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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에서 설명했듯이 면이 접히는 것은 Kangaroo의 hinge 컴포넌트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히는 선을 정의하는 두개의 점과 이에 접하는 두개의 접히

는 면위에 놓이는 또 다른 두개의 점을 정의해야 합니다(fig. 03/fig. 04). 

그림 2, 3, 4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패널의 내부에서는 항상 면이 위로 접히고(접힌 선분

이 아래로 향하고 – 붉은 점선), 패널과 패널사이는 항상 면이 아래로 접히게 됩니다(접힌 

선분이 위로 향하고 – 초록 실선). 

지난 회에서는 종이접기 시뮬레이션의 전체적인 Grasshopper definition의 전체적인 분석과 

이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Visual Basic의 내용(아래 그림의 초록색 부분)을 살

펴 보았습니다(fig.01).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호에는 지난회에서 마치지 못했던 Visual Basic 

scripting part의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회에서 다루었던 Visual Basic의 내용은 접혀서는 안되는 면 즉, 아래 그림(fig.02)의 

패턴 A에 해당하는 면들을 주어진 패턴문자를 통해 인식하고 Kangaroo가 이들을 강제적

으로 평평하게 유지하기 위해 해당 패널들의 대각선과 네 꼭지점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Kangaroo의 컴포넌트에 입력돼야 합니다. 부연하자면 Visual Basic을 통해 이

뤄지는 작업은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아닌 시뮬레이션을 위해 주어진 지오메

트리를 sorting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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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접히는 방향은 입력된 점의 순서에 따라 오른손 법칙에 의해 정의되므로 점이 hinge

컴포넌트에 입력되는 순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figure. 3에서 1번과 3번의 

점이 접히는 선으로 정의가 되고 resting angle이 2도로 정의되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 2번 

점이 0번 점에 다가가는 방향으로 면이 접히게 됩니다. 

이제 Visual Basic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접히는 방향에 따라 두개의 별도 hinge 

component를 사용하기 위한 두개의 point set을 정의합니다(fig. 05).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패널과 패널사이의 접힘과 패널 내부에서의 접힘의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착안하여 별도로 2가지의 point set을 정의하고 이를 추후 hinge 

component에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먼저 패널과 패널사이의 면의 접힘을 위한 point set을 추출하기 위해 현재의 패널

의 패턴과 이웃한 다음 패널의 패턴을 분석합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A패턴의 패널이 그

림상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C패턴을 가진 이웃한 패널과 만날때에는 C패널이 내부적으

로 접힐 것을 고려하여 0-1-2-3의 점을 추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fig. 06). 마찬가지

로 A패턴의 패널이 그림상에서 좌측에 위치한 B패턴을 가진 이웃한 패널과 만날때에는 

B패턴이 내부적으로 접힐 것을 고려하여 0-1-2-3의 점을 추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fig. 07). 

즉, 가로와 세로 방향을 모두 고려한 현재 패널의 패턴과 이웃하고 있는 패턴의 패널이 가

질 수 있는 모든 인접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각 상황별 추출해야 하는 점을 미리 지정해

야 합니다.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for ~ next및 if 문을 통하여 구현됐습니다(fig. 08/fig. 

09 – 지면상 모든 script를 capture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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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패널내의 접힘을 위해 패널내부의 점들을 추출해야 합니다. 즉 패널이 

접히는 방향에 따라 점의 순서도 달라지게 됩니다(fig. 10). 

 

이는 Visual Basic에서 for ~ next및 if 문을 사용하여 두가지 패턴에 대하여 그림 11과 같이 

정의 됩니다(fig. 11). 

다음 회에는 지금껏 추출해온 geometry에 대한 data set을 Kangaroo Physics를 통해 시

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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