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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the center of stiffness and the center of mass of the structure differ under the seismic load, torsion is caused by 

eccentricity. In this study, an analysis model was modeled in which the positions of the core and the plane rotation axis of 

a 60-story torsional atypical structure with a plane rotation angle of 1 degree per floor were different. The structural 

behavior of the analysis model was analyzed, and the earthquake response behavior of the structure was analyzed based 

on the time history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as the eccentricity of the structure increased, the eccentricity response was 

amplified in the high-rise part, and the bending and torsional behavior responses were complex in the low-order vibration 

mod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ximum displacement and story drift ratio increased due to the torsional behavior. 

The maximum story shear force and the story absolute maximum acceleration showed similarities for each analysis model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vibration mode of the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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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다양한 입 단면 형태를 가진 구조물, 비정형 입면 혹

은 비대칭 평면의 계획이 활발해짐에 따라 초고층 구조

물에 접목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랜드마크로서 비정형 고층 구조물이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고층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의 경

량화에 따른 세장비의 증가로 지진하중에 비하여 풍하

중에 의한 밑면전단력의 값이 크다. 그러므로 고층 구조

물 설계 시 구조적 안전성의 문제와 거주자의 사용성 문

제로 내진설계에 비하여 내풍설계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1). 

국내 외로 건설된 다양한 비정형 형상 고층 구조

물 중 스웨덴의 Turning Torso(2005)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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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림(Twisted)형상 비정형 구조물이 풍하중에 

대하여 공기역학적인 형상적 특징을 가진 구조물로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다수 건설되고 있다2).

그러나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비틀어지는 

평면에 따라 기울어지는 외부골조 기둥과 그에 연

결된 구조부재에 불연속적인 하중경로가 존재할 것

이며 불규칙한 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비탄성변형

으로 응력집중이 일어나는 약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입면과 평면상 비정형을 가지는 형상적 

특징으로 일정한 평면 회전각도에 의해 고층부로 

갈수록 평면이 치우쳐지는 형상을 가지므로 형상적

인 비정형성에 의해 층 지진력의 분포가 1차 모드

에 의한 값이 지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

진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 산정 시 등가정적해

석법을 적용하여 내진해석을 수행하는 대신 모드중

첩법과 같은 동적해석에 의한 층지진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조물은 질량 중심(Center of mass)에 작용하

는 지진하중을 벽체와 코어 전단벽, 기둥 및 가새골

조 등과 같은 내진요소의 강도가 구조물의 강성중



이다혜․김 수․강주원

34 _제22권 제1호 통권87호, 2022. 3

(a) CC-Model (b) ECX1-Model (c) ECX2-Model

<Fig. 1> Analytical model

심(Center of rigidity)을 통해 횡력을 저항한다2). 

질량중심과 강성중심의 거리 차가 클수록 편심

(Eccentricity)에 의해 구조물에 비틀림 응답이 발

생하므로, 고층 건물의 코어를 중앙으로 위치시키거

나 횡력저항시스템을 대칭으로 처리해 비틀림의 영

향으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3),4). 

그러므로 지진하중에 의한 횡방향 거동과 비틀림 

변형에 특히나 불리한 비틀림 형상 비정형 구조물

은 회전하는 평면에 의해 비대칭적 질량 분포와 더

불어 구조물의 손상의 원인이 되는 비틀림과 비정

형성의 척도가 되는 편심은 코어의 위치에 따른 영

향이 크다5),6). 또한 외부골조에서 유발되는 불규칙

한 하중을 횡력에 대한 강성기여도가 큰 코어에서 

지지하므로 코어의 비중이 일반적인 사각형 프레임

의 정형건물에 비해 커짐에 따라 코어의 위치와 비

율이 초기설계단계에서 고려되고 있다. 

국외에 건설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비틀

림 비정형 구조물의 코어가 평면의 중앙에 위치하

며 회전하는 평면의 외부골조에서 후퇴(set back)

한 기둥을 위치시켜 평면형상에 맞춰 다양한 단면

형상의 코어를 사용하여 횡력에 대한 대칭성을 갖

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Agora garden과 

사우디아라비아의 Diamond Tower와 같이, 보다 

극적인 비정형 입면계획에 의한 평면의 경우 층 중

심 위치가 층마다 변함으로써 코어가 측면이나 모

서리에 위치하는 편심코어의 형상이 된다. 그러므로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의 편심코어에 의한 비틀림을 

고려하여 횡하중에 저항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어와 코어의 중심축

을 평면 회전축으로 가지는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

의 편심에 의한 지진응답을 분석하고자 일정한 회

전각도에 의해 평면이 회전하는 60층 규모의 비틀

림 비정형 고층 구조물을 예제구조물로 선정하였다. 

코어와 회전축 이동에 따른 편심코어 비틀림 비정

형 고층 구조물의 정적분석을 통해 구조적 거동을 

파악하고 선형 시간이력해석을 통한 지진응답 분석

을 통해 해석모델의 동적특성과 취약층 위치를 파

악하였다. 

2. 해석모델

2.1 해석모델 개요

본 연구에서는 대칭 평면을 가지는 비틀림 비정형 구

조물을 대상으로 코어의 위치와 코어의 중심에 위치한 

회전축에 따른 구조거동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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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해석모델들을 선정하였다. 각 해석모델의 회

전축은 평면의 중심이 아닌 코어의 중심을 기준으로 평

면 회전 각도를 가지며, 각 해석모델의 코어는 평면의 

중심에서 장변축인 X축 방향으로 이동시켜 설계하였다. 

이동된 코어의 위치를 기준으로 평면 회전축을 가지는 

각 해석모델은 중심코어 해석모델인 “CC-Model”과 X

축 방향으로 각각 9m, 18m 이동된 “ECX1-Model”과 

“ECX2-Model”로 명명하였다. 세 해석모델 모두 한 층

당 회전 각도를 1씩, 기준층을 기준으로 지붕 층에서 

총 60의 회전 각도를 가지며 경간은 X축으로 9m, Y

축 12m, 기준층 평면의 크기는 54m × 36m이다. 지

상 60층 규모로서 각 층의 높이는 4m의 총 240m 높

이의 사무실 용도로 가정하여 구조물의 자중과 더불어 

고정하중 4.5kN/m2, 활하중 2.5kN/m2을 재하하였다. 

또한, 편심 코어 위치와 그에 따른 평면 회전축을 제외

하고 구조부재는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기둥 부재와 보 

부재는 각각 H형강 H-400×400×13/21, H-400×

200×8/13을 사용하였고 코어의 경우 콘크리트 재료강

도 24MPa로 두께 400mm로 모델링 하였다. 

 

2.2 해석방법 

본 예제구조물인 편심코어를 가지는 비틀림 형상 

해석모델의 해석 프로그램으로 Midas Gen Ver. 

915를 사용하였으며 역사 지진하중인 엘센트로 지

진(El Centro, 1940), 고베 지진(Kobe, 1995), 타

프트 지진(Taft Lincoln, 1952)을 이용하여 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현행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7)에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하는 경우 직교 2방향 지반운동 100%를 동시

에 가진하여 얻은 해석결과를 사용해야 하며, 해석

결과는 입력되는 지진의 특성에 매우 민감하므로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진기록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Fig. 2>와 같이 앞서 언급한 3개의 지

반운동을 해석모델의 X, Y축 양방향으로 동시 가력하

였으며 모드별 감쇠비 5%의 모드중첩법을 적용하였

다. 3개의 각 지반운동에 대해 해석 모델의 각 층의 

동적응답 중 최대 응답을 사용하여 해석모델의 최대 층 

변위와 최대 층간변형률, 층 전단력과 층 절대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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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nd acceleration : X-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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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round acceleration : Y-direction

<Fig. 2> Time history ground acceleration

Contents Value

Seismic zone I

Zone factor 0.22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R) 5.5

Importance factor (IE) 1.2

Site class S3

<Table. 1> Seismic load factors

응답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석모델의 지진응답 거동 분석을 하기에 

앞서 해석모델의 역학적 거동 분석을 위하여 내진 

설계기준에 따라 <Table. 1>과 같은 적용기준으로 

산정한 등가정적 지진하중을 가력하였다.

2.3 해석모델의 편심율

본 연구의 예제구조물은 코어가 중앙부에서 평면

의 장변방향으로 편심을 가지는 해석모델로 코어의 

중심을 기준으로 층당 1°의 평면 회전각도를 가지

는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이므로 사각형 프레임의 

정형 구조물과 달리 질량중심과 강심이 일치하지 

않는 비대칭 구조이다. 세 가지 비틀림 형상 해석모

델의 X, Y축 양축에 대한 편심거리와 탄력반경에 

대한 비틀림강성과 수평강성의 양상 분석을 통해 

편심율을 분석하였으며, <Fig.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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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ccentricity ratio

 비틀림 형상 편심코어 해석모델은 해석모델의 코

어의 위치와 회전축이 장변축인 X방향으로 이동될

수록 질량비대칭에 의한 편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하였으나, 구조물의 중앙에 코어가 위치한 

CC-Model에 비하여 오히려 X축 방향 편심거리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Y축 방향 편심거리도 저

중층부에서는 CC-Model에 비하여 편심거리가 오

히려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고층부에서 증폭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면에서 코어편심이 심한 

해석모델일수록 비틀림강성이 큰 양상이 나타났으

며, 비틀림강성이 가장 큰 2층에서 ECX1-Model과 

ECX2-Model의 강심에 대한 비틀림 강성은 

CC-Model에 비해 각각 1.22배, 2.17배 이상 증가

하였다. 세 해석모델 모두 X축 방향 수평강성이 Y

축 방향에 비해 큰 강성을 가지며 양 축의 수평강성 

모두 2층에서 가장 큰 수평강성을 가지며 고층부까

지 감소하다 Roof 층에서 증폭하는 양상이 나타났

고, X축 방향 수평강성은 코어가 중앙부에서 편심

이 커질수록 감소하였으며, Y축 방향은 증가하였다.

X축 방향의 경우 저 중층부에서는 편심코어 해석모델

이 CC-Model에 비해 낮은 편심율을 가지지만 

ECX1-Model, ECX2-Model 각각 46층, 50층 이상에서

는 비틀림 형상 해석모델의 평면 비틀림 각도가 증가할

수록 편심율이 크게 증폭되어 횡력 저항요소가 평면적

으로 크게 치우쳐진 양상을 가지며, Y축 방향의 또한 편

심코어 해석모델이 CC-Model에 비해 낮은 편심율을 가

지나 ECX2-Model은 2층부에서 Y방향 편심율이 증폭

하였으며, 편심코어  해석모델 모두 지붕층에서 Y방향 

편심율이 증폭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횡강성 기

여도가 큰 코어가 평면의 장변방향으로 이동됨에 따라 

무게중심과 골조 반력의 작용점인 강성중심이 X축으로 

이동되어 코어의 편심이 클수록 오히려 X축 방향에 대

한 편심거리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평면 회전

각도를 갖는 코어 중심축에 대한 회전반경이 커짐에 따

라 고층부로 갈수록 Y축 방향 편심거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4 해석모델의 동 특성

건물이 고층이거나 비정형 구조인 경우 동적 특

성이 1차 진동모드의 영향이 줄어들고 2차 이상의 

진동모드들의 영향이 커지며, 1차 진동모드의 주기

값이 클수록 유연한 구조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8). 

또한 비정형 구조물은 진동모드의 형상이 일반적인 

정형프레임의 구조물에 비해 변형집중 및 비틀림 

등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Lanczos 고유벡터를 사용하여 30

차 모드까지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중심코어 해석

모델은 X축 방향 20차 모드와 Y축 방향 12차 모드 이

상에서 질량참여율이 90%를, ECX1 해석모델에서 Y축 

방향 13차 모드에서 90%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이를 제

외한 X축 방향과 ECX2 해석모델과 같이 편심코어의 편

심이 커질수록 기하학적 비정형성이 높아져 30차 모드

까지 질량참여율이 90%를 초과하지 못했다. 사용된 해

석모델 대한 고유치 해석결과, 코어 위치에 따른 1~5차 

모드에 대한 진동 모드 양상은 <Fig. 4>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1차에서 5차 모드에 대한 고유주기와 질

량참여율을 <Table. 2> 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해석모델의 모드형상의 경우 전반적으로 1, 2차 

모드를 통해 각각 전체 좌표계 Y축 방향(Dy)과 X축 

방향(Dx) 진동모드 성분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

석모델의 기준층 평면에서 단변 방향인 Y축 방향이 

세 해석모델에 가장 취약한 약축방향 성분이며, X

축 방향이 강축방향 성분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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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mode 2nd mode 3rd mode 4th mode 5th mode

(a) CC-Model

(b) ECX1-Model

(c) ECX2-Model

<Fig. 4> Natural vibration mode shape

비틀림 형상 해석모델의 평면 중심에 코어와 평

면 회전축이 위치한 CC-Model의 경우 3차 모드에

서 Y축 방향으로 굽힘 거동, 4차 모드에서 순수 비

틀림(RZ), 5차 모드에서 X축 방향 굽힘 거동이 나타

났다. 코어와 평면회전축이 기준층 평면에서 장변축

으로 이동하는 편심코어 해석모델은 1, 2차 모드에

서 횡 방향 거동과 더불어 미소한 비틀림이 나타났

으며, 3차 진동모드에서 ECX1-Model모델은 비틀림

에 대한 질량참여율이 1.32% 발현되었다. 그러나 

ECX2-Model의 경우 3차 진동모드에서 비틀림에 

대한 질량참여율이 21.96%로 Y축 방향 질량참여율

보다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4차 진동모드 시 비틀림

(RZ) 질량참여율과 Y축 방향(Dy)에 대한 질량 참여

율이 4.39%가 함께 나타났다. 이는 해석모델의 기준

층 평면에 대한 코어가 장변축인 X축 방향으로 편

심이 클수록 비틀림으로 발현된 질량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Mode CC-Model ECX1-Model ECX2-Model

1st 5.9623 5.9812 5.8749

2nd 4.6176 4.6556 4.6684

3rd 1.1356 1.1363 1.1505

4th 0.9979 1.016 1.0815

5
th

0.8629 0.8622 0.8605

<Table. 2> Natural Period (Unit: T, sec)

Model Mode 1st 2nd 3rd 4th 5th 

CC

 0.02 62.37 0.03 0.00 19.04 

 62.71 0.03 18.81 0.00 0.01 

 0.00 0.00 0.00 81.15 0.00

ECX1

 0.02 62.34 0.03 0.01 19.06 

 62.69 0.03 18.64 0.21 0.01 

 0.01 0.03 1.32 79.68 0.12

ECX2

 0.05 62.08 0.04 0.00 19.16 

 62.33 0.06 14.62 4.39 0.02 

 0.08 0.10 21.96 57.77 0.222

<Table. 3> Modal participation masses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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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주기의 경우 약축 방향의 기본주기인 1차 주기는 

CC-Model이 5.9623초(100%), X축으로 한 스팬 이동된 

모델 ECX1-Model이 5.9812초(100.3%), 두 스팬 이동된 

ECX2-Model이 5.8749초(98.5%)로 미소하게 증가

하거나 오히려 주기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2차에서 4차 주기는 중심코어 해석모델보다 

편심코어 해석모델의 고유주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해석결과

3.1 최 변   층간변형률 

다음 <Fig. 5>와 <Table. 4>는 각각 편심코어

를 가지는 비틀림 형상 해석모델의 X, Y축에 대한 

역사지진하중 별 최대변위 그래프와 층간변위에 변

위증폭계수(Cd)와 중요도계수(IE)를 적용해 산출한 

최대 층간변형률을 선정하여 나타낸 표이다. 

Roof층에서 측정된 최대 수평변위는 X축 방향에

서 세 지진하중에 대한 해석모델 모두 코어가 평면

의 중심에서 장변축인 X 방향으로 이동될수록 최대

수평변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Y축 방향에

서는 해석모델에 가력된 지진파에 따라서 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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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ximum displacement(Unit: m)

코어 해석모델의 최대 수평변위가 증가하거나 또는 오

히려 미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최대 층간변형률 해석결과 X축 방향에서는 최대

층간변위 결과와 같이 세 지진하중에서 모두 해석

모델의 평면에 대한 코어의 편심이 증가할수록 응

답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으나, 지진파의 진폭

이 상대적으로 큰 Kobe 지진의 경우 모든 해석모델

의 X축, Y축 모두 저층부에서 이미 허용 층간변형

률인 0.015를 초과하였다. Elcentro 지진에 의한 Y

축 방향 최대 층간변형률을 제외한 해석모델의 Y방

향 최대 층간변형률은 CC-Model에 비하여 편심코

어의 응답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편심코어 

해석모델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치우쳐진 평면형상에 따

른 횡강성이 감소되며, 편심코어 해석모델의 과도한 비

정형성으로 비틀림 거동의 영향으로 층간변형률 응답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층 가속도  층 단력 분석

<Fig. 6>과 <Fig. 7>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역사지진

하중을 X, Y축으로 동시 가력하여, 30차 모드의 모드중

첩법에 의해 X, Y축 방향에 대한 각 해석모델의 절대가

속도와 전단력을 층별 최대응답을 산정해 나타낸 그래

프이다. 층 절대 가속도의 경우, Roof 층에서 최대응답

이 나타났으며, X축 방향의 경우 각 해석모델별 코어 위

치가 편심을 가질수록 층 절대 가속도 응답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Y축 방향에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양

상이 나타났다. 또한 X축 방향의 경우 CC-Model에 비

하여 편심코어 해석모델의 응답양상이 상부층을 제외하

Model EQ El-Centro Kobe Taft 

CC



0.0132

(100%)

0.0208

(100%)

0.0054

(100%)

ECX1
0.0135

(102.2%)

0.0213

(102.4%)

0.0056 

(103.7%)

ECX2
0.0136

(103%)

0.0223

(107.2%)

0.0058 

(107.4%)

CC



0.0146

(100%)

0.0279

(100%)

0.0077

(100%)

ECX1
0.0146 

(100%)

0.0282 

(101.1%)

0.0077 

(100%)

ECX2
0.0142 

(97.3%)

0.0281 

(100.7%)

0.008 

(103.8%)

<Table. 4> Maximum Story drif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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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ximum story shear force

  

고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Y축 방향 응답의 경우 오히려 

ECX1-Model과 CC-Model의 응답은 유사한 양상이 나

타났다.

  또한 최대 층 전단력은 양축 방향 모두 밑면 전단력

이 작용하는 기준층에서 가장 컸으며, 중 고층부의 가속

도 응답이 크게 감소하는 층에서 층 전단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X축 방향의 경우 전반적인 응답양

상은 유사하나 중 중심코어 모델에 비하여 두 편심코어

해석모델의 응답이 유사하며, Y축 방향의 경우 CC- 

Model과 ECX1-Model의 양상이 유사하였다. 이러한 응

답은 해당 축에 대한 해석모델의 비정형성이 커질수록 

해당 축 방향 동적특성이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해석모

델과 그렇지 않은 해석모델의 3차 이상의 고차 진동모

드에 대한 기여도가 해석모델별로 상이하므로 응답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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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층당 1°씩 회전하는 60층 규모의 

비틀림 비정형 구조물의 평면회전축을 코어의 중심

으로 하여 코어를 평면의 중심에서 단부로 이동시

켜 코어의 편심과 회전반경에 따른 거동 분석 후 지

진응답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세 가지 해석

모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편심코어 해석모델의 코어 편심이 커짐에 따라 저

차모드에서 굽힘 거동과 비틀림 거동 응답이 복합적으

로 나타났으며, CC-Model과 ECX1-Model의 진동모드

에 대한 참여질량이 유사한 특성을 가짐에 따라 지진응

답 거동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2) 편심이 클수록 해석모델의 횡강성 감소와 비틀림 

거동으로 최대변위와 최대 층간변형률이 증가하는 응답

이 나타났으며, Roof층 하부 내부 수직기둥에서 최대 휨

모멘트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특히나 중 고층부에서 층 절대가속도가 감소하는 

층에서 층 전단력 응답이 증가하였다. 편심에 의한 비정

형성이 커질수록 틀어진 평면으로 인한 평면 내부의 수

직기둥이 줄어들어 전단벽이 부담하는 내력이 크게 증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틀림 형상과 변단면 형상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지진응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비정형 고층구조물에 대한 형상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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