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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optimal location of outrigger for reduction of differential column shortening has 

been proposed. Optimal location of outrigger for reduction of differential column shortening is the 

position that the largest differential column shortening develops when the outrigger is not installed

요  약

본 연구는 구조물의 부등기둥축소를 감소시키기 한 최 의 아웃리거 설치 치를 제안한다. 부등

기둥축소를 이기 한 아웃리거의 최 치는 아웃리거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 가장 큰 부등기둥

축소를 보이는 치임을 알 수 있었다.

 

1. 서   론

  

 고층건물의 아웃리거는 구조체의 거동에 여러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조

설계에 있어 아웃리거의 향은 주로 수평변 의 제어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웃

리거를 통한 부등기둥축소의 감소효과와 이를 한 최 의 설치 치에 하여 제안한다.

2.  실험 방법

 2D구조모델(1)을 80층으로 수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아웃리거의 설치 치를 10층 단 로 변

경하여 시공단계와 부재의 비탄성성분을 고려하는 장기거동해석을 수행한 후 부등축소량을 비교하 다.

              

그림1. 아웃리거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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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그림 2는 아웃리거의 치에 따른 층 별 부등축소량, 그림 3은 아웃리거의 설치 치에 따른 모든 층에

서 발생한 부등축소량의 합이다. 표 1은 아웃리거에 의한 부등축소량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구조체에 아웃리거가 설치된 경우 아웃리거가 설치된 층에서 부등기둥축소가 크게 어들게 된다. 

 아웃리거 치에 따른 체 구조물의 부등축소량의 합을 확인한 결과 40층, 50층, 60층에 아웃리거를 

설치한 경우 부등축소량이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2. 아웃리거의 치에 따른 층별 부등축소량      그림3. 모든 층에서 발생한 부등축소량의 합   

표1. 부등축소량 감소효과

아웃리거 치 10F 20F 30F 40F 50F 60F 70F 80F

감소효과 (%) 5.3 18.0 28.5 35.3 37.7 35.3 28.0 16.3

4. 결 론

아웃리거 설치 치에 따른 부등기둥축소 감소효과를 알아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부등기둥축소를 

억제하기 한 아웃리거의 최 치는 아웃리거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 가장 큰 부등기둥축소를 보

이는 치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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