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WER PALACE III, SEOUL, KOREA 

90 년 말까지만 해도 서울에는 여의도의 63 빌딩이 최고 높은 건물이었다.  63 빌딩은 

건축회사 Skidmore, Owings & Merrill (SOM)에 의해 설계되어, 1980 년 착공해 1985 년 

완공된 250meter 높이의 Office 이었다. 1990 년 말에 들어서면서 고층 건물의 수요가 

늘기 시작하였다. 1990 무렵 삼성 그룹에서 현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리에 사옥을 

추진하려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타워팰리스 I, II, III 로 나누어 

아파트, 오피스텔 을 짓게 되었다.  단계별로 진행이 되던 중, 1999 년 Phase III 의 건축 

설계 디자인 Competition 이 시작이 되었고, 시카고에 위치한 SOM 의 안이 선정이 되었다. 

초기 설계 제안으로는 현재 형태의 평면이지만 93 층의 건물로 제안이 되었다. 

 

Figure 28. 초기 설계 제안 

 

초기 설계팀 구성은 다음과 같다. 

건축 : SOM / Sa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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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SOM Structure 

시공: Samsung Construction Company 

풍동실험: Boundary Layer Wind Tunnel Laboratory,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토질/지질: Dames, Moore, SF 

 

초기 설계안에 세 (3)의 바닥 시스템; Flat Plate 시스템, Flat Slab 시스템, 합성 바닥 

시스템들이 제안되었다. 보통 주거 건물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Flat Plate and Flat Slab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아파트 유닛의 최대 가변성, 천정 높이의 최고화 등의 

이유에서이다.  안타깝게도 90 년대 말 삼풍 백화점 사고로 Flat Plate 시스템의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합성 바닥 시스템의 장점인 fast erection, 시공사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합성 바닥 시스템이 본설계에 채택이 되었다. 

 

 

Figure 29. 바닥시스템 제안 A: Flat Plate 시스템, B: Flat Slab System 

 

 



  

   

 

Figure 30. 바닥시스템 제안  C: 합성 바닥 시스템 

 

일단 바닥 시스템이 선정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기준층의 최적의 층고 결정하게 된다. 

기존 사이트에 주어진 높이 제한안에 최대한의 leasable area 의 위해서 기준층의 최적 

층고 검토는 고층 건물의 필수적 과정이다. 

 

건축 층고를 결정하는 요소는 위에서 부터 다음과 같다. 

• Radiant floor 마감 = 120 ~ 150mm 

• 슬래브 두께 = 125mm (콘크리트 폼을 위한 truss deck 이용) 한국에서 많이 

사용된다. 

• 보의 품 (Beam Depth) = 400mm~ 450mm, 구조적으로 Floor Beam 과 Beam 지탱하는 Girder 가 

있는데, 모두 설계 하중의 크기와 길이 스팬, 바닥 진동의 최소화 따라 부재의 춤 (Depth)가 

정해진다.  

• 철골 빔의 내화 피복 (Fireproofing) 

• 빔의 처짐 (Beam Deflection: Dead load + Live Load Deflection L/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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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설비 =  (MEP) 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 

• Lighting fixture and ceiling finish 

 

마지막으로 기준층의 target ceiling height  더하여 층고를 정하게된다.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은 2.7~2.9m 

천장의 높이를, 주거 건물은 2.3 ~ 2.4m 를 천장 높이로 기준층이 정해진다. 당연히 천장 높이가 높을수록 

수요가 높아지고,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층고 선정은 전체 빌딩 디자인과 성공적인 분양 사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는 마켓의 추세와 마추어 시공 단가등등을 고려하여 층고 선정에 

검토가 이루어 지고있다. 

 

 

Figure 31. Floor Sandwich Section 

  



  

   

 횡저항 시스템의 검토와 선택 

횡 저항 시스템은 승강장 및 계단실의 코어를 감싼 중앙부 유각형 형태의 전단벽을 중추 

빼대로 세 날래로 확장된 전단벽의 혼합채로 이루어진 전단벽 시스템이 채택이 되었다. 

고층건물의 횡 저항 시스템은 수직적인 중력하중은 물론 수평적인 풍하중과 지진하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횡적 시스템으론 콘크리트 전단벽이 이용되었지만, 추가적인 강성을 위하여 여러 

조합의 아웃리거와 벨트월을 위치와 같이 비교 검토 되었다.  

 

중앙부에 위치한 코어 전단벽만을 가지고 수평하중을 지탱이 부족 및 구조적으로 

비효율성으로, 아웃리거와 벨트월을 추가를 16 층과 55 층에 나누어 숫자와 각각의 

요소를 비교 검토하였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아웃리거 층의 위치의 찾기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건물의 위치에 따라 최적의 위치가 

1/3 위치로 고려되지만, 중앙부의 코어 전단벽의 평면 형태, 강성 및 건축적인 프로그램, 

평면 계획, 설비의 계획시 A/C, Heating 등등 공급 시스템의 zoning 으로 인한 기계실의 

위치에 의해 아웃리거 및 벨트월의 위치가 정해지게된다. 16 층과 55 층이 바로 기계실이 

존재하는 층이다.    

1. 중앙부 코어 전단벽 

Figure 32. Structural System Diag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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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부 코어 전단벽과 16 층 위치의 아웃리거와 벨트월 

3. 중앙부 코어 전단벽과 55 층 위치의 아웃리거와 벨트월 

4. 중앙부 코어 전단벽과 16 층 아웃리거와 베트월, 55 층 벨트월 

5. 중앙부 코어 전단벽과 16 층과 55 층 아웃리거와 벨트 월 

6. 중앙부 코어 전단벽과 16 층 벨트월 

7. 중앙부 코어 전단벽과 55 층 벨트월 

8. 중앙부 코어 전단벽과 16, 55 층 벨트월 

위의 8 가지의 시스템을 강도, 강성의 검토, 건물의 기본 진동 주기, 풍하중에 의한 

횡변위, 상대적인 건축 구조 부재의 물량, 공사 시공의 간편화 및 시공 기간 단축,  

건축적, 설비적인 demand 와 연계해서, 8 개안에서 4 개 안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8)안인 중앙부 코어 전단벽과 16, 55 층의 벨트월 시스템을 선정하게 되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간접적 아웃리거 역할을 하는 두 곳의 벨트월보다는 직접적으로 

중앙 코어 전단벽과 외주부의 기둥을 묶은 한 곳의 벨트월/아웃리거가 더 

효율적이었지만, 아웃리거 시공의 기간을 장기화에 대한 전체 공기를 맞추기위한 공사 

팀의 우려를 반영하여 최종 시스템을 결정하게되었다.  

 
Figure 33. Initial Lateral System Review 



  

   

고층 건물은 특히 수평하중인  풍하중에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풍하중에 대한 이해, 

건물의 전체적인 거동을 중심으로 건축적, 구조적인 심여를 기울여야 한다. 당연히 

협업이 필수적이다. 건물의 매스 개념을 설계할때  기하하적인 평면, 입면 형태, 건물의 

높이방향으로 setback 등이 건물의 거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가 필요하다. 

 

 

 

 

Figure 35. Wind Load Deflection Study 

 

특히 주거용 고층 건물은 층별 유닛 프로그램이 층에 따라 바뀌어, Zone 1,2,3 후 Setback, 

Zone 4 위에 Setback 이 전체적인 건물의 비례에 맞추어 같이 논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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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Four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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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층 건물의 사용성의 기준 가속도에서는 canada 에서 제시한 기준인 10 년 재현 

주기의 풍하중에 대한 가속도 한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Figure 36. 건물의 높이에 따르 와류의 형성 

 

  

Figure 37. Structural System Diagram 



  

   

The successful design of tall buildings requires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architect, structural engineer, 

MEP engineer, specialty consultants and contractors.  The Samsung Tower Palace III is 250meter tall residential 

tower in Seoul, Korea. Since it is a residential building, the motion criteria are the most restrictive. The 

integrated architectural structural solution is Y shaped floor plate and core wall that interconnect each other 

against the lateral forces of nature. The shape of the building greatly reduced the resonant dynamic forces on 

the builing to such an extent that the motion criteria are easily met using a converntional system. 

  

Figure 38. Arch rendering and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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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building shape are the heights of eacho of the wings and the shape of the 

floor plans. The different height wings creates different floor plans that have different vortex shedding behavior. 

This prevent the wind forces from becoming organized in a manner that can lead to large dyanamic building 

responses. The elongated shape of the floor plate at the top of the structure also prevents well-defined vortices 

from forming, while the saw toothed edge avoids creating an airfoil that would have created lift forces for 

certain wind directions. 

 

 

 

 

Figure 39. Wind Shear and Overturning Moment 



  

   

 

 

 
Figure 40. Courtesy Boundary Layer Wind Tunnel Laboratory,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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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침하 검토 

고층 건물의 자중과 추후 가해지는 고정 하중 및 활하중으로 건물의 기초 및 지반이 침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의 기초는 기초밑의 지반이 암반이 양호할 시, 건물의 footprint  전체를 이용한 

온통 기초가 사용된다. 타워 팰리스의 기초는 지하 주차장 및 기계실로 인한, 지하 5 층에 놓이게 되어, 

지하 암반에 앉게 되었다.   

기초는 3.5 미터 두께로 콘크리트 강도 f’c = 40 MPa 가 사용되었다.  30,000 MPa Young Modulus 와 코어 

벽체의 강성을 고려하여 기반의 침하를 예측하였다.   

첫째, 건물의 자중 

둘째, 건물의 자중과 추후 고정하중 

세째, 건물 자중, 추후 고정하중, 활하중 

온통 기초의 중심부에 최대 11 미리의 침하가 예측되었다. 

 

 

Figure 41, 매트 기초 침하 다이어그램: Courtesy Dames, Moore 

 



  

   

 

Figure 42. Foundatin Section 1 

 

 

 

Figure 43. Foundation Section 2 

 

매트 기초 공사  

타워의 매트 기초는 3.5 미터 두께로, 총 8123 M3 의 콘크리트 양과 D35 SD40 철근이 이용되었다. 특히, 

매트 시공시 소음과 진동으로 주변 민원을 최소화, 고 밀도 철근 지역의 콘크리트 충전, 타설 시간 

절감, 노동력 향상, 진동기 없이 타설, 콘크리트 품질 확보, 혼화재로 Flexibility 향상, 골재 Separation 

Avoiding 하기위하여 Self Consolidating Concrete (SCC) 사용하였다.  

특히,  massive 의 메트의 시공시  수화열의 발생으로 균열이 발생하게되는데,  

 균열없이 품질 향상과 curing 시간 절감을 통해 시공 기간을 절감을 위하여, Pipe Cooling 을 채택하여,  

매트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차를 20 도 이하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총 매트와 내부 온도는 파이프 쿨링 없이는 93 도 파이프 쿨링으로 82 도로 온도 저감이 예측되었고, 

콘크리트 보양 기간이 43 일에서 10~ 12 일로 30 일 정도 짧아 질 수있음을 예측하게 되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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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은 8123m3, 2320 m2 x 3.5m 로, 총 8 대의 펌프 카가 사용되었다.  콘크리트 양 6m3 / 

레미콘, 펌프카 한대 당 타설 양 = 70 m3 / hour  (20% 향상) 

총 14.5 시간 타설이 예상되었다. 

 

Figure 44. Mat Foundation Reinforcement Instalation 

 

 

Figure 45. Mat Foundation Reinforcement 

  



  

   

건물하나가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과정은 정말 긴 사람간의 협업의 여정이다. 특히 고층 

건물 설계 및 시공의 경험이 없었던 한국 건축, 시공 분야에서는 더욱 험난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배움의 과정이었다. 

 

한국 서울에서 고층 건물 1 세대의 타워팰리스 공사는 고층 건물 시대를 연 선두주자로서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이다. 세계적인 고층 건물 SOM 설계팀과 삼성 건설의 협업과, 

각각 공정 단계 및 시공 기술 검토 및 개발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며 만들어낸, 명실상부 

서울의 초고층 주거 시대를 이끈 LANDMARK 프로젝트가 되었다. 필자는 UNIVERSITY OF 

ILLINIOIS 에서 석사를 마치고 1997 년  SOM 에 입사하여 초기 건축 DESIGN 

COMPETITION 부터 CONSTRUCTION DOCUMENT 과정까지 업무를 맡아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