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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ind load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twin building are more complex than those of conventional high-rise buildings. 

The pressure load due to wind on a twin building was therefore measured via wind tunnel experiments to analyze such 

characteristics. The wind pressure pattern was then deduced from measured data using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Channeling 

and vortex shedding were observed in the first and second modes, respectively. The along-wind loads on the two buildings featured 

a positive correlation and the cross-wind loads featured no correlation. Such a correlation affected the wind-induced displacement. 

The structural member connecting the two buildings had an insignificant effect on the positive correlation, but it notably reduced the 

wind-induced displacement with a negativ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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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트  빌딩들 에는 일반 으로 고층 빌딩이 많이 있고, 옥상 

다리, 옥상 수 장, 옥상 정원과 같은 구조부재를 추가 으로 

설치하여서 두 빌딩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트  빌딩 시스템의 두 빌딩은 서로 가까운 치에 

지어지게 되고, 근 한 빌딩에 의해 발생하는 바람의 변화 때

문에 풍하 은 일반 고층 빌딩과 크게 달라진다. 특히, 이러한 

트  빌딩 시스템의 경우 구조부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빌딩의 풍하 에 의한 빌딩의 횡 방향 진동  변 가 다른 

빌딩에 서로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와 련된 풍하 과 

공력 특성을 악하고 트  빌딩에서 두 빌딩의 풍하 의 상호 

연 성을 악할 필요가 있다. 한 트  빌딩에서 두 빌딩을 

연결하는 구조부재가 횡 방향 변 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도시의 경우에 고층 빌딩이 집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

며, 이와 련된 많은 연구가 과거에 이루어졌다(Lee and 

Fowler, 1975; Bailey and Kwok, 1985; Taniike and 

Inaoka, 1988; Khanduri et al., 1998; Lam et al., 

2008; Kim et al., 2011; Hui et al., 2013). 

그러나 부분의 과거의 연구는 다른 빌딩들에 의해서 기 이 

되는 건물의 공력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해서 으로 

다루어졌다. 두 빌딩의 풍하 에 의한 상호작용에 해서 다루

어지지 않았다. 이와 련해서 몇몇 연구자들이 트  빌딩과 

같은 구조물의 공력 특성에 해서 조사한 바가 있으며, 각 

빌딩의 풍하 의 상호 연 성에 해서 조사한 바 있다(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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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in building model in the wind tunnel

(Kim and Tse, 2018)

et al., 2011; Song et al., 2016). 그러나 이러한 트  빌딩

에 있어서 공력 특성은 매우 복잡한 상태이며, 좀 더 자세한 공력 

특성을 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통계  방법인 

합 직교 분해(POD: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를 

이용해서 트  빌딩의 공력 특성을 악하고, 트  빌딩의 두 

빌딩의 풍하 의 상호 연 성에 해서 악하고자 한다.

풍하  평가에 있어서 풍동실험을 통해서 얻은 빌딩 모델 

표면의 풍압력 데이터에 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하여 공력 

특성을 평가하는데 많이 이용되어 왔다(Bienkiewicz et al., 

1993; Tamura et al., 1997; Kikuchi et al., 1997; 

Tamura et al., 1999; Solari et al., 2007; Carassale et 

al., 2007; Kim and Tse, 2018). 이에 더하여 독립성분 

기법(ICA: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와 같은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공력 특성을 악하여 왔다(Kim 

et al., Under review). 

그러나 부분의 합 직교 분해 기법  독립성분 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일반 인 고층 빌딩에 집 되었으며, 트  빌딩

이나 빌딩들이 집해 있는 도시에 있는 빌딩의 경우에 해서 

용된 바 없다.

본 논문의 목 은 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해서 트  

빌딩의 공력 특성을 악하고, 두 빌딩의 풍하 의 상호작용에 

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한, 트  빌딩을 연결하는 구조

부재와 두 빌딩의 풍하  상호작용성이 풍하 에 의한 횡 방향의 

변 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해서 형 인 트  빌딩의 모델을 제작하 으며 

풍동실험을 통해서 트  빌딩 모델 표면에 풍압을 측정하 다. 

이에 더하여 합 직교 분해 기법을 풍압 계측 결과에 용

하여 풍압의 다양한 형태를 악하 다. 확률 도 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이용하여 풍하 의 상호 

연 성에 해서 악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구조해석을 한 3차원 트  빌딩 모델을 이용

하여 두 빌딩을 연결하는 구조부재와 두 빌딩의 풍하 의 상호 

연 성이 횡 방향 변 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2. 풍동실험 방법

풍동실험을 해서 본 논문에서는 높이가 160m이고, 바닥의 

크기가 30m×30m인 일반 인 트  빌딩을 고려하여 1:400의 

축소한 트  빌딩 모델을 제작하 다. 따라서 트  빌딩 모델의 

크기는 75mm×75mm×400mm가 된다. 

난류의 강도와 평균 풍속은 AS/NZS 1170.2:2002의 

기 을 따랐으며, 개활지로 가정하여 풍동실험을 실시하 다. 

트  빌딩 모델의 꼭 기 부분의 난류의 강도는 13.9%이고, 

평균 풍속은 15.9m/s로 계측되었다. 한 이놀즈수는 7.9× 

104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풍압 센서를 트  빌딩 모델 표면에 설치해서 풍압을 

계측하 다. 트  빌딩 시스템의 한 빌딩 표면에 풍압 센서는 

5개씩 9개 층으로 설치하여 한 빌딩 표면에 설치한 풍압 센서는 

총 180개이다. 풍압 센서의 수신 주기는 500Hz로 계측하 다.

트  빌딩 시스템에 있어서 두 빌딩 사이의 거리는 요한 

부분이다. Fig. 1과 같이 빌딩의 폭을 라고 하고 두 빌딩사의 

거리를 라고 할 때 =0.33으로 가정하 다. 

그리고 바람 하 의 방향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  

빌딩의 두 빌딩이 나란히 서있을 때 정면에서 불어오는 경우를 

고려하 다.

3. 합 직교 분해 기법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트  빌딩에 있어서 풍하 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합 직교 분해 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복잡한 형태의 풍하 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다.

합 직교 분해 기법을 용하기 해서 풍압 센서들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 매트릭스로 나열할 수 있다. 여기서, 

축은 풍압 센서의 총 개수를 나타내고, 축은 각 풍압 센서

에서 계측시간 동안 계측한 풍압계수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러한 

×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상  행렬을 계산할 수 있으며, 

다음 식을 통하여서 고유 값을 계산할 수 있다. 

×  ×      (1)

여기서,  은 풍동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로 계산한 상

 행렬을 나타낸다. 그리고 은 고유벡터를 나타내고 는 

고유값을 나타낸다.  을 한 고유벡터와 고유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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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

기존에 단지 시간 이력에 따른 풍압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풍압의 평균값을 주로 이용하 으며, 최  혹은 최소의 풍압만 

이용하여 공기역학  특성을 악하는 것과는 달리 추가 으로 

공기역학  특성을 악할 수 있는 정보를 합 직교 분해 

기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해 얻어진 고유벡

터는 식별되어진 다양한 풍압의 분포를 나타내고 고유 값은 각 

고유벡터의 에 지 분포를 나타낸다. 

합 직교 분해 기법으로부터 얻어진 고유벡터들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되어진 고유벡터에 해서 공기

역학  특성을 악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선택된 고유벡

터의 재생성이 필요한데 재생성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게 된다. 

  × 
 (4)

여기서, 는 선택되어진 고유벡터들의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는 기존의 풍압계수 원본 데이터를 나타낸다. 는 계측된 

원래 풍압계수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필요에 따른 고유벡터를 선택한 다음에는 식 (4)에서 풍압

계수의 평균값을 제거하 기 때문에 재생성 시에는 다음의 

식을 이용해서 다시 더하여 다. 

 
 ×

 (5)

여기서, 는 선택되어진 고유벡터들에 의해 재생산된 데이터

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논의하 다. 

혼돈을 피하기 해서 풍동실험과 합 직교 분해 기법을 통해서 

얻는 결과는 본 논문에서는 POD 고유값, POD 고유벡터, 

그리고 POD 모드라 칭하기로 하 다. 

반면에, 구조공학에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주로 구조물의 

동  특성을 악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트  빌딩 구조물 

동  특성과 련된 내용들은 본 논문에서는 구조  고유값, 

구조  고유벡터, 그리고 구조  모드라 칭하기로 한다. 

4. 구조해석을 한 3차원 트  빌딩 모델

풍하 에 의한 빌딩의 횡 변 는 풍직각 방향과 풍 방향과 

같이 다양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풍하 으로 빌딩의 변 를 

계산하기 해서 트 빌딩의 3차원 해석 모델이 필수 이다. 

한 일반 고층 빌딩과 비교해서 두 빌딩이 연결된 경우에 더 

복잡해지므로 해석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욱 요하다.

본 논문에서 용한 3차원 트  빌딩의 모델은 풍동실험에서 

용한 트  빌딩과 같으며 두 빌딩의 구조  특성은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두 빌딩을 연결하는 구조부재는 각 빌딩의 최상층에 

설치되었다. 

풍하 을 고려한 트  빌딩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 ,  는 각각, 트  빌딩 각층의 질량, 핑, 강성 

매트릭스를 나타낸다. 과 은 두 빌딩을 연결함으로 생기는 

추가 인 구조부재의 질량과 강성 매트릭스이다. 는 시간 

이력에 따른 풍하 을 나타낸다.  ,   그리고 는 각각 각층의 

횡 방향 가속도, 속도, 변 를 나타낸다. 

두 빌딩의 연결 부재 양 끝 부분의 강성 매트릭스 는 

Fig. 2와 같이 축 방향과 단 방향에 한 힘과 그리고 휨 모

멘트가 고려되었다. 

Fig. 2 Degrees of freedom at the two link ends

5. 실험 결과  고찰

5.1 POD 모드에 의한 압력 분포

트  빌딩의 두 빌딩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마주하여 

나란히 치할 때는 두 빌딩의 공력 특성은 수학 으로 동일

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장에서는 Fig. 1에서 나타낸 빌딩 1의 

공기역학  특성에 해서 주로 논의하 다. 

1차 POD 모드와 평균 풍압 분포도에서 바람을 마주하는 

앞쪽(windward)의 표면에서는 두 빌딩들 사이에 채 링

(channeling) 효과 때문에 풍압의 분포도가 비 칭으로 나타

나고, 앞쪽의 표면과 가까운 안쪽(inner) 측면의 표면에서는 

음의 풍압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한 채 링 효과와 련이 있다. 그러나 바깥쪽

(outside) 측면의 표면과 바람이 가려지는 뒤쪽(le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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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ong-win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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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ross-wind forces

Fig. 3 Joint PDF of wind forces between the two 

buildings(Kim and Tse, 2018)

측면의 표면에서는 음의 풍압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일반 인 

고층 빌딩의 압력 분포도와 비슷하 다. 

2차 POD 모드에서는 음의 풍압이 바깥쪽 측면의 표면에 1차 

모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압력 분포도는 와류 

상과 련이 있으며 풍 직각 방향의 하 에 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안쪽 측면의 표면은 음이나 양의 압력이 거의 발생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두 빌딩의 간격이 상 으로 작기 

때문에 바람의 흐름이 빌딩의 간격의 큰 경우보다 상 으로 

작게 된다. 그러므로 안쪽 측면의 표면에는 와류 상이 나타

나지 않게 된다.

3차 POD 모드에서는 바람의 흐름이 두 빌딩 사이에는 매우 

약하므로 주로 바람을 마주하는 앞쪽 표면에 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3차 POD 모드는 풍 방향의 하 과 직 인 

련이 있는 압력 분포도를 나타낸다. 

5.2 POD 모드의 확률 도 함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언 하는 트  빌딩의 

두 빌딩은 구조부재로 연결되어 있고, 풍하 에 의한 각 빌딩의 

움직임은 서로에게 향을 주게 된다. 각 빌딩의 하 은 시간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 결과를 조인트 확률 도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었다. 

5.1에서 언 한 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해서 얻은 각 

고유벡터를 재생성하여 확률 도 함수로 나타내었고, 기존의 

원래 데이터로 얻어진 결과도 참고사항으로 함께 나타내었다. 

풍 방향의 풍하 을 나타내는 Fig. 3의 (a)에서 기존의 원래 

데이터를 보면, 반 으로 빌딩 1의 하 이 증가하면 빌딩 2의 

하  한 증가하게 된다. 반 로, 빌딩 1의 하 이 감소하면 

빌딩 2의 하 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풍 방향의 풍하 은 

양의 연 성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1차 모드와 2차 모드는 두 빌딩의 풍 방향의 풍하 이 

양의 상 계를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3차 모드는 음의 상 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 향

력이 1차와 2차 모드들에 비교해서 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풍 직각 방향의 풍하 을 나타내는 Fig. 3의(b)에서 

기존의 원래 데이터를 보면 양의 상 계나 음의 상 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POD 모드들을 통해서 

명확히 악할 수 있다. 2차 모드는 양의 상 계를 나머지 

1차와 3차 모드들은 음의 상 계에 주된 기여를 한다. 

합 직교 분해 기법으로부터 얻어진 모드들을 통해서 

기존의 원래 데이터가 나타내는 풍 하 의 상 계에 따른 

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5.3 트  빌딩을 연결하는 구조 부재의 효과

풍하 에 의한 고층건물의 횡 변 에 한 평가는 구조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요한 부분이다. 본 장에서는 POD 모드를 이용

하여 횡 변 에 한 트  빌딩의 연결하는 구조 부재의 효과를 

조사하여 보았다.

일반 인 고층건물에서의 횡 변 는 풍 방향보다는 풍 직각

방향에 변 에 해서 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Fig. 4에서는 풍 직각방향의 풍하 에 의해서 발생하는 횡 

변 를 기존의 데이터와 합 직교 분해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각각 계산하여 보았다.

합 직교 분해 기법을 용 의 기존 데이터를 이용한 횡 

방향 변 의 결과를 보면, Fig. 4(a)와 같이 트  빌딩을 연결

하는 구조 부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합 직교 분해 기법을 용 의 기존 데이터의 결과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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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data

(b) 1st mode

(c) 2nd mode

(d) 3rd mode

Fig. 4 Standard deviation of the wind-induced 

displacements

Fig. 4(a)와 같이 트  빌딩을 연결하는 구조 부재의 효과를 

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합 직교 분해 기법을 용함으로 

해서 그 원인을 상 으로 보다 명확히 악할 수 있다. 

를 들어 풍 직각 방향의 횡 변 에 있어서 1차 POD 모드의 

경우에는 5.2장의 Fig. 3(b)에서 본 바와 같이 두 빌딩의 풍

하 은 음의 상 계를 명확하게 나타내게 된다. 두 빌딩을 

연결하는 구조부재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연결하는 구조

부재가 있는 경우, Fig. 4(b)와 같이 횡 방향의 변 가 크게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풍 직각 방향의 횡 변 에 있어서 Fig. 3(b)와 

같이 3차 POD 모드의 경우에 음의 상 계를 명확하게 나타

내면, Fig. 4(d)와 같이 연결하는 구조부재가 있을 경우에 횡 

변 가 크게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두 빌딩의 풍하 이 음의 상 계를 

가지면 횡 변 는 서로 반  방향으로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

에서 두 빌딩을 연결하는 구조부재가 있으면 서로 반  방향으로 

움직이는 휭 변 를 경감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2차 POD 모드의 경우는 Fig. 3(b)와 같이 두 빌

딩의 풍하 이 양의 상 계를 가지게 되면, Fig. 4(c)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빌딩을 연결하는 구조부재가 횡 방향을 이

는데 역할이 거의 없으며, 횡 변 가 구조부재가 없는 경우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해서 트  빌딩의 

공기역학  특성을 평가하여 보았으며, 트  빌딩의 두 빌딩의 

풍 하 의 상 계를 악하 다. 이에 더하여 두 빌딩을 연결

하는 구조부재의 향에 해서 조사하여 보았다. 

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해서 트  빌딩 모델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풍압에 해서 악하 으며 1차 모드에서 

채 링 효과를 2차 모드에서 와류 효과를 악할 수 있었다. 

두 빌딩의 풍 방향의 풍하 은 명확한 양의 상 계를 가지는 

반면에 풍 직각 방향의 풍하 은 양이나 음의 상 계를 나타

내지 않았다. 합 직교 분해 기법을 통한 각 고유 POD 벡터는 

두 빌딩의 풍하 의 상 계를 알아보는데 추가 인 정보를 

제공하 다.

두 빌딩의 연결하는 구조부재의 효과에 있어서 합 직교 분해 

기법의 결과가 두 빌딩의 풍하 이 음의 상 계를 가지면, 

횡 방향 변 를 이는데 연결하는 구조부재가 향을 미치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반면에 두 빌딩의 풍하 의 양의 상 계를 가지면 두 

빌딩의 연결하는 구조부재의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풍하 이 양의 상 계를 가지면, 두 빌딩이 

풍하 에 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두 빌딩의 연

결하는 부재의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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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트  빌딩의 풍하 의 특성과 구조  특성은 일반 고층건물보다 복잡하다. 이러한 특성을 조사하기 해서 풍동실험을 통

해서 트  빌딩의 풍압을 계측하 다. 계측된 데이터와 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하여 풍압의 패턴을 악하 다. 1차 모

드에서는 채 링 효과가 2차 모드에서는 와류 효과가 나타났다. 한, 두 빌딩의 하 의 상 계를 악하 는데, 풍 방향 

하 은 양의 상 계를 가지며, 풍 직각 방향의 하 은 명확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 계는 횡 방향 변

에도 향을 미쳤다. 양의 상 계를 가지면 트  빌딩을 연결하는 구조부재의 향이 게 작용한 반면에 음의 상

계를 가지면 연결 구조부재의 향이 횡 방향의 변 를 이는데 큰 향을 미치게 되었다.

핵심용어 : 고층 빌딩, 트  빌딩, 풍하 , 합 직교 분해 기법, 풍응답, 공기역학  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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