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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적용을 위한 기획설계 단계의 파라메트릭
디자인기법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Parametric Design Method in Pre-Design Phase for 
BIM application

하 승 범*

Ha, Seung-Beom*

요 약 합리성과 효율성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흐름은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되었다. 이 패

러다임은 건축설계와 건설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 도구의 발전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로 대변되는 현대 기술은 건축설계와 건설업계에서 파라메트릭 디자인(Parametric

Design)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두 개의 큰 흐름을 생성하고 발전하고 있다. 비록 각기 다른

이유로 탄생했으나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건축설계와 건설업계에 큰 영

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BIM 설계에 적용을 초기 기획설계단계에서의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예시를 통해 구현해 보고자 했다.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건축가 “프

랭크 게리”(Frank O. Ghery)의 작품인 월트디즈니 홀(Walt Diseny Consert Hall) 설계의 프로세스에 대한 고찰과

체코프라하의 네덜란덴 빌딩(National Nederlanden Building)의 형태를 파라메트릭 설계 툴(Tool)을 사용하여 기획

설계단계에서의 형태를 구현하고자 했다. 향후 이 연구는 기획설계단계에서의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범위를 넘어서 궁

극적인 BIM의 적용 즉 계획 및 실시설계 그리고 시공에 이르는 건설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기초 자료로서의 목적

에 사용되고자 한다. 향후 파라메트릭 디자인 알고리즘을 활용한 계획 및 실시설계단계에서의 BIM의 적용을 진행하

고자 한다.

주요어 : 파라메트릭, BIM, 비정형

Abstract  Modern society needs constantly the rationality and the efficiency, and this flow of the time has 
become the paradigm of the whole society. This paradigm has a large influence on the architectural design and 
industry. Modern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stru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internet has created and developed two big trend, Parametric Design an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nd industry. These technologies, though created for different reasons, have 
a lot of influence on the architectural design and industry for a common purpose such as efficiency and 
rationality across the boundarie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will be embodied through the example about how 
parametric design should be made in the beginning of pre-design phase for BIM application. This research aims 
to consider the design process of Walt Diseny Consert Hall, the work of Frank O. Ghery, a deconstructivism 
architect, and to embody the shape of National Nederlanden Building in Prague, the Czech Republic, using 
parametric design tool in pre-design phase. This research later aims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that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architectural industry from a planning and a detailed design to a construction for the 
ultimate BIM application beyond the range of parametric design in pre-design phase. Later, the plan using the 
parametric design algorithm and BIM application in construction document phase will be conducted.

Key words :  Parametric, BIM, Fre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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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건축설계분야에 적극적인 컴퓨터 활

용이 시작되었다. 30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과

거의 설계방법론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과

거 2차원 평면에 표현되는 건물의 형태를 기반으로 3차

원 모델링을 통한 조감도나 투시도가 표현되는 것이 지

금도 건축설계 분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과거 우

리가 인지하고 있었던 CAD란 단어는 Computer Aided

Drawing이었다. 하지만 이제 Drawing이란 단어는

Design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가야 한다. 예를 들면 동

대문 디자인플라자(DDP)의 사례에서와 같이 쉽게 이해

되지 않는 형태의 건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2차원적인 설계방식이 아니라 건축가의 의도를 도면화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설계방식의 전환이 필요하

다. 그 중심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BIM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주로 건설 엔지니어링이나 C.M.(Construction

Management) 분야에서 상용되었던 개념이었으나 최근

친환경 건축과 비정형 건축(Free-formed), 초고층 건축

의 시작과 더불어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과 운영이 유

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건축설계

분야에서 BIM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건축설계분야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무

조건 BIM의 적용이 앞서 서술한 친환경, 비정형, 초고

층 건축물을 실현해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국내 BIM 적용 실태를 살펴보면, 활용도 측면에서 단

순히 디지털 목업(Digital Mock-up)을 만들어 간섭체크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질적인 BIM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설계의 초기 단

계에서 즉 기획설계 (Pre-Design)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BIM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시

도로 비정형 건축물 설계의 대표적 작가인 프랭크게리

(Frank Gehry)의 작품을 예시로 하여 기획설계

(Planning Design)에 있어서 파라메트릭(Parametric)

디자인의 과정을 적용해 보려 한다. 현대 비정형 건축

설계의 선구자로서 초기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프랭크

게리(Frank Gehry)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적합하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진행방법으로 첫째, 현재까지의 연구문헌

을 참고로 BIM의 정의 및 이론을 고찰하고, 둘째, 파라

메트릭 모델링의 정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툴 (Tool)

에 대한 설명하였다, 셋째, 프랭크게리(Frank Gehry)의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 설계의 과정 소개와 내셔널 네덜

란덴 건물의 기획설계과정을 파라메트릭(Parametric)

모델링 기법으로 건물의 형태와 외피를 구현하였다.

Ⅱ. 본 론

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정의

BIM이란 개념은 전문가 한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의는 전문가들 마다 상

이하다. 현재의 BIM의 정의는 1992sus Automation on

Construction 12월호에 G.A. van Nederveen과 F.

Tolman이 게재한 논문에 “Building Information

Model”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이러한 BIM이

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94년

IAI(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가 결성

되고 국제표준 설정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2003년 온

라인 저널 The Laiserin Letter의 편집자인 Jerry

Laiserin이 주관한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The Great Debate”라는 주제로 오토데스크사

(Auto-desk)와 벤틀리 시스템사(Bently Systems) 간의

온라인 토론회가 BIM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계기

가 되었다.

2. 파라메트릭 설계 툴

1) 라이노 3D

1992년 미국 Bobert McNeel & Associates사에서

개발한 윈도우즈 기반의 넙스(Non-Uniform Rational

B-Spline)를 이용한 강력한 3차원의 모델링 소프트웨어

로 초창기부터 프리 베타 유저프로그램(Free Beta User

Program)을 통해 많은 사용자들에게 그 능력을 검증받

아 왔다. 직관적이고 쉬운 인터페이스와 강력한 서페이

스(Surface)모델링 기능을 장점으로 현재 많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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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라이노(Rhino)3D초기화면
Figure 1. Rhino 3D Initial Screen

2) 그래스호퍼(Grasshopper)

그래스호퍼 소프트웨어는 라이노 개발사인 Bobert

McNeel & Associates 개발한 라이노 플러그인

(Plug-in)으로서 파라메트릭 기반의 모델링 프로그램이

다. 특히 그래스호퍼는 프리폼 디자인에 강한 면을 보

인다.

그림 2. 그래스하퍼 초기화면
Figure 2. Grasshopper Initial Screen

3.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설계방법

1) 월트디즈니홀 설계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은 설계부터 완공까지 무려 16

년의 기간이 소요된 건물이다. 프랭크 게리 건축의 특

징인 기하학적인 형태와 특별한 외장재를 사용하는 건

축이니 만큼 많은 노력과 자금이 투입된 거대한 프로젝

트였다. 같은 시기에 설계가 진행된 내셔널 네덜란덴

빌딩과 같은 방법론으로 진행되었다. 게리는 여기에서

도 비정형적인 형태의 마치 움직이는 형상으로 어디서

도 볼 수 없는 미술 작품과도 같은 건축물을 만들었다.

그림3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다.

▶

a b
▼

◀

d c
▼

▶

e f
▼

◀

h g
▼

i

그림 3. 디자인 프로세스
Figure 3. Design Process

그림3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프랑스 닷소사(Dssault)의 CATIA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도면화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a과정

은 디지털 자료를 입력하기 위하여 모형 스캐닝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Reverse-engineering)이라 한다. 디지털화된 모형은 축

소 모형에 비해 훨씬 정확하고, 협업을 가능하게 하며,

형상을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조작할 수 있게 해준다.

디지털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업들이 설계 초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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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과정

이다. b, c, d의 과정은 디지털화된 컴퓨터 모델을 외피

(cladding) 모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e의 과정은

쾌속조형(Rapid-Prototyping, RP)의 과정으로서 디지털

모델을 복잡도에 관계없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모형으

로 만들어 낼 수 있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며 디지

털 모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도 효

과적으로 사용된다. f, g의 단계는 구조 생성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h 단계는 3D 디지털 모델로부터 외장 패

턴과 2D 드로잉이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I 과정은 최종

을 완성된 건물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게리의 설계프

로세스는 컨셉 모델을 컴퓨터 모델링화 한 후에 이를

도면화 하는 프로세스를 채택하고 있다.

3) 내셔널 네덜란덴 빌딩 (National-Nederlanden

Building)

내셔널 네덜란덴의 설계과정도 이의 범주를 크게 벗

어나지 않는다.

그림 4. 내셔널 네덜란덴 모형과 사진
Figure 4. Model and Picture of National-Nederlanden

기본 컨셉 드로잉으로 시작하여 컨셉모델 제작과 컴

퓨터 모델링 작업, RP(Rapid Prototyping), 그리고 구조

계산과 함께 도면화 작업이 이루어져 최종 모형을 도출

하는 과정 거쳐 최종 건축물을 창조해 냈다. 이 과정에

서도 앞서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과 같은 프로세스를 이

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4. 파라메트릭(Parametric) 디자인기법

앞서 서술한 프랭크 게리의 설계방법은 모형과 3D

스캐닝을 이용한 기획설계(Pre-Design)이다. 이 과정을

20세기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알고리즘을 활용한 파라

메트릭 설계방식은 21세기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건물의 형태가 복잡하고 비정형의 형태일수록 프로그

래밍화 된 알고리즘을 통해 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

자인의 결과물의 형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

다 신속하게 계획설계(Schematic-Design)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파라메트릭 디자

인의 장점이다.

1) 파라메트릭 설계기법을 적용한 내셔널 네덜란덴

빌딩 기획설계

앞서 설명한 그래스호퍼 프로그램은 기하학적 함수

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도구로서 치수변화와 환경에 직

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라이노

(Rhino3D)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서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좋다는 장점과 직관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수학적 함수관계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다루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라이노 프로그램과는 달리 환경 변

화에 수학적 환경 변화에 바로 적용 할 수 있다는 장

점과 라이노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script) 명령보다는

시각적으로 도식화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그리고 건물의 외피 디자인(Cladding

design)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

스하퍼를 이용한 내셔널 네덜란덴 빌딩의 디자인 프로

세스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컨셉디자인
(Concept Design)

▼

그래스하퍼를 이용한 파라메트릭 디자인
(Parametric Design)

▼
쾌속조형

(Rapid Prototyping)
▼

실제치수 및 스케일 적용

▼

Digital Modeling 완성

그림 5. 디자인 프로세스
Figure 5.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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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스호퍼 이용한 기획설계

그림 5에서와 같이 첫 번째 단계인 컨셉디자인을

그래스호퍼에 적용할 함수에 대한 내용을 도식화 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컨셉디자인 도식화와 매계변수함수 명령의 대입
Table 1. Schematization of Concept Design and
Substitution of Parameter Order
단계 도 식 내 용

1
기본 원, 당김점(pulling
point), 미는점(pushing
point)를 설정한다.

2
기본 원을 서피스(surface)
모델링을 통해 두께 즉
높이를 설정한다.

3
서피스에 UV포인트을
부여한다.

4
당김점(pullin Point)와 미는
점(Pushing point)에 벡터를
설정한다.

5
당김점(pullin Point)와 미는
점(Pushing point)에 벡터
값을 부여한다

6 서피스(surface)를 분할한다.

7
분할한 서피스에 두께를
주어 표피디자인을
완성한다.

표 1에서 컨셉 디자인에 대한 그래스호퍼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서술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첫 번째 단계로 원과 포인트를 이용한 원기둥의 생성과

원기둥 서피스를 분할하는 단계를 표2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2. 파라메트릭 기법 이용한 디자인 1단계
Table 2. Design Step 1 Using Parametric Method
단계 도 식 내 용

1

라이노(Rhino)상에서
기본 원, 당김점(pulling
point), 미는점(pushing
point)를 그린다.

2

그래스하퍼상에서
기본원과 점을 설정하여
매계함수의 기본
도형이되도록 설정한다.

3

기본 원을
서피스(surface) 모델링을
통해 두께 즉 높이를
설정한다.

4

높이가 부여된 서피스
표피에 점을 설정하여
클래딩(Cladding)
디자인과 매스의 변형 즉
당김 점과 미는 점의
요소로 설정을 한다.

표 2의 단계 3과 4에 대한설명은다음그림 5, 6과같다.

그림 5. Z 벡터에 대한 높이 설정
Figure 5. Setting Height on Z Vector

그림 5는 이미 1단계에서 설정한 원에 대한 높이를

설정하는 단계로서 일정한 궤적 즉 슬라이더(Slider)명

령과 함께 돌출(Extrude) 명령을 연결시켜 Z 벡터 방향

으로 일정량의 높이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물론 이 명

령에서 높이의 변화는 직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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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높이가 부여된 원기둥의 서피스 표면에 분할

(Devide) 명령을 통해 U, V 방향으로 10씩 총 100개의

점을 통해 분할하는 과정이다. 이 점들은 향후에 원기

둥의 서피스 즉, 표피를 분할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파라메트릭의 기법의 장점은 면의 분할과 높이

의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변경 할 수 있다는 점과 서

로의 명령어가 매계함수로 연결되어 있어 컴퓨터 모델

링 상에서의 변화 즉, 매계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림 6. 원기둥 표면의 분할점 설정
Figure 6. Setting Division Point of Cylinder’s surface

다음 단계는 서피스에 부여된 점을 이용해 미는 점

(Pushing Point)과 당김 점(Pulling Point)을 중심으로

벡터 값을 설정하여 형태(Mass)의 변형을 설정하는 단

계를 표 3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3. 파라메트릭 기법을 이용한 디자인 2단계
Table 3. Design Step 2 Using Parametric Method
단계 도 식 내 용

1

당김점(pulling point), 미
는점(pushing point)에 대
한 연결고리를 서피스의
점에 설정한다.

2
서피스의 점에 벡터 값을
부여한다.

3

당김점(pulling point), 미
는점(pushing point)을 다
합쳐서 벡터값을 부여한
다.

4
변형된 서피스를 도출한
다.

다음 단계는 도출된 서피스를 분할한 상태에서 각

객체 분할(Subdivided)하여 분할된 각 객체에 특성을

부여하는 단계를 표 4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 부분

은 건물은 건물의 표피 디자인(Cladding Design)에 응

용할 수 있는 분야로서 입면디자인에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며 직관적인 결과물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

다.

표 4. 파라메트릭 기법을 이용한 디자인 3단계
Table 4. Design Step 3 Using Parametric Method
단계 도 식 내 용

1 서피스를 객체분할한다.

2
객체분할된 각각의 요소
를 UV 포인트를 부여 한
다.

3
객체분할된 서피스를 오
프셋(Offset)하여 기준 서
피스와 분리한다.

4
오프셋한 서피스를 2개의
서피스로 다시 분할 한
다.(입면에 요철 부여)

5
객체 분할된 서피스 각각
에 실제치수를 부여한다.

6
분할된 객체를 접지
(Graft)한다.

7
서피스에 부여한 점들을
분할한다.

8
분할된 각각의 아이템을
하나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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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단계를 거쳐

서 모델링 된 결과물은

그림 7과 같다. 비정형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건물의 형태와 외피디자

인에 대한 결과물을 만

들 수 있다. 초기 기획

디자인에 있어서 건물의

형태를 기반으로 구조와

MEP와 관련된 정보를

BIM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로 발전시키면 계

획과 실시설계의 단계까

지 과거의 설계 방법을

답습하지 않게 될 것이

다.

그림 7. 그래스 호퍼를 이용한
디자인 결과물
Figure 7. Design Outcome
Using Grasshopper

Ⅲ. 결론 및 향후 진행과제

현대의 건축설계와 건설 산업은 다양화, 대형화, 복

합화의 맥락으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이테크 산

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 비

효율적인 업무를 줄이는 것이 BIM과 파라메트릭 디자

인 설계기법의 원천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렇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디자인 기법은 1차적인 디자인

논리를 구축하고, 변경요소를 추출하여 디자인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많은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을 파라

미터의 입력 값의 변경을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파라미터의 입력 값은

기하학적인 값이 될 수도 있으며 논리가 명확하다면 형

태의 복잡함과 상관없이 잘 작동되기 때문에 일단 논리

가 구축되면, 다른 3D 프로그램의 수정 방법처럼 연관

되는 많은 요소들을 일일이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는 프

로세스가 생략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파라메

트릭 개념의 디자인 비정형 3D 소프트웨어는 라이노

(Rhino), 카티아(CATIA), 디지털 프로젝트(Digital

Project)등이 현재 많이 쓰이고 있다. 각기 이 프로그램

들은 설계 시각 단계별로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

다. 하지만 비정형 설계 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 실시 단계에서의 도면화 작업이다. 국내에서도 비정

형 건물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건축되고 있다. 대형 설

계사와 건설사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 기술을 발

전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설계와 더불어 파라메트릭설

계 기법을 적용하여 기획설계 단계에서 BIM의 적용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라이

노와 그래스호퍼 프로그램은 기획설계단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프로그램으로써 환경, 구조설계 프로그

램과의 연동 및 호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으

나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다. 기획

설계단계(Pre-Design Phase)에 파라메트릭 설계방식으

로 매개변수의 다양한 변화를 통하여 다른 엔지니어링

프로그램들과 연동함으로써 BIM을 적용하는 데 적합

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다양한 플랫폼의 프로그램 연동

을 통해 기획설계단계에서 계획설계단계 그리고 최종

실시설계단계의 설계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원천적인 시

공단계에서의 BIM 설계 방향의 발전으로 진행 시키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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