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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기술 내용 – 1. 울트라 초고층빌딩실현 사업-1

현재까지 건설된 고(高) 고도 구조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163층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828m), 128층인 상

하이의 상하이타워(632m), 123층인 서울의 롯데월드타워(554m)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고고도 구조물은 향후 더

욱 많이 건설될 뿐만 아니라 높이 또한 더욱 고층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고도 구조물은 고도가 높을수록 구조물이 흔들리는 고유주기가 길어져 서서히 흔들리기 때문에 지진

의 진동주기와는 차이가 많이 나서 지진에 의해서는 잘 흔들리지 않는 반면에, 고도가 높아 바람을 받는 면적이

크게 늘어나는데다 고도가 높을수록 풍속 또한 지상보다 몇 배에 이를 정도로 강해지기 때문에, 고고도 구조물은

횡하중에 있어 지진보다는 바람에 의한 풍압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역시 바람에 의한 설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울트

라 초고층빌딩은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PDOakxLddx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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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기술 내용 – 1. 울트라 초고층빌딩실현 사업-2

그래서 저희 지씨티가 개발 및 특허 출원한 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고압 유체 발생기를 이용하여 울트라 초고층빌딩을 바람에서도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 유체(流體)는 고체에 비해 형상이 일정하지 않아 변형이 쉽고 자유로이 흐를 수 있는 액체(液體)와 기체(氣體)

와 플라즈마를 총칭하는 말이다. 유체유동의 현상에 대해 다루는 학문은 유체역학이라고 한다.)

(프로펠러 방식 제트팩:

https://www.youtube.com/watch?v=kBwZiXHl2t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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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기술 내용 – 1. 울트라 초고층빌딩실현 사업-3

울트라 초고층빌딩 상부에 기울기 센서 혹은 고정밀 GPS 수신기 (건축물 측정용 GPS 위성 정밀도는 수mm

http://archive.is/RtYh1 ) 를 설치 합니다. 그리고 균형 유지용 고압 유체 발생기 (부스터엔진, 제트엔진, 압축분

사장치, 프로펠러 등) 를 구조물 상부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물의 동서남북 4방향에 고압 유체 발

생기가 있다면 바람으로 북서 방향으로 구조물이 기울어짐이 감지되면 북쪽과 서쪽 방향의 고압 유체 발생기 동

시에 가동돼서 균형을 맞춰 줍니다. 기울어진 방향의 세분화에 따라 각 방향의 추력 발생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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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기술 내용 – 1. 울트라 초고층빌딩실현 사업-4

앞 페이지의 태양광패널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 추력발생 내용은 반영구적이며 친환경적 입니다.

프로펠러도 수십 톤의 화물이송이 가능한 화물용 헬기( https://bit.ly/2w6KI5O )에 쓰이는 것이 있고, 거기에 아

래 영상과 같이 덕트를 씌우면 더 강력한 추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멘트에 의해 상층부 일수록 하층부보다 추력 발생의 정도는 약해도 균형 유지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BwZiXHl2tQ

(01:00)

https://bit.ly/2w6KI5O
https://www.youtube.com/watch?v=kBwZiXHl2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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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기술 내용 – 2. 우주엘리베이터 사업-1

1번 사업과 같이 구조물의 중간중간에 고압 유체 발생기를 설치

하게 되면 균형 유지 위험 때문에 힘들었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사

라지게 됩니다. 울트라 초고층 빌딩 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 준비

중인 우주엘리베이터에도 적용이 가능한 신기술 입니다 (※우주엘

리베이터: 지상에서 우주선 발사 시에는 지구 중력 때문에 1kg당 2

천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에 초 고층 구조물을 지상에서

대기권 중상부 까지 높여서 중력이 낮은 구조물 상부까지 엘리베이

터로 이동하여 상부에서 쉽게 우주로 나가기 위한 구조물).

‘일론 머스크는 2025년까지 인간을 화성에 보낼 계획이다’

( https://bit.ly/2IbATZ8 )

일론 머스크, ‘화성 식민지’ 건설 프로젝트 한발 성큼

( https://bit.ly/2I3pmvM )

日 건설회사 "2050년까지 우주 엘리베이터 만들겠다"

( https://archive.is/416kG )

그러므로 화성 식민지를 계획중인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 http://www.spacex.com ) 와

미국 및 유럽, 일본 등의 우주산업 업체에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우주엘리베이터 상부

참고도 9

https://bit.ly/2IbATZ8
https://bit.ly/2I3pm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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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기술 내용 – 2. 우주엘리베이터 사업-2

우주엘리베이터 전체

참고도 10



2. 시장규모

세계 건설사들의 매출 입니다.

※관련 근거 또는 출처: 
미국의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전문지 ENR지 (Engineering News Records) 자료
( https://archive.is/0Ypu8 )

11

https://archive.is/0Ypu8


3. 사업 전망

1. 울트라 초고층빌딩 실현 사업

갈수록 높은 고도의 초고층 빌딩을 열망하는 국가간의 경쟁에 따라 본 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며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우주엘리베이터 사업

본 신기술은 우주엘리베이터 제작에 필요한 요소로써, 화성 식민지를 계획하는 일론 머스크 회장과 미국 및

유럽, 일본 등의 우주산업 업체에 제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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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희망금액 지분 설정

2천만원 투자자 50.0% 특허 지분 설정

특허 지분은 수익 시 받으시게 될 지분과 동일합니다.

<(예) 2억원을 투자 하여 특허 지분 50.0%를 설정하게 되면 100억원의 계약 및 수익이 났을 때는 50%인 50억원을 지급>

특허 지분을 설정하면 특허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하며, 특허 실시권 계약 시에는 지분을 가지신 분도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4. 투자유치 희망금액 및 수익



5. 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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