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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성장원리를 응용한 건축 디자인에 관한 연구

Architectural Design Related to the Growth Principles of Tree

김태영*

 Kim, Tai Young*

요 약 본 연구는 자연환경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나무의 시스템을 통하여, 건축물에 있어서도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나무의 구조, 순환 및 환경반응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실 사례와 문헌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1) 나무의 구조는 지상계와 뿌리조직으로 나뉘며, 가압된 세포막들로 강성을 유지한다. 지

상계인 줄기와 크라운에 의한 풍력의 저항은 건축물의 내진구조원리에, 측면 뿌리의 판형 버트레스는 수평트러스

및 현수교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다세포의 블록들은 공기막 구조의 원리에 해당된다. 2) 나무의 순환시스템에 있어

서, 나뭇잎의 미세한 기공을 통한 증산작용은 많은 양의 열 방출로 효과적인 냉각 수단이 될 수 있어, 건축물의 냉방

에 직접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증산 작용은 물의 양수와 급수, 태양 그늘을 이용한 창문의 자동 개폐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나무의 잎과 꽃에서 읽어낼 수 있는 환경변화에 따른 반응 시스템은 새로운 감지기술과 재료의 사용을

통하여 건축물의 지붕 및 외피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다.

주요어 : 나무 건축, 지상계 및 뿌리시스템, 증산작용, 반응시스템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self-produce energy even in buildings through the system of trees that 
grow by themselves focused on literatures and case studies. It is divided into the structure, circulation and 
reaction system of tree. 1) In the structural system, the tree is divided into the shoot and root system, and 
maintains rigidity with the cell membranes. The wind resistance caused by the trunk and crown can be applied 
to the seismic structure principle of building, and the role of platelike buttresses of lateral roots  can be applied 
to the horizontal truss and suspension bridge. 2) In the circulation system, the transpiration action through the 
fine stomata of the leaves can be a very effective cooling means because a large amount of heat is released 
and this method can be directly introduced into the cooling of buildings. 3) In the responsive system, the 
response system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that can be read from the leaves and flowers of trees can 
be applied to the roof and exterior design of buildings through the use of new sensing technologies and 
materials.

Key words :  Tree Architecture, Shoot and Root System, Transpiration Action, Responsive System



Architectural Design Related to the Growth Principles of Tree

- 50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무와 건축은 하나의 장소에 고착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나무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물, 공기, 태양

으로부터 식량을 생산하지만, 건축은 나무와 같이 고정

되어 있으면서, 외부 에너지 유입을 통하여 작동한다.

나무는 광합성(Photosynthesis)을 통하여 식량을 생

산하고, 당분해(Glycolysis)를 통하여 발생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성장한다. 이러한 성장과정은 구조 및 순

환시스템, 기후환경에 반응하는 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건축물의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다.

최근 들어서는 자연환경에서 직접 에너지를 취하는

스마트 재료의 등장이라든가, 생체모방(Biomimicry),

초자연(Hyper-natural) 등 바이오 기반(Bio-based)으로

의 접근 과정이 모색되면서, 점차적으로 건축물 자체

의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나무의 성장원리를 구조,

순환 및 환경반응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건축물에 직

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서구에서 진행되어

온 연구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나무가 지니고 있는 자체 성장원리 모델의 제

공뿐만 아니라 기후에 반응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

법에 대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 연구동향 및 문헌

나무, 꽃, 그리고 잎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있는 그대로 모방, 혹은 차용되어 왔으며, 나무의 목재

는 재질의 유연성과 강인한 휨 재로서의 구조성능 때

문에 널리 사용되어 왔었다. 또한 나무의 형상에서 유

추, 혹은 도출된 기하학적 원리는 다양한 건축적 표현

방식으로 응용되었다.

최근 들어서, 나무를 재료로 하는 친환경건축은 나

무 형상의 유추라든가 목재의 사용이라는 형태 및 재

료의 장점에서 더 나아가 나무의 생식, 생장, 성장 원리

를 건축디자인에 반영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1].

더욱이 스마트 재료 및 기술의 전개와 함께, 이의 원

천인 자연환경의 특성과 원리에 대한 과학적 탐구 및

이의 응용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건축 분야에 있

어서도 바이오 기반으로의 접근 과정이 모색되고 있다.

스마트 재료와 시스템이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열,

빛 음)을 받아서 환경에 반응하는 것과 같이, 나무 역

시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발육, 생장한다. 이

와 같은 연유로 “가장 스마트한 건축은 나무이다.” 라

고 언급한 애드리안 베얀(Adrian Bejan)은[2] 복잡한

스마트 재료를 개발할 때, 나무 구조(Tree-like

structure)의 분기(分岐)시스템이야말로 한 장소에서 다

른 장소로 물질을 옮기는 가장 효율적인 전달시스템이

라고 한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나무에 대하여 연구해 온 롤

란드 에노스(Roland Ennos)는[3] 나무의 생물학과 구조

이론에 입각하여 목재(wood)역학, 줄기와 뿌리의 시스

템 역학, 그리고 나무의 성장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방면으로 연구를 축척해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연구는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초자연

(Hyper-natural)[4] 및 생체모방(Biomimicry)[5] 건축에

적용되는 데에 이르고 있다.

초자연계인 식물 생물권(Botanical biosphere)에서,

나무는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순환시스템, 기초시스템

(나무의 뿌리), 그리고 구조시스템이 있으며, 대부분

움직이지 않는다. 나무와 건축이 지니는 성장과 지속

성의 특징은 이들 시스템 이외에 기후에 적응, 변화하

는 빛, 온습도 및 풍향에 대한 반응, 그리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제공한다.

피터 볼레벤(Peter Wohlleben)[6]은 나무를 의인화하

여 나무간의 우정, 사랑, 에티켓을 비롯하여 나무가 제

공하는 사회적 안전, 워터 펌프로서의 숲, 수목 기후제

어, 편안함 등을 나열하면서, 유동하는 물의 신비, 우아

하게 나이 드는 나무 등 사색적인 어휘로 나무에 내재

하여 있는 생명체로서의 본질을 전달하고 있다.

Ⅱ. 나무의 구조 및 조직

1. 분기 구조

다세포 블록의 구조로 구성된 나무는 외견상으로는

뿌리에서부터 지상으로 솟는 단일 줄기(Trunk), 그리

고 꼭대기 쪽으로 점점 좁아지는 가지들로 이루어진다.

빛과 중력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가지들을 공중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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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시키고, 뿌리를 지면으로 몰아간다.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질을 옮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무 가지(캐노피)를 들 수 있다. 이들

은 대소로 분기(分岐)되어 흐름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

니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나무 구조(Tree structure)

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나무 전체에 물을 최대로 공

급하기 위한 구조로 자연스럽게 진화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예는 강 삼각주를 이루는 수로, 조직에 산소

를 전달하는 인간 폐의 구조, 복잡한 교통망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나무의 가지들로 구성된 분기 구조는 구조의 계층

적 특성을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재

사용 중인 선형의 데이터 구조와는 달리 비선형 데이

터 구조로, 흐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

어할 수 있다. 실제로 나무 구조는 생물학적 나무와

비교하여 거꾸로 되어 있다. 맨 위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하여 줄기가 있고, 잎이 맨 아래에 있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는 건

축설계에 있어서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으로 나무 구조

의 위계성을 이용하였다. 애드리안 베얀은 나무구조에

나타난 간단한 물리학 원리, 즉 제어를 위한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방법은 스마트 재료 설계 및 나노 장치

제작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7].

2. 지상계(地上系, Shoot system)

지상의 나무는 줄기와 가지, 잔가지와 잎들로 이루

어진다. 지상에서 수 미터를 수직으로 투사하는 하나

의 나무줄기를 중심으로, 꼭대기 쪽으로만 점점 더 좁

아지는 나뭇가지와 잔가지가 반복되면서, 나뭇잎들과

함께 크라운(crown, 왕관)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지상계의 나무형태에 대하여 피터 델 레디

치는 1991년에 일반화된 성장 프로그램으로 줄기 구성

방식(單軸, 合軸), 가지의 방향(평행, 수직), 꽃의 위치

(끝, 측면), 그리고 성장주기(연속, 리듬)라는 4가지 특

성을 기반으로, 표 1에서와 같이 5개의 유형, 23개의

서로 다른 아키텍처 모델을 제시하였다[8].

가지의 방향이 수평인 것은 침엽수인 구과식물과

층층나무가 있는데, 구과식물은 줄기가 가지를 지배하

여 크라운의 퍼짐 보다 높이 방향의 성장이 유리한 반

면에, 층층나무는 가지가 줄기를 지배하여 높이 성장

보다 크라운 퍼짐이 두드러진다. 가지의 방향이 수직

인 것은 단풍나무가 있다. 이는 하나의 줄기 주축(主

軸) 끝에서 성장하면서 곁가지를 위쪽으로 내어 가는

유형으로 오우크, 단풍나무, 서양물푸레나무 등이 있다.

줄기와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앞의 예와 달리, 이

들이 기능적으로 동등한 성격을 띠는 콩과 식물과 라

일락 모델이 있다. 콩과식물은 줄기와 가지가 수평이며,

단독 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잇따라 나온 다수의

줄기가 합체(合體)하여 생긴 줄기이며, 줄기와 가지가

수직인 라일락 모델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모듈의 반복

으로 구축된다.

이처럼 나무의 지상계는 단단한 줄기와 함께 가지

와 잎의 유연한 크라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러한 줄기의 강성과 크라운의 유연성 조합은 나무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과

는 달리 나무는 자체 무게로 무너지지 않는다. 실제로,

나무를 파괴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바람이다.

나무의 줄기와 가지는 바람이 불 때마다 모두 구부

러진다. 이로 인해 바람불어오는 쪽으로 종 방향의 인

장력이 설정되고, 바람불어가는 쪽으로 종 방향의 압

축력이 설정된다. 두 힘은 압축된 빨대처럼 세로로 배

열된 목질의 세포벽에 의해 효과적으로 저항 받는다.

이처럼 다세포의 블록들로 구성된 나무는 줄기, 가

지, 그리고 나뭇잎 전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가압된

세포막(cell membranes)으로 강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효과는 똑 바로 서있거나, 캔틸레버로 매어 달릴 수

있는 공기로 부푼 에어매트와 유사하다. 그림 1의 공

기막 구조(pneumatic structure)가 이 원리에 해당된다.

3. 뿌리 조직

뿌리는 지상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욱 결정적인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몸통 줄기의 길고 좁은 운

송 용기를 통해 물을 크라운까지 공급하면서 유기체의

생존을 돌보고, 기후 조건의 심각한 변화를 견뎌내도

그림 1. 나무의 다세포막 응용
Figure 1. many-celled membranes of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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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그리고 줄기를 몇 번이고 다시 자라게 하면

서, 나무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나무에서, 중심 뿌리(tap roots)가 매우 느

리게 자라기 때문에 뿌리의 강성은 여러 개의 측면뿌

리(lateral roots)에 의해 좌우된다. 대부분의 말단 뿌리

는 토양 표면의 1m 이내인 영양분이 풍부한 표토에서

자원을 얻는 반면에, 측면 뿌리에서 수직 아래로 자라

는 곧은 뿌리와 몇몇 싱커(sinker) 뿌리만 지하 토양으

로 침투하면서, 나무를 지탱한다.

나무를 넘어뜨리려는 전복력(顚覆力)은 나무줄기에

서 뿌리조직으로 전달된다. 확장한 측면뿌리는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 지면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지만, 바람

이 불어오는 쪽의 뿌리와 토양판은 지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는 토양 판의 무게와, 휨에 대한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뿌리의 저항에 의해 강하게 저지된다.

이와 같이 나무의 측면 뿌리는 크라운의 두 배로

모 델 특 성 종 류

구

과

식

물

줄기 수직, 가지 수평

줄기가 가지를 지배하
고, 크라운(crown) 퍼

짐 보다 높이 성장이

유리. 가지들은 종종 '

고정된'방향 가짐
Massart 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朱木)

층

층
나

무

줄기 세로, 가지 가로

가지가 줄기를 지배하

고, 높이 성장보다 크
라운 퍼짐 선호

정생화(頂生花)*1와 '

릴레이 형' 가지 성장Fagerlind 층층나무 진달래 목 련

단
풍

나

무

줄기와 가지 수직

단일 분열조직, 단축
(單軸)형*2

종종 가지 패턴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측면

꽃을 생성
Rauh 오우크 단풍나무 서양물푸레나무

콩

과

식
물

줄기와 가지가 수평이

며, 기능적으로 동등

연속적인 분열조직, 합

축(合軸)형*3
종종 임신중절을 나타

내어 정점 지배력 감소
Troll 콩류 느릅나무 너도밤나무

라

일

락

줄기 및 가지가 수직이

며, 기능적으로 동등
줄기는 구조적으로 동

일한 모듈의 반복 구축

항상 분기 과정을 조절

하는 말단 개화를 생성
Leeuwenberg 라일락 옻나무 가막실나무(트리다비)

*1. 식물학 : 끝꽃, 정생꽃(頂生花), terminal flower/*2. 단축(單軸)형, monopodium : 주축(主軸) 끝에서 성장해 가면서 곁가지를차례
로 위쪽으로 내어 가는 식물형/*3 합축(合軸)형, sympodium, 가축(假軸)형(pseudaxis) : 단독인 줄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잇따라 나온 다수의 줄기가 합체(合體)하여 생긴 줄기(대), 포도 덩굴 따위.

표 1. 아키텍처 모델 : 지상계의 나무형태를 결정하는 성장 프로그램
Table 1. Architectural Model : the generalized growth program which determines the development of form in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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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면서 주변으로 뻗어나가, 인접한 나무의 뿌리와

필연적으로 교차하면서 자란다. 길가 제방을 보면, 나

무가 뿌리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개별 나무들은 뿌리 시스템을 통해 서

로 연결되면서, 넘어짐을 방지한다. 연구에 의하면, ‘열

대 우림 나무가 성장하는 가장 기이한 특징 중 하나는,

표면의 측면 뿌리를 앵글 브래킷(angle bracket, 꺾쇠

괄호)과 같은 나무의 줄기에 결합하는 판형 버트레스

(platelike buttresses)이다“ 라고 한다[9].

이러한 사례로는, 그림 3의 인도 메갈라야(Meghalaya)

에 있는 살아있는 뿌리 다리(Living root bridge)가 있다.

강바닥 위로 나무줄기를 확장한 뒤, 고무나무의 얇은

뿌리가 이 줄기를 타고서 반대편에 뿌리를 내리고 나

서, 고무나무가 성숙함에 따라 뿌리가 두껍게 얽히게

되어 견고한 구조 트러스, 현수교를 형성한 것이다.

Ⅲ. 나무의 순환시스템

1. 모세관 작용

물은 혈관 다발을 통해 삼투압 및 모세관 작용

(capillary action)에 의해 운반된다. 모세관 작용은 액

체와 튜브 사이의 접착력을 통해 좁은 튜브가 액체를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이는 화분 받침에서 토양이 물을

끌어올리듯 물을 나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의 문제점은 모세관 현상이 두께가 매우 좁은 도관

(導管, vascular cambium)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낙엽수에서 물을 운반하는 도관은 매우 좁

아, 지름이 0.5mm(0.02인치)도 안 된다. 침엽수의 도관

직경은 더욱 좁아 0.02mm(0.0008인치)에 이르기도 한

다. 이러한 모세관으로 물이 90m(300ft) 이상인 나무의

꼭대기에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

능하다. 가장 좁은 도관에서 조차도, 기껏해야 최대

90cm(3피트) 상승할 힘만 있을 뿐이다[10].

이외에 삼투압도 작용한다. 하나의 세포에서 설탕의

농도가 이웃 세포보다 높을 때, 두 세포가 동일한 백

분율의 물을 함유할 때까지 물은 세포벽을 통해 보다

단 용액으로 흐른다. 물이 세포에서 세포를 거쳐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렇다면 나무가 잘렸을 때 나

무줄기에서 물이 스며들거나 심지어 스프레이될 것으

로 예상되어, 이 역시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없다. 삼

투압은 줄기보다는 뿌리와 잎에서 주로 작용한다.

2. 응집력 혹은 결합력

물 자체가 스스로 끌려 올라가는 모세관 작용과 달

리, 응집력(cohesion) 이론은 빨대처럼 물을 위에서부

터 빨아들이는 것이다. 응집력은 사슬의 고리처럼 서

로 묶여 있는 물 분자들을 서로 접착되도록 하며, 증

산으로 인해 잎에서 공간이 유효해지자마자, 곧 결합

된 물 분자들은 서로를 줄기 위로 끌어당긴다. 이는

모세관 작용과 삼투압 이론과 달리 더욱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좁은 파이프에 물을 담그면 탄성 밴드처럼

늘어뜨리는 신장력(伸張力, stretching force)의 실험을

통해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응집 메커니즘은 나무 위로 물을 올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이지만, 이 방법에는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 첫째로, 나무에서 물의 증산은 잎을 식히

고 햇빛에서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지만, 실제로 광합

성에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흡수한다.

큰 나무는 하루에 500리터 (110갤런) 이상의 물을 흡

수하기도 한다. 이것은 나무가 토양을 건조시켜 가뭄

그림 2. 앵글 브래킷의 줄기와 판형 버트레스의 측면뿌리
Figure 2. the platelike buttresses that join the superficial
lateral roots to the trunk like angle brackets.

그림 3. 인도의 메갈라야의 ‘살아있는 뿌리 다리’
Figure 3. A living root bridge i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Northeast Indian state of Meghal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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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큰 기포가 목재 용기에 들어가면 물의 위와

아래의 장력으로 인해 물기둥이 깨져 전체 용기가 공

기로 채워져 색전증(塞栓症,공기의 기포 따위로 혈관이

막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증산 작용

나무는 광합성에 의해 태양에서 빛에너지를 포착하

고, 이 에너지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당과 산소로 변환

한다. 이 과정에서 잎의 열린 기공(氣孔, stoma)을 통

하여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증산(蒸散, transpiration)

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수증기가 빠져나간다.

증산작용이 이루어질 때, 나무의 수압은 봄에 잎이

열리기 직전에 가장 높다. 물의 응집력 때문에, 장력이

잎 세포를 통해 잎과 줄기, 그리고 목질부로 이동하여

물이 뿌리에서 목질부로 끌어 올려 짐에 따라 일시적

인 음압이 생성된다. 이때 물이 필요하지만, 뿌리에 의

해 흡수되는 소량의 물만 생장과 신진 대사에 사용되

고, 나머지 97–99.5 %는 증산작용에 의해 손실된다.

증산, 혹은 증발은 물의 비열 용량이 상대적으로 높

아 소량의 물로 많은 양의 열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

에 매우 효과적인 냉각 수단이다. 나뭇잎의 미세한 기

공은 광합성과 관련된 증발 속도와 가스의 교환을 제

어한다. 온도가 상승하면 기공이 더 넓게 열리므로, 더

많은 물이 증발하여 나무가 주변보다 시원하게 유지된

다. 극단적인 경우, 잎이 시들어 태양에 나타나는 잎

표면의 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건축가 테이트(Jerry Tate)는 그림 4의 IHub 현상설

계경기에서, 나무의 모세관 및 증산작용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냉방에 활용하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이들

작용으로 물을 전달할 수 있다면 증발 현상이 그 과정

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디자인은 건

물 남쪽 면에 모세혈관 튜브 망을 설치하여, 증발과정

에서 이를 통해 공기를 끌어당기고, 냉각시킬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

며, 긴 모세관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은 어려운 것처

럼 보이지만,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다[11].

증산작용과 관련한 또 하나의 사례로는, 그림 5에서

와 같이 두바이에 위치한 사이몬 너미(Simon Nummy)

팀의 증산타워(2018)가 있다. 증산 작용에서 생겨나는

힘을 이용하여, 물을 탈염 및 리프팅(lifting)하는 실험

으로, 전통적인 급수탑의 양수방식이다. 이 타워는 온실

안에 재배되는 식물성 벽으로 감싸여 있으며, 중앙의

100m 높이(9m직경) 주변으로 최대 20m 높이(15m직경)

의 11개 드럼 구조물이 있다. 각 타워 상단의 개구부는

뜨거운 습한 공기가 물탱크로 유입되도록 하고, 응축판

으로 공기를 제습하여 물을 최대한 상부로 내보낸다.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는 타워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타워의 물은 탈염되며, 친환경적인 수준으로 전개된다.

그림 6의 카타르 선인장 빌딩은 선인장의 증산작용

을 적용한 사례이다. 많은 선인장은 잎이 아닌 즙이

많은 줄기에서 광합성을 수행함으로써, 싹의 표면적이

매우 낮다. 선인장은 사막기후에서 무더운 낮에는 물

을 보유하다가 밤에는 증산작용을 위해 기공을 연다.

이를 건물의 창문에 적용하여 햇빛 가리개가 온도에

맞추어 열리거나 닫히게 할 수 있다[12].

그림 4. 건축가 ‘테이트’의 ‘IHub 현상설계경기’
Figure 4. IHub competition designed by Jerry Tate

그림 5. 두바이의 ‘증산타워’
Figure 5. Transpiration Tower designed by Simon Nummy
in Dubai, United Arab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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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무의 반응시스템

1. 성장 반응

나무의 성장은 햇빛, 물, 공기를 에너지로 변환시키

면서 모양과 크기가 변하고, 연간 성장 고리인 나이테

로 나타나면서 진행된다. 나무의 성장을 위한 주요 메

커니즘은 광합성이지만, 중력과 빛에 대한 인식을 통

해서도 이루어진다. 수직 방향의 가지는 빛을 향해 몸

통을 형성하고, 수평 방향의 가지는 크라운을 형성한

다. 뿌리는 바람과 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적 스

트레스에 반응하여 줄기와 가지를 안정화시킨다.

이처럼 나무는 적응형 성장(adaptive growth)을 통

하여 줄기, 가지, 그리고 뿌리를 최적화하면서 비바람

을 견뎌낸다. 나무는 성장과정에서 효율적인 재료 설

계, 양호한 지상계 및 지하의 뿌리 구조, 적응성 있는

성장 반응이 결합되어 강풍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나무에 가해지는 기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구

조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목질부를 만들어낸다.

또한, 나무의 생물학적 특성은 결국 시들어 사라진

다는 것이다.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영구적 성격이 건축물과 나무를 직접적으로 관련시

킨다. 나무의 성장 마지막 단계인 라이트 사이클을 보

여주는 사례로는, 그림 7에서와 같이 북부 캘리포니아

의 구알라 레드우드 숲에 위치한 스미스와 알렌의 프

로젝트 에코비렌(Echoviren)이 있다. 폭 3m, 깊이 3m,

높이 2.4m인 이 작품은 3D 인쇄 파빌리온으로, 세콰이

어 나무껍질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하이브리드이다.

기하학과 표면 패턴, 독특한 합성 재료와 눈에 띄는

광도(光度)를 통해 숲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기성

제품의 노후화를 통해 건축과 자연환경에 도전하고 있

다. 30∼50년 안에 숲 바닥으로 썩어 가면서 새로운

유기체의 성장을 위한 음식이 될 것이다. 변화를 받아

들임과 함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러한 인정은, 건

축과 생물학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 환경 변화에 따른 반응

나뭇잎은 여름에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 자라고, 겨울

에는 빛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라진다. 꽃은 공기 흐름과

온도변화에 따라 꽃잎을 빠르게 열고 닫는다. 변화하는

환경자극에 나무가 반응한다는 인식은 건축물을 설계하

고, 만들며, 보호하는데 주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지붕 및 벽체에 식물을 직접 재배한다든

가, 접촉 및 온도 변화에 따라 가동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철과 콘크리트로 구성된 구조물을 끊임없이 변화하

고 살아있는 물질의 건축물로 바꿀 수 있다. 또한 공

기 중 수분을 흡수하는 흡습성에 반응하는 나무의 잎

과 꽃에서 읽어낼 수 있는 유사한 반응시스템을 건축

물의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림 8의 건축과학생태센터 CASE(Center for Architecture,

Science, and Ecology)가 제안한 능동 모듈식 식물개선 시스

템은 맞춤식 보강재를 사용하여 식물을 재배하여 공기

를 정화하고 걸러내는 것으로, 내부 녹색벽체를 형성함

으로써 건물 기계시스템에서 가열 및 냉각 부하를 줄인

것이다. 건축가가 인공과 자연 사이를 탐험하기 시작한

공생 관계의 예시라 할 수 있다.

환경 변동에 반응하는 시스템은 건축물의 지붕 및

그림 6. 카타르의 ‘선인장 빌딩’
Figure 6. Qatar Cactus Building

그림 7. 스미스와 알렌의 ‘에코비렌’
Figure 7. Echoviren: Gualala, Califonia, 2013, Smith/Allen

그림 8. CASE의 ‘능동 모듈식 식물개선 시스템’
Figure 8. Active Modular Phytoremediation System b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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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 디자인에도 적용되었다. 그림 9에서와 같이 포스

터와 호버만이 아부다비의 알다르 마켙에 설치한 움직

이는 지붕 및 차양시스템은 잎을 건드리면 오므리며

아래로 늘어지는 미모사(Mimosa)에서 영향을 받은 것

이다. 벽 또는 지붕 투명도는 흐린 날에는 100%로, 맑

고 따뜻한 날에는 0%로 변환된다. 다른 시스템은 벽면

색상, 반사도 또는 음향 특성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방

문객의 변동하는 요구에 정확하게 맞춘다. 새로운 감

지 기술과 역동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건물 표면이 내

외부 변동에 유사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나무와 목재가 갖고 있는 공기 중 습기를 흡수하는

흡습성을 이용한 사례로는 건축가 멩게스가 창안한 그

림 10의 하이드로 스킨(Hydroskin)을 들 수 있다. 이것

은 습도 변화에 따라 개폐되는 솔방울에서 영감을 받

은 것으로써, 움직임이 재료 자체로 가능하기 때문에,

습기에 의해 변화하는 패시브 과정은 어떠한 에너지와

추가적인 기계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교한 꽃

잎은 대기의 변동에 따라 감기기도, 펴지기도 한다[13].

Ⅴ. 결 론

본 연구는 자연환경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나무

의 시스템에 대한 숙지를 통하여, 건축물에 있어서도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나무의 구조, 순환 및 환경반응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나무의 구조시스템에 있어서, 나무의 구조는 지상계

와 뿌리조직으로 나뉘며, 가압된 세포막들로 강성을

유지한다. 지상계인 줄기의 강성과 크라운의 유연성

조합에 따른 풍력의 저항은 건축물의 내진구조원리에,

중심뿌리에서 확장한 측면 뿌리의 판형 버트레스 역할

은 수평트러스 및 현수교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다

세포의 블록들은 공기막 구조의 원리에 해당된다.

나무의 순환시스템에 있어서, 토양의 뿌리조직에 의

해 흡수된 물은 나뭇잎의 미세한 기공을 통한 증산작용

에 의해 대부분 손실된다. 이 때, 물과 함께 많은 양의

열이 방출되어 매우 효과적인 냉각 수단이 될 수 있는

데, 이러한 방식을 건축물의 냉방에 직접 도입할 수 있

다. 이외에도 증산작용은 물의 양수와 급수, 태양 그늘

을 이용한 창문의 자동개폐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무의 반응시스템에 있어서, 나무는 성과과정에서

줄기, 가지, 그리고 뿌리를 최적화하면서 비바람을 견

뎌내며, 나무의 잎과 꽃은 기후 적응을 비롯하여 변화

하는 온도, 습도 및 풍향에 대하여 반응한다. 나무의

잎과 꽃에서 읽어낼 수 있는 환경변화에 따른 반응

시스템은 새로운 감지기술과 재료의 사용을 통하여 건

축물의 지붕 및 외피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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