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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트릭 디자인ⅩⅢ

이러한 알고리듬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Parametric DesignⅩⅢ

적인 알고리듬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를 통하여 DLA 시스템은 두 가지의 하부
첫번째는 유체상의 부유하는 입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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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이며 두번째는 입자들간의 거리
에 따라 입자들을 결합하는 과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fig.2) 두 가지의 과정은 상
호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자
가 특정 시간동안 특정 거리를 랜덤한 방
향으로 이동했다고할 때 이입자의 새로
운 위치가 기존에 생성된 입자의 집합으

Figure 1

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고 하면 이입자를 기존 입자의 집합에 포함시키고
움직임을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이입자가 기존의 생성된 입자의 집합에서 아직도
멀게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 이입자는 계속 유체상을 부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
시간이 지사 특정거리를 부유 후 또 다시 거리를 측정하여 입자의 집합에 포함시킬지 말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특정의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번 회를 시작으로 몇 회간은 Harvard GSD, Cornell, 및 UPenn 등의 학교에서 건축과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진행했던 ‘Parametric Design Workshop’의 내용들을 간략하
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호들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번호부터 다룰 내용들은 실험적이고 아카데믹하지만
특정의 자연현상이나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파라메트릭 모형을 생성하고 이를 건
축 및 도시 디자인의 알고리듬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2012년 가을학기 Harvard GSD의 ‘Digital Media and Material Practice’라는 수
업의 일환인 ‘Grasshopper Visual Basic Workshop’에서 다룬 ‘Diffusion Limited Aggregation
System’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A는 눈결정의 현미경 사진을 통해 가장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자연적인 패턴의 한가지입니다. 공기나 유체상을 자유롭게 부유하는 독립
적인 입자들이 특정 거리안으로 가까워졌을 때 서로의 인력에 의하여 결합되어 하나의 큰
입자를 생성하며 이러한 입자는 또 다른 부유입자를 연속적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나무가지
를 위에서 바라본 것과 같은 패턴을 생성하게 됩니다. (fig.1)

(fig.3)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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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이후 전체적인 알고리듬의 첫번째 부분은 유체상을 부유하는 자유로운 입자에 대한 정
의로 시작합니다. 브라운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움직임은 아주 거칠게 이야기해서
한점이 특정 시간 후 공간상에서 랜덤한 방향으로 특정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으로 단순화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의했던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의 효율 증대를 위해 입자들은 원
이나 구로 정의되는 경계안에서 씨앗이 있는 중심을 향해서 점차 나아가는(시뮬레이션만
을 위한) 특정의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자들은 경계가 되는 원이나 구상
의 한 점으로 출발하여 원이나 구의 접선벡터보다 작은 각도의 범위의 랜덤한 각도를 가
지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특정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일단 랜덤한 각도가
정해지게 되면 추후에 설정할 수 있는 가변적인 이동의 거리를 통해 입자의 위치를 이동
하게 됩니다. (fig.5)

Figure 3

가장 먼저 정의를 해야하는 부분은 입자의 집합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전체적인 밑그
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일단 입자들의 결합의 시작점을 제공할 수 있는 씨앗(Seed)이 필
요합니다. 또한, 부유하는 입자가 이 씨앗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씨앗에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과정을 걸러내기 위하여 분자의 운동 범위에 대해 제한을 걸
어야 했습니다. 결국 씨앗이 되는 한점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둘러싸는 특정의 거리를
정의하는 원이나 구를 통해 입자가 그 영역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fig.4)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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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듬의 두번째 부분은 이렇게 위치가 변하게 된 입자가 씨앗에 얼마만큼 가까워졌는

하나의 씨앗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일단 씨앗이 주변의 입

지를 측정합니다. 입자가 미리 설정된 (그러나 추후에 변경 가능한) 거리보다 작거나 같

자를 흡수하여 많은 수의점으로 구성된 군집된 씨앗의 입자가 되게되면 이러한 거리측정

은지를 따져서 1) 만약 작거나 같다면 그 시점의 위치를 고정하고 이를 씨앗의 일부로 설

의 과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즉, 초기 하나의 씨앗과 하나의 운동하는 입자가 있을 때에

정하고 다음번의 입자를 경계가 되는 원이나 구로부터 출발시키고, 2) 만일 거리가 크다

는 단순한 일대일의 거리 측정의 과정이 씨앗이 여러 개의 분자로 구성되는 단계에 이르

면 그 입자를 한번 더 랜덤의 각도와 거리를 통하여 이동시키고 거리를 다시 측정하게 됩

면서는 일대다의 거리 측정을 통해서 그 중 운동하는 점과 가장 가까운 씨앗까지의 거리

니다. 이러한 단순한 두 가지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주어진 경계로부터 씨앗을 향하는

를 헤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씨앗이 되는 입자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구성하고 운동하

입자들이 일정한 거리의 범위에 이르게되면 운동을 멈추고 점차 큰 입자의 집합을 만들

고 있는 입자와 씨앗입자 집합의 구성원들 하나하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작은 순서로

어 나가게 됩니다. (fig.6)

나열하고 이 중 가장 작은 거리를 알아낸 뒤 이를 미리 설정된 한계치와 비교를 하는 또
다른 알고리듬이 두번째 알고리듬의 하위 알고리듬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fig.7)

Figure 7

다음회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파라메트릭툴의 비쥬얼 베이직으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연재에 이야기한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s://woojsung.com/2012/10/14/grasshopper-vb-workshop-harvard-gsd-fall-2012/
Figure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