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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in green facades, the greening side of the wall is first recognized by people, leaving a visually lasting

impression. As facades play a crucial factor in forming street image, their design can be considered most

important. In modern days, 'patterns,' one of the popular elements of design, has developed into becoming a

method of expressing architects' emotions or images as well as ways of seeking satisfaction. As opposed to

recent overseas movement where patterned green facades have been widely utilized, the domestic trend still

remains in outdoor green facades without patterns. This study, focusing on overseas patterned green facades,

classifies the facade pattern's expressive methods into two greater parts, and four categories. Furthermore, among

the elements and properties from Biophilic pattern guidelines, we specifically focus on 'Repetition Pattern,' which

corresponds to 'Complexity & Order.' Biophilic design has the notion of pursuing an environment that aids modern

people's comfort and well being. Providing information on patterned green facades that have largely gained

popularity, this study also presents its aesthetic directions that may be applicable domesticall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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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벽면녹화에 있어 벽면(Facade)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

저 인식되는 가로 구성요소로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는 가로이미지 형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
1)
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중요하고 볼 수 있다. 그 중 패턴은

디자인 요소 중 하나로서 단순한 외관을 보완하는 방법

이다.
2)
산업혁명 이후의 패턴은 점차 대량생산에 알맞은

방식을 연출하는 요소로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기술의 발달과 생활의 윤택함으로 인해 패턴은

자신의 감성이나 이미지를 표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

고 있다.
3)
이러한 패턴의 개념변화와 함께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원시 회귀현상이 강하게 부상하였고 자연을

기반으로 한 패턴이 과학과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해 마

음의 안정을 찾아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4)
자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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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안정을 위한 하나의 소재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Wilson(1984)은1)자연과 공생하는 환경을 추구하는2)바

이오필릭 디자인(Biophilic design)이론을 제안하였다.3)4)

바이오필릭 이론은 자연과 인간을 깊은 관계로 이어준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5) 바이오필릭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은 현대사회에 사람들의 건강과 쾌적성, 웰

빙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추구한다.6) 이러한 점에서 바

이오필릭 디자인의 개념을 건축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중

1) 이범재, 가로변 건축물이 가로환경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Vol.97(5) 1993, pp.3-13

2) Karen M'closkey, Synthetic patterns: Fabricating landscapes in

the age of green,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Vol.8(1),

2013

3) 정하임, 선과 반복구성을 활용한 장신구 조형성 연구, 서울과학기

술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13

4) 정지숙, 자연이미지 패턴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석

사논문, 1997

5) Catherine O. Ryan, william D. Browning, Joseph O. Clancy, Scott

L. Anderews, and Namita B. Kallianpukar, Biophilic design

patterns - Emarging nature-based parameters for health and

well-being ing the environment, Archnet-IJAR, Vol.8(2), 2014

6) Stephen R. Keelert, Elizabath F. Calabrese, The practice of

biophilic design, articl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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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건축에서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개념을 받아들일

곳은 많으나 건축의 벽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인지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에 비해 바이오필릭 디

자인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항목 중 ‘친환경적 요소’에 해당하

는 ‘벽면녹화’(Facade greening)를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기로 한다.

국외에서는 패턴형태의 벽면녹화가 많이 디자인 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단순한 전체 벽면녹화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최

근 벽면녹화와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내용에는

건물의 단열성능을 고려한 파사드 단면계획, 벽면녹화의

시공방법, 벽면녹화에서의 식재 등의 분야가 있다. 그러

나 벽면녹화 패턴을 디자인하는 방법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크게 미흡하다.

벽면녹화에서의 디자인 패턴은 벽면녹화의 미학적 특

성 뿐만 아니라 벽면녹화의 시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성

이 있는 벽면녹화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분야이다.

또 벽면녹화는 건물의 파사드로서 디자인 측면에서의 그

비중이 크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벽면녹화에서의 파사드와 녹화 자체에 따른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현대인-자연의 관계를 고려한 바

이오필릭 관점에서의 디자인요소를 분석한다. 셋째, 녹화

패턴유형 및 디자인 요소에 따른 벽면녹화의 사례를 통

해 디자인원리를 분석한다. 넷째, 벽면녹화의 디자인 방

향성을 제안하고 논의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바이오필릭 이론을 바탕으로 벽면녹화의 디

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벽면녹화의 유형과 바

이오필릭 속성 및 요소의 세분화를 통해 패턴분석 요소

를 도출하여 녹화디자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4 patterns of Biophilic Design’에서 제시한 바

이오필릭 패턴 가이드라인 속성 및 요소 - ‘복잡함과 질

서’(Complexity & Order)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

에 해당하는 ‘반복패턴’(Repetition pattern)에 초점을 맞

춰 분석요소를 도출한다. 자연의 섭리를 기반으로 하는

반복패턴은7) ‘단순반복(Simple repetition)패턴’과 ‘교차반

복(Alternating repetition)패턴’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사

례분석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반복패턴은 자연은 복잡함

(Complexity)의 구조를 통해 감성적 풍부함(Sensory

richness)를 제공한다.8) 또 끊임없이 변화를 진행함과 동

7) Alexander, Christopher. The nature of order: the process of

creating life. Taylor & Francis, 1980

8) S.Cannon-Brookes, K P Mansfield, The built revelation of

change-innnocative facade design in Japan, proQuest LLC, 2013

시에 복잡하면서도 정돈된 질서를 내재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창조활동에 무한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9)

 

디자인원리
(Biophilic Design)

단순반복패턴
(Simple repetition 

pattern)복잡함과 질서
(Complexity & 

Order)
반복패턴

(Repetition pattern) 교차반복패턴
(Alternating repetition 

pattern)

<그림 1> 바이오필릭 디자인에 기반한 패턴 원리

둘째, 국외 벽면녹화 34곳의 사례를 조사한 후 벽면녹

화에 나타난 녹화의 표현방법의 유형을 도출한다. 분석

대상의 범위는 전체벽면녹화를 제외한 디자인 벽면녹화

로 한정하였다. 이는 녹화의 패턴디자인 뿐만 아니라 녹

화의 표현방법유형에 따라 패턴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셋째, 반복패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녹화 표현방법

의 유형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사례 기준을 선정하고 분

석 매트릭스를 작성한다. 넷째, 앞에서 다루었던 유형분

석 사례 중 최근 2000년 이후에 건축된 벽면녹화 8곳을

최종 선정하여 반복패턴 및 녹화 표현방법 유형에 따른

사례분석을 진행한다. 또 사례분석의 결과치를 종합하여

비교하고 반복패턴요소 별 상관관계를 분석, 파악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벽면녹화

(1) 벽면녹화의 개념

한국에서 일컫어지는 ‘벽면녹화’, ‘수직녹화’, ‘입면녹화’

는 모두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국외에서

'Green Facade', 'Green wall', 'Living wall'등의 단어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Green Facade’와 ‘Green Wall’ 의

경우 미묘한 차이가 있다. ‘벽면녹화’ 개념의 이해를 돕

기 위해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개념 정의 출처

Green Facade

식생블럭이나 넝쿨종류의 식물을 적용하여 식물

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건물입면
위키피디아

건물의 외벽에서 구조물을 통해 스스로 자생하

며 자랄 수 있는 수직정원

David Tilley

(2014)

Green wall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토양이 식물로 덮

혀 있는 벽. 대부분 물공급 시스템을 갖춤.
위키피디아

벽체에 흙을 적용하여 식물 스스로 뿌리내려 자

생할 수 있게 한 벽체

David Tilley

(2014)

Living wall

Green wall과 같은 개념 위키피디아

모듈러 시스템에 의해 자랄 수 있는 식생블럭이

나 구조체에 설치된 식물을 설치한 벽체

M.kohler

(2008)

<표 1> 벽면녹화의 개념

9) 강화영, 자연형상을 이용한 반복패턴 연구 -William Morris의 작품

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Vol.16 2007,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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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1998)에 따르면 벽면녹화는 건축물의 벽면을

녹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벽면, 각종

울타리,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입면에 대하여 식물을 도입하여 녹

음으로 피복하는 것이다.10) 또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6

호 ‘조경기준’에서는 벽면녹화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

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 facade,

Green wall, Living wall의 의미를 모두 반영한 ‘벽면녹화’

의 개념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벽면녹화의 필요성은 근대화 이후부터 대두되었다. 벽

면녹화는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오염, 자연 파괴로 초래

된 도시환경의 문제점과11)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따른

지가상승과 대지부족 등의 문제점12)을 해결하기 위한 개

념으로 생겨났으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파사드에

부착, 설치된 형태인 벽면녹화는 입면경관의 디자인 요

소에 해당하며 경관의 시각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3) 이와 같은 자연요소를 포함한 구조물에

서의 바이오필릭 미학은 도시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므로 도시환경, 도시사람들의

쾌적성을 위해 그 디자인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14)

(2) 국내외 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넝쿨류 식물이 스스로 벽을 타고 올

라가도록 고안된 녹화(Green facade)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19세기에 유럽, 미국에서는 넝쿨류의

벽면녹화를 설치했다. 또한 1980년대 유럽에서는 녹지

공간 조성이 부족한 도시환경 속에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스템적 기능이 추

가된 벽면녹화(Living wall)를 설치하였다.15) 최근에는

몇몇 건축가들은 자신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벽면녹화

에 표현하기도 하여16) 단순한 시스템적, 기능적, 환경적

벽면녹화를 넘어선 도시환경과 어우러진 심미적측면의

패턴디자인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림 2>는 국내에 설치된 벽면녹화의 사례이다. 국

내 사례 3곳 모두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형태의 벽면

10) 박화수, 서울시내 건축물의 벽면녹화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

여대 석사논문, 2003

11) 유승현 외 1명, 현대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된 벽면녹화에 관한 연

구-랜드마크 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

집 Vol.33(2) 2013, pp.123-124

12) 박화수, op. cit., 2003

13) 양은경 외 2명, 아파드 단지 계획에 있어서 벽면녹화의 적용 타당

성 분석,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2010

14) David Tilley, Green Facades: Ecologically Designed Vertical

Vegetation Helps Create a Cleaner Environment, publications

of the University of Maryland Extension and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2014

15) Manfred kohler, Green facade-a view back and some visions,

Urban Ecosyst, 2008, p.425

16) Ibid., p.427

녹화로 디자인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a) Y대학교 b) A뮤지엄 c) N화장품매장

<그림 2> 국내 벽면녹화 사례

닉 로빈슨(Nick Robinson)의 저서 ‘Planting Design

Handbook'(2004)에서는 식물조성디자인(Planting design)

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람들의 환경을 기능적으로 쾌적하게 해주고

둘째, 단순히 회색도시(Gray city)였던 이전과는 달리 녹

색도시(Green city)에의 변화를 통해 사람과 도시환경의

관계를 재구축,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며 셋째, 하나의

미적즐거움을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디

자인 된 벽면녹화는 미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뿐 아

니라, 살아있는 식물을 통해 항상 변화하는 장식적요소

를 가지고 있어17) 쉽게 지겨워하는 경향이 있는 현대 사

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쾌적한 도시환

경을 추구하고자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벽면녹화에서의

패턴은 주변 환경과 사람 모두를 고려한 환경디자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일환으로서 벽

면녹화와 같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과 표

현대상에 내재되어있는 본질이나 의미를 상징하는 기하

학적 형태분석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단순하고 명쾌

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18)

2.2. 바이오필릭 디자인과 디자인 패턴

영국의 비평가인 러스킨은 “자연 형태에서 기인하지

않은 디자인은 결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

였다.19) 이는 오늘날의 바이오필릭(Biophilic) 개념과 의

미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바이오필릭은 바이오필리

아(Biophilia)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생명이라는 뜻의

‘bio'와 좋아함 또는 호성이라는 뜻의 'phlia'의 합성어이

다.20) 바이오필릭의 어원이 되는 바이오필리아의 개념은

사회 심리학자 에릭 포롬(Eric Fromm)의 저서 The

heart of man(1964)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고, 생태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의 저서 Biophilia(1984)에

서 바이오필릭의 개념이 대중화되었다.21) 바이오필릭 디

17) Jialin Tong, Living wall - Jngle the concrete, Design Media

Publishing Limited, 2014

18) 김희원, 자연의 패턴화를 통한 도자벽 장식 연구: 기하학적형태를

이용하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14

19) 이건호, 디자인통론, 유림문화사, 1986

20) Edward Osborne Wilson, Biophilia, Harvard Collegr, United

States of America. 1984

21) Terrapin Bright Green LLC, 14patterns of Biophilic Des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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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집중력과 창조성을 강

화시켜주며 최근 이슈가 되는 힐링, 웰빙의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다.

‘14 patterns of Biophilic Design’(2014)에서는 웰빙과

건강한 삶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원리로서 14가지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론가, 과학

관련 연구자, 의학 디자이너들과 10년 동안의 협동을 통

해 개발된 것이며, 도시환경 속에서의 만족도를 증가시

키기 위한 자연적 디자인 요소를 정의, 분류하였다. 또

디자인 원리에 따른 생체학적 반응을 통해 디자인과 건

강, 치유 간의 생물학적 관계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디자

인원리를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표 2>

이다.

바이오필릭 디자인 원리

공간 속에서의

자연(Nature in

the space)

자연과의 시각적 연결 (Visual connection with Nature)

자연과의 비 시각적 연결

(Non-Visual connection with Nature)

리드미컬하지 않은 감각적 자극

(Non-rhythmic sensory stimuli)

열과 기류의 변동 (Thermal&Airflow Variability)

물의 존재 (Presence of water)

(Dynamic&Diffuse light)

자연적 시스템과의 연결

(Connection with natural systems)

자연 아날로그

( N a t u r a l

analogues)

생물형상적 형태와 패턴 (Biomorphic forms&&Patterns)

자연과 재질의 연결 (Material connection with nature)

복잡함과 질서 (Complexity&Order)

자연 속의

공간(Nature of

the space)

전망 (prospec)

은신 (refuge)

신비 (Mystery)

위험과 위기 (Risk/Peril)

<표 2> 바이오필릭디자인의 14가지 디자인원리 가이드라인 구분

(1) 복잡함과 질서(Complexity & Order)의 미학

‘복잡함과 질서’는 Natural Analogues(자연적아날로그)

의 하위항목에 속해 있는 요소로 자연의 패턴 속에서 발

견할 수 있다. ‘복잡함과 질서’는 사람의 지각능력과 관

계한다. 사람은 패턴을 자연의 형태로 해석하려는 경향

이 있으며 그러한 결과로 단순 무작위적인 패턴이 아닌

‘질서 있는 복잡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22) 또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 된 결과로 ‘복잡함과 질서’는 신체적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으며 감성적 분위기 때문에 많

은 사람들이 선호한다.23)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매력적

인 경험을 또한 제공할 수 있다.24) 그러므로 단조로움과

압도성이 공존하는 흥미로운 균형(Balance)을 통해 ‘복잡

함과 질서’가 잘 형성된 공간을 구성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원리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복합적 효과가 존재하는 ‘복잡함과 질서’를 구

Improving health & Well-being in the built environment, 2014

22) Nikos A. Salingaros, Why monotonous repetition is unsatisfying,

The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2011

23) Salingaros,2012: Joye,2007: taylor, 2006: S. Kaplan, 1988

24) Terrapin Bright Green LLC, op. cit., 2014

현하기위해 본 연구는 건축과 자연의 패턴 사이의 연관

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25)을 활용하여 벽면녹화

에 나타난 다양한 패턴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반복패턴 (Repetition pattern)

패턴의 기본 정의는 형태, 견본, 모형, 모양, 도안, 무

늬 등의 디자인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정돈된 배열이

다.26) 이렇게 디자인된 패턴은 무늬가 끊이지 않고 유연

하게 반복, 연속되는데서 비롯되는 시각적 쾌감에 그 본

질이 있다.27) 따라서 건축에서도 이를 파악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자연의 패턴 중 하나인 반복패턴

은 일반적으로 ‘단순반복패턴’과 ‘교차반복패턴’으로 분류

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두 자연의 패턴에서 발생하는 패

턴유형이나 대부분의 자연패턴의 경우 교차반복 패턴이

많다.28) 이러한 반복패턴의 원리는 바이오필릭 측면에서

의 벽면녹화의 패턴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이다.

‘단순반복 패턴’은 대칭구조의 반복에 의한 변화로 하

나의 요소가 단순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이

패턴은 공간에 리듬감을 부여하지 않고 통일성이 강하고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사람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안

정감을 주는 반면29) 과도한 단순 반복은 지루함을 일으

키기도 한다.30) Rodemann(1999)은 단순반복의 배열 유

형을 1) 사각형 반복(Square repeat), 2) 이등분 반복

(Half-drop repeat), 3) 벽돌반복(Brick repeat), 4) 육각

형반복(Hexagon repeat), 5) 곡선 반복(Ogee repeat), 6)

랜덤 매치(Ramdom match), 7) 스케일 반복(Scale repeat),

8) 삼각형 반복(Triangle repeat), 9) 다이아몬드형 반복

(Diamond repeat)과 같이 9가지로 분류하였다. 가장 기

본적인 그리드(Grid) 형태인 사각형 반복유형을 규칙적,

불규칙적 변화를 통해 여러 배열을 만드는 특징이 있다.

 
<그림 3> 단순반복패턴 배열유형 9가지

25) Joye, Y, Architectural lessons from environmental psychology:

The case of biophilic architectur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11(4) 2007, pp.305-328

26) 강화영, op. cit., pp.31-40

27) 김현정, 시메트리를 이용한 패턴디자인 교육연구 -실업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28) Alexander, Christopher. op. cit., 1980

29) 권미정, 패턴 디자인에 있어서 반복원리의 적용방법 연구,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논문, 2011

30) Nikos A. Salingaros, op. ci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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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센터와 대조                b) 리듬     

사링가로스(Salingaros)의 논문 ‘Why monotonous

repetition is unsatisfying’(2011)에서는 단순반복 패턴의

구성방법에 관한 1) 수직반복, 2) 수평반복, 3) 동일반복

패턴을 설명하고있다. 또 우시우스 웡(Wucius Woung)

의 ‘평면 디자인 이론’을 근거로 하여 유지상(2006)은 1.

반복구성, 2. 유사구성, 3. 집중구성으로 패턴의 구성방법

을 설명하였다.31) 그 중 1. 반복구성은 ‘단순반복패턴’에

의거할 수 있다. 반복구성은 1) 이방연속과 2) 사방연속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방연속’이란 수직이나 수평으로

주어진 각도에 따라 열(Row)을 만들어 표현하는 방법이

다. ‘사방연속’은 단위의 형태를 사방으로 전개하여 무한

한 연속을 만드는 방법으로 패턴 디자인에서 가장 기본

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링가로스(Salingaros)

와 우시우스 웡(Wucius Woung)의 이론에 따르면 단순

반복패턴은 이방연속반복과 수평·수직(사방) 반복, 동일

반복에 의해 생성된다.

a) 이방연속패턴                b) 사방연속패턴
<그림 4> 우시우스 웡 이론의 단순반복패턴 특징

‘교차반복 패턴’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요소가 단

순한 반복이 아닌 각 센터를 중심으로 서로 생겨나는 구

조에 맞춰 생성되는 패턴이다.32) 자연적 구조에서 발생

하는 복잡성과 변화 패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연 속

에서 발생하는 교차반복패턴은 물결과 구름, 나뭇결과

같이 미묘하게 서로 다른 형태의 반복을 계속함으로써

리듬을 만든다.

단순반복 패턴과 가장 큰 차이점은 패턴이자 동시에

‘리듬’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정하고 단순한

패턴이기 보다 대조, 대칭되는 형태가 많고, 단순반복 패

턴을 기반으로 규칙적, 불규칙적으로 변형한다. 단순반복

패턴을 기반으로 변형된다는 특징과 리듬적요소가 발생

한다는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앞서 언급한 유지상

(2006)의 패턴구성방법 연구 중 유사구성, 집중구성에 해

당하는 부분이다. ‘유사구성’은 단위형태의 크기나 형상,

색채 등에 변화를 주었을 때 그 구성이 완전한 반복이

아닌 유사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집중구성’은 일정

한 면적위에 단위의 형태들을 모이게 하는 구성방법으로

흥미로운 움직임을 만든다.

  

31) 유지상, 패턴디자인의 소비자 감성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광고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07

32) Alexander, Christopher. op. cit., 1980

c) 유사구성               d) 집중구성
<그림 5> 교차반복패턴 특징

리듬적 대칭에 대한 패턴은 Horne(2000)이 설명한 ‘시

메트리’(Symmetry)의 개념으로 설명가능하다. 시메트리

란 대칭을 뜻하며, 좌우로 동일한 형이 마주보게 위치한

형태로 서로 같은 거리로 유지되는 질서에 의해 배치상

의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33) 시메트리의 원리는 인류문

화의 이전부터 자연 속에 무수한 예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일정한 반복디자인의 속성과 관계를 비교

할 때 사용된다.34) 시메트리는 시각적으로 풍부함을 제

공하고 심리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위한 ‘복잡함

과 질서’ 원리의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35) 저서

‘Geometric symmetry in patterns and tilings’에서는 a.

고정된 한 점을 기준으로 360도 내의 각으로 회전시키는

회전대칭(Rotational symmetry), b. 대상물의 길이만큼

이동하는 변형대칭(Translational symmetry), c. 축을 기준

으로 거울효과를 내는 반사대칭(reflectional symmetry),

d. 축 G를 중심으로 반전대칭 시키는 전이반사대칭

(G lide-reflectional symmetry), e. 동일대칭(Identity

symmetry), f. 전도대칭(Inverse symmetry)과 같은 시메트

리의 작용(Symmetry Operration)을 설명하고 있다. 반복패

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 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벽면녹화의 구성원리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그림 6> 시메트리 작용 (Symmetry Operation)

상위에서 설명한 디자인 패턴은 본 논문에서 진행할

사례분석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이론적 내용으로

고찰한 것이다. 반복패턴의 개념 및 요소는 사례분석기

준으로서 4장 2절에 반영되어있다.

33) 김현정, op. cit., 2005

34) Clare E. Horne, Geometric symmetry in patterns and tilings,

Association with the Textile Institute, 2000

35) Terrapin Bright Green LLC, op. ci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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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저자 벽면녹화 유형구분 연도

현대 고층 건축 입면녹화의

형태분류에 관한 연구

유승현

외 1명

입면의 표현특성 - 매스(전면,

매스분절), 장식(부분강조,

패턴)

2015

도시건축물의 수직녹화

디자인 유형

홍팅팅

외 1명

기본형(자유형, 부조기구형),

모듈형(용기형, 벽걸이형)
2014

실내벽면녹화 효과 및 시각적

이미지 분석 -서울 시청을

중심으로

청서나 시스템기술 2013

벽면녹화의 기술변화와

디자인특성에 관한 연구
장희문 시공기술, 색채, 식물종류, 조형 2013

조경과 건축의 최신경향에

관한 연구
신경선

설치형태, 토양, 수환경,

식재구성
2012

벽면녹화에 대한 연구 및

사례조사,
박영환

설치공간, 식물종류 및 특성,

피복양식
2011

실내 벽면녹화 디자인 특성

연구 -감성이미지 언어에

따른 선호도를 중심으로-

이지현

외 1명
벽면형태 2011

<표 3> 선행연구 별 벽면녹화 유형구분 요소

3. 벽면녹화 디자인 유형 분류

3.1. 선행연구고찰

벽면녹화에 나타난 디자인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패

턴이 나타난 녹화디자인의 유형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2D에서 끝나는 형태가 아닌 건축물에 적용되는

구조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벽면녹화의 ‘디자인 유형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현재 2015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의 벽면녹화 관련 연

구는 약 370건36)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한 벽면녹화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유형분석 또한 디자인 측면보다 시

스템이나 구조를 바탕으로 진행된 유형분석이 다수 존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패턴을 분석하기위한 본

연구에 적합한 새로운 유형분석을 진행하여 종류 및 유

형을 분류하고자한다. 시스템과 구조, 설치형태, 식물종

류 등에 따른 유형분류가 아닌 녹화의 디자인패턴에 따

른 유형분류 결과를 도출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절과

같다.

3.2. 녹화 디자인 유형 분석

벽면녹화의 녹화자체의 표현방법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전체 벽면녹화’를 제외한 국외의 ‘디자인 벽면녹화’

총 34곳을 조사하였다. 총 34곳의 실제 이미지 사진을

통해 벽면녹화 별 특성을 파악하여 분류하였으며 국외의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패턴표현방법은 크게 네 가지

로 분류되었다.

36) 본 결과는 네이버전문정보사이트(academic.naver.com)에서 이루어

졌으며, 현 2015년도 12월 17일을 기준으로 99,921,881건의 학술자

료를 파악하고 있다. ‘벽면녹화’를 키워드로 367건의 논문이 검색

되었다.

첫 째, 식물의 종류와 가지 수에 차이를 둔 식물을 이

용한 패턴표현방법(그림7-a)과 둘 째, 식물과 알루미늄,

돌, 나무 등 그 외의 다른 자재를 사용한 패턴표현방법

(그림7-b), 셋 째, 파사드 자체에 식물을 부분적으로 사

용한 패턴표현방법(그림7-c), 넷 째, 녹화자체에 입체성

을 활용한 패턴표현방법(그림7-d)이 그 예이다. <그림

7>37)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예시이다. 본 논문에서

는 패턴표현방법에 따라 유형 a, b, c, d로 분류 및 정리

하였으며 그에 대한 해석은 <표 4>와 같다.

a) 유형a b) 유형b c) 유형c d) 유형d

<그림 7> 녹화의 패턴표현방법 유형 별 사례
 

패턴표현방법 유형

a 식물이용 패턴표현
식물의 종류와 가지 수에 차이를 두어 식물 자체로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

b
식물과 그 외 자재 혼

용 패턴표현

식물과 알루미늄, 돌, 나무 등의 자재를 함께 사용

하여 패턴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방법

c
녹화 부분적 사용 패턴

표현

파사드나 벽체의 일부분만을 녹화하여 하나의 패턴

을 형성하는 방법

d
녹화 입체성 적용 패턴

표현

녹화부분 자체에 입체성을 활용하여 패턴을 표현하

는 방법

<표 4> 벽면녹화의 패턴표현방법의 유형

하위의 결과치 <그림 8>은 사례 34곳의 패턴표현방법

이 중복되는 경우 또한 포함한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그림 8>에서 보는 것처럼 ‘식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

여 패턴을 표현하려는 방법’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식

물과 그 외 자재 혼용패턴 표현-24%, 식물이용 패턴표

현-22%, 녹화 입체성 적용 패턴표현-12%로 파악되었다.

<그림 8> 녹화 패턴표현방법 유형별 사례 수

‘식물 이용 패턴표현 방법’은 여러 종의 식물을 사용하

여 화려하고 단조롭지 않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반면

37) 유형a) Green wall, Universidad del Claustro de Sor Juana,

Mexico City / 유형b) Green cast, Kuma Kenko & Associates,

Japan / 유형c) Modular vertical garden, Emilio Llobat of

Maqla Architects, Spain / 유형d) JinGuaShi Historic Gold Mine

Moss Covered Retaining Wall,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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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녹화패턴 녹화 표현 특성 개요

(실제사진) (패턴이미지)
복합

녹화표현

단일

녹화

표현

단순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교차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반복배열

유형

패턴구성 요소 패턴구성요소

이방

반복

수직

반복

수평

반복

동일

반복

규칙

변형

불규칙

변형

유사

구성

집중

구성

Symmetry

operation

(에시) (예시)

<표 6> 사례분석 매트릭스

녹화에 적용될 다양한 식물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며

각 식물에 대한 식생환경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물과 그 외 자재 혼용 패턴표현 방법’과 ‘녹화 부분

적 사용 패턴표현’은 다른 자재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

와 입체적인 녹화를 위한 시공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

요하다.

‘녹화 부분적 사용 패턴표현‘의 경우 파사드 전면이 아

닌 부분적으로 녹화를 설치함으로서 비용, 경제적 측면

에서의 절약이 가능하며 그와 더불어 환경적 효과도 가

져올 수 있다. 이는 다른 방법보다 손쉽게 기존의 파사

드에 부분녹화를 설치할 수 있으며 디자인 측면이 가미

된 녹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전면녹화가 아닌 녹화의

패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의 네 가지 유형을 중복 사

용되거나 단일 유형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되어 표현된 유형을 ‘복합 녹화패턴

표현방법’,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을 사

용한 유형을 ‘단일 녹화패턴표현방법’으로 명명하여 녹화

패턴표현방법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결과를 정리한 도

표는 <그림 9>과 같다.

단일 녹화패턴표현방법복합 녹화패턴표현방법

녹화 패턴표현방법 유형

<그림 9> 녹화 패턴표현방법 종류 및 유형

4. 사례분석

4.1. 사례분석 범위

사례분석의 범위는 최근 2000년 이후 건축된 국외 벽

면녹화 중 전체녹화를 제외한 패턴이 적용된 벽면녹화로

제한하였다. 또 제3장, 2절의 유형분류 사례 34곳 중 ‘단

일 녹화 패턴표현방법’ 4곳과 ‘복합 녹화 패턴표현방법’

4곳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특히 ‘복합 녹화 패턴표현방

법’의 경우, 가장 많은 패턴표현방법을 차지한 ‘녹화 부

분적 사용 표현방법’ 유형이 포함된 사례만을 다루었다.

<표 5>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분석 목록이다.

타입 건물명 건축가 및 시공 위치 년도

A Vertical living gallery Shma Company Bangkok 2011

B One central park Jean Nouvel
Sydney,

Australia
2013

C San Telmo Museum
Nieto Sobejano

Architects
Spain 2008

D Green cast
KumaKengo &

Associates
Japan 2011

E Edgware road tube station Biotecture Ltd UK 2011

F Low-Tech Vertical Garden
Architects

Urbanarbolismo
Ibiza, Spain 2011

G Tree house NTU Singapore 2013

H Moss Covered Retaining Wall -
Jinguash,

Taiwan
2009

<표 5> 사례분석 목록

4.2. 분석기준

본 연구는 벽면녹화에서 나타난 패턴디자인을 녹화 패

턴표현방법 및 반복패턴 요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미지 분석을 위해 각 사례의 실제사진과 정면에서의

패턴이미지를 제시한다. 패턴의 반복성을 분석하기위해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의 반복패턴에 대한 내용을 중심

으로 사례분석 기준을 도출하였다. 단순반복의 사례분석

기준으로 배열유형 9가지와 구성방법 4가지-단순패턴구

성(이방연속반복), 수직반복, 수평반복, 동일반복을 적용

하였다. 또 교차반복의 사례분석 기준으로 단순반복패턴

의 기반으로 나타나는 교차반복의 규칙적, 불규칙적 변

형 여부와 유사구성, 집중구성, 시메트리 요소를 분석기

준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 벽면녹화의 디자인유형 분류’

를 통해 도출한 녹화의 유형을 표기하여 각 사례에 해당

하는 녹화 패턴 표현방법을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다.

4.3. 사례분석

4절 2항의 분석기준을 토대로 각 사례별 벽면녹화 패

턴 이미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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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A - Vertical living gallery

녹화패턴 녹화 표현 특성 개요

식물 부분적 사용 패턴표현방법

식물과 그 외자재혼용 표현방법 방콕에 위치한 쇼룸으로 자연적 재료의 파사드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벽면녹화가 설치되었다. 건물의 2면이 녹화화 되어있으며, 사다리꼴

형태의 판넬로 제작되었다. 그린 판넬 사이에 창을 두어 쾌적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미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복합 녹화표현 단일 녹화표현

∨

단순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교차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반복배열유형
패턴구성 요소 패턴구성요소

이방반복 수직반복 수평반복 동일반복 규칙변형 불규칙변형 유사구성 집중구성 Symmetry operation

Square repeat

- 1 1 1 1 - 1 1

Translation, Glide-Reflection, Inverse

사례B - One central park

녹화패턴 녹화 표현 특성 개요

식물 부분적 사용 패턴표현

식물이용 패턴표현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가장 큰 그린파사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건물은

건축가 장누벨이 디자인하였으며 PTW Architects와의 콜라보로 지어졌다.

2700개가 넘는 식생박스를 설치, 300여종이 넘는 식물이 사용되었으며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된 녹화의 아주 좋은 사례이다. 이 건물은 도시내의

열섬효과(Urban heat island effect)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복합 녹화표현 단일 녹화표현

∨

단순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교차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반복배열유형
패턴구성 요소 패턴구성요소

이방반복 수직반복 수평반복 동일반복 규칙변형 불규칙변형 유사구성 집중구성 Symmetry operation

Half-drop, Random match

1 1 - - - 1 1 - -

사례C - San Telmo Museum

녹화패턴 녹화 표현 특성 개요

식물 부분적 사용 패턴표현

녹화 입체성 적용 패턴표현
최초의 박물관 개장은 1902년이지만, 그 후 보수 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파사드를 제작하였다. 바위에서 생겨나는 이끼와 풀에 영감을 받았으며, 철

프레임에 3,500개의 구멍 뚫린 재활용 알루미늄을 덧대어 제작하였다.
복합 녹화표현 단일 녹화표현

∨

단순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교차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반복배열유형
패턴구성 요소 패턴구성요소

이방반복 수직반복 수평반복 동일반복 규칙변형 불규칙변형 유사구성 집중구성 Symmetry operation

Random match

- - - - - 1 1 1 -

사례D - Green cast

녹화패턴 녹화 표현 특성 개요

식물 부분적 사용 패턴표현

식물과 그 외 자재 혼용 패턴표현

녹화 입체성 적용 패턴표현
조각난 퍼즐과 같은 형태의 파사드 패턴이며, 파사드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연출하였다. 뒤쪽에 알루미늄 판넬을 덧대어 수직정원을 완

성하여 생태적 파사드는 창출했다. 입체적이며 건물의 한 면 전체에 부분적

녹화를 연출했다.

복합 녹화표현 단일 녹화표현

∨

단순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교차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반복배열유형
패턴구성 요소 패턴구성요소

이방반복 수직반복 수평반복 동일반복 규칙변형 불규칙변형 유사구성 집중구성 Symmetry operation

Square repeat, Random

match

- 1 1 - - 1 1 - -

<표 7> 복합 녹화패턴표현방법 사례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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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E - Edgware road tube station

녹화패턴 녹화 표현 특성 개요

식물이용 패턴표현방법
이 벽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벽면녹화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었으

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막고자하는 취지에서 설치되었

다. 식물 또한 오염정화에 뛰어난 식물을 채택하였다. 이 디자인은 간단하진

않지만, 가시화 확대를 위해 대담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복합 녹화표현 단일 녹화표현

∨

단순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교차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반복배열유형
패턴구성 요소 패턴구성요소

이방반복 수직반복 수평반복 동일반복 규칙변형 불규칙변형 유사구성 집중구성 Symmetry operation

Random match

- - - - - 1 1 - -

사례F - Low-Tech Vertical Garden

녹화패턴 녹화 표현 특성 개요

식물과 그 외 자재 혼용 패턴표현
스페인에 위치한 Ushuaïa Ibiza hotel의 입면에 제작되었으며 레스토랑의 소음

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와인렉과 같은 형태의 세마믹

구조물을 이용하여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화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세라믹은 재활용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재료로서 친환경적이다.

복합 녹화표현 단일 녹화표현

∨

단순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교차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반복배열유형
패턴구성 요소 패턴구성요소

이방반복 수직반복 수평반복 동일반복 규칙변형 불규칙변형 유사구성 집중구성 Symmetry operation

Hexagonal repeat, Ogee

repeat

- 1 1 1 1 - - -

Translation, Inverse

사례G - Tree house

녹화패턴 녹화 표현 특성 개요

식물 부분적 사용 패턴표현방법

싱가포르에 위치한 이 그린파사드는, 주거용도의 건물과 건물사이를 이어주

는 브릿지를 중심으로 양쪽에 패턴형태의 녹화를 두어 큰 수직정원 형성하였

다.

복합 녹화표현 단일 녹화표현

∨

단순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교차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반복배열유형
패턴구성 요소 패턴구성요소

이방반복 수직반복 수평반복 동일반복 규칙변형 불규칙변형 유사구성 집중구성 Symmetry operation

Scale repeat, Triangle

repeat

1 1 - 1 1 - 1 -

Reflection, Inverse

사례H - Moss Covered Retaining Wall

녹화패턴 녹화 표현 특성 개요

녹화 입체성 적용 패턴표현방법

New Taipei City에 설치된 Retaining wall복합 녹화표현 단일 녹화표현

∨

단순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교차반복패턴 속성 및 요소

반복배열유형
패턴구성 요소 패턴구성요소

이방반복 수직반복 수평반복 동일반복 규칙변형 불규칙변형 유사구성 집중구성 Symmetry operation

Square repeat, Brick repeat

- 1 1 1 1 - 1 -

Translation, Inverse

<표 8> 단일 녹화패턴표현방법 사례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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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패턴

이미지

단순반복 교차반복

반복배열유형
이방

연속

수직

반복

수평

반복

동일

반복

규칙

변형

불규칙

변형

유사

구성

집중

구성
Symmetry operation

복합

녹화

패턴

표현

방법

A - 1 1 1 1 - 1 -

Glide-Reflection, Translation, Inverse

B 1 1 - - - 1 1 - -

C - - - - - 1 1 1 -

D - 1 1 - - 1 1 - -

단일

녹화

패턴

표현

방법

E - - - - - 1 1 - -

F - 1 1 1 1 - - -

Translation, Inverse

G 1 1 - 1 1 - 1 -

Reflection, Inverse

H - 1 1 1 1 - 1 -

Translation, Inverse

반복요소 별 합
2 6 4 4 4 4 7 1 G T I R

16 16 1 3 4 1

<표 9> 사례 별 반복패턴분석 결과

8개의 사례 모두 단순반복을 기반으로 한 교차반복유

형이 나타났다. 복합 녹화표현방법과 단일 녹화표현방법

에 따라 나타나는 반복패턴의 요소에 차이가 존재하였

다. 각각의 사례에서 나타난 반복 패턴의 요소는 <표

9>와 같다.

첫째, <표 9>의 전체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단순반복

에서는 수직반복 요소가, 교차반복에서는 유사구성 요소

의 빈도가 높다. 특히 랜덤매치 배열유형에서 불규칙변

형과 함께 유사구성 요소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랜덤매치 배열유형과 교차반복만 나타난 경우, 역동적이

고 복잡한 디자인을 연출가능하다. 그 예로 사례 C, E가

해당한다. 또 랜덤매치 배열유형에서 규칙변형과 시메트

리 요소는 나타나지 않으며 그 예로 사례 B, C, D, E가

해당한다. 랜덤매치 배열의 경우, 불규칙변형이 발생하며

대조적이지 않은 패턴이 생겨나기 때문에 역동적이며 강

렬한 인상을 주는 패턴연출이 가능하며, 유사구성 요소

가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라 파악된다. 이는 향후 각 패

턴의 특징파악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둘째, 사례G와 같은 스케일 반복 유형을 통해, 또는

사례 C와 같은 집중구성 요소를 통해 단조롭지 않은 리

듬감을 연출할 수 있다.

셋째, <표9>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그림10>의 그

래프와 같이 복합 녹화패턴 표현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반복배열유형은 랜덤매치(Random match)-스퀘어반복

(Square repeat)-하프드롭반복(Half-drop repeat)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일 녹화패턴표현방법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반복배열이 평균적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단일

녹화패턴표현방법을 사용한 사례에서 기본적인 사각형

이외의 많은 기하학적 패턴이 사용되었음을 뜻한다. 녹

화패턴표현방법이 제한된 만큼 단순한 기하학적 패턴만

으로 리듬을 연출하여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림 10> 반복배열유형 비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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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반복 교차반복

이방반복 수직반복 수평반복 동일반복 규칙변형 불규칙변형 유사구성 집중구성

단순

반복

이방반복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1

8

.447

.267

8

-.258

.537

8

-.258

.537

8

-.258

.537

8

.258

.537

8

.293

.482

8

-.293

.482

8

수직반복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447

.267

8

1

8

.577

.134

8

.577

.134

8

.577

.134

8

-.577

.134

8

-.218

.604

8

-.655

.078

8

수평반복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58

.537

8

.577

.134

8

1

8

.500

.207

8

.500

.207

8

-.500

.207

8

-.378

.356

8

-.378

.356

8

동일반복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58

.537

8

.577

.134

8

.500

.207

8

1

8

1.000**

.000

8

-1.000**

.000

8

-.378

.356

8

-.378

.356

8

교차

반복

규칙변형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58

.537

8

.577

.134

8

.500

.207

8

1.000**

.000

8

1

8

-1.000**

.000

8

-.378

.356

8

-.378

.356

8

불규칙
변형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58

.537

8

-.577

.134

8

-.500

.207

8

-1.000**

.000

8

-1.000**

.000

8

1

8

.378

.356

8

.378

.356

8

유사구성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93

.482

8

-.218

.604

8

-.378

.356

8

-.378

.356

8

-.378

.356

8

.378

.356

8

1

8

.143

.736

8

집중구성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양쪽)

N

-.293

.482

8

-.655

.078

8

-.378

.356

8

-.378

.356

8

-.378

.356

8

.378

.356

8

.143

.736

8

1

8

** P<.01에서 유의적임

<표 10> 반복패턴 간의 상관관계 분석

<그림 11> 단순반복요소/교차반복요소 비율 (개)

넷째, <그림 11>의 그래프와 같이 단일/복합 녹화패

턴 표현방법에서 나타나는 단순반복, 교차반복의 비율이

거의 일치한다. 단순반복에 해당하는 이방반복, 수직반

복, 수평반복의 경우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동일반복,

규칙변형 요소에서 ‘단일 녹화패턴표현방법’ 비율이 높

다. 기하학적 반복배열유형을 사용하여 동일반복, 규칙적

변형을 통해 질서 있는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

다섯째, 통계프로그램 SPSS stactictics v22.0를 사용

하여 단순반복패턴, 교차반복패턴 요소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10>과 같다. 이 중

동일반복-규칙변형, 동일반복-불규칙변형, 규칙변형-불

규칙변형 요소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결과적으로는

동일반복요소가 유이할 때 규칙변형과 비례적 관계를,

무이할 때 불규칙변형과 비례적 관계를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반복패턴에 대한 또 다른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패턴디자인의 디자인 방향

설정에 있어 고려해야 될 점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국외에서 많이 설치되고 있는 패턴디

자인 형태의 벽면녹화와 같이 국내에서도 이러한 녹화를

실현해 보려는 동기에서 시작하였다. 녹화의 패턴표현방

법과 반복패턴에 대한 요소를 통해 벽면녹화의 패턴 특

성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나타난 디자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된 벽면녹화의 패턴은 크게 네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식물이용, 2)식물과 그 외 자재

사용, 3)녹화 부분적 사용, 4)녹화 입체성 적용의 형태로

녹화패턴 디자인이 가능하다. 이는 단일 혹은 복합적으

로 상호작용한다.

둘째, 복합/단일 녹화패턴 표현방법에서 적용되는 배열

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복합 녹화패턴표현방법의 경우 랜

덤매치 배열유형이 현저히 많으며, 단일 녹화패턴표현방

법의 경우 거의 모든 배열에서 평균적인 수치로 사용되

었다. 이는 복합적인 녹화 패턴표현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임의적인 배열의 패턴을 표현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단순반복과 교차반복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단순

반복은 수직반복 요소가 높으며 교차반복은 유사구성 요

소의 빈도가 높다. 또 각각의 녹화패턴 표현방법에서 나

타나는 단순반복, 교차반복의 비율이 거의 일치한다. 이

는 향후 진행될 패턴인지에 관한 연구에서 사람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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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복패턴과 실제로 분석된 반복패턴 요소간의 차이

및 연관성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다.

넷째, 랜덤매치 배열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른 배열

에 비해 랜덤매치 배열은 반복패턴 요소와의 관계성에

있어 확연한 결과치를 보였으다. 특히 랜덤매치 배열 -

규칙/불규칙변형, 시메트리 요소간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동일 반복과 규칙/불규칙 변형 간의 상관관계

성을 파악하였으며, 동일반복은 규칙변형과 연관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벽면녹화를 대상으로 기능적, 기술적 측면

이 아닌 심미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녹화 디자인의

유형을 분류하고 패턴디자인을 분석·해석하는데 그 의의

가 있다. 파사드 디자인과 관련하여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단순반복, 교차반복 등의 반복유형과 녹화패턴의

표현방법을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서 벽면녹화의 디자인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다. 파사드의 디자인 패턴 관련 선행연구가 크게 많지

않고 패턴의 생성원리를 설명한 논문이 거의 없는 상태

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은 타 선행논문과의

차별점이 있다. 여러 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입자건축형

태를 가진 파사드 구현에 있어 반복패턴의 원리가 적용,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국외 연구에 의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바이오필릭 디자인

원리의 패턴이론을 바탕으로 벽면녹화의 패턴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롭고 쾌적한 녹화

패턴디자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 주고자 하였다. 향후

환경인지에 대한 연구진행을 통해 반복패턴에 대한 분석

결과와 사람의 실제적 패턴인지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확보한다면 반복패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녹지부족을 해결하고 도시미

관의 질 향상, 환경오염해결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진

벽면녹화의 심미적 발전을 통해 향후 현대와도 한층 더

어우러진 도시환경의 개선을 기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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