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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 지오데식을 활용한 곡면 형상의 패널링  
- 복합 곡면을 중심으로 -

Paneling of Curved NURBS Surface through Marching Geodesic
- Application on Compound Surf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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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neling building facades is one of the essential procedures in building construction. Traditionally, it has been an easy task 
of simply projecting paneling patterns drawn in drawing boards onto 3d building facades. However, as many organic or curved building 
shapes are designed and constructed in modern architectural practices, the traditional one-to-one projection is becoming obsolete for the 
building types of the kind. That is primarily because of the geometrical discrepancies between 2d drawing boards and 3d curved building 
surfaces. In addition, curved compound surfaces are often utilized to accommodate the complicated spatial programs, building codes, and 
zoning regulations or to achieve harmonious geometrical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buildings in highly developed urban contexts. The 
use of the compound surface apparently makes the traditional paneling pattern projection more challenging. Various mapping technics 
have been introduced to deal with the inabilities of the projection methods for curved facades. The mapping methods translate geometries 
on a 2d surface into a 3d building façade at the same topological locations rather than relying on Euclidean or Affine projection. However, 
due to the intrinsic differences of the planar 2d and curved 3d surfaces, the mapping often comes with noticeable distortions of the 
paneling patterns. Thus, this paper proposes a practical method of drawing paneling patterns directly on a curved compound surface 
utilizing Geodesic, which is faithful to any curved surface, to minimize unnecessary dist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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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 설계 과정에 컴퓨터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직선의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삼차원의 형상을 가지는 건축물들

이 지속적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설계자의 비정형 건축물에 대한 욕구 및 의

지를 넘어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설계 및 시공법, 그리고 

재료의 가공 및 생산 방법의 다양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

겠다. 

다수의 곡면을 포함하는 비정형 설계는 계획 설계(SD, 

schematic design)의 단계에서 건축가의 조형의도를 표현하

는 설계면(design surface)을 통하여 삼차원의 모형으로 표현

된다. 설계면은 통상 두께를 가지지 않는 NURBS(Non-uniform 

rational basis spline) 면의 형식으로 만들어 지는데, 형태

의 복잡도에 따라 다수의 곡면을 포함하는 복합면(compound 

surface)으로 구성된다. 이는 계획안이 확정되고 구체화 되

는 기본설계(DD, design development) 혹은 실시설계(CD, 

construction documentation) 단계에서 하지구조(supporting 

structure), 접합상세(attachment detail), 혹은 재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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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build-up)등을 정확한 형상과 수치로 표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두께 혹은 깊이를 가지도록 변경된다(Adriaenssens, et 

al., 2016). 

이러한 과정은 설계면의 오프셋(offset)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

는 서로 평행한 다수의 면들로 구현되는데, 설계자의 설계 방식

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마감재의 패널링(paneling)

을 위한 기준면이 되기도 하고, 하지구조의 중심선을 표현하

는 가상의 면이 되기도 하며, 건물의 골조의 최 외곽선을 의미

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하나 이상의 곡면이 필요할 경

우 각 곡면들 위에 위치하는 설계 요소가 형상적, 위상적으로 정

합(alignment)되는 것이 설계와 시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곡면상 임의의 위치에서의  법선벡터

(normal vector)는 해당 면 위에 존재하는 설계요소를 인접한 평

행곡면(offset surface)의 같은 위상에 투사(project) 할 수 있도

록 한다(Eigensatz, et al., 2010). 이러한 방식으로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두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설계 요소

들을 적절한 두께 혹은 깊이를 가지는 온전한 삼차원 모형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사의 방식은 이차원의 평면으로 구성된 건물의 입면

설계에 흔히 적용되어 왔다. 삼차원의 공간상에 구현된 이차원의 

설계면은 XY 평면에 손쉽게 투영될 수 있고, 이 투영된 면 위에 

개구부의 위치, 패널링의 패턴 등 다양한 설계 요소를 작도하고, 

이를 다시 원래의 설계면에 역투사 시키는 방식으로 입면설계가 

진행되어 왔다. 즉, 설계면의 곡률이 없는 경우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설계면 위에 패널링을 위한 패턴을 포함한 설계요소의 적용

이 가능하다(Alaçam and Güzelci, 2016). 

삼차원 곡면 중 가우시안곡률(Gaussian Curvature)이 0일 

경우(선직면), 이차원의 평면으로 손쉽게 전개가 가능하며, 삼

차원의 곡면을 이차원의 평면으로 전개 후 투사와 역투사의 과

정을 거쳐 설계면 위에 설계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Chen and 

Pottmann, 1999). 하지만 가우시안곡률이 0이 아닐 경우, 즉 음

수인 복곡면 혹은 양수인 단곡면의 경우, 곡면을 평면위에 전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투사와 역투사의 과정을 적용할 수 없

다. 이에 이차원의 평면상에서 작도한 설계요소들을 삼차원의 

곡면의 동일 위상에 맵핑(mapping)하여 설계요소를 전달한다

(Wallner and Pottmann, 2011). 

삼차원 곡면은 NURBS로 구성되기에 이차원 평면의 선형적인 

증가율을 가지는 좌표체계와는 다르게 비선형적인 증가율을 가

지는 매개변수(surface parameter) 공간으로 구현되어 있다. 즉, 

삼차원의 곡면의 좌표체계가 이차원 평면의 그것과 완벽하게 동

일할 수 없기에 맵핑의 과정에서 이차원의 설계요소가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삼차원 곡면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하여, 삼차원 곡면이 가지고 있는 곡률은 좌표체계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각적인 왜곡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한다(Minh 

and Forbes, 2012). 

많은 경우 설계면은 다양한 공간적 요구로 인하며 하나 이상

의 곡면으로 구성된 복합면으로 표현된다. 서로 다른 곡률을 가

진 복합면은 대부분의 경우 G1 이상의 곡률연속성을 지니도록 구

성된다. 하지만 각 면들은 독립적인 좌표체계를 가지며 좌표체계

간의 증가율 혹은 영역의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복

합면을 구성하는 곡면들은 수학적 연속성을 가지지 않은 서로 다

른 좌표체계의 병치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곡면들이 만

나는 지점에서 이차원 평면의 연속적인 설계요소가 불연속적으

로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Farin, 2014).  

상기한 바와 같이, 선직면이 아닌 곡면으로 구성된 복합면에 

설계요소를 배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한다. 1) 이차원 평면과 삼차원 곡면의 좌표체계의 불일치에 

의한 부정합, 2) 삼차원 곡면의 곡률에 의한 왜곡, 3) 복합면의 연

결부위의 불연속성.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이차원 평면의 설계요소를 삼차원 곡면에 투사

하여 적용하는 방식의 제약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오데식

(geodesic)을 활용하여 복합곡면에 직접 패널링 곡선을 작도하

는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주어진 복합곡면과 곡면위의 한 점, 그리고 출발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아주 짧은 선분을 작

성하고, 선분을 곡면의 법선벡터 방향으로 끌어당김으로써 

aberrancy가 0에 수렴하는 지오데식 곡선을 만들게 된다. 곡

면위의 곡선은 곡률의 영향으로 휘어져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

만 지오데식 곡선위의 모든 점은, 해당 점에서의 곡선의 접평면 

(osculating plane)이 곡면의 법선벡터와 같은 평면에 위치하게 

됨으로, 곡면의 곡률에 의한 휘어짐 이외의 추가적인 변형이 없

는, 즉 곡면에 가장 충실한 곡선을 의미한다(Pottmann, et al., 

2010). 

상기의 과정은 Rhino3d와 Grasshopper의 환경에서 C# 

Scripting을 통하여 NURBS 곡면으로 구성된 단일곡면 혹은 복

합면에서의 적용을 전제로 하며, Mesh로 구성된 면은 그 적용

에서 제외한다. 물론 비정형 설계를 다루기 위하여 변수모형

(Parametric Modeling)을 지원하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

나 Rhino3d와 Grasshopper가 가지는 장점을 뛰어넘지는 못한

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Autodesk사의 Revit과 Dynamo의 경

우는 제한된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인하

여 비정형 곡면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다루는데 한계가 있으며, 

Dassault Systemes의 Catia나 DigitalProject는 Rhino3d보다 더

욱 고도화된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에서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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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비용적인 부담, 그리고 호환 및 범용성의 맥락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 곡면과 지오데식의 이해 

2.1 컴퓨터를 활용한 비정형 건축설계의 경향

최근의 건축설계는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컴퓨터 기술이 적용되고 있

다. 형상정보를 바탕으로 건물의 각 구성요소를 데이터화 함

으로써 설계 및 시공 과정 전반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하

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공장생산 방식을 염두

에 두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를 감안하여 공기의 단축과 시공

의 품질을 높이고자하는 DfMA(Design for Manufacture and 

Assembly), 유무형의 데이터를 설계과정에 도입하고 이를 최

적화 함으로써 최선의 안을 찾아내는 Generative Design, 그리

고 기하학에 바탕을 둔 수학적 접근을 통하여 복잡한 형상을 구

현하는 Computational Design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Computational Design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복잡한 형상에서 

발생하는 설계과정의 문제점을 수학적 지식과 컴퓨터 언어를 활

용하여 해결하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2 NURBS 곡면

NURBS(Non-uniform rational basis spline)는 수학적인 공

식에 의해 삼차원 공간상의 곡선과 곡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네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공간상에서 매개변수(parameter)

를 통하여 정의된 점들의 궤적이다(Les, 1996). 변수의 매개화

(parameterize)는 직교좌표체계상의 독립적인 점들을 몇 개의 공

통 변수로 치환하여 점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곡

선 혹은 곡면내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곡선의 경

우는 하나의 변수 t (curve parameter), 곡면의 경우는 두 개의 

변수 u,v (surface parameter)로 표현된다(Figure 1)(Floater and 

Hormann, 2005). 

Figure 2의 De Casteljau's algorithm의 Bezier Span에서 볼 

수 있듯, 곡선 혹은 곡면의 매개변수가 물리적인 길이 값과는 다

른 의미를 지닌다(Gravesen, 1996). 이는 곧 곡면상의 좌표체계

가 비선형의 증감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차원 선형 좌표

체계상의 설계 요소를 삼차원 곡면에 매핑시, 동일 위상의 점들

로 재구성된 형상이 왜곡된 비례를 가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3 복합곡면(Compound Surface)

비정형 건축물은 대지의 형상, 주변 건물과의 형태적 상관관

계, 그리고 요구되는 실의 구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복

합곡면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복합곡면은 Rhino3d에서 

Polysurface로 불리기도 하며, 하나이상의 면이 공통의 변을 공유

하며 접합된다. Rhino3d에서는 연속성에 따라 G0 ~ G4로 분류

된다 (Figure 3). G0은 위치의 연속을 의미하며, 공통의 변이 시

각적으로 돌출된다. G1은 만나는 두 면의 경계에서 접선벡터의 방

향만이 일치함을 의미하며, 부드러운 시각적 연결을 위한 최소한

의 연속성이라 할 수 있다. G2는 접선벡터의 방향과 곡률이 동일

함을 의미하며, 붉은 색의 곡률 그래프가 연속적이다. 보다 높은 

시각적 연속성을 위해 사용되는 G3는 접선벡터의 방향, 곡률, 그

리고 곡률의 변화의 가속도가 모두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G4

는 사용되는 정도가 낮으나, G3의 연속성에 더불어 곡률의 변화

의 가속도가 3차원 상에서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동차나 항

공기, 혹은 제품디자인과 다르게 다수의 패널로 분절되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G3이상의 연속성이 실효성이 없으며 G0 ~ 

G2의 연속성이 활용된다(Robert McNell & Associates, 2015).

하지만 곡면의 시각적인 연속성은 각 곡면을 구성하고 있는 좌

표체계의 연속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각적 연속성의 여부와Figure 1. Coordinate systems of parameterized spaces

Figure 2. De casteljau's algorithm for bezier span (Red) vs
physical length based sampling (Blue)

Figure 3. Continuity in rhino3d NU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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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관없이 복합곡면을 구성하는 각 곡면들은 독립적인 매개변

수 공간으로 정의 되어 있으며, 이는 각 좌표체계간의 정의역의 

불일치, 축의 불일치, 증분의 불일치 등의 수학적 불연속성을 의

미한다. 이에 더불어, 곡면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Brep 

(Boundary Representation)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네개의 변으

로 만들어진 NURBS 곡면을 임의의 경계로 잘라낸 방식으로 구

현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연속적인 이차원 직교좌표체계

에서 작도된 설계요소가 삼차원의 복합곡면으로 전이될 때, 곡면

과 곡면의 경계를 통과하는 설계요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쉽

지 않음이 명확하다(Figure 4). 

최근 SubD(sub division modeling)의 방식이 많은 삼차원 캐

드에 도입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손쉽게 복잡한 비정형의 단일 

곡면을 만들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Mesh방식의 모델링과 

마찬가지로 Cage에 의하여 전반적인 형상을 다루는 방식으로써, 

NURBS와 같이 정교한 곡률을 다루기 힘들기에 아직은 진입장벽

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4 지오데식의 정의 및 기하학적인 특징

지오데식은 삼차원 곡면위의 두 점을 연결하는 경로 중 최단거

리를 가지는 궤적을 의미하며, 이차원 평면상의 두 점을 연결하

는 직선에 상응한다. 곡면위의 곡선은 일반적인 공간곡선(space 

curve)의 특성 이외에도 곡면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성

질을 지니고 있다. 그중 Aberrancy는 곡면위에 놓여있는 곡선

을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당 점의 곡선위의 접평면(osculating 

plane)과 곡면위의 법선벡터간의 차이로 정의된다(Schot, 1978). 

지오데식은 그 궤적을 지나는 모든 점에 대하여 Aberrancy가 0

이며 이는 곡면의 곡률에 의한 휘어짐 이외는 어떠한 추가적인 

휘어짐도 없는, 곡면에 가장 충실한 곡선을 의미한다(Figure 5). 

그러므로 지오데식은 곡면위에 패널링 곡선을 작도 시,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4 지오데식의 곡면 패널링 적용에의 한계

지오데식은 전통적으로 직교좌표 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넓은 

영역에서의 지점간거리 측정이나 최단 경로의 계산이 필요한 산

업, 즉 통신기기 간의 최근접 거리 계산, 비행기나 선박의 최단 

항로의 계산 등에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적용에 있어서, 두 점간

의 최단 경로만이 중요한 요소이기에, 지오데식이 가지는 기하학

적인 특징과 이의 형상적인 측면의 사용에 관한 논의는 많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오데식 곡선이 가진 기하학적 특징을 곡면의 패널링

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오데식 곡선간의 형태적 연결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즉 곡면위의 여러 점을 연결하는 패널링 곡

선을 지오데식을 활용하여 작도할 때, 각 곡선간 적어도 G2 이상

의 연결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두 점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오데식은 두 점 밖의 다른 요소들과의 기하학적 관계를 고려하

지 않음으로 인접 패널링 곡선과의 연결 관계를 보장할 수 없다.  

Rhino3d/Grasshopper에 지오데식을 계산하기 위해, 하나의 

곡면과 곡면상의 두개의 점을 입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서

로 다른 좌표체계의 병치로 구성된 복합 곡면에는 적용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패널링 곡선이 하나의 곡면에서 다른 

곡면으로 넘어갈 때, 두개의 곡면은 엄연히 다른 객체이므로 지

오데식을 계산 할 수 없다. 

2.5 지오데식 계산 관련 기존 연구 및 한계점

지오데식 곡선의 기하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간상의 

최단거리 측정이 중요한 산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

만 복잡한 3차원 형상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컴퓨터를 

활용한 지오데식 계산법이 연구되어 왔다. Mesh로 구현된 복잡

한 형상의 두 점간의 최소 거리를 iterative calculation을 통하여 

구하는 방법(Bose, et al., 2009), 주어진 곡면을 작은 요소로 분

해하고, 이를 이용해 두 점간의 최소 거리를 예측 후, 이를 다시 

정교화 하는 방법(Kimmel and Kiryati, 1995), fast marching방식

을 활용하여 mesh곡면 위의 지오데식을 계산하는 방법(Kimmel 

Figure 4. Compound surface of G2 continuity with breps &
surface of independent coordinate systems

Figure 5. Aberrancy of space curve on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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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thian , 1998) 등이 제안 되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NURBS 면의 근사화된 면인 mesh를 활용

하거나, 주어진 면을 discrete patch로 나누는 방식을 이용함으

로써 근사화의 과정에서 오차의 발생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공통

적으로 지오데식의 기본정의인 “곡면상의 두 점간의 최단거리”를 

구하게 됨으로써 두 점을 모르는 경우, 혹은 두 점이 복합면위에 

위치 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오데식은 왜곡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기하학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복합곡면의 패널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점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지오데식 생성 방법 이외에 건축가가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3. 곡면위의 지오데식 전개방식 

3.1 일방향 지오데식 전개방법

임의의 곡면위에서 지오데식을 이용하여 패널링 곡선을 생성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시작할 수 있다. 1) 곡면위의 임

의의 시작점과 패널링 곡선의 진행 방향이 주어진 경우(Figure 6 

좌), 2) 곡면을 완전히 덮지 않은 미완성의 패널링 곡선이 주어지

고 이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Figure 6 우). 두 가지의 경우 모두 

패널링 곡선이 진행되어야 하는 시작 방향 벡터와 곡면위의 시작

점을 제공하여 준다. 

시작 벡터가 곡면위의 점에서 접평면에 속한 벡터중 하나일 경

우, 이 벡터를 활용하여 시작점으로 부터 출발하는 임의의 길이

의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이제 직선을 곡면을 향하여 잡아당긴다. 

이때 잡아당기는 방향은 직선의 각 점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곡

면위의 점들을 향하는 벡터, 즉 곡면의 법선벡터에 해당한다. 이

때 직선의 길이가 아주 작다고 하면, 직선을 곡면을 향하여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 혹은 위상의 차이를 무시

할 만큼 작게 유지할 수 있다(Figure 7).

직선 위의 모든 점이 곡면의 법선방향으로 잡아당겨 지므

로, 잡아당겨진 곡선의 모든 점에서의 접평면(osculating plane)

은 곡면의 법선벡터를 포함한다. 이는 지오데식 곡선의 특징인 

Aberrancy가 0임을 의미하며, 잡아당겨진 곡선이 지오데식임을 

의미한다(Figure 8). 

하나의 직선이 곡면을 향하여 잡아당겨진 후, 이 곡선을 다시 

연장하기 위하여, 곡선의 끝점과 끝점에서의 곡선의 접선벡터를 

구한다. 끝점과 접선벡터를 이용하여 상기의 과정을 반복함으로

써 지오데식 곡선을 연장할 수 있다(Figure 9). 

3.2 곡선의 연속성 및 복합 곡면에의 적용

상기의 과정에서 각 단계별 생성된 곡면위의 곡선은 서로 접선

벡터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적어도 G2이상의 연속성을 가짐을 알 

Figure 6. Deploying paneling curve

Figure 7. Pull straight line to surface

Figure 8. Aberrancy of pulled curve on surface

Figure 9. Recursive pulling geodesic sp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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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Figure 9). 또한 두개 이상의 곡면이 만나는 경우, 하나의 

곡면에서 끝나는 곡선의 끝점과 이 점에서의 접선벡터를 활용하

여 지오데식을 인접한 면으로 쉽게 연장 할 수 있다(Figure 10). 

또한 상기의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곡선의 끝점과 그 점에

서의 접선벡터를 통하여 직선을 생성할 때, 직선의 길이가 짧을

수록, 잡아당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뒤틀림 오차가 줄어들기

에 최소한의 오차를 보이며 지오데식에 근접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7). 

4. 구현

4.1 Rhino3d / Grasshopper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복합곡면의 패널링 곡선 생성방법은 

Rhino3d와 Grasshopper의 환경에서 C# Scripting Component

를 통하여 구현 되었다(Figure 11). Rhino3d에서 작성된 복합곡

면은 Brep(Boundary Representation)의 형식으로, 지오데식 곡

선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초기 곡선은 Curve의 형식으로, 그리

고 각 지오데식의 해당 방향으로의 전개를 위한 크기는 double

의 형식으로 C# Scripting Component에 연결 되었다. C# 

Scripting Component에서는 후술할 바와 같은 코드를 통하여 

복합곡면의 지오데식을 계산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구성하였다.

4.2 지오데식 전개의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일방향 지오데식의 전개 알고리즘은 

C#으로 코딩되었으며, 아래 순서도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Figure 12). 

지오데식의 진행방향을 나타내는 선분(Line)을 통하여 시작곡

선과 시작점을 생성한다. 동시에 Brep의 형태로 입력되는 복합곡

면(Brep & Polysurface)을 여러 개의 곡면(BrepFace)으로 분해

한다. 여러 개의 곡면중 시작점을 포함하고 있는 면을 찾아서 현

재의 곡면으로 설정한다. 시작곡선의 종점에서 접선벡터를 구해 

이를 시작벡터로 정의한다. 시작벡터와 시작점, 그리고 지오데식

의 해상도를 통하여 곡면위의 지오데식을 생성한다. 지오데식이 

유효하다면 이를 지오데식 리스트에 저장한다. 만약, 지오데식이 

곡면의 다른 편 경계에 도달 하였다면 다음번 지오데식은 유효하

지 않은 곡선(길이가 0인)이 얻어지게 된다. 이는 지오데식이 현

재의 곡면에서 인접한 다음 곡면으로 전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는 현재의 곡면을 곡면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현재의 시작점

을 포함하는 새로운 곡면을 찾은 후 상기의 과정을 반복한다. 곡

면을 리스트에서 삭제할 때, 더 이상의 곡면이 남아 있지 않다면, 

반복을 멈추고 작업을 종료한다. 

4.3 C#코드

상기 순서도의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별도의 method로 Figure 11. Implementation in rhino3d / grasshopper

Figure 12. Flowchart

Figure 10. Passing tangent vector to adjacen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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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메인루틴과 서브루틴을 

구성한다. 

메인 루틴의 첫 번째는(Figure 13) Grasshopper에서 입력된 

입력 값을 내부 변수로 치환한다. 3행) 입력된 Line 형식의 선분

에서 끝점을 찾아, 이를 지오데식의 시점으로 할당한다. 4행) Line 

형식의 선분을 Curve형식으로 전환한다. 5행) Brep의 형식으로 

입력된 복합곡면을 Brep의 형식으로 저장한다. 6행) 지오데식의 

전개의 정도를 결정하는 해상도를 저장한다. 9행) 지오데식의 결

과 값을 저장하기 위하여 Curve형식의 빈 리스트를 생성한다. 

메인 루틴의 두 번째는(Figure 14) 지오데식을 계산하기 위한 준

비 작업에 해당한다. 12행) 복합곡면을 여러 개 곡면으로 분해하여 

이를 BrepFace의 리스트에 저장한다. 15행) 곡면의 리스트중 초기

점을 포함하는 곡면을 선택하여 현재의 곡면으로 저장한다. 

메인 루틴의 세 번째는(Figure 15) 지오데식을 현재 곡면위로 

진행시키고, 지오데식이 현재 곡면의 경계를 넘어설 경우, 다음 

곡면을 찾아 지오데식을 연장하도록 한다. 21행) 곡면과 시작곡

선을 통하여 시작벡터를 구한다. 24행) 곡면, 시작점, 시작벡터, 

해상도를 통하여 지오데식을 구한다. 29~31행) 24행에서 생성된 

지오데식이 유효하지 않다면, 이는 지오데식이 이미 곡면을 횡

단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31행에서 곡면을 곡면의 리스트

로부터 제거한다. 34~42행) 곡면을 제거한 이후, 곡면 리스트가 

비어 있다면, 모든 곡면에 대하여 지오데식을 전개했음을 의미하

므로, iteration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다면 41행에서와 같이 곡면 

리스트로부터 현재의 시작점을 포함하고 있는 곡면을 찾아, 이를 

다음 iteration의 곡면으로 활용한다. 45~50행) 지오데식이 유

효하다면, 지오데식 리스트에 저장하고, 지오데식의 끝점을 다음 

iteration의 시작점으로, 지오데식을 다음 iteration의 시작 곡선으

로 지정한다. 

서브루틴의 첫 번째는(Figure 16) GetBrepFaces method로 

Brep형식의 복합곡면을 BrepFace의 리스트로 분해한다. 분해된 

곡면은 온전한 NURBS Surface가 아닌 임의의 곡선으로 재단된 

Brep일 가능성도 있음으로, Surface가 아닌 BrepFace의 형식으

로 저장한다.

서브루틴의 두 번째는(Figure 17) FindMatchingBrepFace 

method로 곡면의 리스트와 시작점을 입력받아서, 곡면들 중 시

작점을 포함하는 곡면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14~16행) 시작

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곡면상의 u, v좌표를 확보하

여 곡면상에 점을 표현하고, 18행) 두 점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20~24행) 그 거리가 0.001미터보다 작을 경우, 곡면은 시작점을 

Figure 13. Main routine – input and output

Figure 14. Main routine – initiate iteration

Figure 15. Main routine – iteration

Figure 16. Sub routine method - GetBrepFaces

Figure 17. Sub routine method - findmatchingBrepFace



49한국BIM학회논문집 11권 4호 (2021)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6행) 곡면을 현재의 곡면으로 

출력한다. 

서브루틴의 세 번째는(Figure 18) GetStartVector method로  

곡면과 시작곡선을 이용하여 지오데식의 진행방향 벡터인 시작

벡터를 구한다. 31행) 시작곡선의 종점, 즉 지오데식의 시작점을 

구한 후, 32~35행) 곡면위의 시작점에서의 접평면을 구한다. 37

행) 시작곡선을 접평면에 잡아당긴다. 이때 시작곡선의 길이가 

아주 짧다면, 이 곡선은 직선으로 볼 수 있다. 39~41행) 이 직선

을 활용하여 지오데식이 진행할 방향을 나타내는 접선벡터를 구

하고, 42행) 단위벡터로 전환한후, 44행) 시작벡터를 출력한다. 

서브루틴의 네 번째는(Figure 19) GetGeodesic method로 곡

면, 시작점, 시작벡터, 해상도를 입력받아 지오데식 곡선을 생성

한다. 50행) 입력된 시작벡터를 단위벡터화 하고, 51행) 시작점

에서 시작벡터의 방향으로 해상도 만큼 직진하는 직선을 생성한

다. 52~54행) 직선을 곡면으로 잡아당겨 지오데식을 생성한다. 

56~63행) 지오데식이 존재한다면 지오데식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null값을 출력한다. 

5. 결론

5.1 시뮬레이션의 목적

일방향 지오데식을 임의의 복합곡면위에서 전개하여 보고 다

음의 요소를 평가해본다. 1) 해상도별 전개된 곡선과 Rhino3d/

Grasshopper에서 계산된 지오데식의 차이. 2) 전개된 곡선의 

aberrancy 측정. 3) 전개된 곡선의 곡률 그래프 분석. 

상기의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일방향 지오데식 

전개방법으로 생성된 복합곡면위의 패널링 곡선이 지오데식의 

정의를 만족하며 곡면과 곡면이 만나는 면을 지날 때의 곡률 연

속성을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5.2 시뮬레이션을 위한 설정

복합곡면은 임의의 곡선으로 절개된 Brep(평면치수 20x40미

터)들 사이를 G2의 연속성을 가지는 blended surface로 연결하

여 구성한다(전체 평면치수 60x40미터). 복합곡면의 iso curve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복합곡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좌표체계는 상

이함을 알 수 있다. 복합곡면의 노출된 한 변에서 임의의 시작점

과 시작벡터를 설정하여, 해당 방향으로 지오데식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Figure 20). 

5.3 시뮬레이션의 결과

5.3.1 해상도별 전개된 곡선의 지오데식과의 정합성 

해상도는 접선벡터를 이용하여 직선을 생성할 때 직선의 길이

를 결정한다. 3.2에서 설명되었듯이, 직선의 길이가 작을수록 전

개되는 곡선이 지오데식과 정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0.01, 0.1, 

1, 10, 100미터의 해상도로 곡선을 전개하고, 전개된 곡선의 양 

끝점을 이용하여 Rhino3d/Grasshopper에서 지오데식을 계산한 

뒤 두 곡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Rhino3d/Grasshopper에 의해 얻어진 지오데식은 초록색으

로, 전개된 곡선은 붉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들의 차이가 

크지 않기에 평면상에서 겹쳐서 표현이 되었다. 예상하였듯이, 

해상도가 좋을수록, 즉 직선의 전개 길이가 작을수록, 두 곡선간

의 정합도가 올라감을 볼 수 있다. 0.01~1 미터의 해상도에서는 

소수점 오차를 감안하면 약 9.5밀리미터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Figure 18. Sub routine method - GetStartVector

Figure 19. Sub routine method - GetGeodesic

Figure 20. Polysurface, start point and vector. overall
dimension in xy-plane is 60 X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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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공의 공차를 감안하면 무시해도 좋을 만한 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상도의 숫자가 증가하면 오차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Table 1).

5.3.2 전개된 곡선의 aberrancy 측정 

전개된 곡선이 지오데식의 중요한 특징인 aberrancy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기 실험에서 가장 효율적이었던 1미

터로 해상도를 설정하여 곡선을 전개하였다. 이후 약 0.1미터 간

격으로 전개곡선위의 점을 채취하고, 해당 점들에서의 전개곡선

의 접평면과 곡면의 법선벡터가 만들어내는 각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21은 복합곡면위에서 전개된 곡선(파란색)위의 점들에

서의 복합곡면의 법선벡터(초록색) 및 접촉원 (회색)과 접촉원의 

중심과 연결선(붉은색)을 나타낸다. Figure 21에서 보듯이, 곡률

의 변곡으로 인하여 접촉원의 위치가 반전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

나, 붉은 선과 초록선이 만드는 각도가 최소 0.002842°에서 최대 

179.999992°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법선벡터와 접촉원이 같은 평

면상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전개된 곡선은 aberrancy가 0에 수렴하는 지오

데식으로 볼 수 있다.   

5.3.3 전개된 곡선의 곡률연속성 

복합곡면의 곡면과 곡면의 경계에서 전개된 곡선의 곡률의 연

결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복합곡면위에 전개된 곡선의 곡률 

그래프를 생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Figure 22의 그래프는 곡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절점을 가진 

연속 커브로써 전형적인 G2연속의 그래프를 나타내었고, 복합곡

면이 G2연속이었으므로 복합곡면의 연결성을 상속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전개된 곡선이 곡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복합곡면위의 

일방향 지오데식 전개방식은 aberrancy가 0에 수렴하는 뒤틀림 

안정성, 여러 개 곡면을 통과시의 곡률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므

Resolution
(meter)

Image
Green : Geodesic Calculated by Rhino3d/Grasshopper

Red : Marching Curve Method

Max. 
Deviation
(meter)

0.01 0.009512

0.1 0.009511

1 0.00951

10 0.009739

100 0.031055

Table 1. Deviation per resolution

Figure 21. Aberrancy – Normal vectors vs osculating circles.
min angle difference = 0.002842, Max Angle Difference = 

179.999992

Figure 22. Curvature graph – G2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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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합곡면에서의 패널링 곡선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5.4 활용 

1.2 연구의 범위및 방법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비정형 복

합곡면에 패널링 곡선을 배치함에 있어서, 기존의 투사 혹은 매핑

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상의 왜곡을 수반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복합곡면상의 임의의 점과 점에서의 접선벡터를 통하

여 곡면에 가장 충실한 지오데식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을 기술하

였다. 사용자는 복합곡면위의 어떠한 위치에서도 패널링 곡선을 

직접 작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접 곡면에 기 생성된 곡선을 연장

함으로써 패널링 곡선을 Figure 23과 같이 완성 할 수 있다. 

6.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본 연구는 복합곡면위에서 일방향 지오데식을 전개함으로써 

패널링 곡선을 작도하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향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단일 패널링 곡선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곡면상에 하나 이상의 패널링 곡선을 작

도할 때, 패널링 곡선들 간의 기하학적 관계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패널링 곡선들이 등 간격으로 위치해야 하는 

경우, 본 방식은 각 패널링 곡선을 자기참조적인 방식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구현함으로, 인접 패널링 곡선과의 참조관계를 형성 

할 수 없다. 복합곡면상에 복수의 패널링 곡선을 디자인 의도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면 복합곡면의 패널링에 소

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패널링 곡선의 진행방향이 미시적인 방식으로 구현되기

에, 패널링을 진행하기 이전에는 결과 값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 물론 하나의 패널링 곡선을 생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에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디자인 의도를 반영하

는 패널링 곡선을 생성 할 수 있겠으나, 초기 방향을 설정하는 방

식 이외의 조금 더 직관적인 방식을 통하여, 생성될 패널링 곡선

을 예측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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