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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계는 작업자의 고소작업을 위해 필요한 가설 구조

물로 지표 바닥면을 다진 후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치하

고 비계기둥을 설치하는 바닥지지 비계가 일반적으로 사

용된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계는 추락위험과 붕괴 

등의 중 재해가 발생될 확률이 높은 가설 구조물이며1),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칙과 지침에서 

비계에 한 구체적인 안전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비계 종류 중 하나인 브라켓 비계는 바닥지지 비계

와는 달리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브라켓 위에 비계기

둥을 설치하는 비계로(Fig. 1),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

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며, 공기 및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브라켓 비계는 시공기

술의 정확성 확보와 하중에 한 안전성 검토를 선행

한 후 설치되어야 하나, 충분한 구조검토가 이루어지

지 않고 일반적인 비계와 같은 규정으로 시공되어 브

라켓 비계의 안전성에 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2). 또

한,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음에도 바닥지지 

비계와는 달리 차별화된 명확한 표준안전지침이 마련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브라켓 비계에 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브라켓만을 상으로 한 구조 실험을 통하여 브라켓 

유형에 따른 안전내력과 파괴양상, 취약개소인 지지볼

트 상ˑ하부 변형 등을 측정한 연구와 현장실태 조사 연

구가 주를 이루며3,4), 브라켓 비계 전체 시스템의 거동

을 분석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비계와 같은 가설 구조물의 거동은 수직재의 지점부 

경계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정확한 거동 분석을 위해 

지점부 경계조건을 스프링 또는 힌지 등으로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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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mple of bracket 

(b) Picture of bracket scaffolds

Fig. 1. General configuration of bracket scaffolds.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5-7). 일반 바닥지지 비계는 기

둥 지점부가 침하되지 않으므로 지점부 경계조건에 

한 기존 연구 내용을 적용할 수 있으나, 브라켓 비계의 

경우 브라켓이 캔틸레버 상태이므로 바닥지지 비계와 

거동이 다르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하중에 의해 

브라켓의 변형이 발생하게 되어 비계기둥 사이에는 부

등침하가 발생하여 2차 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

서 브라켓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브라켓의 처짐으로 

발생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나, 

브라켓 처짐으로 인한 브라켓 비계기둥의 거동과 안전

성을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적용된 브라켓 비계

를 상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여 브라켓의 변형

에 의한 브라켓 비계의 구조 응답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베이스철물을 이용한 일반 바닥지지 비계와의 거

동을 비교하였다.

2. 대상 브라켓 비계와 분석 모델

2.1 대상 브라켓 비계

상 바닥지지 비계와 브라켓 비계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34조 안전인증 및 제35조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설계

된 것을 적용하였으며, 상 비계의 개략적인 형상은 

Fig. 2와 같으며, 설치 간격은 Table 1과 같다. 바닥지

지 비계와 브라켓 비계의 높이는 10.8 m로서 기둥(수

직재)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 m이고 장선 방향으

로 0.6 m 간격이다. 또한, 첫 번째 수평재 설치 간격은 

1.8 m이고 2단에서 7단 수평재 설치 간격은 1.5 m이다.

(a) Earth-supported scaffold

(b) Bracket scaffold

Fig. 2. Configuration of considered bracket scaffolds.

Table 1. Dimension and spacing between members of considered 
scaffolds

Category Specification and spacing

Height of scaffold 10.8 m

Column(vertical member) spacing
(wale direction) 1.8 m

Column(vertical member) spacing 
(underflooring direction) 0.6 m

Horizontal member spacing
(1st member) 1.8 m

Horizontal member spacing
(2nd-7th member)

1.5 m

비계에 사용된 기둥(수직재)과 수평재의 규격 및 강

종은 Table 2와 같으며, 브라켓의 수직재, 수평재, 경사

재로는 모두 각관이 적용되었으며, 강종은 SPSR400이

다(Table 3).

해석 상 비계는 바닥지지 비계 1가지 경우와 브라

켓 비계 5가지 경우를 적용하였다. 브라켓 비계 5가지 

경우는 비계기둥과 브라켓의 간격에 따라 구별되며, 

상세한 내용은 Table 4와 같다. 바닥지지 비계의 경우

는 ES이며, 브라켓 비계에서는 비계기둥과 브라켓 간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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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mensions and materials of columns and horizontal 
members

Member Specification Steel grade

Column(Vertical member) ∅48.6 mm × 2.3 mm SPSR400

Horizontal member ∅48.6 mm × 2.3 mm SPSR400

Table 3. Dimensions and materials of bracket members

Member Specification Steel grade

Vertical member 40 mm × 40 mm × 2.3 mm SPSR400

Horizontal member 60 mm × 60 mm × 2.3 mm SPSR400

Diagonal member 40 mm × 40 mm × 2.3 mm SPSR400

Table 4. Description for considered cases

Case Description

ES Earth support scaffold

BS-1.0 Bracket scaffold - Ratio between scaffold column and 
bracket spacing = 1:1

BS-1.5
Bracket scaffold - Ratio between scaffold column and 
bracket spacing = 1:1.5

BS-2.0 Bracket scaffold - Ratio between scaffold column and 
bracket spacing = 1:2

BS-3.0 Bracket scaffold - Ratio between scaffold column and 
bracket spacing = 1:3

BS-3.0-R Bracket scaffold-scaffold column bracket spacing 1:3 & 
with wall connection

비가 1:1, 1:1.5, 1:2, 1:3인 경우를 각각 BS-1.0, BS-1.5, 

BS-2.0, BS-3.0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비계기둥과 브라

켓 간격이 1:3이며, 벽 연결로 보강한 경우를 BS-3.0-R

로 나타내었다. 

2.2 대상 브라켓의 모델링

Midas Civil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브

라켓과 비계기둥, 수평재를 보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상 일반 바닥지지 비계의 3차원 모델링 형상은 Fig. 3

과 같으며, 고려된 브라켓 비계들 중 BS-1.0, BS-1.5, 

BS-2.0, BS-3.0-R에 한 모델링 형상은 Fig. 4 ~ Fig. 7

과 같다. 바닥지지 비계의 경계조건으로 기둥 하단의 

경계조건은 힌지로 가정하였으며, 브라켓 비계의 기둥 

하단은 브라켓 위에 고정된 상태인 연속으로 가정하였

다. 또한, 브라켓은 벽체에 고정되므로 벽체와 닿는 브

라켓 지점은 고정단으로 가정하였다.

바닥지지 비계와 브라켓 비계의 기둥 부재에 적용된 

수직재와 수직재 연결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연속으로 가정하였으며8), 비계기둥(수직재)과 수평재

는 클램프로 연결되는 상태를 고려하였다. 가설공사표

준시방서에서는 수직재와 수평재 연결을 힌지로 가정

하나, 클램프 연결부는 실제로 회전강성을 가지며 클

램프 상태 등 다양한 영향에 의해 회전강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회전강성에 의해 연결부는 실

제 거동은 힌지보다는 고정단에 가까운 거동을 나타내

므로 정확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전강성을 고

려하여야 하나, 국내에 적용되는 클램프의 회전강성에 

해 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는 없다. 또한, 본 연구

는 지점침하에 의한 거동 분석을 주 목적으로 함으로 

시방서의 설계가정과 달리 비계기둥과 수평재의 연결

은 연속으로만 가정하였다. 향후 클램프의 회전강성에 

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Fig. 3. Modelling of earth-supported scaffold(ES).

Fig. 4. Modelling of bracket scaffold (BS-1.0).

Fig. 5. Modelling of bracket scaffold (B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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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delling of bracket scaffold (BS-2.0).

Fig. 7. Modelling of bracket scaffold (BS-3.0-R).

2.3 적용하중

작용 하중으로 브라켓 상부에 조립되는 비계의 사하

중(고정하중)과 비계기둥과 기둥사이의 작업발판에 작

용하는 적재하중, 작업하중을 고려하였다. 비계 한 층

의 고정하중()은 단관비계의 자중으로 기둥, 띠장, 

장선, 난간,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재료인 단관파이프와 

작업발판,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클램프, 그리고 비계

의 전도와 수평하중에 한 저항부재인 벽 연결 등이 포

함된다. Table 5는 비계기둥과 브라켓의 간격이 1:1인 경

우의 브라켓 1본에 작용하는 단관비계 한 층의 사하중을 

기둥 설치 간격별로 나타낸 것으로4), 기둥 간격 1.8 m에

서 비계하중의 고정하중은 0.72 kN(73.5 kgf)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계기둥 한 

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3.92 kN(400 kgf)를 넘지 못하므

로 비계기둥과 브라켓 간격이 1:1인 경우의 브라켓 한 

개에 걸리는 적재하중과 작업하중()은 7.84 kN (800 

kgf)이다. 따라서 브라켓 한 개에 걸리는 수직하중은 

다음 식과 같다.

 ×비계층수   (1)

3. 결과분석

3.1 브라켓 발생 변위

바닥지지 비계의 경우, 비계기둥이 바닥에 지지된 

힌지상태로 가정하므로 비계기둥에서 수직 변위가 발

생하지 않으나, 브라켓 비계에서는 브라켓의 변위로 

비계기둥 사이의 수직 변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비

계기둥과 브라켓의 간격이 1:1, 1:1.5, 1:2, 그리고 1:3인 

경우에 해 각 비계기둥 하단에서의 최  수직 변위

를 분석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비계기둥 1

은 벽체에서 먼 쪽의 비계기둥과 브라켓이 만나는 위

에서의 비계기둥의 수직 변위와 회전각을 나타내며, 

비계기둥 2는 벽체 쪽 비계기둥과 브라켓이 만나는 위

치에서의 비계기둥의 수직변위와 회전각을 나타낸다.

표로부터 브라켓 비계의 경우, 브라켓이 캔틸레버 

상태로 벽체에 지지되어 적용하중에 의해 변위가 발생

하며, 비계기둥 사이의 수직 변위 발생량이 다르므로 

비계기둥 하부에서는 부등 침하가 발생되며, 회전각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계기둥과 브라켓 간격이 

1:1인 경우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상  처짐이 0.436 mm 

Table 5. Permanent load applied on one bracket by one floor of scaffold

Member Number of 
member

Unit weight
(kgf/m)

Weight per column install spacing (kgf)
Note

1.2 m 1.5 m 1.8 m

Column 2 2.67 8.01 8.01 8.01 Height of wale:1.5

Wale 2 2.67 6.40 8.01 9.61 Column spacing

Rail 4 2.67 12.8 16 19.2 Column spacing

Bracing 2 2.67 7.68 11.3 12.4 45˚ direction

Under flooring 2 2.67 1.86 1.86 1.86 70 cm

Short tube 3 2.67 5.34 5.34 5.34 For debris net

Walk plate 1 - 10.4 13 15 Test standard

Other - - 2 2 2 Clamp, wall connection

Total - - 54.5 64.8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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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splacement and rotation at connecting part between 
brackets and scaffold vertical member

Case

Scaffold column 1 Scaffold column 2

(a)-(b)
(mm)

Vertical
displacement

(mm) (a)

Rotation
(deg)

Vertical
displacement

(mm) (b)

Rotation
(deg)

ES 0 0 0 0 0

BS-1.0 -0.484 0.060 -0.920 -0.018 0.436

BS-1.5 -1.020 0.119 -1.880 -0.039 0.860

BS-2.0 -0.984 0.118 -1.830 -0.036 0.846

BS-3.0 -1.480 0.175 -2.740 -0.055 1.260

발생하였으며, 1:1.5에서는 0.860 mm, 1:2에서는 0.846 

mm, 그리고 1:3에서는 1.260 mm의 상  처짐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브라켓 비계에서는 브라켓의 변위로 

인해 비계 기둥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여 부등 침하에 

의한 추가적인 부재력이 비계 부재에 발생됨을 예측할 

수 있다. 바닥지지 비계에서는 지점부 비계 기둥사이

의 수직변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등침하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는다.

3.2 브라켓 비계의 변형 형상

바닥지지 비계와 브라켓 비계의 변형 형상을 분석하

였다. 바닥지지 비계의 경우, 수직 변위만 0.5 mm 발생

하므로 아래 방향으로만 비계 전체가 처지는 형상이 

나타났다(Fig. 8). 비계기둥과 브라켓 간격이 1:1인 경

우, 수직 변위는 1.4 mm 발생하고, 수평 변위가 벽체 

쪽으로 7.27 mm 발생하였으므로 수직 변위 보다는 브

라켓의 부등 처짐과 회전으로 인한 영향이 크게 발생

함을 알 수 있다(Fig. 9).

비계기둥과 브라켓 간격이 1:3인 경우(Fig. 10)는 브

라켓이 지지하지 않는 비계기둥 열에서 22.92 mm 수직 

Fig. 8. Displacements of earth-supported scaffold(ES, unit: mm).

Fig. 9. Displacements of bracket scaffold(BS-1.0, unit: mm).

Fig. 10. Displacements of bracket scaffold (BS-3.0, unit: mm).

Fig. 11. Displacements of bracket scaffold (BS-3.0-R, unit: mm).

처짐이 발생하였고 수평변위는 장선 방향으로 19.04 

mm 발생하였으므로 바닥지지 비계와는 큰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비계기둥과 브라켓 간격이 1:3인 경

우에 벽 연결로 보강한 경우(Fig. 11)의 변형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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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직 변위에서는 브라켓이 지지하지 않는 비계

기둥 열에서 10.51 mm 처짐이 발생하였고 수평 변위

는 장선 방향으로 4.81 mm 발생하였으므로 벽 연결로 

전체 발생변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조합응력비 분석을 통한 안전성 비교

바닥지지 비계와 브라켓 비계의 조합응력비를 산정

하여 브라켓 비계의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며, 휨

과 축력에 의한 조합응력비는 식 (2)를 적용하였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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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지지 비계와 비계기둥과 브라켓 간격 1:1인 경

우의 주요 기둥 부재의 최  조합응력비를 Table 7과 

Table 8에 각각 분석한 결과, 바닥지지 비계에 비해 브

라켓 비계에서는 브라켓 처짐으로 인한 2차 휨응력이 

발생하여 조합응력과 조합응력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나타낸 4개의 주요 기둥부재 중 위의 

2개 element는 상부에 위치한 기둥 부재이며, 아래의 2

개 element는 기둥 하부에 위치한 부재이다. 

비계기둥과 브라켓 간격의 비가 1:1.5인 경우(BS-1.5)

의 주요 기둥부재의 최  조합응력비를 분석하여 

Table 9에 나타내었다. 산정된 최  조합응력비는 기둥 

하단부 부재에서 0.593으로 바닥지지의 경우보다 최  

조합응력비가 약 3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브

라켓의 설치간격이 넓어질수록 브라켓이 부담하는 수

직 하중이 커서 브라켓의 처짐이 증가되며, 또한 

BS-1.5의 경우는 일부 브라켓이 최하단 띠장인 밑둥잡

이에 위치하여 띠장방향으로도 비계기둥 간의 상  처

짐이 발생하여 발생 응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비계기둥과 브라켓 간격이 1:2인 BS-2.0 모형에서는 

최  조합응력비(Table 10)는 0.390~0.462를 나타내므

로 간격비 1:1(BS-1.0)보다는 최  조합응력비가 2배 

이상 증가하나, 간격비 1:1.5(BS-1.5) 모형보다는 최  

조합응력비가 감소하였다. 또한, 비계기둥과 브라켓 간

격이 1:3인 경우(BS-3.0)에는 최  조합응력비가 0.859

로 허용 기준치 1.0에 가까워지며 상당히 많이 증가되

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11). 따라서 브라켓은 비계기

둥 위치에 모두 설치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불가피할 

경우에도 브라켓 위에 비계기둥 없이 띠장만 위치하지 

않도록 간격비 1:2로 설치하고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계기둥과 브라켓 간격 1:3인 경우에 벽 이음을 가

정한 경우(BS-3.0-R)의 최  조합응력비를 분석한 결과

(Table 12), 최  조합응력비는 0.287~1.28을 나타내었다.

Table 7. Combined stress ratio at major points in earth- 
supported scaffolds (ES)

Element
Axial
stress
(N)

Shear
stress
(N)

Bending 
stress

(N·mm)

Combined 
stress
(MPa)

Combined 
stress ratio

194 -5.9 -0.2 10.2 -16.1 0.149

186 -5.8 -0.2 9.9 -15.8 0.146

32 -12.4 0.0 0.0 -12.4 0.193

30 -12.3 0.0 -0.1 -12.4 0.192

Table 8. Combined stress ratio at major points in bracket 
scaffolds case (BS-1.0)

Element
Axial
stress
(N)

Shear 
stress
(N)

Bending 
stress

(N·mm)

Combined 
stress
(MPa)

Combined 
stress ratio

187 -5.9 0.2 -10.5 -16.4 0.151

189 -5.9 0.2 -10.4 -16.3 0.150

32 -12.2 0.2 -5.2 -17.5 0.226

31 -12.6 0.2 4.8 -17.4 0.228

Table 9. Combined stress ratio at major points in bracket 
scaffolds (BS-1.5)

Element
Axial
stress
(N)

Shear
stress
(N)

Bending 
stress

(N·mm)

Combined 
stress
(MPa)

Combined 
stress ratio

184 -3.6 1.3 -48.1 -51.7 0.397

183 -3.5 1.3 -47.8 -51.3 0.394

30 -6.9 -0.9 -64.1 -71.0 0.593

29 -6.5 -0.9 -64.4 -70.9 0.588

Table 10. Combined stress ratio at major points in bracket 
scaffolds (BS-2.0)

Element
Axial
stress
(N)

Shear 
stress
(N)

Bending 
stress

(N·mm)

Combined 
stress
(MPa)

Combined 
stress ratio

184 -3.7 1.3 -48.0 -51.7 0.398

183 -3.5 1.2 -47.3 -50.8 0.390

27 -9.9 0.9 35.7 -45.6 0.430

28 -13.8 0.8 31.1 -44.8 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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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mbined stress ratio at major points in bracket 
scaffolds (BS-3.0)

Element
Axial
stress
(N)

Shear 
stress
(N)

Bending 
stress

(N·mm)

Combined 
stress
(MPa)

Combined 
stress ratio

184 -4.3 2.6 -99.4 -103 0.785

183 -4.1 2.6 -98.8 -102 0.778

27 -16.3 1.8 72.9 -89.1 0.859

28 -19.3 1.6 -64.2 -83.4 0.850

Table 12. Combined stress ratio at major points in bracket 
scaffolds (BS-3.0-R)

Element
Axial
stress
(N)

Shear
stress
(N)

Bending 
stress

(N·mm)

Combined 
stress
(MPa)

Combined 
stress ratio

186 10.8 6.2 191 202 1.280

194 10.5 6.0 185 196 1.250

27 -13.8 0.0 2.0 -46.9 0.478

31 -0.5 -0.4 -18.2 -39.4 0.287

Table 13. Combined stress ratio at major points in bracket 
scaffolds with wall joints fittings that match the column 

scaffold poles on brackets (BS-3.0-R1)

Element
Axial
stress
(N)

Shear
stress
(N)

Bending 
stress

(N·mm)

Combined 
stress
(MPa)

Combined 
stress ratio

179 -3.1 0.1 5.4 -110.8 0.825

7 -39.8 0.4 17.3 -57.1 0.797

164 -4.6 -1.6 55.9 -60.5 0.442

163 -3.5 1.6 55.3 -58.8 0.428

벽 이음이 비계기둥의 처짐을 제어하여 벽 이음 인접 일

부 기둥부재에 힘 응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조합응력비

가 허용 기준(1.0)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BS-3.0-R의 

경우는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S-3.0-R의 경우는 벽 이음이 실시되는 비계기둥의 

위치와 브라켓 위치가 일치되는 경우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혼재하고 있다. 벽 이음 위치의 합리적인 위치

를 판단하기 위해 비계기둥과 브라켓 간격이 1:3인 경

우를 상으로 벽 이음이 실시되는 비계기둥이 모두 

브라켓 위에 설치되는 것을 가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

다(BS-3.0-R1). 발생된 최  조합응력비는 0.825로 나타

났으며(Table 13), BS-3.0-R의 결과와 달리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라켓 비계의 벽 

연결은 브라켓에 위치하는 비계기둥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브라켓 처짐으로 인한 브라켓 비계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인 비계인 베이스철

물을 이용한 바닥지지 비계와 브라켓에 지지되는 브라

켓 비계를 상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였다. 비

계기둥과 브라켓의 간격비를 매개변수로 변형특성, 조

합응력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브라켓의 변위로 인해 비계 기둥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고 부등 침하에 의한 추가적인 2차 응력이 비계 

부재에 발생되었다. 2차 응력의 영향으로 비계기둥과 

브라켓의 간격비, 벽 연결의 위치에 따라 브라켓 비계

의 거동 특성은 크게 변화하므로 브라켓 비계는 구조 

해석을 통해 구조 안전성을 검증 후 설치하는 것이 합

리적이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브라켓 

비계는 설치 전 구조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여야 한

다고 판단된다.

2) 비계기둥과 브라켓의 간격비를 매개변수로 최  

조합응력비를 분석한 결과, 간격비 1:1에 비해 간격비 

1:2에서 최  조합응력비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허

용 기준치의 50% 이내 수준이며, 간격비 1:1.5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격비 1:3인 경우에는 

최  조합응력비가 허용 기준치 1.0에 도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브라켓은 비계기둥 위치에 모

두 설치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브라켓 위에 

비계기둥 없이 띠장만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간격비가 

1:2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벽 이음은 브라켓 비계기둥의 처짐을 제어하므로 

벽 이음 인접 일부 기둥부재에는 힘 응력이 증가되어 

조합응력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나, 벽 이음

이 실시되는 비계기둥이 모두 브라켓 위에 설치될 경

우에는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브라켓 비계의 벽 연결은 브라켓에 위치하는 비

계기둥에 설치하고, 구조해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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