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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복합 공간구조(Mega Structure)

시스템의 개발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ga Struc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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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s necessity for urban recycling has increased, the research on integrated 

multi-purpose space has been required. Development of the system for integrated multi-purpose 

space is needed to form the efficient and higher value-added space. In this research, the notion of 

integrated multi-purpose space is defined and two proposed structural system, which are space 

truss and mega structure system, are compared. Mega structure system has been found as more 

proper system and proposed for analysis. As verified by the number of mega beam and shape of 

mega column, the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The results show that mega structure system 

offers proper performance for integrated multi-purpose space.

요  약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단 가 아닌 도시 단 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두되면서 

도시재생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재생의 한 공간의 효율성 극 화와 고부가 가치를 갖는 

공간의 창출을 해서는 입체·복합 공간구조 시스템의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시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입체·복합 공간구조에 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한 구조시스

템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입체·복합 공간을 구성하기 해서는 규모  용도에 탄력 으

로 응할 수 있는 Mega structure 시스템이 타당할 것으로 단되었고, 이에 따라 Mega structure 

모델의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을 해 기본 Mega structure 모델을 제안하 으

며, 제안된 모델의 Mega column과 Mega beam의 형태  치를 변화시켜가며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 따르면 Mega structure 시스템이 실제 입체·복합 공간을 실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성능

을 발휘한다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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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단 가 아닌 도시 단 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두되면서 도시

재생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도시재생을 한 여러 가지 정책 , 기술  방법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입체·복합공간에 한 연구의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체·복합공간을 한 

구조시스템은 기존의 단일 목  건축물의 구조시스템과는 구별되게 증축을 포함한 여러 규모와 용도

별 공간 수요에 탄력 으로 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복합공간을 한 표

인 구조시스템으로 Mega Structure 시스템의 개발에 해 고찰해 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입체·복합 공간

2.1 연구의 필요성

입체·복합 공간 구조물이란 기존의 반 구  기능과 단일 용도를 갖는 건물과 구별되게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시간, 공간 으로 여러 가지 용도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  구조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체·복합 공간 구조물은 규모로 설계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따라서 구조시스템의 설계  해석 

측면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기존의 고층 구조물과 공간 구조물의 연구가 규

모 인 근에 을 둔 것과는 다른 개념이며 따라서 구조물의 기능 차원에서 근하는 입체·복합 

공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양한 용도와 규모에 하게 응하기 해서는 특별한 고하 에 항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해 Mega column을 도입하여 상부로부터 되어 작용하는 특별한 고하 에 충분

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2.2 입체·복합 공간의 시공 사례

1) 타이페이 101

만에 있는 타이페이 101은 높이 508m로 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구조물이다. 8개의 철골조 

Mega column이 횡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Mega column은 3×2.4㎡ 크기의 복합기둥이며 

22.5m 간격으로 한 의 기둥이 4면의 외피에 해있다. Mega column을 따라 주하 이 달되며 

Mega beam을 이용해 내부 코어와 연결되어 있다.

2) 동경 도청사

동경에 치한 동경 도청사는 높이 243m로 동경에

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다. Mega frame 구조형식이 

용된 이 구조물은 Mega column과 Mega beam이 

형 라멘구조로 조합되어 있다. 3.2m 모듈을 기본으

로 하여 모서리에 6.4×6.4㎡ 크기의 코어, 즉 Mega 

column을 배치하 으며 K형 가새로 연결하 다. 10개

층마다 1층 높이에 트러스 형태의 Mega beam을 설치

하 다. 형 가구구조로 형성된 내부는 공간 으로 

제약을 받지 않으며 공간이나 형 아트리움이 형성 

가능해진다. Mega frame을 구성하는 부재는 고정부로 

구 인 사용이 가능하며 내부의 간층은 조립식으

로 시공되어 체 공기를 단축하 다.
그림 1 타이페이101      그림 2 동경 도청사

         구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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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입체·복합 공간구조시스템 비교

 그림 3 Space Truss    그림 4 Mega Structure

3. 입체·복합 공간구조(Mega Structure)시스템

  

3.1 입체·복합 공간구조시스템의 방향

규모  용도의 가변성을 갖는 공간의 설계를 해서 1960년  N.J Habraken의 Open Building 

System의 개념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 다. Open Building의 핵심 개념으로는 계, 고정부, 가변부, 

용량(Capacity), 지속가능성을 들 수 있으며, 구조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그 역할에 따라 크게 고정부

(Support)와 가변부(Infill)로 나 어진다. 고정부란 건물의 체 생애주기 동안 고정 으로 사용하는 

구조요소로 높은 내구성을 가지며 체 수평력과 가변부에서 달된 수직력에 항한다. 가변부란 사

용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 구조요소로 구조물의 완공 후에도 설치, 제거될 수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축이나 이 도 용이해야 한다. 따라서 가변부는 모듈화 된 조립형 구조와 같이 

시공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3.2 입체·복합 공간구조시스템 비교 분석

입체·복합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형 골조시스템의 

경우 스페이스 트러스 형식과 Mega Structure 형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페이스 트러스 형식의 경우 구조

체 내외부에 설치된 다수의 형 가새가 구조체에 작용

하는 수직, 수평력에 항하는 시스템이다. 축력에 의한 

힘의 달은 휨이나 단 등과 같은 간 인 힘의 달

에 비해 효과 이며, 수직, 수평하 을 지지 부재의 구별 

없이 체 스페이스 트러스가 함께 거동하여 항함으로

써 재료의 효율 인 사용이 가능하다.

Mega Structure 형식은 형 기둥인 Mega column

과 일정간격마다 설치된 Mega beam이 라멘구조 형식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Mega beam을 통하여 달되는 

체 수직하 이 Mega column에 의해 지지되고 이 Mega 

column과 Mega beam이 함께 수평력에 항하는 구조

시스템이다. Mega column 사이에는 일반 기둥이나 보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부분 인 하 을 부담하는 부재

로,  층에 걸쳐 비교  작은 단면으로 설계가 가능하

다.

스페이스 트러스 형식의 경우 구조체 내외부에 설치된 

가새로 인하여 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며 개방성 한 

하된다. 한 체 트러스가 유기 으로 하 에 항

하는 방식이므로 특정 부재의 제거가 어렵고 이때 체 

구조에 한 해석을 다시 수행해야 하므로 경제 이지 

않다. Mega Structure 형식의 경우 Mega beam을 통한 

무주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고 기본 으로 라멘구조의 

형식을 가지므로 개방성이 뛰어나다. 한 Mega column과 Mega beam을 제외한 부재의 경우 임의로 

설치, 제거가 가능하며 이때 부분 인 구조해석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이상을 통해 규모  용도의 가변성을 갖는 공간을 설계하기 해서는 스페이스 트러스 형식보다는 

Mega Structure 형식을 사용한 입체·복합 공간구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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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석 모델

3.3 Mega Structure 구조시스템 모델

가로 6경간 48.1m, 세로 5경간 35.1m의 장방형 평면에 층고 

3.2m 60층, 체 높이 192m의 구조물을 기본 모델로 하 다. 한 

변이 1.5m인 장방형의 기둥 4개로 이루어진 4.5×4.5㎡ 크기의 

Mega column을 각 모서리에 배치하 고, 각 기둥은 SM520 강재

와 강도 50MPa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하 다. 일정 높이 마다 

Mega beam을 설치하여 Mega column과 Mega beam이 일체화 거

동을 하여 횡력에 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Mega column의 

형태와 Mega beam의 치에 따른 횡력 항 능력을 비교하 다. 

해석에 사용된 풍하 은 KBC 2005에 따라 구하 으며 도심지에 

있는 노풍도 B, 기본풍속 30m/s, 요도 계수 1.0을 용하 고 구

조해석 상용 로그램인 neoMAX-3D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3.4 해석 결과

해석 결과 5개소에 Mega beam이 사용된 모델의 횡변 는 

213mm, 4개소에 Mega beam이 사용된 모델의 경우에는 227mm로 

H/500인 384mm 범  이내로 들어왔다. 자의 Mega column에 가

새를 추가하여 강성을 높인 경우에는 136mm로 횡변 가 크게 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Mega structure시스템이 국내의 도시재생을 한 입체·복합 공간구조에 용가능 한지의 

여부에 한 검토를 목 으로 수행되었다. 본 구조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경제 이고 친환경 인 도

시재생을 한, 규모  용도에 따라 탄력 으로 응하는 공간의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이

상의 연구 결과 제안된 Mega structure 시스템의 횡력 항 성능이 실용  활용이 가능할 만큼 충분

하다고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입체·복합 공간구조를 한 Mega structure시스템의 용이 가능하다고 

보겠다. 앞으로 Mega structure 시스템에 한 추가 인 연구와 기본 매뉴얼에 한 개발이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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