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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  근법에 의한 교량구조의 형태생성

Form Generation of Structural Bridges based on Geometr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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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개념  설계단계에서 교량형태를 자유롭게 생성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그러나 공학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상상하기 보다는 힘의 달방식에 따른 구조시스템의 종류를 우선 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교량형태를 

기하학  측면에서 새롭게 살펴 으로써 기존의 공학  근법에서 막혔던 상상력의 한계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우선 으

로 기존교량의 형태를 기하학 으로 분석하고, 기하학  특징이 뚜렷한 교량형태에 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하학

 근법을 이용해서 생성해본다. 이 연구의 은 새로운 구조물 형태생성의 기하학  원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립된 기하학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설계 안을 생성하는 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교량구조, 형태생성, 기하학  근법, 교량미

Abstract

In conceptual design stage it is important to develop structural forms freely. However, structural engineers are prompt to 

consider types of structural systems following load paths rather than to imagine various forms. This study attempts to expand the 

limit of imagination that was blocked within engineering approach newly from geometric perspective view. First of all, existing 

bridge structures are reviewed in terms of geometric vocabulary. Some bridge forms showing apparent geometric features are 

regenerated through the geometric approach proposed in this study. This study is not to develop geometric principle to build new 

structural forms, but to propose the geometric approach to generate design alternatives using the well established geometry 

concepts.

Keywords : structural bridge, form generation, geometric approach, bridge 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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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창의 이고 술 인 주 성과 과학 이고 공학 인 객 성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술 활동의 창의성은 설계자의 사

고방향과 직 에 의존하므로 공학  근과의 차이 을 합리

으로 이기 해서는 수학의 논리  표 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학의 기본에 해 

“균형이 잡힌 것을 볼 때, 사람은 기쁨을 느낀다.”라고 했으며, 

지 까지 수많은 철학자와 수학자는 이러한 아름다운 균형과 

수학은 한 계가 있음을 감지하고 아름다움의 표 을 찾

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블라디슬로  타타르코키비치,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술분야에서 기하학은 창의력으로 

잉태된 상상의 형태를 표상화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주 인 

아름다움의 을 보편타당한 객  으로 정리하면서 

세워진 미학  원리에도 기하학이 기 를 이룬다. 이 듯 미학

 원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형태를 생성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많은 술가들이 응용한

다. 최근 자유형태를 추구하는 건축설계에서 동  감흥을 주는 

다양한 형태를 설계하기 하여 기하학  근이 매우 정

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 상태이므로 구조  

시공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Pottman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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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로마 아치 (b) 고딕 아치

(c) 아치의 구조  거동차이 (d) 고딕 아치 형상 만들기

그림 1 형태와 건축양식과 구조시스템의 상 성

(a) 도개교 이동지 (b) 거더교 헌치상세

그림 2 아르데코 양식을 사용한 교량의 조형미

그림 3 기하학  형태와 시각  효과

2008; Veltkamp, 2009). 

교량형태의 기하학  요소가 미학  형태미에 미치는 향

은 매우 크므로, 미학  교량설계를 해서는 교량의 공학  

 형태  상호 계를 살펴서 설계에 반 해야 됨이 강조되고 

있다(김남희 등, 2008). 하나의 로, 압축력을 크게 받는 

수교 주탑 설계에 석재를 사용한 아치구조 형식을 이용한다(그

림 1). 아치 형상은 로마형 반원형에서 시작하여 고딕형 아치

구조까지 포함하는 단계로 변화하 다. 이러한 아치형상은 시

각  효과뿐만 아니라 구조 인 힘의 달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다른 사례로, 기하학  요소를 교량형태 설계에 극

으로 이용한 경우와 그 지 못한 경우에 결과 으로 나타나

는 교량형태미의 수  차이는 하다. 그림 2의 경우에는 기

하학  요소를 술  양식으로 발 시킨 아르데코(Art 

Deco) 양식을 교량형태에 사용하는 사례들을 보여 다. 교량

형태의 시각  효과가 정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반면에, 교량형태에 한 기하학  요소가 가져다  시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미학  감흥

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한 부정 이다. 그림 3은 다양한 벽식 

교각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량을 구성하는 상･하부의 기하

학  형상의 조화가 기하학  요소의 배치와 규모에 따라서 매

우 다른 감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량구조에 한 외형  조형미의 질  수 을 높이기 

해서는 기하학  형태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불어서 기

하학  근법에 의한 교량형태 생성방법에 한 연구가 

실하다. 그러나 앞서 지 하 던 자유로운 기하학  형태 때

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시공과정의 어려움을 최소화하

기 해서는 기하학  형태의 생성원리를 공학  입장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극 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개념  설계단계에서 요구되는 창의  교량형태 생성에 사용

가능한 기하학  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으로 교

량형태를 기하학  측면에서 분석해 으로써 교량형태생성

에 한 기하학  근법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실제로, 기하

학  특징이 뚜렷한 교량에 해서는 기하학  근법에 의

한 형태생성 방법을 시도해 본다. 이 연구의 은 구조 형

태생성을 한 기하학  원리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

를 생성하기 한 재의 해석 인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설계 안을 생성하는 근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사실상 조

형미 못지않게 합리 인 구조계획이 요구되는 교량형태계획

에는 개념설계단계에 합한 구조해석  설계도구도 필요하

다. 이와 련해서는 정력학  구조해석  설계법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남희와 고 무, 2009). 이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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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상들 (b) 선 요소와 (c) 공간 

그림 4  요소의 시각  효과

(a) 힌지 지 (b) 연결 힌지 (c) 아치단부 비움 

그림 5  요소에 한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사례

(a) 직선형 거더교 (b) 사선형 주탑

(c) 자유곡선형 평면 트러스 (d) 3차원 이블 배치

(e) 아치와 수의 연속

그림 6 선 요소에 한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사례

구결과는 구조물 형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술  직 성을 

살려서 자유로운 교량형태 계획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개념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교량구조형태 설계언

어와 문법체계, 디자인 원리를 정식화하여 교량형태의 미학

 설계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기존교량의 기하학  분석

기하학은 평면 는 공간에서 ·선·면·입체·각 요소의 수

리  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교량형

태를 힘의 달방식이 아닌 순수 기하학  요소의 결합으로 

조망한다. 즉, 교량형태에 나타나는 기하학  요소와 이러한 

기하학  요소가 시각 으로 어떠한 효과를 주는 지 살펴본

다. 이러한 비교는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교량형태설계에서 

기하학  원리의 이용에 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시작 을 열어주기 해서 수행하는 차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량형태의 기하학  분석을 해서 크게 

다음 2가지 사항에 해서 고려한다. 첫째는, 교량미 평가를 

한 스 일에 한 것이다. 미학  교량설계를 해서는 

(1) 주변 환경과 교량을 포함하는 맥락  스 일, (2) 교량

체만을 살펴보는 교량 스 일과 (3) 교량의 세부  요소를 

교량 체와의 계에서 살펴보는 상세 스 일을 사용한다(김

남희와 고 무 2007). 한 스 일을 선택한 후에는 포함

되는 구성요소들의 상  비례를 고려해서 ·선·면·입체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는 상당히 주 인 단이 

존재할 수 있으나, 교량구조의 기하학  특징을 총체 으로 

살펴보고, 향후 개념  설계단계에서 기하학  형태생성을 

해서 분류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하학  분석에 한 

근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량자체 형태요소에 을 두

기 해서 회화  분석보다는 해부학  분석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회화  분석이란 맥락  스 일차원에서 교량을 포함

한 주변 환경을 하나의 그림처럼 간주하고 그림 속의 모든 

구성요소를 단지 기하학  요소라는 동일한 기 에서 형태분

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해부학  분석이란 교량스

일 차원에서 교량형태를 구성하는 주요 골격을 심으로 분

석하는 것이다. 회화  분석에는 교량형태요소들 사이에 드

러나는 공간구성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량자체 형태생성에 을 두고 있으므로 

해부학  분석으로 제한한다. 

2.1  요소를 이용한 교량형태

유클리드 기하학  정의에 의하면, 이란 치만을 표

하는 것이지만, 교량형태 분석을 한 교량 스 일이나 상세

스 일에서는 크기와 형상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

서 교량형태에 표 되는  요소는 그림 4에서와 같이 크기, 

형상, 함께 구성된 다른 기하학  요소와의 상호 계에 따라

서 시각  효과가 다양하다. 그림 5에는 교량형태에서  요

소의 실제 사례는 단순교의 힌지 지 , 게르버교의 힌지 

합부, 아치교량 단부의 개구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소의 시각  감흥 한 다양하다. 하  

지지 에 사용된  요소는 정지성과 안정감을, 구조물 간 

힌지 합부에서는 형태변화의 긴장감을, 아치교량 단부의 

개구부에서는 폐쇄  답답함의 해소 등이다. 이외에도 사장

교의 주탑 상부를 시선집 효과를 유발시키는 형태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교량형태에서  요소는 미학  설계측면에

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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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형태  변화 요소 시각  감흥

형상

크기

방향( 치와 배치)

긴장감

시선집 과 풀림

강조

선

형상(굵기의 강약)

진행 방향(수평 는 수직, 직선 

는 곡선)

배치(2차원, 3차원)

간결미

우아미

요감

리듬감

면

형상

면 구성의 형상비

배치(2차원, 3차원)

요감

무게감

표 1 기하학  형태요소와 시각  감흥

(a) 자유곡선형 거더교 (c) 포물선형 박스거더

(b) 상자형 거더와 벽식 교각 (d) 벽식형 교각 모따기

그림 7 면 요소에 한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사례

2.2 선 요소를 이용한 교량형태

교량 스 일 차원에서 교량형태의 구성요소 가운데 부재 길

이에 비해서 비교  단면 이 은 보, 트러스, 이블, 강  

등은 선 요소로 간주할 수 있으며, 맥락  스 일에서는 사장

교의 주탑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선형 요소는 선이 나아

가는 방향, 직선 는 곡선의 종류, 선형 요소의 2차원  는 

3차원  배치방법을 달리하면서 기하학 인 다양성을 구사할 

수 있다(그림 6). 한편, 선 요소를 입체 으로 배치하면 여러 

방향에서 조망되는 교량형태가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교량을 

통과하는 모두에게 색다른 요감도 제공한다.

2.3 면 요소를 이용한 교량형태

교량형태에서 면 요소는 부재 두께는 상 으로 얇지만 면

을 채우는 효과가 있는 구조  요소를 의미한다. 그림 3과 7

에서와 같이 벽식 교각, 상자형 거더, 쉘 는 그리드 요소를 

사용한 거더교에서 면 요소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2.4 교량형태의 기하학  특징과 시각  감흥

하나의 교량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다양한 기하학  요소

가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 

는 입체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교량형태에서 하나의 기하학  요소에 한 특징뿐만 아

니라, 상호 서로 다른 요소와의 결합에 의한 시각  효과까

지 분석해서 설계에 반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교량형태를 구성하는 기하학  요소들의 상

성에 의한 시각  효과의 차이보다는 그 여부에 해서만 제

한 으로 살펴본 것이다. 표 1은 개별  기하학  요소에 

한 시각  감흥을 향후 교량형태 설계에서 안생성 시뮬

이션에 사용가능하도록 형태  변화요소를 정리하 다.

3. 교량형태 생성을 한 기하학  개념

구조물 형태를 설계하는데 기하학을 이용하는 범 는 그래

픽 소 트웨어의 발달로 기존의 정형화된 형태에서 자유곡선

형 형태(nonuniform rational B-spline NURBS curves)

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한정 확 되어 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교량형태 생성에 필요한 기하학  개념을 2차원  선형 변환

(linear transformation), 자유 곡선(free form curves)과, 

공간 변형(spatial deformation)으로 나 어서 살펴본다. 

3.1 선형 변환

정형  뿐만 아니라 비정형  형태를 다양하게 아우르는 

공간 변환 모델링을 다루기 해서는 기존의 유클리드 기하

학보다 선형  변환 측면에서 길이와 각에 한 개념을 훨씬 

자유롭게 수용하는 아핀 기하학(affine geometry)을 따른다

(Pottmann 등, 2007). 임의의 좌표에 한 아핀 변환은 

다음 행렬식으로 표 한다.

11 12 131

1 21 22 23

1 31 32 33

a a ax x u
y a a a y v

z wz a a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여기서, 변수 11 12 33, ,...a a a 는 변형을 , ,u v w는 이동벡터변수

로 모든 변수는 실수이다. 2차원  정사각형 도형에 하여 

아핀 변환과정이 그림 8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 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핀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

하학에서 다루는 이동과 회 이외에 스 일과 단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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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형 b. 테이퍼 c. 불룩형 d. 비틀림 e. 단

그림 9 공간 변형사례

그림 8 정사각형의 아핀 변환 사례

제1단계: 구조시스템 체 형태계획

제2단계: 형태 모티 에서 패턴 찾기

  

제3단계: 형태구 에 합한 구조시스템 계획

 

그림 10 모티 에서 비정형 구조형태까지의 차 

며 평행성(parallelism)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길이의 비율

은 유지하지만  길이와 각도는 보존하지 않는다. 평행성 

속성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직선은 직선으로 투 된다.

∙평면은 평면으로 투 된다.

∙평행선(면)은 평행선(면)으로 변환된다.

∙두 직선의 길이 비는 변환동안에도 변하지 않는다.

3.2 자유 곡선

자유 곡선(면)을 이용한 구조물 형태는 창의력과 기술력, 

지역을 상징화하기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가

우디의 Sagrada Familia 성당의 수(catenary)형태는 실

험을 통해서 자 지배 인 구조물의 하  흐름에 합한 형태

를 구한 것이다. 웃존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조개모양으로

부터 형태를 도출했다. 특정한 규칙성을 떠나서 더욱 자유로움

을 지향하는 게리의 구조물(그림 6a)은 컴퓨터를 이용한 그래

픽스의 발 을 최 한 이용하여 실 성을 높인 것이다. 자유 

형태의 기하학  모델링에 사용 되는 곡선은 (1) Bezier 곡선, 

(2) B-spline 곡선과, (3) NURBS(Nnuniform Rational 

B-spline Surface)곡선이다(Pottmann 외, 2007). 여러 개

의 으로 형성된 다각형을 구성하고 간 들을 보간법과 근

사식을 이용해서 추정해 감으로써 원하는 형태로 근하는 원

리를 이용한다. 자유로움을 지향할수록 구조물의 형태는 구조

 거동과 시공 용이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이며 자유 곡선을 생성하는 다른 방법으로, 삼각함

수의 주기, 높이와 상차를 조합하여 자유 곡면을 구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3.3 공간 변형

앞 에서 언 한 아핀 변환을 토 로 더욱 극 인 형태를 

만들기 해서 다양한 공간변형을 시도할 수 있다. 단면 직각

방향으로 단면의 크기를 선형 테이퍼 변형(taper), 는 비선

형 불룩 변형(bulge), 단면 직각방향의 축에 한 비틀린 변형

(twist), 쌓아 놓은 단면 층에 한 단 변형(shear) 등이 

가능하다. 그림 9는 이러한 공간변형이 가능한 그래픽 로그

램인 Google SketchUp 7.1(2010)을 이용하여 몇 가지 사

례들을 표 한 것이다. 

3.4 비정형 구조물의 기하학  형태 생성과정

실제로 디자이 가 원하는 형상이 정형성을 크게 벗어난 경

우에는 정립된 기하학  모델링을 이용하기 까지 몇 가지 주요

과정이 필요하다. 를 들어서, 그림 10과 같이 web교량형태

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구조시스템 체 계획, 형태 모티 에

서 패턴 찾기, 형태 구 에 합한 구조시스템 계획을 포함해

서 크게 3단계가 필요하다. 이 시나리오는 비정형 구조물의 기

하학  근법에 한 이해를 돕기 해서 기존 web 교량설계 

과정과 상 없이 새롭게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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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Parameters: span_length, arch_rise, arch_thk, 

susp_sag, susp_thk, no_of_cables

그림 12 반사개념을 이용한 Lenticular 교량형태

그림 11 황 률을 이용한 거더교 설계

Form Parameters: span_length, arch_rise, arch_thk, 

rotation_angle

그림 13 닮음과 회 을 이용한 아치교

 

( )
( )

( )

cos

sin

( ) tan

s s s

s s s

s s s s

x r

y r

z r

θ
θ

θ α

= ⋅

= ⋅

= ⋅
(3)

kzjyixR sss

rrrr
++=  

(a) 나선형에 한 함수식

(b) 기하학  연산 결과

그림 14 미끄러짐 변환을 이용한 교량형태

4. 기하학  개념을 이용한 교량형태 생성

이 장에서는 실제로 기하학  근법으로 교량형태를 생성하

는 과정에서 주요한 내용만을 간추려서 설명한다. 이해를 돕기 

해서 몇 가지 기존 교량형태를 이용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제

시하는 기하학  근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설계되었을 수 있

다. 다양한 설계 안 형성을 해서 Matlab(2009) 로그램을 

이용해서 형상을 표 하는 과정에 변수화 개념을 도입 하 다. 

4.1 황 비례를 이용한 교량형태

황 비는 아름다운 교량형태에서 시각 으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남희 등, 2005; 彩山和雄, 

2004).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해서 3경간 연속 변단면 거더

교 형상을 스 치하면 그림 11과 같다.

4.2 합동변환을 이용한 교량형태

형상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변환하는 것을 합동변

환이라 하며, 이동, 회 과 반사(reflection)를 포함한다. 아

치와 수로 이루어진 Lenticular교와 아치형으로 이루어진 

도개교는 합동변환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다(그림 12와 그

림 13). 데크 하 을 받는 이블은 등간격 배치로, 아치와 

수형상은 실제 하 달과정을 반 하여 포물선 형태로 한

다. Lenticular교의 경우 좌굴에 취약한 상부 압축재는 하부 

인장재에 비해서 보다 큰 단면 이 필요하므로 굵은 선으로 

표 한다. 이 두 교량형태의 닮음은 다음 반사원리를 이용해

서 생성한 것이다.

ρρ

ρρ

cossin

sincos

1

1

1

⋅+⋅−=
=

⋅+⋅=

zxz
yy

zxx
(2)

4.3 미끄러짐 변환 원리를 이용한 교량형태

자연에서 발견된 나선형과 이  나선형은 구조물 형태의 

비례분석이나 새로운 형태 생성에 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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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도교 사례 (b) 기하학  연산결과

그림 15 선직 곡면을 이용한 hyperboloid 교량형태

 for in=1:last_in
    for jn=1:last_jn        
slopeA(in,jn)=in*(deltaH*
fraction_of_trigo_arc)/(1
00*last_in);      
shape(in,jn)=(sin(in*numb
er_of_pockets*pi/last_in)
*(cos(jn*pi/last_jn)+1))*
height_of_segment/2+slope
A(in,jn);
    end   
end

(a) Henderson 교 Matlab code 일부

(b) 기하학  연산 결과

그림 16 조화함수 이용의 자유곡면 교량형태

(a) 면요소 구성의 비틀림 형태

(b) 선요소 구성의 비틀림 형태

그림 17 비틀림을 이용한 거더교 설계

  

Form Parameters: tree_height, branch_depth, branch_ 

width, branch_ angle, no_of_layers 

그림 18 랙탈 개념을 이용한 교량형태

한 기하학  개념은 2차원  요소를 3차원  자연스러운 곡

선형으로 확장시키는데 사용 한다(그림 14).

4.4 선직 곡면을 이용한 교량형태

임의의 곡선을 생성한 후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서로 상응

하는 일련의 들을 생성한다. 이러한 두 들을 연결하는 

직선들(generators)은 직선 요소군(a family of straight 

lines)을 생성해서 3차원  구조물 형태로 발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형성된 면을 선직 곡면(ruled surface)이라 한다. 

곡면의 형태는 선(directrices)의 형태와 매개변수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그림 15의 보도교는 2개의 

선(directrices)을 원형으로 하고, 서로 상응하는 들을 

동일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생성하고, 이 두 들을 연결하

여 생성한 일엽 곡면(hyperboloid) 교량이다. 

4.5 자유 곡면을 이용한 교량형태

그림 16의 Henderson교는 삼각함수의 주기, 높이와 

상차를 조합하여 자유 곡면을 구사한 사례이다.

4.6 비틀림을 이용한 교량형태

비틀림 형태는 체회  각도 를 먼  정의하고, 이 각

도를 원하는 구간으로 나  후, 각 구간에 해당되는 비틀림 각

도(   )만큼 차 으로 부재축에 직각인 단면을 

회 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Google SketchUp을 이용해

서 표 하면 그림 17a와 같다. 그러나 트러스의 웨 재가 경

사져 있는 경우는 선직 곡면 생성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다

(그림 17b). 박스형을 이루고 있는 4개의 직선을 선으로 정

하고, 사재가 연결되어 있는 치에서의 선의 비틀림 치를 

구한 후 사재의 연결성은 비틀림 이 의 계를 보존하는 방법

을 따른다.

4.7 랙탈 기하학을 이용한 교량형태

자연 상에서 나타나는 자기 닮음을 수학 으로 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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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랙탈 기하학 한 교량 형태에 사용가능한 원리

이다(그림 18).

5. 결    론

최근 형태생성과 련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하학  개념

들의 발 과 발 된 개념을 도입한 그래픽 로그램의 발달

로 다양한 형태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공학  기술발 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물 형태설계에 한 디자인 수 을 높이

기 해서는 이러한 기하학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요하

다. 그러나 구조  시공 측면이 매우 요한 구조형태 생성

에서는 형태생성에 한 질서를 크게 벗어나서 자유로운 형

태를 지향하게 되는 경우 후속  문제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개념  설계단

계에서 공학 인 구조형태계획에 기하학  개념을 바르게 도

입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개념  교량설계

와 기하학  개념을 합리 으로 목하기 한 첫 단계로 기

하학  측면에서 교량형태를 재조명해 보고, 기하학  선상

에서 교량형태를 새롭게 생성해 보았다. 황 률을 포함한 비

례, 리듬과 균제와 같은 미학  원리뿐만 아니라, 기하학  

연산법과 자연형태의 형상과 비례를 모방한 다양한 근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하학  근법을 토 로 향후 구조해

석도구와 연계하여 발 시키면, 스 치를 시작 으로 하는 

기 구조계획을 수행하는데 뿐만 아니라 구조  형태변화에 

따른 구조  거동을 이해시키는 교육용 모델로 발  될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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