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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height of supertall buildings, construction lift became one of most important 

equipment for vertical transportation of resources. However, increase in lifting load during peak time in which the 

resources are concentrated often causes a risk of construction delay. This study suggests a concept of Double-Cage 

construction lift, which is a lift with two cages attached together allowing transportation of resources on two 

consecutive work floors simultaneousl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imulation model suitable for calculating 

hoisting time of Double-Cage construction lift. The proposed model is expected to be utilized when applying 

Double-cage construction lift for its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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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외 초고층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에 투입되는 자원의 수직 이동거리는 길어지고 있으며, 초고층 프로젝트의 핵심 양중장비 

중 하나인 리프트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1)
 그러나 초고층 공사현장에서는 대량의 자원을 한정된 대수의 리프트로 작업장까지 이동시켜야

하며,
2)
 피크타임 시 리프트에 발생하는 과도한 양중부하는 자원의 양중시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엘리베이

터의 경우, 기존 Single-Cage 엘리베이터 대비 약 2배의 운송능력과 정지층 감소에 따른 탑승자의 대기시간 단축이 가능한 Double-Cage 

엘리베이터가 도입되고 있으며,
4)
 Double-Cage 엘리베이터 개념을 건설 리프트에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Double-Cage 리프트의 원활한 적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행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양중시간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시하였다.

2. Double-Cage 리프트의 운행 프로세스 분석

Double-Cage 리프트는 2대의 Cage를 수직으로 연결한 리프트로써, 기존 Single-Cage 리프트와 달리 하나의 마스트에 최대 4개의 Cage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지층의 감소에 따른 자원의 양중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Double-Cage 리프트의 양중시간 산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양중부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초고층 마감공사 기간의 출근시간을 대상으로 운행 프로세스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Double-Cage 리프트의 운행 프로세스

3. Double-Cage 리프트의 시뮬레이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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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Cage 리프트의 양중시간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클론(CYCLONE)기법을 활용하였으며,
5)
 구축된 모델은 

그림 2와 같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운행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지상층에서 상부 Cage에 작업자 탑승준비

부터 탑승완료까지(Nodes 4 to 11), 두 번째는 지상층에서 하부 Cage에 작업자 탑승준비부터 탑승완료까지(Nodes 12 to 19), 세 번째는 목적층

으로 리프트 상승(Node 21), 네 번째는 목적층에서 상부 Cage에 작업자 하차준비부터 하차완료까지(Nodes 22 to 27), 다섯 번째는 목적층에서 

하부 Cage에 작업자 하차준비부터 하차완료까지(Nodes 28 to 33), 여섯 번째는 지상층으로 리프트 하강(Nodes 35 to 36)으로 구분된다.

그림 2. Double-Cage 리프트의 시뮬레이션 모델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ouble-Cage 리프트의 양중시간 산정을 위하여 운행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자원과 운행과정의 세부 activity 변화에 따른 양중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공사관리자는 분석된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리프트의 양중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Double-Cage 리프트의 양중시간 

산정 모델을 활용하여 기존의 Single-Cage 리프트와의 양중시간 비교를 통한 양중효율의 평가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5AUDP-B106327-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원서경, 초고층 건축물 리프트카 양중계획의 대화형 의사결정 모델,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8

2. 안병주, 이산형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초고층건물공사 작업원의 수직이동계획,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5권 제2호, pp.47~54, 2004.4

3. Moonseo Park, Lifting demand-based zoning for minimizing worker vertical transportation time in high-rise building construction, 

Automation in Construction, 32, pp.88~95, 2013.06

4. 김남강, 더블데크 엘리베이터의 비상운전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6

5. Simaan M. Abourizk, State of the art in construction simulation, WSC '92 Proceedings, pp.1271~1277,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