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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all building construction, lift car for worker lifting is a critical factor for construction productivity. To reduce 

worker lifting time, existing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lift car planning. While, research on lift car operation 

is insufficient. For the efficient reduction of worker lifting time, lift car operation control is needed with lift car 

planning.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operation control model of lift car to reduce worker lifting tim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model test, the operation control model contributes to reasonable reduction of worker lif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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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고층 건축공사에 있어 리프트 카(이하 L/C)를 이용한 작업원 양중은 작업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1) 이에 기존연구에서는 작업원 

양중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사전 양중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양중 운영단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2) 

하지만, 효율적인 양중 계획수립과 동시에 양중 운영단계에서 합리적인 L/C 운행제어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작업원 양중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중 운영단계에서의 합리적인 L/C 운행제어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초고층 건축공사의 작업원 양중시간 단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2. 기존 건설리프트 운행제어

기존 L/C 운행제어 방식에서는 작업원이 L/C를 호출하면, 전임 운전수 혹은 무인운행장치가 이를 수용하고 L/C를 해당 층으로 이동시킨다. 

이후 작업원이 승차하여 목적 층을 요청하면 L/C는 목적 층을 향해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목적 층 도착 이전에 다른 층에서의 호출 발생시, 

이에 대한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전임 운전수 혹은 탑승자의 주관적 판단을 따른다. 이러한 기존 L/C 운행제어 방식은 작업원 대기시간 증가 

및 운행구간 반복으로 인해 양중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3. 건설리프트 운행제어 모델

본 연구는 L/C 위치 층을 고려한 실시간 양중시간 산정을 통해 호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L/C 운행제어 모델을 제안한다. 현실적인 양중시간 

산정을 위해 본 모델은 조창연(2012)의 가감속 능력을 고려한 L/C 운행시간 산정식을 활용하였다.

운행제어 모델의 제어방식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임의의 번째 호출이 발생하면 L/C는 현재 위치 층(  )에서 호출 발생 층( )으로 

이동하고 호출자가 승차한다. 이후, 추가 호출이 없다면 L/C는 목적 층()을 향해 이동한다. 그러나 목적 층 이동 중,  번째 호출이 

발생하면 L/C는 현재 위치 층( )에서 호출 발생 층(  )으로 이동하고 호출자가 승차한다. 이후, 목적 층 이동 중 추가 호출이 계속될 

경우, L/C는 마지막 호출자인 번째 호출자가 승차할 때까지 같은 방식의 이동을 반복한다. 마지막 호출자 승차 이후, L/C는 마지막 호출 

층( )에서 목적 층()으로 이동하고 모든 작업원은 하차한다. 그러나 연이은 호출의 지속적 수용은 개별 작업원의 양중시간을 증가시킨다. 

   *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석사과정

  **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박사과정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kikang@korea.ac.kr)



2016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6권 1호, 통권 제30집)

- 161 -

따라서 본 모델은 실시간 호출 상황에 따른 작업원의 총 양중시간을 도출함으로써 호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1. L/C 운행제어 모델 그림 2. 작업원 총 양중시간 분석

제안한 운행제어 모델을 활용하여 는 2, 은 1층, 는 30층, 는 50층, 고속형 L/C인 상황을 설정하고 작업원 총 양중시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에 따른 작업원 총 양중시간의 차이는 위의 그림 2와 같다. 호출 수용 시, 작업원 총 양중시간은 호출 비수용 시보다 

최대 74.7초인 24%만큼 단축된 반면, 39층을 기점으로 작업원 총 양중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운행제어 모델은 작업원의 총 양중시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연구는 다변화하는 양중요구 수행을 

위한 운행제어 모델의 개발 및 이를 적용한 L/C 군제어 운행모델 개발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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