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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바이오미미크리는 제닌 베니어스의 저서 ‘생체모방(Biomimicry)’을 통

해 생겨난 용어로, 생체의 원리를 모방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체 원리의 모방은 196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방법론으로 공학, 의학, 약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어 왔지만,

바이오미미크리의 건축적 적용과 관련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의

도입 단계로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자연은 약 5억

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화해 왔으며, 이의 건축적 적용은 경제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오미미크리의 건축적 적용이 친환경 건축물 실현에

있어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연구

는 지속적으로 증가·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미미크리라는 방법론은 생물학 관련 지식을 요구하며, 이러한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 전문가들 간의

교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특히,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타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적절한 생체정보를 얻는 것이 바이오미미크리

기술개발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재 Ask Nature라는

생체정보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분류체계

는 비생물학자들에게 난해하며, 건축 관련 사용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

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이러한 생체정보를 건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환경기능

적인 측면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건축분야를 위한 생

체정보를 구축하고, 생체정보를 환경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바이오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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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 건축 계획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생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에

있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

다.

Ÿ 2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수립하기 위

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대한 사례조사 및 이론적인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건축 외의 타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를 고찰하고, 기존의 건축계획 과

정을 살펴봄으로써, 건축계획 과정에 바이오미미크리 방법론을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Ÿ 3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적합한 생체정보를 찾아내는 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통해 건축적 적용

이 가능한 생체정보를 구축하였다. 생체가 자연요소를 조절 및 활용

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생체정보의 탐색을 위한 키워드를 도출하

고, 도출한 키워드를 통해 수집한 생체정보를 구축 및 분석하였다. 생

체정보의 분류체계는 생체의 기능 및 속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생체정보는 크게 단열, 형태/표면/색

채, 서식지, 행동/신진대사, 움직임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바이

오미미크리 건축사례를 통해 생체정보의 유형이 건물의 재료, 형태

및 입면계획, 전략계획, 작동계획과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Ÿ 4장: 위 내용을 기반으로 생체정보를 환경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건축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자연요소 조절 및 활

용방식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축과 생체의 열 환경조절 방식

및 우수 활용 방식을 비교분석하였다. 건축과 생체의 자연요소 조절

방식이 유사한 경우, 생체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적 적용의 효과 (반응성, 효율성, 복합성)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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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으며, 생체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던 자연요소 조절 방식을

통해 기존에 활용되지 않는 새로운 열 환경 조절방식 및 우수 활용

방식을 제시하였다.

Ÿ 5장: 2장에서 고찰한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 및 기존 건축계

획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구조를

수립하였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구조를 통해 본 연구

에서 구축한 정보를 활용하고 건축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법론을 기반으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

(BioAPP)’을 개발하였다. 이는 생체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계획하고자

하는 건축가, 연구자, 학생 등이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디자인 지원 툴의 역할까지도 한다. 선정한 생체정보에 따라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환경기능적 적용 방안이 제시된다. 이는 4장에서 제시

한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실제 건

물을 계획하는 데에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적용하였으

며, 이를 통해 생체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이 단축되었지만, 다양한 대

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생체정보 및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

은 건축분야에서의 최초의 시도이자 결과물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이

오미미크리 프로세스 및 생체정보 시스템은 건축 외의 공학 분야에 초점

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분야의 발전과정에서

선도적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이오미미크리와

건축, 건축과 다양한 학문분야 간 연계를 통해 관련 학문의 활성화를 도

모하고, 향후의 연구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그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바이오미미크리, 생체정보, 건축계획, 방법론, 친환경

학 번 : 2010-2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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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1)

1.1.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의 개념

(1) 바이오미미크리의 개념

바이오미미크리는 생명을 의미하는 ‘bios’와 흉내나 모방을 뜻하는

‘mimesis’의 합성어로서 자연의 모방을 통하여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창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2) 이는 제닌 베니어스의 저서 ‘생체모방

(Biomimicry)’을 통해 생겨난 용어로, 생체의 원리를 모방함으로써 혁신

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한 용어로는 ‘바이오미메

틱스’가 있는데 이는 이미 196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공학, 의학,

1)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연구과제로 시작되었다. 연구
는 2014년 7월 시작하여 2016년 7월까지 2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바이오미미크
리(Biomimicry)기반의 에너지저감 건축 환경조절시스템 실현을 위한 기초원천기
술개발’이라는 연구과제명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책임자인 이정원 교수(주관연구기
관) 및 최재필 교수(공동연구기관)가 연구의 전체 방향 및 최종목표 설정을 하였
으며, 본 연구자는 실무책임자로서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구문제
의 해결과 생체정보 수집,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아이디어의 제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기술의 개발을 위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수행하였다. 연구과제의 성과가 바
이오미미크리 기초원천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미
미크리 건축계획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2) 강연주, 김문덕. (2013). 국내 친환경 건축에 나타난 바이오미미크리 특성과 적용
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5),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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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현재 디자인 분야에서

는 바이오미미크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

은 건축계획의 환경기능적 측면에서의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자연의

원리를 반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이오미미크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건축 분야에서도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계획, 또는 연구하는 건축가

들이 생겨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이라는 구조물 자체는 환경 속에 위치해 있고 외부와 상호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타 분야

와 다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바이오미미크리가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공학 분야의 경우, 생체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효율적 및 경제적

인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지만, 지금까지 생체 원

리의 건축에의 적용은 유기적인 형태의 모방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3)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이전부터 존재해왔

다. Llorens(2011)는 생체의 형태는 환경, 구조적 행동, 기능, 경제성 등

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한 모방은 자연이 가지는 효

3) Mazzoleni, I. (2013). Architecture Follows Nature: Biomimetic Principles for
Innovative Design. CRC Press, 4p.

용어 사전적 정의

Biomimicry the imitation of natural biological designs or processes in engineering or
invention

Biomimetics

the study of the formation, structure, or function of biologically produced
substances and materials (as enzymes or silk) and biological
mechanisms and processes (as protein synthesis or photosynthesis)
especially for the purpose of synthesizing similar products by artificial
mechanisms which mimic natural ones

Bionics a science concerned with the application of data about the functioning
of biological systems to the solution of engineering problems

Biognosis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of life

[표 1-1] 유사용어의 사전적 정의 (출처: Merriam-Webster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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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형태의 디자인은 건축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는 중요한 측면들 중의 일부지만, 새로운 접근 방

식을 통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 4 -

1.2.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의 가능성 및 한계점

(1)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의 가능성

① 생체의 적응 및 변화

생체는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자연요소를 조절 및 활용함으로써 환경의 변

화에 대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진화과정을 거쳐 환경변화에 적응 가능

한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단기적인 변화에의 대응 방식으로는 계

절의 환경 변화에 따른 휴면, 동면, 번식, 이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4)

또, 생물은 기후 변화가 발생하면 일부 종은 한 세기 동안 달라진 온도

때문에 분포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온도에 적응하도록 진화되기도

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변화에의 대응 방식에 해당된다.5)

이처럼 생물은 환경에 보다 유리하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며,

이는 생물학의 기본 개념으로 ‘적응(Adaptation)’이라고 지칭한다. 자연은

약 5억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화해 왔으며 이는 경제, 효율, 적응, 지속가

능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6) 특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

의 과정은 생물의 형태적, 행동적, 생리학적, 생화학적인 특성에 반영되

어 나타난다. 따라서 생물이 가지는 특성을 모방하는 방법인 바이오미미

크리는 건축가들에게 환경변화에 적응 가능한 건물을 계획하기 위한 전

략을 제공해줄 수 있다.7) Zari는 기존의 기법 및 기술은 단기간의 해결

4) Noyd, R., Krueger, J., & Hill, K. (2014). Biology: Organisms and Adaptations.
Brooks Cole, 116p.

5) Sadava, D., Hillis, D.M., Heller, H.C., & Berenbaum, M. (지음), 강해묵, 곽한식,
권혁빈, 배성호, 신현철, 이도희, 이성호, 이은주, 이준규, 이철상, 정종우 (옮김)
(2009). 생명: 생물의 과학 (9판). 라이프사이스, 1248p.

6) Llorens, J. (2011). Zoomorphism and Bio-architecture: Between the Formal
Analogy and the Application of Nature’s Principl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xtile Composites and Inflatable Structures, 1p.

7) Zari, M.P. (2010). Biomimetic desig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Architectural Science Review 53, 17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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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반면, 바이오미미크리적인 접근은 환경 변화로

인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즉, 생물은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

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

에서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써의 바이오미미크리적 접근의 연대표

② 생체 원리의 물리적인 해석8)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특성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간의 관계성은 16,

17세기 과학혁명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과학혁명 이전까지는 바

이오미미크리 건축의 계획은 종교적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시대마다 다르게 인식되었는데, 자연이 신의

창조물이냐, 지배의 대상이냐에 대한 태도는 결국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정립된 것이다. 또한 과학혁명 이전 시기의 두드러진 점은 식물 및 동물

보다는 인체에 대한 탐구가 주로 이루었다는 것이며, 인체에 대한 연구

는 미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다

루어져 왔다. 이와는 달리 근세시대 이전까지의 식물 탐구는 관찰을 통

해 이루어졌으며,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또한 식물의 형태를 장식에 활용

하는 정도로 그쳤다.

8) 본 장은 이정원 외(2016b)의 논문 일부를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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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시대별 특성

과학혁명 이후의 바이오미미크리는 발달된 기술력과 학문으로 인해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생물학 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서 자연이 작동하는 원리를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건축 분야에서

는 효율적인 구조의 구축, 환경친화적인 건물의 계획, 자연현상의 시각화

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자연 분석과

자연모방 건축은 현대 이전 시기의 기계론적인 자연관 확립으로 인해 더

욱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인해 효율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건물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지만,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은 주로 물리적인 법칙을 통해 설명 가능하

다. 즉,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원리나 계획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친화

기법, 또는 패시브 계획기법의 원리는 결국 물리학을 기반으로 구체화된

내용이다. 따라서 생체의 원리를 추출하여 구조적 또는 환경기능적 측면

에서 건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체의 원리 또한 물리학의 법칙을 기반

으로 분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현대건축과 자연은 물리학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현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기반

이 되고 있다.

자연 요소의 물리적 성질을 분석하여 그 원리를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방법론은 건물의 구조뿐만 아니라 건물의 환경기능조절에도 활용되고 있

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짐바브웨에 위치한 이스트게이트 센터(Eastgate

Center)를 들 수 있다. 이 건물의 건축가인 믹 피어스(Mick Pearc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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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사용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흰개미집의 실내

온도가 외부보다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흰개미집의 자연환기

원리를 이스트게이트 센터(1993)의 계획에 적용함으로써 유사한 규모의

건물에 비해 10% 적은 에너지만으로 냉방 및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생체의 물리적인 원리를 도출하

고 이를 건축계획에 적용하는 것이 설비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저감

효과를 도출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혁신적인 해결방안의 제시

딱정벌레의 원리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수분을 응결함으로써 건조한

기후의 쾌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고온건조 지역에서의 기존 계획기

법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딱정벌레는 사막에 서식하는 곤충이기 때문

에 물을 수집할 수 있는 구조로 발달되어 있다. 아침 이슬은 몸에 난 돌

기에 맺히게 되며, 수분은 코팅된 몸의 표면에 따라 흘러서 딱정벌레의

입으로 모아진다. Hydrological Center는 딱정벌레와 마찬가지로 사막지

역에 위치해 있으며, 수분을 모아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딱정벌레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안개를 통해 물을 생성하는 원리를 활용

하였다. 건물에서는 딱정벌레와는 달리 나일론 메쉬를 활용하여 물이 맺

히게끔 하였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함께 계획하였다. 건축계

획에서는 딱정벌레의 돌기와는 다른 형태의 요소를 반영하였지만 안개가

충돌하면서 물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은 동일하다.

The Sahara Forest Project도 마찬가지로 딱정벌레의 원리를 활용하

였다. 하지만 공기 속의 수분이 응결하여 물을 얻는다는 전반적인 개념

만을 활용하였다. 이 건물은 앞의 사례와는 달리 해수를 증발시킨 다음,

펜을 이용하여 증발된 수분을 이동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증발냉각 효

과가 발생한다. 벽체에 충돌하는 공기가 응결하여 수분을 발생시킨다. 이

처럼 환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체의 원

리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존 계획기법에 비해 효

과와 효율이 더욱 높은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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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좌: Hydrological Center, 우: The Sahara Forest Project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세 가지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① 첫째, 생체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존에 가

장 유리한 모습으로 발달하였다. 즉, 생체는 외부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은 외부환경에 영향

을 받고 이에 적응하고 내부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생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체의 기능에 대

한 분석은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을 계획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전략을 제시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② 둘째, 건축과 자연은 물리학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건축 및 자연 내에서 발생되는 환경의 변화는 물리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설명 가능하다. 이는 생물과 건축 두 분야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③ 셋째, 일부 사례를 통해 바이오미미크리는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제

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 분야 외의 다양

한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이오미미크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는 효율

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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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실현을 위해서 해결해야하는 한계점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한계점들을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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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의 한계점

공학 분야에의 적용이 위주였던 과거와는 달리 생체의 원리를 건축

분야에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astgate Center와 같이 건축계

획 과정에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Flectofin과 같이

건축물에 부착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공학기술과 건축물 사이에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건축과

생물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으로써 바이오미미크리의 건축적 적용

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생체와 건축 간의 격차9)

- 재료 사용의 제약: 생체에 적용되는 재료를 건축물에 그대로 적용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다양한 건축 재료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지

만 자연적인 재료의 능력을 모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공학 분야에

서 사용되고 있는 신재료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존의

건축 재료를 활용하여 생체의 원리를 모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

가 중요할 것이다.

- 시간적 제약: 자연은 몇 억년에 걸쳐 외부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

된 것에 비하면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극히 적다. 이러

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학제 간 연구 등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학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은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건축물의 계

획은 제한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또는 필요한

기술들을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건축계획을 진행할 필

요가 있다.

9) 본 장은 강준경 외(2014)의 학술발표 일부를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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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과의 상호작용: 건축물 자체는 하나의 인공물이기 때문에 그

것을 시공, 사용 및 철거하는 과정에는 폐기물이 발생되고 에너지를 소

비하게 된다. 건축물도 자연과 같은 생태순환구조를 가지기에는 어려움

이 많다. 하지만 생체의 특정한 원리가 아닌 전반적인 시스템의 모방을

시도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공학 분

야에서는 특정 효과를 유발하는 생체의 원리만을 모방하고 기술 개발에

적용하였다. 바이오미미크리를 건축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생체의 미시

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시스템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정보의 부족

생물학적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사례는 Biomimicry 3.8에서

운영하는 AskNature라는 웹사이트가 대표적이다.10) 이 웹사이트에서는

바이오미미크리의 개념에 관한 설명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생체 정보

2,044개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 또는 기술이 있

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 사이트의 Biomimicry Taxomony를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11)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은 AskNature에서 사용하고 있는 Taxonomy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AskNature의 Taxonomy

는 기능과 속성의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생체의 원리를 분류하기 위한 기

반 자료로 활용된다. 여러 분야의 엔지니어, 디자이너, 건축가, 기업가,

생물학 비전공자들이 생체 정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와 달리, AskNature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체계가 난해하다는 의

견이 제기되었다. 최승우(2012)는 Taxonomy의 하위집단은 공학 분야에

서 다루고 있는 기능들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

10) www.asknature.org (2017.01.21 접속)
11) Biomimicry Taxonomy는 8개의 집단, 30개의 하위집단, 그리고 162개의 기능으
로 이루어져 있다.



- 12 -

를 모두 찾기 어려운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각 항

목의 의미가 일부 중복되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였

다. 또, Rankouhi(2012)는 생체정보를 수집하여 모아놓았다는 점이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건축 관련 사용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

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림 1-4] Biomimicry Taxonomy (출처: www.asknature.org)

Biomimicry Taxonomy는 크게 Group, Sub-group, Function으로 구분

된다. Group는 8가지 기능의 대분류에 해당되며, 각 Group는 2-5개의

Sub-group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sub-group는 168개의 구체적인 기능을

제시한다.12) 사용자가 제시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필요한 생체정보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은 어떻게 _____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빈

칸에 해당되는 동사와 유사한 기능을 찾을 것으로 제안하였다.13) 하지만

12) Hooker, G., & Smith, E. (2016). AskNature and the Biomimicry Taxonomy.
INSIGHT, 4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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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AskNature의 Taxonomy를

활용하고자 하면, 앞서 제시한 방법과 같이 Maintain physical integrity

(Group) – Protect from abiotic factors(Sub-group) – Temperature

(Function)의 순서로 해당되는 생체 정보를 찾기보다, Temperature라는

키워드로 바로 찾아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AskNature의 Taxonomy는 건축 외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3가지의 분류체계만으로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Taxonomy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분류인 Function은

건물 내의 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이러한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는 건물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흰개미집의 원리를 활용한 Eastgate Center 및 Council House 2의 계

획, 딱정벌레의 원리를 활용한 Las Palmas Water Theatre, Hydrological

Center, The Sahara Forest Project의 계획, 산호의 원리를 활용한 Pearl

River Tower, Swiss Re’s London Headquarters, Battery Park의 계획

등을 통해 생체 정보의 건축적 해석이 여러 건물의 계획에 적용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동시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생체의 정보가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건축분야를 위한 생체정보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합한 생체정보를 선정할 수 있는 분류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체계화된 방법론의 부재

바이오미미크리와 관련된 연구는 공학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며, 건축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단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

만, 일부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환경기능적

인 측면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이 가지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

루어지기 시작했다.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 대

13) Hooker, G., & Smith, E. (2016). AskNature and the Biomimicry Taxonomy.
INSIGHT, 4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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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

이오미미크리 건축은 일부 건축가들의 도전적인 시도를 통해서만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바이

오미미크리 건축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비해 건축가들이 참고할 수 있

는 실질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 공학 분야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관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 건축에

의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Vincent 외(2006)는 이에

대한 이유로 건축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계획하고자 하는 건축가들을 위한 방

법론의 개발에 주목하여 출발하고 있다.

14) Zari, M.P. (2010). Biomimetic desig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Architectural Science Review, 53(2), 1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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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주요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오미미크리와 관련된 연구는 공학 분야에

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단계의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기 시

작하면서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이 가지는 가능

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바이

오미미크리 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미비함으로 인해 도전적인 시

도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실제 지어진 바이오

미미크리 건축의 사례 개수와 적용한 생체 원리의 종류가 한정적인 것으

로 나타난다. 즉,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비해 건

축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구분 국내 해외

건축

연구개발 착수 시급 연구시도: 도입단계

실질적인 연구 및 계획이 진행되지 않
은 실정

다수 건축물 및 건축기술 사례를 통해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의 효과 입증

기타
분야

활발한 연구개발 진행

바이오미미크리를 활용하는 연구가 건
축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됨
관련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

혁신적인 제품 및 기술의 다양한 개발
지속적인 연구 및 정보교류를 통해 활
동범위 확대 (관련 학술지 및 웹사이
트 운영)

[표 1-2] 바이오미미크리 연구의 국내외 현황

따라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바이

오미미크리를 건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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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해의 정립은 바이오미

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또, 건축분야

를 위한 생체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바이오미미크리를 위한 생체정보

의 제공은 현재 건축 외의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질적

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 생체정보를 건축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시가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생체정

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건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제시

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위한 체계적

인 방법론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건축분야를 위한 생체정보

를 구축하고, 생체정보를 건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미미크리 건

축계획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은

BioAPP이라는 플랫폼의 개발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계획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생체

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에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시간적 및 경제적인 비용의 투자, 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을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이오미미크리와 건축, 건

축과 다양한 학문분야 간 연계를 통해 관련 학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의 연구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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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세부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위한 체계적

인 방법론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건축분야를 위한 생체정보

를 구축하였으며, 일반적인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 프로세스와 기존 건

축계획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제시하

였다. 앞서 제시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대한 이해의 정립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의 분석을 실시하여,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

획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생체원리의 분석 및 적용 방안을 살

펴보았다. 또, 생체의 원리를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계획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바이오미미크리 건

축이 기존의 친환경 건축에 비해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바

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법으

로 제시 가능하다. 본 장에서의 내용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주요 구성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에서의 프로세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

는 바이오미미크리의 일반적인 적용 프로세스, 그리고 기존 건축계획 방

법을 고찰하여,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체계화를 위한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이 현재 일부 건축가들의 경

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위한 소요시간을 줄어주고, 더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생체정보의 구축

바이오미미크리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생체정보의 제공에 대한 필요

성이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건축분야를 위한 생체정보의 제공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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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생체정보를 구축하여, 생물학적 지식이

없는 건축가가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생체와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 언어를 파악하였으며, 생체정보

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③ 생체정보의 건축적 활용방안

적용 가능한 생체정보의 습득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집 분석한 생체정

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건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였다. 열 환경 조절 및 우수의 활용 방안에 대한 기

존의 건축계획 기법과 생체의 환경적응 방식을 살펴보고, 해당되는 생체

정보를 고찰함으로써 생체정보의 건축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개발

앞서 도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제

시하였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전반적인 구조를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목표와 생체정보의 건축적 활용방안

을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 제시한 생

체정보의 건축적 활용방안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방법론이 제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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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의 범위

(1) 친환경 건축계획 과정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의 역할

친환경 건축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계획 요소들을 담당하는

분야들 간의 협업을 건축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도입하는 통합설계프로

세스는 건물의 성능 향상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점은 계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미 통합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 간의 노력으로 많이 진척되고 있다.15)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바이오미미크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제시와 디자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미미크리

라는 건축계획 방법론이 기존의 친환경 건축 프로세스 상에서 어떠한 역

할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정보가 무

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친환경 통합설계 프로세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건축물 구축

에 관한 아이디어를 집중시켜 설계안에 제안할 수 있어 재래식 설계와는

다르게 설계 후 친환경 설비를 옷 입히듯이 설치하는 것이 아닌 친환경

설계 요소가 도입된 건축디자인의 구현이 가능해졌다.16) 친환경 통합설

계에서는 디자인, 기술, 건설 등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함으

로써 완성도가 높은 전체론적인 시스템을 구현한다. 바이오미미크리는

건축디자인을 통해 환경기능의 조절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

경제성 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 통합설계 프로세스의 의도와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또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성공적인 실현이 다양

한 분야 간의 협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통합설계 프로세스와 유

사하다.

통합설계 프로세스는 참여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

15) 이승근. (2013). 친환경건축 통합설계프로세스의 구축과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이승근. (2013). 친환경건축 통합설계프로세스의 구축과 평가방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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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만을 찾지 않고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해답을 얻거나 다른 분야에 대

한 해결방안을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7) 이러한 협업 구조는

기존의 친환경 건축계획 방법을 통해 발견하기 어려웠던 문제까지도 도

출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18) 통합설계 프로세스의 진행을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협업을 통해 통합설계 프로세스의 초기단계에 결

정된다.

[그림 1-5] 통합설계 프로세스 (출처: Interface Engineering, Inc.)

친환경 통합 설계를 위한 목표가 수립된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한 브레

인스토밍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데, 샬렛(Charette)이라는 의사결정 방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샬렛을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사전에 수립된 전략에 대한 대안

들(prepackaged strategy options)의 제공이 도움을 줄 수 있다.19)

Achen(2002)은 협업 디자인의 실현화를 위한 필요 요건들을 도출하였으

며, 디자인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그 중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되

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가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제공은 이해관계자

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대안

들의 모색이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도록 해준다. 또, 워크샵의 개최가 어

려운 상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의사결정의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바이오미미

17) Achten, H.H. (2002). Requirements for Collaborative Design in Architecture.
18) Kibert, C. (2012). Sustainable Construction (3rd ed.). Wiley, 200p.
19) Lewis, M. (2004). Integrated design for sustainable buildings. ASHRAE
Journal,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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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의 적용을 통해 도출 가능한 아이디어의 사전 제공은 기존의 통합

설계 프로세스에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바이오미

미크리 건축계획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

친환경건축 계획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요약된

다.

Ÿ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건축계획 목표의 제공

Ÿ 환경기능과 건축계획(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등)의 통합 방안

제시

Ÿ 다양한 측면에서의 아이디어 검토가 가능하도록 함

1.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을 통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존의 사례를 통해

바이오미미크리의 건축적 적용이 계획초기 단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초기단계에서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친환경건축 계획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의 역할이 계획 초기단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이오미미

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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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의 설정

본 연구의 적용 범위는 친환경 통합설계 프로세스 상에서의 목표 설

정에서부터 기본설계단계까지 해당된다. 즉, 다루어야 하는 디자인 문제

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며, 설정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본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범위인 계획초기단계에 바이오미미크리의 건

축적 적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함으로써 다

양한 분야가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공될 것이며,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단기간 내에 다양하고 혁신적

인 아이디어의 모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림 1-6] 통합설계 프로세스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디자인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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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의 방법

(1) 세부 목표별 연구 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개발을 위

한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각 세부 목표별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

다.

①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대한 이해의 정립

주요 연구방법의 요약

Ÿ 이론적 고찰
Ÿ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분석

첫 번째 목표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는 것

이며, 이러한 이해를 통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 개발을 위

한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를 분석

하여, 생체원리가 분석 및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바이오미미크리 건

축계획의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수립하였다. 또, 선행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

고, 기존 건축계획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건축계획 방법의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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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대한 이해의 정립

생체원리의 적용요소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적 적용의 효과

반응성

효율성

복합성

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사례분석

형태 (형태계획 / 공간계획)

파사드 (입면계획)

전략

재료계획 / 작동계획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의 개념

기존 계획방법의 고찰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의 도출

2. 바이오미미크리 프로세스의 이론적 고찰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

개발을 위한 틀의 구축

3.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의

건축적 해석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의 수립

[그림 1-7] 바이오미미크리 적용과정을 고려한 구성요소의 도출

② 생체정보의 구축

주요 연구방법의 요약

Ÿ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의 생체정보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계획하고자 하는

건축가들이 생물학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쉽고 빠르게 적절한 생체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건축과 생체 간의 공통

적인 언어를 찾는 것이 타 분야 간의 융합을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지

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현상은 건축의 환경기능과 생체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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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방식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공통적인 언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물리적인 현상을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목표와 이와 관련된 생

체 원리를 연결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로 설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생체

의 자연적응 방식을 자연요소의 조절 및 활용방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

로 구분하였다. 또,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설정하여, 관련

생체정보를 수집 및 구축하였다. 필요한 정보의 습득을 위해서는 생체가

가지는 기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을 나타내는 생체의 속

성에 대한 정보를 건축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따라서 생체의 기능 및 속성을 모두 고려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3장 생체정보의 구축

생물군계에 따른 환경 적응에 대한 이해 자연요소 조절 및 활용방식의 일반화

1. 생체의 환경 적응방식

단열

형태/표면/색채

외부 환경에 따른 생체의 기능에 대한 이해

2. 생체정보의 수집 및 분석

3. 생체정보 분류체계의 개발

생체정보의 수집 기준 및 방법 설정

생체정보의 분석

생체정보의 기능

생체정보의 속성
생체정보의 기능-속성

정보의 구축

서식지

행동/신진대사

움직임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기반

[그림 1-8] 생체정보의 구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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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주요 연구방법의 요약

Ÿ 이론적 고찰
Ÿ 사례분석
Ÿ 비교분석

세 번째 목표는 앞서 구축한 생체정보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열 환경조절 및 물 활용 관련 생체의 기능을 살펴보았

으며, 관련 생체정보를 고찰하였다. 고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생체정보를

건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기능적 활용방안의

제시는 2장에서 수립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화하였으며, 3장에서 구축한 생체정보의 분류체계를 통해

각 생체정보를 건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4장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건축의 자연요소 조절 및 활용 방식 자연요소 조절방식의 특성

1.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틀의 구축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틀의 구축

건축과 생체의 자연요소 조절방식 비교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의 제시

[그림 1-9]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④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개발

앞서 도출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 바

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틀, 생체정보 및 생체정보의 분류체계,

생체정보의 건축적 활용방안을 종합하여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

론”을 개발하였다. 방법론의 전반적인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구조

를 활용하여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목표에 따른 세부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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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대한 이해의 정립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수립을 위한 주요 구성요소의 도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 개발을 위한 틀의 구축

3장 생체정보의 구축

4장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의 제시

생체정보 분류체계의 개발

5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개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BioAPP)의 개발

[그림 1-10]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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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

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위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였으며, 생체정보를 구축

하였다. 구축한 생체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개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체정보를 건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과정을 체계화하

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바이오미미크리와 건축, 건축과 다양한

학문분야 간 연계를 통해 관련 학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의 연구

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그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장 서론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대한 이해의 정립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사례분석

바이오미미크리 프로세스의 이론적 고찰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의 건축적 해석

3장 생체정보의 구축

생체의 환경 적응방식에 대한 이해

생체정보의 수집 및 분석

생체정보 분류체계의 개발

4장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생체정보의 건축적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틀의 구축

건축과 생체의 자연요소 조절 방식 비교

BioAPP의 활용 및 검증

6장 결론

연구의 의의 및 한계

5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개발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제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구조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BioAPP)의 개발

[그림 1-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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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대한

이해의 정립

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사례분석

1.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현황

(1) 바이오미미크리 관련 연구 현황

생체모방을 통한 연구는 바이오미미크리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에

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는 현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를

최초로 실천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20) 그는 “새는 수학적 법칙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구이다”21)라고 하였으며, 새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비행 장치를 디자인하였다.22) 이러한 개념은 1950년 신경생

리학자인 Otto Schmitt가 사용하여 ‘Schmitt Trigger’라는 전기회로를 발

명하였다. 그 이후에도 생체모방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 및 기술이 다양

하게 개발되었으며, 생체모방은 Biomimetics, Bionics 등의 용어로 불리

며 일종의 학문분야로서 그 자리를 굳혀 나갔다.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는 이전의 생체모방과는 달리 혁신적인

기술 및 디자인 등을 포괄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지만, 현

20) Mazzoleni, I. (2013). Architecture Follows Nature. CRC Press, 8p.
21) Smithsonian. (2013). Timelines of Science. DK Publishing, 71p.
22) 이정원, 김다은, 변나향, 강준경. (2016). 자연모방 건축과 시대적 배경의 관계성
고찰. 디자인융복합학회, 15(3),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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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Biomimetics, Bionics 등과 같은 용어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바이오미미크리라는 방법론은 생물학 관련 지식을 요구하며,

이러한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

가들 간의 교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아래의 웹사이트들

은 타 분야 전문가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Biomimicry 3.823) Ask Nature24)

Biomimicry Institute25)의 홈페이
지로, 바이오미미크리의 정의,
사례 등에 관한 설명뿐만 아니
라 바이오미미크리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바이오미미크리에 관한 설명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생체 시스템 및 관련 제품에 대해 소개
되어 있음. 또, 관련 생체를 적용한 제품 및 기
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타분야 관련 전
문가들이 생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
는 Taxonomy를 제시하였음.

[표 2-1] 바이오미미크리 연구 관련 웹페이지

Bioinspiration & Biomimetics
(IOP Science)26) 소 개

본 학회지는 2006년부터 발행되었으며,
자연의 원리를 공학 기술에 적용한 연
구 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관련된 학문
분야는 기계, 물리, 의학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2-2] 바이오미미크리 관련 학술지

23) biomimicry.net (2017.01.21. 접속)
24) www.asknature.org (2017.01.21. 접속)
25) ‘Biomimicry Institute’는 제닌 비니어스가 1998년에 설립한 컨설팅 업체로, 바이
오미미크리와 관련된 자문 및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26) http://iopscience.iop.org/174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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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진행 현황

① 선행연구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관련 국외 선행연구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기초적인 이론 및 가능성을 다루는 데에 그치고 있는 국내 선행연구와는

달리, 국외 선행연구는 바이오미미크리를 활용한 기술의 실질적인 연구

개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는 국외의 연구 수준 및 학문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깊이가 국내보다는 훨씬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다.

건축 외의 공학 분야에서는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있으며,

적용 가능한 생체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시 또한 이루어

지고 있다.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방법론에 대한 제시는 건축분야 선행연

구에서도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특정 건축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

의 제시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건축가, 건축 관련 연구자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에 대

한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구분
논문제목

내용

건축
분야

바이오미
미크리를
적용한
기술개발
방법론

Lienhard, J., Schleicher, S., Poppinga, S., Masselter, T., Milwich, M.,
Speck, T., & Knippers, J. (2011) / Poppinga, S., Masselter, T.,
Lienhard, J., Schleicher, S., Knippers, J. & Speck, T. (2010) / Knippers,
J., Speck, T. (2012)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
으며,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기술을 제시함.

Menges, A. (2012) / Badarnah, L., & Kadri, U. (2014) / Gamage, A., &
Hyde, R. (2012)

이론적 고찰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서술함.

[표 2-3]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관련 국외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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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미미크리 건축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연구의 대부분이 학술지 논문이나 학위논

문으로 현재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현상에 대한 탐구 및 가능성의 제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논문은 생체의

형태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이를 활용한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제시를 하

고 있으며, 일부 환경친화적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바이오미미크리를 활용한 건축에의 적

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과 개발이 미비한 상황이다.

바이오미미크리의 혁신 가능성을 강조한 재닌 베니어스(Janine M.

Benyus)는 생물학자 다이나 바우마이스터(Dayna Baumeister)와 함께

생물학자들을 디자인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1998년 바이오미미

크리 길드(Biomimicry Guild)를 설립했다.27) 베니어스는 바이오미미크리

27) 제이 하먼 (지음), 이영래 (옮김). (2013). 새로운 황금시대: 비즈니스 정글의 미
래를 뒤흔들 생체모방 혁명. 어크로스.

건축
분야

바이오미
미크리의
이론적
개념

Zari, M. (2007) / Berkebile, B., McLennan, J. (2004) / Zari, M., &
Storey, J. (2007) / Zari, M. (2010)

이론적 고찰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 대한 이해를 수립하고 이
의 특성에 대하여 서술함.

El-Zeiny, R. M. A. (2012) / Gruber, P. (2008)

사례분석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을 고찰
하였으며, 건축적 적용에 따르는 특성에 대하여 분석함.

공학
분야

바이오미
미크리를
적용한
기술개발
방법론

Vincent, J., Bogatyreva, O., Bogatyreva, N., Bowyer, A., & Pahl, A.
(2006) / Helms, M., Vattam, S., Goel, A. K., Yen, J., & Weissburg, M.
J. (2008) / Sartori, J., Pal, U., & Chakrabarti, A. (2010) / Vattam, S.,
Helms, M. E., & Goel, A. K. (2007)

이론적 고찰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함.

Chiu, I., & Shu, L. H. (2007) / Nagel, J. & Nagel, R. (2011) / Shu, L.
H. (2010)

적용 가능한 생체정보를 효율적으로 모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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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건축의 접목이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의 계획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미미크리의 건축적 적용과 관련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의 도입 단계로서 개발 사례가 많지 않은 상

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바이오미미크리의 건

축적 적용이 에너지 저감의 환경친화적 건축물 실현에 있어 혁신적인 결

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

가·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논문제목

내용

1

최지혜, 김개천. (2011). 현대건축에 나타난 바이오미미크리의 생태적 공간 특성
연구. 실내건축학회 논문집, 20(6).

생체모방의 근원과 맥락을 철학적 사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생체모방
공간의 생태적 가능성을 제안

2

이용진, 윤상영, 조경영. (2011). 바이오미미크리 개념을 통한 이동식 전시의 가변
성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5).

바이오미미크리 개념과 이동식 전시의 가변성과 접목하여 전시문화에 있어 환경
문제와 함께 다양한 심미적, 구조적, 지속가능한 공간적 유형을 제시

3

허경아, 김정기. (2010). 생체모방을 적용한 건축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
디자인학회, 12(1).

생체모방과 관련된 사례의 연구를 통해 적용 가능한 미래 환경적인 건축구성방
법을 모색

4

엘레나. (2013). 바이오미미크리를 활용한 건축 공간디자인 사례연구 : 디지털 디
자인 건축 시대 이전과 이후의 비교·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바이오미미크리의 개념 및 도입방법에 대한 고찰과, 건축 공간디자인 사례의 분
석을 통해서 건축 공간디자인에 나타난 바이오미미크리의 특성과 기술의 발달
방향에 대해 조사

5

강연주, 김문덕. (2013). 국내 친환경 건축에 나타난 바이오미미크리 특성과 적용
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5).

우리나라의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 현황을 명확히 하여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국내 친환경 건축에 바이오미미크리의 특성을 디자인에 적용시키고 있는 건축물
에 대하여 분석

6

최지혜, 생태적 사고에 의한 생체모방 공간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공간개념과 연결되는 특성의 도식화를 통해 디자인 코드로 전환한 후 이를 기반
으로 20세기 후반 이후의 현대건축에서 자연의 원리를 모방하고, 그 의미의 개
념으로 디자인 되었다고 여겨지는 공공시설이나 상업건축, 문화시설 등을 중심
으로 분석

[표 2-4]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관련 국내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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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의 계획

해외에서는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이 아래 표

와 같이 실제로 계획되거나 건설되고 있다. 아래에 나타난 사례들은 바

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 냉난방시스템, 담수 시스템,

차양 시스템 등을 건축물의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례들

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를 건축계획에 적용함으로써 기계 설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저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계획은 생물체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과학 기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발전 속도도 가

속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Haiti Orphanage Eastgate Center

이미지

적용 원리 건축물 적용 원리 건축물

연도/위치 미래 / Haiti 1996 / Harare, Zimbabwe

건축가 HOK Architects + U.S. Green
Building Council Mick Pearce

적용효과 - 동일한 규모의 건물 사용 에너지양
의 10%만 사용

Las Palmas Lavasa

이미지

적용 원리 건축물 적용 원리 건축물

연도/위치 2005 / Melbourne, Australia 개발중 / Maharashtra, India
건축가 Nicholas Grimshaw HOK+Biomimicry 3.8

적용효과 운영비용 10-25% 감축 / 건설비용
10-15% 감축 -

[표 2-5] 바이오미미크리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건축물 사례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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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 실무에의 적용

해외에서는 패시브 디자인(Passive Design)의 수준을 넘어서, 바이오

미미크리에 의한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계획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건축실무에서 건축물을 계획하는 설계 과정에서도 그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HOK 건축사사무소와 Biomimicry

3.8의 협력체계를 들 수 있다. Biomimicry 3.8이라는 컨설팅 업체는 바이

오미미크리와 관련된 자문 및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HOK 건축사

사무소는 친환경 건축설계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업체로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노력에서 더 나아가 생물학적 지식을 건축 분야

에 적용할 수 있도록 Biomimicry 3.8과 함께 다수의 건축계획 및 설계

작업을 수행하였다. HOK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HOK의 팀과

바이오미미크리 전문가들이 부지를 방문해서 그 지역의 동식물이 사용하

는 가장 성공적인 전략을 찾음으로써 그들의 건축적 접근법을 거기에 맞

추어 조정할 수 있게 한다.28)

[그림 2-1] HOK와 Biomimicry3.8의 협업 사례 (Water Wall, 브라질)

④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기술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기시스템, 차양시스템, 우수처리 시스

템 등과 같이 건축에 적용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래 표에 나타난 Flectofin 사례와 같이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에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연구과정에서 생물체의 특정

28) 제이 하먼 (지음), 이영래 (옮김). (2013). 새로운 황금시대: 비즈니스 정글의 미
래를 뒤흔들 생체모방 혁명. 어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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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사례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건축물 루버 시스템인 ‘Flectofin’은 건축,

기계, 생물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발명되었다. 이 루버 시스템은

‘Bird of Paradise’ 꽃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모방함으로써 개발된 제품으

로 우리나라 여수엑스포의 주제관에도 적용되었다. ‘Flectofin’은 힌지가

없는 구조의 루버 시스템으로서 90도까지 개폐할 수 있으며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구조는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

라 다양한 파사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 효과가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실험적인 시

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건축물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을 통한 실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바이오미미크리를 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

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 건축에의 적용에 대한 고려

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Flectofin 루버 시스템
적용 원리 건축물 (여수엑스포 주제관)

‘Bird of Paradise’ 꽃의 움직임 원리 힌지가 없는 구조의 루버 시스템 개발

적용효과
건축물 내부의 자연환기 / 유지관리 용이성 (경제성) / 다양한 파사드 디자인 연출

[표 2-6] Flectofin 루버 시스템

명칭 이미지 내용

Silk
Pavilion
(2013)

누에의 고치를 사람 스케일에 맞는 건축 구
조물로 만드는 프로젝트로 우선 누에가 뽑아
내는 명주실로 고치를 만드는 패턴과 방법을
다양한 패널을 통해 실험하고 연구한 뒤 컴
퓨터로 정교한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26
개의 다각형 패널로 이루어진 건축 구조를
디자인함. (출처: MIT Media Lab)

[표 2-7]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실험적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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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의 개요 및 수집

(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 분석의 목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오미미크리는 건축 계획, 건축 실무의 과

정, 건축 기술의 개발, 등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실험적인 시

도로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다양성에 불구하고,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에 대한 이

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바이오미미크리를 건축계획에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이해는 적절한 생체정보의 수집, 생체

정보의 해석 및 적용,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프로세스의 구축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즉, 생체의 원리를 건축계획에 적용함으

로써 나타나는 환경기능에 대한 이해의 수립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기

능을 구현하는 계획기법의 경향에 대한 이해의 수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방법론의 개발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이 가지는 잠

재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에서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의 분석을 통해 아래의 두 가

지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적 적용의 효과 도출: 생체의 원리를 바이오

미미크리 건축의 계획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

하고자 한다. 이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이 기존의 친환경 건축에 비해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궁극적

인 목표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 가능하다.

(2)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의 수립: 바이오미

미크리 건축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해야하는 단계들과 각 단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존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의 분석을 통해 수립하고

자 한다. 이는 5장에서 제시할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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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 분석의 대상

저서, 웹사이트, 논문 등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사례를 수

집하였다. 수집한 사례는 생체의 원리를 적용하였음을 명시된 것이며, 이

를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 건축계획에 적용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사례

수집을 위해 바이오미미크리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용어인

생체모방, 생체모사, Biomimetics, Bionics, Nature-inspired 등을 활용하

였다. 아래의 표와 같이 총 38개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 형태의 구조물(파빌리온) 사

례도 함께 살펴보았다. 바이오미미크리와 관련된 일부 연구자들은 건축

물로 구현하기 어려운 실험적인 시도를 구조물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건

축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미래에 실제

건축물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까지도 본 연구의

사례분석 범위에 포함하였다. 총 38개의 사례 중에서 준공 건축물은 15

개, 건축물 계획안은 13개, 재료 2개 그리고 구조물은 8개이다.

구분 사례 위치 구분 적용 생체
1 ARPT Headquarters 알제리 계획안 사구
2 Battery Park 미국 계획안 바다수세미
3 Beijing National Aquatics Center 중국 준공건축물 물방울
4 Beijing National Stadium 중국 준공건축물 새 둥지
5 Breathing Skins Project 독일 구조물 피부
6 Blackpool Seawall 영국　 구조물 사구
7 Bowooss 독일 구조물 벌레등껍질, 벌집
8 Butterfly-inspired Solar Surface - 재료 나비
9 Council House 2 호주 준공건축물 흰개미 집
10 Eastgate Center 짐바브웨 준공건축물 흰개미 집
11 Esplanade Theatre 싱가포르 준공건축물 두리안
12 FAZ Pavilion 독일 구조물 솔방울
13 Forest-inspired Biomass Unit 덴마크 계획안 나무
14 Gardens by the Bay 싱가포르 준공건축물 나무
15 Habitat 2020 중국 계획안 잎
16 Homeostatic Facade System - 계획안 근육
17 Hydrological Center 나미비아　 계획안 딱정벌레
18 HygroScope - 구조물 솔방울, 기공
19 HygroSkin 프랑스 구조물 솔방울
20 KAUST’s Breakwater Beacon 사우디아 준공건축물 산호

[ 표 2-8 ]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관련 사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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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아
21 Las Palmas Water Theatre 호주 계획안 딱정벌레

22 Minister of Municipal Affairs &
Agriculture (MMAA) 도하 계획안 선인장

23 Pearl River Tower 중국 준공건축물 바다수세미

24 Qatar National Convention Centre
(QNCC) 카타르 준공건축물 나무

25 Rafflesia House 말레시아 계획안 라플레시아 꽃
26 Skin Material 미국 재료 피부
27 Snail Dwelling - 계획안 달팽이
28 Skate Shelters 캐나다 구조물 버팔로
29 Swiss Re's London headquarters 영국 준공건축물 육방해면
30 The Armadillo House 싱가포르 준공건축물 아르마딜로
31 Tod’s Omotesando 일본 준공건축물 나무
32 The Sahara Forest Project 노르웨이 준공건축물 딱정벌레
33 Times Eureka Pavilion 영국 구조물 잎
34 Tulip-Like Gymnastics Hall 네덜란드 준공건축물 튤립
35 Treescraper Tower of Tomorrow - 계획안 나무

36 William Jefferson Clinton Children’s
Center 아이티 계획안 나무(판야나무)

37 Yeosu Expo Theme Pavilion
(Flectofin Hingless Louver System) 한국 준공건축물 극락조화

38 Zira Island Master Plan 아제르바
이잔

계획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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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의 분석

바이오미미크리와 같은 융합 연구에서의 핵심 사항은 타 분야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체와 건축 분야 간

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계획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생체에서 건축으로의 전환은 크게 두 개의 단계에서 살

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생체의 분석 단계이다. 수집한 바이오미미크리 건

축 사례를 통해 생체의 원리를 건축적으로 적용하는 목적에 따라 생체의

분석 방법에는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분석한 생체의 원리

를 적용하는 건축 분야 및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수

집한 사례에서의 생체의 분석 및 적용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바이

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유형화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의 분석 기준을 아

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Ÿ 생체 원리의 분석: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를 통해 생체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lectofin, Faz Pavilion 등과

같은 사례는 시뮬레이션 툴 등의 활용을 통해 생체의 원리를 과학적

으로 분석하는 반면에, Snail dwelling과 같은 사례는 생체를 통해 발

생되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기본 이해를 기반으로 계획되었다. 또,

일부 사례는 생체의 기능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아이디어 등과 같

은 정보만으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Ÿ 생체 원리의 적용: 선행연구에서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크게 형

태, 환경기능, 구조로 구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형태 및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함으로써 환경기능

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경우, 생체의 원리를 건축적으로 해석하고 이

를 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의 원리를 건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이는 생체의 원리가 적용된 분야 및 건축적인 요

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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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석기준에 따라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를 아래 표와 같이 분석하였다.

　건축사례 / 건축가 / 지역

구분

Rafflesia
House

Tulip-Lik
e

Gymnasti
cs Hall

The
Armadillo
House

Esplanad
e

Theatre

Beijing
National
Aquatics
Center

Beijing
National
Stadium

Tod’s
Omotesa
ndo

Bowooss

Qatar
2022
World
Cup
FIFA
stadium

Zoka Zola
Architecture

Patkau
Architects

Formwerkz
Architects

DP
Architects

PTW
Architects

Herzog &
de Meuron

Toyo ito ICD/ITKE Tangram
Gulf

말레이시아
(고온다습기
후지역)

네덜란드
(온대기후지

역)

싱가포르
(고온다습기
후지역)

싱가포르
(고온다습기
후지역)

중국
(온대기후지

역)

중국
(온대기후지

역)

일본
(온대기후지

역)

독일
(온대기후지

역)

카타르
(고온건조기
후지역)

분
석

분석 생체 라플레시
아 꽃 튤립 아르마딜

로 두리안 물방울 새 둥지 나무 벌레껍데
기, 벌집 도마뱀

분석
의
정도

아이디어의 제시 　 　 　 　 　 　 　 　

형태적 모방 ● ● ● ● ● ● ● ● ●

과학적 분석 　 　 　 　 　 　 　 　

기타 　 　 　 　 　 　 　 　

적
용

적용
분야

구조(효율성) 　 　 　 　 ● ● ● ●

형태 디자인 ● ● ● ● 　 　 　 　

환경기능

● ● ● ● ● ● ● ● ●

공기 흐름
조절

프라이버시
보호 / 빛
유입

소음차단 /
프라이버시
보호 / 빛
유입

차양
채광 /
태양열
수집

차양 채광 채광 바람의
유도

기타 　 　 　 　 　 　 　 　

적용
요소

형태 ● 　 　 　 ● 　 ●

파사드 　 　● ● ● ● ● ● ● ●

기타 　 　 　 　 　 　 구조체 　

융합기술 　 　 　 　 　 　 　 　

[표 2-9]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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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례 / 건축가 / 지역

구분

ARPT
Headqu
arters

Snail
dwelling

KAUST’s
Breakwat
er

Beacon

Battery
Park

Pearl
River
Tower

Swiss
Re's
London
headquar
ters

Times
Eureka
Pavilion

Minister
of

Municipal
Affairs &
Agricultur
e

(MMAA)

Zira
Island
Master
Plan

Mario
Cucinella
Architects

Art
University
of Isfahan
(BioArch)

Bureau^Pro
berts

HOK SOM
Foster+part
ners

MarcusBarn
ett

Aesthetics
Architects

　

알제리
(고온건조
기후지역)

사막지역
(고온건조기
후지역)

사우디아라
비아

(고온건조기
후지역)

미국
(온대기후지

역)

중국
(온대기후지

역)

영국
(온대기후지

역)
-

카타르
(고온건조기
후지역)

아제르바이
잔

(고온건조기
후지역)

분
석

분석 생체 사구 달팽이 산도 바다수세미 잎 선인장 생태계

분석
의
정도

아이디어의 제시 ● ● ● ● ● ● ● ●

형태적 모방 ● ● 　 　 ● ● ○ ○

과학적 분석 　 　 　 　 　 　 　

기타 　 　 　 　 　 　 　

적
용

적용
분야

구조(효율성) 　 　 　 ○ ● 　 　

형태 디자인 ● ● 　 　 　 　 ○ ○

환경기능
● ● ● ● ● ● ● ● ●
바람의
유도 냉방 환기 /

냉방 환기 바람유입
(풍력발전) 환기 빛 유입 /

우수수집 온도조절 에너지
재활용

기타 　 　 　 　 　 　 　 　

적용
요소

형태 ● ● ● ● ● ● 　 ○ ○

파사드 　 　 　 　 　
●

(구조체)　 　 　

기타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융합기술 　 　 　 　 　 　 　 　

[표 2-10]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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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례 / 건축가 / 지역

구분

William
Jefferson
Clinton
Children’s
Center

Gardens
by the
Bay

Treescrap
er Tower
of

Tomorrow

Council
House 2

Eastgate
Center

Habitat
2020

Hydrologic
al Center

Las
Palmas
Water
Theatre

The
Sahara
Forest
Project

HOK
Architects +
U.S. Green
Building
Council

Grant
Associates

William
McDonough

Mick
Pearce with
DesignInc.

Mick
Pearce /
Arup

Associates

Philips
Design

KSS
Architects

Nicholas
Grimshaw

　

아이티
(고온다습
기후지역)

상가포르
(고온다습
기후지역)

미국
(온대기후
지역)

호주
(온대기후
지역)

짐바브웨
(고온건조
기후지역)

중국
(온대기후
지역)

나미비아
(고온건조
기후지역)

Canary
Islands
(고온건조
기후지역)

사막지역
(고온건조
기후지역)

분
석

분석 생체 나무 흰개미집
나뭇잎
기공 딱정벌레

분석
의
정도

아이디어의 제시 ● ● ● ● ● ● ● ● ●

형태적 모방 ● 　 　 　 　 　 　 　 　

과학적 분석 　 　 　 　 　 　 　 　 　

기타 　 　 　 　 　 　 　 　 　

적
용

적용
분야

구조(효율성) 　 　 　 　 　 　 　 　 　

형태 디자인 　 　 　 　 　 　 　 　 　

환경기능

● ● ● ● ● ● ● ● ●

차양 /
태양에너지
시스템 /
우수 저장

태양광
수집 /
우수수집 /
환기

물 재활용
/ 산소 생성
/ 물 증류 /
에너지
생산

냉방 /
환기

냉방 /
환기

환기 /
우수수집 물의 생성

물의 생성
/ 냉방

물의 생성
/ 냉방

기타 　 　 　 　 　 　 　 　 　

적용
요소

형태 　 ● 　 　 　 　 　 　 　

파사드 ● 　 　 　 　 ● 　 　 　

기타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융합기술 　 　 　 　 　 　 　 　 　

[표 2-1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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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례 / 건축가 / 지역

구분

Breathing
Skins
Project

Skin
material

Homeostati
c Facade
System

FAZ
Pavilion

HygroScope
:

Meteorosen
sitive

Morphology

HygroSkin:
Meteorosen
sitive
Pavilion

Flectofin
Hingeless
Louver
System

Butterfly-ins
pired
Solar
Surface

Tobias
Becker

University
of

California-B
erkeley
(BIOMS
team)

Decker
Yeadon ICD/ITKE ICD/ITKE ICD/ITKE ITKE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독일(온대기
후지역) - -

독일(온대기
후지역) - - - -

분
석

분석 생체 피부 근육 솔방울 솔방울 솔방울 솔방울 극락조화 나비

분석
의
정도

아이디어의 제시 ● ● 　 　 　 　 　 　

형태적 모방 　 　 　 　 　 　 　 　

과학적 분석 　 　 　● ● ● ● ● ●

기타 　 　 　 　 　 　 　 　

적
용

적용
분야

구조(효율성) 　 　 　 　 　 　 　 　

형태 디자인 　 　 　 　 　 　 　 　

환경기능

● ● ● ● ● ● ● ●

기후변화에
의 대응

기후변화에
의 대응

기후변화에
의 대응

기후변화에
의 대응

기후변화에
의 대응

기후변화에
의 대응

기후변화에
의 대응

빛의 흡수
(태양에너지

)
기타 　 　 　 　 　 　 　 　

적용
요소

형태 　 　 　 　 　 　 　 　

파사드 ● 　 ● ● ● ● 　 　

기타 　 재료 　 　 　 　 기술 재료

융합기술 　 재료 /
Bioengineer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 재료

[표 2-12]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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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례 / 건축가

구분

Blackpool
Seawall

Skate
shelters

Forest-Ins
pired
Biomass
Unit

AECOM
Patkau
Architects

Gottlieb
Paludan
Architects

영국(온대기
후지역)

캐나다(한랭
기후지역)

코펜하겐(한
랭기후지역)

분
석

분석 생체 사구 버팔로 숲

분석
의
정도

아이디어의 제시 　 　 　

형태적 모방 ○ ○ ○

과학적 분석 　 　 　

기타 　 　
●

(직접적
활용)

적
용

적용
분야

구조(효율성) ○ ○ 　

형태 디자인 　 　 　

환경기능
　 　 ●

　 　
원료로의
사용

기타

파도
에너지

완화 / 좌석
제공

　 　

적용
요소

형태 ○ ○ ○

파사드 　 　 　

기타 　 　 　

융합기술 　 　 　

[표 2-13]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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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의 형태와 기능간의 연관성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형

태적인 모방은 주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형태 또는 파사드에 적용되

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축에의 적용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환경기능에

따라 생체의 원리를 건물의 형태에 적용하는지 또는 파사드 디자인에 적

용하는지에 차이가 나타난다. 주로 빛의 차단, 유입 등을 위한 방법으로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경우, 생체의 원리를 건물의 파사드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물의 외피가 외부 환경과 내부 공간

간의 중간 접점에 위치하여, 외부의 빛을 차단 또는 유입하기 위한 방안

을 파사드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바람을 조절하

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경우, 생체의 원리를 건물의

형태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건물의 형태가 주변 바

람의 흐름에 주는 영향력이 크며, 바람 속도 및 방향의 변화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로의 유입을 통한 냉방효과까지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의 형태를 통한 바람의 조절과 관련된 사례는 아래 그림과 같다.

Pearl River Tower 및 Swiss Re's London Headquarters는 바람의 유입

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형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건물의

형태계획에 반영하였다. 반면에, Skate Shelters는 바람의 속도를 효과적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형태를 파빌리온의 계획에 반영하여, 해당 지역

의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2] 형태를 통한 공기 흐름의 유도 또는 영향 최소화 (좌: Pearl River Tower, 중:

Swiss Re's London headquarters, 우: Skate she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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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은 생체 원리의 형태적인 모방으로

부터 출발하였지만, 생체 원리의 과정, 물리적인 현상 등만을 추출하여

건물의 환경기능을 구현하는 경우를 ‘아이디어의 제시’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환경기능의 구현은 기존 친환경 건축계획 기법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효율성, 경제성, 등의 효과를 유도하기 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Time Eureka Pavilion에서는 잎맥의 형태를 건물의 구조체

및 파사드에 적용하였으며, 이는 우수가 흘러지나가는 경로의 역할을 한

다. 하지만, 이러한 모방은 나뭇잎의 잎맥이 물을 이동하는 기능을 한다

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며, 잎맥의 형태가 물의 이동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

Breathing Skins Project의 사례 또한 마찬가지로 외부의 환경에 따라

팽창 및 수축하는 피부의 특성만을 파빌리온의 입면 시스템에 반영하였

으며, 입면 시스템의 작동 방법은 별도의 기술 개발을 통해 구현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2-3] Time Eureka Pavilion

[그림 2-4] Breathing Skin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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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제시하는 생체의 ‘과학적인 분석’은 생체의 속성을 컴퓨

터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해 분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주로 건물

의 재료 및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된다. 즉, 생체의 속성을 최대한

유사하게 모방함으로써 유사한 기능 및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

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Flectofin이라는 루버 시스템의 개발을 들 수

있다. Flectofin의 개발을 위해 구조, 재료, 등 관련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생물학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극락조화라

는 꽃의 움직임을 모방한 힌지 없는 루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극락조

화의 효율적인 움직임은 외부 환경의 조절과 관련된 것이 아니지만, 작

동하는 입면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의 환경조절에 기여

하였다. 이처럼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 적용 가능한 생체의 원리는 온도,

바람, 물, 등의 조절과 관련된 것 외에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 적용 가능한 생체 정보에 대한 모색은 다양한 측

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 적용된 생체 원리를 분석하는 정도에 따른 분

류는 ‘아이디어의 제시’, ‘형태적인 모방’, ‘과학적인 분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분석한 생체의 원리는 건물의 환

경기능에 적용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건물의 형태 디자인, 효율적인 구조

계획, 등에도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체의 원리가 적용된 건축 요소는 크게 건물의 형태와 파사드로 구분되

며, 이외에도 건물의 재료, 기술, 전략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략의 경우, 건물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물의 설비,

형태, 입면, 재료,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방식

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계획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는 효과는 다

음 장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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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적 적용의 효과

앞서 살펴본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 중에서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

생체의 원리를 적용한 사례들에서 나타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적 적용의

효과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지칭한 ‘바이오미미크

리 건축적 적용의 효과’라는 것은, 차양, 채광, 환기 등과 같은 환경기능

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나타난 근본적

인 효과에 대한 것으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이 기존 친환경 건축과 가지

는 차별성 및 잠재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아래의 내용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참

고할 수 있는 사항이며, 설정한 목표에 따라 상이한 바이오미미크리 건

축계획 방법론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1) 반응성

① 외부 환경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

Eastgate Center와 Council House 2와 같은 건축물은 복합적인 요소

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기능적

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표이다. Eastgate Center는 흰개

미집의 원리를 적용한 사례로 온도에 따라 시원하거나 따뜻한 외부의 공

기를 끌어들이는 독특한 환기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개미집의 벽 내부에

Ventilation tube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흰개미들의 행동을 통해 조절

된다. 즉,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개미는 vent를 개방하며, 연돌효과

로 인해 서식지의 하부로 공기로 유입되고 따뜻한 공기는 상부 개구부를

통해 방출된다. 건축가 Mick Pearce가 계획한 Eastgate Center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였다. Zimbabwe는 일교차가 높은 지역으로 밤 시간대의

시원한 공기는 1-2층 사이의 환기 장치를 통해 유입되고 내부 보이드

공간을 순환하게 된다. 낮 시간대에는 보이드에 머물고 있는 차가운 공

기를 각 층의 업무 공간으로 유입하고, 따뜻해진 공기는 굴뚝을 통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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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다. 외부 기온이 5℃에서 33℃까지 변화하는 동안 건물 내부의 온도

는 21-25℃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29)

Mick Pearce는 밤 시간대의 찬바람을 유입하고 내부의 따뜻한 바람을

방출하는 흰개미집의 시스템을 호주에 위치한 Council House 2의 계획

에도 활용하였다. Ventilation shaft를 통해 밤 시간대의 차가운 공기를

유입하며 각층의 바닥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해 실 내부로 유입되고, 내

부의 따뜻한 공기는 배출된다.30) 냉각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여러 가

지 방법들이 함께 사용되었다. 판넬 및 보에 차가운 물이 흐를 수 있도

록 하여 내부 공기의 온도를 더욱 낮추었으며, 남쪽 입면에 설치된

Shower Tower는 공기 중으로 물을 발사하여 유입되는 공기의 증발냉각

효과를 유도한다. 외부 빛도 함께 조절함으로써 열 쾌적 효과를 더욱 높

이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계

획함으로써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환경기능적인 효과를 모방할 수 있다.

[그림 2-5] 흰 개미집 및 Zimbabwe의 Eastgate Center

29) Pawlyn, M. (2011). Biomimicry in Architecture. RIBA Publishing, 84p.
30) Hes, D., & Bayudi, R. (2005). Council House 2 (CH2), Melbourne CBD: A
Green Building Showcase in the Making. Preceedings of Conference on
Sustainable Building South East Asia, 23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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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Council House 2

Minister of Municipal Affairs & Agriculture(MMAA) 또한 선인장의

기능을 건축계획에 모방하였으며,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을 가지도록 계획되었다. 선인장은 고온건조기후지역에 서식하는

식물로 머리가 좁고 측면에 리브로 구성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열

로 인한 온도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물을 저장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으며, 온도가 낮은 밤 시간대에만 증산작용을 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본 건물은 선인장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밤 시간대에

증산작용하는 기능만을 적용하였다. 건물의 형태는 선인장과 유사한 모

습으로 디자인되었지만, 이는 건물에 적용된 환경기능과 무관하며, 상징

적인 측면에서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입면의 외부에 설치된

차양 장치는 낮에 닫히고 밤에 열림으로써 밤의 차가운 공기가 실내 온

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Eastgate Center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유도한 연돌효과와 일교차

를 활용하기 위해 작동하는 차양 장치를 적용한 MMAA의 건축계획은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건축계획기법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

다. 하지만 본 장에서 진행한 사례분석은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함으로

써 나타나게 된 건축계획의 혁신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생체

의 기능이 건물의 계획으로까지 적용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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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계획방식과의 차별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

이다. Eastgate Center의 경우, 연돌효과를 통한 실내 온도 조절이 가능

하도록 건물의 형태, 입면, 재료, 구조체, 설비 등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성하여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시스템의 작동이 외부

온도에 따라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일교차가 심한 짐바브웨이의 기후적

인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슬라브 구조체내로

의 공기 흐름을 유도하여, 열용량이 높은 콘크리트로 인해 외부 공기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 상세한 계획은 흰개미집의 두꺼운 벽 내에

만들어진 여러 갈래의 통로를 모방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을 통해

MMAA 건축사례를 살펴보면, 건물과 유사한 기후적 환경에 서식하는

선인장의 증산작용 기능뿐만 아니라, 물을 저장하거나 빛을 차단하는 특

성까지 반영하였으면 더욱 효과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2-7] Minister of Municipal Affairs & Agriculture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건물이 위치한 지역과 같은 기후지

역에 서식하는 생체의 기능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건물의 시스템 계획에

적용하였다. 건물의 전반적인 시스템 계획은 흰개미의 행동과 선인장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루어졌다. 즉, 외부 환경에 따라 흰개미

가 어떻게 행동하고 선인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건물 시스템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으로 활용하였다. Eastgate Center의 경우,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계획요소들을 디자인하기 위해 흰개미집 내의 요소들을 함께 참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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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더욱 높은 효

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체의 적용을 통해 외부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시스템을 계

획하기 위해, 생체의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행동, 변화 행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에 기여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미미크릴 적용한 건물 시스템의 계획은

앞서 살펴본 바이오미미크리 접근 방식 중에서 간접적 접근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즉, 생체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개념화하여 이를 건

물 시스템을 계획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활용한다. 하지만 세부적인 요소

들의 반영은 직접적 접근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생체의 형

태, 생리학적 및 행동적 패턴을 분석하여 이를 건물 디자인에 직접적으

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8] 사례에 나타난 바이오미미크리의 건축적 적용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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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반응

시간 및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맞추어 함께 변화하는 건

축 환경 조절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로 여수 엑스포 주제관에 적용된

FAZ Pavilion, HygroScope, HygroSkin, L’institute Du Monte Arabe 등

이 있다. 모두 외부 환경의 조건에 따라 파사드의 개방성을 조절하기 위

해 생체의 원리를 적용한 예이다. 이 중 몇 가지는 기계설비 없이 작동

하도록 계획되었다. FAZ Pavilion, HygroScope, HygroSkin의 경우, 습

도에 따라 개폐하는 솔방울의 원리를 재료 개발에 적용하였다. 실제 건

축물은 아니지만, 기계 설비의 힘없이 외부 습도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재료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1987년에 준공한 장누벨(Jean Nouvel)의 Institute du Monde Arabe는

동적인 파사드를 가짐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았다. 북서쪽의 파사드는

240개의 감광성 금속 재질 개구부로 이루어져 있어 실내의 빛과 태양열

을 조절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개폐한다.31) 하지만, Khoo, Salim, &

Burry(2011)은 이 파사드의 기계적인 오작동은 ‘hard’한 재질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기계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파사드는 결과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과 복잡한 기계 원리를 요구하며, ‘hard’한 기계적인 접

근 방식은 고장 나기 쉬운 키네틱 시스템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그들은 ‘hard’가 아닌 ‘soft’한 접근 방식인 EMS (Elastic

Modular System)을 제안하였으며, 이의 구성 요소는 크게 Elasticity(탄

성 요소), Tensegrity(장력 요소), Form-changing materials (형태 변형

재료)로 구분된다. EMS의 작동 과정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soft

kinetic systems’의 장점은 기계적인 연결 부위, 부속품, 모터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32)

FAZ Pavilion, HygroScope, HygroSkin을 개발한 아힘 멩게스(Achim

31) Fortmeyer, R. & Linn, C. (2012). Kinetic Architecture: Designs for active
envelopes. Images Publishing, 29p.

32) Khoo, C., Salim, F., & Burry, J. (2011). Designing architectural morphing
skins with elastic modular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al
Computing, 9(4), 4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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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ges)는 생물, 재료, 건축 등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외부

습도의 변화에 따라 개폐하는 파빌리온을 제작하였다. 이는 솔방울의 원

리를 분석하고 적용한 것으로 습도에 따른 변형이 발생하는 재료의 개발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건축물은 마치 생체와 같이 외부 환

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9] 좌: 극락조화, 중간: Flectofin, 우: 여수 엑스포 주제관

Homeostatic Facade System은 앞의 사례와 유사한 건축 계획안으로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개폐하는 장치이며 외부의 열 및 빛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Homeostatic Facade System은 근육 조직의 원리를

모방하여 유리 사이에 설치되는 장치를 개발한 것으로 외부 온도에 따라

팽창 또는 수축하여 내부로 유입되는 빛을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부 환경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원리는 바이오미

미크리의 적용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온도의 변화에 의해 재료

가 팽창 또는 수축하는 미세한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시

스템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는 원리는 자연으로부터 가져왔다.

위의 사례는 모두 생체의 움직이는 특성을 건물 또는 파빌리온의 입

면을 계획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례의 경우, 건축 기술의 한계로 인해 파빌리온의 재료로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설기술의 발전을 고려한다

면, 이러한 재료의 건축적인 적용이 추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는 모두 습도에 따라 움직이는 솔방울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이는 기후적인 조건을 조절하기 위한 생체의 기능이 아니

라, 씨앗을 분산하거나 움직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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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계획요소를 개발하기 위해 기후적 특성에

따른 생체의 적응방식을 살펴보는 것보다 자연요소의 변화에 따라 작동

하는 생체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해당되는 생체를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면, 빛을 감지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차양을 계획하

기 위해서는, 태양열로 인한 체온의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 생체를 모색

하기보다 빛 또는 열의 변화로 인해 움직이는 생체를 모색하고 빛, 물,

열, 공기 등과 같은 자연요소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원리에 초점을 맞

추고 이를 직접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건축계획에 적용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동물보다는 식물의 기능을 통해 도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동물보다는 형태적, 생리학적, 생화

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움직이는 식물을 건축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감지

및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개발로 이루어지기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

된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직접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지 않으므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반응은 다른 형태로 발생하게 된

다. 식물은 외부 자극에 의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를 경성 운동

(Nastic Movement)라고 지칭한다. 외부 자극의 종류에 따른 구분은 아

래와 같다.

외부 자극 명칭 내용

Humidity Hydronasty plant movement (for example the opening and closing of some
flowers) in response to atmospheric humidity

Light Nyctinasty

the sleep movement (opening and closing) of plant organs, such
as leaves and flowers, due to day and night periods of daily
rhythm. The leaves of many nyctinastic plants open during the
day or part of the day and close at night. Nyctinastic movement
caused by change in light intensity is called photonastic (n.
photonasty) while that caused by change in temperature is called
thermonastic (n. thermonasty).

[표 2-14] 식물 경성 운동의 종류 (출처: http://biology4isc.weebly.com/plant-move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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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
Physical
contact /
Mechanical
disturbance
(shaking,
wounding,
wind,

raindrops,
intense heat)

Seismonasty

movement in plants in response to touch as well as other forms
of physical contact or mechanical disturbance such as shaking,
wounding, wind, raindrops, and intense heat or burning. In the
case of the sensitive plant (Mimosa pudica), a leaflet, leaf, or
group of leaves rapidly folds and bends in response to the
external stimulus.

Thigmonasty

plant movement in response to touch or physical contact without
regard to the direction of the stimulus. Thigmonastic movements
are exemplified by the closing of the insect-eating plant Venus’s
flytrap (Dionaea muscipula) and the bending of the glandular hairs
of sundew (Drosera sp.) as a result of contact with an insect.

[그림 2-10] 사례에 나타난 바이오미미크리의 건축적 적용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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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율성

① 형태 또는 색상만으로도 환경성능을 개선

자연적인 구조는 “지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구조적인 방법에 여

러 가지 기능들을 결합할 수 있다.33) 따라서 생체의 구조를 반영함으로

써 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모방할 수 있다. 특히, 생물리학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생체 기능의 원리를 밝힐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Coral(산호) 내외부에 발생

되는 압력차로 인해 물의 흐름이 아래에서 위로 유도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무기물이 여과되고 산호 내부에 서식하는 물고기의 먹이로 제공된

다. 즉, 산호의 높은 형태와 그물로 이루어진 형태적인 특성은 이러한 현

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 KAUST’s Breakwater Beacon, Swiss Re’s

London Headquarters, Pearl River Tower 등의 건축물은 산호에서 발견

되는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산호의 원리는 바닷물 속에서는 먹이를 거

르는 방법으로 적용되지만 건축 계획에서는 바람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

는 방안으로 활용된다. KAUST’s Breakwater Beacon 및 Swiss Re’s

London Headquarters에서는 산호의 형태를 건물 전반의 형태에 반영하

여 내부 공간으로 바람을 유도하여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Pear River

Tower에서는 바람의 유도를 통해 건물에 설치된 터빈이 돌아갈 수 있

도록 하여 풍력에너지의 생산에 기여했다.

[그림 2-11] 좌: KAUST’s Breakwater Beacon, 중간: Swiss Re's London headquarters, 우:

Pearl River Tower

33) Phol, G. & Nachtigall, W. (2015). Biomimetics for Architecture & Design.
Springer, 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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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차이를 발생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방안은 이미 패시브

건축에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된 생체를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

을 수 있다. 이처럼 바이오미미크리는 건축계획과 환경의 물리적인 변화

의 관계성을 제시해줌을 넘어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의 제시가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바람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데 반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

오미미크리를 적용한 경우가 있다. Lavasa 도시의 수로 계획을 예로 들

수 있다. HOK는 이러한 원리를 Lavasa Master Plan에 적용하였다.

Lavasa는 몬순기후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수로 인한 피해를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개미는 자신의 서식지를

우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집 주변에 여러 갈래의 좁은 길을 파

낸다. 이러한 형태는 우수의 방향을 바꾸면서 속도를 낮추어준다. 이는

집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 지역에 서식하는

나무의 나뭇잎이 고인 물을 효과적으로 흘러보내고 증발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관찰하였으며, 나뭇잎의 형태를 건물 지붕의 디자인에 반영하였

다. 이는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이다. 또, Esplanade Theatre는 두리안의 형태를 모방하여 건물의 차양

계획에 반영하였다. 두리안의 가시 돋은 형태는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물이 위치한 더운 싱가포르의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두리안 껍질의 가시처럼 여러 각을 가져서 한쪽 면으

로는 자연광을 유입하지만, 차양을 통해 너무 강한 빛이 내부 공간을 방

해하지 않도록 하였다.34)

34)
http://www.biomimetic-architecture.com/2010/biomimetic-shading-techniques-of
-the-esplanade-thea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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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Lavasa 및 Esplanade Theatre

건물의 형태에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경우는 대부분 바람 및 물을

조절하기 위함을 알 수 있다. 즉, 바람 또는 물의 속도를 줄이거나 바람

의 속도를 더욱 높여줄 수 있는 형태를 자연에서부터 찾고 이를 건물의

형태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바람 및 물의 흐름은 유체역학을 통해 설명

가능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체가 통과하는 공간의 크기 및 형태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분석한 생체 원리의 건축적 적용은 건물의 형

태 및 공간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행연구(이정원 외, 2016)에서는 건물 외피에 생체의 원리를 적용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에서 다루는 자연환경 요소는 빛, 열, 공기, 물,

기타 순으로 적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본적으로

생체 외피와 건물 외피에서 빛과 열 조절 기능이 이루어지며, 세부 기능

간 관련성을 해부하는데 주요 요소 또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35) Esplanade Theatre의 계획에 적용된 두리안은 환

경조절 기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선인장의 형태를 건물의 차

양계획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빛의 세기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하였다. 하지만 이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의 경향에 해당되며, 기존

패시브 건축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기능과 관련 계획요소를 살펴보면, 바

람의 조절은 입면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빛 및 열의 조절 방

35) 이정원, 강준경, 김은하, 변나향. (2016). 생체원리를 적용한 건물 외피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18(1). 1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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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형태 및 공간 계획에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생체 형태적인 특성의

반영은 건물의 형태, 공간, 입면 계획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건축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다.

Biomimicry 3.8은 바이오미미크리의 레벨을 Form(형태), Process(과

정), Ecosystem(생태계)로 구분 제시하였다. KAUST’s Breakwater

Beacon, Swiss Re’s London Headquarters, Pearl River Tower는 산호

의 형태를 모방하기 보다는 산호가 물을 흡입하고 보내는 과정을 모방한

것으로 앞서 제시한 ‘과정의 레벨’에 해당된다. Lavasa의 경우, 흰개미가

만든 수로가 물의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를 건축

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로의 형태를 모방하여 도시의 수로계획에

적용하였다. 이처럼 형태 및 과정 레벨의 명확한 구분은 어려우며, 생체

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만을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와 이러한 과정과 과

정을 유발하는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계획할 것이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달팽이의 원리를 활용하

여 계획한 Snail Dwelling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반영한 사례이다. 달

팽이 껍데기의 형태를 모방하여, 온도가 높은 낮 시간대에 빛이 비추는

건물의 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외부 온도가 높으면 껍데

기 안으로 깊이 숨는 달팽이의 행동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실내 온

도에 따른 실 배치를 반영하였다. 즉,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한 실이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처럼 달팽이가 열을 조절하는 과정

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유도하는 달팽이 껍데기의 형태적인 특

성을 건물의 형태에 반영하였고 행동적인 특성을 재해석하여, 건물의 공

간계획에 반영하였다.

[그림 2-13] Snail D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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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정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 생체 원리의 과정

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이해함으로써 건물의 형태, 공간, 및 입면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과정만을 이해하고 모방하고자 할 경우, 생

체 원리의 건축적인 재해석은 건축가의 직관에 따라 형태, 공간, 입면,

시스템 계획, 등에 모두 반영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전자 및 후자의 경

우 모두는 직접적인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방식에 해당된다.

[그림 2-14] 사례에 나타난 바이오미미크리의 건축적 적용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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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효율이 높은 작동 시스템

생체의 움직임 원리를 모방한 사례로는 여수 엑스포 주제관에 적용된

Flectofin이라는 차양 시스템이 있다. Flectofin은 기계를 통해 작동하지

만 일반적인 차양시스템에 비해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극락조화의 움직이는 원리를 통해 힌지가 없는 시스

템을 개발한 사례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함으로써 외부 환경

에 따라 변화하는 인터렉티브(Interactive)한 파사드를 계획한 경우가 다

수 나타나고 있다. 솔방울과 같이 외부 환경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

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생체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와 생체의 움직이

는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적은 에너지로도 작동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 같은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생체의 환

경 조절 능력보다는 운동하는 능력에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생체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특성을 보

인다. 이러한 기능을 건축에 반영함으로써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

응하고 일정한 실내 환경 조건을 유지하거나 요구되는 실내 환경 조건이

만족되게끔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생체의 선정은 앞서 살펴본 “반응성”

관련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연요소의 변화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해 작동

하는 생체의 움직임 원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2-15] 좌: 극락조화, 중간: Flectofin, 우: 여수 엑스포 주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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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사례에 나타난 바이오미미크리의 건축적 적용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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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성

생물학적인 원리를 통한 해결 방안은 주로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이며,

상당히 반응적이다. 이는 단순하고 비반응적인 성격을 가지고 단일기능

을 가진 별도의 요소들이 조합되어 있는 기존의 건축계획 기법들과 다르

다.36) 이러한 생체의 복합적인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건축계획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 공기, 빛, 열 등과 같은 자연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어, 모든 요소들이 건축 환경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조절하기 어

렵다. 예를 들면,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빛을 실내로 유

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된

다. 자연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환경기능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과도한 비용, 에너지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반된 특성의 환경기능이 충족될 수 있는 효율적 및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이는 생체의 원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도로변에 위치한 Armadillo House는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하되, 빛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르마딜로의 형태를 모방하였다. 아르마딜로

의 형태는 크게 단단한 피부와 유연한 연결부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생체가 외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되, 일상적인 행동이 가능하게끔

해줄 수 있는 형태적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을 건축물의 형태 및 외피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변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하되 빛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2-17] The Armadillo House

36) Pawln, M. (2011). Biomimicry in Architecture. RIBA Publishing, 7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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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ARPT Headquarters

알제리에 위치한 ARPT Headquarters는 사막 지역에 형성되는 모래

언덕을 모방하여, 낮 시간에 바다를 통해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을 차단

하는 동시에 밤 시간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뜻한

바다 바람은 건물의 볼록한 형태에 부딪히면서 건물 위로 지나치게 되고

남쪽으로 불어오는 밤 시간대의 차가운 바람은 건물의 오목한 형태에 부

딪히면서 건물 내부로 유입하게 된다. 고온지역의 열을 차단하기에 유리

한 폐쇄적인 형태의 건물 디자인은 내부의 열을 방출하거나 실내 공기를

환기하기에는 불리할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체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모방보다는 특정 기능에 대하여 조사하

고 모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특수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발달된 독특한 적응 방식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체들의 기능과 원리를 통합하여 건축계획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체의 기능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성 뿐만 아니라,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도출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에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HOK에서는 Genius of Biome이라는 보고서

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생체 또는 생태계를 분석하고 건축계획에

적용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William Jefferson Clinton Children’s

Center에서는 나무의 껍질, 잎, 뿌리, 등의 특성을 건물의 환경기능적 외

피, 우수활용 시스템, 태양 에너지 시스템 등에 적용하였다. Genius of

Biome에 수록되어 있는 우수 활용 방안은 비버가 제작한 댐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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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비버 폰드(Beaver pond) 내에서 발생되는 복합적인 기능들을 건물

의 형태 계획에 반영하였다. 건물의 지붕 형태로 인해 우수의 수집, 정

화, 및 이동, 습도의 조절, 식물의 관개, 증발냉각 효과, 생물의 다양성

등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은 상충되는

환경기능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해 준다. 문제의 해결은 주로 생체가 가지는 복합적인 기능의 활용을 통

해 이루어지게 된다. 또, 생체 기능의 복합성을 건축계획에 반영함으로

써, 다양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계획하기 위해, 상충되는

자연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복합적인 기능을 가

지는 생체 원리에 대한 정보의 구축이 필요하다. 생체의 원리가 예측되

는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건축계획을 구체화하는 단

계에서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9] HOK의 Genius of Biome Report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수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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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활용하여 생체정보 활용 방안을 구체

화하고자 한다. 생체의 기능과 생체 기능에 따른 건축적 적용은 아래와

같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체의 기능, 건축적 적용 방안, 그

리고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의 효과간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3장에서 구축

한 생체정보를 건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본 논문의 4장에서 제

시하고자 한다. 아래 표에서 제시한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효과인 ‘반응

성’ 및 ‘효율성’ 외에도 ‘복합성’이라는 특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을 통한 효과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행동

생체의 기능

생리적 변화

건축적 적용

건물 시스템의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부적인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성 참고

효과

외부 환경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
“반응성”

움직임 (경성운동)

생체의 기능 건축적 적용

건물 작동요소를 계획하기 위한 적용

효과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반응

＂반응성”

간접적 접근 방식

직접적 접근 방식

형태적 특성

생체의 기능 건축적 적용

형태계획, 공간계획

효과

형태, 색상 등을 통한
환경성능의 개선

“효율성”

직접적 접근 방식

입면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등과정

움직임

생체의 기능 건축적 적용

건물 작동요소를 계획하기 위한 적용

효과

효율이 높은 작동 시스템
“효율성”

직접적 접근 방식

[그림 2-20] 생체의 기능에 따른 건축적 적용 및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을 통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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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효과

반응성
외부 환경에 따라 시스템, 형태, 색상 등이 변화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임

효율성

효율 및 성능이 높은 재료의 개발

형태 또는 색상만으로도 환경성능을 개선

효율이 높은 작동 시스템

복합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

[표 2-15]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효과 및 생체정보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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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의 수립

본 장에서는 기존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를 통해 건축계획의 프

로세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대표적인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으로 알려진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는 사례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

며,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며, Eastgate Center, Faz Pavilion, Seawater Greenhouse의 세 가지

사례이다.

우선, 생체의 원리 및 건축계획 간의 유사성을 살펴봄으로써, 생체원

리가 건축적으로 해석되어 적용되는 과정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생체 및 건축 주변의 환경, 형태, 과정, 등을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또,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건축가가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하는 과정

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

법론의 제시를 위한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

(1) Eastgate Center

Eastgate Center에서는 흰개미집의 환기냉방 과정을 건축적으로 구현

하고자 했다. 즉, 흰개미집의 내부 구조를 건물의 공간구조에 반영한 것

이 아니라, 밤 시간대에 차가운 공기를 유입하고, 따뜻한 공기를 내보내

는 등의 과정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반영하였다. 이를 구현하는 과정

에서 기계설비의 의존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으며, 팬의 설치를 통해

이러한 환기냉방기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흰개미집의 좁고 긴 형

태를 건물의 전반적인 배치 및 형태에 반영하여 낮 시간대의 태양열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흰개미집은 증발냉각을 통해 내부

온도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Eastgate Center에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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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서의 생체정보의 획득

1996년에 Mick Pearce라는 건축가에 의해 계획된 Eastgate Center는

바이오미미크리의 대표적인 실제 사례로 알려져 있다.37) 건축주인 Old

Mutual Properties의 주요 요구 사항은 고가의 냉방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패시브한 방법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었다.38) Mick Pearce는 1992년에 방영된 BBC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흰개미집의 원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39) 흰개미집 원리의 활용을

통해 냉방설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건물 계획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이를 Eastgate Center의 계획에 적용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Eastgate Center가 흰개미집의 원리를 완벽하게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흰개미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원리들을 종합하여 단일 건물 시스템을 이루는 데에 성공했음을

말하고 있다.40)

흰개미집 벽체 내의 환기 튜브는 흰개미의 행동에 의해 조절되어,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환기구를 열어 내부의 열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하부의 개구부를 통해 온도가 낮은 공기가 유입하게 된다. 환기를

통한 냉방기법 뿐만 아니라, 내부로의 열전달을 늦출 수 있는 기법들도

함께 활용되었다. 흰개미집의 넓은 면은 남북 쪽을 향하고 있으며, 동서

쪽으로는 좁은 면이 향하고 있다. 따라서 밤이 지난 오전 시간대에는

태양이 흰개미집의 넓은 면을 향해 비추고, 더운 낮 시간대에는 좁은

면을 향해 비춰, 열의 상승을 줄이고자 했다. 이와 같은 흰개미집의

원리는 외부 온도가 상승해도 내부의 온도를 31도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37) Garcia-Holguera, M., Clark, O.G., Sprecher, A., & Gaskin, S. (2015).
Ecosystem biomimetics for resource use optimization in buildings. Building
Research & Information, 44(3). 267p.

38) “Architecture-Zimbabwe: Termites Inspire New Office Complex”, Inter Press
Service News Agency, 1996.6.4.

39) Dahl, R. (2013). Cooling concepts: alternatives to air conditioning for a warm
world.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21(1). A22p.

40) Turner, J. S., & Soar, R. C. (2008). Beyond biomimicry: What termites can
tell us about realizing the living building. In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ized, Intelligent Construction at Loughborough University. 2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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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해준다.

건축가 Mick Pearce는 이러한 생체원리를 건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Ove Arup이라는 영국 엔지니어링 컨설

턴트 업체와 협업하였다. Ove Arup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흰개미집의 자연환기 기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효율성이 높은 야간 환기량을 도출하였으

며, 단열 및 열전달 성능에 따른 환기 시스템의 민감도를 측정하였다.41)

환기를 통한 자연냉방 방안뿐만 아니라, 열 획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제시까지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태양의 경로 및 차양 형태의 대안에 따른 실내 온도를 측적하였

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세부 디자인 방안을 건축가에게 제시하였다.

Ÿ 북쪽 및 남쪽 면의 창호면적이 25%를 넘지 않도록 제한

Ÿ 밝은 색 마감을 통한 태양열 흡수의 최소화

Ÿ 콘크리트 및 벽돌로 이루어진 이중벽체

본 건물은 흰개미집의 원리뿐만 아니라, 선인장이 열을 방출하는

원리까지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인장은 표면적이 넓어 밤

시간대에 열을 방출하기 유리한 형태이며, 이를 건물의 입면 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선인장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열을 밤 시간대에 방출하기

용이하도록 하고자 했다.42) 즉, 환기를 통해 건물을 냉방하는 시스템의

원리는 흰개미집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열의 획득을 최소화하고 내부

열을 방출하기 위한 입면의 디자인은 선인장의 형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선인장 형태의 표면적이 넓어 내부의 열을 밤 시간대에

방출하기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Eastgate Center의 입면

41)
https://web.archive.org/web/20041114141220/http://www.arup.com/feature.cfm?pa
geid=292 2016.11.05. 접속.

42) https://www.youtube.com/watch?v=VIKYjriWgiY (건축가 Mick Pearce의

인터뷰 영상) 2016.11.0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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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 적용함으로써 선인장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건물 내의 열이

온도가 낮은 밤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21] 선인장 형태의 열 방출 기능

[그림 2-22] Eastgate Center 입면의 디자인

건축가 Mick Pearce와 Arup 간의 협업 구조 및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흰개미집을 활용한 환기냉방에 대한 아이디어는 Mick

Pearce에 의해 제공되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Arup

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Mick Pearce는 Arup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

해 구체화된 세부 디자인 방안을 제시받았으며, 이를 통해 건축계획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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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Eastgate Center의 디자인 과정 및 협업구조

② 생체정보의 적용을 위한 평가 및 보완 (생체정보의 구체화)

냉방기계 설비의 사용을 줄이고 자연적인 기법을 통해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본 건축사례의 계획의도이지만, 흰개미집의 원리를 계획

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팬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astgate

Center는 흰개미집과 마찬가지로, 내부 온도의 상승을 줄이기 위해 열용

량을 활용한다. 밤 시간대의 찬 공기로 인해 이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체

의 온도를 낮추고, 낮 시간대의 따뜻한 공기가 구조체를 통과하면서 온

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43) 하지만, 장기간 동안에는 열용량으로

인한 온도 조절 효과는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팬을

활용하여 환기를 통한 냉방기능을 더욱 유도하였다: 낮에는 저용량의 팬

을 가동하며, 밤에는 고용량의 팬을 가동하여 온도가 높은 공기가 최대

한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44)

43) https://www.youtube.com/watch?v=VIKYjriWgiY (건축가 Mick Pearce의 인터
뷰 영상) 2016.11.05. 접속

44) Turner, J. S., & Soar, R. C. (2008). Beyond biomimicry: What termites can
tell us about realizing the living building. In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ized, Intelligent Construction at Loughborough University. 2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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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Eastgate Center에 설치된 이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체

[그림 2-25] Eastgate Center의 단면 상세도

흰개미집의 원리는 건물의 형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자연요소를 다루는 전략의 수립을 위해 반영되었다. 이는

앞서 도출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효과 중에서 “반응성”에 해당된다

볼 수 있다. 즉, 낮 시간대에 따뜻한 바람을 배출하고 차가운 공기를 공

급하며, 내부로의 열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밤 시간대에 차가

운 바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흰개미집을 통해 수립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기의 대류를 유도할 수 있는 형태를

계획하였다. 환기를 통한 냉방뿐만 아니라, 태양열로 인한 온도 상승을

줄이기 위해 선인장의 형태를 건물의 입면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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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는 표면적이 넓어 밤 시간대의 열 방출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선인장의 굴곡진 형태는 낮 시간대에 그늘을 발생하여 태양열

로 인한 온도상승을 줄여준다. 본 건물의 입면계획은 이와 유사한 기능

이 나타나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2-26] 생체원리를 활용한 Eastgate Center의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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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Z Pavilion

Achim Menges는 Computational design 분야의 전문가인 Steffen

Reichert과의 협업을 통해 솔방울의 열리고 닫히는 원리를 분석하고 이

를 FAZ pavilion의 계획에 적용하는 Solution-based 접근 방식을 활용하

였다.45) Computation design 뿐만 아니라, 컴퓨터 응용 제조(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및 디지털 센서 기술(digital sensor technologies)

의 발전은 혁신적인 재료 기반의 디자인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기계

및 전기를 통한 제어 없이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

다.46)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솔방울은 외부 환경의 습도에 따라 열리고 닫

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분을 흡수할 경우에는 바깥 쪽 섬유가 부풀

어 올라 닫히게 되며, 건조할 경우 안쪽 섬유가 부풀어 올라 열리게 되

어 씨를 분산하게 된다. 솔방울이 가지고 있는 이방성의 재료 특성으로

인해 흡습성 행동이 나타나며, 이는 건축 재료에의 적용 가능성을 나타

낸 흥미로운 사례이다.47) 이러한 재료를 건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나타

나는 주요 특성은 외부 환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반응성이

다. 작동하는 기존의 재료 시스템과는 달리, 외부 에너지 또는 기계 및

전기 장치의 힘이 요구되지 않는다.48)

이러한 원리를 건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나무라는 재료를 활용하였

으며, 솔방울의 세부적인 구조를 모방하고자 하였다. 나무가 가지는 반응

용량(responsive capacity)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나무 재료의 구조, 행동

적 특성, 그리고 환경적 역학 간의 관계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수립

되어야 한다.49) 이는 나무라는 단순한 재료 요소를 기반으로 날씨의 변

45) El-Zeiny, R. M. A. (2012). Biomimicry as a problem solving methodology in
interior architectur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0, 509p.

46) El-Zeiny, R. M. A. (2012). Biomimicry as a problem solving methodology in
interior architectur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0, 510p.

47) Menges, A., & Reichert, S. (2012). Material capacity: embedded
responsiveness. Architectural Design, 82(2). 54p.

48) Menges, A., & Reichert, S. (2012). Material capacity: embedded
responsiveness. Architectural Design, 82(2). 5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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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반응하며, 재료적인 요소는 반응적인 구조인 동시에, 내재된 센서,

비동력 모터, 및 조절시스템의 역할을 한다.50) FAZ pavilion의 자주적

및 패시브적인 작동 시스템은 변환하는 건물 외피를 계획하기 위한 기능

적인 요구 사항들을 단순히 충족하기 보다는, 환경적 및 공간적인 경험

의 독창적인 융합을 제공하기도 한다.51)

[그림 2-27] 솔방울의 원리를 적용한 FAZ Pavilion의 계획 (출처: El-Zeiny, R. M. A.,

2012)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을 통해 재료를 개발하는 경우, 재료기반 디자

인 접근 방식 (Material-based design approach)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재료기반 디자인 접근 방식 (Material-based design approach)은 계획

초기 단계에 진행되는 것으로, 재료가 행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탐색하고

이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계획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52) 이는 계획된 건물 형태에 따라 재료

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이전의 설계 방식과는 달리, 생체원리의 적용을

통해 개발될 재료와 구조, 형태, 환경기능 등을 함께 고려하고 이러한 요

소들 간의 영향을 고려한 피드벡 과정을 초기단계에 진행한다.

49) Menges, A., & Reichert, S. (2012). Material capacity: embedded
responsiveness. Architectural Design, 82(2). 55p.

50) El-Zeiny, R. M. A. (2012). Biomimicry as a problem solving methodology in
interior architectur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0, 510p.

51) Menges, A., & Reichert, S. (2012). Material capacity: embedded
responsiveness. Architectural Design, 82(2). 58p.

52) Asefi, M. & Afzali, Z. (2016).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rchitecture:
Material-based Technological Design Approach. Current World Environment,
11(1).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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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날씨에 따른 Faz Pavilion 재료의 변화 (출처: http://www.achimmenges.net)

습도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솔방울의 구조를 모방한 건축 재료를 개

발하였다. 이는 솔방울과 마찬가지로 습도가 낮으면 열리고 높이면 열리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건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외부 환경의 변

화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건축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즉, 날씨가 맑을

때 외피가 개방되고 비가 올 때 외피가 차단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본 사례는 솔방울의 원리를 통해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재료 개발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전략 수립을 통해 이러한 재료를 건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림 2-29] 생체원리를 활용한 FAZ Pavilion의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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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hara Forest Project / Seawater Greenhouse

Sahara Forest Project는 Exploration Architecture Ltd, Seawater

Greenhouse Ltd, Max Fordham LLp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Seawater Greenhouse는 이를 이루는 주요 기술로 딱정벌레의 원리를

활용하여 물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53) 이는 Sahara Forest Project 뿐만

아니라, 오만, 아부다비, 호주 등의 사막지역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로, 적

은 양의 에너지를 통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준다.54)

딱정벌레 (Namibian fog-basking beetle)가 사막에서 물을 획득하는

전략을 모방함으로써, cardboard gilles를 통해 바닷물을 증발하여 시설

내부에 습하고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고, 이러한 공기를 다시 응결함으로

써 물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55) 결과적으로, 태양, 바람, 그리

고 적은 양의 펌프 에너지를 활용하여 소금물을 담수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56)

Seawater Greenhouse는 중동 담수화 연구센터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

었으며, 오만의 해변 기후 조건에 적합한 담수 생성 과정을 가지고 있다.
57) 유사한 기후지역에 있다는 점 때문에, 딱정벌레의 환경 적응방식이

오만에 위치한 건물에의 적용에 적합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Seawater Greenhouse 외에도 유사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체를 적용하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다이어그램을 통해, 물을 생성하는 과정이 단순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증발기를 통해 온실 내로 유입하는 공기는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

다. 이는 수확물이 자랄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된다. 공기

53) Yeang, K., & Pawlyn, M. (2009). Seawater Greenhouses and the Sahara
Forest Project. Architectural Design, 79(4), 122p.

54) http://www.seawatergreenhouse.com/projects.html
55) Yeang, K., & Pawlyn, M. (2009). Seawater Greenhouses and the Sahara
Forest Project. Architectural Design, 79(4), 122p.

56) http://saharaforestproject.com/biomimicry/
57) Paton, C., & Davies, P. (2006). The Seawater Greenhouse Cooling, Fresh
Water and Fresh Produce from Seawater.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 on Water Resources & Arid Environment.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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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실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는 두 번째 증발기를

통과하며, 이때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습도가 더해진다. 따뜻해진 공

기가 온도가 낮은 표면에 통과하면서 응결작용이 발생하여 물이 생성된

다.58)

[그림 2-30] Seawater Greenhouse 과정의 다이어그램 (출처: Paton & Davies, 2006)

[그림 2-31] Seawater Greenhouse 과정의 다이어그램 (출처: Green Prophet)

58) Paton, C., & Davies, P. (2006). The Seawater Greenhouse Cooling, Fresh
Water and Fresh Produce from Seawater.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 on Water Resources & Arid Environment.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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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 및 CFD 모델을 통해 Greenhouse의 형태, 배치, 공간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다. 특히, 비용저감이 중요한 목표였다는 점

을 고려하여 간단한 구조의 계획 및 구하기 쉬운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

도록 재구성되었다.59)

딱정벌레의 원리로부터 영감을 받은 MIT의 연구자들은 적은 양의 물

을 수집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였다.60) 그들은 2001년에 발

표된 딱정벌레의 물 수집 전략에 관한 Nature지의 논문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61) 이들이 개발한 재료는 물 수집을 위해 개발된 재료에 비해 더

욱 효율적임을 입증하였다.

Seawater Greenhouse는 기존 온실에 비해 4-8배 정도로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하였지만, 동일한 또는 더욱 우수한 수준의 수확물을 얻은 것

으로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응결작용을 통해 물을 생성하는 딱정벌레 원

리의 적용은 물을 더욱 생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적은 양의

물로도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62)

[그림 2-32] Namib Desert Beetle (출처: asknature.org)

59) Paton, C., & Davies, P. (2006). The Seawater Greenhouse Cooling, Fresh
Water and Fresh Produce from Seawater.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 on Water Resources & Arid Environment. 8p.

60) http://news.mit.edu/2006/beetles-0614
61) http://news.mit.edu/2006/beetles-0614
62) Paton, C., & Davies, P. (2006). The Seawater Greenhouse Cooling, Fresh
Water and Fresh Produce from Seawater.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 on Water Resources & Arid Environment.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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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water Greenhouse는 바닷물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에 비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하였다. 또, 이는 유사한 기후지역에 위치한 건물

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63) 실제로 Seawater Greenhouse에 적용된

원리가 Hydrological Center, Teatro del Agua, 등의 사례에서도 활용되

었다. 두 사례의 경우, 딱정벌레의 원리는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한 용도

가 아닌, 온도 조절, 물 생성,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Hydrological Center의 경우, 건물에 나일론 메쉬를 설치하여, 새벽 안

개가 이를 통과하면서 물방울이 맺힐 수 있도록 하였다. 맺혀진 물방울

은 물 저장소로 떨어져 재활용된다. Teatro del Agua의 계획 목표는 햇

빛, 차가운 바닷물, 바람, 등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공기의 온도를 낮

추고 물을 생성하는 데에 있다.64) 이처럼 동일한 생체정보를 적용하여

도, 이를 적용하는 방식과 적용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차이

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바이

오미미크리 적용의 틀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MIT 연구진들이 딱정

벌레의 원리를 재료 개발에 적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물의 전략

뿐만 아니라, 재료 개발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2-33] 생체원리를 활용한 Seawater Greenhouse의 건축계획

63) Paton, C., & Davies, P. (2006). The Seawater Greenhouse Cooling, Fresh
Water and Fresh Produce from Seawater.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 on Water Resources & Arid Environment. 15p.

64) Paton, C., & Davies, P. (2006). The Seawater Greenhouse Cooling, Fresh
Water and Fresh Produce from Seawater.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 on Water Resources & Arid Environment.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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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목적에 따른 바이오미미크리 프로세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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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미미크리 프로세스의 이론적 고찰

2.1.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의 개념

바이오미미크리, 바이오미메틱스, 생체모방,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건축 외 타 분야에서는 바이오미미미크

리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 가능성, 적용

필요성 및 효과 등에 관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바

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연구와 ‘생체정보를 탐색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

에 관한 연구로 크게 구분된다.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하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론에 관한 연

구에서는 생체의 원리를 적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을 때에 따르게

되는 과정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개발 기술의 성격

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건축 계획이 아

닌 공학기술의 개발에 한정된 것이다.

구분 선행연구

바이오미미크리의
이론적 개념

Zari(2007), Vincent (2008), Rawlings et al.(2012), Wilson et
al.(2010), Iouguina(2013), DTI(2007), FBEI(2013),
Pandremenos et al.(2012)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기술개발

방법론

Wilson et al.(2010), Helms et al.(2008), Gamage et
al.(2011), Badarnah et al.(2014)

생체 정보의
구축 / 탐색

Kleinke, Weaver, Jnch-Caris(2012), Badarnah, Kadri(2014),
Ke, Wallace, Shu(2009), 최승우(2012)

[표 2-16] 바이오미미크리 관련 선행연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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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정보를 찾는 방법론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래 표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생체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현재 밝혀진

생체의 원리 중에서 기술개발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을 수집하

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연구를 말한다.

Chiu & Shu(2007), 최승우(2012)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연언어처리

기술, 형태소의 구조 등을 활용하여 생물학 또는 공학 분야에서 제공하

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검색한 자료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을 걸러내는 추가

작업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은 아직까지

는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물학과 공학간의 차이를 줄

이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분
선행연구

문제점

생체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Ask Nature, Murray(2013),

생물학 관련 지식이 없는 공학자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
실제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에 비해 소수의 정보만을
다로 있음

필요 정보만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론 제시

Chiu et al.(2007), 최승우(2012)

검색한 자료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을 걸러내는 작업이 여
전히 요구됨

[표 2-17] 바이오미미크리 관련 선행연구의 구분 (생체정보의 구축 / 탐색)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관련 선행연구는 자연에서 배운 원리를 건축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결과와 건축 유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인 반

면에, 기계공학 분야에서는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연

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표는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바이오미미크

리라는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생체의 원리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건축 분야와 기계공학 분야의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이 유사하다.

하지만 기계공학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그대로 건축계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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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도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공학 분야 및

Biomimciry 3.8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 과정을 이해

하고, 이를 일반적인 건축계획 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 결과의 개

발 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Sartori, J., Pal, U., & Chakrabarti, A. (2010)는 바이오미미크리 과정

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단계가 공통적

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단계별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선행연구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65)

Ÿ Formulate search objectives

Ÿ Search for biological analogues

Ÿ Analyze biological analogues

Ÿ Transfer

Nagel, J., & Nagel, R. (2011)은 생체에 관한 정보를 공학적인 개념으

로 변환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바이오미미크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학자들이 생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는 체계화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공학적인 해결 방안이 생체의 기능

으로부터 바로 구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생물학적-기능적 모

델링 접근 방식(biological functional modelling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생체는 공학적 시스템과 유사하게 작동한다;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

소들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학과 생물학 분야의 공통

적인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라 보았다.66) 따라서 생체의 전략 및 행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체의 형태 및 생리적인 기능

을 세부적으로 분해하고 분해 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65) Satori, J., Pal, U., & Chakrabarti, A. (2010). A methodology for supporting
“transfer” in biomimetic design. Artificail Intelligence for Engineering Design,
Analysis and Manufacturing에서는 Gramman(2004), Hill(1997, 2005), Helms et
al.(2009), Schild et al.(2004)의 연구를 분석하여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과정에 관
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SAPPhIRE 모델을 통한 바이오미미
크리 적용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66) Nagel, J., & Nagel, R. (2011). Abstracting biology for engineering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Design Engineering, 4(1), 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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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Lichen의 기능적 모델: 3단계 (Nagel et al. 2011)

생물학적 기능의 공학적인 해석은 Sartori, J., Pal, U., & Chakrabarti,

A.(201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제품 디자인을 위해 개발된

SAPPhIRE 모델을 활용하여 바이오미미크리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물학적 기능이 해석되어 기술의 개발에 적용된 과정을 유추

하고자 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원리를 이미 기술적인 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변환하여 비교하였기 때문에 SAPPhIRE 모델의 7가지 요소들이

모두 유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rt’의 유사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물학적

인 기능이 매우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기술적인 시스템이 가지

고 있는 기능과 이의 한계점으로 인해 이를 그대로 구현하는 데에 어려

움이 이유가 있다고 해석된다.67) 따라서 현재 기술의 수준과 한계를 파

67) Satori, J., Pal, U., & Chakrabarti, A. (2010). A methodolgy for supporting
“transfer” in biomimetic desig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ngineering Design,
Analysis and Manufacturing, 24, 495p.

SAPPhIRE 모델은 7가지의 요소들로 이루어져있다: Parts, Physical phenomenon,
State, Physical effect, Organ, Input, Action. 이들 중 Parts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요소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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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이에 따라 생물학적인 기능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재해석의 과정은 생물학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의 목표와 필

요한 기능을 설정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공학 디자인 과정에서는 문제의

분해와 해결책의 구성이 근본적인 디자인 과정이다.68) Vattam, S.,

Helms, M., & Goel, A. (2008)은 공학적인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재해석

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기술 개발의 목표는 잠행

이 가능한 수중 초소형 로봇의 개발이다. “해양 동물은 어떻게 들키지

않고 먹이에 접근하고 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how do marine

animals stalk their prey or avoid predators without being detected)”이

라는 의문을 던짐으로써 초기의 개발 목표를 생물학적으로 재해석

(biologized)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요한 기능 두 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느리고 조용한 움직임 / 빠르면서 조용한 움직임. 아래 그림

은 복합적인 생물학 기능을 도출하고 관련된 기능에 해당되는 생체를 분

석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과정을 도식화하

였다. 69)

[그림 2-36] Lichen의 기능적 모델: 3단계 (Nagel et al. 2011)

68) Pahl & Beitz, 1996 (재인용. S.S Vattam et al., 2010)
69) Vattam, S., Helms, M., & Goel, A. (2010). A content account of creative
analogies in biologically inspired desig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ngineering
Design, Analysis and Manufacturing, 24(4), 47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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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공학 분야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

하였지만, 재닌 베니어스는 자신의 저서인 ‘Biomimicry’를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를 주장하였다.

그가 설립한 컨설팅 업체인 Biomimicry 3.8은 Biomimicry Resource

Handbook이라는 저서를 통해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바이오미미크

리 사고방식을 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Biomimicry

Spirals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Biology to Design과 Challenge to

Biology로 구분하고 있다.70) 이는 앞서 살펴본 공학 분야에서 제시한 바

이오미미크리 적용 과정에 비해 포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Challenge to Biology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설정되었을 적용 가능한

반면에, Biology to Design은 디자인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생체 정보

를 발견했을 때 적용하는 방법론이다. Challenge to Biology의 경우, 선

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행과정을 반복하면 할수록 더욱 혁신적인

디자인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2-37] Biomimicry Spirals (Biomimicry Resource Handbook)

70) Baumeister, D. (2014). Biomimicry Resource Handbook: a seed bank of best
practices. Biomimicry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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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hallenge to Biology Biology to Design

진
행
과
정

Define context Discover natural models

Identify function Abstract biological strategies

Integrate Life’s Principles Identify function

Discover natural models Define context

Abstract biological strategies Brainstorm bio-inspired ideas

Brainstorm bio-inspired ideas Integrate Life’s Principles

Emulate design principles Emulate design principles

Measure using Life’s Principles Measure using Life’s Principles

[표 2-18] Biomimicry Spirals의 진행 과정

Helms, Vattam, Goel, Yen, & Weissburg(2008)의 선행연구에서는 마

찬가지로 목표의 설정 유무에 따른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과정을 제시하

였으며, 이를 실제 프로젝트 진행에 적용해보기도 했다. 적용과정을

Problem-driven과 Solution-based로 구분하였으며, 진행 순서는 아래 표

와 같이 요약된다.

구
분 Problem-driven Solution-based

진
행
과
정

Problem Definition Biological Solution Identification

Reframe the Problem Define the Biological Solution

Biological Solution Search Principle Extraction

Define the Biological Solution Reframe the Solution

Principle Extraction Problem Search

Principle Application -

[ 표 2-19 ] Problem-driven과 Solution-based의 진행 과정

위 진행과정은 Biomimicry Spirals과 마찬가지로 비선형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복적인 피드백과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 진행 단계

중의 ‘Reframe the Problem’에서는 연구 목표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재해석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방탄 기능’이라는 목표 대신에 ‘충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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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피해를 예방, 완화 또는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목표를 재

설정한다. 반면에, ‘Principle Extraction’ 단계에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주

요 생체 원리를 공학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에는

구체적인 구조적 및 환경기능적인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

한 방면에서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한 과정을 통

해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하게 되면 해결해야할 새로운 문제점이 인식되

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한다.

바이오미미크리를 활용한 연구개발의 방식은 Bottom Up과 Top

Down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15) 이는 앞서 살펴본 Problem-driven과

Solution-based의 방식과 유사한 개념이다. Bottom Up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Seawater Greenhouse를 들 수 있으며, Top Down방식의 대표

적인 사례로는 Eastgate Center를 꼽을 수 있다. Top Down방식은

Bottom Up방식과 달리 특정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되는 연구개발

은 Bottom Up방식에 비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특징이 있다. 대부

분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물은 이처럼 Top Down 방식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바이오미미크리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Thomas Speck은 Top

Down 방식보다는 Bottom Up방식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를 연구에 적

용하는 것이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간의 연구보다는 지속적이고 체

계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Eastgate Center 사례의 경우, 기계 설비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

화할 수 있는 냉방기법을 적용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진행하였지만, Eastgate Center의 건축가는 이미 건축계획을 진행하기

몇 년 이전부터 흰개미집의 기능 및 효과와 이의 건축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Eastgate Center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된 건축계획이었지만, 혁신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5) Gruber. (2010). Biomimetics in Architecture. Springer Wien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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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바이오미미크리 연구방법론 : Bottom Up & Top Down

Bottom Up방식은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견해 낼지 모르는 생체시스

템의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 이러한 연

구의 수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Top Down방식은 문제 발

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생체시스템을 단시간 내에 발굴하고 적

용 가능한 형태의 기술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연구방법론을 모두 활

용할 수 있는 연구체계 및 연구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Pohl & Nachtigall(2015)는 앞서 살펴본 Bottom-up 방식을 Biology

Push 방식으로 지칭하고 Top-down 방식을 Technology Pull 방식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 외에도 Pool Research라는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과정

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기술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16) Pool Research는 생물학적 정보

의 추출 및 적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지식의 생성 자체

가 주요 과정에 속한다. 필요한 정보를 선정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과정과 공학적 기능을 연결한 체계화된 틀을 구축하여

개발 가능한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17)

16) Pohl, G., & Nachtigall, W. (2015). Biomimetics for Architecture & Design.
Springer, 31p.

17) Pohl, G., & Nachtigall, W. (2015). Biomimetics for Architecture &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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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축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건

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Bottom-up 방식과

유사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건축가, 연구자, 학생 등

이 필요에 따라 적합한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Pool

Research 방식과 유사하다. 이는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즉,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적은 시간

내에 발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공학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을 위한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에 관한 선

행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바이오미미크리를 건축계

획 방법론의 체계화를 시도한 연구가 미비하다. 공학 기술과 건축 계획

은 규모의 크기,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성, 개발 기간 등의 측면에서 근

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건축사례를 통해 생체의

공학적인 분석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서는 생체를 분석하는 깊

이가 다양하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생체를 분석하는 관점이 공

학 분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현대건축과 자연은 물리학이라는 공통

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론적인 사고는 구조 및 환경기능에

대한 연구와 자연 원리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18)

따라서 물리학적 법칙을 통해 생체가 작동하는 원리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생체를 건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의 재해석’ 과정 또한 생체와 타분야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다. 공학적인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재해

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체를 더욱 용이하게 찾아낼 수 있

다.

Biomimiry 3.8에서 제시한 Design Spiral과 기계 공학 등 공학 분야에

서 제시한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Design

Springer, 32p.
18) 이정원, 김다은, 변나향, 강준경. (2016). 자연모방 건축과 시대적 배경의 관계성
고찰. 디자인융복합학회논문집, 15(3). 15p.



- 95 -

Spiral에서 제시한 ‘Integration' 단계이다. Integration 단계는 선정한 아

이디어가 생명의 원리(Life’s Principle)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

다. 즉,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고, 재료 및 에

너지 측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

는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방안

이 더욱 진화하여 자연과 닮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생체 원리의 건축적 적용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이해

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건축이 ‘생물체화’되어 환

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기술 개발의 목표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

한데에 비해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진행

하는 목표는 한정적이며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건축의 규모와 외부 환경

과의 관계성, 내부 환경의 쾌적성, 다른 건축요소들과의 관계성 등을 고

려하였을 때,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이 더욱 다

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의 고려 및

새로운 문제의 예측은 바이오미미크리 계획과정의 반복적인 피드벡을 통

해 해결 가능하다. Biomimicry 3.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진행과정을 반

복하면 할수록 더욱 혁신적인 디자인을 얻을 수 있다.19)

19) Biomimicry Resource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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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존 계획방법의 고찰

앞서 고찰한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를 건축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기존 건축계획 과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존 건축계획 과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자인 과정은 매우 복합적이며 정신적인 과정이다.20) 건축계획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건축계획 과정의 특성을 ‘Messy’, ‘Complex’, 등과 같은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계획의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거나 단

계별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Lawson(2005)은 전체 계획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일정한 경로(firm route)의 작성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일정한 경

로를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디자인 과정이라는 것이 건축가의 경험, 직

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

만, C.J.Jones는 디자인의 과정에는 논리적, 분석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부분과 디자이너의 창조적, 직관적 사고의 부분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체계적인 방법은 관습적, 직관적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1)

하지만 기존 건축계획 과정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바이오미

미크리의 적용과정을 건축계획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과정과 건축계획 과정

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상이한 두 개의 분야를 효과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에서는 건축계획과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하며, 상

이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 Lawson, B. (2005). How Designers Think: The design process demystified.
Architectural Press.

21) 강인호. (1994). 디자인 정보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거주후 평가방법에 관한 연
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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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환적 문제해결의 과정

Donald Schon의 저서 The Reflective Practitioner에서는 건축계획의

과정은 아래의 순서를 따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건축가는 ‘moves’를

선택하고 진행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건축계획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는, 해결책의

탐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문제가 정의될 수 있으며, 문제와 해결은

독립된 요소가 아닌 상호작용하는 것이다.22) 이처럼 건축계획의 전반적

인 과정은 웹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건축가가 선택하는 ‘moves’에 따라

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예측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또, 건축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결정에 순응할지 또는 초기의 결정과는 상반된 새로운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계획의 과정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

정인 동시에 새로운 문제점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통

해 건축계획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거나, 추가적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그림 2-40] 순환적 문제해결의 과정

(P: problem, S: solution)

(2) 상호관계성 기반의 선택 과정

예측되는 문제점의 특성에 따라 건축가의 태도가 달라진다. 즉, 건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

항은 아니지만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건축가의 태도에 차이가 보

인다.23) 선택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22) Lawson, B. (2005). How Designers Think: The design process demystified.
Architectural Press.

23)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Vol. 5126). Basi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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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는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이다. 그는 디자인의 문제에

가치판단적 성격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좋고 나쁜 건물의 판단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

라 사실적 판단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24)’고 주장하여 디자인 문제의

과학적, 합리적 규명 가능성을 지지하였고 디자인에 있어서 직관적, 창조

적 사고 조차도 논리적인 방법 속에서의 해결을 주장하였다.25) 알렉산더

는 이러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디자인 문제에 요구되는 요소들

을 나열하고 요소들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26) 즉, 요구되는 요소

들 상호의 영향이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중립적인지 살펴보았다.

긍정적 및 부정적인 관계의 요소인지에 따라 해결책의 선택이 달라진

다. 긍정적인 관계의 요소를 결합함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며, 부정적인 관계의 요소인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그림 2-41] 상호관계성 기반의 선택 과정

(3) 문제-해결의 관계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 방법에 대한 탐구노력은 1950년대

24) Alexander, C. (1979). The Timeless Way of Building. Oxford University.
25) 강인호. (1993). 디자인 정보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거주후평가방법에 관한 연
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6) Lawson, B. (2005). How Designers Think: The design process demystified.
Architectural Press.



- 99 -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27) 초기의 이론들은 디자인 문제

를 세부적인 하위 문제로 분절하여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나열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삼았다. C.J.Jones, C.Alexander, J.Luckman 등의 이론

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J.Luckmen의 경우, 하부문제 상호간의 관계

성에 상당한 주목을 함으로써 분석적인 디자인 과정을 상정하면서도 디

자인 과정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특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28) 이들은 디자인 문제의 최소 단위로의 분절을 통해

설계 방법론의 체계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강인호(1994)는 건축 디자인 방법에 관한 초기의 논의들은 서구의

전통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분석적, 기계적, 체계

적 노력으로 시도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C.Alexander는 계획 과정에서의 분석 단계에서는 문제의 분해 작업이

일어나며, 종합 단계에서는 분해된 문제 각각에 대한 해결방안을 재결합

하는 작업으로 보았다.29) 하지만, Lawson(2005)은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 및 경제적이지 않다고 주장

하였다.

[그림 2-42] 문제의 분해 및 해법의 재결합 과정 (출처: How do you design, 2004)

27) 강인호. (1993). 디자인 정보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거주후평가방법에 관한 연
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p.

28) 강인호. (1993). 디자인 정보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거주후평가방법에 관한 연
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p.

29) Dubberly, H. (2004). How do you design. A compendium of Models. 22p.



- 100 -

Rittel은 건축계획 방법론의 초기 이론들과 달리, 계획가들이 다루는

문제의 유형들은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다루어 나가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보유한다고 선언하였다.30) 디자인은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

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와 동시에 해법에 대한 고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31) Rittel 및 Webber (1973)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32) 이

처럼 문제의 정의 및 해결은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일렬적인 과정이 아니

라, 동시적으로 발생되고 반복적이 피드벡이 일어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Lawson (2005) 또한 마찬가지로, 디자인 과정은 문제와 해결간의

절충 과정이라 보았으며, 분석, 종합, 평가의 세 가지 행위에 의해 진행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43] 디자인 과정은 문제와 해결간의 절충 과정으로 분석, 종합, 평가에 의해 진

행됨 (출처: Lawson, 2005)

문제해결 방식으로서의 건축계획 과정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와 페이지(John Page)는 여러 문제를

30) 강인호. (1993). 디자인 정보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거주후평가방법에 관한 연
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p.

31) Rittel, H. W. (1972). On the Planning Crisis: Systems Analysis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pp. 390-396). Institute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32) Dubberly, H. (2004). How do you design. A compendium of Models. 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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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계획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해 줄 있는 통합된 해결

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건축계획 과정은 통합디자인을

제시하여 최적화보다 최대의 만족을 추구해야한다.33)

예를 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창호의 계획은 여러 가지의 환경적 및

심리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효과를 고

려하여 의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

께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 2-44] 창호 디자인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요소들(Lawson, 2005)

33) Lawson, B. (2005). How Designers Think: The design process demystified.
Architectural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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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문제의 분해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식은 타 분야의

바이오미미크리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생물학과 타 분야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또한 마찬

가지로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디자인 문제를 분해함으로써 적용 가능

한 생체 원리를 모색하고 이를 건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계획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생체 원리의 건축

적인 방안은 Lawson이 주장한 통합 디자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생체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

다면, 바이오미미크리를 통한 건축계획은 통합 디자인의 실현을 위한 실

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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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과정의 진화

설계프로세스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의 단순한 디자인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와 변화에 따라 보다 전문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34) 설계 진행의 기본적인 과정은 기존 설계프로세스가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지만, 적용하는 방법론에 따라 세부적인 요소들의 구성과 순서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바이오미미크리라는 방법론을 건

축계획의 초기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건

축계획의 프로세스를 고찰하고, 이를 바이오미미크리의 특성에 부합하도

록 변형하고자 한다.

강인호(1994)는 디자인 과정의 유형을 크게 초기 다자인 방법론자들이

주장하였던 ‘요소로부터 전체를 파악’하는 방법과, Rittel 등과 같은 2세

대 및 3세대 방법론자들이 주장하는 ‘전체에서 요소로 나아가는 디자인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디자인 문제를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자적 요소로 분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후 이를 다시 종합

하여 전체 디자인 대안을 만드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디자인 문제를 전

체로서 파악하고 문제의 구조를 정의한 후 이러한 문제 구조 위에서 각

개별적인 디자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35)

[그림 2-45] 요소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디자인 과정의 개념도식 (강인호, 1993)

34) 건축프로젝트의 시공성 향상을 위한 설계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 방안, 23p.
35) 강인호. (1993). 디자인 정보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거주후평가방법에 관한 연
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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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전체에서 요소로 나아가는 디자인 과정의 개념도식 (강인호, 1993)

하지만 선행연구(강인호, 199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현재 실무에

서 적용되고 있는 디자인 과정은, 전체에서 요소로 나아가는 디자인 과

정의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 개념도식에서 나타난 요소

문제의 분해와 각 요소문제에 대한 요소대안을 도출하고 종합화하는 방

식은 알렉산더 및 페이지가 제시한 독립적인 문제의 해결 과정을 반영하

고 있다.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된 해결방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복적인 피드벡 과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면,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요소문

제와 요소대안 간의 순차적인 위계관계가 결과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

안은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기도 하며, 하나의 대안이 다른 대안들에게도

영향을 줌으로써 대안 간의 위계가 발생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계획과정은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가지 않으며, 반복적인 피드벡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반복적인 피드벡 과정을 통한 건축계획의 진화는 앞서 설명한 통합디

자인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계획의 반복적인 피드벡

을 통해 요소대안을 단순히 결합한 계획 결과물을 제시함을 넘어 요소대

안 간의 보완 및 조정 작업을 진행하여 통합된 디자인 결과물을 제시하

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제의 분해를 통해 건축계획을 진

행하되, 계획과정을 반복적으로 피드벡할 수 있는 방법론의 구조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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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 효과인 ‘복합성’이 통합된 디자인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통합 디자인은 최소한의 디

자인 요소들을 통해 여러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여러 요

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이룸으로써 효율성이 높은 방안을 제시하

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디자인 문제 전체적 문제해결 구상

요소문제 요소대안

디자인 대안

디자인 문제 전체적 문제해결 구상

요소문제 요소대안

디자인 대안

요소문제와 대안간의 관계 구조화

새로운 문제의 발생

디자인 문제 전체적 문제해결 구상

요소문제 요소대안

디자인 대안

요소 대안간의 위계설정

보완 및 조정

[그림 2-47] 계획과정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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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친환경건축 계획의 과정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설계목표정보와 설계요소정보는 기능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인 역할을 가

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36) 본

장에서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과정에서 요구되는 설계목표정보 및 설계요소정보를 도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설계 및 친환경

설계의 계획 과정별 내용을 살펴보고, 바이오미미크리라는 계획방법론을

도입하였을 때에 요구되는 정보 및 제공 가능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그림 2-48] 정보 유형간의 상호관계 (강인호, 1994)

건축 기획 과정 (Architectural programming)은 디자인의 초기단계로

서, 디자인의 기준과 품질 수준을 설정한다.37) 주변 환경의 컨텍스트, 건

축주의 요구사항, 문화적 및 경제적인 조건 등을 통해 목표 및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설정된 목표는 계획 과정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설정된 목표에 따라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

를 기반으로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단계에

서는 기후에 대한 정보는 건축가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수립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36) 강인호. (1993). 디자인 정보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거주후평가방법에 관한 연
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5p.; 설계목표정보는 전체 문제구조를 규
정함으로써 설계요소정보의 기반으로 작용하며, 설계요소정보는 이를 이용하여
세부적인 설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처음에 문제구조를 반복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37)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The Architect’s Handbook of
Professional Practice (14th ed.). Wiley. 507p.



- 107 -

AIA에서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은 크게 분석과 종합 단계로 구분된다.

분석 단계는 디자인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할 요소들

을 인지, 분석, 확인, 정리하는 과정으로 계획 초기단계에 포함된다. 건축

계획은 건축가의 분석과 수집 및 분석된 정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구체

화되며, 이를 하나의 종합화된 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디자인 개념

을 설정하게 된다.38)

구분 내용

Analysis

Program analysis

Site analysis
: When organized in a common scale and format, these data often
begin to point the way to design solutions.

Zoning and code analysis

Documentation of existing conditions
: This step typically identifies existing physical and code problems.

Scheduling

Cost

Construction industry practice

Design precedents
: It is common for architect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design of
buildings that deal with similar issues to stimulate solutions for their own
design problems.

Synthesis

Establishing design goals
: These goals create functional and aesthetic guidelines for judging
design decisions, and the project objectives help establish priorities when
trade-offs must be accommodated in the design solution.

Evolving a design concept
: Whatever the underlying principles, it is common for architects to
develop several representations and variations to help them understand
and articulate the evolving design concepts.

Evaluating concept alternatives
: Working with these possibilities and variations, most architects have
developed a process for narrowing them down to a set of workable
concepts.

[표 2-20] AIA Design Process

38)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The Architect’s Handbook of
Professional Practice (14th ed.). Wiley, 5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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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사이트, 법규 등과 같은 정보를 처리하며,

대상지와 유사한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을 구축해

나간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디자인 목표를 수립하고, 여러 가지 대

안을 평가한다.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계획은 초기 디자인 (Predesign) 단계를 통해 기

후적 및 환경적인 조건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기본 설계 (Schematic Design)의 진행은 빛, 공

기, 조망, 우수 수집, 등의 외부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와 패시브 디자인

기법을 통한 내부 환경의 조절 방안을 통해 디자인 대안을 수립하고, 이

러한 대안들이 가지는 환경성능을 예측 및 조정한다. 기존의 건축계획

과정은 여러 가지 디자인 대안을 수립한 이후에 환경성능을 평가하고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립한 대안을 수정 보완한다. 하지만, 친환

경 통합설계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계획 초기단계에서의

성능평가와 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대안의 수립을 이루는 계획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계단계 내용

Predesign

Form a multidisciplinary design team
Complete a site analysis, including watershed, climate, solar access,
views, soils
Set and prioritize sustainable design goals

Schematic
Design

Incorporate considerations for light, air, views, water collection,
reduced site disturbance, and so on
Reduce demand on M/E/P systems through passive design strategies
Create an initial energy model, then respond to the results by
adjusting the building design
Use a physical or virtual model to analyze daylighting effects
Estimate water use based on potential building systems, potential
water catchment and landscape design

If proposing unusual systems of any kind (structural, mechanical,
water treatment, etc.), visit the local jurisdiction to discuss code
requirements

Evaluate the schematic design against sustainable design goals

Design
Development

Refine the design based on information gathered in schematic design

Reevaluate the design using computer and physical models

[ 표 2-21 ] Sustainable Actions in Project Delivery (AIA, 6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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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술, 재료, 건설기술 등의 발전에 의해 기존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한 계획기술이 발달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계획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계획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FAZ Pavilion과

같은 재료 기반 디자인(Material-based design)은 건물의 형태 디자인

보다는 재료의 개발이 우선시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재료의 성

질과 행동, 구조적 행동 및 환경적인 조건이 건물 형태의 생성에까지 영

향을 끼치는 특성을 가진다.39) 따라서 재료 계획에 대한 결정은 건축계

획 초기단계에 이루어지며, 동시에 구조, 형태, 제조, 환경적 조건, 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림 2-49] 기존 및 재료 기반의 디자인 접근 방식 (Asefi & Afzali, 2016)

디자인 과정의 변화는 재료기반 디자인 과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Holzer & Downing (2010)은 계획 초기단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이 협업을 이루고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

39) Asefi, M. & Afzali, Z. (2016).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rchitecture:
Material-based Technological Design Approach. Current World Environment,
11(1).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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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는 복잡한 디자인 환경 내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DesignLink”이라는 방법론은 디자인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비교 및 결정 지원을 위한 디자인 정보의 제공, 등을 유도

하며, 이러한 틀을 기반으로 디자인 대안들은 각 건물요소(구조, 기계,

환경, 파사드,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거나 여러 대안 간의 비교를 통해서

제공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환경성능평가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비교하

고 접근할 수 있다.40)

[그림 2-50] 디자인 과정의 변화 (Holzer & Downing, 2010)

기존의 계획방법은 주변 환경, 건축주의 요구사항, 문화적인 요소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들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인 진행을 통해 건축계획을

점차 발전하는 과정을 보였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기에

설정한 계획안의 환경기능, 즉, 내부 거주환경의 쾌적성 및 경제성 등을

40) Holzer, D., & Downing, S. (2010). Optioneering: A new basis for engagement
between architects and their collaborators. Architectural Design, 80(4),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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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보완하여, 건축의 구조, 환경설

비, 재료 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물론, 건축계획에의 기후적인 조

건의 반영은 건축계획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변함이 나타나지 않지만,

계획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전략을 수

립하는 과정이 계획 초기단계에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 간의 관계성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충돌

되는 디자인 요소에 대한 예상, 협의가 필요한 분야의 파악,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축계획 방법

론상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효율적인 피드벡 과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건축물을 구현하는 계획 요소들은 크게 대지, 배치계획, 평면

및 단면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으로 구분된다. 대지이용계획은 주변 환

경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내용을 통해 배치조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획설계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매스와 입면에 대한 검토

가 함께 이루어지지만,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평면 및 단면계획에 따라

형태의 디자인이 구체화된다. 또, 입면계획의 구체화는 재료에 대한 고

려, 구조 형식, 단면의 계획을 통해 진행된다. 계획요소에 따른 설계 프

로세스의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는 계획요소들 간의 상호관

계성이 설계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건축 요소들의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반영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파악이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건축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이 더욱 원

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단계 건축가 및 분야별 전문가
작업 내용

친환경 건축물 컨설턴트
협업 내용

시작 보고

건축주와 건축가 사전협의
요구사항검토
Ÿ 건물용도, 규모, 등
Ÿ 목표 및 방향설정

친환경 건축설계 목표 수립
Ÿ 지속가능한 대지 이용
Ÿ 수자원활용
Ÿ 에너지 효율

[ 표 2-22 ] 친환경 건축물 구현 프로세스 (김학건 외, 4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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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사비
프로젝트 팀구성
Ÿ 건축, 구조, 토목
Ÿ 기계, 전기, 조경
Ÿ 친환경/에너지 등

Ÿ 재료 및 자원
Ÿ 실내환경향상

설계

사전조사

대지분석
Ÿ 면적, 지형, 지반
Ÿ 교통 및 보행접근
Ÿ 열원 및 전력공급
Ÿ 우수 및 오수관로
Ÿ 녹지체계 등
환경 분석
Ÿ 인문 및 사회환경
Ÿ 경관/자연환경
목표설정
Ÿ 건축 디자인 이슈
Ÿ 개략비용검토
관련법규 검토
사례조사

사이트 평가
Ÿ 대지 제한조건
Ÿ 동, 캣갚, 서식지
Ÿ 환경평가
대지 미기후 분석
Ÿ 기상데이터
Ÿ 일조, 바람
Ÿ 소음영향예측
Ÿ 지형, 지표식물
Ÿ 식재
Ÿ 수자원
목표 설정
Ÿ 친환경/에너지 이슈
Ÿ 개발비용 검토
관련법규/사례 조사

기획설계

대지이용계획
Ÿ 기존 및 인접건물, 리모델
링에 따른 영향검토

Ÿ 배치조닝: 향, 일조, 컨텍
스트, 접근성 등 고려

평면/단면
Ÿ 형태, 실깊이, 높이
Ÿ 실 프로그램
입면/매스
Ÿ 매스 검토
Ÿ 입면 디자인
재료
Ÿ 구조방식
Ÿ 외부마감고려

대지이용계획
Ÿ 식재, 수림대 등의 보호
Ÿ 배치대안검토: 최적 향, 조
닝검토, 소음 및 기류검토

건축 평면/단면
Ÿ 패시브 적용검토: 자연채
광/환기고려

입면
Ÿ 친환경 입면제안: 최적 창
면적비, 계절별 열손실, 열
취득 고려

재료
Ÿ 내외부 친환경 마감재

계획설계

대지/배치계획
Ÿ 배치 검토: 지형에 대한
고려

평면/단면
Ÿ 실조닝 계획: 요구조건 충
족

입면
Ÿ 디자인 발전
재료
Ÿ 구조형식 확정
Ÿ 단열 검토
Ÿ 외부마감 재료
Ÿ 실내마감 재료
기술분야
Ÿ 스팬, 하중 적정성 검토
Ÿ 기계, 전기 장비검토

환경성능향상
Ÿ 최적배치안 제안: 향, 일
조, 채광, 소음

Ÿ 친환경 자재제시
Ÿ 열섬저감 식재
Ÿ 우수/수자원 절약
주요 에너지 절감요소
Ÿ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적
용검토

Ÿ 개략 시뮬레이션 검토
생애 주기 비용 분석(LCC)
Ÿ 초기투자비
Ÿ 유지관리비
Ÿ 에너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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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Link”이라는 방법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건물요소를 중

심으로 제공되는 틀은 여러 대안 간의 비교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실

제로 계획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계획요소의 명확한 구분은 어려우

며, 이러한 건물요소 간의 정보가 교류됨에 따라 건축계획과정이 진행된

다. 따라서 계획 초기단계에서의 목표 수립, 대안 설정, 대안 평가,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계획요소와 관련된 결정사항들과 요소들 간에 교

류되는 정보의 파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틀을 기반으로 초기 계획단

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면, 통합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 자료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기본설계

배치/건축계획
Ÿ 배치 확정
Ÿ 조경, 식재계획
Ÿ 지표수 처리계획, 굴착, 오
수처리계획

단면/입면
Ÿ 층고, 천장 계획
Ÿ 단면 오프닝 상세 검토
Ÿ 파사드 계획
Ÿ 재료마감계획
기술분야
Ÿ 구조 검토 (하중 및 안전
성)

Ÿ 기계, 전기, 소방분야 구체
적 계획 발전

내역작업
Ÿ 비용산정

환경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Ÿ 향, 일조, 채광분석, 기류,
소음검토

에너지절감시스템 적용
Ÿ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에
너지 검토

Ÿ 단열, 창호
Ÿ 최적 설치용량 확인
Ÿ 최적 설치위치 검토
우수, 중수활용
에너지 성능검토
Ÿ 시뮬레이션을 통한 요소별
부하저감 검토

실시설계

배치 및 평면계획
Ÿ 배치도
Ÿ 우수처리계획
Ÿ 하수처리(정화조)
Ÿ 부분상세 검토
단면/입면
Ÿ 창호프레임 디테일
Ÿ 각종 상세
재료
Ÿ 디테일 반영
기술분야
Ÿ 구조계산
Ÿ 부하 및 장비산정
Ÿ 각종 도면/계산서 및 보고
서

내역완료
Ÿ 비용확정

적용기법 구체화
Ÿ 패시브 디자인: 열교부위
최소화, 단열상세 검토

Ÿ 액티브시스템: 하이브리드
환기, 배열회수

Ÿ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지
열, 태양열 용량결정

최종 에너지 시뮬레이션
Ÿ 시뮬레이션 결과 검토 및
해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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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팬, 하중 적정성 검토
• 기계, 전기 장비검토

형태계획

입면계획

대지이용계획

사전조사
• 대지분석
• 환경분석
• 목표설정
• 관련법규
• 사례조사 등.

• 실 조닝계획
• 실 깊이, 높이
• 실 프로그램

• 층고, 천장계획
• 단면 오프닝 상세검토

• 구조방식
• 단열검토
• 외부마감 재료
• 실내마감 재료

기술분야

공간계획

재료계획
• 구조방식
• 파사드 계획
• 재료마감 계획

[그림 2-52] 계획요소 및 요소별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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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의 건축적 해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을 위한 단계는 아래와

같이 공통적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① 목표의 설정 (Formulate search objectives)

② 생체 원리의 탐색 (Search for biological analogues)

③ 생체 원리의 분석 (Analyze biological analogues)

④ 적용 (Transfer)

3.1. 문제의 재정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필요한 기능 및 해결해

야 할 기술적인 문제를 정의하는 “문제의 정의 (Problem definition)” 단

계를 Problem-based (Top-down) 접근 방식의 초기 단계로 설정하였으

며, 생물학적인 해결방안을 발견하는 “생물학적 영역 (Biological

Domain)” 단계를 Solution-based (Bottom-up) 접근 방식의 초기 단계로

설정하였다.41)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은 전반적인 프로세스의 시작점은 다

른 것으로 나타나지만, 생물학적 및 기술적 영역 간의 교류 과정이 발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생체정보의 기술

적인 해석과 기술적인 문제의 생물학적인 해석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Lenau(2009)는 바이오미미크리를 활용한 엔지니어링 디자인의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관련된 유추의 탐색

2) 생물학적 해결방안의 분석 3) 디자인 원리의 해석 및 제시 4) 결과물

의 디자인.42) 이러한 과정에는 주로 보완의 단계가 발생되며, 이는 탐색

41) Badarnah, L. & Kadri, U. (2014). A methodology for the generation of
biomimetic design concepts. Architectural Science Review, 2p.

42) Lenau, T. (2009). Biomimetics as a Design Methodology –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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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더욱 집중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비록 기술적인 문제를 정의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시작되지

만, 생체를 분석하거나 분석한 생체에 따라 디자인 원리를 설정하는 과

정에서 다시 문제를 정의하거나 생체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되풀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53] 바이오미미크리 디자인 방법론 (Lenau, 2009)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계획과정에서 문제를 재정의 한다는 것은 결과

적으로 건축물의 필요 환경기능을 구체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바

이오미미크리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계획하고자 하는 건축가는 어느 정도

의 계획 목표를 설정하겠지만, 이러한 목표를 실현화할 수 있는 세부적

인 계획요소에 대한 제시를 필요로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Vattam 외, 2008)에 따르면 건축의 열 환경을

조절한다는 문제는 ‘생체는 어떻게 체온을 조절할까’라는 문제로 생물학

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열

환경의 조절은 다양한 자연요소의 조절 기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에, 단순히 생체의 체온 조절 기법만을 살펴보는 것은 더욱 다양한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생체는 어

떻게 체온을 조절할까’라는 의문을 통한 접근뿐만 아니라, ‘생체는 어떻

게 빛을 차단할까’, ‘생체는 어떻게 공기의 흐름을 유도할까’ 등의 질문을

Design. 1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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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 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문제의 재정의는 광범위한 생체정보의 수집을 유도할 뿐

만 아니라, 수집 및 분석한 생체정보의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활

용 가능하다. 열 조절이라는 목표를 수립하더라도, ‘빛의 차단’, ‘공기의

흐름’ 등과 같이 열을 조절하는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의 수립까지

도 가능하며, 이러한 목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체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영한 생체정보 분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54] 문제 정의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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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평가 및 피드벡

Herstatt & Kalogerakis (2005)는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세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Ÿ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Ÿ 모순이 되어 해결해야하는 요소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Ÿ 사용자들의 관점을 정의된 문제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

위의 조건에 따라 제시한 해결방안의 탐색 및 유추 과정은 아래와 같

다.

[그림 2-55] 체계화된 해결방안의 탐색 및 유추 과정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과정에서 발생 가

능한 모순, 즉 문제점들에 대한 예측은 피드벡 과정의 진행을 위한 정보

로 활용가능하다. 건축계획 과정의 특성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가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도 마찬

가지로, 설정한 목표와 선정한 생체 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적

용했을 때의 문제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Biomimicry 3.8의 Biomimi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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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Handbook는 바이오미미크리 과정 피드벡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피드벡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과정을 반복하면 할

수록 더욱 혁신적인 디자인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장

에서 구축하는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의 구조는 새로운 문제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현실적

인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알렉산더

(Alexander, C.)가 주장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관계의 요소를 유도하거

나 부정적인 관계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림 2-57] 바이오미미크리를 통하 부정적 관계의 요소 결합방안 제시

바이오미미크리 및 건축계획 과정에서의 평가 및 피드벡은 제시한 문

제 해결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의 과정이다. 환경기능의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정한 생체 및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 생체정보의

적용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파악하여, 이

를 건축계획 과정에 포함하여 복합적인 기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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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결방안의 탐색 및 재구성

건축계획에 적용 가능한 생체의 선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바이오미미크리를 건축계획에 적용하는 목표가 뚜렷할 때

적용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생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러

한 경우, 설정된 목표는 광범위하기 보다는 ‘차양의 개발’, ‘우수 이동관

의 개발’ 등과 같이 특정 요소에 한정되었을 때를 말한다. 선행연구

(Nagel & Nagel, 2011, Satori, Pal, & Chakrabarti, 2010)에서 개발하고

자 하는 기술의 기능을 소단위로 분해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

이다. 즉, 전체 목표를 세부적인 기능으로 분해하는 것은 필요 기능을 단

순화하는 작업이며, 이는 적용 가능한 생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축계획의 초기 단계에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할 경우, 세부

적인 기능을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필요한 기능의 분해는 각

각의 기능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효과적일 수가 있겠지

만, 이러한 기능들을 통합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건축의 환경기능은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계공학 관

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생체는 다기능성, 자기조직화 특성, 생태학적 및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43) 따라서 이는 통합디자인에서 추구하는 효율적이

며 최적화된 디자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Yen & Wiessburg

(2007)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체가 가지고 있는 다기능성은 예상치 못

했던 문제의 해결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및 효과적

인 방안을 찾기 위해 건물 사이트와 유사한 환경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

는 생물군계에 적응하는 생체를 도출하고 각 생체가 수행하는 기능을 살

43) Hill, B. (2005). Goal Setting Through Contradiction Analysis in the
Bionics-Oriented Construction Process.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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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다.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건축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생체 기능을

선택하고 이에 해당되는 생체를 도출할 수 있다. 또,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체를 도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건축의 통합디자인과도 관련이 있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

이, 건축계획 과정은 통합디자인을 제시하여 최적화보다 최대의 만족을

추구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은 효율적이며 최적

화된 디자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에 존

재하는 생물체 및 생태계는 적은 재료로 여러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다.44) 따라서 자연의 원리 적용을 통해 통합디자인을 실

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8] Christopher Alexander 및 John Page식의 문제해결 방식

[그림 2-59] 바이오미미크리를 통한 통합된 문제해결 방식의 제안

44) El-Zeiny, R. M. A. (2012). Biomimicry as a Problem Solving Methodology in
Interior Architectur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0, 5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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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의 분석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체정보를 분석하는

정도, 분석한 생체정보를 적용하는 요소, 적용요소와 관련된 생체의 기능

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요소들 간의 관계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생체의 형태적인 특성을 직접적으로 건물의 형태, 공간 또는 입면계획

에 적용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예로는 Rafflesia House, Tulip-like

Gymnastic, 등을 들 수 있다. 또, 생체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형태적인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이

를 재해석하는 간접적인 접근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겨우, 생체의 원리는 형태계획, 파사드 계획, 시스템 계획, 등을 위한 아

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생체의 형태뿐만 아니라, 행동, 신진대

사와 같은 생리적인 변화 또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바이오미미

크리를 통한 재료 계획의 경우, 생체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분

석 대상은 주로 생체 외피의 형태적인 특성, 움직임, 등인 것으로 나타난

다.

생체정보의
적용요소

생체정보
분석의 방법

형태
(형태계획 /
공간계획)

파사드
(입면계획)

전략
(시스템 계획)

재료
(재료계획)
작동계획

생체의 형태적 모방 직접적 접근 방식 간접적
접근방식 -

생체의 원리를 통한 아
이디어의 제시

간접적 접근방식 간접적
접근방식 -

(물리적 현상의 재해석)

생체의 과학적 분석 - 직접적 접근
반식

생체의 형태적 특성,
물리적 과정, 등

행동, 생리적
변화, 등

생체 외피의
형태적 특성,
움직임, 등

관련 생체기능

[표 2-23]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분석 및 적용 방법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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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계획한 경우, 아래와

같은 효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효과에 대한 이해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수립을 위한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효과

반응성
외부 환경에 따라 시스템, 형태, 색상 등이 변화
외부 환경에 따라 움직임

효율성
효율 및 성능이 높은 재료의 개발
형태 또는 색상만으로도 환경성능을 개선
효율이 높은 작동 시스템

복합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

[표 2-24]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효과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이 계획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Eastgate Center의 경우, 우연한 기회를 통해 생체정보를 획

득하였으며, Arup과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 방안을 구체화한 사례이다.

흰개미집의 원리뿐만 아니라, 선인장의 원리를 건물 입면에 적용하여, 더

욱 개선된 열 조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체의 원리를 실

현화하기 위해 재료, 바닥상세, 구조체,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의 적용이

이루어졌으며, 초기계획 단계 때의 진행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이 가능했

다. 흰개미집의 원리는 전략에 모방되어 나타났고, 형태는 개미집을 직접

적으로 모방하지 않았으며, 전략을 실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이루어졌다. Eastgate Center는 바이오미미크리를 통한 시스

템을 계획한 사례로, 흰개미 서식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건축계획을

위한 아이디어로 적용하였다. 시스템 계획에 따라 형태, 공간, 입면 등의

요소 계획 방향이 결정되었다.

Faz Pavilion의 경우, 재료에의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또한 계획초기에

이루어진 사례로, 재료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계획, 전략계획 등이 수립되

었다. 수립된 전략은 재료의 특성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

었다. 본 사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요소들 간의 반복적인 피드벡을 통

해 계획이 진행되었다. 본 사례는 바이오미미크리를 통해 단순히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기를 넘어 구조물의 입면 및 형태계획을 결정짓는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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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되었다.

Seawater Greenhouse의 계획은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딱

정벌레의 물 응결과정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이를 응용하였다. 즉, 딱정벌

레가 물을 수집하는 모습으로부터, 지역이 가지는 환경적인 조건을 활용

할 수 있음을 알았다. Seawater Greenhouse에서는 이를 오히려, 물을 생

성하기 위해서보다는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

되었다. 딱정벌레의 원리는 다른 사례에서도 활용되었으며, 물을 생성하

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된다. 이

처럼 생체와 동일한 활용용도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딱정벌레의 물 수집 원리는 형태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형태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유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도

록 전반적인 시스템 계획을 진행하였다.

생체의 원리를 적용하는 건축계획 요소와 계획요소들 간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의 수립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틀로 활용된다. 또, 선정한 생체정보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계획요

소의 도출이 가능하다면 생체정보의 건축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 분석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사

례에 대한 분석과 친환경 건축계획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생체

정보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건축계획 요소와 여러 건축계획 요

소들 간의 관계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제시한 바이오미미크

리 적용방안에 대한 내용은 3장 및 4장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① 생체원리의 형태적인 특성을 직접적으로 모방하거나 생체원리의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아이디어로 활용하여 건물의 형태, 공간

또는 입면을 계획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면계획에

바이오미미크리를 적용한 경우는 주로 빛을 차단 또는 유입하기 위한 계

획방안인 것으로 나타나며, 형태 및 공간계획에 적용한 경우는 주로 바

람을 차단 또는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Qatar 2022

World Cup FIFA Stadium의 경우, 다수의 사례들과는 달리 입면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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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바람을 유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형태, 입면, 공간계획에의 바이

오미미크리 적용은 다양한 환경기능의 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60] 형태/공간/입면계획에의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② 생체원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재료계획과 건물

의 입면계획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거나 기존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가지는 재료 또는 입면을 계획하게

된다. 북극곰의 털은 체온을 유지하는 보온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태양

열을 유입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성능이 높은 단열재를 개발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그림 2-61] 입면/재료계획에의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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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이오미미크리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조절장치를

계획하기 위해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절장치는 건물 입면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Flectofin의 개발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여수엑스포 주제관의 주요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었다.

[그림 2-62] 입면/작동/시스템계획에의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④ 시스템계획에의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은 주로 생체원리에서 발생하

는 물리적인 현상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생체의

형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형태, 생리적인 변화 등이 모방의 대상으로

활용 가능하다. 시스템 계획의 수립은 설비 계획뿐만 아니라, 형태, 공간,

입면 등의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Eastgate Center는

흰개미집의 원리를 모방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계

획하였으며, 형태, 공간, 입면 등의 계획은 수립된 시스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림 2-63] 시스템계획에의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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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의 건축적 해석

기존 건축계획 과정 및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특성을 도출하였다.

기존 건축계획 과정의 일반적 특성

순환적 문제해결의 과정

건축계획 진행에 따르는 새로운 문제의 발견

해결책의 탐색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문제가 정의됨

자신의 판단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

상호관계성 기반의
선택 과정

요소들 간의 관계성에 따라 해결책의 선택이 달라짐

부정적인 관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적용 필요

긍정적인 관계: 요소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

문제-해결의 과정

문제의 정의 및 해결은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일렬적인
과정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발생되고 반복적인 피드벡 과
정을 통해 진화됨

디자인 과정은 문제와 해결간의 절충 과정임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통합된 해결
책을 마련해 줄 필요 있음

건축계회 프로세스의 구조

문제 정의 과정에서의 전체적 문제해결 구상

과정의 반복적인 피드벡에 의해 건축계획 과정의 진화가 일어남

피드벡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 요소들을 통합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건축계획 과정의 진화를 통해 해결 요소들 간의 위계가 발생

계획 초기단계에서의 여러 요소들 (외부 영향요소, 관련 건축계획 요소, 등) 간의 관계
성을 고려한 구조의 제시가 필요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
인 피드벡 과정을 유도

[표 2-25] 기존 건축계획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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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구분 제시할 수

있다.

Ÿ 문제의 재정의: “열 환경 조절”과 같은 직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열

환경의 조절을 유도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제시함으로써, 세

부적인 목표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Ÿ 평가 및 피드벡: 환경기능의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정한 생체 및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 생체정보의 적용으

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파악하여, 이를

건축계획 과정에 포함하여 복합적인 기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Ÿ 해결방안의 탐색 및 재구성: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은 효율적이며 최적

화된 디자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체 및 생태계는 적은 재료로 여러 기능을 충족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45) 따라서 자연의 원리 적용을 통해 통합디자

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5) El-Zeiny, R. M. A. (2012). Biomimicry as a Problem Solving Methodology in
Interior Architectur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0, 5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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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생체정보의 구축

1. 생체의 환경 적응방식

1.1. 생체의 환경 적응에 대한 이해

(1) 자연 적응방식의 일반적 유형 분류

동물 및 식물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고 적응한다.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은 크게, 회피(avoidance), 순응(conformity),

조절(regulation)로 구분할 수 있다.46) ‘회피’는 이주하기, 굴에 서식하기

등과 같이 적응이 어려운 공간이나 계절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순응’은

몸의 상태를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조

절’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몸의 상태를 정상범위 내에 유지

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생체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위 세 가지의 반응

을 복합적으로 또는 단일적으로 나타낸다.

그렇다면 건축은 조절자, 회피자, 또는 순응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던져 볼 수 있다. 기존 친환경 건축계획에 적용되는 환경조절 기

법의 특성을 통해 건물은 조절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가는 패시브 또는 액티브 디자인 방법을 통해 건물 내부의 환경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물학 분야에서의 ‘회

피’는 크게 시간적 회피와 공간적 회피로 나누어진다. 환경의 변화로부터

피하는 생체의 행태와 외부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적 및 시

46) Willmer, P. et al. (2008). Environmental Physiology of Animals. Blackwell
Publishing, 1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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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변화를 주는 건축 시스템에 유사성이 있다. 반면에, ‘순응’은 변온동

물과 같이 자신의 상태를 외부 환경에 맞추는 경우를 말하며, 거주 가능

한 환경을 제공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부 환경에 따라 내부 환경

을 변화하는 방식은 건축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부 환경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의 생체 조절 및 회피 능력은 건축계획

에 적용 가능하며,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생체정보를 수집 및 분석

하고자 한다.

구분 내용

조절자 비교적 일정한 상태를 유지

회피자 환경 교란을 피함으로써 내부 변화를 최소화

순응자 내부의 상태가 환경과 일치

[표 3-1] 환경대응 방식에 따른 생체의 구분

생물이 서식 환경에 보다 유리하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며, 이

는 생물학의 기본 개념으로 ‘적응(Adaptation)’이라고 지칭한다. 생체가

주변 환경에 따라 조절, 회피 또는 순응이라는 방식을 통해 적응을 한다

면, 이러한 방식을 나타낼 수 있는 생체의 속성은 크게 Behavior,

Physiology, Biochemistry, Morphology로 구분된다. 즉, 외부에의 적응

방식은 크게 구조적 적응(Structural/Morphological adaptation), 생리적

적응(Physiological adaptation), 행동 적응(Behavioral adaptation)으로 구

분한다.47) 이 외에도 생화학(Biochemistry)을 통해 적응하는 방식도 있

다.48) 공간적 회피의 경우는 주로 행동을 통해 나타는 속성이다. 즉, 동

물은 외부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감으로써 환경 교란

을 회피한다. 생체의 조절방식은 이보다 더욱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조절을 통한 외부 환경에의 적응은 행동, 구조, 생화학 등 다양한 기

능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진다.49) 따라서, 자연에서 발생하는 조절, 회피,

순응에 대한 양상을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려우며, 생체 정보에

47) Sadava, D., Hillis, D. Heller, H., & Berenbaum, M. (2014). Life : The Science
of Biology (10th ed.). Macmillan, 1122p

48) Biochemistry: the chemistry of living organisms and its study
49) Willmer, P. et al. (2008). Environmental Physiology of Animals. Blackwell
Publishing, 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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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전적 조사 없이는 생체의 환경적응 방식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생리적, 행동, 생화학적 적응에 해당되는 생체

정보를 수집하였지만, 최종 결과물인 방법론의 개발에는 생화학적 적용

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였다. 현재 생화학적 적응 방식을 건축계획에 반

영한 사례는 없으며, 이를 위해 상당 수준의 건축기술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건축 재료의 개발 과정에 생화학적 적응 방식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

지만, 본 연구의 생체정보는 건축계획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건축재

료, 구조, 기술 등 다양한 건축 관련 전문가들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생화학적 적응과 관련된 생체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생

체정보를 수집 및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실

시함으로써 건축적인 활용을 고려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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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의 생물리적 특성

외온동물과 내온동물 모두 아래 표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몸과 환

경 사이의 열 교환으로 체온을 변화시킨다. 복사, 대류, 전도, 증발이라는

네 가지 방식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는 물리적인 법칙을 통해 설

명 가능하다. 물리 및 엔지니어링은 자연 내에 발생되는 반응적 기능과

관계성의 근원이며, 이를 통해 동식물이 물리적인 환경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50) 이러한 물리적인 현상은

생체에서 뿐만 아니라, 건물 환경 내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실제

로 건축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계획기법은 생체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현상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

방식 내용

복사 열은 적외선 복사에너지를 통해 따뜻한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전달된다.

대류 공기나 물이 체표면 위를 이동할 때 열은 이런 주변 매체로 이동한다.

전도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열이 직접 전달된다.

증발 물이 표면 위에서 증발할 때 열도 발산된다.

[표 3-2] 동물의 열교환 방식

[그림 3-1] 생체 자연적응방식에의 물리적 현상과 건축의 환경조절방식의 유사성

50) Denny, M. (2016). Ecological Mechanics: Principles of Life’s Physical
Interactions. Princ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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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들이 생체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건축계획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체 정보를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다

이어그램 작성을 통해 생체의 원리를 단순화하고 이를 건축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아

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생체의 원리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생체와 건축의 공통적인 언어로 물리

적인 현상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생체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을 조사하고, 관련된 생체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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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연요소 조절 및 활용방식의 일반화

생체가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내용 중,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건축 환경에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요소는 물, 빛, 산소, 열이다. 본 장에서는 생체가 이러한 자연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조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연요소가 조절 및 활용

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수집한 생체정보에 대한 분석 및 이론적인 고

찰을 통해 자연요소 조절 및 활용방식을 일반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Resources Source in Habitat

Water Precipitation - rain, snow stored in the soil and bodies of water (lakes,
ponds)

Light Sun – solar radiation

Oxygen Atmosphere – O2
Dissolved in water

Carbon
Producers use CO2 in atmosphere for photosynthesis
Consumers and decomposers consume organic compounds made by
other organisms

Nitrogen
Producers derive from soil or dissolved in water
Consumers and decomposers consume or decompose plant and animal
matter

Minerals
Producers derive from soil or dissolved in water
Consumers and decomposers consume or decompose plant and animal
matter

Vitamins
Producers make vitamins
Consumers and decomposers consume or decompose plant and animal
matter

Heat
Sun
Geothermal vents in deep ocean

Shelter
Tree
Burrows
Cave

[표 3-3] 생체의 생존을 위한 필요 요소들

(출처: Biology: Organisms and Adaptations, 1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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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우수

① 물 손실의 최소화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체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 그늘을 만들거나 표면에 공기층을 만들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Pawlyn, 2011). 육지에 서식

하는 동물의 피부는 외부에 비해 높은 수분량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두꺼운 피부, 방수 표피 등을 통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모공

을 열고 닫음으로써 수분의 증발을 조절하기도 한다 (Mazzoleni, 2013).

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생물체의 예는 아래와

같다.

구분 이미지 내용

Um b r e l l a
Thorn Tree

죽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어, 그늘을 제공하여 토양내의
수분 증발을 줄여준다. (Pawlyn, 2011)

Camel
낙타의 코는 폐를 통과한 공기가 온도가 낮고 습한 표면
을 통과함으로써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 (Pawlyn, 2011)

[표 3-4] 물 손실의 최소화 관련 생체의 예시

② 물 획득의 최대화 / 물의 저장

동물의 경우, 음식물 및 물의 섭취를 통해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지만,

이동이 어려운 식물은 다양한 원리를 통해 물을 흡수한다. 광합성이 활

발히 일어나고 있는 식물은 잎 표면으로부터의 증발을 통해 계속적인 물

유실을 경험한다 (Hopkins & Hüner, 2012). 토양으로부터 받아들인 물

을 이동하여 부족한 수분을 충족하지만, 우수를 최대한 받아들이고 저장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수분을 보충한다. 특히,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는

극심한 기후지역의 경우, 선인장과 같이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흡수하

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Pawlyn, 2011). 또, 내리는 비를 최

대한 받아들이고, 이동할 수 있는 원리를 활용하기도 한다. 아래의 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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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를 최대한 모으고 보내는 데에 유리한 잎의 형태를 가진 식물 사례

이다. [표 3-6]의 경우, 물을 모으는 원리뿐만 아니라 이를 최대한 저장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한 식물 사례이다.

구분 이미지 내용

Yucca Glauca
잎의 구조 및 배치는 빗물을 모으고 뿌리로 전달할
수 있는 유리한 형태이다. (AskNature, 2015)

Desert Rhubarb
잎의 형태는 빗물을 식물의 뿌리뿐만 아니라, 사막
의 토양으로까지 전달하여, 물이 깊이 스며들어 증
발이 적게 일어나도록 한다. (Miller, 2014)

[표 3-5] 물 획득의 최대화 관련 생체의 예시

구분 이미지 내용

Bromeliads 소수성의 잎 표면으로 인해 물 및 영양분을 모으고
저장할 수 있다. (AskNature, 2015)

Cactus
리브로 이루어진 줄기의 구조로 인해 많은 양의 물
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 (Pawyln, 2011)

[표 3-6] 물 획득의 최대화 및 물의 저장 관련 생체의 예시

불가사리와 같이 몸속에 수분을 흡수하는 원리를 반영한 동물도 있다.

이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방식

으로 활용된다. 즉, 동물의 수분 보충은 영양의 섭취뿐만 아니라 체온의

조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구분 이미지 내용

Sea Star
물을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간조 기간 동안의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
도록 한다. (Ask Nature)

[표 3-7] 물의 저장 관련 생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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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의 이동

자연 지형은 우수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물의 속도를 늘려 우수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줄임

으로써 홍수를 예방하기도 한다. 물의 속도와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

로 이루어져 있거나, 다양한 식물 및 동물의 서식 때문에 마찰력이 높아

물의 속도가 조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우수의 양 및 속도

가 조절될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다양성, 물의 정화, 증발의 유도 등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기도 한다.

구분 이미지 내용

Vegetation 거친 표면으로 인해 빗물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홍수
및 침식의 발생이 줄어든다. (HOK, Genius of Biome)

Beaver Pond

비버가 만든 습지대는 물의 속도를 줄어줌으로써 홍
수를 예방하고, 물의 정화 기능을 높여주고, 증발 냉
각효과를 높여주며, 생태계의 다양성을 더욱 유도한
다. (HOK, Genius of Biome)

[표 3-8] 물의 이동 관련 생체의 예시

④ 물의 생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물은 음식물 및 물의 섭취를 통해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지만, 건조기후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공기 속의 수분

을 응결시키는 방식을 통해 수분을 획득하기도 한다.

구분 이미지 내용

Namib Beetle

딱정벌레의 등에 있는 0.5mm 크기의 수많은 돌기
의 끝으로 안개가 끼거나 공기가 습해지면 등을
구부려서 돌기 끝에 이슬이 맺힘. 이슬은 점점 커
졌다가 돌기 끝에서 굴러 떨어짐. 등껍데기 위로
그 이슬을 굴려서 딱정벌레의 입 안으로 들어옴.

Thorny Devil

사막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악마도마뱀의 몸에는
원뿔형의 가시가 있는데 가시 끝부분에서 방사형
으로 퍼진 아주 가는 도랑이 있음. 이 5-150 마이
크로미터의 도랑은 비늘사이사이에 연결되어 입으
로 연결이 되어 있음. 가시표면에 습기가 닿아 물
방울이 형성되면 모세관현상에 의해 도랑을 통해
입으로 전달됨.

[표 3-9] 물의 생성 관련 생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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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리

자연 속의 우수활용 방식은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사항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이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건축계획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부

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우수처리 시스템은 요소별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자연 속의 원리

는 여러 기능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 또, 자연은 우수를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온도조절, 생물 다양성, 홍수 예방,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

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자연 속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건축계획에 적용함

으로써 우수의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적인 기능까지도 복합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다.

생체의 기능 관련 기대 효과

물/우수 손실의 최소화 물의 증발을 최소화

물/우수의 획득 및 저장

물의 획득을 최대화

물을 최대한 획득하고 획득한 양에 따라 물의 저장 능력을
변화함
(온도 조절과 같은 추가 기능의 발생이 가능함)

물의 획득을 최대화하고 이동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

물의 이동 다양한 효과의 도출
(온도 조절, 생태계 보존, 호우 피해의 예방, 등)

물의 생성 응결작용을 통해 물을 생성

물의 차단
재질을 통해 물의 침입을 차단

방수재질을 통해 물의 획득을 최대화

물의 여과 물을 여과하여 물 속의 이물질을 제거함

증발냉각 물의 증발을 통해 주변 온도를 낮춤

물에의 저항 물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물에의 반응 주변 습도 및 물의 변화에 따라 작동

[표 3-10] 물/우수 조절 및 활용 관련 기능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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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빛

① 빛의 전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심해에서는 적은 양의 빛을 최대한 모으는 방안

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두운 물속에서도 포식자와 먹잇감을 파

악할 수 있게 된다. 가리비의 눈은 작은 거울들로 이루어져 있어 빛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pookfish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눈

이 렌즈가 아닌 반사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더욱 밝고 선명한 이미지가

보이게 된다. 이처럼 빛을 반사하여 전달하는 생체의 원리는 어두운 환

경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빛의 양을 최대한 늘리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빛의 전달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체온의 조절을 위한 중

요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추운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은 체온을 유

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빛을 활용한다. 이는 주로 빛 자체보다는 빛으로

부터 발생되는 복사열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극곰의

털을 들 수 있다. 북극곰의 하얀 털은 외부의 추위를 막아주는 단열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복사열을 피부로 전달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

다. 빛은 길고 하얀 털을 통해 반사되며, 복사열의 형태로 검은색 피부로

전달된다. 이러한 빛 전달 방식은 빛 획득이 어려운 환경이나 구조적 조

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다.

구분 이미지 내용

Scallop

눈의 구조가 작은 거울들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의
빛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함. 눈의 개수는 약
50-100개로 지름은 약 1mm인 것으로 나타난다.
(Smithsonian, 2012)

Spookfish 눈으로의 빛을 집중시키기 위해 거울을 활용하였다.
(Life science)

Polar bear
촘촘히 박힌 길고 하얀 털이 햇볕을 반사하며, 그
열을 까만 피부막이 흡수하고, 또 두터운 지방층이
체온을 유지시켜 준다. (윤은숙, 2012)

[표 3-11] 빛의 전달 관련 생체의 예시



- 140 -

② 빛의 흡수

빛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다양한 기능을 통

해 빛이 최대한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 Window plant 잎의 끝이

투명하여 광선의 필터링이 이루어지며, 광합성 기능을 향상시킨다. 안테

나와 같이 가늘고 길게 뻗은 관식식물의 잎은 빛을 최대한 모으는 데에

유리한 형태이며, Maranta 식물의 경우, 빛 획득이 유리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재료, 형태, 움직임, 등과 같은 다

양한 방식을 통해 빛을 흡수한다.

구분 이미지 내용

Window plant
기둥처럼 생긴 잎은 물기를 빨아들여 선선함을 유
지한다. 잎의 끝은 투명해서 광선을 필터링하여 광
합성 기능을 향상시킨다. (Ask Nature)

Vascular plant
가늘고 길게 뻗은 잎이 광합성을 많이 하게 디자인
되었다. (Ask Nature)

Polar bear
빛이 적은 지면에 서식하는 마란타는 빛을 체내에
많이 흡수하기 위해 잎을 움직이는 운동을 한다.
(Herbert & Larsen, 1985)

[표 3-12] 빛의 흡수 관련 생체의 예시

③ 빛의 차단

고온 지역의 경우, 빛을 차단함으로써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선인장은 굴곡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그늘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늘은 뜨거운 태양열을 식혀주고, 방열

을 향상시켜준다. 굴곡진 형태는 빗물을 모으고 뿌리까지 전달하는 기능

도 함께 가지고 있다. 나무의 껍질 또한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는 빛으로 인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바람의 흐름

을 유도하는 역할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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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미지 내용

Cactus
선인장의 형태가 굴곡져 그늘을 만든다. 이 그늘은
뜨거운 태양열을 식혀주고 방열을 향상시킨다. (Ask
Nature)

Tree

나무껍질은 종잇장처럼 벗겨지는 성질이 있다. 껍질
사이에 공기를 잡아 단열효과를 일으킨다. 껍질이
만들어낸 그늘로 인해 공기의 흐름을 유도해 나무
에 뜨거운 열을 배출해준다. (Ask Nature)

[표 3-13] 빛의 차단 관련 생체의 예시

④ 빛에의 반응

빛의 차단 및 획득 여부는 시간, 계절 등과 같은 주변 환경의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된다. 생체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체온 유지를 위해 빛을 피해 서식지로 이동하

거나 빛을 얻기 쉬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가 발생되는 지

역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동물의 행태 중의 하나이다. 체온 유지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시야 확보 및 광합성을 위해 빛을 조절하는 방

식도 찾아볼 수 있다. 고양이는 밖이 어둡거나 밝아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로로 길게 수축되는 동공 덕에

다양한 유형의 빛을 더욱 확실하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네모네의 경우, 바다 식물의 광합성을 위한 적당한 빛이 제공될 수 있

도록 빛을 피하거나 가려주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 이미지 내용

Cat

낮에는 홍채 면적이 넓어져 동공 모양이 아몬드처
럼 긴 타원형으로 변한다. 고양이는 자신의 눈 전체
가 까맣게 보일 정도로 동공을 지름 1cm까지 키우
기도 하며, 세로로 길게 수축되는 동공 덕에 다양한
유형의 빛을 더욱 확실하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
다. (Science Times)

Tree
아네모네들이 빛을 피하거나 가려줘서 바다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빛을 제공해준다.
(montereybay aquarium)

[표 3-14] 빛의 조절 관련 생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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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의 기능 관련 기대 효과

빛의 전달
빛을 반사하여 빛 획득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

빛 전달을 통해 열을 획득

빛의 흡수

최대한의 빛(태양열) 흡수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움직임

빛(태양열) 흡수가 가능한 면적을 최대화

최대한의 빛(태양열) 흡수가 가능한 색상 및 재료의 반영

빛의 차단 그늘을 생성함으로써 빛 유입을 차단 (결과적으로 온도의 상
승을 예방함)

빛의 반사
반사 재질 또는 색상을 통해 빛을 반사하여 온도 상승을 예
방

빛에의 반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일정 상태의 유
지)

자연요소의 필요 정도에 따른 습득/차단 상태의 변화

[표 3-15] 빛 조절 및 활용 관련 기능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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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

① 열의 전도

열의 전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열의 전도를 통해 내

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하거나, 외부의 열을 생체 내부로 전달하게 된다.

사막 지역에 서식하는 Springbok은 열전도성이 높은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내열을 외부 공기로 발산하게 된다. 온도가 낮은 나무, 돌 등과

접촉함으로써 체온을 낮춰주는 경우도 있다. 코알라는 몸의 온도를 낮추

기 위해 아카시아 나무에 장시간동안 매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분 이미지 내용

Springbok
스프링복을 감싸고 있는 4mm정도의 짧은 털이 열
전도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열을 공
기 중에 발산한다.

Koala
아카시아 나무의 온도는 주변 나무에 비해 약7°C
정도 낮다. 이로 인해 코알라는 아카시아 나무에 매
달려 몸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Sciencemag)

[표 3-16] 열의 전도(냉각) 관련 생체의 예시

이와 반대로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 자신보다 온도가 높은 것과 접촉

하여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받는 경우가 있다. 캥거루 새끼는 어미의 주

머니 안에서 체온을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개, 고래, 등은 동맥과 정맥의 형태로 인해 체온의 유지가 가

능하다. 개의 발바닥에는 동맥(따뜻한 혈관)과 정맥(차가운 혈관)이 가까

이 붙어 있어, 동맥 혈액의 열이 정맥 혈액에 전달되어 추운 겨울에도

발바닥이 차지 않다. 고래의 경우, 굵은 동맥과 정맥이 그물처럼 엉켜있

어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열 전달

방식은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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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미지 내용

Kangaroo 캥거루 어머니의 체온을 그대로 전달해줘 따뜻한
체온을 유지한다. (육은숙, 2012)

Whale
고래의 지느러미나 다리를 통과하는 굵은 동맥은
그물코처럼 정맥과 엉켜 있어 심장에 돌아가기 전
에 충분히 따뜻해진다. (세르게예프, 2000)

[표 3-17] 열의 전도(보온) 관련 생체의 예시

② 열의 차단

생체의 서식지, 외피, 등은 열용량이 높거나 기밀한 재료를 활용하여

외부나 내부의 열이 방출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열용량이 높은 재료를

통한 외부 열의 차단은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의 조절’ 방식과도 관

련성 있다. 개미집은 열용량이 높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 낮 시간대의

높은 온도가 집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열용량이 높은 재료는 낮

시간대의 높은 온도를 차단하지만, 온도가 낮은 밤 시간대에 열을 내부

로 전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생체 원리이다.

온대지역에 서식하는 포유류가 외부 또는 내부의 열을 차단하는 생리

학적인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단열기능을 갖춘 피하지방 또

는 빽빽한 털을 갖추는 것이다.51) 북극여우는 빽빽한 솜털을 가지고 있

어 높은 보온 효과를 나타내며, 바다수달 또한 촘촘한 털이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 차가운 바닷물의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생체

는 외피의 조직 구조를 통해 외부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을 적용하고 있다.

51) Pawlyn, M. Biomimicry in Architecture. RIBA Publishing, 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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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미지 내용

Arctic fox 방한용의 빽빽한 솜털로 보온효과를 얻고 섭씨 영
하 80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 (Smithsonian, 2012)

Southern
sea otter

차가운 바닷물을 견디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촘촘
한 털과 두 겹으로 된 털을 갖고 있다.
(Montereybay Aquarium)

[표 3-18] 열의 차단 관련 생체의 예시

③ 열에의 반응

앞서 살펴본 열과 관련된 적응 방식들을 시간, 계절, 서식지 등의 상

황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흰개미집의 경우,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

면, 개미들은 외부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작은 구멍을 개방하게 된다.

또, 청설모, 풀숲무덤새, 등은 계절에 따라 집의 재료를 바꾸기도 한다.

풀숲무덤새는 둥지 위로 모래를 쌓아 온도를 낮춰주며, 가을에는 위의

모래를 걷어 태양빛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구분 이미지 내용

Korea squirrel

풀, 나뭇잎, 이끼류, 나무껍질조각 등 부드러운 재료
를 벽 안쪽에 대어 두껍게 한다. 여름에는 이 벽이
얇고 겨울에는 단열 및 보온을 위해 점점 두꺼워진
다. (박태순, 2003)

Mallee Fowl
봄에는 위의 모래를 걷어내어 시원하게, 여름에는
모래를 더 쌓아 시원하게, 가을에는 위에 있는 것을
모두 걷어서 태양빛을 받게 한다. (Ask Nature)

[표 3-19] 열의 조절 관련 생체의 예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열 차단 방식을 변화하는 원리는 동물의 털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수중에 있을 때와 육지에 있을 때의 펭귄 털의

구조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수중에 있을 때에는 털을 몸에 밀착

하여 수영이 용이하도록 물의 마찰을 줄이며, 육지에 있을 때에는 털을

들어 올림으로써 털 사이에 공기층이 발생하여 몸의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52)

52) Pawlyn, M. (2011). Biomimicry in Architecture. RIBA Publishing, 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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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의 기능 관련 기대 효과

열의 전도

전도성 높은 재료를 통해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

전도성 높은 재료를 통해 외부의 열을 내부로 전달

온도가 높은 물질의 접촉을 통한 내부 온도의 유지

온도가 낮은 물질의 접촉을 통한 내부 온도의 유지

열의 차단

열용량이 높은 재료의 사용을 통해 열의 전달을 늦춤

외부의 막을 통해 외부의 열을 차단

외부의 막을 통해 내부의 열을 보존

열의 생성 움직임, 화학 작용 등을 통해 열을 발생시킴

열에의 반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일정 상태의 유
지)

[표 3-20] 열 조절 및 활용 관련 기능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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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기/바람

① 공기의 대류

동물은 서식지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거나 환기를 위해 공기의 대류가

발생될 수 있는 형태로 집을 짓는다. 프레리도그의 집은 낮은 압력을 이

용하여 굴 속의 오래된 공기를 밖으로 내 보낸다. 높은 속도의 바람은

높으면서 좁은 통로를 통해 프레리도그의 집으로 유입되고 이 바람은 낮

고 넓은 출구를 통해 배출된다. 흰개미집은 굴뚝효과의 원리를 이용하여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상부 개구부를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공기의 순환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공기의 대류를 유도하기

도 한다. 긴꼬리딱새는 나뭇가지를 엮음으로써 공기가 통과하여 둥지 내

부를 환기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이미지 내용

Prairie dog

프레리도그의 집은 낮은 압력을 이용하여 굴 속에
오래된 공기를 배출시킨다. 높은 속도의 바람은 높
으면서 좁은 통로를 통해 프레리도그의 집으로 유
입되고 이 바람은 낮고 넓은 출구를 통해 배출된다.
(Ask nature)

Japanese
paradise
flycatcher

나뭇가지를 엮어 지은 둥지는 환기가 잘 된다. (배
용화, 2010)

[표 3-21] 공기의 대류 관련 생체의 예시

② 공기의 저장

곤충은 공기를 주머니에 저장함으로써 물속에서도 호흡을 한다.

Three-punctured Diving Beetle의 경우, 겉날개 안에 공기를 축적된 공

기를 이용하여 숨을 쉰다. 이는 곤충뿐만 아니라, 코끼리물범과 같이 물

에 잠수해야하는 포유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기의 저장은 산소

공급 및 호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온을 위해서도 활용된다. Merino

sheep는 수백 개의 공기주머니가 털에 만들어져 체온을 유지한다. 피부

와 털 표면의 온도가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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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미지 내용

Three-puncture
d diving Beetle

물 안에서 숨쉬기 위해 겉날개 안에 축적된 공기를
이용해 숨을 쉰다. (Australianmuseum.net)

Merino sheep
수백개의 공기주머니가 털에 만들어져 동물이 외부
로부터 버퍼층이 생긴다. 피부와 털표면의 온도차는
40˚C 이상 차이난다. (Ask nature)

[표 3-22] 공기의 저장 관련 생체의 예시

③ 공기의 저항

공기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소음의 감소 또는 이동 속도의

증가를 위해 활용된다. 부엉이의 날개 깃털은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밤 시간대 중의 무소음 비행이 가능하다.

구분 이미지 내용

Owl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밤중에 무소음으로 날
수 있다. (Ask nature)

[표 3-23] 공기의 저항 관련 생체의 예시

공기로 인해 발생되는 마찰력에 반응하는 생체들이 있다. 이들은 공기

의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거미의 털 끝은 속

이 비어 있어 공기의 진동에 민감하다. 이는 포식동물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파리지옥의 경우, 함정 안쪽에는 예민한 감각털이

잎 양쪽에 3개씩 있는데 감각털을 건드리면 벌어져 있던 잎이 닫히게 된

다.54)

구분 이미지 내용

Spider

거미의 털의 끝은 속이 비었으며, 진동에 민감하다.
이 털은 hinge가 있어서 공기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이것으로 거미에게 포식동물이 오는 것을 알려준다.
(Australianmuseum.net)

Dionaea
muscipula

파리지옥의 경우 함정 안쪽에는 예민한 감각털이
잎 양쪽에 3개씩 있는데 감각털을 건드리면 벌어져
있던 잎이 닫힌다. (Wikipedia)

[표 3-24] 공기의 저항(감지기능) 관련 생체의 예시

53) www.asknature.org
54) 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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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바람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발달된 생체의 적응 방

식이 있다. 혹등고래의 지느러미에 있는 돌기는 소용돌이를 발생하여 낮

은 속도의 물 흐름 속에서도 수영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나뭇가지의 잎

은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 위치를 바꾸거나 말아 올리기도 한다.

즉, 바람의 영향을 최대한 받거나,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

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공기에의 반응

생체가 서식하는 환경적 조건에 따라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구분 이미지 내용

Giant Pill
Millipede

노래기는 몸마디 사이사이에 있는 숨구멍(spiracle)으
로 산소를 얻는다. 숨구멍 안에 있는 작은 근육이
밸브에 의해 공기의 흐름을 조절한다. (Smithsonian,
2012)

Peregrine
Falcon

콧구멍은 둥글고 속에 있는 돌기로 바람의 압력을
조절한다. (Smithsonian, 2012)

[표 3-25] 공기의 저항 관련 생체의 예시

생체의 기능 관련 기대 효과

공기의 대류
압력 차이로 인해 온도가 높은 공기의 배출

공기 투과가 가능한 재료 또는 구조의 적용

공기의 저장 공기의 별도 저장을 통한 온도의 유지

공기의 저항

공기의 변화를 쉽게 감지

공기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공기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대화

공기에의 반응 공기의 흐름 및 속도를 변화하여 조절

[표 3-26] 공기/바람 조절 및 활용 관련 기능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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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물군계에 따른 환경 적응에 대한 이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계획과정에서 문제를 재정의 한다는 것은 결과

적으로 건축물의 필요 환경기능을 구체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바

이오미미크리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계획하고자 하는 건축가는 어느 정도

의 계획 목표를 설정하겠지만, 이러한 목표를 실현화할 수 있는 세부적

인 계획요소에 대한 제시를 필요로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Vattam 외, 2008)에 따르면 건축의 열 환경을

조절한다는 문제는 ‘생체는 어떻게 체온을 조절할까’라는 문제로 생물학

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열 환경의 조절은 다양한 자연요소

의 조절 기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체의 체온 조절

기법만을 살펴보는 것은 더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생체는 어떻게 체온을 조절할까’라는 의문

을 통한 접근뿐만 아니라, ‘생체는 어떻게 빛을 차단할까’, ‘생체는 어떻

게 공기의 흐름을 유도할까’ 등의 질문을 던져 열 환경을 조절할 수 있

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빛 차단, 공기 대류, 등과 같은 방법이 건축물이 계획되어질

곳에 적합한 열 환경 조절 기법인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한다. 이

는 주변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체들의 적응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파악 가

능하다. 미국 설계사무소 HOK에서는 건축계획에 적용할 생체의 원리를

대상지의 주변에서 찾는다. 건축이 계획될 지역과 같은 환경 속에 서식

하는 동식물의 원리는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생태계의 기후적인 특성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이 가능

하며, 생태계 내에 서식하는 생체의 적응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태계는 주어진 지역 및 기

후 내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건축물 서로간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시

스템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디자이너들에게 제공한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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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생태계를 통한 접근은 극심

한 조건의 환경일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그 외의 지역에 지어질 건물에

는 적응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예를 들면, 사막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

의 경우, 고온건조 기후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중요한 사항

이다. 하지만 온대초원에 서식하는 식물의 경우, 방목과 화재에 적응되어

있으며, 동물은 포식자로부터 도망가거나 먹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발달되었다.56) 하지만, 극심한 환경에 서식하는 생체의 원리는 비슷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적 문제와 연관이 있을 대

에도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각 기후지역의 기후적인 조건에 대한 파악

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후적인 조건에 적응하

는 특정 생체들을 살펴보기 보다는 생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및 속성

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의 환경적 특성은 생물군계의 구분방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생물군계(biome)는 독특한 기후조건에 적응해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분

포하고 있는 생물군집이다.57) 이러한 지역적인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

본적인 기후요인은 강수량, 강수량의 변화 경향, 그리고 온도 범위이다.

Whittaker가 제시한 생물군계의 분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강수량 및

온도범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분류 방식이 있지만, 아래

의 생물군계 분류는 동물의 생리학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이

다.58) 온도 범위 및 강수량에 따른 지역의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

난다. 지리적으로 분리된 지역에서 종의 종류는 서로 다르고 유사한 선

택압을 가진 수렴진화를 통해서 동일한 생물군계의 생물은 유사한 물리

적, 형태적 및 행동적 적응을 공유한다.59)

55) Zari, M. (2015). Ecosystem processes for biomimetic architectural and urban
design. Architectural Science Review, 58(2), 106p.

56) Sadava, D., Hillis, D.M., Heller, H.C., & Berenbaum, M. (지음), 강해묵, 곽한
식, 권혁빈, 배성호, 신현철, 이도희, 이성호, 이은주, 이준규, 이철상, 정종우 (옮
김) (2009). 생명: 생물의 과학 (9판). 라이프사이언스, 1150p.

57) Enger, E., Ross, F., & Bailey, D. (2009). Concepts in Biology 13th ed. (생명
과학교재편찬위원회 역). 교보문고, 363p.

58) Willmer, P., Stone, G., & Johnston, I. (2005). Environmental Physiology of
Animals (2nd ed.). Blackwell Publishing, 54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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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생물군계별 연강수량 및 연평균기온

생물군계 자연 적응 방식 생체(예시)

Coastal Desert
Ecosystem

동물

피부막을 형성하여 수분의 증발을 차단 Toads

서식지에서 더위 및 햇빛 피하기 Badger

몸속의 열을 분산 Horned owl

식물 표면의 홈을 통해 수분 흡수 Salt bush

[표 3-27] 생물군계의 자연 적응 방식 및 해당 생체의 예시

자연의 형태 및 기능과 생체 및 환경간의 관계성의 살펴봄으로써, 생

태학적 통합(ecological integration)을 통한 자연 특성의 해석과 건축에

의 반영이 가능하고 이는 건축물이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60)

생물군계별 생체의 적응방식을 정리하였으며, 이는 본장에서 살펴본 생

체의 자연요소 조절 및 활용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자료

는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을 위한 문제를 재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59) Sadava, D., Hillis, D.M., Heller, H.C., & Berenbaum, M. (지음), 강해묵, 곽한
식, 권혁빈, 배성호, 신현철, 이도희, 이성호, 이은주, 이준규, 이철상, 정종우 (옮
김) (2009). 생명: 생물의 과학 (9판). 라이프사이언스, 1143p.

60) Gamage, A. & Hyde, R. (2012). A model based on Biomimicry to enhance
ecologically sustainable design. Architectural Science Review, 2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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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군계 구분 자연 적응 방식 내용

사막(열대사막)
동물

열의 차단 외피를 통해 추위를 차단

열에의 반응
/빛의 차단 계절에 따른 서식지의 이동

열에의 반응 서식지에서 추위 피하기

식물 물/빛에의 반응 계절에 따른 식물 형태의 변화

지중해성
관목대 /
해안사막

동물

물 손실의 최소화 피부막을 형성하여 수분의 증발을 차단

열의 차단 서식지에서 더위/햇빛 피하기

열의 전도 몸속의 열을 분산

식물 물 획득의 최대화 표면의 홈을 통해 수분 흡수

사막(한랭사막)

동물

열의 차단 몸속의 지방 저장

열에의 반응 서식지에서 더위/햇빛 피하기

열의 전도 몸속의 열을 분산

빛의 흡수 피부 색깔을 통해 빛을 반사

식물

물 획득의 최대화 수분의 최대한 획득

물의 저장 수분의 저장

물 손실의 최소화 피부막을 형성하여 수분의 증발을 차단

물의 조절 밤 시간대에만 기공을 열어 수분 증발
을 최소화

빛의 전달 빛의 반사

물 손실의 최소화 증산작용을 최소화

빛의 차단 그늘의 형성

북방침엽수림

동물

열의 차단 추위를 차단하는 외피

열의 전도 혈관체계를 통해 체온 유지

열에의 반응 동면

열의 차단 몸속의 지방 저장

식물

(구조적 특성)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

물 손실의 최소화 증산작용을 최소화

빛의 흡수 잎 색깔을 통해 빛 흡수

물 손실의 최소화 피부막을 형성하여 수분의 증발을 차단

온대낙엽수림/
온대강우림 동물

열에의 반응 서식지의 이동

열에의 반응 동면/휴면

열에의 반응 서식지에서 추위 피하기

[표 3-28] 생물군계별 자연 적응 방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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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기후지역의 구분을 반영하기 보다는 아래 표

와 같이 기후지역을 크게 한랭기후지역, 온대기후지역, 고온건조기후지

역, 고온다습기후지역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이는 다양한 기후지역대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계획 사이트의 구체적인 기후적 조건

식물

물/빛에의 반응 계절에 따른 식물 형태의 변화

(구조적 특성) 시/열매의 강한 껍질로 인해 동물의 섭
취 방지

- 씨의 분산

물 손실의 최소화 피부막을 형성하여 수분의 증발을 차단

열대건기림/
열대강우림 식물

빛의 전달 빛의 획득

공기의 대류 공기의 흐름을 형성하여 수분을 증발

"물의 차단" 물이 닿지 않는 구조로 형성

온대초원

동물
(구조적 특성) 적을 피해 땅속에서 서식

열에의 반응 추위를 피해 땅속에서 서식

식물

물 획득의 최대화 땅속의 수분을 흡수

빛의 차단 여름철 빛의 영향 최소화

- 물가 근처에 서식

(구조적 특성) 동물로부터의 보호

열대초원/
사바나 동물

열에의 반응 서식지의 이동

열에의 반응 동면/휴면

물 획득의 최대화 아침 이슬의 섭취

(구조적 특성) 포식자의 차단

툰드라

동물

열에의 반응 동면/휴면

열의 차단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지방층 형성

열의 차단 추위를 차단하는 외피

물/빛에의 반응 서식지에서 추위 피하기

식물
빛의 흡수 잎 색깔을 통해 빛 흡수

물 손실의 최소화
/ 열의 차단

피부막을 형성하여 수분/열의 증발 차
단

민물 동물
공기의 저장 공기의 저장

"물의 정화" 물의 정화

바닷물 동물
(새)

"물의 차단" 물의 차단(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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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건축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

당 기후지역에서 건축계획을 진행 할 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기본

적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바이오

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문제 재정의’ 단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된다.

기후지역
건축에서의 기본적인 요구조건

해당 생물군계
한랭기후지역

Ÿ 연중 추위로부터의 보호
Ÿ 강한 바람 및 폭풍으로부터의 보호
Ÿ 짧은 여름기간 동안의 태양열을 최대한 활용

아한대침엽수림(
북방침엽수림
boreal forest),
툰드라 (tundra)

온대기후지역

Ÿ 겨울철의 추위로부터의 보호
Ÿ 여름철의 더위로부터의 보호
Ÿ 간헐적 또는 잦은 강수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보호

온대낙엽수림
(temperate

deciduous forest),
온대초원
(temperate
grassland),
온대강우림
(temperate rain

forest)

고온건조기후지역

Ÿ 태양열 및 높은 온도로 인한 열 흡수로부터의 보호
Ÿ 건물 요소 및 재료를 태양열로부터의 보호
Ÿ 높은 일교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

사바나 (savanna),
지중해성 관목대
(chaparral),
열대건기림
(열대낙엽수림
tropical deciduous
forest), 사막
(desert)

고온다습기후지역

Ÿ 열 및 습도로 인한 불쾌감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 대류를 발생
Ÿ 태양열 및 높은 온도로 인한 열 흡수로부터의 보호
Ÿ 배수계획, 환기 등을 통해 높은 습도로부터의 보호

열대강우림
(tropical rain
forest)

[표 3-29] 건축분야에서의 기후지역의 구분 및 기본적인 요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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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체정보의 수집 및 분석

2.1. 생체정보 수집의 기준 및 방법

(1) 키워드의 도출

생체원리 정보 수집은 기존 생물학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생체를 다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인류에게 발견된 생체원리 중에서 건축분야

에 적용가능성이 있는 생체정보만을 수집하였다. 건축 관련 전문가 10명

이 건축계획에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생체정보들을 아래의 표와 같은

양식으로 수집하였다. 전문가 선정은 교수 2인, 건축가 2인, 대학원 박사

연구생 3명, 석사연구생 3명 총 10명으로 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건축에

활용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생체정보 100건을 수집하고, 2차적으로 10명

의 전문가 집단이 각 생체정보의 건축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조율을

통해 최종 216건의 생체정보를 확보하였다. 생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방

식에 따라서 크게 형태, 행동, 생리학, 생화학으로 구분된다.

다양한 매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생물에 관한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중에 본 연구에 관련된 자료만을 수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키워드

를 활용하였다. 본 장의 목표는 건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생체정보를 수

집 및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체가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

는 방식을 조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환

경적 생리학(environmental physiology), 환경과 적응(Environment and

adaptation)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통해서 진행된다. 특정 목적을 위해

형태, 구조, 기능, 물질이 형성된 생체는 크게 유기체 및 무기체로 구분

된다.61) 무기체에는 광물질 생물 및 비광물질 생물과 둥지와 같이 생체

로부터 만들어진 매개 생물이 있다.

61) Feizabadi, M., Bemanian, M., Golabchi, M., & Mirhosseini, S.M. (2013).
Methods of Utilizing Natural Organisms in Technological Architecture.
Middle-east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13(3). 3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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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생체의 분류 (Feizabadi et al. 2013)

Lenau(2009)는 생체정보의 검색을 위해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을 활용

하였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물 위에의 이동’과 관련된 생체정보를

찾기 위해 ‘동물,’이라는 용어와 함께 ‘물 표면,’ ‘수영,’ ‘효율성,’ 등과 같

은 용어들을 함께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자 했다. 또, 주요 용

어들을 도출한 다음, 각 용어들의 유의어를 도출하여 검색어로 활용하였

으며, 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62) 첫 번째 방

법의 경우, 초기에 설정한 키워드들을 사용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animals

and

water interface

and

locomotion
or basilisk lizard or water surface or movement
or basiliscus plumifrons or water running or running
or basiliscus basiliscus or biomimetics
or basiliscuc vittatus
or jesus lizard

[표 3-30] ‘물 위에의 이동’을 위한 검색 전략의 예시 (Lenau, 2009)

Helms et al.(2008)는 생체정보를 찾는 전략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

였다. 극심한 기후에 서식하는 생체, 특정한 문제를 다르게 해결하는 생

물 군집, 복합적인 문제를 하나의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생체를 찾을 것

을 제시하고 있으며, 검색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용어를 활용할 것을 주

장하고 있다.

62) Lenau, T. (2009). Biomimetics as a Design Methodology –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Design, 1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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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Technique Technique Description

Change Constraints
If the problem is narrowly defined, such as “keeping cool”,
change the constraints to increase the search space, for instance
to “thermoregulation”.

Champion Adapters

Find an organism or a system that survives in the most extreme
case of the problem being explored. For instance, for “keeping
cool”, look for animals that survive in dessert or equatorial
climates.

Variation within a
Solution Family

Find organism “families” that have faced and solved the same
problem in slightly different ways. For instance, the many
variations on bat ears suggest deeper solution principles for
echolocation.

Multi-functionality Find organisms or systems with single solutions that solve
multiple problems simultaneously.

[표 3-31]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접근 방법 (Helms et al., 2008)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생체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키워드는

‘건축적 용어’가 아닌 ‘생물학적 용어’이어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의한 건축적인 문제로부터 키워드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63)

환경기능과 생체의 기능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예

를 들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를 외피 또는 털에 저장하는 생체가

있는 반면에, 물속에서의 호흡을 위해 외피에 공기를 저장하는 생체가

있다. 하지만 호흡을 위해 공기를 저장하는 경우도 응용을 통해 체온 유

지를 위한 계획 방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계성을 모색

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

들어진다.

63) Herstatt, C., & Kalogerakis, K. (2005). How to use Analogies for
Breakthrough Innov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s and Technology
Management, 2(3). 340p.



- 159 -

[그림 3-4] 기후적 특성관련 생체 생존전략의 분류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도출한 키워드는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생체정보를 찾고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의 키워드가 늘

면서 진화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생체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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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의 도출
생체의 환경
적응방식 상세 기능 관련 기타 기능 요소

빛의 차단 Shade 그늘

빛의 반사
(외부로의 빛
반사)

Reflectance 반사 Sight 시야 Color 색채

Skin 피부
Shell 껍데기

열의 차단
(외부 열의
차단)

Heat
Protection 방열 Skin 피부

Shell 껍데기

열의 전도
(열의 방출)

Exothermic 발열성
Heat

Conduction 열전도

Transpiratio
n 증산

공기의 저장 Air storage 공기저장 Respiration 호흡 Buffer
Layer

버퍼층

공기의 대류

Ventilation 환기 Respiration 호흡 Wind 바람
Gas
Transfer 가스 수송 Pressure 압력

Gases 기체
Ventilate
Lungs

폐 공기
유통

물 획득의
최대화

Absorption 흡수 Hygrorecep
tor

습도수용기

Fluid
Absorption

유체 흡수 Rain 우수

Water
Collection

집수

Congelatio
n 응결

물 손실의
최소화

Osmoregul
ation 삼투조절 Cocoon 보호막

Resistance
to Water
Loss

수분 손실
저항

Low
Transpiratio

n

증산작용
억제

물의 이동
Channel 물의 이동 Filtration 여과 Root 뿌리
Absorption 흡수

물의 저장
Water
Retention 수분보유 Root 뿌리

Hyrdation 수화작용

물의 생성
Condensati
on

응결

Hydration 수화작용

빛의 흡수 Photoperio
dism 광주성 Phototroph 광영양생물

[표 3-32] 생체의 환경 적응방식에 따른 키워드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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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recep
tor 광수용기 Color 색채

Photosynth
esis 광합성 Skin 피부

Light 빛
Solar Heat 태양열

빛의 반사
(내부로의
반사)

Reflectance 반사 Sight 시야 Solar
(heat) 태양(열)

Color 색채

Basking 햇볕 쬐는
행동

열의 전도
(열의 전달)

Heat
Conduction

열전도 Endothermi
c

흡열성 Blood
circulation

혈액순환

Body
temperatur

e
체온

열의 차단
(내부 열의
차단)

Thermoreg
ulation

온도조절 Hair / Fur
/ Wool

털

Heat
Conservati
on

보온 Feathers 깃털

Thermal
Insulation 단열

물의 차단
Facultative
Waterproofi
ng

방수처리

빛에의 반응

Information
and
Senses

감각 및
인식

Movement 운동

열에의 반응

Information
and
Senses

감각 및
인식

Movement 운동

공기에의
반응

Biomechani
cs

생물역학

Locomotion 운동

Vibration 진동
Information
and
Senses

감각 및
인식

Movement 운동

공기의 저항
(공기 영향의
최소화)

Wind 바람
Fluid 유체
Feathers 깃털
Wing 날개
Silent 무소음
Protection 보호

공기의 저항
(공기 영향의
최대화)

Wind 바람
Fluid 유체

Protection 보호
Fin 지느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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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 방법 및 범위

생물학자들은 ‘살아 있는 것’을 거의 40억 년 전에 진화된 단세포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다양한 생물로 정의한다. 살아 있는 생물은

그들의 공통조상 때문에 무생물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많은 특징을

공유하는 동시 놀라운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64) 이를 밝혀내는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공

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습득하고 정리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또,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 적용 가능한 정보

를 습득 및 분류하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생물학

관련 정보를 바로 습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생물학 관련 분야는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수집하고자 하는 정

보와 관련된 분야를 우선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생체의 적응 방식과

관련된 세부 연구 분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를 생체 정보를 찾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참고하여 관련된 사이트 또는 키워드를 설정하는 기반

이 될 수 있다.

64) Sadava, D., Hillis, D.M., Heller, H.C., & Berenbaum, M. (지음), 강해묵, 곽한
식, 권혁빈, 배성호, 신현철, 이도희, 이성호, 이은주, 이준규, 이철상, 정종우 (옮
김) (2009). 생명: 생물의 과학 (9판). 라이프사이언스.

공기의 저항
(공기 변화의
감지)

Wind 바람
Fluid 유체

Protection 보호

물에의 반응

Hydro
actuator 물 작동성

Hydraulicity 수경성
Information
and
Senses

감각 및
인식

Movement 운동
Humidity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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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문분야 (영문) 관련 학문분야 (한글)
Evolutionary adaptation 진화적 적응
Environmental physiology 환경적 생리학

Ecophysiology 환경적 생리학
Physiological ecology 환경적 생리학
Animal physiology 동물 생리학
Plant physiology 식물 생리학
Animal morphology 동물 형태학
Plant morphology 식물 형태학

Structural(morphological) adaptation 구조적 적응
Physiological adaptation 생리적 적응
Behavioral adaptation 행동 적응

Adaptation 적응
Acclimation 환경순응
Biomechanics 생물역학
Biophysics 생물 물리학

Environment and adaption 환경과 적응

[표 3-33] 생체의 환경적응 관련 분야

생체의 정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는 실

정이다. 위 분야와 관련된 학술지 등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

으며, 인터넷 상에 공개된 다량의 정보들을 통해서도 습득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생체원리의 정보를 습득 및 정

리하였다.

분류 사이트 내용
바이오미
미크리
관련

www.asknature.org Asknature 생물모방기술, 보도자료, 디자인

과학
저널

www.nature.com Nature 과학 잡지 네이처

www.newscientist.com New
scientist 뉴사이언티스트 과학전문지

news.sciencemag.org Science
magazine

미국과학진흥협회 과학전문저널

nationalgeographic.com
National
geographi
c

세계적 다큐멘터리 잡지

www.independent.co.uk
The

independ
ent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뉴스

www.smithsonianmag.com Smithsoni 스미소니언 박물관 발행 잡지

[표 3-34] 생체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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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매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생물에 관한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 중에 본 연구에 관련된 자료만을 수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키워드

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환경조절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

문에, 생물체가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는 방식을 조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사례를 통

해 생체가 온도, 빛, 바람, 습도에 반응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에 적응해 나가는 모든 방식이 건축의 환경조절 기능에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다양한 생체 원리를 살펴봄으

로써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다양성을 넓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

www.popsci.com Popular
Science 미국 과학 잡지

www.dongascience.com Donga
science 과학 전문 포털

과학
뉴스

www.reddit.com Reddit 최신, 통합, 인기 및 순위 기사
phys.org/ phys.org 10년된 미국 과학뉴스포털

www.bbc.com BBC 영국 공영 방송 뉴스, 정보제공

news.discovery.com Discovery
News 미국인터넷신문,IT,환경,생활,뉴스

www.plosone.org Plos one 미국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

www.sciencedaily.com Science
Daily 미국인터넷신문,IT,환경,생활뉴스

www.theverge.com The
Verge IT정보미디어 기사

www.livescience.com/animal
s

Live
Science

생명공학, 공상 과학, 환경 등
분야별 연구결과, 과학역사 수록

학술
뉴스

www.ox.ac.uk University
of Oxford 옥스퍼드대학교

onlinelibrary.wiley.com
wiley
online
Library

미국 Wiley 출판사 과학기술

동물
정보

australianmuseum.net Australian
Museum 호주박물관 생체정보

www.montereybayaquarium.
org

Monterey
Bay

Aquarium
MontereyBay 수족관 생체정보

www.eol.org
Encyclop
edia of
Life

생채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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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체정보의 분석

(1) 구축 방법

생체정보의 구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생체 및 건

축의 환경적응방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였으

며, 이러한 키워드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생

체정보를 수집하였다. 건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조로 정보를 분류 및

구축하기 위해 생체 내의 원리를 물리적인 현상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게 되는 원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생물학적 지식

이 부족한 건축가들에게 생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3-5] 생체 정보의 수집 및 구축 방법

총 216개의 생체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아래 양식에 따라 이를 정리하

였다. 생체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166 -

Insulation 1

물

/ 수
분

물/우수 손실의 최소화

빛

빛의 전달

공기
/바람

공기의 대류

물/우수 획득 및 저장 빛의 흡수 공기의 저장

물의 이동 빛의 차단 공기의 저항

물의 생성 빛의 반사 공기에의 반응

물의 차단 빛에의 반응 공기 정화

물의 여과

열

열의 전도

기타

음의 전달

증발냉각 열의 차단 ● 작동(움직임)

물에의 저항 열의 생성 구조

물에의 반응 열에의 반응 기타

[표 3-35] 생체정보의 예시

생체명 메리노 면양 영문명 Merino sheep 학명

분류(계) 동물 분류(강) 포유류 분류(종)

요소 □ 외부 ■ 표면부 □ 내부 (상세) 털(보온)

Level ■ 형태(Morphology) □ 행동(Behavior) □ 생리학(Physiology)
□ 생화학(Biochemistry)

현상 속 털이 환기를 유도
현상이 나
타나는 원
리

온도 유지에 탁월하다. 수백개의 공기주
머니가 털에 만들어져 동물이 외부로부
터 버퍼층이 생긴다. 피부와 털표면의 온
도차는 40˚C 이상 차이난다.

서식환경 스페인

Keywords

출처 http://www.asknature.org/strategy/a6c07eedc1c944ac6605d5af4315aa20#.VK0P5U2naUk

사진

사진출처 Merino sheep / Fir0002/Flag.. / License

적용방안

□ 디자인 ■ 재료 □ 구조 □ 시공 ■ 실내환경 ■ 기타

실내환경 열(■단열 □난방 □냉방) 빛(□조명 □채광) 음(□방음) 공기(□가습
□제습 □환기 □정화) 제어(□감지 □작동) □기타( )

적용부위 □ 실내평면 □ 골조 ■ 외벽
□ 바닥 ■ 기타 (상세)

 파이프와 외피의 단열  (AskNature)

 겨울철 단열(뽁뽁이, 벽지, 타일) 재료 

실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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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체정보 분류체계의 개발

생체정보를 타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승우(2013)는 기술에 대한 정보를 기능(function) 및 속성(properties)으

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적정한 기술의 정보를 쉽게 습득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65) 기능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다량의 정보 중

에서 필요한 것만을 추출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생체정보

는 앞서 도출한 생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속성에 대한 정보를 분류체계에 포함하였다.

Ask Nature에서 제시한 Taxonomy는 총 세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는 각 단계를 통해 필요한 생체를 도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Kleinke et al.(2012)는 Ask Nature의 Taxonomy를 통해 도출한

수많은 생체정보를 중에서 적용 가능한 것을 찾아내는 추가적인 작업의

번거로움에 대해 주장하였다. Ask Nature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생체정보의 적용방안을 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으

며, 이러한 점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생체정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게 만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체정보의 분류체계는 단순히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도출한 생체정보를 건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제

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건축 분야와의 유사한 특성을 기준으로 생체

기능을 분류하는 것은 건축 디자인의 생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66) 따라서 도출한 생체의 기능 및 속성을 분석하고 앞서 조사한 바이오

미미크리 건축사례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이를 유형화하였다. 생체 정보

의 유형화는 결과적으로 생체정보의 분류체계를 위한 큰 틀로 활용된다.

65) 최승우.(2013). Function-Property based Categorization of Biomimicry: 기능-특
성기반의 생체모방의 분류. 포항공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p.

66) Badarnah, L. & Kadri, U. (2014). A Methodology for the Generation of
Biomimetic Design Concept. Architectural Science Review. 4p.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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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생체의 기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자연요소들을 기준으로

본 친환경 건축계획 요소들과 생체 원리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하지만 생체정보의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단순한 분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생체정보의 활용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자연환기”라는 기능을 제시하기 보다는

“공기의 대류”라는 생체의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생체정보를 건물

내부의 환기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시스템 등과 같은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또, “서식지의 환기”에 대한 생체

정보 뿐만 아니라, 공기의 대류를 유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더욱 폭넓

게 수집할 수 있도록 단순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구분 생체의 기능 관련 기대 효과

물
/수분

물/우수 손실의
최소화 물의 증발을 최소화

물/우수 획득
및 저장

물의 획득을 최대화
물을 최대한 획득하고 획득한 양에 따라 물의 저장 능력을
변화함 (온도 조절과 같은 추가 기능의 발생이 가능함)
물의 획득을 최대화하고 이동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

물의 이동 다양한 효과의 도출
(온도 조절, 생태계 보존, 호우 피해의 손실을 최소화)

물의 생성 응결작용을 통해 물을 생성

물의 차단
재질을 통해 물의 침입을 차단
방수재질을 통해 물의 획득을 최대화

물의 여과 물을 여과하여 물 속의 이물질을 제거함
증발냉각 물의 증발을 통해 주변 온도를 낮춤
물에의 저항 물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물에의 반응 주변 습도 및 물의 변화에 따라 작동

빛

빛의 전달
빛을 반사하여 빛 획득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
빛 전달을 통해 열을 획득

빛의 흡수
최대한의 빛(태양열) 흡수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움직임
빛(태양열) 흡수가 가능한 면적을 최대화
최대한의 빛(태양열) 흡수가 가능한 색상 및 재료의 반영

빛의 차단 그늘을 생성함으로써 빛 유입을 차단
(결과적으로 온도의 상승을 예방함)

빛의 반사 반사 재질 또는 색상을 통해 빛을 반사하여 온도 상승을

[표 3-36] 생체의 기능 및 관련 기대효과



- 169 -

예방

빛에의 반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일정상태의 유지)
자연요소의 필요 정도에 따른 습득/차단 상태의 변화

열

열의 전도

전도성 높은 재료를 통해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
전도성 높은 재료를 통해 외부의 열을 내부로 전달
온도가 높은 물질의 접촉을 통한 내부 온도의 유지
온도가 낮은 물질의 접촉을 통한 내부 온도의 유지

열의 차단
외부의 막을 통해 외부의 열을 차단
외부의 막을 통해 내부의 열을 보존

열의 생성 움직임, 화학 작용 등을 통해 열을 발생시킴
열에의 반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일정상태의 유지)

공기
/바람

공기의 대류
압력 차이로 인해 온도가 높은 공기의 배출
공기 투과가 가능한 재료 또는 구조의 적용

공기의 저장 공기의 별도 저장을 통한 온도의 유지 또는 호흡

공기의 저항
공기의 변화를 쉽게 감지
공기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공기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대화

공기에의 반응 공기의 흐름 및 속도를 변화하여 조절
공기 정화 공기 속의 이물질을 제거

기타

음의 전달 음의 소리 또는 방향을 변화하여 전달
작동 (움직임) 적은 힘으로도 효율적으로 움직임
구조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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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체의 속성

생체의 속성은 기능이 나타나는 원인에 해당된다. 앞서 살펴본

Behavior, Physiology, Biochemistry, Morphology는 생물학 분야에서 활

용하는 생체 속성의 분류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방식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건축적 적용 방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 본 논

문에서 수집한 생체정보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존의 분류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3.3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수집한 생체정보가 가지는 속성을 정리하였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생화학(Biochemistry)에 해당되는 생체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였다.

생체명
부위 속성

영문 한글명

Merino sheep 메리노 면양 털 수백개의 공기주머니를
구성하는 　

Southern sea
otter

남쪽
바다수달 털 코팅되고 공기층이 생긴 촘촘한

Arctic fox 북극여우 솜털 빽빽한 　
Wasps 말벌 집 재료 여러 겹의 종이로 이루어진 　
Korea
squirrel
　

회색청서/청
설모
　

집 재료 풀, 나뭇잎, 이끼류,
나무껍질조각으로 이루어진 　

집 구조 벽이 두꺼운 　
Cushion plant 방석식물 줄의 배열 모여 있는 　
African
blackfooted
penguin
　

아프리칸
검은발 펭귄
　

이중 털구조 부드러운 가슴 털 위로
촘촘한 깃털이 덮여 있는 　

땀과 피 털이 없는 곳으로 순환하는 　

Beaver
　

비버
　

집 구조 출입구가 물 속으로 나
있는 　

집 재료 나뭇가지와 진흙을 겹겹이
바른

공기층이
있는

Red ant
　

홍개미
　

집 재료 흙, 나뭇잎, 나뭇가지로
이루어진 　

행동 개미의 움직이는 　

- 유칼리나무
새 집 재료 분해하는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Mallee fowl 풀숲무덤새 집 재료 분해하는 나뭇잎으로
이루어진 　

Honeybee 꿀벌 꿀벌의 행동 근육을 떠는 　

[표 3-37] 생체의 속성



- 171 -

Carpenter
bee 호박벌 꿀벌의 행동 근육을 떠는 　

Polar bear
　

북극곰
　

털 촘촘하고 하얀
피부 검은 　

Whale 고래 혈관의 형태 그물코처럼 동맥과 정맥이
얽혀있는 　

Dog 개 혈관의 형태 그물코처럼 동맥과 정맥이
얽혀있는 　

Kangaroo 캥거루 배주머니 체온의 직접적 전달이
가능한

　

Arenivaga - 곤충의 행동 온도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는 　

Desert
squirrel
　

-
　

꼬리의 형태 털이 무성한 　
꼬리의
움직임 햇빛 양에 따라 움직이는 　

- 표범나비 날개의
움직임 햇빛 양에 따라 움직이는 　

Butterfly 나비 날개의
움직임 햇빛 양에 따라 움직이는 　

Ocean
sunfish 개복치 개복치의

행동 온도에 따라 자세를 바꾸는 　

Lizard 도마뱀 피부의
색상세포 햇빛 양에 따라 변화하는 　

California sea
lion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바다사자의
행동 체온에 따라 손을 흔드는 　

Sea star 불가사리 불가사리의
행동 물을 머금는 　

Central
bearded
dragon

- 파충류의
행동 체온에 따라 입을 여는 　

Ostrich
　

타조
　

깃털 밀도가 낮은 등에 펼쳐져
있는

　

행동 흉부에 날개를 접고
다리를 몸
밑으로
밀어 넣는

Grizzly bear
　

회색곰
　

눈 공기층을가지고있는 　
집 구조 입구를 위로 경사진 　

Honeybees
　
　

꿀벌
　
　

행동 개미의 움직이는 　
행동 벽을 물로 적시는 　
행동 날개짓을 하는 　

Desert
tortoises
　

-
　

행동 (여름) 땅 속으로 들어가는 　

행동 (겨울) 몸을 움직이는 　

Ant
　

개미
　

집 구조 높이 솟은 　

행동
데워진 개미가 아래로
이동하는

밤에
출입구를
막고 낮에
열어 놓는



- 172 -

Scallop 가리비 눈의 형태 작은 거울로 이루어진 　
Spookfish - 눈의 형태 거울로 이루어진 　
Vascular
plant

관속식물 잎의 형태 가늘고 길게 뻗은 　

Maranta 마란타 잎의 움직임 햇빛 양에 따라 움직이는 　
Aggregating
anemone

아네모네 아네모네의
움직임

필요한 및의 양에 따라
움직이는

　

Cat
　

고양이
　

동공의 형태 세로로 길게 수축되는 　
눈꺼풀의
형태

세로 모양의 동공을
직각으로 덮어주는 　

Springbok 스프링복 털 열전도성이 높은 짧은 흰색
Tree
　

나무
　

껍질 벗겨지는 성질의 　
　 　 　

Zebra 얼룩말 피부의 색상 흰색 검은색 줄무늬로
이루어진 　

Koala 코알라 코알라의
행동

체온에 따라 나무에
매달리는 　

Wild
large-clawed
scorpion

전갈 집 구조 평평한 플랫폼이 있고 수직으로
뚫려있는

Cactus
　

선인장
　

형태 굴곡진
머리가
좁은

표면 가시로 이루어진 　

Window plant
　

페네스트라
이아속
　

잎의 형태 기둥처럼 생긴 　

잎의 표면 투명한 　

Prairie dog 프레리도그 집 구조
높으면서 좁은 통로를
가지고

낮고 넓은
출구를
가진

Termite 흰개미 집 구조 높고
아래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Manicure
ghost crab

세스랑게 집 구조 원뿔형이고
꼭대기에
구멍이
있는

Bear 곰 집 구조 몸과 밀착되고
비스듬하
게
만들어진

Japanese
paradise
flycatcher

긴꼬리딱새 집 재료 나뭇가지를 엮어 지은 이끼를
붙여 놓은

Tenebrionid
beetle
　
　

-
　
　

껍질의 색상 하얀 　
껍질 두꺼운 　

껍질의 형태 공기가통할수있는 숨구멍이
있는

Nothern
elephant seal
　

북방코끼리
물범
　

코 비갑개의
표면

촉촉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코 비갑개의 선반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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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Thorny devil
　

악마도마뱀
　

가시의 형태 원뿔형 　

도랑의 형태 방사형으로 퍼진 입으로
연결됨

Namib beetle
　

딱정벌레
　

돌기의 형태 0.5mm 크기의 수많은
등껍데기의
표면

매끈한 　

Green tree
frog

초록청개구
리

개구리의
행동

온도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는 　

Australian
tree frog 개구리 개구리의

행동
온도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는 　

Reed-frog
　

-
　

피부의 형태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몸의 자세 반구형 형태의 　

The
water-holding
frog

물저장개구
리 피부 축적된 여러 겹의 　

Kangaroo
rats 캥거루쥐 집 구조 땅에 지어지고 여러 보존

공간으로 이루어진

입구에
뚜겅을
설치한

Limpet 삿갓조개 집 구조 몸 집에 딱 맞는 　

Orchid 난초 뿌리의 형태 노출된 가지에
얹은

Bromeliands - 잎의 형태 볼록하고
곡선
아치를
형성하는

Mahonia leaf
rosette - 잎과 줄기의

표면 작은 털이 있는 　

Soapweed
yucca
　

-
　

잎의 형태 오목한 　

잎의 배열 원형으로 이루어진 　

Lupine
　

루피너스
　

잎의 형태 길게 갈라진 　
잎의 표면 털이 있는 　

Crane flies - 행동 흙이나진흙근처에서서식하
는 　

Crucifix frog - 행동 진흙 안에 들어가는 　
Lichen 지의식물 가지의 형태 엉킨 　
Desert
rhubarb
　

-
　

잎의 형태 깊게 꺼진 　

잎의 표면 왁스 재질로 이루어진 　

Succulent
　

다육식물
　

잎의 표면 왁스 재질로 이루어진 　
잎의
형태/배열 줄기로 향해진 　

Spiny
calcareous
moss

- 잎의 표면 방수 표면층으로 이루어진 　

Lady's
mantle

레이디스
맨틀 잎의 표면 털로 이루어진 　

Plume poppy 깃털 양귀비 잎의 표면 왁스 needle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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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s 이끼 잎의 형태 뾰족한 　
Black-necked
stilt

장다리물떼
새 배의 깃털 물 저장이 가능한 　

Sandgrouse - 깃털의 형태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는 　

Phalarope
　

깝작도요
　

부리의 형태 길고 얇은 원통형의 　
부리의
움직임

반복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Gentoo
penguin 젠투펭귄 깃털 빳빳하고 촘촘한

Platypus 오리너구리 털 고밀도의 　
Water strider 소금쟁이 다리의 표면 수많은 작은 털로 이루어진 　

Filter feeder 여과 섭식자 몸의 형태
흡입관 및 배출관으로
이루어진

아가미로
이루어진

Bamboo
shrimp - 집게발의

형태 부채꼴처럼 생긴 움직이는

Peregrine
falcon 매 코의 형태 둥글고

속에
돌기가
있는

Giant water
bug - 관 몸 뒤쪽에 있는 　

- 곤충 공기층 몸 주위의 　
Three-punctu
red diving
beetle

- 공기층 겉 날개 속의 　

Snail 달팽이 외투강 공기가 저장된 　
Owl
　

부엉이
　

깃털의 형태 날개끝의 　
날개의 형태 　 　

Spider 거미 털의 형태 속이 비어있는 힌지로
이루어진

Giant pill
millipede 노래기 몸의 형태

마디 사이사이에 숨구멍이
있는 　

Mucuna
holtonii - 잎의 형태 접시 모양의 　

Fish 물고기 물고기의
움직임

난류의 방향에 따라 몸의
방향을 바꾸는 　

Mosquito 모기 모기의
움직임

떨어지는 물방울과 함께
내려가는

　

Tree-hole
frog - 개구리의

행동
빈 나무의 구멍에 소리를
내는 　

Pine cone 솔방울 솔방울의
표면 2개층의 단단한 섬유가

역방향으
로
정열되어
있는

Ice plant 채송화 　 (물의 흡수) 세포의 팽창
연결된
벨브의
움직임

Squirting
cucumber 백합 꽃의 움직임 열매가 익으면 물을

분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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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naea 파리지옥 꽃의 움직임 감각털을 건드리면 닫히는 　

Gecko 도마뱀붙이 도마뱀 발의
움직임

발가락 털의 각도와 커브를
바꾸는 　

Goliath spider 골리앗 거미 거미의
움직임

몸속의 체액을 다리나
몸통으로 보내는 　

Orchidaceae 난초과 식물 꽃의 움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Witch hazel 풍년화 꽃의 움직임 열매가 익으면 씨앗을
분출하는 　

Hura
crepitans

후라 꽃의 움직임 열매가 익으면 씨앗을
분출하는

　

Triggerplant 봉선화 꽃의 움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Impatiens 서양 봉선화 꽃의 움직임 열매가 익으면 씨앗을
분출하는

　

Sensitive
partridge pea - 꽃의 움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Catclaw brier - 잎의 움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Sundews 끈끈이주걱 꽃의 움직임 감각털을 건드리면 닫히는 　
Pitcher plant 사라세니아 꽃의 움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Nepenthes 네펜데스 꽃의 움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Drosera
anglica huds

긴잎끈끈이
주걱 꽃의 움직임 감각털을 건드리면 닫히는 　

Pinquicula
vulgaris var.
macroceras

벌레잡이제
비꽃 꽃의 움직임 외부 자극에 점액을

분비하는 　

Aldrovanda
vesiculosa 벌레먹이말 꽃의 움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Green
hooded
orchids

초록머리난
초 꽃의 움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Herb 들모란과
허브

꽃의 움직임 외부 자극에 씨앗을
분출하는

　

Stork's bill 화란쥐손이
풀

씨앗의
움직임

습도에 따라 형태를
변화하는 　

Planthopper - 다리의 형태 톱니바퀴 형태의 　

Click beetle 대유동방아
벌레 벌레의 행동 스프링 메커니즘으로

튀어오르는 　

Great white
shark 백상아리 백상아리의

행동
등지느러미로 균형을
유지하고

꼬리지느
러미로
좌우로
움직이는

Humpback
whale 흑등고래 가슴지느러

미의 형태 20여개의 돌기가 난 형태의 　

Dancing plant 무초 잎의 움직임 음악소리에 움직이는 　
Sensitive
plant 미모사 잎의 움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Water tree 고로쇠 나무 수액의 분출 줄기와 가지 압력의 차이로 　
Silver
needlewood - 뿌리의

시스템 물을 저장하고 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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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ming
bird 벌새 새의

신진대사 밤에 휴면하는 　

Spadefoot
toads
american
desert toads

쟁기발개구
리과

개구리의
신진대사

삼투질농도를증가시켜주변
물을흡수하는 　

Central
netted
dragon

도마뱀
도마뱀의
신진대사

계절에 따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Desert
tortoises 사막거북이 거북이의

신진대사
계절에 따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Lung fish
　

폐어
　

폐어의
움직임

온도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는 　

폐어의
신진대사

습도에 따라 점액을
분비하는 　

Chipmunk 땅다람쥐 땅다람쥐의
신진대사

계절에 따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Red-bellied
black snake
　
　

-
　
　

뱀의 움직임 온도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는 　

뱀의 움직임 온도에 따라 자세를 바꾸는 　
뱀의
신진대사

온도에 따라 혈류를
조절하는 　

Amblyomma
cajennense
　

카옌넨스
진드기
　

진드기의
움직임

습도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는 　

진드기의
신진대사

습도에 따라 흡습성
점액질을 분비하는 　

Banner-tailed
kangaroo rats 캥거루쥐 캥거루쥐의

신진대사
온도에 따라 먹이를
섭취하는 　



- 177 -

3.3. 생체의 기능-속성에 따른 구분

생체의 기능 및 속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기능-속

성”의 집합을 아래와 같이 유형화하였다.

(1) 단열

동물의 털 또는 피부는 구조 및 재료적인 성질로 인해 높은 성능의

보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기후가 극심한 사막과 툰드라

생물군계에 서식하는 동물에 이러한 특성이 나탄다. 사막에 서식하는 동

물은 외피를 통해 몸속의 열을 분산하고 툰드라 생물군계의 동물은 외피

를 통해 추위를 차단한다. 식물의 경우, 피부막을 형성하여 수분의 증발

을 차단한다. 또, 바닷물에 서식하는 동물은 방수 외피를 통해 체온이 떨

어지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생체의 속성은 파사드의 디자인, 건물 재료

의 개발, 등에 적용 가능하다. 실제로, 북극곰 털의 구조를 모방하여 태

양열의 복사를 통해 높은 단열 성능을 나타내는 재료가 개발되었다.

효과 기능 부위 속성
생체명
영문 한글명

보온

열의 차단

털
수백 개의
공기주머니를
구성하는

　 Merino
sheep

메리노
면양

털 코팅되고
공기층이 생긴 촘촘한 Southern

sea otter
남쪽
바다수달

솜털 빽빽한 　 Arctic fox 북극여우

집 재료 여러 겹의
종이로 이루어진 　 Wasps 말벌

이중 털
구조

부드러운 가슴
털 위로 촘촘한
깃털이 덮여
있는

　
African
blackfooted
penguin

아프리칸
검은발
펭귄

빛(태양열)
의 흡수 털 촘촘하고 하얀

Polar bear 북극곰
열의 전도 피부 검은 　

수 분
의 보

물
손실량의

피부 축적된 여러
겹의

Water-holding
frog

물저장개
구리

[표 3-38] 단열에 해당되는 생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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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표면/색채

동식물이 가지는 형태, 표면, 색채 등은 주변 환경에의 적응이 유리하

도록 진화되어 왔다. 2장에서 살펴본 사례분석의 내용과 같이, 생체의

organ, 다시 말해, 형태, 표면, 색채 등과 같은 특성이 발생하는 물리적

인 현상에 대한 이해는 건축적인 해석을 도울 수 있다.

생체의 속성을 건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생체의 표면이 건물

의 표면 또는 형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기둥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Window plant의 형태는 물이 스며들기에 유리한 구조이다. 이

를 건물의 형태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입면의 디자인에도

적용 가능하다. 즉, 건축가의 해석에 따라 생체의 속성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생체의 형태 및 표면의 구조에 대한 정보는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

호 최소화 피부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Reed-frog -

방수 물의 차단
(방수)

깃털 빳빳하고 촘촘한 Gentoo
penguin 젠투펭귄

털 고밀도의 Platypus 오리너구
리

효과 기능 부위 속성
생체명
영문 한글명

빛의
유입

빛의
유입/빛의
반사

눈의
형태

작은 거울로
이루어진 　 Scallop 가리비

눈의
형태

거울로
이루어진

　 Spookfish -

빛의 유입

잎의
형태

가늘고 길게
뻗은 　 Vascular

plant 관속식물

잎의
움직임

햇빛 양에 따라
움직이는 　 Maranta 마란타

냉각

빛의 차단
껍질
　

벗겨지는
성질의
　

　
　

Tree
　

나무
　공기의

대류

공기의
대류

피부의
색상

흰색 검은색
줄무늬로
이루어진

　 Zebra 얼룩말

냉각 태양열
차단 형태 굴곡진 머리가

좁은 Cactus 선인장
　

[표 3-39] 형태/표면/색체에 해당되는 생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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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손실
량
최소
화

물
손실량의
최소화

표면 가시로
이루어진

물의
최대
한
획득

물 획득의
최대화

잎의
형태

기둥처럼 생긴 　
Window
plant

페네스트
라이아속
　

냉각 빛의
차단(필터)

잎의
표면 투명한 　

냉각
빛의 반사

껍질의
색상 하얀 　

Tenebrionid
beetle

-　
열의
차단(단열) 껍질 두꺼운 　

물의
생성 물의 생성 껍질의

형태
공기가통할수있
는

숨구멍
이
있는

증발
냉각

증발냉각
코
비갑개
의 표면

촉촉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Nothern
elephant
seal
　

북방코끼
리 물범
　

증발냉각
코
비갑개
의 형태

선반구조의 　

냉각 열의 전도
몸의
자세 반구형 형태의 　 Reed-frog -

물의
최대
한
획득

물 획득의
최대화

뿌리의
형태 노출된 가지에

얹은 Orchid 난초

잎의
형태 볼록하고

곡선
아치를
형성하
는

Bromeliands -

물 획득의
최대화/물의
이동

잎과
줄기의
표면

작은 털이 있는 　 Mahonia
leaf rosette -

물 획득의
최대화

잎의
형태 오목한 　

Soapweed
yucca -

잎의
배열

원형으로
이루어진 　

물의 이동 잎의
형태 길게 갈라진 　

Lupine
루피너스
　물 획득의

최대화
잎의
표면 털이 있는 　

물 획득의
최대화/물의
생성

가지의
형태 엉킨 　 Lichen 지의식물

물의
최대

물 획득의
최대화/물의

잎의
형태 깊게 꺼진 　 Desert

rhubar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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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획득 이동

물의
이동

물의
이동/물의
차단(방수)

잎의
표면

왁스 재질로
이루어진

　

물의
이동

물의
이동/물의
차단(방수)

잎의
표면

왁스 재질로
이루어진 　

Succulent 다육식물

물의
최대
한
획득
　

물 획득의
최대화/물의
이동

잎의
형태/배
열

줄기로 향해진 　

물의 이동 깃털의
형태

물 저장이
가능한 　 Black-necke

d stilt
장다리물
떼새

물의 이동 깃털의
형태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는

　 Sandgrouse -

물의
여과 물의 여과 몸의

형태

흡입관 및
배출관으로
이루어진

아가미
로
이루어
진

Filter
feeder

여과
섭식자

먹이 물의 여과 집게발
의 형태

부채꼴처럼
생긴

움직이
는

Bamboo
shrimp -

바람
의
압력
조절

공기에의
저장

코의
형태 둥글고

속에
돌기가
있는

Peregrine
falcon 매

호흡 공기의
저장

관 몸 뒤쪽에 있는 　 Giant water
bug -

공기층 몸 주위의 　 - 곤충

공기층 겉 날개 속의 　
Three-punct
ured diving
beetle

-

외투강 공기가 저장된 　 Snail 달팽이
진동
의
감지

진동의
감지

털의
형태

속이 비어있는
힌지로
이루어
진

Spider 거미

공기
유입
의
조절

공기에의
반응

몸의
형태

마디
사이사이에
숨구멍이 있는

　 Giant pill
millipede

노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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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지

동물이 짓는 서식지는 주변 환경의 특성 반영하여, 서식에 유리한 환

경을 제공하고 있다. 서식지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서식지의

형태뿐만 아니라, 서식지의 재료, 동물의 행동, 등이 있는데, 이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생체의 속성을 이루는 요소

들과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환경 성능이 높은 바이오미

미크리 건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과 기능 부위 속성
생체명
영문 한글명

　
보온

열의 차단

집 재료
여러 겹의
종이로
이루어진

　 Wasps 말벌

집 재료

풀, 나뭇잎,
이끼류,
나무껍질조각으
로 이루어진

　 Korea
squirrel

회색청서/
청설모

집 구조 벽이 두꺼운 　
공기(바람)의
차단 집 구조 출입구가 물

속으로 나 있는 　

Beaver 비버공기(바람)의
차단/열의
차단

집 재료
나뭇가지와
진흑을 겹겹이
바른

공기층
이
있는

열의 생성
집 재료

흙, 나뭇잎,
나뭇가지로
이루어진

　
Red ant 홍개미

행동
개미의
움직이는 　

보온 열의
차단(단열) 눈 공기층을가지고

있는 　

Grizzly
bear　 회색곰바람

차단
/환기

공기(바람)의
차단/공기의
대류

집 구조 입구를 위로
경사진 　

환기 공기의 대류 집 구조 높이 솟은 　

Ant 개미　보온
/환기

열의
전도/공기의
대류

행동
데워진 개미가
아래로
이동하는

밤에
출입구
를
막고
낮에
열어
놓는

[표 3-40] 서식지에 해당되는 생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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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

물 손실량
최소화 /
태양열의
차단

집 구조 평평한
플랫폼이 있고

수직으
로
뚫려있
는

Wild
large-clawed
scorpion

전갈

환기 공기의 대류

집 구조 높으면서 좁은
통로를 가지고

낮고
넓은
출구를
가진

Prairie dog 프레리도
그

집 구조 높고

아래위
에
구멍이
뚫려
있는

Termite 흰개미

집 구조 원뿔형이고

꼭대기
에
구멍이
있는

Manicure
ghost crab 세스랑게

환기
/
보온

공기의
대류/열의
차단

집 구조 몸과 밀착되고

비스듬
하게
만들어
진

Bear 곰

환기
/
제습

공기의
대류/제습 집 재료 나뭇가지를

엮어 지은

이끼를
붙여
놓은

Japanese
paradise
flycatcher

긴꼬리딱
새

　
보온

물 손실량의
최소화 집 구조

땅에 지어지고
여러 보존
공간으로
이루어진

입구에
뚜겅을
설치한

Kangaroo
rats 캥거루쥐

물
손실량의
최소화

집 구조 몸 집에 딱
맞는 　 Limpet 삿갓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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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신진대사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체의 행동 및 신진대사의 변화는 외부 환

경에의 대응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다. 건물이 직접적으로 움직

이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지만, 생체가 시간적 및 계절적 변화에 반응하

는 방식은 건축적인 해석을 통해 상황에 따른 건물 시스템의 대처 방안

의 제시로 활용 가능하다.

효과 기능 부위 속성
생체명
영문 한글명

　
온도
의
조절

열의 생성

꿀벌의
행동 근육을 떠는 　 Honeybee 꿀벌

꿀벌의
행동 근육을 떠는 　 Carpenter

bee 호박벌

열에의 반응
곤충의
행동

온도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는

　 Arenivaga -

빛에의 반응

꼬리의
형태 털이 무성한 　 Desert

squirrel -

꼬리의
움직임

햇빛 양에
따라 움직이는 　 　 　

날개의
움직임

햇빛 양에
따라 움직이는 　 - 표범나비

날개의
움직임

햇빛 양에
따라 움직이는 　 Butterfly 나비

개복치의
행동

온도에 따라
자세를 바꾸는 　 Ocean

sunfish 개복치

피부의
색상세포

햇빛 양에
따라 변화하는 　 Lizard 도마뱀

바다사자
의 행동

체온에 따라
손을 흔드는 　 California

sea lion

캘리포니
아
바다사자

증발냉각

불가사리
의 행동 물을 머금는 　 Sea star 불가사리

파충류의
행동

체온에 따라
입을 여는 　

Central
bearded
dragon

-

냉각 빛(태양열)의
차단 깃털

밀도가 낮은
등에 펼쳐져
있는

　 Ostrich 타조

보온 열에의 반응 행동 흉부에
날개를 접고

다리를
몸
밑으로
밀어

　 　

[표 3-41] 행동/신진대사에 해당되는 생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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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는

보온 열의 생성 행동 개미의
움직이는 　 Honeybees 꿀벌

냉각 증발냉각 행동 벽을 물로
적시는 　 　 　

냉각 바람 생성 행동 날개 짓을
하는 　 　 　

냉각 열의
차단(단열) 행동

(여름) 땅
속으로
들어가는

　 Desert
tortoises -

보온 열의 생성 행동 (겨울) 몸을
움직이는 　 　 　

환기 공기의 대류 집 구조 높이 솟은 　 Ant 개미

보온 /
환기

열의
전도/공기의
대류

행동
데워진
개미가 아래로
이동하는

밤에
출입구
를
막고
낮에
열어
놓는

　 　

　
냉각 열의 전도 코알라의

행동

체온에 따라
나무에
매달리는

　 Koala 코알라

물의
생성

물의 생성 개구리의
행동

온도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는

　 Green tree
frog

초록청개
구리

물의 생성 개구리의
행동

온도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는

　 Australian
tree frog 개구리

　
습도
조절

물 획득의
최대화 행동

흙이나 진흙
근처에서
서식하는

　 Crane flies -

물 획득의
최대화 행동

진흙 안에
들어가는 　

Crucifix
frog -

화재
속에
서도
생존

물의 저장 뿌리의
시스템

물을
저장하고
이동하는

　 Silver
needlewood

-

냉각 체온 보호 새의
신진대사

밤에
휴면하는 　 Humming

bird 벌새

수분
보호 수분 보호 개구리의

신진대사

삼투질농도를
증가시켜주변
물을흡수하는

　

Spadefoot
toads
american
desert
toads

쟁기발개
구리과

체온
보호/
수분

체온
보호/수분
보호

도마뱀의
신진대사

계절에 따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Central
netted
dragon

도마뱀



- 185 -

보호
체온
보호/
수분
보호

체온
보호/수분
보호

거북이의
신진대사

계절에 따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Desert
tortoises

사막거북
이

체온
보호/
수분
보호

체온
보호/수분
보호

폐어의
움직임

온도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는

　 Lung fish 폐어

체온
보호/
수분
보호

체온
보호/수분
보호

폐어의
신진대사

습도에 따라
점액을
분비하는

　 　 　

체온
보호/
수분
보호

체온
보호/수분
보호

땅다람쥐
의
신진대사

계절에 따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Chipmunk 땅다람쥐

체온
보호 체온 보호 뱀의

움직임

온도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는

　 Red-bellied
black snake -

체온
보호 체온 보호 뱀의

움직임
온도에 따라
자세를 바꾸는 　 　 　

체온
보호

체온 보호 뱀의
신진대사

온도에 따라
혈류를
조절하는

　 　 　

수분
보호 수분 보호 진드기의

움직임

습도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는

　 Amblyomma
cajennense

카옌넨스
진드기

수분
보호 수분 보호 진드기의

신진대사

습도에 따라
흡습성
점액질을
분비하는

　 　 　

체온
보호 체온 보호

캥거루쥐
의
신진대사

온도에 따라
먹이를
섭취하는

　

Banner-taile
d
kangaroo
rats

캥거루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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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움직임

재료 또는 파사드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생체의 움직이는 원리를 반

영하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가 늘고 있다. 반영된 생체 원리는 환경

기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종자 분산, 이동, 보호 등 다

양한 목적을 위해 생겨난 원리이다. 주로 습도와 같은 외부 환경 상태의

변화로 인해 자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적은 외부 힘에 의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생체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생체들의 속성을 반영함으로써, 반

응적 시스템을 갖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계획이 가능하겠다.

효과 기능 부위 속성
생체명
영문 한글명

광 합
성 작
용

빛의 유입

잎의 형
태

가늘고 길게
뻗은 　 V a s c u l a r

plant 관속식물

잎의 움
직임

햇빛 양에 따
라 움직이는 　 Maranta 마란타

빛 의
조절 빛에의 반응

아네모네
의 움직
임

필요한 및의
양에 따라 움
직이는

　
Aggregating
anemone 아네모네

이동 물에의 저항 물고기의
움직임

난류의 방향
에 따라 몸의
방향을 바꾸는

　 Fish 물고기

물 마
찰 력
의 최
소화

물에의 저항
모 기 의
움직임

떨어지는 물
방울과 함께
내려가는

　 Mosquito 모기

( 건 조
할 경
우) 열
림
　

움직임 (습할
경우 닫힘,
건조할 경우
열림)

솔방울의
표면
　

2개층의 단단
한 섬유가

역방향
으 로
정열되
어 있
는

Pine cone 솔방울

(물의 흡수)
세포의 팽창

연결된
벨브의
움직임

Ice plant 채송화

열 매
의 분
출

움직임 (열매
의 분산)

꽃의 움
직임

열매가 익으
면 물을 분사
하는

　 S q u i r t i n g
cucumber 백합

먹 이
의 섭
취

움직임 (먹이
의 섭취)

꽃의 움
직임

감각털을 건
드리면 닫히는 　 Dionaea 파리지옥

이동
움직임 (이
동)

도 마 뱀
발의 움
직임

발가락 털의
각도와 커브를
바꾸는

　 Gecko
도 마 뱀 붙
이

[표 3-42] 움직임에 해당되는 생체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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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
의 운
동

움직임 (이
동)

거 미 의
움직임

몸속의 체액
을 다리나 몸
통으로 보내는

　 G o l i a t h
spider

골 리 앗
거미

꽃 가
루 의
전달

움직임 (꽃가
루의 전달)

꽃의 움
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Orchidaceae 난 초 과

식물

열 매
의 분
출

움직임 (열매
의 분산)

꽃의 움
직임

열매가 익으
면 씨앗을 분
출하는

　
W i t c h
hazel 풍년화

열 매
의 분
출

움직임 (열매
의 분산)

꽃의 움
직임

열매가 익으
면 씨앗을 분
출하는

　 H u r a
crepitans

후라

꽃 가
루 의
전달

움직임 (꽃가
루의 전달)

꽃의 움
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Triggerplant 봉선화

열 매
의 분
출

움직임 (열매
의 분산)

꽃의 움
직임

열매가 익으
면 씨앗을 분
출하는

　 Impatiens 서양 봉
선화

잎 의
보호

움직임 (잎의
보호)

꽃의 움
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S e n s i t i v e
p a r t r i d g e
pea

-

잎 의
보호

움직임 (잎의
보호)

잎의 움
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C a t c l a w

brier -

먹 이
의 섭
취

움직임 (먹이
의 섭취)

꽃의 움
직임

감각털을 건
드리면 닫히는 　 Sundews 끈 끈 이 주

걱

꽃 가
루 의
전달

움직임 (꽃가
루의 전달)

꽃의 움
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P i t c h e r
plant

사 라 세 니
아

꽃 가
루 의
전달

움직임 (꽃가
루의 전달)

꽃의 움
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Nepenthes 네펜데스

먹 이
의 섭
취

움직임 (먹이
의 섭취)

꽃의 움
직임

감각털을 건
드리면 닫히는

　
D r o s e r a
a n g l i c a
huds

긴 잎 끈 끈
이주걱

먹 이
의 섭
취

움직임 (먹이
의 섭취)

꽃의 움
직임

외부 자극에
점액을 분비하
는

　
P inqu icu la
vulgaris var.
macroceras

벌 레 잡 이
제비꽃

먹 이
의 섭
취

움직임 (먹이
의 섭취)

꽃의 움
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Aldrovanda

vesiculosa
벌 레 먹 이
말

꽃 가
루 의
전달

움직임 (꽃가
루의 전달)

꽃의 움
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G r e e n
h o o d e d
orchids

초 록 머 리
난초

열 매
의 분
출

움직임 (열매
의 분산)

꽃의 움
직임

외부 자극에
씨앗을 분출하
는

　 Herb 들 모 란 과
허브

땅 속 움직임(이동) 씨 앗 의 습도에 따라 　 Stork's bill 화 란 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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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 제시한 분류는 기능과 속성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결국, 생체의 환경 적응 방식을 인과관계를 통해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건축적인 적용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가들은 바이오미미

크리를 적용하고자 하는 건물요소에 대한 대략의 방향 설정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태, 표면, 색상과 이러한

속성이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건축적으로 모방함으로써 생체와 유사

한 환경기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생체의 행동 및 신진대사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수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으 로
의 이
동

움직임 형태를 변화하
는 이풀

높 이
이동 움직임(이동)

다 리 의
형태

톱니바퀴 형
태의 　 Planthopper -

높 이
이동 움직임(이동) 벌 레 의

행동

스프링 메커
니즘으로 튀어
오르는

　 C l i c k
beetle

대 유 동 방
아벌레

앞 으
로 이
동

움직임(이동)
백상아리
의 행동

등지느러미로
균형을 유지하
고

꼬리지
느러미
로 좌
우 로
움직이
는

G r e a t
white shark 백상아리

천 천
히 이
동

움직임(이동)
가슴지느
러 미 의
형태

20여개의 돌
기가 난 형태
의

　 Humpback
whale 흑등고래

- 움직임(이동) 잎의 움
직임

음 악 소 리 에
움직이는 　 D a n c i n g

plant 무초

잎 의
보호

움직임 (잎의
보호)

잎의 움
직임

외부 자극에
닫히는 　 S e n s i t i v e

plant 미모사

　- - 수 액 의
분출

줄기와 가지
압력의 차이로 　 Water tree 고 로 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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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논문은 생체와 건축의 공통적인 언어로 물리적인 현상을 활용하였

으며, 이를 근거로 생체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을 조사하고, 관련

된 생체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우선, 생물군계의 기후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서식하는 동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

행하였다. 생체의 환경적응 방식은 생체가 자연요소를 조절 및 활용하는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생체가 주변 환경

에 적응하기 위해 자연요소를 조절 및 활용하는 방식을 생체의 ‘기능’으

로 보았으며, 이러한 기능이 나타나게 된 원리를 ‘속성’으로 구분 정리하

였다.

환경기능과 생체의 기능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 예

를 들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를 외피 또는 털에 저장하는 생체가

있는 반면에, 물속에서의 호흡을 위해 외피에 공기를 저장하는 생체가

있다. 하지만 호흡을 위해 공기를 저장하는 경우도 응용을 통해 체온 유

지를 위한 계획 방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계성을 모색

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

들어진다.

[그림 3-6] 기후적 특성관련 생체 생존전략의 분류 (예시)

위의 과정을 통해 생체정보를 모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216개의 생체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생체정보의 분류체

계에는 생체의 기능 및 속성이 반영된다. 생체의 기능 및 속성을 검토함

으로써 아래와 같은 유형화가 나타났고, 이는 2장에서 도출한 바이오미

미크리 건축 사례 분석 내용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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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표면/색상, 단열, 서식지에 해당되는 생체정보는 건물의 형태, 공

간, 입면, 재료 계획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생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행동, 신진대사, 및 움직임은 건물의 시스템 계획 및 작동계획에 활용 가

능하다. 마찬가지로, 생체의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

인다.

생체정보의
적용요소

생체정보
분석의 방법

형태
(형태계획 /
공간계획)

파사드
(입면계획)

전략
(시스템
계획)

재료
(재료계획)
작동계획

사례
분석

생체의 형태적
모방 직접적 접근 방식 간접적

접근방식 -

생체의 원리를
통한 아이디어
의 제시

간접적 접근방식 간접적
접근방식 -

(물리적 현상의 재해석)

생체의 과학적
분석 - 직접적 접근

반식

생체의 형태적 특성,
물리적 과정, 등

행동, 생리적
변화, 등

생체 외피의
형태적 특성,
움직임, 등

관련 생체기능

생체
정보의
분류
체계

형태/표면/색상
물리적인 현상 (대류, 차단, 복사 등)의 적용단열

서식지

행동/신진대사

외부환경에
따른 신체의
변화를
건물의
시스템

전략에 적용

움직임

외부환경에
따른 신체의
변화를 건축
작동계획에
적용

[표 3-43]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분석 및 생체정보 분류체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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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1. 자연요소 조절방식에 대한 이해의 정립

1.1. 건축의 자연요소 조절 및 활용방식

현재 친환경 건축계획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경제적, 사

회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환경 문

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이슈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건축적으로

해결해야하는 환경기능적 문제들을 모두 명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하

지만, 건축가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환경기능적 문제들의 주요 성

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계획 방안을 일반화한다면,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을 통한 환경기능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기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건축 계획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로 외부 환경적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진다. 극심한 환경에 있

는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에는 외부 환경적 조건들을 개선하여 인간이 거

주하기에 쾌적한 상태로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과거 전통건축에서도 나타난다. 고온건조지역인 중동지역의 전통주택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중정형의 형태로, 낮에 중정이 데워지면 공

기가 상승하게 되고,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가 하강하여 중정 주변의 방

들을 시원하게 유지시킨다. 또, Malqaf, Salsabil, Mashrabiyyah, 등과 같

은 장치를 통해 고온건조한 기후적 상황이 거주자가 생활하기 편한 상태

가 되도록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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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태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대 건축에서는 환경 조건

에 적합한 건축 형태의 제시보다는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원인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수현(2010)은 친환

경 건축 계획 기준은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건물을 계획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환경기능과 관련 있는 자연요소와

자연요소의 상태 변화가 발생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 속에서 생체가 적응하는 방식과 건축 환경 기능을 조절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축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연요소의 조절 및 활용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조절”은 자연요소의 상태 변화를 일으

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물의 열 쾌적을 위해 공기의 대류를 일

으키는 것을 “공기/바람의 조절”과 “열의 조절”방안으로 분류하였다. “활

용”은 지열, 태양열 등과 같이 자연요소를 자연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을 말한다.

하나의 계획방안이 여러 자연요소의 조절 및 활용을 위해 사용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자연 요소의 조절’은 다른 자연 요소의 상태 변

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연요소

조절 및 활용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을 아래 그림과 같이 파악하였다. 자

연요소의 조절 방식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은 1.2장 및 1.3장에서 살펴보았

다.

건축 환경기능적 문제는 크게 실내 환경의 쾌적성, 주변 환경에의 영

향 최소화, 자연 재해의 대비, 그리고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의 절감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연 요소를 다루는 방식을 자연 요소의 ‘조

절’과 자연 요소의 ‘활용’으로 구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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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습도

물 또는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기존의 건축계획 방향은 아래와 같다.

배수계획을 통해 건물 주변 또는 내부의 물을 제거하는 방안이 있으며,

자연환기를 유도함으로써 내부의 높은 습도를 낮춰주는 방안이 있다. 계

절 및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 내의 습도 상태를 조절하는 방안이 적

용되기도 한다. 건조한 지역의 경우, 바람이 지나가는 경로에 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증발냉각효과를 유도하여, 실내의 습도를 높여줄 뿐만 아

니라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 건조하지 않은 지

역의 경우, 간접적 증발냉각기법을 활용한다.

물/습도 조절을 위한 계획 방향
내용 구체적 방향

물의 제거 Ÿ 배수계획을 통해 물을 건물로부터 멀리 보냄
Ÿ 배수계획을 통해 내부 습도를 제거

자연환기의 유도

Ÿ 연돌 효과의 유도
Ÿ 밤의 차가운 공기로 환기
Ÿ 외부의 바람을 끌어들임
Ÿ 바람이 건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Ÿ 유입 바람의 속도 조절
Ÿ 계절에 다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Ÿ 시간에 따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Ÿ 공기의 내부 흐름을 유도 (수평, 수직)

증발냉각 효과

Ÿ 직접적 증발냉각 효과 유도 (바람이 지나가는 경로에
수공간 조성)

Ÿ 간접적 증발냉각 효과 유도 (건물 표면에 물을 뿌려주
거나 수공간을 설치)

[표 4-1] 물/습도 조절을 위한 주요 계획 방향

우수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LEED, BREEAM등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활용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에 대한 고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우선, 우수를 최대한 습득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우

수의 습득은 건물의 지붕, 주변 대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여

과, 저장 등의 과정을 통해 재사용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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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우수의 속도 및 방향 조절을 통해 이의 피해

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기 중의 수분을 응결하는 방안을 활용하기도 한다.

물/우수 활용을 위한 계획 방향
내용 구체적 방향

물의 습득 최대화

Ÿ 물의 증발 차단
Ÿ 물을 최대한 습득
Ÿ 물의 저장 / 저장소의 조절
Ÿ 물의 손실 최소화

물의 피해 최소화 Ÿ 물의 속도 및 방향 조절

물의 생성 Ÿ 공기 중 수분의 응결

[표 4-2] 물/우수 활용을 위한 주요 계획 방향

(2) 빛

실내 빛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방향은 크게 빛의 차단, 균일한 조

도의 유지, 빛 유입의 최대화, 유입된 빛의 확산으로 구분 가능하다. 균

일한 조도의 유지를 위해 시간 또는 계절에 따른 빛의 유입과 차단을 조

절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계절, 날씨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

는 작동하는 차양 장치를 적용하기도 한다. 또, 빛 유입이 어려운 환경의

경우, 빛 유입을 최대화하거나, 유입된 빛을 확산하여 거주환경에 필요로

하는 자연광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빛 조절을 위한 계획 방향
내용 구체적 방향

빛의 차단

Ÿ 빛의 차단
Ÿ 빛의 굴절
Ÿ 빛의 분산
Ÿ 빛의 간접적 유입

균일한 조도의 유지
Ÿ 시간에 따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Ÿ 계절에 다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Ÿ 공간적으로 고른 분포의 유지

빛 유입의 최대화
Ÿ 개구부를 크게 계획
Ÿ 시간적 변화에 따른 작동
Ÿ 빛의 반사

[표 4-3] 빛 조절을 위한 주요 계획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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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활용을 위한 계획 방향
내용 구체적 방향

빛의 차단

Ÿ 빛의 차단
Ÿ 빛의 굴절
Ÿ 빛의 분산
Ÿ 빛의 간접적 유입

[표 4-4] 빛 활용을 위한 주요 계획 방향

(3) 열

열 환경의 조절을 위해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아래 표

와 같이 구분 가능하다. 빛, 즉 태양열을 조절함으로써 건물 내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안, 공기의 흐름을 유도함으로써 환기냉방, 증발냉각 등을 통

한 열의 조절 방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외부의 열을 차단하거나 내부

열의 방출을 줄이는 단열효과, 열용량의 활용을 통한 일교차 줄이기 등

과 같은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건물이 위치한 기후

지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유입된 빛의 확산 Ÿ 빛의 반사
Ÿ 공간적으로 고른 분포를 유지

열 조절을 위한 계획 방향
내용 구체적 방향

빛의 차단 (빛 조절 계획 방향과 동일)

균일한 조도의 유지 (빛 조절 계획 방향과 동일)

빛 유입의 최대화 (빛 조절 계획 방향과 동일)

유입된 빛의 확산 (빛 조절 계획 방향과 동일)

열의 보존과 추위 차단 Ÿ 단열
Ÿ 열교 현상의 방지

열의 차단
Ÿ 외부에 단열재 설치
Ÿ 시간에 따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Ÿ 복토를 활용하여 내부 온도를 낮춤

열용량 활용을 통한 일교 Ÿ 외부에 단열재 설치

[표 4-5] 열 조절을 위한 주요 계획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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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태양열의 활용을 ‘빛의 활용’ 부분에서 다루었다. 이는 자

연요소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생체의 기능을 구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

여 구분한 것이다. 즉, 생체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

야 확보, 광합성 등의 이유 때문에 빛을 획득하는 방식을 건물의 태양열

조절 및 활용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빛의 조절’ 항목으로 구

분하였다.

열 활용을 위한 계획 방향
내용 구체적 방향

지열
Ÿ 땅을 젖거나 그늘지게 하여 낮은 온도를 유지
Ÿ 튜브를 최대한 깊게 묻어줌
Ÿ 튜브 내로 수분이 차지 않도록 함

[표 4-6] 열 활용을 위한 주요 계획 방향

(4) 공기/바람

낮 시간 동안의 높은 외부 온도로 인해 상승한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밤 시간대의 공기를 내부로 유입하게 하는 방법이 활용되

고도 한다. 이는 일교차가 높은 고온건조 지역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습한 지역에서는 자연환기를 유도하여 실내의 습도가 높

아지지 않도록 하여 쾌적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다. 공기 및 바람의 유

입을 유도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차가운 바람의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

또한 고려되고 있다.

차 줄이기
Ÿ 복사냉각을 통한 밤 시간대 온도를 낮춤
Ÿ 낮에 개구부를 차단하여 외부 열 차단
Ÿ 열용량이 높은 재료의 활용

차가운 바람의 차단
Ÿ 외부 바람의 차단
Ÿ 바람의 방향 및 속도의 변화
Ÿ 개구부의 차단

자연환기의 유도 (물 조절 계획 방향과 동일)

증발냉각의 효과
(물 조절 계획 방향과 동일)

Ÿ 증발냉각을 통한 밤 시간대 온도를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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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바람 조절을 위한 계획 방향
내용 구체적 방향

열용량 활용을 통한 일교
차 줄이기

(열 조절 계획 방향과 동일)

차가운 바람의 차단 (열 조절 계획 방향과 동일)

자연환기의 유도 (물/습도 조절 계획 방향과 동일)

[표 4-7] 공기/바람 조절을 위한 주요 계획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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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연요소 조절방식의 특성

(1) 상반된 특성의 도출

자연요소의 조절은 물리적 현상을 유도하며 이는 건축가가 의도한 계

획 목표와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건축 환경계획을 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순들을 정리한 것이다.

Conflicting aims Explanations

Compactness v.
daylight usage and
natural ventilation

The form of the building should be developed weighing up the
compactness, which has an effect mainly on the heating
requirements and the capital outlay, plus a good level of
incoming daylight and natural ventilation.

Daylight usage and
view out v. sunshades
and glare protection

Choosing a system to match the requirements and combining
sunshades and glare protections can rule out improper
functioning and guarantee a (partial) view of the outside world.

Natural ventilation v.
sound insulation and
fire protection

Leakage-air openings between different usage zones must be
developed for natural ventilation concepts taking into account
sound insulation and fire protection requirements.

Highly insulated
building envelope v.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areas

Building envelopes with a high degree of thermal insulation
reduce the usable floor area owing to the thicker wall
constructions and limit the proportion of transparent areas.
Quality of use, a link with the outside world, efficient areas
and energy consumption must be harmonised in a balanced
relationship through the design and energy concept.

[표 4-8] 건축 환경계획에서의 모순 (출처: Energy Manual, 2008)

자연요소를 조절하는 물리적인 현상간의 상반된 특성은 두 번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광의 유입과 차양 및 직사광선의 차단 기능이 대표적

이다. 차양 및 직사광선의 차단은 내부 온도의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계

획방법으로 빛 환경의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호주에

위치한 South Australian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e

(SAHMRI)는 반응하는 파사드를 계획함으로써 태양열, 직사광선, 바람으

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조절하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 Education Executive Agency & Tax Offices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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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파사드를 날개의 형태로 계획하여, 차양의 역할과 바람을 조절하

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빛이 날개에 반사되어 내부로 유

입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4-1] South Australian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e (SAHMRI)

[그림 4-2] Education Executive Agency & Tax Offices

나머지의 상반된 특성은 건물의 개방적 형태 또는 폐쇄적 형태로 인

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항이다. 자연채광 또는 환기를 위해

건물의 파사드를 개방적으로 계획하거나 내부 공간을 개방적으로 계획하

게 되면, 프라이버시의 보호, 태양열의 유입, 단열 성능의 저하, 등과 같

은 문제가 발생 가능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반면에, 폐쇄적인

파사드 및 공간구조는 자연광의 유입, 환기 등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

게 된다.

Amagansett Dunes house의 경우, 천으로 제작된 루버를 활용하여 북

서쪽의 겨울 바람을 차단하는 동시에 남서쪽의 여름 바람이 유입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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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이는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위치한 Ordos Museum를 계획할 때, 간격이 벌어진

금속 재질의 루버가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도 상승을 막는 동시

에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그림 4-3] Amagansett Dunes house

[그림 4-4] Amagansett Dunes house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

획기법이 거주자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 되어야하는 환경조건과 충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건축

계획에 적용되어 나타난다. 알제리에 위치한 ARPT Headquarters에서는

낮 시간대의 따뜻한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바람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형태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건물 내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밤 시간대의

풍향을 고려하여 이를 형태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즉, 건물의 형태는 남

쪽면의 따뜻한 바람을 막는 동시에, 북쪽면의 파사드는 밤 시간대의 차

가운 바람을 유입하여 자연 환기를 유도하고자 했다.

또, Passive School in Chotomow 사례의 경우, 폴란드에 위치해 있어

단열을 고려한 계획을 반영해야했다. 따라서, 별도의 유닛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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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을 계획하여 자연적인 단열 효과를 유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평면

형태는 건물의 자연환기를 유도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닛과 유닛 사이에 중정을 계획하여 자연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림 4-5] ARPT Headquarters

[그림 4-6] Passive School in Chotomow

외부 환경에의 적응 방식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순에 대한 예측

은 상반된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

로 활용 가능하다. 즉, 환경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반된 특성을 건축

계획의 초기단계에 파악함으로써 형태, 입면, 등의 계획에 이를 고려한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연요소의 조절 방식

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상반된 특성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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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자연요소 조절 방식의 관계성 요약 (상반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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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적 특성의 도출

자연요소(물, 빛, 열, 공기)를 조절하는 건축계획 방안을 살펴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은 관계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열의 조절뿐

만 아니라, 빛, 물, 공기를 조절하는 여러 계획요소들은 결과적으로 열

환경의 변화를 유발한다. 따라서 다양한 자연요소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해야, 환경기

능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건축계획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즉, 빛의 획

득은 열을 획득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며, 공기를 유입하는 방안은

열 또는 습도를 제거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위의 내용에서의 열 조절을 냉각 및 보온을 구분하면 아래 그림과 관

계성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틀을 통해 생체 원리를 구분하여 분석한

다면, 생체의 기능과 건축의 환경기능간의 유사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생체 원리를 건축계획에 적용하는 방안의 제시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8] 자연요소 조절 방식의 관계성 요약 (복합적 특성)

건물 환경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복합적인 특성은 위에서 정리한 바

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물리적인 현상을 도출하는 하나의 계획

방안이 다른 물리적인 현상의 도출을 돕는 경우 또한 발생된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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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기의 유입을 통해 내부 온도를 낮추고 건물 내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유입된 공기가 수공간을 지나가게 되면 증발냉

각 효과까지도 나타내어 냉각 효과를 더욱 높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물의 활용을 위하여 수집한 물을 앞서 설명한 증발냉각을 통한

온도 조절 방안으로 활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물의 수집과 열 환경 조절

이라는 복합적인 특성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물의 수집 및 저장은 결과적으로 열 환경 조절을 돕는 ‘도구적

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NBF Osaki Building은 앞서 설명

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로, 우수를 모으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증발냉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입면 장치를 개발 및 적용하였다.

[그림 4-9] NBF Osaki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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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요소 조절방식 특성의 활용

자연요소의 물리적인 현상은 건축과 생체 간의 격차를 좁혀줄 수 있

는 공통된 언어이며, 이를 통해 건축가의 의도에 부합되는 생체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 내에서의 자연요소의 활용은 여러 환경기

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악은 문제의 예측과 복

합적인 기능의 도출을 위해서 필요하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은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 생체정보를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관련된 환경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야한다. 다만, 건축가의 사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더욱 단순한 형태의 활

용기반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림 4-10] 생체정보 활용 기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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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과 생체의 자연요소 조절방식 비교

2.1.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도출을 위한 틀의 구축

(1) 개요

적용 가능한 생체정보에 대한 제시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건축 환경기능적인 측면

에서의 자연요소 조절 및 활용방안은 상호작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빛 조절을 위한 방안은 결과적으로 건축의 열 환경에 영향을

준다. 현재 조사한 자연요소의 조절 및 활용 방안은 대부분 열 환경 조

절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열 환경 조절을 위

한 생체정보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그 외에도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연요소의 조절 및 활용 방

안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루고자 하였다.

필요한 생체정보에 대한 모색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필요한 환경기능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건물 요소가 그 두 가지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생체정보의 분류체계는 생체의 기능과 생체의 기능

과 속성을 고려한 기능-속성에 대한 것이다.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단순

한 형태의 생체 기능에 대한 제시는 이러한 생체 기능이 빛, 공기질, 열,

습도 조절과 같은 일반적인 환경기능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저감, 프

라이버시의 보호, 홍수의 예방, 등과 같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생체정보의 기능-속성에 대한 분류체계는 생체정

보의 활용 방향을 간단히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생체정보와 생

체정보의 활용 방안은 생체정보의 속성-기능에 따른 분류(건물 요소) 및

생체의 기능(물리적인 현상)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에 대한 내

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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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건축적 활용방안의 도출은 아래의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생체의 자연요소 조절 방식 중에 건축과 유사한 방법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 건축계획

방식과 유사한 경우, 생체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거

나, 복합적, 반응적, 효율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또,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열 조절 방식의 제안을 통해 혁신적인 바이오미

미크리 건축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에서의 자연요소 조절 방식을 조사하고 이를 생체의 자연요소 조

절 방식과 비교하였다. 유사한 기능이 나타나는 경우, 이를 기존에 비해

효율적, 반응적, 및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했으

며, 생체에서만 관찰할 수 있었던 새로운 기능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

식으로 제안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의 도출을 위해 해당 생체

정보를 고찰하였으며, 2장 및 3장에서 구축한 내용을 기반으로 환경기능

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체의 자연요소

조절방식

생체정보의 고찰

건축에서의 자연요소

조절방식 기존에 비해

효율적/반응적

/복합적인

방식의 제안이

가능함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제안이 가능함

건축적 활용 방안의 제시
생체정보의 분류 체계 (기능-속성)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적 적용의 효과

[그림 4-11] 생체정보의 건축적 활용 방안의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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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론의 수립

앞서 구축한 생체정보를 고찰하여, 이를 환경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기능적 활용방안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의 효과’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기후지역별 기후

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생체의 기능에 대한 분류는 각 기후지

역에 서식하는 생체의 적응방식을 조사함으로써 도출하였다. 하지만 실

질적으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적용하는 생체정보의 선택은 건축

계획의 대상 사이트와 동일한 기후대에 서식할 필요가 없다. 즉, 같은 기

후대에 서식하는 생체는 아니더라도 기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면, 건축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같은 기후지역에 서식하는 생체를 선택하여 조

사하기 보다는 기후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도출하고 이러

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진행하였다.

기후적 문제 건축계획 방향

생체적응 방식

2

1

1

2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 해결방안 )

( 생물학적 재해석 ) ( 건축적 재해석 )

[그림 4-12]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도출 과정 (1: 유사 기후 환경에 서식하는

생체의 적응방식 / 2: 건축계획 방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체의 적응방식)

본 장에서 제시한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은 위의 그림과 같

은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3장에서 제시한 기후지역에 서식하는 생체

의 적응 방식뿐만 아니라, 각 기후지역의 건축계획 방향과 유사한 기능

을 갖춘 생체의 적응 방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이오미미

크리 건축계획의 사례를 통해 동일한 기후지역에 서식하지 않은 생체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각 기후지역에 적용

가능한 생체의 적응방식을 도출한 결과는 2.2장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건

축적으로 다시 재해석함에 따라 생체정보를 환경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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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체정보의 활용방안은 기존의 계획 방향, 친환

경 건축 사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하였

다.



- 210 -

2.2. 기후지역별 건축과 생체의 자연요소 조절방식 비교

앞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기후지역별 건축과 생체의 자연요소 조절 방식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체정

보를 환경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각 기후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축계획 방

향을 고찰하였으며, 해당 기후지역에 서식하는 생체의 적응방식 뿐만 아니라, 건축계획 방향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생체의 적응방식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한랭기후지역
기후적
문제 건축계획 방향

생체의 적응방식
한랭기후지역에서의 적응방식 기능에 따른 적응방식

추위로부터
의 보호

열의
보존과
추위 차단

단열

열교 현상의 방지

열의 차단

추위를 차단하는 외피

몸속의 지방 저장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지
방층 형성

열의 차단
외부의 막을 통해 내부

의 열을 보존

열의 전도
혈관체계를 통해 체온 유
지 열의 전도

전도성 높은 재료를 통해
외부의 열을 내부로 전달

온도가 높은 물질의 접촉
을 통한 내부 온도의 유지

열에의
반응

동면/휴면

서식지에서 추위 피하기
열에의
반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일정 상
태의 유지)

강한 바람 차가운 외부 바람의 차단 - - 공기의 공기의 변화에 의한 영향

[표 4-9] 한랭기후지역의 건축계획 방향 및 생체 적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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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으로부
터의 보호

바람의
차단

바람의 방향 및 속도
의 변화

개구부의 차단

저항 을 최소화

공기에의
반응

공기의 흐름 및 속도를 변
화하여 조절

태양열의
최대한 활용

빛 유입의
최대화

개구부를 크게 계획

시간적 변화에 따른
작동

빛의 반사

빛의 흡수 잎 색깔을 통해 빛 흡수 빛의 흡수

최대한의 빛(태양열) 흡수
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움
직임

빛(태양열) 흡수가 가능한
면적을 최대화

최대한의 빛(태양열) 흡수
가 가능한 색상 및 재료의
반영

- - 빛에의
반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일정 상
태의 유지)

자연요소의 필요 정도에
따른 습득/차단 상태의 변
화

유입된
빛의 확산

빛의 반사

공간적으로 고른 분
포를 유지

- - 빛의 전달
빛을 반사하여 빛 획득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

빛 전달을 통해 열을 획득

기타 -

물 손실의
최소화

증산작용을 최소화

피부막을 형성하여 수분의
증발을 차단

- -

-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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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대기후지역
기후적
문제 건축계획 방향

생체의 적응방식
온대기후지역에서의 적응방식 기능에 따른 적응방식

추위로부터
의 보호
(겨울)

열의
보존과
추위 차단

단열

열교 현상의 방지

열의 차단

추위를 차단하는 외피

몸속의 지방 저장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지
방층 형성

열의 차단
외부의 막을 통해 내부

의 열을 보존

열의 전도 혈관체계를 통해 체온 유
지 열의 전도

전도성 높은 재료를 통해
외부의 열을 내부로 전달

온도가 높은 물질의 접촉
을 통한 내부 온도의 유지

열에의
반응

동면/휴면

서식지에서 추위 피하기

추위를 피해 땅속에서 서
식

열에의
반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일정 상
태의 유지)

더위로부터
의 보호
(여름)

열의 차단

외부에 단열재 설치

시간에 따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복토를 활용하여 내
부 온도를 낮춤

빛의 차단 여름철 빛의 영향 최소화 빛의 차단
그늘을 생성함으로써 빛
유입을 차단 (결과적으로
온도의 상승을 예방함)

열에의
반응 서식지의 이동 열에의

반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일정 상
태의 유지)

- - 열의 차단

열용량이 높은 재료의 사
용을 통해 열의 전달을 늦
춤
외부의 막을 통해 외부의
열을 차단

- - 열의 전도 전도성 높은 재료를 통해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

[표 4-10] 온대기후지역의 건축계획 방향 및 생체 적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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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낮은 물질의 접촉
을 통한 내부 온도의 유지

비로부터의
보호

물의 제거

배수계획을 통해 물
을 건물로부터 멀리
보냄

배수계획을 통해 내
부 습도를 제거

- - 물의 이동
다양한 효과의 도출
(온도 조절, 생태계 보존,
호우 피해의 예방, 등)

물의 차단

재질을 통해 물의 침입을
차단
방수재질을 통해 물의 획
득을 최대화

자연환기
의 유도

연돌 효과의 유도

밤의 차가운 공기로
환기

외부의 바람을 끌어
들임

바람이 건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유입 바람의 속도 조
절

계절에 다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시간에 따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공기의 내부 흐름을
유도 (수평, 수직)

- -
공기의
대류

압력 차이로 인해 온도가
높은 공기의 배출
공기 투과가 가능한 재료
또는 구조의 적용

물의 피해
최소화

물의 속도 및 방향
조절 - -

물의 이동
다양한 효과의 도출
(온도 조절, 생태계 보존,
호우 피해의 예방, 등)

물에의
저항

물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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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최대한
활용

물의 습득
최대화

물의 증발 차단

물을 최대한 습득

물의 저장 / 저장소
의 조절

물의 손실 최소화

물 손실의
최소화

피부막을 형성하여 수분의
증발을 차단

물 손실의
최소화

물의 증발을 최소화

물 획득의
최대화

땅속의 수분을 흡수
물가 근처에 서식

물 획득의
최대화

물의 획득을 최대화
물을 최대한 획득하고 획
득한 양에 따라 물의 저장
능력을 변화함
(온도 조절과 같은 추가
기능의 발생이 가능함)
물의 획득을 최대화하고
이동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

기타 - 빛에의
반응

계절에 따른 식물 형태의
변화

빛에의
반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일정 상
태의 유지)
자연요소의 필요 정도에
따른 습득/차단 상태의 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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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건조기후지역
기후적
문제 건축계획 방향

생체의 적응방식
고온건조기후지역에서의 적응방식 기능에 따른 적응방식

더위로부터
의 보호 열의 차단

외부에 단열재 설치

시간에 따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복토를 활용하여 내
부 온도를 낮춤

열의 차단 서식지에서 더위/햇빛 피
하기 열의 차단

열용량이 높은 재료의 사
용을 통해 열의 전달을 늦
춤
외부의 막을 통해 외부의
열을 차단

열의 전도 몸속의 열을 분산 열의 전도

전도성 높은 재료를 통해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
온도가 낮은 물질의 접촉
을 통한 내부 온도의 유지

태양열로부
터의 보호

빛의 차단

빛의 차단

빛의 굴절

빛의 분산

빛의 간접적 유입

빛의 차단 그늘의 형성 빛의 차단
그늘을 생성함으로써 빛
유입을 차단 (결과적으로
온도의 상승을 예방함)

빛의 반사 피부 색깔을 통해 빛을 반
사 빛의 반사 색상을 통한 빛의 반사

균일한
조도의
유지

시간에 따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계절에 다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공간적으로 고른 분
포의 유지

빛에의
반응

계절에 따른 식물 형태의
변화
계절에 따른 서식지의 이
동

빛에의
반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일정 상
태의 유지)
자연요소의 필요 정도에
따른 습득/차단 상태의 변
화

심한
일교차의
활용

열용량
활용을
통한
일교차

외부에 단열재 설치

복사냉각을 통한 밤
시간대 온도를 낮춤

낮에 개구부를 차단

열의 차단 외피를 통해 추위를 차단 열의 차단

외부의 막을 통해 내부의
열을 보존
열용량이 높은 재료의 사
용을 통해 열의 전달을 늦

[표 4-11] 고온건조기후지역의 건축계획 방향 및 생체 적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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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하여 외부 열 차단

열용량이 높은 재료
의 활용

춤

열에의
반응

서식지에서 추위 피하기
계절에 따른 서식지의 이
동

열에의
반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일정 상
태의 유지)

증발냉각
효과

증발냉각
의 효과

직접적 증발냉각 효
과 유도 (바람이 지
나가는 경로에 수공
간 조성)

간접적 증발냉각 효
과 유도 (건물 표면
에 물을 뿌려주거나
수공간을 설치)

증발냉각을 통한 밤
시간대 온도를 낮춤

물 획득의
최대화

아침 이슬의 섭취
표면의 홈을 통해 수분 흡
수
수분의 최대한 획득

물 획득의
최대화

물의 획득을 최대화
물을 최대한 획득하고 획
득한 양에 따라 물의 저장
능력을 변화함
(온도 조절과 같은 추가
기능의 발생이 가능함)
물의 획득을 최대화하고
이동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

물 손실의
최소화

피부막을 형성하여 수분의
증발을 차단
증산작용을 최소화
밤 시간대에만 기공을 열
어 수분 증발을 최소화
수분의 저장

물 손실의
최소화 물의 증발을 최소화

- - 증발냉각
물의 증발을 통해 주변 온
도를 낮춤

공기의
대류

공기의 흐름을 형성하여
수분을 증발

공기의
대류

압력 차이로 인해 온도가
높은 공기의 배출
공기 투과가 가능한 재료
또는 구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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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다습기후지역
기후적
문제 건축계획 방향

생체의 적응방식
고온다습기후지역에서의 적응방식 기능에 따른 적응방식

열습도로 인
한 영향 최
소화

물의 제거

배수계획을 통해 물
을 건물로부터 멀리
보냄

배수계획을 통해 내
부 습도를 제거

- - 물의 이동
다양한 효과의 도출
(온도 조절, 생태계 보존,
호우 피해의 예방, 등)

자연환기
의 유도

연돌 효과의 유도

밤의 차가운 공기로
환기

외부의 바람을 끌어
들임

바람이 건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유입 바람의 속도 조
절

계절에 다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시간에 따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공기의 내부 흐름을
유도 (수평, 수직)

공기의
대류

공기의 흐름을 형성하여
수분을 증발

공기의
대류

압력 차이로 인해 온도가
높은 공기의 배출
공기 투과가 가능한 재료
또는 구조의 적용

더위로부터
의 보호 열의 차단

외부에 단열재 설치

시간에 따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복토를 활용하여 내

열의 차단 서식지에서 더위/햇빛 피
하기 열의 차단

열용량이 높은 재료의 사
용을 통해 열의 전달을 늦
춤
외부의 막을 통해 외부의
열을 차단

[표 4-12] 고온다습기후지역의 건축계획 방향 및 생체 적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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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온도를 낮춤 열의 전도

전도성 높은 재료를 통해
내부의 열을 외부로 방출
온도가 낮은 물질의 접촉
을 통한 내부 온도의 유지

태양열로부
터의 보호

빛의 차단

빛의 차단

빛의 굴절

빛의 분산

빛의 간접적 유입

- - 빛의 차단
그늘을 생성함으로써 빛
유입을 차단 (결과적으로
온도의 상승을 예방함)

- - 빛의 반사 색상을 통한 빛의 반사

균일한
조도의
유지

시간에 따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계절에 다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공간적으로 고른 분
포의 유지

빛의 전달 빛의 획득 빛에의
반응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일정 상
태의 유지)
자연요소의 필요 정도에
따른 습득/차단 상태의 변
화

비로부터의
보호

물의 제거

배수계획을 통해 물
을 건물로부터 멀리
보냄

배수계획을 통해 내
부 습도를 제거

물의 차단 물이 닿지 않는 구조로 형
성 물의 차단

재질을 통해 물의 침입을
차단
방수재질을 통해 물의 획
득을 최대화

자연환기
의 유도

연돌 효과의 유도

밤의 차가운 공기로
환기

외부의 바람을 끌어
들임

바람이 건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 공기의
대류

압력 차이로 인해 온도가
높은 공기의 배출
공기 투과가 가능한 재료
또는 구조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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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바람의 속도 조
절

계절에 다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시간에 따른 유입과
차단의 조절

공기의 내부 흐름을
유도 (수평, 수직)

물의 피해
최소화

물의 속도 및 방향
조절

- - 물의 이동
다양한 효과의 도출
(온도 조절, 생태계 보존,
호우 피해의 예방, 등)

- - 물에의
저항

물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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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랭기후지역

물을 차단하기 용이한 구조로 이루어진 털의 구조나 식물의 표면은

건축 재료를 계획하기 위해 모방가능하다. 물을 차단할 수 있는 형태 및

표면의 구조는 기밀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에 비해 높은 성

능의 재료 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료공학

분야에서의 바이오미미크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에 적

용 가능한 재료의 개발 또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재료의 개발뿐만 아니라, 건축의 입면을 디자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물의 차단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효율성

단열 Gentoo Penquin
Platypus

생체의 털, 피부, 표면이 가지는 속성을 모
방하여 재료 또는 입면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생체정보
형태/표면 /
색채

Mahonia Leaf
Rosette
Lupine
Desert Rhubarb
Spiny Calcareous
Moss
Succulent
Water Strider
Lady’s Mantle
Plume Poppy

[표 4-13] 물 차단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베이징에 위치한 The Water Cube는 거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건물의

구조를 계획하였다. 거품의 형태를 반영함으로써 독특한 패턴을 가진 입

면을 디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면이 환경조절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ETFE라는 재질로 이루어진 건물은 빛의 유입을 용

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공기를 저장하여 이를 수영장의 온도

를 조절하는 데에 활용하였다.67) 본 건물은 한랭기후지역에 위치하지 않

았지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 공기의 저장을 통해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67) Brensing, C., & Schittich, C. (2013). Building Design at Arup. Detail. 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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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체

와 같은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높은 환경 성능을 가진 입면

또는 재료의 계획이 가능할 것이며, 공기의 저장을 조절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입면 또는 시스템의 계획이 가능하다.

[그림 4-13] The Water Cube

일부 생체는 털에 공기층이 형성되도록 하여 털의 단열 성능을 높이

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공기층의 형성은 물속에 서식하는 동물의 호

흡을 위한 기능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동물들의 털 구조, 신체

구조, 등을 모방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은 입면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한 바람 및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즉,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건물의 형태에 반영가능하며, 이는

기존의 계획기법을 통해 구현하거나 이러한 방안을 활용하는 생체의 속

성을 모방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또, 공기에 따라 반응하는 생체의 속

성을 모방하여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작동하는 입면 시스템의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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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공기의 저장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효율성
형태/표면 /
색채

(Some Insects)
Three-punctured
Diving Beetle
Snail

생체의 공기 저장 기능을 반영한 입면 및
재료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생체정보

반응성 형태/표면 /
색채

작동요소에 생체의 기능을 반영하여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입면, 시스템 등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표 4-14] 공기 저장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일부 동물은 자신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온도가 높은 혹은 낮은 물

질 및 생체와 접촉한다. 또, 열의 전달이 용이한 혈관구조를 통해 낮은

기후에 서식하는 동물의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한랭기후지역에

서는 실 구성을 통해 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획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열의 생성은 지열, 난방, 태양열,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열

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가지도록 계획한다. 생체의

행동, 신진대사, 등을 통해 발생되는 열 전달 과정을 건축적으로 재해석

하고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이거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는 시스템, 공간,

입면, 형태 등의 계획이 가능하겠다. 일부 생체의 형태적인 특성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 제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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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 털은 내부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원리를 가

지고 있다. 특히, 기후가 극심한 지역의 경우, 태양열을 차단하거나 흡수

할 수 있는 단열 구조를 갖추거나, 공기층의 형성을 통해 털의 단열 성

능을 더욱 높였다. 또, 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태양열을 흡수할 수 있

는 기능을 함께 갖추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동물들의 털은

내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며, 이를 건물의 단열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입면계획 또는 형태계획에 적

용가능하며, 바이오미미크리를 통한 단열계획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축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열의 전도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형태/표면 /
색채

Northern
Elephant Seal
Cushion Plant

열을 조절하는 동시에 빛 유입, 습도 조절
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효율성

형태/표면 /
색채

열을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형태, 공
간, 입면 등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생체정보

생체정보

행동/신진
대사

Kangaroo
Koala
Whale
Dog
Alaska Blackfish

열을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계획

반응성 행동/신진
대사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표 4-15] 열 전도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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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구체화를 진행할 수 있다.

체온의 유지를 위한 방안은 생체의 외피뿐만 아니라, 생체가 서식하는

서식지의 특성에서도 나타난다. 서식지의 특성을 건축적으로 반영한

Eastgate Center, Council House 2, 등은 고온건조지역에 지어진 대표적

인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이다. 한랭기후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체온

을 유지하기 위한 서식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위를 차단함

으로써 에너지 저감 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다. 동물의 서식지는 추

위 차단의 기능뿐만 아니라, 습도 조절, 빛 유입, 환기, 등과 같은 기능까

지도 가지고 있어 건축적 적용을 통한 복합적인 기능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열의 차단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서식지

Bear
Grizzly Bear
Soil
Beaver
Wasps

열을 조절하는 동시에 환기, 습도 조절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효율성 단열

Merino Sheep
Platypus
Southern Sea
Otter
Arctic Fox
Musk Ox
African
Blackfooted
Penguin
Dog

내부의 열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재
료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생체정보

생체정보

[표 4-16] 열 차단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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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속도를 줄이거나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건축 사례에서 뿐만 아니라 타 분야에서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생체의 원리를

적용한 경우와 유사한 원리로 볼 수 있다. 일부 생체는 외부의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Frei Otto와 같은

건축가들은 이를 건축의 구조 계획에 적용함으로써 경량하고 견고한 건

축구조를 디자인할 수 있었다. 바이오미미크리 사례인 Skate Shelters는

버팔로의 형태를 모방한 형태로 계획되었으며, 이는 바람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는 생체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한랭기후지역의 차가운 바

람을 막아줄 수 있는 건물의 형태, 입면, 공간 등의 계획이 가능하겠다.

열을 생성하는 건물 내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열의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은 효율적인 추위로부터의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 각 공간으로의 열 전달 정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를 반영하

여 난방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전략을 반영할 수 있으며, 공간간의

밀착정도, 배치 등에 따라 열의 전도에 유리한 공간구조를 반영하는 것

이 가능하다.

서식지

Bear
Grizzly Bear
Soil
Beaver
Wasps

내부의 열을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형
태, 공간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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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공기에의 저항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효율성 형태/표면 /
색채

Peregrine Falcon
Spider

공기 속도의 조절이 가능한 형태, 공간, 입
면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생체정보

생체정보

반응성

형태/표면 /
색채 Owl

공기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작동요소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움직임 Dancing Plant

[표 4-17] 공기에의 저항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태양열의 유입을 통해 실내 온도를 높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

열벽, 완충공간, 등을 통한 열의 저장 또한 가능하다. 생체가 빛을 유입

하는 방안을 모방함으로써 태양열의 활용을 높여줄 형태, 입면, 시스템의

계획이 가능하다. 동물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태양열을 최대

한 유입할 수 있는 서식지를 짓거나 행동한다. 식물의 경우, 광합성을 위

해 빛을 흡수하기에 유리한 형태를 가지기도 한다. 시간 및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빛을 감지하고 향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을 계획한 일부 건축

사례들이 있다. 광섬유 등의 렌즈를 사용해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

꿔주는 렌즈 광섬유와 같은 신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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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빛의 흡수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서식지
Wild
Large-clawed
Scorpion

빛을 흡수하는 동시에 습도 조절, 등과 같
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효율성

단열 Polar Bear
Dingo

기존에 비해 높은 성능의 입면 또는 재료
의 계획

형태/표면 /
색채

Dragon fly
Vascular plant
Peregrine Falcon

형태, 색상만으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 공간, 입면 등의 계획

서식지
Wild
Large-clawed
Scorpion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 공
간, 등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생체정보

생체정보

반응성

형태/표면 /
색채

Dragon fly
Vascular plant
Peregrine Falcon

빛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입면 등의 계획

행동/신진
대사

Aggregating
Anemone
Maranta
California Sea
Lion
Ocean Sunfish
Sunflower

빛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 작동요
소 등의 계획

[표 4-18] 빛 흡수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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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Dancing Plant

빛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작동요소 등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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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건조기후지역

생체가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원리를 건물의 입면 또는 형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부 생체는 공기의 대류를 유도하는 동시에

빛을 차단 또는 반사하여 온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공기의 대류를 통해

서식지 내부를 환기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서식지가 외부 온도가 높은 지

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압력의 차이를 발생시켜 공기의 대류를 유

도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식하는 동물의 행동을 통한 내부 온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일부 사례는 외부의 재료에 의한 환기 및 습

도 공급을 발생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료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

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반영

함으로써 더위 및 태양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해결방안을 제

시할 수 있다. 또, 공기 대류의 기능을 통해 심한 일교차를 활용하는 방

안은 열 조절의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다.

공기의 대류 방안은 건물의 입면 및 형태에 모두 적용가능하며, 이러

한 기능 또 우수를 활용하는 기능은 증발냉각효과를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진행하고자 할

때, 아래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하겠다.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공기의 대류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형태/표면 /
색채

Tree
Giant Water Bug

공기의 대류를 유도하는 동시에 빛 차단,
공기의 저장 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서식지

Prairie Dog
Termite
Manicure Ghost
Crab
Bear
Gizzly Bear
J a p a n e s e
P a r a d i s e
Flycatcher
Ant
Honeybees

공기의 대류를 유도하는 동시에 습도 조절,
보온 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도록 계획

[표 4-19] 공기 대류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 230 -

열 차단의 기능은 한랭기후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고온기후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형태 또는 입면계획에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이며 복합적

인 기능을 도출할 수 있으며, 재료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단

열 성능이 높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계획은 일교차가 심한 고온건조기후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효율성

형태/표면 /
색채

Ostrich
Tree
Zebra
Giant Water Bug

형태, 색상만으로 공기의 대류를 효율적으
로 유도할 수 있는 형태, 공간, 입면 등의
계획

서식지

Prairie Dog
Termite
Manicure Ghost
Crab
Bear
Gizzly Bear
J a p a n e s e
P a r a d i s e
Flycatcher
Ant
Honeybees

형태만으로 공기의 대류를 효율적으로 유도
할 수 있는 형태, 공간, 입면, 시스템 등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생체정보

생체정보

반응성 서식지
Termite
Ant
Honeybees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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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열의 차단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형태/표면 /
색채

Cactus
Tree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물의 저장,
빛의 차단, 공기의 대류 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생체정보

생체정보

서식지

Bear
Grizzly Bear
Soil
Beaver
Wasps

열을 조절하는 동시에 환기, 등과 같은 기
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효율성

단열

Merino Sheep
Platypus
Southern Sea
Otter
Arctic Fox
Musk Ox
A f r i c a n
B l a c k f o o t e d
Penguin
Ostrich

열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재료 등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생체정보

형태/표면 /
색채

Cactus
Tree

열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형태, 공
간, 입면 등의 계획

서식지

Bear
Grizzly Bear
Soil
Beaver
Wasps

열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형태, 공
간, 입면, 시스템 등의 계획

[표 4-20] 열 차단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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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유리한 속성을

가지기도 한다. 열의 방출을 위한 형태적인 특성, 털 등은 빛 반사, 물의

이동 등과 같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기도 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여

러 기능을 가진 건축 요소의 계획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인 Eastgate Center는 선인장의 형태를 건물 입면 디자인에 적

용함으로써 밤 시간대에의 열 방출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

다. Eastgate Center와 같이 계획요소의 표면적을 늘려 빠르게 냉각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Rafflesia Hous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고온다습한 기후지역에 위치하며, 밤 시간대의 냉각효과를 위

해 건물의 표면적을 늘리기보다 공기의 대류가 각 실마다 발생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반응성 서식지 Beaver
Wasps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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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열의 방출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단열 Springbok

열의 방출하는 동시에 빛의 반사 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생체정보

형태/표면 /
색채 Cactus

열의 방출하는 동시에 물의 저장, 빛의 차
단 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
록 계획

효율성
형태/표면 /
색채 Cactus

열의 효율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형태, 공
간 등의 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생체정보

생체정보

[표 4-21] 열 방출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빛의 반사를 통해 태양열로 인한 온도의 상승을 줄여줄 수 있다. 이는

건축계획에서도 활용하는 기법이며, 생체의 털, 껍데기 등에서도 나타나

는 속성이다. 생체가 가지는 속성의 모방을 통해 빛 반사 기능뿐만 아니

라, 물의 생성, 증발냉각, 열의 방출 기능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

다. 또,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생체의 행동, 과정, 등을 모

방함으로써, 외부 환경에 따라 대응하는 반응적 건축 시스템의 계획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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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빛의 반사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단열 Springbok 빛을 반사하는 동시에 열의 방출 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형태/표면 /
색채

T e n e b r i o n i d
beetle
Reed frog

빛을 반사하는 동시에 물의 생성, 증발냉각
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효율성
단열 Springbok

빛을 효율적으로 반사할 수 있는 재료의 계
획

형태/표면 /
색채 T e n e b r i o n i d

beetle
Reed frog

빛을 효율적으로 반사할 수 있는 입면 등의
계획

반응성 형태/표면 /
색채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계획

[표 4-22] 빛 반사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그늘을 생성함으로써 빛을 차단하고, 태양열로 인한 온도의 상승을 막

는 방안은 기존의 건축계획 기법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생체의 속성을 반영함으로써, 빛의 차단뿐만 아니라, 물의 이동, 물의 저

장, 빛의 반사, 등과 같은 기능을 가지도록 계획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더

위를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 빛의 변화

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반응적인 건축 시스템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

다. 생체의 형태적인 특성은 건물의 형태, 공간, 입면을 계획하기 위한

컨셉을 제공할 수 있다.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빛의 차단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형태/표면 /
색채

Cactus
Reed frog
Tree
Snail

빛을 차단하는 동시에 물의 이동, 물의 저
장, 빛의 반사, 공기의 대류 등과 같은 기능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서식지
W i l d
L a r g e - c l a we d
Scorpion

빛을 차단하는 동시에 습도의 조절 등과 같
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효율성

형태/표면 /
색채

Cactus
Reed frog
Tree
Snail

빛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형태, 공
간, 입면 등의 계획

서식지
W i l d
L a r g e - c l a we d
Scorpion

빛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형태, 공
간 등의 계획

행동/신진 Desert Squirrel 빛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등

[표 4-23] 빛 차단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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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건조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증발냉각효과

를 통해 체온을 조절하기도 한다. 생체의 구조 및 형태로 인해 증발냉각

효과가 나타나는 원리를 건물의 형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겠으

며, 외부 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생체의 시스템, 행동, 신진대사 등을

건물 시스템의 정략에 반영함으로써 열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바이

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이 가능하겠다.

불가사리와 같이 몸속에 수분을 흡수하는 원리를 반영한 동물도 있다.

이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방식

으로도 활용된다. 즉, 동물의 수분 보충은 영양의 섭취뿐만 아니라 체온

의 조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의 경우, 음식물 및 물의 섭취를 통해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지만, 이동이 어려운 식물은 다양한 원리를 통해

물을 흡수한다.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식물은 잎 표면으로부터

의 증발을 통해 계속적인 물 유실을 경험한다 (Hopkins & Hüner,

2012). 토양으로부터 받아들인 물을 이동하여 부족한 수분을 충족하지만,

우수를 최대한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수분을 보충한다.

특히,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는 극심한 기후지역의 경우, 선인장과 같이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Pawlyn, 2011). 불가사리는 물을 흡수함으로써 증발냉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한다. 불가사리의 형태는 외부에 면하는 면적이 넓어 증발냉

각을 더욱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 사례는 건물 외부의 루버 안에

물이 흐르도록 하여 증발냉각효과가 유도될 수 있도록 한 건물이다.

대사 의 계획

반응성

행동/신진
대사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계획

움직임 Dancing Plant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작동요소의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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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형태 및 입면계획에 증발냉각효과를 적용한 사례 (NBF Osaki Building)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물의 저장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형태/표면 /
색채

Cactus
Sea Star

물을 저장하는 동시에 물의 이동, 빛의 차
단, 증발냉각 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효율성
형태/표면 /
색채

물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형태, 공
간 등의 계획

반응성 형태/표면 /
색채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계획

[표 4-24] 물 저장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물이 부족한 고온건조지역에서는 물을 생성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물

획득화를 최대화하거나 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동식물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우수의 활용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며, 모아진 우수는 증발냉각효과를 통해 건물 내의 온도를 조

절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나타난 건축사례는 물의 획

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건물의 형태 및 입면 계획에 적용함으로

써 우수를 최대한 모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15] 형태 및 입면계획에 물 획득 최대화 기능을 적용한 사례 (Re-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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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물 획득의 최대화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형태/표면 /
색채

Cactus
Window Plant

물 획득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물의 저장,
빛의 차단, 빛의 유입, 등과 같은 기능이 복
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효율성

형태/표면 /
색채

Cactus
Window Plant
Bromeliands
Mahonia Leaf
Rosette
Moss

물 획득을 효율적으로 최대화할 수 있는 형
태, 공간, 입면 등의 계획

서식지
Crane Flies
Crucifix Frog

물 획득을 효율적으로 최대화할 수 있는 형
태, 공간, 입면, 시스템 등의 계획

행동/신진
대사

B l a c k - n e c k e d
Stilt
Sandgrouse
S i l v e r
Needlewood

물 획득을 효율적으로 최대화할 수 있는 시
스템 등의 계획

반응성 행동/신진
대사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계획

[표 4-25] 물 획득 최대화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체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 그늘을 만들거나 표면에 공기층을 만들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Pawlyn, 2011). 육지에 서식

하는 동물의 피부는 외부에 비해 높은 수분량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두꺼운 피부, 방수 표피 등을 통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모공

을 열고 닫음으로써 수분의 증발을 조절하기도 한다 (Mazzoleni, 2013).

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생물체의 예는 아래와

같다.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물 손실의 최소화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형태/표면 /
색채 Cactus

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물의 이동,
빛의 차단, 물의 저장 등과 같은 기능이 복
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서식지

Soil
J a p a n e s e
P a r a d i s e
Flycatcher
W i l d
L a r g e - c l a we d
Scorpion

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기의 대류,
습도의 조절, 열의 차단, 빛의 차단, 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표 4-26] 물 손실 최소화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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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물은 음식물 및 물의 섭취를 통해 몸속의

수분을 보충하지만, 건조기후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은 공기 속의 수분

을 응결시키는 방식을 통해 수분을 획득하기도 한다. 새벽 안개를 활용

하여, 물을 수집하는 일부 식물 및 동물이 있다. 이러한 생체의 행동 및

형태를 통해 안개의 응결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족

한 수분을 보충하고 체온의 상승을 막고자 했다. 이를 건물계획에 반영

한다면, 증발냉각효과를 통해 열 조절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

적인 사례로 앞서 살펴본 Seawater Greenhouse, Sahara Forest Project,

Hydrological Center 등이 있다.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물의 생성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형태/표면 /
색채

Lichen
T e n e b r i o n i d
Beetle
Thorny Devil
Namib Beetle

물을 생성하는 동시에 증발냉각, 빛의 반사
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효율성 형태/표면 /
색채

물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형태, 공
간, 입면 등의 계획

[표 4-27] 물 생성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효율성

단열 Wa te r -ho l d i ng
Frog

물 손실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재
료의 계획

형태/표면 /
색채 Cactus 물 손실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형

태, 공간, 입면의 계획

서식지

Soil
Kangaroo Rats
J a p a n e s e
P a r a d i s e
Flycatcher
W i l d
L a r g e - c l a we d
Scorpion
Limpet

물 손실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형
태, 공간, 입면, 시스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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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온다습기후지역

자연 지형은 우수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물의 속도를 늘려 우수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줄임

으로써 홍수를 예방하기도 한다. 물의 속도와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

로 이루어져 있거나, 다양한 식물 및 동물의 서식 때문에 마찰력이 높아

물의 속도가 조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우수의 양 및 속도

가 조절될 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다양성, 물의 정화, 증발의 유도 등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기도 한다. 고온다습기후지역에서의 물의 이동 기능

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인도

에 위치한 Lavasa의 도시계획은 미국 설계사무소인 HOK와 Biomimicry

3.8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개미가 물의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도

시의 수로계획에 적용하여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체가 물을 이동하거나 물에의 저항을 발생시키는 방안을

건축계획에 적용함으로써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우수를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흘러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물의 이동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복합성 서식지 Stream
물을 이동하는 동시에 물의 여과, 증발냉각
등과 같은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도록
계획

효율성
서식지 Stream 물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 공

간, 입면 등의 계획

행동/신진
대사

Phalarope
Water Tree

물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의 계획

반응성

행동/신진
대사

Phalarope
Water Tree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계획

움직임 S q u i r t i n g
Cucumber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작동요소의 계
획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물에의 저항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반응성 행동/신진
대사

Fish
Mosquito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작동요소의 계
획

[표 4-28] 물 이동 및 물에의 저항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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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다습기후지역은 고온건조기후지역과 마찬가지로 더위 및 태양열

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생체의 공기

대류, 열 차단, 열 방출, 빛 반사, 빛 차단 기능의 적용을 통해 해결 가능

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고온건조기후지역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장

에서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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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대기후지역

온대지역은 계절에 따라 기후가 극심하게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

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

랭지역, 고온건조지역, 고온다습지역에서 활용하는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계절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체 기능이 가지고 있는 반응성을 반

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

하고 이에 따라 반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계절 및 시간

에 적합한 기능을 나타내는 건축을 계획할 수 있다.

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은 우수를 조절 및 활용하는 동식물들의 적응방식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생체 원리를 통해 수집된 물은 건물 내에서의 재활용을 위

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여름철의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증발냉각효

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활용 가능하다. 즉, 공기의 대류를 유도할 수 있

는 생체 원리를 건물 입면계획에 반영하고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복합적

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면, 입면을 통한 증발냉각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랭지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빛을 흡수

하는 기능을 건물의 단열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빛의 흡

수 기능은 겨울철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의 상승으

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생체가 빛에 반응하는 원리를 반영

함으로써 이를 계절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의 활용 및

조절 방안 또한 생체 원리를 통해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물에의 반응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반응성
행동/신진
대사

Pine Cone
Ice Plant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작동요소, 시스
템의 계획

[표 4-29] 물에의 반응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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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빛에의 반응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반응성
행동/신진
대사

Gu-reum-pyo-be
om-na-bi
Butterfly
Cat
Maranta
Lizard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작동요소, 시스
템의 계획

[표 4-30] 빛에의 반응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한랭기후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겨울철의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의 전도 기능을 입면 또는 형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

겠지만, 계절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생체가 열에 반응하는 원리

를 건물 시스템의 전략에 반영하는 방안 또한 가능하겠다.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열에의 반응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반응성

단열

Arctic Fox
Musk ox
A f r i c a n
B l a c k f o o t e d
Penguin
Ostrich
Dingo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재료의 계획

서식지

Termite
Ant
Red Ant
Honeybees
Korea Squirrel
유칼리나무새
Mallee Fowl
Desert Tortoises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계획

행동/신진
대사

Cactus
Reed-frog
O.plana
Arenivaga
Green Tree Frog
Australian Tree
Frog
Sea Star
Central Bearded
Dragon
Ocean Sunfish
Humming Bird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 작동요
소의 계획

[표 4-31] 열에의 반응 및 공기에의 반응 기능의 건축적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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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defoot Toads
American Desert
Toads
Central Netted
Dragon
Desert Tortoises
Sand Rats
Lung Fish
Chipmunk
Red-bellied Black
Snake
A m b l y o m m a
Cajennense
Ba n n e r - t a i l e d
Kangaroo Rats

움직임 Sensitive Plant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작동요소의 계
획

적용의
효과

생체정보
의 분류

기능: 공기에의 반응
생체 건축적 적용 방안

반응성 행동/신진
대사

Snail
Giant Pill
Millipede
Dancing Plant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작동요소, 시스
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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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

앞서 살펴본 건축과 생체의 자연요소 조절 방식의 비교를 기반으로

생체정보의 건축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기후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방식을 반영해야하지만, 건축가가 선택한 기

능의 위계에 따라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열을 차단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에 적용하고자 할 때, “생체 형태적인 속성의 환경기능적 적용”에 해당

되는 유형의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건축적 활용방안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 본 장에서는 각 유형의 건축적인 특성을 살펴

보았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3.1. 생체 형태적인 속성의 환경기능적 적용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그림 4-16] 생체 형태적인 속성의 환경기능적 적용

본 유형은 생체의 형태, 표면, 또는 색채로 인해 발생되는 물리적인

과정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환경기능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

는 형태, 공간 또는 입면을 계획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태적인 특성과 물

리적인 현상간의 관련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패시브 건축의 특성과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생체의 원리를 건축계획 초기단계에 적용함

으로써 구체적인 디자인 아이디어 컨셉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계획방식에 비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 복합적

인 기능을 가지는 생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형태, 공간, 또는 입면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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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만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

례 중에 유사한 것으로는 달팽이의 형태를 모방한 Snail Dwelling, 모래

언덕을 모방한 ARPT Headquarters 등이 있다.

생체의 형태적인 특성과 물리적인 과정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유사

한 물리적인 현상이 발생될 수 있도록 생체의 형태적인 특성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다면, 물리적인 과정만을 건축적으로 재해석하여 반영하는 경

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바다 수세미의 원리를 적용한 KAUST’s

Breakwater Beacon, Battery Park, Pearl River Tower, 등이 있다. 이러

한 사례는 바다 수세미가 물을 흡입하고 배출하는 과정만을 반영하였으

며, 바다 수세미가 가지는 형태적인 특성을 모방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건물의 밀도, 개구부의 크기, 외부공간과 건물간의 조

화 등과 같은 변수 값을 조정하여 다양한 모델을 디자인하였으며, CF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같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바람으로

인한 효과를 검증하였다.68) 검증을 통해 도출된 결과 값에 따라, 높이,

간격, 크기 등을 조정하여 의도된 바람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건물

형태 및 배치를 결정하였다.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류 해석은 공간 내의 온도, 기류 형태, 풍압조

건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실내 거주자가 느끼는 쾌적도와 환기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있다.69) 실내의 열 환경에 대한 측정의 경우, 동적 열해

석 모델링(BES)을 통해 검증 가능하다. 동적 열해석 모델링(Building

Energy Simulation)은 건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 낸난방 부하, 전력 소

모량/부하, 실내 온도(최고 값, 최저 값)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시뮬레이

션 방법으로, 연간 기후데이터(온도, 습도, 풍속, 풍향, 일사량), 건물의

좌표, 내부발열 스케쥴 등을 입력하여 주로 전도와 복사 열전달을 해석

하며 연산한다.70)

68) Krautheim, M., Pasel, R., Pfeiffer, S., & Schultz-Granberg, J. (2014).City and
Wind: Climate as an architectural instrument DOM Publisher. 92p,

69) 정경철, 한세희, 한승호, 한영석. (2011). 친환경 건축물 통합설계를 위한 건물에
너지 시뮬레이션 기법. 한국태양에너지학회지, 10(3). 40p.

70) 정경철, 한세희, 한승호, 한영석. (2011). 친환경 건축물 통합설계를 위한 건물에
너지 시뮬레이션 기법. 한국태양에너지학회지, 10(3). 3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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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에 적용 가능한 생체의 기능은 아래와 같으며, 제시된 기능에

높은 위계를 두고자 할 때 채택할 수 있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

략은 다음 표와 같다.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목표

및 계획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유형 기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유형A.
생체 형태적인
속성의 건축적
적용

열의 전도
복합성 / 효율성
Ÿ 태양열, 지열, 난방 등의 효율적 전달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열의 차단

복합성 / 효율성
Ÿ 외기 영향의 최소화 및 실내 온도의 효율적인 보
존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공기에의 저항
효율성
Ÿ 공기의 흐름으로 인한 영향의 최소화

빛의 흡수
복합성 / 효율성
Ÿ 태양열의 흡수 최대화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공기의 대류

복합성 / 효율성
Ÿ 공기의 대류를 유도하여 차가운 바람이 유입되도
록 계획 (일교차의 활용, 증발냉각효과, 환기냉각
등)

Ÿ 티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열의 방출
복합성 / 효율성
Ÿ 외부로의 열 전달이 최대한 발생하도록 유도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빛의 차단

복합성 / 효율성
Ÿ 그늘의 발생을 통해 빛의 유입을 최소화
Ÿ 빛에 면하는 면적의 최소화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증발냉각

복합성 / 효율성
Ÿ 물의 저장, 물 획득의 최대화, 물 손실의 최소화,
물의 생성을 통한 증발냉각 효과의 유도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물의 이동
복합성 / 효율성
Ÿ 물의 속도를 조절하여 영향력을 최소화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표 4-32] 유형별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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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환경기능적

적용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그림 4-17]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환경기능적 적용

생체에서 발생되는 물리적인 과정의 반영은 시스템 계획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건물에너지의 영향 요소들 중에서의 시스템 인자(System

Elements)는 송풍기와 펌프 시스템, 공조시스템, 조명시스템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스템 인자 및 건물 인자(건물의 형

태, 배치 외피, 등)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환경기능 조절 시나리오를 시스

템 계획으로 지칭한다.71) 따라서, 전반적인 물리적 과정의 변화를 결정

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건물 인자 및 시스템 인자에 대한 계획을 구

체적으로 진행한다.

시스템 계획의 경우, 외부 환경의 변화에의 대응에 대한 고려가 반영

된다. 즉, 건물의 시스템은 외부 온도, 습도, 빛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며, 형태, 공간, 및 입면계획은 시스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Eastgate Center가 있으며, 고온건조기후지역

의 일교차를 활용하여 냉방 설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전반적

인 시스템은 흰개미집을 모방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

록, 건물의 형태, 공간, 입면, 설비, 구조, 등이 전반적으로 계획되었다.

71) 김영돈. (2009).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설계를 위한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
활용. 한국설비기술학회지,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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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계획 초기단계에서의 전반적인 계획요소 간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 구축되어야 하며, 기존의 계획과정을 통해 진행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획 초기단계에의 시스템 계획 수립을 위한 물리적인

과정 관련된 계획요소, 전문가, 시뮬레이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구축

되어야 한다.

[그림 4-18] Eastgate Center의 계획요소와 기존계획과정과의 비교

선행연구에서는 건축계획 전략을 Bundle(묶음)의 형태로 제공하여, 여

러 가지 계획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디자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

였다.72) 련성 있고 결합 가능한 계획전략을 사전에 파악하여 디자인 전

략 지도(Design Strategy Map)을 구축함으로써 Bundle의 활용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체정보의 속성을 분해하고 건축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본 유형에 해당되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은 다음

과 같다.

72) DeKay, M., & Brown, G.Z. (2014). Sun, Wind, & Light: Architectural design
strategies (3rd ed.). Wiley. 5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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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유형B.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건축적 적용

열의 전도
열의 차단

반응성
Ÿ 열 환경의 변화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
하는 시스템의 계획

빛의 흡수
빛의 차단

반응성
Ÿ 변화하는 일사량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
하는 시스템의 계획

물의 생성

반응성 / 복합성

Ÿ 외부 환경의 온도 변화에 따라 물을 생성하는 시
스템의 계획

Ÿ 생성한 물이 타 기능의 유도를 위해 활용 (증발냉
각, 등)

물의 이동

반응성 / 복합성
Ÿ 우수의 양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계획

Ÿ 저장한 물이 타 기능의 유도를 위해 활용 (증발냉
각, 등)

증발냉각

복합성 / 효율성
Ÿ 물의 저장, 물 획득의 최대화, 물 손실의 최소화,
물의 생성을 통한 증발냉각 효과의 유도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표 4-33]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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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체 외피 속성의 환경기능적 적용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그림 4-19] 생체 외피 속성의 환경기능적 적용

최근 외피 기술개발의 일반적인 경향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외

피의 환경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재료의 개발, 이중외피와 같은 큰 스케

일의 기술 개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의 결합으로 구분된

다.73) 본 장은 재료 개발에 관한 것으로, 유사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

례로는 Skin Material, Homeostatic Facade System, FAZ Pavilion,

Butterfly-inspired Solar System, 등이 있다. 바이오미미크리를 활용한

재료를 개발하는 대표적인 건축가인 Achim Menges는 구조 엔지니어,

컴퓨터 기술자, 재료 기술자, 생물학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를 진행

한다.74)

입면 계획은 실내의 빛 환경 및 열 환경과 관련성이 있지만, 생체정보

의 분석 내용을 통해 우수의 활용, 공기의 대류 등과 같은 기능과의 복

합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재료공학 분야에서의 바이오미미크

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건축 재료의 개발 및 건축계획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73) Aksamija, A. (2013). Sustainable Facades: Design methods for
high-performance building envelopes. Wiley. 122p.

74) http://www.achimmeng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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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유형C.
생체 외피
속성의 건축적
적용

물의 차단
열의 차단

효율성
Ÿ 높은 성능의 단열 계획

공기의 저장

효율성
Ÿ 외기 영향의 최소화 및 실내 온도의 효율적인 보
존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열의 방출
효율성
Ÿ 내부 열의 외부로의 방출이 용이한 단열 또는 입
면의 계획

빛 반사
복합성 / 효율성
Ÿ 빛 반사를 통해 내부 온도의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재료 또는 입면의 계획

빛의 흡수
복합성 / 효율성
Ÿ 빛 흡수를 통해 내부 온도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
는 재료 또는 입면의 계획

증발냉각
효율성
Ÿ 물의 저장, 물 획득의 최대화, 물 손실의 최소화,
물의 생성을 통한 증발냉각 효과의 유도

[표 4-34]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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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환경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환경기능적 적용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그림 4-20] 환경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환경기능적 적용

바이오미미크리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 변화에 따라 작동하는 외피는

생체 원리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모방함으로써 적은 힘으로도 쉽게 작동

할 수 있는 외피를 계획하거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 스스로 움직이는 생

체 원리의 작동원리를 모방함으로써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

로 작동할 수 있는 외피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Flectofin의 개발을 예로 들 수 있다. Flectofin은 새의 하중으로

인해 움직이는 꽃의 원리를 모방한 것으로, 적은 에너지로도 작동할 수

있는 루버 시스템이다. 이러한 작동요소의 시뮬레이션은 앞서 분석한 기

법과는 달리 재료의 탄성 정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를 건축적으로 적용하여 작동하는 방식은 동적 시뮬레이션 방식을 통

해 검증함으로써 최적화된 작동 시나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내부 및 외부 환경의 조건과 기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동함으로써 에너지 성능, 열 쾌적, 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 253 -

Measurements 
and sensors

Interior 
environmental 

conditions

Exterior
environmental 

conditions

Weather 
forecasts

Control system and optimization

Weather 
forecasts

Visual
comfort

Thermal
comfort

Air
quality

Lighting HVACShading

[그림 4-22] Conceptual diagram of facade control system (Aksamija, 2013)

외부 환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외피 시스템은 식물의 경성운

동을 모방함으로써 계획 가능하다. University of Freiburg의 Plant

Biomechanics Group에서는 식물의 움직임을 반영한 건축 기술을 개발하

고 있다. 이들은 재료학, 고분자 화학, Computational Design 관련 전문

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진행한다. 반응적 외피의 개발이

Institute du Monde Arabe과 같은 ‘hard’한 기계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

어나고 점차적으로 ‘soft’한 접근 방식인 EMS(Elastic Modular System)

의 개발을 통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재료학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되었다.75)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크게 Elasticity(탄성

요소), Tensegrity(장력 요소), Form-changing materials (형태 변형 재

료)로 구분된다.76)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어떻

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건축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전략을 수

립해야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외피 계획은 환경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요

75) Khoo, C., Salim, F., & Burry, J. (2011). Designing architectural morphing
skins with elastic modular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al
Computing, 9(4), 400p.

76) Khoo, C., Salim, F., & Burry, J. (2011). Designing architectural morphing
skins with elastic modular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Architectural
Computing, 9(4), 4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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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미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학을 가

지고 있다.

본 유형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은 다음과 같다.

유형 기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유형D.
환경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건축적 적용

공기의 저장

반응성
Ÿ 공기의 흐름에 따라 작동하는 시스템의 계획
Ÿ 외부 환경의 온도 변화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
라 변화하는 입면 시스템의 계획

공기에의 저항
반응성
Ÿ 공기에의 저항에 따라 움직이는 작동요소의 계획

공기에의 반응
반응성
Ÿ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강한 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계획의 반영

물에의 반응
반응성
Ÿ 물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의 반영

빛에의 반응
반응성
Ÿ 빛으로 인한 온도 상승에 따라 움직이는 작동요소
의 계획

열에의 반응

효율성
Ÿ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작동하는 요소의 계획
Ÿ 온도의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작동
요소의 계획

[ 표 4-35 ]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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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건축 환경 내에서의 자연요소의 조절 및 활용 방식을 조사하고, 자연

요소 조절방식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절방식의 특성은 2장에서 살펴본

기존 건축계획 과정에서의 긍정적 및 부정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자연요소의 조절방식은 크게 상반된 특성, 복합적 특성, 그리

고 도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

써,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거나,

계획 방안들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생체정보의 특성과

이를 건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요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건

축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아래와 같이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건축적 적용 방안은 2장에서 도출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적

적용의 효과(복합성, 반응성, 효율성)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시되었

다. 유형 및 생체의 기능에 따른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이는 생체정보를 건축계획에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

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하다.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유형A. 생체 형태적인 속성의 건축적 적용 유형B.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건축적 적용

유형C. 생체 외피 속성의 건축적 적용 유형D. 환경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건축적 적용

[그림 4-23] 바이오미미크리 환경기능적 적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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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유형A.
생체 형태적인
속성의 건축적
적용

열의 전도
복합성 / 효율성
Ÿ 태양열, 지열, 난방 등의 효율적 전달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열의 차단

복합성 / 효율성
Ÿ 외기 영향의 최소화 및 실내 온도의 효율적인 보
존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공기에의 저항
효율성
Ÿ 공기의 흐름으로 인한 영향의 최소화

빛의 흡수
복합성 / 효율성
Ÿ 태양열의 흡수 최대화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공기의 대류

복합성 / 효율성
Ÿ 공기의 대류를 유도하여 차가운 바람이 유입되도
록 계획 (일교차의 활용, 증발냉각효과, 환기냉각
등)

Ÿ 티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열의 방출
복합성 / 효율성
Ÿ 외부로의 열 전달이 최대한 발생하도록 유도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빛의 차단

복합성 / 효율성
Ÿ 그늘의 발생을 통해 빛의 유입을 최소화
Ÿ 빛에 면하는 면적의 최소화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증발냉각

복합성 / 효율성
Ÿ 물의 저장, 물 획득의 최대화, 물 손실의 최소화,
물의 생성을 통한 증발냉각 효과의 유도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물의 이동
복합성 / 효율성
Ÿ 물의 속도를 조절하여 영향력을 최소화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유형B.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건축적 적용

열의 전도
열의 차단

반응성
Ÿ 열 환경의 변화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
하는 시스템의 계획

빛의 흡수
빛의 차단

반응성
Ÿ 변화하는 일사량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
하는 시스템의 계획

물의 생성

반응성 / 복합성

Ÿ 외부 환경의 온도 변화에 따라 물을 생성하는 시
스템의 계획

Ÿ 생성한 물이 타 기능의 유도를 위해 활용 (증발냉
각, 등)

[표 4-36] 열 조절을 위한 주요 계획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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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이동

반응성 / 복합성
Ÿ 우수의 양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의 계획

Ÿ 저장한 물이 타 기능의 유도를 위해 활용 (증발냉
각, 등)

증발냉각

복합성 / 효율성
Ÿ 물의 저장, 물 획득의 최대화, 물 손실의 최소화,
물의 생성을 통한 증발냉각 효과의 유도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유형C.
생체 외피
속성의 건축적
적용

물의 차단
열의 차단

효율성
Ÿ 높은 성능의 단열 계획

공기의 저장

효율성
Ÿ 외기 영향의 최소화 및 실내 온도의 효율적인 보
존

Ÿ 타 기능과의 복합적 계획

열의 방출
효율성
Ÿ 내부 열의 외부로의 방출이 용이한 단열 또는 입
면의 계획

빛 반사
복합성 / 효율성
Ÿ 빛 반사를 통해 내부 온도의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재료 또는 입면의 계획

빛의 흡수
복합성 / 효율성
Ÿ 빛 흡수를 통해 내부 온도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
는 재료 또는 입면의 계획

증발냉각
효율성
Ÿ 물의 저장, 물 획득의 최대화, 물 손실의 최소화,
물의 생성을 통한 증발냉각 효과의 유도

유형D.
환경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건축적 적용

공기의 저장

반응성
Ÿ 공기의 흐름에 따라 작동하는 시스템의 계획
Ÿ 외부 환경의 온도 변화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
라 변화하는 입면 시스템의 계획

공기에의 저항
반응성
Ÿ 공기에의 저항에 따라 움직이는 작동요소의 계획

공기에의 반응
반응성
Ÿ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강한 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계획의 반영

물에의 반응
반응성
Ÿ 물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의 반영

빛에의 반응
반응성
Ÿ 빛으로 인한 온도 상승에 따라 움직이는 작동요소
의 계획

열에의 반응

효율성
Ÿ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작동하는 요소의 계획
Ÿ 온도의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작동
요소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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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

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개발

1.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구조

2장에서 살펴본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의 사례분석, 바이오미미크리 프

로세스의 이론적 고찰, 기존계획 과정의 고찰 내용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구조를 수립하였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구조는 크게 문제의 재정의, 생체

정보의 탐색, 적용, 평가로 구분된다. 문제의 재정의는 건물이 계획되는

기후 환경을 설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기후환경에 위치한

건축을 계획하기 위해 해결해야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생물학

적인 용어로 재해석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고온건조한 지역에 위치

한 건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더위 및 태양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

안과 심한 일교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용 가능한 생체원리를 모색하기 위해, ‘생체는 어떻게 더위로부터 보호

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태양열(빛)로부터 보호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심한 일교차를 활용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3장 및 4장에 도출한 생체의 기능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생체정보를 통해 도출한 생체의 기능은 생체 내의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물리적인 현상은 생체의 기능 및 건축의 환경기능을 설

명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용어로, 생체 및 건축이라는 상이한 분야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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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역할을 한다.

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각의 생체정보는 ‘기능’ 및 ‘속성’으로 이

루어져 있다. 생체의 속성은 기능이 나타나는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생체가 가지는 형태적 특성, 생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 화학적 특성, 등

을 설명한다. 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체의 속성을 통해 바이오미미

크리의 환경기능적 적용에 대한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 앞서 분석한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적용은 크게 입면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시스

템계획, 작동계획, 및 재료계획으로 구분 가능하다. 또,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의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향은 크게 복합성, 효율성, 및 반응성이며,

이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를 통해 도출한 ‘바이오미미크리 환경기능

적 적용의 효과’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

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선정한 생체정보 및 수립한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전략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의 예측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다. 기능과 기능 간에는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을

채택하여 적용함에 따라 건축 환경의 조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야 하는 기능과의 충돌이 발생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열의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빛을 차단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건물 내의 빛 환경을

방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기존 친환경 건축 계획에서도 고려하

는 문제로, 중정의 설치, 간접광의 유입, 천창의 설치 등과 같은 방안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또, 외부로 향해 열려진 개방적인 건물을 계획함으

로써 조망의 확보, 자연광의 유입, 환기 기능의 개선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의 침해, 내부 온도의 상승, 강

한 바람의 유입,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새로운 문제의

해결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Eastgate Center는 흰개미

집의 원리를 통해 자연냉방기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이다. 하지

만 흰개미집 뿐만 아니라 선인장의 형태를 입면계획에 적용함으로써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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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의 열 방출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초기에

선정한 생체정보 외의 새로운 생체정보의 추가적인 탐색 및 적용이 가능

하다. 하지만, 생체정보를 추가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획기법을

적용하는 방안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존의 친환경 건축물

에 적용되고 있는 계획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건축계획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

적이며 경제적인 계획이다. 생체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가

지고 있으므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은 복합적인 계획의 측면에서 효과

적인 계획 방법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선택한 생체정보 외에 새로

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생체정보의 검토 및 선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반복적인 피드벡을 진행함으로써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진

화를 추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위한 단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단계 설명

기후지역의 선택
기후지역을 한랭, 온대, 고온건조, 고온다습 기후지역으
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사이트가 위치한 지역을 우선적
으로 선택함.

기후적 문제의 도출 각 기후지역에 따르게 되는 기후적인 문제를 제시함.

관련 기능의 도출 및 분해
기후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련 기능들을 제시
하였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분해된 형태로 제시하여 건
축 계획에의 적용이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도록 함.

생체정보의 도출
각 기능 또는 여러 기능의 조합에 해당되는 생체정보
들을 제시하며, 각 생체정보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명하는 속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생체정보의 선택
생체정보의 기능 및 속성, 설정된 기능의 위계 등에 따
라 건축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생체정보를 선택.

[표 5-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단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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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계획 과정 및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과정

은 선형적(linear)인 결정 구조를 갖추기 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의 동시

적 고려와 반복적인 피드벡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비선형적(non-linear)

인 디자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바이오미미크

리 건축계획 방법론 또한 마찬가지로, 기능, 생체정보, 전략 등의 다양한

요소들의 동시적인 검토 및 설정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반복적인 피드

벡을 통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설정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은 이후의 건축계획 진행

을 통해 구체화된다.

기존의 계획 과정과 방법론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프로세스 형

태의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프로세스

에 활용되는 정보(생체정보, 기능, 기능의 특성,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

등)간의 상호관계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트릭스

형태의 방법론 제시가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활용하는 방법

론의 인터페이스는 프로세스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한 정

보에의 접근방식은 메트릭스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구축하였다. 본 장

에서는 두 가지 성격의 형태를 반영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기 위

해 BioAPP(Biomimicry Architecture Planning Platform)이라는 바이오

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BioAPP는 마이크로소프트 엑

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하였으며, 본 장에서 제시한 방법론

의 단계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 가능한 바이오미미크리
전략의 검토

선택한 생체정보와 기능의 위계에 따른 바이오미미크
리 건축계획 전략을 작성 및 검토함.

전략의 설정 건축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선
택함.

문제의 예측
기능의 위계 설정, 생체정보의 선택, 전략의 설정에 따
르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또는 피드벡을 통해 이전 단계를 수정 및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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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앞서 설명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에 대한 요

약이다. 문제의 재정의 및 탐색/적용/평가 단계에서 활용하는 정보는 여

러 가지 선택요소들을 고려하여 도출되므로, 메트릭스의 형태로 정보를

저장 및 활용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였다.

기후지역

기후적 문제

관련 기능의 도출 및 분해

생체정보의 도출

가능한 바이오미미크리 전략의 검토

문제의 예측

생체정보의 선택

전략의 설정

계획의 구체화

문제의

재정의

탐색

ž

적용

ž

평가

문제의 예측

계획요소

기
능

생체정보

문
제
의
예
측

방법론 활용 과정의 형태 정보 활용의 형태

메트릭스 형태로 정보의 저장 및 활용

적용

방안의

검토

[그림 5-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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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활용정보

(1) 개요

본 논문의 2, 3, 4장을 통해 도출한 내용은 각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해 참고하는 정보로 활용된다. 각 단계마다 활용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계획요소

기
능

생체정보

문
제
의
예
측

정보 활용의 형태

기후지역

기후적 문제

관련 기능의 도출 및 분해

생체정보의 도출

가능한 바이오미미크리
전략의 검토

문제의 예측

생체정보의 선택

전략의 설정

계획의 구체화

문제의

재정의

탐색

ž

적용

ž

평가

문제의 예측

방법론 활용 과정의 형태

적용

방안의

검토

생체의 속성 생체의 기능

계획요소 선택을 통한
생체정보의 도출

생체정보 선택을 통한
관련 계획요소의 도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도출

선정한 생체정보에
따른 문제의 예측 및
복합적 기능의 도출

생체정보 또는 기능의
재검토 및 선택

[그림 5-2]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단계별 해당 정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진행의 목표인 문제의 재정의를 위해 사이

트가 해당되는 기후지역을 선택하고 계획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기후적

인 문제들을 도출한다. 이러한 문제를 분해하고 각각의 해결을 우선적으

로 검토하는데, 이를 위해 기후지역에 해당되는 생물군계에서의 환경적

응방식을 검토한다. 즉, 식물 및 동물은 생물군계에서 생존 및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하는데, 이는 기후적인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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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후적 문제를 통해 관련 기능을 분해 및 도출을 하는데, 분해된 기능

은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물리적인 현

상은 건축 및 생물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며, 두 분야 간

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선정한 기능에 따라 생체정보를 선택하게 된

다. 3장에서의 생체정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생체정보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생체정보를 선택함으로써 관련 계획요소를

도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 적용하고자 하는 계획요소를 우선적으

로 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생체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체정보는 3장에서 구축한 생체정보 및 생체정보의 분류체계에 의해

검토할 수 있다. 생체정보의 분류체계는 생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속성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생체정보를 환경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가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출한 생체

정보 중에서 건축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생체정보를 선택할 때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는 3장에서 도

출한 “생체정보의 속성” 및 4장에서 제시한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

용방안”의 내용에 해당된다.

위 단계를 통해 설정한 기능의 위계, 생체정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계획 전략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문제의 예측”에 해당

되는 부분으로, 상반된 특성을 가지는 자연요소 조절방식을 검토함으로

써 설정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과 기본적인 환경 조건 간에 충

돌이 발생하지 않을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또, 복합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하고 이를 건축계획의 구체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일부 생체정보는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측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

체정보를 반영할 수 있고, 기존의 계획기법을 활용한 문제의 해결 또한

가능하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래와 같이 구

분할 수 있다. 이는 자연요소의 조절로 인해 발생되는 물리적인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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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이러한 현상이 다른 현상을 유도하거나 다른 물리적인 현상과

상충되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출 가능하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계획 방법론을 통해 수립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선정한 생체

정보, 설정한 기능의 위계 등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을 통해서 진행

하며, 예측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축계획의 전략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상반된 특성 외부 환경에의 적응 방식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내부 환경
문제에 대한 예측

복합적 특성 하나의 환경기능을 적용함으로써 다른 환경기능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예측

도구적 특성 하나의 환경기능이 다른 환경기능의 성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
는 가능성에 대한 예측

[ 표 5-2 ] 문제 예측의 기준

문제의 예측을 통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진화는

Lawson(2005)이 주장한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축가

의 직관 및 경험에 의존하던 문제에 대한 예측 및 반영 과정을 체계화하

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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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내용

① 문제의 재정의

기후지역을 선택함에 따라 관련된 기후적인 문제들이 도출된다. 이러

한 문제들은 해당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을 계획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

항이다. 기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기능들이 탐색/적용/평가

에 제시되는데, 이는 기후적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기능들이다. 즉, 기후적인 문제들을 생물학적인 용어로 재해석하

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생체의 기능들과 연결한다.

기후지역

한랭지역

온대지역

고온건조

지역

고온다습

지역

추위로부터의 보호

기후적 문제

강한 바람/폭풍으로부터의 보호

태양열의 최대한 활용

겨울철 추위로부터의 보호

여름철 더위로부터의 보호

비로부터의 보호 / 
비의 최대한 활용

더위 / 태양열로부터의 보호

심한 일교차의 활용

열과 습도로 인한 영향 최소화

더위 / 태양열로부터의 보호

비로부터의 보호

생체는 어떻게

추운 지역에서

생존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고온건조지역

에서

생존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고온다습지역

에서

생존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온대지역에서

생존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추위로부터
보호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강한
바람/폭풍으로부터 보호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태양열(빛)을
최대한 활용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추위로부터
보호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더위로부터
보호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비로부터
보호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비를 활용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더위로부터
보호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태양열(빛)로부터
보호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심한 일교차를
활용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더위로부터
보호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태양열(빛)로부터
보호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열/습도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가?

생체는 어떻게 비로부터
보호하는가?

열의 전도

열의 차단

빛의 흡수

물의 이동

열의 방출

빛의 차단

빛의 반사

빛의 반사

빛의 차단

공기의 대류

열의 방출

물 손실의 최소화

물 획득의 최대화

물의 저장 (증발냉각)

물의 이동

물의 생성

물의 이동

열의 차단

공기의 대류

열의 차단

공기의 저항

공기의 저장

물의 차단

물에의 저항

물에의 저항

기후적 문제의 생물학적 해석
관련 기능의 도출

및 분해

문제의 재정의 탐색 – 적용 - 평가

[그림 5-3] 문제의 재정의 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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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는 기능을 가진 생체의 원리를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적

용함으로 기후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② 탐색/적용/평가

본 단계에서는 관련 기능들에 해당되는 생체정보를 검토하고 적용하

고자 하는 생체정보를 선택한다. 선택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

안, 즉,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은 아래와 같은 틀을 기반으로 제

시된다. 예를 들면, 생체정보를 입면계획에 적용하고자 할 때, 2장에서

도출한 바이오미미크리의 환경기능적 효과에 따라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입면의 계획, 기존 환경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입면의 계획,

환경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입면의 계획이 가능하다.

열의 전도

열의 차단

빛의 흡수

공기의 저항

공기의 저장

물의 차단

관련 기능의 도출 및 분해 가능한 바이오미미크리 전략의 검토

재료계획

입면계획

형태/공간 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분해 종합

탐색 – 적용 - 평가

문제의 예측

생체정보의 복합성으로 인한 타

기능과의 통합

타 기능(사이트에 따른 기본적인

기후적 요건 및 거주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 요건)과의 충돌

평가

기능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탐색 및 적용

• 복합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단열)의 개발

• 효율성: 기존 단열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재료(단열)의 개발

• 반응성: 환경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재료(단열)의 개발

• 복합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입면의 계획

• 효율성: 기존 환경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입면의 계획

• 반응성: 환경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입면의 계획

• 복합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입면의 계획

• 효율성: 기존 환경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입면의 계획

• 반응성: 환경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입면의 계획

• 복합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계획

• 효율성: 기존 환경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계획

• 반응성: 환경 변화에 따라 반응하는 시스템의 계획

• 효율성: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원리를 반영한 요소의 개발

• 반응성: 외부의 환경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 움직이는 요소의 개발

생체정보의 도출

(1)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생체정보를 선정

(2) 생체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문제의 예측과 이에 따른 계획의 피드벡

 예
시

[그림 5-4] 탐색 / 적용 / 평가 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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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방

법론에서 제시하는 평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생체정보가 가

지는 복합성으로 인해 여러 해결방안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며, 선택한 생체정보 및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에 의해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진다.

또, 타 기능과의 충돌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진다. 즉, 사이트의 기후적인

특성에 따른 요건 및 거주를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하는 요건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문제의 예측

타 기능(사이트에

따른 기본적인

기후적 요건 및

거주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

요건)과의 충돌

Passive cooling v. standard comfort requirements

• 시간 및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다른 계획적 측면의 전략 적용

• 고온지역에서는 높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Daylight usage and view out v. sunshades and glare protection

• 태양열로 인한 온도 상승과 직사광선의 유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빛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

Natural ventilation v. sound insulation and fire protection

• 자연환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건물의 개방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소음 등과 같은 문제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보호, 태양열로

인한 온도 상승 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있음.

Highly insulated building envelope v.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areas

• 건물을 단열하기 위한 외피의 계획은 건물의 빛 환경, 환기 기능 등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

빛(태양열)의 차단 빛의 전달

공기의 대류 빛(태양열)의 차단

열의 차단

열의 차단 빛의 전달

공기의 대류

‘차단’ ‘유입＇

출처: Hegger, M., Fuchs, M., Stark, T., & Zeumer, M. (2008). Energy Manual-Sustainable Architecture.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Architekturdokumentation/Birkhäuser.

[그림 5-5] 문제 예측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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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활용

2.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BioAPP)의 개발

(1) BioAPP의 구조

앞서 제시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기반으로 ‘바이오미미

크리 건축계획 플랫폼(BioAPP)’을 개발하였다. 이는 ‘문제의 재정의’, ‘탐

색/적용/평가’ 그리고 ‘환경기능적 적용 방안의 제시’ 세 단계로 구성된

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는 BioAPP을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선택한 정

보에 따른 결과 값을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문제의 예측을 통해 생체정보를 재검토하거나 기존 건축계획기법에 대한

검토를 실행할 수 있다. 선정한 생체정보와 이를 적용하는 건축계획요소

에 따라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이 제시되며, 사용자는 제시된 정

보를 바탕으로 건축 초기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계획요소별 생체정보의
검토

생체정보의
선택

문제의 예측

생체정보의 재검토

기후지역의
선택

기후적 문제의
도출

관련 기능의
도출

생체정보의
검토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제시

계획 관련 정보의 제공

문제의 재정의 탐색 / 적용 / 평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제시

피드벡

[그림 5-6] BioAPP의 구조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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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BioAPP)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3장에서 구축한 생체정보를 저장

및 업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바이오미미크

리 건축계획을 하고자 하는 건축가, 학생, 연구자, 등에게 아이디어를 제

공하는 디자인 지원 도구의 역할을 한다. 플랫폼의 단계별 설명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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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oAPP의 단계별 실행

① 문제의 재정의

[그림 5-7] 문제의 재정의 (기후지역의 선택 / 기후적문제의 도출 / 관련 기능의 도출 / 생체정보의 선택 및 검토)

주황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우선, 대상지의 기후지역을 선택하기

되면, 해당 기후지역의 기후적 문제가 제시된다. 또, 기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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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자는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선정하는 방안과 생체정보를 적용하고자 하는 계획요소를 우선 선정하는 방

안 중에서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생체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계획요

소가 제시되며, 생체의 원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자 하

는 계획요소를 선택하게 되면, 관련 생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정한 계획요소 외에도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

에 대한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검토한 생체정보 중에서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여 대안

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한 대안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생체명과 기능뿐만 아니라, 기후적 문제와

관련 없지만 생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대안들까지도 제시된다. 이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건물을 구현하고자

할 경우, 참고할 수 있다.

선택 도출 도출 선택 선택 도출 도출

[그림 5-8]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생체정보 검토 방법의 선택

다음 그림과 같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생체정보를 검토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생체명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계획요소, 생체의 속성, 생체의 기능, 등이 제시된다. 생체정보에 대한 검토 이후, 이전 단계로

의 피드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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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생체정보의 검토 단계

[그림 5-10] 생체정보의 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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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탐색/적용/평가의 단계

다음 단계에서는 선정한 생체정보의 대안을 탐색, 적용, 및 평

가할 수 있다. 주황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서 결정되는 부분이며, 선택된 정보에 따른 결과 값은 파란색으

로 표기된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드벡을 통한 각 단계(주황

색 표기)의 수정이 가능하다. 생체정보를 선택 및 변경함에 따른

결과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측되는 문제의 해결여부는 사

용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에서 제시한 단계는 반복적인

피드벡이 가능하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피드벡 과정을 활용함으

로써, 원하는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

안들을 도출 및 비교할 수 있다.

계획요소별 생체정보의
검토

생체정보의
선택

생체정보의
추가 선택
(피드벡
과정)

문제의 예측

생체정보의 재검토

건축계획전략의 검토
(피드벡 과정)

문제의 예측
(피드벡 과정)

[그림 5-11] 탐색/적용/평가 단계의 구조



- 276 -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5-12] 생체정보의 선택 및 검토

계획요소별 생체정보를 검토하며,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예측되며, 해결되지 않은 기후적인 문제

가 제시된다. 사용자는 판단에 따라 생체정보를 재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선택 할 수 있다. 또, 해결되지 않거나

예측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계획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구체

화하는 단계에서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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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과 같은 문제의 예측에 따라 생

체정보의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생체정보의 재검토는 1단계에서와 마찬

가지로 기후적인 문제를 선택하게 되면,

관련 기능이 도출되고, 관련 기능에 대한

생체를 확인할 수 있다. 생체정보를 선택

하면 해당되는 적용 계획요소 및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적용하고자 하는 계

획요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해

당되는 생체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

능하며,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기후적 문

제와 관련 없는 기능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엑셀에서 제공되는 기존 계획

기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활

용하여 예측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림 5-13] 문제의 예측

[그림 5-14] 생체정보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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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생체정보의 추가 선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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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를 재검토하고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생체정보 또는 기존계획기법을 선택한

다. 위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선택한 생체정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의 예측을 통해 해

결되지 않은 기후적인 문제와 상충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생체의 복합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기능의 파악이 가능하다. 문제의 예측과 복합적인 기능을 비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복합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5-16] 문제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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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제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해 수립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전략을

건축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본 논문의 4장에서

도출한 환경기능적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적용 계획

요소에 따라 생체정보 및 기능이 제시되며, 계획요소 및 생체 기능의 특

성을 고려한 환경기능적 적용 방안이 제시된다.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서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을 정리하기 위해 예측되는 문제와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기존 계획기법을 제시한다. 또, 시뮬레이션을 통한 평

가 방법, 관련 전문가의 구성, 관련 건축사례, 등이 제시한다. 이는 2장에

서 고찰한 친환경건축 계획 과정에서의 처리 정보를 반영한 내용이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문제 해결방안

관련 정보의 제공

(시뮬레이션 평가

관련 전문가의 구성

관련 건축사례)

[그림 5-17]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제시의 구조



- 281 -

수립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환경기능

적 적용 방안’은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유형A’, ‘유형B’,

‘유형C’, ‘유형D’와 같이 표기하였다.

[그림 5-18]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및 관련 건축적 적용 방안

각 유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기능과 계획요

소에 따른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제시가 가능하다. 이는 4장

에서 도출한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다음 그림의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해당 유형에서 주요 기능으로 설정

할 수 있는 기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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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유형별 건축적 적용 방안 제시의 예시 (유형A)

[그림 5-20] 유형 및 기능에 따른 건축적 적용 방안의 예시 (유형A)

어느 것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능들 간의 위계가 결

정되며, 이에 따라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이 달라진

다.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은 위의 표를 참조한다. 설정된 위계는 계획의

과정, 시뮬레이션의 변수 값, 등을 결정하는데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축적 적용 방안과 함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구체화를 위한 정보

가 제공된다. 각 유형별 설정 가능한 계획요소들 간의 위계는 다음 그림

과 같으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계획요소의 순위를 수치로 표기하였다.



- 283 -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1

생체정보
2

생체정보
2

생체정보
3

생체정보
3

생체정보
3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2

생체정보
1

생체정보
2

생체정보
3

생체정보
3

생체정보
3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2

생체정보
2

생체정보
1

생체정보
3

생체정보
3

생체정보
3

[그림 5-21] 유형 A의 설정 가능한 계획요소들 간의 위계 대안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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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유형 B의 계획요소들 간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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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유형 C의 설정 가능한 계획요소들 간의 위계 대안

[그림 5-24] 유형 D의 설정 가능한 계획요소들 간의 위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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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BioAPP)의 활용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BioAPP)을 활용하여 바이오미미크

리 건축계획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1) 사이트의 설정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방법론을 활용하

여 아래와 같이 사이트 대상지를 설정하였다. 사이트는 아프리카에 위치

한 Burkina Faso 시로, 고온건조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다.

구분 내용

위치

Burkina Faso, Africa

용도 학교

[표 5-3] 사이트 대상지

(2) 문제의 재정의

사이트의 기후 지역 및 기후적 문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내용

기후지역 고온건조지역

기후적
문제

더위로부터의 보호

기능

Ÿ 공기의 대류
Ÿ 열의 차단
Ÿ 열의 방출
Ÿ 증발냉각

태양열로부터의 보호

기능 Ÿ 빛의 차단
Ÿ 빛의 반사

심한 일교차의 활용

기능 Ÿ 열에의 반응

[표 5-4] 문제의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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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문제의 재정의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생체정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열에의 반응과 관련된 생체정보를 검토한 결과,

선인장의 원리는 건물의 형태 및 시스템계획에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 생체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선인장의 원리는 열에의 반응뿐만 아니라, 물 손실의 최소화, 물 획득의 최대화, 빛의 차단, 열의

차단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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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생체정보의 검토

따라서 위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능 중에서 선인장의 기타 기능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인장의 원리가

여러 기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생체정보의 선택에 따른 결과 값의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처럼 반복적인 피드벡을 통한 정보의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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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생체정보의 재선택

선인장의 원리를 건물의 형태 및 시스템에 적용함으로 예측되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기후적인 문제 중에서

‘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빛의 차단으로 인한 ‘빛 환경에 대한 문제’가 지적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본 장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기존

계획기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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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검토 및 평가

[그림 5-28] 생체정보의 선택에 따른 검토 및 문제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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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 계획기법을 검토 및 반영하였다.

[그림 5-29] 기존 계획기법을 활용한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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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전략이 수립되며, 관련된 건축

적 적용 방안의 유형으로는 ‘유형A’가 제시되었다. 유형A에 관한 내용을

통해 건축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그림 5-30]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검토 및 건축적 적용 방안의 도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제시함으로써,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

에서 이의 고려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참고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결합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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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문제의 예측 및 관련 기타 기능

(4) 건축적 적용 방안 및 계획의 구체화

유형 A의 형태에 따른 건축적 적용은 아래와 같으며, 빛의 차단 기능

을 통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계획 구체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제시하였

다. 생체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늘의

발생을 통한 빛 유입의 최소화’, ‘빛에 변하는 면적의 최소화’, ‘타 기능과

의 복합적인 계획’이 제시되었다. 본 장에서는 선인장의 형태적인 특성에

따라 ‘그늘의 발생을 통한 빛 유입의 최소화’ 및 ‘빛에 변하는 면적의 최

소화’ 방안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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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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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형A / 빛의 차단

유형 A과 관련된 기능이 빛의 차단이므로, 이를 주요 위계를 가진 기

능으로 선정하였다. 아래와 같은 순서를 통해 건축계획의 구체화 과정이

진행된다.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생체정보
1

생체정보
2

생체정보
2

생체정보
3

생체정보
3

생체정보
3

선인장 / 빛의 차단

선인장 / 물 손실의
최소화

선인장 / 열에의 반응

형태계획 공간계획

입면계획 재료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공기의 대류

빛의 간접적
유입

[그림 5-33] 환경기능 및 계획요소들 간의 위계 설정

생체명 적용기능 적용계획요소
Cactus 빛의 차단 형태계획

[표 5-5] 주요 환경기능 및 계획요소의 설정

유형A에서의 빛 차단 기능은 그늘의 발생을 통해 빛의 유입을 최소화

하거나 빛이 면하는 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향으로 적용

가능하다. 또, 타 기능과의 복합적인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 아래와 같

이 형태계획을 통해 선인장과 같이 그늘을 발생하고 햇빛에 면하는 면적

을 최소화함으로써 태양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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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건축계획의 구체화 (유형A, 빛의 차단을 고려한 건축적 적용 방안)

② 기존계획기법 및 추가 생체 기능을 통한 계획의 구체화

생체명 적용기능 적용계획요소

Cactus
물 손실의 최소화 형태계획
열에의 반응 시스템계획

[표 5-6] 선정한 생체의 기능 및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

기존 계획기법 적용기능 적용계획요소
공기의 내부 흐름을 유도 공기의 대류 공간계획
빛의 간접적 유입 빛의 전달 입면계획

[표 5-7] 기존 계획기법을 통한 예측 문제의 해결

선인장의 형태와 같이 입면의 형태를 을 모아서 흘러 보낼 수 있는

수로가 형성되고 모아진 물이 바로 뿌리로 전달되는 것과 같이 물이 저

장될 수 있도록 한다. 온도가 낮아지는 밤 시간대와 증발냉각 효과를 활

용하여 건물 내부의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 공기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여 밤 시간대에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다. 빛의 간접적인 유입은 빛을 차단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내부로의 빛

전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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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BioAPP를 활용함으로써 생체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며, 생체정

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시까지도 가능하다. 사용성을 고려

하여 쉽게 다룰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생체정보의 계속적인 업데이트

가 가능하다.

[그림 5-35] 건축계획의 구체화 (기존계획기법의 반영)

[그림 5-36] 건축계획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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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BioAPP)의 검증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BioAPP)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플랫폼을 통해 제시한 바이

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과 실제 건축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바이오미

미크리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Eastgate Center와 FAZ

Pavilion을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AZ Pavilion은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이지만 이러한 사례에 적용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은 건축기술의 발달을 통해 건축물로 구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장의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1) Eastgate Center 사례와의 비교

Eastgate Center가 위치한 짐바브웨의 기후적인 조건을 입력한 결과,

기후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가진 다양한 생체정보들이 제공되었으

며, 이 중에 Eastgate Center의 계획에 실제 적용된 흰개미집(Termite)

과 선인장(Cactus)의 원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도 Bear,

Honeybees, Japanese Paradise Flycatcher, Snail, Tree, 등 다양한 생체

정보가 도출되었다. Eastgate Center에 적용된 흰개미집 및 선인장의 원

리를 선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이 제시된

다. 즉, 흰개미집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공기의 대류가 발생하도록 하

여, 심한 일교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 선인장의 원리

를 적용함으로써 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장 생체정보 활용방안에서 제시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4가

지 유형들 중에서 BioAPP에서 제시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은

‘유형 B’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흰개미집의 원리를 건축 전반적인 시

스템 계획에 적용하고 이에 따라, 형태, 공간, 입면 등을 계획하는 방식

이 가능하다. 입면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선인장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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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BioAPP을 통해 도출한 Eastgate Center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그림 5-38] 유형 B에서의 각 기능의 위계에 대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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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APP은 발생 가능한 문제의 예측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선정한 생체정보가 예측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

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생체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환

경기능을 가지게 되는 통합된 해결방안의 적용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

다.

BioAPP에서 예측한 문제로는 빛의 전달, 빛의 차단, 열의 차단이 있

으며, Eastgate Center의 실제 계획에서는 차양의 설치를 통해 빛을 차

단하는 동시, 아트리움의 계획을 통해 빛을 실내로 유입하고, 열용량이

높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열을 차단하는 방안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선

인장은 열을 방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빛 및 열을 차단하는 기능을 동

시에 가지고 있어 통합된 해결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BioAPP에서는 선인장 원리를 통한 통합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지

만 실제 Eastgate Center의 계획에서는 기존 친환경 계획기법을 통해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따라서 Eastgate Center에서는 선인장의 원

리는 열을 방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용되었으며, 빛 및 열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은 기존의 친환경계획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5-39] 실제 계획에 적용된 계획기법과 BioAPP에서 제시한 예측 문제와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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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Eastgate Center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문제 예측

위 그림을 통해 해결 안된 기후적 문제로 ‘증발냉각 효과’가 제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증발냉각 효과에 대한 고려는 실제 Eastgate Center에

적용되지 않았으나, 본 건물의 건축가인 Mick Pearce는 이후에 계획한

Council House2에 공기의 대류를 통한 냉각 효과뿐만 아니라, 증발냉각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Shower Tower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BioAPP을 활용하여, Eastgate Center의 기후적인 조건을

고려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을 도출하였다. BioAPP을 통해 제

시된 생체정보에는 실제 Eastgate Center의 적용된 흰개미집 및 선인장

원리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체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BioAPP을 통해 예측된 문제는 실제 계획에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BioAPP에서는 선인장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예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이

는 실제 계획에 적용되지 않았다.

BioAPP에서 제시한 전략과 실제 건축계획이 유사하며, 이를 통해

BioAPP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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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Eastgate Center를 계획한 건축가는 우연한 계기를 통해 흰개미

집의 원리에 대해 알게 된 점을 고려한다면, BioAPP은 사용자들이 단기

간 내에 다양한 생체정보를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41] Council House2에 적용된 계획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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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Z Pavilion 사례와의 비교

앞 장과 마찬가지로 BioAPP에 FAZ Pavilion의 기후적 조건을 입력하

고 실제 적용된 생체정보를 선택하여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았다. FAZ

Pavilion이 위치한 독인은 온대기후지역으로 기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솔방울(Pine Cone)은 물에 반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비를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는 건축계획 전략을 위해 활용 가능하다. 솔방울은 건물의 조

절장치에 적용 가능하므로, BioAPP에서는 ‘유형 D’에 해당되는 바이오미

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솔방울의 원리를 조절장치의 계

획에 적용함으로써 비로부터 보호하면서 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입면 및 시스템계획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제시

하였다. 이는 FAZ Pavilion의 실제 계획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42] BioAPP을 통해 도출한 FAZ Pavilion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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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유형 D에서의 각 기능의 위계에 대한 제시

BioAPP을 통해 겨울철의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여름철의 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석 사례

가 실제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AZ

Pavilion을 실제 건축물로 구현하고자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생체를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건물의 형태에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바이

오미미크리 건축사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결과를 바이오미미크

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개발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의 제시가

가능하다. 또, 건축계획 요소들 간의 위계와 관계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

문에 BioAPP의 반복적 피드벡을 통해 진화하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

획 전략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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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생체정보의 추가 선정을 통한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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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구조는 크게 문제의 재정의, 생체

정보의 탐색, 적용, 평가로 구분된다. 이는 선형적(linear)인 결정 구조를

갖추기 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의 동시적 고려와 반복적인 피드벡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비선형적(non-linear)인 디자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틀을 통해 본 연구

에서 구축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위한 전략

을 건축계획 초기단계에 수립할 수 있다.

계획요소

기
능

생체정보

문
제
의
예
측

정보 활용의 형태

기후지역

기후적 문제

관련 기능의 도출 및 분해

생체정보의 도출

가능한 바이오미미크리
전략의 검토

문제의 예측

생체정보의 선택

전략의 설정

계획의 구체화

문제의

재정의

탐색

ž

적용

ž

평가

문제의 예측

방법론 활용 과정의 형태

건축적

적용

방안의

검토

생체의 속성 생체의 기능

계획요소 선택을 통한
생체정보의 도출

생체정보 선택을 통한
관련 계획요소의 도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적 적용 방안의 도출

선정한 생체정보에
따른 문제의 예측 및
복합적 기능의 도출

생체정보 또는 기능의
재검토 및 선택

[그림 5-45]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단계별 해당 정보

기후지역에 따라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전략은 다르게 수립된다.

위의 구조를 활용한 세부적인 계획방법론의 제시가 가능하며, 이는 4장

에서 제시한 생체정보의 건축적 활용방안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본 장

에서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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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미미크

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체계화가 기존에 비해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단

축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 구축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기반으로 개발

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BioAPP)은 생체정보를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쉽게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는

웹기반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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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1. 연구의 요약

(1) 연구의 과정

바이오미미크리는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략을 모방하여 디자인

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혁신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

축의 계획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77) 본 연구의

궁극적은 목표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방법론을 체계화함으로써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이 가지는 잠재가능성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1. 사례조사 및 이론

적인 고찰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수립하

였으며, 2.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건축 외의 타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를 고찰하고, 3. 기존의 건축계획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4. 건축계획 과정에 바이오미미크리 방법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적합한 생체정보를 찾아내는 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통해 환경기능적 적용이 가

능한 생체정보를 구축하였다. 1. 생체가 자연요소를 조절 및 활용하는 방

77) Zari, M. P. (2015). Can Biomimicry Be a Useful Tool for Desig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In Biotechnologies and Biomimetics for
Civil Engineering (pp. 81-113).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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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살펴봄으로써, 2. 생체정보의 탐색을 위한 키워드를 도출하고, 3. 이

를 통해 수집한 생체정보를 구축 및 분석하였다. 4. 생체정보의 분류체계

는 생체의 기능 및 속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5.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생체정보는 크게 단열, 형태/표면/색채, 서식지, 행동/신진대

사, 움직임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를 통해

생체정보의 유형이 건물의 형태, 입면 및 공간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

획, 재료계획과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생체정보를 환경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도출하였다. 1. 건축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자연요소 조절 및 활용방식

을 조사하였으며, 2. 이를 통해 건축과 생체의 자연요소 조절 방식을 비

교분석하였다. 3. 건축과 생체의 자연요소 조절 방식이 유사한 경우, 생

체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바이오미미크리 환경기능적 적용의 효과 (반응

성, 효율성, 복합성)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4. 생체에서

만 발견할 수 있었던 자연요소 조절 방식을 통해 기존에 활용되지 않는

새로운 건축 환경 조절방식을 제시하였다. 5. 생체정보 및 건축계획방식

의 고찰을 통해 생체정보를 환경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사례분석 및 생체정보에 대한 분석

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의 적용 방안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적용 기능에 따른 계획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 고찰한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프로세스 및 기존 건축계획 과

정의 특성을 반영한 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구조를 수립

하였다. 2.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구조를 통해 본 연구에서

구축한 정보를 활용하고 건축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발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활용하여 ‘바이오

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BioAPP)’을 개발하였다. 이는 생체정보를 구

축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쉽게 바이오미

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

다. 플랫폼을 통해 기후적인 특성과 관련된 생체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환경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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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안은 4장에서 제시한 생체정보의 환경기능적 활용방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 실제 건물을 계획하는 데에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

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체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이 단축되었

으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또, BioAPP

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에 대한 정보를

대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BioAPP을 통해 도출한 결과가 실제계획과 유

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 BioAPP을 활용할 경우, 생체정보를 통해 통합

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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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결과

① 생체정보

본 연구를 통해 생체정보를 모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216개의 생체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생체정보의 분류체

계에는 생체의 기능 및 속성이 반영된다. 생체의 기능 및 속성을 검토함

으로써 아래와 같은 유형화가 나타났고, 이는 2장에서 도출한 바이오미

미크리 건축 사례 분석 내용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체정보의
적용요소

생체정보
분석의 방법

형태
(형태계획 /
공간계획)

파사드
(입면계획)

전략
(시스템
계획)

재료
(재료계획)
작동계획

사례
분석

생체의 형태적
모방 직접적 접근 방식 간접적

접근방식 -

생체의 원리를
통한 아이디어
의 제시

간접적 접근방식
간접적
접근방식 -

(물리적 현상의 재해석)

생체의 과학적
분석 - 직접적 접근

반식

생체의 형태적 특성,
물리적 과정, 등

행동, 생리적
변화, 등

생체 외피의
형태적 특성,
움직임, 등

관련 생체기능

생체
정보의
분류
체계

형태/표면/색상

물리적인 현상 (대류, 차단, 복사 등)의 적용단열

서식지

행동/신진대사

외부환경에
따른 신체의
변화를
건물의
시스템

전략에 적용

움직임

외부환경에
따른 신체의
변화를 건축
작동계획에
적용

[표 6-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사례분석 및 생체정보 분류체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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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표면/색상, 단열, 서식지에 해당되는 생체정보는 건물의 형태, 공

간, 입면, 재료 계획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분석하는 방식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계획요소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생체의 속성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행동, 신진대사, 및 움직임은 건물의 시스템 계획 및 작동계획에 활용 가

능하다. 마찬가지로, 생체의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

인다.

②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구조는 크게 문제의 재정의, 생체

정보의 탐색, 적용, 평가로 구분된다. 세부적인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단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단계 설명

문제의
재정의

기후지역의 선택
기후지역을 한랭, 온대, 고온건조, 고온다습 기후지역으
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사이트가 위치한 지역을 우선적
으로 선택함.

기후적 문제의 도출 각 기후지역에 따르게 되는 기후적인 문제를 제시함.

생체정
보의
탐색

관련 기능의 도출
및 분해

기후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련 기능들을 제시
하였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분해된 형태로 제시하여 건
축 계획에의 적용이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도록 함.

생체정보의 도출
각 기능 또는 여러 기능의 조합에 해당되는 생체정보
들을 제시하며, 각 생체정보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설명하는 속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생체정보의 선택 생체정보의 기능 및 속성, 설정된 기능의 위계 등에 따
라 건축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생체정보를 선택.

적용
및
평가

적용 가능한 바이오
미미크리 전략의 검
토

선택한 생체정보와 기능의 위계에 따른 바이오미미크
리 건축계획 전략을 작성 및 검토함.

전략의 설정 건축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선
택함.

문제의 예측
기능의 위계 설정, 생체정보의 선택, 전략의 설정에 따
르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또는 피드벡을 통해 이전 단계를 수정 및 보완함.

[표 6-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단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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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지역

기후적 문제

관련 기능의 도출 및 분해

생체정보의 도출

가능한 바이오미미크리 전략의 검토

문제의 예측

생체정보의 선택

전략의 설정

계획의 구체화

문제의

재정의

탐색

ž

적용

ž

평가

문제의 예측

계획요소

기
능

생체정보

문
제
의
예
측

방법론 활용 과정의 형태 정보 활용의 형태

메트릭스 형태로 정보의 저장 및 활용

적용

방안의

검토

[그림 6-1]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방법론

문제의 재정의는 건물이 계획되는 기후 환경을 설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기후환경에 위치한 건축을 계획하기 위해 해결해야하

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생물학적인 용어로 재해석하여 제시하였

다. 문제의 재정의를 통해 적용 가능한 생체정보의 탐색이 가능해진다.

생체정보는 ‘기능’ 및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체의 속성은 기능이

나타나는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생체가 가지는 형태적 특성, 생리적

특성, 행동적 특성, 화학적 특성, 등을 설명한다.

생체의 속성을 통해 바이오미미크리의 환경기능적 적용에 대한 전략

의 수립이 가능하다. 앞서 분석한 생체정보를 건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방안은 크게 입면계획, 형태계획, 공간계획, 시스템계획, 작동계획, 및

재료계획으로 구분 가능하다. 또, 바이오미미크리 적용의 전략을 구체화

하는 방향은 크게 복합성, 효율성, 및 반응성이며, 이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사례를 통해 도출한 ‘바이오미미크리 환경기능적 적용의 효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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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표점을 제시해 줄 수 있

다.

문제의 예측 단계를 통해 선정한 생체정보 및 수립한 바이오미미크리

적용 전략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평가를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의 예

측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다.

③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 (BioAPP)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을 기반으로 사

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BioAPP(Biomimicry Architecture Planning

Platform)이라는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BioAPP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이는 생체정보를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용

자가 쉽게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는 웹기반의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사용자는 BioAPP을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선택한 정

보에 따른 결과 값을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문제의 예측을 통해 생체정보를 재검토하거나 기존 건축계획기법에 대한

검토를 실행할 수 있다. 선정한 생체정보와 이를 적용하는 건축계획요소

에 따라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이 제시된다. 바이오미미크리 건

축계획 전략은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생체 형태적인 속성의

건축적 적용,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건축적 적

용, 생체 외피 속성의 건축적 적용, 환경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건축적

적용). 선택한 유형에 따른 기능 위계의 설정 방안이 제시된다. 이를 통

해 바이오미미크리 건축 초기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계획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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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요소별 생체정보의
검토

생체정보의
선택

문제의 예측

생체정보의 재검토

기후지역의
선택

기후적 문제의
도출

관련 기능의
도출

생체정보의
검토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제시

계획 관련 정보의 제공

문제의 재정의 탐색 / 적용 / 평가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제시

피드벡

[그림 6-2] BioAPP의 구조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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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결과는 바이오미미크리와 건축, 건축과 다양한 학문분야 간

연계를 통해 관련 학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의 연구에서 기초자료

를 제공하여 그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이

오미미크리 건축계획에 활용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Ÿ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방법론의 체계화를 통해 생물학적 지식, 바

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의 경험, 등이 부족한 건축가, 연구자, 학생들

의 새로운 시도를 유도

Ÿ 생체정보의 검색 및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Ÿ 목표에 따른 다양한 바이오미미크리 건축계획 전략의 제시

Ÿ 새로운 목표를 위한 생체정보의 응용 가능성을 제공

Ÿ 생물학 비전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생체정보의 제공

Ÿ 생물학과 건축학 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

반을 마련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생체정보 및 제시한 생체정보의 활용 방안은

건축분야에서의 최초의 시도이자 결과물이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이오미

미크리 프로세스 및 생체정보 시스템은 건축 외의 공학분야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분야의 발전과정에서 선도

적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활

용하여, 실제 건축계획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미미크리 계획기법, 건축기

술, 재료,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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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imicry is a term derived from Janine Benyus' book

‘Biomimicry’, which means to get innovative ideas by mimicking the

principles of living organisms. The imitation of biological principles

has been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engineering, medicine,

pharmacy, and design since 1960s, but research related to

architectural application of biomimicry is still in its early stage.

Nature has evolved over a period of about 500 million years, and the

possibility that its architectural application will bring various effects



such as economic efficiency,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has been

raised. As the architectural application of biomimicry can lead to

innovative results, researches in this field will continue to increase

and develop.

The biomimicry methodology requires knowledge of biology. Since

biological information is used in various fields, it is necessary to

exchange knowledges with experts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for

experts in other fields lacking knowledge of biology, obtaining

appropriate biological information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success of biomimicry technology development. Currently, Ask Nature,

a website which provides biological information, uses a taxonomy that

has been pointed out by several researchers that it is difficult for

non-biologists to use and that provided information is too broad for

architectural users to be useful. In addition, there is no clear

suggestion on how to utilize such biologic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 systematic research on applying biomimicry to

environmental functions of a building has not been carried out yet.

Therefore,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integrated methodology for biomimicry architectural design. For this

purpose, a biological information database for biomimicry architecture

has been constructed and a biomimicry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has been developed based on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biomimicry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and to build a foundation for manifesting various

ideas by using biological principles.

① Research Proces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 research was

conducted following methods bellow.



Ÿ Chapter 2: In order to establish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biomimicry architectural design, a case study and a theoretical

review of biomimicry architectures were conducted. Through a

theoretical study, the application process of biomimicry presented

in other fields besides architecture has been reviewed. Also, the

existing design process of architecture design has been examined

to establish a method to introduce biomimicry into architectural

planning.

Ÿ Chapter 3: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t takes some time to

find biological information suitable for biomimicry architectural

design, biological information that can be applied to architecture

has been constructed through this research. By looking at the

ways in which living organisms control and utilize natural

elements, keywords that can be used for searching biological

information has been derived. Biological information has been

collected using derived keywords.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biological information includes the information about the functions

and properties of biological systems. Through the investigation, it

can be seen that the biological information is largely classified into

insulation, shape / surface / color, habitat, behavior / metabolism

and motion. From the biomimicry architecture case study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Chapter 2,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type

of biological information is similar to the material, form, elevation

plan, strategic plan, and movement plan of the building.

Ÿ Chapter 4: Based on the information above, a method to utilize

biological information functionally was develop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ays of how natural elements are being control

and utilized in architecture. In this paper, ideas of how to apply

biological information to architecture design have been suggested.



The effect of biomimicry architectural application (reactivity,

efficiency, and complex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

types of biomimicry architecture, which was studied in Chapter 2,

have been considered.

Ÿ Chapter 5: The structure of the biomimicry architecture design

process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omimicry

application process and the existing architectural planning process

in Chapter 2 was established. Through the structure of biomimicry

architecture design process, a biological information database

constructed in this study was made use for decision making when

designing biomimicry architecture. Based on the developed process,

'Biomimicry Architecture Planning Platform (BioAPP)' has been

developed. It not only serves as a database for uploading

biological information, but also serves as a design support tool for

architects, researchers, and students.

② Research Result

Ÿ Biological Information Database

Through this study, keywords were derived to search a total of

216 biological information that could be applied to biomimicry

architectural desig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ollected biological

information reflects the functions and properties of the organisms. By

reviewing the functions and properties of organisms, biological

information has been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shape / surface /

color, insulation, habitat, behavior / metabolism, and movement.

Biological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shape / surface / color,

insulation, and habitat is likely to be applied to the shape, space,

elevation, and material plan of a building. Behaviors, metabolism, and

movement that vary according to the external environment, can be



utilized in building system planning and movement planning.

Ÿ Biomimicry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The structure of the biomimicry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steps: redefinition of problem, search of

biological information, application and evaluation.

The redefinition of the problem begins by understanding the

climate environment in which the building is being planned.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in order to plan architecture located in these

climatic environments are derived and reinterpreted into biological

terms. The redefinition of the problem makes it possible to search for

applicable biological information.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strategy

for environmental functional application of biomimicry through the

properties of organisms. Through the application and evaluation step,

possible problems can be predicted and solutions for those problems

can be planned.

Ÿ Biomimicry Architecture Planning Platform

Based on the biomimicry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presented in

this study, a biomimicry architectural planning platform called BioAPP

(Biomimicry Architectural Planning Platform) was developed. BioAPP

was developed by using Microsoft Excel. One of the goals of this

platform was to consider user's convenience. BioAPP is not only a

biological information database but also a tool that supports

architects, students, and researchers to easily establish a biomimicry

architectural planning strategy. This can be used as a basis for

building a web-based biomimicry architectural planning database

through further research.



Existing studies on biomimicry process and biological information

are so far focused on engineering fields other than architectur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mote the field

of biomimicry architecture through the linkage of biomimicry with

architecture,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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