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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ric & BIM

합리성과 효율성을 끊임없이 요구 받는 현대 사회

의 흐름은 건설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

지의 사실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이를 통한 

Information Technology 로 대변되는 현대 기술은 건

설업계에서 Parametric Design 과 BIM이라는 두개의 

큰 흐름을 생성하고 있으며 비록 각자 다른 이유로 태

어났으나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건설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여년간 미국내의 경험을 바

탕으로 상기의 컴퓨터 기술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리

고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에 접목이 되어 건설업계의 효

율성과 합리성의 증대에 기여를 해 왔는지 본 기고를 

통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Parametric Design: Quick Alternatives 

주어진 프로그램 및 대지, 그리고 건축주의 요구사항

에서 출발하여 Massing design, 평면, 그리고 입단면 

및 디테일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전통적인 건축

물 설계의 process는 아직도 가장 유효한 설계의 방법

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많은 건물 및 기

반시설들이 공기의 단축과 설계/시공상의 비용 절감등

을 통한 사회,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보

다 빠른 design review와 이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은 설계 공정의 critical path상에 위치한다고 볼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계의 초기단계에서 보다 많은 

설계안을 massing의 단계를 넘어 디테일하게 생산하고 

이를 3d printing혹은 VR을 이용하여 건축주, 설계팀 

및 consultants들과 공유하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하

여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복잡하

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가질수 밖에 없는 건축의 모형들

은 과거와 같이 전통적인 삼차원 프로그램에 의해 수작

업으로 진행되기에는 이미 가능성의 범주를 넘어선 경

우가 많다. 전통적인 삼차원 프로그램들이 모든 건물의 

요소를 직접 모델링 해야 했다면, parametric design 

tool들은 그 형태 이면의 생성 원리를 정의하고 이를 반

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델링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 

할수 있을뿐 아니라 건축주나 엔지니어의 요구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등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

하다. 

Case 01

Tomorrowland at Disney, Shanghai, China by Grimshaw 

(2015) – fig.01

Shanghai의 Disneyland의 theme park 중 하나인

Tomorrowland내 main canopy의 초기 concept 

design단계 스터디. 주어진 대지의 조건에 의해 design 

surface가 결정이 된후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구

조 시스템및 재료등이 탐구되었다. 이는 3d printing, 

rendering, 그리고 LA의 Disney campus 내의 VR 

system을 통해 다양한 층위에서의 검증과 토론을 거쳐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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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Dubai Expo Pavilion by Grimshaw Architects (2017) – 

fig.02-03

다양한 구조 시스템이 가져오는 시각적인 무게감, 구

조적인 안정성, 부재들의 현장으로의 운반, 현장에

서의 조립의 용이성등을 따지기 위해 모든 모형들은 

parametric tool로 신속하게 모형이 되어지고 건축주, 

디자인팀, consultant, CM, 및 시공사가 모두 참여하여 

가장 적합한 안을 선택한다. 

Parametric Design: Complex Modeling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 많은 구성요소와 디테

일들이 추가가 되지만, 일반적인 설계의 과정에서는 반

복적인 도면화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개략적인 삼차원 

모형과 기본적인 평입단면도, 그리고 추가적인(전형적

인 부분및 비전형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디테일 평입단

면 들로 표현이 되어지곤 한다. 이러한 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도면 설계도서 제작의 효율성및 합리성에서 찾

을수 있으나, 건물의 복잡도가 올라갈수록 미처 고려하

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시공단계에서 발견되

곤 한다. 또한 digital fabrication 을 이용한 공장 생산

이 점차 건물 시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일

정수준 이상의 디테일을 가지는 digital model이 반드

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parametric design 

tool은 복잡한 디테일을 포함한 건물 구성요소들의 생성

의 원리를 정의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변경이 

필요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생성원리의 변

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많은 수의 복잡한 디테일을 가

진 건물의 삼차원 모형을 정확하게 제어가 가능하게 도

와준다. 물론 설계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변경

Figure 1

Figure 2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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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다 유연하게 반응할수 있다는 것도 복잡한 모형을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큰 장점이 될수 있다. 

Case 03

Dubai Expo Pavilion by Grimshaw Architects (2017) – fig. 04-05

Design surface에서 시작하여 primary, secondary, 

tertiary structure가 순차적으로 모델링 되고, 이 위

에 roof assembly를 얹기 위한 sub-structure가 모

델링 되며, 그 위에 다시 roof assembly 및 gutter/

maintenance catwalk들이 추가 된다. 이러한 순차적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모형은 parametric tool내의 info-

graphic 생성기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한 변수와 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구조물의 효율성및 합리성등을 실시간

으로 시각화 하여준다. 

Case 04

Miami Residential by SHoP Architects (2014) – fig.06-07

Terracotta 로 구성된 서로 겹쳐있는 두가지의 패턴들

이 건물의 외피를 감싸오른다. 각각의 패턴은 동일한 형

태 생성의 논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건물의 상대적인 높

이에 따라 배치된 다른 기능을 하는 실들에 반응하여 각 

실의 높이에 따라 변수를 조절하여 열림과 닫힘의 정도

가 변하는 복잡한 외피의 패턴을 몇가지의 단순한 논리

의 중첩및 반복으로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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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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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5

New York Residential by OMA (2015) – fig.08-09

손가락 깍지를 끼듯이 형성된 두 세트의 층들은 세트

간의 엇갈림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삼각형의 발코니 공

간을 형성하게 된다. 건물의 기단부에서 부터 위로 올

라갈수록 그 깊이가 더해가는 발코니의 공간은 건물

의 타워 부분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실제로 사용이 가

능한 깊이를 만족해야 하기에 바로 한층 아래의 발코

니 혹은 recess의 형상에 연쇄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

는 한층한층 수작업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

이 들고 동시에 여러가지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

웠기에 parametric tool을 사용하여 알고리즘화 하였

다 (fig. 08). 이렇게 얻어진 기본 massing은 또다른 

parametric definition을 통하여 건물의 각 부분을 구성

하는 요소를 자동적으로 생성하게 된다 (fig. 09). 

Parametric Design: Data Driven Design
 

Parametric design tool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강점은 

바로 변수의 사용인데, 바로 이 변수를 통하여 건물을 구

성하는 각 요소들은 단순히 요소들의 집합이 아닌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가 될수 있다. 이는 설계과

정상에 발생한 특정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의 자동적

인 변화로 연결이 됨으로써 변경과 수정에 따른 시간상

의 막대한 손실을 막을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parametric design의 변수는 건물

이 더이상 자기참조적인 object로 존재하지 않고 건물을 

둘러싼 여러가지 환경적, 맥락적인 데이터를 변수를 통

하여 주고 받으며 주변과의 소통을 이루어 낸다는 점이

다. 일차적으로는 건물이 위치한 주변의 환경적, 맥락적

인 데이터의 시각화, 이차적으로는 이를 형태 생성과정

에 반영, 삼차적으로는 이렇게 생성된 건물의 형태가 건

물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및 예측할 수 있다. 

Case 06

Quickloan Arena by SHoP Architects (2014) – fig.10-11

기존 노후된 경기장의 외피를 감싸는 스킨은 그러한 차

폐의 목적과 동시에 건물내부의 실들에게는 채광과 뷰를 

위한 투명도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싸야 하는 전

체의 면을 바탕으로 투명도가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을 

Figure 8

Figure 9 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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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하고 이에 반응하여 개별적으로 회전가능한 많

은 수의 루버들로 이루어진 스킨 시스템을 구성한다. 

Case 07

Dubai Expo Pavilion by Grimshaw Architects (2017) – fig.12-13

두바이의 강한 태양을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

광 전지를 캐노피의 지붕 assembly에 설치하고자 하였

다. 주어진 형태의 제약조건 아래 가장 효율이 좋고 많

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형태를 찾기위한 스터디로써, 

parametric design tool 의 environmental analysis를 

위한  plugin 을 사용하여 진행이 되었다. 

Parametric Design: Rationalization & 
Optimization

 

비정형의 건물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rationalization 

과 optimization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하지만 비

단 비정형의 건물뿐 아니라 정형의 형태에서도 이 두가

지는 효율성과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한다. 양방향 곡면을 가지는 극단적인 비정형

의 형태에서는 이를 정형의 재료로써 근사화 하기 위한 

rationalization 의 과정이 더욱 비중을 차지할수는 있

으나 (물론 DDP의 예에서 처럼 양방향 곡면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기계를 만들수도 있지만), 정형과 비정형의 

구분을 떠나서 rationalization과 optimization의 핵심

은 얼마나 적은 수의 type들로 건물을 구성할수 있는지

에 있다. 전통적인 모델링 기법으로는 이러한 과정은 시

간의 소모가 크며 Grimshaw의 Eden Project(1996)와 

같이 수학자및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도움이 필요했다. 

물론 현재에도 이러한 정밀한 수준의 rationalization 

및 optimization은 미분기하학에 대한 수학적인 이해및 

computer language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지만, 

전통적인 모델링 방식에 대비하여 그 접근의 장벽이 상

당히 낮아진것은 사실이다.  

- Parametric &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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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Figure 12

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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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8

Dubai Expo Pavilion by Grimshaw Architects (2017) – fig.14-16

동심원들로 이루어진 cone및 flat surface영역에 기성

의 태양광 전지를 설치하고자 했다. 얼마만큼 많은 패널

들을 배치하는지가 관건이었으며, 이를 위해 시장에 있

는 태양광 전지의 규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너비

와 폭, 그리고 한 모듈이 가지는 최대 패널수등을 변수 

삼아 parametric tool 의 equation solver를 사용하여 

최적의 값을 찾았다. 

Case 09

Tomorrowland at Disney, Shanghai, China by Grimshaw (2015) 

– fig.17-20

우천시 큰 규모의 캐노피가 얼마만큼의 유량을 캐노

피의 처마로 흘려 보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스터디로, 

parametric tool 상의 Visual Basic 을 이용하여 프로그

래밍 되었다. 이는 곧 캐노피의 처마를 구성하는 gutter

의 크기및 그를 감싸는 fascia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Figure 14

Figure 15

Figure 16

Figu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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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0

New York Residential by OMA (2015) – fig.21-23

삼각형의 발코니를 가지는 들쭉날쭉한 건물의 

massing으로 인해 각 층의 모서리의 각도가 제 각각이

었으며(269개) 이를 최소한의 이형의 각도로(36개) 변경

하는 과정이다 (fig. 21-22). 이후 멀리언의 간격또한 최

소한의 동일한 패널로 구성이 되도록 optimize되는 과정

이다 (fig. 23). 

- Parametric &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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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Figure 19 Figure 21

Figure 20 Figur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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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ric Design/BIM: Automation 
 

위에 기술한 디자인 단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관한 부

분 이외에도 parametric design/BIM은 도면을 생산해

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수 있다. 

물론 건축가의 머리속에 있는 3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화 

하고 이를 다시 시공자가 3차원화 해야 한다는 가장 근본

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는 

건축에서 사용하는 설계툴의 문제라기 보다는 2/3차원의 

도면을 교환하고 이를 손쉽게 열람할수 있는 새로운 커뮤

니케이션의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산 및 구축의 

방식등 건설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없이는 힘

든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도면의 자동화는, 

비록 임시방편적일지만, 많은 변경과 추가 혹은 삭제가 

빈번한 설계단계에서 막대한 시간의 손실을 줄여주는 귀

중한 기술적 도약이라 할수 있다. 흔하게는 BIM툴의 삼

차원 모델링에 기반을 둔 시공도서의 자동 생성이 좋은 

예가 될수 있겠다. 혹은 Catia 나 Grasshopper를 이용한 

fabrication set의 자동생산도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에 있어서 최종의 도면이 시공을 위한 충분

한 디테일을 가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정도까지 

삼차원 모형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는 또다시 투입되는 시간및 인력대비 효율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Case 11

Quickloan Arena by SHoP Architects (2014) – fig.24-26

무수히 많은 수의 패널을 가지는 interior skin/façade 
는 fabrication set을 위해 각 패널별로 unfolded plan

이 필요 했다. 이는 수작업으로는 결코 할수 없는 일이며 

parametric tool을 사용하여 각각의 별도 sheet을 생성

하고, 채결을 위한 notch의 위치. 절단선, 접는선 및 치

수까지 제공이 되어 laser cut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바로 

생산을 할수 있도록 하였다. 

SPECIAL ISSUE

Figure 23

Figure 24

Figure 25



23Summer 2018

Parametric Design/BIM: Avoiding Critical 
Mistakes

 

건축가의 머릿속에 있는 3차원의 건물을 2차원화 하고 

이를 다시 시공자가 3차원화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불합

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시공의 과정에서 들

어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 하기도 한다. BIM을 사용한 

삼차원 모형의 생산 및 이를 기반으로한 consultant들과

의 협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대다수 미연에 방지하도록 도

와준다. 비슷하게 parametric design tool은 설계단계에

서 뿐 아니라 pre-construction단계의 시뮬레이션을 통

해서 건물이 지어질때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단계

별로 예행하면서 확인할수 있다.  

Case 12

Dubai Expo Pavilion by Grimshaw Architects (2017) – fig.27-28

캐노피의 중앙부분에는 light funnel이 위치하는데, 

이는 캐노피 하부의 중정부분에 일정량의 조도를 확보하

기 위해 태양광을 반사및 굴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fig. 

27). 하지만 오목한 곡면의 영향으로 일부 패널들이 빛을 

한곳에 모으는 에너지 집중현상이 일어났고 해당하는 패

널들에 frit pattern을 입히기 위해 문제가 되는 패널들

을 찾기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fig. 28). 

Case 13

Barclays Center Green Roof by SHoP Architects (2014) – 

fig.29-31

Barclays Center 의 Green Roof모듈의 설치 과정

시 발생할지 모르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pre-

construction의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fig. 30), 이 결과 양방향의 곡면에 12’ X 6’의 직사각 모

듈을 설치하는 이유로 모듈간의 틈이 발생함을 찾아내었

다 (fi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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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4

Miami Science Museum by Grimshaw (2012) – fig.32-35

양방향의 곡면을 가지고 있는 Living core의 파사드는 

평행사변형의 타일 패널로 계획이 되어있었다. 하지만 

곡률에 의한 영향으로 타일들을 조각을 내지 않고는 정

해진 위치에 배치를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곡면위에 놓이면서도 곡률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

으로 각 모듈을 구성하는 경계를 주어진 면위에 작성하

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이는 parametric tool 의 Visual 

Basic 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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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xchange: Parametric to BIM
 

BIM 툴만이 가진 장점은 많이 논의 되어 지기에 별

도로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

와 같이 parametric 및 BIM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computing power를 이용하여 건설업계의 전단계에 걸

처 효율성과 합리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이

다. 당연히 이 두가지의 다른 플랫폼을 연결하고자 하는 

무수한 시도가 있어왔으며 그중 몇가지의 실용적인 대

안들이 대두되고 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물론 

parametric tool에서 3d dwg로 출력후 이를 BIM으로 불

러들이는 방법이나 이는 객체의 속성이 없을 뿐더러 BIM

툴 상에서 절단이 되지 않아 도면 자동화가 구현되지 않

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format으로 parametric tool에서 생성된 3차원 

데이터를 BIM에서 link시키는 방법으로써 이는 쉽게는 

Autocad에서 3d dwg를 IFC format으로 전환가능하고, 

또는 parametric tool상의 plugin 을 통해 IFC로 바로 출

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외부의 IFC파일을 불러

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오메트리의 형상이나 속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 다른 대안으로

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Rhino3d 상의Grasshopper로부

터 생성된 parametric definition을 plugin을 통해 Revit

의 Dynamo로 전송하고 이를 Revit으로 불러들이는 방법

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parametric tool에서 

생성된 definition의 최상위의 reference가 되는 point

나 curve 혹은 plane을 plugin을 통해 전송을 하고 이를 

BIM툴에서 별도로 생성된 adaptive family에 연결시키

는 방법이다. 

Case 15

Dubai Expo Pavilion by Grimshaw Architects (2017) – 

fig.36-39

Grasshopper에서 생성된 3차원 모형을 Grevit을 통

해 Revit으로 전송하는 과정이다. 삼차원 BIM 데이터

와 함께 지오메트리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아주 상세

한 문서화를 통해 추후 건설시에 지오메트리에 변경이 

생길시 대처할수 있도록 하였다. Grasshopper에서 생

성된 모형은 Grevit을 통해 point data로 Revit으로 전

송되고, Revit상의 별도로 생성된 adaptive family에서 

Grasshopper로부터의 point data를 사용하여 Revit상

의 native geometry를 생성한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같

은 작업을 두개의 다른 플랫폼에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기 기술한 모든 방법을 통틀어 가장 만족할 만

한 성과를 가져왔기에 채택되었다. 

- Parametric &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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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ric & BIM
 

컴퓨터 및 information technology를 중심으로 우리 삶

의 많은 부분이 빠르게 재편되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사회 기반 시설로써 사용자의 안위를 보장해야 

하기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보수적일수 밖에 없는 건

축, 토목및 기타 건설의 영역에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거스를수 없는듯 하다.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의 힘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없

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 낸다기 보다는 현재의 불편함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상상은 할수 있

었으나 실현을 할수 없었던 것들을 새로운 기술적 발전

을 통하여 구현해 낸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현재 건설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parametric 

design과 BIM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될수 있다. 

모든 생명체들이 지구라는 큰 시스템의 일부로써 양

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작동하듯이 우리가 생활

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환경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논의

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궤적을 달리 하지만) 건축

과 토목의 긴 역사와 그 흐름을 함께 한다고 볼수 있다. 

Parametric design은 parameter, 즉 변수라는 매개

Figure 36

Figure 37

Figure 38

Figure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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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하여 구축물이 주변의다양한 맥락적 데이터들

을 받아 들이고 이를 설계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더

이상 자기참조적인 object가 되기를 거부하며 자연이라

는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써 자리 잡고자 하는 막연했던 

인간의 상상을 실현해 주는 기술적인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실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기 결정된 상수들이 아닌 변수들로 정의된 parametric 

design을 이용한 유연한 설계 과정은 변수들의 변화에 

따른 빠른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의미에서의 검증을 거

치기에 용이하며, 이는 명확한 이유와 당위성을 요구받

는 현대사회에서 큰 장점이 될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building information system또한 건물을 구성하는 모

든 요소를 삼차원 기반의 모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시공적산의 예측, 설계상의 오류

에 대한 방지, 자동화에 따른 신속한 도면 생성등의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일들이 가

능한 이면에는, 건축가의 머리속에 있는 삼차원의 형상

을 이차원적인 방법을 통해 시공자에게 전달하고 시공

자가 이를 다시 삼차원으로 구현하는 불합리한 과정 및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해 주는 컴

퓨터 기술이 있다. 

Parametric design 과 BIM은 이렇듯 건설이라는 틀안

에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설계와 시공이라는 두 영역을 아우르며 효율성과 합리성

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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