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초고층건축디자인의동향과전망
- 균형잡힌디자인패러다임

유사이래로건축물은한국가나지역의힘과권력을상징하는수

단이되어왔다. 고대신전에서비롯된건축의이러한상징적인기

능은 시대적 가치의 변화와 함께 중세 대성당, 18·19세기 궁궐

건축으로 이어지며, 근대에 이르러 새로운 건축술의 발전과 맞물

려출현한새로운유형의건축, 마천루(Skyscraper)라는 고층건

물양식에까지이어진다. 

근대화이후, 고층건물은급격한도시화에의한과밀을해결하기

위한수단으로그필요성이한층유용해지게되었고그발전을거

듭하게된다. 이후, 자본주의의발전과함께한국가나지역의경

제력과 기술력을 포괄하는 시대적 상징의 집약체로서 초고층 건

축물 (Supertall Building)의출현을불러온다. 

클라이슬러 빌딩(Chrysler Building, 319m, 1930년)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 381m, 1931년)의 등장은

세계대전이후미국의경제력과기술력을대내외적으로선언하는

수단이되었고, 월드트레이드센터(World Trade Center 1 & 2,

최고 526m, 1970년, 1971년)와 시어스 타워(Sears Tower,

442m, 1974년)를 통해 보다 앞선 기술력과 자본력을 과시하게

된다. 

이처럼 인터내셔널 스타일을 바탕으로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발

전을거듭한초고층건축은, 1990년 이후, 경제 성장을바탕으로

한아시아및중동국가들에속속등장하면서변화의전기를맞이

하게 된다. 초고층 건축물의 상징적인 기능과 도시개발의 긍정적

인측면에매혹된아시아및중동국가들은, 앞 다투어그들의도

시에초고층건축물을도입하며세계에서가장높은건축물을짓

기위한노력을기울이게된다. 

쿠알라룸프르를 시작으로, 타이완시티, 홍콩, 상하이, 센첸, 광저

우, 난징등아시아주요도시들은이미높이 300미터이상의초

고층건축물을소유하고있거나지속적으로계획중이며, 아랍에

미레이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현존 최고 높이의 초

고층건축물기록을갱신하기위한경쟁을벌이며세계의주목을

끌고 있다. 이렇듯, 바야흐로 본격적인 초고층 건축의 시대에 접

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초고층 건축이 현대 건축 디

자인과 도시계획, 건설 산업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은 이유일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높이 300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초고층 건

축물(Supertall Building)이라 칭하며, 600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초초고층건축물(Megatall Building)이라 칭한다. 세계초고층학회

(CTBUH)의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20대 초고층 건축물의

평균 높이는 2000년 375미터에서 2010년 439미터로 높아졌

고, 2020년에는598미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중 8

개의건축물이 600미터에서 1,000미터이상인초초고층건축물

이될것이라예견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까지 150미터를 넘는 고층 건물

이 9개에 불과 하였지만, 12년이 지난 지금은 150미터 이상의

건물이 135개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13개가

더완성될예정이다. 또한, 2020년이되면서울의용산, 잠실, 상

암, 인천의 송도및부산에계획중이거나시공중인 6개의초고

층 건축물들이 높이 500미터 이상으로 지어져 세계 20대 초고

층 건축물에 그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명실공히세계적으로주목받는초고층건축물을소유하게될것

이므로, 이에걸맞은초고층건축물에대한디자인능력과기술력

을배양함으로서더욱내실을다져둬야할것이다. 

서구의 초고층 건축물이 자국의 디자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루어졌다면, 현재중동및아시아국가에서보여지는높이경쟁은

▶▶특집기획Ⅰ- 초고층건축물의디자인및기술개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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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히 서구의 디자인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높이 짓기 위한 디자인과 건축기술은 이미 보편적

인 발전을 이룩한 상태이므로, 이를 바탕으로보다 더 효율적으로

높이 짓기 위한 기술적 환경적 전략이 모색 되고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근래에 이루어진 해외 초고층 건축물 디자인의

주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초고층 건축물의 디자인 및 기술개발

의향방을점쳐보고향후이를선도해나가는디딤돌이되기를기

대한다. 

초고층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적, 기술적 이

슈가해결되어야한다. 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높이짓기위한구

조적 이슈는 당연하거니와, 적절한 점유 공간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하는경제적이슈, 필요한층까지거주자를신속히운송하

고, 재난 시 신속히 대피하도록 할 수 있는 수직 운송 및 안전에

대한 이슈, 새로운 초고층 거주환경에 알맞은 지속가능하고 쾌적

한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경적 이슈 등 실로 다양한 디자인

적, 기술적 요구와 제안들이 맞물려 완성된다. 초고층 건축물을

현대 건축 디자인과 건축 기술의 집대성이자 실험장이라 칭하는

이유도여기에있다. 

특히, 공사에투입되는수많은물량, 점유후소모되는엄청난에

너지량, 그리고 초거대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으

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에서 환경적인 이슈는 가장 중요한 사

안이 되었고, 보다 친환경적 측면의 디자인 접근 방법을 요구받

게되었다.

초고층거주환경에부합하는새로운친환경적인해법은유럽에서

먼저실현되었다. 독일프랑크푸르트에위치한코메르츠방크타워

(Commerzbank Tower, 259m, 1997년)는 중앙 아트리움을 둘

러싼 수직으로 분절된 매스와 개폐식 창을 도입하여 자연환기에

유리한디자인을실현함으로써기계식공조시스템의의존도를획

기적으로줄이고에너지소비량과탄소배출량을감소시킬수있도

록 계획되었다. 또한, 일정 층 간격으로 실내정원 및 옥상정원을

도입하여, 실내 공기흐름과 온도가 조절되도록 하고, 건물 내 거

주자를 위한 유희형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하여, 거주환경의 질과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초고층 건축물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제시하게된다. 

이후,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친환경적 해법에 대한 관심은 미국에

의해 제도화되고 선도된다. 미국의 친환경건축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는 등급별 친환경 건축물 인증시스템(LEED

Certification)을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다. 근래에 뉴욕에 완성된

뉴욕 타임즈 빌딩(New York Times Tower, 319m, 2007년)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타워(Bank of America Tower, 366m,

2009년)는 이러한 강력한 제도 속에서 출현한 초고층 건축물들

이다. 뉴욕 타임즈 빌딩은 미국에서 첫 번째 친환경 인증을 받은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

카타워는세계최초로친환경건축물최고등급인리드플레티넘

(LEED Platinum) 인증을 받아환경적측면에서의초고층건축물

의가치를인정받고있다.

특히, 뱅크오프아메리카타워는중수및우수재활용, 유입된실

내공기 대부분을 정화시켜 밖으로 내보내는 진보된 공기정화 시

스템, 기초 및 코어에서의콘크리트사용량절감, 전열 복합발전

플랜트(CHP Cogeneration Plant) 도입, 엄격하게관리되는공조

시스템(Floor Plenum), 열전도율을줄이면서자연채광과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된 외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

은 디자인 요소들 하나하나에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염두하고

초기설계단계부터철저하게의도적으로계획되었다. 특히, 건물

전체 에너지 소비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자체 전열 복합 발전

플랜트의도입은초고층건축물의에너지자립도를높일수있는

획기적인에너지절감시스템이될것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초기에는 이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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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0년세계 20대초고층건축물예상도

[그림 2] 우리나라고층건물통계(2011년)

2.새로운기술탐구와균형잡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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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ghai Tower, Shanghai, 632m ➐Wuhan Greenland Center, Wuhan, 606m,mm ➑ Makkah
Royal Clock Tower Hotel, Makkah, 601m ➒ Goldin Finance 117, Tianjin, 597m ➓ Lott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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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뉴욕타임즈빌딩에서사용한유사한시스템도입과건축물에

BIPV 패널을 부착하는 손쉬운 방법들이 고려되었으나, 끊임없는

연구끝에건축물의기능과요구에가장부합되는에너지자립시

스템을도입하게되는과정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한편,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이슈에 대한 관

심은보다자유롭고유기적인형태언어를구사하는현대초고층

건축물디자인에영향을미치고있다. 프랑스파리라데팡스지구

에 지어질 예정인 토르 파레 타워(Tour Phare, 296m, 2016년

완공예정)는아직구체적인친환경디자인전략이발표되지는않

았지만, 건축물의 형태가 빛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

획된경우이다. 건축물의남측입면을구성하는차양장치는초고

층거주환경의채광조절장치로서의역할과함께, 건물의유기적

형태를 구현하는 디자인 언어로서 사용되어 새로운 유형의 초고

층건축물의탄생을예고하고있다.

한편, 초고층건축물의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개발과더불어, 점

점 높아지는초고층건축물의출현에걸맞은보다효율적인구조

방식개발의노력또한병행되고있다. 초고층건축물에서주구조

부 계획은 건물의 수직, 수평 하중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책이 되

어야할뿐만아니라, 거주환경의유지관리를위한설비및공조

시스템, 거주자의 효율적인 수직운송과 배분을 위한 코어시스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평면 점용률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 되어하

는어려움이있다. 

초고층 건축물의 주된 구조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튜브 구조

(Tube Structure)를 발명하여, 초고층 건축물 디자인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한 미국의 SOM은, 최근 새로운 방식의 진보된 구조 시

스템을 자신들의 설계에 도입하여 초고층 건축물 디자인의 새로

운 지평을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나무줄기구조(Tree Trunk

Structure)라 불리는 이 구조방식은 중앙에 가운데가 비어있는 슈

퍼코어(Super Core)를중심으로평면슬래브들이캔틸레버로매달

린형식이다. 이는, 기존 아웃리거방식이평면구성에주는제약에

서벗어나도록하고, 각슬래브가장자리에기둥이필요없는컬럼

프리 슬래브를 만들 수 있어, 비용 절감과 공기단축을 불러 오는

장점을가지고있다. 중심에자리잡은슈퍼코어는원자력발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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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뱅크오브아메리카전경

[그림 5] 토르파레타워투시도

[그림 6] 토르파레타워입면및구조상세스터디모델

[그림 4] 뱅크오브아메리카공조및설비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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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방식으로지을수있어역시공기단축의효과를볼수있으며,

풍하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상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평면과구조체구현에유리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아트리움처럼 비어있는 슈퍼코어의 중앙부는 건물 내 공기의 흐

름과 압력을 조절하는 통로로 이용되어, 건축물 외부의 저층부와

고층부의온도차에의해발생하는연돌효과(Stack effect)를 효과

적으로 감소시키는 부가적인 효과도 가져온다. 더불어 이 부분은

건축물 내 커뮤니티 공간과 각종 유희시설들을 구조적인 제약에

서벗어나자유롭게구성할수있기때문에초고층건축물이수직

도시(Vertical City)로서 유연하게작동할수있는여지를만들어

주고있다.  

현대 초고층건축물의규모성장으로동반되는거주자수와유동

인구의 증가는 건축물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초고층 건축물을 개발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기존 과밀화된 도심에 개발하는 경우와,

둘째는 신도시의 중심지구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양자의 경우 모

두다초고층건축물이건축물자체, 인접한주변환경그리고한

지역의가치를결정하는중요한기준으로작용한다. 때문에, 초고

층 건축물의초기계획에서규모검토를통한적절한기능과역할

의부여는매우중요하다. 

시카고 존 헨콕 센터(John Hancock Center, 344m, 1969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단일기능으로 계획 되어 왔던 초고층 건축물

은, 2000년이후복합화를지향하는추세로넘어가고있다. 주로

업무기능 및 그 부대시설로 구성되었던 초고층 건축물들은 점차

적으로호텔및고급주거와함께구성됨으로서, 건물의시간별점

유율을높이고건축물의경제적가치를높일수있도록계획되고

있다. 도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의 초고층 건축물은 도시의

한기능을수행하는도시속에종속된단일성격의건축물에서벗

어나, 보다복잡하고복합적인성격을지닌독립된도시기능을할

수있는자급자족형수직도시가될수있도록요구받는추세이다.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Burj Khalifa, 828m, 2011년)를 필두로 완

성된 자급자족형 수직도시의 개념은 당분간 초고층 건축물 설계

에서지속될전망이다.

현재, 런던에공사중인유럽에서가장높은건축물이될샤드런

던 브릿지(Shard London Bridge, 306m, 2012년 완공 정)는

오피스, 호텔, 고급주거가함께계획되어있으며, 각기다른기능

이전환되는층에식당, 스파, 전망대 등각종유희시설을계획하

여 상호간의 기능적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되었고, 각 기능

적특성에알맞은실내환경을유지하는데유리하도록되어있다.

상하이에공사중인상하이타워(Shanghai Tower, 632m, 2014

년완공예정)의경우는초고층건축물의복합기능과친환경디자

인 전략이 결합된 예이다. 오피스와 호텔의 복합 건물인 상하이

타워는 14개층높이의아트리움형식으로된공중정원 7개가건

물전체를둘러싸고있다. 이공중정원은건축물의이중외피역할

을 하는 환경조절 장치로서 완충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각종 문

화 예술 이벤트가 끊임없이 열릴 수 있는 대중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 하도록 계획 되었다. 이는 상하이의 도시, 문화

적성격을잘반영한것으로평가받으며, 초고층건축물이문화를

생산하는자급자족복합체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계획된것이

라하겠다. 

미국 마이애미에 예정되어 있는 마이아폴리스(Miapolis, 980m,

2017년 완공 예정)는 보다 대규모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

다. 마이애미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섬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

에, 건물 자체의 자급자족력은 개발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정도로중요한사안이라할수있다. 이에, 무역센터를포함

하는오피스, 놀이동산을포함하는유희시설과쇼핑및식당가등

의편의시설을포함하는대규모호텔, 그리고보다편안하고럭셔

리한일상을제공할수있는고급주거등마이애미의관광자원과

함께시너지를극대화할수있는프로그램을구성하고개발을기

다리고있다. 이밖에, 쿠웨이트만의실크시티(City of Silk, 2023

년완공예정) 개발계획의일환으로세계최고높이로계획중인

버즈 무바라 알 카비르(Burj Mubarak Al Kabir, 1001m, 2016

완공 예정) 역시 오피스, 호텔, 고급주거, 종교시설등을포함하는

자급자족형 초고층 건축물을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고층

건축물의 복합화는 수직도시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자급

자족형 건축물의 개념을 불러오고 있으며, 건축물이 스스로 생명

을가진유기체로서작동할수있도록하는, 보다균형잡힌기능

과프로그램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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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ree Trunk Struc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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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시공에필요한거의모든디자인적, 기술적요구사항들이

검증되었다고볼수있으며, 이제, 이를 바탕으로다양한현대사

회의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보다 선구안적이

고 균형 잡힌 계획안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새로

운 도시라이프스타일을제안하는초고층주거계획역시속속완

성되고 있다. 이미, 시카고의 명물로 자리 잡은 아쿠아 타워

(Aqua tower, 262m, 2009년), 맨하탄의비크만타워(Beekman

tower, Eight Spruce Street, 265m, 2011년), 토론토의 엡솔루

트 타워(Absolute Towers, 180m, 2011년) 등은 인간적이고 유

기적인형태언어와공간구성으로보다균형잡힌새로운도시형

주거디자인을제안한것이다. 

이처럼, 현대의 초고층 건축물은 기존의 상징을 넘어서는 새로운

스타일의변화, 기술적도전, 정치, 경제적요구를모두수용해내

는균형잡힌디자인패러다임을제시하며, 사회와문화를대변하

는현대건축의한장을써나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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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상하이타워공중정원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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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재료와구조, 초고층 환경에알맞은실내환경, 에너지 절

감, 효율적인평면구조, 경제적인프로그램및기능설정등세계

화(Globalization)에서비롯된초고층건축물에대한강도높은요

구들은 건축가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디자인과 연관된 기술을 개

발하도록이끌고있다. 현존최고높이를자랑하는두바이의버즈

칼리파(Burj Khalifa, 828m, 2011년) 완공이후, 초고층건축물의

[그림8] 샤드런던브릿지조감도

[그림 9] 상하이타워공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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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엡솔루트타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