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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평균법을 이용한 고층 건물의 부등축소량 보정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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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의 수직부재가 수축하는 것을 기둥축소라고 한다. 건물의 고층화  비정형화 추세 때문에 수직 

부재들에 작용하는 축하  크기 간의 차이를 피할 수 없게 되며, 이의 향으로 인  수직부재 간의 축방향 축소량이 차이

가 나게 된다. 이러한 부등축소량은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합부에 추가 인 응력을 유발시키거나 슬래 의 기울어짐 

는 간벽이나 창호 등 비구조재의 사용성에 문제를 래하게 된다. 이러한 부등축소량의 향을 감소시키기 하여 시공  

수직부재의 설치 시 측된 보정을 하게 된다. 보정의 합리성은 각 부재별 축소량의 정확한 측과 측된 축소량을 이용

한 각 부재들의 합리  보정량 산정에 있다. 부등축소량의 측은  더 정확해지고 있으나 보정 기법에 한 연구는 거

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동 평균법을 사용한 보정 기법과 보정하면서 발생하는 오차에 한 합리 인 제한조건을 

제시하 으며, 제한조건의 변화와 보정 그룹 수의 계를 살펴 으로써 제한조건 설정의 객 인 단 기 이 되었다. 그

리고 이 에 연구되어진 SA 알고리즘을 사용한 최  보정 기법과 결과를 비교해 으로써 이동 평균법 보정 기법의 효과

를 검증하 다.

핵심용어 : 기둥축소, 보정, 이동 평균법

Abstract

The vertical members of structures are shortened as time goes on. Because structures have been high-rising and atypical there 

should be different axial loads among vertical members and it causes differential column shortenings. The differential column 

shortening add stresses to connections, make slab tilt, and damage to non-structural components. To reduce these influences 

compensation is need. The rational compensation means the exact expectation of amounts of column shortenings and the reasonable 

corrections. The expectation of column shortenings are more exact as researched,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about the 

compens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average correction method and the constraints for differential column shortenings considering 

errors due to the construction precision. The relations between constraints and the number of correction groups give an objective 

criterion for decision of constraints.

Keywords : column shortening, compensation, averag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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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물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수직부재의 기둥축소량 한 증

가하며 이러한 기둥축소 상의 요인으로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직하 에 의해 발생하는 탄성 기둥축소이고 다른 

하나는 건조수축과 크리 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탄성 기둥축

소이다. 건물의 고층화  비정형화 추세 때문에 수직 부재

들에 작용하는 축하  크기 간의 차이를 피할 수 없게 되며, 

이의 향으로 인  수직부재 간의 축방향 축소량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를 부등축소량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등축소량은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합부에 추

가 인 응력을 유발시키거나 슬래 의 기울어짐 는 간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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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s

Concrete

strength

(ksi)

Column

size

(in.×in.)

Gross

area

(in.
2
)

Steel

area

(in.
2
)

Floor

load

(kips)

V/S

ratio

(in.)

Ultimate

shrikage

(10
-6
in.in.

-1
)

Specific creep

(10
-6
in.in.

-1
psi

-1
)

1-10 8 72×72 5184 128.0 254.7 18.0 500 0.175

11-20 8 72×72 5184 63.8 254.7 18.0 500 0.175

21-30 8 60×60 3600 79.2 254.7 15.0 500 0.175

31-40 7 60×60 3600 64.1 254.7 15.0 500 0.200

41-50 6 60×60 3600 47.9 254.7 15.0 500 0.250

51-62 6 44×44 1936 31.9 254.7 11.0 500 0.250

63-67 6 32×32 1024 12.5 254.7 8.0 500 0.250

68-70 6 32×32 1024 12.5 196.8 8.0 500 0.250

표 1 외곽 기둥의 속성(Fintel 등, 1984)

나 창호 등 비구조재의 사용성에 문제를 래하게 된다. 이

러한 부등축소량의 향을 감소시키기 하여 시공  수직

부재의 설치 시 측된 보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보정의 합

리성은 각 부재별 축소량의 정확한 측과 측된 축소량을 이

용한 각 부재들의 합리  보정량 산정에 있다(Park, 2003).

수직부재들 간 부등축소량을 측하기 한 연구는 꾸 히 

진행되어 왔다(1992, ACI). Seol 등(2008)은 철골-콘크리

트 합성 수직부재가 서로 다른 습도의 환경에 있을 경우 부등

축소를 측하는 기법을 발표하 으며, Yang과 Yi(2007)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고층건물의 부등축소량을 

측하는 기법에 하여 발표하 다. Fintel과 Khan(1969)은 

고층 건물의 기둥에 발생하는 크리 와 건조수축을 고려한 비

탄성 수축량에 하여 연구하 고, Fintel 등(1984)은 고층 

건물의 기둥축소량과 보정에 하여 연구하 으며, Gao(1993)

는 세장한 RC 기둥축소량에 한 연구를, 그리고 Elnimeiri 

(1997)는 콘크리트와 합성구조로 이루어진 고층 건물의 장기 

기둥축소에 한 연구를 하 다.

이처럼 측 기법들은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하면서 정

확해 지고 있으나, 이를 보정하는 기법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공사의 정 도와 공사기간, 비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 층마다 정확히 보정을 할 수는 없다. 신 모든 층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 어 같은 그룹 내에서는 당한 값으로 

같이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둥의 부등축

소 측량과 보정량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보정과 측량의 차이가 커질수록 건물에 

발생하는 피해는 커지기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는 

엔지니어의 경험에 비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정해

진 어떠한 기 도 없다. 일반 으로 측량과 보정량의 차이

에 한 제한조건이 작을수록 더 많은 그룹의 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부등축소량의 최  보정 기법이란 보정량과 

기둥축소 측량 사이의 최  보정 오차값이 제한조건을 만

족함과 동시에 시공성 향상을 하여 최소의 보정 그룹 수를 

갖는 것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평균법을 사용한 보정량 설정 기법과 

제한조건을 제시하 으며, 시공의 정확도를 고려하고 한 

그룹의 수와 보정 오차와의 계를 악해 보았다. 

2. 기둥축소 측 기법과 부등축소량

수직 부재의 축소의 요인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 어 생

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직하 에 의하여 발생하는 탄성 

축소이다.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료의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부재의 체 수축량은 부재의 당한 

강성의 표값과 하 값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는 비탄성 축소로서 이는 건조수축과 크리 에 의해 발생한

다. 건조 수축과 크리 는 재료의 여러 환경  요소인 온도, 

습도, 그리고 콘크리트 배합, 표면 과 부피의 비에 따라 달

라지며 이는 측하기 매우 어렵다.

기둥의 축소량을 정확히 측하기 해서는 시공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 층에 수직하 이 작용하는 시 은 

그 층의 슬래  타설이 끝나고 그 층의 공사가 시작하는 

시 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비록 슬래 가 시공되기 에도 

수직 부재에 수축이 발생하지만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층

을 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

지 않는다. 따라서 슬래  타설 후 부재에 발생하는 수축량

이 건물에 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의 제로 사용된 부등축소량은 높이 70층인 콘크리

트 건물로써 슬래  타설 후 발생한 외곽 기둥과 단벽 사이

의 부등축소량 값을 사용하 다. 이 측값은 Fintel(1984)

의 측 모델로써 구해진 값으로 모든 데이터는 슬래  타설 

후에 발생한 수축량이며, 외곽 기둥과 단벽의 특성은 각각 

표 1과 2에 나타나 있으며 두 부재의 부등축소량 그래 는 그

림 1과 같다.

건물의 수직 부재에 수축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정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설계 로의 높이를 맞추는  보

정 방법과 부재 상호간의 높이를 맞추어 건물의 층 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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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s

Concrete

strength

(ksi)

Wall

thickness

(in.)

Gross

area

(in.
2
)

Steel

area

(in.
2
)

Floor

load

(kips)

V/S

ratio

(in.)

Ultimate

shrikage

(10
-6
in.in.

-1
)

Specific creep

(10
-6
in.in.

-1
psi

-1
)

1-14 6 24 9936 109.2 245.6 11.34 500 0.250

15-18 6 20 8280 88.9 231.6 9.54 500 0.250

19-30 6 20 8280 88.9 237.0 9.54 500 0.250

31-40 6 16 6624 70.0 222.6 7.70 500 0.250

41-46 4.5 12 6624 70.0 222.6 7.70 500 0.350

47-72 4.5 12 4968 42.0 208.6 5.83 500 0.350

표 2 단벽의 속성(Fintel 등, 1984)

0

10

20

30

40

50

60

70

0 2 4 6 8 10

Ã
þ¼
ö

부등축소량(cm)

column

Wall

Difference

층
수

그림 1 외곽기둥과 단벽의 부등축소량 

0

5

10

15

20

25

30

35

0 0.2 0.4 0.6 0.8 1 1.2

Ã
þ¼
ö

수축량(in.)

difference

average

층

수

그림 2 이동 평균법을 이용한 보정 

같아지도록 하는 상  보정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

하는 이동 평균 보정 기법은 상  보정 방법에 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후에 제시되는 측 수축량 값은 하나의 수

직 부재를 기 으로 하여 그 부재와 인 한 다른 수직부재에 

발생하는 부등축소량 값을 의미하며, 이는 어느 한 수직 부

재를 기 으로 다른 수직 부재의 측된 수축량과의 차이로 

구할 수 있다.

3. 기존 연구의 한계

공사비용, 공사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매 층마다 정확히 보

정하며 시공하는 것은 실질 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몇 개

의 층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같은 양만큼 보정을 하는 것

이 일반 이다. 그러나 그룹을 몇 개로 나 어야 하는지 하

나의 그룹에서는 얼마만큼의 보정량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한 객 인 단 기 은 존재하지 않으며 엔지니어의 경험

에 의하여 직 으로 정해지고 있다. 

Park(2003)은 SA 알고리즘을 사용한 최 의 부등축소량 

보정 기법을 제시하 다. 최 의 보정 기법이란 보정량과 부

등축소 측량 사이의 제한된 오차값에 하여 시공성 향상

을 해 최소의 그룹 수를 갖도록 그룹을 나 고 그에 따른 

보정량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SA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랜덤하게 결과가 나옴으로써 여러 번 시

행착오를 거쳐 최  보정값을 얻어야 하는 단 이 있었다.

기존의 최  보정 기법의 제한조건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가 있다. 첫 번째는 매 층의 오차값이 엔지니어의 경험에 의

해 제시된 제한 값을 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 

내 오차값의 합이 제한 값을 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제한조건은 합리 이지 못하다. 

그림 3과 같이 만약 1층의 기둥에서 1만큼의 수축량이 발

생한다면 (b) 그 층도 향을 받아 모든 층이 본래 건물의 

높이(a)보다 1만큼 낮아진다. 그리고 2층의 기둥에서 1만큼 

추가 인 수축량이 발생한다면 (c) 2층 이상으로는 본래 건

물의 높이(a)보다 2만큼 낮은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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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둥의 된 축소량 개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5층의 건물에서 매층마다 1만큼씩 수

축량이 발생한다면 결국 최상층에서는 5만큼의 수축량이 발

생하는 것으로, 따라서 부등축소량의 최  기법에서는 이러

한 특성이 반 된 보다 합리 인 제한조건이 필요하다.

4. 이동 평균 보정 기법

4.1 이동 평균과 보정 그룹

본 논문에서는 그룹을 나 고 그룹에 용될 보정량을 결

정하기 하여 이동 평균법을 제시하 다. 아래층에서부터 

보정이 이루어지므로 1층부터 부등축소값의 평균값을 구해 

간다. 평균값에 용된 데이터의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값과 

데이터간의 차이는 커질 것이며, 만약 1층부터 i번째 층까지

의 부등축소 데이터 평균값과 어느 데이터와 오차가 주어진 

제한조건을 넘어간다면 i번째 층은 다음 그룹에 속하게 된다

(그림 2). 따라서 1충부터 i-1번째 층까지가 첫 번째 보정 

그룹으로 1층부터 i-1번째까지의 부등축소 데이터 평균값을 

사용하여 일정하게 보정을 하게 되며 다시 i번째 층에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보정값과 그룹을 결정하게 된다.

이동 평균법의 보정값은 평균을 사용하며 그룹을 나 는 기

은 제한조건이 된다. 제한조건의 한계치까지 오차를 허용하

며 보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최소한의 보정그룹을 가지

게 되며 이는 앞서 제시한 최 의 보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보정그룹을 나 는 기 이 되는 제한조건은 법  기 이 

없으며 엔지니어가 경험에 비추어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동평균을 사용한 보정기법을 용되기 해서는 합리 인 제

한조건이 필요하다.

4.2 제한조건

그룹 내에서 이동 평균에 의한 보정값의 합과 부등축소 

측량 값의 합은 같으며, 따라서 기존의 보정 기법의 제한조

건  하나 던 그룹 내 보정값과 부등축소값의 오차값의 합

에 과한 조건은 무의미해 졌음을 알 수 있다.

아래층의 수축이 그보다 층에 끼치는 향을 고려하기

하여 된 오차값을 사용하 으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은 총 층수를 의미하고, 
는 층에서 발생하는 부

등축소값을 뜻하며, 
는 층에 용되는 보정값을, 그리고 

는 오차의 제한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된 부등축소값과 

된 보정값과의 차이를 제한조건과 비교함으로써 수직 부재

간 실제 층 높이의 오차값을 제한조건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4.3 제한조건과 그룹 수의 계

지 까지 보정 그룹을 나 고 보정값을 결정하는 방법과 

제한조건식을 제시하 으며 따라서 정해진 제한조건, 즉, 어

느 하나의 에 한 보정값과 그룹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값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기 이 없

으며 재 엔지니어의 경험에 비추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룹 수와 제한조건의 계를 구한다면 엔지니어가 값을 결

정하는데 객 인 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으로 제한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더 많은 보정 그룹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값을 0.1cm부터 그

룹의 수가 1개가 될 때까지 값을 키워가면서 70층 건물의 

제에 이동 평균법을 용하여 제한조건과 그룹수의 계를 

나타내 보았다.

5. 70층 건물의 제

5.1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동 평균 보정 기법의 효율성을 입

증하기 하여 기존에 연구 되었던 SA 알고리즘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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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A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  보정과 이동평균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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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A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  보정과 이동평균 기법을 

이용한 보정(제한조건:1.0cm)에 따른 오차그래

보정 방법 제한조건 그룹 수
최   

오차(cm)

SA 알고리즘
각 층의 오차값 ≤ 1.0cm

그룹 내 오차값의 합 ≤ 1.0cm 
6 2.7

이동 평균 각 층의  오차값 ≤ 1.0cm 7 0.97

이동 평균 각 층의  오차값 ≤ 2.7cm 5 2.67

표 3 SA 알고리즘과 이동 평균의 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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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A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  보정과 이동평균 기법을 

이용한 보정(제한조건:2.7cm)에 따른 오차그래

최  부등축소량 보정 기법(Park, 2003)과 비교해 보았다. 

제로 사용된 건물은 70층으로 2장에 설명한 외곽기둥과 

단벽의 부등축소량을 사용하 으며 부등축소량 그래 는 

그림 1과 같다.

SA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  부등축소량 보정 기법에서 제

한조건은, 각 층의 부등축소값과 보정값의 차이가 1.0cm이

하, 그리고 각 그룹 내의 보정값의 합과 부등축소값의 합과

의 차이가 1.0cm이하가 되도록 하 다. 그리고 이동 평균 

보정 기법에서는 제한조건으로 보정값의 합과 된 부등 

축소값의 차이가 1.0cm이하가 되도록 하 다.

각 기법에 한 보정 결과는 그림 4와 같으며 보정에 따른 

오차의 분포는 그림 5와 같다. SA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정 기법의 그룹 수가 6개이고, 이동 평균 보정 기법의 경

우에는 그룹의 수가 7개로 SA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정 기법

이 더 은 그룹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SA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오차가 2.7cm로 

이동 평균 보정 기법의 경우보다 더 큰 값을 가진다.

따라서 SA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정 기법의 제한조건은 

2.7cm로 볼 수 있으며, 만약 이동 평균 기법의 경우 제한조

건을  오차가 2.7cm이하가 되도록 할 경우 그룹의 수는 

5개로 더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 보정 결과는 그림 4

에 나타나 있으며  오차 그래 는 그림 6에 나타나 있

다. 각 보정 방법과 제한조건에 따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동평균을 용한 경우 그룹의 처음과 끝의 층에서는 

오차 값이 0이며, 그룹의 간층에서  오차값이 가장 

큰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평균값을 보정값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며 제한조건을 

최 한 활용하면서 보정 그룹 수를 최소한으로 이고 있음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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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

(cm)
그룹 수

제한조건

(cm)
그룹 수

0.1 28 1.3 6

0.2 16 1.6 5

0.3 12 3.1 4

0.4 10 3.4 3

0.6 8 11.8 2

1 7 16.1 1

표 4 제한조건과 그룹 수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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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한조건과 그룹 수의 계 

5.2 제한조건과 그룹 수의 계

제한조건과 그룹 수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70층 제 

건물에 제한조건을 바꾸어 가며 이동 평균 보정 기법을 용

시켜 보았다. 제한조건은  오차가 0.1cm부터 시작하여 

그룹의 개수가 하나로 될 때까지 제한조건을 0.1cm 씩 증가

시켜 보았으며 결과는 그림 7과 표 4와 같다.

그림 7과 표 4는 각 그룹 수에 하여 이동 평균 보정 기

법이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제한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제한

조건이 0.1cm에서 시작하여  증가 할수록 그룹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제한조건이 0.5cm일 때의 그룹 수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는 제한조건이 0.5cm일 때 그룹의 수가 10

개로 제한조건이 0.4cm일 때와 그룹 수가 같기 때문이다. 

즉, 그룹 수를 8개로 보정을 한다면 건물의 리티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최소의 제한조건은 0.6cm이며, 그 이하의 조

건-0.5cm이하로 하기 해서는 10개의 그룹 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림 7과 표 4는 시공자가 부등축소량 보정시 제한조건을 

좀 더 합리 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객 인 단 자료로 사

용될 수 있다. 를 들어 표 4에서 보다시피, 제한조건은 

0.1cm에서 0.6cm로 제한조건이 변할 때에는 그룹의 수가 

격히 감소했으므로 제한조건을 완화시킬 경우 시공의 편리

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그룹의 수가 

비교  완만히 어들고 있다. 제한조건과 그룹 수의 계는 

건물의 질과 공사기간의 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본 

논문에서  오차의 제한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엔지

니어가 좀 더 합리 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동 평균법과  오차를 고려한 제한조

건을 사용하여 건물의 수직부재 상호간 부등축소량 보정 기

법에 하여 제시하 다. 이동 평균법을 사용하여 합리 이

고 간단히 보정값과 그룹의 수를 나  수 있었으며, 이는 기

존의 연구와의 결과 비교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하 다. 

한 기존에 사용되었던 2개의 제한조건을 하나로 이면서 부

등축소량 사이의 오차가 상층부에 미치는 향을 고려함으로

써 실질 인 층별 오차를 효율 으로 제한할 수 있었으며 제

한조건과 그룹 수의 계는 시공자가 보정 오차 제한을 설정

하는 객 인 단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 시공정 도 한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보정값이 유리수로 

제시되기 때문에 보정값 그 로 시공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공정 도 한계에 따른 오차 한 고려해 주어

야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층에 같은 제한조건이 용 

되어 평균값을 사용하여 그룹의 간에 오차가 가장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 주상 복합과 같이 건물의 용도가 

다양한 건물에서는 건물의 층마다 제한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유연한 보정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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