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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능형 파사드

[글] 박정대 경기대학교 jdgeometry@gmail.com

친환경 건축물 ‘Architecture 2030’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이f는 동시에 CO2 배출을 줄

일 수 있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논의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

는 신축건물의 경우 2011년 이후 에너지 총량제를 도

입하여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절감하

고,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약 30%까지 감축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공공건물은 2018년까

지, 나머지 건물은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빌딩이 의

무화된다. 도시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거의 없는

‘탄소 제로(Carbon-Neutral)’의 새로운 지향점이 제

시된 것이다.

건축물의 외피로서의 입면

일반적인 건축물의 외피로서 입면에 적용되는 커튼

월은 유리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열과 빛 환경적인 측

면에서 에너지 손실이 크다. 특히, 고층 건축물의 경우

에는 내부 열손실로 인해 일반 공동주택 대비 CO2 발

생량이 연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여름철 건물 파사드는 전체 건물의 피크

타임 냉방부하의 약 36%, 겨울철 건물 열손실의

10~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가기 위해 단열

성능을 높인 Low-e 코팅 유리, 진공 단열 유리, 블라

인드 설치 등 외피로서의 파사드의 에너지 성능에 대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대지를 포함하여

주변의 여러 환경인자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양장치

와 연동되는 입면으로서의 파사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건

물의 에너지 저감을 위해 일사를 조절할 수 있는 차양

장치 설치의 권장과 의무화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차양

장치들은 기후환경에 반응하여 냉난방 부하를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고정형 블라인드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

에, 본 특집에서는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외부 환

경의 변화에 맞춰 환경성능을 조절하여 건축물의 에너

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는 건축물을 둘러싼 주변의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화

에 대응하여 건축물 내부의 빛 환경과 열 환경을 최적

화 할 수 있는 지능형 외피를 위한 파라메트릭 디자인

기반의 키네틱 파사드에 관한 연구이다.

Fig. 1. 2020 District Goals: The 2030 Challenge For Planning(Architecture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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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응형 친환경 파사드

본 연구는 클리마(건축기후)라는 다양한 외부환경요

인에 대해 반응하여 건물 외피부문의 에너지 저감 성

능을 개선함으로써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파사드

(Klima Responsive Kinetic Facade)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를 50% 저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키네틱 파사드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환

경성능, 구조적 안전성, 구동성능, 에너지 저감 성능

등 엔지니어링 IT 기술을 연계한다. 디자이너 그룹의

내재된 논리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파사드의 설계 단계에서 파라메트릭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다. 

친환경 파사드의 파라메트릭 데이터 정의

초기 설계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친환경 프로그램들

의 특성과 주요기능을 비교한 다음, 다양한 디자인 대

안들을 양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파라메트릭 기술

에 기반한 모델링 언어를 사용하여 기존 친환경 프로

Fig. 2. “에너지 저감형 클리마 Responsive Kinetic Facade 엔지니어링 패키지 개발 및 Full-scale 실증모델 구현” 연구진 컨소시

엄 구성 체계

Fig. 3. SysSML에 의한 친환경 파사드의 파라메트릭 데이터 규정(Parametric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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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최적화된 친환경 요구조

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외피 파사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라메트릭 데이터 체계로서

구조화하는 것이다. 주요 친환경 인자들을 도출하고 In/

Out 데이터의 흐름과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연산식의 제

약조건을 SysML(System Modeling Language)의

파라메트릭 모델링 언어로서 규정한다. 특히, 빛 환경

열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요소에

의한 파라메트릭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각 항목 별로

필요한 BDD와 IBD 그리고 PAR 다이아그램을 통해 세

부적인 데이터의 흐름을 정의함으로써, 친환경 파사드

디자인에 필요한 데이터 체계의 통합적인 프레임으로

제공한다. 

지능형 파라메트릭 설계지원 컴포넌트

본 연구는 파사드의 다양한 형상정보와 환경 성능정

보를 양방향 피드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지식

기반 파라메트릭 형태생성 파라메트릭 디자인 알고리

즘을 구현하여 환경대응형 친환경 파사드의 설계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다양한 계획안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대안의 여러 변화에 맞추어 성능평가결과를 실

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한 동적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

용한다. 파사드의 기하학 형상을 함수관계로 기술

(parametric descriptions)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한

디자인 유형의 파사드를 모델링하여 형상정보의 매개

변수를 변형시켜가면서 분석엔진과 연동함으로써, 각

대안별로 환경성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양방향

으로 인터페이싱하는 것이다.

Fig. 4.  친환경 파사드의 일조 및 에너지 성능분석 설계지원 파라메트릭 알고리즘

Fig. 5. 친환경 파사드의 설계지원 디자인 가이드-일조 및 에너지 성능분석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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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환경의 동적 분석은 Radiance와 Daysim 엔진

을, 그리고 적절한 일조성능의 범위 내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 사용량을 갖는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

도록 에너지 냉난방 부하 시뮬레이션은 Energy-Plus

엔진을 적용한다. 일조와 에너지 성능분석 엔진과 파사

드의 파라메트릭 형상정보와의 양방향 데이터 연동을

지원해주는 파라메트릭 설졔지원 알고리즘은 DIVA

for Grasshopper을 이용하여 구현한다. 해당 지역의

Energy-Plus 데이터(.epw) (https://energyplus.net/

weather)로부터 추출되는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Climate-Based Daylight Modeling(CBDM) 기법에

기반한다.

실내공간의 열과 및 환경에 최적회된 성능조건을 지

닌 친환경 파사드의 파라메트릭 디자인 지식기반 알고

리즘에 의해, 파사드의 친환경 효율의 정량적인 분석

을 위한 설계지원 도구를 컴포넌트 형식의 시범모듈로

서 개발한 것이다. 이는 디자이너가 친환경 파사드의

적절한 환경적 조건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파사드의 디자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회전형 키네틱 파사드 실험동 모니터링

클리마 대응형 키네틱 파사드 연구진 컨소시엄은

40여개의 키네틱 파사드 계획안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검토를 거쳐 Rotating 타입의 파사드를 선정하고, 해

당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

대로 실험동을 구축하여 1:1 실물 Mock-up 제작을

통한 시작품을 연구성과로 제시한다. 기존 기후 데이

터에 의한 DB의 정보들을 참조하는 동시에, 파사드에

설치된 여러 센서들을 통해 수집된 건축물 주변의 외부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취합한다. 외

부환경 인자로서 이들 데이터가 입력되면, 실내공간의

쾌적환경으로 정의한 성능목표에 최적화된 파사드 차

양의 형상정보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제어 시스템에

전달되어 차양을 구동시키게 된다. 또한, 차양이 키네

틱 메카니즘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힐 때마다 조

명도 함께 On/Off 되고, 이에 따른 열환경 조건에 맞

춘 냉난방기도 작동이 제어되는 방식이다. 실험동의

구축 이후 수개월에 걸친 모니터링 값을 분석한 결과,

일반 건축물과 비교하여 약 64%의 냉방에너지를 절

감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사 사

본 글의 친환경 파사드의 파라메트릭 디자인 프로세

스 사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원한 “에너지 저감

형 클리마 Responsive Kinetic Facade 엔지니어링

패키지 개발 및 Full-scale 실증모델 구현” 연구과제에

의한 결과이며, 논문과 보고서에 제출된 내용을 인용

함을 밝힙니다.

Fig. 6. 키네틱 파사드 회전형 타입의 실험동

출처: KBS 특집 다큐 “톡톡한 집이 뜬다”(2016.11.6.)

Fig. 7. 일반건축물 대비 64% 냉방에너지 절감효과

출처: KBS 특집 다큐 “톡톡한 집이 뜬다”(2016.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