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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구조 엔지니어의 길 

구조 엔지니어는 인간이 생활 하는 공간이 안전하게 설 수있도록 설계를 한다. 건축, 구조물이 

중력에 지탱하고, 바람과 지진에 안전하게 서있을 수 있도록 자연의 힘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구조 엔지니어링은 기본 물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한 공학이다. 구조물의 설계시 많은 

풀어야할 문제들이 있다. 어떨때는 엔지니어 스스로 문제를 인식 문제를 명명하기도 하고, 가정을 

바탕으로 공학의 원리를 토대로 해답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간한 분명한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단 하나의 해답이 있는것도 아니다.  

기존 교육에서는 당연 해답이 있는 문제만을 다루게 되느데,  불확실한 불 명확한 문제를 접할때는 

간혹 당혹하여, 손을 대지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하네는 기본 물리, 공학을 

바탕으로으로 창의적인 Judgement 가 필요하다. 

지난 1 세기동안 건축 엔지니어링, 시공 기술이 발전해왔다. 건축 설계 기법, 엔지니어링 해석, 

시공 공법등등이 많은 분야와 함께 발전해 왔다.  이런 발전과 더불어, 건물의 기본적인 재료의 

강도도 증가되었다. 콘크리의 경우 25MPa 에서 60MPa~100MPa, 철골의 강도는 295MPa 에서 

500MPa 까지 발전되었다. 이런 기술력의 발전으로 한국에서는 서울 여의도 275 미터 높이의 

금융센터, 555 미터의 잠실 롯데 타워, 부산에서는 300 미터 높이의 고층 아파트들이 지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현대 기술로 1km 높이의 건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어지고 있다. 거의 건축물의 

높이에 한계가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도시의 역사는 도시안에서 거주 생활해온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다. 기존의 건물의 허물고 다시 

신축하는 일은 단순한 오래된 것을 새로운 걸로 바꾸는 작업만은 아니다. 우리의 부모님, 선조가 

생활했던 도시, 건축 공간을 현대의 생활/기술 패턴에 맞추어 재 해석, 재 설계, 교정해서 사용하는 

일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 건축인과 엔지니어의 과거의 건축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고 건축물의 대다수가 목조로 지어졌다. 유럽과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근대와 들어와 건축물의 높이와 층이 증가하면서 바닥은 목조로, 조적 벽체를 

이용하여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조적 건물이 지어져왔다. 이런 조적 건물로 1891 년에 지어진, 

최고층 건물은 시카고에 위치한 10 층 높이의 Manadock 이 있다. 

 

 

Figure 13. Tallest Masonry Load Bearing Building-Manadock,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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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벽돌은 압축력에 강하기 때문에 보통 수직 기둥 부재에 많이 사용되었고, arch 형태로 

수평적으로도 사용되었다. 

건축물의 개축시 엔지니어의 노력 

필자는 2016~ 2017 년 뉴욕 맨한튼에 위치한 노호 지역의 5 층 규모의 건물의 개축일을 하게 

되었다. 이 건물은 1870 년데 하중을 받는 Load Bearing Masonry 조적 벽체와 목조 빔을 사용하여 

짓어졌다.  이 건축물의 2 층과 3 층에 Fitness center 가 입주하기로 하여, 필자의 건축/구조 팀이 

개축을 맡아서 여러 건축 요소들을 현대 빌딩 코드에 맞게 설계를 했다. 그야말로, 건축, 엔지니어, 

시공을 넘나들면서 해결책을 찾아 땀을 흘린 프로젝트였다. 

 

 

Figure 14. Renovation in Noho, NY 

  



  

   

 

Figure 15. Lobby Photo 

• 바닥을 뚤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위한 철골 보 설치 및 목조 보 보강. 

• 기존 조적 벽에 덕트 및 플러밍 및 전기 파이프를 위한 오프닝를 설치. 

• 새 진입로 확보를 위한 조적 벽체 철골 보강 및 벽체 제거 

• 새 철골 계단 프레임 설치 

• Mezzanine 를 위한  metal frame 설치 

• 지붕에 AHU 설치를 위한 Steel dunnage 설치   

 

  

Figure 16. Steel Stai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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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Wall Openings and Reinforcement 

Figure 17. Wall Reinforcement for new opening 



  

   

 

건물의 설계를 시작하면서, 건축 설계자는 먼저 기존 건물의 평면 및 입면등 Survey 업체를 통해 

준비하게 된다. 건물의 설계를 위한 기존 가능한 많은 건물의 치수를 현장에서 제어 준비를 

하게된다. 

 기본 평면 및 입면이 준비되고, 새로운 평면과 입면의 설계가 시작되면 건축 구조 엔지니어는 

기존 건물의 시스템의 이해를 위해 현장에 나가, 기둥의 간격, 벽체의 두께, 빔의 간격 미 스팬을 

계측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현장 Probe 이라고 한다. 특별히 이 프로젝트는 초기 설계하중이 

Certificate of Occupancy 에 기재 되어 있었는데, 초기 industrial office 및 storage 로 이용되고 

있었다. 명명된 활하중과, 새로운 설계로 사용될 예상하중을 비교 검토하게 되는데,  특히 

Fitness 의 용도의 예상 하중에 견해가 많이 상이하였다. 예를 들면, Treadmill 의 갯수, 장비 무게, 

간격에서 부터, weight lift 기개의 위치, 중량, 등등, 의례적으로 사용된 활하중과 예측 하중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1870 년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사용된 목조 빔의 강도 검증에는 뜻하지 않은 난간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만해도, 목재의 종, 구조 부재의 Grade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현재는 

많은 연구와 통계자료로 목재의 종과 Grade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목조를 위한 빌딩 코드가 

개발어져 사용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큰 난관 중하나인 기존 목재의 종의 판단과, 휨 강도의 

검증이었다. 현대의 철골과 콘크리트 같지 않게, 목재는 대량의 사용으로 인한, 종과 강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된다.   예상되는 활하중에 만족하는 기존 부재의 강도를 검증하기 위해선는, 목조 

부재의 사이즈 (너비와 춤) 및 간격 그리고 목재의 종과 휨과 전단 허용 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재의 사이즈와 간격은 현장에서 계측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목재의 종과 강도는 목재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Visual Obersvation 과   여러가지 실험 및 관측이 필요하다. 

현 프로젝트는, 기존 목재의 강도에 있어서, 건축주와 건축주의 엔지니어의 의견과, 입주자와 

입주자의 설계 및 엔지니어의 사이에 이견이 발행하였다. 목재의 종과 강도의 폭넓은 검증 없이 

일부 부재의 사이즈와 간격으로 예상 활하중을 만족한다는 건축 주의 의견에 입주자 측 

엔지니어로서 동의를 할 수없는 입장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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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구조 엔지니어의 역할 

이런 대치되는 입장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돈과 안전의 관계로 귀결된다. 예상치 않는 비용과 

불확실하지만 미래의 안전간에 엔지니어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건축 

주로서는 목재 보의 보강 비용를 절약하고자 하였고, 입주자 입장에서 혹시나 기존의 부재들의 

노화 및 Deterioration 으로 및 무분별한 부재 홰손으로 인한 기존 부재의 강도의 저감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대립되게 되었다.  

결론적으론 오랜시간의 대화와 설득으로 기존 부재의 보강을 통해 일단락 지게 되었다. 우리의 

용역 이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기존 부재의 노화 및 홰손 상태를 확인 및 보고, 건축주의 

엔지니어의 기존 부재 보강 설계 작업의 검토까지 해주면서,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과, 또 한편으론 

건축주로 부터 고마움의 Feedback 의 부재의 안타까움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안전을 담보로 공사 비용 절감은 무의미한 일이라 다시 한번 엔지니어의 사명감을 제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안전 사고 후 후회는 삼풍사고 하나로 족하다.  

 

 



  

   

 

 

Figure 19. Wood Joist Reinforc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