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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a lot more disasters in the temporary structures happen because the stabilities of the temporary structures are 
disregarded by the reduction of the unit cost, using defective materials, the existing materials and so on. Pipe supports, which are one of 
the temporary structures, are basically used for the most constructing works such as buildings, bridges, plants and so on. In the most sites, 
adequate support installations of the pipe supports have not been performed although the presence of the guideline legally and 
institutionally. In this study, therefore, the collapse accidents of the pipe supports were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analysis as 
well as the buckling tests by simulating the site support condition. Both the theocratical analysis and test results show that the buckling 
load in the fixed ends is at least 4 times larger than one in the pinned ends. This results will be utilized for safety assurance as well as 
accident prevention the in the fiel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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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는 

재해자 91,824명, 사망자 1,929명 이였으며 이로 인하

여 발생된 직접손실액은 3,795,434만원이고 직․간접 

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액의 추정액은 18,977,170백
만원으로 나타났다.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건

설업 근로자수는 2,566,832명이고 재해자수는 23,600
명, 사망자수는 567명으로 전 산업 재해자 및 사망자 

대비 25.7%, 29.4%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1).
최근, 2003년부터 11년 동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한 거푸집동바리 공사의 붕괴

재해는 총 30건으로 사망자 47명, 부상자 91명으로 다

른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형태에 비하여 사고 발생률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재해강도가 커서 1건의 사

고에 평균 4.6명의 재해자가 발생되었다. 또한, 이와 같

은 사고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인적 손실과 더불어 물

적 피해와 그에 따른 복구의 어려움으로 공기지연 등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거푸집동바리 붕괴재해는 공사현장에서 거푸집동바

리가 가설공사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경험에 의존하여 

작업할 뿐만 아니라 품질과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시
공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거푸집의 설치방법에 따른 

구조적인 해석능력의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다2), 미국

의 경우도 Hadripriono와 Wang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1961년부터 1982년까지 22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났던 

85개의 거푸집 붕괴의 원인을 조사 하였는데 72%이상

이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였다고 한다3).
특히,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의 원인 중 양단부의 

지지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바4)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4 m 파이프 서

포트를 대상으로 상ㆍ하부지지 조건 변화에 따른 허용

응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경계조건에 따른 좌

굴하중 값을 조사ㆍ제시함으로써 설계와 사용상의 안

전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동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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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기준 및 이론적 배경

2.1 거푸집 동바리의 중요성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는 콘크리트의 일정한 형상

과 치수를 확보할 때까지 발생 가능한 모든 종류의 하

중, 측압, 충격 등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화 (硬
化)에 필요한 수분의 누출을 방지, 움직임, 배부름, 도
괴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외기의 영향을 차단하여 콘크리트의 적절한 양생을 유

지시키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의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기

단축, 공사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설 구

조물이다5).
거푸집동바리는 거푸집 및 장선․멍에 등을 소정의 

위치에 유지시키고 수평재가 받는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는 수직 부재로서 거푸집동바리의 설치는 층고 

및 슬래브의 두께 등 조건과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하여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다6).
거푸집동바리의 사용 재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공사중에 붕괴재해가 많고 주로 국내 건설현장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동바리 지주재는 파이프 서포트 

(Pipe Support)와 강관틀(B/T) 지주이다.

2.2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기준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에 관련한 안전규정은 산업

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과 노동부고시의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의 안전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안전에 

관한 포괄적 규정이며, 실제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의 

안전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의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에서 제1절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과 

산업안전 보건 법 제27조 기술상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지침

(고시 제 2012-93호) 그리고 KOSHA GUIDE에서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푸집동바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파이프 서포트의 

재료기준은 다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1에 적합하여야 하며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7).

Table 1. Safety accreditation standard of pipe support

Division length(mm) strength (kN)

Accreditation standard < 6,000 > 40

2.3.오일러(Euler) 좌굴 하중 

거푸집 동바리는 축력을 받는 부재이고 오일러의 기

둥 좌굴에 관한 지배방정식을 따른다. 중심 축하중 P
를 받는 기둥에서의 최소 하중에 의해 좌굴 현상이 발

생할 때, 이 때의 좌굴 하중을 탄성 좌굴 하중 Pcr 또는 

오일러 좌굴 하중 PE라고 한다8). 

Fig. 1. Buckling of euler column.

오일러 기둥의 지배방정식은 Fig.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둥 내부 모멘트(M)과 처짐 형상(υ)의 관계식으

로부터 






   (1)

여기서, E는 탄성계수, I는 단면 2차 모멘트, υ는 축 

방향으로의 변위이다. 2차 미분 방정식 식 (1)의 해를 

구하면 식 (2)과 같다.




  (2)

여기서 n은 오일러 기둥의 좌굴 형상을 결정하는 상

수이다. n=1에서의 좌굴 하중은 식 (3)과 같다. 

 
 (3)

여기서 Pcr을 오일러 좌굴 하중 또는 탄성 좌굴 하중

이라 한다. 식 (3)은 기둥의 안정 상태에서 불안전 상

태로 바뀌게 되는 최초의 하중을 의미하며, 이에 대응

하는 기둥의 좌굴 형상은 다음과 같게 된다.

 sin
 (4)

오일러 좌굴 하중은 기둥 양단의 지지 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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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1 (b) K=0.5

Fig. 2. Buckling deformation according to the boundary condition.

유효 좌굴 길이가 변화함으로써 달라진다. 이러한 유

효 좌굴 길이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좌굴 형상

의 변곡점 간의 거리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양단 힌지기둥의 좌굴 형상은 Fig. 2와 같이 sine 

형태가 되며, 이때의 좌굴 하중은 식 (3)과 같이 주어

진다. 
그러나 양단의 지지 조건에 따라 기둥의 좌굴 형상

은 달라지며, 이때의 좌굴 하중은 유효 좌굴 길이를 고

려하여 식 (5)으로부터 구한다8).

 
 (5)

여기서, K는 유효 좌굴 길이 계수로 Fig. 2에서 나타

낸 값과 같다.

Fig. 3. Buckling deformation of pipe support with two different 
diameters.

또한 내관과 외관을 갖는 파이프 서포트의 좌굴 하

중은 Fig. 3과 같이 양단이 단순 지지된 파이프 서포트

의 내관과 외관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각각 I1, I2, 길이

를 각각 L1, L2, 전체 길이를 L이라 하면 좌굴에 의해 

변형된 형상은 식 (4)와 같은 sine 함수이고 모멘트는 

M=Pcry이므로, 변형에 의하여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 Δ

U는 식 (6)과 같다9,10).

∆





















 
 


 


sin








 (6)

또한 외력에 의한 외부 일은 식 (7)과 같다.

∆ 
 













(7)

따라서 외력과 내력 에너지의 크기가 같다고 (ΔU=Δ

T) 하면 좌굴 하중의 값 Pcr은 식 (8)과 같다.

 
 (8)

여기서,  
  이고













sin








이다.

3. 동바리 좌굴실험 및 분석

기존 연구자들의 동바리 붕괴사고를 재해 분석 및 

통계 분석 등의 결과 등을 토대로 동바리 설치시 붕괴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은 동바리의 설치시 

양단 경계 조건, 수평연결재의 설치 여부 및 수직도 준

수 여부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1,9).
본 연구에서는 사고유발요인 중 파이프 서포트의 상

ㆍ하부 경계조건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및 하중재하실

험을 통해 좌굴하중 값의 변화를 이론적 및 실험적으

로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

게 향후 건설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안전성이 

확보된 올바른 설치방법으로 활용되는데 필요한 자료

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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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오일러 기둥 좌굴하중의 이론적 산출

우선, 다양한 경계조건에 따른 오일러 좌굴하중 값

의 측정을 위해 이용한 시험편의 제원은 Table 2와 같

다. 이 제원은 실험에서 사용한 시험편의 제원과 동일

하다. 

Table 2. The information of test specimens 

Dimension Picture

inner: ϕ48.6㎜, t2.3㎜
outer: ϕ60.5㎜, t2.3㎜

E= 210GPa
L=4m

L1=2.3m, I1=9.0㎝4

L2=1.7m, I2=17.㎝4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길이 4 m의 내관과 

외관을 갖는 파이프 서포트를 모델로 하여 파이프 서

포트의 양단 경계 조건 별 좌굴 하중을 계산하였다. 식 

(5)에 제원을 대입하여 경계 조건 별로 좌굴 하중을 계

산하여 그래프로 비교하면 Fig. 4와 같다.

3.2.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좌굴하중의 검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좌굴하중을 산출하기 위해 구

조해석 범용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12 Plus의 

Buckling Analysis 기능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오일러 식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구한 오일러 

값과 비교를 위해 양단 경계조건 변화를 주어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파이프 서포트의 

모델 제원은 Table 2와 같다.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오

일러 식으로 구한 좌굴 하중 및 실제 실험으로 계측한 

좌굴 하중 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Fig. 4. The comparison of theoretical buckling load according 
to the boundary condition.

Table 3. The buckling load by finite element analysis

Boundary Condition Fixed Ends Pinned ends

Theoretical Value 5648.4 kgf 1412.1 kgf

Finite Element Analysis 5834 kgf 1411 kgf

Buckling Deformation

양단 경계 조건을 고려한 좌굴 하중 해석 결과를 오

일러 값으로 구한 좌굴 하중과 비교하여 Table 3에 나

타내었다. 먼저, 양단 고정 조건을 살펴보면, 오일러 값

의 경우 5648.4 kgf, 유한요소 해석 값의 경우 5834 kgf
으로 유한요소 해석 값이 약 3.2% 크게 나왔다. 반면, 
양단 힌지 조건에서는 오일러 값이 1412.1 kgf, 유한요

소 해석 값이 1411 kgf으로 오일러 값이 0.08% 크게 산

출되었다. 오일러 값과 유한요소 해석 값의 비교 결과 

양단 힌지 조건에서 오차가 작은 것으로 보아 유한요

소해석 결과에서 양단 힌지 조건을 좀 더 정확히 산출

한 것을 알 수 있다.

3.3 거푸집 동바리 좌굴 실험 및 분석

경계 조건에 따른 좌굴 하중의 오일러 값 및 유한요

소 해석 값과 실험으로부터 계측한 좌굴 하중을 양단 

경계 조건의 변화에 따라 비교하였다. 
우선, 상ㆍ하단 경계 조건 중 양단 힌지를 모사하기 

위해서 Fig. 5(a)와 같이 건설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여 

파이프 서포트의 상ㆍ하단에 목재를 못으로 연결하고 

파이프 서포트에 끼워 고정하였다. 
또한 양단 고정 조건을 연출하는데는 실험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최

대한 고정 조건에 근접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Fig. 5(b)
와 같이 파이프 서포트가 고정된 시험기 상ㆍ하단부 

프레임에 일정 크기의 홈을 파고 서포트의 상부 받이

판, 하부 바닥판에 끼워 삽입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즉, 
두 가지 경계조건, 양단 힌지와 고정 조건을 이용하여 

Fig. 6과 같이 파이프 서포트를 하중재하장치에 설치하

여 좌굴 하중값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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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nned end

(b) Fixed end

Fig. 5. The actual boundary condition of pipe support

Fig. 6. The buckling test of pipe support.

실험으로부터 계측한 결과 값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양단 고정 조건 및 양단 힌지 조건 각각의 조건에서 45
회씩 실험을 수행하여 좌굴 하중 값을 계측하였다. 양
단 경계 조건 실험의 경우 계측 횟수가 45회로 계측 데

(a) Fixed ends

(b) Pinned Ends

(c) Comparison between fixed and pinned ends

Fig. 7. The test results according to the boundary condition. 

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양단 고

정 조건에서 실험 결과 값의 평균(μ)은 4,636.4 kgf이었

으며, 양단 힌지 조건에서는 평균 값이 1,009.7 kgf으로 

계산되었다. 양단 고정 조건에서 표준편차는 429.7 kgf,
양단 힌지 조건에서 표준편차(σ)는 46.5 kgf으로 계산되

었다. 양단 고정 조건에 비해 양단 힌지 조건의 표준편

차가 10.8% 수준으로 대부분의 실험 값이 평균 값 부근

에서 계측되었다. 반면, 양단 고정 조건에서는 상대적으

로 표준편차가 크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실험 조건에서 

대형압축굴곡 실험 장비의 상ㆍ하부 프레임에 홈을 파



이진섭⋅이연수⋅오태근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2, 201546

Table 4. The analysis on the data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upper and lower boundary condition.

Boundary 
Condition

The measured number of data

μ-σ~μ-σ μ-2σ~μ+2σ μ-3σ~μ+3σ

Fixed ends 29(64.66%) 42(93.33%) 45(100%)

Pinned ends 30(66.67%) 43(95.56%) 45(100%)

고 파이프 서포트의 받이판과 바닥판을 삽입 고정한 것

이 다소 유격이 있어 실험 때마다 완벽한 고정이 안된 

것과 하중재하의 편차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변수가 발

생한 것으로 사료 된다. 
실험 결과 값의 분포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Table 4

와 같이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실험 데이터를 추가 분

석하였다. 양단 고정 조건에서 μ-σ ~ μ+σ에 해당하는 

실험 데이터 값은 29개로 전체 45개 데이터 중 64.66%
를 차지한다. μ-2σ ~ μ+2σ에서는 42개의 데이터가 이 

범위에 속하며(93.33%), μ-3σ ~ μ+3σ 에서는 45개의 데

이터가 이 범위에 속해 100%의 데이터가 μ-3σ ~ μ+3σ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단 힌지 조건의 경우, 
μ-σ ~ μ+σ 범위에서는 30개 데이터(66.67%), μ-2σ ~ μ
+2σ 범위에서는 43개 데이터(95.56%), μ-3σ ~ μ+3σ 범
위에서는 45개 데이터(100%)로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정규분포의 경우, μ-σ ~ μ+σ, μ-2σ ~ μ+2σ, μ-3σ ~ μ+3σ 

범위에서 각각 68.27%, 95.45%, 99.73%의 데이터 값이 

분포하는데, 양단 고정 조건과 양단 힌지 조건에서 모

든 실험 데이터 값이 μ-3σ ~ μ+3σ범위 안에 있어 실험

의 신뢰도가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 5에서 실험 값을 오일러 값 및 유한

요소 해석 값과 비교하였다. 양단 고정 조건에서는 실

험 값이 유한요소 해석 값에 비해 약 20.5%, 오일러 값

에 비해 약 17.9% 작게 측정되었다. 이는 내관과 외관

의 연결부가 핀으로 연결되어 완전한 체결이 어렵고, 
양단 경계 조건이 완벽하게 고정되지 않은 것이 원인

으로 사료된다.

Table 5. The comparison between buckling loads by test, 
theoretical analysis and finite element analysis

(unit : kgf)

Div. ①Test ②TA ③FEA
Difference

①-② ①-③

Fixed Ends
μ: 4636

5648 5834 -1012 -1197
σ : 429

Pinned Ends
μ:: 1009

1412 1411 -402 -401
σ : 46

※ TV: Theoretical analysis, FEA: Finite element analysis

양단 힌지 조건의 경우, 실험 값이 유한요소 해석 값

에 비해 약 28.4%, 오일러 값에 비해 약 28.5% 작게 계

측되었다. 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관과 외관의 

연결 조건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동바리 주요 사고 원인을 조사ㆍ분

석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동바리 설치 현장에서의 발

생 가능한 경계조건에 따른 파이프 서포트의 좌굴 하

중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압축 실험 및 이론적 해석을 

병행하였다. 
양단 경계 조건의 변화에 따른 실험 결과를 살펴보

면, 양단 고정 조건에서는 계측한 실험 데이터의 평균

값이 유한요소 해석 값 및 오일러 값에 비해 각각 약 

20.5% 및 17.9% 작게 도출되었으며, 양단 힌지 조건에

서는 약 28% 정도의 오차로 계측되었다. 이는 실험 구

성시 양단 경계조건이 오일러 해석과 같이 이상적으로 

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또
한 양단 고정 조건이 양단 힌지 조건에 비해 4.6배 크

게 도출되어 동바리의 양단 경계 조건을 완전 고정으

로 하면 좌굴 하중에 상당히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양단 고정 조건으로 파이프 서포트를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고 사례 분석에

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현장에서 파이프 서포트 설

치시 양단을 고정하고 설치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

구 결과에서 보듯이 양단 고정 조건의 계측 좌굴 하중

이 양단 힌지 조건에서의 좌굴 하중에 비해 약 4.6배 

크게 나왔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거푸집동바리의 양단 경계 

조건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이 서포트의 내력을 훨씬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서포트의 전도 위험

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

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내관과 외관의 연결부가 

핀 연결로 불완전하게 체결되어 좌굴 하중을 더 감소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므로 거푸집동바리 구조계산

시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립도

를 작성,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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