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ll Building Engineering Design 

 

 

고층으로 표현이 부족한지 초고층이란 단어가 많이 대두되는 시대에 사는 구조 엔지니어들은 기존 중-

저층 건물 구조 설계 시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난관들은 지속적인 

엔지니어들의 노력과, 최근 출현한 고속 컴퓨터, 구조 소프트웨어와 건설 기술 발전 등등에 힘입어 

해결 되어지고 있다. 특히 초고층 건물 설계시 엔지니어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초고층 

건물 구조 설계 경험에 비추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적어 본다. 

 

초고층 건물 설계 시 공기 역학적인 건물의 형상  

고층 건물 설계 시 건물 형상에 따른 바람의 상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물 디자인 계획이 

필수적이다. 건물의 기하학적인 디자인 요소로 많이 

사용되는 건물 단부의 완만한 곡선화와  변화, 저층 

부에서 고층 부로의 건물 단면 변화, 그리고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개구부 등으로 바람의 악영향, 

와류진동 Vortex Shedding( vortice-induced motion)의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건축 

설계자에서부터, 구조 기술자, 풍하중 전문업체 등등 

유기적인 상호 협조와 대화를 통해 최적의 건물의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물의 

비정형적인 건물의 형상이 초고층에도 접목되어 설계, 시공되어 있는 시점에 이와 같은 근본적 이해가 

경제적인 건물 설계의 지대한 공언을 하는 것이다.   

90 년대 페트로나스 타워 (KLCC)와 타이페이 101 을  시작으로 초고층  현재 632m 높이의 상하이 

타워에도 풍 하중의 영향을 디자인 초기단계에 고려, 공기 역학적에 입각한 건물의 형태를 (그림 2) 

발전시켜 24%의 풍 하중을 저감 할 수 있었으며 막대한 공사비의 절감 효과를 이끌어냈다. 초기 

Tapered 원통형에서 진화된 Twisting, asymmetrical 외관과 입면은 바람의 Vortex shedding 형성을 

막음으로 건물의 동적인 거동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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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기하학적 요소 (Image: RWDI) 



 

 

 

 

 

 

 

 

 

 

성능기반 설계 (Performance Based Design, PBD) 

최근 들어 초고층에 자주 대두대는 또 다른 화재로 성능기반 설계를 들수 있습니다.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에서 발간한 CTBUH 2008 “Recommendations for the Seismic Design of 

High-rise Buildings” 와  ASCE/SEI41-06 “ Seismic Rehabilitation of Existing Buildings” 에서 소개된 

성능기반 설계 방식은 기존 빌딩 코드에서 적용해온 하중과 강도위주의 Prescriptive design 방식이 

아닌 실제 건물의 설계 목표에 맞는 지진 하중과, 비선형 해석 이력해석을 통한 건물의 성능 평가로 

경제적이면서도 정확한 건물의 동적 거동을 평가 할 수있게 되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지진 발생주기 

별 규모에 맞게 평가된다. 

 

• Serviceability Earthquake (SE): 50% Probability of Exceedance in 30 years (43-year return period) 

• Design Basis Earthquake (DBE): 10% Probability of Exceedance in 50 years (472-year return period) 

•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MCE): 2% Probability of Exceedance in 50 years (2,475-year 

return period) 

 

 

 

 

 

 Figure 3. 상하이 타워 PBD 모델과  성능 평가시 거동 

Figure 2. 상하이 타워 기하학적인 형태 진화 과정 (Image:  Gensl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