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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eel truss outriggers can be replaced by reinforced concrete walls to control the lateral drift of tall buildings. When reinforced 

concrete outrigger walls are connected to perimeter columns, not only axial forces but also shear forces and moments can be induced 

on the perimeter columns. In this study, the shear force of the perimeter column due to the rotation of the outer edge of the 

outrigger wall is derived as analytic equations and the result is compared with the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 In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he effects of connecting beams at each floor and the effect of modeling shear walls and outriggers with beam element and 

plane stress element was analyzed. The effect of the connecting beam was almost negligible and the plane stress element was 

determined to have greater stiffness than the beam element. The inter-story rotation and the shear force of the perimeter column due 

to the rotation of the outer edge of the outrigger wall was considerably smaller than the allowable value. Therefore, even if the 

outrigger wall made of reinforced concrete is applied to a tall building,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study the shear force 

and moment induced in the perimeter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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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층 건물 코어 단벽의 수평 변 와 모멘트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웃리거를 용한 고층 건물의 사례가 최근 증가

하고 있다. 아웃리거에 한 연구는 주로 아웃리거에 의한 

고층 건물의 횡변  감소 효과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Taranath(1975)는 한 아웃리거의 최  치가 건물 

간 높이에 가깝고 상단으로부터 체 높이의 0.455임을 제안

하 다. McNabb 등(1975)은 두 개의 아웃리거의 최  치가 

상단으로부터 체 높이의 0.312와 0.685임을 발표하 다. 

Smith 등(1981)은 아웃리거 구조에 한 근사 해석 방법을 

제안하 다. Rutenberg 등(1987)은 강성이 무한히 큰 아웃

리거 두 개를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심 

단벽과 주변 외부 기둥이 변화하는 고층 구조에 해 내력과 

변 를 계산하고 분석하 다. 한 3개 이상의 아웃리거가 있을 

경우의 최  치에 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Wu et al., 

2003; Hoenderkamp et al., 2003)

아웃리거는 외부기둥에 축력을 유발함으로써 고층 건물의 

횡변 를 감소시키거나(Smith et al., 1991) 력하 을 

분산시키는 역할을(Kang et al., 2011) 한다. 이러한 아웃리

거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아웃리거가 고층 건물에 용

되던 기에는 아웃리거를 삼각형 형태의 트러스로 만들어 외부 

기둥과 하나의 지 에서 연결되도록 하 다(Ho, 2016). 하지만 

철근콘크리트구조 는 합성구조를 주로 사용하는 최근의 

고층 건물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깊은 보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Choi et al., 2012; Chung et al., 2015). 

아웃리거를 깊은 보로 만드는 경우에는 아웃리거와 연결된 외부 

기둥에 축력뿐만 아니라 아웃리거의 외단부의 회 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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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과 단력도 유발될 수 있다. 지 까지의 아웃리거에 한 

연구는 주로 고층 건물의 횡변 에 직 인 향을 주는 

외부기둥의 축력에만 심을 기울 지만 아웃리거 벽체에 의한 

외부기둥의 휨과 단력에 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아웃리거 벽체를 가진 고층 

건물에서 외부기둥에 발생하는 단력의 크기를 수식을 이용한 

방법과 수치해석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해 보았다. 

2. 아웃리거에 의한 외부 기둥의 휨과 단력

아웃리거를 가진 고층 건물에서 아웃리거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기둥의 단력을 평가하기 하여 심 코어 단벽, 아웃

리거, 외부기둥으로 구성된 해석 모델을 이용하 다. Smith 

등(1981)은 단벽과 아웃리거는 휨변형만을 갖는 보요소로 

보고 외부기둥은 축변형만 발생하는 트러스요소로 보는 단순 

모델을 이용하여 아웃리거의 최  치를 제시하 다. 본 연구

에서도 아래와 같이 가정한 단순 모델을 이용하여 아웃리거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 기둥의 단력을 유도하 다. 

(1) 선형 탄성 거동을 한다. 

(2) 코어 단벽은 지면에 고정된 캔틸 버보이다. 

(3) 아웃리거는 단벽에 연결된 캔틸 버보이다.

(4) 외부 기둥은 지면과 아웃리거에 연결된 트러스이다.

(5) 단벽, 아웃리거, 기둥의 단면은 일정하다. 

(6) 횡하 은 건물의 높이에 따라 균일하게 분포한다.

외부 기둥의 단강성에 비하여 아웃리거의 횡강성이 아주 

크므로 우선 외부 기둥은 축력만을 받는 트러스로 가정하여 

아웃리거의 단부의 회 변 를 유도하고 이 회 변 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기둥의 단력을 산정하기로 한다. MIDAS 

Gen을 이용한 수치해석에서는 외부기둥을 보요소로 하고 아웃

리거와 단벽은 보요소 는 평면응력요소로 모델링하여 외부

기둥에 발생하는 단력을 직  구하도록 한다. 

Fig. 1과 같이 횡방향 등분포 하  가 작용하는 높이 의 

고층 건물에서 최상층으로부터  만큼 떨어진 치에 하나의 

아웃리거가 설치되어 있을 때 아웃리거에 의한 구속 모멘트 이 

작용한다. 횡하 과 구속 모멘트를 받는 단벽에서 아웃리거가 

연결된  에서의 회 각 를 구하면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코어 단벽의 휨강성이다. 

(a)

(b) (c) (d)

Fig. 1 (a) Structure dimensions and external loading 

(b) Bending moment diagram (c) Restraining moment 

due to outrigger (d) Resultant bending moment in 

shear wall

아웃리거는 외부 기둥의 축변형에 의하여 강체변 가 발생

하는 동시에 구속 모멘트 의 반력에 의해 회 변형이 발생

하므로 아웃리거 내단부의 회 각 는 Fig. 2(a)와 Fig. 

2(b)에 보인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외부 기둥의 축강성이고 는 아웃리거의 

휨강성이다. 

변 의 합조건에 의해   이므로 구속 모멘트 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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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gram of junction of exterior column and 

outrigger

(a)

(b)

Fig. 2 (a) Deformation of outrigger due to restraining 

moment (b) Deformation of outrigger due to axial 

force in column

아웃리거를 가진 고층 건물의 최상층 변  는 모멘트-

면 법(moment-area method)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4)

아웃리거의 외단부 회 에 의한 외부 기둥의 단력을 구하

기 하여 아웃리거와 외부 기둥과 연결된 외단부의 회 변

를 구하여야 한다. 내단부에 구속 모멘트 의 반력이 작용할 

때의 식 (2)에 의해 주어진 내단부의 회 각에 회 -처짐법

(slope-deflection method)을 용하면 외단부의 회 각 

 은 다음 식과 같다. 

 





(5)

한 아웃리거의 외단부에 외부 기둥의 축력   으로 

인한 외팔보의 회 각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한 외단부 

회 각을 얻을 수 있다. 

  




  


(6)

  






Fig. 3에서 주어진 것처럼 아웃리거 외단부의 회 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웃리거 외단부의 하단과 상단과의 수평변  차이 

는 아래와 같이 아웃리거 외단부의 회 각 과 아웃리거의 

높이 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7)

아웃리거와 연결된 외부 기둥에도 의 수평변형이 발생

하므로 외부 기둥의 아웃리거와 연결된 부분에 발생하는 휨모

멘트 와 단력 은 각각 아래와 같다. 





 


 (8)





 




 (9)

여기서,  는 외부 기둥의 휨강성이다.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아웃리거의 외단부 회 각을 계산

할 때는 외부 기둥은 축력만을 받는 트러스로 가정하고 회 각

을 구한 후 아웃리거에 의한 외부 기둥의 휨과 단력을 계산

할 때는 외부 기둥을 보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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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a) Configuration of analysis model (b) Model-2 

(c) Model-3 (d) Model-4 

3. 수치 해석

아웃리거에 한 부분 연구는 Taranath(1975)모델, 

Smith(1981)모델과 Hoenderkamp(2003)모델을 참고하여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Smith(1981)모델을 근거로 한 

아웃리거가 있는 모델-1을 만들고 Fig. 4(a)에 보인 바와 같은 

구체 인 수치를 입하여 그 해석 결과를 계산한다. 모델-2는 

모델-1에서 사용한 간략 모델의 가정들을 그 로 용한 

MIDAS Gen모델이다. 모델-3은 모델-2에 층별 연결보를 추

가한 모델이다. 모델-4는 코어 단벽과 아웃리거를 보요소가 

아닌 0.5m×0.5m의 평면응력요소를 이용한 모델로 모델-3과 

마찬가지로 층별 연결보가 추가된 모델이다. 모델-4가 실제 구

조물과 가장 유사한 거동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Fig. 4(b)~ 

(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델-2, 모델-3, 모델-4는 외부 기둥과 

단벽의 바닥은 고정 경계조건을 사용하 다. 추가 인 모델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각 층의 높이 가 3.5m이고 총 층수가 80층으로 총 

높이는 280m이다. 두께 는 1.0m인 아웃리거는 

39층, 40층, 41층에서 설치되며 아웃리거의 높이 는 

10.5m이다. 

(2) 바닥슬래 의 강막 작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강막 작용

과 동일한 거동을 할 수 있도록 20kN/m의 수평하

은 단벽에 수직 심선에 직  작용시킨다.

(3) 연결보는 폭이 0.5m이고 높이가 0.1m인 콘크리트보

이고 코어  외부 기둥과 핀 연결된다.

MIDAS Gen을 이용하여 해석한 모델-2, 3, 4의 단벽과 

기둥에서의 수평변 와 층간 상 변 를 살펴보면 Fig. 5와 

같다. Fig. 5(a)와 5(b)는 단벽의 심에서의 값을 나타낸 

것이며 단벽에서는 모델-2와 모델-3의 수평변 와 상 변 가 

거의 유사하고, 모델-4가 다소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델-3의 보요소보다는 모델-4의 평면응력요소의 강성이 크기 

때문으로 단된다. Fig. 5(c)와 5(d)는 외부 기둥에서의 값을 

나타낸 것이며 외부기둥에서는 모델-2와 모델-3의 값이 상이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델-3에서는 층간 연결보가 있지만 

모델-2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모델-3과 모델-4에서는 아웃리

거가 설치된 치에서 큰 상 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식 (1)에서 식 (9)까지의 수식을 이용한 모델-1의 해석결

과와 MIDAS Gen을 이용한 모델-2, 모델-3과 모델-4의 해석 

결과를 값으로 비교해 보기 하여 그 해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우선 최상층에서의 수평변 를 살펴보면 모델-1과 

모델-2의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이는 모델-2가 모델-1과 마찬

가지로 단벽과 아웃리거를 보요소로 모델링하 으며 층별 

연결보의 향을 동일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델-3의 

최상층 수평변 가 모델-1과 모델-2보다 다소 감소한 것은 층별 

연결보의 향 때문이지만 그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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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kN) (kN) (kNm)

Model-1 0.42744 0.003700 4312.6 92.1 46.0

Model-2 0.42729 0.003696 4313.7 / /

Model-3 0.42561 0.003635 4332.5 / /

Model-4 0.37054 0.005156 5097.5 123.6 649.1

Table 1 Analysis results of outrigger models

(a) Lateral displacement at shear wall(m) (b) Relative lateral displacement at shear wall(m)

(c) Lateral displacement at column(m) (d) Relative lateral displacement at column(m)

Fig. 5 Lateral displacement at shear wall and column of Model 2, 3 and 4 

모델-4의 최상층 수평변 는 다른 모델의 값에 비하여 약 

13.3%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4에서는 단

벽과 아웃리거를 보요소가 아닌 평면응력요소를 이용하여 모델

링하여 아웃리거의 깊은보로서의 단강성 효과가 반 된 

결과로 단된다.

아웃리거 외단부의 하단과 상단과의 수평변  차이 를 

살펴보면 모델-1,2,3은 거의 유사하고 모델-4는 다른 모델과 

비교하여 39.4%정도 크게 발생하 다. 하지만 모델-4에서 

발생한 수평변  차이를 아웃리거의 높이 10.5m로 나 어서 

외단부의 회 각 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

일반 으로 설계기 에서는 기둥의 허용 처짐각을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ACI 318-14(18.14.5.1)에서는 내진 항시스

템의 일부로 설계되지 않은 구조부재를 한 규정에서 보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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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6 Internal force of Model-4 at the column connected 

to outrigger wall (a) shear force diagram (b) bending 

moment diagram 

이방향 슬래 를 지지하는 기둥의 슬래 -기둥 합부의 단 

보강근을 배근하지 않을 수 있는 기 의 허용 층간 변 각을 

식 (1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 층간 변 각이 식 (12)와 

같이 0.005보다 작으면 단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

하고 있다(ACI 2014).




≤ 

 
  (11)




≤  (12)

여기서, 와 는 각각 층에서의 수평변 와 층높이이다. 

는 기둥-슬래  합부에 작용하는 계수 단응력이고 

는 콘크리트의 이방향 설계 단강도에 해당하는 응력이다. 

아웃리거와 연결된 기둥의 회 각과 지진하 이 작용할 때의 

이방향 슬래 의 단보강 설계 면제를 한 ACI 규정을 직  

비교하기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식 (12)을 통하여 식 (10)

으로 계산된 허용각이 상당히 작은 값임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아웃리거와 연결된 외부 기둥에 작용하는 축력을 비교해 보면 

모델-4의 경우가 다른 모델에 비하여 18.2%정도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 한 모델-4에 용된 아웃리거의 단강성에 

의하여 최상층 변 가 감소하는 만큼 외부 기둥에는 보다 큰 

축력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웃리거와 연결된 외부 기둥에 작용하는 단력과 모멘트를 

살펴보면 모델-1과 모델-4의 값이 비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1은 식 (9)와 (8)을 각각 이용하여 

기둥의 단력과 모멘트를 계산하 다. 하지만 코어 단벽과 

아웃리거 벽체를 보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모델-2와 모델

-3의 경우에는 아웃리거를 나타내는 보요소가 기둥에 한 에서 

연결되므로 기둥에는 아웃리거 벽체의 회 으로 인한 단력과 

모멘트가 해석되지 않는다. 반면에 코어 단벽과 아웃리거 벽

체를 평면응력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모델-4의 경우에는 

아웃리거 외단부의 상단과 하단에 연결된 기둥에는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은 단력과 모멘트 분포를 보인다. 모델-4의 

값과 모델-1의 값을 비교해 보면 단력의 경우에는 모델-4의 

값이 작고 모멘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산출되었다. 모델-1의 

단력과 모멘트는 아웃리거의 외단부 회 각을 계산할 때는 

외부 기둥을 축력만을 받는 트러스로 가정하고 아웃리거에 의한 

외부 기둥의 휨과 단력을 계산할 때는 외부 기둥을 보로 가정

하여 구한 값이므로 모델-4의 값이 더욱 정확할 것으로 단

된다. 

산출된 단력이 어느 정도의 수 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ACI 318-14에서의 콘크리트의 단강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철근콘크리트 단면의 단강도는 콘크리트의 단강도와 단

보강근의 단강도의 합으로 나타내어지지만, 여기에서는 식 

(13)으로 주어지는 콘크리트만의 단강도와 비교한다. 

  ′  (13)

여기서,  는 콘크리트의 공칭 단강도이고 ′는 콘크리트의 

설계압축강도이다. 는 부재의 유효 비이며 는 부재 유효 

높이이다. 

해석모델의 기둥 단면을 용하여 약산해 보면 

  ××   (14) 

모델-4에서의 단력 123.6kN과 비교해 보면 아웃리거의 

회 에 의해 외부기둥에 작용하는 단력은 상당히 작은 값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된 아웃리거의 외단부 

회 으로 유발되는 외부기둥의 단력을 평가하여 보았다. 철골 

트러스로 만들어진 기존의 아웃리거는 외부 기둥과 한 에서 

연결됨으로써 외부 기둥에는 축력만을 유발한다.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벽체로 되어 있을 때는 아웃리거의 상단과 하단이 외부 

기둥에 연결됨으로써 외부 기둥에 축력뿐만 아니라 단력과 

모멘트를 유발할 것으로 상한다. 아웃리거의 외단부 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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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고층 건물의 횡변  제어를 하여 사용되는 아웃리거를 기존의 철골 트러스 신에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체할 수 있

다. 철근콘크리트 아웃리거 벽체를 외부 기둥에 연결할 경우에는 축력뿐만 아니라 단력과 모멘트가 외부 기둥에 유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웃리거 벽체 외단부의 회 으로 인한 외부 기둥의 단력을 수식으로 유도하고 그 값을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비교하 다. 유한요소해석에서는 층별 연결보의 효과와 단벽과 아웃리거를 보와 평면응력요소로 모델링한 효

과를 분석하 다. 층별 연결보의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평면응력요소는 보요소보다 더 큰 강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아웃리거 벽체의 외단부 회 으로 인한 외부기둥의 층간 회 각과 단력은 허용값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값이 발생하 다. 

따라서 고층 건물에 철근콘크리트로 된 아웃리거 벽체를 용할 경우에도 외부 기둥에 유발되는 단력과 모멘트에 하

여 별도의 검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핵심용어 : 고층 건물, 아웃리거, 단벽, 단력, 회 각, 외부 기둥

기존의 내단부의 회 각을 한 해석해와 회 -처짐법을 이용

하여 아웃리거 외단부의 회 각을 유도하 다. 아웃리거 벽체의 

외단부에 연결된 외부 기둥의 강성은 상 으로 아주 작다고 

보고 아웃리거 외단부 회 각으로 인한 외부 기둥의 단력과 

모멘트를 해석 으로 구할 수 있도록 수식을 제시하 다. 수치 

해석 를 통하여 제시된 수식을 이용한 결과와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결과를 비교하 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에서는 

층간 연결보의 향과 보가 아닌 평면응력요소의 효과도 살펴

보았다. 

수평변 와 층간 상 변 에서는 수식을 이용한 해석 결과와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유한요소

법을 이용한 해석 결과의 비교에서는 단벽과 아웃리거 벽체를 

평면응력요소로 모델링한 경우가 보로 모델링한 경우보다 수

평강성을 더 크게 평가한 결과가 나왔다. 층별 연결보는 해석 

결과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웃리거 

벽체에 의하여 유발되는 외부 기둥의 회 각과 단력과 모멘

트는 비록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결과가 수식을 이용한 결과보다 

더 크게 산출되었지만 허용층간변   부재의 공칭강도와 비

교해 보면 상당히 작은 값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고층 건물에 

철근콘크리트로 된 아웃리거 벽체를 용할 경우에도 아웃리거 

외단의 회 각이 크지 않다면 외부 기둥에 유발되는 단력과 

모멘트에 하여 별도의 검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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