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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practical research for setting a process of making references of design decision and guidlines of limitation in the 

movement from the design development to the construction design by StrAuto. StrAuto, as a parametric modeling and optimization 

tool for building structure, enables a quantity of design cases to be analyzed automatically by changing parameters of sturctural 

properties. So the designer using StrAuto can check a lot of analysis data crossing thousands of cases, see which case is out of 

acceptable range, and make a decision for design and optimization. In this thesis, the application of StrAuto optimization process to 

the residence tower UIC project shows the practical applicability in the construction design and value engineering. StrAuto optimized 

ideally volume of core walls by 31.3% and lead the final revised model applied to the construction design to reduce volume by 18.1%.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e implementation of process that the designer can quickly review a number of cases and get 

a direction for construction design and optimization after desig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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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라메트릭 디자인 도

구는, 형상을 직  디자인 하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디자인 

요소들의 계가 라메터에 따라 반응하도록 설정함으로써 

라메터의 조합에 따라 수많은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마

찬가지로 라메터에 따라 구조물의 형상을 조 할 수도 있

고, 구조 인 속성도 라메터에 따라 변하게 하면서 수많은 

구조  안을 생성할 수 있다. 라메트릭 도구는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으로, 구조해석모델에서도 정보가 될 수 

있는 부재의 길이, 간격, 갯수 등 구조물의 형상을 제어하거

나, 부재 단면의 종류, 단면의 크기, 강도 등 구조 속성을 조

하거나, 하 , 지지 , 제한조건 등 구조물의 속성을 모두 

라메터에 따라 달라지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라메트릭 구조해석 도구인 StrAuto를 활

용하여, 고층 건물 골조의 요한 요소인 코어 벽체에 한 

이상 인 최 화를 수행하고, 기존 계획안의 물량  디자인 

의도와 비교하면서 합리 인 안 설계 로세스를 정립하는 

실험을 하 다. 이를 통해 StrAuto를 통한 고  컴퓨  기반

의 안을 참고하여 실 인 안을 찾아내는 라메트릭 구

조해석 도구의 실용화 방안을 검증하고자 하 다. 

기본 설계 과정이 끝난 고층 건물에 해, 코어 벽체의 

강도와 두께를 라메터로 설정하고, 최  변 를 만족하는 

안을 찾으면서 물량을 검토하 다. 내부 분양면 이나 평

면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구조 인 성능에 큰 향을 주는 

코어의 물량을 이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VE를 수행하려고 

하 다. 즉,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코어 벽체의 두께와 

강도만을 변화시키면서 수많은 안에 한 변 와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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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spective of the project

Fig. 2 Volume ratio of element types

수치 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2. 상 로젝트 개요

2.1 건물 개요

상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된 53층의 주거타

워와 24층의 오피스, 7층의 포디엄으로 이루어진 복합 건물

이며, 본 연구에서는 고층에 해당하는 주거타워를 최 화 

상으로 선정하 다.

구조 인 성능에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코어 벽체의 

물량을 이는 것을 목표로, 코어 벽체의 두께와 콘크리트 

강도를 변화시키면서 안을 검토하 다.

기본 설계가 끝난 상황에서, 상 타워의 부피 구성비는 

Fig. 2와 같으며, 이 에서 코어 벽체의 물량은 체 건물

의 약 25.7%를 차지할 정도로 요한 요소이다. 더 많은 물

량을 차지하는 슬래 는 사용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구조 요소로, 주거 건물에서는 사용성이 다른 용도보다 우선

시되므로 변경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2 라메트릭 모델링 컴포 트

StrAuto는 3차원 자유형상 모델러로 리 사용되고 있는 

Rhino3D의 라메트릭 디자인 도구인 Grasshopper를 기

반으로 개발되었다. 라메트릭 디자인은 매개변수들을 사용

하여 함수 는 논리  계를 정의하고 이에 의해 설계를 

제어하는 동 이고 규칙에 기반한(rule-based) 설계방식이

다. 즉 고정된 좌표 는 수치가 아닌 변수를 매개로 설계의 

규칙과 논리 계를 정의하므로, 특정 규칙 하에 기하학 으

로는 유연한 수많은 형상 안들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StrAuto는 라메트릭 기법에 의해 구조부재의 단면정보

를 리하고 형상을 만들어 내며 이를 구조해석 솔버와 연계 

가능한 정보로 가공해낸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특정 구속조

건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형상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

데 특히 구조부재의 단면속성  형상을 변수로 설정하면 세

한 속성  형상 변화에 따른 수많은 안을 비교 평가하

고 최 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최 설계 로세스

3.1 설계변수 설정

주거 타워는 두 개의 코어가 층부에서는 하나의 평면으

로 붙어있고, 고층부에서는 두 개의 평면으로 나 어진다. X

방향과 Y방향의 벽 두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안 평

가에서도 두 방향의 벽체 두께를 다르게 변화시켰다.

Fig. 3 Grouping of core walls according to location 

and direction

3.2 안 모듈 설정

안 평가를 해 단계별로 모듈을 설정하여 최종 비교자

료의 기 으로 삼았다. [모듈1]은 기본계획안으로 코어 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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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perties and analysis result of Module 1

의 두께가 한 번만 변하는, 즉 두 개의 코어 벽체 두께 존을 

가지는 모듈이다. 벽체의 강도는 바닥부터 최고층까지 동일

한 강도가 용되었다. [모듈2]는 StrAuto를 활용하여 분석

한 결과  최  안을 선정한 것으로, 이상 인 결과를 보

여 다. 모두 8개의 벽체 두께 존과 3개의 강도 존으로 구성

하 다. [모듈3]은 [모듈2]의 결과를 실 으로 가능한 방

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네 개의 벽체 두께 존과 두 개의 강

도 존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시 설계에 용하 다.

Fig. 4 Module 1,2,3 for analysis steps

3.3 기본계획의 구조  속성

기본계획안을 [모듈1]로 설정하여, 비교 평가의 기 으로 

삼았다. X방향으로는 1000mm 두께로 시작하여 26층 이상

에서 600mm가 용되었고, Y방향으로는 800mm 두께로 

시작하여 26층 이상에서 500mm가 용되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FCU60이 사용되었다.

StrAuto는 해석 솔버로 SAP200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실시간 안 생성  비교를 해서 원자료인 ETABS 

모델을 SAP2000으로 변환하 다. 변환한 모델의 최 변

는 바닥에서 211.05m 높이에서 0.380m로 해석되었다. 설

계 기 인 0.422m(H/500)를 넘지 않았으며, 약 10%의 

여유치가 StrAuto를 활용하여 코어 벽체의 두께를 일 수 

있는 여지가 된다. 분석 상에 포함된 코어 벽체의 부피는 

12,594m3이며, 이후 다른 모듈과의 비교 기 이 된다.

4. StrAuto 활용 반복 해석 1단계

4.1 벽체 두께 라메터 설정

[모듈1]의 층부 코어 벽체의 두께는 1000mm/800mm

로 기 검토 과정에서 1000mm가 다소 과하다고 단하

다. 800mm부터 시작해도 충분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X방

향과 Y방향의 두께를 같게 하고, 300mm두께까지 100mm

씩 이면서 6개의 존으로 구성하기로 계획하 다. 

Fig. 6 Thickness zoning of core walls

그리고 각 존은 5개 층마다 나 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

다. 존을 나 는 치는 8층부터 43층까지 8, 13, 18, 23, 

28, 33, 38, 43층에서 나 어질 수 있도록 하 고, 8개  

5개의 구분선이 필요하므로 모두 56개의 이스가 가능하다. 

즉, 6개의 존이 800mm부터 300mm까지 변하면서 각 

존이 5개층 는 10개층, 15개층, 최  20개층까지 역을 

가질 수 있도록, 56개의 이스를 Fig. 7과 같이 설정하

고, T1~T56으로 이름 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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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ase T1~T56 for thickness zoning

4.2 벽체 강도 라메터 설정

[모듈1]은 층부터 고층까지 모두 FCU60을 용하 으

나, 어느 정도 이상의 층에서는 FCU60이 필요 이상의 고강

도이기 때문에 세 단계로 나 어 강도를 용하기로 하 다.

Fig. 8 Material zoning of core walls

FCU60, FCU40, FCU35로 구성된 세 개의 존을 만들

고 벽체 두께와 마찬가지로 5개 층마다 나 어질 수 있도록 

하 다. 존을 나 는 치는 8층부터 43층까지 8, 13, 18, 

23, 28, 33, 38, 43층에서 나 어질 수 있도록 하 고, 8

개  2개의 구분선이 필요하므로 모두 28개의 이스가 가

능하다. 이 28개의 이스를 Fig. 9와 같이 설정하 고, 

S1~S28로 이름 붙 다.

Fig. 9 Case S1~S28 for material zoning

4.3 StrAuto 반복 해석 1단계 결과 분석

코어 벽체 두께 56개의 이스(T1~T56)와 코어 강도 

28개의 이스(S1~S28)를 동시에 용하여, 모두 1,568

개의 이스(Case T1xS1~T56xS28)에 한 실시간 반복 

해석을 진행하 다. 

분석 결과는 최  변 를 나타낸 것으로 세로 방향은 코어 

벽체 두께의 변화(T1~T56)를, 가로 방향은 코어 벽체 강도

의 변화(S1~S28)를 나타낸다. 즉, 이스별로 모두 1,568

개의 변 의 변화를 한 에 살펴볼 수 있다.

Fig. 10 Maximum drift analysis result by StrAuto

분홍색 바탕에 붉은 씨로 표 한 역은 최  변 가 설

계 기 인 0.422m(H/500)를 넘은 이스들이다. 1,568개 

이스  모두 743개의 이스가 최  변  설계 기 을 

만족하 다. 연두색~녹색 그라데이션은 최  변 에 따라 

변 가 더 작은 이스가 녹색이 되도록 표 한 것이다.

Fig. 11 Zoom in analysis result table of Fig.10

확 한 그림에서 이스 T38xS14의 를 보면 설계 기

인 0.422m 근처까지 변 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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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ickness zoning of core walls Fig. 15 Material zoning of core walls

이스의 경우, 두께는 800mm부터 300mm까지, 8, 18, 28, 

38, 43층에서 어들기 시작하면서 6개의 존을 가지고, 강

도는 18, 28층에서 변하면서 3개의 존으로 구성되었다. 코

어 벽체의 부피는 9,172m3로, [모듈1]의 부피 12,594m3에 

비해 약 27.2%가 어 들었다.

Fig. 12 Properties and analysis result of Case T38xS14

5. StrAuto 활용 반복 해석 2단계

5.1 벽체 두께 라메터 설정

1단계 해석에서, X방향과 Y방향의 벽체 두께가 동일하게 

용되도록 하 고, 800mm부터 시작하게 하 다. 1단계 

이스별 상세 분석 결과, 층부의 벽체들에 더 많은 철근 보

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층부의 벽두께를 원래 계획 로 1000mm를 유

지하여 재검토하기로 결정하 다. 몇 개의 일럿 테스트를 

통해 1000mm를 사용하면 고층부의 물량이 더 많이 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새로운 라메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X방향으로는 

1000mm부터 시작하여 100mm씩 이면서 300mm까지 모

두 8개의 존으로 구성하고, Y방향으로는 800mm부터 시작하

여 X방향의 두께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치에서 100mm씩 

이면서 300mm까지 모두 6개의 존으로 구성하 다.

Fig. 14 Case T1~T33 for thickness zoning

층부에서 더 민감한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고층부의 

부피를 더 이기 하여, 2층부터 시작하여 각 존이 4개 층마

다 나 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 다. 즉, 2층부터 34층까지 2, 6, 

10, 14, 18, 22, 26, 30, 34층에서 나 어질 수 있도록 하

고, X방향, Y방향의 벽체 두께가 14층부터 800mm, 600mm

가 시작되지 않도록 3개 이스를 제외하고, 모두 33개의 이

스를 Fig. 14와 같이 설정하고, T1~T33으로 이름 붙 다.

5.2 벽체 강도 라메터 설정

1단계 해석과 마찬가지로, FCU60, FCU40, FCU3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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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Properties and analysis result of Module 2

세 개 존으로 구성하 고, 6개 층마다 바 도록 설정하 다. 

나 어지는 치는 4층부터 40층까지 4, 10, 16, 22, 

28, 34, 40층에서 나 어질 수 있도록 하 고, 7개  2개

의 구분선이 필요하므로 모두 21개의 안이 가능하다. 이 

21개의 안을 Fig. 16과 같이 설정하 고, S1~S21로 이

름 붙 다.

Fig. 16 Case S1~S21 for material zoning

5.3 StrAuto 반복 해석 2단계 결과 분석

Fig. 17 Capture of StrAuto Analysis for UIC project

1단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2단계 반복 해석도 코어 벽체 

두께 33개의 이스(T1~T33)와 코어 강도 21개의 이스

(S1~S21)를 동시에 용하여, 모두 693개의 이스(Case 

T1xS1~T33xS21)에 한 실시간 반복 해석을 진행하 다. 

Fig. 18 Maximum drift analysis result by StrAuto

분석 결과는 이스별로 모두 693개의 최  변 를 한 

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 다. 세로 방향은 코어 벽체 두

께의 변화(T1~T33)를, 가로 방향은 코어 벽체 강도의 변화

(S1~S21)를 나타낸다.

분홍색 바탕에 붉은 씨로 표 한 역은 최  변 가 설

계 기 인 0.422m(H/500)를 넘은 이스들이다. 693개 

이스  모두 150개의 이스가 최  변  설계 기 을 

만족하 다. 연두색~녹색 그라데이션은 최  변 에 따라 

변 가 더 작은 이스가 녹색이 되도록 표 한 것이다.

Fig. 19 Zoom in analysis result table of Fig.18

확 한 그림에서 T5xS9 이스는 설계 기 인 0.422m

에 가장 근 하게(0.42199m) 변 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

다. 이 이스를 [모듈2]의 최  안으로 선정하 다. X방



최 철․이윤재․김치경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5호(2014.10) 457

Fig. 23 Comparison of thickness of 3 Modules

향의 코어 벽체두께는 1000mm부터 300mm까지, 6, 10, 

14, 18, 22, 26, 34층에서 어들기 시작하면서 8개의 존

을 가지고, Y방향의 코어 벽체두께는 800mm부터 300mm

까지, 6, 10, 14, 18, 22층부터 어든다. 강도는 16, 28

층에서 변하면서 3개의 존으로 구성되었다. [모듈2]의 코어 

벽체의 부피는 8,648m3로, [모듈1]의 부피 12,594m3에 비

해 약 31.3%가 어들었다.

6. 모델 수정을 통한 실시설계 용

6.1 실 용을 한 모델 수정

실시 설계에 8개의 존을 동시에 용하는 것이 실 으

로 어려우며, 4개 층 단 로 존을 바꾸는 것도 시공상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모듈1]과 [모듈2]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

여 설계와 시공의 합리 인 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듈2]에서 검토되었던 X방향의 8개의 코어 벽체 두께 존

은 4개의 존으로 묶었고, 두께가 1000mm부터 400mm까지 

200mm 간격으로 어들도록 정리하 다. Y방향은 800mm부

터 400mm까지 200mm 간격으로 세 개의 존으로 정리하 다.

두께가 달라지는 치는 [모듈2]와 마찬가지로 Y방향이 

X방향을 따라가도록 하 고, [모듈2]에서 검토된 치를 평

면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1개층씩  아래로 조 하여, 9, 

25, 35층에서 나 어지도록 하 다. 강도는 25층을 기 으

로 쪽은 FCU35를 아래쪽은 FCU50을 용하 다.

Fig. 21 Module 3 design revising Module 2

6.2 실시 설계 용 모델의 해석 결과

수정된 모델에 한 해석 결과, 최  변 가 0.402m로 

[모듈1]의 0.381m에 비해 약 5% 증가하 고, 코어 벽체의 

물량은 10,315m3로, [모듈1]의 부피 12,594m3에 비해 약 

18.1%가 어들었다. 개략 으로 설계되었던 [모듈1]과 이

상 으로 근했던 [모듈2]에 비해 시공 가능성  평면 계

획 등을 고려한 수정 모델을 [모듈3]으로 설정하여 실시 설

계에 용하 다.

Fig. 22 Properties and analysis result of Module 3

6.3 모듈 비교

세 가지 모듈의 코어 벽체 두께 수직 존을 비교하면 Fig. 

23과 같다. [모듈1]은 두 개의 존으로만 구성되었고,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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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고층 건축물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철근콘크리트 코어 벽체의 두께를 최 화하여 실시설계에 용하는 과

정에서, StrAuto를 통한 수많은 이스의 반복해석을 통하여 최  이스를 찾아내어, 설계 방향과 한계에 한 가이드라인

을 설정하기 한 로세스를 구축하기 한 실용화 연구이다. 코어 벽체의 두께와 강도를 변경하면서 StrAuto를 통해 반복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결과를 시각 으로 표 하여 설계자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할지를 결정하는데 요한 참고자료

로 활용하도록 로세스를 정립하 다. 본 논문은 기본 인 구조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자가 원하는 방향에 한 수많

은 이스를 빠르게 검토하여 올바른 실시 설계 방향을 설정하는 로세스를 구축했다는 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핵심용어 : 산최 설계, 고층, 코어벽체 최 화, 라메트릭 디자인, StrAuto

2]는 X방향은 8개의 존으로, Y방향은 6개의 존으로 구성되

었다. [모듈3]은 [모듈1]과 [모듈2]를 바탕으로 X방향은 4

개의 존으로, Y방향은 3개의 존으로 구성하 다.

세 가지 모듈에 한 비교는 Fig.24와 같다. [모듈1]은 

최  변 가 0.381m로 설계 기  0.422m 비 약 10%의 

여유가 있었고, 코어 벽체의 부피는 12,594m3 다. [모듈2]

는 StrAuto를 활용한 이상 인 모델로, 코어 벽체의 두께를 

8개의 존으로 나 어 세 하게 변화시키면서 최 안을 찾아

내었고, 설계 기 에 딱 맞는 0.422m의 변 에 맞추었을 

때, 코어 벽체의 물량이 8,648m3까지 어들 수 있었다. 

Fig. 24 Comparison of 3 Modules

[모듈3]은 실 인 시공가능성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에 

용하기 해 [모듈2]의 결과를 참고하면서, 기본계획의 내

용을 검토하여 4개의 코어 벽체 두께 존과 2개의 강도 존을 

용하여, 최  변 가 약 5% 여유있는 0.402m가 되도록, 

물량은 10,315m3가 되도록 모델을 수정하 다.

[모듈2]를 설계 기 에 딱 맞춘 이상 인 모델이라고 가정

했을 때, 코어 벽체의 부피가 [모듈1]은 약 46%, [모듈3]은 

약 19%정도 추가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7. 결    론

본 연구는 기본 계획에서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StrAuto를 활용하여 최  안을 검토하고, 설계 방향을 설

정하여, 직 으로 실시설계에 StrAuto 해석결과를 반 하

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

StrAuto는 기본 계획의 구조 속성을 기 으로, 어느 정

도까지 상세계획을 해야 하는지에 한 한계선에 해, 수많

은 이스를 빠르게 비교 검토하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실시설계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StrAuto의 분석 결과를 토 로, 실

인 시공성과 디자인 요구사항을 반 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한

다면, 보다 합리 이고 명확한 로세스로 은 물량으로 구

조 성능을 최 화할 수 있는 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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