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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 

가설  
흙막이공 

가설 교량 
및 

노면 복공 

국내·외 최신 설계기준 반영 

·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2014) 

· 도로교 설계 기준(2010) 

· 건축 구조 설계 기준(2011) 

· 콘크리트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지침 

구조 해석 시 사용 프로그램 

· MIDAS CIVIL LSD VER. 

· MIDAS GEO XD. 

· ZWCAD 2015. 

· 지반해석 프로그램 SUNEX. 

하이브리텍의  구조검토 관련 사업 범위 

콘크리트 
펌프기초
(CPB) 



MODELING 및 해석 
단면 설계 및 안정성 

확인 

해석 근거 및 시공 

솔루션 제공 

모델링 작업에 의한 현장 여건 정확히 반영 

•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제시한 하중조합 반영 

• 수평 하중에 대한 타사의 계산방식 오류를 수정 적용 

• 풍하중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환경 적용  

안전성 검토 및 해석 근거에 대한 명확한 결과 도출  

•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 및 도로교 설계기준등 근거 수록 

• 복합 하중(휨모멘트와 축력 또는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대
한 해석 근거 제시 

• 해석 결과에 따른 시공방법 제시 및 현장특성 반영 



각 부재별  

단면설정 

외력 계산 및  

안전성 검토 
기타 세부설계 

각 부재별 경제적인 단면 선정으로 공사비 절감 

•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 도로교 설계기준, 구조물기초 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설계방법 적용 

• 굴착 및 시공단계등을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경우에 대해 
안정성 검토 

각종 현장 여건을 고려한 현장 중심 설계 

• 지형에 관한 검토 

• 지질 및 토질에 관한 검토 

• 인접 구조물에 관한 검토 

• 설계목적 및 공법에 관한 검토 • 시공환경에 관한 검토 

• 작업 공정에 관한 검토 



DOUBLE TENSION CAPPING  
(하이브리텍 가설교량) 

 

세풍대교 

 공사용  

가교 

대청대교 

 공사용  

가교 

새천년대교 

  공사용 

 가교 



PUMP의 제원 파악 
및 중량 산정 

풍하중 등 하중 계산 
및 작용 모멘트 산정 

기초 안정성 검토 및 
단면(철근량) 설계 

PUMP의 중량에 의한 명확한 외력 산정 

• 가설공사 표준 시방서, 도로교 설계기준, 구조물기초 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설계방법 적용 

• PUMP의 BOOM대의 회전, 확장 등에 의한 외력의 변화, 
편심 등을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경우에 대해 안정성 검토 

현장 여건에 따른 안정성 검토 

• 전도에 대한 안정검토 

• 활동에 대한 안정검토 

• 지지력에 대한 안정검토 

• 지반 여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 • 위험단면의 하중저항 적
합성 및 휨모멘트와 전단
력에 의한 철근량 산정 



시스템 동바리 및 시스템비계 구조검토 

 

•  거제 아이파크 신축공사 1공구 및 2공구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  원전 마곡지구 아이파크 신축공사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  군산 미장 2차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  광주 무등산 아이파크 신축공사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  평택 미군 차량기지 시스템 강관비계 구조검토 

•  위례우남역 아이파크 신축공사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  수원 아이파크시티 E1, E2 BL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  인천도시철도 203공구 본선 및 주출입구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  

•  상기 실적 외 약 5건 이상 구조해석 및 검토 수행 

기타 시설물 구조검토 

 

•  시멘트 사일로(50TON) 구조검토 

•  CONCRETE PUMP BLOCK 기초안정성 구조검토등 기타 설계해석 및 검토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