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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number of collapse accidents relevant to form support since 2003 is 30 on the basis of statistical data from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tal number of casualty was 138 (47 for deaths and 91 for injuries). The accident severity rate was high 
because the 4.6 casualties per one accident were occurred averagely although the incident rate was relatively low. Especially, one of form 
support members, the pipe supports have not been equipped adequately so that the accidents could have happened. In this regard, this 
study performed buckling test related to the effect of horizontal connection and slope in the single pipe which is one of typical pipe 
supports. The buckling load, which was estimated from the single pipe with the horizontal connectors theoretically and experimentally, 
was increased as more than 2 times compared to the buckling load obtained from the pipe supports without the connector. The buckling 
load was reduced as more than 26%, 34% slope of the single pipe comparing with 5% and 10% slope, respectively.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guideline for installation and the maintenance of the pipe supports legally and institutionally to prevent the 
collapse accidents of the pipe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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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의 거푸집 동바리 

붕괴 사고는 총 30건으로 사망자 47명, 부상자 91명이 

발생하였다1). 이는 다른 건설 재해 사고 유형과 비교하

여 발생률은 다소 낮으나 강도율이 훨씬 높아 1건의 

사고에 평균 4.6명의 사상자가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동바리 붕괴 사고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적 손실, 물적 피해, 복구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현재 토목, 건축, 플랜

트 및 기타 공사에 종사중인 현장 관계자들은 거푸집 

동바리를 안전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인식

하고 있으나 공사비의 절감, 작업의 편의성 등의 이유

로 정확하고 안전한 시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2).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물에 대하여 현재 법령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그 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현장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전성을 고

려한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종 대형사고

가 발생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에 발

생된 동바리 붕괴(무너짐) 사고의 주요 원인들 중 동바

리 설치시의 기울임, 수평연결재의 미사용 등의 취약

요소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동바리의 설치 

상태를 최대한 근접 연출, 좌굴실험을 실시하여 그 영

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수평 연결재의 유무에 따른 좌굴 하중 및 유효 

좌굴 길이의 변화를 이론적 및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동바리를 기울여 설치할 경우의 좌굴 하중 감

소 효과를 살펴보고자 다양한 기울기에 대한 거푸집동

바리에 대한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거푸집 동바리의 좌굴 하중의 

증가 및 감소요인에 대한 실험결과는 향후 건설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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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거푸집 동바리의 설

치 및 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2. 거푸집 동바리 시공의 중요성 및 이론적 배경

2.1 거푸집 동바리 시공의 중요성

현장 작업자들은 동바리 설치 시 안전성 확보를 위

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동바리 수직 설치, 수
평 연결재의 사용, 동바리의 상ㆍ하부 고정 방법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공사비 절감, 작업

의 편의성, 안전 불감증 등의 원인으로 Fig. 1에서 보이

듯이 정확한 동바리 설치 및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타설 시공 중 기 발생된 거푸집 동바

리 붕괴재해 사례에 대한 사고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

을 때 동바리 높이가 4 m 이상인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바리 구조가 2단 이상의 파이프 서포트 구조인 

경우가 사고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1,3). 이
는 동바리의 기울임으로 인한 편심, 수평연결재의 부재

로 인한 좌굴길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좌굴하중감소로 

이어져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거푸집 동바리의 붕괴사고를 막기 위

해서는 시공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 편심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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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ith improper horizontal 
connection

(b) With unstable slope.

Fig. 1. Form support in the field.

생할 때의 하중을 탄성 좌굴 하중 Pcr 또는 오일러 좌굴 

하중 PE라고 하며 기둥 양단의 지지 조건에 따라 유효 

좌굴 길이가 변화함으로써 달라진다. 즉, 양단의 지지 

조건에 따라 기둥의 좌굴 형상은 달라지며, 좌굴 하중

은 유효 좌굴 길이를 고려하여 식 (1)로부터 구한다4).

 
 (1)

여기서, E는 탄성계수, I는 단면 2차모멘트, L 기둥

의 좌굴 길이, K는 유효 좌굴 길이 계수이다.
거푸집 동바리를 기울여 설치한 경우에는 편심 하중

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압축부재의 중심축

으로부터 편심 거리 e 위치에 압축 하중을 받는 양단 

단순 지지 기둥의 횡방향으로의 처짐 υ를 계산하면 식 

(2)와 같다.

 sin




 cos




 (2)

양단이 힌지일 경우의 경계조건을 적용하면 식 (3)
과 같이 상수 C1과 C2를 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처

짐량 υ는 식 (4)와 같이 구해진다.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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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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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ig. 2는 식 (4)를 나타내고 있으며 축하중 P가 계산

된 Pcr에 가까워질수록 처짐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Pcr

보다 작은 하중에서 파괴가 발생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Relationship between the load and displacement in the 
compressive member with eccen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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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바리 좌굴실험 및 분석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바리 붕괴사고를 재해 분석 

및 통계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동바리 설치 시 붕괴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살펴보면 동바리

의 설치 시 양단 경계 조건, 수평연결재의 설치 여부 

및 수직도 준수 여부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1,5). 이번 

연구에서는 사고유발요인 중 동바리 설치시의 수평연

결재의 유무, 동바리 기울기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해

석, 유한요소해석, 하중실험을 통해 좌굴하중 값의 변

화를 검증하였다. 

3.1. 수평연결재의 유무에 대한 분석

1) 오일러 기둥 좌굴하중의 이론적 산출

수평 연결재 설치 여부에 따른 좌굴 하중을 알아봄

에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파이프 서포트의 내

관과 외관의 연결 조건이 향후 실험을 실시하여 그 값

과 비교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대두될 것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변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별도 제작한 단관 

파이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동바리 상ㆍ

하부 경계 조건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단 

경계 조건을 고정 조건으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게 됨

에 따라 Fig. 3과 같이 유효 좌굴 길이 K=0.5로 하여 

오일러 좌굴 하중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단관 파이프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또한 수평연결재로 사용된 부재도 동일한 제원

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길이는 1 m로 하였다. 수평 연

결재의 설치 높이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고려하

여 지면으로부터 높이 2 m 지점에 설치한 것으로 가정

하였다.

Fig. 3. Buckling deformation with fixed ends (K=0.5).

Table 1. The information of test specimens 

Dimension & Properties Picture

ϕ = 48.6 mm (Diameter)
t = 2.3 mm (Thickness)
E = 210 GPa (Elasticity)
L = 4000 mm (Length)
I = 90000 mm4 (Moment of Inertia)

Table 2. The theoretical buckling load with or without the 
horizontal connection

Horizontal Connection Installation No Installation

Boundary Condition Pinned and fixed ends Fixed ends

Effective length factor (K) 0.7 0.5

Buckling Length (L) 2m 4m

Buckling load 9517 kgf 4663 kgf

수평 연결재와 단관 파이프는 힌지로 연결하고, 파
이프 양단은 고정 조건으로 모사하여 수평 연결재를 

기준으로 상ㆍ하부의 기둥은 길이가 2 m이며, 일단 힌

지 일단 고정 조건으로 구현하였다.
그 결과 수평 연결재를 설치한 경우와 설치하지 않

은 경우의 오일러 좌굴 하중을 계산하여 비교하면 

Table 2와 같이 수평 연결재를 미설치한 경우의 좌굴 

하중은 4663 kgf이었고, 설치한 경우는 9517 kgf으로 

설치한 경우가 미설치한 경우보다 2배 이상 하중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좌굴하중의 검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좌굴하중을 산출하기 위해 구

조해석 범용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12 Plus의 

Buckling Analysis 기능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고 

Table 3. The buckling load from finite element analysis

Horizontal Connection Installation No Installation

Boundary Condition Fixed ends Fixed ends

Theoretical Value 9517 kgf 4663 kgf

Finite Element Analysis 9666 kgf 4737 kgf

Buckling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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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론적으로 구한 오일러 값과의 비교분석을 수행

하였다. 해석에 적용된 단관 파이프 각각의 모델 제원

은 Table 1과 같고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Table 3에 요

약해 놓았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지 않은 양단 고정일 경우 좌

굴 하중 오일러 값은 4,663.4 kgf이고, 유한요소해석 값

은 4,737 kgf으로 산출되어, 상대적으로 유한요소해석 

값이 약 1.6% 크게 도출되었고, 수평 연결재를 설치한 

경우도 유한요소해석 값이 9,666 kgf, 오일러 값이 

9,517.1 kgf으로 유한요소해석 값이 오일러 값보다 약 

1.5% 크게 도출되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3) 거푸집 동바리 좌굴 실험 및 분석

본 절에서는 단관 파이프에 수평 연결재를 설치한 

경우와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좌굴 하중을 비교하여 

수평 연결재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Table 1
과 같은 제원의 수평연결재를 사용,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고 설치 방법은 Fig. 4와 같이 클램프를 이용

하여 결속하였다. 또한 수평연결재의 좌굴저항능력을 

뚜렷이 확인하기 위하여 단관 파이프의 상ㆍ하부는 양

단 고정 경계 조건을 설정하여 Fig. 5와 같이 단관 파

이프가 고정된 시험기 상ㆍ하단부 프레임에 일정 크기

의 홈을 파고 서포트의 상부 받이판, 하부 바닥판에 끼

워 삽입하였으며, 높이 2 m 지점의 수평 연결재 연결

부는 힌지 조건을 구현하였다. 
좌굴시험은 (사)한국가설협회 파이프서포트 성능시

험 기준에 따라 분당 30 mm로 가압판의 변위를 증가

시켜 하중재하를 조절하였으며 더 이상의 하중증가를 

보이지 않고 갑자기 파단하는 시점에서의 하중값을 좌

굴하중값으로 설정하였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한 부분은 단관 파이프의 중앙부

Fig. 4. The installation of the horizontal connection.

Fig. 5. The fixed boundary condition of single pipe.

(a) Buckling load with horizontal connection

(b) Buckling load without horizontal connection

(c) Comparison of buckling load with or without horizontal connection

Fig. 6. The data distribution of buckling test results with or 
without horizontal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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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 m 높이 지점이며 횡변위를 구속하였다. 수평 연

결재 실험에서는 각 경우 별로 30회씩 데이터를 획득

하여 정규분포로 가정하였다. 단관 파이프에 수평 연

결재를 설치한 경우와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좌굴 하

중 실험 값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총 30회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평

균 좌굴 하중은 Fig. 6 (c)와 같이 3,019.5 kgf으로 측정

되었고, 수평 연결재를 설치한 경우의 평균 좌굴 하중

은 6,702.6 kgf으로 측정되어 수평 연결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보다 약 2.2배 큰 것으로 나타나 수평 연결재

의 좌굴 하중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수평 연결재 설치 여부에 따른 실험 데이터의 분포 

양상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먼저, 수평 연결재 미설

치 시와 수평 연결재 설치 시 앞서 양단 경계 조건 실

험과 동일하게 모든 데이터가 μ-3σ~μ+3σ위 내에 있어 

실험값의 신뢰도가 높다 할 수 있다.
한편, Table 5에서 나타나듯이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

지 않은 경우의 유한요소해석 값은 4,737 kgf으로 실험

값과의 오차는 36.3%이며, 오일러 값은 4,663 kgf으로 

실험값과의 오차는 35.3%로 나타났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한 경우에는 유한요소해석 값이 9,666 kgf으로 실

험값과의 오차가 30.7%, 오일러 값은 9,517 kgf으로 실

험값과의 오차가 29.6%로 나타났다. 수평 연결재를 설

치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계측 값의 표준편차는 

각각 295.9 kgf, 368.3 kgf으로 크게 차이는 없었다. 유
한요소해석 값 및 오일러 값과 실험값과의 비교 결과

와 계측 값의 표준편차 계산 결과를 살펴본 바와 같이 

Table 4. The analysis on the data distribution with or without 
horizontal connection

Horizontal 
Connection

The measured number of data

μ-σ~μ-σ μ-2σ~μ+2σ μ-3σ~μ+3σ

Installation 22(73.33%) 28(93.33%) 30(100%)

No installation 22(73.33%) 27(90.00%)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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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 kgf)

Horizontal 
connection ①Test ②TA ③FEA

Difference

①-② ①-③

Installation
μ:3019

4663 4737 -1643 -1717
σ 368

No installation
μ::6702

9517 9666 -2814 -2963
σ :295

※ TV: Theoretical analysis, FEA: Finite element analysis

실험 준비 시 상ㆍ하단과 고정 조건이 완전히 강절 연

결되지 못한 것과 수평 연결재의 연결부 조건이 서로 

상이한 것에 기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도 이와 같이 거푸집 동바리의 양단을 이상

적으로 완전 고정시키지 못할 경우 이론적으로 도출되

는 좌굴 하중에 비해 상당히 큰 오차를 갖고 좌굴 하중

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고정에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평 연결재의 설치가 좌굴 하중을 약 2
배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이상적

인 양단 고정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수평 연결재

를 사용하는 것이 좌굴 하중 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

으로 판단된다.

3.2 동바리 설치 각도에 따른 분석

이번 절에서는 동바리의 설치 각도에 따른 좌굴 하

중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번 실험에서도 현재 시중에서 기성품으

로 판매되는 파이프 서포트는 내관과 외관의 연결부에

서 좌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앞서 수평 연결재 실험에 사용한 단관 파이프와 

동일한 시편을 사용하였다.
수평연결재의 유무에 따른 좌굴시험과는 다르게 기

울어진 상태에서의 양단 고정 경계 조건을 본 시험기

기로는 구현하기 어려워 상단부분은 힌지로, 하단부분

은 고정으로 하였고 오일러 좌굴하중 값은 2,379.3 kgf
으로 계산되었다. 힌지 조건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쓰

이는 방법으로 Fig. 7과 같이 목재와 못을 이용하여 구

현하였다.
단관 파이프의 설치 기울기 케이스는 Fig. 8과 같이 

수직 설치, 5% 기울기, 10% 기울기의 총 세 가지로 하

Fig. 7. The pinned boundary condition of single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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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ope 0% (b) Slope 10%

Fig. 8. The buckling test according to the slope of single pipe.

Table 6. The results of Shapiro-Wilk normality test for three 

slope cases

Case Slope 0% Slope 5% Slope 10%

The number of data 20 20 20

Desired Significance level 0.05 0.05 0.05

The test statistic 0.9540 0.9400 0.9578

*p-value 0.43 0.24 0.42

the null hypothesis at 
significance level True True True

*p-value : the probability of observing the given result by chance given 
that the null hypothesis is true. Small values of p-value cast doubt on the 
validity of the null hypothesis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울기 5%는 상부 고정단이 하

부 고정단에 비해 20 cm 정도의 초기 변위를 형성시킨 

것으로 현장에서 동바리 설치 시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를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설치 기울기 실험에서는 각 케이스에 대해 각각 20

회씩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정규성 검증을 위해 실

험 데이터를 Shapiro-Wilk normality test에 적용하였다. 
Table 6에서 보이듯이 95% 신뢰수준에서 모든 경우에

서 p-value가 0.05보다 크게 계산되어 정규 분포를 따른

다고 할 수 있다.
Fig. 9에 각 경우에 대한 히스토그램과 실험 데이터

를 기반으로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를 도출하여 함

께 나타내었다.
또한 단관 파이프의 설치 기울기에 따른 좌굴 하중 

값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동바리가 5%, 10%의 기울

기로 설치된 경우 수직 설치된 경우보다 좌굴 하중이 

각각 26%, 34% 감소한 것으로 상당한 좌굴 하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양단 경계조건 경우와 수평연결재 실험의 경우

와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실험 데이터의 

(a) Slope 0%

(b) Slope 5%

(c) Slope 10%

Fig. 9. The histogram of test results according to the slope of 
single pipe.

신뢰성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수직 설치(기울기 

0%), 기울기 5% 경우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μ-2σ~μ+2σ 

범위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울기 10%의 경우에도 μ

-3σ~μ+3σ 범위 내에 모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에서도 실험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The statistical distribution of test results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slope

Installation 
slope

The measured number of data

μ-σ~μ-σ μ-2σ~μ+2σ μ-3σ~μ+3σ

0% 13(65%) 20(100%) 20(100%)

5% 13(65%) 20(100%) 20(100%)

10% 14(70%) 20(95%)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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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ope 0%

(b) Slope 5%

(c) Slope 10%

(d) Comparison among three different slope

Fig. 10. The data distribution of buckling test results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slope.

Table 8. The comparison of buckling load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slope

(unit : kgf)

Slope ① 0% ② 5% ③ 10%
Difference

①-② ①-③

Load 1804 1335 1187 469 617

Standard 
deviation ±73 ±38 ±62 - -

설치 기울기 실험에서도 앞서 수평 연결재 실험에서

와 같이 오일러 값에 비해 실험 값이 작은 값으로 계측

되었다. (Table 8.) 먼저, 수직으로 설치한 경우, 오일러 

값에 비해 24.1% 작게 도출되는데, 이 경우에도 앞서

와 같이 단관 파이프의 양단 경계 조건이 이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울기가 5%인 경우는 43.9%, 기울기가 10%인 경우는 

50.1%나 좌굴 하중이 감소해 현장에서 동바리의 수직

도를 무시하고 설치할 경우 이론 값에 비해 좌굴 하중

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관 파

이프가 기울기를 가지고 설치되는 경우에는 Fig. 2와 

같이 큰 편심으로 인한 모멘트 발생 및 추가적인 수평 

전단력의 증가로 인해 좌굴하중의 감소 및 급격한 안

정성 소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동바리 설치 현장에서의 문제가 되

는 수평연결재의 미설치 및 동바리의 기울기에 대한 

파이프 서포트의 좌굴 하중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이

론적 해석, 유한요소해석, 압축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째, 수평 연결재 유무에 따른 실험 결과를 살펴보

면, 수평 연결재를 설치할 경우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2배의 좌굴 하중 증가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현장에서 동바리 설치 시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면 좌

굴 하중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이 경

우에도 실험 값이 유한요소해석 값에 비해 상당히 작

게 나타나 동바리 상 하단 및 수평연결재 교차부의 경

계조건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동바리의 설치 기울기를 고려한 실험에서 기

울기 5% 정도에 좌굴 하중이 약 26%, 기울기 10% 정
도에 좌굴하중이 약 34%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동바리의 설치 시 수직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같이 작

은 기울기 변화에도 좌굴 하중의 감소 폭은 커 현장에

서 동바리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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