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3권 제1호(2020.2) 1

1. 서 론

고층 빌딩은 주로 대도시에 밀집해서 건설되는 경향이 있

다. 고층 빌딩들 주변의 공력 특성은 일반적인 단일 빌딩과 많

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달라진 공력 특성은 풍하중의 변화

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 결과 고층 건물의 횡 변위와 가속도와 

같은 풍응답은 일반 빌딩의 풍응답과 달라진다. 이에 따라 고

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한 사용성과 안전성을 평가하

기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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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윈 빌딩과 같이 고층 빌딩들을 연결 부재로 연결한 구조 

시스템이 옥상 다리, 옥상 수영장, 옥상 정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층 빌딩들이 근

접하게 위치하여 건설된 트윈 빌딩 구조 시스템에서는 각 고층 

빌딩의 공력 특성뿐 아니라 두 고층 빌딩을 연결하는 연결 부

재가 풍응답을 주고 받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경우에 대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한 빌딩에 의해서 다른 빌딩의 공력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집중해 온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에 트윈 빌딩의 공력 

특성과 풍응답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두 빌딩이 서로를 연결하는 부재로 인한 풍응답

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과거의 연구에서 평가가 되

었으나(Lim et al., 2011; Song et al., 2016), 구체적인 공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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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트윈 빌딩과 같은 구조 시스템의 두 빌딩의 공력 특성이 서로에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조사하였다. 

공력 특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적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력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적합 직교 분해(POD: Proper Orthogonal Decomposition) 

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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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2018). 이러한 적

합 직교 분해 기법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빌딩에만 적용되어 왔

으며, 트윈 빌딩 시스템과 같이 여러 빌딩에 함께 적용된 적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적합 직교 분해를 이용해서 트윈 빌딩

의 공력 특성을 파악하였고, 두 빌딩의 공력 특성 사이의 연관

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더하여 적합 직교 분해 기법으로부터 얻어진 공력 특

성과 트윈 빌딩 구조물의 동특성이 풍응답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중 모달 변환 기법

(DMT: Double modal transformation)을 이용하였다. 이중 모달 

변환 기법은 과거에 다리구조물이나 간단한 구조물에 적용된 

적은 있으나(Solari and Carassale, 2000; Carassale et al., 2001; 

Tubino and Solari, 2007; Torrielli et al., 2010), 트윈 빌딩과 같

이 고층 빌딩에 적용된 경우는 없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적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해서 트윈 빌

딩의 공력 특성을 파악하고, 모달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구조

물의 동특성과 공력 특성이 풍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인 트윈 빌딩을 모델링하여 고윳

값과 고유벡터와 같은 동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풍동실험

을 통해서 트윈 빌딩의 풍압을 측정하였다. 이때 트윈 빌딩의 

두 빌딩 사이의 간격이 다른 두 개의 트윈 빌딩 모델에 대해서 

실험하였다. 나아가 적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풍압의 형태를 파악하여 공력 특성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

로, 이중 모달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각 풍압의 형태와 각 구조

물의 고유벡터가 풍응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2. 트윈 빌딩의 구조 해석적 모델

트윈 빌딩의 풍응답은 풍 방향과 풍 직각 방향 등에 따라 다

양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본 논문에서는 

3차원 해석 모델을 통해 트윈 빌딩의 풍응답을 계산하였다. 또

한 트윈 빌딩의 두 빌딩 사이의 간격이 다른 두 가지 경우를 고

려하였다. 3차원 해석 모델에서는 두 빌딩의 구조적 특성이 두 

개의 경우에서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두 빌딩을 

연결하는 연결 부재의 강성과 질량도 두 개의 경우에서 동일하

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연결 부재의 설치 위치는 두 빌딩의 최

상층으로 가정하였다. 

트윈 빌딩의 두 빌딩은 40층으로 설계하였으며, 바닥의 넓이

는 30m × 30m이라고 가정하였다. 두 빌딩의 높이는 160m로 정

하였다. 트윈 빌딩의 풍응답을 계산하기 위한 운동방정식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  ,  는 각각 트윈 빌딩 질량, 댐핑, 강성 매트릭스

를 나타낸다. 

 과 


 은 두 빌딩을 연결하면서 생기는 추가

적인 구조부재의 질량과 강성이다.  는 각 층에서 발생하는 시

간 이력에 따른 풍하중을 나타낸다. 이때   는   










과 같이 나타내어 두 빌딩의 여러 방향에 대한 

풍하중을 고려하였다.  ,   그리고 는 트윈 빌딩의 풍응답으

로 가속도, 속도, 변위를 나타내고 있다. 식 (1)을 이용하여 트윈 

빌딩의 구조 시스템의 고윳값과 고유벡터와 같은 동특성을 파

악할 수 있다. 

(a) x direction

(b) y direction

Fig. 1  First four structural mode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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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앞에서 언급한 트윈 빌딩의 구조 시스템의 초기 4차 

모드의 고유벡터를 나타낸다. 여기서 H 는 빌딩의 최상층 높이

이며, h 는 각 층의 높이를 말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빌딩에서 풍 직각 방향(x direction)과 풍 방향(y direction)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유벡터가 나타난다. 

3. 풍동 실험

풍동 실험에서 바람의 방향은 Fig. 2와 같이 트윈 빌딩의 두 

빌딩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나란하게 위치한 경우를 실험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트윈 빌딩의 두 빌

딩의 간격이 다른 두 경우에 대해서 풍동 실험을 시행하였다. 빌

딩의 폭을 B (Building breadth)라고 하고, 두 빌딩 사이의 거리

를 G (Gap distance)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 풍동 실험

의 모델의 경우는 G/B 가 0.33인 경우로 하고, 두 번째 경우는 

G/B 가 1.5인 경우로 하여서 상대적으로 두 빌딩 사이의 거리가 

작은 경우와 큰 경우에 대해서 풍동 실험을 실시하였다. 

풍동 실험실의 크기를 고려하여 2장에서 언급한 트윈 빌딩

의 구조 해석적 빌딩 모델의 크기에 대해서 1:400로 축소하여 

풍동 실험을 위한 빌딩 모델을 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빌딩 

모델의 크기는 75mm × 75mm × 400mm 와 같다.

빌딩의 표면에서 작용하는 풍압 계측과 적합 직교 분해 기

법과 이중 모달 변형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본 실험에서는 

빌딩 모델 표면에 동시에 풍압을 계측 할 수 있는 다수의 풍압 

계측 센서와 계측 시스템(SMPMS: Synchronous multi-pressure 

measurement systems)을 이용하여서, 수신주기 500Hz로 빌딩

의 풍압을 계측하였다. 

레이놀즈수는  ×으로 나타났으며, 트윈 빌딩 모델 

주변의 풍 환경은 개활지로 가정하여 실험하였으며, 트윈 빌

딩 꼭대기에서의 평균 풍속과 난류 강도는 각각 15.9m/s와 

13.9%로 나타났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적합 직교 분해에 의한 결과

풍압 센서를 통해서 얻어진 풍하중의 결과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합 직

교 분해 기법을 이용해서 풍압의 패턴들을 식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물의 동특성

과 관련된 고윳값과 고유벡터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본 장에

서는 적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해서 풍압 센서로부터 풍압의 

패턴들을 식별하기 위한 고윳값과 고유벡터를 언급하였다. 두 

가지의 고윳값과 고유벡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풍압의 패턴과 

관련된 고윳값과 고유벡터는 POD 고윳값과 POD 고유벡터로 

POD 모드 등으로 구분하여 언급하였다. 

적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하기에 앞서, 풍동 실험에서 수

집한 자료, 즉 다수의 풍압 센서에서 시간 이력에 따라 계측된 

데이터로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 M을 계산하였다. 이 

값으로 식 (2)를 이용하면 POD 고윳값  과 POD 고유벡터 

 를 계산할 수 있다.

  ×  
 

   





  
 ⋱ 
  





 ×  
 

   (2)

여기서,   이며,   은 트윈 빌딩 모델의 표면에 설치

된 풍압 센서들의 개수를 나타낸다. POD 고유벡터는 적합 직

교 분해 기법을 통해서 식별되어진 풍압의 패턴을 나타낸다. 

또한 POD 고윳값은 각 풍압 패턴이 전체 풍압에 기여하는 정

도(Energy distribution)를 나타낸다. 

Fig. 3과 4는 각각 G/B = 0.33인 경우와 G/B = 1.5인 경우 그 

풍압의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적합 직교 분해 기법으

로부터 얻어진 풍압의 패턴은 트윈 빌딩 모델 표면 전반에 걸

쳐서 나타난다. 이러한 식별된 풍압의 패턴은 선행 연구들에

서 자세히 설명되었다(Kim and Tse, 2018). 그러나 본 논문에

서는 풍압의 패턴을 Fig. 1의 트윈 빌딩의 구조 시스템의 고유

벡터들과 비교하고, 4.2장에서 그 패턴에 이중 모달 변환 기법

을 적용하기 위해서 빌딩 모델 표면에 나타나는 풍압의 형태를 

모드별로 x 와 y 방향으로 계산하였다. 
Fig. 2  Twin building model in the win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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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의 (a)에서 x 방향의 고유벡터를 보면, G/B가 작을 때 1

차와 3차 POD 벡터에서는 두 빌딩들 사이에 채널링(Channeling) 

효과 때문에 풍압의 분포도가 대칭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차 

POD 모드에서는 두 빌딩의 고유벡터가 대칭으로 나타나는 대

신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유벡터의 현상은 와류 

현상과 관련이 있다. 두 빌딩의 간격이 작기 때문에 두 빌딩의 

안쪽에서는 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G/B 가 커지면, Fig. 4의 (a)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x 

방향의 고유벡터의 절댓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두 빌딩의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두 빌딩의 안쪽에도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 증가하게 되고, 와류 현상과 같은 공

력 특성이 x 방향에 하중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Fig. 3의 (b)와 Fig. 4의 (b)를 보면, y 방향의 대부분의 POD 

고유벡터들은 두 빌딩 사이의 간격에 상관없이 고유벡터의 값

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연구에서

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풍 하중 혹은 공력 특성은 x 방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빌딩들의 간격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Kim et al., 2018). 

4.2 이중 모달 변환 기법에 의한 결과

4.1장에서는 적합 직교 분해 기법을 통해서 트윈 빌딩의 공

력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적합 직교 분

해 기법의 결과만으로는 식별된 POD 고유벡터들이 풍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4.2장에서는 이중 모달 변환 기법을 이용하여 식

별된 공력 특성과 구조물의 동특성이 풍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중 모달 변환 기법은 교차 모달 참여 계수(Cross-modal 

participation coefficient)를 이용해서 POD 고유벡터와 구조 시

스템의 고유벡터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차 

모달 참여 계수의 절댓값이 커짐에 따라 풍응답에 기여하는 정

도도 커지게 된다. 교차 모달 참여 계수는 식 (3)을 이용해서 계

산할 수 있다. 


 

×  × (3)

(a) x direction

(b) y direction

Fig. 3  Pressure distribution of each POD mode (G/B = 0.33)

(a) x direction

(b) y direction

Fig. 4  Pressure distribution of each POD mode (G/B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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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교차 모달 참여 계수를 나타내고, 그 결과는 구

조 시스템의 고유벡터  , POD 고유벡터 와  , 즉 각 층의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 논문의 각 층의 면적은 동일하다. 

그리고 두 고유벡터의 교차 참여 모달 계수는 양수 혹은 음수

를 가지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절댓값으로 나타내어 다른 

고유벡터들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Fig. 5와 6은 각각 x 와 y 방향에 대한 교차 참여 계수를 나타

낸다. 앞의 장들에서 언급한 구조 시스템의 초기 3차 POD 모

드의 고유벡터와 초기 4차 모드의 고유벡터에 대해서 교차 모

달 참여 계수를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Fig. 1의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x 방향에서는 구조 시스템

의 고유벡터 1과 4차 모드의 고유벡터의 절댓값이 나타났고, 

나머지 모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x 방향에서는 1차와 4차 모드에서 G/B = 0.33인 경

우와 G/B = 1.5인 경우 모두 교차 모달 참여 계수의 절댓값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교차 모달 참여 계수는 POD 고유벡터와도 밀

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차와 3

차의 POD 모드에서 G/B = 1.5일 때의 교차 모달 참여 계수가 

G/B = 0.33일 때보다 대부분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Fig. 3과 4의 x 방향에서 알 수 있듯이, G/B가 작으면 두 

빌딩 사이에서 와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때 x 방향으로 발

생하는 풍압은 G/B가 클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G/B가 커지면 두 빌딩 사이에서 x 방향으로 발

생하는 풍하중이 증가하게 되므로 교차 모달 참여 계수 또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의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y 방향에서는 구조 시스템

의 고유벡터 2와 3차 모드의 고유벡터의 절댓값이 크게 나타

난다. 따라서 Fig. 6과 같이 구조 시스템의 2차와 3차 모드에서 

교차 모달 참여 계수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6(a)와 (b)에서 나타난 POD 모드가 구조 시스템의 2차와 3

차 모드에서 나타낸 교차 모달 참여 계수는 x 방향의 경우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인 풍 방향의 공력 특성은 풍 직각 방향에 비해

서 빌딩의 간격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중 모달 변환 기법을 통해 각 POD 고유벡터와 각 구조 

시스템의 고유벡터가 풍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

었다. 또한 풍응답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

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중 모달 변환 기법을 이용해서 트윈 빌딩

의 식별된 공기역학적 특성들이 풍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트윈 빌딩의 두 빌딩이 다른 간격

을 가지는 두 경우를 가지고 풍동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

에서 시간 이력에 따른 풍압을 계측하였다. 그리고 트윈 빌딩

의 구조 시스템의 고유벡터와 계측한 풍압을 적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하여 POD 고유벡터를 계산한 후, 이중 모달 변환 

기법을 위한 교차 모달 참여 계수를 계산하였다. 

(a) G/B = 0.33

(b) G/B =1.5

Fig. 5  x-direction

(a) G/B = 0.33

(b) G/B =1.5

Fig. 6  y-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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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직교 분해 기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풍 직각 방향의 

고유벡터들은 트윈 빌딩 시스템의 두 빌딩의 간격에 영향을 많

이 받은 반면, 풍 방향 고유벡터들은 상대적으로 두 빌딩의 간

격에 영향을 적게 받았다. 그리고 적합 직교 분해 기법을 통해

서 트윈 빌딩의 두 빌딩에서 나타는 채널링 효과와 와류 현상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트윈 빌딩에 대한 공력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중 모달 변환 기법의 교차 참여 계수를 통해 트윈 빌딩 구

조 시스템의 고유벡터와 POD 고유벡터가 풍응답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 파악하였다. 풍 직각 방향의 교차 참여 계수는 두 빌

딩의 간격에 따라 크게 달라진 반면, 풍 방향의 교차 참여 계수

는 두 빌딩의 간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트윈 빌

딩 구조물에서도 풍 직각 뱡향의 풍응답은 두 빌딩의 간격에 

큰 영향을 받고, 풍 방향의 풍응답은 상대적으로 두 빌딩의 간

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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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트윈 빌딩의 풍응답은 풍하중의 공력 특성과 트윈 빌딩 구조 시스템의 동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트윈 빌딩의 두 

빌딩의 간격이 다른 두 경우에 대해서 풍응답에 영향을 주는 풍압의 특성을 풍동 실험과 적합 직교 분해 기법을 이용해 파악하고, 3차

원 구조 시스템 모델링을 통해 동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중 모달 변환 기법을 이용해서 각 풍압의 특성과 구조물의 동특성이 풍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적합 직교 분해 기법을 통해서 채널링과 와류 효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풍 직각 뱡향의 풍

하중은 두 빌딩의 간격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풍 방향의 풍하중은 간격에 영향을 적게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중 모달 변환 기법에

서 교차 참여 계수는 풍 직각 방향에서는 두 빌딩의 간격에 따라 크게 달라진 반면, 풍 방향은 영향이 적었다. 이에 따라 두 빌딩의 간격

이 풍 방향의 풍응답 보다 풍 직각 뱡향의 풍응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이중 모달 변환 기법, 트윈 빌딩, 고층 빌딩, 풍응답, 적합 직교 분해 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