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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축물의 포스트텐션 슬래  시스템 용

The Application of Post-tensioned Slab System to Tall Buildings

정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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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rket of Korea of post-tension system for building is growing up since 2000 and many 

engineers and construction companies show interest in it. This paper introduces the structure 

system and construction of post-tension tall buildings including recent trend in the industry of 

post-tension system for buildings in Korea and the point to be considered when design 

post-tensioned tall building . Park Polis is composed of two towers of 39 stories with a level to 

the top of the roof +144m and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at Ulsan in Korea. This building 

designed as the unbonded post-tension floor system and will be the tallest and first high-rise 

post-tensioned building in Korea. The structural system is composed of the flat slabs, perimeter 

columns and core walls. At first, this building had designed as regular RC flat slab with perimeter 

beams. However, floor structure system was reconsidered because the construction company wants 

to improve efficiency of construction. As a result, the floor system of PARK POLIS re-designed 

as PT flat slab.

요  약

한국의 포스트텐션 시장은 2000년 이후부터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엔지니어와 시공사들이 심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 포스트텐션 시장의 동향과 고층 포스트텐션 건물의 구조시스

템과 시공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고층 포스트텐션 건축물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해

서도 살펴본다. 울산에 치한 크폴리스는 39층 타워 2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건물 높이는 지상 

144m로 재 공사가 진행 이다. 이 건물은 비부착방식 포스트텐션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며 완공시 

한국내 최고층 포스트텐션 건물이 될 것이다. 구조시스템은 랫 슬랩, 외주 기둥, 코어월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에는 테두리보를 가지는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지만 시공성 향상을 해 포스

트텐션 랫슬래 로 재설계되었다.

 

* 정회원, (주)동양구조안 기술, 표이사 



880 슬래브-벽체위원회

Original Revision

w/ Perimeter 
Beams

w/o 
Perimeter 

Beams

Frequency

1st Period 3.98 sec 4.21 sec

2
nd

 Period 3.88 sec 4.09 sec

3rd Period 3.88 sec 3.98 sec

Story Displacement 
(Wind Load) 16.13 cm 19.52 cm

표 1  테두리보 유무의 향

1. 서   론

  

 최근 건축  공간의 다양성  유동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고층 

건축물에서 장스팬 평면이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층고 감과 차음기 에 따른 슬래

 두께 감 등의 이유로 랫 슬래  구조가 새로운 바닥구조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

나, 철근콘크리트 랫 슬래  장스팬 구조물의 경우, 장스팬을 형성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슬래 두

께가 증 되어 층고와 건물 량을 증가시키는 일차 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재료특성상 장기 

사용시 균열  처짐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 자 과 층고를 이면서도 장스팬을 구 할 수 있는 구조  안으로 주목

받는 것이 포스트텐션 시스템(Post-tension System)이다. 

2. 포스트텐션 건축물 사례

 2.1 울산 크폴리스

 포스트텐션 시스템이 고층 건물에 용된 국내 최  사례이다. 지상 1층~6층까지 상업시설  주

차장으로 계획되었으며 7층 이상은 주거용 공간으로 활용된다.

 기에는 테두리보가 있는 RC 랫 슬래  구조로 계획되었으나 슬래  처짐 등 사용성 향상과 

공사비 감을 해 포스트텐션 시스템의 도입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림 1  시공 경

 
(a) Original (b) Revision

그림 2  기 층 평면

 기존 RC 구조는 두께 250mm의 RC 슬래

와 2,400mm x 400mm 크기의 테두리보로 

설계되었다. 테두리보는 슬래  처짐 제어 

 횡력 항 기여를 하기 해 계획되었었

다. 그러나, 평면 크기에 비해 보 폭이 크고 

불규칙한 구간이 존재하여 시공성 하가 

상되었고 보 철근에 의해 체 인 공사

비 증가가 상되는 상황이었다. 포스트텐션 

시스템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이 테두리

보를 제거하기 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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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풍속은 35m/s이고 고층인 계로 지진력보다 풍하 에 지배를 받는다. 표 1에서와 같이 테두

리보는 주요 횡력 항요소로 작용한다. 테두리보가 삭제될 경우 횡변 는 19.52cm로 증가하지만 설

계 제한값인 (27cm=H/500)을 만족한다. 

 포스트텐션 시스템은 각 타워의 지상 9층부터 37층까지 29개층, 총 58개층에 용되었다. 기 층 

스팬은 약 8~10m 내외로 두께 250mm의 슬래 와 약 3,500mm × 2,400mm × 400mm의 지 (drop 

panel)이 용되었다. 지 은 단스팬인 곳의 장기처짐 제어를 해 계획되었다. 그림 3과 같이 지

이 없는 경우 장기처짐(37.3mm=L/322)은 설계기 값 (25mm=L/480)을 과하 다. 그리고 비록 슬

래  두께를 350mm까지 증가시킬 경우 이 제한값을 만족한다고 해도 이는 수직부재에 큰 향을 

끼치게되어 처짐 제어를 해 지 을 계획하 다.

(a) Flat Plate (Thk = 250mm)

Max Def : 37.3mm

(b) Flat Plate (Thk = 350mm)

Max Def : 14.5mm

(c) Flat Slab W/ Drop Panel (Thk = 
250mm)

Max Def : 22.0mm

그림 3  기 층 장기처짐

 2.2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베트남 최 의 고층이자 최고층 건축물로 하노이에 치하며 재 공사가 진행 이다. 기 층은 

오피스, 호텔, 주거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디움을 포함한 지상층 부분이 포스트텐션으로 

설계되었다. 기 층 내부는 13m 장스팬으로 구성되어 있다. 슬래  두께를 최소화하기 해 코어월 

주변과 외곽 기둥에 2,000×600mm의 보를 설치하 다. 그 결과 오피스 기 층의 경우 275mm의 슬

래  두께로 장스팬 구간을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 다.

그림 4  조감도

     

그림 10  기 층 평면

3. 포스트텐션 시스템의 설계

 3.1 평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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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골조 공사비 비교

 포스트텐션 슬래 의 경간/두께비는 40~45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약 12m 이하 스팬에서는 타당하며 

그 이상의 스팬에서는 보를 필요로 한다. 이 때 10~12m 내외의 스팬에서는 랫 이트보다 지  

는 주두가 있는 랫 슬래 가 효율 이다.

 3.2 횡하  항 요소로서의 포스트텐션 시스템

포스트텐션 시스템은 력하 에 해서만 항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RC 구조와 마찬가지로 

횡력 항요소로 활용 가능하다. 이 때에는 통상 으로 횡력에 의한 모멘트는 철근이 부담하는 것으

로 가정하여 소요 철근량을 추가로 배근한다. IBC 등의 기 에서는 횡력 항시스템에 따라 포스트

텐션 구조물의 횡력 기여도를 구분하며 설계시 평균선압축력(Average Precompression), 콘크리트 

응력 등에 제한조건을 두고 있다.

4. 포스트텐션 시스템의 경제성

  

 최근 원자재 가격의 등으로 건설산업 한 철근의 가격 상

승으로 공사비가 등하여 많은 업체들이 고민에 빠져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텐션 시스템의 경제  이 을 더욱 두

드러지게 하고 있다. 이 에는 PT를 용할 경우 RC구조에 

비해 5% 내외로 공사비가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재료비를 반 할 경우 10%이상 감되는 것으로 단된다. 

철근의 공사비는 재료비의 비 이 높은데 비해 텐던의 공사비

에서는 50% 수 이기 때문이다.

 그 로 앞서 소개한 Park Polis의 RC와 PT의 2개동 1층당 

골조 공사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1개층의 슬래 , 

벽체, 기둥 등의 모든 구조체를 포함한 것이며 공기 단축 등

에 의한 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PT 용시 슬래  철근량

은약 17톤으로 RC구조 비 약 50% 감소하 다.

 상기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철근량의 감이 체 공사비에 

가장 큰 향을 끼치고 있으며 PT 구조가 RC 구조에 비해 총공사비에서 약 10%의 감된 결과를 

나타낸다. 재 국내 건축 PT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공사비가 해외에 비해 높은 수 임을 

감안하면 향후 PT 구조가 변화될 경우 더 큰 경제  효과를 릴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4. 결   론

 종래에는 포스트텐션 시스템의 목 이 RC 구조물로는 설계  시공이 어려운 장스팬 구조물을 구

한다는 목 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량 감소, 층고 감, 공기단축, 처짐  균열제어에 의

한 사용성 확보, 공사비 감 등 여러 측면에서 장 을 얻기 해 포스트 텐션 시스템을 용한다.

 이와 같이 포스트텐션 시스템은 고층 건축물에서 공간 계획, 구조  성능, 시공성, 경제성 등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 시스템으로 국내 건축시장이 한단계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재로선 미비한 건축구조 포스트텐션 시스템에 한 건축, 구조, 시공 

각 분야의 이해  체계 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