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고층화 및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건축물 또

는 구조물의 시공을 위해 가설구조물은 꼭 필요한 시

설이다. 시스템 비계는 근로자들의 작업발판으로 점점 

그 사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규모의 증가로 붕괴발생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고 대규

모 인명피해의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시스템 비계의 구

조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보면, 건설업에

서 발생되는 재해 및 사망사고 중 많은 부분이 가설 구

조물에서 발생되고 있다1). 건설업의 기인물별 사망자 

통계분석(2016년)을 보면 전체 사망자수 391명 중 가

설 구조물과 관련된 사망 사례는 총161명으로 건설현

장 사망자의 약 41%가 가설 구조물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발생형태별로 분석하면, 가설구조물

의 구조적 결함을 직접 및 간접원인으로 하여 떨어짐

으로 281명이 사망하였으며, 무너짐으로 32명이 사망

하여 전체 사망자 중 약 56%가 가설구조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있다2). 또한 시스템 비계의 

붕괴 및 도괴로 인한 사고사례를 보면, 2010년 경기도 

용인시 연구소 리모델링 현장에서 붕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12년에는 충남 

보령시 발전소 설비 내 비계의 도괴로 인해 사망자 2

명, 부상자 11명이 발생, 2014년에는 서울시 연구소 증

축공사 현장에서 붕괴로 인해 사망자 1명, 부상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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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behaviors and ultimate loads of 
assembled system scaffolds by load tests. Considering the number of bay and bracing 
installation, four specimens were tested. The bays were divided into 1 bay and 2 bays, with 
and without the bracing member installed. Failure modes and horizontal displacements 
show that the whole column buckled without showing no point of inflection in the colum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braces were installed. Thus, the current design method of 
selecting the vertical spacing between the horizontal members of the system scaffold as 
the effective buckling length underestimates the effective buckling length. In case of 1 
bay specimens, the ultimate loads between specimens with and with bracing members 
are similar. However, in case of 2 bay specimens, the specimen with bracing members 
shows the increased ultimate load of 36% compared with that without bracing members.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bays in the system scaffold increases, the ultimate load of 
the unit vertical column increases in case of the specimen with bracing installation. 
However, in the specimen without bracing members, the ultimate load of the unit column 
reduces with the increment of the number of bays due to the torsional buckling.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nstall bracing members to increase the whole strength of 
system scaffolds and the ultimate load of the uni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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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 2019년에는 연초제조창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붕괴로 인해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시스템 비계의 붕

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 비계와 같은 가설 구조물 붕괴로 야기되는 

직접적인 인적 및 물적 피해는 매우 크며, 동시에 오랜 

복구시간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가설 구조물의 붕괴 

문제에 사회적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가설 구조물

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프로세스는 존재하지만 계속되

는 가설구조물의 붕괴는 주로 설계도면 미준수의 문제

인 부재 연결부에 설치되는 연결핀의 누락, 구조 검토

된 규격의 부재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 충분한 가새재 

미설치 등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설계에

서 제시한 가설구조물의 성능과 사용된 조립 가설구조

물의 성능 차이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6).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한 현행 가설구조물 설계 기

준의 한계로 인해 가설구조물에 발생하는 극한 하중과 

파괴상태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가설구조물의 

부재 간 연결부 경계 조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7). 

또한, 일반적으로 시스템 비계의 안전성은 축력을 받

는 단위 수직재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어, 수평재가 

x, y축 중 한 곳이라도 제대로 체결 되지 않을 경우 수

직재의 좌굴강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도 존

재한다. 그러므로 실제 시스템비계와 같은 가설구조물

의 극한 하중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8).

가설구조물의 정확한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작

용 하중, 수직재를 지지하는 지면의 상태, 구성 부재의 

성능 상태, 부재 연결부의 가정 경계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

를 보면, 시스템비계와 같은 가설구조물의 거동 예측

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부재의 연결부 경

계 조건과 휨강도를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1). Peng 등9)은 1 bay의 

틀비계를 대상으로 실험과 해석을 통해 층수에 따른 

가설구조물 좌굴하중의 변화에 대해 연구한 결과, 구

조물의 층수가 증가할수록 좌굴하중이 감소하나, 일정 

층수 이상부터는 좌굴하중의 감소율이 작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Huang 등10)은 2층, 3층, 5층의 시스템 비

계를 실물실험과 값을 2D 해석실험의 결과값과 비교

하여 강재 시스템 비계의 층수에 따른 내하력의 차이

와 2D 해석의 효율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D 해석은 

실험값의 최대하중과 차이는 크지만 층수에 따른 경향

은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제

안하였다. Chandrangsu와 Rasmussen11)은 주로 외국에서 

사용되는 컵락(Cuplock) 형태의 연결부를 대상으로 체

결된 수평재의 수와 연결부에 가해지는 하중의 방향에 

따른 회전강성을 연구하였다. 연결부 및 부재의 형태 

차이로 인해 국외의 연구 결과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

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도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다양한 종류

의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거동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12-17), 시스템 비계의 구조적 안전성에 

관한 연구는 파이프서포트 및 시스템 동바리 등의 가

설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 적은 실정이다.

가설구조물 중 시스템 비계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통행해야하는 이동통

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해당 작업근로자가 아니더라

도 건설현장 다수의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시스템 비계는 콘크리트 하중 등을 받는 시

스템 동바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나, 다수의 근로자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특성 

상 붕괴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위험이 있다. 최

근 구조물의 규모 증가와 함께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

스템 비계 구조물의 띠장 방향 길이도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 비계 구조물의 최소 구성 단위인 bay의 증가는 

구조물 단위의 단면 형상에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bay

의 증가에 따른 시스템 비계의 성능변화를 실험을 통

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립된 시스템 비계의 극한하중과 정확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조립된 실험체를 대상으로 하중

재하 실험을 실시하여 조립체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주요 변수는 bay 수이며, 가새재의 설치

유무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2. 시스템 비계 조립체 성능 시험

2.1 실험체 구성 

Fig. 1은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스템 비계 연결

부의 형태(Wedge joint)로, KS F 8021(2010)에 명시되어 

있는 디스크형 접합부에 해당한다. 

(a) Horizontal member (b) Bracing member

Fig. 1. Wedg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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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bay (b) 2 bay

Fig. 2. Picture of experiment.

Bay 수 증가에 따른 수직기둥의 내하력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 1 bay 크기의 실험체와 2 bay 크기의 실험체

를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Fig. 2), 추가적으로 가새재 

설치 유무가 bay 수 증가에 따른 수직기둥의 내하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bay 크기의 

실험체마다 가새재 설치 조건이 다른 2개의 실험체를 

준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체의 규모는 Actuator가 

부착된 프레임 및 가력틀(Fig. 4 참조) 크기의 한계로 

인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설치되는 시스템 비계의 규모

에 대해 1/2 축소된 형태로 조립되었나, 비계 관련 표

준시방서(KCS 21 60 10 : 2020)를 만족한다.

실험체는 bay 수와 가새재의 설치여부에 따라 Table 

1과 같이 총 4개로 구성되며, bay 수는 1 bay와 2 bay

로 나누어진다(Fig. 3). 2 bay 실험체는 띠장방향(Fig. 3

의 X축)으로 bay가 확장된다. 하나의 bay는 설치 시 

수직기둥 간 간격이 0.610 m인 수평재로 이루어져있

다. 가새재는 설치여부에 따라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지며, 가새재가 미설치된 조건(BN)과 3개의 층에 2개

씩 가새재가 설치된 조건(B3)으로 구성된다. 이동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시스템 비계에서 가새재가 

설치되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장선방향(Fig. 3의 Y

축)으로 해당하는 면에는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마주보는 모든 가새재는 평행하게 설치하였다

(Table 1). 

모든 실험체의 높이는 2.950 m이며, 실험체를 구성

하는 각 수직 기둥은 길이가 0.950 m인 수직재 3개와 

상⋅하부의 잭베이스로 조립되어있다(Fig. 4 참조). 잭

베이스는 확장된 길이가 구조물의 임계하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0.05 m로 설정하였다. 실험체의 

수평길이는 1 bay 실험체(BN-1bay, B3-1bay)의 경우

Table 1. Schematic view of specimens 

Specimens BN-1bay B3-1bay BN-2bay B3-2bay

Schematic 

(a) 1 bay (b) 2 bay

Fig. 3. Identification of vertical columns

X방향 0.610 m, Y방향 0.610 m이며, 2 bay 실험체

(BN-2bay, B3-2bay)의 경우 X방향 1.220 m, Y방향 

0.610 m이다. 수직기둥은 Fig. 3과 같이 숫자가 부여되

어 구분되어진다. 외곽에 위치한 수직기둥은 기둥 1, 2, 

3, 4이며, 2 bay 실험체의 경우 중앙에 위치한 2개의 수

직기둥은 기둥 5와 기둥 6이다.

2.2 부재의 제원

실험에 사용된 수직재와 수평재의 재질 및 단면 치

수는 Table 2와 같다.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 비계 부재

는 시스템 비계 및 동바리 부재에 관한 표준인 KS F 

8021(2010) 및 받침 철물에 관한 표준인 KS F 

8014(2019)에 만족하는 재질과 단면 치수의 제품이다. 

수직재의 재질은 SGH365Y(항복강도 365 MPa)이며, 

단면치수는 외경 48.6 mm, 두께 2.2 mm이다. 수평재의 

재질은 SGH295Y(항복강도 295 MPa)이며, 외경 42.7 

mm, 두께 2.2 mm의 원형부재가 사용되었다. 가새재의 

Table 2. Dimensions and material properties of members in 
experiments

Vertical
member

Horizontal 
member

Bracing
member Jack base

Steel grade SGH365Y SGH295Y SGH295Y SS275

Yield strength (MPa) 365 295 295 275

Outer diameter (mm) 48.6 42.7 42.7 34

Thickness (mm) 2.2 2.2 2.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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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경우, SGH295Y(항복강도 295 MPa) 강재가 사용

되었으며, 외경과 두께는 각각 42.7 mm와 2.2 mm이다. 

2.3 하중재하 방식 및 센서의 구성

Actuator(용량: 1000 kN)를 사용하여 실험체에 상단

에 압축하중을 재하하였다. 하중 재하 방식은 변위제어 

방식으로 시스템 비계의 구조물 단위에 대한 표준시험 

방법은 없으나, 시스템 비계 및 동바리 부재에 관한 표

준인 KS F 8021(2010)에 명시되어 있는 8 mm/min을 적

용하였다. 시스템 비계의 각 수직기둥에 균일한 하중을 

가하기 위해 직사각형의 가력틀이 actuator 헤드에 부착

되었다. 편심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actuator 헤드가 

위치한 가력틀의 중심과 실험체의 중심을 일치시켰으

며, 하중재하 전 상단부 잭베이스의 확장길이를 조절(< 

5 mm)하여 가력틀과 실험체 간의 유격을 제거하였다.

구조물에 부착된 센서들의 위치는 Fig. 4와 같다. 구

조물의 구성에 따른 수직재의 수평변위를 확인하기 위

해서 실험실 지면으로부터 1.24 m의 높이에 변위계인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지면

과 수평하게 설치하였다. 1 bay 실험체의 경우 해당 변

위계들은 구조물을 상부에서 투영했을 때 수직기둥의 

x, y축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수직기둥마다 2개씩 

직교하여 설치하였다. 조립체에 가해지는 하중에 의한 

각 부재의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변형률계를 수직

재 및 가새재에 부착하였다. 수직재에 부착된 변형률

계는 각 수직기둥에 2개씩 부착되었으며, 부착위치는 

각 변위계가 설치된 위치의 맞은편이다.

3. 결과 분석 

실험체의 극한하중과 변위를 측정하여 bay 수와 가

새재의 설치유무가 조립된 시스템 비계의 강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1 파괴형상 및 수평 변위 

3.1.1 파괴형상

각 실험체의 파괴형상을 Fig. 5~8에 나타내었으며, 

극한하중까지 수직변위 증가에 따른 수직기둥 중앙부

의 수평이동 형상을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의 경

우 수직변위가 3 mm 증가하는 지점마다 심벌을 표시

하여 수직변위에 따른 수평변위의 이력을 나타내었다.

각 실험체마다 좌굴방향과 형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a) 1 bay (b) 2 bay

Fig. 4. Location of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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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직기둥이 전체적으로 휘어지는 좌굴형상이 나

타났다(Fig. 5~8). 시스템 비계에 설치되는 가새재 위치 

특성으로 시스템 비계 수직기둥은 가새재의 설치여부

에 상관없이 기둥 내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

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시스

템 비계의 수평재 간 수직간격을 유효 좌굴길이로 선

정하는 현재의 설계방법은 벽이음의 설치가 미흡한 경

우 가새재가 설치되어도 시스템 비계의 장선방향 변위

를 제어하기 어려우며, 실제 좌굴길이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BN-1bay 실험체와 B3-1bay 실험체, BN-2bay 실험체

의 좌굴형상은 기둥의 상⋅하단이 힌지조건일 때 나타

나는 좌굴형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5, 6, 8). 

다만, 가새재가 설치된 2 bay 실험체(B3-2bay)의 수직

기둥은 상단이 자유단이며 하단이 고정조건인 기둥과 

유사한 좌굴형상이 나타났다(Fig. 7). BN-2bay 실험체

는 각 수직기둥의 좌굴형상으로 인해 구조물 단위 수

준에서 비틀림 좌굴이 발생하였다(Fig. 7b).

(a) Column 2, 4 (b) Column 1, 3

Fig. 5. The failure mode of BN-1bay. Fig. 6. The failure mode of B3-1bay.

(a) Column 2, 4 (b) Diagonal direction (a) Column 1, 3 (b) Column 2, 4

Fig. 7. The failure mode of BN-2bay. Fig. 8. The failure mode of B3-2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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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하중에서의 수평이동 형상을 보면(Fig. 9), bay의 

수가 증가하면 판-폭 두께비가 증가하므로 실험체의 

좌굴방향은 장선방향(Y축)방향으로 일정 수준 제한되

었다. 또한, bay 수가 적을수록 가새재의 설치가 실험

체의 좌굴방향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된다.

3.1.2 수평변위

각 실험체의 설치 구성에 따른 수평변위 거동을 확

인하기 위해 수직변위 증가에 따른 수평변위의 이력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시스템 비계와 같은 가설구조물

의 붕괴사례의 경우, 압축력을 받는 수직재의 좌굴발

생에 기인하는 연쇄적인 주요부재 파괴가 원인으로 알

려져 있다6). 따라서 압축력을 받는 일부 수직기둥의 좌

굴이 실험체의 극한하중을 결정하는 주요인자로 판단

되므로, 실험체가 극한하중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수평

변위가 가장 크게 발생한 수직기둥의 거동을 분석하였

다. Fig. 10은 각 실험체의 수직기둥 중 극한하중에서 

수평변위가 가장 크게 발생한 수직기둥의 수평변위-수

직변위 곡선을 나타내며, 수평변위는 극한하중에서의 

수평변위()로 나누어 무차원화 하였다. 수평변위()

는 식 (1)을 통해 구하였다. 

    (1)

여기서, 와 는 수평변위의 X축, Y축 성분이다.

모든 실험체들은 하중재하 초기에 작은 수평변위 증

가율을 보이나, 수직변위가 약 5.5 mm인 지점이후 수

평변위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극한하중에 도달하였다. 

다만 수평변위가 급증하는 지점 이후의 구간은 bay의 

수 및 가새재 설치 조건에 따라 다른 양상의 곡선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0).

(a) BN-1 bay (b) BN-2 bay

(c) B3-1 bay (d) B3-2 bay

Fig. 9. Horizontal movement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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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orizontal-vertical displacement curve of the specimen. 

수평변위가 급증하는 지점 이후, 가새재가 설치된 

실험체(B3-1bay, B3-2bay)는 가새재가 설치되지 않은 

실험체(BN-1bay, BN-2bay)에 비해 수평변위의 증가속

도가 억제되어 극한하중이 발생하는 수직변위량이 증

가하였다. 시스템 비계의 가새재는 설치된 방향에서의 

시스템 비계 구조물의 횡변위를 억제하는 본래의 역할 

이외에도, 설치된 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횡변위도 일

정 수준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ay 수에 따른 실험체의 수평변위 증가속도는 가새

재의 설치여부에 따른 결과와 유사하게 억제되는 경향

이 나타났다(Fig. 10). 또한, 가새재가 설치된 실험체

(B3-1bay, B3-2bay) 사이의 수직변위량의 차이와 가새

재가 설치되지 않은 실험체(BN-1bay, BN-2bay) 사이의 

수직변위량 차이를 비교할 경우, 가새재가 설치되지 

않은 실험체 사이의 수직변위량 차이가 크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극한하중 변화

3.2.1 구조물 단위의 극한하중 변화 분석

Bay의 증가와 가새재의 설치여부에 따른 실험체들

의 거동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체의 하중과 가력

점에서의 수직변위 관계를 Fig. 11에 나타내었으며, 각 

실험체의 극한하중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하중-변위

곡선으로부터 실험체의 초기강성은 bay의 수와 가새재

의 설치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ay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일정수준의 하중이 가해진 

시점(수직변위가 약 5 mm인 지점) 이후의 구간은 가새

재의 설치가 실험체의 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험체의 극한하중은 직접적으로 하중을 받는 수직

기둥의 개수 및 휭변위를 제어할 수 있는 가새재의 설

Table 3. Ultimate load of specimens

BN-1bay B3-1bay BN-2bay B3-2bay

Ultimate load (kN) 288.8 297.4 367.7 500.5

Fig. 11. Load-vertical displacement curve of specimens.

치 조건에 기본적인 영향을 받는다. 4개의 수직기둥으

로 구성된 1 bay 실험체(BN-1bay, B3-1bay)의 경우 시

스템 비계에서의 가새재 설치 특성으로 인해 수직기둥 

내에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두 실험체의 극한하

중의 차이가 3%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

반면 2 bay 실험체(BN-2bay, B3-2bay)의 경우 동일한 

6개의 수직기둥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새재

가 없는 실험체(BN-2bay)의 극한하중은 367.7 kN, 가새

재가 설치된 실험체(B3-2bay)의 극한하중은 500.5 kN

으로, 약 36%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2 bay 

실험체 간 극한하중의 차이가 1 bay 실험체 간의 차이

에 비해 큰 원인은 BN-2bay 실험체는 수직기둥의 좌굴

형상이 상단이 자유단이며 하단이 힌지조건인 기둥과 

유사하여 수직기둥의 유효좌굴길이가 증가하였으므로 

좌굴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3.2.2 Bay 차이에 따른 하중 변화 분석

수직기둥의 개수가 다른 1 bay 실험체와 2 bay 실험

체 간의 비교를 위해 각 실험체의 수직기둥 개수로 하

중을 나누어 하중-변위곡선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1 

bay 실험체(BN-1bay, B3-1bay)의 경우 실험체의 하중 

데이터를 수직기둥의 개수인 4로 나누어 구하였으며, 

2 bay 실험체(BN-2bay, B3-2bay)의 경우 6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또한, 각 실험체의 극한하중을 수직기둥 개

수로 나눈 값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가새재가 설치된 실험체(B3-1bay, B3-2bay)의 경우 

bay의 수가 증가하면 수직기둥의 개수로 나눈 극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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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Load-vertical displacement curve for vertical column 
unit.

Table 4. Comparison of ultimate load

BN-1bay B3-1bay BN-2bay B3-2bay

Specimen ultimate load 
/*Number of columns (kN) 72.2 74.4 61.3 83.4

*BN-1bay, B3-1bay = 4, BN-2bay, B3-2bay = 6

중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74.4 kN → 83.4 kN). 

수평재와 수직재 간 연결부는 단순 힌지가 아닌 회전

강성이 존재하는 구조이므로, Bay 수의 증가에 따라 

추가로 생성되는 수평재와 수직재 간 연결부가 수직기

둥의 개수로 나눈 극한하중이 증가된 원인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가새재가 설치되지 않은 실험체(BN-1bay, 

BN-2bay)는 bay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수직기둥 개수

로 나눈 극한하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72.2 kN 

→ 61.3 kN). 비틀림 좌굴이 발생한 BN-2bay 실험체의 

수직기둥들은 좌굴형상이 다른 실험체의 수직기둥과 

달리 기둥 상단이 자유단인 기둥의 좌굴형상과 유사하

기 때문에 수직기둥 개수로 나눈 극한하중이 BN-1bay 

실험체에 비해 작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 비계의 경우 bay의 수가 증가할수록 구조물

의 수평재와 수직재간 연결부의 회전강성으로 인해 구

조물을 구성하는 수직기둥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이 일

정수준 증가하나, 비틀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하중

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비틀림 좌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가새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3 수직재의 응력 변화

각 수직재에 설치된 변형률계로부터 측정된 데이터

로부터 하중-응력곡선을 나타내었다(Fig. 13). 수직재의 

Fig. 13. Load-stress curve of vertical members. 

하중-응력곡선은 각 실험체의 극한하중에 도달한 시점

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한 수직기둥(수직재)의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수직재의 하중-응력곡선은 각 곡선의 

초기 구간에서 압축응력을 받는 유사한 거동을 보이나, 

이후 실험체의 조립구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가

새재가 설치되지 않은 실험체(BN-1bay, BN-2bay)의 경

우 수직재가 재료(STK490)의 항복강도인 315 MPa에 

도달하기 전에 실험체가 파괴되었으나, 가새재가 설치

된 실험체(B3-1bay, B3-2bay)는 일부 수직재가 항복강

도에 도달하여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재에 발생

한 응력을 측정한 결과에서 시스템 비계 구조물의 가

새재 설치는 수직재의 파괴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조립된 시스템 비계를 대상으로 실험

을 진행하여 Bay 수의 증가와 가새재 설치유무에 따른 

구조물의 극한거동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각 실험체의 파괴형상과 극한하중까지의 수직변

위 증가에 따른 수평이동 형상을 비교한 결과, 모든 수

직기둥이 전체적으로 휘어지는 좌굴형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업자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

스템 비계에 설치되는 가새재는 한 쪽면에 설치되는 

특성으로 시스템 비계 수직기둥은 가새재의 설치여부

에 상관없이 기둥 내에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

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 간 수직간격을 유효좌굴길이로 선정하는 현재

의 설계방법은 실제 좌굴길이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문

제점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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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bay 실험체의 경우 통로 확보를 위한 가새재 설

치 위치 특성으로 수직기둥 내에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극한하중의 차이가 3% 정도로 작게 나타났

으나, 2 bay 실험체의 경우 가새재가 없는 경우 367.7 

kN, 가새재가 설치된 경우 500.5 kN의 극한하중이 발

생되므로 약 36%의 극한하중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위 수직기둥이 저항하는 극한하중

을 분석한 결과, Bay수가 증가한 경우 가새재가 설치

된 실험체에서만 단위 수직기둥의 극한하중이 증가하

나, 가새재가 없는 실험체에서는 bay 증가로 좌굴형상

이 기둥 상단이 자유단인 좌굴형상과 유사하게 나타나 

단위 수직기둥의 극한하중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시스템 비계의 bay의 수가 증가할수록 단위 

수직기둥이 강도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

새재의 설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립된 시스템 비계를 대상으로 실험

을 진행하여 Bay 수의 증가와 가새재 설치유무에 따른 

구조물의 극한거동을 비교⋅분석하였다. 현재의 설계

방법은 실제 좌굴길이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문제점과 

시스템 비계의 bay의 수가 증가할수록 단위 수직기둥

이 강도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새재의 

설치가 필수적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결과를 설

치 구성에 차이가 있는 다른 시스템 비계 구조물에 적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설치된 

시스템 비계의 설계방법에 적용하기 위해 벽이음 조건, 

장선⋅띠장방향의 폭, 층간 높이 등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와 FEM해석을 통해 시스템 비계

의 구조적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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