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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the construction trend of high-rise structures is changing from a cube-shaped box to a free-form. In the case 

of free-form structures,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behavior of the structure because it induces torsional deformation due to 

inclined columns and the eccentricity of the structure by the horizontal load.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 

stability by considering the design variables at the design stage. In this paper, the position of the weak vertical member 

was analyzed by analyzing the behavior of the structure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core position of the twisted 

high-rise structures. In the case of the shear wall, the shear force was found to be high in the order of proximity to the 

center of gravity of each floor of the structure. In the case of the column, the component force was generated by the axial 

force of the outermost beam, so the bending moment was concentrated on the inner column with no inclination.

Keywords : Twisted high-rise building, Eccentricity, Core location, Eccentric core, Dynamic analysis

ISSN 1598-4095(Print)
ISSN 2287-7401 (Online)

http://dx.doi.org/10.9712/KASS.2022.22.1.17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s
Vol. 22, No. 1 (통권 87호), pp.17~24, March, 2022

1. 서론1)

초기 초고층 건축물은 New York과 Chicago를 중심

으로 주로 사무실 용도로 건설되었지만, 최근 건설된 건

축물은 사무실 용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 호텔, 

주거의 복합공간으로 건설되고 있다. 또한, 입면 형태는 

정육면체 박스형에서 일정 각도로 평면이 회전하는 비

틀림(Twisted) 형상, 일정 각도로 기울어진(Tilted) 형

상, 높이에 따라 평·단면이 줄어드는 변단면(Tapered) 

형상 등의 자유형상(Free-Form)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1),2) 다음 

<Table 1>은 전 세계 주요도시에 건설된 다양한 입단면 

형상을 가진 초고층 구조물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구조물의 주기가 일반적으로 장주기 구조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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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가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는 단주기 영역에 포함되

는 지반 진동의 주기와 공진을 일으키지 않아 지진

하중보다 풍하중에 의한 변형이 크게 작용한다. 그

러나 연약 지반에 위치한 초고층 구조물의 경우, 지

진하중이 증가되어 풍하중보다 크게 평가되기도 한

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물의 밀도가 높으므로 60~70층 규모

인 경우에도 지진하중이 풍하중보다 크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1) 더불어, 비틀림 구조물의 경우 평면 

회전각도로 인해 공기역학적 형태로 일반적인 초고

층 구조물에 비해 풍하중이 저감된다.

하지만 박스형의 정형구조물과 달리 입면 형태가 

변화하는 구조물의 경우 경사진 기둥, 구조물의 편

심 등의 이유로 풍하중과 지진하중과 같은 횡하중

으로 인해 비틀림 변형을 유발하여 구조물의 거동

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설계 단계에서 설계

변수를 고려하여 복합적인 구조해석 및 안정성 검

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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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Name Year Stories
Height 

(m)

Gross 

Area 

()

Function
Building

Form

Plan 

Shape

Core 

Shape

Core 

Ratio 

(%)

Al Hamra Tower 2005 54 412.6 186,061 Office Twist Rectangle Rectangle 25.5

Capital Gate 2011 36 164.7 53,100 Office/Hotel MCF Ind-Form Oval 20.9

Cayan Tower 2013 73 306.4 111,000 Residential Twist Rectangle Circle 12.1

Baltimor Tower 2016 45 150 115,000 Residential Twist Oval Circle 10.6

Shanghai Tower 2015 128 632 420,000 Office/Hotel Twist Triangle Rectangle 21.4

Lotte World Tower 2017 123 555.7 304,081
Office/Hotel

/Residential
Taper Rectangle Rectangle 32.4

Lakhta Center 2018 86 462 40,000 Office Twist Ind-Form Circle 25.3

Shenzhen Center 2019 80 375.6 245,000 Residental Taper Rectangle Circle -

Greenland Group

Suzhou Center
2019 77 358 303,433

Office/Hotel

/Apartment
Taper Rectangle Rectangle 25

Haikou Tower 2020 94 428 387,423 Office/Hotel Taper Rectangle Octagon -

<Table 1> Case of domestic and foreign high-rise structures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비틀림 구조물의 초기 

설계 시 다양한 설계변수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유형상 구조물 중 비

틀림 형상 구조물의 코어 위치를 설계변수로 선정하였

으며, 해석모델에 연직하중과 역사지진하중을 가하여 동

적 해석을 통해 구조적 특성과 수직부재 중 취약한 위치

에 대해 분석하였다.

2. 편심코어(Eccentric Core)

건물에서 비틀림(Torsion)은 하중의 작용점(질

량 중심, Center of Mass)과 회전 중심(강성 중심, 

Center of Rigidity)간의 거리 차이(편심거리, 

Distance of Eccentricity)에 의하여 발생하며, 편

심거리가 증가할수록 비틀림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

서 구조물의 강성 중심과 평면의 기하학적 중심 간

의 거리가 멀수록 지진하중에 의해 건물에 작용하

는 비틀림이 커진다. 무게중심과 강성중심의 거리가 

긴 건축물의 부재는 부분적으로 과도한 변형이 발

생하며, 이와 같은 부재의 손상 때문에 각 층의 내

력이 저하될 수 있다.4),5),6)

편심코어를 가진 건축물은 평면 배치에 유연성으

로 인한 사용성 증가와 같은 건축계획적인 측면에

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코어를 제외한 건축물의 평면이 X, Y방향으로 대칭

일 경우, 편심 코어 건축물은 횡력에 의하여 구조물

에 부가적인 비틀림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 특정 부

재에 응력이 집중되어 취성적 파괴를 유발할 수 있

으며 부재력을 증가시켜 추가적인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

비틀림 구조물의 경우, 편심 코어가 아닌 구조물

의 중앙에 코어가 위치하여도 평면 비틀림으로 인

해 구조물 자체적으로 편심이 발생하여 비틀림을 

유발시킨다. 반면, 코어는 횡력에 대한 강성 기여도

가 높아 위치에 따라 강성 중심의 위치가 이동하여 

구조물 중앙에 코어가 위치한 경우보다 층별 편심

거리가 감소하는 층이 생겨 구조물에 발생하는 편

심거리에 의한 비틀림을 감소시킬 수 있다. <Fig. 

1>은 코어가 구조물의 중심에 위치하며 기준층부

터 지붕층까지 동일한 형상을 가지는 60층 규모의 

정형 해석모델과 각각 중앙코어와 편심코어를 가지

는 비틀림 형상 해석모델에 우발 편심(Accidental 

eccentricity)을 5%를 고려하여 각 층별 편심률을 

그래프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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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ory eccentricity ratio by 

Analy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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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Model (b) Y-Model (c) X-Model

<Fig. 3> Eigenvector mode by analytical model

3. 해석 일반사항

3.1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직사각형 평면을 가진 비틀림 초

고층 해석모델의 코어 위치 변화별 역학적 구조 거

동 분석을 위해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Midas Gen 

Ver. 915를 사용하여 해석모델을 모델링하였다. 해

석모델은 가로 54m ☓ 세로 36m, 코어 면적률은 

약 11%로 한 층당 0.5°씩, 총 회전각도 30°를 가

진 60층 규모의 비틀림 형상 구조물로 모델링하였

다. 각 해석모델의 명칭은 코어 위치별로 코어가 

구조물 중심에 위치한 해석모델은 ‘C-Model’, Y 

방향으로 이동한 해석모델은 ‘Y-Model’, X 방향으

로 이동한 해석모델은 ‘X-Model’로 표기하였으며 

해석모델은 <Fig. 2>와 같다. 이에 따른 해석모델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Variable Analytical model

Height 4m☓60story = 240m

Main Plane 54m ☓ 36m

Slenderness ratio 1 : 6.66

Aspect ratio 5.44

Material

(MPa)

Column
275

Beam

Wall (Core) 24

Section

(mm)

Column H-400☓400☓13/21

Beam H-400☓200☓ 8/13

Wall 400

Load
Dead Load  4.5 kNm
Live Load 2.5 kNm

<Table 2> Specification of analytical model

3.2 해석방법

코어 위치에 따른 비틀림 형상 해석모델을 X, Y 

방향에 대해 질량참여율 90%, 30차 모드까지 고려

하여 모드중첩법을 이용한 시간이력해석법으로 동

적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최대 층간변형률, 

최대 절대 층 가속도, 최대 층 전단력, 전단벽(코

어)의 최대 전단력 및 기둥의 최대 휨모멘트를 분

석하였으며 해석모델의 전단력 및 휨모멘트는 각각 

최대로 부담하는 전단벽과 기둥을 선정하여 분석하

회전각도 : 30°



(a) C-Model





(b) Y-Model





(c) X-Model

<Fig. 2> Analytical model of 

twisted-shaped buliding by cor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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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해석모델별 주요 진동모드의 고유진동모드형상을 

분석한 결과, 3가지 해석모델 모두 최상층이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Fig. 3>은 해석모델별 1~5차 고유진동

모드형상을 X, Y축에 대해 그래프화 한 것이며, 해석모

델별 주요 모드주기는 <Table 3>과 같다.

Mode 

No.

C-Model Y-Model X-Model

Period(sec)

1 6.1128 6.1251 6.1814

2 4.5671 4.5536 4.5785

3 1.1538 1.1490 1.1587

4 0.9665 1.0038 0.9763

5 0.8555 0.8516 0.8560

<Table 3> Vibration mode period by analytical model

역사지진하중 노스리지 지진(Northridge, 1994), 엘센트

로 지진(Elcentro, 1940), 도호쿠 지진(Tohoku, 2011) 지

진을 X, Y 방향으로 동시 가력하여 해석하였으며 지진력 

저항시스템에 대한 설계계수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7)에 따라 중간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

조시스템의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을 기준으로 적용하

였다. 이에 따른 각 지진하중별 가속도 시간이력그래프는 

<Fig. 4>과 같다. 수직하중은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고려하

여 산정하였다. 해석모델의 수직하중으로 각 층당 고정하

중 4.5kNm , 활하중 2.5kNm 및 구조물의 자중을 

재하 하였으며 하중 전달 방식은 이방향 슬래브의 하중전

달과 동일하게 각 층마다 한 스판(Span)을 구성하는 보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지진의 건물 수직축에 대한 회전성분, 

강성, 강도, 질량의 예측할 수 없는 실제와 계산상의 오차, 

건물저면의 증대에 따라 지반운동의 작용이 변화하여 발

생한 비틀림 등을 고려하기 위해 정적해석과 같이 평면치

수의 5%의 우발편심을 각 층의 질량중심점에 적용하였다.

4. 해석 결과

4.1 층간변형률

해석모델의 층간변형률은 수직하중과 역사지진하중을 

통해 산정된 층간변위에 중요도계수( )와 변위증폭계

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허용 층간변형률은 건

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중요도(1), 내진등급 Ⅰ에 해

당하는 ‘0.015’로 제한하였다.

(a) Northridge earthquake (DX)

(b) Elcentro earthquake (DX)

(c) Tohoku earthquake (DX)

<Fig. 4> Acceleration time history

 

Direc

tion

Analytical 

model

Northridge Elcentro Tohoku

Story drift ratio

DX

C-Model 0.0058 0.0128 0.0332

Y-Model 0.0058 0.0130 0.0341

X-Model 0.0058 0.0129 0.0331

DY

C-Model 0.0116 0.0142 0.0465

Y-Model 0.0116 0.0144 0.0465

X-Model 0.0118 0.0144 0.0465

<Table 4> Story drift ratio by analytical model

<Table 4>은 해석모델의 X, Y 방향에 따라 지진하중별 

최대 층간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X 방향 최대 층간변형

률의 경우, Northridge 지진을 제외한 두 지진하중에 대해 

코어가 Y 방향으로 이동된 해석모델 ‘Y-Model’의 응답 값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Y 방향 최대 층간변형률의 경우, 

모든 해석모델의 최대 응답 값이 유사하나 Elcentro 지진

에 대해 코어의 위치가 편심을 가질 때 최대 층간변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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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ximum story absolute ac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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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ximum story shear force 

Direc

tion

Analytical 

model

Northridge Elcentro Tohoku

Story absolute accel. ( msec)
DX

C-Model 4.7452 4.5113 14.8761

Y-Model 4.6399 4.3077 14.7369

X-Model 4.6881 4.4969 14.9424

DY

C-Model 10.6299 6.7588 13.2730

Y-Model 10.6977 6.7599 13.3234

X-Model 10.4351 6.7597 13.1588

<Table 5> Story absolute accel. by analytical model

Direc

tion

Analytical 

model

Northridge Elcentro Tohoku

Story shear force (kN)

DX

C-Model 12618 17802 42196

Y-Model 12235 17122 41380

X-Model 12609 17706 41925

DY

C-Model 18551 18050 35139

Y-Model 18776 18309 35626

X-Model 18235 17742 34006

<Table 6> Story shear force by analytical model

4.2  층 가속도  층 단력

구조물의 구조가 비대칭이거나 질량과 강성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비정형 구조물일 때. 진동모드 형상이 변

형집중 및 비틀림 등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1차 

진동모드의 영향뿐만 아니라 2차 진동모드 이상의 영향

을 받는다.8)
 동적해석 시 층 지진하중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여 절대 층 가속도와 층 전단력의 크기를 세 지진하

중에 대해 층별 최대 응답 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Fig. 5>는 해석모델별 최대 절대 층 가속도를 그래

프화한 것이며, 지진하중별 최대 응답값은 <Table 5>과 

같다. 세 지진하중에 대하여 모든 층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해석모델 모두 Roof 층에서 최대 응답 값이 

나타났다. X 방향 최대 층 절대 가속도의 경우, 

Northridge, Elcentro 지진에 대해 해석모델 ‘C-Model’

에서 최대 응답이 나타났다. Y 방향 최대 층 절대 가속

도의 경우, 세 지진하중 모두 해석모델 ‘Y-Model’에서 

최대 응답이 나타났다. 

<Fig. 6>는 해석모델 별 최대 층 전단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지진하중별 최대 층 전단력은 <Table 6>

과 같다. 최대 층 전단력은 최대 절대 층 가속도와 동일

하게 세 지진하중에 대하여 모든 층에 걸쳐 유사한 양상

이 나타났으며, 해석모델 모두 최대 층 전단력은 기준층

에서 나타났다. X, Y 방향에 따른 최대 층 전단력을 가

지는 해석모델은 X 방향에 대한 Tohoku 지진을 제외한 

타 지진하중에 대해선 해석모델 ‘C-Model’, Y 방향은 

세 지진하중 모두 해석모델 ‘Y-Model’에서 층 전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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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ximum wall shear force by Wall No.

모두 최대 응답 값이 나타났다. 이는 Y 방향으로 코어가 

이동할 시 편심거리가 증가하는 반면, X 방향으로 코어

가 이동할 시 편심거리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발

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코어 단벽의 단력

철근콘크리트 벽체는 면내 휨에 대하여 단면의 깊

이가 깊고 각 층에서 비교적 얇은 바닥판의 휨강성

에 의하여 면내 횡방향으로 지지함으로 지진하중에 

대해 저항하는 부재이다.9) 이에 전단벽에 가해지는 

전단력의 크기는 내진설계 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본 

연구에서 비틀림 초고층 구조물의 코어 위치 변화별 

최대 전단력이 발생하는 전단벽의 위치와 크기를 분

석하였다.

해석모델별 코어 전단벽 최대 전단력의 크기는 전

단벽의 위치가 구조물의 중심을 기준으로 근접 한 

벽체에서 전단력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중심에서 

가장 멀리 위치해 있는 해석모델 ‘Y-Model’의 Wall 

No.1 및 해석모델 ‘X-Model’의 Wall No.2에서 상대

적으로 낮은 전단력의 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석모델 ‘Y-Model’의 Wall No.1은 외부와 

직접 접해 있는 전단벽으로 하중의 분배가 적게 발

생하고 해석모델 ‘Y-Model’의 Wall No.3에 전단력

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Fig. 7>은 해석모델별 코어 전단벽의 층별 전단

력을 Wall No.별로 그래프화 및 Wall Numbering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7>은 전단력을 가장 많이 받

는 층의 Wall No.별 전단력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Wall

No.

Analytical 

model

Northridge Elcentro Tohoku

Wall shear force (kN)

No.1

C-Model 6314.9  8979.5 21221.5

Y-Model 5755.7  8338.1 20571.4

X-Model 6813.8  9114.6 20849.3

No.2

C-Model 9275.4  9150.5 17864.6

Y-Model 9330.7  8513.4 18056.4

X-Model 8235.6  7342.0 14975.8

No.3

C-Model 6273.9  8752.7 20762.3

Y-Model 6582.7  8966.4 21816.0

X-Model 5955.0  9164.4 20911.7

No.4

C-Model 9051.2  8570.1 16876.3

Y-Model 9220.5  9482.4 17412.4

X-Model 9766.1 10099.9 19169.1

<Table 7> Wall shear force by Wal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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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Model (b) Y-Model (c)X-Model

<Fig. 8> Maximum moment of column by analytical model

4.4 기둥의 휨모멘트

기둥은 압축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질

적으로 기둥에는 압축력뿐 만 아니라 휨모멘트, 전단

력 등이 발생한다. 특히, 구조물이 세장한 고층건물

의 경우 수평하중에 대하여 기둥에 인장력 또한 발

생할 가능성이 있어 구조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곽부의 기울어진 기둥과 내부

의 수직 기둥에 대한 휨모멘트를 점검하였으며 해석

모델의 코어 위치에 따라 기둥의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를 분석하여 코어 위치별 취약한 기둥 

부재 위치와 크기를 분석하였다. <Table 8> 및 <Fig. 

8>은 해석모델별 최대 휨모멘트를 받는 기둥을 선정

하여 로컬좌표계의 My, Mz를 구해 SRSS를 사용하

여 기둥의 최대 휨모멘트의 크기와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nalytical 

model

Northridge Elcentro Tohoku

Moment of column (Col No.) (kN·m)

C-Model 129.75 (1) 226.65 (2) 588.59 (2)

Y-Model 148.46 (1) 227.99 (1) 643.64 (2)

X-Model 156.68 (1) 246.20 (1) 656.20 (1)

<Table 8> Moment of column by analytical model

세 가지 해석모델 모두 Roof층의 기둥에서 최대 

휨모멘트 응답값이 나타났으며, 코어와 보가 연결된 

기둥에서 휨모멘트가 최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진하

중이 해석모델에 가력될 시 비틀린 평면의 수직이 

아닌 각도에 의해 수직 및 수평분력이 발생하므로 

회전된 외곽보와 이에 연결된 보에 발생되는 축력으

로 해당 기둥에 휨이 크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틀림 초고층 구조물의 코어가 

X, Y 방향으로 편심을 가질 시 구조물의 지진거동 

분석을 시간이력해석법을 통한 선형 동적해석을 실

시하여 해석모델별 X, Y 방향에 대한 응답 및 해석

모델별 수직부재의 부재력을 검토하여 취약한 부재

의 위치 및 부재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X 방향 층간변형률의 경우, 편심코어로 인해 

이동된 축을 기준으로 편심거리가 증가하여 코어의 

이동축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지진하중에 대해 변

위가 증가하여 최대 층간 변형률이 해석모델 ‘Y-Model’

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반대로 Y 방향 층간

변형률의 경우, 평면 회전축이 중심이 아닌 우상단에 위

치해있어 X 방향으로 코어가 이동한 해석모델 

‘X-Model’ 경우 편심거리의 변화가 거의 없어 해석모델

별 최대 층간변형률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

다.

2) 해석모델별 코어 전단벽의 최대 전단력 크기

는 구조물 중심에서 각각 3.59m, 7.25m로 근접하

게 위치한 해석모델 ‘Y-Model’의 Wall No.3과 해

석모델 ‘X-Model’의 Wall No.4에서 타 해석모델 대비 

약 4.8%, 12.0% 높은 응답 값이 나타났으며, 중심에서 

각각 8.42m, 10.75m로 멀리 위치해 있는 해석모델 

‘Y-Model’의 Wall No.1, 해석모델 ‘X-Model’의 Wall 

No.2에서 타 해석모델 대비 약 3.0%, 17.1% 낮은 응답

값이 나타났다. 이는 비틀림 구조물의 무게중심이 코어 

위치 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이동하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3) 세 가지 해석모델 모두 기울기가 없는 내부 

수직기둥에서 휨모멘트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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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상부층으로 갈수록 비틀어진 평면으로 인해 기

준층에서 동일하게 직사각형 형태로 구획된 보 스판이 

직사각형 형태가 아닌 기하학적 형태로 이루어져 외곽

보와 이에 연결된 보에 발생되는 축력에 의한 분력으로 

해석모델 ‘C-Model’, ‘Y-Model’, ‘X-Model’ 각각 

588.59kN, 643.64kN, 656.20kN의 최대 휨모멘트가 발

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횡력 저항시스템으로 전단벽을 적용하여 

코어 위치 변화별 비틀림 초고층 구조물의 거동 및 취약 

위치에 대해 분석하였다. 추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이아그리드 시스템, 아웃리거 시스템, 브레이스튜브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횡력 저항시스템을 적용한 비

틀림 초고층 구조물의 횡 응답 거동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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