은 일반적으로 미분기하학적 정의
에 의한 평면 패널, 단일 곡률 패널, 이중 곡률 패널로 분류한다. 각 패널 유
형의 특징과 제작공법은 다음과 같다.
53) 김선우. (2009). 패널 제작방법에 따른 비정형 건축물 패널의 분류와 최적화 방법. 연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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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평면 패널(planar panel)
평면 패널 유형은 생산 용이성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며, 생산비측면에서
도 가장 경제적인 유형이기도 하지만, 비정형 건축의 특성상 곡면의 구현에
있어서 디자인 원형으로 부터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유형이다. 그러
나 변형의 정도와 디자이너의 의도, 그리고 총공사비 이 모두의 합의점에서
이러한 변형에 대한 수용 여부는 논의되고 결정되고 있으며, 평면 패널로의
변환이 결정 될 경우, 곡면 패널보다 훨씬 적은 공사비용으로 비정형 곡면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표 3-5] 평판 알루미늄 패널 제작 공법 예시54)
공법

절단방법

제작 형태 및 특징54)

절단
(Cutting)

전단(shearing), 레
이저(laser)
커팅,
플라즈마(plasma)
커팅,
워터젯
(water-jet) 커팅

평판 제작
CNC기술, 로봇 기술
이용
연신률을 고려한 절단
필요55)
절단비용: 약1만원

제작 기계

3.3.2. 단일 곡률 패널(single curved panel)
단일 곡률 패널은 단일 곡률 곡면에 해당하는 원주면(cylinder)과 원뿔
(cone), 그리고 선직면 중에 단일 곡률 곡면에 해당하는 단일 선직면(single
ruled surface)으로 형성된다. 즉, 단일 곡률 곡면이기 때문에 일정한 곡률을
가짐으로서 형태생성을 위해서는 1개~2개의 변수를 포함하게 되며, 적은 개
수의 변수 요구는 패널 생산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여 이중 곡률
패널 생산에 비해 상당한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으나, 여전히 평면 패널에
비해서는 높은 생산비용이 든다. 원주면(cylinder)은 평행한 직선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선직면에 해당하며, 곡면을 정의하는 변수가 1
가지로 생산과정에 간단하며, 몰드 재사용에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재료에
54)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외장패널 및 프로파일 국내 제작 기술 조사 보고서 (2008.10), 김선우.
(2009). op. cit.
55) 벤딩 혹은 절곡 가공 이후 가공된 부재의 실제 치수가 도면 치수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생
기는 치수 차이의 비율을 연신률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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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가능하다. 원뿔면(cone)은 곡면을 정의하기 위해 2가지 변수(꼭지점
과의 거리, 각도)가 필요하며, 원기둥보다 더 많은 변수가 요구되므로 생산비
는 더 높아진다. 그 외의 단일 선직면의 경우는 직선의 이동경로에 있어서
많은 변수를 가지게 되며, 이는 사용하는 재료와 공법의 종류에 따라 생산비
가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Eigensatz에 의하면 유리, 금속, 콘크리트/플라스
틱에 대한 곡면 구축 제작기술은 금속의 경우 롤 벤딩 기계나 재변형 가능한
몰드로 비교적 쉽게 생산이 가능하지만, 유리의 경우 별도의 거푸집(custom
mold) 제작이 필요하며, 특히 선직면 즉, 가전면의 경우는 특수 제작된 몰드
를 사용하며, 몰드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생산비 상승
요인이 된다.56)
[표 3-6] 단일곡률 곡면 패널 유형과 건축자재 제작공법에 의한 분류56)
유리

금속

원주면
(cylinder)

벤딩 기계 / 열
템퍼링

롤 벤딩 기계

원뿔형(cone)

변형가능하거나
특수제작된 몰드(열
템퍼링 없음)

기계 또는
재변형가능한 몰드

일반 단일 곡률
곡면(developa
ble surf)

주문제작된 몰드(열
템퍼링 없음)

기계 또는
재변형가능한 몰드

섬유보강 콘크리트
/ 플라스틱
변형가능한 몰드/
특수제작된 열선 컷
foam mold
변형가능한 몰드/
특수제작된 열선 컷
foam mold
특수제작된 열선 컷
foam mold

[표 3-7] 단일곡률 곡면 알루미늄 패널 제작 공법 예시57)
공법

기계

제작 형태 및 특징57)

압연
(Rolling)

Roller

곡면 반지름 200mm 이상 제작
가능
200mm~10,000mm:
가공비 약 7천~1만5천원
동일 방향 휨 가공 추가시:
가공비 약 2만5천원

굽힘
(Bending)

절곡기

곡면 반지름 200mm 미만 적용
가공비 약 2만원/회

제작 기계

56) Eigensatz et al. (2010a). Case Studies in Cost-Optimized Paneling of Architectural
Freeform Surfaces. In Proceedings of Advances in Architectural Geometr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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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이중 곡률 패널(double curved panel)
이중 곡률 패널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구면, 포물면과 같은 정곡률과
쌍곡면과 같은 부곡률 곡면으로 구분된다.

이중 곡률 곡면의 대표적 예로

는 구면(sphere)와 고리면(torus)이 있으며, 구면(sphere)은 두 곡률이 동일
하며, 가우스 곡률이 양수인 정곡률 곡면에 속하여 전개가 불가능하므로 이
론적으로는 패널 생산이 어렵거나 단가가 높아질 수 있으나, 재료에 따라 생
산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며, 곡면을 정의하는 변수가 1가지이므로 제작 공법
측면에서 몰드의 재사용 또는 변형 가능한 몰드의 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
용하는 경우는 생산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고리면(torus)은
회전체이며, 고리면을 정의하는 데는 2가지 변수(회전 중심에서의 거리, 원의
반지름)가 필요하지만, 곡면의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인식하는
각도가 추가로 필요하여 3가지 변수가 필요하다. 몰드는 곡면의 부분별로 제
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변수가 모두 통일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나 같은 형태의 프로파일(torus의 경우는 원)의 회전연속
체로 구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형상의 몰드를 사용할 수 있는 패널들
을 그룹으로 분류해 보면 상당히 많은 패널을 같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즉, 몰드 제작이 용이하고 그룹의 분류 결과도 몰드의 반복적인 재사용
이 가능하므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인 것이다.

[그림 3-6] 몰드의 재사용 예제 (Eigensatz et al., 2010a)

또한 Eigensatz에 의하면

금속의 경우 기계 또는 재변형 가능한 몰드에

의해 이중 곡률 패널의 생산이 가능하며, 유리의 경우는 특수 제작된 몰드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상승하지만, 이동면과 회전면의 경우는 동
일형태 프로파일이 활용됨으로서 생산단가를 특수제작 몰드보다 조금은 낮
57)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08). op. cit., 김선우. (2009).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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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수 있다.
[표 3-8] 이중 곡률 곡면 패널 유형과 건축자재 제작공법에 의한 분류58)
유리

금속58)

일반 double curve

특수제작된
몰드(열 템퍼링
없음)

일반 선직면(ruled)

직선 활용됨

기계 또는
재변형가능한
몰드
기계 또는
재변형가능한
몰드
기계 또는
재변형가능한
몰드
기계 또는
재변형가능한
몰드

이동면 (translation)
두가지 동일 형태
프로파일의 이동
회전면 (rotation)
한가지 동일 형태
프로파일의 이동

[표 3-9]

동일형태 프로파일
활용됨
동일형태 프로파일
활용됨

섬유보강
콘크리트 /
플라스틱
특수제작된
몰드(일반적으로
EPS foam 제작)
열선 컷 foam
mold
동일형태
프로파일 활용됨
동일형태
프로파일 활용됨

이중곡률 곡면 알루미늄 패널 제작 공법 예시59)

공법 / 제작 형태 및 특징59)
프레스 (Press)
원하는 형태의 틀(몰드)를 만들고 그 위에 압력을 가하여 찍
어내는 방법. 다른방법에 비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나, 수공예 제작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림
제작비용은 제작난이도에 따라 5등급으로 최하 5만원, 최대
15~20만원 정도이며 최상난이도의 경우 하루 2장 제작 가능
하이드로 포밍 (Hydro Forming)
CNC 기술로 3D 기하학 정보를 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제작.
철이나 폴라아미드(polyamide)재질 등으로 만든 형틀에 금속
판을 대고 수압으로 밀어내서 만드는 방식. 1개 성형 시 5분
소요. 금형 교환 3, 4시간 정도 소요되며 어떤 형상이든 성형
은 가능하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같은 타입의 패널 수를 늘려
야 함. 비용은 1600mmx1200mm기준으로 마더금형 1억 5천
만 원, 삽입금형 3500만 원이며, 금형교환비는 1회당 80만원
폭발 성형 (Explosive Forming)
하이드로포밍의 일종으로 물 속에서 폭약을 터트려 물 속에서
수압을 발생시켜 성형하는 방법으로 금형이 한쪽만 필요함.
철판에 구멍이 있는 경우 적용 불가함.

58) Eigensatz et al. (2010a). op. cit.
59)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08). op. cit., 김선우. (2009).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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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금형 성형 (Dieless Forming)
CNC 기술로 3D 기하학 정보를 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제작.
소재는 플래이트(plate)에 고정 되고 끝부분이 라운드처리가
되어있는 무빙툴(moving tool)과 테이블이 CNC의 제어를 통
해 상호작용하여 움직이면서 가공을 함. 알루미늄(4mm),
2mm내외의 철판,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소재 적용 가능
로봇 (Robot)
6개의 자유각도를 가진 컴퓨터 제어 로봇으로 로봇팔에 다양
한 CNC 기계를 장착하여 이용 할 수 있다.
CAD 정보로 3차원 곡면의 타공이 가능함

반면에 유리를 이용한 비정형 곡면 재현은 기술적 한계와 높은 생산비용
으로 인해 주로 면분할을 통한 평판유리의 사용으로 비정형 곡면을 재현하
여 왔으나, 유리를 이용하여 비정형 곡면 패널을 생산하는 방법 또한 다양하
게 시도되어왔다. 류창수(2007)는 유리 패널의 생산방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
하였다.60)
[표 3-10] 유리생산방식 분류 및 특징
생산방식
Cold-bent
Structural
Glazing

Hot-Bent

Overlapped
/Open Seam

생산방법

특징

곡면 프레임에 평판
유리를 힘을 가하여
고정
프레임을 유리면과
분리시키고 유리면끼리
직접 구조접합

제한적 곡률, 높은 파손율

구조적 한계로 소규모에 한정됨

유리판을 가열하여
몰드 위에서 식힘

CNC 장비의 활용으로 수작업으로
생산되던 몰드가 정밀 제작
가능해짐. 높은 제작비용
가열냉각 과정에서 유리의
변형으로 인해 정밀도 확보 어려움
두 겹 이상의 단열유리는 내부
공기층의 압력차이로 시각적
뒤틀림 발생

유리면이 겹쳐지거나
틈을 두고 접합됨

기밀성 및 단열성 부족.
자연환기 방식의 이중스킨에
활용한 곡면형상 구축 가능

1980년대 후반에 네덜란드에서 시도된 cold-bent glass 공법으로 값비싼
60) 류창수. (2007). 곡면형상과 Glass Skin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3 n.1,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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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유리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은 Cold-bent 방식에 대하여 류창수(2007)는
cold-bent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곡률이 극히 제한적이고, 현장파손율, 강
화된 안전관련 법규 등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었지만 유리 대신 다른 투명
재료를 이용한 시공방법으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
한 가열된 평판유리를 원하는 형상의 몰드(mold)위에서 식힘으로서 곡면유
리를 생산하는 Hot-Bent 방식은 몰드의 재사용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의
생산비 증가, 가열냉각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치수의 변형에 의한 시공
정밀도 확보의 어려움, 시각적인 뒤틀림, 복잡한 이중 곡률 유리패널의 모서
리의 3차원 곡선임 프레임의 제작과 시공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디자인된
곡면의 완벽한 재현이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면 평판유리의 조합으로 전체
곡면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곡면유리판을 사용하는 것은 작은 스케일
의 곡면이나 뒤틀림면 등에만 현실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61) 즉, 류창수(2007)는 프레임에 의해 곡면이 분할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과도한 시공비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안고 평판 유리 대신 곡면 유리
패널을 사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Eigensatz(2010a)
은 유리면에 비친 상의 일그러짐을 줄이기 위해 곡면 유리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곡면 유리 패널의 필요성은 적절하게 최적화된 비
용 한도 안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비용은 더욱 낮
아질 수 있을 것이므로 곡면 유리 패널을 이용한 비정형 곡면 재현은 앞으로
더욱 많이 이용될 것이다.

3.3.4. 소 결
패널의 유형별 특징과 공법을 살펴본 결과 패널유형과 재료에 따라 그 생
산방법, 몰드 및 패널의 단가, 난이도 등의 차이가 상이함이 조사되었다. 아
래 그림은 Evolute 패널 컨설팅 업체에서 패널을 왼쪽과 같이 분류하고 이에
따른 재료별 패널과 몰드 제작비용을 평판을 1로 기준하여 예시하여 놓았다.
Evolute에 따르면, 금속에 비하여 유리의 경우 몰드 비용이 상당히 높으며,
이중 곡률 패널 생산비는 평면패널 생산비의 20~30배 또는 그 이상이 요구됨
을 알 수 있으며, 금속의 경우 또한 평면 패널과 단일 곡률 패널은 그 생산가
6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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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6배이며 이중 곡률 중 유형화 가능한 곡면 패널을 12배 정도, 개별 생산
이 필요한 곡면 패널은 그 20배 이상의 생산 가격이 요구되므로 유리보다는
가격이 덜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곡면패널의 제작이 요구될 경우 총 공사비
의 엄청난 상승은 예상되는 바이다.

[그림 3-7] 패널 유형 및 재료별 패널 및 몰드 비용
(Eigensatz et al., 2010a)

결론적으로 패널 제작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패널
이 같은 몰드를 재사용 하도록 곡면을 디자인 하거나, 패널 분할 과정에서
최적화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분할된 패널을 같은 몰드를 사용할 수 있는
패널유형으로 치환하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강력히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패턴의 몰드 또는 기계설정을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의 수를 증
가시켜 몰드의 반복적인 재사용성을 높임으로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더욱 기본적으로는 평면
패널, 단일 곡률 패널, 가전 패널로 치환될 수 있는 비율을 높이는 과정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62)
이렇게 경제적인 패널 생산을 위해 패널분할 과정을 반복하거나 분할된
패널들을 생산단가가 낮은 패널로 치환하는 과정을 패널분할 최적화 과정이
라고 하며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논하여 보도록 한
다.

62) 유리의 경우는 전개가능한 패널로의 치환이 의미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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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정형 곡면 구축을 위한 패널분할 최적화
비정형 곡면은 패널분할(panelizing)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곡면 분할 기
법과 패널 형태 등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생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
성된 대안들은 유사한 곡면을 따르고 있지만, 각각의 대안은 서로 다른 특성
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평면 패널을 이용한 대안은 곡면 패널을 이용한
경우보다 경제적이지만 곡면을 충실하게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이너
의 의도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정확한 재현을 위해 복잡한 곡면
형태의 패널을 이용하는 경우, 높은 공사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경제성을 얻
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형 곡면을 패널분할하는 과정 중 다
양한 단계에서 패널분할 최적화 기법이 도입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설계 단계
에서 비정형 곡면을 지양하고 생산에 적합한 정형화된 곡면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래에 와서 패널 제작공법과 시공기술의 발전으로 인
해 비정형 곡면의 디자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으로 구현하기 위
한 곡면 최적화 기법 또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즉, 곡면의 원형을 최대
한 유지하면서 경제성을 고려한 생산 가능한 패널로의 분할과 패널 변형의
일련의 과정을 패널분할 최적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
눌 수 있다.

3.4.1.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최적화 기법
1) 평판 패널(Planar Panel)을 이용한 패널분할
가장 보편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인 평판 패널(Planar Panel)로 곡면을 변환
하는 패널분할 방법이다. 이때 곡면을 패널로 분할하는 방식은 한 가지 패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등)으로 규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혹은 모자
이크 생성, 하위분할 생성, 복합패널 생성 등 여러 가지 패널분할(panelizing)
기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 패널은 평판 패널(Planar Panel)로 치환되어 곡
면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패널분할 과정에서 경제성과 시공성을 더욱 확
보하기 위해서 여러 수학자, 물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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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며, 그 대표적인 예는 British Museum Great Court London로서 박물
관의 천장을 삼각형의 평판 유리 패널로 분절하는 과정에서 용수철 질량을
이용한 물리적 해석을 도입하여 정삼각형으로만 이루어진 삼각형 평판 유리
패널로

최적화가 시도된 사례이다. 또한 The Sage Music Center,

Gateshead는 비정형 곡면을 3,000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PQ 패널(Planar
Quadrilateral Panel)과 250개의 유리 PQ 패널로 변형하여 시공한 사례이다.

2) 전개가능성을 이용한 패널분할
앞에서 살펴본 가전면 이론에 의하면 가전면을 이용한 외피 디자인은 금
속 외피의 구현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때, 가우스 분석(Gaussian
analysis)은 곡면의 전개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박정
대는 가우스 곡률 분석을 통하여 곡면의 전개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전
개성 분석’으로 정의하고, 비정형 곡면 재현의 필수 과정으로 포함하였다.63)
이중 곡률 곡면은 가우스 곡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늘이거나 줄이지 않고
평면으로 전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우스 곡률이 반드시 0이 아니
더라도, 가우스 곡률이 충분히 작다면 허용 오차 안에서 평면 부재를 가공하
여 곡면 패널분할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리를 도입한 Frank O. Gehry의 한
정된 가우스 곡률(Constrained Gaussian Curvature) 기법은 접선 불연속성
(Tangent Discontinuity)을 도입하여 가우스 곡률이 작은 영역을 늘리는 방
식으로, 외피에서 전개 불가능한 영역을 최소화하고 평면 패널이 더 많이 적
용될 수 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64) 이러한 기법은 Experience Music
Project (EMP, 1995-2000)에서 그 성과가 확인되어 이후 Frank O. Gehry의
프로젝트에서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65)

63) 박정대. (2005). op. cit., pp.129-130
64) Shelden, D. (2002). Digital Surface Reprsesentation and the Constructibility of Gehry’s
Architecture, Ph.D. Thesis in Architecture Department, MIT, pp.157-161
65) Ibid. pp.16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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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접선 불연속성(tangency discontinuity)을
도입한 가우스 곡률 조정 (Shelden, 2002, p.161)

[그림 3-9] EMP에 적용된 가우스 곡률 기법
(가우스 곡률이 작은 영역을 늘린 결과, 접선 불연속성이 발생하여
표면이 매끄럽지 않음, Shelden, 2002, p.167)

3) 생산성이 확보되는 곡면원형을 활용한 패널분할
건축곡면 형태 자체를 구면(sphere), 원뿔면(cone), 고리면(torus) 등의 일
부로 디자인 하여 패널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최적화 기법이다. 즉, 구면
(sphere)은 앞의 이중 곡률 패널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곡면을 정의하는 변
수가 1가지이므로 몰드의 재사용 또는 변형 가능한 몰드의 사용이 가능한 재
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생산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리면
(torus)의 경우는 원형 단면의 연속 회전체로 구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
은 형상의 몰드를 사용할 수 있는 패널들을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어 몰드
제작이 용이하고 몰드의 반복적인 재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비틀림 없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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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따라 일정하게 회전하는 성질 때문에 PQ 패널
의 사용이 용이한 형태이기도 하다. 즉 이중 곡률
곡면을 디자인 하더라도 최대한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를 디자인 컨셉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 사례로는 Norman Foster and Partners의 고리
면(torus)을 기본으로 하여 확장된 형태를 생성한
American Air Museum, Dubai Cultural Center,
Sage Music Center, Swiss Re 등이 있다.66)

[그림 3-10] A torus
patch (Kolarevic,
2003, p.84)

[표 3-11] Torus patch에 의한 곡면생성 사례

American Air Museum
1987-1997

Dubai Cultural Center
1995-1998

Sage Music Center
1997-2003

Swiss Re
1997-2004

원뿔면(cone)은 서로 만나는 두 직선 중 하나를
다른 직선에 대해 회전시켜 얻을 수 있으며, 단일
곡률 곡면에 해당하므로 패널분할 이후 각 패널의
가전성이 확보되며, PQ 패널의 사용도 용이한 형
태이다. 원뿔면(cone)의 일부를 건축 형태로 활용
하여 디자인한 대표적인 사례는 Norman Foster
and Partners의 City Hall, London으로 기울어진
원뿔을 이용하여 측면을 PQ 패널분할 하였으며,
아트리움 부분은 삼각형 유리 패널로 분할하였다.
[그림 3-11] Cone의
일부를 이용한 건축곡면
(Kolarevic, 2003, p.87)
66) Kolarevic B. (2003). Architecture in the digital age design and manufacturing. Taylor &
Francis,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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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형화된 곡면 패널을 활용한 패널분할
평판을 늘이거나 줄이지 않고 휘어서 생산할 수 있는 가전면은 그 재료가
비교적 쉽게 휠 수 있는 금속일 경우에는 생산비를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대
안이 된다. 그러나 외피를 구성하는 재료가 유리인 경우는 금속 패널의 경우
처럼 생산이 쉽지 않다. Evolute는 이러한 패널의 다양성 때문에 생기는 생
산비 상승요인을 줄이기 위해 모든 패널을 평면, 원주면, 포물면, 고리면, 삼
차곡면 등 5가지 정형화된 곡면과 이에 적용할 수 없는 별도 제작 곡면으로
이루어진 6가지 유형의 곡면 패널의 범주로 변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
정에서 서로 다른 곡면 유형을 생산하고 시공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Eigensatz 등은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재료별 및
곡면 유형별로 패널당 비용과 거푸집당 비용을 제시하였다.67) 금속의 경우
패널당 비용과 거푸집 비용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유리의 경우 이중 곡률
곡면(포물면, 고리면, 삼차곡면)의 거푸집당 비용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패
널 유형(custom type)의 패널당 비용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igensatz 등은 유리 패널을 이용한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을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유사한 형태의
패널을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 같은 형태로 대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 곡면의 종류와 곡면 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로 각 패널의 형태를 표현
하는데, 곡면의 형태를 결정하는 변수가 적은 유형일수록 형태가 서로 비슷
한 패널들을 서로 동일한 형태로 최적화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거푸집당
비용과 별개로 얼마나 적은 변수로 형태가 결정되는지도 패널 유형의 선택
에 고려해야할 요인이 된다.68)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가전면을 이용한 패널
분할 최적화와 비교할 때, 정형화된 곡면 패널을 이용한 패널분할 최적화는
여러 제약조건이 존재하며 패널 사이의 들뜸현상 또는 패널간의 연속성이
파괴되기도 한다. 그러나 Evolute는 이를 통해 패널분할 최적화 기법을 알고
리즘화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거푸집(mold) 재사용을 통하여 유리 외피에
도 적용 가능한 경제성을 제시하였다.
67) Eigensatz et al. (2010a) op. cit.
6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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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중 곡률 패널을 수용한 패널분할
마지막으로 건축 곡면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이중 곡률 패널
을 그대로 수용하여 구축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패널의 형태를 변형함으로서
제작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패널의 적정 크기나
패널 수의 감소, 시공방법의 개선 등에 최적화의 목표를 두게 된다. 그 사례
로는 BMW Pavillion과 Lentille St Lazare 등이며,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고
건물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등에 더 큰 비중을 둘 경우 선택되는 방법이기
도 하다.

3.4.2.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최적화 국내 사례
다음은 앞에서 살펴본 패널분할 최적화 기법들을 사용하여 비정형 건축
곡면 패널분할을 최적화 한 세 가지 국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동
시대 비정형 건축의 곡면 패널분할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한
계점 그리고 패널 데이터의 호환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들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사례는 평판 패널(planar panel)을 이용한 패널분할, 가전성(전개
가능성)을 이용한 패널분할, 정형화된 곡면 패널을 활용한 패널분할 최적화
사례로 세 가지 국내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설계 전
문가 인터뷰와 문헌연구를 통하여 조사 및 분석되었다.
첫 번째 사례인 플로팅 아일랜드는 비정형 곡면을 평판 유리 패널로 대체
하여 시공한 사례로 시공성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를 중점으로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사례인 화성종합운동장은 가전면으로 설계된 사례로 주 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의 상이한 높이와 구조 시스템을 갖는 두개의 매스를 연결하는
하나의 비정형 지붕을 설계하고 구조분석과 구조부재생성을 위한 과정을 중
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세 번째 사례인 Zaha Hadid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는 다양한 곡면 패널을 정형화된 곡면 패널로 대체하여 패널분할 최적화를
한 사례로서 국내에서 실시설계와 시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비정형 건축 곡
면의 패널분할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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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비정형 곡면의 평판 유리 패널로의 최적화 사례
플로팅 아일랜드(Floating Island)는 꽃을 형상화하여 조성된 3개의 인공섬
으로 구성된 수상 복합문화 레저시설로서 많은 부분이 비정형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에 NURBS 곡면 설계가 용이한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Rhino가 개념
설계에서 부터 사용되었으며 구축된 모델링 데이터는 명확한 시공비 절감이
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디자인 된 비정형 곡면을 평판 유리 패널로 재
분할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3D 모델이 시공성이 확보되
는 도면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필요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
여 이루어 졌다.
플로팅 아일랜드 프로젝트에서 계획 설계 초기 Rhino에서 구현된 3D 모델
은 외부 곡면 형상이 이중 곡률 곡면(double curve)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이
는 부재의 균일화가 불가능한 형태이므로 다양한 부재의 구성으로 인한 시
공의 어려움과 공사비의 증가가 예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 곡
률 곡면(double curve)을 단일 곡률 곡면(single curve) 또는 사변형
(quadrilateral)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즉 이
중 곡률 곡면으로 형성된 곡면을 분절된 호(arc)와 직선구간으로 분할하여
이를 이용한 곡면을 재생성 하였으며, 이때 분절구간의 크기는 재료의 특성
에 따라 폭과 높이가 결정되었다. 제2섬(Viva)의 경우는 평면적으로는 타원
의 형상을 가지므로 같은 반경을 가지는 영역별 중심점이 각각 설정되었으
며, 이를 이용한 필요 패널 사이즈를 확보하는 등각의 분할이 이루어 졌다.
즉 이중 곡률 곡면의 곡선은 등분된 직선의 집합체로 변환된 후 이들을 수직
으로 연결하여 평판 유리 패널을 생성하는 최적화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이
다.
작성된 패널 데이터들은 각 분야별 상이한 소프트웨어들의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의 호환과 공유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3D 모델링 데이터의 산업생산까
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Dwg 또는 Dxf를 공유파일 형식으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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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유 포맷으로의 변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즉, 건
축과 구조모델링을 위해서는 Rhino, 구조해석을 위해서는 Midas, 구조객체
모델링을 위해서는 TEKLA가 사용되었다. 구조해석을 위해서는 Rhino에서
형성된 3D 모델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기본구조요소 모델링이 이루어졌
으며, 이때 구조해석을 위한 최소한의 부재 구조 중심선 모델링이 형성되었
다.

이렇게

형성된

모델은

구조해석프로그램에서

인식하기

위해서

Dwg(Dxf)로의 변환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 공통포맷을 사용하여 TEKLA
와

Midas에서 구조모델링 재생성과 구조해석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때,

HTML파일을 이용한 온라인 뷰어로 구조디테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TEKLA를 이용하여 3D 철골구조 객체 샵드로잉을 작성하였다.
또한 작성된 패널을 포함한 철골 등의 건축 부재 생산과 시공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Rhino에서 구현된 3D 모델을 모두 2D 도면화 하는 과정이 필
요하였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3D 데이터로부터 직접적으로 부재생산이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부재 생산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아직까지는 3D 데이터를
수용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패널 최적화 과정을
거쳐 작성된 시공성이 확보된 패널들은 Rhino의 3D 모델에서 전개도를 추출
한 후 Dwg 또는 Dxf로 변환되어 부재 생산 공장으로 전달되었다. 또한 기울
어진 곡면 철골기둥들은 각 층마다 상이한 기둥중심을 갖게 되므로
Grasshopper 기술을 활용한 기둥중심 3차원 좌표를 추출하는 모듈을 작성하
여 구조해석과 구조 샵드로잉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가 확보되었다.

[그림 3-12] 평판 패널(Planar Panel)을 이용한 패널분할과 2D 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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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전성(전개가능성)을 이용한 최적화 사례
화성종합운동장(Hwaseong Stadium)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스포츠 경
기장 종합 단지이며, 가전면(Developable Surface) 지붕으로 이루어진 비정
형 건축물이다. 비정형의 특징인 복잡한 3차원 형상의 2D 도면화와 시공성
확보를 위한 초기디자인 모델의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였으며, 다음은 실시설
계 기준 및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모델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에서 적용된 사항들이다.69)
지붕 마감재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붕의 이중 곡률
패널들의 가전면(전개가능한면, Developable Surface)으로의 변환을 위한 조
정이 수행되었다. 곡률의 재조정 작업은 각 전개도에서 이루어 졌으며, 전개
도 기준선은 곡면을 이루는 아이소 커브 등을 패턴의 기준으로 삼았다.70) 즉,
Gutter 및 골방향에 대해서 전개도상에서 급격한 곡률이 조정 되었으며, 2D
에서 조정하여 3D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71) 이러한 가전성의
확보는 지붕재료의 정확한 제작과 시공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림 3-13] Gutter와 골방향의 전개도상에서의 곡률조정 (노휘, 2009)

69) 정림건축. (2011). Design Document Series 37, 도서출판 담디, p126-137
70) Ibid.
71) 노휘. (2009). 3 matrixes for 3 projects, 빌딩스마트협회 제6회 Worksho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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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지붕곡면의 전개도(Design Document Series 37, p130)

또한 14m정도의 높이 차이를 가지는 주 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이 하나의 연
속적인 지붕 형상으로 연결되며 연결지붕은 비정형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형상의 지붕을 원형을 바탕으로 시공성이 확보되는 자연스러운 지붕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서 평면과 단면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규칙에 의한 형태로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통해 지
붕의 형상이 완성되었다.

[그림 3-15] 주 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의 비정형 연결지붕
(Design Document Series 37, p126)

주 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의 지붕이 연결되는 비정형 부분에서는 패턴의 방
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의 절개부분을 이용하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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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패턴 기준이 정리되었다. Step1에서 면 삼각형 절개부분의
각 변을 기준으로 지붕면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Step4에서 각 변
은 삼각형 각 변의 길이 비율로 등분되었고, 나뉜 등분선은 인접한 지붕 외
곽선으로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균등 분할된 패턴 기준선을 만들었다. 마지막
으로 Step5-2에서 절개부분은 새로운 패턴 기준선에 맞추어 다시 조정되었
다.72)

[그림 3-16] 삼각형 절개를 이용한 비정형부분 패턴정리 (Ibid., p.132)

주 경기장은 켄틸레버형 트러스 구조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실내체육관은
무주공간을 만들기 위해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서로 이
질적인 구조부재의 접합부분은 각기 다른 곡률과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 이
러한 부분의 정확한 형상의 이해와 검토, 오류발견 등을 위해 3D 디지털 마
스터 모델이 사용되었다.

[그림 3-17] 이질적인 구조시스템의 연결부분 (Ibid., p.137)

3) 정형화된 곡면 패널을 활용한 패널분할 최적화 사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공기와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는 거대한 한판으로 이루어진 비정형 곡면
72) 정림건축. (2011). Design Document Series 37, 도서출판 담디,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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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외장패널의 최적화(optimization)73) 작업과 복잡한 비정형 건축물의 시
공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였다. 또한 난이도가 높은 비정형 건축물을 시
공하기 위한 공종간 인터페이스의 사전검토의 필요성, 공기 준수 및 설계변
경의 최소화를 위한 시공단계 위험요소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복잡한 하
부구조, 복잡한 공간구성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위한 방법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BIM팀이 구성되었으
며,74) Gehry Technology의 Digital Project를 선정하여 BIM 기술을 도입하
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정형 곡면 지붕의 패널분할 작업은
Zaha Hadid가 작업한 Rhino 모델링을 기반으로 디자인 요구사항에 따라
Evolute(패널 컨설팅업체)가 Rhino에서 패널 분할과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
였다. 이때 사용된 패널 최적화 방법은 다양한 이중 곡률 곡면 패널들을 제
작비를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유사한 정형화된 패널들(평면, 원주면, 포물면,
고리면, 삼차곡면 등)로 대체하는 방법이다.75) 그러나 워낙 굴곡이 심한 비정
형 지붕이 하나의 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최적화 과정 이후 패널 사이
가 서로 일치하고 않고 들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DDP의 BIM팀은 이를 Rhino 시스템의 한계로 규정
하고 Digital Project를 도입하여 오류를 수정하기로 결정하였고 Zaha Hadid
사무소(ZHL)에 의해 패널 수정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때 Digital Project에서
3D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Digital Project에서 모든 패
널을 재모델링 할 것인지, Rhino에서 구현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Digital
Project에서 수정작업 할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 중 후자를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후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각 패널에 대한 형상정보
와 다른 필요한 데이터들(패널 번호, 위치 및 지리정보, 곡률, 이름, 색상, 조
명 유무, 타공 유무, 점검구, 보강여부 등)이 Rhino에 이미 모두 내포되어 있
었기 때문이었다.
73) 패널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이중 곡률 곡면 외장패널을 최소화 되도록 조정
하는 과정
74) 한규상. (2009).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파크 조성. buildingSMART Forum, Korea
75) Eigensatz et al. (2010a).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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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다양한 곡률의 패널 최적화 (한규상, 2009)

또한 유리공사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리 1면당 R값을 4개씩 가지
는 이중 곡률 유리패널을 유리 1면당 R값을 1개씩 가지는 단일 곡률 유리패
널로의 최적화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로서 모든 유리패널은 단일 곡률 곡
면으로 대체되었고 부재제작의 용이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3-19] 유리커브패널 보정작업 (한규상, 2009)

DDP 프로젝트는 시공단계에서 복잡한 형상과 불충분한 2D 도면으로 인해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igital Project를 사용
하여 3D 디지털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설계단계의 3D 모델링
분석 및 업데이트를 통한 기본 모델완성, 건축, 구조, 기계, 전기/통신, 조명,
소방, 토목, 조경분야 3D 모델링, 가상시공 시뮬레이션 및 4D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사진도 관리 등이 이루어 졌다. 또한 비정형 곡면 노출콘크리트벽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푸집 도면으로는 시공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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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디지털 모델에서 30cm간격의 단면도를 추출하여 거푸집 2D shop 도면
(dwg)을 생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정형 곡면벽의 시공이 가능할 수 있었
다.

[그림 3-20] BIM마스터모델을 이용한 거푸집 생산도면산출
(김현호, 2009, p92)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서는 복잡한 3차원 형상의 2D 도면화 또
는 설계, 구조, 설비 등에서 사용하는 상이한 소프트웨어들 간의 파일 상호
호환성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DDP에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 포맷
과 포환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건물 모델링과 수정 및 조율작업을 위해
3dm(Rhino), 2D CAD 도면을 위해서는 Dwg(AutoCAD), 3D 모델링을 위해
서는 Digital Project(CATPart)가 사용되었으며, 상이한 프로그램 간의 상호
파일호환을 위해서는 Rhino와 AutoCAD 간에 Dwg, Rhino와 Digital Project
간에 Iges, AutoCAD와 Digital Project간에 Sat 파일형식이 사용되었다. 즉,
지붕 패널분할 작업과정에서 Rhino에서 구현된 각 패널을 Iges로 Digital
Project에서 import한 후 패널 사이가 일치하는 않는 들뜸 현상은 시공단계
에 각 패널별로 수정작업이 이루어 졌다.

BIM 기술 도입을 위해 구성된 조직과 그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기
본설계 단계에는 삼우와 Zaha Hadid 사무실(ZHL)의 컨소시엄 과정에서 삼
우에서 ZHL로 4인을 파견하여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서울 삼우에는 CA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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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RP를 통한 설계안 검토 및 CATIA 3D Mock-up과 풍
동실험 등이 이루어 졌으며, ZHL측에서는 3D Rhino Modeling과 외장 3D
Mock-up, 구조 Setting out, 재료계획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Arup에서 구
조, 조명, 음향, 기계, 전기 등을 담당하였으며, Revit structure로 모델링이
이루어 졌다.
시공설계 단계에서는 ZHL에서 4명을 서울 삼우로 파견하여 서울팀과
ZHL 본사에서의 작업으로 컨소시엄이 이루어졌으며, 서울팀은 대관업무,
CATIA 3D Mock-up, Space frame 설계, CATIA 구조모델링, 물량산출, 재
료계획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ZHL 본사팀은 Rhino Modeling, Interior

Design, Facade Panelization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조 모델링의 경우 기본
설계까지 계약이 되었던 Arup에서 작성한 구조모델링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재사용되지 못하고 국내업체 한올에서 CATIA로 구조모델링을 재작업하였
다.

3.5.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지표
본 절에서는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 및 평가지표에 관한 사례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보편적인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항목의 추출과 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제안이 이루어진다.

3.5.1.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 및 평가지표 사례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는 수행된 패널분할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서
최적화에 대한 기준 설정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패널분
할의 목표를 시공성 및 경제성에 둘 것인지, 원곡면의 유지 및 심미성에 둘
것인지에 따라 평가 기준과 방법이 달라짐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평가지표
또한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 때문에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는 단순히 정량화하여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최적화 평가는 대부분 최적화를 수행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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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본인들의 패널분할 최적화 방법에 부합하는 최적화 평가 기법을 적용
하여 평가한 경우가 많다. 다음은 앞장에서 살펴본 패널분할 최적화 기법의
주체에 의해 시행된 최적화 평가 방법과 이를 위해 사용된 평가 지표에 대하
여 살펴보고, 최적화 기법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평가 지표를 제안한 사
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가우스 곡률 분석에 의한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기법 및 평
가지표
가) 최적화 평가 기법
가우스 곡률(Gaussian Curvature)은 곡면의 형태를 결정하는 내재적 속성
으로, 곡면의 형태 이외의 다른 요소(스케일, 위치, 방향,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전면은 가우스 곡률의 값이 0이고 가우스 곡률이 0이 아닌 경우
전개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개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서
의 가우스 곡률을 분석한다. Frank O. Gehry는 가전면을 이용한 패널분할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건축물의 어느 부분이 전개불가능한 형태인지, 또 최
적화 후 전개가능한 부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가우스 분석을 통해 검토
하였다. 이 때 모든 가우스 곡률의 값이 정확히 0일 수는 없으므로, 목업 스
터디(mock up study)를 통해 경험적으로 얻어진 안전율(factor of safety)을
적용하여 허용범위 안의 최대한 작은 값을 갖도록 한다.76) 가우스 곡률에 대
한 분석은 가전면을 이용한 패널분할 최적화에 절대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
나 가우스 분석을 통해서는 시공성만을 평가할 수 있을 뿐, 다른 가치와 비
교하여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설계자의 몫으로 남는다. 따라서 건축가는 최
적화 과정 내내 설계 의도에 맞게 최적화가 진행되는지 감시하거나 Frank
O. Gehry의 경우처럼 직접 최적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76) Shelden, D. (2002). op. cit., pp. 1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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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가우스 곡률 샘플과 시공가능한 경계선허용 가능한 곡률
영역(빨강) (Shelden, 2002, p.160)

나) 평가 지표
Frank O. Gehry의 가전면을 이용한 패널분할 최적화는 가전면을 이용한
시공을 전제로 곡면을 가전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우스 곡률
(Gaussian Curvature)을 그 평가지표로 한다. 이는 가전면의 가우스 곡률 값
이 0이므로 가우스 곡률의 측정에 의해 패널의 가전면화 가능성을 측정하고
가전면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가우스 곡률이 낮은 곡면으로 수정해 나간다.
이때 가우스 곡률의 값은 안전율(factor of safety)의 허용범위 안의 작은 값
을 갖도록 최대한 0에 가깝게 조정된다. 그러나 이 최적화 기법과 평가지표
는 금속과 같이 가전면 생성이 용이한 재료에만 해당하는 분석방법과 평가
지표로 그 사용범위가 제한적이다.

2) 정형화된 대체 패널 최적화 평가기법 및 평가지표
가) 최적화 평가 기법
Eigensatz는 패널분할 최적화를 건축가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컨
설팅 등을 통하여 제3자가 패널분할 최적화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
의도와 심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공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에 따라, 비정형 곡면 외피와 곡면 분할을 포함한 패널분할은 모두 디
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주어진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패널분할 최적화 과정
을 수행한다. 또한, 곡면 패널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일관된 알고
리즘을 통해 자동화하여, 다양한 대안을 생성한다.77) 건축가가 직접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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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또 자동으로 여러 가치들을 고려하기 위해, 패널분할 알고리즘이 적
용하는 두 가지 최적화 방법은 그 자체에 각각 나름의 최적화 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먼저,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시공비를 산출한다. 패널의
개수와 거푸집의 종류에 따라 패널당 시공비, 거푸집당 시공비가 재료별, 곡
면 유형별로 책정되는데, 이 비용을 최적화 결과 패널분할에 적용하여 시공
비를 산출할 수 있다. 각 최적화 단계의 목표는 시공비를 낮추는 것이 된
다.78) 또한 최적화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kink angle과 divergence라는 두 가
지 평가지표에 대하여 한계치를 설정하는데,79)80) 이 두 지표는 곡면의 연속
성과 관련하여 얼마나 매끄러운 곡면을 재현하는지를 나타낸다. 더욱 매끄러
운 곡면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평면 패널과 단일 곡률 곡면 패널 대신 이중
곡률 곡면 패널을 많이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이중 곡률 곡면 거푸집(mold)
의 사용을 증가시켜 급격한 비용 증가를 가져온다. 이 한계치는 이산적 최적
화 단계(Discrete Optimization Step)에서 적용된다. 한편, 연속적 최적화 단
계에서는 거푸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서로 비슷한 형태의 패널들을 대
표할 수 있는 공통의 형태를 찾는데, 단순히 매끄러운 곡면인가가 아닌 본래
의 곡면을 잘 재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좀 더 복합적인 평가방법
이 사용된다. 본래 곡면과 최적화 결과 곡면 사이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하
는 Surface Fitting, Divergence, Kink angles, Curve fairness, Panel
centering 등의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이들 지표의 합을 전반적 에너지
(Global Energy)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이들 지표는 직접 비교할 수 없기 때
문에, 적절한 가중치가 이들 지표에 각각 곱해진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81)

Eigensatz의 평가방법은 특정한 결과물을 미리 가정하지 않고 패널분할
결과물에 따라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최적화를 진행한다는
77) Eigensatz et al. (2010b). op. cit.
78) Ibid.
79) kink angle: 두 패널 사이의 벌어진 각도
80) divergence: 두 패널 사이의 벌어진 거리
81) Eigensatz et al. (2010b).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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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평가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수식에 포함된
항들이 반사유리를 이용한 패널링이라는 특정 조건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수식에서 각 평가항목들의 균형을 조절하는 가중치가 임의로 부여되었기 때
문에, 패널분할 최적화의 목표를 수정하기 위해 가중치의 값을 조절할 경우
어떤 결과를 얻을지 알 수 없다.

[그림 3-22] divergence와 kink angle 한계치에 따른 시공비
(Eigensatz et al., 2010b)

나) 평가 지표
Eigensatz(2010a)에 의한 패널링 최적화 기법은 디자이너의 원형 곡면과
분할 방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패널들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유형의 패널로 대체하는 기법이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평가지표는 두 단계
의 최적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Eigensatz는 재료가 유리인 경우는 생산비가 금속의 6~10배까지도 상승하
므로 패널 모양의 다양성 때문에 생기는 생산비 상승요인을 줄이기 위해 모
든 패널을 6가지 유형의 곡면 패널의 범주로 변형하는 작업을 하였으며82) 이
러한 패널링 최적화는 특히 패널 사이의 들뜸 현상 또는 패널간의 연속성이
파괴되므로 kink angle과 divergence라는 두 가지 평가지표를 제안했다.
Kink angle과 divergence가 제한되는 값 내에서 매끄러운 곡면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6가지 유형의 곡면 패널의 범주로의 변형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이중 곡률 곡면 패널을 많이 사용하여야 하며 한계치를 높이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매끄러운 곡면을 재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평
82) 평면, 원주면, 포물면, 고리면, 삼차곡면 등 5가지 정형화된 곡면, 그리고 특수 별도 제작 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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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표의 의미와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Kink angle: 두

패널 사이의 벌어진 각도로서 곡선 네트워크에서 각

패널까지 가장 가까운 두 점의 법선 벡터 차이의 제곱합



Divergence: 두

패널 사이의 벌어진 거리로서 곡선 네트워크에서 각

패널까지 가장 가까운 두 점까지의 거리 각각의 제곱합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의 최적화 과정이 이루어지며 서로 비슷한 형태의
패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공통의 형태를 찾아 거푸집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며 이때 1단계와는 다른 복잡한 기준의 평가지표가 사용된다. 이때
는 연속성 보다는 본래의 곡면을 잘 재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Surface fitting, Divergence, Kink angle, Curve fairness, Panel centering 등
의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이들 지표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을 구한 전반적 에
너지(Global Energy)값을 구하게 된다. 해당 평가지표의 의미와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Surface fitting: 원곡면과의 변형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원곡면까지
의 거리 제곱합



Curve fairness: 최초 곡선 레이아웃에 담긴 디자인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 경계 곡선이 기복(undulations)의 정도와 접선 방향의 움직임
(tangential motions)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곡선 네트워크에서
인접한 두 점의 법선 방향 변위(normal displacements)의 제곱합



Panel centering: 패널들의 무게중심(패널 중심들의 평균)과 패널 중심
들의 거리의 제곱합으로서 패널 제작을 위한 몰드 형성시 몰드의 재사
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임

3) 정성적 분석에 의한 최적화 평가기법 및 평가지표
비정형 건축 곡면의 경제성, 시공성, 원형유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성적
인 분석을 시도한 Hambleton(2009)83)의 연구를 살펴보면, 분석을 위한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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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평가지표를 제안하였으며, 평가는 다양한 패널 모양과 방법으로 분할된 6
개 곡면을 대상으로 하였고, 평가결과는 5점 척도로 나타내었다.
경제성, 시공성, 원형유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안된 평가지표는 Node
simplicity, Structural transparency, Adherence to original design intent,
Material efficiency(Material wastage) 4가지이며, 해당 평가지표의 의미와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Node simplicity: 각 절점의 연결 용이성과 구조체의 뒤틀림 정도



Structural transparency: 각 절점에서의 변(edge)의 수와 연결 복잡성



Adherence to original design intent: vertex distance(절점끼리 거리),
edge distance(모서리의 수직거리), face distance(면의 수직거리) 세 가
지 측정방법 제시됨



Material efficiency (Material wastage):

자재 손실률

[표 3-12] 곡면별 평가결과
triangulated
surface

primitive
approximati
on
(PQ meshs)

fitted
rotational
surface
(PQ meshs)

principal
curvature
mesh
(PQ meshs)

developable
strip model

Node
simplicity
Structural
transparency

1

1.5

4

4

3

1

4

3.5

4

4

design intent

3.5

2

2

4

4.5

Material
efficiency

2.5

3.5

3.5

3.5

2.5

Daniel에 위해 제시된 평가방식은 정량적 분석이 아닌 5점 척도의 정성적
분석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한계를 가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83) Hambleton, D., Howes, C., Hendricks, J., & Kooymans, J. (2009). Study of Panelization
Techniques to inform Freeform Architecture. Glass Performance Day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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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곡면 구축특성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
한지연(2011)은 연구에서 분류한 곡면의 유형별 구축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재현성: 원곡면과의 변형거리의 평균
원형 곡면과의 기하학적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z축 방향으로 평면
을 위치시켜 UV방향으로 포인트 그리드를 생성한 후 서페이스와의 거
리를 측정



연속성: Rhino zebra analysis를 이용한 시각적 분석



복잡성: 하나의 노드에서 만나는 구조부재들의 수(패널을 지지하는 부
재의 수 및 joint수)



경제성: 제작방식별 비용

이와 같이 제안된 평가지표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재
현성의 경우 제안된 방식의 지표 산출 방법은 원형 곡면과의 z축 방향 수직
거리를 측정함으로서 엄밀한 원형곡면과의 변화된 정도의 측정이 아닌 z축
방향의 변위거리라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연속성에서 Rhino zebra analysis
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정량적인 측정값 없이 시각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으며, 단일 곡면이 아닌 분할된 패널들의 집합체를 분석하고자 할 때에
는 단일 곡면마다 별도의 zebra를 보여주는 시스템의 한계점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3.5.2.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지표의 제안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항목 중에서 보편적인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평가항목을 추출하고, 이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 항목의 범위
먼저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 기법들과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를 위하여 제
안된 평가지표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제안된 평가지표들이 최적화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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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체의 최적화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산출 방법 또한 차이가
많았다. 평가항목은 크게 곡면의 원형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원형유지’, 패널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측면의 ‘경제성’, 패널을 시공하기 위
한 용이성을 평가하는 ‘시공성’, 패널분할에 의한 곡면이 얼마나 연속되게 유
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연속성’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평가항목
에 해당하는 평가지표 및 지표 산출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3]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Adherence to original
design intent

원형
유지

원곡면까지의 거리 제곱합

Curve fairness

법선 방향 변위
(normal displacements)

Material wastage
Panel centering
경제성
경제성
가전성
Node simplicity
Structural
transparency
복잡성

연속성

원곡면까지의 거리

Surface fitting

재현성

시공성

지표 산출 방법

Hambleton
(2009)
Eigensatz
(2010b)

한지연
(2011)
Hambleton
자재 손실률
(2009)
패널들의 무게중심(패널 중심들 Eigensatz
의 평균)
(2010b)
한지연
제작방식별 비용
(2011)
Shelden
가우스 곡률
(2002)
각 절점의 연결 용이성과 구조
체의 뒤틀림 정도
Hambleton
(2009)
각 절점에서의 변(edge)의 수와
연결 복잡성
하나의 노드에서 만나는 구조부
한지연
재의 수
(2011)
원곡면과의 변형거리를 평균

Kink angle

두 패널 사이의 벌어진 각도

Divergence

두 패널 사이의 벌어진 거리

연속성

출처

Zebra analysis를 이용한 시각
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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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분류된 원형유지, 경제성, 시공성, 연속성 네 가지 평가항목 중에서
‘원형유지’ 평가항목은 곡면의 원형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즉, 패널분할
결과가 설계가에 의해 디자인된 원형 곡면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원형 충실도’로 명명하여 평가항목의 첫 번
째 범주로 설정한다. 이 항목은 원형 곡면을 패널분할하고 또 최적화 하는
과정에서 원형 곡면으로부터 변형된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경제성’ 평가항목은 패널 제작시 비용 절
감을 위한 몰드의 재사용 가능성 및 패널의 가전면화 가능성, 또는 시공시
비용 절감을 위한 material efficiency(material wastage) 등 패널의 제작 및
시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항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의 제작비용 절감을
위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생산 용이성’을 평가항목의 두 번째 범주로 설정한
다.
패널의 시공 용이성 측정을 위한 ‘시공성’ 평가항목은 각 절점, 즉 하나의
노드에서 만나는 변(edge)의 수를 측정하여 연결 구조 부재, 패널 지지 부재,
조인트 등의 수가 많아질수록 시공이 복잡해지는 원리를 적용하여 이를 시
공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건
축곡면의 패널분할에 대한 정량적 평가, 즉 곡면의 다양한 패널 분할 방법으
로 인한 심미성 및 패널 제작비용에 대한 평가를 그 목표로 하므로 ‘시공성’
은 본 연구의 평가항목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음으로 ‘연속성’ 평가항목은 심미적인 평가의 한 항목으로서, 패널분할에
의해 곡면의 연속성이 얼마나 부드럽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 항목을 세 번째 평가항목 범주로 설정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
가항목들 중 보편적인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원형 충실도, 생산 용이성, 연속
성 세 가지 평가항목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모델에서의 평가항목 범
위로 설정하며, 이들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제안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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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지표의 제안
가) 원형 충실도
비정형 건축곡면이 패널분할된 후 원형곡면과 얼마나 근접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원형유지 평가항목의 평가지표 종류로 adherence to
original design intent, surface fitting, curve fairness, 재현성 등이 선행연구
에서 조사되었으며, 모든 해당 평가지표는 원곡면까지의 변형거리를 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곡면까지의 변형거리에 대한 산출방
법은 법선 방향 변위값, 거리의 제곱합, z방향 변위의 평균값 등으로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제안된 다양한 원형곡면유지 평가지표 산출방법들은 모두 원곡면
까지의 변형거리를 구하는 데는 성공적이지만 계산된 값이 동일한 건축곡면
에 대한 다양한 패널분할과 이들의 결과에 대한 비교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할
때는

좀

더

다른

산출방법에

대한

제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Hambleton(2009)의 ‘adherence to original design intent’ 지표 산출 방법은
그 정성적 평가로 인해 객관적인 정량적 결과비교가 어려우며, 한지연(2011)
의 ‘재현성’ 지표 산출 방법은 원형 곡면과의 z축 방향 수직거리를 측정함으
로서 엄밀한 원형곡면과의 변화된 정도의 측정이 아닌 z축 방향의 변위거리
라는 한계를 지니며, Eigensatz(2010b)의 ‘surface fitting’은 거리값의 비교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리의 제곱합으로 산출방법을 제안하였으나, 원형 곡면
까지의 거리 값은 패널의 크기에 따라 그 절대값의 크기가 상이할 수밖에 없
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패널의 크기로부터 독립적이지는 못하다는 한계
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형곡면과 얼마나 근접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원형곡면과의 변화 정도 측정(원곡면까지의 변형거리)을 위해
위에서 언급된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표의 산출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산출방법 및 알고리즘은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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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 용이성
패널 제작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항목의 평가지표 종류로는 material
wastage, panel centering, 경제성, 가전성 등이 있으며, Hambleton(2009)의
‘material efficiency(material wastage)’는 자재 손실률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Eigensatz(2010b)의 ‘panel centering’은 패널들의 무게중심(패널 중심들의 평
균)과 패널 중심들의 거리의 제곱합으로서 패널 제작을 위한 몰드의 재사용
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한지연(2011)의 ‘경제성’은 패널의 제작 방식
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여 경제성의 지표로 삼았으며, Shelden(2002)의 ‘가전
성’은 가우스 곡률의 측정에 의해 패널의 가전면화 가능성을 측정하며 가전
면 생성이 가능한 재료에만 해당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패널 제작시 비용 절감을 위한 몰드의 재사용 가능성
및 패널의 가전면화 가능성, 시공시 비용 절감을 위한 material wastage 등
패널의 제작 및 시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평가지표들이 제안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패널의 제작비용 절감을 위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곡면패널의
평판 패널화 가능성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분할된
패널 중에 평판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패널들을 추출하여 공사비 절감
을 예측하거나 실제로 평판으로 대체할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
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산출방법 및 알고리즘은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
이다.

다) 연속성
패널분할에 의한 곡면의 연속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연속성 평가항목의 평가지표 종류로는 kink angle, divergence, 연속성 등이
있다. Eigensatz(2010b)의 ‘kink angle’은 이웃하는 패널들 사이의 벌어진 각
도로서 법선 벡터 차이의 제곱합이며, ‘divergence’는 두 패널 사이의 벌어
진 거리로서 곡선 네트워크에서 각 패널까지 가장 가까운 두 점까지의 거리
각각의 제곱합으로 패널들의 부드러운 연속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한지연
(2011)의 ‘연속성’은 Rhino의 zebra analysis를 이용한 시각적 분석으로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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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마다 별도의 zebra를 보여주는 시스템의 한계점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어려우며, 정량적 분석이 아닌 시각적인 분석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성 평가항목의 평가지표로 곡면의 연속성이 얼마나 부
드럽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Eigensatz에 의해 제안된 kink angle과 divergence를 연
속성의 평가지표로 정의한다.

라) 기타
위에서 언급된 평가지표 이외에도 시각적 민감도를 거리, 각도, 재질의 반
사에 따라 측정한 시각적 상대 평가, 그리고 줄눈의 균일성 측정에 의한 시
공성 및 심미성 평가 등이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로 추가
제안될 수 있으며, 거리, 각도, 재질의 반사에 따른 시각적 민감도 평가의 경
우 시각적 민감도에 해당하는 평가 기준에 대한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평가지표는 보다 정성적인 평가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정량적인
평가화를 위해서는 거리, 각도, 재질의 반사에 따른 시각적 반응 및 심리적
반응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실험 및 설문조사 등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평가지표를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지만,
후속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제안으로서 언급한다.

마) 소결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의 목표는 비정형 건축곡면의 최적화가
추구하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구하는 목
표가 다른 최적화 기법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기법이 도입되게 된다. 즉,
Shelden(2002)의 가우스 곡률 분석에 의한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는 패널의
가전성을 높여 패널의 합리적인 제작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된 평가기법과 평가지표이다. Eigensatz(2010b)의 정형화된 대체 패널
최적화 평가는 Eigensatz 등에 의해 개발된 패널 최적화 시스템에 의해 생성
된 패널분할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제시된 평가지표들이다. 이 두 가지
평가방법들은 해당 주체가 패널분할 최적화 과정을 수행 한 후 최적화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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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체에 의해 개발, 적용되었다는 공통점
이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전제된 조건사항들 또는 패널분할 도구나 방법이
다를 경우는 적용할 수 없으며 기술발전에 맞추어 평가방법 자체를 지속적
으로 수정해야하는 한계점 또한 있다.
이와는 달리 Hambleton(2009)과 한지연(2011)은 최적화 기법에 종속되지
않은 보편적인 평가지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Hambleton(2009)은 평가방법
이 5점 척도에 의한 정성적 분석이라는데 그 한계점을 가지며, 한지연(2011)
의 평가기법은 상이한 패턴으로 분할된 곡면들의 비교에만 그 범위가 한정
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기법에 종속되지 않는 비정형 건축곡면의
패널분할 평가를 위한 모델 제안과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 다음 장에서는 앞에서 제안된 원형 충실도, 생산 용이성, 연속성 세
가지 평가항목과 이들 평가항목을 위해 제안된 평가지표들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법과 알고리즘의 제안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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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모델의 제안

4.1 개요
4.2 패널분할 평가모델
4.2.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4.2.2 평가지표 산출방법
4.2.3 단계별 평가
4.2.4 패널분할 평가결과 리포트 작성
4.2.5 패널분할 종합 평가 지표

4.3 패널 BIM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
4.3.1 패널 BIM 데이터 구조
4.3.2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 제안

4.4 제안 시스템 활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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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요
본 연구는 비정형 건축 NURBS 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 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분할된 패널의 건축 데이터로서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BIM 데이터로의 변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비정형 곡면 패널
분할 평가모델은 정량적인 평가를 목표로 하며 3장에서 도출된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그 범위로 하고 이들 지표들의 산출방법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며, 평가지표 산출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들과 차별
되는 알고리즘의 제안이 이루어진다. 또한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은 패널 BIM 데이터 구조와 패널 BIM 데이터 변환을 위한 특화방식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모델은 다
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모델, BIM 데이터 변환
모델, BIM 모델링 구축모델로 구분된다.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모델은 곡면의 패널분할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이며, BIM 데이터 변환모델은 분할된 패널 데이터를
BIM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모델이다. 또한 BIM 모델링 구축모델은 변환
된 BIM데이터를 기반으로 패널을 BIM 시스템 3D 건축객체로 구축하기 위
한 모델이다.

[그림 4-1]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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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패널분할 평가모델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최적화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된 세 가지 평
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원형 충실도(원형과의 변형된 정도)
곡면 패널분할(panelizing)의 결과가 원곡면에 얼마나 충실하게 분
할되었는지 측정하여 원곡면의 유지 또는 변형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생산 용이성(부재 생산성, 경제성)
분할된 패널 중에 평판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패널들을 추출하
여 공사비 절감을 예측하거나 실제로 평판으로 대체할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부재 길이의 편차 또는 동일 길이 부재의 비
율 측정, 대체된 패널의 합동 패널의 비율과 패널 그룹의 수 등을
측정하여 공사 생산비 증가를 예측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연속성(인접 패널과의 연속관계)
분할된 패널이 이웃하는 패널들과 얼마나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지
그 연속성을 측정하거나 대체된 패널에 의해 발생된 패널간 들뜸
현상의 정도를 측정하여 시공 이후 패널 외관의 부드럽기 등의 심
미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며, 특히 외장재가 반사물
질이거나 투명도가 높은 경우 그 결과값이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
을 예상할 수 있다.

4.2.1.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최적화 평가를 위한 세 가지 평가항목은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면(원형 충실도)과 경제성
이 있는지에 대한 측면(생산용이성), 심미적 측면(연속성)의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건축 설계자, 시공자 또는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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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선되는 가치들에 의해 평가 결과 값이 다르게 판단되고 반영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들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제안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다
음과 같다.

1) 원형 충실도
비정형 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 이후 원곡면과의 변형정도, 즉 원형
충실도를 측정한다. 이를 위한 평가지표는 곡면 일치(Surface Fitness)로 정
의한다.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 원곡면의 분할 이후 각 패널과 원곡면
의 변형정도를 측정하며, 대체된 패널이 원형 곡면과 얼마나 일치하
는지 평가한다. 원형 곡면이 건축가의 정확한 의도라고 가정하고,
원형 곡면과 대체된 패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체된
패널이 원형 곡면과 얼마나 달라지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
다.

2) 생산 용이성
패널들의 생산 용이성 측면에서 경제성을 측정하며, 이를 위한 평가지표는
평면성(Planarity)과 평판 패널 비율(Flat Panel Ratio) 이며 각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면성(Planarity) : 원곡면을 패널들로 분절하는 과정에서, 각 패널
의 모서리 점으로 추출한 네 점이 만드는 메시(mesh)가 얼마나 평
면에 가까운지를 평가한다. 즉, 해당 패널을 평면 패널로 치환하였
을 때 원형 곡면의 네 점이 평면 패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상
대적으로 알 수 있으며, 평면 패널로 대체할 경우, 네 모서리점의 변
위 예측 값에 해당한다.

 평판 패널 비율(Flat Panel Ratio) : 분절된 패널 중에서 평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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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할 수 있는 패널의 비율을 측정하며, 평면 패널 대체 가능
패널 수를 전체 패널 수로 나눈다. 평면 패널로 대체할 가능성의 기
준은 평면성(planarity)와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두 가지 지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즉, 평면성(planarity) 기준에서의 평판 패
널 비율은 평판 패널로 대체할 경우 패널의 네 절점의 변위가 최소
화 되어 전체 줄눈의 변위가 최소화 되며 패널 사이의 들뜸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기준에서
의 평판 패널 비율은 원곡면의 곡률이 평판에 가까운 패널들은 평
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제로 평판 패널 비율을 구하게 되며, 이
때 평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곡면 일치(surface fitness)값의 허용치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3) 연속성
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 이후 분할된 인접 패널들과의 연속성을 측정
한다. 이를 위한 평가지표는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과 사이 간격
(Divergence) 이며 각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 원곡면을 패널들로 분절하는 과
정에서 인접하는 패널들 사이에 접선의 연속성이 얼마나 유지되었
는지를 평가한다. 인접 패널들 간의 연속성의 부드러운 정도를 측정
할 수 있으며, 평면 패널로 대체하게 되는 경우는 패널 사이에 접선
의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접선 연속성은 불리하게 되며,
접선 연속성을 좋게 유지시키려면, 원형에 가까운 곡면패널을 사용
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이 간격(Divergence) : 원곡면의 패널분할 이후 패널의 변형이 일
어날 경우 인접한 패널들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평가
한다. 특히, 평면 패널로 대체하게 되는 경우는 패널 사이에 간격의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사이 간격(Divergence)은 불리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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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평가지표 산출방법
1) 원형 충실도
가)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곡면 일치(surface fitness)는 대체된 패널이 원형 곡면과 얼마나 가까운지
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이를 위한 산출방법은 대체된 패널에서 표본점들을
추출하여 원형 곡면까지의 거리 값을 구하게 된다. 이러한 거리 값은 모서리
절점정보가 원곡면과 유사한 경우에도 패널 내부 곡률의 상이함에 따라 이
격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체된 패널에 표본점들을 배치하고 이
들로부터 원곡면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된다. 또한 이들 표본점의 수에 영향
을 받지 않기 위해 이들 거리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원형 곡면까지의 거리 값으로서 원형 곡면과의 변화된 정도를 측정
하고자 하는 시도는 Eigensatz(2010b)에 의해 원곡면까지의 거리 제곱합으로
정의 된 바 있으며, 한지연(2011)은 원형 곡면과의 기하학적 유사성을 측정
하기 위하여 z축 방향으로 평면을 위치시켜 UV방향으로 포인트 그리드를
생성하여 서페이스와의 거리를 측정한 바 있다.
한지연(2011)의 지표 산출 방법은 원형 곡면과의 z축 방향 수직거리를 측
정함으로서 엄밀한 원형곡면과의 변화된 정도의 측정이 아닌 z축 방향의 변
위거리라는 한계를 지님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원형곡면과의 최단거리를
지표 계산에 도입함으로서 원형곡면과의 변화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라는 목적에 충실 할 수 있다.
또한 원형 곡면까지의 거리 값은 패널의 크기에 따라 그 절대값의 크기가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패널의 크기에 대한 영
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표 값 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Eigensatz에
의한 거리 제곱합으로 정의 된 경우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리 평균값을 패
널의 둘레 길이로 나누어 곡면과의 절대 거리값이 아닌 상대 거리값을 구하
는 것을 제안한다. 그 결과값은 상이한 크기의 패널간의 분석결과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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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하여 평가 대상 범위의 확대와 평가의 보편성
을 확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패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이 평
균값을 대체된 패널의 둘레의 길이로 나누어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지
표를 산출한다.
[표 4-1]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평가지표 산출방법
개념도

평가 지표 산출방법

   
  패널 내부의 각 점에서
원곡면까지의 거리

  패널의 둘레의 길이

2) 생산 용이성
가) 평면성(Planarity)
평면성(planarity)은 각 패널의 모서리 점으로 추출한 네 점이 만드는 메시
(mesh)가 얼마나 평면에 가까운지를 평가한다. 즉 네 모서리 점이 평면에 가
까울수록 평면성(planarity)은 ‘0’ 값에 가까워지며 이는 PQ 패널(Planar
Quadrilateral Panel)로 대체할 경우 네 모서리 절점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으
며, 패널들 간의 사이에 들뜸 현상도 함께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즉 PQ 패널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에 유리해 짐을 의미한다.
평면성(planarity)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Evolute tool에서 메시를 변
형하는 조건값으로 제시가 되었으며 이 시스템 변수의 목적은 평판패널로의
대체가 용이하도록 메시를 변형하는 것이다. 이때 Evolute tool에서의
planarity는 사각형의 두 개의 대각선 사이의 최단거리로 정의되었으며, 이는
사각형의 뒤틀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평면성(planarity) 산출방법은 이와는 다르게 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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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발의 길이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PQ 패널로부터 네 점이 떨어진 거리
를 구하며, 패널 크기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표값을 도출하기 위
하여 패널 둘레의 길이로 나누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산출방법은 우선, 해당 패널을 PQ 패널로 치환하였
을 때 원형 곡면의 네 점이 PQ 패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선 네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의 길이의 합이 가장 작은 평면을
찾는다. 이 평면은 대체할 PQ 패널이 실제로 위치하게 되는 평면으로, 네 점
의 수선의 발을 꼭짓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바로 대체할 PQ 패널이다. 평면
성(planarity)는 네 수선의 발의 길이의 표준편차를 사용한다. 수선의 발의
길이를 원래 점의 위치가 평면의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 양의 부호 또는 음의
부호를 가지도록 계산하면 수선의 발의 길이의 평균을 항상 0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표준편차를 사용하면 PQ 패널로부터 네 점이 떨어진 거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만, 이 표준편차는 패널의 크기가 클수록 커지
기 때문에, 각 패널과 네 점이 떨어진 정도를 절대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지
만, 서로 크기가 다른 패널들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따라서, 패널
크기에 비례하는 상대적인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표준편차를 패널의 둘레
의 길이로 나누어서 평면성(planarity) 지표로 삼는다.

[표 4-2] 평면성(Planarity) 평가지표 산출방법
개념도

평가 지표 산출방법

   
 패널의 각 꼭지점에서의
수선의 발의 길이

  패널의 둘레의 길이

나) 평판 패널 비율(Flat panel ratio)
평면 패널로 대체할 수 있는 패널의 비율을 구하며, 평면 패널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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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수를 전체 패널 수로 나눈다. 평면 패널로 대체할 가능성의 기준은 평
면성(planarity)와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두 가지 지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즉, 평면성(planarity) 기준에서의 평판 패널 비율은 평판 패널로 대
체할 경우 패널의 네 절점의 변위가 최소화 되어 전체 줄눈의 변위가 최소화
되며 패널 사이의 들뜸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곡면 일치
(surface fitness) 기준에서의 평판 패널 비율은 원곡면의 곡률이 평판에 가
까운 패널들은 평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제로 평판 패널 비율을 구하게
되며, 이때 평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곡면 일치(surface fitness)값의 허용치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3) 연속성
가)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은 인접하는 패널들 사이에 접선의 연속
성이 얼마나 유지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곡면의 부드러운 외관과 관
련이 있게 된다. 지표 산출방법은 각 패널들의 접선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서 인접한 패널들의 각 법선 벡터(normal vectors)를 구한 후 이들 사이의
각도를 측정한다.
[표 4-3]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평가지표 산출방법
개념도

평가 지표 산출방법

   

 이웃한 패널과의 각도

나) 사이 간격(divergence)
사이 간격(divergence)은 인접하는 패널들 사이의 간격을 평가하는 지표
이며, 패널의 변형이 일어났을 경우 인접한 패널들 사이에 들뜸 현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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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 이들 발생된 사이 간격을 측정하여 변형된 정도를 측정한다. 산출
방법은 각 패널 모서리의 대응하는 선들의 임의의 분할 점을 추출하여 각각
의 간격을 구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이는 연속된 두 개의 패널은 평행하거나
같은 반경과 곡률은 가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정한 사이 간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표 4-4] 사이 간격(divergence) 평가지표 산출방법
개념도

평가 지표 산출방법

   
  만나는 패널의 모서리의
등분 점(모서리마다 5개)
사이의 거리

4.2.3. 단계별 평가
곡면 패널분할 평가는 원곡면을 패널분할 한 후의 평가와 평판 패널로 변
환 후의 평가, 그리고 가전면으로 변환 후의 평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각 단계별 평가요소와 평가대상 및 평가결과요소이다.

[그림 4-2] 패널의 단계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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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곡면의 패널분할
원곡면을 패널분할(panelizing) 한 이후 원곡면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비
교평가가 이루어진다.
[표 4-5] 원곡면 패널분할 단계 평가요소, 평가대상 및 평가결과요소
원형
충실도
연속성

생산
용이성

평가지표
곡면 일치
(surface fitness)
접선 연속성
(tangent
continuity)
평면성
(planarity)
평판 패널 비율
(flat panel ratio)

평가대상
원곡면과 패널
곡면 비교

평가결과요소
원곡면과의 변형도 측정

분할된 이웃하
는 패널들

곡면 패널들의 연속에 있어서
부드러운 정도 측정

분할된
패널
분할된
패널들

패널의 평판성 측정
및 가시화
평판화 가능 패널 비율 측정
및 가시화

개별
전체

2) 패널의 평판화
패널의 평판화 과정을 거친 이후 평판화 이전 패널들과 비교평가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교 요소들이 있다.
[표 4-6] 패널의 평판화 단계 평가요소, 평가대상 및 평가결과요소
평가지표
원형
충실도

곡면 일치
(surface fitness)

연속성

접선 연속성
(tangent
continuity)

평가대상
원곡면과
평판화
된 패널 곡면 비교
분할된 패널과 평
판화 된 패널 비교

평판화된 인접 패
널들 간의 관계

사이간격
(divergence)

평가결과요소
원곡면과 평판화된 패널 과의
변형도 측정
분할된 패널과 평판화된 패널
과의 변형도 측정
평판화 인접 패널들의 연속에
대한 부드러운 정도 측정
평판
이전의
tangent
continuity와의 변경 정도 측정
평판화로 인해 인접 패널간에
생긴 틈사이 거리값 측정

3) 패널의 가전면 변환
패널의 전개가능한 면(가전면)으로의 과정을 거친 이후 가전면화 이전 패
널들과 비교평가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교 요소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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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4-7] 패널의 가전면화 단계 평가요소, 평가대상 및 평가결과요소
평가지표

원형
충실도

곡면 일치
(Surface Fitness)

연속성

접선 연속성
(Tangent
Continuity)
사이간격
(divergence)

평가대상
원곡면과 가전
면화 된 패널
곡면 비교
분할된 패널과
가전면화 된 패
널 비교
가전면화된 인
접 패널들 간의
관계

평가결과요소
원곡면과 가전면화된 패널 과
의 변형도 측정
분할된 패널과 가전면화된 패
널 과의 변형도 측정
평판화 인접 패널들의 연속에
대한 부드러운 정도 측정
가전면화
이전의
tangent
continuity와의 변경 정도 측정
가전면화로 인해 인접 패널간
에 생긴 틈사이 거리값 측정

4.2.4. 패널분할 평가결과 리포트 작성
패널분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된 패널들의 데이터와 결과값은 엑셀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되어 평가 결과에 대한 조회가 용이함을 목표로 한다.
리포트 양식에는 ID, 패널의 곡면에서의 행과 열에 따른 위치, 패널 네 모서
리 점의 좌표, 네 변의 길이, 면적, 그리고 분석된 surface fitness, tangent
continuity, divergence, planarity 값들이 나열될 수 있으며, 각 평가항목들의
평균값을 구하여 대안별로 비교할 수 있다. 즉, 각 항목별 결과값의 조회, 각
패널별 형상 정보 및 분석값의 조회가 가능하며, 통합적인 패널 분석 평가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

4.2.5. 패널분할 종합 평가 지표
제안된 평가지표들은 판단주체(건축 설계자, 시공자 또는 시행자)의 목적
에 따라 결과값들이 독립적으로 평가에 활용될 수 있지만 복합적인 판단에
활용될 가능성 또한 있다. 복합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판단주체에 따른 상반
되는 목적성에 의하여 평가 결과값이 다르게 판단되고 반영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의 목적성에 따라 지표들에 대한 평가 비중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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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패널 최적화 평가의 목표는 크게 경제성과 심미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상반되는 특징은 종합평가에서 각 평가지표에 상이한 가
중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맞게 비교할 수 있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음을 다음
표와 식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가중치의 기준값을 정의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비정형 건축곡면 패널분할 최적화 사례를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본 연구에서 가중치에 대한 부분은 연구범위로 하지 않는다.
         ÷  
         ÷  
         ÷  

[표 4-8] 패널 대안 종합평가
Max

ALT1
Min Ave Stdev Max

ALT2
Min Ave Stdev

Surface Fitness
Planarity
Tangent Continuity
Divergence

ALT3
...
...
...
...
...

4.3.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
비정형 건축 NURBS 곡면 데이터가 패널분할 이후 BIM 데이터가 아닌
일반 모델링 데이터로서 사용된다면 시공에 필요한 정확하고 많은 양의 정
보(수 만장의 도면들, 정확한 좌표, 외장패널 정보)를 추출하거나, 공종간의
간섭 등 설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부재를 제작할 수 있는 데이터로의 변
환 등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즉, 비정형 건축곡면의 부재 생산성 확보, 시
공 용이성 확보, 합리적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패널 모델링 데이터의 BIM
데이터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널 BIM 데이터 변
환 및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패널 BIM 데이터 구조와 패
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정보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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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패널 BIM 데이터 구조
비정형 곡면의 결과 데이터가 BIM 데이터로서의 효용성을 가지려면 해당
데이터가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형 곡면의 각 패널이 건축정보로서 유
효한 데이터로 정의된 데이터 구조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
형 곡면을 시공하고, 유지관리하려면, 곡면 전체의 연결 관계와 함께 분할된
각 패널의 개별 정보가 구축되고 전이되어야 한다. 즉, 부재 생산 단위로 그
정보가 전달되어야 제작과 시공에 유효한 데이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다.
먼저, 비정형 곡면의 각 패널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크게 패널
의 형상정보와 비형상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형상정보는 비정형 곡면 설계
와 패널로의 분절과정을 담당한 Rhino 시스템에서 정보들이 추출되거나 그
값들에 의해 계산되는 형상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들이며, 비형상정보는 패널
의 형상 이외의 속성들에 해당하며, 개별적인 속성과 인접하는 패널들간의
관계속성, 그리고 전체곡면과의 관계속성 등이 있다.

1) 형상정보
패널 형상으로부터 추출하거나 계산되어 질 수 있는 결과 값들이 형상정
보에 속하며, 패널 제작을 위한 데이터의 종류에 속한다. 특히, 모서리 길이,
대각선 길이, 최고점․최저점, 면적, 휘어진 정도, 형상 등은 패널제작의 한계
치 수용범위 이내 또는 제작 가능성 타진을 위한 데이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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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패널 BIM 데이터 구조

[표 4-9] 패널 BIM 데이터 형상정보 종류
구분

절점 좌표

패널 위상정보

모서리(edge)
길이

설명

데이터 추출방법

패널 네 모서리 절점의 좌표
값의 상대좌표

제1절점   : 0, 0, 0
원점으로 정의함.
제2절점   : 제1절점으로
부터의 상대좌표 값
제3절점   : 제1절점으로
부터의 상대좌표 값
제4절점   : 제1절점으로
부터의 상대좌표 값

곡면 내에서의 해당 패널의
위상정보.
곡면의 원점을 정의하고 이
원점으로 부터의 패널 제1절
점으로 부터의 상대좌표 값.
패널 각 모서리의 직선 길이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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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길이

패널 절점 간 대각선 길이
값

최고점,최저점

패널 곡면을 평판기준 방향
으로 놓았을 때 최고점과 최
저점 측정.

면적

평판 패널의 경우 네 모서리
절점으로부터 면적 추출

표면적

패널의 표면적

두께

패널의 두께 값.

부피

패널의 부피값.

형상

패널의 형상을 평판, 가전면,
단일 곡률 곡면, 이중 곡률
곡면으로 구분

모서리 절점 좌표 값으로부터
추출.
      
    
최고점, 최저점에 의한 패널 제
작
가능성
타진에
사
용.(Forming 공법에 해당)
가전면 패널의 경우 가전면으로
부터 면적 추출하며 패널 제작
시 자재 필요면적에 해당.
패널 절점정보와 두께 값으로부
터 계산되어짐.
초기 곡면 모델에서 구현될 수
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작시
참고 속성값에 해당하며, 3D 모
델의 surface 또는 mesh로 표
현되는 곡면에서는 구현 되지
않으며, BIM 모델에서는 구현
되기도 함.
패널 절점정보와 두께 값으로부
터 계산되어짐.

2) 비형상 정보
비형상 정보는 패널 개별 속성과 인접하는 패널들간의 관계 속성, 그리고
전체곡면과의 관계 속성 세 가지 항목이 존재하며, BIM 변환 시스템에서 자
동으로 전이된 데이터 이외에도 BIM 시스템 이후 단계에서 사용자에 의해
정보의 입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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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패널 BIM 데이터 비형상정보 종류
구분
Zone

설명
전체 곡면의 영역구분에 위한 식별자.

인덱스
(Identifier)

곡면과 해당 패널의 관계를 식별하기 위한 인덱스(ID). 패널 ID
에 의해 패널의 곡면에서의 위치와 이웃 패널간의 관계를 추출.

하위 분할

패널의 하위분할 여부와 분할단계

구조
재료
색상
제작 공법
단가
설치 정보

패널과 연관되는 구조의 종류. 곡면의 건물에서의 영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패널 부재 재료. 크게는 금속, 유리, 섬유보강, 콘크리트, 플라
스틱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재료 구분됨.
패널의 색상
패널의 제작 공법 명시
해당 패널의 단가 및 제작업체 정보
해당 패널의 설치 순서 및 일정(공정)

4.3.2.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 제안
본 절에서는 패널 데이터를 BIM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특화방식의 제
안이 이루어지며, 데이터 변환이후의 패널정보 모델구축 및 패널객체 모델생
성을 위한 방식이 논의된다.

1)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모델
가) 패널 BIM 데이터 변환을 위한 표준방식
패널 데이터의 BIM 데이터 변환을 위한 표준방식은 parametric 기법을 반
영한 모델링 단계, BIM 객체 생성 단계, BIM 활용을 위한 특정 BIM 데이터
생성 단계,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Parametric 기법을 반영한 모델링 단계
이

단계에서는

parametric

기법의

적용이

가능한

Digital

Project,

ArchiCAD, Revit, Bently Architecture, Grasshopper 등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정형 건축 모델링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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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패널 BIM 데이터 변환을 위한 표준방식

 BIM 생성 단계
1단계에서 생성된 모델링을 BIM 데이터로 변환하는 단계이며 추가적인
형상정보와 비형상정보 입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BIM 데이터 생성을 위
한 방법으로는 상용 프로그램 제공 변환 모듈을 활용한 BIM 생성, 전체 변
환 모듈 개발을 통한 BIM 생성, 부분 변환 모듈 개발을 통한 BIM 생성 방법
등이 있다.
상용 프로그램 제공 변환 모듈을 활용하여 BIM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은 상용 프로그램의 완벽한 BIM 변환 모듈이 부재하므로 완벽한 BIM 데이
터 변환을 기대할 수는 없는 한계점이 있다. 전체 변환 모듈 개발을 통한
BIM 데이터 생성의 경우는 해당 parametric 시스템 데이터를 다른 BIM 시
스템에서 공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방형 BIM 데이터(IFC)로의 변환 모듈
을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포괄적인 BIM 변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모듈 개발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여 개발에 많은 시간
과 노력이 필요하며 IFC에서 개별 BIM 시스템으로의 변환시스템 개발이 추
가적으로 필요하다. GHX to IFC Converter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부분 변
환 모듈 개발을 통한 생성은 parametric 시스템 데이터를 목표로 하는 특정
BIM 시스템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개발이 해당하며 특정 BIM 시스템에
맞추어 진행되므로 상당히 정교하고 활용도가 높은 BIM 데이터 변환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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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질 수 있으나. 특정 BIM 시스템에만 한정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Grasshopper에서 데이터를 내보내기(export) 한 후 BIM 툴에서 변환 모듈을
개발하여 BIM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BIM 활용을 위한 특정 BIM 데이터 생성 단계
2단계에서 생성된 BIM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데이터가 조회되고 추출되
어 건축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게 된다. 데이터의 조
회 및 추출을 위해서는 BIM 데이터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 특정 데이터 생
성 후 비교하는 방법, 필요에 따라 관련 생성 모듈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방
법, 패널 BIM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나) 표준방식을 응용한 특화방식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안된 패널 BIM 데이터 변환을 위한 표준방식에
서 아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특화방식을 제안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즉, 패
널 BIM 데이터 변환을 위한 표준방식에서 아래에서 표시된 각 단계별 특화
부분을 본 연구의 범위로 하여 패널 BIM 데이터 변환을 구체적으로 구현하
고자 하며 단계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표 4-11] 패널 BIM 데이터 변환을 위한 특화방식 제안
Parametric 기법을
반영한 모델링 단계
Digital Project
ArchiCAD
Revit
Bently Architecture
Grasshopper

BIM 생성 단계

BIM 활용을 위한 특정
BIM 데이터 생성

상용 프로그램 제공 변
환 모듈을 활용한 BIM
생성 (완벽한 변환 모
듈은 부재함)

BIM 데이터에서 사용
목적에 따라 특정 데이
터 생성 후 비교

전체 변환 모듈 개발을
통한 생성 (예를들면,
GHX to IFC
Converter)

필요에 따라 관련 생성
모듈 개발 필요

부분 변환 모듈 개발을
통한 생성 (예를 들면,
Grasshopper에서 데이
터 Export 후 BIM 툴
에서 변환 모듈 개발)

패널 BIM 데이터의 활
용(수량, 면적, 위치 등
의 정보를 추출하거나
제작을 위한 디지털 데
이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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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no 모델의 Grasshopper 플러그인를 이용한 패널 분석



CSV 포맷을 이용한 데이터 추출(Export)



API를 이용한 ArchiCAD로의 패널 데이터 Import



GDL을 이용한 패널 파라메트릭 객체 생성



API를 이용한 특정 데이터 조회 및 활용



IFC 변환기를 통한 표준포맷 전환

패널 BIM 데이터가 구축된 이후 패널은 BIM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이용
한 패널 수량, 면적 등의 조회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도 패널 각 변의 길이,
면적, 둘레길이 등과 파라미터 속성값으로 전이 받은 데이터들 또는 BIM 시
스템에서 추가로 입력된 파라미터 속성값들의 조회는 BIM 시스템의 고유기
능 또는 API 모듈작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작성된 패널들은 BIM
시스템의 IFC 변환기를 통하여 개방형 BIM 데이터 포맷인 IFC로 변환이 가
능하게 된다.

[그림 4-5]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을 위한 정보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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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 BIM 구축 모델
가) 패널 정보 내보내기
곡면의 패널 데이터가 BIM 데이터로 변환되는 과정에서는 패널의 개별화
와 그룹화(집합체) 두 가지 변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패널의 개별화는 곡면 내에서 분할된 개별 패널들이 각각 별도의 패
널 데이터로 변환되게 되며, 이 경우 BIM 시스템 안에서 개별 패널들로 인
식되어져 개별 패널의 데이터 접근과 수정 혹은 조회가 용이하게 된다.
둘째, 패널의 그룹화(집합체)는 곡면 내의 분할된 패널들이 집합체로서의
데이터로 형성하게 되며 BIM 시스템 안에서 곡면 전체가 하나로 인식되며
하위 데이터 구조로서 각 패널들의 데이터가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는 곡면
의 전체 관리가 용이하나 개별 패널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나) 패널 BIM 객체 구축
BIM 데이터로 변환된 패널 데이터는 BIM 시스템에서 인식하기 위한 패
널 건축 정보 모델의 구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 개별 배치 방식과 패널 그룹 배치 방식 두 가지 구축 방식을 제안하며,
각 구축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개별 배치 방식은 패널들이 각각 별도의 패널 BIM 객체로 형
성되며, 곡면 내에서의 패널의 위치관계와 인접패널간의 관계는 ID 정보로
정의된다. 패널들의 비형상 정보들은 사용자에 의해 객체의 파라미터로 입력
될 수 있는 개방형 객체를 제안한다.
둘째, 패널 그룹 배치 방식은 전체 곡면이 하나의 곡면 객체로 생성되며
그 하위계층으로 개별 패널 요소들의 형상정보를 내포한다. 곡면은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며 형상 정보 외의 데이터들(비형상 정보 등)을 단일하게 가져
갈 수 있고 곡면 인식과 수정사항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으나 오히려 개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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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의 수정이 발생되거나 패널별로 상이한 비형상 정보를 요구할 때는 이러
한 점이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다) 패널객체 3D 모델링 구법
BIM 패널 건축 정보 모델이 구축된 후, 이를 BIM 패널 건축 객체로 구현
하고 시각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각 패널을 그 대상 범
위로 하여 패널 객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PQ 패널 생성, 삼각 분할된 사각 곡
면패널 생성, Mesh 분할된 사각 곡면패널 생성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PQ 패널(Planar Quadrilateral Panel) 생성방법은 planirity 평가이후
패널들을 평판으로 변환한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각 평판 패널 객체를
생성한다.
둘째, 삼각 분할된 사각(Quadrilateral) 곡면패널 생성방법은 변환된 패널
데이터가 네 개의 절점 정보만 포함하고 있는 곡면 패널일때, 이들 네 점을
이용하여 삼각형으로 분할한 두 개의 삼각패널의 집합체로 패널 객체를 생
성한다.
셋째,

메시(mesh) 분할된 사각(Quadrilateral) 곡면패널 생성방법은 곡면

패널의 표현을 위해 제안하는 방법으로 휘어진 곡면을 재현하기 위하여
mesh 기법을 사용하며, 각 mesh의 절점정보가 패널 네 모서리의 정보와 함
께 패널 객체 하위 데이터로 구성된다.

4.4. 제안 시스템 활용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시
스템 비정형 곡면 설계시 건축 설계자에게 곡면 패널분할에 대한 정량적 평
가 지표와 평가 도구를 제공함으로서 패널 최적안 도출을 도모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패널 생산성 검토, 개략견적, 구조 및 설비 등과의 충돌 체크 등을
위한 데이터 변환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검토의 결과가 곡면 패널분할 대안
생성에 재 반영되어 패널 최적안 도출함을 그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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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패널 최적안은 BIM 데이터로 변환되어 부재제작을 위한 정확한
3D 데이터를 제공하며, 시공을 위한 위치정보 및 관계정보 등을 제공하며,
공사비 계획을 위한 일람표 및 수량산출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시공 시뮬레
이션에도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완공된 건물은 건물 BIM 데이터와 함께 패널 BIM 데이터를 유지보수를
위한 데이터 조회(부재의 위치, 수량, 가격, 업체정보 등)에 활용하게 되며,
수정된 정보는 업데이트되어 건물 생애주기 동안 활용될 수 있다.
각 주체별 시스템 활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그림 4-6]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 활용 시나리오

1) 건축 설계자 측면 활용 시나리오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의 건축 설계자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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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은 1단계(기획 및 초기설계)와 2단계(상세설계)에 해당하며, 단계별 활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가) 1단계(기획 및 초기설계) 활용 시나리오
1단계에서의 건축 설계자 측면의 시스템 활용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정량적 평가와 시각적 재현을 통한 비정형 곡면의 패널 분할에 대한 검
토



평가 결과의 검토에 의한 대안 생성



생성된 대안들 간의 정량적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안 도출

그 결과물은 패널최적설계안, 패널평가 리포트, 평가결과 스펙트럼이 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선행 입력항목은 건축 설계자에 의해 디자인되
고 디지털로 재현된 비정형 곡면과 다양한 패널분할 툴들을 이용한 패널 분
할이며, 형성된 곡면과 분할된 패널들은 본 시스템에서 크게 원형 충실도, 연
속성, 생산 용이성 세 가지 측면에서 패널분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결과
적으로 설계자의 최적 설계안 도출에 본 시스템이 활용되게 된다.

나) 2단계(상세설계) 활용 시나리오
2단계에서의 건축 설계자 측면의 시스템 활용 목표는 다음과 같다.



패널 제작 공법 검토를 통한 제작 가능성 검토



패널 견적을 통한 생산비 수용 가능성 검토



BIM 데이터를 이용한 구조, 설비 등 공종간 간섭확인(clash detection)
을 통한 시공성 검토



위의 검토결과를 재 반영한 곡면 패널 최적안 생성

그 결과물은 생산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패널 최적 설계안이다. 1단계에서
도출된 곡면의 패널 설계안은 BIM데이터로의 변환을 거쳐 견적서 자동 추
출, 구조 및 설비 등과의 간섭 체크, 패널 제작 공법 및 생산가격에 의한 사
업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 이때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디지털 마스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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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작성 등에도 패널 BIM 데이터가 활용 될 수 있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1
단계에서 검토된 패널분할 평가보다 공법과 생산비, 시공성 등의 더욱 구체
적인 사항들의 검토 결과가 반영된 단계로서 1단계에서 생성된 설계안 보다
더욱 실질적인 패널분할 평가와 결과반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1단계에서 활용된 패널분할 평가 지표 및 평가 결과물은 동일하게 반영되지
만 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지향하는 바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최종 패널 최적설계안을 도출하게 된다.

2) 시공자 측면 활용 시나리오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의 시공자 측면의 활용은
3단계에 해당하며, 그 적용 목표는 시공성 확보이며 활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2단계에서 도출된 패널 최적 설계안은 BIM데이터로의 변환을 거쳐 다른
공종과의 디지털 마스터 모델 작성 등에 활용 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비 계
획을 위한 일람표 및 수량산출, 견적, 시공 시뮬레이션 등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시공시 부재의 위치정보 등이 입력된 형상정보와 비형상 정보의 조회
를 통한 정확한 좌표 조회와 패널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공의 정확도와 효
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패널 BIM 데이터가 포함된 디지털 마스터 모델의 작성은 시공시 필
요한 수만장의 관련 도면들은 자동으로 추출 가능케 하며 이는 정확한 데이
터 제공과 신속한 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결
과이다.
패널 제작자와의 정확한 패널 3D 데이터를 통한 패널 생산의 정확성과 품
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자동 디지털 데이터화는 PMIS (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또는 4D CAD, Virtual Construction 등
에서 구현되고 있는 자재와 공정관리의 자동 연계까지도 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내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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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자 측면 활용 시나리오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의 패널 제작자 측면의
활용은 2단계(상세설계)와 3단계(시공)에 해당하며, 단계별 활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가) 2단계(상세설계) 활용 시나리오
2단계에서의 제작자 측면의 시스템 활용 목표는 패널의 생산성과 합리적
인 생산비 검토이다.
2단계에서 도출된 패널 최적 설계안의 정확한 패널 데이터는 제작업체에
게 전달되어 패널 제작을 위한 가능성과 제작 공법, 그리고 생산비 등에 대
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제작업체에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방법은 3
가지가 가능하며 첫째는 NURBS 곡면 데이터를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 등의 표준 포맷을 활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제작업
체가 3D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둘째, 일반적인 제작업체들
이 수용할 수 있는 2D 데이터로 전환하여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BIM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작업체와 공유할 수 있는 특정 BIM 시스템 데이
터 또는 IFC 등의 개방형 BIM 데이터로의 변환을 한번 더 거쳐 전달하는 방
법이 있다. 이때 제작업체의 데이터 수용 기술의 수준에 따른 데이터 전이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제작업체의 데이터 수용범위에 따른 한
계점이기도 한다.
패널 제작자에 의해 검토된 패널 제작 가능성과 제작 공법, 그리고 생산비
등에 대한 결과는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에서 다시 패널 설계 최적안 생성을
위한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나) 3단계(시공) 활용 시나리오
3단계에서의 제작자 측면의 시스템 적용 목표는 패널 제작의 효율성과 품
질향상 확보이며 활용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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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 도출된 패널 최적 설계안의 패널 데이터는 실질적인 제작을 위
해 3단계에서 생산비 허용 범위에서의 더욱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제작 공법 등이 논의되며, 공법에 따른 데이터 전이 방법 또한 상이하게 된
다. 이에 따른 적합한 제작업체로의 데이터 전이과정이 필요하며 가장 이상
적인 방법은 부재의 3D 데이터와 제작 업체의 CNC 기술과의 직접적인 호환
에 의한 패널 제작의 효율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때 패널의 제작뿐만 아니라 공정관리 측면에서의 시공사와의 데이터 연
계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시스템은 활용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공정관
리 또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PMIS, 4D CAD, Virtual Construction 등에
연계되어 시공의 효율성과 패널의 납품 및 설치를 위한 효율성과 품질을 확
보할 수 있게 된다.

4) 발주자 측면 활용 시나리오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의 발주자 측면의 활용은
4단계에 해당하며, 그 적용 목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 확보이며 활용 시나리
오는 다음과 같다.
3단계에서 구축된 패널 데이터를 비롯한 건물 BIM 데이터는 유지관리를
위해 발주자에게 전달되며, 발주자는 건물 유지관리 업체에게 전달받은 패널
BIM 데이터를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로 충분히 활용하게 된다.
우선, 부재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유지관리의 건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패
널의 위치, 수량, 가격, 업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이후에
해당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 함으로써 향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축
이 가능해 진다. 이때의 BIM 데이터는 특정 BIM 시스템에 국한된 데이터인
경우는 건물 생애주기 동안의 사용에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IFC 등
의 개방형 BIM 데이터로 변환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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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 개발

5.1 개요
5.2 시스템 구성
5.2.1 시스템 구성 개념
5.2.2 시스템 범위
5.2.3 시스템 기능 및 절차

5.3 시스템 구현
5.3.1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
5.3.2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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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요
앞장에서 제안된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모델을 검증하
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모델의 핵
심적인 기능들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Panelizing
Evaluation & BIM data Transfer System, PETS)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한 PETS 시스템은 비정형 곡면의 분절된 패널들의 원형충실도, 인접
패널과의 연속성, 부재 생산성을 제안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하며, 평가된
패널들의 BIM 데이터 변환 시스템을 통한 BIM 모델 구축을 위한 기능을 포
함한다.

5.2. 시스템 구성
5.2.1. 시스템 구성 개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PETS)은 크게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모듈은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 시
스템으로서, 일련의 패널분할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 평가의 결과에 따른 패
널의 수용 또는 변환 과정을 거쳐 패널분할을 완성하게 된다. 두 번째 모듈
은 BIM 데이터 변환 시스템으로서 완성된 패널의 BIM 데이터로의 변환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모듈은 BIM 모델링 구축 시스템이며, 변환된 BIM 데이
터가 BIM 모델로서 구축되며 추가 정보 입력과 함께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
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절차와 각 시스템 간의 정보흐름을 간략히 도식
화 하면 [그림 5-1]과 같다.

5.2.2. 시스템 범위
앞장에서 제안된 패널분할 평가 및 BIM 데이터 변환 모델을 검증하고 실
용화를 시키기 위하여 구현된 PETS 시스템은 제안된 평가지표 중에 평면성
(planarity),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연속성(tangent continuity), 사이 간
격(divergence)을

구현하기

위한

평가도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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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 구성 개념

grasshopper 플러그인에서 개발되며, 각 패널에 대한 해당 지표 결과값과 최
대값, 최소값, 그리고 이를 시각적으로 모니터에 재현해 주는 visual
spectrum 조회 기능이 개발된다.
BIM 데이터 변환을 위해서는 BIM 시스템들 중의 하나인 Graphisoft사의
ArchiCAD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능 구현함을 그 범위로 한다. ArchiCAD에
서

패널

BIM

데이터를

가져오기(import)

위해서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84) 시스템에서의 개발이 이루어 졌으며, 패널 BIM
구축을 위한 객체 생성을 위해서는 GDL(Geometric Description Languag
e)85)이 사용되었다.
또한 본 프로토타입 시스템에서는 앞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건축 설계가
들에 의해 선호되는 심미성과 시공성 모두에서 뛰어난 사각 패널을 그 대상
범위로 하여 개발이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대상 범위의 한계점은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84)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로서 프로그램 또
는 애플리케이션이 운영 체제에 어떤 처리를 위해서 호출할 수 있는 서브루틴 또는 함수의 집합이
다. 여기서는 사용하는 여기서는 ArchiCAD에서 Add-Ons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협의의 API를 의미하며 C++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85) GDL(Geometric Description Language)란 script 언어 기반의 ArchiCAD 객체 생성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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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시스템 기능 및 절차
PETS의 실행절차는 크게 건축 설계자에 의해 비정형 곡면을 패널로 분할
하는 입력단계와 패널을 평가하는 단계, 작성된 패널을 BIM 데이터로 변환
하는 단계, 그리고 BIM 시스템에서 BIM 모델링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단계
로 구분된다. 다음 그림은 PETS의 실행 시나리오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5-2]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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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스템 구현
5.3.1.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
1)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가) 평가도구 개발
패널이 원형 곡면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지표는 원형 곡면과 대체된 패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체된 패널이 원형 곡면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
하여 대체된 패널에서 표본점들을 추출하여 원형 곡면까지의 거리 값을 구
한 후 표본점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이들 거리 값의 평균값을 구한
다. 또한 패널의 크기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표 값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리 평균값을 패널의 둘레 길이로 나누어 곡면과의 절대 거
리값이 아닌 상대 거리값을 구한다. 곡면 일치(surface fitness)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현된다.
[표 5-1]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평가도구 기능구현
단계별 구현기능

Grasshopper 다이어그램

1단계

원곡면까지의 거리 값 구하기 위한
기준점 찾음

2단계

원곡면까지의 거리 값 구함

3단계

패널 크기에 대한 곡면 일치(SF)
결과 값의 편차 없앰

4단계

지표 가시화를 위한 칼라 스펙트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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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도구 검증
[표 5-2] 패널 크기의 차이에 따른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visual
spectrum

대형패널
종류
values

패널 둘레(m)

중형패널
평균(㎜)

소형패널
SF

대형패널

15.183 ~ 16.785

8.115e-2 ~ 15.926

4.911e-3 ~ 1.004

중형패널

7.580 ~ 8.421

5.932e-2 ~ 3.569

7.182e-3 ~ 0.447

소형패널

3.786 ~ 4.218

1.597e-2 ~ 1.376

3.875e-3 ~ 0.343

본 연구에는 상이한 크기의 패널들간의 상대적 평가를 위하여 거리 평균
값을 패널의 둘레의 길이로 나누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 방법의 검증
을 위하여 같은 곡면을 세 가지 다른 종류(둘레길이 약 16m, 8m, 4m)의 패
널로 분할하여 패널의 크기에 따른 곡면 일치(SF) 수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형 패널의 경우, 평균 길이의 최대값은 약 16㎜로 나타났으며, 소
형패널의 경우는 평균 길이의 최대값이 약 1.4㎜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평균
길이를 패널의 둘레로 나눈 곡면 일치(SF)는 최대값이 약 1.0(대형패널)에서
0.34(소형패널)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소형패널이 대형패널에 비하여 곡면 일치(SF)의 값이 줄어드는 것은
동일 곡면을 분절수를 증가시켜 크기가 더 작은 패널로 분할할수록 개별 패
널은 원형 곡면에 더 유사해지며 근접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균값의 16
㎜(대형패널)에서 1.4㎜(소형패널)로의 변화는 패널 크기의 상이함에 의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결과값이며, 곡면 일치(SF)의 결과값인 1.0(대형패널)에
서 0.34(소형패널)로의 변화는 패널 크기의 상이함이 배제된 패널과 원형곡
면과의 변형된 정도를 순수하게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또 다른 실험은 위에서 실험한 곡면의 크기를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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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패널의 분할 수는 같게 한 후 곡면 일치(SF) 결과값을 살펴보았다.
즉, 곡면의 크기도 2배, 패널의 크기도 2배로 변형되었으며, 실제적인 곡면과
패널의 기하학적 모양은 변함이 없고 크기만 커진 상태를 실험한 것이다. 실
험 결과값은 크기를 2배로 확대하기 이전과 곡면 일치(SF) 값이 동일하게 나
왔으며, 이로서 개발된 평가도구의 알고리즘이 검증되었다.

다) 패널 분할 방법 차이에 따른 평가지표 결과값의 변화
다음은 개발된 곡면 일치(SF) 평가지표의 패널 분할 방법 차이에 따른 결
과값을 visual spectrum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첫 번째 곡면(좌)은 UV 그리드에 의한 방식으로 곡면을 분할한 경우이며,
두 번째 곡면(중앙)은 평면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된 곡면이며,
세 번째 곡면(우)은 패널을 연속성이 증대되도록 분할한 경우이다. 이와 같
이 상이한 세 가지 조건으로 분할된 패널을 곡면 일치(SF) 도구로 분석한
visual spectrum 결과는 아래 표과 같으며, 평면성 확보(중앙)나 패널 사이즈
의 조정(우)에 의한 곡면 일치(SF) 분석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
다. 특히 두 번째 곡면(중앙)은 일부 영역에서는 곡면 일치(SF)의 최대값이
훨씬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로서 패널 분할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곡면
일치(SF)가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3] 패널 분할 방법 차이에 따른 곡면 일치(SF) 결과값의 변화

패널
분할

SF
visual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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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성(Planarity)
가) 평가도구 개발
평면성(planarity)은 곡면을 패널들로 분절하는 과정에서, 각 패널의 모서
리 점으로 추출한 네 점이 만드는 mesh가 얼마나 평면에 가까운지를 평가하
는 지표이다. 즉, 해당 패널을 PQ 패널로 치환하였을 때 원형 곡면의 네 점
이 PQ 패널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네 수선의 발의 길이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PQ 패널로부터 네 점이 떨어진 거리를 구하며, 패널 크기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표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패널 둘레의 길이로 나누
는 방법을 제안한다.
평면성(planarity)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현된
다.

[표 5-4] 평면성(Planarity) 평가도구 기능구현
단계

Grasshopper 다이어그램

1단계

각 패널의 포인트로부터 최단 거리
가 되는 평면 구하기

2단계

패널의 각 꼭지점에서의 수선의 발
의 길이 구하기

3단계

패널
크기에
대한
평면성
(planarity) 결과 값의 편차 없애기

4단계

지표 가시화를 위한 칼라 스펙트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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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도구 검증
[표 5-5] 패널 크기의 차이에 따른 평면성(planarity)

visual
spectrum

대형패널
종류
values

중형패널
패널 둘레(m)
표준편차(㎜)

소형패널
PL

대형패널

15.183 ~ 16.785

0.283 ~ 50.375

1.808e-2 ~ 3.089

중형패널

7.580 ~ 8.421

1.028e-3 ~ 12.596

1.314e-4 ~ 1.541

소형패널

3.786 ~ 4.218

1.089e-3 ~ 3.150

2.786e-4 ~ 0.772

본 연구에는 상이한 크기의 패널들간의 상대적 평가를 위하여 네 수선의
발의 길이의 표준편차를 패널의 둘레의 길이로 나누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 방법의 검증을 위하여 같은 곡면을 세 가지 다른 종류(둘레길이 약
16m, 8m, 4m)의 패널로 분할하여 패널의 크기에 따른 평면성(planarity) 수
치 변화를 살펴보았다.
평면성(planarity)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패널의 크기에 따른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형 패널로 분절했을 경우, 표준편차의 최대값은 약 50㎜
정도로 각 PQ 패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원곡면의 점이 약 50㎜정도라
고 이해할 수 있다. 소형 패널로 분절할 경우 이 값은 약 3㎜까지 줄어든다.
이 표준편차를 패널의 둘레로 나눈 planarity는 약 3.1에서 0.8로 줄어드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패널 크기와는 독립적인 지표임이 검증되었다.

다) 패널 분할 방법 차이에 따른 평가지표 결과값의 변화
개발된 평면성(planarity) 평가지표의 패널 분할 방법 차이에 따른 결과값
을 visual spectrum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첫 번째 곡면(좌)은 UV 그리드에 의한 방식으로 곡면을 분할한 경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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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곡면(중앙)은 평면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된 곡면이며,
세 번째 곡면(우)은 패널을 연속성이 증대되도록 분할한 경우이다. 이와 같
이 상이한 세 가지 조건으로 분할된 패널을 평면성(PL) 도구로 분석한
visual spectrum 결과는 아래 표과 같으며, 평면성 확보(중앙)에 의한 평면성
(PL) 분석 결과가 나머지 두 경우와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평
면성 확보를 위한 패널 분할이 실제로 평면성(PL) 분석에서도 유리해지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서 평가도구가 검증되었다.
[표 5-6] 패널 분할 방법 차이에 따른 평면성(PL) 결과값의 변화

패널
분할

PL
visual
spectrum

3)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가) 평가도구 개발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은 곡면 패널에서는 이웃한 패널과 얼마
나 매끄럽게 이어지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평면 패널에서는 패널이 향하
는 방향이 얼마나 다른가를 평가한다. 평면 패널에서는 각 평면의 법선 벡터
사이의 각도를 구하여 측정하며, 해당 패널의 이웃패널과의 사이각도를 구하
여 평균값을 구한다. 이때 내부 패널들은 4개, 모서리 패널은 3개, 꼭지점 패
널은 2개의 값을 평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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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는 다음과 같
은 단계로 구현된다.
[표 5-7]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평가도구 기능구현
단계

Grasshopper 다이어그램

1단계

각 패널의 기준 평면에서 법선 벡
터 추출

2단계

이웃하는 벡터와의 각도를 예각으
로 구한 후 패널을 기준 데이터 정
리

3단계

각 패널별로 평균
(TC)을 구한다.

4단계

지표 가시화를 위한 칼라 스펙트럼
구현

접선

연속성

[표 5-8]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평가지표
개념도

TC visual spectrum

4) 사이 간격(divergence)
[표 5-9] 사이 간격(divergence)
DV visual spectrum

평가지표

평가 지표 산출방법

  
  만나는 패널의 모서리
등분 점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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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도구 개발
사이 간격(divergence)은 인접하는 패널들 사이의 간격을 평가하는 지표
이며, 패널에서 서로 만나는 모서리를 등분하여 해당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
한다. 패널이 서로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
로 구현된다.
[표 5-10] 사이 간격(divergence) 평가도구 기능구현
단계

Grasshopper 다이어그램

1단계

이웃하는 패널과의 관계 추출을 위
해 데이터를 분해, 재조합

2단계

이웃하는 패널의 divergence 기준
점을 추출

3단계

패널별 divergence 값을 양방향으
로 평균값을 구한 후 패널 기준으
로 데이터 재정리

4단계

각 패널별 평균 divergence 값을
구함

5단계

지표 가시화를 위한 칼라 스펙트럼
구현

5) 가전면 패널 변환도구
본 연구 3장에서는 PQ 패널 다음으로 시공비를 낮출 수 있는 곡면 패널로
서 가전면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 곡면을 가전면
패널로 변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해 보도록 한다.
곡면이 건물의 입면이라고 가정하면 층마다 가전면(developable panel)로
분할 되도록 서페이스를 조절하게 된다. 곡면을 층별로 나누어서 해당 위치
의 곡선을 추출하고, 이 곡선을 호(arc)들의 조합이 되도록 변경한 후에, 해
당하는 호(arc)들을 서로 연결하는 가전면 패널을 생성하게 된다.

- 122 -

제 5 장.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 개발

[표 5-11] 가전면 패널 변환도구 기능구현
단계별 구현기능

Grasshopper 다이어그램

1단계

서페이스의 바깥 커브 추출 후 위
와 아래 커브 사이의 높이 등분 별
커브 추출

2단계

커브가 높이 별로 정렬되도록 데이
터 구축

3단계

각 층의 커브를 등분한 후 각 부분
을 호(arc)로 변경

4단계

위, 아래 호(arc)의 끝점을 연결하
는 직선 생성 후 패널의 네 모서리
가 같은위치에 오도록 데이터 구축

5단계

각 패널의 가전면 서페이스 구축

[표 5-12] 가전면 패널 변환도구
원곡면

층별로 커브 추출

커브 나누기

커브를 호의 조합으로 변환

호와 직선을 이용한 패널생성

surface fitnes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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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결과 보고서 생성도구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평가된 패널들은 엑셀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된다. 이
를 위한 리포트 과정은 해당 EXCEL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패널들의 ID, 패
널 네 모서리 점의 좌표, 그리고 분석된 surface fitness, tangent continuity,
divergence, planarity 값들을 추출하여 나열하며, 네 변의 길이와 면적은 추
출된 값에 의해 계산과정을 거쳐 export된다.
[표 5-13] 평가결과보고서 생성도구

Export
모듈

평가결과
Excel
Report

5.3.2.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시스템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곡면정보 내보내
기(Export), 패널정보 모델구축, 패널 객체 생성 및 모델링 구축 시스템이 개
발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패널 정보 내보내기(Export)
Rhino에서 작성되어 평가된 패널들의 형상정보와 평가결과 값 등은 BIM
데이터로 변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패널 정보 내보내기(Export) 모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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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패널의 개별화
BIM 시스템 안에서 패널이 개별적으로 인식되고 조회되기 위하여 곡면
내에서 분할된 개별 패널들의 정보가 각각 별도의 패널 데이터로 구축되
어 내보내어 진다.

 패널의 그룹화(집합체)
곡면 내의 분할된 패널들이 집합체 데이터로 구성되어 내보내어 진다. 이
경우는 BIM 시스템 안에서 곡면 전체가 하나로 인식되며 각 패널들은 배
열(array)구조로 구성되어지게 된다.

 하위분할 패널
개별 패널의 하위 분할이 필요하거나 디테일한 분할의 모델링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별도 패널의 하위 분할을 수행하여 내보내기를 실행한다.

[그림 5-3] 패널 정보 내보내기(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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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 BIM 객체 구축
패널 정보 내보내기(Export) 모듈에서 구성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패널
BIM 객체를 구축하게 된다. 이때 모듈 개발은 API를 기반으로 하며,
GDL(Geometric Description Language)로 구현된 ArchiCAD 패널 객체가
생성되고 패널들이 곡면의 원위치에 배치된다.
이때 패널 객체 형성은 ‘패널 개별 배치’와 ‘패널 그룹 배치’ 두 가지 모듈
로 구성된다.

[그림 5-4] API 메뉴 생성 예시

 패널 개별 배치
사각형 패널의 개별 배치를 위하여 네 모서리 좌표값은 상대좌표로 변환
되어 패널 객체의 모델링 데이터로 사용된다. 이때 개별 패널들의 위치정보
인 절대좌표 데이터는 API에서 관리하며, 형성된 개별 패널 객체를 곡면에
서의 원위치에 정확히 배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GDL 객체는 기본적으로 절점 배열(vertex array)을 기반으로 3D로 재현
되며 곡면 내에서의 패널의 위치관계와 인접패널간의 관계는 ID 정보로 정
의된다. 패널들의 비형상 정보는 GDL 객체의 파라미터들을 통하여 입력될
수 있다. 개별 패널의 수정이 발생되거나 패널별로 상이한 비형상 정보를 요
구할 때 용이한 패널 형성 기법이라고 생각되며, 건축의 패널 제작 매카니즘
에서 볼 때 패널은 개별로 인식되어야 함이 원칙으로 하는 패널 형성 방법이
다. 다음은 ‘패널 개별 배치 객체’를 형성하기 위한 GDL Scrip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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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패널 GDL 객체와 파라미터들

[그림 5-6] 패널 개별 배치 객체 GDL Script 일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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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그룹 배치
곡면 내에 분할된 패널들의 모든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처리되어 하나의
GDL 객체 안에 개별 패널 요소들의 각 형상정보가 모두 내포된다. 모델링
형성과정도 개별 패널 요소들의 각 형상정보를 기반으로 각각 형성하지만
여전히 전체 곡면이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며 형상 정보 이외의 데이터들(비
형상 정보 등)을 단일하게 가져갈 수 있고 곡면 인식과 수정사항 발생 시 유
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오히려 개별 패널의 수정이 발생되거나 패널
별로 상이한 비형상 정보를 요구할 때, 그리고 개별 패널별로 정보를 추출하
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이 단점으로 적용된다.
GDL 객체는 ‘패널 개별 배치’와 달리 한 개의 곡면 객체의 절점 배열
(vertex array)에 모든 패널들의 위치정보를 내포하게 된다. 다음은 ‘패널 그
룹 배치 객체’를 형성하기 위한 GDL Script이다.

[그림 5-7] 패널 그룹 배치 객체 GDL Script 일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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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 객체 배치
API 내에서 패널 GDL 객체를 패널의 원위치에 정확히 배치시키기 위해서
는 전이된 데이터의 패널 기준점의 절대좌표 위치에 배치하는 과정을 거친
후 개별 패널의 GDL 객체 내의 절점 배열((vertex array)을 위한 상대좌표
로의 변환이 일어나며, 변환된 좌표값들은 API에 의해서 GDL 객체 내의 절
점 배열(vertex array)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5-9] 패널 데이터 import 및 GDL 객체 생성과 배치를 위한 API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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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ArchiCAD에서 패널 GDL객체 구현

4) 패널객체 3D 모델링 구법
패널객체 3D 모델링은 사각패널 객체를 3D로 구현하기 위해서 평판 패널
인 경우와 곡면 패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방법이 구축되었으
다.

 PQ 패널(planar quadrilateral panel) 모델링 구축
패널분할 평가 후 planirity 평가
결과에 의해 해당 패널들을 평판으
로 변환한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각 평판 패널을 구현한다. 이러한
평판패널 생성은 패널 사이의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게 되므로 planirity에 의해 평
[그림 5-10] PQ 패널 모델링 구축

가된 결과의 검토가 이루어 진 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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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 분할된 사각(quadrilateral) 곡면패널 모델링 구축
패널분할 평가 후 평판화 시키지
않은 패널 BIM 데이터는 네 개의
절점정보만을

포함하는

패널로서

평판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
므로 평판이 아닌 면을 네 개의 절
점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삼각형으
로 분할하여 한 개의 패널 BIM 객
[그림 5-11] 삼각 패널로의 분할
모델링 구축

체가 두 개의 삼각형 패널로 구성되
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방법은
네 절점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휘어진 면을 표현하거나 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삼각형 부재의 모서리 파손, 즉 운반이나 시공시의 손실률이 큰 형상
이기도 하다.

 메시(mesh) 분할된 사각(quadrilateral) 곡면패널 모델링 구축
네 개의 패널 모서리 절점은 고
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휘어진 면을
재현하기 위하여 mesh 기법을 사
용한다. 즉 BIM 데이터에 내포된
UV 방향의 등분된 절점정보들을
이용하여 다중의 plane으로 구성된
각각의 곡면패널을 구축한다. 이러
한 방법의 구현은 패널을 이중 곡
[그림 5-12] 사각 곡면 패널로의
모델링 구축

률 곡면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 가
장 적합한 방법이며, 원형에 가장

근사한 패널 모형을 재현하고 패널 생산 라인에도 CNC 기술을 이용한 하이
드로 포밍 (hydro forming) 기법 등 패널 제작을 위한 이중 곡률 패널 데이
터의 전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구축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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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추출 및 조회
패널들이 BIM 데이터로 구축된 이후 패널은 BIM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이용한 패널 수량, 면적 등의 조회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도 패널 각 변의 길
이, 면적, 둘레길이 등과 파라미터 속성값으로 전이 받은 데이터들 또는
BIM 시스템에서 입력된 파라미터 속성값들의 조회는 API 모듈작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작성된 패널들은 BIM 시스템의 IFC 변환모듈을 통하
여 IFC로의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정형 패널은 IFC의 일반적인 카테고
리(벽, 슬라브, 지붕 등)가 아닌 특화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정형
패널의 정확한 IFC 변환을 위해서는 비정형 패널을 정의하고 수용할 수 있
는 IFC 확장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5-13] IFC 변환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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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IFC 변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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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시뮬레이션

6.1 개요
6.2 가상 곡면
6.2.1 가상 곡면 생성방법 및 특징
6.2.2 시뮬레이션 방법
6.2.3 시뮬레이션 결과

6.3 플로팅 아일랜드
6.3.1 시뮬레이션 대상 및 분석방법
6.3.2 시뮬레이션 결과

6.4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6.4.1 시뮬레이션 대상 및 분석방법
6.4.2 시뮬레이션 결과

6.5 고척동 문화시설
6.5.1 시뮬레이션 대상 및 분석방법
6.5.2 시뮬레이션 결과

6.6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6.7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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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요
본 장은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발된 PETS 시스템의 검증과 개
선점, 그리고 제안된 평가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및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6개의 상이한 가상곡
면을 설정하여 세 가지 곡면 분절 방법에 의한 평가지표 분석을 시행하며,
분절 방법과 곡면의 종류에 따른 패널분할 평가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 곡
면 분절 방법과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비정형
건축물이 패널분할 된 건축 사례를 그 대상으로 분석하며 대상 건물은 시공
용이성 확보, 합리적 공사비에 비중을 두어 평판 유리 패널로 곡면이 분할된
플로팅 아일랜드와 곡면의 원형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어 곡면 패널을 도입
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리고 곡면을 가로로 긴 사각형 평판 패널로 대
체하여 원형유지와 공사비 양쪽에 균형을 잡고자 한 고척동 문화시설이다.
세 번째는 앞에서 분석한 세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시스템을 검증하며, 구축된 BIM 데이터의 이후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
토해 본다.

6.2. 가상 곡면
6.2.1. 가상 곡면 생성방법 및 특징
가상곡면 시뮬레이션은 곡면의 다양성에 따른 평가지표의 변화와 특성, 그
리고 평가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른 조건에 의해 생성된 6
가지 곡면을 그 대상으로 PETS 시스템에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도출된
결과값을 분석하여 보도록 한다. 면을 생성하는 조건은 정사각형의 면을 가
정하고, 네 모서리를 아크(arc)로 교체해 가면서 면을 생성하였으며, 아크
(arc)의 방향 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면 6개를 생성한다. 즉,
1번은 평면, 2번과 5번 곡면은 가전면(전개가능한 곡면)이며, 3, 4, 6번 곡면
은 이중 곡률 곡면이며 가우스 곡률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는 곡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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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가상 곡면 시뮬레이션 대상 곡면 형태 및 생성방법

면

생성 방법

기준선

가우스 곡률분석86)

특징

단면

0

평면

직선

1

정사각형면

2

마주보는 한 쌍만 아크
로 변경

-8.5 ~
-3.4

전개 가능
곡면

아크와
직선

3

마주보는 두 쌍을 아크
로 변경

+9e-5 ~
+1e-4

이중 곡률
곡면

모두
아크

4

한 쌍의 아크 방향을
반대로 변경

-9.8e-5~
-9.5e-5

이중 곡률
곡면

모두
아크

5

한 쌍의 마주보는 아크
의 방향을 반대로 변경

-1e-4 ~
+1e-4

전개 가능
곡면

아크와
직선

6

두 쌍의 마주보는 아크
의 방향을 반대로 변경

-1e-4 ~
+1e-4

이중 곡률
곡면

평면형
커브

6.2.2. 시뮬레이션 방법
1) 곡면 분절 방법
가상곡면 6개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다른 조건의 패널 분할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분절한 후 평가를 시
86) Gaussian Curvature 분석은 본 논문 3.1.1절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가우스 곡률에 따른 곡면을 각
부분마다 분석하며, 0보다 작은 경우 부곡률에 해당하며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0보다 큰 경우 정곡
률에 해당하며 빨간색으로 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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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이를 통해 분할하는 대상 곡면의 형태와 속성, 그리고 분할하는 도구
의 조건에 따른 상이한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결과 값들이 갖는 의
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Surface 곡면의 분절에 의한 패널 생성
각 곡면을 400개로 나누어 새로운 면을 생성하였으며, 400개의 각 면에 가
장 근접하는 PQ 패널을 추출하여 해당 지표를 도출한다.

 Surface 곡면의 메시(mesh)로의 분절에 의한 패널 생성
곡면을 400개로 분할 한 후 각각의 면을 400개의 메시(mesh)로 변형하였
으며, 각각에 가장 근접하는 PQ 패널을 추출하여 해당 지표를 도출한다.

 메시(mesh)의 연속성 증대에 의한 패널 생성(Evolute Tool 사용)87)
곡면을 400개의 메시(mesh)로 만든 후, Evolute Fairness Optimize 조건
값을 이용하여 메시(mesh)를 조절하였으며, 이는 패널간의 연속성을 확보
하여 부드러운 외관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각 곡면마다 400개의 메시
(mesh)를 조각내어 각각에 가장 근접하는 PQ 패널을 추출하여 각 지표를
살펴본다.

2) 시뮬레이션 범위 및 방법
시뮬레이션은 Rhino에서 작성된 가상 곡면 6개를 대상으로 평면성
(planarity),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연속성(tangent continuity), 사이 간
격(divergence)에 대하여 Rhino 시스템 기반의 grasshopper 플러그인에서
시행되며, 각 지표에 대한 각 패널의 결과값인 최대값, 최소값 및 분포도 그
래프, 그리고 결과값을 시각적으로 모니터에 재현해 주는 visual spectrum을
함께 이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곡면일치(surface

fitness),

연속성(tangent

continuity),

사이간격

(divergence)은 원곡면을 패널로 분할 한 후 대체된 패널과 원곡면과의 관계,
또는 대체된 패널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지표로서 곡면에 UV 그리드를 그대
로 패널 경계선으로 가정할 경우 원곡면과 완전 일치되는 형태로서 곡면일
87) Evolute Tool은 자유곡면을 패널분할 하기 위한 Rhino 또는 다른 CAD / CAM 시스템의 플러
그인이며 건축가, 디자이너, 제조사, 시공사를 위한 모듈을 제공한다. http://www.evolut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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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surface fitness), 연속성(tangent continuity), 사이간격(divergence) 분석
은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대체패널을 PQ 패널로
가정하여 4개의 지표를 측정하였다.
곡면 분석결과의 visual spectrum은 “독립적 시각 비교”와 “상대적 시각
비교” 두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독립적 시각 비교”는 독립된 곡면 내
에서 지표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각 곡면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지정
하여 독립적인 시각 비교를 가능케 하며, “상대적 시각 비교”는 각 지표별로
모든 면의 값을 종합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를 공통으로 하는 시각적
재현방법이다. 즉, 한 개의 곡면이 독립적으로는 다양한 visual spectrum을
나타낼 수 있지만, 다른 곡면과 비교하여 개별 곡면에서의 지표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한 곡면이 모두 유사 색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구현 방법은 개별 곡면에서는 서로 결과값에 차등이 있으나, 다른
곡면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는 무시할 수 있는 작은 값일 경우 그 상대적 값
을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6.2.3. 시뮬레이션 결과
6개의 가상곡면에 대하여 ‘surface 곡면의 분절에 의한 패널 생성’,
‘surface 곡면의 메시(mesh)로의 분절에 의한 패널 생성’, ‘메시(mesh)의 연
속성 증대에 의한 패널 생성’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시뮬레이션이 시행되었으
며,

각각에

대한

평면성(planarity),

곡면일치(surface

fitness),

연속성

(tangent continuity), 사이간격(divergence) 분석 결과 visual spectrum은 표
6-2, 6-3, 6-4와 같다. “독립적 시각 비교”와 “상대적 시각 비교”에서는 분석
결과값의 최대값을 빨강(red), 최소값을 파랑(blue)으로 표시하여 그 결과 값
의 분포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6개의 곡면에 대한 결과를 보면
6번 곡면이 모든 지표에 대하여 가장 높은 최대값을 나타내었으므로 “상대적
시각 비교”의 경우 지표가 모두 같은 값을 가지는 곡면이 아닌 경우에도 6번
곡면의 지표에 비하여 개별 곡면에서의 지표 값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사 색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즉 개별곡면의 결과 값만 보지 않고
곡률이 심한 이중 곡률 곡면인 6번 곡면의 분석 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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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는 작은 값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6-2] Surface 곡면의 분절에 의한 패널평가 visual spectrum

6개 곡면 분석결과의 독립적 시각 비교(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2,3~6번 곡면)
위에서 부터 planarity, surface fitness, tangent continuity, divergence

6개 곡면 분석결과의 상대적 시각 비교
위에서 부터 planarity, surface fitness, tangent continuity, di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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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Surface 곡면의 메시(mesh)로의 분절에 의한
패널평가 visual spectrum

6개 곡면 분석결과의 독립적 시각 비교
위에서 부터 planarity, surface fitness, tangent continuity, divergence

6개 곡면 분석결과의 상대적 시각 비교
위에서 부터 planarity, surface fitness, tangent continuity, di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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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메시(mesh)의 연속성 증대에 의한 패널평가 visual spectrum

6개 곡면 분석결과의 독립적 시각 비교
위에서 부터 planarity, surface fitness, tangent continuity, divergence

6개 곡면 분석결과의 상대적 시각 비교
위에서 부터 planarity, surface fitness, tangent continuity, divergence

6개의 곡면은 각 세 가지 분절 방법에 의한 결과에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3번, 4번 곡면의 경우는 세 가지 분절 방법에 따른 결과값과
visual spectrum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각 곡면마다 특징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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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났으며, 각 지표별 자세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면성(Planarity) 분석
원곡면을 패널들로 분절하는 과정에서, 각 패널의 모서리 점으로 추출한
네 점이 만드는 메시(mesh)가 얼마나 평면에 가까운지를 평가하는 평면성
(planarity) 지표의 6개 곡면에 대한 결과 값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의 패널 분
절 방법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각 방법에 의한 최대, 최소값 그리고 visual
spectrum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5] Surface 곡면 분절 - Planarity 분석
독립적 시각 비교

상대적 시각 비교

면
1
2
3
4
5
6

최소값
0.0
0.0
2.5499e-7
0.0
1.2468e-4
0.0

최대값
0.0
0.0
8.7259e-5
1.5522e-7
0.002376
0.004508

[표 6-6] 메시(mesh)로의 분절 - Planarity 분석
독립적 시각 비교

상대적 시각 비교

면
1
2
3
4
5
6

최소값
0.0
0.0
2.2954e-7
0.0
1.1542e-4
1.8671e-6

최대값
0.0
0.0
8.9453e-5
5.9322e-7
0.002405
0.004627

[표 6-7] 메시(mesh)의 연속성 증대 - Planarity 분석
독립적 시각 비교

상대적 시각 비교

면
1
2
3
4
5
6

최소값
0.0
5.4828e-8
1.7004e-6
5.1453e-9
3.9135e-5
3.2412e-7

최대값
0.0
4.0597e-4
6.6053e-4
3.3317e-4
0.002526
0.00454

세 가지 분석 결과의 공통적인 특징은 곡률이 심한 이중 곡률 곡면인 6번
곡면이 planarity 최대값을 나타내었으며, 5번 곡면의 경우 가전면(선직면이
기도 함)으로서 그 특징이 확인될 수 있었다. 즉, 선직면의 특징인 선의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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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planarity 값이 변화되었으며, 궤적의 기준이 되는 선의 말단부분 모
서리에서는 planarity가 높아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상대적 시각 비교’에서는 1~4번 곡면의 경우 지표값의 상대적 수치가 상
당히 작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패널을 PQ 패널로 대체하여도 원곡면의
분할점에서의 변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을 결과값에 의해 추정할 수 있
다. 이는 해당 곡면들이 PQ 패널로의 대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곡면으로 해
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urface 곡면 분절’과 ‘메시(mesh)로의 분절’에 의한 분석 결과는 4번 곡
면을 제외하고 모든 곡면이 수치적으로나 시각적 분포도에서 유사성을 드러
내었다. 반면에 ‘메시(mesh)의 연속성 증대’에 의한 분석 결과는 수치적으로
나 시각적 분포도에서 모두 차이점을 드러내었다. 특히 2, 4번 곡면의 경우
수치적으로 많은 상승폭을 보였으며, 앞의 분석들에서는 서로 상이하던 2, 3,
4번 곡면의 planarity 결과값이 수치적으로 서로 비슷한 결과값으로 관찰되
었고, 시각적 분포도에서도 2, 3, 4번 곡면이 앞의 분석들의 결과와는 상당
히 다른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Evolute Tool을 이
용하여 mesh를 분절하는 과정에서 evolute fairness optimize 변수값을 이용
하여 연속성 증대를 위한 mesh 조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세 가지 분석방법에서 특히 상이한 planarity 값의 분포 결과를 보인 3번과
4번 곡면의 경우 ‘surface 곡면 분절’ 에서는 planarity 값이 가장 최소인 부
분이 곡면의 네 모서리 부분으로 측정되어 PQ 패널로 대체하였을 경우 이
부분에서 원곡면 분할점 변위가 크게 일어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
지 분석에서는 planarity 값의 분포가 고르게 확산되게 변화되었음이 측정되
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 가지 분석방법에서 두드러진 차이점
을 보이는 3번과 4번 곡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planarity값 분포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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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곡면3 Planarity 분석 비교표
곡면3

surface

mesh

mesh fairness

2.5E-07
8.7E-05
2.5E-05

2.3E-07
8.9E-05
2.5E-05

1.7E-06
0.00066
7.1E-05

VS

PL
분포
그래프
min
max
ave

[표 6-9] 곡면4 Planarity 분석 비교표
곡면4

surface

mesh

9.2E-17
1.6E-07
4.1E-08

8.6E-17
5.9E-07
1.1E-07

mesh fairness

VS

PL
분포
그래프
min
max
ave

5.1E-09
0.00033
4.4E-05

3번 곡면에 대한 planarity값 분포 그래프와 수치 결과값 변화를 살펴보면,
‘메시(mesh)의 연속성 증대’ 결과값이 나머지 두 가지 분석 결과값의 최소,
최대값에서 7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평균값은 4배의 증가를 보였다. 4번 곡면
에 대한 결과는 수치적으로 400~600배까지 증가 되었으며, 결과값의 분포에
있어서는 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은 3번, 4번 곡면과 같이 이중 곡률 곡면인 경우, 곡면에 충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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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그리드에 의한 패널 분할보다 연속성이 확보되는 패널로 분할하였을 때,
평면성(planarity)은 불리해지며, 오히려 곡률의 변화가 심한 이중 곡률 곡면
인 6번 곡면의 경우에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곡률의 변화가 심
하지만 가전면인 5번 곡면의 경우는 수치에 대한 변화는 없고 분포 양상에서
조금 더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0] 곡면5, 6 Planarity 분석 비교표
surface

mesh

mesh fairness

0.00012
0.00238
0.00124

0.00012
0.00240
0.00124

3.9E-05
0.00253
0.00124

3E-16
0.00451
0.00165

1.9E-06
0.00463
0.00165

3.2E-07
0.00454
0.00162

곡면5
PL
분포
그래프
min
max
ave
곡면6
PL
분포
그래프
min
max
ave

2)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분석
원곡면의 분할 이후 각 패널과 원곡면의 변형정도를 측정하며, 대체된 패
널이 원형 곡면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하는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지표의 6개 곡면에 대한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
[표 6-11] Surface 곡면 분절 - Surface Fitness 분석
독립적 시각 비교

상대적 시각 비교

면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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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값
0.0
3.4428e-4
6.8280e-4
2.5571e-4
3.1541e-5
1.7161e-5

최대값
0.0
3.4893e-4
7.0837e-4
2.6076e-4
5.6884e-4
0.001093

제 6 장. 시뮬레이션

[표 6-12] 메시(mesh)로의 분절 - Surface Fitness 분석
독립적 시각 비교

상대적 시각 비교

면
1
2
3
4
5
6

최소값
0.0
3.1484e-4
6.6022e-4
2.4327e-4
3.0016e-5
1.9124e-5

최대값
0.0
3.7683e-4
7.4533e-4
2.8600e-4
5.8384e-4
0.001123

[표 6-13] 메시(mesh)의 연속성 증대 - Surface Fitness 분석
독립적 시각 비교

상대적 시각 비교

면
1
2
3
4
5
6

최소값
0.0
2.0868e-4
2.8826e-4
2.6297e-4
6.4179e-5
1.7404e-5

최대값
0.0
0.001079
0.001074
8.9696e-4
0.001488
0.001182

각 곡면의 ‘독립적 시각 비교’에서는 곡면의 돌출부 위치와 형상에 따라 곡
면 일치(surface fitness) 지표의 차이점이 드러났으며, 특히 돌출부 또는 뒤
틀리는 모서리 부분 등과 같이 곡률이 높은 부분은 surface fitness에서도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패널의 분할이 일어날 때 원형곡면과의 변형이 가
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하며, 원형곡면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한
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하위분할 기법이나 패널의 절대크기의 축소 등 패
널분할의 대안을 찾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메시(mesh)로의 분절’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분석 결과는 ‘surface 곡
면 분절’ 분석 결과와 수치적으로는 거의 유사하지만, 시각적 분포도에서 다
른 양태를 드러낸다. 특히 3, 4번 곡면의 경우 ‘surface 곡면 분절’에서는 곡
면의 휨의 정도가 두드러진 가운데 부분이 넓은 영역에 걸쳐 낮은 수치를 나
타내었지만, ‘메시(mesh)로의 분절’ 에서는 극히 일부만 부분적으로 최대치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surface를 mesh로 변형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곡면
의 형태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메시(mesh)의 연속성 증대’의 분석결과는 앞의 두 개의 다른 분석방법 결
과와 수치적 결과 값이나 시각적 분포도에서 모두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내
었다. 2, 3, 5번 곡면의 경우는 surface fitness 최대값이 2배 정도 상승하였으
며, 특히 3, 4번 곡면의 경우는 시각적 분포도가 반대로 뒤집혀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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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surface 곡면 분절’에서는 surface fitness 최대값을 나타냈던 곡면의 가
장 많이 휘어진 중앙 부분이 모서리 네 코너 부분으로 이동하였으며 반대로
곡면의 가장 많이 휘어진 중앙 부분은 골고루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때 3
번, 4번 곡면의 경우 ‘메시(mesh)로의 분절’에서는 수치적으로는 별다른 변화
가 없이 visual spectrum과 분포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집중된 최대
값이 아닌 고른 값으로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메시(mesh)의 연속성 증
대’에서는 최대값이 다소 증가되었고 평균값과 최소값은 오히려 감소하였으
며, 최소값이 중앙으로, 최대값이 네 모서리 코너로 반전되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이는 연속성이 확보되는 패널 분할에 의해 surface fitness는 수치적으
로나 분포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표 6-14] 곡면3 Surface Fitness 분석 비교표
곡면3

surface

mesh

0.00068
0.00071
0.00070

0.00066
0.00075
0.00070

mesh fairness

VS

SF
분포
그래프
min
max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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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 곡면4 Surface Fitness 분석 비교표
곡면4

surface

mesh

mesh fairness

0.00026
0.00026
0.00026

0.00024
0.00029
0.00026

0.00026
0.00090
0.00039

VS

SF
분포
그래프
min
max
ave

3)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분석
인접 패널들 간의 부드러운 연속 정도를 측정하며, 인접하는 패널들 사이
에 접선의 연속성이 얼마나 유지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16] Surface 곡면 분절 - Tangent Continuity 분석
독립적 시각 비교

상대적 시각 비교

면
1
2
3
4
5
6

최소값
0.0
0.378891
1.121421
1.117622
0.074757
0.080629

최대값
0.0
0.76388
1.168781
1.145765
1.285035
2.276551

[표 6-17] 메시(mesh)로의 분절 - Tangent Continuity 분석
독립적 시각 비교

상대적 시각 비교

면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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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값
0.0
0.380039
1.112994
1.10521
0.073306
0.081894

최대값
0.0
0.777433
1.18155
1.161553
1.290667
2.3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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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8] 메시(mesh)의 연속성 증대 - Tangent Continuity 분석
독립적 시각 비교

상대적 시각 비교

면
1
2
3
4
5
6

최소값
0.0
0.258439
0.83695
0.685835
0.104797
0.067396

최대값
0.0
0.856283
1.262417
1.202872
1.225501
2.213858

6개의 곡면 분석결과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한 결과에서 수치적으로는 상당
히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visual spectrum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포
도에서는 3번, 4번의 곡면이 변화를 나타내었다. 3, 4, 5, 6번 곡면의 경우 비
교적 높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곡률이 심한 이중 곡률 곡면인 6번 곡면에서
최대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3, 4번 곡면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극소하게 나타나 상대 비교에서는 동일 색상으로
표현되었으며, 6번 곡면은 최소값, 최대값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으며, visual
spectrum에서 붉은색 부분은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이 최대값인
부분으로 곡률이 심한 부분으로 파악될 수 있다.
‘메시(mesh)로의 분절’과 ‘메시(mesh)의 연속성 증대’ 분석결과는 ‘surface
곡면 분절’ 결과와 수치적으로는 거의 유사하지만, 시각적 분포도에서 3, 4번
곡면의 경우 다른 양태를 보인다. 곡면의 곡률이 심한 중앙부분이 최대값을
나타내는 것은 ‘surface 곡면 분절’ 결과와 유사하지만,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상이점이다. 즉, ‘메시(mesh)로의 분절’과
‘메시(mesh)의 연속성 증대’ 방법은 곡면의 곡률을 다소 일률적으로 변화시
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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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 곡면3 Tangent Continuity 분석 비교표
곡면3

surface

mesh

mesh fairness

1.12142
1.16878
1.14918

1.11299
1.18155
1.14825

0.83695
1.26242
1.13236

VS

TC
분포
그래프
min
max
ave

[표 6-20] 곡면4 Tangent Continuity 분석 비교표
곡면4

surface

mesh

1.11762
1.14576
1.13462

1.10521
1.16155
1.13367

mesh fairness

VS

TC
분포
그래프
min
max
ave

0.68583
1.20287
1.08413

4) 사이 간격(Divergence) 분석
패널의 변형이 일어날 경우 인접한 패널들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발생했
는지를 평가하는 사이 간격(divergence) 지표를 측정해 본 결과 5, 6번 곡면
에서 높은 수치 결과값과 최소값, 최대값의 차이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6번 곡면은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 4번 곡면의 경우도
모서리 부분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대 비교에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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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이 5, 6번 곡면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값으로 비교되고 있다.
[표 6-21] Surface 곡면 분절 - Divergence 분석
독립적 시각 비교

상대적 시각 비교

면
1
2
3
4
5
6

최소값
0.0
0.0
1.2418e-6
0.0
6.0297e-4
5.7827e-4

최대값
0.0
0.0
3.9832e-4
6.8921e-7
0.011115
0.02118

[표 6-22] 메시(mesh)로의 분절 - Divergence 분석
독립적 시각 비교

상대적 시각 비교

면
1
2
3
4
5
6

최소값
0.0
0.0
1.2639e-6
1.3895e-8
5.9513e-4
5.6134e-4

최대값
0.0
0.0
4.1381e-4
1.0545e-6
0.011358
0.022056

[표 6-23] 메시(mesh)의 연속성 증대 - Divergence 분석
독립적 시각 비교

상대적 시각 비교

면
1
2
3
4
5
6

최소값
0.0
1.5820e-6
4.5802e-5
4.5030e-6
4.3093e-4
4.9948e-4

최대값
0.0
0.001262
0.002563
8.1462e-4
0.01151
0.02106

‘메시(mesh)로의 분절’ 분석 결과는 ‘surface 곡면 분절’ 분석 결과와 거의
수치적으로나 시각적 분포도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메시(mesh)의 연속
성 증대’ 분석결과는 수치적으로 약간의 최대값 상승이 있었으나, 시각적 분
포도와 수치 결과 모두 유사하다. 다만 3, 4번 곡면의 경우에는 결과가 상이
하게 나타났으며, 3번 곡면의 경우 최대값과 평균값의 약간의 상승과 분포도
의 변화를 보인 반면, 4번 곡면의 경우 최대값과 평균값에서 100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4번 곡면의 증가된 divergence 최대값 또한 다른 곡
면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낮은 값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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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곡면3 Divergence 분석 비교표
곡면3

surface

mesh

1.2E-06
0.00040
0.00012

1.3E-06
0.00041
0.00012

mesh fairness

VS

DV
분포
그래프
min
max
ave

4.6E-05
0.00256
0.00030

[표 6-25] 곡면4 Divergence 분석 비교표
곡면4

surface

mesh

mesh fairness

0
6.9E-07
1.9E-07

1.4E-08
1.1E-06
3E-07

4.5E-06
0.00081
0.00017

VS

DV
분포
그래프
min
max
ave

5) 평가지표간의 상관관계
이상과 같이 6개 곡면을 대상으로 한 평면성(planarity),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사이 간격(divergence) 네 가지 지
표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면성(planarity)과 사이 간격(divergence), 그리
고 곡면 일치(surface fitness)와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의 시각 분
포도(visual spectrum)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면

- 153 -

비정형 건축곡면의 BIM기반 패널분할 최적화 연구

성(planarity)과 사이 간격(divergence)의 유사성은 사이 간격(divergence)의
측정이 곡면의 분할 후 PQ 패널로의 대체를 전제로 측정되었기 때문이며,
곡면 일치(surface fitness)와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의 유사성이 의
미하는 바는 곡면 일치(surface fitness)값이 낮을 수록(원형곡면에 일치가
될수록) 대부분 곡면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곡면 일치
(surface fitness)의 경우는 곡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접
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의 경우도 곡률과 상당한 관계가 있으나, 곡률
의 절대값 보다는 곡률 변화의 균일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세 가지 곡면 분절 방법에 따른 지표 변화를 분석한 [표 6-26]을 보
면 곡면 분절에 있어서 심미성을 높이기 위한 연속성 증대 패널 분할은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지표에 대부분 영향을 미
쳤으며, 최대값과 평균값에 더 불리하게 작용됨이 드러났다. 즉, 접선 연속성
(tangent continuity)의 증가는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평면성(planarity),
사이 간격(divergence)에 불리하게 작용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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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6] 곡면 분절 방법에 따른 지표 변화
곡
면
2
곡
면
3

곡
면
4

곡
면
5

곡
면
6

종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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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플로팅 아일랜드
6.3.1. 시뮬레이션 대상 및 분석방법
플로팅아일랜드는 한강 반포대교 남단 서래섬과 잠수교 사이에 꽃을 형상
화하여 조성된 3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된 수상 복합문화 레저시설로서 많은
부분이 비정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형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Rhino가 개념설계에서 부터 사용되었으며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축된
모델링 데이터를 시공성이 확보되는 도면으로의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였
으며, 이를 위한 원형 디자인은 아크와 직선으로 분절된 패널로 변형되어 시
공성을 확보한 사례이다. 즉, 명확한 시공비 절감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
하여 곡면을 평판 유리 패널로 재분할하였으며, 이러한 특징은 본 시스템의
분석에서 패널의 평면에 가까운 정도를 측정하는 평면성(planarity) 지표가
이미 완벽한 “0” 임을 의미하며, 평판으로 모든 패널이 연속되어 배치되었으
므로 사이간격(divergence) 또한 “0”의 기본 속성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사례

시뮬레이션에서는

평면성(planarity)과

사이

간격

(divergence) 지표의 분석이 제외되고 곡면 일치(surface fitness)와 접선 연
속성(tangent continuity) 지표를 그 분석 범위로 한다.
또한 평판 유리 패널로 곡면을 재분할하는 과정에서 원형 곡면의 유지 보
다는 평판 유리 패널의 규칙성과 동일성, 그리고 시공성에 더 큰 비중을 둠
으로써 원형 곡면의 변형 과정을 거치게 된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곡면 일
치(surface fitness) 분석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패널분할 결과와 그 이전단
계에 해당하는 원형곡면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떻게 원형 곡면이 평판 패널
이라는 목적 하에 변형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 발전 과정에 헤당하는 3
단계의 곡면을 그 대상으로 하여 곡면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tangent
continuity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곡면은 세 개의 섬들 중 비정형 곡면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
는 제1섬의 일부 곡면을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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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7] 플로팅 아일랜드 도면

1섬

1섬 지상 1층 평면도

1섬 지상 2층 평면도

1섬 지상 3층 평면도

1섬 주단면도

1섬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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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분석 대상 곡면

6.3.2. 시뮬레이션 결과
플로팅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구축된 모델링 데이터를 합리적인 공사비와
시공성이 확보되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원형
곡면은 아크와 직선으로 분절된 패널로 변형된 후 PQ 패널로 작성된 사례이
다. 즉, 비선형 곡선을 일정한 호(arc)로 분절하여 생성된 각 호를 다시 직선
으로 연결하여 PQ 패널을 작성한 경우로서,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이하 TC)의 경우 대부분 연속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곡률이 심한 부분은 높
은 TC값을 보였으며 이는 높은 곡률로 인해 패널간의 연속성이 불리해 짐을
의미하며 앞의 6개 곡면 시뮬레이션 결과 TC와 곡률과의 상관성이 밝혀진
바와 같다. 그래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TC값과 분포도를 살펴보면, TC값
이 불리하게 나타난 가운데 곡면 부분의 경우에도 그 값이 일정하게 연속적
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호(arc)로 분할하여 패널을 작성한 부분이 성공적
으로 분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사례 분석에서는 특히 설계 발전 과정별로 패널분할 과정을 분석하여
보았다. TC 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은 설계안이 발전되어 갈수록 TC 최대값
이 3.7에서 1.8로 낮아지면서 연속성이 증가하는 부드러운 곡면으로 정리가
되었음을 TC 결과값과 visual spectrum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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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8] 단계별 PL, TC, DV 시뮬레이션 결과

PL
TC
DV

TC
min
max
ave

1단계
0.347994
3.169030
1.953935

2단계
0.330812
3.700950
1.752763

3단계
0
1.857150
1.020027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이하 SF) 는 각 단계별 패널분할 결과와 그 이
전단계에 해당하는 원형곡면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떻게 원형 곡면이 PQ 패
널이라는 목적 하에 변형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1단계 패널분할 결과와 그 이전단계의 원형곡면을 비교하여 보면 visual
spectrum에서는 간간이 높은 SF 부분이 눈에 띄지만, 그 수치를 살펴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로서 곡면의 변형에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단계 패널분할 결과와 그 이전단계 2개 원형곡면과의 비교 결과는
visual spectrum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면의 변화가 일률적인 변화가 아닌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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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와 결과 수치, 그리고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로는 이전단계 2개의 곡
면이 상당히 유사성을 가짐을 추정할 수 있다.
[표 6-29] 1단계 이전 곡면과의 비교
1단계

Pre_1

min

0

max

0.09132

ave

0.00610

[표 6-30] 2단계 이전 곡면과의 비교
2단계

Pre_1

Pre_2

min

0

max

0.19027

ave

0.05830

min

0

max

0.19032

ave

0.04230

3단계 패널분할 결과와 그 이전단계 4개 원형곡면과의 비교 결과는 [표
6-31]과 같다. 처음 두 단계의 곡면과의 비교는 앞의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
와 같이 visual spectrum와 결과 그래프에서 그 유사성을 또 다시 관찰할 수
있으며, 3번째 곡면과의 비교는 visual spectrum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분
포도는 유사하나, SF 결과값이 다소 낮아지면서 4번째 곡면과의 비교에서는
3단계 패널분할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곡면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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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 3단계 이전 곡면과의 비교
3단계

Pre_1

Pre_2

Pre_3

Pre_4

min

0.01149

max

2.41747

ave

0.67427

min

0.01074

max

2.23431

ave

0.66885

min

0.005197

max

1.881360

ave

0.527768

min

0

max

0.01534

ave

0.00056

결론적으로, 플로팅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명확한 시공비 절감이라는 목표
에 부합하기 위하여 곡면을 PQ 유리 패널로 재분할한 특징을 갖는 프로젝트
로서, 이러한 패널분할 과정에서 원형 곡면에의 충실함 보다는 PQ 유리 패
널의 균일성과 시공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특징
으로 인하여 곡면 일치(SF)는 설계 단계가 진행되면서 더욱 큰 값으로 증가
하여 최조의 원형 곡면과는 상당한 차이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표 6-32 참
조). 그러나 PQ 유리 패널을 시공함에 있어서 유리 패널의 대량생산을 위한
패널 사이즈의 균일성과 패널 배치의 균등함에 중점을 둠으로서 설계 단계
가 진행되면서 연속성(TC)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합리적인 공사
비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프로젝트의 경우 곡면 일치(SF)는 다른 지표에 비
하여 비중이 적게 반영되어야 하므로 SF에 대한 가중치가 적게 반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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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패널의 평면성(PL)과 연속성(TC)이 더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 지표들
에 대한 가중치는 비중을 높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프로젝트의 목적성에 따라 지표들에 대한 평가 비중이 달라질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가중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표 6-32] 1~3 단계 TC, SF 변화 비교

T
C
S
F

min
max
ave
min
max
ave

1단계
0.347994
3.169030
1.953935
0
0.09132
0.00610

2단계
0.330812
3.700950
1.752763
0
0.19032
0.04230

3단계
0
1.857150
1.020027
0.01074
2.23431
0.66885

6.4.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6.4.1. 시뮬레이션 대상 및 분석방법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프로젝트는 이중 곡률 곡면 외장패널의 최적화
(optimization)를 위한 패널분할(panelizing) 과정과 생산기술이 합리적인 공
기와 공사비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였으며, 비정형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정
확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이를 위해 시공단계에서 BIM팀이
구성되었으며,

난이도가 높은 복잡한 비정형 건축물로서 3D 소프트웨어에

의한 공종간 인터페이스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시공단계의 위험요소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여 공기 준수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했으며,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시공품질의 확보(다양한 곡률의 패널, 복잡한 하부구조, 복잡한 공
간구성)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필요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BIM 기술 도

- 162 -

제 6 장. 시뮬레이션

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2D 도면만으로는 비정형 건축물의 시공 및
검토가 불가능 하였으므로 비정형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 있는 도구로서 Gehry Technology의 Digital Project를 선정하여 BIM 기
술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지붕은 이러한 BIM 팀의 구성으로
패널분할 최적화 과정이 이루어졌고, 디자이너의 의도와 심미성에 비중을 크
게 두어 생산비 절감을 위한 평판 패널로의 대체 보다는 최대한 원형곡면에
가까운 단일 곡률 패널, 가전 패널, 또는 정형화된 이중 곡률 패널로의 변환
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처음에는 이중 곡률 곡면 패널이 상당 부분이었던
것이, 평판 34%, 단일 곡률 패널 27%, 이중 곡률 곡면 패널 39%로 최적화
될 수 있었다. 즉, DDP 프로젝트는 원형 곡면의 유지가 가장 큰 목표였으며,
원형 곡면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패널의 형태를 생산비를 절감 할 수 있는 대
체패널로 최적화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최적화를 위해 변형된 대체패널이 그 분석대상에 해당한다.
또 다른 DDP프로젝트의 특징은 Gehry의 비정형 건물에서 특징적으로 나
타나는 곡면의 하위 분할이 반복되는 패턴이다. 이러한 하위 분할 패널 패턴
은 분석을 위한 패널 인식에 있어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는 패널들과는 다
른 방식의 인식체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PETS 시스템은
하위 분할된 패널들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계산에 활용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웃 패널들간의 관계 정의가 필요한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과 사이 간격(divergence)는 분석에서 제외되고 평면성(planarity)
과 곡면 일치(surface fitness)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대상 곡면의 하
위분할이 존재하지 않는 국소부위 두 군데를 대상으로 평면성(planarity), 곡
면 일치(surface fitness),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사이 간격
(divergence) 4가지 지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DDP 지붕의 일부 영역은 다음과 같다.

- 163 -

비정형 건축곡면의 BIM기반 패널분할 최적화 연구

[표 6-33] DDP 분석대상 영역

분석 대상 영역

Surface(원곡면)

분할된 패널

부분분석 대상영역1

부분분석 대상영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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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시뮬레이션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곡면부분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 부분으로 조합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비교적 평평
하며 낮은 곡률을 갖는 지붕의 상부에 해당한다. 두 번째 부분은 곡률이 비
교적 크고 일률적인 회전체의 일부분 형상을 하고 있는 하부에 해당한다. 마
지막 세 번째는 상부와 하부를 이어주는 중간부분으로서 돌출된 곡면 캔틸
레버 부분이다. 분석 대상 곡면의 평면성(planarity)과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6-34] SF 및 PL 분석 비교표

VS

구분

평면성(planarity)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1.7E-07
0.00598
0.000739

1.72E-06
0.002109
0.000112

분
포
그
래
프
min
max
ave

평면성(planarity)의 경우 평균값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최대값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분절되어 대체된 패널 자체가 평판과는 상
당히 차이가 있는 이중 곡률 패널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분이 아주 넓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PL값이 높은 패널이 위
치하는 영역은 특히 가우스 곡률중에서 정곡률과 부곡률이 혼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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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여기서 정곡률과 부곡률이 혼재됨으로서 뒤틀리는 곡
면이 형성되는 부분은 높은 PL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상관성을 도출할 수
있다.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분석 결과는 평균값에서는 상당히 낮은 결과를
보여 원형곡면에 충실하고자 하였던 설계자의 의도가 수치적으로 검증되었
으나 반면에 최대값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임으로서 곡률이 심한 부분이
많은 특징의 프로젝트로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무리한 이중 곡률 패널을 지
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F 최대값을 나타내는 부분을 위치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상당 부분이 가우스 곡률이 정곡률 또는 부곡률 양쪽에서 높
은 수치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곡률이 심한 부분에서는
패널의 최적화를 위한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또한 SF 값은 패
널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SF 값은 패널 둘레 길이로 나누
어지기 때문에 패널 크기와는 상관성이 없는 지표임에도 불구하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패널의 절대적인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패널의 상
대적인 크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DDP의 기본 패널(1.2m×1.6m)의
원형곡면과의 SF 값은 하위 분할되어 더욱 원형곡면과 가까워진 유리한 조
건의 하위 패널들의 SF 값 보다 불리해 지는 것이다.
다음은 대상 곡면의 하위 분할 패널이 존재하지 않는 국소부위 두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대상영역1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PL과 SF 결과값은 모두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분포도에서 한 영역에

치우쳐서 최대값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무시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수치의 최대값이다. TC와 DV 결과값은 고른 분포와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때 DV는 DDP가 패널 사이에 간격을 띄워서 시
공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정수치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러나 DV 값이 상당히 고른 분포를 보여줌으로서 패널간의 사이 간격이 일
정하게 설계되어 심미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DV 지표값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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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5] 부분분석 대상영역1 비교표

VS

평면성(planarity)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7.8263E-06
0.000765
0.000366
연속성(tangent continuity)

1.62E-05
0.0006
9.09E-05
사이간격(divergence)

0.689125
1.581520
1.113554

0.015001
0.020290
0.019565

분
포
그
래
프
min
max
ave

분
포
그
래
프
min
max
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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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6] 부분분석 대상영역2 비교표

VS

평면성(planarity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7.4172E-07
0.002647
0.000599
연속성(tangent continuity)

2.54E-05
0.00023
5.3E-05
사이간격(divergence)

1.408224
5.121950
3.699945

0.921405
2.445530
1.375650

분
포
그
래
프
min
max
ave

분
포
그
래
프
min
max
ave

곡률이 비교적 크고 일률적인 대상영역2에 대한 분석 결과는 PL에서 비교
적 높은값, SF에서 아주 낮은값, TC와 DV에서는 아주 높은값을 나타내었
다. 현상과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곡면 일치(surface fitness)의 낮은 값은 일률
적인 곡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높은 곡률과 패널의 하위 분할이 되
지 않은 기본 패널(1.2m×1.6m)이 TC와 DV 값의 상승 원인으로 파악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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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TC의 visual spectrum은 가우스 곡률분석과 유사한 분포도를 보이며
TC 값의 곡률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DDP 분석 대상 곡면 전체와 일부 국소부분 두 군데 곡면을 분석
하여 보았으며, 이들 간의 공통된 지표인 PL와 SF의 최대값과 평균값을 비
교하여 보면 전체를 분석한 결과가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전체분석
대상곡면이 상부와 하부를 이어주는 돌출된 곡면 캔틸레버 부분(곡면 전체
에서 가우스 곡률이 가장 높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파악되며, 부분 대상영역2의 PL값 상승은 높은 곡률에 비하여 패널의 하위
분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영역으로서 다른 영역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패널
크기가 불리하게 작용되었음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즉, SF를 유지하면서
PL을 높이고 싶다면 패널의 하위 분할 또는 전체 패널 사이즈의 균일한 축
소 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6-37] DDP 분석 대상 영역 PL, SF 지표 비교
평면성(planarity)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비교
그래프

6.5. 고척동 문화시설
6.5.1. 시뮬레이션 대상 및 분석방법
서울시 구로시에 위치한 고척동 문화시설은 연면적 20,205.13㎡, 지하3층,
지상6층, 최고높이 36m 규모의 공연장과

박물관을 포함하는 건물이다. 이

건물은 사각형 박스를 상부와 하부에서 비틀어 생성된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각도의 상, 하부 사각형을 로프트 시키는 과정을 거쳐 완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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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형성된 외피의 면을 자르는 분절과정을 통해 패널을
만들었으며, 분할된 패널들은 패널 업체에 의해 평판으로 변형되어 제작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해당 외부마감재는 로이복층유리와 ALCAN SHEET이
다.
[표 6-38] 조감도 및 분석대상 외벽

조감도

분석 대상 외벽

고척동 문화시설은 네 개의 외벽 중 3개의 비정형 곡면 벽을 포함하고 있
으며, 이 세 개의 곡면 벽 중에서 분절이 없이 곡면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곡면 벽1과 벽2를 분석 대상 범위로 한다. 이들 각 곡면벽은 가로로 33
개, 세로로 39개로 분할되어 약 2000mm×800mm크기의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패널을 형성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패널이 평판 패널로 대체될 예정이지만 설계단계에서
는 평판 패널로의 대체과정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특징을 이용하여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첫째, 평판 패널로 대체되지 않은 현 설계단계 모델링의 곡면 패널을 대상
으로 평면성(planarity),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 사이간격(divergence)을 분석한다.
둘째, PETS 시스템에서 패널을 PQ 패널로 대체한 후 PQ 패널들과 원곡
면과의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결과값의 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PETS 시스템 기능을 사용하여 원곡면의 분할 개수를 달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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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널분할 대안을 만들어 분석한 후 이들 결과와 앞의 두 단계에서의 결과
를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

6.5.2. 시뮬레이션 결과
[표 6-39] 1단계 시뮬레이션 결과

VS

wall1

평면성(planarity)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분
포
그
래
프
Wall1

연속성(tangent continuity)

사이간격(divergence)

분
포
그
래
프
wall1
min
max
ave
wall2
min
max
ave

PL
0.00056
0.00086
0.00072
PL
0.00050
0.00087
0.00069

SF
6.2403E-07
0.00078
0.00032
SF
4.7E-06
0.00425
0.0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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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0.34332
0.57019
0.46974
TC
0.30607
0.54419
0.43549

DV
33.2321
47.9128
40.3577
DV
33.3351
49.0111
40.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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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분석방법인 설계 모델링의 곡면 패널을 대상으로 평면성
(planarity), 곡면일치(surface fitness), 접선연속성(tangent continuity), 사이
간격(divergence)을 분석한 결과 벽1과 벽2의 PL, TC, DV의 결과값과 분포
도, 그리고 visual spectrum이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분포도에서
도 굉장히 고른 분포와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DV 값이 커진 이유는 설계
의도가 패널 사이에 간격을 주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이므로 DV의 수치를 비
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경우이지만 그 분포도에서 줄눈이 골고루 일정하
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SF
의 경우는 최대값이 중앙에 집중되는 모양을 visual spectrum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가우스 곡률과 같은 분포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 패널들을 평판 패널로 대체한 후 평판 패널들과 원곡면과의 SF
결과값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판패널로 대체된 이후에는 SF 최소값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전체적으로는 약간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visual
spectrum 과 분포도에는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6-40] 평판패널로 대체 이후 SF 지표 비교
비교 그래프

surface fitness
평판 이전
평판 이후
(1단계)
(2단계)
6.2403E-07

9.4E-05

0.00078

0.00084

0.00032

0.00041

세 번째로 곡면 벽1을 대상으로 분할 개수를 10×10, 20×20, 30×30, 40×40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절한 후 분절된 패널의 PQ 패널로의 대체과정을 거친
후 네 가지 지표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41]과 같으며, 분절수
의 변화에 따른 분석 결과값들과 앞의 두 단계에서의 결과값을 비교하여 분
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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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1] 분절수의 변화에 따른 분석 결과

10×10
20×20
30×30
40×40

min
max
min
max
min
max
min
max

PL
0.003324
0.003434
0.001656
0.001718
0.001102
0.001145
8.2633e-4
8.5896e-4

SF
5.4335e-4
5.6079e-4
2.7052e-4
2.8046e-4
1.8008e-4
1.8698e-4
1.3496e-4
1.4024e-4

TC
1.551384
1.956531
0.76948
0.977543
0.511515
0.651528
0.383072
0.48859

DV
40.641756
41.507187
10.116446
10.378957
4.489313
4.613047
2.523263
2.594874

먼저, 곡면의 분절수 변화에 따른 네 가지 지표값은 예상대로 분절수가 많
아 질수록 감소하는 하향곡선을 나타내었으나, 곡면 벽1의 1단계, 2단계 분석
결과와의 비교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설계자의 패널 분절수는 33×39개로 위의 30개 분절 또는 40개 분절과 유
사한 결과값이 예측되었으나, SF 결과값과의 비교에서 예측값보다 상당히
높은 최대값이 발견되었다. 비교 대상인 네 가지 분절 방법에 의한 결과값은
곡면의 분절 이후 평판으로 대체하였음을 가정하여 측정한 SF 값이므로 가
장 불리한 조건의 최대값임을 감안할 때 이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치
가 예측되는 경우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는 결
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곡면을 분할하고 패널로 치환하는 작업이 자동화가
아닌 인력에 의한 수동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오차발생
또는 원형곡면으로 부터의 변형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PETS 시스템을 이용한 패널분할을 수행할 경
우 [표 6-42]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되는 범위의 SF값 안에서 PL와 TC를
유지하는 패널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PETS 시스템을
사용하여 고척동 문화시설 곡면 벽을 분절하여 PQ 패널을 작성하게 되면 현
재 설계안과 PL과 TC 값이 유사하면서 SF값을 훨씬 낮추는 설계안을 얻을
수 있음이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되었으며, 이는 PETS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현재 설계안 보다 원형곡면에 훨씬 더 근접한 PQ 패널을 얻을 수 있음이 증
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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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2] 분석결과 지표별 종합 비교(최대값, 평균값)
PL

SF

TC

6.6.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다음은 앞에서 패널분할 평가를 시행한 세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BIM 데이터 변환과 BIM 구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부
분에 대한 시스템 검증과 개선점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의 비정형 곡면들은 패널분할 평가 과정을 거친 후 본 연구
에서 대상 범위로 하는 BIM 시스템의 한 종류인 ArchiCAD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널 BIM 데이터로 변환과정을 거쳐 패널 객체로 구축된다.
PETS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비정형 곡면들은 일련의 패널분할 과정과
평가과정을 거쳐 검증된 분할 패턴으로 패널을 생성하고 생성된 각 패널들
은 BIM 데이터 변환과정을 거쳐 BIM 시스템에서 활용되게 된다. 이는 비정
형 곡면으로부터 패널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사항들을 사용자
가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으며, 패널분할 평가지표에 근거한 건축 설계자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선택된 분할방법에 의해 곡면은 패널로 분할되어
BIM 데이터로 변환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하는 사례들은 PETS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 비정형 곡면이 패널로 분할된 개별 패널들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므로 본래 의도하였던 원곡면으로부터의 분할 패널
BIM 데이터 변환은 적용할 수 없었으며, 분할된 개별 패널들을 BIM 데이터
로 변환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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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의 이미 분할된 패널들을 BIM 데이터로 변환하는 알고리즘 개발이
추가로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 또한 도출되었다.
원곡면을 분할하여 패널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패널들 간의 관계속
성(순서, 원곡면과의 종속관계, zoning 등) 정보는 BIM 데이터에 내포하여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분절된 패널들을 BIM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는 개별 패널들 간의 관계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정보 형
성이 불가능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후자의 경우를 고려한 개별 패널들 간의
관계속성을 정의해 줄 수 있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례 프로젝트들은 모두 앞 단계의 시뮬레이션에서 분석된 패널들이
BIM 데이터 변환과정을 거쳐 BIM 시스템에서 패널 객체로 구축되었다. 먼
저 비정형 곡면을 BIM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PETS 시스템을
이용하여 BIM 데이터 변환을 한 경우와 Rhino에서 dwg/dxf/sat/3ds 등의
포맷을 이용한 mesh데이터 변환을 거쳐 BIM 시스템에서 import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88)
[표 6-43]은 BIM 시스템의 한 종류인 ArchiCAD에서 시행된 결과이며,
mesh데이터 변환을 거쳐 import한 경우는 비정형 곡면의 형상이 BIM 시스
템으로 전이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건축 BIM 데이터는 전체 형
상이 아닌 패널 부재별 정보로서 가치를 지니는 특성 때문에 개별 패널들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전체 형상 정보는 BIM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절된 데이터로 전이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있는 Revit 시스템
의 경우89) 전체 형상이 아닌 부재별 정보의 전이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가지
지만, 본 PETS 시스템에서 제안하는 패널 객체로의 데이터 구조가 제공되지
않는 일반 객체로의 전이는 형상 전이 이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한
전이된 원곡면의 분절 형태는 건축 설계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스
88) 이경우는 이미 패널이 분절되어 형성되어 있으므로 원곡면으로부터의 분할 패널 BIM 데이터 변환
은 적용할 수 없었음.
89) 삽입된 비정형 곡면은 Mass 기능을 이용하여 벽, 지붕, 커튼월로의 변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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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3] 비정형 곡면의 BIM 데이터 변환과 일반 mesh
데이터 변환 비교
패널별 BIM 데이터 변환

mesh 데이터 변환

템에 의한 메시로의 임의의 자동 분절 결과로서 건축 도면이나 시공 데이터
로서의 가치가 없는 데이터 전이인 것이다.
또한 Rhino에서 개별 패널별로 분할된 surface 또는 mesh를 dwg파일을
이용하여

dwg를

수용하는

BIM

시스템

즉,

AutoCAD,

Revit,

또는

ArchiCAD 등으로 import할 경우 개별 패널의 분할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패널은 건축 설계자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패널 분할
형태를 유지하지만, 형상만 유지되고 모델링 데이터로서만 존재하며 패널 부
재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BIM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이다.
반면에 PETS 시스템을 이용하여 변환된 패널들은 건축 설계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패널 형태와 BIM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접근
성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건축 데이터로서의 활용 가
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다음은 세 가지 사례의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결과, 그리고 이후 BIM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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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패널분할 평가와 BIM 데이터 변환과정을 거친 패
널들은 BIM 시스템 내에서 모델링 데이터로 구축 되었으며, 구축된 BIM 데
이터는 이후 필요한 추가정보 입력과정을 거쳐,90) 다른 건축 부재들의 모델
링과 더불어 디지털 마스터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형성된 디지털 마스터 모
델은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아래 표와 같이 활용될 수 있으며, 다시 개방형
BIM 데이터로의 변환과정을 거쳐 건물 생애주기 동안 유지관리를 위한 데
이터로서 활용될 수 있다.

90) PETS 시스템은 추가정보 입력에 대한 개방형 구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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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4]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시뮬레이션 결과와 이후 BIM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D
D
P

고
척
동
문
화
시
설

플
로
팅
아
일
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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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소결
이상과 같이 세 가지 건축사례와 가상곡면 6개를 대상으로 PETS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평가 지표들의 특징과 평가 지표들 간
에 몇 가지 상관관계가 도출되었으며, 프로젝트의 목적성에 따라 지표들에
대한 평가 비중이 달라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평가 지표 구현방
법과 BIM 변환 시스템에 있어서 몇 가지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프로젝트별 지표값을 비교하여 지표별 특징을 도출하여 보도록 한
다. 먼저, 평면성(planarity)은 곡면5, 곡면6, 그리고 DDP에서 불리하게 나타
났으며, 이는 PL이 곡률의 변화가 심하거나, 곡률과 패널크기와의 비율에서
불리한 경우 높게 측정됨이 밝혀진 것이다.
곡면 일치(surface fitness)는 곡면3, 곡면6, 그리고 고척동 문화시설에서
최대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DDP에서는 최대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평
균값은 아주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SF가 곡률의 크기와 상관성이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DDP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곡률의 변화가 심한 곡면의
경우 곡률의 편차에 따라 SF값도 편차를 보이게 되는데 곡률이 심한 부분은
높은값을 나타내며, 평균값은 전체적인 곡률의 평균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
다.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는 곡면6, 플로팅 아일랜드, 그리고 DDP
영역2에서 최대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DDP 영역2와 플로팅 아일랜
드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TC가 곡률의 크기, 곡률 변화의 정도,
곡률과 패널크기와의 비율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TC는 가전면인 경우 특히 낮은 수치를 보이며, 불가전면(이중곡률 곡면)의
경우에는 불리하게 된다.
사이 간격(divergence)은 패널의 사이를 의도적으로 띄운 DDP, 고척동 문
화시설, 그리고 평판으로 대체해서 설계가 된 플로팅 아일랜드는 분석대상에
서 제외하고 볼 때 곡면5와 곡면6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 경우는
PQ 패널로 대체함을 가정한 분석이므로 PL과 같이 곡률의 변화가 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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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률과 패널크기와의 비율에서 불리한 경우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에 DDP의
부분영역 분석에서는 영역1과 영역2가 상당히 차이가 났으며, 이는 영역1은
곡률이 작은 영역인 반면 영역2는 곡률이 비교적 큰 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와 사이 간격(divergence)은 이웃하
는 네 개의 패널들과의 관계값인 특성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패널들의 이웃
패널은 3개 또는 2개로서 그 결과값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되어 본 시스템
의 개선점으로 드러났다.

[표 6-45] 지표별로 살펴본 프로젝트 지표값 비교표
평면성(planarity)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연속성(tangent continuity)

사이간격(divergence)

다음은,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SF와 TC 사이에 상
관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SF 값이 낮을수록(원형곡면에 일치가 될수록)
대부분 곡면의 연속성이 확보됨으로서 TC도 유리해 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곡률의 변화가 심한 곡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며 반
대로 TC 값이 낮아질수록 SF 값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SF와 접
선 TC 모두 곡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파악되었으나, TC의 경우 곡률
의 절대값 보다는 곡률 변화의 균일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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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면의 경우는 유리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지표간의 상관성은
DDP 프로젝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원인은 DDP는 원형 곡면에 충실
하고자 하는 건축 설계자의 의도가 강력히 반영된 프로젝트로서 모든 패널
은 곡면 패널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이후에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개별 패
널별로 PQ 패널 또는 단일 곡률 패널 등으로 치환하는 최적화 과정을 거쳤
다. 이러한 다양한 패널로의 치환은 일관된 패널로의 치환을 시도하는 프로
젝트들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패널의 하위 분할 또는 전체 패널 사이즈의 균일한 축소 등은 전체
곡면이 가지는 곡률의 크기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네 가지 지표에 모두 유리
하게 작용함이 증명되었으며, PETS 시스템을 이용한 곡면 분할은 건축가에
의해 수동방식으로 분할되고 조정된 패널링 결과보다 네 가지 지표에서 유
리한 설계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음이 고척동 문화시설 분석에서 검증되었다.
다음은 지표들간의 평가 가중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
록 한다. 합리적인 공사비에 더 높은 비중을 둔 프로젝트의 경우 플로팅 아
일랜드와 고척동 문화시설에서 볼 수 있듯이 SF는 다른 지표에 비하여 비중
이 적게 반영되었으며, PL과 TC는 큰 비중으로 작용되었음이 파악되었으며,
건축 설계자의 의도가 강력히 반영되어 원형 곡면에 충실한 패널에 비중을
둔 DDP 프로젝트의 경우는 SF에 큰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프
로젝트의 목적성에 따라 지표들에 대한 평가 비중이 달라질 필요가 있으며
이들 지표들의 가중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즉, 경제성
과 심미성 이 두 개의 상반되는 개념이 충돌 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목적
성에 따라 지표들 간의 가중치를 달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사례 종류의 제한에 의하여 이러한 가중치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릴 수 없
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성에 비중을 크게 두는 프로젝트의 경우는 PL
과 TC에 더 큰 가중치를 주고 평가를 해야 하며, 심미성에 비중을 두는 프로
젝트의 경우는 SF에 더 큰 가중치를 주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더 명확한 가중치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후속연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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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기능에 있어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실효성이 검증되었으며, 변환된 BIM 데이터의 이후 활용가능성도 살펴보았
다. 또한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대상 사례들의 경우와 같이 패널이 이
미 분절된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PETS 시스템에서 목적한 바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이 추가로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 분절된 패널들은 패널들 간의 관계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BIM 데
이터 형성시 개별 패널들 간의 관계속성을 정의해 줄 수 있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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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연구의 결과
7.2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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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연구의 결과
오늘날 비정형 건축은 구축을 위한 많은 기술 발전들과 함께 그 실현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공, 구조, 생산, 디지털 기술 등에 있어
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로
서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BIM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BIM
기술과 연구는 대부분이 정형적인 건축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비정형
건축을 대상으로 한 노력은 아직 미흡한 현실이다.
또한 비정형 건축 곡면 구축을 위한 특징인 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
과정은 그 패널분할 결과에 대한 다각도적인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대부분 시공적 측면의 논리로서만 최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NURBS
기반 모델러에서 생성된 이러한 패널들은 시공 및 부재제작의 정확성과 효
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BIM 데이터로의 변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정형 건축 NURBS 곡면의 분절과정을 거친 패널들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건축 데이터로서의 효용성을 위한 BIM 데이터로의 변환
모델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부적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모델 개발
비정형 건축 곡면의 패널분할(panelizing) 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패
널분할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가 제안되었으며, 평가지표 산출방법과 평가결
과 리포트 방법을 포함한 패널분할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평가항목
은 원곡면과의 변형정도를 측정하는 원형 충실도, 이웃 패널과의 연속관계를
측정하는 연속성, 그리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위한 생산 용이성 세 가지이며,
구체적으로는 원형 충실도 평가를 위한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연속성
평가를 위한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과 사이 간격(divergence), 생산
용이성 평가를 위한 평면성(planarity)이 제시되었다. 또한 각각의 지표에 대
한 산출방법을 위해 기존의 방법들과 차별되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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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패널분할 평가모델은 비정형 곡면의 패널분할
(panelizing)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결과를 건축가가 설계과정에서 직접 활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설계 최적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패널 전
문업체의 주문 사업(customizing service) 분석 방식이나 전문가에 의한 분
석방식이 아닌 설계자에 의해 직접 사용되고 분석할 수 있는 보편성을 제공
하는데 그 차별성이 있다.

2)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모델 개발
비정형 건축 NURBS 곡면의 부재 생산성 확보, 시공 용이성 확보, 합리적
공사비 확보를 위한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모델이 개발되었다. 구
체적으로는 패널 BIM 데이터 변환을 위하여 패널 BIM 데이터 구조가 제안
되었으며, 패널 BIM 데이터 변환을 위한 특화방식 제안이 이루어졌다.
NURBS 곡면 패널이 패널 BIM 데이터로 변환됨으로서 정확한 3D 데이터
의 전달이 가능하며, 이는 패널생산과정에서 합리적인 생산비 검토와 패널
제작의 효율성 및 품질향상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변환된 패널 BIM
데이터는 시공을 위한 위치정보 및 관계정보 등을 제공하여 공사비 계획을
위한 일람표 및 수량산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시 정확한 좌표 조회와
패널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공의 정확성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 개발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모델을 검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델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곡면 패널분할 평가모델에
서 제안된 평가지표 평면성(planarity), 곡면 일치(surface fitness), 연속성
(tangent continuity), 사이 간격(divergence)을 구현하기 위한 평가도구가
Rhino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grasshopper에서 개발되었으며, 각 패널에 대
한 해당 지표 결과값과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이를 시각적으로 모니터에 재
현해 주는 visual spectrum 조회 기능이 함께 개발되었다. 또한 비정형 곡면
을 가전면 패널로 변환하기 위한 도구와 평가결과리포트 생성도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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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정보 추출도구가 개발 되었다. 패널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시스템을
위해서는 BIM 데이터 export 모듈과 import 모듈, 그리고 패널 BIM 모델 구
축을 위한 생성 모듈이 개발되었으며, BIM 시스템 내에서 패널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가 제안되었다. 이러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개
발은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모델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실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4) 개발 시스템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비정형 건축곡면 BIM기반 패널분할 평가모델과 개발시스템의 검증과 개
선을 위하여 비정형 건축설계사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안된 모델과 개발 시스템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시뮬레이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6개의 상이한 가상곡면, 둘째, 비
정형 건축물이 패널분할 된 실 사례 세 가지(플로팅 아일랜드, DDP, 고척동
문화시설)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 시스템 시뮬레
이션이 이루어 졌으며, 셋째, 사례 세 가지에 대한 BIM 데이터 변환 및 구축
시스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 졌다.
시뮬레이션 결과 각 지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평면성
(planarity)은 곡률과 패널크기와의 비율에서 불리한 경우나 곡률의 변화가
심한 경우 불리하며, 곡면 일치(surface fitness)는 곡률의 크기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은 가전면인 경우 유리
하며, 곡률의 크기, 곡률 변화의 정도, 곡률과 패널크기와의 비율 모두가 복
합적으로 작용되지만, 곡률의 절대값 보다는 곡률 변화의 균일성에 더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 간격(divergence)은 곡률의 변화가 심하거나,
곡률과 패널크기와의 비율에서 불리한 경우, 그리고 곡률이 큰 경우 불리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접선 연속성(tangent continuity)와 사이 간격
(divergence)의 경계선 패널들의 불리한 값들은 개선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패널의 하위 분할 또는 전체 패널 사이즈의 균일한 축소 등은 전체
곡면이 가지는 곡률의 크기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네 가지 지표에 모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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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작용함이 증명되었으며, PETS 시스템을 이용한 곡면 분할은 건축가에
의해 수동방식으로 분할되고 조정된 패널링 결과보다 네 가지 지표에서 유
리한 설계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음이 고척동 문화시설 분석에서 검증되었다.
지표들간의 평가 가중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제기 되었으며, 이는 후
속연구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BIM 데이터 변환과 구축 시스템에 있어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실
효성이 검증되었으며, 패널이 이미 분절된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이 추가로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개별 패널들 간의
관계속성을 정의해 줄 수 있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7.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비정형 곡면 패널분할 평가모델은 평가항목을 정량
화가 가능한 속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시뮬레이션과 검
증과정을 통해 평가항목의 범위를 정량적인 부분에서 정성적인 부분으로의
점진적인 확장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패널분할 평가의 정성적인
사항들을 정량적인 속성으로 표현하고 이를 평가항목으로 유효성을 평가하
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한 예는 시각적 민감도
를 들 수 있으며 거리에 따른 시각적 인지, 각도에 따른 시각적 인지, 재질의
반사에 따른 시각적 인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제안된 평가지표들의
종합적인 평가에 있어서 가중치에 대하여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연구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BIM 데이터 변환과 구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BIM 시스템을 대
상으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 졌으나 향후에는 개방형 BIM 데이터로의 선
행, 후행 전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IFC 구조가 가지고 있는 비정형 건
축부재 수용의 한계점에 대한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된 개
방형 패널 BIM 데이터는 그 활용도나 데이터의 생명주기, 그리고 확장성에
서 더욱 유효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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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사각패널을 그 범위로 하고 있
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사각패널이 아닌 다른 형태의 패널들도 수용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현된 패널 변환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정형 곡면의 패널 뿐만이 아니라
패널의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체와의 연결, 또는 곡면커튼월로 가정할 때
mullion, transom, vision, spandrel 등의 파라메트릭 기술을 이용한 자동 생
성 및 BIM 데이터 변환에 관한 연구로의 확장도 필요하다고 보며, 이때는
개별 패널들이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커튼월)에 종속된 복합 관계의 데이터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비정형 슬라브, 기둥, 보, 지붕 등의 건축 부재
들의 BIM 데이터 변환에 관한 연구로의 확장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재들의
특징은 슬라브, 보, 지붕의 경우 패널과 달리 분절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일
건축 객체로 구성되어야 하며 BIM 시스템 내에서 일반 객체가 아닌 시스템
건축 객체로 인식되고 구현되어야 하므로 BIM 시스템별 연구(부재 구축에
대한 시스템 내에서의 구현 한계점 포함)와 개방형 BIM으로의 변환 양방향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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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M-based Panelizing Optimization for
Architectural Freeform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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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since the 1980’s, the
possibilities of realizing freeform architecture have reached new heights.
“Paper Architecture” that were left unrealized due to their complex forms
have since been realized, with even more complex and large-scale
buildings waiting to be built.
At the schematic design stage of freeform architecture, architects prefer
to use NURBS-based modelers to take advantage of their abilities to
generate forms. However, for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and production
of the members, such tools are inadequate for producing accurate data and
data processing. This is where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comes

on

to

enhance

constructability

and

feasibility

of

freeform

architecture.
BIM in recent days has been applied to complex and large-scale
buildings where the use of conventional 2D drawings and 3D models
cannot fully support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On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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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most researches on BIM were focused on regular-form architecture
while researches on freeform architecture is yet to be explored.
Another key aspect in the construction of freeform architecture is the
panelizing of a freeform surface where the surface is divided into smaller
fragments for production. Regarding the optimization of this panelizing
process, without a comprehensive appraisal, panelizing schemes are
evaluated based heavily on constructability.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issues, the following research topics
arise.

 To develop an evaluative model that is independent from the panelizing
optimization method, thus allowing the architect to quantitatively
analyze and compare panelizing schemes and select the most efficient
alternative.

 To develop a panel BIM data conversion and establishment model,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constructability of the NURBS surface
members.

 To verify the aforementioned BIM-based panelizing evaluative model
and develop a prototypical computing system that enables the
implementation of the models into design practice.

As these topics were explored in this disserta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achieved.

 A quantitative panelizing evaluation model was developed. In this
model, unique indexes and their calculation algorithms were developed
and included.

 A panel BIM data conversion and establishment model was developed.
In this model, BIM data structure and special method for the BIM data
conversion and establishment were developed and included to be
applied to panels of freeform surfaces.

- 198 -

 A prototypical system (named “PETS”) of the models was developed.
This system analyzes major indexes of a panelizing scheme such as
planarity, surface fitness, tangent continuity, divergence and includes
features such as evaluation reporting and visualized results, and data
export/import for BIM data conversion and establishment.

 The system was tested on 4 different projects for verification.

The panelizing evaluation model developed in this dissertation allows
architects to utilize the quantified indexes to derive the optimal design
solution, while the uniqueness of the indexes allows further modifications.
Moreover, by being able to provide manufacturers with panelizing data
with greater accuracy, architects can expect increased productivity and
cost-efficiency in the production of panels with better quality.
BIM data produced from the BIM data conversion model provides
location data and relationship information of the panels which can be used
for cost/quantity estimation. By providing accurate location coordinates of
each panel, increased accuracy and efficiency can be expected in
construction. The panel BIM data can be used with BIM data of other
parts for the digital master model used for construction simulation,
verifying interference between construction phases, and also as data for
maintenance throughout the building’s life-cycle.

Keywords: Architectural freeform surfaces, Panelizing, Optimization,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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