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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 Team Project Reports

1. CONSTRUCTION MANAGEMENT

1.1 NEATT 초고층 건물 주요 공법

1.1.1 ACS & RCS

1) ACS

ACS Form은 유압실린더와 가이드 레일 등의 설비가 형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타워크레인의 지

원없이 자체 인양하여 양중장비(타워크레인) 사용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초고층 건물의 코어 및 외벽 거푸집

에 활발히 사용되는 폼으로 내 외부 거푸집을 동시에 구축할 수도 있고, 외부만 구축할 수도 있다. 또한 일

체화된 형틀 조립으로 공사종료까지 반복 사용하여 정밀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기상조건의 변화

에 따른 영향이 적어 공정의 차질이 적으며, 인양 시 콘크리트면에 시스템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작업

과 관련 없이 안전성을 최대화 하는 장점이 있다. ACS는 기준층 간 공정 싸이클을 단축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만, 비용이 매우 비싼 것이 단점이다.

 Auto Climbing System

     

 ACS의 Scaffold Unit

 

2) ACS Form의 종류

(1) DOKA ACS Form

코아벽 선 타설 후 바닥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매립된 앵커와 직접 연결되는 캔틸레버 브래킷과 거푸집, 철

근 및 콘크리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발판이 부착된 스캐폴딩 유닛, 그리고 이 모든 장치를 유압에 의

해 상층부로 이동시키는 고동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크레인의 지원 없이 유압에 의해 자동 상승이 가능

한 구동장치는 최대 24까지 동시 상승이 가능하며, 속도는 1m/5min이다. 따라서 코어 벽의 경우 공정에 따

라 코아 내 외부 분리 상승 또는 동시 상승이 가능하다.작업 발판은 용도에 따라 최대 6단까지 설치할 수 있

으며, 구조물의 평면이나 Plat Form의 용도에 따라 SKE50, SKE100, SCP 등 세 종류의 시스템 중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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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거나 두 개의 시스템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스템은 SKE50, 

SKE100이다.

(2) PERI ACS Form

코아 선 타설후 바닥이 따라오는 방식으로 거푸집, 철근 및 콘크리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발판이 부

착된 스캐폴드 유닛으로 구성 1개의 스캐폴드 유닛은 2개의 지지용 캔틸레버 브라켓으로 구성되어 유압장치

에 의한 스캐폴드 유닛의 상하이동, 프로파일 웹에 홈(Leg)가 있어 쐐기가 홈에 걸리면서 30cm씩 올란간다. 

스캐폴드 유닛은 최대 7단(4단, 6단) 의 작업발판이 부착된다. 국내에서는 표준타입의 자력 양중시스템(Self 

Climbing System)으로 거푸집 작업을 5.1m shvdlRK지 한번에 작업할 수 있는 ACS 100 Type R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ACS 작동 원리

3) RCS

분리형 융압 방식으로 자동 및 수동 인양이 모두 가능한 최첨단 클라이밍 시스템이며, 거푸집 자체가 유압 

실린더와 레일 통하여 수직 상승한다. RCS는 구조물의 고층화에 따른 거푸집 작업의 높은 생산성 및 안전성

을 확보하고 인양속도가 빠르고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인식함에 따라 개발되

었다. 현장 상황에 맞춰 자동 및 수동 인양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전용성 확보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평면

에서도 높은 작업 효율성 유지할 수 있다.

 Rail Climbing System

  

Anchor S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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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형 Anchor Shoe

4) RCS Anchor System의 특징

RCS에는 기본적으로 DW20을 사용한다. 옵션 2. 매립형

에서 쓰이는 스크류-온 콘이 M30/DW26이 아닌 

M30/DW20을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로스트 아이템인 스

레드 앵커 플레이트는 모두 DW20를 사용하게 됨으로 써 

필요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RCS는 다른 클라

이밍 앵커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PERI 시스템을 위한 용도

로만 사용되어야만 한다.

   
 매립형 Anchor Shoe(2)

         

 매립형 Anchor Shoe

1.1.2 아웃리거 댐퍼 시스템

1) 아웃리거 댐퍼

아웃리거 구조 시스템은 아래 그림2의 개념적 예시에서 보이듯 초고층이 몇 개 층을 아웃리거 트러스와 

벨트트러스로 구성된 상당히 높은 강성을 가진 아웃리거 층으로 구성하고, 이 아웃리거 구조를 통해 중앙부 

코어와 외주부 기둥 등을 연결하여 태풍 및 지진 등의 횡력 작용 시 이를 외주부 수직 부재에 인장과 압축

력으로 전달하는 효과적인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아웃리거 시스템의 개요

 

하지만 좌측 그림3에서 도시된 것처럼 코어와 외주기둥간의 부등축소량 발생으로 구조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에 상당한 어려움 또한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시공 중 횡력을 코어가 전담하는 자유절점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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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중 접합부의 갭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절접부 보정법(Delayed Joing Method)과 같은 아웃리거와 

외주기둥 간 접합부 시공법(Adjustable Joint Method)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의 효과를 온전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시공 상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2) 기존기술 및 공법의 문제점

지금까지 사용되고 활용 가능한 아웃리거 단부와 외주기둥 및 벨트트러스 간 접합부 시공 방법은 아무런 

부등축소량 보정없이 즉시 접합부의 부재들을 접합시키는 공법, 시공 중 횡하중을 콘크리트 코어가 부담하는 

Delayed Joint 공법, 심플레이트 등으로 시공 중 갭을 보정하는 Adjustable Joint 공법이 있다.

(1) 접합 공법

부등축소량 보정 없이 즉시 접합부의 부재들을 접합시키는 공법의 경우 creep 및 shrinkage 같은 장기부

등축소량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벽의 두께 및 기둥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설계 검

토가 필요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기술과 부등축소량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이 

공법의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구조기술자들의 역량에 따른 실패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콘크리트와 

철골의 복합 구조물의 재료 자체의 특성 차에 따라 부등축소량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

라서 이 직접 접합공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웃리거트러스, 외주기둥, 벨트트러스, 콘크리트 코어 일부 및 

기타 접합부들이 부등축소량에 따른 추가 응력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부등축소량 예

측의 부정확 가능성에 따른 충분한 안전계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공법을 사용할 경우 구조물

량 증가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녹색환경과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한 구조물량 감소라는 

사회적 요구와 대치되는 것이다.

 접합 공법  Differential Shortening

(2) Delayed Joint

시공 중 횡하중을 콘크리트 코어가 부담하는 Delayed Joint 공법의 경우 구조물의 시공 중에는 아웃리거 

단부와 외주기둥 및 벨트트러스의 접합부를 고정시키지 않고 떨어뜨려 놓으며, 구조물의 시공이 완료되는 특

정 시점에 접합부의 부재들을 영구적으로 접합시킨다. 이 공법을 사용하면 시공중에 발생되는 모든 횡하중을 

코어가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설계가 비교적 간단해 지고 구조설계 실패에 따른 위험이 경감되나 증가된 구

조물량에 따른 시공원가의 큰 증가는 피할 수가 없다. 인천 송도 NEATT의 경우 아웃리거 구조의 유무에 

따른 코어부 전단모멘트 부담정도가 30% 가량 차이가 나며 이는 곧 코어의 구조물량 증대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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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플레이트를 이용한 Adjustable Joint

다음으로 최근에 국내에서 적용된 심플레이트를 이용한 Adjustable Joint 공법이 있다. 그림5의 심플레이

트를 이용해 부등축소를 보정하는 방법의 개념이 도시되어 있다. 이 공법의 경우 콘크리트와 철골 복합 구조

물에서 중앙 코어와 외주 기둥 사이에 크게 발생되는 부등축소량을 그림6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웃리거와 외

주기둥/트러스 간 갭을 보정 철판을 이용하여 1mm~2mm 정도의 간격으로 유지하다가 시공중 접합부 간격

이 관리치 이하로 떨어지면 위쪽에 위치한 보정 쐐기 철판을 빼서 아래쪽에 끼워 넣어 시공중 접합부 간격

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이러한 공법을 아웃리거구조시스템이 시공중에도 본연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서 활용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심플레이트를 이용한 접합부 보정 시공법 심플레이트 공법 개념도

• 장점 : 시공 및 유지관리 난이성 및 비용 증가

 - Adjustable Joint 공법의 경우 보통 평상 시 2mm 갭을 태풍 예상시 1mm갭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데 이러한 수치는 육안으로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계측시스템 구축에 의한 부재력 및 변위 계측에 

의존해야함

 - 매일 계측/점검해야하며 보정 등을 위한 작업 인력 2인 및 관리 인력 포함하여 3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함

 - 갭이 닫힐 경우 심플레이트 위치 이동을 통한 갭 보정을 위해 아웃리거트러스 인상이 필요한 데 아

웃리거트러스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대용량의 유압잭 설치가 필요함

    - 유압잭 설치 공간확보를 위해 아웃리거 접합부 부재가 커짐

 - 유압잭 설치 후 아웃리거트러스를 거동시키기 위해 양 사이드에 브라켓을 추가 설치/제거하는 공정

이 필요함

 - 아웃리거 접합부는 아웃리거시스템의 가장 큰 골조 부분에 해당하여 거대 아웃리거접합부 부재를 

설치하기 위해 크레인 인양 용량을 키우거나 분절계획을 세워야 함. 분절계획 시 현장 용접량이 급

격히 증가하며 공장 용접 대비 현저히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 용접의 특성 상 아웃리거 설치 층에서 

공기가 현저히 지연될 수 있음

• 단점 : 품질관리 불가능

 - 이 공법을 사용할 정도의 편평도를 가진 심플레이트의 밀링은 매우 어려움. 특히 10mm 두께 이하 

스틸 플레이트의 전면적에서 일정한 편평도의 밀링은 불가능

    - 경우에 따라 심플레이트 간 누적된 갭만 10mm 이상 될 수 있음

 - 1mm 갭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심플레이트를 이용한 보정공법 적용 시 건물은 해당 접합부에서 불

연속이 되어 마무리 미소 갭이라도 건물은 비연속적으로 거동함

 - 아웃리거가 정상적인 거동을 하지 않을 경우 설계하중 작용 시 코어 부 과다 균열 등의 구조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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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리거댐퍼 개념도

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

 - 거대 구조물의 경우 시공 및 제작 오차 또는 용접 등에 따른 열변형 발생 시 접합부에서의 예기치 

못한 부등 갭을 메우기 힘듦

 - 시공 오차 등에 의해 경사진 갭이 발생하므로 Tapered Shim Plate(경사 필러)를 채워야 하나 이 

또한 시공 중 지속적인 반복 하중 작용 시 제자리에서 밀려나가므로 제 역할 기대하기 힘듦

적재된 심플레이트의 간극

3) 아웃리거 댐퍼를 이용한 대안 공법 및 설계 목표

(1) 아웃리거댐퍼를 이용한 공법

아웃리거 댐퍼를 이용한 공법은 기둥 간 부등축소량을 자동 보정할 뿐 아니라 최적화 설계된 시 구조물의 

진동제어 및 구조물량 감소를 가져 올 수 있다. 새로운 본 공법의 이론적 작용 원리가 아래 그림8에 보여지

며 아웃리거 접합부에 아웃리거 댐퍼가 설치되는 형상 개념도는 그림9와 같다. 양방향으로 연동되는 아웃리

거댐퍼 시스템은 두 개의 유압잭과 두 유압잭을 연결하는 오리피스를 포함하는 배관으로 구성된다. 

기둥의 부등축소와 같은 유사정적 하중이 작용할 경우 내부 충진재

(오일 또는 실리콘 퍼티)는 배관과 오리피스를 통해 매우 천천히 이동하

게 된다. 이 경우 내부 충진재의 시간당 이동량이 매우 적으므로 오리피

스의 작은 직경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조재에 부가적인 하중을 전달하지 

않고 부등축소량을 흡수한다. 하지만 태풍, 지진 등에 의한 동적하중이 

작용할 경우 오리피스의 작은 내부 직경에 의해 충진재(오일 또는 실리

콘 퍼티)의 이동이 제한되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유압잭이 압력을 받게 

되고 가해진 압력은 결국 외주 기둥에 축력으로 작용되어 하중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 아웃리거댐퍼 설계 목표

본 신기술은 시공 중 부등축소량은 추가적인 부재 응력의 증대없이 자동적으로 보정되어야 하며 태풍 및 

지진 시 등의 큰 횡하중에 의해서는 접합부의 아웃리거 댐퍼에 의해 변위가 제한되어 아웃리거에 의해 효과

적으로 횡하중이 저항되어야 한다. 부등축소량과 같은 매우 느린 변위 발생시 아웃리거 댐퍼가 추가적인 응

력을 받지 않고 코어와 외주기둥간의 부등축소량을 자동보정 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유사정적 

하중-변위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계측된 하중값이 설계용량의 10%이내 여야 한다. 이 경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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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변위 속도는 0.001mm/s 로 하며 이는 실제 부등축소량 발생 속도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이다.

4) 아웃리거댐퍼 적용효과

(1) 공사비 절감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수행한 원가계산 비교에 의해 아웃리거댐퍼의 적용에 의해 접합부 철골 

구조물은 개소당 27% 물량이 감소(그림10)하고 접합부의 현장 용접량은 개소당 75% 급감하였다. 또한 유지

관리를 위한 별도의 인력 구성이 불필요해지고 심플레이트 보정을 위한 유압잭 설치 과정이 생략되어 개소 

당 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약 4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아웃리거 댐퍼가 구조물량 감소용으로 설계 단계부터 적용이 고려된다면, 최적 설계시 최대 15%의 구조물

량 감소효과가 있으며 송도 NEATT의 구조물 공사비가 650억원임을 감안한다면 약 100억원의 공사비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아웃리거댐퍼 적용에 따른 접합부 구조물 크기 변화

(2) 공사기간 단축

송도 NEATT는 두 개의 아웃리거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35층의 경우를 보면 아웃리거댐퍼를 적용

함으로써 아웃리거접합부 개소별 Critical Path에 있는 접합부 철골 구조물의 공장제작 일수에서 감소된 물

량이 반영되어 철골 절단 과정과 도장 과정에서 33%의 절감효과를 보였고 특히 아웃리거 댐퍼 공법의 변경

에 따른 형상 및 구조물량의 변화에 따라 용접물량은 80% 이상 감소효과를 보여 총 10일의 제작일 단축효

과를 보였다.

시공단계에서는 아웃리거 공법 적용으로 유압잭 설치 및 계측 장비 설치 공정이 생략되며 제작단계와 마

찬가지로 용접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총 20일의 공기 단축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전체 공정에서 약 30일의 

공기단축 효과가 있다. 

(3) 높은 품질관리

아웃리거접합부는 아웃리거댐퍼에 의해 초기압이 도입되어 강하게 체결되고 있으므로 전체 구조물이 보다 

유기적으로 거동할 수 있으며, 아웃리거댐퍼로 인해 태풍 또는 지진 시에도 구조체 뿐만 아니라 비 구조체에

도 예상치 못한 균열 및 변형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부가적인 댐핑을 구조물에 부여함으로써 진

동제어 등과 같은 보다 나은 구조물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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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N 공법 

1) N공법이란

철골 기둥의 이음 위치를 층별로 분산하여 용접, 수직도 조정 등의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공법으로 2개층 

이상의 작업을 없앰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량을 1/4로 줄일 수 있다.

 

그림 18 N공법 개념

      

그림 19 적용 현장

 2) 연구 배경

사회 경제적 요구의 증가, 건설기술 및 공법의 발전, 고객 요구의 다양화 등 건설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초고층 건물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층건물은 도심재개발,재건축의 초고층화 

및 정부의 혁신/기업도시 등 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교통부,2006) 초고층 건물의 공사기간도 매우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다. 500여 m인 타이페이101이 3년 

10개월만에 지어졌으며, 이보다 높은 버즈 두바이는 3년 11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1990 년

대 초반에 비해 2배 이상이 단축되고 있다.(이은택,2006) 이와 같은 초고층 건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필연

적으로 재료, 시공 및 설계상 많은 연구가 시공전에 요구되게 되며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

부터 개입하여 합리적인 시공방법과 구조개념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초고층 골조 공사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기준층의 층당 공기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하며, 최적의 작업량

을 감안하여 평면상에 조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의 대표적인 공법은 철골공사에 N 공법과 미국식 설치공

법, 코어공사에 골조선행(ACS Form), 기둥공사에 CFT 공법 등이다. 특히 철골 N공법과 미국식 설치공법은 

타워팰리스 현장에 적용하여 공기단축에 기여하였다.  본 공법의 목적은 철골공사의 최적화를 꾀하고 VE개

선, 공기단축, 원가절감, 무재해달성, 현장품질관리 극대화 그리고 골조공사 층당 3일 사이클을 달성하는데 

있다.

3) 공법 원리

철골공사는 일반적으로 절별 마무리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고속작업으로 인한 작업장의 안전과 후속 

공정의 단속으로 인해 공기지연의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공법이 N공법이다. N공법은 기둥의 산형설치

로 철골보 및 Deck  Slab 공사를 층별 마무리 함으로써 작업의 분산 및 안전에 효과적인 공법이라 할 수 있

으며, 층별 설치 부재수 및 용접량 등을 동일하게 분산하여 작업량을 균일하게 하며, 순환공정의 반복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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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통한 연속작업이 가능한 공법이다. 

기존 절별 공법과  N공법 비교 결과, N공법은 철골공사 중 절별로 동일한 층에 Splice Joint가 형성되는 

재래식 공법이 아닌 각 Splice  Joint를 각 층별로 분절하여 전체형태가  N형태를 유지한다.  후속공정의 연

속성에서 수직 하부층의 시공이 가능한 N 공법은 1절 완료 후 시공이 가능한 절별 공법에 비해 3개층의 여

유가 있어 후속공정의 착수가 가능한 큰 이점을 가진다.

그림 20 N공법 순서도

4) N 공법과 미국식 공법 

미국식 설치공법은 미국식 공법이라고도 하며 철골보 부재를 Bundle(동일부재의 묶음을 Bundle로 표현)로 

현장에 반입하여 주간에 철골설치작업이 종료된 후, 야간에 설치층 Deck상단에 양중한 후 익일 주간 작업에 

철골을 설치하는 공법이다. 철골 설치시 양중시간이 단축되어 작업효율이 증가하고, 야간에 위험한 철골설치 

작업대신 양중만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효과적인 공법으로 N공법과 병행하여 철골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장점은 주간에는 자재 및 인력이 설치에만 전념하고 야간을 이용하여 하역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활용 및 

설치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자재의 야적장소가 부족한 도심지 공사에 유리하고, 또한 1층의 번

잡함을 피해 고층부의 설치층에서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어 작업효율이 대단히 높다. 미국식 공법과 재래식 

공법 비교결과 N 공법에서 는 거더&빔의 2단,3단으로 동시설치는 기둥과의 간섭 및 부재가 1개층에서만 설

치가 되기 때문에 미국식 설치공법의 설치시간을 비교분석하면 미국식 설치공법이 재래식공법보다 3시간이

나 절약된다.

 

5) 시공 사례 연구를 통한 N공법의 이해 

지하5층, 지상 37층, 연면적 65000평 규모의 단일 건축물로는 국내최대규모의 고층 인텔리전트 빌딩이며, 

동일규모 프로젝트 중 층당 18일로 국내 최단기간인 24개월만에 건립하였다. 건물 준공을 위한 발주처의 거

듭된 공기단축요구에 부응하여 착공전 34개월에서 착공시 28개월, 골조공사시 26개월, 그리고 최종 24개월

로 공기가 수차에 걸쳐 단축되었다. 이러한 절대공기 단축을 위해 대표적인 공법인 철골공사 N공법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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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설치공법을 비롯한 코어골조 선행공법, 기둥공사 CFT공법 등의  초고층 최적 구조시스템을 구축, 적용하

였다. 특히 철골공사 N공법과 미국식 설치공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골조공사 층당 3일 사이클 공정을 달성하

는데 기여한 시공사례이다. 층당 3-Day사이클 공정 수립한 현장이다.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소프

트 공정의 키포인트는 설계도면 및 자재시방서와 같은 초기의사결정이 중요하고 적기에 업체선정을 통한 타

임 최소화 및 요소기술개발, 공법 선정과 같은 시공계획수립이 중요하다. 철골 N공법과 미국식 설치공법에 

대한 소프트공정수립 및 철저한 관리와 소프트 공정 표준화로 골조공사 층당 3일사이클 달성에 기여하였다. 

철골공사는 Raw Material확보가 중요하며, 양중량 최소화 및 효율화 차원의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공사기간 03년9월~05년 8월(24개월)

연면적 65,000평

기준층 면적 1,000평

규모 지하 5층, 지상 37층

건물구조 RC CORE + CFT구조

최고높이 181.65m

승강기 33대

주차대수 936대

시공사례건물 개요

  

구분 L e a d 
Time

기 간
(일)

유의사항

1 업체선정 D-130 20
-공장 제작 및 
 설치업체 구분

2 자재발주 D-110 50 -자재시황 확인

3 시공계획 D-90 30 -설치공법 선정

4 Shop DWG. D-60 240 -TMCP강 유무

5 검토/승인 D-45 15 -절별 Shop DWG검토

6 공장제작 D-30 240
-공장검수 : 품질관리
전문업체 공장상주감리

7 철골설치 D=0 - -

철골공사소요일정

그림 21 조닝계획

<공법순서>

① 고층부 기준층에 층당 3일 사이클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철골 양중부재의 적정배분을 위한 3개 조닝

으로 계획하고 철골설치 및 데크 작업의 단속이 없도록 철골 설치, 데크판개, 볼트및 용접 등으로 3

개팀으로 구성한다. 

  -기준층을 3개 존으로 구분하여 A,B,C존의 순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설치한다. 설치 작업량을 동일

하게 분산시킨다. 존별 구획시 고려사항은 존별 구획은 면적이 아니라 철골 설치량이 기준이고, 부

재가 있어도 기둥 혹은 보가 설치되지 않아 마감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기둥과 보의 연결이 완결

되도록 존별을 구획하여 타워크래인의 사용계획을 한다. 

  -코어존은 오버헤드 크레인을 사용하여 코어내부의 철골 빔 및 계단 설치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ACS Form발판에 고정되어 있는 Overhead Crane을 사용하면 타워크래인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

해지고 별도 시설이 불필요하며 철골설치 전면 지원에 의한 층당 3일 사이클이 가능하다. 

② 3개층 9일 사이클을 달성하기 위하여 9일동안 3개층 설치용 타워크래인 1,2호기 별 이동은 필히 실

시하며 철골 외 타 공종의 타워크레인 사용을 최소화 및 시스템화로 철골 공종의 장비 점유율을 최

대화 지원하고 , 철근 등 기타 자재의 양중은 새벽시간대를 활용하여 추진하며, 타워크레인 1,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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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별 설치 및 Deck 판개 순서변경

의 타 공종 점유는 절대 불허하는 원칙등으로 추진한다. 

6) N공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현장에서는 지상 1층 이후 적용하였으나, 층고 관계로 6

층까지는 2개층 1절, 기준층인 7층부터는 3개층 1절로 분

절계획을 하여 실질적인  N 공법은 7층부터 적용하였다. 

기둥 및 Girder/Beam의 설치 뿐 아니라 자재의 하역에도 

철골설치 후에는 반드시 데크 판개되어야 한다. 원론상의 

데크 판개시점은 철골 설치 및 볼팅.용접 이후 데크 판개 

순서이나, 데크 판개 순서를 철골설치 이후로 변경⦁적용하

였다. 그 후에 자재를 직 하부층에 안전하게 양중하기 위해

서는 데크 판개가 완료되어야 하나 , 여러 가지 이유로 데

크판개가 완료되지 못하면 데크 판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

고 후속공종은 자재 설치를 위한 자재양중이 이루어지지 못

해 전체 공정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런 가능성

을 줄이기 위해 데크 판개 순서를 바꿔 철골설치 이후 데크

를 판개하고 볼팅 용접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변경한다. 

이와 같이 N공법은 분절의 위치가 서로 달라 수직도 조

정이 번거롭다. 만약 1개층의  Girder를 먼저 설치한 후 본 

체결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의 Girder설치 시 기둥자체에 휨이 발생한 상태에서 본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Girder의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층까지의 Girder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층까지의 Girder설치가 완료된 후에 본체결에 들어가야지만 원활한 설치가 

이루어진다.  

수직도 잡기가 어려우면 매 기둥을 와이어 체결하여 수직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기둥 최고상부 Girder 설

치 시 어려움 발생하면 기둥 차 상부 Girder설치 후 기둥은 고정시킨다. 볼트 본조임 작업의 누락이 발생하

면 층간 지그재그 형태로 본조임을 시행한다. Rigid Connection의 경우 용접 누락이 발생하면 Deck 판개 

시 확인 치 않고 마감이 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한다.  Deck위 철골자재 하역 시 Deck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 하부 받침대를 사용한다. Deck마감이 지연되면 수직도 조정이 2개 층 설치 후 완료되므로 Deck 마감의 

지연대비에 특별 관리한다. 

1.1.4 커튼월

1) 알루미늄 커튼월

건물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고도록 구조 설계된 알루미늄 단면을 Frame으로 사용하여 유리, 석재, 스테

인리스, 알류미늄 등의 판재 등을 취부시켜 건물의 외벽을 건축의도에 부합하도록 형성하는 외장 시스템으로 

초고층(High Rise)빌딩에는 가장 적합한 형태이며 커튼월에서 특히 알루미늄이 가장 선호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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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경량성 비중 2.71로 주요 구조체에 하중을 경감 시키므로 건물하중을 크게 절감

내부식성 다양한 도장에 의해 반영구적인 부착성을 가지며, 내부식성이 뛰어나 수명이 반영구적

공기단축 골조 공사와 별개로 공장에서 선제작 및 생산하여 공기단축 가능

편리성 소수의 인원으로 단순한 앵커링 작업만으로 간단하게 설치 가능

디자인 건물 외관에 따라 단면 형상을 자유롭게 설계 가능

가공성 절단, 절곡, 조립이 용이하여 제품 제작이 간단하고 정밀 가공이 가능

외적기능 무독성, 소음, 진동, 수밀, 온도변화, 지진 등 외적 자연현상을 효과적으로 차단 가능

 알루미늄 커튼월 특징

2) Unit system(Glazing) 구성

Unit 구분 Unit 규격

typical W:1500 × H:4300(4700,5700)

non-typical 코너연결부 비정형 Unit

corner 순수 AL Panel Zone

Unit system 구성

3) 3D 입체설계시스템

다양한 입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초기부터 건물의 특성을 고려한 3D입체설계로 외곽 기준치수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특히, 코너부위는 2중각 가공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작업이 요구됨에 따라 Visual 

Mock-up 및 Performance Mock-up을 통하여 가공 및 조립 노하우를 사전에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

계 공종인 철골 및 건축 3D 입체 기준선을 함께 공유하여 건축외관기준선이 설계 기준선이 되도록 통합설계

방식을 적용하여 시공하였다.

3D 모델링을 통한 입면⦁평면 분석

4) Glazing Type(Low-Emissivity Glass)

일반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 금속막을 coating시킨 유리로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높이는 

유리인 로이 복층유리를 적용하였다. 특수 금속막은 가시광선을 투과시켜 실내의 채광성을 높여주고, 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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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사하므로 실내외 열의 이동을 극소화시켜 실내의 온도변화를 적게 만들어 주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로 

시공되었다.

1.2 건설사업관리

1.2.1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고려되는 대표적 13가지 요소

1. 안전 계획 설립

2. 안전 관리 기관 체계화

3. 안전 관리 내용 체계화

4. 사건 발생기록

5. 회사별 안전 관리 기구 설립

6. 공사별 안전 관리 기구 설립

7. 안전 교육 계획

8. 안전 장비

9. 안전 장려

10. 안전 체크리스트 제작

11. 안전 사항 점검

12. 안전 관리 기록 체계화

13. 안전 사고 통계화 및 분석

 

2) 안전관리 주요목적

안전관리의 목적은 충돌사고방지,낙하방지, 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는 신입사원 및 

직원의 규칙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요구된다. 또한 안전장비, 안전로프, 안전사다리 등을 

사용하고, 정기적인 안전미팅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현장 안전 관리 

  

현장 안전 장비 

1.2.2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사업 전반에 있어서 수행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경영의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 정

확하게 경영자에게 전해줌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프로젝트별 경영 정보체계를 말하며, 

PMDB(project management data base)라고도 한다. 건설업에도 환경변화로 인한 효율적 정보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경영의 많은 부분을 각 project별로 운영하므로, PMIS를 이용하면 경영전

반의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 tem；정보관리 system) 구축이 용이하다.

PMIS는 신속한 정보수집 및 교류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 설치하고 공사현장의 세부정보 및 본사의 경영전

반에 걸친 정보까지 단계적으로 수집한다. 또한 건설정보의 체계적인 분류와 각 프로젝트의 운영전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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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본사 및 현장에서 사업의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PMIS의 문제점과 향후 PMIS의 발전방향

국내 건설산업에서 PMIS는 아직도 매우 일천한 수준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몇몇

의 대형 건설업체가 사업관리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개별기업 단위의 시스템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전체 건설산업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더딘 형편이다. 또한 일부 IT업체를 중심으로 건설공사관리 및 건설업체 업무용 소프트웨어들이 다수 

개발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같은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ASP 전문업체들의 Project 

Web-Hosting, 보다 전문화되고 업무통합적인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솔루션의 

개발, 보급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건설업계의 PMIS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미

흡하고 또한 국내의 PMIS 개발 현황, 관련 ASP업체 및 그 기능 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2.3 국가별 건설사업관리의 차이점

1) 안전관리

- 홍콩 : The Pay for Safety Scheme(PFSS) 개념으로 홍콩 정부의 안전관리 기관에서 실행하는 안

전관리 계획으로 각 공사현장의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 정도에 관한 감찰이 주 내용이다.

   - 일본 :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회사 자체별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 사용

2) 품질관리

- 홍콩 : ISO9000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여 품질을 관리한다. 이는 일종의 공사관리자가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인데, 이 ISO9000 인증을 받으면 홍콩내에서 품질관리를 잘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erformance Assessment Scoring System (PASS)란 품질관리에 관한 체크리스

트를 만들어 그에 따라 점수를 매겨가며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

템으로 인해 홍콩의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진다.

- 일본 :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 때문에 일본정부에서는 특별 공식 품질관리기구를 수립

후 품질에 관하여 정기적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내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다.

3) 시공분야 

- 홍콩 :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홍콩 시공기술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철강, 시멘트 등의 재료

는 수입하여 사용하고 홍콩정부에 의해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공법이 장려된다. 또한 탑-다운 

공법이 지하공사에 주로 사용된다.

- 일본 :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높은 수준의 시공기술이 요구되며 일본정부는 어느 특정한 공법을 

장려하지 않는다. 대부분 회사 자체의 의견으로 인해 시공공법이 선정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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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RUCTURE ENGINEERING

2.1 서론

2.1.1 초고층 건축물의 역사

건축물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변화무쌍한 자연환경 속에서 추위와 더

위, 비바람 등 외기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그 시대의 기술, 

문화의 총체적인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생활이 비교적 단순했고 과학기술의 수준도 오늘날에 비해 낮았던 예

전에는 건물도 비교적 단순하고 규모도 작았다. 그러나 인류의 문화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인간

의 생활은 복잡·다양하게 되었고, 또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한정된 토

지에 보다 많은 사람이 살아야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축적된 

고도의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높이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초고층으로 발전된 건축물들은 현대적 도시 기능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

다. 1930년 크라이슬러 빌딩(Chrysler Building, 319m, NY)의 완성, 1931년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 381m, NY)이 완성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419m, NY), 시어스 타워(Sears Tower, 443m, Chicago) 등의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현재

는 Taipei 101(509m, Taiwan)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초고층 건축물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미

국에서 많이 건설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건설되었으며, 최근의 추세는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 ⇨

<Sears Tower> <Taipei 101> <Burj Dubai>

 초고층 건물의 예 

초고층 건축물이 세계적으로 퍼진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 초고층 건축물은 가지고 있는 크기와 

층수의 가시성을 활용하여 수평적인 도시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고, 대표성을 두어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을 통하여 국가적, 도시별 경제적 성장을 상징하는데 이용되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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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부족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강화, 마지막으로 랜드마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2.1.2 초고층 건축물의 변화

초창기의 초고층 건축물의 대부분은 강구조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강재의 강도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 매

우 높아 부재 소형화가 가능해 건축 구조물의 경량화가 가능하다. 또한 공장생산 부재의 현장조립(프리패브 

化)에 의한 현장작업의 경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철골구조는 고가이며, 내화

성능이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콘크리트를 초고층 건축물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콘크리트는 강도에 비하여 비중이 높아 구조체의 자중이 무거워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기후나 기온 등 양

생조건 등에 따라 강도에 큰 영향을 받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매우 싼 재료일 뿐 아니

라 강도의 상승과 압송기술, ACS폼 등 초고층 건축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에 적합한 재료로 주목을 받았고 많은 초고층 건물들이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다. 최근에는 강재와 

콘크리트를 동시에 사용해 각 재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합성구조가 많이 쓰이고 있는 추세이다.

재료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와는 다른 형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박스형의 

건축물이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재료 강도의 향상, 구조시스템과 시공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비선형의 

초고층 건물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꼬이고(Twisted), 좁아지고(Tapered), 기울어진(Tilted), 3T라 불리는 

이러한 경향은 초고층건축물의 심미안적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 ⇨

<Twisted> <Tapered> <Tilted>

 초고층 건축물의 여러 가지 형태 

2.1.3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 시스템

초고층 건축물이 저항해야 할 요소는 크게 2가지가 있다. 건물 자중 등으로 인한 중력하중과 바람 및 지진

으로 인한 횡하중이다. 이 중 초고층 건축물에서 더욱더 중요시 고려해야 할 것은 횡하중이다. 횡하중에 얼

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초고층 건축물은 횡력 저항 시스템

의 개발과 함께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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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력저항 시스템 종류>

⦁ 전단벽 구조

 전단벽 시스템은 구조물을 큰 벽(전단벽)으로써 횡력에 대해 저항하는 방식을 말한다.

⦁ 튜브 구조

튜브구조란 간격이 좁게 배열된 휨강성이 큰 기둥과 보가 마치 튜브와 같이 건물의 외부를 둘러싸서   

횡하중에 저항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튜브를 구성하는 기둥의 간격은 2~4m 이며, 이들 기둥

은 춤이 큰 테두리보로 연결되어 있어, 횡력이 작용하는 경우 플렌지의 역할을 한다.

⦁ 가새 구조

전단지연 현상을 방지하고 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부에 가새를 넣어 횡력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

로 튜브시스템보다 층고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가새 부재는 하중과 부등변위를 재분배하고 벽체 

응력을 균등화시킨다.

⦁ 다이아그리드

다이아그리드 공법(대각기둥)은 기둥을 일자로 세우지 않고 격자로 짜듯이 올리는 구조물로 안정성이 뛰

어나고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래의 구조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

상된다.

⦁ 아웃리거 구조

아웃리거 시스템은 칸의 층수에 따른 구조시스템 분류에 따르면 60층 규모에서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100층 규모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아웃리거 시스템은 내부코어와 외부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캔틸레버 형태의 벽이나 트러스로 횡력에 대한 강성을 증가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코어는 

전단벽 또는 가새형식의 수직트러스로 구성되며, 외부기둥은 주로 밸트 트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일

반적인 형태이다. 아웃리거 시스템은 외부기둥으로 횡력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일부를 저항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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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벽 시스템

Treasury Center(Singapore)

튜브 시스템

Sears Tower (Chicago)

가새 시스템

Century Tower (Tokyo)

다이아그리드 시스템

30 St Mary Axe (U.K)

아웃리거 시스템

JinMao Building (Shanghai)

횡력저항 시스템이 적용된 초고층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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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론

2.2.1 사례 1 : Kitahama Tower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크게 2가지가 있다. 건축물의 자중과 설하중 등에 의한 중력하중(수직하중), 

지진과 바람 등에 의한 횡하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중력하중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해왔지만, 최근 건물이 고층화가 될수록 횡하중에 저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중력에 의한 하중보다는 횡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힘이 건축물에 더 많은 

효과를 일으키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즉, 지진으로 발생

하는 횡력과 하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항을 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이 건축물을 고층으로 높고 안전

하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횡력에 건축물이 제대로 버틸 

수 없어서 붕괴하게 된다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지진에 대해 효과적

으로 저항을 하기 위해서 방진구조와 댐퍼 등을 이용하여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진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지어진 Kitahama 

Tower를 살펴보면서 일본에서 사용되는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The Kitahama Tower

Location Osaka, Japan

Height 209m(54floors)

Completion date March 2009

Structure New Super RC Frame 

Construction Method

2) Super RC Frame Construction Metheod

- Super beam

• 건축물의 제일 윗부분에 있는 Super-Beam은 

폭 1.5m, 높이 5m의 거대한 구조물이다.

• 이 구조물은 건축물이 횡력에 대해 저항하는데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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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 Wall

• Super-Wall은 60MPa에 달하는 고강도 콘크

리트와 인장강도가 685MPa인 51mm철근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구조체이다.

• Super-Wall의 두께는 0.9m~1.5m로 매우 두

꺼운 구조체이며, 전체적인 건축물의 자중을 

버티는데 저항하는 구조체이다.

- 그 외 구조물

Connecting Column Support Column Viscous Damper Unbonded flat slab

• Super-beam과 건축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Super-Wall의 주위에 

위치하며, 중력하중을 

분담한다.

•Super-beam과 Connecting

 -Column을 연결해주는 

구조물로서 건축물의 진동을 

조절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로 이루어져있다.

3) 힘의 흐름

• Super-Wall에 해당하는 구조체가 축하중의 대부분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지만, 연결부위가 취약해질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Super-Wall의 주위에 있는 Support-Column과 함께 

축하중에 대하여 같이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층건물이 될수록, 축하중보다는 횡하중이 더욱더 중요하다. 

  Kitahama Tower에서 쓰는 방식은 댐퍼를 쓰는 방식인데, 수압에 의

한 방식으로 횡하중에 의한 진동과 응력을 줄여준다.



- 74 -

-댐퍼

• 종류

1) 속도비례형 댐퍼

 - 변형속도에 비례하여 저항력을 발생시키는 형태이다. 속도비례형 댐퍼의 경우에는 비교적 소진폭으로부터 

감쇠력을 발휘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능이 온도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많다.

2) 이력형 댐퍼

 - 강재 등의 하중이력에 동반하여 비선형 거동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는 형태이다. 진폭의 크기에 따라 제

진 효과가 변화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 진동레벨에 맞춘 최적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재의 소성화를 동반하는 것은 반복 하중 이력에 의하는 특성 약화에 대해 배려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강재, 납, 마찰력을 이용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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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기초

2.2.2 사례 2 : Taipei 101

1) 건물개요

위         치 중화민국 타이베이

상         태 완공

기    공    식 1999년

공  사   기  간 1999년  ~ 2004년

완         공 2004년

안 테 나 / 첨 탑 509.2m

지     붕 449.2m

최  상  층 439.2m

층     수 101층

연  면  적 412,500㎡

엘 리 베 이 터  수 59대+2대의 더블데커 승강기

건     축 C.Y. Lee

계  약  자 KTRT 조인트 벤처

건  축  주 Urban Retail Property

중화민국 타이베이에 위치한 Taipei 101은 1999년에 착공되어 2004년에 준공된 높이 약 450m의 초고층 

빌딩이다. 이전에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세계 최고층이었고, 2007년 7월 21일 버즈 두바이가 착공되기 

이전까지 Taipei 101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으며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

았다. 단면 형태에서 보다시피 원래는 L 모양으로 지었으나, 1/3정도 짓다가 흔들려 L형에서 W형으로 고치

게 되었다. Taipei 101은 지상 101층, 지하 5층 규모로 되어 있다. 건축물 높이와 지붕 높이에서 모두 페트

로나스 트윈타워를 제쳤으며, 세계 최고속 엘리베이터(16.83m/s)와 세계 최대의 신년 카운트다운 시계 기록

을 보유하고 있다. Taipei 101의 지붕은 2003년 7월 1일 완공되었다. 마잉주 대만 총통이 완공식을 주재하

였고, 그가 공식적인 지붕 완공을 알리는 황금 나사 하나를 조였다. 이 건물의 첨탑은 2003년 10월 17일 세

워졌다. 이 첨탑을 세움으로써 페트로나스 타워보다 57미터 높아졌다. 타이베이 101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반-킬로미터 높이를 넘긴 건물이다.

2) 입지조건(지반 및 기초)

Taipei 101은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지어졌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지진이 빈번하여 제진, 면진장치에 대한 고안이 필요했고, 

지반이 두터운 점토층으로 되어있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초부분 아래에 기반암까

지 도달할 수 있는 80m 길이의 기둥(pile)을 박았다. 여기에 건물 자중을 기초 하부에 

균등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약 23,000㎥의 기초판을 파일 위에 타설, 구조적인 약점을 

보강하기도 했다. 또한 바람에 의한 횡하중을 고려해서 댐퍼역할을 하는 무게 660톤

의 추를 건물 상층부에 달았고, 모서리 부위는 풍하중을 감쇄시키기 위하여 톱니형으

로 설계하였다.



- 76 -

구조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지질적, 기후적 조건 

일반 초고층 건물들의 제반적인 특징들과 더불어 Taipei 101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

다.

3) Double Tube Structure

Double Tube Structure

지진에 대한 대책으로 Taipei 101에 ‘Mega Structure’라는 공법이 채용되었다. 이것은 정사각형의 각 꼭

지점에 세운 4개의 작은 기둥을 합쳐 하나의 큰 기둥처럼 만든 것이다. 이것은 지하 5층에서 지상 90층까지 

이어져 있다. 이 구조를 검증하자, 일본의 한신ㆍ아와지 대지진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구조상 충분

히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중공부(tube)는 8개의 메가 칼럼에 횡부재로 연결되어 있고, 메가 칼

럼은 압축력(Compression)과 인장력(Tension)에 모두 저항할 수 있는 고강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일반 

고층구조건물과는 달리, 초고층(high-rise) 또는 극초고층의 횡하중이나 내진 설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갖추되 파괴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

이 횡하중을 받는 경우, 메가 칼럼은 인장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Outrigger System

Kitahama Tower에서처럼 기둥으로부터 내력을 받는 대형 횡부재(super-beam)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Taipei 101은 매 8개층을 1개단위로 쪼개어 사이사이에 횡하중 지탱 구조물인 'Outrigger'를 

설치하였다. 위 그림이 그 단면의 모습이다. 기둥 부재를 연결하는 보 부재로서 고강도 철강으로 제작되었다. 

아웃리거는 코어의 보조수단이라 할 수 있다. 즉, 코아의 변형을 조절하는 장치이므로 그 규모가 대단히 크

고 작용하는 힘의 규모도 크다. 수평방향으로 팔을 내밀고 있어서 보와 같은 형태인데, 매우 큰 전단력이 작

용하게 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특별한 장치를 두지 않는 한 강접(모멘트접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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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층 1단위 섹션

되고, 전단접합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아웃리거의 접합부

는 강접을 하게 된다. 그러나 Taipei 101의 경우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기 때

문에 하중을 받는 경우 다른 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중을 지

탱할 수 있게 한다. 

고층 건물에서는 코어월과 외주 기둥 간의 부등변위가 크게 발생할 수 있

다. 이로 인해 아웃리거에 부가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아웃리거에 지연접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연접합을 적용하는 

경우 시공 중에 발생하는 풍하중에 대해 코어월 단독으로 저항해야 하는 문제

점이 있다. 

자연접합(delay joint) 조절접합(adjustment joint)

완 공 후
100년 재현주기 풍속에 골조가 저항

코어+아웃리거 저항 코어+아웃리거 저항

시 공 중
100년 재현주기 풍속에 골조가 저항

코어만 저항 코어+아웃리거 저항

지연접합과 조절접합의 거동 차이

5) Tuned Mass Damper

Taipei 101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Mass Damper’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건물의 상

층부에 추(무게 662t)를 매달아 바람이나 지진 등의 횡하중에 효과적으로 저항(Counter-force)하여 건물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왼편에서 보는 이 거대한 추는 88층에서 92층까지 오픈된 공간에 설치

되어 있고, 직경 5.5m로 세계최대 규모이다.

주목적은 강풍에 저항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면진장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대략 2,500년에 한 번 꼴

로 발생할 수 있는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건물이 진동하는 주기와 댐퍼의 주기

가 일치할 때 가장 효과적인 재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구조 형태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직경 0.1m의 케이블 16개를 이용하여 하중을 지탱하고 있다.

Tuned Mass Damper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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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댐퍼는 바람의 하중을 40%까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진폭 35cm까지로 설계되어 있으나 댐퍼의 움

직임이 항상 가시적인 것은 아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건물의 움직임이 150cm진폭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감

쇄시킬 수 있다. 추를 지탱하는 케이블은 직경 10cm에 길이 42m이며, 유연성을 갖게 하기 위해 각기 2,000

여개의 작은 케이블로 구성하였다. 91층에 설치된 ‘Tuning Frame’은 케이블을 지지하고 건물 자체의 움직임

을 모니터링하며 케이블의 움직임을 건물의 진동에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추의 진동으로 인해 건물의 움

직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체의 점성을 이용한 댐퍼와 범퍼를 설치해 두었다.

  

Viscous Damper Bumper System

6) Saw Tooth Corner

또한 외형적으로는 모서리 부분을 톱니형으로 설계하여 풍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Double Tube 구조에서 8개층 단위로 아웃리거를 설치하였던 부분을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디

자인 되어 있다. 최대 풍속 60m/s/까지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외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물 흔들림의 30~4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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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주변 배치도

2.2.3 사례 3 : 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1) ICC(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건물개요

위         치 서 주룽(West Kuwloon)

상         태 진행 중

기    공    식 2005년

공  사   기  간 2005년  ~ 2012년

안 테 나 / 첨 탑 484m

지     붕 480m

최  상  층 476m

층     수 118층

총 면 적 280,000㎡

건     축 KPF

개 발 업 자 선홍카이

  

홍콩은 인구밀도가 높으며, 도시 전체가 교통망에 의해 접근성이 매우 높다. 또한 홍콩 사람들은 매우 경

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건물의 모양은 사각(Square)으로 하여야 했다. ICC는 건물의 스킨을 조금 

벗겨내는(peel the skin) 컨셉으로 설계하였다. 홍콩 사람들은 이 부분을 dragon's tail 이라고 부른다. 구조

적으로는 belt truss, mega truss로 되어있다. 바깥기둥간의 span은 36m이며, 사각 평면의 귀퉁이 부분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며 고층의 호텔은 그 공간을 중앙 홀(atrium)로 활용한다.

2) ICC 주변 배치 계획

배치도를 보면 가운데의 주룽역을 중심으로 11시 방향의 파

란 사각형 건물이 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홍콩국제

상업센터 : ICC)이다. 그 왼쪽에 쌍둥이로 자리 잡고 있는 

Tower 20, 21은 뉴욕, 시카고, 시드니, 멕시코시티 등지에 체

인망을 둔 미국 스타우드社의 6星급 유명 호텔브랜드인 “W호

텔”이다. 나머지 구룡역을 빙 두르고 있는 Tower 4 ~ 19는 

255m, 75층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이 아파트는 일반 주택건물

의 평당 가격보다 5배가 넘는 고가의 건물로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이다. 이 외에도 근처에 리츠칼튼 호텔과 엘리먼트 

쇼핑몰이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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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C층별 용도계획

ICC건물의 층별 용도 계획

ICC의 층별 계획을 살펴보면 일단 4개의 아웃리거가 적용되었다. 맨 저층의 로비위에 6개 층의 포스트텐

셔닝 아웃리거(Post-Tentioning Outrigger)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에는 14개층의 사무실 계획되어 있다. 

첫 번째 Steel Outrigger위에는 Skylobby와 사무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두 번째 Steel Outrigger위에는 사

무실과 전망대 들어간다. 마지막 Steel Outrigger 위에는 6星급 호텔이 들어설 계획이다.

4) Mega Column

초고층 건물은 일반건물에 비해 바람 등에 의한 횡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에 지진, 풍하중이 횡력에 

대하여 어떻게 진동반응을 하며 횡력저항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하여 최적의 설계 필요하다. 풍하

중에 의한 건물 전체가 탄성적으로 흔들림으로써 외력이 분산된다. 이때 구조체가 인성을 발휘하여 구조 시

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세부설계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이다. 여기서 Mega Column은 횡력에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사용된 매우 큰 단면을 가진 기둥이다. 또한 위의 층별 계획처럼 외주부에 기둥이 많지 않

아 전망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의 사용 폭이 넓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큰 하중이 전이되므로 접합부의 

상세한 해석 및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Mega Column은 아웃리거 위치 또는 건물의 최외곽(모서리 부

분)에 위치한다. 

ICC의 경우 Mega Column은 8개가 배치된다. 외각의 8개의 기둥과 가운데의 코어부분이 연결되어 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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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한다. 이로써 사무실, 쇼핑몰, 호텔의 용도에 알맞게 넓게 뚫린 공간을 만들고 횡력에 효율적으로 저

항할 수 있게 해준다.

ICC Mega Column의 배치도와 시공사진

(2000 x 3000 RC 기둥 8개소)

 

5) Outrigger System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수직부재에 작용하는 과도한 하중은 수직부재를 과도하게 축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기둥 축소량(Column Shortening)이라고 하며, 각 수직재 별 축소량 차이에 의한 부등축소량 사용성

과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웃리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의 경우 아우트리

거 트러스를 설치하여 즉시 완전 체결을 하게 되면  코어부와 기둥 사이의 부등 축소로 인하여 아웃리거 트

러스에 과도한 응력을 유발되어 문제가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웃리거는 철골과 철근콘크리트를 동시에 사

용하기 때문에 시공성도 저하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ICC에서는 3개의 

Steel Outrigger Truss와 1개의 Post-tensioning Outrigger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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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Outrigger System

- Post-Tensioning Outrigger

6F의 첫 번째 아웃리거와 메가컬럼 시공 모식도

일반적인 아웃리거는 철골을, 나머지 골조 및 코어는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종공정에 따른 시

공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스트텐션닝 아웃리거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대표

적인 사례로 호주 시드니에 2003년 완공된 World Tower(84층, 260m)가 있다.  이 건물의 단변방향 폭이 

28m로 건물의 세장비는 9:1로 매우 세장하기 때문에 풍하중에 의한 건물의 사용성과 횡력을 저항하기 위하

여 새로운 기술이 아웃리거 시스템에 적용되었다. 이 건물에 적용된 아웃리거 시스템은 단변방향에 설치되었

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철골트러스가 아닌 두께 400mm의 철근콘크리트 벽체에 포스트텐션닝을 도입한 포

스트텐션닝 아웃리거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아웃리거 트러스는 다른 구조요소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아웃리

거 층의 높이가 높아야 하지만 건축적 제한 때문에 일반적으로 2개 층 높이 정도를 사용한다. 하지만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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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의 경우 구조벽체를 8개층의 다이아몬드형으로 사용하여 건축적, 구조적 효율성을 모두 높였다. 따라

서 건물의 강성은 크게 증진되어 동일한 세장비의 건물이라면 설치되어야 할 감쇠장치가 불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ICC 건물 첫 번째 Outrigger에 Post-Tensioning System을 5층의 높이로 적용하여 아웃리

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 Steel Outrigger

ICC는총 4개의 Outrigger System 중 3개의 Outrigger가 Steel Outrigger Truss를 사용하였다. Steel 

Outrigger Truss의 중요한 점은 아래 시공사진과 같이 접합부이다. 하중의 흐름이 트러스를 통해 외각의 

Mega Column으로 가기 때문에 접합부 설계와 시공에 많은 주의를 해야한다.

Steel Outrigger Joint 부분 시공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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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론 

2.3.1 Green High-rise Building의 필요성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한정된 자원인 화석연료의 고갈과 더불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은 이제 더 이상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 예측되는 일들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들을 겪으면서 근래에 들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축방안에 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공동의 단체를 조직해 법적 기

준을 만들어 국가별 이산화탄소배출량을 통제하고 관리할 방안을 찾기에 이르렀다. 가까운 미래에 모든 국가

들이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Participation in the Kyoto Protocol, where dark green indicates countries that have signed and ratified the treaty, yellow 

is signed, but not yet ratified, grey is not yet decided and red is no intention of ratifying. The only country that has no 

intention of ratifying the Kyoto Protocol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교토 프로토콜 

각 국가는 한계탄소 배출량에 제한을 받게 되고, 사용되는 모든 재화에는 만들어지기까지 방출된 탄소량이 

간접적으로나마 표시가 될 것이다. 즉, 산업 전반 모든 분야에 걸쳐 탄소배출에 관해 통제받게 되고, 그것과 

관련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생산과 판매에 제재를 받게 되는 시대가 올 것

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건축분야역시 그 동참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럽에 비해 

초고층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들의 제재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

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초고층빌딩은 밀집되어서 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에

너지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보다, 수직으로 자원들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에너지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 초고층을 지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아시아 국가들은 친환

경적인 초고층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ACBC2009는 아시아 초고층빌딩 기술을 이끄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모여  학문

적, 경험적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며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2.3.1 구조분야가 Green High-rise Building에 기여할 방법

앞서 초고층에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기에, 우리 구조팀에서는 구조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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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High-rise Building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토론해 보았다. 토론 결과, 초고층빌딩의 건설

에 사용되는 재료와 관련해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었다. 먼저, 실제 초고층빌딩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의 양

을 줄이거나(재료를 만드는 행위는 탄소를 발생한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그 재료를 만드는 직접적으로 자

원소모량이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앞으로 `Indirect effect`로 지칭한다.)이 있다. 다음으로, 지어진 건

물의 적절한 보강을 통한 건물 수명연장으로 간접적으로 자원소모량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앞으로 

`Direct effect`로 지칭한다.)이다. 

우리가 Direct effect로 분류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Making cement from CO₂,  2. Using Recycled materials,  3. Cement Zero Concrete

Direct Effect for Conservation of Environment

즉, 재료의 제작방법과 재사용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직접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이다. 비록, 초기연구단계에 머물러 있긴하지만 많은 연구소와 업체들에서 위와 같은 재료들을 실용화 

시킬 방안들을 연구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상당히 다양한 각도에서 실질적으로 탄소배출량과 자원소모

량을 감축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심지어 일본의 케이스 스터디, 

Kitahama Tower에서는 ECC(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라는 향상된 부재능력을 가진 보의 현

실적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direct effect로 분류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FRP(Fiber Reinforced Polymer),  2. Reinforcement of connection point,  3. Post-tension

Indirect Effect on Conservation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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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을 통한 빌딩의 수명연장은 결과적으로 폐기물 발생량과 재료소모량을 줄 일수 있고, 건물

의 수명이 다함으로써 요구되는 새로운 건물의 등장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 결함에 결정적인 접합

부의 보강방법과 향상된 보강능력을 가진 FRP(Fiber Reinforced Polymer)같은 재료의 개발이나, 

Post-tension과 같은 물리적 보강방법의 연구 등이 초고층 빌딩의 유지관리에 사용될 수 있다.

즉,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를 상호보완하여 초고층빌딩에 적용하게 된다면 초고층 빌딩이 환경친화

적으로 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2 적극적인 디자인으로의 접근 

위에서 언급한 재료적인 측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이라는 평가지만, 무엇인가 소극적이라는 의견들

이 나왔다. 그래서 구조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structure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방법을 적용할 분야를 찾아보

았다. 토론결과 제로에너지 빌딩을 지향하며 설계된 몇 개의 계획단계 초고층빌딩의 케이스스터디를 할 수 

있었다. 우선, 제로에너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BedZED Zero Energy Housing in the UK

A zero energy building (ZEB) or net zero energy building is a general term applied to a building 

with zero net energy consumption and zero carbon emissions annually. Zero energy buildings are 

autonomous from the energy grid supply - energy is produced on-site. This design principle is 

gaining considerable interest as renewable energy is a means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uildings use 40% of the total energy in the US and European Union.

            

            The Pearl River Tower,Guangzhou, China           “Bow” Project,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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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을 초고층에 그대로 적용하여 위 그림과 같이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상과 층간공

간을 통하여 스스로 전력을 생산해내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존재하였다. 또한, 다이어그리드구조(외곽의 

다이어그리드가 구조체이므로 Inner부재를 없앨 수 있다.)를 통해 이루어진 Air Barrier를 통해 에너지측면

에서 절감을 가져오는 방법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초고층빌딩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한낱 상상

의 건물일 뿐이다. 즉, 이런 형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더 친환경적인 요소가 반영된 초고층건

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재료능력보다 뛰어난 대체재료의 개발이 뒤따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3.3 새로운 재료의 개발

건축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콘크리트나 철강 등 모든 자재를 만드는 것은 자연의 상태의 

것을 인위적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의 피해는 동반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환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자재를 쓸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고강도의 콘크리트와 철근을 씀으로써 건축물의 내구성을 증가시켜 건축물

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점과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제 소개할 ECC라는 

소재는 그러한 점에서 매우 유리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콘크리트는 원래 압축에 강하고 인장에 약한 소재

이다. 그 때문에 구조물에 사용될 때에는 인장에 강한 철근과 조합시켜 철근 콘크리트로 사용한다．ECC의 

특징은 비닐론 섬유를 넣어 균열이 발생한 후라도 섬유가 인장력

을 부담하고 철근처럼 콘크리트에 잘 달라붙고 강도도 좋다. 통상 

콘크리트의 경우 처음에 발생한 균열이 점점 확산되고 그대로 파

괴에 이른다. 그러나 ECC의 경우 발생한 균열이 섬유에 의하여 

계속 연결되고 균열은 확대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계속해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지만 단숨에 파단하지 않고 인성은 점점 강해진다. 

인장 종국 변형이라고 불리는 인장력에 대한 재료의 변형 성능을 

비교하면 ECC는 모르타르의 200배이고 철근 항복 레벨의 20배에 

해당한다. 이 우수한 성능에 의하여, ECC는 고층 맨션의 연결보나 토목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에 채용되고 

있다. ECC와 같은 고성능 구조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

은 고성능 재료의 사용은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켜 건설폐기물 발생기간을 길게 하고 따라서 자연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토론의 흐름을 통해 이번 ACBC2009의 주제인 Green High-rise Building을 만들기 위해 구조

분야에서 보여 주여야 할 노력을 결론지어 본다. 즉,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며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특징을 

갖는 초고층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구조 능력면에서 더 향상된 재료를 개발하여 건물을 

짓고, 발전된 구조 보수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건물의 사용연한을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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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UILDING ENVIRONMENT

3.1 Natural Ventilation 

3.1.1 더블 스킨 (Double Skin)

 현재 대부분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커튼월(Curtain Wall) 구조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창호의 크기 자체가 

제한적이고 상층에서는 바람이나 건물 자체의 에너지 효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창문을 거의 열지 못하는 현

실이다. 따라서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부분을 기계환기설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

우 크다. 이에 일반적인 주상복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더블스킨과의 환기 성능 및 에너지 소비량의 비교를 

통해 기존 창호 컴팩트형 더블스킨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1)기존창호(커튼월)의 문제점

 ① 냉방 에너지소비 - 일사 노출이 과다하고 내부 차양 적용으로 냉방부하에 의한 에너지소비가 많다.

   ② 소음공해 – 큰 도로변 소음 공해가 심하고 그로 인한 자연환기가 어렵다.

 ③ 실내 공기질 - 냉,난방 및 소음공해로  인한 자연 환기의 어려움으로 실내 공기질이 저하된다.

3.1.2 더블스킨의 원리      

여름 : 여름철에는 공기가 아래쪽으로 유입되어 차가운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고 중공층에서 온도가 상승한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방출되므로 냉방부하 절감에 효과적이다.  

겨울 : 겨울철에는 여름철과 같이 아래쪽으로 유입되어 중공층 안에서 따뜻해진 공기가 위쪽에서 유입되어

난방부하 절감에 효과적이다.

 

여름/겨울별 더블스킨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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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 에너지 소비량

3.1.3 냉방에너지 소비량 분석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냉방에너지 소비량은 SFS를 사용했을 때의 보다 FDFS – 더블스킨을 사용

했을 때의 65%나 절감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8월 ~ 9월 사이 최대 냉방부하가 예상되는 계절에 실험한 

결과로 65%라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1.4 자연환기율 비교 (8시~18시)

15℃일 때 보다 20℃일 때 공기의 대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 기존의 커튼월의 환기량과 더블창호      

를 통한 환기량의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커튼월 환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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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EMS 

3.2.1 BEMS란 무엇인가?

1) BEMS의 정의

BEMS는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뜻하는 말이다. BEMS는 실내 환경과 에너지의 성능

의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빌딩 관리 시스템으로 장비 혹은 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에너지 소비량을 수집하

여 이의 적절한 평가를 거쳐 최적의 자동제어 구축, 비효율적 운영 장비 파악, 에너지 소비분석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BEMS의 주요 대상으로는 빌딩에 있어서의 공조설비 및 위생설비, 전기설비, 조명설비 등 건축 설비분야

이며, 이러한 설비들을 각종 센서 및 제어장치에 의해 실내 환경이나 설비의 상황의 모니터링 및 운전관리, 

자동제어를 통해 빌딩건물에 있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BEMS라는 

용어를 통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번 ACBC 워크샵을 통해 홍콩에서는 BIMS 혹은 IBMS라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BEMS와 일치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2) BEMS의 도입 배경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ACBC 워크샵에 참여한 일본 그리고 홍콩, 3개국 모두 에너지 자원 수급의 해외 의

존도가 높은 나라로써, 특히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초고유가 시기임에도 수입에너지의 소비는 감소하지 않

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에너지 소비분야 중 건물분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기술개발 및 적용은 매우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어왔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

자가 요구되어 왔고, 대한민국의 경우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일본의 경우는 이미 건물 에너지절약이 

보편화되어 있다. 

건물 에너지 사용은 설비시설의 운전 및 관리와 연관성이 깊다. 예를 들어 여름철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이 

건물의 총 부하 중에서 냉방부하라는 측면은 냉방부하가 피크전력과 전력예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겨울철 또한 난방부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방

법으로는 건축물을 계획할 때부터 고려하는 방법과 설비 장비의 운전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특히 건축 

설비분야에 있어서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과 함께, 에너지 소비량이나 환경보전을 고려한 설비 시스템의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건축 설비 시스템의 각종 성능을 적절하게 유

지하면서 동시에 한층 더 개선해 쾌적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BEMS

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각종 제어기술을 도입하여 상당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

 

3) BEMS의 기능

최근 인텔리전트 빌딩을 지향하는 일반적인 대규모 빌딩에는 설비관리 시스템, 시설관리 시스템까지 포함

한 통합 시스템이 도입되는데 BEMS는 건물자동화(BAS),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설비관리 시스템

(BMS), 시설운용 지원 시스템(FMS)등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EMS의 주요 

기능은 건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절약, 그리고 시설 관리의 최적함을 도모함과 동시에, 데이터나 분석 

결과의 비주얼화에 의해 감시가 가능하며, 데이터를 수집해 기기 운전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는 계측 데이터로부터 각종 데이터자료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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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MS의 시스템 방식

BEMS의 시스템 방식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이다. 중앙 

메인 컴퓨터가 있고 설비시스템 역시 중앙 기계실을 통해 각 재실로 나아가는 형태의 시스템으로써 기존 건

물에서 많이 사용한 시스템에 BEMS의 개념을 더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분산 지능형 BEMS시스템이다. 첫 번

째가 중앙 집중형 설비였다면, 분산 지능형 BEMS시스템은 중앙 메인 컴퓨터와 각 설비시설이 여러 개로 분

산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첫 번째 시스템과 달리 각 설비별로 개별제어가 중앙집중설비시스템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에 제어가 더 용이한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완전 분산 BEMS시스템이다. 

이는 기존 방식을 뒤엎는 시스템으로써, 중앙 컴퓨터가 없이, 개별 장치를 통해 개별제어를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각 기기별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BEMS Level 구분

BEMS와 관련된 기술이 체계화되고 발전된 일본의 경우 BEMS의 Level을 4단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

다. Level 0에서 Level 3까지의 차이는 전체 에너지 종별 큰 규모의 에너지 소비를 분석하는 수준에서부터 

특정기기, 말단 세부기기까지 계측하는 수준까지의 차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체계적 등급

을 나눌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기에 현재는 일본의 분류법을 참조해 나가는 실정이다.

3.2.2 각 나라별로 BEMS의 적용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이번 ACBC 워크샵에서 BEMS빌딩의 사례로 다룬 건물은 2008년 6월에 완공된 삼성 사옥

이다.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하 8층에서부터 지상 44층의 건물로써 한국 최대기업 삼성의 오피

스 빌딩이다. 먼저 삼성사옥에 BEMS를 구현하기 전 건물 에너지 성능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 성능 

평가에서 설비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해 당초 기대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운용 단계에서 건물

의 성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것은 거물의 운전 데이터나 실측 데이터를 기초로 예측 

결과와의 비교를 실시하고, 개선을 도모해 이상적인 운전에 접근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BEMS를 적용하였

다.

삼성사옥에 적용된 BEMS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제어시스템(BAS)과 비교해 볼 때, 계량, 계측기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주요장비에 대한 원격감시, 제어 이외에도 에

너지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의 관리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중앙제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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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BEMS 적용 전 자동제어 BEMS

중앙제어 프로그램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주요 장비에 대한 원격 감시 및 

제어

-에너지원별, 설비용도별, 계통별, 

장비별 계량 DATA관리

-에너지 사용에 대한 원인 추적 

및 분석

-에너지 소비량 자체분석을 통한 

건물의 에너지 절감

계량, 계측기
-에너지별 통합 계량

(가스, 전기, 수도)170개소

-장비별, 용도별, 계통별 계량 

369개소

관리자 -자동제어 담당자 1명 자동

BAS와 BEMS의 비교

2) BEMS 소프트웨어 구성

삼성 빌딩에 적용된 BEMS는 기본적으로 Web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 일본의 일반적인 

BEMS 소프트웨어들이 Excel 기반에서 사용되는 것에 비해 삼성의 사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 등

의 측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한, 계량 계측되는 Data들은 1분 단위로 취합되고 15분단위로 Display되

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3) BEMS의 활용

운영계획으로는 설치된 BEMS의 운영방안은 PDCA사이클 기법을 사용하여 에너지 관리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하게 되며, 각 단계별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PLAN]:BEMS의 축적 데이터에 의해 현상을 파악 [DO]: 에너지 소비량 적정화

-에너지 소비량의 비교/분석을 통한 목표치 설정

-설비운전의 잠재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한 목표설정

-실내환경 및 공조성능의 평가와 개선 목표 설정

-에너지 소비량의 분석을 통한 목표 관리

-설비에 대한 자동제어 설정치 조정 

-실내환경 및 공조성능의 감시 및 운전

[CHECK]; 에너지 절약 시책이 적절한지를 평가 [ACTION]:  에너지 절약 시책을 실천

- 에너지 소비량의 효과 및 절감양 시뮬레이션

-설비운전의 목표치에 대한 효과 검증

-실내환경 및 공조성능의 추이 분석 및 효과 검증

-에너지 소비량의 목표달성 검토 및 분석

-설비운전의 결과 재검토 및 분석

-실내환경 및 공조성능의 결과 재검토

이와같은 PDCA 단계별 운영방안은 에너지 관리를 위한 모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운영팀의 지속적이

며 원활한 협조관계를 통해 관리 될 때와 연 단위의 개선활동을 통해 에너지 튜닝의 작업을 수행할 때 더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4)도입 및 기대효과

 삼성 사옥의 BEMS 적용을 통해 건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정확한 실적관리, 분

석, 원인추정을 통한 개선대책 수립의 용이성과 건축설비에 사용되는 수면연장, 열원의 효율향상 및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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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관리 기법 향상, 부하분석에 공격적인 분석을 시작해 그에 따른 자료들을 관리운영 측면 외에도 폭넓게 

활동하게 될 것이며, 새롭게 계획되는 삼성사옥을 비롯해서 서울시청사 등에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5) 일본

요즘 건축물에서 유행이 일고있는 초고층 빌딩보다는 설비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아시

아권에서는 독보적으로 BEMS 시스템을 발전시킨 나라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BEMS가 도입되는 시기에 

있다면 일본은 보편화 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이번 ACBC에서는 모리 타워를 중심으로 일본의 BEMS

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모리 타워는 2003년에 완공된 건물로 도쿄에 있으며 지하 6층부터 지상 54층

의 건물이다. 모리 타워의 경우는 BEMS의 Level을 4단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모리타워의 경우 

Level 3의 근접한 수준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수준은 Level 2에서의 계통별 에너지 소비를 파악하고 

이상구역의 발견이나 추가 에너지 대책을 준비하는 구역의 선정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복수계통을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계통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넘어선다. Level 3의 수준은 계통별이 아닌, 

특정 기기나 기준층의 계측을 실시하고, 열원기기의 효율관리를 실시하여 갱신이나 Over Hall의 판단이 가

능하고 기준층을 중심적으로 계측하여 보다 상세한 동작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여 설비운용, 

Parameter 설정의 최적화가 가능한 수준의 BEMS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엑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웹환경을 구축하여 에너지소비의 발견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선진화된 BEMS이다. 이로 

인해 모리 타워의 경우 에너지를 기존대비 약 20%가량 절약할 수 있었다.

6) 홍콩

홍콩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BEMS와는 다른 용어로 BIMS 혹은 IBMS라는 용어로 빌딩 에너지관리 시

스템을 구축한다. 하나의 BIMS 환경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한 시스템으로 다른 빌딩과 결합하여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 특징으로 효율적이고 신뢰성있고 경제성있는 빌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홍콩의 대표적인 

BIMS의 예로서 Mega Box라는 빌딩을 소개하겠다. 이 건물은 지상 18층 규모의 빌딩으로 쇼핑과 엔터테이

너 기능을 갖춘 복합 멀티플렉스이다. 이 빌딩의 특징으로는 먼저 첫 번째로 마이크로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

하여 공조기뿐만 아니라 전기, 방재분야에 거쳐서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에너지분야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났을 시, 셔터가 작동되어 화재를 막고, 경보음이 울린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보완시스

템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에너지 관리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거쳐서 홍콩의 최첨단 이미지

와 어울러져 지능형 빌딩다운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홍콩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3 Natural Sun Light

3.3.1 개요

1) BIPV 특징

건물 외피에 전지판을 이용하는 건물외장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

자에게 공급하는 것 외에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여 건설비용을 줄이고 건물의 가

치를 높이는 디자인요소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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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 특징

2) 장점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 Building Integrated PV)은 전기를 생산하는 PV 모듈의 기능에 건축 외

장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부가가치를 도모하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새로운 기술 분야다. 건물 외피

를 구성하는 요소로 통합된 PV 시스템은 전력 생산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건물 외피 재료로서 새로운 기능

을 추가함으로써 PV 시스템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독립형

(Stand Alone) PV 시스템과 같이 설치 공간을 위한 별도의 부지 확보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이나 시설

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지지구조물이나 배선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전기부하가 발생하는 곳에서 직접 발전을 하기 때문에 송전 손실 또한 절감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또는 친환경 시설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건물의 임대 및 매매 시 일반건물보다 높은 비용으로 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3) 국내 BIPV 시장의 현황

2004년부터 시행된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조치에 따라 주택 이외의 건물에 PV를 적용해야 하

는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적용됐거나 설계되고 있는 공공건물의 PV 설치 사례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지지대를 이용해 건물 옥상에 거치시키는 형태의 불완전한 BIPV 형태로 적용되고 있

다. 이는 건물 외관의 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건축가 및 수요자들에게 큰 거부감을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건물 외관에 가장 우선권을 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PV 시스템의 건물 적용 보급을 저하시

키는 근본적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옥상에 거치시키는 현재의 형태는, 기존의 건물 외장재를 대체함으로써 

제적 이득을 본다는 BIPV의 근본적 개념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외국의 BIPV 사례에서

는 국내와 같은 옥상 거치식 방식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이유는 건물 외장재로 적용시킬 만한 다양한 BIPV 모듈이 아직 시장에 준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가들의 다양한 건축적 성능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제품의 다양성에 대한 준비가 부

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당초 PV 설치에 대한 적용 검토를 진행하던 상당수의 공공

의무화 사례에서, 설계 및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열’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지난 몇 년간의 공공의무화 

시행결과에서 PV 측의 설비투자비 비율이 지열 측에 비해 매우 낮은 현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과 함께, 대규모로 PV를 보급할 수 있는 국내 공공건물 및 상업건물의 PV시스템 보급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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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본격적 BIPV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모듈을 개발,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BIPV 시장 현황과 전망

  태양광발전 시장은 지난 수십년간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

다. 선진 OECD 국가로 구성된 IEA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PV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에 129억 

달러로 15년 전인 1992년에 비해 50~60배로 커졌으며, 이는 연평균 30%의 성장을 한 결과이다. 한편 보급 

용량 측면에서는 2007년까지의 총 누적 보급량이 7.8GW이며, 2007년 한 해의 연간 보급량이 2.3GW에 이

를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세계 P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선도국가는 독일, 스페인, 미국, 이태리, 프랑스, 한국 등이

며 일본은 2006년 주거시장의 PV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1위 자리를 독일에게 내주고 한동안 성장세가 주춤

했다. 하지만 일본 상무성은 2009년 1월부터 세계 5위의 온실가스 방출국에 대한 대처방안 일환으로 PV 모

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2050년까지 온실까지 배출량을 현재 수준보다 

60~80%까지 낮추기 위해, 향후 신축 주택의 70% 이상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일본의 PV 산업은 올해가 재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3.2 국내 BIPV 업체 및 적용 사례

1) S-Energy

에스에너지는 업계 최초로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BIPV)’을 대상으로 태양광 기술기준 시험(IEC61215)을 

통과했다. 그동안 태양광 모듈의 표준모듈에 대한 인증 제품은 많았지만 BIPV라는 특수 모듈의 인증시험 통

과는 에스에너지가 처음이다. 에스에너지는 BIPV모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

는 EVA(Ethylene Vinyl Acetate) 대신 안전유리 등에 사용되는 PVB(Poly Vinyl Butyral)을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최초로 태양전지 모듈에 PVB를 적용하였다. 이미 유럽 등 태양

광발전 선진국에서는 BIPV에 PVB를 적용, 시행하고 있으며 에스에너지는 이를 통해 BIPV 모듈의 유럽시장 

진출에 탄력을 더할 것이다. 올해 3월부터 개정된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사업은 기존 3,000제

곱미터 신축건물에만 국한되던 것을 신축뿐 아니라 증, 개축을 포함, 학교 건물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BIPV 태양광시스템의 보급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2) 코오롱 건설 기술 연구소

코오롱 건설 기술 연구소는 1985년 건설기술개발부로 시작, 건축, 토목, 환경,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기술, 공법개발에 힘쓰고 있다. 토목분야에서는 지열냉난방의 실증을 비롯, 공동주택에의 적용을 연

구중이며 터널공사에서는 탐사, 급속 시공, 지하공간과 풍막이 공법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건축분야

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처리 기술 등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전대리에 지어져 있는 

코오롱건설기술연구동은 바로 이러한 코오롱건설기술연구소의 모든 기술이 직접 적용됐다. 특히 눈여겨 볼것

은 코오롱 건설 기술 연구소에 적용된 BIPV(Building Intergrated Photovoltaic) 기술이다. 이 기술은 태양

전지 모듈을 건축물의 외피를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 전력생산이라는 본래의 기술과 건축물의 외피재료로 사

용한다. 기존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건물의 옥상이나 평지를 사용해 건설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BIPV시스템은 설치공간을 위한 별도의 부지확보가 필요없고 배선이 간편해 경제성 면에서 일반 태양광설비

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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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건설기술연구소 

(주)LG 태양광발전소 

  이 시스템은 상업용 건물에는 국내 최초로 건설기술연구소에 설치되었으

며 건출물 동남향의 수직벽면 48㎡에 유리창형 태양전지를 설치했다. 양쪽 모

서리 부분은 강화유리를 설치, 시공성 및 건자재 성능에 대한 평가데이터를 비

교,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BIPV시스템은 하루 평균 6kWh의 전력을 생산 가

정용 형광등을 약 120개 켤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연구소의 김용경 과장은 “BIPV시스템은 효율면에서는 기존의 태양광전지에 

비해 떨어지지만 건물외장재로 사용할 수 있고 설치장소와 비용 등을 합산할 

경우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Thin Film 형태의 모듈을 강화유리

사이에 끼워 넣어 만든 유리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했고 일반유리를 시공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시공됐다.

3) LG 화학

BIPV 사업에 뛰어든 LG 화학은 LG 그룹 내 공장을 BIPV 패널로 교체

하고 있다. 이는 창호나 벽면, 발코니 등 건물의 외관에 태양광 발전 모듈을 

장착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 넓은 장소가 

필요해 실용성이 떨어졌다"며 "BIPV는 태양광 모듈 자체를 건물 외벽재，

지붕재，창호재 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고 말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LG그룹이 직접 발전소를 경영하기 시작했다. 

6월 말 완공돼 지난 3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 태안 LG 태양광발전소는 지주

회사인 ㈜LG가 100%의 지분을 투자해 지난해 만든 자회사 LG솔라에너지

가 운영한다. 

이 발전소는 국내에 만들어진 태양광 발전소 중 가장 규모가 큰 14메가와트(㎿)급이다. 30만㎡ 대지에 70

인치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TV 화면과 엇비슷한 크기인 태양광 모듈 7만7000개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는 앞으로 8000가구가 쓸 수 있는 연간 19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3.4 국외 BIPV 업체 및 적용 사례

3.4.1 Kyocera Building(일본)

일본에는 태양에너지시스템의 세계적인 선두업체인 일본의 쿄세라(Kyocera)가 있다. 1997년 지어진 쿄세

라 빌딩은 일본의 BIPV 시스템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물이다. 지하3층 지상 20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BIPV 시스템을 통해 최고 전체 전력 소비량의  12.5%를 절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4.2 One peking(홍콩)

홍콩에 위치한 One peking 도 BIPV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One peking의 꼭대기 부분에 위치한 BIPV 

시스템은 2개의 얇은 태양 전지판 위에 자리 잡은 은색 다결정의 실리콘이 태양광을 받는다. 또한 태양 추적 

시스템을 달고 있어 해가 뜨는 어디든 위치하여 태양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태양 추적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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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eking building

템은 또한 태양광을 받기 위한 패널의 이동뿐만 아니라 건물 내의 태양광 유입을 막음으로 인해 작업의 능

률을 올려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로 구성된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며, 패널에 태양광을 받음

으로써 생기는 에너지를 배터리로 저장해 태양광을 막는 블라인드 에너지로 씀으로써 운용이 되고 있다. 결

국 이 시스템은 햇빛을 막는데 어떠한 다른 에너지도 사용하지 않는 자가 발전 시스템이다. 이것은 One 

Peking을 건설함으로 인해 처음 홍콩에 소개가 되었고 현재 홍콩에 지어지는 많은 건물들이 BIPV 시스템을 

적용함에 있어 One Peking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월별 태양복사열 및 에너지 생산량

3.5 국·내외 BIPV 시스템의 비교

한국과 일본, 중국의 BIPV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1988년 BIPV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로, 

BIPV 보급에 힘쓰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인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태양광 발전기 100만 가구수 확보와 

BIPV 패널 설치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일본 또한 BIPV 패널 설치비를 보조해 주고 있지만 홍콩의 경우은 

아직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정책은 미비한 수준이다. BIPV 업체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수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홍콩의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와는 반대로 홍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BIPV에 

대해 알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PV 패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아직 BIPV 에 대해서는 많은 수

가 알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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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중국

  건물명 제2 롯데월드 쿄세라 빌딩 One Peking

  건물용도 오피트 & 호텔 오피스 상가

  건물 높이 555M 95M 160M 

PV 패널 위치 On the window
On the wall and the 

roof
At the Top of building

PV 패널 특성 Glass & wall type Wall type Silver color glass

 에너지의 이용 전체 건물 에너지에 이용 전체 건물 에너지에 이용 블라인드 작동에 이용

  절감률 12.5% 9.3%

 최초 도입 시기 1988년 최초로 개발 및 이용 2000년

  BIPV 업체

S-ENERGY

코오롱 건설

LG 화학

SHARP

KYOCERA

SANYO

MITSUBISHI

-

  인지도 잘 모름 잘 모름 많이 암

  정부의 정책

태양광 발전 100만 가구 

확보

BIPV 설치비 지원

BIPV 설치비 지원 -

국가별 BIPV 시스템 비교

3.5.1 자연채광 시스템 (Natural Sun Light)

자연채광 시스템은 채광방식에 따라 분류하며 현재 적용되는 주용 시스템으로는 반사거울방식, 

OLF(Optical Light Film, 광학전송필름)을 이용한 광파이프 방식, 광덕트방식, 렌즈·광섬유방식 등이 있다.

자연채광 시스템은 크게 채광부, 전송부, 조사부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채광부는 자연광을 집광하는 부분으로 돔 도는 피라미드를 이용하여 자연광을 수광하거나 프로그램이나 

센서에 의해 태양광을 추적, 집광하는 장치들이 있다. 전송부는 집광된 빛을 덕트나 광섬유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부분이다. 조사부는 전송된 빛을 디퓨저나 렌즈 등을 통하여 실내로 산광시키는 부분이다.

1) 홍콩 상하이 은행

홍콩 상하이 은행 본점이 신축 계획에서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지상층에 있는 플라자에 가능한 한 매력적

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하여  은행 홀의 트인 곳을 거쳐서 플라자에 이르는 건물 중심부분에 

햇빛을 입사시키는 계획을 고안하였다. 이것은 이 건물의 가장 독특한 특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장치, 즉 선 

스쿠프 시스템(Sun Scoop System)으로서 반사거울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선 스쿠프는 내부의 아트

리움 꼭대기에 설치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와 평행하게 건물 남쪽 바깥에 설치되어 있다.

건물 외부의 선 스쿠프는 1년 내내 태양을 추적하여 2층 높이를 지닌 11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

를 아무 지장 없이 통과하여 건물 내부로 향하여 햇빛을 반사하고 있다. 내부의 거울은 아트리움 윗부분 전

체에 걸쳐 만곡한 스크린을 형성하여 트인 곳을 거쳐서 유리 소피트(glass soffit)를 투과하여, 플라자 바닥

까지 자연광을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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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

미나토미라이센터 빌딩

홍콩 상하이 은행

독일의 Metalbau Mockmuh사가 조립한 외부의 스쿠프는 각

각 24개의 거울을 장치한 20기의 알루미늄 가대(rack)로 거울 

가대의 조절장치는 홍콩의 경우는 하지와 동지 사이에는 태양이 

45도 이동한다는 계절적 변동을 근거로 태양을 추적하도록 되

어 있다. 이를 위하여 Solar프로그램과 Fshaft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태양광이 아트리움의 바닥에 입사되는 것을 평가하였다. 

IBM의 퍼스널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했을 때 일 년 내내 동일한 

궤도를 통과하여 태양광선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가대는 1시간마다 조금씩 방향수정을 하며, 선형 액튜에이

터(linar actuator)는 거울을 조작해서 1분간에 0.5mm의 비율

로 작동하고, 이 때 모터의 기어비는 18,000:1이 필요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건물 안의 사람들에게 눈을 현혹시키지 않

고, 가능한 한 많은 빛을 보낼 수 있도록 내부구조상의 장애물을 되도록 피할 수 있는 궤적으로 빛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2)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 설계안에서 주목할 점은 지진과 풍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건축물의 가운데가 비어있는 중공형구조

(Interface Void, 中空形)로 옥상 첨탑부의 반사경(Heliostat 

System)을 활용해 태양광이  대나무처럼 텅 빈 건물중심을 통

해 저층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헬리오스탯 시

스템은 태양의 궤도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과 태양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1차 반사거울인 헬리오스탯

(Heliostat)이 태양을 추적하며 빛을 집광하여 Aiming이 되어 

있는 2차거울로 반사시켜 자연광을 유입하는 시스템으로서 빛

의 직진성을 이용하여 별도의 전송부 없이 빛을 전달하며 저층

부까지 태양광을 유입할 수 있다.

 

3) 미나토미라이 센터 빌딩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센터 빌딩에 적용된 자연채광 시스

템은 광덕트 시스템(Lighting Duct System)이다. 아트리움의 상

단에 설치된 3개의 반사거울은 자동으로 태양의 궤적을 추적하

여 태양광을 아트리움 내로 도입시킨다. 이 때 아트리움의 벽면

은 수직 광덕트(Vertical Lighting Duct)의 역할을 하며 아트리

움의 덕트 벽에 따라 아트리움의 최하층까지 자연광이 도달하게 

된다. 또한 각 층에서 아트리움의 측벽을 향해 난 채광 유닛을 

통해 수광된 자연광은 천정의 Plenum 공간에 설치된 반사율 

95%이상의 전송덕트를 거쳐 천장면에 설치된 발광부를 통해 실

내 사무공간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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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친환경 인증제도 및 COMPARISON

3.6.1 각국 초고층 건물 특징 비교

한국 일본 홍콩

총면적 223,170 km² 337,873 km² 1,104 km²

인국 72,285,392 127,590,000 7,008,900

인구밀도 328.48/km² 337.6/km² 6054.5/km²

토지 자원 양호 양호 제한됨

인동간격 중간 중간 매우 조밀

초고층 건물 현황 151 인천타워(587m) 도쿄 타워(333m)

THE INTERNATIONAL

COMMERCE CENTRE

(118 FLOOR, 484m)

에너지 보존에 

관한 규정

Notification 2004-459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Energy Conservation on 

Law
Building Energy Code

국가별 초고층 건물 비교

3.6.2 친환경 인증제도

친환경 인증제도란 에너지절약,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

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주기(Life Cycle)중에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피

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 등을 줄이고, 생태성이 우수한 친환경적 건축물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온실가스와 산성비 원인 가소, 오존층 파괴가스, 폐

기물 등의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에 있어서 친환경적

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한국의 인증제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제도를 각각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1999년 10월~2000년 12월 기간 동안 건설교통부

의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제도’ 와 환경부의 ‘그린빌딩 시범인증제도’를 통해 총 25개 공동주택에 대한 

시범인증이 이루어졌다. 이 후 두 제도를 통합하여 2001년 12월에 통합된 친환경 건축물 인증평가 기준이 

마련되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는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까지 확충되었다.

ACBC 2009 Workshop 설비분야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목적은 한국, 일본, 홍콩 3개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과 초고층 건물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으로 각 나라의 특징을 알아

보고 각국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보완 및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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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홍콩

명칭
GBCC 
=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CASBEE 
=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HK-BEAM 
= Hong Kong  Building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규정  의무사항없음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지역에
서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적
용

의무사항없음

과정
1. 지원
2. 평가 
3. 인증

1. 지원
2. 평가 
3. 인증

1.Eligibility 
2.Initiation    
3.Guidance 
4.Certification 
5.Appeals Process 
6.Disclaimer

평가항목

§ 실내환경
§ 에너지
§ 재료 및 자원
§ 생태환경
§ 수자원
§ 토지 이용 및 교통

§ 에너지 효율
§ 자원 효율
§ 실내환경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에너지효율
§ 자원효율
§ 생태환경

평가등급시
스템

최우수(Excellent) 
우수(Very best)

S ( E x c e l l e n t ) , A ( V e r y 
Good),B+(Good),B-(Fairly 
Poor),C(poor)

Very Best 
Excellent

   한국, 일본, 홍콩의 친환경인증 제도 비교

  

                       

등급
GBCC(한국) CASBEE(일본) LEED(미국) BEAM(홍콩)

평가항목 비율(%) 평가항목 비율(%) 평가항목 비율(%) 평가항목 비율(%)

1 실내환경 23 실내환경 20
에너지 및 

대기
25 에너지 43

2 에너지 17 에너지 20 실내환경의 
질

22 실내환경 26

3
재료 및 

자원 16 실외환경 15
지속가능한 
부지계획 20 토지이용 13

4 생태환경 14 에너지 15 자원·재료 19 자원·재료 11

5 수자원 10 자원·재료 15
수자원 
효율 7 수자원 7

6 유지/관리 7 부지 외 환경 15 디자인 
혁신성

7 - -

7 토지이용 5 - - - - - -

8 대기오염 4 - - - - - -

9 교통 4 - - - -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각국 친환경 인증제도 비교



- 102 -

등급 GBCC(한국) CASBEE(일본) LEED(미국) BREEAM(영국)

1
공기환경

(58)

휘발성 유해물질 

방출자재 사용

온열환경

(35)

실온제어

공기환경

(61)

건축자재 

유해물질 억제

빛환경

(40)

적절한 

일조여부

현휘 제어 

시스템흡연 노출 방지 시공 중 IAQ 

관리계획습도제어급배기구 설계
Ballast 설치자연 환기 도입 자연환기

공기정화 조명가이드 

준수
CO2 감지 

시스템

공조방식건축자재 

유해물질 억제
실내 화학제 

및 오염원의 

제어

조명 

제어장치

2

쾌적한

실내

(26)

휴식공간
음환경

(25)

소음

온열환경

(13)
열적 쾌적성

공기환경

(27)

환기

가습기 설치차음

실내환경 필터 유무
흡음 환기 여부

3
온열환경

(7)

자동 온도 

조절장치

빛환경

(25)

주광

빛환경

(13)

자연광 이용과 

조망

온열환경

(20)

열 쾌적성 

수준

눈부심 대책  냉온수 

시스템
조도

열적 부하 

제어 시스템조명제어

4
음환경

(7)
실내 허용 소음

공기환경

(15)

오염원 관리
유지관리

(13)

유지관리 

시스템 제어 

기능

음환경

(6.6)

실내 허용 

소음
환기

운영계획

5
노약자

배려(2)

노약자, 장애우 

배려
- - - -

유지관리

(6.6)

냉각탑 

유지관리

각국의 친환경인증제도 평가항목

각국의 초고층 건물 친환경인증 사례 중 한국의 서울 삼성동 I PARK, 홍콩 Shatin Government Offices, 

일본 The Kansai Electric Power Building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PARK

한국의 I PARK는 Life Cycle을 고려한 유연한 평명 계획, 디-워터링 시스템 적용, 인터넷을 통한 초고속 

네트워크 구축, 물 절약 시스템 & 물 투과성 도로 구축, 환경마크 인증 제품 사용 등의 특징이 있다. 

                    

site 32,259 m²

construction area 2,960.50 m²

total area 146,482.92 m²

the building to land ratio 9.18%

lafscape ratio 50.63%

the number of households 449

인증등급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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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atin Government Offices

홍콩의 Shatin Government Offices는 전면 유리로 태양열 흡수를 줄이고 자연 채광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의 외피를 설계하였고, 이중유리 커튼월 시스템으로 태양열 흡수를 최소화 하고, 온열 쾌적성

을 증대시켰다.  차양 및 Vertical concrete fins 으로 건물을 통과하는 직사 일광을 막기 위해 설계하였다.

                 

Owner/Developer Hong Kong SAR Government

GFA (m2) 

Assessed
33,800 m2 

Architect Chan Kan & Associates Ltd. 

E&M Engineer Parson Brinckerhoff (Asia) 

Ltd. 

Location
1 Sheung Wo Che Road,

Shatin, New Territories.

인증등급 PLATINUM

3) The Kansai Electric Power Building(일본)               

일본의 The Kansai Electric Power Buildings은  task and ambuient 공조시스템, Low-e 유리창 설치, 

광섬유를 통한 초고속 네트워크 , Intelligent Illumination, 물 재활용 시스템, BEMS 적용, installation of 

grey water system (using streamlet)의 특징이 있다.

                   

 Location  Osaka

 Completion  2004.12

 Site area  21,089m2

 Total floor area  106,483m2

 Stories  B5~41F

 인증등급  S:EXCEL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