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Steel /Satisfaction S
Structural S
Engineers E

C S S E 소식

Concrete/Customers

▪ CSSE NEWS
CSSE Qatar 법인 설립

CSSE는 2013년 11월 28일 카타르도하에 “CSSE 카타르 법인(CS Structural Engineering
International-Qatar/C.R. No.63080)”을 설립하였다.
2022년 World Cup을 유치하여 최근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중하나인 카타르 도하에 구조설계사무실을 설립함으로써 전문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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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E 영문 홈페이지 개설
CSSE 영문 홈페이지(http://csse.kr/eng/)가 개편을 거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새롭게 단장한 영문 홈페이지에는 CSSE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 위주로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CSSE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종류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토교통부장관표창”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 “중소기업청”
2014 해외건설시장개척사업 선정 “국토교통부”
2014 수출역량강화사업지원 선정 “중소기업청”

▪ 2014 World Stadium Congress Qatar 전시회 참가
2014.5.19 ~ 5.23, Qatar Doha에서 개최된 World Stadium Congress는 중동
최대의 Stadium전시회로 세계건설업계, 국제건설전문가 및 국가정부와 지역
조직위원회 등 영향력 있는 구성원들이 참석합니다. CSSE-Qatar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Stadium, Skyscrapers와 SHMS등 분야별로 초청된 참가자에 설명
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계유수의 설계사 및 Contractor가 참가한
Congress의 호응에 힘입어 2022 Qatar World Cup특수를 겨냥한 CSSE-Qatar
의 선전이 기대된다

▪ 학회 발표
- 카타르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 설계 및 설치(Structural Design & Erection of the Khalifa Stadium)
2014 한국공간구조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김종수, 최은규, 박지선, 신기영
- SHM(Structural Health Monitoring)을 위한 구조해석 모델링 방법 2013.10
201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가을학술발표회 논문집
최은규, 류현희, 이영호, 이영은, 김종수
- 초고층 구조물의 SHM(Structural Health Monitoring)을 위한 부재레벨 구조안전성 평가 관리항목 사례 2013.10
2013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가을학술발표회 논문집
최은규, 류현희, 이영호, 김종수
- Erection Engineering of South-Western Dome Baseball Stadium
2013 IASS Symposium, Wroclaw, Poland
김종수, 조덕원, 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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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만 주상보합(W-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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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레나(Philippines Arena)지붕설계

대공간 Erection Engineering

초고층 구조물의 설계

용호만 주상복합(W-Project)
- 횡력시스템 중점으로
류현희, 조덕원, 이영호

■ 풍하중 산정

■ 아웃리거층 검토

본 구조물은 지진하중 보다는 풍하중이 매우 크므로 횡력시스템의 수준
을 파악하는데 풍하중의 정확한 평가가 주요하다. 풍동실험 결과가 기준
으로 산정한 풍하중의 55~65%수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기준풍하중의
80%의 풍하중에 대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본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아웃리거 층의 재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재료는 콘크리트RC Wall이다. 다만,
아웃리거와 밸트월은 매우 큰 전단력을 받으므로 시공성이 낮고, 공기
지연의 원인이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웃리거월과 밸트월을 철골로
구성하는 대안2를 고려해 보았다. 대안2를 적용할 경우, 건식조립을 통
하여 아웃리거층의 시공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나 횡강성이 RC에 비하여
13%정도 낮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RC Fin Wall을 추가하는 대안3이
도출되었으나 건축평면의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무산되었다.

X-Dir.

■ 서론

고층부 중력시스템은 평면 구성 효울성과 층고절감을 위하여 Flat Plate
System을 적용하였으며, 저층부 중력시스템은 RC Beam & Girder System
을 적용하였다. 주요 횡력시스템은 수직동선으로 이용되는 Core Wall과
30층과 57층에 배치된 피난층 및 기계실을 활용한 Outrigger Wall 및
Belt Wall이다.
W-Project는 매립지에 건설되므로 초고층 구조물의 높은 축력을 지지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반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층부 부분은 RCD 파일을 적용하였다. 지반조사 결과, 타워부 기초 부분은
급격한 지반의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정밀한 기초설계를 위하여 토목업체
에서는 실제 지반을 유한요소 해석모델링을 통하여 파일강성 및 처짐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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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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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LE 상세해석

그림 1. 조감도 및 프로젝트 개요

W-Project은 부산 용호만 매립지에 건립되는 69층 규모의 4개 Tower로
구성된 주상복합 구조물로써 2018년 입주예정이다. 발주처는 IS동서이며
건축설계는 기안건축에서 수행하였다. 바닷가에 위치한 초고층 구조물
이므로 풍하중에 대한 사용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횡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설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후,
횡력시스템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고층부 중력시스템 : Flat Plate System

b. RCD PILE 시공사진

그림 3. PILE 기초

대안1

KBC2009

70,304 kN (100%)

KBC2009

56,574kN (100%)

풍동실험

45,036 kN (64%)

풍동실험

32,475 kN (57%)

건물의 동적 특성치의 파악을 위해 고유치 해석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다. 본 구조물은 1차주기는 6.3초로 X방향으로 변형하는 양상을 보인
다. 이는 X방향 코아길이가 Y방향에 비해 약15%정도 짧으므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Z축으로 비틀리는 모드는 3차 주기에 나왔으며, 이때
의 주기는 3.8초로 양호하다.
구 분

현재 국내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기술이 발전해오면서, 이에 대한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강도 재료의 적용은 높은 강도를 요구
하는 코어벽체의 경량화에 기여할 수 있고, 합리적인 기둥설계가 가능하
도록 한다. W-project의 고강도 재료 적용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여
콘크리트는 30~80MPa, 철근은 400~600Mpa를 적용하였다.
구 분

대안1

대안2

비 고

콘크리트 강도

30~60MPa

30~80MPa

기둥/벽체강도 세분화

철근강도

400~500MPa

400~600MPa

부재별 강도 세분화

경제성비교

109%

100%

그림 4. 강도계획
횡력 저항 시스템 : Core Wall + Outrigger Wall System

아웃리거층

대안2

■ 횡력 저항 시스템 계획

246.4m(기준층층고: 3.1m)

발 주 처

기준층

구분

그림 6. B동 풍하중 비교

저층부 : 지하 B6F, 지상 3F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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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시스템 개요

구조물의 수직재(기둥, 벽체 등)에 축력이 작용하면 축소량이 발생하게 된
다. 일반 구조물은 이러한 변형량이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초고층의
경우 구조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프로젝트는 기본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해석을 통하여 변형량을 예측
하고 그에 합당한 보강설계를 진행하였다.

1차(Trans-X)

2차(Trans-X)

3차(Trans-X)

Mode
Shape

주기

6.99sec

대안3

6.84sec

3.85sec

그림 7. B동 Mode Shape

구 분

대안1

대안2

대안3

핀 월

X

X

○

아웃리거

RC Wall

철골 트러스

RC Wall

밸트월

RC Wall

철골 트러스

철골 트러스

횡강성

80%

70%

100%

그림 10. 아웃리거 시스템 대안 비교

Tower의 부재별 공사비를 비교해보면
모멘트 골조는 전체물량의 54%를 차지하
지만 횡강성 기여도는 전체의 5% 미만이다. 코아+밸트월
반면, 전체 공사비의 34%를 차지하는 Wall
(Core wall, Outrigger wall, Belt wall)은
전체 구조물의 횡강성은 95%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특히 아웃리거월 + 밸트월은 벽체
물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횡강성
분담율은 34~41%로 높게 차지한다. 물량
대비 강성효율이 좋은 아웃리거 System에 그림 8. 부재별 공사비 비교
대하여 고찰을 해 보도록 하겠다.

결국 횡강성이 좋고 경제성이 우수한 대안1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아웃리거층의 공기지연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이 Column Shortening
에 의한 부등처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웃리거 및 Belt Wall에 Delay
Joint를 두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구조
설계자가 시공단계해석을 수행하고, Delay Joint 구간을 최소화 하였으
며 Joint 형성 기간도 최적화하여 공기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다.

저층부 중력시스템 : Beam & Girder System

횡강성 분담율

구 분

그림 2. 구조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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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공단계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코아 + 린텔빔

56%

61%

아웃리거 + 밸트월

41%

34%

모멘트골조 (기둥+슬래브)

3%

5%

a. 해석결과

b. 시공예

그림 12. 아웃리거 월

그림 9. 부재별 횡강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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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간 구조물의 설계

필리핀 아레나(Philippines Arena) 지붕설계
- 내진설계 중점으로
류현희, 조덕원, 조현욱

■ 서론

■ 지붕구조개요

■ 지진하중 산정

■ 시간이력해석

본 구조물의 지붕의 지진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시간이력해석에 적용된 지진하중은 기준에 의한 MCE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수준의 응답 스펙트럼과 유사한
수준의 3개의 인공지진파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지붕 부재 설계를 위하여 생성된 인공지진파는 DBE(Design Basis
Earthquake 수준으로 2/3 Scale down하여 적용하였다.

지진 해석방법은 정적과 동적 해석으로 구분되며, 동적 해석은 응답스펙
트럼 해석과 시간이력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정적 해석의 경우 구조물
의 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없으며, 응답스팩트럼 해석은 대공간구조물의
고차모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구조물의 지붕해석은 시간
이력 해석을 수행하여 검토되었다.
SD, DD 단계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지붕구조물과 하부구조물을
분리하여 독립 모델로 해석하였으며 CD단계에서는 전체 모델에 대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PA지붕은 180mx230m 대경간 돔 구조물 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작은
Span-Rise Ratio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곡률 형태
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수평방향 추력의 지점형성이 중요하였다.

그림 6. 설계 지진 스펙트럼

■ 지진 저항 시스템
그림 1. 조감도

필리핀 아레나 프로젝트(Philippine Arena Project)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Arena 구조물로써, 필리핀 Bulancan 지역에 위치하며, 필리핀
제 2종교단체인 Iglesia Ni Cristo의 2014년 7월 100주년 기념 행사 개최
를 위해 50,000석 규모의 돔 지붕 구조로 계획되었다.
Concept Design은 Populous(Architect)와 Buro Happold (Structure
Engineer)가 수행하였으며, 한화건설이 Design-build의 형태로 공사를
수주하였다. CSSE는 해안건축과 함께 한화건설의 Design Team으로서
구조설계 전반을 수행하였다. 설계기간은 2011년 부터 2012년까지 진행
되었으며, 준공일정이 촉박하여 Fast Track의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
었다.
우리나라는 중.약진 지역으로 국내에 건설되는 대공간 구조물의 경우
지진하중보다는 풍하중과 중력하중에 의해 지붕구조물이 설계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 건물의 경우 Zone4의 강진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붕구조물 설계 시 국내와는 달리 지진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
하였다.
대공간 지붕 구조의 지진하중에 대한 거동은 Span-Rise Ratio나 형상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일반 구조물과는 달리 수평하중에 대한 수직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적 거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진하중
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략적인 지붕시스템에 대하여 다룬 다음, 본 구조물의
지붕 구조에 적용된 지진하중과 해석방법, 지진시스템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림 3. Span-Rise Ratio

그러나, 외부 Tension Ring의 형태가 곡률이 동일한 원형이 아닌
타원형이므로 접선각이 작은 Θ1 부분은 지점강성이 작아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붕에 Sub-tensioning 부재를 설치하여 지점
강성을 증가 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지붕의 중력방향 강성이 약 150%
증가하였다.

대공간 구조물의 지진거동은 일반 구조물과는 다르다. 특히 대공간 구
조물은 일반 구조물과는 달리 수평 지진력이 작용하였을 때 수평 진동과
함께 수직 진동이 발생한다. 수직진동은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세히 평가 되어야 한다.
본 구조물의 부재 설계 하중 조건을 검토한 결과 많은 부재들이 지진하
중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따라서 면진장치를 설치하여 지진하중을 풍하중
수준까지 저감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하였다.

그림 10. 설계단계별 해석 방법

초기 해석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부재력과 응답 가속도, 고유치해석 결과
를 비교하였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7. 부재 설계 하중 조건 검토
그림 4. Sub-tensioning member 개념도

해당구조물은 짧은 공기 내에 시공 가능한 공법 선정이 중요한 고려 사항
이었다. 지붕의 조립용이성을 위하여 Space Frame(Ball Connection)을
선택하였다. 주요 인장 부재인 Tension Truss와 Tension Ring은 용접
분기이음으로 형성하여 접합부 변형에 대한 강성 저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은 면진장치 설치 유무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응답
가속도와 부재력을 비교하였다. 확인 결과 면진장치를 설치할 경우 응답
가속도와 부재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1. 해석 방법에 대한 검증

전체 모델에 대한 시간이력해석 결과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의
해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그림 8. 면진장치 적용성 검토

면진장치는 LRB(Lead Rubber Bearing)을 적용하였으며 지진력이 가
해졌을때 납심(Lead core)에 물성에 의하여 이력 거동을 하며 에너지를
소산시킨다. 아래는 LRB의 구조와 해석에 의한 LRB의 이력 곡선이다.

그림 2. 구조시스템
그림 5. 공기단축을 위한 접합부 공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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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LRB (Lead Rubber Bearing)

그림 12. 시간이력에 따른 거동 형상
CS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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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간 Erection Engineering

■ 장비계획
양중 계획 시 결정된 Block을 양중하기 위해서 고척동 야구장과 필리핀
아레나에는 750~1000톤급의 대형 크롤라 크레인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장비의 이동 및 운용 시 매우 큰 지압하중을 동반하므로 영향을 받는 지반
및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양중시 발생되는 전도모멘트 등에
대하여 지반의 침하량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지반치환 및 장비 하부 보강
등을 수행하였다.

대공간 Erection Engineering
(필리핀 아레나, 고척동 돔 야구장)
조덕원, 조현욱, 이영호

■ 서론

■ Erection 공법 결정

Erection Engineering이란 공사를 위한 자재반입 및 제작, 양중, 조
립 등 구조물을 완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 한다. 대공간 구조물의
경우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공사 중 안전성 및 품질 확보가 매우 중요
하므로 구조기술자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Erection Engineering
검토가 요구된다. CSSE에서는 최근 고척동 야구장과 필리핀 아레나의
설계 뿐만 아니라 지붕구조의 Erection Engineering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많은 Know-how와 기술력을 축적하게 되었
다.

대공간 건축물을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법
및 공정순서의 계획, 가설계획, 기계 장비의 선정 등 종합적인 공사 전체의
계획이 필요하다. 대공간 건축물의 대표적인 Erection 공법은 Element
공법, Block 공법, Sliding 공법, Lift-Up 공법, 그리고 Push-Up 공법 등
매우 다양한 공법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공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엔지니어는 공기, 공정, 주변여건, 장비/가설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해당구조물에 가장 적합한 공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고척동 돔
경기장은 협소한 대지조건으로 인한 조립 및 장비이동경로 확보를 위해서
Block공법(Bent공법)을 적용하였다. 필리핀 아레나 또한 Space Frame
(Mero System)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척동 돔 야구장과 마찬가지로 Block
공법(Bent공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8. 간섭에 대한 검토

b. 지반 상세해석

c. 보강도면

그림 5. 대형 크레인 운용을 위한 보강 검토

■ 가설 / 해체계획

그림 3. Block 현장 지조립

■ 조립 / 양중 계획

그림 1. 필리핀 아레나

두 구조물 모두 직경 200m이상의 대공간 구조물로써, 국내,외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CSSE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이러한 세계적인 규모의
구조물의 성공적인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수주활동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공간 지붕 구조물의 Erection Engineering의 사례를
고척동 야구장과 필리핀 아레나의 사례를 기반으로 개략적으로 소개하
도록 하겠다.

그림 4. 최초 Block 설치위치 스터디 (고척 돔 야구장)

조립순서 뿐 아니라, Block의 크기에 따른 양중계획은 장비 이동 범위에
따른 양중 허용하중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결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가설
구조물 및 양중 시 본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
으로 양중 단위 블록의 크기 및 양중 위치를 제시하게 된다.

원 구조물의 안전성 측면만을 보면 시공을 위한 가설 설치보다 해체 단계
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 기간내에 급격한 시스템의 변화와
하중 변화 변형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등 변형 등으로 원 구조물에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체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a. 보강사진

대공간 구조물의 경우 가설 부재의 철골량이 전체 지붕 철골량의 20~40%
를 차지하기도 한다. 따라서 Erection engineering에서 공법에 따른 가설
계획에 따라 공사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하부 구조물과의 간섭
등에 따른 공정간섭 문제로 공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설계단계
에서 고려되지 않는 불안정 상태의 시공 단계에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가설계획은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Block공법(Bent공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 조건이 상대적으로 적
은 조립 초기 단계에서 구조물은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
라서, Block의 최초 설치위치 및 크기는 시공 중 가설상태에서 태풍 및
지진에 대한 수평강성 및 자중에 대한 변형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검토와 시공단계별 해석 등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Safety) 및 안정성(Stability)을 확보하고, 장비 운용과 하부 타
공종과의 간섭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립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가설 부재와 하부 구조물 또는 원 지붕 구조물 간의 간섭여부는 공정
계획과 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섭을 최소화하는 가설 계획을
수립하고 가설재와 원 구조물의 접합 상세를 선정하였다.

a. 고척 돔 야구장

그림 9. 가설 벤트 해체 계획

■ 시공 중 계측계획
대공간 구조물은 설계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시공품질 관리를 통하여
목표로 하는 성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필리핀 아레나의 경우 건설사인 한화건설은 시공 중 품질 확보를
위한 계측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일환으로 본 현장
에서는 계측 센서를 설치한 시공 중 계측을 수행하였다. 계측은 양중 설치
및 해체 시 절점의 변위와 주요 기둥의 경사도 및 주요 부재의 응력 변화
를 계측하였다.

c. 필리핀 아레나

그림 6. 가설 벤트 계획

시공 중 가설상태의 안전성 검토는 원 구조물의 시공 중 손상방지 뿐만
아니라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기성 시스템 가설자
재의 경우 건물의 높이 및 조건에 따라 중력하중에 대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한 횡력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 구조물
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안정성 확보를 검토
하고, 결과에 따른 보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공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블록 자중에 의한 가설 부재의 축 변형에 따른 접합점의 변형 역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이다.

3m 미만 1개소 중앙

그림 10. 센서 설치

약 9개월에 걸친 시공계측을 통하여 시공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상황에서 건물의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풍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변형을 동적 계측함으로써 건물의 횡강성
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였다. 대공간 구조물이 아니더라도 시공의 정밀도
향상과 구조물의 요구 품질 및 시공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의
시공 중 계측에 대한 향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10m 2개소 2m

10~20m 2개소 4m

그림 2. 서남권 돔 야구장

a. 블록 양중 시 안전성 검토

b. Balance Beam LUG 지침

그림 5. 공기단축을 위한 접합부 공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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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가설 벤트 응력 및 수직/수평 변형 검토

그림 11. 계측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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