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0101 일반사항

0101.1 목적

이 건축구조기준은「건축법」과「주택법」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

물 및 공작물의 구조에 한 설계, 검사 및 실험, 설계하중, 재료별 

설계방법, 재료강도, 제작 및 설치, 시공, 품질관리 등의 기술적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및 공작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

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0101.2 적용범위

「건축법」과「주택법」등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등 건축

하거나 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이하 ‘건축구조물’

이라 한다)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그리고 이들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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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가설구조물 등의 설계·시공·공사감리·유지·관리업무는 이 기

준에 따라야한다. 

0101.3 규정내용

이 장에서는 이 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구성, 용어의 정의,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구조설계, 각종 검사와 실험 및 구조재료의 성능검증, 

구조안전의 확인, 책임구조기술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0101.4 기준의 구성

이 기준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장  구조검사 및 실험

제3장  설계하중

제4장  기초구조

제5장  콘크리트구조

제6장  조적식 구조

제7장  강구조

제8장  목구조

제9장  기타 구조

0101.5 관련 구조기준 및 시방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고시 또는 공고한 다음에 열거하는 최근의 기

준 및 시방서는 필요한 경우, 이 기준의 일부로 사용한다. 그러나 설

계․시공․재료물성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다른 기준 

및 시방서의 내용이 이 기준과 상충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1) 콘크리트구조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2)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한국강구조학회

(3) 냉간성형강구조설계기준/ 한건축학회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한국지반공학회

(5)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한건축학회

0101.6 재검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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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기준에 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010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설구조물：건축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가설공연장․가설전람회장․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감쇠：구조물이 진동할 때 진동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소산

됨으로써 진폭이 작아지는 현상

강도：구조물이나 구조부재가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힘 또는 모멘트

에 저항하는 능력

강도감소계수：재료의 공칭강도와 실제강도의 차이, 부재를 제작 또

는 시공할 때 설계도와 완성된 부재의 차이, 그리고 내력의 추정과 

해석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강도설계법：구조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거동을 고려하여 산

정한 부재단면의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한 설계용 강도의 값

(설계강도)과 계수하중에 의한 부재력(소요강도)이상이 되도록 구조부

재를 설계하는 방법. 

강성：구조물이나 구조부재의 변형에 한 저항능력을 말하며, 발생

한 변위 또는 회전에 한 적용된 힘 또는 모멘트의 비율

건설가치공학：건축공사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 일련의 

과정에서 최저 비용으로 최 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능을 

분석하여 개선해 가는 조직적 활동(“밸류엔지니어링” 또는 “V.E.(브

이이)”라고 약칭)

건축구조물： 건축물과 공작물 등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상물을 총

칭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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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

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건축법」이 정하는 것

건축비구조요소：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중에서 구조내력을 부

담하지 않는 구성요소. 배기구, 부가물·장식물, 부착물, 비구조벽체, 

악세스플로어(이중바닥), 유리·외주벽, 천장, 칸막이, 캐비닛, 파라펫, 

표면마감재, 표지판·광고판 등을 포함한다.(<표0306.10.1>참조)

계수하중：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으로 설계할 때 사용하중

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중

계획설계：구조체에 한 구조기준, 사용재료강도, 설계하중을 결정하

고 구조형식을 선정하여 구조개념도와 주요 구조부재의 크기·단면·위

치를 표현한 구조평면도 작성까지 기본설계 전 단계의 일련의 초기설

계과정의 일

골조해석：구조설계의 한 과정으로 해당 구조체가 하중 등 외력에 반

응할 때 구조공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그 구조체의 각 구성요소에 생

기는 부재력과 변위의 값 및 지점에서의 반력값을 찾아내는 일

공사시방서(구조분야)：구조분야 공사에 관한 시방서

공작물 : 인공적으로 지반에 고정하여 설치한 물체 중 건축물을 제외

한 것. 계단탑, 교통신호등·교통표지판 등 교통관제시설, 광고판, 광고

탑, 고가수조, 굴뚝, 기계기초, 기념탑, 기계식주차장, 기름탱크, 냉각

탑, 방음벽, 배관지지 , 보일러구조, 사일로 및 벙커, 송전지지물, 송

전탑, 승강기탑, 옥외광고물, 옹벽, 우수저류조, 육교, 장식탑, 저수조. 

전철지지물, 조형물, 지하 피호, 철탑, 플랜트구조, 항공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기타 구조물을 포함한다.

공칭강도：구조체나 구조부재의 하중에 한 저항능력으로서, 적합한 

구조역학원리나 현장실험 또는 축소모형의 실험결과(실험과 실제여건

간의 차이 및 모형화에 따른 영향을 감안)로부터 유도된 공식과 규정

된 재료강도 및 부재치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값

구조 : 자중이나 외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축구조물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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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를 포함한다.

구조감리：건축구조물의 구조에 한 공사감리

구조검토：건축구조물이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에 하여 책임구

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

는 일. 구조설계도서와 시공상세도서, 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시공

상태, 유지·관리상태에 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포함한다.

구조계산：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에 하여 각부가 안전한

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역학적인 계산을 하는 일

구조계획：건축구조물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각종 외력과 하중 및 지

반에 하여 안전하도록 구조체에 한 3차원공간의 구조형태와 각종 

하중에 한 저항시스템, 기초구조 등을 선정하고 또한 경제성을 고

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를 결정하여 구조적으

로 안정된 공간을 창조하는 일련의 초기 작업과정

구조물：건축구조물의 뼈 를 이루는 부분으로, 구조공학적인 측면에

서 건축구조물 등을 일컬을 때 사용

구조부재：기둥·기초·보·가새·슬래브·벽체 등 구조체의 각 구성 요소

구조설계：구조계획에 따라 형성된 3차원공간의 구조체에 하여 구

조역학을 기초로 한 골조해석 및 구조계산으로 이 기준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하고 구조체 각부에 하여 이를 시공 가능한 도서로 작

성하여 표현하는 일련의 창조적 과정의 업무

구조설계도：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체의 구성, 부재의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

구조설계도서：건축구조물의 구조체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도서로서 

구조설계도와 구조설계서, 구조분야 공사시방서 등을 통틀어서 이르

는 것

구조설계서：구조계획과 골조해석 및 부재설계의 결과를 책임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평가·조정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구조체가 되

도록 표현한 도면화 전 단계의 성과품. 구조설계개요, 구조특기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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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요약, 구조계산 등을 포함한다.

구조안전：건축구조물이 외력이나 주변조건에 하여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충분한 저항력을 지니고 있는 것

구조체：건축구조물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에 하여 그 건축구조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구조물의 뼈  자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구조

체를 제외한 기본뼈 를 지칭

기계·전기비구조요소：건축구조물에 부착된 기계 및 전기 시스템 비구조요소와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표0306.10.2>참조)

중간설계：계획설계를 바탕으로 정적·동적해석을 통한 내진안전성 평

가를 포함한 정밀구조해석과 주요부에 한 사용성 평가 및 기본설계

용 구조계산서 작성, 각층 구조평면도와 슬래브·보·기둥·벽체 등 각종 

배근도 및 주요부재의 배근상세도 작성, 착공용 기초도면 작성 등, 계

획설계와 실시설계의 중간단계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설계과정의 

일

내구성：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계적 작용

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

배근시공도：배근공사를 구조설계도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하여 철근

을 설치할 위치와 간격 등을 상세히 나타낸 도면 

부구조체：건축구조물의 구조체에 부착하며, 구조설계단계의 골조해

석에서는 하중으로만 고려하고, 시공단계에서 상세를 결정하여 시공

하는 구조부재. 커튼월·외장재·유리구조·창호틀·천정틀·돌붙임골조 등

을 포함한다.   

부재력：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의 가상절단면에 생기는 축

방향력·휨모멘트·전단력·비틀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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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건축비구조요소와 기계·전기비구조요소를 총칭  

비선형해석：실제 구조물에 큰 변형이 예상되거나 변형률의 변화가 

큰 경우 또는 사용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가 비선형인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실제 거동에 가장 가깝게 부재력과 변위가 산출되도록 하는 

해석

사용성：과도한 처짐이나 불쾌한 진동, 장기변형과 균열 등에 적절히 

저항하여 마감재의 손상방지, 건축구조물 본래의 모양유지, 유지관리, 

입주자의 쾌적성, 사용중인 기계의 기능유지 등을 충족하는 구조물의 

성능

사용수명：건축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

는 기한  

사용하중：고정하중 및 활하중과 같이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각종 하

중으로서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하중. 작용하중이라고도 한다.

설계하중：구조설계시 적용하는 하중.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

법에서는 계수하중을 적용하고, 기타 설계법에서는 사용하중을 적용

한다.

성능설계법：이 기준에서 규정한 목표성능을 만족하면서 건축구조물

을 건축주가 선택한 성능지표(안전성능, 사용성능, 내구성능 및 친환

경성능 등)에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시공상세도：구조설계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각 

구조부재의 치수 등을 시공자가 상세히 작성한 도면

실시설계：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건축주와 설계사 및 시공사 등 관련

자가 협의하여 기본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본설계도를 수정하여 

최종 공사용 도면과 최종 구조계산서 및 구조체공사 특기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일련의 최종 설계과정의 일

안전성：건축구조물의 예상되는 수명기간동안 최 하중에 하여 저

항하는 능력으로서, 각 부재가 항복하거나 좌굴·피로·취성파괴 등의 

현상이 생기지 않고 회전·미끄러짐·침하 등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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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안전진단：건축구조물에 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

위

오프셋：기준이 되는 선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것

워킹포인트：제작·설치작업의 기준점

유리구조：건축구조물의 구조체에 부착되어, 바람과 눈 및 자중을 지

지하는, 유리와 유리고정물을 포함한 구조. 유리벽·유리지붕(썬루프)·

유리난간·유리문 등을 포함한다. 

응력：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단위면적당 힘의 세

기

인성：높은 강도와 큰 변형을 발휘하여 충격에 잘 견디는 성질. 재료

에 계속해서 힘을 가할 때 탄성적으로 변형하다가 소성변형 후 마침

내 파괴될 때까지 소비한 에너지가 크면 인성이 크다고 말한다.

제작·설치도：구조설계도면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 각부의 치수 등을 시공자 또는 제작·설치자가 상세히 작

성한 도면

제작물：부품 또는 제작 후 건축구조물에 설치하기 이전에 절단·천

공·용접·이음·접합·냉간작업·교정과정을 거친 재료들로 구성된 조립품

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분야에 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이 기준에 따라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한 

구조설계 및 구조검토, 구조검사 및 실험, 시공, 구조감리, 안전진단 

등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

치올림：보나 트러스 등 수평부재에서 하중재하시 생길 처짐을 고려

하여 미리 중앙부를 들어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거리

친환경성：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 로와 환경과 잘 어울

리는 건축구조물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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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해석：구조물이 탄성체라는 가정아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1

차 함수관계로 보고 구조부재의 부재력과 변위를 산출하는 해석

하중계수：하중의 공칭값과 실제하중 사이의 불가피한 차이 및 하중

을 작용외력으로 변환시키는 해석상의 불확실성, 환경작용 등의 변동

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한계상태설계법：한계상태를 명확히 정의하여 하중 및 내력의 평가에 

준해서 한계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확률통계적 계수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허용강도법 하중조합 아래에서 부재의 허용강도가 

소요강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허용응력설계법：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안전율을 감안한 한계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건축물의 중요도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요도(특), 중

요도(1), 중요도(2) 및 중요도(3)으로 분류한다. 

0103.1 중요도(특)

(1) 연면적 1,000㎡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

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품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 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

축물

0103.2 중요도(1)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

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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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4)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5)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6) 학교

(7)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

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0103.3 중요도(2)

(1) 중요도(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0103.4 중요도(3)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0104 구조설계

0104.1 구조설계의 원칙

건축구조물은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성을 고려하

여야한다.

0104.1.1 안전성

건축구조물은 유효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하여 건축구조물 전체가 이 

기준 제3장(설계하중)에 따른 각종 하중에 하여 제4장부터 제9장까

지에 따라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한다.

0104.1.2 사용성

건축구조물은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

록 충분한 강성과 인성의 확보를 고려한다.

0104.1.3 내구성

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마모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에 해서는 

모재나 마감재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한다.

0104.1.4 친환경성

건축구조물은 저탄소 및 자원순환 구조부재를 사용하고 피로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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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내화성, 복원가능성 등 친환경성의 확보를 고려한다. 

0104.2 구조설계법

구조설계는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

계법에 따르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설계법(성능설계법 등)에 따른다.

0104.2.1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따라 구조부재의 설계를 할 때에

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구조부재는 제3장(설계하중)에 따른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여 산

정한 부재력을 0301.5.1(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

합)에 따라 하중계수를 곱하여 조합한 값 중 가장 불리한 값으로 설

계한다.

(2) 구조부재의 계수하중에 따른 설계용 부재력은 그 부재단면의 공

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한 설계용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0104.2.2 허용응력설계법 또는 허용강도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또는 허용강도설계법에 따라 구조부재의 설계를 할 

때에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구조부재는 제3장(설계하중)에 따른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여 산

정한 부재력을 0301.5.2.(허용응력설계법의 하중조합)에 따라 조합하

여 가장 불리한 값으로 설계한다.

(2) (1)의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에 따른 구조부재의 응력 또는 부재

력은 제4장(기초구조), 제6장(조적식 구조) 및 제8장(목구조)의 허용

응력 또는 허용강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0104.2.3 성능설계법

성능설계법에 따라 구조부재의 설계를 할 때에는 다음 방법에 따른

다.

(1) 구조물은 적절한 수준의 신뢰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목표하는 

사용수명 동안 발생가능한 모든 하중과 환경에 하여 요구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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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전성능, 사용성능, 내구성능 및 친환경성능을 갖도록 설계한다. 

(2) 구조부재의 설계는 의도하는 성능수준에 적합한 하중조합에 근거

하여야하며, 재료 및 구조물 치수에 한 적절한 설계 값을 선택한 

후 합리적인 거동이론을 적용하여 구한 구조성능이 요구되는 한계기

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검증한다. 구조부재의 강성․강도와 감쇠․물성치

는  관련기준 또는 실험결과를 기초로 한다.

(3) 실험절차는 제2장(구조검사 및 실험)에 따른다.

(4) 구조부재, 비구조부재 및 그 연결부는 해석 또는 실험과 해석에 

의하여 강도설계법에 따라 설계된 부재에서 기 되는 신뢰성 이상의 

강도∙강성을 보유한 것이 입증되어야한다.

0104.3 구조설계의 단계

0104.3.1 구조계획

(1) 건축구조물의 구조계획에는 건축구조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

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장래의 증축 여부,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2) 기둥과 보의 배치는 건축평면계획과 잘 조화되도록 하며, 보춤을 

결정할 때는 기둥간격 외에 층고와 설비계획도 함께 고려한다.

(3) 지진하중이나 풍하중 등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구조요소는 평면상 

균형뿐만 아니라 입면상 균형도 고려한다.

(4) 구조형식이나 구조재료를 혼용할 때는 강성이나 내력의 연속성에 

유의하며,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과 변형도 미리 검토한다.

0104.3.2 골조해석 및 부재설계

(1) 골조해석은 탄성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선형해석도 

함께 수행하여 실제구조물의 거동에 가까운 부재력이 산출되도록 노

력한다.

(2) 부재설계는 0104.2(구조설계법)에 따른다.

0104.3.3 구조설계서의 작성

구조설계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단,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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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골조해석 및 부재설계)를 수행한 책임구조기술자가 0104.3.4(구

조설계도의 작성)을 직접 수행하거나 0106.1(구조설계도서의 구조안

전 확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구조설계서 작성을 생

략할 수 있다.

(1) 구조설계개요

구조형식에 한 설명, 사용재료 및 강도, 하중조건 등 0104.3.1(구조

계획)에서 검토하고 고려한 사항들을 기술한다.

(2) 구조특기사항

구조안전에 꼭 필요하여 구조체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사항

을 기술한다.

(3) 구조설계요약

구조계산결과를 책임구조기술자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평가·조정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한 구조체가 되도록 구조평면, 부재단면, 접

합의 유형을 스케치하고, 구조계산으로는 산정할 수 없으나 구조실험

이나 경험으로 구조안전이 확인된 상세와 이 기준에 규정한 구조세칙 

등을 표현한다.

(4) 구조계산

골조해석과 이 기준의 재료별 설계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싣는다.

0104.3.4 구조설계도의 작성

(1) 구조설계도는 구조평면도와 구조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부재의 단

면 및 접합부 상세를 표현하고, 아울러 구조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았

으나, 이 기준에 규정한 구조세칙과 구조실험이나 경험 등으로 구조

안전이 확인된 관련 상세까지도 표현하여 구조설계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한다. 

(2) 구조설계도는 설계의 진척도에 따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

계의 3단계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3) 구조설계도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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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활하중 등 주요설계하중

③구조재료강도

④구조부재의 크기 및 위치 

⑤철근과 앵커의 규격, 설치 위치 

⑥철근정착길이, 이음의 위치 및 길이

⑦강부재의 제작·설치와 접합부 설계에 필요한 전단력·모멘트·축력 등

의 접합부 소요강도

⑧기둥중심선과 오프셋, 워킹 포인트 

⑨접합의 유형 

⑩치올림이 필요할 경우 위치, 방향 및 크기

⑪부구조체의 시공상세도 작성에 필요한 경우 상세기준

⑫기타 구조시공상세도 작성에 필요한 상세와 자료 

⑬책임구조기술자, 자격명 및 소속회사명, 연락처

⑭구조설계 연월일

0104.3.5 구조체공사시방서의 작성

구조체공사시방서는 해당 장의 관련부분을 포함하고, 별도의 특기시

방서를 통하여 구조설계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골조공사의 특기사항

을 기술함으로써 구조설계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한다. 

0105 각종 검사와 실험 및 구조재료의 성능검증

구조설계에 적용한 재료 및 제작물 등의 품질확인, 성능검증의 절차 

및 방법과 규격 외 자재 사용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사

용승인을 위한 기술적 방법, 내진성능 구조실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장에 따라야한다.

0106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성을 고려하

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

기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적합성

과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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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1 구조설계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건축구조물의 구조체에 한 구조설계도서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이 기

준에 따라 작성하여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음

을 확인하여야한다.

0106.2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이 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하여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구조적합성과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체 배근시공도

(2) 구조체 제작·설치도(강구조 접합부 포함)

(3) 구조체 내화상세도

(4) 부구조체(커튼월·외장재·유리구조·창호틀·천정틀·돌붙임골조 등)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5) 건축 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6) 건축설비(기계·전기 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

(7) 가설구조물의 구조시공상세도

(8) 건설가치공학(V.E.) 구조설계도서

(9)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0106.3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 

시공과정에서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

술자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2)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3) 구조재료에 한 시험성적표 검토

(4)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5)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6) 시공하자에 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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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시공과정에서 구조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한 검토

0106.4 유지·관리 중  구조안전 확인 

유지·관리 중에 이 기준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의뢰하는 업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진단

(2)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검토

(3) 용도변경을 위한 구조검토

(4) 증축을 위한 구조검토

0107 책임구조기술자

0107.1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

책임구조기술자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한 설계, 시공, 감리, 안전

진단 등 관련 업무를 각각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술자로서, 책임구조기

술자의 자격은 건축관련 법령에 따른다.

0107.2 책임구조기술자의 책무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건축구조물의 구조에 한 구조설계도서(구조

계획서, 구조설계서, 구조설계도 및 구조체공사시방서)의 작성, 시공,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적합성 검토, 공사단계에서의 구조적합성과 구조

안전의 확인,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구조안전확인, 구조감리 및 안전

진단 등은 해당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아래 수행하여야한다.

  0107.3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

(1) 구조설계도서와 구조시공상세도서, 구조분야 감리보고서 및 안전

진단보고서 등은 해당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2) 건축주와 시공자 및 감리자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서명·날인한 설

계도서와 시공상세도서 등으로 각종 인·허가행위 및 시공·감리를 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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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구조검사 및 실험

0201 일반사항

0201.1 적용범위

이 장에서는 건축구조물에 사용하는 구조재료의 원자재에 한 적정

한 품질 확보와 제작물에 한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 구조재료나 제

작물의 현장설치,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검사, 그리고 이들 검사나 

실험에 한 승인절차 및 안실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0201.2 용어의 정의

경골구조：큰 경간의 구조를 간략하게 비교적 단면이 작은 부재 여럿

을 사용하여 구성한 구조

공인시험 검사기관：정기적으로 성능실험과 검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학술단체 및 국가인정시험 검사기관

기준지정 외 재료：한국산업표준(KS)에 규격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에서 지정하지 않은 재료로서 구조재료로서의 성능 확인이 필요

한 재료

기준지정재료：한국산업표준(KS)에 규격이 제정되어 있고, 이 기준에

서 지정한 재료

성능증명표：제조사가 생산품에 표기한 증명서로서 제조사명, 제품 

또는 재료의 기능과 성능 특성, 그리고 그 제품이나 재료의 표적인 

표본에 한 공인된 기관의 실험과 평가임을 나타내는 공인시험 검사

기관의 증명 등을 표기한 것

신재료：한국산업표준(KS)에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

인증접합부：적정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접합부로서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증한 접합부

일반검사：건축구조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 등 안전상, 방화상, 위생

상의 주요 부위에 사용하는 구조재료에 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

정기적인 특별검사：자격이 부여된 자가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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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사

접합부 성능인증실험：적정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인증접합부로 성능인

증을 받기 위해 수행하는 실험

제작물：부품 또는 제작해서 건축물에 설치하기 위하여 절단, 천공, 

용접, 이음, 접합, 냉간작업, 교정과정을 거친 재료들로 구성된 조립

품

지속적인 특별검사：자격이 부여된 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특별검사：부품이나 연결 부위의 제작·가설·설치시 적절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검사

담당원：다음 각목에 규정한 자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

(2)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0201.3 주요기호

：부재의 전체 두께 또는 깊이, mm

：(1) 재하실험에서 부재의 경간으로서 2방향슬래브의 경우 짧은 

변, mm

(2) 받침부의 중심간 길이와 이웃 받침부 사이의 순경간에 부재두께 

를 합한 길이 중 작은 값, mm

(3) 캔틸레버의 경간은 받침부로부터 캔틸레버 단부까지 거리의 2배, 

mm

m ax ：측정된 최 처짐, mm (식(0210.3.1) 참조)

max：측정된 잔류처짐, mm (식(0210.3.2)와 식(0210.3.3) 참조)

max：2번째 실험을 시작할 때의 구조물의 위치를 초기값으로 하고, 

2번째 실험에 의해 측정된 최 처짐, mm (식(0210.3.3) 참조)

0201.4 구조검사

0201.4.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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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4.2(내진구조검사) 또는 0201.4.3(내풍구조검사)에 해당하는 건

축물의 구조검사를 하는 경우, 0205(지진하중에 한 특별검사) 및 

0206(풍하중에 한 특별검사)의 규정에 따른다.

0201.4.2 내진구조검사

내진구조검사 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중요도가 (특) 또는 (1)에 해당하는 구조물 및 건축·기

계·전기 설비 등의 비구조요소

(2) 제진 및 면진시스템

(3)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설계자가 요청한 경우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1) 단주기에서 설계응답 스펙트럼 가속도가 0.5g를 넘지 않으면서 

구조물 높이가 10m 이하인 경골구조

(2) 단주기에서 설계응답 스펙트럼 가속도가 0.5g를 넘지 않으면서 

구조물의 높이가 7m 이하인 보강조적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구성

된 내진시스템

(3) 다음의 수평 또는 수직 비정형이 없는 2층 이하의 1가구 및 2가

구 단위의 경량골조 독립주택

① 비틀림 비정형

② 비평행 시스템

③ 강성비정형-연층

④ 강도의 불연속-약층

0201.4.3 내풍 구조검사

내풍구조검사 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풍속이 35m/sec를 초과하는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중 높이

가 22m 이상인 경우

(2)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설계자가 요청한 경우

0202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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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1 서면승인

시공자는 시공재료, 부품, 장비, 시스템, 설계 및 시공법 등이 이 장

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실험보고서 및 성능증명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0202.2 승인기록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재료, 부품, 장비, 시스템, 설계 및 시공법 등과 

승인조건 및 제약사항을 포함하는 승인기록서는 담당원의 사무실에 

서류로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개하여야 한다.

0202.3 성능증명 표기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제조되지 않은 신재료, 부품, 장

비, 시스템, 설계 및 시공법 등에 하여 이 장에서 규정한 일반검사, 

특별검사 및 구조적 적합성 하중실험을 수행한 후에 관련 문서에 성

능특성을 표기하여야 한다. 

0203 일반검사

0203.1 일반사항

(1) 이 절은 건축구조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 등 안전상, 방화상, 위

생상 중요한 부위에 사용하는 구조재료, 공법, 설계방법에 하여 구

조성능에 한 품질을 충족하기 위한 확인사항을 규정한다. 

(2) 일반검사의 절차는 (1)항의 구조재료, 공법, 설계방법이 이 기준

에서 지정한 재료, 공법, 설계방법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의 각 절에 

따라야 한다. 

0203.2 기준지정 재료

시공자는 0203.1(일반사항)에 정한 부위에 한국산업표준 제품 중에서 

이 기준에서 지정한 구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재료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0203.3 신재료 및 기준지정 외 재료, 공법, 설계방법

시공자가 0203.1에서 정한 부위에 사용하려는 구조재료, 공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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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0203.2에 따른 기준지정 재료, 공법, 설계방법이 아닌 경우에

는 다음 절차에 따라 구조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0203.3.1 적용범위

0203.1(일반사항)에 정한 부위에 사용하는 신재료 및 기준지정 외 재

료, 공법, 설계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구성재료

(2) 철근

(3) 프리캐스트콘크리트

(4) 구조용 강재 및 주강

(5) 고력볼트 및 볼트

(6) 구조용 케이블, 와이어로프와 이와 유사품

(7) 용접재료(탄소강 및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8) 기타 이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실험이 가능한 재료, 공법, 설계방

법

0203.3.2 승인절차

(1) 신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술단체가 작성한 구조성능실

험보고서와 사용재료의 품질 확인을 위한 품질기준, 검사 및 정밀도, 

품질관리체계 및 그 실태의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내용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건설자재·부재의 품

질관리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

용할 수 있다.

(2) 기준지정 외 재료, 공법, 설계공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학술단체가 

작성한 구조성능실험보고서를 구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0203.3.3 구조성능실험보고서

건축주는 신재료 및 기준지정 외 재료, 공법, 설계방법의 적정성을 실

증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성과를 보유한 책임구조기술자가 작

성한 품질에 관한 기술기준과 해당 구조에 필요한 구조성능을 증명하

는 실험 및 조사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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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3.4 사용재료의 품질 확인

건축주가 신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료의 품질 확인

이 필요하다.

0203.3.4.1 품질기준에 따른 확인

한국산업표준에서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한국산업표준의 품질기준에 따른 검사항목 확인

(2) 한국산업표준의 품질 측정방법에 따른 품질 확인

(3) 한국산업표준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제조, 운반 및 보관 등의 

품질 확인

0203.3.4.2 자체 검사기준에 따른 확인

한국산업표준에서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

항을 확인한다.

(1) 제작사가 품질관리에 필요한 검사기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검사기준의 검사항목에 정밀도 기준과 성능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

(3) 제작사가 검사기준에 따라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

0203.3.4.3 품질관리체계의 확인

(1) 제작사의 규격관리

제작사의 품질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그 운영실태에 하여 다음 사항

을 확인한다.

① 제작사가 해당 규격에 하여 다음 사항을 적정하게 정비하고 있

는지 확인한다.

·제품의 품질검사 및 보관

·자재의 품질검사 및 보관

·공정의 관리항목 및 관리방법, 품질특성, 검사방법, 작업방법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외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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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처리

② 제작사가 해당 규격에 하여 적정하게 수정·보완하고 사원교육은 

잘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2) 제품 및 자재의 검사, 보관

제작사가 제품 및 자재의 검사, 보관을 제작사 자체 기준에 따라 적

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공정관리

제작사가 공정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다음 사항에 하여 

확인한다.

① 제조 및 검사를 공정별로 제작사 자체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지 여

부, 작업기록, 검사기록, 관리도 등 공정관리

② 공정 중에 발생한 부적합품 및 불합격 로드의 처리, 공정 중 이상

에 한 처·재발 방지 방안

(4)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제작사가 점검, 검사, 교정, 보수를 제작사 자체 기준에 따라 적정하

게 관리하고, 설비의 정도 및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한다.

(5) 외주관리

제작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6) 제품, 자재, 공정, 설비의 관리

제작사가 제품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설비관리, 외주관리, 고충처

리에 관한 기록을 필요기간 동안 보존하고 품질관리에 반영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0203.3.4.4 품질관리조직의 운영 확인

(1) 공정별 품질관리의 계획 및 운영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2) 각 조직의 책임, 권한이 명확하고 품질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각 

조직 간의 유기적 연 를 조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품질관리추진을 위한 교육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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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203.3.4.5 품질관리책임자의 직무 확인

품질관리책임자의 직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 품질관리에 관한 계획 및 추진

(2) 제작사내 규격 제정, 개정 등의 총괄

(3) 품질수준의 평가

(4) 품질관리실시에 관한 지도, 조언, 부서간 조정

(5) 작업중의 이상, 고충 등의 처리 및 책에 관한 지도

(6) 담당자에 한 품질관리 교육훈련의 추진

(7) 외주관리에 관한 지도

0203.3.4.6 평가와 사후검사

0203.3.2(승인절차)에 기술한 승인절차 중에 외관검사를 위해 사용승

인 신청제품을 사전에 제작하기 어려운 경우, 허가신청자는 유사한 

기성제작물이나 타 현장에 사용한 동일 제작품에 한 보고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제작물에 한 기술, 

제작물의 구성, 실험결과 및 이와 유사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상세내

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0203.3.4.7 승인기록의 보관 및 공고

담당원은 승인된 구조재료에 한 승인조건 및 제약사항을 포함하는 

승인기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0204 특별검사

0204.1 일반사항

이 절은 부품이나 연결 부위의 제작·가설·설치시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이 필요한 검사를 규정한다.

0204.2 강구조

강구조물에 한 특별검사는 현장반입 전의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제작검사와 설치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검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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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2.1 제작검사

강구조물 제작에 한 검사는 다음 항목을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204.2.1.1 제작능력 검사

제작사의 제작능력 검사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6조 및 같은 

영 별표 10 ʻ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ʼ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

조물의 규모에 따른 제작능력 등급에 적정한 공장으로서「건설기술진

흥법」제58조에 의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인증의 인증서가 있는 공

장에서 제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0204.2.1.2 용접부 검사

용접검사는 ｢강구조 용접부 비파괴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

다. 용접 검사자는 기타 승인된 과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여야 

한다.

0204.2.1.3 접합상세 검사

담당원은 승인된 설계도서에 나타난 상세 등에 따라 강골조의 브레이

스, 스티프너와 각 접합부에서 접합상세를 적절히 적용했는지, 부재의 

위치는 적정한지 등 제작에 한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0204.2.1.4 고력볼트 검사

작업 중에 담당원은 볼트, 너트, 와셔, 세트, 페인트 및 마찰면 처리, 

체결 부위, 그리고 설치 및 조립 등을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0204.2.1.5 평가와 사후검사

0204.2.1(제작검사)에 따라 제작공장은 담당원에게 실사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원은 제출 자료를 토 로 실사를 하여 적

합할 경우 승인한다. 담당원은 공사의 진행에 따라 사후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0204.2.1.6 서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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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원은 0204.2.1(제작검사)에 따른 검사항목에 하여 실사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0204.2.1.7 승인기록

담당원은 0204.2.1(제작검사)에 따라 실사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일

지와 함께 기록·보관한다. 

0204.2.2 현장검사

0204.2.2.1 주각부 검사

시공자는 주각부에 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앵커볼트, 베이

스 모르타르 및 너트의 조임 등을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담당원

은 지속적인 특별검사나 정기적인 특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0204.2.2.2 설치계획의 적정성 검사

시공자는 건축구조물의 규모, 형상, 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하여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

하고, 설치도중의 부분가구와 설치 후의 전체가구가 고정하중, 활하

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하여 

안전한가를 검토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원은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경우에 승인한다.

0204.2.2.3 접합부 검사

(1) 고력볼트 접합

시공자는 고력볼트 시공 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용접

설계도서에서 지시하지 않은 용접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204.2.2.4 데크플레이트와 스터드의 검사

데크플레이트와 스터드의 용접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204.3 콘크리트구조

0204.3.1 특별검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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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재료, 구조부재 및 시공에 관한 특별검사는 <표 0204.3.1>와 같이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절차와 제5장(콘크리트구조)의 관련 규정에 준하여 실

시한다.

0204.3.2. 재료의 품질확인

재료의 품질이 이 기준과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적합하다는 자료나 

서류가 없는 경우, 담당원은 그 재료에 하여 콘크리트표준시방서나 

특기표준시방에 따라 실시한 재료시험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검사내용 지속적인 특별검사 정기적인 특별검사

1. 보강철근과 배근 위치에 한 검사(예인장텐돈 포
함)

○

2. 보강철근의 용접검사
   1) KS B 0816-KS B 0892의 용접시험방법에 따

라서 용접되지 않는 보강용 철근
   2) 보통 또는 연성모멘트 골조, 그리고 경계요소를 

갖는 전단벽에서 휨과 축력에 저항하는 보강철근, 전단
보강근

○

○

3. 배합설계와 일치하는 배합을 사용하는지에 한 검
사

○

4. 슬럼프치와 공기량 측정을 위하여 채취한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료의 적합성, 강도실험을 위한 콘크리
트 제조시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온도

○

5. 콘크리트 타설 및 설치 방법의 기술적 적합성에 한 검사 ○

6. 양생온도와 양생방법이 적절한지 여부에 한 검사 ○

7.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검사
   1) 적용된 예인장력
   2) 내진구조시스템에 정착된 예인장텐돈의 그라우

팅

○

○

8.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설치에 한 검사 ○

9. 콘크리트에 포스트텐션을 가하기 전, 그리고 보와 슬래브에
설치된 동바리와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강도검사

○

<표 0204.3.1> 콘크리트구조의 시공에 한 특별검사

0204.4 기타 구조

0204.4.1 조적조

조적조시공은 이 기준에서 정의한 입주형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제6장(조적식 구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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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4.2 목구조

목구조부재의 조립에 관련된 제작공정에 한 특별검사는 제8장(목구

조)에 따른다. 

0204.4.3 기초

0204.4.3.1 말뚝기초

담당원은 말뚝을 설치하거나 시항타 및 하중실험 등을 실시하는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담당원은 모든 말뚝에 관한 설치기록과 하

중실험결과치를 작성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0204.4.3.2 피어기초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어기초는 특별검

사를 받아야 한다.

0205 지진하중에 한 특별검사

0205.1 일반사항

이 절은 0201.4.2에 규정한 구조물에 해 적용한다.

0205.2 구조부재

(1) 구조용 강재에 한 특별검사는 이 기준의 품질보증 관련조항을 

따른다.

단, 내진설계에 해 특별한 상세가 언급되지 않고, 반응수정계수가 

3 이하인 내진설계범주 C로 분류된 캔틸레버 기둥 시스템을 제외한 

구조의 강재는 제외한다.

(2) 정기적인 특별검사 상은 다음과 같다.

① 강구조물에서 용접작업

② 강구조물에서 주요 지진력저항시스템 내의 구성요소들의 스크류 

및 고력볼트를 사용한 체결법

단, 냉간성형 강구조에서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된 전단벽, 가새, 다이

아프램, 버팀재 및 장선 등은 제외한다.

－피복마감재가 석고보드 또는 섬유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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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마감재로서 마감재 체결 중심간격이 100mm 이상이면서 전단

벽, 전단패널 또는 다이아프램의 한쪽면에서만 목구조 패널 또는 강

재 시트가 시공된 경우

③ 콘크리트구조물에서 주요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철근과 배근 위치에 

한 검사

④ 콘크리트구조물에서 철근의 용접검사

－KS B 0816-KS B 0892의 용접시험방법에 따라 용접되지 않은 보

강용 철근

⑤ 목구조물에서 주요 지진력저항시스템 내의 구성요소들의 못접합을 

사용한 체결법

단, 판재의 체결 중심간격이 100mm 이상인 내진시스템의 구성성분

에 한 못접합, 기타 철물을 사용한 체결법을 포함한 목재 전단벽, 

목재 바닥, 가새, 버팀재(이중깔도리) 및 보막이장선 등은 제외한다.

0205.3 비구조요소

(1) 내진성능을 요구하는 비구조요소에서의 지정된 내진시스템을 조

사하며, 인증서와 일치하는 라벨, 정착 및 설치를 확인 한다.

(2) 내진설계범주 D로 분류된 구조물에서 외부 마감재, 내·외부 비내

력벽, 내·외부 합판 등의 설치 및 접합에서는 정기적인 특별검사를 수

행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부합하는 비구조요소는 제외한다.

① 지면에서 높이 9m 이하인 외부 마감재, 내·외부 비내력벽 및 내·

외부 합판

② 중량이 20N/m2 이하인 외부 마감재 및 내·외부 합판

③ 중량이 70N/m2 이하인 내부 비내력벽

(3) 내진설계범주 D로 분류된 구조물에서 액서스플로어 고정장치의 

설치 시에는 정기적인 특별검사를 수행 한다.

(4) 다음의 기계 및 전기 구성요소는 정기적인 특별검사를 수행 한다.

① 내진설계범주 C 또는 D로 분류된 구조물에서 비상상태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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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스템을 위한 전기설비들의 정착과정

② 내진설계범주 C 또는 D로 분류된 구조물에서 유해물질 운반을 위해 설계

된 배관(파이프) 및 관련 기계장치의 설치와 고정 시

③ 내진설계범주 C 또는 D로 분류된 구조물에서 유해물질 운반을 위

해 설계된 덕트의 설치 및 고정 시 

④ 내진설계범주 C 또는 D로 분류된 구조물에서 진동격리 시스템의 

설치 및 고정 시 

(5) 면진장치 및 에너지 분산장치의 제조 및 설치 시에는 책임구조기

술자가 특별검사를 수행 한다.

0206 풍하중에 한 특별검사

0206.1 일반사항

이 절은 0201.4.3에 규정한 구조물에 해 적용한다.

0206.2 구조부재

(1) 주요 풍하중저항시스템의 구성요소(전단벽, 가새, 다이아프램, 버

팀재 및 장선 등을 포함)들의 접합 작업 및 설치 중에는 특별검사를 

수행 한다.

(2) 정기적인 특별검사 상은 다음과 같다.

① 강구조물에서 용접작업

② 강구조물에서 주요 풍하중저항시스템 내의 구성요소들의 스크류 

및 고력볼트를 사용한 체결법

단, 냉간성형 강구조에서는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된 전단벽, 가새, 다

이아프램, 버팀재 및 장선 등은 제외한다.

－피복마감재가 석고보드 또는 섬유판의 경우 

－피복마감재로서 마감재 체결 중심간격이 100mm 이상이면서 전단

벽, 전단패널 또는 다이아프램의 한쪽면에서만 목구조 패널 또는 강

재 시트가 시공된 경우

③ 콘크리트구조물에서 주요 풍하중저항시스템의 철근과 배근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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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사

④ 콘크리트구조물에서 철근의 용접검사

－KS B 0816-KS B 0892의 용접시험방법에 따라 용접되지 않은 보

강용 철근

⑤ 목구조물에서 주요 풍하중저항시스템 내의 구성요소들의 접합을 

사용한 체결법

단, 판재의 체결 중심간격이 100mm 이상인 풍하중저항시스템의 구

성 성분에 한 못접합, 기타 철물을 사용한 체결법을 포함한 목재 

전단벽, 목재 바닥, 가새, 버팀재(이중깔도리) 및 보막이장선 등은 제

외한다. 

0206.3 비구조요소

다음 비구조시스템 및 구성 성분들에 해 정기적인 특별검사가 필요

하다.

(1) 지붕마감재의 설치 및 접합

① 직접적으로 풍하중의 영향을 받는 지붕마감재 

② 지붕마감재로부터 풍하중이 전달되거나 직접풍하중을 받는 비구조요소(트러

스, 지붕 시트, 시트 정착물, 전단벽, 외부 조적조, 콘크리트조, 목구조 스터드 

접합 등)

(2) 커튼월, 창문, 문 등과 같은 벽체 마감재의 설치 및 접합 

0207 재료의 강도

0207.1 사용재료의 적합성

건축주는 기초 및 주요구조부 등 안전상 중요한 부위에 사용하는 구

조재료가 설계 시에 적용한 설계기준강도 및 기계적 성능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0207.2 신재료

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재료에 하여는 ʻʻ0203(일반

검사)ʼʼ 및 ʻʻ0211( 안실험)ʼʼ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설계강도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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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0208 내진성능 구조실험

0208.1 일반사항

지진하중에 한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중요도(특) 및 중요도(1)로 

분류되는 구조물에서 내진시스템은 0208.2에서 0208.5까지의 기술내

용에 따른다.

0208.2 철근

시공자는 내진구조에 사용할 철근에 한 공인시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철근을 용접하는 경우에는 철근의 용접성을 증명할 수 있

는 화학성분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0208.3 구조용 강재

내진구조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의 성능실험은 제7장(강구조)의 품

질보증 관련조항을 따른다.

0208.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등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 검증에 필요한 사

항은 책임구조기술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0208.5 면진·제진시스템

면진·제진시스템에 한 실험은 책임구조기술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 

0209 구조적 적합성 하중실험

0209.1 일반사항

시공자는 이 기준으로 검토할 수 없는 설계 및 시공법을 사용하거나 

이 기준으로 구조물의 특성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시공 전에 하중실

험을 실시하여 구조적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책임구조기술자는 

실험결과를 구조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0209.2 설계기준 하중실험

- 34 -

하중실험 절차와 하중계수, 설계기준강도 및 기계적 성능은 제3장(설

계하중)의 관련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적절한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에는 0209.3에 따른 특별 하중실험을 실시하여 내력 및 성능을 확인

할 수 있다.

0209.3 특별 하중실험

하중실험 절차를 명시한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0210에 준한 재하실

험에 의하여 구조부재와 구조체에 한 내력을 확인한다.

0209.4 실험체

시공 전 하중실험을 위한 실험체 및 실험구조물의 제작은 실제와 동

일하도록 하되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한 재료, 형상 및 상세에 따라

야 한다. 실험은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0210 현장재하실험

0210.1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책임구조기술자는 시공자가 해당 구조체 전체 또는 일

부를 설계도서 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시공품질의 저하로 인하여 예상

하중에 한 구조체의 안전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이에 한 구조적 평가를 

건축주에 요청할 수 있다. 구조적 평가 결과, 구조체의 보유내력이 기준에서 

정한 내력에 미달할 경우에 건축주는 이 절에서 규정한 현장재하실험을 실시

하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

물이 시공중인 경우 건축주는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건축물의 실제 내하력을 정량화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에도 이 절에서 규정하는 현장재하실험을 사용할 수 있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현장재하실험 전에 재하하중, 계측, 실험조건, 수치해석 

등을 포함한 현장재하실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재하실험은 실험

기간 중 과도한 영구변형이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인명

과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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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을 위한 조치는 현장재하실험에 지장이 있거나 실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210.2 실험기준

구조체와 구조부재 및 접합부는 적절한 실험기준에 따라 실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구조 및 강구조에 한 현장재하실험은 책임구조기술자

의 감독하에 0210.3 및 0210.4에 준하여 실시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실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험방법 및 절차를 계획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0210.3 콘크리트구조의 재하실험

재하실험 상 구조물 또는 부재의 재료가 충분히 설계강도에 도달할 수 있

는 재령일이 확보된 이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재하할 경

우, 내하력이 의심스러운 부분의 예상 취약원인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적

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하실험방법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① 재하할 보나 슬래브 수와 하중배치는 강도가 의심스러운 구조부재

의 위험단면에서 최 응력과 처짐이 발생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만

약 하나의 하중배열로 구조물의 적합성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효과(처

짐, 비틀림, 응력 등)들의 최 값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2종류 이상의 

실험하중의 배열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하할 실험하중은 해당 구조 부분에 작용하고 있는 고정하중을 포함하

여 설계하중의 85%, 즉 0.85(1.2＋1.6) 이상이어야 한다. 활하중 의 결정

은 해당 구조물의 관련기준에 규정된 로 활하중감소율 등을 적용시켜 허용

범위 내에서 감소시킬 수 있다.

(2) 재하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① 처짐, 회전각, 변형률, 미끄러짐, 균열폭 등 측정값의 기준이 되는 

영점 확인은 실험하중의 재하 직전 1시간 이내에 최초 읽기를 시행하

여야 한다. 측정값은 최 응답이 예상되는 위치에서 얻어야 하며, 추

가적인 측정값은 필요에 따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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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분포실험하중은 재하되는 구조물이나 구조부재에 등분포하중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실험 상 부재에 

하중이 불균등하게 전달되는 아치현상은 피하여야 한다.

③ 실험하중은 4회 이상 균등하게 나누어 증가시켜야 하며, 응답측정

값은 각 하중단계에서 하중이 가해진 직후, 그리고 실험하중이 적어

도 24시간 동안 구조물에 작용된 후에 읽어야 한다.

④ 전체 실험하중은 최종단계의 모든 측정값을 얻은 직후에 제거하며 

최종잔류측정값은 실험하중이 제거된 후 24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읽

어야 한다.

(3) 재하실험의 허용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① 실험할 구조물은 파괴의 징후인 균열·박리 혹은 구조물의 안정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 한 처짐 등이 없어야 한다. 압축된 콘크리

트의 박리나 파쇄는 파괴의 징후로 볼 수 있다. 한편, 균열폭은 구조

물의 상태 판단에 좋은 자료로서 전체 실험체 균열폭의 변화 및 새로 

발생된 균열의 평가를 위한 근사적인 한계 및 기준 등을 확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② 측정된 최 처짐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m ax ≦ 


(0210.3.1.)            ∆m ax ≦ ∆m ax (0210.3.2)

측정된 최 처짐과 잔류처짐이 식(0210.3.1)이나 식(0210. 3.2)를 만족하지 않

을 때 재하실험을 반복할 수 있다. 반복실험은 처음 실험하중 제거 후 72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재실험한 구조물의 

해당 부분의 회복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수용할 수 있다.

∆m ax ≦ ∆m ax (0210.3.3)

③ 실험할 구조부재는 스터럽 철근의 항복 혹은 일체성을 상실할 정

도의 정착손실 등 갑작스러운 전단파괴의 가능성을 예시하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

④ 횡방향 철근이 없는 부분에서 부재축에 경사지게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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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간점 위치에서 평가한 균열의 수평투영길이가 부재의 깊이보다 긴 

사인장균열이 예상되면 취성파괴의 위험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

다.

⑤ 정착영역과 겹침이음영역에서 철근축을 따라 발생하는 균열은 철

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힘 전달에 따른 높은 응력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정착과 철근이음의 영역에서 일련의 짧은 경사균열과 수평균

열이 철근을 따라 발생하면 이러한 균열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4) 실험 상구조물이 판정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책임구조기술자는 재

하실험 또는 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제한된 내하력 범위 내에서 구조물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0210.4 강구조의 재하실험

강구조의 재하실험에 의한 내하력 결정은 다음 (1)에서 (4)에 따르며, 

사용성 평가는 (5)에 따른다.

(1) 기존의 바닥이나 지붕구조물의 내하력을 실험에 의해 결정할 경

우, 실험하중은 책임구조기술사의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야 한다. 각 하중단계마다 구조물의 손상 정도와 붕괴 가능성에 하

여 정밀하게 외관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와 유사하거나 또는 비

상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구조물의 실험강도는 최 재하하중에 현장에서 확인된 고정하중

을 더한 값으로 한다. 바닥구조물의 활하중에 한 내하력은 실험강

도를 1.2＋1.6에 등치시켜서 산정한다. (여기서 는 그 구조물의 

고정하중, 은 활하중을 의미한다). 바닥구조의 활하중은 적용 가능한 하

중기준을 기초로 계산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붕구조에 해서는  

신에 ,  또는  등으로 치해서 평가한다.

(3) 사용하중 수준을 초과하는 구조물의 비탄성거동이 나타나면 주기

적으로 재하하여 영구변형과 비탄성변형의 크기를 기록하도록 한다. 

실험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구조물의 변위는 재하 이전의 초기 구조

물 위치를 기준으로 위험 위치에서 모니터링한다. 최  실험하중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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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유지되는 동안, 변형은 가력의 초기값보다 10% 이상 증가되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기존 구조물의 내하력이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위의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4) 영구변형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실험하중을 제거한 이후 24시

간 동안의 구조물 변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허용 가능한 영구변형의 

크기는 구조형식에 따라 변동하므로 최 하중에 한 영구변형에 

한 제한값을 이 조항에서는 적시하지 않는다. 전체구조물을 상으로 

한 재하실험이 부적절한 경우는 적어도 1개 스팬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장 불리한 부분구조를 선정하여 이 실험을 수행한다.

(5) 재하실험에 의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할 때, 점진적 재하를 통하여 

사용하중에 이르도록 한다. 1시간 동안 변형을 관찰토록 한 후, 하중

을 제거하고 변형을 기록한다.

0210.5 말뚝재하실험

말뚝재하실험에는 압축재하, 인발재하, 횡방향재하실험이 있으며, 다

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말뚝재하실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정재하실험방법 또는 동재

하실험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설계지지력이 수천 톤에 이르는 현장

타설말뚝의 경우에는 양방향 재하실험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2) 말뚝재하실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지력 확인

② 변위량 추정

③ 건전도 확인

④ 시공방법과 장비의 적합성

⑤ 시간경과에 따른 말뚝지지력 변화

⑥ 부주면 마찰력

⑦ 하중전이 특성

(3) 압축정재하실험의 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 

말뚝개수의 1% 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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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구조물별로 1회 실시하도록 한다.

(4) 기성말뚝에 한 동재하실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따라 

실험방법과 횟수를 정한다.

① 시공 중 동재하실험(end of initial driving test)은 시공장비의 성

능 확인, 장비의 적합성 판정, 지반조건 확인, 말뚝의 건전도 판정, 

지지력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재하실험 수량은 지반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전체말뚝 개수의 1%이상(말뚝이 100개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1개)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시공 중 동재하실험이 실시된 말뚝에 한 시간경과효과 확인을 

위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시공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항타동

재하실험(restrike test)을 실시한다. 재항타동재하실험의 빈도는 ①항

에서 정한 수량으로 한다.

③ 시공이 완료되면 본시공 말뚝에 해서 품질 확인 목적으로 재항

타동재하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시험빈도는 ①항에서 정한 수

량으로 한다.

(5) 지형 및 지반조건, 시공장비, 말뚝종류 등 제반 시공조건이 변경

될 때에는 실험횟수를 추가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또한 중요 구

조물일 때에는 실험횟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하하중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

0211 안실험

0211.1 일반사항

시공자는 인증된 기준이 없는 새로운 재료나 조립품을 적용할 경우에 

필요한 실험과 조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품질과 사용법에 한 공

인시험검사기관의 보고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0211.2 실험기준

설계에서 채택한 공법과 설계방법이 이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법에 관련한 시스템이나 구조부재 및 접합부 등은 이 절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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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실험을 수행하여 적정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0211.3 실험절차

안실험은 0203(일반검사) 및 0204(특별검사)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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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설계하중

0301 일반사항

0301.1 적용범위

이 장은 건축구조물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다만, 특별

한 조사 연구에 의한 설계하중 및 외력의 산정 시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0301.2 용어의 정의

가새골조：횡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건물골조방식 또는 이중골조방식에서 중

심형 또는 편심형의 수직트러스 또는 이와 동등한 구성체

가스트영향계수：바람의 난류로 인해 발생되는 구조물의 동적 거동 성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균변위에 한 최 변위의 비를 통계적인 값으로 나타낸 

계수

감쇠시스템：개별 감쇠장치로부터 구조물의 기초와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하중

을 전달하는 구조요소 또는 가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체.

감쇠장치：감쇠시스템의 일부로서 장치 양 단부의 상 적 움직임에 따라 에

너지를 소산시키는 유연한 구조요소. 감쇠장치를 다른 구조요소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핀, 볼트, 거싯플레이트, 가새연장재 등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

함. 감쇠장치는 변위의존형이나 속도의존형 또는 이들의 조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형 또는 비선형으로 거동.

강체구조물：바람과 구조물의 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하중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안정된 구조물(공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가스트영향

계수를 사용하며 건축물의 형상비에 따라 구분)

강한 격막：유연한 격막으로 분류되지 않는 격막

개방형 건축물：정압을 받는 벽에 위치한 개구부 면적의 합이 그 벽면적의 

80% 이상되는 건축물 또는 각 벽체가 80% 이상 개방되어 있는 건축물

거주성: 강풍으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거주자가 느끼는 불안, 불쾌감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말함 

건물골조방식：수직하중은 입체골조가 저항하고, 지진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새

골조가 저항하는 구조방식

경계요소：격막이나 전단벽의 가장자리, 내부 개구부, 불연속면과 요각부에서

의 인장 혹은 압축요소와 수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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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벽：자중이 1kN/m2 이하인 가동식 벽체

고정하중：구조체와 이에 부착된 비내력 부분 및 각종 설비 등의 중량에 의

하여 구조물의 존치기간 중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연직하중

골바람효과：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따라 평행하게 바람이 불어가면서 유

선이 수평방향으로 수렴하여 풍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

공기력불안정진동：건축물 자신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공기력이 

건축물의 감쇠력을 감소시키도록 작용함으로써 진동이 증 되거나 발산하는 

현상

공진계수：건축물 변동 변위의 고유진동수 부근의 진동수 성분의 분산을 나

타내는 계수

구조감쇠: 구조체에 진동이 가해지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진동이 감소되다

가 마침내는 진동이 멈춘다. 이처럼 진동이 감소되다가 멈추는 것은 구조체를 

구성하는 재료가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성질을 말함  

규모계수：건물의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난류영향의 저하를 나타내는 계수

기본풍속：지표면조도 구분 C인 지역의 지표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측정

한 10분간 평균풍속에 한 재현기간 100년 기 풍속

기준경도풍 높이：지표면의 거칠기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풍속이 거의 일정하게 되는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난류강도：바람의 흐트러짐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무차원량으로 변동

풍속의 표준편차를 평균풍속으로 나눈 비율

내력벽방식：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방식

내압가스트영향계수：건축물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압

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평균실내압에 한 최 실내압의 비

내압계수：건축물 외벽의 틈새나 개구부를 통하여 공기가 건축물 내부로 유

입되어 발생하는 내부압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내진중요도 그룹：<표 0306.4.1>에 따른 건물용도 및 내진중요도의 분류

기경계층：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마찰력이 작용함으로써 지상의 높이에 따

라 풍속이 변하는 영역

기경계층 시작 높이：지표면의 영향을 받아 연직방향의 풍속이 변화하는 

기층의 시작이 되는 높이( 기경계층 시작 높이 이하에서는 지표면조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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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따라 일정풍속으로 한다)

독립편지붕：벽면이 없이 기둥 부재에 편지붕만 있는 지붕구조물

면진시스템：모든 개별 면진장치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 구조요소 및 모든 연

결부의 집합체.

레벨크로싱수: 구조물이 진동하는 경우 단위시간에 주어진 임의 레벨을 정의

구배로 교차할 횟수로 단위는 Hz임.

면진장치：설계지진시 큰 횡변위가 발생되도록 수평적으로 유연하고 수직적

으로 강한 면진시스템의 구조요소.

면진층：면진시스템과 상부·하부구조의 경계에 위치한 연결요소를 포함하는 

부분.

모멘트골조방식：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골조가 저항

하는 구조방식

밀폐형 건축물：탁월한 개구부가 없고 바람의 유통이 없도록 창호가 밀폐되

어 있으며, 출입문도 강풍이 불 때에는 폐쇄장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개구부 

및 틈새의 면적이 전벽면적의 0.1% 이하인 경우

밑면：지반운동에 의한 수평지진력이 작용하는 기준면

밑면전단력：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설계용 총 전단력

버펫팅: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의 난류성분이 물체에 닫아 물체를 풍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진동시키는 현상 

변장비：건축물의 깊이 를 폭 로 나눈 비율. 즉 

변위의존형 감쇠장치：하중응답이 주로 장치 양 단부 사이의 상 변위에 의

해 결정되는 감쇠장치로서, 근본적으로 장치 양단부의 상 속도와 진동수에는 

독립적.

보통모멘트골조：연성거동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상세를 사용하지 않은 모

멘트골조

부골조：창호와 외벽패널 등에 가해지는 풍하중을 주골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2차구조부재(파스너, 퍼린, 거트, 스터드 등)

부분개방형 건축물：탁월한 개구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되고, 전자는 개

폐가 가능한 크고 작은 개구부가 있지만 강풍 시에는 닫도록 되어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한쪽 벽의 개구부 면적이 나머지 모든 벽의 개구부 및 틈새 면적의 2

배가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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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물：구성요소나 그 지지물을 구조물의 내진시스템에 연결하거나 견고하

게 하는 장치(앵커볼트나 용접연결부, 기계적 고정장치를 포함)

부하면적：연직하중전달 구조부재가 분담하는 하중의 크기를 바닥면적으로 

나타낸 것

건물외구조물：연직하중을 받는 구조물 중에서 건물, 차량 또는 철도용 교량, 

원자력발전소, 해양선착장 또는 댐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립 구조물

비공진계수：건축물 변동변위의 고유진동수 부근 이외의 진동수 성분의 분산

을 나타내는 계수

비구조부재：차양·장식탑·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부재

비구조요소：1보다 더 큰 중요도계수 를 갖도록 설계되는 건축, 전기, 기계

시스템과 그들의 구성요소

비틀림진동：난류의 비정상적 운동 및 박리로 인해 건축물에 불안정하게 비

틀림이 유발되는 진동형태

설계변위：면진시스템의 강성 중심에서 구한 설계지진시 횡변위.

설계속도압：건축물설계용 풍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평균풍속의 등가정적 속

도압

설계스펙트럼가속도：설계지진에 한 단주기와 주기 1초에서의 응답스펙트

럼가속도(,  )

설계지진：이 기준에 따라 건축구조물이 저항해야 하는 지진효과

설계풍속：기본풍속에 하여 건설지점의 지표면상태에 따른 풍속의 고도분

포와 지형조건에 따른 풍속의 할증 및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른 설계재현기간

을 고려한 풍속으로 설계속도압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풍속

설계하중：이 기준에 따라 건축구조물이 저항해야 하는 하중

속도의존형 감쇠장치：하중응답이 주로 장치 양 단부 사이의 상 속도에 의

해 결정되는 감쇠장치로서, 추가로 상 변위의 함수에 종속될 수도 있음.

수집재：구조물의 일부분으로부터 횡력저항시스템의 수직요소로 횡력을 전달

하기 위해 설치된 부재 혹은 요소

순압력계수: 지붕이나 막 등의 경우 상부와 하부에 동시에 작용하는 풍압력의 

차를 기준높이에서의 속도압으로 무차원화한 것.

연성모멘트골조방식：횡력에 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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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골조방식

영향면적：연직하중전달 구조부재에 미치는 하중영향을 바닥면적으로 나타낸 

것(기둥 또는 기초의 경우에는 부하면적의 4배, 큰보 또는 작은보의 경우에는 

부하면적의 2배를 각각 적용한다)

와류진동：건축물 배후면에서 좌우 상호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와류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건축물의 진동

외압가스트영향계수：외압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평균외압에 

한 최 외압의 비

외압계수：건축물 외피의 임의 수압면에 가해지는 평균풍압과 기준높이에서 

속도압의 비

외장재설계용 풍하중：창호, 외벽패널 등 풍하중을 직접 받는 건축물의 외장

재와 이를 지지하는 파스너, 퍼린, 거트, 스터드 등 풍하중을 직접 또는 외장

재를 통하여 받아 하중을 주골조로 전달하는 2차구조부재 및 그 접합부를 설

계하기 위한 풍하중

유연구조물：바람과 구조물의 동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부가적인 하중이 발생

하는 바람에 민감한 구조물(동적 효과가 고려된 가스트영향계수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물의 형상비에 따라 구분된다.)

유연한 격막：격막의 횡변위가 그 층에서 평균 층간변위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격막, 층전단력과 비틀림의 분포를 위하여 유연한 격막으로 분류

유효감쇠：면진시스템의 이력거동에 의해 소산되는 에너지로부터 산정되는 

등가점성감쇠.

유효강성：면진시스템의 수평력을 그에 상응하는 수평변위로 나눈 값.

유효수압면적：풍하중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유효면적으로 풍방향 직각

에 한 투영면적. 다만, 외장재의 경우에는 외장재 하중분담 표면적

위험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장해물질, 환경

유해성 물질 또는 물리적 위험물로 분류되어 일반 중의 안전에 위협을 미

칠 수 있는 물질

이중골조방식：횡력의 25 %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방식

인접효과: 건축물의 일정거리 풍상측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은 장애물

의 영향을 받아 진동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에 가해지는 풍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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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증가하며, 외장재에 작용하는 국부풍압도 크게 증가하는 현상 

와류방출:  물체의 양측에서 박리한 흐름이 후류에 말려들어가 물체의 후면에

서 교 로 서로 반 방향으로 회전하는 정형적인 2열의 와가되어 후류로 방

출되는 현상. 원주의 경우에는 레이놀즈수가 30~5,000 범위, 각주의 경우에

는 1,000 전후의 범위에서 발생하며, 이 와류방출로 인하여 물체는 풍직각방

향으로 진동함. 

장비요소：건물 내·외부의 기계적 요소, 전기적 요소 또는 기계시스템의 한 

부분이나 전기시스템의 한 부분

재현기간：일정 규모의 바람이 다시 내습할 때까지의 통계적 기간년수

적설하중：쌓인 눈의 중량에 의하여 건축물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전단벽：벽면에 평행한 횡력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벽

전단벽－골조상호작용시스템：전단벽과 골조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강성에 

비례하여 횡력을 저항하도록 설계되는 전단벽과 골조의 조합구조시스템

주골조：풍하중에 저항하여 전체구조물을 지지하거나 안정시키기 위하여 배

치된 구조골조 또는 구조부재들의 집합으로서 구조물 전체에 작용하는 풍하

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기둥, 보, 지붕보, 도리 등을 말함. 또한, 구

조부재인 브레이스, 전단벽, 지붕트러스, 지붕막 등이 전체하중을 전달하기 위

하여 사용되었다면 주골조로 봄

주골조설계용 풍하중：구조물 전체에 가해지는 풍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부재

들을 설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풍하중

중심가새골조：부재들에 주로 축력이 작용하는 가새골조 

중요도계수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적설하중의 크기를 증감하는 계수<표 

0304.3.4>

중요도계수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설계풍속을 증감하는 계수<표 

0305.5.6>

중요도계수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응답계수를 증감하는 계수<표 

0306.4.1>

지반종류：공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지반을 분류하는 등급 <표 0306.3.2>

지붕골조설계용 풍하중：건축물의 지붕골조설계에 사용되는 풍하중

지붕활하중：유지·보수 작업시 작업자, 장비 및 자재에 의한 작업하중 또는 

점유·사용과는 무관한 화분 또는 이와 유사한 소형 장식물 등 이동 가능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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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의하여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

지역계수：표 <0306.3.3>과 표 <0306.3.4>에 따라 결정된 계수, , 

지진구역：동일한 지진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지역

지진력：지진운동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에 하여 구조물과 그 구성요소를 

설계하기 위하여 결정된 힘

지진력저항시스템：정해진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구성된 구조시스템

지진응답계수：식(0306.5.2)～식(0306.5.4)에 따라 결정된 계수, 

지진하중：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지표면조도 구분：지표면의 거칠기 상태로 일정지역의 지표면 거칠기에 해당

하는 장애물이 바람에 노출된 정도의 구분

지하수압：지하수위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지형계수：언덕 및 산 경사지의 정점 부근에서 풍속이 증가하므로 이에 따른 

정점 부근의 풍속을 증가시키는 계수

책임구조기술자：0306.12에서는 면진시스템을 적용한 구조물, 0306.13에서

는 감쇠시스템을 적용한 구조물의 설계에 책임이 있는 등록된 설계전문가.

총설계변위：비틀림에 의한 추가변위를 포함한 면진시스템의 설계지진시 횡

변위.

총최 변위：비틀림에 의한 추가변위를 포함한 면진시스템의 최 예상지진시 

횡변위.

최 변위：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에서 구한 최 예상지진시 횡변위.

층간변위：인접층 사이의 상 수평변위

층간변위각：층간변위를 층 높이로 나눈 값

층지진하중：밑면 전단력을 건축물의 각 층별로 분포시킨 하중

탁월개구부：환기구 및 개방형 문이 있는 공장건축물, 한쪽이 트인 임시건축

물 등과 같이 한쪽 벽의 개구부 면적이 나머지 모든 벽의 개구부 및 틈새 면

적의 2배가 넘는 경우

특별풍하중：바람의 직접적인 작용 또는 간접적인 작용을 받는 상건축물 

및 공작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하여 풍하중을 평가하

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풍동실험을 통하여 풍하중을 평가해야

만 하는 경우

편심가새골조：경사가새가 설치되어 가새부재 양단부의 한쪽 이상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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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접합부로부터 약간의 거리만큼 떨어져 보에 연결되어 있는 가새골조

풍력계수：구조체와 지붕골조 또는 기타 구조물 등의 설계풍압을 산정하기 

위한 계수로서 기타구조물이나 독립편지붕 등의 경우에는 풍력계수를 직접 

사용하고, 주골조용의 풍력계수는 풍상측 외압계수와 풍하측 외압계수를 

함께 고려한   로 산정하며, 지붕골조용 풍력계수는 외압계수 와 내

압계수를 함께 고려한    로 산정함. 

풍력스펙트럼계수：건축물 풍방향의 1차고유진동수에 있어서 풍속변동의 파

워를 나타내는 계수

풍방향진동가속도：바람의 난동작용으로 건축물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진

동하여 발생하는 가속도

풍상측：바람이 불어와서 맞닿는 쪽

풍속고도분포계수：지표면의 고도에 따라 기준경도풍 높이까지의 풍속의 증

가분포를 지수법칙에 의해 표현했을 때의 수직방향 분포계수

풍속변동계수：가스트영향계수를 평가할 때 지표면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난

류강도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계수

풍압계수：주골조의 설계풍압을 산정할 때는 외압계수 와 내압계수 로 

구성되며, 외장재의 설계풍압을 산정할 때에는 피크외압계수 와 피크내압

계수 로 구성 

풍직각방향진동：난류의 비정상적인 운동 및 건축물 배후면의 양측에서 규칙

적으로 발생하는 와류에 의해 바람부는 직각방향으로 유발되는 건축물의 진

동형태

풍직각방향진동가속도：건축물 양쪽 모서리부에서 배후면의 좌우쪽으로 상호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와류에 의하여 건축물이 바람부는 직각방향으로 진동하

여 발생하는 가속도

풍하측：바람이 불어와 맞닿는 측의 반 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는 측

피크내압계수：외장재 설계용 풍하중 산정에 필요한 가스트영향계수와 내압

계수를 함께 고려한 순간 최 에 상응하는 값

피크외압계수：외장재 설계용 풍하중 산정에 필요한 가스트영향계수와 외압

계수를 함께 고려한 순간 최 에 상응하는 값

하중조합：동시에 작용하는 각각의 설계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하여 합한 것

형상비：건축물 높이 를 바닥면의 평균길이 로 나눈 비율(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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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는 건물폭, 는 건물 깊이)

활성단층：지난 11,000년(충적세) 동안 지진활동의 지질학적 증거나 역사적

으로 연평균 1mm 이상의 미끄러짐이 있는 단층

활하중：건축물 및 공작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

활화중저감계수：영향면적에 따른 저감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활하중에 곱하

는 계수

후류버펫팅: 풍상측에 놓인 물체에 의해 생성된 변동기류가 풍하측 물체에 작

용하여 발생하는 불규칙한 진동.

0301.3 주요기호

：영향면적(단, ≧ 36㎡)

：유효수압면적, 독립벽체 또는 독립간판의 총면적, 옥상 구조물과 설치물의 

풍향에 한 수직 수압면적, ㎡

：지역계수

：건축물의 벽면 및 지붕면 모서리 국부풍압력을 받는 곳으로 건축물 최소

폭의 0.1배 또는 0.4 중 작은 값, m

：1층에서 지진하중 방향에 평행한 전단벽의 전단단면적, ㎡

 : 외장재 등의 유효수압면적, ㎡

 :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에서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1구면 투영면적, ㎡

  : 건축물의 기준층바닥면적, ㎡

  : 옥상구조물과 설치물의 풍향에 한 수평수압면적, ㎡

 : 풍향에 수직인 파라펫의 수압면적, ㎡

 : 지붕보가 부담하는 부분의 유효수압면적, ㎡

 ：부하면적

 ：건축물의 표 폭, 벽체․간판의 수평길이, 건축물의 풍직각방향 치수 

또는 독립편지붕에서 풍직각방향 지붕치수, m

 ：0305에서는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폭, 각종 단일부재의 폭, 0306.12

에서는 구조물의 가장 짧은 평면치수로서 에 하여 직각으로 측정된 값, m

 ：기둥 플랜지 폭

 : 래티스형탑상구조물 밑면에서의 타워폭, m

 : 아치지붕 건축물의 경간방향길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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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치지붕 건축물의 경간직각방향길이, m 

 ：0305에서는 비공진계수, 0306.12에서는 유효감쇠()에 한 <표 

0301.3.1>의 수치계수

유효 감쇠,  또는  (임계퍼센트) a, b   또는 

≤ 2 0.8

5 1.0

10 1.2

20 1.5

30 1.7

40 1.9

≥ 50 2.0

a 감쇠계수는 0306.12.5.3(2)에 따라 결정된 면진시스템의 유효감쇠에 근거해야 한다.

b 주어진 유효감쇠 이외의 유효감쇠에 해당하는 감쇠계수는 선형보간으로 구한다.

<표 0301.3.1> 유효감쇠에 따른 감쇠계수,  또는 

  ：주골조설계용 비공진계수(건축물 변동변위의 고유진동수 이외의 진동수 

성분을 나타내는 계수)

   :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기준높이에서의 타워폭, m 

  ：유효감쇠()에 한 <표 0301.3.1>의 수치계수

 ：지붕설계용 비공진계수

   ：활하중저감계수 

   ：동적계수

  ：기본지붕적설 하중계수

  ：주골조설계용 풍력계수 

  ：노출계수

   : 건설지 주변의 지표면상황에 따라 정하는 환경계수

    : 피크풍력계수

    : 간편법의 주골조설계용 풍력계수

′ :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

   : 독립지붕의 순압력계수

    : 독립지붕의 피크순압력계수 

  : 독립편지붕의 풍상측 반쪽의 순압력계수

 : 독립편지붕의 풍하측 반쪽의 순압력계수

 ：수평하중계수

 ：외압계수

 ：풍상측의 외압계수

 ：풍하측의 외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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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형 건축물의 내압계수

 ：경사도계수

′   : 변동비틀림모멘트계수

 ：온도계수

 ：건축물의 깊이, m

 ：0305에서는 원형단면의 지름 또는 사각, 육각 혹은 팔각형 단면의 최

소치수, 돔지붕 건축물의 지름, 독립편지붕 풍방향 수평길이, 0306.12에

서는 구조물의 가장 긴 평면치수, m

 ′ ：리브 및 스포일러와 같은 내민 요소의 깊이, m

 ：1층에서 지진하중 방향에 평행한 전단벽의 길이, m

 ：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에서 식(0306.12.4)으로 구한 설계변위, m

 ：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에서 식(0306.12.5)으로 구한 최 변위, m

 ：비틀림에 의한 추가변위를 포함한 면진시스템의 총설계변위, m

 ：비틀림에 의한 추가변위를 포함한 면진시스템의 총최 변위, m

 ：면진 상부구조의 질량중심과 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 사이의 실제 편

심거리와 힘의 방향에 직각인 건물 치수 중 최 값의 5%로 정의되는 우

발편심거리를 합한 값, m

 ：설계변위에서의 사이클당 소산에너지, kN·m

 ：한 사이클의 하중재하 시 면진장치에서 소산된 에너지로서 힘－변위 

곡선에 따라 둘러싸인 면적, kN·m

 ：최 변위에서의 사이클당 소산에너지, kN·m

 ：풍력스펙트럼계수(건축물 풍방향의 1차 고유진동수에 있어서 풍속변동

의 파워를 나타내는 계수)

  ：부방향 변위진폭에서 면진장치의 부방향 수평력, kN

  ：정방향 변위진폭에서 면진장치의 정방향 수평력, kN

   ：풍방향풍력스펙트럼계수

    : 풍직각방향진동의 풍력스펙트럼계수

     ：아치지붕 및 돔지붕의 아치높이, m

 ：층의 층지진하중

 ：횡지진하중

    : 비틀림진동의 스펙트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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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의 층지진하중

 ：중력가속도

 :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풍방향피크팩터

    : 풍직각방향피크펙터

 ：주골조설계용 풍방향 가스트영향계수

 ：피크팩터

 ：내압 가스트영향계수

 ：지붕의 외압 가스트영향계수

    : 지붕골조 피크펙터

  ：내압 가스트영향계수

    : 비틀림모멘트 피크팩터

：외장재 설계용 피크외압계수

 ：외장재 설계용 피크내압계수

： 파라펫의 순압력계수

  ： 옥상구조물과 설치물의 피크외압계수

     ：건축물의 기준높이, 언덕․산․경사지의 높이, 펜스의 정상부 높이, m

      : 지표면에서 아치지붕 및 돔지붕 처마까지의 높이, 벽체․간판의 높이, 

굴뚝, 탱크 등 유사구조물의 높이, 기타구조물 수압면적 중심까지의 높이, m

 ：지붕면에서 장애물까지 높이, m

 ：균형적설하중 높이, m

 ：낮은쪽 지붕 위의 균형적설하중 상부에서 인접된 높은쪽 지붕이나 파

라펫 상부까지의 순높이, m

 ：적설퇴적량 깊이, m

, ：건축물의 밑면으로부터 , 층까지의 높이, m

 ：밑면으로부터 최상층까지의 건축물의 높이, m

      : 일반화관성모멘트, kg․m2

 ：지진하중에서의 중요도계수

 ：기준높이 에서의 난류강도

 ：적설하중에서의 중요도계수

 ：풍하중에서의 중요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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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이 에서의 난류강도

：식(0306.12.12)로 구한 설계변위에서의 면진시스템 최 유효강성, 

kN/m

：식(0306.12.13)로 구한 설계변위에서의 면진시스템 최소유효강성, 

kN/m

 ：개개 면진장치의 유효강성, kN/m

：식(0306.12.14)로 구한 최 변위에서의 면진시스템 최 유효강성, 

kN/m

：식(0306.12.15)로 구한 최 변위에서의 면진시스템 최소유효강성, 

kN/m

      : 지형형상계수

      : 높이방향압력분포계수 

 ：풍속고도분포계수

 ：지형계수

     : 의 영향계수

     : 표면거칠기영향계수

     : 단부효과계수

     ：,  중 큰 값, m

      : 지붕의 경간, 아치지붕 건축물에서 , ,  중 작은 값, 각종 단일 

부재의 길이, m 

 ：기준높이 에서의 난류스케일, m

 ：언덕, 산, 경사지의 정점중앙으로부터 아래로 /2인 지점에서 풍상측 

경사지지점까지의 수평거리, m

     : 높이 에서의 난류스케일, m

 ：극한하중계수

    : 풍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 kg


    : 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 kg 

 ：건축물의 풍방향, 풍직각방향 혹은 비틀림방향의 1차고유진동수 또는 

지붕의 1차고유진동수, Hz

    ：건축물의 풍방향1차고유진동수, Hz

    ：건축물의 풍직각방향1차고유진동수,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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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의 1차고유진동수, Hz

    ：건축물의 비틀림진동1차고유진동수, Hz

     :  과  가운데 작은 값, Hz

    ：외장재설계용 설계풍압,

    ：주골조설계용 설계풍압,

    ：지붕의 설계풍압,

    ：기준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 N/m²

    ：파라펫 상부에서의 설계속도압,

     : 기타구조물 수압면적 중심까지의 높이 에서의 설계속도압,

     : 임의높이 에서의 설계속도압, 

 ：반응수정계수

   ：주골조설계용 공진계수

 ：주골조설계용 공진계수(건축물 변동변위의 고유진동수 성분을 나타내

는 계수)

    :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의 공진계수

 ：지붕설계용 공진계수

    : 비틀림진동의 공진계수

    ：풍상측 지붕 끝단에서 풍하측으로  거리까지의 지붕

    ：거리 에서  거리까지의 지붕

    ：거리 부터 풍하측 끝단까지의 지붕

 ：재현주기 2400년의 예상되는 최 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구조물 사이의 인접거리, m

     : 지형에서의 위치계수, 벽체․간판의 수직길이, m

    ：규모계수 

 ：퇴적량으로 인한 추가적설하중, kN/m2

 ：주기 1초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단주기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평지붕적설하중, kN/m2

 ：지상적설하중, kN/m2

 ：경사지붕적설하중, kN/m2

 ：건축물의 기본진동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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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지진에 한 구조물의 비선형거동에 따라 최 변위에서 결정되는 

1차모드의 유효주기, 초(s)

 ：최 예상지진에 한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에 따라 최 변위에서 결

정되는 1차모드의 유효주기, 초(s)

 ：설계변위에서 면진구조물의 유효주기   



 ,  초(s)

 ：최 변위에서 면진구조물의 유효주기   



 , 초(s)

 ：밑면전단력

 ：식(0306.12.8)로 구한 면진시스템 또는 면진 하부구조물의 최소지진

력, kN

 ：시간이력해석을 통하여 얻은 밑면 전단력, kN

   ：기준높이 에 한 설계풍속, m/s

  : 재현기간1년풍속, m/s

 ：설계지진에 하여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결정된 감쇠시스템 적용 구

조물의 밑면 전단력, kN

 ：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되, 감쇠장치의 하중－변위 관계에서 속도의

존적 성분은 제거하고, 변위의존적 성분은 유효강성으로 치환하여 얻어진 

밑면 전단력, kN

m in：감쇠시스템적용 구조물의 해당 방향별 지진력저항시스템 설계를 위한 

밑면전단력의 하한치, kN

 ：기본풍속, m/s

 ：식(0306.12.9)로 구한 면진 상부구조의 최소지진력, kN

 ：층의 층전단력

 ：지표면으로부터 임의 높이 에 따른 설계풍속, m/s

 ：건축물의 전 중량

 ：퇴적량으로 인한 추가적설하중의 폭, m

 :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N

 ：주골조설계용 풍하중, N

 ：건축구조물의 내진중량, 활하중에 의한 효과의 1/2과 평균 고정하중

의 합, kN

  : 옥상구조물 및 설치물의 수평풍하중,  N 

  : 풍직각방향풍하중,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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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의 건축물 중량

 : 풍직각방향조합하중, N

 : 주골조설계용 지붕풍하중, N 

 : 간편법에 의한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N

 : 간편법에 의한 주골조설계용 풍하중, N 

 : 간편법에 의한 주골조설계용 지붕풍하중, N

 : 비틀림풍하중, N

  : 옥상구조물 및 설치물의 수직풍하중, N  

 ：비구조부재의 전 중량

 ：지붕골조설계용 풍하중, N/m2

 ：독립편지붕에 있어서 풍상측 처마 끝점으로부터 풍압력의 중심점까지 

거리, m

m ax : 풍방향최 수평변위, m  

m ax : 풍직각방향최 수평변위, m 

 ：지진방향과 직각인 상요소와 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과의 거리, m

：지표면에서의 임의 높이, m

： 기경계층시작높이, m

 ：기준경도풍 높이, m

 ：풍속고도분포지수

m ax : 풍방향최 응답가속도,  m/s2 

m ax : 풍직각방향최 응답가속도, m/s2

m ax : 비틀림최 응답각가속도, rad/s2 

 : 진동모드형에 관한 지수

 ：식(0306.12.16)로 구한 설계변위시 면진시스템 유효감쇠

 ：식(0306.12.11)로 구한 개개 면진장치의 유효감쇠

 ：식(0306.12.17)로 구한 최 변위시 면진시스템 유효감쇠

 ：층의 수평변위량

 ：탄성해석에 따라 구한 층의 수평변위량

 : 풍속변동계수

：건축물의 풍방향1차감쇠비

 ：건축물의 풍방향, 풍직각방향 혹은 비틀림방향의 1차감쇄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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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풍직각방향1차감쇠비

：비틀림진동의 1차감쇠비

  : 지붕의 1차 감쇠비

 ：감쇠장치의 감쇠성능에 따라 구조물에 작용하는 밑면 전단력이 저감

되는 정도를 고려한 예상감쇠보정계수

 ：감쇠장치 설치 전/후의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얻어진 밑면 전단력 비

율에 따라 결정된 감쇠보정계수

 ：지붕경사각,

max: 비틀림최 각변위, rad 

：카르만정수(≒ 0.4)

：풍방향레벨크로싱수, Hz

 ：레벨크로싱수, Hz

： 전면적과 밀폐형 간판 면적의 비율

 : 공기밀도, kg/m3

 ：개방형 판구조물의 충실률(유효수압면적/판외곽선 총면적)

 ：풍상측 가장 불리한 조건의 경사(＝ )
 ：언덕, 산, 경사지의 정점으로부터 풍하측 빗변으로 5되는 거리까지

의 평균경사


 m ax：정방향 설계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 하중 절 값, kN


 m in：정방향 설계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소하중 절 값, kN


 m ax：부방향 설계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 하중 절 값, kN


 m in：부방향 설계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소하중 절 값, kN


 m ax：정방향 최 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 하중 절 값, kN


 m in：정방향 최 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소하중 절 값, kN


 m ax：부방향 최 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 하중 절 값, kN


 m in：부방향 최 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소하중 절 값, kN

0301.4 설계하중의 종류

건축구조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설계하중에 
대한 사항은 0302부터 03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고정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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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하중( )
(3) 지붕활하중()
(4) 적설하중( )
(5) 풍하중( )
(6) 지진하중( )
(7) 지하수압·토압, 분말 및 입자형 재료의 횡압력( ) 
(8) 온도하중( )
(9) 유체압( ) 및 용기내용물하중(또는 )
(10)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
(11) 강우하중( )
(12) 기타 하중
0301.5 하중조합
(1) 건축구조물은 이 장에서 규정한 하중을 기본으로 다음의 하중조합에 의
한 하중효과에 저항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다음의 하중조합에서 고정하중 외의 하중에 대해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도 검토하여야 한다. 
(3) 구조재료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 하중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
라야 한다.
0301.5.1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합
(1)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하중조합으로 소요강도를 구하여야 한다.
                             (0301.5.1)
   또는  또는                             (0301.5.2)
   또는  또는   또는                              (0301.5.3)
     또는  또는                             (0301.5.4)
                  (0301.5.5)
                             (0301.5.6)
                             (0301.5.7)
(2) 주차장과 공공집회 장소를 제외하고 기본등분포활하중이 5.0kN/m2이하
인 용도에 대해서는 식(0301.5.3), 식(0301.5.4) 및 식(0301.5.5.)에서 활하
중 에 대한 하중계수를 0.5로 감소할 수 있다.



- 59 -

(3) 지하수압·토압 또는 분말 및 입자형 재료의 횡압력에 의한 하중 가 존재할 때는 다
음의 하중계수를 적용하여 조합하여야한다.
① 가 단독으로 작용하거나 의 하중효과가 다른 하중효과를 증대하는 경우
에는 하중계수를 1.6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의 하중효과가 영구적이면서 다른 하중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에는 하중계수
를 0.9로 하여야한다.
③ 의 하중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으면서 다른 하중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에는 
하중계수를 0으로 하여야한다.
0301.5.2 허용응력설계법의 하중조합
(1) 허용응력설계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중조합으로 
작용응력을 구하여야 한다.
                               (0301.5.8)
                          (0301.5.9)
  또는  또는           (0301.5.10)
    또는  또는   (0301.5.11)
  또는           (0301.5.12)
  또는    또는  또는  (0301.5.13)
                          (0301.5.14)
                            (0301.5.15.)
(2) 지하수압·토압 또는 분말 및 입자형 재료의 횡압력에 의한 하중 가 존재할 때는 다음
의 하중계수를 적용하여 조합하여야 한다.
① 가 단독으로 작용하거나 의 하중효과가 다른 하중효과를 증대하는 경우
에는 하중계수를 1.0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의 하중효과가 영구적이면서 다른 하중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에는 하중계수
를 0.6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 하중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으면서 다른 하중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에는 
하중계수를 0으로 하여야 한다.
(3) 이 하중조합을 사용할 경우에는 허용응력을 증대하여 설계할 수 없다.
0301.5.3 돌발하중에 대한 하중조합
(1) 건축구조물이은 화재, 폭발, 차량충돌 등에 의한 돌발하중에 저항하여 비

비례붕괴를 방지하도록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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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검토한다.

또는       
여기서,  돌발사고 에 의한 하중
(2) 돌발하중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구조물의 잔존저항능력은, 책임구조기술
자가 식별하여 선정한 구조요소를 가상적으로 제거하고, 다음의 하중조합으로 
평가 한다. 또는      또는  또는 

0302 고정하중
0302.1 일반사항
고정하중은 건축구조물 자체의 무게와 구조물의 생애주기 중 지속적으로 작
용하는 수직하중을 말한다.
0302.2 기본방침
건축구조물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각 부분의 실상에 따라 산정한다. 각 부분
의 중량은 사용하는 재료의 밀도, 단위체적중량, 조합중량을 사용하여 산정한
다.

0303 활하중
0303.1 일반사항
(1) 이 조항은 건축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여야 하는 활하중의 최소값을 규
정하고 있다.
(2) 활하중은 점유·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
야 한다.
(3) 건축구조물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등분포활하중과 집중활하중 중에서 구
조부재별로 더 큰 하중효과를 발생시키는 하중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
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하중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 근거를 명
시하여야 한다.
0303.2 등분포활하중
0303.2.1 기본등분포활하중
건축구조물에 적용하는 기본등분포활하중의 용도별 최소값은 <표 0303.2.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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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등분포 활하중

1 주택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2.0

공동주택의 공용실 5.0

2 병원

병실 2.0

수술실, 공용실, 실험실 3.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3 숙박시설
객실 2.0

공용실 5.0

4 사무실

일반 사무실 2.5

특수용도사무실 5.0

문서보관실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5 학교

교실 3.0

일반 실험실 3.0

중량물 실험실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6 판매장

상점, 백화점 (1층) 5.0

상점, 백화점 (2층 이상) 4.0

창고형 매장 6.0

7
집회 및

유흥장

모든 층 복도 5.0

무 7.0

식당 5.0

주방 7.0

극장 및 집회장 (고정 좌석) 4.0

집회장 (이동 좌석) 5.0

연회장, 무도장 5.0

8 체육시설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5.0

스탠드 (고정 좌석) 4.0

스탠드 (이동 좌석) 5.0

<표 0303.2.1> 기본등분포활하중 (단위：kN/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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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등분포 활하중

9 도서관

열람실 3.0

서고 7.5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10

주차장

및

옥외 차도1)

총중량 30kN이하의 차량(옥내) 3.0

총중량 30kN이하의 차량(옥외) 5.0

총중량 30kN초과 90kN이하의 차량 6.0

총중량 90kN초과 180kN이하의 차량 12.0

옥외 차도와 차도 양측의 보도 12.0

11 창고
경량품 저장창고 6.0

중량품 저장창고 12.0

12 공장
경공업 공장 6.0

중공업 공장 12.0

13 지붕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1.0

산책로 용도 3.0

정원 또는 집회 용도 5.0

출입이 제한된 조경 구역 1.0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14 기계실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5.0

15 광장 옥외광장 12.0

16 발코니 출입 바닥 활하중의 1.5배 (최  5.0kN/m2)

17 로비 및 복도
로비, 1층 복도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병원, 사무실, 학교, 집회 및 유흥장, 도서관은 별도 규정) 출입 바닥 활하중

18 계단
단독주택 또는 2세  거주 주택 2.0

기타의 계단 5.0
1) 총중량 90kN초과 180kN이하인 차량은 0303.4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의 활하중은 0303.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0303.2.1> 기본등분포활하중 (단위：kN/m2) (계속)

0303.2.2 진동, 충격에 의한 증가
진동, 충격 등이 있어 <표 0303.2.1>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활하중은 구조물의 실제상황에 따라 활하중의 크기를 증가하여 산정한다.
0303.2.3 칸막이벽 하중
사무실 또는 유사한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칸막이벽이 설치될 가능성
이 있는 경우에는 칸막이벽 하중으로 최소한 1 kN/m2를 기본등분포활하중에 
추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활하중 값이 4 kN/m2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제
외할 수 있다.
0303.3 집중활하중
0303.3.1 기본집중활하중
구조물의 용도별로 적용하는 활하중으로서 최소값의 집중활하중은 <표 
0303.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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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집중

하중

하중접촉면

(m×m)

1 병원

병실

수술실, 공용실, 실험실

로비와 모든 복도

10.0 0.75×0.75

2
사무

실

일반 사무실

특수용도사무실

문서보관실

로비와 모든 복도

10.0 0.75×0.75

3 학교

교실

일반 실험실

중량물 실험실

로비와 모든 복도

5.0 0.75×0.75

4
판매

장

상점, 백화점 (1층)

상점, 백화점 (2층 이상)

창고형 매장

5.0 0.75×0.75

5
도서

관

열람실

서고

로비와 모든 복도

5.0 0.75×0.75

6

주차

장

및 

옥외

차도1)

총중량 30kN이하의 차량 15.0 0.12×0.12

총중량 30kN초과 90kN이하의 차량 36.0 0.12×0.12

총중량 90kN초과 180kN이하의 차량 54.0 0.25×0.60

옥외 차도와 차도 양측의 보도 54.0 0.25×0.60

7 공장 경공업 공장 10.0 0.75×0.75
중공업 공장 15.0 0.75×0.75

8 지붕

유지·보수 작업자의 하중을 받는 

모든 지붕
1.5 0.75×0.75

헬리콥터

이착륙장

최 허용이륙하중 20 kN 이하 28.0 0.20×0.20
최 허용이륙하중 60 kN 이하 84.0 0.30×0.30

작업장 상부에 노출된 지붕의 주 구조재 

및 트러스 하현재 절점

공장, 창고, 자동차 정비소 등의 용도의 상부 

지붕
10.0 －

기타 용도의 상부 지붕 1.5 －
9 계단 계단 디딤판 1.5 0.05×0.05

1) 총중량 90kN초과 180kN이하인 차량은 0303.4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의 활하중은 0303.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표 0303.3.1> 기본집중활하중 (단위：kN)

0303.3.2 작용점
집중활하중은 각 구조부재에 가장 큰 하중효과를 일으키는 위치에 작용하도
록 하여야 한다.
0303.3.3 하중접촉면
집중활하중은 <표 0303.3.1>에 명시된 하중접촉면에 등분포하는 것으로 가
정하여야 한다.

0303.4 중량차량 활하중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과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 지게차 및 이동
장비 등의 활하중은 이 조항에 따라야 한다.
0303.4.1 일반사항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이 통행하는 바닥의 활하중은 ‘도로교설계
기준’의 활하중 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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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0303.4.2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의 활하중
소방차량 및 이와 유사한 응급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바닥의 활하중은 다음 
중 더 큰 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외부안정장치 접촉면 반력을 포함한 차량의 실제 작동하중
(2) 0303.4.1의 규정에 따른 활하중
0303.4.3 중량차량의 주차장 활하중
총중량이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의 주차장 활하중은 0303.4.1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차량의 실제하중 크기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활하중을 산정한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 
값은 5.0 kN/m2 이상이어야 하며 0303.5(활하중의 저감)을 적용할 수 없다. 
0303.4.4 지게차 및 이동장비의 활하중
지게차 및 이와 유사한 이동장비를 지지하는 바닥은 차량 및 이동장비의 전
체 하중과 바퀴하중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충격 및 피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목적상, 충격하중은 차량의 전체 하중 또는 바퀴하중의 30%로 한
다.
0303.5 활하중의 저감
0303.5.1 저감계수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6m2 이상인 경우 
<표 0303.2.1>의 기본등분포활하중에 다음의 활하중저감계수 를 곱하여 저감
할 수 있다.
  

 (0303.5.1)
여기서, ：활하중저감계수
：영향면적(단, ≧ 36m2)
0303.5.2 영향면적
영향면적은 기둥 및 기초에서는 부하면적의 4배, 보 또는 벽체에서는 부하면
적의 2배, 슬래브에서는 부하면적을 적용한다. 단, 부하면적 중 캔틸레버 부
분은 4배 또는 2배를 적용하지 않고 영향면적에 단순 합산한다.
0303.5.3 제한사항
(1) 1개 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는 0.5 이상, 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는 0.4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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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kN/m2를 초과하는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2개 층 이상을 지지하
는 부재의 저감계수 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
(3) 활하중 5 kN/m2 이하의 공중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활하중을 저감할 수 
없다.
(4) 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2개 층 이상을 지지하
는 부재의 저감계수 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
(5) 1방향 슬래브의 영향면적은 슬래브 경간에 슬래브 폭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슬
래브 폭은 슬래브 경간의 1.5배 이하로 한다.
0303.6 지붕활하중의 저감
지붕활하중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저감할 수 있다.
0303.6.1 부하면적과 지붕의 물매에 따른 저감
<표 0303.2.1>의 지붕활하중 은 부재의 부하면적과 지붕의 물매에 따라 식
(0303.6.1)에 의하여 저감할 수 있다.
     ≤  ≤  (0303.6.1)
여기서, ：수평투영면적에 대한 지붕활하중(kN/m2)
저감계수 과 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1.0           (≤ 20.0m2)
 ＝1.2 － 0.01  (20.0m2 ＜＜ 60.0m2)
         0.6           (≥ 60.0m2)
여기서, ：부재의 부하면적(m2)
         1.0           ( ≤ 1/3)
＝1.2 － 0.6    (1/3 ＜  ＜ 1)
         0.6           ( ≥ 1)
여기서, ：경사지붕의 물매
아치 및 돔의 (높이/경간×8/3)
0303.6.2 용도에 따른 저감
지붕을 정원 및 집회 등의 용도로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0303.5(활하중의 
저감)를 적용하여 활하중을 저감한다.
0303.7 유사활하중
0303.7.1 손스침 하중
지붕,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손스침 부분에 대해서는 0.9 kN의 집중하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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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세대 이하의 주거용 구조물일 때 0.4 kN/m, 기타의 구조물일 때 0.8
kN/m의 등분포하중을 임의의 방향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0303.7.2 내벽 횡하중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높이 1.8m 이상의 각종 내벽은 벽면에 직각방향으로 
작용하는 0.25 kN/m2 이상의 등분포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다
만, 이동성 경량칸막이벽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0303.7.3. 고정사다리 하중
가로대를 가진 고정사다리의 활하중은 최소한 1.5 kN의 집중하중을 각 부재
에 가장 큰 하중효과를 일으키는 위치에 적용하여야 하며 3m 높이마다 하나 
이상이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0303.8 차량방호하중
0303.8.1 승용차 방호하중
승용차용 방호시스템은 임의의 수평방향으로 30 kN의 집중하중에 저항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 집중하중은 바닥면으로부터 0.45m와 0.70m 사이에서 
가장 큰 하중효과를 일으키는 높이에 적용하며 하중접촉면은 0.3m×0.3m 이
하로 하여야 한다.
0303.8.2 화물차 및 버스 방호하중
화물차 및 버스의 방호하중은 국내·외의 공인된 설계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0303.9 크레인하중
주행보, 브래킷, 가새 및 접합부를 포함한 크레인의 모든 지지요소들은 크레
인의 최대차륜하중, 수직충격하중, 횡방향 및 종방향 수평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303.9.1 최대차륜하중
최대차륜하중은 브리지의 무게에 의한 차륜하중에, 트롤리가 최대의 차륜하중
을 일으키는 위치에 있을 때의 정격용량과 트롤리의 무게에 의한 차륜하중을 
더한 하중이다.
0303.9.2 수직충격하중
크레인의 수직충격하중은 최대차륜하중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로 산정한다.

－ 모노레일크레인(전동식) 25%
－ 운전실조작 또는 원격조작 브리지크레인(전동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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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던트조작 브리지크레인(전동식) 10%
－ 수동식 브리지, 트롤리, 호이스트를 가진 브리지크레인 또는 모노레

일크레인 0%
0303.9.3 횡방향수평하중
전동식 트롤리를 가진 크레인의 주행보에 작용하는 횡방향수평하중은 크레인
의 정격용량과 호이스트 및 트롤리의 무게를 합한 값의 20%로 한다. 횡방향
수평하중은 주행보에 직각방향으로 주행레일 상부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가정하며, 주행보와 그 지지구조체의 횡방향 강성에 따라 분배한다.
0303.9.4 종방향수평하중
수동식 브리지를 가진 브리지크레인을 제외한 크레인의 주행보에 작용하는 
종방향수평하중은 최대차륜하중의 10%로 한다. 종방향수평하중은 주행보와 
평행하게 주행레일 상부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0304 적설하중

0304.1 일반사항

(1) 지붕에 작용하는 적설하중의 영향이 0303.2(등분포활하중) 및 0303.7(유

사활하중)에 규정된 지붕의 최소 활하중보다 클 때에는 이 조항에서 규정한 

적설하중을 적용한다.

(2) 적설하중의 작용이 예상되는 벽면이나 기타 구조물의 표면에 해서는 적

설하중의 영향을 고려한다.

(3) 설계용 지붕적설하중은 기본지상적설하중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지붕적설

하중계수, 노출계수, 온도계수, 중요도계수 및 지붕의 형상계수와 기타 재하분

포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

로 하며, [그림 0304.2.1.]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구조물의 용도 등에 따라 

재현기간 100년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소요 재현기간에 맞추어 환산한 지상

적설하중 값을 사용할 수 있다.

0304.2 지상적설하중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1) 지붕적설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지상적설하중은 [그림 0304.2.1]의 기본

지상적설하중에 따른다. 이때 [그림 0304.2.1]을 사용할 경우, 지역적 기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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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에 따라 국부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0304.2.1] 상의 지상적설하중이 3.0kN/m2 이하인 지역의 고지 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그림 0304.2.1]의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

설하중으로 한다.

(2) 특정지역에 한 지상적설하중은 실제의 조사·연구에 의한 수직최심적설

깊이 및 눈의 평균 중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최소 지상적설하중은 0.5 kN/㎡로 한다.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구조물에 한 지역별 100년 재현주기 기본지상적설하중 은 [그림 

0304.2.1.]에 따른다.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 kN/㎡)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0304.3 평지붕적설하중

평지붕적설하중 은 식(0304.3.1)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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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m2) (0304.3.1)

0304.3.1 기본지붕적설하중계수 

기본지붕적설하중계수 는 일반적으로 0.7로 한다.

0304.3.2 노출계수 

노출계수 는 일반적으로 <표 0304.3.1>에 따른다.

주 변 환 경 

A. 지형, 높은 구조물, 나무 등 주변환경에 의해 모든 면이 바람막이가 없이 노출된 지붕이 있는 거센바람 부는 지

역
0.8

B. 약간의 바람막이가 있는 거센바람 부는 지역 0.9

C. 바람에 의한 눈의 제거가 지형, 높은 구조물 또는 근처의 몇몇 나무들 때문에 지붕 하중의 감소를 기 할 수 없

는 위치
1.0

D. 바람의 영향이 많지 않은 지역 및 지형과 높은 구조물 또는 몇몇 나무들에 의하여 지붕에 바람막이가 있는 지

역
1.1

E.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는 조밀한 숲 지역으로서, 촘촘한 침엽수 사이에 위치한 지붕 1.2

주) (1) 주변환경은 구조물의 수명기간에 지속되는 환경을 말한다.

   (2) 10(지붕면에서 장애물까지의 높이) 거리 내에 있는 장애물들은 바람막이가 된다.

   (3)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에 의한 장애물인 경우 는 0.1만큼 저감할 수 있다.

<표 0304.3.1> 노출계수 

0304.3.3 온도계수 

온도계수 는 일반적으로 <표 0304.3.2>에 따른다.

난 방 상 태 

난방구조물(적설하중 제어구조) 1.0

    비난방구조물(적설하중 비제어구조) 1.2

<표 0304.3.2> 온도계수 

0304.3.4 중요도계수 

중요도계수 는 일반적으로 <표 0304.3.3>에 따른다.

중요도 특 1 2 3

중요도계수  1.2 1.1 1.0 0.8

<표 0304.3.3> 중요도계수 

0304.3.5 완경사지붕의 적설하중

(1) 창고, 추녀마루, 15° 이내의 낮은 경사도를 가진 박공지붕과 처마에서부

터 꼭 기까지의 각 접선각도가 수평면으로부터 10° 보다 낮은 곡면지붕에는 

평지붕적설하중의 최소허용값을 적용한다.

(2) 지상적설하중이 1.0 kN/m2 이하인 곳에서 평지붕적설하중은 지상적설하

중에 중요도계수를 곱한 값 이상으로 한다.

(3) 지상적설하중이 1.0 kN/m2을 초과하는 곳에서의 평지붕적설하중은 1.0

kN/m2에 중요도계수를 곱한 값 이상으로 한다.

(4) 적설하중에 해서는 활하중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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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4 경사지붕적설하중

경사지붕적설하중 은 식(0304.3.1)에서 규정된 평지붕적설하중에 지붕경사

도계수 를 곱한 다음 식(0304.4.1)에 따라 산정한다.

  ⋅ (kN/m2) (0304.4.1)

따뜻한 지붕과 차가운 지붕의 경사도계수는 0304.4.1.부터 0304. 4.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0304.4.1 따뜻한 지붕의 경사도계수

(1) 지붕 표면이 미끄러지기 쉽고 열이 전달되는 따뜻한 경우, 지붕의 경사도

계수는 [그림 0304.4.1(a)]의 점선에 따른다.

(2) 지붕 표면이 미끄러지기 쉽지 않고 열이 전달되는 따뜻한 경우, 지붕의 

경사도계수는 [그림 0304.4.1(a)]의 실선에 따른다.

0304.4.2 차가운 지붕의 경사도계수

(1) 지붕 표면이 미끄러지기 쉽고 열이 전달되지 않는 차가운 경우, 지붕경사

도계수는 [그림 0304.4.1(b)]의 점선에 따른다.

(2) 지붕 표면이 미끄러지기 쉽지 않고 열이 전달되지 않는 차가운 경우, 지

붕경사도계수는 [그림 0304.4.1(b)]의 실선에 따른다.

미끄러지기 쉽

지 

 미끄러지기

 쉬운 표면

 미끄러지기

 쉬운 표면

0       30。    60。    90。      0       30。    60。    9

0。

1

0

0

8

0

6

1

0

0

8

0

6

 

미끄러지기 쉽지

 않은 표면

    (a) 난방이 된 지붕, ＝1.0``    (b) 난방이 되지 않은 지붕,  ＞1.0

[그림 0304.4.1] 지붕경사도계수 

0304.4.3 곡면지붕의 경사도계수

(1) 곡면지붕의 경사도계수는 처마에서 꼭 기까지의 각 접선경사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지붕경사도로 생각하여 [그림 0304.4.1]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곡면지붕 내의 접선경사도가 수평면과 70° 각도를 이루는 점을 처마로 하며, 70°를 

초과하는 각도를 이루는 부분에 해서는 적설하중이 작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곡면지붕의 경사도계수는 [그림 0304.4.1]에 준하여 설정하되, 경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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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에서 꼭 기까지의 접선경사와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한다.

0304.4.4 연속적인 절판형, 원통형 및 톱날형 지붕의 경사도계수

연속적인 절판형, 원통형 및 톱날형 지붕의 경사도계수는 경사도에 관계없이 

1.0으로 한다.

0304.5 지붕의 불균형적설하중

지붕의 적설하중은 균형하중과 불균형하중으로 분리하여 고려하며, 불균형하

중 산정시 모든 방향에 한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다.

0304.5.1 경사지붕에서의 불균형적설하중

(1) 지붕의 경사도가 15° 이하 혹은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균형적설하

중의 고려를 하지 않는다.

바람

균형하중      0

불균형하중     0



1.5 /

* 지붕의 경사도가 15도 이하 혹은 7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균형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그림 0304.5.1] 경사지붕의 균형적설하중 및 불균형적설하중

(2) 그 외의 경우에는 [그림 0304.5.1]과 같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지붕면

에는 적설하중을 고려하지 않으며, 그 반 쪽의 경사 지붕면에는 1.5 의 

적설하중을 고려한다.

0304.5.2 곡면지붕에서의 불균형적설하중

(1) 곡면지붕 내에서 접선경사도가 수평면과 70° 이상의 각도를 이루는 부분

에 해서는 적설하중을 고려하지 않는다.

(2) 처마 혹은 기울기가 70°를 초과하는 지점에서 지붕꼭 기를 연결하는 직

선의 경사도를 곡면지붕의 등가경사도로 간주하여  [그림 0304.4.1]을사용할 

수 있다.

(3) 곡면지붕의 접선경사도가 수평면과 70°를 초과하거나 등가경사도가 10° 

이하 또는 60° 이상인 경우에는 불균형하중을 고려하지 않는다.

(4) 그 외의 경우 불균형적설하중은 [그림 0304.5.2]의 하중분포도에 따라 

산정하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은 적설하중을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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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처마                     정점                     

바람

처마                     정점            30。지점  처

처마                     정점       30。지점 70。지점처마

(a) 처마경사 ＜

(b) 30 ＜ 처마경사 ＜

(c) 처마경사 ＞ 70

바람

표는 다른 지붕이 지지할 때의 하중분포

표는 다른 지붕이 지지할 때의 하중분포

0

0












－°

처마경사－°




[그림 0304.5.2] 곡면지붕의 불균형적설하중 분포

(5) [그림 0304.5.2] (b)나 (c)의 곡면지붕의 처마로부터 0.9 m 이내에 지면

이나 다른 지붕이 인접할 경우에는 경사의 증가로 인한 적설하중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경사도 30°지점과 처마 사이의 하중을 점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일정한 값 2 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0304.5.3 연속적인 절판형, 원통형 및 톱날형 지붕에서의 불균형적설하중

(1) 연속적인 절판형, 원통형 및 톱날형 지붕의 경우, 불균형적설하중은 [그

림 0304. 5.3]과 같이 지붕마루의 0.5에서 지붕골의 3 까지 증가한다.



 *



균형 하중   

불균형 하중

* 이 수치보다 작아질 수 있음(0304.5.3 참조)

[그림 0304.5.3] 톱날형 지붕의 균형적설하중 및 불균형적설하중

(2) 지붕에서의 적설높이는 적설하중을 식(0304.5.1)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

다. 지붕골의 적설면은 지붕마루의 적설면보다 높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지붕골에서의 불균형적설하중은 3 보다 작은 값으로 치할 수 있다.

0.43＋ 2.2 ≦ 4.7 (kN/m3) (0304.5.1)

0304.5.4 부분재하

적설하중을 지지하는 지붕구조의 어느 부분에서나 균형하중의 반을 제거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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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효과에 해 고려한다.

0304.6 지붕의 국부적설하중

인접한 높은 구조물이나 돌출부 주위의 적설퇴적량 혹은 미끄러짐 등으로 인

한 국부적인 적설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0304.6.1 주위보다 낮은쪽 지붕

같은 구조물의 높은 부분 혹은 인접건물, 환경보다 낮게 위치하는 지붕에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추가 적설퇴적량에 의한 하중을 고려한다.

0304.6.1.1 적설하중이 작은 지역

지상적설하중이 0.5 kN/m2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퇴적량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0304.6.1.2 구조물에서의 낮은쪽 지붕

낮은쪽 지붕에서 눈의 퇴적량에 의한 추가하중은 [그림 0304.6.1]과 같이 산

정되어 균형적설하중에 중첩되며, 가 0.2보다 작은 경우에는 퇴적량에 의

한 하중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퇴적량 깊이 는 [그림 0304.6.2]로부터 구

하며, 보다 클 필요는 없다. 퇴적량 폭 는 와 같으나, 낮은쪽 지붕의 길

이보다 클 경우에는 지붕의 끝을 넘는 부분은 무시한다. 최  퇴적량 하중은 

와 식(0304.5.1)의 곱과 같다.

퇴적량으로 인한 추가하중

균형적설하중

 








＝

     [그림 0304.6.1] 낮은쪽 지붕의 퇴적량 하중분포

3

2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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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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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적설하중(kN/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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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0304.6.2] 퇴적량 깊이 

0304.6.1.3 인접한 구조물이나 주위환경

앞 0304.6.1.1, 0304.6.1.2에 적용된 방법으로 6m 이내의 높은 구조물이나 

주위환경으로부터 퇴적량에 의한 추가하중을 구하며, 인접거리 에 따른 보정

은 최  추가하중치에 (6－) / 6을 곱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6m를 넘는 경우

에는 추가하중을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0304.6.2 지붕의 돌출부

(1) 지붕의 돌출부 길이가 4.5m를 넘는 경우 퇴적량에 의한 추가적설하중 산

정은 돌출부의 모든 방향으로 0304.6.1을 적용한다.

(2) 파라펫에 의해 발생하는 지붕 주위의 퇴적량은 [그림 0304.6.2]의 퇴적

량 깊이의 1/2인 0.5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파라펫의 길이 는 돌출

부로부터 지붕모서리까지의 최  거리로 15 m를 넘지 않는다.

(3) 돌출부가 서로 만나는 부분의 퇴적량은 2개의 퇴적량 중에서 큰 값을 사

용한다.

0304.6.3 눈의 미끄러짐

(1) 낮은쪽 지붕으로 미끄러져 내려 추가하중으로 작용하는 적설하중은 높은

쪽 지붕의 균형적설하중이 낮은쪽 지붕으로 모두 미끄러져 내린다는 가정하

에 산정하며, 총 추가하중 산출시 높은쪽 지붕의 표면상태에 관계없이 지붕경

사도계수는 [그림 0304.4.1]의 실선으로 표시된 값을 사용한다.

(2) 이미 쌓인 눈으로 인하여 높은쪽 지붕의 일부 눈이 더 이상 미끄러져 내

릴 수 없는 경우나 높은쪽 지붕의 눈이 미끄러져 내려와서 낮은쪽 지붕에 쌓

인 눈을 밀어낼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끄러짐 적설하중을 감소할 

수 있다.

(3) 미끄러짐 적설하중은 균형적설하중과 중첩하여 작용한다고 간주되며, 낮

은쪽 지붕이 높은쪽 지붕과  혹은 6 m 이상 분리되어 있다면 미끄러짐에 의

한 추가하중은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0304.6.4 내민처마

처마가 지붕구조의 지지점에서 내민 경우에는 눈이 얼거나 적체된 경우를 고

려하여 최소 2.0의 일정한 적설하중이 내민 부분에 작용한다고 간주한다.

0304.7 눈과 비의 혼합하중

0304.7.1 비로 인한 추가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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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적설하중이 1.0 kN/m2이하인 지역에서는 지붕의 경사각이 (W/15)°(W는 

처마에서 용마루까지의 수평거리, m)이하인 모든 지붕에 눈 위의 비로 인한 

하중 0.25 kN/m2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 추가하중은 평지붕적설하중 또는 경

사지붕적설하중에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적설하중, 부분재하, 국부적설하중에

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0304.7.2 물고임하중

눈 녹은 물이나 눈 위의 비로부터 물고임하중이 생길 때, 배수를 위한 적절한 경사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지붕에 처짐이 생기므로 이에 한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0304.8 기타 적설하중

다음과 같은 기타 적설하중이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한다.

(1) 구조물의 외벽은 직접 접하는 적설량으로 인한 측압을 고려한다.

(2) 구조물이 쌓인 눈 가운데에 묻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적설의 침강에 따

른 하중을 고려한다.

(3) 발코니 등에 눈이 불어 닥치게 되는 경우, 불어온 눈의 하중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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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풍하중

0305.1 일반사항

0305.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강풍에 의한 건축구조물의 탄성적 거동을 전제로 한 최소풍하중

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주골조설계용 풍하중은 건축물의 주골조를 설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외

장재설계용 풍하중은 외장재와 이를 지지하는 부골조(이하 외장재 등이라 한

다)의 설계에 적용한다.

0305.1.2 기본방침

(1) 풍하중은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지붕풍하중과 외장재설계용 풍하중으

로 구분한다. 풍하중은 각각의 설계풍압에 유효수압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은 풍방향풍하중, 풍직각방향풍하중, 비틀림풍하

중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3) 풍하중은 0305.5.1(설계풍속)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4) 통상적인 건축물에서는 지붕의 평균높이를 기준높이로 하며, 그 기준높이

에서의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하중을 산정한다.

(5) 풍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각 건물표면의 양면에 작용하는 풍압의 수합을 

고려해야한다.

(6) 주골조설계용 설계풍압은 0305.5(설계속도압), 0305.6(가스트영향계수), 

0305.7(주골조설계용 풍압계수, 풍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분개방

형건축물 및 지붕풍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0305.7.2(내압)의 영향도 고려한다.

(7) 외장재설계용 설계풍압은 0305.5(설계속도압)에 0305.8(외장재설계용 풍

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8) 0305.1.3(특별풍하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305.15(풍동실험)에 따라 풍

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단, 평면형상이 사각형이고 높이방향으로 일정한 건축물로

서 0305.9.1 및 0305.10.1의 적용범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0305.15(풍동실

험)에 따르지 않고 0305.9.2 및 0305.10.2의 산정식에 따라 각각 풍직각방향

풍하중과 비틀림풍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9) 거주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답가속도는 0305.13.3(풍방향변위․응
답가속도의 산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풍속은 0305.16(재현

기간1년풍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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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은 규모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0305.14(간편법)에 따라 풍하중을 산정

할 수 있다.

0305.1.3 특별풍하중

다음의 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람으로 인하여 건축구조물에 발생하

는 특수한 영향들을 고려하기 위해 0305.15(풍동실험)에 따라 특별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1)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건축물

형상비가 크고 유연한 건축물 가운데 다음의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0305.15(풍동실험)에 따라 풍방향진동 외에 풍직각방향진동 및 비틀림진

동에 따른 동적 영향을 고려한 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단, 평면형상이 사

각형이고 높이방향으로 일정한 건축물로서 0305.9.1, 0305.10.1의 적용범위

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0305.15(풍동실험)에 따르지 않고 각각 0305.9.2, 

0305.10.2의 산정식에 따라 풍직각방향풍하중과 비틀림풍하중을 산정할 수 

있다.

① 원형평면인 건축물



≥  (0305.1.1)

여기서, ：높이 2/3에서의 건축물의 외경(m)

② 원형평면이 아닌 건축물




≧3 또는 


≧3 (0305.1.2)

여기서,  ：건축물의 기준높이(m), (0305.1.2(5))에 따른다)

          ：건축물의 표폭(m)

          ：건축물의 깊이(m)

          ：건축물의 기준층 바닥면적(㎡)

(2) 특수한 지붕골조

장경간의 현수, 사장, 공기막 지붕 등 경량이며 강성이 낮아 공기력불안정진

동 거동을 하는 지붕골조의 경우에는 0305.15 (풍동실험)에 따라 풍하중을 산

정하여야 한다.

(3)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건설지점

국지적인 지형 및 지물의 영향 또는 풍상측의 장애물로 인하여 골바람효과가 

발생하는 곳에 건축물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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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접효과가 우려되는 건축물

신축건축물이 집단으로 건설될 경우 풍상측 장애물의 와류방출영역에 건축물

이 위치할 때에는 진동으로 인해 증가하는 풍하중의 효과를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풍상측 장애물의 후류버펫팅이 발생하는 곳에 건축물이 위치할 때에는 

국부적으로 증가하는 풍하중의 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5) 비정형적 형상의 건축물

이 절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비정형적 형상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0305.15(풍동

실험)에 따라 풍하중을 평가하여야 한다.

0305.2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1) 이 절은 건축물의 주골조를 설계하는 경우의 수평풍하중으로 풍방향의 풍

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하며,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건축물의 형상은 정형적이어야 한다.

② 건축물은 와류방출, 공기력불안정진동 등을 유발하는 응답특성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③ 건축물은 풍상측의 장애물에 의해 발생하는 골바람효과나 후류버펫팅을 

받는 곳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주골조설계용 풍방향풍하중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N) (0305.2.1)

여기서, ：주골조설계용 설계풍압(N/m2). 단, 500N/m2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지상높이 에서  풍향에 수직한 면에 투영된 건축물의 유효수압면

적(m2)

   위 식에서 설계풍압 는 건축물의 밀폐와 개방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305.2.1 밀폐형건축물

밀폐형건축물의 주골조설계용 설계풍압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N/m2) (0305.2.2)

단, 원형평면을 가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신에  를 적용한다.

여기서,  ：기준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N/m2) (0305.5에 따른다)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0305.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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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상벽의 외압계수(0305.7.1에 따른다)

：풍하벽의 외압계수(0305.7.1에 따른다)

 ：풍력계수(0305.7.3의 (1)에 따른다)

0305.2.2 부분개방형건축물

부분개방형건축물의 주골조설계용 설계풍압 는 아래 2종류로 구분하여 산정

한다.

(1) 풍상벽의 경우

        (N/m2) (0305.2.3)

(2) 측벽 및 풍하벽의 경우

          (N/m2) (0305.2.4)

여기서,  ：기준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N/m2) (0305.5에 따른다)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0305.6에 따른다)

 ：내압가스트영향계수(0305.7.2에 따른다)

：풍상벽의 외압계수(0305.7.1에 따른다)

 ：측벽, 풍하벽의 외압계수(0305.7.1에 따른다)

 ：내압계수(0305.7.2에 따른다)

0305.2.3 개방형건축물

개방형건축물의 주골조설계용 설계풍압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N/m2) (0305.2.5)

여기서,  ：높이방향압력분포계수(<표 0305.7.1>의 ①에 따른다)

        ：기준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N/m2) (0305.5에 따른다)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0305.6에 따른다)

：풍력계수(0305.7.3에 따른다)

0305.3 주골조설계용 지붕풍하중

(1) 이 절은 건축물의 주골조를 설계하는 경우의 지붕풍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하며,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형상은 정형적이어야한다.

② 건축물은 와류방출, 공기력불안정진동 등을 유발하는 응답특성을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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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

③ 건축물은 풍상측의 장애물에 의해 발생하는 골바람효과나 후류버펫팅을 

받는 곳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주골조설계용 지붕풍하중 은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N) (0305.3.1)

여기서, ：지붕의 설계풍압(N/m2). 단, 500N/m2 보다 작아서는 안 된

다.

：지붕보가 부담하는 부분의 유효수압면적(m2)

위 식에서 지붕의 설계풍압 은 건축물 형상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305.3.1 밀폐형건축물 및 부분개방형건축물

밀폐형건축물 및 부분개방형건축물의 주골조설계용 지붕의 설계풍압 은 다

음 식으로 산정한다.

        (N/m2) (0305.3.2)

여기서, ：기준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N/m2)

(0305.5에 따른다)

：지붕의 외압가스트영향계수(0305.6.4에 따른다)

：내압가스트영향계수(0305.7.2에 따른다)

：외압계수(0305.7.1에 따른다)

：내압계수(0305.7.2에 따른다)

0305.3.2 독립지붕

독립지붕의 주골조설계용 지붕의 설계풍압 은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N/m2) (0305.3.3)

여기서, ：기준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N/m2)(0305.5에 따른다)

：지붕의 외압가스트영향계수(0305.6.4에 따른다)

：독립지붕의 순압력계수(0305.7.3에 따른다)

0305.4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1) 이 절은 건축물의 외장재 등을 설계하는 경우의 풍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하며,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형상은 정형적이어야 한다.

② 건축물은 와류방출, 공기력불안정진동 등을 유발하는 응답특성을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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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

③ 건축물은 풍상측의 장애물에 의해 발생하는 골바람효과나 후류버펫팅을 

받는 곳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N) (0305.4.1)

여기서, ：외장재설계용 설계풍압(N/m2).

단, 500N/m2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외장재 등의 유효수압면적(m2)

위 식에서 외장재설계용 설계풍압 는 기준높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305.4.1 기준높이 20m 이상 건축물

기준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의 외장재설계용 설계풍압 는 아래 2종류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정압인 외벽

       (N/㎡) (0305.4.2)

(2) 부압인 외벽 및 지붕면

         (N/㎡) (0305.4.3)

여기서, ：높이방향압력분포계수(<표 0305.7.1>의 ①에 따른다)

       ：기준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N/m2)(0305.5에 따른다)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0305.8.1에 따른다)

：외장재설계용 피크내압계수(0305.8.2에 따른다)

0305.4.2 기준높이 20m 미만 건축물

기준높이가 20m 미만인 건축물의 외장재설계용 설계풍압은 벽, 지붕을 구분

하지 않고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단, 여기서 건설지점의 지표면조도구분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조도구분 에서의 설계속도압 를 적용하

고, 건설지점이 지표면조도구분 인 경우에는 해당 지표면조도구분의 설계속

도압 를 적용한다.

       (N/m2) (0305.4.4)

여기서,  ：기준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N/㎡) (0305.5에 따른다)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0305.8.1에 따른다)

：외장재설계용 피크내압계수(0305.8.2에 따른다)

0305.4.3 독립지붕

독립지붕의 외장재설계용 설계풍압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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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0305.4.5)

여기서, ：기준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N/㎡) (0305.5에 따른다)

：독립지붕의 피크순압력계수(0305.8.3에 따른다)

0305.5 설계속도압

기준높이 에서의 설계속도압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N/m2) (0305.5.1)

여기서,   ：공기밀도로써 균일하게 1.22kg/㎥로 한다.

：설계풍속(m/s) (0305.5.1에 따른다)

0305.5.1 설계풍속

설계풍속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m/s) (0305.5.2)

여기서,  ：기본풍속(m/s) (0305.5.2에 따른다)

：풍속고도분포계수로 기준높이 에서의 값(0305.5에 따른다)

：지형계수(0305.5.4에 따른다)

 ：건축물의 중요도계수(0305.5.5에 따른다)

0305.5.2 기본풍속

기본풍속 는 지표면상태가 0305.5.3에서 정한 지표면조도구분 인 경우, 지

상 10m 높이에서 10분간 평균풍속의 재현기간 100년에 한 값이고, 건설지점

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그림 0305.5.1] 또는 <표 0305.5.1>에 의해 정한다. 

다만, 건설지점 부근의 유효한 풍관측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값에 따라 설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풍속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공인된 극치통계해석법을 

사용하고, 자료의 길이, 측정오차, 평가시간, 풍속계높이, 풍속계 주변의 지표

면상태 등을 고려해야하며, 풍속자료는 지표면조도구분 인 지상 10m에서 10

분간 평균풍속의 재현기간 100년 값으로 균질화해야 한다. 바람은 항상 수평

방향에서 불어오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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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305.5.1] 기본풍속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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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m/s)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옹진 30

인천, 강화, 안산, 시흥, 평택 28

서울, 김포, 구리, 수원, 군포, 오산, 화성, 의왕, 

부천, 고양, 안양, 과천, 광명, 의정부, 동두천, 양

주, 파주, 포천, 남양주, 가평, 하남, 성남, 광주, 

양평, 용인

26

안성, 연천, 여주, 이천 24

강원도

속초, 양양, 강릉, 고성 34

동해, 삼척, 홍천, 정선, 인제 30

양구 26

철원, 화천, 춘천, 횡성, 원주, 평창, 영월, 태백 24

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서산, 태안 34

당진 32

서천, 보령, 홍성, 청주, 청원 30

예산, 세종, 전, 공주, 부여 28

아산, 계룡, 진천 26

천안, 증평, 청양, 논산, 금산, 음성, 충주, 제천, 단

양, 괴산, 보은, 영동, 옥천 
24

부산광역시

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울릉(독도) 40

부산 38

포항, 경주, 기장, 통영, 거제 36

양산, 김해, 남해, 울산, 울주 34

영덕, 고성 32

울진, 창원, 사천, 영천 30

청송, 구, 경산, 청도, 밀양, 하동 28

영양, 군위, 칠곡, 성주, 달성, 함안, 고령, 창녕, 

진주 
26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추풍령, 안동, 의

성,

구미, 김천, 의령, 거창, 산청, 합천, 함양 

24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완도, 해남 36

진도, 여수, 고흥, 신안, 무안, 장흥 34

목포, 부안, 영암, 강진 32

영광, 함평, 나주 30

익산, 김제, 순천, 고창, 광양 28

광주, 보성, 완주, 전주, 장성 26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정읍, 순창, 남원, 담양, 

곡성, 구례
24

제주도 서귀포, 제주 44

주) (1) 표에 나타낸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ʻʻ한국행정구역분류ʼʼ에 따라 시 및 군을 최소단위로 작성하였다.
   (2) 표 및 [그림 0305.5.1]에 나타낸 지역명칭 중 굵은 글씨와 ●는 기상관청이 

있는 지역으로 기상관청이 위치한 곳, 일반 글씨와 ◯는 기상관청이 없는 지역
으로 시청 및 군청 소재지가 위치한 곳이다.

   (3) 표에 나타낸 기본풍속 는 해당 시나 군의 행정구역 중 가장 큰 값을 [그림 
0305.5.1]로부터 구한 것이다.  

<표 0305.5.1> 지역별 기본풍속 (m/s)

0305.5.3 풍속고도분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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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지점의 지표면조도구분은 주변지역의 지표면 상태에 따라 <표 

0305.5.2>에 따라 정한다.

지표면 조도구분 주변지역의 지표면 상태

A
도시 중심부에서 고층건축물(10층 이상)이 밀집해 있는 

지역

B

수목·높이 3.5m 정도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

역

중층건물(4~9층)이 산재해 있는 지역 

C
높이 1.5~10m 정도의 장애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수목·저층건축물이 산재해 있는 지역

D

장애물이 거의 없고, 주변 장애물의 평균높이가 1.5m 이하인 

지역

해안, 초원, 비행장 

<표 0305.5.2> 지표면조도구분

(2) 평탄한 지역에 한 풍속고도분포계수는 위 (1)에서 규정한 건설지점의 

지표면조도구분에 따라 <표 0305.5.3> 및 <표 0305.5.4>에 따라 정한다. 

지표면으로부터의 높

이  (m)

지표면조도구분

A B C D

 ≦  0.58 0.81 1.0 1.13

 ＜ ≦  0.22 0.45 0.71 0.98

주)   : 지표면에서의 높이(m)

    ： 기경계층시작높이(m)

    ：기준경도풍높이(m)

    ：풍속고도분포지수

<표 0305.5.3> 평탄한 지역에 한 풍속고도분포계수 



지표면조도구분 A B C D

 (m) 20m 15m 10m 5.0m

 (m) 550m 450m 350m 250m

 0.33 0.22 0.15 0.10

주) ： 기경계층시작높이(m)

    ：기준경도풍높이(m)

    ：풍속고도분포지수

<표 0305.5.4>  ,  , 

0305.5.4 지형계수

(1) 산, 언덕 및 경사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탄한 지역에 한 지형계수 

는 1.0이다.

(2) 산, 언덕 및 경사지 정상 부근 등 풍속할증이 필요한 부분에 한 적용범

위는 <표 0305.5.5>와 같고, 지형계수 는 식(0305.5.3)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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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구분
풍속할증

적용 범위

적용 범위

풍상측 풍하측

언덕, 산
수평거리

(정점에서)
1.5와 1.6 중 큰 값

경사지
수평거리

(정점에서)
1.5와 1.6 중 큰 값 3.5와 4 중 큰 값

<표 0305.5.5> 지형계수 의 적용범위, m

(a) 언덕, 산

(b) 경사지

  

′  (0305.5.3)

여기서, ：형상계수

               ＝ 1.4 ; 경사지

               ＝ 1.4＋3.6 (－0.05) ≤ 3.2 ; 언덕·산

          ：언덕·산·경사지의 정점으로부터 풍하측 빗변으로 5되는 거리

까지의 평균경사

           ：위치계수

               ＝  
  

  ; ≤0.3일 때

               ＝  
 

  ; 0.3일 때

             풍상측인 경우

                 

                 ;   0.3일 때

             풍하측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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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7 중 큰 값 ; 언덕·산

                 와 3.33 중 큰 값 ; 경사지

           ：정점으로부터의 수평거리(m)

           ：국지 지표면으로부터의 임의높이(m)

           ：언덕, 산, 경사지의 정점높이(m)

          ：언덕, 산, 경사지의 정점 중앙으로부터 아래로 /2인 지점에서 

풍상측 경사지 지점까지의 수평거리(m)

          ′ ： 또는 0.3 중 작은 값

           ：풍상측경사 
 

           ：높이 에서의 난류강도

                   
 

  

(0305.5.4)

          ：기준경도풍높이(m)

0305.5.5 중요도계수

중요도계수 는 0103에서 정의한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따라 <표 

0305.5.6>에 따라 정한다.

중요도 분류
초고층건축

물
특 1 2 3

중요도계수() 1.05 1.00 0.95 0.90

주)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200m 

이상인 건축물

<표 0305.5.6> 중요도계수 

0305.6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0305.6.1 강체구조물 등의 주골조설계용

건축물의 풍방향고유진동수 가 1 Hz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바람에 의한 동

적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강체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인 경우의 주골조설

계용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0305.6.1)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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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풍속변동계수

 ：비공진계수

 ：풍속고도분포지수(0305.5.3에 따른다)

 ：기준높이에서의 난류강도

 ：기준높이에서의 난류스케일(m)

 ：건축물의 기준높이(m)

 ：건축물의 폭(m)

 ：기준경도풍높이(m) (0305.5.3.에 따른다)

0305.6.2 유연구조물 등의 주골조설계용

건축물의 풍방향고유진동수 가 1 Hz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에 의한 동적효

과를 무시할 수 없는 세장한 구조물 또는 기타 구조물인 경우의 주골조설계

용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단, 굴뚝과 같이 수직

으로 세장한 구조물은  의 값이 7 이하인 경우에는 강체구조물로 한다.

       (0305.6.2)

단,   l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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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풍방향피크팩터

 ：풍속변동계수

 ：비공진계수

 ：공진계수

 ：풍방향레벨크로싱수로서 건축물의 풍방향1차고유진동수 

로 근사할 수 있다.(Hz)

 ：풍속고도분포지수(0305.5.3에 따른다)

 ：기준높이에서의 난류강도

 ：기준높이에서의 난류스케일(m)

 ：건축물의 폭(m)

 ：건축물의 기준높이(m)

 ：건축물의 풍방향1차감쇠비

 ：풍방향풍력스펙트럼계수

 ：규모계수

 ：건축물의 풍방향1차고유진동수(Hz)

 ：기준경도풍높이(m) (0305.5.3에 따른다)

 ：설계풍속(m/s) (0305.5.1에 따른다)

0305.6.3 래티스형탑상구조물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
 (0305.6.3)

단,   ln   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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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풍방향레벨크로싱수로서 구조물의 풍방향진동의 1차고유진동수 

로 근사할 수 있다.(Hz)

 ：풍속고도분포지수(0305.5.3에 따른다)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풍방향1차고유진동수(Hz)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풍방향1차감쇠비

 ：기준높이로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최고높이(m)

 ：래티스형탑상구조물 밑면에서의 타워폭(m)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기준높이에서의 타워폭(m)

 ：설계풍속(m/s) (0305.5.1에 따른다)

0305.6.4 지붕의 외압가스트영향계수

유연하고 장경간인 건축물로서 바람에 의한 지붕의 공진효과를 무시할 수 없

는 경우, 즉 식(0305.6.4)를 만족하는 경우의 외압가스트영향계수 는 식

(0305.6.6)으로 산정하고, 그 이외 바람에 의한 지붕의 공진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의 외압가스트영향계수는 식(0305.6.5)으로 산정한다. 단, 장방형 이

외의 평면이면서 지붕구배가 10° 이상 30° 이하인 지붕 및 돔지붕의 외압가

스트영향계수는 식(0305.6.5)으로 산정한다.




  (0305.6.4)

단, ：지붕의 1차고유진동수(Hz)

    ：기준높이(m)

   ：설계풍속(m/s) (0305.5.1에 따른다)

    (0305.6.5)

      (0305.6.6)

여기서,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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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보가 풍향과 나란한 경우

 


            ：지붕보가 풍향과 직각인 경우

 
     



             ：지붕보가  풍향과 나란한 경우

 
   



             ：지붕보가 풍향과 직각인 경우

여기서, ：피크팩터

    ：외압변동계수

 ：기준높이에서의 난류강도

 ：지붕의 경간(m)

 ：하중분담폭(m)


 ：무차원고유진동수(＝)

 ：지붕의 1차감쇠비 

：비공진계수

：공진계수

0305.7 주골조설계용 풍압계수, 풍력계수

0305.7.1 외압계수

(1) 밀폐형건축물

사각형평면을 가진 밀폐형건축물에 한 주골조설계용 외압계수 는 <표 

0305.7.1>에 따라 정한다. 외벽면의 외압계수는 <표 0305.7.1>의 ①에 따르

고, 지붕면 외압계수는 <표 0305.7.1>의 ②에 따른다. 단, 형상비  가 8 

이하인 건축물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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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

(b) 단면

<표 0305.7.1> 밀폐형건축물의 외압계수 

 

풍상벽  모든 값 0.8＋0.03()

풍하벽 
≤ 1 －0.5

＞ 1 －0.5＋0.25ln

측벽 모든 값 －0.7

주)  : 건축물의 표폭(m),   : 건축물의 깊이(m),  : 외압계수 

① 벽면

   외압계수 

 ≤        ≥ 

  
    

주)   : 건축물의 기준높이(m),      : 지표면에서의 높이(m)

    ： 기경계층시작높이(m)로 <표 0305.5.4>에 의해 정함

    ：풍속고도분포지수로 <표 0305.5.4>에 의해 정함

   높이방향 압력분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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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풍상 끝단으로부터의 수평거

리
 ≤0.5  ≥ 1.0

＜ 0.5 －0.9, －0.4 －1.3, －0.6

0.5~1 －0.9, －0.4 －0.7, －0.3

1~2 －0.5, 0

(－0.7, －0.3)*2~3 －0.3, 0.1

＞ 3 －0.2, 0.2

* 오직 보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주) (1) 표에서 주어진 의 중간 값은 직선보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계 시에는 표에서 주어진 2종류의 외압계수와 <표 0305.7.3>의 내압계수

를 함께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것을 선택한다.

   (3) ：건물의 깊이, 풍방향 길이(m)

   ：지붕면 평균높이(m)

       ：지붕경사각( )

② 지붕면

   평지붕 외압계수  , ＜10

 
지붕경사각 

10 15 20 25 30 35 ≥45

≤0.25 －0.7, －0.3 －0.5, 0.0 －0.3, 0.2 －0.2, 0.3 －0.2, 0.4 0.0, 0.5

0.08sin0.5 －0.9, －0.4 －0.7, －0.3 －0.4, 0.0 －0.3, 0.2 －0.2, 0.3 －0.2, 0.4

≥1.0 －1.3, －0.6 －1.0, －0.5 －0.7, －0.3 －0.5, 0.0 －0.3, 0.2 －0.2, 0.3

주) (1) 표에서 주어진   및  의 중간 값은 직선보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직선보간은 동일한 부호 값에 서만

할 수 있다.

   (2) 설계 시에는 표에서 주어진 2종류의 외압계수와 <표 0305.7.3>의 내압계수를 함께 고려하여 가

장 불리한 것을 선택한다.

   (3) ：건물의 깊이, 풍방향 길이(m)

    ：지붕면 평균높이(m)

        ：지붕경사각( )      

   풍상지붕면 외압계수  ,  ≥ 10

 
지붕경사각 

10 15 20 ≥ 25

≤ 0.25 －0.3 －0.5 －0.6 ＜3 －0.6

0.5 －0.5 －0.5 －0.6 3 ≤ ≤ 8 －0.06(7+B/D)

≥ 1.0 －0.7 －0.6 －0.6 ＞ 8 －0.9

주) (1) 표에서 주어진   및  의 중간값은 직선보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건물의 폭. 풍직각방향 길이(m)

       ：건물의 깊이, 풍방향 길이(m)

   ：지붕면 평균높이(m)

       ：지붕경사각( )

  풍하지붕면 외압계수  ,  ≥ 10

(2) 아치지붕

아치지붕의 주골조설계용 외압계수 는 <표 0305.7.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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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305.7.2> 아치지붕의 외압계수 



부 부 부



＝0



＝0.3



＝0.7



＝0



＝0.3



＝0.7



＝0



＝0.3



＝0.7

0 －0.4 －1.0 －0.9 －0.4 －1.0 －0.9 －0.4 －0.6 －0.9

0.1 －0.5 －1.2 －1.5 －0.9 －1.0 －1.0 －0.5 －0.5 －0.5

0.3 －0.1 －0.4 －0.9 －1.2 －1.4 －1.5 －0.5 －0.5 －0.5

0.4 0.2 0 －0.5 －1.2 －1.3 －1.4 －0.5 －0.5 －0.5

주) (1) 표에 주어진  , 의 중간값에 해서는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2) ＋부호는 지붕의 윗 표면에 해 압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이고, －부호는 윗방

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① 풍향 ＝0



부 부 부



＝0



＝0.3



＝0.7



＝0



＝0.3



＝0.7



＝0



＝0.3



＝0.7

0 －0.4 －0.9 －0.8 －0.4 －0.5 －0.4 －0.4 －0.3 －0.2

0.1 －1.2 －1.1 －1.1 －0.7 －0.5 －0.5 －0.4 －0.4 －0.4

0.3 －1.1 －1.1 －1.1 －0.6 －0.5 －0.5 －0.4 －0.4 －0.4

0.4 －1.1 －1.1 －1.1 －0.5 －0.5 －0.5 －0.4 －0.4 －0.4

주) (1) 표에 주어진 , 의 중간값에 해서는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2) ＋부호는 지붕의 윗 표면에 해 압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이고, －부호는 윗방

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3) ：건축물의 폭(m)

        ：건축물의 깊이(m)

       ：지붕면 평균높이(m)

        ：아치높이(m)

        ：지표면에서 아치지붕 처마까지의 높이(m)

       ：4와  중 작은 값(m)

      

② 풍향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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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돔지붕

돔지붕의 주골조설계용 외압계수 는 <표 0305.7.3>에 따른다.



부(정의 계수) 부(부의 계수)



＝0



＝0.25



＝1



＝0



＝0.25



＝1

0 검토 불필요함 －0.6 －1.4 －1.2

0.05 0.3 0 0 0 －1.0 －1.6

0.1 0.4 0 0 0 －0.6 －1.2

0.2 0.5 0 0 0 0 －0.4

0.5 0.7 0.6 0.6 검토 불필요함

<표 0305.7.3> 돔지붕의 외압계수 



부 부 부



＝0



＝0.25



＝1



＝0



＝0.25



＝1



＝0



＝0.25



＝1

0 0 －0.8 －1.2 0 －1.0 －0.4 0 －0.1 －0.3

0.05 0 －0.4 －0.8 －0.2 －0.4 －0.4 －0.1 －0.3 －0.3

0.1 0 －0.4 －0.6 －0.4 －0.6 －0.6 －0.2 －0.4 －0.4

0.2 0 －0.4 －0.6 －0.6 －0.8 －1.0 －0.2 －0.4 －0.4

0.5 0 －0.3 －0.4 －1.1 －1.2 －1.3 －0.2 －0.4 －0.4

주) (1) 표에 주어진  , 의 중간값에 해서는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2) ＋부호는 지붕의 윗 표면에 해 압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이고,

        －부호는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3) ：건축물의 외경(m)                                               

       ：기준높이(m)                                             

       ：돔높이(m)                                                      

       ：지표면에서 돔지붕 처마까지의 높이(m)                            

                     

0305.7.2 내압계수 및 내압가스트영향계수

주골조설계용 내압계수   및 내압가스트영향계수  는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 <표 

0305.7.4>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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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의 분류  

밀폐형건축물 0 또는 －0.4 1.3

부분개방형

건축물

탁월한 개구부가 없는 경우 ＋0.55 또는 －0.55 1.5

탁월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0.7 또는 －0.7 2.0

개방형건축물 0 0

<표 0305.7.4> 주골조설계용 내압계수  , 내압가스트영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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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7.3 풍력계수

(1) 원형평면을 가진 건축물

원형평면을 가진 건축물의 풍력계수 는 <표 0305.7.5>에 따른다. 단,  ≥ 6

(㎡/s)이고,  ≤ 8인 건축물에만 적용한다.

    

여기서, ：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

       ：표면거칠기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

       ：높이방향압력분포계수로

            <표 0305.7.1>에 따라 구한다.

     ≤   ≤ 

   

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 

 

평탄한 표면(금속, 콘크

리트, 평탄한 칸막이벽 

등)

0.75

거친 표면(외경의 1% 정

도의 요철이 있는 칸막이

벽 등)

0.9

극히 거친 표면(바깥지름

의 5% 정도의 요철)
1

표면거칠기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

수 

 

 ：건축물의 외경(m)

 ：기준높이(m)

<표 0305.7.5> 원형평면을 가진 건축물의 풍력계수 

(2) 독립지붕

① 편지붕

독립된 편지붕의 주골조설계용 순압력계수 는 <표 0305. 7.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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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경사각
( )

하중

상태

＝0 ＝180

개방흐름 장애흐름 개방흐름 장애흐름

       

0
가

나

1.2

－1.1

0.3

－0.1

－0.5

－1.1

－1.2

－0.6

1.2

－1.1

0.3

－0.1

－0.5

－1.1

－1.2

－0.6

7.5
가

나

－0.6

－1.4

－1

0

－1

－1.7

－1.5

－0.8

0.9

1.6

1.5

0.3

－0.2

0.8

－1.2

－0.3

15
가

나

－0.9

－1.9

－1.3

0

－1.1

－2.1

－1.5

－0.6

1.3

1.8

1.6

0.6

0.4

1.2

－1.1

－0.3

30
가

나

－1.8

－2.5

－1.8

－0.5

－1.5

－2.3

－1.8

－1.1

2.1

2.6

2.1

1

0.6

1.6

－1

0.1

45
가

나

－1.6

－2.3

－1.8

－0.7

－1.3

－1.9

－1.8

－1.2

2.2

2.6

2.5

1.4

0.8

2.1

－0.9

0.4

주)(1) 와 은 각각 지붕의 풍상측 반쪽 및 풍하측 반쪽에 한 순압력을 나타낸다.

   (2) 개방흐름은 지붕 밑의 공간이 50% 이상 장애물 없이 트인 경우이고, 장애흐름은 지붕 밑

의 공간이 50% 이상 장애물로 막힌 경우이다.

   (3) ＋부호는 지붕의 윗 표면에 해 압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이고, －부호는 윗방

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4) 표에서 주어진 의 중간값은 직선보간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설계 시에는 각 지붕경사각에 해 주어진 모든 하중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6) ：기준높이, m

       ：지붕면의 풍방향 수평길이, m

   

<표 0305.7.6> 독립편지붕의 순압력계수  ( ≤ 45 , ＝0 , 180 )

② 경사지붕

독립된 경사지붕의 주골조설계용 순압력계수 은 <표 0305. 7.7>에 따른다.

지붕경사각 ( )
풍상지붕  풍하지붕 

하향 상향 하향 상향

－30 ≤  ≤－10 0.7 + 0.01 －0.6 + 0.03 0.05－0.025 －1.2－0.03

－10 ＜  ＜ 10 0.6 －0.9 0.3 －0.9

10 ≤  ≤ 30 0.3 + 0.03 －1.15 + 0.025 0.3 －0.6－0.03

주) (1) 하향은 지붕에 해 풍압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경우이고, 상향은 위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2) 는 지붕경사각으로 부호는 아래 그림에 나타낸 방향에 따른다.

      

<표 0305.7.7> 독립경사지붕의 순압력계수 

(3) 밀폐형독립벽체와 독립간판

밀폐형독립벽체와 독립간판의 주골조설계용 풍력계수 는 <표 0305.7.8>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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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A와 경우 B일 때

틈새비,

s/h

변장비, B/s

≤0.05 0.1 0.2 0.5 1 2 4 5 10 20 30 ≥45

1 1.80 1.70 1.65 1.55 1.45 1.40 1.35 1.35 1.30 1.30 1.30 1.30

0.9 1.85 1.75 1.70 1.60 1.55 1.50 1.45 1.45 1.50 1.40 1.40 1.40

0.7 1.90 1.85 1.75 1.70 1.65 1.60 1.60 1.55 1.55 1.55 1.55 1.55

0.5 1.95 1.85 1.80 1.75 1.75 1.70 1.70 1.70 1.70 1.70 1.70 1.75

0.3 1.95 1.90 1.85 1.80 1.80 1.80 1.80 1.80 1.80 1.85 1.85 1.85

0.2 1.95 1.90 1.85 1.80 1.80 1.80 1.80 1.80 1.85 1.90 1.90 1.95

≤0.16 1.95 1.90 1.85 1.80 1.80 1.80 1.80 1.85 1.85 1.90 1.90 1.95

<표 0305.7.8> 밀폐형독립벽체 및 독립간판의 풍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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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C일 때

영역
( 풍 상 단
에 서 의 
거리)

변장비, B/s 영역
( 풍 상 단
에 서 의 
거리)

변장비, B/s

2 3 4 5 6 7 8 9 10 13 ≥45

0~s 2.25 2.60 2.90 3.10 3.30 3.40 3.55 3.65 3.75 0~s 4.00 4.30

s~2s 1.50 1.70 1.90 2.00 2.15 2.25 2.30 2.35 2.45 s~2s 2.60 2.55

2s~3s － 1.15 1.30 1.45 1.55 1.65 1.70 1.75 1.85 2s~3s 2.00 1.95

3s~10s － － 1.10 1.05 1.05 1.05 1.05 1.00 0.95 3s~4s 1.50 1.85

4s~5s 1.35 1.85

5s~10s 0.90 1.10

≥10 0.55 0.55

주) (1) 총면적의 30% 이하의 개구부가 있는 벽체, 간판을 밀폐형벽체·간판으로 분류한다. 개구

부가 있는 밀폐형벽체·간판의 풍력계수에는 저감률  을 적용할 수 있다.

   (2) 수직과 경사풍향의 양쪽을 허용하기 위해 다음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s/h＜1일 때

         경우 A：합력은 기하중심을 통과하는 간판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경우 B：합력은 기하중심으로부터 풍상측으로 간판 평균폭의 0.2배 거리에서 간판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경우 C：합력은 각 영역에서 기하중심을 통과하는 간판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

       s/h＝1일 때

         위와 동일하다. 단, 합력의 수직 위치는 기하중심보다 위쪽으로 간판 평균높이의 0.05배 

거리에 작용한다.

    (3) 경우 C에서 s/h＞0.8일 때는 풍력계수에 저감률(1.8－s/h)을 곱해야 한다.

    (4) s/h, B/s의 중간값은 직선보간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B：벽체·간판의 수평길이(m)

         h：벽체·간판의 높이(m)

         s：벽체·간판의 수직길이(m)

        ：전면적과 밀폐형벽체·간판 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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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래티스형탑상구조물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주골조설계용 풍력계수 는 <표 0305.7.9>에 따른다.

<표 0305.7.9> 래티스형탑상구조물 풍력계수 

충실율 

풍향이 구면에 직각인 경우 풍향이 구면에 45 인 경우

앵글 원형 강관 앵글 원형 강관

0 3.8 2.3 4.4 2.5

0.5 1.9 1.4 2.3 1.7

0.6 1.9 1.4 2.3 1.7

① 사각형 평면의 풍력계수 

 

 

 

충실률  앵글 원형 강관

0 3.8 2.3

0.5 1.9 1.4

0.6 1.9 1.4

주) (1) 유효수압면적은 타워부재의 투영면적으로 한다.
   (2)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충실률(유효수압면적/외곽 전면적(＝))
   (3) 표에 나타낸 충실률 의 중간값에 해서는 직선보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삼각형 평면의 풍력계수 

(5) 개방형간판과 래티스구조물

개방형간판과 래티스구조물의 주골조설계용 풍력계수 는 <표 0305.7.10>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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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구성된 부재
원형부재

 ≤   ＞ 
0.1 미만

0.1~0.29 

0.3~0.7

2.0

1.8

1.6

1.2

1.3

1.5

0.8

0.9

1.1

주) (1) 개방형판구조물의 개방률이 3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2) ：구조물의 충실률, 의 정의는 <표 0305.7.9.>와 같다.

   ：원형부재의 지름(m)

   ：지표면에서 임의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N/m2)

<표 0305.7.10> 개방형간판 및 래티스구조물의 풍력계수 

(6) 굴뚝, 탱크, 옥상설비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

굴뚝, 탱크, 옥상설비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주골조설계용 풍력계수 는 

<표 0305.7.11>에 따른다. 단면의 형태, 표면조건 및 단면 최소치수에 한 

높이의 비에 따라 적용한다.

단면형태 표면조건


 ＝1  ＝7  ＝25

사각형(면에 

직각풍)
모든 경우 1.3 1.4 2.0

사각형(단면 

각선풍)
모든 경우 1.0 1.1 1.5

육각형 혹은 

팔각형
모든 경우 1.0 1.2 1.4

원형 ＞ 

미끄러운 면 0.5 0.6 0.7

거친 면

 ′ ≒  0.7 0.8 0.9

매우 거친 면

 ′ ≒  0.8 1.0 1.2

원형 ≤   모든 경우 0.7 0.8 1.2

주) (1) 위의 표에 없는  값은 의 값에 따라 직선보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2)  ：원형 단면의 지름 또는 사각, 육각 혹은 팔각형 단면의 

수평 최소치수(m)

    ′：리브 및 스포일러와 같은 내민 요소의 깊이(m)

    ：구조물의 높이(m)

   ：지표면으로부터 임의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

(N/m2)

<표 0305.7.11> 굴뚝, 탱크 및 유사 구조물의 풍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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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상에 설치한 펜스

지상에 설치한 펜스의 풍력계수 는 <표 0305.7.12>에 따른다.

충실율  

0 1.2

0.2 1.5

0.6 1.7

≥0.9

(평판펜스도 포함)
1.2

주) (1) 풍하중을 산정 할 때의 면적은 외곽면적에 충실률 를 곱한 

것으로 한다.

   (2) 충실률 의 정의는 <표 0305.7.9>와 같다.

   (3) 표에 나타낸 충실률 의 중간값에 해서는 직선보간하여 사

용할 수 있다. 

   (4) ：펜스의 정상부 높이(m)

<표 0305.7.12> 지상에 설치한 펜스의 풍력계수 

(8) 부재

각종 부재의 풍력계수 는 <표 0305.7.13>에 따른다.

        

1.2 0 2.1 0 0 2.4 0

45 1.6 1.6 45 1.6 0.7

90 0 0.8

<표 0305.7.13> 부재의 풍력계수 

        

0 2.1 0 0 1.2 0 0 1.1 0

30 2.1 －0.2 45 0.8 0.8 45 0.8 0.7

60 0.7 1.1 90 0.6 0.5 90 0.9 0.5

135 －1.7 0.6 135 －2.3 0.6

180 －2.3 0 180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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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0 0 1.9 2.2 0 2.0 1.1

45 1.8 0.1 45 2.3 2.3 45 2.3 1.1

90 0 0.1 90 2.2 1.9 90 1.8 0.8

135 －1.9 －0.6 135 －1.7 0

180 －2.0 0.3 180 －2.0 0.1

225 －1.4 －1.4 270 0.6 －0.8

315 1.2 －0.2

네트  

      충실률  

0 2.1 0 0 2.6 0 0 2

45 2.1 0.6 45 2.0 0.8 0.2 2

90 ±0.6 0.7 90 ±0.6 0.8 0.6 2.7

135 －1.6 0.6 ≥ 0.9

(평판도 포함)
2

180 －2.0 0

주) (1) 풍하중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면적은  이다.(：부재 폭, ：부재 길

이)

   (2) 네트의 풍하중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면적은  로 한다. 충실률의 정

의는 <표 0305.7.9>와 같다

   (3) 표에 나타낸 각도   및 충실률 의 중간값에 해서는 직선보간하여 

사용할 수 있다.

0305.8 외장재설계용 풍압계수

외장재설계용 풍압계수에는 피크외압계수, 피크내압계수, 피크순압력계수가 

있다.

0305.8.1 피크외압계수

피크외압계수는 지붕높이 및 지붕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기준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

기준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의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 는 <표 

0305.8.1>에 따른다. 피크외압계수 는 정압 및 부압 모든 경우에 안전하

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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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면

   (지붕면)

지붕면 단위 유효수압면적 (m2)

<표 0305.8.1> 기준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면 및 벽면 피크외압계수 

벽면

   (벽면)

외벽재 단위 유효수압면적 (m2)

주) (1) 유효수압면적은 외장재 및 마감재의 압력을 주골조에 전달하는 단위 2

차 부재의 유효수압면적

(2) 지붕경사각이 10  이상인 경우 <표 0305.8.2>의 ②, ③을 사용한

다.

(3) 각 외장재 벽면은 최  정압 및 최  부압으로 설계한다.

(4) ：건축물 최소폭의 0.1배, 단 1.0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기준높이(m)

       ：지표면으로부터의 임의높이(m)

(2) 기준높이 20m 미만 박공지붕형 건축물

기준높이가 20m 미만인 평지붕 및 박공지붕형 건축물의 벽면에 한 외장

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 는 <표 0305.8.2①>에 따르고, 지붕면의 피크외

압계수 는 <표 0305.8.2②>에 따른다. 피크외압계수는 정압 및 부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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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경우에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벽면

   (벽면)

유효수압면적 (m2)

(외장재 단위 2차 부재의 유효수압면적)

주) (1) 종축은 를 사용한 경우의   값이다.

   (2) 각 외장재는 최 정압 및 최 부압을 고려하여 정한다.

(3)  ≤ 10 인 경우는 벽면의 값을 10% 줄일 수 있다.

   (4) ：건축물 최소폭의 0.1배 혹은 0.4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단, 최소폭의 0.04배 또는 1.0m 보다 작아

서는 안 된다.

   ：기준높이(m)

<표 0305.8.2①> 기준높이 20m 미만인 평지붕 및 박공지붕형 건축물의 벽면의 피크외압계수 

 ①    (지붕면)

유효수압면적 (m2)

(단위 마감재의 유효수압면적)

 ≦ 10

지붕면

<표 0305.8.2②> 기준높이 20m 미만인 평지붕 및 박공지붕형 건축물 지붕면의 피크외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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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붕면)

유효수압면적 (m2)

(단위 마감재의 유효수압면적)
10 ＜  ≤ 30

지붕면

 ③    (지붕면)

유효수압면적 (m2)

(단위 마감재의 유효수압면적)

 30 ＜  ≦ 45

지붕면

주) (1) 종축은 를 사용한 경우의  값이다.

   (2) 각 외장재는 최 정압 및 최 부압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건축물 최소폭의 0.1배 혹은 0.4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단, 최소폭의 0.04배 또는 1.0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기준높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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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높이 20m 미만 편지붕형 건축물

기준높이가 20m 미만인 편지붕형 건축물의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 는 

<표 0305.8.3>에 따른다. 피크외압계수는 정압 및 부압 모든 경우에 안전하

도록 설계한다.

 ①    (지붕면)

유효수압면적 (m2)

(단위마감재의 유효수압면적)

 ≦ 10

지붕면

 ②
   (지붕면)

유효수압면적 (m2)

(단위 마감재의 유효수압면적)
10 ＜  ≤ 30

지붕면

주) (1) 종축은 를 사용한 경우의   값이다.

   (2) 각 외장재는 최 정압 및 최 부압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건축물 최소폭의 0.1배 혹은 0.4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단, 최소폭의 0.04배 또는 1.0m보다 작아서

는 안 된다.

   ：기준높이(m)

<표 0305.8.3> 기준높이 20m 미만의 편지붕형 건축물 지붕면의 피크외압계수 



(4) 기준높이 20m 미만 다중박공지붕형 건축물

기준높이가 20m 미만인 다중박공지붕형 건축물의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 

는 <표 0305.8.4>에 따른다. 피크외압계수는 정압 및 부압 모든 경우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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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계한다.

①    (지붕면)

유효수압면적 (m2)

(단위마감재의 유효수압면적)

10 ＜  ≤ 30

지붕면

<표 0305.8.4> 기준높이 20m 미만의 다중 박공지붕형 건축물지붕면의 피크외압계수 

②    (지붕면)

유효수압면적 (m2)

(단위 마감재의 유효수압면적)

30 ＜  ≦45

지붕면

주) (1) 종축은 를 사용한 경우의   값이다.

   (2) ≦10 인 경우 는 <표 0305.8.2.(2)>의 ①값을 사용할 수 있다..

(3) 각 외장재는 최 정압 및 최 부압으로 정한다.

   (4) ：건축물 1개 스팬에 한 최소폭의 0.1배 또는 0.4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단 1개 스팬에 한 최소 폭의 0.04

배 또는 1.0m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기준높이(m)

(5) 기준높이 20m 미만 톱니지붕형 건축물

기준높이가 20m 미만인 톱니지붕형 건축물의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 는 

<표 0305.8.5>에 따른다. 피크외압계수는 정압 및 부압 모든 경우에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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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면)

유효수압면적 (m2)

(외장재 단위 2차 부재의 유효 수압 면적)
10 ＜  ≤ 30

지붕면

주) (1) 종축은 를 사용한 경우의   값이다.

(2)  ≦ 10 인 경우에는 <표 0305.8.2.②>의 ①값을 사용할 수 있다.

(3) 각 외장재는 최 정압 및 최 부압으로 정한다.

   (4) ：건축물 1개 스팬에 한 최소폭의 0.1배 또는 0.4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단, 1개 스팬에 한 최소 

폭의 0.04배 또는 1.0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기준높이, m

<표 0305.8.5> 기준높이 20m 미만인 톱니지붕형 건축물 지붕면의 피크외압계수 

(6) 아치지붕을 가진 건축물

장방형평면을 가진 기준높이 45m 이하인 아치지붕 건축물의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 는 <표 0305.8.6>에 따른다.

① 벽면

   정 및 부의 피크외압계수는 지붕면 평균높이에 따라 <표 

0305.8.1> 또는 <표 0305.8.2(1)>에 따라 정한다.

② 지붕면

   정의 피크외압계수

<표 0305.8.6> 아치지붕면의 피크외압계수 



부 부 부

 

＝0

 

＝

0.3

 

＝

0.7

 

＝0

 

＝

0.3

 

＝

0.7

 

＝0

 

＝

0.3

 

＝

0.7

0.1 0.8 0.8 0.5 0.5 0.4 0.3 0.2 0.1 0

0.3 2.0 2.3 1.8 1.6 1.4 1.2 0.6 0.4 0.4

0.4 2.2 2.4 2.4 1.9 1.8 1.8 0.8 0.6 0.5

주) (1) 표에 주어진 , 의 중간값에 해서는 직선보간하여 사용한

다.

    (2) 정의 피크외압계수는 지붕의 윗 표면에 해 압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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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부 부



＝0



＝

0.3



＝

0.7



＝0



＝

0.3



＝

0.7



＝0



＝

0.3



＝

0.7



＝0



＝

0.3



＝

0.7

0
－2

.5

－3

.2

－3.

2

－2

.5

－2.

5

－2.

5

－2

.5

－2.

5

－2.

5

－2

.5

－5.

4

－5.

4

0.1
－1

.4

－4

.2

－4.

8

－1

.8

－2.

2

－3.

2

－2

.5

－2.

5

－2.

5

－3

.4

－4.

8

－4.

4

0.3
－1

.4

－2

.4

－2.

6

－2

.0

－3.

2

－3.

2

－3

.8

－4.

4

－4.

5

－4

.0

－4.

4

－4.

5

0.4
－1

.8

－2

.4

－2.

6

－2

.4

－3.

2

－3.

2

－4

.3

－4.

4

－4.

6

－4

.0

－4.

4

－4.

8

주) (1) 표에 주어진 , 의 중간값에 해서는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2) 부의 피크외압계수는 지붕의 윗 표면에 해 압력이 윗방향으로 작용하

는 경우이다.

   (3) ：건축물의 경간방향 길이(m)

       ：건축물의 경간직각방향 길이(m)

       ：기준높이(m)

        ：아치높이(m)

       ：지표면에서 아치지붕 처마까지의 높이(m)

        ： , , 중 작은 값(m)

     

정의 피크외압계수 영역            부의 피크외압계수 

영역

   부의 피크외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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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돔지붕을 가진 건축물

원형평면의 돔지붕을 가진 건축물의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 는 <표 

0305.8.7>에 따른다. 단, 벽면부의 가 1 이하인 건축물에만 적용한다.

① 벽면

   정 및 부의 피크외압계수는 <표 0305.8.8>에 따른

다.

② 지붕면

   정의 피크외압계수

<표 0305.8.7> 돔지붕을 가진 건축물의 피크외압계수 





부 부 부



＝0



＝0.25



＝1



＝0



＝

0.25



＝1



＝0



＝

0.25



＝1

0 0.6 0.4 0.4 1.1 0.5 0.5 0.6 0.6 0.6

0.0

5
1.3 0.5 0.5 1.0 0.4 0.4 0.5 0.1 0.1

0.1 1.7 －0.7 0.7 0.9 0.3 0.3 0.4 0 0

0.2

0.9

(1+7

)

0.6

(1+7

)

0.4

(1+7

)

1.2 0.6 0.6 0.2 0 0

0.5 1+7 1+7 1+7 1.9 1.3 0.7 0.3 0 0

주) (1) 는 기준높이  에서의 난류강도로 식(0305.5.4)에 따라 구한다.

   (2) 표에 주어진  , 의 중간값에 해서는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3) 정의 피크 외압계수는 지붕의 윗 표면에 해 압력이 아랫방향으로 작

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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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 부



＝0



＝

0.25



＝1



＝0



＝

0.25



＝1



＝0



＝

0.25



＝1

0
－4.

4

－5.

1

－3.

3

－1.

5
－3.7

－3.

0
－0.4

－2.

3
－2.3

0.0

5

－3.

0

－4.

8

－3.

3

－1.

5
－2.7

－2.

7
－1.3

－1.

3
－1.3

0.1
－2.

0

－4.

2

－3.

0

－1,

5
－2.2

－2.

2
－1.4

－1.

4
－1.4

0.2
－2.

0

－2.

0

－2.

0

－1.

9
－1.9

－1.

9
－2.1

－2.

1
－2.1

0.5
－2.

6

－2.

6

－2.

6

－2.

8
－2.8

－2.

8
－3.0

－3.

0
－3.0

주) (1) 는 기준높이  에서의 난류강도로 식(0305.5.4)에 따라 구한다.

   (2) 표에 주어진  , 의 중간값에 해서는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3) 부의 피크 외압계수는 지붕의 윗 표면에 해 압력이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경

우이다.

   (4) ：건축물의 외경(m)

       ：기준높이(m)

        ：아치높이(m)

       ：지표면에서 돔지붕 처마까지의 높이(m)

 

   부의 피크외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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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형평면을 가진 건축물

원형평면을 가진 건축물의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 는 <표 0305.8.8>에 따

른다. 단, ≤  인 건축물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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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벽면

 ∙ 정의 피크외압계수

        

   여기서, ：높이방향압력분포계수로 

<표 0305.7 .1>에 따라 구한

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에서의 난류강도로 식

(0305.5.4)에 따라 구한다.

   단,   인 경우 위의 , 을 구

할 때는 에서의 값으로 

한다.

 ∙ 부의 피크외압계수

              

   여기서, ：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로 <표 0305.7.5>에 

따라 구한다.

          ：표면거칠기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로 <표 

0305.7.5>에 따라 구한다.

          ：단부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로 아래 표에 따라 구

한다.

          ：기준높이 에서의 난

류강도로 식(0305.5.4)에 

따라 구한다.

 

하층

부
상층부


≤     ≤     ≤ 

  
 

  

벽면

  

지붕면

：건축물의 외

경(m)

： 기 준 높 이

(m)

② 지붕면

 ∙ 정의 피크외압계수

     검토할 필요 없다.

 ∙ 부의 피크외압계수 

   

부 부 부



＝0



＝0.
25



＝1


=0



＝0.
25



＝1


=0



＝0.
25



＝1

-4.4
－5.

1

－3.

3
-1.5

－3.

7

－3.

0
-0.4

－2.

3

－2.

3

주) (1) 표에 주어진 의 중간값에 해서는 직선

보간하여 사용한다.

    (2)   인 경우에는   의 값을 사용한다.

<표 0305.8.8> 원형평면을 가진 건축물의 피크외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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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8.2 피크내압계수

외장재설계용 피크내압계수 는 개구부 크기에 따라 <표 0305.8.9>에 따라 

정한다.

밀폐의 분류 

밀폐형건축물   0.00 또는 －0.52

부분개방

형건축물

탁월한 개구부가 

없는 경우
＋0.83 또는 －0.83

탁월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
＋1.40 또는 －1.40

개방형 건축물 0

<표 0305.8.9> 외장재설계용 피크내압계수 

0305.8.3 독립지붕의 피크순압력계수

(1) 편지붕

장방형 평면을 가진 독립편지붕의 외장재설계용 피크순압력계수 는 <표 

0305.8.10>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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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경사각

( )

유효수

압

면적



개방흐름 장애흐름

영역③ 영역②영역① 영역③ 영역② 영역①

0

≤ 5.1 －7.0 3.8 －3.6 2.6 －2.3 2.1 －7.7 1.7 －3.8 1.1 －2.6 

  ≤  3.8 －3.6 3.8 －3.6 2.6 －2.3 1.7 －3.8 1.7 －3.8 1.1 －2.6 

  2.6 －2.3 2.6 －2.3 2.6 －2.3 1.1 －2.6 1.1 －2.6 1.1 －2.6 

7.5

≤ 6.8 －9.0 5.1 －4.5 3.4 －3.0 3.4 
－10.

9 
2.6 －5.5 1.7 －3.6 

  ≤  5.1 －4.5 5.1 －4.5 3.4 －3.0 2.6 －5.5 2.6 －5.5 1.7 －3.6 

  3.4 －3.0 3.4 －3.0 3.4 －3.0 1.7 －3.6 1.7 －3.6 1.7 －3.6 

15

≤ 7.7 －8.1 5.8 －6.2 3.8 －4.1 5.1 －9.0 3.8 －6.8 2.6 －4.5 

  ≤  5.8 －6.2 5.8 －6.2 3.8 －4.1 3.8 －6.8 3.8 －6.8 2.6 －4.5 

  3.8 －4.1 3.8 －4.1 3.8 －4.1 2.6 －4.5 2.6 －4.5 2.6 －4.5 

30

≤ 11.1 
－10.

7 
8.3 －8.1 5.5 －5.3 6.8 －9.8 5.1 －7.5 3.4 －4.9 

  ≤  8.3 －8.1 8.3 －8.1 5.5 －5.3 5.1 －7.5 5.1 －7.5 3.4 －4.9 

  5.5 －5.3 5.5 －5.3 5.5 －5.3 3.4 －4.9 3.4 －4.9 3.4 －4.9 

45

≤ 11.1 －9.8 8.3 －7.5 5.5 －4.9 9.0 －8.1 6.8 －6.2 4.5 －4.1 

  ≤  8.3 －7.5 8.3 －7.5 5.5 －4.9 6.8 －6.2 6.8 －6.2 4.5 －4.1 

  5.5 －4.9 5.5 －4.9 5.5 －4.9 4.5 －4.1 4.5 －4.1 4.5 －4.1 

주) (1) 개방흐름은 지붕 밑의 공간이 50% 이상 장애물 

없이 트인 경우이고, 장애흐름은 지붕 밑의 공간이 

50% 이상 장애물로 막힌 경우이다.

   (2) ＋부호는 지붕의 윗 표면에 해 압력이 아랫방향으

로 작용하는 경우이고, －부호는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3) 표에서 주어진 의 중간 값은 직선보간하여 사

용한다.

   (4) 외장재설계는 표에 주어진 정압과 부압계수에 

해 수행해야 한다. 

   (5) ：건축물 최소폭의 0.1배 또는 0.4  중 작은 

값, 단 1.0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기준높이(m)

      ：건축물의 풍방향 수평길이(m)

            

<표 0305.8.10> 독립편지붕의 피크순압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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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사지붕

장방형평면을 가진 독립경사지붕의 외장재설계용 피크순압력계수 는 <표 

0305.8.11>에 따라 정한다.

① 정의 피크순압력계수

<표 0305.8.11> 독립경사지붕의 피크순압력계수 

지붕경사각  

부

－30 ≤  ≤－10 (0.65－0.015)(1＋7)

－10 ＜  ＜10 0.8(1＋7)
10 ≤  ≤ 30 (0.55＋0.025)(1＋7)

부

－30 ≤  ≤－10 (0.9－0.02)(1＋7)
－10 ＜  ＜10 1.1(1＋7)
10 ≤  ≤ 30 (0.85＋0.025)(1＋7)

주)  ：기준높이 에서의 난류강도로 식(0305.5.4)에 따라 

구한다.

      ：<표 0305.7.7>에서 정해지는 지붕경사각

      ： , ,  중 작은 값

     정의 피크순압력계수는 지붕에 해 풍압력이 아랫방향

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② 부의 피크순압력계수

지붕경사각  

부
||＜10 －3.5

10 ≤ || ≤ 30 －2.9－0.06||

부
||＜10 －4.5

10 ≤ || ≤ 30 －3.8－0.075||

주) 부의 피크순압력계수는 지붕에 해 풍압력이 윗방향으

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 ＜ 10  
   







10 ≤ || ＜ 30

0305.9 풍직각방향풍하중

0305.9.1 적용범위

이 절은 구조골조용 수평풍하중 가운데 풍직각방향풍하중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이 벽면에 수직인 방향에서 바

람을 받는 경우를 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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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면형상이 사각형이고 높이방향으로 일정하다.

(2) 


≦ 

(3)  ≤ 

≤ 

(4) 


≤ 

여기서,  ：건축물의 기준높이(m) (0305.1.2(5)에 따른다)

 ：건축물의 표폭(m)

 ：건축물의 깊이(m)

 ：설계풍속(m/s) (0305.5.1에 따른다.)

 ：풍직각방향1차고유진동수(Hz)

0305.9.2 산정식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에서의 구조골조용 풍직각방향풍하중 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한다.

  ′   
    (N) (0305.9.1)

단,   ln   
′         (0305.9.2)

 

 (0305.9.3)

  














 




(0305.9.4)

  

  

 








   

  ≧ 

  





   ( ≦ ≦ )

 



            ( ≦  ≦ )

     

   

 


여기서,  ：풍직각방향피크펙터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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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속도압(N/m2)

 ：지상높이 에서  풍향에 수직한 면에 투영된 건축물의 면

적(=)(m2)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건축물의 기준높이(m) (0305.1.2(5)에 따른다)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의 공진계수

 ：풍직각방향1차고유진동수(Hz)

 ：건축물의 표폭(m)

 ：건축물의 깊이(m)

 ：풍직각방향진동의 풍력스펙트럼계수

 ：풍직각방향1차감쇠비

 ：설계풍속(m/s) (0305.5.1에 따른다.)

0305.10 비틀림풍하중

0305.10.1 적용범위

이 절은 구조골조용 수평풍하중 가운데 비틀림풍하중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

용하며,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이 벽면에 수직인 방향에서 바람

을 받는 경우를 상으로 한다.

(1) 평면형상이 사각형이고 높이방향으로 일정하다.

(2) 


≦ 

(3)  ≤ 

≤ 

(4) 


≤ 

여기서,  ：건축물의 기준높이(m) (0305.1.2(5)에 따른다)

 ：건축물의 표폭(m)

 ：건축물의 깊이(m)

：설계풍속(m/s) (0305.5.1에 따른다.)

：비틀림1차고유진동수(Hz)

0305.10.2 산정식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에서의 구조골조용 비틀림풍하중 는 다음 식으로 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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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m)   (0305.10.1)

단,  ln 
     ′               (0305.10.2)

 

                                 (0305.10.3)


 



 












 

 






 ≤및 ≤ ≤

exp

ln

 ln



 
 

, ：각각,    및 6일 때의 의 값

 









 


 

 ≤

 





 ≤
 ≤≧

 









 





 
 ≤

  
 

 ≤
 ≤≧

  

여기서, ：비틀림모멘트피크펙터

′：변동비틀림모멘트계수

 ：설계속도압(N/m2)

 ：지상높이 에서  풍향에 수직한 면에 투영된 건축물의 면

적(= )(㎡)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건축물의 기준높이(m) (0305.1.2(5)에 따른다)

 ：비틀림진동의 공진계수

 ：비틀림1차고유진동수(Hz) 

 ：건축물의 표폭(m)

 ：건축물의 깊이(m)

 ：와  중 큰 값(m)

 ：비틀림진동의 스펙트럼계수

 ：비틀림1차감쇠비

 ：설계풍속(m/s) (0305.5.1에 따른다.)

0305.11 건축물 부속물 및 기타 구조물의 풍하중

이 장은 밀폐형 독립벽체, 독립간판, 옥상구조물, 옥상설치물과 부착간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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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펫, 래티스 탑상형 구조물, 기타 구조물(개방형 간판, 래티스구조물, 굴뚝, 

탱크)에 한 풍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하며,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형상은 정형적이어야 한다.

(2) 건축물은 풍직각방향풍하중, 와류방출, 공기력불안정진동 등을 유발하는 

응답 특성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3) 건축물은 풍상측의 장애물에 의해 발생하는 골바람효과나 버피팅을 받는 곳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0305.11.1 밀폐형독립벽체 및 밀폐형독립간판

밀폐형독립벽체, 밀폐형독립간판 및 밀폐형교통표지판에 한 풍방향풍하중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N)                     (0305.11.1)

여기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에서의 속도압으로, 식(0305.5.1)에서 를 로 

교체한 값(N/m2)으로 합력점의 높이, 중요도계수 는 1.0을 사용한다.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0305.6.1에 따른다)

 ：풍력계수(<표 0305.7.8>에 따른다)

 ：독립벽체 또는 독립간판의 총면적(m2)

0305.11.2 옥상구조물 및 옥상설치물

(1) 지붕면 평균높이 20m 이하인 건물의 옥상구조물 및 옥상설치물의 수평풍

하중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N)                    (0305.11.2)

여기서, ：옥상구조물 또는 설치물의 평균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N/m2) 

(0305.5에 따른다)

：가 0.1 이하인 옥상구조물과 설비에 해서는 1.9이다. 

은 값이 0.1에서 까지 증가하면 1.9에서 1.0까지 선형적

으로 줄일 수 있다.

 ：옥상구조물과 설치물의 풍향에 한 수직 수압면적(m2)

(2) 지붕면 평균높이 20m 이하인 건물의 옥상구조물 및 옥상설치물의 수직풍

하중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N)                   (0305.11.3)

여기서, ：옥상구조물 또는 설치물의 평균높이 에 한 설계속도압(N/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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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5에 따른다)

：가 0.1 이하인 옥상구조물과 설치물에 해서는 1.5이

다. 은 값이 0.1에서 까지 증가하면 1.5에서 1.0까지 선

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옥상구조물과 설치물의 풍향에 한 수평수압면적(m2)

(3) 지붕면 평균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건물의 옥상구조물 및 옥상설치물의 

주골조는 0305.2(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에 따라 산정하고, 외장재는 

0305.4(외장재설계용 풍하중)에 따라 산정한다. 

0305.11.3 부착간판

간판의 평면이 벽면의 평면에 평행하게 접촉되어 있고, 간판이 벽체의 측단부

와 상단부 밖으로 돌출하지 않는 건축물의 벽체에 부착된 간판의 풍방향풍하

중은 0305.4(외장재설계용 풍하중)의 산정 절차를 따른다. 이때 피크내압계수 

는 0, ＝1.0, 는 부착간판의 평균높이로 한다.

0305.11.4 파라펫

평탄한 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가진 강체구조물 및 유연구조물 주골조의 파라

펫에 작용하는 풍방향풍하중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N)                  (0305.11.4)

여기서, ：파라펫 최상단 높이에서의 설계속도압(N/m2)

 (0305.5에 따른다)

：순압력계수로 풍상측 파라펫은 1.5, 풍하측 파라펫은 

－1.0

 ：풍향에 수직인 파라펫의 수압면적(m2)

0305.11.5 래티스형탑상구조물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풍방향풍하중 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N)                   (0305.11.5)

여기서,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에서의 속도압으로, 식(0305.5.1)에서 를 

로 교체한 값(N/m2)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0305.6.3에 따른다.)

：풍력계수(<표 0305.7.9>에 따른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에서 래티스형탑상구조물의 1구면 투영

면적(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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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11.6 기타구조물

기타구조물(개방형간판과 래티스구조물, 굴뚝, 탱크, 펜스)에 한 풍방향풍하

중 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N)                     (0305.11.6)

여기서,  ：면적 의 중심높이 에서의 설계속도압(N/m2) (0305.5에 따른

다)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0305.6.1에 따른다)

 ：풍력계수(<표 0305.7.10>～<표 0305.7.13>에 따른다)

 ：풍향에 수직인 수압면적(m2)

0305.11.7 설계용 최소풍하중

기타구조물(개방형간판, 래티스구조물, 굴뚝, 탱크)에 한 설계용 최소풍하중

은 800N/㎡×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유효수압면적이다.

0305.12 풍하중의 조합

이 절은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및 지붕풍하중의 조합에 관하여 정한 것이

다.

(1) 장방형 평면을 가진 건축물로서 식(0305.1.2)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

우는 0305.12.1에 따라 풍방향과 풍직각방향의 조합을 고려하고, 식

(0305.1.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0305.12.2에 따라 수평풍하중의 조합

을 고려한다.

(2) 수평풍하중과 지붕풍하중에 관해서는 0305.12.3에 따라 조합을 고려한다.

0305.12.1 저층 및 중층건축물의 수평풍하중 조합

식(0305.1.2)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저층 및 중층건축물의 경우에는 

0305.2에서 산정한 풍방향하중에 다음 식으로 구한 하중을 풍직각방향하중으

로 동시에 작용시킨다.

   (N)                         (0305.12.1)

단,   
  또한 0.2 이상

여기서, ：풍직각방향조합하중(N)

：풍방향하중(N) (0305.2에 따른다)

 ：건축물의 표폭(m)

 ：건축물의 깊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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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12.2 고층 및 유연건축물의 수평풍하중 조합

식(0305.1.2)의 조건을 만족하는 고층 및 유연건축물의 경우에는 <표 

0305.12.1>에 나타낸 3종류의 조합하중을 고려한다.

조 합 조

건

풍방향 조합하

중

풍직각방향 조

합하중

비틀림 조합

하중

1  0.4 0.4

2  
   

3  
   

주)  ：각각 풍방향풍하중, 풍직각방향풍하중, 

비틀림풍하중

    ：풍방향가스트영향계수

<표 0305.12.1> 수평풍하중의 조합하중

   

≤0.5

0.1 0.55

0.2 0.65

0.6 0.80

1

0.1 0.55

0.3 0.55

0.6 0.65

≥2 － 0.55

주) ：풍직각방향과 비틀림1차고유진동수 과  가운

데 작은 값 (Hz)

    및 의 중간값은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표 0305.12.2> <표 0305.12.1>의 값

0305.12.3 수평풍하중과 지붕풍하중의 조합

0305.12.1 또는 0305.12.2로 조합을 고려한 수평풍하중에 0305.3에서 산정

한 지붕풍하중을 동시에 작용시킨다.

0305.13 수평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검토

0305.13.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사항을 평가할 때 적용한다.

(1) 장방형평면 및 입면형상을 가진 일반적인 건축물의 풍방향최 수평변위와 

최 응답가속도

(2) 030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건축물의 풍직각방향최 수평변위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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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가속도

(3) 0305.10.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건축물의 비틀림최 각변위와 최 응답

각가속도

0305.13.2 수평변위 및 응답가속도의 평가기준

(1) 바람으로 발생하는 건축물의 풍방향·풍직각방향최 수평변위로 인하여 건

축물골조 및 외장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풍방향·풍직각방향진동으로 인한 최 응답가속도에 하여 거주

자가 불안과 불쾌감을 느끼지 않으며 건축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0305.13.3 풍방향변위·응답가속도의 산정

(1) 풍방향최 수평변위

밀폐형·일부개방형 건축물의 풍방향최 수평변위 m ax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

다.

max 
  

   (m)    

                      (0305.13.1)

단,   
 


    ln   
여기서,  ：평균풍력계수

 ：설계속도압(N/m2) (0305.5에 따른다) 

 ：건축물의 풍방향 표폭(m)

 ：건축물의 기준높이(m)

 ：건축물의 풍방향진동의 1차고유진동수(Hz)

  ：풍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

 ：고도분포지수(0305.5.3에 따른다)

 ：풍방향피크펙터

   ：풍속의 난류강도(0305.6.2에 따른다)

 ：풍방향비공진계수(0305.6.2에 따른다)

 ：풍방향공진계수(0305.6.2에 따른다)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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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방향최 응답가속도

건축물 최상층에서의 풍방향최 응답가속도 m ax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m ax 


    (m/s2)  (0305.13.2)

단,   ln   
     

 


여기서,  ：풍방향피크펙터

 ：평균풍력계수

 ：설계속도압(N/m2) (0305.5에 따른다)

 ：건축물의 풍방향 표폭(m)

 ：건축물의 기준높이(m)

：풍속의 난류강도(0305.6.2에 따른다)

 ：풍방향공진계수(0305.6.2에 따른다)

  ：풍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

 ：고도분포지수(0305.5.3에 따른다)

 ：진동모드형에 관한 지수(일반건축물＝1)

 ：건축물의 풍방향1차고유진동수(Hz)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m)

0305.13.4 풍직각방향변위·응답가속도의 산정

(1) 풍직각방향최 수평변위

030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장방형평면인 건축물의 풍직각방향최 수

평변위 m ax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max 
′

  (m)    (0305.13.3)

단,   ln  
여기서, ：풍직각방향피크팩터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식(0305.9.2)에 따른다)

 ：설계속도압(N/m2) (0305.5에 따른다) 

 ：건축물의 기준높이(m) (0305.1.2(5)에 따른다)

 ：건축물의 표폭(m)

 ：풍직각방향1차고유진동수(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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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 

 ：풍직각방향 공진계수(식(0305.9.3)에 따른다)

(2) 풍직각방향최 응답가속도

0305.9.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장방형평면인 건축물의 최상층에서 풍직각방향최

응답가속도 m ax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max 
 ′

  (m/s2)         (0305.13.4)

단,   ln  
여기서,  ：풍직각방향피크펙터

    ：설계속도압(N/m2)

′：풍직각방향변동전도모멘트계수(식(0305.9.2)에 따른다.)

 ：건축물의 기준높이(m) (0305.1.2(5)에 따른다)

 ：건축물의 표폭(m)


：풍직각방향1차진동일반화질량(kg) 

 ：풍직각방향공진계수(식(0305.9.3)에 따른다)

 ：풍직각방향진동의 1차고유진동수(Hz)

0305.13.5 비틀림각변위·응답각가속도 산정

(1) 비틀림최 각변위

0305.10.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장방형평면인 건축물의 비틀림에 의한 최

각변위 m ax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m ax  
′ 

   (rad) (0305.13.5)

단,   ln   
여기서, ：비틀림모멘트피크펙터

′：변동비틀림모멘트계수(식(0305.10.2)에 따른다)

 ：설계속도압(N/m2)

 ：건축물의 표폭(m)

 ：건축물의 기준높이(m)

 ：비틀림1차고유진동수(Hz) 

  ：일반화관성모멘트(kg․m2)

 ：비틀림모멘트공진계수(식(0305.10.3)에 따른다)

(2) 비틀림최 응답각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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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10.1(적용범위)를 만족하는 장방형평면인 건축물의 최상층에서 비틀림

에 의한 최 응답각가속도 m ax는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m ax 


′ 
 (rad/s2)  (0305.13.6)

단,   ln   
여기서, ：비틀림모멘트피크펙터

′：변동비틀림모멘트계수(식(0305.10.2)에 따른다)

 ：설계속도압(N/m2)

 ：건축물의 표폭(m)

  ：일반화관성모멘트(kg․m2)

 ：건축물의 기준높이(m)

 ：비틀림모멘트공진계수(식(0305.10.3)에 따른다)

0305.14 간편법에 따른 풍하중

0305.14.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상으로 간편

한 풍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1)  ≤ m
(2)  ≤  또는  ≤ 

(3) 형상이 정형적이고, 단면은 칭에 가까워야한다.

여기서,  ：건축물의 기준높이(m)

 ：건축물의 표폭(m)

 ：건축물의 깊이(m)

：건축물의 기준층 바닥면적(m2)

0305.14.2 주골조설계용 풍하중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N)        (0305.14.1)

여기서, ：기본풍속(m/s) (0305.5.2에 따른다)

 ：건축물의 기준높이(m) (0305.1.2(5)에 따른다)

：건설지 주변의 지표면 상황에 따라 정하는 환경계수로 통상 1.0을 

사용하고, 장애물이 없는 평탄지인 경우에는 1.5, 해안가인 경우에는 

2.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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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계수(<표 0305.14.1>에 따른다.)

  ：유효수압면적(m2)

  상 구  분 

풍상면     0.6

풍하면 
  ～ －0.5

 ≥  －0.3

지붕면 

 －1.0

 －0.7

 －0.3

주) ：풍상측 지붕 끝단에서 풍하측으로  거리까

지의 지붕

   ：거리 에서  거리까지의 지붕

   ：거리 부터 풍하측 끝단까지의 지붕

    및 ~의 중간값은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표 0305.14.1> 저층건축물설계용 외압계수 

0305.14.3 주골조설계용 지붕풍하중

주골조설계용 지붕풍하중 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N)      (0305.14.2)

여기서,  ：기본풍속(m/s) (0305.5.2에 따른다)

 ：건축물의 기준높이(m) (0305.1.2(5)에 따른다)

 ：건설지 주변의 지표면 상황에 따라 정하는 환경계수로 통상 1.0

을 사용하고, 장애물이 없는 평탄지인 경우에는 1.5, 해안가인 경

우에는 2.0으로 한다.

     ：풍력계수

：지붕면 외압계수(<표 0305.14.1>에 따른다.)

  ：내압계수(0305.7.2에 따른다)

  ：지붕보가 부담하는 부분의 유효수압면적(m2)

0305.14.4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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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0305.14.3)

여기서, ：기본풍속(m/s) (0305.5.2에 따른다)

 ：건축물의 기준높이(m) (0305.1.2(5)에 따른다)

 ：건설지 주변의 지표면 상황에 따라 정하는 환경계수로 통상 1.0

을 사용하고, 장애물이 없는 평탄지인 경우에는 1.7, 해안가인 경

우에는 2.2로 한다.

     ：피크풍력계수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0305.8.1에 따른다.)

：외장재설계용 피크내압계수(0305.8.2에 따른다.)

 ：외장재의 유효수압면적(m2)

0305.15 풍동실험

0305.15.1 적용범위

(1) 이 절은 건축구조물이 0305.1.3(특별풍하중)의 조건을 가질 때 적용한다.

(2) 이 풍동실험법은 0305.2(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0305.3(주골조설계용 

지붕풍하중), 0305.4(외장재설계용 풍하중), 0305.11(건축물 부속물 및 기타 

구조물의 풍하중) 및 0305.14(간편법에 따른 풍하중)을 신하여 건축구조물

에 한 풍압, 풍하중 및 풍응답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

0305.15.2 실험조건

풍동실험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풍동 내의 평균풍속의 고도분포, 난류강도분포 및 변동풍속의 특성은 건

축 현지의 자연 기경계층 조건에 적합하도록 재현하여야 한다.

(2) 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주변의 건축물 및 지형조건을 건축 현지조건에 적

합하도록 재현하여야 한다.

(3) 풍동 내 상건축물 및 주변 모형에 의한 단면 폐쇄율은 풍동의 실험단면

에 하여 8%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풍동 내의 압력 분포는 일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레이놀즈수에 의한 영향은 최소화하여 실험하여야 한다.

(6) 풍동 측정기기의 응답특성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0305.15.3 동적응답

건축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03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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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구조모델과 관련 해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질량

분포, 강성, 감쇠를 고려해야 한다.

0305.15.4 풍동실험에 따른 풍하중의 제한

(1) 풍동실험결과로부터 평가한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은 축과 축 방향의 

전체 주하중이 0305.2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값의 8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체 주하중이란 유연건축물인 경우에는 전도모멘트, 기

타 건축물은 밑면전단력이다.

(2) 풍동실험결과로부터 평가한 외장재설계용 풍압은 0305.4의 절차에 따라 

벽의 경우에는 ④영역, 지붕의 경우에는 ①영역에서 산정한 풍압의 80%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풍동실험을 위해 재현한 상세 주변 모형의 범위 안에 상건축물에 특별한 영향

을 미칠 건축물이나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위 (1), (2)에서 규정한 80%의 제

한값을 적용하지 않고 풍동실험에서 얻어진 풍하중과 풍압을 사용할 수 있다.

0305.16 재현기간1년풍속

재현기간1년풍속 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m/s)               (0305.16.1)

여기서,  ：기본풍속(m/s) (0305.5.2에 따른다)

：풍속고도분포계수로 지붕면 평균높이 에서의 값(0305.5.3에 따른

다)

：지형계수(0305.5.4에 따른다)

단, 건설지점 부근의 유효한 관측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값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 133 -

0306 지진하중

0306.1 일반사항

이 절은 건축물과 건물외구조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건축·기계·전기 비구

조요소의 지진하중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0306.1.1 증축 구조물의 설계

0306.1.1.1 독립증축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구조물은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이 

절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0306.1.1.2 일체증축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

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이 절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단, 기

존 부분에 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된다.

0306.1.2 용도변경

용도변경으로 인해 구조물이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서 더 높은 내진중

요도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 이 구조물은 변경된 그룹에 속하는 구조물에 

한 하중기준을 따라야 한다.

0306.1.3 구조변경

기존 구조물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요강도가 기

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하여 이 

장에서 정의되는 기준을 만족하도록 구조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0306.1.4 기준의 적용

지진하중의 산정, 해석 및 설계방법, 시스템의 설계범주 등은 0306.2 ~ 

0306.4를 따른다.

등가정적해석은 0306.5를 따른다.

구조시스템의 정의 및 설계계수의 정의는 0306.6을 따른다.

동적해석방법은 0306.7을 따른다.

구조요소의 설계는 0306.8을 따른다.

성능설계법은 0306.9를 따른다.

비구조요소의 설계는 0306.10을 따른다.

건물외구조물의 설계는 0306.1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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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장치를 이용한 구조물의 설계는 0306.12를 따른다. 

감쇠장치를 이용한 구조물의 설계는 0306.13을 따른다.

0306.2 하중조합

0306.2.1 강도설계

강도설계 또는 한계상태설계를 수행할 경우에는 각 설계법에 적용하는 하중조합의 

지진하중계수는 1.0으로 한다.

0306.2.2 허용응력설계

허용응력설계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하중조합에서 지진하

중계수는 0.7로 한다. 이 경우에는 각 재료기준에 따라 허용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0306.2.3 특별지진하중

필로티 등과 같이 전체구조물의 불안정성으로 붕괴를 일으키거나 지진하중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주요부재와 이를 지지하는 해당 위치의 수직부재 

설계시에는 지진하중을 포함한 하중조합에 지진하중() 신 특별지진하중()을 

사용하여야 한다.

  Ω  ±    (0306.2.1)

여기서, Ω는 <표 0306.6.1>에서 정한 시스템초과강도계수, 는 0306.3.3에

서 정의한 단주기설계스펙트럼가속도, 는 고정하중이다.

단, Ω 는 지진력저항 시스템에서 다른 부재의 내력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 

최 하중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특별지진하중과의 하중조합이 허용응력설계법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허

용응력을 1.7배 증가시키고, 저항계수 를 1.0으로 적용하여 설계강도를 결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다른 어떤 허용응력 증가나 하중조합의 감

소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0306.3 지진위험도 결정

0306.3.1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우리나라 지진구역 및 이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값은 <표 0306.3.1>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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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구역

행 정 구 역 지진구역계수

Ⅰ
시 서울, 인천, 전, 부산, 구, 울산, 광주, 세종

0.22g
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도 강원 북부**, 제주 0.14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표 0306.3.1> 지진구역 구분 및 지역계수

0306.3.2 지반의 분류

0306.3.2.1 지반종류

국지적인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기 위하여 지반을 <표 0306.3.2>와 같이 지반 분류의 기준면으로부터 보통암

(지층의 전단파속도,  ＝ 760m/s 이상)까지의 지반에 한 평균지반특성으

로 분류하며, 보통암의 위치가 기준면으로부터 5m 이하 혹은 30m 이상인 경

우에는 상부 30m에 한 평균지반특성으로 분류한다. 상지역의 지반을 분

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에는 지반종류 를 적용할 수 있다.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평균지반특성

전단파속도

(m/s)

표준관입시험 

(타격횟수/300mm)

비배수전단강도

 (×10-3MPa)

 경암 지반 1500 초과

－ －
 보통암 지반

760에서

1500 미만



매우 조밀한

토사 지반

또는 연암 지반

360에서

760 미만
＞ 50 ＞ 100

 단단한 토사 지반
180에서

360 미만
15에서 50 50에서 100

 연약한 토사 지반 180 미만 ＜ 15 ＜ 50

<표 0306.3.2> 지반의 분류

0306.3.2.2 지반분류의 기준면

일반적으로 지반분류는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정한다. 다만, 지하층을 가진 구

조물로서 직접기초를 사용하고 기초저면의 지반종류가  이상의 단단한 지반

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지반분류의 기준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지진에 

의하여 지하층 구조벽에 작용하는 횡토압에 하여 상부구조의 안전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말뚝기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구조의 저면의 지반종류가 

 이상이고, 건물 진동의 입력이 지하구조의 저면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설계·시공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구조의 저면을 기준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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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는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0306.3.3 설계스펙트럼가속도

단주기와 주기 1초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 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0306.3.1)

  × × (0306.3.2)

여기서, <표 0306.3.3>와 <표 0306.3.4>는 지반증폭계수이다. 위 식에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값은 <표 0306.3.1>을 이용하여 결

정하거나, [그림 0306.3.1]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단,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는 <표 0306.3.1>을 이용하여 결정한 값

의 80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지반종류
지진지역

 ≦ 0.25 ＝0.50 ＝0.75

 0.8 0.8 0.8

 1.0 1.0 1.0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이상 1.2 1.2 1.1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미만 1.4 1.4 1.3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이상 1.6 1.4 1.2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미만 1.7 1.5 1.3

 2.5 1.9 1.3

* 는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산정식(0306.3.1)에 적용된 를 2.5배한 값이다. 위 표에서 의 중간값에 

하여는 직선보간한다.

<표 0306.3.3>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지반종류
지진지역

 ≤ 0.1 ＝0.2 ＝0.3

 0.8 0.8 0.8

 1.0 1.0 1.0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이상 1.7 1.6 1.5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미만 1.5 1.4 1.3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이상 2.4 2.0 1.8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미만 1.7 1.6 1.5

 3.5 3.2 2.8

* 는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산정식(0306.3.2)에 적용된 값이다. 위 표에서 의 중간값에 하여는 

직선보간한다.

<표 0306.3.4> 1초주기 지반증폭계수, 



- 137 -

[그림 0306.3.1] 국가지진위험지도, 재현주기 2400년 최 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

도(S)%(소방방재청, 2013)

또한 , 값을 부지고유(Site Specific)의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정한 설계스펙트럼가속도 , 는 <표 0306.3.1>, <표 

0306.3.3>, <표 0306.3.4>을 이용하여 구한 값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

0306.3.4 설계스펙트럼가속도 작성

지진의 설계응답가속도스펙트럼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한 후 [그림 0306.3.2]

와 같이 작성한다.

(1)  ≦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식(0306.3.3)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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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와 같다.

(3)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식(0306.3.4)에 의한다.

  

 
    (0306.3.3)

 

  (0306.3.4)

여기서, ：구조물의 고유주기(초)

     

     

0

0

0.6 0.4DS
DS

O

S T S
T



1 /a DS S T

OT ST 1.0 period

aS

DSS

1DS

2.5
DSS

T (주기)

[그림 0306.3.2] 설계스펙트럼가속도

0306.4 지진하중의 산정

0306.4.1 일반사항

각 구조물은 그 용도와 시공할 지반상태를 감안하여 분류한 내진설계범주 중 

하나에 속하며, 그 속한 내진설계범주에 따라 허용 가능한 구조시스템, 높이

와 비정형성에 한 제한, 내진설계 상부재, 횡력해석방법 등을 결정한다.

0306.4.2 건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각 구조물은 <표 0306.4.1>에서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과 중요도

계수를 결정한다. 2개 이상의 건물에 공유된 부분이나 하나의 구조물이 동일

한 중요도에 속하지 않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가장 높은 

중요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물이 0306.8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리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독자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한 구조물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된 부분이 더 높은 중요도를 가진 

다른 부분에 해 접근로나 탈출로를 제공하거나 인명안전요소를 공유할 경

우에는 양쪽부분 모두 높은 중요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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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중요도 내진등급 중요도계수( )

중요도(특) 특 1.5

중요도(1) I 1.2

중요도(2), (3) II 1.0

<표 0306.4.1>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0306.4.3 내진설계범주의 결정

모든 구조물은 0306.4.2에 따라 결정된 내진등급과 0306.3.3에 따라 결정한 

설계스펙트럼가속도   ,  에 따라 <표 0306.4.2>와 <표 0306.4.3>에 의하여 내

진설계범주를 결정한다. <표 0306.4.2>와 <표 0306.4.3>에 따라 결정한 내

진설계범주가 다를 경우에는 높은 내진설계범주로 분류한다.

의 값
내진등급

특

0.50 ≤  D D D

0.33 ≤  ＜

0.50
D C C

0.17 ≤  ＜

0.33
C B B

 ＜ 0.17 A A A

<표 0306.4.2>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에 따른 내

진설계범주

의 값
내진등급

특

0.20 ≦  D D D

0.14 ≦ ＜

0.20
D C C

0.07 ≦ ＜

0.14
C B B

＜ 0.07 A A A

<표 0306.4.3> 주기 1초에서 설계스펙트럼가속도에 따

른 내진설계범주

0306.4.4 건물 형상

모든 구조물은 이 조항에 따라 평면 또는 수직의 정형 혹은 비정형으로 구분한다.

0306.4.4.1 평면비정형성

<표 0306.4.4>에 나열된 특징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건물은 평면비정형성

을 가진 것으로 정의한다.

0306.4.4.2 수직비정형성

<표 0306.4.5>에 나열된 특징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건물은 수직비정형성

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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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지진하중의 작용상태에서 임의의 층의 층간변위각에 한 인접한 상

부층의 층간변위각의 비가 130% 이하이면 <표 0306. 4.5>의 유형 V－1 혹

은 V－2의 수직비정형성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층간변위각의 산정에 비

틀림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건축물의 최상 2개 층에 한 층변위각 

관계는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2) <표 0306.4.5>의 수직비정형성 유형 V－1과 V－2는 2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하여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0306.4.5 해석법

구조해석은 내진설계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0306.4.5.1 내진설계범주 ʻAʼ, ʻBʼ에 한 해석법

내진설계범주 ʻAʼ 또는 ʻBʼ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해석은 0306.5에 규정한 등

가정적해석법에 의하여 설계할 수 있다.

0306.4.5.2 내진설계범주 ʻCʼ에 한 해석법

내진설계범주 ʻCʼ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해석은 0306.5에서 정한 등가정적해석

법에 의하여 설계할 수 있다. 단,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적

해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높이 70m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정형구조물

(2) 높이 20m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비정형구조물

0306.4.5.3 내진설계범주 ʻDʼ에 한 해석법

내진설계범주 ʻDʼ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해석에는 <표 0306.4.6>에 지정한 해

석방법 또는 그 보다 정밀한 해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조물

이 <표 0306.4.4>의 H－1 혹은 H－4에 해당하는 평면비정형성이 없거나 

<표 0306.4.5>의 V－1, V－4 혹은 V－5에 해당하는 수직비정형성이 없는 

경우에 정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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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번호 유형 정  의 관련항목
적용내진

설계범주

H－1
비틀림

비정형

격막이 유연하지 않을 때 고려함.

어떤 축에 직교하는 구조물의 한 

단부에서 우발편심을 고려한 최  

층변위가 그 구조물 양단부 층변위 

평균값의 1.2배보다 클 때 비틀림

비정형인 것으로 간주한다.

0306.5.6.4 C, D

<표 0306.4.6> D

0306.5.7.1 C, D

H－2 요철형 평면

돌출한 부분의 치수가 해당하는 방

향의 평면치수의 15%를 초과하면 요

철형 평면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 －

H－3 격막의 불연속

격막에서 잘려나간 부분이나 뚫린 

부분이 전체 격막면적의 50%를 초

과하거나 인접한 층간 격막 강성의 

변화가 50%를 초과하는 급격한 불

연속이나 강성의 변화가 있는 격막

－ －

H－4 면외 어긋남
수직부재의 면외 어긋남 등과 같이 

횡력전달경로에 있어서의 불연속성
0306.8.3 B, C, D

H－5 비평행 시스템

횡력저항 수직요소가 전체 횡력저

항 시스템에 직교하는 주축에 평행

하지 않거나 칭이 아닌 경우

0306.8.4.2 C

0306.8.4.3 D

<표 0306.4.4> 평면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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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번호 유형 정  의 관련 절
내진설계

범주

V－1
강성비 정형－

연층

어떤 층의 횡강성이 인접한 상

부층 횡강성의 70% 미만이거나 

상부 3개 층 평균강성의 80% 

미만인 연층이 존재하는 경우에

는 강성분포의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0306.4.6> D

V－2 중량비 정형

어떤 층의 유효중량이 인접층 

유효중량의 150%를 초과할 때 

중량분포의 비정형인 것으로 간

주한다. 단, 지붕층이 하부층보

다 가벼운 경우는 이를 적용하

지 않는다.

<표 0306.4.6> D

V－3
기하학적 

비정형

횡력저항 시스템의 수평치수가 

인접층치수의 1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하학적 비정형이 존

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0306.4.6> D

V－4

횡력저항

수직저항

요소의 

비정형

횡력저항요소의 면내 어긋남이 

그 요소의 길이보다 크거나 인

접한 하부층 저항요소에 강성감

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직저

항요소의 면내불연속에 의한 비

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0306.8.3 B, C, D

V－5

강도의

불연속

－약층

임의 층의 횡강도가 직상층 횡

강도의 80% 미만인 약층이 존

재하는 경우에는 강도의 불연속

에 의한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

으로 간주한다. 각층의 횡강도는 

층전단력을 부담하는 내진요소

들의 저항방향 강도의 합을 말

한다.

0306.8.1 B, C, D

<표 0306.4.5> 수직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

구조물 형태 내진설계를 위한 해석방법

1. 3층 이하인 경량골조구조와 각 층에서 유연한 격막을 갖는 

2층 이하인 기타 구조로서 내진등급 II의 구조물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

2. 상기 1항 이외의 높이 70m 미만의 정형구조물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동적해석법

3. <표 0306.4.5>에서 유형 1, 2 혹은 3의 수직비정형성을 가

지거나 <표 0306.4.4>의 유형 1의 비정형성을 가지면서 높

이가 5층 또는 20m 초과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가 70m를 

초과하는 정형구조물

동적해석법

4. 평면 및 수직 비정형성을 가지는 기타 구조물 동적해석법

<표 0306.4.6> 내진설계범주 ʻDʼ에 한 해석법

0306.4.6 변형과 횡변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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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5.7에서 결정한 설계층간변위 는 어느 층에서도 <표 0306. 4.7>에 규정한 허

용층간변위 를 초과할 수 없다.

내진등급

특 I II

허용층간변위  0.010 0.015 0.020
：층 층고

<표 0306.4.7> 허용층간변위 

0306.5 등가정적해석법

0306.5.1 밑면전단력

밑면전단력  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0306.5.1)

여기서, ：0306.5.2에 따라 산정한 지진응답계수

 ：고정하중과 아래에 기술한 하중을 포함한 유효 건물 중량

① 창고로 쓰이는 공간에서는 활하중의 최소 25% (공용차고와 개방된 주차장 

건물의 경우에 활하중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음.)

② 바닥하중에 칸막이벽 하중이 포함될 경우에 칸막이의 실제중량과 0.5kN/

㎡ 중 큰 값

③ 영구설비의 총하중

④ 적설하중이 1.5kN/㎡을 넘는 평지붕의 경우에는 평지붕 적설하중의 20%

⑤ 옥상정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조경과 이에 관련된 재료의 무게

0306.5.2 지진응답계수

지진응답계수 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0306.5.2)

식(0306.5.2)에 따라 산정한 지진응답계수 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0306.5.3)

그러나 지진응답계수 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0306.5.4)

여기서,  ：<표 0306.4.1>에 따라 결정된 건축물의 중요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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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0306.6.1>에 따라 결정한 반응수정계수

 ：0306.3.3에 따른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

 ：0306.3.3에 따라 결정한 주기 1초에서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0306.5.3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고유주기(초)

0306.5.3 고유주기 산정법

구조물의 고유주기는 0306.5.4의 약산식에 따라 산정하거나 저항요소의 변형

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다만, 기

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고유주기는 약산식에 따라 구한 고유주기 

에 <표 0306.5.1>의 주기상한계수 를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0.4 이상 1.4

0.3 1.4

0.2 1.5

0.15 1.6

0.1 이하 1.7

※ 의 중간값에 해당할 경우 주기상한계수 는 직선보간한다.

<표 0306.5.1> 주기상한계수, 

0306.5.4 고유주기의 약산법

근사고유주기 (초)는 다음 식에 의해서 구한다.

  
 (0306.5.5)

여기서,  ＝ 0.085：철골모멘트골조

   ＝ 0.073：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 철골편심가새골조

   ＝ 0.049：그외 다른 모든 건축물

 ＝ 건축물의 밑면으로부터 최상층까지의 전체높이(m)

다만, 철근콘크리트와 철골모멘트저항골조에서 12층을 넘지 않고 층의 최소

높이가 3m 이상일 때에는 근사고유주기 는 아래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0306.5.6)

여기서, ：층수

철근콘크리트 전단벽구조인 경우에는 식(0306.5.5)나 식(0306.5.7)을 사용할 수 

있다.

    
 (030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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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

여기서, ：1층에서 지진하중방향에 평행한 전단벽의 전단 단면적(m2)

：1층에서 지진하중방향에 평행한 전단벽의 길이(m)

0306.5.5 지진력의 연직분포

밑면전단력을 수직분포시킨 층별 횡하중 는 다음 식에 따라 결정한다.

    (0306.5.8)

 


 



 


 


(0306.5.9)

여기서, ：수직분포계수

：건축물 주기에 따른 분포계수

  ：0.5초 이하의 주기를 가진 건축물

  ：2.5초 이상의 주기를 가진 건축물

단, 0.5초와 2.5초 사이의 주기를 가진 건축물에서는 는 1과 2 사이

의 값을 직선보간하여 구한다.

  ：밑면으로부터  또는 층까지의 높이

：밑면전단력

  ： 또는 층 바닥에서의 중량

：층수

0306.5.6 수평전단력분포

층에서의 층전단력 는 다음 식에 의해 결정한다.

  
 



                              (0306.5.10)

여기서, ：층 바닥에 작용하는 지진력

0306.5.6.1 강한 격막

격막이 강한 격막으로 분류될 경우에 설계층전단력은 그 층의 지진력저항 시

스템을 구성하는 수직부재들의 횡강성비에 따라 분배한다.

0306.5.6.2 유연한 격막

유연한 격막으로 분류될 경우에 설계층전단력은 각 저항선상에 위치한 격막

의 작용면적을 기초로 각 수직부재에 분배한다.

0306.5.6.3 수평비틀림모멘트

격막이 유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시 수평비틀림모멘트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평비틀림모멘트는 구조물의 중심과 강심간의 편심에 의한 비틀림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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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발비틀림모멘트 의 합으로 한다. 이때 비틀림모멘트 는 편심거리에 

층전단력을 곱하여 산정하고, 우발비틀림모멘트  는 지진력 작용방향에 직

각인 평면치수의 5%에 해당하는 우발편심과 층전단력을 곱하여 산정한 모멘

트로 한다. 우발편심은 질량 중심에 하여 양방향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0306.5.6.4 비틀림의 동적증폭

<표 0306.4.4>에 의한 비틀림비정형(유형 H－1) 건물이 0306.4.3에 따라 내

진설계범주 ʻCʼ, ʻD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한 비틀림증폭계수 를 

각 층에서 우발비틀림모멘트 에 곱하여야 한다.

 




 

m ax 




(0306.5.11)

여기서, m ax：층 바닥에서의 최 변위

  ：층 바닥에서 건물 각 모서리 변위의 평균

단, 비틀림증폭계수 가 3.0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각 부재의 설계시 가장 

불리한 하중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0306.5.6.5 전도모멘트

건축물은 0306.5에 따라 결정된 지진하중으로 인한 전도모멘트에 하여 저

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층에서의 전도모멘트 는 다음 식에 따라 결정한다.

  
 



                     (0306.5.12)

여기서,  ＝ 층 바닥에 작용하는 지진력

 및 ＝밑면으로부터 층바닥  또는 까지의 높이 (m)

 ＝ 다음에 의해 결정되는 전도모멘트감소계수

    ① 최상층으로부터 10번째 층까지는  1.0

    ② 최상층으로부터 20번째 층과 그 이하는  0.8

    ③ 최상층으로부터 10번째 층과 20번째 층 사이는 1.0과 0.8 사

이를 직선보간한 값

0306.5.7 층간변위 결정과  효과

0306.5.7.1 층간변위의 결정

층간변위 는 주어진 층의 상·하단 질량 중심의 횡변위 차이로서 산정한다. 

허용응력설계의 경우에도 는 지진하중에 하중계수 0.7을 곱하지 않고 산정

하여야 한다. 건물이 <표 0306.4.4>에 의한 평면비정형성의 유형 H－1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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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설계범주 ʻCʼ와 ʻDʼ로 분류된 경우에 는 주어진 층의 상·하단 모서리 변위

간 차이 중 최 값으로 한다.

층의 층변위 는 다음 식에 의해서 결정한다.

 

  
                             (0306.5.13)

여기서,  ：<표 0306.6.1>에 의한 변위증폭계수

 ：지진력저항 시스템의 탄성해석에 의한 층변위

 ：<표 0306.4.1>에 따른 건축물의 중요도계수

<표 0306.4.7>에 있는 허용층간변위에 한 판정에 있어서 층에서의 변위 

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변위해석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고유주기 의 산정에 0306.5.3

에 제시된 주기의 상한값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설계층간변위 는  효과에 의한 증폭계수 ＝1.0 를 곱하여 산

정한다. 여기서, 는 0306.5.7.2에 정의된 안정계수이다.

0306.5.7.2  효과

(1)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 안정계수 가 0.1 이하인 경우에는 층전단력과 모멘

트로 인한 부재력 및 층간변위의 산정에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좋

다.

    

                          (0306.5.14)

여기서, ：층 및 그 상부층의 수직하중 합. 단,  산정시 각 하중의 하중

계수는 1.0을 넘을 필요가 없다.

 ：에 의한 설계층간변위

：층과  층 사이의 지진하중 전단력

 ：층 아래의 층높이

 ：<표 0306.6.1>에 의한 변위증폭계수

(2) 식(0306.5.14)에 따라 산정한 안정계수 는 다음 식에 의한 max를 초과할 

수 없다. 가 m ax를 초과할 경우에는 구조물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다시 설계하여야 한다.

m ax  


≦                      (0306.5.15)

여기서, ：층과  층 사이의 설계전단강도에 한 소요전단강도의 비이며, 

별도의 산정 없이 안전측으로   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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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계수 가 0.1보다 크고, m ax 이하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석

을 수행하여 층간변위와 부재력을 구하여야 한다.  해석 신에 증폭계수 

＝1.0 를 곱하여 층간변위와 부재력을 증 하여 사용하여도 좋다.

(4)  효과가 자동적으로 고려되는 해석을 하더라도 식(0306.5.15)의 제한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석에 의한 결과값으로 식

(0306.5.14)의 를 산정하고, 이 값을 (1＋)로 나눈 값을 안정계수 로 하여 

식(0306.5.15)의 제한값을 검토하여도 좋다.

0306.5.8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기초 하부는 고정단으로 가정하거나 또는 기초 하부지반의 강성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지하층이 있는 구조에 하여 0306.3.2.2에서 지반분류의 기준면을 지하구조의 저

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층 벽체에 인접한 지반의 횡강성을 무시하여야 한다.

0306.6 지진력저항시스템

밑면전단력, 부재력 및 층간변위를 산정할 때는 <표 0306.6.1>에 정해진 적

절한 반응수정계수  , 시스템초과강도계수  , 그리고 변위증폭계수 를 사

용해야 한다. 

<표 0306.6.1>에 열거되지 않은 지진력저항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석과 

실험을 통하여 횡력저항능력과 에너지소산능력이 <표 0306.6.1>에 열거된 구

조시스템 중 하나와 유사한 것이 입증된다면 해당 시스템의 반응수정계수 , 

시스템초과강도계수 , 그리고 변위증폭계수 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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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진력저항시스템1)

설계계수 시스템의 제한과 높이(m) 제한

반응수정

계수 

시스템

초과강도

계수 

변위증폭

계수  

내진설계

범주 A

또는 B

내진설계

범주 C

내진설계

범주 D

1. 내력벽시스템

   1－a.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

벽
5 2.5 5 － － －

   1－b.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

벽
4 2.5 4 － － 60

   1－c. 철근보강 조적 전단벽 2.5 2.5 1.5 － 60 불가

   1－d. 무보강 조적 전단벽 1.5 2.5 1.5 － 불가 불가

2. 건물골조시스템

   2－a. 철골 편심가새골조

(링크 타단 모멘트 저항 

접합)

8 2 4 － － －

   2－b. 철골 편심가새골조

(링크 타단 비모멘트 저항

접합)

7 2 4 － － －

   2－c.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6 2 5 － － －

   2－d. 철골 보통중심가새골조 3.25 2 3.25 － － －

   2－e. 합성 편심가새골조 8 2 4 － － －

   2－f.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5 2 4.5 － － －

   2－g. 합성 보통중심가새골조 3 2 3 － － －

   2－h. 합성 강판전단벽 6.5 2.5 5.5 － － －

   2－i. 합성 특수전단벽 6 2.5 5 － － －

   2－j. 합성 보통전단벽 5 2.5 4.5 － － 60

   2－k.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7 2 6 － － －

   2－l. 철골 좌굴방지가새골조

(모멘트 저항 접합)
8 2.5 5 － － －

   2－m. 철골 좌굴방지가새골

조

(비모멘트 저항 접합)

7 2 5.5 － － －

   2－n.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

벽
6 2.5 5 － － －

   2－o.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

벽
5 2.5 4.5 － － 60

   2－p. 철근보강 조적 전단벽 3 2.5 2 － 60 불가

   2－q. 무보강 조적 전단벽 1.5 2.5 1.5 － 불가 불가

3. 모멘트－저항골조 시스템

   3－a.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8 3 5.5 － － －

   3－b. 철골 중간모멘트골조 4.5 3 4 － － －

   3－c. 철골 보통모멘트골조 3.5 3 3 － － －

   3－d.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8 3 5.5 － － －

   3－e. 합성 중간모멘트골조 5 3 4.5 － － －

   3－f. 합성 보통모멘트골조 3 3 2.5 － － －

   3－g. 합성 반강접모멘트골조 6 3 5.5 － － －

<표 0306.6.1>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한 설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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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진력저항시스템1)

설계계수 시스템의 제한과 높이(m) 제한

반응수정

계수 

시스템

초과강도

계수 

변위증폭

계수 

내진설계

범주 A

또는 B

내진설계

범주 C

내진설계

범주 D

   3－h.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

트골조
8 3 5.5 － － －

   3－i.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

골조
5 3 4.5 － － －

   3－j.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

골조
3 3 2.5 － － 불가

4.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시스템

   4－a. 철골 편심가새골조 8 2.5 4 － － －

   4－b.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7 2.5 5.5 － － －

   4－c. 합성 편심가새골조 8 2.5 4 － － －

   4－d.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6 2.5 5 － － －

   4－e. 합성 강판전단벽 7.5 2.5 6 － － －

   4－f. 합성 특수전단벽 7 2.5 6 － － －

   4－g. 합성 보통전단벽 6 2.5 5 － － －

   4－h. 철골 좌굴방지가새골조 8 2.5 5 － － －

   4－i.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8 2.5 6.5 － － －

   4－j.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7 2.5 5.5 － － －

   4－k.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

벽
6 2.5 5 － － －

5. 중간 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시스템

   5－a.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6 2.5 5 － － －

   5－b.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

벽
6.5 2.5 5 － － －

   5－c.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

벽
5.5 2.5 4.5 － － 60

   5－d.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5.5 2.5 4.5 － － －

   5－e. 합성 보통중심가새골조 3.5 2.5 3 － － －

   5－f. 합성 보통전단벽 5 3 4.5 － － 60

   5－g 철근보강 조적 전단벽 3 3 2.5 － 60 불가

6. 역추형 시스템

   6－a. 캔틸레버 기둥 시스템 2.5 2.0 2.5 － － 10

   6－b.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2.5 2.0 2.5 － － －

   6－c. 철골 보통모멘트골조 1.25 2.0 2.5 － － 불가

   6－d.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

트골조
2.5 2.0 1.25 － － －

7. 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골

조 상호작용 시스템
4.5 2.25 4 － － 60

8. 강구조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

족하는 철골구조시스템
3 3 3 － － 60

9. 콘크리트기준의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시

스템2)

3 3 3 － － 30

) 시 템별 상세 각 재 별 설계기 및 신뢰성 있 연 기관에서 실시한 실험 해석 등의 입

<표 0306.6.1>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한 설계계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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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6.1 이중골조시스템

이중골조시스템에서 모멘트골조는 적어도 설계지진력(밑면전단력)의 25%를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 지진력 저항능력은 모멘트골조와 전단벽 또는 

가새골조의 조합으로 그들의 횡강성에 비례하여 제공된다.

0306.6.2 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골조 상호작용 시스템

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에서 전단벽의 전단강도는 

각 층에서 최소한 설계층전단력의 75% 이상이어야 하고, 골조는 각 층에서 

최소한 설계층전단력의 25%에 하여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0306.6.3 서로 다른 축에서 시스템의 조합

구조물의 직교하는 2축을 따라 서로 다른 지진력저항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에는 <표 0306.6.1>에서 각 시스템에 해당하는 반응수정계수 , 시스템초과

강도계수 , 그리고 변위증폭계수 를 사용하여야 한다.

0306.6.4 동일축에서 시스템의 조합

서로 다른 구조시스템의 조합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횡력에 저항하도록 

사용한 경우에는 반응수정계수 값은 각 시스템의 반응수정계수 중 최소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0306.6.4.1 조합골조의 계수

임의 층에서 해석방향의 반응수정계수 은 옥상층을 제외하고, 상부층들의 

동일방향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한 값 중 최소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 

층에서 해석방향에서의 시스템초과강도계수 는 상부층의 동일방향 지진력저

항시스템에 한 값 중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가구 및 2가구 단위의 경량골조 독립주택

(2) 전체 구조물 중량의 10% 이하인 상부구조시스템의 반응수정계수 과 시

스템초과강도계수 는 전체구조물에 한 과 값들과는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구조물이 ①과 ②를 만족시킬 경우에는 ③과 ④의 2단계 정적 해석을 사

용할 수 있다.

① 하부부분의 강성은 상부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체 구조물의 주기는 상부 부분을 밑면이 고정된 별도의 구조물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얻어진 기본 주기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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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연한 상부 부분은 적절한 값을 사용하여 별도의 구조물로서 설계한다.

④ 강한 하부 부분은 적절한 값을 사용하여 별도의 구조물로 설계한다. 상부 

부분으로부터의 반력은 상부 부분의 해석으로부터 얻은 반력값을 하부 부

분의 에 한 상부 부분의 값의 비를 곱하여 구한다. 이 비는 1.0 이상이

어야 한다.

0306.6.4.2 조합골조의 설계

반응수정계수가 서로 다른 시스템들에 의하여 공유되는 구조부재의 경우에는 

그중 큰 반응수정계수 에 상응하는 상세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306.6.5 내진설계범주 ʻDʼ에 한 시스템 제한

내진설계범주 ʻDʼ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표 0306.6.1>의 시스템의 제한과 다

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0306.6.5.1 상호작용 효과

강성이 큰 비구조요소에 연결되어 있는 모멘트골조는 이러한 요소의 영향으

로 인해 수직하중 및 지진력저항능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

계시 0306.5.7.1에서 산정된 설계층간변위 에 해당하는 변형에서 구조시스

템에 한 이 요소의 영향을 고려하고 비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구조물이 

0306.4.4에서 정의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정형성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이 요소들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0306.6.5.2 변형의 적합성

고려하는 방향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구조요소는 

0306.5.7.1에 따라 결정된 설계층간변위 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멘트와 전단

력뿐만 아니라 수직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연성능력을 발휘하도록 설계한다.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할 경우, 는 하중계수 0.7을 곱하지 않은 지진력에 

해 산정한다. 고려하는 방향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부재에 

발생되는 모멘트와 전단력은 인접한 강한 구조 및 비구조요소의 강성 증가효

과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0306.6.5.3 건축물 높이의 제한

내진설계범주 ʻDʼ의 경우에 <표 0306.6.1>의 높이제한 사항을 적용한다.

0306.7 동적해석법

0306.7.1 해석방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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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1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다.

(1) 응답스펙트럼해석법

(2) 탄성시간이력해석법

(3) 비탄성시간이력해석법

0306.7.2 모델링

건축물의 수학적 모델은 질량과 강성의 공간적 분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

다. 서로 독립적이고 직각으로 배치된 횡력저항시스템을 갖는 정형구조물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2차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서로 독립적이 아닌 

저항시스템을 갖는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에는 각 층별로 평면상의 2직각 방

향에 한 변위와 수직축에 한 회전을 포함하는 최소한 3개의 자유도를 갖

는 3차원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격막이 횡력저항시스템의 수직부재에 비하

여 유연한 경우에는, 해석모델은 격막의 유연성과 그것이 동적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유도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철근콘크리

트조와 조적조인 경우에는 균열단면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철골모멘트골

조의 변위 산정시 패널존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효과가 큰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거나 해

석결과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하층구조의 바닥면적이 지상구조의 바닥면적에 비하여 매우 큰 경우에는 

지상구조를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구조를 지상

구조와 함께 모델링하여야 한다. 지하층이 있는 구조에 하여 0306.3.2.2에

서 지반분류의 기준면을 지하구조의 저면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층 벽체

에 인접한 지반의 횡강성을 무시하여야 한다.

0306.7.3 응답스펙트럼해석법

0306.7.3.1 모드특성

고유주기, 모드형상벡터, 질량참여계수, 모드질량 등과 같은 건축물의 진동모

드특성은 횡력저항시스템의 질량 및 탄성강성에 의하여 밑면이 고정된 것으

로 가정하여 공인된 해석방법으로 구하여야 한다. 해석에 사용할 모드수는 직

교하는 각 방향에 하여 질량참여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결정한다.

0306.7.3.2 모드밑면전단력

차 모드에 의한 밑면전단력 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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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7.1)

 


 



 


 
 



  


(0306.7.2)

여기서, ：식(0306.7.3)에 의하여 결정되는 모드지진응답계수

：유효모드 중력하중

 ：유효건물중량  중 층의 유효중량으로 는 모든 고정하중 및 

다음의 하중을 포함한다.

① 창고로 쓰이는 공간에서는 활하중의 최소 25% (공용 차고와 개방

된 주차장 건물의 경우에는 활하중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음)

② 바닥하중에 칸막이벽하중이 포함될 경우에는 칸막이의 실제중량과 

0.5 kN/m2 중 큰 값

③ 영구설비의 총 하중

④ 적설하중이 1.5 kN/m2이 넘는 평지붕의 경우에는, 평지붕적설하중의 

20%

：차 모드벡터의 층 성분

모드지진응답계수 은 다음 식에 따라 결정한다.

  


 
 (0306.7.3)

여기서,  ：<표 0306.4.1>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도계수

：설계스펙트럼 또는 지특성에 맞는 응답스펙트럼에 따라 결정되는 모

드별 주기 에 응하는 모드 설계스펙트럼가속도

：<표 0306.6.1>에 의한 반응수정계수

단, 지반조건  , 의 경우에는 1차 모드를 제외한 주기가 0.3초 미만인 고차모드의 지진응

답계수 은 다음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0306.7.4)

여기서,   ：<표 0306.4.1>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도계수

 ：<표 0306.6.1>에 의한 반응수정계수

：<표 0306.3.3>에 의한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

 ：차 모드의 진동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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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7.3.3 모드 층지진력, 변위, 층간변위

각 층의 모드하중 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0306.7.5)

 


 



 

  (0306.7.6)

여기서, ：차 모드의 수직분포계수

：식(0306.7.1)에 의하여 산정된 차 모드의 밑면전단력

 , ：층과 층의 유효중량

：차 모드벡터의 층 성분

：차 모드벡터의 층 성분

각 층에서의 모드변위 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0306.7.7)

여기서, ：<표 0306.6.1>에 의한 변위증폭계수

 ：<표 0306.4.1>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도계수

：탄성해석으로 구한 차 모드의 층 질량중심의 변위

탄성변위 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도 있다.

  
 








  




(0306.7.8)

여기서, ：차 모드의 층 지진력

 ：중력가속도

：차 모드의 진동주기

：층의 유효중량

모드층간변위 은 상하층의 층변위 의 차로 구한다.

0306.7.3.4 모드 층전단력, 모멘트, 부재력

0306.7.3.3에 따라 산정된 지진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층전단력, 층전도모멘

트, 부재력 등은 모드별로 선형정적해석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0306.7.3.5 설계값의 산정

(1) 밑면전단력  , 층 전단력, 층간변위, 층변위, 부재력 등의 설계 값은 각 

모드의 영향을 제곱합제곱근법(Square Root of Sum of Square：SRSS) 또

는 완전2차조합법(Complete Quadratic Combination：CQC)으로 조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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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스펙트럼해석에 의한 밑면전단력 가 0306.5.3에 따라 구한 고유주

기를 사용하여 등가정적해석법으로 산정한 밑면전단력 의 85%보다 작은 경

우에는 0306.7.3.5(1)에서 구한 설계값에 다음의 보정계수 을 곱하여 사용

한다. 단, 층간변위에는 보정계수 을 곱하지 않는다.

  


≥  (0306.7.9)

0306.7.3.6 횡변위 결정과  효과

비탄성횡변위의 결정과  효과에 한 고려는 0306.5.7에 따른다. 다만, 해

석에서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0306.7.4 시간이력해석

0306.7.4.1 설계지진파 선정

시간이력해석은 지반조건에 상응하는 지반운동기록을 최소한 3개 이상 이용하여 수행

한다. 3차원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지반운동은 평면상에서 서로 직교

하는 2성분의 쌍으로 구성된다. 계측된 지반운동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

요한 수만큼 적절한 모의 지반운동의 쌍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별 지

반운동의 성분별로 5% 감쇠비의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고, 주기별로 제곱합

제곱근(SRSS)을 취하여 제곱합제곱근 스펙트럼을 산정하며, 이 제곱합제곱근 

스펙트럼들의 평균값이 설계 상 구조물 기본진동주기의 0.2배부터 1.5배 사

이에 해당되는 주기에 해서 설계스펙트럼의 1.3배보다 10% 이상 작지 않

도록 해야 한다. 지반운동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직교하는 2성분에 

해서 동일한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개의 지반운동을 이용하여 해석할 경

우에는 최 응답을 사용하여 설계해야 하며, 7개 이상의 지반운동을 이용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평균응답을 사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2차원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별 지반운동에 해 작성된 5% 감쇠비 

응답스펙트럼의 평균값이 해석을 수행하는 방향의 구조물 고유주기의 0.2배부터 1.5

배 사이에 해당되는 주기에 해서 설계스펙트럼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한다.

0306.7.4.2 탄성시간이력해석

층전단력, 층전도모멘트, 부재력 등 설계값은 시간이력해석에 의한 결과에 중

요도계수를 곱하고 반응수정계수로 나누어 구한다. 이렇게 구한 설계값들은 

0306.7.3.5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0306.7.4.3 비탄성시간이력해석

부재의 비탄성 능력 및 특성은 중요도계수를 고려하여 실험이나 충분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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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부합하도록 모델링해야 한다. 응답은 에 의하여 감소시키지 않는

다. 최  비탄성변위응답은 0306.4.6을 만족하여야 한다. 더불어 개별 부재의 

강도 및 변형 능력 만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0306.7.4.4 지반효과의 고려

지반운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구조물 인접지반을 포함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기반암 상부에 위치한 지반을 모델링하여야 하며, 되

도록 넓은 면적의 지반을 모델링하여 구조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반의 운동

이 구조물과 인접지반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기반암

의 특성을 가진 지진파를 이용하여 기반암의 지진입력에 하여 해석을 수행

한다.

0306.8 구조요소의 설계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한 각 요소의 설계는 이 조항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

다. 단, 내진설계범주 ʻAʼ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예외로 한다.

0306.8.1 수직시스템의 불연속

<표 0306.4.5>에 정의된 수직비정형의 유형 5와 같이 횡력저항능력이 불연

속이며, 약층의 강도가 바로 위층 강도의 65% 미만인 구조물의 높이는 2층 

또는 9m 이하이어야 한다. 단, 약층이 설계하중에 시스템초과강도계수 를 

곱한 지진력을 지지할 수 있다면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0306.8.2 역추형 구조물

역추형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둥은 0306.5에 따라 결정된 밑면에서의 휨모멘

트 및 밑면휨모멘트의 1/2에 해당하는 최상부 모멘트 사이에 선형으로 변하

는 모멘트에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0306.8.3 불연속벽 또는 골조를 지지하는 부재

<표 0306.4.4>의 평면비정형 유형 H－4 또는 <표 0306.4.5>의 수직비정형 

유형 V－4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불연속 벽, 기둥 및 기타 부재는 0306.2의 

특별지진하중과의 조합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306.8.4 지진하중의 방향

0306.8.4.1 내진설계범주 ʻBʼ
설계지진력은 각 부재에 가장 큰 하중효과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적용한다. 이

러한 규정은 지진력을 임의의 2직각 방향으로 각각 작용시켰을 때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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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한다.

0306.8.4.2 내진설계범주 ʻCʼ
0306.8.4.1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하며, 특히 <표 0306.4.4>에 규정된 평면비

정형 유형 H－5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설계부재력은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1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1) 한 방향 지진하중 100%와 직각방향 지진하중의 30%에 한 하중효과의 절 값

을 합하여 구하되, 2조합 중 큰 값을 택한다.

(2) 직교하는 2방향 하중효과의 100%를 제곱합제곱근(SRSS) 방법으로 조합

한다.

0306.8.4.3 내진설계범주 ʻDʼ
구조물의 설계부재력은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한

다.

(1) 한 방향 지진하중 100%와 직각방향 지진하중의 30%에 한 하중효과의 

절 값을 더하여, 2조합 중 큰 값을 택한다.

(2) 직교하는 2방향 하중효과의 100%를 제곱합제곱근(SRSS) 방법으로 조합

한다.

0306.8.5 수직지진력

내진설계범주 ʻDʼ로 분류된 구조물의 수평내민보와 프리스트레스를 받는 수평

요소는 해당 하중조합에 추가하여 고정하중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상향하

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0306.8.6 건물간의 거리

내진설계범주 ʻDʼ로 분류된 구조물은 이웃한 구조물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

여야 한다. 동일한 부지에서 인접한 2 건축물은 최소한 다음의  이상 격리

시켜야 한다.

       (0306.8.1)

여기서,  과  는 0306.5.7 또는 0306.7.4에 따라 산정한 각 건축물의 횡변

위이다.

구조물이 지경계선에 인접한 경우에는, 구조물은 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한 건물의 횡변위 만큼 떨어져야 한다.

0306.9 성능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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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9.1 적용범위

비탄성해석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비탄성변형응답을 보다 정확히 설계에 반영

하거나, 다양한 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표 

0306.6.1>에 규정된 각 시스템 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물의 설계에 적

용할 수 있다. 

면진 및 감쇠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306.12와 0306.13을 따른다. 다만, 

면진 및 감쇠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0306.9.7의 요구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0306.9.2 설계응답스펙트럼

설계에 사용되는 탄성설계응답스펙트럼은 0306.3 지진위험도에서 규정된 조

항에 따라서 정의되어야 한다. 동적해석을 위한 설계지진파의 결정은 

0306.7.4.1을 따른다. 비탄성정적해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비탄성

변형능력 (또는 연성도) 또는 에너지소산능력에 따라서 탄성응답스펙트럼가속

도를 저감시켜서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을 정의할 수 있다.

0306.9.3 성능목표

지진력저항시스템을 성능설계법으로 설계하고자 할 때 <표 0306.9.1>의 최소

성능목표를 만족해야 한다.

내진등급
성능목표

성능수준 지진위험도

특
기능수행(또는 즉시거주)1) 설계스펙트럼가속도2)의 1.0배

인명안전 및 붕괴방지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5배

I
인명안전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2배

붕괴방지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5배

II
인명안전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0배

붕괴방지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5배

1) 사용자 또는 설계자의 성능목표수준에 따라서 정한다.

2) 0306.3 지진위험도에서 규정된 조항에 따른다.

<표 0306.9.1> 내진등급과 성능목표

0306.9.4 구조물과 부재의 허용변위

<표 0306.9.1>의 성능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시스템의 변형특성과 연

성상세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층간변위와 각 부재의 변형은 허용값 이내로 제

어되어야 한다.  

0306.9.5 해석 및 검증방법

성능설계법에서는 비탄성정적해석과 비탄성동적해석법의 두 가지 방법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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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한 해석과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시간이력해석과 설

계지진파의 선정은 0306.7.4를 따른다. 

0306.9.6 최소강도규정

구조체의 설계에 사용되는 밑면전단력의 크기는 등가정적해석법에 의한 밑면

전단력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0306.9.7 성능설계 결과 검증

성능설계법을 사용하여 설계할 때는 그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전반적

인 설계과정 및 결과는 설계자를 제외한 1  2인 이상의 내진공학 전문가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0306.10 건축,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0306.10.1 일반사항

구조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의 비구조요소는 이 조

항에 따라 결정된 등가정적하중과 변위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 다

른 구조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비구조요소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25%를 초과

하는 경우는 0306.11의 규정에 따른다.

0306.10.1.1 적용범위

비구조요소는 비구조요소가 설치되는 구조물과 동일한 내진설계범주

(0306.4.3)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비구조요

소는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1) 내진설계범주 ʻAʼ의 구조물에 설치된 비구조요소

(2) 내진설계범주 ʻBʼ의 구조물에 설치되고, 중요도계수 가 1.0인 건축비구조요

소로서 내력벽이나 전단벽에 의하여 지지되는 난간 이외의 것.

(3) 내진설계범주 ʻBʼ의 구조물에 설치된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4) 내진설계범주 ʻCʼ의 구조물에 설치되고, 중요도계수 가 1.0인 기계 및 전

기 비구조요소

(5) 모든 내진설계범주의 구조물에 설치되고, 중요도계수 가 1.0인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로서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면서 구조물의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6) 내진설계범주 ʻDʼ의 구조물에 설치되고, 중요도계수 가 1.0인 중량 1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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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기계 및 전기설비 비구조요소로서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

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

0306.10.1.2 등가정적하중

지진에 의한 등가정적하중 는 식(0306.10.1)에 의하여 산정한다. 는 비구

조요소에 작용하는 가동중량과 함께 고려하되 축방향 및 축 직교방향에 하

여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비구조 외벽에 작용하는 풍하중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풍하중에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0306.10.1)

는 다음의 값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0306.10.2)

그러나 는 다음의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0306.10.3)

여기서, ：1.0～2.5 사이의 값을 갖는 증폭계수(<표 0306. 10.1> 또는 <표 

0306.10.2>)

：비구조요소 질량 중심에 작용하는 설계지진력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로서 1.0 또는 1.5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지붕층까지의 평균높이

：비구조요소의 반응수정계수로서 1.0～3.5 사이의 값(<표 

0306.10.1> 또는 <표 0306.10.2>)

 ：0306.3.3에 따라 결정한 단주기에서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비구조요소의 가동중량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비구조요소가 부착된 높이

  ：구조물의 밑면 이하에 비구조요소가 부착된 경우

  ：구조물의 지붕층 이상에 비구조요소가 부착된 경우

0306.10.1.3 상 변위

비구조요소가 수용해야 할 지진에 의한 상 변위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동일한 구조물 또는 구조시스템상의 수직 위치가 와 인 2연결점에 하

여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0306.10.4)

   그러나 는 다음 값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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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10.5)

(2) 독립된 2개의 구조물 또는 구조시스템상의 수직 위치가 각각 와 인 2

연결점에 하여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0306.10.6)

   그러나 는 다음 값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0306.10.7)

여기서, ：비구조요소가 수용해야 할 지진에 의한 상 변위

 ：<표 0306.4.7>에서 허용층간변위를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된 층고

 , ,  ：0306.5.3～0306.5.7의 탄성해석에 의하여 제안된 값에 

<표 0306.6.1>의 값을 곱하여 구한 구조물 A 또는 B상의 

수직위치  또는 에서의 변위

：구조물 밑면으로부터 상부부착지점 까지의 높이

：구조물 밑면으로부터 하부부착지점 까지의 높이

, ：<표 0306.4.7>에 명기된 구조물 A 또는 B의 허용층간변위

0306.10.1.4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를 

1.5로 한다.

(1) 인명안전과 관련된 비구조요소로 지진 후에도 작동하여야 하는 경우

(2) 위험물이나 발화물질이 비구조요소에 지지되거나 담겨 있는 경우

(3) 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 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4) <표 0306.4.1>의 내진등급(특)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

인 가동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0306.10.1.5 정착

비구조요소의 정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비구조요소 연결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0306.10.1.2에 따라 결정한다. 다

만, 비구조요소가 팽창성 정착물이나 화학성 정착물, 또는 (낮은 변형도의) 현

장타설 정착물에 의하여 얕게 정착될 경우에는 는 1.5를 사용하여 연결부의 

힘을 산정한다.

(2) 콘크리트나 조적조에 묻히는 정착물은 다음 중 가장 작은 값의 힘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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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계한다.

① 연결부의 설계강도

② 연결부의  ×에 해당하는 힘의 1.3배

③ 비구조요소가 연결된 부위에 전달되는 힘의 최 값

(3) 정착부의 내력은 편심과 프라잉(prying)효과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0306.10.2 건축비구조요소

<표 0306.10.1>에 열거된 건축비구조요소 및 그 부착물은 0306. 10.1의 규

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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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구조요소 또는 부재 증폭계수 
1) 반응수정계수 

1. 내부 비구조벽체 및 칸막이벽

   a. 비보강 조적벽 1.0 1.25

   b. 기타 벽체 및 칸막이벽 1.0 2.5

2. 캔틸레버 부재(횡지지되어 있지 않거나 질량중심 아래에서 골조에 지지된 경우)

   a. 파라펫 및 내부 캔틸레버 비구조벽체 2.5 2.5

   b. 굴뚝 및 골조구조에 지지된 수직 배기구 2.5 2.5

3. 캔틸레버 부재(횡지지되거나 질량중심 위에서 골조구조에 지지된 경우)

   a. 파라펫 1.0 2.5

   b. 굴뚝 및 배기구 1.0 2.5

   c. 외측 비구조벽체 1.0 2.5

4. 외측 비구조벽체 부재 및 접합부

   a. 벽체 부재 1.0 2.5

   b. 벽판 접합부의 몸체 1.0 2.5

   c. 접합시스템의 조임구 1.25 1.0

5. 표면 마감재

   a. 변형이 제한된 부재 및 부착물 1.0 2.5

   b. 변형성능이 낮은 부재 및 부착물 1.0 1.25

6. 옥탑(건물골조가 연장된 골조의 경우 제외) 2.5 3.5

7. 천장 1.0 2.5

8. 캐비닛

   a. 저장용 캐비닛 및 실험장비 1.0 2.5

9. 액세스 플로어(이중바닥)

   a. 특수 액세스 플로어 1.0 2.5

   b. 그 외 1.0 1.25

10. 부가물 및 장식물 2.5 2.5

11. 표지판 및 광고판 2.5 2.5

12. 1~11 이외의 기타 강성의 비구조요소

   a. 변형이 가능한 부재 및 부착물 1.0 3.5

   b. 변형이 제한된 부재 및 부착물 1.0 2.5

   c. 변형성능이 낮은 재료 및 부착물 1.0 1.25

13. 1~11 이외의 기타 연성의 비구조요소

   a. 변형이 가능한 부재 및 부착물 1.0 3.5

   b. 변형이 제한된 부재 및 부착물 2.5 2.5

   c. 변형성능이 낮은 재료 및 부착물 2.5 1.25

1) 상세한 동적해석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는 더 낮은 를 사용할 수 있으나, 1 이상의 값이어야 한다. 감소된 는 1과 2.5 사이의 값을 갖는

데, 1은 강하게 접합된 장비의 경우에, 2.5는 유연하게 접합된 장비의 경우에 사용한다.

<표 0306.10.1> 건축비구조요소 설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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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10.2.1 칸막이벽

(1) 일반사항

상부구조체에 매달린 칸막이벽과 높이가 1.8m 이상인 칸막이벽은 건물 구조

체에 수평방향 가새로 지지되어야 한다. 이 가새는 수평력에 한 천장 가새

와는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예외：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칸막이벽：

      ① 칸막이벽 높이가 2,700mm를 초과하지 않는다.

      ② 칸막이벽의 단위길이당 무게는 칸막이벽 높이(m)에 0.044kN을 곱

한 값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칸막이벽의 수평지진 하중은 0.24kN/㎡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유리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는 0306.10.2.2에 따라서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0306.10.2.2 커튼월, 상점 앞면,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

(1) 일반사항

커튼월, 상점 앞면, 칸막이벽에 끼워진 유리는 식(0306.10.8)의 상 변위 요구조건을 충

족하거나 또는 13mm 중에서 큰 값을 택한다.

∆ ≥                  (0306.10.8)

여기서, ∆：커튼월, 상점 앞면, 칸막이벽에서 유리가 빠져나오는 상 적 

지진변위

：유리요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상 적 지진변

위(0306.10.1.3). 는 설계 상 유리요소의 높이 위쪽에 적용한다.

：0306.4.2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도계수

예외：

① 식(0306.10.9)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설계변위에서 골조로부터 충분한 틈

새를 보유하고 있어서 유리와 골조간의 접촉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0306.10.9)

여기서, ：유리－골조 접촉을 최초로 야기하는 유리 패널의 높이 위쪽에

서 측정된 상  수평변위. 직사각형 벽면골조 내부에 있는 직사각

형 유리패널의 경우

   ＝  
             (0306.10.10)

여기서, ：직사각형 유리패널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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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 유리패널의 폭

 ：유리의 양쪽 수직 테두리와 골조 사이의 틈새 간격의 평균값

 ：유리의 상부와 하부 수평 테두리와 골조 사이의 틈새 간격의 평균값

② 내진등급 I, 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보도면으로부터 높이 3m 이하의 견고히 제

작된 통유리는 이 요구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2) 유리 비구조요소를 위한 지진변위 제한

커튼월, 상점 앞면, 또는 칸막이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상 적 변위 ∆는 

공학적 해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0306.10.2.3 매달린 천장

(1) 일반사항

매달린 천장은 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 단, 다음은 예외로 한다.

① 상부 구조체에 수평지지 되어 있는 벽체로 둘러싸인 매달린 천장의 면적

이 13㎡ 이하인 경우에는 이 조항의 요구조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② 상부 구조체에 수평지지 되어 있는 벽체로 둘러싸여 있고 접합된 천장으

로서 일정한 높이에 나사 또는 못으로 부착된 석고보드로 시공된 천장은 이 

조항의 요구조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2) 지진력

천장의 무게 는 천장 격자판, 천장 타일 또는 패널, 조명기구, 기타 천장에 

수평지지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는 200N/㎡ 이상이어야 한다.

지진력 는 천장 부착물을 통하여 건물구조부재 또는 천장과 건물체 경계면

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0306.10.2.4 이중바닥

(1) 이중바닥의 무게 는 바닥시스템의 무게, 바닥에 고정된 모든 장비무게의 

100%, 그리고 바닥에 지지만 되었고 고정은 되지 않은 모든 장비무게의 25%를 

포함한다. 지진력 는 이중 바닥의 상부면으로부터 지지구조체로 전달되어야 

한다.

(2) 이중바닥 패널에 고정된 장비의 전도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중바닥 

지주 헤드의 능력은 장비의 전도효과 전달 적합성도 포함하여 평가되어야 한

다.

(3) 전도효과에 한 이중바닥 각 지주 전도를 체크하는 경우, 전도로 인한 

지주의 최  축하중은 이 하중과 동시에 지주에 작용되는 의 분담하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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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할 수 없다.

0306.10.3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표 0306.10.2>에 열거된 기계 및 전기 시스템 비구조요소와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는 0306.10.1의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또는 부재 증폭계수 
반응수정계수 



1. 일반 기계

   a. 보일러 및 난방기계실 1.0 2.5

   b. 덮개 있는 자립형 압력용기 2.5 2.5

   c. 수직 배기구 2.5 2.5

   d. 캔틸레버 굴뚝 2.5 2.5

   e. 기타 1.0 2.5

2. 제조 및 처리 기계류

   a. 일반 1.0 2.5

   b. 운반기(승용 제외) 2.5 2.5

3. 배관시스템

   a. 변형이 가능한 부재 및 부착물 1.0 3.5

   b. 변형이 제한된 부재 및 부착물 1.0 2.5

   c. 변형성능이 낮은 재료 및 부착물 1.0 1.25

4. HVAC시스템 장비

   a. 진동격리된 경우 2.5 2.5

   b. 진동격리되지 않은 경우 1.0 2.5

   c. 덕트와 함께 붙어서 설치된 경우 1.0 2.5

   d. 기타 1.0 2.5

5. 승강기 비구조요소 1.0 2.5

6. 이동계단 비구조요소 1.0 2.5

7. 트러스로 지지된 탑(자립형 또는 케이블

로 지지된 경우)
2.5 2.5

8. 일반 전기

   a. 분산된 시스템(모선덕트, 배선, 케이

블선반)
1.0 3.5

   b. 장비 1.0 2.5

9. 전기조명기구 1.0 1.25

<표 0306.10.2>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설계계수

0306.10.3.1 기계 및 전기 구성 요소의 주기

기계 또는 전기 장치에 사용되는 비구조요소의 기본주기(비구조요소의 지지점

과 건물구조체와의 연결장치 포함) 는 요소와 지지점, 그리고 연결장치가 

간단한 스프링과 질량으로 이루어진 단자유도시스템으로써 해석적으로 나타

낼 수 있는 경우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0306.10.11)

여기서,  ：비구조요소의 기본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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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요소의 운전하중

 ：중력가속도

 ：요소의 무게중심에서 단위변위당 하중으로 결정되는 요소, 지지점, 

그리고 연결장치의 조합강성

또 다른 방법으로, 기본주기 는 실험데이터 또는 적절히 입증된 해석에 의하여 결

정할 수 있다.

0306.10.3.2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그리고 승강기 수직통로의 구조시스템은 

0306.10.1.2와 0306.10.1.3의 하중, 그리고 변위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2) 승강기장치와 제어기의 지지물, 그리고 연결장치는 0306.10.1.2와 

0306.10.1.3의 하중, 그리고 변위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0306.11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

0306.11.1 일반사항

0306.11.1.1 적용범위

이 조항은 연직하중을 받는 구조물 중에서 건축물, 차량 또는 철도용 교량, 

원자력발전소, 해양선착장 또는 댐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구조물(이하 건물

외구조물이라 함)의 설계에 적용한다.

0306.11.1.2 다른 구조물에 의해 지지되는 건물외구조물

(1) 건물외구조물이 다른 구조물에 지지되어 있으면서 건물외구조물의 중량이 

건물외구조물과 지지구조물의 중량 합계의 25%보다 작은 경우에는, 건물외구

조물에 작용하는 설계지진력은 0306.10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 건물외구조물의 중량이 건물외구조물과 지지구조물의 중량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외구조물의 설계지진력은 건물외구조물과 지지구조물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에 하여 0306.1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3) 반응수정계수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전체 시스템 중에서 건물외구조물이 상 적으로 유연한 경우에 전체 시스

템의 반응수정계수는 3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체 시스템 중에서 건물외구조물의 강성이 상 적으로 큰 경우에 전체 

시스템의 반응수정계수는 지지구조물에 한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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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11.1.3 건물외구조물의 건축, 기계 및 전기장치

건물외구조물에 의해 지지되는 건축, 기계 및 전기장치의 설계는 0306.10에 따른

다.

0306.11.2 내진설계 규정

지진력에 저항하는 건물외구조물의 설계는 다음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0306.11.2.1 유효중량

설계지진력 산정을 위한 유효중량은 고정하중과 탱크, 저장용기 및 파이프 내

부의 내용물 등을 포함한 가동중량의 합으로 한다.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하

중이 유효중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 하중을 포함하여야 한다.

0306.11.2.2 고유주기

고유주기는 0306.7.3.1에 의한 방법과 같이 저항요소의 변형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구하거나 구조해석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0306.11.2.3 변위제한

변위제한은 0306.4.6의 규정에 따른다. 단, 구조적 안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검증된 경우에는 0306.4.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0306.11.2.4 설계지진력

건물외구조물의 설계지진력은 0306.5.1 및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다. 설계지진력의 수직분포는 0306.5.5에 따른다.

(1) 반응수정계수는 <표 0306.11.1> 또는 <표 0306.6.1>에 있는 값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2) <표 0306.11.1>에 있는 반응수정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식(0306.5.4)

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0306.11.1)

(3) 중요도계수는 <표 0306.11.2>에 주어진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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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구조물의 지진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

계수 

시스템초과

강도계수 

변위증폭

계수 

1. 골조시스템

   a. 철골 중심가새골조 5 2 4.5

2. 모멘트저항골조시스템

   a. 철골 모멘트골조

   b. 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

   c. 철근콘크리트 보통모멘트골조

4

5

3

3

3

3

3.5

3.5

2.5

3. 철제 적재장치 4 2 3.5

4. 고가탱크, 저장용기, 저장 상자 또는 깔

때기 상자 1)

   a. 가새지주에 지지

   b. 비가새지주에 지지

   c. 단일 받침  또는 스커트에 지지된 

불규칙한 가새지주

   d. 용접된 철골

   e. 콘크리트

3

3

2

2

2

2

2

2

2

2

2.5

2.5

2

2

2

5. 받침 에 지지된 수평의 용접접합된 철

골조 저장용기
3 2 2.5

6. 건물과 유사한 구조용 탑에 지지된 탱

크 또는 저장용기
3 2 2

<표 0306.11.1> 건물외구조물의 설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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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구조물의 지진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

계수 

시스템초과

강도계수 

변위증폭

계수 

7. 지면에 지지된 평평한 하부의 탱크 

또는 저장용기

   a. 고정 (용접 또는 볼트체결된 철

골)

   b. 비고정 (용접 또는 볼트체결된 철

골)

3

2.5

2

2

2.5

2

8. 철근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a. 미끄럼을 방지하는 보강 밑면을 

갖는 탱크

   b. 고정된 유연한 밑면을 갖는 탱크

2

3

2

2

2

2

9. 고정 또는 구속되지 않은 탱크

   a. 유연한 밑면

   b. 다른 재료

1.5

1.5

1.5

1.5

1.5

1.5

10. 기초까지 연속된 벽체를 사용한 현

장타설 콘크리트

    사일로, 연도, 굴뚝

3 1.75 3

11. 그 외 보강조적조 구조물 3) 3 2 2.5

12. 그 외 비보강조적조 구조물 3) 1.25 2 1.5

13. 연도, 굴뚝, 사일로, 스커트 지지 수직 

저장용기 등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철

골조, 철근콘크리트조의 분포된 질량

을 갖는 캔틸레버 구조물

3 2 2.5

14. 트러스형 탑(자립형 또는 버팀줄

형), 버팀줄지지 연도와 굴뚝
3 2 2.5

15. 냉각탑

   a. 콘크리트 또는 철골

   b. 목구조 골조

3.5

3.5

1.75

3

3

3

16. 통신용 탑

   a. 트러스：철골

   b. 장 ：철골

            나무

            콘크리트

   c. 골조：철골

            목구조

            콘크리트

3

1.5

1.5

1.5

3

2.5

2

1.5

1.5

1.5

1.5

1.5

1.5

1.5

3

1.5

1.5

1.5

1.5

1.5

1.5

17. 위락시설물과 기념물 2 2 2

18. 역추형 구조물 (고가탱크는 제외) 2) 2 2 2

19. 간판과 광고판 3.5 1.75 3

20. 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립형 구조

물, 탱크 또는 저장용기
1.25 2 2.5

1) 0306.4.4절에서 정의한 비정형성을 갖는 타워

2) 조명용 지주, 집중조명기 등

3) 내진설계범주 ʻCʼ, ʻDʼ에서는 조적조구조는 적용되지 않음.

<표 0306.11.1> 건물외구조물의 설계계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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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계수  ＝ 1.0  ＝ 1.5

표 0306.4.1에서

 정의한 내진등급
Ⅱ (특)

위험성 H－1 H－2

기능성 F－1 F－2

H－1 ＝ 저장된 물품이 생물학적 또는 환경적으로 양호한 경우; 화재 또는 물리적 위험

이 적은 경우

H－2 ＝ 저장된 물품이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건강

장해물질, 환경유해성 물질 또는 물리적 위험물로 분류되는 경우

F－1 ＝ F－2로 분류되지 않은 건물외구조물

F－2 ＝ 내진등급 (특)에 해당하는 건물외구조물 또는 내진등급 (특)으로 분류되는 지정

된 부속물로서 내진등급이 (특)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운용에 필요한 건물외구조물

(통신 탑, 연료저장탱크, 냉각탑 또는 전력변전 구조물과 같은 구조물 등)

<표 0306.11.2> 건물외구조물의 중요도계수()와 내진등급의 분류

0306.11.2.5 강성이 큰 건물외구조물

고유주기가 0.06초 미만인 건물외구조물과 그 고정장치는 다음과 같은 밑면 

전단력에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지진력의 수직분포는 0306.5.5에 따른다.

                        (0306.11.2)

여기서, ：<표 0306.11.2>에서 정의한 중요도계수

 ：0306.3.3에서 정의한 단주기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건물외구조물의 전체 밑면 전단력

：0306.11.2.1에서 정의한 건물외구조물의 유효중량

0306.11.3 기타 건물외구조물

다음의 시설물들은 입증된 해석으로부터 구한 수평지진력에 저항할 수 있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0306.11.3.1 건물과 유사한 건물외구조물

(1) 탱크나 저장용기 지지용 탑

(2) 부두와 선창

0306.11.3.2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건물외구조물

(1) 흙막이 구조물

(2) 놀이시설 구조물

(3) 통신 탑

(4) 탱크 및 저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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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12 면진구조물의 내진설계

0306.12.1 일반사항

모든 면진구조물과 그 구성요소는 이 조항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면진구조물의 해석은 그 구조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될 면진장치의 재료

특성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0306.12.2 설계 요구사항

0306.12.2.1 기본 요구사항

(1) 면진 상부구조를 포함한 구조물의 모든 부분은 <표 0306.4.2>와 <표 0306.4.3>

에 따른 내진설계범주로 구분한다. 면진구조물은 내진설계범주와 관계없이 중요도

계수를 1.0으로 한다.

(2) 면진구조물의 설계지진과 최 예상지진 가속도스펙트럼은 각각의 단주기와 1

초주기의 스펙트럼가속도를 사용하여 0306.3.4에 따라 작성한다. 최 예상지진의 

단주기와 1초주기 스펙트럼가속도 와 는 다음 식에 따라 결정한다.

   (0306.12.1)

   (0306.12.2)

여기서,   ：단주기와 주기1초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0306.3.3에 따른다)

0306.12.2.2 면진시스템 요구사항

(1) 면진시스템은 생애주기 동안의 성능저하, 크리프, 피로, 온도,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면진층에서 풍하중에 의한 횡변위는 면진 상부구조의 최  층간변위 이하

로 구속하여야 한다.

(3) 면진시스템은 건축법의 용도구분에 따른 내화구조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

다.

(4) 면진시스템은 총설계변위에서의 수평력이 총설계변위의 50%에서의 수평

력보다 최소 0.025  이상의 복원력 특성을 가져야 한다.

(5) 아래의 조건에 따라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진층에서 지진하중에 의

한 횡변위는 최 지진시의 변위 이하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① 최 지진응답이 면진시스템과 면진 상부구조의 비선형특성을 명확히 고려

한 동적해석에 따라 산정한 경우

② 면진시스템과 면진 하부구조의 극한성능이 최 예상지진시의 강도와 변위 

요구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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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진 상부구조가 최 지진시의 안정성과 연성 요구사항에 해 충분히 검

토된 경우

④ 면진층의 횡변위가 총설계변위의 0.75배 이하로 구속되지 않으며, 해석에 

의해 이보다 작은 값에서 작동하더라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6) 면진시스템의 각 요소는 총최 변위와 설계수직하중 하에서 안정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계 수직하중과 관련된 하중조합에서 지진하중효

과를 1.5배로 하여 검토한다.

(7) 면진층에서 전체 구조물의 전도에 한 안전계수는 요구하중조합에 해 

1.0 이상이어야 한다. 전도계산에 사용되는 지진력은 최 예상지진에 근거해

야 하고, 수직방향 복원력의 산정에는  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별 요소의 

국부적인 들림(uplift)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처짐이 면진장

치나 다른 구조요소에 과응력이나 불안정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0306.12.2.3 구조시스템 요구사항

(1) 수평격막이나 다른 구조요소들은 면진층 상부에 연속성을 제공해야 하고, 

지반운동에 의한 힘을 구조물의 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와 연성을 지녀야 한다.

(2) 주변 옹벽 또는 다른 고정장애물과 면진구조물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총최 변위 이상이어야 한다.

(3) 공작물은 0306.12.3에 따라 산정된 설계변위와 힘을 사용하여 0306.11

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0306.12.2.4 구조·비구조요소 요구사항

면진구조물의 구조요소와 가스, 전기, 엘리베이터와 같은 안전관련 비구조요소는 0306.10

과 다음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면진층과 면진 상부구조의 구조·비구조요소는 최 동적응답에 상응하는 전체 수평

지진력을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면진층을 관통하는 면진구조물의 구조·비구조요소는 총최 변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면진층 하부에 있는 면진구조물의 구조·비구조요소는 0306.4, 0306.8 및 0306.10

의 요건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0306.12.3 해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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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12.3.1 일반사항

면진구조물은 이 조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직접적분법에 의한 3차원 시간이력해석

을 수행하여야 한다.

0306.12.3.2 모델링

면진시스템은 하중－변위 관계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시험에 의해 검증된 

변형특성에 따라 모델링하여야 한다.

0306.12.3.3 지반운동

시간이력해석은 지반조건에 상응하는 지반운동기록을 최소한 3쌍 이상 이용하여 수

행한다. 각각의 지반운동은 평면상에서 서로 직교하는 2성분의 쌍으로 구성된

다. 계측된 지반운동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적절한 모의 지

반운동의 쌍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별 지반운동의 성분별로 5% 감쇠

비의 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고, 주기별로 제곱합제곱근(SRSS)을 취하여 제곱

합제곱근 스펙트럼을 산정하며, 이 제곱합제곱근 스펙트럼들의 평균값이 0.5

부터 1.25 사이의 주기에서 설계스펙트럼의 1.3배보다 10% 이상 작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 예상지진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반운동기록의 

스펙트럼을 보정한다. 지반운동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직교하는 2성분

에 해서 동일한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0306.12.3.4 설계값의 산정

3개의 지반운동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 응답을 사용해야 하며, 7개 이상의 지

반운동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균응답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시간이력해석을 통하여 

얻은 밑면전단력 가 0306.12.3.7(1)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지진력보다 작

은 경우에는 해석을 통하여 얻은 부재력에 다음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사용한

다.

  


≥  (0306.12.3)

여기서, ：식(0306.12.8)로 구한 면진시스템 또는 면진 하부구조물의 최소

지진력, kN

 ：시간이력해석을 통하여 얻은 밑면 전단력, kN

0306.12.3.5 횡변위 제한

면진구조물의 횡변위는 <표 0306.4.7>의 횡변위 제한을 만족하여야 한다.

0306.12.3.6 최소 횡변위

(1) 면진시스템의 설계변위 와 최 변위 는 각각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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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서는 안 된다.

  


  (m) (0306.12.4)

  


  (m) (0306.12.5)

여기서, ：1초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0306.3.3에 따른다.)

：최 예상지진의 1초주기 스펙트럼가속도

 , ：유효감쇠( , )에 한 수치계수

(<표 0301.3.1>에 따른다.)

 ：설계변위에서 면진구조물의 유효주기

       

 

 , 초(s)

：최 변위에서 면진구조물의 유효주기

       

 

 , 초(s)

(2) 면진시스템 요소들의 총설계변위 와 총최 변위 는 다음 식보다 작

아서는 안 된다.

  



 

  
  


 (m) (0306.12.6)

  



 

 
  


 (m) (0306.12.7)

여기서, ：설계변위, m

：최 변위, m

 ：구조물의 가장 짧은 평면치수. 에 하여 직 각으로 측정

된 값, m

 ：구조물의 가장 긴 평면치수, m

 ：지진방향과 직각인 상요소와 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과

의 거리, m

 ：면진 상부구조의 질량 중심과 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 사

이의 실제 편심거리와 힘의 방향에 직각인 건물 치수 중 최 값의 

5%로 정의되는 우발편심거리를 합한 값, m

0306.12.3.7 최소 지진력

(1) 면진시스템과 면진 하부구조의 밑면 전단력 는 다음 식으로 구한 값보

다 작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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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0306.12.8)

여기서, ：식(0306.12.12)로 구한 설계변위에서의 면진시스템 최 유효강성, 

kN/m

(2) 면진 상부구조의 최소전단력 은 다음 식으로 구한 값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kN) (0306.12.9)

여기서, 는 <표 0306.6.1>의 반응수정계수에 3/8를 곱한 값으로 2 이하이

다. 다만, 면진 상부구조가 0306.4.4에 정의된 비정형구조물인 경우에는 

식(0306.12.9)를 1.33배하여야 한다.

(3) 의 값은 계수풍하중에 상응하는 밑면 전단력보다 커야 하며, 다음 값 

중 최 값의 6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단, 면진 상부구조가 0306.4.4에 정

의된 비정형구조물인 경우에는 다음 값의 8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동일 내진 중량  와 면진주기 를 갖는 밑면이 고정된 구조물에 

하여 0306.5에 의해 요구되는 밑면전단력

② 면진시스템의 탄성한계에 상응하는 수평지진력의 1.5배

0306.12.4 설계검토

면진구조물의 해석, 설계와 장치시험결과에 한 설계검토는 지진해석법과 면

진시스템의 이론과 실무에 경험이 있는 등록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집단

에 의해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검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설계변위, 총최 변위와 최소전단력의 결정을 포함한 기본설계의 검토

(2) 장치원형시험의 참관, 검토

(3) 전체 구조시스템의 최종설계와 해석결과의 검토

(4) 면진장치 제품시험의 참관, 검토

0306.12.5 면진장치 시험

0306.12.5.1 일반 사항

면진구조물의 설계와 해석에 사용된 장치는 이 조항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시공 전에 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0306.12.5.2 장치원형 시험

장치원형 시험은 면진시스템 내에서 면진장치의 종류별로 형상과 크기를 표하는 2

개 이상의 실물 시험체에 하여 수행한다.

(1) 시험순서와 방법

면진장치의 압축－전단특성 결정을 위한 시험의 하중가력 순서와 방법은 다음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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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며, 수직하중은 활하중의 50%와 고정하중의 조합(0.5L＋D)으로 한다.

① 설계 풍하중 값으로 20회 반복가력

② 다음의 변위증분에 하여 각각 3회 반복가력：0.25 , 0.5 , 1.0 , 1.0

,

③ 총최 변위에 하여 3회 반복가력 1.0

(2) 시험의 생략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면진장치의 장치원형 시험을 수행

할 필요가 없다.

① 책임구조기술자가 유사한 장치와 관련 시험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험의 생략을 허가

② 책임구조기술자가 해당 면진장치와 사전에 시험이 수행된 장치 사이의 유

사성을 인정

(3) 하중－변위특성의 결정

개개 면진장치의 유효강성 와 유효감쇠 는 장치원형 시험 결과에 기초하

여 다음의 각 가력 사이클에 하여 산정한다.

   
    (kN/m) (0306.12.10)

  




  
 (0306.12.11)

여기서,   ： 에서 정방향 하중, kM

 ： 에서 부방향 하중, kN

：사이클당 소산되는 에너지, kN·m

(4) 면진장치 종속성 시험

① 속도의존성：면진장치의 하중－변형특성이 하중속도에 의존성이 있는 경

우에는 0306.12.5.2(1)에서 규정된 각각의 시험은 유효진동주기(1/)에서 동

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압축하중 종속성：수직하중을 지지하는 면진장치는 총최 변위에서 최소·

최  수직하중에 하여 정적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지진하중  산정은 를 

로 체하여 산정하며,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수직하중 는 최 예상지진에 의한 최 응

답으로 한다.

(5) 면진장치의 적합성 판정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장치원형 시험의 성능은 적절한 것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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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① 모든 시험시의 하중－변형 곡선이 정방향으로 증가하는 하중저항성능을 

보인다.

② 0306.12.5.2(1)②에서 규정한 모든 변위 증분과 수직하중에 응하는 시

험에 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 각 시험체에 있어서 3회 반복 시험시의 각 유효강성 값과 3회 평균 유효

강성 값의 차이가 15% 이하

㈏ 각 시험 사이클에서 면진장치 시험체 2개의 유효강성과 평균 유효강성의 

평균값 차이가 15% 이하

③ 각 시험체에 있어서 0306.12.5.2(1)③에서 규정한 사이클별 강성변화가 

초기 값의 20% 이내

④ 각 시험체에 있어서 0306.12.5.2(1)③에서 규정한 사이클별 유효감쇠 저

하가 초기 값의 20% 이내

⑤ 면진시스템의 수직하중저항요소에 한 모든 시험체는 0306.12.5.2(4)②의 

시험에서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야 한다.

0306.12.5.3 면진시스템의 설계특성치

(1) 최 ·최소유효강성

설계변위에서 면진시스템의 최 유효강성 와 최소유효강성 은 

0306.12.5.2(1)②의 1.0 변위에 한 반복시험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m ax 
m ax  (kN/m) (0306.12.12)

 

m in 
m in  (kN/m) (0306.12.13)

여기서, m ax：정방향 설계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 하중 절 값, kN


min：정방향 설계변위에서 면진장치 최소하중 절 값, kN


m ax：부방향 설계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 하중 절 값, kN


min：부방향 설계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소하중 절 값, kN

최 변위에서 면진시스템의 최 유효강성 와 최소유효강성 은 

0306.12.5.2(1)②의  변위에 한 반복시험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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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x 
max  (kN/m) (0306.12.14)

 

m in 
m in  (kN/m) (0306.12.15)

여기서, m ax：정방향 최 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 하중 절 값, kN


m in：정방향 최 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소하중 절 값, kN


m ax：부방향 최 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 하중 절 값, kN


m in：부방향 최 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소하중 절 값, kN

(2) 유효감쇠

설계변위와 최 변위에서 면진시스템의 유효감쇠  , 는 0306.12.5.2(1)②

의 1.0와 1.0 변위에 한 반복시험결과에 기초하여 다음 식에 따라 각

각 산정한다.

 




 (0306.12.16)

 




 (0306.12.17)

여기서,  ：설계변위에서 사이클당 전체 소산에너지

：최 변위에서 사이클당 전체 소산에너지

0306.12.5.4 제품시험

건축구조물 설치에 앞서 설치될 모든 면진장치의 하중－속도－변위특성이 책

임구조기술자가 정한 설계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한다. 

각각의 제품시험 결과는 0306.12. 5.2의 시험내용을 포함하여 시험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순서와 방법

제품시험은 설계변위에 하여 각각 3회 반복가력하며, 수직하중은 활하중에 

의한 효과의 1/2과 고정하중의 합으로 한다.

(2) 면진장치의 적합성 판정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제품시험에 따른 성능은 적절한 것으로 판정

하며, 제품시험을 만족하지 못하는 면진장치는 현장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① 개개 면진장치에 있어서 설계변위에 한 3회 반복시험시의 각 유효강성

값과 3회 평균 유효강성값의 차이가 15% 이하

② 설계변위에 한 면진시스템의 평균 유효강성값과 설계값의 차이가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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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시험결과의 설계반영

제품시험에 한 적합성이 확인된 제품에 하여 각 유효강성의 편차를 고려

한 강성중심이 질량중심과 일치하도록 재배치한다.

0306.13 감쇠시스템 적용 구조물의 내진설계

0306.13.1 일반사항

지진하중 저감을 목적으로 감쇠시스템이 적용된 모든 구조물(이하 ʻ감쇠시스

템 적용 구조물ʼ)과 감쇠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에 따

라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감쇠장치가 면진구조물의 면진경계면에 설치되

는 경우에 변위, 속도, 가속도는 0306.12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0306.13.2 설계 요구사항

0306.13.2.1 내진설계범주 ʻAʼ에 한 설계

감쇠시스템 적용 구조물은 내진설계범주 ʻAʼ에 속하더라도 내진설계범주 ʻBʼ에 

해당되는 해석방법과 설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0306.13.2.2 시스템 요구사항

감쇠시스템 적용 구조물은 지진력저항시스템 단독으로 다음 (1)항에 정의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내력을 보유해야 한다.

(1) 지진력저항시스템

감쇠시스템 적용 구조물은 각각의 횡방향으로 <표 0306.6.1>에 제시된 지진

력저항시스템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한다. 각 방향의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설계

는 0306.13.4의 요구사항과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설계에 사용된 지진하중에 의한 밑면전단력은 min보

다 작아서는 안 되며, m in은 식(0306.13.1)과 식(0306.13.2)에 따라 산정한

다.

  m in   (kN) (0306.13.1)

    ≥  (0306.13.2)

   여기서, ：0306.5에 따라 결정되는 해당 방향의 설계지진하중에 의

한 밑면 전단력, kN

           ：감쇠장치의 감쇠성능에 따라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 저감되

는 정도를 고려한 예상감쇠보정계수로서, 0306.13.4.4의 절차에 따

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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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진력저항시스템의 구조요소 중에서 감쇠시스템에 속하거나 감쇠장치에 

따라 발생하는 힘에 저항하도록 요구되는 구조요소의 최소강도는 0306.13.4의 추가

적인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감쇠시스템

감쇠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요소들은 설계지진에 따라 감쇠장치에 유발되는 

힘을 포함한 설계하중에 해 탄성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여기

서 감쇠장치에 유발되는 힘은 강도저감계수를 곱하거나 반응수정계수로 나누

지 않아야 하며, 감쇠장치 특성의 변동폭을 고려하여 1.15배한 값을 적용한

다.

0306.13.2.3 감쇠시스템 요구사항

(1) 장치 설계

감쇠장치는 최 예상지진에 한 응답과 다음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설계, 시

공,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진하중에 의한 저진동· 변위 거동 시의 성능저하

② 풍하중·온도하중에 의한 고진동·소변위 거동 시의 성능저하

③ 중력하중에 의한 하중 또는 변위

④ 부식, 마모, 생물분해, 화학물 등에 의한 장치 일부분의 고착

⑤ 온·습도, 수분, 자외선 등과 그 밖의 환경조건에의 노출

(2) 다축 이동

감쇠장치의 접합부는 감쇠시스템에 동시에 발생하는 종방향, 횡방향, 수직방

향 변위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마디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검사와 주기적 시험

모든 감쇠장치는 검사와 교체를 위한 접근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설계수명 동

안 감쇠장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책임구조기술자는 모든 유형의 감

쇠장치에 한 적절한 검사와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검사와 시험방법

의 수준은 감쇠장치의 사용기간과 설계수명 동안의 특성변화 가능성을 반영

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제2장의 품질보증계획의 일환으로 책임구조기술자는 감쇠장치의 제작에 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은 최소한 0306.13.6.2와 

0306.13.6.3의 시험요구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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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13.3 해석절차

0306.13.3.1 일반사항

감쇠시스템 적용 구조물은 0306.13.3.2에 따라 수학적 모델을 작성하여 

0306.7.4.3에 따라 3차원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쇠장치로 인해 

구조물이 비고전적 감쇠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경우 시간이력해석법은 이를 반

영할 수 있어야 한다.

0306.13.3.2 모델링

구조물의 수학적 모델은 0306.7.2의 규정을 따르는 3차원 모델로서 구조물과 

감쇠장치의 비선형이력거동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되 구조요소의 강도는 강도

저감계수를 곱하지 않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1) 지진력저항시스템

시험을 통해 지진력저항시스템이 유효항복변위나 이보다 약간 작은 크기 정

도의 변위에서 임계감쇠의 5%보다 큰 감쇠비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에 구조물의 원감쇠비는 임계감쇠의 5%보다 큰 값을 취할 수 없다. 

여기서 임계감쇠는 구조물의 비탄성거동에 의한 강성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지진

력저항시스템의 구조요소는 부재력이 공칭강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선형탄성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2) 감쇠시스템

감쇠장치의 강성과 감쇠특성은 0306.13.6에 규정된 시험에 따라 검증하거나 

이를 근거로 결정하여야 하며, 비선형하중－변위특성은 지진하중의 진동수, 

진폭, 지속시간 등에 한 의존성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여야 

한다. 변위의존형 감쇠장치의 수학적 모델은 강도, 강성, 이력곡선형상의 중요

한 변화가 시험자료에 부합하는 이력거동을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속도의존

형 감쇠장치의 수학적 모델은 시험자료에 부합하는 속도계수를 포함하여야 

하며, 속도계수가 시간과 온도에 종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감쇠장치를 구조물에 연결하는 구조요소는 반드시 구조해석 

모델에 포함하여야 하며, 감쇠장치를 제외한 모든 구조요소는 탄성으로 모델

링한다.

   예외사항：시간이력해석 동안 감쇠장치의 특성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장

치특성의 상한치와 하한치에 따라 동적응답의 변동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변화하는 장치특성의 상한치와 하한치는 장치의 시간의존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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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명확히 모델링된 것과 동일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0306.13.3.3 지반운동

감쇠시스템 적용 구조물의 구조설계와 해석에는 0306.12.3.3에 따라 작성된 

설계지진과 최 예상지진에 한 응답스펙트럼 및 그에 상응하는 지진파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파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와 은 각각 설계지

진과 최 예상지진에 하여 방향별 최 변위 발생 시 감쇠장치와 구조요소

의 유효강성에 기초한 해당 방향의 1차모드 주기 와 으로 간주한다. 이 

때 유효강성은 0306.13.3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응답과 식(0306.13.4)

를 통하여 결정한다.

0306.13.3.4 설계값 산정

시간이력해석에 사용된 각각의 지반운동에 한 응답변수로서 최 층간변위, 

감쇠시스템 구조요소의 최 하중, 개별 감쇠장치의 최 하중, 최 변위와 최

속도(속도의존형 감쇠장치의 경우)를 결정하여야 한다. 3개의 지반운동을 이용

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최 응답을 사용하여 설계해야 하며, 7개 이상의 지반운

동을 이용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평균응답을 사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0306.13.4 감쇠시스템 적용 구조물의 허용기준

0306.13.3의 시간이력해석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진력저항시스템과 감쇠시

스템에 한 하중조건과 설계값의 허용기준은 이 조항에 따라야 한다. 층간변

위에 한 조건은 감쇠시스템 적용 구조물(지진력저항시스템과 감쇠시스템의 

조합)에 따라 만족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0306.13.4.1 지진력저항시스템

지진력저항시스템은 0306.13.2.2(1)에 주어진 밑면 전단력 m in산정에 있어서 

0306.6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지진력저항시스템 부재가 지닌 강도

는 0306.13.4.3의 하중조건에 하여 평가하며, 시간이력해석으로 평가할 필

요는 없다. 반면에 층간변위는 설계지진을 사용하여 0306.13.3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표 0306.4.7>에서 규정한 허용치를 만족하여

야 한다.

0306.13.4.2 감쇠시스템

감쇠장치와 그 접합부는 최 예상지진에 따라 발생하는 힘, 변위, 속도에 

하여 파단 또는 심각한 강도저하 없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감쇠장치의 접

합부를 포함한 감쇠시스템의 모든 구조요소는 설계지진에 하여 탄성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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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구조요소는 0306.13.4.3의 하중조건

에 하여 이 기준의 강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0306.13.4.3 하중효과의 조합

지진력저항시스템 및 감쇠시스템의 설계에 사용되는 하중효과는 지진하중효

과 를 0301.5와 0306.2에 따른 연직하중과 조합하여야 한다. 0306.2.3의 

시스템 초과강도계수에 의한 지진하중효과는 감쇠시스템 설계에 한해 반영할 

필요가 없다.

0306.13.4.4 감쇠성능 확인

(1) 감쇠보정계수

0306.13.2.2(1)의 지진력저항시스템 설계를 위한 최소 밑면 전단력 min 결정에 적용

된 감쇠보정계수 는 다음 식에 따라 결정된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0306.13.3)

여기서, ：설계지진에 하여 0306.13.3에서 규정한 해석절차에 따라 결정된 

감쇠시스템 적용 구조물의 밑면 전단력, kN 

       ：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되, 감쇠장치의 하중－변위 관계에

서 속도의존적 성분은 제거하고, 변위의존적 성분은 유효강성으로 치

환하여 얻어진 밑면 전단력, kN

(2) 감쇠장치의 변위의존적 성분의 유효강성

개별 감쇠장치의 하중－변위 관계에서 변위의존적 성분의 유효강성은 의 산

정과정에서 얻어진 감쇠장치의 변위와 하중에 기초하여 다음 식에 따라 산정

한다.

   
    (0306.13.4)

여기서,   ：각각 감쇠장치의 정, 부방향으로 발생하는 최 변위, m

           ：각각   에서 발생하는 감쇠장치의 하중, kN

0306.13.5 설계 검토

감쇠시스템의 해석, 설계와 장치시험결과에 한 설계검토는 지진해석법과 에

너지소산시스템의 이론과 실무에 경험이 있는 등록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된 집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 검토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쇠장치의 설계변수를 포함한 지진력저항시스템과 감쇠시스템 예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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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검토

(2) 지진력저항시스템과 감쇠시스템의 최종설계와 모든 관련 해석의 검토

(3) 감쇠장치 시험 요구조건, 장치의 품질관리와 성능보증, 유지관리 일정과 

점검사항의 검토

0306.13.6 감쇠장치의 시험

0306.13.6.1 일반사항

감쇠시스템 설계에 적용된 감쇠장치의 힘－속도 또는 힘－변위관계와 감쇠특

성은 이 조항에 규정한 장치원형 시험에 따라야 한다. 품질관리시험에 적용되

는 감쇠장치의 제작과 품질관리 절차는 장치원형 시험과 똑같아야 한다.

0306.13.6.2 장치원형 시험

설계에 사용된 감쇠장치의 종류와 크기별로 각각 2개의 실규모 감쇠장치에 

하여 이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들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조물에 사용되는 장

치의 종류와 크기별로 제조와 품질관리 절차가 동일하고, 동시에 책임구조기

술자가 표 크기에 한 장치원형 시험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각 종류별

로 표 크기의 감쇠장치만 장치원형 시험을 할 수 있다. 책임구조기술자가 

허용하는 동시에 장치원형 시험과 제품시험에 관한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

는다면 시험에 사용된 시험체는 구조물의 시공에 사용할 수 없다.

(1) 시험순서와 방법

시험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순서에 따라 수행하며, 각 감쇠장치를 실제 설치하

였을 때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효과를 고려하고, 온도환경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

진하중시험에서는 최 예상지진에 한 장치의 변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풍하중시험：2,000회의 반복회수로 기본진동주기의 역수에 해당하는 진동

수(  )로 반복재하

② 지진하중시험：최 예상지진시 장치변위를 정현파 형태로 과 같은 진

동수로 5회 반복시험. 여기서, 감쇠장치 특성이 작동온도에 따라 변하는 경우

에는 온도범위를 포괄하는 최소한 3가지의 조건(최소온도, 상시온도, 그리고 

최 온도)에서 지진하중시험을 수행

③ 진동수의존성 시험：감쇠장치가 진동수의존성이 있는 경우 풍하중시험과 

지진하중시험을 진동수 1과 2.5에서 수행

(2) 시험의 생략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감쇠장치의 장치원형 시험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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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없다.

① 책임구조기술자가 유사한 장치와 시험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험의 생략을 허가

② 책임구조기술자가 해당 감쇠장치와 사전에 시험이 수행된 장치 사이의 유

사성을 인정

(3) 하중－속도－변위특성 결정

감쇠장치의 하중－속도－변위특성은 앞서 규정된 장치원형 시험용 반복가력

시험에 근거해야 한다. 감쇠장치의 유효강성은 식(0306.13.4)를 사용하여 각 

진폭레벨에 해 산정하여야 한다.

(4) 변위의존형 감쇠장치의 적합성

변위의존형 감쇠장치의 성능은 0306.13.6.2(1)에 규정된 시험에 근거하여 다

음 조건이 모두 만족된다면 적절하다고 간주한다.

① 풍하중시험：누출, 항복, 파손을 포함하는 손상 징후가 없음

② 지진하중시험과 진동수의존성 시험：

㈎ 임의 회차의 반복재하시 변위 원점에서의 최 ·최소하중이 특정 진동수와 

온도에서 수행된 모든 반복재하로부터 산정된 각각 평균치의 15% 이내

㈏ 임의 회차의 반복재하시 최 예상지진 장치변위에서의 최 ·최소하중이 특

정 진동수와 온도에서 수행된 모든 반복재하로부터 산정된 각각 평균치의 15% 이

내

㈐ 임의 회차의 반복재하시 감쇠장치의 이력곡선 면적이 특정 진동수와 온도

에서 수행된 모든 반복재하로부터 산정된 평균치의 15% 이내

㈑ 변위 원점과 최 예상지진 장치변위 각각에서의 최 ·최소하중의 평균치와 

이력곡선 면적의 평균치가 책임구조기술자에 따라 제시된 목표 값의 15% 이

내

(5) 속도의존형 감쇠장치의 적합성

속도의존형 감쇠장치의 성능은 0306.13.6.2(1)에 규정된 시험에 근거하여 다

음 조건이 모두 만족된다면 적절하다고 간주한다.

① 풍하중시험：누출, 항복, 파손을 포함하는 손상징후가 없음

② 지진하중시험과 진동수의존성 시험：

㈎ 강성을 가진 속도의존형 감쇠장치의 경우, 임의 회차의 반복재하시 감쇠장

치의 유효강성이 특정 진동수와 온도에서 수행된 모든 반복재하로부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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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평균치의 15% 이내

㈏ 임의 회차의 반복재하시 변위 원점에서의 최 ·최소하중이 특정 진동수와 

온도에서 수행된 모든 반복재하로부터 산정된 각각 평균치의 15% 이내

㈐ 임의 회차의 반복재하시 감쇠장치의 이력곡선 면적이 특정 진동수와 온도

에서 수행된 모든 반복재하로부터 산정된 평균치의 15% 이내

㈑ 변위 원점에서의 최 ·최소하중의 평균치와 유효강성(강성을 가진 감쇠장

치에 한함)의 평균치와 이력곡선 면적의 평균치가 책임구조기술자에 따라 제

시된 목표 값의 15% 이내

0306.13.6.3 품질관리시험

건축구조물 설치에 앞서 설치될 모든 감쇠장치의 하중－속도－변위특성이 책

임구조기술자가 정한 한계 내에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한다. 제

품시험의 범위와 빈도는 책임구조기술자에 따라 결정한다.

0307 토압 및 지하수압

0307.1 일반사항

이 절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작용하는 토압 및 지하수압의 산정에 

적용한다.

0307.2 벽체에 작용하는 토압 및 지하수압

(1) 지하외벽의 설계시 토압, 지하수압, 지표면에 재하되는 정적하중 및 동적

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 이하에서의 토압 산정시 부력에 의한 흙중량의 저하와 지하수압

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0307.3 바닥에 작용하는 지하수압

흙에 접하는 바닥 구조체는 최하부 바닥의 전면적에 작용하는 수압에 해 

안전해야 한다.

0308 온도하중

0308.1 일반사항

이 절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작용하는 온도하중의 산정에 적용한다.

0308.2 온도하중

구조물의 설계시 온도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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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 하중

0309.1 일반사항

이 절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작용하는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 하중의 산

정에 적용한다.

0309.2 유체압

(1) 지상에 있는 용기로서 수조, 기름탱크 등 이와 유사한 유체압이 작용하는 

구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용기의 설계시 벽체에 작용하는 수평압과 바닥에 작용하는 수직압을 고려

하여야 한다. 또한 액체 표면에 공기압 등의 압력이 작용할 경우 이 압력에 

의한 수평력과 수직력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0309.3 용기내용물 하중

0309.3.1 액체압

용기내용물의 액체압은 0309.2(유체압)에 따른다.

0309.3.2 분말 및 입자형 재료의 압력

0309.3.2.1 저장재료의 설계압 산정조건

저장재료의 설계용 압력은 정지압뿐만 아니라 재료의 적재시, 배출시, 아치형

태로 적재된 저장재료의 갑작스런 붕괴시, 공기압 및 편심배출시 예상되는 모

든 압력의 증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집용기에 해서는 각 용기가 만재되어 

있는 경우와 비어 있는 경우를 조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0309.3.2.2 저장재료의 정지압

정지된 상태의 저장된 재료에 의하여 용기에 작용하는 정지압은 수직방향 단

위정지압, 수평방향 정지압, 수직방향 마찰력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0309.3.2.3 저장재료에 의한 설계압

저장재료에 의한 설계압은 정지압에 적절한 과하중계수 또는 충격계수를 곱

하여 산출한다.

0309.3.2.4 공기압용기의 설계압

공기압용기의 설계압은 아래의 (1)과 (2) 중 큰 값을 선택한다. 

(1) 공기압을 무시하고 산출한 설계압

(2) 공기압을 고려할 경우 공기중에 뜬 입자가 서로 접촉하지 않아서 정지상

태의 밀도보다 작은 상태의 설계압(벽체의 단위길이당 수직방향 마찰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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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이 없는 경우와 같다.).

0309.3.2.5 재료의 비 칭흐름으로 인한 압력의 증감 또는 감소

용기설계시 배출구로부터 비 칭흐름 영향을 고려하며 용기주변의 압력변화

에 따른 원주방향 휨모멘트를 벽체설계에 반영한다.

0310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하중

0310.1 일반사항

이 절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작용하는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하중의 

산정에 적용한다.

0310.2 운반설비 및 그 장치에 의한 하중

0310.3 동력연동장치 지지구조물

동력연동장치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경우 그 중량과 샤프트의 회전 등에 따른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하중

0310.4 건축물의 제반 설비 및 배관, 덕트 그 외 부수장치의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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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초구조

0401 일반사항

040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건축구조물의 기초, 지하벽, 옹벽 및 흙막이 등에 적용한다.

(2)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

다. 그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한다.

(3) 이 장에서는 허용응력설계법을 기준으로 지반 및 말뚝의 안전성을 검토하

도록 규정하였으나, 항복지지력이나 극한지지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성능에 기

반한 강도설계나 한계상태설계도 가능하다.

0401.2 목적

(1) 기초구조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반에 전달하도록 응력과 변형

을 검토하여야한다.

0401.3 용어의 정의

강재말뚝：강관말뚝 또는 H형강말뚝

기성말뚝：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말뚝

기초：기초판과 지정 등을 뜻하며, 상부구조에 응하여 부를 때는 기초구조

라고 하기도 함

나무말뚝：생나무로 다듬어 만든 말뚝

독립기초：기둥으로부터의 축력을 독립으로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토록 하는 

기초

마찰말뚝：지지력의 부분을 주면의 마찰로 지지하는 말뚝

말뚝：기초판으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판 아래

의 지반 중에 만들어진 기둥 모양의 지정지반에 전달하도록 하는 형식의 기

초

말뚝전면복합기초：병용기초 중 직접기초와 말뚝기초가 복합적으로 상부구조

를 지지하는 기초형식

병용기초 : 서로 다른 기초를 병용한 기초형식의 총칭

말뚝의 극한지지력：말뚝이 지지할 수 있는 최 의 수직방향 하중

말뚝의 허용지내력：말뚝의 허용지지력 내에서 침하 또는 부등침하가 허용한

도 내로 될 수 있게 하는 하중

말뚝의 허용지지력：말뚝의 극한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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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말뚝：기성말뚝의 전장을 굴착한 지반 속에 매입한 말뚝

복합기초：2개 또는 그 이상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토록 하는 기초

부마찰력：지지층에 근입된 말뚝의 주위 지반이 침하하는 경우 말뚝 주면에 

하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분사현상：모래층에서 수압차로 인하여 모래입자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 보일

링

사운딩：로드에 연결한 저항체를 지반 중에 삽입하여 관입, 회전 및 인발 등에 

한 저항으로부터 지반의 성상을 조사하는 방법 

성능설계법：건축구조물 등을 설정한 외력에 해 사용한계상태, 손상한계상

태, 극한한계상태에서의 소요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슬라임：지반을 천공할 때 공벽 또는 공저에 모인 흙의 찌꺼기

액상화현상：물에 포화된 느슨한 모래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간극수압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전단저항을 잃어버리는 현상

연성(軟性)옹벽 : 옹벽 전면이 여러 개의 콘크리트 판, 블록, 돌망태, 자연석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배면에는 인장력이 강한 보강재(Geogrid, Strap 

등)로 저항하거나 자중에 의하여 토압에 저항하며 각각의 구성 요소가 횡 토

압에 하여 독립된 변형 거동을 하는 옹벽구조

온통기초：상부구조의 광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연결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도록 하는 기초

원위치시험： 상 현장의 위치에서 지표 또는 보링공 등을 이용하여 지반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는 시험

융기현상：연약한 점성토 지반에서 땅파기 외측의 흙의 중량으로 인하여 땅

파기 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히빙

이음말뚝：2개 이상의 동종말뚝을 이음한 말뚝

접지압：직접기초에 따른 기초판 또는 말뚝기초에서 선단과 지반간에 작용하

는 압력

줄기초, 연속기초：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토록 하는 기초

지반의 개량：지반의 지지력 증  또는 침하의 억제에 필요한 토질의 개선을 

목적으로 흙다짐, 탈수 및 환토 등으로 공학적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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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극한지지력：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반의 최 저항력

지반의 허용지지력：지반의 극한지지력을 안전율로 나눈 값

지정：기초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그보다 하부에 제공되는 자갈, 잡석 및 말뚝 

등의 부분

지지말뚝：연약한 지층을 관통하여 굳은 지반이나 암층까지 도달시켜 지지력

의 부분을 말뚝 선단의 저항으로 지지하는 말뚝

직접기초：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 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형식으로서 기초판 저면지반의 전단저항력으로 하

중을 지지한다. 일반적으로 기초판의 두께가 기초판의 폭보다 크지 않으며 독

립기초, 줄기초, 복합기초, 온통기초 등이 있다.

측압：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토압과 수압

케이슨：지반을 굴삭하면서 중공 형의 구조물을 지지층까지 침하시켜 만든 

기초형식구조물의 지하부분을 지상에서 구축한 다음 이것을 지지층까지 침하

시켰을 경우의 지하부분

타입말뚝：기성말뚝의 전장을 지반 중에 타입 또는 압입한 말뚝

허용지내력：지반의 허용지지력 내에서 침하 또는 부등침하가 허용한도 내로 

될 수 있게 하는 하중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지반에 구멍을 미리 뚫어놓고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타설하여 조성하는 말뚝

흙막이구조물：땅파기에 있어 지반의 붕괴 및 주변의 침하, 위험 등을 방지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흙파기：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 부분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반의 굴

삭

0401.4 주요기호

 ：조사 단면에서의 말뚝의 순단면적(㎡)

 ：기초판의 저면적(㎡), 기초하중의 작용면적(㎡)

 ：무리말뚝의 외측을 이은 면으로 둘러싸인 다각기둥의 단면적(㎡)

  ：각 말뚝의 부담면적(㎡)

 ：인접한 기둥까지 거리의 1/2 범위를 택한 각 기둥의 지배면적(㎡)

 ：말뚝의 단면적(재료의 순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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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뚝의 실단면적(㎡)

 ：말뚝의 중심에서 이웃말뚝의 중심간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원의 면적(㎡)

 ：장방형 기초의 단변길이(원형의 경우는 지름)(m)

 ：재하판의 폭(m)

 ：기초의 폭(m)

  ：시험재하판의 폭(m)

 ：흙의 종류와 말뚝시공법에 따른 경험계수

 ：기초저면 하부지반의 점착력(kN/㎡)

 ：기초에 근접한 최저지반에서 기초저면까지의 깊이(m)

 ：말뚝의 폭 또는 지름(m)

 ：무리말뚝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말뚝의 최소중심간격

 ：말뚝의 지름(m)

 ：지반의 탄성계수(kN/㎡)

 ：말뚝의 탄성계수(kN/㎡)

 ：응력 에 응하는 간극비

 ：응력  (＝＋ )에 응하는 간극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FS ：안전율(극한하중시 3.0, 항복하중시 2.0) 

 ：허용지내력(kN/㎡)

 ：말뚝재료의 단기허용응력(kN/㎡)

  ：지하수위(m)

 ：기초 저면의 형상과 강성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재하판의 침하계수

 ：기초의 침하계수

 ：경험계수(암괴 간의 거리를 고려한 값)

 ：말뚝의 길이(m)

 ：말뚝의 근입깊이(m)

 ：말뚝머리에서 중립점까지의 거리(m)

 ：장방형 기초의 장변길이(m)

 ′ ：모멘트(주각에 있어서 기둥의 휨모멘트)

 ：기초 바닥면 중앙에 작용하는 모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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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력계수(내부마찰각의 함수)

 ：재료의 허용압축응력을 저감하지 않아도 되는 세장비의 한계값(표 

0407. 7.3.1)

 ：무리말뚝의 개수(개)

 ：기초자중을 포함한 기초판에 작용하는 수직하중(kN)

 ：지표면에 작용하는 연직집중하중(kN)

 ：지배면적 안의 기초자중을 포함한 각 기둥의 연직하중 (kN)

 ：기초자중을 포함한 연직하중의 합(kN)

 ′ ：기둥으로부터의 연직하중(kN)

 ：말뚝머리에 가해진 고정하중(kN)

 ：부마찰력에 따라 중립점에 생기는 말뚝의 최 축력(kN)

 ：말뚝머리에 작용하는 장기하중(kN)

 ′ ：기둥으로부터의 수평력(주각에 있어서 기둥의 전단력)(kN)

 ：기초 바닥면에 작용하는 수평하중(kN) (＝ ′)
 ： ′ 작용점과 기초판 바닥면과의 거리

 ：말뚝의 단위면적당 극한선단지지력(kN/㎡)

′ ：부주면마찰력을 고려하여 수정한 허용지지력(kN/㎡)

 ：말뚝에 설계하중이 재하되었을 때 말뚝선단부에 전달되는 하중(kN)

 ：말뚝에 설계하중이 재하되었을 때 말뚝주면에 전달되는하중(kN)

 ：부주면마찰력(kN/㎡)

 ′ ：중립점보다 밑에 있는 지반에 따른 말뚝의 극한지지력, 즉 중립점과 

말뚝선단 사이의 주면마찰력과 말뚝선단의 극한지지력(마찰말뚝의 경우

에는 무시)의 합(kN/㎡)

 ：허용지지력(kN/㎡)

 ：기초에 작용하는 단위면적당 하중(kN/㎡)

 ：허용지지력(kN/㎡)

 ：말뚝의 반지름(m)

 ：하중의 작용점에서 임의의 점까지 거리(m)

  ：무리말뚝의 영향을 고려한 말뚝의 허용인발저항력(kN/개)

 ：중립점에서 하부 말뚝주면의 마찰력에 따른 극한지지력(kN)

 ：말뚝선단의 극한지지력(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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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하량(m)

 ：즉시침하량(m)

Sm   ：:철근 및 케이싱을 무시한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단면계수(mm3)

 ：흙의 전단강도(kN/㎡)

 ：평판의 침하량(m) 

 ：기초의 침하량(m)

 ：ASTM D2938～71에서 제시하는 암석 평균일축압축강도

 ：무리말뚝의 하단면상에 작용하는 말뚝과 흙의 단위면적당 중량으로 

지하수위 이하의 부분에서는 부력을 고려한다.(kN/m2)

 ：건물중량(kN)

 ：말뚝과 말뚝 내부의 흙의 유효중량(kN)

 ′ ：중립점보다 위쪽의 말뚝의 유효중량(kN)

 ′ ：중립점보다 아래쪽의 말뚝으로 치환되는 부분의 흙의 유효중량(kN)

 ：기초의 자중(kN)

 ：기초 바로 위의 되메우기흙의 중량(kN)

 ：침하량을 산정하는 점에서 연직하방으로 측정한 깊이(m)

 ：지표면에서 임의의 점까지의 깊이(m)

 ：말뚝의 주면마찰력 분포에 따른 계수

 ：하중의 편심과 저면의 형상으로 정해지는 접지압계수

 ：각 말뚝의 부담면적과 와의 비  

,  ：기초의 형상계수

, ：시험에 사용한 재하판의 형상계수

 ：기초저면 하부지반의 단위체적중량(kN/m3)

 ：기초저면 상부지반의 단위체적중량(kN/m3)

 ：지반의 습윤단위체적중량(kN/m3)

 ′ ：지반의 수중단위체적중량(kN/m3)

 ：말뚝선단의 형상에 따른 계수

 ：세장비에 한 저감률(%)

 ：기초바닥면과 지반의 마찰계수

 ：지반의 푸아송비

 ：지중의 임의점에서의 연직응력증분(kN/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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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시공 이전의 Z점에서의 유효지중응력(kN/m2)

 ：건물시공 이후의 Z점에서의 유효지중응력(kN/m2)

 ：말뚝재료의 항복응력(kN/m2)

 ：설계용 접지압(kN/m2)

 ：말뚝주면의 부마찰응력(kN/m2)

 ：말뚝의 주장(m)

 ：무리말뚝의 외측의 말뚝표면을 이은 면으로 둘러싸인 다각기둥의 둘

레길이(m)

0402 지반조사

0402.1 일반사항

기초의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지반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

누어 실시한다.

0402.2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기초의 형식을 구상하고, 본조사의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시

행하는 것으로서, 지 내의 개략적인 지반구성, 층을 구성하는 토질의 단단

함과 연함 및 지하수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2) 예비조사는 기초의 지반조사 자료의 수집, 지형에 따른 지반개황의 판단 

및 부근 건축구조물 등의 기초에 관한 제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불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지조건에 따라 천공조사, 표준관입시험, 샘플링, 

물리탐사, 시굴 등을 적절히 실시하는 것이다.

0402.3 본조사

본조사는 기초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천공조사 및 기타 방법에 따라 지 내의 지반구성과 기초의 지지력, 

침하(沈下)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의 지반의 여러 성질과 지하수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조사에서의 조사범위 및 조사항목은 다음에 따른다.

0402.3.1 조사범위

조사간격, 조사지점 및 조사깊이는 예비조사에서 추정되는 지반상황과 건축구조

물 등의 규모, 종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한다.

0402.3.2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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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원위치시험과 토질시험을 하고, 지지력 및 침하량의 계

산과 기초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지반의 성질을 구하는 것으로 한다.

0402.4 조사방법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 샘플링, 원위치시험 및 지하수에 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0402.4.1 토질시험

토질시험, 샘플링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0402.4.2 평판재하시험

평판재하시험의 재하판은 지름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최  재하하중은 지

반의 극한지지력 또는 예상되는 설계하중의 3배로 한다. 재하는 5단계 이상

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각 하중 단계에 있어서 침하가 정지되었다고 인정된 

상태에서 하중을 증가한다.

0402.4.3 말뚝재하시험

말뚝재하시험은 0210 현장재하시험에 따르고, 말뚝의 재하시험에서 최 하중

은 원칙적으로 말뚝의 극한지지력 또는 예상되는 설계하중의 3배로 한다. 

0402.4.4 말뚝박기시험

말뚝박기시험에 있어서는 말뚝박기기계를 적절히 선택하고 필요한 깊이에서 

매회의 관입량과 리바운드량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402.4.5 지하수 조사

지하수에 관한 조사는 각 지층별로 수위 및 투수계수를 측정한다.

0403 기초계획

0403.1 계획의 기본

(1) 건축구조물 등의 기초는 상부구조에 한 구조적인 성능을 충분히 파악하

여 구조물 전체의 균형을 고려한 기초를 계획하여야한다.

(2) 기초구조의 성능은 상부구조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

획하여야한다.

0403.2 지반조사계획

0403.2.1 계획수립

기초설계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 위하여 건설이 예정된 부지조건 및 구조

물의 조건을 고려한 지반조사를 계획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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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2.2 검토항목 선정

기초구조의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다음의 검토항목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지

반조사계획을 세워야한다.

(1) 지지력 및 침하

(2) 지반의 동적특성

(3) 수압 및 액상화

0403.3 지반의 안전성

0403.3.1 지반의 특성 파악

지반조사 또는 현장답사 등에 근거하여 지반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야한

다.

0403.3.2 지반의 안정성 검토

다음의 사항에 해 사전에 평가 및 검토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지반개량 

등의 책공법을 검토하여야한다.

(1) 지반침하에 따른 영향

(2) 경사지에서의 부지를 포함한 사면의 붕괴나 변형의 가능성

(3) 지진시 액상화 발생의 가능성

0403.4 지지지반 및 기초형식의 선정

0403.4.1 지지지반의 선정

기초는 양호한 지반에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403.4.2 기초형식의 선정

(1) 구조성능,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기초형식을 선정하

여야한다.

(2) 기초는 상부구조의 규모, 형상, 구조, 강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하고, 지

의 상황 및 지반의 조건에 적합하며, 유해한 장해가 생기지 않아야한다.

(3) 기초형식 선정시 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하며, 또

한 장래 인접 지에 건설되는 구조물과 그 시공에 따른 영향까지도 함께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동일 구조물의 기초에서는 가능한 한 이종형식기초의 병용을 피하여야한

다.

0403.5 지반침하

0403.5.1 침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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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는 과도한 침하, 기울어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한다. 따라서 

기존의 지반관련 자료나 지반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유무, 크기, 발

생가능성 등을 예측하여야한다.

0403.5.2 침하 책 수립

(1) 예상되는 지반침하에 하여 구조물은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여야한

다.

(2) 지반침하가 구조물에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책을 세워야한다.

① 지반침하에 따라 발생되는 응력에 해 기초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한다.

② 지반침하에 따라 기초도 변형하도록한다.

③ 지반침하의 진행에 따라 침하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기초구조에 사용한다.

0403.6 경사지반

0403.6.1 사면안정

건축부지의 경사면 특히 구조물의 공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면은 반드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한다.

0403.6.2 기초형식의 적합성

기초형식은 구조물의 규모, 형상, 구조를 고려하여 선정하되 특히 경사지반 특유의 지

형과 지반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0403.6.3 편토압과 사면의 영향 평가

기초를 설계할 때 경사지반 특유의 작용하중과 지형 및 지반의 상황에 유의

하여야 하고, 지반의 지지력과 말뚝의 수평저항 등은 사면의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한다.

0403.7 지반개량

0403.7.1 연약지반의 문제점

연약지반에 구조물을 세우는 경우 시공과정이나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하므로 연약지반의 공학적 조사와 더불어 개량공법 등의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0403.7.2 개량공법의 선정

개량공법을 선정할 때는 각 공법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반의 특성 

및 주위상황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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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8 지반의 액상화

0403.8.1 액상화 가능성 검토

포화모래지반 등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반 위에 놓이는 기초는 액상

화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야한다.

0403.8.2 액상화 평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 해서는 0306 지진하중에서 정의한 설계

지진 규모 및 지반가속도를 사용하여 내진등급에 따라 현장시험결과를 이용

하여 액상화를 평가하여야한다.

0403.8.3 액상화 책

액상화평가결과 책이 필요한 지반의 경우는 지반개량공법 등을 적용하여 액상화 

저항능력을 증 시키도록 하여야한다.

0404 기초지반의 지지력 및 침하

0404.1 기본방침

(1) 기초는 상부구조를 안전하게 지지하고, 유해한 침하 및 경사 등을 일으키

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기초는 접지압이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또한 기초의 침하가 허

용침하량 이내이고, 가능하면 균등해야 한다.

(3) 기초형식은 지반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기초에서는 기초저면의 

크기와 형상, 그리고 말뚝기초에서는 그 제원, 개수, 배치 등을 결정하여야한

다.

0404.2 지반의 허용지지력

(1)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식(0404.2.1)로 산정한다.

허용지지력：

  


⋅⋅  ⋅⋅⋅  ⋅⋅ 

(0404.2.1)

   여기서, ：허용지지력(kN/m2)

 ：기초저면 하부지반의 점착력(kN/m2)

：기초저면 하부지반의 단위체적중량(kN/m3)

：기초저면 상부지반의 단위체적중량(kN/m3)

    (, ：지하수위 위치를 고려하여 단위체적중량 값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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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다.)

, ：<표 0404.2.1(1)>에 표시한 형상계수

, , ：<표 0404.2.1(2)>에 표시한 지지력계수 내부마찰

각 의 함수

：기초에 근접한 최저지반에서 기초저면까지의 깊이(m), 인접 지에서 흙

파기를 시행할 경우가 예상될 때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한다.

：기초저면의 최소폭(m), 원형일 때에는 지름

(2)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평판재하시험을 할 경우 재하시험의 최 접지압 

을 근거로 하여 지지력계수⋅ 또는 ⋅ 를 식(0404.2.2)와 식(0404.2.3)에 

따라 산출한 후 기초의 치수효과와 근입효과를 고려하여 식(0404.2.1)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지반의 성층상태에 주의하여야 하며, 암반층의 경우 

현장재하시험 및 경험적인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산정할 수도 있다.

점토지반의 경우：

⋅＝   (0404.2.2)

사질지반의 경우：

⋅＝  ⋅ (0404.2.3)

   여기서, , ：시험에 사용한 재하판의 형상계수로서 (표 0404.2.1(1)) , 

를 사용할 수 있다.

 ：재하판의 폭(m)

기 초 저 면 의 

형상
연속 정방형 장방형 원형





1.0

0.5

1.3

0.4

1.0 +

0.3 

0.5 - 0.1 

1.3

0.3

 : 장방형 기초의 단변길이

 : 장방형 기초의 장변길이

<표 0404.2.1(1)> 형상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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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7 0.0 1.0

5 7.3 0.5 1.6

10 9.6 1.2 2.7

15 12.9 2.5 4.4

20 17.7 5.0 7.4

25 25.1 9.7 12.7

30 37.2 19.7 22.5

35 57.8 42.4 41.4

40 95.7 100.4 81.3

45 172.3 297.5 173.3

48 258.3 780.1 287.9

50 347.5 1153.2 415.1

<표 0404.2.1(2)> 지지력계수

0404.3 침하량의 산정

0404.3.1 지중응력

기초의 연직하중에 따라 생기는 지중응력의 연직방향성분은 식(0404.3.1)에 

따라 산정한다. 등분포하중에 따른 응력증분은 별도 식으로 정한다.

 
⋅

⋅


(0404.3.1)

여기서, ：지중의 임의점에서의 연직응력증분(kN/m2)

：지표면에 작용하는 연직집중하중(kN)

：지표면에서 임의의 점까지의 깊이(m)

 ：하중의 작용점에서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m)

0404.3.2 압밀침하량

압밀침하량 산정은 식(0404.3.2)에 따른다. 단, 압축지수 , 압밀계수 를 

알 수 있는 경우 침하량을 별도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 (0404.3.2)

여기서,  ：침하량(m)

 ：침하량을 산정하는 점에서 연직하방으로 측정한 깊이(m)

 ：응력 σ에 응하는 간극비

 ：응력  (＝＋ )에 응하는 간극비

 ：건물시공 이전의 Z점에서 유효지중응력(kN/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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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물시공 이후의 Z점에서 유효지중응력(kN/m2)

   ＝ Δ
여기서, ：지반의 습윤단위체적중량(kN/m3)

 ′ ：지반의 수중단위체적중량(kN/m3)

  ：지하수위(지표면에서 지하수위 상단까지의 깊이, m)

 ：지표면에서 임의의 점까지의 깊이(m)

0404.3.3 즉시침하량

즉시침하량은 지반을 탄성체로 보고 탄성이론에 기초한 지반의 탄성계수와 

포아송비를 적절히 설정하여 식(0404.3.3)에 따라 산정하거나, 평판재하시험

의 하중과 침하량의 관계식(0404.3.4)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1) 탄성이론에 따른 계산

    
   (0404.3.3)

   여기서, ：즉시침하량(m)

 ：기초저면의 형상과 강성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표 0404.3.3> 참조

 ：기초에 작용하는 단위면적당 하중(kN/m2)

 ：기초의 단변길이(원형의 경우는 지름)(m)

 ：기초의 장변길이(m)

：지반의 탄성계수(kN/m2)

：지반의 푸아송비

기초저면 형상
기초저면 상

의 위치


원형(지름  ) 중앙 1.00

장방형 ×  

＝1

중앙

1.12

1.5 1.36

2.0 1.52

2.5 1.68

3.0 1.78

4.0 1.96

5.0 2.10

10.0 2.54

<표 0404.3.3> 침하계수  (유연한 기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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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판재하시험에 따른 추정

  ⋅⋅

⋅
 (0404.3.4)

   여기서, ：평판의 침하량(m)

 ：기초의 침하량(m)

：재하판의 침하계수, <표 0404.3.3> 참조

：기초의 침하계수, <표 0404.3.3> 참조

：재하판의 폭(m)

：기초의 폭(m)

0404.4 허용침하량

0404.4.1 부등침하

(1) 허용침하량은 지반의 조건, 기초의 형식, 상부구조의 특성, 주위상황들을 

고려하여 유해한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정하여야한다.

(2) 지반의 상황에 따라 과 한 침하를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적당한 개소에 

신축조인트를 두거나 상부구조의 강성을 크게 하여 유해한 부등침하가 생기

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0404.4.2 기초의 증강

기초는 지반의 복잡성, 계산의 정도, 시공의 부실, 부식 또는 인접지에서의 영

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증강한다.

0405 하중

0405.1 하중일반

건축구조물 등의 기초설계용 하중은 다음에 따른다.

(1) 지반의 지지력을 산정할 때는 제3장에서 규정한 값으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상부구조 또는 말뚝에 접하여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흙의 중량을 가산한다.

(2) 침하량을 산정할 때, 구조물의 자중, 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적재하중 및 

흙의 중량을 가산한 값으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흙막이에 따른 배토중량 

또는 이것의 일부를 감할 수 있다.

0405.2 토압·수압·접지압

지하구조부에서 흙과 접하는 벽에 해서는 토압과 수압을, 기초판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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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부에서 오는 하중에 응하는 접지압을 고려하여야한다.

0405.3 말뚝작용력

말뚝에 하여 상부구조에서 전달되는 하중 및 자중에 응하는 축방향 압축

력 또는 인발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실정에 따라 상부구조에서 전달되는 

수평력 또는 이의 일부를 횡력으로 고려하여야한다. 또한 지반침하에 따른 부

의 주면마찰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한다.

0405.4 진동·반복하중

진동 또는 반복하중을 받는 기초의 설계는 상부구조의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주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하중을 결정해야 한다.

0405.5 하중의 조합

기초구조물의 강도와 지반 및 말뚝의 지지력은 0301.5에 규정한 하중조합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하여야한다.

0406 직접기초

0406.1 기본사항

0406.1.1 허용지내력

허용지내력은 0404.2에 규정한 지반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하며, 또한 

0404.3에 따라 산정한 침하량이 0404.4의 허용침하량 이하가 되도록 정하여야한

다.

0406.1.2 안전성·사용성·내구성

직접기초는 예상 최 하중에 해서 상부구조가 파괴되거나 전도되지 않아야 

하고,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상태에서는 구조물의 사용성이나 내구성에 지

장을 주는 과 한 침하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0406.1.3 기초깊이

직접기초의 저면은 온도변화에 의하여 기초지반의 동결 또는 체적변화를 일

으키지 않으며, 또한 우수 등으로 인하여 세굴되지 않는 깊이에 두어야한다.

0406.1.4 비탈면과 직접기초의 이격

0406.1.4.1 연성옹벽과 직접기초의 이격

보강토옹벽 및 석축등 연성옹벽의 배면에서 건축물 직접기초까지의 거리 및 연

성옹벽 전면에서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상호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

는 범위까지 확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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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4.2 비탈면과 직접기초의 이격

비탈면의 상부 및 하부에서 건축물의 직접기초는 지반 및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한다.

0406.1.5 내진설계

(1) 직접기초의 내진설계를 할 때에는 기초에 한 하중분포를 고려하여 기초 

전체의 안정을 검토하고 특히 지진으로 액상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책을 강구해야한다.

0406.1.6 활동저항

구조물의 양측에서 지표면의 고저차가 있거나 지진 등으로 구조물에 수평력

이 작용할 경우 바닥면의 마찰저항, 근입된 부분의 수동저항 및 그 외 미끄럼

방지 돌기에 따른 기초의 활동저항을 검토하여야한다.

0406.1.7 지반개량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직접기초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0412(지반개량)에 따라야한다.

0406.1.8 단면설계

직접기초의 단면설계는 0512(기초판)에 따라야한다.

0406.2 접지압

0406.2.1 독립기초

(1) 독립기초 기초판 저면의 도심에 수직하중의 합력이 작용할 때에는 접지압

이 균등하게 분포된 것으로 가정하여 식(0406.2.1)로 산정할 수 있다.

  


≤  (0406.2.1)

   여기서, ：설계용접지압(kN/m2)

 ：기초자중을 포함한 기초판에 작용하는 수직하중(kN)

：기초판의 저면적(m2)

 ：허용지내력(kN/m2)

(2) 편심하중을 받는 독립기초판의 접지압은 직선적으로 분포된다고 가정하여 

식(0406.2.2)로 산정할 수 있다.

  ⋅


≦  (0406.2.2)

여기서, ：설계용접지압(kN/m2)

 ：하중의 편심과 저면의 형상으로 정해지는 접지압계수

 ：기초자중을 포함한 기초판에 작용하는 수직하중(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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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판의 저면적((m2)

 ：허용지내력(kN/m2)

0406.2.2 복합기초

복합기초의 접지압은 직선분포로 가정하고 하중의 편심을 고려하여 식

(0406.2.3)으로 산정할 수 있다.

  ⋅

 
≦  (0406.2.3)

   여기서, ：설계용접지압(kN/m2)

：하중의 편심과 저면의 형상으로 정해지는 접지압계수

：기초자중을 포함한 연직하중의 합(kN)

：기초판의 저면적(m2)

 ：허용지내력(kN/m2)

0406.2.3 연속기초

연속기초의 접지압은 각 기둥의 지배면적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포되는 것

으로 가정하여 식(0406.2.4)로 산정할 수 있다.

  


≦  (0406.2.4)

   여기서, ：설계용접지압(kN/m2)

：인접한 기둥까지 거리의 1/2 범위를 택한 각 기둥의 지배면

적(m2)

：지배면적 안의 기초 자중을 포함한 각 기둥의 연직하중

(kN)

 ：허용지내력(kN/m2)

0406.2.4 온통기초

온통기초는 그 강성이 충분할 때 복합기초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고 접지

압은 식(0406.2.3)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0406.2.5 강성 등의 고려

강성이 적거나 기둥 하중의 분포에 심한 차이가 있는 연속기초나 온통기초에 

해서는 접지압 분포를 고려하여야한다.

0407 말뚝기초

0407.1 기본사항



- 209 -

(1) 말뚝은 시공상 지장이 없고 신뢰할 만한 내력이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한

다.

(2) 말뚝의 허용내력은 0407.3에 따른다.

(3) 말뚝기초의 허용지지력은 말뚝의 지지력에 따른 것으로만 하고, 특별히 검토한 사

항 이외는 기초판 저면에 한 지반의 지지력은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말뚝기초의 설계에 있어서 하중의 편심에 하여 검토하여야한다. 특히 1

본의 말뚝에 따라 기둥을 지지하는 경우는 기초보의 강성 및 내력을 증 시

키는 등 주각의 고정에 한 책을 강구하여야한다.

(5) 충격력, 반복력, 횡력, 인발력 등을 받는 기초에 있어서는 말뚝기초에 한 지반의 

저항력 및 말뚝에 발생하는 복합응력에 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한다.

(6) 동일 구조물에서는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타

입말뚝, 매입말뚝 및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혼용, 재종이 다른 말뚝의 사용

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7) 말뚝의 최소간격은 0407.10의 규정에 따른다.

(8) 말뚝머리 부분, 이음부, 선단부는 충분히 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한다.

0407.2 말뚝의 허용지지력

0407.2.1 타입말뚝

타입말뚝의 허용지지력은 0407.2.5에 따른 허용압축응력에 최소단면적을 곱

한 값 이하, 재하시험을 할 경우에는 항복하중의 1/2 및 극한하중 이하 값의 

1/3 중 작은 값으로 하고, 재하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지지력산정식에 따라 

구해지는 극한지지력의 1/3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0407.2.2 매입말뚝 및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

매입말뚝 및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허용지지력은 0407.2.5에 따른 허용압

축응력에 최소단면적을 곱한 값 이하, 재하시험결과에 따른 항복하중의 1/2 

및 극한하중의 1/3 중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다만,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에

서 재하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지력산정식에 따라 구해지는 극한지지

력의 1/3 이하의 값으로 할 수 있다.

0407.2.3 선단개방말뚝

0407.2.1에 있어서 선단개방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지지력산정식에 따라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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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선단폐색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0407.2.4 마찰말뚝

점성토 중의 마찰말뚝에 하여는 토질, 말뚝개수, 말뚝간격 및 길이에 따라 

무리말뚝으로서 지지력을 검토한다.

0407.2.5 말뚝재료의 허용응력

말뚝재료의 허용응력은 0407.6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 이음 및 세장비에 

따른 저감은 0407.7에 따른다.

0407.2.6 지반침하의 고려

지반이 침하할 염려가 있는 지층을 관통하고 있는 지지말뚝의 허용지지력에 

해서는 유효한 방법에 따라 부마찰력을 저감하거나 또는 0407.8에 따라 말

뚝에 작용하는 부마찰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0407.3 말뚝의 허용내력

말뚝기초를 설계할 때 말뚝의 허용내력은 0407.2에 규정하는 말뚝의 허용지

지력 이하로 하며, 침하에 따라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한다.

0407.3.1 무리말뚝

(1)다수의 말뚝에 의하여 지지되는 기초에 있어서 무리말뚝으로서의 지지력 

및 침하를 검토하여 그 내력을 정하여야한다. 이때 무리말뚝의 효율은 식

(0407.3.1)로 산정할 수 있다.

 

  (0407.3.1)

   여기서, ：무리말뚝효율

 ：무리말뚝의 극한지지력

：외말뚝들의 지지력 합

(2)최근 공동주택 수직증축시 기존말뚝에 보강말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무리말뚝효과를 검토하여 파일의 내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0407.3.2 압밀침하

압밀침하의 우려가 있는 말뚝기초에 있어서 0404.3에 따라 하부지반에 따른 

압밀침하량을 검토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가를 

확인하여야한다.

0407.3.3 말뚝기초의 침하량

말뚝기초의 침하량 산정에 있어서 지지말뚝의 경우는 그의 선단면을, 마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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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의 경우는 마찰반력의 합력이 작용하는 면을 기초하중의 작용면으로 생각

하며, 그 면내에서 하중은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407.4 말뚝의 수평내력

(1) 수평력을 받는 말뚝에 하여는 말뚝재료의 응력이 그 허용값을 넘지 않

도록 검토하고 또한 말뚝이 전 깊이에 걸쳐 회전 또는 횡이동과 같은 지반의 

파괴에 해서 충분히 안전한가를 확인하여야한다.

(2) 수평력을 받는 말뚝에 하여는 그의 변위가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를 확인하여야한다.

0407.5 말뚝의 허용인발저항력

0407.5.1 허용인발저항력

말뚝에 인발력이 작용하는 경우의 허용인발저항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단일말뚝의 허용인발저항력은 0407.2.5의 허용인장응력에 최소단면적을 

곱한 값 이하, 또한 다음 ① 또는 ②에서 정하는 값 이하로 한다.

① 인발시험을 할 경우는 극한하중의 1/3 또는 항복하중의 1/2 중 작은 값

② 인발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는 말뚝의 인발저항력 산정식에 따라 구해진 

값 또는 재하시험에 따른 허용인발저항력의 추정값 중 작은 값

(2) 무리말뚝에 인발력을 작용시킬 경우는 0407.5.1(1)에 정하는 값 외에 식

(0407.5.1)의 값 이하로 한다.

   ⋅ ⋅⋅  ⋅ (kN/개)

(0407.5.1)

   여기서,  ：무리말뚝의 영향을 고려한 말뚝의 허용인발저항력(kN/개)

 ：흙의 전단강도(kN/m2)

 ：무리말뚝의 개수(개)

 ：말뚝길이(m)

：무리말뚝의 외측을 이은 면으로 둘러싸인 다각기둥의 단

면적(m2)

：무리말뚝의 하단면상에 작용하는 말뚝과 흙의 단위면적

당의 중량으로 지하수위 이하의 부분에서는 부력을 고려한

다.(kN/m2)

：무리말뚝의 외측의 말뚝표면을 이은면으로 둘러싸인 다

각기둥의 둘레길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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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5.2 말뚝이음의 인장강도

인발력을 받는 말뚝이음의 인장강도는 모재와 동등 이상의 값을 확보하여야한다.

0407.6 말뚝재료의 허용응력

0407.6.1 나무말뚝

나무말뚝의 허용압축응력은 소나무, 낙엽송, 미송에 있어서 5MPa, 기타의 수

종에 있어서는 제8장에서 표시한 상시 습윤상태에 있는 경우의 값과 5MPa 

중 작은 값을 택한다.

여기서 허용지지력은 나무말뚝의 최소단면에 해 구하는 것으로 한다.

0407.6.2 기성콘크리트말뚝

기성콘크리트말뚝의 허용압축응력은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의 최  1/4까지를 

말뚝재료의 허용압축응력으로 한다.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35MPa 이상으로 하고 허용지지력은 말뚝의 최소단면에 하여 구하는 것으

로 한다.

0407.6.3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

(1)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최대 허용압축하중은 각 구성요소의 재료에 해당하는 

허용압축응력을 각 구성요소의 유효단면적에 곱한 각 요소의 허용압축하중을 합한 

값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최대 허용압축응력은 <표 0407.6.3>에 따른다. 단, 수중 또는 안

정액 속에서 타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물 또는 안정액과 섞이지 않도

록 트레미공법 등에 의해 소정의 콘크리트 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표의 케이싱 

재료는 강재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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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407.6.3> 압축을 받는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

조건 최대허용응력

① 영구케이싱이 없는 현장타설콘크리트 

② 강관 및 이외 영구케이싱 또는 암 내부
의 현장타설콘크리트

 

③ 영구케이싱 내부의 현장타설콘크리트   

③의 조건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케이싱의 단면적은 허용압축하중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케이싱은 주변 흙과 접촉되는 전체길이를 축회전방식(mandrel)으로 설치되어야한다.
3. 케이싱의 두께는 1.75mm 이상으로 한다.
4. 케이싱의 단면은 콘크리트를 구속할 수 있도록 이음부가 없거나 이음부의 강도가 모재 이

상이어야한다. 
5. 케이싱 강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6. 케이싱의 공칭직경은 406mm 이하이어야 한다.

(3) 철근의 허용압축응력은 항복강도의 40% 이하로 하고, 형강의 허용압축응력은 

항복강도의 50% 이하로 한다.

0407.6.4 강재말뚝

강재말뚝의 허용압축력은 일반의 경우 부식부분을 제외한 단면에 해 재료

의 항복응력과 국부좌굴응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0407.6.5 허용인장응력

말뚝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은 0407.6.1부터 0407.6.4까지 기술한 단면에 하

여 구하는 것으로 한다.

0407.6.6 허용전단응력 및 허용부착응력

휨 및 전단을 받는 콘크리트말뚝의 콘크리트 허용전단응력 및 콘크리트에 

한 철근의 허용부착응력은 말뚝의 종별 및 시공조건에 따라 0407.6.2, 

0407.6.3에 표시한 콘크리트의 허용압축응력에 응하여 결정한다.

나무말뚝에 해서는 제8장, 강재말뚝은 제7장에 준한다.

0407.7 말뚝재료의 허용응력 저감

이음말뚝 및 세장비가 큰 말뚝에 해서는 0407.6에 정한 말뚝재료의 허용압

축응력을 다음과 같이 저감한다.

0407.7.1 이음말뚝의 저감

이음말뚝에 있어서 이음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말뚝재료의 허용압축응력을 

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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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7.2 무타격말뚝의 저감

타격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시공하는 말뚝의 이음에 해서는 타입말뚝 이

음저감률의 1/2을 택할 수 있다.

0407.7.3 세장말뚝의 저감

말뚝의 세장비가 큰 말뚝에 있어서 그 말뚝의 재질, 단면의 형상, 지반상황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말뚝재

료의 허용압축응력을 저감한다.

  


  (0407.7.1)

   여기서, ：세장비에 한 저감률(%)

 ：말뚝의 세장비

：재료의 허용압축응력을 저감하지 않아도 되는 세장비의 한계값

<표 0407.7.3>

말뚝 종류  세장비의 상한값*

RC말뚝

PC말뚝

PHC말뚝

강관 말뚝

현장타설콘크리트말

뚝

70

80

85

100

60

90

105

110

130

80

주) 세장비에 따른 말뚝재료의 허용응력 감소를 감안하

더라도 세장비의 상한값 이상의 긴 말뚝은 설계하지 

않는 것이 좋다.

<표 0407.7.3> 세장비에 따른 허용응력 감소의 한계값

0407.7.4 세장이음말뚝의 저감

이음말뚝으로 세장비가 보다 큰 경우의 허용압축응력에 적용하는 저감률은 위의 각항

에 따라 정해진 각 저감률의 합으로 한다.

0407.8 말뚝에 작용하는 부마찰력

지반침하가 생기는 지역 및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15m 이상에 걸쳐 압

밀층 및 그 영향을 받는 층을 관통하여 타설된 말뚝 설계에 있어서 일반하중

에 한 검토 외에 말뚝 주면에 하향으로 작용하는 부마찰력에 해 다음의 

각항에 따라 말뚝내력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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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8.1 부마찰력의 검토

부마찰력 검토는 다음 식(0407.8.1) 및 식(0407.8.2)에 따른다.

   ≦  (0407.8.1)

   ≦    (0407.8.2)

   여기서,  ：말뚝머리에 작용하는 하중(kN)

：부마찰력에 따라 중립점에 생기는 말뚝의 최 축력

(kN)

 ：말뚝의 실단면적(m2)

 ：말뚝재료의 허용응력(kN/m2)

 ：말뚝선단의 극한지지력(kN)

 ：중립점에서 하부 말뚝 주면의 마찰력에 따른 극한지

지력(kN)

0407.8.2 단일말뚝

단일말뚝의  과 는 다음의 식(0407.8.3) 및 식(0407.8.4)에 따라 산정한

다.

  ⋅⋅


Ln
⋅ (0407.8.3)

  ⋅⋅Ln


⋅ (0407.8.4)

   여기서,  ：말뚝선단의 형상에 따른 계수 λ값은, 타입콘크리트말뚝이 개단

선단으로 지름이 600mm 이상 ：0.8

타입말뚝, 매입말뚝은 실정에 따라：1.0～0.6

기타 ：1.0으로 한다.

 ：말뚝의 주장(m)

 ：말뚝주면의 부마찰응력(kN/m2)

：말뚝머리에서 중립점까지의 거리(m)

 ：말뚝의 전길이(m)

0407.8.3 무리말뚝

무리말뚝의 각 말뚝에 작용하는 부마찰력은 말뚝상호간의 영향을 고려하여 

단일말뚝의 을 저감하여 구한다.

 ＝ ⋅ (04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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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각 말뚝의 부담면적과 와의 비(＝ )

 ：각 말뚝의 부담면적(m2)

：말뚝의 중심에서 이웃 말뚝의 중심간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원의 면적

(m2)

0407.9 말뚝의 침하

0407.9.1 침하검토

예상되는 하중에 따른 말뚝의 침하량 및 부등침하량과 말뚝의 침하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부재 또는 상부구조의 응답값이 설계용 한계값에 이르지 않도

록 검토하여야한다. 침하검토가 중요하지않은 말뚝기초에서는 말뚝하중이 설

계용 한계값인 극한지지력의 1/3 이하인 경우에 한해 침하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0407.9.2 지중응력

말뚝의 침하량은 말뚝머리에 작용한 하중이 말뚝본체에서 지반에 전달되어 생기는 

지중응력을 산정하여 지중응력의 증가에 따른 지반의 변형을 적분해서 평가

한다.

0407.9.3 압밀침하

말뚝기초가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에 해서 압밀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연약점성토층이나 중간모래층에 지지된 경우에는 말뚝침하량을 즉시침

하량과 압밀침하량의 합으로 한다.

0407.9.4 단일말뚝의 침하량

단일말뚝의 침하량은 연직재하시험 또는 말뚝-지반계를 적절히 모델화한 침

하해석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0407.9.5 무리말뚝의 즉시침하량

무리말뚝의 즉시침하량은 간이계산법이나 상세계산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0407.9.6 기초의 변형각 및 경사각

기초의 변형각 및 경사각은 원칙적으로 상부구조의 강성을 고려한 해석에 따

라 평가하여야한다.

0407.9.7 지진의 영향

지진시 액상화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 설치된 말뚝은 액상화 영향을 고려하여 

침하량을 평가하여야한다. 또 지진시 말뚝에 인발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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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 인발력에 따른 말뚝의 부상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말뚝기초 전체에 해 검토

하여야한다.

0407.10 말뚝재료별 구조세칙

0407.10.1 나무말뚝

(1) 나무말뚝은 갈라짐 등의 흠이 없는 생통나무 껍질을 벗긴 것으로 말뚝머

리에서 끝마구리까지 체로 균일하게 지름이 변화하고 끝마구리의 지름이 12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나무말뚝의 양단 중심점을 이은 직선은 말뚝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3) 나무말뚝은 항상 그 전장이 지하수위 아래에 있는 경우 또는 균해, 충해

에 한 적절한 조치에 따라 내구성이 보증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나무말뚝을 타설할 때 그 중심간격은 말뚝머리지름의 2.5배 이상 또한 

600mm 이상으로 한다.

0407.10.2 기성콘크리트말뚝

(1) 기성콘크리트말뚝은 운반, 타입 또는 매입 등에 따라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한다.

(2) 말뚝의 철근배치 및 피복두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제조한 말뚝의 경우는 

KS F 4301 ｢원심력철근콘크리트말뚝｣, KS F 4303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KS F 4306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말뚝｣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기타 말뚝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주근은 6개 이상 또한 그 단면적의 합은 말뚝의 실단면적의 0.8% 이상으

로 하고,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으로 상호 연결한다.

② 주근의 피복두께는 30mm 이상으로한다.

(3) 기성콘크리트말뚝을 타설할 때 그 중심간격은 말뚝머리지름의 2.5배 이상 

또한 750mm 이상으로한다.

0407.10.3 강재말뚝

(1) 강재말뚝은 운반, 타입 또는 매입 등에 해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그 단

면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강재를 설치하여야한다.

(2) 강재는 부식에 해 검토하고 필요하면 유효한 책을 강구하여야한다.

(3) 강재말뚝을 타설할 때 그 중심간격은 말뚝머리의 지름 또는 폭의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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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다만, 폐단강관 말뚝에 있어서 2.5배) 또한 750mm 이상으로한다.

0407.10.4 타입말뚝

(1) 타입에 사용하는 기성말뚝은 나무말뚝, 기성콘크리트말뚝 및 강재말뚝의 

각각에 하여 0407.10.1부터 0407.10.3까지를 만족하는 것이어야한다.

(2) 타입말뚝의 사용에 있어서 타격에 따라 말뚝체를 손상함이 없이 소정의 

관입조건이 얻어지기까지 타입하여야한다.

0407.10.5 매입말뚝

(1) 매입말뚝에 사용하는 기성콘크리트말뚝 및 강재말뚝에 하여는 각각 

0407.10.2 및 0407.10.3을 만족하는 것으로한다.

(2) 매입말뚝의 저부는 지지층에 확실히 도달시키는 것으로 하고, 선단지지력

이 유효하게 발휘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3) 매입말뚝을 배치할 때 그 중심간격은 말뚝머리지름의 2.0배 이상으로한

다.

0407.10.6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

(1)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시공에 있어서 공벽의 붕괴, 보링 및 굴착기기를 

뺄 때의 흡인현상 등에 따라 지지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를 하여

야한다. 또한 공저의 슬라임에 한 제거 책을 강구하여야한다.

(2)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단면적은 전길이에 걸쳐 각 부분의 설계단면적 

이하이어서는 안된다.

(3)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선단부는 지지층에 확실히 도달시켜야한다.

(4)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근은 4개 이상 또한 설계

단면적의 0.25% 이상으로 하고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으로 보강하여야한다. 

이 경우 철근의 피복두께는 60mm 이상으로 한다.

(5) 저부의 단면을 확 한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측면경사가 수직면과 이루는 각은 30˚ 

이하로 하고 전단력에 해 검토하여야한다.

(6)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을 배치할 때 그 중심간격은 말뚝머리 지름의 2.0배 

이상 또한 말뚝머리 지름에 1,000m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

(7) 케이싱이 없는 현장타설콘크리트말뚝의 설계균열모멘트(⍉Mn)는 식

(0407.10.1)에 따라 구할수 있다. 

         ⍉Mn = 0.25√(fck)⋅Sm         (040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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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fck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Sm = 철근 및 케이싱을 무시한 단면계수(mm3)

0407.11 말뚝기초의 기초판 설계

(1) 말뚝기초에 있어서 말뚝의 반력을 기초판 저면에 작용하는 집중하중으로 

보고 0512의 규정에 따라 단면을 산정한다.

(2) 기초판 주변으로부터 말뚝 중심까지의 최단거리는 말뚝지름의 1.25배 이

상으로 한다. 다만, 말뚝머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이 크지 않고 철근의 정착

에 문제가 없는 경우의 기초판은 말뚝의 수직외면으로부터 최소 100mm 이상 

확장한다.

0407.12 말뚝기초의 내진해석

(1) 말뚝기초의 내진해석에서는 기초지반과 상부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

진하중을 말뚝머리에 작용하는 등가정적하중으로 환산한 후 정적해석을 수행

한다.

(2) 무리말뚝의 경우 무리말뚝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 의 하중을 각 단일말뚝

에 분배하고, 이 때 가장 큰 하중을 받는 단일말뚝에 대하여 등가정적해석을 

수행한다.

0407.13 말뚝의 내진상세

(1) 내진설계범주 C 또는 D로 분류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말뚝의 띠

철근 및 나선철근은 0505 및 0520에서 규정하고 있는 갈고리 상세에 따라 배

근하여야한다.   

(2) 내진설계범주 C 또는 D로 분류된 구조물에 사용하는 말뚝의 이음부는 다

음중 작은값에 견딜수 있어야한다.

  ① 말뚝재료의 공칭강도

  ② 0306.2.3의 특별지진하중으로 부터 발생된 축력, 전단력, 모멘트 

(3) 내진설계범주 C 또는 D로 분류된 구조물에서 프리텐션이 사용되지 않은 

기성콘크리트말뚝의 종방향 주철근비는 전체 길이에 대해 1% 이상으로 하고, 

횡방향철근은 직경 9.5mm 이상의 폐쇄띠철근이나 나선철근을 사용하여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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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진설계범주 C로 분류된 구조물의 현장타설말뚝에서 종방향 주철근은 4개 

이상 또한 설계단면적의 0.25% 이상으로 하고, 말뚝머리로 부터 다음에 규정

하는 최대값의 구간에 배근하여야한다.

  ① 말뚝길이의 1/3

  ② 말뚝최소직경의 3배

  ③ 3.0m

  ④ 말뚝의 상단으로부터 식(0407.10.1)에 따라 계산한 설계균열모멘트가 

0301.5의 하중조합을 반영하여 산정한 소요휨강도를 초과하는 지점까지의 거

리 

(5) 현장타설말뚝의 횡방향철근은 직경 10mm 이상의 폐쇄띠철근이나 나선철

근을 사용하고, 간격은 말뚝머리부터 말뚝직경의 3배의 구간에는 주철근직경

의 8배와 150mm중 작은값 이하로 하고, 나머지 구간의 간격은 주철근직경의 

16배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6) 내진설계범주 D로 분류된 구조물에 사용되는 현장타설말뚝의 종방향 주철

근은 4개 이상 또한 설계단면적의 0.5% 이상으로 하고, 말뚝머리로 부터 다

음에 규정하는 최대값의 구간에 배근하여야한다.

  ① 말뚝길이의 1/2

  ② 말뚝최소직경의 3배

  ③ 3.0m

  ④ 말뚝의 상단으로부터 식(0407.10.1)에 따라 계산한 설계균열모멘트가 

0301.5의 하중조합을 반영하여 산정한 소요휨강도를 초과하는 지점까지의 거

리 

(7) 내진설계범주 D로 분류된 구조물에 사용되는 현장타설말뚝의 횡방향철근

은 직경 508mm 이하의 말뚝에 대해서는 최소직경 10mm, 그 이상의 말뚝에 

대해서는 최소직경 13mm의 폐쇄띠철근이나 나선철근을 사용한다. 횡방향구

속이 되어 있는 영역 이외의 구간에서의 횡방향철근의 간격은 다음의 값중 

최소값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① 종방향 주철근 직경의 12배

  ② 말뚝 최소직경의 1/2

  ③ 305mm

(8) 내진설계범주 D로 분류된 구조물에 사용하는 말뚝은 기초판과의 구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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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인발력 및 휨모멘트에 의해 발생되는 축력을 조합하여 설계하여야하며, 

말뚝의 인장강도의 25%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판속으로 정착하여야한

다. 또한 말뚝머리의 정착은 다음의 규정을 만족하여야한다.

  ① 인발에 대한 정착은 다음중 최소값에 저항할 수 있어야한다. 

   (가) 말뚝의 종방향 주철근의 공칭인장강도

   (나) 철골부재의 공칭인장강도

   (다) 말뚝과 지반 사이의 마찰력의 1.3배

  ② 비틀림저항에 대한 정착은 0306.2.3의 특별지진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축

력, 전단력, 휨모멘트를 저항하도록 설계하거나 또는 말뚝의 축력, 휨, 전단에 

대한 공칭강도를 저항할 수 있어야한다.   

0408 병용기초

0408.1 기본사항

병용기초는 각기 다른 2종류 이상의 기초형식을 병용하는 것으로 병용기초의 

설계에 있어서 단독의 직접기초 또는 말뚝기초보다 그 거동이 복잡하기 때문

에 기초와 지반의 상호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설계하여야한다.

0408.2 병용기초의 형식 및 설계조건

병용기초의 형식은 크게 이종기초 및 말뚝전면복합기초(Piled Raft 

Foundation)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기초와 마찬가지로 지지력과 침하량

에 하여 검토해야 하고, 설계에서 요구하는 지지력 이상과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허용침하량을 확인하여야한다.

0408.3 이종기초

(1) 일반사항

이종기초에는 여러 가지의 조합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초형식의 조합

에 적용한다.

① 직접기초와 말뚝기초

② 기초슬래브의 형식 또는 지지층이 다른 직접기초

③ 지지형식 또는 시공법이 다른 말뚝기초 및 지지층이 다른 말뚝기초

(2) 직접기초 부분 및 말뚝기초 부분은 각각 개별적으로 다음에 하여 검토

하여야한다.

① 직접기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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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초지반의 지지력, 침하량(전체침하량 및 부등침하량), 활동저항을 0406

(직접기초)에 준해서 검토한다.

   b) 각 하중조합에 따라 산정된 부재응력에 해 기초판을 검토한다.

② 말뚝기초 부분

   a) 각 하중조합에 따른 말뚝기초의 연직지지력 및 침하량, 인발저항력 및 

인발량, 수평지지력 및 수평변위량을 0407(말뚝기초)에 준해서 검토한다.

   b) 각 하중에 따라 말뚝체 및 이음부에 발생하는 응력에 해 말뚝체의 

단면을 설계한다.

(3) 이종기초에 있어서는 개개의 기초에 한 연직 및 수평방향의 지지특성과 

변형특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기초보를 포함한 상부구조와 기초구조와의 변

위의 적합조건과 응력의 평형조건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여야한다. 또한 침

하나 변형에 따라 상부구조에 유해한 장해가 생기지 않아야 하며, 부가응력에 

해서도 각 부재가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한다.

0408.4 말뚝전면복합기초

(1) 일반사항

말뚝전면복합기초는 직접기초와 말뚝기초가 복합적으로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기초형식

으로서 직접기초의 설계요구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말뚝체 및 말뚝머리 접합부 등

의 관련 부분에 한 설계요구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한다.

(2) 검토항목

말뚝전면복합기초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한다.

① 상부구조에 한 영향 검토

상부구조에 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부재의 변형 및 변형각이 구조적

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허용치 이내가 되도록 해야한다.

② 기초부재

기초부재에 작용하는 각 부재의 응력, 변형각, 균열폭 등에 하여 검토하여

야한다.

③ 기초지반

기초지반의 연직지지력, 침하량을 검토하고 전면기초판 하부 지반의 다짐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0210 현장재하실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말뚝 및 기

초지반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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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케이슨기초

0409.1 기본원칙

케이슨은 상부구조로부터의 응력, 토압, 수압 외에 시공 중의 각 조건에 해 충분히 

안전하도록 그 각 부분을 설계하여야한다.

0409.2 지지력

케이슨기초의 지지력 산정에 있어서 그 지지력은 선단지지력만으로 하고 지

지력과 침하량은 0406(직접기초)의 설계에 준한다.

0410 옹벽 및 지하외벽

0410.1 옹벽

0410.1.1 일반사항

이 절은 건축구조물 등의 부지에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옹벽, 무근콘크리트옹

벽 및 보강콘크리트블록옹벽에 적용한다.

0410.1.2 옹벽의 안정

옹벽은 구조물 부지 전체의 활동에 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 0405(하중)에서 규정한 

하중에 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한다.

(1) 옹벽설계를 위해서는 지반조건, 하중조건 등의 설계조건을 적절히 설정한

다.

(2) 옹벽, 지반계를 적절하게 모델화하여 해석할 수 있다.

(3) 옹벽의 안정성 평가는 다음의 조건에 하여 검토한다.

0410.1.2.1 전도에 한 안정

옹벽에 한 전도모멘트값은 안전율을 고려한 안정모멘트값을 초과하지 않아

야한다.

0410.1.2.2 활동에 한 안정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의 수평성분에 따른 수평방향의 활동에 하여 안전하

여야한다.

0410.1.2.3 지지력에 한 안정

0404(기초지반의 지지력 및 침하)에서 규정한 기초의 조건을 만족하고 유해한 침하 

및 지반의 지지력에 하여 안전하여야한다.

0410.1.2.4 사면활동에 한 안정

옹벽을 포함한 사면 전체의 활동에 하여 안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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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1.3 구조체 설계

(1) 옹벽구조체의 응력, 균열폭 및 부재변형각에 해서는 제5장 (콘크리트구

조)에 준하여 검토한다.

(2) 철근콘크리트옹벽 구조체의 설계 세부사항은 0512(기초판) 및 0513(옹벽 

및 지하외벽)에 따른다. 다만, 부벽식 옹벽의 경우에는 수평방향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한다.

0410.1.4 신축이음

옹벽이 수평방향으로 긴 경우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0410.1.5 배면배수

옹벽은 배면 지하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설계하여 옹벽에 수압이 작용하

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나 공공의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수압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다.

0410.1.6 지반액상화

옹벽 주변지반에 액상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영향을 고려한다.

0410.1.7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외의 옹벽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외의 옹벽에 하여는 0410.1.2와 0410.1.4부터 

0410.1.6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외에 벽체·기초 등 옹벽의 구조가 강도, 

변형 및 내·외적 안정에 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0410.2 지하외벽

지하외벽은 한쪽 면이 직접 지반에 접하고 면외방향으로 토압 및 수압 등이 

작용하는 벽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한다.

(1) 지반을 절취한 후 상부구조처럼 거푸집을 사용하여 현장타설된 철근콘크

리트구조벽

(2) 지하연속벽공법에 따라 구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흙막이벽을 건축구조물의 지하

외벽으로 이용하는 벽 및 내측에 구축되는 철근콘크리트벽과의 합성구조벽

0410.2.1 적용하중 

구조물의 지하구조부로 주위 지반에 접하는 지하외벽은 상부구조에서 오는 

응력과 함께 0405.2에서 규정한 토압 및 수압에 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

야한다.

0410.2.2 흙막이한 지하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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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흙막이를 한 후에 지상 부분과 동일한 공법에 따라 구축하는 콘크리

트구조의 지하외벽 설계는 면외방향 하중의 경우 슬래브로 간주하여 응력을 

검토하고 면내방향 하중의 경우 전단벽으로 간주하여 응력을 검토하며 설계 세부

사항은 0513에 따른다.

0410.2.3 지하연속벽의 지하외벽

지하연속벽공법은 현장타설 콘크리트지하연속벽과 PC지하연속벽 등이 있으

며, 심도 굴착에서 주변지반의 이동이나 침하를 억제하고 인접구조물에 

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지하연속벽은 하중지지벽과 현장타설말뚝

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내부의 지하층 슬래브와 연결될 경우에는 영구적인 

구조체로 설계할 수 있다.

0410.2.4 시공 중 측압 및 완성 후 측압 

(1) 전항의 방법으로 구축하는 지하벽에 하여는 0410.2.1에 명시한 건축구

조물의 완성 후에 작용하는 토압 및 수압 외에 0411.2에 따라 시공 중에 가

해지는 측압에 하여도 안전하게 설계하여야한다.

(2) 현장타설철근콘크리트 주열 흙막이벽과 0410.2.3에 따른 방법으로 구축한 흙

막이벽이 구조체의 일부로 사용될 경우에는 시공 중 또는 구조물을 완성한 후의 

모든 기간에 가해지는 토압과 수압에 하여 안전하게 설계하여야한다.

0411 흙막이구조물

0411.1 일반사항

흙막이구조물은 지반을 개착식으로 굴착할 때 작업장의 안정성 확보와 주변

구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설계시 굴착공사 단

계별로 흙막이벽 자체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지하매설물과 인접구조물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여야한다.

0411.2 흙막이구조물

흙막이는 지반굴착에 따른 지반의 붕괴 혹은 과 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

록 공사 중에 작용하는 측압에 해 안전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강도와 강성

을 갖는 것이어야한다.

0411.2.1 배면측압

흙막이구조물의 설계에서는 벽의 배면에 작용하는 측압을 깊이에 비례하여 

증 하는 것으로 하고 토압계수는 토질 및 지하수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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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0411.2.2 상재하중

구조물이나 기타 재하물 등에 근접하여 굴토하는 경우에는 0411.2.1에 따라 

구한 측압에 구조물의 기초하중 또는 재하물 등에 따른 지중응력의 수평성분을 가

산한다.

0411.2.3 흙막이구조의 형식

흙막이벽은 구조적 안전성, 인접건물의 노후화 및 중요도, 지하수위, 굴착깊

이, 공기, 공사비, 민원발생 가능성, 장비의 진출입 가능성, 공사시기 등을 검

토하여 가장 유리한 형식을 선정한다. 그리고 흙막이벽의 지지구조는 벽의 안

전성, 시공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접건물의 이격거리 및 지하층 깊이와 기초

형태 등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형식을 선정한다.

0411.3 굴착저면의 안정

융기현상 및 분사현상 등에 따른 파괴의 우려가 있는 지반에 있어서는 각각 

안정성을 검토하여야한다.

0411.4 흙파기 사면의 안정

사면형성을 위해 흙파기를 하는 경우는 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한다.

0411.5 지하수의 처리

지하수위가 높고 투수성이 좋은 지반 또는 피압 수층을 갖는 지반 등을 굴

착할 때는 상세한 조사를 하고 배수공법 또는 지수공법에 따른 지하수의 처

리에 하여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하굴착공사 중 및 굴착완료 후 주변지반

에 한 지반침하, 함몰 등에 한 지하 공극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

우 지반공극에 한 그라우트충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하구조체공

사 완료 후의 지하수위의 회복에 따른 주변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

려하여야 한다.

0411.6 흙막이 구조물의 시공중 안정

흙막이 구조물의 시공중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한

다.

0412 지반개량

0412.1 개량공법

지반을 개량할 경우는 공법의 적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반의 성상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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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 적합한 개량 방법을 사용한다.

0412.2 확인시험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의 지반에 하여는 지반조건에 적합한 시험법에 따라 개량의 목적

에 해 충분히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한다.

0412.3 부등침하의 안전 확인

지반을 부분적으로 개량할 때에는 개량 부분 지반의 상황에 따라 그 하부지

반에 해서도 지지력과 함께 부등침하에 해 건축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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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콘크리트구조
0501 일반사항 
0501.1 적용범위
이 장은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건축구조물에 적용한다.
0501.2 적용기준
이 장은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연구·제정한 콘크리트구조기준(2012)과 원칙
적으로 상이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0501.3 기본방침
(1) 이 기준은 일반 콘크리트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일반

적이고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이 장에서 제시한 강도설계법을 적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응력설
계법을 따를 수 있다. 

(3) 강도설계법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할 때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콘
크리트 구조물의 모든 부재는 0503에서 규정하는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를 사용
하여야 한다. 또한 0504에서 요구하는 사용성과 내구성에 관한 규정도 만족시켜야 
한다.

(4) 이 장은 건축구조물과 관련된 옹벽, 측구, 저수조, 저장소, 굴뚝 등 구조
물과 플랜트, 지하 구조물, 원자력 발전소, 탱크 등 특수구조물에 대하여서
도 원칙적으로 이 구조기준을 적용하되, 각 구조물의 거동 특성 및 기능에 
따라 당해 시설에 맞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에는 이 구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설계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성능실험을 통
한 조사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에는 재료강도의 변동성과 구조물 저항성
능의 변동성을 고려한 설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0501.4 설계 고려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은 구조 형식, 계수하중과 사용하중을 받을 때의 구조적 

거동, 재료성질 및 합성작용, 시공성 및 비용, 환경, 미관을 고려하여, 기본
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책임구조기술자
가 설계하여야 하며,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 230 -

추가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충돌과 폭발 등 극단상황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화재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내화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시공 하중의 극한상태 유발 가능성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단계 및 시공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손상 후의 복구성을 고려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유해한 상황을 고려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

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0501.5 용어의 정의
이 구조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갈고리：철근의 정착 또는 겹침이음을 위해 철근 끝을 구부린 부분 철근의 끝
부분을 180°, 135°, 90° 등의 각도로 구부려 만듦
강도감소계수：재료의 설계기준강도와 실제 강도와의 차이, 부재를 제작 또는 
시공할 때 설계도와의 차이, 그리고 부재강도의 추정과 해석에 관련된 불확실
성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강성역：구조체 내부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 변형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강체로 볼 수 있는 범위
강재심부：합성기둥의 단면 중앙부에 배치된 구조강재
건조수축：콘크리트는 습기를 흡수하면 팽창하고 건조하면 수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습기가 증발함에 따라 콘크리트가 수축하는 현상
경계부재：축방향 철근과 횡방향 철근으로 보강된 벽이나 격막의 가장자리 
부분(경계부재의 두께를 벽이나 격막의 두께보다 반드시 크게 할 필요는 없으
며, 0520.6.6 또는 0520.7.8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벽과 격막의 개구부 가장자리 
부분에 경계부재를 두어야 한다)
경량콘크리트 : 0502.2.1의 규정을 따르는 경량골재로 만든 경량콘크리트 또
는 모래경량콘크리트(구조용 경량콘크리트)
계수하중：강도설계법으로 부재를 설계할 때 사용하중에 하중계수를 곱한 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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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감수제：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작업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혼화재료
고정하중：구조물의 수명기간 중 상시 작용하는 하중으로서 자중은 물론 벽, 
바닥, 지붕, 천장, 계단 및 고정된 사용 장비 등을 포함한 하중
곡률마찰：긴장재를 곡선 배치한 경우 그 곡률에 의해 생기는 마찰
공칭강도：강도설계법의 규정과 가정에 따라 계산된 부재 또는 단면의 강도
를 말하며,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기 이전의 강도
구조격막：바닥이나 지붕 슬래브와 같은 관성력을 수평력 저항부재에 전달하
는 구조부재
구조물의 밑면：지진이 구조물에 직접 가력된다고 보는 수평면(지표면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구조벽：외력에 의한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비틀림모멘트 등의 조합력을 받을 
수 있는 벽. 전단벽은 구조벽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보통철근콘크리트구조벽：0501에서 0516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벽
(2) 보통무보강콘크리트구조벽：0518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벽
(3) 특수철근콘크리트구조벽：0503, 0507 및 0520.1 과 0520.7의 요구사항들
을 만족하고 또한 보통철근콘크리트구조벽에 대한 요건들을 만족하는 현장치
기 콘크리트구조벽
구조용 경량콘크리트：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의 설계기준강도가 15MPa 이상이며, 기건 단위질량이 
2,000kg/㎥ 미만인 콘크리트
구조용 콘크리트：재령 28일의 설계기준강도가 18MPa 이상인 콘크리트
구조트러스：주로 축력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조립체
굽힘철근：구부려 올리거나 또는 구부려 내린 부재 길이방향으로 배치된 철
근
균형철근비：인장철근이 설계기준항복강도에 도달함과 동시에 압축연단 콘크리
트의 변형률이 그 극한변형률에 도달하는 단면의 인장철근비
기계적 정착：철근 또는 긴장재의 끝부분에 여러 형태의 정착장치를 설치하
여 콘크리트에 정착하는 것
기둥：지붕, 바닥 등의 상부 하중을 받아서 토대 및 기초에 전달하고 벽체의 골격을 
이루는 수직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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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머리：2방향 슬래브인 플랫 슬래브나 플랫 플레이트를 지지하는 기둥의 상
단에서 단면적이 증가된 부분
기둥밑판：기둥 아랫부분에 붙이는 강재판
긴장재：단독 또는 몇 개의 다발로 사용되는 프리스트레싱 강선, 강봉, 강연
선
긴장재의 릴랙세이션：긴장재에 인장력을 주어 변형률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어나는 응력의 감소
깊은보：순경간 이 부재깊이의 4배 이하이거나 하중이 받침부로부터 부재깊이
의 2배 거리 이내에 작용하는 보, 0506.3.4와 0507.8.1 참조
나선철근：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을 나선형으로 둘러싼 철근 또는 철선
내력벽：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직방향의 부재로서 기둥 대신 중력
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한 벽체
내진갈고리：철근 지름의 6배 이상(또한 75 mm 이상)의 연장길이를 가진(최
소) 135°갈고리로 된 스터럽, 후프철근, 연결철근의 갈고리(다만 원형후프철
근의 경우에는 단부에 최소 90°의 절곡부를 가진다)
덕트：포스트텐션공법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긴장재를 배치하
기 위한 원형의 관
뒷부벽식 옹벽：옹벽의 안정 또는 강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옹벽의 토압을 받
는 쪽에 지지벽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가묻힘길이：갈고리 또는 기계적 정착장치가 전달하는 응력과 동등한 응력
을 전달할 수 있는 철근의 묻힘길이
띠철근：기둥에서 종방향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고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정해
진 간격으로 배치된 횡방향의 보강철근 또는 철선
라멘：여러 개의 직선부재를 강절로 연결한 구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정비된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되어 
굳지 않은 상태로 운반차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리브 쉘：리브선을 따라 리브를 배치하고, 그 사이를 얇은 슬래브로 채우거나 
또는 비워둔 쉘 구조물
리프트 슬래브 구조：지표면에서 슬래브를 시공한 후 슬래브 콘크리트가 굳은 후
에 기둥을 따라 제자리에 들어 올려 조립하여 만드는 슬래브 구조
면외좌굴：트러스나 비교적 높이가 큰 보 등의 구조물이 구조물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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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내의 하중을 받는 경우에 그 변위가 구조물을 포함하는 평면 밖으로(트
러스의 복부 부재나 보의 복부판을 포함하는 면에 수직한 방향) 생기는 좌굴
모래경량콘크리트：잔골재로 자연산 모래를 사용하고, 굵은골재로는 경량골재
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
모멘트골조：부재와 접합부가 휨모멘트, 전단력, 축력에 저항하는 골조. 다음
과 같이 분류함.
(1) 보통모멘트골조：0501에서 0516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현장치기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나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모멘트골조
(2) 중간모멘트골조：보통모멘트골조에 대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0520.3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모멘트골조
(3) 특수모멘트골조：보통모멘트골조에 대한 요구사항들과 0520.4, 0520.5, 0520.6까

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현장치기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무근콘크리트：철근이 배치되지 않았거나 이 구조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철근
비 미만으로 배근된 구조용 콘크리트
묻힘길이：철근이 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단면으로부터 연장된 철
근의 연장길이
박벽관：비틀림에 대하여 설계할 때 단면의 속이 빈 것으로 가정한 가상의 
관
발주자：구조물의 설계나 시공을 의뢰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민간 구조물
의 경우에는 건축주, 공공 구조물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
배력철근：하중을 분포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
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철근
배합강도：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버팀재：격막의 개구부 주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구조격막의 
일부분
부분균열등급：프리스트레스된 휨부재의 균열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등급의 하
나로서 사용하중에 의한 인장측 연단응력 가  보다 크고   이하로서 
비균열단면과 균열단면의 중간수준으로 거동하는 단면에 해당하는 등급
부착긴장재：직접 또는 그라우팅을 통하여 콘크리트에 부착된 긴장재
브래킷과 내민받침：유효깊이에 대한 전단경간의 비가 1보다 크지 않은 내민
보 또는 내민받침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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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균열등급：프리스트레스된 휨부재에서 사용하중에 의한 인장측 연단응력 가 
  이하로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단면
비내력벽：자중 이외의 다른 하중을 받지 않는 벽체
비탄성해석：평형조건, 콘크리트와 철근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관계, 균열과 
시간이력에 따른 영향, 변형 적합성 등을 근거로 한 변형과 내력의 해석법
비틀림단면：비틀림에 저항하는 유효단면의 보가 슬래브와 일체로 되거나 완전한 합성
구조로 되어 있을 때, 보가 슬래브의 위 또는 아래로 내민 깊이 중 큰 깊이만큼을 
보의 양측으로 연장한 슬래브 부분을 포함한 단면으로서 보의 한 측으로 연
장되는 거리를 슬래브 두께의 4배 이하로 한 단면 0510.3.1(4) 참조
비틀림철근：비틀림모멘트가 크게 일어나는 부재에서 이에 저항하도록 배치하
는 철근
비횡구속골조：횡방향의 층 변위가 구속되지 않은 골조, 0506. 5.2(4) 참조
사용하중：고정하중 및 활하중과 같이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각종 하중으로서 하
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하중
설계강도：구조체 또는 부재의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 를 곱한 강도
설계대：2차원 면 부재인 슬래브의 설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슬래브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구획한 슬래브, 0510.3.1(2),(3) 참조
설계변위：내진설계에서 설계지진에 대하여 예상되는 전체 횡변위 
설계하중：부재를 설계할 때 적용되는 계수하중
설계하중조합：0503.3.2에서 규정한 계수하중의 조합
쉘의 보조부재：쉘을 보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리브 또는 테두리보. 일반적으
로 보조부재는 쉘과 결합하여 거동함
소요강도：철근콘크리트 부재가 사용성과 안전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요구되
는 단면의 단면력
수집재：격막 내의 관성력을 수평력 저항시스템 부재에 전달하는 부재
수축·온도철근：건조수축 또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되는 철근
수평력저항시스템：풍하중 또는 지진하중 등 수평하중에 저항하도록 배치된 부
재 또는 시스템
수평전단：부재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전단
스터럽：보의 주철근을 둘러싸고 이에 직각이 되게 또는 경사지게 배치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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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보강근으로서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배치한 보강철근
슬래브 판：모든 변에서 기둥, 보 또는 벽체 중심선에 의해 구획되는 판으로서 
설계할 때 축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부재
스프링잉：아치 부재의 양단부
아치리브：아치구조물에서 아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는 뼈대
아치의 세장비：아치의 유효경간을 단면의 최소 회전반지름으로 나눈 값
아치의 축선：아치 단면의 도심을 연결한 축선
압축대：주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콘크리트 부재 내부의 경로로서 폭이 일정한 
스트럿이나 중앙부에 폭이 넓은 병모양으로 이루어진 스트럿-타이 모델의 압
축부재
압축지배단면：공칭강도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이 압축지배변형
률 한계 이하인 단면. 0506.2.2 참조
압축철근비：콘크리트의 유효단면적에 대한 압축철근 단면적의 비
앞부벽식 옹벽：흙과 접하지 않는 쪽에 옹벽의 안정 또는 강도를 확보하기 위
하여 지지벽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옹벽
앵커：기초 또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주각, 기둥 등 다른 부재를 정착하기 위하여 묻어두
는 볼트 등을 말하며, 또는 그를 묻어 두는 일
얇은 쉘：두께가 다른 치수에 비해 작은 곡면 슬래브나 절판으로 이루어진 3
차원 구조물(얇은 쉘은 기하학적인 형태, 지지 방법 및 작용응력의 성질에 의
해 3차원 응력전달 거동이 결정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연결재：관성력을 전달하거나 또는 기초나 벽 등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재
연결철근：기둥단면에서 외곽타이 안에 외배치되는 띠철근으로서 한쪽 끝에서는 적
어도 지름의 6배 이상의 연장길이(또한 75mm 이상)를 갖는 135°갈고리가 다
른 끝에서는 적어도 지름의 6배 이상의 연장길이를 갖는 90°갈고리가 있는 철
근(갈고리는 주위의 종방향 철근을 감싸야 하고, 동일한 종방향 철근에 고정된 
2개의 연속철근의 90°갈고리는 그 끝이 반대 방향으로 되도록 엇갈려 배치하
여야 한다)
연직하중：고정하중이나 활하중과 같이 구조물에 중력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
(중력하중이라고도 한다)
옵셋굽힘철근：상하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치수가 변하는 경우에 배치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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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 주철근
완전균열등급：프리스트레스된 휨부재의 균열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등급의 하나
로서 사용하중에 의한 인장측 연단응력 가  를 초과하여 균열이 발생하는 
단면에 해당하는 등급
원형철근：표면에 리브 또는 마디 등의 돌기가 없는 원형단면의 봉강으로서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규정되어 있는 철근
유효깊이：콘크리트 압축연단부터 모든 인장철근군의 도심까지의 거리
유효단면적：유효깊이에 유효폭을 곱한 면적
유효인장력：프리스트레스를 준 후 긴장재 응력의 릴랙세이션, 콘크리트의 크
리프와 건조수축 등의 영향으로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완전히 끝난 후 긴장재에 작
용하고 있는 인장력
유효 프리스트레스：모든 응력 손실이 끝난 후의 긴장재에 남는 응력(다만 고
정하중과 활하중의 영향은 제외)
응력：부재의 단면에서 단위면적에 발생하는 내력의 크기
2방향슬래브：직교하는 두 방향 휨모멘트를 전달하기 위하여 주철근이 배치된 슬
래브
이형철근：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철근콘크리
트용 봉강)에 규정되어 있는 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인장지배단면：공칭강도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이 인장지배 변
형률 한계 이상인 단면. 0506.2.2 참조
인장철근비：콘크리트의 유효단면적에 대한 인장철근 단면적의 비
인장타이：스트럿-타이 모델에서 주인장력 경로로 선택되어 철근이나 긴장재
가 배치되는 인장부재
1방향슬래브：한 방향으로만 주철근이 배치된 슬래브
장선구조：슬래브를 지지하는 작은 보 구조시스템으로서, 장선의 폭은 100mm 이상, 
깊이는 장선 최소 폭의 3.5배 이하이고, 장선사이의 순간격은 750mm 이하이며 2방향으
로 장선이 배치된 경우를 2방향 장선구조 또는 와플(waffle)구조라고 함
장주효과：기둥의 횡방향 변위와 축력으로 인한 2차 휨모멘트가 무시할 수 없
는 크기로 발생하여 선형탄성 구조해석에 의한 휨모멘트보다 더 큰 휨모멘트
가 기둥에 작용하는 효과. 장주효과가 과도한 경우 좌굴이 발생함. 장주효과의 
해석을 수행할 때에는 재료 비선형성, 균열, 부재곡률, 횡이동, 재하기간,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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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과 크리프, 지지부재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함
재킹력：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에 있어서 긴장재에 인장력을 도입할 때 잭에 의해 
콘크리트에 가해지는 일시적인 힘
적합비틀림：균열의 발생 후 비틀림모멘트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는 비틀림
(재분배된 비틀림모멘트가 다른 하중 전달 경로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
킨다.)
：비틀림거동에 대한 부정정구조물에서 비틀림모멘트가 다른 위치로 재분배될 수 있어서 비틀림모멘트를 일정한 값

만 고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틀림 작용

전경량콘크리트：잔골재와 굵은골재 전부를 경량골재로 대체하여 만든 콘크리
트
전단머리：보가 없는 2방향슬래브 시스템에서 전단보강을 위하여 기둥 상부의 
슬래브 내에 배치하는 보강재
전단면：전단력이 작용하는 면으로서 균열면 또는 전단력에 의해 균열이 일어
날 가능성이 있는 면
전단보강근：전단력에 저항하도록 배치한 철근
전도：저판 끝단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수평력에 의한 휨모멘트(전도휨모멘트)
가 연직력에 의한 휨모멘트(저항휨모멘트)를 초과하여 옹벽 및 벽체 등이 넘어
지려는 현상
온통기초：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밑바닥 전부를 기초판으로 구성한 기초
절판：얇은 평면 슬래브들을 굽혀 긴 경간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든 판 구조
접속장치：긴장재와 긴장재 또는 정착장치와 정착장치를 접속시키는 장치
정착길이：위험단면에서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를 발휘하는데 필요한 최소
묻힘길이
정착장치：긴장재의 끝부분을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부재에 전
달하기 위한 장치
조립용철근：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
철근
종방향 철근：부재에 길이방향으로 배치한 철근
좌굴：압축력을 받는 기둥 또는 판부재가 안정성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
주각：기초 위에 돌출된 압축부재로서 단면의 평균 최소치수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3 이하인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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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열대：2방향 슬래브에서 기둥과 기둥을 잇는 슬래브의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0.25 과 0.25  중에서 작은 값과 같은 폭을 갖는 설계대. 보가 있는 경우 주열
대는 그 보를 포함함
주철근：주된 단면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휨모멘트와 축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배치하
는 철근
중간대：2방향 슬래브에서 2개의 주열대 사이에 구획된 설계대
지반지지력：지반이 지지할 수 있는 힘의 크기
지속하중：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하중
지압강도：하중이 가해지는 면적에 대한 지지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지진하중：지각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
책임구조기술자：구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구조기술
사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이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 설계 
및 구조 검토, 구조 감리, 안전진단 등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진 기술자(0106 참고)
철근콘크리트：외력에 대해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하게 하고, 규정된 
최소 철근량 이상으로 철근을 배치한 콘크리트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철근의 항복강
도
침하：지반, 말뚝 등이 내려앉는 현상
캔틸레버식 옹벽：벽체에 널말뚝이나 부벽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저판 및 벽체만으
로 토압을 받도록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옹벽
콘크리트용 순환골재：폐콘크리트의 파쇄·처리를 거쳐 생산된 재생골재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콘크리트용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골재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
크리프：지속하중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장기변형 (기본크리프(basic 
creep)와 건조크리프(drying creep)로 분류함)
탄성계수：재료의 비례한도 이하의 변형률에 대응하는 인장 또는 압축응력의 
비(0503.4.3.1 참조),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크게 할선탄성계수  (식(0503.4.1))과 
초기접선탄성계수  (식(0502.2. 18))로 구분되며, 할선탄성계수를 간단히 탄성계수라고도 
함. 강재의 경우 철근의 탄성계수  (식(0503.4.5))와 프리스트레싱강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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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4.6)) 및 형강  (식(0503.4.7.))로 구분함 
특수경계요소：0520.6.6에 따르는 경계요소
T형단면：보와 슬래브가 일체로 타설된 경우 슬래브가 양쪽 플랜지를 이루는 
보의 단면(한쪽으로만 플랜지를 이루는 보는 반 T형 단면(half T-beam)이라 함.)
파상마찰：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에 있어서 덕트관이 소정의 위치로부터 약
간 어긋남으로써 일으키는 마찰
평형비틀림：비틀림모멘트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없는 비틀림
포스트텐셔닝：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를 인장하고 그 끝부분을 콘크리트에 정착
시켜서 프리스트레스를 부재에 도입시키는 방법
표준갈고리를 갖는 철근의 정착길이：위험단면(철근의 항복강도가 도달되어야 할 
단면)과 90°갈고리의 외단 간의 최단길이
표피철근：전체 깊이가 900mm를 초과하는 휨부재 복부의 양 측면에 부재 축
방향으로 배치하는 철근
풍하중：바람에 의하여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프리스트레스：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인장응력을 소정의 한도로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콘크리트에 도입된 응력
프리스트레스 도입：긴장재의 인장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기 위한 조작
프리스트레스 압축인장역：프리스트레싱을 하는 동안에 압축응력을 받았던 단
면이 그 후 외부에서 작용한 하중에 의해 인장응력을 받게 되는 부분
프리스트레스 힘：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의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
쇄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압축력을 작용시킨 콘크리트. PS콘크리트 또
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스트레싱：프리스트레스를 주는 일
프리스트레싱 강재：프리스트레스를 주기 위하여 쓰이는 강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제자리에 옮겨 놓거나 또는 조립
하는 콘크리트 부재
프리텐셔닝：긴장재를 먼저 긴장한 후에 콘크리트를 치고 콘크리트가 굳은 다
음 긴장재에 가해 두었던 인장력을 긴장재와 콘크리트의 부착에 의해서 콘크
리트에 전달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플랫슬래브：보 없이 지판에 의해 하중이 기둥으로 전달되며, 2방향으로 철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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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콘크리트 슬래브
플랫플레이트：보나 지판이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2방향으로 철근이 
배치된 콘크리트 슬래브
피복두께：콘크리트 표면과 그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
리트 두께
하중：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작용
하중계수：하중의 공칭값과 실제 하중 사이의 불가피한 차이 및 하중을 작용 
외력으로 변환시키는 해석상의 불확실성, 환경작용 등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한 
안전계수
하중조합：구조물 또는 부재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각종 하중의 조합
합성구조 : 하나의 구조부재에 서로 다른 단일 재료를 두 가지 이상 합성하여 
사용한 구조형식
합성콘크리트 압축부재：구조용 강재, 강관 또는 튜브로 축방향을 보강한 압축
부재(종방향 철근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성콘크리트 휨부재：현장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진 프리캐스트 부재와 현장
치기 콘크리트 요소로 구성되는 휨부재로서 그 요소가 하중에 대해서 일체가 
되어 움직이도록 결합된 부재
현부재：트러스 상하 현부재와 유사하게 구조격막의 가장자리에서 압축 및 인장부재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요소
확대기초판：상부 수직하중을 하부 지반에 분산시키기 위해 밑면을 확대시킨 
철근콘크리트판
확대휨모멘트：세장한 부재에서 변형을 고려하여 계산한 증가된 휨모멘트
활동：흙에서 전단파괴가 일어나서 어떤 연결된 면을 따라서 엇갈림이 생기는 
경우
활동방지턱：옹벽의 활동을 일으키는 수평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만큼 큰 수동
토압을 일으키기 위해 저판 아래에 만드는 턱 
활하중：풍하중, 지진하중과 같은 환경하중이나 고정하중을 포함하지 않고, 건
물이나 다른 구조물의 사용 및 점용에 의해 발생되는 하중으로서 사람, 가구, 
이동칸막이, 창고의 저장물, 설비기계 등의 하중과 적설하중 또는 교량 등에서 
차량에 의한 하중
횡하중：풍하중, 지진하중, 횡방향 토압 또는 유체압과 같이 수직방향 구조물

- 241 -

에 수평으로 작용하는 하중
횡구속골조：횡방향으로의 층변위가 구속된 골조(0506.5.2.4 참조)
후프철근：폐쇄띠철근 또는 연속적으로 감은 띠철근(폐쇄띠철근은 양단에 내진갈고리
를 가진 여러 개의 철근으로 만들 수 있음. 연속적으로 감은 띠철근은 그 양단에 반드
시 내진갈고리를 가져야 함.)
휨부재：축력을 받지 않거나 축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축력을 받는 부재
로서 주로 휨모멘트와 전단력을 저항하는 부재
휨철근：휨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배치하는 부재축방향의 철근

0501.6 주요기호
   : 등가직사각형 응력블록의 깊이
 ：전단경간, 즉 집중하중과 받침부의 내면 사이의 거리
 ：철근 1개의 단면적 또는 정착판의 면적, mm2

 :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순지압면적으로 확대머리 전체 면적에서 철근 단면
적을 제외한 면적, mm2

 ：부재의 단면적, mm2

    ：전단전달에 기여하는 콘크리트의 단면적, mm2

    ：수평전단에 대하여 검토되는 접촉 면적, mm2

 ：2방향 슬래브의 기둥 위치에서 2개의 직교하는 등가골조 슬래브-보 설계
대의 단면적 중 큰 값, mm2


 :횡방향 철근의 외곽으로 측정한 구조 부재의 단면적, mm2

：콘크리트 단면에서 외부 둘레로 둘러싸인 면적, mm2

    : 전단에 저항하는 독립 지주나 수평벽 부분의 콘크리트 단면적, mm2

：콘크리트 전체 단면의 도심축과 인장연단 사이의 단면적, mm2

：전단력을 고려하는 방향의 단면 길이와 복부 두께로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의 순단면적, mm2

 ：브래킷 또는 내민받침에서 계수휨모멘트
   ＋ － 에 저항하는 철근의 단면적, mm2

  : 단면의 전체 면적, mm2

 ：휨인장철근에 평행한 전단철근의 단면적, mm2

 ：접합부에서 전단을 유발하는 철근의 면과 평행한 평면으로서 접합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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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단면적, mm2(0520.6.3 참조). 접합부의 깊이는 기둥 전체 깊이와 같아야 
한다. 보가 그보다 큰 폭을 갖는 받침부재에 접합되는 경우 접합부의 유효
폭은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① 보의 폭과 접합부 깊이의 합
② 보의 축부터 기둥의 측면까지 수직으로 측정한 값들 중 작은 값의 2배

 ：비틀림에 저항하는 종방향 철근의 전체 단면적, mm2

 ：브래킷 또는 내민받침에서 인장력  에 저항하는 철근의 단면적, mm2

 ：전단흐름에 의해 닫혀진 단면적, mm2

：가장 바깥의 비틀림 보강철근의 중심으로 닫혀진 단면적, mm2

：긴장재의 단면적, mm2

 : 부재의 종방향 인장철근 단면적, mm2

 ：간격이 이고 치수 에 수직한 횡방향 철근(연결 철근 포함)의 전체 단면
적, mm2

 ：최소 휨철근량, mm2 (0506.3.2 참조)
 ：종방향 철근(철근 또는 구조용 형강)의 전체 단면적, mm2

 ：합성단면에서 구조용 형강 또는 강관의 단면적, mm2

 ：간격   내의 비틀림에 저항하는 폐쇄스터럽 1가닥의 단면적, mm2

 ：정착된 철근을 따라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면을 가로질러 배치된 간격  
이내에 있는 횡방향 철근의 전체 단면적, mm2

 ：간격   내의 전단철근의 단면적, 또는 깊은보의 경우 간격 내의 휨인장철근에 
수직한 전단철근의 전체 단면적, mm2

：대각선으로 보강된 연결보에서 대각선 철근의 각 무리별 전체 단면적, 
mm2

：전단마찰철근의 단면적, mm2

：간격  내의 휨인장철근에 평행한 전단철근의 단면적, mm2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선 1개의 단면적, mm2

 ：재하면적, mm2

  : 윗면이 재하되고 측면 기울기가 수직 1에 대하여 수평 2인 지점 내부에 
완전한 형태로 구성되는 피라미드, 원추 또는 쐐기의 가장 큰 절단체 밑면
의 면적, mm2

  : 부재의 폭,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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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면적 의 공칭지압강도
 ：슬래브와 기초판에서 2방향 전단에 대한 위험단면의 둘레, mm
 ：각형강의 폭, mm
 ：비틀림모멘트에 저항하는 폐쇄스터럽을 포함하는 단면의 폭, mm
 ：수평전단에 대해 검토되는 접촉 면적의 단면 폭, mm
 ：플랜지가 있는 부재의 복부 폭, mm
 ：휨모멘트가 결정되는 경간방향으로(0507.12.1(3))에서 정의된 위험단면의 

폭 또는 0507.12.1에서 정의한 위험단면 에서 휨모멘트를 산정하는 경간
방향으로 측정한 폭, mm

 ： 0507.12.1에서 정의한 위험단면 에서 에 수직한 방향으로 측정한 폭, 
mm

 ：비틀림 특성을 정의하는 단면상수
：∑ －

 
   T형 또는 L형 단면은 여러 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어 각 부

분의  값을 더하여 산정함
  ：압축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0506.2.1. 참조)
     : 철근간격 또는 피복두께에 관련된 치수, mm (0508.2.2.3(2) 참조)
     : 설계변위 에 해당되는 공칭휨강도와 계수축력에 대하여 계상된 가장 큰 

중립축 깊이(0520.6.6(2) 참조)
  ：피복두께, mm
 ：실제 휨모멘트도를 등가 균일 분포 모멘트도로 치환하는 데 관련된 계수
 ：휨모멘트가 결정되는 경간방향의 직사각형 또는 등가 직사각형 기둥, 

기둥머리 또는 브래킷의 치수, mm
 ：휨모멘트가 결정되는 경간의 직각방향의 직사각형 또는 등가 직사각형 

기둥, 기둥머리 또는 브래킷의 치수, mm
,  : 슬래브-기둥 접합부 위험단면에서 편심전단에 대한 중립축부터 전면과 

후면까지 거리 
 ：기둥의 내측면에서 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된 슬래브 단부까지 거리. 

을 초과할 수 없음.
  : 압축철근의 영향을 무시하고 계산된 슬래브 위험단면의 압축대 깊이의 평

균값
 ：고정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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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에는 종방향 인장철근의 중심에서 압축콘크리트 
연단까지 거리이며,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의 경우에는 긴장재와 철
근 도심에서 연단까지 거리와  중 큰 값(원형단면의 경우 압축콘크리트 
연단에서 부재의 반대측 절반 부분에 있는 인장철근군의 중심까지 거리보
다 큰 값), mm

 ′ ：압축연단에서 압축철근 도심까지 거리, mm
 ：철근, 철선 또는 프리스트레싱 강연선의 공칭지름, mm
 ：압축연단에서 긴장재 도심까지의 거리, mm
：기초판 밑면에 연결된 말뚝의 지름
 ：지진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MPa
    ：콘크리트의 할선탄성계수, MPa(0503.1(2))참조
 ：보의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기둥의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재령 28일에서 콘크리트의 초기 접선탄성계수, MPa

：재령 일에서 콘크리트의 초기 접선탄성계수, MPa
 ：슬래브의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 철근의 탄성계수, MPa
 ：편심거리
m in：최소 편심, mm. (식(0506.5.16) 참조)
 ：긴장재의 탄성계수, MPa
 ： 철근의 탄성계수, MPa
 ：형강의 탄성계수, MPa
 ：압축부재의 휨강성(식(0506.5.11)과 식(0506.5.12) 참조)
 ：유체의 밀도를 알 수 있고, 저장 유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유체의 중

량 및 압력에 의한 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재령  ′일에서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MPa
 : 슬래브-기둥 접합부 위험단면의 압축대에 작용하는 평균압축응력, MPa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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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령 28일에서 콘크리트의 평균압축강도, MPa
  ：재령 일에서 콘크리트의 평균압축강도, MPa
 ：작용하중에 의하여 인장응력이 생긴 단면의 연단에서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고정하중으로 인한 응력, MPa
 ：긴장재 도심의 위치에서 콘크리트의 응력이 영이 될 때의 긴장재 응력
 ：작용하중을 저항하는 단면의 중심에서 콘크리트의 압축응력(모든 프리스트

레스의 손실을 감안한), 또는 단면의 중심이 플랜지 내에 위치할 경우는 복
부와 플랜지의 교차점에서 압축응력, MPa

 ：작용하중에 의해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단면의 연단에서 모든 프리스트레스 
손실을 감안한 유효프리스트레스 힘에 의한 콘크리트의 압축응력, MPa

 ：긴장재의 유효프리스트레스력, MPa
  : 공칭강도를 발휘할 때 긴장재의 인장응력, MPa
 ：긴장재의 인장강도, MPa
 ：긴장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콘크리트의 파괴계수, MPa
 ：철근의 응력, MPa
  : 프리스트레싱 강재의 유효응력(모든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발생된 후), MPa
  ：콘크리트의 쪼갬인장강도, MPa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미리 압축을 가한 단면의 인장연단 응력으로 전체 

단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인장응력, MPa (0509)
     : 계수하중에 의한 접합부에 유발된 콘크리트의 인장응력, MPa(0507)
  :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압축대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MPa
 : 종방향 주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횡방향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0520 횡방향철근)
  ：나선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0506 압축재)

  횡방향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0507 전단보강근)
 : 흙, 지하수 또는 기타 재료의 횡압력에 의한 수평방향 하중, 또는 이에 의

해서 생기는 단면력
 ：부재의 전체 두께 또는 깊이. 개념 부재치수, , mm (0502.2.2.5, 

0502.2.2.6)
    ：부재의 최소 두께, mm (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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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보강철근 중심간의 거리로 측정한 기둥 내부의 단면치수, mm
 ：강관 단면의 지름, mm
 ：전단머리 단면의 전체 깊이, mm
 ：벽체의 하단에서 상단까지 전체 높이, mm
     : 전체 벽 또는 고려되는 부분 벽의 높이, mm
 ：후프철근이나 기둥 띠철근의 최대 수평간격, mm
 ：충격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또는 부재 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0510.3.1(4))에 정의된 비틀림 보 단면의 중립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
 ：균열 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mm4

 ：유효 단면2차모멘트
 ：철근을 무시한 콘크리트 전체 단면의 중심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
 ：슬래브 전체 단면의 중심축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

 와  에서 정의되는 슬래브 폭의 



배
 ：부재 단면의 중심축에 대한 철근의 단면2차모멘트
 ：합성부재 단면의 중심축에 대한 구조용 형강 또는 강관의 단면2차모멘트

(0517)
 ：압축부재의 유효좌굴길이 계수 
   :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두께계수
  : 슬래브-기둥 접합부 위험단면 둘레길이의 영향계수
 ：긴장재의 단위길이 1 m당 파상마찰계수(0509)
 ：비틀림 부재의 비틀림 강성. 단위회전각에 대한 비틀림모멘트 (0510.5.5 참

조)
 ：횡방향 철근치수
 ：활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지붕활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골조에서 절점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된 부재의 길이, mm 
  : 받침부에서 그 중심선을 지난 추가묻힘길이 또는 변곡점을 지난 추가묻힘

길이, mm
 ：골조에서 절점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된 압축부재의 길이 또는 받침부 사이

의 수직길이, mm
 ：철근의 정착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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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
 ：기본정착길이, mm
 ：위험단면부터 갈고리 외측 단부까지 거리로 나타낸 인장을 받는 표준갈고

리의 정착길이(위험단면과 갈고리 시작점 사이의 직선 묻힘길이 ＋ 구부림 
내면반지름 ＋ 철근지름), mm

     : 식 (0520.5.3)에 규정된 표준갈고리가 있는 철근의 정착길이, mm
： ×보정계수

 : 인장을 받는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mm
 ：인장을 받는 표준갈고리의 기본정착길이, mm
 ：보 부재의 순경간, 2방향 슬래브의 긴 변의 순경간, 받침부 내면 사이의 

거리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하는 최소 구간으로 접합부의 표면에서 부재축 

방향으로 측정한 길이, mm
  ：정착단부터 임의의 점 까지 긴장재의 길이, m. 식(0509.4.1)과 (0509.4.2) 참

조
 ：㈎ 재하시험에서 부재의 경간으로서 2방향슬래브의 경우 짧은 변, mm
㈏ 받침부의 중심 간 길이와 이웃 받침부 사이의 순경간에 부재두께 를 합한 

길이 중 작은 값, mm
㈐ 캔틸레버의 경간은 받침부로부터 캔틸레버 단부까지 거리의 2배, mm
 ：압축부재의 비지지 길이
 ：집중하중이나 반력의 중심에서 전단머리의 팔길이, mm
 : 전단력 방향의 전체 벽 또는 부분적인 벽의 길이, mm
  : 휨모멘트를 산정하는 방향의 받침부 중심 사이의 경간
 : 에 수직한 방향의 받침부 중심 사이의 경간. 0510.4.2(3)과 0510.4.2(4) 

참조
 ：상하기둥이 저항해야 할 계수휨모멘트 (0510.4.9(2)) 참조
 ：처짐을 계산할 때 부재의 최대 휨모멘트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질량, kg/㎥ (0504.1.2)
    ：횡구속 골조의 압축부재 설계용 확대계수휨모멘트
     : 접합부에 연결된 기둥의 공칭휨강도에 상응하는 접합부면의 휨모멘트 :

고려되는 횡력 방향의 계수축력에 따른 가장 낮은 휨강도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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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력에 의해 단면에서 휨균열을 일으키는 휨모멘트, 균열휨모멘트
：작용하중에 의해 단면에 휨균열을 일으키는 휨모멘트 (0507.3.9 참조)
  : 슬래브-기둥 접합부 위험단면의 전면과 후면 슬래브의 휨강도의 합
 : 슬래브-기둥 접합부 위험단면 이내에서 후면의 하부주철근을 인장철근으

로 하는 슬래브 휨강도 
 : 슬래브-기둥 접합부 위험단면 이내에서 전면의 상부주철근을 인장철근으

로 하는 슬래브 휨강도 
  : 접합부에 연결된 보의 공칭휨강도에 상응하는 접합부 면의 휨모멘트 , 보

는 슬래브의 인장철근을 포함함.
 ：수정 휨모멘트
：작용하중으로 인한 단면의 최대 계수휨모멘트 
 ：단면의 공칭휨강도. -     -
 : 전체 정적 계수휨모멘트
 ：전단머리 단면의 소요 소성휨강도
 ：길이방향(최소) 철근의 인장강도를 1.25 , 강도감소계수를 를 1.0으로 가

정하고, 접합부 재료 성질을 사용하여 계산한 부재의 예상 휨강도. 축력을 
고려함.

 ：횡변위를 일으키는 하중에 의한 휨모멘트
 ：받침부의 휨모멘트와 평형을 이루는 슬래브 휨모멘트
 :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면과 후면의 편심전단에 의한 휨강도
 : 슬래브 받침부에서 지진에 의한 계수휨모멘트
  : 슬래브-기둥 접합부 측면의 편심전단에 의한 비틀림강도
 ：단면의 계수휨모멘트
 ：전단머리 보강철근에 의한 저항휨모멘트
 ：압축부재의 단부 계수휨모멘트 중 작은 값 : 단일 곡률로 휜 경우에는 양

(＋), 이중 곡률로 휜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가짐.
：이 작용하는 단부에서 횡변위를 일으키지 않는 하중에 대하여 1차 탄성 

골조해석으로 계산된 압축부재의 단부 계수휨모멘트
：이 작용하는 단부에서 횡변위를 일으키는 하중에 대하여 1차 탄성 골조

해석으로 계산된 압축부재의 단부 계수휨모멘트
 ：압축부재의 단부 계수휨모멘트 중 큰 값 : 항상 양(＋)의 부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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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소 값
 ： 가 작용하는 단부에서 횡변위를 일으키지 않는 하중에 대하여 1차 

탄성 골조해석으로 계산된 압축부재의 단부 계수휨모멘트
 ：가 작용하는 단부에서 횡변위를 일으키는 하중에 대하여 1차 탄성 골조

해석으로 계산된 압축부재의 단부 계수휨모멘트
 : 전단머리 보강철근에 의한 저항휨모멘트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kg/m3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평면을 따라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 또는 철선의 

수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인장력, N
 ：와 동시에 발생하는 단면에 수직한 크리프와 건조수축으로 인한 인장의 

영향을 포함하는 계수축력으로서 압축은 양(＋), 인장은 음(－)의 값.
  ：와 동시에 작용하는 브래킷 또는 내민받침의 상부에 가해진 계수인장력

으로서 인장에 대해서 양(＋)의 값
 ：균형변형률 상태에서 압축부재의 공칭축강도 (0506.2.2(2) 참조)
 ：임계하중 또는 좌굴하중 (식(0506.5.10) 참조)
 ：콘크리트 단면의 외부 둘레 길이, mm
 ：가장 바깥의 횡방향 폐쇄스터럽 중심선의 둘레, mm
 : 주어진 편심에 대한 공칭축강도
：(0511.4.2.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벽체의 공칭축강도
：(0519.4)에 의해 설계된 벽체의 공칭축강도
 : 긴장단에서 긴장재의 긴장력, N
 ：임의점 에서 긴장재의 긴장력, N
 ：계수하중에 의해 계산된 단면의 계수축력≤ 

 ：편심이 없는 상태에 대한 공칭축강도
 ：1개 층의 안정성 지수 (0506.5.2.4(2) 참조)
 ：지반의 허용지지력
m ax：최대 지지반력
 ：지반의 극한지지력
 ：압축부재의 단면 회전반지름
 ：강우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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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기의 상대습도, %
 ：적설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 단면계수, mm3

 ：표준편차, MPa, 부재의 길이방향의 전단연결재 간격 또는 종방향 철근에 
평행한 방향으로 전단, 비틀림철근의 간격, 정착길이  구간 내에 있는 횡
방향 철근의 최대 중심간 간격, 철근의 중심 간격, mm

 ：종방향 철근에 수직방향으로 전단 또는 비틀림철근의 간격, 또는 벽체에서 
수평철근의 간격, mm

 ：횡방향 철근의 최대 간격, mm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선의 간격, mm (0508.3.2)
 ：벽체에서 수직철근의 간격, mm
 ：길이   이내에서 횡방향 철근의 간격, mm
 ：외기 또는 양생온도, ℃ 또는 온도, 크리프, 건조수축 및 부등침하의 영향 

등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콘크리트의 재령, 일(day) 또는 속빈 단면에서 벽의 두께, mm
 ′ ：하중이 가해질 때의 재령, 일(day)
 ：플랜지의 두께
 ：공칭비틀림강도
 ：콘크리트가 외기중에 노출되었을 때의 재령, 일(day)
′ ：온도가 20℃가 아닌 T℃에서 양생할 경우 등가재령, 일(day)
 ：계수비틀림 모멘트
 ：계수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에서 저항하여야 할 소요강도
 ：단면적 의 둘레 중에서 수분이 외기로 확산되는 둘레길이, mm
 ：콘크리트에 의한 부재 단면의 공칭전단강도
 ：사인장균열이 전단과 휨모멘트의 조합에 기인할 때 콘크리트에 의한 단면

의 공칭 전단강도
：사인장균열이 복부의 과도한 주인장응력에 기인할 때 콘크리트에 의한 단

면의 공칭전단강도
 ：고정하중의 영향에 의한 단면의 전단력
 ：0520.3.4(1) 또는 0520.4.5(1)에서 정하는 설계전단력
 ：m ax와 동시에 일어나는 작용하중으로 인한 단면의 계수전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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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의 공칭전단강도
  : 2방향 거동에 대한 콘크리트의 공칭전단강도, MPa
  : 슬래브-기둥 접합부 위험단면에 작용하는 평균직접전단응력, MPa
   : 공칭전단강도, MPa
  : 슬래브-기둥 접합부 측면의 편심전단강도, MPa
  : 슬래브-기둥 접합부 후면에 면한 측면의 양단부에서 편심전단강도, MPa 
  :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면에 면한 측면의 양단부에서 편심전단강도, MPa 
：공칭 수평전단강도, N
 ：단면에서 유효프리스트레스 힘의 수직 성분
 : 전단철근에 의한 단면의 공칭전단강도
 : 설계할 때 고려하는 단면의 계수전단력
 ：풍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단위면적당 계수고정하중
 ：단위면적당 계수활하중
 ：단위면적당 계수하중
 ：단면의 직사각형 부분 중 단변의 치수
 ：단면의 직사각형 부분 중 장변의 치수
 ：철근을 무시한 전체 단면의 중심축에서 인장연단까지 거리, mm
 ：에 의하여 한 층의 상부와 하부 사이에 생기는 상대적인 횡변위로서, 1

차 탄성 골조해석과 0506.5.2(1)에서 규정된 강성으로 계산된 값
m ax ：측정된 최대처짐, mm (식(0520.4.1) 참조)
max：측정된 잔류처짐, mm (식(0520.4.2)와 식(0520.4.3) 참조)
max：2차시험을 시작할 때의 구조물의 위치를 초기값으로 하고, 두 번째 시험

에 의해 측정된 최대처짐, mm (식(0520.4.3) 참조)
 ：압축부재 단부에서의 휨부재에 대한 압축부재의 강성도 비：
      col. / beam

 ：단부 A에서의  값
 ：단부 B에서의  값
 ：와 의 평균 값
min：양 단부의  값 중 작은 값
 ：보 양쪽의 슬래브 판의 중앙선에 의하여 구획되는 슬래브의 휨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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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휨강성의 비, 경사스터럽과 부재축 사이의 각도, 철근배치 위치 계수, 
(0508.2.2(2)) 참조, 보의 양측 또는 한 측에 인접하여 있는 슬래브 판의 
중심선에 의해 구획된 폭으로 이루어진 슬래브의 휨강성에 대한 보의 휨강
성의 비.    

 ：벽의 강도에 기여하는 콘크리트 강도의 상대적 기여도 계수, 식(0520.6.1) 
참조

 ：전단마찰철근과 전단면 사이의 각도
 ：한 슬래브 주변의 모든 보의 값의 평균값
 ：긴장단부터 임의점 까지 긴장재의 전체 회전각 변화량, 라디안
 ：슬래브 또는 기초판에서 를 계산할 때의 계수
 ：전단머리의 부재 주위의 합성 슬래브 단면의 강성에 대한 전단머리 부재 

강성의 비
 ：  방향으로의 
 ： 방향으로의 
 ：기초판의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비 또는 2방향슬래브에서 단변 방향에 

대한 장변 방향의 순경간비. 철근 도막계수 (0508.2.2(2) 참조)
 :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중립축 위치에 관련된 등가직사각형 응력블록계수. 

0506.2.1(7)③ 참조
 ：(a) 횡구속골조에서는 각각의 하중조합에서 최대 계수축력에 대한 최대 계

수지속축력의 비, (b) 비횡구속골조에서는 (c) 이외의 경우, 1개 층 전체에
서의 최대 계수전단력에 대한 최대 계수지속전단력의 비, (c) 6.5.4(6)에 따
라 비횡구속골조의 안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1개 층 전체에서의 최대 
계수축력에 대한 최대 계수지속축력의 비

    ：전체 인장 철근량에 대한 절단된 철근량의 비(0508)
 ：단면의 중립축에서 인장연단까지 거리를 단면의 중립축에서 인장철근의 도

심까지의 거리로 나눈 값 또는 집중하중 또는 반력의 작용면의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비     

  : 횡구속 골조에서 각각의 하중조합으로 계산된 최대 계수축력에 대한 최대 
계수지속축력의 비

  : 비횡구속 골조에서 1개 층 전체의 최대 계수전단력에 대한 최대 계수지속
전단력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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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강도가 크리프에 미치는 영향함수 (식(0502. 2.5) 참조)
  ′  ：지속하중이 가해지는 시간  ′가 크리프에 미치는 영향함수 (식(0502.2.6) 

참조)
 － ′ ：재하기간에 따라 크리프에 미치는 영향함수 (식(0502.2.7) 참조)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대한 재령에 따른 보정계수
 ：(a) 횡구속골조에서, 는 동일한 하중조합에 대하여 전체 계수축력에 대한 

고정하중에 의한 최대 계수축력의 비이다.
：(b) 비횡구속골조에서, (다)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는 1개 층의 전

체 계수전단력에 대한 최대 계수지속전단력의 비이다.
：(c) (0506.5.4.6)의 규정에 따라 비횡구속골조의 안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 
는 전체 계수축력에 대한 고정하중에 의한 최대계수축력의 비이다.
 ：외기의 상대습도와 부재의 두께에 따른 계수(식(0502.2.7)과 식(0502.2.8) 

참조)
 ：온도변화에 따라 보정된  , (식(0502.2.14) 참조)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슬래브에서 를 계산할 때의 계수
：외기습도에 따른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미치는 영향계수 (식(0502.2.23) 참

조)
 － ：건조기간에 따른 건조수축변형률함수(식(0502.2.24) 참조)
  ：시멘트 종류에 따른 건조수축에 미치는 영향계수
 : 슬래브의 휨강성에 대한 테두리보의 비틀림강성 비, 이때 슬래브의 폭은 

테두리보의 받침부 중심간 경간과 동일함.   
 ：철근 크기에 따른 계수 (0508.2.2(3) 참조)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전달되는 전체 불균형휨모멘트에 대한 슬래브 단면

의 휨에 의해 전달되는 모멘트의 비율 (0510.3.3(3) 참조)
 ：긴장재의 종류에 따른 계수

：  
 
≥ 에 대해서

： 
 
≥ 에 대해서

： 
 
≥ 에 대해서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전달되는 전체 불균형휨모멘트에 대한 기둥 주위 
슬래브의 전단편심에 의하여 전달되는 휨모멘트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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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부재 양단 사이의 부재곡률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계수로서 횡구속
골조에 대한 휨모멘트 확대계수

 ：횡방향 하중과 연직하중에 의한 횡방향 이동을 반영하기 위한 계수로서, 
비횡구속골조에 대한 휨모멘트 확대계수

 ：설계변위, mm
σ   ′：재령  ′일에서   ′ 의 응력이 가해졌을 때 시간 일에서의 탄성변형률과 크리프

를 포함한 전체 변형률
     ：재령 에서 외기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재령 에서의 전체 건조수축 변

형률
  ：개념 건조수축계수 (식(0502.2.21) 참조)
 ：공칭축강도에서 최외단 인장철근 또는 최외단 긴장재의 순인장변형률로서 

유효프리스트레스힘, 크리프, 건조수축 및 온도에 의한 변형률은 제외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변형률
 ：전단머리의 부재 수
 ：경량콘크리트계수, (0508.2.2(2)) 참조, 콘크리트의 단위질량과 연관된 수

정계수, 장기 추가처짐에 대한 계수, 세장비,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에 관련
된 수정계수 (0507.6.2.3) 

 : 장기 추가처짐에 대한 계수
 ：비틀림 해석에서 트러스 유사론에 의할 때 압축 경사재의 경사각
 ：전단마찰계수 
 ：곡선부의 곡률마찰계수 (0509)
 ：지속하중에 대한 시간경과계수
 : 철근 간격을 통한 균열 검증에서 철근의 노출 조건을 고려한 계수
 :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철근의 인장철근비, 
′ ：압축철근비
 ：균형변형률 상태의 철근비, 균형철근비
 ：수직단면에서 전체 콘크리트 단면적에 대한 수평전단철근 단면적의 비
 ：기둥 단면적에 대한 전체 철근 면적의 비
  : 면에 평행하게 분포된 철근 면적이 그 철근에 수직인 단면에 대한 철근

비
 : 긴장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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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철근비, 나선철근으로 보강된 압축부재에서 나선철근 바깥으로 측정한 
지름으로 계산한 심부의 체적에 대한 나선철근 체적의 비

  : 면에 수직하게 분포된 철근면적의 전체 콘크리트 면적 에 대한 면적
비

 ：  

 ：강도감소계수
    ′：콘크리트의 크리프계수
 ：콘크리트의 개념 크리프계수 (식(0502.2.3) 참조)
 ：작용응력의 크기에 따라 보정된  , (식(0502.2.11) 참조)
：외기의 상대습도와 부재 두께가 크리프에 미치는 영향계수(식(0502.2.4) 참조)
 ：온도변화에 따라 보정된 , (식(0502.2.13) 참조)
 : 강도감소계수가 고려된 슬래브-기둥 접합부 위험단면의 설계 불균형휨강

도
 ：인장철근의 강재지수. 
′ ：압축철근의 강재지수. 
  : 긴장재의 강재지수
  

′  ：압축 플랜지가 있는 단면에서 복부폭을 값으로 하여 계산한 강재지
수

 : 슬래브 휨 압축대의 균열각도
0501.7 인용기준
KS B 0052 용접 기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KS B 0816-0892 용접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52 철선
KS D 3688       고성능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철근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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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질량방법)
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453 콘크리트의 압축 크리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시험방법
KS F 2462 구조용 경량콘크리트의 단위질량 시험방법
KS F 2468 경량콘크리트 골재의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29 구조용 경량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33 구조용 경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34 구조용 경량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 실리카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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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시험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7 팽창성 수경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대한건축학회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
대한건축학회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조립식 건축구조 설계기준
대한건축학회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계산기준
대한건축학회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구조 설계기준
대한건축학회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0501.8 설계도서
(1) 구조설계도는 구조평면도와 구조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부재의 단면 및 

접합부 상세를 표현하고 아울러 구조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구조실험
이나 경험 등으로 구조 안전이 확인된 관련 상세까지도 표현하여 구조설계 
취지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조설계도는 설계의 진척도에 따라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3단
계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3) 구조설계 도서에는 공사에 꼭 필요한 적절한 주기사항을 포함하여야 하
며, 신속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게 정해진 양식 속에 모든 관련 정보를 포
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서들은 책임구조기술자의 구조설계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배근시공도 작성을 위한 배근 형태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4) 구조설계 도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0104.3.4.에 따른다.

0502 재료의 품질과 시험
0502.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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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 따라 콘크리트구조 부재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과 시험
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0502.2 재료
0502.2.1 콘크리트 구성재료
0502.2.1.1 시멘트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KS L 5201, 5205, 5210, 5211, 5217, 5401)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0502.2.1.2 골재 
골재의 품질과 크기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골재는 한국산업규격(KS)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골재는 적당한 경도나 입도를 가지며 깨끗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점

토 덩어리, 유기물, 세장석편 등의 해로운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구조용 경량골재), KS F 2543(콘크리트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73(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규정된 품질로 하여야 한다.

(3) 위 규격품이 아니더라도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29(구조용 경량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33(구조용 경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468(경량콘크리트 골재의 불순물 시험방법)의 골재와 관련된 한국산업
규격(KS)에 규정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외에는 시험에서 적당한 입도로서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만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4) 굵은골재의 공칭 최대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는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 259 -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0502.2.1.3 화학혼화제
화학혼화제의 품질과 사용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화학혼화제는 한국산업규격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에 규정

한 것과 같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학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 충분한 품질조사와 시험을 거친 후 책임구

조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화학혼화제는 콘크리트 배합을 결정할 때에 사용했던 제품과 동일한 성

분 및 성능을 공사 중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염화칼슘 또는 염소이온을 포함하는 화학혼화제는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

트, 알루미늄 제품을 매입한 콘크리트 또는 아연도금한 고정형 금속 형틀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0502.2.1.4 물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물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청정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산, 기름, 알칼리, 염

분, 유기물, 그리고 콘크리트 및 철근에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3)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또는 알루미늄 제품을 매입한 콘크리트의 배합

에 사용하는 물과 골재의 표면수는 유해량의 염소이온을 함유해서는 안 된
다. 염소이온의 유해량에 대해서는 0504.5.3(4)의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좋
다.

(4) 식수로서 부적당한 물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콘크리
트에 사용할 수 없다.

   ① 동일 수원의 물을 사용하여 이에 적절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물로 만들어진 모르타르 시험체의 7일과 28일 

강도는 식수로서 만들어진 같은 형태의 공시체 강도의 최소한도 90% 이
상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사용한 물의 차이에 따른 강도비교시험은 물 
이외에는 같은 조건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그 시험을 KS L 
5105(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준비, 시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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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2.1.5 혼화재료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플라이애시)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제는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제)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

그 미분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로서는 규산질 미분말 및 고강도용 혼화재 

등을 사용할 때는, 이들 혼화재에 대해서는 아직 품질의 규격이 없고 또 사용방법
도 다양하므로 미리 충분히 조사,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방법도 검토하
여 제조한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0502.2.2 콘크리트
0502.2.2.1 공시체
콘크리트 공시체의 제작 및 양생 방법은 KS F 2403(콘크리트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공시체 제작
할 때 압축강도용 공시체는 150×300mm를 기준으로 하며, 100×200mm의 공
시체를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0.97을 사용하며, 이외의 경우에도 적절한 강
도보정계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0502.2.2.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0502.2.2.3 경량골재
경량콘크리트 제조용 경량콘크리트 골재는 KS F 2534(구조용 경량골재)에 
규정하는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0502.2.2.4 재령에 따른 강도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이내에 부재의 원래 설계하중이나 응력을 받지 않은 
경우, 부재의 압축강도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하는 경우 재령에 따른 증가
계수를 곱할 수 있다. 이 때 식(0502.2.16)과 식(0502.2.17)을 사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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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2.2.5 크리프
콘크리트의 크리프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있다.
(1) 시간  ′에서 작용 응력   ′에 의한 콘크리트의 순간 변형 및 크리프 변형을 
함께 고려한 전체 변형률 εσ   ′ 는 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또는 설계기준압축
강도, ② 부재의 크기, ③ 평균 상대습도, ④ 재하할 때의 재령, ⑤ 재하기간, 
⑥ 시멘트 종류, ⑦ 양생온도, ⑧ 온도변화, ⑨ 작용응력의 크기 등에 따라 다
음 식(0502.2.1)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ε   ′＝   ′ 


  ′
 ＋

   ′ 

 (0502.2.1)

여기서, 는 식(0502.2.18),   ′는 식(0502.2.19)에 의해서 구하여야 한다.
(2) 식(0502.2.1)에서 크리프계수    ′는 양생온도가 20℃이고, 하중이 작용하

는 동안의 기온도 2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0502.2.2)
여기서, ＝      ′  (0502.2.3)

＝ ＋
 

－ (0502.2.4)

  ＝
 (0502.2.5)

  ′＝
＋  ′ 

 (0502.2.6)

 － ′＝ 


 ＋ － ′ 
－ ′  





(0502.2.7)

 ＝  ＋   ＋  ≦ (일)  (0502.2.8)

(3) 작용 응력의 크기, 온도 및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 식(0502.2.2)의 크리프계수는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야 한다.

① 양생온도 및 시멘트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양생 동안 온도의 변화가 있
거나 20℃가 아닌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재하할 때의 콘크리트 재령 
 ′은 온도와 시멘트 종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야 한다.

 ′＝ ′ 


＋ ′

 ＋ 




≧ (일)  (0502.2.9)

′＝
＝



 exp－＋   
 ＋   (05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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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 시멘트
  종 종 시멘트
  종 시멘트

여기서,  Δ  는 Δ 일 동안 지속된 온도(℃), Δ 는 일정한 온도가 지속된 기간(일)이고, 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단계의 수이다.

② 작용 응력의 크기에 따른 보정계수：작용 응력   ′가    ′＜｜ ′ ｜＜    ′ 
인 경우 식(0502. 2.3)의 를 식(052.2.11)과 같이 보정하여 크리프의 비선형성을 고
려한다.

＝ exp

 ′

｜′｜ － (0502.2.11)
여기서,   ′는 식(0502.2.16)과 식(0502.2.17)에 의해 구할 수 있다.
③ 온도변화에 따른 보정계수：지속하중이 작용하는 동안 온도가 5℃에서 80℃까지 변

화할 때 크리프계수는 식(0502. 2.4)의 를 식(0502.2.13)으로, 그리고 식(0502.2.8)의 
를 식(0502.2.14)로 보정하여 식(0502.2.12)에 의해 구해야 한다.

   ′＝－ ′ ＋－ (0502.2.12)
＝                  (0502.2.13)

여기서,   exp－
  exp






 




 (0502.2.14)

④ 28일 평균압축강도 는 식(0502.2.15)로 구하며,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발현   는 식(0502.2.16)과 같이 구하여야 한다. 

                            (0502.2.15)

     여기서, 는 가 40 MPa이하면 4 MPa, 60 MPa 이상이면 6 MPa이며, 
그 사이는 직선보간으로 구한다. 

  ＝   (0502.2.16)
  ＝ exp


  －




  (0502.2.17)

 









  종 시멘트 습윤양생
  종 시멘트 증기 양생
  종 시멘트 습윤양생
  종 시멘트 증기양생
  종 시멘트

여기서,   ：시간에 따른 강도발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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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종류에 따른 상수
⑤ 크리프변형을 계산할 때 콘크리트의 초기접선탄성계수는 다음과 같이 구

하여야 한다.
  

 (0502.2.18)
한편, 초기접선탄성계수   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야 하
며,  는 식(0502.2.17)과 같다.

  ＝    (0502.2.19)
⑥ 크리프에 대한 시험은 KS F 2453(콘크리트의 압축 크리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0502.2.2.6 건조수축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변형률은 대기의 평균상대습도, 부재의 크기 등을 고려
하여 다음 식(0502.2.20)에 따라 구할 수 있다.

ε    ＝ ε    －  (0502.2.20)
여기서, ε와  － 는 식(0502.2.21)에서 식(0502.2.24)까지에 의해 계산한다.

ε＝ ε   (0502.2.21)
ε  ＝  ＋ －  × －

                                          (0502.2.22)

 ＝








－－    ≦ ＜
  ≧ 

                                     (0502.2.23)

 － ＝ 



＋ － 

－  (0502.2.24)

＝








  종 시멘트
  종 종 시멘트
  종 시멘트

외기의 온도가 20℃가 아닌 경우   및  － 는 다음 식(0502.2.25)와 식
(0502.2.26)에 의해 보정하여야 한다.

 





 
  (0502.2.25)

 － ＝



 exp－ －＋－ 

－  (0502.2.26)

0502.2.3 강재
0502.2.3.1 보강재



- 264 -

보강용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나선철근이나 강선으로 원
형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용 강재, 강관에 의한 보강재는 이 기
준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0502.2.3.2 용접
철근을 용접하는 경우 그 위치와 용접방법을 명기해야 한다. 필요한 용접기호와 
용접시험 방법은 KS B 0052(용접기호), KS B 0816～KS B 0892(용접시험방
법)에 따라야 한다.
0502.2.3.3 품질, 형상, 치수
철근, 철선 및 용접철망의 품질, 형상, 치수는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철선)과 KS D 7017(용접철망)의 각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0502.2.3.4 설계기준항복강도
철근, 철선 및 용접철망의 설계기준항복강도 가 400MPa를 초과하여 뚜렷한 
항복점이 없는 경우 값을 변형률 0.0035에 상응하는 응력값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0502.2.3.5 도금 및 피복
철근은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수지 피복이 가능하며, 이들 철근은 KS D 
3629(에폭시 피복철근)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0502.2.3.6 긴장재
긴장재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강선은 KS D 7002(PC강선 및 PC강

연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강봉에 관한 것은 KS D 3505(PC강봉)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강선, 강연선 및 강봉이 KS D 7002(PC강선 및 PC강연선)와 KS D 
3505(PC강봉)에 특별히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이들 재료가 공사시
방서의 최소 규정에 적합한 것,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상기 규정된 품질 이상의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다.
0502.2.3.7 구조용 강재, 강판, 강관, 튜브
구조용 강재, 강관, 튜브는 품질, 치수, 형상에 있어서 KS D 3503(일반구조
용 압연강재)의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 책임구조기술자가 입회
하여 소정의 품질 및 강도시험을 시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0502.2.3.8 확대머리 전단스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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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머리 전단스터드에서 확대머리의 지름은 전단스터드 지름의 배 이상이
어야 한다.
0502.2.3.9 확대머리 철근
확대머리철근에서 철근 마디와 리브의 손상은 확대머리의 지압면부터 2를 초
과할 수 없다.

0502.3 콘크리트의 품질
0502.3.1 시험 일반
(1) 콘크리트는 0504의 내구성 규정을 만족시키도록 배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0502.3.2.2에서 규정한 배합강도가 확보되도록 배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생산할 
때 0502.3.3.2(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미만의 강도가 나오는 빈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에 대한 요구조건은 0502.3.3.2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공시체 제작 및 시
험 규정에 의해 시행한 원주공시체의 시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3)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는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른 재령에서 시험을 한 경우에는,  의 시험일자를 설계도나 공사시방서
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쪼갬인장강도  에 관한 0504.3.1.3 및 0507.2.2 의 설계규정을 적용해야 
할 경우, 규정된 값에 해당하는  의 값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5) 쪼갬인장강도 시험결과를 현장 콘크리트의 적합성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0502.3.2 콘크리트 배합의 선정
0502.3.2.1 표준편차의 설정
표준편차의 설정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콘크리트 생산설비의 시험기록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표준편차를 산정

하여야 한다. 표준편차의 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시험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 예상되는 실제 상황과 비슷한 재료, 품질관리 절차 및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기록에 사용된 재료와 배합비의 변화폭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조건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 계획된 공사에서 요구하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같거나 혹은 설계기준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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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서 그 차이가 7 MPa 이내의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에 의해 구해진 
값이어야 한다.

③ 0502.3.2.1 (2)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적어도 30회의 연속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생산설비가 0502.3.2.1 (1)의 요건에 맞는 시험기록을 갖고 있지 
않지만 15회 이상, 29회 이하의 연속시험의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표준편차
는 계산된 표준편차와 <표 0502.3.1>의 보정계수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시험기록을 인정받기 위해서 0502.3.2.1 (1)의 ①과 ②의 요건과 일치하고, 또
한 4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실시된 연속시험한 기록이어야 한다.

시 험 횟 수1) 표준편차의 보정계수2)

15

20

25

30 또는 그 이상

1.16

1.08

1.03

1.00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에 해서는 직선 

보간한다.

2) 소요배합강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표 0502.3.1> 시험이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에 한 

보정계수

0502.3.2.2 배합강도
배합강도는 다음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배합을 선정할 때 기초하는 배합강도 은 0502.3.2(1)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 때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MPa 이하인 
경우 식(0502.3.1)과 식(0502.3.2)로 계산된 두 값 중 큰 값으로 정하며, 또한 설계기준
압축강도가 35MPa를 초과하는 경우는 식(0502.3.1)과 식(0502.3.3)으로 계산된 두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 MPa인 경우

      (0502.3.1)
       (0502.3.2)

 ＞ MPa인 경우
    

     (0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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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합강도 은 0502.3.2.1의 요건에 맞는 표준편차의 계산을 위한 현장강도 
기록 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다음 
<표 0502.3.2>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 7

+ 8.5

1.1  + 5.0

<표 0502.3.2>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0502.3.2.3 시공 중 보정
배합강도는 시공 중 자료 취득이 가능하면, 보다 커야 하는 의 초과 값은 
0502.3.2.3의 (1)과 (3)을 동시에 만족하거나 또는 (2)와 (3)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감소시킬 수 있다.
(1) 30회 또는 그 이상의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시험결과의 평균이 

0502.3.2.1(1)에 따라 계산한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한 0502.3.2.2(1)
의 조건 값을 초과한 경우

(2) 29회 이하의 시험결과 값이 얻어지고 그 시험결과의 평균값이 
0502.3.2.1(2)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계산한 0502.3.2.2 (1)의 조건 값을 
초과한 경우

(3) 0504.5.3의 특수노출 필요 사항을 만족한 경우
0502.3.3 콘크리트의 평가와 사용승인
0502.3.3.1 시험의 빈도
시험의 빈도는 다음 (1)에서 (4)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각 날짜에 친 각 등급의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시료는 다음과 같이 채취

하여야 한다.
① 하루에 1회 이상
② 120㎥당 1회 이상
③ 슬래브나 벽체의 표면적 500m2마다 1회 이상
④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1회 이상

(2) 콘크리트를 치는 전체량이 적어 0502.3.3.1(1)에 따라 행한 시험빈도수
가 어느 등급의 콘크리트 강도시험에서도 5회보다 적을 경우 시험은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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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선택한 5배치에 대하여 하거나, 또는 5배치보다 적은 경우 각 배치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 콘크리트의 전체량이 40m³보다 적을 경우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으로 만족할 만한 강도라고 인정될 때는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강도시험은 똑같은 콘크리트 시료로 제작한 3개의 공시체 강도의 평균으로 하여야 
하고 시험일은 28일째 또는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날에 시험하여야 한다.

0502.3.3.2 시험실 공시체
시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는 다음 (1)에서 (4)까지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강도시험용 시료는 KS F 2401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2) 강도시험용 공시체는 KS F 2405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각 등급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만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① 3번의 연속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값이   이상일 때
② 개개의 강도시험값이  가 35MPa 이하인 경우에는   MPa 이상, 또한 

가 35MPa 초과인 경우에는  이상인 경우
(4) 0502.3.3.2(3)의 조건 중의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0502.3.3.4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통하여 강도시험 결과의 평균값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502.3.3.3 현장 공시체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는 다음 (1)에서 (4)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책임구조기술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의 적절함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
다.

(2)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3) 현장 양생되는 시험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시험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같은 시료로 만들어야 한다.

(4)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에 행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
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가 3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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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경우 보다 3.5MPa을 더 초과하거나 가 35MPa 초과인 경우 보다 0.1
를 더 초과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0502.3.3.4 강도미달시 조치사항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온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0502.3.3.1(4)의 보다  가  

35MPa 이하인 경우 3.5MPa 이상 낮거나,  가 35MPa 초과인 경우 0.1 이상 낮거
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0502.3.3.3(4)에서 기술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
저항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
고 채취된 코어의 시험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강도 시험값이  35MPa 이하인 경
우 보다 3.5 MPa 이상 부족하거나 또는   35MPa초과인 경우 0.1 이상 
부족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3)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공기
(온도 15～30℃, 상대습도 60%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
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
시간 동안 물 속에 담가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4) 코어시험에서 만일 코어공시체 3개의 평균값이 의 85%에 달하고, 각각의 코어
강도가 의 75 %보다 작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
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0502.3.3.4(4)의 규정과 일치되지 않고 구조적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때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물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0519의 규정에 따라 
구조물의 재하시험을 지시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502.3.4 콘크리트 시험
0502.3.4.1 보통중량콘크리트의 시험
책임구조기술자가 공사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통중량콘크리트의 

시험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강도의 평가는 KS F 2405, KS F 2408 및 KS F 2423을 따라야 한다.
(2) 단위용적질량 시험은 KS F 2409를 따라야 한다.
(3) 블리딩 시험은 KS F 2414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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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기함유량 시험은 KS F 2409 와 KS F 2421을 따라야 한다.
(5)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를 따라야 한다.
0502.3.4.2 경량콘크리트의 시험
경량콘크리트의 시험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단위용적질량 시험은 KS F 2462를 따라야 하며, KS F 2534의 규정에

도 적합해야 한다.
(2) 불순물 시험방법은 KS F 2468을 따라야 한다.
(3) 기타 시험은 보통중량콘크리트 시험방법을 따라야 한다.
0502.4 철근의 시험
철근의 시험은 KS B 0802 및 KS B 0804에 따라야 한다.

0503 설계하중 및 구조해석⦁설계
0503.1 일반사항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재는 원칙적으로 0503.3.3에서 규정한 하중계

수와 강도감소계수를 사용하여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이 절의 규정은 예상되는 모든 하중조합에 구조물이 저항할 수 있게 설
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이 절에서 고려하는 활하중에 대한 하중조합은 군집하중이나 기계하중 
등과 같이 적재물에 의한 활하중을 대상으로 하며, 적재되는 하중이 차량하
중 등과 같이 하중의 특성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 기준의 하중조합을 사용
하거나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하중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용하중은 정부 및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활하중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사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5) 구조물의 수평력 저항시스템에 의하여 풍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하여 적절
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03.2 하중과 외력
0503.2.1 적용하중
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구조물에 작용하는 활하중, 고
정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토압과 유체압 외에 프리스트레스 힘, 
작업 하중, 진동, 충격, 건조수축, 크리프와 온도변화 및 탄성수축, 받침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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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침하 등 각종 하중 및 외적 작용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0503.2.2 하중의 계산
구조물을 설계할 때 적용되는 하중과 외력은 제3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0503.3 강도
0503.3.1 일반사항
(1) 구조물 및 구조 부재는 모든 단면에서 이 기준에서 정한 하중과 힘의 조

합에 의하여 계산한 소요강도 이상의 설계강도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구조 부재는 사용하중에 대해서 충분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기

준의 다른 모든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0503.3.2 소요강도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아래에 제시된 하중계수와 하중조합

을 모두 고려하여 해당 구조물에 작용하는 최대 소요강도에 대하여 만족하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0503.3.1)
       ＋＋ ＋

＋ 또는  또는  (0503.3.2)
  ＋ 또는  또는  

＋  또는   (0503.3.3)
  ＋＋＋ 또는  또는  

(0503.3.4)
  ＋＋＋     (0503.3.5)

       ＋     (0503.3.6)
       ＋     (0503.3.7)
  
(2) 주차장과 공공집회 장소를 제외하고 기본등분포활하중이 5.0kN/m2이하인 
용도에 대해서는 식(0503.3.3), 식(0503.3.4) 및 식(0503.3.5)에서 활하중 에 대
한 하중계수를 0.5로 감소할 수 있다.
(3) 식(0503.3.5)와 식(0503.3.8)에서 지진하중 에 대하여 사용수준 지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  대신 1.4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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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수압·토압 또는 분말 및 입자형 재료의 횡압력에 의한 하중 가 존재할 때는 다
음의 하중계수를 적용하여 조합하여야한다.
① 가 단독으로 작용하거나 의 하중효과가 다른 하중효과를 증대하는 경우
에는 하중계수를 1.6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의 하중효과가 영구적이면서 다른 하중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에는 하중계수
를 0.9로 하여야한다.
③ 의 하중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으면서 다른 하중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에는 
하중계수를 0으로 하여야한다.
(5) 구조물에 충격의 영향이 작용하는 경우 활하중()을 충격효과( )가 포함된 (＋ )로 대체하

여 상기 식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6) 부등침하, 크리프, 건조수축, 팽창콘크리트의 팽창량 및 온도변화는 사용

구조물의 실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7) 포스트텐션 정착부 설계에 대하여 최대 프리스트레싱 강재 긴장력에 하

중계수 1.2를 적용하여야 한다.
0503.3.3 설계강도
0503.3.3.1 공칭강도
구조물의 부재, 부재간의 연결부 및 각 부재 단면의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모멘트에 대한 설계강도는 이 장의 규정과 가정에 따라 정해지는 공칭
강도에 0503.3.3.2의 강도감소계수 를 곱한 값으로 하여야 한다.
0503.3.3.2 강도감소계수
강도감소계수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0506.2.2(4)에 정의된 인장지배 단면 0.85
(2) 0506.2.2(3)에 정의된 압축지배 단면
① 나선철근 규정에 따라 나선철근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부재 0.70
② 그 이외의 철근콘크리트 부재 0.65
③ 공칭강도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가 압축지배와 인장지배 단면 사이일 

경우에는  가 압축지배변형률 한계에서 인장지배변형률 한계로 증가함에 따라 값
을 압축지배 단면에 대한 값에서 0.85까지 증가시킨다.

(3) 전단력과 비틀림모멘트 0.75
(4) 콘크리트의 지압력(포스트텐션 정착부나 스트럿-타이 모델은 제외)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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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스트텐션 정착구역 0.85
(6) 스트럿-타이 모델에서
① 스트럿, 절점부 및 지압부 0.75
② 타이 0.85 
(7) 긴장재 묻힘길이가 정착길이보다 작은 프리텐션 부재의 휨단면
① 부재의 단부부터 전달길이 단부까지 0.75  
② 전달길이 단부에서정착길이 단부 사이에서는 값은 0.75에서 0.85까지 선형적으로 

증가시킨다. 다만, 긴장재가 부재 단부까지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착력 저하 길이
의 끝에서부터 긴장재가 매입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8) 무근콘크리트의 휨모멘트, 압축력, 전단력, 지압력 0.55
0503.3.4 철근의 설계강도
긴장재를 제외하고는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는 600MPa를 초과하지 않아
야 한다.
0503.4 구조해석 일반
0503.4.1 해석방법
0503.4.1.1 탄성해석
골조 또는 연속구조물의 모든 부재는 0503.4.2에 따라 수정되는 경우 이외는 
계수하중으로 탄성이론에 의해 결정된 최대 단면력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
다. 또한 0503.4.4에서 0503.4.7까지 단순화된 가정을 사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0503.4.1.2 근사해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구조 형태, 경간 및 층고
를 갖는 건물 등은 아래 0503.4.1.3과 0503.4.1.4의 근사해법을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0503.4.1.3 근사해석 적용 조건
연속보 또는 1방향 슬래브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0503.4.1.4의 
근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2경간 이상인 경우
(2) 인접 2경간의 차이가 짧은 경간의 20 % 이하인 경우
(3)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4) 활하중이 고정하중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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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재의 단면 크기가 일정한 경우
0503.4.1.4 휨모멘트와 전단력
0503.4.1.3의 규정을 만족하는 연속보 또는 1방향 슬래브의 휨모멘트와 전단
력은 다음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1) 정모멘트
① 최외측 경간
  불연속 단부가 구속되지 않은 경우  



  불연속 단부가 받침부와 일체로 된 경우  


② 내부경간  


(2) 부모멘트 
① 첫 번째 내부 받침부 외측면 부모멘트
  2개의 경간일 때  



  3개 이상의 경간일 때  


② ①이외의 내부 받침부의 부모멘트  


③ 모든 받침부면의 부모멘트로서 경간 3m 이하인 슬래브와 경간의 각 단부
에서 보 강성에 대한 기둥 강성의 합의 비가 8 이상인 보   

④ 받침부와 일체로 된 부재의 최외단 받침부 내면에서 부모멘트
  받침부가 테두리보인 경우  



  받침부가 기둥인 경우  


(3) 전단력
① 첫 번째 내부 받침부 외측면에서 전단력   

② ① 이외의 받침부면에서 전단력   

0503.4.2 연속 휨부재의 부모멘트 재분배
(1) 근사해법에 의해 휨모멘트를 계산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가정의 하중을 적용

하여 탄성이론에 의하여 산정한 연속 휨부재 받침부의 부모멘트는 20 % 이내에
서   % 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2) 경간 내의 단면에 대한 휨모멘트의 계산은 수정된 부모멘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휨모멘트 재분배 이후에도 정적 평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3) 휨모멘트의 재분배는 휨모멘트를 감소시킬 단면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 변
형률  가 0.0075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0503.4.3 탄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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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4.3.1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할선탄성계수는 콘크리트의 단위질량 의 값이 1,450～

2,500kg/m3인 콘크리트의 경우 식(0503.4.1)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MPa ) (0503.4.1)
   다만, 보통중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2,300kg/m3)의 경우는 식

(0503.4.2)를 이용할 수 있다.
  

  (MPa ) (0503.4.2)
여기서,

  ＋ (MPa ) (0503.4.3.)
여기서, 는 가 40 MPa이하면 4 MPa, 60 MPa이상이면 6 MPa이며, 그 사이
는 직선보간으로 구한다. 
크리프 계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초기접선탄성계수와 할선탄성계수와의 
관계는 식(0503.4.4)와 같다.

   (0503.4.4)
0503.4.3.2 철근의 탄성계수
철근의 탄성계수는 다음 식(0503.4.5)의 값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MPa) (0503.4.5)
0503.4.3.3 긴장재의 탄성계수
긴장재의 탄성계수는 실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제조자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식(0503.4.6)의 값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MPa) (0503.4.6)
0503.4.3.4 형강의 탄성계수
형강의 탄성계수는 다음 식(0503.4.7)의 값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MPa) (0503.4.7)
0503.4.4 경량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사용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량콘크리트계수 는 
다음과 같다.
(1) 값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전경량콘크리트

  ,  모래경량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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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0.75에서 0.85 사이의 값은 모래경량콘크리트의 잔골재를 경량잔골재로 
치환하는 체적비에 따라 직선 보간한다. 0.85에서 1.0사이의 값은 보통중
량콘크리트의 굵은골재를 경량골재로 치환하는 체적비에 따라 직선 보간
한다. 

(2) 값이 주어진 경우
    ≤ 

0503.4.5 강성
(1) 기둥, 벽체, 바닥판 및 지붕 시스템의 상대적인 휨강성과 비틀림강성을 구할 때 어

떠한 합리적 가정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채택한 가정은 해당 해석 과정을 통하여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 휨모멘트를 결정하거나 부재를 설계할 때 헌치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
다.

0503.4.6 유효강성
(1) 사용하중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의 횡변위를 산정할 때 강성은 (2), (3)

항에 의해 정의된 휨강성에 1.43배를 한 값을 사용하여 선형해석하거나 부재의 강성
저하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부재의 단면특성은 전 단면의 특성값을 초과할 수 
없다. 

(2) 설계하중에 의한 횡변위를 산정할 때 다음 ① 또는 ②에 의한 강성을 사용하여 선
형해석하거나, 부재의 강성저하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① 6.5.4 (2) ①, ②, ③항에서 정의된 단면의 성질에 대한 강성
② 전 단면에 대한 강성의 50%
(3) 보를 갖지 않는 2방향 슬래브를 지진력 저항 시스템의 요소로 설계할 때, 설계하중에 

의한 횡변위를 선형 해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닥판의 강성은 실험과 해
석 결과와 부합하는 검증된 모델을 따르고, 골조의 강성은 위 (2)항에 따라 산정하여
야 한다. 

0503.4.7 경간
(1) 받침부와 일체로 되어 있지 않은 부재는 순경간에 보나 슬래브의 두께를 

더한 값을 경간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값이 받침부의 중심간 거리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2) 골조 또는 연속구조물의 해석에서 휨모멘트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경간은 받침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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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간 거리로 하여야 한다. 받침부와 일체로 시공된 보의 경우 받침부 전면의 모멘트로 
설계할 수 있다.

(3) 받침부와 일체로 된 3m 이하의 순경간을 갖는 슬래브는 그 지지보의 폭
을 무시하고 순경간을 경간으로 하는 연속보로 해석할 수 있다.

0503.4.8 기둥
(1) 기둥을 설계할 때 축력은 모든 바닥판 또는 지붕에 작용하는 계수하중에 

의해 기둥에 전달되는 힘을 사용하고, 최대 휨모멘트는 그 기둥에 인접한 
바닥판 또는 지붕의 한쪽 경간에 작용하는 계수하중에 의한 휨모멘트로 ㅊ
한다. 또한 축력에 대한 휨모멘트의 비가 최대가 되는 재하조건도 고려하여
야 한다.

(2) 골조 또는 연속구조물을 설계할 때 내·외부 기둥의 불균형 바닥판 하중과 
기타 편심하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연직하중으로 인한 기둥의 휨모멘트를 계산할 때 구조물과 일체로 된 기
둥의 먼 단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4) 바닥판으로부터 기둥으로 전달되는 모든 휨모멘트는 그 바닥판 상하측 
각 기둥의 상대 강성과 구속조건에 따라 상하측 각 기둥에 분배시켜야 한
다.

0503.4.9 활하중의 배치
(1) 활하중은 해당 바닥판에만 재하된 것으로 보아 해석할 수 있으며, 이때 

구조물과 일체로 시공된 기둥의 먼 단부는 고정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만으로 제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모든 경간에 재하된 계수고정하중과 두 인접 경간에 만재된 계수활하중의 

조합하중
② 모든 경간에 재하된 계수고정하중과 한 경간씩 건너서 만재된 계수활하중

과의 조합하중
0503.4.10 T형보
0503.4.10.1 일체 T형보
슬래브와 보가 일체로 친 T형보의 유효폭 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값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1) T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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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쪽으로 각각 내민 플랜지 두께의 8배씩)＋ 
② 양쪽의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
③ 보의 경간의 1/4 
(2) 반 T형보
① (한쪽으로 내민 플랜지 두께의 6배)＋ 
② (보의 경간의 1/12)＋

③ (인접 보와의 내측 거리의 1/2) ＋

0503.4.10.2 독립 T형보
독립 T형보의 추가 압축면적을 제공하는 플랜지의 두께는 복부폭의 1/2 이상
이어야 하며, 플랜지의 유효폭은 복부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0503.4.10.3 T형보의 플랜지의 배근
장선구조를 제외한 T형보의 플랜지로 취급되는 슬래브에서 주철근이 보의 방
향과 같을 때는 다음 요구 조건에 따라 보의 직각방향으로 슬래브 상부에 철
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1) 횡방향 철근은 T형보의 내민 플랜지를 캔틸레버로 보고 그 플랜지에 작
용하는 계수하중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이때 독립 T형보의 경우 내민 
플랜지 전폭을 유효폭으로 보아야 하며, 그 밖의 T형보의 경우 0503.4.10.1
에 따라 계산된 유효폭만 고려하여야 한다.
(2) 횡방향 철근의 간격은 슬래브 두께의 5배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0503.4.11 장선구조
0503.4.11.1 장선구조의 조건
장선구조로서 역할을 하려면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장선구조는 일정한 간격의 장선과 그 위의 슬래브가 일체로 되어 있는 

구조형태로서, 장선은 1방향 또는 서로 직각을 이루는 2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2) 장선은 그 폭이 100mm 이상이어야 하고, 그 높이는 장선의 최소 폭의 
3.5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장선 사이의 순간격은 7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1)에서 (3)까지의 제한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장선구조는 슬래브와 보로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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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4.11.2 설계 고려사항
장선구조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선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이상의 압축강도를 갖는 영구적인 

소성점토 또는 콘크리트 타일로 이루어진 충전재가 사용되는 경우 다음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장선과 접합되어 있는 충전재의 수직부분은 전단과 부모멘트의 강도계산에 포함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충전재의 다른 부분은 강도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② 영구용 충전재 위의 슬래브 두께는 장선 간 순간격의 1/12 이상, 또한 
4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1방향 장선구조에서는 0505.7의 요구조건에 따라 장선의 직각방향에 수
축·온도철근을 슬래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위의 (1)항에 따르지 않은 제거용 거푸집 또는 충전재가 사용된 경우 다
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두께는 장선 순간격의 1/12 이상 또한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② 하중의 집중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휨모멘트에 필요한 철근을 장선의 직각
방향으로 슬래브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철근은 0505.7에 따라 요구되는 철근량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3) 책임구조기술자에 의해 슬래브 내에 도관을 묻도록 허가된 경우 슬래브 

두께가 어느 위치에서나 도관의 전체 높이보다 25mm 이상 크게 하여야 한
다. 이때 도관이 장선구조의 강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0503.4.11.3 장선구조의 전단강도
장선구조에서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 는 0507에 규정된 전단강도보다 
10%만큼 더 크게 취할 수 있다. 

0504 사용성 및 내구성
0504.1 일반사항
(1) 구조물 또는 부재가 사용기간 중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중을 받을 때 사용성과 내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사용성 검토는 균열, 처짐, 피로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0504.2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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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및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0506.3.3을 포함하여 이 설계기준의 다
른 모든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균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2) 특별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구조는 적절한 방법으로 균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 수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허용균열폭을 설정
하여 검토할 수 있다.

(3) 미관이 중요한 구조는 미관상의 허용균열폭을 설정하여 균열을 검토할 
수 있다.

(4) 부재는 하중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철근 외에도 필요에 
따라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강철
근을 0505.7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균열제어를 위한 철근은 필
요로 하는 부재 단면의 주변에 분산시켜 배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철근의 
지름과 간격을 가능한 한 작게 하여야 한다.

0504.3 처짐
0504.3.1 1방향구조
0504.3.1.1 최소두께
큰 처짐에 의하여 손상되기 쉬운 칸막이 벽이나 기타 구조물을 지지하지 않
는 1방향 구조물의 경우 <표 0504.3.1>에 정한 최소 두께를 적용하여야 한
다. 다만, 처짐 계산에 의하여 <표 0504.3.2>를 만족하는 경우 <표 
0504.3.1>을 최소두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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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재

최 소 두 께, 

단순 지지 1단 연속 양단 연속 캔틸레버

큰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칸막이벽이나 

기타 구조물을 지지 또는 부착하지 않은 부재

∙ 1방향슬래

브
 /20  /24  /28  /10

∙ 보

∙ 리브가 있

는

 1 방 향 슬

래브

 /16  /18.5  /21  /8

이 표의 값은 보통중량콘크리트(＝2,300 kg/m3)와 설계

기준항복강도 400 MPa 철근을 사용한 부재에 한 값이

며 다른 조건에 해서는 그 값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야 한다.

① 1,500~2,000 kg/m3 범위의 단위질량을 갖는 구조용 

경량콘크리트에 해서는 계산된 값에 (1.65－0.00031

 )를 곱해야 하나, 1.09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 400 MPa 이외인 경우는 계산된  값에 (0.43＋ / 700)를 곱하여야 한다.

<표 0504.3.1>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의 보 또는 1방

향 슬래브의 최소 두께

0504.3.1.2 순간처짐
처짐을 계산할 때 하중의 작용에 의한 순간처짐은 부재 강성에 대한 균열과 
철근의 영향을 고려하여 탄성 처짐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0504.3.1.3 유효단면2차모멘트
부재의 강성도를 엄밀한 해석 방법으로 구하지 않는 한, 부재의 순간처짐은 
콘크리트 탄성계수  (보통중량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와 식(0504.3.1)의 유
효단면2차모멘트를 이용하여 구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라도 는 이하이어야 한
다.

＝
 



 ＋



－

 
 


  (0504.3.1)

여기서,  ＝
  (0504.3.2)

 ＝  (0504.3.3.)

0504.3.1.4 연속부재의 유효단면2차모멘트
연속부재인 경우에 정 및 부모멘트에 대한 위험단면의 유효단면2차모멘트를 식
(0504.3.1)로 구하고 그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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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3.1.5 장기처짐
엄밀한 해석에 의하지 않는 한, 일반 또는 경량콘크리트 휨부재의 크리프와 
건조수축에 의한 추가 장기처짐은 해당 지속하중에 의해 생긴 순간처짐에 다
음 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
              (0504.3.4)

여기서, ′는 단순 및 연속경간인 경우 보 중앙에서, 캔틸레버인 경우 받침점에
서 구한 값으로 한다. 지속하중에 대한 시간경과계수 는 다음과 같다.

5년 이상 2.0
12개월 1.4
6개월  1.2
3개월  1.0
0504.3.1.6 허용처짐
식(0504.3.1)의 값과 식(0504.3.4)의 장기처짐 효과를 고려하여 계산한 처짐량
이 <표 0504.3.12>에 제시된 최대 허용처짐값 이하이어야 한다.

부재의 형태 고려해야 할 처짐
처짐 한

계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

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

소를 지지 또는 부착하

지 않은 평지붕구조

활하중 에 의한 순

간처짐 

 1)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

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

소를 지지 또는 부착하

지 않은 바닥구조

활하중 에 의한 순

간처짐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

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

소를 지지 또는 부착한 

지붕 또는 바닥구조

전체 처짐 중에서 비

구조 요소가 부착된 

후에 발생하는 처짐

부분(모든 지속하중

에 의한 장기처짐과 

추가적인 활하중에 

의한 순간처짐의 합)
3)



 2)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

상될 염려가 없는 비구

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

착한 지붕 또는 바닥구

조



 4)

<표 0504.3.2> 최  허용처짐

1) 이 제한은 물 고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물 고임에 대한 적
절한 처짐 계산을 검토하되, 고인 물에 대한 추가 처짐을 포함하여 모든 지
속하중의 장기적 영향, 솟음, 시공오차 및 배수설비의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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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지 또는 부착된 비구조요소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
해지는 경우에 이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3) 장기처짐은 0504.3.1.5 또는 0504.3.3.2에 따라 정해지나 비구조요소의 
부착 전에 생긴 처짐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감소량은 해당 부재와 유사
한 부재의 시간－처짐 특성에 관한 적절한 기술자료를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

4) 비구조요소에 의한 허용오차 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처짐에서 솟음
을 뺀 값이 이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즉 솟음을 했을 경우에 
이 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0504.3.1.7 동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허용처짐
보행자 및 차량하중 등 동하중을 주로 받는 구조물의 최대 허용처짐은 다음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단순 또는 연속경간의 부재는 활하중과 충격으로 인한 처짐이 경간의 

1/8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분적으로 보행자에 의해 사용되는 
도시지역 교량의 경우 처짐은 경간의 1/1,000 이하이어야 한다.

(2) 활하중과 충격으로 인한 캔틸레버의 처짐은 캔틸레버 길이의 1/300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이용이 고려된 경우 처짐은 캔틸레버 길이의 
1/375까지 허용된다.

0504.3.2 2방향구조
0504.3.2.1 최소두께
단변경간에 대한 장변경간의 비가 2를 초과하지 않는 슬래브 또는 기타 2방향구조의 
최소두께는 0504.3.2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0504.3.2.2 무량판의 최소두께
테두리보를 제외하고 슬래브 주변에 보가 없거나 보의 강성비 이 0.2 이하일 
경우, 슬래브의 최소두께는 <표 0504.3.3>의 값을 만족하여야 하고, 또한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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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기

준

항 복 강

도



(MPa)

지판이 없는 경우 지판이 있는 경우

외부 슬래브

내부

슬래브

외부 슬래브

내부

슬래브

테 두 리

보가

없는 경

우

테 두 리

보가

있는 경

우

테 두 리

보가

없는 경

우

테 두 리

보가

있는 경

우

300  / 32  / 35  / 35  / 35  / 39  / 39

350  / 31  / 34  / 34  / 34  / 37.5
 /

37.5

400  / 30  / 33  / 33  / 33  / 36  / 36

500  / 28  / 31  / 31  / 31  / 33  / 33

600  / 26  / 29  / 29  / 29  / 31  / 31

<표 0504.3.3> 내부에 보가 없는 슬래브의 최소두께

(1) 0510.3.3에 따른 지판이 없는 슬래브의 경우：120mm
(2) 0510.3.3에 따른 지판을 가진 슬래브의 경우：100mm
0504.3.2.3 강성비에 따른 최소두께
보의 강성비 이 0.2를 초과하는 보가 슬래브 주변에 있는 경우 슬래브의 최
소두께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강성비 이 0.2 초과 2.0 미만인 경우 다음 식(0504.3.5)의 값 이상으로 하

여야 하며, 또한 12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0504.3.5)
(2) 강성비 이 2.0 이상인 경우 다음 식(0504.3.6)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또

한 9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0504.3.6)
(3) 불연속단을 갖는 슬래브에 대해서는 강성비 의 값이 0.8 이상을 갖는 테두

리보를 설치하거나 식(0504.3.5)와 식(0504.3.6)에서 구한 최소 소요두께를 적어
도 10% 이상 증대시켜야 한다.

0504.3.2.4 최소두께의 예외 사항
처짐이 0504.3.1.6의 규정에 의해 <표 0504.3.2>에서 규정한 값 또는 
0504.3.1.7의 제한값 이하라는 것이 계산에 의해 확인된 경우, 위 0504.3.2.1에
서 0504.3.2.3까지에 규정한 최소 소요두께보다 작은 두께의 슬래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처짐은 패널의 크기, 모양, 지지조건, 패널 단부의 구속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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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3.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
(1) 0509의 규정에 의해 설계된 휨부재에 대하여 순간처짐은 일반적인 처짐 

해석방법이나 탄성처짐 공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0509.2.2.3에 규정
된 비균열등급 부재는 콘크리트 전체 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를 사용할 수 
있다.

(2) 0509.2.2.3에 규정된 완전균열등급과 부분균열등급 부재의 처짐은 균열
환산단면 해석에 기초하여 2개의 직선으로 구성되는 모멘트-처짐 관계나 
식(0504.3.1)에 따른 유효단면2차모멘트 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의 추가 장기처짐은 지속하중이 작용할 때 
콘크리트와 철근의 응력을 고려하고, 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건조수축과 긴
장재의 릴랙세이션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위 0504.3.3.1과 0504.3.3.2에 의해 계산된 처짐은 <표 0504.3.2>과 0504.3.1.7에 
규정된 제한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504.3.4 합성구조
(1) 합성 휨부재가 시공 중 가설 지주로 지지되어 고정하중이 작용하기 전에 

일체가 된 경우에 대한 처짐을 계산할 때, 합성부재는 일체로 제작된 부재
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프리스트레스되지 않은 부재의 경우 부재의 압
축을 받는 부분의 콘크리트에 의해 <표 0504.3.1>의 보통중량콘크리트 또
는 경량콘크리트 중 어느 것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처
짐을 계산할 경우에 프리캐스트 부분과 현장치기 부분의 건조수축 차이에 
의한 곡률과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축방향 크리프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가설지주가 설치되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 프리스트레스되지 않은 프리캐
스트 휨부재의 두께가 <표 0504.3.1>에 규정된 값 이상인 경우는 처짐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프리스트레스되지 않은 합성부재의 두께가 <표 
0504.3.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부재가 합성된 후에 생기는 처짐은 계
산할 필요는 없으나 합성작용의 효과를 나타내기 이전 하중의 크기와 지속 
시간에 대하여 프리캐스트 부재의 장기처짐은 검토하여야 한다.

(3) (1)과 (2)에 따라 계산한 처짐은 <표 0504.3.2>과 0504.3.1.7에서 규정한 제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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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4 피로
0504.4.1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하중 중에서 변동하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거나 작용빈도가 

크기 때문에 피로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2) 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휨 및 전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기둥의 피로는 검토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휨모멘트나 축인장력의 영향이 특히 

큰 경우 보에 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0504.4.2 피로에 대한 검토
(1) 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경우 충격을 포함한 사용 활하중에 의한 

철근과 긴장재의 응력범위가 <표 0504.4.1>의 응력 이내에 들면 피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없다.

강재의 종

류

설 계 기 준 항 복 강 도 
혹은 위치

철근의 또는 긴장재의 인장범위

(MPa)

이형철근
300 MPa

350 MPa
400 MPa 이상

130

140

150

긴장재

연결부 또는 

정착부

기타 부위

140

160

<표 0504.4.1> 피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철근과 긴장재의 

응력범위 (MPa)

(2) 반복하중에 의한 철근의 응력범위가 <표 0504.4.1>의 값을 초과하여 피로의 검
토가 필요할 경우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피로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피로의 검토가 필요한 구조부재는 높은 응력을 받는 부분에서 철근을 구
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504.5 내구성 설계
0504.5.1 설계일반
(1) 콘크리트 구조는 주어진 주변환경에 대하여 설계 공용기간 동안에 안전

성, 사용성, 내구성, 미관을 갖도록 설계, 시공,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87 -

(2) 설계 착수 전에 구조물 발주자와 설계자는 구조물의 중요도, 환경조건, 
구조거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0504.5.2 내구성 설계기준
(1) 해풍, 해수, 황산염 및 기타 유해물질에 노출된 콘크리트는 0504.5.3의 조

건을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기법을 결정하

여야 한다.
(3) 설계 초기단계에서 구조적으로 환경에 민감한 구조 배치를 피하고, 유지

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접근이 용이한 구조 형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이나 부재의 외측 표면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다지기와 양생이 적절하여 밀도가 크고, 강도가 높고, 투
수성이 낮은 콘크리트를 시공하고,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5) 구조의 모서리나 부재 연결부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구조요소의 구조상세가 적절하여야 한다.

(6) 고부식성 환경조건에 있는 구조는 표면을 보호하여 내구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7) 설계자는 내구성에 관련된 콘크리트 재료, 피복두께, 철근과 긴장재, 처
짐, 균열, 피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제반 규정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0504.5.3 노출 범주 및 등급
(1)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용 콘크리트 부재에 대해 예측되는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표 

0504.5.1>에 따라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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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등급 조   건

F

(동결

융해)

무시 F0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

보통 F1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심함 F2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매우심

함
F3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며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동결융해의 반복작

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S

(황산염)

토양 내의 수용성 황산염(SO4)의 질량비

(%)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 (ppm)

무시 S0 SO4＜0.10 SO4＜150

보통 S1 0.10≤SO4＜0.20 150≤SO4＜1,500, 해수

심함 S2 0.20≤SO4＜2.00 1,500≤SO4≤10,000

매우심

함
S3 SO4＞2.00 SO4＞10,000

P

(낮은 투수성 

요구)

무시 P0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지 않고 수분과 접촉되는 경우

적용 P1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고 수분과 접촉되는 경우

C

(철근 방식)

무시 C0 건조하거나 또는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콘크리트 

보통 C1 수분에 노출되지만 외부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는 콘크리트

심함 C2
제빙화학제, 소금, 염수,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 등과 같은 염화물에 직

접적으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 0504.5.1> 노출 범주 및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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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5.4 내구성 허용기준
(1) <표 0504.5.1>에 따라 노출등급이 결정된 경우의 콘크리트 배합은 <표 

0504.5.2>에 규정된 가장 엄격한 요구 조건을 따라야 한다.

노

출 

등

급

최

물-

결 합 재

비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추가적인 최소 요구 사항

공기량
결합재

사용제한

F0 - 21 없음 없음

F1 0.45 30 <표 0504.5.3> 없음

F2 0.45 30 <표 0504.5.3> 없음

F3 0.45 30 <표 0504.5.3>
< 표 

0504.5.4>

시멘트의 종류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 
유무

S0 - 21 제한없음 제한 없음

S1 0.5 27

보통포틀랜드시멘트(1종)＋포졸란 혹은 슬래그1)

플라이애쉬시멘트(KS L 5211)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2종)(KS L 5201)
고로슬래그시멘트(KS L 5210)

제한 없음

S2 0.45 30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5종)
(KS L 5201)
고로슬래그시멘트(KS L 5210)＋플라이애쉬

허용 안됨

S3 0.45 30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5종)
(KS L 5201)
＋포졸란 혹은 슬래그2)

허용 안됨

P0 - 21 해당사항 없음

P1 0.50 27 해당사항 없음

콘크리트 내 최  수용성 염소 이온(Cl-)량

(시멘트 질량에 한 %)
관련 규정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C0 - 21 1.00 0.06
없음

C1 - 21 0.30 0.06

C2 0.40 35 0.15 0.06 0505.4

 1) 1종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

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2) 5종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

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표 0504.5.2>  노출등급에 따른 내구성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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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출등급 F1, F2, F3에 해당하는 보통중량콘크리트나 경량 콘크리트는 
<표 0504.5.3>에 제시된 공기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연행 공기량의 
허용편차는 1.5%이다.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MPa을 초과하는 콘크리트는 
<표 0504.5.3>에 제시된 공기량에서 1% 감소시킬 수 있다.

굵은골재의 최 치수

(mm)

공 기 량 (%)

노출 등급 F1 노출 등급 F2, F3
10.0

15.0

20.0

25.0

40.0

6.0

5.5

5.0

4.5

4.5

7.5

7.0

6.0

6.0

5.5

<표 0504.5.3> 동해 저항 콘크리트에 한 전체 공기량

(3) 철근의 부식방지를 위해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전체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kg/m3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받는 경우 
0.60kg/m3까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굳은 콘크리트의 전체 염소이온량에 
대한 검토가 염소이온 농도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재령 28일 이후의 콘크리트에
서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농도 시험은 KS F 2713 또는 KS F 2715에 따라 시
행하고, <표 0504.5.2>의 값으로 검토할 수 있다.

(4) 노출등급 C2의 경우 <표 0504.5.2>의 최대 물-결합재비 및 콘크리트의 최소 설
계기준압축강도 조건과 0505.4의 최소 콘크리트 피복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노출등급 F3의 경우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플라이애쉬, 실리카퓸, 슬
래그, 포졸란의 결합재의 전 질량에 대한 비율이 <표 0504.5.4>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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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합    재 결합재 전중량에 대한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

래그 미분말
50

실리카퓸 10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501)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과 

실리카퓸의 합

351)

1) 플라이애시나 기타 포졸란은 25% 이하, 실리카퓸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표 0504.5.4> 노출등급 F3의 콘크리트에 한 최  혼

화재 비율

0504.6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0504.6.1 설계일반
(1) 콘크리트구조물은 주어진 주변 환경조건에서 목표 수명기간 동안에 안전

성, 사용성, 내구성, 미관을 갖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완공된 콘크리트 
구조물은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할 때 보수·보강을 통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
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균열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하여 균열 발생의 원인 및 그 유해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때에는 균열검토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는 0520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4) 구조물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설계는 책임구조

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0504.6.2 보수·보강 설계
(1) 손상된 콘크리트구조물에서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미관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

한 보수는 타당한 보수설계에 근거하여야 한다.
(2) 기존 구조물에서 내하력을 회복 또는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은 타당한 보

강설계에 근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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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보강 설계에서는 구조체를 조사하여 손상 원인, 손상 정도, 저항내
력 정도를 파악하고 구조물이 처한 환경조건, 하중조건, 필요한 내력, 보수·
보강의 범위와 규모를 정하며, 보수·보강재료를 선정하여 단면 및 부재를 
설계하고, 적절한 보수·보강시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보강설계를 할 때는 보강 후의 구조내하력 증가 외에 사용성, 내구성 등
의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책임구조기술자는 보수·보강공사에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0505 철근상세
0505.1 적용범위
(1) 이 0505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부재의 철근

과 용접철망의 가공 및 배치 상세, 그리고 긴장재와 덕트의 배치에 적용하
여야 한다.

(2) 철근의 피복두께, 수축 및 온도 변화에 대한 보강에 대한 것도 이 0505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0505.2 철근가공
0505.2.1 표준갈고리
(1) 주철근의 표준갈고리는 다음과 같이 180°표준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로 분류되며, 

각 표준갈고리는 다음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180°표준갈고리는 180°구부린 반원 끝에서 4 이상, 또한 60mm 이상 더 

연장되어야 한다.
② 90°표준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12 이상 더 연장되어야 한다.
(2) 스터럽과 띠철근의 표준갈고리는 90°표준갈고리와 135°표준갈고리로 분

류되며,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① 90°표준갈고리
(가) D16 이하인 철근은 구부린 끝에서 6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나) D19, D22 및 D25 철근은 구부린 끝에서 12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② 135°표준갈고리
D25 이하의 철근은 구부린 끝에서 6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0505.2.2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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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철근의 180° 표준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구부림 최소 내면 반지름
은 <표 0505.2.1>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철근 크기 최소 내면 반지름
D10 ~ D25

D29 ~ D35

D38 이상

3

4

5

<표 0505.2.1>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2) 스터럽과 띠철근용 표준갈고리의 내면 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
다.

① D16 이하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D19 이상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 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표 0505.2.1>에 따라야 한다.

(3) 스터럽 또는 띠철근으로 사용되는 용접철망(원형 또는 이형)에 대한 표
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지름이 7mm 이상인 이형철선은 2, 그 
밖의 철선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4 보다 작은 내면 반지름으로 
구부리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용접 교차점으로부터 4 이상 떨어져
서 철망을 구부려야 한다.

(4) 표준갈고리 외의 모든 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표 0505.2.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0505.2.3 철근 구부리기
(1)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철근은 상온에서 구부려

야 한다.
(2) 콘크리트 속에 일부가 묻혀 있는 철근은 현장에서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도시되어 있거나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한 경우
에는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철근을 구부릴 수 있다.

0505.2.4 철근의 표면상태
(1)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비금

속 도막이 없어야 한다. 0502.2.3.5에 규정한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있다.

(2) 긴장재를 제외하고 철근의 녹이나 가공 부스러기 또는 그 조합은 KS D 
3504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디의 높이를 포함하는 철근의 최소 치수와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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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달하지 않는 한 특별히 제거할 필요는 없다.
(3) 긴장재의 표면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름, 먼지, 가공부스러기, 

흠집 및 과도한 녹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녹은 허용할 수 있다.

0505.3 철근배치
0505.3.1 배치원칙
(1) 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정확하게 배치되고 움직이

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시공이 편리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유효깊이 () 허용범위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 200mm

 ＞ 200mm

±10mm

±13mm

－10mm

－13mm

<표 0505.3.1> 허용오차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mm이며, 또한, 모
든 경우의 피복 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표 0505.3.1>의 허용오차 이내에서 규정된 위
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구조기술자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허
용오차를 벗어날 수 있다.

①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의 유효깊이 에 대한 허용오차와 콘크리트의 최소피복두께 
허용오차는 <표 0505.3.1>에 따라야 한다.

②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 mm
이다. 다만, 브래킷과 내민받침의 불연속단에서 허용오차는 ±13 mm이며, 그 
밖의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허용오차는 ±25 mm이다. 또한 부재의 불연속단
에서도 0505.3.1.1(1)의 최소 피복두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치 위치에서   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에는 책임구
조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경간이 3.0 m 이하인 슬래브에 사용되는 지름이 6.4mm 이하인 용접철망
이 받침부를 지나 연속되어 있거나 받침부에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는 경우, 
이 용접철망은 받침부위의 슬래브 상단 부근의 한 점부터 경간 중앙의 슬래
브 바닥 부근의 한 점까지 구부릴 수 있다.

(4) 철근조립을 위해 교차되는 철근은 용접할 수 없다. 다만, 책임구조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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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인한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0505.3.2 간격제한
(1) 동일 평면에서 평행하는 철근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25mm 이상,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0502.2.1.2(4)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단과 하단에 2단 이상으로 배치된 경우 상하 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치되어
야 하고, 이 때 상하 철근의 순간격은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이 배근된 압축부재에서 축방향철근의 순간격은 
40mm 이상, 또한 철근 공칭 지름의 1.5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0502.2.1.2 (4)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규정은 서로 접촉된 겹침이음 철근과 인접된 이음철근 또는 
연속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5) 벽체 또는 슬래브에서 휨 주철근의 간격은 벽체나 슬래브 두께의 3배 이
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장선
구조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 다발철근은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2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사용하는 다발철근은 이형철근으로, 그 개수는 

4개 이하이어야 하며, 이들은 스터럽이나 띠철근으로 둘러싸여져야 한다.
② 휨부재의 경간 내에서 끝나는 한 다발철근 내의 개개 철근은 40  이상 서로 

엇갈리게 끝나야 한다.
③ 다발철근의 간격과 최소피복두께를 철근지름으로 나타낼 경우, 다발철근의 

지름은 등가단면적으로 환산된 1개의 철근지름으로 보아야 한다.
④ 보에서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다발로 사용할 수 없다.
(7) 긴장재와 덕트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부재단에서 프리텐셔닝 긴장재의 중심간격은 강선의 경우 5, 강연선의 경우 

4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
축강도가 27 MPa보다 크면 공칭지름이 13mm 이하인 강연선에 대하여 최소 
중심간격 45mm를, 공칭지름이 15mm 이상인 강연선에 대하여 최소 중심간격 
50mm를 확보하여야 하고, 또한 0502.2.1.2 (4)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경
간 중앙부의 경우 긴장재간의 수직 간격을 부재단의 경우보다 좁게 하거나 다
발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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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포스트텐셔닝 부재의 경우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고, 긴장할 때 긴장
재가 덕트를 파손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덕트를 다발로 사용할 수 있다.

0505.4 최소피복두께
0505.4.1 프리스트레스하지 않는 부재의 현장치기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하지 않는 부재의 현장치기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다음 규
정을 따라야 하며, 또한 0505.4.6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100mm
(2)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mm
(3)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① D29 이상의 철근 60mm
② D25 이하의 철근 50mm
③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40mm
(4)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① 슬래브, 벽체, 장선
㈎ D35 초과하는 철근 40mm
㈏ D35 이하인 철근 20mm
② 보, 기둥 40mm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가 40MPa 이상인 경우 규정된 값에서 10mm 저
감시킬 수 있다.

③ 쉘, 절판부재 20mm
0505.4.2 프리스트레스하는 부재의 현장치기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하는 부재의 현장치기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하
며, 또한 0505.4.6.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0505.4.2.1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mm
0505.4.2.2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1) 벽체, 슬래브, 장선구조 30mm
(2) 기타 부재 40mm
0505.4.2.3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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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래브, 벽체, 장선 20mm
(2) 보, 기둥
① 주철근 40mm
②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30mm
(3) 쉘, 절판부재
① D19 이상의 철근 

②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10mm
(4) 흙 및 옥외의 공기에 노출되거나, 부식환경에 노출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부
재로서 0509.2.2.3에 정의된 부분균열등급 또는 완전균열등급의 경우에는 최소 피복두
께를 5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설계하중에 대한 프리스트레스트 인장영역이 
지속하중을 받을 때 압축응력 상태인 경우에는 최소 피복두께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
다.
(5) 공장제품 생산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된 프리스트레스하는 콘크리트 
부재에서 프리스트레스되지 않은 철근의 최소피복두께는 0505.4.3에 따라야 
한다.
0505.4.3 프리캐스트콘크리트
프리캐스트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하며, 또한 0505.4.6.의 규
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505.4.3.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된 콘크리트
(1) 벽체
①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긴장재 40mm
② D35 이하의 철근,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 및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20mm
(2) 기타 부재
①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긴장재 50mm
② D19 이상, D35 이하의 철근 및 지름 16mm를 초과하고 지름 40mm 이하

인 긴장재 40mm
③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및 지름 16mm 이하의 긴장

재 30mm
0505.4.3.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1) 슬래브, 벽체, 장선구조
①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mm를 초과하는 긴장재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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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D35 이하의 철근 및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 20mm
③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15mm
(2) 보, 기둥
① 주철근 

  다만, 15mm 이상이어야 하고, 40mm 이상일 필요는 없다.
②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10mm
(3) 쉘, 절판부재
① 긴장재 20mm
② D19 이상의 철근 15mm
③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10mm

0505.4.4 다발철근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다발의 등가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60mm
보다 크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
혀있는 경우는 피복두께를 80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는 1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0505.4.5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의 피복두께는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가 설치되는 부재
의 철근에 요구되는 피복두께 이상이 되어야 한다.
0505.4.6 특수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
(1) 콘크리트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있는 경우에는 피복두께를 

0505.4.6.(2)에 따라 증가시켜야 한다.
① 고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체의 경우
② 해안에서 250m 이내에 위치하는 구조체로서 추가의 표면처리공사를 수행

하지 않고 직접 외부에 노출되어 염해를 받는 경우
③ 유수 등에 의한 심한 침식 또는 화학작용을 받는 경우
(2) (1)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다음 값 이상의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① 현장치기 콘크리트
㈎ D16 이하의 철근을 사용한 벽체, 슬래브 50mm
㈏ ㈎ 외의 모든 부재  80mm
② 프리캐스트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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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체, 슬래브  40mm
㈏ 기타 부재  50mm
③ 0509.2.2.(3)에 정의된 부분균열등급 또는 완전균열등급의 프리스트레스
트콘크리트 부재는 최소 피복두께를 0505.4.2에서 규정된 최소 피복두께의 
50 %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된 인장영역이 지속하중을 받
을 때 압축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피복두께를 증가시키지 않아
도 된다.
(3) 내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피복두께는 화열의 온도, 지속시간, 사용골

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0505.4에 규정된 최소 피복두께
보다 더 큰 값이 요구될 때에는 동등한 내화성능의 재료나 피복 재료를 사
용하거나 피복두께의 값을 증가시켜야 한다.

(4) 증축 또는 확장을 위해 노출된 철근 또는 매입 철물은 부식이 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0505.5 부재에서 횡철근
0505.5.1 휨부재의 횡철근
(1) 보의 압축철근은 띠철근이나 스터럽 또는 등가의 단면적을 갖는 용접철

망으로 둘러싸여야 한다. 이 때 띠철근이나 스터럽의 크기와 간격은 
0505.5.2.3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띠철근이나 스터럽은 
압축철근이 배치되는 전 구간에 배치되어야 한다.

(2) 받침부에서 응력의 반전 또는 비틀림을 받는 휨 골조 부재의 횡철근은 휨보강철근 
주위까지 연장시킨 폐쇄띠철근, 폐쇄스터럽 또는 나선철근으로 하여야 한다.

(3) 폐쇄띠철근 또는 폐쇄스터럽은 종방향 철근 주위를 한 가닥의 스터럽 또는 띠철
근으로 한 바퀴 돌려서 종방향 철근 위치에서 교차시키면서 표준갈고리로 중첩시켜 
만들거나 한 가닥 또는 두 가닥의 철근을 0508.6.2.(1)의 B급 이음(  이음)으로 겹
침이음한 형태로 만들거나 0508.5.4 에 따라 정착시켜 만들어야 한다.

0505.5.2 압축부재의 횡철근
0505.5.2.1 횡철근
압축부재에서 각 부재별 횡철근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압축부재에 대한 횡철근은 0505.5.2.2와 0505.5.2.3의 규정을 따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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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단이나 비틀림 보강철근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0507의 규정에도 따라
야 한다.

(2) 합성압축부재에 대한 횡철근은 0517.4를 따라야 한다.
(3) 긴장재에 대한 횡철근은 0509.7을 따라야 한다.
(4) 실험과 구조해석에 의해 압축부재가 횡철근이 없어도 충분한 강도를 확

인한 경우에는 횡철근에 대한 0505.5.2, 0509.7 및 0517.4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0505.5.2.2 나선철근
압축부재에 사용되는 나선철근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나선철근은 균등한 간격을 갖는 연속된 철근이나 철선으로 이루어지며 설계된 치

수로부터 벗어남이 없이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그 크기가 확보되어야 한다.
(2) 나선철근비 는 0506.4.2.3에 따라야 한다.
(3) 현장치기콘크리트 공사에서 나선철근 지름은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4) 나선철근의 순간격은 25mm 이상, 75mm 이하이어야 한다.
(5) 나선철근의 정착은 나선철근의 끝에서 추가로 1.5 회전만큼 더 확보하여

야 한다.
(6) 나선철근의 이음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따라야 한다.
① (가)∼(마) 중에 정의된 길이 이상이며 최소 300 mm 길이 이상인 겹침이

음
(가) 이형철근 또는 이형철선 48
(나) 원형철근 또는 원형철선 72
(다) 에폭시 도막 이형철근 또는 철선 72
(라) 0505.2.1. (2)를 만족하는 표준갈고리를 가지는 비도막 원형 철근 또는 
철선 48
다만, 갈고리는 나선철근으로 형성되는 심부콘크리트에 정착되어야 함.  
(마) 0505.2.1. (2)를 만족하는 표준갈고리를 가지는 에폭시 도막 이형 철근 
또는 철선 48
다만, 갈고리는 나선철근으로 형성되는 심부콘크리트에 정착되어야 함.
② 0508.6.1. (3)을 만족하는 기계적이음 또는 용접이음
(7) 나선철근은 확대기초판 또는 기초슬래브의 윗면에서 그 위에 지지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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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최하단 수평철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8) 보 또는 브래킷이 기둥의 모든 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나선철

근이 끝나는 점부터 슬래브 또는 지판, 기둥전단머리 밑면까지 추가 띠철근
을 배치하여야 한다.

(9) 기둥머리가 있는 기둥의 나선철근은 기둥머리의 지름이나 폭의 2배가 되
는 곳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0) 나선철근은 수직간격재에 의해 제 위치에 단단하고 곧게 조립되어야 한
다.

0505.5.2.3 띠철근
압축부재에 사용되는 띠철근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D32 이하의 축방향 철근은 D10 이상의 띠철근으로, D35 이상의 축방향 

철근과 다발철근은 D13 이상의 띠철근으로 둘러싸야 하며, 띠철근 대신 등
가단면적의 이형철선 또는 용접철망을 사용할 수 있다.

(2)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축방향 철근지름의 16배 이하, 띠철근이나 철선지
름의 48배 이하, 또한 기둥단면의 최소 치수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모든 모서리 축방향 철근과 하나 건너 위치하고 있는 축방향 철근들은 
135°이하로 구부린 띠철근의 모서리에 의해 횡지지되어야 한다. 다만, 띠철
근을 따라 횡지지된 인접한 축방향 철근의 순간격이 150 mm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추가 띠철근을 배치하여 축방향 철근을 횡지지하여야 한다. 또한, 
축방향 철근이 원형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원형띠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원형 띠철근을 150 mm 이상 겹쳐서 표준 갈고리로 기둥주근을 감싸야 
한다.

(4) 기초판 또는 슬래브의 윗면에 연결되는 압축부재의 첫 번째 띠철근 간격
은 다른 띠철근 간격의 1/2 이하로 하여야 하고, 슬래브나 지판, 기둥전단
머리에 배치된 최하단 수평철근 아래에 배치되는 첫 번째 띠철근도 다른 
띠철근 간격의 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보 또는 브래킷이 기둥의 4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낮은 보 또
는 브래킷의 최하단 수평철근 아래에서 75mm 이내에서 띠철근 배치를 끝
낼 수 있다. 단, 이때, 보의 폭은 해당 기둥면 폭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6) 앵커볼트가 기둥 상단이나 주각 상단에 위치한 경우에 앵커볼트는 기둥
이나 주각의 적어도 4개 이상의 수직철근을 감싸고 있는 횡방향 철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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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둘러싸여져야 한다.  횡방향 철근은 기둥 상단이나 주각 상단에서 
125mm 이내에 배치하고 적어도 2개 이상의 D13 철근이나 3개 이상의 
D10 철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0505.6 기둥 및 접합부 철근의 특별배치상세
0505.6.1 옵셋굽힘철근
(1)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치수가 변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옵셋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옵셋굽힘철근의 굽힘부에서 기울기는 1/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옵셋굽힘철근의 굽힘부를 벗어난 상·하부철근은 기둥 축에 평행하여야 

한다.
(4) 옵셋굽힘철근의 굽힘부에는 띠철근, 나선철근 또는 바닥구조에 의해 수평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수평지지는 옵셋굽힘철근의 굽힘부에서 계산
된 수평분력의 1.5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수평지지로 띠
철근이나 나선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철근을 굽힘점으로부터 
150mm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5) 옵셋굽힘철근은 거푸집 내에 배치하기 전에 굽혀 두어야 한다.
(6) 기둥 연결부에서 상·하부의 기둥면이 75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축

방향 철근을 구부려서 옵셋굽힘철근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별
도의 연결철근을 옵셋되는 기둥의 축방향 철근과 겹침이음하여 사용하며, 
겹침이음 0508.8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0505.6.2 강재심부
(1) 합성 압축부재의 강재 심부의 단부는 단부 지압이음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강재 심부의 중심이 일치되게 접촉시켜 정확하게 일직선상으로 마
무리되어야 한다.

(2) 단부 지압이음에서는 강재 심부에 발생한 전체 압축력의 50% 이하가 지
압에 의해 유효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기둥 밑면과 확대기초판 사이는 0512.4의 규정에 따라 응력 전달이 이루
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강재 심부의 밑면은 합성부재로부터 기초판에 모든 하중이 전달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 단면이 충분히 커서 전체 하중
의 일부가 철근콘크리트 단면의 콘크리트와 철근에 의해 기초판에 전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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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에는 강재 심부에 대한 하중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

0505.6.3 접합부
(1) 보, 기둥과 같은 주요 골조부재의 접합부에서 연속철근의 이음과 접합부

에서 끝나는 철근의 정착을 위해 둘레 보강이 마련되어야 하다.
(2) 둘레 보강은 외부 콘크리트나 내부 폐쇄띠철근, 나선철근 또는 스터럽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
0505.7 수축·온도철근
0505.7.1 설계일반
(1) 슬래브에서 휨철근이 1방향으로만 배치되는 경우 이 휨철근에 직각방향

으로 수축·온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수축·온도철근은 0505.7.2 또는 0505.7.3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0505.7.2 에 규정된 수축·온도철근량은 수축 및 온도변화에 대한 변형이 

심하게 구속되지 않은 휨부재에 적용되는 최소 철근량이므로 심하게 구속
된 부재에 대해서는 0503.3.2의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최소 철근량을 증가
시켜야 한다.

0505.7.2 1방향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1) 수축·온도철근으로 배치되는 이형철근 및 용접철망은 다음의 철근비 이

상으로 하여야하나, 어떤 경우에도 0.0014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수축·
온도철근비는 콘크리트 전체단면적에 대한 수축·온도철근 단면적의 비로 한
다.

① 설계기준항복강도가 400MPa 이하인 이형철근을 사용한 슬래브 0.0020
② 설계기준항복강도가 400 MPa를 초과하는 이형철근 또는 용접철망을 사용

한 슬래브  ×



(2) 다만, 0505.7.2.1에서 요구되는 수축·온도철근비에 전체 콘크리트 단면적
을 곱하여 계산한 수축·온도철근 단면적을 단위 폭 m당 1,800mm2보다 크
게 취할 필요는 없다.

(3) 수축·온도철근의 간격은 슬래브 두께의 5배 이하, 또한 450m 이하로 하
여야 한다.

(4) 수축·온도철근은 설계기준항복강도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
0505.7.3 1방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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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축·온도 보강용으로 긴장재를 배치하는 경우 아래 (2)와 (3)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유효프리스트레스에 의해 콘크리트 전체 단면적에 생기는 평균 압축응력
이 0.7MPa 이상이 되도록 긴장재를 배치하여야 하며, 긴장재 간격은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긴장재 간격이 1.3m를 초과하는 경우 0505.7.2 의 규정에 따라 수축·온
도철근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 보강철근은 긴장재 사이에 배
치하되 슬래브 단부부터 슬래브 내측으로 긴장재 간격과 같은 길이만큼 연
장 배치하여야 한다.

0505.8 구조일체성 요구조건
0505.8.1 현장치기콘크리트 구조
(1) 장선구조에서 적어도 하나의 하부철근은 연속되거나 받침부를 지나 B급 

인장겹침이음 또는 0508.6.1(3)을 만족하는 기계적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이어져야 하고, 불연속받침부에서 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0508.2.5를 
만족하는 표준갈고리나 0508.2.6을 만족하는 확대머리 이형철근으로 정착
되어야 한다.

(2) 구조물의 테두리보에는 다음으로 구성되는 연속철근을 기둥의 축방향 철
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지나서 전 경간에 걸쳐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연속받침부에서는, ①, ②의 철근이 받침부 면에서 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0508.2.5를 만족하는 표준갈고리나 0508.2.6을 만족하는 확대머리 
이형철근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① 적어도 받침부에서 요구되는 부모멘트철근의 1/6 이상이며 두 개 이상인 
인장철근

② 적어도 경간 중앙부에서 요구되는 정모멘트철근의  1/4 이상이며 두 개 이상인 
인장철근

(3) (2)에서 요구되는 연속철근은 0507.6.3에서 제시된 형태의 횡방향 철근
에 의하여 둘러싸여야 하며, 횡방향 철근은  0507.6.3. (2)에 따라 정착되
어야 한다. 이때 횡방향 철근을 접합부내까지 연속시켜 배치할 필요는 없
다.

(4)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음이 필요할 때 상단철근의 이음은 경간 중
앙 또는 그 부근에서 하부철근은 받침부 또는 그 부근에서 B급 인장겹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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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또는 (3)을 만족하는 기계적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5) 테두리보 이외의 부재로서, (3)에서 규정된 횡방향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

에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경간 중앙부에서 요구되는 정모멘트철근의 1/4 이상이며 두 개 이상의 인

장철근이 기둥의 축방향 철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지나야 한다.
② ①의 철근은 연속되거나 받침부 주변에서 B급 인장겹침이음 또는 
0508.6.1(3)을 만족하는 기계적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③ ①의 철근은 불연속받침부 면에서 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0508.2.5
를 만족하는 표준갈고리나 0508.2.6을 만족하는 확대머리 이형철근으로 정착
되어야 한다.
(6) 2방향슬래브구조의 경우는 0510.6.4.(5) 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

레스트콘크리트 2방향 슬래브 구조의 경우는  0509.8.2.(6)과 0509.8.2.(7)
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0505.8.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구조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부재 요소를 효과적으로 결속시키기 위

하여 인장연결재가 횡방향, 종방향, 수직방향 및 구조물 둘레에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0516.3.1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슬래브 구조의 경우는 0510.6.4.(6)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0506 휨 및 압축
0506.1 일반사항 
(1) 이 절의 규정은 휨모멘트나 축력을 받는 부재 또는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는 부재의 설계에 적용하여야한다.
(2) 이 절의 규정은 부재 단면에 작용하는 휨모멘트와 축력의 계산 및 강도

계산에 적용하여야한다.
(3) 부재 단면의 전단력과 비틀림모멘트의 계산 및 강도계산은 0507의 규정

에 따라야한다.
0506.2 설계 일반
0506.2.1 설계가정
(1) 휨모멘트와 축력을 받는 부재의 강도설계는 (2)에서 (7)까지에 규정된 

가정에 따라야하며, 힘의 평형조건과 변형률 적합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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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근과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0506.3.4에 규정된 깊은보는 비선형변형률분포를 고려하
여야 한다. 깊은보의 설계에서 비선형변형률분포를 고려하는 대신 스트럿-타이모델을 
적용하여도 좋다.

(3) 휨모멘트 또는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는 부재의 콘크리트 압축연
단의 극한변형률은 0.003으로 가정한다.

(4) 철근의 응력이 설계기준항복강도  이하일 때, 철근의 응력은 그 변형률에 
를 곱한 값으로 산정하고, 철근의 변형률이 에 대응하는 변형률보다 큰 경
우 철근의 응력은 변형률에 관계없이 로 하여야한다.

(5)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0509.3.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근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축강도와 휨강도 계산에서 무시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압축응력의 분포와 콘크리트변형률 사이의 관계는 직사각형, 사
다리꼴, 포물선형 또는 강도의 예측에서 광범위한 실험의 결과와 실질적으
로 일치하는 어떤 형상으로도 가정할 수 있다.

(7) (6)의 규정은 다음에 정의되는 등가 직사각형 응력블록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① 단면의 가장자리와 최대 압축변형률이 일어나는 연단으로부터     거리에 
있고 중립축과 평행한 직선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가압축영역에 인 콘크
리트응력이 등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최대 변형률이 발생하는 압축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는 중립축에 대
해 직각방향으로 측정한 것으로 한다.

③ 계수 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8MPa 이하인 경우는 0.85로 한다. 콘크리
트 강도가 28MPa을 초과할 경우, 28MPa을 초과하는 매 1MPa의 강도에 대
하여 의 값을 0.007씩 감소시킨다. 그러나 그 값은 0.65보다 작지 않게 한
다.

0506.2.2 일반원칙
(1) 휨모멘트나 축력 또는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는 단면의 설계는 

0506.2.1의 가정에서 사용한 힘의 평형조건과 변형률의 적합조건에 기초하
여야한다.

(2) 인장철근이 설계기준항복강도 에 대응하는 변형률에 도달하고 동시에 압
축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변형률인 0.003에 도달할 때, 그 단면이 균형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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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상태에 있다고 본다.
(3) 압축연단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변형률인 0.003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

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ε가 압축지배변형률 한계 이하인 단면을 압축지배단
면이라고 한다. 압축지배변형률한계는 균형변형률 상태에서의 인장철근의 순
인장변형률과 같다.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최외단 긴장재의 순
인장변형률을 기준으로 하며 압축지배변형률 한계는 0.002로 한다.

(4) 압축연단 콘크리트가 가정된 극한변형률인 0.003에 도달할 때 최외단 인
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ε 가 0.005의 인장지배변형률 한계 이상인 단면을 인
장지배단면이라고 한다. 다만,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MPa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인장지배변형률 한계를 철근항복변형률의 2.5배로 한다. 순인장변형률 
ε가 압축지배변형률 한계와 인장지배변형률 한계 사이인 단면은 변화구간단
면이라고 한다.

(5)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휨부재는 공칭강도 상태에서 순인장변형률 
가 휨부재의 최소허용변형률 이상이어야한다. 휨부재의 최소허용변형률은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 MPa 이하인 경우 0.004로 하며,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 MPa를 초과하는 경우 철근 항복변형률의 2배로 한다. 휨모멘트와 축력
을 동시에 받는 철근콘크리트 부재로서 계수축력이 보다 작은 경우는 
축력의 영향을 무시하고 휨부재로 취급하여 휨강도를 계산할 수 있다.

(6) 휨부재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가 인장철근과 이에 대응하는 압
축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7) 압축부재의 설계축강도 은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① 0505.5.2.2의 규정에 따른 나선철근을 갖고 있는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부재

의 경우 다음 식(0506.2.1)에 따라야 한다.
max＝   － ＋   (0506.2.1)

② 0505.5.2.3의 규정에 따른 띠철근을 가진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부
재의 경우 다음 식(0506.2.2)에 따라야 한다.
max＝   － ＋     (0506.2.2)

③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의 설계축강도 은 편심이 없는 경우의 설계
축강도 에 대해서 나선철근부재는 0.85배, 띠철근부재는 0.80배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8) 압축력을 받는 부재는 그 축력에 의해 수반될 수 있는 최대휨모멘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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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환경
일반 옥내 부재, 부식의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보호한 경우의 보통 주거 및 사무실 건물 내

부

습윤 환경 일반 옥외의 경우, 흙 속의 경우, 옥내의 경우에 있어서 습기가 찬 곳

부식성 환

경

1. 습윤환경과 비교하여 건습의 반복작용이 많은 경우, 특히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지하수

위 이하의 흙 속에 있어서 강재의 부식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 동결작용이 있는 경

우, 동상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

2.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중 해수 중에 있거나 극심하지 않은 해양환경에 있는 경우(가스, 

액체, 고체)

고 부 식 성 

환경

1. 강재의 부식에 현저하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

2.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중 간만조위의 영향을 받거나 비말 에 있는 경우, 극심한 해풍의 

영향을 받는 경우

<표 0506.3.1> 강재의 부식에 한 환경조건의 구분

대해 설계되어야 한다. 주어진 편심에서의 계수축력  는 (7)의 값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최대 계수휨모멘트 는 0506.5의 규정에 따른 장주
효과를 고려하여 증대되어야 한다.

0506.3 휨부재설계의 제한사항

0506.3.1 휨부재의 횡지지 간격
(1) 보의 횡지지 간격은 압축 플랜지 또는 압축면의 최소 폭의 50배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하중의 횡방향 편심의 영향은 횡지지 간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0506.3.2 휨부재의 최소 철근량
(1) 해석에 의하여 인장철근 보강이 요구되는 휨부재의 모든 단면에 대하여 

(2), (3)과 (4)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철근의 단면적 는 식(0506.3.1)
과 식(0506.3.2)에 의해 계산된 값 중에서 큰 값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m in ＝


  (0506.3.1)

m in ＝

  (0506.3.2)

(2) 플랜지가 인장 상태인 정정구조물에 대하여 철근의 단면적 m in 은 식
(0506.3.1)과 식(0506.3.2)에서 에 플랜지의 유효폭 와  중 작은 값을 
대입하여 계산되는 철근 단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부재의 모든 단면에서 해석에 의해 필요한 철근량보다 1/3 이상 인장철
근이 더 배치되는 경우에는 (1)과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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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께가 균일한 구조용 슬래브와 기초판에 대하여 경간방향으로 보강되는 
m in은 0505.7에 규정한 값 이상이어야한다. 철근의 최대 간격은 슬래브 또
는 기초판 두께의 3배와 450mm 중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0506.3.3 보 및 1방향 슬래브의 휨철근 배치
(1) 보 또는 1방향으로만 휨응력을 저항하도록 철근이 배치된 1방향 슬래브

는 휨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휨철근의 배치에 대한 이 0506.3.3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2방향 슬래브의 휨철근 배치는 0510.6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휨인장철근은 (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재 단면의 최대 휨인장영역 내

에 배치되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인장연단에 가장 가까이에 배치되는 철근의 중심간격 는 식

(0506.3.3)과 식(0506.3.4)에 의해 계산된 값 중에서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구조기준 부록 III에 따라 균열을 검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0506.3.3.)        

  (0506.3.4)
여기서, 여기서, 은 표 0506.3.1에 정의된 건조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280이고, 그 

외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210이다. 
는 인장철근이나 긴장재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최소 두께이다. 철근
이 하나만 배치된 경우에는 인장연단의 폭을 로 한다. 는 사용하중 상태에서 
인장연단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철근의 응력이다. 다만, 간단한 방법으로 
균열을 검증하고자 할 때는 는 의 2/3를 근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T형보의 플랜지가 인장을 받는 경우에는 휨인장철근을 0503.4.10에서 

정의된 유효플랜지폭이나 경간의 1/10의 폭 중에서 작은 폭에 걸쳐 분포시
켜야 한다. 만일 유효플랜지폭이 경간의 1/10을 넘는 경우에는 종방향 철근
을 플랜지 바깥부분에 추가로 배치하여야한다.

(6) 보나 장선의 깊이 가 900 mm를 초과하면 종방향 표피철근을 인장연단으
로부터  지점까지 부재 양쪽 측면을 따라 균일하게 배치하여야한다. 이때 
표피철근의 간격 는 0506.3.3(4)에 따라 결정하며, 여기서, 는 표피철근의 
표면에서 부재 측면까지의 최단거리이다. 개개의 철근이나 철망의 응력을 결
정하기 위하여 변형률 적합조건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경우 이러한 철근은 강
도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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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3.4 깊은보의 설계
(1) 깊은보는 한쪽 면이 하중을 받고 반대쪽 면이 지지되어 하중과 받침부 

사이에 압축대가 형성되는 구조요소로서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부
재이다. 깊은보는 비선형변형률분포를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스트럿-타이모
델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횡좌굴을 고려하여야한다.

① 순경간 이 부재 깊이의 4배 이하인 부재
② 받침부 내면에서 부재 깊이의 2배 이하인 위치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

우, 집중하중과 받침부 사이의 구간
(2) 깊은보의 전단강도는 0507.8에 따라 계산하여야한다.
(3) 최소 휨인장철근은 0506.3.2.에 따라야한다.
(4) 깊은보의 양 측면의 수평 및 수직철근은 0507.8.1(1), 0507.8.1(2)의 요

구 조건이나 스트럿-타이모델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한다.
0506.4 압축부재의 제한 사항
0506.4.1 압축부재의 설계단면치수
(1) 둘 이상의 맞물린 나선철근을 가진 독립 압축부재의 유효단면의 한계는 나선철근

의 최외측에서 0505.4에서 요구되는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에 해당하는 거리를 더
하여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벽체나 교각구조와 일체로 시공되는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 압
축부재의 유효단면 한계는 나선철근이나 띠철근 외측에서 40mm보다 크지 
않게 취하여야한다.

(3) 정사각형, 8각형 또는 다른 형상의 단면을 가진 압축부재 설계에서 전체 
단면적을 사용하는 대신에 실제 형상의 최소 치수에 해당하는 지름을 가진 
원형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려되는 부재의 전체 단면적, 요구되
는 철근비 및 설계강도는 위의 원형단면을 기준으로 하여야한다.

(4) 하중에 의해 요구되는 단면보다 큰 단면으로 설계된 압축부재의 경우, 감
소된 유효단면적을 사용하여 최소철근량과 설계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감소된 유효단면적은 전체 단면적의 1/2 이상이어야한다.

0506.4.2 압축부재의 철근량 제한
(1) 비합성 압축부재의 축방향 주철근 단면적은 전체 단면적 의 0.01배 이상, 

0.08배 이하로 하여야한다. 축방향 주철근이 겹침이음되는 경우의 철근비는 
0.0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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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축 부재의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사각형이나 원형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 4개, 삼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 3개, (3)에 규정하는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철근의 경우 6개로 하여야한다.

(3) 나선철근비  는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
 (0506.4.1)

여기서, 나선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는 700MPa 이하로 하여야 하며, 
400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505.5.2.2에 따른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

0506.5 압축부재의 장주설계
0506.5.1 압축부재의 장주효과
0506.5.1.1 단주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압축부재의 장주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1) 비횡구속 골조의 압축부재의 경우,



≤  (0506.5.1)

(2) 횡구속 골조의 압축부재의 경우,



≤ － (0506.5.2)

여기서, 의 값은 기둥이 단일 곡률일 때 양(＋)으로 이중 곡률일 때 음(－)
으로 취하며,  는 40을 초과할 수 없다.
0506.5.1.2 횡구속골조의 정의
횡변위에 저항하는 구조요소 중 기둥을 제외한 구조요소의 전체 총 강성이 해당 층에 
있는 기둥 전체 강성의 12배보다 큰 골조는 횡구속 골조로 간주할 수 있다.
0506.5.1.3 비지지길이
압축부재의 비지지길이는 다음에 따라 구할 수 있다.
(1) 압축부재의 비지지길이 는 바닥슬래브, 보, 기타 고려하는 방향으로 횡지지할 수 있

는 부재들 사이의 순길이로 취하여야한다.
(2) 기둥머리나 헌치가 있는 경우의 비지지길이는 검토하고자 하는 면에 있

는 기둥머리나 헌치의 최하단까지 측정된 거리로 하여야한다.
0506.5.1.4 회전반지름
회전반지름 은 직사각형 압축부재의 경우 좌굴안정성이 고려되는 방향의 단면
치수의 0.3배, 원형 압축부재의 경우 지름의 0.25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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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상에 대한 회전반지름 은 콘크리트 전체 단면적에 대하여 계산할 수 있
다.
0506.5.2 확대휨모멘트에 대한 일반사항
0506.5.2.1 압축부재의 장주효과
0506.5.1.1에 따라 장주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0506.5.3이나 
0506.5.4 또는 0506.5.5에 의한 2차 해석으로 구한 계수축력과 계수휨모멘트
에 대하여 압축부재, 구속 보, 기타 지지부재를 설계하여야 한다.
0506.5.2.2 안정성
압축부재, 구속 보, 기타 지지부재는 2차 해석에 의한 총 휨모멘트가 탄성 1
차 해석에 의한 휨모멘트의 1.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06.5.2.3 휨모멘트 증대
장주효과에 의한 압축부재의 휨모멘트 증대는 압축부재 단부 사이의 모든 위
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이 효과는 0506.5.6에 따라 구할 수 있다.
0506.5.2.4 2축 휨모멘트
두 주축에 대해 휨모멘트를 받고 있는 압축부재에 있어서 각 축에 대한 휨모
멘트는 해당 축의 구속조건을 기초로 하여 각각 증대시켜야한다.
0506.5.3 비선형 2차 해석
(1) 비선형 2차 해석은 재료의 비선형성, 균열, 부재곡률, 횡방향 변위, 재하

기간, 건조수축과 크리프, 지지기초와의 상호작용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주효과에 대한 비선형 2차 해석은 부정정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둥에 
대한 강도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예측하는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
다.

0506.5.4 탄성 2차 해석
(1) 탄성 2차 해석은 축력의 영향, 부재 길이에 걸쳐있는 균열 구역, 하중지

속효과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부재의 단면특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탄성 2차 해석을 위한 구조물 부재의 단면특성으로 다음 값을 사용할 수 

있다.
① 탄성계수  (0503.4.3(1) 참조)
② 단면2차모멘트:
기둥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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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균열 벽체 0.70
균열 벽체 0.35
보 0.35
플랫 플레이트 및 플랫 슬래브 0.25
③ 단면적 1.0
(3) 횡방향 지속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는 6.5.4(2)로 구한 압축부재의 단면2

차모멘트를 (1＋)로 나누어야한다. 는 1개 층 전체의 최대 계수전단력에 
대한 최대 계수지속전단력의 비로서 1.0 이하의 값을 사용하여야한다.

0506.5.5 휨모멘트 확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기둥과 층은 0506.5.5(2) 또는 0506.5.5(3)에 따라 횡구속의 

경우와 비횡구속의 경우로 구분되어야하며, 횡구속 골조나 층의 기둥설계는 
0506.5.6에 따라야하고, 비횡구속 골조나 층의 기둥의 설계는 0506.5.7에 
따라야한다.

(2) 2차 해석에 의한 기둥 단부 휨모멘트의 증가량이 탄성 1차 해석에 의한 
단부 휨모멘트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이 구조물의 기둥은 횡구속 
구조물로 가정할 수 있다.

(3) 식 (0506.5.3)의 층 안정성 지수가 0.05 이하일 경우 해당 구조물 층은 
횡구속 구조물로 가정할 수 있다.

＝
 (0506.5.3)

여기서, 는 가 가장 크게 산정되는 횡하중조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해
당 층의 전체 수직축력이며 는 해당 층의 전체 층전단력이다. 그리고 
는 로 인한 해당 층의 상단과 하단 사이의 탄성 1차 해석에 의한 상대
변위이다.

0506.5.6 횡구속 골조 압축부재의 확대휨모멘트
(1) 횡구속 골조의 압축부재는 계수축력 와 부재의 곡률 영향을 고려하여 구

한 확대계수휨모멘트 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0506.5.4)

여기서, 
 ＝

－



≥  (0506.5.5)

(2) 식 (0506.5.5)에서 는 식 (0506.5.6)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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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6.5.6)

(3) 식 (0506.5.6)의 는 식 (0506.5.7) 또는 식 (0506.5.8)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
＋   (0506.5.7)

＝＋
  (0506.5.8)

(4) 하중지속효과를 고려하는 는 각각의 하중조합에서 축방향 계수지속하중
을 최대 축방향 계수하중으로 나눈 값으로, 1.0 이하의 값을 사용하여야한다.

(5) 유효길이계수 는 1.0을 사용할 수 있다.
(6) 식 (0506.5.5)에서 기둥의 양단 사이에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부

재에 대한 은 다음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 ＋

  (0506.5.9)
여기서,  는 기둥이 단일 곡률로 변형될 때는 양(＋)의 값을 취하고, 기둥의 

양단 사이에 횡하중이 있는 경우에는 을 1.0으로 취하여야 한다.
(7) 식 (0506.5.4)의 계수휨모멘트 는 각 주축에 대하여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m in ＝ m in  (0506.5.10)
m in ＝ ＋   (0506.5.11)
여기서, 15와 는 mm단위이다. 그러나  m in이 보다 큰 부재에 대해서 식 

(0506.5.9)의 값은 1.0으로 취하거나 계산된 단부 휨모멘트 과 의 
비를 이용하여 구하여야한다.

0506.5.7 비횡구속 골조 압축부재의 확대휨모멘트
0506.5.7.1 확대계수 휨모멘트
비횡구속 골조 압축부재의 양단 휨모멘트 과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확
대휨모멘트 와 계수축력 에 의해 설계하여야한다. 
 ＝ ＋

                     (0506.5.12)
 ＝ ＋
여기서, 비횡구속 골조의 모멘트확대계수 는 0506.5.7(2) 또는 0506.5.7(3)에 

따라 계산하여야한다.
0506.5.7.2 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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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횡구속 골조의 모멘트확대계수 는 식 (0506.5.13)에 따라 계산하여야한
다.

＝－


≥  (0506.5.13)
만일 이 방법으로 계산된  가 1.5를 초과하면, 는 탄성 2차 해석 또는 0506.5.7(3)에 

따라 계산하여야한다.
(2) 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

－∑
∑


≥  (0506.5.14)

여기서, ∑는 한 층의 모든 연직계수축력의 합이고, ∑는 횡방향 변위에 저
항하는 모든 기둥의 임계축력 의 합이다. 는 0506.5.7(4)의 와 
0506.5.6(3)의 를 사용하여 식 (0506.5.6)에 의해 계산하지만, 
0506.5.6(3)의  계산식에서 계수축력에 의한  대신 계수전단력에 의한 
를 사용하여야한다.

0506.5.7.3 유효길이 계수
비횡구속 골조의 압축부재에 대한 유효길이계수 는 0506.5.4의 와  값을 사
용하여 결정하며, 이 값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0506.5.7.4 비횡구속골조의 휨부재
비횡구속 골조 접합부의 휨부재는 압축부재의 확대된 단부 계수휨모멘트에 
대하여 설계되어야한다.

0506.6 2축 휨을 받는 압축부재
(1) 두 축방향의 횡하중, 인접경간의 하중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압축부재에 

2축 휨모멘트가 작용되는 경우에는 2축 휨을 받는 압축부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압축부재 단면의 편심거리는 소성 중심으로부터 축력 작용점까지의 거리
로 취하여야한다.

(3) 2축 휨을 받는 압축부재의 설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계수축력과 두 축
에 대한 휨모멘트의 계수합휨모멘트를 구한 후 축력과 휨모멘트의 평형조
건과 변형률의 적합조건을 이용하여 압축부재를 설계하되 광범위한 연구 
및 실험에 의해 적용성이 입증된 근사해법에 의하여 설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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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7 슬래브구조를 지지하는 압축부재
0506.7.1 슬래브를 지지하는 압축부재
0510.1.1의 규정에 따르는 슬래브 구조를 지지하는 모든 축력을 받는 부재는 
이 장의 규정과 0510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0506.7.2 바닥판구조를 통한 기둥하중의 전달
(1)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한 콘크리트 강

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은 다음의 
(2)에서 (4)까지의 방법 중 한 가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1.4
배 이하인 경우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2) 기둥 주변의 바닥판은 기둥과 동일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야 한다. 기둥 콘크리트의 윗면은 기둥면에서 슬래브 내로 600mm 정도 확
대하고, 기둥콘크리트와 바닥판 콘크리트가 일체화되도록 기둥 콘크리트가 
굳지않은 상태에서 바닥판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판 구조를 통과하는 기둥의 강도는 소요 연직 다월 철근과 나선철근
을 가진 콘크리트 강도의 하한값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깊이가 거의 같은 보나 슬래브로 네 면이 횡방향으로 구속된 기둥의 접
합부 강도는 기둥콘크리트 강도의 75%와 바닥판 콘크리트 강도의 35%를 
합한 콘크리트의 강도로 가정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기둥의 콘크리트 
강도는 바닥판 콘크리트 강도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0506.8 지압강도
(1) 콘크리트의 설계지압강도는     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지지표면이 

재하면보다 모든 측변에서 큰 경우, 재하면의 설계지압강도는  
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값은 2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이 절의 규정은 포스트텐셔닝 정착부에는 적용할 수 없다.

0507 전단과 비틀림
0507.1 일반사항
0507.1.1 적용범위
(1) 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과 

비틀림 설계에 적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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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틀림에 대한 평형이 요구되고, 계수비틀림모멘트가 규정된 최소 비틀림
모멘트값을 초과하면 비틀림모멘트에 저항하도록 부재를 설계하여야한다.

(3) 0507.7의 전단마찰에 관한 규정은 전단전달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단
면에 대하여 적용하여야한다. 이러한 단면은 균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면, 서로 다른 재료 간의 접촉면 또는 서로 다른 시기에 친 콘크리트 사
이의 접촉면 등이다. 

0507.2 전단설계 원칙
0507.2.1 전단강도
(1) 스트럿-타이모델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부재를 제외하고는 전단력이 작

용하는 단면은 식(0507.2.1)을 기본으로 설계하여야한다.
 ≤  (0507.2.1)

여기서, 는 해당 단면의 계수전단력이며,  은 식(0507. 2.2)에 의해 계산하는 
공칭전단강도이다.
＝＋ (0507.2.2)

여기서, 는 0507.3 또는 0507.12에 따라 계산되는 콘크리트에 의한 공칭전단
강도이며, 는 0507.4, 0507.10.2.(5) 또는 0507.12에 따라 계산되는 전단철근
에 의한 공칭전단강도이다.
(2) 전단강도  을 결정할 때, 부재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

하여야한다.
(3) 전단강도 를 결정할 때, 구속된 부재에서 크리프와 건조수축으로 인한 축

방향인장력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부재의 경사진 
휨압축력의 영향도 고려하여야한다.

(4) 이 장에서 사용된  의 값은 8.4MP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0507.4.3.(3), 0507.4.3.(4)의 규정에 따라 최소 전단철근이 배치된 철근콘크리트 또는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보와 콘크리트 장선구조에 있어서 와   및 를 계산할 
때는  값이 8.4MPa를 초과할 수 있다.

(5)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다음 ① 또는 ②의 규정에 따라 받침부의 최대 계
수전단력  를 산정할 수 있다.

－ 작용전단력 방향으로 받침부 반력이 부재의 단부를 압축하고,
－ 하중은 부재의 윗면 또는 그 근처에 작용하며,
－ 받침부 내면과 아래의 ① 또는 ②에서 정의되는 위험단면 사이에 집중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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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①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받침부 내면에서 거리  이내에 위치한 단면은 

거리 에서 구한 계수전단력  의 값
②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받침부 내면에서   거리 이내에 위

치한 단면은   거리에서 구한 것과 동일한 계수전단력  의 값
(6) 깊은보, 브래킷과 내민받침, 벽체, 슬래브와 기초판의 설계는 0507.8에서 

0507.12까지의 특별 규정도 따라야 한다.

0507.3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
0507.3.1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
(1) 0507.3.1(2)의 규정에 따라 상세한 계산을 하지 않는 한, 식(0507.3.1)과 식

(0507.3.2)에 따라 전단강도 를 계산하여야한다.
① 전단력과 휨모멘트만을 받는 부재의 경우 식(0507.3.1)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 


   (0507.3.1)

② 축방향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경우 식(0507.3.2)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 

 ＋
    (0507.3.2)

여기서,  의 단위는 N/mm2이다.
③ 현저히 큰 축방향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경우 0507.3.1(2)의 식

(0507.3.6)을 사용하여 상세한 계산을 하지 않는 한 전단철근이 모든 전단
력에 저항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2) 식(0507.3.3)에서 식(0507.3.6)까지의 식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전단강도 
를 구할 수 있다.

① 전단력과 휨모멘트만을 받는 부재의 경우 식(0507.3.3)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 ＋

    (0507.3.3)
   그러나 의 값은 0.29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식(0507.3.3)에서 
 의 값은 1.0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는 전단을 검토하는 단면에
서 와 동시에 발생하는 계수휨모멘트이다.

② 축방향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경우 식(0507.3.3)의 를 아래와 같이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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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체하여 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의 값은 1.0 이하라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0507.3.4)
   그러나 는 다음 값 이하이어야한다.

＝    


＋
 (0507.3.5)

여기서,  의 단위는 N/mm2이다. 식(0507.3.4)에 의해 계산된 이 음(－)
일 경우는 를 식(0507.3.5)에 의해 계산하여야한다.
③ 현저히 큰 축방향 인장력을 받는 부재의 경우 식(0507.3.6)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 
 ＋

    (0507.3.6)
여기서, 는 인장일 때 음(－)이며,  의 단위는 N/mm2이다.
(3) 원형단면 부재의 를 계산하기 위한 단면적을 콘크리트 단면의 유효깊이와 

지름의 곱으로 구하여야한다. 이 때 단면의 유효깊이는 부재 단면 지름의 0.8
배로 구할 수 있다.

0507.3.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
(1)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는 (2)와 (3)의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

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받침부 안쪽 면에서   거리에 있는 단면부터 
부재의 단부까지 거리가 프리텐셔닝 긴장재의 전단길이보다 짧거나 긴장재 
일부의 부착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는 프리텐션 부재는 (3)에 
따라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를 구하여야한다.

(2) 휨철근 인장강도의 40 % 이상의 유효프리스트레스 힘이 작용하는 부재
의 경우 0507.3.2(3)의 계산에 의하지 않는 한 다음 식(0507.3.7)에 따라 
를 계산하여야한다.

＝ ＋
    (0507.3.7)

그러나 이때 는  6  이상이고   이하이어야 하며, 또한 
0507.3.2.4나 0507.3.2.5에서 주어진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식에서   는 
1.0 이하이어야 하고, 는 검토하는 단면에서 와 동시에 발생하는 계수휨모
멘트이다. 여기서,  는 0.8  이상이어야한다.
(3) 식(0507.3.8)과 식(0507.3.10)에 따라 전단강도 를 계산할 수도 있다. 여

기서 는 와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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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단강도 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여야한다.
＝   ＋ ＋m ax

  (0507.3.8)

여기서,  는   이상이어야 하며, 를 식(0507.3.9)에 의해 계산한다.
＝ 

 ＋ －  (0507.3.9)
위 식에서 max과 의 값은 해당 단면에 최대 휨모멘트가 일어나는 하중조합에 
대하여 계산하여야하며, 는    이상이어야한다.
② 전단강도 는 식(0507.3.10)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 (0507.3.10)
여기서,  를 보다 작게 취할 필요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서, 부재의 도심축
에서 또는 도심축이 플랜지 내에 있을 때는 플랜지와 복부의 교차선에서 
 의 주인장응력을 일으키는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합에 해당되는 전단력으
로 를 계산할 수 있다. 합성부재에서는 활하중을 저항하는 단면을 사용하여 
주인장응력을 계산하여야 한다.
(4) 프리텐션부재에서 받침부의 안쪽 면에서   거리에 있는 단면부터 부재의 단부까지 

거리가 프리텐셔닝 긴장재의 전달길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를 계산할 때 감소된 프리
스트레스 힘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 의 값은 식(0507.3.7)의 상한값으로 취하여
야 한다. 프리스트레스 힘을 긴장재 끝에서 영(0)이고, 긴장재 단부로부터 전달길이만
큼 떨어진 거리에서 최대 값으로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여야한다. 긴장재의 
전달길이는 강연선의 경우 지름의 50배, 단일강선의 경우 지름의 100배로 가정할 수 
있다.

(5) 긴장재 일부의 부착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은 프리텐션부재의 경우, 
0507.3.2(2) 또는 (3)에 따라  를 계산할 때 감소된 프리스트레스 힘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감소된 프리스트레스 힘을 사용하여 계산한 의 값을 식 
(0507.3.7)의 최대 값으로 취하여야한다. 부재의 단부까지 부착이 연장되어 있지 
않은 긴장재의 프리스트레스 힘은 부착이 시작되는 점에서 영(0)이고, 이 점
에서 전달길이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최대 값으로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가
정하여야 한다. 긴장재의 전달길이는 강연선의 경우는 지름의 50배, 단일강
선의 경우 지름의 100배로 가정할 수 있다.

0507.4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
0507.4.1 전단철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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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전단철근을 사용하여야한다.
① 부재축에 직각인 스터럽
②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한 용접철망
③ 나선철근, 원형 띠철근, 또는 후프철근
(2)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전단철근을 사용할 수 있

다.
① 주인장 철근에 45°이상의 각도로 설치되는 스터럽
② 주인장 철근에 30°이상의 각도로 구부린 굽힘철근
③ 스터럽과 굽힘철근의 조합
(3) 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500MPa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용접이형철망

을 사용할 경우 전단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600MPa를 초과할 수 없다. 
(4)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에 0507.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유효깊

이는 압축콘크리트 연단부터 긴장재와 철근의 도심까지 거리로 하여야 한
다. 이 값은   이상이어야 한다.

(5) 전단철근으로 사용하는 스터럽과 기타 철근 또는 철선은 콘크리트 압축연단으로부
터 거리 만큼 연장하여야 하며, 0508.5.4의 규정에 따라 정착하여야한다.

0507.4.2 전단철근의 간격 제한
(1)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철근의 간격은, 철근콘크리트부재인 경우 
 이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일 경우는  이하이어야 하고, 또 
어느 경우이든 600mm 이하로 하여야한다.

(2) 경사스터럽과 굽힘철근은 부재의 중간 높이인 에서 반력점 방향으로 주
인장철근까지 연장된 45°선과 한 번 이상 교차되도록 배치하여야한다.

(3)  가    를 초과하는 경우에 (1), (2)에서 규정된 최대 간격은 절반
으로 감소시켜야한다.

0507.4.3 최소 전단철근
(1) 계수전단력 가 콘크리트에 의한 설계전단강도 의 1/2을 초과하는 모든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휨부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전단철근을 배치하여야한다.

① 슬래브와 기초판
② 0503.4.11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장선구조
③ 전체 깊이가 250mm 이하이거나 I형보, T형보에 있어서 그 깊이가 플랜지 두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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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 또는 복부폭의 1/2 중 큰 값 이하인 보
④ 교대 벽체 및 날개벽, 옹벽의 벽체, 암거 등과 같이 휨이 주거동인 판 부

재
⑤ 순 단면의 깊이가 315 mm를 초과하지 않는 속빈 부재에 작용하는 계수전

단력이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⑥ 보의 깊이가 600 mm를 초과하지 않고 설계기준압축강도가 40 MPa를 초

과하지 않는 강섬유 콘크리트 보에 작용하는 계수전단력이  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2) 전단철근이 없어도 계수휨모멘트와 계수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면 0507.4.3.1의 최소 전단철근 규정을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다.

(3) (1) 또는 강도 요구조건에 의해 전단철근이 필요하고, 0507.5.1 규정에 
의해 비틀림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의 최소 전단철근량은 철근콘크리
트 부재나 다음 (4)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재를 제외한 프리스트레스트콘크
리트 부재의 경우 식 (0507.4.1)에 따라 산정하여야한다.

m in  
  (0507.4.1)

그러나 최소전단철근량은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와 의 단
위는 mm이다.
(4) 휨철근 인장강도의 40 % 이상의 유효프리스트레스 힘이 작용하는 프리

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최소전단철근량은 식(0507.4.1) 또는 식
(0507.4.2)에 의해 구한 값 중 작은 값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m in 






 




 (0507.4.2)
0507.4.4 전단철근의 설계
(1) 계수전단력 가 설계전단강도 를 초과하는 곳에는 식(0507.2.1)과 식

(0507.2.2)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단철근을 배치하여야 하며,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  를 다음 (2)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 부재축에 직각인 전단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 식(0507.4.3)에 따라 전단
강도  를 계산하여야 한다.

 ＝
   (0507.4.3)

여기서, 는 거리   내의 전단철근의 전체 단면적이며, 는 전단철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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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항복강도이다.
(3) 원형띠철근, 후프철근 또는 나선철근을 전단철근으로 사용한 경우, 식

(0507.4.3)을 사용하여 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때 는 원형 단면 부재에 
대하여 0507.3.1(3)에 규정한 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는 종방향철근과 평행
하게 잰 간격   내에 배치된 나선철근, 후프철근 또는 원형 띠철근의 두 가
닥 면적에 해당한다.

(4) 경사스터럽을 전단철근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단강도 를 식(0507.4.4)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sin＋cos (0507.4.4)
    여기서, 는 경사스터럽과 부재축의 사이각이며, 는 종방향 철근과 평행한 

방향의 철근 간격이다.
(5) 전단철근이 1개의 굽힘철근 또는 받침부에서 모두 같은 거리에서 구부린 평행한 

1조의 철근으로 구성될 경우의 는 식(0507.4.5)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  sin  (0507.4.5)

다만,  는 0.25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는 굽힘철근과 부재축의 사이각
이다.
(6) 전단철근이 받침부에서 서로 다른 거리에서 구부린 일련의 평행한 굽힘

철근 또는 여러 조의 평행한 철근으로 구성될 경우의 는 식(0507.4.4)에 따
라 계산하여야한다.

(7) 종방향 철근을 구부려 전단철근으로 사용할 때는 그 경사길이의 중앙 
3/4만이 전단철근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한다.

(8) 여러 종류의 전단철근이 부재의 같은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
우의 전단강도 는 각 종류별로 구한 를 합한 값으로 하여야한다.

(9) 전단강도 는 (    이하로 하여야한다.

0507.5 비틀림설계
비틀림에 대한 설계는 0507.5.1부터 0507.5.2까지, 0507.6.1부터 0507.6.4 
부터 0507.6.5까지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0507.5.1 비틀림이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아래의 경우 비틀림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① 철근콘크리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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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7.5.1)

②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

＜ 






 

 (0507.5.2)

③ 축방향 인장 및 압축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부재：

＜ 






 

 (0507.5.3)

속이 빈 단면에서 는   대신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의 외부경계선은 규
정에 따라야한다.
(2) 플랜지를 갖는 독립부재 및 슬래브와 일체로 친 부재에서  및 을 산정

할 때 사용한 돌출 플랜지 폭은 0510.3.1 (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플랜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값이 플랜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값보
다 작은 경우는 0510.3.1(4)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좋다.

0507.5.2 계수비틀림모멘트의 계산
(1) 계수비틀림모멘트 가 0507.5.1에서 정하는 최소 값 이상이고, 평형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된다면 0507.6에 따라 부재를 설계하여야한다.
(2) 균열에 의하여 내력의 재분배가 발생하여 비틀림모멘트가 감소할 수 있

는 부정정구조물의 경우, 최대 계수비틀림모멘트 는 다음 값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① 철근콘크리트부재의 경우 0507.5.2(4)에서 설명한 단면 위치에서：

 




(0507.5.4)

②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0507.5.2.(5)에서 설명한 단면 위치
에서：

 







＋ 
 (0507.5.5)

③ 축방향 인장 및 압축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부재：

 







＋ 
 (0507.5.6)

①, ② 및 ③에서 동일하게 재분배된 휨모멘트 및 전단력은 인접부재의 설계
에 고려하여야 한다. 속이 빈 단면의 경우 0507.2.(2)에서는 가  대신에 사
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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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밀한 해석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슬래브에 의해 전달되는 비틀림하중
은 전체 부재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4)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 받침부에서   이내에 위치한 단면은 에서 계산된 
보다 작지 않은 비틀림모멘트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만약   이내에서 
집중된 비틀림모멘트가 작용하면 위험단면은 받침부의 안쪽 면으로 하여야한
다.

(5)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에서 받침부에서  이내에 위치한 단면은 
에서 계산된  보다 작지 않은 비틀림모멘트에 대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만약 
 이내에서 집중된 비틀림모멘트가 작용하면 위험단면은 받침부의 안쪽 면
으로 하여야한다. 

0507.6 비틀림강도 계산 및 철근상세
0507.6.1 비틀림강도
(1) 비틀림모멘트가 작용하는 부재에 있어서 단면의 치수는 식(0507.6.1)와 

식(0507.6.2)를 만족하여야한다.
① 속찬 단면：전단에 의한 응력은 단면의 전체 폭에 걸쳐서 발생하지만 비

틀림에 의한 응력은 박벽관에 의해 저항한다고 가정하여 얻어진 식
(0507.6.1)을 만족하여야한다.





 



＋








  






≦ 







 ＋
 




(0507.6.1)

② 속빈 단면：전단력과 비틀림모멘트에 의하여 발생한 전단응력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여야한다.


 ＋











  




≦ 








 ＋
 




(0507.6.2)

(2) 만약 속빈단면의 벽두께가 변한다면 식(0507.6.2)의 좌변이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 계산하여야한다.

(3) 만약 벽의 두께가  보다 작다면 식(0507.6.2)의 좌변 두 번째 항은

  
 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응력이 계산되는 위치에서 속빈단면의 벽 두

께이다.
(4) 비틀림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500MPa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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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6.2 비틀림철근량 산정
(1) 0507.5.1에서 정하는 값보다 큰 비틀림모멘트가 작용하는 부재의 설계는 

식(0507.6.3)에 의한다.
 ≤   (0507.6.3)

여기서,  을 계산할 때는 모든 비틀림모멘트가 스터럽 및 종방향 철근에 의하
여 저항하고   이라고 가정한다. 동시에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저항 는 
비틀림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 비틀림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한 수직철근은 식(0507.6.4)를 사용하여 산
정하여야한다.

 ＝
    cot (0507.6.4)

여기서, 를  로 취할 수 있고, 압축경사각은 30°≤  ≤ 60°로서 프리스트레
싱되지 않은 부재나 프리스트레스 힘이 주철근 인장강도의 40 % 미만인 경우
는 45°로 취할 수 있으며, 프리스트레스 힘이 주철근 인장강도의 40% 이상인 
경우는 37.5°로 취할 수 있다.

(3) 비틀림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한 추가적인 종방향 철근은 식(0507.6.5)의 
값 이상이어야한다.

 ＝

 
  cot  (0507.6.5)

여기서, 는 식(0507.6.4)에 사용된 값이며,  값은 식(0507.6.4)에서 계산되는 
값으로서 최소 비틀림철근량의 규정인 0507.6.4(2) 또는 0507.6.4(3)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다.

(4) 비틀림모멘트에 의하여 요구되는 철근은 비틀림모멘트와 조합하여 작용
하는 전단력과 휨모멘트 및 축력이 요구하는 철근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 
때 철근의 간격과 배치는 가장 엄격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한다. 

(5) 휨을 받는 부재에서 휨압축 영역에 위치한 종방향 비틀림철근의 소요단
면적은   만큼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는  와 함께 단면에 작용하
는 계수휨모멘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된 철근량은 0507.6.4(3) 또는 
0507.6.4(5)의 규정을 만족시켜야한다.

(6)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보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각 단면에서 긴장재를 포함한 전체 종방향 철근은 그 단면의 계수휨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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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와 그 단면의 계수비틀림모멘트 에 의한 추가적인 집중 종방향 인장
력  을 합친 단면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한다. 

② 긴장재를 포함한 종방향 철근의 간격은 비틀림철근의 간격에 관한 
0507.6.4(5)의 규정을 만족하여야한다.

(7)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휨 압축영역에 위치한 종방향 비틀림 
철근의 면적은 앞의 (5)에 따라 (6)에서 요구되는 값 이하로 줄일 수 있
다.

0507.6.3 비틀림철근의 상세
0507.6.3.1 비틀림철근
비틀림철근은 종방향철근 또는 종방향 긴장재와 다음의 해당 철근으로 구성
하여야한다.
(1) 부재축에 수직인 폐쇄스터럽 또는 폐쇄띠철근
(2) 부재축에 수직인 횡방향강선으로 구성된 폐쇄용접철망
(3) 철근콘크리트 보에서 나선철근
0507.6.3.2 횡방향비틀림철근의 정착
횡방향비틀림철근은 다음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정착되어야한다.
(1) 종방향철근 주위로 135° 표준갈고리에 의하여 정착
(2) 정착부를 둘러싸는 콘크리트가 플랜지나 슬래브 또는 기타 유사한 부재

에 의하여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된 영역에서는 0508.5.4.2의 규정 (1), 
(2), (3)에 따라 정착

0507.6.3.3 종방향비틀림철근의 정착
종방향비틀림철근은 양단에 정착하여야한다.
0507.6.3.4 속빈단면
비틀림모멘트를 받는 속빈 단면에서 횡방향 비틀림철근의 중심선부터 내부 
벽면 까지 거리가 0.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0507.6.4 최소비틀림철근량 및 간격
(1) 계수비틀림모멘트 가 0507.5.1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모든 구간에서 최

소 비틀림철근을 배치하여야한다.
(2) (1)에 의해 비틀림철근이 필요한 경우, 횡방향 폐쇄스터럽의 최소면적을 

식(0507.6.6)에 의하여 계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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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7.6.6) 
   다만,     이상이어야한다.
(3) (1)에 따라 비틀림철근이 필요한 경우, 종방향 비틀림철근의 최소 전체 

면적은 식(0507.6.7)에 의하여 계산하여야한다.

m in ＝
  －

  
  (0507.6.7)

여기서,  는       이상으로 취하여야한다.
(4) 횡방향 비틀림철근의 간격은  /8보다 작아야 하고 300mm보다 작아야한

다.
(5) 비틀림에 요구되는 종방향 철근은 폐쇄스터럽의 둘레를 따라 300mm 이

하의 간격으로 분포시켜야 한다. 종방향 철근이나 긴장재는 스터럽의 내부
에 배치시켜야 하며, 스터럽의 각 모서리에 최소한 하나의 종방향 철근이나 
긴장재가 있어야한다. 종방향 철근의 지름은 스터럽 간격의 1/24 이상이어
야하며, 또한 D10 이상의 철근이어야한다.

(6) 비틀림철근은 계산상으로 필요한 위치에서     이상의 거리까지 연장시켜 
배치하여야한다.

0507.6.5 대체 비틀림설계법
단면형상비가  ≥ 이며 이 구조기준의 범위에 포함되는 속이 찬 단면의 비틀
림 설계는 해석 및 실험적으로 검증된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러한 경우에도 0507.6.3 및 0507.6.4의 (4), (5), (6)은 적용하여야한다.

0507.7 전단마찰
0507.7.1 설계 일반
(1) 전단력전달면은 식(0507.2.1)을 기본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때 은 (2), 

(3) 또는 0507.7.2에 따라 계산하여야한다.
(2) 균열은 해당 전단면에 걸쳐 발생한다고 가정하여야한다. 소요 전단마찰철근 단면

적  는 0507.7.2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그 밖의 전단전달 설계방법에 의하여 예측
된 강도가 다양한 실험결과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그 설계방법을 적용하여야한다. 

(3) 전단전달강도를 계산할 때는 0507.7.2와 0507.7.3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0507.7.2 전단마찰 설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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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단마찰철근이 전단력전달면에 수직한 경우 공칭전단강도 은 식
(0507.7.1)에 따라 구하여야한다. 

＝   (0507.7.1)
   여기서, 는 0507.7.2(3)에 규정된 마찰계수이다.
(2) 전단마찰철근이 전단력전달면과 경사를 이루어 작용 전단력에 의해 전단

마찰철근에 인장력이 일어날 때에 전단강도 은 식(0507.7.2)로 구하여야한
다.

＝   sin  ＋cos  (0507.7.2)
   여기서, 는 전단마찰철근과 전단력전달면 사이의 각이다. 
(3) 식(0507.7.1)과 식(0507.7.2)에서 마찰계수 는 다음 값을 적용하여야한다.
① 일체로 친 콘크리트 λ
② 0507.7.3.1의 규정에 따라 표면을 거칠게 만든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친 

콘크리트 λ
③ 일부러 거칠게 하지 않은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친 콘크리트 λ
④ 전단연결재에 의하거나 철근에 의해 구조용 강재에 정착된 콘크리트

(0507.7.3.(2)참조) λ
여기서, λ는 0503.4.4에 따른다.
(4) 일체로 타설된 콘크리트나 0507.7.3(1)의 규정에 따라 표면을 거칠게 처리된 경

화 콘크리트 면에 새로 덧 친 보통콘크리트의 전단력 전달면의 전단강도 은 
,  및    (단위는 N) 중 가장 작은 값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의 경우 전단강도 은  및  중 작은 값을 초과할 수 없다. 여
기서 는 전단전달에 저항하는 콘크리트 단면의 면적이다. 강도가 서로 다른 
콘크리트를 친 경우 낮은 강도 콘크리트의  값을 사용하여 전단강도 을 
산정하여야한다.

(5) 전단마찰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500MPa 이하로 하여야한다.
(6) 전단력 전달 면에 순인장력이 작용할 때는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철근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한편 소요철근량 를 계산할 때, 전단면에 영구적으로 
작용하는 순압축력은 전단마찰철근이 저항하는 힘  에 추가되는 힘으로 
고려할 수 있다.

(7) 전단마찰철근을 전단력 전달 면에 걸쳐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철근 
양쪽에 정착길이를 확보하거나 갈고리 또는 특수한 장치에 용접하여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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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계기준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양측에 정착시켜야한다.
0507.7.3 접촉면의 처리
(1) 0507.7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미 굳은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

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한다. 가 λ 와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의 접촉면은 그 요철의 크기가 대략 6mm 정도 되게 거칠게 만들어야한
다.

(2) 스터드를 사용하거나 철근을 용접하여 구조용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에서 
전단력이 전달되는 경우에 강재는 깨끗하고 페인트가 묻어 있지 않아야한
다.

0507.8 깊은보에 대한 전단설계
0507.8.1 설계 일반
(1) 0507.8의 규정은 이 부재 깊이의 4배 이하이거나 하중이 받침부로부터 부

재 깊이의 2배 거리 이내에 작용하고 하중의 작용점과 받침부가 서로 반대면
에 있어서 하중작용점과 받침부 사이에 압축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재에 적
용하여야 하며, 또한 0508.5.1(5)도 참고하여야한다.

(2) 깊은보는 0506.3.4에서 허용된 비선형해석 또는 스트럿-타이모델에 따
라 설계하여야한다.

(3) 깊은보의 공칭전단강도 은   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0507.8.2 최소 철근량 산정 및 배치
(1) 휨인장철근과 직각인 수직전단철근의 단면적 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를   

이하 또한 300mm 이하로 하여야한다.
(2) 휨인장철근과 평행한 수평전단철근의 단면적 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를  

이하 또한 300mm 이하로 하여야한다.
(3) 0507.8.2(1), 0507.8.2(2)에 의한 최소철근 대신 스트럿-타이모델을 만

족하는 철근을 배치할 수 있다.
0507.9 브래킷과 내민받침에 대한 전단설계
0507.9.1 설계 일반
(1) 0507.9의 규정은 전단경간에 대한 깊이의 비  가 1.0 이하이고, 보다 

크지 않은 계수수평인장력  를 받는 브래킷과 내민받침의 설계에 적용하여
야 한다. 이 때 유효깊이 의 크기는 기둥면에서 측정한 값이다.

(2) 전단경간에 대한 깊이의 비  가 2 이하인 경우는 스트럿-타이모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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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3) 지압면의 외측단의 깊이를 적어도 0.5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0507.9.2 설계단면력 및 강도의 계산
(1) 받침부 면의 단면은 계수전단력 와 계수휨모멘트 ＋－  및 계수수평인장력  

를 동시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한다.
(2) 0507.9에 따른 설계에서 모든 단면력에 대한 강도감소계수 를 전단강도에 

대한 강도감소계수 0.75로 취하여야한다.
(3) 전단력 에 저항할 전단마찰철근  의 설계는 0507.7에 따라야한다.
① 보통중량콘크리트에 대한 전단강도 은 ,   및  중 가

장 작은 값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경량콘크리트 또는 모래경량콘크리트에 대한 전단강도 은 －    와 

－    중 작은 값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수휨모멘트   ＋  － 를 저항할 철근  는 0506.2와 0506.3에 따라 

구해야한다.
(5) 계수인장력  를 저항할 철근 은  ≥ 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브

래킷 또는 내민받침 위에 놓이는 부재가 인장력을 피하도록 특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는 0.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인장력  는 인
장력이 비록 크리프, 건조수축 또는 온도변화에 기인한 경우라도 활하중으로 
간주하여야한다.

(6) 주인장철근의 단면적 는  ＋와   ＋  중에서 큰 값 이상이어야한
다.

0507.9.3 철근상세
(1) 와 나란한 폐쇄스터럽이나 띠철근의 전체 단면적 는 0.5－  이상이어야 하

고, 에 인접한 유효깊이의 2/3 내에 균등하게 배치하여야한다.
(2) 주인장철근의 철근비   를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3) 브래킷 또는 내민받침의 전면에서 주인장철근 를 다음 방법 중 한 방법에 

의해 정착시켜야한다.
① 적어도 같은 크기의 횡방향 철근에 구조적으로 용접되어야 하며, 이 용접

은 주인장철근 의 설계기준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한다.
② 주인장철근은 자유단에서 수평으로 구부려 지지부재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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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확실한 정착방법을 사용하여야한다.
(4) 브래킷 또는 내민받침 위에서 하중이 작용하는 지압면은 주인장철근 의 

직선 부분보다 나와 있지 않아야 하며, 또 횡방향 정착철근이 사용되는 경우
는 이 철근의 내측 면보다 나와 있지 않아야한다.

0507.10 벽체에 대한 전단설계
0507.10.1 설계일반
(1) 벽체 면과 나란한 수평전단력에 대한 설계는 이 0507.10의 규정에 따라

야 한다. 그러나 벽체면에 직각 방향의 전단력에 대한 설계는 0507.12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벽체의 높이가 벽체 길이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스트럿-타이모델과 0507.10.3(2)부터 0507.10.3(5)의 규정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2) 벽체면에서 전단력에 대한 수평단면의 설계는 식(0507.2.1)과 식(0507.2.2)에 기
초하여야 하며, 는 0507.10.2.(1)과 0507.10.2.(2)에 따라야 하고 는 0507.10.2.(5)
에 따라야 한다.

(3) 벽체 평면에서 수평전단력에 대한 설계에서 는 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적합조건에 의해 해석할 경우에는 압축연단에서 인장철근의 힘의 중심까지의 
거리인 를 사용할 수 있다.

0507.10.2 전단강도 계산
(1) 전단강도 는 (2)에 따라 계산하지 않는 한 가 압축인 벽체에 대해서 
   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 인장인 벽체의 경우 식(0507.3.6)의 
값 이하이어야한다.

(2) 전단강도 는 식(0507.10.1)과 식(0507.10.2)에 의해 계산된 두 값 중에서 
작은 값이어야한다.

＝   ＋
  (0507.10.1)

또는

＝




 ＋


 －


 ＋
 





 (0507.10.2)

   여기서, 는 인장일 때 음(－)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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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값이 음(－)일 때 식(0507.10.2)를 적용할 수 없다.

(3) 벽체 평면에서 전단력에 대한 수평단면의 전단강도 을   이하이
어야한다.

(4)  /2와 벽체높이의 1/2 중 작은 쪽의 거리보다 벽체바닥에 가까이 위치한 
단면은  /2 거리 또는 높이의 1/2에서 구한 에 대해 설계할 수 있다.

(5) 계수전단력 가 전단강도 를 초과하는 곳은 식(0507. 2.1)과 식
(0507.2.2)가 충족되도록 수평전단철근을 배치하여야 하며, 전단강도 를 다
음 식(0507.10.3)에 의해 구하여야한다.

 ＝
   (0507.10.3)

여기서, 는  거리 내의 수평전단철근의 단면적이며, 는 0507.10.1(3)에 따
라야 한다. 그리고 수직전단철근을 0507.10.3(4)에 따라 배치하여야한다.

0507.10.3 최소 철근량 및 배치
(1) 계수전단력 가 2보다 작은 경우에 (2)에서 (5)까지 또는 0511에 따라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 2를 초과하는 경우는 전단력에 저항할 벽체 철근을 (2)에
서 (5)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치하여야한다.

(2) 콘크리트의 전체 수직단면적에 대한 수평전단철근 단면적의 비 는 0.0025 이상
으로 하여야한다.

(3) 수평전단철근의 간격 는  5 이하, 3  이하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전체 수평단면적에 대한 수직전단철근 단면적의 비 은 식(0507.10.4)의 값 
이상, 또한 0.0025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
 －  (0507.10.4)

그러나 은 소요수평전단철근량보다 크게 취할 필요는 없다.
(5) 수직전단철근의 간격 는  3 이하,  이하 또한 450mm 이하로 하여야한

다.

0507.11 기둥에 전달되는 휨모멘트
(1) 연직하중, 풍하중, 지진 또는 기타 횡하중이 기둥에 연결된 부재의 접합

부에서 횡모멘트의 전달을 야기할 때에는 휨모멘트 전달로 인한 전단력을 
고려하여 기둥의 횡수평 철근을 설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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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합부 내에 배치하여야 할 기둥의 횡수평 철근량은 식 (0507.4.1)에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비슷한 깊이의 보 또는 슬래브로 4면이 구속되고 주요 지진
하중저항 구조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경우 횡철근을 배치할 필요는 없다. 여
기서, 접합부의 깊이는 기둥에 연결된 부재의 깊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다.

0507.12 슬래브와 기초판에 대한 전단 설계
0507.12.1 전단 설계 단면
(1) 집중하중이나 반력 부근에서 슬래브와 기초판의 전단설계는 다음 (2)와 

(3)에서 정의된 두 경우 중 불리한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여야한다.
(2) 슬래브 또는 기초판이 폭이 넓은 보와 같이 휨거동을 할 때, 설계위험단

면은 전체 폭으로 이루어진 단면으로 하고, 0507.2에서 0507.4까지의 규정
에 따라 설계하여야한다.

(3) 슬래브 또는 기초판이 2방향으로 휨거동을 할 때, 슬래브 또는 기초판은 
0507.12.2에서 0507.12.7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이 때 위험단
면의 둘레길이 는 최소로 되어야 하나 집중하중, 반력구역, 기둥, 기둥머리 또는 
지판 등의 경계로부터 슬래브는 0.5 그리고 기초판은 0.75 보다 가까이 위
치시킬 필요는 없다.

(4) (3)의 경우 사각형 형태의 기둥, 집중하중 또는 반력구역에 대한 전단위
험단면은 네 변에 나란한 직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0507.12.2 2방향거동에 대한 전단강도
(1) 2방향으로 거동하는 슬래브 또는 기초판의 설계는 식(0507.2.1)과 식(0507.2.2)

에 근거하여야한다. 콘크리트에 의한 공칭전단강도 는 050712.2(2),(3)에 따라 구하
여야한다. 는 0507.12.3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전단머리 또는 확대머리 전단스터
드가 배치된 슬래브의 은 0507.12.4. 또는 0507.12.5에 따라 각각 구하여야 한
다. 슬래브-기둥 접합부 또는 기초판-기둥 접합부에 뚫림전단과 휨모멘트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에는 0507.12.2와 0507.12.7의 규정을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2) 철근콘크리트슬래브와 기초판에 대한 공칭전단강도 는 식(0507.12.1)에 의
해 계산한다.

   (0507.12.1)
   cot (0507.12.2)
   여기서, 는 콘크리트 재료의 공칭전단응력강도, 는 0507.12.1(3)에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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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위험단면의 둘레길이, 는 경량콘크리트계수, 는 슬래브의 두께계수, 
그리고 는 위험단면 둘레길이의 영향계수, 은 압축대 콘크리트의 인장강
도, 는 슬래브 휨 압축대의 균열각도, 는 압축철근의 영향을 무시하고 계
산된 슬래브 위험단면 압축대 깊이의 평균값, 그리고 는 위험단면의 압축대
에 작용하는 평균압축응력이다.

  
 ≤  (0507.12.3)

  ≤  (0507.12.4)
   (0507.12.5)
cot     (0507.12.6)
      (0507.12.7)
   (0507.12.8)
   식 (0507.12.3)에서 의 단위는 mm이다. 는 내부기둥에 대하여 1.0, 외부

기둥 (모서리 기둥 제외)에 대하여 1.33, 모서리 기둥에 대하여 2.0이다. 식 
(0507.12.7)에서 는 설계위험단면에서 양방향으로 각각  만큼 떨어진 폭의 
슬래브에 대한 평균인장주철근비이며, ≤ 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 
0.005 이하인 경우 0.005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인장주철근은 설계위험단
면에서 최소 ( ) 만큼 연장하여 슬래브에 정착해야 한다. 여기서 는 
0508.2.2에서 정의하는 인장이형철근의 정착길이이다. 

   설계위험단면이 050712.1(3)에서 정의하는 최소 위험단면에서 3 이상 떨어
져 위치하는 경우, 식 (0507.12.8) 대신에   을 사용한다.

(3) 2방향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슬래브와 기초판의 기둥 주위의 공칭전단
강도 는 식(0507.12.9)에 의해 계산하여야한다.
   (0507.12.9)

   여기서, 는 7.12.1(3)에서 정의되는 위험단면의 둘레길이, 는 위험단면에
서 모든 유효프리스트레스 힘의 수직성분이다. 는 식 (0507.12.2)에서 계산
한다. 이때 는 슬래브의 위험단면 압축대 깊이의 평균값으로서, 압축철근의 
영향을 무시하고 위험단면에 작용하는 프리스트레스 압축력의 영향을 고려하
여 단면 해석을 통하여 계산한다.

(4) 다음 ①, ②, ③을 만족하는 경우 전단강도는 식(0507.12.9)에 따라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2)의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

① 기둥단면의 어느 부분도 불연속단부터 슬래브 두께의 4배 이내에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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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하고,
② 는 35 MPa 이하로 하여야하며,
③ 각 방향의 프리스트레스 압축응력  는 0.88 MPa 이상이어야 하고, 3.5

MPa 이하이어야한다.
(5) 공칭전단강도 은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0507.12.1(3)에서 

정의된 위험단면의 둘레길이이다.
(6) 슬래브-기둥 접합부에서 계수전단력 를 계산할 때에는 각 기둥면에서 0.5
내에 재하되는 등분포하중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기초판-기둥 접합부의 
경우에는 기둥 면에서 0.75 내에 재하되는 등분포 지반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0507.12.3 전단철근
(1) 철근이나 철선으로 구성되는 전단철근과 한 가닥 또는 여러 가닥의 스터

럽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가 150 mm 이상이고 전단철근의 지름의 16배 이상
인 슬래브와 기초판에 적용될 수 있다. 전단철근은 (2)에서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
하여야한다.

(2) 공칭전단강도 은 식 (0507.2.2)로 계산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에 의한 공칭
전단강도 는  식 (0507.12.1)과 식 (0507.12.9)로 구하며, 전단철근에 의한 
공칭전단강도 는 식 (7.12.10)에 따라 구하여야한다.

 

 (0507.12.10)
      여기서, 는 전단위험단면에 따라 배치된 모든 전단철근의 단면적이다. 
는 뚫림전단파괴시 전단철근에 작용하는 응력으로서   로 정의하며, 
는 400 MPa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칭전단강도 은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0507.12.1(3)에서 
정의된 위험단면의 둘레길이이다.

(4) 기둥면과 기둥 주위를 감싸는 첫 번째 열 스터럽 사이의 간격은   이하이
어야 한다. 첫 번째 열에서 기둥면의 평행방향의 스터럽 다리 사이의 간격은 
  이하이어야 한다. 스터럽 열 사이의 간격은 기둥면에 직각방향으로   이
하이어야한다.

(5) 슬래브 전단철근은 단면 상, 하에서 충분히 정착되어야 한다. 스터럽은 
0508.5에서 제시하는 정착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길이방향 휨철근을 둘
러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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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12.4 전단머리보강설계
(1) I 형강 또는 ⊏형강은 전단보강용으로 슬래브에 사용할 수 있다. 연직하

중으로 인한 전단이 내부 기둥의 받침부에 전달될 경우 다음 (2)에서 (10)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휨모멘트가 기둥에 전달되는 경우는 
0507.12.7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전단머리는 길이가 같고 서로 직각이 되게 확실하게 완전 용입 용접하여 
조립된 구조용 강재로 구성하여야 한다. 전단머리 부재는 기둥단면 내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3) 전단머리의 높이는 구조용 강재의 복부두께의 70배 이하로 하여야한다.
(4) 각 전단머리의 부재 끝은 수평과 30°이상의 각으로 절단할 수 있으나, 

이때는 가늘어진 단면에서 소성휨모멘트강도가 해당 전단머리의 부재에 할
당된 전단력을 저항하는 데 충분하여야한다.

(5) 구조용 강재의 압축플랜지는 모두 슬래브 압축면의 0.3 이내에 위치시켜야
한다.

(6) 각 전단머리의 부재 강성과 그에 인접한 폭    의 합성균열슬래브 단면에 대한 강
성의 비 를 0.15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7) 전단머리의 각 부재에 필요한 소성휨모멘트 는 식(0507.12.11.)로 계산하
여야한다.

 

 


＋－

  (0507.12.5)
여기서, 는 인장지배단면에 대한 강도감소계수, 는 전단머리의 부재수, 그리

고 는 (8)과 (9)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하는 각 전단머리의 최소 길이이다.
(8) 전단에 대한 슬래브의 위험단면은 슬래브의 평면에 직각이어야 하고, 기둥의 

면에서 전단머리의 부재 끝까지 거리 － 의 3/4 위치에서 각 전단머리와 
교차하여야 한다. 위험단면은 그 둘레길이 가 최소가 되도록 위치시켜야 하
지만 기둥의 둘레에 보다 가까이 위치시킬 필요는 없다.

(9) 전단강도 은 (8)에서 정의된 위험단면에서    이하이어야 한다. 전단머리
보강이 사용된 경우의 은 0507.12.1(3)에서 정의된 위험단면에서 0.59   이하
이어야한다.

(10) 전단머리는 식(0507.12.12)로 구하는 휨모멘트  만큼 슬래브의 각 주열
대에 기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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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7.12.12)
     여기서, 는 인장지배 단면에 대한 강도감소계수, 는 전단머리의 부재수, 
는 실제 사용되는 각 전단머리의 부재길이이다. 그러나 는 다음 값 중에
서 작은 값 이하이어야한다.

① 각 슬래브의 주열대에 필요한 전체 계수휨모멘트의 30 %
② 길이 상에서 주열대 휨모멘트의 변화량
③ 식(0507.12.11)로 구한 의 값
(11) 불균형휨모멘트를 고려하는 경우 를 기둥에 전달하기 위해 전단머리를 

적절하게 정착시켜야한다.

0507.12.5 확대머리 전단스터드 설계
(1) 확대머리 전단스터드는 슬래브 또는 기초판의 부재 면에 수직으로 배치

하여 전단보강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2)에서 (4)항의 규정을 만
족하여야 한다. 부속철물을 포함하여 전단스터드의 총 높이는 부재 두께에
서 상하콘크리트 피복두께와 주철근의 직경의 절반을 뺀 값보다 작지 않아
야한다.

(2) 0507.12.1(3)에서 정의된 위험단면에 대하여, 공칭전단강도 는 
0507.12.3(2)와 (3)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식 (0507.12.10)에서 는 기둥 
면의 둘레 방향을 따라 배치되는 전단스터드의 한 열 내부의 전단스터드 총 
단면적이며, 는 기둥 면의 둘레 방향을 따라 배치되는 전단스터드 각 열간 
간격이다. 

(3) 전단스터드의 첫 번째 열과 기둥 면의 간격은  이하이어야 한다. 전단스
터드 열사이의 간격은 기둥의 각 면에서 직교방향으로 측정하며, 그 거리가 
일정하여야 한다.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슬래브와 기초판은 0507.12.2(3)과 
(4)를 만족하는 경우, 전단스터드 각열에서 스터드간의 간격은 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외 모든 슬래브와 기초판에서는 스터드간 간격이  이하이어야
한다.

(4) 위험단면의 각 모서리의 양단에는 최소 1개씩의 전단스터드요소를 배치
하여야 하며 각 모서리에서 전단스터드요소 사이의 간격은 를 초과할 수 
없다. 

0507.12.6 슬래브의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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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래브의 개구부가 집중하중이나 반력의 작용면에서 슬래브 두께의 10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거나 플랫 슬래브의 개구부가 0510에서 정의되는 주
열대 내에 위치할 때는 0507.12.1(3)과 0507.12.4(8)에서 정의되는 전단
에 대한 위험단면은 다음 (2)와 (3)과 같이 수정되어야한다.

(2) 전단머리가 없는 슬래브의 경우 기둥 또는 집중하중이나 반력이 작용하
는 면의 중심과 개구부의 경계점 사이로 그은 직선 내에 있는 단면의 둘레
부분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야한다.

(3) 전단머리가 있는 슬래브의 경우 유효하지 않은 둘레부분은 (2)에서 정의
된 부분의 절반으로 보아야한다.

0507.13 휨모멘트 전달을 위한 편심전단 설계
(1) 연직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또는 기타 횡하중으로 인하여 슬래브 및 기

초판과 기둥 사이에 불균형휨모멘트 가 발생하면, 이 접합부는 불균형휨모
멘트가 전달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  (0507.12.13)
여기서, 는 해당 위험단면에 작용하는 계수불균형휨모멘트이며, 은 

강도감소계수가 고려된 위험단면의 설계불균형휨강도이다. 불균형휨모멘트에 
대한 위험단면의 정의는 0507.12.1을 따른다. 

(2) 설계불균형휨강도 는 식 (0507.12.14)와 같이 위험단면을 구성하는 전면, 후면, 측
면의 3개 모멘트 성분의 합으로 계산한다.

   =   +  +  (0507.12.14)
여기서 는 전면과 후면 슬래브의 휨강도의 합, 는 전면과 후면의 편심전단에 

의한 휨강도, 는 측면의 편심전단에 의한 비틀림강도,   ,   이다. 여
기서 기둥주위 사각형 형태의 위험단면의 4개의 모서리 성분 중에서 전면과 
후면은 불균형 휨모멘트가 직접 받침부에 전달되는 면으로서, 전면은 연직하
중에 의한 직접전단력과 불균형휨모멘트에 의한 전단력의 방향이 일치하는 
면이며, 후면은 전면의 반대 측에 위치하는 면이다. 측면은 전후면에 직교하
는 두 면을 가리킨다. 

(3) 전후면의 휨강도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한다. 
             (0507.12.15)

여기서 , 는 각각 위험단면 이내에서 전면의 상부주철근과 후면의 
하부 주철근을 인장철근으로 하는 슬래브 휨강도로 정의된다. 이때 휨인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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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은 전면과 후면의 위험단면의 폭에서 양방향으로 최소  만큼 확대된 폭의 
슬래브에 배치해야 하며, 이 영역에서 휨인장철근비는 0.03 이하로 제한한다. 
외부 접합부의 경우에는 불균형휨모멘트의 작용방향에 따라서 전면이나 후면
이 외부에 접하는 경우에는  또는 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4) 와 는 위험단면의 각 모서리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기둥단면 중심까지 
거리의 곱으로 정의되는 각 전단력의 기여도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때 전단
응력은 접합부 주위 위험단면의 중립축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직선적으로 분
포한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립축의 위치는 위험단면에서 거리에 비
례하는 선형 전단응력 분포의 직접뚫림계수 전단력에 대한 힘의 평형조건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전후면과 측면에서 편심전단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① 전면 또는 후면의 편심전단강도는 다음 식 (0507.12.16)과 같이 계산한
다. 

          ≤ (0507.12.16)
여기서 콘크리트의 편심전단강도 는 식 (0507.12.2)에 의하여 정의되며, 

는 전면 또는 후면에 작용하는 유효프리스트레스 힘의 수직성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당 위험 단면적에 대한 평균응력이다. 는 전면 또는 후면에 배
치된 전단보강재에 의한 편심전단강도이다. 

식 (0507.12.16)에서 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접합부 주위 전후면과 측면
에 전단보강재를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식 (0507.12.10)에서 구한 를 
이용하여   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를 산정할 때 전단보강재의 설
계기준항복강도 는 400 MPa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측면의 편심전단강도는 다음 식 (0507.12.17)과 같이 정의한다.
         ≤  (0507.12.17)

여기서 는 측면에 작용하는 유효프리스트레스 힘의 수직성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측면의 위험단면적에 대한 평균응력이다. 는 측면에 배치된 전단보강재에 의한 
편심전단강도이다. 

식 (0507.12.17)에서 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접합부 주위 전후면과 측면
에 전단보강재를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식 (0507.12.10)에서 구한 를 
이용하여   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를 산정할 때 전단보강재의 설
계기준항복강도 는 400 MPa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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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판과 기둥 또는 슬래브와 기둥 사이에 양방향으로 불균형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 위험단면에서 각 방향 불균형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때 각 방향의 편심전단강도는 양방향 편심전단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저감하여야 한다. 근사적으로 편심전단강도는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식을 만족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   (식 0507.12.18)
여기서  ,   이며, 아래첨자 1, 2는 두 개의 직교방향

을 가리킨다.
(6) I형강 또는 ⊏형강 단면(전단머리)으로 구성된 단면을 전단보강으로 사

용할 경우, 0507.12.4(8)에 의해 정의된 위험단면에 작용하는 연직하중으
로 인한 전단응력과 0507.12.1(3), (4)에서 정의된 위험단면의 도심에 대
해 전단편심에 의해 전달되는 휨모멘트로 인한 전단응력의 합은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0508 정착 및 이음
0508.1 일반사항
0508.1.1 적용범위 
(1) 이 절의 규정은 철근과 용접철망 및 프리스트레싱 강연선의 정착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에 대해서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절에서 사용하는  값은 8.4 MPa를 초과할 수 없다. 
(4) 이 절의 철근 상세 관련 요구 조건과 더불어 0505.8의 구조 일체성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0508.2 철근의 정착
0508.2.1 정착일반 
(1) 철근콘크리트부재 각 단면의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단면의 양측

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묻힘길이, 갈고리, 기계적 정착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철근을 정착하여야 한다. 이때 갈고리는 압축철근의 정착에 있어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0508.2.2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
(1)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는 다음 (2)와 같이 기본정착길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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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를 고려하는 방법 또는 다음 (3)에 의한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구한 정착길이 는 항상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2)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기본정착길이 는 다음 식(0508.2.1)에 따라 구하
여야 한다. 그리고 배근 위치, 철근표면 도막 혹은 도금 여부 및 콘크리트의 종류
에 따른 보정계수는 <표 0508.2.1>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
   (0508.2.1)

                            철근지름
조  건

D19 이하의 철근과 
이형철선

D22 이상의 
철근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간격이  이상

이고 피복두께도  이상이면서  전 구간에 이 

기준에서 규정된 최소 철근량 이상의 스터럽 또

는 띠철근을 배치한 경우 또는 정착되거나 이어

지는 철근의 순간격이 2  이상이고 피복두께가 

 이상인 경우

0.8 

기    타 1.2 1.5

<표 0508.2.1> 보정계수

그리고 <표 0508.2.1>에 수록된 , , λ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① ＝철근배치 위치계수
(가) 상부철근(정착길이 또는 이음부 아래 300mm를 초과되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

를 친 수평철근) 1.3
(나) 기타 철근 1.0
② ＝철근 도막계수
(가) 피복두께가 3 미만 또는 순간격이 6 미만인 에폭시도막 철근 또는 철선

1.5
(나) 기타 에폭시 도막철근 또는 철선 1.2
(다) 아연도금 철근 1.0
(라) 도막되지 않은 철근 1.0
③ 에폭시 도막철근이 상부철근인 경우에 상부철근의 보정계수 와 철근 도막계수 의 

곱 가 1.7보다 클 필요는 없다.
④ 는 0503.4.4에 따른다.

(3)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는 식(0508.2.2)에 따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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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508.2.2)

식(0508.2.2)에서 
＋ 은 2.5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식(0508.2.2)의 계수 , 와 

 은 다음과 같다.
① ＝철근 또는 철선의 크기 계수

(가) D19 이하의 철근과 이형철선 0.8
(나) D22 이상의 철근 1.0

② ＝철근간격 또는 피복두께에 관련된 치수
철근 또는 철선의 중심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또는 정착되는 철근 또는 
철선의 중심간 거리의 1/2 중 작은 값을 사용하여 mm 단위로 나타낸다.
③  ＝횡방향철근지수

＝
 

횡방향 철근이 배치되어 있더라도 설계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으로 사용할 수 있
다.
(4) 휨부재에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에 의해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

산된 정착길이에 배근 
소요  를 곱하여 정착길이 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이 때 감소

시킨 정착길이 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를 발휘하도록 정착을 특별히 요
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설계기준항복강도가 550MPa을 초과하는 철근에 대해서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
다.

① 횡방향철근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② 횡방향철근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 와   ≥ 을 만족하여야 한다.

0508.2.3 압축이형철근의 정착 
0508.2.3.1 정착길이
압축이형철근의 정착길이 는 0508.2.3.2의 기본정착길이에  에 0508.2.3.3에 있는 적
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 구한 는 항상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0508.2.3.2 기본정착길이
압축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 는 식(0508.2.3)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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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08.2.3)

다만, 이 값은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0503.4.4에 따른다. 
0508.2.3.3 보정계수
압축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 에 대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1) 해석결과 요구되는 철근량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 배근 

소요  
(2) 지름이 6mm 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0mm 이하인 나선철근 또는 중심간격 

100mm 이하로 0505.5.2.3의 요구조건에 따라 배치된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이형철근 0.75

0508.2.4 다발철근의 정착
(1)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하나의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 철근의 정착길이 는 다발

철근이 아닌 경우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보다 3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
서 20 %, 4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에 대해서는 33 %를 증가시켜야 한다.

(2) 다발철근의 정착길이 를 계산할 때 0508.2.2(2)의 순간격, 피복두께 및 도막계수, 
그리고 0508.2.2(3)의 구속효과 관련 항을 계산할 경우에는 다발철근 전체와 동등한 단
면적과 도심을 가지는 하나의 철근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0508.2.5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이형철근의 정착
0508.2.5.1 정착길이
단부에 표준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는 0508.2.5.2의 기본정착길
이  에 0508.2.5.3의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
게 구한 정착길이 는 항상 8 이상 또한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0508.2.5.2 기본정착길이
기본정착길이  는 식(0508.2.4)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와 는 0508.2.2(2)에 따라 
구한다. 

 ＝
 (0508.2.4.)

0508.2.5.3 보정계수
표준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 에 대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피복두께
D35 이하 철근에서 갈고리 평면에 수직방향인 측면 피복두께가 70mm 이상이며, 90
˚ 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철근피복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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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 띠철근 또는 스터럽
① D35 이하 90°갈고리 철근에서 정착길이   구간을 3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정착되는 철근을 수직으로 둘러싼 경우 또는 갈고리 끝 연장부와 구부림부의 
전 구간을 3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이 정착되는 철근을 평행하게 둘러싼 
경우 0.8

② D35 이하 180°갈고리에서 정착길이  구간을 3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터럽
이 정착되는 철근을 수직으로 둘러싼 경우 0.8

(3) 배치된 철근량이 소요철근량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를 발휘하도록 정착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단면에서 휨철근이 소요철근량 이상 
배치된 경우  배근 

소요  
   다만, (2)의 ①, ②에서 첫 번째 띠철근 또는 스터럽은 갈고리 구부러진 
부분 바깥면으로부터 2  이내에서 갈고리의 구부러진 부분을 둘러싸야 한다.
0508.2.5.4 갈고리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경우 철근정착에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0508.2.5.5 표준갈고리에 의한 정착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갈고리철근의 양 측면과 상부(또는 하부)의 피복두께가 70mm 
미만으로 표준갈고리에 의해 정착되는 경우에 전 정착길이  구간에 3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이나 스터럽으로 갈고리철근을 둘러싸야 한다. 이때 첫 번째 띠철근 또는 스터럽
은 갈고리 구부러진 부분 바깥면부터 2  이내에서 갈고리의 구부러진 부분을 둘러싸야 
한다. 이때 0508.2.5.3(3)의 보정계수 0.8을 적용할 수 없다.
0508.2.5.6 고강도 철근의 보정계수 제한
설계기준항복강도가 550 MPa을 초과하는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0508.2.5.3(2)
의 보정계수 0.8을 적용할 수 없다. 

0508.2.6 확대머리 이형철근 및 기계적 인장 정착
(1)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인장에 대한 정착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0508.2.5)

   여기서, 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1.2, 다른 경우는 1.0이며, 정착길이는 8, 또한 150
mm 이상이어야 한다. 식 (0508.2.5)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①부터 ⑦까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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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400 MPa 이하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40 MPa 이하이어야 한다. 
  ③ 철근의 지름은 35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경량콘크리트에 적용할 수 없으며, 보통중량콘크리트를 사용한다.
  ⑤ 확대머리의 순지압면적()은 4 이상이어야 한다.
  ⑥ 순 피복두께는 2 이상이어야 한다.
  ⑦ 철근 순간격은 4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하 기둥이 있는 보-기둥 접합

부의 보 주철근으로 사용되는 경우, 접합부의 횡보강철근이 0.3 % 이상이고 
확대머리의 뒷면이 횡보강철근 바깥 면부터 50 mm 이내에 위치하면 철근 
순간격은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확대머리 이형철근은 압축을 받는 경우에 유효하지 않다.
(3)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가 발휘될 수 있는 어떠한 기계적 정착장치도 정착 방법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적 정착장치가 적합함을 보증하는 시험결과를 책임
구조기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철근의 정착은 기계적 정착장치와 철근의 최대 응
력점과 기계적 정착장치 사이의 묻힘길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0508.3 용접철망의 정착
0508.3.1 인장 용접이형철망의 정착 
(1) 위험단면에서 철선 단부까지의 거리로 나타내는 용접이형철망의 정착길이 는 

0508.2.2(2) 또는 0508.2.2(3)에서 구한 정착길이에 (5)와 (6)에 기술된 철망계수를 
곱하여 구하여야 한다.

(2) 휨부재에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에 의해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0508.3.1.1에서 구한 정착길이에 배근 

소요  를 곱하여 정착길이 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

만, 0508.7.1의 규정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소시킨 정착
길이 는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5)와 (6)의 철망계수를 사용하여 에폭시 도막된 용접이형철망의 정착길이 를 구할 
때, 0508.2.2(2)②의 철근 도막계수 는 1.0을 사용할 수 있다.

(4) 원형철선이 정착길이 방향으로 용접이형철망 내에 배치된 경우 철망은 0508.3.2
에 따라 정착되어야 한다.

(5) 정착길이 내에 1개 이상의 교차철선이 있고, 이 교차철선이 위험단면에서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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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떨어져 있는 용접이형철망의 철망계수는 다음 중 큰 값을 택하여야 한다. 


－  또는 

 
그러나 이 계수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6) 정착길이 내에 교차철선이 없거나 위험단면에서 50mm 이내에 1개의 교차철선
이 있는 용접이형철망의 철망계수는 1.0으로 하고 정착길이 는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산정방법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0508.3.2 인장 용접원형철망의 정착
(1) 위험단면에서 50mm 이상 떨어진 곳에 2개 이상의 교차철선이 정착길이 내에 

묻혀 있을 때, 용접원형철망의 설계기준항복강도가 발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위험단면부터 가장 바깥에 위치한 교차철선까지 거리로 나타내는 정착길이 는 
0508.3.2.3의 식(0508.3.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0508.7.2의 인장 용접원형철망의 겹침이음길이를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
착길이 는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3) 인장 용접원형철망의 정착길이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배근 

소요       (0508.3.1)

여기서, 는 0508.2.2(2)의 규정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0508.4 프리스트레싱 강연선의 정착
(1) 다음 0508.4(2)를 제외하고 7가닥의 강연선은 위험단면을 지나 다음 값 이상으

로 부착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  


＋  －      (0508.4.1)

괄호 안의 값은 단위가 없는 상수로 간주한다.
(2) 임의 단면에서 강연선의 설계응력이 식(0508.4.1)에 의해 정착길이 를 구할 때의 

응력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다 짧은 묻힘길이를 허용할 수 있다.
(3) 강연선의 부착이 부재 단부까지 연속되어 있지 않고, 사용하중 작용할 때 미리 

압축력을 가한 인장구역에 0509.3.1(2)의 허용인장응력을 설계에 고려하는 경우에
는 식(0508.4.1)에서 계산된 정착길이를 2배로 증가시켜야 한다.

(4) 정착에 대한 검토는 계수하중을 받을 때 전체 설계강도를 발휘하여야 하는 부재 양 
단부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단면에 국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어도 하나
의 강연선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되어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강연선의 정착길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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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이 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

0508.5 정착철근 상세
0508.5.1 휨철근의 정착 일반
(1) 휨부재에서 최대 응력점과 경간 내에서 인장철근이 끝나거나 굽혀진 위험단면에

서 철근의 정착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0508.5.2.(3) 및 
0508.5.2(4)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2) 휨철근은 휨모멘트를 저항하는 데 더 이상 철근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부재의 
유효깊이  또는 12 중 큰 값 이상으로 더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경간의 받침
부와 캔틸레버의 자유단에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연속철근은 구부려지거나 절단된 인장철근이 휨을 저항하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정착길이  이상의 묻힘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은 구부려서 복부를 지나 정착하거나 부재의 반대측에 있는 철근쪽으로 
연속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5) 철근응력이 직접적으로 휨모멘트에 비례하지 않는 휨부재의 인장철근은 적절한 
정착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부재는 경사형, 계단형 또는 변단면 기초판, 브
래킷, 깊은보 또는 인장철근이 압축면에 평행하지 않는 부재들이다. 깊은보에 대해
서는 0508.5.2(5)와 0508.5.3(4)에 따라야 한다.

(6) 휨철근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않는 한 인장구역에서 절단할 수 없으
며, 원칙적으로 전체 철근량의 50 %를 초과하여 한 단면에서 절단하지 않아야 한
다.

① 절단점에서 가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절단점에서  이상의 구간까지 절단된 철근 또는 철선을 따라 전단과 비틀림에 

대해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스터럽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이 때 초과되는 스터럽의 단
면적 는 0.42     이상이어야 하고, 간격 는   이내이어야 한다. 

③ D35 이하의 철근이며 연속철근이 절단점에서 휨모멘트에 필요한 철근량의 2배 
이상 배치되어 있고 가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0508.5.2 정모멘트 철근의 정착 
(1) 단순부재에서 정모멘트 철근의 1/3 이상, 연속부재에서 정모멘트 철근의 1/4 이

상을 부재의 같은 면을 따라 받침부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보의 경우는 이러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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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받침부 내로 150 mm 이상 연장하여야 한다.
(2) 휨부재가 횡하중을 지지하는 주구조물의 일부일 때, 0508.5.2(1)에 따라 받침부 

내로 연장되어야 할 정모멘트 철근은 받침부의 안쪽 면에서 설계기준항복강도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하여야 한다. 

(3) 단순받침부와 변곡점의 정모멘트 철근은 0508.2.2에 따라 에 대하여 계산된 정착
길이 가 식(0508.5.1)을 만족하도록 철근지름을 제한하여야 한다. 

 ≤ 

 (0508.5.1)
   여기서,  의 값은 철근의 끝부분이 압축 반력으로 눌려서 구속을 받는 경

우 30 % 증가시킬 수 있다.
(4) 단순받침부의 중심선을 지나 절단되는 철근에서 표준갈고리 또는 적어도 표준갈

고리와 동등한 성능을 갖는 기계적 정착에 의해 정착되는 경우 식(0508.5.1)을 만
족하지 않아도 되며, 직선철근으로 정착하는 경우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

 (0508.5.2)
(5) 깊은보의 단순받침부에서 정모멘트 철근은 받침부 전면에서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하여야 한다. 예외로서 스트럿-타이모델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 정모멘트철근은 
스트럿-타이모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착규정에 따라 정착하여야 한다. 또한, 깊은보
의 내부 받침부에서 정모멘트 철근은 연속되거나 인접경간의 정모멘트철근과 겹칩이
음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08.5.3 부모멘트철근의 정착
(1) 연속되거나 구속된 부재, 캔틸레버 부재 또는 강결된 골조의 어느 부재에서나 부

모멘트 철근은 묻힘길이, 갈고리 또는 기계적 정착에 의하여 받침부 내에 정착되거
나 받침부를 지나서 정착하여야 한다. 

(2) 부모멘트 철근은 0508.2.1과 0508.5.1.(2)에 의한 소요 묻힘길이를 경간 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3) 받침부에서 부모멘트에 대해 배치된 전체 인장철근량의 1/3 이상은 변곡점을 지나 
부재의 유효깊이,  , 12  또는 순경간의 1/16 중 제일 큰 값 이상의 묻힘길이를 확보
하여야 한다.

(4) 깊은보의 내부 받침부에서 부모멘트 철근은 인접경간의 부모멘트 철근과 연속되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08.5.4 복부철근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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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부철근은 피복두께 요구 조건과 다른 철근과 간격이 허용하는 한 부재의 압축면
과 인장면 가까이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2) 단일 U형 또는 다중 U형 스터럽의 단부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정착시켜
야 한다.

① D16 이하 철근 또는 지름 16mm 이하 철선으로 종방향철근을 둘러싸는 표준갈고
리로 정착하여야 한다.

② 가 300MPa 이상인 D19, D22 및 D25 스터럽은 종방향철근을 둘러싸는 표준갈
고리 외에 추가로 부재의 중간 깊이에서 갈고리 단부의 바깥까지 0.17    이상
의 묻힘길이를 확보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③ U형 스터럽을 구성하는 용접원형철망의 각 가닥은 다음의 (가) 또는 (나)의 방법
으로 정착하여야 한다.

(가) U형 스터럽의 가닥 상부에 50mm 간격으로 2개의 종방향 철선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종방향 철선 하나는 압축면에서  /4 이하에 배치하고 두 번째 종방향 철선은 첫 
번째 철선으로부터 50mm 이상의 간격으로 압축면에 가까이 배치하여야 한다. 이 
때 두 번째 종방향 철선은 굴곡부 밖에 두거나 또는 굴곡부 내면지름이 8 이상일 
경우는 굴곡부상에 둘 수 있다.

④ 용접원형 또는 이형철망 한 가닥 스터럽에서 각 단부의 정착은 2개의 종방향 철
선을 50mm 이상의 간격으로 압축면에 가까이 배치하여야 한다. 안쪽의 철선
은 부재의 중간깊이 에서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인장면에 가장 가까이 배치된 종방향 철선은 인장면에 가장 가까이 배치
된 휨 주철근보다 인장면에서 더 멀리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⑤ 0503.4.11에서 정의된 장선구조에서 D13 이하 철근 또는 지름 13mm 이하의 철
선 스터럽의 경우 표준갈고리를 두어야 한다.

(3) 단일 U형 또는 다중 U형 스터럽의 양 정착단 사이의 연속구간 내의 굽혀진 부
분은 종방향 철근을 둘러싸야 한다.

(4) 전단철근으로 사용하기 위해 굽혀진 종방향 철근이 인장구역으로 연장되는 경우
에 종방향 주철근과 연속되어야 하고, 압축 구역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식
(0507.4.5)을 만족시키는 응력 를 사용하여 부재의 중간깊이 를 지나서 
0508.2.2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정착길이 만큼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폐쇄형으로 배치된 한 쌍의 U형 스터럽 또는 띠철근은 겹침이음길이가 1.3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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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적절하게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깊이가 450mm 이상인 부재에서 스터럽의 
가닥들이 부재의 전 깊이까지 연장된다면 폐쇄스터럽의 이음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한 가닥의 이음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인장력, 는 40kN 이하이어야 
한다.

0508.6 철근의 이음
0508.6.1 이음 일반
(1) 철근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책임기술자가 승인

하는 경우에만 이음을 할 수 있다.
(2) 겹침이음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0508.6.3(2)와 

0512.4.2(4)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다발철근의 겹침이음은 다발 내의 개개 철근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하

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철근은 0508.2.4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다발 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 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두 다발 철근을 개개 철근처럼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

③ 휨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이
음길이의 1/5 또는 150 m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3) 용접이음과 기계적이음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용접이음은 용접용 철근을 사용해야 하며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의 125% 이상

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용접이어야 한다. 
② 기계적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 기

계적이음이어야 한다.
③ ① 또는 ②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용접이음이나 기계적이음은 

0508.6.2(5)를 만족하여야 하며, D16 이하의 철근에만 허용된다.
0508.6.2 인장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이음
(1) 인장력을 받는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겹침이음길이는 A급과 B급으로 분류하며, 

다음 값 이상 또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① A급 이음：1.0 
② B급 이음：1.3 
   여기서,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는 0508.2.2에 따라 계산하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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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2.2(1)에서 규정한 300mm 최소값은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0508.2.2(4)의 보정계
수도 적용하지 않는다.

(2) 겹침이음에서 A급 이음과 B급 이음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A급 이음：배치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

의 2배 이상이고 소요 겹침이음길이 내 겹침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1/2 
이하인 경우 

② B급 이음：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 겹침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길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4) 이음부에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미만인 경우에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이음은 0508.6.1(3)① 또는 0508.6.1(3)②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5) 0508.6.1(3)① 또는 0508.6.1(3)②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이음부에 배치된 철근
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아래의 ①과 ②의 요구조건을 
따르는 경우, D16 이하의 철근에 대해서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 이음을 할 수 있다.

① 각 철근의 이음부는 서로 600mm 이상 엇갈려야 하고, 이음부에서 계산된 인장응
력의 2배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어야 한다. 또한 배치된 전체 철근이 
140MPa 이상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각 단면에서 발휘하는 인장력을 계산할 때 이어진 철근은 규정된 이음강도를 발휘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어지지 않은 연속철근의 인장
응력은 설계기준항복강도 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산된 정착길이 에 대한 짧게 배
치된 정착길이와의 비에 를 곱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6) 인장연결재의 철근이음은 0508.6.1(3)① 또는 ②에 따라 완전용접이나 기계적 
이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인접철근의 이음은 750mm 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0508.6.3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 
(1) 압축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0508.6.1)

   여기서, 식 (0508.6.1)로 산정된 이음길이는 가 400 MPa 이하인 경우 0.072보다 
길 필요가 없고, 가 400M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13 －24)보다 길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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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겹침이음길이는 300mm 이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21
MPa 미만인 경우는 겹침이음길이를 1/3 증가시켜야 한다. 압축철근의 겹침이음길이는 
0508.6.2에서 구한 인장철근의 겹침이음길이보다 길 필요는 없다.

(2)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이음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길이와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길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D41과 D51 철근은 D35 이하 철근과의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압축부에서 사용하는 용접이음 또는 기계적이음은 0508.6.1(3)①과 
0508.6.1(3)②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철근이 압축력만을 받을 경우는 철근과 직각으로 절단된 철근의 양끝을 적절한 
장치에 의해 중심이 잘 맞도록 접촉시킴으로써 압축응력을 직접 지압에 의해 전달
할 수 있다. 이때 철근의 양 단부는 철근 축의 직각면에 1.5° 이내의 오차를 갖는 
평탄한 면이 되어야 하고 조립 후 지압면의 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5) 단부 지압이음은 폐쇄띠철근, 폐쇄스터럽 또는 나선철근을 배치한 압축부재에서
만 사용하여야 한다.

0508.7 용접철망의 이음
0508.7.1 인장용접이형철망의 이음
(1) 용접이형철망을 겹침이음하는 최소 길이는 두 장의 철망이 겹쳐진 길이가 1.3 이상 

또한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겹침이음길이 내에서 각 철망의 가장 바깥에 있
는 교차철선 사이의 간격은 50mm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0508.3.1의 규정에 
따라 에 대하여 계산된 정착길이이다.

(2) 겹침이음길이 사이에 교차철선이 없는 용접이형철망의 겹침이음은 이형철선의 겹
침이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원형철선이 겹침이음 방향으로 이형철망 내에 있는 경우 또는 이형철망이 원형철
망과 겹침이음되는 경우, 철망은 0508.7.2에 따라 겹침이음하여야 한다.

0508.7.2 인장 용접원형철망의 이음 
(1) 이음 위치에서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미만인 경

우 각 철망의 가장 바깥 교차철선 사이를 잰 겹침길이는 교차철선 한 마디 간격에 
50mm를 더한 길이 1.5  또는 150mm 중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0508.3.2의 규정에 따라 철선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에 대하여 계산된 정착길이이
다.

(2) 이음위치에서 배치된 철근량이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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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각 철망의 가장 바깥 교차철선 사이를 잰 겹침길이는 1.5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0508.3.2의 규정에 따라 철선의 설계기준항복강도 에 
대하여 계산된 정착길이이다. 

0508.8 기둥 철근 이음에 관한 특별규정
(1) 겹침이음, 맞댐용접이음, 기계적 이음 또는 단부지압이음은 0508.8(2)에서 

0508.8(6)까지 규정의 제한 조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철근의 이음
은 기둥의 모든 하중조합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계수하중에 의해 철근이 압축응력을 받는 경우 겹침이음은 0508.6.3(1)과 
0508.6.3(2)에 따라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에 다음의 ①과 ②에도 따라야 한다.

① 띠철근 압축부재의 경우 겹침이음길이 전체에 걸쳐서, 띠철근의 유효단면
적이 각 방향 모두 0.0015이상이면 겹침이음길이에 계수 0.83을 곱할 수 있
다. 그러나 겹침이음길이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유효단면적은 
부재의 치수 에 수직한 띠철근 가닥의 전체 단면적이다.

② 나선철근 압축부재의 경우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축방향철근의 겹침이음길이에 
계수 0.75를 곱할 수 있다. 그러나 겹침이음길이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계수하중하에서 철근이 0.5  이하의 인장응력을 받고 어느 한 단면에서 전체 철근
의 1/2을 초과하는 철근이 겹침이음되면 B급 이음으로 전체 철근의 1/2 이하가 겹침
이음되고 그 겹침이음이 교대로  이상 서로 엇갈려 있으면 A급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4) 계수하중하에서 철근이 0.5보다 큰 인장응력을 받는 경우 겹침이음은 B급 이음으
로 하여야 한다.

(5) 기둥철근의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이음은 0508.6.1(3)①과 ②의 요구조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6) 0508.6.3(4)와 0508.6.3(5)에 따른 단부 지압이음은 이음이 서로 엇갈려 있거
나 이음위치에서 추가철근이 배치된 경우 압축을 받는 기둥철근에 적용할 수 있다. 
기둥 각 면에 배치 된 연속철근은 그 면에 배치된 수직철근량에 설계기준항복강도 
의 25%를 곱한 값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0509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509.1 일반사항
0509.1.1 적용범위
(1) 이 절의 규정은 0502.2.3.6에 명시된 강선, 강봉, 강연선 등과 같은 긴장재를 

- 355 -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부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절에서 특별히 예외 규정을 두었거나 이 장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설계기준의 규정을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이 장의 0503.4.8(1), 0503.4.8(2), 0503.4.9, 0505.3.2(5), 0506.2.2(2), 
0506.2.2(3), 0506.3.2, 0506.3.3, 0506.4.2(1), 0506.4.2(2), 0510(1방향슬
래브 제외), 0511.3, 0511.4.2, 0511.5.1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
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의 설계에 적용할 수 없다.

0509.2 설계일반
0509.2.1 설계원칙
(1)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부재는 이 기준의 강도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의 설계는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부터 구조물의 

수명기간 동안에 모든 재하단계의 강도 및 사용조건에 따른 거동에 근거하여야 한
다.

(3) 설계에서는 프리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되는 응력집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프리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부재의 탄·소성변형, 처짐, 길이변화 및 회전 등에 

의해 인접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온도와 건조수축의 영
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5) 덕트의 치수가 과대하여 긴장재와 덕트가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접촉하는 위
치 사이에 있어서 부재 좌굴과 얇은 복부 및 플랜지의 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
토하여야 한다.

(6) 긴장재가 부착되기 전의 단면특성을 계산할 경우 덕트로 인한 단면적의 손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0509.2.2 설계가정
(1) 휨모멘트와 축력을 받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부재의 강도설계는 0506.2.1의 

가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0506.2.1(4)의 규정은 프리스트레스되지 않은 보강철
근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그리고 균열하중이 작용할 때
의 응력계산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한 선형탄성이론에 따라야 한다. 

① 변형률은 중립축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한다. 
② 균열단면에서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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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휨부재는 미리 압축을 가한 인장구역에서 사용하중에 의
한 인장연단응력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균열등급, 부분균열등급, 완전균열등급으로 
구분된다.

① 비균열등급： ≤ 

② 부분균열등급：   ≤ 

③ 완전균열등급：  

그리고 2방향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 슬래브는  ≤  를 만족하는 비균열등급 부재
로 설계되어야 한다.

(4) 비균열등급과 부분균열등급 휨부재의 사용하중에 의한 응력은 비균열단면을 사용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완전균열단면 휨부재의 사용하중에 의한 응력은 0504.3.3.2
에 따라 균열 환산단면을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휨부재의 처짐은 0504.3.3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0509.3 휨부재의 사용성 
0509.3.1 콘크리트의 허용응력 
(1) 프리스트레스도입 직후 시간에 따른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일어나기 전의 응력은 

다음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① 휨압축응력(다음 ②의 경우 제외) 

② 단순지지 부재 단부의 휨압축응력 

③ 휨인장응력(다음 ④의 경우 제외) 

④ 단순지지부재 단부의 휨인장응력 

계산된 인장응력이 위의 ③또는 ④의 값을 초과하는 구역에는 비균열단면으로 가정하
여 계산된 전체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는 추가 부착강재(긴장되지 않은 강재 또는 프
리스트레싱 강재)를 인장구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2) 비균열등급 또는 부분균열등급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휨부재에서 모든 프리스

트레스 손실이 일어난 후 사용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휨응력은 다음 값 이하로 하
여야 한다. 이 때 단면특성은 비균열단면으로 가정하여 구한다.

① 압축연단응력(유효프리스트레스＋지속하중)  
② 압축연단응력(유효프리스트레스＋전체하중)  
(3) 시험 또는 정밀한 해석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1)과 

(2)에 규정된 허용응력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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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로 또는 부식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완전균열등급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
리트 휨부재에서 인장연단에 배치된 부착철근의 간격은 0506.3.3(4)에서 규정한 간
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피로 상태나 또는 부식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와 다음 ①, ②, ③, ④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간격은 비긴장 보강재와 부착긴장재의 간격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부착긴
장재의 간격은 비긴장 보강재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 간격의 2/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간격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철근과 긴장재 사이의 간격은 6.3.3(4)에
서 허용한 간격의 5/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긴장재에 식 (0506.3.3)과 식 (0506.3.4)를 적용할 때에는 를 로 대체하여야 
한다. 여기서 는 사용하중을 받을 때 균열단면 해석으로 계산한 긴장재의 응력에
서 감압응력 를 뺀 값이다. 이때 를 긴장재의 유효프리스트레스 와 같게 취할 
수 있다.

③ 식 (0506.3.3)과 식 (0506.3.4)를 적용할 때, 는 250 MPa을 초과할 수 없다 
가 140 MPa 이하일 때는 위 ①과 ②에서 정한 간격 요구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다.

④ 깊이가 900 mm를 초과하는 보에는 0506.3.3(6)에서 정한 표피철근을 배치하여
야 한다.

0509.3.2 긴장재의 허용응력
(1) 긴장을 할 때 긴장재의 인장응력은   또는    중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긴장재나 정착장치의 제조자가 제시하는 최대값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에 긴장재의 인장응력은  와   중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정착구와 커플러의 위치에서 프리스트레스 도입 직후 포스트텐션 긴장재의 응력

은   이하로 하여야 한다.
0509.4 프리스트레스의 손실
0509.4.1 손실원인
유효프리스트레스 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리스트레스 손실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착장치의 활동
(2) 콘크리트의 탄성수축
(3) 포스트텐셔닝 긴장재와 덕트 사이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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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크리트의 크리프 
(5)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6) 긴장재 응력의 릴랙세이션
0509.4.2 포스트텐셔닝 긴장재의 마찰손실
(1) 포스트텐셔닝 긴장재의 마찰손실은 다음 식(0509.4.1)로 계산하여야 한다.

＝  － ＋ (0509.4.1)
이때, ＋ 의 값이 0.3 이하인 경우 식(0509.4.1) 대신에 다음과 같은 근
사식을 사용할 수 있다. 

＝ ＋＋ (0509.4.2)
(2) 마찰손실을 계산할 때 파상마찰계수 와 곡률마찰계수 는 시험에 근거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긴장 작업을 할 때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3) 설계할 때 사용한 파상마찰계수와 곡률마찰계수의 값은 설계도면에 제시하여야 

한다.
(4) 인접구조와의 연결로 인하여 부재에서 프리스트레스 손실이 발생될 때에는 그 손

실량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0509.5 휨부재 설계
0509.5.1 휨강도
(1) 휨부재의 설계휨강도 계산은 이 설계기준의 강도설계법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긴장

재의 응력은  대신  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는 변형률 적합조건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더 정확하게  를 계

산하지 않는 경우에 의 값이    이상이면 아래 0509.5.1(3) 또는 0509.5.1(4)
에 따라 근사식으로  를 구할 수 있다.

(3) 부착긴장재를 가진 부재에 대한 는 식(0509.5.1)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

 ｛ ＋

－＇｝  (0509.5.1)

여기서,   ,   , ′  ′이고, 는 ≥0.80일 때 0.55, 
≥0.85일 때 0.40, ≥0.90일 때 0.28이다. 그리고 식 (0509.5.1)의  계산에 압축
철근을 고려한다면 



 ＋


－′


의 값을 0.17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은 0.15 이

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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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부착긴장부재를 가진 부재에 대한  는 다음 식(0509.5.2)와 식(0509.5.3)에 따
라 구할 수 있다.

① 깊이에 대한 경간의 비가 35 이하인 경우 
  ＋＋

 (0509.5.2)
여기서,  는    또는 ＋MPa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깊이에 대한 경간의 비가 35보다 큰 경우

   ＋ ＋
 (0509.5.3)

여기서,  는  , 와 ＋MPa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긴장재와 함께 사용되는 철근도 휨강도를 계산할 때 인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인장력은 변형률 적합조건을 적용한 해석에 의해 구한 철근의 응
력에 근거하여야 한다.

0509.5.2 휨부재의 보강에 대한 제한사항
(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단면은 0506.2.2.3과 0506.2.2.4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

장지배단면, 변화단면, 압축지배단면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강도감소계수 는 0503.3.3
에 따라야 한다.

(2) 부착긴장재를 가진 부재의 철근과 긴장재 전체량은 식(0504.3.3)에 규정된 콘크
리트의 파괴계수 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균열하중의 1.2배 이상의 계수하중을 받는 
데 충분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강도와 휨강도가 0503.3.2에 제시된 계수하중으로 계산된 값의 2배 이상
이 되는 휨부재는 이 조건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휨부재에서는 철근이나 긴장재를 포함한 부착보강재의 일
부 혹은 전부를 가능하면 인장연단에 가깝게 배치하여야 한다. 비부착긴장재를 갖는 
경우에는 0509.5.3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부착보강량(철근이나 긴장재)을 만족시켜야 
한다.

0509.5.3 최소 부착철근량
(1) 비부착긴장재가 배치된 모든 휨부재에는 다음 (2)와 (3)의 규정에 따라 최소 부

착철근이 배치되어야 한다.
(2) (3)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부착철근량은 식(0509. 5.4)에 따라 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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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9.5.4)
① 식(0509.5.4)에서 계산된 최소 부착철근량은 가능한 한 인장연단에 가깝게 프리

스트레스 압축 인장력에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하중의 응력상태에 관계없이 최소 부착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두께가 일정한 2방향 플랫 슬래브에 대한 최소 부착철근량과 그 배치에 관해서

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모든 프리스트레스 손실을 고려한 후 사용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이 
 를 초과하는 경우 정모멘트 구역에 배치할 최소 부착철근량은 다음 식
(0509.5.5)와 같다.

＝ 
 (0509.5.5)

여기서, 는 400MP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식(0509.5.5)에서 계산된 최소 
부착철근량은 가능한 한 인장연단에 가깝게 미리 압축을 가한 인장구역에 균등
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둥받침부의 부모멘트 구역에는 식(0509.5.6)으로 계산된 최소 부착철근량을 각 
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0509.5.6)
식(0509.5.6)에서 계산된 최소 부착철근은 기둥받침부 전면에서 각각 1.5  떨어

진 슬래브폭 내에 균등하게 4개 이상의 철근 또는 철선을 각 방향으로 
3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 위의 (2), (3)에서 산정된 부착철근의 최소길이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① 정모멘트 구역에서는 그 구역 중간점의 양쪽으로 부착철근을 순경간의 1/6 이상 

연장 배치하여야 한다. 
② 부모멘트 구역에서는 받침부의 양쪽으로 부착철근을 순경간의 1/6 이상 연장 배치

하여야 한다.
③ 0509.5.1(5)에 따른 설계휨강도에 대해 또는 0509.5.3.3(1)의 인장응력 상태에 

대해 배치하는 부착철근의 최소길이는 0508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0509.6 부정정구조물
0509.6.1 설계원칙
(1)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골조와 연속구조는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만족스러운 성

능을 나타내고 동시에 충분한 강도를 발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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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구조물의 성능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
수축, 온도변화, 축방향 변형, 연결된 부재 요소에 의한 구속과 지반 침하의 영향으
로 발생되는 반력, 휨모멘트, 전단력 및 축력을 고려한 탄성해석으로 규명하여야 한
다.

(3) 소요강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휨모멘트는 하중계수 1.0인 프리스트레스에 의
해 발생되는 반력으로 인한 휨모멘트와 계수하중에 의한 휨모멘트의 합으로 계산하
여야 한다. 계수하중으로 계산된 휨모멘트는 0509.6.2의 부모멘트 재분배를 고려
하여 수정할 수 있다.

0509.6.2 연속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휨부재의 부모멘트 재분배
(1) 0509.5.3의 최소 부착철근량 이상이 받침부에 배치된 경우 가정된 하중배치에 

따라 탄성이론으로 계산된 부 및 정모멘트는 0503.4.2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다.
(2) 경간 내 다른 단면의 재분배 휨모멘트를 계산할 때는 감소시킨 휨모멘트를 사용하

여야 한다. 각 하중 배치별로 휨모멘트 재분배를 한 상태에서 정적 평형이 만족되어
야 한다.

0509.7 압축부재 설계
0509.7.1 설계원칙
(1) 철근배치의 유무에 관계없이 축력 또는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는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적용하는 이 구조기준의 
강도설계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2) 압축부재를 설계할 때 프리스트레스, 크리프, 건조수축과 온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0509.7.2 철근배치
(1) 유효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콘크리트의 평균 압축응력이 1.6 MPa 미만인 

부재에 대해서 기둥의 경우 0505.5.2, 0506.4.2(1)과 0506.4.2(2)에 따라, 
그리고 벽체의 경우 0511.3에 따라 최소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벽체를 제외하고 유효프리스트레스 힘에 의한 콘크리트의 평균 압축응력이 1.6MPa 
이상인 부재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으로 모든 긴장재를 
둘러싸야 한다. 

① 나선철근은 0505.5.2(2)에 따라야 한다. 
② 띠철근은 D10 이상이거나 등가면적의 용접철망이어야 하며,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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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철근 또는 철선 직경의 48배 이하, 압축부재 단면의 최소 치수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확대기초판 윗면 또는 임의의 각 층 바닥슬래브의 윗면 위의 기둥하단에 배치하는 
띠철근의 간격은 위의 ②에서 규정한 간격의 1/2 이하로 하여야 하고, 또한 기둥 
상부에 배치되는 최하단 수평철근 아래에 위치하는 띠철근도 위의 ②에서 규정한 
간격의 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④ 보 또는 브래킷이 기둥의 4변에 강결되어 골조를 이루는 경우, 이러한 보 또는 브래
킷의 최하단 수평철근 아래 75mm 이내에서 띠철근 배치를 끝낼 수 있다.

(3) 유효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콘크리트의 평균 압축응력이 1.6 MPa 이상인 벽체에서 
구조해석 결과 충분한 강도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경우 0511.3에서 요구하는 최소
철근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0509.8 슬래브 설계
0509.8.1 소요강도와 사용성
0509.8.1.1 계수모멘트와 계수전단력
2방향 이상 휨에 대해 보강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계수휨모
멘트와 계수전단력은 0510.5.7(4)와 0510.5.7(5)는 제외한 0510.5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거나 또는 상세한 해석방법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
0509.8.1.2 휨강도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슬래브의 각 단면에서 휨강도는 0503.3.2, 0503.3.3, 
0509.6.1(3)과 0509.6.2에 따라 계산된 설계단면력 이상이어야 한다.
0509.8.1.3 전단강도
기둥에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슬래브의 전단강도는 0503.3.2, 0507.2.1, 
0507.12.2, 0507.13.2(0507.12.7.)에 따라 계산된 설계단면력 이상이어야 한
다.
0509.8.1.4 사용성 조건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을 포함한 모든 사용성 조건은 0509.6.1(2)에 기술
된 요인을 만족하여야 한다. 

0509.8.2 긴장재와 철근의 배치
(1) 등분포하중에 대하여 배치하는 긴장재의 간격은 최소한 1방향으로는 슬래브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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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의 8배 또는 1.5 m 이하로 해야 한다. 
(2) 유효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콘크리트의 평균 압축응력이 0.9 MPa 이상이 되도록 

긴장재의 간격을 정하여야 한다.
(3) 경간 내에서 단면 두께가 변하는 경우에는 단면 변화 방향이 긴장재 방향과 평행이

거나 직각이거나에 관계없이 유효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콘크리트의 평균 압축응력이 
모든 단면에서 0.9 MPa 이상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긴장재 간격을 결정할 때 슬래브에 작용하는 집중하중이나 개구부를 고려하여야 한
다.

(5) 비부착긴장재가 배치된 슬래브에서는 0509.5.3(3)과 0509.5.3(4)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부착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6) 0509.8.2(7)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부착긴장재가 배치되는 슬래브에는 기둥 위치에
서 직경 12.7 mm 이상의 7연선을 최소 2개 이상 각 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들 
긴장재는 기둥의 축방향 주철근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지나든가 그 구역에 정착되어야 
한다. 기둥이나 기둥전단머리 면을 벗어나서 이들 긴장재는 인접 경간의 직교하는 긴
장재 하부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들 긴장재는 기둥의 도심을 지나는 위치까지 연장되
어 정착되어야 한다.

(7) 0509.8.2(6)을 만족하지 않는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슬래브의 경우 기둥의 축방
향 주철근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양 방향으로 지나는 하부철근을 배근하고 
0510.6.4(5)의 규정에 따라 외부 받침부에 정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철근의 양은 
0506.3.2(1)에 따른 최소 철근량의 1.5배 또한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철
근이 지나는 기둥면의 폭이다. 이러한 철근은 기둥이나 기둥전단머리 면을 지나 
0508.2.2(1)에서 규정한 정착길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리프트 슬래브의 경우에는 하부 부착철근을 0510.6.4(6)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0509.9 프리스트레스 정착구역
0509.9.1 포스트텐션 긴장재 정착구역
0509.9.1.1 정착구역의 구분
정착구역은 다음의 2구역으로 나누어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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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소구역은 정착장치 및 이와 일체가 되는 구속철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콘
크리트 사각기둥으로 정의한다. 이때 원형 또는 타원형의 정착구의 경우에는 등가의 
사각기둥으로 한다.

(2) 일반구역은 국소구역을 포함하는 정착구역으로 정의한다.

0509.9.1.2 국소구역
국소구역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1) 국소구역은 0503.3.2.(5)의 하중계수에 의한 계수긴장력 와 0503.3.3.2(5)의 강

도감수계수에 의한 설계강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정착장치의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국소구역 보강을 하여야 한

다.
(3) (2)의 국소구역의 요구조건은 다음 0509.9.2.1 또는 0509.9.3(1)과 

0509.9.3(2)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0509.9.1.3 일반구역
일반구역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1) 일반구역에 대한 설계는 0503.3.2.(5)의 하중계수에 의한 계수긴장력 와 

0503.3.3.2(5)의 강도감소계수에 의한 설계강도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일반구역은 정착장치에 의해 유발되는 파열력, 할렬력 및 종방향 단부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단면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일반구역의 설계는 0509.9.1.4, 0509.9.1.5, 0509.1.6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하
며, 0509.9.2.2, 0509.9.2.3 또는 0509.9.3.3 중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0509.9.1.4 재료의 공칭강도
재료의 공칭강도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부착철근의 공칭인장강도는  이하이어야 하며, 부착긴장재의 공칭인장강도는  

이하이어야 한다. 비부착긴장재의 공칭인장강도는   ＋(MPa) 이하이어야 한다.
(2) 식(0506.4.1)에 부합하는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으로 구속되는 콘크리트를 제외

한 일반구역의 콘크리트 공칭압축강도는 0.7 이하로 취하여야 한다.
(3) 포스트텐션을 도입할 때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

다. 낮은 압축강도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히 큰 정착장치를 사용하거나 최종 
프리스트레스 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힘으로 긴장재를 긴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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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적어도 다발강연선에 대하여 28MPa, 
단일강연선나 강봉에 대하여 17MPa가 되기 전에는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
스를 도입할 수 없다.

0509.9.1.5 정착구역
정착구역은 다음의 설계방법을 따른다.
(1) 일반구역의 설계에는 다음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평형조건에 근거한 소성모델(스트럿-타이 모델)
② 선형응력해석(유한요소해석 또는 유사해석)
③ 적용 가능한 간이계산법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계산법을 사용할 수 없다. 
① 부재의 단면이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 
② 일반구역 내부 또는 인접한 부위의 불연속으로 인하여 힘의 흐름 경로에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
③ 최소 단부거리가 단부 방향의 정착장치 치수의 1.5배 미만인 경우
④ 여러 개의 정착장치가 서로 근접되지 않아 한 개의 정착그룹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긴장력 도입순서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긴장력 도입 순서를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4) 3차원 해석절차를 이용하거나 두 직교 평면의 효과의 합을 근사적으로 고려함으로

써 3차원의 효과를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5) 정착장치가 부재의 끝단에서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정착 후면으로 적어도 의 

힘을 전달하도록 부착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철근은 정착장치 주변에 대칭
으로 위치시켜야 하며 정착장치 전, 후면에 완전히 정착하여야 한다.

(6) 슬래브의 단일강연선의 경우나 해석에 의해 보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
우를 제외하고, 일반구역에서 긴장재가 곡률을 갖는 경우에는 경사방향의 힘과 쪼갬 
힘에 의한 분력과 절리력에 대해 적절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슬래브의 단일강연선의 경우나 해석에 의해 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할렬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모든 정착구역의 배면에 평행하고 인
장력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각 계수긴장력의 2%와 동일한 공칭인장강도에 상당하는 
최소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8) 철근량을 계산할 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무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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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9.1.6 구조세칙
정착구역에서 철근의 굽힘 및 조립, 배치에 대한 오차, 골재 크기,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 등을 고려하여 철근의 크기, 간격, 피복 및 기타 상세를 결정하
여야 한다.
0509.9.2 단일강연선 또는 16mm 지름의 강봉 정착구역의 설계
(1) 단일강연선, 지름 16mm이하의 단일강봉 정착장치와 국소구역 철근은 

0509.9.3.2의 정착장치 조건을 만족하여야한다.
(2) 슬래브 긴장재의 일반구역은 다음에 따라 설계하여야한다.
① 보통중량콘크리트 슬래브의 12.7mm이하의 강연선의 정착장치에 대하여 

0509.9.1.5에 따른 상세해석으로 강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한, 다음
의 (2)와 (3)에 따르는 최소철근을 배치하여야한다.

② 최소한 2 개의 D13철근을 슬래브 끝단에 평행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이 철근은 
정착장치 전면에 배치될 수 있으며, 각 정착장치 앞쪽 의 거리 내에 위치하여야한다. 
이러한 철근은 각 장치의 외측 면의 어느 한쪽 편으로 150mm이상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정착장치의 중심간격이 300mm이하이면 정착장치는 그룹으로 간주된다. 6개 이상의 
정착장치 각 그룹에 대해서 ＋개의 헤어핀 철근 또는 폐쇄스터럽이 D10이상으로 배치
하여야한다. 여기서, 은 정착장치의 개수이다. 하나의 헤어핀 철근 또는 스터럽은 각 정
착장치의 사이, 그리고 각 정착그룹 측면에 위치한다. 헤어핀 철근 또는 스터럽은 단부
에 수직으로 슬래브에 연장된 다리를 가지고 배치하여야한다. 헤어핀 철근 또는 스터럽
의 중앙부분은 정착장치 앞부분의 에서 까지 슬래브면에 직교하여 배치하여야한다. 

④ ①에 부합하지 않는 정착장치에 대해서는 0509.9.1.5를 만족시키는 상세해석에 
근거하여 최소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보 또는 거더의 단일강연선 그룹에 대한 일반구역의 설계는 0509.9.1.3에서 
0509.9.1.5까지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0509.9.3 다발강연선 긴장재 정착구역 설계
(1) 다발강연선 긴장재의 정착장치와 국소구역 철근의 설계는 0509.9.1.2에 따라야 

한다.
(2) 특별한 정착장치가 사용된 경우에는 정착장치에 명시되어 있는 구속철근과는 별

도로 표피철근을 정착구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추가 철근은 정착장치의 품질인증
시험에서 사용된 표피철근량에 상응하는 철근비 이상이어야 하며 배치형태도 유사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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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발강연선 긴장재의 일반구역의 설계는 0509.9.1.3에서 0509.9.1.5까지의 규
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0510 슬래브
0510.1 일반사항
0510.1.1 적용범위
(1) 이 장의 규정 중에서 0510.2의 규정은 1방향슬래브에 적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규정은 받침부 사이에 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2방향 이상으로 휨 보강되는 슬래브 
시스템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속찬 슬래브와 장선 또는 리브 사이에 영구적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채움재에 
의해 움푹 파인 곳이나 구멍이 있는 슬래브도 이 장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설계된 슬래브의 최소 두께는 0504.3의 규정에 따라야 한
다.

0510.2 1방향 슬래브
0510.2.1 설계 원칙
(1) 마주 보는 두 변에만 지지되는 1방향 슬래브는 0506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2) 4변에 의해 지지되는 2방향 슬래브 중에서 단변에 대한 장변의 비가 2배를 넘으

면 1방향 슬래브로 해석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슬래브의 단변방향의 경간을 사
용하여 0506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사용하는 경간은 0503.4.5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0510.2.2 철근콘크리트 보와 일체로 된 연속슬래브
0510.2.2.1 연속슬래브의 근사해석
철근콘크리트 보와 일체로 만든 연속슬래브의 휨모멘트 및 전단력을 구하기 위하여, 
단순받침부 위에 놓인 연속보로 가정하여 탄성해석 또는 0503.4.1에 따른 근사적인 
계산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경간은 0503.4.7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산정되는 
휨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활하중에 의한 경간 중앙의 부모멘트는 산정된 값의 1/2만 취할 수 있다.
(2) 경간 중앙의 정모멘트는 양단 고정으로 보고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순경간이 3.0 m를 초과할 때 순경간 내면의 휨모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값들이 순경간을 경간으로 하여 계산한 고정단 휨모멘트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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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2.2.2 단부처짐
슬래브 양단부의 보의 처짐이 서로 다를 때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0510.2.3 구조 상세
(1) 1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0504.3.1에 따라야 하며, 최소 100mm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2) 슬래브의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의 중심 간격은 위험단면에서는 슬

래브두께의 2배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30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기타
의 단면에서는 슬래브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450mm 이하로 하
여야 한다.

(3) 1방향 슬래브에서는 정모멘트 철근 및 부모멘트 철근에 직각방향으로 수축·온
도철근을 0505.7.2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4) 슬래브 끝의 단순받침부에서도 내민슬래브에 의하여 부모멘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슬래브의 단변방향 보의 상부에 부모멘트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래브의 장변방향으로 슬래브 상부에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 방법은 
0503.4.10.3에 따라야 한다.

0510.3 2방향 슬래브의 설계 절차
0510.3.1 정의 
(1) 기둥 또는 벽체가 지지하는 슬래브의 과  , 그리고 순경간 은 슬래브 하부의 접촉

면에 의해 정의된 유효 지지단면에 근거하여야한다. 유효 지지단면은 슬래브의 바닥표
면 또는 지판이 있는 경우는 이의 바닥표면이 기둥축을 중심으로 45°내로 펼쳐진, 기둥
과 기둥머리 또는 브래킷 내에 위치한 가장 큰 정원추, 정사면추 또는 쐐기형
태의 표면과 이루는 절단면으로 정의된다.

(2) 주열대는 기둥 중심선 양쪽으로 0.25와 0.25 중 작은 값을 한 쪽의 폭으로 하는 
슬래브의 영역을 가리킨다. 받침부 사이의 보는 주열대에 포함한다.

(3) 중간대는 두 주열대 사이의 슬래브 영역을 가리킨다.
(4) 보가 슬래브와 일체로 되거나 완전한 합성구조로 되어 있을 때, 보의 단

면은 보가 슬래브의 위 또는 아래로 내민 깊이 중, 큰 깊이만큼을 보의 양
측으로 연장한 슬래브 부분을 포함한 것으로서, 보의 한 측으로 연장되는 
거리는 슬래브두께의 4배 이하로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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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슬래브와 기둥의 접합부에서 전단에 대한 위험단면을 확장시킬 때는 전단머리를 슬
래브 아래로 돌출시켜야 하고, 돌출된 두께만큼 기둥 표면부터 최소 위험단면을 넓혀
야한다.

0510.3.2 해석 및 설계 방법 
(1) 슬래브시스템은 평형조건과 기하학적 적합조건을 만족한다면 어떠한 방법

으로도 설계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단면의 설계강도가 0503.3을 적용한 소
요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처짐의 제한 등 사용성을 만족하여야한다.

(2) 슬래브와 보가 있을 경우 받침부 사이의 보 및 이들과 직교하여 골조를 이루는 기
둥 또는 벽체를 포함하는 슬래브시스템은 연직하중에 대하여 0510.4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설계법이나 0510.5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가골조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3) 횡방향 변위가 발생하는 골조의 횡력 해석을 위한 부재의 강성은 철근과 균열의 영
향을 고려하여야한다.

(4) 슬래브시스템이 횡하중을 받는 경우 횡력 해석과 연직하중의 해석 결과는 조
합하여야한다.

(5) 슬래브와 보가 있을 경우 받침부 사이의 보는 모든 단면에서 발생하는 계
수휨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한다.

0510.3.3 불균형휨모멘트의 전달
(1) 연직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또는 기타 횡방향 하중으로 인하여 슬래브와 

기둥 사이에 휨모멘트가 전달될 때, 이 불균형휨모멘트는 7.12.7에 따라 설계
하여야 한다.

(2) 0507.12.7에 규정된 식(0507.12.14), 식(0507.12.15)의 만큼의 불균형휨모멘트는 슬
래브 위험단면 내에서 휨에 의해 전달된다고 간주한다. 여기서, 슬래브 위험단면은 기
둥 또는 기둥머리면에서 양쪽으로 슬래브나 지판 유효두께의 0.5배 (0.5) 만큼 떨어진 
폭을 나타낸다.

(3) 전단과 비틀림에 의하여 슬래브에서 기둥과 벽체로 전달되는 하중에 대한 설계는 
0507에 따라야 한다.

0510.3.4 플랫 슬래브의 지판
(1) 플랫 슬래브에서 기둥 상부의 부모멘트에 대한 철근을 줄이기 위하여 지판

을 사용하는 경우 지판의 크기는 다음 (2)에서 (4)까지 규정에 따라야 한
다.

(2) 지판은 받침부 중심선에서 각 방향 받침부 중심 간 경간의 1/6 이상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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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연장시켜야 한다.
(3) 지판의 슬래브 아래로 돌출한 두께는 돌출부를 제외한 슬래브두께의 1/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지판 부위의 슬래브철근량을 계산할 때 슬래브 아래로 돌출한 지판의 두께

는 지판의 외단부에서 기둥이나 기둥머리면까지 거리의 1/4 이하로 취하여
야 한다.

0510.4 직접설계법
0510.4.1 제한사항
(1) 다음 (2)에서 (8)까지 규정을 만족하는 슬래브 시스템은 직접설계법을 사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2) 각 방향으로 3경간 이상이 연속되어야 한다.
(3) 슬래브 판들은 단변 경간에 대한 장변 경간의 비가 2 이하인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4) 각 방향으로 연속한 받침부 중심간 경간 차이는 긴 경간의 1/3 이하이어

야 한다.
(5) 연속한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기둥의 어긋남은 그 방향 경간의 10% 이하이

어야 한다
(6) 모든 하중은 슬래브 판 전체에 걸쳐 등분포된 연직하중이어야 하며, 활하중은 

고정하중의 2배 이하이어야 한다.
(7) 모든 변에서 보가 슬래브를 지지할 경우 직교하는 두 방향에서 보의 상대강

성은 식 (0510.4.1)을 만족하여야 한다.
 ≤ 







≤  (0510.4.1)

(8) 직접설계법으로 설계한 슬래브 시스템은 0503.4.2에서 허용한 휨모멘트 재
분배를 적용할 수 없다. 휨모멘트의 재분배는 0510.4.7을 참조한다.

(9) 0510.3.2의 규정을 만족하는 해석으로 입증한다면 0510.4.1의 제한 사항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직접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0510.4.2 전체 정적 계수휨모멘트
(1) 각 경간의 전체 정적 계수휨모멘트는 받침부 중심선 양측의 슬래브 판 중심

선을 경계로 하는 설계대 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2) 정계수휨모멘트와 평균 부계수휨모멘트의 절대값의 합은 어느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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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0510.4.2)
(3) 받침부 중심선 양 측 슬래브 판의 직각방향 경간이 다른 경우, 식(0510.4.2)

의 는 이 들 횡방향 두 경간의 평균값으로 하여야 한다.
(4) 가장자리에 인접하고 c에 평행한 경간은 식(0510.4.2)의 는 가장자리부터 슬래

브 판 중심선까지 거리로 하여야 한다.
(5) 순경간 은 기둥, 기둥머리, 브래킷 또는 벽체의 내면 사이의 거리이다. 다만, 식

(0510.4.2)의 값은 0.6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형이나 정다각형 받침부는 같은 
단면적의 정사각형 받침부로 취급하여야 한다.

0510.4.3 정 및 부계수휨모멘트
0510.4.3.1 부계수휨모멘트
부계수휨모멘트는 직사각형 받침부의 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한다. 원형이나 정
다각형 받침부는 같은 단면적의 정사각형 받침부로 취급할 수 있다.
0510.4.3.2 내부경간
내부 경간에서는 전체 정적 계수휨모멘트 를 다음과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야 한
다.
(1) 부계수휨모멘트  0.65
(2) 정계수휨모멘트  0.35
0510.4.3.3 단부경간 
단부 경간에서는 전체 정적 계수휨모멘트 를 <표 0510.4.1>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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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2) (3) (4) (5)

구 속 되

지

않은 외

부

받침부

모든 받

침부

사 이 에 

보가

있는 슬

래브

내부 받침부 사이

에 보가 없는 슬

래브

완전

구속된

외부

받침부

테 두 리

보가 없

는 경우

테두리보

가 있는 

경우

내부 

받침부의

부계수휨모

멘트

0.75 0.70 0.70 0.70 0.65

정계수휨모

멘트
0.63 0.57 0.52 0.50 0.35

외부 

받침부의 

부계수휨모

멘트

0 0.16 0.26 0.30 0.65

<표 0510.4.1> 단부 경간 정 및 부계수휨모멘트의 분배

율

0510.4.3.4 부모멘트단면
불균형휨모멘트를 인접한 부재의 강성에 따라 분배되도록 해석하여 설계하거
나 받침부 양쪽 경간의 부계수휨모멘트 중 큰 휨모멘트에 견디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
0510.4.3.5 슬래브단부 또는 테두리보
슬래브 단부 또는 테두리보는 외부 받침부의 부계수휨모멘트가 분배되는 만
큼 비틀림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10.4.3.6 외부기둥에 전달되는 불균형휨모멘트
0510.3.3.(2)에 따라 슬래브와 외부 기둥 사이에 전달되는 연직하중에 대한 
휨모멘트는 0.3로 하여야 한다.
0510.4.4 주열대의 계수휨모멘트
0510.4.4.1 내부받침부의 부계수휨모멘트
주열대는 내부 받침부의 부계수휨모멘트를 <표 0510.4.2>의 비율로 분배한 휨
모멘트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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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1.0 2.0

() ＝ 0 75 75 75

() ≥ 1.0 90 75 45

위의 값 사이에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표 0510.4.2> 주열  내부 받침부의 분배백분율(%)

0510.4.4.2 외부받침부의 부계수휨모멘트
주열대는 외부 받침부의 부계수휨모멘트를 <표 0510.4.3>의 비율로 분배한 
휨모멘트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 1.0 2.0

() ＝ 0
 ＝  0 100 100 100

 ≥ 2.5 75 75 75

() ≥ 1.0
 ＝  0 100 100 100

 ≥ 2.5 90 75 45

위의 값 사이에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표 0510.4.3> 주열  외부 받침부의 분배백분율(%)

0510.4.4.3 벽체지지단부 부모멘트
 계산에 사용한 경간 의 3/4 이상이 기둥이나 벽체로  지지되는 경우, 부모멘트는 
를 따라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주열대는 정계수휨모멘트를 <표 0510.4.4>의 비율로 분배한 휨모멘트에 견디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 1.0 2.0

() ＝  0 60 60 60

() ≥ 1.0 90 75 45

위의 값 사이에서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표 0510.4.4> 주열  중앙부의 분배백분율(%)

0510.4.4.5 보가 있는 슬래브
받침부 사이에 보가 있는 슬래브의 주열대는 보가 부담하지 않는 주열대 휨모
멘트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10.4.5 보의 계수휨모멘트
(1) )값이 1.0 이상인 경우, 받침부 사이의 보는 주열대 휨모멘트의 85 %

를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값이 1과 0 사이인 경우는 보의 주열대 휨모멘트 분담률 85 %와 0 % 

사이를 직선보간하여 구하여야 한다.
(3) 보는 0510.4.2.(2), (1) 및 (2)의 규정에 따라 등분포 하중에 대하여 산정한 휨모

멘트 뿐만 아니라 슬래브 상하로 내민보 부분의 무게와 보에 직접 작용하는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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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나 분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10.4.6 중간대의 계수휨모멘트
(1) 주열대가 부담하지 않는 정 및 부 계수휨모멘트의 분담분은 주열대 양쪽의 

1/2 중간대에 비례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2) 각 중간대는 2개의 1/2 중간대에 할당한 휨모멘트들의 합에 견디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3) 벽체가 지지하는 가장자리에 인접하고, 그에 평행한 중간대는 첫 번째 내

부 받침부의 1/2 중간대에 할당된 휨모멘트의 2배를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10.4.7 계수휨모멘트의 수정
고려하는 방향에서 슬래브 판에 대한 전체 정적 계수휨모멘트가 식(0510.4.2)에 
의해 요구된 휨모멘트보다 작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 및 부계수휨모멘트는 
10 %까지 수정할 수 있다.
0510.4.8 보가 있는 슬래브의 계수전단력
(1) )의 값이 1 이상인 보는 슬래브 판의 네 모퉁이에서 변과 45°의 각을 이

루는 선과 장변에 평행한 슬래브 판 중심선이 만드는 재하면적에 작용하는 계
수하중에 의한 전단력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의 값이 1 미만일 때에는 ＝0인 경우 보가 하중을 받지 않는다고 가
정하여 직선보간하여 보가 분담하는 전단력을 구할 수 있다.

(3) 보는 (1)과 (2)에 따라 산정한 전단뿐만 아니라 보에 직접 작용하는 계수하
중에 의한 전단력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슬래브의 전단강도는 (1)과 (2)에 따라 하중이 보에 분배된다는 가정에 의
해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슬래브는 슬래브 판에 일어나는 전체 전단력에 견
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전단강도는 0507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0510.4.9 기둥과 벽체의 계수휨모멘트
(1) 슬래브 시스템과 일체로 이루어진 기둥과 벽체들은 슬래브 시스템에 작

용하는 계수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휨모멘트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전체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 한, 내부 받침부에서 슬래브 상하의 받침부재는 상하

부재의 강성에 직접 비례하여 식(0510.4.3)에 규정된 휨모멘트를 견디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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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510.4.3)
여기서,  ′, ′, ′는 짧은 경간에 대한 값이다.

0510.5 등가골조법
0510.5.1 기본가정
(1) 등가골조법에 의한 슬래브 시스템의 설계는 0510.5.2부터 0510. 5.6까지 규정의 

기본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이로부터 얻은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견디도록 슬래브 및 
받침부재의 모든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2) 강재로 된 기둥머리를 사용하는 경우,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대한 이들 기
둥머리의 강성과 저항력을 고려할 수 있다.

(3) 직접 응력에 의한 기둥과 슬래브의 길이변화와 전단력에 의한 처짐은 무
시할 수 있다.

0510.5.2 등가골조
(1) 건물 전체 구조는 가로 및 세로 방향의 기둥선을 따라 등가골조로 이루어진

다고 간주할 수 있다.
(2) 각 골조는 기둥이나 받침부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좌우 슬래브 판의 중심선에 

의해서 구획된 일련의 기둥 또는 받침부와 슬래브-보 대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기둥 또는 받침부는 비틀림 부재에 의해 슬래브-보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0510.5.5 참조). 이 비틀림 부재는 휨모멘트를 산정하는 경간방향에 직교하고 기둥 
측면부터 등가골조로 구획된 양측 슬래브 판 중심선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4) 단부에 인접하고 그에 평행한 골조는 그 단부와 인접한 슬래브 판의 중심
선에 의해 구획되어야 한다.

(5) 각 등가골조는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연직하중에 대해서는 상하 
기둥의 먼 단부를 고정으로 간주하여 각 층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6) 슬래브-보를 각 층별로 분리하여 해석할 경우, 연속슬래브의 한 받침부의 
휨모멘트는 슬래브-보가 그 받침부부터 두 경간 떨어진 받침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구할 수 있다.

0510.5.3 슬래브-보
(1) 접합부 또는 기둥머리 바깥의 슬래브-보 단면의 단면2차모멘트는 콘크리

트 단면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376 -

(2) 골조를 해석할 때, 슬래브-보의 축을 따라 변하는 단면2차모멘트 변화를 고
려하여야 한다.

(3) 기둥 중심에서 기둥, 브래킷 및 기둥머리 면까지의 슬래브-보의 단면2차모
멘트는 기둥, 브래킷 및 기둥머리 면의 단면2차모멘트를 － 으로 나눈 값
과 같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와 는 휨모멘트를 산정하는 경간에서 
직교방향으로 측정한 값들이다.

0510.5.4 기둥
(1) 접합부 또는 기둥머리 바깥에 있는 기둥의 단면2차모멘트는 콘크리트의 단

면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기둥의 축을 따라서 변하는 단면2차모멘트의 변화는 골조를 해석할 때 고

려하여야 한다.
(3) 슬래브-보의 윗면과 아래면 사이 접합부에서 기둥 단면의 단면2차모멘트는 무한

대로 가정하여야 한다.
0510.5.5 비틀림부재
(1) 비틀림부재(0510.5.2(3) 참조)는 부재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 일정한 단

면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단면은 다음 중 큰 것으로 택하여야 한
다.

① 휨모멘트를 산정하는 경간방향의 기둥, 브래킷 또는 기둥머리의 폭과 같은 
폭의 슬래브 부분

② 일체식이거나 완전 합성구조일 경우 앞의 ①에서 규정된 슬래브 부분에 
슬래브 상하의 횡방향 보를 더한 것

③ 0510.3.1.(4)에서 정의된 횡방향 보
(2) 비틀림 부재의 강성 는 근사적으로 식(0510.5.1)로 계산할 수 있다.

＝ ∑
－ 
  (0510.5.1)

(3) 는 비틀림 상수로서, 유효플랜지폭을 갖는 보에서는 단면을 여러 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어 식(0510.5.2)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 ∑ －




 (0510.5.2)

   여기서, 는 직사각형 단면의 짧은 변, 는 긴 변을 나타낸다.
(4) 휨모멘트를 결정하는 경간방향으로 보가 기둥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의 

비틀림강성은, 보가 없는 슬래브만의 단면2차모멘트에 대한 그 보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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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단면2차모멘트의 비를 곱하여 구하여야 한다.
0510.5.6 활하중의 배치
(1) 활하중의 재하 상태를 아는 경우에는 그 하중 상태에 대하여 등가골조를 해석하여

야 한다.
(2) 활하중의 재하 상태가 가변적이지만 그 크기가 고정하중의 3/4 이하인 경우, 

또는 활하중이 본질적으로 모든 슬래브 판에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슬래브 시스템에 전체 계수활하중을 재하할 때 모든 단면에 최대 계수휨모멘
트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3) (2)의 규정과 다른 하중 조건인 경우,  슬래브 판의 경간 중앙부의 최대 정계
수휨모멘트는 전체 계수활하중의 3/4이 그 슬래브판과 한 경간씩 건너 슬래
브 판에 작용할 때 일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받침부의 최대 부계수
휨모멘트는 전체 계수활하중의 3/4이 그 받침부에 인접한 두 슬래브 판들에
만 작용할 때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4) 모든 단면의 계수휨모멘트는 전체 계수활하중이 모든 슬래브 판에 동시에 작용할 
때 발생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0510.5.7 계수휨모멘트
(1) 내부 받침부의 부계수휨모멘트(주열대 및 중간대)에 대한 위험단면은 직

사각형 받침부 면으로 하며, 기둥 중심에서부터 0.175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브래킷이나 기둥머리가 있는 외부 받침부의 가장자리와 직각방향의 부계수휨모멘트

에 대한 위험단면은 받침부 면에서 브래킷이나 기둥머리의 돌출길이의 1/2 이내에 있어
야 한다.

(3) 받침부가 원형이나 정다각형일 경우, 같은 단면적의 정사각형 받침부로 취
급하여 부계수휨모멘트에 대한 위험단면을 구한다.

(4) 0510.4.1의 제한사항을 만족하는 슬래브 시스템을 등가골조법으로 해석한 경우,  
정모멘트와 평균 부모멘트의 절대값의 합이 식(0510.4.2)의 값보다 작지 않은 범위
에서 정 및 부모멘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

(5) 슬래브-보 위험단면의 휨모멘트는 0510.4.1(7)의 제한조건을 만족한다면, 
0510.4.4, 0510.4.5 및 0510.4.6의 규정에 따라 주열대, 보 및 중간대에 분배할 
수 있다.

0510.6 2방향 슬래브의 배근 상세
0510.6.1 소요철근량과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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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방향 슬래브 시스템의 각 방향의 철근 단면적은 위험단면의 휨모멘트에 의
해 결정하며 0505.7에서 요구하는 최소 철근량 이상이어야 한다.

(2) 위험단면의 철근 간격은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 또한 300 mm 이하로 하여
야 한다. 다만, 와플구조나 리브구조로 된 부분은 예외로 한다. 와플구조 상
부의 슬래브철근은 0505.7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0510.6.2 철근의 정착
(1) 불연속 단부에 직각방향인 정모멘트에 대한 철근은 슬래브의 끝까지 연장하여 직

선 또는 갈고리로 150 mm 이상 테두리보, 기둥 또는 벽체 속에 묻어야 한다.
(2) 불연속 단부에 직각방향인 부모멘트에 대한 철근은, 0508의 규정에 따라 

구부림, 갈고리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받침부 면에서 테두리보, 기둥 또는 벽체 속으로 
정착하여야 한다.

(3) 불연속 단부에서 슬래브가 테두리보나 벽체로 지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슬래브가 받침부를 지나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슬래
브 내부에 정착할 수 있다.

0510.6.3 외부 모퉁이의 보강 철근 
(1) 외부 모퉁이 슬래브를 값이 1.0보다 큰 테두리보가 지지하는 경우, 모퉁이 부

분의 슬래브 상, 하부에 다음 (2)에서 (4)에 따라 모퉁이 보강철근을 배치하여
야 한다.

(2) 슬래브 상, 하부에 배치하는 특별 보강철근은 슬래브 단위폭당 최대 정모멘트와 같은 
크기의 휨모멘트에 견딜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

(3) 이 휨모멘트는, 슬래브 상부에서는 모퉁이에서 그은 대각선에 직각인 축에, 슬래브 
하부에서는 대각선에 평행한 축에 대하여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4) 특별 보강철근은 모퉁이부터 긴 경간의 1/5 길이만큼 각 방향에 배치하
여야 한다.

(5) 특별 보강철근은 슬래브 상부에서 대각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슬래브 하부의 경우 대각선에 직각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또는 특별 보
강철근은 슬래브 상부와 하부에서 각각 슬래브 각 모서리에 평행하게 두 층
으로 배치할 수 있다.

0510.6.4 보가 없는 슬래브의 철근 상세
(1) 보가 없는 슬래브의 철근은 0510.6의 모든 요구조건과 더불어 [그림 

0510.6.1]에 표시한 최소 연장길이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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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한 경간의 길이가 다를 경우, 받침부부터 부모멘트에 대한 철근의 최
소 연장은 [그림 0510.6.1]에 보인 바와 같이 하되 그 기준은 긴 경간으로 
하여야 한다.

(3) 2방향 슬래브에서 굽힘철근은 슬래브 두께와 경간의 비가 굽힘철근의 굽힘각도가 45°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4) 횡력을 지지하는 2방향 슬래브는 구조해석에 의하여 철근의 길이를 결정
하여야 하며, [그림 0510.6.1]의 최소 연장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각 방향의 주열대 내의 모든 하부 철근이나 철선이 연속이거나 [그림 0510.6.1]에 
위치한 것과 같은 A급 겹침이음으로 이어야 한다. 각 방향으로 적어도 2개의 주열대 
하부 철근이나 철선이 기둥 위를 지나야 하며 외부 받침부에 정착하여야 한다.

(6) 전단머리가 있는 슬래브나 리프트-슬래브의 시공에서는 적어도 각 방향으로 2개
의 부착된 하부 철근이나 철선이 가능한 한 기둥에 근접하게 전단머리나 리프팅 칼
라를 지나도록 하여야 하며, 연속이거나 A급 겹침이음으로 이어야 한다. 외부 기둥
에서는 이 철근을 전단머리나 리프팅 칼라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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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510.6.1] 보가 없는 슬래브에서 철근의 최소 정착길이]

(0508.5.2(1)의 받침부의 정착 참조)

0510.7 슬래브 시스템의 개구부
0510.7.1 정적해석에 의한 개구부
구조해석에 의하여 설계강도가 소요강도 이상이고, 처짐 제한을 포함하여 모든 
사용성을 만족할 경우 어떤 크기의 개구부도 슬래브 시스템 내에 둘 수 있다.
0510.7.2 구조해석이 면제되는 개구부
0510.7.1에 따른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보가 없는 슬래브 시스템은 다음에 따
라 개구부를 둘 수 있다.
(1) 양 방향의 중간대가 겹치는 부분은 개구부가 없을 때의 소요철근량을 유

지한다면 어떤 크기의 개구부도 둘 수 있다.
(2) 양 방향의 주열대가 겹치는 부분은 어느 쪽의 경간에서나 주열대 폭의 

1/8 이상이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개구부에 의해 절단된 철
근량은 개구부 주변에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3) 주열대와 중간대가 겹치는 부분은 어느 설계대에 대해서도 개구부에 의하
여 절단되는 철근이 1/4 이하이어야 한다. 개구부에 의해 절단된 철근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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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주변에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4) 0507.10.6의 전단에 대한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0510.7.3. 개구부의 보강
개구부 크기가 슬래브 판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개구부 양쪽에 보강하여야 한다.
0510.7.4. 상대적으로 큰 개구부
개구부가 슬래브 판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우 각 모서리에서 캔틸레버 슬래브
로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인접 슬래브를 설계할 때는 개구부의 영향을 고려하
여야 한다.
0510.7.5. 편향된 개구부를 가진 슬래브
개구부가 크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위치한 경우 3변 연속이고 1변 자유인 슬래브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인접 슬래브를 설계할 때는 개구부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0511 벽 체
0511.1 일반사항
(1) 이 장의 규정은 휨모멘트의 작용 여부에 관계없이 축력을 받는 벽체의 설

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캔틸레버식 옹벽의 설계는 0513에 따라야 한다.
0511.2 설계 일반
(1) 벽체는 0511.4.1에 따라 압축재로 설계하거나, 적용조건을 만족하는 경

우에는 0511.4.2의 실용설계법에 따라 설계할 수 있으며, 휨인장이 설계를 
지배하는 세장한 벽체는 0511.4.3의 세장한 벽체의 대체설계법을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2) 벽체는 이에 작용하는 편심축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
게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축하중을 받는 벽체의 설계는 0511.2, 0511.3과 0511.4.1, 0511.4.2 또
는 0511.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정밀한 구조해석에 의하지 않는 한, 각 집중하중에 대한 벽체의 유효 수평길이는 
하중 사이의 중심거리 그리고 하중 지지폭에 벽체 두께의 4배를 더한 길이 중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전단력에 대한 설계는 0507.10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벽체와 일체가 된 압축부재의 설계는 0506.4.1(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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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벽체의 철근은 이와 교차하는 구조 부재인 바닥, 지붕, 기둥, 벽기둥, 부벽, 
교차벽체 및 기초 등에 충분히 정착시켜야 한다.

(8) 철근량 및 벽두께의 제한은 각각 0511.3과 0511.4.2(3)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정밀한 구조해석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와 구조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
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9) 벽체의 밑면에서 기초판으로 하중전달은 0512.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0511.3 최소철근비
0511.3.1 최소철근비
벽체의 수직 및 수평 최소철근비는 0511.3(2) 및 0511.3(3)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0507.10.2(5) 및 0507.10.3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전단보강 철근의 소요
량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소요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0511.3.2 최소 수직철근비
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직철근비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설계기준항복강도 400 MPa 이상으로서 D16 이하의 이형철근 0.0012
(2) 기타 이형철근 0.0015
(3) 지름 16mm 이하의 용접철망 0.0012
0511.3.3 최소 수평철근비
벽체의 전체 단면적에 대한 최소 수평철근비는 다음 각 항에 따라야 한다.
(1) 설계기준항복강도 400 MPa 이상으로서 D16 이하의 이형철근 0.0020
(2) 기타 이형철근 0.0025
(3) 지름 16mm 이하의 용접철망 0.0020
0511.3.4 두께 250mm 이상의 벽체
두께 250mm 이상의 벽체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에 따라 수직 및 수평철근
을 벽면에 평행하게 양면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실 벽체에는 이 규
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0511.3.4.1 벽체의 외측면 철근
벽체의 외측면 철근은 각 방향에 대하여 전체 소요철근량의 1/2 이상, 2/3 이
하로 하며, 외측면으로부터 50 mm 이상, 벽두께의 1/3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
다.
0511.3.4.2 벽체의 내측면 철근
벽체의 내측면 철근은 각 방향에 대한 소요철근량의 잔여분을 내측면으로부터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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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벽두께의 1/3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0511.3.5 간격제한
수직 및 수평철근의 간격은 벽두께의 3배 이하, 또한 45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0511.3.6 횡방향 띠철근
수직철근이 집중배치된 벽체 부분의 수직철근비가 0.01배 이상인 경우 
0505.5.2의 규정에 따른 횡방향 띠철근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띠철근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벽체두께 
이하로 하여야 하며, 수직철근이 압축력을 받는 철근이 아닌 경우에는 횡방향 
띠철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0511.3.7 개구부 보강
모든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위에는 0511.3.1에 규정된 최소철근량 이외에도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이열 배근된 벽체에 대하여 두 개의 D16 이상 철근, 
일열 배근된 벽체에 대하여 한 개의 D16 이상의 철근을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이러한 철근은 개구부 모서리에서 설계
기준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

0511.4 벽체의 설계
0511.4.1 압축재로서 벽체의 설계
축력을 받거나 축력과 휨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벽체의 설계는 0506.2.1, 
0506.2, 0506.5, 0506.6, 0506.7.1, 0506.8, 0511.2 및 0511.3의 규정에 따라
야 한다. 다만,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 0511.4.2의 실용 설계법을 따를 수 있
다. 
0511.4.2 실용설계법
0511.4.2.1 적용범위
직사각형 단면의 벽체로서 0511.2 및 0511.3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계
수하중의 합력이 벽두께의 중앙 1/3 이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 0511.4.2
에서 규정하는 실용설계법에 의하여 설계할 수 있다.
0511.4.2.2 설계축력강도
위의 0511.4.2.1의 규정에 부합될 때 벽체의 설계축력강도 는 식(0511.4.1)에 의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0511.4.1의 규정에 의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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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

 



 (0511.4.1)

여기서, ＝0.65이고 유효길이계수 는 다음과 같다.
(1) 상·하단이 횡구속 벽체로서
① 상·하 양단 중의 한쪽 또는 양쪽의 회전이 구속된 경우

0.8
② 상·하 양단 모두 회전이 구속되지 않은 경우 1.0
(2) 비횡구속 벽체 2.0
0511.4.2.3 최소두께
벽체의 최소 두께는 다음 (1), (2)에 따라야 한다.
(1) 벽체의 두께는 수직 또는 수평 받침점 간 거리 중에서 작은 값의 1/25 이상

이어야 하고, 또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 지하실 외벽 및 기초 벽체의 두께는 2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0511.4.3 세장한 벽체의 대체설계법
0511.4.3.1 휨인장이 벽체설계를 지배하는 경우
휨인장이 벽체의 면외방향 설계를 지배하는 경우 이 절의 규정을 따르면 
0506.5.1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511.4.3.2 기본가정
0511.4.3에 따라 설계된 벽체는 0511.4.3.2(1)에서 0511.4.3.2 (6)의 규정이 
만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벽판은 단순지지되고 벽체 중앙에서 최대 모멘트 및 최대 처짐이 발생되는 

면외 균등한 횡하중을 받는 압축부재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단면적은 전 높이에 대하여 일정한 것으로 한다.
(3) 벽체는 인장이 지배적인 거동을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식 (0511.4.2)와 같은 설계휨강도를 확보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  (0511.4.2)
(5) 벽체의 설계 휨 단면 상부에 작용되는 집중 수직하중은 아래와 같은 폭에 분

포된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① 지압폭과 지압면 양측면에서 수직으로 2, 수평으로 1의 비율로 확대한 폭을 

더한 값과 같다.
② 집중하중 간격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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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벽판의 연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벽체 높이의 중앙부분에서 수직응력  는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511.4.3.3 설계모멘트
축력과 휨모멘트를 받는 벽체 높이의 중앙부의 설계휨강도 은 식 (0511.4.3)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0511.4.3)
여기서, 는 다음 식과 같다. 
    (0511.4.4)
여기서, 는 계수횡하중과 편심 수직하중에 의한 벽체 높이 중앙부의 최대 계수 
휨모멘트로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값이며 는 식(0511.4.5)에 의해 계산한 
값이다.

  




(0511.4.5)

는 처짐을 반복적으로 대입하여 계산하거나 식(0511.4.6)을 이용하여 직접 계
산할 수 있다.

 

－




 (0511.4.6)

여기서, 은 다음 식 (0511.4.7)과 같다. 
   

 ＋


 －＋

 


(0511.4.7.)

식 (0511.4.7)에서 는 6 이상이어야 한다. 
0511.4.3.4 최대처짐
 효과를 고려한 사용하중에 의한 최대 면외 처짐 는  을 초과하지 않
아야하고, 사용 횡하중과 편심 수직하중에 의한 벽체 높이 중앙부의 최대 휨모멘트로서 
  효과를 고려한 가 을 초과한다면, 는 식(0511.4.8)에 의해 계산하
여야 한다.
     

 
   (0511.4.8)

여기서, 가 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는 식 (0511.4.9)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
다. 
  

  (0511.4.9)
그리고 위 식 (0511.4.8)과 식 (0511.4.9)의 과 은 각각 다음 식 (0511.4.10)과 



- 386 -

식 (0511.4.11)과 같다. 
 

 


(0511.4.10)

 

 


(0511.4.11)

여기서, 은 식(0511.4.7)에 의해 계산하고 는 면외 처짐을 반복적으로 대입하여 
계산한다.
0511.5 비내력벽과 지중보
(1) 비내력벽의 두께는 100 mm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이를 횡방향으로 지지하고 있는 부

재 사이 최소 거리의 1/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지중보로 설계하는 벽체는 0506.2와 0506.3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휨모멘트에 소요

되는 철근을 벽체의 상부 및 하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단보강에 대한 설계는 0507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지표면 위로 노출된 지중보 벽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0511.3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
다.

0512 기초판
0512.1 일반사항
0512.1.1. 적용범위
(1) 이 절의 규정은 독립기초의 기초판 설계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벽기초, 복합기초 및 전면기초의 기초판 설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벽기초, 복합기초 및 전면기초의 기초판을 설계할 경우에는 0512.4.2의 관

련 규정도 따라야 한다.
0512.1.2 설계 일반
(1) 기초판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계수하중과 그에 의해 발생되는 반력에 견

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기초판의 밑면적, 말뚝의 개수와 배열은 기초판에 의해 지반 또는 말뚝에 

전달되는 축력과 휨모멘트, 그리고 토질역학의 원리에 의하여 계산된 지반 또
는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사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축력과 휨모멘트는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사용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말뚝기초의 기초판 설계에서 말뚝의 반력은 각 말뚝의 중심에 집중된다고 
가정하여 휨모멘트와 전단력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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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판에서 휨모멘트, 전단력 그리고 철근정착에 대한 위험단면의 위치를 
정할 경우, 원형 또는 정다각형인 콘크리트 기둥이나 주각은 같은 면적의 정
사각형 부재로 취급할 수 있다.

(5) 기초판 윗면에서 하부철근까지의 기초깊이는 직접기초의 경우는 150mm 이상, 말뚝
기초의 경우는 3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0512.2 기초판 설계
0512.2.1 휨모멘트에 대한 설계
(1) 기초판 각 단면의 휨모멘트는 기초판을 자른 수직면에서 그 수직면의 한쪽 전체 면적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계산하여야 한다.
(2) 기초판의 최대 계수휨모멘트를 계산할 때, 그 위험단면은 다음과 같이 구한

다. 
① 콘크리트 기둥, 주각  또는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판은 기둥 , 주각 또는 벽체

의 외면
② 조적조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판은 벽체 중심과 단부 사이의 중간
③ 강재 밑판을  갖는 기둥을 지지하는 기초판은 기둥 외측면과 강재 밑판 단부 

사이의 중간
(3) 1방향 기초판 또는 2방향 정사각형 기초판에서 철근은 기초판 전체 폭에 

걸쳐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4) 2방향 직사각형 기초판의 각 방향 철근 배치는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장변방향의 철근은 단변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치한다.
② 단변방향의 철근은 단변방향 전체 철근량 가운데 식(0512.2.1)에서 산출한 

비율, 만큼 유효폭 내에 균등하게 배치한 후, 나머지 철근량을 이 유효폭 이외의 
부분에 균등하게 배치한다.

             ＋
 (0512.2.1)

   여기서, 는 단변방향 전체 철근량에 대한 유효폭 내의 철근량의 비이다. 유
효폭은 기둥이나 주각의 중심선이 유효폭의 중심이 되도록 하며, 기초판의 단
변 길이로 취한다.

0512.2.2 전단력
(1) 흙이나 암반에 지지된 기초판의 전단강도는 0507.12의 슬래브와 기초판에 

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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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기둥, 주각 또는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판의 전단력에 대한 위험단
면은 0512.2.1(2)①에 규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
재 밑판을 갖는 기둥 또는 주각을 지지하는 기초판의 위험단면은 
0512.2.1(2)③에 규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임의 말뚝의 중심에서 기둥 중심까지의 거리가 말뚝의 상단에서 기초판의 
상단까지 거리의 2배보다 큰 경우 기초판은 0507.12와 0512.2.2(4)를 만족
시켜야 한다. 

(4) 말뚝에 지지되는 기초판의 임의 단면에 대한 전단력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중심이 임의 단면에서   이상 외측에 있는
 말뚝의 반력 전부는 그 단면에 전단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말뚝의 중심이 임의 단면에서   이상 내측에 있는 말뚝의 반력은 그 단면에 전단

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말뚝의 중심이 위 ①과 ②에서 규정한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 단면의 외측 
 의 위치에서 말뚝 반력 전부를, 단면의 내측  의 위치에서 반력을 영(0)으
로 하여 직선보간으로 말뚝중심에서 산정한 반력이 그 단면에 전단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0512.2.3 기초판 철근의 정착
(1) 기초판의 철근정착은 0508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각 단면에서 계산된 철근의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묻힘

길이, 표준갈고리나 기계적 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철근을 단면의 
양측에 정착하여야 한다. 

(3) 철근정착에 대한 위험단면은 최대 계수휨모멘트에 대해0512.2.1.(2)에 규
정한 위험단면과 같은 위치로 가정하며, 단면이나 철근량이 변하는 수직면도 
위험단면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0508.5.1(5)의 규정도 따라야 한다.

0512.3 기둥, 벽체 또는 주각 밑면에서 힘의 전달
0512.3.1 힘의 전달장치
(1) 기둥, 벽체 또는 밑면에서 힘과 휨모멘트는 콘크리트의 지압과 철근, 다우

얼 철근 및 기계적 이음장치에 의해 주각 또는 기초판에 전달시켜야 한다.
(2) 지지부재와 지지되는 부재 사이의 접촉면에서 콘크리트 지압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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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8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 지압강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지부재와 지지되는 부재 사이의 철근, 다우얼 철근 또는 기계적 이음장치

는 다음 ①, ②와 같은 힘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 철근, 다
우얼 철근 또는 기계적 이음장치는 0512.3.2 또는 0512.3.3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어느 한 쪽 부재의 콘크리트 지압강도를 초과하는 모든 압축력
② 접촉면 사이의 인장력
(4) 벽체 또는 기둥 휨모멘트가 주각 또는 기초판에 전달되는 경우, 철근, 다우

얼 철근 또는 기계적 이음장치는 0508.8의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5) 횡력은 0507.6의 전단마찰의 규정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주각 

또는 기초판에 전달시켜야 한다.
0512.3.2 현장치기콘크리트 시공에서 힘 전달
(1) 현장치기콘크리트 시공에서, 0512.3.1을 만족시키는 보강방법으로서 종방

향철근을 지지부재인 주각 또는 기초판까지 연장하거나 다우얼 철근으로 연
결하여야 한다. 

(2) 현장치기콘크리트 기둥과 주각의 경우, 접촉면 사이의 철근 단면적은 지지되는 부
재 단면적의 0.00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현장치기콘크리트 벽체의 경우, 접촉면 사이의 철근 단면적은 0511.3.2에서 
규정한 최소 수직 철근량 이상이어야 한다.

(4) 기초판에서 압축력만을 받는 D41과 D51인 종방향 철근은 0512.3.1에서 
요구하는 힘의 전달을 위한 다우얼 철근과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다우얼 철
근은 D35 이하이어야 하며, D41 또는 D51 철근의 정착길이나 다우얼 철근의 
압축겹침이음길이 중 큰 값 이상으로 지지되는 부재 속으로 연장하여야 하며, 
기초판 속으로는 다우얼 철근의 정착길이 이상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5) 현장치기콘크리트 공사에서 핀접합이나 로커접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0512.3.1과 0512.3.3에 따라야 한다.

0512.3.3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시공에서 힘 전달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시공에서 0512.3.1을 만족시키는 보강방법으로서 앵

커볼트나 다음의 (2)에서 (4)까지의 규정과 같이 적절한 기계적 이음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기둥 또는 주각과지지부재 사이의 접합은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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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①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벽체와 지지부재 사이의 접합은 0516.3.1(4)②와 ③

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4) 앵커볼트 및 기계적 이음장치는 정착장치의 파괴나 정착부 주위의 콘크리트가 파괴되기 

전에 설계강도에 도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12.4 특수한 기초판
0512.4.1 경사 또는 계단형 기초판
(1) 경사 또는 계단형 기초판에서 경사의 각도, 계단의 깊이 및 위치는 모든 단

면에서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0508.5.1(5)의 규정도 함께 따
라야 한다.

(2) 일체로 설계된 경사 또는 계단형 기초판은 일체로 거동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0512.4.2 벽기초, 복합기초 및 전면기초
(1) 2개 이상의 기둥, 주각,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판은 이 구조기준의 관련규정

에 따라 계수하중과 그에 따른 반력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0510.4에서 규정한 슬래브의 직접설계법은 벽기초, 복합기초 및 전면기초

의 기초판 설계에 사용할 수 없다.
(3) 벽기초, 복합기초 및 전면기초의 밑면에 작용하는 토압분포는 흙과 구조물의 성질 

및 토질역학 원리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4) 프리스트레스되지 않은 전면기초판의 각 주방향의 최소 철근량은 0505.7.2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철근의 최대 간격은 450 mm 이하이어야 한다.

0513 옹벽 및 지하외벽
0513.1 일반사항
이 절의 규정은 지하외벽설계에 적용한다. 또한 옹벽과 유사한 거동을 갖는 호
안이나 방조제 또는 흙채움을 지지해야 하는 교량의 교대 및 기초벽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절의 규정은 지진하중의 영향을 배제한 상시하중(자중, 토압, 수압 및 상재하중 
등)들의 조합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0513.2 설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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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2.1 설계원칙
0513.2.1.1 작용하중
옹벽은 상재하중, 뒤채움 흙의 중량, 옹벽의 자중 및 옹벽에 작용되는 토압, 필
요에 따라서는 수압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13.2.1.2 무근콘크리트 옹벽
무근콘크리트 옹벽은 자중에 의하여 저항력을 발휘하는 중력식 형태로 설계
하여야 한다.
0513.2.1.3 토압의 계산
토압의 계산은 토질역학의 원리에 의거하여 필요한 지반특성계수를 측정하여 
정하여야 한다. 
0513.2.1.4 저판의 설계
저판의 설계는 051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0513.2.2 안정조건
0513.2.2.1 활동에 대한 저항력
(1)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도 및 지반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은 만족하지만, 활동에 대한 안정조
건만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방지벽 혹은 횡방향 앵커 등을 설치하여 
활동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0513.2.2.2 전도에 대한 저항력
전도에 대한 저항휨모멘트는 횡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0513.2.2.3 최대 지반반력
지반에 유발되는 최대 지반반력은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할 수 없다.
0513.2.2.4 지반 침하에 대한 안정성검토
지반의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토는 다음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검토할 수 있
다. 
(1) 지반반력의 분포경사가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최대 지반반력 m ax이 지반의 허

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반의 지지력은 지반공학적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지반의 

내부마찰각, 점착력 등과 같은 특성으로부터 지반의 극한지지력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허용지지력 는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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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3 구조해석
0513.3.1 저판
0513.3.1.1 뒷굽판
저판의 뒷굽판은 정확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 한, 뒷굽판 상부에 재하되는 모
든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0513.3.1.2 캔틸레버식 옹벽
캔틸레버식 옹벽의 저판은 전면벽과의 접합부를 고정단으로 간주한 캔틸레버
로 가정하여 단면을 설계할 수 있다.
0513.3.1.3 부벽식 옹벽
부벽식 옹벽의 저판은 정밀한 해석이 사용되지 않는 한, 부벽 사이의 거리를 경간으로 
가정한 고정보 또는 연속보로 설계할 수 있다.
0513.3.2 전면벽
0513.3.2.1 캔틸레버식 옹벽
캔틸레버식 옹벽의 전면벽은 저판에 지지된 캔틸레버로 설계할 수 있다.
0513.3.2.2 부벽식 옹벽
부벽식 옹벽의 전면벽은 3변 지지된 2방향 슬래브로 설계할 수 있다.
0513.3.2.3 두께
전면벽의 두께는 0511.4.2.3 내력벽체의 최소 두께 규정에 따라야 한다.
0513.3.2.4 하부
전면벽의 하부는 벽체로서 또는 캔틸레버로서도 작용하므로 연직방향으로 
0505.7.2, 0507.9.3 및 0511.3에 따라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0513.3.3 뒷부벽 및 앞부벽
뒷부벽은 T형보로 설계하여야 하며, 앞부벽은 직사각형보로 설계하여야 한다.
0513.4 구조상세
(1) 부벽식 옹벽은 전면벽과 저판에 의해서 부벽에 전달되는 응력을 저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철근을 부벽에 0508.2의 규정에 따라 정착해야 한다. 
(2)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을 위하여 저판의 밑면에 활동방지벽을 설치하

는 경우 활동방지벽과 저판을 일체로 만들어야 한다. 
(3) 옹벽을 설계할 때, 콘크리트의 수화열,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 부피변화에 

대한 별도의 구조해석이 없는 경우 신축이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부피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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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는 신축이음을 두지 않고 수평 철근을 연속으로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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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아 치
0514.1 일반사항
0514.1.1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아치구조의 설계에 적용하여야하며, 모멘트와 축력을 받는 부재 또는 
순수 축력만을 받는 부재의 설계는 각각 해당하는 절의 규정도 따라야 한다.
0514.1.2 설계 일반
(1) 아치의 축선이 고정하중에 의한 압축력선이나 또는 고정하중과 등분포활하

중의 1/2이 재하된 상태에 대한 압축력선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
렇지 않은 경우는 구조해석을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아치의 축선은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간이 긴 아치의 경우, 휨좌굴, 
휨 및 비틀림을 동시에 받아 일어나는 좌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
야 한다.

(3) 아치 리브의 단면 형상은 경간에 대한 높이의 비, 아치 축선, 재료의 강도,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아치 리브의 기초는 아치 리브 단부에 발생하는 반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단단한 지반에 놓여야 한다. 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단단하게 
개량하거나, 반력에 저항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0514.2 구조해석
0514.2.1 일반사항
(1) 아치의 축선은 아치 리브의 단면 도심을 연결하는 선으로 할 수 있다. 
(2) 단면력을 산정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부정정력을 계산할 때에는 아치 리브의 단면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초의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아치 리브에 발생하는 단면력은 축선 이동의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인 경우 

그 영향이 작아서 무시할 수 있으므로, 미소변형이론에 기초하여 단면력을 계
산할 수 있다.

(6) 식(0514.2.1)에 표시된 아치 리브의 세장비가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
한변형이론 등에 의해 아치 축선 이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단면력을 계산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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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  (0514.2.1)
여기서, ：세장비

：환산부재 길이,   (mm)
：경간  위치에서 아치 리브의 단면적(mm2)
：경간  위치에서 아치 축선의 경사각
：아치 리브의 평균 단면2차모멘트(mm4)
 ：<표 0514.2.1>에서 구하는 계수
 ：기초의 고정도를 고려한 경간(mm)

․2힌지 또는 3힌지 아치의 경우는 아치 경간
․고정 아치의 경우는 아치 경간 ＋ (2 × 최하단 아치 리브 깊이 ×cos)
단, 는 받침부에서 아치 축선의 경사각

<표 0514.2.1 계수 >
 0.1 0.15 0.2 0.25 0.3 0.35 0.4 0.45 0.5

고정 0.360 0.375 0.396 0.422 0.453 0.495 0.544 0.596 0.648

1힌지 0.484 0.498 0.514 0.536 0.562 0.591 0.623 0.662 0.706

2힌지 0.524 0.553 0.594 0.647 0.711 0.781 0.855 0.915 1.059

3힌지 0.591 0.610 0.635 0.670 0.711 0.781 0.855 0.956 1.059

여기서,  : 아치 경간( )에 대한 높이()의 비

0514.3 좌굴에 대한 검토
0514.3.1 안전성 규정
아치 리브를 설계할 때는 응력검토 뿐만 아니라 면내 및 면외방향의 좌굴에 대
한 안정성을 아래 규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 인 경우 좌굴검토는 필요하지 않다.
(2) ＜  ≦ 인 경우 유한변형에 의한 영향을 편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로 치환

하여 발생하는 모멘트에 더하여, 단면의 계수휨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
여야 한다. 

(3) ＜  ≦ 인 경우 유한변형에 의한 영향에 더하여,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재료 비선형
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좌굴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 인 경우 아치구조물로서 적합하지 않다.
0514.3.2 면외좌굴
아치의 면외좌굴에 대해서는 아치 리브를 직선기둥으로 가정하고, 이 기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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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리브 단부에 발생하는 수평반력과 같은 축력을 받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둥의 길이는 원칙적으로 아치 경간과 같다고 가정하여야 한다.

0514.4 구조상세
(1) 철근콘크리트 아치는 아치의 상·하면을 따라서 가능하면 대칭인 축방향 철

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축방향 철근은 아치 리브 폭 1 m당 600mm2 이상, 
또한 상·하면의 철근을 합하여 콘크리트 단면적의 0.15 %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2) 아치 리브의 상·하면에 축방향 철근에 직각인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횡방향 철근은 D13 이상, 또한 축방향철근 지름의 1/3 이상을 사용
하되, 그 간격은 축방향 철근 지름의 15배, 300mm, 아치 리브 단면의 최소치
수 중 가장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폐복식 아치에서는 스프링잉과 측벽의 적당한 위치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4) 아치 리브가 박스 단면인 경우에는 연직재가 붙는 곳에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051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0515.1 일반사항
(1) 이 절의 규정은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의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건물의 설계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조립식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0515.2 설계 일반
0515.2.1 설계원칙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때에는 거푸집 제거, 저장, 운반, 조립 

등을 포함한 초기 제조에서 구조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
든 하중과 충격하중 및 구속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는 인접 부재와 하나의 구조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모든 접합부와 그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면력과 변형을 고
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상호 연결된 구조 부재에 관한 영향을 포함하여 초기 및 장기처짐의 영향
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 397 -

(4)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 및 이와 상호 연결된 부재, 접합부에 대하여 허용
오차가 규정되어야 하며,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 및 접합부를 설계할 때 이
들 오차의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연결부와 지압부를 설계할 때에는 건조수축, 크리프, 온도, 탄성변형, 부동
침하, 풍하중, 지진하중 등을 포함하여 부재에 전달되는 모든 힘의 영향을 고
려하여야 한다.

(6) 설계할 때 사용된 제작과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관련 도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부재를 설계할 때 일시적 조립 응력도 고려하여야 한다.

(7)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 및 구조는 설계하중 조합에 의하여 계산된 소요
강도 이상의 설계강도를 가져야 한다.

(8)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벽판이 기둥이나 독립기초판의 수평연결 부재로 설계
되는 경우  깊은보 작용이나 횡좌굴과 처짐에 대한 영향을 설계에 고려하여
야 한다.

(9)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의 설계기준강도는 21 M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0515.2.2 접합부에서 힘의 전달과 분포
(1) 부재 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분포는 실험 또는 구조해석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
(2) 면내력을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의 접합부 사이에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면내력의 전달 경로는 접합부와 부재에 대하여 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장력이 작용될 경우, 강재 또는 철근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0515.3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벽판을 사용한 구조물
0515.3.1 일체성 확보 요건
(1) 0515.3.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벽판 

구조물에서 구조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2)에서 (7)까지 규정된 최
소 요구 조건을 따라야 한다.

(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구조물의 횡방향, 종방향, 수직방향 및 구조물 둘레는 
부재의 효과적인 결속을 위하여 인장연결철근으로 일체화하여야 한다. 특히 
종방향과 횡방향 연결철근을 횡하중저항구조에 연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가 바닥 또는 지붕층 격막구조일 때, 격막구조와 
횡력을 부담하는 구조를 연결하는 접합부는 최소한 4,400 N/m의 공칭인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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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가져야 한다.
(4) 수직연결철근에 관한 0505.8.2의 규정은 비내력벽을 제외한 모든 수직 구조부재에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수평접합부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①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기둥은  (단위는 N) 이상의 공칭인장강도를 가져야 한

다. 하중에 의해 요구되는 단면보다 큰 단면으로 설계된 기둥의 경우, 감소된 
유효단면적을 사용하여 최소 철근량과 설계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감소
된 유효단면적은 전체 단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②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벽판은 최소한 두 개의 연결철근을 서로 연결하여야 하
며, 연결철근 하나가 받을 수 있는 인장력은 45,0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해석결과 기초바닥 밑면에 인장력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②에 규정된 연결
철근은 흙에 직접 지지되는 콘크리트 바닥슬래브에 정착시킬 수 있다.

(5) 단순히 연직하중에 의한 마찰력만으로 저항하는 접합부 상세는 사용할 수 
없다.

(6) 일체성 접합부는 균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설
정하여야 한다.

(7) 일체성 확보를 위한 접합부는 콘크리트의 파괴에 앞서 강재의 항복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15.3.2 3층 이상의 내력벽구조에 대한 최소규정
3층 이상의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내력벽 구조의 경우에는 다음 (1)에서 (5)까
지 최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종방향 또는 횡방향 연결철근은 바닥과 지붕에 22,000 N/m의 공칭강도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연결철근은 내부 벽체 지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부재와 외벽 사이에도 배치하여야 한다. 이 때 연결철근은 바닥슬래브와 
지붕구조평면에서 600 mm 이내에 위치시켜야 한다.

(2) 종방향 연결철근은 바닥슬래브 또는 지붕바닥과 평행되며 중심간격이 3.0
m 이내이어야 한다. 개구부가 있을 때는 그 주위에 응력이 적절히 전달되도
록 연결철근을 개구부 주위에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3) 바닥슬래브 또는 지붕바닥의 경간방향에 직각인 횡방향 연결철근은 내력벽
의 간격 이하로 배치하여야 한다.

(4) 각층 바닥 또는 지붕층 바닥 주위의 둘레 연결철근은 모서리에서 1.2 m 이
내에 있어야 하며, 71,000 N 이상의 공칭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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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직 연결철근은 모든 벽체에 배치하여야 하며, 건물 전체높이에 연속되도
록 하여야 한다. 인장강도는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44,000 N/m 이상이어야 한
다. 또한, 수직 연결철근은 각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벽 패널당 2개 이상 설치
하여야 하며, 그 중심 간격은 3.6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0515.3.3 접합부의 설계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접합부에서 그라우트 연결, 전단키, 기계적이음장치, 

철근, 보강채움 또는 이들의 조합 등을 통해 힘이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합부에 의한 힘전달에 대한 적합성은 해석이나 실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외력에 의한 단면력으로서 전단력이 주로 발생할 경우 0507.7의 규정을 적

용할 수 있다.
(4) 여러 가지 구조재료를 사용하는 접합부를 설계할 경우 상대 강성과 강도 

및 연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접합부는 구조 일체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515.3.4 지압부
(1) 지붕 또는 바닥부재가 단순지지되어 있을 때 다음 (2)와 (3)의 규정을 만

족시켜야 한다.
(2) 어떤 형태의 받침부재와 지지되는 부재 사이의 접합면의 허용지압응력은 

받침부재나 지지면의 지압강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지압강도
는 0506.8의 규정을 따른다.

(3) 해석이나 실험을 통해 성능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최소 규정 사항
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허용오차를 고려한 후, 각 부재나 받침부재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부재치수
를 가져야 한다. 받침부재의 모서리면부터 경간방향 프리캐스트 부재 끝까지 거리는 
경간의 /180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속찬 또는 속빈슬래브 50 mm
(나) 보 또는 복부를 가진 부재 75 mm
② 보강되지 않은 단부에서 지지패드는 지지 단부부터 최소 15 mm를 후퇴시켜 

설치하거나 모를 딴 경사 모서리를 둔 지지점의 경우에는 적어도 경사 모서
리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4) 0508.5.2의 규정은 정정구조물의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정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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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대한 배근 기준으로 적용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정착되는 철근의 
1/3 이상을 0505.3.1(2)② 및 0515.2.1(5)에 규정된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지압길이 
중심까지 연장시켜야 한다.

0515.4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제품의 관리
0515.4.1 매입물
콘크리트에서 돌출되거나 노출되는 매입물은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다음 (1)에서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속에 묻을 수 있다. 
(1) 매입물은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내에 배치된 철근에 갈고리로 정착하

거나 결속근으로 묶을 수 없다.
(2) 매입물은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리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하

여야 한다.
(3) 매입물 주변의 콘크리트는 적절히 다짐하여야 한다.
0515.4.2 제품의 구분과 표시
(1) 철근 배치, 연결부, 지지대, 매입부, 정착장치, 콘크리트 피복두께, 개구부, 

양중장치, 제조 및 조립 허용범위 등에 관한 모든 상세는 제작도면상에 표시
되어야 한다.

(2) 모든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나 구조요소에는 설치될 위치와 제작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0515.4.3 운반과 저장 및 설치
(1)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의 양생, 거푸집 제거, 저장, 운반 및 설치 과정 중

에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가 초과 응력을 받거나 뒤틀리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솟음을 일으키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는 영구적인 접합이 완료될 때까지 적절한 배치와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안에 적절한 버팀대와 받침대
를 설치하여야 한다.

0515.4.4 제품의 강도 평가
(1) 프리캐스트 부재가 현장치기콘크리트와 합성구조가 될 때는 다음 (2)와 

(3)의 규정에 따라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만으로 휨모멘트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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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각의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구조계산 결과 압축이나 좌굴에 
위험하지 않을 때 시험하중을 작용시켜야 한다.

(3)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만으로 시험할 경우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의 인장철근
에 발생하는 총 인장력은 0519 .3.5에 규정된 하중조합에 의한 시험하중으로 합성부재
를 가력할 때 인장철근에 발생하는 총 인장력의 크기와 같게 되도록 시험하중을 작용
시켜야 한다.

0516 합성콘크리트 부재
0516.1 일반사항
(1) 이 절의 규정은 별도로 시공된 강재, 강관 또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와 

현장치기콘크리트가 일체로 된 합성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방법을 규정한 것
이다.

(2) 이 절에서 특별히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설계기준의 모든 규정은 합성콘크리트 
휨부재와 압축부재의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합성콘크리트 건물 부재의 설계는 대한건축학회의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계산기준｣에 따를 수 있다

0516.2 설계 일반
(1) 전체 합성부재 또는 그 일부를 압축력, 전단력과 휨모멘트에 저항하도록 사

용할 수 있다.
(2) 각각의 부재요소는 각 재하단계에서 시공과정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한 하중조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 여러 요소의 기준강도, 단위질량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이 서로 다를 경우에

는, 설계할 때 각 요소의 특성을 각각 사용하거나, 또는 이들 중 가장 불리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합성부재의 강도계산은 동바리를 받쳐 시공한 부재와 동바리 없이 시공한 
부재 간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

(5) 합성부재의 모든 요소는 합성부재로서 설계기준강도를 완전히 발휘하기 전
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하중을 저항하기 위한 목적 외에, 균열을 제어하고 합성부재의 각 요소들 
사이의 상호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7) 합성휨부재는 0504.3.4의 처짐 제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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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바리를 사용하여 합성부재를 시공하였을 경우에, 동바리를 제거하였을 
때 모든 하중을 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처짐과 균열 한계 등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

0516.3 합성콘크리트 휨부재의 설계
0516.3.1 수직전단강도
(1) 합성콘크리트 휨부재의 전체 단면이 수직전단력을 저항한다고 가정하는 경

우에는 동일한 단면형상의 일체로 시공된 부재에 관한 0507의 요구 조건들
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전단철근은 상호 연결된 부재 속으로 충분히 정착하여야 한다.
(3) 연장되거나 정착된 전단철근을 수평전단에 대한 전단철근으로 취급할 수 

있다.
0516.3.2 수평전단강도
(1) 합성콘크리트 휨부재에서 수평전단력이 상호 연결된 요소들의 접촉면에서 

충분히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산결과가 0516.3.2.(3),(4)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계산된 경우를 제외하

고, 수평전단에 대한 단면설계는 식(0516.3.1)에 따라야 한다.
 ≤  (0516.3.1)

여기서, ：설계할 때 고려하는 단면계수전단력
：공칭 수평전단강도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접촉면이 청결하고, 부유물이 없으며 표면이 거칠게 만들어진 경우, 공칭수
평전단강도 는 0.56  이하로 한다.

② 0516.3.3에서 규정한 최소 전단연결재가 있으며, 접촉면이 청결하고 부유물은 
없으나, 표면이 고의로 거칠게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공칭수평전단강도  는 0.56  
이하로 한다.

③ 0516.3.3에서 규정한 최소 전단연결재가 있고, 접촉면이 청결하고 부유물이 
없으며 표면이 약 6 mm 깊이로 거칠게 만들어진 경우, 공칭수평전단강도 는
＋    로 하며, 3.5  보다 크게 취할 수는 없다. 는 0503.4.4에 따르
며, 는    이다. 

④ 고려하는 단면에서 계수전단력  가    를 초과하는 경우, 수평전단력에 
대한 설계는 0507.7.2의 전단마찰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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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0516.3.2에서 는 긴장재와 종방향 인장철근의 중심에서 압축측 연단까지의 
거리이며,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0.8  이상이어야 한다.

(3) 수평전단력은 합성부재의 임의 요소에서 압축력이나 인장력의 실제 변화량
을 계산하여 구하며, 이러한 힘은 이를 지지하는 요소에 수평전단력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수수평전단력은 (2)에 규정된 수평전단강
도   이하이어야 한다. 이때,   대신에 접촉면적 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평전단력에 저항하는 전단연결재를 0516.3.2(3)에 만족되도록 설계할 
때, 부재축을 따라 전단연결재의 간격과 단면적은 부재 내의 전단력 분포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상호 연결된 요소 사이에 접촉면을 가로질러 인장력이 존재할 경우에, 최소
의 전단연결재가 0516.3.3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경우에만 접촉에 의한 전단
전달을 허용할 수 있다.

0516.3.3 수평전단에 대한 연결재
(1) 수평전단력을 전달시키기 위해 전단연결재를 사용할 경우, 연결재의 단면

적은 0507.4.3.3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또한 연결재의 간
격은 지지 요소의 최소 치수의 4배, 또한 600 mm 이하이어야 한다.

(2) 수평전단력에 대한 전단연결재로는 단일철근이나 철선, 다중 스터럽 또는 
용접철망의 수직철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모든 전단연결재는 상호 연결된 요소들에 충분히 정착되어야 한다.
0516.3.4 구조용 강재를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한 합성휨부재
I형보를 포함한 구조용 강재를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한 합성휨부재는 다음 
(1)에서 (4)까지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는 27 MPa 이상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건조수축과 크리프는 0502.2.2.5와 0502.2.2.6의 규정에 따르

며, 실험에 의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휨부재 설계의 제한 사항은 0506.3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0516.4 합성콘크리트 압축부재의 설계
0516.4.1 일반사항
(1) 합성콘크리트 압축부재는 구조용 강재, 강관 또는 튜브를 축방향으로 보강

한 압축부재를 말하며, 축방향 철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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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합성콘크리트 압축부재의 강도는 보통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적용하는 동일

한 제한 조건을 사용하여 구하여야 한다.
(3) 합성부재의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축강도는 콘크리트에 지압을 주는 부재나 브래킷

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합성부재의 콘크리트가 부담하지 않은 모든 축강도는 구조용 강재, 강관 또

는 튜브 등에 직접 연결하여 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장주효과의 계산에 있어서 합성단면의 회전반지름은 식(0516.4.1)의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  (0516.4.1)

   정밀한 계산 대신에 식(0506.5.10.) 과 (0506.5.14)의 는 식(0506.5.7)이나 다음 식
(0516.4.2)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  (0516.4.2)

   여기서, 0506.5.6의 횡구속 골조인 경우에는   를 사용하며, 0506.5.7의 비횡구속 
골조인 경우에는   를 사용한다.

0516.4.2 콘크리트 심부를 둘러싸는 구조용 강재
(1) 콘크리트 심부를 구조용 강재로 둘러싸는 합성부재에서 구조용 강재의 두

께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① 폭 인 각형 강관 단면의 경우,  




 (0516.4.3)

② 지름 인 원형 강관 단면의 경우,  




  (0516.4.4)

(2) 콘크리트 심부 내에 배치되는 축방향 철근은 와 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0516.4.3 구조용 강재 심부 주위를 나선철근으로 보강한 합성부재
구조용 강재 심부를 나선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합성부재는 다음 (1)에서 
(5)까지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는 21 MPa 이상이어야 한다.
(2) 심부로 사용된 구조용 강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사용할 구조용 강재의 최소항복

강도이어야 하지만, 450 MPa를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0506.2.1의 가정에
서 사용된 힘의 평형조건과 변형률의 적합조건에 기초한 상세 해석과 실험을 통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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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이 증명될 경우, 항복강도 450 MPa을 초과하는 고강도강을 사용할 수 있다.
(3) 나선철근은 0506.4.2(3)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나선철근 내측에 배치되는 축방향 철근량은 전체 단면적의 0.01배 이상 

0.08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나선철근의 내측에 배치되는 축방향 철근량은 와 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0516.4.4 구조용 강재 심부 주위를 띠철근으로 보강한 합성부재
구조용 강재 심부를 띠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합성부재는 다음 (1)에서 
(8)까지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는 21 MPa 이상이어야 한다.
(2) 심부로 사용된 구조용 강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사용할 구조용 강재의 

최소 항복강도로 취하여야 하지만 450 MPa를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0506.2.1의 가정에서 사용된 힘의 평형조건과 변형률의 적합조건에 기초한 
상세 해석과 실험을 통해 정당성이 증명될 경우, 항복강도 450 MPa을 초과하
는 고강도강을 사용할 수 있다.

(3) 횡방향 띠철근은 구조용 강재 심부의 둘레를 완전히 둘러싸야 한다.
(4) 띠철근의 지름은 합성부재 단면의 가장 긴 변의 1/50배 이상이어야 하지

만, D10철근 이상이고 D16철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띠철근 대신 등
가단면적을 가진 용접철망을 사용할 수 있다.

(5) 횡방향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축방향 철근지름의 16배, 띠철근 지름의 48
배, 합성부재 단면의 최소 치수의 1/2배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6) 띠철근 내측에 배치되는 축방향 철근량은 전체 단면적의 0.01배 이상, 
0.08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7) 축방향 철근은 직사각 단면의 모서리마다 배치해야 하며, 축방향 철근의 중
심간격은 합성부재 단면의 최소 치수의 1/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띠철근 내측에 배치되는 축방향 철근은 강도를 계산할 때 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장주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를 계산할 때는 고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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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쉘과 절판부재
0517.1 일반사항
0517.1.1 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리브와 테두리보를 포함하는 얇은 콘크리트 쉘과 콘크리트 절
판구조물에 적용하여야 한다.
0517.2 설계일반
0517.2.1 설계원칙
(1)얇은 쉘의 내력과 변위를 결정할 때에는 탄성거동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탄성거동은 

재료가 선형탄성이고 균질하며 등방성이라고 가정하여 균열이 없는 콘크리트 구조
물의 해석에 기초한 계산에 의해 수행된다. 콘크리트의 포아송비의 효과는 무
시할 수 있다. 

(2)비탄성해석은 그러한 해석법에 의할 때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 사용할 수 있다. 

(3)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력과 외력에 대한 평형이 확인되어야 
한다. 

(4)실험해석이나 수치해석 방법은 설계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 사
용할 수 있다. 

(5)근사해석방법은 이 방법으로 설계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사
용할 수 있다. 

(6)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쉘의 해석은 프리스트레스 힘을 가하는 중에 발생
하는 하중상태, 균열하중 상태 및 계수하중상태의 거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쉘 
내부에 배치된 긴장재가 동일 평면 위에 놓여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쉘의 힘 성분을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7) 쉘의 두께와 보강철근은 이 구조기준에서 정한 요구되는 강도와 사용성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설계할 때는 쉘의 안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9) 보조부재는 이 구조기준의 해당 규정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 T형보의 플랜지폭과 

같은 쉘부재의 일부는 보조부재와 함께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쉘의 보
조부재에 직각방향으로 배치된 철근은 T형보의 플랜지에 대해 요구되는 철
근량이상이어야 한다.

(10) 막응력과 휨모멘트를 받는 쉘슬래브의 강도설계는 탄성해석이나 비탄성해석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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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응력과 변형률의 값에 근거하여야 한다. 
(11) 막균열이 예상되는 영역에서 균열과 같은 방향에 대한 콘크리트의 공칭압

축강도는 0.4이어야 한다.
0517.2.2 재료의 설계기준강도
(1)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21MPa이상이어야 한다.
(2)프리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는 400 MPa이상이어야 

한다.

0517.3 철근상세
(1) 쉘보강철근은 내면의 막력에 의한 인장응력과 휨모멘트 및 비틀림모멘트에 

의한 인장응력에 저항하고, 건조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쉘의 경계부나 하중작용부위 또는 개구부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2) 인장철근은 쉘의 모든 부분에 걸쳐 2방향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임의
의 방향에 대한 저항력은 그 방향의 내력성분이상이어야 한다. 대안으로 슬래
브에 있어서 막응력에 대한 철근량은 축인장력과 막의 임의의 수직방향으로 
전단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단-마찰에 의한 인장력을 합한 값에 
저항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가정된 마찰계수는 λ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
며, 는 0507.7.2(3)에 따라야 한다.

(3)2개의 서로 직각인 방향에서 측정된 임의 단면에서 쉘철근의 단면적은 0505.7에 규정된 
슬래브의 수축·온도철근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4) 쉘슬래브의 평면축에 대한 전단력과 휨모멘트에 대한 철근은 0506, 0507 
및 0510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5) 쉘의 인장철근의 단면적은 철근이 콘크리트의 압축파괴나 쉘 좌굴이 일어
나기 전에 항복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6) 큰 인장응력을 받는 부분에서, 막철근은 가능하면 주인장막력이 주로 발생
하는 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응력의 2개이상의 
분력방향으로 막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철근의 방향이 주인장막력의 방향과 1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사용하중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에 대하여 철근의 양이 검토되어야 한다. 

(8) 쉘의 주인장막응력의 크기가 쉘표면에서 크게 변화하는 경우, 인장철근은 
설계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큰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 집중 배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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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인장역의 어느 부분에서도 쉘의 철근비가 쉘의 전체 두께에 대
해 0.0035이상이어야 한다.

(9) 쉘의 휨모멘트에 저항하기 위해 필요한 철근은 같은 위치에서 막축력이 동
시에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해석결과 휨모멘트의 부호
가 바뀌지 않는 곳에서 단지 한쪽면에서만 쉘철근이 필요한 경우라도 쉘의 
양쪽표면 근처에 같은 양의 쉘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10) 모든 방향에서 쉘철근의 간격은 450mm이상, 또한 쉘두께의 5배이상이어
야 한다. 전체 콘크리트 단면에서 계수하중에 의한 주인장막응력이  를 
초과하는 곳의 철근간격은 쉘두께의 3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 쉘과 받침부재 또는 테두리부재의 접합부에서 쉘철근은 0508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 또는 연장시켜야 한다. 다만, 이 때 최소정착길이는 이상, 또한 
450mm이상이어야 한다. 

(12) 쉘철근의 이음길이는 0508 규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장철근
의 최소이음길이는 0508에서 요구하는 값의 1.2배이상, 450mm이상이어야 
한다. 주인장철근에 겹침이음되는 철근의 수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여야 한다. 
겹침이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음의 위치가 적어도  만큼 어긋나게 해야 하며, 어
느 단면에서나 철근의 1/3이상을 겹침이음할 수 없다.

(13) 셸 철근의 이음길이는 0508규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장철근
의 최소 이음길이는 0508에서 요구하는 값의 1.2배 이상, 450mm 이상이어
야 한다. 주인장철근에 겹침이음되는 철근의 수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여야 한
다. 겹침이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이음의 위치가 적어도  만큼 어긋나게 해야 하며 
어느 단면에서나 철근의 1/3 이상을 겹침이음하지 않아야 한다. 

0518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0518.1 일반사항
(1) 현장치기콘크리트 또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 등과 같은 구조용 무근콘

크리트 부재의 설계와 시공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①과 ②는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조용 무근콘크리트로 건설되는 지하층 벽체는 0504.5.3 (2)의 특별한 환경상태
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보도와 지표면 슬래브 등과 같이 지면에 바로 지지되는 슬래브의 설계와 시공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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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부재가 다른 구조부재로부터 수직하중 또는 
수평하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2) 아치, 지하 설비 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특수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이 절의 해당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0518.2 설계 일반
0518.2.1 제한사항
(1) 이 절의 규정은 무근콘크리트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다.
(2) 구조용 무근콘크리트는 다음의 ①, ② 및 ③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둥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지반 또는 다른 구조용 부재에 의해 연속적으로 수직 지지되는 부재
② 모든 하중조건에서 아치작용에 의해 압축력이 유발되는 부재
③ 벽체와 주각(0518.4와 0518.6 참조)
(3) 이 절의 규정은 현장치기콘크리트말뚝 및 지반에 묻힌 교각의 설계와 시공

에 적용할 수 없다.
(4) 구조용 무근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18 MPa 이상, 동시에 0504의 내구성 

제한 사항에서 요구하는 값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0518.2.2 줄눈 
(1)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부재를 휨 불연속요소로 나누기 위하여 수축줄눈과 

분리줄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 요소의 크기는 크리프, 건조수축, 온도의 영
향에 의한 과다한 내부 응력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한다.

(2) 수축줄눈 또는 분리줄눈의 개수와 위치를 결정할 때 기후조건 영향, 재료의 
선택과 배합비,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양생, 변형에 대한 구속의 정도, 부재
가 받고 있는 하중에 의한 응력, 그리고 시공기술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0518.2.3 설계방법
(1)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부재는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를 사용하여 이 기준의 규

정에 따라 적절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한다.
(2) 계수하중과 단면력은 0503.3.2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한다.
(3) 소요강도가 설계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철근을 사용

한 부재는 이 구조기준의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에 대한 모든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하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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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휨모멘트와 축력을 받는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설계는 압축과 인장 모두 
선형 응력-변형률 관계에 근거하여야한다.

(5) 0518.2.2의 규정을 따르면 무근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할 때 콘크리트의 인장강
도를 고려할 수 있다.

(6) 철근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철근의 강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7) 인장력은 각 무근콘크리트 요소의 외부 단부, 시공줄눈, 수축줄눈, 분리줄

눈을 통해 전달되지 않아야한다. 인접한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요소 사이의 인
장에 의한 휨 연속성은 없다고 가정하여야한다.

(8) 휨모멘트, 휨모멘트와 축력의 조합, 전단력에 대한 강도를 계산할 때 부재
의 전체 단면을 설계에 고려한다. 다만, 지반에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 전체 
두께 는 실제 두께보다 50 mm 작은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0518.3 강도
0518.3.1 휨모멘트를 받는 단면의 설계
휨모멘트를 받는 단면의 설계는 다음 식(0518.3.1)의 조건에 만족하도록 하
여야 한다.

 ≦  (0518.3.1)
여기서, 인장이 지배적일 경우 은 식(0518.3.2)에 의하여 계산되며, 압축이 지배적일 

경우에는 식(0518.3.3)에 의해 계산한다.
     (0518.3.2)
     (0518.3.3)

여기서, 는 단면계수이다.
0518.3.2 압축력을 받는 단면의 설계
압축력을 받는 단면의 설계는 식(0518.3.3)의 조건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
다.

 ≦  (0518.3.4)
여기서, 은 식(0518.3.5)에 의하여 계산되는 공칭축강도이다.

＝  



－

 



 (0518.3.5)

여기서, 은 재하면적이다.
0518.3.3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는 단면의 설계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고 있는 부재는 압축면에서 식(0518.3.6)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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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도록 설계하여야하며, 인장면에서는 식(0518.3.7)을 만족하여야한다.
 ＋  ≤  (0518.3.6)
   ≦  (0518.3.7)

0518.3.4 전단력에 대한 직사각형 단면의 설계
전단력에 대한 직사각형 단면의 설계는 식(0518.3.8)의 조건에 만족하도록 
하여야한다.

 ≥  (0518.3.8)
여기서, 은 식(0518.3.9)와 식(0518.3.10)에 따라 계산하여야한다.
0518.3.4.1 보작용의 경우

     (0518.3.9)

0518.3.4.2 2방향 작용의 경우
   

   ≦   (0518.3.10)
여기서, 는 집중하중 또는 반력부의 단변 길이에 대한 장변 길이의 비이다.
0518.3.5 압축을 받는 지압부의 설계
압축을 받는 지압부의 설계는 다음 식(0518.3.11)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
야한다.

 ≦  (0518.3.11)
여기서, 는 계수지압력이고, 은 식(0518.3.12)에 따라 계산되는 재하면적 

의 공칭지압강도이다
＝    (0518.3.12)

모든 면에서 받침부의 면적이 재하면적보다 넓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면적
의 공칭지압강도 에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0518.3.6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이 절에서 경량콘크리트에 대한 수정계수 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한 
0503.4.4에 따른다. 

0518.4 벽체
0518.4.1 일반사항
(1)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벽체는 지반, 기초판, 기초벽, 지중보 또는 수직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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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부재로 거동할 수 있는 다른 구조부재에 의해 연속으로 지지되어야한다.
(2)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벽체는 벽체가 받고 있는 연직하중, 횡하중, 그리고 

다른 모든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한다.
(3)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벽체는 축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최대 계수휨모멘트에 

대응하는 편심에 대하여 설계하여야한다. 이 때 편심은  이상이다. 만약 모
든 계수축력의 합력이 벽체 전체 두께의 중앙 1/3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0518.3.2 또는 0518.4.2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벽체의 설계
는 0518.3.3에 따라야한다.

(4) 전단에 대한 설계는 0518.3.4에 따라야한다.
0518.4.2 실용설계법
0518.4.2.1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벽체의 설계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벽체는 모든 계수축력의 합력이 
벽체 전체 두께의 중앙 3분 구간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 식(0518.4.1)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0518.4.2.2 축력이 작용하는 벽체의 설계
축력이 작용하는 벽체의 설계는 식(0518.4.1)에 따라야한다.

 ≦  (0518.4.1)
여기서, 는 계수축력이고, 는 식(0518.4.2)에 의하여 계산되는 공칭축강도

이다.

＝   



－

 



 (0518.4.2)

0518.4.3 제한사항
(1) 정밀한 구조해석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각각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집중

하중에 대한 벽체의 수평방향 유효폭은 하중들의 중심간 거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하중지압부의 폭에 벽체 두께의 4배를 더한 길이를 초과할 수 
없다. 

(2) (3)을 제외한 내력벽의 두께는 벽체의 비지지 높이 또는 길이 중 작은 값
의 1/24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최소 150 m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3) 지하층 외측 벽체와 기초 벽체판의 두께는 2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벽체는 횡방향 상대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되어야한다.
(5) 모든 창이나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위에 2개 이상의 지름 D16 이상의 철근

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철근은 개구부의 모서리에서 600 mm 이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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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착시켜야한다.

0518.5 기초판
0518.5.1 설계일반
(1)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기초판은 계수하중과 지반반력에 대하여 이 기준의 

해당 설계조건과 0518.5.1(2)에서 0518.5.1(5)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
야한다.

(2) 기초판 밑면의 면적은 기초에 의해 지반으로 전달되는 사용하중에 의한 외
력과 휨모멘트, 그리고 토질역학의 원리에 의거하여 정해진 허용지지력으로 
결정되어야한다.

(3) 말뚝 위의 기초판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없다.
(4)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기초판의 두께는 200 m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5) 최대 계수휨모멘트는 다음과 같은 위험단면에 대해 계산하여야한다.
  ① 콘크리트 기둥, 주각 또는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판의 경우 기둥, 주각 

또는 벽체의 전면
  ② 조적조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판의 경우 벽체의 중심선과 전면과의 중간
  ③ 강재 밑판을 갖는 기둥을 지지하는 기초판의 경우 강재 밑판 단부와 기

둥 전면의 중간
0518.5.2 무근콘크리트 기초판의 전단
0518.5.2.1 최대 계수전단력
최대 계수전단력 는 0518.5.2.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하며, 기둥, 주각 
또는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판에서 전단력에 대한 위험단면의 위치는 기둥, 주각 
또는 벽체의 전면으로한다. 기둥 밑판을 갖는 기둥을 지지하는 기초판의 위험단
면은 0518.5.1.5에서 정의되는 위치이다.
0518.5.2.2 전단강도
집중하중 또는 반력이 작용하는 부근에서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기초판의 전
단강도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불리한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집중하중 또는 반력면의 전면으로부터  거리의 위치에서 전체 폭에 걸친 단

면을 위험단면으로 하는 보 작용의 경우에는 식(0518.3.9)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2) 집중하중 또는 반력을 받는 면적의 주위에 걸쳐 기초면에 수직한 위험단면을 갖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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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작용의 경우에는 식(0518.3.10)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이때, 둘레길이 는 최소로 
되어야 하나 집중하중이나 반력면의 둘레에서 보다 가까이 위치시킬 필요는 없다.

0518.5.3 위험단면
원형단면 또는 정다각형 단면의 콘크리트 기둥이나 주각은 휨모멘트와 전단
력에 대한 위험단면의 위치를 결정할 때 면적이 같은 정사각형 부재로 취급
할 수 있다. 
0518.5.4 계수지압력
받침부재와 지지된 부재 사이의 접촉면에서 콘크리트의 계수지압력 는 
0518.3.5에 따른 양쪽 부재 지압면의 설계지압강도 을 초과할 수 없다.

0518.6 주각
(1) 무근콘크리트 주각은 연직하중, 횡하중, 그리고 작용하고 있는 모든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무근콘크리트 주각의 평균 최소 횡방향 두께에 대한 비지지 높이의 비는 3

을 초과할 수 없다.
(3) 무근콘크리트 주각에 작용하는 최대 계수축력 는 0518.3.5의 설계지압강도 
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0518.7 프리캐스트 부재
(1) 프리캐스트 무근콘크리트 부재의 설계는 거푸집의 해체, 보관, 운반, 가설을 포함하

는 초기 제작부터 구조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0518.2.1의 제한사항은 프리캐스트 무근콘크리트 부재의 완성 상태뿐만 아니라 제
작, 운반, 가설하는 동안에도 적용시켜야한다.

(3)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는 횡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으로 모든 횡력이 전
달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연결되어야한다.

(4)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는 연결이 완전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공 위치와 구조적 일
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히 지지하여 가설하여야한다.

0518.8 내진설계와 무근콘크리트보
강진지역에 속하거나 또는 높은 지진위험도가 요구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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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은 다음을 제외하고 구조용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한 기초요소를 사용할 

수 없다.
(1) 높이는 3층 이하이며 전단연결재로 연결된 벽체로 건설된 단세대 또는 두 

세대형 독립가옥의 경우에는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 또는 독립기둥 및 주각을 
지지하는 독립기초에 길이방향 철근이 없는 무근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할 수 
있다. 

(2) 0518.8(1)항 이외의 모든 구조물에 대하여 현장치기 철근콘크리트 벽체 또
는 보강조적조 벽체를 지지하는 기초에 무근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2개의 철근이 길이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배치
되어야 한다. 철근은 D13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철근의 단면적은 기초단면
적의 0.2% 이상이어야한다.

(3) 높이는 3층 이하이며 전단연결재로 연결된 벽체로 건설된 단 세대 또는 두 세대형 
독립가옥의 경우에서 벽체의 두께가 200 mm 이상이고 1.2 m 이하의 한쪽 토사하중
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기초 및 지하 벽체에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0519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0519.1 일반사항
0519.1.1 적용범위
(1) 이 절은 내하력이 의심스러운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에 적용

하여야 한다.  
(2) 시공된 재료의 품질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 시공 과정이 시방서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노후화가 발생
했는지 여부 등, 해당 구조물의 유지관리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하력 평
가에 관한 기준으로서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0519.2 강도평가
(1) 구조물 또는 부재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구조물 및 부재에 대하

여 충분한 조사와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조사 및 시험은 0519.3을 따른다.
(2) 내하력 부족의 요인을 알 수 있거나 해석에서 요구되는 부재 치수 및 재료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측정값을 근거로 0519.5 해석에 의한 평
가에 따라 내하력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평가입력값은 0519.4에 따
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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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하력 부족의 요인을 알 수 없거나 해석에서 요구되는 부재 치수 및 재료
특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중 상태에서 구조물이 유지될 수 있는지
를 판단하기 위하여 0519.6 재하시험에 의한 평가에 따라 내하력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0519.3 조사 및 시험
(1) 구조부재의 치수는 위험단면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철근, 용접철망, 또는 긴장재의 위치 및 크기는 계측에 의해 위험단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의 내용이 표본조사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도
면에 근거하여 철근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강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코어시험편 또는 공시체에 대한 압축
강도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적절한 평가기준값을 구하여야 한다. 코어의 채취 
및 시험은 KS F 2422에 규정된 방법을 따라야 한다.

(4) 철근 강도와 긴장재 강도가 필요한 경우, 대상 구조물에서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여 인장시험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0519.4 평가입력값
0519.4.1 평가를 위한 기준값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에는 구조치수, 재료, 하중에 대한 평가기준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값들은 0519.3 조사 및 시험에 따라 
측정한 값을 근거로 결정하여 사용한다.
0519.4.2 구조제원 및 치수
구조해석, 강도 및 하중의 계산에 사용하는 구조물의 제원, 부재치수 등 치수의 평가기
준값은 가능한 측정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0519.4.3 재료강도의 평가기준값
(1) 구조물의 조사 및 시험을 거쳐 얻어진 재료강도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구조

물의 저항능력을 산정하는 경우, 검증된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기준값으
로 변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평가기준값은 배합강도와 실제강도의 차이, 표준공시체 강도와 
현장콘크리트 강도의 차이, 재령에 따른 강도변화, 콘크리트의 열화에 의한 
강도변화, 시험 방법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철근 및 긴장재의 평가기준값은 현장조사 결과에 의한 측정값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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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4.4 평가를 위한 강도감소계수
(1) 단면 크기나 재료 특성은 이 항에 의하여 결정하고 0519.4에 따라 계산한

다면, 0503.3.3에서 규정한 강도감소계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다만, 강도감
소계수는 다음 값을 초과할 수 없다.

① 0506.2.2(4)에서 정의된 인장지배단면 1.0
② 0506.2.2(3)에서 정의된 압축지배단면
(가) 0506.4.2에 따르는 나선철근으로 보강된 부재 0.85
(나) 기타 부재 0.80
③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 0.80
④ 콘크리트에 작용한 지압력 0.80
(2) 섬유복합체나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보강공법을 적용할 경우, 환경노출 상

태, 사용 재료 및 공법에 따라 보강한 부재의 신뢰성, 내구성, 강도 및 연성 
능력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분강도
감소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0519.4.5 평가를 위한 하중 및 하중계수
(1) 구조물의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실제의 하중을 별도로 

조사할 필요는 없으나, 보다 정밀한 평가를 위하여 하중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는 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구조물의 평가를 위한 하중의 크기를 현장조사에 의하여 정밀하게 확인하
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소요강도를 구하기 위한 0503.3.2의 하중조합에서 고
정하중과 활하중의 하중계수를 5 %만큼 저감 할 수 있다.

0519.5 해석에 의한 평가
(1) 해석적 방법에 의해 내하력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구조물의 부재치수와 상

세, 재료특성, 부재의 손상 및 열화에 의한 단면손실과 재료강도의 저하 및 
기타 주요 구조조건에 대한 실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야 한다.

(2) (1)에서 규정된 조사에 따른 평가기준값을 해석에 사용하는 경우 하중계수
는 이 구조기준이나 이외의 다른 기준의 취지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3)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 조사는 대상 구조물의 노후 및 손상 정도를 고려하
여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기준에 합당한 설계 및 안전에 관한 제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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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시켜야 한다.
0519.6 재하시험에 의한 평가
(1) 재하시험의 목적은 구조물 또는 부재의 실제 내하력을 정량화하여 안전성

을 평가하기 위함이며, 재하시험의 결과는 안전성 판단에 직접 적용하거나 해
석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구조물의 내하력을 보완하는데 적용하여야 한다. 

(2) 책임구조기술자는 재하시험 전에 재하하중, 계측, 시험조건, 수치해석 등을 
포함한 재하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하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해석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대상 구조물 또는 부재의 재료가 충분히 설계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재령일이 확보된 이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건물에서 부재의 안전성을 재하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평가할 경우에

는 보, 슬래브 등과 같은 휨부재의 안전성 검토에만 적용할 수 있다.
(6)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재하할 경우, 내하력이 의심스러운 부분의 예상 취약 

원인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0520 내진설계시 특별 고려사항
0520.1 일반사항
0520.1.1 적용범위
0520.1.1.1 일체식 구조물
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부재의 내진설계 및 상세 규정에 대한 특별사항
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진운동에 의해 발생된 하중에 저항하는 일체식 철근콘
크리트 골조에만 적용하여야한다.
0520.1.1.2 일체식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
일체식 구조물과 다른 조립식 구조물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때는 
적절한 물리적 증거와 해석에 따라 수정되어야하며, 구조물에 따른 특별내진
설계는 해당 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
0520.1.1.3 프리캐스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프리캐스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체식 구조물에서 요구되
는 안전성 및 사용성에 관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진구조로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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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1.1.4 예외규정
이 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형식의 경우 
실험이나 해석에 의해 이 절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거나 그 이상의 구
조성능을 갖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0520.1.2 지진력저항시스템별 요구사항
(1) 이 절은 지진하중과 관련하여 비선형거동 범위 내에서 에너지소산에 근거

하여 결정된 설계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요
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절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의 0501 부터 0519까지의 규정을 적용
하여야한다.

(3) 지진력저항시스템을 보통 또는 중간 모멘트골조시스템으로 선택하여 설계
지진하중을 산정하였다면, 보통 또는 중간 모멘트 시스템에 대한 이 절의 요
구사항을 만족하여야한다.

(4) 지진력저항시스템을 특수구조시스템으로 선택하여 설계지진하중을 산정하
였다면,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이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한다.

(5) 이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구조시스템의 경우도 실험 
혹은 해석에 따라 이 절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강도와 인성을 보유하는 것으
로 입증된다면 내진시스템으로 허용할 수 있다.

(6) 구조물의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0306.12 또는 0306.13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구조전문가에 의해 설계되고 그 성능이 검증된 면진 및 진동감쇠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0520.1.3 구조부재의 해석과 설계
0520.1.3.1 횡력저항시스템
지반운동에 대하여 구조부재를 해석할 때, 구조물의 재료적인 측면에서 선형 
및 비선형 응답에 영향을 주는 모든 구조 및 비구조 부재의 상호작용을 고려
하여야한다.
0520.1.3.2 비구조재
횡력저항구조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가정한 강체부재도 구조시스템의 응답에 
대한 그의 영향이 고려되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 또 횡력저항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구조 및 비구조 부재의 파괴의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한다.
0520.1.3.3 밑면 아래에 있는 구조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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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밑면 아래에 있는 구조부재 중에서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힘을 
기초에 전달하는데 필요한 부재도 이 절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여야한다.
0520.1.3.4 횡력저항시스템이 아닌 구조부재
횡력저항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모든 구조부재들도 0520.2의 요
구사항을 만족하여야한다.

0520.1.4 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의 콘크리트
0520.1.4.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는 21MPa이상 이어야한다.
0520.1.4.2 경량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경량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35 MPa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실험에 의하여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한 구조부재가 같은 강도의 보통중량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의 
강도 및 인성 이상을 갖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보다 큰 압축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
0520.1.5 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의 철근
0520.1.5.1 골조나 구조벽의 경계요소에 사용되는 철근
지진력에 의한 휨모멘트 및 축력을 받는 특수모멘트골조나 특수전단벽의 경
계요소에 사용하는 보강철근(KS D 3504, 3552, 3688, 7017)은 설계기준항
복강도 가 주철근과 전단철근에 각각 600 MPa, 500 MPa까지 허용되며 다음 
0520.1.5.2와 0520.1.5.3을 만족하여야한다.
0520.1.5.2 실제 항복강도 제한
강재를 제작한 공장에서 계측한 실제 항복강도가 공칭항복강도를 120 MPa이
상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재하시험에서는 이 값을 20 MPa이상 초과하지 않아
야한다.
0520.1.5.3 실제 인장강도비 제한
실제 항복강도에 대한 실제 극한인장강도의 비가 1.25 이상이어야 한다.
0520.1.5.4 기계적이음
(1) 기계적이음은 유형 1 또는 유형 2 기계적이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유형 1 기계적이음은 0508.6.1의 규정에 따라야한다.
② 유형 2 기계적이음은 0508.6.1의 규정에 따르고, 이음철근은 규정한 인장강

도를 달성할 수 있어야한다. 
(2) 유형 1의 기계적이음은 기둥이나 보의 단부로부터 또는 비선형 횡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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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철근의 항복이 일어날 수 있는 단면부터 부재깊이의 2 배 만큼 떨어
진 거리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형 2의 기계적이음은 어떤 위치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

0520.1.5.5 용접이음
(1) 지진력에 저항하는 철근의 용접이음은 0508.6.1의 규정을 만족하여야한다. 

또한 기둥이나 보의 단부 또는 비선형 횡변위의 결과로 철근의 항복이 일어
날 수 있는 단면으로부터 부재 깊이의 2 배 만큼 떨어진 거리 안에서는 사용
할 수 없다.

(2) 요구되는 종방향 철근에 대한 스터럽, 띠철근, 삽입물 또는 이와 유사한 요
소의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0520.2 지진력에 저항하지 않는 골조부재
0520.2.1 적용범위
수평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골조부재는 설계변위가 발생할 때 부재에
서 계산한 휨모멘트를 0520.2.2 또는 0520.2.3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만
약, 설계변위에 대하여 명확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0520.2.3의 요
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0520.2.2 설계변위 때의 단면력이 설계부재력 이내의 경우
0520.2.2.1 일반사항
중력휨모멘트 및 전단력과 0520.2.1의 설계변위에 따라 계산된 휨모멘트와 
전단력의 조합력이 골조부재의 설계휨강도와 설계전단강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0520.2.2.2, 0520.2.2.3, 0520.2.2.4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이 때 1.2＋1.0＋0.2 또는 0.9의 연직조합하중 중 위험한 경우를 사용
하여야 하며, 창고를 제외하고는 이 을 초과하면, 활하중 에 대한 하
중계수는 0.5로 낮출 수 있다.
0520.2.2.2 계수축력이 을 초과하지 않는 부재
계수축력이   을 초과하지 않는 부재들은 0520.4.2.1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때 스터럽의 간격은 부재의 전 길이에 걸쳐서  이하이어야 한다.
0520.2.2.3 계수축력이  을 초과하는 부재
계수축력이 을 초과하는 부재들은 0520.5.3, 0520.5.4.1(3), 0520.5.4.3 및 
0520.5.5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 때 띠철근의 최대간격은 기둥의 전 높이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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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가 되도록 하고, 간격 는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종방향 철근 중 가장 
작은 지름의 6배 이하, 또한 150mm 이하이어야 한다.
0520.2.2.4 계수축력이 를 초과하는 부재
계수축력이 0.35를 초과하는 부재는 0520.2.2.3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하며, 
횡방향철근량은 0520.5.4.1에 규정된 값의 1/2 이어야 하고, 기둥의 전체 높이
에 걸쳐 간격은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520.2.3 설계변위 때의 단면력이 설계부재력을 초과하는 경우
0520.2.3.1 일반사항
0520.2.1의 수평변위에 따라 계산된 휨모멘트 및 전단력이 골조부재의 설계
휨강도 및 설계전단강도를 초과하거나, 발생되는 휨모멘트를 계산하지 않는다
면 다음 0520.2.3.2, 0520.2.3.3, 0520.2.3.4의 조건을 만족하여야한다.
0520.2.3.2 철근이음
재료는 0520.1.4및 0520.1.5를 만족하여야하고, 철근의 기계적 이음은 
0520.1.5.4을 만족하여야하며, 용접이음은 0520.1.5.5(1)을 만족하여야한다.
0520.2.3.3 계수축력이  초과하지 않는 부재
계수축력이   을 초과하지 않는 부재는 0520.4.2.1과  0520.4.4를 만족하
여야한다. 이 때 스터럽의 간격은 부재의 전 길이에 걸쳐서 이하 이어야한다. 
0520.2.3.4 계수축력이  초과하는 부재
계수축력이   을 초과하는 부재들은 0520.5.3.1 , 0520.5.4 , 0520.5.5. , 
0520.6.2.1을 만족하여야한다.
0520.2.4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골조
수평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된 접합부를 포함한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골조 
부재는 0520.2.1, 0520.2.2, 0520.2.3 외에도, 다음  0520.2.4.1, 0520.2.4.2, 
0520.2.4.3 을 만족하여야한다.
0520.2.4.1 띠철근의 배치
0520.2.2.2 에서 규정된 띠철근은 보의 깊이를 포함한 전체 기둥높이에 걸쳐
서 배치하여야한다. 
0520.2.4.2 구조일체성 철근
0516.3의 규정과 같이, 구조일체성 철근이 확보되어야 한다.
0520.2.4.3 보의 받침부의 지압길이
보의 받침부에서 지압길이는 0506.8의 지압강도를 이용한 계산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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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값보다 최소 50 mm 더 길게 하여야 한다.

0520.3 중간모멘트골조 요구사항 
0520.3.1 적용범위
이 조항의 요구사항은 중간모멘트골조에 적용하여야한다.
0520.3.2 설계규정 적용을 위한 부재 분류
0520.3.2.1 계수축력이 을 초과하지 않는 부재
골조부재의 철근배치상세는 부재의 계수축력 가    이하이면 0520.3.4에 
따른다. 
0520.3.2.2 계수축력이 을 초과하는 부재
계수축력이    보다 큰 경우, 식(0506.4.1)에 따른 나선철근이 부재에 배근
되어 있지 않으면, 철근 배치상세는  0520.3.5에 따라야 한다. 
0520.3.2.3 보가 없는 2방향슬래브의 내진설계
보가 없는 2방향슬래브가 지진하중 에 저항하는 골조의 일부로 취급될 경우에는, 지진
하중에 의하여 유발된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철근 배치상세는 어느 경간 위치에서나 
0520.3.6을 따라야 한다.
0520.3.3 설계전단강도
0520.3.3.1 설계전단강도의 산정
지진에 저항하는 보, 기둥 및 2방향 슬래브의 설계전단강도는 다음 (1) 또는 
(2)의 규정을 만족시켜야한다.
(1) 순경간의 각 고정단에서 부재 공칭휨강도 값에 따라 계산된 전단력과 계수 

연직하중에 의한 전단력의 합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진설계기준의 설계용 하중조합에서 지진하중을 2배로 하여 계산한 최대 

전단력 이상이어야한다.
0520.3.4 보
0520.3.4.1 휨강도 제한사항
접합면에서의 정휨강도는 부휨강도의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부재의 
어느 위치에서나 정 또는 부휨강도는 양측 접합부의 접합면의 최대 휨강도의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0520.3.4.2 후프철근의 배치
보부재의 양단에서 지지부재의 내측 면부터 경간 중앙으로 향하여 보 깊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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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길이 구간에는 후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첫 번째 후프철근은 지지 부
재면부터 50mm 이내의 구간에 배치하여야 한다. 후프철근의 최대간격은 , 
감싸고 있는 종방향 철근의 최소 지름의 8배, 후프철근 지름의 24배, 300mm 
중, 가장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0520.3.4.3 스터럽의 배치
스터럽의 간격은 부재 전 길이에 걸쳐서  이하이어야 한다.
0520.3.5 기둥
0520.3.5.1 적용규정
기둥은 0505.5.2에 따라 나선철근을 배치하거나, 다음  0520.3.5.2, 
0520.3.5.3, 0520.3.5.4의 규정도 따라야한다. 0520.3.5.5는 모든 기둥에 적
용하여야 한다.
0520.3.5.2 휨항복 발생구간 내의 횡보강철근 간격
부재의 양단부에는 후프철근을 접합면부터 길이 구간에 걸쳐서   이내의 간격
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간격 는 후프철근이 감싸게 될 종방향 철근의 최소지
름의 8배, 띠철근 지름의 24배, 골조 부재 단면의 최소 치수의 1/2, 300mm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길이 는 부재의 순경간의 1/6, 
부재 단면의 최대 치수, 450mm 중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0520.3.5.3 첫 번째 후프철근의 위치
첫 번째 후프철근은 접합면으로부터 거리   이내에 있어야 한다.
0520.3.5.4 휨항복 발생구간 이외의 횡보강철근 간격
길이  이외의 구간에서 횡보강철근의 간격은 0505.5.2와 0507. 4.2(1)를 따라야 
한다.
0520.3.5.5 접합부 철근
접합부 철근은 0507.11.2에 따라야 한다.
0520.3.6 보가 없는 2방향슬래브
0520.3.6.1 슬래브 받침부에서 계수휨모멘트
슬래브 받침부에서 지진에 의한 계수휨모멘트는 식(0503.3.5)와 식
(0503.3.8)에 의한 조합하중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슬래브의 휨모멘트 
에 저항할 모든 철근은 0510.3.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열대 내에 배치하
여야 한다.
0520.3.6.2 슬래브 유효폭 내의 철근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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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단부의 접합부와 모서리 접합부에서 슬래브 유효폭은 기둥 표면에서 슬래브 경간에 
수직한 방향으로 보다 더 연장될 수 없다.
0520.3.6.3 받침부 주열대의 철근배치
받침부에서 주열대 내의 철근 중 1/2 이상은 기둥을 중심으로 슬래브의 유효
폭(  )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0520.3.6.4 주열대 상부철근의 연속
주열대 내 받침부의 상부철근 중 1/4 이상은 전체 경간에 걸쳐서 연속되어야 
한다.
0520.3.6.5 주열대내 하부 연속철근
주열대 내 하부 연속철근은 주열대 내 받침부의 상부철근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0520.3.6.6 경간 중앙부 하부철근의 연속
경간 중앙부의 모든 중간대 하부철근과 주열대 하부철근의 1/2 이상이 연속
되어야 하고, 0510.4.2(5)에서 규정된 받침면에서 설계기준항복강도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520.3.6.7 슬래브 불연속단 받침부의 철근정착
슬래브의 불연속단의 받침부에서의 상부 및 하부철근은 0510. 4.2.5에서 정
한 바와 같이 받침면에서 충분히 정착되어야 한다.
0520.3.6.8 계수중력하중의 제한
0507.12.1.3에서 규정된 기둥의 위험단면에서 계수중력하중에 의한 2방향 전
단력은  이하가 되어야 한다. 는 프리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부재의 경우 
0507.12.2.2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프리스트레스를 받는 부재의 경우는 
0507.12.2.3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진하중으로 인한 불균형휨모멘트가 
0507.12.7에서 산정한 불균형휨강도 의 1/2 이하라면 위의 요구사항은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0520.4 특수모멘트골조의 휨부재
0520.4.1 적용범위
0520.4.1.1 일반사항
0520.4의 규정은 지진력을 받고, 주로 휨을 받도록 설계된 특수모멘트골조 
부재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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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4.1.2 요구사항
이러한 골조부재는 다음의 규정도 만족시켜야 한다.
(1) 부재의 계수축력은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부재의 순경간이 유효깊이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3) 깊이에 대한 폭의 비가 0.3 이상이어야 한다.
(4) 부재의 폭은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5) 부재의 폭은 휨부재 축방향과 직각으로 잰 지지부재의 폭에 받침부 양 측

면으로 휨부재 깊이의 3/4을 더한 값보다 작아야 한다.
0520.4.2 축방향철근
0520.4.2.1 철근량 제한
0506.3.2(3)의 규정의 경우를 제외한 휨부재의 어떤 단면에서나 상부철근 및 
하부철근의 철근량은 식(0506.3.1)의 값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이상이
어야 한다. 그리고 철근비 는 0.025 이하이어야 한다. 상부와 하부에 최소한 
연속된 두 개의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0520.4.2.2 휨강도 제한
접합면에서 정모멘트에 대한 강도는 부모멘트에 대한 강도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재의 어느 위치에서나 정 또는 부모멘트에 대한 강도는 부재 양단 
접합면의 최대휨강도의 1/4 이상이어야 한다.
0520.4.2.3 휨철근의 겹침이음
휨철근의 겹침이음은 이음길이 부분에 후프철근이나 나선철근이 배치되어 있
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겹침이음 철근을 둘러싸는 횡방향 철근의 간격
은  이하, 또한 100mm 이하이어야 한다. 겹침이음은 접합부의 내부, 접합면
부터 부재 깊이의 배 이내의 거리구간, 구조해석에서 골조의 비탄성 횡변위에 
의한 휨항복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0520.4.2.4 기계적 이음과 용접이음
기계적이음은 0520.1.5.4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용접이음은 0520.1.5.5의 규
정을 따라야 한다.

0520.4.3 횡방향철근
0520.4.3.1 적용범위
골조부재의 다음 부분에는 후프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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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휨부재 양단의 받침부 면에서 경간의 중앙방향으로 잰 휨부재 깊이의 2배 
구간 

(2) 골조의 비탄성 횡변위로 인한 휨 항복이 일어날 수 있는 단면 좌우로 부재
깊이의 2배 이상의 거리 구간

0520.4.3.2 후프철근의 배근간격
첫 번째 후프철근은 지지부재의 면부터 50m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후프
철근의 최대간격은  , 축방향철근의 최소 지름의 8배, 후프철근지름의 24배, 
300mm 중 가장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520.4.3.3 후프철근의 횡방향지지
후프철근이 필요한 곳에서 후프철근으로 감싸인 축방향 철근은 
0505.5.2.3(3)에 따라 횡방향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0520.4.3.4 내진갈고리를 갖춘 스터럽 배치구간
후프철근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부재의 전 길이에 걸쳐서  이내의 간격으로 양단 내
진갈고리를 갖춘 스터럽을 배치하여야 한다.
0520.4.3.5 후프철근 배치구간
전단저항에 요구되는 스터럽이나 띠철근은 0520.4.3, 0520.5.4, 0520.6.2에 규정된 부재
의 길이에 걸쳐 후프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0520.4.3.6 휨부재의 후프철근 구성
휨부재의 후프철근은 2개의 철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즉 양단에 내진갈고리
를 갖는 스터럽과 연결철근으로 구성되는 폐쇄형 후프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축방향 철근과 접속되는 연속 연결철근은 휨부재의 반대측 면에 번갈
아 가며 90o 갈고리를 두어야 한다. 연결철근으로 고정되는 축방향 철근이 휨
부재의 한쪽 면에서만 슬래브로 구속되어 있으면 연결철근의 90o 갈고리는 
그 슬래브가 있는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

0520.4.4 전단강도 요구조건
0520.4.4.1 설계전단력
설계전단력 는 접합면 사이의 부재 부분에 대한 힘의 평형으로 결정되며 접
합면 즉 단부에 작용하는 예상강도 의 정 또는 부의 값과 경간을 따라 계수
중력하중이 재하되는 부재를 가정하여 구하여야 한다.
0520.4.4.2 콘크리트 전단기여도 제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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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4.3.1에서 정의한 길이에 걸친 횡방향철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발생하면   이라고 가정하여 전단력을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0520.4.4.1에 의해 계산된 지진하중에 의한 전단력이 이들 길이에 걸쳐 최

대 소요 전단강도의 1/2 이상일 때
(2) 지진하중의 영향을 고려한 계수축력이    이하일 때

0520.5 휨모멘트와 축력을 받는 특수모멘트골조의 부재
0520.5.1 적용범위
0520.5.1.1 적용대상
0520.5의 요구조건은 지진하중을 받고, 계수축력이   을 초과하는 특수모멘트골조 
부재에 적용하여야 한다.
0520.5.1.2 단면제한
이러한 골조부재는 다음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도심을 지나는 직선상에서 잰 최소 단면치수는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소 단면치수의 직각방향 치수에 대한 길이 비는 0.4 이상이어야 한다.
0520.5.2 기둥의 최소휨강도
0520.5.2.1 기둥의 휨강도 요구규정
  을 초과하는 계수축력을 받는 기둥의 휨강도는 0520.5.2.2 또는 
0520.5.2.3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0520.5.2.2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둥의 
횡방향 강도와 강성은 구조물의 강도와 강성 계산에서 무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0520.2의 규정은 만족시켜야 한다.
0520.5.2.2 기둥의 휨강도 산정
기둥의 휨강도는 식(0520.5.1)을 만족하여야 한다.

 ≥  (0520.5.1)
여기서, 는 접합부의 접합면에서 그 접합부에 연결된 기둥의 설계용 휨강도

의 합이다. 기둥의 휨강도는 고려되는 횡력 방향에 일치되게 계수축력을 
감안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최소 휨강도이어야 한다. 는 접
합부의 접합면에서 그 접합부에 연결된 보의 설계휨강도의 총합이다. 슬래
브와 일체화되어 휨에 저항하는 T형보의 휨강도는 0503.4.8에 규정된 슬
래브 유효폭 내에 있는 슬래브 철근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0520.5.2.3 기둥의 휨모멘트의 방향성

- 429 -

휨강도는 기둥의 모멘트가 보의 모멘트와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하
여 합산한다. 식(0520.5.1)은 고려되는 골조의 수직평면 내에서 양 방향으로 
작용하는 보의 휨모멘트에 대해서 만족되어야 한다.
0520.5.2.4 접합부의 횡방향 철근보강
접합부에서 0520.5.2.2가 만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접합부의 반력을 받는 
기둥은 전체 높이에 대해서 0520.5.4.1에서 0520.5.4.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횡방향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0520.5.3 축방향 철근
0520.5.3.1 철근비 제한
철근비 는 0.01 이상, 0.06 이하이어야 한다.
0520.5.3.2 철근이음
기계적이음은 0520.1.5.4에 따라야 하며, 용접이음은 0520.1.5.5에 따라야 한
다. 겹침이음은 부재의 중앙부에서 부재길이 1/2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인장
이음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0520.5.4.2와 0520.5.4.3의 규정을 따르는 횡방향철근
으로 둘러싸야 한다.

0520.5.4 횡방향철근
0520.5.4.1 횡보강철근 상세
0520.5.3.2 또는 0520.5.5에 의해 더 많은 철근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횡보강철근은 
다음의 (1)에서 (5)까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나선 또는 원형후프철근의 용적철근비 는 식(0520.5.2)로 결정된 값 이상으

로 하여야 하며, 또한 식(0506.4.1)으로 계산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0520.5.2)

(2) 사각형 후프철근의 전체 단면적은 식(0520.5.3)과 식(0520.5.4)로 계산되
는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0520.5.3)
   (0520.5.4)

(3) 횡방향 철근은 단일 후프철근 또는 겹침후프철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후프철근과 같은 굵기와 간격으로 된 연결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연결철
근의 끝은 외곽의 축방향 철근에 고정되어야 한.고, 연속 연결철근은 축방향 
철근을 따라 끝이 교대로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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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재심부의 설계강도가 지진력을 포함하는 설계하중의 조합으로 계산되는 
강도 이상이면 식(0520.5.3)과 식(0506.4.1)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5) 횡방향 철근의 외부에 위치하여 구속되지 않은 외부 콘크리트의 두께가 100mm를 초과
하면, 횡방향철근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추가적인 횡방향 철근에 대하
여, 피복두께는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간격은 300 m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0520.5.4.2 횡방향 철근간격
횡방향 철근간격은 부재의 최소 단면치수의 1/4, 축방향 철근 지름의 6배, 또
한 식(0520.5.5)에 규정한   중 가장 작은 값 이하로 한다.

＝    (0520.5.5)
여기서, 값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100 mm 이상일 필요는 없다. 
0520.5.4.3 연결철근이나 겹침후프철근 간격제한
연결철근이나 겹침후프철근은 부재의 단면 내에서 중심간격이 350 mm 이내
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0520.5.4.4 휨항복 발생구간
골조의 각 접합면에서부터   길이의 구간에 0520.5.4.1에서 0520.5.4.3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양의 횡방향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 골조의 비탄성 횡변위에 
의한 휨 항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면 좌우 양쪽에도 이와 같이 한다. 
는 부재 접합면 또는 휨 항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면의 깊이, 부재 순경
간의 1/6, 450mm 중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0520.5.4.5 불연속 강성부재를 지지하는 기둥
기둥이 벽체와 같이 불연속적으로 강성이 큰 부재의 반력을 지지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지진력에 의한 부재의 계수축력이 ()를 초과하는 경우, 불연속이 되는 

곳까지 전 높이에 걸쳐서 위 0520.5.4.1, 0520.5.4.2, 0520.5.4.3의 규정에 따
라 횡보강하여야 한다. 

(2) 횡보강철근은 최소한 가장 굵은 축방향 철근의 정착길이만큼 불연속 부재
의 내부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축방향 철근의 정착길이는 0506.4의 규정
에 의해 정해진다. 기둥의 하단이 벽체 위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 0520.5.4.1, 
0520.5.4.2, 0520.5.4.3에 의한 횡방향 철근은 기둥이 끝나는 점에서 최대 축
방향 철근의 정착구간까지 벽체 속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기둥이 일반 기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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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기초 위에 끝날 경우는 0520.5.4.1, 0520.5.4.2, 0520.5.4.3의 규정에 의
해 결정되는 횡방향 철근은 일반 기초나 전면기초 내 최소한 300 mm의 구간
까지 배치되어야 한다.

0520.5.4.6 횡방향철근 최소배근간격
0520.5.4.1, 0520.5.4.2, 0520.5.4.3에 따라 결정되는 횡방향철근이 기둥의 
전 길이에 걸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횡방향철근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중심간격이 축방향 철근 지름의 6배 이하, 또한 150mm 이하인 나선철근
이나 후프철근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0520.5.5 전단강도 요구 사항
0520.5.5.1 설계전단력
설계전단력 는 부재 각 단부의 접합부 면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전단력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접합면의 힘은 부재의 계수축력을 고려한 예상 최대 휨강도 
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접합부에 연결된 횡부재의 예상최대휨강도 에 근
거한 접합부 강도에 의해 계산된 전단력보다 클 필요가 없으나 어떤 경우에도 
는 구조물 해석에 의하여 구한 계수전단력 이상이어야 한다.
0520.5.5.2 콘크리트 전단기여도 제외 규정
0520.5.4.4에서 정의된 에 대한 횡방향철근은 다음 (1)과 (2)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으로 보고 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0520.5.5.1에 의해 계산된 지진하중에 의한 전단력이 그 길이에서 최대 소

요전단강도의 1/2 이상인 경우
(2) 지진하중에 의한 계수축력이 보다 작은 경우

0520.6 특수모멘트골조의 접합부
0520.6.1 일반사항
0520.6.1.1 휨인장철근 설계응력
접합면에서 보의 종방향 철근의 작용력은 휨인장철근의 응력을 라고 가정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0520.6.1.2 접합부의 강도
접합부의 강도는 0503.3.3에 규정된 해당 강도감소계수 값에 의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0520.6.1.3 보의 종방향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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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속에서 끝나는 보의 종방향 철근은 횡보강된 기둥 심부의 반대 면까지 
연장시켜야 하며, 인장력을 받는 경우 0520.6.4에 따르고, 압축력을 받는 경
우 0508을 따라야 한다.
0520.6.1.4 기둥단면 요구사항
보의 종방향 철근이 보-기둥 접합부를 통과하여 연장되는 경우에 보의 종방
향 철근에 평행한 기둥 변의 길이 는 보통중량콘크리트인 경우 식 (0520.6.1)
을 만족하여야 한다. 
 ≤ MPa에 대하여, 


≥  (0520.6.1a)

  MPa에 대하여, 

≥  (0520.6.1b)

경량콘크리트인 경우는 식 (0520.6.2)를 만족하여야 한다.



≥ 


≥  (0520.6.2)

0520.6.2 횡방향철근
0520.6.2.1 적용범위
0520.6.2.2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접합부가 구조 부재로 구속되어 있지 않으
면 0520.5.4에 따르는 횡방향후프철근을 접합부 내에 두어야 한다.
0520.6.2.2 4면 보 구속형 접합부의 횡방향철근 배치
기둥의 접합부 4면에 보부재가 연결되어 각 부재 폭이 기둥폭의 3/4 이상일 
때, 가장 깊이가 작은 부재의 깊이만큼 구간 내에서는 0520.5.4.1에 규정된 
철근량의 1/2 이상의 횡방향 철근만을 배치할 수 있다. 이들 위치에서는 
0520.5.4.2에 규정된 횡방향철근의 간격을 150mm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0520.6.2.3 4면 보 구속형이 아닌 접합부의 횡방향철근 배치
기둥 심부 외측에 있는 보의 종방향 철근이 그 접합부에 인입되는 다른 보에 
의해 구속되어 있지 않을 때는 0520.5.4에 따라 필요한 횡방향 철근을 접합
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0520.6.3 전단강도
0520.6.3.1 접합부의 공칭전단강도
접합부의 공칭전단강도는 보통중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다음 값을 
초과할 수 없다.
(1) 4면이 구속된 접합부의 경우  

(2) 3면 또는 서로 반대방향의 2면이 구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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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의 경우  

각 접합면의 3/4이 인입되는 부재와 접합되어 있으면 그 면은 구속되어 있다
고 보며, 이러한 부재가 접합부의 모든 면으로 인입될 때 그 접합부는 구속되
어 있다고 본다.
0520.6.3.2 경량콘크리트 접합부의 공칭전단강도
경량콘크리트에서 접합부의 공칭전단강도는 0520.6.3.1에 규정된 값의 3/4을 
초과할 수 없다.
0520.6.4 인장철근의 정착길이
0520.6.4.1 보통중량콘크리트
보통중량콘크리트에서 90°표준갈고리가 있는 철근의 정착길이 는 D6에서 
D35까지의 철근의 경우   이상, 150mm 이상 또한 식(0520.6.3)에서 규정된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0520.6.3)
경량콘크리트에서 90°표준갈고리를 갖는 철근의 정착길이는  이상, 190mm 
이상 또한 식(0520.6.3)으로 규정된 값의 1.25배 이상이어야 한다. 90°갈고리는 
기둥이나 경계부재의 횡구속된 콘크리트 내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0520.6.4.2 직선철근의 정착길이
D6에서 D35까지의 철근에서 직선철근의 정착길이 는 철근 하부에 한 번에 친 
콘크리트의 깊이가 300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0520.6.4.1에 규정된 길
이의 2.5배 이상, 철근 하부에 한번에 친 콘크리트의 깊이가 30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0520.6.4.1에 규정된 길이의 3.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0520.6.4.3 접합부 내의 직선철근
접합부에서 끝나는 직선철근은 기둥이나 경계부재의 횡구속된 심부를 완전히 
가로질러야 한다. 횡구속된 심부에 걸쳐 있지 않은 부분의 매입정착길이는 
1.6배 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0520.6.4.4 에폭시도막 철근의 정착길이
에폭시 도막 철근이 사용된 경우, 0520.6.4.1에서 0520.6.4.3까지 기술된 정착길이는 
0508.2.2에 규정된 계수값을 곱하여야 한다.
0520.7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와 연결보
0520.7.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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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 규정된 요구사항은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는 특수철근콘크
리트 구조벽체와 연결보에 적용하여야 한다.
0520.7.2 철근
0520.7.2.1 구조벽체의 철근비
구조벽체의 철근비 와 는 0.002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설계전단력이
  이하이면, 구조벽체의 최소철근은 0511.3에 따라 감소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구조벽체 각 방향의 철근간격은 450mm 이하이어야 하며, 전단보강을 위
한 철근은 전단벽에 연속적으로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0520.7.2.2 2단 배근 배치규정
벽체에 작용하는 면내계수전단력이  를 초과하면 철근은 적어도 2단 배
근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0520.7.2.3 연속철근의 이음과 정착
구조벽체의 모든 연속철근의 이음과 정착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0508.5.1
의 인장을 받는 철근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0508.5.1(2)에서 유효깊이 는 를 사용할 수 있다. 
(2) 0508.5.2, 0508.5.3, 0508.5.4의 규정은 적용될 필요가 없다. 
(3) 횡하중에 의해 발생한 변위에 대하여 철근의 항복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철

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를 1.25배 하여 정착길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4) 기계적이음과 용접이음은 0520.1.5.4과 0520.1.5.5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0520.7.3 설계작용력
계수전단력 는 계수하중과 하중조합에 따라 횡하중 해석으로 구하여야 한다.
0520.7.4 전단강도
0520.7.4.1 구조벽체의 공칭전단강도
구조벽체의 공칭전단강도는 식(0520.7.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0520.7.1)
여기서, 계수 의 값은   ≤ 일 때 1/4,    ≥ 일 때 1/6이고, 

 ≤   ≤ 일 때는 1/4와 1/6을 선형보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0520.7.4.2 부분벽 또는 부분격막의  

0520.7.4.1에서 부분벽 또는 부분격막의 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 
값으로 전체 벽체의 값과 고려하는 부분벽의 값 중 더 큰 값을 사용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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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7.4.3 전단철근의 2방향 배근
벽체는 면내전단저항력을 갖기 위하여 전단철근을 2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한
다.  비가 2.0을 초과하지 않으면, 철근비 는  이상이어야 한다.
0520.7.4.4 횡방향력을 같이 부담하는 벽기둥의 공칭전단강도
한 횡방향력을 같이 부담하는 모든 벽기둥의 전단강도는 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는 전체 단면적이다. 개개의 벽체기둥의 공칭전단강도는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고려하는 벽기둥의 단면적을 나타낸
다.
0520.7.4.5 수평부분벽과 연결보의 공칭전단강도
수평부분벽과 연결보의 공칭전단강도는  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는 수평부분벽 또는 연결보의 단면적을 나타낸다.
0520.7.5 휨모멘트와 축력에 대한 설계
0520.7.5.1 일반사항
축력과 휨모멘트의 지배를 받는 구조벽체와 그의 부분벽은 0506. 2.1과 
0506.2.2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0506.2.1.2의 비선형변형률 요구사
항과 0506.2.2(5)는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플랜지폭 내의 종방향 철근과 콘
크리트, 경계요소, 그리고 벽체복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구부의 효과
도 고려하여야 한다.  
0520.7.5.2 단면의 유효플랜지 길이
더 정밀한 해석을 수행하지 않는 한, 플랜지를 갖는 단면의 유효플랜지는 복
부면부터 인접 벽체복부까지 거리의 1/2과 벽 전체 높이의 1/4 중 작은 값으
로 한다.
0520.7.6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경계요소
0520.7.6.1 일반사항
구조벽체 단부에 특수경계요소가 필요한지 여부는 다음 0520.7.6.2 또는 
0520.7.6.3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0520.7.6.4와 0520.7.6.5의 요구
사항 또한 만족하여야 한다.
0520.7.6.2 특수경계요소 설계
이 절은 벽체단면이 기초에서 지붕 최상단까지 효과적으로 연속되고 휨모멘
트와 축력에 대해 1개 소의 위험단면을 갖도록 설계된 벽체 및 벽기둥에 적
용하고, 아래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벽체는 0520.7.6.3에 따라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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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1) 다음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 압축영역은 특수경계요소로 설계하여야 한다.

 ≥ 

 (0520.7.2)

여기서, 는 0.007 이상이어야 한다. 
(2) (1)에 의해 특수경계요소가 요구되는 경우, 특수경계요소 보강은 위험단면

부터 연직방향으로  와    중 큰 값 이상의 거리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0520.7.6.3 특수경계요소 대체설계
벽체를 0520.7.6.2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하지 않을 경우 벽체의 경계 부위 
혹은 개구부 연단에  이상의 응력이 발생하면 그 부위에 특수경계요소를 두
어야 하고, 압축응력이 보다 작아지는 위치에서 이 특수경계요소를 끝낼 
수 있다. 이 경우 응력은 선형탄성 모델 및 비균열 단면에 대해 계수하중을 적
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때 플랜지가 있는 벽체의 경우 유효플랜지폭은 복부 
면부터 인접 벽체의 복부까지 거리의 1/2 또는 벽체높이의 1/4 중 작은 값을 
취하여야 한다. 
0520.7.6.4 특수경계요소의 요구상세
0520.7.6.2 또는 0520.7.6.3에 의해 요구되는 특수 경계요소는 (1)부터 (6)
까지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경계요소의 범위는 압축단부에서  와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플랜지를 가진 벽체의 경우 경계요소는 압축을 받는 유효플랜지 부분뿐만 아니라 복

부 쪽으로 적어도 300mm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특수경계요소의 횡방향 철근은 0520.5.4.1부터 0520.5.4.3까지의 요구사항

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만, 식(0520.5.3)은 만족시킬 필요가 없고, 횡방향 철
근 간격은 부재의 최소 단면치수의 1/3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0520.5.4.1(3)에 따른 횡방향 철근은 벽체 최외단부를 감싸는 폐쇄형 후프 
형태로서, 경계요소 설치구간을 넘어 벽체복부 안으로 철근의 정착길이만큼 
연장된 U형 스터럽과 연결철근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경계요소에 있는 가장 큰주철근의 인장 정착길이 만큼 횡방향 철근이 받침
부 내부로 배치되어야 한다. 다만, 특수경계요소가 기초판 또는 전면기초와 
만날 때는 그 안쪽으로 적어도 300mm 정착시켜야 한다.

(5) 벽체 복부의 수평철근은 항복강도 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경계요소의 코어 
내부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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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계요소의 종방향철근의 기계적이음은 0520.1.5.4에 따라야 하며, 경계요소의 종방
향철근의 용접이음은 0520.1.5.5에 따라야 한다.

0520.7.6.5 특수경계요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0520.7.6.2와 0520.7.6.3에 의한 특수경계요소가 요구되지 않을 때는 아래 
(1)과 (2)를 만족시켜야 한다.
(1) 벽체 경계 부분에서 종방향 철근비가 보다 크다면, 경계부분의 횡방향철

근은 0520.5.4.1 (3), 0520.5.4.3과 0520.7.6.4(1)을 만족하여야 한다. 경계부분
에서 횡방향 철근의 길이방향 간격은 200mm 이내이어야 한다.

(2) 벽체의 면내 계수전단력 가  보다 작을 때를 제외하고, 경계요소가 
없는 구조벽체의 연단에서는 수직연단철근을 수평철근의 표준갈고리를 사용하여 감
싸주거나 수평철근과 같은 지름과 간격으로 된 U형 스터럽으로 이어 감싸주어야 한다. 

0520.7.6.6 철근의 이음
경계요소의 종방향 철근의 용접과 기계적이음은 0520.1.5.4과 0520.1.5.5을 
만족하여야 한다.
0520.7.7 연결보
0520.7.7.1 세장비   ≥ 인 연결보
세장비   ≥ 인 연결보는 0520.4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연결보가 
해석에 의해 횡좌굴에 대한 적절한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면 0520.4.1.2(3)과 
0520.4.1.2(4)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0520.7.7.2 세장비 ＜ 인 연결보
세장비 ＜ 인 연결보는 경간 중앙에 대칭인 대각선 다발철근으로 보강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만약 대각선 다발철근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대체공법을 
사용할 경우 0211의 대안실험 절차에 따라 성능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0520.7.7.3 대각선 다발철근 설계
연결보의 강성 또는 강도의 감소로 인해 구조물의 수직하중 전달능력, 구조물
에서의 거주자의 탈출, 구조물에 대한 비구조요소와 그 접합부의 일체성 등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세장비가 ＜ 이고 계수전단력
이    인 연결보는 경간 중앙에 대하여 대칭인 대각선철근묶음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 대각선 다발철근은 연결보의 공칭휨강도에 기여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0520.7.7.4 대각선 다발철근의 요구상세



- 438 -

경간 중앙에 대해 대칭 형태인 대각형태로 배치된 연결보는 다음(1)과 (2)를 만족시키
고 (3) 또는 (4)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1) 대각선 다발철근은 최소한 4개의 철근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대각선 철

근은 벽체 안으로 인장에 대해 정착시켜야 한다. 다만, 철근 항복강도에 대한 
정착길이의 1.25배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공칭전단강도 은 식 (0520.7.3.)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sin ≤   (0520.7.3.)

(3) 대각선철근은 0520.5.4.1, 0520.5.4.2, 0520.5.4.3의 규정과 식 
(0520.5.5)을 만족하는 횡철근으로 감싸주어야 한다. 또한 횡철근 간격은 철
근 지름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식(0506.4.1)과 식(0520.5.3)에서 사용되
는 를 계산하기 위해서 대각으로 배치된 각 다발철근의 4개 면은 0505.4에서 
요구되는 최소 콘크리트 피복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대각선철근을 감싸는 횡철
근의 외단에서 외단까지의 거리는 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상이어야 하고, 
보 면내에서는 대각선철근에 대한 수직방향으로  이상이어야 한다. 연결보의 종
방향에 대한 횡방향 또는 평행철근은 각 방향으로 철근의 면적이  이상이어야 하고, 
간격은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4) 0520.5.4.1과 0520.5.4.3을 만족시키는 보 단면에 대하여 횡보강근 간격은 
150mm와 대각선 철근 직경의 6배 중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하며, 수직 및 수
평방향으로 각각 20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결철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연결철근과 횡보강근의 갈고리는 동등이상의 직경인 축방향 철근에 연결되어
야 하며 기계적 정착철근을 연결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0520.4.3.6에 정의
된 횡방향 철근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

0520.7.8 시공줄눈
벽체의 모든 시공줄눈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규정을 만족하고, 접합면은 
0507.7.3.(1)에 따라 거칠게 하여야 한다.
0520.7.9 불연속벽체
기둥이 지지하는 불연속벽체의 철근은 0520.5.4.5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0520.8 구조격막과 트러스
0520.8.1 적용범위
지진력을 전달하는 구조격막으로 바닥과 지붕 슬래브는 이 규정에 따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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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이 절의 규정은 횡력저항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하는 트러스와 지
진으로 발생하는 하중을 전달하는 버팀부재, 연결부재, 현부재 및 수집부재에 
적용하여야 한다. 
0520.8.2 현장치기 복합-덧치기 슬래브 격막
덧치기 슬래브를 철근으로 보강하고, 연결부가 현부재, 수집부재, 그리고 횡력저항 시
스템에 하중을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바닥 또
는 지붕 현장치기 복합 덧치기 슬래브는 격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덧치기를 할 때 
기존 콘크리트 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거칠게 하여야 한
다.

0520.8.3 현장치기 덧치기 슬래브 격막
현장치기 덧치기 슬래브를 독자적으로 설계지진력에 저항하도록 설계하면 덧
치기 슬래브와 프리캐스트 바닥 요소와의 복합작용은 요구되지 않는다.
0520.8.4 격막의 최소두께
0520.8.4.1 콘크리트 슬래브와 복합덧치기 슬래브
지진력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조격막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복합 덧치
기 슬래브의 두께는 50mm 이상이어야 한다.
0520.8.4.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바닥 또는 지붕 현장치기 슬래브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바닥 또는 지붕의 덧치기 슬래브로서 구조격막으로는 작
용하지만 지진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와의 복합성능
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의 슬래브두께는 65mm 이상이어야 한다.

0520.8.5 철근
0520.8.5.1 최소철근비
구조격막에 대한 최소철근비는 0505.7을 따라야 한다. 포스트텐션이 되지 않
은 바닥이나 지붕 시스템의 철근 간격은 각 방향으로 450mm 이하이어야 한
다. 프리캐스트 바닥과 지붕의 덧치기 슬래브에서 전단력을 저항하도록 용접
철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부재의 경간에 평행한 철선의 간격은 
250mm 이상이어야 한다. 전단강도를 위하여 배치된 철근은 연속이어야 하고 
전체 단면에 대하여 균등하게 분포시켜야 한다.
0520.8.5.2 격막의 현부재 또는 수집부재의 보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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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막의 현부재 또는 수집부재에서 주 보강근으로 사용된 부착 긴장재는 설계
지진력에 의한 응력이 420MPa를 초과하지 않도록 크기 및 배치를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지진 하중경로가 확보된다면, 비부착 긴장재에 의해 발생하는 사
전 압축은 격막 설계력을 저항하는데 허용될 수 있다.
0520.8.5.3 구조 트러스부재, 버팀부재, 연결부재, 격막의 현부재 및 
수집부재의 요구상세
구조트러스부재, 버팀부재, 연결부재, 격막의 현부재 및 수집부재는 임의의 단
면에서 를 초과하는 압축응력을 받을 때 부재의 전 길이에 걸쳐서 
0520.5.4.1, 0520.5.4.2, 0520.5.4.3의 규정에 의한 특수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
여야 한다. 특수 횡방향 철근은 압축응력이  미만으로 계산되는 위치에서 
중단할 수 있다. 압축응력은 구조부재의 전 단면을 고려한 선형 탄성 모델에 의
해 계수하중에 대해 계산하여야 한다.
0520.8.5.4 연속철근의 이음과 정착
격막, 트러스, 버팀부재, 연결부재, 현부재 및 수집부재 등의 모든 연속철근은 
0520.6.4의 인장철근의 규정에 따라 이음 또는 정착시켜야 한다.
0520.8.5.5 수직 요소의 철근의 이음
격막과 횡력저항시스템의 수직 요소 사이에 하중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계적이음
을 사용할 때는 0520.1.5.4(1)의 유형 2의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0520.8.6 설계하중
구조격막에 대한 지진설계력은 설계하중조합에 따른 횡력해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0520.8.7 전단강도
0520.8.7.1 구조 격막의 공칭전단강도
구조 격막의 공칭전단강도 은 식(0520.8.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0520.8.1)

0520.8.7.2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바닥 또는 현장치기 복합-덧치기 슬래브 
격막의 공칭전단강도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바닥 또는 지붕 현장치기 복합-덧치기 슬래브 격막과 현
장치기 복합-덧치기 슬래브 격막의 공칭전단강도 은 식(0520.8.2)의 값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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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
    (0520.8.2)

여기서, 는 덧치기 슬래브의 두께에 근거한 값이다. 필요한 복부 보강근은 격막의 전
단면에 양 방향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0520.8.7.3 공칭전단강도의 제한
공칭전단강도는  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는 격막의 전체단면적
이다.

0520.8.8 구조격막의 경계요소
0520.8.8.1 일반사항
구조격막의 경계요소는 격막 면내에 작용하는 계수축력과 그 단면의 계수휨
모멘트를 단면에서 격막의 경계 요소 사이의 거리로 나눈 값의 합력을 저항
할 수 있도록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
0520.8.8.2 철근의 이음
모든 격막의 경계요소 및 수집부재의 인장철근 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
강도를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적이음과 용접이음은 각각 0520.1.5.4과 
0520.1.5.5을 따라야 한다.
0520.8.8.3 이음과 정착부위의 요구상세
이음과 정착 부위에서 현부재와 수집부재의 주철근은 다음 중 하나를 확보하
여야 한다.
(1) 축방향 주철근 지름의 3배 이상, 또한 40mm 이상인 최소 중심간 거리와 

축방향 주철근 지름의 2.5배 이상 또한 50mm 이상인 최소 콘크리트 피복두
께

(2) 0520.8.5.3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0507.4.3.3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철근 
0520.8.9 시공줄눈
벽체의 모든 시공줄눈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접합면은 
0507.7.3.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거칠게 하여야 한다. 

0520.9 기초
0520.9.1 적용범위
지진하중을 저항하거나 구조체와 지반 사이에 지진하중을 전달하는 기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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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9의 조항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다른 기준도 따라야 한다.
0520.9.2 기초판, 전면기초 및 말뚝캡
0520.9.2.1 일반사항
지진하중에 저항하는 기둥과 구조벽체의 축방향철근은 기초판, 전면기초 또는 
말뚝캡까지 연장되어야 하며, 접합면에서 인장에 대하여 충분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0520.9.2.2 기초에서 고정단으로 가정되어 설계된 기둥
기초에서 고정단으로 가정되어 설계된 기둥은 0520.9.2.1을 따라야 한다. 표
준갈고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종방향 철근의 끝단이 기
둥의 중심을 향하도록 하여 기초의 밑면에서 90° 표준갈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0520.9.2.3 기초깊이의 1/2 이내에 연단이 있는 특수철근콘크리트구조벽체의 
기둥 또는 경계요소
기초의 연단부터 기초깊이의 1/2 이내에 연단이 있는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
벽체의 기둥 또는 경계요소는 0520.5.4에 따라 기초의 상단 아래로 횡방향 
철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철근은 기초판, 전면기초 또는 말뚝캡으로 연장
되어야 하며, 인장력에 대해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하여야 한다.
0520.9.2.4 양압력이 발생하는 부위의 부재
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의 경계요소 또는 기둥에서 지진의 영향으로 양압
력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휨철근이 기초, 전면기
초, 말뚝캡의 상부에 배치되어야 하며, 이 휨철근은 0506.3.2의 규정을 만족
하여야 한다.
0520.9.2.5 기초와 지하실 벽체의 무근콘크리트 사용
기초와 지하실 벽체의 무근콘크리트 사용은 0519를 참조하여야 한다.
0520.9.3 지중보와 지면 슬래브 
0520.9.3.1 지중보의 종방향철근의 정착
말뚝캡 또는 기초 사이를 수평 연결재로서 거동하도록 설계되는 지중보는 연
속적인 종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철근은 지지기둥 내에, 또는 통과
하여 정착길이가 확보되어야 하며, 모든 불연속에서 말뚝캡 또는 기초 내에 
정착되어야 한다.
0520.9.3.2 지중보의 단면치수와 폐쇄형 띠철근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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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캡 또는 기초사이를 수평연결재로서 거동하도록 설계되는 지중보의 최소 
단면 치수는 연결된 기둥의 순경간을 20으로 나눈 값 이상이어야 하나, 
450mm보다 클 필요는 없다. 폐쇄띠철근의 간격은 직교된 단면 중 작은 치수
의 1/2 이하 또한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0520.9.3.3 휨모멘트를 전달받는 지중보
횡저항 시스템의 일부인 기둥에서 휨모멘트를 전달받는 전면기초의 일부인 
보와 지중보는 0520.4을 따라야 한다.
0520.9.3.4 지진력을 저항하는 지면슬래브
횡저항 시스템의 일부인 벽체나 기둥에서 전달되는 지진력을 저항하는 지면
슬래브는 0520.8의 구조격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구조도면은 지면 슬래브
가 구조격막이며 횡저항 시스템임을 명확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0520.9.4 말뚝, 교각 및 케이슨
0520.9.4.1 적용범위
이 절은 내진설계된 구조물을 지지하는 콘크리트말뚝, 교각 및 케이슨에 적용
하여야 한다.
0520.9.4.2 인장력에 저항하는 말뚝, 교각 및 케이슨
인장력에 저항하는 말뚝, 교각  및 케이슨은 설계인장력을 저항하는 전 구간
에 걸쳐 연속적인 종방향 철근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방향 철근은 말뚝캡 내
부의 인장력을 지지 구조 부재에 전달할 수 있는 상세를 가져야 한다.
0520.9.4.3 인장력이 말뚝의 상단에 설치된 보강근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
지진에 의하여 발생된 인장력이 말뚝캡 또는 전면기초와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말뚝 사이에서 말뚝의 상단에 설치된 보강근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에 그라우
트 시스템은 최소한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0520.9.4.4 말뚝, 교각  및 케이슨의 철근배근상세
말뚝, 교각  및 케이슨은 아래의 (1)와 (2)의 위치에서 0520.5.4를 따라 횡
방향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부재 상단에서 단면 치수의 최소 5배, 그러나 말뚝캡의 밑면에서 2m 이상

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재의 상부 
(2) 횡지지를 제공할 수 없는 토질 또는 공기 중과 수중에 노출된 말뚝의 경우, 전체 비지

지길이에 (1)에서 요구하는 길이를 더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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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9.4.5 프리캐스트 항타말뚝
프리캐스트콘크리트 항타말뚝의 경우, 횡철근의 구간은 말뚝단부의 높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횡방향 철근의 배근 구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0520.9.4.6 낮고 폭이 넓은 내력벽체를 지지하는 기초의 콘크리트 말뚝, 피어 
및 케이슨
1개 층 또는 2개 층의 낮고 폭이 넓은 내력벽체를 지지하는 기초의 콘크리트
말뚝, 교각 및 케이슨은 0520.9.4.4와 0520.9.4.5의 횡철근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지 않아도 된다.
0520.9.4.7 항타말뚝을 통합한 말뚝캡
경사말뚝을 포함한 말뚝캡은 항타 경사말뚝을 단주로 가정할 때의 압축강도
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횡력을 제공할 수 없는 토질 또는 공기와 수
중에 노출된 말뚝의 구간에 대해서 항타말뚝의 세장비효과를 고려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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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조적식 구조
0601 일반사항
0601.1 적용범위
이 장은 조적식 구조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재료, 설계, 품질관
리 등 이와 관련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조적식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한
다.
0601.2 구조설계법
일반 조적식구조는 다음 3가지 설계법 중 어느 한 규정을 따른다.
0601.2.1 허용응력설계
허용응력설계는 0603절의 설계일반사항과 0604절의 허용응력설계법을 따른
다.
0601.2.2 강도설계
강도설계는 0603절의 설계일반사항과 0605절의 강도설계법을 따른다.
0601.2.3 경험적설계
경험적설계는 0603절의 설계일반사항과 0606절의 경험적설계법을 따른다.
0601.3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로줄눈：조적단위가 놓인 수평적인 모르타르 접합부
가로줄눈면적：가로줄눈에서 모르타르와 접한 조적단위의 표면적
겹：두께방향으로 단위 조적개체로 구성된 벽체
공칭치수：규정된 부재의 치수에 부재가 놓이는 접합부의 두께를 더한 치수
그라우트：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
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
리트
기준치수：조적조, 조적단위, 접합부와 다른 구조요소의 시공과 제작을 위해 

규정된 치수
대린벽：한 내력벽에 직각으로 교차하는 벽
면살 또는 살：조적을 쌓기 위한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보강기둥：보강재와 조적체가 모두 압축력을 받는 수직부재
보강조적：보강근이 조적체와 결합하여 외력에 저항하는 조적시공형태
블록의 공동：전체 공동단면적이 967mm2보다 큰 빈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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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전단면적：블록의 수평면의 외곽 4변 안에 있는 면적, 즉 속이 빈 공간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

비보강기둥：두께에 수직이 되는 수평치수가 두께의 3배를 넘지 않는 수직구
조부재

세로줄눈：수직으로 평면을 교차하는 모르타르 접합부
속빈단위조적개체：중심공간, 미세공간 또는 깊은 홈을 가진 공간에 평행한 
평면의 순단면적이 같은 평면에서 측정한 전단면적의 75%보다 적은 조적단
위
속찬단위조적개체：중심공간, 미세공간 또는 깊은 홈을 가진 공간에 평행한 

평면의 순단면적이 같은 평면에서 측정한 전단면적의 75% 이상인 조적단
위

순단면적：전단면적에서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을 뺀 면적
실제치수：규정된 부재의 실측치수
유효보강면적：보강면적에 유효면적방향과 보강면과의 사이각의 코사인값을 

곱한 값
조적개체：규정한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벽돌, 타일, 석재, 유리블록 또는 콘크

리트블록
테두리보：조적조에 보강근으로 보강된 수평부재
프리즘：그라우트 또는 모르타르가 포함된 단위조적의 개체로 조적조의 성질

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체
환산단면적：기준 물질과의 탄성비의 비례에 근거한 등가면적

0601.4 주요기호
：등가응력블록의 깊이(mm)
：앵커볼트의 단면적(mm2)
：조적조의 유효단면적(mm2)
：벽의 전체단면적(mm2)
：벽 격자접합부에 설치된 특정 가로철근의 전체면적(mm2)
：벽두께와 전단력이 작용하는 방향의 단면의 길이를 경계로 하는 조적단면

의 순면적(mm2)
：조적조에 삽입되어 묻힌 앵커볼트에 의한 콘크리트 깔때기형태의 원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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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2)
：기둥이나 휨부재의 철근의 유효단면적(mm2)
：철근의 유효단면적(mm2)
：중심공간을 구속하는 직사각형 이음철근의 전체단면적(mm2)
：길이방향철근에 직교하는 전단보강근의 면적(mm2)
′：휨부재의 압축철근의 유효단면적(mm2)
：직사각형부재나 T형 또는 I형 단면의 플랜지의 폭(mm)
：앵커볼트의 공칭전단력(N) 
：앵커볼트에 의해 지지되는 계수전단력(N)
：앵커볼트의 허용인장력(N)
：앵커볼트에 작용하는 계산된 인장력(N)
 ：앵커볼트의 공칭인장력(N)
 ：앵커볼트에 의해 지지되는 계수인장력(N)
：앵커볼트의 허용전단력(N)
：앵커볼트에 작용하는 계산된 전단력(N)
′：T형이나 I형 단면의 복부의 폭(mm)
：중립축에서 부재연단까지의 거리(mm)
：공칭전단강도계수
：고정하중 또는 고정하중으로 발생하는 부재의 응력
：휨부재의 압축면과 길이방향 인장철근의 중심 거리(mm)
：철근직경(mm)
：접합부를 관통하거나 묻히는 가장 큰 보의 길이방향철근의 직경(mm)
：접합부를 관통하는 가장 큰 기둥의 길이방향철근의 직경(mm)
：지진의 하중효과 또는 관련 내부모멘트와 힘
：  의 편심길이(mm)
：조적조의 탄성계수(MPa) 
：압축최대변형률
：철근의 탄성계수(MPa) 
：액체의 압력이나 무게 때문에 발생하는 하중이나 관계된 모멘트와 힘
：기둥에서 중심축하중만 작용할 때의 허용평균축압축응력(MPa)
：설계축하중에 의한 축압축응력(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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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하중만 작용하는 부재에 대한 허용휨압축응력( MPa)
：설계휨하중에 의한 부재 맨 바깥쪽(최대) 휨응력( MPa)
：조적조의 허용지압응력( MPa)
：고정하중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압축응력( MPa)
：파괴계수( MPa)
：철근의 허용응력( MPa)
：설계하중에 의한 철근의 응력( MPa)
：기둥철근의 허용압축응력( MPa)
：조적조의 허용휨인장응력( MPa)
：조적조의 허용전단력( MPa)
：설계하중에 의한 전단력( MPa)
：철근의 인장항복응력( MPa)
：수평철근의 인장항복응력( MPa)
′：28일 양생일 때 채움재의 규정 압축강도( MPa)
 ′：28일 양생일 때 조적의 규정 압축강도( MPa)
：조적의 전단계수( MPa)
：흙속의 물과 흙의 무게와 압력에 의한 하중 또는 관련된 내부모멘트와 힘
：지지되는 지점 사이 벽의 높이(mm)
：보깊이(mm)
：구속철근의 중심과 중심 거리로 측정한 충전된 중심 공간의 단면치수(mm)
：벽 격자평면에서 기둥깊이(mm)
′：벽이나 기둥의 유효높이(mm)
：단면 중립축에서의 단면2차모멘트(mm4)
：유효단면2차모멘트(mm4)
 ,  ：벽단면에서 전체균열이 발생한 단면2차모멘트(mm4)
：보깊이( )에서 휨압축력의 중심과 인장력의 중심간의 거리 또는 비
：철근피복과 순간격 중 작은 값(mm)
：휨재에서 춤 에 대한 압축응력블록의 깊이 비
：활하중 또는 활하중으로 발생하는 부재응력
：벽체의 길이(mm)
：벽체 또는 일부분의 길이(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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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볼트의 정착길이(mm)
：앵커볼트 단부의 거리, 조적조 단부에서 앵커볼트 표면까지 최소거리(mm)
：필요한 철근콘크리트의 정착길이(mm)
：설계모멘트(N·mm)
：처짐이 계산된 단계에서 부재의 최대모멘트(N·mm)
：인장력 중심에 대한 휨부재의 압축철근모멘트(N·mm)
：조적조의 공칭균열모멘트(N·mm)
：철근의 인장력중심에 대한 조적조의 압축력모멘트(N·mm)
：공칭모멘트(N·mm)
：조적조의 압축력중심에 대한 철근의 인장력모멘트(N·mm)
：패널 중간높이에서 － Δ 효과를 고려한 사용모멘트(N·mm)
 ：계수모멘트(N·mm)
：탄성계수비   

：설계용 축하중(N)
：보강조적조기둥에서 허용중심축하중(N)
：평형상태에서 공칭설계용 축하중(N)
：바닥 또는 지붕의 기여면적에 대한 하중(N)
：조적조에서 공칭축하중(N)
：휨이 발생하지 않은 조적조에서 공칭축하중(N)
：계수축하중(N)
：바닥 또는 지붕의 부담하중에 대한 계수하중(N)
：시공 중인 단면에 대한 벽이 부담하는 계수자체하중(N)
：시공 중인 단면에 대한 벽의 부담자중(N)
：단면 2차 반경(mm)
 ：단면에서 총 철근단면적에 대한 절단철근면적의 비율
 ：단면계수(mm3) 
 ：주철근간격에 평행한 방향에서 스터럽 또는 굽힘철근의 간격(mm)
：온도, 크리프, 수축, 정착의 효과
 ：겹, 벽 또는 기둥의 유효두께(mm)
：계수하중 또는 이와 관련된 내부모멘트와 힘에 저항하는데 필요한 강도
：철근의 단위표면적에 대한 부착응력( MPa)



- 450 -

：총 설계전단력(N)
：총 수평접합전단력(N)
：조적조의 공칭전단강도(N)
：공칭전단강도(N)
：전단보강근의 공칭전단강도(N)
：조적조의 소요전단강도(N)
：풍하중 또는 이와 관련된 내부모멘트나 힘
：계수등분포횡하중
 ：재하시험에서 24시간 하중작용시 최대처짐
：계수하중하에서 건축물 중간높이에 일어나는 횡변위(mm)
：계수하중에 대한 변위(mm)
 ：면적 에 대한 휨인장철근면적 의 비율
：균형철근비
：면에 수직인 면에 분포된 전단철근 비율
：모든 종방향보강근의 주장의 합(mm)
 ′ ：28일 재령의 조적조강도에 대한 제곱근( MPa)
：강도저감계수

0602 재료의 기준
0602.1 품질요건
조적조에 사용된 재료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절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재료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시험소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0602.2 품질기준
아래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규격(이하 ʻʻKSʼʼ라 칭
한다.)과 대한건축학회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ʻʻKASSʼʼ라 칭한다.)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에 제시한 재료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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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기      준

골  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ASS 09000 ｢벽돌공사｣의 ʻʻ2.4 골재ʼʼ에 따른다.
KASS 10000 ｢블록공사｣의 ʻʻ2.4 골재ʼʼ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3204 ｢규석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F 2556 ｢표면처리된 외벽용 도자기 타일, 외벽용 벽돌, 견고한 조적재｣
KS F 2447 ｢벽돌과 점토타일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콘크리트의 조적용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시멘트 블록｣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료방법｣

기타재료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0 ｢규석벽돌 제조용 생석회 및 소석회｣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ASS 09000 ｢벽돌공사｣의 ʻ2.8 나무벽돌·철물, 기타ʼ에 따른다.
KASS 10010 ｢블록공사｣의 ʻ3.4 철근 및 기타의 규정ʼ에 따른다. 

모르타르
KASS 09000 ｢벽돌공사｣에 제시된 모르타르의 기준에 따른다.
KASS 10000 ｢블록공사｣에 제시된 모르타르의 기준에 따른다.

그라우트 KASS 10000 ｢블록공사｣에 제시된 그라우트의 기준에 따른다.

철  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2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표 0602.2.1> 재료의 품질기준

0602.3 모르타르와 그라우트
0602.3.1 개요
모르타르와 그라우트는 이 절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인시험소의 승인을 거쳐 특수한 모르타르
나 그라우트 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0602.3.2 재료기준
모르타르나 시멘트페이스트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재료들은 0602 재료의 기준
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그라우트는 시멘트성분의 재료로서 석회 또는 포틀랜드시멘트 중에서 1
가지 또는 2 가지로 만들 수 있다.
(2) 모르타르는 시멘트성분의 재료로서 석회, 포틀랜드시멘트 중에서 1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재료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시멘트성분을 지닌 재료 또는 첨가제들은 에폭시수지와 그 부가물이나 
페놀, 석면섬유 또는 내화점토를 포함할 수 없다.
(4)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물은 깨끗해야 하고, 산·알칼리의 양, 
유기물 또는 기타 유해물질의 영향이 없어야 한다.
0602.3.3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모르타르는 시멘트성분을 가진 재료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시공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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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는 물과 경우에 따라 소량의 첨가물로 이루어져 있
다.
(2) 물의 양은 현장에서 적절한 시공연도를 얻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배합이 특별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 <표 0602.3.1>와<표 
0602.3.2>의 모르타르의 종류에 따른다.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체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체용 1.5~2.5

바닥용 0.5~1.5

깔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2.5~3.0

바닥용 모르타르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단위용적중량은 1.2kg/ℓ 정도   ·세골재：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0602.3.1> 모르타르의 용적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단위용적중량은 1.2kg/ℓ 정도
  · 세골재：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표 0602.3.2> 벽돌 조적조의 충전 모르타르 배합

0602.3.4 그라우트
그라우트는 다음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그라우트는 시멘트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로 구성되고, 재료의 분리가 
없을 정도의 유동성을 갖도록 물을 첨가하여야 한다. 그라우트의 압축강도는 
조적개체 강도의 1.3배 이상으로 한다.
(2) 배합의 결정은 주어진 현장조건하에서 재료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서 타설이 용이한 적절한 시공연도를 지닐 수 있도록 물의 양으로 조절한다.
(3) 그라우트의 시공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① 사용한 그라우트재료의 배합과 모든 첨가제의 비율의 결정은 실험이나 현
장경험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의 실험과 현장경험에 사용할 그라우
트재료는 조적개체와 같은 것을 사용한 결과이어야 한다. 그라우트는 각 구성
성분의 용적비에 따라 규정하여야 한다.
② 압축강도는 소요강도를 만족하는 최소 압축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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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합은 <표 0602.3.3>에 나타난 그라우트 종류에 따른 비율을 따라야 한다.

종  류
배 합 비

시멘트 석회 모래 자갈

모르타르 줄눈용 1 1 3 －

사춤용 1 － 3 －

치장용 1 － 1 －

그라우트 사춤용 1 － 2 3

<표 0602.3.3> 줄눈 모르타르, 사춤 모르타르, 치장줄눈 모르타르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용적배합

비)

0602.3.5 첨가제와 혼화제
첨가제와 혼화재료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첨가제나 혼화재료는 담당원에 의해 승
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동결방지용액이나 염화물 등의 성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사용할 수 없다.
(3) 실험에 의해서 규준의 요구조건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모르
타르나 그라우트에 공기연행제를 사용할 수 없다.
(4) 착색제는 순수한 광물질산소나 카본블랙(carbon black), 합성연료만을 사
용할 수 있다. 단, 카본블랙(carbon black)의 사용은 시멘트 전체중량의 3% 
이하로 제한한다.

0603 설계일반사항
0603.1 일반사항
0603.1.1 공통규정
조적조구조설계는 0604 허용응력설계법, 0605 강도설계방법, 0606 경험적설
계법 중 1가지 방법에 따르고, 이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이 절의 규정을 따
라야 한다. 
0603.1.2 설계도서
승인에 필요한 설계도서에는 조적조재료의 설계강도, 구조설계에 적용된 검사내용, 
제시된 하중시험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0603.1.3 설계하중
설계하중은 제3장에 따른다.
0603.1.4 통줄눈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높이의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길이



- 454 -

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0603.1.5 다중겹벽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0602와 이 절에서 규정한 방법을 따른다.
0603.1.5.1 공간쌓기벽의 벽체연결철물
(1) 벽체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
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
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
소 50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2) 벽체면적 0.4m2당 적어도 직경  9.0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80mm 이상, 120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3m2당 적어도 직경 9.0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3)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
각 600mm과 900mm를 초과할 수 없다.

(4)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5) 길이조정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① 벽체면적 매 0.16m2당 적어도 1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해야 하며, 수
평·수직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연결철물은 최
대 32mm까지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mm이다. 인장 갈고리가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mm이어야 
한다. 벽체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0603.1.5.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홑겹벽에서의 벽체연결철물
다중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m2마다 최소 직경 6.0mm의 벽체연
결철물로 부착하여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
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0603.1.5.3 줄눈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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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m2마다 벽체두께방향으로 최소 지름 
3.0mm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줄눈보강철물의 수직간격은 
400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매입
시켜야 하며, 줄눈보강철물은 모든 겹벽과 연결하여야 한다.

(2) 연결철물로 연결된 각 겹의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 합성조적조로 간주하여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벽체는 공간쌓기벽의 요구조건
을 따라야 한다.
0603.1.6 수직방향지지
조적조가 치장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
조의 수직방향으로 지지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mm, 최대 25mm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0603.1.7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
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바닥판, 보, 테두리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0603.1.8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은 최소 20mm 피복두께를 확보해야 한다. 최대 직
경 6mm 이하 철근이나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조적조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
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지름의 최소 2배 
이상이어야 한다.
0603.1.9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개
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
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 및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
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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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
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0603.1.10 재하시험
하중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재나 구조체의 해당 부위에 설계활하중의 2배에 
고정하중의 0.5배를 합한 하중을 24시간 동안 작용시킨 후 하중을 제거한다. 
시험도중이나 하중의 제거 후에 부재나 구조체 해당 부위에 파괴현상이 생기
면 파괴현상발생시의 하중까지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급을 매기거나 그보
다 하향조정한다. 휨재의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하중을 작용시켜 최대 처짐 
가 식(0603.1.1) 또는 식(0603.1.2)의 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간
주하며, 보와 바닥판의 경우에는 하중제거 후 24시간 내에 처짐 값의 최소 
75%를 회복하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0603.1.1)

 
  (0603.1.2)

0603.1.11 조적조개체의 재사용
조적조개체는 이 절의 요구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개체를 
재사용하여 만들어진 조적조의 구조적 특성은 승인된 시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0603.2 허용응력설계법과 강도설계법
0603.2.1 개요
0603.1의 요구조건과 더불어 허용응력설계법과 강도설계법에 의한 비보강조
적조와 보강조적조의 구조설계는 이 조항과 0603.3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
다. 
0603.2.2 기준압축강도 명시
조적벽체의 허용응력은 현장에서 선택한  ′에 근거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경
우에  ′는 재령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만약 재령 28일 강도 이외의 
값들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 값을 사용한다. 설계
도면에는 구조체의 각 부분에 대한  ′ 값을 표시해야 한다.
0603.2.3 유효두께
0603.2.3.1 홑겹벽
일반 조적개체나 속빈개체로 된 홑겹벽의 유효두께는 해당 벽체의 두께와 같
다.
0603.2.3.2 다중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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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겹벽의 유효두께는 홑겹벽 사이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 해당 벽체의 두께와 같다고 본다. 홑겹벽 사이가 비어 있는 벽체의 유
효두께는 공간쌓기벽과 같이 계산한다.
0603.2.3.3 공간쌓기벽
공간쌓기벽에서 2개의 홑겹벽이 모두 축하중을 받는 경우, 각각의 홑겹벽은 
독립적으로 거동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때 각 홑겹벽의 유효두께는 
0603.2.3.1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구한다.
1개의 홑겹벽만이 축력을 받는 경우에 공간쌓기벽의 유효두께는 홑겹벽들의 
두께의 각각의 제곱합에 대한 제곱근으로 구한다.
      (0603.1.3)
공간이 있는 벽체가 홑겹벽와 다중겹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쪽이 모두 축력
을 받을 때, 각각의 홑겹벽은 독립적으로 거동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때 각 
홑겹벽의 유효두께는 0603.2.3.1과 0603.2.3.2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구한다. 
그리고 1 쪽만이 축력을 받는 경우에 공간이 있는 벽체의 유효두께는 주어진 
두께를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구한다.
0603.2.3.4 기둥
장방형기둥의 유효두께는 각 방향으로 주어진 두께와 같다. 단면이 장방형이 
아닌 기둥의 유효두께는 주어진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단면 2차 모멘트 값을 
갖는 정사각형기둥의 두께와 같다.
0603.2.4 유효높이
기둥과 벽체의 유효높이는 부재의 양단에서 부재의 길이 축에 직각방향으로 
횡지지된 부재의 최소한의 순 높이이다. 부재 상단에 횡지지되지 않은 부재의 
경우 지지점부터 부재높이의 2배로 한다.
0603.2.5 유효단면적
유효단면적은 속이 빈 개체의 최소 가로줄눈면적 또는 속이 찬 개체의 전체
면적에 그라우트의 면적을 더한 것으로부터 계산한다. 속이 빈 개체의 공간이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놓여 있는 경우에는 최소 가로줄눈면적과 최소 단면적 
중에서 작은 값을 유효면적으로 본다. 가로줄눈에 홈이 나 있을 때에는 그만
큼 유효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본다. 공간쌓기벽의 유효면적에 하중을 받는 단
일 조적벽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0603.2.6 대린벽의 유효폭



- 458 -

전단벽이 다른 벽체와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 전단벽 양쪽에 형성되는 플랜지는 휨강성 
계산을 할 수 있으며, 플랜지의 유효폭은 교차되는 벽체두께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수평전단력에 대해서는 전단력방향에 평행인 벽체의 유효면적만이 저항하는 것으로 가
정한다.
0603.2.7 수직집중하중의 분산
막힌줄눈쌓기에서 수직집중하중에 대한 최대허용압축응력을 산정하기 위해 
유효벽체의 길이는 수직하중 지점 사이의 중심간 거리 또는 지압판의 너비에 
벽두께의 4배를 더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수직지점하중의 분산을 위한 
별도의 구조부재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수직지점하중이 통줄눈과 같이 연속
한 수직모르타르 또는 신축줄눈을 가로질러 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0603.2.8 비내력벽에 대한 하중
내부칸막이 또는 건물의 다른 요소에 의해 부과되는 수직하중을 전달받지 않
는 외부마감용도의 조적벽은 벽체의 자중과 마감재와 수평력에 견딜 수 있도
록 설계해야 한다. 비내력벽의 부착 또는 정착은 해당 벽체를 지지하고 수평
력을 다른 부재에 전달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0603.2.9 수직변형
조적조를 지지하는 요소들은 총 하중하에서 그 수직변형이 순스팬의 1/600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인방보는 조적조가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않
도록 최소한 100mm의 지지길이는 확보되어야 한다.
0603.2.10 구조적 연속성
교차되는 구조물이 설계하중에 대하여 하나의 단위로서, 작용하도록 서로 충
분히 정착되어야 한다.
0603.2.11 바닥과 지붕 연결벽
벽은 모든 바닥과 지붕, 그리고 그 밖에 수평력을 지지할 수 있는 요소에 적
절히 정착되어야 한다. 수평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바닥이나 지붕과 벽은 수
평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상세가 확보되어야 한다. 
0603.2.12 탄성계수
0603.2.12.1 조적재
조적재의 탄성계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실제 값이 필요한 경우 실
험을 통한 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다. 조적재의 탄성계수는 탄성계수실험에서 
0.05 ′에서 0.33 ′을 연결하는 할선기울기로 결정한다. 이 값들은 0604.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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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50%로 감소시킬 수 없다.
∙ 조적개체가 점토 또는 이판암재인 경우：
   ′, 최대 20,500MPa (0603.2.1)
∙ 조적개체가 콘크리트인 경우：
   ′, 최대 20,500MPa (0603.2.2)
0603.2.12.2 강재
 206,000MPa  (0603.2.3)
0603.2.12.3 조적조재료의 전단탄성계수
    (0603.2.4)
0603.2.13 묻힌 앵커볼트의 설치
0603.2.13.1 일반사항
민머리 앵커볼트, 둥근머리 앵커볼트 및 후크형 앵커볼트의 설치요구조건은 
이 조항에 따른다. 
(1) 후크형 앵커볼트의 훅의 안지름은 볼트지름의 3배이고, 볼트지름의 1.5
배 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2) 민머리 앵커볼트는 둥근머리 앵커볼트와 같은 크기의 정착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볼트몸통 부분에 강판이 용접되어야 한다. 민머리 앵커볼트나 둥근머
리 앵커볼트에 대한 유효매입길이 는 조적체의 표면으로부터 머리부분의 지압면 수직으
로 측정된 묻힌길이로 한다. 후크형 앵커볼트의 매입길이 는 조적조의 표면에서
부터 훅의 지압지점 거리에서 앵커볼트 지름만큼을 뺀 값으로 한다. 
(3) 모든 볼트를 최소한 25mm 이상 조적조와 긴결하되, 6.4mm 직경의 볼트
가 두께 13mm 이상인 바닥 가로줄눈에 설치할 때는 예외로 한다.
0603.2.13.2 최소 연단거리
앵커볼트와 평행한 조적조의 연단으로부터 앵커볼트의 표면까지 측정되는 최
소 연단거리 는 4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0603.2.13.3 최소 묻힘길이 
앵커볼트의 최소 묻힘길이 는 볼트직경의 4배 이상 또는 50mm 이상이어야 한
다.
0603.2.13.4 볼트의 최소간격
앵커볼트간의 최소 중심간격은 볼트직경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0603.2.14 공간쌓기벽의 휨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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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의 상대적인 강성 크기에 따라 수평력을 분배하여 공간쌓기벽의 휨저항
을 계산한다.
0603.3 보강조적조의 구조세칙
0603.3.1 일반사항
0603.1과 0603.2의 기준과 허용응력설계법이나 강도설계법에 의한 보강조적
조의 구조설계는 이 조항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0603.3.2 원형철근
6mm 이상의 원형철근의 사용은 금지한다.
0603.3.3 길이방향철근의 간격
평행한 철근순간격은 기둥단면을 제외하고, 철근의 공칭직경이나 25mm보다 
작아서는 안 되지만 이음철근은 예외로 한다. 철근과 조적조의 피복두께는 얇
은 그라우트의 경우에 6mm 거친 그라우트의 경우에는 12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속빈 조적재의 중간살 부분은 수평철근의 설치대로 사용할 수 있다.
0603.3.4 휨철근의 정착
(1) 인장이나 압축이 작용하는 철근은 충분히 정착되어야 하며, 철근의 정착
길이는 묻힘길이와 정착 또는 인장만 받는 경우는 갈고리의 조합으로 확보할 
수 있다.
(2) 지지점이나 캔틸레버의 자유단을 제외하고, 모든 철근은 인장력에 저항하
기 위해서 변곡점으로부터 철근직경의 12배나 보춤 중 큰 값 이상으로 연장
하여 배근하여야 한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정
모멘트에 대한 휨철근은 연장 배근해야 한다.
①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경우라도 작용전단력이 공칭전단강도의 1/2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소요강도 이상의 전단보강근은 절단점으로부터 각 방향으로 보 깊이의 크

기범위 내에 배근되어야 하며, 간격은 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연속철근은 휨모멘트에 대해 필요한 철근단면적의 2배 또는 전단보강근의 

부착강도에 필요한 지름의 2배 이상의 철근단면적이어야 한다. 
(3) 부모멘트에 대한 소요철근량의 최소한 1/3 이상은 변곡점부터 소요강도
의 1/2 이상이 발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장되어야 하며, 연장길이는 순
스팬의 1/16이나 보 깊이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4) 연속보나 캔틸레버보, 그리고 골조의 부재에 부모멘트에 대한 인장철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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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이나 갈고리 또는 기계적인 정착기구 등으로 지지부재에 적절히 정착되
어야 한다.
(5) 단순보나 연속보의 자유단에서 필요한 정모멘트소요철근단면적의 최소한 
1/3 이상 보를 지지하는 부재 내부로 최소한 150mm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 
연속보의 경우 단부에서 정모멘트에 소요철근 단면적의 1/4 이상을 연장한다.
(6) 휨부재에서의 압축철근은 지름 6mm 이하인 띠철근이나 전단보강근으로 
보강되어야 하며, 보강철근의 간격은 주 방향철근지름의 16배나 띠철근지름의 48배 
중 작은 값을 초과할 수 없다.
0603.3.5 전단보강근의 정착
전단보강근으로 사용되는 철근은 다음의 방법들 중의 하나에 의해 단부가 정
착되어야 한다.
(1) 길이방향 철근에 180°로 감은 갈고리로 조립한다.
(2) 보 단면의 중립축에서 압축측으로 충분히 정착한다.
(3) 0604.2.2.5에서 명시한 표준갈고리가 소요응력 52MPa를 발휘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정착길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묻힘길이는 보 중앙으로부터 갈고리
까지의 거리를 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U자형 또는 여러 개의 U자형 전단보강근의 단부는 위 (1)～(3)항에 전술
된 방법들 중 하나에 의하거나 또는 전단보강근의 직경 이상으로 길이방향 
철근을 따라 90° 이상 굽혀서 전단보강근 지름의 12배 이상 연장 정착해야 
한다.
② 폐쇄형 전단보강근의 단부는 길이방향 철근을 따라 90° 이상 구부려 전단
보강근 지름의 최소 12배 이상 연장하여 정착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0603.3.6 띠철근
기둥의 길이방향철근은 테두리에 띠철근으로 둘러싸야 하며 길이방향철근은 135° 이하
로 굽어진 폐쇄형띠철근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1) 길이방향철근 중 모서리에 위치한 철근은 둘러싸인 띠철근에 의해 고정
되어야 하며, 하나씩 교대로 길이방향철근은 띠철근에 의해 고정되어야 한
다.

(2) 띠철근과 길이방향철근은 기둥 표면으로부터 38mm 이상에서 130mm 이
하로 배근되어야 한다. 띠철근이 길이방향철근에 대해 설치되거나 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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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수평바닥연결부에 설치될 수 있다. 띠철근의 
간격은 길이방향철근지름의 16배, 띠철근지름의 48배 또는 기둥의 단변길이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450mm 이하이어야 한다.
(3) 길이방향철근이 D22 이하일 경우에는 띠철근의 지름은 최소 6mm 이상
으로 길이방향철근이 D22 이상의 경우에는 최소 D10 이상이어야 한다.
0603.3.7 기둥에 설치되는 앵커볼트 보강용 띠철근
기둥 상부에 설치된 앵커볼트 주위에는 띠철근을 추가적으로 배근해야 한다. 
띠철근은 각각 최소 4개의 앵커볼트나 최소 4개의 수직방향철근으로 보강하
거나 또는 합해서 4개의 앵커볼트와 수직방향철근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 
띠철근은 기둥 상부로부터 50mm 이내에 최상단 띠철근을 설치하며, 기둥 상
부로부터 130mm 이내에 단면적은 260mm2 이상으로 배근하여야 한다.
0603.3.8 압축면적의 유효폭
보강조적벽의 휨응력 산정을 위한 유효폭은 공칭벽두께나 철근간의 중심거리의 6배
를 초과하지 않는다. 통줄눈쌓기벽체의 유효폭은 마구리가 열린 조적개체가 사용된 
경우가 아니면, 유효폭이 공칭벽두께나 철근중심간격 또는 홑겹벽길이의 3배
를 초과하지 않는다.
0603.4 기준압축강도의 확인
0603.4.1 일반사항
구조설계에 적용한 기준압축강도  ′ 는 0603.4.2 또는 0603.4.3 또는 0603.4.4
에 규정된 방법 중 택일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0603.4.2 프리즘시험
0603.4.5의 방법에 의해 시험된 각 프리즘 군의 압축강도는 기준 압축강도 
 

′  이상이어야 한다. 프리즘의 압축강도는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
공 전에 사용될 조적조의 7일 압축강도, 3일 압축강도, 28일 압축강도 사이의 상
관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7일 압축강도 또는 3일 압축강도가 사용될 수 있다. 
조적조프리즘시험에 의한 기준압축강도의 확인은 다음 각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시공 전에는 06034.4.5의 규정에 따라 5개의 프리즘을 제작, 시험한다. 
프리즘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시공시 사용될 재료로 하여야 한다. 담당원 
또는 승인된 자의 입회하에 프리즘을 제작해야 하며, 승인된 기관이 시험해야 
한다.
(2) 구조설계에는 규정된 허용응력을 모두 적용한 경우에는 벽면적 500m2당 3개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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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을 0603.4.5의 규정에 따라 제작·시험한다.
(3) 구조설계에는 규정된 허용응력의 1/2을 적용한 경우에는 시공 중 시험은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0603.4.2.(1) 규정에 따라 시공 전 프리즘시험에 사
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가 반입됨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재료반입과 동시 또
는 반입 직전에 재료생산자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0603.4.3 프리즘시험성적
프리즘시험성적에 따라 압축강도를 검증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
다.
(1) 담당원에 의하여 승인되고, 규정 0603.4.5의 규정에 따라 제작·시험된 최
소 30개의 프리즘에 의한 시험성적을 사용한다. 담당원 또는 승인된 자의 입
회하에 프리즘을 제작하여 승인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2) 프리즘은 실제 시공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3) 평균압축강도가 1.33 ′  이상이어야 한다.
(4) 구조설계를 위해 규정 허용응력을 모두 적용한 경우에는 벽면적 500m2당 3개의 프
리즘을 0603.4.5의 규정에 따라 제작·시험한다.
(5) 구조설계에 규정된 허용응력의 1/2을 적용한 경우에는 시공 중 별도의 
시험은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0603.4.3.(1) 규정에 따라 시공 전 프리즘시
험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가 반입됨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재료반입 시 
또는 반입 직전에 재료생산자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0603.4.4 조적개체강도법
조적개체의 강도로부터 기준압축강도를 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구조설계에 규정된 허용응력을 모두 적용한 경우에는 제시된 압축강도의 
확인을 위하여 시공 전과 벽면적 500m2마다 조적개체의 압축강도를 시험해
야 한다. 단, 시공개시 전 조적개체강도시험을 대신하여 프리즘시험을 할 수 
있다. 시공 중에는 조적개체강도시험 및 그라우트시험을 대신하여 프리즘시험
을 할 수 있다.
(2) 구조설계에 규정된 허용응력의 1/2을 적용한 경우에는 시공중 조적개체
강도시험은 필요하지 않다. 제시된 압축강도를 만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
서가 재료반입 당시 또는 반입 직전에 재료생산자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0603.4.5 기시공된 조적조의 프리즘시험
담당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0603.4.2, 0603.4.3, 0603.4.4의 규정에 따르지 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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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기시공된 조적조로부터 프리즘을 채취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1) 벽면적 500m2마다 품질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서 재령 28일이 지난 3
개의 프리즘을 채취한다. 프리즘의 길이, 폭, 높이와 프리즘의 운반, 준비, 시
험 등은 0603.4.5의 규정에 따른다.
(2) 프리즘의 압축강도는 0603.4.5의 규정에 따른다.
0603.4.6 프리즘의 제작과 시험
프리즘의 제작과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프리즘에 사용되는 조적개체와 모르타르는 조적체에 사용되는 것과 같아
야 한다.
(2) 조적시공에서 함수율, 모르타르의 유동성, 시공도 등을 구조체에 사용되
는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압축강도는 시험한 모든 프리즘의 평균값으로 하지만 최소 시험값의 
125%를 초과할 수 없다.
(4) 압축강도는 최대하중을 프리즘에 사용한 조적체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다.
(5) 프리즘은 최소한 1개 이상의 가로줄눈이 포함되어야 하며, 두께 대 높이
비가 1.5 이상 5를 초과할 수 없다.
(6) 압축강도는 프리즘의 압축강도에 <표 0603.4.1>의 수정계수를 곱하여 결정
한다.
(7) 프리즘은 온도 21±3℃, 상대습도 90% 이상의 조건에서 7일 동안 보양
하고, 그 후에 21±3℃, 상대습도 30%～50%에서 시험할 때까지 보양한다.
(8) 현장에서 만든 프리즘은 90% 습도에서 48～96시간 동안 교란되지 않은 
채 보양하고, 실험실에 운반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계속 보양한다.
(9) 프리즘의 압축시험은 콘크리트 공시체의 경우와 같이 캡을 씌워 실시한
다.
(10) 프리즘은 28일간 보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5 2.0 3.0 4.0 1804.0

수정계수 0.86 1.00 1.20 1.30 1.37

：프리즘의 높이, ：프리즘의 두께

<표 0603.4.1> 프리즘  비에 따른 압축강도 수정계수

0603.5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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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5.1 적용대상
제3장의 지진구역 I의 조적조 건축물은 0606절의 경험적설계법을 만족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내진설계사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0606.2, 0606.3, 0606.5, 그리고 0606.6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603.5.2 적용기준
조적조의 지진하중의 산정은 제3장에 따른다.
0603.5.3 구조해석
0603.5.3.1 구조해석법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해석은 제3장에서 제시한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을 
따른다.
0603.5.3.2 기본진동주기
구조물이 조적조 전단벽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제3장의 전단벽 규정에 따른
다.
0603.5.3.3 반응수정계수
반응수정계수 은 제3장에 따른다.
0603.5.3.4 바닥과 벽체의 접합부
바닥슬래브와 벽체간의 접합부는 최소 3.0kN/m의 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최대 1.2m 간격의 적절한 정착기구로 정착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0603.5.3.5 비구조체에 대한 지진하중
파라펫의 높이가 600mm을 초과는 경우 제3장에 따라 산정한 하중에 견디도
록 해야 한다.
0603.5.4 비보강조적조
0603.5.4.1 높이제한
전체높이가 13m, 처마높이가 9m 이하의 건물로서 0606.2, 0606.3, 0606.5, 
그리고 0606.6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비보강조적조의 내진설계는 0603.5.2와 
0603.5.3을 따라야 한다.
0603.5.4.2 부재설계
부재의 설계는 0603절, 0604.3, 그리고 0605.3을 만족하여야 한다.
0603.5.5 보강조적조
0603.5.5.1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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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높이가 13m, 처마높이가 9m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0603.5.3과 다음의 
내진설계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0603.5.5.2 부재설계
부재설계는 0603절, 0604.1, 0604.2, 그리고 0605.1과 0605.2에 따르고 다
음 사항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한다.
(1) 기둥
기둥은 0604.3.6, 0604.3.7, 0605.2.13에 따라 철근보강을 해야 한다.
(2) 전단벽
① 최소단면적 130mm2의 수직벽체철근을 각 모서리와 벽의 단부, 각 개구부
의 각 면 테두리에 연속적으로 배근해야 하며, 수평배근의 최대간격은 1.2m 
이내이어야 한다. 최소단면적 130mm2인 수평벽체의 철근배근은 다음 조건을 
따른다.
② 벽체개구부의 하단과 상단에서는 600mm 또는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연

장하여 배근하여야 한다.
③ 구조적으로 연결된 지붕과 바닥층, 벽체의 상부에 연속적으로 배근한다.
④ 벽체의 하부와 기초의 상단에 장부철근으로 연결 배근한다.
⑤ 균일하게 분포된 접합부철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m의 최대간격을 

유지한다.

0604 허용응력설계법
0604.1 일반사항
0604.1.1 범위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조적조의 설계는 0605절과 이 절의 기준에 따른다. 
사용하중하에서 점토재료나 콘크리트재료 조적조의 응력은 이 절에서 주어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604.1.2 허용응력
품질확인 규정상 특별한 검사를 필요하지 않을 때는 0605절에서 조적조의 허
용응력은 절반으로 저감한다.
0604.1.3 설계가정 
허용응력설계법은 허용응력과 선형적인 응력-변형률관계의 가정에 기초하여 모든 응력
이 다음과 같이 탄성범위에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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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휨모멘트에 대한 단면의 평면유지법칙을 유지한다.
(2) 응력은 변형률에 비례한다.
(3) 조적조의 부재는 균질한 요소로 형성된다.
0604.1.4 앵커볼트
0604.1.4.1 일반
민머리앵커볼트, 둥근머리앵커볼트, 그리고 갈고리형 앵커볼트에 대한 허용하
중은 이 조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0604.1.4.2 인장
인장에 대한 허용하중은 식(0604.1.1)이나 식(0604.1.2) 중 작은 값으로 결
정한다.
   ′ (0604.1.1)
         (0604.1.2)
면적 는 식(0604.1.3)이나 식(0604.1.4) 중 작은 값이 되며, 인접한 앵커볼트
의 투영면적이 겹쳐질 때, 각 앵커볼트 의 겹침면적은 절반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0604.1.3)
  

 (0604.1.4)
0604.1.4.3 전단
전단력에 대한 허용응력은 식(0604.1.5)나 식(0604.1.6) 중 작은 값으로 결
정한다.
  

 ′ (0604.1.5)
  (0604.1.6)
하중방향의 앵커볼트의 단부거리 가 볼트직경의 12배 이하인 경우 식
(0604.1.5)에서의 값 는 가 40mm인 곳이 0이 되도록 선형보간하여 저감시
킨다. 인접한 앵커볼트가 8 이내에 있으면, 식(0604.1.5)에 의한 인접한 앵커볼
트의 허용전단력은 볼트 중심간격이 볼트직경의 4배인 경우에 허용전단력의 
0.75배까지 선형보간하여 저감시켜야 한다.
0604.1.4.4 전단력과 인장력이 작용할 때
전단력과 인장력을 받는 앵커볼트는 식(0604.1.7)에 따라 설계한다.
   





≦ (0604.1.7.)

0604.1.5 벽과 기둥의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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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5.1 벽에 축하중이 작용할 때
벽의 중심에 작용하는 압축력에 의한 응력은 유효면적에 균등하게 분포한다
고 가정하여 식(0604.1.8)에 의해 산정한다.
   (0604.1.8)
0604.1.5.2 기둥에 축하중이 작용할 때
기둥의 중심에 작용하는 압축력에 의한 응력은 유효면적에 균등하게 분포한
다고 가정하여 식(0604.1.8)에 의해 산정한다.
0604.1.5.3 기둥에 휨모멘트와 축하중이 작용할 때 
휨모멘트와 축하중이 기둥에 작용하는 응력은  을  로 바꿔서 0604.3.7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기둥은 휨설계에 대한 적용 가능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0604.2 합성조적조
0604.2.1 일반사항
이 조항의 조건들은 최소한 하나의 홑겹벽이 다른 홑겹벽과 다른 특성이나 
강도를 가지는 경우 하나의 구조체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연결된 다중
겹벽조적조에 해당한다. 다음 가정들은 합성조적조의 설계에 적용한다.
(1) 해석은 순면적의 탄성환산단면에 기초한다.
(2) 합성조적조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계산된 최대응력은 그 부분의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할 수 없다.
0604.2.2 탄성계수의 결정
합성구조에서 각 형태의 조적조탄성계수는 0603.2.12에 의해 결정되는 조적
조 각각의 상대적인 계수비가 2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실험에 의해 결정하여
야 한다.
0604.2.3 구조일체성
(1) 벽겹의 연결
합성조적조부재의 홑겹벽은 요구조건으로 0603.1.5.2에서의 규정에 따라 연
결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연결재 또는 그라우트와 금속연결재의 조합은 계산
된 응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재료의 성능
다양한 재료의 치수변화와 여러 가지 겹벽의 상이한 경계조건의 영향을 설계

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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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2.4 설계과정과 환산단면
환산단면의 산정은 하나의 재료가 기준재료로서, 다른 재료에 대해 단면적을 
기준재료 탄성계수의 상대적인 비를 곱하여 등가면적으로 환산된다. 환산된 
면적의 두께는 일정하며, 부재의 유효높이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0604.2.5 조적개체의 재사용
재사용되는 조적부재의 허용응력은 같은 성능을 갖는 신설 조적개체에 허용
응력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604.3 보강조적조
0604.3.1 일반사항
이 조항의 조건들은 0603절과 0604.1의 조건과 함께 보강조적조 설계에 적
용된다. 수평하중을 저항하는 개구부가 있는 벽에서 피어와 보 요소가 
0605.2.6.1(2)의 치수를 만족하면 0605.2.6에 따라 설계할 수 있으며, 만족
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이나 0605.2.5에 따라서 설계하여야 한다.
0604.3.2 철근배근
0604.3.2.1 최대철근치수
최대철근치수는 35mm이어야 하며, 최대철근면적은 겹침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면적의 
6%, 겹침이 있는 경우에는 12%가 되어야 한다.
0604.3.2.2 피복두께
줄눈보강근 이외에 모든 철근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묻혀 있어야 하고, 최
소피복으로 조적개체를 포함하여 최소한 19mm,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40mm, 흙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50mm묻혀 있어야 한다.
0604.3.2.3 정착길이
이형철근이나 이형철선에 대해 요구되는 정착길이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인장력을 받는 경우 (0604.3.1)
    압축력을 받는 경우 (0604.3.2)
원형철근에 대한 정착길이는 식(0604.3.1)의 2배이다.
0604.3.2.4 철근의 부착응력
철근에서의 부착응력 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는다.
 원형철근 0.413MPa
 이형철근 1.378MPa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은 이형철근 0.689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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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3.2.5 갈고리
(1)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를 ʻ표준갈고리ʼ라 지칭한다.
① 철근의 자유단에서 63mm 이상, 최소한 철근직경의 4배 이상 연장된 

180° 굽어진 갈고리
② 철근의 자유단에서 최소한 철근직경의 12배 이상 연장된 90°로 굽어진 

갈고리
③ 스터럽이나 연결정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철근의 자유단에서 63mm 이

상, 최소한 철근직경의 6배 이상 연장된 90° 또는 135°로 굽어진 갈고리
(2) 스터럽이나 연결철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철근의 굽어진 안쪽지름은 KASS 
표0602.2.1에 제시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3) 16mm 이하의 스터럽이나 연결철물의 굽어진 안쪽지름은 철근직경의 4
배 이상이어야 한다. 16mm 이상의 스터럽이나 연결철물의 굽어진 안쪽지름은 
KASS 표 0602.2.1에 제시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4) 갈고리는 보의 인장부분에 배치할 수 없다. 다만, 단순보나 캔틸레버보의 
끝단이나 연속보 및 구속된 보의 자유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갈고리는 52MPa 이상의 인장응력을 발생하는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다.
(6) 갈고리는 압축력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배근방법이 아니다.
(7) 조적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철근의 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떠한 기
계적장치도 갈고리 대신에 사용될 수 있다. 이때는 그러한 장치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0604.3.2.6 이음
철근의 겹침 정도는 0603.3.4, 0604.2.2.3, 그리고 0604.2.12에서 규정된 철
근의 허용응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음길이
가 철근지름에 대해 압축에 대해서는 30배, 인장에 대해서는 40배 이상이어
야 한다. 용접이나 기계적 이음은 인장력을 받는 경우의 철근의 기준항복강도
의 125%를 발휘해야 한다. 다만, 내진구조의 일부가 아니고 휨을 받지 않는 
경우의 기둥에 들어 있는 압축철근에 대해서는 압축강도만 발휘되면 된다. 충
전이웃한 이음부분이 76mm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이음길이
는 30% 증가된다. 다만, 이음길이가 철근지름의 24배 이상이면 증가시킬 필
요가 없다.
0604.3.3 설계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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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가정은 0604.1.4의 가정과 함께 적용한다.
(1) 조적조는 인장응력을 전달하지 않는다.
(2) 철근은 조적재료로 피복 부착되어서 허용응력 이내에서는 하나의 균일한 
재료로 작용한다.
0604.3.4 직사각형이 아닌 휨부재
직사각형이 아닌 단면을 갖는 휨부재는 0604.1.4, 0604.3.3의 가정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0604.3.5 허용압축응력과 압축력
보강조적조기둥 외의 부재에 대한 허용압축응력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 인 경우 (0604.3.3)

    ′ ′
 



′＞인 경우 (0604.3.4)
보강조적조기둥의 경우 허용압축력 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 ≦ 인 경우  (0604.3.5)
    ′     ′

 


 ′＞인 경우 (0604.3.6)
0604.3.6 허용휨압축응력
허용휨압축응력 는 다음 값으로 한다.
   ′, 최대 13.8MPa   (0604.3.7)
0604.3.7 조합압축응력
축응력과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역학적으로 수용되는 이론이나 식(0604.3.8)
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  (0604.3.8)

0604.3.8 휨부재의 허용전단응력
전단보강근이 없을 때, 휨부재의 허용전단응력 는
   ′   (최대：0.345MPa)  (0604.3.9)
다만, 변곡점에서의 거리가 순경간의 1/16보다 작을 때 최대응력은 
0.140MPa이 된다.
   ′   (최대：1.0MPa)  (0604.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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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3.9 전단벽의 허용전단응력
면내 휨모멘트에 대한 철근배근된 조적전단벽이 조적재만으로 발휘하는 전단
벽의 허용전단응력 는


 ＜일 때,

  

 
  ′   (최대： 


) (0604.3.10)




≧ 일 때,

  


′   (최대：0.24MPa) (0604.3.11)

모든 전단력을 전단보강근이 저항하도록 설계된 경우 전단벽의 허용전단응력 
는


 ＜일 때,

  

 
  ′   (최대： 


)  (0604.3.12)




≧ 일 때,

   ′   (최대：0.52MPa)  (0604.3.13)
0604.3.10 허용지압응력
부재가 조적개체의 전면적으로 저항할 때 허용지압응력 는
    ′(0604.3.14)
부재가 조적개체의 1/3 이하의 면적으로 지지할 때 허용지압응력 는
    ′(0604.3.15)
식(0604.3.15)는 응력이 작용하는 부분과 응력이 없는 부분의 가장자리 간격
이 적어도 응력이 작용하는 부분에서 평행 방향 치수의 1/4 이상일 때 적용
된다. 지압면적이 1/3보다 크고 전단면적보다 작을 때는 식(0604.3.14)과 식
(0604.3.15)를 직선보간해서 사용한다.
0604.3.11 철근의 허용응력
철근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0604.3.11.1 인장응력
(1) 이형철근
     (최대：165MPa)  (0604.3.16)
(2) 와이어 철근
     (최대：207MPa)  (06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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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띠철근, 앵커 또는 원형철근
     (최대：138MPa)  (0604.3.18)
0604.3.11.2 압축응력
(1) 기둥에서의 이형철근
    (최대：165MPa)  (0604.3.19)
(2) 휨부재에서의 이형철근
    (최대：165MPa)  (0604.3.20)
(3) 수평연결철물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전단벽의 압축부분 이형철근이 수평
연결철물의 직경이 6mm 이상이고 간격이 철근직경의 16배, 띠철근직경의 48
배 이하인 경우
    (최대：165MPa) (0604.3.21)
0604.3.12 겹침이음의 보강
모멘트가 작용하는 구간에서 철근의 설계인장응력이 허용인장응력 의 80%보
다 큰 경우에는 이음의 겹침길이는 적어도 최소 요구량의 50% 이상 증가시킨
다.
0604.3.13 기둥배근
기둥에서의 철근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다.
수직철근의 단면적은 최소 0.005 이상 최대 0.04 이하이어야 하며, 10mm 
철근이 최소  4개  이상 배근되어야 한다.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순간격은 철근직경
의 2.5배 이상이어야 한다.
0604.3.14 벽과 기둥의 압축력
0604.3.14.1 일반사항
압축력에 의해 발생한 기둥과 벽에서의 응력은 0604.3.5에 따라 산정한다.
0604.3.14.2 휨모멘트와 축력의 조합하중
휨모멘트와 축력으로 인한 조합응력은 0604.3.7을 만족해야 하며, 는 식
(0604. 1.8)을 따른다. 

′ 비가 30보다 큰 벽의 설계는 구조물의 해석에 의해 결
정된 하중과 모멘트를 근거로 하며, 축력과 부재강성의 단면 2차 모멘트 변화
와 고정단 모멘트, 모멘트에 의한 처짐과 가력시간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0604.3.15 휨설계
직사각형 휨부재는 다음 식(0604.3.22) 또는 0604.1.4, 0604.3.3과 이 조항에서 주어진 
가정에 따른 또 다른 방법에 따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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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3.15.1 조적조의 압축응력
  


 

   (0604.3.22)
0604.3.15.2 길이방향 철근의 인장응력
  

 (0604.3.23)

0604.3.15.3 설계계수
        (0604.3.24)
또는
 

 



   (0604.3.25)

   
  (0604.3.26)

0604.3.16 휨철근의 부착
휨부재에서 인장철근이 압축면에 평행한 경우의 부착응력은 다음 식으로 계산
된다.
   

  (0604.3.27)

0604.3.17 휨부재와 전단벽의 전단
휨부재와 전단벽의 전단응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0604.3.28)
T형 또는 I형 단면을 가진 부재에서  ′을  대신 쓴다. 식(0604.3.28)에 의해 산
정한 가 조적조의 허용전단응력 를 초과하는 경우 전단보강근을 배근해야 
한다. 길이방향철근에 수직으로 놓여지는 전단철근의 소요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0604.3.29)

중간살 철근이 필요할 때, 보의 지점에서 길이방향인장철근 쪽으로 연장시킨 
모든 45°선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복부철근과 만나도록 해야 한다.
0604.4 비보강조적조
0604.4.1 일반사항
이 조항은 설치된 철근이 하중에 작용하지 않는 비보강조적조에 적용하며 
0603절과 0604.1에 추가된다.
0604.4.2 허용축압축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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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축압축응력 은
    ′ 


 

′ 
 


 단, 

′
≦  (0604.4.1)

    ′ ′
 



 단, 
′ ＞  (0604.4.2)

0604.4.3 허용휨압축응력
허용휨압축응력 은
  ′ (최대：13.8MPa) (0604.4.3)
0604.4.4 조합압축응력
축력과 휨모멘트에 의한 조합응력이 작용하는 부재는 다음 식을 만족해야 한
다.




 


≦  (0604.4.4)

0604.4.5 허용인장응력
휨모멘트와 축력에 의한 조합하중의 인장응력은 허용휨인장응력 을 초과할 수 
없다. 인장철근배근이 안 된 포틀랜드시멘트와 함수석회가 사용된 벽체이나 시
멘트모르타르를 사용한 벽체에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 허용인장응력은 KASS값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줄눈조적조에서는 수직줄눈에 인장력이 생겨서는 안 된다.
0604.4.6 휨부재의 허용전단응력
휨부재의 허용전단응력 은
   ′   (최대：0.345MPa) (0604.4.5)
다만, 변곡점에서의 거리가 순수경간의 1/16보다 작을 때, 최대응력은 0.138MPa
이다.
0604.4.7 전단벽의 허용전단응력
전단벽에서 허용전단응력은 다음과 같다.
0604.4.7.1 점토조적체 
  ′   (최대：0.551MPa) (0604.4.6)
0604.4.7.2 모르타르를 사용한 콘크리트 조적체
최대  MPa
0604.4.7.3 무근조적조
무근조적조의 허용전단응력 식(0604.3.6)의 값에 0.2 만큼 증가된다.
0604.4.8 허용지압응력
부재가 조적요소의 전면적으로 지탱할 때 허용지압응력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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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4.4.7)
부재가 조적요소의 1/3 이하의 면적으로 지탱할 때 허용지압응력 는
    ′(0604.4.8)
식(0604.4.8)은 응력이 작용하는 부분과 작용하지 않는 부분의 가장자리 간
격이 적어도 응력이 작용하는 부분의 평행방향치수의 1/4 이상일 때 적용된
다. 지압면적이 1/3보다 크고 전면적보다 작을 때 식(0604.4.7)과 식
(0604.4.8)을 직선보간하여 사용한다.
0604.4.9 휨과 축력의 조합하중, 압축응력
휨과 축력의 조합하중에 의한 압축응력은 0604.4.4를 만족시켜야 한다.
0604.4.10 벽과 기둥의 압축력
압축력에 의한 벽과 기둥의 응력은 0604.3.5와 같이 산정한다.
0604.4.11 휨모멘트 설계
식(0604.4.9)로 산정된 휨모멘트에 의한 응력은 0604.1.2, 0604.4.3, 그리고 
0604.4.5에 주어진 값을 넘지 못한다.
  

 (0604.4.9)
0604.4.12 휨부재와 전단벽의 전단
휨부재와 전단벽에서의 전단은 식(0604.4.10)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0604.4.10)
0604.4.13 코벨
무근조적조코벨의 경사부의 기울기(수평면에서 경사면까지의 각도)는 60°보
다 작을 수 없다. 벽체의 면에서 코벨의 수평돌출의 최대 값은 허용응력을 넘
지 않는 한도이다.
0604.4.14 통줄눈쌓기
통줄눈쌓기로 구성된 조적조는 최소한 벽체의 수직방향 단면적의 0.00027배
의 길이방향 보강이 수평방향으로 가로줄눈이나 연결보에 수직적으로 
1,220m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0605 강도설계법
0605.1 일반사항
0605.1.1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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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설계법을 사용하는 속이 빈 점토나 시멘트재료의 콘크리트 조적조구조의 
설계는 0603절과 이 절의 조항을 따른다. 단, 다중겹벽의 속이 비지 않은 조
적조의 설계는 0605.2.1과 0605.2.2를 따른다.
0605.1.2 소요강도
기본하중조합강도설계는 다음의 계수하중 조항 중 가장 불리한 것에 저항하
도록 하여야 한다.
(0605.1.1)
    or   (0605.1.2)
   or     or   (0605.1.3)
     or  (0605.1.4)
         (0605.1.5)
 ±  or   (0605.1.6)
여기서, ＝ 1.0 공중집회시설, 49MPa 이상의 활하중, 차고의 활하중
＝ 0.5 여타 활하중
＝ 0.7 눈이 잘 흘러내리지 않는 모양의 지붕
＝ 0.2 다른 모양의 지붕
기타 하중  (수압),  (토압과 흙 속의 수압 포함),  (폰딩),  (온도)에 대해서는 1.3
 , 1.6 , 1.2 , 1.2로 한다.

0605.1.3 설계강도
설계강도는 이 절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 를 곱한 수
치로 나타낸다.
0605.1.3.1 보와 피어와 기둥
(1) 휨에 대한 는 축하중이 작용하거나 또는 작용하지 않는 경우 식(0605.1.7)
에 의해서 결정되며, 축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0.80으로 한다.
    ′

  (단,  ≦  ≦ ) (0605.1.7)

(2) 전단：＝ 0.60
0605.1.3.2 면외하중에 대한 벽체설계
(1) 계수축하중이   ′ 이하인 경우의 벽체의 휨； ＝ 0.80
(2) 계수축하중이   ′ 이상인 경우의 벽체의 단순한 축하중이나 휨을 포함
하는 축하중： ＝ 0.80
(3) 전단： ＝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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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3.3 면내하중에 대한 벽체설계
(1) 단순한 축하중이나 휨을 포함하는 축하중：＝ 0.65
가 413MPa를 초과하지 않고 대칭 보강되어 있는 벽체에 대해서는 이 
  ′ 또는 에서 0까지 변할 때, 값이 0.85까지 선형적으로 변한다. 속
찬 충전벽에 대해서 값은 식(0605.1.8)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0605.1.8)
여기서,   











 



 







 (0605.1.9)

(2) 전단： ＝ 0.60
공칭전단강도가 계수하중 조합에 있어 공칭휨강도에 의해 발생하는 전단을 초과하는 전단벽
에 대해서는 값을 0.80으로 사용할 수 있다.
0605.1.3.4 모멘트저항벽체골조
(1) 축하중이 있거나 또는 없는 휨에 대해 값은 식(0605.1.10)에 의해서 결정
된다. 하지만 값은 0.65보다 작거나 0.85보다 커서는 안 된다.
      ′

  (0605.1.10)

(2) 전단： ＝ 0.80
0605.1.3.5 앵커볼트：＝
0605.1.3.6 철근배근
(1) 정착： ＝ 0.80
(2) 이음： ＝ 0.80
0605.1.4 앵커볼트
(1) 매설된 앵커볼트의 요구강도는 0605.1.3에서 규정된 계수하중으로 결정
한다.
(2) 앵커볼트의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한 값이 요구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앵커볼트의 공칭인장성능은 식(0605.1.11)이나 식(0605.1.12)의 값 중
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 (0605.1.11)
     (0605.1.12)
앵커볼트의 면적 는 식(0605.1.13)과 식(0605.1.14)의 값 중에 작은 값으로 
하여, 인접 앵커볼트가 겹쳐질 경우 면적 값은 겹쳐진 넓이의 절반을 공제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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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5.1.13)

   
  (0605.1.14)

앵커볼트의 공칭전단성능은 식(0605.1.15)와 식(0605.1.16)의 값 중에서 작
은 값으로 한다.
  

 ′  (0605.1.15)
     (0605.1.16)
하중방향에서 앵커볼트의 단부거리 가 볼트지름의 12배 이하이면, 식(0605. 
1.15)의  값은  가 40mm인 곳이 0이 되도록 선형보간하여 감소시켜 사용한
다. 인접한 앵커볼트가  이내에 있으면 식(0605.1.15)에 의한 인접 앵커볼트
의 공칭전단성능은 볼트간 중심간격이 볼트직경의 4배인 경우에 공칭전단강도
의 0.75배로 하여 직선보간 감소시켜 사용한다.
전단과 인장을 동시에 받는 앵커볼트의 경우 식(0605.1.17)을 만족하도록 설
계한다.
  

  ＋
 

≦  (0605.1.17)

(3) 앵커볼트는 단부거리, 매입깊이, 간격이 0603.2.13.2, 0603.2.13.3과 
0603.2.13.4에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0605.2 보강조적조
0605.2.1 일반사항
0605.2.1.1 적용대상
이 조항의 요구사항들은 0603절과 0605.1의 요구사항에 추가사항으로서 내
력벽 설계를 위해 보강되는 조적조에 적용된다.
0605.2.1.2 설계가정
(1) 조적조는 파괴계수 이상의 인장응력을 받지 못한다.
(2) 보강근은 조적 재료에 의해 완전히 부착되어야만 하나의 재료로 거동하
는 것으로 한다.
(3) 단근보강된 조적조벽단면의 휨과 압축하중 조합에 대한 공칭강도는 변형
률의 평형과 적합조건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보강근과 조적조의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4) 조적조압축면에서의 사용 최대 변형률 는 보, 피어, 기둥, 그리고 벽체 
설계시에는 0.003을 사용하고, 0605.2.6.2(b)에서 규정된 횡지지보강을 하지 않
으면 모멘트저항벽체골조에서 0.003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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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강근의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항복강도 보다 작은 하중이 작용하는 경
우 보강근에 작용하는 응력도는 에 철근 변형률을 곱한 값으로 사용한다. 
에 대응하는 값보다 큰 변형률의 경우에는 에 무관하게 철근에 작용하는 응력
을 라고 본다.
(6) 휨강도의 계산에서는 조적조벽의 인장강도를 무시한다. 단, 처짐을 구할 
때는 제외한다.
(7) 조적조의 압축강도와 조적조의 변형률은 다음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직사
각형으로 가정한다. 조적조의 응력 0.85′은 단면에서 등가압축영역에 균일하
게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그 때 중립축에서 최대 압축면까지의 거리  0.85이
다. 최대 변형률이 발생하는 평면과 중립축 사이의 거리인 는 축에 수직인 방
향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0605.2.2 보강근 요구사항과 상세
(1) 보강근의 최대 크기는 29mm으로 보강근의 지름은 공동의 최소 크기 1/4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벽체나 벽체 골조의 공동 안에는 최대 2개까지 보
강근이 허용된다.
(2) 설치·보강근의 위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둥과 피어에서는 수직보강근 
사이의 간격은 보강근 공칭직경의 1½배 또는 40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 피복：모든 보강근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매입되어야 하고, 
40mm 또는 2.5 이상의 피복을 유지해야 한다.
(4) 표준갈고리는 다음 중 하나로 시공되어야 한다.
① 180° 갈고리의 내민길이는 보강근 직경의 4배 이상 또는 65mm 이상으로 

한다.
② 135° 갈고리의 내민길이는 철근직경의 최고 6배 이상으로 한다.
③ 90° 갈고리의 내민길이는 보강근 직경의 최소 12배 이상으로 한다.
(5) 보강근의 최소 휨직경은 직경 10mm에서 25mm까지는 보강근의 6배이
고, 직경 29mm부터 35mm까지는 8배로 한다.
(6) 정착：산정된 압축과 인장보강은 다음의 조항을 만족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보강근의 매입길이는 식(0605.2.1)에 의해서 결정된다.
  

  (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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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0605.2.2)

는 를 넘지 않도록 한다. 보강근의 최소매입길이는 305mm이다. 보강근 이
음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① 철근에 대한 최소이음길이는 305mm 또는 식(0605.2.3)에 의한 값으로 한다.
  

 (0605.2.3)
접촉되지 않는 철근의 이음인 경우 두 철근간의 간격은 필요이음길이의 1/5 

또는 203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용접이음을 하는 경우 철근의 항복강도 의 125%를 발현할 수 있도록 접합

하거나 용접해야 한다.
③ 기계적 이음인 경우에도 이음부가 원래 철근항복강도 의 125%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한다.
0605.2.3 보, 피어, 기둥의 설계
0605.2.3.1 일반사항
이 조항의 요구사항은 조적조의 보, 피어, 그리고 기둥에 대한 것이다. ′의 값
은 10.3MPa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계산상의 목적을 위해 ′의 값은 27.6MPa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0605.2.3.2 설계가정
(1) 부재별 설계하중은 구조부재의 상대적 강성을 고려한 해석에 근거를 두
어야 한다. 수평강성에 대한 계산은 모든 보, 피어, 기둥의 분배 정도를 고려
하여야 한다. 부재의 강성계산시 균열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2) 한계압축상태에 있어서의 균형철근비 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를 둔다.
① 단면에 발생하는 변형의 분포는 최대압축부위의 변위율 에서 최대인장부위

의 변위율까지  로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압축력은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의 총합과 평형조건을 만족한다. 최대축

하중은 ＋＋  또는  의 조합하중이다.
③ 철근은 단면에 균일하게 분포된 것으로 간주하며, 균형철근비는 단면의 순

면적에 대한 철근면적의 비로 계산된다.
④ 압축력에 저항하는 철근을 제외한 모든 길이방향 철근은 균형철근비에 포

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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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2.3.3 소요강도
0605.2.3.6에서 0605.2.3.12까지의 요구사항을 제외하고 소요강도는 
0605.1.2의 조건에 의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0605.2.3.4 설계강도
보, 피어, 기둥의 단면이 가지는 축방향, 전단, 휨에 대한 설계강도는 
0605.1.4에서 규정하는 강도감수계수 를 적용한 공칭강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0605.2.3.5 공칭강도
(1) 단면의 공칭축력  및 공칭휨강도 는 0605.2.1.2와 0605. 2.3.2의 설계
가정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최대 공칭축방향압축강도는 식(0605.2.4)에 따
라 결정되어야 한다.
    ′－ ＋ (0605.2.4)
(2) 공칭전단강도는 식(0605.2.5)에 의해 결정된다.
  ＋ (0605.2.5)
여기서,      ′  최대 이며 (0605.2.6)
     (0605.2.7)
① 공칭전단강도는 <표 0605.2.5.5>에 주어진 값을 넘을 수 없다.
② 인장력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의 값은 0으로 본다.
③ 의 값이 0.7보다 큰 경우 의 값은 0.172 MPa로 가정한다.
0605.2.3.6 철근배근
(1) 전단철근이 필요한 곳에서 전단철근의 최대 간격은 단면 깊이의 1/2 혹
은 1,22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휨철근의 배근은 단면 전체에 고루 분포하여야 한다.
(3) 하중이 대칭으로 작용할 경우 휨철근의 배근은 대칭으로 하여야 한다.
(4) 부재의 어떠한 부위의 단면에서도 공칭휨강도는 최대 휨강도의 1/4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5) 휨철근비 는 0.5를 넘을 수 없다.
(6) 겹침이음의 길이는 0605.2.2.(6)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7) 철근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하도록 하는 용접이음과 기계적이음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단면에 2개 이상의 철근이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
접한 철근이음과의 위치는 길이방향을 따라 적어도 770mm 이상이어야 한다.
(8) 철근의 항복강도는 413MPa를 넘을 수 없다. 실험에 근거한 철근의 실제 항복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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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된 항복강도의 1.3배를 넘을 수 없다.
0605.2.3.7 내진설계
0605.2.3.7.1 횡력저항
지진에 의해 작용되는 횡하중에 대한 저항은 전단벽 혹은 벽체를 가진 골조, 
전단벽과 벽체를 가진 골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전단벽과 벽체를 가진 골
조는 적어도 횡강성의 80%를 저항하여야 한다.
0605.2.3.7.2 부재의 치수
부재의 치수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보
① 보의 폭은 150mm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② 보의 압축측에 설치된 횡방향 가새의 간격은 압축측 폭의 32배를 넘을 수 

없다.
③ 보의 깊이는 적어도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2) 피어
① 피어의 유효폭은 150mm 이상이어야 하며, 400mm를 넘을 수는 없다.
② 피어의 횡지지 간격은 피어 폭의 30배를 넘을 수 없다.
③ 피어의 횡지지 간격이 피어 공칭 폭의 30배를 넘을 경우, 설계시 

0605.2.4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④ 피어의 길이는 피어 폭의 3배 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6배 보다 커서는 
안 된다. 피어의 높이는 피어 공칭길이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최대 휨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축력의 크기가 0.04 ′보다 작은 경우 피어의 길이는 피어의 폭과 같
아질 수 있다.
(3) 기둥
① 기둥의 폭은 300mm보다 작을 수 없다.
② 기둥의 횡지지 간격은 기둥 폭의 30배를 넘을 수 없다.
③ 기둥의 공칭길이는 300mm보다 작을 수 없으며, 기둥의 폭의 3배를 넘을 

수 없다.
0605.2.3.8 보
(1) 범위
우선적으로 휨에 저항하기 위해 설계된 부재는 여기에서 규정된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보에 작용하는 계수축방향 압축력은 0.05 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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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이방향 철근배근
① 길이방향 철근의 변화는 하나의 철근의 크기를 넘을 수는 없다. 하나의 보

에서는 두 종류를 초과하는 배근의 크기를 쓰지 않도록 한다.
② 보의 공칭휨강도는 보의 공칭균열 휨강도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계

산을 위한 파괴계수 은 1.6MPa로 가정한다.
(3) 가로방향철근배근
가로방향철근은 의 값이 의 값을 초과하는 곳에 배근되어야 한다. 소요전단력 
는 변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 값은 ∆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가로
방향 전단철근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전단철근은 끝부분이 180° 갈고리를 가진 하나의 철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전단철근은 길이방향 철근 주위로 배근되어야 한다.
③ 최소 전단철근비는 0.0007이다.
④ 첫 전단철근의 위치는 보의 단부에서 보 깊이의 1/4 이상을 넘을 수 없다.
(4) 시공
보는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충전되어야 한다.
0605.2.3.9 피어
(1) 범위
축력과 동시에 휨과 전단에 대하여 저항하도록 설계된 피어는 여기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피어에 작용하는 계수축방향 압축력은 0.03  ′을 초
과할 수 없다.
(2) 길이방향 철근배근
면내에서 양방향응력을 받는 피어는 중립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양면에 길이

방향철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① 끝부분에 1개의 철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② 최소 길이 방향 철근비는 0.0007이다.
(3) 수평방향 철근배근
수평방향 철근은 의 값이 의 값을 초과하는 곳에 배근되어야 한다. 소요전단력 
는 변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 값은 ∆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수평
방향 전단철근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전단철근은 끝부분이 180° 갈고리를 가진 하나의 철근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 단, 벽체와의 교차부에서는 90° 갈고리의 횡방향 철근을 길이방향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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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로 배근할 수 있다.
② 최소 수평방향철근비는 0.0015이다.
0605.2.3.10 기둥
(1) 범위
기둥은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길이방향 철근은 기둥의 각 모서리에 한 개씩, 최소 네 개의 철근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① 최대 철근의 단면적은 0.03이다.
② 최소 철근의 단면적은 0.005이다.
(3) 띠철근
① 띠철근은 0603.3.6의 규정에 따라 배근되어야 한다.
② 최소 띠철근의 면적은 0.0018이다.
(4) 시공
기둥은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충전되어야 한다.
0605.2.4 면외하중을 받는 벽체설계
0605.2.4.1 일반사항
여기에 제시된 규정은 면외하중을 받는 벽체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0605.2.4.2 최대철근비
철근비는 0.5를 넘을 수 없다.
0605.2.4.3 휨모멘트 및 변위의 계산
0605.2.4에 제시된 모든 휨모멘트 및 처짐의 계산은 부재 상·하단에 대하여 
단순지지를 근거로 한다. 이와 다른 지지조건의 휨모멘트 및 처짐은 역학의 
원리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0605.2.4.4 ′ 이하의 축력을 받는 벽체
휨응력의 계산에 있어서 축력과 처짐에 영향을 미치는 벽체의 세장비를 고려
하여 주어진 이 조항의 과정은 식(0605.2.8)에 주어진 것과 같이 최대 휨응
력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수직응력이 0.04  ′을 넘지 않을 때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의 값은 41.3MPa를 넘을 수 없다.



＋
≦   ′ (0605.2.8)

벽체는 150mm의 최소 공칭두께를 가져야 한다. 소요휨응력 및 축력은 벽체
높이의 중간지점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이 값이 설계시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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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높이의 중간지점에 발생하는 계수휨응력 는 식(0605.2.9)에 따라 산정한다.
  

 


＋ 
 ＋ (0605.2.9)

여기서, ∆＝ 계수하중에 의한 벽체 중앙부의 처짐
  ＋ (0605.2.10)
면외하중에 의한 벽체의 설계강도는 식(0605.2.11)에 의하여 산정한다.
 ≦ (0605.2.11)
여기서,     － (0605.2.12)
   ＋   , 철근의 유효단면적 (0605.2.13)
  ′ 

＋   , 계수하중에 의해 발생한 응력블록의 깊이 (0605.2.14)

0605.2.4.5 ′ 초과의 축력을 받는 벽체
여기에서 주어진 다음의 과정은 최대 휨응력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수직응력
이 0.04  ′ 이상이며, 0.2  ′ 이하이고, 세장비 ′의 값이 30을 넘지 않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단면에 의한 설계강도는 0605.1.4에서와 같이, 강도저감계수 가 곱해진 축력, 전단력 및 
휨응력과 같은 소요강도로 나타낼 수 있다.
벽체는 이러한 설계강도가 소요강도보다 크게 설계된다.
공칭전단강도는 식(0605.2.15)에 의해 산정된다.
    ′  (0605.2.15)
0605.2.4.6 변위설계
수평 및 수직 사용하중을 받는 벽체의 중간높이에 발생하는 처짐는 다음 식
에 의해 제한된다.
   (0605.2.16)
처짐의 계산에 있어서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중간높이의 처짐은 다음 
식을 통하여 산정한다.
  

 


 ≦   (0605.2.17)

  

 


＋
 － 

＜＜  (0605.2.18)

벽체의 균열을 발생시키는 휨강도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0605.2.19)
여기서, 파괴계수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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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벽하게 채워진 속빈조적조에 대하여
   ′ , 최대 1.6MPa(0605.2.20)
(2) 부분적으로 충전된 조적조에 대하여
   ′ , 최대 0.861MPa(0605.2.21)
(3) 이중겹벽조적조에 대하여
     ′ , 최대 0.861MPa(0605.2.22.)
0605.2.5 면내하중을 받는 벽체설계
0605.2.5.1 일반사항
이 조항은 면내하중을 받는 벽체에 관한 것이다. 이때  ′의 값은 10.3MPa 이
상이어야 하며, 27.6MPa를 넘을 수 없다.
0605.2.5.2 철근배근
철근배근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여기서 제시된 해석방식을 따르는 모든 지진지역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최대 1,200mm 간격으로 최소철근량 130mm2, 수평방향으로 최대 600mm 
간격으로 최소철근량 130mm2가 배근되어야 한다.
(2) 전단벽의 파괴양상이 휨파괴인 경우 전단벽의 공칭휨강도는 충실하게 채
워진 벽체의 균열모멘트 강도의 최소 1.8배 이상이어야 하며, 부분적으로 채
워진 벽체의 균열모멘트강도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직으로 배근된 철근량은 수평철근량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4) 0605.2.5.5 (3)에서 제시된 영역에 대하여 수평철근의 간격은 유효벽체 
두께의 3배 혹은 610mm를 넘을 수 없다.
0605.2.5.3 설계강도
단면에 의한 설계강도는 0605.1.3.3에서와 같이, 강도저감계수 가 곱해진 축
력, 전단력 및 휨응력과 같은 공칭강도로 나타낸다.
0605.2.5.4 축방향강도
전단벽의 공칭축방향강도는 식(0605.2.23)에 의해 산정한다.
    ′ － ＋  (0605.2.23)
전단벽의 단면을 통하여 발휘되는 축방향설계강도는 식(0605.2.24)를 만족하
여야 한다.
 ≦ (0605.2.24)
0605.2.5.5 전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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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강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전단강도는 아래의 (2), (3)의 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최대 공칭전단강도
는 <표 0605.2.5.5>에 따라 결정한다.
(2) 아래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단벽의 유효전단강도는 식(0605.2.25)
에 의해 산정한다.
   (0605.2.25)
   ′ (0605.2.26)
그리고     (0605.2.27)
(3) 공칭전단강도가 공칭휨강도에 의해 발생되는 전단강도를 초과하는 전단
벽체는 2개의 전단영역이 존재한다. 전단벽의 밑부분과 밑부분으로부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든 단면에 대하여 전단강도는 식(0605.2.28)에 의해 산정한다.
    (0605.2.28)
이 영역의 소요전단강도는 전단벽의 밑부분으로부터 /2의 거리에 있는 단면
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층고의 1/2을 넘지 않는다. 다른 영역의 공칭전단강
도는 식(0605.2.25)으로부터 구한다.

   최 값

≦ 0.25 322′ ≦ 1691

≦ 1.0 214′ ≦ 1113

주) 1) 는 고려하고 있는 단면에 작용하는 전단하중 가 작용하는 시점의 최대 휨모멘트이다.
   0.25와 1.0 사이의  값은 직선보간에 의한다.
2) 은 N 단위이며, ′는 (10-3N/mm2) 단위이다

<표 0605.2.5.5> 공칭최 전단강도

0605.2.5.6 경계부위의 부재
경계부위에 있는 부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벽체에 압축변형률이 0.0015 이상일 경우에 경계부재는 전단벽의 경계부
분에 보강되어야 한다.
(2) 경계부재의 최소길이는 벽두께의 3배이어야 한다. 그러나 0605.2.6.2(7)
에서 산정된 압축에 의한 변형률이 0.0015보다 큰 경우에는 전 영역에 대하
여 3배이어야 한다.
(3) 띠철근을 경계부재에 대하여 배근하여야 한다. 띠철근은 최소 9mm의 철
근으로 2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한다.
0605.2.6 모멘트저항벽체골조의 설계
0605.2.6.1 일반사항
(1)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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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제시된 것은 보강콘크리트블록조적조로 지어진 밀실하게 충전된 모
멘트저항벽체골조에 관한 사항이다.
(2) 치수의 제한
치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조건을 따른다.
① 보：보의 순경간은 보깊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보의 공칭깊이는 두 개의 단위 조적개체 혹은 400mm를 넘을 수 없으며, 보
의 폭에 대한 보의 깊이 비는 6을 넘을 수 없다. 또한 보의 폭은 200mm 또
는 피어 경간의 1/26을 넘을 수 없다.
② 피어：피어의 공칭깊이는 2,400mm를 넘을 수 없다. 공칭깊이는 2개의 피
어 단위 또 810mm 중 큰 값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피어의 공칭 폭은 보의 공
칭 폭 또는 200mm 또는 보 사이의 순높이 1/14 중 큰 값보다 작아야 한다.
피어의 깊이에 대한 높이의 비는 5를 넘을 수 없다.
(3) 해석
부재의 설계하중은 줄눈의 강성 영향을 고려한 피어와 보의 상대적인 강성을 
고려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설계를 위한 보의 휨응력의 계산은 슬래브 철근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0605.2.6.2 설계과정
(1) 소요강도
0605.2.6.2(7)과 (8)에 제시된 규정 외에 필요강도는 0605.1.3의 규정에 따
라 산정한다.
(2) 설계강도
골조단면에 의한 설계강도는 0605.1.3.4에서와 같이, 강도감소계수 가 곱해진 
축력, 전단력, 및 휨응력과 같은 공칭강도로 나타낸다. 부재는 설계강도가 소요
강도보다 크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공칭강도 산정을 위한 설계가정
부재의 단면이 발휘하는 공칭휨강도는 0605.2.1.2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때 ′의 값은 10.3MPa 이상이어야 하며, 27.6MPa를 초과할 수 없다.
(4) 철근배근
부재의 축을 따라 발생하는 공칭휨강도는 양 단부에서 발휘되는 휨강도 최대
값의 1/4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이음에 관한 규정은 0605.2.2.(6)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음의 중앙부가 부재 순길이의 가운데에 위치해야 한다. 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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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에 따라 용접이음과 기계적 이음이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단면에 2 
이상의 철근이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접한 철근이음과의 위치는 길이방향
을 따라 적어도 610mm 이상이어야 한다. 철근의 항복강도는 413MPa를 넘
을 수 없다. 실험에 근거한 철근의 실제 항복강도는 기준 항복강도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다.
(5) 휨부재(보)
여기에서 제시하는 규정은 휨에 저항하는 보부재에 적용된다. 계수하중에 의
한 축방향 압축력은 0.10  ′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길이방향철근배근：보부재의 어느 단면에 대해서도 보의 깊이부분에 해당
하는 벽돌은 길이방향철근을 가져야 한다. 단면의 위치에 따른 길이방향철근
면적의 변화는 50%를 넘을 수 없다. 단, 12 철근의 경우 이어지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는 최소 길이방향철근면적의 100%를 넘을 수 없다.
최소철근비는 전체단면에 대하여 0.002이다
최대철근비는 전체단면에 대하여 0.15 ′ 이어야 한다.
② 가로방향철근배근：가로방향철근은 0605.2.2.(3)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길이방향 주위로 배근되어야 하며 하나의 철근으로 180° 표준갈고리를 사용
하여야 한다. 지진하중이나 풍하중에 의해 소성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보의 양 단부에 대하여 가로방향철근은 최대 보깊이의 1/4를 넘어서 배근될 
수 없다. 가로방향철근의 최대간격은 보깊이의 1/2를 넘을 수 없다. 최초의 
가로방향철근은 피어의 표면 위치로부터 100mm를 넘어서 배근할 수 없다.
(6) 휨을 받는 압축부재
이 조항에서 설명된 규정들은 축하중과 함께 휨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피어에 
적용된다.
① 길이방향철근：매 피어의 모든 단면에 최소 4개의 주근이 배근되어야 한
다. 휨 철근은 부재깊이에 걸쳐 분포되어야 한다. 보강된 단면 사이에 있는 철
근면적의 편차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총 단면적에서 계산된 최소철근비는 0.002이다.
총 단면적에서 계산된 최대철근비는 0.15′ 이다.
최대철근지름은 피어 폭의 1/8이다.
② 수평보강철근은 0605.2.2.(4)에서 정의된 것처럼 표준 180°로 맨 끝의 길
이방향 철근 주위에서 갈고리되어야 한다. 보의 끝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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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에 이르는 끝 부분 내에서 또는 지진이나 풍하중 동안에 휨항복이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평방향 철근의 최대 간격은 피어 공칭깊이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수평보강 철근의 최대 간격은 피어 깊이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최소수평보강철근비는 0.0015이다.
③ 띠철근은 축력 또는 휨으로 인한 압축변형률이 0.0015를 초과할 때 가 
1.5인 계수력에 따라 밀실하게 충전된 코어를 횡구속해야 한다. 변형률이 
0.0015를 초과하는 단면에서 횡구속되지 않은 부분은 단면의 공칭강도계산에
서 무시된다.
횡구속된 코어에서 장방형띠철근의 총 단면적은 다음 식의 값 이상이어야 한
다.
     ′  (0605.2.29)
또는 최소 0.006의 극한압축변형률이 일어날 수 있는 등가의 구속이 장방형
띠철근을 대체할 수 있다.
(7) 피어설계
피어의 공칭휨강도는 기초접합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의 소성힌지의 발생에 따른 피어에 
발생하는 모멘트의 1.6배 이상이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보의 소성힌지발생에 근거한 계수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포함한 
피어축하중은 0.15  ′을 초과할 수 없다.
부재강성에 대한 균열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어의 기초소성힌지는 기초에서 지지된 횡지지 높이 근처에서 바로 형성되어
야 한다.
(8) 전단설계
① 보나 피어의 공칭전단강도는 보의 휨항복의 발생에 따른 전단력의 1.4배 
이상이어야 한다. 부재의 전단력계산에서 줄눈부위에서 정모멘트가 작용하고 
부재는 분포면적에 따른 중력하중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수직부재의 전단강도：공칭전단강도는 식(0605.2.30)에 의해 결정된다.
   (0605.2.30)
    ′ (0605.2.31)
그리고     (0605.2.32)
보 표면으로부터 하나의 피어 깊이에 이르는 단부부분 내에서 그리고 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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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 피어의 휨항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나 순인장계수하중을 받는 피어
에서는 의 값은 0이다.
피어 공칭전단강도 은 <표 0605.2.1>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공칭전단강도는 식(0605.2.33)에 의해 결정된다.
   ′ (0605.2.33)
피어 표면으로부터 하나의 보깊이에 이르는 끝부분 내에서, 그리고 지진하중시 보의 항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의 값은 0이다.
   공칭보전단강도 은 식(0605.2.34)에 의해 결정된다.
 ≦  ′ (0605.2.34)
(9) 접합부
① 철근이 접합부까지 이를 경우 접합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0605.2.35)

 ＞′
  (0605.2.36)

그라우트의 강도는 식(0605.2.35), 식(0605.2.36)에 따르면 
34.4MP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접합부전단력은 피어표면에서 보의 모든 휨
인장철근응력이 1.4라는 가정하에 계산된다. 접합부의 강도는 0605.1.3.4에서 명시
된 적절한 강도감소계수에 의해 결정된다.
피어에서 끝나는 보의 길이방향철근은 피어의 표면에서 깊숙이 이어지게 하
거나 0605.2.2.(4)에서 정의된 것처럼 보 방향으로 구부러진 표준 90° 혹은 
180° 갈고리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보에서 끝나는 피어의 길이방향철근은 보의 표면에서 깊숙이 이어지게 하거
나 0605.2.2.(4)에서 정의된 것처럼 보 방향으로 구부러진 표준 90° 혹은 
180° 갈고리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② 수평보강철근：모서리부분에서 4방향 접합부 전단균열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곳에 배근하는 수평접합부 전단철근과 피어 맨 끝의 철근 주위에 
0605.2.2.(4)에 정의된 것처럼 표준갈고리로 정착된 특별한 수평접합부 전
단철근은 다음 규정을 따른다.
  

 (0605.2.37)
수직전단력은 조적조의 전단저항기구와 피어중간철근을 포함한 트러스기구의 

조합에 의해 전달되는 것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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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합부의 공칭수평방향 전단강도는 0.58 ′ 또는 2.4MPa 중 작은 값을 초
과할 수 없다.

0605.3 비보강조적조
0605.3.1 일반사항
0605.3.1.1 저항강도
비보강조적조의 저항강도는 단위조적조, 모르타르, 충전재의 휨인장강도를 사
용하여 설계한다.
0605.3.1.2 보강철근의 강도 기여
보강철근은 설계강도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0605.3.1.3 설계기준
비보강조적조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605.3.2 휨강도
비보강조적조의 휨강도를 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 조적부재의 휨과 압축에 대한 강도설계는 일반적인 역학의 원칙을 따른

다.
(2) 조적부재에 발생하는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한다.
(3) 조적부재에 발생하는 휨인장응력은 변형률에 비례한다.
(4) 축압축응력과 함께 발생하는 휨압축응력은 변형률에 비례하는 것으로 본

다. 단, 최대 압축응력은 0.85 ′을 넘을 수 없다
0605.3.3 축방향 압축강도
설계축방향 압축강도는 다음 식을 따른다.

＜ 인 경우,     ′ 


 

 
 


(0605.3.1)


＞ 인 경우,     ′ 

 
(0605.3.2)

   여기서, ：조적조의 순단면적 (mm2)
 ′：조적조의 28일 압축강도 (MPa)
  ：기둥이나 붙임 기둥, 벽의 유효높이 (mm)
 ：조적조의 공칭압축강도 (N)
   ：단면의 회전반경
0605.3.4 공칭전단강도
공칭전단강도 은 다음 중에서 최소값을 택한다.  
(1)  ′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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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m2)
(3) 완벽하게 충전되지 않은 막힌줄눈쌓기 조적조：＋ 
(4) 완벽하게 충전된 통줄눈쌓기 개방형 조적조：＋ 
(5) 완벽하게 충전된 막힌줄눈쌓기 조적조：＋
(6) 완벽하게 충전된 통줄눈쌓기 비개방형 조적조：＋ 

0606 경험적 설계법
0606.1 일반사항
경험적 설계법에 의해 조적구조물을 설계하려면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후 
0603과 이 절의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0606.2 벽체의 높이
조적벽이 횡력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전체높이가 13m, 처마높이가 9m 이하이
어야 이 절의 경험적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0606.3 횡안정
조적벽이 구조물의 횡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될 때는 전단벽들이 횡력과 평
행한 방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조적전단벽의 공칭두께는 최소 200mm 이상
이어야 한다. 횡안정성을 위해 전단벽이 요구되는 각 방향에 대하여 해당 방
향으로 배치된 전단벽길이의 합계가 건물의 장변길이의 50% 이상이어야 한
다. 이 때 개구부는 전단벽의 길이합계산정에서 제외한다. 전단벽간의 최대간
격은 <표 0606.3.1>에 제시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바닥판 또는 지붕유형 벽체간 간격：전단벽 길이

현장타설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철재 데크
무타설 철재 데크
목재 다이어프램

5：1
4：1
3：1
2：1
2：1

<표 0606.3.1> 경험적 설계를 위한 전단벽 최 간격

0606.4 압축응력
0606.4.1 일반사항
풍하중 및 지진하중을 제외한 수직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의한 벽체의 압축응
력은 다음 0606.4.3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이 때 제3장에 따라 활하중을 
저감할 수 있다.
0606.4.2 허용응력
조적벽의 압축응력은 <표 0606.4.1>에 주어진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중겹벽의 경우 <표 0606.4.1>에 주어진 허용응력 중 가장 불리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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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겹의 허용응력으로 사용한다.
0606.4.3 응력의 산정
응력의 산정에서는 공칭치수가 아닌 기준치수를 사용한다. 압축응력은 설계하중을 내
력벽의 전체단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때 벽체내 개구부, 홈파기 등의 
면적은 전체단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조적개체의 압축강도
(10-3 MPa)

허용압축응력
(10-3 MPa)

속찬 점토벽돌 조적조

55120 이상
31000
17225
10335

2067
1378
964
689

충진된 벽돌 조적조
31000
17225
10335

1378
964
689

콘크리트 조적객체에 의한 속찬 조적조
20670
13780
8268

1378
964
689

속빈 조적개체에 의한 내력 조적조

13780
10335
6869
4823

826
689
482
378

속찬 조적개체에 의한 중공벽
17225
10335

964
689

<표 0606.4.1> 경험적 설계를 위한 허용압축응력

0606.4.4 앵커볼트
볼트 관련 값들은 <표 0606.4.2>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볼트지름 (mm) 매입 (mm) 속찬 조적 (N) 그라우트 조적 (N)

13
15
19
22
25
29

100
100
130
150
180
200

1557
2225
3337
4450
5562
6675

2447
3337
4895
6675
8232
10012

<표 0606.4.2> 비소성 점토개체를 제외한 경험적설계를 위한 볼트의 허용
전단력

0606.5 측면지지
(1) 조적벽은 <표 0606.5.1>에 주어진 간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직, 수평
방향으로 횡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유  형 최      

내력벽
속찬 또는 그라우트 충진 조적벽체

기타
20
18

비내력벽
외부
내부

18
36

<표 0606.5.1> 경험적 설계를 위한 횡력지지

(2) 수평적으로는 대린벽, 붙임기둥 및 기타 골조 부재에 의해 수직적으로 바
닥판 및 지붕에 의해 횡지지되어야 한다. 
(3) 파라펫벽을 제외한 캔틸레버벽에서 공칭두께에 대한 높이의 비는 속찬조적개체의 경
우 6, 속빈조적개체의 경우 4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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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공벽의 높이/두께비 계산에서 두께는 내부벽겹과 외부벽겹의 공칭두께
의 합으로 산정한다. 조적개체와 모르타르의 등급이 다른 벽체들로 구성된 경
우에는 가장 불리한 조합에 허용된 높이/두께비 또는 길이/두께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606.6 최소두께
0606.6.1 일반사항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조적내력벽의 공칭두께는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층
고가 2,700mm를 넘지 않는 1층 건물의 속찬조적벽의 공칭두께는 150mm 이
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높이 1,800mm 이하의 박공지붕이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0606.6.2 두께의 변화
이 조항의 최소두께규정으로 인하여 층간에 두께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큰 두께값을 상층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0606.6.3 두께의 감소
속빈조적개체 또는 조적부착중공벽으로 구성된 조적벽의 두께가 감소할 경우, 
하부의 벽체와 두께가 감소된 상부의 벽체사이에 속찬조적체에 의한 연결체
를 시공하거나 면살 또는 벽겹의 하중을 하부벽체로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606.6.4 파라펫
파라펫벽의 두께는 200mm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두께의 3배를 넘을 수 
없다. 파라펫벽은 하부 벽체보다 얇지 않아야 한다.
0606.6.5 기초벽
뒷채움의 높이(벽체 내부 지하층 바닥 또는 지표면과 외부 지표면 사이의 높
이)와 횡지지 사이 벽체의 높이가 2,400mm를 넘지 않는 곳에서 뒷채움에 의
한 측압이 4.8kN/m2을 넘지 않을 때, 기초벽의 최소두께는 <표 0606.6.1>
와 같다. <표 0606.6.1>에 허용된 뒷채움의 최대 춤은 토질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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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벽 유형 공칭두께(mm) 뒷채움의 최 춤(mm)

그라우트 안 된 중공개체에 의한 조적
200
250
300

1200
1500
1800

속찬 개체에 의한 조적
200
250
300

1500
1800
2100

그라우트된 중공 객체 또는 속찬 객체에 의한 조적
200
250
300

2100
2400
2400

중공 개체에 의한 조적
중심간격 600mm마다 압력면으로부터 120mm 이상 이

격된 지름 13mm 철선으로 수직보강 및 그라우트됨
200 2100

<표 0606.6.1> 경험적 설계를 위한 기초벽의 두께

0606.7 연결
0606.7.1 일반사항
다중겹벽의 내부벽겹과 외부벽겹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0606.7.2 마구리쌓기
(1) 속찬 조적체의 내부벽겹과 외부벽겹이 조적머리에 의해 연결된 곳에서는 
각 벽겹 벽면의 4% 이상이 조적머리로 구성되어야 하며, 내부벽겹으로 
80mm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 인접한 조적머리 간의 수평, 수직 간격은 
60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의 조적머리로 벽체 전체를 연결할 수 
없을 때는 반대편으로부터의 조적머리와 최소한 80mm 이상 겹치도록 하여
야 한다.
(2) 2개 이상의 속빈개체가 한 벽체를 구성할 때, 가장 넓게 펴진 켜는 
75mm 이상 하부와 겹치도록 하고, 이것은 수직으로 850mm 이하의 거리마
다 두도록 한다. 혹은 하부두께보다 50% 두꺼운 벽체에 수직거리 40mm 이
하의 거리에 겹치도록 한다.

0606.7.3 벽체연결철물
지름 4.8mm의 벽체연결철물 또는 등가의 강성을 갖는 금속연결철물이 수평
줄눈에 매입되어 외부벽겹과 내부벽겹을 연결할 경우, 최소 0.42m2 벽체면적
마다 하나 이상의 벽체연결철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엇갈린 켜의 연결철물을 
빗겨 배치하고, 연결철물을 2열로 배치할 경우 연결철물간 수직간격은 최대 
600mm를, 수평간격은 최대 90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직으로 중공을 갖
는 조적조에는 사각형으로 구부린 연결철물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 밖의 벽체
에서는 연결철물의 끝을 50mm 이상 90° 구부려 갈고리로 작용하도록 하여
야 한다.
0606.7.4 길이방향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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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체의 각 겹에서 세로줄눈은 조적개체 길이의 1/4 이상 상하부 켜와 겹치
도록 쌓거나 또는 최소 철근에 0.0007를 균등하게 벽체길이방향으로 보강하여야 한
다.
0606.8 정착
0606.8.1 교차벽
상호간 횡지지되고 있는 조적벽들은 벽체간 교차점에서 아래 규정된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앵커 또는 연결되어야 한다.
(1) 교차점 조적개체의 50%가 교차 조적되어야 하며, 교차되는 각 조적개체
는 하부 조적개체에 75mm 이상 지지되어야 한다.
(2) 끝에서 50mm 이상 구부림되거나 또는 십자형의 앵커철물을 갖는 7mm×40mm 
이상의 단면의 연결철물에 의하여 벽체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앵커의 
길이는 600mm 이상이어야 하고, 수직간격은 1,200mm 이하이어야 한다. 
(3) 연결부 보강물을 수직간격 200mm 이하로 설치하여 정착시킨다. 이 때 
길이방향철물은 직경 28mm 이상으로 하며, 각 교차벽방향으로 750mm 이상 
매입한다.
(4) 내부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연결부 보강물 또는 6mm 철망을 수직간격 
400mm 이하로 설치함으로써 정착시킬 수 있다.
(5) 기타의 연결철물 또는 앵커들도 이 조항에서 규정된 바와 등가의 면적을 
갖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0606.8.2 바닥판과 지붕의 정착
각 조적벽체에 횡지지성능을 부여하는 바닥판 또는 지붕은 아래 규정된 방법 
중 하나에 의해 각 조적벽에 연결하여야 한다.
(1) 조적벽에 지지되는 목조바닥 조이스트는 승인된 연결철물 앵커에 의해 
1,800mm 이하의 간격으로 벽체에 정착되어야 한다. 벽체에 평행한 조이스트
는 중심거리 1,800mm 이하로 배치되며 조이스트 상하부에 걸쳐 연결하는 연
결철물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때 3개 이상의 조이스트로 고정한다. 끝막기는 
각각의 연결철물 정착 사이마다 있어야 한다.
(2) 강재바닥판 조이스트는 지름 10mm철근 또는 등가의 철물에 의해 
1,800mm 이하의 간격으로 벽체에 정착되어야 한다. 조이스트가 벽체에 평행
한 곳에서는 조이스트 직각방향의 수평재에 정착되어야 한다.
(3) 지붕구조체는 13mm의 볼트 또는 등가의 철물에 의해 1,800mm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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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벽체에 정착되어야 한다. 볼트는 400mm 이상 조적체에 매입되거나 
갈고리고 만들거나 벽체 최상부로부터 150mm 이하에 위치한 테두리보 보강
물에 130mm2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0606.8.3 골조에 지지된 벽체
벽체가 골조에 의해 횡지지되는 경우 벽체는 금속앵커에 의해 골조에 정착되
거나 골조에 연결되어야 한다. 금속앵커는 100mm 이상 조적체에 매입된 지
름 13mm의 볼트를 1,2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거나 이와 등가의 면적
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0607 조적조 문화재
0607.1 일반사항
조적조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중 수직방향 구조체의 일부 혹은 전
부가 벽돌조적조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 절은 설계보다는 보존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0607.2 보존의 개념
문화재건축물의 보존방식에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으나, 조적조 문화재는 사
용성을 갖고 있어야 하므로 전통적 보존과 재이용 보존의 개념이 적용된다.
0607.3 보존계획
보존계획은 대상 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 역사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를 평
가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절차는 인문조사를 통한 보존방안 설정, 구
조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안 수립, 유지관리방안 제시로 이루어진다.
0607.4 보존방안 설정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인문학적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가치평가를 
하고 그 가치에 따른 보존의 기본방안을 설정한다.
0607.5 구조안전성 평가
문화재의 구조안전성 평가는 일반 건축물의 평가항목뿐만 아니라 추가적 항
목이 포함된다. 구조안전성 평가의 주요 내용은 부재치수측정, 쌓기방법, 개체
와 모르타르 상태, 균열조사, 박리·박탈현상, 인위적 손상조사 등의 현황조사
와 건축물의 안전성 판정을 위한 구조해석으로 구성되며, 조사내용의 기록과 
관리는 구체적이고 정밀하여야 한다.
(1) 부재치수 측정
벽체, 인방보와 개구부, 버트레스와 기둥 등의 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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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측정·정리하고 상부 지붕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2) 쌓기방법

조적벽체에 적용된 쌓기방법을 조사하여야 하며, 마구리의 위치와 접합 부
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개체와 모르타르 상태
문화재에 사용된 벽돌은 현행 KS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벽돌의 치수, 강도, 
흡수율 등을 조사하고, 모르타르는 사용된 재료 및 배합비를 조사·분석한다. 
또한, 모르타르의 충진 상태와 벽색, 탈락 위치를 조사·표시한다.

(4) 균열조사
벽체에 발생된 균열의 크기, 표시, 깊이, 길이의 조사와 진행성 여부를 판단
하며, 발생 원인을 추정·기술한다.
(5) 박리·박탈 현상
동해나 재료적 결함으로 표면이 박리되거나 박탈된 벽돌을 조사하여 그 위치
를 표시한다.
(6) 인위적 손상
전기·배관공사 등으로 인해 손상된 벽돌을 조사·표시한다.
(7) 구조해석
현황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0604절 또는 0605절의 설계방법에 따라 구조
계산을 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0607.6 보수·보강방안 수립
(1) 보수·보강은 원형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적 안
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원형을 변형할 수 있으나,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줄눈보수시에는 원재료와 동일한 재료 및 배합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색상

에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3) 벽돌보수는 기존 벽돌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손상 정도가 심한 벽돌을 교체할 때에는 기존 벽돌과 동일 색상, 강도, 흡수
율을 갖는 벽돌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내부의 벽돌을 재사용할 경우, 소요 벽돌량과 채취 위치를 표시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5) 보강공사는 건축물의 외관변형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하중증가를 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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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진보강 여부를 사용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0607.7 유지관리방안
문화재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엄격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구체적
이고 체계적 방안제시가 요구된다. 구조체의 변형계측, 균열관리, 보수·보강 
부위의 점검 등의 방법과 점검양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0607.8 기타 사항
구조체의 변경 및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구조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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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강구조

0701 일반사항

0701.1 적용범위

이 장은 구조용 강재를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이하 강구조물)에 적용한다.

0701.1.1 내진설계기준의 비적용

반응수정계수 이 3 이하인 강구조물의 설계, 제작 및 설치는 이 장을 따르고, 

0713과 0714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0701.1.2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반응수정계수 이 3을 초과하는 강구조물의 설계는 0713과 0714의 내진설계기준을 

포함한 이 장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01.2 용어의 정의

1점 집중하중：부재의 플랜지에 직교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장력이나 압축력

2점 집중하중：부재의 한쪽 면에 1쌍으로 작용하는 동일한 힘

가새：골조에서 기둥과 기둥 간에 각선상으로 설치한 사재로 수평력에 

한 저항부재의 하나

가새골조：횡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건물골조시스템 또는 이중골조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중심형 또는 편심형의 수직트러스 또는 이와 동등한 구성체

가새실험체：프로토타입의 가새를 모형화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하는 단일

의 좌굴방지가새

가우징：금속판의 뒷면깎기로 용접결함부의 제거 등을 위해 금속표면에 골을 

파는 것

강도저항계수：공칭강도와 설계강도 사이의 불가피한 오차 또는 파괴모드 및 

파괴결과가 부차적으로 유발하는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한 계수, 

강도한계상태：항복, 소성힌지의 형성, 골조 또는 부재의 안정성, 인장파괴, 피로파괴 

등 안정성과 최 하중지지력에 한 한계상태

강성：구조부재나 구조물의 변형에 한 저항성으로써 적용된 하중(혹은 모멘트)에 

한 변위(혹은 회전)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음

강재코어：좌굴방지가새골조에서 가새의 축력저항요소. 강재코어는 에너지소

산을 위한 항복부와 인접요소로 축력을 전달하는 접합부를 포함

갭이음：교차하는 지강관 사이에 주강관의 면에서 간격 또는 공간이 존재하

는 강관트러스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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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셋플레이트：트러스의 부재, 스트럿 또는 가새재를 보 또는 기둥에 연결하

는 판요소

건물사용그룹：제3장에 규정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점유 용도에 따른 분류

게이지：파스너 게이지선 사이의 응력 수직방향 중심간격

겹침이음：서로 평행하게 겹쳐진 두 접합부재간의 접합부

겹침판：집중하중에 하여 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나 기둥에 웨브와 

평행하도록 부착하는 판재

경계부재：강재단면과(또는) 수직과 수평보강근으로 보강되어 벽과 다이아프

램 가장자리에 배치된 부재

계측휨강도：0722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보-기둥 실험시편에서 기둥 외주면

에서 계측된 보의 휨모멘트

고성능강：일반강에 비하여 강도, 내진성능, 내후성능 등에 있어서 1개 이상

의 성능이 향상된 강을 통칭

고정용 철근：합성부재 내의 철근으로 소요하중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지는 않

았지만 다른 철근의 조립을 쉽게 하고 전단보강근을 고정시키는 앵커로 작용

하는 철근.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정용 철근은 연속되지 않음

공칭강도：하중효과에 저항하기 위한 구조체 혹은 구조부재의 강도 (저항계수

가 적용되지 않은 값)

공칭치수：단면의 특성을 산정하는데 적용되도록 인정된 치수

공칭하중：건축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한 하중값

공칭휨강도：구조체나 구조부재의 하중에 한 휨저항능력으로서, 규정된 재

료강도 및 부재치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값

구속판요소：하중의 방향과 평행하게 양면이 직각방향의 판요소에 의해 연속

된 압축을 받는 평판요소

구조요소：구조부재, 접합재, 피접합재 또는 집합체

구조용강재：건축, 토목, 선박 등의 구조재로서 이용되는 강재. 탄소함유량이 

0.6% 이하의 탄소강

구조해석：구조역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구조부재 또는 접합부에 작용하는 하

중효과를 산정하는 것

국부좌굴：부재 전체의 파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압축판 요소의 좌굴

국부크리플링：집중하중이나 반력에 바로 인접한 부분에서 웨브 판의 국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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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의 한계상태

국부항복：부재의 국부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항복

국부휨：집중인장하중에 의한 플랜지변형의 한계상태

그루브용접：접합부재면에 을 만들어(개선하여) 이루어지는 용접

극저항복점강：보통의 구조용강재에 비해 항복점이 매우 낮은 강재

극한강도：부재가 붕괴 또는 파괴에 달할 때의 최 하중 또는 최 응력

금속아크용접：아크의 고온을 이용하여 모재의 용접부를 가열하고 용가재 또

는 용접봉을 용융시켜서 접합하는 방법

기둥：주로 축력을 저항하는 구조부재

기둥곡선：압축력을 받는 기둥의 좌굴강도와 세장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기둥주각부：철골 상부구조와 기초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데 동원되는 기둥 하부의 판

재, 접합재, 볼트 및 로드 등의 어셈블리를 지칭

끼움재, 끼움판：부재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판재

내진구조：지진하중에 한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시

공된 구조물 또는 그 구조형식

내진기준：0713과 0714 및 0722를 지칭

내진설계범주：0306에 규정된 건물의 내진등급 및 설계응답스펙트럼가속도값

에 의해 결정되는 내진설계상의 구분

내풍구조：강풍에 견디도록 설계된 구조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내화시간：내화구조성능의 기준이 되며, 화재 시의 가열에 견딜 수 있는 시

간. 3시간, 1시간, 30분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내후성강：적절히 조치된 고강도, 저합금강으로써 부식방지를 위한 도막 없이 

기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강재

냉간성형：강판 또는 강을 냉간으로 성형하여 제조하는 것

네킹：재료의 인장시험 시 극한하중에 도달하여 시험체가 잘록해지는 부분

노출형합성보：강재단면이 철근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지 않으며 기계적 

연결재에 의해 철근콘크리트슬래브나 합성슬래브와 합성적으로 거동하는 합

성보

다이아프램：지지요소에 힘을 전달하도록 이용된 면내 전단강성과 전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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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고 있는 플레이트

단곡률：곡률에 반곡이 있는 복곡률에 반 되는 것으로서 1방향의 연속적인 

원호를 그리는 변형상태

단부돌림：동일 평면상의 모서리 주변까지 연결되는 필릿용접의 길이

단부패널：한 쪽 면에만 인접하는 패널을 갖는 웨브패널

단순접합부：접합된 부재 간에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약한 휨 모멘트를 전달

하는 접합부

각가새：골조가 수평하중에 해 트러스거동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배치된 (주로 축력이 지배적인) 구조부재

각스티프너：기둥의 패널존의 한쪽 혹은 양쪽 웨브에서 플랜지를 향해 

각방향으로 설치된 웨브스티프너

주축휨：비 칭단면의 주축(principle axis) 중에서 큰 값을 갖는 주축에 

한 휨

도급업자：강구조제작자 또는 강구조설치자를 지칭

뒤틀림：비틀림에 한 전체저항 중 단면의 뒤틀림에 저항하는 부분

뒤틀림파단：각형 주강관의 사다리꼴형 뒤틀림에 근거한 강관트러스이음의 

한계상태

뒷댐판：용접에서 부재의 밑에 는 금속판으로 모재와 함께 용접됨

뚫림하중：주강관에 수직인 지강관의 하중성분

링크：편심가새골조에서, 두 각가새단부 사이 또는 가새단부와 기둥 사이에 

위치한 보의 부분을 칭함. 링크의 길이는 2가새단부 사이 또는 가새와 기둥외

주면 사이의 안목거리로서 정의

링크전단설계강도：링크의 전단강도 또는 링크의 모멘트강도에 의해 발현 가

능한 링크의 전단강도 중 작은 값

링크중간웨브스티프너：편심가새골조 링크 내에 설치된 수직 웨브스티프너

링크회전각：전체 층간변위가 설계층간변위에 도달했을 때, 링크와 링크 외측

보 사이의 비탄성 회전각

마찰접합부：접합부의 밀착된 면에서 볼트의 조임력이 유발하는 마찰력에 의

해 접합된 부재의 저항하도록 설계된 볼트접합부

맞댐용접：2개의 판 끝면을 거의 동일한 평면 내에서 맞 어 하는 용접

맞춤지압스티프너：지점이나 집중하중점에 사용되는 스티프너로써 지압을 통하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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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전달하기 위하여 보의 한쪽 혹은 양쪽 플랜지에 꼭 맞도록 만든 스티프너

매입된 강재：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단면

매입형 합성기둥：콘크리트기둥과 하나 이상의 매입된 강재단면으로 이루어

진 합성기둥

매입형 합성보：슬래브와 일체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는 보 

메탈터치이음：강재와 강재를 빈틈없이 밀착시키는 것의 총칭. 밀피니시이음

(mill finished joint)이라고도 함

면내불안정한계상태：횡좌굴(휨-비틀림좌굴)이 구속된 보가 압축력과 강축휨

을 받는 경우에,   영향으로 강축휨모멘트가 확 되어 불안정해지는 한계상

태

면외좌굴(또는 휨-비틀림좌굴)한계상태：횡좌굴(휨-비틀림좌굴)이 구속되지 

않는 보가 압축력과 강축휨을 받는 경우에 횡좌굴이 발생하는 한계상태

면진：건축물의 기초부분 등에 적층고무 또는 미끄럼받이 등을 넣어서 지진

에 의한 건축물의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것

모멘트골조：부재와 접합부가 휨모멘트, 전단력, 축력에 저항하는 골조로서 보통모

멘트골조, 중간모멘트골조, 특수모멘트골조 등으로 분류

모멘트연성골조：수평력에 한 저항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

부의 연성을 크게 한 입체골조를 말함

필릿용접：용접되는 부재의 교차되는 면 사이에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단면이 

만들어지는 용접

필릿용접보강：그루브용접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된 필릿용접

목두께：용접부가 그 면에서 파단된다고 예상한 단면의 두께

물고임：평지붕골조의 처짐을 유발하는 물의 고임현상

미끄러짐：볼트접합부에서 접합부가 설계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피접합재간에 

상 운동이 발생하는 한계상태

밀스케일：열간압연과정에서 생성되는 강재의 산화피막

밀착조임볼트：0710에서 기술된 견고하게 밀착되도록 조임한 볼트

밀착조임접합부：07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견고하게 밀착된 겹으로 연결된 

접합부

반강접합성접합부：상부는 슬래브철근으로 하부플랜지는 시트앵글이나 유사

한 방법으로 우력을 제공하여 기둥에 반강접이나 완전합성보로 휨저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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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

반응수정계수：한계상태설계법(혹은 강도설계법) 수준으로 지진하중을 저감시

키는데 사용되는 계수, . 0306 지진하중에 규정된 값 사용

변단면재：부재의 단면의 형상이나 치수가 길이방향에 따라 변하는 부재

변형도경화：응력을 가해 변형도를 증가시켰을 때 그 인장력이나 강성이 증

가하는 현상

변형도적합법：각 재료의 응력-변형도 관계와 단면의 중립축에 한 위치를 

고려하여 합성부재의 응력을 결정하는 방법

보：주로 휨모멘트에 저항하는 기능을 갖는 구조부재

보단면감소부：부재의 특정 부위에 비탄성거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단면 일부

를 감소시킨 부분

보통내진시스템：설계지진에 하여 몇몇 부재가 제한된 비탄성거동을 일으

킨다는 가정 하에 설계된 내진시스템

보통모멘트골조：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모멘트골조시스템 

보통중심가새골조：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가 주로 축력을 받으며, 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각가새골조

보통합성전단벽：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합성전단벽

보호영역：제작이나 부 물의 부착 시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부재의 특정영

역, 0713참조

복곡률：단부모멘트에 의해 부재가 S형태로 변형되는 휨상태

부분강접합성접합부：강재기둥과 부분합성보 또는 완전합성보를 접합하며, 상

부슬래브의 철근과 하부플랜지의 시트앵글(또는 다른 유사한 접합요소)에 의

해 발휘되는 우력으로 휨에 저항하는 접합부

부분골조시험체：프로토타입 가새의 축변형 및 휨변형을 가장 근접하게 모형

화하기 위한 가새, 접합부 및 실험장비의 조합체

부분용입그루브용접：연결부재의 전체두께보다 적게 내부용입된 그루브용접

부분합성보：매입되지 않은 합성보로서 그 공칭휨강도가 스터드의 강도에 의

해 결정되는 보

불완전강접합：접합되는 부재 사이에 어느 정도 상 적 회전변형이 발생하면

서 모멘트를 전달하는 접합

블로홀：용접금속 중에 가스에 의해 생긴 구형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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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전단파단：접합부에서 인장파단-전단항복 혹은 인장항복-전단파단이 발

생하는 한계상태

비가새골조：부재 및 접합부의 휨저항으로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골조

비골조단부：스티프너나 접합부 부재에 의한 회전에 하여 구속되지 않은 

부재의 단부

비구속판요소：하중의 방향과 평행하게 한쪽 끝단이 직각방향의 판요소에 의

해 연접된 평판요소(예：H형강의 플랜지)

비균일분포하중：강관접합에서, 피접합재의 단면에 분포하는 응력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없는 하중조건

비선형해석：구조물에 큰 변형이 예상되거나 변형도의 변화가 큰 경우 또는 

사용재료의 응력-변형도관계가 비선형인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 실제거동에 

가장 가깝게 부재력과 변위가 산출되도록 하는 해석

비지지길이：한 부재의 횡지지가새 사이의 간격으로서, 가새부재의 도심 간의 

거리로 측정

비콤팩트(비조밀)단면：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압축요소에 항복응력이 발

생할 수 있으나 회전능력이 3을 갖지 못하는 단면

비탄성해석：소성해석을 포함한 재료의 비탄성거동을 고려한 구조해석

비탄성회전：실험체의 보와 기둥 또는 링크와 기둥 사이의 영구 또는 소성회

전각. 비탄성회전은 실험체변형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비탄성회전은 부재의 

항복, 접합부요소와 접합재의 항복 그리고 접합요소와 부재 사이의 미끄러짐 

등에 의해 발생한다. 특수 및 중간모멘트골조의 보-기둥접합부에서 비탄성회

전은 보중심선과 기둥중심선이 교차하는 한 점에 비탄성작용이 집중한다는 

가정을 기초로 산정한다. 편심가새골조의 링크-기둥접합부에서 비탄성회전은 

링크의 중심선과 기둥면이 교차하는 한 점에 비탄성작용이 집중한다는 가정

을 기초로 산정

비틀림좌굴：압축부재가 전단중심축에 해 비틀리는 좌굴모드

사양적 내화설계：건축법규에 명시된 사양적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용도, 

구조, 층수, 규모에 따라 요구내화시간 및 부재의 선정이 이루어지는 내화설

계방법

사용성 한계상태：구조물의 외형, 유지 및 관리, 내구성, 사용자의 안락감 또

는 기계류의 정상적인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물의 능력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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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한계상태

사용하중：사용성 한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하중

상향용접：머리 위에 있는 부재를 위로 향해서 용접하는 것. 용접선이 거의 

수평인 이음에 하여 밑에서 위로 향하는 자세로 하는 용접

샤르피V노치충격시험：시험편을 40mm 간격으로 벌어진 2개의 지지 에 올

려놓고 V노치부분을 지지  사이의 중간에 놓고 노치부의 배면을 해머로 1회 

타격을 주어 시험편을 파단시켜 그 때의 흡수에너지, 충격치, 파면율, 천이온

도 등을 측정하는 시험

서브머지드아크용접：두 모재의 접합부에 입상의 용제, 즉 플럭스를 놓고 그 

플럭스 속에서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로 용접하는 방

법

설계강도：공칭강도와 저항계수의 곱, 

설계응력：설계강도를 적용되는 단면의 특성으로 나눈 값

설계지진：0306에서 규정한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되는 지진

설계층간변위：0306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증폭 층간변위(설계지

진 내습시 비탄성거동을 감안하여 산정된 변위)

설계판두께：단면의 특성을 산정하는데 가정되는 각형 강관의 판두께

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합에 따라 결정되는 적용하중

설계화재：건축물에 실제로 발행하는 내화설계의 상이 되는 화재의 크기

설계휨강도：부재의 휨에 한 저항력으로, 공칭강도와 저항계수의 곱

성능적 내화설계：건축물에 실제로 발생되는 화재를 상으로 합리적이고 공

학적인 해석방법을 사용하여 화재크기, 부재의 온도상승, 고온환경에서 부재

의 내력 및 변형 등을 예측하여 건축물의 내화성능을 평가하는 내화설계방법

세장비：휨축과 동일한 축의 단면2차반경에 한 유효길이의 비

세장판단면：탄성범위 내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할 수 있는 세장판요소가 있는 

단면

소성단면계수：휨에 저항하는 완전항복단면의 단면계수로서, 소성중립축 상하

의 단면적의 중립축에 한 1차모멘트

소성모멘트：부재에 작용하는 휨모멘트가 완전소성에 도달하여 단면이 전체

적으로 항복하는 것

소성해석：평형조건은 만족하고 응력은 항복응력이하인 완전소성거동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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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구조해석

소요강도：한계상태설계 하중조합에 한 구조해석 또는 0701 내지 0712 및 

이 장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힘, 응력 또는 변형을 지칭

소주축휨：비 칭단면의 주축 중에서 작은 값을 갖는 주축에 한 휨

수직스티프너：웨브에 부착하는 플랜지와 직각을 이루는 웨브스티프너

순단면적：볼트구멍 등에 의한 단면손실을 고려한 총단면적

스캘럽：용접접합부에 있어서 용접이음새나 받침쇠의 관통을 위해 또한 용접

이음새끼리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설치하는 원호상의 구멍. 용접접근공이라고

도 함

스티프너：하중을 분배하거나, 전단력을 전달하거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부재에 부착하는 ㄱ형강이나 판재 같은 구조요소

슬롯용접：부재를 다른 부재에 부착시키기 위해 긴 을 뚫어서 하는 용접

시방서：강구조물의 일반설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0701에서 0712를 지칭

시스템초과강도계수：이 절에서 요구하는 증폭지진하중을 산정할 경우 사용

되는 계수, . 0306에서 규정된 값을 사용

시험접합부：072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접합부

신축롤러：둥근 강재봉 형태로, 부재의 신축을 수용할 수 있는 지지부

실험구성체：실험체와 관련실험장치의 조합

실험장치：실험체를 지지하고 가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지장치, 재하장비, 

횡지지구조 등

실험체：프로토 타입을 모형화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하는 골조의 한 부분

심：접촉면이나 지압면 사이에 두께 차이시 공간을 메우기 위해 사용되는 얇

은 판재

아이바：균일한 두께를 가진 특수한 형태의 핀접합부재로서 핀구멍이 있는 

머리와 구멍이 없는 몸체에 거의 동일한 강도를 부여하도록 몸체의 폭보다 

크게 단조되거나 산소절단된 머리 폭을 가진 인장부재

아크용접：모재와 전극 또는 2개의 전극 간에 생기는 아크열을 이용하는 용

접법

안전계수：공칭강도와 실제강도 사이의 오차, 공칭하중과 실제하중 사이의 오

차, 하중을 하중효과로 변환하는 해석 과정의 불확실성 또는 파괴모드 및 파

괴 결과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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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구조부재, 골조 또는 구조체가 하중의 작은 변화 또는 기학적인 변화

에도 큰 변위를 발생하지 않고 안정한 평형상태에 있는 경우

압연강재：강을 압연해서 마무리 롤에 의해 막 나 판 등의 각종 형상으로 

가공한 강재

압축강도：단순압축력을 받았을 때 최 응력도를 압축강도 또는 압축파괴강

도라 함

앵커볼트：주각이나 토 를 콘크리트기초에 긴결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볼트

언더컷：용접부의 끝부분에서 모재가 패어져 도랑처럼 된 부분

에너지흡수능력：구조물에 소성변형이 생겨 진동에너지의 일부를 열에너지로 

해서 구조물이 흡수하는 능력 또는 그 크기

엔드탭：용접선의 단부에 붙인 보조판으로 아크의 시작부나 종단부의 크레이터 등의 

결함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판은 제거함

역V형가새골조：V형가새골조 참조

연강：탄소함유량 0.3% 이하의 탄소강. 구조용강재로 이용됨. 경강에 비해서 

신축률이 큼

연결보：인접한 철근콘크리트벽 부재를 연결하여 함께 횡력에 저항하게 하는 

강재보 혹은 합성보

연단거리：리벳이나 볼트 등의 구멍중심으로부터 피접합재의 연단까지의 거

리

연마면：기계를 사용하여 평평하고 매끄러운 상태로 만든 면

연성：항복점 이상의 응력을 받는 금속재료가 소성변형을 일으켜 파괴되지 

않고 변형을 계속하는 성질

연성모멘트골조：횡력에 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

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골조

연성한계상태：연성한계상태에는 부재와 접합부의 항복, 볼트구멍의 지압변

형, 그리고 0713의 폭-두께비 제한을 만족하는 부재의 좌굴이 포함됨. 부재 

및 접합부의 취성파괴 또는 접합요소의 좌굴은 연성한계상태에 포함되지 않

음

연속판：패널존의 위와 아래에 설치되는 기둥스티프너, 수평스티프너로도 불

림

열절단：가스, 플라즈마 및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



- 512 -

예상인장강도：공칭인장강도 에 를 곱하여 산정되는 부재의 인장강도

예상항복강도：예상항복응력에 단면적 를 곱하여 산정되는 부재의 인장강도

예상항복응력：공칭항복강도 에 를 곱하여 산정되는 재료의 항복응력

예열：균열발생이나 열영향부의 경화를 막기 위해서 용접 또는 가스절단하기 

전에 모재에 미리 열을 가하는 것을 말함

오버랩이음：교차하는 지강관이 겹치는 강관트러스이음

오일러좌굴하중：압축하중을 받는 장주의 탄성좌굴하중

완전강접합：접합되는 부재 사이에 무시할 정도의 상 회전변형이 발생하면

서 모멘트를 전달할 수 있는 접합

완전용입그루브용접：용접재가 조인트두께를 넘어 완전히 용접되는 그루브용

접(강관구조 접합부에서는 예외로 한다)

완전재하주기：하중 0으로부터 다시 하중이 0이 되는 하나의 사이클로 각각 

하나의 양과 음의 최 치가 포함

완전합성보：충분한 개수의 전단연결재를 사용하여 합성단면의 공칭소성휨강

도를 발휘하는 합성보

외피：가새축에 직각방향의 힘에 저항함으로써 강재코어의 좌굴을 방지하는 

케이싱. 외피는 이러한 힘을 좌굴방지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으로 전달하는 수

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외피는 가새의 축방향의 힘에는 전혀 또는 거의 저

항하지 않음

용입재：용접접합을 구성하는데 첨가되는 금속 또는 합금재

용접선：긴 용접부를 하나의 선으로 나타낼 때의 가정선을 말한다. 필릿용접 

및 맞댐용접의 비드방향을 나타내는 선

용접접근공：뒷받침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구멍

용착금속：용접과정에서 완전히 용융된 부분. 용착금속은 용접과정에서 열에 

의해 녹은 용입재와 모재로 구성

우각부：따내기나 용접접근공에서 오목한 노출면의 방향이 급변하는 절단면

웨브좌굴：웨브의 횡방향 불안정한계상태

웨브크리플링：보에서 집중하중이나 반력이 작용하는 위치의 웨브재에 발생

하는 국부적인 파괴

웨브횡좌굴：집중압축력작용점 반 편의 인장플랜지의 횡방향좌굴한계상태

윙플레이트：철골주각부에 부착하는 강판으로서 사이드앵글을 거쳐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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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용접에 의해 베이스플레이트에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전함

유공보：웨브에 관통구멍이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있는 보

유효목두께：보강용접을 포함하지 않는 목두께로서 강도상 유효한 부분

유효순단면：전단지연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정된 순단면적

유효좌굴길이：압축재 좌굴공식에 사용되는 등가좌굴길이 로서 분기좌굴해

석으로부터 결정

유효좌굴길이계수 ：유효좌굴길이와 부재의 비지지길이의 비

응답스펙트럼：어떤 지진동이 일정한 감쇠정수를 갖는 임의주기의 한 절점계

에 작용해서 생기는 최 응답값을 질점계의 주기에 하여 구성한 것

응력：축방향력, 모멘트, 전단력이나 비틀림 등이 유발한 단위면적당 힘

응력집중：단면의 급변부위, 구멍, 결손부위 등의 주변에서 현저하게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말함

이음：두 부재를 접합하여 단일의 긴 부재를 형성하도록 두 부재의 단부를 

연결하는 접합

이음부：2개 이상의 단부, 표면, 가장자리가 접합되는 영역. 사용되는 파스너 

또는 용접의 형태와 하중전달방법에 의해 분류됨

이중골조시스템：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구조시스템을 지칭함

    (1) 중력하중에 해서는 거의 완전한 입체골조가 지지

    (2) 최소한 25%의 밑면전단력을 지지할 수 있는 모멘트골조가 콘크리트전단벽, 강판

전단벽, 또는 철골가새골조와 함께 횡력을 저항

    (3) 전체 횡력을 각 상 강성에 비례하게 배분하여 각각의 시스템을 설계

인장강도：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 인장응력도

인장역작용：플랫트러스와 유사하게 전단력이 작용할 때 웨브의 각방향으

로 인장력이 발생하고 수직스티프너에 압축력이 발생하는 패널의 거동

인장파단：인장력에 의한 파단한계상태

인장항복：인장에 의한 항복

인증접합부：072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접합부

임계세장비：탄성좌굴과 비탄성좌굴과의 영역의 분계가 되는 세장비를 말함

임계용접부：0713과 0714의 내진기준에서 별도의 요구조건이 부과된 용접부

잔류응력：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남아 있는 응력

저항계수：공칭강도와 실제강도 사이의 불가피한 오차 또는 파괴모드 및 파



- 514 -

괴결과가 부차적으로 유발하는 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한 계수, 

적용건축기준：구조물의 설계시 적용되는 상위기준으로서 건교부고시 건축구

조설계기준(KBC, Korean Building Code, 이하 이 기준)을 지칭

전단연결재：합성부재의 두 가지 다른 재료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강재

에 용접되고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스터드, ㄷ형강, 플레이트 또는 다른 형태

의 강재

전단좌굴：면내에 순수전단력에 의해 보의 웨브와 같은 판요소가 변형하는 

좌굴모드

전단중심：단면에서 비틀림을 발생시키지 않는 점

전단파단：전단력에 의한 파단한계상태

전단항복(뚫림)：강관접합에서, 지강관이 붙어 있는 주강관의 면외전단강도에 

기반한 한계상태

전소성모멘트：완전히 항복한 단면의 저항모멘트

전이보：건물 상층부의 골조를 어떤 층의 하부에서 별개의 구조형식으로 전

이하는 형식의 큰보

전체링크회전각：링크 한쪽 단부의 상 쪽 단부에 한 상  변위(변형되지 

않은 링크의 재축의 횡방향으로 측정함)를 링크길이로 나눈 값. 전체링크회전

각은 링크 및 링크단부에 접합된 부재의 탄성 및 비탄성변형요소를 모두 포

함

접촉면：전단력을 전달하는 접합부요소의 접촉된 면

접합：2개 이상의 단부, 표면 혹은 모서리가 접착된 영역. 파스너 혹은 용접의 사용 여

부와 하중전달방법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음

접합부：2개 이상의 부재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구조요소 또는 

조인트의 집합체

접합부인증위원회：내진강구조접합부의 인증을 위하여 책임기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위원회

정적항복강도：변형률효과 또는 관성력효과가 발생치 않게 느린 속도로 진행

된 단조가력파괴실험을 기초로 산정된 구조부재 또는 접합부의 강도

정적해석：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적하중을 받는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

력의 크기 및 변형상태를 규명하기 위한 해석

제진구조：제진구조 중 특히 지진에 한 흔들림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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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구조

조립부재：용접, 볼트접합, 리벳접합으로 제작된 부재

조정가새강도：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변위에서의 좌굴방지가새골

조의 가새강도

조합응력：휨모멘트와 축력 등 응력이 조합되어 부재내부에 생기는 응력을 

말함. 합성응력이라고도 함

좌굴：임계하중상태에서 구조물이나 구조요소가 기하학적으로 갑자기 변화하

는 한계상태

좌굴방지가새골조：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각선가새골조로서, 가새시

스템의 모든 부재가 주로 축력을 받고, 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힘

과 변형에 해서도 가새의 압축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골조

좌굴방지시스템：좌굴방지가새골조에서 강재코어의 좌굴을 구속하는 시스템. 

좌굴방지시스템에는 강재코어의 케이싱과 접합부를 연결하는 구조요소 모두

가 포함된다. 좌굴방지시스템은 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변위에 

해서 강재코어의 횡방향 팽창과 길이방향 수축이 가능하도록 거동하여야 함

주강관：강관트러스접합의 주강관부재

주강관소성화：강관접합에서, 지강관이 접합된 주강관에서 면외 휨항복선기구

에 기반한 한계상태

중간내진시스템：설계지진에 하여 몇몇 부재가 중간정도의 비탄성거동을 

일으킨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내진시스템

중간모멘트골조：0713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모멘트골조시스템

중심가새골조：부재에 주로 축력이 작용하는 가새골조. 동심가새골조라고도 

함

증폭지진하중：지진하중의 수평성분 에 시스템초과강도계수 를 곱한 것. 지진하

중과 지진하중의 수평성분은 0306을 참조

지강관：강관접합에서 주강관 또는 주요부재에 붙어 있는 부재

지레작용：하중점과 볼트, 접합된 부재의 반력 사이에서 지렛 와 같은 거동

에 의해 볼트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증폭되는 작용

지압：볼트접합부에서 볼트가 접합요소에 전달하는 전달력에 의한 한계상태

지압형식볼트접합부：접합부재에 한 볼트의 지압으로써 전단력이 전달되는 

볼트접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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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반응수정계수：지지하중효과를 강도수준으로 감소하는 계수

지진하중저항시스템：스트럿, 컬렉터, 현재, 다이아프램과 트러스 등을 포함한 

건물 내의 지진하중저항구조요소의 집합체

직접부착작용：합성단면의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에서 힘이 부착응력에 의해 

전달되는 메커니즘

집합부재：바닥 다이아프램과 지진하중저항시스템의 부재 사이에 힘을 전달하기 위

해 사용되는 부재

최소기 사용온도：100년의 평균 재현기간을 기준으로 1시간 평균 최저온도

충전형 합성기둥：콘크리트로 충전된 사각 또는 원형강관으로 이루어진 합성

기둥

취성파괴：물체가 갖고 있는 강도 이상의 힘을 가할 경우, 변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가 급격히 내력이 저하되어 파괴에 이르는 현상

층간변위각：층간변위를 층고로 나눈 값

치올림：보나 트러스 등 수평부재에서 하중재하 시 생길 처짐을 고려하여 미

리 중앙부를 들어 올리는 것

커버플레이트：단면적, 단면계수, 단면2차모멘트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의 

플랜지에 용접이나 볼트로 연결된 플레이트

커튼월：비내력벽의 총칭. 일반적으로 칸막이용으로 설치하는 금속패널, 유리, 

블록, 콘크리트 기성판 등을 말함

콘크리트압괴：콘크리트가 극한변형률에 도달함으로써 압축파괴를 일으키는 

한계상태

콘크리트충전강관：원형강관 또는 각형강관 속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것으로 

주로 기둥부재에 쓰임

콘크리트헌치：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하는 합성바닥구조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절단한 후 간격을 벌림으로써 형성되는 거더 위의 콘크리트단면

콤팩트(조밀)단면：완전소성 응력분포가 발생할 수 있고 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전에 약 3의 곡률연성비(회전능력)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단면

크리플링：집중하중이나 반력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파괴

타이플레이트：조립기둥, 조립보, 조립스트럿의 두 개의 나란한 요소를 결집

하기 위한 판재. 두 나란한 요소에 타이플레이트는 강접되어야 하고 두 요소 

사이의 전단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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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해석：구조체가 하중을 제거한 후에 원 위치로 돌아온다는 가정에 근거

한 구조해석

턴버클：와이어로프 등 선재의 긴장용 조임구

특수강판전단벽：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강판전단벽시스템

특수내진시스템：설계지진 하에서 몇몇 부재가 상당한 비탄성거동을 일으킨

다는 가정 하에서 설계된 내진시스템

특수모멘트골조：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모멘트골조시스템

특수중심가새골조：가새시스템의 모든 부재들이 주로 축력을 받고 0713의 요

구사항을 만족하는 각가새골조

파괴강도：재료가 외력에 의해 파괴할 때의 최 강도를 말한다. 파단강도라고

도 함

파스너：볼트, 리벳 또는 다른 연결기구 등을 총괄해서 지칭하는 용어

패널존：접합부를 관통하는 보와 기둥의 플랜지의 연장에 의해 구성되는 보-

기둥접합부의 웨브영역으로, 전단패널을 통하여 모멘트를 전달하는 영역

편심가새골조：071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각가새골조로서, 각 가새부재에서 

최소한 한쪽 끝이 보-기둥접합부나 다른 쪽 보-가새접합부에서 짧은 거리로 

떨어져 편심접합된 골조

표면지압판：철근콘크리트벽이나 기둥 안에 묻히는 강재에 접합되는 스티프

너로 철근콘크리트의 표면에 위치하여 구속력을 제공하고 하중을 직접 지압

에 의해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판

표준최소인장강도：KS에 명시된 재료의 인장강도의 하한선

표준최소항복응력：KS에 규정된 재료에 따른 최소항복응력의 하한선

품질관리：계약 및 제작·설치 요구사항을 만족시켰음을 입증하기 위해 철골제작자와 설

치자가 수행하는 철골공장과 현장의 관리절차

품질보증：건물주나 그 리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철골공장과 현장의 행위절차 및 

건물주 또는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는 관리절차

품질확보계획：품질요구사항, 시방서, 계약서류에 구조물이 부합토록 하기 위

한 조건, 절차, 품질검사, 재료, 기록 등을 서면으로 기술한 문건. 프로토타입 특

수 및 중간모멘트골조, 편심 및 좌굴방지가새골조 등의 건물에 실제로 사용될 접합부 또

는 가새의 설계물

프로토타입：실제건물의 골조에서 사용되는 접합부, 부재크기 및 강재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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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설계, 상세와 공사특성

프리텐션접합부：규정된 최소의 프리텐션으로 조여진 고장력볼트접합부

플러그용접：겹치기한 2매의 판재에 한쪽에만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살붙이

하여 용접하는 방법. 주요한 부재에는 사용하지 않음

플레이트거더：강판과 ㄱ형강 등을 리벳 또는 용접으로 I형의 큰 단면으로 만

든 조립보 또는 강판만으로 용접한 용접보

피로：활하중의 반복작용에 따른 균열생성 및 성장한계상태

피복아크용접：피복아크용접봉을 전극으로 하는 아크용접

필러：요소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하는 플레이트

하중저항철근：소요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배근한 합성부재 내의 

철근

하향용접：아래보기 용접

한계상태：구조체 또는 구조요소가 사용하기에 부적당하게 되고 의도된 기능

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사용성한계상태) 또는 극한하중지지능력에 

도달한 상태(강도한계상태)

한계상태설계법：한계상태설계법 하중조합 하에서 부재의 설계강도가 소요강

도 이상이 되도록 구조요소를 설계하는 방법

한계상태설계법 하중조합：한계상태설계법에 적용되는 하중의 조합

합성：내부힘의 분산에 있어 강재요소와 콘크리트요소가 일체로서 거동하는 

조건

합성가새：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단면(압연 또는 용접단면) 또는 콘크리

트가 충전된 강재단면으로써 가새로 사용되는 부재

합성강판전단벽：면외강성을 제공함으로써 강판의 좌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양면 혹은 한 면에 철근콘크리트가 부착된 강판으로 이루어지며 0714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벽

합성기둥：철근콘크리트가 피복된 강재단면이나 철근콘크리트가 충전된 강재

단면을 사용한 기둥

합성보：강재보가 슬래브와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물로서 구조적 거동을 할 수 

있는 보로서, 노출형합성보와 매입형합성보가 있음

합성보통가새골조：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가새골조

합성부분구속모멘트골조：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모멘트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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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슬래브：데크플레이트에 부착되고 지지된 콘크리트슬래브로, 지진하중저

항시스템의 부재 사이에 하중을 전달하는 다이아프램으로 거동하는 것

합성전단벽：매입되지 않은 강재단면이나 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단면을 

경계부재로 갖는 철근콘크리트벽

합성중간모멘트골조：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합성모멘트골조

합성특수모멘트골조：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모멘트골조

합성특수전단벽：0716의 소요조건을 충족하는 합성전단벽

합성특수중심가새골조：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가새골조

합성편심가새골조：07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가새골조

항복강도：응력과 변형의 비례상태의 규정된 변형한계를 벗어날 때의 응력

항복모멘트：부재에 작용하는 휨모멘트가 항복모멘트에 도달하여 단면의 최

연단부가 항복하는 것

항복응력：항복점, 항복강도 또는 항복응력 레벨

허용강도：공칭강도를 안전계수로 나눈 값

허용강도설계법：허용강도설계법 하중조합을 받는 구조요소의 소요강도보다 

구조요소의 허용강도가 동일하거나 초과되도록 구조요소를 설계하는 설계법 

허용응력：허용강도를 단면특성으로 나눈 값

형상계수：단면의 차이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계수. 부재의 소성모멘

트의 항복모멘트에 한 비로써 부재단면의 형상과 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수

확장록커：확장하면서 부재가 지압을 받는 곡면을 가진 지지

확장롤러：확장하면서 부재가 지압을 받는 롤러

회전능력：초기항복에서 탄성회전에 한 비탄성회전의 비

횡가새： 각가새, 전단벽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면내횡방향 안정을 

제공하는 부재

횡방향스티프너：웨브에 부착되고 플랜지와 수직을 이루는 웨브스티프너

횡방향철근：매입형 합성기둥에서 강재코어 주위의 콘크리트를 구속하는 역

할을 하는 폐쇄형타이나 용접철망과 같은 철근 

횡비틀림좌굴：휨모멘트가 어떤 값에 달해서 부재가 가로방향으로 처지고 비

틀림을 수반하면서 좌굴하는 현상

횡좌굴：휨모멘트를 받는 보가 면외하중면에 해 횡방향으로 좌굴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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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지지부재：주 골조부재의 횡좌굴 또는 횡비틀림좌굴이 방지되도록 설계된 

부재

횡하중：풍하중 또는 지진하중과 같이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

휨-비틀림좌굴：단면형상의 변화 없이 압축부재에 휨과 비틀림변형이 발생하

는 좌굴모드

휨좌굴：단면의 비틀림이나 형상의 변화 없이 압축부재가 휨에 의해 발생하

는 좌굴모드

힘：일정 면적에 분포된 응력도의 합

k영역：k영역은 웨브와 플랜지-웨브필렛의 접점으로부터 38mm 만큼 ʻʻkʼʼ 치

수를 넘어선 웨브를 포함하는 부분

K-이음：주강관을 횡단하는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의 하중이 주강관의 같은 

측면에서 다른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의 하중에 의해 평형을 이루는 강관이음

K형가새골조：다이아프램이나 면외지지가 없는 위치에서 기둥과 접합된 가새

로 구성된 골조

SN강재：용접성, 냉간가공성, 인장강도, 연성 등이 우수한 강재

T-이음：지강관 또는 접합요소가 주강관에 수직이고 주강관의 황방향 하중을 

주강관에서 전단에 의해 평형을 이루는 강관이음

V형가새골조：보의 상부 또는 하부에 위치한 한 쌍의 각선가새가 보의 경

간 내의 한 점에 연결되어 있는 중심가새골조. 각선가새가 보 아래에 있는 

경우는 역V형가새골조라고도 함

X-이음：주강관을 횡단하는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의 하중이 주강관의 반 편 

다른 지강관 또는 접합요소의 하중에 의하여 평형을 이루는 강관이음

X형가새골조：한 쌍의 각가새들이 가새의 중간 근처에서 교차하는 중심가

새골조

Y-이음：지강관 또는 접합요소가 주강관에 수직이 아니며 주강관을 횡단하는 하중이 주

강관에서 전단에 의해 평형을 이루는 강관이음

Y형가새골조：Y자형의 스템 부분이 링크 역할을 하는 편심가새골조

0701.3 주요기호

 ：부재의 총단면적, ㎟

 ：기둥의 횡단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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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의 재하면적, ㎟

 ：볼트공칭단면적, ㎟

 ：겹치는 지강관의 단면적, ㎟

 ：겹친지강관의 단면적, ㎟

 ：콘크리트단면적, ㎟

 ：유효폭 내의 콘크리트단면적, ㎟

 ：유효순단면적, ㎟

：감소된 유효폭 을 고려하여 산정한 유효단면적의 합

 ：압축플랜지의 단면적, ㎟

 ：플랜지의 총단면적, ㎟

 ：인장플랜지의 순단면적, ㎟

  ：인장플랜지의 단면적, ㎟

 ：부재의 총단면적, ㎟

 ：설계벽두께를 기초로 한 강관의 전단면적, ㎟

 ：합성부재의 총단면적, ㎟

 ：인장저항총단면적, ㎟

 ：전단저항총단면적, ㎟

 ：부재의 순단면적, ㎟

 ：인장저항 순단면적, ㎟

 ：전단저항순단면적, ㎟

 ：핀의 단면적, ㎟

 ：투영된 지압면적, ㎟

 ：콘크리트슬래브의 유효폭 내에 있는 적절하게 정착된 길 이방향철근의 

단면적, ㎟

 ：강재의 단면적, ㎟

 ：스터드커넥터의 단면적, ㎟

 ：띠철근의 최소단면적, ㎟

 ：합성전단벽의 강판수평단면적, ㎟

 ：연속길이방향철근의 단면적, ㎟

 ：스티프너의 단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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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유효면적, ㎟

 ：웨브의 단면적, 부재전체춤 와 웨브의 두께 의 곱 , ㎟

 ：베이스플레이트의 면적, ㎟

 ：베이스플레이트와 닮은꼴의 콘크리트지지부분의 최 면적, ㎟

 ：접합평면과 90°를 이루는 각형강관의 폭, mm

 ：접합평면과 90°를 이루는 각형주강관의 폭, mm

 ：접합평면과 90°를 이루는 각형지강관의 폭, mm

 ：겹치는 지강관의 폭, mm

 ：겹친지강관의 폭, mm

 ：접합평면과 90°를 이루는 판폭, mm

 ：강관의 비틀림상수, 0708.3.1 참조

 ：횡좌굴모멘트수정계수

 ：횡처짐좌굴상관계수

 ：뒤틀림상수, mm6

 ：웨브의 전단상수

 ：골조의 횡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계수

  ：강관의 외경, mm

 ：부재의 외경, mm

 ：설계하중에 의한 1차층간변위

 ：원형강관의 외경, mm

 ：원형주강관의 외경, mm

 ：주강관의 외경, mm

 ：원형지강관의 외경, mm

 ：지강관의 외경, mm

 ：식(0707.3.4)에 사용되는 계수로 플레이트거더에 사용되는 수직스티프너

의 종류와 관계있는 계수

：구조물의 모든 층에 한 최  에 한 의 비

, ：강재의 탄성계수, MPa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MPa

 ：철근의 탄성계수, MPa

：합성단면의 유효강성, 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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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방향응력(0708.2 참조), MPa

 ：주축에 한 가용휨응력(0708.2 참조), MPa

 ：약축에 한 가용휨응력(0708.2 참조), MPa

 ：가용응력, MPa

 ：해석에 의해 결정된 단면의 좌굴응력(0708.3.3 참조), MPa

 ：식(0705.3.2)와 식(0705.3.3)에서 구한 값을 사용

        







：탄성좌굴응력, 

 





        

 





        

  





        


























 ：형강의 잔류응력을 고려하여 공칭강도의 산정에 이용된 응력, MPa

 ：공칭비틀림강도(0708.3.3 참조), MPa

 ：<표 0710.3.1>에 의한 공칭인장응력, MPa

′ ：전단응력의 효과를 고려한 공칭인장응력, MPa

 ：<표 0710.3.1>에 의한 공칭전단응력, MPa

 ：용접재의 공칭강도, MPa

 ：강재의 인장강도, MPa

 ：강관의 인장강도, MPa

 ：강관부재의 극한강도, MPa

 ：인장강도, MPa

 ：스터드커넥터의 설계기준인장강도, MPa

 ：피접합재의 공칭인장강도, MPa

 ：용접재의 인장강도(용접재의 등급강도), MPa

 ：강재의 항복강도, MPa

 ：강관의 항복강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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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웨브의 명시된 최소항복응력, MPa

 ：주강관의 항복강도, MPa

 ：지강관의 항복강도, MPa

 ：띠철근의 공칭항복강도, MPa

 ：겹치는 지강관재료의 항복응력, MPa

 ：겹친 지강관재료의 항복응력, MPa

 ：플랜지의 항복응력, MPa

 ：판재의 항복강도, MPa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스티프너의 설계항복강도, MPa

 ：웨브의 항복응력, MPa

 ：강재의 전단탄성계수, MPa

  




  



 ：접합평면에서 측정한 각형주강관의 춤, mm

 ：접합평면에서 측정한 각형지강관의 춤, mm

 ：겹치는 지강관의 춤, mm

 ：휨평면에 한 단면2차모멘트, mm4

 ：콘크리트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mm4

 ：강재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mm4

 ：철근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mm4

 ：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 mm4

 ：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 mm4

 ：축에 한 압축플랜지의 단면2차모멘트 또는 복곡률의 경우 압축플랜

지 중 작은 플랜지의 단면2차모멘트, mm4

 ：압축력을 받는 플랜지의 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 또 역곡률휨의 경우 

작은 플랜지에 한 단면2차모멘트 (0708.1 참조), mm4

 ：약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 mm4

 ：비틀림상수, mm4

 ：유효좌굴길이계수

 ：비틀림좌굴에 한 유효좌굴길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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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부재의 수정된 기둥세장비

 ：횡방향으로 구속된 골조에 하여 산정한 휨평면에 한 유효좌굴길이

계수

 ：횡방향으로 구속되지 않은 골조에 하여 산정한 휨평면에 한 유효좌

굴길이계수

 ：부재의 비지지길이, mm

 ：중심라인에서 작업구간 사이의 부재길이, mm

 ：층고, mm

 ：횡좌굴에 한 비지지길이, mm

 ：횡지지길이, mm

 ：횡지지길이, mm

 ：보의 비지지길이, mm

 ：ㄷ형강전단연결재의 길이, mm

 ：하중방향 순간격, 구멍의 끝과 피접합재의 끝 또는 인접구멍의 끝까지의 

거리, mm

 ：각형강관에서 맞댐용접과 필릿용접의 총유효길이, mm

 ：식(0704.7)에 따라 산정한다.

 ：최 전단력작용점과 전단력이 0인 점 사이의 거리, mm

 ：비지지구간에서 1/4지점의 모멘트

 ：비지지구간에서 중앙부의 단부모멘트

 ：비지지구간에서 3/4지점의 모멘트 

  ：휨강도 (0706 참조), N·mm

 ：강축휨에 한 휨-비틀림강도 (0706 참조), N·mm

 ：탄성횡좌굴모멘트

 ：골조의 횡변위가 발생할 때의 1차모멘트

m ax：비지지구간에서 모멘트 중 가장 큰 값

 ：공칭휨모멘트

 ：골조의 횡변위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1차모멘트

 ：소성휨모멘트, N·mm

 ：소요휨강도, N·mm

  ：하중조합을 사용하는 지강관의 소요면내휨강도, 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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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조합을 사용하는 지강관의 소요면외휨강도, N·mm

 ：하중조합을 사용하는 주강관의 소요휨강도, N·mm

 ：항복휨모멘트, N·mm

 ：강관축과 나란한 하중지지길이, mm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폭 (다만,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mm

 ：인장력을 받는 볼트의 수

 ：전단면의 수

 ：오버랩접합계수

 ：압축강도 (0708.1 참조), N

 ：설계축방향압축 또는 인장강도 (0704 및 0705 참조), N

 ：면외휨을 고려한 압축강도 (0708.1.3 참조), N

 ：횡방향으로 구속된 부재의 탄성좌굴저항

 ：골조의 횡변위가 발생할 때의 1차축강도

 ：공칭인장강도, N

 ：골조의 횡변위가 발생하지 않을 때의 1차축강도

 ：세장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공칭압축강도, N

 ：편심이 없는 합성기둥의 공칭축강도, N

 ：콘크리트의 공칭지압강도, N

 ：소요압축강도 (0708.1.1 참조), N

 ：합성기둥의 소요축강도, N

 ：기둥의 축방향하중강도, N

 ：부재의 항복강도

 ：주관-응력상관변수

 ：전단연결재 1개의 공칭강도, N

 ：세장한 구속판요소의 저감계수 



 ：세장한 비구속판요소의 저감계수

 ：반응수정계수

 ：허용강도설계법의 소요강도

 ：그룹의 효과를 고려한 계수

 ：단면형상계수 

 ：공칭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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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연결재의 위치에 따른 효과를 고려한 계수

 ：휨강도감소계수

 ：한계상태설계법의 소요강도 

 ：탄성단면계수, mm3

 ：휨축에 한 다리 압축부분의 탄성단면계수, mm3

 ：압축플랜지의 유효폭 에 한 유효단면계수, mm3

 ：강축에 한 탄성단면계수, mm3

 ：압축플랜지의 탄성단면계수, mm3

  ：플랜지의 탄성단면계수, mm3

  ：인장과 압축플랜지에 한 단면계수, mm3

 ：ㄷ형강의 경우 최소단면계수, mm3

 ：비틀림강도 (0708.3.1 참조), N·mm

 ：공칭비틀림강도 (0708.3.2 참조), N·mm

 ：<표 0710.3.2>에 따른 설계볼트장력, kN

 ：소요비틀림강도 (0708.3.2 참조), N·mm

 ：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합에 의한 인장력, kN

 ：전단지연계수(<표 0704.3.1> 참조)

 ：기둥에 작용하는 전단력, N

 ′ ：전단연결재에 의해 전달되는 전단력, N

 ：전단강도 (0708.3.2 참조), N

 ：공칭전단강도, N

 ：합성전단벽 내 강판의 공칭전단강도, N

 ：스티프너 설치지점의 소요전단강도, N

 ：소요전단강도 (0708.3.2 참조), N

：강재보의 상부에서 콘크리트슬래브 또는 외피재의 상부까지의 거리, 

mm

：콘크리트의 최 압축섬유에서 소성중립축까지의 최 거리, mm

 ：소성단면계수, mm3

 ：휨축에 관한 지강관의 소성단면계수, mm3

 ：축에 한 소성단면계수, mm3

 ：보강스티프너의 간격,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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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합재 사이의 거리, mm

 ：핀구멍의 연단으로부터 힘의 방향과 평행하게 측정한 부재의 연단까지

의 최단거리, mm

 ：각 개재의 최 기둥세장비

 ：압축판요소의 폭, mm

 ：압축을 받는 다리부분의 외측 

 ：전단력을 저항하는 ㄱ형강다리의 폭, mm

 ：파스너 게이지선 사이의 간격, mm

 ：기둥플랜지의 폭, mm

 ：감소된 유효폭, mm

 ：유효연단거리, mm, (＝2＋16mm). 다만, 구멍연단으로부터 작용하는 힘

의 직각방향으로 측정한 부재의 연단까지 거리보다 커서는 안 된다.

 ：주강관에 용접된 지강관면의 유효폭, mm

 ：겹친 브레이스에 용접된 지강관면의 유효폭, mm

 ：플랜지의 폭, mm

 ：압축플랜지의 폭, mm

 ：인장플랜지의 폭, mm

 ：ㄱ형강의 긴쪽다리의 길이, mm

 ：ㄱ형강의 짧은쪽다리의 길이, mm

 ：전단력방향과 직각으로 측정된 콘크리트단면폭과 형강폭의 차이, mm

 ：강봉단면의 두께, mm

 ：파스너의 공칭지름, mm

 ：볼트의 공칭직경, mm

 ：부재의 전체높이, mm

 ：핀의 직경, mm

 ：트러스접합의 편심, mm

 ：보의 깊이, mm

, ：기둥의 깊이, mm

 ：트러스접합의 편심, mm

 ：스터드 몸체의 바깥면으로부터 데크플레이트 웨브(데크골의 중간높이)

까지의 거리이며 스터드의 하중저항방향, 즉 단순보에서 최 모멘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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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의 거리

 ：소요축방향응력 (0708.1 참조), MPa

  ： 주축, 소주축에 한 소요휨응력 (0708.1 참조), MPa

′ ：콘크리트의 공칭압축강도, MPa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소요전단응력, MPa

 ：갭 K이음에서 용접부를 무시한 지강관끝 사이의 간격, mm

 ：파스너 게이지선 사이의 응력 수직방향 중심간격, mm

 ：압연형강의 경우 플랜지간 순거리에서 필릿 또는 코너반경을 제외한 거

리, 용접형강의 경우 플랜지간 순거리, 볼트조립단면에서는 파스너 열간

거리, T형강의 경우 전체높이, mm

 ：좌굴의 부재축에 수직인 각 요소의 중심간의 거리, mm

 ：압연형강의 경우 중립축으로부터 압축플랜지의 내측면 거리에서 필릿 

또는 코너반경을 제외한 거리의 2배 값. 조립단면의 경우 중립축으로부

터 파스너선 사이의 거리 또는 용접한 경우에는 플랜지의 내측면 거리의 

2배 값, mm

 ：합성기둥 내부 구속코어의 단면치수. 횡철근의 중심간 거리로 측정, mm

 ：상하부 플랜지간 중심거리, mm

 ：중립축으로부터 압축플랜지의 최단 파스너선 사이의 거리의 2배 값 또

는 용접에 의한 경우 압축플랜지의 내면까지 거리의 2배 값, mm

 ：구멍의 종류에 따른 계수

 ：식(0707.2.9)에 사용되는 수직스티프너의 최소단면2차모멘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계수

 ：플랜지의 바깥쪽 면으로부터 웨브필렛선단까지의 거리, mm

 ：강관모서리의 외부반경. 외부반경을 모를 경우 1.5로 한다, mm

 ：비구속세장판요소의 계수

 ：인장과 전단조합시 마찰접합의 감소계수

 ：웨브판좌굴계수

 ：지압길이, mm

 ：하중점에서 각 플랜지의 횡방향비지지길이, mm

 ：인장력에 의한 파단선상에 있는 구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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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강관에 한 겹치는 지강관의 투영길이, mm

 ：2개 지강관 아래 있는 주강관의 접합면을 따라 측정된 겹친길이, mm

 ：단면2차반경, mm

 ：각 개재의 최소단면2차반경, mm

 ：좌굴축에 한 단면2차반경, mm

 ：좌굴의 부재축에 평행한 중심축에 한 각 요소의 단면2차반경, mm

 ：접합된 다리의 단면2차반경, mm

 ：축에 한 단면2차반경, mm

 ：약축에 한 단면2차반경, mm

 ：전단중심에 한 극2차반경



  

＋  ＋
＋

 ：2개의 연속되는 구멍의 종방향 중심간격, mm

 ：인접한 2개 구멍의 응력방향 중심간격, mm

 ：합성구조부재의 종축을 따라 배치된 횡철근의 간격, mm

 ：ㄱ형강다리의 두께, mm

 ：강관의 두께, mm

 ：부재의 두께, mm

 ：용접피접합재의 두께, mm

 ：주강관의 두께, mm

 ：휨축과 평행한 방향의 강봉단면의 폭, mm

 ：지강관의 두께, mm

 ：겹치는 지강관의 두께, mm

 ：겹친 지강관의 두께, mm

 ：기둥플랜지의 두께, mm

 ：기둥웨브의 두께, mm

 ：ㄷ형강전단연결재의 플랜지두께, mm

 ：플랜지의 두께, mm

 ：압축플랜지의 두께, mm

m in ：콘크리트충전각형강관의 최소벽두께, mm

 ：부착된 직각방향플레이트의 두께, mm

 ：판재의 두께,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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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형강전단연결재의 웨브두께, mm

 ：웨브두께, mm

 ： 주축휨을 나타내는 아래첨자 (0708.2 참조)

 ：콘크리트의 단위체적당 무게 (1,500≤≤2,500kg/m3)

 ：콘크리트리브 또는 헌치의 평균폭, mm

 ：강축을 나타내는 아래첨자 (0708.1.1 참조)

 ：중심에 한 전단중심의 좌표

 ：약축을 나타내는 아래첨자 (0708.1.1 참조)

 ：주축휨을 나타내는 아래첨자 (0708.2 참조)

 ：횡하중에 의한 1차 층간변위

 ：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횡하중에 의한 층전단력

：횡방향으로 구속되지 않은 골조의 좌굴해석에 의한 부재의 탄성좌굴저

항

：중력기둥하중을 포함한 중력하중의 합

 ：선팽창계수

 ：분리비율(separation ratio)  

 ：압축강도보정계수

 ：폭비

원형강관의 주강관에 한 지강관지름의 비 

각형강관의 주강관에 한 지강관폭의 비 

 ：유효폭비；K이음에서 2개 지강관의 원주를 주강관폭의 8배로 나눈 총

합

 ：평균미끄럼계수

 ：주강관세장비

원형강관에서 관두께에 한 1/2 지름의 비  

각형강관에서 관두께에 한 1/2 폭의 비  

：전체링크회전각

 ：갭비

각형강관에서 주강관폭에 한 갭 K이음의 지강관 사이의 간격비   

각형강관의 주강관에 한 지강관폭의 비  

 ：각형강관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하중길이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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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관폭에 한 접합평면에서 주강관과 접촉하는 지강관의 길이비  . 

여기서   sin
 ：지강관과 주강관 사이의 실제각도

 ：층간변위각

 ：판폭두께비

 ：콤팩트판요소에 한 판폭두께비 제한값 

 ：콤팩트플랜지의 한계세장비

 ：콤팩트웨브의 한계세장비

 ：비콤팩트판요소에 한 판폭두께비 제한값

 ：비콤팩트플랜지의 한계세장비

 ：비콤팩트웨브의 한계세장비

 ：푸아송비

 ：길이방향철근의 최소철근비

 ：강도감소계수 

 ：콘크리트의 지압에 한 저항계수

 ：휨저항계수(0708.1 참조)

 ：압축저항계수(0708.1 참조)

 ：인장저항계수(0708.1 참조)

 ：전단저항계수

0701.4 재료

0701.4.1 재질

0701.4.1.1 구조용강재

(1) 구조용강재는 <표 0701.4.1>에 나타낸 한국산업규격(이하 ʻʻKSʼʼ라 한다.)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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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명  칭 강  종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400A, B, C

SM490A, B, C, 

TMC

SM520B, C, TMC

SM570, TMC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SMA400AW, BW, 

CW

SMA400AP, BP, 

CP

SMA490AW, BW, 

CW

SMA490AP, BP, 

CP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SN400A, B, C

SN490B, C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SHN400, SHN490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HSA800

<표 0701.4.1> 주요 구조용강재의 재질규격

(2) 냉간가공재 및 주강은 <표 0701.4.2>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 534 -

번  호 명  칭 강  종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400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S W H 4 0 0 , 

SWH400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TK400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PSR400

KS D 

3602

강제갑판(데크플레이

트)
SDP1, 2, 3

KS D 

3632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S T K N 4 0 0 W , 

STKN400B,

STKN490B

KS D 

3864

내진건축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강관

S P A R 2 9 5 , 

SPAP235,

SPAP325

<표 0701.4.2> 냉간가공재 및 주강의 재질 규격

(3)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압연강재, 냉간가공재, 주철, 주강 및 단

강은 <표 0701.4.3>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번  호 명  칭 강  종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

재
SS490, SS540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

관
STK490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

관
SPSR490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SF490, SF540

<표 0701.4.3>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되는 강재의 

재질 규격

(4) 케이블은 <표 0701.4.4>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번  호 명  칭 종  류

KS D 3514 와이어 로프 E종, G종, A종, B종

KS D 7048 이형선 로프 E종, G종, A종, B종

<표 0701.4.4> 케이블로 사용되는 강재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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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4.1.2 접합재료

(1) 볼트, 고장력볼트, 턴버클 등은 <표 0701.4.5>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번  호 명  칭 종  류

KS B 1002 육각볼트 보통형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

력 육각볼트, 육각 

너트, 평와셔의 세

트

F 8 T 용 ：

F8T·F10(F8)·F35

F 1 0 T 용 ：

F10T·F10·F35

F 1 3 T 용 1 ) ：

F13T·F13·F35

KS B 1012 육각너트 보통형

KS B 1016 기초볼트

모양：L형, J형, LA

형, JA형

강도등급 구분：4.6, 

6.8, 8.8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와셔

KS F 4512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볼

트

건축용 턴버클 몸

체

S, E, D

ST, PT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주) 1)은 KS B 1010에 의하여 수소지연파괴민감도에 

하여 합격된 시험성적표가 첨부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0701.4.5> 볼트, 고장력볼트 등의 규격

(2) 용접재료의 품질

용접재료는 <표 0701.4.6>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재의 재

질 및 용접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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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명       칭

KS D 

3508
피복아크 용접봉심선재

KS D 

3550
피복아크 용접봉심선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용접 솔리드 와이

어

KS D 

7101
내후성강용 피복아크용접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선

KS D 

7106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

이어

KS D 

7109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

전 와이어

KS B 

0531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

착금속의 품질 구분 및 시험방법

<표 0701.4.6> 용접재료의 규격

0701.4.1.3 철근 및 콘크리트

철근 및 콘크리트의 품질은 제5장에 따른다.

0701.4.2 형상 및 치수

(1) 구조용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701.4.1～0701.4.4>에 나타낸 KS가 

규정하는 정밀도 내에 있는 것으로 하고, 열간압연강재는 <표 0701.4.7>에 

나타낸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모든 강재는 라미네이션 등의 유해한 내부

결함 및 표면결함, 심한 녹 등의 유해한 표면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볼트, 고장력볼트, 턴버클 등 접합요소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701.4.5>

에 나타낸 KS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용접에 의한 조립재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제품정밀도표

준에 합격하는 형상 및 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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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명       칭

KS D 

3051

열간압연봉강과 코일봉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압연평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압연강판 및 강 의 형상 치수 및 무

게와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표 0701.4.7> 열간압연강재의 형상, 치수규격

0701.4.3 재료의 강도

0701.4.3.1 구조용강재

(1) <표 0701.4.1>에 나타낸 구조용강재의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 는 

<표 0701.4.8>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다만 강재 판두께 100mm (SN490, 

SM490TMC, SM520TMC와 SM570TMC인 경우 80mm) 초과인 경우 2장

(구조실험 및 검사)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강도

강재
종별

판두께

SS400
SM400
SN400
SMA40
0

S H
N
400

SS
4 9 0
1)

SM
490
S M
A
490

SN
490

S H
N
490

SM
520
(SM
490Y)

SS
5 4
0

SM
570
S M
A
570



40mm 

이하
235 235 275 315 325 325 355

39

0
450

40mm 

초과

75mm 

이하

215 235 255 295 295 325 335 - 430

75mm 

초과

100mm 

이하

215 - - 295 295 - 325 - 420


100mm 

이하
400 400 490 490 490 490

520

(490)

2)

54

0
570

<표 0701.4.8> 주요구조용강재의 재료강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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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강재 

 종별

판두께

SM490T

MC

SM520T

MC

SM570T

MC
HSA800



80mm 

이하
315 355 450 650



80mm 

이하
490 520 570 800

주) 1) SS490의 적용두께는 60mm 이내

2) SM490의 인장강도는 490MPa.

(2) <표 0701.4.2>에 나타낸 구조용강재의 재료강도는 <표 0701. 4.9>에 나

타낸 값으로 한다.

강재

종별

SSC40

0

SWH40

0

STK400

SPSR40

0

SPAP23

5

STKN40

0B

SPA

R

295

SPA

P

325

STK

N

4 9 0

B

S D

P1

SDP

2

SDP

3

S C W 4

10

S C W 4

80

판두께(m

m)

2.3~6.

01)
2.3~22.01) 1.2~6.0

8.0~60

.0

강

도

 235 235 295 325
20

5
235 235

 400 400 400 490
26

5
400 400

 주) 1) SWH400, SPSR400의 판두께는 12mm 이하이

고 STKN400B, STKN490B, SPAP235, 

SPAP325의 판두께는 40mm 이하임.

<표 0701.4.9> 냉간가공재 및 주강의 재료강도, MPa

(3) <표 0701.4.3>에 나타낸 압연강재, 냉간가공된 강재, 주철, 주강 및 단강의 재료강

도는 <표 0701.4.10>에 나타난 값으로 한다.

강도
강재
종별

판두께

SS

490

SS

540

SC

450

SC

480

SF

490

STK

490

SPSR

490

SF

540



40mm 이하 275 380 225 245 245 325 325 275

40mm 초과 

60mm 이하
255 - - - - - - -

 60mm 이하 490 540 450 480 490 490 490 540

<표 0701.4.10> 용접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하는 강재 등의 재료강도, MPa

- 539 -

(4) <표 0701.4.4>에 나타낸 케이블의 재료강도는 <표 0701.4.11>에 나타난 

값으로 한다. KSD ISO 8369 태경 강선 로프의 파단강도는 KS를 참조한다.

종별 파단강도 적     요

E 1,320
비도금 및 도금(도금 후 냉간 가공한 것

을 포함한다.)

G 1,470
도금(도금 후 냉간 가공한 것을 포함한

다.)

A 1,620
비도금 및 도금(도금 후 냉간 가공한 것

을 포함한다.)

B 1,770
비도금 및 도금(도금 후 냉간 가공한 것

을 포함한다.)

<표 0701.4.11> 케이블에 사용되는 강재의 재료강도(KS의 최소

파단강도), MPa

0701.4.3.2 접합재료의 강도

(1) 고장력볼트의 재료강도는 <표 0701.4.12>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강종
강도 F8T F10T F13T1)





640

800

900

1,000

1,170

1,300

주) 1)은 KS B 1010에 의하여 수소지연파괴민감도에 

하여 합격된 시험성적표가 첨부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0701.4.12> 고장력볼트의 재료강도, MPa

(2) 볼트의 재료강도는 <표 0701.4.13>과 같고, 표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중볼트에 한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는 ｢KS B 1002｣에 정해진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의 최소값으로 한다.

강 종 SS400, SM400의 중볼트





235

400

<표 0701.4.13> 볼트의 재료강도, MPa

(3) 용접재료의 강도는 <표 0701.4.14>의 값으로 한다. 용접재료는 책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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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확인하고, 이를 구조감리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통하여 선택 후 적용한다.

용접재료
강도(MPa)

적용 가능 강종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420 345 인장강도 400MPa급 연강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490 390

인장강도 490MPa~780MPa

고장력강

520 410

570 490

610 500

690 550

750 620

780 665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

선

420 340
인장강도 400MPa급 연강

인장강도 490MPa, 540MPa, 

590MPa급 고장력강

490 390

540 430

590 490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용 

마그용접솔리드와이어

420 345 인장강도 400MPa급 연강

인장강도 490MPa, 590MPa급

고장력강

490 390

570 490

KS B 0531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

머지드아크 용착금속의 품

질구분 및 시험방법

410 300

탄소강 및 저합금강(고장력강, 내

열강 및 내후성강)

490 390

570 490

610 500

690 550

780 670

내후성 강용:

KS D 7101;피복아크용접

봉

KS D 7106;탄산가스아크

용접솔리드와이어

KS D 7109;탄산가스아크

용접플럭스충전와이어

490 390

인장강도 490MPa~570MPa급 내

후성 고장력강
570 490

<표 0701.4.14> 용접재료의 강도, MPa

0701.4.4 재료정수

구조용 강재의 탄성계수, 전단탄성계수, 푸아송비 및 선팽창계수 등의 재료정

수는 <표 0701.4.15>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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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재료

탄 성 계 수

(E)

(MPa)

전단탄성계

수(G) 

(MPa)

푸아송비



선팽창계

수

 (1/℃)

강재
205,000

MPa

79,000MP

a
0.3

0.00001

2

<표 0701.4.15> 강재의 재료정수

0701.5 설계도서

0701.5.1 설계도서

(1) 설계도면에는 여러 가지 부재의 크기, 단면, 상 적인 위치 등을 완벽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바닥높이, 기둥중심 및 요철부의 치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트러스와 보의 치올림이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에 기재해야 한다.

(3) 스티프너와 가새에 한 요구사항도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4) 구조설계도서의 작성은 0104.3.3.에 따른다. 또한, 0104.3.4.에 따른 구조

설계도에는 용접재료의 강도와 고장력볼트의 설계방법 등을 포함한 접합부 

설계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0701.5.2 도면의 표시방법

(1) 설계도면과 제작·설치도면의 표시방법은 원칙적으로 KS F 1501에 따른

다. 

(2) 용접기호는 KS B 0052에 따른다.

(3) 검사기호는 KS B 0056에 따른다.

0701.5.3 용접에 한 표기

변형을 최소로 하기 위해 용접순서와 방법을 주의 깊게 조정해야 하는 접합부는 

설계도서와 제작·설치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0701.6 제작·설치도면

0701.6.1 건축주의 책무

건축주는 강구조물에 한 구조설계도면과 구조체공사시방서를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용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0701.6.2 제작·설치자의 책무

(1) 제작·설치자는 계약조건에 별도 면책조항이 없는 한 제작·설치도면을 작

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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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설치도면은 구조설계도면의 취지에 적합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0106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구조검토를 받

아야 한다.

(3) 구조설계도면과 다른 방법의 접합상세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책임구조기

술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작·설치자는 용접설비와 용법방법에 따라 용접부의 유효단면적 등이 달

라질 수 있으므로 용접접합상세와 계산근거를 책임구조기술자에게 미리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0715에 따른다.

0702 설계요구사항

0702.1 일반사항

이 절은 기준 전반에 관련된 강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을 다룬다.

0702.2 하중과 하중조합

0702.2.1 공칭하중, 하중계수 및 하중조합

0702.2.1.1 공칭하중

공칭하중은 3장에 따른다. 공칭하중의 종류는 고정하중( ), 활하중( ), 지붕활

하중(), 풍하중( ), 적설하중( ), 지진하중( ), 강우하중( ), 유체압 및 용기

내용물하중(), 지하수압·토압( ), 온도하중( ) 등이 있다. 여기서 유체압( )은 

명확한 압력과 최 높이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의미하고 토압( )은 토압과 

지하수압에 의한 수평력을 의미한다.

0702.2.1.2 하중계수 및 하중조합

(1) 구조물과 구조부재의 소요강도는 다음의 하중조합 중에서 가장 불리한 경

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0702.2.1)

   또는  또는  (0702.2.2)

   또는  또는   또는  (0702.2.3)

     또는  또는   (0702.2.4)

      (0702.2.5)

   (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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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2.2.7)

(2) 주차장과 공공집회 장소를 제외하고 기본등분포활하중이 5.0kN/m2이하인 

용도에 해서는 식(0702.2.3), 식(0702.2.4) 및 식(0702.2.5)에서 활하중 

에 한 하중계수를 0.5로 감소할 수 있다.

(3) 지하수압·토압 또는 분말 및 입자형 재료의 횡압력에 의한 하중 가 존재할 때는 

다음의 하중계수를 적용하여 조합하여야한다.

① 가 단독으로 작용하거나 의 하중효과가 다른 하중효과를 증 하는 경우

에는 하중계수를 1.6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의 하중효과가 영구적이면서 다른 하중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에는 하중계

수를 0.9로 하여야한다.

③ 의 하중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으면서 다른 하중효과를 상쇄하는 경우에는 

하중계수를 0으로 하여야한다.

0702.2.2 충격

충격이 발생하는 활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그 효과를 고려하여 공칭활하

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최소한 다음의 증가율을 적용한다.

승강기의 지지부 100%

운전실 조작 주행크레인 지지보와 그 연결부 25%

펜던트 조작 주행크레인 지지보와 그 연결부 10%

축구동 또는 모터구동의 경미한 기계 지지부 20%

피스톤운동기기 또는 동력구동장치의 지지부 50%

바닥과 발코니를 지지하는 행거 33%

0702.2.3 크레인 주행로의 수평력

(1) 크레인 주행로에 한 공칭횡방향 수평력은 양중하중과 크레인트롤리의 

무게 합(크레인 다른 부분의 무게는 제외)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이 힘은 

주행로 레일에 직각방향으로 레일 상부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레일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의 횡방향 강성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2) 크레인 주행방향의 수평력은 레일 상부에 작용하는 크레인의 최 차륜하

중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3) 크레인 주행로는 크레인제동력에 해서도 설계되어야 한다.

0702.2.4 기타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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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실제 상태에 따라 진동 등에 의한 외력,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0702.3 설계기본원칙

0702.3.1 소요강도

구조부재와 접합부의 소요강도는 0702.2의 하중조합을 적용한 구조해석에 의

해 결정한다. 탄성해석, 비탄성해석 또는 소성해석에 의한 설계가 허용된다. 

비탄성해석과 소성해석을 위한 규정은 0716에 기술되어 있다. 0716.3에 있

는 연속보의 모멘트재분배에 한 규정은 탄성해석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0702.3.2 한계상태

설계는 구조물이 모든 하중조합에 하여 강도 및 사용성한계상태를 초과하

지 않는다는 원리에 근거하여야 한다.

0702.3.3 강도설계

각 구조요소의 설계강도가 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합에 근거하여 산정된 소요강도 이상이 

되는 이 기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설계는 식(0702.3.1)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  (0702.3.1)

여기서, ：소요강도

：0702부터 0722장에 규정한 공칭강도

  ：0702부터 0722장에 규정한 강도감소계수

：설계강도

0702.3.4 안정성설계

구조물과 그 요소의 안정성은 0703에 따라 결정된다.

0702.3.5 접합부설계

접합요소는 0710과 0711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에서 사용된 힘과 변

형은 접합부의 의도된 성능과 구조해석에서 사용된 가정이 일치하도록 한다.

0702.3.5.1 단순접합

단순접합은 접합부 내에 무시할 정도의 모멘트를 전달한다. 구조해석에서 단

순접합은 접합되는 골조요소 사이에 구속되지 않는 상 회전변형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단순접합은 구조물해석으로부터 산정된 요구회전변형

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전변형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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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3.5.2 모멘트접합

모멘트접합은 접합부 내에 모멘트를 전달한다. 아래 규정된 것과 같은 2가지 

형태의 모멘트접합, 완전강접합(FR)과 부분강접합(PR)이 허용된다.

(1) 완전강접합(FR)

완전강접합은 접합요소 사이에 무시할 정도의 회전변형을 가지면서 모멘트를 

전달한다. 구조물의 해석에서 상 회전변형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완전강접합은 강도한계상태에서 접합된 부재 사이의 각도가 유지되도록 충분

한 강도와 강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부분강접합(PR)

부분강접합은 모멘트를 전달한다. 그러나 접합부재 사이의 회전변형은 무시할 

정도가 아니다. 구조물의 해석에서 접합부의 힘-변형거동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분강접합의 거동특성은 기술문헌에 기술되어야 하거나 해석적 또는 

실험적인 방법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부분강접합의 구성요소는 강도한계상태

에서 충분한 강도, 강성 및 변형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0702.3.6 사용성설계

구조물 전체와 각 구조부재, 접합부 및 접합재는 사용성에 해 검토하여야 한다. 사용성

에 한 요구사항은 0712에서 규정하고 있다.

0702.3.7 물고임설계

지붕시스템은 구조해석을 통하여 물고임상태 시의 적절한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붕의 표면이 배수방향으로 단위미터당 

20mm 이상의 기울기를 갖는 경우 또는 물의 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검토가 제외된다. 0717 ｢물고임에 한 설계｣
를 참조한다.

0702.3.8 피로설계

정상적인 건축물 횡하중지지시스템과 건축물의 외장요소에 한 지진의 영향 

또는 풍하중의 영향에 해서는 피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장에 의해 설

계된 건축물의 부재 및 접합부는 피로에 해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좋으나 반

복하중을 받는 크레인주행보 및 기계장치 등의 지지구조물은 피로에 비하여야 

한다.

0702.3.9 내화설계

ʻʻ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ʼʼ에 의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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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ʻʻ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3조 ｢내화구조｣ʼʼ에서 정하는 내화구조를 사용하여 화재에 한 안전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내화구조에 한 상세사항은 0718 ｢내화설계｣에 기술되

어있다.

0702.3.10 부식설계

부식이 구조물의 강도 또는 사용성을 저하할 수 있는 경우 구조요소는 부식을 허용하도록 

설계하거나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0702.3.11 강관부재의 설계판두께

강관구조부재의 두께를 포함하는 계산에서 설계판두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

기저항용접의 강관구조부재의 경우 설계판두께는 공칭두께의 0.93배로 하며 

자동아크용접의 강관구조부재의 경우 공칭두께로 한다.

0702.3.12 총단면적과 순단면적의 산정

0702.3.12.1 총단면적

부재의 총단면적 는 부재축의 직각방향으로 측정된 각 요소단면의 합이다.

0702.3.12.2 순단면적

부재의 순단면적 은 식(0702.3.2) 또는 식(0702.3.3)과 같이 두께와 계산된 

각 요소의 순폭을 곱한 값들의 합이다.

인장과 전단을 받는 부재의 순단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볼트구멍의 폭은 <표 

0710.1.1>의 공칭구멍치수 값으로 한다.

중심인장을 받는 파스너접합부재의 순단면적은 파스너구멍의 영향을 고려하

여 산정하여야 한다. 순단면적 은 최소순단면적을 갖는 파단선으로부터 구

한다.

(1) 정열배치인 경우

  － (0702.3.2)

여기서, ：인장력에 의한 파단선상에 있는 구멍의 수

 ：파스너구멍의 직경, mm

 ：부재의 두께, mm

(2) 불규칙배치(엇모배치)인 경우

  －＋


 (0702.3.3)

여기서, ：인접한 2개 구멍의 응력 방향 중심간격, mm

：파스너 게이지선 사이의 응력 수직방향 중심간격,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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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구멍이 있는 ㄱ형강의 순단면적은 다리를 동일평면에 전개한 후 산정한

다. 이 경우 전개된 인접한 두 면의 구멍의 게이지는 ㄱ형강의 뒷면으로부터 

산정한 게이지들의 합에서 두께를 감한 값이다.

강관단면의 슬롯에 거셋플레이트를 용접하는 경우 강관의 순단면적은 총단면

적에서 슬롯에 의해 공제된 단면적으로 한다.

플러그용접이나 슬롯용접된 부재의 순단면적을 계산할 때, 용접재는 순단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0702.4 국부좌굴에 한 단면의 분류

0702.4.1 강재단면을 구성하는 요소의 분류

강재의 단면은 한쪽만 지지된 판요소와 양쪽이 지지된 판요소로 구성되며 이

러한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 압축력을 받는 판요소는 아래와 같이 콤팩트

(조밀)요소, 비콤팩트(비조밀)요소 및 세장판요소로 구분된다. 

(1) 콤팩트요소：압축요소의 판폭두께비 가 <표 0702.4.1>의 를 초과하지 

않는 요소≤  

(2) 비콤팩트요소：압축요소의 판폭두께비 가 <표 0702.4.1>의 를 초과하

고 을 초과하지 않는 요소＜  ≤  
(3) 세장판요소：압축요소의 판폭두께비 가 <표 0702.4.1>의 를 초과하는 

요소＞  
여기서, ：콤팩트요소의 판폭두께비 제한값

：비콤팩트요소의 판폭두께비 제한값

0702.4.2 비구속판요소

압축력방향과 평행한 면 중에서 한쪽 면에만 지지되어 있는 비구속판요소의 

폭은 다음 값을 취한다.

(1) I, H형강과 T형강 플랜지에 한 폭 는 전체공칭플랜지폭 의 반이다.

(2) ㄱ형강, ㄷ형강 및 Z형강의 다리에 한 폭 는 전체공칭치수이다.

(3) 플레이트의 폭 는 자유단으로부터 파스너의 첫 번째 줄 혹은 용접선까지

의 길이이다.

(4) T형강의 스템의 는 전체공칭춤으로 한다.

0702.4.3 구속판요소

압축력방향과 평행한 양쪽면에 지지된 구속판요소의 폭은 다음 값으로 한다.



- 548 -

구분
판요소에 한 설

명

판폭

두 께

비

판폭두께비 제한값

예
 (콤팩트)  (비콤팩트)

비
구
속
판
요
소

1

압연 H형강과 ㄷ

형강 휨재의 플랜

지

  

2

2축 또는 1축 

칭인 용접 H형강 

휨재의 플랜지

 
  1),

2)

3

균일 압축을 받는 

- 압연 H형강의 

플랜지 

- 압연 H형강으로

부터 돌출된 플

레이트

- 서로 접한 쌍ㄱ

형강의 돌출된 

다리

- ㄷ형강의 플랜지

 - 

4

균일 압축을 받는

- 용접 H형강의 

플랜지 

- 용접 H형강으로

부터 돌출된 플

레이트와 ㄱ형강 

다리 

 -   1)

5

균일 압축을 받는

- ㄱ형강의 다리

- 낄판을 낀 쌍ㄱ

형강의 다리

- 그 외 모든 한쪽

만 지지된 판요

소

 - 

6
휨을 받는 ㄱ형강

의 다리
  

7
휨을 받는 T형강의 

플랜지
  

8
균일압축을 받는 

T형강의 스템
 - 

<표 0702.4.1> 압축판요소의 판폭두께비 제한값

- 549 -

구분 판요소에 한 설명

판폭

두 께

비

판폭두께비 제한값

예
 (콤팩트)

 ( 비 콤 팩

트)

구
속
판
요
소

9

휨을 받는 

- 2축 칭 H형강의 

웨브

-ㄷ형강의 웨브

  

10

균일압축을 받는 2

축 칭 H형강의 웨

브

 - 

11
휨을 받는 1축 칭 

H형강의 웨브
  



  





 






≤  

12

휨 또는 균일압축을 

받는

- 각형강관의 플랜

지

- 플랜지 커버플레

이트

- 파스너 또는 용접

선 사이의 다이아

프램

  

13
휨을 받는 각형강관

의 웨브
  

14

균일압축을 받는 그 

외 모든 양쪽이 지

지된 판요소

 - 

15

- 압축을 받는 원형

강관

- 휨을 받는 원형강

관





-







1)  


,  ≤  ≤  

2)   ：약축휨을 받는 경우, 웨브가 세장판요소인 용접 H형강이 강축휨을 

받는 경우, 그리고 웨브가 콤팩트요소 또는 비콤팩트요소이고  ≥ 인 용

접 H형강이 강축휨을 받는 경우

    ≥ ：웨브가 콤팩트요소 또는 비콤팩트요소이고  ＜ 인 용접 

H형강이 강축휨을 받는 경우

<표 0702.4.1> 압축판요소의 판폭두께비 제한값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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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연이나 성형단면의 웨브에 하여, 는 각 플랜지에서 필릿이나 모서리

반경을 감한 플랜지 사이의 순간격이다. 는 도심에서필릿이나 모서리반경을 

감한 압축플랜지의 내측면까지의 거리의 2배이다.

(2) 조립단면의 웨브에 하여 는 인접한 파스너 열간거리 또는 용접한 경우 

플랜지 사이의 순간격이며, 는 도심으로부터 압축플랜지에서 제일 가까운 

파스너열 또는 용접한 경우 압축플랜지의 내측면까지 거리의 2배이다. 는 

소성중립축으로부터 압축플랜지에서 제일 가까운 파스너열 또는 용접한 경우 

압축플랜지의 내측면까지 거리의 2배이다.

(3) 조립단면에서 플랜지 또는 다이아프램에 하여 폭 는 파스너열 또는 용

접선간의 거리이다.

(4) 각형강관 단면의 플랜지에 하여 폭 는 각 변의 내측 모서리반경을 감

한 웨브 사이의 순간격이다. 각형강관단면의 웨브에 하여 는 각 변의 내측 

모서리반경을 감한 플랜지사이의 순간격이다. 만일 모서리반경을 알 수 없으면 단면의 

외부치수 폭에서 두께의 3배를 감한 값으로 취한다. 여기서 는 설계판두께이다.

0702.4.4 강재단면의 분류

강재의 단면은 0702.4.1에 정의된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콤팩트

(조밀)단면, 비콤팩트(비조밀)단면 및 세장판단면으로 구분된다.

(1) 콤팩트단면：단면을 구성하는 모든 압축판요소가 콤팩트 요소인 경우

(2) 비콤팩트단면：단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압축판요소가 비콤

팩트요소인 경우

(3) 세장판단면：단면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이상의 압축판요소가 세장판

요소인 경우

0702.5 제작, 설치 및 품질관리

제작, 공장도장, 설치 및 품질관리는 0715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0702.6 기존구조물의 평가

기존구조물의 평가를 위한 규정은 0719에 기술되어 있다.

0703 골조의 안정성

0703.1 안정설계 요구조건

0703.1.1 일반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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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설계 시 전체구조물과 각 구조부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구조물과 각 구조부재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2차효과 ,   

효과), 휨, 전단, 축방향 변형과 구조물에 변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변

형, 기하학적 불완전성, 비탄성에 기인한 강성감소, 강성과 강도의 불확실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하중종속 효과들은 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합에 

따른 설계하중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상기의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는 어떠한 합리적인 안정설계법도 사용 가능하

며, 이 절의 2차해석법 및 1차해석법과 0721 ｢직접해석법｣은 이러한 요구조

건을 만족한다. 

구조물 비탄성해석시에는 0716 ｢비탄성해석 및 설계｣를 만족하여야 한다.

0703.1.2 구조시스템 안정설계 요구조건

횡적 안정을 위하여 모멘트골조, 가새골조, 전단벽 또는 횡방향 하중저항구조

시스템 등을 사용한다. 횡방향변위의 전도효과와 중력하중의 불안정화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골조구조시스템 요소간의 힘의 전달 및 하중분산도 

고려하여야 한다. 가새골조 및 전단벽구조시스템, 모멘트골조구조시스템, 중력

골조구조시스템과 기타 혼합시스템은 다음의 규정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03.1.2.1 가새골조 및 전단벽시스템

각선가새나 전단벽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서 횡적안정이 되는 구조에서는 압

축재에 한 유효좌굴길이계수 를 1.0으로 한다. 다만, 구조해석에 의해 1.0보다 작은 

값을 적용할 수 있다. 가새골조에서는 기둥, 보 및 사재는 단순접합된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

0703.1.2.2 모멘트골조시스템

접합된 보와 기둥의 휨강성에 의해 횡적 안정이 되어 있는 골조에서는 보 및 

보-기둥에 한 유효좌굴길이계수  또는 탄성좌굴응력 는 안정설계법에 

따라 0703.2 또는 0721에 의해 산정한다.

0703.1.2.3 중력골조시스템

중력골조시스템의 기둥은 실제길이에 근거하여 설계한다 1.0). 다만, 구조

해석에 의해 1.0보다 작은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중력골조시스템의 횡적 안정

은 모멘트골조, 가새골조, 전단벽 또는 이와 유사한 횡하중저항시스템에 의해 

제공된다. 기둥에 작용하는 연직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는 횡하중저항

시스템에 전달되며 횡하중저항시스템의 소요강도 산정 시에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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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1.2.4 혼합시스템

모멘트골조, 가새골조, 전단벽, 중력골조시스템 등의 혼합시스템의 부재, 접합

부 또는 기타 요소의 해석 및 설계는 그 각각의 구조시스템의 기준에 따른다.

0703.2 안정설계법

전층의 2차횡변위  1차횡변위의 비가 1.5이하인 구조물의 부재, 접합부 또

는 기타요소의 소요강도 및 설계강도는 0703.2.1 또는 0703.2.2의 방법이나 

0721 ｢직접해석법｣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층이라도 2차횡변위 

 1차횡변위의 비가 1.5를 초과하는 구조물의 부재, 접합부 또는 기타요소의 

소요강도 및 설계강도는 0721 ｢직접해석법｣에 의해 산정한다. 

0703.2.1과 0703.2.2의 기준에 따른 안정설계 시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른다. 

(1) 해석은 0702.3.3에 있는 설계 및 하중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2) 구조물의 모든 요소는 공칭형상 및 공칭탄성강성을 사용하여 해석한다.

0703.2.1 2차해석법(유효길이법)

0703.2.1.1 적용범위

2차해석에 의한 안정설계는 구조물이 기본적으로 수직기둥, 벽체 또는 골조에 

의해 중력하중을 지지하고 전층의 2차횡변위  1차횡변위의 비가 1.5 이하

인 모든 유형의 가새골조, 모멘트골조, 혼합골조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다.

0703.2.1.2 소요강도 산정

2차해석에 의해 소요강도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1) 2차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0703.3과 0721.2.1(3)을 만족해야 한다.

(2) 2차해석 시 모든 중력하중조합에 최소횡하중 0.002를 포함시켜 구조물

의 각층에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는 하중조합에 의한 층에 작용하는 설

계중력하중이다. 최소횡하중은 서로 직각인 두 방향에 해 각각 고려하여야 

하며, 0721.2.2.2(2), (3)의 가상하중 적용 사항을 따른다.

0703.2.1.3 설계강도 산정

각 부재 및 접합부의 설계강도는 0705, 0706, 0707, 0708, 0709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가새골조나 전단벽시스템 또는 기타의 구조시스템에서 골조의 횡적안정과 수

평하중의 저항이 휨강성에 의존하지 않는 압축부재의 유효좌굴길이계수 값

은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더 작은 값이 확인되지 않는 한 1.0으로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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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멘트골조시스템 또는 기타의 구조시스템에서 휨강성이 

골조의 횡적안정과 횡력저항에 기여하는 기둥이나 보-기둥의 유효좌굴길이계

수 값 및 탄성좌굴응력 는 구조물의 횡이동을 고려한 좌굴해석에 의해 산

정하여야 한다. 또한 값 산정 시에는 기둥의 비탄성으로 인한 강성감소 조정

이 허용된다.

단, 모든 층에서 1차해석 층간변위에 한 2차해석 층간변위의 비가 1.1 이

하인 경우에 모든 기둥의 유효좌굴길이계수 를 1.0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둥과 보의 비지지길이를 정의하기 위해 가새로 거동하도록 설계된 부재는 

가새절점에서의 부재이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0703.2.2 1차해석법

0703.2.2.1 적용범위

1차해석에 의한 안정설계는 구조물이 기본적으로 수직기둥, 벽체 또는 골조에 

의해 중력하중을 지지하고 전층의 2차횡변위  1차횡변위의 비가 1.5 이하

이고 휨강성이 구조물의 횡적 안정에 기여하는 모든 부재의 소요압축강도가 

다음의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유형의 가새골조, 모멘트골조, 혼합골조시

스템에 적용가능하다.

 ≤  (0703.2.1)

여기서, ：소요압축강도, N

：부재의 항복압축강도  , N

0703.2.2.2 소요강도산정

소요강도는 아래의 조건을 적용한 1차해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1) 모든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각 층에 다른 하중과 함께 조합되

는 추가적인 횡하중 를 포함한다.

   ≥  (0703.2.2)

여기서, ：하중조합에 의한 층에 작용하는 중력하중, N

：구조물의 모든 층에 한 에 한 의 비 중에서 최 값

：설계하중조합에 의한 1차해석 층간변위, mm. 평면상의 위치에 따라 값

이 변하는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비례하는 가중평균변위로 하거나 최 변위

로 한다.

：층고,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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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횡하중은 서로 직각인 두 방향에 해 각각 고려하며, 각층의 중력하중분

포와 유사한 형태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불안정효과가 가장 커지는 방향으

로 적용하여야 한다.

(2) 횡방향으로 구속된 보-기둥 모멘트증폭은 0703.3.2의 증폭계수 을 사

용하여 전체 부재모멘트에 고려하여야 한다.

0703.2.2.3 설계강도 산정

각 부재 및 접합부의 설계강도는 0705, 0706, 0707, 0708, 0709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1차해석법에 의한 설계강도 산정 시 모든 압축부재의 유효좌

굴길이계수 는 1.0으로 하여야 한다.

기둥과 보의 비지지길이를 정의하기 위해 가새로 거동하도록 설계된 부재는 

가새절점에서의 부재이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0703.3 2차해석방법

0703.3.1 일반2차탄성해석

와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어떠한 2차탄성해석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가새골조, 모멘트골조 및 혼합골조에 하여는 0703.3.2에 정의되어 있는 증폭1차탄성

해석방법으로 2차탄성해석을 신할 수 있다.

0703.3.2 증폭1차탄성해석에 의한 2차해석

횡하중저항구조시스템 부재의 소요휨강도 및 소요축강도를 산정하는 근사적 

2차해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소요2차휨강도 과 소요2차축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0703.3.1a)

  ＋ (0703.3.1b)

여기서,  ：소요2차휨강도, N·mm

：골조의 횡변위가 구속되었을 때의 1차휨모멘트, N·mm

：골조의 횡변위에 의해 유발된 1차휨모멘트, N·mm

 ：소요2차축강도, N

：골조의 횡변위가 구속되었을 때의 1차축력강도, N

 ：골조의 횡변위에 의해 유발된 1차축력강도, N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증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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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증폭계수

(1) 계수 산정

압축력을 받는 부재의 은 1차해석에 따라 산정된   ＋ 에 의하여 계산

할 수 있다.

 － 


≥  (0703.3.2)

여기서, ：골조의 횡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계수이며, 다음과 같이 산

정한다.

① 평면상의 지지점 사이에 횡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보-기둥

  － (0703.3.3)

위 식에서 1차해석에서 계산된 과 는 각각 절 값이 작은 모멘트와 큰 

모멘트이다. 부재가 복곡률로 변형할 때는 부호는 양(＋)이며, 부재가 단

곡률로 변형할 때는 음(－)으로 한다.

② 지지점 사이에 횡하중이 작용하는 보-기둥 부재에서는 은 해석에 의해 

산정하거나 모든 경우에 있어 안전측으로 1.0으로 할 수 있다.

：횡방향으로 구속된 부재의 휨평면에 한 탄성좌굴저항

 


  (0703.3.4)

 ：직접해석법이 사용되는 경우 0.8 적용

그 이외의 경우  적용

 ：강재의 탄성계수＝205,000MPa

 ：휨평면에 한 단면2차모멘트, mm4

：횡방향으로 구속된 골조에 해 산정한 휨평면에 한 유효좌굴길이계수로 

해석에 의해 더 작은 값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1.0 적용

 ：부재의 길이, mm

(2) 계수 산정

 
－



≥  (0703.3.5)

여기서, ：횡력저항요소가 아닌 기둥재의 하중을 포함한 해당 층의 모든 

중력하중의 합, N

：횡방향으로 구속되지 않은 골조의 좌굴해석에 의해 산정한 해당 층의 탄성좌굴

강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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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3.3.6)

 ：1.0 가새골조시스템

기타골조시스템(1－0.15∑ )
：모멘트 골조에 해당하는 기둥재에 작용하는 해당 층의 모든 수직하중의 

합, N

  ：층고, mm

：횡하중에 의한 1차층간변위, mm. 구조물의 평면상 위치에 따라 값이 

변하는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비례하는 가중평균변위로 하거나 최 변위로 

하며, 직접해석법이 적용된 경우 감소된 강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횡하중에 의한 층전단력, N

0704 인장재

이 절은 중심축 인장력을 받는 부재에 적용한다.

0704.1 세장비 제한

인장을 받는 부재의 설계 시 최 세장비의 제한은 없다. 다만, 인장력에 기초

하여 설계되는 부재의 세장비 은 가급적 3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제한

은 인장력을 받는 강봉이나 매달린 부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0704.2 인장강도

인장재의 설계인장강도  은 총단면의 항복한계상태와 유효순단면의 파단한

계상태에 해 식(0704.2.1)과 식(0704.2.2)에 의해 산정된 값 중 작은 값으

로 한다.

0704.2.1 총단면의 항복한계상태

   (0704.2.1)

  

0704.2.2 유효순단면의 파단한계상태

   (0704.2.2)

  

여기서, ：부재의 총단면적, mm2

 ：유효순단면적, mm2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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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칭인장강도, N

구멍이 없는 부재가 용접에 의해 접합되는 경우 식(0704.2.2)에서 사용된 유

효순단면적은 0704.3에 따른다. 용접에 의해 접합되거나 플러그 또는 슬롯용

접이 사용된 부재에 구멍이 있는 경우, 구멍의 유효순단면적은 식(0704.2.2)

에 따른다.

0704.3 단면적의 산정

0704.3.1 총단면적

부재의 총단면적 의 산정은 0702.3.12에 따른다.

0704.3.2 순단면적

부재의 순단면적 의 산정은 0702.3.12에 따른다.

0704.3.3 유효순단면적

유효순단면적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04.3.3)

여기서, ：전단지연계수 (<표 0704.3.1> 참조)

단일ㄱ형강, 쌍ㄱ형강, T형강부재의 접합부는 전단지연계수가 0.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0708.1.2 및 0708.2에 따라 편심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경우, 

0.6보다 작은 값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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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소 설명 전단지연계수,  예

1

인장력이 용접이나 파스너를 통해 각각의 

단면요소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모든 인

장재 (사례 3, 4, 5, 6과 같은 경우는 제외

한다.)

`= 1.0 -

2

인장력이 길이방향 용접이나 파스너를 통

해 단면요소의 일부에 전달되는, 판재와 강

관을 제외한 모든 인장재 (H형강은 사례 7

을 적용할 수도 있다.)

`= 1－ 

3
인장력이 가로방향 용접을 통해 단면요소

의 일부에 전달되는 모든 인장재

`= 1.0

＝ 직접 접합된 요소

의 면적

-

4
인장력이 길이방향 용접만을 통해서 전달

되는 판재

≥ 2 … `= 1.00

2 ＞ ≥1.5  … `=

0.87

1 . 5 ＞ ≥  … ` =

0.75

5
중심축에 단일 거셋플레이트를 용접한 원

형강관

≥1.3 … `= 1.0

≤ ＜1.3 … `= 1－

 

여기서,   

6 각형강관 부재

중심축에 단일 거셋플레

이트가 있는 경우

≥… `= 1－ 

여기서,    
  

양측에 거셋플레이트가 

있는 경우

≥… `= 1－ 

여기서,    
 

7

H형강 또는 T형

강 (사례 2와 비

교하여 큰 값의 

U를 사용할 수 

있다.)

하중방향으로 1열에 3개 

이상의 파스너로 접합한 

플랜지의 경우

≥2/3 … `= 0.90

＜2/3 … `= 0.85

하중방향으로 1열에 4개 

이상의 파스너로 접합한 

웨브의 경우

`= 0.70 -

8

단일 ㄱ형강

(사례 2와 비교하

여 큰 값의 U를 

사용할 수 있다.)

하중방향으로 1열에 4개 

이상의 파스너가 있는 

경우

`= 0.80 -

하중방향으로 1열에 2개 

또는 3개의 파스너가 있

는 경우

`= 0.60 -

※ ＝접합길이(mm)；＝판재의 폭；＝접합부편심(mm)

<표 0704.3.1> 인장재접합부의 전단지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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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4 조립인장재

판재, 형강 등으로 조립인장재를 구성하는 경우 조립재가 일체가 되도록 다음 

조건에 맞게 적절하게 조립해야 한다.

(1) 판재와 형강 또는 2개의 판재로 구성되어 연속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조립인장재의 재

축방향 긴결간격은 다음 값 이하로 해야 한다.

① 도장된 부재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어 도장되지 않은 부재의 경우 얇은 

판두께의 24배 또는 300mm

② 기 중 부식에 노출된 도장되지 않은 내후성강재의 경우 얇은 판두께의 

14배 또는 180mm

(2) 끼움판을 사용한 2개 이상의 형강으로 구성된 조립인장재는 개재의 세장

비가 가급적 3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띠판은 조립인장재의 비충복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① 띠판의 재축방향 길이는 조립부재 개재를 연결시키는 용접이나 파스너 사

이 거리의 2/3 이상이 되어야 하고, 띠판두께는 이 열 사이 거리의 1/50 이

상 되어야 한다.

② 띠판에서의 단속용접 또는 파스너의 재축방향 간격은 150mm 이하로 한

다.

③ 띠판 간격을 결정할 때, 조립부재 개재의 세장비는 가급적 300을 넘지 않

도록 한다.

0704.5 핀접합부재

0704.5.1 인장강도

핀접합부재의 설계인장강도  은 인장파단, 전단파단, 지압, 항복의 한계상

태 중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0704.5.1.1 유효순단면적에 한 인장파단

   (0704.5.1)

  

여기서, ：유효연단거리 (＝2＋16), mm

다만, 볼트구멍연단으로부터 작용하는 힘의 직각방향으로 측정한 부재의 연단

까지 거리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판재의 두께,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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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5.1.2 유효단면적에 한 전단파단

    (0704.5.2)

  

여기서,     , mm2

：핀구멍의 연단으로부터 힘의 방향과 평행하게 측정한 부재의 연단까지의 

최단거리, mm

：핀직경, mm

0704.5.1.3 핀의 투영면적에 한 지압

0710.7에 따른다.

0704.5.1.4 총단면적에 한 항복

식(0704.2.1)에 따라 산정한다.

0704.5.2 핀접합부재의 구조제한

(1) 핀구멍은 부재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2) 핀이 전하중상태에서 접합재들간의 상 변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될 때, 

직경은 핀직경보다 1mm 이상 크면 안 된다.

(3) 핀구멍이 있는 플레이트 폭은 2   이상이어야 하며, 재축에 평행한 핀

구멍의 연단거리 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0704.6 아이바

0704.6.1 인장강도

아이바의 인장강도는 0704.2에 따른다. 다만, 아이바 몸체의 단면적을 로 

한다. 아이바 몸체의 폭은 두께의 8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0704.6.2 아이바의 구조제한

(1) 아이바의 원형 머리 부분과 몸체 사이 부분의 반지름은 아이바머리의 직

경보다 커야 한다. 

(2) 핀직경은 아이바 몸체 폭의 7/8배보다 커야 하고, 핀구멍의 직경은 핀직

경보다 1mm를 초과할 수 없다

(3) 가 485MPa를 초과하는 강재의 구멍직경은 플레이트두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아이바 몸체 폭은 그에 따라 감소되어야 한다.

(4) 플레이트두께는 핀플레이트나 필러플레이트를 조임하기 위해 외부 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13mm 이하의 두께 사용이 허용된다.

(5) 핀구멍의 연단으로부터 힘의 방향에 수직으로 측정한 플레이트의 연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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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폭은 아이바 몸체 폭의 2/3보다 커야 하고, 3/4보다 커서는 안 된다.

0705 압축재

이 절은 중심축 압축력을 받는 부재에 적용한다.

0705.1 일반사항

설계압축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공칭압축강도 은 휨좌굴, 비틀림좌굴, 휨-비틀림좌굴의 한계상태 중에서 가

장 작은 값으로 한다.

(1) 2축 칭부재와 1축 칭부재는 휨좌굴에 한 한계상태를 적용할 수 있다.

(2) 1축 칭부재와 비 칭부재, 그리고 십자형이나 조립기둥과 같은 2축 칭

부재는 비틀림좌굴 또는 휨-비틀림좌굴에 한 한계상태를 적용할 수 있다.

  

0705.2 유효좌굴길이와 세장비 제한

유효좌굴길이계수 와 기둥의 세장비 산정은 0703에 따른다. 압축력에 기초하여 

설계되는 부재의 세장비는 가급적 2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횡좌굴에 한 비지지길이, mm

：단면2차반경, mm

：0703.2에서 결정되는 유효좌굴길이계수

0705.3 휨좌굴에 한 압축강도

이 조항은 콤팩트 및 비콤팩트 단면인 압축재에 적용된다. 비틀림에 한 비

지지길이가 횡좌굴에 한 비지지길이보다 큰 경우, H형강 기둥과 그와 유사

한 기둥의 설계는 이 조항에 따른다. 공칭압축강도 은 휨좌굴에 한 한계

상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05.3.1)

휨좌굴응력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 





 또는  ≤ 인 경우

 








 



 (0705.3.2)

(2) 
 ＞





 또는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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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5.3.3)

여기서, ：탄성좌굴응력 

 




, MPa (0705.3.4)

：부재의 총단면적, mm2

：강재의 항복강도, MPa

 ：강재의 탄성계수, MPa

 ：유효좌굴길이계수

 ：부재의 횡좌굴에 한 비지지길이, mm

 ：좌굴축에 한 단면2차반경, mm

0705.4 비틀림좌굴, 휨－비틀림좌굴에 한 압축강도

1축 칭 또는 비 칭부재, 얇은 판으로 된 ＋형 또는 조립기둥과 같은 2축

칭기둥은 휨-비틀림과 비틀림좌굴의 한계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0705.5에

서 다루어지는 단일ㄱ형강은 이 절에 적용되지 않는다. 휨-비틀림좌굴, 비틀

림좌굴에 한 한계상태의 공칭압축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05.4.1)

0705.4.1 쌍ㄱ형강 또는 T형강압축부재의 경우

  
   




   



   


 (0705.4.2)

여기서, 축 칭에 한 휨좌굴에 해서 는 식(0705.3.2)와 (0705.3.3)에서 구한 

값을 사용하고 



을 사용한다. 또한,   




   (0705.4.3)

0705.4.2 다른 모든 경우

다음에서 산정되는 탄성비틀림좌굴응력과 탄성휨-비틀림좌굴응력 를 사용하

여 식(0705.3.2)와 (0705.3.3)에 따라 값을 산정한다.

(1) 2축 칭부재의 경우

 










  
 (0705.4.4)

(2) 축에 칭인 1축 칭부재의 경우

  
  






  



 


 (0705.4.5)

(3) 비 칭부재의 경우 다음 방정식의 해 중 가장 작은 해를 로 사용한다.

          
   

 


 
   

 


  (07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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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재의 총단면적, mm2

 ：뒤틀림상수, mm6


  

  
 

  

  



  



 


 





 


 





 





















 ：강재의 전단탄성계수, MPa

 ：주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 mm4

 ：비틀림상수, mm4

 ：비틀림좌굴에 한 유효좌굴길이계수

  ：단면중심에 한 전단중심의 좌표, mm

 ：전단중심에 한 극2차반경, mm

 ：축에 한 단면2차반경, mm

2축 칭 H형단면의 경우,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플랜지

중심간의 거리를 나타낸다. T형강 또는 쌍ㄱ형강의 경우, 를 계산할 때 

를 포함한 항을 삭제하고 를 0으로 놓는다.

0705.5 단일ㄱ형강 압축부재

단일ㄱ형강부재의 공칭압축강도 은 0705.5(1) 또는 0705.5(2)의 수정된 세장비를 적용

하여 0705.3 또는 0705.7에 따라 산정한다.

단일ㄱ형강 압축부재가 하나의 다리를 통하여 양단에서 압축력을 받고 부재

가 용접이나 최소한 2개의 볼트로 접합되고 부재중간에 하중이 작용하지 않

는다면, 아래에서 정의된 유효세장비 중 하나를 사용한 압축부재로서 평가될 

때, 단일ㄱ형강의 편심에 한 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

(1) 등변ㄱ형강 또는 긴 다리로 접합된 부등변ㄱ형강이 단일부재 또는 평면트러스의 인

접한 웨브재 또는 현재와 동일 거셋플레이트 면으로 접합된 웨브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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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일 때



   

 (0705.5.1)

② 
 ＞일 때



  


≤ (0705.5.2)

부등변ㄱ형강에서 다리길이의 비가 1.7 이하이고 ㄱ형강의 짧은 다리가 접합

되는 부재는 식(0705.5.1)과 (0705.5.2)에       를 더하여 을 산정한

다. 다만, 이 값은 0.95 이상이어야 한다.

(2) 등변ㄱ형강 또는 긴 다리로 접합된 부등변ㄱ형강이 박스형 트러스 또는 

입체트러스의 인접한 웨브재 또는 현재와 동일한 거셋플레이트면으로 접합된 

웨브재인 경우

①  ≤ 

≤ 일 때



  

 (0705.5.3)

② 
 ＞일 때



  


≤  (0705.5.4)

부등변ㄱ형강에서 다리길이의 비가 1.7 이하이고 ㄱ형강의 짧은다리가 접합

되는 부재는 식(0705.5.3)과 (0705.5.4)에       를 더하여 을 산정한

다. 다만, 이 값은 0.82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재길이, mm

：ㄱ형강의 긴쪽다리의 길이, mm

：ㄱ형강의 짧은쪽다리의 길이, mm

：접합된 다리의 단면2차반경, mm

：약축에 한 단면2차반경, mm

(3) 다리길이의 비가 1.7 이상 또는 중간하중을 받는 단일ㄱ형강이 

0705.5(1) 또는 0705.5(2)의 조건과 다른 단부조건인 경우 0708에 따라 산

정한다.

0705.6 조립압축재

0705.6.1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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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볼트나 용접으로 접합된 2개 이상의 부재로 구성된 조립압축재의 공칭압

축강도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0705.3, 0705.4, 0705.7에 따라 산정한다. 

만일 좌굴모드가 각 개재간의 접합재에서 전단력을 발생시키는 상 변형을 

포함하고 있다면  신에 다음과 같이 계산된 을 사용한다.

① 1차조임(snug-tight)의 볼트로 접합된 경우


 



 



 





 
 


(0705.6.1)

② 용접이나 완전조임의 볼트로 접합된 경우


 



 



 





  

 
 



(0705.6.2)

여기서, 
 


：조립부재의 수정된 기둥세장비


 


：단일부재로 거동하는 조립부재의 기둥세장비

 ：접합재 사이의 길이, mm

 ：각 개재의 최소단면2차반경, mm

 ：좌굴의 부재축과 평행한 중심축에 한 각 개재의 단면2차반경, mm

 ：

 ：좌굴의 부재축에 수직인 각 요소의 중심간거리, mm

(2) 적어도 1개의 개단면이 유공커버플레이트나 타이플레이트를 갖는 레이싱

과 연결된 2개 이상의 형강이나 플레이트로 구성된 조립부재의 공칭압축강도

는 0705.6.1(1)과 같이 수정하여 0705.3, 0705.4 또는 0705.7에 따라 구한

다.

0705.6.2 조립압축재의 구조제한

2개 이상의 압연형강으로 구성된 조립압축재는 접합재 사이의 개재세장비가 

조립압축재의 전체세장비의 3/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조립재의 단부에서 개재 상호간의 접합

① 용접접합：용접길이가 조립재의 최 폭 이상이 되도록 하며 연속용접으로 

한다.

② 고장력볼트접합：조립재 최 폭의 1.5배 이상의 구간에 해서 길이방향

으로 볼트직경의 4배 이하 간격으로 접합한다.

(2) 조립압축재의 단부의 단속용접 또는 고장력볼트 길이방향 간격은 설계응

력을 전달하기에 적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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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덧판을 사용한 조립압축재의 파스너 및 단속용접 최 간격은 가장 얇은 덧판두

께의 0.75 배 또는 300mm 이하로 한다. 파스너가 엇모배치될 경우에는 

1.12 배 또는 450mm 이하로 한다.

(4) 도장 내후성강재로 만든 조립압축재의 긴결간격은 가장 얇은 판두께의 

14배 또는 170mm 이하로 한다. 최 연단거리는 가장 얇은 판두께의 8배 또

는 120mm를 초과할 수 없다.

0705.6.3 래티스형식 조립압축재

(1) 평강, ㄱ형강, ㄷ형강, 기타 형강을 래티스로 사용한다.

(2) 조립부재의 재축방향의 접합간격은 소재세장비가 조립압축재의 최 세장

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단일래티스부재의 세장비 은 140 이하로 하고, 복래티스의 경우에는 

200 이하로 하며, 그 교차점을 접합한다.

(4) 압축력을 받는 래티스의 길이는 단일래티스 경우에는 주부재와 접합되는 

비지지된 각선의 길이이며 복래티스의 경우에는 이 길이의 70%로 한다.

(5) 부재축에 한 래티스부재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일래티스 경우：60° 이상

복래티스 경우：45° 이상

(6) 조립부재개재를 연결시키는 재축방향의 용접 또는 파스너열 사이 거리가 380mm

를 초과하면, 래티스는 복래티스로 하거나 ㄱ형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부재의 단부에는 띠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래티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

우 그 부분의 양단부와 중간부에 띠판을 설치하여 유공커버플레이트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때의 띠판은 다음 조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부재단부에 사용되는 띠판의 폭은 조립부재개재를 연결하는 용접 또는 파

스너열 간격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부재중간에 사용되는 띠판의 폭은 부재단부 띠판길이의 1/2 이상이 되어

야 한다.

③ 띠판의 두께는 조립부재개재를 연결시키는 용접 또는 파스너열 사이 거리

의 1/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띠판의 조립부재에 접합은 용접의 경우 용접길이는 띠판 길이의 1/3 이상

이어야 하고 볼트접합의 경우 띠판에 최소한 3개 이상의 파스너를 파스너 직

경의 6배 이하 간격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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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6.4 유공커버플레이트형식 조립압축재

형강과 유공커버플레이트로 구성된 유공커버플레이트형식 조립압축재는 다음 

조건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판폭두께비는 0702.4에 따른다.

(2) 응력방향의 개구부길이는 개구부폭의 2배 이하로 한다.

(3) 응력방향의 개구부순간격은 조립압축재개재를 연결시키는 용접 또는 파스

너 열사이의 최소거리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개구부의 모서리는 곡률반경이 38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0705.7 세장판요소를 갖는 압축부재 

이 조항은 등분포압축요소에 하여 0702.4에서 정의된 것처럼 세장한 단면

을 갖는 압축부재에 적용한다. 세장한 단면을 갖는 압축부재의 공칭압축강도 

은 휨좌굴, 비틀림좌굴, 휨-비틀림좌굴한계상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산

정한다.

    (0705.7.1)

(1) 

≤ 



 또는  ≤ 일 경우

  








 



 (0705.7.2)

(2) 
 ＞



 또는   일 경우

   (0705.7.3)

여기서, ＝ 탄성임계좌굴응력. 식(0705.3.4)를 사용하여 를 산정하는 단일

ㄱ형강 이외의 2축 칭부재는 식(0705.3.4)와 식(0705.4.4), 1축 칭부

재는 식(0705.3.4)와 식(0705.4.5), 비 칭부재는 식(0705.4.6)을 사용하

여 산정한다.

  , 0702.4에서 정의된 것처럼 콤팩트 및 비콤팩트단면의 경우   , 0702.4에서 

정의된 것처럼 세장한 단면의 경우 혹은 세장한 비구속판요소로만 조합된 단면

의 경우,      , 세장한 구속판요소로 조합된 단면의 경우     , 구속

판요소와 비구속판요소로 조합된 단면의 경우   로 산정한다.

0705.7.1 세장한 비구속판요소 

세장한 비구속판요소의 저감계수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05.7.1.1 압연기둥재 또는 다른 압축재로부터 돌출된 플랜지, ㄱ형강, 플레

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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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 경우

   (0705.7.4)

(2)  ＜＜  일 경우

   
 




  (0705.7.5)

(3)  ≥  일 경우

 

 



(0705.7.6)

0705.7.1.2 조립기둥재 또는 다른 압축재로부터 돌출된 플랜지, ㄱ형강, 플레

이트

(1)  ≤ 일 경우

  (0705.7.7)

(2)  ＜ ≤  일 경우

   
 




 (0705.7.8)

(3) ＞  일 경우

 

 


 (0705.7.9)

여기서,  
 , ＜ ≤ 

0705.7.1.3 단일ㄱ형강

(1)  ≤  일 경우

   (0705.7.10)

(2)  ＜  ≤  일 경우

   
 




 (0705.7.11)

(3)  ＞  일 경우

 

 


 (0705.7.12)

여기서, ：가장 긴 ㄱ형강다리의 폭, mm
0705.7.1.4 T형강의 스템

(1)  ≤  일 경우

  (0705.7.13)

(2)  ＜  ≤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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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5.7.14)

(3)  ＞  일 경우

 

 


 (0705.7.15)

여기서, ：0702.4에서 정의된 비구속압축요소의 폭, mm

：T형강의 깊이, mm

：부재의 두께, mm

0705.7.2 세장한 구속판요소 

세장한 구속판요소의 저감계수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05.7.16)

여기서, ：부재의 총단면적, mm2

：감소된 유효폭 를 고려하여 산정한 유효단면적의 합, mm2

감소된 유효폭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균일한 두께를 갖는 정방향이나 장방향 단면의 플랜지를 제외한 등단면압축력을 

받는 세장한 부재 

≥ 


 ：

  


 




 


 


≤  (0705.7.17)

여기서, 는   일 때의 의 값이다.

(2) 균일한 두께를 갖는 정방향이나 장방향의 세장한 요소단면의 플랜지



≥ 


 ：

  


 




 


 


≤  (0705.7.18)

여기서,   

(3) 축력을 받는 원형단면



 ＜
 ＜ 

 일 경우

    


 
 (0705.7.19)

여기서, ：부재의 외경, mm

：부재의 두께,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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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휨부재

0706.1 일반사항

설계휨강도를 산정할 때 다음의 내용은 이 절에 포함된 모든 부재에 공통적

으로 적용한다. 이 절에서 포함하는 단면의 종류는 <표 0706.1.1>과 같다.

0706.1.1 설계휨강도 의 산정

  

공칭휨강도 은 0706.2～0706.12에 따라 적용한다.

0706.1.2 횡좌굴모멘트수정계수 

횡좌굴강도 산정 시 적용할 횡좌굴모멘트수정계수 는 다음과 같다.

 m ax      
max

 ≤ 

(0706.1.1)

여기서, max：비지지구간에서 최 모멘트 절 값, N·mm

：비지지구간에서 1/4지점의 모멘트 절 값, N·mm

：비지지구간에서 중앙부의 모멘트 절 값, N·mm

：비지지구간에서 3/4지점의 모멘트 절 값, N·mm

：단면형상계수

     ＝1.0, 2축 칭부재

     ＝1.0, 1축 칭 단곡률부재

     ＝   
 



, 1축 칭 복곡률부재

 ：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 mm4

：축에 한 압축플랜지의 단면2차모멘트 또는 

복곡률의 경우 압축플랜지 중 작은 플랜지의 단면2차모멘트, mm4

복곡률이 발생하는 1축 칭부재의 경우에는 상하플랜지 모두에 하여 횡좌

굴강도를 검토한다. 이때 의 값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1.0으로 한다.

단, (1) 2축 칭부재의 횡지지된 양단부의 모멘트 값이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 인 경

우에는 2.27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유단이 지지되지 않은 캔틸레버와 내민 부분의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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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 단면의 형태 플랜지 웨브 한계상태

0706.2 콤팩트 콤팩트
항복

횡좌굴

0706.3

비콤팩트

세 장 판 요

소

콤팩트
횡좌굴

플랜지국부좌굴 

0706.4

콤팩트

비콤팩트

세 장 판 요

소

콤팩트

비콤팩트

항복

횡좌굴

플랜지국부좌굴

인장플랜지항복

0706.5

콤팩트

비콤팩트

세 장 판 요

소

세 장 판 요

소

항복

횡좌굴

플랜지국부좌굴

인장플랜지항복

0706.6

콤팩트

비콤팩트

세 장 판 요

소

-
항복

플랜지국부좌굴

0706.7

콤팩트

비콤팩트

세 장 판 요

소

콤팩트

비콤팩트

항복

플랜지국부좌굴

웨브국부좌굴

0706.8 - -
항복

국부좌굴

0706.9

콤팩트

비콤팩트

세 장 판 요

소

-

항복

횡좌굴

플랜지국부좌굴

0706.10 - -

항복

횡좌굴

플랜지국부좌굴

0706.11 - -
항복

횡좌굴

0706.12 비 칭단면 - -
모든 한계상태 포

함

<표 0706.1> 휨재단면의 분류

0706.2 강축휨을 받는 2축 칭 H형강 또는 ㄷ형강 콤팩트부재

이 조항은 강축에 휨을 받는 2축 칭 H형강 또는 ㄷ형강 콤팩트부재에 적용

한다. 다음 한계상태 중 최소값으로 한다.



- 572 -

0706.2.1 소성휨모멘트

      (0706.2.1)

여기서, ：강재의 항복강도, MPa

：축에 한 소성단면계수, mm3

0706.2.2 횡좌굴강도

(1)  ≤ 의 경우에는 횡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 ≤ 의 경우

  



－－  －

－ 



 ≤  (0706.2.2)

(2) ＞의 경우

    ≤  (0706.2.3)

여기서, ：보의 비지지길이, mm

 


 




 




 
 



(0706.2.4)

 ：강재의 탄성계수, MPa

 ：단면비틀림상수, mm4

：강축에 한 탄성단면계수, mm3

소성한계비지지길이  및 탄성한계비지지길이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06.2.5)

  

 



 









 


(0706.2.6)

여기서,  
 (0706.2.7)

  ：2축 칭 H형부재의 경우 (0706.2.8a)

  

 




 ：ㄷ형강의 경우 (0706.2.8b)

：상하부플랜지간 중심거리, mm

0706.3 강축휨을 받는 2축 칭 H형강(콤팩트웨브, 비콤팩트플랜지 또는 세장판플

랜지) 부재

이 조항은 강축에 휨을 받는 2축 칭 H형강(콤팩트웨브, 비콤팩트플랜지 또

는 세장판플랜지) 부재에 적용한다. 다음 한계상태 중 최소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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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3.1 횡좌굴강도

횡좌굴강도의 산정은 0706.2.2에 따른다.

0706.3.2 압축플랜지 국부좌굴강도

(1) 비콤팩트플랜지의 경우

 



－ －－ 

－ 



 (0706.3.1)

(2) 세장판요소단면의 경우

 


  (0706.3.2)

여기서,   


  이며 <표 0702.4.1>에 제시된 콤팩트단면의 한계세장비

  이며 <표 0702.4.1>에 제시된 비콤팩트단면의 한계세장비

 
 , 0.35≤≤0.76

0706.4 콤팩트웨브 또는 비콤팩트웨브를 갖는 강축휨을 받는 H형강부재

이 조항은 비콤팩트웨브를 갖는 강축에 휨을 받는 2축 칭 H형강단면과 콤팩

트웨브 또는 비콤팩트웨브를 갖는 강축에 휨을 받는 1축 칭 H형강단면에 적용

한다.

공칭휨강도 은 압축플랜지항복강도, 횡좌굴강도, 플랜지국부좌굴강도, 인장

플랜지항복강도 한계상태 중 최소값으로 한다.

0706.4.1 압축플랜지항복강도

      (0706.4.1)

0706.4.2 횡좌굴강도

(1)  ≤ 의 경우에는 횡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 ≤ 의 경우

  



－－－

－ 



  ≤  (0706.4.2)

(3) ＞의 경우

    ≤   (0706.4.3)

여기서,     (0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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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4.5)




≤ 의 경우 의 값은 0으로 한다.

공칭휨응력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 의 경우

   (0706.4.6a)

② 
 ＜ 의 경우

  


≥  (0706.4.6b)

항복한계상태에서의 한계비지지길이 는

  



 (0706.4.7)

횡좌굴한계상태에서의 한계비지지길이 은

  

 




 









 


 (0706.4.8)

웨브소성계수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 의 경우

  

 (0706.4.9a)

② 
 ＞의 경우

 






 －
 －－

－ 



 ≤

  (0706.4.9b)

여기서,     ≤ 

  ：압축, 인장플랜지 각각의 탄성단면계수, mm3

  



  ：<표 0702.4.1>의 콤팩트웨브의 한계세장비

  ：<표 0702.4.1>의 비콤팩트웨브의 한계세장비

횡좌굴에 한 유효단면2차반경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사각형태 압축플랜지를 갖는 H형강부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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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4.10)

여기서,   
  (0706.4.11)

：압축플랜지의 폭, mm

：압축플랜지의 두께, mm

② 압축플랜지에 ㄷ형강으로 캡을 씌우거나 커버플레이트가 부착된 H형강부

재의 경우

 ：압축플랜지요소와 압축측 웨브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을 합한 단면의 축

에 한 단면2차반경, mm

：압축웨브면적에 2배한 값과 압축플랜지요소면적의 비

여기서, 다음의 근사식을 식(0706.4.10) 신 사용할 수 있다.

 



 






0706.4.3 압축플랜지국부좌굴강도

(1) 콤팩트플랜지인 경우에는 플랜지국부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비콤팩트플랜지의 경우에는

 



－－－ 

－ 



  (0706.4.12)

(3) 세장판플랜지의 경우에는

 


  (0706.4.13)

여기서, ：식(0706.4.6a) 또는 식(0706.4.6b)에 따라 산정

：식(0706.4.9a) 또는 식(0706.4.9b)에 따라 산정

 
 , 0.35≤≤0.76

 



  ：<표 0702.4.1>의 콤팩트플랜지 한계세장비

  ：<표 0702.4.1>의 비콤팩트플랜지 한계세장비

0706.4.4 인장플랜지항복강도

(1)  ≥ 의 경우 인장플랜지항복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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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6.4.14)

여기서,   

인장플랜지항복 시 적용하는 웨브단면소성계수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 의 경우

  

 (0706.4.15a)

② 
 ＞ 의 경우

 






 －
 －－

－ 



 ≤

  (0706.4.15b)

여기서,   


  ：<표 0702.4.1>의 콤팩트웨브 한계세장비

  ：<표 0702.4.1>의 비콤팩트웨브 한계세장비

0706.5 강축휨을 받는 세장판 웨브단면의 1축 또는 2축 칭 H형강부재

이 조항은 강축에 휨을 받는 세장한 웨브단면의 1축 또는 2축 칭 H형강부

재에 적용한다.

공칭휨강도 은 압축플랜지항복강도, 횡좌굴강도, 플랜지국부좌굴강도, 인장

플랜지항복강도 중 최소값으로 한다.

0706.5.1 압축플랜지항복강도

     (0706.5.1)

0706.5.2 횡좌굴강도

    (0706.5.2)

(1)  ≤ 의 경우에는 횡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 ≤ 의 경우

  



    

   



 ≤  (0706.5.3)

(3) ＞의 경우

 


 





≤  (0706.5.4)

여기서, ：식(0706.4.7)에 따라 산정한다.

  



 (0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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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강도 감소계수

   

 

 



  ≤  (0706.5.6)

여기서, 는 식(0706.4.11)에 따라 산정하며 10을 초과할 수 없다. 는 

0706.4에 제시된 유효단면2차반경이다.

0706.5.3 압축플랜지국부좌굴강도

     (0706.5.7)

(1) 콤팩트플랜지인 경우에는 플랜지국부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비콤팩트플랜지의 경우에는

 



    

  



 (0706.5.8)

(3) 세장판플랜지의 경우에는

 


 



 (0706.5.9)

여기서,  
 , 0.35≤≤0.76

  



  ：<표 0702.4.1>의 콤팩트플랜지 한계세장비

  ：<표 0702.4.1>의 비콤팩트플랜지 한계세장비

0706.5.4 인장플랜지항복강도

(1)  ≥ 의 경우 플랜지인장항복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의 경우

    (0706.5.10)

0706.6 약축휨을 받는 H형강 또는 ㄷ형강부재

이 조항은 약축에 휨을 받는 H형강 또는 ㄷ형강부재에 적용한다. 공칭휨강도 은 항

복강도(전소성모멘트), 플랜지국부좌굴강도의 한계상태 중 최소값으로 한다.

0706.6.1 항복강도

      ≤   (0706.6.1)

0706.6.2 플랜지국부좌굴강도

(1) 콤팩트플랜지인 경우에는 국부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2) 비콤팩트플랜지의 경우에는

 



        

  



 (07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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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장판플랜지의 경우에는

    (0706.6.3)

여기서,  


 



 (0706.6.4)

  


  ：<표 0702.4.1>의 콤팩트플랜지 한계세장비

  ：<표 0702.4.1>의 비콤팩트플랜지 한계세장비

：ㄷ형강의 경우 최소단면계수

0706.7 각형강관

이 조항은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 각형강관에 적용한다.

공칭휨강도 은 항복강도(전소성모멘트), 플랜지국부좌굴강도, 웨브국부좌굴

강도의 한계상태 중 최소값으로 한다.

0706.7.1 항복강도

      (0706.7.1)

여기서, ：소성단면계수, mm3

0706.7.2 플랜지국부좌굴강도

(1) 콤팩트플랜지인 경우에는 플랜지국부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비콤팩트플랜지의 경우에는

       
 





  ≤  (0706.7.2)

(3) 세장판플랜지의 경우에는

    (0706.7.3)

여기서, ：압축플랜지의 유효폭 에 한 유효단면계수.

   



 




 



 


 ≤  (0706.7.4)

0706.7.3 웨브국부좌굴강도

(1) 콤팩트웨브인 경우에는 웨브국부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비콤팩트웨브의 경우에는

      
 





 ≤ (0706.7.5)

0706.8 원형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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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비가 
 보다 적은 원형강관에 적용한다.

공칭휨강도 은 항복강도(전소성모멘트), 국부좌굴강도를 산정한 후 적은 값

으로 한다.

0706.8.1 항복강도

      (0706.8.1)

0706.8.2 국부좌굴강도

(1) 콤팩트단면인 경우에는 국부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비콤팩트단면의 경우에는

 

















 (0706.8.2)

(3) 세장판단면의 경우에는

    (0706.8.3)

여기서,  


  (0706.8.4)

：탄성단면계수, mm2

0706.9 T형강 및 쌍ㄱ형강

이 조항은 T형강 및 쌍ㄱ형강에 적용한다.

공칭휨강도 은 항복강도(전소성모멘트), 횡좌굴강도, 플랜지 국부좌굴강도의 

한계상태 중 최소값으로 한다.

0706.9.1 항복강도

   (0706.9.1)

여기서,    ≤ (스템이 인장인 경우)  (0706.9.2)

             ≤(스템이 압축인 경우) (0706.9.3)

0706.9.2 횡좌굴강도

   

      (0706.9.4)

여기서,  ± 
 




 (0706.9.5)

(＋)부호는 스템이 인장인 경우에 적용하며, (－)부호는 스템이 압축인 경우에 

적용한다. T형강스템의 연단이 압축을 받는 경우에는 (－)부호를 적용한다.

0706.9.3 플랜지국부좌굴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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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6.9.6)

여기서, ：압축플랜지의 탄성단면계수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콤팩트단면인 경우에는 국부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비콤팩트단면의 경우에는

  




 

 




 


 (0706.9.7)

(3) 세장판단면의 경우에는

 


 



 (0706.9.8)

0706.10 단일ㄱ형강

이 조항은 횡지지가 있거나 횡지지가 없는 단일ㄱ형강에 하여 적용한다.

연속적인 횡지지되어 있는 단일ㄱ형강의 경우에는 기본축인  축을 기준으로 

한 단면제계수를 이용하여 설계 가능하며, 연속적인 횡지지가 없는 경우에는 

단면의 주축(강축, 약축)을 기준으로 한 단면제계수를 이용하여 설계해야 한

다.

공칭휨강도 은 항복강도(전소성모멘트), 횡좌굴강도, 국부좌굴강도의 한계상

태 중 최소값으로 한다.

0706.10.1 항복강도

   (0706.10.1)

여기서, ：항복모멘트, N·mm

0706.10.2 횡좌굴강도

연속적인 횡지지가 없는 경우에 하여

(1)  ≤ 의 경우

  
 (0706.10.2)

(2) ＞의 경우

   




  ≤  (0706.10.3)

여기서, 는 탄성횡좌굴모멘트이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횡지지가 없는 등변 ㄱ형강의 경우

㈎ 형강의 다리 끝부분이 압축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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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6.10.4a)

㈏ 형강의 다리 끝 부분이 인장을 받는 경우 

    


   






  


 



 (0706.10.4b)

의 값은  축에 한 단면계수를 사용하여 계산된 항복모멘트에 0.8배를 

곱한 값을 취한다.

② 최 모멘트가 발생한 위치에만 횡지지되어 있는 경우, 의 값은 식

(0706.10.4a) 또는 식(0706.10.4b)에 산정된 값에 1.25배를 곱한 값을 취

한다.

의 값은  축에 한 단면계수를 사용하여 산정된 항복모멘트값을 취한다.

③ 등변ㄱ형강이 강축에 휨을 받는 경우

 

   (0706.10.5)

④ 부등변 ㄱ형강이 강축에 휨을 받는 경우

 


   





  

  


 



 (0706.10.6)

여기서, ：식(0706.1.1)에 따라 산정한 횡좌굴모멘트 수정계수로 1.5를 초

과해서는 안 된다.

 ：횡지지길이, mm

：약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 mm4

：약축에 한 단면2차반경, mm

 ：ㄱ형강다리의 두께

＝




     

여기서, 는 단면중심에서 축의 전단중심까지의 거리이고 는 주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이다. 압축을 받는 다리길이가 짧은 경우 (＋)의 값을, 압

축을 받는 다리길이가 긴 경우 (－)의 값을 갖는다.

0706.10.3 국부좌굴강도

(1) 콤팩트단면인 경우에는 국부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비콤팩트단면의 경우에는

   




  

 




 


(07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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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장판단면의 경우

    (0706.10.8)

여기서,   
  (0706.10.9)

 ：압축을 받는 다리 부분의 외측 폭, mm

：휨축에 한 다리 압축부분의 탄성단면계수, mm3 연속적인 횡지지가 없

는 경우, 의 값은 기본축인  축에 해 산정한 값의 0.8배를 취한다.

0706.11 각형 또는 원형강봉

이 조항은 각형 또는 원형강봉에 적용한다.

공칭휨강도 은 항복강도(전소성모멘트), 횡좌굴강도의 한계상태 중 작은 값

으로 한다.

0706.11.1 항복강도





≤

 을 만족하는 강축휨을 받는 각형강봉, 약축휨을 받는 각형강봉 또

는 원형강봉의 경우

      ≤  (0706.11.1)

0706.11.2 횡좌굴강도

(1) 강축휨을 받는 각형강봉에서 
 ＜




≤ 

 인 경우

  



   

 
 


 ≤  (0706.11.2)

(2) 강축휨을 받는 각형강봉에서 

 ＞

 인 경우

    ≤  (0706.11.3)

여기서,  




  (0706.11.4)

：휨축과 평행한 방향의 강봉단면의 폭, mm

：강봉단면의 두께, mm

：횡지지길이, mm

(3) 원형강봉 또는 휨을 받는 각형강봉의 경우에는 횡좌굴강도를 고려하지 않

아도 된다.

0706.12 비 칭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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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단일ㄱ형강을 제외한 비 칭단면에 적용한다.

공칭휨강도 은 항복강도(전소성모멘트), 횡좌굴강도, 국부좌굴강도를 산정한 

후 최소값으로 한다.

    (0706.12.1)

여기서, ：휨축에 한 탄성단면계수 중 최소값, mm3

0706.12.1 항복강도

   (0706.12.2)

0706.12.2 횡좌굴강도

   ≤  (0706.12.3)

여기서, ：해석으로부터 산정된 좌굴응력, MPa

0706.12.3 국부좌굴강도

   ≤  (0706.12.4)

여기서, ：해석으로부터 산정된 좌굴응력, MPa

0706.13 휨부재의 단면산정

0706.13.1 구멍단면적 공제

압연형강, 조립(용접)부재, 플레이트거더, 그리고 덧판이 있는 보는 일반적으

로 총단면적의 휨강도에 의해 단면을 산정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의 공칭휨강

도는 인장플랜지의 인장파괴한계강도로 산정한다.

(1)   ≥   의 경우, 인장파괴에 따른 공칭휨강도를 산정하지 않는다.

(2)  ＜ 의 경우, 공칭휨강도는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706.13.1)

여기서, ：0704.3.1에 따라 산정된 인장플랜지의 총단면적, mm2

：0704.3.2에 따라 산정된 인장플랜지의 순단면적, mm2

＝ 1.0 (  ≤ 의 경우)

  ＝ 1.1 (그 이외의 경우)

0706.13.2 H형강부재의 형태제한

1축 칭 H형강부재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  (0706.13.2)

또한, 세장판요소 웨브단면적을 가진 H형강부재는 다음 사항도 만족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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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 의 경우


 m ax

 



 (0706.13.3)

(2) 
 ＞의 경우


 m ax



 (0706.13.4)

여기서, ：수직보강스티프너의 순간격, mm

스티프너가 없는 보는  의 값이 26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압축플랜지단

면적에 한 웨브단면적의 비가 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0706.13.3 덧판

(1) 덧판의 단면적은 전체 플랜지단면적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플랜지와 웨브 또는 덧판과 플랜지를 접합하는 고장력볼트나 용접은 보의 

휨모멘트에 의해 발생한 전체수평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볼

트 또는 단속용접의 종방향분포는 전단력의 크기에 비례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종방향간격은 0704.4인장재 또는 0705.6압축재에 한 최 허용

간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플랜지에 작용하는 하중이 직접 지압에 의해 

웨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플랜지와 웨브를 접합하는 볼트 또는 

용접은 플랜지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이 웨브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4) 부분적인 덧판의 길이는 이론상의 절단점을 넘어 연장되어야 하며, 그 연

장부분은 절단점에서 발생하는 보의 휨응력 중 덧판이 부담하는 응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마찰형고장력볼트나 필릿용접으로 플랜지에 접합하여야 한다. 

이때 고장력볼트, 필릿용접은 0710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용접한 덧판의 경우, 그 연장길이는 이론상 절단점에서 보의 휨응력 중 

덧판이 부담하는 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덧판의 2연단을 따라 양단연속용

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연장길이는 다음과 같다.

① 덧판단부면의 전체폭에 걸쳐 용접치수가 덧판두께의 ¾ 이상인 연속용접을 

하였을 경우

연장길이＝덧판 폭 (0706.13.5)

② 덧판단부면의 전체폭에 걸쳐 용접치수가 덧판두께의 ¾ 미만인 연속용접을 

하였을 경우

연장길이＝덧판 폭×1.5 (070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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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덧판단부면에 용접하지 않았을 경우

연장길이＝덧판폭×2.0 (0706.13.7)

0707 전단력을 받는 부재

0707.1 일반사항

0707.1.1 적용범위

이 절은 웨브에 전단력을 받는 1축 또는 2축 칭단면, 단일ㄱ형강과 강관, 그

리고 약축방향에 전단력을 받는 1축 또는 2축 칭단면에 적용한다.

0707.1.2 설계전단강도

(1) 전단강도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산정한다.

① 0707.2는 부재의 좌굴 이후 강도(인장역작용)를 이용하지 않고 산정한다.

② 0707.3은 인장역작용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2) 0707.2.1.(2)①의  ≤  인 압연 H형강의 웨브를 제외하고 이 절의 설계전

단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07.2 비구속 또는 구속웨브를 갖는 부재

0707.2.1 공칭전단강도

(1) 이 조항은 웨브면 내에 전단력을 받는 1축 또는 2축 칭단면과 ㄷ형강의 

웨브에 적용한다.

(2) 비구속 또는 구속판요소웨브의 공칭전단강도 은 전단항복과 전단좌굴의 

한계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07.2.1)

①  ≤  인 압연 H형강의 웨브

여기서,   

         

② 원형강관을 제외한 모든 2축 칭단면, 1축 칭단면 및 ㄷ형강의 전단상

수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일 때

     (0707.2.2)

㈏ ＜ ≤  일 때

   


(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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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때

   




 (0707.2.4)

여기서, ：부재 전체춤 와 웨브의 두께 의 곱, mm2

웨브판좌굴계수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T형강의 스템을 제외한 ＜인 비구속지지된 판요소웨브

      (0707.2.5)

㈏ ＜인 T형강의 스템

      (0707.2.6)

㈐ 구속판요소웨브

     
 (0707.2.7)

＞ 또는 ＞

 
 





인 경우

      (0707.2.8)

여기서, ：수직스티프너의 순간격, mm

   ：압연형강 플랜지간 순거리에서 필릿 또는 코너반경을 뺀 거리, mm

용접형강 경우 플랜지간 순거리, mm

볼트조립단면에서는 파스너 열간거리, mm

T형강의 경우 전체높이, mm

0707.2.2 수직스티프너

(1)  ≤ 이거나 계수하중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결정된 소요전단강도

가 0707.2.1의 ＝ 5를 적용하여 산정한 전단강도 이하일 때 수직스티프너는 

필요하지 않다.

(2) 양면스티프너의 경우 웨브중심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와 단일스티프너

의 경우 웨브판과 스티프너의 접합면에 한 단면2차모멘트는   이상이어

야 한다.

여기서,  


  ≥  (0707.2.9)

(3) 수직스티프너는 집중하중이나 반력을 전달하기 위한 지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인장플랜지에 접합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수직스티프너를 웨브에 접합시키는 용접

은 웨브와 플랜지가 만나는 끝에서 웨브두께의 4배 이상, 그리고 6배 이하에서 끝나야 

한다.

① 사각형의 단일스티프너가 사용될 때 부재의 비틀림에 의한 플랜지의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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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에 저항하기 위하여 스티프너는 압축플랜지에 용접하여야 한다.

② 단일 또는 양면스티프너에 횡가새가 설치되어 있을 때 플랜지가 ㄱ형강만

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총플랜지응력의 1%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압축플랜지에 

접합시킨다.

(4) 거더웨브에 스티프너를 접합시키는 볼트의 중심간격은 300mm 이하로 한

다.

(5) 단속필릿용접을 사용하면 용접간 순간격은 웨브두께의 16배 또는 

250mm 이하이어야 한다.

0707.3 인장역작용을 이용한 설계전단강도

0707.3.1 인장역작용 사용의 제한사항

(1) 인장역작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웨브의 4면 모두가 플랜지나 스티프너

에 의해 지지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장역작용을 사용할 수 없고 공칭전단강도는 

0707.2에 따라 산정한다.

① 수직스티프너를 갖는 모든 부재 내의 단부 패널

② ＞ 또는 ＞
 



인 경우

③  
 ＞인 경우

④ 
 또는 

 ＞인 경우

여기서, ：압축플랜지의 단면적, mm2

：인장플랜지의 단면적, mm2

：압축플랜지의 폭, mm

：인장플랜지의 폭, mm

0707.3.2 인장역작용을 이용한 공칭전단강도

인장역작용을 이용한 공칭전단강도 은 인장역 항복의 한계상태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산정한다.

(1)  ≤ 인 경우

    (0707.3.1)

(2) ＞  인 경우

     
   (0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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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웨브전단항복응력에 한 선형좌굴이론에 따른 웨브임계응력의 비율을 나

타내는 정수로써 0707.2.1에 따라 산정한 값

：웨브판좌굴계수로써 0707.2.1에 따라 산정한다.

0707.3.3 수직스티프너

인장역작용을 이용할 때 수직스티프너는 0707.2.2 및 다음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  (0707.3.3)

(2) ＞
 


   


 





≥  (0707.3.4)

여기서,    ：스티프너의 판폭두께비

：스티프너의 설계항복강도, MPa

：웨브전단항복응력에 한 선형좌굴이론에 따른 웨브임계응력의 비율을 나타

내는 정수로써 0707. 2.1에 따라 산정한 값

＝1.0 (양면 스티프너)

＝1.8 (단일ㄱ형강 스티프너)

＝2.4 (단일판 스티프너)

：스티프너 설치 지점의 소요전단강도, N

： (0707.3.2의 설계전단강도), N

0707.4 단일ㄱ형강

단일ㄱ형강 다리의 공칭전단강도 은 식(0707.2.1)로 산정한다.

여기서,   

  

：전단력을 저항하는 ㄱ형강다리의 폭, mm

  

0707.5 각형강관 및 상자형단면

각형강관 및 상자형단면의 공칭전단강도 은 0707.2.1에 따라 산정한다.

여기서,   

：코너반경 안쪽의 플랜지간 순거리, mm

코너반경을 모른다면 단면 외부치수에서 두께의 3배를 감한 값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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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6 원형강관

원형강관의 공칭전단강도 은 전단항복 및 전단좌굴의 한계상태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산정한다.

     (0707.6.1)

여기서, 은 다음 중 큰 값을 사용하되 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0707.6.2)

 


 




  (0707.6.3)

여기서, ：강관의 전단면적, mm2

 ：강관의 외경, mm

 ：최 전단력작용점과 전단력이 0인 점 사이의 거리, mm

：강관의 두께, mm

0707.7 1축 또는 2축 칭단면 약축전단

약축에 하중이 작용하는 1축 또는 2축 칭단면의 공칭전단강도 은 식

(0707. 2.1)과 0707.2.1(2)②에 따라 산정한다.

여기서,    

  

0707.8 웨브에 구멍이 있는 보

강재보 및 합성보의 웨브에 구멍이 있을 때에는 그 효과를 고려하여 공칭전

단강도를 산정한다. 웨브에 구멍이 있는 부분에 계수하중이나 구조해석으로 

결정된 소요전단력이 설계전단강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보강하여야 

한다.

0708 조합력과 비틀림을 받는 부재

이 절에서는 축력과 1축 또는 2축휨의 조합상태에 비틀림응력이 작용하거나 

작용하지 않는 부재 혹은 비틀림응력만을 받는 부재에 적용한다.

0708.1 휨과 축력이 작용하는 1축 및 2축 칭단면부재

0708.1.1 압축력과 휨을 받는 1축 및 2축 칭단면부재

2축 칭단면부재와  의 값이 0.1 이상 0.9 이하로서 축 또는 축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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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이 발생하도록 구속된 1축 칭단면부재에 있어서 휨과 압축력의 상관관계

는 식(0708.1.1)과 식(0708.1.2)에 의하여 제한된다. 여기서 는 압축력을 받

는 플랜지의 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를 나타낸다. 이 조항의 규정 신 

0708.2의 규정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1) 

≥ 인 경우




 
 




  ≤  (0708.1.1)

(2) 
 ＜ 인 경우




 




  ≤  (0708.1.2)

여기서, ：소요압축강도, N

 ：0705에 따라 정해지는 설계압축강도, N

：소요휨강도, N·mm

 ：0706에 따라 정해지는 설계휨강도, N·mm

 ：강축휨을 나타내는 아래첨자

 ：약축휨을 나타내는 아래첨자

 ：압축저항계수(＝0.90)

 ：휨저항계수(＝0.90)

0708.1.2 인장력과 휨을 받는 1축 및 2축 칭단면부재

2축 칭단면부재와 축 또는 축으로만 휨이 발생하도록 구속된 1축 칭단면부재에 있

어서 휨과 인장력의 상관관계는 식(0708.1.1) 및 (0708.1.2)로 제한한다.

 ：소요인장강도, N

 ：0704.2에 따라 정해지는 설계인장강도, N

 ：소요휨강도, N·mm

 ：0706에 따라 정해지는 설계휨강도, N·mm

 ：인장저항계수 (0704.2 참조)

 ：휨저항계수(＝0.90)

2축 칭단면을 가진 부재에서 인장력과 휨이 동시에 작용할 때, 0706의 값

은 



 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여기서, 는 소요인장강도로서, 양(＋)값을 

사용한다. 또한  



 이다. 식(0708.1.1) 및 (0708.1.2)를 신해서 인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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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과의 상관관계에 한 좀 더 정밀한 해석결과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0708.1.3 1축휨과 압축을 받는 2축 칭단면부재

압축력과 1축휨이 지배적인 2축 칭단면부재는 0708.1.1의 조합법 신에 면

내불안정 한계상태 및 면외좌굴(또는 휨-비틀림좌굴) 한계상태를 각각 독립적

으로 고려해도 무방하다.

(1) 면내불안정 한계상태에 해서는 식(0708.1.1)을 사용한다. , , 의 값

은 휨이 발생한 면내에서 산정한다.

(2) 면외좌굴 한계상태에 해서는 다음의 식을 사용한다.




 
 



≤  (0708.1.3)

여기서,  ：면외휨을 고려한 설계압축강도, N

：0706에 따라 산정된 강축에 한 설계휨비틀림좌굴강도, N·mm

만약 약축방향으로 휨이 발생하면 식(0708.1.3)의 모멘트비는 무시한다. 만일 양

방향 모두 상당한 크기의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는 (양방향 모두  ≥ 인 경우) 

0708.1.1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0708.2 휨과 축력을 받는 비 칭단면부재 및 기타 부재

이 조항에서는 0708.1의 취급범위를 벗어나는 단면형상을 갖는 부재에 한 

휨과 축응력의 상관관계를 규정한다. 0708.1의 규정 신에 임의의 단면형상

에 해 이 조항의 다음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  (0708.2.1)

여기서, ：소요축방향응력, MPa

：설계축방향응력(압축은 0705, 인장은 0704.2의 규정에 따름), MPa

 ：부재단면의 특정위치에서의 소요휨응력, MPa

 ：0706에 따라 결정된 설계휨응력, MPa

특정 위치의 단면계수의 값을 사용하고, 응력의 부호를 고려해야 한다.

： 주축휨을 나타내는 아래첨자

 ：소주축휨을 나타내는 아래첨자

：압축저항계수(＝ 0.90)

：인장저항계수(0704.2 참조)

：휨저항계수(＝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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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0708.2.1)은 단면의 가장 불리한 부분에서의 휨응력의 부호를 고려하여 주

축에 해 적용한다. 휨응력항의 부호에 따라 축력항에 적절히 가감되어야 한

다. 압축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0703을 따라 2차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식

(0708.2.1) 신에 좀 더 엄밀한 해석에 바탕을 둔 휨-인장상관관계를 사용해도 무

방하다.

한계상태설계법이지만 응력도로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비 칭형강의 조합력 

등)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소요응력：계수하중의 조합하중에 의해 산정된 응력, MPa

：설계응력：공칭응력에 저항계수를 곱한 값, MPa

0708.3 비틀림 또는 비틀림, 휨, 전단력, 축력을 동시에 받는 부재

0708.3.1 원형과 각형강관의 비틀림강도

원형과 각형강관의 설계비틀림강도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90

비틀림항복과 비틀림좌굴 한계상태에 의한 공칭비틀림강도 은 다음 식을 사

용해서 산정한다.

    (0708.3.1)

여기서, 는 강관의 비틀림상수이고,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08.3.1.1 원형강관

다음 가운데 큰 값을 사용한다. 그러나 0.6를 초과할 수는 없다.

 




 
 




 (0708.3.2)

 


 




 (0708.3.3)

여기서, ：부재의 길이, mm

：외경, mm

0708.3.1.2 각형강관

(1)  ≤ 

   (0708.3.4)

(2)  ＜  ≤ 

     (0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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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0708.3.6)

비틀림전단상수 는 다음과 같이 보수적으로 취할 수 있다.

원형강관： 
 

각형강관：       

0708.3.2 비틀림, 전단, 휨, 축력을 동시에 받는 강관

소요비틀림강도 가 설계비틀림강도 의 20% 이하일 경우, 강관의 비틀림, 

전단, 휨, 그리고 축력에 의한 조합응력에 한 상관관계는 0708.1의 규정을 

따르고, 비틀림효과는 무시한다. 만약 이 의 20%를 초과하면 비틀림, 전

단, 휨, 축력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식에 의해 제한된다.





   



 


≤  (0708.3.7)

여기서,  ：소요축강도, N

 ：설계축방향 압축 또는 인장강도(0704 및 0705 참조), N

：소요휨강도, N·mm

：설계휨강도(0706 참조), N·mm

 ：소요전단강도, N

 ：설계전단강도(0707 참조), N

 ：소요비틀림강도, N·mm

 ：설계비틀림강도(0708.3.1 참조), N·mm

0708.3.3 비틀림과 조합응력을 받는 비강관부재

비강관부재들의 설계비틀림강도  는 다음의 여러 한계상태 중 가장 작은 

값을 택한다.

 0.90

0708.3.3.1 수직응력항복한계상태

   (0708.3.8)

0708.3.3.2 전단응력항복한계상태

   (0708.3.9)

0708.3.3.3 좌굴한계상태

   (0708.3.10)

여기서, ：해석에 의해 결정된 단면의 좌굴응력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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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영역에 이웃한 부분의 약간의 제한된 국지항복은 허용된다.

0709 합성부재

이 절은 압연형강, 용접형강 또는 강관이 구조용콘크리트와 함께 거동하도록 

구성된 합성부재와 철근콘크리트슬래브와 이를 지지하는 강재보가 서로 연결

되어 보와 슬래브가 함께 휨에 저항하도록 구성된 강재보에 적용한다. 스터드

앵커를 갖는 단순 및 연속합성보, 그리고 매입형합성보, 충전형합성보에도 동

바리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한다.

이 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0709.1 일반사항

0709.2 축력을 받는 부재

0709.3 휨을 받는 부재

0709.4 전단강도

0709.5 압축과 휨의 조합

0709.6 하중전달

0709.7 합성다이어프램과 하중수집보

0709.8 강재앵커(전단연결재)

0709.9 합성트러스

0709.10 합성접합부

0709.11 합성데크 슬래브

0709.12 특별한 경우

0709.1 일반사항

합성부재를 포함하는 구조물의 부재 및 접합부의 설계는 공사과정에서 각 증분하중이 

가해지는 단계마다의 유효단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외에 합성부재의 강도는 제작 및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잔류응력, 잔류변형, 시공오차 등의 불완전성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

다. 

0709.1.1 콘크리트와 철근

합성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와 철근에 관련된 설계, 배근상세 및 재료 성질은 

제5장을 따르며, 다음의 예외사항 및 제한사항을 준용한다.

(1) 0505.6.2, 0516.4, 0520의 모든 내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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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와 철근의 재료강도에 한 제한사항은 0709.1.3을 따른다.

(3) 횡방향철근에 한 구조제한사항은 0709.2.1.1의 (2)와 제5장을 따른다.

(4) 매입형 합성부재에서 길이방향철근의 최소철근비는 0709.2.1.1의 (3)을 따른다.

제5장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설계는 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합에 따른다.

0709.1.2 합성단면의 공칭강도

합성단면의 공칭강도는 소성응력분포법 또는 변형률적합법에 따라 결정한다. 

합성단면의 공칭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무시한다. 

0709.1.4에 정의된 충전형합성부재는 국부좌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매

입형합성부재는 국부좌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0709.1.2.1 소성응력분포법

소성응력분포법에서는 강재가 인장 또는 압축으로 항복응력에 도달할 때 콘

크리트는 축력과 / 또는 휨으로 인한 압축으로 0.85의 응력에 도달한 것으로 

가정하여 공칭강도를 계산한다. 충전형원형강관합성기둥의 콘크리트는 축력과 

휨, 축력 또는 휨으로 인한 압축응력을 받는 경우 구속 효과를 고려한다. 원

형강관의 구속효과를 고려한 콘크리트의 소성압축응력은 축압축력을 받는 원

형충전강관기둥부재에서는   
  로 하고, 축압축력을 받지 않는 원형충

전강관 휨부재에서는 로 한다.

0709.1.2.2 변형률적합법

변형률적합법에서는 단면에 걸쳐 변형률이 선형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며 

콘크리트의 최 압축변형률을 0.003mm/mm로 가정한다. 강재 및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관계는 2장(구조실험 및 검사)에 따라 실험을 통해 구하거나 유

사한 재료에 한 공인된 결과를 사용한다. 

0709.1.3 재료강도 제한

합성구조에 사용되는 구조용강재, 철근, 콘크리트는 실험 또는 해석으로 검증되지 않을 경

우 다음과 같은 제한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설계강도의 계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21MPa 이

상이어야 하며 70MPa를 초과할 수 없다. 경량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설계기

준압축강도는 21MPa 이상이어야 하며 42MPa를 초과할 수 없다.

(2) 합성기둥의 강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 및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

도는 650MPa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입형합성기둥의 강도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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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2.1 매입형 합성부재 제한사항을 따른다.

0709.1.4 국부좌굴에 한 충전형합성단면의 분류

압축력을 받는 충전형 합성부재의 단면은 조밀, 비조밀, 세장으로 분류한다. 

충전형합성단면의 압축강재요소 중 최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밀로 분류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압축강재요소의 최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고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조밀로 분류한다. 압축강재요소 중에서 

최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는 요소가 있으면 세장으로 분류한다. 최 허용 

폭두께비는 <표 0709.1.1>를 따른다.

휨을 받는 충전형 합성부재의 단면은 조밀, 비조밀, 세장으로 분류한다. 충전

형합성단면의 압축강재요소 중 최 폭두께비가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조밀

로 분류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압축강재요소의 최 폭두께비가 를 초과

하고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조밀로 분류한다. 압축강재요소 중에서 최 폭두께

비가 를 초과하는 요소가 있으면 세장으로 분류한다. 최 허용 폭두께비는 

<표 0709.1.2>를 따른다.

각형강관과 원형강관의 폭() 또는 직경()과 두께()에 한 정의는 <표 0702.4.1>

와 <표 0702.4.2>를 참고한다.

구분
판폭 두

께비



조밀/비조

밀



비조밀/세

장

max

최 허용

 

각형강관*
 
















원형강관  









*은 사각형 강관 및 두께가 일정한 용접사각형강관

<표 0709.1.1> 압축력을 받는 충전형합성부재의 압축강

재요소에 한 판폭두께비 제한(0709.2.2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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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폭 두

께비



조 밀/비 조

밀



비조밀/세

장

max

최 허용

각형강관*

의 플랜지
 
















각형강관*

의 웨브
 
















원형강관  









*은 사각형 강관 및 두께가 일정한 용접사각형강관

<표 0709.1.2> 휨을 받는 충전형합성부재 압축강재요소

에 한 판폭두께비 제한(0709.3.4에 사용)

0709.2 축력을 받는 부재

이 규정은 매입형 합성부재과 충전형 합성부재에 적용한다.

0709.2.1 매입형 합성부재

0709.2.1.1 구조제한

매입형 합성부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강재코어의 단면적은 합성기둥 총단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코어를 매입한 콘크리트는 연속된 길이방향철근과 띠철근 또는 나선

철근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횡방향철근의 중심간 간격은 직경 D10의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300mm 이하, 직경 D13 이상의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400mm 이하로 한다. 이형철근망이나 용접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철

근에 준하는 등가단면적을 가져야 한다. 횡방향 철근의 최 간격은 강재 코어

의 설계기준공칭항복강도가 450MPa 이하인 경우에는 부재단면에서 최소크기

의 0.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재코어의 설계기준공칭항복강도가 450MPa를 

초과하는 경우는 부재단면에서 최소 크기의 0.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연속된 길이방향철근의 최소철근비 는 0.004로 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

로 구한다.

 

 (0709.2.1)

여기서, ：연속길이방향철근의 단면적, mm2

  ：합성부재의 총단면적, mm2

0709.2.1.2 압축강도

축하중을 받는 2축 칭 매입형합성부재의 설계압축강도 은 기둥세장비에 따른 

휨좌굴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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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 경우

  








 



(0709.2.2)

(2) 


 인 경우

   (0709.2.3)

여기서,       (0709.2.4)

  


 (0709.2.5)

여기서, ：강재단면적, mm2

 ：콘크리트단면적, mm2 (단, 강재코어의 설계기준공칭항복강도가 

450MPa를 초과할 경우는 ＝로 산정해야 한다.)

：매입합성기둥의 경우 피복두께와 띠철근 직경을 제외한 심부 콘크리트의 

유효단면적, mm2

：연속된 길이방향철근의 단면적, mm2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MPa

 ：강재의 탄성계수, MPa

：철근의 탄성계수, MPa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강재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콘크리트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mm4

 ：강재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mm4

 ：철근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mm4

 ：부재의 유효좌굴길이계수

 ：부재의 횡지지길이, mm

 ：콘크리트의 단위체적당 무게

(1,500 ≤  ≤ 2,500kg/m3)

：합성단면의 유효강성, N·mm2 (단, 강재코어의 설계기준 공칭항복강도가 

450MPa를 초과하여도 합성단면의 유효강성 산정에는 콘크리트 전체 단

면적()을 사용한다)

      (0709.2.6)

- 599 -

   
 ≤  (0709.2.7)

합성부재의 설계압축강도는 0705에서 결정된 순강재부재의 설계압축강도 이

상으로 한다.

0709.2.1.3 인장강도

매입형 합성기둥의 설계인장강도  는 항복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

해진다.

    (0709.2.8)

  

0709.2.1.4 하중전달

매입형합성부재의 하중전달에 한 요구사항은 0709.6에 따른다.

0709.2.1.5 상세요구사항

(1) 강재단면과 길이방향 철근 사이의 순간격은 철근직경의 1.5배 이상 또는 40mm 

중 큰 값 이상으로 한다.

(2) 플랜지에 한 콘크리트 순피복두께는 플랜지폭의 1/6 이상으로 한다.

(3) 2개 이상의 형강재를 조립한 합성단면인 경우 형강재들은 콘크리트가 경

화하기 전에 가해진 하중에 의해 각각의 형강재가 독립적으로 좌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띠판 등과 같은 부재들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0709.2.2 충전형 합성부재

0709.2.2.1 구조제한

강관의 단면적은 합성부재 총단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충전형합성부재는 0709.1.4에 따라서 국부좌굴효과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0709.2.2.2 압축강도

축하중을 받는 2축 칭 충전형 합성부재의 설계압축강도는 다음과 같은 보정

된 식들을 사용하여 0709.2.1.2에 따라 휨좌굴한계상태로부터 구한다.

(1) 조밀단면

   (0709.2.9a)

여기서,      (0709.2.9b)

：사각형단면에서는 0.85, 원형단면에서는

      
 로 한다.

여기서,    , ：강관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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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조밀단면

   
  



  
 

 (0709.2.9c)

여기서, , 와 은 <표 0709.1.1a>의 판폭(직경) 두께비 제한값

      
  (0709.2.9d)

(3) 세장단면

      
  (0709.2.9e)

여기서,

사각형단면； 
 (0709.2.10)

원형단면；  


 (0709.2.11)

합성단면의 유효강성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0709.2.12)

여기서, 는 충전형합성압축부재의 유효강성을 구하기 위한 계수

   






 


≤  (0709.2.13)

합성부재의 설계압축강도는 0705에서 결정된 순강재부재의 설계압축강도 이

상으로 한다.

0709.2.2.3 인장강도

충전형 합성기둥의 설계인장강도  은 항복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

해진다.

    (0709.2.16)

  

0709.2.2.4 하중전달

충전형합성부재의 하중전달에 한 요구사항은 0709.6에 따른다.

0709.3 휨을 받는 부재

0709.3.1 일반사항

이 규정은 휨을 받는 다음 3종류의 합성부재에 적용한다.

스터드앵커 또는 ㄷ형강으로 구성된 강재앵커(전단연결재)가 있는 합성보, 매

입형 합성부재 및 충전형 합성부재. 이외 다른 형태의 휨부재인 합성트러스와 

합성데크슬래브는 0709.9와 0709.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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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3.1.1 유효폭

콘크리트슬래브의 유효폭은 보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각 방향에 한 유효폭

의 합으로 구해지며 각 방향에 한 유효폭은 다음 중에서 최소값으로 구해

진다.

(1) 보스팬(지지점의 중심간)의 1/8

(2) 보중심선에서 인접보 중심선까지 거리의 1/2

(3) 보중심선에서 슬래브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0709.3.1.2 시공 중의 강도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5%에 도

달하기 전에 작용하는 모든 시공하중은 강재단면 만으로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강재단면의 휨강도는 0706에 따라 구한다.

0709.3.2 강재앵커(전단연결재)를 갖는 합성보

강재앵커는 스터드앵커 또는 ㄷ형강을 사용한다.

0709.3.2.1 정모멘트에 한 휨강도

정모멘트에 한 설계휨강도 은 항복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진

다.

  

(1)  ≤  인 경우

은 합성단면의 항복한계상태에 해 소성응력분포로부터 산정한다(소성모멘

트).

(2) ＞인 경우

은 동바리의 영향을 고려하여 항복한계상태에 해 탄성응력을 중첩하여 

구한다(항복모멘트).

0709.3.2.2 부모멘트에 한 휨강도

부모멘트에 한 설계휨강도 은 0706에 따라 강재단면만을 사용하여 구

하거나, 다음과 같은 계수를 사용하여 항복한계상태(소성모멘트)에 해 합성

단면의 소성응력분포로부터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강재보는 조밀단면이며 0706에 따라 적절히 횡지지되어야 한다.

(2) 부모멘트 구간에서 콘크리트슬래브와 강재보에 강재앵커로 결합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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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유효폭 내의 강재보에 평행한 슬래브철근은 적절히 정착되어야 한다.

0709.3.2.3 골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 합성보

(1) 일반사항

강재보와 골데크플레이트 슬래브로 이루어진 합성부재의 설계휨강도는 0709. 

3.2.1과 0709.3.2.2에 따라 구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데크플레이트의 공칭골깊이는 75mm 이하이어야 한다. 더 큰 골높이의 사

용은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정당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골 또는 헌치의 콘크

리트 평균폭 은 50mm 이상이어야 하며 데크플레이트 상단에서의 최소순폭 

이하로 한다.

② 콘크리트슬래브와 강재보를 연결하는 스터드앵커의 직경은 19mm 이하이어

야 하며 데크플레이트를 통하거나 아니면 강재보에 직접 용접되어야 한다. 스

터드앵커는 부착 후 데크플레이트 상단 위로 38mm 이상 돌출되어야 하며 스

터드앵커의 상단 위로 13mm 이상의 콘크리트피복이 있어야 한다.

③ 데크플레이트 상단 위의 콘크리트두께는 50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데크플레이트는 지지부재에 450mm 이하의 간격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데

크플레이트의 고정은 스터드앵커나 스터드앵커와 점용접의 조합, 또는 설계자

에 의해 명시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데크플레이트의 골방향이 강재보와 직각인 경우

골 내부의 콘크리트는 합성단면의 성능산정이나 의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

(3) 데크플레이트의 골방향이 강재보와 평행인 경우

골 내부의 콘크리트는 합성단면의 성능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의 계산에 

포함한다. 지지보 위의 데크플레이트골은 길이방향으로 절단한 후 간격을 벌

림으로써 콘크리트 헌치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데크플레이트의 공칭깊이

가 40mm 이상일 때 골 또는 헌치의 평균폭 은 스터드앵커가 일렬배치인 

경우에는 50mm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되는 스터드앵커마다 스터드앵커 직경

의 4배를 더해주어야 한다.

0709.3.2.4 강재보와 슬래브 사이의 하중전달

(1) 정모멘트 구간에서의 하중전달

0709.3.3의 매입형 합성단면을 제외하고는, 강재보와 슬래브면 사이의 전체

수평전단력은 강재앵커에 의해서만 전달된다고 가정한다. 휨모멘트를 받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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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와 콘크리트가 합성작용을 하기 위해서 정모멘트가 최 가 되는 위치와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 사이의 총수평전단력  ′는 콘크리트의 압괴, 강재단

면의 인장항복, 그리고 강재앵커의 강도 등의 3가지 한계상태로부터 구한 값 

중에서 최소값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압괴

 ′   (0709.3.1a)

② 강재단면의 인장항복

 ′   (0709.3.1b)

③ 강재앵커의 강도

 ′   (0709.3.1c)

 여기서, ：유효폭 내의 콘크리트단면적, mm2

   ：강재단면적, mm2

   ：정모멘트가 최 가 되는 위치와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 사이의 강재앵커 

공칭강도의 합, N

(2) 부모멘트 구간에서의 하중전달

연속합성보에서 부모멘트구간의 슬래브 내에 있는 길이방향철근이 강재보와 

합성으로 작용하는 경우, 부모멘트가 최 가 되는 위치와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 사이의 총수평전단력  ′는 슬래브철근의 항복과 전단연결재의 강도 등

의 2가지 한계상태로부터 구한 값 중에서 최소값으로 한다.

① 슬래브철근의 인장항복 한계상태

 ′    (0709.3.2a)

 여기서, ：콘크리트슬래브의 유효폭 내에 있는 적절하게 정착된 길이

방향 철근의 단면적, mm2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② 강재앵커의 강도

 ′   (0709.3.2b)

0709.3.3 매입형합성부재의 휨강도

매입형 합성부재의 설계휨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공칭휨강도 은 다음 방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 구한다.

① 항복한계상태(항복모멘트)；동바리의 효과를 고려하여 합성단면에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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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탄성응력을 중첩하여 산정한다.

② 강재단면의 항복한계상태(소성모멘트)；강재단면만의 소성소성응력분포를 

사용하여 구한다.

③ 합성단면에 작용하는 소성응력분포를 사용하여 구하거나 변형률적합법을 사

용하여 구한다. 매입형합성부재에는 강재앵커를 사용해야 한다.

0709.3.4 충전형합성부재의 휨강도

0709.3.4.1 구조제한

충전형합성단면은 0709.1.4에 따라 국부좌굴에 의해 분류한다.

0709.3.4.2 휨강도

충전형합성단면의 설계휨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공칭휨강도 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1) 조밀단면

  (0709.3.3a)

여기서,  합성단면의 소성응력분포로부터 구한 모멘트, N·mm

(2) 비조밀단면

   
  (0709.3.3b)

여기서, , 와 은 <표 0709.1.2>의 판폭(직경)두께비 제한값

 인장플랜지의 항복과 압축플랜지의 첫 항복에 응하는 항복모멘트, 

N·mm. 첫 항복에서의 저항능력은 0.7의 최 콘크리트압축응력과 의 최

강재응력의 선형탄성응력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3) 세장단면

공칭휨강도는 첫 항복모멘트로부터 구한다. 압축플랜지응력은 식(0709.2.10) 

또는 식(0709.2.11)로 부터 구한 국부좌굴응력 로 제한한다. 콘크리트응력

분포는 최 압축응력을 0.7로 한 선형탄성응력분포로 한다.

0709.4 전단강도

0709.4.1 충전형 및 매입형 합성부재

설계전단강도 은 다음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구한다.

(1) 0707에 따른 강재단면만의 설계전단강도

(2) 0507에 따른 철근콘크리트만의 전단강도. 강도저항계수는 다음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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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근콘크리트로 채운 충전형합성부재에서 콘크리트만의 전단강도는 제5장

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3) 0707에 따른 강재단면의 공칭전단강도와 제5장에 따른 철근의 공칭전단강도의 

합으로 한다. 강도저항계수는 다음 값을 사용한다.

  

0709.4.2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 합성보(또는 노출형 합성보)

강재앵커를 갖는 노출형 합성보의 설계전단강도는 0707에 따라 강재 단면만

의 특성으로부터 구한다.

0709.5 휨과 축력의 조합

합성부재에 압축력과 휨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0703에서 요구되는 안정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계압축강도와 설계휨강도는 0709.2와 0709.3에 따라서 

각각 구한다. 압축강도에 미치는 길이의 영향을 고려한 부재의 공칭압축강도는 0709.2

에 따라 구한다.

매입형합성부재와 조밀단면의 충전형합성부재에 한 축력과 휨의 상호관계

는 0708.1.1의 상호관계식 또는 0709.1.2에서 규정한 방법 중의 1가지 방법

에 따른다.

비조밀 또는 세장 단면의 충전형합성부재에 한 축력과 휨의 상호관계는 

0708.1.1의 상호관계식에 따른다.

0709.6 하중전달

0709.6.1 일반 요구사항

외력이 매입형합성부재 또는 충전형합성부재에 축방향으로 가해질 때, 부재로

의 힘 도입과 부재 안에서의 길이방향 전단력 전달은 이 조항에 있는 힘의 분배에 

한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한다.

0709.6.3에 따라 결정된 적절한 힘전달기구의 설계강도 은 0709.6.2에서 

구한 길이방향 소요전단력 ′ 이상이어야 한다.

0709.6.2 힘의 분배

강재와 콘크리트 간에 전달되어야 할 힘의 크기는 다음 요구사항에 따른 외

력의 분배로 한다.

0709.6.2.1 외력이 강재단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

모든 외력이 강재단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 콘크리트에 전달되어야 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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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0709.6.1)

여기서, ：길이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공칭압축강도, N

매입형합성부재는 식(0709.2.4), 충전형합성부재는 식(0709.2.9a)에 의해 구

한다.

：합성부재에 가해지는 소요외력, N

0709.6.2.2 외력이 콘크리트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

모든 외력이 피복콘크리트 또는 충전콘크리트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 강재에 

전달되어야 할 힘 ′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0709.6.2)

여기서, ：길이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공칭압축강도, N

매입형합성부재는 식(0709.2.4), 충전형합성부재는 식(0709.2.9a)에 의해 

구한다.

：합성부재에 가해지는 소요외력, N

0709.6.2.3 외력이 강재단면과 콘크리트에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

외력이 강재단면과 매입콘크리트 또는 충전콘크리트에 동시에 가해지는 경우, 

콘크리트에서 강재 또는 강재에서 콘크리트로 전달되어야 할 힘 ′은 강재에 

직접 가해지는 외력의 일부 와 식(0709.6.2)에서 산정한 힘 ′과의 차이로 

한다.

 ′       (0709.6.3)

여기서, ：강재에 직접 가해지는 외력의 일부 힘, N

0709.6.3 힘 전달기구

직접부착작용, 전단접합 및 직접지압에 의한 힘전달기구의 공칭강도 은 다

음과 같이 구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공칭강도의 힘전달기구를 사용할 수 있

으나 이러한 힘전달기구들은 중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길이방향 전단력 ′이 직접부착작용에 의한 설계전단강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0709.6.3.1 또는 0709.6.3.2에 의한 힘전달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0709.6.3.1 직접지압강도

힘이 내부지압기구에 의한 직접지압에 의해 매입형 또는 충전형 합성부재에 

전달되는 경우, 설계지압강도는 다음과 같이 콘크리트압괴의 한계상태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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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9.6.4)

  

여기서, ：콘크리트의 재하면적, mm2

0709.6.3.2 전단접합

힘이 전단접합에 의해 매입형 또는 충전형 합성부재에 전달되는 경우, 강재앵커의 설

계전단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0709.6.5)

여기서, ＝ 0709.6.4에 정의한 하중도입부 길이 안에 배치된 스터드앵커 

또는 ㄷ형강앵커의 설계전단강도 의 합, N.

각 강재앵커의 설계전단강도 는 0709.8.3.1 또는 0709.8.3.4로부터 구한다.

0709.6.3.3 직접부착강도

힘이 직접부착작용에 의해 충전형합성부재 및 매입형합성부재에 전달되는 경

우,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설계부착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0709.6.6)

여기서, ：H형강 또는 강관의 전둘레길이와 하중도입부의 길이에 해당하는 

공칭부착강도, N

：H형강 또는 강관의 둘레길이, mm

：0709.6.4에서 규정한 하중도입부의 길이, mm

：<표 0709.6.1>의 공칭부착응력, MPa

다음 <표 0709.6.1>의 공칭부착응력은 콘크리트와 접하는 강재단면 표면에 도장, 기

름, 윤활유 및 녹 등이 없는 경우에 가정된 값이다.

단면 종류 , MPa

콘크리트에 완전매입된 H형강단면 0.66

콘크리트충전 

사각형강관단면

조밀, 비조밀, 

세장
0.40

콘크리트충전 

원형강관단면

조밀 1.22

비조밀, 세장 0.40

<표 0709.6.1> 공칭부착응력, 

<표 0709.6.1>에 주어진 콘크리트에 완전 매입된 H형강단면의 공칭부착응력 

은 플랜지에 한 콘크리트의 최소유효피복두께가 40mm이고 0709.2.1.5의 

(1)과 (2)를 만족하고, 0709.2.1.1에 따른 횡방향 철근과 길이방향 철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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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면에 적용할 수 있다. 플랜지에 한 유효피복두께가 더 두껍고, 플랜지

의 피복콘크리트를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는 횡방향 철근과 길이방향 철근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높은 부착응력값을 사용할 수 있다. 피복두께를 고려한 

공칭부착응력는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c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c는 

다음 식에 의해 결정한다.

c     e    e
  ≤  (0709.6.7)

여기서, e：플랜지면에 한 콘크리트의 유효피복두께, mm

유효피복두께는 플랜지면에 한 콘크리트의 순피복두께에서 띠철근의 외부

면에 한 순피복두께를 제외한 두께로 한다.

0709.6.4 상세요구사항

0709.6.4.1 매입형 합성부재

길이방향 전단력을 전달하기 위한 강재앵커는 하중도입부의 길이 안에 배치

한다. 하중도입부의 길이는 하중작용방향으로 합성부재단면의 최소폭의 2배와 

부재길이의 1/3 중 작은 값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 전단력을 전달하기 위한 

강재앵커는 강재단면의 축에 해 칭인 형태로 최소한 2면 이상에 배치한

다.

하중도입부 길이와 이외 구간에서의 강재앵커 간격은 0709.8.3.5에 따른다.

0709.6.4.2 충전형 합성부재

길이방향전단력을 전달하기 위한 강재앵커는 하중도입부의 길이 안에 배치한

다. 하중도입부의 길이는 하중작용방향으로 합성부재단면의 최소폭의 2배와 부재길이의 

1/3 중 작은 값 이하로 한다. 

하중도입부의 길이 안에 배치하는 강재앵커 간격은 0709.8.3.5에 따른다.

0709.6.5 하중도입부 이외 구간의 길이방향 전단력

(1) 부재의 직각방향하중 또는 단부모멘트 또는 직각방향하중과 단부모멘트에 

의해 발생되는 하중도입부 이외구간에서의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 접촉면의 

길이방향 소요전단응력분포를 확인해야한다. 길이방향 소요전단응력이 <표 

0709.6.1 3.16>의 값에 강도저항계수  를 곱한 설계전단응력 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0709.8.3에 따라서 전단연결재로 보강해야 한다.

(2) 보다 정밀한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접촉면에서의 길이방향 소요전단응

력은 콘크리트의 장기효과와 균열을 고려한 탄성해석에 의해 구한 값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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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0709.7 합성다이어프램 및 하중수집보

합성슬래브 다이어프램과 하중수집보는 다이어프램, 다이어프램의 경계부재, 

수집재, 그리고 횡력저항시스템의 부재 사이에 하중을 전달하도록 설계하고 

상세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0709.8 강재앵커(전단연결재)

0709.8.1 일반사항

스터드앵커의 직경은 강재단면의 웨브판과 직접 연결된 플랜지부분에 용접하는 경우 이

외에 플랜지두께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0709.8.2은 강재앵커(전단연결재)가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골데크의 콘크리트

에 매입된 합성휨부재에 적용한다. 0709.8.3은 이외 모든 다른 경우에 적용

한다.

0709.8.2 합성보의 강재앵커

용접 후 밑면에서 머리 최상단까지의 스터드앵커길이는 몸체 직경의 4배 이

상으로 한다.

0709.8.2.1 스터드앵커의 강도

콘크리트슬래브 또는 합성슬래브에 매입된 스터드앵커 1개의 공칭전단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0709.8.1)

여기서, ：스터드앵커의 단면적, mm2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MPa

：스터드앵커의 설계기준인장강도, MPa

  ：

(a) 데크플레이트의 골방향이 강재보에 직각이며 골내에 용접되는 스터드앵커

의 개수가 1개인 경우

(b) 스터드앵커가 일렬로 강재에 직접 용접된 경우

(c) 데크플레이트의 골방향이 강재보와 평행하며 스터드앵커가 데크를 통해 

일렬로 용접되고 골의 평균폭과 골의 높이의 비가 1.5 이상인 경우

  ：

(a) 데크플레이트의 골방향이 강재보에 직각이며 골 당 스터드앵커의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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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 경우

(b) 데크플레이트의 골방향이 강재보와 평행하며, 스터드앵커가 데크를 통해 

용접되며 골의 평균폭과 골의 높이의 비가 1.5보다 작으며 스터드앵커의 

개수가 1개인 경우

  ：

데크플레이트의 골방향이 강재보에 직각이며 골 내에 용접되는 스터드앵커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

   ：

(a) 형강에 직접 용접된 스터드앵커

(b) 데크플레이트의 골방향이 강재보에 직각인 합성슬래브에 용접되고,  ≥50mm

인 스터드앵커의 경우

(c) 데크플레이트의 골방향이 강재보와 평행한 합성슬래브에 매입되는 스터드

앵커가 데크플레이트를 통해 용접되거나 거더의 채움재로 (큰보의 강재보와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길쭉한 틈에) 사용되는 평판을 통하여 용접되는 경우

  ：

데크플레이트의 골방향이 강재보에 직각인 합성슬래브에 용접되고,  ＜

50mm인 스터드앵커의 경우

  ：데크골의 중간높이에서, 스터드몸체 외면으로부터 스터드앵커의 

하중저항 방향(즉 단순보에서 최 모멘트가 있는 방향)에 있는 데크

플레이트웨브까지의 순거리, mm

<표 0709.8.1>은 몇 가지 슬래브 조건에 한 와 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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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골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 0.75

데 크 플 레 이

트의 골방향

이 강재보와 

평행한 경우




≥1.5 1.0 0.75




1.5 0.85** 0.75

데 크 플 레 이

트의 골방향

이 강재보에 

직각인 경우

에 데크플레

이트의 골당 

스 터 드 앵 커

의 개수

약한 

위치의 

스터드앵

커

1개 1.0 0.6

2개 0.85 0.6

3개 

이상
0.7 0.6

강한 

위치의 

스터드앵

커

1개 1.0 0.75

2개 0.85 0.75

3개 

이상
0.7 0.75

 ：리브의 공칭높이, mm

：0709.3.2.3에서 정의한 콘크리트 리브 또는 헌치의 

평균폭, mm

**：스터드가 1개인 경우

약한 위치의 스터드앵커：  50mm인 경우

강한 위치의 스터드앵커：  ≥50mm인 경우

<표 0709.8.1> 와 의 값

0709.8.2.2 ㄷ형강앵커의 강도

충실형 콘크리트슬래브에 매입된 ㄷ형강앵커 1개의 공칭강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진다.

     (0709.8.2)

여기서, ：ㄷ형강앵커의 플랜지두께, mm

：ㄷ형강앵커의 웨브두께, mm

：ㄷ형강앵커의 길이, mm

ㄷ형강앵커의 강도는 편심의 영향을 고려하여 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보

플랜지에 용접되어야 한다.

0709.8.2.3 강재앵커의 소요개수

정 또는 부모멘트가 최 가 되는 위치와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 사이에 배열되

는 강재앵커의 소요개수는 0709.3.2.4(1)과 0709.3.2.4(2)에서 구한 총수평전

단력을 0709.8.2.1 또는 0709.8.2.2에서 구한 강재앵커의 공칭강도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위치와 이와 가장 가까운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 사이에 강재앵커의 소요개수는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위치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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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를 사용한다.

0709.8.2.4 상세요구사항

(1) 별도의 시방이 없는 한, 정 또는 부모멘트가 최 가 되는 위치에서 양측

에 소요되는 강재앵커는 최  위치점과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 사이에 일정

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2) 데크플레이트의 골에 설치되는 강재앵커를 제외하고, 강재앵커의 측면피

복은 2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앵커의 중심에서 전단력방향에 있는 가장자

리까지의 거리는 보통콘크리트에서는 200mm 이상, 경량콘크리트에서는 

250mm 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 앵커부 강도산정은 관련 콘크리트 기준을 

참고한다. 

(3) 스터드앵커의 중심간 간격은 합성보의 길이방향으로는 스터드직경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직각방향으로는 직경의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골방향이 강재보에 직각인 데크플레이트의 골 내에 설치되는 경우, 중심간 간

격은 모든 방향으로 스터드직경의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강재앵커의 중심

간 간격은 슬래브총두께의 8배 또는 900mm를 초과할 수 없다.

0709.8.3 합성구성요소 내부에 사용하는 강재앵커

이 규정은 매입형 합성부재 안에 사용하는 스터드앵커 또는 ㄷ형강앵커의 설계에 적

용한다. 콘크리트 앵커부 강도산정은 관련 콘크리트 기준을 참고한다. 

(1) 보통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전단력만 받는 스터드앵커의 길이는 몸체

직경의 5배 이상으로 한다. 인장 또는 전단과 인장의 조합력을 받는 스터드앵

커의 길이는 몸체직경 8배 이상으로 한다. 

(2)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전단력만 받는 스터드앵커의 길이는 몸체

직경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인장력을 받는 스터드앵커의 길이는 몸체직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 앵커부 강도산정은 관련 콘크리트 기준을 참

고한다. 

(3) 인장 또는 전단과 인장의 조합력을 받는 스터드앵커의 머리직경은 몸체직

경의 1.6배 이상으로 한다.

<표 0709.8.2>는 각 하중조건에 한 스터드앵커의 최소 값을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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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조건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전단 ≥ 5 ≥ 7

인장 ≥ 8 ≥ 10

전단과 인장의 조합력 ≥ 8 *

＝ 스터드앵커의 몸체직경()에 한 전체길이() 비

* 경량콘크리트에 묻힌 앵커에 한 조합력의 작용효과는 관련 콘크리트 

기준을 따른다.

<표 0709.8.2> 스터드앵커의 최소 길이/직경비 

0709.8.3.1 스터드앵커의 전단강도

한계상태가 콘크리트전단파괴강도가 아닌 경우, 스터드앵커의 1개에 한 설계전

단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0709.8.3)

  

여기서,  스터드앵커의 공칭전단강도, N

 스터드앵커의 단면적, mm2

  스터드앵커의 설계기준인장강도, MPa

한계상태가 콘크리트전단파괴강도인 경우, 스터드앵커의 1개에 한 설계전단

강도는 다음 중 1가지 방법으로 구한다.

(1) 스터드앵커 파괴면의 양측에 제5장의 0508에 따라 앵커철근이 배근된 경우, 스터

드앵커의 공칭전단강도 는 식(0709.8.3)으로 구한 강재의 공칭전단강도와 앵커

철근의 공칭강도 중의 최소값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앵커부 강도산정은 관련 콘크리트 기준을 참고한다. 

0709.8.3.2 스터드앵커의 인장강도

앵커의 중심에서 스터드앵커의 높이에 직교한 콘크리트 단부까지의 거리가 

스터드앵커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이고, 스터드앵커의 중심간 간격이 스터

드앵커 상단까지 높이의 3배 이상인 경우, 스터드앵커 1개에 한 설계인장강도는 다

음과 같이 구한다.

   (0709.8.4)

  

여기서,  강재스터드앵커의 공칭인장강도, N

 강재스터드앵커의 단면적, mm2

  강재스터드앵커의 설계기준인장강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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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중심에서 스터드앵커의 높이에 직교한 콘크리트 단부까지의 거리가 

스터드앵커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미만이고, 스터드앵커의 중심간 간격이 스

터드앵커 상단까지 높이의 3배 미만인 경우, 스터드앵커 1개에 한 공칭인

장강도는 다음 중 1가지 방법으로 구한다.

(1) 스터드앵커 파괴면의 양측에 제5장의 0508에 따라 앵커철근이 배근된 경우, 스

터드앵커의 공칭인장강도 는 식(0709.8.4)으로 구한 강재의 공칭전단강도

와 앵커철근의 공칭강도 중의 최소값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앵커부 강도산정은 관련 콘크리트 기준을 참고한다. 

0709.8.3.3 전단과 인장의 조합력을 받는 스터드앵커 강도

한계상태가 콘크리트전단파괴강도가 아닌 경우, 앵커의 중심에서 스터드앵커 

높이에 직교한 콘크리트 단부까지의 거리가 스터드앵커 상단까지 높이의 1.5

배 이상이고, 스터드앵커의 중심간 간격이 스터드앵커 상단까지 높이의 3배 

이상이면, 스터드앵커의 1개에 한 전단과 인장의 상호작용에 한 공칭강도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0709.8.5)

여기서,   소요인장강도, N

    설계인장강도, N

  소요전단강도, N

    설계전단강도, N

소요인장강도 와 소요전단강도 는 0702.2에 따른 하중조합에서 요구하

는 강도이다. 강도저항계수는 다음과 같다.

  , 인장저항계수

  , 전단저항계수

한계상태가 콘크리트전단파괴강도인 경우이거나 앵커의 중심에서 스터드앵커 

높이에 직교한 콘크리트 단부까지의 거리가 스터드앵커 상단까지 높이의 1.5

배 미만이거나, 스터드앵커의 중심간 간격이 스터드앵커 상단까지 높이의 3배 

미만인 경우, 스터드앵커의 1개에 한 전단과 인장의 상호작용에 한 공칭

강도는 다음 중 1가지 방법으로 구한다.

(1) 스터드앵커 파괴면의 양측에 제5장의 0508에 따라 앵커철근이 배근된 경

우, 식(0709.8.5)에 사용하는 스터드앵커의 공칭전단강도 는 식(07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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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한 강재의 공칭전단강도와 앵커 철근의 공칭강도 중의 최소값으로 하

고, 스터드앵커의 공칭인장강도 는 식(0709.8.4)으로 구한 강재의 공칭전단

강도와 앵커철근의 공칭강도 중의 최소값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앵커부 강도산정은 관련 콘크리트 기준을 참고한다.

0709.8.3.4 ㄷ형강의 전단강도

ㄷ형강앵커의 설계전단강도는 0709.8.2.2에 따라 구한 공칭전단강도와 다음

의 강도저항계수에 의해 구한다.

  

0709.8.3.5 상세요구사항

강재앵커의 측 방향의 콘크리트 순 피복두께는 25mm 이상으로 한다. 스터드

앵커의 중심간 최소간격은 어느 방향이든 몸체직경의 4배로 한다. 스터드앵커

의 중심간 최 간격은 어느 방향이든 몸체직경의 32배로 한다. ㄷ형강앵커의 

중심간 최 간격은 600mm로 한다.

0709.9 합성트러스

이 절의 조항들은 1방향 바닥구조에서, 양단부가 단순접합된 합성트러스나 합

성조이스트의 설계에 적용한다.

0709.9.1 일반사항

(1) 데크의 골방향이 합성트러스에 직각방향인 경우에는 데크 상단과 데크 하

부 사이에 있는 리브 콘크리트는 단면특성을 결정할 때 콘크리트압축 블록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압축 쪽 현재의 단면은 합성트러스의 휨강도 산정에서 무시한다. 

(3) 지지점에서 첫 번째에 있는 상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트러스 부분은 강재

부재만으로 소요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4) 골데크를 사용한 합성트러스의 강도 산정에는 0709.3.2.3의 관련 기준을 따른

다.

(5) 스터드앵커는 0709.8의 관련 기준을 따른다.

0709.9.2 적용 강재단면과 데크플레이트 

(1) 합성트러스에서 강재트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재는 소요성능을 발휘할 수 있

는 압연 또는 냉간성형 강재단면을 사용한다.

(2) 합성트러스 또는 합성조이스트에 사용하는 데크플레이트는 0709.3.2.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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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0709.9.3 강도

0709.9.3.1 현재의 설계

(1) 유효폭

콘크리트슬래브의 유효폭은 0709.3.1.1에 따른다.

(2) 슬래브콘크리트의 압축응력블록깊이와 모멘트저항팔길이

슬래브콘크리트 등가직사각형 압축응력블록의 깊이 와 모멘트저항팔길이 

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 , mm (0709.11.1)

          , mm(0709.11.2)

여기서, ：모멘트저항 팔길이, 즉 하현재의 단면중심에서 슬래브콘크리트 압축

블록의 중심까지 거리, mm

 ：콘크리트압축응력블록의 깊이, mm

：하현재의 인장저항 총단면적, mm2

 ：트러스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슬래브의 유효폭, mm

 ：강재트러스의 전체 춤, mm

 ：강재데크플레이트 리브의 공칭높이, mm

 ：데크 위에 있는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 mm

 ：하현재의 최하부면으로부터 하현재의 단면 중심축까지의 거리, mm

(3) 합성트러스의 설계휨강도

합성트러스의 설계휨강도는 다음 한계상태 중에서 최소값으로 한다. 

① 하현재의 인장항복：  

   (0709.11.3a)

② 하현재의 인장파단：  

   (0709.11.3b)

③ 콘크리트 압괴：  

   (0709.11.3c)

④ 전단연결재의 강도：  

   ≥ (0709.11.3d)

여기서, ＝하현재의 인장저항 총단면적, mm2

＝하현재의 인장저항 순단면적, mm2

- 617 -

＝트러스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슬래브 유효폭, mm

＝상현재 중심에서 콘크리트압축블록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mm

＝하현재의 최소인장강도, MPa

＝하현재의 최소항복강도, MPa

＝정모멘트가 최 가 되는 위치와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 사이 안에 있는 

스터드앵커 개수

＝스터드앵커 1개의 공칭전단강도, N

＝데크 위에 있는 콘크리트슬래브 두께, mm

0709.9.3.2 웨브재의 설계

(1) 합성트러스의 웨브재는 비합성 트러스에서의 설계방법에 따른다.

(2) 웨브재는 작용하중으로부터 합성트러스 양단까지의 전단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합성트러스의 웨브재는 계수하중에 의한 반력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수

직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앞의 최소전단 요구사항에 의해 설계되는 인장웨브재는 지간의 반에 분포

된 활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응력반전(압축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

토를 위해 등분포하중의 경우에는 다음 식을 사용할 수 있다.

m in 
 (0709.11.4)

여기서, ＝등분포활하중, kN/m

＝합성트러스의 설계길이, mm

m in＝인장웨브재 부재의 최소계수압축설계전단력, kN

(5) 변형형 와렌트러스 형태에 사용하는 내부 웨브재는 부재가 지지하는 하중

에 합성거동시에 작용하는 하현재 축력의 2%를 합한 하중을 저항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0709.9.3.3 전단연결재의 설계

콘크리트 슬래브와 트러스 사이의 길이방향 수평전단력은 강재데크를 통하여 

상현재의 상부면에 용접된 스터드앵커에 의해 전달하도록 한다. 스터드앵커의 

설계는 0709.8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0709.10 합성접합부

합성접합부는 작용하고 있는 하중의 종류에 따라 사용성과 안전성이 확보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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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11 합성데크슬래브

합성데크슬래브는 작용하고 있는 하중에 해 충분히 저항할 수 있도록 내력

을 가져야 하며, 또한 장단기 처짐이 사용상, 내력상 유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0709.12 특수한 경우

합성구조가 0709.1에서 0709.11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강

재앵커의 강도와 합성구조의 상세는 실험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0710 접합, 절점 및 파스너

0710.1 일반사항

0710.1.1 설계일반

(1) 접합부 설계강도 은 이 절과 0702에 따라 산정한다.

(2) 접합부 소요강도는 명시된 설계하중에 한 구조해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3) 축력을 받는 부재의 축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을 경우에는 편심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접합부는 ʻʻ건축강구조표준접합상세지침ʼʼ에 따른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상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0710.1.2 단순접합

(1) 설계도서에서 별도 지정이 없는 한 작은보, 큰보 또는 트러스의 단부접합

은 일반적으로 반력에 따른 전단력에 해서만 설계한다.

(2) 단순보의 접합부는 충분한 단부의 회전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소정의 비탄성변형도 허용할 수 있다.

0710.1.3 모멘트접합

(1) 단부가 구속된 작은보, 큰보 및 트러스의 접합은 접합강성에 의하여 유발되는 모멘

트와 전단의 조합력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2) 모멘트접합의 종류는 0702.3.5.2에 명시되어 있다.

0710.1.4 편심접합

편심력이 작용되는 접합에서는 편심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0710.1.5 기둥의 이음 및 지압접합

기둥이음부의 고장력볼트 및 용접이음은 이음부의 응력을 전달함과 동시에 

이들 인장내력은 피접합재 압축강도의 1/2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이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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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면에 인장응력이 발생할 염려가 없고, 접합부 단부의 면이 절삭마감

(메탈터치)에 의하여 밀착되는 경우에는 소요압축력 및 소요휨모멘트 각각의 

1/2은 접촉면에 의해 직접 응력전달시킬 수 있다.

0710.1.6 접합부의 최소강도

접합부의 설계강도는 45k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결재, 새그로드 또는 띠

장은 제외한다.

0710.1.7 용접 또는 볼트의 배열

(1) 편심에 한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축방향 힘을 전달하는 부재의 단

부에서 용접이나 볼트의 군은 그 군의 중심이 부재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배

열해야 한다.

(2) 정적으로 재하되는 ㄱ형강, 쌍ㄱ형강부재 또는 이와 유사한 부재의 단부

접합에서는 0710.1.7(1)은 해당되지 않는다.

0710.1.8 용접과 볼트의 병용

(1) 볼트는 용접과 조합해서 하중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용접에 

전체하중을 부담시키도록 한다.

(2) 다만, 전단접합 시에는 용접과 볼트의 병용이 허용된다.  전단접합 시 표

준구멍 또는 하중방향에 수직인 단슬롯구멍이 사용된 경우 볼트와 하중방향

에 평행한 필릿용접이 하중을 각각 분담할 수 있다. 이때 볼트의 설계강도는 

지압접합볼트설계강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마찰볼트접합으로 기 시공된 구조물을 개축할 경우 고장력볼트는 기 시공

된 하중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병용되는 용접은 추가된 소요강도를 받는 

것으로 용접설계를 병용할 수 있다.

0710.1.9 볼트와 용접접합의 제한

다음의 접합에 해서는 용접접합, 마찰접합 또는 전인장조임을 적용해야 한

다.

(1) 높이가 38m 이상되는 다층구조물의 기둥이음부

(2) 높이가 38m 이상되는 구조물에서, 모든 보와 기둥의 접합부 그리고 기둥

에 횡지지를 제공하는 기타의 모든 보의 접합부 

(3) 용량 50kN 이상의 크레인구조물 중 지붕트러스이음, 기둥과 트러스접합, 

기둥이음, 기둥횡지지가새, 크레인지지부

(4) 기계류 지지부 접합부 또는 충격이나 하중의 반전을 일으키는 활하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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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접합부

0710.1.10 이음부 설계세부규칙

(1) 응력을 전달하는 단속필릿용접 이음부의 길이는 필릿사이즈의 10배 이상 

또한 30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응력을 전달하는 겹침이음은 2열 이상의 필릿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겹침

길이는 얇은쪽 판두께의 5배 이상 또한 25mm 이상 겹치게 해야 한다.

(3) 고장력볼트 구멍 중심에서 측연단까지의 최소거리는 <표 0710.1.2>에 따

른다.

(4) 고장력볼트의 구멍중심간의 거리는 공칭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의 구멍중심에서 피접합재의 연측단까지의 최소거리는 연측단부 가공

방법을 고려하여 <표 0710.1.2>에 따른다.

(6) 고장력볼트의 구멍중심에서 볼트머리 또는 너트가 접하는 재의 연단까지의 최

거리는 판두께의 12배 이하 또한 150mm 이하로 한다.

(7) 판과 판 또는 판과 형강이 연속으로 접속되는 경우에 길이방향 볼트의 간

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부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얇은쪽 두께의 24배 또는 300mm를 초과

하지 않는 간격

② 페인트하지 않은 내후성강재가 기중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얇은쪽 두께

의 14배 또는 180m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

고장력볼트의 

호칭
표준구멍 형구멍

단슬롯구

멍

장슬롯구

멍

M16 18 20 18×22 18×40

M20 22 24 22×26 22×50

M22 24 28 24×30 24×55

M24 27 30 27×32 27×60

M27 30 35 30×37 30×67

<표 0710.1.1> 고장력볼트의 구멍치수,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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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의 공칭직경

(mm)

연단부의 가공방법

전단절단, 수동가

스절단

압연형강, 자동가

스절단, 기계가공

마감

16 28 22

20 34 26

22 38 28

24 42 30

27 48 34

<표 0710.1.2> 표준볼트구멍 중심에서 측연단까지의 최

소거리, mm

0710.2 용접

0710.2.1 그루브용접

(1) 그루브용접의 유효면적은 용접의 유효길이에 유효목두께를 곱한 것으로 

한다.

(2) 그루브용접의 유효길이는 접합되는 부분의 폭으로 한다.

(3) 완전용입된 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는 접합판 중 얇은 쪽 판두께로 한

다.

0710.2.2 부분용입용접 및 플래어그루브용접

(1) 부분용입그루브용접의 최소유효목두께는 계산에 의한 응력전달에 필요한 

값 이상, 또한 <표 0710.2.1a>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에서 는 접합되

는 얇은쪽 판두께이다. 

(2) 부분용입용접부의 단면형상에 따른 유효목두께 산정은 <표 0710.2.1b>에 

따른다.

접합부의 얇은쪽 소재 두

께  (mm)
최소 유효목두께 (mm)

 ≦ 6

6 ＜ ≦ 13

13 ＜ ≦ 19

 19 ＜ ≦ 38

38 ＜ ≦ 57

57 ＜ ≦ 150

  ＞ 150

3

5

6

8

10

13

16

<표 0710.2.1a> 부분용입용접(PJP)의 최소 유효목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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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방법

용 접 자

세

F ( 하

향)

H ( 수

평)

V ( 수

직)

OH(상

향)

루트부의 개선각

도

유 효 목 두

께

실드메탈 

아크용접

전자세
J 또는 U자 홈

60° V자 홈

홈의 깊이

가스메탈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F

J 또는 U자 홈

60° 베벨 또는 

V자 홈

가스메탈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F, H 45° 베벨 홈의 깊이

실드메탈 

아크용접
전자세

45° 베벨

홈의 

깊이에서

3mm 

공제

가스메탈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

V, OH

<표 0710.2.1b> 부분용입용접의 유효목두께

(3) 원형 단면이나 모서리를 90° 원호로 만든 각형강관 등의 용접표면을 직

각으로 마감한 플래어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는<표 0710.2.2>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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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어그루브용접의 유효목두께

용접과정 플레어베벨용접 플레어V용접

가스메탈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G

5/8 R 3/4 R

실드메탈 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S

5/16 R 5/8 R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5/16 R 1/2 R

반경이 10mm 이내(R＜10mm)인 플레어베벨용접의 경

우, 민면으로(평평하게) 채운  조인트에 보강필릿용접

만을 사용한다.

R＝접합 표면의 반경(강관의 경우 2t로 산정할 수 있

다.)

<표 0710.2.2> 플레어그루브용접의 유효 목두께

0710.2.3 필릿용접

0710.2.3.1 유효면적

(1) 필릿용접의 유효면적은 유효길이에 유효목두께를 곱한 것으로 한다.

(2) 필릿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릿용접의 총길이에서 2배의 필릿사이즈를 공제

한 값으로 하여야 한다.

(3) 필릿용접의 유효목두께는 용접루트로부터 용접표면까지의 최단거리로 한

다. 단, 이음면이 직각인 경우에는 필릿사이즈의 0.7배로 한다.

(4) 구멍필릿과 슬롯필릿용접의 유효길이는 목두께의 중심을 잇는 용접중심선

의 길이로 한다.

0710.2.3.2 제한사항

(1) 필릿용접의 최소사이즈는 <표 0710.2.3>에 따른다.

접합부의 얇은 쪽 모재두

께 
필릿용접의 최소 사이즈

 ≤ 6

6 ＜ ≤ 13

13 ＜ ≤ 19

 19 ＜ 

3

5

6

8

<표 0710.2.3> 필릿용접의 최소 사이즈, mm

(2) 필릿용접의 최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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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m일 때,   

②  ≧ mm일 때,    mm
(3) 강도를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는 필릿용접의 최소길이는  공칭용접사이즈

의 4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는 유효용접사이즈는 그 용접길이의 1/4 이하

가 되어야 한다.

(4) 평판인장재의 단부에 길이방향으로 필릿용접이 될 경우 각 필릿용접의 길

이는 필릿용접 수직방향 간격보다 길게 해야 한다. 이때 인장재의 유효순단면

적은 0704.3.3에 따른다.

(5) 단부하중을 받는 필릿용접에서 용접길이가 용접사이즈의 100배 이하일 

경우에는 유효길이를 실제길이와 같은 값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0배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실제길이에 저감계수   ≤ 를 곱하여 유효길이를 

산정한다. 여기서 은 단부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실제길이(mm), 는 용접치수

이다. 용접길이가 용접치수의 3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길이를 로 

택한다. 

(6) 단속필릿용접은 접합부나 접합면을 따라 응력을 전달하고 빌트업 부재의 

요소들을 연결하는데 활용한다. 단속필릿용접에서 모든 부위의 길이는 용접사

이즈의 4배 이상이면서 최소 38mm이어야 한다. 

(7) 겹침이음에 있어서의 최소겸침길이는 얇은 부재 두께의 5배가 되어야 하

고 최소 25mm이어야 한다. 수직방향 필릿용접으로만 축방향 응력을 전달하

는 겹침이음의 경우 양쪽단부를 필릿용접해야 한다. 그러나 최 하중 시 겹친 

부분의 처짐이 접합부의 열림현상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구속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돌출요소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접합부에서 단부돌림용접이 사용되는 경

우, 단부돌림용접의 길이는 공칭용접사이즈의 4배 이하, 용접되는 부분 폭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0710.2.4 플러그 및 슬롯용접

0710.2.4.1 유효면적

플러그 및 슬롯용접의 유효전단면적은 접합면 내에서 구멍 또는 플러그 및 

슬롯의 공칭단면적으로 한다.

0710.2.4.2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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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러그용접의 최소중심간격은 구멍직경의 4배로 해야 한다.

(2) 슬롯용접길이에 횡방향인 슬롯용접선의 최소간격은 슬롯폭의 4배로 한다. 길이방향

의 최소중심간격은 슬롯길이의 2배로 한다.

0710.2.5 설계강도

용접부의 설계강도 은 모재의 인장파단, 전단파단 한계상태에 의한 강도와 용접재

의 파단한계상태 강도 중 작은 값으로 한다.

(1) 모재 강도

   (0710.2.1)

여기서, ：모재의 공칭강도, MPa

 ：모재의 단면적, mm2

(2) 용접재 강도

   (0710.2.2)

여기서, ：용접재의 공칭강도, MPa

：용접재의 유효면적, mm2

    값은 <표 0710.2.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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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유형 및 방향
적용

재료


공칭강도

  

(MPa)

유효면적

   

(mm2)

용접재 소요강도(1)(2)

완전용입그루브용접

용접선에 직교인장 용접조인트 강도는 모재에 의해 제한된다.

매칭용접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뒷댐재가 남아 있는 T조인트와 

모서리조인트는 노치인성 용접

재를 사용한다(섭씨 4도에서 

27J 이상의 CVN 인성값 이상).

용접선에 직교압축 용접조인트 강도는 모재에 의해 제한된다.

매칭용접재 또는 이 보다 한단

계 낮은 강도의 용접재가 사용

될 수 있다.

용접선에 평행한

인장, 압축

용접에 평행하게 접합된 요소들에 작용하는 

인장 또는 압축은 그 요소들을 접합하는 용접

부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매칭용접재 또는 이 보다 한단

계 낮은 강도의 용접재가 사용

될 수 있다.

전단 용접조인트 강도는 모재에 의해 제한된다.
매칭용접재를 사용해야 한

다.(3)

부분용입그루브용접 (플레어V그루브용접, 플레어베벨그루브용접 포함)

용접선에 직교인장

모재 = 0.75  0710.4 참조

매칭용접재 또는 이보다 한 단

계 낮은 강도의 용접재가 사용

될 수 있다.

용접재 = 0.80 0.60
0710.2.1(1) 

참조

0710.1.5에 따라 설계

된 기둥주각부와 기둥이

음부의 압축

해당 용접부 설계에서 압축응력은 고려하지 않

아도 된다.

기둥을 제외한 부재의 지압

접합부의 압축 

모재 = 0.90  0710.4 참조

용접재 = 0.80 0.60
0710.2.1(1) 

참조

지압응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감되지 않은 

접합부의 압축

모재 = 0.90  0710.4 참조

용접재 = 0.80 0.90
0710.2.1(1) 

참조

용접선에 평행한

인장, 압축

용접에 평행하게 접합된 요소들에 작용하는 

인장 또는 압축은 그 요소들을 접합하는 용접

부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전단

모재 0710.4에 따른다.

용접재 = 0.75 0.60
0710.2.1(1) 

참조

필릿용접 (구멍, 슬롯, 빗방향 T조인트 필릿 포함)

전단

모재 0710.4에 따른다.

매칭용접재 또는 이보다 한 단

계 낮은 강도의 용접재가 사용

될 수 있다.

용접재 = 0.75 0.60
0710.2.3.1 

참조

용접선에 평행한 인장, 

압축

용접에 평행하게 접합된 요소들에 작용하는 

인장 또는 압축은 그 요소들을 접합하는 용접

부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플러그 및 슬롯 용접

유효면적의 접합면에 평행

한 전단

모재 0710.4에 따른다. 매칭용접재 또는 이보다 한 단

계 낮은 강도의 용접재가 사용

될 수 있다.
용접재 = 0.75 0.60

0710.2.4.1 

참조

(1) 는 용접재의 등급강도 곧 용접재의 공칭인장강도이다.

(2) 원칙적으로 매칭용접재(matching weld metal)는 용접재의 공칭인장강도가 모재의 공칭인장강도와 같거나 거의 동등한 수준을 지칭한다. 일반

적으로 용접재와 모재가 동일한 공칭인장강도를 지녀도 용접재의 항복강도가 모재항복강도보다 크므로 보통 모재의 항복이 선행된다. 용접재의 

공칭인장강도가 모재의 공칭인장강도를 상회/하회하는 경우 각각 오버매칭(overmatching) 언더매칭(undermatching)이라 칭한다 용접재에서 ʻ

<표 0710.2.4> 용접조인트 강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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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2.6 용접의 혼용

접합부에서 2가지 이상의 용접유형(맞댐용접, 필릿용접, 플러그용접, 슬롯용접)을 혼

용할 경우, 용접군의 축에 하여 독립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0710.3 볼트

0710.3.1 고장력볼트

(1) 마찰접합 또는 전인장조임되는 고장력볼트는 너트회전법, 직접인장측정

법, 토크관리법, 토크쉬어볼트 등을 사용하여 <표 0710.3.2>에 주어진 설계

볼트장력 이상으로 조여야 한다.

(2) 마찰접합에서 하중이 접합부의 단부를 향할 때는 적절한 설계지압강도를 

갖도록 0710.3.5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밀착조임이 사용될 수 있다.

① 지압접합 또는

② 진동 또는 하중변동에 의한 고장력볼트의 풀림이나 피로가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여기서, 밀착조임이란 임팩트렌치로 수 회 또는 일반렌치로 최 한 조여서 접

합판이 견실하게 밀착된 상태를 말한다.

(4) 밀착조임 이외의 상태로 조여야 할 볼트는 설계도면과 제작·설치도면에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5) 프리텐션 또는 마찰전단 접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도면에 명시된 모든 고

장력볼트의 조임장력은 <표 0710.3.2>에 주어진 설계볼트장력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0710.3.2 일반볼트

(1) 일반볼트는 영구적인 구조물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가체결용으로만 사용한

다.

(2) 일반볼트의 인장과 전단강도는 <표 0710.3.1>에 따른다.

(3) 일반볼트의 접합에서 인장과 전단의 조합의 경우에는 0710.3.4에 따른다.

(4) 일반볼트구멍의 지압강도는 0710.3.5에 따른다.

0710.3.3 볼트의 인장과 전단강도

(1) 밀착조임 또는 전인장조임된 볼트의 설계인장강도 또는 전단강도 은 

인장파단과 전단파단의 한계상태에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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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3.1)

여기서, ：<표 0710.3.1>에 따른 공칭인장강도  또는 공칭전단강도 , 

MPa

：볼트의 공칭단면적, mm2

(2) 소요인장강도는 접합부의 변형에 의한 지레작용을 고려한 인장력으로 한

다.

강종

강도

고장력볼트
일 반 볼

트

F8T F10T
F13 T

1)

SS400

SM400

공칭인장강도,  600 750 975 300

지압접

합의

공칭전

단

강도, 



나사부가 

전단면에

포함될 경우

320 400 520

160나사부가 

전단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00 500 650

주) 1)은 KS B 1010에 의하여 수소지연파괴민감도에 

하여 합격된 시험성적표가 첨부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0710.3.1> 볼트의 공칭강도(MPa)

0710.3.4 지압접합에서 인장과 전단의 조합

(1) 지압접합이 인장과 전단의 조합력을 받을 경우 볼트의 설계강도는 다음의 

인장과 전단파괴의 한계상태에 따라서 산정한다.

  

   ′ (0710.3.2)

여기서, ′：전단응력의 효과를 고려한 공칭인장강도, MPa

 ′   


 ≤  (0710.3.3)

：<표 0710.3.1>에 의한 공칭인장강도, MPa

：<표 0710.3.1>에 의한 공칭전단강도, MPa

：소요전단응력, N/mm2

(2) 볼트의 설계전단응력이 단위면적당 전단소요응력  이상이 되도록 설계

한다.

(3) 전단 또는 인장에 의한 소요응력 가 설계응력의 20% 이하이면 조합응력

- 629 -

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0710.3.5 볼트구멍의 지압강도

(1) 지압한계상태에 한 볼트구멍에서 설계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다.

  

① 표준구멍, 형구멍, 단슬롯구멍의 모든 방향에 한 지압력 또는 장슬롯

구멍이 지압력방향에 평행일 경우

㈎ 사용하중상태에서 볼트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  (0710.3.4a)

㈏ 사용하중상태에서 볼트구멍의 변형이 설계에 고려될 필요가 없는 경우

   ≤  (0710.3.4b)

② 장슬롯구멍에 구멍의 방향에 수직방향으로 지압력을 받을 경우

   ≤   (0710.3.4c)

 여기서, ：볼트 공칭직경, mm

：피접합재의 공칭인장강도, MPa

：하중방향 순간격, 구멍의 끝과 피접합재의 끝 또는 인접구멍의 끝까지의 

거리, mm

   ：피접합재의 두께, mm

(2) 접합부의 지압강도는 각 볼트마다의 지압강도를 합하여 산정한다.

(3) 지압접합과 사용성한계상태의 마찰접합 모두에 하여 볼트구멍의 지압강도가 

검토되어야 한다.

0710.3.6 고장력볼트의 미끄럼강도

(1)마찰접합(slip-critical connection)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지압접합에 의한 

한계상태에 하여도 검토해야 한다.

(2) 마찰접합볼트에 필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끄럼에 관련되는 모든 접촉면

에서 미끄럼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미끄럼 한계상태에 한 마찰접합의 설계강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10.3.5)

① 표준구멍 또는 하중방향에 수직인 단슬롯 구멍에 하여,   

② 형구멍 또는 하중방향에 평행한 단슬롯구멍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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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슬롯구멍에 하여,   

 여기서, ；0.50, 미끄럼계수(페인트 칠하지 않은 블라스트 청소된 마찰면)

；필러계수로서,

＝1.0；필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필러내 하중의 분산을 위하여 볼

트를 추가한 경우 또는 필러내 하중의 분산을 위해 볼트를 추가하지 않

은 경우로서 접합되는 재료 사이에 한 개의 필러가 있는 경우

＝0.85；필러내 하중의 분산을 위해 볼트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로서 

접합되는 재료 사이에 2개 이상의 필러가 있는 경우

；<표 0710.3.2>에 따른 설계볼트장력, kN

；전단면의 수

볼트의 등

급

볼트의 호

칭

공 칭 단 면 적

(mm2)

설 계 볼 트 장 력 *

() kN

F8T

M16 201 84

M20 314 132

M22 380 160

M24 453 190

F10T

M16 201 106

M20 314 165

M22 380 200

M24 453 237

F13T
1)

M16 201 137

M20 314 214

M22 380 259

M24 453 308

* 설계볼트장력은 볼트의 인장강도의 0.7배에 볼트의 

유효단면적을 곱한 값

 볼트의 유효단면적은 공칭단면적의 0.75배

주) 1)은 KS B 1010에 의하여 수소지연파괴민감도에 

하여 합격된 시험성적표가 첨부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0710.3.2>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

0710.3.7 마찰접합에서 인장과 전단의 조합

마찰접합이 인장하중을 받아 장력이 감소할 경우 0710.3.6에서 산정된 설계

미끄럼강도에 다음 계수를 사용하여 감소한 후 산정한다.

  

 (0710.3.6)

여기서, ：인장력을 받는 볼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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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0710.3.2>에 따른 설계볼트장력, kN

：소요인장력, kN

0710.3.8 핀접합

(1) 휨모멘트를 받는 핀의 설계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10.3.7)

여기서, ：핀의 항복강도, MPa

：핀의 소성단면계수, mm3

(2) 휨모멘트를 받는 핀의 설계전단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10.3.8)

여기서, ：핀의 단면적, mm2

0710.4 접합부재의 설계강도

0710.4.1 설계인장강도

접합부재의 설계인장강도 은 인장항복과 인장파단의 한계상태에 따라 다음 

중 작은 값으로 산정한다.

(1) 접합부재의 인장항복에 하여

  

   (0710.4.1)

(2) 접합부재의 인장파단에 하여

  

   (0710.4.2)

 여기서, ：유효단면적, mm2

볼트접합부의 경우에는    ≦ 

0710.4.2 설계전단강도

접합부재의 설계전단강도 은 전단항복과 전단파단의 한계상태에 따라 다음 

중 작은 값으로 산정한다.

(1) 접합부재의 전단항복에 하여

  

   (0710.4.3)

(2) 접합부재의 전단파단에 하여



- 632 -

  

    (0710.4.4)

 여기서, ：유효전단단면적, mm2

0710.4.3 블록전단강도

블록전단파단의 한계상태에 한 설계강도는 전단저항과 인장저항의 합으로 

산정한다. 보단부 이음부의 상단플랜지 없는 이음부 및 거셋플레이트 등은 블

록전단강도를 검토해야 한다. 설계블록전단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0710.4.5)

여기서, ：전단저항 총단면적, mm2

：전단저항 순단면적, mm2

：인장저항 순단면적, mm2

인장응력이 일정한 경우 ＝1.0이고, 인장응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 0.5이다.

0710.4.4 설계압축강도

접합부재의 압축강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 인 경우

  

    (0710.4.6)

(2) ＞ 인 경우, 0705의 설계사항을 적용한다.

0710.5 끼움재

(1) 용접구조에서 두께 6mm 이상의 끼움재는 이음판의 연단 밖으로 돌출해

야 하며 끼움재의 표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음판에 전달하는데 충분하도록 

용접되어야 한다.

(2) 두께가 6mm 이하인 끼움재의 단부는 이음판의 단부와 일치되게 용접해

야 한다. 이음두께에 끼움재 두께를 더한 크기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용

접해야 한다.

(3) 볼트접합에서 끼움재의 두께가 6mm 이하이면 전단강도는 감소하지 않는

다고 가정한다.

(4) 볼트접합에서 끼움재의 두께가 6mm 초과하고 19mm 이하일 때 다음의 

감소계수   를 곱한다. 여기서 는 끼움재의 전체두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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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6 이음

(1) 플레이트거더 또는 보의 맞댐용접이음은 작은쪽 이음단면의 전강도로 설

계해야 한다.

(2) 플레이트거더 또는 보의 단면 내에서 다른 형태의 이음은 이음점에서의 

소요강도에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0710.7 지압강도

설계지압강도 은 국부압축항복의 한계상태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공칭지압강도 은 지압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10.7.1 공장가공면, 핀의 구멍, 지압스티프너 등의 지압

   (0710.7.1)

여기서, ：항복강도, MPa

：투영된 지압면적, mm2

0710.7.2 확장롤러 및 확장록커

(1)  ≦ mm인 경우

        (0710.7.2)

(2)  ＞ mm인 경우

        (0710.7.3)

여기서, ：직경, mm

：지압길이, mm

0710.8 주각부 및 콘크리트의 지압

주각부는 기둥의 하중과 모멘트를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설계지압강도 는 콘크리트압괴의 한계상태에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단, 무근콘크리트인 경우   )

(1) 콘크리트 총단면이 지압을 받는 경우

    (0710.8.1)

(2) 콘크리트 단면의 일부분이 지압을 받는 경우

    ≦  (0710.8.2)

여기서, ：베이스플레이트의 면적,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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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플레이트와 닮은꼴의 콘크리트 지지부분의 최 면적, mm2

0710.9 앵커볼트

(1) 앵커볼트는 주각부의 베이스플레이트가 부담해야 할 휨모멘트, 전단력, 

인장력 등 모든 설계조건에 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기타 사항은 5장에 따른다.

0710.10 집중하중을 받는 플랜지와 웨브

H형 단면부재에서 플랜지에 수직이며 웨브에 하여 칭인 단일 또는 이중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한쪽의 플랜지에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플랜지국부휨, 웨브국부항복, 웨브

크리플링 및 웨브횡좌굴에 하여 0710. 10.1, 0710.10.2, 0710.10.3 및 

0710.10.4에 의해 각각 설계한다.

(2) 양측의 플랜지로부터 집중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웨브국부항복, 웨브압축

좌굴에 하여 0710.10.2, 0710.10.5에 의해 각각 설계한다.

(3) 큰 전단력을 받는 웨브패널존은 0710.10.6에 의해 설계한다.

(4) 소요강도가 한계상태의 설계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요강도와 설계강

도의 차이만큼 스티프너 또는 2중플레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추가되는 스티프너, 2중플레이트에 하여는 0710.10.7, 0710. 10.8에 

의해 각각 설계한다.

0710.10.1 플랜지국부휨강도

플랜지에 수직으로 용접된 판에 작용된 인장력에 의해 국부휨을 받는 플랜지

의 설계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10.10.1)

여기서,   

：플랜지의 항복강도, N/mm2

：하중을 받는 플랜지의 두께, mm

플랜지부재에 걸쳐 작용하는 하중구간의 길이가 보다 작으면 (여기서, 

는 플랜지부재의 폭), 식(0710.10.1)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부재단부

로부터 집중하중에 저항하는 거리가 보다 작은 경우 의 50%를 저감한

다.

0710.10.2 웨브국부항복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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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집중하중과 이중집중하중의 인장·압축 2요소에 모두 적용된다. 집중하중

이 작용하는 지점에서 웨브모살 선단부의 설계강도 은 다음에 의해 산정한

다.

  

웨브 국부공칭강도 은 다음에 의해서 산정한다.

(1) 인장 또는 압축 집중하중의 작용점에서 재단까지의 거리가 부재깊이 를 

초과할 경우

     (0710.10.2)

(2) 상기의 집중하중의 작용점에서 재단까지의 거리가 부재깊이  이하일 경

우

     (0710.10.3)

여기서, ：플랜지의 바깥쪽 면으로부터 웨브필렛선단까지의 거리, mm

：웨브의 항복응력, N/mm2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폭(다만 보의 단부 반력에 해서는 보다 작지 않

을 것), mm

：웨브두께, mm

：부재의 전체깊이, mm

필요한 경우 수직스티프너 또는 이중플레이트 한 쌍을 설치한다.

0710.10.3 웨브크리플링강도

이 조항은 압축 단일집중하중과 2중집중하중의 압축요소에 적용된다. 웨브국

부크리플링에 한 설계강도 은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웨브크리플링공칭강도 은 다음에 의해서 산정한다.

(1) 집중하중이 재단에서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작용할 때

  




 

 
 









 (0710.10.4)

(2) 집중하중이 재단에서  미만 떨어진 지점에 작용할 때

①   ≤ 인 경우

  




  

 
 










(0710.10.5a)

② ＞인 경우

  




 


 

 









(0710.1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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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플랜지두께, mm

강도가 부족할 경우, 한 개의 수직스티프너 또는 한 쌍의 수직스티프너 또는 

최소한 웨브깊이의 절반을 덮는 2중플레이트를 설치한다.

0710.10.4 웨브횡좌굴강도

집중압축하중을 받는 휨부재의 하중작용점에서의 압축플랜지와 인장플랜지의 

상 적 횡방향이동이 구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웨브의 횡좌굴에 

한 설계강도 은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웨브횡좌굴공칭강도 은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1) 압축플랜지가 회전에 해서 구속될 때,

①     ≤ 일 때,

 


 
  


 

 



 (0710.10.6)

②   ＞일 때, 웨브횡좌굴의 한계상태에 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

웨브의 소요강도가 설계강도를 초과할 때, 국부가로방향가새를 인장플랜지에 

설치하거나 또는 한 쌍의 수직스티프너 또는 2중플레이트를 설치한다.

(2) 압축플랜지가 회전에 해서 구속되지 않을 때,

①      ≤ 일 때,

 



  




 



 (0710.10.7)

②   ＞일 때, 웨브횡좌굴의 한계상태에 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

웨브의 소요강도가 설계강도를 초과할 때, 국부횡가새를 집중하중에 작용하는 

지점의 양측 플랜지에 설치한다. 식(0710.10.6), 식(0710.10.7)은 다음의 정

의를 따른다.

 ：플랜지폭, mm

：하중작용지점에서 ＜일 때, 6.62×106, N/mm2

：하중작용지점에서  ≥ 일 때, 3.31×106, N/mm2

 ：플랜지 사이의 순거리, mm

  (압연형강은 필릿을 제외한 거리, 용접형강은 플랜지 안쪽 사이의 거

리로 함)

 ：하중점에서 각 플랜지의 횡방향 비지지길이, mm

 ：플랜지두께,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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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브두께, mm

0710.10.5 웨브압축좌굴강도

양쪽플랜지에 집중압축력이 작용할 때 무보강웨브의 설계강도 은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0710.10.8)

여기서,   

부재단부로부터 한 쌍의 집중하중에 저항하는 거리가 보다 작을 경우, 의 

50%를 저감한다. 필요한 경우에 단일 수직스티프너와 한 쌍의 수직스티프너 또

는 웨브의 전체깊이를 덮는 2중플레이트를 설치한다.

0710.10.6 웨브패널존 전단강도

전단력과 압축력을 받는 패널존의 설계강도 은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웨브패널존 공칭강도 은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1) 골조안정성에 한 패널존 변형의 효과가 해석에서 고려되지 않을 때

①  ≤ 일 때,

     (0710.10.9a)

②  ＞일 때,

      
  (0710.10.9b)

(2) 골조안정성에 한 소성패널존변형을 포함하는 것이 해석에서 고려될 때

①  ≤ 일 때,

    






 


 




(0710.10.10a)

②  ＞ 일 때,

    






 


 






  (0710.10.10b)

식(0710.10.9), 식(0710.10.10)은 다음의 정의를 따른다.

 ：기둥횡단면적, mm2

 ：기둥플랜지의 폭, mm

 ：보깊이, mm

 ：기둥웨브의 명시된 최소항복응력, N/mm2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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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강도, N

 ：, 기둥의 축방향항복강도, N

 ：기둥플랜지의 두께, mm

 ：기둥웨브의 두께, mm

필요한 경우 2중플레이트 또는 1쌍의 각스티프너를 강접합경계 내에 설치

해야 한다.

0710.10.7 집중하중에 한 추가 스티프너 요구사항

(1) 인장집중하중에 저항하기 위해 요구되는 부재는 0704에 따라 설계하고 

스티프너가 필요한 경우, 소요강도와 한계상태강도의 차이만큼 설계한다. 스

티프너를 웨브에 용접하는 경우, 스티프너 단부에 작용하는 인장력의 차이만

큼을 웨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압축집중하중에 저항하기 위해 요구되는 스티프너는 0705.6.2과 0710.4.4에 의

해 설계한다. 스티프너를 플랜지에 용접하는 경우, 소요강도와 설계강도의 차

이만큼 용접설계한다. 스티프너를 웨브에 용접하는 경우, 스티프너 단부에 작

용한 압축력의 차이만큼을 웨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압축력에 저항하는 전체깊이에 걸친 수직스티프너는 0705.6.2과 0710.4.4에 따

라 축방향압축력을 받는 부재로 설계되어야 한다. 부재의 성능은 유효좌굴길

이를 0.75로 하고 유효단면은 2개의 스티프너와 부재 안쪽으로 폭 25, 부

재단부쪽으로 폭 12를 가지는 웨브의 스트립으로 구성되는 십자형 단면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4) 수직, 그리고 각스티프너는 다음의 추가적인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집중하중을 받는 스티프너 설계시, 기둥웨브 두께의 1/2에 스티프너 한쪽

의 폭을 더한 길이는 플랜지 또는 모멘트접합플레이트 폭의 1/3보다 작아서

는 안 된다.

② 집중하중을 받는 스티프너 설계시, 스티프너의 두께는 의 1/2, 그리고 

의 1/15 이상으로 한다.

③ 수직스티프너의 길이는 0710.10.5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부재깊

이의 최소 1/2 이상으로 한다.

0710.10.8 집중하중에 한 추가 2중플레이트 요구사항

2중플레이트는 압축강도에 해서 0705의 요구사항을, 인장강도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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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전단강도(0710.10.6 참고)에 해서는 0707을 

따른다.

0711 강관구조접합

이 절은 균일두께의 강관접합부설계에 적용한다. 강관구조볼트접합의 부가적

인 요구사항은 0710을 참조한다.

0711.1 강관구조의 집중하중

0711.1.1 적용한계

접합형태가 다음 적용한계 내에 있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0711.1.1.1 강도：강관에 하여  ≤360MPa

0711.1.1.2 연성：강관에 하여  / ≤0.8

0711.1.2 축직각방향 집중하중

0711.1.2.1 원형강관

집중하중이 강관축에 직각으로 분포할 때, 국부항복한계상태에 관한 설계강도 

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11.1.1)

  

여기서, 는 식(0711.2.1)에 따른다.

추가적인 적용한계는 다음과 같다.

(1) ＜  ≤ 
(2) T-접합에 하여  ≤ , X-접합에 하여  ≤  

0711.1.2.2 각형강관

집중하중이 강관축에 직각으로 분포할 때, 설계강도 은 비균일하중분포로 

인한 국부항복, 전단항복(뚫림), 측벽강도의 한계상태에 따라 구한 값 중에서 

최소값으로 한다. 부가적인 적용한계는 다음과 같다.

(1) ＜  ≤ 
(2) 하중을 받는 관벽의  ≤ 

① 가력플레이트에서 비균일하중분포로 인한 국부항복의 한계상태

      ≤   (0711.1.2)

   

② 전단항복(뚫림)의 한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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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1.3)

   

 여기서,     ≤ 

       ＞  인 경우와 ＜인 경우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③ 인장력을 받는 측벽의 한계상태의 경우, 설계강도는 측벽의 국부항복응력

으로 한다. 압축력을 받는 측벽의 한계상태의 경우 설계강도는 측벽의 국부항

복응력, 측벽의 국부크리플링, 측벽의 국부좌굴의 한계상태에 따라 구한 최소

값으로 한다.

주강관과 지강관의 폭이 동일  하지 않다면 이러한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

요가 없다.

㈎ 측벽 국부항복의 한계상태

          (0711.1.4)

     

   여기서, ：강관모서리의 외부반경, 언급이 없으면 1.5로 한다. mm

㈏ T-접합에서 측벽의 국부크리플링 한계상태

       ＋      (0711.1.5)

     

   여기서, 는 식(0711.2.10)에 따른다.

㈐ X-접합에서 측벽의 국부좌굴 한계상태

           (0711.1.6)

     

   여기서, 는 식(0711.2.10)에 따른다.

플레이트와 강관접합에서 관벽의 유연성으로 인해 용접선에 따른 하중전달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용접할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

항은 각형강관에 맞댐용접과 필릿용접의 전체유효용접길이 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여 충족시킬 수 있다.

           ≤  (0711.1.7)

여기서, ：직각플레이트 양쪽면 용접에 한 전체유효용접길이, mm

식(0711.1.7) 신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0711.1.3 강관중심에서 길이방향으로 분포하고, 강관축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집중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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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중이 강관중심에서 축길이방향으로 분포하며, 또한 강관축에 직각방향

으로 작용한다면(강관축의 직각방향 성분), 강관축에 직각인 설계강도 은 

주강관 소성화한계상태에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0711.1.3.1 원형강관

추가적인 적용한계：T-접합에 하여  ≤ , X-접합에 하여  ≤ 

   
    (0711.1.8)

  

여기서, 는 식(0711.2.1)에 따른다.

0711.1.3.2 각형강관

추가적인 적용한계：하중을 받는 관 벽에 관한  ≤ 

          
  (0711.1.9)

  

여기서,     

는 식(0711.2.12)에 따른다.

0711.1.4 강관폭 중심에서 길이방향으로 분포하고 강관축에 평행한 집중하중

집중하중이 각형강관축의 길이방향으로 분포하고 부재축에 평행이지만 편심으로 작용할 

때, 접합부는 다음과 같이 검증되어야 한다.

  ≤   (0711.1.10)

0711.1.5 캡플레이트를 갖는 각형강관단부에 작용하는 집중축하중

집중하중이 캡강관구조의 단부에서 강관축방향으로 작용할 때, 설계강도 

은 벽국부항복(인장 또는 압축에 의한)과 벽국부크리플링(압축력만에 의한)의 

한계상태에 하여 전단지연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집중하중은 캡플레이트(두께 )를 통하여 2.5：1의 분산경사도를 갖고 폭 B

인 강관의 2개 관벽으로 분산된다고 다음 절차에서는 가정한다.

  ≥ 인 경우, 강관의 설계강도는 4개 관벽 모두의 기여분을 합하여 계산

한다.  ＜인 경우, 강관의 설계강도는 하중이 분포하는 관벽 2개의 기여

분을 합하여 계산한다.

0711.1.5.1 벽국부항복의 한계상태(1개 벽당)

       ≤   (07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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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1.5.2 벽국부크리플링의 한계상태(1개 벽당)

  
   

    
 (0711.1.12)

  

0711.2 강관-강관 트러스접합

강관구조의 트러스접합은 하나 이상의 지강관으로 구성되고 접합부를 연속하여 통과하

는 주강관에 직접 용접된 접합부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지강관의 뚫림하중 sin이 주강관의 보전단력과 평형을 이루며, 그 접합

을 지강관이 주강관과 수직이면 T-이음으로 분류하고, 다르면 Y-이음으로 

분류한다.

(2) 지강관의 뚫림하중 sin 이 접합부의 같은 측면상에서 다른 지강관의 하

중과(20% 이내로) 평형을 이룬다면, 그 접합을 K-이음으로 분류한다. 힘의 

평형을 이루는 주요 지강관 사이에 적절한 틈(갭)이 있어야 한다. N-이음은 

K-이음의 한 형태로 고려될 수 있다. 하나의 지강관이 주강관에 수직인 K-

이음을 N-이음으로 부른다.

(3) 뚫림하중 sin이 주강관을 관통하고 반 편 지강관에 의해 평형을 이룰 

때, 그 접합을 X-이음으로 분류한다.

(4) 접합부가 2개 이상의 주요 지강관을 가지고 있거나 한 평면 이상의 평면

에서 지강관을 갖는 경우, 그 접합은 일반이음 또는 다평면이음으로 분류된

다. 지강관이 일부하중은 K-이음으로 일부하중은 T, Y 또는 X-이음으로 전

달할 때 공칭강도는 전체에서 각각의 비례에 따라 보간법에 의해 결정된다.

지강관과 주강관의 중심선은 같은 평면에 놓여 있어야 한다. 각형강관접합은 모든 부

재가 그 평면과 평행으로 관벽이 위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강관을 주강관에 용접한 

강관구조의 트러스에 하여 모멘트의 결과에 관계없이 적용한계 내에서 편심이 허용된

다.

0711.2.1 원형강관

주강관하중과 국부지강관이음 하중에 의한 응력상호작용은 주강관응력상관변

수 를 통하여 구한다.

(1) 주강관이 인장인 경우

  

(2) 주강관이 압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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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2.1)

여기서,       ＝유용성비 (0711.2.2)

 ：주강관의 소요압축강도, N；K-이음에서 은 더 작은 압축응력을 갖

는 이음 부분에서 결정된다(작은 값).

：주강관의 소요휨강도, N·mm

 ：주강관의 총단면적, mm2

 ：설계응력, MPa

 ：주강관의 탄성단면계수, mm2

  ：주강관의 소요압축강도, N

  ：주강관의 소요휨강도, N·mm

  , MPa

0711.2.1.1 적용한계

이음형상이 다음의 적용한계 내에 있을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이음부편심：  ≤  ≤ , 여기서 는 주강관지름, 는 지강관에서 떨

어진 거리로서 양의 수를 나타낸다.

(2) 지강관각도： ≥30°

(3) 주강관벽세장비：벽지름두께비로 T, Y, K-이음에서 50 이하；X-이음에

서 40 이하

(4) 인장지강관벽의 세장비：벽지름두께비로 50 이하

(5) 압축지강관벽의 세장비：벽지름두께비로   이하

(6) 폭비：＜ ≤ 이고 갭 K-이음은  ≤ ≤ 

(7) 갭접합인 경우：는 지강관벽두께 총합 이상

(8) 오버랩접합인 경우： ≤  ≤ , 

여기서,   ×；는 주강관에 한 겹치는 지강관의 투영길이；는 2개 

지강관 아래에 있는 주강관의 접합면을 따라 측정된 겹친 길이. 오버랩접합의 

경우 더 큰 지강관(또는 직경이 같다면 더 두꺼운 지강관)이 주강관에 직접 

연결되는 ʻʻ관통부재ʼʼ이다.

(9) 오버랩접합의 지강관두께비：겹치는 지강관의 두께는 겹쳐지는 지강관두

께 이하로 한다.

(10) 강도：주강관과 지강관에 하여  ≤36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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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성：  ≤ 

0711.2.1.2 T, Y, X-이음에서 지강관의 축력

T, Y-이음에서 지강관의 설계강도 은 주강관의 소성화, 전단항복(뚫림)의 한계상태에 

따라 얻어진 값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1) T, Y-이음에 주강관 소성화의 한계상태

sin        (0711.2.3)

   

(2) 전단항복(뚫림)의 한계상태

      sinsin   (0711.2.4)

  

＞  일 때, 이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3) X-이음에서 주강관소성화의 한계상태

sin       (0711.2.5)

  

0711.2.1.3 K－이음에서 지강관의 축력

K-이음에서 지강관의 설계강도 은 갭접합과 오버랩접합에 관한 주강관소

성화의 한계상태와 갭접합에 관한 전단항복(뚫림)의 한계상태에 따라 얻어진 

값 중 작은 값으로 한다.

(1) 주강관소성화의 한계상태

  

압축지강관의 경우

sin       (0711.2.6)

여기서, 는 단지 압축지강관에 하여만 관련된다.

  









 － ＋
 



 (0711.2.7)

갭접합에서  (용접치수를 무시한 주강관 상단부를 따라 측정된)는 양수이다. 

오버랩접합에서 는 음수이고 와 같다.

인장지강관의 경우

 sin   sin압축지관 (0711.2.8)

(2) 갭 K-이음에서 전단항복(뚫림)의 한계상태

     sinsin   (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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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2 각형강관

주강관하중과 국부지강관이음하중에 의한 응력상호작용은 주강관응력상관변

수 를 통하여 반영된다.

주강관이 인장인 경우

  

T, Y, X-이음에서 주강관이 압축인 경우

    ≤  (0711.2.10)

갭 K-이음에서 주강관이 압축인 경우

    ≤  (0711.2.11)

여기서,     ＝유용성비 (0711.2.12)

 ：주강관의 소요축강도, N；갭 K이음에서 은 더 큰 압축응력을 갖는 이

음부분에서 결정 된다(더 큰 값).

：주강관의 소요휨강도, N·mm

 ：주강관의 총단면적, mm2

 ：설계응력, MPa

 ：주강관의 탄성단면계수, mm2

  ：주강관의 소요축강도, N
  ：주강관의 소요휨강도, N·mm

  ：MPa

0711.2.2.1 적용한계

이음형상이 다음 한계 내에 있을 때에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이음부편심：  ≤  ≤ , 여기서 는 주강관의 춤, 는 지강관에서 떨

어진 거리로 양의 수

(2) 지강관각도： ≥30°

(3) 주강관벽 세장비：벽의 폭두께비로 갭 K, T, Y, X-이음에서 35 이하；오

버랩 K-이음에서 30 이하

(4) 인장지강관벽 세장비：벽의 폭두께비로 35 이하

(5) 압축지강관벽 세장비：벽의 폭두께비로   이하이며 갭 K-이음과 

T, Y, X-이음에서 35 이하；오버랩 K-이음에서  이하

(6) 폭비：주강관의 벽폭에 한 지강관의 벽폭의 비로 T, Y, X와 오버랩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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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에서 0.25 이상；갭 K-이음에서 0.35 이상

(7) 형상비：0.5≤춤과 폭의 비≤2.0

(8) 오버랩： ≤  ≤ ,

여기서,   ×. 는 주강관에 한 겹쳐지는 지강관의 투영길이；는 2

지강관 아래의 주강관의 연결면을 따라 측정된 겹친길이. 오버랩접합에서 더 

큰 지강관(또는 폭이 같다면 두께가 더 큰)이 주강관에 연결되는 ʻʻ관통부재ʼʼ이다.

(9) 오버랩접합에서 지강관의 폭비：겹친진 지강관의 폭에 한 겹치는 지강

관의 폭비로 0.75 이상

(10) 오버랩접합에서 지강관두께비：겹치는 지강관의 두께는 겹쳐지는 지강

관의 두께 이하로 한다.

(11) 강도：주강관과 지강관에 하여  ≤360MPa

(12) 연성：  ≤0.8

(13) 다른 제한들은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0711.2.2.2 T, Y, X－이음에서 지강관의 축력

T, Y, X-이음에서 지강관의 설계강도 은 주강관 소성화, 전단항복(뚫림), 

측벽강도, 비균일하중분포로 인한 국부항복의 한계상태들에 따라 얻어진 값들 

중 최소값으로 한다. 또한 0711.2.2.1의 적용범위 는 0.25 이하로 할 수 없

다.

(1) 주강관벽 소성화의 한계상태

sin        (0711.2.13)

  

＞일 때, 이 제한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2) 전단항복(뚫림)의 한계상태

 sin      (0711.2.14)

  

식(0711.2.14)에서 유효 외부 뚫림변수   는 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한계상태는 ＞  일 때와 ＜,  ≥ 일 때 검토할 필요가 없다.

(3) 측벽강도의 한계상태에 관하여 인장지강관의 설계강도는 측벽국부항복의 

설계강도로 취급한다. 측벽강도의 한계상태에 관하여 압축지강관의 설계강도

는 측벽국부항복응력과 측벽국부크리플링강도 중 작은 값으로 한다. 90°보다 작은 

지강관을 갖는 X-이음에 하여는, 주강관 측벽의 전단파괴에 관하여 0707.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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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주강관과 지강관이 같은 폭(＝1.0)이 아니라면 이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① 국부항복의 한계상태

 sin      (0711.2.15)

  

여기서, ：강관모서리의 외부반경, 일반적으로 1.5로 한다, mm

   ：주강관축에 평행한 하중지지길이, sin, mm

② T, Y-이음에서 측벽 국부크리플링의 한계상태

 sin            (0711.2.16)

   

③ X-이음에서 측벽 국부크리플링의 한계상태

sin         (0711.2.17)

   

(4) 비균일하중분포로 인한 국부항복의 한계상태

           (0711.2.18)

   

여기서,          ≤  (0711.2.19)

＜이면 이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0711.2.2.3 갭 K－이음에서 지강관의 축력

갭 K-이음의 경우, 지강관의 설계강도 은 주강관벽 소성화, 전단항복(뚫

림), 전단항복, 비균일하중분포로 인한 국부항복의 한계상태들에 따라 구한 

최소값으로 한다. 0711.2.2.1의 적용한계와 더불어 다음의 한계상태들을 적용

하여야 한다.

(1)   ≥  

(2)  ≥ 

(3)  ≥   

(4) 갭：지강관 벽두께의 총합 이상

(5) 더 작은 ＞더 큰 의 0.63배 값

① 주강관벽 소성화의 한계상태

 sin      (0711.2.20)

  



- 648 -

② 전단항복(뚫림)의 한계상태

 sin        (0711.2.21)

   

위 식에서 유효 외부 뚫림변수   는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한계상

태는 ＜   또는 지강관이 정사각형이 아닌 경우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갭에서 주강관의 전단항복의 한계상태에 관하여, 설계강도는 0705에 따라 

검토한다. 이 한계상태는 주강관이 정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비균일 하중분포로 인한 국부항복의 한계상태

            (0711.2.22)

   

여기서,        ≤  (0711.2.23)

이 한계상태는 지강관이 정사각형이 아니거나 ＜인 경우에만 검토할 필요

가 있다.

0711.2.2.4 오버랩 K－이음에서 지강관의 축력

오버랩 K-이음에서 지강관의 설계강도 은 비균일하중분포로 인한 국부항

복의 한계상태로부터 결정된다.

  

겹치는 지강관에 하여, 그리고 겹치는 지강관의 측정된 겹침이 25% ≤≤

50%인 경우

              (0711.2.24)

겹치는 지강관에 하여, 그리고 겹치는 지강관의 측정된 겹침이 50% ≤≤

80%인 경우

            (0711.2.25)

겹치는 지강관에 하여, 그리고 겹치는 지강관의 측정된 겹침이 80% ≤≤

100%인 경우

            (0711.2.26)

여기서, 는 주강관에 용접된 지강관 면의 유효폭

         ≤ (0711.2.27)

는 겹친 브레이스에 용접된 지강관 면의 유효폭

         ≤  (07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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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는 지강관의 폭, mm

 ：겹친 지강관의 폭, mm

 ：겹치는 지강관재료의 항복응력, MPa

 ：겹친 지강관재료의 항복응력, MPa

 ：겹치는 지강관의 춤, mm

 ：겹치는 지강관의 두께, mm

 ：겹친 지강관의 두께, mm

겹쳐진 지강관에 하여 은 겹치는 지강관의 을 초과할 수 없고 식(0711. 

2.24) 또는 식(0711.2.26)을 사용하며 계수 를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겹치는 지강관의 단면적, mm2

：겹친 지강관의 단면적, mm2

0711.2.2.5 지강관의 용접

강관이음부에서 강관벽의 상 적 유연성의 차이로 인하여 용접선을 따라 하

중전달의 비균일성은 용접부에 비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각형강관에 맞댐용

접과 필릿용접의 총유효용접길이 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T, Y, X-이음에서

≤ 50°인 경우

 sin
   

    (0711.2.29)

≥ 60°인 경우

 sin
    (0711.2.30)

50°와 60° 사이의 값에 한 를 구하기 위하여 직선보간법이 사용된다.

(2) 각 지강관 주위의 갭 K-이음에서

≤ 50°인 경우

 sin
  

    (0711.2.31)

≥ 60°인 경우

 sin
   

    (0711.2.32)

50°와 60° 사이의 값에 한 를 구하기 위하여 직선보간법이 사용된다.

식(0711.2.29)∼식(0711.2.32)까지의 위 규정 신에 다른 합리적인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3) 오버랩 K-이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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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치는 지강관에 한 총유효용접길이는

① 25%≤≤ <50%인 경우

  

 


 

 sin
  

 sin    
      (0711.2.33)

② 50%≤≤<80%인 경우

   



 

 sin
  

 sin    
      (0711.2.34)

③ 80%≤≤100%인 경우

   



 

 sin
   

 sin    
      (0711.2.35)

여기서, 는 식(0711.2.27)를 따르고, 는 식(0711.2. 28)를 따른다.

＞0.85 or ＞ 50°일 경우, 는 2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0.85 

또는     ＞50°일 경우, 는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겹쳐진 지강관에 한 총유효용접길이는

  sin


  (0711.2.36)

 
  

   ≤  (0711.2.37)

＞0.85 or ＞ 50°인 경우,

      sin

0711.3 강관－강관 모멘트접합

강관모멘트접합은 하나 이상의 지강관으로 구성되고 접합부를 관통하는 연속

주강관에 직접 용접되며 지강관에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접합부로 정의된다. 

접합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지강관이 하나이며 주강관에 직각인 T-이음과 지강관이 하나이고 주강관

에 직각이 아닌 Y-이음

(2) 주강관에 하나의 지강관이 개개의 한쪽(반 ) 편에 위치한 X-이음

지강관과 주강관의 중심선은 동일평면에 위치해야 한다.

0711.3.1 원형강관

주강관하중과 국부지강관이음하중에 의한 응력도 상호작용은 주강관응력상관

변수 를 통하여 반영된다.

주강관이 인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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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관이 압축인 경우

    (0711.3.1)

여기서,      ＝유용성비 (0711.3.2)

 ：주강관의 소요축강도, N

：주강관의 소요휨강도, N·mm

 ：주강관의 총단면적, mm2

 ：설계응력, MPa

 ：주강관의 탄성단면계수, mm2

  ：주강관의 소요축강도, N

  ：주강관의 소요휨강도, N·mm

  ：MPa

0711.3.1.1 적용한계

이음형상이 다음의 적용한계 내에 있을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지강관 각도：≥ 30°

(2) 주강관벽 세장비：벽지름두께비로 T, Y, K-이음에서 50 이하, X-이음에

서 40 이하

(3) 인장지강관벽의 세장비：벽지름두께비로 50 이하

(4) 압축지강관벽의 세장비：벽지름두께비로   이하

(5) 폭비：＜  ≤ 
(6) 강도：주강관과 지강관에 하여  ≤ MPa

(7) 연성：  ≤ 

0711.3.1.2 T, Y, X－이음에서 지강관의 면내휨모멘트

설계강도 은 주강관의 소성화, 전단항복(뚫림)의 한계상태에 따라 구해진 

값 중 최저값으로 한다.

(1) 주강관 소성화의 한계상태

sin    (0711.3.3)

  

(2) 전단항복(뚫림)의 한계상태

   
   sinsin   (0711.3.4)

   

＞  이면 이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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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3.1.3 T, Y, X－이음에서 지강관의 면외휨모멘트

설계강도 은 주강관의 소성화, 전단항복(뚫림)의 한계상태에 따라 구해진 

값 중 최저값으로 한다.

(1) 주강관 소성화의 한계상태

sin      (0711.3.5)

   

(2) 전단항복(뚫림)의 한계상태

  
   sin sin   (0711.3.6)

   

＞  이면 이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0711.3.1.4 T, Y, X－이음에서 지강관의 휨모멘트와 축력의 조합

지강관의 축력, 면내휨모멘트, 면외휨모멘트 또는 이러한 하중효과들의 조합

력을 받는 접합부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 (0711.3.7)

여기서,   ：하중조합을 사용하는 지강관의 소요축강도, N

：0711.2.2.2로부터 구한 설계강도

  ：지강관의 소요면내휨강도, N·mm

 ：0711.3.2.2로부터 구한 설계강도

  ：지강관의 소요면외휨강도, N·mm

 ：0711.3.2.3으로부터 구한 설계강도

0711.3.2 각형강관

주강관하중과 국부지강관이음하중에 의한 응력도 상호작용은 주강관응력상관

변수 를 통하여 반영된다.

주강관이 인장인 경우

  

주강관이 압축인 경우

   β ≤  (0711.3.9)

여기서,       ＝유용성비 (0711.3.10)

 ：주강관의 소요축강도, N

：주강관의 소요휨강도, N·mm

 ：주강관의 총단면적,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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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응력, MPa

 ：주강관의 탄성단면계수, mm2

  ：주강관의 소요축강도, N

  ：주강관의 소요휨강도, N·mm

  ：MPa

0711.3.2.1 적용한계

이음형상이 다음의 제한한계 내에 있을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지강관 각도는 약 90°

(2) 주강관벽세장비：벽의 폭두께비로 35 이하

(3) 인장지강관의 벽세장비：벽의 폭두께비로 35 이하

(4) 압축지강관의 벽세장비：벽의 폭두께비로 1.25  이하이며 또한 35 이하

(5) 폭비：주강관의 폭에 한 지강관의 폭비로 0.25 이상

(6) 형상비：0.5≤춤과 폭의 비≤2.0

(7) 강도：주강관과 지강관에 하여  ≤ MPa

(8) 연성：  ≤ 

(9) 다른 제한은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0711.3.2.2 T, X－이음에서 지강관의 면내휨모멘트

설계강도 은 주강관소성화, 측벽국부항복, 비균일하중분포로 인한 국부항

복의 한계상태들에 따라 구한 최소값이다.

(1) 주강관벽 소성화의 한계상태

   
    

     (0711.3.11)

   

＞이면 이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2) 측벽국부좌굴의 한계상태

  
   

 (0711.3.12)

   

여기서, ：T-이음에 하여 


：X-이음에 하여 

＜이면 이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3) 비균일하중분포로 인한 국부항복의 한계상태

        (07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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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0711.3.14)

：휨축에 관한 지강관의 소성단면계수, mm2

＜이면 이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0711.3.2.3 T, X－이음에서 지강관의 면외휨모멘트

설계강도 은 주강관벽 소성화, 측벽국부항복, 비균일하중분포로 인한 국부

항복, 주강관의 뒤틀림파단의 한계상태들에 따라 구한 최소값으로 한다.

(1) 주강관벽 소성화의 한계상태

  
          (0711.3.15)

  

＞ 이상이면 이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2) 측벽 국부항복의 한계상태

  
     (0711.3.16)

   

여기서, ：T-이음에 하여 


：X-이음에 하여 

＜이면 이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3) 비균일하중분포로 인한 국부항복의 한계상태

        (0711.3.17)

  

여기서,         ≤  (0711.3.18)

：휨축에 관한 지강관의 소성단면계수, mm2

＜이면 이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4) 주강관 뒤틀림파단의 한계상태

     
  (0711.3.19)

   

주강관 뒤틀림파단이 다른 조치에 의하여 방지되어 있다면 X-이음 또는 T-이

음에서 이 한계상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0711.3.2.4 T, X－이음에서 지강관의 휨모멘트와 축력의 조합

지강관의 축력, 면내휨모멘트, 면외휨모멘트 또는 이러한 하중효과들의 조합

력을 받는 접합부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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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11.3.7)

여기서,   ：하중조합을 사용하는 지강관의 소요축강도, N

：0711.2.2.2로부터 구한 설계강도

  ：지강관의 소요면내휨강도, N·mm

 ：0711.3.2.2로부터 구한 설계강도

  ：지강관의 소요면외휨강도, N·mm

 ：0711.3.2 참조

0712 사용성 설계

이 절은 사용성 성능에 한 요구사항에 적용한다.

0712.1 일반사항

사용성은 건축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건축물의 기능, 외관, 유지관리, 내

구성 및 거주자의 편안함 등이 확보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성에 

한 평가에 이용되는 최 변위 및 가속도 등의 구조반응은 적절한 하중조합을 고

려하여야 한다.

0712.2 치올림

치올림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치올림의 크기, 방향, 위치를 구조설계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0712.3 처짐

사용하중에 의한 구조부재 또는 골조의 처짐은 건축물의 사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0712.4 수평변위

사용하중에 의한 건축물의 수평변위는 내부칸막이벽과 외부마감재의 손상을 

포함한 건축물의 사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부재의 강

도설계용 하중조합에 의한 수평변위는 인접건축물과 충돌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설계기준에 제시된 수평변위제한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0712.5 진동

보행하중, 기계실 및 기타의 진동원에 의한 진동은 거주자의 편안함과 건축물의 기능

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시 고려하여야 한다.

0712.6 바람에 의한 수평진동

바람에 의한 건축물의 흔들림은 거주자의 편안함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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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야 한다.

0712.7 팽창과 수축

건축물 외부마감재의 손상은 누수와 부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열팽창과 수

축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0712.8 접합부미끄럼

구조물의 사용성이 볼트접합부의 미끄럼으로 인해 저해될 수 있는 설계에서

는 접합부의 미끄럼효과를 고려하여야한다. 이를 위하여 접합부에 미끄럼현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713 강구조의 내진설계

0713.1 일반사항

0713.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강구조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횡력저항구조 및 이 방식으로 축

조되는 공작물에 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 및 접합부에 한 설계,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그리고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기둥이라도 이의 이음부에는 

이 절을 적용한다.

(2) 이 절은 내진설계범주에 관계없이 반응수정계수 이 3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한다. 반응수정계수 이 3 이하인 경우 0306의 일반설계 요구사

항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절은 0701에서 0712까지 함께 적용하도록 한다.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모든 부재 및 접합부는 0701에서 0712에 이르는 절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

다.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하중조합, 시스템의 제한사항 및 일반설계요구

사항은 0306에 따른다.

0713.2 참고시방서, 코드 및 표준

이 절에 사용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강관구조설계기준, 한건축학회, 1998

건축강구조표준접합상세지침, 한국강구조학회, 2008

KS B 0801 금속재료 인장시험편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21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 657 -

KS B 0809 금속재료충격시험편 

KS B 0810 금속재료충격시험방법

0713.3 내진설계 일반요건

내진설계범주와 내진등급에 따른 소요강도와 내진규정, 높이 및 비정형에 따

른 구조제한은 0306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설계층간변위 역시 0306의 규

정을 따른다.

0713.4 하중, 하중조합 및 공칭강도

0713.4.1 하중 및 하중조합

하중은 3장의 설계하중을 따르고, 하중조합은 0702.2를 따른다. 이 절의 요

구에 따른 증폭지진하중은 지진하중 에 의한 횡력에 0306의 초과강도계수

를 곱하여 산정한다.

0713.4.2 공칭강도

시스템, 부재 및 접합부의 공칭강도는 이 절에서 특별히 변경하지 않는 한 이 

장에서 제시된 값을 적용하도록 한다.

0713.5 구조설계도면, 시방서, 제작도면 및 설치도면

0713.5.1 구조설계도면 및 시방서

구조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는 0701.5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더불어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을 표기하여야 하고,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더불어 아래의 항

목 중 관련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지정

(2)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속하는 부재 및 접합부의 지정

(3) 접합부의 형상

(4) 접합재의 규격 및 크기

(5) 임계용접부의 위치

(6) 만약 구조물이 마감재로 보호되지 않거나 10℃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의 강구조의 최저예상서비스온도

(7) 보호영역의 크기 및 위치

(8) 비탄성회전거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세를 갖추어야 하는 거셋플레이트

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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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722.4에 명기한 용접요구사항

0713.5.2 제작도면

제작도면에는 0701.6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 가운데 관련

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력저항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재 및 접합부의 지정

(2) 접합부 재료규격

(3) 임계용접부의 위치

(4) 보호영역의 위치 및 크기

(5) 비탄성거동의 수용이 요구되는 거셋플레이트의 축적에 따른 도면

(6) 0722.4에 명기한 용접요구사항

0713.5.3 설치도면

설치도면에는 0701.6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 가운데 관련

되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력저항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재 및 접합부의 지정

(2) 접합부 재료규격

(3) 임계용접부의 위치

(4) 보호영역의 위치 및 크기

(5) 비탄성거동의 수용이 요구되는 거셋플레이트의 축적에 따른 도면

(6) 0722.4에 명기한 용접요구사항

0713.6 재료

0713.6.1 재료규격

(1)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속하는 강구조는 0701.4의 재료에 관한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 중 특수모멘트골조, 중간모멘트골조, 특수중심가새골조, 편

심가새골조, 좌굴방지가새골조 및 특수강판벽에서는 내진성이 뛰어난 강재인 

SN 및 SHN강 또는 TMC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국가공인기관에 의한 실

험결과나 다른 합리적 기준에 의해 강재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표 0701.4.1>에 등록된 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앞에 언급하지 

않은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해서는 <표 0701.4.1>에 등록된 구조용 압연강재

를 사용할 수 있다.

(2) 좌굴방지가새에 사용되는 여타의 강재 및 강재에 속하지 않는 재료는 0713.1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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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3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0713.6.2 부재 및 접합부소요강도의 결정을 위한 재료적 특성

(1) 이 절의 규정에 의해 각 요소(부재 또는 접합부)의 소요강도를 산정할 경

우, 그 강도는 연결되는 부재의 예상항복강도 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는 연결부재의 최소항복강도이고 는 예상항복강도  최소항복강도의 비

이다.

(2) 요소의 설계강도 는 소요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소요강도가 동일부

재에서 산정되고, 파단 및 항복한계상태에 한 공칭강도 을 계산할 때에는 

공칭값 와  신에 예상인장강도  와 예상항복강도 를 사용할 수 있

다.

(3) 여러 강재의  및 값을 <표 0713.6.1>에 수록하였다. 만약 규정된 강

재등급에 한 요구조건에 따라서 비슷한 재질 및 크기의 표본에 해 수행

된 실험으로 결정된 값이라면 다른  및  값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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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구조용 

압연형강

및 

냉간가공

재

KS D 3503 SS400

KS D 3530 SSC400

KS D 3558 SWH400

KS D 3566 STK400, STK490

KS D 3568 SPSR400, 

SPSR490

KS D 3632 STKN400, 

STKN490

1.3 1.2

KS D 3515 SM400, SM490, 

SM520

KS D 3864 SPAR295, 

SPAP235, SPAP325

KS D 4108 SCW 490-CF

1.2 1.2

KS D 3861 SN400, SN490

KS D 3866 SHN400, SHN490
1.1 1.1

플레이트

KS D 3503 SS400 1.3 1.2

KS D 3515 SM490, 

SM490TMC, SM520

      SM520TMC, SM570, 

SM570TMC,

SMA400, SMA490, 

SMA570

1.2 1.2

KS D 3861 SN400, SN490

KS D 5994 HSA800
1.1 1.1

<표 0713.6.1> 강재의 종류별  및  값

0713.6.3 후판단면의 샤르피노치인성 요건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사용되는 두께 40mm 이상의 플랜지를 갖는 압연형강이

나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두께 40mm 이상의 강재는 0℃에서 최소 27의 

CVN 인성을 보유해야 한다.

(1) 플레이트를 이용한 조립부재

(2) 지진하중하에서 비탄성변형이 예상되는 접합플레이트；비탄성거동이 예상

되는 접합플레이트의 예로서는, 가새의 면외좌굴을 허용하여 힌지로서 기능하

도록 의도한 거셋플레이트, 모멘트접합부의 볼트플랜지플레이트, 볼트모멘트

접합부의 엔드플레이트, 그리고 핀으로 설계된 기둥주각부의 베이스플레이트 

등을 들 수 있다.

(3) 좌굴방지가새의 강재코어

0713.7 접합부, 조인트 및 파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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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7.1 적용범위

(1)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속한 접합부, 조인트 및 파스너는 0710을 따르고 아

울러 0722.1의 추가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2) 지진력저항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재의 접합부는 접합부나 부재의 연성한계상태가 

지배한계상태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713.7.2 볼트조인트

(1) 모든 볼트는 프리텐션 고장력볼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찰면의 조건은 

미끄럼한계상태에 한 0710.3.6의 표면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 볼트는 표준구멍에 설치해야 한다. 만일 짧은 슬롯구멍의 경우는 응력의 

작용방향과 슬롯의 길이방향이 직각이 되어야 한다. 각가새의 경우, 접합부

를 미끄럼한계상태에 해 설계할 때는 큰 구멍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큰 구

멍은 한쪽 판에만 존재해야 한다. 0722.1의 절차에 따라 인증된 경우 또는 

0722.2 또는 0722.3의 실험에 따라 인증된 것이라면, 다른 형식의 구멍도 사

용할 수 있다.

(3) 표준구멍을 사용한 볼트이음부의 설계전단강도는 0710에 따라 지압형식

조인트로 검토한다. 단, 볼트구멍의 공칭지압강도는 2.4를 초과할 수 없다.

(4) 엔드플레이트 모멘트접합부의 표면은 미끄럼저항에 해 시험을 거치지 

않은 코팅이나 표준표면보다 작은 미끄럼계수를 갖는 코팅도 사용할 수 있다.

(5) 볼트와 용접이 한 조인트에서 응력을 분담하거나 또는 한 접합부에서 같

은 응력성분을 분담하도록 설계할 수 없다. 가새의 압축력과 같은 부재력은 

접합부에서 한 가지 형식의 조인트(즉 전체를 볼트조인트 또는 전체를 용접조

인트)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용접에 의해 지지되는 응력과 직각방향의 응

력을 볼트가 지지하는 경우(가령 용접플랜지는 모멘트를 전달하고 볼트웨브는 

전단력을 전달하는 모멘트접합부 같은 경우)는 응력을 분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0713.7.3 용접조인트

용접은 0722.4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한다. 용접은 용접부가 적절한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검증된 용접시공시방서에 의해 시행한다. 용접변수들은 용입재를 

만드는 제조자에 의해서 설정된 값 이내로 한다.

0713.7.3.1 일반요건

(1)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 및 접합부에 사용되는 모든 용접은 지진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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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한 성능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CVN인성을 가져야 한다.

(2) 이 CVN인성에 한 요구조건은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진력

저항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도 만족하여야 한다.

0713.7.3.2 임계용접부

(1) 임계용접부로 지정된 곳의 용접은 용접제조자의 보증 또는 표준시험법에 

의해 －30℃에서 28J 이상의 CVN인성값을 지닌 용입재를 사용한다.

(2) 이 절에서 임계용접부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임계용접부의 지정이 합당

한 용접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비탄성변형도 및 파괴가 유발하는 

결과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3) 지진하중저항시스템에서 기둥이음에 사용된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을 임계용

접부로 지정하였다면, 기둥과 베이스플레이트의 완전용입그루브용접부도 기둥

이음과 마찬가지로 임계용접부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수 및 중간모멘트골조에

서 임계용접부로 지정되어야 하는 완전용입그루브용접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

함된다：

① 보플랜지와 기둥의 용접

② 단일전단플레이트와 기둥의 용접

③ 보웨브와 기둥의 용접

④ 기둥이음부의 용접(기둥주각부를 포함)

(4) 보통모멘트골조의 경우 위의 (1), (2), (3)과 관련된 완전용입그루브용접

부가 전형적인 임계용접부의 예가 된다. 편심가새골조의 경우는, 링크보와 기

둥 사이의 완전용입그루브용접부가 임계용접부에 해당된다. 또 다른 임계용접

부의 예로는, 조립편심가새골조의 링크보에서 웨브플레이트와 플랜지플레이트

를 연결하는 용접, 그리고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을 사용하는 기둥이음부를 생각

할 수 있다.

0713.7.4 보호영역

이 절에 의해서 보호영역이라 규정된 곳에서는 아래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1) 보호영역 안에서 가용접, 가설작업, 가우징 및 열절단 등에 의해 발생한 노치나 결

함은 책임구조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한다.

(2) 데크의 정착을 위한 아크점용접은 허용된다.

(3) 건물 외곽부의 앵글, 건물의 외피, 칸막이, 덕트 및 파이프, 그리고 기타 

구조물의 부착을 위한 용접, 볼트, 스크루, 그리고 기타 접합물은 보호영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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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할 수 없다.

(4) 0722.1의 인증절차 또는 0722.2의 접합부 성능인증시험에 근거할 경우는 

용접전단스터드 및 다른 접합을 보호영역 내에 허용할 수 있다. 

(5) 보호영역 밖에서, 부재를 관통하는 접합이 사용될 때, 예상모멘트에 근거

한 계산을 통해서 순단면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한다.

0713.7.5 연속판 및 스티프너

(1) 압연형강의 웨브에 설치된 연속판 및 스티프너의 모서리는 아래 설명 로 클

립한다. 웨브방향의 클립치수는 압연형강의 -영역이 38mm 이상 되도록 한

다.

(2) 플랜지방향의 클립치수는 -영역보다 13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플

랜지 및 웨브의 단부용접이 수월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클립의 상세를 만들

어야 한다. 원형클립을 사용하는 경우는 최소반경은 13mm 이상이 되어야 한

다. 

(3) 책임구조기술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기둥웨브와 기둥플랜지의 교차점에 

인접한 용접단부에서의 연속판용접에 엔드탭을 사용할 수 없다. 책임구조기술자가 

엔드탭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 위치의 엔드탭은 제거하지 않는

다.

0713.8 부재

0713.8.1 적용범위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는 이 장과 이 절을 따른다.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속

하지 않는 기둥은 0713.8.4.2를 참조한다.

0713.8.2 국부좌굴에 한 단면의 분류

0713.8.2.1 콤팩트단면

이 절에 의해 콤팩트단면이 요구될 때,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는 웨브와 연속적으

로 접합된 플랜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압축요소의 판폭두께비 는 <표 0702.4.1>

의 한계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0713.8.2.2 내진콤팩트단면

이 절에 의해 내진콤팩트단면이 요구될 때,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는 웨브

와 연속적으로 접합된 플랜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압축요소의 판폭두께비는 

이의 한계판폭두께비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표 0713.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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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명
판폭

두께비

판폭두께비 제한값

(내진콤팩트)

비
구
속
판
요
소

휨을 받는 압연 및 조립 H형강의 플랜지 

[a], [c], [e], [f]
 0.30

균등압축을 받는 압연 및 조립 H형강의 플

랜지 [b]
 0.30

균등압축을 받는 압연 및 조립H형강의 플

랜지 [d]
 0.38

ㄷ형강의 플랜지, 연속으로 접합된 앵글의 

다리, 가새 플랜지의 균등압축 [c]
 0.30

H파일단면의 플랜지의 균등압축  0.45

평강  2.5

단일앵글의 다리, 분리자를 갖는 더블앵글

의 다리, T형강의 플랜지의 균등압축
 0.30

균일압축을 받는 T형강스템  0.30

주의：구속판요소에 한 제한값은 다음 쪽에 이어짐.

<표 0713.8.1> 압축요소에 한 판폭두께비 제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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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설명
판폭

두께비

판폭두께비 제한값

(내진콤팩트)

구
속
판
요
소

달리 지정되지 않는 한 특수모멘트골조 보

의(휨에 의한 압축을 받는) 웨브 
 2.45

휨에 의한 압축 또는 휨과 압축의 조합력을 

받는 웨브 [a], [c], [f], [g], [h]


≤ 0.125    [i]

3.14



 `(1－1.54)

＞ 0.125    [i]

1.12



 `(2.33－) ≥

1.49





축력에 의한 압축, 축력과 휨에 의한 압축 

또는 휨에 의한 압축을 받는 원형강관 [c] 
 0.044 

축력에 의한 압축, 축력과 휨에 의한 압축 

또는 휨에 의한 압축을 받는 직사각형강관 

[c]



또는 
0.64

H형파일단면의 웨브  0.94

[a] 0713.9의 특수모멘트골조, 0713.16의 특수강판전단벽의 보에 요구됨.

[b] 2.4.1의 `의 사용이 허용되지만, 식(0713.9.3)의 비가 2.0보다 이하이면, 0713.9의 특수모

멘트골조기둥에 요구됨.

[c] 0713.12의 특수중심가새골조의 기둥·가새 및 0713.13 보통중심가새골조의 가새에 요구됨.

[d] 0713.13 편심가새골조의 기둥은 <표 0702.4.1>의 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

[e] 0713.13 편심가새골조의 링크에 한 요구조건；단, 링크길이가 1.6  이하인 플랜지의 

경우 <표 0702.4.1>의 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 

[f] 0713.15 좌굴방지가새골조의 보와 기둥에 한 요구조건. 

[g] 0713.16 특수강판전단벽기둥에 한 요구조건.

[h] 식(0713.9.3)의 비가 2.0보다 크면, 0713.9의 특수모멘트골조의 기둥, 0713.13의 편심가새골

조의 기둥；링크길이가 1.6 이하인 편심가새골조의 웨브에 해서는, 아래의 를 사용하

는 것이 허용됨.

     ≤ 0.125, ＝3.76



 (1-2.75)

     ＞ 0.125, ＝1.12



 `(2.33-) ≥ 1.49





[i] 한계상태설계,  


여기서, ：소요압축강도(N),  ：압축항복강도(N),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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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8.3 기둥의 강도

증폭지진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 조건에 있으면, 다음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소요압축강도 및 인장강도는 모멘트의 영향은 무시하고 증폭지진하중을 

포함한 0713.4.1의 하중조합에 의해 산정한다.

(2) 소요압축강도 및 인장강도는 아래의 값 중 어느 것도 초과할 필요는 없

다. 

1) 건물의 가새요소 또는 연결된 보의 공칭강도에 1.1를 곱하여 산정되는 

기둥에로의 최 전달하중

2) 전도인발에 한 기초의 저항력으로 결정되는 한계값

     

 여기서, ：기둥의 공칭압축강도, N

：기둥의 소요압축강도, N

0713.8.4 기둥의 이음

0713.8.4.1 일반사항

(1) 지진력저항시스템의 기둥이음부 소요강도는 0713.8.3, 0713. 9.9, 

0713.10.9, 0713.11.9, 0713.12.5 및 0713.15.5.1의 규정을 고려해야 하고 

기둥의 소요강도와 같도록 한다.

(2) 또한 증폭지진하중이 포함된 0713.4.1의 하중조합을 적용했을 때 인장응

력을 받는 것으로 계산된 기둥의 용접이음부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부분용입그루브용접조인트가 사용된다면, 설계강도는 적어도 소요강도의 

2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각 플랜지이음부의 설계강도는 적어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

서 는 기둥부재의 예상항복응력이고 는 연결된 기둥 가운데 작은 기둥

의 플랜지면적이다.

(3) 부분용입그루브용접을 사용한 기둥이음에서 플랜지와 웨브의 두께와 폭의 변화

가 발생할 때, 베벨가공은 필요하지 않다.

(4) 기둥웨브의 이음은 전체가 볼트, 아니면 용접으로 하거나 또는 한쪽 기둥

은 용접하고 다른 한쪽은 볼트로 접합할 수 있다. 모멘트골조에서 볼트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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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경우, 플레이트 또는 ㄷ형강을 기둥웨브 양쪽에 사용한다.

(5)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그루브용접으로 된 기둥이음부의 중심선은 보-기

둥접합부로부터 1.2m 혹은 그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보와 기둥접합부 사이

의 기둥순높이가 2.4m 이하일 때 이음은 순높이의 중간에 위치해야 한다.

0713.8.4.2 지진력저항시스템이 아닌 기둥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에 속하지 않는 기둥이음은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이음은 보-기둥접합부로부터 1.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보와 기둥접합

부 사이의 기둥의 순높이가 2.4m보다 작을 때, 기둥이음은 순높이의 중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기둥의 양 직각축 모두에 한 기둥이음의 소요전단강도는 가 되어

야 한다. 여기서 는 해당되는 방향의 기둥단면 중 작은 공칭소성휨강도이

며, 는 층고이다.

0713.8.5 기둥주각부

기둥주각부의 소요강도는 0713.8.5.1, 0713.8.5.2 및 0713.8.5.3에 따라서 계

산한다. 앵커볼트의 설계강도는 0710.9를 참고한다. 철근의 정착, 보강철근 

관련 사항, 기둥주각부 콘크리트의 설계강도는 5장의 RC 및 PS콘크리트의 

휨 및 정착을 참고한다.

0713.8.5.1 소요압축강도

기둥주각부의 소요압축강도는 기둥주각부에 접합된 모든 강재요소소요강도의 

수직성분의 합으로 산정한다.

0713.8.5.2 소요전단강도

기둥주각부의 소요전단강도는 기둥주각부에 접합된 모든 강재요소소요강도의 

수평성분의 합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각가새의 경우, 수평성분은 지진력저항시스템의 가새접합부의 소요강도

로부터 산정한다.

(2) 기둥의 경우, 수평성분은 아래의 2가지 가운데 작은 값 이상이 되어야 한

다. 

① 기둥의   . 여기서, 는 층고로서 바닥골조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 또는 각층 

바닥 상부간 거리로 취할 수 있다(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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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폭지진하중을 포함하여 0713.4.1의 하중조합을 사용하여 계산된 전단

력.

0713.8.5.3 소요휨강도

기둥주각부의 소요휨강도는 기둥주각부에 접합된 모든 강재요소 소요강도의 

합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각가새의 경우, 소요휨강도는 지진력저항시스템의 가새접합부의 소요강

도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둥의 경우, 소요휨강도는 아래의 2가지 가운데 작은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기둥의   

② 증폭지진하중을 포함한 0713.4.1의 하중조합을 사용하여 계산한 모멘트

0713.8.6 H형강말뚝

0713.8.6.1 H형강말뚝의 설계

H형강말뚝의 설계는 조합응력을 받는 부재의 설계와 관련된 제0708을 따른다. H형강말

뚝은 0713.8.2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0713.8.6.2 경사H형강말뚝

경사말뚝 및 수직말뚝을 하나의 그룹말뚝(무리말뚝)으로서 사용할 경우, 수직

말뚝은 고정하중과 활하중에 의한 조합효과에 해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

며, 경사말뚝에 하중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

0713.8.6.3 H형강말뚝의 인장력

각 말뚝의 인장력은 말뚝매립부의 전단키, 보강근 혹은 스터드처럼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말뚝캡에 전달되어야 한다. 말뚝캡의 바로 아래에, 적어도 말

뚝단면 춤 정도가 되는 길이 부분에는 부착 및 용접을 금한다.

0713.9 특수모멘트골조

0713.9.1 적용범위

특수모멘트골조는 설계용 지진동이 유발한 외력을 받을 때 상당한 비탄성변

형을 수용할 수 있는 골조를 지칭하며 이 조항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계한

다.

0713.9.2 보－기둥접합부

0713.9.2.1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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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하중저항시스템에 속한 보-기둥접합부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접합부는 최소 0.04 rad의 층간변위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둥 외주면에서 접합부의 계측 휨강도는 0.04 rad의 층간변위에서 적어

도 보 의 80%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접합부의 소요전단강도는 다음의 지진하중효과 에 의해 산정한다.

     (0713.9.1)

여기서,  ：공칭항복강도 에 한 예상항복응력의 비

：공칭소성모멘트

：보 소성힌지 사이의 거리

위에 언급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외에도, 접합부자체의 변형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추가 횡변위까지도 구조물이 수용할 수 있음을 설계과정에서 입

증해야 한다. 이 경우 2차효과를 포함한 골조전체의 안정성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0713.9.2.2 성능입증

0713.9.2.1에서 요구하는 지진하중저항시스템의 보-기둥접합부의 성능요건은 

다음의 1가지 방법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1) 0722.1의 특수모멘트골조용 인증접합부를 사용

(2) 0722.2의 접합부성능인증 시험절차에 의해 얻어진 시험결과를 제시한다. 

최소 2개의 반복재하실험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근거를 

둘 수 있다.

① 연구논문 또는 신뢰할 만한 연구보고서의 실험결과, 또는 해당 프로젝트의 

조건과 유사한 타 프로젝트를 위해 0722.2의 제한조건을 준수하여 수행된 실

험결과.

②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부재사이즈, 재료강도, 접합조건, 시공과정 등을 반

영하여 0722.2의 접합부성능인증 시험절차에 의한 실험결과.

0713.9.2.3 용접

(1) 0722.1의 인증접합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0722.2의 접합부성능

인증시험에 의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플랜지, 전단플레이트, 

그리고 보웨브와 기둥 사이의 완전용입용접부는 0713.7.3.2에서 기술한 임계

용접부로 고려한다.

(2) 임계용접부의 지정을 위해서는, 이 조항의 일반적인 규정 신에 특정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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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의 시험관련 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이 조항이 특정용접부를 임계용

접부라 지정하였어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험에서 이를 지정하지 않으

면 구체적 기준이나 시험이 우선한다.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서 지정치 않은 

부위를 구체적 기준이나 시험에서는 임계용접부로 지정할 수 있다.

0713.9.2.4 보호영역

(1) 비탄성변형이 발생하는 보의 양단부분은 보호영역으로서 이 영역은 

0713.7.4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보호영역의 범위는 0722.1의 인증접

합부에 따르거나 또는 0722.2의 접합부성능시험에서 결정된 부분을 따른다.

(2) 특수모멘트골조의 보 소성힌지영역은 보호영역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의 

소성힌지영역의 범위는 0713.9.2.2에 규정한 접합부의 성능인증요소의 하나

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보강접합부의 보호영역은 기둥외주면에

서부터 소성힌지점을 지나 보춤의 1/2 지점까지 확장된 범위가 된다.

0713.9.3 보－기둥접합부 패널존(보웨브와 기둥웨브가 평행한 경우)

0713.9.3.1 전단강도

패널존의 소요두께는 성능인증에 사용된 시험체의 접합부 또는 인증접합부의 

패널존 설계에 사용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패널존의 최소소요전단강도는 

소성힌지점에서의 예상모멘트를 기둥외주면으로 외사하여 구한 모멘트의 합

으로부터 산정한다. 패널존의 설계전단강도는 가 된다 (여기서,   .

그리고 공칭전단강도는 전단항복한계상태에 해당되는 강도로서 0710.10.6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0713.9.3.2 패널존의 두께

기둥웨브와 패널존보강판 각각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0713.9.2)

여기서,  ：기둥웨브 또는 패널존보강판의 두께, mm

：접합부에 연결된 보 중 보다 깊은 보의 -2, mm

：기둥플랜지 사이의 패널존의 폭, mm

만일 기둥웨브와 패널존보강판을 플러그용접에 의해 접합해서 국부좌굴이 방

지되도록 하면 기둥웨브와 패널존두께의 총합이 식(0713.9.2)를 만족하면 된

다.

0713.9.3.3 패널존보강판

기둥웨브의 두께가 식(0713.9.2)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존보강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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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웨브에 직접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패널존보강판을 기둥

웨브와 떨어져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1) 기둥웨브에 붙은 보강판

보강판은 보강판 전체 두께의 강도가 발현되도록 완전용입용접이나 필릿용

접을 사용해서 기둥플랜지에 용접한다. 연속판이 없는 경우 보강판과 기둥

웨브가 식(0713.9.2)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보강판을 통한 하중전달을 고려

하여 보강판의 상하변을 필릿용접한다.

(2) 기둥웨브와 떨어진 보강판

보강판은 보강판 전체 두께의 강도가 발현되도록 완전용입용접을 사용해서 

기둥플랜지에 용접한다. 보강판은 보 플랜지 끝단과 기둥 중심선간 거리의 

1/3∼2/3에 위치하여야 하며, 좌우 칭으로 배치한다.

(3) 연속판이 있는 보강판

보강판은 연속판을 통한 하중전달을 고려하여 연속판에 용접한다.

(4) 연속판이 없는 보강판

연속판이 없는 경우 보강판을 접합부에 연결된 보 중 보다 깊은 보의 위 아

래로 최소 150mm 연장해야 한다.

0713.9.4 보와 기둥의 구조제한

다음의 사항과 더불어 0713.8.1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3.9.4.1 폭－두께비제한

실험에 의해 별도로 입증되지 않는 한, 보와 기둥부재들은 0713. 8.2.2의 요

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3.9.4.2 보플랜지

소성힌지영역에서의 급격한 보플랜지단면의 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드릴로 

보플랜지를 천공하거나 혹은 플랜지폭을 절취하는 것은 실험이나 인증을 통

해 안정적으로 소성힌지가 발현될 수 있음을 입증한 후에 허용된다. 그 형상

은 0722.1의 절차를 만족한 접합부, 또는 0722.2에 따른 접합부성능인증 실

험절차를 통과한 접합부의 형상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0713.9.5 연속판

연속판은 0722.1의 절차를 만족하는 접합부 또는 0722.2에 따른 접합부성능

인증 실험절차를 통과한 접합부의 연속판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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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9.6 기둥－보의 모멘트비

보기둥접합부에서는 다음의 관계식이 만족되어야 한다.









＞  (0713.9.3)

여기서,  ：보와 기둥의 중심선의 교점에서의 접합부 상하 기둥의 모멘트

들의 합. 접합부 상하 기둥의 공칭휨강도를 기둥의 축력을 감안하

여 감소시킨 후 보중심선으로 외사하여 합산하며(헌치가 있을 경우

는 이의 존재를 고려함)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만약 양측 보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

중심선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보와 기둥의 중심선의 교점에서의 보모멘트들의 합. 보 소성힌지부에서

의 예상보휨강도를 기둥중심선으로 외사하여 합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

        안으로서는 0722.1의 절차를 만족한 접합부 또는 0722.2에 따른 접

합부 성능인증 실험절차를 통과한 접합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만약 보단면감소부를 갖는 접합부라면, 다음의 식에 의한 계산이 

허용된다.


     

여기서, ＝기둥의 전체단면적, mm2

＝기둥의 공칭항복응력, MPa

＝소성힌지 위치에서 기둥중심선까지의 전단증폭에 의한 누가모멘트, 

N·mm

＝소요압축강도(압축을 양의 부호로 고려), N

＝보의 소성단면계수, mm3

＝기둥의 소성단면계수, mm3

＝보단면감소부의 최소소성단면계수, mm3

예외사항：위의 요건은 다음의 2조건 중 하나가 만족될 경우 따르지 않아도 

된다.

(1) 증폭지진하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하중조합에 해 ＜를 만족하고 

다음의 2가지 가운데 하나를 만족하는 기둥

1) 단층건물의 기둥이나 다층건물의 최상층부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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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기둥

   ① 해당 층에서 규정적용이 면제되는 기둥들의 설계전단강도의 합이 그 

층의 모든 모멘트골조기둥의 설계전단강도 총합의 20% 이하이면서 또한,

   ② 각 모멘트골조 기둥열에 위치한 규정 적용이 면제된 기둥의 설계전단

강도의 합이, 모든 모멘트골조기둥의 설계전단강도의 33%보다 작은 경

우. 위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둥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

둥들이 단일한 선으로 연결되거나 기둥열에 직각인 평면치수의 10% 폭 

내에 위치하는 일군의 평행한 기둥선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N

  ：소요압축강도, N

(2) 위 층보다 설계전단강도  소요전단강도의 비가 50% 이상 큰 기둥

0713.9.7 보－기둥접합부의 횡지지

0713.9.7.1 횡지지된 접합부

보웨브와 기둥웨브가 동일 평면상에 있고 기둥의 패널존 외부가 탄성상태를 

유지한다면, 보-기둥접합부의 기둥플랜지는 보의 상부플랜지 위치에서만 횡지

지가 요구된다. 식(0713.9.3)을 사용하여 계산한 비가 2.0보다 크다면 기둥은 

탄성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만약 패널존 외부의 기둥이 탄

성상태에 있지 않다면 다음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보의 상하플랜지 위치 모두에서 기둥플랜지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횡지지가 이

루어져야 한다. 기둥플랜지의 직접 횡지지는 횡좌굴방지를 위해 기둥플랜지의 적

합한 위치의 부착된 가새나 기타 부재, 데크 또는 슬래브에 의해 이루어진다. 

간접횡지지는 기둥플랜지에 직접 부착되지는 않지만 기둥웨브나 스티프너플

레이트를 통해 작용하는 부재나 접합부의 강성에 의한 횡지지를 지칭한다. 

(2) 기둥플랜지 각각의 횡지지가새의 소요강도는 보플랜지강도   의 2%에 

해 설계한다.

0713.9.7.2 횡지지되지 않은 접합부

횡지지되지 않은 보-기둥접합부를 갖는 내진골조의 기둥은, 인접한 횡지지간

의 거리를 기둥의 좌굴길이로 사용하여 0708에 의해 설계를 하며 다음의 사

항을 반영한다.

(1) 기둥의 소요강도는 0702.2의 적절한 하중조합을 사용하되, 지진하중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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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가지 중 작은 값을 택한다.

① 증폭지진하중

② 보의 설계휨강도 또는 패널존의 설계전단강도를 기반으로 계산된 골조설계강도

의 125%

(2) 기둥의 세장비  은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내진골조에 직각인 방향의 기둥의 소요휨강도는 0713.9.7.1 (2)항의 보플

랜지횡지지력이 유발한 모멘트와 이로 인한 기둥플랜지변형에 의한 2차효과

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0713.9.8 보의 횡지지

(1) 보의 상하플랜지는 모두    이하로 횡지지되어야 한다. 횡지지재

는 식(0720.3.3)과 (0720.3.4)를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 그리고 

  을 사용한다.

(2) 집중하중점이나 단면의 변하는 위치에는 추가로 횡지지를 설치한다.

(3) 횡지지재의 설치위치는 0722.1의 절차를 만족하는 접합부 또는 0722.2에 

따른 접합부성능인증 실험절차를 통과한 접합부의 조건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0713.9.9 기둥의 이음

(1) 기둥의 이음은 0713.8.4.1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그루브용접을 사용할 경우는 0713.7.3.2에 부합되게 완전용입용접으로 해

야 한다. 용접탭은 제거하도록 한다.

(3) 만약 그루브용접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음부의 소요강도는 적어도 

작은 쪽 기둥의 휨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둥 웨브의 이음의 소요

전단강도는 적어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는 이음부의 상하

에 위치한 기둥의 공칭소성휨강도의 합이다.

(4) 적절한 응력집중계수 또는 파괴역학의 응력집중계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둥이음부의 소요강도는 비탄성해석에서 얻어진 이음부소요강도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

0713.10 중간모멘트골조

0713.10.1 적용범위

중간모멘트골조는 설계용지진동에 의한 외력을 받을 때 제한된 크기의 비탄

성변형을 수용할 수 있는 골조를 지칭하며 이 조항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

- 675 -

계한다.

0713.10.2 보－기둥접합부

0713.10.2.1 요구사항

지진하중저항시스템에 속한 보-기둥접합부는 다음의 조건을 제외하고는 0713.9.2.1

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접합부는 최소 0.02rad의 층간변위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접합부의 소요전단강도는 0713.9.2.1에 따라 산정하되, 해석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는  또는 보다 작은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소요전단강도는 증폭지

진하중을 사용한 0702.2의 적절한 하중조합을 이용하여 산정된 전단력을 초

과할 필요는 없다.

(3) 기둥외주면의 접합부의 휨강도는 0.02rad의 층간변위각에서 적어도 보의 

공칭소성모멘트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0713.10.2.2 접합부성능입증

0713.10.2.1에서 요구하는 지진하중저항시스템의 보-기둥접합부의 성능요건

은 다음의 1가지 방법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1) 보플랜지를 완전용입용접으로 접합하고 보의 웨브는 용접 또는 고장력볼

트로서 접합한 접합부로서 보의 춤이 750mm를 초과하지 않으면 중간모멘트

골조의 접합부로서 인정할 수 있다. 

(2) 0722.1의 중간모멘트골조용 인증접합부를 사용

(3) 이 규정의 0722.2의 접합부성능인증 시험절차에 의해 얻어진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최소 2개의 반복재하실험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다음 2가지 가운데 

하나에 근거를 둘 수 있다.

① 연구논문 또는 신뢰할 만한 연구보고서의 실험결과, 또는 해당 프로젝트의 조건과 

유사한 타 프로젝트를 위해 0722.2의 제한조건을 준수하여 수행된 실험결과.

②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부재사이즈, 재료강도, 접합조건, 시공과정 등을 반

영하여 0722.2의 접합부성능인증 실험절차에 의한 실험결과.

0713.10.2.3 용접

(1) 0722.1의 인증접합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나 0722.2의 접합부성능

인증시험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플랜지, 전단플레이

트, 그리고 보웨브와 기둥 사이의 완전용입용접부는 0713.7.3.2에서 기술한 

임계용접부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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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계용접부의 지정을 위해서는 이 조항의 일반적인 규정 신에 특정접합

부의 시험 관련 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이 조항이 특정용접부를 임계용

접부라 지정하였어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험에서 이를 지정하지 않으

면 구체적 기준이나 시험이 우선한다.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위를 구체적 기준이나 시험에서는 임계용접부로 지정할 수 있다.

0713.10.2.4 보호영역

(1) 비탄성변형이 발생하는 보의 양단부분은 보호영역으로서 이 영역은 

0713.7.4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보호영역의 범위는 0722.1의 인증접

합부에 따르거나 또는 0722.2의 접합부성능시험에서 결정된 부분을 따른다.

(2) 중간모멘트골조의 보소성힌지영역은 보호영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보의 

소성힌지영역의 범위는 접합부의 성능인증 요소의 하나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보강접합부의 보호영역은 기둥외주면에서부터 소성힌지점을 지

나 보춤의 1/2지점까지 확장된 범위가 된다.

0713.10.3 보－기둥접합부 패널존(보웨브와 기둥웨브가 평행한 경우)

7장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없다.

0713.10.4 보 및 기둥의 구조제한

다음 사항과 더불어 0713.8.1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3.10.4.1 폭두께비 제한

실험에 의해 별도로 입증되지 않는 한 보와 기둥부재들은 0713. 8.2.1의 요구사

항을 만족해야 한다.

0713.10.4.2 보플랜지

소성힌지영역에서의 급격한 보플랜지단면의 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드릴로

서 보플랜지를 천공하거나 플랜지폭을 절취하는 것은 실험이나 인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소성힌지가 발현될 수 있음을 입증한 후에 허용된다. 그 형상은 

0722.1의 절차를 만족한 접합부 또는 0722.2에 따른 접합부성능인증실험절

차를 통과한 접합부의 형상과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0713.10.5 연속판

연속판의 두께는 편측 접합부에서는 접합된 보플랜지두께의 1/2 이상, 양측접

합부에서는 접합된 보플랜지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0722.1의 절차를 만족한 

접합부 또는 0722.2에 따른 접합부 성능인증실험절차를 통과한 접합부의 연

속판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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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10.6 기둥－보의 모멘트비

7장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없다.

0713.10.7 보－기둥 접합부의 횡지지

7장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없다.

0713.10.8 보의 횡지지

(1) 보의 상하플랜지 모두 횡지지되어야 한다. 횡지지간격은    를 넘

지 않도록 한다. 횡지지가새는 0720의 식(0720.3.3)과 식(0720.3.4)를 만족

해야 한다. 여기서,    , 그리고   을 사용한다.

(2) 횡지지는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부근이나 단면의 변화가 생기는 위치에는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횡지지의 위치는 0722.1의 절차를 만족한 접합부 또는 0722.2에 따른 접

합부성능인증실험절차를 통과한 접합부의 조건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0713.10.9 기둥의 이음

기둥의 이음은 0713.8.4.1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루브용접을 사용할 경우

는 0713.7.3.2의 기준에 부합되게 완전용입용접으로 해야 한다.

0713.11 보통모멘트골조

0713.11.1 적용범위

보통모멘트골조는 설계지진력이 구조물에 작용할 때 부재와 접합부가 최소한

의 비탄성변형을 수용할 수 있는 골조를 지칭하며 이 조항의 규정을 만족하

도록 설계한다. 0713.11.2.1, 0713.11.2.3과 0713.11.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

지 않더라도 0713.9.2.2와 0713.9.5 또는 0713.10.2.2와 0713.10.5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접합부는 보통모멘트골조에 사용될 수 있다. 중간모멘트골조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더라도 보의 높이가 7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

모멘트골조로 분류한다.

0713.11.2 보－기둥접합부

보-기둥접합부는 용접이나 고장력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완전강접 또는 부분강접으로 설계할 수 있다.

0713.11.2.1 완전강접모멘트접합부의 요구사항

(1) 지진하중저항시스템에 속한 완전강접모멘트접합부의 소요휨강도는 보단면

에 한 1.1 또는 구조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 모멘트 중 작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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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용접접근공의 형상은 보플랜지에서의 응력집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

공한다. 용접접근공의 표면거칠기는 13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노치와 

가우지가 없어야 한다. 책임구조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노치와 가우지를 보수

하도록 한다. 엔드플레이트 볼트모멘트접합부에서 엔드 플레이트에 연결되는 

보웨브에는 용접접근공을 설치하지 않는다.

② 접합부에서 인장력에 저항하는 양면부분용입용접과 양면 필릿용접의 소요

강도는 연결되는 요소나 부분에 해서  로 산정한다. 접합부에서 인장

력이 작용하는 부분에는 1면부분용입용접이나 1면필릿용접을 사용하지 않는

다.

(2) 완전강접모멘트접합부의 소요전단강도 는 다음의 지진하중효과 를 이

용하여 산정한다.

     (0713.11.1)

정밀한 해석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는 보다 작은 값을 적용할 수 있다. 소

요전단강도는 증폭지진하중을 사용한 0702.2의 적절한 하중조합을 이용하여 

산정된 전단력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0713.11.2.2 부분강접모멘트접합부의 요구사항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분강접모멘트접합부를 사용할 수 있

다.

(1) 부분강접접합부는 0713.11.2.1에서 규정된 소요강도에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접합부의 공칭휨강도 은 연결되는 보의 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단, 1층 구조물의 경우, 접합부의 공칭휨강도 은 연결되는 기둥의 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3) 부분강접모멘트접합부의 강성과 강도는 전체골조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을 포함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 부분강접모멘트접합부에 한 는 하중조합에 의한 전단력과 접합부가 

저항할 수 있는 최 단부모멘트로부터 산출된 전단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0713.11.2.3 용접

보플랜지, 전단플레이트, 그리고 보웨브와 기둥사이의 완전용입용접부는 0713.7.3.2

에서 기술된 임계용접부로서 고려한다.

0713.11.3 보－기둥접합부의 패널존(보웨브와 기둥웨브가 나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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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없다.

0713.11.4 보와 기둥의 구조제한

0713.8.1 이외의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은 없다.

0713.11.5 연속판

(1) 완전강접모멘트접합부에서 보의 플랜지 또는 보-플랜지 연결플레이트를 

기둥플랜지에 직접 용접하는 경우에는 연속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둥 

플랜지의 두께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속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또는  ＜ 
(2) 연속판이 필요한 경우 두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다.

① 편측접합부에서 연속판두께는 보플랜지두께의 1/2 이상으로 한다.

② 양측접합부에서 연속판두께는 연결되는 보플랜지의 두께 중 큰 것 이상으

로 한다.

(3) 기둥플랜지와 연속판의 용접부는 완전용입용접이나 필릿용접으로 보강된 

양면부분용입용접 또는 양면필릿용접에 의하여 제작한다. 이러한 용접부의 소

요강도는 연속판과 기둥플랜지의 접촉면에서의 설계인장강도보다 커야 한다. 

연속판과 기둥웨브의 용접부의 소요강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① 기둥플랜지와 연속판의 접합부에서 설계인장강도의 합

② 기둥웨브와 연속판접촉면에서의 설계전단강도

③ 기둥패널존의 설계전단강도를 발휘하는 용접의 설계강도

④ 스티프너에 의하여 전달되는 실제응력

0713.11.6 기둥－보의 모멘트비

이 장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없다.

0713.11.7 보－기둥접합부에서의 횡지지가새

이 장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없다.

0713.11.8 보의 횡지지가새

이 장에 언급된 사항 외에는 부가적인 요구사항은 없다.

0713.11.9 기둥의 이음부

기둥의 이음부는 0713.8.4.1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0713.12 특수중심가새골조

0713.12.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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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중심가새골조는 설계지진력이 작용할 때 상당한 비탄성변형능력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조항에 기술된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인장력만 

지지할 수 있는 가새는 0713.13 보통중심가새골조의 설계규정을 적용해야 한

다.

0713.12.2 가새부재

0713.12.2.1 세장비

가새부재의 세장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0713.12.1)

예외：＜ ≤ 인 가새부재는 기둥의 설계강도가 가새부재의 공칭강도에 를 

곱하여 산정한 기둥으로 전달되는 최 하중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기둥의 강도는 

비선형해석 또는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되는 최 소요강도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0713.12.2.2 소요강도

가새부재의 유효순단면적이 총단면적보다 작은 경우, 가새부재의 순단면파단한계상태

에 한 소요인장강도는 다음 중 작은 값보다 커야 한다.

(1) 의 식으로 산정한 가새부재의 예상인장항복강도

(2) 해석으로 산정한 시스템에 의해 가새에 전달될 수 있는 최 하중효과

참고사항：이 규정은 단면이 감소된 가새부재에 적용한다. 거셋플레이트접합부에 슬롯

이 있는 강관가새가 가장 전형적인 경우다.

0713.12.2.3 횡하중 분배

동일 가새열에서 각 가새부재의 압축설계강도가 증폭지진하중을 포함하는 0306.3.1

의 하중조합에 의한 소요강도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새열에 작용하는 

횡하중의 최소 30%, 최  70%를 인장가새에 의해 저항할 수 있도록 가새부

재를 엇갈린 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동일 가새열이라 함은 단일 

가새열 또는 가새열에 직각방향으로 건물폭의 10% 이하의 오프셋을 갖는 평

행한 가새열을 말한다.

0713.12.2.4 판폭두께비 제한

기둥 및 가새부재는 0713.8.2.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사항：강관부재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보강할 수 있다.

0713.12.2.5 조립가새부재

(1) 단속긴결재 사이의 개재세장비  은 조립가새부재의 지배세장비의 0.4배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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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긴결재의 설계전단강도의 합은 개재의 설계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

다. 

(3) 단속긴결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4) 최소 2개 이상의 단속긴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볼트단속긴결재는 가새부재 중앙으로부터 가새순길이의 1/4 이내에는 설

치하지 않는다.

예외：임계좌굴축에 한 조립가새부재의 좌굴에 의하여 단속긴결재에 전단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단속긴결재 사이의 개재세장비  은 조립가새부재의 

지배세장비의 0.75배 이하로 할 수 있다.

0713.12.3 가새접합부의 소요강도

0713.12.3.1 소요인장강도

가새접합부의 소요인장강도는 다음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보-기둥접합부가 가새시스

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1) 의 식으로 산정한 가새부재의 예상인장항복강도

(2) 해석으로 산정한 시스템에 의해 가새에 전달될 수 있는 최 하중효과

0713.12.3.2 소요휨강도

가새접합부의 소요휨강도는 임계좌굴축에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새부재의 

예외：0713.12.3.1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가새부재의 좌굴이후 비탄성회전

을 수용할 수 있는 가새부재접합부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참고사항：가새접합부에서 비탄성회전변형의 수용은 통상 단부의 구속효과가 

없어지는 가새 끝단의 단일거셋플레이트에 의해 이루어진다. 접합부상세에 

한 요구사항은 해설을 참조한다.

0713.12.3.3 소요압축강도

가새접합부는 가새부재의 좌굴한계상태를 기초로 의 식으로 산정된 값 

이상의 소요압축강도를 보유하도록 설계한다. 여기서, 은 가새부재의 공칭

압축강도이다.

0713.12.4 가새배치에 따른 특별요구사항

0713.12.4.1 V형 및 역V형가새골조

V형 및 역V형가새골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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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새부재와 접합하는 보와 접합부 및 지지부재의 소요강도는 가새부재가 

고정하중 및 활하중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0702.2의 하중조합에 따

라 산정한다.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하중조합의 경우 보에 작용하는 지진하중

효과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인장력을 받는 모든 가새의 인장력은 로 산정한다.

② 인장가새와 인접한 압축가새의 압축력은 0.3으로 산정한다.

(2) 보는 기둥 사이에서 연속이어야 하며 보의 상하플랜지는 0716.7의 식

(0716.1.7.2) 및 식(0716.1.7.3)에 따라 비지지길이  ≤ 가 되도록 횡지지되

어야 한다.

(3) 보의 횡지지재는 0720.3.1의 식(0720.3.3) 및 (0720.3.4)를 만족해야 한

다. 여기서,      이고 ＝1.0이다.

(4) 가새접합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보의 면외강도 및 강성을 확보

하지 못한 경우, V형 또는 역V형가새의 교차점에 최소 1쌍의 횡지지재를 설

치해야 한다.

참고사항：보가 충분한 면외방향의 강도와 강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1가

지 방법은 0720.3.1의 식(0720.3.3)에 규정된 가새응력을 우력의 형태로 각 

플랜지에 가해보는 것이다. 이 하중은 상기 (1)항에서 언급한 휨응력과 동시

에 가해져야 한다. 이 비틀림응력에 해 식(0720.3.4)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의 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0713.12.4.2 K형가새골조

K형가새골조는 특수중심가새골조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

0713.12.5 기둥이음

(1) 특수중심가새골조의 기둥이음은 0713.8.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둥이음은 이음부상하부재 중 작은 설계휨강도의 50%보다 크도록 설계한다.

(2) 특수중심가새골조 기둥이음의 소요전단강도는 에 의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는 이음부 상하기둥의 공칭소성휨강도의 합이다.

0713.12.6 보호영역

(1) 특수중심가새골조의 가새부재의 보호영역은 가새길이의 중앙부 1/4 영역

과 각 접합부로부터 가새부재의 좌굴면의 춤만큼 인접한 영역을 포함한다.

(2) 특수중심가새골조의 보호영역은 가새와 보 또는 기둥의 접합요소를 포함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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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0713.7.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3.13 보통중심가새골조

0713.13.1 적용범위

(1) 보통중심가새골조는 설계지진력이 작용할 때 골조 내의 가새부재 및 접합

부가 제한된 비탄성변형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기 되는 구조시스템으로서 이 

절에 기술된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2) 지진격리구조물의 격리시스템의 상부에 위치한 보통중심가새골조는 0713.13.4 

및 0713.13.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0713.13.2 및 0713.13.3의 요

구사항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0713.13.2 가새부재

(1) 보통중심가새골조의 가새부재는 0713.8.2.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

다.

예외：콘크리트충전강관가새는 이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2) K, V 및 역V형가새골조의 가새부재의 세장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압축강도는 무시하고 인장력만 받는 부재로 설계된 가새부재는 K, 

V 및 역V형가새골조에 사용할 수 없다. 인장력만 받는 가새부재는 다른 형상

의 가새골조에는 사용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0713.13.3 가새골조 배치에 따른 특별요구사항

V 및 역V형보통중심가새골조의 보와 K형보통중심가새골조의 기둥은 연속이

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요강도는 가새부재가 고정하중 및 활하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

에 0702의 하중조합에 의해 산정한다.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하중조합의 경우 

부재에 작용하는 지진하중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가새부재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로 산정한다. V 및 역V형보통중심가

새골조의 가새부재에 작용하는 인장력은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되는 최 하중

보다 크지 않아도 된다.

② 가새부재에 작용하는 압축력은 0.3으로 산정한다.

(2) 보의 상하플랜지는 0716.7의 식(0716.7.2) 및 (0716.7.3)에 따라 비지지

길이가  ≤ 가 되도록 횡지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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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의 횡지지재는 0720의 식(0720.3.3) 및 (0720.3.4)를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이고   이다.

(4) 가새접합부의 안정성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보의 면외강도 및 강성을 확보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새골조의 가새의 교차점에 최소 1쌍의 횡지지재를 설

치해야 한다.

참고사항：충분한 보의 면외강도와 강성에 한 정의는 0713. 12.4를 참조한

다.

0713.13.4 가새접합부

가새접합부의 소요강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볼트의 마찰한계상태에 한 가새접합부 소요강도는 증폭지진하중을 적용하지 않

은 0702의 하중조합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다른 한계상태에 한 가새접합부 소요강도는 가새부재의 예상인장항복강

도 으로 산정한다.

예외：가새접합부의 소요강도는 다음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①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되는 최 하중

② 증폭지진하중에 의하여 산정된 하중효과

0713.13.5 지진격리시스템 상부에 위치한 보통중심가새골조

0713.13.5.1 가새부재

가새부재는 0713.8.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고 세장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0713.13.5.2 K형가새골조

K형가새골조는 지진격리시스템 상부의 보통중심가새골조로 사용할 수 없다.

0713.13.5.3 V 및 역V형가새골조

지진격리시스템 상부의 V 및 역V형보통중심가새골조 내의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0713.14 편심가새골조

0713.14.1 적용범위

(1) 편심가새골조는 설계지진력이 작용할 때 링크가 상당한 비탄성변형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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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새, 기둥 및 링크 외부의 보 부분은 링크가 완전항복하고 변형도경화하

여 유발할 수 있는 최 하중에서 탄성범위 내에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5층 이상 건축물에서 편심가새골조의 상부층은 보통중심가새골조 또는 

특수중심가새골조로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스템계수를 결정할 때에

는 편심가새골조로 고려할 수 있다.

(4) 편심가새골조는 이 조항에 기술된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0713.14.2 링크

0713.14.2.1 제한사항

(1) 링크는 0713.8.2.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링크의 웨브는 단일판이어야 하고 2중판으로 보강하거나 웨브관통부를 

둘 수 없다.

0713.14.2.2 전단강도

(1) 링크의 설계전단강도 는 전단항복한계상태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산

정한다.

＝공칭전단강도 또는   중 작은 값)

여기서,   

   , N·mm

  , N

：링크길이, mm

    , mm2

(2) 링크의 설계강도에 영향을 주는 압축력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여기서, ：하중조합에 의해 산정한 소요압축강도, N

  , 공칭압축항복강도, N

(3) 링크의 설계강도에 영향을 주는 축력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는 다음의 

추가의 요구사항 ①, ②를 만족하여야 한다.

＞ 
① 링크의 설계전단강도는 다음 중 작은 값을 사용한다.

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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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링크길이는 다음 값을 초과할 수 없다.

′ ≥ 일 때,

  ′   
′ ＜일 때,  

여기서,     

′   
  

：소요전단강도, N

0713.14.2.3 링크회전각

링크회전각은 총 층변위가 설계층변위 에 도달하였을 때, 링크와 링크외부

의 보가 이루는 비탄성회전각으로 정의되며 다음 값을 초과할 수 없다.

(1) 링크길이가  이하일 때, 0.08rad

(2) 링크길이가  이상일 때, 0.02rad

(3) 링크길이가 와  사이인 경우는 직선 보간하여 산정한다.

0713.14.3 링크스티프너

(1) 링크와 가새가 접합하는 부분에는 웨브전체 높이의 웨브스티프너를 링크

웨브의 양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양측 링크스티프너를 합친 폭은     이상, 그리고 두께는  또는 

10mm 이상이어야 한다(여기서, 는 링크플랜지의 폭 그리고 는 링크웨브

의 두께이다).

(3) 링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 중간웨브스티프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링크길이≤  인 경우 중간웨브스티프너 설치간격

링크회전각 0.08rad인 경우,    이하

링크회전각 0.02rad인 경우,    이하

0.02rad＜링크회전각＜0.08rad인 경우, 직선보간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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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링크길이≤  인 경우, 링크의 양단부에서 만큼 떨어진 지점에 중

간웨브스티프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링크길이≤  인 경우, 상기 1) 및 2)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중

간웨브스티프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링크길이＞ 인 경우에는 중간웨브스티프너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간웨브스티프너는 웨브전체춤 높이와 같아야 한다. 춤이 635mm 미만인 

링크에는 중간웨브스티프너를 링크웨브의 1면에만 설치할 수 있다. 1면에만 

설치한 중간웨브스티프너의 두께는  또는 10mm 이상이어야 하고 폭은 

  이상이어야 한다. 춤이 635mm 이상인 링크에는 유사한 중간웨브스

티프너를 링크웨브의 양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링크스티프너와 링크웨브를 접합하는 용접부의 소요강도는  로 산정한

다는 스티프너의 단면적). 링크스티프너와 링크플랜지를 접합하는 용접부

의 소요강도는  로 산정한다.

0713.14.4 링크－기둥접합부

(1) 링크-기둥접합부는 0713.14.2.3의 최 링크회전각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최 링크회전각에서 기둥플랜지면 접합부의 강도는 0713.14. 2.2의 공칭

전단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링크-기둥접합부는 0713.14.4.1 및 0713.14.4.2 규정을 다음과 같은 조

건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① 0722.1의 절차를 따른 편심가새골조의 인증접합부를 사용.

② 0722.2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반복가력실험결과에 근거하며 최소 2회 이

상의 접합부 반복가력실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0722.2의 제한사항에 따라 수행한 유사한 조건을 갖는 다른 프로젝트의 

연구보고서 및 실험결과보고서.

㈏ 0722.2의 제한사항에 따라 수행한 해당프로젝트의 실험결과. 단, 실험에 

사용되는 부재 크기, 재료의 강도, 접합부의 형상 및 접합절차가 해당프로젝

트의 조건을 잘 반영해야 한다.

   예외：링크단부보-기둥접합부의 보강으로 인해 보강된 부분이 항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강의 끝부분부터 가새접합부까지의 보요소를 링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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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링크길이가 1.6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강단면과 접합부의 설계강도가 0713.14.6의 링크의 변형률경화를 근거로 

산정한 소요강도보다 크다면 보강접합부의 반복하중실험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0713.14.3의 웨브전체춤 크기의 스티프너를 링크-보강부접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0713.14.5 링크횡가새

(1) 링크단부에는 링크상하플랜지에 횡지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링크단부횡지지재의 소요강도는    로 산정한다. 여기서, 는 플

랜지중심 사이의 거리이다.

단,   exp  

(3) 횡지지재의 소요강성은 0720의 식(0720.3.4)를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고 는 링크길이이다.

0713.14.6 가새 및 링크외부보

0713.14.6.1 가새

(1) 가새의 휨과 압축의 조합력에 한 소요강도는 0702.2의 하중조합에 의

해 산정한다.

(2) 지진효과를 포함한 하중조합에서, 를 으로 체한다. 은 링크의 예상

공칭전단강도 를 최소 1.25배하여 산정된 압축력과 모멘트를 의미한다(여

기서, 은 0713.14.2.2에 따른 공칭전단강도).

(3) 가새의 설계강도는 0708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4) 가새부재는 0713.8.2.1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3.14.6.2 링크외부보

(1) 링크외부보의 휨과 압축의 조합력에 한 소요강도는 0702.2의 하중조합

에 의해 산정한다.

(2) 지진효과를 포함한 하중조합에서, 를 으로 체한다. 은 링크의 예상

공칭전단강도 을 최소 1.1배하여 산정된 압축력과 모멘트를 의미한다(여

기서, 은 0713.14.2.2의 규정에 따른 공칭전단강도이다).

(3) 링크외부보의 설계강도는 0708의 값에 를 곱하여 산정한다.

(4) 가새와 보가 접합되는 링크의 단부에서 보와 가새의 중심선은 링크의 단

부 또는 내부에서 교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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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링크외부의 각가새와 보요소는 완전항복하여 변형도경화된 링크

에 의해 발생한 하중에 해 탄성범위 내에 존재하도록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링크외부의 각가새와 보요소는 모두 큰 축력 및 휨모멘트의 조합력을 받으

므로 조합력을 받는 보-기둥부재로 설계해야 하며, 설계 시의 설계강도는 

0708에 정의된 값을 사용한다.

0713.14.6.3 가새접합부

(1) 가새양단접합부의 소요강도는 0713.14.6.1에 산정한 가새의 소요강도 이

상이어야 하며 가새의 접합부는 0713.12.3.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링크단부의 가새접합부의 어느 부분도 링크길이 안으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3) 가새가 링크단부모멘트의 일부를 지지하도록 설계한다면 가새와 링크의 

접합부는 완전강접으로 하여야 한다.

0713.14.7 보－기둥접합부

편심가새골조에서 링크 반 편 접합부를 모멘트저항접합부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경우, 

보-기둥접합부는 0713.11.2와 0713.11.5의 보통모멘트골조접합부 요구사항을 만

족하여야 하며, 비모멘트저항접합부시스템으로 설계하는 경우는 핀접합을 사

용할 수 있다.

0713.14.8 기둥의 소요강도

편심가새골조의 기둥의 소요강도는 0713.8.3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편심가새골조의 기둥의 소요강도는 0702.2의 하중조합에 의해 산정한다. 

단 이 경우, 지진하중 는 고려 상층 상부에 있는 모든 링크의 예상공칭전

단강도를 1.1배한 조건에서 발현되는 응력으로 체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링크의 예상공칭전단강도는 으로 산정하고 은 0713.14.2.2에 따라 산정

한다.

(2) 편심가새골조의 기둥부재는 0713.8.2.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3.14.9 보호영역

(1) 편심가새골조 내의 링크는 보호영역이므로 0713.7.4의 요구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2) 링크에 스티프너를 접합할 경우 0713.14.3의 요구사항에 따라 용접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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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0713.14.10 임계용접부

링크플랜지와 링크웨브를 기둥으로 접합하는 완전용입용접은 임계용접부이므

로 0713.7.3.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3.15 좌굴방지가새골조

0713.15.1 적용범위

좌굴방지가새골조는 설계지진력이 작용할 때 상당한 비탄성변형능력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조항에 기술된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0713.15.2 가새부재

좌굴방지가새골조의 가새부재는 강재코어와 강재코어의 좌굴을 구속하는 좌

굴방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0713.15.2.1 강재코어

(1) 강재코어는 가새에 작용하는 전체축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가새부재의 설계축강도 는 인장력 및 압축력에 하여 항복한계상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강재코어의 공칭항복응력 또는 쿠폰인장시험에 의해 결정된 강재코어의 실

제항복응력, MPa

：강재코어의 순단면적, mm2

(3) 강재코어에 사용하는 50mm 이상의 강판은 0713.6.3의 최소노치인성 요

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강재코어에는 이음부를 둘 수 없다.

0713.15.2.2 좌굴방지시스템

(1) 좌굴방지시스템은 강재코어의 케이싱으로 구성된다.

(2) 안정성을 평가할 때에는, 보, 기둥 및 거셋플레이트 등 접합부를 연결하

는 구조요소 모두가 좌굴방지시스템에 포함된다.

(3) 좌굴방지시스템은 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변위에 해서 강재

코어의 국부 및 전체좌굴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좌굴방지시스템은 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변위 내에서는 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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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야 한다.

0713.15.2.3 실험

(1) 가새부재는 0722.3의 실험절차 및 승인조건에 따른 인증반복실험의 결과

를 기초로 설계한다.

(2) 검증실험은 최소 2회의 성공적인 반복가력실험에 의한다. 첫째 실험에서

는 0722.3의 0722.3.4에 따라 접합부의 회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골조실

험을 실시한다. 둘째 실험에서는 0722.3의 0722.3.5에 따라 단축응력실험 또는 부분골

조실험을 수행한다. 

(3) 위의 2실험은 다음 가운데 하나에 근거할 수 있다.

① 연구문헌에 보고된 실험 또는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수행된 실험보고서.

② 당해 프로젝트의 실험결과.

(4) 크기가 다른 부재의 실험결과를 내사 또는 외사하기 위해서는 기 실험된 

조건보다 응력분포나 내부변형도의 크기가 불리하지 않음을 합리적 해석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재료의 물성변동에 따른 불리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실험결과의 외사는 강재코어와 좌굴방지시스템의 크기가 유사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0713.15.2.4 조정가새강도

(1)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가새부재와 접합부는 조정가새강도에 의해 

산정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조정가새강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① 조정가새압축강도： 

② 조정가새인장강도：

예외：쿠폰인장시험결과의 항복응력으로 를 산정한 경우, 계수는 적용하

지 않아도 된다.

(3) 압축강도보정계수 는 0722.3.6.3의 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변

형에서의 인증실험결과로부터 측정한 최 압축력과 최 인장력의 비이다. 2회

의 인증실험결과 중, 큰 값을 사용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4) 변형경화보정계수 는 0722.3.6.3의 설계층간변위의 2.0배에 상당하는 변

형에서의 인증실험결과로부터 측정한 최 인장력과 실험체의 의 비이다. 2

회의 인증실험결과 중, 큰 값을 사용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실험한 강

재코어의 강종이 프로토타입구조물의 강종과 다를 경우 는 프로토타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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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쿠폰시험결과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0713.15.3 가새접합부

0713.15.3.1 소요강도

가새접합부의 인장 및 압축소요강도는(기둥-보접합부가 좌굴방지골조의 일부

일 경우에도 포함) 조정가새압축강도의 1.1배로 산정한다. 

0713.15.3.2 거셋플레이트

(1) 가새접합부를 설계할 때, 거셋플레이트의 전체 및 국부좌굴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가새는 실험에 사용한 것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만족시킬 수 있다. 실험결과로부터 산

정된 횡지지력과 일관된 횡력으로 거셋플레이트를 설계하되, 횡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거셋플레이트를 스티프너로 보강하거나 거셋플레이트 또는 가새 

자체를 지지하는 횡지지재를 설치한다. 횡지지재 없이도 실험적으로 인증된 

경우는 이러한 횡지지보강은 필요가 없다. 강재코어에 가새를 부착시키는 경

우는 이 사항이 인증실험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0713.15.4 가새골조형상에 따른 특별규정

V 및 역V형가새골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가새부재와 교차하는 보와 보의 접합부 및 지지부재의 소요강도는 가새부

재가 고정하중 및 활하중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0702.2의 하중조합

에 따라 산정한다. 지진하중을 포함한 하중조합의 경우, 보에 작용하는 수평 

및 수직 지진하중효과 는 인장 및 압축조정가새강도로 산정한다.

(2) 보는 기둥들 사이에서 연속이어야 하며 보의 상하플랜지는 횡지지되어야 한다. 

횡지지재는 0720.5의 식(0720.3.3)과 (0720.3. 4)를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고   이다.

(3) 가새접합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보의 면외강도와 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V 또는 역V형가새골조 내에 최소 1쌍의 횡지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사항：충분한 보의 면외강도와 강성이란, 보의 수평방향휨강도가 이 절에 

규정된 기둥의 집중횡지지에 한 소요가새강도와 강성을 만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의 값으로는 가새의 소요압축강도를 취할 수 있다.

(4) 가새부재의 설계 및 실험을 위한 가새부재 최 변형은 0713.15.4(1)에서 

정의한 하중에 의한 보의 수직처짐효과를 포함하여 증가된 값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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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형가새골조는 좌굴방지가새골조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

0713.15.5 보 및 기둥

좌굴방지가새골조의 보 및 기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3.15.5.1 판폭두께비

보 및 기둥의 판폭두께비는 0713.8.2.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3.15.5.2 소요강도

(1) 좌굴방지가새골조의 보 및 기둥의 소요강도는 0702.2의 하중조합에 의해 

산정한다. 지진하중을 포함한 하중조합의 경우, 보에 작용하는 수평 및 수직

지진하중 는 인장 및 압축조정가새강도로 산정한다.

(2) 보 및 기둥의 소요강도는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된 최 하중을 초과할 필요

는 없다.

참고사항：조정가새강도로부터 산정한 하중효과는 초과강도계수 로 증폭시

키지 않는다.

0713.15.5.3 이음

(1) 좌굴방지가새골조의 기둥이음은 0713.8.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좌굴방지가새골조의 기둥이음은 항복한계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음

부 상·하의 부재 중 작은 설계휨강도의 50% 이상으로 설계한다.

(2) 좌굴방지가새골조 기둥이음의 소요전단강도는 으로 산정한다. 여기

서, 는 이음부 상·하기둥의 공칭소성휨강도의 합이다.

0713.15.6 보호영역

좌굴방지가새골조의 보호영역은 가새부재의 강재코어와 보와 기둥의 접합요

소를 포함하여야 하고 0713.7.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3.16 특수강판전단벽

0713.16.1 적용범위

(1) 특수강판전단벽은 설계지진력이 작용할 때 웨브가 상당한 크기의 비탄성

변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웨브와 인접한 수평경계요소와 수직경계요소는 웨브가 완전히 항복하여 

변형경화상태에 도달하여도 수평경계요소의 양단부에 소성힌지가 생기는 것 

외에는 본질적으로 탄성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0713.16.2 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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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16.2.1 전단강도

패널의 설계전단강도 은 전단항복한계상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sin (0713.16.1)

  

여기서,  ：웨브의 두께, mm

：수직경계요소플랜지 간의 순거리, mm

는 웨브항복선이 수직축에 해 이루는 각도(rad)로 다음 식으로 산정한다.

tan 





 



 

(0713.16.2)

여기서, ：수평경계요소의 중심간 거리, mm

：수평경계요소의 단면적, mm2

：수직경계요소의 단면적, mm2

 ：웨브판에 수직인 축에 한 수직경계요소의 단면2차모멘트, mm4

：수직경계요소의 중심간 거리, mm

0713.16.2.2 패널변장비

패널의 길이  높이비 는 ＜  ≤ 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0713.16.2.3 웨브의 개구부

웨브의 개구부는 실험과 해석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패널의 전체높

이와 전체폭에 걸쳐서 수평경계요소와 수직경계요소에 의해 모든 면에서 둘

러싸여 있어야 한다.

0713.16.3 경계요소와 웨브의 접합

수평 및 수직경계요소와 웨브접합부 소요강도는 웨브항복각(식(0713.16.2) 참

조)을 기준으로 산정된 웨브의 예상인장항복강도와 같도록 한다.

0713.16.4 수평경계요소와 수직경계요소

0713.16.4.1 소요강도

(1) 0713.8.3의 규정과 더불어 수직경계요소의 소요강도는 웨브 항복각 에 

해 산정된 웨브의 예상인장항복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수평경계요소의 소요강도는 웨브항복각 에 해 계산된 웨브의 예상인장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웨브는 중력하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서 0702.2의 하중조합에 의해 결정된 소요강도 가운데 큰 값으로 한다.

(3) 수평경계요소와 수직경계요소의 교차부에서의 보-기둥모멘트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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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9.6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웨브의 존재는 무시한다.

0713.16.4.2 수평경계요소와 수직경계요소의 접합부

(1) 수평경계요소와 수직경계요소의 접합부는 0713.11.2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2) 수평경계요소와 수직경계요소의 접합부의 소요전단강도 는 0713.11.2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단, 소요전단강도는 수평경계요소 양단부의 모멘트

가  도달 시에 유발되는 전단력과 항복각 로 웨브항복 시의 예상인장

항복강도에 의해 산정된 전단력의 합 이상이 되어야 한다.

0713.16.4.3 폭두께비 제한

수평 및 수직경계요소는 0713.8.2.2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0713.16.4.4 횡지지

(1) 수평경계요소와 수직경계요소와의 모든 교차부는 반드시 횡지지되어야 하고, 수평

경계요소의 전구간은   이하의 간격으로 횡지지되어야 한다. 

(2) 수평경계요소의 상하플랜지는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횡지지되어야 

한다. 

(3) 횡지지재의 소요강도는 수평경계요소 플랜지의 공칭강도  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모든 횡지지재의 소요강성은 0716.5의 식(0716.5.3.4)에 따라 

산정한다. 여기서 은   , 그리고 는 1.0을 택한다.

0713.16.4.5 수직경계요소의 이음

수직경계요소의 이음은 0713.8.4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0713.16.4.6 패널존

최상부 및 최하부 수평경계요소에 인접한 수직경계요소의 패널존은 0713.9.3

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0713.16.4.7 수직경계부재의 강성

웨브의 면에 직각인 축에 한 수직경계요소의 단면2차모멘트 는 0.00307

 
 이상이 되어야 한다.

0714 합성구조의 내진설계

0714.1 일반사항

0714.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건축물과 다른 구조물에 있어 지진하중저항시스템에 사용되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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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철근콘크리트 합성부재와 접합부의 설계, 제작 및 세우기에 관하여 규정한

다. 여기서 다른 구조물이란 건축물과 같이 수직 및 횡력저항시스템을 가지며 

건축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설계·제작되고 세워지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 규정

은 0306에서 정의된 지진반응수정계수 의 값이 3보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지진

반응수정계수 의 값이 3보다 작은 구조물은 0306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을 만족할 필요가 없다.

(2) 0714의 요구사항들은 0713의 요구사항을 수정하고 보충한 것이다. 합성

지진하중저항시스템의 철근콘크리트요소의 설계에는 5장의 관련 요구사항을 이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3) 탄성해석에 근거한 설계의 경우 합성시스템의 요소부재의 강성과 관련된 

성질들은 구조물에 상당한 항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조건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0714.2 참고기준 및 시방서

이 절에서 참고로 하는 문헌들은 0713.2에 있는 문헌들을 포함한다.

0714.3 내진설계 일반요건

소요강도와 내진설계범주 및 건물사용그룹에 한 규정들과 높이와 비정형에 

한 제한사항들은 0306을 따른다. 또한, 설계층간변위와 층간변위제한은 

0306을 따른다.

0714.4 하중, 하중조합 및 공칭강도

0714.4.1 하중 및 하중조합

이 규정에 의해 증폭지진하중이 요구되는 경우 지진하중의 수평성분에 0306

에 명시된 초과강도계수를 곱한다.

0714.4.2 공칭강도

시스템과 부재 그리고 접합부의 공칭강도는 이 규정을 통해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0714.5 일반재료 

0714.5.1 구조용강재

합성지진하중저항시스템에 사용되는 구조용강재의 부재 및 접합부는 0701.4

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8, 0714.9, 0714. 12, 0714.14, 

0714.16, 그리고 0714.17의 합성지진하중저항시스템에 사용되는 구조용강재

는 0713.6과 0713.7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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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5.2 콘크리트와 철근

합성지진하중저항시스템의 합성요소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철근은 0520.2.4

에서 0520.2.7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1, 0714.13 그리고 0714.15의 합성보통내진시스템에 사용되는 콘크리

트와 철근은 0709와 5장(0520은 제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6 합성부재

0714.6.1 범위

0714.8에서 0714.17까지의 지진하중저항시스템에 사용되는 합성부재의 설계

는 이 절의 요구사항과 0714.5의 재료에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6.2 합성바닥판과 지붕슬래브

합성슬래브 다이어프램은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6.2.1 하중전달

상세는 다이아프램과 경계부재, 수집재, 수평골조시스템의 부재사이의 힘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0714.6.2.2 공칭전단강도

합성다이어프램과 콘크리트로 채워진 데크플레이트 다이어프램의 공칭전단강

도는 5장(0518은 제외)의 내용에 근거하여 데크플레이트의 리브 상단 위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의 공칭전단강도로 구한다. 그 안으로 합성다이어프램의 

공칭전단강도는 콘크리트로 채워진 다이어프램의 면내전단실험에 의해 결정하여

야 한다.

0714.6.3 합성보

합성보는 0709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합성특수모멘트골조의 일부분인 

합성보는 0714.9.3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0714.6.4 매입형 합성기둥

이 조항의 내용은 전체합성기둥 단면적의 최소한 1%의 강재단면적을 갖는 

매입형 합성기둥과 0709.2.1에서 명시된 추가적인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는 매

입형 합성기둥에 적용된다. 이러한 기둥은 이 절에서 수정되는 부분을 제외하

고 0709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0714.6.4.2와 0714.6.4.3에서 중간 및 

특수지진시스템에 해 명시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0714.8에서 0714.17에 

걸쳐 설명된 합성지진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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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내에 강재단면이 매입된 합성기둥은 다음의 수정된 사항을 제

외하고 5장에서 명시된 철근콘크리트기둥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0714.6.4.1(2)의 강재단면의 전단연결재

(2) 5장에서 제시된 기둥의 강도에 한 매입된 강재단면의 분담

(3) 0714.8에서 0714.17에 걸쳐 합성지진시스템에 한 설명에서 명시된 철

근콘크리트기둥에 한 내진요구사항

0714.6.4.1 보통내진시스템 요구사항

매입형 합성기둥에 한 다음의 요구사항은 보통내진시스템을 포함하여 모든 

합성시스템에 하여 적용된다.

(1) 기둥의 설계전단강도는 0709.2.1.4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띠철근의 공

칭전단강도는 0507.4.4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0507.4.4에서 치수 는 콘

크리트단면폭에서 전단방향과 수직방향으로 측정한 강재단면의 폭을 뺀 값으

로 하여야 한다.

(2) 강재단면과 철근콘크리트가 작용하중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설계된 합성기

둥은 0709.2.1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전단연결재를 설치하도록 한다. 

(3) 횡방향띠철근의 최 간격은 0709.2.1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기초의 상단으로부터, 그리고 각층에서 가장 낮은 위치의 보나 슬래브상단으

로부터 띠철근간격의 1/2 위치 내에 첫 번째 띠철근이 배근되어야 한다. 그리

고 각층에서 가장 낮은 위치의 보나 슬래브하단으로부터 띠철근간격의 1/2 

위치 내에도 첫 번째 띠철근이 배근되어야 한다.

횡방향철근의 직경은 합성부재의 장변치수의 1/50 보다 작지 않도록 해야 한

다. 다만, 띠철근은 D10 이상이어야 하며 D16 보다 클 필요는 없다. 중간 및 특

수내진시스템에 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등한 단면의 용접철망을 횡방향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하중저항철근은 0505.6.1 및 0508.8에 제시된 세부사항과 이음요구사항

을 만족하여야 한다. 하중저항철근은 장방형 단면의 모든 모서리에 배근해야 

한다. 이외의 하중저항철근 또는 고정용 철근의 최 간격은 합성부재단면의 

최소치수의 절반 이하로 해야 한다.

(5) 보통내진시스템에 있어서의 매입형 합성기둥에 한 이음과 지압상세는 

이 절과 0505.6.2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설계는 0520.2.6과 

0520.2.7, 그리고 0520.8에 따른다. 설계는 부재의 강성이나 공칭인장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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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불리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합성단면에

서 철근콘크리트단면으로 변화하는 위치, 합성단면에서 강재단면으로 변화하

는 위치, 그리고 주각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0714.6.4.2 중간내진시스템 요구사항

중간내진시스템에서의 매입형 합성기둥은 0714.6.4.1의 요구사항 외에 다음

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상부와 하부에서의 횡방향 철근의 최 간격은 다음 중 최소값으로 한다.

① 단면의 최소치수의 1/2

② 길이방향 철근직경의 8배

③ 띠철근직경의 24배

④ 300mm

위 횡방향 철근의 최 간격은 휨항복이 발생할 것으로 기 되는 위치에서 접합

면(기둥의 양 측면 중 낮은 위치)으로부터 다음의 길이 중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수직

거리에 걸쳐 유지하여야 한다.

① 기둥의 수직순높이의 1/6

② 단면치수의 최 값

③ 450mm

(2) 기둥 나머지 구간에 한 띠철근간격은 위에서 명시된 간격의 2배를 초

과해서는 안 된다.

(3) 용접철망은 중간내진시스템에서 횡방향 철근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0714.6.4.3 특수내진시스템 요구사항

특수내진시스템에서의 매입형 합성기둥은 0714.6.4.1과 0714.6.4.2의 요구사항뿐만 아니

라 다음의 요구사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1) 매입형 합성기둥에 한 소요축방향강도와 이음부상세는 0713. 8.3과 

0713.8.4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2) 길이방향의 하중저항철근은 0520.4.3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3) 횡방향철근은 0520.4.4에 명시된 바와 같이 후프이어야 하며 다음의 요

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띠철근의 최소면적 는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6.1) 

여기서, ：띠철근의 중심간 거리로 측정된 구속코어의 단면치수, mm



- 700 -

 ：구조부재의 길이방향으로 측정된 횡방향 철근의 간격, mm

 ：강재코어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강재코어의 단면적, mm2

 ：0709에 따라 계산된 합성기둥의 공칭압축강도, N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띠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매입형 합성기둥의 강재단면만의 공칭강도가 하중조합 1.0＋0.5 하중효과보다 큰 

경우 식(0714.6.1)은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둥의 길이를 따라 설치된 횡방향 철근의 최 간격은 길이방향 하중저항 철근직경의 

6배 또는 150mm 중 작은 값으로 하여야 한다.

③ 0714.6.4.3(4), 0714.6.4.3(5) 또는 0714.6.4.3(6)에서 명시된 횡방향 철근

의 최 간격은 부재단면 최소치수의 1/4 또는 100mm 중 작은 값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횡방형 철근에 해 연결철근, 겹친 후프의 다리, 그리고 다른 구속철

근의 간격은 횡방향으로 350mm보다 크게 할 수 없다.

(4) 의 0.2배보다 큰 압축력을 받는 가새골조의 매입형 합성기둥은 전체 부

재길이에 걸쳐 0714.6.4.3(3)③에 명시된 바와 같은 횡방향 철근을 배근하여

야 한다. 매입형 합성기둥의 강재단면만의 공칭강도가 하중조합 1.0＋0.5의 

하중효과보다 큰 경우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5) 벽체나 가새골조 같은 불연속적인 강성부재로부터의 반력을 지지하는 합

성기둥은 축방향 압축력이 의 0.1배를 초과하면 불연속이 발생하는 위치 하

부의 전체길이에 걸쳐서 0714.6.4.3(3)③에 명시된 바와 같은 횡방향 철근을 

배근하여야 한다. 횡방향 철근은 매입형강과 길이방향 철근이 항복강도를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불연속부재 안으로 충분한 길이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매입형 합성기둥의 강재단면만의 공칭강도가 하중조합 1.0＋0.5의 하중효

과보다 큰 경우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6) 합성특수모멘트골조에 사용된 매입형 합성기둥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① 횡방향철근은 기둥의 상부와 하부에서 0714.6.4.2에 명시된 구간에 걸쳐 

0714.6.4.3(3)③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0714.9.5의 강기둥약보에 한 설계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주각부의 상세는 비탄

성휨힌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701 -

③ 기둥의 전단강도는 0520.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7) 기둥이 독립기초 또는 온통기초 위에 설치될 때, 이 조항에서 명시된 바

와 같은 횡방향 철근은 독립기초 또는 온통기초 안쪽으로 최소한 300mm를 

연장하여 배근하여야 한다. 기둥이 벽체 위에 설치될 때 횡방향 철근은 매입

형강과 길이방향 철근이 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벽체 안으로 충분한 

길이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8) 용접철망은 특별지진시스템에 있어서 횡방향 철근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0714.6.5 충전형 합성기둥

이 조항은 0709.2.2의 제한사항을 만족하는 기둥에 적용한다. 이러한 기둥은 이 조

항에서 수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0709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합성기둥의 공칭전단강도는 유효전단면적에 근거하여 계산된 강재단면만

의 공칭전단강도로 산정한다. 콘크리트와 강재 사이에 적절한 하중전달메커니

즘을 고려하여 설계한 경우 콘크리트의 전단내력을 강재단면의 전단강도에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0714.9, 0714.12, 그리고 0714.14에서 설명된 특별내진시스템에 있어서 

충전형 합성기둥에 한 설계하중과 기둥이음은 0714. 6.5.1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0713.8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3) 합성특수모멘트골조에 사용된 충전형 합성기둥은 0714.6.5(1)과 

0714.6.5(2)의 요구사항과 함께 다음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

다.

① 기둥의 최소전단강도는 0520.4.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0714.9.5의 강기둥약보의 설계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주각부는 비탄

성휨힌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중간내진시스템 및 특수내진시스템에 사용되는 충전형 합성부재의 압축강

재요소의 판폭두께비는 <표 0714.6.1>의 한계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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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폭

두께비

판폭두께비 제한값

사례 [a]

(고연성)

 [b]

(중간연성)

각형강관  1.4



 2.26





원형강관  






[a] 0714.9 합성특수모멘트골조의 보와 기둥, 0714.12 합성특수중심가새골조의 기

둥과 가새, 0714.14 합성편심가새골조의 기둥에 요구됨.

[b] 0714.10 합성중간모멘트골조의 보와 기둥, 0714.12 합성특수중심가새골조의 

보, 0714.13 합성보통가새골조의 가새 0714.14 합성편심가새골조의 가새에 요구

됨. 

<표 0714.6.1> 충전형합성부재 압축강재요소의 판폭두께비 제한

0714.7 합성접합부

0714.7.1 범위

이 조항은 지진하중이 강재와 철근콘크리트부재 사이에서 전달되는 합성시스

템 또는 강재와 콘크리트의 복합시스템을 갖는 건물의 접합부에 하여 적용

한다. 합성접합부는 0713과 5장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철근콘크리트접합부 

또는 강재접합부에 상응하는 강도, 연성, 그리고 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

다. 접합부강도의 계산법은 이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7.2 일반 요구사항

접합부는 설계층간변위에서의 소요강도에 저항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변형능력

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접합부는 지진력을 받는 건물의 횡방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접합부가 사용되는 특정시스템에 근거하여 

0714.8에서 0714.17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접합된 부재의 설계

강도가 공칭 치수와 공칭재료강도에 근거할 때 접합부의 설계강도의 계산은 

접합된 부재의 실제강도의 증가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0714.7.3 접합부의 공칭강도

합성구조시스템에서의 접합부의 공칭강도는 한계상태를 고려하여 구성재료 

및 요소의 내부힘의 평형과 강도의 제한값을 만족하는 합리적 모델에 근거하

여 결정되어야 한다. 접합부강도가 해석과 실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면 접

합부해석에 사용되는 모델은 0714.7.3(1)에서 0714.7.3(5)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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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용강재와 철근콘크리트 사이에 힘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전달되

어야 한다.

① 스터드전단연결재나 적절한 장치에 의한 직접적인 지압

② 기계적인 방법

③ 전단력전달면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조이는 힘에 의한 전단마찰

④ 이러한 여러 방법의 조합

구조용 강재와 철근콘크리트 사이의 부착강도는 접합부의 하중전달 메커니즘에서 고려

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메커니즘들의 기여도는 이러한 메커니즘들의 강성과 변형능

력이 서로 적합조건을 만족할 때에 한하여 합산이 가능하다. 

공칭지압과 전단마찰강도는 0506과 0507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더 

높은 강도가 반복하중실험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0714.9, 0714.12, 

0714.14, 0714.16, 그리고 0714.17에서 설명된 합성내진시스템에 하여 공

칭지압과 전단마찰강도를 25% 감소시켜야 한다.

(2) 합성접합부에서 구조용강재요소의 설계강도는 0713과 7장에 의해 구해야 

한다. 구속된 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부재는 면외좌굴에 하여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재보가 철근콘크리트기둥이나 벽에 묻히는 경우 강재보

의 플랜지 사이에 설치된 스티프너에 해당하는 표면지압판이 필요하다.

(3) 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보-기둥접합부의 패널존의 공칭전단강도는 

0713.9.3과 0520.5에서 각각 결정되는 강재의 공칭강도와 구속된 철근콘크리

트전단요소의 공칭강도의 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4) 철근은 접합부의 철근콘크리트요소에 작용하는 모든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배근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콘크리트는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되어야 

한다. 모든 철근은 인장 또는 압축을 저항하는데 필요한 위치 넘어서까지 충

분히 정착되어야 한다. 정착길이는 0508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0714.9, 

0714.12, 0714.14, 0714.16 그리고 0714.17에서 설명된 시스템에 한 정

착길이는 0520.5.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접합부는 다음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가 수평방향의 다이아프램 힘을 전달할 때, 수집부재보, 기둥, 가새, 

그리고 벽체와의 연결부를 포함하여 슬래브의 모든 위험단면에 작용하는 면

내인장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슬래브철근을 설계하고 정착하여야 한다.

② 철골보 또는 합성보를 철근콘크리트기둥 또는 매입형 합성기둥과 접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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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횡방향 후프를 0520.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기둥의 접합부

영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수정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접합부에 연결된 강재단면은 보플랜지 사이에 용접된 표면지압판과 동일

한 폭만큼 구속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0714.10, 0714.11, 0714.13 그리고 0714.15에서 설명된 시스템에서 표

면지압판 또는 다른 장치에 의해 콘크리트피복의 박락을 방지함으로써 이음

에 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바깥쪽 띠철근에 겹침이음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철근콘크리트기둥과 합성기둥에서, 보-기둥접합부의 높이에 걸친 기둥모멘트의 

변화에 따른 큰 힘의 전달로 인한 접합부를 통한 길이방향 철근의 미끄러짐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방향철근의 치수와 배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0714.8 합성부분강접모멘트골조

0714.8.1 범위

이 조항은 부분강접모멘트접합부로 연결된 합성보와 강재기둥으로 구성된 골

조에 해 적용한다. 합성부분강접모멘트골조는 지진하중에 해 합성부분강

접 보-기둥모멘트접합부의 연성요소에서 항복이 발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주각접합부와 같은 곳에서의 항복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합성부분강접모멘

트골조의 강도, 횡변위 및 동적특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접합부의 연성도와 합

성보작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0714.8.2 기둥

강재기둥은 0713.6과 0713.8, 그리고 이 장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0714.8.3 합성보

합성보는 노출형이며 완전합성이어야 하고 0709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

다. 해석을 위한 보의 강성은 합성단면의 유효단면2차모멘트를 사용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0714.8.4 합성부분강접모멘트골조 모멘트접합부

보-기둥 부분강접모멘트접합부의 소요강도는 접합부의 연성도와 2차모멘트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합성접합부는 최소한 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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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는 공칭강도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는 합성거동을 무시한 강재보의 공

칭소성휨강도이다. 접합부는 0714.7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0713.9.2.2

에서 명시된 반복하중실험에 의해 전체 층간변위각 0.04rad을 발휘할 수 있

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0714.9 합성특수모멘트골조

0714.9.1 범위

이 조항은 합성기둥 또는 철근콘크리트기둥과 강재보 또는 합성보로 구성된 

모멘트골조에 적용한다. 합성특수모멘트골조의 설계는 설계지진하중에 의해 

주로 보에 상당한 크기의 비탄성변형이 발생하며 기둥 또는 접합부에는 제한

된 크기의 비탄성변형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0714.9.2 기둥

합성기둥은 0714.6.4와 0714.6.5의 특수내진시스템에 한 요구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기둥은 0520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9.3 보

합성특수모멘트골조의 구성요소인 합성보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하

여야 한다.

(1) 콘크리트의 압축측연단으로부터 소성중립축까지의 거리는 다음과 같은 값을 초

과할 수 없다.

 
 

 
  

여기서, ：강재보의 상단에서 콘크리트 상단까지의 거리, mm

：강재보의 춤, mm 

：강재보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강재보의 탄성계수, MPa 

(2) 철근으로 보강된 매입형 합성보의 피복두께가 50mm 이상이며 지진에 의

한 변형시 소성힌지가 발생하는 위치에서 후프에 의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보플랜지는 0713.9.4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후

프는 0520.3.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강재트러스 또는 합성트러스는 실험과 해석을 통해 적절한 연성과 에너지흡

수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성특수모멘트골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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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부재로 사용될 수 없다.

0714.9.4 합성특수모멘트골조 모멘트접합부

보-기둥모멘트접합부의 소요강도는 보의 예상되는 휨강도  과 관련된 휨과 전단

으로부터 결정된다. 접합부의 공칭강도는 0714.7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

다. 이외에도 접합부는 0.04rad의 총층간변위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접

합부의 위치에서 보플랜지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 접합부는 0713.9.2.2에서 

명시된 반복하중실험을 통해 최소한 0.04rad의 총층간변위각을 발휘할 수 있

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강재보가 철근콘크리트기둥을 통해 관통함으로써 보플

랜지의 용접접합이 필요하지 않으며 접합부가 다른 조기파단의 위험이 없는 

경우 비탄성회전능력은 실험 또는 다른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

다.

0714.9.5 기둥－보모멘트비

철근콘크리트기둥의 설계는 0520.4.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합성기

둥의 기둥-보모멘트비는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 외에는 0713.9.6의 요구사항

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합성기둥의 설계휨강도는 소요축방향강도 를 고려하여 0709의 요구사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0713.9.6의 예외조항(1)의 하중제한은  ≦ 로 한다.

(3) 0713.9.6의 최소휨강도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합성기둥은 횡방향철근

이 0714.6.4.3(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0 합성중간모멘트골조

0714.10.1 범위

이 조항은 합성기둥 또는 철근콘크리트기둥과 강재보 또는 합성보로 구성된 

모멘트골조에 적용한다. 합성중간모멘트골조의 설계는 설계지진하중에 의한 

비탄성변형이 주로 보에서 발생하며 기둥 또는 접합부에는 부분적인 비탄성

변형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0714.10.2 기둥

합성기둥은 0714.6.4와 0714.6.5의 중간내진시스템에 한 요구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기둥은 0520.10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0.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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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보와 합성보는 7장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0.4 합성중간모멘트골조 모멘트접합부

접합부의 공칭강도는 0714.7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보-기둥접합부의 

소요강도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 중의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보-기둥접합부의 소요강도는 보의 소성힌지와 관련된 힘에 의해 결정된

다.

(2) 접합부는 0714.7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하며 반복하중실험을 통해 최

소 0.03rad의 총층간변위각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0714.11 합성보통모멘트골조

0714.11.1 범위

이 조항은 합성기둥 또는 철근콘크리트기둥과 강재보 또는 합성보로 구성된 

모멘트골조에 적용한다. 합성보통모멘트골조의 설계는 설계지진하중에 의해 

보와 기둥, 그리고 접합부에 제한된 비탄성변형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

어진다.

0714.11.2 기둥

합성기둥은 0714.6.4와 0714.6.5의 보통모멘트시스템에 한 요구사항을 만

족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기둥은 5장(0520은 제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야 한다.

0714.11.3 보

강재보와 합성보는 7장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1.4 모멘트접합부

접합부는 0702.3.3의 하중조합에 해 설계해야 한다. 또한 접합부의 설계강도는 0713.7

과 0713.11.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2 합성특수중심가새골조

0714.12.1 범위

이 조항은 부재들의 중심선이 서로 일치하도록 접합된 가새골조에 적용한다. 

설계단계에서 고려된 경우 미세한 편심은 허용된다. 기둥으로는 강재부재, 합

성부재, 또는 철근콘크리트부재를 사용해야 한다. 보와 가새로는 강재부재 또

는 합성부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합성특수중심가새골조의 설계는 설계지진하

중에 의해 주로 가새의 좌굴이나 인장항복을 통해 비탄성거동이 발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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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0714.12.2 기둥

강재기둥은 0713.6과 0713.8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합성기둥은 특

수내진시스템에 관한 0714.6.4 또는 0714.6.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

다. 철근콘크리트기둥은 0520.7.5.3의 구조용트러스부재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2.3 보

강재보는 특수중심가새골조에 관한 0713.1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합성보는 0709의 요구사항 및 0713.12의 특수중심가새골조에 한 요구사항

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2.4 가새

강재가새는 0713.12에 명시된 특수중심가새골조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

다. 합성가새는 0714.12.2에 명시된 합성기둥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2.5 접합부

가새접합부는 0714.7과 0713.12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3 합성보통가새골조

0714.13.1 범위

이 조항은 철근콘크리트기둥이나 합성기둥, 강재보나 합성보, 그리고 강재가

새나 합성가새로 이루어진 중심가새골조시스템에 적용한다. 합성보통중심가새

골조의 설계는 설계지진에 의해 보, 기둥, 가새, 그리고 접합부에 제한된 비탄

성거동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다.

0714.13.2 기둥

매입형 합성기둥은 보통내진시스템에 관한 0714.6.4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충전형 합성기둥은 보통내진시스템에 관한 0714.6.5의 요구사항을 만

족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기둥의 경우는 5장(0520은 제외)의 요구사항을 만

족하여야 한다.

0714.13.3 보

강재보와 합성보는 7장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3.4 가새

강재가새는 7장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합성가새는 0714.6. 4.1, 0714.6.5, 그

리고 0714.13.2의 합성기둥에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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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13.5 접합부

접합부는 0702.3.3에 따라 하중조합에 하여 설계하며 접합부의 설계강도는 

0714.7에서 명시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4 합성편심가새골조

0714.14.1 범위

이 조항은 가새의 한쪽 끝이 보와 기둥의 중심선의 교차점으로부터 편심을 

갖도록 보와 만나거나 혹은 보와 인접가새의 중심선의 교차점으로부터 편심

을 갖도록 보와 만나는 가새골조에 적용한다. 합성편심가새골조는 설계지진에 

의해 오직 링크의 전단 항복에 의해 비탄성변형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각가새, 기둥, 그리고 링크외부의 보부분은 링크의 완전항복과 변형도경

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최 하중에 해 기본적으로 탄성상태에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기둥은 합성부재나 철근콘크리트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새와 링크는 이 조항에서 설명하는 로 강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재

의 설계강도는 이 조항에서 수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절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합성편심가새골조는 이 조항에서 수정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0713.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4.2 기둥

철근콘크리트기둥은 구조트러스요소에 관한 0520.7.5.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

여야 한다. 합성기둥은 특수내진시스템에 한 0714. 6.4 또는 0714.6.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링크가 철근콘크리트기둥이나 매입형 합성

기둥에 인접해 있을 때 0520. 4.4(또는 합성기둥에 관한 0714.6.4.3(6)①)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횡방향철근을 링크접합부의 상하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둥은 0713.14.8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4.3 링크

링크는 매입되지 않은 구조용강재를 사용하며 편심가새골조의 링크에 관한 

0713.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링크의 외부 보부분을 철근콘크리트

로 피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링크의 공칭강도의 결정 시 합성거동을 고려하는 

경우, 링크를 포함한 보는 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걸쳐 전단연결재를 사용하

여 바닥슬래브와 합성적으로 거동하는 것이 허용된다.

0714.14.4 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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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강재가새는 편심가새골조에 관한 0713.1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

다.

0714.14.5 접합부

접합부는 편심가새골조에 관한 0713.14의 요구사항과 함께 0714.7의 내용 또한 만족

하여야 한다.

0714.15 합성보통전단벽

0714.15.1 적용범위

이 조항의 요구사항들은 철근콘크리트전단벽이 강재요소와 합성적으로 거동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인접한 두 철근콘크리트벽체를 연결시키는 강재연결

보, 그리고 노출형 또는 매입형 강재단면을 경계부재로 갖는 강구조골조 내의 

철근콘크리트벽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철근콘크리트벽체는 5장(0520은 제외)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5.2 경계부재

경계부재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매입되지 않은 강재단면이 철근콘크리트벽체의 경계부재로 작용하는 경우 

강재단면은 이 장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경계부재의 축방향강도의 

산정은 철근콘크리트벽체가 전단력을 지지하고, 구조물의 전체 연직하중과 전

도력은 전단벽과 경계부재가 함께 지지한다는 가정 하에 산정한다. 철근콘크

리트벽체는 5장(0520은 제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부재들이 철근콘크리트벽체의 경계부재로 작

용하는 경우, 해석은 탄성재료성질에 근거한 콘크리트환산단면을 사용하여야 한

다. 철근콘크리트벽체는 5장(0520은 제외)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철근

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경계부재가 0709에서 명시된 합성기둥에 해당하는 경

우 0714.6.4.1의 보통내진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516.4와 0709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기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구조용강재와 철근콘크리트 사이의 수직전단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스터

드전단연결재 또는 용접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터드전단연결재와 용접앵

커는 0709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5.3 강재연결보

인접한 두 철근콘크리트벽체 사이에 사용되는 강재연결보는 7장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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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연결보의 공칭휨강도와 공칭전단강도에 해당하는 최 휨모멘트와 전단력

의 조합에 해 저항할 수 있도록 철근콘크리트벽체 내의 연결보의 묻힘길이

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묻힘길이는 벽체경계부재의 구속철근의 첫 열에

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연결보와 벽체 사이에서 전달되는 하중에 

한 접합강도는 0714.7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연결보의 공칭전단강도와 동일한 공칭축방향강도를 갖는 벽체 내의 수직

보강철근은 강재의 묻힘길이 시작점으로부터 묻힘길이의 1/2에 걸쳐 소요철

근의 2/3를 배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벽체철근은 연결보플랜지의 상하방향으

로 적어도 인장정착길이 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수직경계부재를 위한 길이방

향철근과 같이 다른 용도로 배근된 철근을 소요수직보강철근의 일부로 사용

할 수 있다.

0714.15.4 매입형 합성연결보

매입형 합성단면연결보는 0714.15.3의 요구사항과 다음과 같은 수정된 요구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매입형 합성연결보의 최 휨내력과 전단내력의 조합에 해 저항할 수 있

도록 철근콘크리트벽체 내의 연결보의 묻힘길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매입형 합성연결보의 공칭전단내력을 사용하여 0714.15.3(1)의 요구사항

을 만족하도록 한다.

(3) 전단벽과 연결보의 소요강도를 계산할 때 매입형 합성연결보의 강성을 사

용하여야 한다.

0714.16 합성특수전단벽

0714.16.1 적용범위

합성특수전단벽은 0714.15의 합성보통전단벽에 한 요구사항과 0520의 전

단벽에 한 요구사항, 그리고 이 절의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6.2 경계부재

(1) 매입되지 않은 강재기둥은 0714.15.2(1)의 요구사항과 0713.6과 0713.8

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매입된 강재경계부재를 갖는 벽체는 0714.15.2(2)의 요구사항과 이 조항

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벽체는 5장(0520을 포함)의 요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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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여야 한다. 0709의 합성기둥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된 강재

경계부재는 0714. 6.4의 특수내진시스템에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

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와 같은 부재들은 0516.4의 요구사항과 0520.6.6의 

특수철근콘크리트구조벽의 경계부재에 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합성압축부

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합성경계부재의 구속을 위한 횡방향철근은 벽체 안으

로 2의 길이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는 벽체면내 방향으로 경계부재

의 전체춤을 나타낸다.

(3) 스터드전단연결재나 용접앵커는 0714.15.2(3)에 명시된 로 배치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매입되지 않은 강재단면과의 접합에 사용되는 용접앵커의 

공칭강도는 항복강도를 25% 감소하여 사용한다.

0714.16.3 합성특수전단벽 강재연결보

(1) 강재연결보는 0714.15.3의 요구사항 이외에 0713.14.2와 0713. 14.3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설계지진 하에 예상되는 비탄성변형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 보다 작은 값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0713.14.3에서 규정한 

0.08rad의 연결보회전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철근콘크리트벽의 표면 위치

에서 연결보의 웨브 양쪽에 표면지압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스티프너

는 0713.14.3의 상세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0714.15.3(2)에 명시된 벽체 내의 수직보강철근은 0520.6.6의 요구사항

을 만족하는 횡방향철근에 의해 구속되어야 한다.

0714.16.4 매입형 합성연결보

연결보의 역할을 하는 매입형 합성단면은 0714.16.3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단, 0713.14.3의 요구사항은 만족할 필요가 없다.

0714.17 합성강판전단벽

0714.17.1 범위

이 조항은 한쪽 또는 양쪽에 철근콘크리트가 부착된 강판과 강재 또는 합성

경계부재로 구성된 구조용 벽에 적용한다.

0714.17.2 벽부재

0714.17.2.1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보강된 강판을 갖는 합성강판전단벽의 전

단항복한계상태에 근거한 설계강도 는

   (07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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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강판의 설계기준전단강도, mm

：보강된 강판의 수평단면적, mm2

 ：강판의 설계기준항복강도, MPa

합성강판전단벽의 강판이 0714.17.2(1)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합성강

판전단벽의 설계전단강도는 철근콘크리트의 강도를 무시한 강판만의 강도로 

구해야 하며, 0707.2와 0707.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만약 탄성판좌굴해석을 통해 합성벽이 에 해당하는 공칭전단력을 지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강판은 철근콘크리트와의 매입이나 부착에 

의해 적절하게 보강되어야 한다. 강판의 양면에 콘크리트가 설치되는 경우 부

착되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최소 100mm가 되어야 하고 강판의 한쪽 면에만 

콘크리트가 부착되는 경우 콘크리트의 두께는 20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부좌

굴과 콘크리트와 강판의 분리를 막기 위해 스터드전단연결재나 다른 기계적 

연결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콘크리트내부의 수평 및 수직방향 철근은 0511.3

의 상세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양방향의 철근비는 0.0025보다 작지 않

아야 하고, 철근의 최 간격은 45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벽시스템

을 설계할 때는 지진력이 벽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강판은 공칭전단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용접 혹은 고장력볼트마찰접합

에 의해 모든 면을 따라 강재골조와 경계부재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용접 또는 볼트접합에 의한 연결부의 설계는 0713.7에 명시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0714.17.3 경계부재

강재 및 합성경계부재는 설계층간변위에서 벽의 강판 및 철근콘크리트부분의 

전단내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합성 및 철근콘크리트경계부

재는 0714.16.2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강재경계부재

는 0713.16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0714.17.4 개구부

개구부 주위에는 해석에 의해 요구되는 로 경계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0714.18 구조설계도, 시방서, 공장제작도 및 설치도

(1) 합성구조건축물과 강구조건축물의 구조설계도, 시방서, 공장제작도 및 설

치도는 0713.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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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근콘크리트건축물과 합성구조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계약서, 공장제작도, 설치도

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철근의 배치, 절단, 겹침, 기계적 이음, 후크, 기계적 정착

② 띠철근 및 다른 횡방향철근의 배근에 한 허용오차

③ 온도의 변화, 크리프, 건조수축에 따른 치수변화에 한 규정

④ 프리스트레싱 또는 포스트텐셔닝에 한 위치, 크기, 순서

⑤ 콘크리트바닥슬래브 또는 지반슬래브가 다이어프램 역할을 하는 경우 다

이어프램과 주된 횡하중저항시스템 사이의 접합상세를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0715 제작, 설치 및 품질관리

0715.1 일반사항

(1) 이 절은 제작·설치도면, 제작, 공장도장, 설치 및 품질관리 상의 요구사항

을 규정한다.

(2) 제작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구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의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규정된 내용 이외에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의 제6장 ｢철골공사｣의 규정을 따른다.

0715.2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및 설치계획서

0715.2.1 제작도면 및 제작요령서

(1) 철골가공제작자는 구조설계도서에 표시된 철골제작의 품질확보를 위해 실제제작 전에 

제작도면 및 제작요령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작도면 및 제작요령서에는 철골구조물의 구성요소의 제작에 필요한 용

접과 볼트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등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제작도면 및 제작요령서는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715.2.2 설치계획서

(1) 철골공사시공자는 철골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시

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설치계획서는 관리감독자의 검토와 책임구조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0715.2.3 공통사항

(1)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및 설치계획서에는 용접 및 볼트접합부가 공장제작

되는 부분과 현장제작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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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및 설치계획서에는 마찰형 고장력볼트에 하여 명

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및 설치계획서는 제작 및 설치 시의 작업성과 경제

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0715.3 제작

0715.3.1 치올림, 굽힘 및 바로잡기

철골부재의 치올림, 굽힘 및 바로잡기는 국부적인 가열방법 또는 기계적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0715.3.2 절단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다.

0715.3.3 연단부 교정

상온 또는 가열하여 절단한 형강 및 판재의 단면은 구조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지시되어 있거나, 용접을 위한 면처리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0715.3.4 용접시공

용접시공 및 용접부보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6장 ｢철골공사｣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0715.3.5 고장력볼트시공

고장력볼트시공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6장 ｢철골공사｣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0715.3.6 밀착접합

설계도서에서 부재의 접합부가 밀착접합되도록 설계된 경우에 접합면은 상호부재가 충

분히 밀착하도록 면처리가공을 하여야 한다.

0715.3.7 치수의 허용오차

철골의 제작 및 설치에 있어서 치수의 허용오차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6장 ｢
철골공사｣의 부칙5. ｢철골정밀도 검사기준｣의 규정에 따른다.

0715.3.8 주각부의 마감

주각과 베이스플레이트는 내력이 기초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은 조건을 만족하는 마감을 하여야 한다.

(1) 베이스플레이트두께가 50mm 이하이고 충분한 지압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경우, 

접합면을 밀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베이스플레이트두께가 50mm 초과 100mm 이하인 경우, 충분한 지압력을 전

달할 수 있도록 접합면을 프레싱이나 밀처리를 통해 플레이트를 곧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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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베이스플레이트두께가 100mm 초과인 경우, 접합면을 밀처리하여야 한다.

(4) 베이스플레이트 하부와 콘크리트기초 사이에는 무수축그라우트로 충전한

다.

(5) 베이스플레이트와 강재기둥을 완전용입용접할 경우, 접합면을 밀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0715.3.9 앵커볼트구멍

앵커볼트구멍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다.

0715.3.10 배수구멍

철골공사 중 또는 사용 중에 각형강관이나 상자형단면으로 투수 가능성이 있

는 경우, 방수처리하거나 배수구멍 등 적당한 방법을 통해 투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0715.3.11 아연도금부재

철골부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아연도금할 경우, 아연 및 세척용액이 잘 흐르

고 배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715.4 공장도장

0715.4.1 일반사항

강재의 공장도장과 표면처리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6장 ｢철골공사｣의 해당규

정에 따른다.

0715.4.2 마찰면

고장력볼트접합부의 마찰면은 공장제작 전에 청소하여야 하고, 마찰면의 도장

은 하지 않는다.

0715.4.3 마감면

기계가공마감면은 현장설치까지 그 면의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0715.4.4 현장용접에 인접한 면

현장용접을 하는 부분과 이에 인접하는 50mm 이내의 구간에는 도장을 해서

는 안 된다.

0715.5 설치

0715.5.1 주각부의 정렬

지압에 하여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나 조적 위의 주각부는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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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치에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0715.5.2 가새

가설용가새는 시공 중에 예상되는 제반하중을 감안하여 필요한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0715.5.3 정렬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접부가 충분한 강성을 갖게 되고 적합한 정렬이 이루

어지기 전까지는 영구적인 볼트접합이나 용접접합으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0715.5.4 기둥의 밀착접합부이음

(1) 기둥밀착접합이음에서 밀착면의 틈은 접합방법에 상관없이 2.0mm 이하

이어야 한다.

(2) 기둥의 밀착접합이음에서 밀착면의 틈이 2.0mm 초과 6mm 이하이며 책

임구조기술자가 밀착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밀착면의 틈을 경사

지지 않은 연철강재심을 설치할 수 있다.

0715.5.5 현장용접

(1) 현장용접접합부분에서 인접한 표면에 공장도장이 되어 있을 경우, 그 표

면을 쇠솔질하여 도장막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면과 접합하는 부분의 현장용접은 앵커볼트에 과도한 응력발생이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박리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온도팽창이 발

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0715.5.6 현장도장

마무리도장, 청소 및 현장도장에 한 책임은 구조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

어야 한다.

0715.5.7 현장접합

구조물 설치기간 중 현장접합 부분은 예상되는 모든 고정하중, 풍하중 및 시

공하중에 하여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볼트조임을 하거나 용접을 하여야 한

다.

0715.6 품질관리

0715.6.1 요구품질의 확보

강재의 제작 및 설치는 구조설계도서에 표시된 요구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0715.6.2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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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한 한 담당원의 검사는 강재제작자의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강재제작자는 담당원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소의 출입을 허용하

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검사담당자는 강재제작의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0715.6.3 승인거부

담당원은 강재의 제작이 이 기준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강재제조자의 품질

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하고,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0715.6.4 용접검사

(1) 용접검사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6장 ｢철골공사｣ 6.5.12 ｢용접부 반입검사

｣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 승인된 용접검사자의 육안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구조설계도서에 시방

하여야 한다.

(3) 비파괴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파괴검사 과정 및 승인조건을 구조설계도서

에 시방하여야 한다.

0715.6.5 고장력볼트접합부의 검사

마찰형고장력볼트접합부의 검사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6장 ｢철골공사｣ 6.6.5 

｢조임 후의 검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715.6.6 강재의 확인

제작자는 제작하는 자재의 규격별 및 운송단위별로 주요부재에 한 강재재질

의 확인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0715.6.7 반복하중을 받는 구조요소 및 접합부의 품질관리

구조설계자는 반복하중에 의해 피로설계를 수행한 구조요소 및 그에 인접한 

부재에 하여 접합부상세 및 그 마감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구조설계

자의 승인 없이는 설계변경이나 첨가물의 설치 등은 하지 않는다.

0715.7 보수 및 유지관리

0715.7.1 열화방지 책

구조물의 열화방지에 해서는 구조설계 시부터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0715.7.2 피로설계한 부재의 정기검사 및 유지관리

피로설계를 수행한 부재는 사용기간 중 정기검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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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비탄성해석 및 설계

비탄성해석에 의한 설계는 이 절의 추가규정을 따라야 한다.

0716.1 일반사항

비탄성해석법은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한 구조설계에 허용된다. 

0716.2 재료

비탄성해석법에 의하여 소성힌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부재의 항복강도는 

450MP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0716.3 모멘트재분배

합성부재를 포함하여 0702.4의 콤팩트단면조건과 0716.7에서 규정한 비지지

길이조건을 만족하는 큰보와 작은보의 설계에서 탄성해석법에 의하여 지점에 

발생하는 중력하중에 의한 부모멘트의 크기는 10% 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최 정모멘트값은 부모멘트평균값의 10%를 더하여 계산해야 한다. 캔틸레버 

및 0716.4∼0716.8에 의한 설계에는 모멘트재분배에 의한 부모멘트저감을 

할 수 없다.

큰보와 작은보에 강접으로 접합된 기둥부재의 설계 시 휨과 압축의 조합력에 

의한 기둥부재의 설계에 사용되는 기둥의 부모멘트는 10% 저감할 수 있다. 다만, 기

둥축력의 크기가 0.1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부재의 총단면적, mm2

：강재의 항복강도, MPa

：압축강도 감소계수(＝0.90)

0716.4 국부좌굴

휨과 압축의 조합력에 의해 소성힌지가 발생하는 부재는 플랜지와 웨브의 폭

두께비가 <표 0702.4.1>의  또는 아래의 값을 초과하지 않는 콤팩트단면이어

야 한다.

(1) 휨과 축력을 받는 2축 칭인 H형강 및 각형강관의 웨브

①   ≤ 일 때

  ≤ 



 
  (0716.4.1)

②  ＞ 일 때

  ≤ 



 
 ≥ 







- 720 -

(0716.4.2)

여기서,  ：강재의 탄성계수(＝200,000MPa)

 ：사용되는 강재의 항복강도, MPa

 ：0702.4에 규정된 값, mm

 ：소요압축강도, N

 ：부재의 항복강도, N

 ：웨브두께, mm

 ：휨강도 감소계수(＝0.90)

(2) 휨 또는 압축력을 받는 균일두께의 상자형 단면 및 강관의 플랜지, 플랜

지의 커버플레이트, 파스너 혹은 용접부의 다이어프램 플레이트

 ≤  (0716.4.3)

여기서, ：0702.4에서 규정된 값, mm

：0702.4에서 규정된 값, mm

(3) 휨을 받는 원형강관

 ≤  (0716.4.4)

여기서, ：강관의 외경, mm

0716.5 안정성 및 2차효과

(1) 축력을 받지 않으며 골조의 횡방향안정성에 기여하지 않는 연속보는 1차비탄성해

석 또는 소성기구해석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2) 가새골조와 모멘트골조는 안정성 및 2차효과(효과)가 적절하게 고려

된 1차비탄성해석 혹은 소성기구해석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3) 구조물은 2차비탄성해석으로 설계해야 하며 조합력을 받는 부재, 접합부, 

접합부와 연결된 부재의 소요강도는 2차비탄성해석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때 

항복에 의한 강성의 변화를 고려한 변형된 형상에 한 힘의 평형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0716.5.1 가새골조

비탄성해석으로 설계된 가새골조에서 가새는 설계하중을 받을 때 탄성상태로 남아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둥과 압축가새에 한 소요축방향강도는  (0.8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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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5.2 모멘트골조

비탄성해석으로 설계된 모멘트골조에서 기둥의 소요축방향강도는  (0.7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 0.90

0716.6 기둥 및 기타 압축부재

비탄성해석으로 설계된 기둥의 소요축방향강도는 0716.5.1과 0716.5.2의 제한값

과 0705.3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설계강도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기둥의 세장비 이  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탄성해석으로 설계

할 수 있다.

여기서, ：부재의 횡방향비지지거리, mm

：좌굴면에 한 단면2차반경, mm

0716.7 보 및 기타 휨부재

비탄성해석으로 설계된 보의 소요휨강도 는 설계강도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  (0716.7.1)

  

0702.4와 0716.4의 콤팩트단면을 가진 부재인 경우 비탄성해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소성힌지위치에 인접한 압축측플랜지의 횡방향 비지지거리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1) 웨브면 내에 재하되며 인장측플랜지보다 작지 않은 압축측 플랜지를 갖는 1

축 칭, 2축 칭 H형강의 경우

 



 

 
  (0716.7.2)

여기서, ：보의 횡지지점모멘트 중 작은 값, N·mm

：보의 횡지지점모멘트 중 큰 값, N·mm

 ：약축에 한 단면2차반경, mm

 는 복곡률 모멘트의 경우 정(＋), 단곡률 모멘트의 경우 부(－)로 한다.

(2) 각봉 및 칭상자형 단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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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16.7.3)

원형 혹은 정방형 단면의 부재 및 약축에 해 휨을 받는 보의 경우 에 

한 제한이 없다.

0716.8 조합력을 받는 부재

휨과 축력을 받는 칭인 부재의 비탄성해석은 0708.1에 따른다. 보-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이 비틀림을 유발한다면 소성설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0716.9 접합부

부재의 소성힌지영역 근처의 접합부는 소요하중에 의한 힘과 변형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연성을 갖도록 설계해야 한다.

0717 물고임에 한 설계

이 절은 지붕구조가 물고임에 한 적절한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0717.1 물고임에 한 간략한 설계

지붕구조는 물고임에 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의 2조건을 모두 만족

해야 한다.

   ≤  (0717.1.1)

 ≤ 
 (0717.1.2)

여기서,  




   




 ：큰보방향 기둥간격(주요부재길이), m

 ：큰보의 수직방향 기둥간격(보조부재길이), m

 ：보조부재간격, m

 ：주부재 단면2차모멘트, mm4

 ：보조부재 단면2차모멘트, mm4

 ：보조부재에 의해 지지되는 데크의 단면2차모멘트, mm4/m

위 식의 적용에 트러스와 강재장선의 경우는 단면2차모멘트 를 15% 저감해

야 한다. 그리고 강재데크가 주부재에 의해 직접 지지되는 경우 보조부재로 간

주한다.

0717.2 물고임에 한 개선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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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717.1에 의한 것보다 더 정확한 골조의 강성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계수

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주부재의 응력지표

  
   



(0717.2.1)

② 보조부재의 응력지표

  
   



(0717.2.2)

여기서, ：하중조합＋에 의한 응력

：공칭고정하중

：물고임의 기여를 제외한 빗물이나 눈에 의한 공칭하중, MPa

(2) 주부재와 보조부재로 구성된 지붕구조에 해 조합강성은 다음과 같이 평

가될 수 있다.

① 주요보에 해 계산된 응력지표 에 해당하는 값을 [그림 0717.2.1]에서 

찾는다.

         [그림 0717.2.1] 주부재의 한계연성도계수

② 보조보에 해 계산된 값까지 수평으로 이동한 후 가로좌표축 눈금을 읽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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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눈금은 주요부재의 유연도상수 상한치를 나타내며 이 상한치가 주요부

재에 해 계산된 값보다 크면 주골조와 보조골조의 조합된 강성은 물고임

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보 또는 보조보에 한 

강성보강이 필요하다.

[그림 0717.2.1]과 [그림 0717.2.2]를 사용하여 위와 비슷한 과정을 따른다.

         [그림 0717.2.2] 보조부재의 한계연성도계수

(3) 등간격의 벽체보로 구성된 지붕구조의 강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

다. 

① 보들은 무한강성의 주부재에 의해 지지되는 보조부재로 간주한다.

② 계산된 응력지표 를 [그림 0717.2.2]에서 찾고 를 나타내는 수평선과 

＝ 0에 해당하는 곡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보조부재의 유연도상수 상한치 

를 결정한다.

(4) 기둥에 지지된 보 사이에 설치된 메탈데크로 이루어진 지붕구조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강성을 평가한다.

① 지붕데크의 1m 폭(＝1.0)에 해당하는 유연도상수 를 [그림 0717.2.1] 

또는 [그림 0717.2.2]에서 구한 부재의 유연도상수 상한치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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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내화설계

이 절은 구조설계자가 화재에 하여 강구조건축물의 기둥, 보, 벽, 바닥, 지

붕 등 주요구조부의 내화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0718.1 일반사항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주요구조부는 화재시 고온 및 고열에 견디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내화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0718.2 내화구조

0718.2.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의한 용도 및 규모에 해

당되는 강구조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적용한다.

0718.2.2 내화구조

강구조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ʻʻ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국토교통부령 제238호) 제3조 내화구조ʼʼ에서 정하는 내화구조를 사용하여

야 한다. 내화구조는 동 규칙 제3조 1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동 

규칙 제3조 8호 또는 제27조 및 ʻʻ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43호ʼʼ에 의거 품

질시험으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 구조이다. 또한 동 

규칙 제3조 8호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0718.3 내화성능평가

0718.3.1 품질시험에 의한 내화성능평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43호ʼʼ에 따른 품질시험은 KS F 2257-1, 4, 5, 6, 

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에 의한 품질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0718.3.2 품질시험 면제

ʻʻ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ʼʼ 8호 단서

조항에 의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

조로 된 것은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0719 기존 구조물의 평가

이 절은 정적수직(중력)하중 하에 있는 기존구조물의 강도와 강성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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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하여 취급한다. 구조물의 평가에는 구조해석이나 재하실험 또는 책

임구조기술자나 도급계약서에 의해 요구될 경우는 해석과 실험을 모두 수행

한다. 구조물의 평가를 위한 경우, 강종은 0701.4에 나열되어 있는 것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이 절에서는 지진하중이나 진동을 유발하는 이동하중에 한 

재하실험방법은 취급하지 않는다.

0719.1 일반사항

이 규정은 기존 강구조에 해 다음과 같은 평가가 요구될 경우 적용할 수 

있다：(1)특정조합의 설계하중에 한 구조물의 평가 또는 (2)하중에 저항하

는 부재나 구조시스템의 설계강도의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구조해석

(0719.3), 재하실험(0719.4) 혹은 계약문건 상에 명시된 경우는 구조해석과 

재하실험의 병용에 의해 평가를 수행한다. 재하실험에 의해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책임구조기술자는 먼저 구조물을 해석하고 실험절차를 서면상으로 구체

적으로 수립하여 실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영구변형이나 붕괴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0719.2 재료 성질

0719.2.1 필요한 실험의 결정

책임구조기술자는 0719.2.2～0719.2.6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정의 실험방법

과 실험부위를 결정해야 한다. 공사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소요실험의 개

수를 줄이거나 생략할 수도 있다.

0719.2.2 인장물성

부재의 인장물성은 구조해석이나 재하실험에 의한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인장물성에는 항복응력, 인장강도, 연신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철회사, 철골

제작업체가 보증한 시험결과보고서 혹은 KS의 관련 시험법을 따라 수행된 공

인시험소의 실험결과를 사용해도 된다. 이와 같은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KS관련 규

정에 따라 구조부재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0719.2.3 재료의 화학적 조성

기존구조물의 보수나 변경에 용접이 사용될 것이 예상되면, 용접절차시방서의 

작성에 참조할 수 있도록 강재의 화학적성분에 한 검사가 필요하다. 제철회

사, 철골제작업체가 보증한 시험결과보고서 혹은 KS의 관련시험법을 따라 수

행된 공인시험소의 실험결과를 사용해도 된다. 이들 자료가 없는 경우는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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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장시편을 사용하거나 동일위치에서 채취한 시편을 사

용하여 성분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0719.2.4 모재의 노치인성

후판의 형강이나 판재의 용접인장이음이 구조물의 성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샤르피V-노치인성값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 결과치가 관련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책임구조기술자가 보완조처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0719.2.5 용접재

구조물의 성능이 기존의 용접접합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용접재

의 표시편을 채취해야 하며 화학적 조성과 역학적인 특성에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함의 크기와 그 결함이 부차적으로 가져올 결과에 한 

판단을 해야 한다. 관련규정에 미달되면 책임구조기술자가 보완조처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0719.2.6 볼트와 리벳

표 샘플을 면밀하게 살펴서 볼트의 규격을 확인한다. 육안으로 명확히 식별

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을 채취하여 KS관련 규정에 의해 인장강도를 결

정하여 분류한다. 혹은 안으로 최저강도로 가정할 수 있다.

0719.3 구조해석에 의한 평가

0719.3.1 치수정보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스팬길이, 기둥높이, 부재간격, 가새위치, 단면치수, 

두께 및 접합상세 등)는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혹은 몇몇 중요한 

부분의 치수만을 현장조사로 확인한 후에 조사되지 않은 부분에 한 것은 

구조설계도면이나 제작도면의 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0719.3.2 강도평가

부재와 접합부에 작용하는 응력(하중효과)은 구조물형식에 적합한 구조해석법

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하중효과는 0702.2에서 명기된 하중과 하중조합을 사용

하여 결정한다. 부재와 접합부의 설계강도는 0702에서 0711까지의 관련규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0719.3.3 사용성평가

필요하다면 사용하중으로 인한 변형을 계산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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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4 재하실험에 의한 평가

0719.4.1 실험에 의한 내하력의 결정

(1) 기존의 바닥이나 지붕구조물의 내하력을 실험에 의해 결정할 경우, 시험

하중은 책임구조기술자의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각 하중

단계마다 구조물의 손상 정도와 붕괴가능성에 하여 정밀하게 외관조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와 유사하거나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구조물의 실험강도는 최고재하하중에 현장에서 확인된 고정하중을 더한 

값으로 한다. 바닥구조물의 활하중에 한 내하력은 실험강도를 1.2＋1.6에 

등치시켜서 산정한다(여기서 는 그 구조물의 공칭고정하중, 은 공칭활하중

을 의미한다). 바닥구조의 공칭활하중은 적용 가능한 하중기준을 기초로 계산

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붕구조에 해서는  신에 ,  또는  등으

로 치해서 평가한다. 건축법에서 요구할 경우 좀 더 불리한 하중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하중 수준을 초과하는 구조물의 비탄성거동이 확인되면 영구변형과 

비탄성변형의 크기를 기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제하하도록 한다. 시험의 전

체과정을 통하여 구조물의 변위는 재하 이전의 초기구조물의 위치를 기준으

로 위험위치에서 모니터링한다. 최 시험하중이 1시간 유지되는 동안, 변형은 

가력의 초기값보다 10% 이상 증가되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기존구조물

의 내하력이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위의 과정을 반복할 수 있

다.

(4) 영구변형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험하중을 제거한 이후 24시간 동

안의 구조물의 변형 역시 기록해야 한다. 허용 가능한 영구변형의 크기는 구

조형식에 따라 변동하므로, 최 하중에 한 영구변형에 한 제한값을 이 조

항에서는 적시하지 않는다. 전체구조물을 상으로 한 재하실험이 부적절한 

경우는 적어도 1개 스팬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장 불리한 부분구조를 선정하

여 이 실험을 수행한다.

0719.4.2 사용성평가

재하실험에 의한 사용성 평가를 수행할 때, 점진적 재하를 통하여 사용하중에 

이르도록 한다. 1시간 동안 변형을 관찰토록 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변형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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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5 평가보고서

기존의 구조물에 한 평가가 완전히 끝나면 책임구조기술자는 평가를 문서

화하여 보고서를 준비한다. 평가보고서에는 우선 평가에 적용한 방법을 분명

히 기술되어야 한다(구조해석, 재하실험 또는 양자의 병용 등). 만일 재하시험

을 사용했다면 하중, 하중조합, 계측된 하중-변위관계, 시간-변위관계가 보고

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설계도서, 재료시험자료, 그리고 기타의 모든 유관정보 

역시 평가보고서에 수록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상 구조물이(모든 부재 

및 접합부 포함) 적정의 내하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한 여부를 분명하게 

기술한다.

0720 기둥과 보의 안정용가새

0720.1 일반사항

모든 가새는 부재에 해 직각으로 설치되는 것을 가정으로 하며, 가새가 경

사진 경우나 각가새인 경우에는 가새의 강도 및 강성은 경사각에 따라 보

정해야 한다. 가새의 강성도를 평가함에 있어 그 부재특성과 기하학적 특성뿐

만 아니라 접합부 및 정착부의 상세의 영향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가새구조는 상 구속가새와 절점구속가새, 이 2가지의 일반적인 형태로 분류

한다. 상 구속가새는 인접가새점에 하여 가새점의 거동을 제어하며, 절점

구속가새는 인접가새점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는 관계없이 가새점의 거동을 

제어한다. 가새의 허용강도 및 강성은 별도의 구조해석을 통한 결과값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한계강도 및 강성값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새의 강도와 강성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초기비직선이나 부재의 초

기비직선을 포함한 2차해석을 수행한다면, 그 결과를 이 절의 규정 신에 사

용할 수 있다.

0720.2 기둥안정용가새

각각의 기둥은 그 길이에 걸쳐 끝단 및 중간 위치에서 상 구속가새 또는 절

점구속가새구조로 가새지지될 수 있다. 절점구속가새의 설계식은 기둥길이에 

걸쳐서 등간격으로 가새가 배치된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0720.2.1 상 구속가새

0720.2.1.1 소요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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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20.2.1)

0720.2.1.2 소요강성

  

 
  (0720.2.2)

여기서,   

 ：가새간길이(비지지길이), mm

：소요압축강도, N

0720.2.2 절점구속가새

0720.2.2.1 소요강도

   (0720.2.3)

0720.2.2.2 소요강성

  

 
   (0720.2.4)

여기서,   

：소요압축강도, N

의 값이 (여기서, 는 값이 1인 기둥의 소요강도에 요구되는 최 비지지길이) 보

다 작은 경우에는 식(0720.2.4)의  신에 를 적용하여도 된다.

0720.3 보안정용가새

보, 거더 및 트러스의 길이방향 회전에 한 구속은 부재의 가새 지점에서 확

보되는 것으로 한다. 보에 한 가새는 상부와 하부플랜지의 상 변위, 즉 단

면의 비틀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보의 횡방향 안정성은 횡가새, 비틀림가새 

또는 이 2가지의 조합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복곡률휨을 받는 보에서 변곡점

을 가새지점으로 볼 수 없다.

0720.3.1 횡좌굴가새

횡좌굴가새는 압축플랜지 부근에 부착시켜야 한다. 다만, 캔틸레버보에서 단

부에 위치한 가새는 상부(인장)플랜지 부근에 접합하여야 한다. 또한, 복곡률휨을 

받는 보에서 변곡점 부근에 횡지지가새를 설치하는 경우 이 가새는 양쪽플랜지 모두에 

접합하여야 한다.

0720.3.1.1 상 구속가새

(1) 소요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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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20.3.1)

(2) 소요강성

  
 
   (0720.3.2)

여기서,   

 ：플랜지 도심간의 거리, mm

 ：단곡률인 경우 1.0 복곡률인 경우 2.0으로서 변곡점에 가장 가까운 가새

에만 적용한다. 

 ：횡적 비지지길이, mm

：소요휨강도, N·mm

0720.3.1.2 절점구속가새

(1) 소요강도

     (0720.3.3)

(2) 소요강성

  
  
  (0720.3.4)

 여기서,   

：소요휨강도, N·mm

의 값이  (여기서, 는 보의 소요휨강도 에 요구되는 최 비지지길이) 보

다 작은 경우에는 식(0720.3.4)의  신에 를 적용하여도 된다.

0720.3.2 비틀림좌굴가새

비틀림좌굴가새는 절점가새 또는 보길이에 걸친 연속가새일 수 있다. 비틀림

좌굴가새는 단면의 어떠한 위치에도 부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축플랜지 부

근에 부착시킬 필요가 없다. 비틀림좌굴가새와 보 사이의 접합부는 다음과 같

이 주어지는 소요모멘트를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0720.3.2.1 상 구속가새

(1) 소요모멘트

 

  (0720.3.5)

(2) 크로스프레임 또는 다이아프램가새의 소요강성도

 

  sec
 

 (0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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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720.3.7)

sec 
  

  




 


 (0720.3.8)

여기서, ＝ 0.75

 ：부재 스팬, mm

 ：스팬 내에서 가새지점의 수

 ：강재의 탄성계수, N/mm2

 ：약축에 한 단면2차모멘트, mm4

 ：0706의 모멘트분포에 따른 보정계수

 ：보웨브 두께, mm

 ：웨브보강스티프너의 두께, mm

 ：웨브보강스티프너의 폭, mm, 

     (양면보강인 경우, 양쪽폭의 합을 사용)

 ：웨브뒤틀림을 배제한 가새의 강성, N·mm/rad

sec：웨브의 뒤틀림강성, N·mm/rad

     (웨브의 중간스티프너가 있는 경우 이의 효과를 포함)

：소요휨강도, N·mm

만약, sec＜이면, 식(0720.3.6)은 음수가 되는데, 이는 웨브의 비틀림강성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보의 비틀림좌굴가새가 비효율적임을 가리킨다.

필요하다면, 웨브보강 중간스티프너는 보의 전체춤에 걸쳐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비틀림좌굴가새가 있는 경우에는 가새가 부착되는 플랜지까지 중간스티프너

가 연장되어야 한다. 안으로서, 비틀림좌굴가새가 직접 부착되지 않는 플랜

지의 경우에 보의 중간스티프너는 플랜지에서 4거리만큼 떨어진 위치까지만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설계된 비지지길이가  보다 작은 경우에는 식

(0720.3.5)의   신에  를 적용하여도 된다.

0720.3.2.2 연속 비틀림좌굴가새

연속 비틀림좌굴가새의 경우, 식(0720.3.5), 식(0720.3.6) 및 식(0720. 3.7)이 

사용에 있어  의 값을 1, 를 로서 적용하며, 가새의 모멘트와 강성은 단

위길이당의 값으로 주어지게 된다. 비보강웨브의 뒤틀림강성도는 다음과 같

다.

sec 
 



(0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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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직접해석법

0721.1 적용 범위

직접해석법에 의한 안정설계는 모든 유형의 구조물에 적용 가능하다.

0721.2 소요강도 산정

직접해석법을 적용한 안정설계시 구조요소의 소요강도 산정을 위해 수행되는 구조해

석은 0721.2.1을 만족해야 하며, 0721.2.2와 0721.2.3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0721.2.1 해석요구조건

직접해석법에 적용되는 구조해석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구조해석은 휨, 전단 그리고 축력에 의한 변형과 구조물의 변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 및 접합부의 변형을 고려해야 하며, 0721.2.3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강성의 감소를 포함해야 

한다.

(2) 구조해석은  와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2차해석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0703.3의 2차해석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구조물이 기본적

으로 수직기둥, 벽체 또는 골조에 의해 중력하중을 지지하고 한계상태설계법

의 하중조합에 따른 설계하중과 0721.2.3의 강성 조정을 고려한 구조해석 결

과에 따른 전층의 2차횡변위  1차횡변위의 비가 1.7 이하이며, 골조의 이

동이 고려되는 방향의 모멘트 골조에 속한 기둥에 의해 구조물의 총 중력하

중의 1/3 이내가 지지되는 경우에는  효과를 해석에서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압축과 휨을 받는 개별 부재의 평가 시에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3) 구조해석 시에 횡의존기둥 및 횡력저항시스템이 아닌 요소의 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중력하중과 기타 작용 

하중들을 고려해야 한다.

0721.2.2 초기변형 고려

초기 층수직도 오차와 같은 초기변형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해

석 시 초기변형을 직접 모델링하는 방법 또는 가상하중을 적용한 방법을 통

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0721.2.2.1 초기변형 직접 모델링

모든 유형의 구조물에 초기변형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구조해석 시에 초기



- 734 -

변형을 직접 모델링에 반영하여 해석할 수 있다. 구조물은 부재들이 만나는 

절점을 공칭위치에서 이동시켜 해석하며, 초기변형의 크기는 허용시공오차를 

감안한 설계에서 고려되는 최 값으로 하고 초기변형의 형상은 불안정효과를 

최 화시킬 수 있도록 정한다.

구조해석시 구조물이 기본적으로 수직기둥, 벽체 또는 골조에 의해 중력하중

을 지지하고 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합에 따른 설계하중과 0721.2.3의 강성 

조정을 고려한 구조해석의 결과에서 최 1차횡변위에 한 최 2차횡변위의 

비가 모든 층에서 1.7 이하일 경우 직접 모델링에 의한 초기변형의 고려는 

중력하중만의 하중조합에 적용하고 수평하중이 적용된 하중조합에는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다.

0721.2.2.2 가상하중 적용

구조물이 기본적으로 수직기둥, 벽체 또는 골조에 의해 중력하중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상하중을 적용하여 초기변형을 고려할 수 있다. 가상하중

은 공칭형상을 기준으로 한 구조모델에 적용되어야 한다.

(1) 가상하중은 수평하중 형태로 전층에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가상하중은 

다른 수평하중에 추가하여 적용하며 모든 하중조합에 적용되어야 한다. 단, 

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조합에 따른 설계하중과 0721.2.3의 강성 조정을 고려

한 구조해석 결과에 따른 전층의 2차횡변위  1차횡변위의 비가 1.7 이하인 

경우에는 가상하중을 중력하중만의 하중조합에만 적용하고 수평하중이 적용된 

하중조합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상하중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구한다.

   (0721.2.1)

여기서, ：층에 적용된 가상하중, N

：층에 적용된 하중조합에 의한 중력하중, N

(2) 각층에 적용되는 가상하중은 각층의 중력하중분포와 유사한 형태로 적용

되어야 하며, 불안정효과를 최 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가상하중계수 0.002는 초기의 층수직도 오차를 1/500로 가정한 값이며, 실제 층수

직도 오차가 이와 다른 경우 가상하중계수를 그와 비례하여 조정할 수 있다.

0721.2.3 강성조정

소요강도 산정을 위한 구조해석시 다음과 같은 감소된 강성을 적용해야 한다. 

(1) 구조물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부재의 강성에는 감소계수 0.8을 적

용해야 한다. 또는 구조물의 모든 강성에 감소계수 0.8을 적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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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휨강성이 구조물의 횡방향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부재의 휨강성에

는 다음의 추가감소계수 를 적용한다.

  ： ≤ 인 경우

           ： ＞인 경우 (0721.2.2)

＝소요압축강도, N

  , 부재의 항복압축강도, N

(3) 0721.2.2.2 가상하중이 적용된 구조물에서 의 가상하중을 모든 층과 

모든 하중조합에 추가하면,  ＞0.5인 경우에도 값을 산정하는 신 모든 

부재에 1.0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인 가상하중 0.001는 0721.2.2.2의 

(2)와 같은 방법으로 가력되어야 하며 2차횡변위  1차횡변위의 비와 관계

없이 모든 하중조합에 추가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4) 강재 이외의 구조재료가 골조의 안정성에 기여할 경우에 관련 구조재료의 

구조기준에서 0721.2.3보다 더 큰 강성감소를 요구할 경우 해당 부재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0721.3 설계강도 산정

직접해석법을 적용한 안정설계에서 각 부재 및 접합부의 설계강도는 0705, 

0706, 0707, 0708, 0709의 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모든 부재의 유효길이계

수는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 더 작은 값의 사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0을 

사용하여 설계강도를 산정할 수 있다.

기둥과 보의 비지지길이를 정의하기 위해 가새로 거동하도록 설계된 부재는 

가새절점에서의 부재이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은 0720 ｢기둥과 보의 안정용가새

｣에 수록되어 있다.

0722 내진성능검증, 품질확보계획 및 용접규정

0722.1 보－기둥 및 링크－기둥접합부의 인증

0722.1.1 적용범위

이 절은 특수모멘트골조와 중간모멘트골조의 보-기둥모멘트접합부와 편심가

새골조의 링크-기둥접합부의 인증에 한 최소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인증접

합부는 인증의 허용범위 내에서 추가의 반복재하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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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인증접합부에 한 인증의 한계나 설계요구사항이 이 기준의 요

구사항들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인증접합부의 인증한계와 설계요구사항을 따

른다.

0722.1.2 일반적 요구사항

0722.1.2.1 인증의 기본

접합부의 인증은 해석연구와 설계모델에 의하여 검증되고, 0722. 1.3을 만족

하는 실험데이터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인증을 위한 요소들은 인증범위 내에

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수모멘트골조와 중간모멘트골조에

서 요구되는 층간변위각 또는 편심가새골조에서 요구되는 링크회전각을 접합

부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접합부와 지진하

중저항시스템의 강성, 강도, 변형능력에 관련되는 접합부의 파단한계상태, 안

정성한계상태 등의 모든 한계상태를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0722.1.4에 열거

된 설계변수의 영향을 접합부인증에 반영하도록 한다.

0722.1.2.2 인증의 권한

접합부의 인증과 그와 관련된 한계는 책임기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접합부

인증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0722.1.3 실험요구사항

접합부의 인증자료는 0722.2에 의거하여 수행된 실험에 근거하도록 한다. 접

합부인증을 위해 필요한 실험변수와 실험횟수는 접합부인증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또한 기존에 입증된 접합부의 인증한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서도 접

합부인증위원회는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요구되는 성능, 특수모멘

트골조와 중간모멘트골조의 층간변위각 또는 편심가새골조에서 요구되는 링

크회전각을 접합부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험체의 종

류, 개수 및 실험횟수가 충분하여야 한다. 인증을 위한 부재의 크기는 

0722.2.3.2에 규정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0722.1.4 인증변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접합부성능에 관련된 다음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야 한다. 각 변수에 한 허용값의 한계는 접합부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0722.1.4.1 보 또는 링크 관련 변수들

(1) 단면의 형상：H형강, 박스 또는 기타 형상

(2) 단면제작방법：압연형강, 용접조립단면 또는 기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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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재의 춤

(4) 단위길이당 중량

(5) 플랜지두께

(6) 재료특성

(7) 특수모멘트골조 또는 중간모멘트골조의 경간-춤비, 편심가새골조의 링크

길이

(8) 단면요소의 폭두께비

(9) 횡지지

(10) 고려중인 특정한 접합부에 관련된 기타 요소

0722.1.4.2 기둥 관련변수

(1) 단면의 형상：H형강, 박스 또는 기타 형상

(2) 단면제작방법：압연형강, 용접조립단면 또는 기타 단면

(3) 보와 링크에 한 기둥의 방향：보 또는 링크가 기둥플랜지에 연결, 보 

또는 링크가 기둥웨브에 연결, 보 또는 링크가 기둥플랜지나 웨브에 모두 연

결 또는 기타

(4) 부재의 춤

(5) 단위길이당 중량

(6) 플랜지두께

(7) 재료특성

(8) 단면요소의 폭두께비

(9) 횡지지

(10) 고려중인 특정접합부에 관련된 기타 요소

0722.1.4.3 보(또는 링크)와 기둥의 관련 요소들

(1) 패널존강도

(2) 패널존보강판 부착상세

(3) 기둥-보(또는 링크) 모멘트비

0722.1.4.4 연속판

(1) 연속판이 요구되는 조건의 확인

(2) 두께, 폭, 춤

(3) 부착상세

0722.1.4.5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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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크기(리턴을 포함), 유형(완전용입용접, 부분용입용접, 필릿용접 등), 

필요한 보강이나 윤곽 마무리작업

(2) 용접봉의 규격강도와 노치인성도

(3) 뒷댐재와 용접탭의 상세와 처리

(4) 용접접근공：크기, 형상과 마무리

(5) 비파괴실험방법, 검사횟수, 허용기준과 문서화 요구사항을 포함한 용접품

질관리와 품질보증

0722.1.4.6 볼트

(1) 볼트지름

(2) 볼트규격

(3) 볼트 체결조건：프리텐션, 밀착조임 또는 기타

(4) 구멍의 종류：표준, 과 , 단슬롯, 장슬롯 또는 기타

(5) 구멍가공방법：드릴링, 펀칭, 펀칭 후 리밍 또는 기타 사항들

(6) 고려중인 특정한 접합부와 관련된 기타 변수들

0722.1.4.7 작업의 숙련도

(1) 열절단 또는 연삭된 가장자리의 표면 거칠기

(2) 절단허용오차

(3) 용접보강 또는 윤곽마무리작업

(4) 부착을 위한 구멍, 파스너, 용접의 존재 유무

0722.1.4.8 부가적인 접합부상세

접합부인증위원회에서 설정된 특정접합부에 적절한 모든 변수

0722.1.5 설계절차

접합부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설계절차가 제시되어야 한다. 제시된 설계절

차는 인증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한계상태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0722.1.6 인증기록

인증접합부에 관련한 다음의 정보들을 인증기록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접합부의 주요특성과 요소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인증접합부에 

한 일반적인 서술과 도면

(2) 탄성과 비탄성영역에서 접합부의 예상거동에 한 서술, 비탄성작용이 의

도된 위치, 접합부의 강도와 변형능력을 지배하는 한계상태에 한 설명

(3) 접합부가 인증되는 시스템의 목록：특수모멘트골조, 중간모멘트골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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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가새골조

(4) 0722.1.4에 열거된 모든 인증변수에 한 한계의 목록

(5) 임계용접부목록

(6) 보호영역을 구성하는 접합부영역의 정의

(7) 0722.1.5에서 요구된 접합부를 위한 설계절차에 한 상세한 기술

(8) 인증을 위한 근거로서 제공된 실험보고서, 연구보고서 및 기타 출판물 등

의 참고문헌 목록

(9) 품질관리와 품질보증 절차의 요약

0722.2 보－기둥접합부와 링크－기둥접합부의 반복재하인증실험

0722.2.1 적용범위 및 목적

(1) 이 조항은 이 규정에 의한 모멘트골조 보-기둥접합부와 편심가새골조 링

크-기둥접합부의 반복재하인증실험에 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반복재하인

증실험의 목적은 보-기둥접합부와 링크-기둥접합부가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강도와 층간변위각 또는 링크회전각의 확보 여부에 해 그 판정근거

를 제시하는 것이다. 관할책임자나 기관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실험요

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이 조항은 단순화된 실험조건에 한 최소한의 요구만을 제시한다.

0722.2.2 실험구성체 요구사항

실험구성체는 지진에 의해 프로토타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과 

가능한 한 동일하게 구성한다. 실험구성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실험체는 최소한 1개의 기둥과 기둥의 한 쪽 또는 양 쪽에 접합된 보 또

는 링크로 구성한다.

(2) 실험구성체의 변곡점은 지진하중 하에서의 예상되는 프로토타입의 변곡점

과 가능한 일치하도록 한다.

(3) 실험구성체의 횡방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가력위치나 

반력 위치에 횡방향가새를 설치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에 추가의 횡방향가새

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가력위치나 반력위치를 제외한 실험구성체의 다른 

위치에는 횡방향가새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0722.2.3 필수실험변수

실험체는 프로토타입의 설계, 상세, 공사특성, 그리고 재료특성 등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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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조건들과 최 한 유사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음 변수들을 실험

체에 반영해야 한다.

0722.2.3.1 비탄성회전의 요소

(1) 실험체의 부재와 접합요소(보 또는 링크, 기둥내부의 패널존, 패널존 외부

의 기둥, 접합요소 등)의 비탄성작용에 의한 비탄성회전은 프로토타입에서 예

상되는 것과 유사해야 된다.

(2) 실험체의 각 부재나 접합요소에서 발생하는 전체 비탄성회전은 예상되는 

프로토타입의 상응하는 부재나 접합요소의 전체 비탄성회전의 25% 이내에 

있어야 한다.

0722.2.3.2 실험체의 크기

(1) 실험체에 사용되는 보 또는 링크의 크기는 다음의 제한 이내로 한다.

① 실험체보나 링크춤은 프로토타입보나 링크춤의 90%보다 커야 한다.

② 실험체보나 링크의 단위길이당 중량은 프로토타입보나 링크의 단위길이당 

중량의 75%보다 커야 한다.

(2) 실험체에 사용되는 기둥의 크기는 0722.2.5의 요구조건에 따라 기둥의 

비탄성작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험체기둥의 춤은 프

로토타입기둥 춤의 90%보다 커야 한다.

(3) 이 조항에서 규정한 제한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0722.2.3.3 접합부상세

(1) 실험체의 접합부상세는 프로토타입의 상세와 최 한 동일하게 구성한다.

(2) 실험체 부재의 크기에 한 실험체의 접합요소는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실

물 크기의 접합요소를 사용한다.

0722.2.3.4 연속판

실험체에 사용되는 연속판의 크기 및 접합상세는 프로토타입 접합부연속판 크기 및 

접합상세와 등하도록 비례를 맞추어야 한다.

0722.2.3.5 재료강도

항복에 의해 소성회전이 발생하는 실험체의 각 부재나 접합요소는 다음의 추

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항복응력은 0722.2.8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실험체에 사용된 실제재료의 

시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이 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해서 공장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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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의 항복응력을 사용할 수 없다. 

(2) 보의 항복응력은 상응하는 프로토타입요소의 강재등급에 의한 의 

15% 이상 작아서는 안 된다. 인장시험에 의한 기둥과 접합요소의 항복응력은 

상응하는 프로토타입요소의 강재등급에 의한 의 15% 이상 작거나 커서는 

안 된다. 는 0713.5.2에 제시된 방법에 의해 산정한다.

0722.2.3.6 용접부

실험체의 용접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용접은 적절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용접제작시방서를 엄격하게 따라야 한

다. 용접제작시방서는 용접부의 품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들이 

적절해야 하며 용접재료 제조업체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도 만족해야 한다.

(2) 실험체에 사용되는 용접재의 최소인장강도는 상응하는 프로토타입의 용접에 사용되

는 용접재의 최소인장강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시험된 실험체용접의 인장강도는 프

로토타입의 용접에 하여 명기된 등급의 용접재인장강도보다 125MPa 이상 

커서는 안 된다.

(3) 실험체에 사용되는 용접재의 최소샤르피V-노치인성은 상응하는 프로토타

입의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재의 최소 샤르피V-노치인성보다 커서는 안 된다. 

시험된 실험체 용접의 샤르피V-노치인성은 프로토타입의 용접에 하여 명기

된 등급의 샤르피V-노치인성보다 50% 또는 34kJ 중 큰 값 이상 커서는 안 

된다.

(4) 실험체에 사용되는 용접위치는 프로토타입의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 위치

와 동일하여야 한다.

(5) 실험체 용접에 사용되는 뒷댐, 용접탭, 용접홀 및 유사한 사항의 상세는 

상응하는 프로토타입의 용접에 사용되는 상세와 동일하여야 한다. 프로토타입

에서 용접뒷댐 및 용접탭을 제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접뒷댐 및 용접탭은 

실험체로부터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6) 실험체 용접에 적용된 조사, 비파괴검사방법, 승인기준은 프로토타입의 

용접에 적용된 것들과 동일하여야 한다.

0722.2.3.7 볼트

실험체의 볼트 부분은 프로토타입의 볼트 부분을 가능한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실험체의 볼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실험체에 사용된 볼트의 등급은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볼트의 등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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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2) 실험체에 사용된 볼트구멍의 방향 및 형상 (표준, 과 , 짧은슬롯, 긴슬롯 

등)은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볼트구멍의 방향 및 형상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접합부 볼트 부분에 비탄성회전이 항복이나 미끄럼에 의해 발생한 경우, 

실험체의 볼트구멍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드릴, 펀칭, 리밍 등)은 프로

토타입 볼트구멍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과 동일하여야 한다.

(4) 실험체의 볼트설치방법과 표면처리방법은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설치방법 

및 표면처리방법과 동일하여야 한다.

0722.2.4 재하이력

0722.2.4.1 일반요구사항

(1) 실험체는 0722.2.6.2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모멘트골조 및 중간모멘트골

조의 보-기둥접합부와 0722.2.6.3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심가새골조의 링크-

기둥접합부의 요구조건들을 만족하도록 반복가력하여야 한다.

(2) 0722.2.6.2와 0722.2.6.3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하중이력의 경우에는 이 

규정과 동등하거나 더 엄격한 규정임이 밝혀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0722.2.4.2 보－기둥모멘트접합부의 가력방법

특수모멘트골조 및 중간모멘트골조의 보-기둥접합부 인증반복가력실험은 실

험체의 층간변위각 를 제어하여 다음과 같은 이력을 갖도록 가력하여야 한

다.

(1) 6 주기, ＝0.00375rad

(2) 6 주기, ＝0.005rad

(3) 6 주기, ＝0.0075rad

(4) 4 주기, ＝0.01rad

(5) 2 주기, ＝0.015rad

(6) 2 주기, ＝0.02rad

(7) 2 주기, ＝0.03rad

(8) 2 주기, ＝0.04rad

이후에는 각 단계별로 ＝0.01rad씩 증가시키며 2주기씩 반복가력하며 실험

을 진행한다.

0722.2.4.3 링크－기둥모멘트접합부의 가력방법

편심가새골조의 링크-기둥접합부 인증반복가력실험은 실험체의 전체링크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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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을 제어하여 다음과 같은 이력을 갖도록 가력하여야 한다.

(1) 6 주기, ＝0.00375rad

(2) 6 주기, ＝0.005rad

(3) 6 주기, ＝0.0075rad

(4) 6 주기, ＝0.01rad

(5) 4 주기, ＝0.015rad

(6) 4 주기, ＝0.02rad

(7) 2 주기, ＝0.03rad

(8) 1 주기, ＝0.04rad

(9) 1 주기, ＝0.05rad

(10) 1 주기, ＝0.07rad

(11) 1 주기, ＝0.09rad

이후에는 각 단계별로 ＝0.02rad씩 증가시키며 1주기씩 반복가력하며 실

험을 진행한다.

0722.2.5 측정장치

각 성능평가에 충분한 개수의 측정장치들을 실험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0722.2.6 재료시험 요구사항

0722.2.6.1 구조용강재의 인장시험 요구사항

(1) 인장시험은 각각의 실험체 주위에서 채취한 시험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장재료증명서에 의한 인장시험결과를 보고서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실험결과로 사용할 수는 없다.

(3) 인장시험결과는 0722.2.6.2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실험체의 다음과 같은 

부분에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기준점의 보와 기둥의 플랜지 및 웨브

2) 항복에 의해 비탄성회전이 발생한 부분의 접합요소

0722.2.6.2 구조용강재의 인장시험방법

(1) 항복강도는 0.2% 영구변형률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2) 인장시험의 가력속도는 가능하면 시험에 사용된 가력속도와 유사하게 한

다.

0722.2.7 실험보고서 요구사항

각 실험체에 하여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서면보고서를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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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보고서는 모든 핵심요소와 주요실험결과를 완전히 포함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1) 주요치수와 가력점 및 반력점에서의 경계조건, 그리고 횡보강의 위치 등

을 포함하는 실험체 도면이나 상세한 기술.

(2) 부재 크기, 강재등급, 모든 접합요소의 규격, 용접재를 포함한 용접상세, 

볼트 또는 핀구멍의 크기와 위치, 볼트규격 및 등급, 기타 적절한 접합상세를 

나타내는 접합부상세도.

(3) 0722.2.3에 열거된 실험체의 기본변수 목록.

(4) 실험체의 변위이력이나 하중이력을 나타내는 목록이나 그림.

(5) 임계용접부 목록.

(6) 보호영역을 구성하는 접합부영역의 정의.

(7) 실험체의 하중-변위이력곡선. 이 그림에서 변위는 가력점이나 가력점 주

위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중과 변위를 측정한 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8) 실험체의 보-기둥모멘트접합부의 모멘트-층간변위각 이력곡선 또는 실험

체의 링크-기둥접합부의 링크전단력-링크회전각 이력곡선. 보-기둥모멘트접

합부의 경우, 보의 모멘트와 층간변위각은 기둥의 중심선에서 산정한다.

(9) 층간변위각과 전체비탄성회전은 실험체로부터 측정한다. 항복이나 미끄러

짐에 의한 전체비탄성회전에 기여하는 실험체의 요소를 규명해야 한다. 실험

체의 각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전체비탄성회전 부분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

다. 비탄성회전계산방법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10) 항복, 미끄럼, 불안정, 횡변형, 실험체 및 접합부의 파괴 등을 포함한 실

험 중 관찰사항을 시간 순에 의해 기록하여야 한다.

(11) 실험체의 주 파괴모드. 만일 파괴 이전에 실험이 중단되었다면, 실험을 

중단한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2) 재료시험결과.

(13) 용접제작시방서와 용접검사보고서.

추가의 도면, 데이터 및 실험체나 실험결과에 한 토의내용을 보고서에 포함

할 수 있다.

0722.2.8 승인조건

(1) 실험체는 특수모멘트골조, 중간모멘트골조 또는 편심가새골조의 접합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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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규정의 강도와 층간변위각이나 링크회전각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

여야 한다.

(2) 실험체는 최소한 1회의 완전재하 주기 동안 요구되는 층간변위각이나 링

크회전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0722.3 좌굴방지가새의 반복재하 인증실험

0722.3.1 적용범위 및 목적

(1) 이 조항은 좌굴방지가새와 좌굴방지가새 부분골조의 반복재하인증실험에 

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2) 개별 가새부재의 반복재하인 증실험목적은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강도와 비탄성변형능력의 확보 여부에 한 판정근거를 제시하고, 접합요소를 

설계할 때 최 가새부재력을 산정하는 것에 있다.

(3) 좌굴방지가새 부분골조의 반복재하 인증실험 목적은 가새설계안이 실제로 

변형 및 회전요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부분골조에 속한 가새의 이

력거동이 1축가력실험에 의한 가새의 이력거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

(4) 책임구조기술자 및 관할책임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다른 방식에 의한 시

험을 허용할 수 있다.

(5) 이 조항은 단순화된 실험조건에 한 최소한의 요구조건만을 제시한다.

0722.3.2 부분골조실험체

부분골조실험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부분골조실험체 가새의 비탄성회전수용 메커니즘은 프로토타입과 동일해

야 하고 부분골조실험체 가새에 부과되는 비탄성회전의 요구치는 프로토타입 

비탄성회전 요구치 이상이어야 한다.

(2) 부분골조실험체 가새의 강재코어 압축항복강도 는 프로토타입가새의 강

재코어압축항복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단, 2가지 강도 모두는 강재코어의 단면적 

에 쿠폰인장시험에서 결정된 항복강도의 곱으로 산정한다.

(3) 부분골조실험체가새의 강재코어단면형상 및 방향은 프로토타입과 동일해

야 한다.

(4) 부분골조실험체가새의 회전변형 요구치를 프로토타입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에 사용되는 설계방법과 동일하게 부분골조실험체를 설계

해야 한다. 안정성을 검토할 때, 보, 기둥 및 코어를 접합하는 거셋플레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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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고려한다.

(5) 접합부설계, 강재코어의 안정성과 좌굴 등에 한 프로토타입의 안전도 

마진은 부분골조실험체 이상이어야 한다.

(6) 부분골조실험체의 횡보강가새는 프로토타입과 유사해야 한다.

(7) 가새실험체와 프로토타입은 동일한 품질관리 및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제

작하여야 한다.

0722.3.3 가새실험체

가새실험체는 가능한 프로토타입의 설계, 상세, 시공특성 및 강재특성과 동일

하게 모형화하여야 한다.

0722.3.3.1 가새실험체설계

프로토타입과 가새실험체의 문서화된 동일한 설계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가새

실험체설계를 위한 계산에는 최소한 다음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프로토타입의 전체좌굴에 한 안전도마진은 가새실험체 이상이어야 한

다.

(2) 프로토타입과 가새실험체의 안전도마진 산정에는 항복 및 극한응력, 극한

신장 및 인성의 차이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

0722.3.3.2 가새실험체 제작

가새실험체와 프로토타입은 동일한 품질관리 및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제작하

여야 한다.

0722.3.3.3 가새실험체와 프로토타입의 유사성

가새실험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강재코어의 단면형상과 방향은 프로토타입과 동일해야 한다.

(2) 가새실험체 강재코어의 축항복강도 는 프로토타입 강재코어의 축항복

강도와 50%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단 2가지 강도 모두는 강재코어의 단

면적 에 쿠폰인장시험에서 결정된 항복강도의 곱으로 산정한다.

(3) 가새실험체의 강재코어와 좌굴방지외피 사이의 분리를 위한 재료와 방법

은 프로토타입과 동일하여야 한다.

0722.3.3.4 접합부상세

가새실험체의 접합부상세는 프로토타입의 접합부상세와 최 한 동일하게 구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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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3.3.5 재료

(1) 가새실험체의 강재코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가새실험체 강재코어의 공칭항복응력은 프로토타입과 동일하여야 한다.

② 가새실험체 강재코어 강재의 계측항복응력은 쿠폰인장시험으로부터 측정

한 프로토타입항복응력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새실험체 강재코어의 공칭인장응력 및 극한변형률은 프로토타입 이하이

어야 한다.

(2) 가새실험체의 좌굴방지메커니즘에 사용하는 재료는 프로토타입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다.

0722.3.3.6 접합부

가새실험체의 용접, 볼트 및 핀접합부는 프로토타입과 최 한 동일하게 구성

한다.

0722.3.4 재하이력

0722.3.4.1 일반 요구사항

(1) 실험체는 0722.3.6.2 및 0722.3.6.3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조건들을 만

족하도록 반복가력하여야 한다.

(2) 0722.3.6.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하이력 이상으로 재하할 수 있다.

(3) 각 이력은 규정한 변형까지 완전하게 인장 및 압축재하한다.

0722.3.4.2 실험제어

(1) 실험은 실험체의 축변형 또는 회전변형울 제어하며 수행한다.

(2) 안으로, 규정된 축변형에 부합되도록 최 회전변형을 가하는 형식으로 

재하할 수 있다.

0722.3.4.3 가력절차

실험체가 다음과 같은 변형이력을 갖도록 재하한다. 여기서 변형이라 함은 실

험체강재코어의 축방향변형과 부분골조시험체의 회전변형을 지칭한다.

(1)   에 상당하는 변형까지 2주기재하

(2)   에 상당하는 변형까지 2주기재하

(3)   에 상당하는 변형까지 2주기재하

(4)   에 상당하는 변형까지 2주기재하

(5)   에 상당하는 변형까지 2주기재하

(6) 가새시험체의 경우는   의 변형레벨에서 항복변형의 최소 200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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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탄성누적변형에 이르도록 추가의 완전재하가력을 실시한다(부분골조시험체

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을 계산할 때 층높이의 1% 보다 작은 설계층간변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다른 재하방법은 최 비탄성변형 및 누적비탄성변형이 더 엄격한 가력조건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0722.3.5 측정장치

각 성능평가에 충분한 개수의 측정장치를 실험체에 설치하여야 한다.

0722.3.6 재료시험 요구사항

0722.3.6.1 인장시험 요구사항

(1) 인장시험은 강재코어제작에 사용된 강재와 동일한 강재를 채취한 시험편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장재료증명서의 인장시험결과를 보고할 수는 있지만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인장시험을 신할 수는 없다.

(3) 인장시험의 결과는 0722.3.6.2의 절차를 따라 수행된 시험을 기초로 해야 한다.

0722.3.6.2 인장시험방법

(1) 항복강도는 0.2% 영구변형률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2) 인장시험의 가력속도는 가능하면 시험에 사용된 가력속도와 유사하게 한

다.

(3) 쿠폰은 강재코어의 재축방향과 평행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0722.3.7 실험보고 요구사항

각 실험체에 하여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서면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

고서는 모든 핵심요소와 주요 실험결과를 완전히 포함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1) 주요 치수와 가력점 및 반력점에서의 경계조건 그리고 횡보강의 위치 등

을 포함하는 실험체 도면이나 상세한 기술

(2) 부재 크기, 강재등급, 모든 접합요소의 규격, 용접재를 포함한 용접상세, 

볼트 또는 핀구멍의 크기와 위치, 볼트규격 및 등급, 기타 적절한 접합상세를 

나타내는 접합부상세도

(3) 0722.3.4 또는 0722.3.5에 열거된 실험체의 기본변수 목록

(4) 실험체의 변위이력이나 하중이력을 나타내는 목록이나 그림

(5) 실험체의 하중-변위이력곡선. 변위의 결정방법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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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하중과 변위를 측정한 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6) 항복, 미끄럼, 불안정, 횡변형, 실험체 및 접합부의 파괴 등을 포함한 실험 중 관찰

사항을 시간 순에 의해 기록하여야 한다.

(7) 0722.3.6에서 규정한 재료시험결과.

(8) 가새실험체의 제작에 사용된 품질관리 및 품질확보계획. 여기에는 용접제

작시방서 및 용접검사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추가의 도면, 데이터 및 실험체나 실험결과에 한 토의내용을 보고서에 포함

할 수 있다.

0722.3.8 승인조건

0722.3.4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최소 1개의 부분골조실험을 수행하여야 하

며 0722.3.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최소 1개의 가새실험체실험을 수행하여

야 한다. 요구하는 재하이력 내에서 모든 실험은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실험체의 하중-변위이력곡선은 강성이 증가하는 안정적이며 반복적인 거

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2) 파단, 가새의 불안정 및 가새접합부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3) 가새실험에서,  이상인 각 이력변위에서 최 인장 및 압축력은 코어의 

공칭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새실험에서,  이상인 각 이력변위에서 최 압축력과 최 인장력의 비

는 1.3을 초과할 수 없다.

0722.4 용접규정

0722.4.1 범위

이 조항은 용접 및 용접검사에 관한 추가상세를 제공한다.

0722.4.2 구조설계도, 기준, 제작도 및 현장설치도

0722.4.2.1 구조설계도와 시방서

구조설계도와 시방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뒷댐재를 제거하여야 하는 부위

(2) 뒷댐재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조필릿용접이 요구되는 부위

(3) 그루브용접을 보강하기 위하여 또는 접합모양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릿용

접이 요구되는 부위

(4) 엔드탭을 제거하여야 하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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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다리꼴 변이가 요구되는 이음 부위

(6) 용접스캘럽의 형상이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의 그 형상

(7) 조인트 또는 조인트그룹에서 특수한 조립순서, 용접순서, 용접기술 또는 

기타 특별한 주의사항이 요구되는 경우

0722.4.2.2 제작도

제작도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접스캘럽의 치수, 표면형상 및 마감요건

(2) 뒷댐재를 제거하여야 하는 부위

(3) 엔드탭을 제거하여야 하는 부위

(4) 제작사가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하는 부위

0722.4.2.3 현장설치도

현장설치도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뒷댐재를 제거하여야 하는 부위

(2) 뒷댐재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조필릿용접이 요구되는 부위

(3) 엔드탭을 제거하여야 하는 부위

(4) 조인트 또는 조인트그룹에서 특수한 조립순서, 용접순서, 용접기술 또는 

기타 특별한 주의사항이 요구되는 경우

0723 냉간성형강구조

냉간성형강구조에 한 설계기준은 한건축학회의 ｢냉간성형강구조설계기준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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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목구조
0801 일반사항
0801.1 적용범위
이 장은 주요구조부에 구조용목재 또는 구조용목질재료를 사용한 아래의 건
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한다.
(1) 일반 목조건축물의 구조부분 및 다른 구조와 병용한 건축물의 목조부분
으로서 지면으로부터 순목조부분의 지붕높이가 18m 이하 또는 처마높이가 
15m 이하이며 1,000m2마다 방화구획을 하고 연면적 3,000m2 이하인 경우
에 적용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2,000m2마다 방화구획을 한 경우
에는 연면적 6,000m2까지 적용할 수 있다.
(2) 탑 및 마스트
(3) 거푸집, 비계, 지주 등의 가설구조물
(4) 대공간 목조건축물
다만, 전통목구조인 경우 0806절을 적용하고, 경골목구조인 경우 0807절을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조사나 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0801.2 용어의 정의
건조사용조건：목구조물의 사용중에 평형함수율이 19% 이하로 유지될 수 있
는 온도 및 습도 조건
경간：지점의 중심으로부터 다른 지점의 중심까지의 거리
경간등급：구조용 목질판재를 목조건축의 덮개재료로 사용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골조부재의 최대간격으로서 관례적으로 인치 단위로 표시
경골목구조：주요구조부가 공칭두께 50mm (실제두께 38mm)의 규격재로 건
축된 목구조
경사면：목재의 섬유방향과 0° 또는 90° 이외의 경사각으로 절단된 재면
공칭치수：목재의 치수를 실제치수보다 큰 25의 배수로 올려서 부르기 편하
게 사용하는 치수
구조용집성재：규정된 강도등급에 따라 선정된 제재목 또는 목재 층재를 섬
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집성·접착하여 공학적으로 특정 응력을 견딜 수 있도
록 생산된 제품



- 752 -

구조용목질판재：합판이나 OSB 등과 같이 구조용으로 사용되며, 목재를 원자
재로 하여 제조된 목질판재
규격재 또는 1종구조재：공칭두께가 50mm 이상, 125mm 미만(실제두께 38mm 이상, 
114mm 미만)이고, 공칭나비가 50mm(실제나비 38mm) 이상인 구조용목재
기계등급구조재：기계적으로 목재의 강도 및 강성을 측정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
기둥재 또는 3종구조재：두께와 나비가 공칭 125mm(실제 114mm) 이상이고, 두께와 
나비의 치수 차이가 52mm 미만인 구조용목재
끝면나뭇결：목재부재의 길이방향(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수직한 단면의 나
뭇결
내력벽：목구조의 벽체 중에서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다락공간：천장과 지붕의 서까래 사이에 확보하여 주거용 또는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단일부재：동일한 기능을 갖는 부재가 인접하여 있지 않고 하나의 부재만을 
사용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부재
단판적층재：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평행하게 배열하여 접착된 구조용목질
재료
대형목구조：주요구조부가 공칭치수 125mm×125mm(실체치수 
114mm×114mm) 이상의 부재로 건축되는 목구조
덮개：장선, 서까래 또는 스터드 위에 설치하여 이들 부재와 못으로 접합됨으
로써 수평 또는 수직 격막구조를 이루고, 그 위에 마감재료가 설치되는 구조
용목질판재
따냄：목재의 표면에 배관, 배선 또는 철물의 설치를 위하여 홈을 판 것
바닥격막구조：횡하중을 골조 또는 벽체 등의 수직재에 전달하기 위한 바닥 
또는 지붕틀 구조
바닥밑공간：지하층이 없이 목구조로 1층의 바닥을 시공하는 경우에 목구조
바닥의 썩음 방지를 위한 환기와 내부수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바닥 밑에 확
보하는 공간
박스못：목구조에서 판재와 구조용재 사이의 접합에 많이 사용하며, 동일한 
길이의 일반철못보다 지름이 가는 못
반복부재：3개 이상의 부재가 중심간격 600m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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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에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체로 덮어져 있음으로써 작용하는 하
중을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구조부재
방청못：목구조에서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에 아연
도금처리 등을 하여 녹스는 것을 방지한 못
방화재료：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
연재료로 제조된 건축재료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 강도와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배향성을 부여한 스
트랜드형 플레이크로 구성되는 일종의 파티클목질판재제품
보재 또는 2종구조재：두께와 나비가 공칭 125mm(실제 114mm) 이상이고, 두께와 
나비의 치수 차이가 52mm 이상인 구조용목재
보통못：일반적으로 목구조에 많이 사용되고, 철선으로 제조되며, 동일한 길
이의 박스못보다 지름이 더 굵은 못
섬유주행경사：부재의 길이방향에 대한 섬유방향의 경사
순단면적：목재의 단면에서 볼트 등의 철물을 위한 구멍이나 홈의 면적을 제
외한 나머지 단면적
스터드：경골목구조에서 벽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수직부재
습윤사용조건：목구조물의 사용중에 평형함수율이 19%를 초과하게 되는 온
도 및 습도 조건
실제치수：목재를 제재한 후 건조 및 대패가공하여 최종제품으로 생산된 치
수
I형 장선：플랜지부재와 웨브부재로 구성된 I형 단면으로 제조된 구조용목질
재료
육안등급구조재：육안으로 목재의 표면결점(옹이, 갈라짐, 섬유경사, 뒤틀림 
등)을 검사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
인사이징：구조재에 방부제를 깊고 균일하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약제처리가 
어려운 목재의 재면에 칼자국 모양의 상처를 섬유방향으로 낸 후 방부제를 
처리하는 방법
재하기간：구조물의 수명기간 중에 특정하중의 최대치(설계하중)가 연속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기간
전통목구조：주요구조재 사이의 접합부에서 철물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공법에 따라 
목재끼리의 맞춤에 의해서만 연결하는 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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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축：목재의 섬유방향과 상대적인 경사면의 방향
제재치수：원목을 제재하여 건조 및 대패가공이 되지 않은 치수
직각절삭면：목재의 끝면과 같이 섬유방향과 직각으로 절삭된 재면
측면나뭇결：목재부재의 길이방향(일반적으로 섬유방향)에 평행한 측면의 나
뭇결
층전단：합판의 표면에 수직한 면내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경우, 전단력의 방
향에 직각으로 섬유방향이 배열된 가장 약한 단판 내에서 섬유가 전단파괴되
는 현상
파스너：목구조에서 목재부재 사이의 접합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못, 
볼트, 래그나사못 등의 조임용 철물
표면：긴 수평보의 윗면, 밑면 및 측면과 같이 목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한 재
면
플랫폼구조：경골목구조에서 벽체의 스터드가 각 층마다 별도로 구조체로 건축되고 벽
체 위에 윗층의 바닥이 올려지고 그 위에 다시 윗층의 벽체가 시공되는 공법
피에스엘：목재단판 스트랜드를 평행한 방향으로 접착한 고강도 구조용복합
목재로서, 일명 패럴램이라 한다.
헤더：목구조에서 평행하게 배치된 구조부재를 가로질러서 개구부(창, 문, 계
단 등)가 설치되는 경우에 개구부에 의하여 끊어지는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좌우측의 부재에 전달하기 위하여 개구부의 양 끝에 평행
부재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구조부재
홀드다운 : 전단벽체의 상부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에 따른 상승 모멘트에 저항
하기 위해 벽체 하부에 설치하는 철물 또는 장치
화염막이：구조체의 내부공간을 타고 화염이 인접한 구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체 내부를 가로질러 설치되는 부재

0801.3 주요 기호
이 장의 계산식 및 도표에 사용된 기호는 특별히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단면적, ㎟
 ：순단면적, ㎟
 ：목재주부재의 단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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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방향하중에 대한 최소끝면거리, mm
 ：섬유직각방향하중에 대한 최소끝면거리, mm
 ：측면부재의 단면적의 합, mm2
 ：직사각형 휨부재의 나비, mm
 ：중립축으로부터 연단까지의 거리, mm
 ：하중기간계수
 ：제재목에 대한 치수계수
 ：전단응력계수
 ：보안정계수
 ：습윤계수
 ：기둥안정계수
 ：규격재에 대한 좌굴강성계수
 ：구조용집성재의 부피계수
 ：지압면적계수
 ：구조용집성재에 대한 곡률계수
 ：접합부에 대한 관입깊이계수
 ：못접합부에 대한 격막계수
 ：접합부에 대한 끝면나뭇결계수
 ：형상계수
 ：평면사용계수
 ：접합부에 대한 무리작용계수
 ：구조용제재목에 대한 인사이징계수
 ：규격재에 대한 반복부재계수
 ：구조용말뚝에 대한 단일말뚝계수
 ：100 mm 전단플레이트접합부에 대한 금속측면판계수
 ：온도계수
 ：못접합부에 대한 경사못계수
 ：부피계수
Δ ：접합부에 대한 위치계수
：탄성계수에 대한 변이계수
 ：지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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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휨부재의 두께 또는 압축부재단면의 최소치수, mm
 ：못이나 스파이크의 페니치수, mm
 ：접합부에서 부재의 유효두께, mm
 ：따냄을 제외한 부재의 두께, mm
 ：횡방향지지면에서 직사각형압축부재의 단면치수, mm
 ：편심, mm
  ′：기준 및 설계 탄성계수, MPa
 ：주부재의 탄성계수, MPa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부위의 최소측면거리, mm
 ：하중이 작용하는 부위의 최소측면거리, mm
 ：측면부재의 탄성계수, MPa
 ：휨응력, MPa
 ′：기준 및 설계 허용휨응력, MPa
 ：강축방향휨응력, MPa
′ ：측면방향설계허용휨응력, MPa
 ：약축방향휨응력, MPa
′ ：평면방향설계허용휨응력, MPa
 ：휨부재의 임계좌굴허용응력, MPa
 ：섬유방향압축응력, MPa
′ ：섬유방향설계압축응력, MPa
 ′：섬유방향의 기준 및 설계 허용압축응력, MPa
 ：압축부재의 임계좌굴허용응력, MPa
 ：횡방향지지면에서 압축부재의 임계좌굴허용응력, MPa
⊥ ：섬유직각방향의 압축응력, MPa
⊥ ⊥′：섬유직각방향의 기준 및 설계 허용압축응력, MPa
 ：장부촉지압내력, MPa
 ：주부재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측면부재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섬유방향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섬유직각방향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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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섬유경사방향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섬유방향의 지압응력, MPa
 ：굽은 휨부재에서 방사방향응력, MPa
 ：섬유방향의 인장응력, MPa
 ：섬유방향의 전단응력, MPa
 ′：섬유방향의 기준 및 설계 장부촉허용지압응력, MPa
 ′ ：방사방향의 설계허용인장응력, MPa
 ′：섬유방향의 기준 및 설계 허용인장응력, MPa
 ′：섬유방향의 기준 및 설계 허용전단응력, MPa
  ：파스너의 휨항복내력, MPa
 ：비중
 ：나사못의 게이지번호
 ：트러스의 예각감소계수
 ′ ：단면2차모멘트, mm4
 ：목재용 나사못, 못 및 스파이크에 대한 지름계수
 ：집성재에 대한 하중조건계수
 ：목재트러스의 압축현재에 대한 함수율계수
 ：제재목에 대한 트러스압축현재계수
 ：보에 대한 오일러좌굴계수
 ：기둥에 대한 오일러좌굴계수
 ：압축부재에 대한 좌굴길이계수
 ：방사방향응력계수
 ：온도계수
 ：전단계수
θ ：볼트 및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섬유경사계수
 ：휨부재에서 모멘트가 0인 지점간 거리, mm
 ：휨부재의 경간 또는 압축부재의 횡방향지지거리, mm
 ：지압길이, mm
 ：순경간, mm
 ：휨부재의 유효경간 또는 압축부재의 유효길이,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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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방향지지면에서 압축부재의 유효길이, mm
 ：압축부재의 세장비
 ：목재주부재 내의 볼트길이, mm
 ：따냄의 길이, mm
 ：트러스플레이트의 길이, mm
 ：목재측면부재 내의 볼트길이의 합, mm
 ：휨부재에서 횡방향지지가 없는 경간, mm
 ：직사각형압축부재의 각 면(1면 및 2면)에 대한 횡방향지지거리, mm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응력, MPa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층전단응력, MPa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휨응력, MPa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압축응력, MPa
 ′：목질판재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인장응력, MPa
 ：최대휨모멘트, N·mm
：목재의 함수율, %
 ：1열로 사용된 파스너의 수
  ′：단일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파스너에 대한 섬유경사방향의 기준 

또는 설계 허용전단내력, N
 ：총집중하중 또는 총축하중, N
 ：파스너의 목재에 대한 침입깊이, mm
  ′：단일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파스너에 대한 섬유방향의 기준 또는 

설계 허용전단내력, N
 ：중립축에 대한 단면1차모멘트, mm6
  ′：단일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파스너에 대한 섬유직각방향의 기준 

또는 설계 허용전단내력, N
 ：곡률반경, mm
 ：단면2차반경, mm
 ：휨부재의 세장비
 ：단면계수, mm6
 ：1열로 사용된 파스너의 중심간격, mm
 ：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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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 mm
 ：전단력, N
 ：총균등분포하중, N
 ′：파스너에 대한 기준 또는 설계 못뽑기허용내력, N/mm
  ′：단일철물접합부에 대한 기준 및 설계 허용전단내력, N
⊥：주부재는 섬유직각방향하중을 받고 측면부재는 섬유방향하중을 받는 단일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N
⊥：주부재는 섬유방향하중을 받고 측면부재는 섬유직각방향하중을 받는 단일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N
∥ ：모든 목재부재가 섬유방향하중을 받는 단일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

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N
⊥ ：모든 목재부재가 섬유직각방향하중을 받는 단일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

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N
 ：경사면의 절삭축과 목재의 섬유방향 사이의 각도
 ：경사면의 절삭축과 작용하중의 방향 사이의 각도

0802 재료 및 허용응력
0802.1 구조용목재
0802.1.1 재종 및 등급
0802.1.1.1 재종
구조용목재의 재종은 KS F 3020(침엽수구조용재)에 따른다. 구조용목재의 
재종은 육안등급구조재와 기계등급구조재의 2가지로 구분된다. 육안등급구조재는 
다시 1종구조재(규격재), 2종구조재(보재) 및 3종구조재(기둥재)로 구분된다.
KS F 3020에 명시되지 아니한 목재에 대하여는 KS 등에 규정된 적절한 시
험 및 평가 방법에 의하여 구조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에 한하
여 구조용목재로 사용할 수 있다.
0802.1.1.2 등급
구조재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육안등급구조재：육안등급구조재의 1종, 2종 및 3종구조재는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구조재의 각 재종에 따라 규정된 등급별 품질기준(옹이
지름비, 둥근모, 갈라짐, 평균나이테간격, 섬유주행경사, 굽음, 썩음, 비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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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함수율, 방부·방충처리)에 따라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각각 구분
한다.
(2) 기계등급구조재：기계등급구조재는 휨탄성계수를 측정하는 기계장치에 
의하여 등급구분한 구조재를 말하며, KS F 3020에 제시된 침엽수기계등급구
조재의 품질기준(휨탄성계수와 구조재의 결점사항)에 의하여 E6, E7, E8, 
E9, E10, E11, E12, E13, E14, E15, E16 및 E17 등 12가지 등급으로 구분
한다.
0802.1.1.3 건조상태구분
침엽수구조재의 건조상태에 의한 구분은 <표 0802.1.1>에 따른다.

구   분 기 호 함수율

건조재
건조재 15 KD 15 15% 이하

건조재 19 KD 19 19% 이하

생재 G 19% 초과

<표 0802.1.1> 침엽수구조재의 건조상태구분

0802.1.2 치수 및 수종구분
0802.1.2.1 치수
침엽수구조재의 치수는 KS F 3020에 따르며 <표 0802.1.2>와 같다. <표 
0802.1.2>에서 건조재치수는 건조 및 대패가공이 된 후의 실제치수를 나타내
며, 생재치수는 건조되지 아니하고 대패가공한 치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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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 구분
두께 나비

호칭치
수

마감치수 호칭
치수

마감치수
건조 생재 건조 생재

1종구조재
(규격재)

(40)
50
75
100

(35)
38, (45)
64, (65)
89, (90)

(37)
40, (47)
65, (69)
90, (94)

50
75
100
125
150
200
250
300

38, (45)
64, (65)
89, (90)

114, (115)
140

184, (180)
235, (230)
286, (280)

40, (47)
65, (69)
90, (94)

117, (119)
143, (144)
190, (194)
241, (244)
292, (294)

2종구조재
(보재)

125 - 117, (119)
200
250
300

-
-
-

190
241
292

150 - 143, (144) 250
300

-
-

241
292

200 - 190, (194) 300 - 292

3종구조재
(기둥재)

125 - 117, (119) 125
150

-
-

117
143

150 - 143, (144) 150
200

-
-

143
190

200 - 190, (194) 200
250

-
-

190
241

250 - 241, (244) 250
300

-
-

241
292

300 - 292, (294) 300 - 292
주) 침엽수구조재의 치수 이외에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온 치수의 목재의 경우에도 KS 

F 3020의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 0802.1.2.> 침엽수 구조용재의 표준치수(단위：mm)

0802.1.2.2 수종 구분
침엽수구조재는 <표 0802.1.4>에 개별 수종에 대하여 허용응력이 주어진 수
종은 개별 수종으로 사용하고 개별 수종에 대하여 허용응력이 주어지지 않은 
수종에 대해서는 <표 0802.1.3>의 수종구분에 따른다.



- 762 -

수종군 포 함 수 종

낙 엽 송

류
낙엽송, 북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 나 무

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미 전나무

잣 나 무

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삼 나 무

류
삼나무, 전나무, 북미 삼나무 

비고：더글라스퍼, 남부헴퍼, 북부헴퍼, 남부 SPF, 북

부 SPF 및 남부소나무는 구조재로 많이 사용되는 

수종으로서 개별 수종에 한 허용응력이 <표 

0802.1.4>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타 수종들은 4개

의 수종군으로 분류하여 각 수종군에 한 허용응

력을 적용한다.

<표 0802.1.3> 침엽수구조재의 수종 구분

0802.1.3 허용응력
0802.1.3.1 육안등급구조재의 허용응력
침엽수 육안등급구조재의 기준허용응력은 <표 080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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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구분 등급
기준허용응력

   ⊥  

수종

군

낙엽

송류

1등급
2등급
3등급

8.0
6.0
3.5

5.5
4.0
2.5

9.0
6.0
3.5

3.5
3.5
3.5

1.25
1.25
1.25

12,2
00

10,8
00
 

9,50
0

소나

무류

1등급
2등급
3등급

7.5
6.0
3.5

5.0
3.5
2.0

7.5
4.5
3.0

3.0
3.0
3.0

1.1
1.1
1.1

10,3
00
 

9,00
0
 

8,30
0

잣나

무류

1등급
2등급
3등급

6.0
5.0
3.0

5.0
3.5
2.0

7.0
4.5
3.0

2.5
2.5
2.5

0.95
0.95
0.95

 
8,50

0
 

7,50
0
 

7,00
0

삼나

무류

1등급
2등급
3등급

5.0
4.0
2.5

4.0
2.5
1.5

6.0
4.0
2.5

2.5
2.5
2.5

0.9
0.9
0.9

 
8,00

0
 

7,00
0
 

6,00
0

개별 

수종

더글

라스

퍼

1등급
2등급
3등급

6.8
6.2
3.6

4.6
3.9
2.2

10.2
9.2
5.3

4.3
4.3
4.3

1.2
1.2
1.2

11,6
00

10,9
00

9,50
0

남부

헴퍼

1등급
2등급
3등급

6.7
5.9
3.4

4.3
3.6
2.0

9.3
8.9
5.0

2.8
2.8
2.8

1.0
1.0
1.0

10,3
00

9,00
0

8,30
0

북부

헴퍼

1등급
2등급
3등급

6.9
6.9
3.9

4.0
4.0
2.2

10.0
10.0
5.8

2.8
2.8
2.8

1.0
1.0
1.0

11,0
00

11,0
00

9,60
0

남부S

PF

1등급
2등급
3등급

6.0
5.3
3.1

2.7
2.4
1.3

7.2
6.9
3.9

2.3
2.3
2.3

0.9
0.9
0.9

8,30
0

7,40
0

6,90
0

1등급 6 0 3 1 7 9 2 9 0 9

9,50
0

<표 0802.1.4> 침엽수 육안등급구조재의 기준허용응력

(단위：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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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3.2 기계등급구조재의 기준허용응력
침엽수 기계등급구조재의 기준허용응력은 <표 0802.1.5>와 같다.

등급
기준허용응력

   ⊥  

E6  6.2  2.4  7.2 2.0 0.9  6,000

E7  7.2  3.1  8.5 2.0 0.9  7,000

E8  8.2  4.1  9.6 2.5 1.0  8,000

E9  9.0  5.5 10.1 2.5 1.0  9,000

E10 10.0  6.0 11.2 3.0 1.1
10,00

0

E11 11.3  7.4 11.7 3.0 1.1
11,00

0

E12 12.4  8.2 12.0 3.5 1.2
12,00

0

E13 13.0  9.4 12.4 3.5 1.2
12,00

0

E14 14.0 10.7 12.8 3.5 1.2
12,00

0

E15 15.5 12.0 13.2 3.5 1.2
13,00

0

E16 16.0 13.0 13.5 3.5 1.2
13,00

0

E17 17.5 14.1 13.9 4.0 1.3
14,00

0

<표 0802.1.5> 침엽수 기계등급구조재의 기준허용응력

(단위：MPa)

0802.1.4 기준허용응력의 보정
육안등급구조재와 기계등급구조재에 대한 기준허용응력은 건조사용조건 이하
의 사용함수율에서 기준하중기간일 때 적용한다. 특정 최종용도에서 목재부재 
및 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응력은 함수율, 하중기간 및 처리조건 등에 따른 
목재의 강도적 성질의 차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목재가 사용되는 조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최종용도에 알맞은 기준허용응력의 보정은 설계자의 최종책임하
에 수행한다.
0802.1.4.1 보정계수의 적용
설계허용응력( ′,  ′,  ′, ⊥′,  ′,  ′)은 기준허용응력(, ,  , ⊥, ,  )에 적
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하여 결정한다. <표 0802.1.6>은 구조재와 집성
재에 적용할 보정계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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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허용

응력

기준

허용

응력

하 중

기 간

계수

습윤

계수

온도

계수

보

안정

계 수

1)

치수

 계수

2)

부피

 계수

3)

평면

사용

 계수

4)

반복

부재

 계수

5)

곡률

 계수

6)

형상

계수

기둥

안정

계수

전단

응력

계수

좌굴

강성

 계

수7)

지압

면적

계수

인사

이징

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휨하중을 받는 집성재에 하여는 보안정계수 과 부피계수 를 함께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보

정계수 중에서 작은 값을 적용한다.

2) 치수계수 는 휨하중을 받는 육안등급구조재와 원형단면 구조재에만 적용한다.

3) 부피계수 는 휨하중을 받는 집성재에만 적용한다.

4) 평면사용계수 는 휨하중을 받는 1종구조재(규격재) 및 집성재에만 적용한다.

5) 반복부재계수 은 휨하중을 받는 1종구조재(규격재)에만 적용한다.

6) 곡률계수 는 휨하중을 받는 집성재의 굽은 부분에만 적용한다.

7) 좌굴강성계수 는 38×89mm 이하인 작은 치수의 구조재 트러스압축현재에만 적용한다. 이 규정은 

트러스압축현재의 윗면에 두께 9mm 이상의 합판덮개를 못질하여 휨과 섬유방향 압축응력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 0802.1.6> 설계허용응력의 보정계수

0802.1.4.2 하중기간계수 
(1) 목재는 장기하중보다 단기하중의 경우 더 큰 최대하중을 지지하는 성질을 가
진다. 기준하중기간은 약 10년의 누적된 기간동안 총설계하중이 작용함으로
써 부재에 설계허용응력까지의 응력을 최대로 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0802.1.4> 및 <표 0802.1.5>에 규정된 기준허용응력은 기준하중기간에 적용
한다. 최대하중의 총누적기간이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탄성계수 
  및 변형한계에 근거한 섬유직각방향 허용압축응력 ⊥을 제외한 모든 기준허
용응력에 하중기간에 따른 목재강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표 0802.1.7>에 제시
된 적합한 하중기간계수 를 곱하여 보정한다.
(2) 하중조합에 대한 하중기간계수 는 해당조합에서 가장 짧은 하중기간의 하
중기간계수로 한다. 위험하중조합은 적용 가능한 모든 하중조합을 평가하여 결
정하며, 구조부재와 접합부는 위험하중조합에 근거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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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하중기간계수,  하중기간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시공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충격하중

0.9

1.0

1.15

1.25

1.6

2.0

영구

10년

2개월

7일

10분

충격2)

1) 하중기간계수는 변형한계에 근거한 탄성계수   및 섬유

직각방향기준 허용압축응력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설구조물에서의 하중기간계수는 3개월 이내인 경우 

1.20을 적용할 수 있다.

2) 수용성방부제 또는 내화제로 가압처리된 구조부재

에 하여는 하중기간계수를 1.6 이하로 적용한다. 

또한 접합부에는 충격에 한 하중기간계수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표 0802.1.7> 하중기간계수, 
1)

0802.1.4.3 습윤계수 
구조부재의 기준허용응력은 건조사용조건에 근거한 값이다. 구조부재의 사용
함수율이 건조사용조건보다 높은 경우 기준허용응력에 <표 0802.1.8>에 명시
된 습윤계수 을 적용하여 보정한다.

구분 두께
습윤계수, 

   ⊥  

육안등

급

구조재

89mm 

이하
0.85 1.0 0.97 0.67 0.8 0.9

114mm 

이상
1.0 1.0 1.0 0.67 0.91 1.0

기계등급구조재 0.85 1.0 0.8 － － 0.9

<표 0802.1.8> 습윤계수, 

0802.1.4.4 온도계수 
허용응력은 일상적인 온도범위에서 주로 사용되며 65℃ 이하의 고온에 가끔 
노출되는 구조부재에 적용한다. 65℃ 이하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구조부
재에 대하여는 기준허용응력에 <표 0802.1.9>의 온도계수 를 적용하여 보정
한다.

- 767 -

기 준

허 용

응력

사용함수율

조건



T ≤ 3

5℃

35℃ ＜ T ≤

50℃

50℃ ＜ T ≤

65℃

   습윤 또는 건조 1.0 0.9 0.9
   

  ⊥

건조 1.0 0.8 0.7
습윤 1.0 0.7 0.5

<표 0802.1.9> 온도계수, 

0802.1.4.5 보안정계수 
기준허용휨응력 에는 0804.4.2.3조항에 규정된 보안정계수 을 적용하여 보
정한다. 휨하중을 받는 집성재의 경우 보안정계수 은 부피계수 와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들 계수 중 작은 값을 적용하여 보정한다.
0802.1.4.6 형상계수 
원형단면 또는 대각면에 하중을 받는 정사각형단면(마름모꼴단면)의 휨부재
에 대하여는 기준허용휨응력 에 <표 0802.1.10>에 규정한 형상계수 를 적용
하여 보정한다. 원형 또는 마름모꼴 휨부재에 형상계수를 적용하면 동일한 횡단
면적을 갖는 정사각형 부재와 동일한 모멘트지지성능을 갖게 된다. 테이퍼원형 
단면부재의 경우 가변단면의 보로 취급한다.

단면의 형상 형상계수 

원형단면 1.18

마름모꼴 단면 1.414

<표 0802.1.10> 형상계수, 

0802.1.4.7 기둥안정계수 
섬유방향기준 허용압축응력 에는 0804.3.2.1조항에 규정된 기둥안정계수 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0802.1.4.8 전단응력계수 
전단응력계수는 1종구조재 및 2종구조재에 적용한다. 기준 전단허용응력은 
구조용재에 할렬, 분할 및 윤할 등의 갈라짐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어
진 값이므로 구조용재에 발생한 이들 갈라짐의 길이가 알려져 있고 그 값이 
사용중에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표 0802.1.11>의 전단응력
계수를 곱할 수 있다. <표 0802.1.11>에서 중간길이의 갈라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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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전단응력계수를 산정할 수 있다.

공 칭 두 께 가 

50mm인 구

조용재의 넓

은 재면에서 

갈라짐의 길

이



공 칭 두 께 가 

75mm 이상

인 구조용재

의 넓은 재면

에서 갈라짐

의 길이



공 칭 두 께

가 50mm 

이상인 구

조 용 재 에

서 윤할1)

의 길이



분할 없음
2.0

0
분할 없음

2.0

0
분할 없음

2.0

0

0.5×나비
1.6

7
0.5×두께

1.6

7
1/6×나비

1.6

7

0.75×나비
1.5

0
0.75×두께

1.5

0
1/4×나비

1.5

0

1.0×나비
1.3

3
1.0×두께

1.3

3
1/3×나비

1.3

3

1.5×나비 

이상

1.0

0

1.5×두께 

이상

1.0

0

1/2×나비 

이상

1.0

0

1) 윤할은 마구리에서 윤할의 양끝을 지나는 평행한 

직선을 하중이 작용하는 면에 수직하며 그어서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로 측정한다.

<표 0802.1.11> 전단응력계수, 

0802.1.4.9 좌굴강성계수 
좌굴강성계수 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트러스압축현재의 탄성계수 에 적용
한다. 
(1) 부재치수는 38×89mm 이하이다.
(2) 트러스의 상현재 윗면에 두께 9.5mm 이상의 구조용 합판이나 OSB 등의 
구조용판재가 연속적으로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못 등의 적절한 파스너
로 접합되어야 한다.
(3) 해당 부재는 휨과 축압축의 조합응력을 받는다.
(4) 트러스는 건조사용조건하에서 사용한다.
트러스의 압축현재가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1.0
이 되며,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식(0802.1.1) 또는 식(0802.1.2)에 
의하여 계산된 를 적용한다.
트러스의 상현재에 구조용 판재를 접합할 때에 목재의 함수율이 19% 이하로 건조된 
상태인 경우 좌굴강성계수  를 식(0802.1.1)에 의하여 계산하고, 목재가 건조되지 않
았거나 부분적으로만 건조된 경우 식(0802.1.2)에 의하여 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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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02.1.1)

  

 ′
(0802.1.2)

   여기서,  ′＝ 최대값이 2,440mm인 유효좌굴길이, mm
 ＝ 0.82( ≤ 0.11인 기계등급구조재)
  ＝ 0.75( ≤ 0.15인 기계식별구조재)
  ＝ 0.59( ≤ 0.25인 육안등급구조재)
 ＝ 탄성계수, MPa

0802.1.4.10 지압면적계수 
섬유직각방향 기준허용압축응력 ⊥은 부재단부에서 임의길이로 지압되거나 단
부 이외의 부분에서 지압길이가 150mm 이상인 지점에 적용한다. 부재 끝면에
서 75mm 이상 떨어진 길이 150mm 이하인 지압의 경우, ⊥에 식(0802.1.3)의 
지압면적계수 를 적용한다.
 

   (0802.1.3)

   여기서,  ＝ 섬유방향의 지압길이(mm)
금속판 및 와셔 등 작은 면적의 지압길이에 대하여는 식(0802.1.3)에 따라 
산정된 <표 0802.1.12>에 규정한 지압면적계수 값을 적용하여 보정한다. 와셔 
등의 둥근지압면적의 경우, 지압길이 는 와셔 등의 지름으로 한다.

(mm) 20 30 40 50 75 100
1 5 0 

이상

 1.50 1.33 1.25 1.20 1.13 1.10 1.00

<표 0802.1.12> 지압면적계수, 

0802.1.4.11 인사이징계수 
구조재에 인사이징처리한 경우, 기준허용응력에 <표 0802.1.13>의 인사이징
계수를 적용하여 보정한다.

기준허용응력 



    
  ⊥

0.95
0.85
1.00

<표 0802.1.13> 인사이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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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4.12 치수계수 
(1) 두께 38～89 mm의 육안등급구조재(1종구조재)에 대한 허용 휨, 인장, 
압축응력은 <표 0802.1.14>에 규정된 치수계수를 곱하여 보정한다.
(2) 두께 114 mm 이상의 육안등급구조재(2종구조재)의 기준허용휨응력 는 
0.95의 치수계수를 적용하여 보정하되 하중이 보의 넓은재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경
우 <표 0802.1.14>의 치수계수를 적용하여 보정한다.
(3) 지름 336 mm 이상의 원형단면보 또는 대각선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한 
면의 치수가 235 mm 이상의 정사각형보에 대한 치수계수는 정상적인 하중을 
받는 동일한 단면적의 정사각형보에 근거하여 (2)조항에 의하여 보정한다.

1종 구조재 (1, 2, 3등급)
2종 구조재의 넓은재면에 

수직한 하중을 받는 경우

나비

(mm)

두 께 

38~

89mm인 

구조재의

  

두 께 

38~

89mm

인

구 조 재

의



등급  

와 

를 제외

한 기타 

허 용 응

력

38~89 1.5 1.15
1등

급

0.7

4

0.9

0
1.00114 1.4 1.1

140 1.3 1.1

184 1.2 1.05

2등

급

1.0

0

1.0

0
1.00

235 1.1 1.0

286 1.0 1.0

336 

이상
0.9 0.9

<표 0802.1.14> 치수계수, 

0802.1.4.13 평면사용계수 
두께 38～89mm의 구조재가 넓은재면에 하중을 받는 경우 기준허용휨응력 
에 <표 0802.1.15>에 규정된 평면사용계수 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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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
38m

m

89m

m

1 1 4

mm

1 4 0

mm

1 8 4

mm

2 3 5 m m 

이상

두께

38m

m
1.0 1.1 1.1 1.15 1.15 1.2

89m

m
－ 1.0 1.05 1.05 1.05 1.1

<표 0802.1.15> 평면사용계수, 

0802.1.4.14 반복부재계수 
두께 38～89mm의 규격재를 장선, 트러스 현재, 서까래, 스터드, 널판, 갑판 
또는 이와 비슷한 부재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허용휨응력 에 반복부재계수 
＝1.15를 곱하여 조정한다. 반복부재는 이들 규격재가 서로 접하거나 간격이 
600mm 이하이고, 규격재의 수가 셋 이상이며, 설계하중을 지지하기에 적당한 
바닥, 지붕 또는 다른 하중분산요소에 의하여 서로 접합되는 부재를 말한다.
하중분산요소는 구조적인 취약점이나 규정을 초과하는 처짐을 유발시키지 않
고, 인접부재에 설계하중이 전달되도록 설계하거나 경험적으로 성능이 입증된 
모든 구조를 의미한다. 못접합 또는 제혀쪽매접합과 관통못질한 바닥덮개, 마
루판, 벽덮개 또는 기타 마감요소는 일반적으로 이 요건을 만족한다.

0802.2 구조용집성재
0802.2.1 종류와 품질
구조용집성재의 종류와 품질은 KS F 3021(구조용집성재)에 적합하여야 한
다. KS F 3021에 의하여 구조용집성재의 종류는 층재의 구성과 배치에 따라 
같은등급구성집성재와 대칭 또는 비대칭 다른등급구성집성재로 구분한다. 다
만, KS F 302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집성재에 대하여는 KS 등에 규정된 적절
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구조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용집성재로 사용할 수 있다.

0802.2.2 허용응력
같은등급구성집성재와 대칭 또는 비대칭 다른등급구성집성재의 등급별기준허
용응력은 <표 0802.2.1>, <표 0802.2.2>, <표 0802. 2.3> 및 <표 
0802.2.4>와 같다. 각 등급별 집성재 층재의 구성방법은 KS F 3021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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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수 등급

기준허용응력

  축에 한 

휨

  축에 한 

휨
축하중

 1)  2)   3)  4)  5) 6)  7)

4매

이상

17S-54

B
18 14,000 13 13,000 13 15 13,000

15S-46

B
15 12,000 10 11,000 11 13 11,000

13S-40

B
13 11,000 9 10,000 9.5 11 10,000

12S-37

B
12 10,000 8 9,000 8.5 10 9,000

10S-34

B
11 9,000 7.5 8,000 8 9.5 8,000

9S-31B 10.5 8,000 7 7,000 7.5 8.5 7,000

8S-30B 10 7,000 6.5 6,000 7 8 6,000

7S-27B 9 6,000 6 5,000 6.5 7.5 5,000

6S-25B 8.5 5,000 5.5 4,000 6 7 4,000

3매

17S-49

B
16 14,000 11 13,000 13 14 13,000

15S-43

B
14 12,000 10 11,000 11 12 11,000

13S-37

B
12 11,000 8 10,000 9.5 10 10,000

12S-33

B
11 10,000 7.5 9,000 8.5 9 9,000

10S-30

B
10 9,000 7 8,000 8 8.5 8,000

9S-28B 9.5 8,000 6.5 7,000 7.5 8 7,000

8S-27B 9 7,000 6 6,000 7 7.5 6,000

7S-25B 8.5 6,000 5.5 5,000 6.5 6.5 5,000

6S-24B 8 5,000 5 4,000 6 6 4,000

2매

17S-45

B
15 14,000 11 13,000 13 14 13,000

15S-39

B
13 12,000 9 11,000 11 12 11,000

13S-34

B
11 11,000 7.5 10,000 9.5 10 10,000

12S-30

B
10 10,000 6.5 9,000 8.5 9 9,000

10S-28

B
9.5 9,000 6 8,000 8 8.5 8,000

9S-27B 9 8,000 5.5 7,000 7.5 8 7,000

8S-25B 8.5 7,000 5 6,000 7 7.5 6,000

7S-24B 8 6,000 4.5 5,000 6.5 6.5 5,000

6S-22B 7.5 5,000 4 4,000 6 6 4,000

<표 0802.2.1> 같은등급구성집성재의 기준허용응력 (단위：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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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준허용응력

  축에 한 휨   축에 한 휨 축하중

  1)  2)  3)  4)  5) 6)  7)

17S-49

B
16 14,000 10 13,000 11 12 13,000

15S-43

B
14 12,000 9 11,000 9 11 11,000

13S-37

B
12 11,000 8 10,000 8 10 10,000

12S-33

B
11 10,000 7.5 9,000 7 8 9,000

10S-30

B
10 9,000 7 8,000 6.5 7.5 8,000

9S-27B 9 8,000 6 7,000 6 7 7,000

8S-25B 8 7,000 5 6,000 5.5 6.5 6,000

7S-24B 7 6,000 4.5 5,500 5 6 5,500

6S-22B 3 5,000 4 5,000 4.5 5.5 5,000

1), 2), 3), 4), 5), 6), 7)  <표 0802.2.1>의 주와 같음

<표 0802.2.2> 칭 다른등급구성집성재의 기준허용응력 (단위：MPa)

등급

기준허용응력

  축에 한 휨
  축에 한 

휨
축하중

  1)
 2)  3)  4)  5) 6)  7)

Ⅰ형8) Ⅱ형9)

16S-48B 16 11 13,000 10 12,000 10 12 12,000
14S-42B 14 9 11,000 9 10,000 9 10 10,000
12S-36B 12 8.5 10,000 8 9,000 8 9.5 9,000
11S-31B 10 8 9,000 7 8,000 7 8 8,000
10S-28B 9.5 7.5 8,000 6.5 7,000 6 7.5 7,000
9S-25B 8.5 7 7,000 5.5 6,500 6 7 6,500
8S-24B 8 6.5 6,500 5 6,000 5 6 6,000
7S-22B 7.5 6 6,000 4.5 5,500 4.5 5.5 5,500
6S-21B 7 5.5 5,000 4 5,000 4.5 5 5,000

1), 2), 3), 4), 5), 6), 7)  <표 0802.2.1>의 주와 같음

8)    축에 한 휨에서 인장쪽 최외층재에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9)    축에 한 췸에서 압축쪽 최외층재에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표 0802.2.3> 비 칭 다른등급구성집성재의 기준허용응력 (단위：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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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1)  ⊥

A

B

C

D

2.0

1.6

1.4

1.2

3.5

3.0

2.5

2.0

1) <표 0802.2.5>의 수종구분을 나타내며 여러 가지 

수종들이 혼합된 집성재의 경우에는 사용된 수종들 중

에서 가장 약한 수종이 포함되는 수종군에 한 값을 적

용함

<표 0802.2.4> 구조용집성재의 기준허용응력 (단위：

MPa)

수 종

군
포함 수종

A

낙엽송류1), 더글라스퍼, 북부헴퍼, 단풍나무, 자

작나무, 너도밤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또는 전

건비중 0.55 이상의 수종

B

소나무류1), 남부헴퍼, 북부 SPF, 해송, 물푸레

나무, 느릅나무, 남부소나무, 라왕 또는 전건비

중 0.5 이상 0.55 미만의 수종

C

잣나무류1), 남부 SPF, 로지폴소나무, 폰데로사

소나무 또는 전건비중 0.45 이상 0.5 미만의 수

종

D
삼나무류1), 알래스카 삼나무 또는 전건비중 0.4 

이상 0.45 미만의 수종

1) <표 0802.1.3>에 따름

<표 0802.2.5> 구조용집성재 제조에 사용되는 층재의 

수종 구분

0802.2.3 기준허용응력의 보정
구조용집성재의 기준허용응력에 대한 보정은 0802.1.3.1～0802.1.3.8의 규정
과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른다.
0802.2.3.1 부피계수 
집성재가 층재의 넓은재면에 수직한 하중을 받는 경우, 층재의 넓은재면에 수직한 하
중에 대한 기준허용휨응력   에 식(0802.2.1)의 부피계수를 곱하여 보정한다.
   

 



 




 



≤  (0802.2.1)
   여기서,  ：휨부재에서 모멘트가 영인 지점간거리, mm

 ：휨부재의 두께, mm
 ：휨부재의 나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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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조건계수
단일지간보에 중앙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 1.09,
2개의 1/3점 집중하중의 경우 ＝ 0.96, 

단일지간보에 균일분포하중이 작용하거나 연속보 또는 캔틸
레버인 경우  ＝ 1.0

부피계수  는 보안정계수 과 함께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계수 중에서 작은 
값을 적용하여 보정한다.
0802.2.3.2 곡률계수 
휨부재의 굽은 부분에서는 기준허용휨응력에 식(0802.2.2)의 곡률계수를 곱
하여 보정한다.
    

 
 (0802.2.2)

   여기서, ：층재의 두께, mm
：층재의 안쪽재면의 곡률반경, mm
  ≤ 침엽수에 대하여 1/125

굽은 부분이 있는 집성재의 경우, 집성재의 직선 부분에서는 기준허용응력에 
곡률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0802.3 구조용목질판재
구조용목질판재로는 일반적으로 구조용합판과 OSB가 주로 사용된다. 이 규정
에 제시된 종류 및 등급 이외의 구조용목질판재에 대하여는 KS 등에 정해진 
적절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구조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료
에 한하여 구조용목질판재로 사용할 수 있다.
0802.3.1 구조용합판
구조용합판의 치수는 KS F 3113(구조용합판)에 따른다. 구조용합판의 종류
는 합판의 단판구성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며, 합판의 강도에 따라 1
등급 및 2등급으로 구분된다.
구조용합판의 치수는 <표 0802.3.1>과 같으며, 규정되지 아니한 합판의 치수에 대하
여는 KS 등에 규정된 방법으로 제조된 경우 구조용합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조용합판의 기준허용응력은 <표 0802.3.2>, <표 0802.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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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단판 매수 나비 길이

 9.0

12.0

15.0

18.0

21.0

24.0

28.0

3매 이상
 900

1,200

1,800

2,400

<표 0802.3.1> 구조용합판의 치수 (단위：mm)

두께

(mm

)

단

판

매

수

표판의 섬유방향 기준허

용응력

표판의 섬유직각방향 기

준허용응력

     

1 등

급

2 등

급

1 등

급

2 등

급

1 등

급

2 등

급

1 등

급

2 등

급

1 등

급

2 등

급

1 등

급

2 등

급

 9.0

12.0

15.0

18.0

21.0

24.0

28.0

5

5

7

7

7

9

9

8.0

6.5

6.0

6.0

6.5

6.5

6.5

7.0

6.0

5.5

5.5

6.0

6.0

6.0

5.0

5.0

4.0

5.0

5.0

5.0

5.0

4.5

4.5

3.5

4.5

4.5

4.5

4.5

3.5

3.5

3.0

3.5

3.5

3.5

3.5

3.5

3.5

3.0

3.5

3.5

3.5

3.5

4.0

5.0

5.0

5.0

4.5

4.5

4.5

4.0

5.0

5.0

5.0

4.5

4.5

4.5

4.5

4.5

5.5

4.5

4.5

4.5

4.5

4.5

4.5

5.5

4.5

4.5

4.5

4.5

3.5

3.5

4.0

3.5

3.5

3.5

3.5

3.5

3.5

4.0

3.5

3.5

3.5

3.5

주) 구조용합판 1급에 한 값임.

<표 0802.3.2> 구조용합판의 기준허용응력(MPa)

구분

표판의 섬유

방향에

한 응력의 

방향

기준허용응력

 1등급 2등급

인장 45  1.8 1.6

압축 45  2.4 2.3

층전단

(rolling shear of 

plywood)

0 , 90  0.4 0.4

45  0.5 0.5

주) 구조용합판 1급에 한 값임.

<표 0802.3.3> 구조용합판 표판의 섬유와 일정각도를 가진 

방향에 한 기준허용인장, 압축, 전단응력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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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mm)

단판

매수

탄성계수( )

휨탄성계수
인장 및 압축 탄

성계수

0 90 0 90

1, 2등

급

1, 2등

급

1, 2등

급

1, 2등

급

 9.0

12.0

15.0

18.0

21.0

24.0

28.0

5

5

7

7

7

9

9

6,500

5,500

5,000

5,000

5,500

5,500

5,500

2,500

3,500

4,000

4,000

3,500

3,500

3,500

4,500

4,500

4,0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주) 구조용합판 1급에 한 값이며, 0 , 90 의 각도는 

표판의 섬유방향에 한 응력의 방향을 나타낸 것

임.

<표 0802.3.4> 구조용합판의 탄성계수(MPa)

구조용합판의 기준허용응력은 하중기간계수와 함수율에 따라 보정한다. 구조
용합판의 재하기간에 따른 합판강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표 0802.3.2>, <표 
0802.3.3> 및 <표 0802.3.4>에 제시된 기준허용응력에 0802.1.4.2조항의 
하중기간계수를 곱하여 보정한다. 구조용합판의 기준허용응력은 건조사용조건
(함수율 15% 이하)에 근거한 값이다. 구조용합판의 12개월간 평균함수율이 
25% 이상인 경우, <표 0802.3.5>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함수율이 
15%를 초과하고 25% 미만인 경우, 기준허용응력은 <표 0802.3.5>의 보정
계수를 사용하여 직선보간법으로 구한 값을 곱하여 보정한다.

구분
휨, 인장, 전

단
압축 탄성계수

보정계수 0.6 0.4 0.8

<표 0802.3.5> 구조용합판 기준허용응력의 함수율조건에 따

른 보정계수

0802.3.2 구조용OSB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용OSB는 건축시공 중에 외기에 노출되어 비나 눈
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내수성 접착제로 제조되는 노출 1
등급에 적합하여야 하며 용도 및 강도에 따라서 덮개재료, 구조용 덮개재료 
및 단일바닥 덮개재료로 구분한다.
구조용OSB의 치수는 <표 0802.3.6)>과 같으며, 규정되지 아니한 OSB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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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제품에 한하여 구조용OSB로 사용할 
수 있다.
구조용OSB의 기준허용응력은 <표 0802.3.7>, <표 0802.3.8.>과 같다. 다만, KS 등에 
정해진 적절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구조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
에 대해서는 구조용OSB로 사용할 수 있다.

두 께 너 비 길 이

 9.5

11.9

12.7

15.1

15.9

18.3

19.1

22.2

24.5

28.6

1,200

1,220

2,400

2,440

<표 0802.3.6> 구조용OSB의 치수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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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등급

최소 

두께

(mm

)

강축방향 약축방향



1)
       

R-24

R-24/F-

16

R-32/F-

16

R-40/F-

20

R-48/F-

24

SF-16

SF-20

SF-24

SF-32

SF-48

9.5

11

12

15

18

15

15

18

22

28.5

12.

0

11.

9

11.

3

12.

3

11.

7

8.3

9.6

8.9

7.9

8.9

5.6

5.6

5.4

4.5

5.1

4.0

4.5

4.3

4.2

4.6

6.5

6.5

6.4

6.1

6.1

5.8

6.1

6.1

6.4

6.3

0.6

0.6

0.6

0.6

1

0.6

5

0.5

2

0.6

1

0.6

5

0.6

8

0.7

3

3.8

3.4

4.2

4.3

4.4

2.7

4.0

4.3

5.0

5.3

1.9

2.7

3.2

3.2

3.3

2.9

3.2

3.3

3.4

3.9

5.7

4.9

5.6

5.8

5.2

5.2

5.8

5.2

5.9

5.3

0.3

8

0.3

8

0.3

8

0.3

8

0.3

7

0.3

7

0.3

7

0.3

7

0.4

4

0.5

5

4.4

4.2

4.2

3.7

3.3

3.1

3.6

3.3

2.9

3.0

1) 기준전단허용응력은 강축방향과 약축방향에 하여 

동일한 값을 적용함

<표 0802.3.7> 구조용OSB의 기준허용응력 (단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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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등급

최 소 

두께

(mm

)

강축방향 약축방향
전단

탄성계

수

휨

탄성계

수

축방향 

탄성계

수

휨

탄성계

수

축방향 

탄성계

수

R-24

R-24/F

-16

R-32/F

-16

R-40/F

-20

R-48/F

-24

SF-16

SF-20

SF-24

SF-32

SF-48

9.5

11

12

15

18

15

15

18

22

28.5

7,800

6,500

7,600

7,400

7,800

4,900

7,100

5,700

6,800

5,700

3,400

3,400

3,500

3,500

3,500

3,500

3,500

3,500

3,400

3,400

1,300

1,200

1,500

1,700

1,600

1,000

1,200

1,400

2,300

2,2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700

1,000

1,000

  900

  800

  700

  700

  700

  600

  600

  700

<표 0802.3.8> 구조용OSB의 탄성계수 (단위：MPa)

구조용OSB의 기준허용응력은 하중기간계수와 함수율에 따라 보정한다. 구조
용OSB의 재하기간에 따른 판재 강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표 0802.3.7> 및 
<표 0802.3.8>에 제시된 기준허용응력에 0802.1.4.2조항의 하중기간계수를 곱하
여 보정한다. 구조용OSB의 기준허용응력은 건조사용조건(함수율 15% 이하)에 근
거한 값이다. 구조용OSB의 12개월간 평균함수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구
조용합판의 경우와 동일하게 <표 0802.3.5>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함
수율이 15%를 초과하고 25% 미만인 경우에는 <표 0802.3.5>의 보정계수를 사용
하여 직선보간법으로 구한 값을 기준허용응력에 곱하여 보정한다.

0802.4 구조용강재
0802.4.1 종류와 품질
구조용강재의 종류와 품질은 제7장에 따른다.
0802.4.2 허용응력
구조용강재의 허용응력은 제7장에 따른다.
0802.4.3 파스너
파스너의 품질과 치수, 허용응력은 0805절 접합부의 설계에 의한다.
0802.5 기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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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부재, I형 장선, 단판적층재 및 피에스엘(PSL) 등은 KS 규격의 품질기준
과 동등 이상으로 신뢰성 있게 제조하여 구조용으로 인정되는 재료에 한하여 
사용한다.

0803 설계요구사항
0803.1 응력과 변형
0803.1.1 일반사항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부의 응력과 변형을 산정한다.
0803.1.2 하중과 하중조합
(1) 응력과 변형 계산에 적용하는 하중의 종류 및 크기는 제3장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목구조설계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위험하중조합을 결정
한다.
① 
② ＋

③ ＋＋( or )
④ ＋＋( or 0.7)＋( or )
(3) 필요에 따라 구조물을 시공할 때의 하중이나 그 외의 특수한 하중도 고려한
다.
0803.1.3 응력과 변형의 해석
(1) 응력과 변형의 해석을 위하여 골조의 구조특성에 적절한 계산방법을 적용한
다.
(2) 크리프에 의한 변형이 클 경우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0803.1.4 구조해석의 기본가정
(1) 응력과 변형의 산정은 탄성해석에 의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접합부 등에서는 
국부적인 탄소성 변형을 고려할 수 있다.
(2) 접합부 성상에 따라 핀 또는 강접합으로 가정한다. 핀 또는 강접합으로 가정
하기 어려운 경우 접합부 실상을 적절히 고려한 탄성스프링접합으로 가정할 수 있
다. 가정한 절점이 실상과 다를 경우 필요에 따라 2차응력의 영향을 고려한다.
(3) 목구조물을 구성하는 각 부재(선재 및 면재)는 적절한 구조요소로 모델화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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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 구조계획 및 각부구조
0803.2.1 일반사항
0803.2.1.1 건축물 전체의 구조계획
건축물에 작용하는 외력의 종류, 응력의 전달, 구조물의 변형, 지반조건, 시공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둥, 보, 골조, 내력벽 및 기초의 형식과 배치를 
0803.2.2 및 0803.2.3에 따라 결정한다.
0803.2.1.2 각부의 구조계획
기초, 토대, 기둥, 보, 가새, 버팀대, 버팀기둥, 내력벽, 바닥틀, 지붕틀 등의 각부계
획은 건축물 전체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며, 각 부의 응력에 대하여 
안전하고 유효하게 저항하도록 0803.2.4～0803.2.12에 따라 설계한다.
0803.2.1.3 접합부의 계획
접합부의 구조는 충분한 강도 및 강성, 인성을 갖도록 하며, 그 위치 및 구조는 
0805에 따라 설계한다.
0803.2.1.4 강성의 확보
불필요한 변형 혹은 진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방법을 고려하여 접합부를 구성
하고, 부재의 결손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 구조물 전체의 강성을 확보한다.
0803.2.1.5 인성의 확보
구조 전체의 인성을 확보한다.
0803.2.1.6 시공에 대한 고려
시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방법이나 시공순서를 고려한다. 또한 시
공 방법이나 순서, 부재의 가공오차로 인하여 부재 및 접합부에 불리한 응력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0803.2.1.7 다른 재료를 사용한 구조의 병용
동일건축물에 다른 재료를 사용한 구조형식이 병용된 경우 각 구조의 특성 
및 건축물 전체의 거동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또한 다른 재료를 사용한 구조
형식간의 접합부는 해당 응력 및 변형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계획한다.
0803.2.1.8 내구성 및 방화에 대한 고려
구조계획을 할 때 내구성 및 방화성능의 확보를 위하여 0808 및 0809절에 
따라 설계한다.
0803.2.2 수직하중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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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등의 수직하중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분산하
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둥-보의 골조 또는 벽체를 배치한다.
(2) 접합부를 구성할 때 부재에 2차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2차응
력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부재에 따냄을 실시할 
경우 그 위치와 크기를 설계에 반영하고, 압축재에는 좌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벽체는 상하벽이 가능한 일치하도록 배치하며, 수직하중이 국부적으로 작
용하는 경우 편심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면외강성 확보와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골조 및 벽체를 연결재로 
연결하여 일체성을 확보한다.
(5) 부동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를 계획한다.
0803.2.3 수평하중에 대한 계획
(1) 건축물하중기준에서 정한 수평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갖도
록 설계한다.
(2) 각 골조 및 벽체는 되도록 균등하게 하중을 분담하도록 배치하며, 불균일
하게 배치한 경우에는 평면적으로 가능한 한 일체가 되도록 하고, 뒤틀림의 
영향을 고려한다.
(3) 골조 또는 벽체 등의 수평저항요소에 수평력을 적절히 전달하기 위하여 
바닥평면이 일체화된 격막구조가 되도록 한다. 또한 각 수평저항요소에 동등
한 수평력이 분포하는 경우에도 바닥 전체가 일체화된 격막구조가 되도록 한
다.
(4) 수평하중이 격막구조를 통하여 구조 각부에 전달되도록 바닥구조와 구조 
각부를 긴밀하게 접합한다.
0803.2.4 기초
(1) 기초는 상부구조가 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하여 침하, 부상, 전도, 수평이동이 생
기지 않고 지반에 안전하게 지지하도록 설계한다.
(2) 건물외주벽체 및 주요칸막이벽 등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기초는 가
능한 한 연속기초로 한다.
(3) 기초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한다.
(4) 기초 밑면은 함수량의 변화 및 동결의 우려가 없는 위치로 한다.
0803.2.5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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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내력상 중요한 기둥의 하부에는 외벽뿐만 아니라 내벽에도 토대를 설치한
다. 단, 기둥을 기초에 긴결하여 내구성 등을 고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
다.
(2) 토대는 그 부분에 작용하는 응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 강성을 지니도록 한
다.
(3) 토대는 기초에 긴결한다. 긴결철물은 약 2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가새단부와 
토대의 이음 등의 응력집중이 예상되는 부근에는 별도의 긴결철물을 설치한다.
(4) 토대와 기둥 또는 가새와의 맞춤은 기둥·가새로부터의 압축력에 대하여 지압
력이 충분하도록 통맞춤면적을 정하고, 또 기둥과 가새로부터의 인장력을 토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5) 토대 하단은 지면에서 200mm 이상 높게 한다. 단, 방습상 유효한 조치
를 강구했을 때는 이것을 감해도 된다.
(6) 토대에는 내구력이 있고 가압방부처리 목재를 사용한다.
0803.2.6 바닥
(1) 바닥구조는 수직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 강성을 가짐과 동시에 바닥
구조에 전달되는 수평하중을 안전하게 골조와 벽체에 전달할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지닌 구조로 한다.
(2) 바닥구조를 구성하는 보와 바닥판재 등은 충분한 휨강도 및 전단강도를 
갖도록 한다. 또한 과도한 처짐이나 진동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 
사용목적에 합당하도록 한다.
(3) 보 또는 장선의 따냄은 되도록 피하고, 특히 부재의 중앙 하단부의 따냄
을 피한다. 불가피하게 따냄을 설치할 경우는 충분한 유효단면을 확보한다.
(4) 보와 바닥판재와 이를 지지하는 부재의 접합부는 각부에 존재하는 응력
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구조로 한다.
(5) 강재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과 강도가 보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6) 바닥격막구조의 구조형식에는 수평격막구조, 수평트러스 등이 있고, 건축의 규
모와 구조형식에 따라 선택한다.
(7) 수평격막구조의 외주에 배치된 보와 장선 등의 플랜지재와는 수평하중에 
따라 발생하는 축방향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 강성을 갖도록 한다. 또한 구조
용바닥판재로 구성된 웹재는 수평하중에 따라 발생되는 면내전단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지녀야 하며, 면재의 좌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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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평트러스를 구성하는 각 부재단면은 수평하중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또한 트러스 각부의 접합부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지닌 구조로 한다.
(9) 바닥격막구조와 골조, 벽체 등의 다른 구조부분과의 접합부는 응력을 전달할 수 있
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지닌 구조로 한다.
0803.2.7 기둥
(1) 기둥은 평면상 균등하게 배치한다.
(2) 기둥은 압축력에 의한 좌굴 및 지압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휨을 받
는 기둥에 대하서는 휨모멘트와 압축력의 조합응력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한다.
(3) 단일기둥은 원칙적으로 이음을 피하며, 부득이 이음을 할 경우는 접합방법에 
주의하되 부재의 중앙 부분을 피한다.
(4) 기둥의 끝면은 횡이동, 인발 등이 생기지 않도록 응력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필요한 강성을 확보하는 맞춤을 한다.
(5) 주각을 직접 기초 위에 설치하는 경우 철물로 긴결한다. 이때, 기둥의 밑면 높
이는 지상 200mm 이상으로 한다. 단, 방습상 유효한 조치를 할 경우 이를 감해도 
된다.
(6) 주각과 기둥, 창대와의 접합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가압방부처리
목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부구조로 한다.
0803.2.8 벽체
(1) 벽체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에 의한 응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
도록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형식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한다.
(2) 압축력에 의한 좌굴을 고려한다.
(3) 조적벽은 건축물의 중량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지탱하도록 배치하고, 특히 좌굴
에 대하여는 충분히 안전하도록 계획한다.
(4) 구조상 휨모멘트와 축력을 동시에 받는 부재는 조합응력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한다.
0803.2.9 보, 층도리, 깔도리
(1) 보와 기타의 휨부재는 충분한 휨강도와 전단강도를 갖도록 하며 처짐이
나 진동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강성을 갖도록 설계한다.
(2) 층도리와 깔도리, 기둥과의 맞춤은 철물을 사용하여서 견고하게 접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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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의 경간이 큰 경우에는 사다리보나 포갬보, 트러스보, 못질충복보 등의 
조립보를 사용할 수 있다.
(4) 보 양단의 걸침길이는 충분히 하며 주요한 보와 기둥과의 맞춤은 철물을 
사용하여 긴결한다.
(5) 보의 따냄은 되도록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 따냄을 할 경우 유효단면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0803.2.10 가새, 버팀대, 버팀기둥
(1) 가새는 건물의 외부와 내부 골조의 경간방향, 도리방향에 균형을 이루도
록 배치한다. 이 경우 압축과 인장 효과를 고려하여 대칭이 되도록 배치한다.
(2) 가새는 그 단부를 기둥과 보, 기타 구조내력상 중요한 가로재와 접합한
다.
(3) 가새에는 내력저하를 초래하는 따냄을 피한다.
(4) 버팀대 또는 버팀기둥과 결합하는 기둥과 보에 생기는 응력과 기둥·보와의 접합
부에서 생기는 응력을 충분히 고려한다.
(5) 가새가 있는 골조에서 기둥과 보, 도리, 토대 기타 가로재와의 맞춤은 가
새의 응력에 따라서 생기는 압축력과 인장력, 전단력에 대하여 철물 또는 구
조내력상 안전한 방법으로 긴결한다.
(6) 버팀대에 접합하는 가새의 단부와 옥외에 노출되는 버팀기둥은 가압방부
처리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부조치를 한 목재를 사용한
다.
0803.2.11 바닥틀
(1) 바닥틀은 수직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하며, 수평하
중에 따라서 생기는 전단력을 안전하게 내력벽에 전달할 수 있는 강도와 강
성을 가진 구조로 한다.
(2) 바닥틀면에는 주요한 두개의 내력벽과 주요한 가로재의 교차부를 보강하
는 귀잡이재를 설치하고, 볼트 또는 못, 기타 철물을 사용하여 가로재와 긴결
한다. 단, 바닥틀면에 수평트러스를 설치한 경우는 귀잡이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귀잡이재에 따라서 결합된 가로재에 생기는 응력과 가로재간의 맞춤부에 
생기는 응력을 충분히 고려한다.
0803.2.12 지붕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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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붕틀은 지붕면의 중력과 바람에 의한 압력과 양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
도·강성이 있어야 하며 수평하중에 의해 생기는 전단력을 안전하게 내력벽에 
전달할 수 있는 강도와 강성을 갖는 구조로 한다.
(2) 지붕틀 부재 및 접합부의 강도는 준공 후의 사용하중에 대하여는 물론 
시공 중의 하중에 대하여도 안전하여야 한다.
(3)지붕틀은 사용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충분한 강성을 지
녀야한다. 특히 압축력을 받는 각재는 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며, 필요에 
따라 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연결재 등을 설치한다.
(4) 각 부재의 따냄은 피한다. 특히 경간 중앙부 인장측에 따냄을 피한다. 불가피
하게 따냄을 설치할 경우는 충분한 유효단면을 확보한다. 또한 지붕틀 트러스의 
각 부재는 따냄을 피한다.
(5) 지붕틀 부재상호 및 지붕틀과 하부구조 등과의 접합은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6) 지붕면과 지붕 대들보면을 구성하는 수평구면은 수평하중을 각 골조 및 벽체
에 적절히 전달하도록 0803.2.6과 같은 수평격막구조 또는 수평트러스 등의 바닥
격막판구조를 설치한다.

0804 부재설계
0804.1 일반사항
0804.1.1 적용범위
0804절은 이 장에서 다루는 모든 구조용목재와 접합부에 적용한다. 구조용목
재와 접합부는 본 기준의 설계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고, 작용하는 하중을 전
달하기에 충분한 크기와 내력을 갖도록 한다.
0804.1.2 순단면적
(1) 순단면적은 구멍파기와 홈파기, 면파기, 따냄 등의 방법에 따라 제거되는 
부재의 투영면적을 산정된 총단면적에서 뺀 값이다. 순단면적은 압축부재에 
대한 0804.3.1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재의 하중전달능력을 산정하는데 
이용한다. 위험순단면에서 부재에 적용되는 편심하중의 영향을 고려한다.
(2) 엇갈리게 배열된 볼트와 드리프트볼트, 드리프트핀, 래그나사못을 갖는 
접합부에 섬유방향하중이 작용할 경우, 인접한 열에 있는 파스너의 섬유방향
간격이 파스너지름의 4배보다 작을 때, 인접한 파스너는 동일한 위험단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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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스프리트링이나 전단플레이트 접합부에서의 순단면적은 부재의 총단면적
으로부터 볼트구멍 및 스프리트링이나 전단플레이트의 홈 등에 대한 투영면
적을 뺀 면적이다. 스프리트링이나 전단플레이트가 엇갈리게 배열된 경우, 인접한 
열에 있는 철물간의 섬유방향 간격이 철물지름과 같거나 이보다 작을 때, 인접
철물은 동일한 위험단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0804.1.3 접합
접합부에서 구조부재와 파스너는 대칭이 되도록 배열한다. 대칭배열이 아닌 
경우, 비대칭배열에 따라 유발되는 휨모멘트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접합부는 
각 부재가 비례하는 응력을 받도록 설계한다.
0804.1.4 장기처짐
2개 이상의 층이나 단면으로 구성된 골조부재에서는 설계 시 장기처짐의 영
향을 고려한다(0804.4.4.2 참조).
0804.1.5 합성구조
목재-콘크리트 또는 목재-강재, 구조용목재-합판, 집성재-합판 등을 사용한 
합성구조에서, 이 기준에 제시한 구조부재와 접합부에 대한 설계값을 사용하
여 설계한다.

0804.2 인장부재
0804.2.1 섬유방향 인장응력
섬유방향의 실제인장응력은 순단면적에 근거하고(0804.1.2 참조), 섬유방향 
설계허용인장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 (0804.2.1)

0804.2.2 섬유직각방향 인장응력
인장부재는 섬유직각방향으로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섬유직각방
향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인장부재는 모든 응력에 저항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0804.3 압축부재
0804.3.1 일반사항
0804.3.1.1 용어
이 장에서 기둥이라는 용어는 트러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재나 다른 구조성
분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압축부재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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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3.1.2 기둥의 분류
(1) 단일기둥：단일기둥은 단일부재로 사용되거나 여러 개의 부재를 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 하나의 부재처럼 작용하도록 구성한 기둥이다.
(2) 조립기둥：조립기둥은 여러 개의 부재를 못 또는 볼트 등의 파스너로 접
합하여 구성한 기둥이다.
0804.3.1.3 섬유방향 압축응력
섬유방향 실제압축응력이 섬유방향 설계허용압축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
계한다. 즉
  


≤ ′ (0804.3.1)

기둥 내에서 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위험부분에서 단면이 감소할 때, 
의 산정은 순단면적에 근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의 산정은 총단면적에 근
거한다. 순단면적에 근거한 는 섬유방향 기준허용압축응력에 기둥안정계수를 
제외한 모든 가능한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즉
 ≤           (0804.3.2)
0804.3.1.4 편심하중 또는 조합응력
편심하중이나 휨과 축 하중의 조합응력을 받는 압축부재의 설계는 0804.5에 
의한다.
0804.3.1.5 기둥가새
기둥가새는 풍하중 또는 기타 수평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
한다.
0804.3.2 기둥
0804.3.2.1 기둥안정계수 
(1) 압축을 받는 부재가 모든 방향에서 횡방향변위를 막기 위하여 전체길이
에 걸쳐 지지되면 ＝1.0이다.
(2) 목재기둥에 대한 유효기둥길이는 구조역학의 원리에 따라 결정한다. 단부
의 지지조건을 알 때 유효기둥길이를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실제기둥길이
에 <표 0804.3.1>에 제시된 적절한 좌굴길이계수를 곱하는 것이다. 즉
      (0804.3.3)
(3) 직사각형기둥에 대한 세장비  는   와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각각의 비는 <표 0804.3.1>에 있는 적절한 좌굴길이계수 에 따라 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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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굴

형태

 0.65 0.80 1.2 1.0 2.1 2.4

단 부

의

지지

조건

회전, 이동 모두 고정

회전 자유, 이동 고정

회전 고정, 이동 자유

회전, 이동 모두 자유

<표 0804.3.1> 좌굴길이계수, 

(4) 기둥에 대한 세장비  는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시공중에는 75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기둥안정계수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0804.3.4)
   여기서, ＝기준허용압축응력에 를 제외한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를 

곱한 값
 ＝  

  ′

 ＝ 0.510－0.839( ) <표 0804.3.2>
＝ 0.3 [육안등급구조재]
＝ 0.418 [ ≤ 0.11인 제품]

  ＝ 0.8 [구조용목재]
   ＝ 0.9 [집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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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육안등급구조재 0.25

기계등급구조재(MSR) 0.11

집성재 0.10

<표 0804.3.2> 구조용목재와 집성재에 한 탄성계수의 

변이계수

( )

0804.3.2.2 변단면기둥
한쪽 또는 양쪽 끝의 단면적이 줄어드는 직사각형기둥의 설계에서 기둥의 각 
단면에 대한 적용치수는 식(0804.3.5)로 구한다.
  m in  m ax  m in 




 


     m ax

m in (0804.3.5)

   여기서,  m in ＝ 기둥단면의 최소치수
m ax ＝ 기둥단면의 최대치수

   지지조건
＝ 0.70 [큰 단면쪽이 고정, 작은 단면쪽이 지지되지 않았거나 단

순지지]
＝ 0.30 [작은 단면쪽이 고정, 큰 단면쪽이 지지되지 않았거나 단

순지지]
＝ 0.50 [양쪽 다 단순지지이며, 한쪽으로 가늘어지는 경우]
＝ 0.70 [양쪽 다 단순지지이며, 양쪽으로 가늘어지는 경우]

   기타 모든 지지조건에 대하여
  m in  m ax  m in   (0804.3.6)
나 의 산정은 적용치수 를 기초로 한다. 더욱이 변단면기둥의 임의 단면에
서의 는 섬유방향 기준허용압축응력에 기둥안정계수를 제외한 모든 적용 가능
한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즉
 ≤         (0804.3.7)
0804.3.2.3 원형기둥
원형기둥의 설계는 동일한 단면적과 경사를 갖는 정사각형기둥 설계에 따른
다.

0804.4 휨부재
0804.4.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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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4.1.1 휨부재의 경간
단순보와 연속보, 캔틸레버보에서 경간은 양지점의 안쪽측면거리에 각 지점에
서 필요한 지압길이의 1/2을 더한 값으로 한다.
0804.4.1.2 집중하중의 횡방향분배
큰 집중하중을 받는 휨부재는 마루바닥에 따라 그와 평행한 방향으로, 인접한 휨부재
에 그 하중이 전달되므로 설계모멘트와 수직전단력을 구할 때 이를 고려한다.
0804.4.1.3 따냄
(1) 휨부재의 따냄은 가능한 한 피하며, 특히 부재의 인장측에서의 따냄을 피
한다. 각진 따냄 대신에 완만한 경사로 따내어 응력집중을 피하도록 한다.
(2) 휨부재를 다음과 같은 치수로 따낼 경우 휨부재의 강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따냄깊이 ≤ (1/6)(보의 두께)
따냄길이 ≤ (1/3)(보의 두께)
(3) 제재목에서 따냄깊이는 제재목휨부재의 단부에서의 따냄을 제외하고는 
부재 두께의 1/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중간 1/3부분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지점에서의 부재단부를 제외하고, 두께가 89 mm 이상인 제재목휨부재
의 인장측은 따냄을 하지 않는다. 휨부재의 단부에서의 따냄은 휨강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전단강도에 대한 따냄의 영향은 0804.4.3.4를 참조한다.
(5) 집성재에 있어서 부재가 지지되는 단부에서의 따냄을 제외하고는 집성재
휨부재의 인장측에는 따냄을 하지 않으며, 단부에서도 따냄깊이가 부재 두께
의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부재의 단부를 제외하고는 집성재휨부재의 
압축측에도 따냄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부에서도 따냄깊이가 부재 두께의 2/5를 넘
지 않도록 한다. 압축측의 단부따냄은 경간의 1/3 위치까지 연장되지 않도록 한다.
   예외규정：집성재휨부재의 단부에서 압축측 경사따냄은 부재두께의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그 길이는 부재두께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경사면이 경간의 1/3 위치까지 연장되는 경사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계기준
이 요구된다.
0804.4.2 휨
0804.4.2.1 휨강도
휨응력은 설계허용휨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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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804.4.1)
0804.4.2.2 휨설계식
(1) 휨모멘트 에 의한 휨응력은 식(0804.4.2)에 따라 산정한다.
  


 

 (0804.4.2)
직사각형단면의 휨부재에서는 나비 와 두께 에 따라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0804.4.3)

(2) 중심에 중립축을 가진 직사각형단면의 휨부재에서
  

 ; 단면2차모멘트 (0804.4.4)

  




 ; 단면계수 (0804.4.5)
   여기서, ＝ 단면의 중립축에서 연단까지의 거리

0804.4.2.3 보안정계수 
(1) 휨부재의 두께가 나비를 넘지 않을 때, 즉  ≤ 일 때 횡방향지지는 필요하
지 않으며, ＝1.0이다.
(2) 횡변위를 막기 위하여 휨부재의 압축측이 전체길이에 걸쳐 횡방향지지되
어 있고 지점의 끝이 회전을 막기 위하여 횡방향지지되어 있을 때, ＝1.0이
다.
(3) 휨부재의 두께가 나비를 초과할 때, 즉  ≤ 일 때에는 지점에서의 회전과 
횡변위를 막기 위하여 횡방향지지가 지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지점에 횡방향지
지가 설치되어 있을 때, 휨부재의 길이 전체에 대한 횡방향지지는 요구되지 않
으며, 비지지길이 는 양지점 사이의 거리 혹은 캔틸레버의 길이이다. 휨부재가 
회전이나 횡변위에 저항하기 위하여 단부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횡방향지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비지지길이 는 횡방향지지점 사이의 거리이다.
(4) 단일지간 휨부재 또는 캔틸레버 휨부재에서의 유효경간 는 <표 
0804.4.2.3>에 따른다.
(5) 휨부재의 세장비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 값이 50을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0804.4.6)

(6) 보안정계수 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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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4.7)
   여기서, ＝기준허용휨응력에   을 제외한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

수를 곱한 값
 




  ′

 ＝ 0.745－1.225( )
＝ 0.439 [육안등급구조재]
＝ 0.610 [≤0.11을 가지는 제품

<표 0804.3.2.1(2)>참조)]
(7) 양방향 휨을 받는 부재는 0804.5.2항에 따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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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틸레버1)
 ＜ 7일 

때

 ≥ 7 일 

때

등분포하중 ＝1.33
＝0.90＋

3

비지지 단에서의 집중하중 ＝1.87
＝1.44＋

3

단순보1), 2)
 ＜ 7일 

때

 ≥ 7 일 

때

등분포하중 ＝2.06
＝1.63＋

3

중간에 버팀지지가 없고 중앙

에 집중하중
＝1.80

＝1.37＋

3

중앙에 버팀지지가 있고 중앙

에 집중하중
＝1.11

1/3점에 버팀지지가 있고 1/3 

점에 2개의 집중하중
＝1.68

1/4점에 버팀지지가 있고 1/4 

점에 3개의 집중하중
＝1.54

1/5점에 버팀지지가 있고 1/5 

점에 4개의 집중하중
＝1.68

1/6점에 버팀지지가 있고 1/6 

점에 5개의 집중하중
＝1.73

1/7점에 버팀지지가 있고 1/7 

점에 6개의 집중하중
＝1.78

7개 이상의 집중하중과 각 하

중점에 버팀지지
＝1.84

단부모멘트 ＝1.84

1) <표 0804.4.1>에 규정되지 않은 하중상태를 가진 

단순보 혹은 캔틸레버 휨부재에 하여

   ＝2.06         (＜`7)

   ＝1.63＋3    (7 ≤ ≤14.3)

   ＝1.84         (＞14.3)

2) 연속보의 경우 표의 값이나 구조해석에 기초하여 적

용한다.

<표 0804.4.1> 휨부재의 유효길이, 

0804.4.3 전단
0804.4.3.1 섬유방향 전단강도
(1) 휨부재의 임의 단면에서 실제 섬유방향 전단응력은 설계허용전단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즉
 ≤  ′ (0804.4.8)
휨부재에서 섬유직각방향 전단응력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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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에 명시한 수직방향 지지점에서의  산정을 위한 전단설계절차는 제재
목, 집성재 혹은 조립보와 같은 단일휨부재로 한정한다. 트러스의 웨브, 현재와 
같이 지지점에서 접합부를 가진 조립부재에 대한 전단설계는 실험이나 다른 기
법에 의한다.
0804.4.3.2 전단설계식
제재목 및 집성재가 휨응력을 받을 때, 섬유방향 전단응력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0804.4.9)
직사각형 단면의 휨부재에서 최대전단응력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0804.4.10)
0804.4.3.3 휨부재에서 전단력( )의 산정
(1) 윗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아랫면에서 완전히 지지하는 보에 대하여는 지
지점으로부터 휨부재의 두께와 같은 거리 이내에 있는 모든 하중은 무시할 
수 있다.
(2) 가장 큰 단일이동하중은 휨부재의 지지점에서 두께와 같은 거리에 위치
하도록 한다. 이때, 다른 하중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지지점으로부터 
휨부재의 두께와 같은 거리 이내의 하중은 무시한다. 이러한 조건은 각 지지
점에서 검토한다.
(3) 크기가 같고 인접하는 2개 이상의 이동하중을 가지고 있을 때, 하중은 
최대전단력 가 발생하는 지점에 위치시키고, 휨부재의 지지점에서 두께와 같은 
거리 이내에 있는 하중은 무시한다.
0804.4.3.4 따냄이 있는 휨부재의 전단설계
(1)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며 단부 인장측에서 따냄을 한 휨부재에서 섬유방
향 전단응력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0804.4.11)

   여기서,  ＝ 휨부재의 두께
 ＝ 따냄 부위의 부재 두께
 ＝ 전단력(0804.4.3.3에 주어진 경우는 제외)

(2) 원형 단면을 갖고 단부의 인장측에서 따냄을 한 휨부재에서 섬유방향 전
단응력은 다음 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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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4.4.12)

   여기서, ＝ 따냄을 한 부재의 단면적
(3) 직사각형이나 원형 단면 이외의 단면을 가지고 단부의 인장측에 따냄을 
한 휨부재에 대한 섬유방향 전단응력은 따냄에서 응력집중의 기존해석에 따
른다.
(4) 사각형 따냄과 비교하여 완만한 경사의 따냄은 따냄이 없는 휨부재에서 
산정한 값과 근사하게 전단응력을 감소시킨다.
(5) 휨부재가 단부의 압축측에 따냄이 있을 때 종방향 전단응력은 다음 식에 
의한다.
 





  

    
 (0804.4.13)

  여기서,  ＝ 지지점의 안쪽면에서 연장된 따냄까지의 거리. 따냄의 깊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즉  ≤  만약 ＞일 경우 은 식(0804.4. 10)에서의 의 산정에 사용한다.
 ＝ 따냄을 하고 남은 부재의 두께.
보의 단부가 경사져 있다면 지지점의 내부면으로부터 측정한다.

0804.4.3.5 접합부에서 휨부재의 전단설계
(1) 휨부재의 접합부를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래그나사못 등으로 고
정할 때, 전단응력 는 다음과 같다(0804.4.3.3에 주어진 경우는 제외).
① 접합부가 두께의 5배보다 작을 때, 섬유방향 전단응력은 다음 식에 의한
다.
 







 


 




 


 (0804.4.14)

   여기서, 스프리트링과 전단플레이트의 경우：＝부재의 두께에서 하중을 받지 않
는 부재측면과 스프리트링이나 전단플레이트의 가장 가까운 측면 사이의 거
리를 뺀 값
볼트 및 래그나사못의 경우：＝부재의 두께에서 하중을 받지 않는 부재측면
과 볼트나 래그나사못 중심 사이의 거리를 뺀 값

실제 섬유방향 전단응력이 섬유방향 설계허용전단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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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합부가 적어도 두께의 5배일 때, 즉 일 때 전단응력은 다음 식에 의한다.
 







 


 (0804.4.15)

부재의 감소된 두께 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전단응력은 섬유방향 설계허용전단응력
의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부재의 총단면적에 기초한 전단응력은 설
계허용전단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내부 파스너를 사용할 때 는 따냄이 있는 휨부재의 전단설계를 위한 
0804. 4.3.4에 따라 산정한다.
0804.4.4 처짐
0804.4.4.1 처짐의 산정
설계에서 휨에 의한 처짐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기준의 허용탄성
계수  ′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보의 최대처짐은 활하중만 고려할 때에는 부재길
이의 1/360, 활하중과 고정하중을 함께 고려할 때에는 1/240보다 작아야 한다.

0804.4.4.2 장기하중
장기하중하에서 전체 처짐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때, 부재의 크기를 증가시
켜 처짐에 대한 여분의 강성을 부여한다. 전체 처짐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다.
      (0804.4.16)
   여기서, (장기처짐계수) ＝1.5 [집성재나 건조된 제재목]

＝ 2.0 [미건조제재목]
 ＝ 장기설계하중에 의한 처짐
 ＝ 단기설계하중에 의한 처짐

0804.5 휨과 축하중의 조합
0804.5.1 휨과 축인장
휨과 축인장이 조합된 하중을 받는 부재는 다음의 식(0804.5.1)과 식
(0804.5.2)를 만족하도록 한다.

′





 (0804.5.1)





   (0804.5.2)

   여기서,  ≤ ：기준허용휨응력에 을 제외한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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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곱한 값

≤ ：기준허용휨응력에 을 제외한 모든 적용 가능한 보

정계수를 곱한 값
0804.5.2 휨과 축압축
1축 또는 2축 휨과 축방향압축이 조합된 하중을 받는 부재는 다음과 같은 식
을 만족하도록 한다.




′
 





′      
  

′         


≦ (0804.5.3)

   여기서, 1축휨에 대하여 ＜  
  ′  

2축휨에 대하여
＜  

  ′   ＜  
  ′

＜ 
  ′

 ＝ 부재의 좁은면에 작용하는 휨응력
 ＝ 부재의 넓은면에 작용하는 휨응력
 ＝ 넓은면의 치수
 ＝ 좁은면의 치수

유효기둥길이 과 는 0804.3.2.1에 따라 결정하고, ′ , 그리고 는 0804.3.2
에 따라 결정한다. ′ ′, 그리고 는 0804.4.2.3에 따라 결정한다.

0804.6 지압설계
0804.6.1 섬유방향지압
(1) 섬유방향 실제지압응력은 순지압면적에 근거하고, 섬유방향 설계허용지압응력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즉
 ≦ ′(0804.6.1)
(2) 충분한 횡방향지지가 있고 단부절단면이 정확하게 사각형이고 수평이라
면 섬유방향 설계허용지압응력 ′은 압축부재의 전면지압에 적용한다.
(3) ＞ ′일 때, 지압은 금속판이나 금속띠쇠 또는 작용하중을 분산시키기
에 충분한 강성과 내구력을 갖는 균일한 재료 위에서 작용하도록 한다. 압축부
재의 전면지압에 대하여 강성이 큰 삽입물이 필요한 경우 인접한 단부 사이에 
꼭 들어맞게 삽입된 금속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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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6.2 섬유직각방향지압
섬유직각방향 압축응력은 순지압면적에 근거하고, 섬유직각방향 설계허용압축
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즉
⊥ ≦ ⊥′ (0804.6.2)
휨부재의 단부에서 지압면적을 산정할 때, 부재가 휨에 따라 지압의 안쪽가장자리에 
작용하는 압력이 부재단부에서의 압력보다 커지는 현상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0804.6.3 섬유방향과 경사진 지압
섬유방향과 임의의 경사각을 이루는 지압의 설계허용지압응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sin  ⊥′ cos
′ ⊥′ (0804.6.3)

   여기서,  ＝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과 섬유방향(부재의 길이방향축)이 이루는 
각

0804.7 수평하중저항구조의 설계
0804.7.1 적용범위
이 조항은 목조건축물에서 바람, 지진 및 기타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전단벽
(수직격막)과 바닥(수평격막)에 관한 설계에 적용한다. 층수가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000m2 이하의 건축물은 구조계산이 요구되지 않는다.
0804.7.1.1 역학적 원리에 의한 전단성능 산정
바닥과 전단벽의 전단성능은 파스너의 허용내력과 덮개용 목질판재의 허용응력을 
사용한 역학적 원리에 의하여 산정한다.
0804.7.1.2 골조
(1) 구조내력상 주요한 기둥과 보 등의 구조부재는 0306절에 의하여 결정되
는 지진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구조내력상 주요한 구조부재 사이의 접합부는 0306절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진하중을 
지지하도록 0805절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3) 벽, 기둥, 보 등의 주요구조부가 지진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건축물에
서, 벽이나 가새 등의 수평하중저항요소를 각 층에서 길이 및 나비 방향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4) 모든 격막구조는 인장 및 압축 하중을 전달하도록 가장자리에 경계부재를 설치하
여야 한다. 개구부 주변의 경계부재는 전단응력을 분산하도록 설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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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격막의 덮개용 목질판재를 경계부재의 이음에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6) 전단벽의 이중깔도리(버팀재)나 바닥의 보막이장선(현재) 등 골조부재의 
끝부분에 직각방향으로 설치되는 부재는 해당 격막구조가 작용하중을 충분히 
지지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0804.7.1.3 골조부재
골조부재는 두께 38mm(공칭치수 50mm) 이상의 1종구조재 2등급 이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격막에서 서로 인접한 덮개용 목질판재는 골조부재의 중앙
선을 따라 서로 맞대어 접합하여야 한다. 못은 판재의 측면으로부터 10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골조부재에 단단히 박혀야 하며, 못박기 간격은 목질판
재의 가장자리에서 150mm 이하, 목질판재의 중앙부에서 300mm 이하로 한
다.
0804.7.1.4 개구부
전단벽의 내력에 영향을 주는 개구부는 설계도상에 자세히 표시하여야 하며, 
개구부 주위는 전단응력을 전달하도록 적절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0804.7.1.5 전단벽의 접합부
전단벽과 연결구조 사이에는 설계하중을 지지하도록 접합 또는 고정하여야 
한다. 수평격막으로부터 전단벽, 이중깔도리 또는 기타구조로 전달되거나 또
는 전단벽으로부터 다른 구조로 전달되는 수평지진하중이 2kN/m를 초과하는 
경우 이 하중을 지지하는 접합부에 경사못박기를 할 수 없다.
0804.7.1.6 파스너
파스너의 허용내력은 0805절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0804.7.1.7 덮개용 목질판재
전단벽과 바닥격막의 덮개용 목질판재는 작용하중을 충분히 지지하도록 허용
응력설계법에 의하여 설계하고, 허용응력은 0802절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0804.7.1.8 콘크리트구조 및 조적조로부터의 하중
전단벽, 바닥격막, 수평트러스 및 기타 목구조가 콘크리트구조 및 조적조에 의하여 
유발되는 지진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하여서는 안 된다.
0804.7.2 목구조의 내진설계
0804.7.2.1 목구조의 내진설계방법
일반적으로 목구조는 가볍고, 진동의 흡수를 통한 내진성능이 우수하기 때문
에, 0306.5의 등가정적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설계하며, 0306.7의 동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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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여 설계할 수도 있다.
0804.7.2.2 목구조의 내진설계에 적용되는 계수
(1) 목구조지진력저항시스템
목구조에 적용되는 지진력저항시스템에 대한 설계계수는 <표 0804.7.1.>과 
같다.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설계계수
내진설계 범주에 따른 시스템의 제한

과 높이(m) 제한

반응보정계수 



시스템초과

  강 도 계 수 

Ω

변위증폭계수



A 또는 B C D

1. 내력벽 시스템

 1-e 경골목조 

전단벽
6.0 3.0 4.0 허용 허용 허용

2. 건물 골조 시스템

 2-r 경골목조 

전단벽
6.5 2.5 4.5 허용 허용 허용

<표 0804.7.1> 목구조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한 설계계수

(2) 기본진동주기
0306.5.4의 식(0306.5.5)에서 목구조의 근사기본진동주기()를 산정하기 위하여 좌굴강
성계수 의 값으로 0.049를 적용한다.
(3) 지진력의 연직분포
0306.5.5의 식(0306.5.8)과 식(0306.5.9)에서 지진력의 연직분포 산정에 적
용되는 건물주기에 따른 분포계수 의 값으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하여는 1을 
적용한다.
(4) 수평전단력 분포
목구조의 수직 및 수평 격막은 유연한 격막으로 분류하며, 설계층전단력은 각 
저항선상에 위치한 격막의 작용면적에 근거하여 각 수직부재에 분배한다.
(5) 층간변위
목구조의 층간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변위증폭계수는 0804.7.2.2에 규
정된 값을 적용한다.
0804.7.3 목재수평격막구조의 설계
0804.7.3.1 일반사항
목재수평격막구조는 구조계산, 시험 또는 모형에 의하여 구한 격막면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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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짐이 격막과 접합된 하중전달 또는 지지구조의 허용처짐을 초과하지 않
는 한 수평하중저항구조로 사용할 수 있다. 수평격막과 연결된 하중전달 또는 
지지구조와의 접합부는 작용하중을 격막구조로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한 거리만큼 격막구조 내부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0804.7.3.2 처짐
허용처짐은 수평격막과 이와 접합된 하중분산 또는 저항구조가 설계하중조건
하에서 구조적인 성능을 유지하고 건축물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작용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처짐으로 하여야 한다. 수평격막
구조의 처짐에 대한 산정에는 일반적인 휨 및 전단 요소들뿐만 아니라 수평
격막의 처짐에 영향을 주는 파스너의 변형 같은 다른 요소들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못 1개당 작용

하중(N)3)

못의 종류별 값(mm)2)

못

6d 8d 10d

300 0.23 0.15 0.12

400 0.38 0.23 0.18

500 0.60 0.32 0.25

600 0.95 0.44 0.33

700 1.49 0.61 0.43

800 － 0.85 0.57

900 － 1.17 0.74

1,000 － － 0.98

주) 1) 구조용1급(Structural I) 이외의 다른 등급의 합판

에 하여는 값을 20% 증가시킨다.

   2) 표의 값들은 보통못 표에 적용한다.

   3) 못 1개당 작용하중(N)＝수평격막의 가장자리 또는 

전단벽의 상부에서 단위길이당 최 전단력에 패널 측

면에서의 못질간격을 곱한 값 

   4) 미건조목재(함수율 19% 이상)에 하여 표의 값을 

2배로 한다.

<표 0804.7.2> 못의 미끄러짐에 따른 수평격막의 처짐산정

에 사용하는 값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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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질판재의

종류

경간

등급

전단강성계수( ) (N/mm 목질판재의 나비 또는 두께)

1등급 2등급

합판

OSB

합판

OSB3매 합

판

4매 합

판

5매 합판

1)

3매 합

판

4매 합

판

5매 합판

1)

일반덮개용

(바닥 

밑판에 

적용하는 

경우)

R-24 5,600 7,400 7,200 10,000 4,300 5,600 6,500 10,000

R-24/F-16
6,100 7,900 7,700 11,000 4,700 6,100 7,000 11,000

R-32/F-16
6,100 7,900 7,700 11,000 4,700 6,100 7,000 11,000

R-40/F-20
6,400 8,400 8,300 12,000 4,900 6,400 7,500 12,000

R-48/F-24
7,000 9,100 8,900 13,000 5,400 7,000 8,100 13,000

일체형 

덮개용

(바닥 

밑판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

SF-16 6,100 7,900 7,700 11,000 4,700 6,100 7,000 11,000

SF-20 6,300 8,300 8,000 11,000 4,900 6,300 7,300 11,000

SF-24 6,800 8,800 8,600 12,000 5,200 6,800 7,800 12,000

SF-32 8,200 10,600 10,400 15,000 6,300 8,200 9,400 15,000

SF-48 11,400 15,000 14,600 20,000 8,800 11,400 13,300 20,000

주) 1) 5층 이상을 갖는 합판에 해서는 5매 합판의 값을 적용한다. 5매/3층 합판에 해서는 4매 

합판에 한 값을 적용한다.

<표 0804.7.3> 수평격막의 처짐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덮개용 목질판재의 전단강성계수()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못박기하고 보막이를 한 목재수평격막구조의 처짐 은 식
(0804.7.1)에 의하여 산정한다. 불균일하게 못박기한 수평격막구조에 대하여는 
식(0804.7.1)에서 세 번째 항의 계수인 0.000614를 시험이나 이론적 분석에 근
거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0804.7.1)
   여기서, ＝ 현재의 단면적(mm2)

 ＝ 수평격막의 폭나비(mm)
＝ 현재의 탄성계수(MPa)
＝ 못의 변형(mm) (<표 0804.7.2> 참조)
＝ 덮개용 판재의 두께방향 전단강성계수(N/mm)  (<표 0804.7.3> 

참조)
 ＝ 수평격막의 길이(mm)
 ＝ 해당 방향에서 설계하중에 의한 최대단위전단력(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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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격막의 산정된 처짐(mm)
∑ ＝ 수평격막의 양측면에 존재하는 현재 이음부의 미끄러짐 변
형에 각 이음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들의 합

0804.7.3.3 수평격막의 형상비
수평격막의 종류에 따른 치수 및 모양은 <표 0804.7.4>와 같다.

수평격막의 종류
길이-나비의 최

비율

구조용 목질판재로 덮고 모든 측면에 

못을 박은 격막
4：1

구조용 목질판재로 덮고 중간이음부에 

보막이가 없는 격막
3：1

각선덮개를 단층으로 설치한 격막 3：1

각선덮개를 이중으로 설치한 격막 4：1

수평덮개를 단층으로 설치한 격막 2：1

<표 0804.7.4> 수평 및 경사 격막에 있어서 최 형상비

0804.7.3.4 수평격막의 제작
목재수평격막은 0802.3에 적합한 구조용 목질판재를 덮개로 사용하여야 한
다. 바닥의 가장자리나 골조부재가 바뀌는 지점에서는 작은 목질판재를 사용
할 수 있으나 600mm 이상의 나비를 가져야 하며, 이보다 작은 경우 4면이 
모두 골조부재 또는 보막이에 못으로 접합되어야 한다. 수평격막의 덮개로 사
용되는 구조용목질판재의 두께는 바닥장선의 간격과 하중의 크기에 따라 <표 
0804.7.5>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목재수평격막에서 수평격막의 
형상에 따른 파스너의 크기와 간격, 허용단위전단내력은 <표 0804.7.6>, 
<표 0804.7.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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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목질판재

의 경간등급
지붕4) 바닥5)

경간등급

(지붕/바

닥)

두께

(mm)

최 경간 (mm)
허 용 하 중

6)(kPa)
최 경

간

(mm)
측면지

지7)

측 면 비

지지

총 하

중

활 하

중

600/0 9, 12 600 5008) 1.9 1.4 0

600/400 9, 12 600 600 2.3 1.9 400

800/400 12, 15 800 700 1.9 1.4 4009)

1000/50

0

15,

18, 21
1,000 800 1.9 1.4

5009,

10)

1200/60

0
18, 21 1,200 900 2.1 1.6 600

주) 1) 목질판재의 나비가 600mm 이상인 경우에 적용

한다. 

   2) 구조용 목질판재에 관한 규정은 0802.3에 따른

다. 

   3) 강축방향이 지지점과 수직이고 2개 이상의 경간

에 걸쳐 사용될 때 적용한다.

   4) 등분포하중조건에서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경우 처짐의 제한요건은 경간의 1/180, 활하중만 

있는 경우 처짐의 제한요건은 경간의 1/240로 한

다.

   5) 최소두께 6mm의 바닥덮개나 38mm의 경량콘크

리트바닥이 바탕바닥 위에 있지 않으면, 구조용 목

질판재의 측면은 제혀쪽매로 하여 있거나 아니면 

보막이로 지지하여야 한다. 등분포허용하중에 따른 

허용처짐이 경간의 1/360인 경우 600mm 경간은 

3.2kPa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외의 경간은 

4.6kPa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6) 최 경간에서 허용하중

   7) 소재보막이만으로 보막이된 격막의 요건에 적합

하다.

   8) 12mm 목질판재의 경우 최 경간은 600mm로 

하여야 한다.

   9) 장선에 직각으로 19mm의 목재쪽마루를 시공할 

경우 경간은 600mm까지 허용한다.

   10) 38mm의 경량콘크리트를 목질판재 위에 시공할 

경우 경간은 600mm까지 허용한다.

<표 0804.7.5> 구조용목질판재의 경간, 두께 및 허용하

중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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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목질판

재 의 

등급5)

못 의 

크기

목질

판재의

최소

두께

(mm)

골조

부재의

최소

나비4)

(mm)

보막이 된 수평격막 
보막이 없는 수평

격막
격막의 경계부(모든 경우), 하중에 평행

한 연속된 목질판재의 가장자리(III, IV형 

격막)에서 못박기 간격(mm)3)

지지되는 가장자리

에서 못박기 최 간

격 150mm3)
150 100 60 50

I형 격막

I형 격막 

이 외 의 

경우 

위와는 다른 모든 판재의 가장자리에서 

못박기 간격(I, II, III, IV형 격막의 경

우)(mm)3)
150 150 100 75

1등급
6d6)

9 38
2.1 1.3 1.7 2.6 1.2 0.8

8d 1.9 1.3 1.7 2.6 1.2 0.8

2등급

6d6)
9 38

1.7 1.0 1.4 2.1 1.0 0.7
8d 1.9 1.3 1.7 2.3 1.1 0.8
8d 12 38 1.7 1.1 1.5 2.3 1.0 0.7
10d 18 38 2.6 1.9 2.4 3.1 1.6 1.0

1) 다른 수종의 경우 해당 수종의 비중을 찾아서 비중계수＝1－(0.5－)를 구하여 해당 

허용전단내력에 이 조정계수를 곱하여 허용단위전단내력을 산출한다. 

  여기서 는 골조부재의 비중이며 이 비중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2) 활하중 또는 고정하중 조건에 한 전단력은 이 표의 값에다 각각 0.63, 0.56을 곱하

여 구한다. 

   이 값은 함수율 19% 이하의 3매 3층 합판에 한 것으로 4매, 5매 합판의 경우 1.2

를 곱하여 구한다. 

3) 중간의 골재부재를 따라 못박기 간격 300mm 이하(지지 의 간격이 1,200mm이면 

150mm)

4) 가장자리나 목질판재의 인접부에 위치하지 않는 골조부재의 최소나비는 38mm 이상이

어야 한다.

5) 구조용 목질판재에 관한 규정은 KS F 3113(구조용 합판)에 따르며 구조용 OSB에 

해서는 구조용 합판에 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6) 지붕에는 고풍속으로 인한 음압에 저항하도록 8d 못을 박는다.

주) I형 격막：가장자리에 보막이를 설치하거나 하중에 직각인 연속이음매

   II형 격막：일부 가장자리에 보막이를 설치하거나 하중에 직각인 연속이음매

   III형 격막：가장자리에 보막이를 설치하거나 하중에 직각인 연속이음매

   IV형 격막：일부 가장자리에 보막이를 설치하거나 하중에 평행한 연속이음매

<표 0804.7.6> 낙엽송류1)로 골조를 구성한 수평격막의 허용단위전단내력2) (kN/m) -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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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의 

크기

목질

판재의

최소

두께

(mm)

골조

부재의

최소

나비4)

(mm)

보막이 된 수평격막 보막이 없는 격막 

격막의 경계부(모든 경우), 하중에 평행한 연속

된 목질판재의 가장자리(III, IV형 격막)에서 못

박기 간격(mm)3)

지지되는 가장자리

에서 

못박기 최 간격 

150mm3) 
150 100 60 50

I형 격막

I형 격막 

이외의 경

우 

위와는 다른 모든 판재의 가장자리에서 못박기 

간격(I, II, III, IV형 격막의 경우)(mm)3)
150 150 100 75

6d5) 9
38 5.0 6.8 10.2 11.4 4.5 3.4
64 5.7 7.6 11.4 12.9 5.0 3.8

8d
9

38 6.5 8.7 13.1 14.8 5.9 4.4
64 7.3 9.8 14.7 16.6 6.5 4.9

12
38 7.3 9.8 14.4 16.3 6.5 4.9
64 8.2 10.9 16.3 18.4 7.2 5.4

10d 

12
38 7.9 10.5 15.6 17.8 6.9 5.2
64 8.8 11.7 17.7 20.0 7.9 5.9

15
38 8.7 11.6 17.4 19.8 7.8 5.9
64 9.8 13.0 19.6 22.3 8.7 6.5

18
64 － 17.56) 25.46) － － －
89 － 20.46) 29.26) － － －

1) 다른 수종의 경우 해당 수종의 비중을 찾아서 비중계수＝1－(0.5－)를 구하여 해당 

허용전단내력에 이 조정계수를 곱하여 허용단위전단내력을 산출한다. 

  여기서 는 골조부재의 비중이며 이 비중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 표의 값은 건조조건에서 정상하중기간에 근거한 값이다. 

3) 중간의 골재부재를 따라 못박기 간격 300mm 이하(지지 의 간격이 1,200mm이면 

150mm)

4) 가장자리나 목질판재의 인접부에 위치하지 않는 골조부재의 최소나비는 38mm 이상이

어야 한다.

5) 표에서 규정한 못의 크기가 아닌 다른 종류의 못을 사용할 경우 표의 값에 다음 식에

서 구한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여기서 ：표준이 아닌 못의 직경  ：표준 못의 직경

6) 못을 2열로 박는다.

<표 0804.7.7> 낙엽송류1)로 골조를 구성한 수평격막의 허용단위전단내력2) (kN/m) - O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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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7.4 목재전단벽의 설계
0804.7.4.1 일반사항
실제 모든 건축물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동시에 지지해야 하며 내력벽시
스템인 경우에는 전단벽(수직격막)이 수평력의 100%를 지지하도록 설계하여
야 하고, 건물골조 시스템인 경우에는 전단벽이 수평력의 100%를 지지하도
록 설계하거나 또는 건물골조가 수평력의 25% 이하를 지지하도록 할 수 있
다.
목재전단벽은 구조계산, 시험 또는 모형에 의하여 구한 전단벽면 내에서의 수
평변위가 전단벽과 접합된 구조의 허용변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연직방향의 
하중분산 또는 저항구조 내에서 수평하중저항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0804.7.4.2 변위
허용처짐은 전단벽과 이와 접합된 하중분산 또는 저항구조가 설계하중조건하
에서 구조적인 성능을 유지하고, 건축물 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작용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변위로 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못박기하고 보막이를 설치한 목재전단벽의 변위 는 식
(0804.7.2)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0804.7.2)
   여기서, ＝ 경계부재(전단벽 경계의 수직부재)의 단면적(mm2)

 ＝ 전단벽의 나비(mm)
＝ 설계전단하중( )하에서 전도모멘트 고정접합부의 수직변위(파

스너의 미끄러짐, 접합철물의 인장변형, 고정볼트의 인장변형 등을 포
함)(mm)

＝ 경계부재(전단벽 경계의 수직부재)의 탄성계수(MPa)
＝ 못의 변형(mm) (<표 0804.7.2)> 참조)
＝ 덮개용판재의 두께방향 전단강성계수(N/mm) (<표 0804.7.3>) 

참조)
 ＝ 전단벽의 높이(mm)
 ＝ 전단벽의 윗면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의한 최대단위전단력

(N/mm)
＝ 전단벽의 산정된 처짐(mm)

0804.7.4.3 전단벽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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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전단벽은 0802.3에 적합한 구조용 목질판재를 덮개로 사용하여야 한다. 
바닥의 가장자리나 골조부재가 바뀌는 지점에서는 이보다 작은 목질판재를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덮개용 목질판재의 모든 가장자리는 골조부재 또는 보
막이에 못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전단벽의 덮개로 사용되는 구조용 목질판재
의 두께는 골조부재의 간격과 하중의 크기에 따라 <표 0804.7.5>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0804.7.4.4 전단벽의 형상비
전단벽,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 내에서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위 또는 전단
벽 내에서 개구부 주변의 하중전달을 위하여 설계하는 벽피어의 치수 및 모
양은 <표 0804.7.8>과 같다. 전단벽의 높이() 및 나비( )는 각각 0804.7.4.5 
및 0804.7.4.6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전단벽의 종류
높 이 - 나 비 의 

최 비율

구조용목질판재로 덮고 모든 측면에 

못을 박은 전단벽
3.5：11)

파티클보드로 덮고 모든 측면에 못을 

박은 전단벽
2：1

각선덮개를 단층으로 설치한 전단벽 2：1

섬유판으로 덮은 전단벽 1.5：1

주) 1) 지진 하중에 하여 설계하는 경우에 전단벽의 

형상비는 2：1까지 허용할 수 있다.

<표 0804.7.8> 전단벽의 형상비

0804.7.4.5 전단벽의 높이
전단벽의 높이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초의 윗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격막 밑면까지의 최대높이 또는 바닥격막의 
윗면으로부터 윗층 바닥격막 밑면까지의 최대높이
(1)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에서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위의 높이：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에서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위의 높이는 0804.7.4.5의 전단벽
높이와 동일하게 정의한다.
(2) 하중전달전단벽피어의 높이：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에서 개구부주변의 하
중전달을 위하여 설계하는 벽피어의 높이는 개구부 측면의 피어높이로 정의
한다.
0804.7.4.6 전단벽의 나비
전단벽의 나비 는 전단벽에서 하중의 작용방향으로 덮개용판재가 설치한 치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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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1)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에서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위의 나비：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에서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위의 나비는 개구부 주변에서 전체
높이에 걸쳐서 덮개용 판재를 설치하는 부분의 나비로 정의한다.
(2) 하중전달전단벽 피어의 나비：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에서 개구부 주변의 
하중전달을 위하여 설계하는 벽피어의 나비는 개구부 측면에서 덮개용 판재를 
설치하는 피어의 나비로 정의한다.
0804.7.4.7 전도모멘트에 대한 고정
건축물의 고정하중에 의한 모멘트가 벽에 작용하는 전도모멘트에 의한 상향
력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이에 대한 고정이 필요하며 전도모멘트에 대
한 고정방법은 하중을 기초구조까지 연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홀드다운
을 설치하거나 앵커로 고정하여야 한다.
0804.7.4.8 수평격막과 전단벽의 모멘트 저항
수평격막과 전단벽의 모멘트저항은 식(0804.7.3)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0804.7.3)
   여기서, ＝ 현재의 응력에 저항하는 부재의 인장 및 압축 저항, N

 ＝ 모멘트저항요소간의 중심간 거리, mm
  ＝ 격막에서 격막의 현재의 중심간 거리, mm
  ＝ 양쪽에 홀드다운이 설치된 전단벽에서 스터드의 중심간 

거리, mm
  ＝ 양쪽에 홀드다운이 설치되지 않은 전단벽에서 전단벽의 거

리에서 300mm를 뺀 거리, mm
전단벽에 작용하는 휨모멘트에 대해서는 벽체 단부의 기둥 또는 벽체 단부에 
설치한 인장타이 및 홀드다운앵커가 지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벽체 단부에 
작용하는 압축력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0804.7.4.9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
이 조항의 규정은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설계에 적용한다. 개구부 주변의 
골조배치 및 접합부가 개구부 주변의 하중전달을 위하여 설계되는 경우 아래 
(1)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하중전달을 위하여 설계되지 않는 경우 아래 (2)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개구부 주변의 하중전달：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을 개구부 주변의 하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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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위하여 설계하는 경우 <표 0804.7.8>을 개구부를 포함하여 전단벽 전
체와 개구부 측면에 존재하는 각각의 벽피어에 적용하여야 한다. 하중전달을 
위한 구조설계는 역학적인 원리에 근거하여야 한다. 개구부 주변의 경계요소
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2)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
이 항의 규정은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설계에 적용한다. 개구부가 있는 전
단벽에서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위의 높이 및 폭은나비는 각각 
0804.7.4.5(1) 및 0804.7.4.6(1)의 조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이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양끝 부분에는 반드시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
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양끝 바깥쪽에도 개구부를 설
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개구부의 나비가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폭나
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허용단위전단력은 7kN/m를 초과할 수 없다.
㈐ 벽의 요철부위가 있는 경우 요철부위의 양 측면에 존재하는 벽은 각각 별도의 분리
된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전단력의 전달을 위한 버팀재는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전체길이에 걸쳐
서 설치하여야 한다.
㈒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은 전체길이에 걸쳐서 벽의 윗면 및 밑면의 높이가 
균일하여야 한다. 높이가 균일하지 않은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높이 는 6,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전단내력：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전단내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 전체높이에 덮개를 설치한 비율은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위의 나비의 
합을 개구부를 포함하는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 전체의 나비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 최대개구부 높이는 개구부의 뚫려 있는 최대높이를 나타낸다. 개구부의 상
하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최대개구부 높이는 벽의 높이가 되어야 
한다.
㈐ 기준단위전단내력은 지진하중에 대하여는 2：1을 초과하지 않고 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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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에 대하여 3.5：1을 초과하지 않는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위의 높이 
대 나비비에 따라 <표 0804.7.9>에 주어진 허용단위전단내력을 나타낸다.
지진하중에 대한 산정에서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위의 나비의 합 을 산정
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부위중의 어느 하나라도 그 높이 대 나
비비가 2：1을 초과하고 3.5：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준단위전단내력에 

 를 곱하여
야 한다.

못 의 

크기

목 질 판

재의

최소 두

께

(mm)

목질판재는 골조에 직접 설치

 못박기 간격(mm)3)

150 150 100 75

6d5) 9 5.4 8.2 10.6 13.9

8d
9 6.0 8.7 11.1 14.4

12 7.1 10.3 13.3 17.4

10d 
12 8.4 12.5 16.3 20.9

15 9.2 13.9 18.1 23.7

1) 다른 수종의 경우 해당 수종의 비중을 찾아서 비중

조정인자＝1－(0.5－)를 구하여 해당 허용전단내력

에 이 조정인자를 곱하여 허용전단내력을 산출한다. 

  여기서 는 골조부재의 비중이며 이 비중 인자는 1

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 표의 값은 건조조건에서 정상하중기간에 근거한 

값이다. 

3) 중간의 골재부재를 따라 못박기 간격 300mm 이하

(지지 의 간격이 1,200mm이면 150mm)

4) 가장자리나 목질판재의 인접부에 위치하지 않는 골

조부재의 최소나비는 38mm 이상이어야 한다.

5) 표에서 규정한 못의 크기가 아닌 다른 종류의 못을 

사용할 경우 표의 값에다 다음 식에서 구한 보정계

수를 적용한다.

   
 



,     여기서 ：표준이 아닌 못의 직경 

：표준 못의 직경

<표 0804.7.9> 낙엽송류1)로 골조를 구성한 전단벽의 

허용전단내력2) (kN/m)

㈑ 설계허용단위전단내력은 기준허용단위전단내력에 <표 0804.7.10>의 허용
전단저항보정계수를 곱한 값이어야 한다. <표 0804.7.10>에서 전체높이에 
덮개가 설치된 비율과 최대개구부높이의 중간값에 대한 허용전단저항보정계
수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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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설계허용단위전단내력은 허용설계단위전단내력에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위의 나비의 합을 곱한 값이어야 한다.

전 체 높 이 에 

덮개가

설치된 비율

3) (%)

아래의 최 개구부 높이1)에 한 전단

저항보정계수, 

H/32) H/22) 2H/32) 5H/62) H2)

10 1.00 0.69 0.53 0.43 0.36

20 1.00 0.71 0.56 0.45 0.38

30 1.00 0.74 0.59 0.49 0.42

40 1.00 0.77 0.63 0.53 0.45

50 1.00 0.80 0.67 0.57 0.50

60 1.00 0.83 0.71 0.63 0.56

70 1.00 0.87 0.77 0.69 0.63

80 1.00 0.91 0.83 0.77 0.71

90 1.00 0.95 0.91 0.87 0.83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0804.7.4.8 (2) ② (나) 참조.

  2) H＝벽의 높이

  3) 0804.7.4.8 (2) ② (가) 참조.

<표 0804.7.10> 허용전단저항보정계수, 

③ 고정 및 하중전달경로：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고정 및 하중 전달경로에 
대한 설계는 다음에 따르거나 또는 역학적인 원리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항
에서 보정된 것을 제외하고 벽의 골조, 덮개, 덮개의 부착 및 파스너박기 계
획 등은 0804.7.2.4 및 <표 0804.7.5>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 양끝에서의 상향력에 대한 고정：전도모멘트에 의
한 상향력에 대한 고정이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양끝에 설치되어야 한다. 
상향력에 대한 고정은 0804.7.4.7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 층에서 인장현재의 
최소상향력 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0804.7.4)

   여기서, ＝ 인장현재의 상향력(N)
 ＝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에 작용하는 전단하중 (N)
 ＝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높이 (mm)
＝ <표 0804.7.10>의 전단저항보정계수
＝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에서 개구부가 없는 전단 벽 부위의 나

비의 합(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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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면전단에 대한 고정：전체 층높이에 걸쳐서 덮개가 설치된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밑면으로부터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위들을 연결하는 버팀재를 
통하여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윗면에 전달되는 단위전단력, 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0804.7.5)

   여기서, ＝ 단위전단력(N/m)
 ＝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에 전달되는 전단하중(N)
＝ <표 0804.7.10>의 전단저항보정계수
＝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에서 개구부가 없는 전단벽 부위의 나비의 

합(mm)
⑥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 중간 부분에서의 상향력에 대한 고정： 위의 ④의 
요건에 추가로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에서 전체 벽높이에 걸쳐서 덮개가 설치
된 부위의 밑깔도리는 위의 ⑤에서 결정되는 단위전단력 와 같은 크기의 균일
분포상향력 에 대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⑦ 압축현재：각각의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양끝 부분은 위의 ④에서 결정하는 인장
현재 상향력 와 같은 크기의 압축현재하중 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⑧ 하중전달경로：각각의 상향력   및  , 각각의 전단력   및  , 그리고 각각
의 압축현재하중 에 대하여 기초구조까지의 하중전달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러 층으로부터의 전단벽하중을 지지하는 요소들은 유발되는 하중들의 합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⑨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처짐：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고정하고 보막이를 
설치한 개구부가 있는 전단벽의 처짐은 0804.7.3.2에 따라 산정되는 구멍 없
는 전단벽 부위의 최대처짐을 <표 0804.7.9>의 전단저항보정계수로 나눈 값
이어야 한다.
0804.7.4.10 전단성능의 합
벽의 동일한 면에 서로 다른 성능을 가진 재료로 부착한 전단벽의 전단성능
은 <표 0804.7.5>에서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누적하지 않는다. 동일한 종
류 및 성능의 재료가 벽의 양면에 부착된 경우에만 그 전단성능은 누적할 수 
있다. 벽의 양면에 부착된 재료들의 전단성능이 서로 다른 경우에 허용전단성
능은 약한 재료가 부착된 면의 전단성능의 2배와 강한 재료가 부착된 면의 
전단성능 중에서 더 큰 값으로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가 벽의 양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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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동일한 면에 부착된 경우에 그 전단성능을 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다.
0804.7.4.11 접착제
전단벽의 덮개재료를 기계적인 파스너 대신에 접착제로 부착하는 것은 허용
하지 않으며, 파스너와 함께 사용한 경우에도 전단성능 산정에 접착제의 성능
은 고려하지 않는다.
0804.7.4.12 토대의 치수 및 고정
토대는 공칭두께 50mm(실제두께 38mm) 이상으로 하며, 지진하중의 크기가 
5kN/m 이상인 경우 공칭두께 75mm(실제두께 63mm) 이상의 토대를 사용하
여야 한다. 토대는 고정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두께 3mm에 면적 250mm2 
이상의 와셔를 토대와 고정볼트의 너트 사이에 사용하여야 한다.

0805 접합부의 설계
0805.1 일반사항
0805.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구조용목재, 집성재 및 기타 공학목재를 이용한 목구조에서 사용
하는 못, 볼트,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래그나사못 및 트러스플레이트
접합부의 공학적설계에 적용한다.
(2) 접합부 내의 부재나 파스너의 비대칭배열에 따라 발생하는 휨모멘트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부재나 파스너는 접합부 내에서 대
칭으로 배열한다.
(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론, 실물 및 모형에 대한 시험, 이론모형의 연
구 또는 광범위한 사용경험에 기초한 분석에 의하여 어떤 접합부가 최종목적
에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0805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0805에 수록된 접합부의 허용전단내력은 파스너에 의하여 부재의 표면
끼리 서로 밀착하며 함수율의 계절적 변이에 따른 부재의 수축이 허용되는 
조건에 적용한다.
0805.1.2 편심접합부
목재 내에 횡인장응력을 유발시키는 편심접합부는 적절한 시험이나 분석에 
의하여 작용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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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3 접합부내력
(1) 0805에 수록된 단일파스너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접합부의 
항복모드를 모형화한 항복한계공식에 근거한 것으로서 해당 수종의 모든 등
급에 적용한다.
(2) 하나의 접합부에 동일한 항복모드를 나타내는 같은 형태 및 비슷한 치수
의 파스너가 2개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접합부의 총설계허용내력은 각
각의 파스너에 대한 설계허용내력의 합으로 한다.
(3) 설계허용내력은 기준허용전단내력에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
정한다.
(4) 목구조에 사용되는 파스너는 인장, 전단, 휨, 지압 및 좌굴에 저항하기 
위하여 적절한 금속설계기법으로 설계한다. 접합부의 내력이 목재보다는 파스
너의 내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 0805에 주어진 기준허용전단내력의 보
정계수를 적용할 수 없다.
(5) 목구조가 콘크리트 또는 벽돌 구조와 접합되고 그 접합부의 내력이 목재
보다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의 내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 0805장에 주어
진 기준허용전단내력의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없다.
0805.2 파스너접합부의 설계내력
파스너접합부에서 접합부의 설계내력은 파스너의 지압내력에 좌우되며 파스너의 지압내
력은 접합부의 항복모드에 의하여 결정된다.
0805.2.1 접합부에 사용되는 구조재의 수종구분
0805절에 수록된 접합부의 기준허용내력은 접합부를 구성하는 구조재의 수종
은 <표 0805.2.1>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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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 구

분
포 함 수 종

가
낙엽송류1), 북부헴퍼 또는 전건비중 0.55 

이상의 수종

나

소나무류1), 남부헴퍼, 북부 SPF, 해송, 남부

소나무 또는 전건비중 0.5 이상, 0.55 미만

의 수종

다

잣나무류1), 남부 SPF, 로지폴소나무, 폰데

로사소나무 또는 전건비중 0.45 이상, 0.5 

미만의 수종

라
삼나무류1), 알래스카 삼나무 또는 전건비중 

0.4 이상, 0.45 미만의 수종

1) <표 0802.1.3>에 따름

<표 0805.2.1> 접합부에 사용되는 구조재의 수종 구분

0805.3 맞춤과 이음 접합부
0805.3.1 일반사항
(1) 길이를 늘이기 위하여 길이방향으로 접합하는 것을 이음이라고 하고 경
사지거나 직각으로 만나는 부재 사이에서 양 부재를 가공하여 끼워 맞추는 
접합을 맞춤이라고 한다.
(2) 맞춤 부위의 목재에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맞춤 부위에서 만나는 부재는 빈틈없이 서로 밀착되도록 접합한다.
(4) 맞춤 부위의 보강을 위하여 접착제 또는 파스너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하는 재료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5) 접합부에서 만나는 모든 부재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의 작용선은 접합
부의 중심 또는 도심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편심의 영향을 설
계에 고려한다.
(6) 인장을 받는 부재에 덧댐판을 대고 길이이음을 하는 경우에 덧댐판의 면
적은 요구되는 접합면적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7) 구조물의 변형으로 인하여 접합부에 2차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
우 이를 설계에서 고려한다.
(8) 맞춤접합부의 종류에는 맞댐과 장부, 쐐기, 연귀 등이 있으며 접합부의 
상세구조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0805.3.2 기준허용전단내력
맞춤접합부의 설계허용내력은 0803절 및 0804절의 허용응력 산정방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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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또는 실제 크기의 접합부 시험편 또는 접합부의 모형시험편에 대한 
시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0805.4 못접합부
0805.4.1 일반사항
(1) 0805.4의 기준은 보통못과 박스못(방청못 포함)을 사용하고 구조설계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에 못의 최소길이 및 지름을 명시한다.
(2) 보통못과 박스못은 <표 0805.4.1>에 명시한 공칭치수에 적합하여야 하
며, <표 0805.4.1>의 지름은 모든 보호막도장 이전의 파스너에 적용한다.
(3) 이 장에 수록한 못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무결점목재부재에 대한 
값이며, 접합부위에 결점이 있는 경우 결점 주변의 섬유주행경사가 접합부의 
내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 접합 부위에 못으로 인한 현저한 할렬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며, 할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못지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지름의 구멍을 
미리 뚫고 못을 박는다.
(5) 경사못박기는 부재와 약 30° 의 경사각을 갖도록 하고 부재의 끝면으로부
터 못길이의 약 1/3되는 지점에서 박기 시작한다.

표시

(공칭)

보통못 박스못

지름(mm) 길이(mm) 지름(mm)
길 이

(mm)

6 2.87 51 2.51 51

8 3.32 64 2.87 64

10 3.76 76 3.25 76

12 3.76 83 3.25 83

16 4.11 89 3.43 89

20 4.88 102 3.76 102

30 5.26 114 3.76 114

40 5.72 127 4.11 127

50 6.20 140 － －

60 6.68 152 － －

<표 0805.4.1> 보통못과 박스못의 치수

0805.4.2 못뽑기기준허용내력
(1) 못을 목재의 끝면에 설치하면 못뽑기하중을 받을 수 없다.
(2) 목재의 측면에 설치된 못에 대한 못뽑기기준허용내력 은 식(0805.4.1)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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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0805.4.2>에 의한다. 설계허용내력 ′를 구하기 위하여 못뽑기기준허용
내력에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표 0805.9.1>를 곱한다. 못접합부에 작용하는 못뽑기
하중은 설계허용내력에 못의 관입깊이를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N/mm) ＝ 9.7  (0805.4.1)
(3) 경사못접합부를 사용하는 경우 <표 0805.4.2>의 기준허용내력에  ＝ 0.67
의 경사못계수를 곱하며 이 경우에 습윤계수 을 적용할 수 없다.

지름

(mm)

목재의 비중

0.30 0.35 0.40 0.45 0.50 0.55 0.60

2.51 1.2 1.8 2.5 3.3 4.3 5.5 6.8

2.87 1.4 2.0 2.8 3.8 4.9 6.2 7.8

3.25 1.5 2.2 3.2 4.3 5.6 7.1 8.8

3.32 1.6 2.3 3.3 4.4 5.7 7.2 9.0

3.76 1.8 2.6 3.7 5.0 6.4 8.2 10.2

4.11 2.0 2.9 4.0 5.4 7.0 8.9 11.1

4.88 2.3 3.4 4.8 6.4 8.4 10.6 13.2

5.26 2.5 3.7 5.2 6.9 9.0 11.4 14.2

5.72 2.7 4.0 5.6 7.5 9.8 12.4 15.5

6.20 3.0 4.4 6.1 8.2 10.6 13.5 16.8

주) a) 표에 나타나지 않은 못의 치수에 하여 하여는 직선보

간법을 적용한다.

   b) 표의 기준허용내력은 못의 관입깊이 1mm당 내력( )값 

(N/mm)이다.

<표 0805.4.2> 목재의 측면에 박은 못의 못뽑기기준허용내력( )

(단위：N/mm)

0805.4.3 기준허용전단내력
0805.4.3.1 목재－목재접합부
(1) 주부재의 측면에 못을 수직하게 설치하고 주부재 내에 박은 못의 길이가 
이 규정에 명시된 최소치보다 큰 경우에 대하여 계산한 값이다. 1면전단목재
-목재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 )은 다음 식으로 산정한 값 중 최소치로 결
정하거나 <표 0805.4.3>과 <표 0805.4.4>에 수록한 값으로 한다.
항복모드
Is  

    (0805.4.2)

IIIm      

   (0805.4.3)

IIIs      

    (0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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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0805.4.5)

여기서,  ＝ 못의 지름, mm
 ＝ 주부재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 측면부재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 목재의 장부촉지압내력 ＝ 117(G1.84 ), MPa
  ＝ 못의 휨항복내력, MPa
 ＝ 목재의 비중

             ＝ 0.35(삼나무류), 0.40(잣나무류), 0.45(소나무류), 0.50(낙엽송
류)

 ＝    


 
 



    


 ＝   




 


 


      


 ＝ 2.2 ( ≤ 4.5 mm인 경우)
   ＝ 2.4 (4.5 mm ＜  ≤5.0 mm인 경우)
   ＝ 2.6 (5.0 mm ＜  ≤5.5 mm인 경우)
   ＝ 2.8 (5.5 mm ＜  ＜ 6.5 mm인 경우)
   ＝ 3.0 ( ≥ 6.5 mm인 경우)
 ＝ 못의 길이, mm
 ＝ 주부재(못 끝이 박힌 부재)에 대한 못의 관입깊이, mm
 ＝   

 ＝ 측면부재의 두께 또는 경사못접합부에서는
/3, mm

(2) 못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전단내력( ′ )을 구하기 위하여 위에서 결정한 기준
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1>의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한다.
(3) 2면전단 못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각 전단면에 대하여 1면전
단 기준허용전단내력을 구한 후 그 중에서 최소치의 2배로 한다. 관입깊이계
수 는 못 끝이 박히는 3번째 부재 내에서의 못의 깊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0805.4.3.2 목재－금속 못접합부
(1) 금속측면판을 갖는 1면전단 못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은 금속의 
장부촉지압내력을 로 사용한 식(0805.4.3)과 식(0805.4.4), 식(0805.4.5)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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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값 중에서 최소치로 결정하거나 <표 0805.4.3>과 <표 0805.4.4>에서 각
각 5%(박스못), 10%(보통못) 증가시킨 값으로 한다.
(2) 금속측면판을 갖는 못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전단내력( ′)를 구하기 위하여 
산정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1>의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
한다.
(3) 금속판설계는 제7장을 따른다.

0805.4.3.3 보정계수
(1) 관입깊이계수 ：못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주부재에 못이 그 지름의 12배
(즉  12) 이상의 깊이로 박히는 경우를 기준한 것이다. 못의 관입깊이는 최소한 
그 지름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관입깊이가 지름의 6배에서 12배 사이인 경우 기
준허용전단내력에 식(0805.4.6)에 의하여 산정되는 관입깊이계수를 곱한다.
  


≦  (0805.4.6)

(2) 끝면나뭇결계수 ：못이 섬유에 평행하게 목재의 끝면에 박힌 경우 기준허용전단내력
에 끝면나뭇결계수 ＝0.67을 곱한다.
(3) 격막계수 ：목재부재 위에 구조용판재를 덮고 판재와 목재 사이를 못으로 
접합하여 격막을 제조하는 경우 격막계수 ＝1.1을 곱한다.
(4) 경사못계수 ：경사못접합부를 사용하는 경우 기준허용전단내력에 경사못
계수 ＝ 0.83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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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부재의 

두께

(mm)

못의 길이

(mm)

못의 지름

(mm)
라1) 다1) 나1) 가1)

12

50 2.51 140 160 180 210

63 2.87 170 200 230 260

76 3.25 210 240 280 330

82 3.25 210 240 280 330

89 3.43 240 270 310 350

101 3.76 270 300 350 400

114 3.76 270 300 350 400

127 4.11 320 360 410 470

19

50 2.51 160 190 220 240

63 2.87 200 230 280 320

76 3.25 240 280 330 390

82 3.25 240 280 330 390

89 3.43 260 310 360 420

101 3.76 290 340 400 470

114 3.76 290 340 400 470

127 4.11 340 400 460 570

25

63 2.87 230 260 290 320

76 3.25 270 320 370 410

82 3.25 270 320 370 410

89 3.43 290 350 410 460

101 3.76 330 390 460 560

114 3.76 330 390 460 560

127 4.11 380 450 530 630

38

82 3.25 300 330 370 410

89 3.43 330 370 410 460

101 3.76 370 420 470 530

114 3.76 370 420 470 530

127 4.11 450 500 570 630

1) <표 0805.2.1>에 따른다.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와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못의 치수에 하여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c)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다음의 휨항복내력을 갖는 박스못에 적용한

다.

      지름 2.51, 2.87, 3.25 및 3.43mm의 박스못에 하여  ＝

700MPa

      지름 3.76 및 4.11mm의 박스못에 하여  ＝ 630MPa

<표 0805.4.3> 1면전단접합부에 한 박스못기준허용전단내력( ) (단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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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면 부 재 의 

두께

(mm)

못의 길이

(mm)

못의 지름

(mm)
라1) 다1) 나1) 가1)

12

50 2.87 170 200 230 260

63 3.33 220 250 290 340

76 3.76 270 300 350 400

82 3.76 270 300 350 400

89 4.11 320 360 410 470

101 4.88 380 430 490 550

114 5.26 420 470 530 600

127 5.72 440 510 580 650

139 6.20 450 530 600 670

152 6.68 470 580 680 760

19

63 3.33 250 290 340 400

76 3.76 290 340 400 470

82 3.76 290 340 400 470

89 4.11 340 400 470 540

101 4.88 400 460 530 610

114 5.26 430 490 570 650

127 5.72 470 530 610 700

139 6.20 490 550 630 720

152 6.68 550 620 700 810

25

76 3.76 330 390 460 530

82 3.76 330 390 460 530

89 4.11 380 450 530 630

101 4.88 440 510 600 710

114 5.26 460 540 630 740

127 5.72 500 580 670 790

139 6.20 510 590 690 810

152 6.68 570 660 750 890

38

89 4.11 450 500 570 630

101 4.88 530 610 680 760

114 5.26 560 650 740 830

127 5.72 590 700 820 910

139 6.20 600 710 840 940

152 6.68 660 780 900 1,070

1) <표 0805.2.1>에 따른다.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와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못의 치수에 하여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c)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다음의 휨항복내력을 갖는 보통못에 적용한다.

   지름 2.87 및 3.33mm의 보통못에 하여  ＝

700MPa

   지름 3.76 및 4.11mm의 보통못에 하여  ＝

630MPa

   지름 4.88, 5.26 및 5.72mm의 보통못에 하여  ＝ 560MPa

   지름 6.20 및 6.68mm의 보통못에 하여  ＝

490MPa

<표 0805.4.4> 1면전단접합부에 한 보통못기준허용전단내력( ) (단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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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4.3.4 전단 및 못뽑기 하중의 조합
못을 목재섬유에 수직하게 설치하고 하중은 목재표면에 경사지게 작용하는 경우와 
같이 접합부가 전단 및 못뽑기 하중의 조합을 받는 경우에 설계허용내력은 식
(0805.4.7)에 의한다.


′  ′ cos    ′sin 
 ′  ′ (0805.4.7)

   여기서,  ＝ 주부재에 대한 관입깊이, mm
 ＝ 목재표면과 하중방향 사이의 각도

0805.4.4 못의 접합조건
(1) 접합부에서 목재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못에 대한 끝면거리
와 연단거리, 간격의 최소치는 <표 0805.4.5>와 같다.
(2) 하나의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못이 사용된 경우에 그 접합부의 설계허용내력
은 0805.1.3(2)의 조항에 의한다.

구  분
미리 구멍을 뚫

지 않는 경우

미리 구멍을 뚫

는 경우

끝면거리 20 10

연단거리 5 5

섬유에 평행한 방향에서의
파스너 사이의 간격 20 10

섬유에 수직한 방향에서의
못 사이의 간격 10 3

주)  ＝ 못의 지름 (mm)

<표 0805.4.5> 못접합부에 한 최소 끝면거리와 연단

거리, 간격

0805.5 볼트접합부
0805.5.1 일반사항
(1) 0805.5의 각 규정은 지름 25mm 이하의 볼트를 사용한 접합부에 적용한
다.
(2) 볼트구멍은 볼트지름보다 0.75～1.5mm 더 크게 하고 볼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충격이나 힘을 가하는 것은 피한다.
(3) 볼트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주부재와 측면부재 사이에 볼트
구멍의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볼트머리와 목재 사이 및 너트와 목재 사이에는 <표 0805. 5.1>에 주어진 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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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금속판, 금속띠쇠 또는 와셔를 사용한다.
(5) 볼트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조여진 접합부뿐만 아니라 목재
의 수축으로 인하여 느슨해진 접합부에도 적용한다.

볼트의 지

름

(mm)

와셔의 크기 (mm)
유 효 지 압

면적1)

(mm2)
두께

둥근 와

셔의

지름

정사각형 와

셔의

변의 길이

6 1.6 30 25 200

8 2.0 36 32 350

10 2.5 45 40 570

12 3.0 55 50 750

16 4.0 65 57 1,330

20 5.0 75 65 1,960

24 6.0 90 80 2,830

1) 유효지압면적은 와셔의 굽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면적보다 작다.

<표 0805.5.1> 볼트접합부에 사용되는 와셔의 최소 크

기

0805.5.2 1면전단 볼트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
0805.5.2.1 목재－목재 볼트접합부
(1) 하중이 볼트의 축에 수직하게 작용하고 끝면거리와 연단거리, 간격이 총
설계내력을 지지하기에 충분하게 설치한 접합부에 대하여 산정한다. 1면전단 
목재-목재볼트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 )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 값 중
에서 최소치로 결정하거나 <표 0805.5.2>에 수록한 값으로 한다.
항복모드
Im  

   (0805.5.1)

Is  

    (0805.5.2)

II  

     (0805.5.3)

IIIm      

    (0805.5.4)

IIIs      

    (0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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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0805.5.6)

   여기서,  ＝ 볼트의 지름, mm
＝ 주부재(두꺼운 부재)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 측면부재(얇은 부재)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 목재의 섬유방향 장부촉지압내력＝79, MPa
⊥＝ 목재의 섬유직각방향 장부촉지압내력
    ＝

  , MPa 
  ＝ 볼트의 휨항복내력, MPa
  

        

    


  
 



    


 




 


 


   


 ＝ 1＋(m ax / 360° )
m ax ＝ 목재의 섬유방향에 대한 하중의 각도

   ( 0° ≤  ≤ 90° )
    

   

 ＝ 주부재(두꺼운 부재)의 두께, mm
 ＝ 측면부재(얇은 부재)의 두께, mm

(2) 목재가 섬유에 경사각 의 하중을 받는 경우에 그 부재에 대한 장부촉지압
내력  는 식(0805.5.7.)에 의한다.
  

∥ sin   ⊥ cos 
∥ ⊥ (0805.5.7)

(3) 볼트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내력( ′)을 구하기 위하여 위에서 결정된 기준허
용전단내력에 <표 0805.9.1>의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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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두께

(mm)
볼 트 지

름



(mm)

라1) 다1) 나1) 가1)

주부재



측 면 부

재



∥ ⊥ ∥ ⊥ ∥ ⊥ ∥ ⊥

38 38

12 1,500 600 1,700 700 1,900 850 2,100 1,000

16 1,900 650 2,100 800 2,400 900 2,700 1,100

19 2,200 700 2,600 850 2,900 1,000 3,200 1,200

22 2,600 800 3,000 900 3,300 1,100 3,800 1,300

25 3,000 900 3,400 1,000 3,800 1,200 4,300 1,400

89

38

12 2,100 1,100 2,300 1,200 2,500 1,300 2,700 1,500

16 3,100 1,300 3,300 1,500 3,600 1,700 3,900 2,000

19 4,200 1,300 4,700 1,600 5,000 1,900 5,300 2,300

22 4,900 1,400 5,600 1,700 6,300 2,100 7,100 2,400

25 5,700 1,600 6,400 1,900 7,200 2,200 8,100 2,600

89

12 2,700 1,400 2,900 1,600 3,000 1,800 3,200 1,900

16 4,100 1,500 4,400 1,800 4,700 2,100 5,000 2,500

19 5,300 1,700 6,000 2,000 6,700 2,400 7,200 2,800

22 6,100 1,700 6,900 2,100 7,800 2,500 8,800 3,000

25 7,000 1,900 7,900 2,300 8,900 2,700
10,10

0
3,200

140

38

16 3,100 1,400 3,300 1,700 3,600 1,900 3,900 2,100

19 4,300 1,600 4,700 1,800 5,000 2,200 5,300 2,600

22 5,700 1,700 6,200 2,000 6,600 2,400 7,100 2,800

25 6,500 1,800 7,400 2,100 8,300 2,500 9,100 3,000

89

16 4,100 1,900 4,400 2,200 4,700 2,500 5,000 2,800

19 5,900 2,200 6,400 2,500 6,800 3,000 7,200 3,500

22 7,400 2,400 8,100 2,900 8,900 3,400 9,700 4,100

25 9,000 2,600 9,900 3,100
10,90

0
3,700

11,80

0
4,300

1) <표 0805.2.1>에 따른다.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와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하여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c)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휨항복내력( )이 240MPa인 해당 지름의 볼

트에 한 값이다.

<표 0805.5.2> 1면전단목재－목재볼트접합부에 한 기준허용전단내력( ) (단

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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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5.2.2 목재－금속 볼트접합부
(1) 두께 6 mm 이상의 금속측면판을 갖는 1면전단볼트접합부에 대한 기준허
용전단내력( )은 금속의 장부촉지압내력을 로 사용한 식(0805.5.1)과 식
(0805.5.2), 식(0805.5.3), 식(0805. 5.4), 식(0805.5.5), 식(0804.5.6)로 계산한 
값 중 최소치로 결정하거나 <표 0805.5.2>에서 20% 증가시킨 값으로 한다.
(2) 금속측면판을 갖는 볼트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내력( ′)을 구하기 위하여 산
정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1>의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한
다.
(3) 금속판의 설계는 제7장을 따른다.
0805.5.2.3 목재－콘크리트 볼트접합부
(1) 콘크리트구조에 150mm 이상 깊이로 박혀 있는 볼트와 목재가 접합된 경
우에 1면전단 목재-콘크리트볼트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은 콘크리트의 
장부촉지압내력을  로 사용한 식(0805.5.1)과 식(0805.5.2), 식(0805.5.3), 식
(0805.5.4), 식(0805.5.5), 식(0804.5.6)으로 계산한 값 중 최소치로 결정하거나 
<표 0805.5.3>에 수록된 값으로 한다.
(2) 목재-콘크리트볼트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내력( ′)를 구하기 위하여 산정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1>의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한다.
(3) 콘크리트구조는 작용하중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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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재 부

재의 두

께(mm)

볼트지

름

(mm)

라1) 다1) 나1) 가1)

∥ ⊥ ∥ ⊥ ∥ ⊥ ∥ ⊥

38

12 2,300 1,300 2,500 1,400 2,600 1,500 2,800 1,700

16 3,400 1,400 3,600 1,700 3,800 2,000 4,000 2,300

19 4,700 1,600 5,000 1,800 5,200 2,200 5,400 2,600

22 5,700 1,700 6,400 2,000 6,900 2,400 7,200 2,800

25 6,500 1,800 7,400 2,100 8,300 2,500 9,300 3,000

89

12 2,900 1,800 3,000 2,000 3,100 2,100 3,300 2,200

16 4,600 2,300 4,800 2,500 4,900 2,900 5,100 3,200

19 6,400 2,900 6,800 3,200 7,100 3,500 7,300 3,900

22 7,900 3,600 8,600 4,000 9,300 4,300 9,900 4,800

25 9,700 4,200
10,50

0
4,900

11,60

0
5,300

12,00

0
5,800

1) <표 0805.2.1>에 따른다.

주) a)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하여 직선보간법

을 적용한다.

   b)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휨항복내력()이 320MPa인 해당 지름의 볼

트에 한 값이다.

   c)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압축내력이 14MPa 이상인 콘크리트가 

42MPa 이상의 장부촉지압내력을 갖는 경우에 근거한 것이다.

<표 0805.5.3> 1면전단목재－콘크리트볼트접합부에 한 기준허용전단내력( )

(단위：N)

0805.5.2.4 볼트축에 경사진 하중
(1) 볼트축에 수직한 방향에 대한 작용하중의 분력이 두 부재의 두께가    및 
  인 볼트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내력( ′)을 초과할 수 없다.
(2) 볼트축에 평행한 방향에 대한 작용하중의 분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와셔 
또는 금속판 밑에 충분한 지압면적을 가져야 한다.
0805.5.3 2면전단 볼트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
0805.5.3.1 목재－목재 볼트접합부
(1) 하중이 볼트의 축에 수직하게 작용하고 동일한 수종 및 두께의 측면부재
를 사용하며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이 총설계내력을 지지하기에 충분하
게 설치한 2면전단목재-목재볼트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 )은 다음 식에 의
하여 산정한 값 중에서 최소치로 결정하거나 <표 0805.5.4>의 값으로 한다.
항복모드
Im  

   (0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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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0805.5.9)

IIIs      

    (0805.5.10)

IV  

  


   

  (0805.5.11)

   여기서,  ＝ 볼트의 지름, mm
 ＝ 주(중심)부재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 측면부재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 목재의 섬유방향 장부촉지압내력

＝ 79, MPa
⊥＝ 목재의 섬유직각방향 장부촉지압내력

＝
   , MPa
 ＝ 볼트의 휨항복내력, MPa
  




 


 


  


 ＝ 1＋(m ax / 360° )
m ax＝ 목재의 섬유방향에 대한 하중의 각도

( 0° ≤  ≤ 90° )
    
  ＝ 주(중심)부재의 두께, mm
  ＝ 측면부재의 두께, mm

(2) 목재가 섬유에 경사각 의 하중을 받는 경우에 그 부재에 대한 장부촉지압
내력  은 식(0805.5.7)에 의한다.
(3) 볼트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내력( ′ )을 구하기 위하여 위에서 결정된 기준허
용전단내력에 <표 0805.9.1>의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한다.

0805.5.3.2 목재－금속 볼트접합부
(1) 두께 6 mm 이상의 금속측면판을 갖는 대칭2면전단볼트접합부에 대한 기
준허용전단내력()은 금속의 장부촉지압내력을 로 사용한 식(0805.5.8), 식
(0805.5.9), 식(0805.5.10) 및 식(0805.5.11) 중에서 최소치 또는 <표 0805.5.4>
에서 10% 증가시킨 값으로 한다.
(2) 금속측면판을 갖는 볼트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내력( ′)을 구하기 위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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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1>의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한
다.
(3) 금속판의 설계는 제7장을 따른다.
(4) 금속을 주부재로 하는 대칭2면전단볼트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 )은 금속의 장부촉지압내력을 으로 사용한 식(0805.5.8), 식(0805.5.9), 식
(0805. 5.10), 식(0805.5.11)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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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두께

(mm)
볼 트 지

름



(mm)

라1) 다1) 나1) 가1)

주부재



측 면 부

재



∥ ⊥ ∥ ⊥ ∥ ⊥ ∥ ⊥

38 38

12 3,300 1,300 3,700 1,500 4,200 1,800 4,700 2,100

16 4,100 1,400 4,600 1,700 5,200 2,000 5,800 2,400

19 4,900 1,600 5,600 1,800 6,200 2,200 7,000 2,600

22 5,700 1,700 6,500 2,000 7,300 2,400 8,200 2,800

25 6,500 1,800 7,400 2,200 8,300 2,500 9,300 3,000

89

38

12 4,200 2,900 4,600 3,200 5,000 3,500 5,500 3,800

16 6,200 3,300 6,700 4,000 7,300 4,600 7,800 5,300

19 8,600 3,600 9,300 4,300
10,00

0
5,100

10,70

0
6,100

22
11,40

0
3,800

12,40

0
4,600

13,30

0
5,500

14,10

0
6,500

25
13,00

0
4,200

14,80

0
5,000

16,60

0
5,900

18,20

0
7,000

89

12 5,300 3,000 5,700 3,500 6,000 4,000 6,400 4,300

16 8,300 3,300 8,900 4,000 9,400 4,600
10,00

0
5,500

19
11,40

0
3,600

12,60

0
4,300

13,50

0
5,100

14,30

0
6,100

22
13,30

0
3,800

14,90

0
4,600

16,90

0
5,500

19,10

0
6,500

25
15,20

0
4,200

17,20

0
5,000

19,40

0
5,900

21,80

0
7,000

140 38

16 6,200 4,000 6,700 4,400 7,300 4,800 7,800 5,300

19 8,600 5,400 9,300 5,900
10,00

0
6,400

10,70

0
7,000

22
11,40

0
6,000

12,40

0
7,300

13,30

0
8,200

14,10

0
9,000

25
13,00

0
6,600

14,80

0
7,900

16,60

0
9,300

18,20

0

11,00

0

140 89

16 8,300 5,200 8,900 5,600 9,400 6,100
10,00

0
6,500

19
11,80

0
5,700

12,70

0
6,700

13,50

0
8,000

14,30

0
9,100

22
14,80

0
6,000

16,30

0
7,300

17,90

0
8,600

19,50

0

10,30

0

25
18,00

0
6,600

19,70

0
7,900

21,60

0
9,300

23,70

0

11,00

0

1) <표 0805.2.1>에 따른다.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 및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하여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c)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휨항복내력( )이 320 MPa인 해당 지름의 볼

트에 한 값이다.

<표 0805.5.4> 2면전단목재－목재볼트접합부에 한 기준허용전단내력( ) (단

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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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5.4 3면전단 이상의 볼트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
4개 이상의 부재를 갖는 볼트접합부 또는 비대칭 3부재(2면전단)볼트접합부
에 대하여는 각 전단면이 1면전단접합부로 평가한다. 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
내력( )은 각 1면전단면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중에서 최소치에 전단면의 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0805.5.5 볼트의 배치
0805.5.5.1 용어 정의
간격：볼트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을 따라 측정된 볼트의 중심 사이의 거리
끝면거리：부재의 직각으로 절단된 끝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
지 섬유에 평행하게 측정한 거리
볼트의 열：하중방향으로 배열된 2개 이상의 볼트
부하측면：섬유에 수직한 하중을 받는 부재에서 하중에 의하여 볼트가 움직
이는 방향에 있는 측면
비부하측면：부하측면의 반대쪽 측면
연단거리：부재의 측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볼트의 중심까지 섬유에 수직하
게 측정한 거리
0805.5.5.2 위치계수 Δ

(1)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연단거리과 끝면거리, 간격이 총설계내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치 이상인 볼트접합부에 적용하는 값이다.
(2) 연단거리와 끝면거리, 간격이 요구되는 최소치에 미달하는 경우 볼트에 
대한 끝면거리 및 간격 요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위치계수 중에서 최소치를 
볼트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곱한다.
(3) 2면전단 또는 다중전단 접합부에 대하여는 모든 전단면에 대한 위치계수 중에서 최
소치를 그 접합부 내의 모든 볼트에 적용한다.
0805.5.5.3 연단거리
(1)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한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소연단
거리는 <표 0805.5.5>와 같다.
(2) 최소연단거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는 식(0805. 5.12)와 식
(0805.5.13)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0805.5.12)
   여기서,  ＝ 목재 주부재 내의 볼트 길이,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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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5.5.13)
   여기서,  ＝ 목재 측면부재 내의 볼트 길이의 합, mm
(3) 횡인장응력을 지지할 수 있는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조재나 집성재보의 
중립축 아래에 집중하중이 작용할 수 없다.

하중방향 최소연단거리

섬유에 평행한 
하중

/≤ 61) 1.5

/＞ 61)
1.5와 볼트열 사이의 간격 중에서 더 큰 

값

섬유에 수직한 
하중

부하 측면 4
비부하 측

면 1.5

1)  /의 값은 식(0805.5.12)와 식(0805.5.13) 중에서 

작은 값으로 한다.

<표 0805.5.5> 볼트에 한 최소연단거리

0805.5.5.4 끝면거리
(1)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한 하중을 받는 볼트에 대하여 요구되는 최소끝면
거리는 <표 0805.5.6>과 같다.

하중방향

최소끝면거리

감소된 기준허용 

전단내력

총기준허용 전

단내력

섬유에 수직한 

압축
2 4

섬유에 평행한 

압축
2 4

섬유에 

평행한 

인장

침엽수 3.5 7

활엽수 2.5 5

<표 0805.5.6> 볼트에 한 최소끝면거리

(2) 볼트의 끝면거리가 <표 0805.5.6>에 수록된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을 
위한 최소치와 총기준허용전단내력을 위한 최소치의 중간인 경우에 위치계수 
Δ는 식(0805.5.14)에 의한다.
Δ 총기준허용내력에 대한 최소 끝면거리

실제 끝면거리 (0805.5.14)
(3) 볼트의 축에 경사진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총기준허용전단내력에 대한 
최소전단면적은 총기준허용전단내력에 대한 최소끝면거리를 갖는 평행부재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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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부의 전단면적과 같아야 한다.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을 위한 최소전단면
적은 총기준허용전단내력을 위한 최소전단면적의 1/2으로 하여야 한다. 실제 
전단면적이 중간값을 갖는 경우에 위치계수 Δ는 식(0805. 5.15)에 의한다.
Δ 총기준허용내력에 대한 최소 전단면적

실제 전단면적 (0805.5.15)
0805.5.5.5 볼트의 간격
(1)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한 하중을 받는 경우, 1열 내의 볼트의 최소간격
은 <표 0805.5.7>과 같다.

하중방향

최소간격

감소된 기준허용

전단내력

총기준허용전단내

력

섬유에 평행한 

하중
3 5

섬유에 수직한 

하중
3 5

<표 0805.5.7> 1열 내의 볼트의 최소간격

(2) 1열 내의 볼트의 간격이 <표 0805.5.7>에 수록된 감소된 기준허용전단
내력을 위한 최소치와 총기준허용전단내력을 위한 최소치의 중간인 경우에 
위치계수Δ는 식(0805.5.16)에 의한다.
Δ 총기준허용내력에 대한 최소 간격

실제 간격 (0805.5.16)
0805.5.5.6 볼트의 열 간격
(1)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한 하중을 받는 경우에 볼트 열의 최소간격은 <표 
0805. 5.8>과 같다.
(2) 볼트 열의 최소간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은 식(0805.5.12)와 식
(0805.5.13) 중에서 더 작은 값으로 한다.
(3) 하나의 금속측면판에 사용된 볼트에서 주부재의 섬유방향과 평행하게 배
열된 볼트열의 가장 바깥쪽 열의 거리가 125 mm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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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방향 최소간격

섬유방향하중 1.5

섬유직각방향하

중

 / ≤ 2 1) 2.5

2 ＜  / ＜ 6 1) (5＋10 ) / 8

 / ≥ 6 1) 5

1)  의 값은 식(0805.5.12)와 식(0805.5.13) 중에서 

더 작은 값으로 한다.

<표 0805.5.8> 볼트 열의 최소간격

0805.5.5.7 볼트군
(1) 하나의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볼트가 사용되는 경우에 0805. 9.2에 정의
된 무리작용계수 를 적용하여야 하며 접합부의 설계허용내력은 0805.1.3.2에 
의한다.
(2) 가능하다면 섬유에 수직한 하중을 받는 부재에서는 볼트를 대칭으로 엇
갈리게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볼트접합부가 섬유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경우, 주부재 내에서 응력의 균
일한 분포와 각각의 볼트에 대한 하중의 균일한 분포를 위하여 각 부재의 중
심축이 볼트의 저항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한다.

0805.6 스프리트링과 전단플레이트 접합부
0805.6.1 일반사항
(1) 0805.6에서 접합파스너 단위는 다음 중의 하나로 정의한다.
①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을 사용한 단일스프리트링
②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을 사용하고 목재-목재접촉면에서 뒷면을 

맞대어 사용한 2개의 전단플레이트
③ 목재-금속접합부에서 금속띠쇠 또는 금속판과 함께 1면전단 볼트 또는 래그나사
못을 사용하는 단일전단플레이트
(2) 0805.6의 기준은 <표 0805.6.1> 및 <표 0805.6.2>에 수록된 치수의 
스프리트링과 전단플레이트 접합파스너를 사용한 접합부에 적용한다.
(3) 지름 64mm의 스프리트링에는 지름 12mm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을 사
용하고 지름 102mm의 스프리트링에는 지름 20mm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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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리트링의 공칭치수 60SR 100SR

스프리트링 

링 지름

중심부 금속의 

두께

깊이 

64

4

19

102

5

25

설치를 위한 홈

내부 지름

나비

깊이

65

4.5

10

104

5.5

13

중앙부 볼트구멍의 지름 8 21

표준 와셔
지름

두께

35

2.5

51

4

투영면적 710mm2
1,445mm

2

<표 0805.6.1> 스프리트링의 치수 (단위：mm)

전단플레이트의 공칭치수 60SP 100SP

전단플레이트

플레이트 지름

두께

깊이

67

4.5

11

102

5

16

중앙부 볼트구멍의 지름 21 24

표준 와셔
지름

두께

51

4

57

4.5

투영면적 760mm2
1,660mm

2

<표 0805.6.2> 전단플레이트의 치수 (단위：mm)

(4) 지름 67mm의 전단플레이트에는 지름 20mm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을 
사용하고 지름 102mm의 전단플레이트에는 지름 24mm의 볼트 또는 래그나
사못을 사용한다.
(5)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을 설치하기 위한 구멍은 0805.5.1 또는 0805.7.1
의 조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6) 0805.6.2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접합파스너를 설치하였을 때 부재의 표
면이 서로 밀착되고 목재가 사용조건에 적합한 함수율조건까지 건조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에 설치된 접합파스너에 대하여는 목재
가 평형함수율에 도달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너트를 조여 주어야 한다.
0805.6.2 기준허용전단내력
0805.6.2.1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 하중
(1) 소요부재 두께,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을 갖고 2개의 목재부재의 측면에 
설치하여 1면전단의 볼트와 함께 사용하는 하나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
이트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는 각각 <표 0805.6.3> 및 <표 0805.6.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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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2)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설계허용내력( ′  ′)를 구하기 위하여 <표 
0805.6.3> 또는 <표 0805.6.4>의 설계치(  )에 <표 0805.9.1>의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를 곱한다.
(3)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설계허용내력( ′  ′)은 <표 0805.6.4> 주 c)의 제한치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제한치는 목재보다는 금속의 내력에 기초한 값이므로 
이 규정에 주어진 보정계수를 곱할 수 없다.
(4) <표 0805.6.3> 및 <표 0805.6.4>에 명시된 부재두께의 최소치보다 더 
작은 목재에 설치된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하여 표의 기준허용
전단내력을 적용할 수 없다.
(5) <표 0805.6.3> 및 <표 0805.6.4>에 주어진 부재두께의 최소치와 최대
치 사이의 중간두께를 갖는 목재에 설치된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표에 수록된 값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스프리

트 링 지

름

(mm)

볼트

지름

(mm)

동일 볼트

로 접합된

부재의 면

수

부재의 

두께

(mm)

섬유방향 기준허용전단내력( )
섬유직각방향 기준허용전단내력

( )

라1) 다1) 나1) 가1) 라1) 다1) 나1) 가1)

64 12

1
 252) 7,300 8,500 10,100 11,700 5,200 6,000 7,200 8,500

≥38 8,700 10,200 12,100 14,100 6,200 7,200 8,600 10,100

2
 382) 6,700 7,800 9,400 10,800 4,800 5,600 6,700 7,800

≥51 8,700 10,200 12,100 14,100 6,200 7,200 8,600 10,100

102 19

1

 251) 11,200 13,000 15,600 18,200 7,800 9,100 10,900 12,600

38 16,500 19,000 22,900 26,800 11,500 13,300 16,000 18,600

≥41 16,900 19,500 23,400 27,300 11,700 13,600 16,300 19,000

2

 382) 11,300 13,100 15,700 18,300 7,800 9,100 10,900 13,300

51 13,600 15,700 18,900 22,000 9,400 10,900 13,200 15,300

64 16,000 18,500 22,200 25,900 11,100 12,900 15,500 18,000

≥76 16,900 19,500 23,400 27,300 11,700 13,600 16,300 19,000

1) <표 0805.2.1>에 따른다.

2) 주어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치를 나타낸다.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 및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하여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표 0805.6.3> 스프리트링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 (단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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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플레

이트지름

(mm)

볼트

지름

(mm)

동일 볼트

로 접합된

부재의 면

수

부재의 

두께

(mm)

섬유방향 기준허용전단내력( )
섬유직각방향 기준허용전단내력

( )

라1) 다1) 나1) 가1) 라1) 다1) 나1) 가1)

67 19

1  382) 8,900 9,900 11,900 11,900 5,900 6,900 8,300 9,700

2

 382) 6,700 7,700 9,300 9,300 4,600 5,400 6,500 7,500

51 8,700 10,100 12,100 12,100 6,100 7,000 8,500 9,900

≥ 64 9,200 10,600 12,700 12,700 6,400 7,300 8,900 10,300

102

19

또는 

22

1
 382) 12,000 13,900 16,700 16,700 8,300 9,700 11,700 13,500

≥ 44 14,000 16,200 19,400 19,400 9,800 11,300 13,500 15,700

2

 442) 9,300 10,800 12,900 12,900 6,300 7,500 9,000 10,500

51 10,400 12,000 14,400 14,400 7,300 8,400 10,100 11,700

64 11,800 13,700 16,400 16,400 8,200 9,500 11,300 13,300

76 13,300 15,300 18,400 18,400 9,200 10,700 12,800 14,900

≥ 89 13,800 16,000
19,200

3)

19,200

3)
9,600 11,200 13,300 15,600

1) <표 0805.2.1>에 따른다.

2) 주어진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소치를 나타낸다.

3) 이 값은 주 c)의 제한치를 초과하지만 섬유에 경사하중에 한 기준허용전단내력 산정에 필요하다.

   주 c)의 제한은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와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하여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c) 전단플레이트에 한 설계허용내력은 다음 값을 초과할 수 없다：

   － 67mm 전단플레이트： 13 kN

   － 102mm 전단플레이트와 19 mm 볼트： 19 kN

   － 102mm 전단플레이트와 22 mm 볼트： 27kN

<표 0805.6.4> 전단플레이트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력 (단위：N)

0805.6.2.2 섬유에 경사진 하중
(1) 하중이 목재의 섬유방향과 0° 또는 90° 이외의 경사각으로 작용하는 경
우에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설계허용내력( ′)은 식(0805.6.1)에 
의한다.
 ′ 

 ′sin   ′ cos 
 ′ ′ (0805.6.1)

   여기서,  ＝ 하중방향과 섬유방향 사이의 각도
 ′ ＝ 섬유방향 설계허용내력, N
 ′ ＝ 섬유직각방향 설계허용내력, N

(2) 전단플레이트의 경우에 섬유에 경사진 방향의 설계허용내력  ′가 <표 
0805.6.4> 주 c)의 제한치를 초과할 수 없다.
0805.6.2.3 끝면에 설치된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
직각절단 끝면 또는 경사면에 설치된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설계허
용내력은 다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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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각절단 끝면에 설치하여 임의의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 하나의 스
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설계허용내력은 식(0805.6.2)에 의한다.
′   ′  (0805.6.2)

(2) 경사면에 설치하여 절삭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0°＜＜ 90°, ＝
0°) 하나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설계허용내력은 식(0805.6.3)에 의
한다.
′ 

 ′ sin   ′ cos 
 ′ ′ (0805.6.3)

(3) 경사면에 설치하여 절삭축에 직각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0°＜＜ 90°, ＝0°) 하
나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설계허용내력은 식(0805.6.4)에 의한다.
′ 

′ sin  ′ cos 
 ′ ′ (0805.6.4)

(4) 경사면에 설치하여 절삭축에 경사진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0°＜＜ 90°, ＝
0°) 하나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설계허용내력은 식(0805.6.5)에 의
한다.
′ 

′ sin   ′ cos 
′ ′ (0805.6.5)

0805.6.2.4 보정계수
(1) 관입깊이계수 
① 볼트 대신에 래그나사못이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위에서 구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6.5>에 명시된 적당한 관입깊이계수 를 
곱한다.
② 못끝이 박히는 부재에 대한 래그나사못의 관입깊이가 <표 0805.6.5>의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을 위한 최소관입깊이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그 값
이 총기준허용전단내력을 위한 값과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을 위한 값 사
이의 중간인 경우에 관입깊이계수 는 직선보간법에 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관입깊이계
수가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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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파스너
측면

부재
기준허용전단 내력

주부재에 한 최소관입깊이 관입깊이

계수 가1) 나1) 다1) 라1)

 64mm 

스프리트링

102mm 

스프리트링

102mm 

전단플레이트

목재 또는 

금속

총기준허용전단내력 82) 10 11 1.0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
3.5 4 4.5 0.75

67mm 

전단플레이트

목재

총기준허용전단내력 5 7 8 1.0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
3.5 4 4.5  0.75

금속 총기준허용전단내력 3.5 4 4.5 1.0

1) <표 0805.2.1>에 따른다.

2)  ＝ 래그나사못의 못  지름, mm

<표 0805.6.5> 래그나사못과 함께 사용되는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에 한 관입깊이계수,

(2) 금속측면판계수 
102mm 전단플레이트가 목재측면부재 대신에 금속측면부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섬유에 평행한 기준허용전단내력 에 <표 0805.6.6>의 금속측면판계수 
를 곱한다.

수종군 금속측면판계수, 

가1) 1.11

나1) 1.05

다1) 1.00

라1) 1.00

1) <표 0805.2.1>에 따른다.

<표 0805.6.6> 섬유에 평행한 하중을 받는 102mm 전

단플레이트에 한 금속측면판계수, 

(3) 위치계수 Δ

①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의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이 총기준허
용전단내력을 위한 최소치보다 작은 경우 0805.6.3항에서 결정되는 위치계수 
Δ의 최소치를 기준허용전단내력에 곱한다.
② 여러 개의 파스너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파스너 내의 파스너에 대한 
위치계수 중에서 최소치를 해당 파스너군 내의 모든 파스너에 적용한다.
0805.6.3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의 접합조건
0805.6.3.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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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끝면이 섬유방향에 경사지게 절단된 경우 파스너 직경의 중앙 1/2 내
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섬유방향에 평행하게 측정된 끝면거리가 직각절단부재
에 대하여 필요한 끝면거리 이상이어야 하며, 파스너의 중심으로부터 부재의 
경사면까지의 수직거리가 최소연단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0805.6.3.2 연단거리
(1) 섬유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하중을 받는 부재. 목재의 측면에 설치되고 섬
유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하중을 받는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한 
최소연단거리와 위치계수 Δ는 <표 0805.6.7>과 같다. <표 0805.6.7>에 주어진 
값의 중간연단거리에 대한 위치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2) 섬유방향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부재. 섬유에 경사각 (0° ＜＜ 90° )의 하중
이 작용하는 경우에 최소비부하연단거리와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대한 최
소부하연단거리는 <표 0805.6.7>의 값을 그대로 모든 경사각에 적용하여야 하
며, 총기준허용전단내력에 대한 최소부하연단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45° ≤ ＜ 90°인 경우：섬유방향 하중에 대한 최소부하연단거리를 적용한다.
② 0° ＜＜45°인 경우：섬유방향 및 섬유직각방향 하중에 대한 부하연단거리의 최소치 사
이에서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구 분

62mm 스프리트링 및 67mm 

전단플레이트

102 mm 스프리트링 및 102 mm 

전단플레이트

섬유방향하중
섬유직각방향하

중
섬유방향하중

섬유직각방향하

중

A1) B2) A B A B A B

연단
거리

비부하측면
Δ

45mm
1.0

45mm
1.0

45mm
1.0

45mm
1.0

70mm
1.0

70mm
1.0

70mm
1.0

70mm
1.0

부하측면
Δ

45mm
1.0

45mm
1.0

45mm
0.83

70mm
1.0

70mm
1.0

70mm
1.0

70mm
0.83

95mm
1.0

끝면
거리

인장부재
Δ

70mm
0.625

140mm
1.0

70mm
0.625

140mm
1.0

90mm
0.625

180mm
1.0

90mm
0.625

180mm
1.0

압축부재
Δ

65mm
0.625

100mm
1.0

70mm
0.625

140mm
1.0

85mm
0.625

140mm
1.0

90mm
0.625

180mm
1.0

간격
섬유에 평행

Δ
90mm

0.5
170mm

1.0
90mm

1.0
90mm

1.0
130mm

0.5
230mm

1.0
130mm

1.0
130mm

1.0
섬유에 수직

Δ
90mm

1.0
90mm

1.0
90mm

0.5
110mm

1.0
130mm

1.0
130mm

1.0
130mm

0.5
150mm

1.0
1) 감소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한 최소치

2) 총기준허용전단내력에 한 최소치

<표 0805.6.7> 스프리트링과 전단플레이트에 한 위치계수,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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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6.3.3 끝면거리
(1) 섬유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 하중을 받는 부재. 목재의 측면에 설치되고 
섬유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 하중을 받는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
한 최소끝면거리와 위치계수 는 <표 0805.6.7>과 같다. <표 0805.6.7>에 주
어진 값의 중간끝면거리에 대한 위치계수는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2) 섬유방향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부재. 섬유에 경사각  (0° ＜ ＜ 90° )의 하
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최소끝면거리는 <표 0805.6.7>의 섬유에 평행 및 수직 
하중에 대한 끝면거리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0805.6.3.4 간격
(1) 섬유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 하중을 받는 부재. 목재의 측면에 설치되고 
섬유방향에 평행 또는 수직하중을 받는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
한 섬유에 평행 또는 수직 방향의 간격과 위치계수 는 <표 0805.6.7>과 같
다. <표 0805.6.7>에 주어진 값의 중간간격에 대한 위치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2) 섬유방향에 경사진 하중을 받는 부재. 섬유에 경사각 (0°＜ ＜90° )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최소간격은 <표 0805.6.7>의 섬유에 평행 및 수직하중에 대한 간
격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0805.7 래그나사못접합부
0805.7.1 일반사항
(1) 0805.7의 규정은 <표 0805.7.1>의 치수에 적합한 래그나사못이 사용된 
접합부에 적용한다.
(2) 래그나사못을 설치하기 위한 구멍은 <표 0805.7.2>에 의한다.
(3) 래그나사못은 망치로 박지 않고 렌치로 돌려서 설치한다.
(4) 래그나사못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목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비누 등의 윤활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0805.7.2 못뽑기기준허용내력
(1) 목재의 측면에 섬유에 수직하게 설치된 래그나사못에 대한 못뽑기기준허용
내력 은 식(0805.7.1)에 의하거나 <표 0805. 7.3>에 따른다. 설계허용내력 ′을 
구하기 위하여 못뽑기기준허용내력에 <표 0805.9.1>의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
계수를 곱한다. 래그나사못접합부에 작용하는 못뽑기하중이 설계허용내력에 래그나사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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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삿니부분 관입깊이를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0805.7.1)

＝나삿니가 없는 못  

지름

＝나삿니부분의 골 지

름

＝머리부분의 나비

＝머리부분의 높이

＝나삿니가 없는 못

의 길이

＝나삿니부분의 길이

＝경사못끝의 길이

＝25 mm당 나삿니의 

수

공 칭 길

이
구분

나삿니가 없는 못  지름, 

6.5 8 9.5 12.5 16 19 25











4.5

4.0

4.5

11.0

10

6.0

5.0

5.5

12.5

9

6.5

5.5

6.5

14.0

7

9.0

8.0

8.5

19.0

6

12.0

10.0

10.5

14.0

5

14.5

12.5

12.5

28.5

4.5

20.0

17.5

17.0

38.0

3.5

25





 

6.5

19.0

15.0

6.5

19.0

14.5

6.5

19.0

13.5

6.5

19.0

11.0

－ －
－

38





 

6.5

32.0

28.0

6.5

32.0

27.0

6.5

32.0

26.0

6.5

32.0

24.0

－ － －

51





 

12.5

38.0

34.0

12.5

38.0

33.0

12.5

38.0

32.0

12.5

38.0

30.0

12.5

38.0

28.0

－ －

64





 

19.0

44.0

41.0

19.0

44.0

40.0

19.0

44.0

39.0

19.0

44.0

37.0

19.0

44.0

34.0

－ －

76





 

25.0

51.0

47.0

25.0

51.0

46.0

25.0

51.0

45.0

25.0

51.0

43.0

25.0

51.0

40.0

25.0

51.0

38.0

25.0

51.0

33.0

102





 

38.0

64.0

60.0

38.0

64.0

59.0

38.0

64.0

58.0

38.0

64.0

56.0

38.0

64.0

53.0

38.0

64.0

51.0

38.0

64.0

46.0

152





 

64.0

89.0

85.0

64.0

89.0

84.0

64.0

89.0

83.0

64.0

89.0

81.0

64.0

89.0

79.0

64.0

89.0

76.0

64.0

89.0

71.0

203





 

89.0

114.0

111.0

89.0

114.0

110.0

89.0

114.0

109.0

89.0

114.0

106.0

89.0

114.0

104.0

89.0

114.0

102.0

89.0

114.0

97.0

<표 0805.7.1> 래그나사못의 치수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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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비

중( )

못 를 위한 

구멍
나삿니부분을 위한 구멍

지름 및 깊이 지름 깊이

 ＞ 0.6 못 의 지름 

및

길이와 동일

한

지름 및 깊이

0.7 ~ 0.8

나삿니 부분

의 길이와 동

일한 깊이

0.5 ＜  ≤

0.6
0.6 ~ 0.7

 ≤ 0.5 0.4 ~ 0.6

<표 0805.7.2> 래그나사못 설치를 위한 구멍의 지름 

및 깊이

지름 (mm)

목재의 비중

0.30 0.35 0.40 0.45 0.50 0.55
0 . 6

0

6 19 23 28 34 39 46 51
9 26 31 38 46 53 62 70
12 32 39 47 56 66 77 88
19 44 53 64 77 90 104 116
25 54 65 80 95 111 129 145

주)  a) 표에 나타나지 않은 못의 치수에 하여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b)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목재의 측면에 한 래그나사못의 나삿니 부분관입깊이 

1 mm당 N값 (N/mm)이다.

<표 0805.7.3> 래그나사못의 못뽑기기준허용내력( )

(단위：N/mm)

   여기서,  ＝ 목재의 옆면에 박힌 래그나사못나삿니 부분의 길이1 mm에 대한 못
뽑기기준허용내력, N/mm

  ＝ 목재의 비중
                 ＝ 0.35(삼나무류), 0.40(잣나무류), 0.45(소나무류), 0.50(낙엽

송류)
 ＝ 래그나사못의 못대지름, mm

(2) 래그나사못이 못뽑기하중을 받는 경우에 래그나사못에 작용하는 인장응
력이 나사골에서의 인장내력을 초과할 수 없다.
(3) 래그나사못이 목재의 끝면에 설치되어 못뽑기하중을 받는 경우 못뽑기기
준허용내력에 끝면나뭇결계수  ＝ 0.75를 곱한다.
0805.7.3 기준허용전단내력
0805.7.3.1 목재－목재접합부
(1) 래그나사못을 주부재의 측면에 수직하게 설치하고 주부재 내에 박힌 래
그나사못의 길이가 이 규정에 명시된 최소치보다 크며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최소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1면전단목재-목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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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사못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된 값 중
에서 최소치 또는 <표 0805.7.4>의 값으로 한다.
항복모드
Is  

    (0805.7.2)

IIIs      

    (0805.7.3)

IV   

  


   

    (0805.7.4)
  여기서,  ＝래그나사못에서 나삿니가 없는 못대의 직경, mm

＝ 주부재(래그나사못끝이 박힌 부재)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측면부재의 장부촉지압내력, MPa
∥＝목재의 섬유방향 장부촉지압내력

＝79 , MPa
⊥＝목재의 섬유직각방향 장부촉지압내력

＝
  , MPa

  ＝ 래그나사못의 휨항복내력, MPa
 ＝ 목재의 비중 
 ＝ 0.35(삼나무류), 0.40(잣나무류), 0.45(소나무류), 0.50(낙

엽송류)

 ＝ 




 


 


    


 ＝ 1＋(m ax / 360° )
m ax＝ 동일접합부 내의 부재에 대한 하중의 섬유주행경사각 중의 

최대치(0° ≤ ≤ 360° )
 ＝ 

 ＝ 측면부재의 두께, mm
(2) 목재가 섬유에 경사각 의 하중을 받는 경우에 그 부재에 대한 장부촉지압
내력  는 식(0805.7.5)에 의한다.
 

∥ sin   ⊥ cos 
∥ ⊥ (0805.7.5)

(3) 래그나사못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전단내력( ′ )을 구하기 위하여 위에서 결
정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1>의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를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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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805.7.3.2 목재－금속접합부
(1) 금속측면판을 갖는 1면전단래그나사못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
()은 금속의 장부촉지압내력을 로 사용한 식(0805.7.3)과 식(0805.7.4) 중에
서 최소치 또는 <표 0805.7.5>의 값이어야 한다.
(2) 금속측면판을 갖는 래그나사못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전단내력( ′ )을 구하기 
위하여 산정된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2.1>의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
계수를 곱한다.
(3) 금속판의 설계는 제7장을 따른다.

측면부재

두께

(mm)

래그나사

못 지름

(mm)

라1) 다1) 나1) 가1)

∥ ⊥ ∥ ⊥ ∥ ⊥ ∥ ⊥

12
6 500 300 600 400 700 400 700 500

9 800 400 900 500 1,100 500 1,200 600

19
6 600 400 700 500 700 500 800 600

9 1,100 500 1,200 700 1,300 800 1,400 900

25
6 700 500 800 500 900 600 900 600

9 1,200 700 1,300 700 1,400 800 1,600 900

38

6 900 500 900 600 900 700 1,000 700

9 1,500 800 1,600 900 1,700 1,000 1,800 1,100

12 2,200 1,100 2,400 1,200 2,700 1,400 2,900 1,500

19 4,400 1,600 4,700 1,800 5,100 2,200 5,500 2,600

25 6,500 1,800 7,400 2,200 8,300 2,500 9,200 3,000

1) <표 0805.2.1>에 따른다.

주) a) 표의 값은 주부재 및 측면부재가 동일 수종인 경우에 적용한다.

   b)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하여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c)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다음과 같은 휨항복내력(  )을 갖는 래그나사

못에 한 값이다：

   지름 6mm의 래그나사못에 하여 ＝ 490MPa

   지름 9mm 이상의 래그나사못에 하여 ＝ 320MPa

<표 0805.7.4> 1면전단목재－목재래그나사못접합부에 한 기준허용전단내력

( ) (단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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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철 측

면

판두께

(mm)

래 그 나

사

못 지름

(mm))

라1) 다1) 나1) 가1)

∥ ⊥ ∥ ⊥ ∥ ⊥ ∥ ⊥

6.5

6 1,100 800 1,200 800 1,300 900 1,400 1,000

9 1,900 1,200 2,000 1,300 2,100 1,400 2,200 2,500

12 3,000 1,800 3,200 1,900 3,400 2,000 3,500 2,200

19 6,200 3,300 6,500 3,500 6,900 3,800 7,300 4,100

25
10,60

0
5,200

12,30

0
5,700

11,80

0
6,100

12,50

0
6,600

6.0
6 1,000 700 1,100 800 1,200 800 1,200 900

9 1,700 1,100 1,800 1,200 1,900 1,300 2,000 1,400

4.5
6 900 600 1,000 700 1,000 700 1,100 800

9 1,600 1,000 1,700 1,100 1,800 1,200 1,900 1,200

3.0
6 900 600 900 600 900 700 1,000 700

9 1,500 900 1,600 1,000 1,700 1,100 1,700 1,200

1) <표 0805.2.1>에 따른다.

주) a) 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재의 두께 및 볼트의 치수에 하여 직선보간법

을 적용한다.

   b)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다음과 같은 휨항복내력( )을 갖는 래그나사

못에 한 값이다：

    지름 6mm의 래그나사못에 하여 ＝490MPa

    지름 9mm 이상의 래그나사못에 하여 ＝320MPa

   c) 표의 기준허용전단내력은 강철측면판에 한 장부촉지압내력이 350MPa

인 재료에 적용한다.

<표 0805.7.5> 1면전단목재－금속래그나사못접합부에 한 기준허용전단내력

( ) (단위：N)

0805.7.3.3 보정계수
(1) 관입깊이계수 ：래그나사못에 대한 기준허용전단내력은 주부재에 래그나
사못이 그 직경의 8배(즉   8) 깊이 이상으로 박히는 경우에 근거한 것이다. 
래그나사못의 관입깊이는 최소한 그 직경의 4배 이상이어야 하며, 관입깊이가 
직경의 4배에서 7배 사이인 경우 기준허용전단내력에 식(0805.7.6)에 의하여 산
정되는 관입깊이계수를 곱한다.
  


≦  (0805.7.6)

(2) 끝면나뭇결계수  ：래그나사못이 섬유에 평행하게 목재의 끝면에 박힌 경
우 기준허용전단내력에 끝면나뭇결계수  ＝ 0.67을 곱한다.
0805.7.3.4 측방 및 못뽑기 하중의 조합
래그나사못을 목재섬유에 수직하게 설치하고 하중은 목재표면에 경사지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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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와 같이 래그나사못접합부가 측방 및 못뽑기 하중의 조합을 받는 
경우에 설계허용내력은 식(0805.7.7)에 의한다.
′  ′ cos    ′sin 

 ′   ′ (0805.7.7)
   여기서,  ＝ 주부재에 대한 나삿니 부분의 관입깊이, mm

 ＝ 목재표면과 하중방향 사이의 각도
0805.7.4 래그나사못의 접합조건
(1) 측방하중 또는 측방하중과 못뽑기하중의 조합을 받는 래그나사못에 대한 
끝면거리, 연단거리 및 간격의 최소치는 0805.5.5의 규정 중에서 래그나사못
의 못대와 동일한 직경을 갖는 볼트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2) 못뽑기하중만이 작용하는 래그나사못접합부에 대한 연단거리, 끝면거리 및 간격
의 최소치는 각각 1.5 , 4  및 4이다.
(3) 하나의 접합부에 2개 이상의 래그나사못이 사용된 경우에 무리작용계수
는 0805.9.2.6에 명시한 바와 같아야 하며, 접합부의 설계허용내력은 
0805.1.3.2에 의한다.

0805.8 트러스플레이트접합부
0805.8.1 일반사항
(1) 0805.8의 각 규정은 트러스플레이트를 사용한 목재트러스 구조의 접합부
에 적용한다.
(2) 목재트러스구조는 평면트러스로 해석하며 트러스 사이의 간격, 정확한 수
직면으로의 설치, 올바른 부재의 사용 및 정밀한 제조 등의 요인에 의하여 트
러스의 성능이 좌우된다.
(3) 이 규정은 트러스플레이트접합부에 대한 사항만을 포함하며 트러스를 사
용한 구조의 분석 및 설계는 설계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4) 트러스의 제작, 저장, 운반 및 설치 중에 트러스구조에 피해가 발생하여 
트러스구조의 하중지지능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트러스
의 설치시에는 항상 모든 트러스에 임시받침대를 설치한다.
(5) 트러스플레이트는 아연도금강철을 사용하여 한 구멍에서 2～3개의 핀이 
나오도록 제작한다.
(6) 트러스플레이트는 플레이트 전면에 골고루 압력을 가하면서 목재와 밀착
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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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8.2 접합부의 설계
(1) 트러스플레이트접합부의 기준허용내력은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접합부시험
을 통하여 결정한다.
(2) 트러스플레이트접합부에 대하여는 수평하중저항시험, 인장시험 및 전단시
험을 실시한다.
① 수평하중저항기준허용내력
㈎ 트러스플레이트의 수평하중저항기준허용내력은 수평하중저항시험에 의하
여 결정한다.
㈏ 수평하중저항시험은 섬유에 평행 및 직각 방향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각의 
방향에서 부재가 1열로 배치된 경우와 직각으로 배치된 경우로 나누어서 시
험을 실시한다.
㈐ 트러스플레이트접합부의 수평하중저항기준허용내력은 다음 중에서 최소치
로 한다.
   － 트러스플레이트와 목재주부재 사이의 변형 0.4mm에서의 하중을 1.6으

로 나눈 값
   － 목재주부재와 측면부재 사이의 변형 0.8mm에서의 하중을 1.6으로 나

눈 값
   － 시험편파괴시의 최대하중을 3.0으로 나눈 값
㈑ 트러스플레이트접합부에는 다음 4가지의 수평하중저항기준허용내력이 필
요하다.
   － ：섬유에 평행한 하중이 작용하고 플레이트의 축(핀의 나비방향)이 하중에 평

행한 접합부의 수평하중저항기준허용내력
   － ⊥：섬유에 직각인 하중이 작용하고 플레이트의 축(핀의 나비방향)이 하중에 평

행한 접합부의 수평하중저항기준허용내력
   － ：섬유에 평행한 하중이 작용하고 플레이트의 축(핀의 나비방향)이 하중에 직

각인 접합부의 수평하중저항기준허용내력
   － ⊥：섬유에 직각인 하중이 작용하고 플레이트의 축(핀의 나비방향)이 하중에 직

각인 접합부의 수평하중저항기준허용내력
㈒ 수평하중에 대한 트러스플레이트접합부의 설계는 식(0805.8.1) 또는 식
(0805.8.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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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05.8.1)

      ′
  (0805.8.2)

여기서,  ＝ 각 부재에 대하여 요구되는 트러스플레이트의 접촉면적
(mm2)

 ＝ 목재부재에 작용하는 축하중(N)
′ ＝ 트러스플레이트에 대한 수평하중저항설계허용내력

(MPa 또는 핀 1개당 하중(N/핀))
 ＝ 트러스플레이트에서 요구되는 핀의 수

㈓ 하중이 섬유에 평행과 직각 사이의 경사각 로 작용하는 경우에 수평하중저
항기준허용내력은 식(0805.8.3) 또는 식(0805.8.4)에 의한다.
      

 sin  ⊥ cos
 ⊥ (0805.8.3)

      
 sin  ⊥ cos

 ⊥ (0805.8.4)

여기서,   ＝ 트러스플레이트의 축(핀의 나비방향)이 하중방향에 평
행하고, 하중이 경사각 로 작용하는 접합부의 수평하중저항기준
허용내력

  ＝ 트러스플레이트의 축(핀의 나비방향)이 하중방향에 수
직하고 하중이 경사각 로 작용하는 접합부의 수평하중저항기
준허용내력

㈔ 트러스플레이트의 축이 하중방향에 대하여 평행 또는 수직 이외의 경사각
으로 설치된 접합부에 대한 수평하중저항기준허용내력은  와   사이에서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② 기준허용인장내력
㈎ 트러스플레이트접합부의 기준허용인장내력은 접합부에 대한 인장시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 인장접합부에 사용되는 트러스플레이트의 요구되는 나비()는 식(0805.8.5)
에 의한다.
     (mm)    (0805.8.5)

여기서,  ＝ 목재부재에 작용하는 인장력(N)
 ＝ 양면에 트러스플레이트가 설치된 접합부의 기준허용인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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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트러스플레이트의 나비 1mm당 N단위(N/mm)
③ 기준허용전단내력
㈎ 트러스플레이트접합부의 기준전단허용내력은 접합부에 대한 전단시험을 
통하여 결정한다.
㈏ 전단접합부에 사용되는 트러스플레이트의 요구되는 나비()와 길이()는 식
(0805.8.6) 및 식(0805.8.7)에 의한다.
     (mm)    (0805.8.6)
     (mm)    (0805.8.7)

여기서,  ＝ 전단면에 작용하는 하중(N)
 ＝ 양면에 트러스플레이트가 설치된 접합부의 기준허용전단내

력(트러스플레이트의 나비 1mm당 N단위(N/mm)
④ 목재부재의 순단면적

모든 트러스플레이트접합부에서 목재부재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이나 압
축응력이 감소된 순단면(′×)에서 목재의 허용인장응력  또는 축하중의 방향으로 
목재-목재받침이 없는 접합부의 허용압축응력 를 초과할 수 없다.

0805.8.3 기준허용내력의 감소
(1) 트러스플레이트를 함수율이 19%를 초과하는 목재에 설치한 경우 기준허
용내력을 20% 감소시켜야 한다.
(2) 내화약제에 의하여 가압처리된 목재에 설치된 트러스플레이트의 기준허
용내력은 약제공급업체의 자료에 의한다.
(3) 45° 이하의 경사각 인 접합부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영향을 고려해 주기 위
하여 접합부의 기준허용내력에는 식(0805.8.8)에 의하여 결정되는 예각감소계수 
을 곱하여 줌으로써 트러스플레이트가 트러스의 상현재 및 하현재의 축하중
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tan   (0805.8.8)
   여기서, 0.65 ≤  ≤ 0.85
(4) 목재부재의 좁은면에 설치된 트러스플레이트에 대한 기준허용내력은 넓
은면에 설치된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내력에서 15% 감소시킨 값으로 한다.
(5) 트러스플레이트접합부에서 목재부재의 끝면으로부터 12mm 이내와 측면
으로부터 6mm 이내의 부위에는 트러스플레이트의 핀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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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9 파스너접합부에 대한 설계허용내력의 결정
0805.9.1 일반사항
(1) 접합부의 설계허용내력( ′,  ′)을 결정하기 위하여 접합부의 기준허용내력(,  )에 
모든 적용 가능한 보정계수를 곱한다.
(2) 접합부에 작용하는 실제하중이 접합부의 설계허용내력을 초과할 수 없다.
0805.9.2 기준허용내력의 보정
0805.9.2.1 보정계수의 적용
각각의 접합부에 적용되는 보정계수는 <표 0805.9.1>과 같다.

접합부

기준허

용전단

내력

하 중 

계 수

1)

습 윤 

계 수

2)

온도

계수

무 리

작 용

계수

위치

계 수

3)

관입

깊 이 

계 수

3)

끝면

나 뭇

결 계

수3)

금속

측 면

판 계

수3)

격 막 

계 수

3)

경 사

못 계

수3)

못
    － － － － － － 

    － －   －  

볼트      △ － － － － －
스프리트링

및 전단
플레이트

     △  －  － －
     △  － － － －

래그나사못
    － － －  － － －
     △   － － －

트러스
플레이트     － － － － － － －

1) 접합부에 한 하중기간계수  가 1.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습윤계수 은 못뽑기하중을 받는 경사못에 적용할 수 없다.

3) 위치계수(△), 관입깊이계수( ), 끝면나뭇결계수( ), 금속측면판계수(), 격

막계수() 및 경사못계수()의 값은 해당접합부에 한 부분에 수록하여 있

다.

<표 0805.9.1> 접합부에 적용되는 보정계수

0805.9.2.2 하중기간계수 
접합부의 성능이 금속 또는 콘크리트나 벽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접합부에 대한 기준허용내력에는 <표 0802.1.7>의 하중기간계수를 곱
하여야 하며, 이때 하중기간계수의 값은 1.6 이하이어야 한다.
0805.9.2.3 습윤계수  
접합부의 기준허용내력은 함수율 19% 이하로 건조된 목재가 사용되고 대부
분의 밀폐구조 내에서와 같이 사용 중에 건조조건이 유지되는 목재접합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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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건조되지 않았거나 부분건조된 목재가 사용된 접합부 또는 사용 중
에 습윤조건에 노출되는 접합부에는 기준허용전단내력에 <표 0805.9.2>의 
습윤계수를 곱한다.

파스너의 종류
함수율 하중

조립시 사용중 측방하중 못뽑기하중

못

≤ 19% ≤ 19% 1.0 1.0

＞ 19% ≤ 19% 0.7 0.25

≤ 19% ＞ 19% 0.7 0.25

＞ 19% ＞ 19% 0.7 1.0

볼트
모든 경우 ≤ 19% 1.02) －

모든 경우 ＞ 19% 0.7 －

스프리트링 및

전단플레이트1)

≤ 19% ≤ 19% 1.0 －

＞ 19% ≤ 19% 0.8 －

모든 경우 ＞ 19% 0.7 －

래그나사못
모든 경우 ≤ 19% 1.02) 1.0

모든 경우 ＞ 19% 0.7 0.7

트러스

플레이트

≤ 19% ≤ 19% 1.0 －

＞ 19% ≤ 19% 0.8 －

모든 경우 ＞ 19% 0.8 －

1)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하여 함수율제한은 목재표면으로부터 

20mm 깊이까지 적용한다.

2) 조립시의 함수율이 19% 이상이고 사용 중의 함수율이 19% 이하이며 단일금

속측면판에 2열 이상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이 사용된 경우 ＝0.4를 적용

한다.

<표 0805.9.2> 접합부에 한 습윤계수, 

0805.9.2.4 온도계수 
38℃ 이상, 65℃ 이하의 고온에 장기간 노출되는 접합부에는 <표 0805.9.3>
의 온도계수를 곱한다.

사 용 중 의 

수 분 조 건

1)

온도계수, 

온 도 ≤ 3

5℃

35℃ ＜ 온도 ≤

50℃

50℃ ＜ 온도 ≤

65℃

건조 1.0 0.8 0.7
습윤 1.0 0.7 0.5

1) 접합부에 한 건조 및 습윤 사용조건은 <표 0805.9.2>에 

수록되어 있다.

<표 0805.9.3> 접합부에 한 온도계수  

0805.9.2.5 내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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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제로 가압처리된 목재에 대한 기준허용내력은 그 처리 및 재건조 작업
을 실시하는 업체의 자료에 의한다.
(2) 약제로 가압처리된 목재 내의 접합부에 충격하중에 대한 하중기간계수를 
적용할 수 없다.
0805.9.2.6 무리작용계수 
(1) 여러 개를 사용하는 스프리트링, 전단플레이트, 지름 25mm 이하의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에 대하여는 식(0805.9.1)의 무리작용계수 를 곱한다.
 





          

    




     


 

  


 (0805.9.1)

   여기서, ＝ 1열로 사용된 파스너의 수
  

  또는  
  중에서 작은 값

 ＝ 주부재의 탄성계수, MPa
 ＝ 측면부재의 탄성계수, MPa
 ＝ 주부재의 총단면적, MPa
 ＝ 측면부재의 총단면적의 합, MPa
      

     
 


 


 

 




 ＝ 1열로 사용된 파스너 사이의 중심간격(mm)
＝ 접합계수(joint modulus) ＝ 하중/변형(N/mm)
 ＝ 102 mm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에 대하여 89

kN/mm
 ＝ 64 mm 스프리트링 또는 67mm 전단플레이트에 대하여 

71kN/mm
 ＝ 목재-목재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하여 250

  , N/mm
 ＝ 목재-금속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 접합부에 대하여 375

  , N/mm
 ＝ 볼트 또는 래그나사못의 지름(mm)

(2) 무리작용계수의 적용 시 1열의 파스너는 다음 중의 하나로 정의한다.
① 하중방향으로 배열된 2개 이상의 스프리트링 또는 전단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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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중방향으로 배열되고 전단하중을 받는 동일 직경의 2개 이상의 볼트
③ 하중방향으로 배열되고 동일한 형태 및 직경을 갖는 2개 이상의 래그나사
못
(3) 인접한 열의 파스너가 서로 엇갈리게 배치되고 인접한 열 사이의 거리가 
인접한 열 내에서 가장 근접한 파스너 사이의 거리의 1/4보다 작은 경우 무
리작용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접한 2열을 1열로 간주한다. 짝수의 
열로 구성된 파스너에 대하여 이 원칙을 각 쌍의 열(인접한 2열)에 적용한다. 
홀수의 열로 구성된 파스너에 대하여 가장 안전한 해석방법을 적용한다.
(4) 무리작용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과 를 산정하는 경우 순단면을 사용할 
필요 없이 총단면적을 사용한다.
(5) 어떤 부재가 섬유에 수직한 하중을 받는 경우에 무리작용계수를 결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부재의 단면적은 해당 부재의 두께와 파스너군의 총나비의 
곱으로 한다. 파스너가 1열로 사용된 경우 파스너군의 총나비이 인접한 파스
너 사이의 섬유에 평행한 최소간격이어야 한다.

0806 전통목구조
0806.1 일반사항
0806.1.1 적용범위
이 절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0802절에서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방화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전통목조공법으로 건축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의 신축에 적용한다. 관련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전층에 설치할 경우 4층까지 허용하며 2층 이상인 경우 구조계
산을 별도로 실시한다. 특별한 조사나 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는 당해 구조
의 조사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설계할 수 있다.
0806.2 재료
0806.2.1 기둥, 귀틀, 보, 창방, 평방, 도리 등과 같이 구조내력상 휨이나 인
장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구조재의 품질은 KS F 3020(침
엽수구조용재)의 2등급 이상, KS F 3021(구조용집성재) 및 KS F 3119(목
재단판적층재)의 1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0806.2.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위에 규정되지 아니
한 재료에 대하여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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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3 지면과 직접 접하거나 지면으로부터 200mm 이내에 설치되는 부재
는 국립산림과학원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및 ｢임산물 품질인증규정
｣에 있는 목재의 사용환경 범주 H3 이상에 해당하는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0806.3 부재설계
전통목구조에 사용되는 인장, 압축 및 휨부재는 0804절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0806.4 접합부의 설계
전통목구조의 접합부는 0805.3에 적합하여야 하며 철물을 사용하여 보강하는 
경우 0805절의 해당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맞춤접합부의 허용내력은 
책임구조기술사의 기술적 판단, 경험, 연구결과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0807 경골목구조
0807.1 일반사항
0807.1.1 적용범위
이 절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0802절에서 규정한 재료를 사용하여 방화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경골목조건축공법으로 건축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
동주택, 기숙사,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에 적용한다. 관
련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전층에 설치할 경우 4층까지 허용하며 3층 이상
인 경우 구조계산을 별도로 실시한다.
0807.1.2 재료
(1) 토대, 바닥장선, 보, 서까래, 마룻대 등과 같이 구조내력상 휨이나 인장하
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구조재의 품질은 KS F 3020(침엽수
구조용재)의 2등급 이상, KS F 3021(구조용집성재) 및 KS F 3119(목재단
판적층재)의 1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깔도리, 스터드 등과 같이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부재에는 KS F 3020(침
엽수구조용재)의 3등급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바닥, 벽 또는 지붕의 덮개에는 KS 
F 3113(구조용합판)의 2등급 또는 0802.3.2.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용OSB가 
사용되어야 한다.
(4)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못 또는 나사못의 품질은 목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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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철못(KS F 4537), 일반용 철못(KS D 3553), 석고판용 못(KS F 3514), 
스테인리스강 못(KS D 7052), 목구조용 철물(KS F 4514), 십자홈나사못
(KS B 1056)에 적합하며, 옥외에 면하거나 항시 습윤상태로 유지되기 쉬운 
부분에는 방청못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못을 사용한다.
(5)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
료에 대하여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0807에 나타나는 경간표에 수록된 수종 구분은 <표 0807.1.1>에 따른다.

수 종

군
포함 수종

가 낙엽송류1), 북부헴퍼 

나
소나무류1), 남부헴퍼, 북부 SPF, 해송, 남부소나

무 

다
잣나무류1), 남부 SPF, 로지폴소나무, 폰데로사소

나무 

라 삼나무류1), 알래스카 삼나무 

1) <표 0802.1.2.2>에 따른다.

<표 0807.1.1> 0807절 경간표의 수종 구분

0807.2 기초 및 토대
0807.2.1 기초
(1) 모든 내력벽 또는 전단벽의 아래에는 줄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줄기초
는 철근콘크리트구조, 무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조적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최하층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서 150mm 이상이어야 한다.
(2) 줄기초의 깊이는 동결선 아래까지 설치하며 지면으로부터 기초벽 상단까
지의 높이는 300mm 이상으로 한다.
(3) 기초의 두께와 나비는 각각 줄기초두께의 1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한다.
0807.2.2 토대
(1) 1층 내력벽 또는 전단벽의 아래쪽에 토대를 설치한다.
(2) 토대는 앵커볼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갖는 철물에 의하여 기초에 
고정한다.
(3) 앵커볼트는 지름 12mm 및 길이 230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볼트의 머리 부분이 
기초 내에 180mm 이상 묻히도록 설치한다.
(4) 앵커볼트는 토대 끝면 또는 개구부로부터 150mm 이내에 고정하고 토대 

- 861 -

1개당 2개 이상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앵커볼트 사이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한다.
(5) 토대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고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및 ｢임산물 
품질인증규정｣에 있는 목재의 사용환경 범주 H3에 해당하는 목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0807.3 바닥
0807.3.1 바닥장선
(1) 바닥장선에는 KS F 3020의 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품질을 지닌 목재로서 나비 14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바닥장선은 <표 0807.3.1>～<표 0807.3.6>의 경간기준에 따라 구조내
력상 안전하게 설치한다. 단면치수가 38×235mm 이상인 목재를 사용하는 경
우(해당 장선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경간을 4.5m 미만으
로 할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4m 이하의 간격으로 두께 38mm 이상의 보막
이를 설치한다.
(3) 바닥장선, 보 또는 기타 수평구조부재는 부재의 중앙부 부근 아래쪽에 구
조내력상 지장이 있는 따내기를 할 수 없다.
(4) 바닥장선 상호간의 간격은 650mm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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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치수

(mm)

바닥장선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35 

3.70 

4.85 

6.05 

7.00 

2.15 

3.40 

4.30 

5.25 

6.10 

1.85 

2.75 

3.50 

4.30 

4.9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20 

3.45 

4.55 

5.80 

6.90 

2.00 

3.15 

4.15 

5.15 

6.00 

1.75 

2.70 

3.45 

4.20 

4.9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10 

3.30 

4.30 

5.50 

6.50 

1.90 

3.00 

3.90 

4.85 

5.65 

1.65 

2.55 

3.25 

3.95 

4.60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5 

3.20 

4.20 

5.35 

6.20 

1.85 

2.90 

3.80 

4.60 

5.35 

1.60 

2.45 

3.10 

3.75 

4.40 

<표 0807.3.1> 바닥장선경간표(활하중 1.5kPa, 고정하중 0.5kPa) (처짐기

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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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치수

(mm)

바닥장선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20 

3.45 

4.40 

5.40 

6.30 

2.00 

3.05 

3.85 

4.70 

5.45 

1.70 

2.50 

3.20 

3.80 

4.4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80 

2.80 

3.70 

4.70 

5.75 

1.62 

2.56 

3.36 

4.29 

5.22 

1.40 

2.25 

2.95 

3.75 

4.3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70 

2.65 

3.50 

4.45 

5.40 

1.55 

2.40 

3.15 

4.05 

4.90 

1.35 

2.10 

2.75 

3.45 

4.00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65 

2.60 

3.40 

4.35 

5.05 

1.50 

2.35 

3.10 

3.75 

4.35 

1.30 

2.00 

2.50 

3.05 

3.55 

<표 0807.3.2> 바닥장선경간표(활하중 2.0kPa, 고정하중 0.5kPa)

(활하중 1.5kPa, 고정하중 1.0kPa) (처짐기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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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치수

(mm)

바닥장선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1.75 

2.80 

3.66 

4.70 

5.65 

1.60 

2.55 

3.35 

4.20 

4.90 

1.40 

2.20 

2.80 

3.45 

4.00 

나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1.70 

2.65 

3.50 

4.45 

5.40 

1.55 

2.40 

3.15 

4.05 

4.90 

1.35 

2.10 

2.75 

3.45 

4.00 

다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1.60 

2.50 

3.25 

4.20 

5.10 

1.45 

2.25 

2.95 

3.80 

4.45 

1.25 

2.00 

2.55 

3.15 

3.65 

라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1.55 

2.45 

3.20 

3.95 

4.60 

1.40 

2.20 

2.80 

3.45 

4.00 

1.25 

1.80 

2.30 

2.80 

3.25 

<표 0807.3.3> 바닥장선경간표(활하중 2.0kPa, 고정하중 1.0kPa)

(활하중 1.5kPa, 고정하중 1.5kPa) (처짐기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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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치수

(mm)

바닥장선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70 

2.65 

3.50 

4.45 

5.20 

1.55 

2.40 

3.15 

3.90 

4.50 

1.35 

2.05 

2.60 

3.20 

3.70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60 

2.50 

3.30 

4.20 

5.15 

1.45 

2.30 

3.00 

3.85 

4.50 

1.25 

2.00 

2.60 

3.20 

3.7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50 

2.35 

3.10 

3.95 

4.75 

1.35 

2.15 

2.80 

3.55 

4.15 

1.20 

1.90 

2.35 

2.90 

3.3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45 

2.30 

3.00 

3.65 

4.25 

1.35 

2.05 

2.60 

3.20 

3.70 

1.15 

1.70 

2.10 

2.60 

3.00 

<표 0807.3.4> 바닥장선경간표(활하중 2.5kPa, 고정하중 1.0kPa)

(활하중 2.0kPa, 고정하중 1.5kPa) (처짐기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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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치수

(mm)

바닥장선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60 

2.55 

3.35 

4.20 

4.90 

1.45 

2.30 

3.00 

3.65 

4.25 

1.30 

1.95 

2.45 

2.95 

3.4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55 

2.40 

3.15 

4.05 

4.90  

1.40 

2.20 

2.85 

3.65 

4.25 

1.20 

1.90 

2.45 

2.95 

3.4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45 

2.25 

2.95 

3.80 

4.45 

1.30 

2.05 

2.70 

3.35 

3.85 

1.15 

1.75 

2.20 

2.70 

3.1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40 

2.20 

2.80 

3.45 

4.00 

1.30 

1.95 

2.45 

2.95 

3.45 

1.05 

1.55 

2.00 

2.45 

2.80 

<표 0807.3.5> 바닥장선경간표(활하중 3.0kPa, 고정하중 1.0kPa)

(활하중 2.5kPa, 고정하중 1.5kPa) (처짐기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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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부재치수

(mm)

바닥장선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75 

2.55 

3.25 

3.95 

4.60 

1.50 

2.20 

2.80 

3.45 

4.00 

1.25 

1.80 

2.30 

2.80 

3.2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45 

2.30 

3.05 

3.90 

4.60

1.35 

2.10 

2.75 

3.45 

4.00 

1.15 

1.80 

2.30 

2.80 

3.2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40 

2.20 

2.85 

3.60 

4.20

1.25 

2.00 

2.55 

3.15 

3.65 

1.10 

1.65 

2.10 

2.55 

2.9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35 

2.10 

2.65 

3.25 

3.75 

1.25 

1.80 

2.30 

2.80 

3.25 

1.00 

1.50 

1.85 

2.30 

2.65 

<표 0807.3.6> 바닥장선경간표(활하중 3.0kPa, 고정하중 1.5kPa) (처짐기

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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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닥에 설치하는 개구부는 이를 구성하는 바닥장선과 같은 치수 이상의 
단면을 가지는 바닥장선으로 보강한다.
(6) 2층 또는 3층의 내력벽 바로 아래에 내력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력벽 바로 아래의 바닥장선을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보강한다.
(7) 기둥-보구조로 바닥을 지지하거나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또는 콘
크리트블록의 줄기초 및 철근콘크리트조나 무근콘크리트조의 바닥을 설치하
여 앞의 각 호에 정하는 것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경우 이를 적
용할 수 있다.
0807.3.2 바닥덮개
(1) 바닥덮개에는 두께 18mm 이상의 구조용합판, OSB, 파티클보드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판재를 사용한다.
(2) 바닥덮개는 바닥장선과의 사이에 내수접착제(페놀수지 목재접착제(KS M 
3702), 멜라민-요소 공축합수지 목재접착제(KS M 373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를 도포한 후 적정치수의 못으로 <표 0807.3.7>에 따라 고정한
다.
(3) 바닥의 각 부재 사이, 그리고 바닥장선과 토대 또는 윗깔도리 사이는 각
각 <표 0807.3.7>에 따라 고정한다.

구분 접합부

못박기 기준1)

못박기방

법
못치수와 개수

 1) 장선과 토대 또는 큰보 경사못박기 CMN65(8 ) 못 3개
 2) 보막이와 장선 경사못박기 각 끝면에 CMN65(8 ) 못 2개
 3) 밑깔도리와 장선 또는 보막이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400mm로 CMN90(16 ) 못
 4) 위깔도리와 스터드 끝면못박기 CMN90(16 ) 못 2개
 5) 스터드와 밑깔도리 경사못박기 CMN65(8 ) 못 4개

끝면못박기 CMN90(16 ) 못 2개
 6) 2중 스터드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600mm로 CMN90(16 ) 못
 7) 2중 깔도리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400mm로 CMN90(16 ) 못
 8) 위깔도리 이음부 표면못박기 CMN90(16 ) 못 2개
 9) 헤더(2개의 부재 조립보)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400mm로 CMN90(16 ) 못
10) 천장장선과 위깔도리 경사못박기 CMN65(8 ) 못 3개
11) 헤더와 스터드 경사못박기 CMN65(8 ) 못 4개
12) 실내 칸막이벽 위에서 천장장선의 겹침 부

위 표면못박기 CMN90(16 ) 못 3개
13) 천장장선과 서까래 표면못박기 CMN90(16 ) 못 3개
14) 서까래와 위깔도리 경사못박기 CMN65(8 ) 못 3개
15) 모서리 스터드 표면못박기 중심간격 600mm로 CMN90(16 ) 못

<표 0807.3.7> 못박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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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접합부

못박기 기준1)

못박기방

법
못치수와 개수

16) 조립보 표면못박기
상하단에서 중심간격 800mm로 20  
못,
끝면과 각 연결부에서 20  못 2개

17) 두께 38mm 널판 표면못박기 각 지점 위에서 CMN90(16 ) 못 2개
(데크의 경우 방청못)

18)
바닥밑판, 지붕덮개 및 벽덮개와 골조：
 두께 12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두께 15~25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두께 28~31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CMN50(6 ) 못(방청못)
CMN65(8 ) 못(방청못)
CMN75(10 ) 못(방청못)

19)
구조용 판재 외벽널과 골조：
 두께 12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두께 15mm 이하의 구조용 판재

CMN50(6 ) 못(방청못)
CMN65(8 ) 못(방청못)

1) 못의 종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용 철못을 사용한다.

<표 0807.3.7> 못박기기준 (계속)

0807.3.3 바닥의 처짐
바닥구조의 최대처짐량은 <표 0807.3.8>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구조부
활하중에 의한 처

짐

총하중에 의한 

처짐

지붕 1)/ 240  / 180

바닥  / 360  / 240

벽  / 100 －

1)  ＝ 경간

<표 0807.3.8> 주요구조부의 최 처짐 허용한계

0807.4 내력벽
0807.4.1 내력벽의 배치
(1)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력벽을 균형 있게 배치한다.
(2) 내력벽 사이의 거리는 12m 이하로 하며 내력벽에 의하여 둘러지는 부분
의 수평투영면적은 40m2(바닥장선을 깔도리에 연결할 때에 고정되는 부분이 
구조내력상 충분한 강도를 제공하며, 장선 사이에 적절하게 보막이가 된 경우 
60m2) 이하로 한다.
(3) 외벽 사이의 교차부에는 길이 900mm 이상의 내력벽을 하나 이상 설치
한다.
(4) 경골목조건축물의 각 층에서 전체 벽면적(실내벽 포함)에 대한 내력벽면적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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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3층 건물의 1층에서는 40% 이상, 3층 건물의 2층(또는 2층 건물의 1
층)에서는 30% 이상, 그리고 3층 건물의 3층(또는 2층 건물의 2층이나 1층 
건물의 1층)에서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0807.4.2 스터드 및 골조 부재
(1) 내력벽의 스터드에는 KS F 3020의 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강도와 강성을 지닌 목재를 사용하고 3층 건물의 1층에는 
38mm×140mm 이상의 치수를 사용한다.
(2) 내력벽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간격은 <표 0807.4.1>에 따른다.

스터드 치수

(mm)

내력벽에서 스터드의 간격 (mm)

단층 건물

2층 건물의 

2층

3층 건물의 

3층

2층 건물의 

1층

3층 건물의 

2층

3층 건물의 

1층

38 × 89

38 × 140

38 × 184

650 이하

650 이하

650 이하

500 이하

650 이하

650 이하

450 이하

500 이하

650 이하

<표 0807.4.1>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스터드간격

(3) 내력벽의 모서리 및 교차부에는 각각 3개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한다.
(4) 내력벽의 상부에는 이중깔도리를 사용하여 내력벽 상호간을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연결한다.
(5) 벽과 바닥, 이중깔도리 또는 옆기둥을 포함한 벽의 각 부재는 <표 
0807.3.7>에 따라 고정한다.
(6) 지하층의 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한다.

0807.4.3 벽덮개
내력벽의 덮개에는 두께 12mm 이상의 구조용 합판, OSB,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를 사용한다.
0807.4.4 개구부
(1) 내력벽에 설치되는 개구부의 나비는 4m 이하로 하며 그 나비의 합계는 
<표 0807.4.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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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구분 1층 건축물 2층 건축물 3층 건축물

1 층 75% 60% 40%

2 층 － 75% 60%

3 층 － － 75%

<표 0807.4.2> 내력벽에서 개구부의 최 허용비율 (단

위：%)

(2) 나비 900mm 이상의 개구부의 상부에는 개구부를 구성하는 스터드와 동
일치수의 단면을 가지는 옆기둥에 의하여 지지되는 헤더를 <표 0807.4.3>～
<표 0807.4.6>에 따라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설치한다.

지지조건
실제크기

(mm)

부 재 

수

(개)

지상 적설하중 (kPa)

0.5 1.0

건물의 나비 (m)

6 8 10 6 8 10

지붕 및 천장

38 × 140

2

1.85 1.75 1.70 1.65 1.60 1.55 

38 × 184 2.40 2.30 2.20 2.15 2.05 2.00 

38 × 235 2.95 2.85 2.70 2.70 2.55 2.50 

38 × 286 3.50 3.35 3.20 3.15 3.05 2.95 

38 × 140

3

2.25 2.15 2.05 2.05 1.95 1.90 

38 × 184 2.95 2.80 2.65 2.65 2.55 2.45 

38 × 235 3.65 3.45 3.30 3.30 3.15 3.05 

38 × 286 4.30 4.10 3.90 3.90 3.75 3.60 

38 × 140

4

2.60 2.50 2.40 2.35 2.25 2.20 

38 × 184 3.40 3.20 3.10 3.05 2.95 2.80 

38 × 235 4.20 4.00 3.80 3.80 3.65 3.50 

38 × 286 4.95 4.75 4.50 4.50 4.30 4.15 

<표 0807.4.3> 외부내력벽에 사용되는 조립보 헤더의 경간표

(고정하중＋활하중＋적설하중) (가, 나, 다, 라 수종군의 2등급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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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천장, 2층 바닥과 

외벽

38 × 140

2

1.30 1.20 1.10 1.25 1.15 1.05 

38 × 184 1.70 1.55 1.45 1.60 1.50 1.40 

38 × 235 2.10 1.90 1.80 2.00 1.85 1.70 

38 × 286 2.45 2.25 2.10 2.35 2.15 2.05 

38 × 140

3

1.60 1.45 1.35 1.50 1.40 1.30 

38 × 184 2.05 1.90 1.75 1.95 1.80 1.70 

38 × 235 2.55 2.35 2.20 2.45 2.25 2.10 

38 × 286 3.05 2.80 2.60 2.85 2.65 2.50 

38 × 140

4

1.85 1.70 1.60 1.75 1.60 1.50 

38 × 184 2.40 2.20 2.05 2.25 2.10 1.95 

38 × 235 2.95 2.70 2.55 2.80 2.60 2.45 

38 × 286 3.50 3.20 3.00 3.30 3.05 2.85 

지붕, 천장, 2층 바닥과 

외벽

38 × 140

2

1.10 1.00 0.90 1.05 0.95 0.90 

38 × 184 1.45 1.30 1.20 1.40 1.25 1.15 

38 × 235 1.75 1.60 1.45 1.70 1.55 1.45 

38 × 286 2.10 1.90 1.75 2.05 1.85 1.70 

38 × 140

3

1.35 1.20 1.10 1.30 1.20 1.10 

38 × 184 1.75 1.60 1.45 1.70 1.55 1.40 

38 × 235 2.15 1.95 1.80 2.10 1.90 1.75 

38 × 286 2.55 2.30 2.15 2.50 2.25 2.05 

38 × 140

4

1.55 1.40 1.30 1.50 1.35 1.25 

38 × 184 2.00 1.80 1.70 1.95 1.75 1.65 

38 × 235 2.50 2.25 2.10 2.45 2.20 2.00 

38 × 286 2.95 2.70 2.45 2.90 2.60 2.40 

지붕, 천장, 2층 및 3층 

바닥과 외벽

38 × 140

2

1.05 0.95 0.90 1.05 0.95 0.85 

38 × 184 1.35 1.25 1.15 1.35 1.20 1.10 

38 × 235 1.70 1.55 1.45 1.65 1.50 1.40 

38 × 286 2.00 1.85 1.70 1.95 1.80 1.65 

38 × 140

3

1.30 1.20 1.10 1.25 1.15 1.05 

38 × 184 1.70 1.55 1.40 1.65 1.50 1.40 

38 × 235 2.10 1.90 1.75 2.05 1.85 1.70 

38 × 286 2.45 2.25 2.05 2.40 2.20 2.00 

38 × 140

4

1.50 1.35 1.25 1.45 1.30 1.25 

38 × 184 1.95 1.75 1.65 1.90 1.70 1.60 

38 × 235 2.40 2.20 2.00 2.35 2.15 1.95 

38 × 286 2.85 2.60 2.40 2.80 2.50 2.35 

지붕, 천장, 2층 및 3층 

바닥과 외벽

38 × 140

2

0.85 0.75 0.70 0.85 0.75 0.70 

38 × 184 1.10 1.00 0.90 1.10 1.00 0.90 

38 × 235 1.40 1.25 1.15 1.35 1.20 1.10 

38 × 286 1.65 1.45 1.35 1.60 1.45 1.30 

38 × 40

3

1.05 0.95 0.85 1.05 0.90 0.85 

38 × 184 1.35 1.20 1.10 1.35 1.20 1.10 

38 × 235 1.70 1.50 1.40 1.65 1.50 1.35 

38 × 286 2.00 1.80 1.65 1.95 1.75 1.60 

38 × 140

4

1.20 1.10 1.00 1.20 1.05 1.00 

38 × 184 1.55 1.40 1.30 1.55 1.40 1.25 

38 × 235 1.95 1.75 1.60 1.90 1.70 1.55 

38 × 286 2.30 2.05 1.90 2.25 2.00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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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조건
실제크기

(mm)

부재 수

(개)

건물의 나비 (m)

6 8 10

2층 바닥

38 × 140

2

1.45 1.25 1.15 

38 × 184 1.90 1.65 1.45 

38 × 235 2.35 2.05 1.85 

38 × 286 2.80 2.40 2.15 

38 × 140

3

1.80 1.55 1.40 

38 × 184 2.35 2.00 1.80 

38 × 235 2.90 2.50 2.25 

38 × 286 3.40 2.95 2.65 

38 × 140

4

2.05 1.80 1.60 

38 × 184 2.70 2.35 2.10 

38 × 235 3.35 2.90 2.60 

38 × 286 3.95 3.40 3.05 

2층 및 3층 바닥과 내벽

38 × 140

2

1.00 0.90 0.80 

38 × 184 1.30 1.15 1.05 

38 × 235 1.65 1.45 1.30 

38 × 286 1.95 1.70 1.50 

38 × 140

3

1.25 1.10 0.95 

38 × 184 1.60 1.40 1.25 

38 × 235 2.00 1.75 1.55 

38 × 286 2.35 2.05 1.85 

38 × 140

4

1.45 1.25 1.15 

38 × 184 1.85 1.60 1.45 

38 × 235 2.30 2.00 1.80 

38 × 286 2.75 2.40 2.15 

<표 0807.4.4> 내부내력벽에 사용되는 조립보 헤더의 경간표

(고정하중＋활하중) (가, 나, 다, 라 수종군의 2등급 이상)

지지조건

실 제 크

기

(mm)

못 박 기 

간격

(mm)

지상 적설하중 (kPa)

0.5 1.0

건물의 나비 (m)

6 8 10 6 8 10

지붕 및 천장

38×140

100

2.60 2.50 2.35 2.35 2.25 2.20 

38×184 3.05 2.90 2.80 2.75 2.65 2.55 

38×235 3.55 3.35 3.20 3.20 3.05 2.95 

38×286 4.00 3.80 3.65 3.65 3.50 3.35 

38×140

200

2.30 2.15 2.10 2.05 2.00 1.90 

38×184 2.65 2.55 2.40 2.40 2.30 2.20 

38×235 3.05 2.90 2.75 2.75 2.65 2.55 

38×286 3.40 3.25 3.10 3.10 2.95 2.85 

38×140

300

2.25 2.15 2.05 2.00 1.95 1.85 

38×184 2.60 2.45 2.35 2.35 2.25 2.15 

38×235 2.95 2.80 2.65 2.65 2.55 2.45 

38×286 3.25 3.10 2.95 2.95 2.85 2.70 

<표 0807.4.5> 외부내력벽에 사용되는 상자보 헤더의 경간표

(상하 플랜지는 38×140mm 부재, 구조용재를 웨브로 사용)

(고정하중＋활하중＋적설하중) (가, 나, 다, 라 수종군의 2등급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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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천장 및 2층

38×140

100

1.85 1.70 1.55 1.75 1.60 1.50 

38×184 2.15 2.00 1.85 2.05 1.90 1.75 

38×235 2.50 2.30 2.15 2.35 2.20 2.05 

38×286 2.85 2.60 2.40 2.70 2.50 2.30 

38×140

200

1.60 1.50 1.40 1.50 1.40 1.30 

38×184 1.85 1.70 1.60 1.75 1.65 1.55 

38×235 2.15 1.95 1.85 2.05 1.90 1.75 

38×286 2.40 2.20 2.05 2.30 2.10 1.95 

38×140

300

1.55 1.45 1.35 1.50 1.40 1.30 

38×184 1.80 1.65 1.55 1.70 1.60 1.50 

38×235 2.05 1.90 1.75 1.95 1.80 1.70 

38×286 2.30 2.10 1.95 2.20 2.00 1.90 

지붕, 천장 및 2층

38×140

100

1.55 1.40 1.30 1.50 1.35 1.25 

38×184 1.80 1.65 1.50 1.80 1.60 1.45 

38×235 2.10 1.90 1.75 2.05 1.85 1.70 

38×286 2.40 2.15 2.00 2.35 2.10 1.95 

38×140

200

1.35 1.25 1.15 1.35 1.20 1.10 

38×184 1.60 1.45 1.30 1.55 1.40 1.30 

38×235 1.80 1.65 1.50 1.75 1.60 1.45 

38×286 2.05 1.85 1.70 2.00 1.80 1.65 

38×140

300

1.35 1.20 1.10 1.30 1.15 1.10 

38×184 1.55 1.40 1.30 1.50 1.35 1.25 

38×235 1.75 1.60 1.45 1.70 1.55 1.40 

38×286 1.95 1.75 1.60 1.90 1.70 1.55 

지붕, 천장, 2층 및 3층

38×140

100

1.50 1.35 1.25 1.45 1.30 1.20 

38×184 1.75 1.60 1.45 1.70 1.55 1.45 

38×235 2.05 1.85 1.70 2.00 1.80 1.65 

38×286 2.30 2.10 1.95 2.25 2.05 1.90 

38×140

200

1.30 1.20 1.10 1.30 1.15 1.05 

38×184 1.50 1.40 1.30 1.50 1.35 1.25 

38×235 1.75 1.60 1.45 1.70 1.55 1.45 

38×286 1.95 1.80 1.65 1.90 1.75 1.60 

38×140

300

1.30 1.15 1.10 1.25 1.15 1.05 

38×184 1.50 1.35 1.25 1.45 1.30 1.20 

38×235 1.70 1.55 1.40 1.65 1.50 1.40 

38×286 1.85 1.70 1.55 1.85 1.65 1.55 

지붕, 천장, 2층 및 3층

38×140

100

1.20 1.10 1.00 1.20 1.05 0.95 

38×184 1.40 1.25 1.15 1.40 1.25 1.15 

38×235 1.65 1.45 1.35 1.60 1.45 1.30 

38×286 1.85 1.65 1.50 1.80 1.65 1.50 

38×140

200

1.05 0.95 0.85 1.05 0.95 0.85 

38×184 1.25 1.10 1.00 1.20 1.10 1.00 

38×235 1.40 1.25 1.15 1.40 1.25 1.15 

38×286 1.60 1.40 1.30 1.55 1.40 1.25 

38×140

300

1.05 0.95 0.85 1.00 0.90 0.85 

38×184 1.20 1.05 1.00 1.15 1.05 0.95 

38×235 1.35 1.20 1.10 1.35 1.20 1.10 

38×286 1.50 1.35 1.25 1.50 1.35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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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조건
실제크기

(mm)

못박기 간

격 

(mm)

건물의 나비 (m)

6 8 10

지붕 및 천장

38×140

100

1.80 1.55 1.40 

38×184 2.10 1.85 1.65 

38×235 2.50 2.15 1.95 

38×286 2.85 2.50 2.20 

38×140

200

1.55 1.35 1.20 

38×184 1.85 1.60 1.45 

38×235 2.15 1.85 1.65 

38×286 2.45 2.10 1.90 

38×140

300

1.55 1.30 1.20 

38×184 1.80 1.55 1.40 

38×235 2.05 1.80 1.60 

38×286 2.35 2.00 1.80 

지붕, 천장 및 2층

38×140

100

1.25 1.10 0.95 

38×184 1.50 1.30 1.15 

38×235 1.75 1.50 1.35 

38×286 2.00 1.75 1.55 

38×140

200

1.10 0.95 0.85 

38×184 1.30 1.10 1.00 

38×235 1.50 1.30 1.15 

38×286 1.70 1.45 1.30 

38×140

300

1.05 0.90 0.85 

38×184 1.25 1.10 0.95 

38×235 1.45 1.25 1.10 

38×286 1.60 1.40 1.25 

<표 0807.4.6> 실내내력벽에 사용되는 상자보 헤더의 경간표

(상하 플랜지는 38×89mm 부재, 구조용재를 웨브로 사용)

(고정하중＋활하중) (가, 나, 다, 라 수종군의 2등급 이상)

0807.4.5 벽구조의 처짐
벽구조의 최대처짐량은 <표 0807.3.8>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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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5 지붕 및 천장
0807.5.1 천장장선 및 서까래
(1) 지붕의 서까래 및 천장의 장선에는 KS F 3020의 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강성을 지닌 목재를 사용하고 경간의 결정은 <표 
0807.5.1)>～<표 0807.5.22>에 의한다.

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3.20 

5.05 

6.65 

8.50 

10.35 

2.90 

4.60 

6.05 

7.70 

9.40 

2.55 

4.00 

5.30 

6.75 

7.9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3.05 

4.80 

6.30 

8.05 

9.80 

2.80 

4.40 

5.75 

7.35 

8.95

2.45 

3.80 

5.00 

6.40 

7.8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90 

4.55 

5.95 

7.60 

9.25 

2.60 

4.10 

5.40 

6.90 

8.40 

2.30 

3.60 

4.70 

6.05 

7.30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80 

4.40 

5.80 

7.40 

9.05

2.55 

4.00 

5.30 

6.75 

7.95

2.25 

3.50 

4.60 

5.60 

6.50 

<표 0807.5.1> 천장장선경간표(활하중 0.5kPa＋고정하중 0.25kPa) (처짐기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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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90 

4.60 

6.05 

7.70 

9.40 

2.65 

4.20 

5.50 

7.00 

8.45 

2.30 

3.65 

4.80 

5.95 

6.90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80 

4.35 

5.75 

7.35 

8.95 

2.50 

3.95 

5.20 

6.65 

8.10 

2.20 

3.45 

4.55 

5.80 

6.9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60 

4.10 

5.40 

6.90 

8.40 

2.35 

3.75 

4.90 

6.25 

7.65 

2.05 

3.25 

4.30 

5.45 

6.30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55 

4.00 

5.30 

6.75 

7.95 

2.30 

3.65 

4.80 

5.95 

6.90 

2.05 

3.15 

3.95 

4.85 

5.65 

<표 0807.5.2> 천장장선경간표(활하중 0.5kPa＋고정하중 0.5kPa) (처짐기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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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70 

4.25 

5.60 

7.15 

8.70 

2.45 

3.90 

5.10 

6.50 

7.55

2.15 

3.40 

4.35 

5.30 

6.1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60 

4.05 

5.35 

6.80 

8.30 

2.35 

3.70 

4.85 

6.20 

7.55

2.05 

3.20 

4.25 

5.30 

6.1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45 

3.80 

5.00 

6.40 

7.80 

2.20 

3.45 

4.55 

5.80 

6.90 

1.95 

3.05 

3.95 

4.85 

5.6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35 

3.75 

4.90 

6.15 

7.15 

2.15 

3.40 

4.35 

5.30 

6.15 

1.90 

2.80 

3.55 

4.35 

5.05 

<표 0807.5.3> 천장장선경간표(활하중 1.0kPa＋고정하중 0.25kPa) (처짐기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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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55 

4.00 

5.30 

6.75 

7.95 

2.30 

3.65 

4.80 

5.95 

6.90 

2.05 

3.15 

3.95 

4.85 

5.6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45 

3.80 

5.00 

6.40 

7.80

2.20 

3.45 

4.55 

5.80 

6.90 

1.95 

3.05 

3.95 

4.85 

5.6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30 

3.60 

4.70 

6.05 

7.30 

2.05 

3.25 

4.30 

5.45 

6.30 

1.80 

2.85 

3.65 

4.45 

5.1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25 

3.50 

4.60 

5.60 

6.50 

2.05 

3.15 

3.95 

4.85 

5.65 

1.75 

2.55 

3.25 

3.95 

4.60 

<표 0807.5.4> 천장장선경간표(활하중 1kPa＋고정하중 0.5kPa) (처짐기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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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55 

4.00 

5.30 

6.75 

7.95

2.30 

3.65 

4.80 

5.95 

6.90 

2.05 

3.15 

3.95 

4.85 

5.6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45 

3.80 

5.00 

6.40 

7.80

2.20 

3.45 

4.55 

5.80 

6.90 

1.95 

3.05 

3.95 

4.85 

5.6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30 

3.60 

4.70 

6.05 

7.30 

2.05 

3.25 

4.30 

5.45 

6.30 

1.80 

2.85 

3.65 

4.45 

5.1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25 

3.50 

4.60 

5.60 

6.50 

2.05 

3.15 

3.95 

4.85 

5.65

1.75 

2.55 

3.25 

3.95 

4.60 

<표 0807.5.5>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1.0kPa＋고정하중 0.5kPa) (처짐기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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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30 

3.65 

4.80 

5.95 

6.90

2.10 

3.30 

4.20 

5.15 

6.00 

1.85 

2.70 

3.45 

4.20 

4.90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20 

3.45 

4.55 

5.80 

6.90

2.00 

3.15 

4.15 

5.15 

6.00 

1.75 

2.70 

3.45 

4.20 

4.9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5 

3.25 

4.30 

5.45 

6.30 

1.90 

2.95 

3.85 

4.70 

5.45 

1.65 

2.50 

3.15 

3.85 

4.4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5 

3.15 

3.95 

4.85 

5.65 

1.85 

2.70 

3.45 

4.20 

4.90 

1.50 

2.20 

2.80 

3.45 

4.00 

<표 0807.5.6>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1.5kPa＋고정하중 0.5kPa)

(활하중 1.0kPa＋고정하중 1.0kPa) (처짐기준 L/240)



- 882 -

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15 

3.40 

4.35 

5.30 

6.15 

2.15 

3.40 

4.35 

5.30 

6.15 

1.65 

2.45 

3.10 

3.75 

4.3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5 

3.20 

4.25 

5.30 

6.15

1.85 

2.95 

3.75 

4.60 

5.35 

1.60 

2.45 

3.10 

3.75 

4.3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95 

3.05 

3.95 

4.85 

5.65 

1.75 

2.70 

3.45 

4.20 

4.90 

1.50 

2.20 

2.80 

3.45 

4.00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90 

2.80 

3.55 

4.35 

5.05 

1.65 

2.45 

3.10 

3.75 

4.35

1.35 

2.00 

2.50 

3.05 

3.55

<표 0807.5.7>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2.0kPa＋고정하중 0.5kPa)

(활하중 1.5kPa＋고정하중 1.0kPa) (처짐기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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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5 

3.15 

3.95 

4.85 

5.65 

1.85 

2.70 

3.45 

4.20 

4.90

1.50 

2.20 

2.80 

3.45 

4.00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95 

3.05 

3.95 

4.85 

5.65

1.75 

2.70 

3.45 

4.20 

4.90

1.50 

2.20 

2.80 

3.45 

4.0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80 

2.85 

3.65 

4.45 

5.15

1.65 

2.50 

3.15 

3.85 

4.45

1.40 

2.05 

2.55 

3.15 

3.6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75 

2.55 

3.25 

3.95 

4.60

1.50 

2.20 

2.80 

3.45 

4.00 

1.25 

1.80 

2.30 

2.80 

3.25

<표 0807.5.8>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2.5kPa＋고정하중 0.5kPa)

(활하중 2.0kPa＋고정하중 1.0kPa) (처짐기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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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45 

3.80 

5.00 

6.35 

7.40

2.20 

3.45 

4.50 

5.50 

6.40

1.95 

2.90 

3.70 

4.50 

5.20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30 

3.65 

4.75 

6.10 

7.40

2.10 

3.30 

4.35 

5.50 

6.40

1.85 

2.90 

3.70 

4.50 

5.2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15 

3.40 

4.50 

5.75 

6.75

1.95 

3.10 

4.05 

5.05 

5.85

1.70 

2.65 

3.35 

4.10 

4.7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10 

3.35 

4.25 

5.20 

6.05

1.95 

2.40 

3.70 

4.50 

5.20

1.60 

1.95 

3.00 

3.65 

4.25

<표 0807.5.9>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1.0kPa＋고정하중 0.75kPa)(처짐기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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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25 

3.50 

4.60 

5.60 

6.50

2.05 

3.15 

3.95 

4.85 

5.65

1.75 

2.55 

3.25 

3.95 

4.6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10 

3.35 

4.40 

5.60 

6.50

1.95 

3.05 

3.95 

4.85 

5.65

1.70 

2.55 

3.25 

3.95 

4.6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0 

3.15 

4.10 

5.10 

5.95

1.80 

2.85 

3.65 

4.45 

5.15

1.60 

2.35 

2.95 

3.60 

4.20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95 

2.95 

3.75 

4.60 

5.30

1.75 

2.55 

3.25 

3.95 

4.60

1.45 

2.10 

2.65 

3.25 

3.75

<표 0807.5.10>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1.5kPa＋고정하중 0.75kPa) (처짐기

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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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10 

3.15 

4.15 

5.05 

5.90

1.90 

2.75 

3.60 

4.40 

5.10

1.60 

2.25 

2.95 

3.60 

4.1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0 

3.10 

4.10 

5.05 

5.90

1.80 

2.75 

3.60 

4.40 

5.10

1.55 

2.25 

2.95 

3.60 

4.1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85 

2.90 

3.80 

4.65 

5.35

1.70 

2.50 

3.30 

4.00 

4.65

1.45 

2.05 

2.70 

3.30 

3.80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80 

2.60 

3.40 

4.15 

4.80

1.60 

2.25 

2.95 

3.60 

4.15

1.30 

1.80 

2.40 

2.95 

3.40

<표 0807.5.11>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2.0kPa＋고정하중 0.75kPa) (처짐기

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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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95 

3.00 

3.80 

4.65 

5.40

1.80 

2.60 

3.30 

4.05 

4.70

1.44 

2.15 

2.70 

3.30 

3.8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90 

2.95 

3.80 

4.65 

5.40

1.70 

2.60 

3.30 

4.05 

4.70

1.45 

2.15 

2.70 

3.30 

3.8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75 

2.75 

3.50 

4.25 

4.95

1.60 

2.40 

3.00 

3.70 

4.30

1.35 

1.95 

2.45 

3.00 

3.50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70 

2.45 

3.10 

3.80 

4.40

1.45 

2.15 

2.70 

3.30 

3.85

1.20 

1.75 

2.20 

2.70 

3.15

<표 0807.5.12>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2.5kPa＋고정하중 0.75kPa) (처짐기

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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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95 

2.90 

3.70 

4.50 

5.20

1.70 

2.50 

3.20 

3.90 

4.50

1.40 

2.05 

2.60 

3.20 

3.70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85 

2.90 

3.70 

4.50 

5.20

1.65 

2.50 

3.20 

3.90 

4.50

1.40 

2.05 

2.60 

3.20 

3.7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70 

2.65 

3.35 

4.10 

4.75

1.55 

2.30 

2.90 

3.55 

4.15

1.30 

1.90 

2.35 

2.90 

3.3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60 

2.40 

3.00 

3.65 

4.25

1.40 

2.05 

2.60 

3.20 

3.70

1.15 

1.70 

2.10 

2.60 

3.00

<표 0807.5.13>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2.5kPa＋고정하중 1.0kPa) (처짐기

준 L/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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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80 

4.40 

5.60 

6.85 

7.95

2.55 

3.85 

4.85 

5.95 

6.9

2.15 

3.15 

3.95 

4.85 

5.6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65 

4.20 

5.50 

6.85 

7.95

2.45 

3.80 

4.85 

5.95 

6.90

2.10 

3.15 

3.95 

4.85 

5.6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50 

3.95 

5.15 

6.25 

7.30

2.30 

3.50 

4.45 

5.45 

6.30

1.95 

2.85 

3.65 

4.45 

5.1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45 

3.65 

4.60 

5.60 

6.50

2.15 

3.15 

3.95 

4.85 

5.65

1.75 

2.55 

3.25 

3.95 

4.60

<표 0807.5.14>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1.0kPa＋고정하중 0.5kPa) (처짐기

준 L/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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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55 

3.85 

4.85 

5.95 

6.90

2.30 

3.35 

4.20 

5.15 

6.00

1.85 

2.70 

3.45 

4.20 

4.90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45 

3.80 

4.85 

5.95 

6.90

2.20 

3.35 

4.20 

5.15 

6.00

1.85 

2.70 

3.45 

4.20 

4.9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30 

3.50 

4.45 

5.45 

6.30

2.05 

3.05 

3.85 

4.70 

5.45

1.70 

2.50 

3.15 

3.85 

4.4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15 

3.15 

3.95 

4.85 

5.65

1.85 

2.70 

3.45 

4.20 

4.90

1.50 

2.20 

2.80 

3.45 

4.00

<표 0807.5.15>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1.5kPa＋고정하중 0.5kPa) (처짐기

준 L/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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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35 

3.45 

4.35 

5.30 

6.15

2.05 

2.90 

3.75 

4.60 

5.35

1.65 

2.45 

3.10 

3.75 

4.3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25 

3.45 

4.35 

5.30 

6.15

2.05 

3.00 

3.75 

4.60 

5.35

1.65 

2.45 

3.10 

3.75 

4.3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10 

3.15 

3.95 

4.85 

5.65

1.85 

2.70 

3.45 

4.20 

4.90

1.50 

2.20 

2.80 

3.45 

4.00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90 

2.80 

3.55 

4.35 

5.05

1.65 

2.45 

3.10 

3.75 

4.35

1.35 

2.00 

2.50 

3.05 

3.55

<표 0807.5.16>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2.0kPa＋고정하중 0.5kPa)

(활하중 1.5kPa＋고정하중1.0kPa) (처짐기준 L/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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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15 

3.15 

3.95 

4.85 

5.65

1.85 

2.70 

3.45 

4.20 

4.90

1.50 

2.20 

2.80 

3.45 

4.00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95 

3.05 

3.95 

4.85 

5.65

1.75 

2.70 

3.45 

4.20 

4.90

1.50 

2.20 

2.80 

3.45 

4.0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80 

2.85 

3.65 

4.45 

5.1

1.65 

2.50 

3.15 

3.85 

4.45

1.40 

2.05 

2.55 

3.15 

3.6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75 

2.55 

3.25 

3.95 

4.60

1.50 

2.20 

2.80 

3.45 

4.00

1.25 

1.80 

2.30 

2.80 

3.25

<표 0807.5.17>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2.5kPa＋고정하중 0.5kPa)

(활하중 2.0kPa＋고정하중 1.0kPa) (처짐기준 L/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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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65 

4.10 

5.20 

6.35 

7.40

2.45 

3.55 

4.50 

5.50 

6.40

2.00 

2.90 

3.70 

4.50 

5.20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55 

4.00 

5.20 

6.35 

7.40

2.55 

4.00 

5.20 

6.35 

7.40

2.00 

2.90 

3.70 

4.50 

5.2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40 

3.75 

4.75 

5.80 

6.75

2.15 

3.25 

4.10 

5.05 

5.85

1.80 

2.65 

3.35 

4.10 

4.7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30 

3.35 

4.25 

5.20 

6.05

2.00 

2.90 

3.70 

4.50 

5.20

1.60 

2.40 

3.00 

3.65 

4.25

<표 0807.5.18>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1.0kPa＋고정하중 0.75kPa) (처짐기

준 L/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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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45 

3.65 

4.60 

5.60 

6.50

2.15 

3.15 

3.95 

4.85 

5.65

1.75 

2.55 

3.25 

3.95 

4.60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35 

3.65 

4.60 

5.60 

6.50

2.10 

3.15 

3.95 

4.85 

5.65

1.75 

2.55 

3.25 

3.95 

4.6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20 

3.30 

4.20 

5.10 

5.95

1.95 

2.85 

3.65 

4.45 

5.15

1.60 

2.35 

2.95 

3.60 

4.20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5 

2.95 

3.75 

4.60 

5.30

1.75 

2.55 

3.25 

3.95 

4.60

1.45 

2.10 

2.65 

3.25 

3.75

<표 0807.5.19>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1.5kPa＋고정하중 0.75kPa) (처짐기

준 L/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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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25 

3.30 

4.15 

5.05 

5.90

1.95 

2.85 

3.60 

4.40 

5.10

1.60 

2.30 

2.95 

3.60 

4.1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20 

3.30 

4.15 

5.05 

5.90

1.95 

2.85 

3.60 

4.40 

5.10

1.60 

2.30 

2.95 

3.60 

4.1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5 

3.00 

3.80 

4.65 

5.35

1.75 

2.60 

3.30 

4.00 

4.65

1.45 

2.10 

2.70 

3.30 

3.80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85 

2.70 

3.40 

4.15 

4.80

1.60 

2.30 

2.95 

3.60 

4.15

1.30 

1.90 

2.40 

2.95 

3.40

<표 0807.5.20>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2.0kPa＋고정하중 0.75kPa) (처짐기

준 L/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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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5 

3.00 

3.80 

4.65 

5.40

1.80 

2.60 

3.30 

4.05 

4.70

1.45 

2.15 

2.70 

3.30 

3.85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5 

3.00 

3.80 

4.65 

5.40

1.80 

2.60 

3.30 

4.05 

4.70

1.45 

2.15 

2.70 

3.30 

3.85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90 

2.75 

3.50 

4.25 

4.95

1.65 

2.40 

3.00 

3.70 

4.30

1.35 

1.95 

2.45 

3.00 

3.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70 

2.45 

3.10 

3.80 

4.40

1.45 

2.15 

2.70 

3.30 

3.85

1.20 

1.75 

2.20 

2.70 

3.15

<표 0807.5.21>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2.5kPa＋고정하중 0.75kPa) (처짐기

준 L/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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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군
실제크기

(mm)

경간 (m)

중 심 간 격 

300mm

중 심 간 격 

400mm

중 심 간 격 

600mm

가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0 

2.90 

3.70 

4.50 

5.20

1.70 

2.50 

3.20 

3.90 

4.50

1.40 

2.05 

2.60 

3.20 

3.70

나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2.00 

2.90 

3.70 

4.50 

5.20

1.70 

2.50 

3.20 

3.90 

4.50

1.40 

2.05 

2.60 

3.20 

3.70

다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80 

2.65 

3.35 

4.10 

4.75

1.55 

2.30 

2.90 

3.55 

4.15

1.30 

1.90 

2.35 

2.90 

3.35

라

38 × 89

38 × 140

38 × 184

38 × 235

38 × 286

1.60 

2.40 

3.00 

3.65 

4.25

1.40 

2.05 

2.60 

3.20 

3.70

1.15 

1.70 

2.10 

2.60 

3.00

<표 0807.5.22> 지붕서까래경간표(활하중 2.5kPa＋고정하중 1.0kPa) (처짐기

준 L/180)

(2) 서까래 및 천장장선 상호간의 간격은 650mm 이하로 한다.
(3) 천장장선이 설치되거나 또는 구조내력상 유효한 방법으로 보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까래에는 조름보를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설치한다.
(4) 트러스는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계한
다.
(5) 서까래 또는 트러스는 파스너를 사용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윗깔도리
에 고정한다.
0807.5.2 지붕덮개
(1) 지붕덮개는 구조용판재 중에서 두께 12mm 이상의 구조용합판, OSB, 파
티클보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지붕골조의 목재부재 사이 및 서까래와 윗깔도리 또는 지붕덮개 사이는 
<표 0807.3.7>에 따라 고정한다.
0807.5.3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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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또는 산정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
고 지붕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나비는 2m 이하로 하며 그 나비의 합계는 해당 
지붕의 하단나비의 1/2 이하로 한다.
(2) 지붕에 설치하는 나비 900mm 이상의 개구부의 상부에는 개구부를 구성
하는 스터드와 동일치수의 단면을 가지는 옆기둥에 의하여 지지되는 헤더를 
<표 0807.4.3>～<표 0807.4.6>에 따라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설치한다.
0807.5.4 지붕구조의 허용처짐
지붕 및 천장구조의 최대처짐량이 <표 0807.3.8>의 값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천장구조에는 <표 0807.3.8>의 바닥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0807.6 계단구조
(1) 계단은 구조내력상 안전하여야 하며 통행 및 가구운반 등을 위한 적절한 
상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실내계단은 디딤판의 두께가 38mm 이상, 옆판은 두께가 38mm 이상이
고 높이가 235mm 이상, 그리고 챌판은 두께가 20mm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외계단은 불연성 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2층 이하의 건물에서는 두
께 38mm 이상의 목재가 계단챌판을 제외한 계단 각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계단챌판으로는 20mm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
(4) 계단각부의 치수는 <표 0807.6.1>에 따른다.
(5)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기숙사의 침실수가 6을 초과하는 경우 <표 
0807.6.2>에 따라 피난계단을 설치한다.
(6) 공동주택 내에는 나선형의 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계단의 종류
계단의 나

비

최 챌판높

이

최소디딤판

나비

주택의

계단

공동주택
1,200mm 

이상
230mm 

이하

150mm 

이상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

750mm 

이상

<표 0807.6.1> 계단각부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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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종류 계단의 나비
최 챌 판 높

이

최 소 디 딤 판

나비

실내계단
1,200mm 

이상 200mm 

이하

240mm 

이상
실외계단

 900mm 

이상

<표 0807.6.2> 공동주택피난계단의 치수

0807.7 접합부
(1) 접합부는 부재와 부재 사이를 연결시키면서 하중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
는다. 접합부에는 현저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파스너의 강도를 초과하는 전단, 
인장 및 휨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2) <표 0807.3.7>의 못박기기준은 최소한의 요건이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구조계산을 통하여 이를 보강할 수 있다.
(3) 못 이외의 철물을 이용한 접합부의 경우 해당 철물 제조업체에서 제공하
는 허용강도에 따라 구조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보다 더 높은 하중이 작
용하여서는 안 된다.
(4) 따냄에 대한 규정은 0804절에 의한다.
0807.8 구조계산
(1) 0807절의 기준은 허용응력설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목구조건축물은 0803절, 0804절 및 0805절의 규정에 의하
여 구조계산을 실시한다.
(2) 건축물의 사용중에 각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0802절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된 해당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할 수 없다.
(3) 건축물의 사용중에 각 부재에는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주
요구조부의 처짐이 <표 0807.3.8>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4) 경골목구조건축물에서 구조내력상 중요한 구조부로서 0807절에서 규정
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한 공학적 방법에 의하여 구조설계를 실시한다.
0807.9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1) 경골목조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각 부위는 <표 0807.9.1>의 열관류율값을 만족하여야한다.
(3)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 900 -

거실바닥(최하층의 거실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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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 이하

(0.40) 

이하

0.58이하

(0.50) 

이하

0.76이하

(0.6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 이하

(0.55) 

이하

0.81이하

(0.70) 

이하

1.10이하

(0.95)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 이하

(0.25) 

이하

0.35이하

(0.30) 

이하

0.41이하

(0.3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 이하

(0.35) 

이하

0.52이하

(0.45) 

이하

0.58이하

(0.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 이하

(0.30) 

이하

0.41이하

(0.35) 

이하

0.47이하

(0.4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이하

(0.35) 

이하

0.47이하

(0.40) 

이하

0.52이하

(0.45)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 이하

(0.45) 

이하

0.58이하

(0.50) 

이하

0.64이하

(0.55)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58 이하

(0.50) 

이하

0.64이하

(0.55) 

이하

0.76이하

(0.65) 

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35 이하

(0.30) 

이하

0.47이하

(0.40) 

이하

0.58이하

(0.50) 

이하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0.81 이하

(0.70) 

이하

0.81이하

(0.70) 

이하

0.81이하

(0.70) 

이하

그 밖의 경우
1.16 이하

(1.0) 이하

1.16이하

(1.0) 이하

1.16이하

(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84 이하

(3.30) 

이하

4.19이하

(3.60) 

이하

5.23이하

(4.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47 이하

(4.70) 

이하

6.05이하

(5.20) 

이하

7.56이하

(6.50) 

이하

1) 중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

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부산광역시, 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표 0807.9.1> 건축물의 지역별 부위별 열관류율기준

(단위：W/m2·K, 괄호 안은 단위：Kcal/m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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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내구계획 및 공법
0808.1 내구계획
0808.1.1 내구계획의 기본방침
내구계획의 기본방침은 아래와 같다.
(1) 내구성에 관한 목표설정
(2) 건축물의 전사용기간을 통한 내구성의 중시
(3) 유지보전계획의 주지
0808.1.2 내구성을 고려한 계획·설계의 방법
내구성을 고려한 계획·설계는 목표사용연수를 설정하여 실시한다. 사용연수는 
건축물 전체와 각 부위, 부품, 기구마다 추정하고, 성능저하에 따른 추정치와 
썩음에 의한 추정치중 작은 추정치를 구한다. 구조체는 성능저하의 추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썩음 방지를 위한 처리방법을 배려하여 설계한다.
0808.2 방부공법
0808.2.1 방부공법의 종류
방부공법에는 구조법과 방부제처리법이 있다. 이때 방부제처리법은 최소로 하
고, 구조법을 우선으로 한다.
0808.2.1.1 구조법
건축물의 지붕, 내외벽, 바닥, 개구부, 물이 접하는 부분 등은 방우, 방수, 결
로방지 처리를 하고, 구조체의 내부는 환기, 제습 장치를 한다.

0808.2.1.2 방부제처리법
목재용방부제를 사용하고, 가압주입·침지 및 도포 등의 방법으로 방부처리한다. 방부약제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 KS M 1701에 준한다. 
0808.2.2 설계상의 주의
(1) 외벽에는 포수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나 물처리를 한다.
(3) 비처리가 불량한 설계를 피한다.
(4) 지붕모양을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5) 지붕처마와 채양은 채광 및 구조상 지장이 없는 한 길게 한다.
0808.2.3 방부공법의 실시
건축물의 주위환경, 대지조건, 건축물의 공법, 용도, 규모 및 사용연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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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항목을 적용한다.
0808.2.3.1 구조법
(1) 주요부의 목재는 건조된 것을 사용한다.
(2) 썩기 쉬운 곳에는 내부후성이 있는 목재를 사용한다. 
(3) 기초의 토대·바닥·외벽 등은 썩기 쉬우므로 필요한 환기구를 설치한다.
(4) 외벽·바닥 등은 내부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주방·욕실 등의 물이 접하는 부분에는 방수를 하고, 건조가 잘 되도록 한
다.
(6) 지붕속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를 설치한다. 
0808.2.3.2 방부처리법
(1) 목재방부제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KS M 1701에 준한다. 
(2) 목재방부처리기준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준한다.
(3) 맞춤이나 이음 등의 목재가공부위는 방부제로 도포 또는 뿜칠 처리를 한
다.
(4) 시공중 방부처리재의 양생, 약제의 보관, 작업장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0808.3 흰개미방지공법
0808.3.1 흰개미방지공법의 종류
흰개미방지공법에는 구조법, 방지제처리법, 토양처리법이 있다. 이때 약제처리
방법은 최소로 하고, 구조법을 우선으로 한다.
0808.3.1.1 구조법
구조적으로 방우, 방수, 결로방지를 하고, 흰개미가 건축물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0808.3.1.2 방의제처리법
목재에 흰개미방지약제를 주입, 침지 및 도포 등으로 처리하며 상세한 약제의 종류 및 
처리방법은 산림청고시에서 고시한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에 따른다.
0808.3.1.3 토양처리법
건물에 접촉하는 부분의 토양을 약제로 처리하여 개미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다.
0808.3.2 흰개미방지공법의 실시
흰개미방지공법은 흰개미의 종류, 인근건물의 피해 정도, 건축물의 구조, 용도, 규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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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한 등에 따라 다음의 공법을 적용한다.
0808.3.2.1 구조법
(1) 기초를 단순하게 설계하여 토대와 기초의 접촉을 적게 한다. 
(2) 금속판을 설치하여 흰개미침입을 막는다. 
(3) 마루 밑을 콘크리트바닥으로 한다. 
(4) 마루 밑, 벽속 및 지붕속의 환기에 유의한다. 
(5) 주방, 욕실 등의 물이 접하는 부분에는 부재가 습윤하지 않는 구조로 한
다.
0808.3.2.2 방의제처리법
(1) 흰개미 방지처리는 처리효과, 안전관리와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2) 이음 등의 목재가공부위는 이음시공 후 방의제로 도포 또는 뿜칠처리를 
실시한다.
(3) 시공중 흰개미방지처리재의 양생, 약제의 보관, 작업장의 안전성을 고려
한다.
0808.3.2.3 토양처리법
시공은 유자격자에 따라 시행하고, 양생, 약제의 보관, 작업장의 안전성에 유
의한다.

0809 방화설계
0809.1 설계고려사항
0809.1.1 발화 및 화재확대 방지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한다.
0809.1.2 방화구획을 통한 화재확대방지
건축물의 내부는 필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방화구획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0809.1.3 화재로 인한 건축물붕괴방지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내력부재와 구조체는 화재시 고온 및 가열
에 견디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0809.1.4 인접건축물로의 화재확대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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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화재시 발생하는 불똥, 화염 및 복사열 등에 따라 화재가 인접건축
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0809.1.5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한 건축물 안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를 분리함으로
써 돌발적인 화재 발생을 방지한다.
0809.2 내화설계
0809.2.1 일반사항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의한 용도 및 규모에 사용되는 
목조 및 경골목구조의 주요구조부 및 기타구조에 적용한다.
0809.2.2 주요구조부
(1)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제80호(건축물의 피난, 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따라 다음의 <표 0809.2.1>에 정한 
것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내화구조로 하여여 한다.

구   분 내화시간

벽

외벽

내력벽
1 시간 ~ 3

시간

비내력

벽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1 시간 ~1.5
시간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0.5 시간

내 벽
1 시간 ~ 3

시간
보·기둥

1 시간 ~ 3
시간

바닥
1 시간 ~ 2

시간
지붕틀

0.5시간 ~ 
1시간

주) a) 지붕 및 바닥 아래 천장이 방화재료로 피복되

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천장을 지붕 및 바닥의 일

부로 본다.

   b) 외벽의 재하가열시험은 내측면만 가열한다.

<표 0809.2.1> 내화성능기준

(2) 경골목구조 벽과 바닥 및 구조용 집성재 보와 기둥은 국토교통부령 제80
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품질 관리 상태
가 확인되고 품질시험 결과가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또는 KS F 
1611-1 : 2011(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제1부 : 경골목구조 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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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천장) 및 KS F 1611-3 : 2013(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제3부 
: 구조용 집성재 보 및 기둥)에서 내화성능을 인정한 구조 및 내화 부재치수 
이상인 부재로 하여야 한다.
(3) 목조계단에 있어서는 계단을 구성하는 주요목재(디딤판, 계단옆판)가 다
음 중 하나에 해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두께 60mm 이상인 것.
② 두께가 38mm 이상, 60mm 미만인 것은 계단 이면과 계단 옆판 외측에 두
께 12.5mm 이상의 방화석고보드를 붙인 것.
③ 기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
(4) 기타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천장 등은 다음의 구조로 하여
야 한다.
① 목재피복방화재료의 접합부분, 이음 부분은 화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덧댐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에 있어서는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가 높이 3m 이내마다 설치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과 바닥 및 지붕의 접합부와 계단과 바
닥의 접합부 등에 있어서는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하는 
화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피복방화재료에 조명기구, 천장환기구,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보강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접합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화재료로 충분한 방화피복을 설
치하든지 철물을 목재 내부에 삽입시켜야 한다.
0809.3 외벽개구부의 방화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개구부는 방화문 설치 등의 방화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0809.4 방화구획 및 방화벽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연면적 1,000m2
(자동식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설치시 2,0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
여야 한다.
(2) 상기 방화구획 및 방화벽은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연면적 1,000m2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및 

- 907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
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경계벽은 내화구조로 지붕속 또는 천장속까지 달하
도록 하여야 한다.
(5) 교육시설, 복지 및 감호시설,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방화상 중요
한 칸막이벽은 내화구조로 지붕 속 또는 천장 속까지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상 중요한 칸막이벽의 간격이 12m 이상일 경우 그 12m 이내마
다 지붕 속 또는 천장 속에 내화구조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
치하여야 한다.
(6) 지하층 또는 3층에 거실이 있는 경우 주거의 부분(세대의 층수가 2 이상
인 것에 한함)과 계단실,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 덕트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수직샤프트는 기타 부분과 1시간 이상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또는 1시간 내
화성능이 있는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7) (6)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의 벽, 바닥 또는 방화문에 접하는 외벽에 
있어서 이들 부분과 900mm 이상 부분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외벽면으
로 500mm 이상 돌출하여 내화구조의 벽체 또는 바닥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 그 개구
부에는 1시간 내화성능이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기타의 건물과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그 
연결복도의 지붕틀이 목조로 그 길이가 4m 이상인 경우 지붕틀에 내화구조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급수관, 배수관 또는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
하는 경우 관통부 및 관통부로부터 양측으로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배관은 
불연재료로 하거나 불연재료 등으로 피복하여야 하고, 그 관과 방화구획의 틈
은 시멘트모르타르 등 내화충전재료로 메워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구획된 
파이프샤프트 내의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댐
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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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기타구조
0901 막과 케이블 구조
0901.1 일반사항
0901.1.1 적용범위
이 조항은 막과 케이블 구조에 관한 설계하중, 재료, 구조해석 및 설계 등에 
적용한다.

0901.1.2 용어의 정의
막구조 : 자중을 포함하는 외력이 쉘구조물의 기본원리인 막응력에 따라서 저
항되는 구조물로서, 휨 또는 비틀림에 대한 저항이 작거나 또는 전혀 없는 구
조
케이블구조 : 휨에 저항이 작은 구조로 인장응력만을 받을 목적으로 제작 및 
시공되는 부재
초기 인장력 : 연성 막재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초기하중
공기막구조 :  공기막 내외부의 압력 차에 따라 막면에 강성을 주어 형태를 
안정시켜 구성되는 구조물
내압 : 공기막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내부압력
막재 : 직포, 코팅재에 따라 구성된 재료
      고무시트 등 구성재가 다른 재료는 고려하지 않음
직포 : 섬유실에 따른 직물 또는 망목상 직물
코팅재 : 직포의 마찰방지 등을 위하여 직포에 도포하는 재료
인장크리프 : 지속하중으로 인하여 막재에 일어나는 장기변형
인장강도 :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응력
인열강도 : 재료가 접힘 또는 굽힘을 받은 후 견딜 수 있는 최대 인장응력
열판용착접합 : 판을 눌러 막재의 겹치는 부분을 코팅제 또는 해당 부분에 삽입한 
용착필름을 용융하여 막재를 압착하는 접합방식
봉제접합 : 접합하고자 하는 막재료의 겹친부분을 다른 막재의 단부와 평행하
게 봉제하는 접합방식
열풍용착접합 : 열풍에 따라 접합하고자 하는 막재의 겹친 부분의 코팅재를 
용융하고 압착하여 접합하는 방식
고주파용착접합 : 고주파를 이용하여 막재의 겹친부분의 코팅재를 용융하여 



    

   

   

  

막재를 압착하여 접합하는 방식
형상해석 : 설계자의 의도와 역학적인 평형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형상을 찾
는 일련의 해석과정이며, 막 구조물 및 케이블 구조물과 같은 연성구조물에 
적용되는 해석방법

0901.2 설계하중
0901.2.1 하중기준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설계하중은 제3장(설계하중)에 따른다. 다만, 막구조 
및 케이블구조의 형식, 구법, 시공법 등에 따라 특별히 발생하는 하중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한다.
0901.2.2 하중종류
막구조 및 케이블구조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다.
(1) 고정하중()
(2) 활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초기 인장력()
(7) 내부압력()
0901.2.3 하중조합
막구조 및 케이블구조의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 하중조합은 <표0901.2.3>와 
같으며 가장 불리한 경우로 설계한다.

0901.3 막구조의 재료(막재)
0901.3.1 막재의 구성
기준에서 인정하는 막재는 직포, 코팅재 및 그 외 구성된 재료를 의미한다.

0901.3.2 막재의 강도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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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재의 강도 및 내구성은 <표0901.3.2>에 따른다.
0901.3.3 막재의 분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막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1) 막재는 <표0901.3.3(1)>과 같이 직포에 사용하는 섬유실의 종류와 코
팅재(직포의 마찰방지 등을 위하여 직포에 도포)에 따라 분류된다. 
(2)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한다.
(3) 1㎡ 당 중량은 <표0901.3.3(2)>와 같다. 
(4) 섬유밀도는 일정하여야한다.
(5) 인장강도는 폭 1cm당 300N 이상 이어야 한다.
(6) 파단신율은 35% 이하 이어야 한다.
(7) 인열강도는 100N 이상 또한 인장강도에 1cm를 곱해서 얻은 수치의 
15% 이상 이어야 한다.
(8) 인장크리프에 따른 신장율은 15%(합성섬유 직포로 구성된 막재료에 있
어서는 25%) 이하이어야 한다. 
(9)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에서 특히 변질 또는 마찰손실의 위험이 있는 곳
에 대해서는 변질 또는 마찰손상에 강한 막재를 사용하거나 변질 또는 마찰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10) 막재에 대하여 빛의 반사율과 투과율을 고려한다. 
(11) 구조물의 상황에 따라서 막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를 채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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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3.4 직포의 구성 및 섬유밀도
일반직물(직포)이란 제조시의 장력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종사와 종사 사
이, 횡사와 횡사 사이의 망목 간격이 각각 0.5mm 이하인 것을 말한다. 망목 
간격이 0.5mm를 초과하는 것을 망목상직물(직포)로 구별한다. 섬유밀도의 분
산에 대한 기준치는 측정된 섬유밀도에 대하여 ±5% 이내여야 한다. 
0901.3.5 막재의 두께
막재 두께의 기준치는 두께 측정기를 이용하여 75mm 이상 간격으로 5개소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값의 평균치로 한다.
0901.4 막재의 강성 및 강도
0901.4.1 직물의 휨 강성 측정
직물의 휨 측정은 KS L ISO 4604에 따라 300mm 이상 간격으로 5개소 이
상에 대하여 측정한다. 
0901.4.2 인장강도 및 인장신율 측정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의 인장강도 및 인장신율을 측정하여 품질기준치를 정
한다.
0901.4.3 인열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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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방향 및 횡사방향의 인열강도를 측정하여 품질기준치를 정한다. 
0901.4.4 코팅재 층의 접착강도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의 코팅재 밀착강도를 측정하여 품질기준치를 정한다. 
0901.4.5 인장 크리프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의 인장크리프에 따른 신장률을 측정하여 품질기준치를 
정한다. 
0901.4.6 반복하중을 받는 경우의 인장강도 측정
반복하중을 받는 경우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품질 기준치를 정한다. 다만 막
재의 구성재 및 사용환경 조건에 따라 이 기준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
0901.4.7 접힘 인장강도
막재의 접힘 인장강도는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 각각의 인장강도 평균치가 동
일한 로트에 있어 시험 전에 측정된 각 실 방향 인장강도 평균치의 70% 이
상이어야 한다. 
0901.4.8 내후성
막재는 외부 폭로에 대해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의 인장강도의 평균치가 막재
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수치를 만족하여야한다. 
(1) A종 및 B종：종사 및 횡사방향의 인장강도가 각각 초기인 장강도의 
70% 이상
(2) C종：종사 및 횡사방향의 인장강도가 각각 초기인장강도의 80% 이상
0901.4.9 습윤시 인장강도
막재가 습윤상태에 있을 때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의 인장강도 평균치는 각각 
초기인장강도의 80%이상 이어야한다.
0901.4.10 고온시 인장강도
막재가 고온상태에 있을 때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의 인장강도 평균치는 각각 
초기인장강도의 70%이상 이어야한다.
0901.4.11 내흡수성
막재는 흡수길이의 최대치가 20mm이하 이어야한다.
0901.5 케이블 재료
케이블 재료는 KS D 3509(피아노 선재), KS D 3556(피아노 선), KS D 
3510(경강선), KS D 3559(경강 선재), KS D 3514(와이어 로프) 및 K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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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PC 강선 및 PC 강연선) 규격에 맞는 선재를 냉간 가공한 소선을 사용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종류를 표준으로 한다.
(1) 구조용 스트랜드 로프
(2) 구조용 스파이럴 로프
(3) 구조용 록 코일 로프
(4) 구조용 평행선 스트랜드
(5) 피복 평행선 스트랜드
(6) PC 강연선
0901.6 케이블 재료의 성질
0901.6.1 파단하중
케이블 재료의 파단하중을 구하는 방법은 KS D 3514의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단, PC 강선 및 강연선은 KS D 7002에 따른다.

0901.6.2 초기신장
케이블 재료에 대한 프리스트레싱 후의 초기신장의 크기는 <표 0901.6.2>에
서 제시된 값을 표준으로 한다.

0901.6.3 탄성계수
케이블 재료의 탄성계수는 시험결과에 따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
을 하지 않은 경우, 케이블 재료의 프리스트레싱 후의 탄성계수는 <표
0901.6.3>의 값으로 가정할 수 있다. 

0901.6.4 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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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재료의 크리프 변형은 <표0901.6.4>에서 제시된 값을 표준으로 한

다.
0901.6.5 선팽창 계수
케이블 재료의 선팽창 계수는 × 를 기준으로 한다.
0901.7 막구조의 해석
0901.7.1 막구조의 해석순서
막구조의 해석은 형상해석, 응력-변형도해석, 재단도해석 순서로 이루어진다. 
만약 필요하다면 시공해석도 수행하여야한다. 
0901.7.2 막구조의 해석방법
막구조의 구조해석에는 유한요소법, 동적이완법, 그리고 내력밀도법 등이 있
다. 막구조의 해석에서 기하학적 비선형을 고려하여야한다. 재료 비선형은 무
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료이방성은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0901.7.3 형상해석
막구조에 있어서 케이블재와 막재의 초기장력 값은 막구조 형식, 하중, 변형, 
시공 및 기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막재에 도입하는 초기장력은 <표
0901.7.3> 값을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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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7.4 응력-변형도 해석
막구조의 응력-변형도 해석은 형상해석에서 결정된 초기장력과 기하학적 형
상을 바탕으로 하며, 주어진 하중조합에 따라서 발생되는 막구조의 응력과 변
형을 고려한다. 응력-변형도해석에 따른 결과가 형상 및 재료의 역학적 요구
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상해석을 다시 수행하여야한다.
0901.7.5 재단도 해석
재단도 해석법에는 지오데식 라인법, 플랫트닝법 등이 있으며 커팅 라인을 결
정하는 데 사용된다. 재단선의 외관, 막재의 폭을 고려한 효율적인 사용, 막의 
직교이방성 등에 유의하여 재단선을 정한다. 재단도해석에서 초기장력과 막의 
크리프 특성을 주의하여야한다. 각각의 막 스트립의 수축 값에 따라 재단의 크기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막 특성에 근거하여 면밀히 확인하여야한다. 
0901.7.6 공기막구조 해석
공기막구조에 대해서 최대 내부압, 최소 내부압, 상시 내부압이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한다. 최대 내부압은 심각한 구조변경에서도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
지 않도록 설정하여야한다. 최소 내부압은 정상적인 기후와 서비스 상태에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200이상 이어야한다. 
0901.8 막구조의 구조설계 
0901.8.1 구조설계 고려사항
막재에 대한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을 준용하며 그 이외의 부재에 대해서는 
허용응력설계법과 동등 이상의 구조설계법을 이용하여 막구조 또는 그 외의 
구조를 병용한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이 이루어져야한다.
0901.8.2 변위제한
막구조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에 따른 변형은 비교적 크고 또한 바람에 따
른 막면의 강제진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표0901.8.2>와 같은 최대변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적용한다.

0901.8.3 막재의 허용인장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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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재의 허용인장응력은 접합 등의 상황에 따라서 <표 0901.8.3>에 따른다.
0901.8.4 정착부의 허용인장응력
막면 정착부의 허용인장응력은 <표0901.4.2.4>의 허용내력을 막면의 정착부 
종류 및 형상에 따라 구한 유효단면적으로 나눈 수치로 하여야한다.










0901.9 케이블구조의 구조해석 
0901.9.1 케이블 부재에 대한 해석상 가정
케이블 부재는 원칙적으로 인장력에만 저항하는 선형 탄성부재로 가정한다.
0901.9.2 케이블 부재의 모델링
구조해석은 경계조건을 포함한 구조모델을 적절히 설정한 후에 수행한다.
0901.9.3 초기형상해석
케이블구조의 형상은 케이블의 장력분포와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초기형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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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한다.
0901.10 케이블구조의 구조설계 
케이블구조에 대한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을 이용하며 또는 허용응력법과 동
등 이상의 구조설계법을 이용하여 케이블 또는 그 외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
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0901.10.1 장기허용인장력
케이블 재료의 장기허용인장력은 파단하중의 1/3을 기준으로 한다.
0901.10.2 단기허용인장력
케이블 재료의 단기허용인장력은 장기허용인장력에 1.33을 곱한 값으로 한다.
0901.10.3 케이블의 형상 설정
케이블 구조의 설계 형상은 고정하중에 대해 각 케이블이 목표로 하는 장력
(초기장력)상태에서 평형이 되도록 설정한다.
0901.10.4 초기장력 설정
케이블 구조에서 각 케이블의 초기장력은 구조물에 필요한 강성을 확보하고, 
외력변화 등에 따른 케이블의 장력손실에 따른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설정한다.
0901.11 설계요구사항
0901.11.1 조명설계
반투명한 막재의 특성을 조명디자인에서 고려한다. 조명설비는 막 표면으로부
터 최소 1.0m 떨어져 있어야한다.
0901.11.2  배수설계
배수경사와 위치는 사용상 특성과 일반적인 평면의 요구에 따라 확인하여야한다. 또한 
다설지역에서는 낙설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0901.11.3  막재와 구조물과의 이격거리
막재와 실내외 구조물과의 간격은 가장 불리한 조건을 고려하여 막 표면의 
변형길이 보다 두 배 이상 길어야 하고 최소 1.0m로 하여야한다.
0901.12 막재의 접합부 설계
0901.12.1 막재의 접합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막재 상호간 접합은 막재 상호 존재응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접합하여야한다. 막재의 종류에 따른 접합방법은 <표0901.12.1>
에 따른다. 다만, <표0901.12.1>의 접합방법 이상으로 막재가 서로 존재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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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표0901.12.1>의 제한을 따르지 않아도 된
다.

0901.12.2 접합부 인장강도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의 접합부 인장강도 평균치는 봉재접합부 인장시험에 
이용하였던 막재에서 측정된 모재 초기인장강도의 70% 이상,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접합된 접합부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동일 막재에서 측정된 모
재 초기인장강도의 80% 이상으로 한다.
0901.12.3 접합부 내박리강도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 접합부의 내박리강도는 동일 로트 및 동일 접합방법으
로 만들어진 시험편으로 접합부 인장시험에 따라 측정된 각 실 방향의 인장
강도의 1% 이상이면서, 또한 10N/cm 이상으로 한다.

0901.12.4 접합부 내인장 크리프
접합부의 내인장 크리프 특성에 대하여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 신장률의 평균
치는 각각 15% 이하로 한다.
0901.12.5 고온상태에서의 접합부 인장강도
고온상태에 대한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의 접합부 인장강도 평균치는 초기인
장강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또한 막재 A종에 대해서는 260℃의 온도에서 
200N/cm 이상으로 한다.
0901.12.6 습윤상태에서의 접합부 인장강도
습윤상태에 대한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의 접합부 인장강도 평균치는 초기인
장강도의 80%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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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2.7 접합부 내후성
접합부의 폭로실험에 대해서 종사방향 및 횡사방향의 인장강도 평균치는 막
재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수치를 만족하여야한다.
(1) A종 및 B종：각 방향의 인장강도가 접합부 초기인장강도의 70% 이상
(2) C종：각 방향의 인장강도가 접합부 초기 인장강도의 80% 이상

0902 부유식 구조
0902.1 일반사항
0902.1.1 적용범위
이 절은 정온수역의 위치에 설치되는 부유식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절은 
부유식 건물의 상부 구조와 하부 함체의 해석과 설계 절차에 대한 사항을 기
술하며 철근콘크리트와 철골구조, 목구조 등과 같은 설계에 관련된 상세 내용
은 이 기준의 해당 장들을 적용한다.

0902.1.2 용어설명
건현：부유식 구조물의 중앙에서 수면부터 부유식 함체의 상부 슬래브 위까
지 수직으로 잰 거리. 
계류시설：부유구조물이 바람, 유속에 따라 흘러가지 않도록 위치를 고정시키
는 시설
밸러스트：함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체의 바닥에 싣는 물이나 모래 따
위의 중량물
부유식 건축물：대지 대신에 물 위에 뜨는 함체 위에 지어진 건축물
부유식 함체(floating pontoon)：자체 부력에 따라 물 위에 뜨는 구조로 된 
함체
부유식 구조물：부유식 함체 위에 설치되는 부유식 건축물을 포함한 구조물
의 총칭
저면바닥：물과 접촉하는 부유식 함체의 바닥면
정온수역：내수면 또는 해수면에서 항시 파고가 1m 이하인 곳을 의미한다.
정주형：거주용도의 건물을 의미하며, 장기 또는 단기 거주로 구분할 수 있
다.
파랑하중：파도에 의해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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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압：파랑에 따라 함체가 물과 접하는 면에 발생하는 압력
측벽：함체에서 물과 접촉하는 외측벽
항주파：선박이 항해하면서 생기는 파도
흘수：함체가 떠 있을 때 수면에서 물에 잠긴 함체의 가장 밑 부분까지의 수
직 거리
0902.2 하중
0902.2.1 일반사항
부유식 구조의 설계하중은 제3장 (설계하중)과 구조물의 특수성, 사용조건, 작
용환경 등으로 인한 하중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0902.2.2 발라스트에 의한 하중
부유식 구조에 적용된 항구적인 발라스트의 하중은 고정하중으로 고려한다.
0902.2.3 부유식 구조의 활하중
(1) 부유식 건축물에 작용하는 활하중은 이 기준의 0303 활하중을 적용한다.
(2) 부유식 함체의 건현을 산정하기 위한 활하중은 부유식 구조의 사용에 필
요한 소요건현으로 구한다.
0902.2.4 정수압과 부력
부유식 구조의 설계에서는 정수압과 부력의 영향을 고려한다. 정수압과 부력
은 유체압(F)의 하중계수를 적용한다.
0902.2.5 계류, 견인장치에 의한 하중
부유식 구조의 계류 또는 견인으로 인한 하중에는 활하중의 하중계수를 적용
한다. 계류력에 대해서는 ʻ0902.6의 계류장치ʼ를 참조한다.
0902.2.6 환경하중
(1) 파랑, 해류·조류 등의 유속, 조석, 지진, 지진해일·폭풍해일, 적설, 결빙, 유빙, 빙압, 
생물부착 등의 환경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0902.2.6.1 파랑하중
(1) 설계용 파고 및 주기는 부유식 구조의 설치위치 상황에 따른 파랑변형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2) 설계용 파향은 부유식 구조물 또는 그 부재에 가장 불리한 방향을 취하
는 것으로 한다.
0902.2.6.2 해류·조류 등의 유체력
부유식 구조의 설계에서는 해류·조류 등에 의한 유체력을 고려해야 하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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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유체력은 유향방향의 저항력과 그 직각방향의 양력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다.
0902.2.6.3 지진하중
부유식 구조의 설계에서는 다음에 제시한 지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 계류장치를 매개로 해서 작용하는 진동력
(2)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해일
0902.2.6.4 적설하중
강설수역에 설치된 부유식 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0304(적설하중)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에 제시한 적설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 부유식 구조에 중량으로 작용하는 적설
(2) 부유식 구조에 작용하는 풍하중 등을 증대시키는 적설
(3) 적설에 의한 부유식 구조의 복원성능에 대한 영향
0902.2.6.5 빙하중
유빙, 결빙 또는 착빙이 발생하는 수역에 설치된 부유식 구조의 설계에서 아
래 항목에 제시된 얼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빙의 이동에 따라 작용하는 빙하중
(2) 결빙에 따른 빙압력
(3) 착빙에 따른 복원성의 영향
(4) 표류빙의 충돌
0902.2.6.6 생물부착 등
부유식 구조의 설계에서는 생물부착으로 인한 중량 증가와 증대된 외관치수
에 작용하는 파력, 해·조류에 의한 유체력 증대 및 표면조도의 변화에 따른 
저항력 증가와 같은 부착생물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다.
0902.2.7 우발하중
부유식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우발하중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기능과 설계의도에 적합한 우발하중의 유형과 하중규모를 적절히 
산정하여야 한다. 
(1) 접안 과정이나 인접 부유식 구조와의 충돌에 의한 충격하중
(2) 화재, 폭발, 침수,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한 우발하중
(3) 수상 또는 수중의 쓰레기 침착에 의한 하중 등
0902.3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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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3.1 일반
부유식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건축구조기준의 콘크리트, 강구조, 목구조 
등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따르며, 아래의 사항을 추가 적용한다.
0902.3.2 재료 강도의 설정
환경하중 및 목표 내구년수를 고려하여 부유식 구조물에 적절한 콘크리트, 철
근 및 강재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0902.3.3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수·해양 환경에 있어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해야 하며, 품질
의 편차가 적은 것으로 해야 한다.
0902.3.4 철근 및 PC강선
철근 및 PC강선은 설치되는 수·해양 환경의 조건에 하에서 충분히 안전하고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 실적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느 경우에도 KS 
규격에 정해진 것 또는 그것과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0902.3.5 강재
수·해양 건축물에 이용하는 강재는 구조재료 및 구조용 접합재료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으며 그 구조물이 설치되는 노출상태 구분에 따라 적절한 방식방법
을 고려한 뒤 강도, 인성, 용접성 등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0902.4 해석
0902.4.1 일반사항
(1) 부유식 구조의 구조해석은 자연 환경조건, 하중조건 및 구조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해석 방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해석 방법은 건축구
조기준의 해당 설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다른 관련 설계 규준, 문헌 등에 준해
서 실시하여도 좋다.
(2) 복잡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을 단순화시키거나 축소 모형실험을 통
하여 구조물의 거동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함체를 고정하는 계류시설의 해석 및 설계는 0902.6 계류장치의 내용을 
따른다.
0902.4.2 구조해석시 유의사항
부유식 구조물의 구조해석시에는 수·해양구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0902.4.3 정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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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적하중을 정적하중으로 치환하여, 정적해석에 의해서 구조물의 거동과 
단면력을 산정한다.
(2) 설계요구에 적합한 계산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해석방법
이든 적용하여도 좋다. 동적해석에 의한 값보다 안전측의 해석결과 값을 제공
하여야 한다.
0902.4.4 동적해석
(1) 정적하중으로 거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물에 대해서는 동적해석에 따
라 구조물의 거동과 단면력을 산정한다.
(2) 동적 해석은 전체적 응답(진동) 해석과 국부 응답(진동) 해석으로 나누
어 실시할 수 있다.

0902.5 설계
0902.5.1 일반사항
(1) 부유식 구조의 상부구조물과 하부의 부유식 함체의 설계에 적용한다. 계
류장치의 설계는 0902.6을 적용한다.
(2) 부유식 구조 위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이 될 만한 손상(부유식 
함체의 침몰, 표류 및 파괴)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3) 부유식 구조를 구성하는 구조물의 일부가 손상됨에 따라 일부가 기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유식 구조 본래의 기능은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0902.5.2 하중계수 및 하중조합
(1) 공칭하중은 3장 및 0902.2에 따른다.
(2) 부유식 구조물과 구조부재의 소요강도는 강구조의 경우 0702.2.1.2, 철근콘크
리트구조의 경우 0503.3.2, 목구조의 경우 0803.1.2의 하중조합 중에서 가장 
불리한 경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하중에 대한 하중계수는 
환경하중에 대한 구조거동과 풍하중(W) 또는 지진하중(E)에 의한 거동이 반
대로 작용하는 경우 0으로 한다.
0902.5.3 부유식 함체
0902.5.3.1 일반사항
(1) 부유식 함체는 수밀성과 안정성이 먼저 검토된 후에, 예상되는 하중에 대
하여 함체시스템의 내력이 확보되고 각 부재별 내력이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2) 부유식 함체는 강구조(합성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프리스트레스트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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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및 목구조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단, 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
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이 기준 0205장에 따라 설계기준강도 및 기계적 성
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직하중과 예상되는 파랑하중의 다양한 입사각에 대하여 종방향모멘트
와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수직하중에 따라 발생한 정수압과 파랑하중에 의한 파압에 저항할 수 있도록 부유
식 함체의 측벽과 저면바닥을 설계하여야 한다.
(5) 부유식 함체는 파랑하중 등에 의한 피로항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
어야 한다.
0902.5.3.2 강구조
(1) 부유식 함체를 강구조(합성구조)로 설계할 경우 제7장의 기준에 추가하
여 아래의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부식에 따라 구조부재의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방지하
거나 부식을 허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부식을 허용하도록 설계하는 경우 
강재의 부식에 의한 강도저하의 영향을 적절한 방법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파랑 등의 반복재하에 의한 피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두께 계측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구조체에 적절한 접근대책을 제공하도록 
설계 및 제작해야 한다.
(5) 주요구조부재는 적절한 강도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치
하여야 한다. 갑작스런 부재 높이 또는 횡단면의 변화를 피해야 한다.
(6) 8mm를 초과하는 판 두께의 변화는 피해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중간 
정도 두께의 판으로 전이구역을 두어야 한다. 맞댐용접의 개선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판두께의 국부적인 증가는 주로 필러를 사용한
다. 필러는 모재와 같은 항복강도 및 재질의 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구조적 불연속이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응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러한 응력집중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보강 등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2차구조부재가 주요구조부재 위치에서 끝나거나 절단되는 경우 구조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브래킷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높은 응력이 발생한 지역은 개구부 설치도 가능한 피해야 한다. 개구부가 배치된 
경우 개구부의 모양은 응력집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개구부는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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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테두리가 매끄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용접연결부는 응력집중부에서 적절히 벗어나도록 
한다.
(10) 강도가 다른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경계부 응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
며, 고강도강재의 주요구조부재의 강성과 변형에 의한 보강재의 과도한 응력
을 피하기 위한 부재치수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0902.5.3.3 철근콘크리트구조
(1) 부유식 함체를 철근콘크리트구조(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설계할 경
우 제5장의 기준에 추가하여 아래의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해풍, 해수 등에 노출된 부위는 기준0504.5에 따른 내구성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균열의 영향, 침투성, 표면손상 등을 고려하여 0505.4에서 정하는 최소 
피복두께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파랑 등의 반복재하에 의한 피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철근 부식을 고려하여 에폭시도막철근, 내부식성 철근 등을 사용할 수 있
다.
(6) 주요구조부재는 적절한 강도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치
하여야 한다. 갑작스런 부재 높이 또는 횡단면의 변화를 피해야 한다.
(7) 구조적 불연속이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응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러한 응력집중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보강 등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철근의 용접이음 및 기계적 연결부는 저온의 영향을 고려하여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철근의 이음이나 프리스트레스 정착구가 정적허용응력의 50% 이상의 반
복인장응력을 받을 경우 이음길이나 프리스트레스 정착길이를 50% 이상 증
가시켜야 한다.
0902.5.3.4 기타구조
(1) 부유식 함체를 목구조로 설계할 경우 제8장의 기준 및 0902. 5.1.1 및 
0902.5.1.2의 기준을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구조로 설계할 경우 0206에 따라 
시스템이나 구조부재 및 접합부 등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0902.5.4 상부구조물
(1) 상부구조물의 설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며 다음의 추가사항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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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부유식 수·해양구조물은 저주파 진동에 의한 동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3) 부유식 수·해양구조물은 상하부 구조(RC, 프리스트레스, 강재)를 포함하
여 사용하중에 의한 과도 처짐으로 비구조재 등의 손상을 유발하여 수·해양구
조물의 사용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0902.6 계류장치
0902.6.1 일반
이 절은 부유식 수·해양구조물을 일정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계류장치에 대
해 적용한다.
0902.6.2 계류장치의 종류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계류 장치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0902.6.2.1 체인·와이어 계류장치
체인 또는 와이어를 함체로부터 해저 또는 하저에 고정된 앵커까지 연결하여 
함체의 위치를 고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0902.6.2.2 돌핀 계류장치
수직 강관말뚝이나 중력식 구조물, 자켓 구조물 등을 사용하여 함체에 작용하
는 수평외력에 저항함으로써 함체의 위치를 고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0902.6.2.3 삼각대 계류장치
안벽이나 호안 그리고 함체에 각각 고정점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함체를 고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0902.6.3 계류장치의 선정
계류장치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과 함체의 운영조건 등을 정밀 검토하여 적
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0902.6.4 계류해석
계류해석을 통해 계류장치에 걸리는 외력을 산정하고 함체의 동요량을 예측하여야 
한다. 계류해석시 외력의 적용방향은 계류장치에 최대 하중을 발생시킬 수 있
는 방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체인·와이어 계류장치의 계류해석시는 임의의 한 계류삭이 파단되었을 때 다
른 계류삭만으로도 안전한 위치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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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6.5 체인·와이어 계류설계
체인·와이어 계류설계 시 설치 위치의 바람, 파랑, 조류 등 환경 자료와 수심 
측량 및 지반조사 자료, 계류될 함체의 배치도와 상세도, 그리고 함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 조건, 주변의 표류물, 선박 운항조건 등을 정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해저배관이나 장애물, 난파선, 암초 등이 계류장치에 손상을 입
힐 수 있으므로 설계시 주의하여야 한다.
0902.6.6 돌핀 계류설계
돌핀은 계류된 함체에 작용하는 모든 바람, 파랑, 조류 등 환경 외력과 수심, 
지반조건, 표류물, 선박 등 주변 조건을 정밀 검토하여 충분히 안전하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0902.6.7 삼각대 계류설계
삼각대와 안벽 및 함체 연결부에 대한 설계시 모든 가능한 함체 동요와 환경 
및 인위적 하중조건을 정밀 검토하여 충분히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 조에 따른 건

축허가를 신청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 조의 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 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

거나 법 제 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