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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지난 12년 동안의 미

국생활을 뒤로하고 지난 9월에 한국으로 귀

국하여 Selective Amplification이라는 이름의 

개인 사무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

다. 프리젠테이션은 건축/디자인 사무실로

는 의아한 이러한 이름 뒤에 있는 저만의 건

축설계 및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생각을 

parametric driven design approach와 결부 시

켜 설명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fig. 01)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비파라메트릭 모

델링과 가장 차별이 되는 한가지 요소는 

파라메터의 존재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삼차원 툴로 생성이 

된 지오메트리는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

이 해당 지오메트리를 설명하는 모든것

이며 자기참조적이며 외부와 단절돼 있

으며 그 자체로 완성이 된 지오메트리 입

니다. (fig. 02)

 

이러한 특성상 일단 생성이 되고 나면 이러한 지오메트리를 수정하는 방법은 없으며 추

가적인 modifier를 통해서 늘이거나 줄이는 등의 필요한 변형을 가하게 됩니다.(fig. 03). 

이번회에는 UIA 2017 Seoul의 Special Session에서 Digital Design and Fabirication섹션

에서Parametric Design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얼마전 한 인

터뷰에서 Parametric design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Parametric 

tool을 건축설계에 응용한지 벌써 10여년이 흘렀고 저에게는 굉장히 친숙할뿐 아니라 설계와 디

자인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동시에 너무도 많은 내용을 다루며 건축설계의 과정에서 광범

위하게 사용되는 parametric design이란 내용을 짧은 시간안에 단 몇 문장으로 배경지식이 없

으신 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였기에 조리있게 이야기를 해 드리지 못했던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UIA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지난 10여년동안 경험했던 많은 내

용 중 무엇을 말하는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몸담았던 회사들에서 참여 했

던 화려한 프로젝트들보다는 건축이나 디자인에 종사하지만parametric design에 대해서 막연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parametric design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장점에 대

해서 이해할 수 있수 있도록 중요한 개념과 또한 파라메트릭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간단한 예

에 대해 잠시 살펴봄으로써 파라메트릭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바람으로 아래 소개할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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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변형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지오메트리를 

다룬다고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성된 지오메트리가 어떠

한 이유에서건 짧은 시간에 계속 속성이 바뀌어야 한다거나 혹은 너무나 많은 수의 지오

메트리를 동시에 변형을 해야 한다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fig. 04).

그에 반해 파라메트릭 툴로 정의된 지오

메트리는 몇 개의 변수로 표현이 됩니다. 

(fig. 05). 생성이 아닌 정의라고 말을 하

는 이유는 생성의 이전단계를 말하기 위

함이며, 이렇게 정의된 지오메트리는 어

떠한 특정 순간의 변수(파라메터)의 조

합으로 뷰포트상 시각화가 됩니다. 이러

한 일시성을 가지는 지오메트리는 유연

하고, 외부 참조적이며 외부의 변화에 대

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순간 다른 정보를 변수에 할당함으로

써 끊임없이 변하게 할수도 있으며 많은 

수의 지오메트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

제할 수 있습니다. (fig. 06).

이번에는 아주 많은 수의 지오메트리들이 

전통적인 비파라메트릭 툴을 사용하여 생

성이 되어있다고 합시다. 우리 눈에는 시

각적인 일정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어떤 

규칙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칙은 실제로 개

별의 객채들을 연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많은 수의 개별 객체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fig. 07).

예를 들어 하나의 지오메트리의 높이가 

증가한다 해도 이는 주변의 다른 객체들

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결국 하

나의 특이점만을 생성하게 됩니다. (fig. 

08). 이러한 집합적인 객체의 군집으로서

의 시스템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관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인

간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파라메트릭 툴로 정의가 된 

객체들로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객체는 주변의 다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을 통하여 정의가 될 수 있

습니다. 즉 하나의 객체가 변한다고 하

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에 전체적인 혹

은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 올수 있으며 우

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더 근접한 모형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fig.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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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 이러한 파라메터로 정의가 

되는 객체를 통해 구성되는 시스템은 외

부적인 요소들, 즉 환경적인 측면,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의 다양한 유무형의 

데이터와 연결돼 그 형태를 변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fig. 10). 

 

이를 통해 우리가 파라메트릭 툴을 통하

여 정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보다 큰 시

스템의 일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구의 

일부이며 지구는 태양계의 일부가 되듯

이 말입니다. (fig. 11). 

 

이제 다시 처음에 제기했던 선택적인 증

폭(Selective Amplification)이라는 단어

의 조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건

축과 디자인이 어느 한순간에 우연히 발

생하는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

라 누적된 시간동안 매순간의 작은 향상

을 통해서 우리 삶을 풍요롭고 더욱 편리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ig. 12). 

또한 개별의 인간으로써 우리는 서로 다

른 성향과 취향, 경험, 그리고 교육적인 

기반을 통해서 동일한 외부적인 환경에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마치 쌍둥이가 

같은 환경하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

는 것 처럼 말입니다. (fig. 13). 

 

이러한 환경에의 반응을 정의 할 수 있는 많은 변수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구축되고 이

를 사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의 요소를 선택적으로 증폭함으로써 보다 사용자 친

화적이고 동시에 주변의 환경의 일부가 되는 설계의 과정을 저는 선택적인 증폭의 설계 

과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fig. 14, 15).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큰 두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를 하나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개별의 객체가 변수를 통하여 연결된 큰 시스템의 일부가 되며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이 외부적인 요소의 선택적인 증폭 및 적용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

하는 모습을 시각화해 나가기 위한 프로젝트 였습니다. (fig.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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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 가지며 변수에 따라 형상이 변하

는 단위의 모듈을 생성하기 위해 가장 물

리적인 거동을 예측하기 쉬운 composite 

material인 Mylar를 사용했고, 이를 다양

한 길이로 대각선 방향으로 자른 후 잡아

당김으로써 형태의 변화를 기록했습니

다. (fig. 18). 

 

우선 힘이 제거됐을 때의 탄성거동을 설

명하기 위해 파라메트릭 툴의 물리엔진

을 사용하여 이를 모형화하게 됩니다. 즉 

모듈의 모든 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길

이가 항상 일정하게 되려는 복원력이 있

었습니다. 또한, 힘이 빠졌을 때 모듈을 

이루는 작은 면들은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이면서 평평한 하나의 면으로 돌아

가고자 하는 성질을 디지털 모형화했습

니다. (fig. 19). 

형태의 변화 정도는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잘린 길이의 함수로 표현됐고 모듈이 서로 

연결됐을 때 한 모듈의 변화는 이웃하는 모듈을 끌어 당김으로써 전체적인 형상이 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fig. 20, 21). 

물리적인 거동을 디지털 모형화하고 이

에 두 가지의 변수를 제공하며 이를 사

용자에 의해 정의되는 데이터와 연결시

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이 가지

는 변화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파라메트릭 툴과 물리 

엔진을 통하여 구현됐습니다. (fig. 22). 

Figure 17

Figure 21

Figure 22

Figure 18

Figure 19

Figure 16

Figure 20



128	 Overseas	|	미국 129

49개의 모듈로 형성이 된 시스템은 시스템 상부에 위치한 앵커를 통하여 매달려지게 되고 

커팅 패턴과 자중에 의해서 초기 equilibrium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후 추가적인 점하중

을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변형과 최종의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fig. 23-27).

이러한 최종의 형태는 무수히 많은 수의 커팅패턴과 점하중 패턴에 의하여 시뮬레이션

되고 이중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는 패턴이 최종적으로 선택됐습니다. (fig. 2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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