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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xial strains and lateral displacements of columns in a 58-story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were measured using 

vibrating wire gauge and laser scanner, respectively, and compared with predicted values. Predictions were obtained using ASAP, 

which is a 3D construction stage analysis program developed based on PCA report. Comparisons indicated that columns in the 

middle of floor plan showed good correlation with predictions. However, the columns in the corners showed some deviations. Lateral 

displacement of columns between measurement and estimation showed similar trends but considerable deviations, which are 

seemingly caused by construction error of column faces, and inaccuracy in differential vertical displacement prediction.

Keywords : construction stage analysis, deformation monitoring, lateral displacement, prediction, vertical 

displacement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2220-4311; E-mail: eunjongyu@hanyang.ac.kr

Received October 24 2014; Revised November 17 2014

Accepted November 20 2014

Ⓒ 2014 by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    론

고층건축물에서 불균일한 연직하  혹은 부재의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수직부재의 부등축소는 건물의 사용성  구

조  안정성확보에 부정 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그동안 수직

부재에서 발생하는 축변형의 크기를 측하고 이를 보정하기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Kim et al., 2003; Eom 

et al., 2009; Yang et al., 2012). 건물이 비 칭 인 형

상을 가지고 있거나 시공 순서에 의한 질량편심이 발생할 경

우 이러한 수직방향 변형과 더불어 횡방향으로도 변형이 발

생한다. 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횡변형은 엘리베이터와 

커튼월의 시공과 사용성에 큰 향을 미친다(Lee et al., 

2013). 특히 최근의 고층건물은 비정형 인 형태를 가지

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등축소  횡변형 발생의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한 사 측  계측을 통한 모니터링은 수직

방향의 축소량과 함께 고층건설 기술에서 필수기술이 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경우 탄성변형 이외에 크리 와 건

조수축과 같은 시간의존  변형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를 

포함한 장기변형을 측하는 시공단계해석은 매우 복잡하다. 

철근콘크리트부재의 장기변형 측을 한 알고리즘으로 

SSM, AEMM, RCM 등 여러 가지가 제안되고 있으나 이  

PCA report에 제시된 방법이 부재내 철근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며 계산량이 비교  작아 실무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Fintel et al., 1987; Gilbert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시공단계 해석을 통해 58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고층건물의 시공단계별 변 를 측하고 이

를 계측치와 비교하 다. 해석치와의 비교에 사용된 계측치



철근콘크리트조 고층건물의 3차원 시공단계 해석  시공  변형 계측

574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6호(2014.12)

(a) floor (b) elevation

Fig. 1 Plan of typical floor and elevation

Story
Design Strength

(Cube Strength)(MPa)

Measured Strength

(Cylinder Strength)(MPa)

Specific Creep

(10-6/MPa)

Ultimate Shrinkage

Strain()

B4 – 10F 50 54.87 52.36 414

11F - 28F 40 45.19 46.85 290

29F - 42F 32 37.44 48.30 413

43F - Roof 29 34.53 86.87 780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

Story Gross Area(mm
2
) Reinforcement Ratio(%)

B4 29150000 2.756

B3-B1 20140000 2.756

GL-10 9682400 5.928

11-19 9682400 5.656

20-28 9682400 2.150

29-36 9682400 2.078

37-42 9682400 1.373

43-53 9682400 0.924

Table 2 Section properties of SC1 column

Fig. 2 Vibrating wire strain gauge

는 진동 식게이지(vibrating wire gauge)를 통한 기둥의 

축방향 변형률과 3차원 이져 스캐닝으로부터 추출한 기둥

의 횡방향 변 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시공단

계해석을 통한 측의 정확도  센서를 사용한 장기변형

리의 가능성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

2. 고층건물의 장계측

상건물은 지하 4층, 지상 58층(최고높이 278.5m)의 

말 이시아에서 시공 인 철근콘크리트조 고층건물이다. 

이 건물은 Fig. 1과 같이 체 으로 마름모꼴 평면을 가지

고 있으며 각 모서리에는 6개의 메가칼럼을, 앙부에서 한

쪽으로 치우쳐진 코어부를 가지고 있다. 한 횡강성의 확보

를 해 7～10개층 단 로 가새와 유사한 형태의 경사기둥

이 사용되었다. Table 1은 메가칼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공칭강도  재료시험을 통해 얻은 콘크리트의 재료특성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모서리에 치한 6개 메가칼럼의 1

층에서 계측된 축방향 변형률과 44층 시공시 에 발생한 메

가칼럼의 횡방향 변 를 상으로 계측치와 시공단계 해석에 

의한 측치를 비교하 다. 메가칼럼  SC1기둥의 단면  

 철근비는 Table 2와 같으며 나머지 기둥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Fig. 2는 수직방향 변형률 계측을 해 메가칼럼

의 지상 1층부에 설치된 진동 식 변형률게이지의 설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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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lgorithm for staged analysis in ASAP

Story
Do not 

preset

Preset UPTO 

displacement
Preset

Total Total Curr. Accum.

54F 107.71 40.14 2.68 78.5

53F 107.09 42.19 5.45 75.82

52F 106.41 46.97 2.18 70.37

51F 105.41 48.15 2.19 68.19

50F 104.35 49.29 1.51 66

49F 103.26 49.71 2.72 64.48

48F 102.12 51.29 1.35 61.77

47F 100.94 51.46 1.31 60.41

46F 99.72 51.55 1.78 59.11

45F 98.45 52.06 2.46 57.33

Table 3 Preset values of each story for compensation 

of lateral movement(mm)

Fig. 3 Laser scanning

을 나타낸 사진이며, Fig. 3는 이져 스캐 를 통한 매가칼

럼의 횡변  모니터링 계측을 나타낸다. 상건물의 횡변  

측정을 해 사용된 이져 스캐 는 2종으로 층부  기

 스캔은 Leica C10, 고층부는 HDS 8800 이져 스캐

이다.

3. 3차원 시공단계 해석

상 건물의 시공단계별 변   장기변형의 측에는 ACI 

209  PCA의 재료모델식, PCA report의 축소량 산정알

고리즘을 3차원 구조해석 모듈에 구 하여 개발된 시공단계 해

석 용 로그램인 ASAP이 사용되었다(Ha et al., 2012). 

PCA report에서 제시된 방법은 하나의 기둥라인만 해석가

능하나 ASAP에서는 3차원해석을 기반으로 하므로 수평부재

에 의한 각 기둥라인의 수직변형의 재분배 효과  횡방향 

변형의 산정이 가능하다. 한 각 해석단계별로 발생한 변형 

 보정량을 고려하여 부재의 치을 재정의하여 해석함

으로써 이  단계에서 발생한 변형량  보정량이 이후 단계

에 미치는 향, 즉 2차효과(P-Delta 효과)를 고려하도록 

하 다. Fig. 4는 ASAP에서 사용한 시공단계 해석 알고리

즘을 나타낸다. 

3.1 시공단계 해석  보정치의 산정

상건물의 시공단계 해석시 사용된 재료특성, 즉 탄성계

수, 특정크리 , 극한건조수축계수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재료시험을 통해 산정하 다. 상 습도  평균기온은 

상건물이 치한 지역의 기상보고서에 따라 상 습도는 

80%로 평균기온은 27℃로 설정하 다. V/S비는 실제 기둥의 

단면형상으로부터 산정하 다. 한 슬래 의 강성이 미치는 

향을 보다 정확히 고려하기 해 강막(rigid diaphragm)

가정을 사용하지 않고 슬래 를 쉘요소로 모델링하 다. 다

만 해석모델의 해석시간을 단축하기 해 코어 내부에서만 

강막(rigid diaphragm)가정을 고려하 다. 시공단계 해석

의 상은 사용하 임을 고려하여 균열로 인한 콘크리트의 

강성 하는 고려하지 않았다. 

시공단계 해석에는 시공계획에 따라 코어부의 선행시공, 경

사기둥의 타설  리스트 싱, 경사기둥을 지지하기 한 

임시스트럿의 설치  제거를 포함하여 총 77개의 시공단계

가 사용되었다. 리스트 싱의 효과는 시공시 에 부재 양

단에 압축력을 주어 고려하 으며, 임시스트럿의 경우는 양

단 힌지로 설정한 후 스트럿의 생성시 과 소멸시 를 추가

로 지정하여 해석 로그램에 모델링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시공단계 해석의 목 은 완공후 건

물의 사용성 확보를 해 수직부재사이의 부등축소량  횡

변 (즉, 기울어짐)을 산정하고 이러한 변형량이 한 범

가 되도록 보정치(preset)를 산정하는데 있다. 하지만 부

재의 장기변형은 보정량과 상 없이 발생하므로 어떠한 특정

시 , 즉 목표시 (target time)을 기 으로 보정치를 산정

할 수 밖에 없다. 상건물의 경우 목표시 을 완공후 3년으

로 설정하고 보정치를 구하 다. 이는 철근콘크리트 크리

와 건조수축변형은 타설후 3년동안 체 변형량의 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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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ateral displacement in x direction before compensation 

Fig. 6 Predicted and measured axial shortening of SC1A

발 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변형은 비교  미소하기 때

문이다.

Fig. 5는 시공단계 해석을 통해 구한 보정  횡변 를 나

타내었다.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은 수직부재의 

부등변 에 의해 방향으로 최  100mm정도 방향으로는 

최  40mm정도의 횡변 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는 건물의 수직도 확보를 해 필요한 수직방향 보

정치를 나타낸 것으로 지면 계상 45층에서 54층의 SC1A 

기둥에 요구되는 값만을 나타내었다. Table 3의 각 행은 보

정  총변 , 보정후 총변 , 해당층의 보정량, 된 보정

량을 나타낸다. 표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SC1A의 보정  

수직변 는 최상층인 54층에서 107.71mm지만, 보정후 수

직변 는 40.14mm로 감소하 다.

4. 센서를 통한 변형량의 계측

4.1 축방향 변형

시공단계 해석에 의해 산정된 수직방향 변형률 측 결과와 

실제 부재에 매립된 센서를 통해 구한 계측치를 비교하 다. 

Fig. 6～9은 기둥 타설후 44층 시공시 까지 SC1, SC1A, 

SC2A, SC2C 4개 메가칼럼의 1층에서 계측된 축방향 변형

량을 측치와 비교한 그래 이다. Fig. 6과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평면의 앙부(Fig. 1참조)에 치한 SC1과 

SC1A의 경우 측치와 계측치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기둥들 즉, 한 모서리에 두 개씩 치한 메가

컬럼의 경우 측치의 반정도에 해당하는 축방향변형이 계

측되었다. 오차의 원인에 해서는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우

나 평면상 각에 치하여 주  거더의 배치가 일반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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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dicted and measured axial shortening of SC1

Fig. 8 Predicted and measured axial shortening of SC2A

Fig. 9 Predicted and measured axial shortening of SC2C

Fig. 10 Scanned position of two faces of SC1 column 

at Stage 2

방형의 평면의 형태에서 벗어나 있는 , 한 기둥 단면도 

비 칭의 형태를 가져 구조해석시 가정한 하 달  단면

성능과 차이를 보 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단된다.

4.2 횡방향 변형

재 고층건물의 시공  횡변 의 계측을 한 방법으로

는 주로 기 혹은 GPS기기에 의한 측량이 활용되고 있다

(Kim et al., 2002). 하지만 기는 장비운용상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국한되어 있다. 한 GPS 측량은 기

기의 오차한계로 인해 정 한 계측치를 얻어내기는 거의 불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3차원 이져 스캐닝기법을 토목

/건축구조물의 시공 리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

다(Lee et al., 2011a; 2011b). 이져 스캐 는 계측지

에서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회 하면서 이져 선을 쏘

아 반사되어 오는 시간 혹은 상차를 측정하고 거리와 각도

데이터를 3차원 좌표로 변환하는 방법을 통해 빠른 시간 안

에 상물체의 3차원 인 형상을 구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건물에서는 37층 시공시 과 58층 시

공시 에 이져 스캐닝을 통해 얻은 표면의 형상 데이터로

부터 메가칼럼의 횡변 를 추출하고 이를 시공단계 해석결과

와 비교하 다. 이져 스캐닝은 외부로 노출된 두 면을 

상으로 각 표면마다 수직방향으로 3개의 라인을 따라 이루어

졌다. Fig. 10은 이져 스캔 계측데이터의 한 로 SC1 

기둥에서 계측된 6개 라인  2개 라인의 계측결과이다. 그

래 에서 축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축은 기둥 면의 직

각방향(Fig. 11 참조)으로 표면이 돌출된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계측결과는 높이에 따라 상당한 요철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이에 따른 요철은 표면 마

감의 시공오차에 의한 것으로 기둥의 횡변 는 서로 다른 시

에서 계측된 데이터(즉 표면의 형상)의 차이로부터 구할 

수 있다. 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오차의 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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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ordinate of scanned data (normal to each 

column face)

Fig. 12 Derivation of differential lateral movement of 

SC1 between Stage 1 & 2

(a) from measurement (b) from analysis

Fig. 13 Comparison of analytical and measured lateral 

movement of SC1 column

Fig. 14 Comparison of analytical and measured lateral 

movement of (a) SC2A and (b) SC2B

많은 수의 들이 띠의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 면에

서 계측된 3라인의 계측데이터는 합쳐진 후 이상치(outlier)

를 제거하고 층별로 평균값을 구하 다. 이후 각 계측시 에

서의 구해진 층별 치의 차이로부터 두 시  사이에 발생한 

변 를 산정하 다. Fig. 12(a)의 그림은 그 과정을 나타낸 

그래 이다. 그래 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시 의 계측데이터

로부터 구한 표면의 형태는 매끄러운 선의 형태를 가지지 않

으나 두 그래 의 형태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한 이스 

스캐닝이 지상 1층이 아닌 지상 8층에서부터 시작하고 상층

부로 갈수록 충분한 수의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교  정

확하다고 생각되는 범 인 지상 8층~지상 28층에 해서만 

변 를 산정하 다. Fig.12(b)의 그래 는 37층 시공시 과 

58층 시공시 의 해석결과로부터 구한 지상 8층~지상 28층

의 변 의 산정과정을 나타낸다. 앞서 언 한 보정치의 향

으로 58층 시공시 에서 발생한 횡변 는 38층 시공시 에

서 발생한 횡변 의 크기보다 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계측치에서도 횡변 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3와 Fig. 14는 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구한 횡변  

값이다. Fig. 13는 SC1기둥의 두 면에 한 계측치와 측치

의 비교이고 Fig. 14(a)와 (b)는 각각 SC2A와 SC2B의 한 

면에서 계측치와 측치를 비교한 그래 이다. 체 으로 

측치와 계측치의 상 성이 나타나지만 계측치 데이터의 경우 

층별로 변동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일부의 경우는 사용된 이

져 스캐 의 계측오차범 인 4mm를 과하는 변동을 보 다. 

따라서 향후 장기변형  시공변 의 계측  리를 해 

이져스캔을 사용하기 해서는 정 도를 높일수 있는 계측  

계측데이터의 처리기법이 요구된다.

해석을 통한 횡변 의 측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시공

 발생하는 횡변 의 원인은 편심하  혹은 강성의 불균형

에 의한 수직부재 부등변 이다. 강 골조에 수직부등변 가

있을 경우 Fig.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평부재에 부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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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Lateral displacement due to differential 

column shortening

멘트 
가 발생하며 이 모멘트가 기둥으로 재분배

되어 횡변 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되는 횡변 는 식 (1)과 

같이 보와 기둥의 강성비와 수직부재의 부등변 의 크기에 

향을 받게 된다.

 





 (1)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직변  자체도 정확한 

측이 힘들다. 횡변 의 측을 해서는 여기에  다른 불

확실한 요인, 즉, 수평부재와 수직부재의 강성분포, 기 의 

침하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횡변 의 정확한 측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며 이를 해서는 정확한 수직방향 변형의 산

정, 수평부재의 균열  크리 , 건조수축 효과에 따른 강성

변화, 기 의 응력분포에 따른 변형등을 모두 고려한 연구

가 요망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시공단계 해석을 통해 58층 규모의 철

근콘크리트조 고층건물의 시공단계별 변 를 측하고 이를 

계측치와 비교하 다. 상 건물의 시공단계별 변   장기변

형의 측에는 ACI 209  PCA의 재료모델식, PCA report

의 축소량 산정알고리즘을 3차원 구조해석 모듈에 구 하여 

개발된 시공단계 해석 용 로그램인 ASAP이 사용되었다. 

시공단계 해석결과 수직부재의 부등축소에 의해 최  100mm 

정도의 횡변 가 발생하 으므로 시공시에는 이를 방지하기 

한 보정치가 용되었다.

해석치와의 비교에 사용된 계측치는 진동 식게이지(Vibra-

ting wire gauge)를 사용하여 계측한 1층부 메가칼럼의 축방

향 변형률과 3차원 이져 스캐닝으로부터 추출한 기둥의 횡

방향 변 이다. 계측치와 측치의 비교결과 평면의 앙부에 

치한 메가칼럼의 축방향 변형률의 계측치는 해석치와 거의 

근사하 으나 2 으로 배치된 모서리부분의 메가컬럼의 계측

치는 측치의 반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 2

회에 걸친 이져 스캔에 의한 기둥표면형상의 차이로부터 메

가기둥의 횡변 를 산정하 다. 계측된 횡변 는 측치와 유

사한 경향을 보 으나 층별로 상당한 변동을 나타내어 이를 해

결하기 한 계측  계측데이터의 처리기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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