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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디지털 시 의 조형은 컴퓨터 기술의 발 과 함께 변

화해 왔고, 기존의 수작업 방식을 디지털로 체하는 ‘컴

퓨터라이제이션(Computerization)’의 단계를 넘어, 이제

컴퓨터가 디자인의 구상 단계에서 부터 근본 으로 개입

하는 ‘컴퓨테이션(Computation)’의 단계에 어들었다.1)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알고리즘(Algorithm)’과 ‘패

러미터(Parameter)’2)에 의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패러매

트릭 디자인(Parametric Design)’ 방식은 디자인에

서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패러매트릭 디자인’은 조형에 한 새로운 근 방식

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에 있어서 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조형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디자인 방식과 차

별화된 표 특징들은 그 자체로 고유한 조형 언어로

자리 잡았고, 역설 으로 디자이 들은 재 우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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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그것들이 왜 특별한지에

한 해석과 규명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패러매트릭 디

자인이 갖고 있는 조형 특성에 한 개념 확립과 체계

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1)2)

패러매트릭 디자인이 갖는 다양한 속성 하나인 '

진 변화 (Gradual Differentiation)'3) 는 '연속 변

화 (Continuous Differentiation)'4)라는 개념은 기존 디자

인 방식과의 조형 차별성을 설명하기 해 매우 요

하다. ‘패러매트릭 디자인’을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물질

에 지를 실체화하는 '코드변환(Transcoding)‘ 과정이

라고 보았을 때, 진성은 그러한 생성 조형 과정에서

1) Kostas Trezidis. 「Algorithmic Architecture」, Architectural

Press. 2006. p.11

2) ‘매개 변수(媒介變數)’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함수 계를 보조

의 변수를 사용하여 간 으로 표시할 때, 그 보조의 변수를 말한

다 (출처: 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arameter)

3) Wassim Jabi, 「Parametric Design for Architecture」, by Laurence

King Publishing, USA, 2013, p.10

4) Patrik Schumacher, 「Design Parameters to Parametric Design」,

Published in The Routledge Companion for Architecture Design

and Practice, Edited by Mitra Kanaani, Dak Kopec, New York,

2016,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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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되는 표 특성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

성은 술과 디자인, 컴퓨터 공학에 이르기까지 범

한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표 의 방식과 용의 목

을 달리하면서도 여 히 하나의 공통 언어로서 나타

나고 있다. 한,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의 진 조형

은 툴(tool)의 사용에 기인하는 로세스(Proccess) 특

징을 갖고 있으며, 디자이 가 직 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패러미터 값을 의도 으로

통제함으로써 다 의 요소들을 상으로 동시 이고

진 인 분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로세스는 그 자체로 패러매트릭 디자인이 가진 고유한

조형 논리이며, 이는 곧 ‘유 속성을 지닌 개체

(Geno-type)’가 내,외부 변수에 따라 ‘고유한 확정성을

지닌 개체(Pheno-type)’로 변화하는 자연계의 원리를 디

지털 으로 구 한 것이다. 5)

한편, 온라인상에는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완성된 상

태의 자료로서 공유되고 있고, 디자이 는 자신의 필요

에 따라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자신의 디자인에 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디자이 들의 생산성은 비약

으로 향상되었지만, 반 로 ‘스타일링(Styling)’ 심의

근만으로는 독창성과 다양성을 획득할 수 없게 되었

다. 다시 말해 진 조형에 한 본질 인 이해를 바

탕으로 한 응용 능력이 더욱 요해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진 조형'이라는 개념을 순

수한 조형의 측면에서 고찰함과 동시에 패러매트릭 디자

인에서의 표 방식 략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안

에 내재 된 개념들을 도출함으로써 그가 가진 조형 언어

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2. 연구 방법 범

본 연구에서는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의 진 조형

특성을 구체 디자인 방법 이 에 순수한 조형요소의

측면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를 해 2장에서는 패

러매트릭 디자인 분야 밖에서 보여지는 진 조형의

사례들(자연에서의 진 상 회화, 상, 설치미술

등의 술작품에서 표 된 진 요소)에 해 알아보

고, 그 특징들을 개념 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알고리즘

의 에서 고찰한다. 한편, 3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한

진 조형의 개념을 패러매트릭 디자인 분야에서 구

하는 구체 방식과 략에 입하여 알아보고 그것이

갖고있는 시스템 특성과 의미에 해 알아본다. 4장에

서는 패러매트릭 다자인의 진 조형이 용된 구체

사례들 내/외부 패러미터들의 이용 방식에 한 정

성 비교가 용이한 ‘건축 외피’ 디자인의 사례에 입

하여 설명함으로써 앞서 도출한 조형개념의 타당성을 강

5) Patrik Schumacher, op. cit., p.1

화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체의 내용을 총 한 결론으

로써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의 진 조형이 갖는 새로

운 가능성에 해 서술한다.

2. 조형으로서의 진성

2.1. 자연에서 보여지는 진성

자연계에서 ‘ 진성’은 생물의 형태와 구조, 는 환경

의 물리 , 화학 작용에 의한 물질 변화 양상에 이르

기까지 범 한 역에서 나타나며, 특히 유 정보

에 따라 발 되는 생물의 형태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러한 진 상들은 자연에 내포된 조형성을 보여

주는 특징 인 사례로서 ‘필로텍시스(Phyllotaxis)’, ‘테셀

이션(Tessellation)’, ‘린덴마이어 시스템(Lindenmayer

system/L-system)’과 같은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 , ‘필로텍시스’는 식물의 잎차례를 나타내는 시스

템으로써, ‘나선형 배열 구조(Spiral)’를 가진 부분의 식

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식물 구조의 진

배열은 모두 동일한 수학 원리, 즉 ‘피보나치 수열’6)에

의해 발 되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에 따라 잎을 배열함

으로써 아래쪽 잎이 쪽 잎에 가려지지 않도록 엇갈리

며 배치되고 결과 으로 햇빛을 최 한 받을 수 있는 구

조가 만들어진다. 를 들어 해바라기의 경우 꽃 앙의

씨앗들이 이처럼 엇갈린 나선형으로 배열됨으로써 제한

된 공간에 최 한 많은 씨를 담을 수 있으며, 조형 으

로도 매우 독특한 패턴을 보여 다. 이러한 상은 식물

이 유 논리에 따라 표면 의 사용 효율을 극 화하

6) 이탈리아의 수학자 오나르도 피보나치가 제시한 수학 규칙으

로 0과 1로 시작하며, 다음 수가 바로 앞의 두 수의 합이 된다

(출처: 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

<그림 1> 연구범 설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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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 응과정의 결과물로써 식물 조직의 진 조

형을 가장 직 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림 2> 피보나치 나선 <그림 3> 알로에의 잎차례

한편, 이와 같은 나선형 구조를 통한 진 조형은

식물 외에도 동물의 구조를 포함한 자연계 반에 걸쳐

범 하게 나타난다. 를 들어, 두족류 연체동물인 ‘앵

무조개(Nautilus)’ 껍질의 각 격벽(chamber)들은 유

정보에 의해 나선형으로 배열되고, 이때 체를 구성하

는 개별 요소들은 각각 주변 요소의 사본(copy)으로서

그 스 일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 으로 조정된다.

이 게 나선의 시작 으로부터 진 으로 배열되는 생

물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유 정보에 따라 유사한 형

태를 갖는 동시에 조직 이고 맥락 인 분화 과정을 거

친다. 즉,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을 가진 개별 요

소들이 주변 요소들과의 ‘상호 계성(Correlation)‘을 통

해 그 크기, 비례, 방향 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곧

알고리즘에 따라 진 으로 분화하는 각각의 객체들이

마다 ‘개별 요소’인 동시에 주변의 맥락에 응하며

조직 인 배치를 이루는 ‘집합체’임을 의미한다.

한, 생물의 구조에서 이와 같은 ‘자기 유사성’을 통

해 진성이 발 되는 다른 사례로서 ‘테셀 이션’을

들 수 있다. 이는 타일을 반복하여 붙이듯 표면 체에

형성된 패턴을 의미하는데, 술, 혹은 디자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패턴들처럼 일 으로 반복되는 타일링(tiling)

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선 생물체를 이루는 유기 인 외형이 매우 심

한 곡률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애 과 같이 표면이 반복 인 패턴으로 조직

화 된 과일의 경우, 표면의 패턴 조직이 꼭지 쪽으로 수

렴하면서 진 으로 스 일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표면곡률의 격한 변화에 진 으로

응하며 정확히 반복되는 단 를 형성함으로써 가장 효

율 인 보호 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와 같은 패턴의

진 조정 상은 충류와 어류의 ‘비늘구조’에서도 발

견되며, 이 역시 앞서 언 한 ‘상호 계성’의 한 사례로

써 유 속성의 진 발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린덴마이어 시스템’은 ‘ 랙탈(Fractal)’ 원리를

설명하기 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념 하나로서 식

물의 성장 로세스를 기 로 다양한 자연물의 구조를

설명하거나 표 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는

랙탈 구조가 자기 복제를 무한 반복함으로써 ‘ 랙탈

차원’을 생성하는 원리에 기인한 것으로, 식물의 생장 패

턴 외에도 구름, 강물망, 지질 단층선, 산, 해안선, 결

정체 등 다양한 자연 상에서 범 하게 나타난다. 이

는 앞서 언 한 ‘자기유사성(Self-similarity)’과 계된

개념으로서 ‘재귀 (Recursive) 특성’ 7)을 갖고 있으며, 재

귀 사이클이 늘어남에 따라 자신을 참조한 형태가 규칙

으로 복제되며 체의 복잡성이 진 으로 증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반복 복제 과정에 따라

창발되는 유기 형태는 생장과 증식 과정에 따른 결과

물로써 ‘시간성(Temporality)’을 바탕으로 한 진 조

형을 보여주며, 이러한 개념은 다양한 자연 성장과정

에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내재 원리이기도 하다.

<그림 6> L-system에 따른 나무의 생장패턴

의 사례들을 통해 자연계에서 발 되는 진 조형

이 연속 이고 규칙 인 외형 특성과 더불어 그를 발

하기 해 ‘자기유사성’, ‘상호 계성’, ‘시간성’과 같은

내재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재

특성은 특수한 상에 종속된 개념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발 되는 진 상들에서 공통 으로 발견되는 원리

7) 재귀(再歸, Recursion)는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 등에서 자신을 정

의할 때 자기 자신을 재참조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학 으로 용

한 재귀 함수(Recursion Function)의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출처:

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Recursion)

<그림 4> 인애 의 껍질구조 <그림 5> 뱀의 비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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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패러매트릭 디자인의 형태생성 방식이 가지고 있

는 특성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2. 술에서 보여지는 진성

술에서의 ‘ 진성’은 회화, 상,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각

표 기법으로 차용되거나, 념 차원을 표 하기

한 소재로서 폭넓게 사용되어왔다.

를 들어, ‘에셔(M.C Escher)’의 작품에서는 서로 다

른 세계가 첩되는 ‘소수차원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불연속 인 정수 차원이 혼재하는 형 인 ‘ 랙

탈 차원’으로서 앞서 언 한 ‘시간성’을 내포한다. 그는

이러한 차원의 첩 는 진 이를 표 하기 해

‘낮과 밤 (Day and Night)’에서 새의 형상을 띈 연속

패턴을 사용하 다. ‘펜로즈 타일링(Penrose tilling)’8) 기

법을 통해 조직된 이 패턴은 칭구도의 화면 앙에서

음 과 윤곽을 배경의 그라데이션(gradation)과 진 으

로 교차, 반 됨으로써 낮과 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그와 동시에 패턴을 이루는 새의 윤곽이 아래로 가면서

배경의 그리드(Grid)와 진 으로 혼합되고, 이와 같은

진 융화로 인해 개별 형태들이 가진 경계성은 제

거된 채 첩된 차원 사이의 진 이만이 강조된다.

‘에셔’는 이처럼 다양한 진 요소를 한 작품 안에 혼

용함으로써 실의 세계에서 찰될 수 없는 다차원의

동시 실재를 시각화하 다.

그의 다른 작품인 ‘ 충류(Reptiles)’에서는 2차원

종이에 그려진 도마뱀이 3차원의 입체로 진 으로 변

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화의 특수효과로

흔히 사용되는 ‘모핑 (Morphing)’ 9) 기법의 특징인 ‘ 진

이’의 과정을 평면상에 동시 으로 표 한 것이다.

<그림 7> MC Escher, Day and

Night, 1938

<그림 8> MC Escher, Reptiles,

1943

한편, 이와 유사한 진 조형은 ‘디코이(dECOi)’가

디자인한 ‘히스테라 로테라(Hystera Protera)’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유동하는 가상의 비정형 표면에

8) 비정형 모듈을 통해 패턴을 구성하는 테셀 이션(Tessellation) 기

법 (출처: 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enrose_tiling)

9) 서로 다른 이미지 는 3차원 모델 사이의 진 변화 과정을 나

타내는 기법으로 ‘Metamorphosis’에서 유래되었다.(출처: 키피디

아 https://en.wikipedia.org/wiki/Morphing)

선들을 매핑(mapping)하여 얻어진 연속 형상들을 평면

상에 동시 으로 배치함으로써 진 패턴을 만들어 낸

다. 이러한 개념은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 ‘자기유사성’

을 가진 객체, 즉 상기하학 으로 동일한 요소들이 ‘상

호 계성’에 따라 연속 이고 개별 으로 분화되는 과정

과 유사한 원리로써 진 조형에 내포된 특성들이 복

합 으로 표 된 사례이다.

<그림 10> Julio le Parc, Séquence

de rotate, 1959

<그림 11> Séquence progressive

ambivalentes avec cercles, 1959

한편, 아르헨티나 출신 작가 ‘ 리오 르 (Julio le

Parc)’의 ‘옵 아트(Optical Art)’ 작업을 보면 이와는

다른 근의 ‘ 진 조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원근법

상의 착시나 색채의 장력(張力)과 같은 시각 요소를

활용하여 진 조형을 표 한 사례이다.

그는 ‘불안정(Instabilité)’, ‘회 순서(Séquence de

rotate)’과 같은 작품에서처럼 반복되는 기하학 형태의

크기 는 방향을 조정하거나, 연 술(Alchimie)’에서 볼

수 있듯 인 한 (dot)들 사이의 색채와 도만을 조정

함으로써 화면 안에 진 에 지를 부여하는 하나의 ’

장(Field)’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개별 평면 요소들은

입체 이고 진 인 이미지로 재구성되며, 이러한 착시

효과 역시 기하학 요소들 사이의 ‘상호 계성’으로 인

해 발 된다. 한, 이처럼 제한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결과물을 얻어내는 조형 방식은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

의 조형과 유사한 논리 특징을 보여 다.

2.3. 알고리즘으로서의 진성

<그림 9> dECOi, Hystera Proter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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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자연과 술에서의 진 조형 원리들은

에 들어와 컴퓨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으로서 재해석

되었고, 그를 통해 다양한 시뮬 이션 기법들이 제시되

고 있다. 로세싱(Processing)과 같은 자바 기반의 비주

얼 그래픽 스크립트를 포함하여, 비주얼 인터페이스를

통해 라이노 상에서 기하학 모델을 정의하는데 이용되

는 ‘그래스호퍼(Grasshopper)’ 등의 모델링 언어들 역시

이와 같은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

계의 수학 원리를 직,간 으로 구 하는 소 ‘생성

디자인(Generative design)’이 가능하게 되었다. 를

들어 ‘필로텍시스‘ 개념은 채 효율을 극 화하는 건물

외피의 구조 는 형태 시뮬 이션에 응용되며, ‘린덴마

이어 시스템‘은 ’재귀함수(Recursion Function)’를 통해 ’

자기유사성‘을 가진 기하학 구조를 모델링 하는 데에

이용된다. 한 ’테셀 이션‘ 기법은 유기 형태(organic

form)의 표면을 패 링(paneling) 하는데 활용된다.

한편, ‘패러매트릭 디자인’은 3차원 좌표계 안에서의

기하요소들을 직 으로 제어하는 기존의 모델링 방식

에서 더 나아가 소 트웨어 안에서의 ‘패러미터’를 통제

하는 방정식(Equation)을 구성함으로써 요소와 알고리즘

간의 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의도한 결과물을 얻어

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디자인 방식의 장 은 복잡하고

방 한 수치정보를 자동 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기존의

설계 방식으로는 구 이 불가능했던 비정형 이고 진

인 조형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시뮬 이션할 수 있다는

이다. 디자이 는 구체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

니라 발 의 원리가 되는 알고리즘을 작성함으로써 수많

은 결과값 하나를 직 으로 선택한다. 즉, 조형의

방식이 기존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Form Making)’

에서 ‘형태를 찾아내는 방식(Form Finding)’으로 환되

고 있는 것이다. 10) 한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의 진

변화는 체를 구성하는 컴포 트(component)들의 개

별 이고 진 인 분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로세스는

내/외부 변수(parameter)에 응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내재 속성이 외형 으로 발 되는 과정이며, 이

는 패러매트릭 디자인의 가장 핵심 인 개념이다. 이에

하여 ‘패트릭 슈마허(Patrik Schmacher)’는 ’패러매트

릭 디자인을 통해 만들어진 형상(Parametric Model)’이

선택된 결과값에 따라 결정된 형태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본질 정체성은 ‘가변 물체(Malleable object)’를

구성하는 ‘Topology( 상기하)’에 귀속된다고 말한다.11)

여기서 말하는 ‘ 상기하’는 패러매트릭 디자인의 에

서 보았을 때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좌표상에 재구성된

‘논리 구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과

10) Kostas Trezidis. op. cit., p.11

11) Patrik Schumacher, op. cit., p.9

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아닌, 그러한 형상을 발 시키는

내재 원리, 즉 알고리즘 속성을 통해 그러한 진성

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앞서 제시한 ‘자기유사성’, ‘상호 계

성’, ‘시간성’이라는 개념들은 진 조형의 발 과정에

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상들에 담긴 내재 논리인 동시

에 알고리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2> Patrik Schumacher, Zaha Hadid Architects, Paneling System

for Madrid Civil Courts of Justice, Madrid, Spain, 2007

3.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의 진성

‘패러매트릭 디자인’은 ‘패러미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을 수치 인 데이터로 치환하고, 그것을 구체 조

형으로써 드러내는 과정이다. 이는 마치 자연에서의

진성이 유 속성과 외부 변수에 따라 진 으로

분화하는 로세스를 따른다는 에서 그와 유사한 성격

을 가지며, 이는 진 조형의 재료가 되는 개별 분

화요소들 사이의 ‘자기유사성’, 그리고 그러한 구성요소

들과 알고리즘 사이의 논리 ‘상호 계성’, 나아가 진

분화의 방향과 속도에 따른 분화양상에서 나타나는

‘시간성’과 같은 진 조형의 내재 특성들 한 동일

한 원리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즉, 패러매트릭 디자인

근방식을 통해 발 되는 진 조형은 알고리즘의 구성

방식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의 결과물로서 나타나지

만, 그 논리의 개방식에 있어서 모두 동일한 시스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패러매트릭 디자

인 로세스상에서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일련의 상호

계구조가 존재하며, 이에 한 규명을 통해 진 조

형의 발 과정을 논리 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진 조형 로세스의 논리 구

조를 ‘끌개 시스템(Attractor System)’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끌개(Attractor)’, ‘장(Field)’, ‘분화(Differentiation)’

와 같은 개념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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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끌개 시스템(Attractor System)의 개념

<그림 13> 곡률에 따른 표면 패턴의 진 변화

‘끌개’는 진 조형을 발 시키는 인자(factor), 즉

원인 요소를 의미한다. 이는 분화의 상이 되는 물체

의 ‘표면 곡률(Curvature of Surface)’과 같이 형태 안에

내재된 진 속성을 ‘패러미터’로 활용함으로써 얻어지

거나,12) ‘ 는 의 집합(Point / Finite set of

points)’, ‘직선 는 곡선(Line / Curve)’, ‘면 는 다양

체(Surface / Manifold)’와 같은 기하학 요소들을 통해

인 으로 지정될 수 있다.13)

를 들어 <그림 14>에서와 같이 상기하 상에 ‘ ’

는 ‘선’과 같은 요소를 배치하고 ‘끌개’ 속성을 부여함

으로써 거리에 따라 개별 요소들의 크기가 진 으로

12) Arturo Tedeschi, AAD (Algorithms-Aided Design) -Parametric

Strategies Using Grasshopper®, 2014, p.178

13) Judyta Cichocka, Anastasia Globa, Attractors in Architecture,

2015, p.1

응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 ‘끌개’는

다양한 양상(aspect)의 진 분화를 발 시키는 ‘매개

요소’이자 진 정보를 내포한 패러미터이다. 이는 알

고리즘의 형태에 따라 지정된 범 안에서 구성요소들에

진 인 향을 미치는 분화의 기 이며, 그에 따라

진 패턴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분화의 상이 되는 요소들은 개별 으

로 배열되거나, 용의 상이 되는 물체의 표면 분할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이 게 얻어진 다 의 요소들은

알고리즘에 따라 동일한 ‘유 속성’을 부여받음으로써

주변 환경에 ‘맥락 (Contextual)’으로 응하고 상 인

변화값을 갖게 된다. 결국 ‘ 진 조형’은 그에 따른 결

과 인 형태이며, 이는 곧 구성요소 간에 상 비교가

가능한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진 인 분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패러매트릭 디자인에

서 각 구성요소 사이의 ‘자기유사성’은 진 조형 발

의 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방식은 앞

서 살펴본 필로텍시스, 테셀 이션, 린덴마이어 시스템

등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진성과 본질 으로 유사한 성

격을 지니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구성과 설계자가 의도

한 ‘끌개’의 이용 방식에 따라 개별요소들의 유 속성

과 더불어 그에 따른 분화의 세부 양상까지도 자유롭

게 구성할 수 있다는 에서 더욱 높은 ‘자유도(Degrees

of Freedom)’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장’은 한개 는 다수의 ‘끌개’로 인해 형성된

에 지의 얼개를 의미하며, 그래스호퍼에서 이것은 다양

한 수치값(numerical value)의 집합(aggregation), 는

조직(organization)으로서 나타난다.

한 ’장‘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 값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상 으로 부여되고, 각각의 요소들은 마다 부

여된 개별 수치값에 상응하여 조정된다. 이러한 개별

값들의 조직 배열형태는 진 조형의 체 형질을

규정하며, 이는 곧 ’장‘이 비가시 (非可視的)인 수치의

진 변화가 가시 (可視的)인 조형으로써 드러난 결

과이자, 패러미터가 지닌 속성 자체가 외부 으로 발

된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 안에서 ‘끌개’의 힘이 발 되는 에 지의

범 와 양상은 끌개 시스템 안에서 방정식을 구성하는

개별 수치의 조정을 통해 자유롭게 통제될 수 있다.

이러한 통제의 방식으로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방정식

상의 수치값을 직 으로 조정함으로써 다 의 값

(value)을 조정하는 ‘직 통제’와 그래 등의 시각 조

정 도구를 활용한 ‘간 통제’가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동일한 인터페이스 안에서 단독사용, 는 혼용

하는 방식 모두가 가능하다.

<그림 14> 기하요소의 활용에 따른 ‘끌개’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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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그래 매퍼(Graph mapper)’를 통한 ‘장’의 속성조

를 들어 <그림 15>에서와 같이 ‘그래 매퍼(Graph

mapper)’14)를 이용하여 그래 의 형태를 조 하고 그에

따라 분화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데, 즉, A와

같은 등속도 그래 를 B와 같은 형태로 조정함으로써

분화에 가속도를 부여하거나, C와 같이 그래 의 형태를

변형함으로써 분화의 증감 패턴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장 은 요소 간의 함수 계를 직

입력하는 신 시각 인 그래 로 치환하여 간 으로

표 함으로써 진 으로 분화하는 개별요소 사이의 수

학 계를 직 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에 있다.

한 ‘분화’는 ‘끌개’로 인해 형성된 ‘장’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의 구체 변화의 양상을 의미한다. 이는

진 분화의 상이 되는 각 구성요소에 부여된 유

반응 논리이자 ‘끌개’로부터 시작되는 진 분화의

구체 결과이다. 이러한 분화의 형식은 알고리즘상에

그 속성을 지정함으로써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최종 인 조형의 성격이 규정된다.

14) ‘그래스호퍼’가 제공하는 기능의 하나로 시각화 인터페이스를 통해

함수 그래 와 같은 시각 요소를 패러미터에 매핑 할 수 있다.

<그림 16> 반응 형식에 따른 ‘분화’의 양상

를 들어, <그림 16>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분화의

속성을 지닌 ‘컴포 트(Component)’15)를 배치하고 공통

의 그래 속성과 연결지음으로써 동일한 ‘장‘의 형태를

각기 다른 성격의 진 조형으로써 발 시킬 수 있다.

A의 경우 심에 형성된 ‘끌개’로부터의 상 거리에

따라 요소들의 ‘크기가 진 으로 조정(scaling)’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한편, B의 경우에는 요소들의 ‘ 치가

진 으로 이동(movement)’ 하면서 높이의 값이 연속

으로 변화하고, C의 경우 각각의 요소들이 ‘연속 으로

회 (rotation)’하면서 진 패턴을 만들어 낸다. 이때

각각의 분화 형식은 다르지만 각 요소에 부여된 상

수치값은 A, B, C가 모두 동일하다. 즉, 분화의 상이

되는 ‘요소’들의 속성만을 달리함으로써 동일한 패러미터

안에서 서로 다른 조형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분화의 형식은 단독 는 조합으로 사용될 수 있

으며, 그 응용방식에 따라 무한히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

을 도출할 수 있다.

15)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을 의미하며, 그 기계에서만 동작하도록 제작

된 것부터 범용의 기계요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출처: 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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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부 패러미터(External Parameter)의 응용

앞서 살펴보았듯 ‘끌개 시스템’은 진 분화의 원인

이 되는 패러미터와 논리 알고리즘, 그리고 상이 되

는 개별요소들 사이의 ‘상호 계성’에 의해 성립된다. 이

는 곧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의 ‘ 진 조형‘이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니라 패러미터 안에 내재된 속성들을

외부로 반 하는 논리 과정의 결과물임을 의미한다.

한편, 이와 같은 시스템 안에서 진 변화를 일으키

는 근원 정보인 ‘패러미터’는 기본 으로 수학 데이

터이며, 한 자연계의 모든 진 상들은 이와 같은

구체 수치로 치환될 수 있다. 이는 곧 그 안에 연속

이고 진 인 변화요소를 지닌 어떠한 정보라도 진

조형을 드러내는 재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에서 ‘끌개’로서의 패러미터는 좀 더 다양

한 의미로 확장되어 응용될 수 있는데, 를 들어 <그림

14>에서와 같이 이미지 안에서 나타나는 진 인 음

변화를 패러미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치에

상응하는 상 음 값은 곧 요소의 분화 값으로 치환

되며, 이는 곧 이미지의 음 이 ‘끌개’로 활용된 것이다.

<그림 17> 이미지 음 값의 패러미터 활용

한, 재 ‘패러매트릭 디자인’ 근방식에 있어서 ‘환

경 최 화(Environmental Optimization)’라는 개념은

하나의 요한 화두로써 제시되고 있다.16) 이와 같은

은 ‘패러매트릭 디자인’을 기존의 디자인 방식과 가장

크게 차별화시키는 부분이자 로세스 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 과정에서 외부 환경과의

맥락 계를 형성하고 결과물에 반 하기 한 ‘외부

패러미터’의 응용은 디자인 논리 개의 과정에 있어서

핵심 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 패러미터가 갖는 의미와 특성을 취사선택할

16) Patrik Schumacher, op. cit., p.10

수 있는 능력이 알고리즘 자체를 구성하는 능력 이상으

로 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8> GECO를 활용한 태양 의 외피반

이러한 ‘외부 패러미터’는 설계자의 의도와 디자인 방

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별될 수 있다. 를 들어 유토

(uto)가 개발한 ‘게코(GECO)’는 ‘그래스호퍼’를 ‘에코텍트

아날리시스(Ecotect® Analysis)’17)과 연동시키는 러그

-인(Plug-in)으로서 ‘태양 시스템(Solor System)’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표면을 구성하는 패턴이 ‘태

양경로곡선(Sun path curve)’에 응하여 진 으로 조

정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함으로써, 환경에 최 화된 ‘반

응형 외피(Responsive Skin)’를 시뮬 이션할 수 있다.18)

이와 같이 자연계의 데이터를 맥락 으로 활용하는 방

식은 패러미터 안에 내재된 진성을 조형 으로 드러내

는 동시에 구조와 외부환경 사이의 상호 계성을 형성함

으로써 설계의 논리를 강화시킨다.

3.3.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의 진 조형

‘끌개 시스템’과 그에 따른 ‘패러미터’의 다양한 응용방

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의

진 조형은 지정된 함수 계에 따른 개별 요소들 사

이의 상 분화양상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자기유사성’, ‘상호 계성’, ‘시간성’과 같

은 진 조형의 내재 속성들은 패러매트릭 디자인의

로세스 안에서 ‘알고리즘을 통한 유 속성의 공유

에 따른 상기하학 동일성’, ’끌개와 상요소 는

패러미터와 알고리즘 사이의 상호작용‘, ’ 진 조형의

발 과정상의 시간성‘으로 그 의미가 구체화 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진 조형의 내재 발 원리를 하

나의 고유한 시스템으로써 체계화할 수 있다.

17) ‘오토데스크(Autodesk®)’사가 개발한 로그램으로 설계자가 개념

설계의 기 단계에서부터 건물 성능을 시뮬 이션 할 수 있게 해

주는 환경 분석 도구로, 모델의 컨텍스트 내에서 직 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화형 디스 이와 결합된다 (출처: 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Autodesk_Ecotect_Analysis)

18) Arturo Tedeschi, op. cit., p.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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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연구

패러매트릭 디자인 근방식에 의한 진 조형은 실

내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범 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용의 상과 방식에 있어서 매우 넓은 스

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진 조형의

구체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로세스상의 특성을 시

스템 으로 분석해 으로써 앞서 제시한 ’끌개 시스템

‘의 논리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분석의 방식은 각 사례 안에서 발견되는 ’끌개 시스템

‘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끌개‘, ’장‘, ’분화‘의 기 으로 분

류하여 표로 정리한 뒤 그 특징에 하여 설명하는 것으

로 하고, 사례의 선정 범 는 앞서 언 한 내/외부 패

러미터의 활용방식이 비교 분명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각 사례 간의 정성 비교가 용이하도록 ’건축 외피‘의

카테고리 안에서 제한한다.

작품명 Madrid Civil Courts of Justice

작품정보

디자이 치 제작연도

Patrik Schumacher, Zaha Hadid

Architects
Madrid, Spain

2007-To be

constructed

이미지

끌개

시스템의

용방식

끌개 장의 범 분화 형식

외부환경 로그램

상태
건물 외피 체

표면 패 의 형태

타공 크기 조정

패러미터

의 구분
외부 패러미터

<표 1> ‘Madrid Civil Courts of Justice’에서의 진 조형 발 구조

‘패트릭 슈마허(Patrik Schumacher)’가 ’자하-하디드

건축사무소(Zaha Hadid Architects)’와 함께 설계한 ’마

드리드 민사법원(Madrid Civil Courts of Justice)‘의 외

피에서 발 된 진 조형을 보면 주변 요소와의 맥락

과 내부 공간의 로그램이 ’끌개‘로써 작용하고 진

조형 발 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로, 건물 등 외부 환경과의 계에 따라 외피의 형

태가 규정되고, 그 표면의 분할을 통해 분화의 상이

되는 패 들이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구성된 개

별 패 들은 공간의 구성과 그 로그램과 같은 내부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장‘의 형상을 반 하며, 이에 따

라 진 으로 ’분화‘한다. 즉, ’끌개‘에 의해 개별 형태

와 앙에 뚫린 구멍 크기가 진 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체 인 외피의 투명도가 진 으로 조정됨으로

써 결과 으로 외부 환경과의 맥락 계가 형성된다.

작품명 Messe Basel New Hall

작품정보
디자이 치 제작연도

Herzog & de Meuron Basel, Switzerland 2014

이미지

끌개

시스템의

용방식

끌개 장의 범 분화 형식

표면 곡률 변화 건물 외피 체
표면 주름의 크기

변화

패러미터

의 구분
내부 패러미터

<표 2> ‘Messe Basel New Hall’에서의 진 조형 발 구조

작품명 De Young Museum

작품정보

디자이 치 제작연도

Herzog & de Meuron
San Fransisco,

USA
2005

이미지

끌개

시스템의

용방식

끌개 장의 범 분화 형식

다 의 비정형 패턴 패턴의 매핑 범
타공 크기 돌출

정도 변화

패러미터

의 구분
외부 패러미터

<표 3> ‘De Young Museum’에서의 진 조형 발 구조

한편, ’허조그 앤 드-뮤론(Herzog & de Meuron)‘이

설계한 ’메세 바젤 뉴 홀(Messe Basel New Hall)‘의 외

피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진 조형을 보면 외피를 덮

고 있는 표면의 곡률 즉, 내재 패러미터가 ’끌개‘로 활

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의 곡률 변화에 따라 조성

된 에 지의 ’장‘은 건물의 외피 체에 걸쳐 개되며,

이에 따라 외피를 구성하는 패턴의 주름 크기가 진

으로 ’분화‘한다. 한, 표면상에 곡률이 없는 부분에서도

패턴이 끊김 없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알고리즘상에서 체 표면의 각 부분에 용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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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치의 최소 값을 ’0‘보다 크게 지정함으로써 외피

체에 걸쳐 패턴이 형성되도록 한 것이다.

그들의 다른 로젝트인 ’드 뮤지엄(De Young

Museum)‘에서는 진 패턴이 다 (multiple)의 이어

(layer)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2가지의

비정형 패턴이 복합 인 ’끌개‘로써 활용되었다는 의미이

다. 이러한 다 의 패러미터는 코퍼(cooper) 재질로 이루

어진 하나의 표면 에 동시 으로 매핑 됨으로써 2 의

’장‘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각각 타공의 크기, 는

싱(pressing)에 의한 입체 패턴의 돌출 정도가 진

으로 조정된다. 이와 같은 로세스를 통해 발 되는 다

의 진 패턴은 외피 상에 동시 으로 첩됨으로써

독특한 이미지와 질감을 만들어 낸다.

한편, ’이다스 건축사무소(Aedas Architects)‘에서 설계

한 아부다비 ’알 바흐 타워(Al Bahr Towers)’의 사드

(Facade) 구조에서는 환경에 응함으로써 발 되는

진 조형을 볼 수 있다. 두 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외

부를 둘러싼 멤 인(membrain) 구조의 각 셀(cell)은

마다 개별 으로 작동하는 키네틱(kinetic) 장치이며,

외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조 량 데이터의 부분 수치

값에 따라 모듈의 개방 상태를 자동으로 통제함으로써

내부의 조도를 진 으로 조정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패턴의 진 패턴은 곧 태양의 이동에 따라 실시간으

로 형성되는 ‘장’의 양상을 반 하며, 이를 통해 태양

의 분포 양상 안에 진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외부의 환경 데이터를 ‘끌개’ 즉,

패러미터로 활용한 것이며, 앞서 언 한 환경 최 화

의 구체 사례이다.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Real-time

Data)’의 활용은 패러매트릭 디자인만의 특장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응용한 ‘키네틱 구조는 그러한 시뮬

이션 로세스의 물리 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명 Tongxian Art Center

작품정보

디자이 치 제작연도

Nader Tehrani, dA Architects Beijing, China
2001

이미지

끌개

시스템의

용방식

끌개 장의 범 분화 형식

임의 지정 외벽면 상의 지정 범
조 의 치 각도

변화

패러미터

의 구분
외부 패러미터

<표 5> ‘Tongxian Art Center’에서의 진 조형 발 구조

한, ’나다르 테라니(Nader Tehrani, dA Architects)

‘가 디자인한 ’통지안 아트센터(Tongxian Art Center)’에

서는 기성 재료를 이용한 진 조형의 응용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반 인 조 조(組積造)19)의 표면에 임의의

‘끌개’를 배치하고 ‘장’을 형성함으로써, 그 에 진성

을 부여하는 로세스를 보여 다. 여기서 ‘분화’의 상

이 되는 벽돌(brick)들은 그 치와 각도가 진 으로

조정되면서 층 되고, 이에 따라 진 인 패턴이 형성

된다. 이와 동시에 외피의 투명성 한 진 으로 변화

함으로써 앞의 사례와 유사한 외부와의 맥락 계를

형성한다. 한, 이와 같은 소재에 한 해석과 응용방식

을 통해, 패러매트릭 디자인이 반드시 새로운 제작방식

을 제하는 것은 아니며, 기성의 제작방식 안에서의 부

분 응용만으로도 기존의 것과 다른 성격의 진

조형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진 조형이 사례들은 그 결과물 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러한 시스템 유사성이야말로 ’끌개 시스템‘을 통

해 설명되는 진성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스

템을 구성하는 ’끌개‘, ’장‘, ’분화‘의 개념들은 진 조

형의 논리 인과 계 성립을 한 ’ 제요소‘인 것이다.

5. 결론 제언

지 까지 자연, 술, 로그래 등 다양한 분야에 걸

쳐 나타나는 진성의 내재 특성들을 도출하고, 그와

19)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건축 구조

(출처: 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조 조)

작품명 Al Bahr Towers

작품정보
디자이 치 제작연도

Aedas Architects Abudibi, UAE 2012

이미지

끌개

시스템의

용방식

끌개 장의 범 분화 형식

태양 외부 사트 구조
모튤의 힘 정도

변화

패러미터

의 구분
외부 패러미터

<표 4> ‘Al Bahr Towers’에서의 진 조형 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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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성들이 패러매트릭 디자인 로세스 안에서 어떠

한 논리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그 구성요소 사이의 상

호 계성을 통해 알아 으로써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의

진 조형의 발 원리를 ’끌개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규명하 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시스템

틀 안에서 구체 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의 진 조형이 단순한 장식 요소를 넘어

디자인 결과물의 본질을 변하는 근본 개념으로써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패러매트릭 디자

인에서의 진 조형 과정이 단순히 자연계의 패러미터

를 알고리즘의 형태로 치환하는 수동 ’변환과정‘이 아

니라 새로운 조형 의미와 가치를 도출하는 능동 ’생

성과정‘임을 의미한다.

재와 같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환경에서는 새롭게 개

발되고 있는 모델링 소 트웨어의 종류만큼이나 그 근

방식에 있어서도 유래없는 다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

고, 그에 따라 디자이 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한

학습능력과 더불어 스스로가 다루고 있는 조형에 한

본질 인 이해와 통찰능력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이는 진 패러미터를 발견하고 응용하는 창의 해

석의 과정을 통해서만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의 진

조형이 비로소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재해석 능력은 각각의 조형요소 안에

내재된 논리 구조에 한 근본 이해와 그를 통해 얻

어지는 직 을 제로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패러매트

릭 디자인에서의 진성이 가진 조형 특징을 논리

구조의 에서 이해함으로써 패러매트릭 디자인의 방

법 근에 있어 패러미터를 해석하는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시하 으나, 그 한계 한 분명하다.

진 조형이라는 특성은 패러매트릭 디자인이 포

하는 수많은 조형 언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

안에서도 구체 방법론에 한 제시보다는 개념 해석

에 을 두었다는 에서 본 연구는 그 자체로 완결된

연구라기보다는 패러매트릭 디자인에서의 조형성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연구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련한 지속 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를 통해 패러미터를 해석하는 안목과 응용 능

력을 발 시키고, 나아가 패러매트릭 디자인을 통한 조

형에 새로운 차원의 맥락 깊이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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