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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리거의 력하  조  효과 분석을 한 사례연구

Case Studies for Anlayzing Effects of Outriggers on Gravity Load Mana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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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고층 건물에서 아웃리거를 이용한 횡력 항시스템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아웃리거가 외부 기둥과 내부 코어를 연결

함으로써 외부 기둥이 횡력 항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어 구조  항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아웃리거는 횡력 뿐만 

아니라 력하 의 조 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 을 메가 기둥으로 이시키거나 기둥, 벽체, 일 등의 연직 부재들 간에 

력하 을 균등하게 분포시키며, 기  시스템에서의 부등침하를 최소화하기 하여 력하 의 흐름이 아웃리거 부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0층 이상의 고층 사례들에 한 산구조해석을 통하여 력하  조 에 한 

아웃리거의 효과를 분석한다. 아웃리거 유무에 따른 3차원 모델의 구조해석이 수행되며, 기둥과 일에서의 력하  분포 

 기  침하가 분석된다. 한, 완공 단계 뿐만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의 력하  조 에 한 아웃리거의 효과도 분석된

다.

핵심용어 : 고층, 아웃리거, 력하  조 , 하  이

Abstract

In high-rise buildings, an outrigger system is frequently used as a resisting system for lateral loads. Since the outriggers tie 

exterior columns and an interior core, exterior columns can participate in the lateral load resisting system and the structural 

resistance capacity can be increased. However, the outriggers contribute for controlling gravity loads as well as lateral loads. The 

flows of gravity loads can be changed by the members of outriggers, for the purposes of transferring loads to mega-columns, 

distributing gravity loads equally among vertical members of columns, walls, or piles, minimizing differential settlements in a 

foundation system, and so on. In this study, by computational structural analyses of high-rise buildings over 100 floors, the effects 

of outriggers on controlling gravity loads are analyzed. Analyses for 3-dimensional models with or without outrigger members are 

performed, and then the gravity load distributions in columns and piles and foundation settlements are analyzed. Also, the effects of 

outriggers on gravity load controls during construction stages as well as after construction are included.

Keywords : high-rise, outrigger, gravity load management, load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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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  부터 동아시아 지역을 심으로 치열한 고층 

높이 경쟁이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  들어서는 오일달러

를 앞세운 동 지역과 자존심 회복을 한 미국의 가세로 

높이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기존의 높이를 뛰어 넘는 

많은 건물들이 시공되었거나 시공 에 있으며, 고층 건물

의 규모  양 인 측면에서의 발 이 속도로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도 외가 아니며, 여러 고층 

건물들이 시공되고 있으며, 10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도 

기획 는 설계 단계에 있다.

․고층 규모의 건물에서는 내부 코어만으로 횡력에 충분

히 항할 수 있으나, 고층 건물에서는 건물 높이의 증가

에 따라 보다 높은 횡력 항성능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러 

횡력 항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용되어 왔다. 아웃리거 시스

템은 고층 건물의 횡력 항시스템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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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웃리거 설치 (b) 아웃리거 설치 후

그림 1 아웃리거에 의한 골조 횡력 항 거동 변화

그림 2 아웃리거 벽체의 하  이에 의한 메가 기둥의 형성 그림 3 아웃리거 트러스를 포함한 3차원 구조해석 모델

되는 시스템 의 하나이다. 철골 트러스 혹은 RC 벽체로 

구성된 아웃리거는 건물의 일부 구간에 설치됨으로써, 내부 

코어와 외부 기둥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 코어와 

외부 기둥을 연결함으로써, 외부기둥들을 횡력 항시스템에 

포함시키며, 골조의 횡력 항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그림 

1).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들인 부르즈 칼리

(UAE, 828m), 타이페이 101( 만, 508m), 페트로나스 

타워(말 이시아, 452m), 진마오 타워( 국, 421m) 등에

서도 아웃리거를 사용하여 횡력 항성능을 향상시켰다. 한, 

아웃리거에 의한 횡력 항성능 향상  최 화를 한 여러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Taranath, 1988; Wu 

등, 2003; Hoenderkamp 등, 2003; 이재철 등, 2005; 

이유미 등, 2007).

그러나 아웃리거 트러스 혹은 아웃리거 벽체가 횡력 항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체 자   마감하 , 활하  

등의 력하 을 지지하는 연직 부재들인 기둥 혹은 벽체들

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아웃리거를 통하여 연직 

부재들 간의 하  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둥들 간의 축

력 이를 통하여 메가 기둥을 형성하거나(그림 2), 평면 

심부에 집 된 하 을 가장자리로 이시켜 연직부재들 간의 

하  분포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일축력의 불균등 분포  

기 의 부등침하를 최소화하는 등의 설계 의도에 따라 력

하 의 조 을 하여 아웃리거를 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 평면형상이 비정형 이거나 력하 이 불균등하게 분

포할 경우, 아웃리거에 의하여 력하  흐름을 변경함으로

써 골조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때 골조가 완 히 

형성되지 않은 시공 에는 연직부재들과 아웃리거의 시공 

순서에 따라 설계에서 상하지 못한 하  흐름이 발생하여 

건물의 구조 인 안정성이 해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층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웃리거의 

력하  조  역할에 을 맞추어 실제 고층 로젝트

에 한 3차원 구조해석의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철골 트러

스 혹은 RC 벽체 형태로 용된 아웃리거의 유무에 따른 

력하  흐름의 향을 분석하고, 시공  아웃리거의 설치 

시 에 따른 골조의 안정성에 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사례 

연구들을 통하여 력하  조 에 한 아웃리거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사례 1 - 아웃리거 트러스에 의한 력하  조

2.1 해석모델

아웃리거 트러스가 사용된 고층 건물에 한 3차원 구

조해석모델을 구성하고, 아웃리거의 작용에 따른 력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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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 평면 (b) 층부 모델 (c) 고층부 모델 - 기본모듈의 반복

그림 4 구조 평면  구조해석 모델에서의 아웃리거 치

그림 5 내외부 기둥 분포  배치

흐름을 분석한다. 상 건물은 높이 500m이상의 고층 건

물로서(Shieh 등, 2003), 횡력 항시스템은 철골 가새 코어

(22.5m×22.5m)와 CFT 각형 기둥(최  단면 2.4m× 3.0m), 

철골 트러스 아웃리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시스템은 면

기 (두께 3.0∼4.7m)와 일(직경 1.5m, 총 381개)로 구성

된 일지지 면기 시스템(piled mat foundation system)

이 용되었다. 구조해석을 하여 MIDAS-GEN 7.4.1이 

사용되었으며(그림 3), 기둥  보는 보 요소로 가새는 트러

스 요소로 모델링되었다. 아웃리거의 작용에 따른 기  침하 

분포의 분석을 하여 면기 와 일도 해석모델에 포함함

으로써 골조에 작용하는 하 이 면기 를 통하여 일로 

달되는 힘의 흐름을 반 하 다. 면기 는 입방체 요소

로서 일은 축강성만을 갖는 스 링 지지요소로 모델링되었

다. 이 때 기  침하의 분포만을 연구 상으로 하므로 해석

의 단순화를 하여 일의 비선형 거동 특성은 무시하고, 

일 스 링 강성은 상수값(900kN/mm)을 용하 다.

그림 4(a)는 구조평면에서의 코어  기둥 배치와 함께 

아웃리거의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16개의 기둥과 이들을 연

결하는 각가새들로 구성된 철골 가새 코어와 외주부 기둥

들은 평면상 양방향으로 각각 4개씩 설치된 아웃리거 트러스

에 의해 연결되고 있다. 타워 층부에는 7~8층, 17~18

층, 25~6층에 2개층 높이의 벨트 트러스와 아웃리거 트러

스가 설치(그림 4b)되어 있고, 고층부는 8개층으로 구성된 

기본 모듈의 반복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매 8개층 마다

(34층, 42층, 50층, 58층, 66층, 74층, 82층) 1개층 높이의 

벨트 트러스와 아웃리거 트러스가 설치(그림 4c)되어 있다.

2.2 기둥 축력 분포에 한 향

아웃리거의 력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먼  

연직부재인 기둥들에서의 력하  분포에 하여 검토하

다. 일반 으로 고층 건물은 풍하 의 동  효과를 감소시

키기 하여 각 층의 평면형상을 변화시키거나 상부층으로 갈

수록 평면이 좁아지는 셋백(setback) 혹은 테이퍼(tapered) 

형상이 자주 사용된다(Irwin 등, 2008). 이러한 형상의 건

물에서는 평면 내에서 력하 의 분포가 균등하지 않으며, 

정형 인 형상의 건물이더라도 평면 외곽에 비해 앙부에 

작용하는 력하 이 큰 경우가 많다. 력하 의 불균등 분

포는 골조 뿐만 아니라 부등침하 등에 따른 기 의 안정성에 

큰 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력하 은 상재(常載) 

하 이므로 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례 1의 건물도 

최상부층들의 평면이 상부층으로 갈수록 축소되는 형상으로

서(그림 3), 91층과 상부의 층면 이 하게 감소되며 이 

층들의 하 은 하부층 앙코어 기둥들로 직  달된다

(Shieh 등, 2003). 력하 의 균등한 분포를 하여 그림 

4(c)와 같이 아웃리거 트러스의 경사재가 앙코어 기둥의 축

력을 외부 메가기둥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내외부 기둥들의 축력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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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웃리거 설치 시 (b) 아웃리거 미설치 시

그림 6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기둥 축력 총합의 분포 변화

(a) 단면  기둥 치 (b) 아웃리거 설치 시 (c) 아웃리거 미설치 시

그림 7 최하부층 기둥 축력에 의한 응력 분포

하  분포에 한 아웃리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와 같이 상 건물의 기둥들을 내부기둥(interior columns)

과 외부기둥(exterior columns)으로 분류하여 3차원 구조

해석 결과로부터 각 층에서의 내부기둥들과 외부기둥들의 축

력 총합을 각각 분리한다. 이 때 고정하 과 활하 의 력

하 만을 용하 으며, 비계수 하  조합(unfactored load 

combination)에 의한 사용하  상태를 분석 상으로 하

다. 그림 6은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각 층의 기둥 총합

을 내․외부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다. 그림 6(a)와 같이 

아웃리거층에서 앙코어 기둥들의 축력이 외부 기둥들로 

이되는 경향을 찰할 수 있다. 아웃리거 미설치 시(그림 

6b), 아웃리거를 설치한 경우(그림 6a)에 비해 내부기둥의 

총합은 증가하고 외부기둥의 총합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량 으로 분석하기 하여 표 1과 같이 아웃리거 설

치 층의 하부에 치하는 층들에서의 수직 부재 축력 총합을 

분석하 다. 해당 층들의 외부기둥 축력 총합과 내부 기둥 

축력 총합을 정리하 으며, 호 안의 값은 아웃리거 미설치 

시의 축력에 한 아웃리거 설치 시의 축력 비율을 나타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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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아웃리거 미설치 아웃리거 설치

외부기둥 

축력

내부기둥

축력

외부기둥

축력

내부기둥

축력

81층
187,351

(100%)

72,268

(100%)

167,492

(89.4%)

90,353

(125.0%)

73층
284,280

(100%)

146,947

(100%)

278,491

(98.0%)

150,859

(102.7%)

65층
390,196

(100%)

218,228

(100%)

398,423

(102.1%)

208,008

(95.3%)

57층
521,397

(100%)

294,271

(100%)

554,040

(106.3%)

259,977

(88.3%)

49층
666,737

(100%)

372,687

(100%)

708,956

(106.3%)

329,401

(88.4%)

41층
821,326

(100%)

452,003

(100%)

867,873

(105.7%)

404,509

(89.5%)

33층
975,112

(100%)

539,639

(100%)

1,026,693

(105.3%)

487,166

(90.3%)

24층
1,166,482

(100%)

633,704

(100%)

1,236,377

(106.0%)

563,674

(88.9%)

16층
1,351,707

(100%)

721,525

(100%)

1,484,252

(109.8%)

588,941

(81.6%)

6층
1,618,830

(100%)

874,005

(100%)

1,781,230

(110.0%)

713,850

(81.7%)

표 1 사례 1의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축력 분석(단 :kN)

그림 8 일 배치  기 침하 측정 치

로써 아웃리거 설치에 따른 축력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

다. 아웃리거를 설치한 경우 하부 층으로 갈수록 내부기둥 

축력이 외부기둥으로 이되며, 특히 최  20% 정도의 내부

기둥 축력이 외부기둥으로 이되었음을 악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아웃리거 설치를 통하여 력하 의 앙 집 이 완

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웃리거의 력하  조 효과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하여, 최하부층에서의 기둥 축력에 의한 응력값을 비교하

다(그림 7). 이 때 CFT 기둥의 경우 콘크리트 단면 을 철

골에 한 등가 단면 으로 치환하여 다음과 같이 용하 다.

    


 (1)

여기서, 은 기둥의 등가 단면 , 와 는 각각 철골과 

콘크리트 단면 , 와 는 각각 철골과 콘크리트의 탄성계

수이다. 

최하부층 기둥 축응력를 비교함으로써(그림 7) 아웃리거

의 하  이를 통한 력하 의 앙 집  완화 효과를 명

확히 확인할 수 있다. B-B'단면과 C-C'단면의 각 기둥 축응

력을 비교하면, 아웃리거 효과에 의하여 앙 코어 기둥들의 

응력이 크게 감소하 고, 특히 C-C'단면에서의 외부 기둥의 

응력이 증가함으로써 기둥들간의 응력 분포가 반 으로 고

르게 변화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외부 기둥들을 연결해

주는 벨트 트러스의 작용에 의하여 외부 기둥들의 응력 분포

가 고르게 변화하 다(A-A'단면).

이러한 기둥 축력  응력 분포의 분석을 통하여 아웃리거 

 벨트 트러스의 작용이 력하 의 앙 집  완화  기

둥들간의 고른 축력 분포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기둥축력의 균등한 분포를 통하여 기둥의 구조 인 안

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력하 을 립축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평면 외곽으로 이시킴으로써 횡력 항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즉, 외곽으로 이된 력하  

지지를 해 내부 기둥보다 외부 기둥의 단면 이 상 으

로 증가함으로써 메가기둥에 의한 골조 단면의 유효 단면 2

차 모멘트 향상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력하  설

계만으로도 횡력 항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3 기  기스템에 한 향

고층 건물에서의 력하  앙 집 은 골조의 구조  

성능 뿐만 아니라, 기  구조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향을 

 수 있다. 일반 인 고층 기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일지지 면기  시스템에서 력하 의 불균등 분포는 면

기 에서의 부등침하  일부 일의 과도한 축력 집 을 발

생시킬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력하 은 

상재하 이므로 기 의 안정성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  시스템에 한 아웃리거의 력하  조  향을 분

석하기 하여 면기 를 3차원 해석 모델에 포함시켰으며, 

일 지지에 따른 탄성스 링 요소의 치는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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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아웃리거 벽체를 포함한 3차원 구조해석 모델

(a) 아웃리거 설치 시 (b) 아웃리거 미설치 시

그림 9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기  침하 분포 변화

측정

치

아웃리거 미설치 시 아웃리거 설치 시

침하량

(mm)

변형각

(rad)

침하량

(mm)

변형각

(rad)

A 12.5 6.32×10
-4

(100%)

12.6 6.27×10
-4

(99.2%)B 2.5 2.7

C 9.5 4.74×10
-4

(100%)

8.0 3.60×10
-4

(75.9%)D 2.5 2.7

표 2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기  침하량  변형각 분석 

그림 9는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면기 의 침하값 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아웃리거 미설치된 경우(그림 9b), 최

 침하값이 미세하게 더 크며, 최 /최소 침하값의 차이가 

크다. 특히, 아웃리거가 설치된 경우(그림 9a) 침하값이 보

다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아웃리거 미설치 결과의 앙 

코어 부분에 큰 침하값 구역이 넓게 분포해 있다. 따라서, 아

웃리거에 의하여 최  침하값  부등침하값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정 하게 확인하기 하여 그림 8에 표시된 A, 

B, C, D의 네 지 에 하여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침하값을 분석하 다(표 2). 아웃리거 설치 시, 앙 코어 

구역에 치한 C 지 의 침하값은 크게 감소하 으며, 외주

부 구역인 A, B, D 지 의 침하값들은 다소 증가하여 면

기 의 침하가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등침하를 검토하기 하여 인  지 들간의 침하에 따른 

변형각을 분석하 다. 외곽 지 들간(A~B)의 변형각은 아

웃리거에 의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앙코어와 외곽 

지 간(C~D)의 변형각은 약 25%정도로 크게 감소하 다. 

따라서, 아웃리거의 력하  이 작용에 의하여 상부 골조 

하 의 분포 뿐만 아니라, 기 시스템에서의 하  분포 조  

 부등침하 감소에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례 2 - 아웃리거 벽체에 의한 력하  조

3.1 해석모델

아웃리거 벽체가 사용된 고층 건물에 한 3차원 구조

해석모델을 구성하고, 아웃리거의 작용에 따른 력하 의 

흐름을 분석한다. 상 건물은 높이 800m이상의 고층 건

물로서(Baker 등, 2007), RC 골조와 철골 첨탑부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10). 기 층은 앙 코어와 3개의 윙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그림 10), 앙부 코어를 심으로 3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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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아웃리거 설치 높이 그림 12 17∼18층 아웃리거 치

(a) 아웃리거 설치 시 (b) 아웃리거 미설치 시

그림 13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앙코어 구역 벽/기둥 축력 총합의 분포 변화

길게 뻗은 단벽으로 구성됨으로써, 800m이상의 높이에 

해서도 구조 으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조 외주부의 

기둥을 횡력 항시스템에 활용하기 하여 총 5개소의 아웃

리거가 설치되었다(그림 11). 각 층의 아웃리거는 앙 코어 

벽체 혹은 3방향 윙들을 가로지르는 벽체와 외주부 사각(벽

체 형식) 기둥과 원형 기둥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그

림 12).

구조해석을 하여, MIDAS-GEN 7.4.1이 사용되었으며

(그림 10), 단벽은 벽체 요소로서 기둥  연결보(link 

beam)는 보 요소로 모델링되었다. 사례 1과 마찬가지로, 골

조에 작용하는 하 이 면기 를 통하여 일로 달되는 

힘의 흐름을 반 하기 하여 면기 와 일도 해석모델에 

포함하 으며, 일 스 링 강성은 상수값(900kN/mm)을 

용하 다. 

3.2 기둥 축력 분포에 한 향

아웃리거의 력하  조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연직

부재인 벽체와 기둥들에서의 력하  분포에 하여 검토하

다. 상 건물은 세 윙들이 나선형태로 순차 으로 셋백되

어 력하 이 앙부에 집 되어 있으며, 각 윙들 간의 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내외부 벽체/기둥들의 축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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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웃리거 설치 시 (b) 아웃리거 미설치 시

그림 14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Wing A 구역 벽/기둥 축력 총합의 분포 변화

치

앙 코어 구역 Wing A 구역

아웃리거 미설치 시 아웃리거 설치 시 아웃리거 미설치 시 아웃리거 설치 시

외부기둥 

축력

내부벽체

축력

축력

합계

외부기둥

축력

내부벽체

축력

축력

합계

외부기둥 

축력

내부벽체

축력

축력

합계

외부기둥

축력

내부벽체

축력

축력

합계

135층
28,034

(100%)

286,767

(100%)

314,801

(100%)

22,405

(79.9%)

304,566

(106.2%)

326,971

(103.9%)
- - - - - -

108층
124,461

(100%)

691,867

(100%)

816,328

(100%)

111,706

(89.8%)

643,715

(93.0%)

755,421

(92.5%)

25,917

(100%)
-

25,917

(100%)

58,539

(225.9%)
-

58,539

(225.9%)

72층
205,153

(100%)

822,747

(100%)

1,027,900

(100%)

150,988

(73.6%)

782,652

(95.1%)

933,640

(90.8%)

62,387

(100%)

195,142

(100%)

257,529

(100%)

94,759

(151.9%)

205,456

(105.3%)

300,215

(116.6%)

39층
215,993

(100%)

1,056,135

(100%)

1,272,128

(100%)

189,009

(87.5%)

1,005,147

(95.2%)

1,194,156

(93.9%)

111,726

(100%)

469,429

(100%)

581,155

(100%)

195,904

(175.3%)

411,777

(87.7%)

607,681

(104.6%)

16층
273,233

(100%)

1,199,223

(100%)

1,472,456

(100%)

219,018

(80.2%)

1,177,686

(98.2%)

1,396,704

(94.9%)

200,374

(100%)

689,981

(100%)

890,355

(100%)

277,391

(138.4%)

639,064

(92.6%)

916,455

(102.9%)

표 3 사례 2의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축력 분석(단 :kN)

포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력하  분포에 한 아웃리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과 14는 각각 앙 코어  

Wing A 구역에 하여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내부 코

어 벽체  외부 기둥의 축력 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 고정하 과 활하 의 력하 만을 용하 으며, 비계

수 하  조합에 의한 사용하  상태를 분석 상으로 하 다. 

그림 13은 앙 코어 구역의 내부 벽체와 외부 기둥 각각

의 축력 총합  앙 코어 체 축력 총합을 보여주고 있다. 

아웃리거 설치 시, 아웃리거 치에서 축력의 이가 발생하

며, 앙 코어 체 축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

부 벽체와 외부 기둥의 축력 총합에 한 아웃리거의 하  

이 효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아웃리거에 

의하여 내부 벽체의 축력 총합이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는 Wing A 구역에 하여, 평면을 가로 지르는 형

상으로 배치된 내부 코어 벽체와 외부 기둥들(원형  벽체

형 기둥)의 축력 총합  Wing A 구역 체 축력 총합을 

보여주고 있다. 아웃리거 치에서 내부 코어 벽체의 축력이 

외부 기둥들로 이되는 형상이 찰되며, 아웃리거 설치 유

무에 따른 내부벽체-외부 기둥 간 축력 분포의 차이가 명확

히 드러난다. 앙코어  Wing A 구역의 축력에 한 정량

인 분석을 하여 표 3과 같이 아웃리거 벽체 설치 층의 

하부에 치한 층들에서의 내부벽체와 외부기둥의 축력 총합 



(a) 아웃리거 설치 시 (b) 아웃리거 미설치 시

그림 15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기  침하 분포 변화

그림 16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일 축력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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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시공  Wing A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기둥  벽체 축력 분포 변화

모델
73∼75층 아웃리거

Wing A Wing B Wing C

Model-OR1 설치 설치 설치

Model-OR2 미설치 설치 설치

표 4 시공  아웃리거 설치 유무에 따른 비교 모델

 각 구역 축력 총합을 분석하 다. 아웃리거가 설치되지 

않은 해석모델과 비교할 때, 아웃리거 설치 시 앙 코어 구

역의 수직 부재 축력이 최  10%정도 감소하 으며, 이 하

은 Wing 구역들로 이되어 Wing A 구역에서도 축력 합

계가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아웃리거에 의하

여 내부 코어 벽체 축력이 외부 기둥으로 이되었으며, 이

는 Wing A 구역에서 뚜렷하게 찰된다. 이러한 축력 분석

을 통하여 사례 2와 같은 형태상 특성으로 인한 력하 의 

앙 집  상이 아웃리거 설치를 통하여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기둥 축력 분포에 한 향

상부층으로 갈수록 평면형상이 좁아지면서 건물 자 이 

앙에 집 되는 고층 건물의 경우, 기 시스템의 안 성의 

계획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면기 의 부등침하 

 일의 축력 불균등 분포를 고려하여 일의 한 배치

가 계획되거나 아웃리거 등의 이 구조체를 사용하여 력

하 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사례 2의 건물에서는 앙으로 집 된 력하 을 외곽으

로 분산시키기 하여 앙코어 구역보다 윙 구역에 일을 

보다 조 하게 배치하 으며, 이와 함께 아웃리거의 력하

 이 효과를 용하 다. 그림 15는 아웃리거 설치 유무

에 따른 기  침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아웃리거 미설치 

시의 침하값 분포(그림 15b)에서 력하 이 평면 앙부에 

집 되어 있음을 명확히 찰할 수 있다. 그러나 아웃리거 

설치에 따라 최  침하값이 감소하고 최소 침하값은 증가함

으로써 최 -최소 침하값의 차이는 크게 감소하여 부등침하

의 향은 보다 감소하 다고 할 수 있다.

력하  분포의 향을 보다 직 으로 분석하기 하

여, 일의 축력 분포를 분석하 다. 그림 16은 아웃리거 설

치 유무에 따른 각 구역별 일 축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각 윙 구역에서 일 번호가 낮을수록 앙부로부터 멀

리 떨어진 일을 의미한다. 아웃리거에 의하여 앙코어 구

역의 일 축력이 반 으로 감소하 으며, 세 윙 구역들에

서는 아웃리거에 의하여 앙코어에 가까운 일들의 축력은 

감소하 으며, 앙코어에서 멀리 떨어진 일들의 축력은 

크게 증가하 다. 아웃리거가 설치된 경우 일의 축력 분포

가 보다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찰되었으며, 이는 면기

의 침하 분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4. 시공  아웃리거의 향

건물 완공 후를 상으로 하는 설계 단계에서 건물 골조의 

안정성을 확보하 더라도, 구조시스템이 완 히 형성되지 않

은 시공 에는 의도하지 않은 하 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

다. 특히, 아웃리거는 사용개소가 고 규모 하 의 이에 

참여하므로, 개별 아웃리거의 완성 시 에 따라 하  분포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2의 건물

에 하여 시공  아웃리거 시공 유무에 따른 력하  분

포를 분석하 다. 표 4와 같이 73∼75층 Wing A 구역 아

웃리거의 설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모델을 구성하 다. 

Model-OR1은 정상 인 시공 일정에 따라 73∼75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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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Wing A 아웃리거 설치에 따른 시공  골조 심 치

세 윙 구역의 아웃리거가 모두 시공된 해석모델이며, Model- 

OR2는 73∼75층 Wing A의 아웃리거가 설치되지 않고 

Wing B와 C의 아웃리거만 설치된 해석모델이다. 73∼75층

에서의 Wing A 구역 아웃리거 설치 유무를 제외하고, 

Model-OR1과 Model-OR2은 하부에 치한 다른 아웃리거

들이 모두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벽체  기둥, 보 등의 

모든 구조부재의 단면과 배치, 시공 일정 등이 동일한 해석 

모델이다.

각 해석모델에 하여 시공단계해석(엄태성 등, 2009)을 

용하여, 앙코어가 145층까지 시공된 시 에서의 기둥축

력 분포  골조 거동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17은 앙코

어와 Wing A에 하여 아웃리거 /아래 층들의 벽체  

기둥 충력의 합을 비교하고 있다. Wing A의 경우, 아웃리거 

설치 층(73∼75층) 상부 층들에서 Model-OR1과 Model- 

OR2의 축력이 동일하나, 73층 이하에서는 아웃리거 설치에 

의하여 Model-OR1의 축력이 크게 증가하 다. 이는 아웃리

거에 의하여 앙코어의 축력이 외부로 이되면서 윙 구역

의 축력이 증가하 기 때문이며, 앙코어 축력의 비교에서 

Model-OR1의 축력이 보다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73

∼75층의 Wing A구역에 아웃리거가 설치되지 않은 Model- 

OR2의 경우, 상 으로 Wing A 구역으로의 축력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앙코어에 축력이 집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아웃리거에 의한 축력 이  조  효과는 

구조시스템이 완 히 형성되어 있는 완공 단계 뿐만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도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웃리거의 설치 

시 에 따라 수직부재들에서의 축력 분포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설계단계에서 측하지 못하 던 력하 의 분포가 

발생할 수 있다.

평면 내에서 축력의 분포는 골조의 안정성에도 향을  

수 있다. 동일 층에서 수직 요소들 간의 축소량 차이는 골조

의 기울어짐  횡변 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2차 효과

에 의하여 각 부재들의 부가 모멘트 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

다. 이러한 상은 구조시스템이 완료되지 않은 시공 에 

향이 더욱 클 수 있으며, 골조 체의 안정성에 미치는 효

과가 크므로 시공  측  검토, 리가 실히 필요하다. 

부등축소에 의한 골조의 기울어짐 검토를 하여 각 층 심

의 횡변 값을 통하여 골조의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엄태

성 등, 2009). 그림 18은 60층과 70층에 하여, 73∼75

층 Wing A 구역 아웃리거의 설치 유무에 따른 층 심의 

횡변 값을 비교하고 있다. Model-OR2에서 아웃리거에 의

한 윙 구역으로의 력하  이가 Wing B와 C에서는 발생

하 으나 Wing A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하 의 불균

등 분포로 인하여 -Y 방향으로 골조의 횡변 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아웃리거의 시공이 지연될 

경우 설계 의도와는 다른 하  분포가 발생하며, 골조의 과

도한 횡변 가 시공 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은 

고층 골조의 형상이 비정형이거나 시공 흐름이 불규칙 인 

경우에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고층 구조시스템에서 아웃리거는 횡력 항성능 향상 뿐

만 아니라, 축력 이 작용을 통하여 력하  분포를 조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횡력 항성능 향상을 하여 

설계된 아웃리거 부재라 하더라도 설계 풍하 은 극한 하

으로서 일상 으로 작용하는 하 이 아니므로, 오히려 상재

하 인 력하 에 한 아웃리거의 역할이 실제 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아웃리거를 갖는 실제 고

층 사례들에 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하여 력하  분포에 

한 아웃리거의 효과를 정량 으로 분석하 다. 이를 통하

여 기둥  벽체 등의 연직부재에서의 축력 분포와 기  침

하  일 축력 분포 등에 한 아웃리거의 효과를 확인하

으며, 구조시스템이 완 히 형성되지 않은 시공 단계에서

의 효과도 분석되었다. 아웃리거를 사용한 력하  조 을 

통하여 연직부재들 간의 축력 분포를 보다 고르게 할 수 있

으며, 기 시스템의 부등침하  일 축력 집  상을 완

화할 수 있다. 한, 골조에 작용하는 편심  도모멘트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구조 시스템이 불완 한 시공 에도 설

계 가정들이 유효할 수 있도록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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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웃리거의 력하  조  효과를 사례연구

를 통하여 정량 으로 확인하 으며, 추후 연구를 통하여 아

웃리거와 수직부재 간의 강성비 등을 이용하여 력하  

이에 한 역학 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력하

 분포를 하여 구조설계 단계에서 용할 수 있는 아웃리

거의 구체 인 조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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