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비계공사는 구조물의 마감 등의 공사를 위해 설치되

는 임시 가시설물로 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건

설현장 저층부 형틀작업 및 벽체 외부의 석재마감 작

업을 위해 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의 작

업을 위한 이동 통로와 작업의 편의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가설비계는 본공사의 진행속도에 맞추

어 건축물의 내⋅외부 등에 설치되고 본 구조물이 완

공된 이후에는 철거되는 공종으로 법적 기준과 상이하

게 설치되거나 작업시 잦은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비계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가설공사 중에 반복 증가하

고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제도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시설물 설계기준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1)되어 2002년 5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를 제정하

였고, 최근 3년 연속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개정내용으로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

여 비계 선정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업발판, 가설통로 및 안전난간을 일괄적으로 현장에

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

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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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caffolding works are demolished after this structure is completed, and 
safety accidents often occur because they are installed differently from legal standards 
or frequently change during work.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safety of 
scaffol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quired a need for design 
standards for temporary facilities that can systematically prevent and solve large-scale 
safety accidents that are repeatedly increasing during temporary construction. It has 
been enacted, and some contents have been revised for the past three years. However, 
construction site personnel do not know or know the revised matters, but often install 
scaffolding by the installer's experience rather than complying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t is the situation that the ground strength test of the foundation ground for 
the load applied to the floor of the column is omitted in most sites. Therefore, this study 
grasped the actual situation on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revis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foundation-based treatment of the floor 
working load of the scaffolding column, and derived problems. In addition, we intend to 
provide reference materials for the endurance test according to the ground conditions 
to small-scale small sites where it is difficult to conduct the test by carrying out the 
endurance test of the scaffolding ground according to the revised standards.

Key Words : scaffolding construction, buckling safety, foundation, endur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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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시스템비계 적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반영하였고, 

가설구조물의 설계시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등을 작

성하도록 명문화하였다2). 또한 KCS 21 60 10의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는 기존 ‘비계 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깔목 또는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라는 기준이 ‘비계 기둥의 바닥 작용 하중에 대

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3).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개정된 비계공사 안전기준

에 따른 현장의 인식정도와 적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점을 도출하며, 개정된 기준에 의해 비계 하부 지반의 

지내력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소규모 현장에 지반조

건에 따른 지내력 시험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비계공사 관련법규와 안전기

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설계기준, 가설설계기준 및 가설공사표준시방, 비계 

지내력시험으로 구분하여 개정된 안전기준 적용에 대

해 비계가 설치 및 예정된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

로 연구범위를 선정하였다.

설문작성에 앞서 관계전문가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설문 문항을 도출하고 검증한 후, 전국의 건설현장 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총120부 

설문을 배포하여 105부를 회수하였고, 기재 내용이 미

흡하여 신뢰할 수 없는 자료와 불성실한 설문 11부를 

제외한 94부를 활용하여 측정개념들에 대해 통계학적 

방법에 의해 분석했다. 또한, 2020년 4월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비계 설치시 적용되는 지반의 조건을 3

가지(원지반, 백호다짐, 콤팩트다짐)로 조성하고, 평판

재하시험(Plate Bearing Test)을 실시하여 지반의 허용

지지력 및 침하량을 확인하였다. 

2. 연구결과 및 분석 

2.1 실태조사

2.1.1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으로는 94명의 응답자 중 남

성 93명(98.9%), 여성 1명(1.1%)으로, 연령별로는 20~30

세 11명(11.7%), 31~40세 24명(25.5%), 41~50세 45명

(47.9%), 51~60세 10명(10.6%), 60세이상 4명(4.3%)로 

나타났고, 현장 경력으로는 3년미만 10명(10.6%), 3~5

년미만 10명(10.6%), 5~10년미만 13명(13.8%), 10~20년

미만 32명(34.0%), 20~30년미만 25명(26.6%), 30년이상 

4명(4.3%)으로 조사되었다. 공사의 종류로는 건축현장 

종사자 70명(74.5%), 토목현장 종사자 17명(18.1%), 전

기공사 종사자 2명(2.1%), 기타 종사자 5명(5.3%)이였

고, 현장소재지는 서울 4명, 인천 4명, 광주 39명, 대전 

1명, 경기 13명, 강원 1명, 충북 2명, 충남 3명, 전북 1명, 

전남 19명, 경북 2명, 제주 5명로 전국 12개 지역의 건

설현장 종사자가 실태조사 설문에 참여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survey respondents

Questions requency
percent

(%)
Cumulative 
percent(%)

gender
man 93 98.9 98.9

woman 1 1.1 100.0

age

20~30 years old 11 11.7 11.7

31~40 years old 24 25.5 37.2

41~50 years old 45 47.9 85.1

51~60 years old 10 10.6 95.7

60 years old or older 4 4.3 100.0

Field
career

Less than 3 years 10 10.6 10.6

3 ~ 5 years 10 10.6 21.3

5 ~ 10 years 13 13.8 35.1

11 ~ 20 years 32 34.0 69.1

21 ~ 30 years 25 26.6 95.7

Construction
type

More than 30 years 4 4.3 100.0

Civil works 17 18.1 18.1

Architecture 70 74.5 92.6

Electric work 2 2.1 94.7

Etc 5 5.3 100.0

Construction 
ranking

1 ~ 100th place 33 35.1 35.1

101 ~ 300th place 32 34.0 69.1

301 ~ 500th place 6 6.4 75.5

501 ~ 700th place 3 3.2 78.7

Site
location

Etc 20 21.3 100.0

Seoul 4 4.3 4.3

Incheon 4 4.3 8.5

Gwangju 39 41.5 50.0

Daejeon 1 1.1 51.1

Gyeonggi 13 13.8 64.9

Gangwon 1 1.1 66.0

Chungbuk 2 2.1 68.1

Chungnam 3 3.2 71.3

Jeonbuk 1 1.1 72.3

Jeonnam 19 20.2 92.6

Gyeongbuk 2 2.1 94.7

Jeju 5 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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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된 사항에 대해 물어보고, Table 2에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에 대한 인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62명(66.0%), 

‘아니요’ 32명(34.0%)으로 나타났다.

2) ‘네’라고 응답한 62명 중 ‘전면개정된 산안법의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43명

(69.3%), ‘아니요’ 19명(30.7%)으로 조사되었다.

3)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

관비계구조) 기존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

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

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는 기준에서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4)으로 변경된 사항을 알고 있습

니까?’라는 질문에 58명(61.7%)이 ‘알고 있다’, 36명

(38.3%)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Table 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Questions Requency Percent
(%)

Cumulative 
percent(%)

All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mended

Yes 62 66.0 66.0

No 32 34.0 100.0

Knowing all the revised 
contents

Yes 43 69.3 69.3

No 19 30.7 100.0

Revised steel pipe 
scaffolding structure

Yes 58 61.7 61.7

No 36 38.3 100.0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28년만에 전부개정된 산

업안전보건법의 사회적 이슈와 고용노동부의 대대적

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 재해율이 타업종에 비

해 가장 높은 직종임에도 응답자의 66%만이 전부 개

정된 사실을 알고 있다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자

로서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가 미온적이며, 강관비계의 

설치기준 변경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야 할 사안임에

도 61.7%가 변경된 사항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처럼 법 개정 사항에 대한 낮은 인식은 기술자로서의 

역량 부족으로 건설현장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1.3 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1)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

방서(KCS 21 00 00)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Table 3. Recognition of hypothetical design standards and 
temporary construction standard specifications

Questions Requency Percent
(%)

Cumulative 
percent(%)

Whether you know the design 
criteria for the hypothesis and 
the standard specifications for 
the temporary construction?

Yes 48 51.1 51.1

No 46 48.9 100.0

Do you know the revisions to 
the hypothesis design criteria 

and the standard specifications 
for the temporary construction?

Yes 26 54.2 54.2

No 22 45.8 100.0

Do you know the revision of 
the scaffolding strength test?

Yes 31 33.0 33.0

No 63 67.0 100.0

‘네’ 48명(51.1%), ‘아니요’ 46명(48.9%)로 나타났다.

2) ‘네’라고 답한 48명 중 2020년 1월 8일 변경된 가

설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에 대해 ‘알

고 있다’ 26명(54.2%), ‘모른다’ 22명(45.8%)으로 조사

되었다. 

3) 기존 가설 설계기준은 ‘비계 기둥의 바닥은 작용

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깔목 또

는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라는 기준에서 ‘비계 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

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응답자의 31명(33.0%)이 ‘알고 있다’, 63명(67.0%)

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Table 3은 가설 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

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작성된 가설공사 시공기준의 

근간인 가설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해 

94명의 응답자 중 48명(51.1%)이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48명 중 26명(54.2%)만이 개정된 

기준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건설현장에서 가설공사와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가설기준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음에도 현

장 기술자들은 최신 개정된 관련 법, 지침 및 고시 등

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태

를 개선하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자의 자격 능력향상이 

필요하며 새로운 역량 평가체계 및 보수교육 방식 등

의 개선방안이 모색 되어져야 할 것이다.

2.1.4 비계 지내력시험 개정에 따른 현장적용 여부 실태 조
사결과

1) ‘개정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비계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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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될 기초 지반의 지내력 시험계획 및 시험을 실시하

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24명(25.5%), ‘아니요’ 70

명(74.5%)으로 Fig. 1과 같이 응답하였다. 

Fig. 1. Endurance test plan and test execution.

2) 현장에서 ‘기초기반의 지내력 시험계획 및 시험을 

실시한다면 시험방법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평판

재하시험’ 55명(58.5%), ‘들밀도시험’ 5명(5.3%), ‘시험

하지 않음’ 26명(27.7%), ‘기타’ 8명(8.5%)으로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Fig. 2. Basic-based endurance test plan and test execution.

3) ‘현장에서 기초기반의 지내력 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경험

치에 따른 시험 생락’ 23명(24.5%), ‘관련 규정을 몰라

서’ 20명(21.3%), ‘비용적 측면’ 6명(6.4%), ‘기타’ 45명

(47.9%)으로 Fig. 3과 같이 조사되었다. 

Fig. 3. Reasons not to conduct a foundation-based endurance 
test.

4) 현장의 ‘비계 하부 지내력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다짐’ 14명

(14.9%), ‘깔판, 깔목으로 하부보강’ 53명(56.4%), ‘쇄석, 

콘크리트 등으로 치환’ 19명(20.2%), ‘기타’ 8명(8.5%)

으로 Fig. 4와 같다.

Fig. 4. How to secure the load capacity of scaffolding.

5) Fig. 5와 같이 상부하중이 하부로 잘 전달될 수 있도

록 비계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

물 사용여부로 ‘사용하고 있다’ 70명(74.5%), ‘사용하지 

않는다’ 14명(14.9%), ‘기타’ 10명(10.6%)으로 나타났다.

Fig. 5. Whether to use adjustable underlay hardware.

6) 경사진 바닥에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피벗형 받

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을 바닥

면에 수평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로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76명(80.9%), ‘그렇지 않다’ 3명(3.1%), 기타 15명

(16.0%)으로 Fig. 6과 같이 조사되었다.

Fig. 6. Keep horizontal on the bottom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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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태설문 조사를 통한 문제점 도출

비계공사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실태조사 설문지를 

분석하고 현장을 방문해 지지력시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가설비계는 지하구조물 완성 후 되메우기한 

성토지반 또는 지하구조물 상부 슬라브에 설치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므로 콘크리트 구조물은 별도의 지내력

시험이 필요치 않다. 

둘째, 인접 건물의 간섭으로 인한 장소협소와 장비

진입 등의 어려움이 있고, 외벽 흙막이 접합 구간은 비

계설치 공간이 협소해 지내력시험 자체가 불가한 구간

이 다수 존재한다.

셋째, 돌관작업 및 비계존치 기간이 1∼2주밖에 소

요되지 않은 구간들까지 지내력시험을 실시한다면 비

계설치 비용보다 지내력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과다 

발생과 지내력시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

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넷째, 비계 기둥 하부의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

해야 한다면 수백 수천 개소로 이루어진 기둥 하부 개

소마다 시험을 실시해 지내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

움이 있고, 현재 다짐 후 일정 구간 몇 미터마다 시험

을 실시해야 하는지 가설시설물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3 지내력시험

2.3.1 시험개요

2020년 1월 8일 개정된 비계(KCS 21 60 10) 개정기준

으로 ‘비계 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지내력 시험

을 실시하여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어 

‘현장에서 지내력시험 계획 및 시험을 실시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94명의 응답자 중 ‘시험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26명을 제외한 68명 중 55명(81%)이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 비계하부 지반의 지지력을 시험하겠다.’ 응답

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C-20-2015 비계 안전설계 지침’에 기초 지반의 지지력

을 평판재하시험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 명시되

어 있다. 이러한 설문분석 결과와 비계안전설계지침에 

의거 비계 하부 지내력시험 방법을 평판재하시험으로 

결정하고 시험을 실시했다.

2.3.2 시험방법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단계적으로 하중을 가하

여 얻어지는 하중-침하의 관계로부터 그 지반의 지반

반력계수나 극한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인 평판재하 

시험을 가장 많이 이용해 지내력시험을 실시하지만, 

평판재하시험은 도로나 활주로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 KS F 2310)과 구조물 기초지

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

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 F 2444)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KS F 

2444 규정에 의거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본 시험은 시험지반의 허용지지력을 결정하는 것으

로 Table 4에 시험위치 및 일반사항을 제시하였고, 원

지반 1개소와 교란된 토사를 30 cm 성토한 후 다짐의 

조건을 달리한 2개소로 조성해 Table 5의 시험장비를 

이용해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체는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에 좌굴하중이 발

휘되도록 시험체 높이를 강관비계 높이 38 m, 시스템

비계 38.4 m로 설정하고, Table 6에 제시된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에 작용하는 하중의 조건으로 MIDAS 프로

그램을 이용해 시험체 기둥 1본에 작용하는 하중을 산

출하였다. 구조해석 결과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

중은 최대 12 kN으로 여기에 안전율을 더한 50 kN을 

Table 4. Test location and general

PBT-1 PBT-2 PBT-3

Test location Ground Compact backhoe Compact 
compaction

Ground 
conditions

Photo

Ground 
height Local Vango GL. +0.3 m GL. +0.3 m

Basic type Scaffolding Scaffolding Scaffolding

Design load 50.0 KN/㎡ 50.0 KN/㎡ 50.0 KN/㎡

Test date 2020.04.02 2020.04.02 2020.04.02

Table 5. Test Equipment Composition

Division Quantity

Support device Doosan Dx 140W 06W B/H 1

A second edition Steel plate(T=25 mm) 1

Loading device

Oil jack & hydraulic pump(Capa. 30t) 1

Dial load gauge(Capa. 30t) 1

Load cell & digital indicator(Capa. 30t) 1

Settling amount 
measuring device

Dial gauge(Stroke. 50 mm) 2

Magnetic holder 2

Etc
Stop watch 1

Et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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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caffolding load conditions

Steel pipe scaffolding System scaffolding

Installation height H – 38 m H – 38.4 m

Installation interval 1.8 m*1.5 m*0.61 m 1.829 m*1.9 m*0.61 m

Application area Gwangju Gwangju

Terrain coefficient Ⅲ Ⅲ

Wall connection 3.6 m*3.0 m 5.487 m*3.8 m

Lower 
reaction 

force

Vertical 4.62 KN 11.04 KN

X 4.62 KN 11.53 KN

Y 4.64 KN 11.02 KN

TP 2.28 KN 6.00 KN

Wx 3.64 KN 7.80 KN

Wy 3.65 KN 8.74 KN

설계하중으로 결정한 후 KS F 2444 규정 및 현장 여건

을 감안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2.3.3 시험결과 및 분석

시험지반은 실트질 모래로 구성된 원지반(풍화토층) 

및 30 cm 성토된 구간으로써 비계 가설물이 설치될 구

간이다. 일반적으로 기초의 지지력을 구할 때는 장기

허용지지력과 단기허용지지력으로 구분하며 허용지지

력은 극한하중을 안전율로 나누어서 구한다. 보통 단

기허용지지력은 항복하중 강도로 하며, 장기허용지지

력은 항복하중 강도를 안전율 2로 나눈 값과 극한지지

력을 안전율 3으로 나눈 값을 비교하여 작은 값을 취

한다5). 본 연구의 시험 비계는 반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이 아니고 일시적인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가시

설물로써, 장기하중이 아닌 단기하중이 걸리는 사항이

므로 단기허용지지력으로 분석하였다. 시험결과를 요

약하면 Table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 조건의 모든 

지반에서 시험체 기둥 1본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 만

족할 만한 지내력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

석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Table 7. Result of calculation of allowable bearing capacity

PBT-1 PBT-2 PBT-3

Test location Ground
Compact 
backhoe

Compact 
compaction

Maximum test load
(kN./㎡) 300 300 300

Design load
(kN./㎡) 50 50 50

Allowable ground strength
(kN./㎡)

short time 
150

short time
145

short time
121

Settlement amount corresponding 
to design load(mm)

1.01 0.41 0.82

Judgment O.K O.K O.K

1) PBT-1은 풍화토 원지반으로 계획시 최대하중을 

50 kN/㎡씩 6단계까지 단계하중으로 재하하였고, 최종

단계에서 총침하량은 9.47 mm로 매우 양호하게 발생

하였다. 항복하중 분석결과 뚜렷한 항복점이 인지되지 

않았고, 침하량 분석결과 항복 및 극한하중에 해당되

는 침하량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단기허용지지력

은 장기허용지내력의 1.5배이므로, 최대하중(극한하중)

의 하중강도 1/3값이 100 kN/㎡(장기허용지지력) × 1.5 

= 150 kN/㎡(최소)으로 분석되었으며, 풍화토 원지반 

시험결과 및 그래프를 Table 8, Fig. 7에 나타내었다.

2) PBT-2는 교란된 토사를 30 cm 성토한 후 백호 다

짐한 지반으로 계획시 최대하중을 50 kN/㎡씩 6단계까

지 단계하중으로 재하하였고, 최종단계에서 총침하량

Table 8. PBT-1 Weathered soil ground test results

Division
Load 

strength
(kN/㎡)

Safety 
factor

Analysis 
value

(kN/㎡)

Allowable 
ground 
strength
(kN/㎡)

Maximum test load 300 3 100

(Least)
Long time

100

Short time
150

Yield load
decision

P-S graph - 2 -
logP-logS graph - 2 -

S-logP graph - 2 -
Ultimate load

decision
P-S graph - 3 -

Settlement
decision

Yield load(20 mm) - 2 -
Ultimate load(30 mm) - 3 -

P-S Curve Method S-logP Curve Method

logP-logS Curve Method P-log t Graph Method

Fig. 7. PBT-1 Weathered soil ground test result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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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BT-2 Backhoe compaction ground test results

Division
Load 

strength
(kN/㎡)

Safety 
factor

Analysis 
value

(kN/㎡)

Allowable 
ground 
strength
(kN/㎡)

Maximum test load 300 3 -

(Least)
Long time

97

Short time
145

Yield load
decision

P-S graph - 2 -

logP-logS graph - 2 -

S-logP graph 194 2 97

Ultimate load
decision P-S graph - 3 -

Settlement
decision

Yield load(20 mm) - 2 -

Ultimate load(30 mm) - 3 -

P-S Curve Method S-logP Curve Method

logP-logS Curve Method P-log t Graph Method

Fig. 8. PBT-2 Backhoe compaction ground test result graph.

은 19.10 mm가 발생하였다. 항복하중 분석결과 뚜렷한 

항복점이 인지되었으나, 침하량 분석결과 항복 및 극

한하중에 해당되는 침하량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단기허용지지력은 장기허용지내력의 1.5배이므로, 위 

분석값 중의 최소값인 항복하중 결정법 중 S-logP 그래

프 분석값 중의 1/2값 97 kN/㎡(장기허용지지력) × 1.5 

= 145 kN/㎡으로 분석되었고, 백호다짐 지반의 시험결

과와 그래프를 Table 9, Fig. 8에 나타내었다.

3) PBT-3은 교란된 토사를 30 cm 성토한 후 콤팩트 

다짐한 지반으로 계획시 최대하중을 50 kN/㎡씩 6단계

까지 단계하중으로 재하하였고, 최종단계에서 총침하

Table 10. PBT-3 Compact compaction test result

Division
Load 

strength
(kN/㎡)

Safety 
factor

Analysis 
value

(kN/㎡)

Allowable 
ground 
strength
(kN/㎡)

Maximum test load 300 3 -

(Least)
Long time

81

Short time
121

Yield load
decision

P-S graph - 2 -

logP-logS graph - 2 -

S-logP graph 196 2 81

Ultimate load
decision P-S graph - 3 -

Settlement
decision

Yield load(20 mm) - 2 -

Ultimate load(30 mm) - 3 -

P-S Curve Method S-logP Curve Method

logP-logS Curve Method P-log t Graph Method

Fig. 9. PBT-3 Compact compaction ground test result graph.

량은 36.61 mm가 발생하였다. 항복하중 분석결과 뚜렷

한 항복점이 인지되고, 침하량 분석결과 항복 및 극한

하중에 해당되는 침하량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단기허

용지지력은 장기허용지내력의 1.5배이므로, 위 분석값 

중의 최소값인 항복하중 결정법 중 S-logP 그래프 분석

값 중의 1/2값 81 kN/㎡(장기허용지지력) × 1.5 = 121 

kN/㎡으로 분석되었고, 콤팩트다짐 시험결과 및 그래

프를 Table 10, Fig. 9에 나타내었다.

2.3.4 시험결과의 활용

비계가 설치되는 현장에서는 비계공사 개정에 따라 

비계하부 지반의 지내력 시험을 실시하여 기초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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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많은 현장에서 지

내력시험을 하지 않고 있었고, 비계하부 지내력시험에 

대해 참고할 자료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적으로 비계가 많이 설치되는 지반조건으로 원지반, 

교란된 토사 다짐(백호, 콤팩트)의 3가지 조건으로 조

성해 평판재하시험 실시하고 결과값을 제시했다. 이 

지지력 값은 비계설치 하부지반의 안전성이 상부 비계

의 하중에 대해 지지할 수 있는 조건 충족이 되며 지반

의 침하 및 소실 등 하중이 변형을 유발시키므로 충분

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좌굴에 대한 안전성 또한 확

보될 것이므로, Table 6과 같은 조건에서는 깔목 또는 

받침 철물을 견고히 설치한다면 충분한 지내력이 확보

됨을 알 수 있었기에 본 시험의 결과물이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3. 결론 및 고찰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비계공사 안전

기준이 개정되었고, 비계의 좌굴 안전성 강화를 위하

여 지반의 지내력을 검토하도록 되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건설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비계공사 안전

기준 개정에 따른 현장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험이 불가한 현장 및 영세 소규

모 사업장에 지내력시험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반의 조건을 3가지로 조성하고 시험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 사실을 응답자의 

66%가 알고 있었고, 이 중 69.3%가 개정된 세부 내용

을 알고 있었다. 또한 강관비계 설치기준의 변경된 사

항에 대해 61.7%가 변경된 기준을 알고 있었다. 

둘째, 가설설계기준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해 

51.1%가 알고 있었고, 이 중 54.2%가 개정된 기준을 

알고 있다 응답했으며, ‘비계기둥 바닥 작용하중에 대

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된 내용은 33%가 알고 있었다.

셋째, 비계하부 지내력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56.4%

가 깔판, 깔목으로 하부보강을 실시하고 있었고, 개정

된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지내력시험은 25.5%

가 시험을 실시 또는 계획하고 있었다. 지내력 시험을 

실시한다면 81%가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다 했고, 현

장에서 지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24.5%

가 경험치에 의해 시험을 생략하고 있다고 하였다.

넷째, 건설현장 기둥하부 지내력시험 적용시 문제점

으로는 비계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빈도 및 기준 미

수립, 인접 건물의 간섭으로 인한 장소협소와 장비진

입의 어려움, 외벽 흙막이 접합 구간은 비계를 설치할 

공간조차 협소해 지내력시험 자체가 불가능, 돌관작업 

등 단기 비계설치 장소 지내력 시험시 비계설치 비용

보다 지내력시험 비용이 과다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점이 도출되었다.

다섯째, 지반의 3가지 조건을 원지반 1개소와 교란

된 토사를 30 cm 성토한 후 다짐의 조건을 달리한 2개

소로 조성, 시험체 기둥 1본에 작용하는 하중은 최대 

12 kN으로 여기에 안전율을 더한 50 kN을 설계하중으

로 결정한 후 KS F 2444 규정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

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지반조건에서 충분한 지

내력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반의 조건을 3

가지로 국한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시

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내력시험을 실시

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및 단기 공사 현장 등

에 활용될 수 있는 토질의 성상과 다짐여건에 따른 다

양한 조건에서의 시험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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