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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 타설하중을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인 동바

리는 파이프서포트, 시스템동바리, 강관틀동바리, 강재

동바리, 보형식 동바리 등 다양한 형태가 현장에 적용되

고 있다. 동바리 중에서 시스템동바리(System Support)

는 설치 및 해체의 시공편이성과 구조적인 안전성 확

보가 일반 동바리보다 우수하므로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교량 등 다양한 구조물의 시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스템 동바리는 일반 동바리보다 구조적인 안

전성이 우수하나, 설계 및 시공 부주의로 인해 콘크리

트 타설 중 붕괴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1).

다수의 수직재, 수평재, 가새(경사재)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가설 구조물인 시스템 동바리는 조립, 해체

와 같은 특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구 구조물에 비

해 다양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2-4). 연결부의 강성, 하

중의 편심 조건, 초기형상의 기하학적 결함 등 다양한 

불확실성은 가설구조물인 시스템동바리의 정확한 거

동 분석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가새의 

설치 유무와 설치 위치에 따라 하중 재분배 효과와 구

조 안전성이 달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가새 설치 위

치에 대한 설계자의 판단이 중요한 구조물이다.

시스템동바리의 정확한 거동 예측을 위해 해외의 경

우, 다수 부재들의 조립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동바리

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 및 해석에 대한 연구가 꾸준

히 이루어지고 있으나5,6), 국내는 단일 부재에 대한 개

별 실험에 근거해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1).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에 전문

가를 통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고 

설치한 후 타설 전에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

러나 현장에서는 설치 전에 사전에 구조검토 또는 조

립도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에서 임의로 설치하여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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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 타설하중 등에 의해 시스템동

바리가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동바리

의 붕괴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가새를 설치하

지 않는 것이 부각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시스템 동바리 붕괴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새를 미설치하여 수평하중에 저

항력을 잃고 붕괴되는 사례가 자주 보고 되고 있다. 시

스템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 등 제도개선에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고인 2007년 4월 5일 거금도 연도교 붕

괴사고로써  교각연결공사 중 슬래브 일부 구간이 붕괴

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재해가 발생

하였었다. 주요 사고 원인은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구

조검토 미흡과 가새 설치 누락 등으로 분석되었다7).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07년 12월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8)을 제정하여 교량 가설용 동

바리는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되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고용노동

부는 2011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시스템동

바리에 대한 가새 설치를 의무화하였다9). 그럼에도 불

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시스템 동바리 사용 시 

구조검토를 하지 않거나 조립도를 미작성하고, 가새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요인으로 콘크리트를 타설 시 붕

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초에 발생한 사당동 

종합체육관 시스템동바리 붕괴사고와 용인 도로공사 

현장 교량 시스템 동바리 붕괴사고 또한 구조검토 미

실시 또는 가새 미설치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새를 시스템 동바리에 

100% 설치하는 경우, 50%만 설치하는 경우, 25%만 설

치하는 경우, 가새를 미설치 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대하여 조합하중과, 개별하중을 적용하고 유한요소해

석 프로그램인 MIDAS-GEN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가새 설치에 따른 

시스템동바리의 변위 거동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가새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함께 건설현장의 시스템동

바리 설치시 안전성 및 구조검토와 제도개선에 반영하

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조합력을 받는 부재

시스템 동바리에 쓰이는 강구조물의 P-Δ효과와 P-δ

효과를 나타내는 초기 형상의 기하학적 결함(기하 비

선형 문제)은 부재의 초기 직선성의 결함과 층 이동 결

함으로 나타나며 형상은 Fig. 1과 같다1).

대부분의 보-기둥부재(Beam-Column Member)는 휨

Fig. 1. Member and frame initial imperfection.

모멘트와 인장 또는 압축과 같은 축력을 받고 있는 휨-

압축재로 거동한다. 휨모멘트와 인장력이 동시에 작용

할 때에는 휨모멘트의 상대적인 감소로 부재의 불안정 

요인이 감소되어 인장에 의한 부재의 항복만 고려하면 

되나, 휨모멘트와 압축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휨모멘

트가 압축에 의한 좌굴효과와 같이 보강으로 인해 부

재의 불안전 가능성이 증가하고, 휨에 의한 부재 처짐 

상태에서 압축력이 작용함으로써 2차 휨모멘트를 추가

로 발생시켜 결국 내력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소위 2차 

효과(Secondary Effects)를 가져오게 된다11). 

또한 Fig. 2와 같이 보-기둥 부재의 단부에서 축력과 

단부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며 횡방향 변위가 없는 경

우 2차 효과를 P-δ효과(Member Effect)로 나타내고, 축

력과 횡력에 의한 횡방향 변위가 동시에 작용하는 

(a) P-δ Effect (Member effect) (b) P-ΔEffect (Frame effect)

(c) Moment due to P-δ effect (d) Moment due to P-Δ effect

Fig. 2. Moment amplification by seconda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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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2차 효과를 P-Δ효과(Frame Effect)로 나타낼 수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고정하중과 활하중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P-δ효과(Member Effect)를 적용하고 수평하중

과 풍하중을 고려한 경우에는 P-Δ효과를 적용하여 구

조해석을 수행하였다.

2.2 가새

가새(Bracing)란 구조부재의 특정 위치에서 부재의 

축 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의 변위를 구속하는데 사용

되는 구조부재로, 주로 Fig. 3과 같이 대각가새와 절점

가새로 구분된다. Fig. 3(a)의 AC부재는 대각가새로서, 

AB기둥의 B점에 대한 A점의 변위를 구속한다. Fig. 

3(b)의 AC, BD부재는 절점가새로서 그 가새가 위치한 

지점의 변위를 구속하는데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대각가새의 설치여

부로 대상을 한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대각가새 

설치량에 따라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의 

영향을 해석하였다

(a) Diagonal bracing (b) Nodal bracing

Fig. 3. Diagonal bracing and Nodal bracing.

3. 대상 시스템 동바리와 적용 하중

3.1 대상 시스템 동바리 제원과 형상

대상 시스템 동바리의 주요 부재의 제원은 Table 1

과 같으며 탄성계수는 200,000 MPa이고 푸아송 비는 

0.3이다. 시스템동바리는 다양한 규격의 제품이 유통되

고 있으나, 본 연구는 가새의 설치량에 따른 4가지 모

델에 대해 변위를 상호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

직부재 길이는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1.8 m로 하였으

며, 수평부재는 설계하중에 의한 수직부재의 응력이 

부재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1.0 m로 가정하였

다. 즉, 수직재의 종방향 간격과 횡방향 간격은 모두 

1.0 m으로 하였으며. 시스템 동바리 형상과 부재별 명

칭은 Fig. 4와 같다. 

Table 1. Cross-sectional data per member of system support

Unit member Name Dimension
(mm)

Unit mumber 
lentgh (m)

Steel 
grade

Vertical member VM Ø 60.5 × 3.2 1.8

STK400

Horizontal member HM Ø 42.7 × 2.3 1.0

U-HEAD Jack UJ Ø 48.6 × 6.0 0.2

Jack base JB Ø 48.6 × 6.0 0.4

Vertical brace VB Ø 42.7 × 2.3 2.0

Horizontal brace HB Ø 42.7 × 2.3 1.4

Yoke Y 125 × 75 × 3.2(Box) 3.5

Fig. 4. Name of system support member.

3.2 하중 

시스템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은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크게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있으며 Table 2와 같

이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이 있다. 수직

하중에는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있으며 고정하중은 콘

크리트 중량, 거푸집 중량 등을 말하고 활하중은 콘크

리트 타설 시 작용하는 작업자의 중량, 콘크리트 타설

기계의 중량 및 충격량 등을 말한다. 수평하중에는 콘

크리트 타설 시 편심하중 및 타설하중, 작업 및 충격하

중에 의해 수평으로 작용하는 최소 수평하중과 바람이 

불 때 작용하는 풍하중 등이 있다

고정하중에는 철근콘크리트 단위용적 중량으로 24 

, 슬래브 두께는 0.5 m, 거푸집의 단위 중량으로  

0.4 을 가정하였으며 활하중은 전동식 카트장비

를 활용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Table 3과 같이 가설공

사 표준시방서13)의 기준에 따라 3.75 를 적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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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ad acting on vertical member

Types of 
load Load calculation

Load value
()

Dead load
( )

 ×   

(Concrete weight × Slab thickness + 
Form Weight)

12.4

Live load
()



(When installing concrete using 
electric cart equipment)

3.75

Horizontal 
load( )

Dead load(D) × 2% or more 0.248

Wind load
( )

Basic wind speed 30m/s

Surface roughness B

Importance factor
0.90 

(Importance 
classification 3)

Diameter of member X direction: 60.5mm
Y direction: 60.5mm

Guest coefficient
X direction: 3.0428
Y direction: 3.0428

Table 3. Work load(live load) according to slab thickness- 
temporary work standard specification(2016)

Division Working load (live load)

Slab thickness less than 0.5m At least 2.5κN/㎡ 

Slab thickness 0.5m or more At least 3.5κN/㎡ 

Slab thickness 1.0m or more At least 5.0κN/㎡ 

When installing concrete using electric 
cart equipment

Designed for 3.75κN/㎡ 
live loads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고려될 하중 중 자주 누락

되는 하중이 최소 수평하중이다.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3)와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8)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시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에 의한 영향

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 수평하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되는 수평하중은 고정하중의 2%이상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시스템 동바리 구조물의 수직재

에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자중과 같은 고정하중에 의

해 발생하는 압축력 이외에도 수평하중에 의한 휨모멘

트가 동시에 발생되므로 수직재의 구조적 안전성은 압

축력과 휨모멘트를 받는 부재의 조합응력비로 검토되

어야 하며, 최소 수평하중의 영향으로 동바리 구조물

의 구조안전성도 변화될 수 있다2). 풍하중의 경우 건축

구조설계기준(KBC 2016)에 따라 기본 풍속 등 풍하중 

관련 주요 변수 값을 적용하였다.

3.3 하중조합

시스템동바리의 가새 설치에 따른 구조거동을 분석

하기 위해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 및 수평부재의 단위

부재마다 대각가새를 100% 조립, 50% 조립, 25% 조립, 

대각가새를 미설치하는 경우 등 4가지에 대하여 조합

하중(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을 조합한 하

중)을 적용하였다.

하중조합은 고정하중(D), 활하중(), 수평하중(M), 

풍하중(W)을 모두 고려하고, 변위만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각 하중에 하중계수 1.0을 모두 적용하여 하중

조합  으로 동시재하 하였다. 또한 개별 

하중을 각각 적용하여 시스템 동바리의 거동을 분석하

였다. 즉 고정하중만 적용 한 경우, 활하중만 적용한 

경우, 수평하중(풍하중포함)만 적용한 경우 등 각 개별

하중을 적용하여 변위를 분석하였다.

4. 시스템동바리 모델링 및 하중적용

4.1 시스템 동바리 모델링

시스템 동바리는 Table 4와 같이 100% 가새를 설치

한 경우, 50% 가새를 설치한 경우, 25%만 설치한 경우, 

가새를 미설치한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대해 해석 모

델을 가정하였다. 4가지 모델의 기본 형상은 모두 동일

하나, 첫 번째 No.1 모델은 100% VB + 100% HB 모델

로서 모든 수직재에 대각가새를 도입한 상태를 나타내

며, 두 번째 No.2 모델은 50% VB + 50% HB 모델로서 

No.1의 모델에서 가새의 수를 50% 줄인 경우를 나타

낸다. 50% 줄인 기준은 시공편의성을 감안하여 내부에

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내부가새를 제외하였

다. 세 번째, No.3 모델은 25% VB + 25% HB 모델로서 

No.2의 모델에서 가새의 수를 다시 50% 줄인 경우를 

나타낸다. 특히 세 번째 모델은 수평가새를 모두 제거

한 형태이기 때문에, 수평변위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

다. 마지막 네 번째 모델은 가새를 미설치한 모델이다. 

각 모델에 대한 형상은 Fig. 5부터 Fig. 8에 나타낸 바

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동바리에 수직 및 수평하중이 

작용할 때 가새의 설치량에 따른 수평거동의 크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방서에서 제시하

는 일반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시스템 동바리 하단은 

힌지로 가정하였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는 연속재로, 

Table 4. System support modeling case and load combination

System support modeling case
Remarks

Model
Horizontal load 

resistance system

No. 1 100% VB + 100% HB Regulatory Assembly Modules

No. 2 50% VB + 50% HB
Comparison assembly module

No. 3 25% VB + 25% HB

No. 4 Non-Bracing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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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조건은 힌지로, 수직재와 경사재 

및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조건은 힌지로 가정하였다.

(1) Front view (2) Side view (3) Floor plan

Fig. 5. No.1 100% VB + 100% HB.

(1) Front view (2) Side view (3) Floor plan

Fig. 6. No.2 50% VB + 50% HB.

(1) Front view (2) Side view (3) Floor plan

Fig. 7. No.3 25% VB + 25% HB.

(1) Front view (2) Side view (3) Floor plan

Fig. 8. No.4 Non-Bracing model.

Fig. 9. 3D Modeling of No.1 model. 

해석 대상인 4가지 모델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인 MIDAS-Gen을 이용하였다. Fig. 9는 No.1 모

델에 대한 형상을 나타낸다.

4.2 하중 적용

가새 설치량에 따른 4가지 모델에 대하여 조합하중

과 각 개별하중을 적용하여 다음 4가지 경우에 대해 

해석하였다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을 모두 조합하

여 적용. 조합하중은 고정하중(D), 활하중(), 수

평하중(M), 풍하중(W)을 모두 고려하고, 변위만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허용응력 할증계수를 적용하

지 않은 하중조합  으로 

동시재하 함

∙고정하중만 적용

∙활하중만 적용

∙수평하중(풍하중 포함)만 적용

5. 결과분석

5.1 조합하중 적용 시 구조해석결과

4가지 모델에 대해 조합하중을 적용한 변위 해석 결

과를 Fig. 10에 나타내었으며, 최대 변위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변위 방향은 X, Y, Z방향을 모두 고려하

여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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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1 100% VB + 100% HB (2) No.2 50% VB + 50% HB

(3) No.3 25% VB + 25% HB (4) No.4 Non-Bracing Model

Fig. 10. Displacement of system support applying combination 
Loads. 

Table 5. Displacement(XYZ-Dir) analysis results by modeling 
case applying combination Loads 

System support modeling case Maximum 
displacement

(mm)

Ratio
to model 

No. 1

Ratio
to model 

No. 4Model Horizontal load 
resistance system

No. 1 100% VB + 100% HB 0.97 1 0.040

No. 2 50% VB + 50% HB 1.13 1.165 0.047

No. 3 25% VB + 25% HB 1.16 1.199 0.048

No. 4 Non-Bracing 24.3 25.052 1

시스템 동바리의 모든 수직 및 수평재에 가새가 설치

된 No.1 모델의 경우 최대변위가 0.97 mm 발생하였고 

둘째, 가새를 50%만 설치한 No.2 모델의 경우 최대변위

가 1.13 mm 발생하였다. 셋째, 가새를 25%만 설치한 No.3 

모델의 경우 최대변위가 1.16 mm 발생하였으며, 네째, 

가새가 미 설치된 No.4 모델의 경우 최대변위가 24.3 mm 

발생하였다. 시스템 동바리에 가새를 100% 설치한 모델

에 비해 가새를 50%만 설치한 경우 변위는 1.165배 증가

하고, 가새를 25%설치한 모델은 변위가 1.199배 증가하

며 가새를 미설치한 경우는 무려 25.052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가새를 설치하는 양이 감소함에 따라 변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가새를 설치하지 않은 No.4 모델에 발생하는 

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가새를 100% 설치한 No.1 

모델은 가새를 설치하지 않은 모델 변위의 4.0%의 변

위가 발생하며, 가새를 50%만 설치한 No.2 모델은 

4.7%, 가새를 25%만 설치한 No.3 모델의 경우 변위가 

4.8%만 발생한다. 즉, 가새를 25%만 설치해도 변위 감

소율이 약 95.2%이므로 간단한 가새의 설치만으로도 

변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새의 설치는 시스템 동바리의 최대변위를 감소시킴

에 있어 효과적이며, 일부의 설치만으로도 효과를 나

타냄을 알 수 있다. 가새를 100%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효과적인 설치 위치에 대해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2 고정하중만 적용 시 구조해석결과

4가지 모델에 대해 고정하중만 적용하여 도출한 최

대 변위를 분석하여 Fig. 11과 Table 6에 나타내었다. 

고정하중만을 적용한 경우 최대 변위는 No.1 모델의 

(1) No.1 100% VB + 100% HB (2) No.2 50% VB + 50% HB

(3) No.3 25% VB + 25% HB (4) No.4 Non-Bracing Model

Fig. 11. Displacement analysis result of system support applying 

only dead load.

Table 6. Displacement(XYZ-Dir) analysis results by modeling 
case applying only Dead Load

System support modeling case Maximum 
displacement

(mm)

Ratio to 
model 

No. 2, 3

Ratio to 
model 
No. 4Model Horizontal load 

resistance system

No. 1 100% VB + 100% HB 0.49 1.361 0.681

No. 2 50% VB + 50% HB 0.36 1 0.5

No. 3 25% VB + 25% HB 0.36 1 0.5

No. 4 Non-Bracing 0.7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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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49 mm, No.2 모델은 0.36 mm, No.3 모델은 0.36 

mm, No.4 모델은 0.72 mm 발생하였다. 가새를 미설치한 

No.4 모델은 변위가 크게 나타났으나 가새를 100% 설

치한 No1모델은 최대변위가 No.2 모델(가새 50%설치)

과 No.3 모델(가새 25%설치)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나 

가새의 양이 반드시 고정하중의 변위와 상관성이 크지

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3 활하중만 적용 시 구조해석결과

시스템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한 4가지 모델에 대해 

활하중만 적용하여 발생한 최대 변위를 분석하여 Fig. 

12와 Table 7에 나타내었다. 활하중만을 적용한 경우 

최대 변위는 No.1 모델의 경우 0.15 mm, No.2 모델은 

0.11 mm, No.3 모델은 0.11 mm, No.4 모델은 0.23 mm 

발생하였다. No.2와 No.3 모델의 변위가 가장 작게 나

(1) No.1 100% VB + 100% HB (2) No.2 50% VB + 50% HB

(3) No.3 25% VB + 25% HB (4) No.4 Non-Bracing Model

Fig. 12. Displacement analysis result of system support applying 
only live load.

Table 7. Displacement(XYZ-Dir) analysis results by modeling 
case applying only Live Load

System support modeling case Maximum 
displacement

(mm)

Ratio
to model 
No. 2, 3

Ratio
to model 

No. 4Model Horizontal load 
resistance system

No. 1 100% VB + 100% HB 0.15 1.364 0.652

No. 2 50% VB + 50% HB 0.11 1 0.478

No. 3 25% VB + 25% HB 0.11 1 0.478

No. 4 Non-Bracing 0.23 2.091 1

타났으며, 가새를 설치하지 않은 모델인 No.4 모델에

서는 No.2와 No.3 모델보다 2.091배 최대 변위가 나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4 수평하중(풍하중 포함)만 적용시 구조해석결과

가새의 효과가 큰 수평하중(풍하중 포함)을 대상으로 

4가지 모델에 대해 최대 변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Fig. 13 및 Table 8에 나타내었다. 수평하중(풍하중 포

함)만을 적용한 경우 최대 변위는 No.1 모델의 경우 

0.58 mm, No.2 모델은 1.03 mm, No.3 모델은 1.06 mm, 

No.4 모델은 24.2 mm 발생하였다. 

최대 변위는 No.1 모델의 경우 0.58 mm, No.2 모델

은 1.03 mm, No.3 모델은 1.06 mm, No.4 모델은 24.2 mm 

발생하였다. 가새를 미설치한 No.4 모델의 변위를 기준으

로 No.1모델(가새 100%설치)은 2.4%의 변위가 발생하며, 

(1) No.1 100% VB + 100% HB (2) No.2 50% VB + 50% HB

(3) No.3 25% VB + 25% HB (4) No.4 Non-Bracing Model

Fig. 13. Displacement analysis result of system support applying 
only horizontal load.

Table 8. Displacement(XYZ-Dir) analysis results by modeling 
case applying only Horizontal load

System support modeling case Maximum 
displacement

(mm)

Ratio
to model 

No. 1

Ratio
to model 

No. 4Model Horizontal load 
resistance system

No. 1 100% VB + 100% HB 0.58 1 0.024

No. 2 50% VB + 50% HB 1.03 1.776 0.043

No. 3 25% VB + 25% HB 1.06 1.828 0.044

No. 4 Non-Bracing 24.2 41.7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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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모델(가새 50%설치)은 4.3%, No.3모델(가새 25%)은 

4.4%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즉, 가새 25%로도 95.6%의 

변위가 감소하므로 가새를 설치가 수평력에 대한 변위 

구속에 매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평하중

은 가새 설치량에 따라 변위가 증가함으로써 수평하중이 

가새설치에 상관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동바리를 대상으로 가새를 

100% 설치한 경우, 가새를 50%만 설치한 경우, 가새를 

25%만 설치한 경우, 가새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4가지 

모델을 가정하여 가새설치에 따른 시스템 동바리의 거

동변화를 최대 변위 발생량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가새의 설치는 시스템 동바리의 최대변위를 감소

시킴에 있어 효과적이며, 일부의 설치만으로도 최대 발

생변위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조합

하중을 적용한 해석결과를 분석하면, 가새를 100% 설

치한 No.1 모델은 가새를 설치하지 않은 No.4모델에서 

발생하는 최대 변위의 4.0% 수준의 변위만 발생하며, 

가새를 50%만 설치한 No.2 모델은 4.7%, 가새를 25%만 

설치한 No.3 모델의 경우도 No. 4 모델 변위의 4.8% 수

준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가새를 25%만 

설치해도 가새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변위가 약 

95.2% 감소하므로 간단한 가새의 설치만으로도 변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새를 

100%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효과적인 설치 위치에 대해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새의 설치는 하중 재분배의 효과를 가지므로 

시스템동바리에서는 수평하중에 의한 최대 변위 억제

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새의 효과가 큰 

수평하중(풍하중 포함)을 대상으로 4가지 모델에 대해 

최대 변위를 분석하면, No.1 모델의 경우 0.58 mm, 

No.2 모델은 1.03 mm, No.3 모델은 1.06 mm, No.4 모

델은 24.2 mm 발생하였다. 즉, 가새를 미설치한 No.4 

모델의 변위를 기준으로 No.1모델(가새 100%설치)은 

2.4%의 변위가 발생하며, No.2모델(가새 50%설치)은 

4.3%, No.3모델(가새 25%)은 4.4%의 변위가 발생하였

다. 즉, 가새 25%로도 95.6%의 변위가 감소하므로 가

새를 설치가 수평력에 대한 변위 구속에 매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동바리에 가새 설치를 100% 하

지 못하는 현실이므로 해석을 통하여 가새 설치 위치

에 대해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새 설치량

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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