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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고층 건물의 이야기 

 

왜 사람들은 고층에 올라가는 걸 좋아할까? 하늘에 가깝게 다가가고 싶어서 일까?  

아님 먼 전경을 막힘없이 내다 보고 싶어서 그럴까? 

높이 올라가려는 건 인간이 새를 보면서 날고싶어하는 것처럼 본능인 것 같다. 

 

 

  



  

   

 

고층 건물 구조 설계하는 것이란? 

성공적인 건물을 만든는데는 열정적인 협업이 필수조건이다. 협업에는 모든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의 원활한 소통이 주 연료가되어 먼 디자인 여정을 함께 돌다리 짚어 나가듯 두드리며 나가는 

과정이다.    

건물이 건축주에의 발주되고, 기획되고, 설계, 시공되는 과정은  수 많은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과거의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기술력을 서로 나누며 결정해 나가는 고정인 것이다. 

사람들이 건물은 종합 예술이라고 한다. 수많은 기술, 인력, 재료 등등이 필요하는 절대적인 

예술적인 작품인 것이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태초부터 안식하고 일하고 공간을 만들어 생활해 왔다. 꼭 필요한 세가지 의, 식, 주 중 하나인 

것이다.    

고층 건물이란? 

세상이 많이 변해왔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로의 유입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거주지역, 상업지역 

인프라와 같이 발전되면서, 더욱 많은 인구을 도시로 불러들였다. 인구의 직중은 건물의 고층화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대다수의 건물이 단층에서 5 층규모의 건물이었던 때, 이제는 50~80 층 주거 

건물에서 115 층 높이의 Mixed-use 빌딩이 한국의 서울의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꿔어 놓았다. 

그야말로 강산이 바뀌듯이 도시도 바뀌게 되었다.  고층 건물의 시스템을 적용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기본 목표를 기반으로 평가하며 채택이 된다. 

• 강도, 강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한다.  

• 횡 저항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중력 지탱 시스템의 위치 선정한다.  

• 건축 주거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의 위치를 잡는다.  

• 해석, 디자인, 재료, 및 시공 방법에서 최신의 기술을 적용한다. 

• 국제적으로 채택되는 설계 규정에 맞추어 건물의 Drift 와 가속도를 제한한다. 

• 풍하중에 대한 건물의 동적 반응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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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이란? 

고층건물의 높이의 측정과 정의는  The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 

(CTBUH)에서 현재 세가지 범주로 정해지고 있다. 첫째, 지붕 위 Spiral 를 포함한 건축적인 최고 

높이, 둘째, 사람이 거주할 수있는 최고 층의 높이, 세째, 재료 및 기능과 무관한 최고 요소의 

높이로 정해지고 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을 구성하는 절대적인 정의는 없의며, 각각의 범주에 따라 

주관적인 정의가 있다. 

   

1. 건축적인 최고 높이 (Height to Architectural Top) 

...the architectural top of the building, including spires, but not including antennae, signage, flag poles or other 

functional-technical equipment.5 This measurement is the most widely utilized and is employed to define the CTBUH 

rankings of the "World's Tallest Buildings." 

 

Figure 16. Courtesy CTBUH 

2. Height to Highest Occupied Floor 

...the finished floor level of the highest occupiable6 floor within the building. 

 



  

   

 

Figure 17. Courtesy CTBUH 

3. Height to Tip 

...to the highest point of the building, irrespective of material or function of the highest element. 

 

Figure 18. Courtesy CTBUH 

 

CTBUH 건축 사이트 참조: http://ctbuh.org/TallBuildings/HeightStatistics/Criteria/tabid/446/language/en-US/Default.aspx  

 

초고층과 극초고층 건물 

고층건물은 초고층과 극초고층으로 나뉘고 있다. 초고층은 300 미터가 넘는 건물이며, 극초고층은 

600 미터 이상의 건물이다. 현재까지 133 의 초고층이 3 극초고층 건물이 존재한다. 

Supertall and Megatall Buildings 

Tall buildings that achieve significant heights are classed in two additional sub-groups: A “supertall” is a tal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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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300 meters (984 feet) in height, and a “megatall” is a tall building over 600 meters (1,968 feet) in height. As of 

today, there are 133 supertalls and only 3 megatalls completed globally. 

 

 

Figure 19. Curtesy CTBUH 

 

 

ASPECT RATIO 란?  

세장비는 건물의 높이를 건축의 밑면 폭(Base width)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 된다. 건물 높이가 

증가하면 밑면의 폭도 증가하게 되면 건물의 안정성이 유지되 듯이, Aspect Ratio 는 건물을 

설계시, 공학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잠실 수퍼 타워는높이가 

555 미터이고 밑면의 폭이 58 미터, Aspect ratio = 555/58 = 9.6 이다.  

 



  

   

 

구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건물의 세장비는 사뭇 다르다. 중력하중을 지탱하는 동시에 풍하중과 

지진하중을 견디기 위해 횡적 저항 시스템이 필요하다.  건물의 높이를 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횡적 

저항 시스템인 콘크리트 전단력이나 가세구조의 폭으로 나누게 되면,  

구조적 세장비 = 높이 / 횡적 시스템의 폭 이된다. 건물의 횡적 시스템의 폭이  넓을 수록 세장비는 

낮아지고, 폭이 좁을 수록 세장비는 증가한다.  

STRUCTURE ASPECT = HEIGHT / LATERAL SYSTEM WIDTH 이된다.   

 

Figure 20. 횡적 저항 시스템 (전단벽과 가세 구조) 

일반적으로 세장비가 > 6 ~ 8 이면 세장한 건물에 속하며, 구조적으로 STIFFNESS AND STABILITY 을 

위한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로하게 되며, 사용성을 위한 추가적인 댐퍼가 필요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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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비가 높아질수록, 건물의 강성과 사용성이 구조체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되는데, 효율적인 

강성의 최대화를 위한 구조 시스템으로, 아웃리거와 메가 기둥을 이용하여 코어와 같이 거동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나, 외각기둥을 가세 브레이싱을 엮어 TUBE IN TUBE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한다.  

I, 강성 = A (면적) X D (모멭트 ARM)^2 

 

Figure 21. 횡적 저항 시스템 ( 아웃리거 시스템 과 외곽 사세 시스템) 

 

지상의 모든 건물은 수직으로 세워놓은 켄틸레버 보이다. 보는 콘크리트 빔과 같이 아님 트러스 

처럼 형성되어 서로 연계하며 수직 하중인 풍하중과 지진하중을 지탱하게 된다. 다시말해서, 

최소의 재료를 이용한 강성의 극대화가 구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조체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듯이 강성은 구조 부재의 면적에 모멘트 ARM 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횡적 저항 시스템 

부재를 외곡에 위치시켜 강성을 최대화 할 수있다. 

 



  

   

 

Figure 22. Structual System 

 

건물의 평면의 효율성  

건축을 기획 미 계획하기 위해, 경재성을 위한 FEASIBILITY STUDY 가 수행되어 총 GROSS FLOOR 

AREA AND HEIGH, ZONING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에 맞추어 건물 프로그램과 전체 면적을 위한 

건물의 매스, 입변, 평면 연구가 진행이 된다. 고층건물이 가능하기게 된 주된 계기는 수직적 

이동시설 엘리베이터가 가능하면서 시작되었다한다.  건물의 매스, 입면이 평면과 같이 연구되어 

지는 동안, 수직 공간 이동을 위한 총 FLOOR AREA 에 따른 엘리베이터의 위치와 수, 이동을 위한 

대기 시간 등등 연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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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평면 효율성 

건물의 평면의 기하학적 형태을 보면, 세각형, 사가형, 육각형, 팔각형, 및 원형 고층 건물에 사용이 

된다. 모든 형태의 평면을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동일한 면적 (L^2)으로 맞춘어 각각 형상에 맞는 

치수를 구하고,  각각의 강성 비율을 계산해 보자. 

 

 MOMENT OF INERTIA RATIO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원형   

 

  



  

   

코어 형태 효율성 

고층 건물의 코어는 건물의 중추적인 기능중 수직 이동을 가능하게 한는 엘리베이터, 계단, 

기계실등을 묶어 일반적으로 중심부에 계획된다. 때로 건물의 평면에서 수평동선의 거리에 따라 

여럭의 코어로 계획되기도 한다.  

구조 엔지리어는 이런 코어들 주변에 콘크리트 벽체나 철골 브레이싱을 두어 건물의 횡 

저항시스템으로 계획하는데, 특히 고층 건물의 횡 강성을 고려한 코어의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하다.   

특히 고층화 되면서 건물의 상대적인 건축비 대비 강성과 매스가 높은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된다. 

두바이의 BURJ KHALIFER, 잠실 롯데 타워 등등 콘크리트 코어 전단벽을 주 BACKBONE 으로 

상용하고 있다.  건물의 코어는 건물 평면의 형태에 따라, 건물 거주자들이 이동하는 평상시, 

비상시, 수직, 수평 동선의 규정에 따라, 엘리베이트 갯수, 계단의 갯수와 위치 등등에 근본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형성된다. 대부분 중심에 둔 코어가 일반적이지만, 건물의 평면이 이동하는 수직 

동선의 거리에 따라 여러개의 코어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코어를 수평 저항 시스템으로 이용할 시 구조적인 강성의 효율적인 형태는 필수적이다. 

같은 양의 콘크리트 양을 사용할 시, 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육각형, 원형 등등 코어 형태에 

따라 강성에 차이가 나게된다. 

초기 건축 설계자가 건물의 매스를 디자인하며, 평면을 연구할 때, 구조 엔지니어의 코어 형태의 

입력이 매우 중요하다. 

 

평면의 코어 형태 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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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하중시 건물의 가속도와 모드 형상 관계 

수평 가속도는 GENERALIZED MASS AND SQRT(DAMPING) 반비례하며, 상대적으로 강성과 

건물의 주기와 상대적으로 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가속도를 줄이기 위해 

GENERALIZED MASS 를 최대화 하는게 가장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드 

형상을 아래의 향상된 모드 형상처럼 선형적으로 구조 시스템을 계획하여 WHIP 작용을 줄이면 

된다. 하지만, 건축 설계 계획 층면에서 한계가 있을시에는 건물의 강성과 고층의 매스를 

증가시커서 가속도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기계적인 TUNE MASS DAMPER 를 사용하요 가속도를 

제한하기도 한다. 

 

 

 

Figure 23. Maximized generalized Mass 

  



  

   

건물의 바람에 거동  

중저층의 건물에서는 없는 고층 건물에는 또 다른 사용성에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바람이 불때 

흔들림으로 인한 가속도가 그것이다. 바람의 정적, 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바람이 불어 맞이하는 

풍상면에 부디치면 측면으로 우회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건물의 평면의 형태와 코너의 

형상에 따라 다양한 와류(VORTEX SHEDDING)가 생긴다.  이와류는 바람을 맞이하는 건물의 폭과 

직각 방향으로 건물을 밀게되는데, 이때  CROSS WIND MOTION 을 발생하게 된다. 

이 와류에의한 건물의 움직임은 고층에서 평면의 따라, 일정한 바람의 속도와 건물의 특정 고유 

진동수와 일치할 경우, 와류 진동의 원인이 되는데,  고층 건물의 풍하중의 증폭효과 (밑면 

전단력과 전도모멘트) 와 그로 인한 구조 설계상의 비효율적, 공사비의 증가를 야기하고 가속도의 

증가로 사용성에 문제를 이르키게된다.  고층 건물을 기획, 설계시, 이런 바람의 기후 조건과, 

건물의 형상을 고려하여, 와류 진동의 증폭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도록 풍동 실험과 구조 

시스템의 동적인 특성과 같이 연계하여 설계하게 된다. 고층 건물 설계시 평면, 입면 그리고 

구조적인 특성, 바람에 대한 거동을 이해가고 설계를 이끌어 나가는게 핵심이라고 하겠다. 

특히, 건물의 VORTEX SHEDDING 으로 인한 증폭 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건물의 코너에 요철을 

두거나, SLOPE 시켜서 바람 받는 면을 줄인다거나, 바람이 흘러 갈 수있도록 SLOT 을 두어, 

VORTEX SHEDDING 이 형성이 안되도록 한다. 

 

 

Figure 24. Vortex Shedding and Cross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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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가속도 제한 

최대 수평 가속도을 제한하는 규정은 CANADA 코드에 처음 제시가 되어 지금도 ISO 의 규정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10 년 주기의 풍하중에 최대 가속도의 한계를 각각 건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을 하게 되는데,  

• 오피스 = 20 ~ 25 MILLI-G 

• HOTEL = 18 ~ 20 MILLI-G 

• 주거 건물 = 15 ~ 18 MILLI-G 

위의 가속도를 살펴보면,  

2 ~ 10% 의 일반인 인지할 수 있는 가속도 3 ~ 5 MILLI-G,  

구토를 일으킬수 있는 시작, 몇몇 사람은 상들리어의 움직음 을 인지 할 수 있는 정도의 가속도 

10 ~ 15 MILLI-G,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을 인지하고, MOTION SICK 을 경험하고, DESK 일에 

일할 때 영향을 미친다. 

  

 

Figure 25. Motion Perception Guide (Update) 



  

   

건물의 고층화에 따른시공비용의 상승  

고층 건물에서 바람하중에 이해와 건물의 고유 특성을 이해 하고 설계를 하더라도, 건물의 

고층화로 인한 강도적인 측면이외에 사용성 (횡변위와 가속도)의해서 건물의 구조시스템의 

추가적인 공사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단순히 재료비의 상승뿐아니라 건축 평면상의 구조 부재의 

사이즈 및 브레이싱 가세들에 의해 건축, 설비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것이다. 

 고층화로 되면 중력의 증가로 의한 재료의 선형적인 증가에 반면, 횡적 저항시스템은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고층으로 갈수록 횡적 저항시스템의 효율적인 배치와 풍 

하중에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