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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김 종 수
이 기사는 OAP의 2008년 1월 The Arup Jounal에 게재된 내용을 OAP 한국지사의 하승윤지사장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에 널리 소개하기 위해 번역된 기사이다.

그림 2. 유리지붕과 3층 음식거리의 내부경관

르는 파도와 같은 형태가 되도록 설계했다. Jerde의
계획은 과학적인 통찰과 기술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나무의 자연스런 형태, 숲, 폭포, 비누방울과 부드러

그림 1. 남측 상가

운 섬유의 특성을 조화시켜 자연과 기술력의 결정체

개

요 (Concept)

를 만들었다.
구조설계와 제작의 한계 때문에 이런 종류의 지붕

이 굉장한 유리 아트리움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형태는 설계가 쉽고 반복이 많은 형태로 제한돼 왔

다. 중앙광장과 테라스, 음식거리를 덮으면서 이 개

다. 최근의 컴퓨터 설계기술의 발달과 컴퓨터로 제어

발프로젝트의

되는 제작기술의 발전은 건축가들에게 형태에 관한

상품가치를

높이는

확실한

아이콘

(icon)이 되도록 계획했다.

많은 자유를 주기 시작했다.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Arup과 Jerde

116m(길이)×100m(폭)의 타원형 평면의 지붕은 지

팀은 이 지붕이 단순한 아치형 돔에서 자유롭게 흐

상에 35m 높이의 돔으로 구성되며 서남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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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m 경간으로 바로 지상에 떨어지는 폭포(cascade)
형태가 된다(그림 3)

그림 4. 늘어진 섬유형태의 단계

델링 작업시 유리격자는 이등변 삼각형 망으로 출발
했지만 망(mesh)이 둥근면에 맞추면서 늘어뜨리는
과정에서 많은 비틀림면이 발생했다. 기본지붕형태
작업에서는 적절한 망의 격자 크기를 찾는 것에 많
은 시간이 걸렸다. 표면을 감싸기 위해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면에서 많은 비틀림이 있지만 기본은 삼각
그림 3. 폭포(cascade)같이 쏱아지는 주 출입구

형이 되었다.

지붕의 형태가 결정된 후에는 Arup의 임무는
구조적 효율성,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정성이 됐
다. 형태의 복잡함 때문에 최고 수준의 전문성,
창의성과 기술혁신 및 협동작업이 필요했다.

지붕형태 찾기
(Generatity the roof geometry)

Jerde사는 수직으로 된 섬유가 둥근면에 걸쳐지는
듯한 모양으로 컴퓨터 반복작업(그림 4)을 통하여 형
태를 만들었다. 수백개의 대안들이 처짐, 크기 및 높
이 등과 중력하중을 조합하면서 검토되었다. 전체적
인 형태는 크게 3가지 점이 고려되었다.
• 빗물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지붕의 빗물흘림
을 확인
• 일정한 부분이 과도하게 경사지지 않고 이중곡
면을 유지하기
• 계단 테라스의 형태를 포용하면서 다양한 공간
을 확보하며, 또한 주변부의 필요한 장소에 최소
높이를 확보하기
빗물흐름의 상세해석(그림 5)은 지붕형태가 조정되
면서 빗물고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전
체적으로 빗물은 주출입구 쪽으로 흘려보내지며 또
한 이 모양은 최대 적설하중의 결과와 연관된다. 모

그림 5. 빗물흐름 모델링

Arup은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에 기반을 둔
격자를 포함하여 크기와 각도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
을 검토했다. 심미적인 요구와 동시에 구조와 유리면
비용 부분의 적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균형을 유
지해야만 했다. 큰면은 부재수와 접합부수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구조부분에서 가장 경제적이나 큰 유리
면은 곡면부에서 완만한 처리가 어려워서 큰 비용을
요구한다. 작은 유리면은 유리처리를 쉽게 하지만 구
조부분에서 많은 부재와 접합부를 요구한다.
가장 적합한 것(그림 6)은 2.1m 길이의 거의 정삼
각형 망임이 증명되었다. 이 유리의 크기와 형태가
유리 제작에서는 가장 경제적이었다. 기본 형태는 비
교적 일찍 정해졌지만 가장자리 부분 5곳에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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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 (Structural design)
지붕망과 절점 (Roof mesh and nodes)
건축설계측에서는 전체지붕이 같은 부재크기와 일
정한 형태의 고른망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다. 이것은
Arup의 예민한 망설계와 지점설계를 통해서 달성됐
지만 정말 어려운 요구조건이었다.
최종 부재설계는 H200×100×5/17.5의 삼각형 격자
그림 6. 최종 지붕망 형태의 GSA 상

배출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느라 상당한 설계변경
이 따랐다(그림7, 8).

로 구성되는 각형강관이다.
대부분 S355재질이며 부분적으로 응력이 집중되는
곳에는 S460 재질을 사용했다. 고강도 재질을 사용
함으로써 주문제작이 아닌 표준 각형강관을 사용할
수 있었다. 여섯 개의 각형강관의 모양이 각 절점에
서 교차된다. 설계기간동안 Arup은 유리면 크기, 부
재길이와 절점의 형태 등에서 어느정도의 표준화를
이뤘지만 지붕형태 때문에 약간의 이형은 어쩔수 없
었다. 결론적으로 2300개의 절점, 7123개의 각형강관
과 4788개의 유리면으로 이 지붕은 형성되었다. 내
부지점은 대부분의 지붕 경간을 15m내로 유지시켜
주며 서북부의 출입구 쪽에서 망의 아치거동을 이용
하여 25m 경간이 생긴다. 최대 처짐은 적설하중시

그림 7. 주변부의 굴곡진 상가
그림 9. GSA 모델 : 이동적설하중에 의한 지붕처짐

43mm이다(그림 9).
지붕망 설계의 가장 복잡한 부분은 접합부이다. 초
기해석에서 접합부가 큰 휨 모멘트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지붕면은 핀으로 설계하
기엔 어려운 곡면이었다. 그러므로 각절점은 한쪽에
서 다른쪽으로 축력, 전단력과 휨모멘트를 조합해서
전달해야만 했다. 가장 경제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Arup은 설계 초기단계에서 전문회사와 공동작업을
그림 8. 배연창

했다. 볼트형과 용접형이 시공사의 선호도를 고려하
여 나란히 개발됐다. 용접형이 매끈하게 보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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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호되지만 볼트형도 시공사를 고려하여 입찰서

Arup의 최종설계는 11개의 내부기둥, 3층에서 26

류에 포함됐다. 접합부설계가 각부재의 힘에 영향을

곳의 외주부 기둥, 2개의 수평변위 허용지점, 2곳의

미치므로, 지붕설계 특수용역사와 각형강관과 절점의

비틀림허용지점과 출입구 쪽의 16곳의 지점들로 구

최종

성됐다.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선택된

회사는

Waagner Biro사이며, 용접 접합부를 개발하였다. 개

내부지점 나무들은 3개층에서 임대면적과 간섭을

발결과는 연속적이면서 용접 처리되어 이음자리가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각나무는 철근 콘크리트

안 보이는 구조이다. 물론 풍하중과 적설하중에 강하

로 채워진 경사진 강재 튜브줄기로 2m 높이까지 올

면서 온도하중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연하다.

로간다. 이 나무기둥들은 큰휨모멘트 발생을 피하기
위해 하부 철근콘크트리트 위치와 일치한다. 그 위에

지 점 (Supports)
지붕은 100m를 가로지르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따
라서 외주부의 지점과 내부기둥이 필요했다. 기둥의

각도가 서로 다른 강재 튜브가지로 구성되며 바로
위에 4개의 튜브 부재가 직접 지붕망과 연결된다(그
림 10).

갯수, 특성과 위치 결정 등이 Arup의 주 임무였으며

이나무들은 임대면적을 최대화하고, 보행로에 간섭

설계기간동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했다. 설

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 가지의 방향과 개수는 구

계의 주안점은 아래와 같다.

조적 안정성, 응력과 처짐을 최적화 하면서 고도의

• 지붕망의 안정성 확보

심미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설계는 야생당근과 같

• 지나친 처짐 방지

은 자연생태미를 닮았다(그림11).

• 균등한 망 구조를 위해 국부응력의 집중 최소화
• 초과응력을 피하기 위해 망의 온도팽창 허용하기
• 구조적 효율성
• 심미적으로 흥미를 끔.
• 하부 콘크리트 구조와 관련하여 적정한 위치 찾기
• 실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보행과 임대면
적인 극대화에 보조를 맞춤
• 하부 유리면의 청소와 유지보수를 위한 장애요인
을 최소화
위와 같은 조건의 설계를 위해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둥들을 계획했으나 이는 국부적 불안정,
큰처짐과 국부응력의 과다를 지붕망 구조에서 초래
됐다.

그림 11. 야생당근 - 나무형태의 착상

초기설계는 한 나무당 한개에서 일곱 개의 가지가
있었으나 각도와 방향이 구조적으로 효율이 높으면
서도 생태학적인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세개로 통일
되었다(그림12).
Arup은 온도하중에 의한 지붕의 변형을 흡수하기
위해 주변부 기둥들을 전방향에서 수평변위를 허용
하는 조인트를 사용했다(그림13,14). 주출입구 쪽에서
는 지붕망 구조가 16곳에서 직접 콘크리트 바닥구조
그림 10. 가지와 줄기의 3-D 영상

와 만난다. 각 지점은 지붕의 수평하중, 수평변위와
풍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됐다. 주출입구에서는 세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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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역쪽에서의 지상층 주출입구
그림 12. 가지와 줄기의 방향과 길이가 독특한 11개의 기둥나무

의 큰 개구부가 있지만 지붕망의 삼각형 형태가 이
경간을 지탱해 줄 만큼 강성을 제공한다(그림 15).

운모래와 물결을 이용해서 풍속과 방향에 따른 적설
하중 효과를 검증했다.
물리적 실험에서는 Warsaw 지역의 50년 주기 풍
속, 적설과 온도의 기록을 이용하여 FAE(finite area
element)법에 의해 모델링하였다. FAE법은 기본 적설
하중과 쏠려진 적설하중 모양에 따른 최대 적설하중
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림 13. 주변부 기둥상세

그림 14. 탄성을 고려한 지점
그림 16. 풍동실험

풍하중과 적설하중 (Wind and snow loads)
이 건물의 지붕형태는 폴란드의 바람과 적설하중
규준만 적용하기엔 너무 중요했다. BS규준, 유로코드
및 폴란드 규준을 적용한 검토와 함께 RWDI에서 풍
동실험(그림 16)과 적설하중 관련실험(그림 17)를 수
행했다.
RWDI에서 수행한 결과는 풍하중은 규준보다 작아
서 비용절감이 가능했고, 적설하중은 규준보다 높았
다.
RWDI는 물리적 실험, 컴퓨터 모델링과 수계산 3가
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물리적 실험에서는 고

그림 17. 물흐름에 의한 이동적설 하중모델

물흐름 실험에 의해 움직이는 적설하중의 불확실
성을 고려하여 두가지 방향으로 문제점을 검토했다.
5

http://csse.kr

We'll give you the best offer convenience.

Total Structural Service
실험에 의한 예측치와 구조적으로 가장 불리한 것으

들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로 예측되는 두곳이다. 전자는 인접건물과 이어지는

매달림 하중을 고려하여 한 절점에 500kg의 절점

곳이며, 또 하나는 돔의 뒤편 물흐름 실험에 의해 예

하중 또는 모든 절점에 동시에 20kg 하중을 고려해

측된 곳이다. 좌굴해석에 의해 불리한 곳과 나뭇가지

서 설계했다. 따라서 이 공간에서는 전시 또는 공연

부분에서 불균형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

이 있을때 추가 하중을 매달수 있다.

악했다. 최종적으로 아홉 종류의 움직이는 적설하중
형태를 검토했다. RWDI실험과 규준을 종합하여 등분

온도 변위와 부등침하

포

(Thermal movements and differential settlements)

적설

이동하중을

검토했고,

최대

적설하중은

1.75kpa이다.
구조체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의 하나는 미

이 지붕은 100m가 넘고 변위흡수 조인트가 없으

끄러져 내려가는 눈하중의 예측이다. 일반구조에서는

며, 유리바로 밑에 부재가 있기 때문에 온도변위는

미끄러지는 눈하중은 이동적설하중보다 적다. 그러나

상당하다. 알루미늄 바와 유리면까지 고려한 지붕구

이 지붕의 경우는 많은 양의 눈이 녹으면서 골짜기
부분으로 흘러내려오고 출입구 쪽의 상대적으로 평
탄한 곳까지 내려온다. 지붕의 녹은 눈은 낮은 부분
으로 모였다가 다시 얼어 붙을 수 있다. 이 현상을
고려하면 적설하중은 10kpa까지 올라간다. 이것은
유리부분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
이다. 지붕의 골짜기 부분은 가장 응력이 집중되는
곳이며, 적설하중까지 더하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
이 하중으로 설계하는 것보다는 최대 2.5kpa의 적설
하중만 허용하는 적설하중을 고려한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구조해석에 적용한 표준 이
동적설하중이 그림 18에 나타난다.

그림19. 눈막이 상세

그림 20. 눈막이을 통해 지붕에 유지된 눈
그림 18. GSA 모델 : 흘러내리는 눈의 형상

Arup, RWDI, Jerde와 Waagner Biro는 함께 긴장
이 되는 와이어 울타리를 설계했다.(그림 19, 20). 동
시에 이 지점은 조명용도와 외부수선 등에 사용된다.
아랫쪽의 눈 울타리에는 온열장치를 추가하여 출입
구 쪽으로 떨어지는 얼음조각 등을 방지하여 보행자

조해석이 유한요소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해석은
최대 예상온도뿐만 아니라 햇볕에 따른 각 부재 위
치와 각도에 따른 차이도 고려했다.
외주부 기둥과 지점에서 지붕이 숨을 쉬는 것을
고려했으므로 온도변위가 지붕부재 설계에 큰 영향
을 미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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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큰 요소로는 지붕구조가 하부 변위조인트가
있는 여섯곳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위에 위치하는 것
이다. 지붕구조는 일체로 구성됐으므로 건조수축, 풍
하중에 따른 수평요소와 기초침하와 보 처짐 및 장
기 크리프(creep)에 따른 수직요소 모두를 설계에 반
영해야만 했다.
이 수직처짐들은 하부구조가 장 경간, 켄틸레버 또
는 포스트 텐션으로 설계된 부재 위에 위치하여, 상
당히 큰 요소가 되었다. 삼각망의 지붕구조는 큰 면
내 강성이 있으므로 인접지점의 상대처짐은 망설계
에 큰 힘을 유발했다. 지붕설계와 하부콘크리트 구조
설계의 긴밀한 협조는 변위에 대한 최대 및 최소경
계의 설정과 각 지점의 상대 강성 조절을 통하여 이
루어 졌다.

구조 모델링 (Structual modelling)
지붕구조모델은 GSA를 사용했다. 지점조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ROBOT모델로부터 구해서 만들었
다. 풍동실험, 적설하중과 온도변위의 결과들을 이용
하여 설계가 진행되었으며, 하중조합의 경우는 풍하
중 14가지, 적설하중 12가지, 온도변위 5가지, 부등
침하 98가지가 고려되었으며 총 1700가지 하중조합
이 검토되었다.
하중조합과 부재의 수는 Arup의 가장 큰 GSA모델
을 극한까지 확장하여 수행했다. 정적해석의 표준해
석은 축하중(그림 21), 휨모멘트(그림 22)와 처짐(그
림 9)에 나타난다.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지붕 시공사가 다
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별도해석을 하는 것을 Arup
은 요구했다. 결과검토는 5%의 오차범위안에서 일치

그림 22. GSA 모델 : 휨 모멘트

했다. 안전율은 증가시키기 위해 조립과 설치의 복잡
성을 고려했으며, 또한 조립시의 편심오차까지 고려
하였다.

2차효과와 좌굴효과
(Second-order and buckling effects)

정적해석과 함께 2차 좌굴효과도 검증했다. 단순선
형정적해석은 직선부재가 완벽한 직선이라고 가정하
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압축하중이 작용할 때 이 결
함이 P-delta 라는 부가 휨모멘트를 유발한다. 휨모
멘트는 좌굴에 따라 증가된다. 부재에 생기는 이런
부가응력은 2차효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해석을 위한 기본절차를 위해 좌굴모드형상
을 결정해야하며 좌굴하중과 수반되는 변형을 고려
해야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기 쉽지 않으며 보수
적인 설계법에 의한 단순화는 많은 지붕물량을 초래
한다.
지붕구조의 2차효과와 좌굴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위해 Arup은 수년전 이 방법을 개발했으나
컴퓨터 용량과 GSA 모델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것
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좌굴과 2차효과의 해석은 매우 복잡해서 25개 좌
굴 모드해석하는 고성능 PC(1GB RAM)에서 표준선형
정적해석 시간보다 1시간이 더 걸린다. 모드형상수가
증가하면 해석시간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며 50모드의
경우 같은 컴퓨터에서 12시간이 더 걸렸다.
이지붕구조의 좌굴해석은 각 모드의 하중계수를
적용한 좌굴모드형상을 생성한다. 대부분 지붕면이

그림 21. GSA 모델 : 축 하중

두 방향 곡면으로 형성되어 대부분 좌굴형상은 전체
지붕에는 별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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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좌굴모드는 국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비

지붕의 설계와 공사에서 발휘된 경험들에 의해 이번

교적 평평한 곳의 움푹파인 곳의 면외 좌굴이 일어

프로젝트에도 큰 기여를 했다. Arup과 Waagner Biro

나는 곳 또는 긴 경간과 큰 하중이 걸리는 곳이다.

의 공동작업에 의한 경험과 전문성이 이 프로젝트가

각 모드형상별로 증폭효과와 함께 파인 곳의 지름이

정해진 공기와 예산내에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측정되었다. 해석 결과에서 2차 효과에 의한 부가 휨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모멘트는 10이하의 하중계수로 각각의 파인 곳에서
측정되었다. 대부분의 지붕에서 5%미만으로 증가하

최종 구조설계와 유리 시스템

고 가장 불리한 조합에서 모멘트가 25% 증가하였다.

(Final Structural design and glazing system)

최초모드에서 고정하중과 활하중 및 적설하중의 조
합에서 하중계수는 4.9였다. 면외 파인 곳은 약 8.8m
지름을 형성했다.

구조설계와 병행하여 Waagner Biro는 다양한 유리
각도에 맞고 유리면을 지지하는 독특한 가스켓 시스

우산이 폭풍우시 한꺼번에 제껴지는 것과 같은 전

템을 개발했다(그림23). 유리설계는 구조하중과 Arup

체 좌굴형상(snap-through buckling)도 검토했다. 지

의 CFD해석에 따른 까다로운 성능요구조건에 맞추어

붕형상이 전체좌굴현상을 방지하는 충분한 곡면을

야만 했다. 밀폐된 복층 유리판은 “low E” 코팅된

형성하고 있어 정상하중상태에서는 전체좌굴은 일어

8mm 외부 강화유리와 16mm 이격 및 내부 16mm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다.

판유리(2×8mm)로 구성돼 있다. 전체 지붕면적은
10,2400㎡이며 총무게 555톤, 17.5km의 실리콘 가스

구매절차와 계획

켓으로 구성됐다.

(Procurement route and Program)

이런 복잡한 건축설계는 전문업체가 일찍 참여하
여 충분한 설계기간이 필요하다. 지붕의 조립과 설치
를 위해 두단계의 입찰단계를 마련했다. 이 방법에
따라 Skanska라는 주 시공사가 결정되기 전 상세설
계와 조립, 제작에 관해 충분히 연구 할 수있는 전문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었다. 입찰 전 유리와 철골 전
문업체와 함께 설계에 관한 충분한 협의는 지붕의
시공 난이도와 실제 제작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했으며, 따라서 입찰서류에 전문업체에서 설계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
Arup은 입찰때까지 지붕설계를 진행했으며 2001
년 11월 건축허가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풍동실험과
적설실험결과에 따른 조정을 했다. 첫 번째 입찰에서
Waagner Biro가 2002년 7월에 선정됐으며 그 후 6
개월 동안 상세설계가 진행됐다. 이 기간동안 설계의
책임과 지적재산권은 Arup이 가지면서 전체형태를
조정했다. 첫번째 계약의 마무리단계에서 Waagner
Biro는 별도의 해석을 완료했다. 이 해석은 Arup에
의해 입증된 후 절점 접합부의 설계와 상세해석에
관하여 Waagner Biro에게 책임이 넘어갔다.
Waagner Biro의 전문성이 런던의 대영박물관 유리

그림 23. 유리면 경사각의 범위를 보여주는 유리스스템과 유리 버튼

처음에는 유리를 잡
는 구조실리콘으로 설
계했으나 이것은 폴란
드

건축규준에

맞지

않아 각 유리면 2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버튼
형으로

변경했다(그림

23, 24).
설계의 마지막 단계

그림 24. 유리 버튼

에서 Waagner Biro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형태에 관
련해 2가지 변경을 했다. 첫 번째는 유리와 가스켓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시공과정에 관련된 것이
다. 지붕 망구조는 각 절점의 정확한 곳에 위치하도
록 가설지주를 이용하여 시공하도록 계획됐다. 가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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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제거시 강재와 유리무게 때문에 처짐이 발생한
다. Waagner Biro는 “zero geometry"를 계산해서 예
상되는 처짐만큼 각 레벨을 올려 놓고는 지주 제거
시 지붕이 원 계획 형상이 되도록 설계했다.

그림 27. 절점 파괴실험

지붕의 총 강재 630톤은 폴란드 Katowice에서 제
작됐다. 최종설계를 바탕으로 각 부재와 절점의 형태
정보가 제작소에 자동 전달된다. 각형강관 부재의 수
그림 25. 절점 형상

작업은 비용과 시간문제 때문에 배제가 됐다. 제작은
자동절단 장치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각 부재 단부의
고유한 형태와 절점 유리면 정보가 컴퓨터 모델에
의해 제단이 되면 절단 로봇에 의해 제작이 된다.
공장에서 조립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붕은 129개의
“ladder frame"으로 분할 조립되어 각 프레임이 시중

그림 26. 조립된 절점의 형상

강재 절점 접합부의 계획과 형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지붕의 많은 부분이 한쪽의 볼록하
고 다른 쪽은 골이지는 말 안장을 닮았다. 이러한 면
을 부드럽게 이루도록 각형강관 부재는 각 이웃부재
에 맞춰 다양한 각도로 비틀어서 제작되야 한다. 이
러한 효과는 편심으로 만나는 곳에서 더욱 확대되고,
따라서 각 절점은 복합한 3차원 형태가 된다(그림
25,26). 이런 혁신적인 절점설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2003년 9월 견본 절점의 파괴실험을 수행했다(그림
27).
Waagner Biro의 엔지니어들은 “zero geometry”가
자동생성되는 설계절차를 개발했으며, 각각은 자중,
풍하중, 적설하중, 온도하중과 부등침하로 인한 응력
들을 검토하게 된다.

그림 28. "ladder frame"의 양중

심부 현장으로 운송된다. 나무형태의 기둥들은 가설
지주를 이용해서 세우고 그 사이를 가설비계가 들어
찬다. “ladder frame"이 조정 가능한 지주 위에 놓여
지고, 나무기둥들과 연결한 후 “zero geometry”에 맞

시

공 (Comstruction)

춰 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조정한다. “ladder frame"
설치 후 그 사이간격은 개별적으로 상대적으로 유격

9

http://csse.kr

We'll give you the best offer convenience.

Total Structural Service
이 있는 각형강관 부재로 용접이 된다(그림 28). 지

복잡성과 실제 적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붕 철골공사는 2004년 5월부터 12월 까지 7개월이

S460재료의 적용은 용접검사에서도 좀 더 엄격함이

걸렸다.

요구됐다. 도면으로 예상됐지만 조립작업은 역시 굉

유리설치공사는 상당한 면적의 지붕철골공사가 용

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많은 접합부에서 용접하기

접 및 페인트 작업 완료 후 진행됐다. 유리설치 공사

어려운 곳이 있었으며, 검사작업 또한 쉽지 않았다.

후 지붕 철골은 조금씩 절차에 따라 조절 가능한 지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Waagner Biro와 그 동료 팀은

주를 이용하여 “zero geometry”에 맞춰 하강작업을

구조 안정성과 심미적 아름다움을 다 만족시키는 작

했으며, 그 후 전체 비계와 지주들을 제거했다.

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접합부 실물모형실험과 용접실험
(Node mock-up and testing and weld testing)

절점 설계과정의 하나로 Waagner Biro는 몇 개의
실물 크기 모형을 만들었다. 절점은 완성된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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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이 모형들의 외관
은 건축가와 협의를 해야만 했다. 부가하여 Arup은
규준의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파괴실험을 수행했다.
이 실험은 2003년 9월 Arup과 Waagner Biro 기술자
들의 참관하에 수행됐다. 이 모형은 6개의 각형강관
이 한개의 절점에 용접되며, 20개의 스트레인 게이지
가 절점과 부재의 변형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됐다(그
림 27, 29).

그림 29. 절점의 실물모형실험

예견했던 대로 붕괴는 용접부나 절점이 아닌 가장
약한 각형강관의 소형변형에 의해 유발됐다. 이 실험
은 설계를 증명해줬을 뿐만 아니라 절점 접합부가
연결된 부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지붕부재나 기둥나무에서 예상치 못한 국부손상에
도 지붕형태에서 오는 강성과 절점의 강도(strength)
로 인해 이 지붕은 안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모형과 실험은 Waagner Biro사가 용접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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