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현재의 당면한 도시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도 

건축물이 점점 고층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건물이 

높아지면 풍하중과 지진하중과 같은 수평하중의 영향이 건물

의 구조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층건물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구조성능 중에서 적

절한 수평강성(Lateral stiffness)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초고층 건물에 적용할 수 있

는 구조시스템이 다양하게 제안되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많이 채택되는 강성골조-전단벽 구조

(Rigid frame-shear wall structure)의 일부 층에 전단벽과 외곽 

기둥을 연결하는 아웃리거 구조(Outrigger system)를 적용하

면 초고층 건물의 구조시스템으로 충분히 구조성능을 발휘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에는 전단벽과 

외곽 기둥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코어 아웃리거 구조(Core 

outrigger system)가 일반적으로 많이 채택되지만, 건축공간

의 활용과 같은 이유로  전단벽과는 분리가 된 상태로 외곽 기

둥에 연결되는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Offset outrigger system) 

구조도 있다.    

보다 합리적인 아웃리거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방법을 확

립하기 위해서는 아웃리거 구조를 구성하는 각 구조요소의 

수평거동을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아웃리

거 구조시스템은 아웃리거 구조를 두는 높이에서 수평하중으

로 인한 전단력의 전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위치

에 있는 바닥 슬래브, 아웃리거, 외곽 기둥과 같은 구조부재에 

대한 수평거동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초고층 코어 및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의 대한 기존의 연

구는 주로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의 최적위치에 대한 내용

(Smith and Salim, 1981; Jung, 1999;  Kim, 2020a; Kim, 2020b)

으로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의 수평거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한 구

조요소에 대한 수평거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건물

의 구조평면에서 아웃리거 구조를 배치한 위치(코어 아웃리

거 구조시스템와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와 아웃리거 

구조의 강성을 구조해석의 주요한 변수로 채택한 70층 건물

을 대상으로 구조해석을 실시하였고, 이것에 대한 구조해석

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MIDAS-Gen 2021 

Ver.896(Midas IT, 2020)를 이용하여 구조해석과 구조설계를 

실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Vol. 25, No. 4,  August 2021, pp.1-11

https://doi.org/10.11112/jksmi.2021.25.4.1

pISSN 2234-6937

eISSN 2287-6979

코어 및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의 수평거동에 대한 분석  

김형기1* 
  

Analysis of Lateral Behavior in Core and Offset Outrigger System 

Hyong-Kee Kim
1*

  

Abstract: The research intended to understand the lateral behavior in core and offset outrigger system. To achieve this goal, a structural analysis and 

design of 70 stories building was carried out by making use of MIDAS-Gen. And the primary parameters of this analysis were the stiffness of outrigger 

and the location of outrigger in pla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we analyzed the lateral behavior of structural elements such as slab, outrigger 

and exterior columns in core and offset outrigger. In this analysis research, it is indicated that the stiffness of outrigger and the outrigger location in 

plan had an any impact on lateral behavior in outrigger system of tall building. Specially, slab stresses in core outrigger system were highly distributed 

in the slab near the outrigger system to connect shear walls and exterior columns while slab stresses in offset outrigger system were highly distributed 

in the slab between the outrigger system and shear walls. Also the study results can be of significant help to obtaining the engineering data for the 

reasonable structure design of the high-rise outrigger system.      

Keywords: Core outrigger system, Offset outrigger system, Lateral behavior, Stiffness of outrigger 

1정회원, 강원대학교 공학대학 건설융합학부 교수 

*Corresponding author: hyongkee@kangwon.ac.k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46 

Joongang-ro, Samcheok, Gangwon-do, Korea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21년 9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2021년 10

월호에 토론결과를 게재하겠습니다.

Copyright Ⓒ 2021 by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2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4호(2021. 8)

2. 구조해석에 위한 모델과 방법

2.1 구조해석을 위한 모델 설정

본 연구의 구조해석을 위한 아웃리거 해석모델의 아웃리거 

설치층을  Fig. 1과 Fig. 2에 각각 표시하였다. Fig. 1에서는 구

조평면의 중심에 아웃리거 구조를 전단벽에 직접적으로 접합

한 모델(이하, 코어 아웃리거 구조)를 나타내었고, Fig. 2에서

는 아웃리거 구조를 전단벽에 직접적으로 접합하지 않고 1경

간 떨어진 위치에 배치한 모델(이하,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

를 표시하였다. 본 해석모델의 구조평면은  X방향으로는 1개 

12m인 전체 5개의 동일한 경간인 전체 60m이고, Y방향으로

는 1개 13.5m인 전체 3개의 동일한 경간인 전체 40.5m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해석모델은 모든 층이 층고 4m인 

70층으로 전체높이가 280m가 된다. Fig. 3에 본 연구의 해석

모델에 대한 3차원 입체도와 주요한 단면도를 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해석을 위한 모델의 재료는 기둥에서는 원

형 강관(SNT355), 보와 아웃리거에서는 H형강(SM460), 전

단벽에서는 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70MPa)로 설정하였다. 본 구조해석 모델에 적용된 설계하중

에서 풍하중은 기본풍속 26m/sec, 지표면조도구분 B, 중요도

계수 1.05로 설정하였고, 지진하중은 지역계수 0.22, 지반조

건 S2(얕고 단단한 지반), 중요도계수 1.2, 반응수정계수 6.0으

로 설정하였다. 본 구조해석 모델에서 바닥 슬래브는 콘크리

트 설계압축강도(fck) 24MPa, 슬래브 두께 150mm인 Plate 요

소로 모델링하였다. 또한 바닥 슬래브는 유연 격막(Flexible 

diaphragm)으로 거동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한 유연

격막 모델링은 바닥판의 구조거동에 대하여 면내 강성과 면

외 강성을 고려하게 함으로서 아웃리거 구조가 있는 위치와 

같이 하중의 전이가 현저한 위치에 있는 바닥 슬래브를 적절

하게 모델링하게 한다. 그리고 슬래브의 응력을 보다 상세하

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위치의 슬래브는 가로 500mm, 세로 

500mm 요소로 분할하여 모델링하였다. 

본 구조해석에서 주요한 변수는 (1)구조평면에서 아웃리거 

구조가 배치된 위치 (2) 아웃리거의 강성으로 채택하였다. 그

리고 본 논문에서 해석변수의 중심이 되는 기본 모델은 앞에

서 언급한 설계하중을 만족하도록 초고층 구조설계 과정을 

통하여 구조부재가 정해지도록 하였다. 이 기본모델을 아웃

리거의 강성이 1.0EI(E=탄성계수, I=단면 이차모멘트)인 경

우로 하였다. 이 기본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아웃리거의 강성

이 0.2배와 5배인 경우(이하, 휨강성 0.2EI, 5.0EI)를 설정하였

다. 한편, 동일한 변수조건인 코어 아웃리거 구조와 오프셋 아

웃리거 구조에 사용된 아웃리거의 부재는 동일하다.

2.2 구조해석 방법

대상건물의 중간층 높이인 140m에 코어 아웃리거 구조시

스템을 둔 해석모델(이하, 기준모델)에 대하여 구조설계를 실

시하였다. 이 기준모델을 설계하중(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

중, 지진하중 등) 조건에 대하여 충족될 수 있도록 계획설계 

수준의 구조설계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구조설계는 KBC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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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e outrigger system

Fig. 2 Offset outrigg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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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D-modeling and sections of outrigger model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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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설계기준(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9)에 따랐다. 

본 연구의 기본모델은 풍하중에 의하여 최상층에 발생한 수

평변위가 건물 높이의 1/500에 근접하도록 구조설계를 진행

하였다. Fig. 4에는 대상건물의 중간 높이인 140m에 코어 아

웃리거 구조를 둔 기본모델에 있어서 X와 Y방향의 풍하중으

로 인한 수평변위를 건물의 전체높이에 대하여 각각 표시하

였다. 이상의 절차로 구조설계가 된 기본모델에 대한 주요한 

부재의 단면들을 Table 1과 2에 정리하였다. Fig. 4에서 참고

로 대상건물의 140m에 오프셋 아웃리거를 둔 기본모델에 대

하여 Y방향의 풍하중으로 인한 수평변위 분포를 나타내었다. 

아웃리거 구조의 설치높이 변동에 따른 슬래브에 작용하는  

응력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아웃리거 구조를 5개층 

간격으로 이동시켜가면서 아웃리거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5개층 간격으로 실시된 해석결과 중에서 

슬래브에 작용하는 응력 분포 등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나

타나게 된 위치에 아웃리거를 설치한 모델인 경우에서는 이 

위치의 근처에서 1개층 간격으로 아웃리거 구조를 변동시켜

가면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3. 해석결과에 대한 검토

본 장에서는 해석 결과 중에서 건물의 높이별 슬래브에 작

용하는 최대 응력 분포, 아웃리거 구조의 설치높이 변동에 따

른 슬래브에 작용하는 응력 분포, 아웃리거 구조의 설치높이 

변동에 따른 아웃리거의 하현재에 있는 슬래브에 작용하는 

전체 응력 분포, 아웃리거 설치위치에서 작용하는 기둥의 축

력 등에 대하여 비교하고 검토하였다. 여기서 슬래브의 응력

은 슬래브에 발생한 다축방향의 응력을 1축방향의 응력으로 

전환시킨 폰 미세스(von-Mises) 응력을 말한다. 여기서 적용

한 하중은 Y방향으로 작용하는 풍하중이다. 

3.1 건물의 높이별 슬래브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 분포

Fig. 5∼7에서는 아웃리거가 건물의 중간 높이인 140m에 

설치된 경우에 대하여 건물의 높이별로 슬래브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을 비교하였다. 

Fig. 5는 아웃리거의 강성이 1.0EI(여기서, E는 탄성계수, I

는 단면 2차모멘트)인 코어 아웃리거와 오프셋 아웃리거가 설

치된 경우에 대하여 건물의 높이별로 슬래브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을 나타내었다. Fig. 5에서는 아웃리거를 설치하지 않은 

모델도 함께 표시하였다. Fig. 5에서 코어 아웃리거 구조와 오

프셋 아웃리거 구조는 동일하게 아웃리거 구조의 하현재가 위

치하는 높이인 136m에서 슬래브의 최대 응력이 0.85MPa와 

3.80MPa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아웃리거 구조를 

Fig. 4 Distribution of lateral displacement under wind load 

in basic model  

Member types Member name Story Section (mm)

Column

C1

C2

C3

C4

C5

1∼10 ϕ1300×60

11∼20 ϕ1300×50

21∼30 ϕ1200×50

31∼40 ϕ1200×40

41∼50 ϕ1100×40

51∼60 ϕ1100×30

61∼70 ϕ1000×30

Girder G1

1∼10 H900×600×20×30

11∼20 H900×550×20×30

21∼30 H900×500×20×30

31∼40 H900×450×20×30

41∼50 H900×400×20×30

51∼60 H900×350×20×30

61∼70 H900×300×20×30

Outrigger OT, OB OBR 34∼36 H2000×1000×200×200

Table 1 Sections of column, girder and outrigger in basic model

Member name Story Thickness (mm)

W

1∼10 900

11∼20 800

21∼30 700

31∼40 600

41∼50 500

51∼60 400

61∼70 300

Table 2 Thickness of shear wall in bas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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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지 않은 모델에서는 건물의 중간 높이로 접근할수록 슬

래브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

서, 124m에서 슬래브의 최대응력이 0.86MPa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건물의 중간 높이인 132∼148m에서도 124m에서 발생

한 최대 응력과 큰 차이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력이 발생하였

다. Fig. 5에서 아웃리거의 설치 유무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면 

슬래브 최대 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136m에서 코어 아웃리

거는 1.11배, 오프셋 아읏리거는 4.97배 아웃리거를 설치하지 

않은 모델보다 슬래브의 최대 응력이 높게 발생하였다.  

Fig. 6은 아웃리거의 강성이 다른 3종류의 코어 아웃리거가  

설치된 경우에 대하여 건물의 높이별로 슬래브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을 비교하였다. Fig. 6에서 아웃리거 강성이 5.0EI, 

1.0EI, 0.2EI인 3종류의 코어 아웃리거 구조는 동일하게 아웃

리거 구조의 하현재가 위치하는 높이인 136m에서 슬래브의 

최대 응력이 0.54MPa, 0.85MPa, 1.88MPa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아웃리거의 강성이 1.0EI인 경우와 비교하면 아

웃리거의 강성이 5.0EI인 경우는 0.64배, 아웃리거 강성이 

0.2EI인 경우는 2.22배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코어 아웃리

거 구조에서 아웃리거의 강성이 낮은 경우에서 슬래브에 작

용하는 유효응력이 증가한 것은 전단벽으로부터 아웃리거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하중에 대하여  구조적 성능이 저하된 

아웃리거인 경우에서는 아웃리거에 인접한 슬래브에서 부담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7은 아웃리거의 강성이 다른 3종류의 오프셋 아웃리거

가 설치된 경우에 대하여 건물의 높이별로 슬래브에 작용하

는 최대 응력을 나타내었다. Fig. 7에서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3종류의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는 동일

하게 아웃리거 구조의 하현재가 위치하는 높이인 136m에서 

슬래브의 최대 응력이 3.99MPa, 3.80MPa, 3.01MPa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아웃리거의 강성이 1.0EI인 경우와 비

교하면 아웃리거 강성이 5.0EI인 경우는 1.05배, 아웃리거 강

성이 0.2EI인 경우는 0.79배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에서 코어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와는 반대로 아웃리거의 강성이 높은 

Fig. 5 Comparison of maximum slab stress distribution by 

building height between outrigger systems and system 

without outrigger(outrigger stiffness=1.0EI)

Fig. 6 Comparison of maximum slab stress distribution by 

building height between core outrigger systems with 

different outrigger stiffness

Fig. 7 Comparison of maximum slab stress distribution by 

building height between offset outrigger systems with 

different outrigger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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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서 슬래브에 작용하는 유효응력이 증가한 것은 아웃리

거의 강성 증가로 전단벽으로부터 아웃리거로 전달되는 하중

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단벽과 아웃리거 사이에 있는 슬래브

의 역할이 켜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2 아웃리거 구조의 설치높이 변동에 따른 슬래브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과 평균 응력의 분포 

Fig. 8은 아웃리거의 설치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 아웃리

거가 설치된 높이 근처의 슬래브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나

타내었다. Fig. 8에서는 대표적으로 오프셋 아웃리거의 강성

이 1.0EI인 경우를 나타내었다. Fig. 8의 슬래브 최대 응력은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의 입면의 중심 높이인 N층, 아웃리거 

구조의 상현재 높이인 N+1층, 아웃리거 구조의 상현재 높이

의 1개층 상부층인 N+2층, 아웃리거 구조의 하현재 높이인 

N-1층, 아웃리거 구조의 하현재 높이의 1개층 하부층인 N-2

층에 대하여 각각 나타내었다. Fig. 8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N

층의 슬래브에 작용하는 응력은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것으

로 나타나고, N-1층, N-2층, N+1층, N+2층 순서로 슬래브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이 모든 높이에서 크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에서 슬래브에 최대 응력이 작용하는 아웃리

거의 위치는 N-1층에서 104m(0.371H, 여기서 H는 건물의 높

이), N-2층에서 108m(0.386H), N+1층에서 120m(0.429H), 

N+2층에서 112m0.4H)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Fig. 9는 아웃리거의 설치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 아웃리

거 구조의 하현재 높이인 N-1층의 슬래브에 발생하는 최대 응

력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N-1층을 선택한 이유는 Fig. 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슬래브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높이이기 때문이다. Fig. 9에서는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경우에 대하여 코어 아웃리거와 오프셋 

아웃리거를 비교하였다. Fig. 9를 보면 코어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에서는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각각의 

경우는 슬래브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각각 0.59MPa, 

0.94MPa, 1.96MPa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아웃리거의 

강성이 1.0EI인 경우와 비교하면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인 

경우는 0.63배, 0.2EI인 경우는 2.09배로 나타났다. Fig. 9에서 

코어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에서는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각각의 경우는 슬래브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아웃리거 구조의 설치 위치는 각각 128m(0.457H), 

88m(0.314H), 96m(0.343H)이다. Fig. 9를 보면 오프셋 아웃리

거 구조인 경우에서는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

인 각각의 경우는 슬래브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각각 

4.06MPa, 3.84MPa, 3.12MPa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아웃리거의 강성이 1.0EI인 경우와 비교하면 아웃리거의 강

성이 5.0EI인 경우는 1.06배, 0.2EI인 경우는 0.81배로 나타났

다. Fig. 9에서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에서는 아웃리거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각각의 경우는 슬래브에 발생하

는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아웃리거 구조를 설치한 위치는 각

각 104m(0.371H), 104m(0.371H), 132m(0.471H)이다. Fig. 9

를 보면 슬래브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에서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는 코어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보다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각각의 경우는 6.85배, 4.10배, 1.59배 크

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전단벽과 직접적

으로 연결되는 코어 아웃리거인 경우보다는 전단벽과 직접적

으로 연결되지 않은 오프셋 아웃리거인 경우에서 전단벽과 

Fig. 9 Comparison of maximum slab stress distribution by 

outrigger location in outrigger systems(stiffness of 

outrigger systems=5.0EI, 1.0EI, 0.2EI)

Fig. 8 Comparison of maximum slab stress distribution by 

outrigger location in offset outrigger systems 

(stiffness of outrigger systems=1.0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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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리거 사이에 있는 슬래브의 역할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슬래브에 작용하는 응력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0은 아웃리거의 설치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 아웃리

거 구조의 하현재 높이인 N-1층의 슬래브에 발생하는 평균 응

력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평균 응력은 1개층 슬래브 8,856개

의 분할요소에 대한 각각의 응력을 산술적인 평균으로 산정

한 것이다. 그리고 N-1층을 선택한 이유는 최대 응력인 경우

와 마찬가지로 슬래브에 작용하는 평균 응력이 가장 크게 나

타나는 높이이기 때문이다. Fig. 10에서는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경우에 대하여 코어 아웃리거와 오프셋 

아웃리거를 비교하였다. Fig. 10을 보면 코어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에서는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각각의 

경우는 슬래브에 발생하는 평균 응력이 각각 0.18MPa, 

0.23MPa, 0.34MPa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아웃리거의 

강성이 1.0EI인 경우와 비교하면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인 

경우는 0.80배, 0.2EI인 경우는 1.48배로 나타났다. 여기 코어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에서 슬래브에 발생하는 평균 응력은 최

대응력과 비교하면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각각의 경우는 0.31배, 0.24배, 0.17배로 나타났다. Fig. 10에서 

코어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에서는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각각의 경우는 슬래브의 평균 응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아웃리거 구조를 설치한 위치는 각각 124m(0.443H), 

124m(0.443H), 128m(0.457H)이다. Fig. 10을 보면 오프셋 아

웃리거 구조인 경우에서는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각각의 경우는 슬래브에 발생하는 평균 응력이 각각 

0.86MPa, 0.81MPa, 0.66MPa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아

웃리거의 강성이 1.0EI인 경우와 비교하면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인 경우는 1.06배, 0.2EI인 경우는 0.81배로 나타났다. 여

기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에서 슬래브에 발생하는 평균 

응력을 최대 응력과 비교하면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모든 경우는 0.21배로 나타났다. Fig. 10에서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에서는 아웃리거 구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각각의 경우는 슬래브의 평균 응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아웃리거 구조의 설치 위치는 각각 104m(0.371H), 

104m(0.371H), 128m(0.457H)이다. Fig. 10을 보면 슬래브의 

평균 응력에서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는 코어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보다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각각의 경

우는 4.71배, 3.55배, 1.95배로 크게 나타났다.

3.3 아웃리거의 설치높이 변동에 따른 아웃리거 구조의 

하현재 높이에 있는 슬래브의 전체 응력 분포 

Fig. 11∼18은 아웃리거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 코어 및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의 하현재 높이인 N-1층의 슬래브 

8,856개의 분할요소 중에서 (1)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이상이 되는 면적비율, (2)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의 

50% 이상이 되는 면적비율, (3)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의 25% 이상이 되는 면적비율을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 비교하였다. 

여기서 슬래브에 사용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ft)는 일반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1)

여기서,  fck : 콘크리트의 설계압축강도 

Fig. 10 Comparison of average slab stress distribution by 

outrigger location in outrigger systems(stiffness of 

outrigger systems=5.0EI, 1.0EI, 0.2EI)

Fig. 11 Comparison of slab area ratios to exceed tensile strength of 

slab concrete by outrigger location in core outrigger systems 

(stiffness of outrigger=5.0EI, 1.0EI, 0.2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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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은 아웃리거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 코어 아웃리

거 구조의 하현재 높이인 N-1층의 슬래브 8,856개의 분할요

소 중에서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이상이 되는 면적비

율을 나타내었다. Fig. 11에서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경우를 비교하였다. Fig. 11을 보면 코어 아웃

리거 구조에서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이상이 되는 슬

래브 면적은 아웃리거 강성이 5.0EI와 1.0EI인 경우에서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웃리거 강성이 0.2EI인 경우에서 슬래

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이상이 되는 슬래브 면적이 최고인 

경우는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의 위치가 96m(0.343H)에서 

7.2%로 나타났다. 

Fig. 12는 아웃리거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 코어 아웃리

거 구조의 하현재 높이인 N-1층의 슬래브 8,856개의 분할요

소 중에서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50% 이상이 되는 비

율에 대하여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경우를 

비교하였다. Fig. 12를 보면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50% 

이상이 되는 슬래브 면적이 최고인 경우는 아웃리거 강성이 

5.0EI인 경우에서는 60∼140m(0.214∼0.5H)에서 0.05%, 아

웃리거 강성이 1.0EI인 경우에서는 88m(0.314H)에서 4.6%, 

아웃리거 강성이 0.2EI인 경우에서는 96m(0.343H)에서 

17.4%로 나타났다. 또한, Fig. 12를 보면 아웃리거 강성이 

0.2EI인 경우에서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50% 이상이 

되는 슬래브 면적이 15% 이상이 되는 아웃리거 위치는 60∼

160m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과 Fig. 14는  코어 아웃리거 강성이 1.0EI이고 아웃

리거가 100m에 위치한 경우로 아웃리거 구조의 하현재 높이

인 96m에 위치한 슬래브에서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50%와 25% 이상이 되는 유효 슬래브 응력의 분포를 각각 나

타내었다. Fig. 13에서는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50% 이

상이 되는 유효 슬래브 응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4.2%로 나타

났고, 아웃리거와 외곽기둥이 만나는 위치에 근접한 슬래브

에서 슬래브 응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Fig. 14

에서는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25% 이상이 되는 유효 

슬래브 응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40.5%로 나타났고, 전단벽과 

외곽기둥을 연결하는 아웃리거가 위치하는 슬래브에 응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Fig. 15는 아웃리거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 오프셋 아웃

리거 구조의 하현재 높이인 N-1층의 슬래브 8,856개의 분할요

소 중에서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이상이 되는 면적비율

을 나타내었다. Fig. 15에서도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경우를 비교하였다. Fig. 15를 보면 슬래브의 전체면적

에서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이상이 되는 슬래브 면적은 

아웃리거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경우는 아웃리거 구조를 

100∼104m(0.357∼0.371H), 100∼104m, 104∼108m(0.371∼ 

0.386H)인 범위에 각각 설치한 경우에서 36.3%, 32.0%, 21.5%

로 최고가 되었다. 

Fig. 13 Distribution of effective slab stress to exceed 50% of  

tensile strength of slab concrete in core outrigger systems 

(stiffness of outrigger=1.0EI)

Fig. 12 Comparison of slab area ratios to exceed 50% of  tensile 

strength of slab concrete by outrigger location in core outrigger 

systems(stiffness of outrigger=5.0EI, 1.0EI, 0.2EI)

Fig. 14 Distribution of effective slab stress to exceed 25% of 

tensile strength of slab concrete in core outrigger systems 

(stiffness of outrigger=1.0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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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은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에서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

장강도 50% 이상이 되는 면적비율을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경우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Fig. 16을 보면 슬래

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50% 이상이 되는 슬래브 면적이 최고

인 경우는 아웃리거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경우에서는 

각각 78.5%, 71.9%, 54.9%로 나타났고, 이상의 최고 비율이 나

타나는 아웃리거 구조의 위치는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경우에서는 모두 128m(0.457H)로 나타났다. 

Fig. 17과 Fig. 18은  오프셋 아웃리거 강성이 1.0EI이고 아

웃리거가 100m에 위치한 경우로 아웃리거 구조의 하현재 높

이인 96m에 위치한 슬래브에서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50%와 25% 이상이 되는 유효 슬래브 응력의 분포를 각각 표

시하였다. Fig. 17에서는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50% 이

상이 되는 유효 슬래브 응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70.8%로 나타

났고, 전단벽과 아웃리거 사이에 위치한 슬래브에 응력이 크

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전단벽에 직

접적으로 아웃리거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단벽으로부

터 아웃리거로 응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전단벽과 아웃리거 

사이에 위치한 슬래브가 구조적인 역할이 커진 것으로 추정

된다. Fig. 18을 보면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25% 이상

이 되는 유효 슬래브 응력이 작용하는 면적은 95.4%로 나타났

고, 슬래브에 작용하는 유효응력 분포는 슬래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50% 이상인 Fig. 17인 경우와 유사하였고, 전단벽에

서 아웃리거에 연결된 외곽기둥 방향으로 응력이 전달되는 

흐름을 보다 현저하게 보였다. 

Fig. 11과 Fig. 1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슬래브에서 발생한 

인장응력이 슬래브가 보유하고 있는 콘크리트의 인장강도(ft) 

이상이 되는 슬래브 면적에 대한 비율은 코어 아웃리거 구조

인 경우에서는 아웃리거 강성이 1.0EI 이상인 경우일 때는 없

고 아웃리거 강성이 0.2EI인 경우일 때는 최고 7% 정도로 나

Fig. 15 Comparison of slab area ratios to exceed the tensile strength 

of slab concrete by outrigger location in offset outrigger systems 

(stiffness of outrigger=5.0EI, 1.0EI, 0.2EI)

Fig. 18 Distribution of effective slab stress to exceed 25% of  tensile

strength of slab concrete in offset outrigger systems 

(stiffness of outrigger=1.0EI)

Fig. 17 Distribution of effective slab stress to exceed 50% of  tensile

strength of slab concrete in offset outrigger systems 

(stiffness of outrigger=1.0EI)

Fig. 16 Comparison of slab area ratios to exceed 50% of  tensile 

strength of slab concrete by outrigger location in offset outrigger 

systems(stiffness of outrigger=5.0EI, 1.0EI, 0.2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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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지만,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는 36%까지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코어 아웃리거 구조에서는 아웃리거

의 설치에 따른 슬래브에 대한 특별한 보강은 필요 없지만, 오

프셋 아웃리거 구조에서는 아웃리거의 설치로 인하여 응력이 

크게 작용하는 전단벽과 아웃리거 사이에 위치한 슬래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4 아웃리거의 설치 위치에서 전달되는 기둥의 축력 

Fig. 19는 코어 아웃리거 구조와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의 외

곽 기둥(C1, C2, C3, 여기서 부호는 Fig.1 참조)에 작용하는 축

력을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표시하였다. 여기서는 아웃리거의 

강성이 1.0EI이고, 아웃리거가 건물의 중간 높이인 140m에 설

치된 경우이다. Fig. 19를 보면 아웃리거 구조가 설치된 높이에

서 기둥에 따라서 기둥 축력의 변동에 대한 차이를 볼 수가 있

다. 여기서 기둥에서 발생한 변동 축력은 전단벽이 부담할 수평

력을 아웃리거를 통하여 외곽기둥이 부담하게 되는 하중이다. 

따라서 상기의 아웃리거 설치 위치에서 전달되는 기둥의 축력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의 하중전달 경로

와 외곽기둥의 구조적인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Fig. 20은 아웃리거 구조가 설치된 높이에서 3개 외곽기둥

(C1, C2, C3) 축력의 변동값을 합쳐서 나타내었다. Fig. 20에

서는 아웃리거의 강성이 증가할수록  3개 외곽기둥 축력의 변

동값 합계는 아웃리거의 평면상 위치에 관계없이 증가하였

다. Fig. 20을 보면 3개 외곽기둥 축력의 변동값 합계에서 오프

셋 아웃리거 구조는 코어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와 비교하여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각각의 경우는 0.47

배, 0.49배, 0.58배로 작게 나타났다.  

Fig. 21은 코어 아웃리거 구조와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의 

외곽 기둥(C1, C2, C3)에 작용하는 축력의 변동값 총합에 대

한 각각의 외곽기둥에 작용하는 축력 변동값의 비율을 나타

내었다. Fig. 21에서 코어 아웃리거인 경우에서 아웃리거와 

연결되는 C3 기둥의 변동 축력은 아웃리거의 강성이 0.2EI, 

1.0EI, 5.0EI인 각각의 경우에서 외곽 기둥에 작용하는 축력의 

변동값 총합의 91%, 94%, 95%로 각각 나타났고, C2 기둥에

서는 각각 5%, 4%, 3%, C1 기둥에서는 각각 4%, 2%, 2%로 나

타났다. 또한, Fig. 21에서 오프셋 아웃리거인 경우에서 아웃

리거의 강성이 0.2EI, 1.0EI, 5.0EI인 각각의 경우는 아웃리거

와 연결되는 C2 기둥에서는 외곽 기둥에 작용하는 축력의 변

동값 총합의 85%, 87%, 88%로 각각 나타났고, C3 기둥에서

는 각각 9%, 8%, 7%, C1 기둥에서는 각각 6%, 5%, 5%로 나타

났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웃리거 구조의 형식에 따

Fig. 21 Comparison of ratios of axial forces transfered in columns in 

outrigger location with different stiffnesses of outrigger 

(core/offset outrigger systems)

Fig. 20 Comparison of sums of axial forces transfered in columns in

outrigger location

Fig. 19 Axial force distribution of columns  by building height  in 

core and offset outrigger systems(outrigger stiffness=1.0EI)



1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4호(2021. 8)

른 외곽 기둥의 축력 변동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체 외곽 기둥

이 부담하는 축력에서 아웃리거에 연결된 외곽 기둥이 부담

하는 비율이 코어 아웃리거인 경우가 오프셋 아웃리거인 경

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코어 아웃리거 구조가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와 상이하게 전단벽에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 

인하여  전달되는 하중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3.5 아웃리거 부재에 작용하는 축력 

Fig. 22는 코어 아웃리거와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의 아웃리

거 부재의 사재에 작용하는 축력을 아웃리거의 강성에 따라서 

비교하였다. Fig. 22를 보면 아웃리거 부재의 사재에 작용하는 

축력에서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는 코어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

보다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인 각각의 경우는 

0.43배, 0.44배, 0.53배로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Fig. 22에서 아

웃리거의 강성이 1.0EI인 경우와 비교하면 코어 아웃리거인 경

우에서는 아웃리거 강성이 5.0EI인 경우는 1.08배, 0.2EI인 경

우는 0.69배, 오프셋 아웃리거인 경우에서는 아웃리거 강성이 

5.0EI인 경우는 1.05배, 0.2EI인 경우는 0.83배로 나타났다.

Fig. 23은 코어 아웃리거 구조와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의 

아웃리거 부재의 하현재에 작용하는 축력을 아웃리거의 강성

에 따라서 비교하였다. Fig. 23을 보면 아웃리거 부재의 하현

재에 작용하는 축력에서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는 코어 아웃

리거 구조인 경우보다 아웃리거의 강성이 5.0EI, 1.0EI, 0.2EI

인 각각의 경우는 0.23배, 0.24배, 0.3배로 작게 나타났다. 그

리고 Fig. 23에서 아웃리거의 강성이 1.0EI인 경우와 비교하

면 코어 아웃리거인 경우에서는 아웃리거 강성이 5.0EI인 경

우는 1.17배, 0.2EI인 경우는 0.49배, 오프셋 아웃리거인 경우

에서는 아웃리거 강성이 5.0EI인 경우는 1.12배, 0.2EI인 경우

는 0.63배로 나타났다. 

Fig. 24는 아웃리거 부재의 사재에 작용하는 축력의 Y방향 

성분과 아웃리거 구조가 설치된 높이에서 아웃리거와 직접적

으로 접합된 기둥 축력의 변동값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아웃리

거 부재의 사재에 작용하는 축력의 Y방향 성분은 기둥의 축력

과 동일한 방향이다. Fig. 24에서는 아웃리거의 강성에 따라서 

코어 아웃리거와 오프셋 아웃리거를 비교하였다. Fig. 24에서

는 아웃리거 부재의 사재에 작용하는 축력의 Y방향 성분값은 

아웃리거 구조가 설치된 높이에서 아웃리거와 직접적으로 접

합된 기둥 축력의 변동값의 81.2∼85.4%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의 구조성

능에 기여가 절대적인 아웃리거와 직접 연결된 외곽기둥이 수

평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아웃리거 구조의 설치로 인한 것

이 80% 이상이고, 강성골조의 휨거동에 의한 것이 20% 이하

라는 사실을 파악함으로서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의 하중전달 

경로와 외곽기둥의 구조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Fig. 22 Comparison of axial forces in diagonal member of 

outrigger system

Fig. 24 Comparison between axial forces transfered in 

columns in outrigger location and Y direction 

forces of diagonal member in outrigger

Fig. 23 Comparison of axial forces in lower member of 

outrigg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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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아웃리거의 평면상 위치와 아웃리거의 강성

을 해석변수로 채택한 초고층 아웃리거 구조형식의 70층 건

물을 대상으로 구조해석을 실시한 후에 해석결과 중에서 건

물의 높이별 슬래브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 분포, 아웃리거 구

조의 설치높이 변동에 따른 슬래브에 작용하는 응력 분포, 아

웃리거 구조의 설치높이 변동에 따른 아웃리거의 하현재에 

있는 슬래브에 작용하는 전체 응력 분포, 아웃리거 설치위치

에서 작용하는 기둥의 축력 등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여 아래

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의 슬래브에 작용하는 응력이 코

어 아웃리거 구조인 경우보다 1.6∼6.9 배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슬래브 응력의 차이는 아웃리거 강성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전단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코어 아웃리거인 경우보다는 전단벽과 직접적

으로 연결되지 않은 오프셋 아웃리거인 경우에서 전단

벽과 아웃리거 사이에 있는 슬래브의 역할이 활성화됨

에 따라서 슬래브에 작용하는 응력이 커지기 때문으로 

나타난다고 추정된다.   

2) 아웃리거의 평면상 위치에 따라서 슬래브의 응력 분포

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단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코어 아웃리거인 경우는 아웃리거 주변 슬래브, 전단벽

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오프셋 아웃리거인 경우

는 전단벽과 아웃리거 사이에 있는 슬래브에 응력이 크

게 분포하였다. 

3) 슬래브에서 발생한 인장응력과 슬래브가 보유하고 있는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비교하면 코어 아웃리거 구조에서

는 아웃리거의 설치에 따른 슬래브에 대한 특별한 보강은 

필요 없지만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에서는 아웃리거의 설

치로 인하여 응력이 크게 작용하는 전단벽과 아웃리거 사

이에 위치한 슬래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코어 아웃리거 구조에서는 전단벽과 외곽기둥을 연결하

는 아웃리거가 위치하는 슬래브에 응력이 크게 작용하였

고,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에서는 전단벽과 아웃리거 사이

에 위치한 슬래브에 응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아웃리거

에 연결된 외곽 기둥이 부담하는 축력의 비율은 코어 아

웃리거인 경우가 오프셋 아웃리거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

났다. 이상과 같이 슬래브의 응력 분포, 아웃리거 설치위

치에서 전달되는 기둥의 축력 변동, 아웃리거 부재에 작

용하는 하중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아웃리거 구조시스템

의 하중전달 경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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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본 연구에서는 코어 및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의 수평거동을 파악할 목적으로 70층 규모의 초고층  아웃리거 건물을 대상으로 

MIDAS-Gen을 이용하여 구조해석 및 구조설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해석의  주요한 변수는  아웃리거의 강성과  아웃리거의 평면상 위치

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해석결과에 근거하여  코어 및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의 슬래브, 아웃리거, 외곽 기둥과 같은 구조요소들의 수평거동을 

분석하였다. 본 해석연구의 결과에서는 아웃리거의 강성과 아웃리거의 평면상 위치가 초고층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의 수평거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특히 코어 아웃리거 구조에서는 전단벽과 외곽기둥을 연결하는 아웃리거가 위치하는 슬래브에 응력이 크게 

작용하였고, 오프셋 아웃리거 구조에서는 전단벽과 아웃리거 사이에 위치한 슬래브에 응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초고층 아

웃리거  구조시스템의 합리적인 구조설계에 필요한 공학 데이터를 얻는데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핵심용어 : 코어 아웃리거 시스템, 오프셋 아웃리거 시스템, 수평거동, 아웃리거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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