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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Oxley Tower Mixed Development는 최고급 호텔체인인 Jumeirah, 

S.O Sofitel 브랜드별로 각각 호텔과 레지던스를 복합한 2개의 

타워 동과 오피스 타워 1개동 그리고 이 3개동을 건물 높이 200m 

상공에서 잇는 Sky Bridge 등으로 구성된 복합개발 공사이다. 당 

공사의 부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심장부인 KLCC(Kuala 

Lumpur Center City)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져 위치하며, 특히 최 고층인 79층(최상부 338m) 타워는 완공 시 

말레이시아 내 초고층 건물 5위에 해당하는 높이를 갖는다.

[그림 1] Project 위치도 

[그림 2] 말레이시아 초고층 건물 순위

총 건물은 지하 5개층, 포디움 7개층, 각 타워별 79층, 49층, 29층의 

규모로서, 타워의 형상은 상층부로 갈수록 바닥면적이 줄어들어 

경사외벽을 갖는 비정형 건물 형태이다. 이 외벽을 따라 LED 

Lighting이 삽입된 Curtain Wall이 건축물 전면을 둘러싸게 되며, 

Diagonal Stainless Fin이 대각선 형태로 Panel사이에 배치되어 

다이아몬드 형상의 패턴으로 이를 장식하게 된다.

<표 1> 공사개요                                                                                                                               

공사명 Oxley Tower Mixed Development

공사기간 2018. 12. 17 ~ 2022. 05. 16 (41개월)

발주처 Oxley Rising Sdn. Bhd.

설계사

•Architect : Veritas Architects Sdn. Bhd.
•Civil/Structural Engineer : TYLin Sdn. Bhd.
•MEP Engineer : Meinhardt (Malaysia) Sdn. Bhd.
•Interior (Sofitel) : Soda Architecture & Interiors
•Interior (Jumeirah) : Aedas Architecture
•Landscape Consultant : Pentago Sdn. Bhd.
•Quantity Surveyor : Perunding Kos T & K Sdn. Bhd.

대지면적 12,583 m²

연면적 175,980 m²

공사규모

•Tower1: 79-storey / Tower2: 50-storey / Tower3: 29-storey
•Service Suite 857 Unit / Hotel 388 Room / Office 274 Unit
•Two Link Bridges : 33 & 44 Storey
•Facilities : Swimming Pool, Sauna & Steam Room etc.

▶▶▶ 건 축

옥슬리 타워 복합개발 현장 기술 소개

글 김현경 / 옥슬리 타워 KLCC 복합개발공사 현장 공무 팀장 / 전화 +60-12-326-6052  / E-mail tommy1115@ssyenc.com
글 유동규 / 옥슬리 타워 KLCC 복합개발공사 현장 소장 / 전화 /+60-12-772-002  / E-mail dkyew@ssyenc.com

옥슬리 타워 KLCC
복합개발공사 현장

세인트 레지스 랑카위
호텔&레지던스 현장

Oxley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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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감도

  2. 공통가설 시공 계획                                                                 

전체적인 Logistic 계획은 매우 협소한 현장 부지의 사정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작업공간 및 자재이동 루트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작업공간 배치는 단계별 부지인수인계 및 Tower와 Podium구간 

공정진행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동되고 있으며, 현재는 타워크레인 

4대 및 Hoist 2대가 운영 중이나 총 3대의 Hoist가 추가적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그림 4] 공통 가설 계획

[그림 5] 현장 사진(2019. 12)

  3. 주요공사 시공 계획                                                                 

초고층 프로젝트는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과 같은 수직부재에서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탄성축소가 발생하며, 탄성축소 외에도 

건조수죽(Shrinkage)과 크리프(Creep) 등 재료에 따른 비탄성 

효과에 의한 장기적인 축소량이 발생된다. 보통 100층 정도의 

초고층 건축물에서 콘크리트 기둥과 벽체의 축소량은 층당 2~3mm 

정도로 발생하므로 층에 따라서 축소량을 예측할 수 있다. 축소량은 

작용되는 하중에 따라 발생하는 탄성 축소량이 40~50%, 콘크리트의 

건조수죽(Shrinkage)과 크리프(Creep)로 인한 비탄성 축소가 

50~60% 정도가 포함된다. 이론적으로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전체 축소량이 최소 150mm 이상 발생하여 시공 후 건축물 레벨이 

설계레벨과 차이가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총 축소량은 외장재, 

파이프나 엘리베이터 레일과 같은 비구조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과 

같은 사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6] 축소량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림 7] 축소량에 의한 배관/리프트 샤프트 영향

[그림 8] 축소량에 의한 비구조 벽체 영향

당 초고층 프로젝트는 타 초고층 프로젝트와 달리 설계자의 디자인 

면이 강조된 프로젝트로써 코어가 중앙부에 있지 않고 건물의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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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있어 수직에 대한 기둥의 축소량과 코어 편심에 대한 시공단계 

의 수평 변위 또한 발생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3차원 모델링으로 사전해석 및 하중과 재료의 실험 

결과를 가지고 4번의 시공단계해석을 통해 수축량을 예상하고, Strain 

Sensor를 통해 얻은 결과와 측량 결과를 비교하여 수축량 보정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림 9] 수축량 검토 프로세스

<표 2> 타워별 3D 모델링                                                                                                                               

T1 3D Modeling T2 3D Modeling T3 3D Modeling

[그림 10] 센서 및 측량 계획도-1

[그림 11] 센서 및 측량 계획도-2

사전해석의 결과 최대 수직 수축량은 T1 77.1mm, T2 61.3mm, T3 

43.2mm이고, 장시간 수평 변위는 T1 260mm, T2 127mm, T3 

42mm로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수직 수축량보다 편심에 따른 

수평 변위량이 건축물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림 12] 코어 편심에 대한 수평 변위(7년후)

당 초고층 프로젝트는 T1과 T2를 연결하는 상부 브릿지, T1 T2 T3를 

연결하는 하부 브릿지가 있다. 각 타워를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는 

T2를 고정단으로 두고 나머지 타워들은 풍하중에 대한 변위를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자유단으로 설계가 되었다.

풍하중에 대한 변위는 상부 ±800mm 하부 ±450mm이고 쇼트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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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수평변위는 상부 -143.6mm, 하부 -68.9mm로 베어링패드 설계 

시 모든 조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플레이트를 확장할 예정이다.

[그림 13] 상부 브릿지

[그림 14] 하부 브릿지

  4. 맺음말                                                                        

당 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이론적인 사항 

및 공통가설 계획, 설계, 구조, 설비, 시공 등 모든 실무분야의 초고층 

요소기술의 기술 데이터와 시공 노하우를 축적하여 당사의 초고층 

공사 시공역량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초고층 프로젝트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현재 국내외 

추진중인 초고층 프로젝트를 적극 공략하고 새로운 시장 활로를 

개척하는 기반 마련에 일조를 했으면 한다.

유동규 상무는 The Scotts Tower 현장, 부산대학교 병원, 
인천국제공항, 리비아 Benghazi Central Hospital 현장 
등 다수의 국내외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옥슬리 타
워 KLCC 복합개발공사 현장 현장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현경 부장은 두바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경희궁의 아
침, 다만사라 시티2 레지던지 현장 등 다수의 국내외 현
장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옥슬리 타워 KLCC 복합개발공
사 현장에 재직 중이며 공무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WRITER INTROD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