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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ment of a parametric design system for membrane structures. The parametric 

design platform for the spatial structures has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Rhino3D is used as a 3D graphic kernel and 

Grasshopper is introduced as a parametric modeling engine. Modeling components such as structural members, loading 

conditions, and support conditions are developed for structural modeling of the spatial structures. The interface module 

with commercial structural analysis programs is implemented. An iterative generation algorithm for design alternatives is a 

part of the design platform. This paper also proposes a design approach for the parametric design of Spoke Wheel 

membrane structures. A parametric modeling component is designed and implemented. SOFiSTik is examined to interact 

with the design platform as the structural analysis module.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interface is to design 

optimally Spoke Wheel Shaped Ductile Membrane Structure using parametric design. It is possible to obtain objective shape 

by controlling the parameter using a parametric modeling designed for shape finding of spoke wheel shaped ductile 

membrane structure. Recently, looking at the present Construction Trends, It has increased the demand of the large spatial 

structure. But, It requires a lot of time for Modeling design and the Structural analysis. Finally an optimization process for 

membrane structures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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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세계 으로 문화 수 이 향상되고 와 산

업화 등에서 공간 건축물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

다. 한 환경과 기후  향으로 개폐식 공간 구

조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폐식 공

간 구조시스템  연성 막구조 시스템은 강성 개폐

식 시스템에 비하여 경량구조이고 총 공사비를 

감할 수 있으며, 소규모 지붕부터 형 스타디움까

지 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곡면을 포함한 연성 막

구조 시스템의 형상 특성과 개폐기능에 따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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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그리고 연성 막구조물 구조해석의 특수성 등

으로 인하여 통 인 구조해석  설계 로세스

로는 성공 인 설계와 최 화에 많은 어려움과 노

력이 요구된다.

라메트릭 설계기법은 설계 상 건축물의 성능

과 경제성을 좌우하는 설계 변수가 다양하여 많은 

안이 가능한 경우에 한 기술이다. 상 건축

물에서 주요 설계변수를 라미터로 설정하고 모델

을 완성하면, 주요 설계변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설계 안을 창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메트릭 설계기법을 개폐식 연

성 막구조 시스템에 용하여, 

1) 개폐식 연성 막구조 라메트릭 모델링 기능

2) 제한된 설계기간 안에 다양한 설계 안 창출

3) 외부 상용 로그램 연동을 통한 구조해석

4) 안 성능  경제성 비교를 통한 최 안 창출

로세스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개폐식 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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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ametric design platform

막구조물 라메트릭 모델링  최 설계 시스템”

에 하여 기술한다.

본 연구의 상인 개폐식 연성 막구조 시스템으

로는 Spoke wheel(바퀴살) 시스템을 선택하 다. 

연구 내용으로서 라메트릭 모델링  최 설계 

랫폼을 구축하여 제시하 다. 구축된 랫폼 에

서 Spoke wheel 라메트릭 모델링을 신속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용 컴포 트를 개발하 다. 창출

된 설계 안의 구조해석을 하여 연성 막구조물 

용 해석 솔버(Solver)인 소피스틱(SOFiSTiK)과 연

동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안하 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연성 막구조물 최 설계 

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하 다.

 

2. 파라메트릭 설계 플랫폼 구축

2.1 라메트릭 설계 랫폼 개발목표

개폐식 공간 건물의 설계에는 일반 으로 다음

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형상의 비선형성 

으로 인해 하나의 구조시스템 안을 모델링, 해석, 

설계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다

수의 안 생성  비교 검토가 어려운 기술  한계

가 있다. 둘째, 비선형 구조시스템은 설계변수와 구

조 성능 간의 상 계를 측하기 어려워 다수의 

구조시스템 안을 생성하고 비교 검토하여 최 의 

안을 찾는 시행착오(Trial-error) 방식의 설계 기법

이 요구된다. 셋째, 개폐 상태에 따라 하 조건  

하 달경로가 변하게 되므로 고정형 구조물에 비

하여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기술  어려움을 극복하고 라메트

릭 공간 건축물 최 설계 로그램을 개발하기 

하여 연구 기 설정된 개발목표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공간 건축물 모델링  안생성

공간 건축물의 경우 형상의 비선형성으로 인하

여 하나의 구조시스템 안을 모델링, 해석, 설계하

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다수의 

안 생성  비교 ․ 검토가 어려운 기술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도록 산설계 기술  시스템을 개발하

여 최단 시간에 수천 개 구조시스템 안 생성  

비교검토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다.

2) 공간 건축물 최 화 설계  시스템 개발

공간 건축물의 경우 설계변수와 구조물의 성능 

간의 상 계를 측하기 어려워 다수의 구조시스

템 안을 생성하고 비교·검토하여 최 의 안을 찾

는 시행착오 방식의 설계 기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하나의 안에 한 모델링, 해석, 설계에 

선형 구조물 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다수 안 

검토가 불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1)항에서 

제시된 공간 건축물 모델링  안생성 기술을 

바탕으로 구조  성능, 골조 경제성 등 설계 목표를 

최 화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을 개발한다.

2.2 라메트릭 설계 랫폼 구성

본 연구의 라메트릭 모델링  최 화 로그

램은 3차원 자유 형상 모델러로 리 사용되고 있

는 라이노(Rhino3D)  라메트릭 디자인 도구인 

그라스하퍼(Grasshopper)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라이노는 상용 3D 컴퓨터 그래픽  CAD 응용 

소 트웨어로서 건축설계자들이 형상 설계를 하

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 트웨어  하나이다. 일

반 으로 곡면을 포함하는 공간 건축물의 형상 

설계에서도 리 활용되고 있다. 라이노에서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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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ser-interface of parametric design platform

<Fig. 2> Example for Grasshopper program

형상은 NURBS(Non-Uniform Rational B–Splines) 

수학 모델 기반으로 하며, 곡선과 자유 형상 곡면을 

수학 으로 정확하게 표 함에 포커스된 소 트웨

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구조물의 3D 형상을 

모델링하고 표 하기 한 3D 그래픽 커 로서 라

이노를 도입하 다.

그라스하퍼는 라이노와 긴 하게 결합된 비주얼 

로그래  언어  그래픽 알고리즘 편집기이다. 

기본 으로 캔버스 에 컴포 트를 끌어놓기

(Dragging) 함으로써 <Fig. 2>와 같이 그래픽 알고

리즘을 완성한다. 본 연구의 랫폼에서 공간 건

축물 라메트릭 모델을 생성하기 한 라메트릭 

설계 엔진으로서 그라스하퍼를 도입하 다. 

본 랫폼은 크게 3가지 기능을 지원하는데 첫째, 

라메트릭 구조 모델 생성, 둘째, 구조해석의 자동

화, 그리고 셋째, 수많은 안의 검토  이에 따른 

최 설계 기능이다.

<Fig. 3>은 본 라메트릭 설계 랫폼의 화면 구

성을 보여 다. ①번 도우는 라이노의 메인화면으

로서 3D 모델의 형상을 편집하고 보여 다. ②번 

도우는 그라스하퍼의 메인화면으로 다양한 라

메트릭 컴포 트를 이용하여 라메트릭 모델을 구

성하는 기능을 한다. ③번 메뉴 바는 그라스하퍼 기

반으로 다양한 구조요소들을 모델링하고 라미터

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구조요소 컴포 트들

로 구성되어 있다. <Fig. 4>는 본 연구진에 의하여 

개발된 공간 건축물 라메트릭 모델링  최

설계 련 컴포 트들을 보여 다. ④번 도우는 

구조해석 로그램인 SAP2000의 메인화면이다.

본 연구의 라메트릭 구조 모델 기능은 3D 자유

곡선과 자유 곡면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구조 해석 

모델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①번 도우

의 라이노의 3D 형상 모델링 기능을 이용하여 수행

된다. 라메트릭 모델링은 ②번 도우의 그라스하

퍼가 제공하는 기본 인 라메트릭 모델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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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nu for structural modeling components <Fig. 5> Process for parametric optimization 

에 수행된다. 이 때 구조부재, 하 , 지 조건 등

의 구조정보는 ③번 메뉴 바가 제공하는 100여개의 

구조 컴포 트를 이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은 비정형  형상에 구애받

지 않고 반복 이고 규칙 인 량의 부재들을 손

쉽게 생성해 낼 수 있는 신 인 방법으로서, 특히 

기존의 모델링 도구로는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던 비정형 공간 구조물의 설계  해석을 

한 모델링 작업에 매우 효과 이다.

본 기술에 의한 모델링  최 설계 로세스는 

<Fig. 5>와 같이 형상 모델링, 구조 모델링, 구조해

석, 해석결과 평가로 구성되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

하며 수천 개 이상의 설계 안을 창출하고 성능 평

가  비교를 통하여 최 안을 탐색한다.

첫째로 라메트릭 구조 모델 컴포 트들을 이용

해 라메트릭한 방식으로 구축된 구조 모델을 작

성한다. 둘째, 작성된 구조모델을 외부의 구조해석 

패키지를 제어하는 API 컴포 트에 연결해 해석 솔

버와 연동하여 자동화된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추출한다. 셋째, 달된 해석 결과를 평가하

고 그에 근거하여 구조 모델 안을 자동 생성한 다

음 이를 다시 해석 솔버와 실시간 연동해 성능을 확

인함으로써 유 자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자동 최

화를 수행한다. 라메트릭한 방식으로 작성된 모

델은 다양한 설계변수의 변형을 통해 수많은 안 

생성이 가능하며, 이들에 한 비교 ․ 검토를 최 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수행함으로써 최 의 성능을 

                                          

가지는 구조 모델을 효율 으로 찾아내는 것이 본 

라메트릭 최 설계 랫폼의 핵심이다.

본 랫폼 개발 차는 의 기술 용 로세스

와 일치하며 세부 으로는 다음에 서술된 과정에 

따랐다. 즉 형상 모델을 제어하기 한 기본 인 구

조 모델링 컴포 트를 개발하고 이를 외부의 구조

해석 솔버와 연결해 핵심 인 구조설계를 수행하는 

컨트롤 컴포 트와 최 설계 컴포 트를 개발하

다. 이후 최 설계 속도를 단축시키기 해 안들

을 평가하는 작업을 다수의 컴퓨터들에 분배하고 

할당함으로써 동시에 수많은 디자인 안들을 평가

하게 하는 분산병렬 구조해석 시스템을 개발, 실무 

용성을 획기 으로 제고시켰다. 이후 지속 인 

업 용을 통해 랫폼을 검증, 보완 개발해나갔다.

3. Spoke wheel 파라메트릭 설계

3.1 개발 개요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기술한 라메트릭 설계 

랫폼을 기반으로 공간 건축물 에서도 Spoke 

wheel 연성 막구조 시스템을 한 기 단계의 방

법론을 구축하 다. 

Spoke wheel이란 이블을 방사방향으로 구성하

여 인장응력을 분산하는 구조시스템으로 다축방향

의 인장응력으로 하 을 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Spoke wheel 연성 막구조 라메트릭 모델링  

최 설계 로세스는 <Fig. 5>의 라메트릭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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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sign parameters of spoke wheel <Fig. 7> Modeling of spoke wheel

설계 로세스에 따라 상 구조물의 특성을 반

한 컴포 트들을 개발함으로써 구 된다. 이를 

하여 요구되는 개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Spoke wheel 설계 라미터 정의

- Spoke wheel 구조 모델링 컴포 트

- 연성 막구조물 해석 로그램과 인터페이스

- 라메트릭 형상 탐색 알고리즘

- 라메트릭 최 설계 로세스 구축

향후 새로운 구조시스템에 한 라메트릭 설계 

기능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이상과 같이 해당 구조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최 설계하기 한 컴포 트

들을 개발하여 2장에서 기술한 라메트릭 설계 

랫폼에 탑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요소 기술에 한 상세한 내용이 다음 각 에 

기술되었다.

3.2 Spoke wheel 컴포 트 개발

라메트릭 설계 기법은 구조해석 모델링과 구조

물의 개폐에 따른 구조체나 하  등의 조건을 계속

으로 반 하여 다수의 해석 모델을 자동 생성하

는 역할을 한다. 이후 해석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설

계와 해석과정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연성 재료의 지붕 구조물의 경우 기하학  비

선형 해석을 반복 으로 수행해야 하기에, 이를 더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연성 막구조의 라메트

릭 기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라메트릭 기

술을 활용하여 공간 건축물  연성 개폐식 구조

물의 기단계 설계 로세스를 구 하 다.

Spoke wheel 연성 막구조 시스템의 로세스 자

동화를 한 형상탐색 과정의 검토를 해 라이노, 

그라스하퍼 상에 구축된 라메트릭 설계 랫폼을 

기반으로 여기에 필요한 추가 컴포 트들을 개발, 

탑재하 다. Spoke wheel의 라메트릭 설계는 연

성 구조물의 기장력을 결정하기 한 선행 단계

이다. Spoke wheel 구조체의 형상해석을 하기 해

서 구조체의 설계 변수를 설정하고, 이 설계 변수의 

한 정의구간을 설정한 후 최  변  값을 만족

하는 설계변수들의 수렴 값을 도출하는 모델링을 

수행하 다. <Fig. 6>과 같이 외부 원 반경, 내부 

Strut(버 ) 높이, 내부 원 반경, 바퀴살 개수, 이 

4가지를 설계 변수로 설정하 다. 설정된 변수의 실

시간 인 조정을 통한 최 의 형상을 탐색하고 추

후 막 구조물의 기장력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한

다. <Fig. 7>은 개발된 Spoke wheel 컴포 트를 이

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는 화면을 보여 다.

개발된 컴포 트를 사용함으로써 한 번의 클릭과 

주요 설계변수 설정만으로 Spoke wheel의 모델링

과 다양한 안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3.3 구조해석 인터페이스 설계

본 연구에서는 연성 막구조물의 용 해석 솔버

인 소피스틱(SOFiSTiK)의 처리(Preprocessing)와 

후처리(Postprocessing)를 한 라메트릭 모델링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용한 라메트릭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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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hino interface in the work flow chart of SOFiSTiK

계 로세스를 제안한다. 소피스틱은 독일 뮌헨기술

학(Technical University of Munich)에서 개발한 

유한요소해석(FEA) 로그램으로 경량 는 막 구

조물의 해석에 특화되어 있다. 소피스틱은 연성 막

구조물의 건설이 활발한 유럽지역의 건설 련 업

체들에서 막 구조 설계 업무에 리 활용되고 있으

며, NURBS 모델러인 라이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

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상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장에서 기술한 라메트릭 설계 랫폼을 이

용한 연성 막구조물 라메트릭 설계 로세스 구

축을 하여 소피스틱에서의 해석을 한 처리와 

후처리를 제어하기 한 소피스틱 인터페이스를 개

발하 다. 설계 랫폼은 범용 해석 솔버인 

SAP2000의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는 강성 구조물의 해석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성 구조물 용 해석 솔버인 소피스

틱의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추가 개발하여 연성 막

구조물 구조해석에 활용하고자 하 다.

설계 랫폼은 해석 모델을 라메트릭하게 정의

하고 구조정보를 할당  리하며, 이러한 방식으

로 생성된 해석 모델을 솔버에 달해 해석을 수행

한다. 솔버에서 해석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다시 받

아와 평가한 다음, 해석 결과에 근거해 해석 모델을 

진화 으로 재생성하고 다시 솔버로 달해 분석하

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반복 해석을 통한 구조 모

델의 최 화를 수행하게 된다. 

 소피스틱에서 제공하는 라이노 인터페이스가 소

피스틱의 체 엔지니어링 작업 로세스에서 담당

하는 역할은 <Fig. 8>과 같다. 소피스틱 모듈  

SOFiMSHC라 불리는 모듈은 해석 처리 작업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유한요소 메쉬화(Meshing) 기능

을 담당하는데, 소피스틱-라이노 인터페이스는 이에 

모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소피스틱-라이노 인

터페이스는 첫째로 메쉬 라미터들을 제어하는 기

능과 둘째, 메쉬 모델에 구조정보들을 할당하는 기

능, 그리고 셋째, 생성된 메쉬 모델을 소피스틱 솔

버에 달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소피스틱-라이노 인터페이스에서는 라이노 모델

러만을 활용하므로 입력 변수들의 한정 인 라메

트릭 제어만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할 소피



연성 막구조의 라메트릭 설계 시스템 개발

한국공간구조학회지 _ 35

<Fig. 9> Work flow of SOFiSTiK module

<Fig. 10> Analysis process

of membrane structure in SOFiSTiK

스틱 인터페이스는 그라스하퍼 에디터를 활용하므

로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해석 모델 변수들의 

라메트릭한 제어가 가능하다. 한 해석 이 의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설계 변수의 진화  제어와 

솔버와의 반복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석 후처리 작업까지 담당하며, 이를 통한 최 설

계가 가능하다.

소피스틱은 <Fig. 9>와 같이 크게 6가지 모듈로 

나뉘며, 형상을 모델링하는 모듈(AQUA), 하 을 

입력하는 모듈 (SOFILOAD),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모듈(ASE), 하 조합 모듈(MAXIMA), 부재설계 모

듈(BEMESS, ABQ), 결과값 출력 모듈(ANIMATOR, 

URSULA, WINGRAF, GRAFiX)로 구성된다. 

소피스틱은 텍스트 모드 입력을 우선시하기 때문

에 텍스트 작업의 효율을 해 자체 언어인 캐딘

(CADINP)를 갖고 있다. 이는 1976년에 CAD 용도

로 개발한 것을 자체 으로 더욱 발 시킨 언어이

다. <Fig. 10>은 연성 구조물에 용되는 소피스틱

의 형상해석 로세스로, SSD(SOFiSTik Structure 

Desktop)은 다양한 그래픽  텍스트 편집기를 입

력 도구로 사용하여 다양한 모델을 생성 가능하며, 

오토캐드(AutoCAD)나 그라스하퍼 등 다수 상용도

구의 인터페이스 개발을 지원한다.

3.4 라메트릭 최 설계

Spoke wheel 컴포 트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형

상이 모델링되면 해당 컴포 트에 포함된 설계 

라미터를 변경함으로써 수많은 형상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한 구조부재의 단면속성  

형상을 변수로 설정하여 매우 세 한 속성  형상 

변화에 따른 수많은 안을 비교 평가하고 최 안

을 도출하게 된다.

설계 라미터 변경에 의한 새로운 설계 안 생

성은 설계자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지만, <Fig. 5>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 자 알고리즘에 의하여 설

계 랫폼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된 시간 안에 수천 개 이상의 설계 안을 

생성하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라메트릭 안 생성 기능을 이용하여 

연성 막구조물 최 설계는 2단계로 수행된다. 첫 번

째 단계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구조시스템 는 

형상을 변경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이 설계자에 의

하여 구조시스템이 결정되면, 설계 랫폼은 유 자 

알고리즘에 의하여 구조물 내 각 부재 는 부재그

룹의 단면속성을 바꿔가며 요구되는 구조성능을 만

족시키는 수많은 안을 창출하여 성능  경제성

과 함께 제시한다. 최종 으로 설계자는 각 안의 

성능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선택함으로써 

최 설계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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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성 개폐식 지붕 구조물의 한 유

형인 Spoke wheel 연성 막구조의 라메트릭 설계 

시스템 개발에 하여 기술하 다. 

우선 라메트릭 설계 랫폼을 구축하 다. 랫

폼은 3D 그래픽 커 로서 라이노, 라메트릭 모델

링 엔진으로 그라스하퍼를 도입하 다. 공간 구조

물 모델링에 요구되는 부재, 하 , 지 조건 등의 

컴포 트를 개발하고, 상용 구조해석 로그램과의 

연동 모듈, 안 생성  평가 모듈로 랫폼은 구

성되었다.

상기 랫폼을 기반으로 Spoke wheel 연성 막구

조물 라메트릭 설계를 한 방안을 제시하 다. 

Spoke wheel 라메트릭 모델링을 한 컴포 트

를 설계, 구 하 고, 연동 구조해석 모듈로서 소피

스틱의 성을 검토하고 연동 인터페이스를 설계

하 다. 연성 막구조의 최 설계 로세스에 하여 

제안하 다.

공간 는 연성 막구조물의 설계 기술로서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곡면과 비정형 등 상 구조물의 형상 특성 상

통  기술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 모델

링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2) 라메트릭 모델을 활용하여 수많은 설계 안

을 은 노력으로 생성할 수 있다.

3) 설계 안 생성, 구조해석, 성능평가, 새로운 

안 생성 로세스를 자동 반복하여 수천 개 이상의 

설계 안을 생성하고 성능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최 안을 도출하는 로세스에 의하여 실용 인 최

설계 기술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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