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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minimum horizontal load on the structural behaviors and safety of system supports. 
The minimum horizontal load was frequently ignored in the design of system supports even though the level of that load was specified in 
the code and guide in Korea such as ‘Standard Specification in Temporary Construction’ and ‘Guide to Installation of Shores for a 
Concrete Bridge’. To examine the effects of considering the minimum horizontal load,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ere performed for 
various system supports. By varying installing parameters of system supports such as the vertical member spacing, the installation height, 
and the thickness of slab, the maximum combined stress ratios were estimat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safety of system supports. The 
results showed similar axial stress in vertical members but an increase in bending stress with a consideration of the horizontal load. The 
combines stress ratios are remarkably increased due to the consideration of the horizontal load. Consequently, the system supports, which 
were initially estimated to be safe when only the vertical loads were considered, were changed to be unsafe in most cases by the effects of 
the both the vertical and horizontal stresses. Therefore, the minimum horizontal load following the code and the guide is an essential load 
that could control the structural safety of system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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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지지하는 동바리 시스템은 건

설공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가설구조물이다. 다양한 동

바리 시스템 중에서 설치가 간편하고 작용 하중을 안

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동바리는 최근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사용을 권

장하고 있는 가설구조물이다.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설계기준 및 

구조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1)에서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동바리와 같은 가설 구조물

의 경우 설치 후 철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영구 구조물

에 비해 짧고, 구조설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현장 관리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시방서에서 제시된 

하중 중 반드시 고려될 하중이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고려될 하중 중 자주 누락

되는 하중으로 최소 수평하중이 있다. ‘가설공사표준

시방서1)’와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2)’
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시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에 의

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 수평하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되는 최소 수평하중은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수평 길이 당 1.5 이상 중에서 큰 값을 

층 상단에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바리 구

조물의 수직재에는 자중과 같은 고정하중에 의한 압축

력 이외에도 수평하중에 의한 휨모멘트가 동시에 발생

되므로 수직재의 구조적 안전성은 압축력과 휨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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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 부재의 조합 응력비로 검토되어야 하며, 최소 

수평하중의 영향으로 동바리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도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매개변수 해석을 통해 시

방서에서 규정한 최소 수평하중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소 수평하중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장에

서 적용되는 다양한 제원의 시스템 동바리를 대상으

로 고정하중만 적용된 경우와 고정하중과 최소 수평

하중이 모두 고려된 경우의 최대 조합 응력비를 비교

하여 대상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 안전성의 변화를 평

가하였다.

2. 구조물의 기하결함 모형화 방법

가설구조물인 시스템 동바리는 영구 강구조물에 비

해 구조 해석에 대한 다양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3-5). 
연결부 강성, 하중 편심조건, 초기 형상의 기하학적 결

함 등 다양한 불확실성은 가설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거동 특성을 규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강 구

조물의 P-Δ효과와 P-δ를 나타내는 초기 형상의 기하학

적 결함(기하 비선형 문제)은 부재의 초기 직선성의 결

함(initial member out-of-straightness imperfection 또는 

initial member bow imperfection)과 층 이동 결함(initial 
story of out-of-plumb imperfection 또는 initial sway 
imperfection)으로 나타나며 형상은 Fig. 1과 같다6).

초기 형상의 기하결함을 모형화하는 방법은 고유치 

좌굴 모드 방법(Eigenbuckling mode approach, EBM), 수
평하중 재하방법(Notional horizontal force approach, 
NHF), 그리고 초기 결함형상을 직접 모형화하는 방법

(Initial geometric imperfection approach, IGI)이 있다6). 
EBM 방법은 구조물의 탄성 상태의 고유치좌굴 해석을 

Fig. 1. Member and frame initial imperfection.

실시한 후 최저차 모드를 변형 전의 구조형상에 적용

하는 방법이며, NHF 방법은 부가적인 수평하중을 수

직재의 상단에 적용하여 간단히 기하 결함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적용하는 수평하중은 자중의 일정 비율로 

일반적으로 정의되며, 연구자들마다 적용한 수평하중

의 크기는 차이가 있다. 반면, IGI 방법은 기하 결함 상

태를 반영하여 구조물을 직접적으로 모형화하는 방법

이다. 국내에서는 규정된 크기의 수평하중을 층 상단

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NHF 방법을 적용하여 

가설구조물의 기하결함 문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상 시스템 동바리 및 모형화

현장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제원의 시스템 동바리를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설치간격, 설
치 높이, 슬래브 두께를 변수로 하여 다양한 시스템 동

바리를 해석하였다. 대상 시스템 동바리의 해석 대상

은 총 19가지 경우이며(Table 1), 수직재 간격은 0.9 m, 
1.2 m, 1.5 m, 1.8 m로 가정하였다. ‘콘크리트 교량 가

설용 동바리 설치지침2)’에서는 조립형 동바리의 수직

재 간격을 0.9 m이상 1.2 m 이하로 하도록 제한하고 

Table 1. Considered case of system supports

No. Case Name Total
Height

Vertical member 
interval

Slab
thickness

1 C6-H09-T900 6 M 0.9 M 0.9 M

2 C6-H12-T900 6 M 1.2 M 0.9 M

3 C6-H15-T900 6 M 1.5 M 0.9 M

4 C6-H18-T900 6 M 1.8 M 0.9 M

5 C8-H09-T900 8 M 0.9 M 0.9 M

6 C8-H12-T900 8 M 1.2 M 0.9 M

7 C8-H15-T900 8 M 1.5 M 0.9 M

8 C8-H18-T900 8 M 1.8 M 0.9 M

9 C10-H09-T900 10 M 0.9 M 0.9 M

10 C10-H12-T900 10 M 1.2 M 0.9 M

11 C10-H15-T900 10 M 1.5 M 0.9 M

12 C10-H18-T900 10 M 1.8 M 0.9 M

13 C12-H09-T900 12 M 0.9 M 0.9 M

14 C12-H12-T900 12 M 1.2 M 0.9 M

15 C12-H15-T900 12 M 1.5 M 0.9 M

16 C12-H18-T900 12 M 1.8 M 0.9 M

17 C10-H18-T300 10 M 1.8 M 0.3 M

18 C10-H18-T500 10 M 1.8 M 0.5 M

19 C10-H18-T700 10 M 1.8 M 0.7 M



시스템 동바리 구조 안전성에 대한 최소 수평하중의 영향

한국안전학회지, 제30권 제5호, 2015년 39

Table 2. Dimensions and materials of system support

Member Dimension Material

Vertical members 1 ∅60.5 mm×3.2 mm STK 400

Vertical members 2
(U-head, Jack base) ∅48.6 mm×6.0 mm STK 400

Horizontal members ∅42.7 mm×2.3 mm STK 400

Vertical bracing ∅42.7 mm×2.3 mm STK 400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시스템 동바리의 수

평재가 1.8 m까지 시중에서 사용되어 수직재 간격이 

1.8 m까지 가능하므로 수직재 간격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직재 간격을 1.8 m까지 고려하였다. 또한, 고강

도 강재의 적용으로 수직재 간격은 확장될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시스템 동바리 부재의 단면 제원과 강종은 Table 2

와 같으며, 강재의 탄성계수는 205,000 MPa이다.
Table 1의 해석 대상의 명칭(Case name)에서 C뒤의 

숫자는 시스템 동바리 전체 높이를, H뒤의 숫자는 수

직재 간격을, T뒤의 숫자는 슬래브 두께를 나타낸다.
대상 시스템 동바리를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12+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Fig. 2는 

해석대상 시스템 동바리의 모델링 형상을 나타낸다. 
대상 시스템 동바리 중에는 10 m가 넘는 것도 있으므

로 정확한 거동 분석을 위해서는 3차원 모델링을 수행

하여야 되나,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보이며 매개 변수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2차원 모델링을 본 논문에서 적

용하였다. 향후 3차원 해석을 통해 면외 거동 등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동바리의 거동 특성은 경계조건과 연결조건

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정확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경계조건은 강성을 갖는 회전 스프링과 병진 스

프링으로 모형화 하여야 한다7-8). 본 연구에서는 설계 

조건에서의 수평하중에 의한 응력비 변화를 찾고자 하

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조

건인 힌지로 시스템 동바리 하단을 가정하였으며, 수
직재와 수직재의 연결 조건은 연속재로, 수직재와 수

평재의 연결 조건은 힌지로, 수직재와 경사재 및 수평

재와 경사재의 연결 조건은 힌지로 가정하였다.
작용하는 하중으로는 수직하중(자중 등 고정하중, 

거푸집 하중, 타설 활하중)과 최소 수평하중이 적용되

었다.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24 이며, 거푸집

의 무게는 0.4 을 적용하였으며, 콘크리트 타설 

시 활하중은 3.75 이다. 최소 수평하중은 고정하

중의 2% 이상 또는 수평 길이 당 1.5 이상 중에

서 큰 쪽의 하중이 층 상단에 작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a) Height 6m (C6-H12-T900)

(b) Height 8m (C8-H12-T900)

(c) Height 10m (C10-H12-T900)

(d) Height 12m (C12-H12-T900)

Fig. 2. Modelling configurations of system supports.

하중조합은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조합된 경우(COM 1)
와 고정하중, 활하중, 그리고 수평하중이 고려된 하중

조합(COM 2)을 고려하였다.

4. 최소 수평하중 영향 분석

수평하중 고려 유무에 따른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 

안전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유한요소해석을 



정대현⋅김경윤⋅원정훈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5, 201540

통해 축력과 휨모멘트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부재력을 

이용하여 수직재에 발생하는 압축응력과 휨응력에 의

한 조합 응력비를 식 (1)에 따라 산정해서 수평하중 고

려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  (1)

여기서, 는 축방향력에 의한 압축응력(MPa)이고 

, 는 각각 강축(y축) 및 약축(z축) 둘레에 작용하

는 휨 모멘트에 의한 휨 압축응력(MPa)이며 는 국

부좌굴 등을 반영한 약축 방향의 허용축방향 압축응력

(MPa)이다. 또한, 는 국부좌굴을 고려하지 않은 강

축(y축) 둘레의 허용 휨 압축응력(MPa)이고 는 국

부좌굴을 고려하지 않은 허용 휨 압축응력의 상한값

(MPa)이다. , 는 강축(y축) 및 약축(z축) 둘레의 

허용 오일러 좌굴응력(MPa)이다.
대상 시스템 동바리 중 높이 6 m, 수직재 간격 1.2 

m,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0.9 m인 경우(C6-H12-T900)
에 발생하는 축응력도와 휨응력도를 Fig. 3과 Fig. 4에 

나타내었다. COM 1(최소 수평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a) Load Combination - COM 1

(b) Load Combination - COM 2

Fig. 3. Axial stress diagram of system support(C6-H12-T900).

(a) Load Combination - COM 1

(b) Load Combination - COM 2

Fig. 4. Bending stress diagram of system support (C6-H12-T900).

하중조합)과 COM 2(최소 수평하중을 고려한 하중조

합)의 축응력도는 COM 2가 미소하게 크므로 최소 수

평하중에 의한 축 응력 증가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휨응력도에서는 COM 1과 COM 2의 휨 응

력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특히, COM 1에서는 수직재

에 휨 응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COM 2에서는 

하단 수직재에 발생한 휨응력 수준이 무시할 수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C6-H12-T900의 모형의 각 수직재 위치(10개소)에 발

생하는 최대 조합응력비를 산정하여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최소 수평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COM 1에
서는 모든 수직재에서 허용 값인 1.0을 넘지 않았으나

(허용 값의 80% 수준), 최소 수평하중을 고려한 COM 
2에서는 최대 조합응력비가 1.7~1.9배 증가하여 첫 번

째 수직재를 제외한 모든 위치에서 허용 값을 넘어서

서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재 간격이 0.9 m이고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0.9 

m인 경우에 시스템 동바리 높이 변화와 최소 수평하중 

고려 유무에 따른 조합응력비를 비교하여 Fig. 6에 나

타내었다. 최소 수평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COM 
1)에는 수직부재의 조합응력비가 0.5~0.6 수준이므로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나, 최소 수평하중을 고려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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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combined stress ratio(C6-H12-T900).

Fig. 6. Comparison results of combined stress ratio(Distance 
between vertical members = 0.9 m).

우(COM 2)에는 허용 값에 거의 근접해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허용 값인 1.0을 상회하는 수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하중만을 고려한 경우(COM 1), 높이의 증가에 

따라 조합응력비의 변화는 최외측 수직재를 제외하고

는 거의 없으나, 최소 수평하중을 고려한 경우(COM 2)
에서는 높이의 증가에 따라 휨모멘트가 증가되어 조합

응력비가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단, 12 m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U헤드 바로 아래 수직재 부분에 브레이

싱이 설치되어 수평하중이 시스템 내부로 균등하게 전

달되어 최외측 부재를 제외하고는 조합응력비가 다른 

높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재 간격이 1.2 m와 1.5 m인 경우(콘크리트 슬래

브 타설 두께 0.9 m)에 대해서도 시스템 동바리 높이 

변화와 최소 수평하중 고려 유무에 따른 조합응력비 

변화를 분석하여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최소 

수평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Fig. 7. Comparison results of combined stress ratio(Distance 
between vertical members = 1.2 m).

Fig. 8. Comparison results of combined stress ratio(Distance 
between vertical members = 1.5 m).

조합응력비가 허용 값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최소 수

평하중을 고려할 경우 휨응력의 발생으로 대부분의 수

직재의 조합응력비가 크게 증가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

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수직재에

서는 최대 조합응력비가 2.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재 간격이 1.8 m인 경우(Fig. 9)는 최소 수평하

중 고려 유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조합 응

력비가 허용 값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동바리 높이가 10 m이며 수직재 간격이 1.8 m인 경우

에 콘크리트 슬래브 타설 두께를 0.3 m에서 0.9 m로 

0.2 m씩 증가시켜 조합응력비를 비교하였다(Fig. 10). 
슬래브 두께 0.3 m에서는 COM2/COM1의 비율이 

1.5~1.6 정도이며, 슬래브 두께 0.5 m에서는 1.7~1.8, 슬
래브 두께 0.7 m에서는 1.8~2.0, 슬래브 두께 1.9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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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results of combined stress ratio(Distance 
between vertical members = 1.8 m).

Fig. 10. Change of combined stress ratio according to slab 
thickness.

서는 2.0~2.2정도로 나타났다. 즉, 슬래브 두께가 증가

할수록 적용 최소수평하중의 증가되므로 최소 수평하

중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조합응력비

의 비율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대상 19개의 시스템 동바리에서 수직재의 위치

에 상관없이 가장 큰 수직재 조합응력비를 COM 1과 

COM 2에 대해 각각 조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수직재 간격을 0.9 m, 1.2 m, 1.5 m, 1.8 m(슬래브 두께

가 0.9 m)로 변화시켜 수평하중 고려에 따른 최대 조합 

응력비 차이를 분석하면, 시스템 동바리 높이 6 m에서

는 수직재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조합 응력비 차

Table 3. Maximum combined stress ratio

Case
Maximum combined stress ratios

COM1 COM2 COM2-COM1

C6-H18-T900 1.167 2.401 1.234

C6-H15-T900 0.975 1.815 0.840

C6-H12-T900 0.781 1.363 0.582

C6-H09-T900 0.584 0.973 0.389

C8-H18-T900 1.253 2.511 1.257

C8-H15-T900 1.037 1.905 0.868

C8-H12-T900 0.827 1.432 0.604

C8-H09-T900 0.619 1.023 0.405

C10-H18-T900 1.119 2.523 1.404

C10-H18-T700 0.914 1.785 0.872

C10-H18-T500 0.709 1.231 0.522

C10-H18-T300 0.503 0.777 0.274

C10-H15-T900 0.943 1.915 0.972

C10-H12-T900 0.768 1.456 0.688

C10-H09-T900 0.580 1.043 0.463

C12-H18-T900 1.100 2.188 1.088

C12-H15-T900 0.920 1.675 0.755

C12-H12-T900 0.755 1.296 0.541

C12-H09-T900 0.575 0.942 0.367

이가 0.389에서 1.234로 증가하였다. 시스템 동바리 높

이 8 m에서는 수직재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조합

응력비 차이가 0.405에서 1.257로 증가하며, 높이 10 m
에서는 0.463에서 1.404로, 높이 12 m에서는 0.367에서 

1.088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수직재 간격은 최소 수평

하중으로 인한 구조안전성 변화에 영향이 큰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시스템 동바리 높이가 10 m이며, 수직재 간격이 1.8 

m인 경우, 슬래브 두께를 0.3 m, 0.5 m, 0.7 m, 0.9 m로 

변화시켜 수평하중 고려에 따른 조합 응력비를 분석한 

결과, 슬래브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COM 1과 COM 2
의 조합 응력비는 모두 증가하며, 최대 조합응력비의 

차이는 0.274에서 1.404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하중의 증가로 적용 최소 수평하중의 크기도 증가

되었기 때문이며, 슬래브 두께의 변화도 최소 수평하

중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 변화에 민감한 변수라고 판

단된다.
시스템 동바리 높이의 변화에 따른 COM 1과 COM 

2의 최대 조합 응력비 차이는 높이의 증가에 따라 증

가하나, 변화량이 크지는 않다. 수직재 간격 1.2 m이고 

슬래브 두께 0.9 m인 경우, 시스템 동바리 높이가 6 m
에서 12 m로 변화함에 따라 COM 1과 COM 2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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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응력비 차이는 0.541~0.688 이므로 최소 수평하중 

고려에 따른 구조 안전성 변화에 수직재 간격과 슬래

브 두께 변수보다는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간격, 설치 

높이, 슬래브 두께 변화를 매개 변수로 하여 시방서에

서 규정한 최소 수평하중 고려 유무에 따른 시스템 동

바리의 구조 안전성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수직재 간격을 0.9 m에서 1.8 m로 순차적으로 변

화시켜 시스템 동바리의 최대 조합 응력비를 분석한 

결과, 최소 수평하중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

우의 최대 조합 응력비 차이는 평균적으로 0.4에서 1.3
정도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슬래브 두께

를 0.3 m에서 0.9 m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비교한 최

대 조합 응력비 차이는 0.3에서 1.4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직재 간격과 슬래브 두께 

변화는 최소 수평하중 고려에 따른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 안전성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판

단된다.
2. 최소 수평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동

바리 높이의 증가에 따라 조합응력비의 변화는 작으나, 
최소 수평하중을 고려한 경우 높이의 증가에 따라 휨

모멘트가 증가되어 조합응력비가 증가되는 경향을 나

타냈다. 그러나 높이 증가에 따른 최소 수평하중 고려

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조합 응력비 차

이 변화는 수직재 간격과 슬래브 두께 변화로 인한 차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 시스템 동바리 중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최소 수평하중의 영향으로 최대 조합 응력비가 1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슬래브 두께 0.9 m인 경

우,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에서 제한

한 수직재 간격 0.9 m를 적용한 시스템 동바리에서는 

일부 높이에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수직재 간격 1.2 m의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높이에 

상관없이 모든 높이에서 최대 조합 응력비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정된 최소 수평하중의 크

기는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 안전성을 지배할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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