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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의 최적위치에 미치는 구조요소의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Influence of Structure Elements 

on Optimal Location of One-Outrigger System

김 형 기1)*

Hyong-Kee Kim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an influence of the structure elements on the optimal location for one-outrigger system in tall 
building by using MIDAS-Gen. In this investigation, the analysis parameters were the outrigger position and the stiffness of main
structure elements such as shear walls, outrigger systems, exterior columns connected in outrigger system and frames not to be 
connected in outrigger system. For the objective of finding out the optimal location for one-outrigger system in high-rise building, 
we studied the lateral displacement in top level of 80 stories buil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outrigger location and the stiffness of main structure elements such as shear walls, 
outrigger systems, exterior columns connected in outrigger system and frames not to be connected in outrigger system had an 
influence on the optimal location of one-outrigger system. In addition, it is showed that the research results can be very useful in
obtaining the structure design data for looking for the optimal location of one-outrigger system in high-ris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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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고층건물에 대한 구조설계를 실시하는 경우에 건물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풍하중과 지진하중과 같은 수평하중의 

영향이 지대해지면서 특히 수평강성 (Lateral Stiffness)에 대

한 요구가 매우 커짐에 따라서 최적의 횡력저항 구조시스템

을 선택할 수 있는 초고층건물에 대한 구조설계 엔지니어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초고층

건물에는 여러 종류의 횡력저항 구조시스템이 개발되어 실

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강성골조-전단벽 

(Rigid frame-shear wall) 구조시스템, 브레이싱 (Bracing) 

구조시스템, 튜브 (Tube) 구조시스템, 아웃리거 (Outrigger) 

구조시스템, 다이어그리드 (Diagrid) 구조시스템, 메가프레임 

(Mega frame) 구조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횡력저항 구조시스템 가운데에서 아웃리거 구조시스

템을 적용한 초고층건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아웃리거 구조가 다른 횡력저항 구조시스템과 비교

하여 수평하중에 대한 수평강성을 확보해야 하는 초고층건

물에서 구조적인 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고층건물의 횡력저항 구조시스템으로 아

웃리거 구조를 선택한 경우에서 아웃리거를 설치하는 위치

에 따라서 초고층 건물의 수평강성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서 

최적의 아웃리거 설치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주목

해야 할 구조설계의 핵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저자는 단일 아웃리거 구조로 설계된 초고층건물

에서 아웃리거의 최적위치를 찾기 위하여 주요한 구조요소

의 강성과 아웃리거 위치를 변수로 한 구조해석을 실시한 후

에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Kim, 2013). 그러나 상기의 연구

에서는 아웃리거의 최적위치에 대한 기존 제안식과의 비교

분석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웃리거의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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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al elements of surrounding stories to install 

outrigger structure system in bas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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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modelling (b) Section

Fig. 2 3D modelling of basic model

Table 1 Summary of design load in the structure design of 

this study (Kim, 2013)

Types of load Load amount or load parameters

Dead load 4.0kN/m2

Live load 2.5kN/m2

Wind load

Basic wind speed(Vo) 30m/sec

Importance factor(Iw) 1.1

Exposure category B

Gust factor(Gf) 1.686

Seismic load

Zone factor(S) 0.22

Site class(type of soil) SB

Response modification factor(R) 5

Importance factor(IE) 1.2

위치에 미치는 주요 구조요소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이고 구

체적인 분석도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의 아웃리거 구조시스템 건물과는 차

이가 있는 단순화된 가정으로부터 실시된 Taranath를 비롯한 

아웃리거의 최적위치에 관한 기존 연구 (Taranath, 1997; Smith, 

1981; Coull, 1989)를 보다 실증적인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

존 본인의 연구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런 목적을 위하

여 1개의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이 배치된 초고층건물에 대한 

아웃리거의 위치와 아웃리거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

요소 (전단벽, 아웃리거, 아웃리거와 연결된 기둥, 아웃리거

와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 등을 변수로 한 구조해석

을 실시한 결과를 아웃리거의 최적 위치에 미치는 구조요소

의 영향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기존 아웃리거 최적위치에 

대한 제안식과의 비교분석도 실시하여 보다 적절한 아웃리

거의 최적 위치를 찾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개의 아웃리거가 설치된 80층의 건물을 대상으

로 하였고 구조해석과 구조설계를 위하여 MIDAS-Gen 8.00

을 사용하였다.

2. 해석모델과 해석방법

2.1 해석모델

본 논문에서는 단일 아웃리거를 배치한 초고층건물의 아

웃리거 최적위치를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해석모델

을 설정하였다. 구조해석 모델에 대한 구조평면은 가로 6개 

경간인 60m, 세로 3개 경간인 36m로 Fig.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구조해석에서 건물 중앙의 코어는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기둥은 콘크리트충전 강관 (Concrete Fillled Tube) 

구조, 아웃리거와 보는 H형강으로 설계하였다. 본 해석모델

의 대상 건물은 층고 4m, 층수 80층으로 건물의 전체높이는 

320m로 설정하였다. 본 해석모델 가운데에서 아웃리거를 대

상건물의 중간 높이인 160m에 둔 모델 (이하, 기본모델)을 

Fig. 1, 2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Fig. 1에서는 아웃리거가 배

치된 주변층의 구조골조를 표시하였다. Table 1에 본 구조해

석 대상인 건물에서 가정한 설계하중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

였다.

또한 본 구조해석에 사용한 구조재료는 기둥과 전단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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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lateral displacement under wind loading 

in basic model

Table 2 List of main structure members in basic model (Kim, 

2013)

Types of 
member

Name of 
member 

Stories Used section Notes

Shear 
wall

W1

1~10 Thickness=1,300mm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11~20 Thickness=1,200mm

21~30 Thickness=1,100mm

31~40 Thickness=1,000mm

41~50 Thickness=900mm

51~60 Thickness=800mm

61~70 Thickness=700mm

71~80 Thickness=600mm

Outrigger OT1, OB1, OBRS
H1500×1000
×150×150

Steel structure
(H shaped steel)

Column

C1, C2, 
C3

1~10 Φ1400×50

Concrete filled 
tube (CFT) 
structure

11~20 Φ1400×40

21~30 Φ1300×40

31~40 Φ1300×30

41~50 Φ1200×30

51~60 Φ1200×25

61~70 Φ1100×25

71~80 Φ1100×20

C4, C5

1~10 Φ1900×50

11~20 Φ1900×40

21~30 Φ1800×40

31~40 Φ1800×30

41~50 Φ1700×30

51~60 Φ1700×25

61~70 Φ1600×25

71~80 Φ1600×20

Girder G1

1~10 H920×700×40×60

Steel structure
(H shaped steel)

11~20 H920×650×40×60

21~30 H920×600×40×60

31~40 H920×550×40×60

41~50 H920×500×40×60

51~60 H920×450×40×60

61~70 H920×400×40×60

71~80 H920×350×40×60

콘크리트는 설계기준 압축강도 (fck)가 90MPa, 기둥, 보, 아

웃리거의 철골재료는 SM570으로 설정하였다. 

2.2 해석방법

본 구조해석에서는 대상 건물의 아웃리거가 160m에 설치

된 기본모델에 대하여 최신의 구조설계기준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09)을 만족하도록 계획설계 (Schematic 

Design) 수준의 구조설계를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풍하중에 대하여서는 대상 건물의 최상층에 발생하는 수평

변위를 건물 전체높이 (H)의 1/400 이내에 들어오도록 여러 

차례의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진하중에 대해서도 

등가정적해석과 응답스펙트럼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3에 X

방향과 Y방향의 풍하중에 의하여 기본모델에 발생한 수평변

위의 분포를 각각 표시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절차로 구조설

계를 실시하여 본 연구 대상 건물의 기본모델에 대한 전단

벽, 아웃리거, 기둥, 보의 단면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기본모델에 대한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를 찾기 위

하여 5개층 간격으로 아웃리거 만을 건물의 위아래로 이동

하면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상층 수평변위가 가

장 적게 발생하는 아웃리거에 대한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하여 최상층 수평변위가 가장 적게 나타난 아웃리

거 주변에서는 1개층 간격으로 구조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4에서 대표적으로 5층, 40층, 60층에 아웃리거가 있는 경우

에 대한 각각의 수평변위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아웃리거의 

위치에 따른 최상층의 수평변위 분포도 동시에 표시하였다.

3. 구조해석에 대한 결과와 분석

단일 아웃리거 구조가 배치된 건물에서 아웃리거의 최적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아웃리거의 위치와 아웃리거 구조의 

주요한 구조시스템 (아웃리거 구조,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된 

외곽기둥, 전단벽,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을 변수로 채택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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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of lateral displacement in top level about 

basic model

Table 3 Summary of analysis variables in this study

No.
Modelling 
method

Outrigger stiffness
(I)

Column stiffness
(EA)

Shear wall stiffness
(I)

Frame stiffness
(I)

Outrigger location Remark

1

Total model

I EA I I

0.0H~1.0H

Standard model

2 2.42I EA I I -

3 0.36I EA I I -

4 0.22I EA I I -

5 0.07I EA I I -

6 I 2.42EA I I -

7 I 0.36EA I I -

8 I 0.22EA I I -

9 I 0.07EA I I -

10 I EA 2.42I I -

11 I EA 0.36I I -

12 I EA 0.22I I -

13 I EA 0.07I I -

14 I EA I 0.5I -

15 I EA I 0.1I -

16 I EA I 0.0I -

17

Core model

I EA I - Standard model

18 2.42I EA I - -

19 0,36I EA I - -

20 0.22I EA I - -

21 0.07I EA I - -

22 I 2.42EA I - -

23 I 0.36EA I - -

24 I 0.22EA I - -

25 I 0.07EA I - -

26 I EA 2.42I - -

27 I EA 0.36I - -

28 I EA 0.22I - -

29 I EA 0.07I - -

연구의 구조해석 변수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이 구조해석

에서 계획설계 수준에 해당하는 구조설계를 실시한 결과와 

동일하게 대상 건물의 구조부재를 모두 모델링한 전체모델과 

기존의 아웃리거 해석모델 (Taranath, 1997; Smith, 1981)에

서와 동일하게 전단벽, 아웃리거, 아웃리거에 연결된 기둥만

으로 모델링한 코어모델에서 각각 아웃리거의 위치를 변수

로 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를 표준모델이라고 정의하

였다. 상기의 코어모델에서 모든 부재는 전체모델의 최하층 

단면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의 3.1과 3.2에서

는 전체모델에 대하여만 언급하였다.

3.1 구조해석의 결과

Fig. 5에 아웃리거의 위치를 변수로 한 표준모델과 아웃리

거 단면 2차 모멘트를 표준모델의 2.42배, 0.36배, 0.22배, 

0.07배로 설정한 4가지 경우와 아웃리거에 연결된 기둥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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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lateral displacement in top level according 

to stiffness of main structure elements and outrigger 

location

Fig. 6 Effect of frame stiffness in distribution of lateral 

displacement in top level

(E는 탄성계수, A는 기둥 단면적)를 표준모델의 2.42배, 0.36

배, 0.22배, 0.07배로 설정한 4가지 경우 그리고 전단벽 단면 

2차 모멘트를 표준모델의 2.42배, 0.36배, 0.22배, 0.07배로 

설정한 4가지 경우에 대한 최상층에 발생한 수평변위의 분

포를 각각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표준모델에서 사용된 아

웃리거 구조시스템의 철골단면은 H1500×1000×150×150이다.

표준모델은 아웃리거 구조가 136m (0.425H, H는 건물 높

이)에 설치된 경우에 최상층의 수평변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웃리거 구조의 단면 2차 모멘트를 표준

모델보다 2.42배 증대시킨 경우는 아웃리거 구조가 132m 

(0.413H)에 설치될 때에 최상층의 수평변위가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표준모델보다 아웃리거 구조의 단면 

2차 모멘트를 0.36배, 0.22배, 0.07배로 줄인 경우는 아웃리

거 구조가 140m (0.438H), 144m (0.450H), 168m (0.525H)

에 각각 설치될 때에 최상층 수평변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웃리거 구조시스템

의 강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웃리거 구조의 설치위치가 건

물의 상부층에 설치되는 경우에 최상층 수평변위가 적게 나

타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Fig. 5에서 아웃리거에 접

합된 기둥 EA를 표준모델보다 2.42배 증대시킨 경우는 아웃

리거 구조가 144m (0.450H)에 설치된 경우에 최상층 수평

변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웃리거 구조에 

접합된 외곽기둥 EA를 표준모델보다 0.36배, 0.22배, 0.07배

로 줄인 경우는 아웃리거 구조가 124m (0.388H)에 설치된 

경우에 최상층의 수평변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웃리거 구조에 접합된 기둥 EA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웃리거 구조의 위치가 건물의 하부층에 

설치되는 경우에 최상층 수평변위가 최소로 발생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지만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리

고, Fig. 5에서 전단벽 단면 2차 모멘트를 표준모델보다 2.42

배 증대시킨 경우는 아웃리거 구조가 164m (0.513H)에 설

치된 경우에 최상층의 수평변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전단벽 단면 2차 모멘트를 표준모델보다 0.36배, 

0.22배, 0.07배로 감소시킨 경우는 아웃리거 구조가 104m 

(0.325H), 92m (0.288H), 64m (0.2H)에 각각 설치되는 경

우에 최상층의 수평변위가 최소로 적게 나타났다. 이상에 나

타난 것과 같이 전단벽의 강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웃리거 

구조의 위치가 건물의 하부층에 설치되는 경우에 최상층 수

평변위가 최소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Fig. 6은 표준모델을 비롯하여 표준모델의 아웃리거에 직

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 (기둥과 보) 의 강성을 변화

시킨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아웃리거의 위치에 따른 최상층

의 수평변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아웃리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 단면 2차 모멘트를 표준모델의 0.5배, 

0.1배, 0.0배로 바꾼 경우에 대하여 최상층 수평변위 분포를 

각각 나타내었다. 프레임의 단면 2차 모멘트를 표준모델보다 

0.5배로 줄인 경우는 아웃리거가 152m (0.475H)에 설치된 

경우에 최상층 수평변위가 최소로 나타났다. 프레임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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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analysis result for optimal outrigger location

No.
Modelling 
method

Outrigger 
stiffness

(I)

Column 
stiffness

(EA)

Shear wall 
stiffness

(I)

Frame 
stiffness

(I)

Optimal 
outrigger 
location

1

Total
model

I EA I I 0.425H

2 2.42I EA I I 0.413H

3 0.36I EA I I 0.438H

4 0.22I EA I I 0.450H

5 0.07I EA I I 0.525H

6 I 2.42EA I I 0.450H

7 I 0.36EA I I 0.388H

8 I 0.22EA I I 0.388H

9 I 0.07EA I I 0.388H

10 I EA 2.42I I 0.513H

11 I EA 0.36I I 0.325H

12 I EA 0.22I I 0.288H

13 I EA 0.07I I 0.200H

14 I EA I 0.5I 0.475H

15 I EA I 0.1I 0.575H

16 I EA I 0.0I 0.588H

Fig. 7 Comparison on optimal outrigger location according 

to change of outrigger stiffness and frame stiffness

2차 모멘트를 표준모델보다 0.1배로 줄인 경우는 아웃리거가 

184m (0.575H), 프레임 단면 2차 모멘트를 무시한 경우 (프

레임의 단면 2차 모멘트=0)는 아웃리거가 188m (0.588H)에 

설치된 경우에 각각 최상층 수평변위가 최소로 나타났다. 앞

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웃리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 강성

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아웃리거 위치가 상부층에 있는 경

우에서 최상층 수평변위가 최소가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전체모델에 대한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를 Table 4에 나타내

었다. 

3.2 주요한 구조요소의 강성 변화에 따른 최적 아웃리거 

위치에 대한 비교분석

Fig. 7~Fig. 9는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에서 주요한 구조요

소 (아웃리거, 기둥, 전단벽,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 차이에 따른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를 표시하

였다.

Fig. 7에서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가 아웃리거의 강성에 따

라서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을 100%

로 모델링한 경우에서 건물의 최상부로부터 0.48~0.59H (H

는 건물의 높이), 아웃리거에 연결되지 않는 프레임의 강성

을 50%로 감소시켜서 모델링한 경우에서는 프레임의 강성

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보다 0.04~0.08H 상부층으로 이동

한 건물의 최상부로부터 0.44~0.53H, 프레임의 강성을 10%

로 감소시킨 경우에서는 프레임의 강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보다 0.15~0.16H 상부층으로 이동한 건물의 최상부로부

터 0.31~0.44H, 프레임의 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프레임의 강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보다 0.16~0.20H 상

부층으로 이동한 건물의 최상부로부터 0.28~0.43H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7에서는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

가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에 따라서 

표준모델의 경우에서는 0.41~0.58H, 아웃리거의 강성을 표

준모델의 2.42배로 모델링한 경우에서 표준모델보다 0~0.01H 

하부층으로 이동한 건물의 최상부로부터 0.43~0.59H, 표준

모델의 0.36배로 모델링한 경우에서는 표준모델보다 0.01~0.04H 

상부층으로 이동한 0.39~0.56H, 표준모델의 0.22배로 모델

링한 경우에서는 표준모델보다 0.03~0.06H 상부층으로 이동

한 0.35~0.55H, 표준모델의 0.07배로 모델링한 경우에서는 

표준모델보다 0.09~0.14H 상부층으로 이동한 0.28~0.48H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에서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가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

된 외곽기둥의 EA에 따라서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에서는 건물의 최상

부로부터 0.55~0.61H, 프레임의 강성을 50%로 감소시켜서 

모델링한 경우에서는 프레임의 강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

우보다 0.05~0.08H 상부층으로 이동한 건물의 최상부로부터 

0.49~0.55H, 프레임의 강성을 10%로 감소시킨 경우에서 프

레임의 강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보다 0.13~0.16H 상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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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n optimal outrigger location according 

to change of column stiffness and frame stiffness
Fig. 9 Comparison on optimal outrigger location according 

to change of shear wall stiffness and frame stiffness

으로 이동한 0.43~0.48H, 프레임의 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에서는 프레임의 강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보다 0.14~0.20H 

상부층으로 이동한 0.41~0.44H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Fig. 8에서는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가 표준모델의 경우에

서는 0.41~0.58H,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에 따라서 외곽기둥의 EA을 표준모델의 2.42배로 모델

링한 경우에서는 표준모델보다 0~0.04H 상부층으로 이동한 

건물의 최상부로부터 0.41~0.55H, 표준모델의 0.36배로 모

델링한 경우에서는 표준모델보다 0~0.04H 하부층으로 이동

한 0.41~0.61H, 표준모델의 0.22배로 모델링한 경우에서는 표

준모델보다 0.01~0.04H 하부층으로 이동한 0.43~0.61H, 표준모

델의 0.07배로 모델링한 경우에서는 표준모델보다 0.03~0.05H 

하부층으로 이동한 0.44~0.61H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에서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가 전단벽의 강성에 따라

서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을 100%

로 모델링한 경우에서는 건물의 최상부로부터 0.49~0.80H, 

프레임의 강성을 50%로 감소시켜서 모델링한 경우에서는 

프레임의 강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보다 0.04~0.09H 상

부층으로 이동한 건물의 최상부로부터 0.45~0.71H, 프레임의 

강성을 10%로 감소시킨 경우에서는 프레임의 강성을 100%

로 모델링한 경우보다 0.08~0.24H 상부층으로 이동한 0.41~0.56H, 

프레임의 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프레임의 강성

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보다 0.09~0.38H 상부층으로 이동

한 0.40~0.43H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9에서는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가 표준모델의 경우에서는 0.41~0.58H,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에 따라서 전

단벽의 강성을 표준모델의 2.42배로 모델링한 경우에서는 표

준모델보다 0.01~-0.09H 상부층으로 이동한 건물의 최상부

로부터 0.40~0.49H, 표준모델의 0.36배로 모델링한 경우에서

는 표준모델보다 0.01~0.10H 하부층으로 이동한 0.43~0.58H, 

표준모델의 0.22배로 모델링한 경우에서는 표준모델보다 0.01~0.14H 

하부층으로 이동한 0.43~0.71H, 표준모델의 0.07배로 모델

링한 경우에서는 표준모델보다 0.01~0.23H 하부층으로 이동

한 0.43~0.80H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최적위치에 대한 본 연구의 해석결과와 기존 제안식과의 

비교

Fig. 10~Fig. 11에서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에 대하여 본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와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결과 (B. S. 

Smith, 1981)를 비교하였다. B. S. Smith는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를 ω (코어와 아웃리거에 연결된 외곽기둥의 강성 비 그

리고 코어와 아웃리거의 강성 비로 구성된 무차원 계수)값에 

따라서 나타내었다. 앞에서 설명한 ω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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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lculation example for ω of standard model

Building
H 320

d 36

Core

E 3.914E+7

I 1,770.1

EI 6.928E+10

Column

Es 2.050E+8

Ec 3.914E+7

As 0.872

Ac 7.634 

(EA)c(d
2/2) 3.095E+11

Outrigger

Es 2.050E+8

a 6

b 12

I' 47.033 

Io 158.737

EIo 3.255E+10

α 0.2239

β 0.2395

ω 0.0163

(Remark) Unit : kN, m

Fig. 10 Comparison on optimal outrigger loc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parameters (ω=0.0~0.25)

Fig. 11 Comparison on optimal outrigger loc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parameters (ω=0.0~0.06)

α 



(3)

β 




(4)

ω  α 
β

(5)

여기서, a : 코어 길이의 1/2, b : 아웃리거의 길이

(EI‘)o : 아웃리거의 유효 휨강성

(EI‘)o : 아웃리거의 휨강성, EI : 코어의 휨강성

(EA)c : 아웃리거에 연결된 기둥의 축강성

H : 건물의 높이 

본 연구의 표준모델에 대한 ω값의 산정사례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ω값은 아웃리거와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은 고

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모델과 코어모델에서 동일하다. 그

리고 Smith 모델에서는 ω=0일 때에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

는 최상층으로부터 0.445H로 나타났다.

Fig. 10과 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 

코어모델과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

을 0%로 모델링한 경우의 전체모델에 대한 15가지 비교결

과는 건물 높이의 1.3% 이내의 차이를 대부분 나타내었고,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건물 높이의 2.5%로 비교

적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여기서 두모델에서 다소 차

이가 발생한 것은 코어모델과 전체모델의 부재단면의 모델

링에 대한 차이에 기인된다고 판단된다. 코어모델은 부재가 

모든 층에서 높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반면에 전체모델은 계

획설계 수준의 구조설계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부재단면이 상

부층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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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n optimal outrigger location according 

to outrigger stiffness and frame stiffness

Fig. 13 Comparison on optimal outrigger location according 

to column stiffness and frame stiffness

Fig. 10과 11에서 코어모델의 결과를 Smith가 제시한 최

적 아웃리거 위치와 비교하면 표준모델 (ω=0.0163)인 경우

에서는 Smith가 제시한 위치보다 건물 높이의 1.1% 건물 상

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모델보다 ω가 적은 경우에

는 1% 이내의 차이를 보이면서 Smith 제안내용과 잘 일치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ω가 증가할수록 Smith 제

안결과와 차이를 보이면서 ω=0.224인 경우에서는 건물 높이

의 6.3% Smith가 제시한 위치보다 건물 상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

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의 전체모델 결과를 Smith가 제

시한 최적 아웃리거 위치와 비교하면 아웃리거의 강성을 변

수로 한 경우에서는 건물 높이의 13.7~14.6% Smith가 제시

한 위치보다 건물 하부에 있는 것으로 ω값에 따라서 분포하

였다. 또한 외곽기둥의 강성을 변수로 한 경우는 ω값에 따라

서 건물 높이의 11.5~17.4% Smith가 제시한 위치보다 건물 

하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단벽의 강성을 

변수로 한 경우는 건물 높이의 6.1~35.6% Smith가 제시한 

위치보다 건물 하부에 있는 것으로 ω값에 따라서 차이가 큰 

분포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아웃리거의 최적위치

에 대한 연구결과인 Smith가 제시한 것과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의 

전체모델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Smith 연구에서는 

해석모델에 대한 구조요소로서 아웃리거, 외곽 기둥, 전단벽

만으로 단순화시키고 각각의 구조요소를 건물 높이에 관계

없이 모든 층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한 반면에 프레임의 강성

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의 전체모델에서는 Smith 연구에

서는 고려하지 않은 아웃리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 부분

을 모델링한 것과 부재 단면을 실제건물의 조건과 동일하게 

층별로 상이하게 모델링을 했다는 차이점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2~Fig. 14에서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에 대한 아웃리

거, 외곽기둥, 전단벽의 강성을 변수로 한 본 해석 결과를 아

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에 대한 모델링 방법과 

ω값에 따라서 각각 비교하였다.

Fig. 12에서는 아웃리거의 강성을 변수로 아웃리거에 연결

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을 50%, 10%, 0%로 모델링한 경

우의 전체모델 결과를 아웃리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의 전체모델 결과와 비교하면 

ω값에 따라서 건물 높이의 3.8~7.5%, 15.0~16.3%, 16.3~20.0% 

건물 상부에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Fig. 12에서

는 코어모델의 결과를 아웃리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 강

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의 전체모델의 결과와 비교하면 

ω값에 따라서 건물 높이의 15.0~20.0% 건물 상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에서는 아웃리거에 연결된 외곽 기둥의 강성을 변

수로 아웃리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을 50%, 10%, 

0%로 모델링한 경우의 전체모델 결과를 아웃리거에 연결되

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의 전체모

델 결과와 비교하면 ω값에 따라서 건물 높이의 5.0~7.5%, 

12.5~16.3%, 13.8~20.0% 건물 상부에 있는 것으로 각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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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on optimal outrigger location according 

to shear wall stiffness and frame stiffness

타났다.

Fig. 14에서는 전단벽의 강성을 변수로 아웃리거에 연결되

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을 50%, 10%, 0%로 모델링한 경우

의 전체모델 결과를 아웃리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

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의 전체모델 결과와 비교하면 ω
값에 따라서 건물 높이의 3.8~8.8%, 7.5~23.8%, 8.8~37.5% 

건물 상부에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1개의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이 설치된 

80층의 초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아웃리거의 최적 위치에 미

치는 구조요소의 영향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아웃

리거의 위치와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한 구

조요소의 강성 등을 변수로 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

를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단벽, 아웃리거, 아웃리거에 연결된 기둥만으로 모델

링한 코어모델과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

임의 강성을 0%로 모델링한 경우의 전체모델에 대한 

아웃리거의 최적위치 결과는 B. S. Smith 제안방법과 

잘 일치하였다. 한편,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의 강성을 100%로 모델링한 경우의 전체모델 

결과를 Smith가 제시한 최적 아웃리거 위치와 비교하

면 건물 높이의 6~36% 범위에서 주요한 구조요소의 

강성에 따라서 Smith가 제시한 위치보다 건물 하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단벽, 아웃리거, 아웃리거에 연결된 기둥, 아웃리거 

구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과 같은 아웃리거 구조시

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요소의 강성은 아웃리거의 최적 

위치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아웃리거에 연결되지 않

은 프레임의 강성이 크면 클수록 아웃리거의 최적 위

치는 건물의 하부층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3) 본 연구는 제한적인 구조평면과 층수에 대한 결과로

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적의 아웃리거 위치에 대한 

내용보다 보다 진전된 성과를 위해서는 아웃리거 구조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요소의 강성, 해석모델의 구조

평면 타입, 건물의 층수와 같은 아웃리거의 최적 위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다

양한 해석연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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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MIDAS-Gen을 사용하여 초고층건물에서 단일 아웃리거 구조의 최적위치에 미치는 구조요소의 영향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해석의 변수로 아웃리거 위치와 전단벽, 아웃리거, 아웃리거와 연결된 외곽기둥, 아웃리거에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과 같은 주요한 구조요소의 강성을 설정하였다. 초고층건물에서 단일 아웃리거 구조의 최적위치를 탐색하기 위하여 80층 건물의 최

상층에 발생한 수평변위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아웃리거의 위치, 전단벽, 아웃리거, 아웃리거와 연결된 외곽기둥, 아웃리거와

연결되지 않은 프레임과 같은 주요한 구조요소의 강성은 단일의 아웃리거 최적 위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

는 초고층건물에서 단일의 아웃리거 최적위치를 탐색하기 위한 구조설계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용어 : 단일 아웃리거 구조, 최적위치, 강성, 수평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