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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a new analysis method which is able to examine the safety and to assess 

the serviceability of high-rise buildings from construction period to service life has been developed. 

The effect of both construction sequence and inelastic behavior of concrete has been considered in 

the developed analysis method in three dimensions. The more efficient analysis technique and 

modeling method for practical use were also suggested. For verification of the developed analysis 

method, the data measured in a high-ris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was compared with the 

analysis results. Through comparison of the analysis results with the measured data, it was found 

that the analysis results generally simulated the trend of the measured data well in all cases.

요  약

이 연구에서는 고층 건축물의 시공단계부터 사용단계까지 안 성을 검토하고, 사용성을 평가하기 

해 새로운 해석기법을 개발하 으며, 개발된 해석기법은 고층 건축물의 진 인 시공단계와 콘크

리트 재료의 비탄성 변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골조효과를 반 함으로써 구조물의 거동을 보다 명확하

게 악하기 해 3차원 해석기법이 도입되었다. 한 개발된 해석기법을 바탕으로 해석 목 에 따라 

실무에 용이 가능한 실용 인 모델링 기법과 해석방법을 제안되었다. 개발된 해석기법의 검증을 

해, 재 건설 인 고층 건축물에서 측정한 계측자료와 개발된 해석기법으로 얻은 해석결과를 비교 

검토하 으며, 해석결과가 계측자료를 잘 모사한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성공 인 검증작업을 수행하기 해서는 추가 인 계측자료가 확보 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정

확하고 합리 인 계측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서   론

 고층 건축물에서 수직부재의 축소 상과 수평부재의 과도한 변형으로 인한 사용성 하를 방지

하고, 시공  가설 서포트 붕괴와 같은 안 사고를 방하기 해서는 시공단계부터 사용단계에 이르

기까지 구조부재의 변형과 부재력의 변화를 측할 수 있는 해석기법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서포

트의 설치/제거와 같은 가설공사를 포함한 시공단계와 콘크리트의 비탄성 변형을 고려한 3차원 해석

 

         * 정회원, (주)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기술연구 건축담당, 선임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 2010년 봄 학술대회 논문집



기법을 개발하 으며, 실무에 용이 가능하도록 실용 인 모델링 기법과 해석방법을 제안하 다. 

2. 개발된 해석기법의 개요 

구조요소  비구조요소를 모델링하기 해 3차원 선요소  Mindlin 평  휨요소를 사용하 으며, 

시공단계에 따라 단계 으로 재하되는 시공하 과 진 으로 구조물의 강성이 발 되는 상을 모사

하기 해, 구조요소  비구조요소에 한 강성행렬들은 입력된 시공정보에 따라 단계 으로 구성된 

후 체 강성행렬에 조합되었다. 시공과정에서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간 는 구조부재간에 발생하는 

하  분배를 모사하기 해서, 외부로부터 추가하 이 재하되지 않고, 부재에서 추가 인 변형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 부재들간의 하  분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 콘크리트의 크리 와 건조수

축으로 인해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 발생하는 비탄성 변형을 계산하기 해 단면해석 알고리즘이 

용되었다. 

3. 실용 인 모델링 기법과 해석방법 제안

개발된 해석기법을 바탕으로 2가지 주요 해석목 (시공단계의 안 성 검토  기둥축소량 측)에 

따라 실무에 용이 가능한 실용 인 모델링 기법과 해석방법을 제안하 다. 시공단계의 안 성을 검

토하기 한 해석기법은 동바리 공사와 같은 복잡한 시공과정을 모델링하여 시공단계 에 발생하는 

부재간의 하 분배를 검토하기 한 해석기법으로서, 고층 건축물의 기 층에 한 해석을 통해 

용된 동바리 시스템에 따라 필요한 층수 만큼만 모델링 하도록 하기 한 해기둥축소량을 측하기 

한 해석기법은 이 연구에서 하기된 ‘등가하  정보’를 이용하여 동바리 공사와 같은 복잡한 시공과정

의 모델링 없이 시공단계부터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기둥축소량을 측

할 수 있는 해석기법으로, 구조물 체를 상 가능한 해 해기된다. 이때 사용되는 등가하  정보는 

동바리 공사를 모델링하지 않고도 복잡한 시공단계를 모사하기 해  기한 가상의 하  정보이며, 기

둥 부재의 경우에는 시공단계 안 성 해석기법의 한 해석이용하여 구성되고, 보나 슬래  부재는 고정

하 으로 인한 휨모멘트만해 작용하 으로 고려된다. 

4. 결 론

계측자료와 해석결과를 비교/검토한 결과 개발된 해석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한 개

발된 해석기법의 결과와 실무 용을 해 개선된 실용 인 모델링 기법으로 얻은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제안된 실용 해석법의 정확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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