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저장고(PEB) V.E 검토
(더블티트러스1) 적용)

2013. 07. 08.

일우구조기술사사무소
소장/건축구조기술사 장 광 윤

1) 등록특허 제1003000호

1.0 건물개요
용도 : 석탄저장고
Span : 135m/2=67.5m, 주골조 간격 : 7.8m
처마높이 : 26.0m, 지붕마루 높이 : 72.9m, 지붕경사 : 34.34도
건물길이 367m(E/J@120m) - 아래는 1/3 모델임

2.0 설계하중
- 고정하중
태양광

0.50 kN/m2

지붕판넬(PVDF metal sheet 0.9t)

0.10

중도리

0.15
0.75 kN/m2

골조 자중은 해석 프로그램에서 고려(접합은 자중의 15%)
- 적재하중

0.60 kN/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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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설하중
Sf = Sg Cb Ce Ct Is = 3.0 kN/m2, 평지붕적설하중
Sg = 3.0 kN/m2, 지상적설하중
Cb = 0.7, 기본지붕적설하중계수
Ce = 1.0, 노출계수
Ct = 1.2, 온도계수
Is = 1.2, 중요도계수
Ss = Cs Sf = 1.96kN/m2(15.29kN/m), 경사지붕적설하중


               , 노출계수(차가운 지붕-미
  

끄러지기 쉬운 표면)
불균형적설하중 : 1.5Ss / Ce = 2.94kN/m2(22.94kN/m)
- 지진하중 : VE 검토에서 제외
- Tripper2) 하중
Pv = 440kN, Ph = 68.0kN
- Conveyor, monorail, catwalk, Tripper Girder 하중등 : 기존설계 참조
- 설계기준 : ASD 89
- 하중조합
1. D+TR+S2(불균형 적설하중)
2. 0.75(D+TR+S+W)
적설하중이 상당히 크므로 적설하중이 포함된 하중조합이 가장 불리하다.

2)

석탄을 이송하는 활차

- 3 -

3.0 기존설계(PEB) 검토
3.1 구조계획 검토
- 기존설계의 PEB 최대단면은 기둥상단으로 1,800/2,900x600x18x40이다.
PEB의 하부플랜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하부플랜지와 중도리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는 Flange stay 방식으로 횡지지한다. PEB 단면의 춤이 작은 경우에
는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춤이 높은 경우에는 가새의 각도가
커져 횡지지가 부족할 수 있고 중도리의 변위에 따라 하부플랜지가 불안정
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PEB 구조의 접합은 4 bolts 또는 8 bolts 확
장엔드플레이트 방식인데, 접합내력에 한계가 있고 춤이 큰 단면은 웨브 부
분이 증가하므로 접합물량이 15%를 초과하여 경제성이 떨어진다.

- Tripper를 지지하는 내부골조의 하부기둥은 좌굴장은 17m, 상부기둥은
22m다. 그러나 상부기둥은 가새가 있으므로 좌굴장을 줄여 설계할 수 있다.
기존설계는 BH-650x450x16x40(상부기둥은 30mm)으로 건물길이방향으로
배치하여 세장비가 가장 효율적이므로 VE는 불가하다.

내부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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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높이 57m의 측열 stud를 단일부재(EC2:BH-1700x500x12x35)로 설계
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Lz=9.0m) 풍하에 대해 내측플랜지도 9.0m 간
격으로 횡지지해야 하는데 기존설계는 누락되어 있다. PEB와 같은 Flange
stay 방식은 상기한 바와 같이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측열의 풍하
중은 풍상 1.59kN/m2, 풍하 –1.59kN/m2로 입력되어 있으나, 풍상 풍압계수
는 0.8, 풍하는 측벽의 경우를 고려하여 –0.7을 적용하면 풍상은 내압이 작
용하는 경우로 2.29kN/m2, 풍하는 –1.42kN/m2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측열
- 양중을 고려해야 하는 rafter 편측 중량은 37.6x1.15=43.3톤(0.82kN/m2)이
며 erection에 대한 각별한 계획이 필요하다.
3.2 입력하중 검토
- 경사지붕적설하중 산정시 경사도계수 0.6 적용(0.22kN/m2 적게 입력)
경사지붕

불균형

적설하중

적설하중

0.65

1.961kN/m2

2.94kN/m2

적설하중산정 참조

0.60

1.81kN/m2

2.72kN/m2

기존설계 입력하중

경사도계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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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하중
해석에 의한 건물의 고유진동수는 0.74Hz(주기 1.34초)로 유연구조물이나
1.0Hz를 적용했고, Gust 계수와 풍하중 산정 과정은 확인할 수 없다.
적설하중에 의해 설계되므로 큰 영향은 없으나 내압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존설계

입력하중
내압이

풍하중

작용할 때
내압이 작용하지
않을 때

풍상벽

풍상지붕

풍하지붕

풍하벽

1.59

0.53

-1.49

-1.13

2.29

1.35

-0.70

-0.19

1.62

0.53

-1.52

-1.01

3.3 기존설계 물량
해석 모델의 물량은 3,489톤이며 전체 구조물의 1/3이다. 이중 측열은 313톤
이며, 전체 골조의 물량은 (3,489-327)x3+327x2=10,140톤이다.
2차부재는 1,825톤(골조물량의 18%)으로 추정되고 접합물량은 전체물량의
15%로 1,795톤이다. 기존설계의 전체 철골물량은 13,760톤으로 추정된다.
해석 모델에서 주골조 물량은 157.6톤/frame이며, 외부골조 106.2톤과 내부골
조 51.4톤으로 구분된다. 상기로부터, 주골조에 포함되지 않은 길이방향 구조
물(Tripper 관련구조등)의 물량은 1,133톤이다.
3.4 기존설계 물량구성비

접합
13%
2차부재
13%

외부골조
41%

트리퍼
8%
측열
5%

내부골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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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VE(더블티트러스) 검토
4.1 해석모델 및 설계
- 트러스 춤은, 기둥은 2.8m, rafter는 3.3m로 계획하고(face to face는 각각
3.0m, 3.5m) 기둥 우각부에 트러스로 헌치를 구성한다.
- 주골조 입력모델(마이다스) 형상 비교

기존설계(PEB)

VE설계(더블티트러스)

- VE 모델의 고유진동수는 1.22Hz(주기 0.82초)>1Hz로 강체구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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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중 및 하중조합 : 기존설계와 동일
1. D+TR+S2(불균형적설하중)
2. 0.75(D+S+W)
4.3 응력검토(기존설계는 2차원 모델로 검토)

- 기존설계에서 3차원 모델의 외부기둥 응력비는 최대 1.04이며, 상기의 2가
지 하중조합만 고려한 2차원 모델의 외부기둥 응력비는 1.10이다.
- 상기 결과를 보면 선택한 하중조합이 가장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2차원
해석모델에 의한 검토와 설계는 타당하다.
- VE 모델의 더블티단면 응력검토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 설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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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변위검토
- 불균형 적설하중(1.0 S2)에 대한 수직변위

기존설계 – rafter 최대 수직변위 : 182mm

VE설계 – rafter 최대 수직변위 : 156mm

- 9 -

- 풍하중(1.0 WY)에 대한 수평변위

기존설계 - 기둥상부 최대 수평변위 : 150mm

VE설계 - 기둥상부 최대 수평변위 : 8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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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측열 Stud VE
- 높이가 57m(Lz=9.0m)인 수직부재(BH-1700x500x12x35)는 적절한 횡지지
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외측에 2개의 부재, 내측에 1개의 부재로 구성하
는 삼각형(3 chords) 트러스가 별도의 횡지지가 필요없으므로 효율적이다.
- 측열의 풍하중은 기존설계와 동일하게 풍상/풍하 1.59kN/m2로 검토한다. 기
존설계 검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풍상 2.29kN/m2 풍하 –1.42kN/m2로 설
계한다면 기존설계보다 삼각형(3 chords) 더블티트러스가 훨씬 경제적이다.

- 외측 2개의 부재 간격은 1.5m, 트러스 춤은 3m로 계획한다. 이러한 계획은
건축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며, 트러스 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설계 풍하중은 기존설계와 동일하게 한다.
- 측열 Stud(EC2, 57m 높이)를 기존설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설계

VE설계

비 고

물량

24.72t

13.47t

11.3t(46%) 감소

변위(1.0W)

300mm

206mm

31% 감소

- 기존설계 측열의 물량은 654톤(327톤/편측)이며, Stud(EC1~4)의 물량은
271x2=542톤, 기타 56x2=112톤이다.
- Stud 물량이 46% 감소한다면, 측열VE 물량은 407톤으로 측열 전체물량에
대해 247톤(37.7%)이 감소한다. stud는 최대 높이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추
가 절감이 가능하며, 외측 2개의 부재 간격만큼 2차부재 물량이 감소한다.
4.6 접합물량 검토
- 더블티트러스 상하현재의 이음은 End Plate방식이다. 따라서 인장이 발생하
는 부분의 이음물량이 많고 압축이 발생하는 부분은 절반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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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장이 발생하는 상하현재는 2J-193x299x9x14/PL-80x8(105kg/m)이며,
10.5m 길이마다 이음을 하는 경우 부재 중량은 1,103kg이다. 최대인장에
소요되는

end

plate는

PL-609x293x25-27.0kg/ea이며,

압축부재는

PL-609x293x10-14.0kg/ea를 사용하면 접합물량은 상하현재 물량의 3.7%
가 된다. 외부골조 사재의 접합물량은 사재의 중심축 가셋트 물량에 10%를
추가하고 cap plate(t=5mm) 물량을 더하면 6.6톤이며 사재 물량(15.9톤
/frame)의 41.6%가 된다.
- VE 설계의 외부골조 접합물량은 상하현재의 중량이 63.1톤/frame, 사재는
15.9톤/frame이므로 (63.1*0.037+15.9*0.42)/79.0=11.4%가 된다.
- 골조해석시 지붕하중에 영향을 주는 자중에 대한 계수는 1.15를 적용하였으
나 1.12가 타당하다. 접합물량을 전체물량에 대해 12%로 보면 추가 절감의
여지가 있다.
4.7 VE 물량 검토(2차부재는 검토에서 제외한다.)
기존설계(PEB)와 VE 물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톤)
구분

기존설계

VE

절감

기존설계 전체물량대비

외부골조

5,631

4,187

1,44

10.5% 감소

내부골조

2,722

2,337

385

654

407

247

트리퍼 관련

1,133

1,133

0

2차부재

1,825

1,825

0

계

11,965

9,890

측열

2.8% 감소
(모델변경에 따른 감소)
1.8% 감소
(stud only)
기둥열에 포함되지 않은
길이방향 구조
추정

2,075
4.4% 감소

접합

1,795

1,187

608

(기존설계는 15%,
VE는12% 적용)

합계

13,760

11,077

2,683

19.5% 감소

- VE 주골조 물량은 123.1톤/frame(외부골조 79.0톤, 내부골조 44.1톤)이다.
- 주골조 물량은 기존설계 157.6톤/frame에 비해 34.5톤(21.9%)이 감소한다.
- 내부골조와 Tripper구조는 전체물량의 28%이며 모델변경에 따라 내부골조
의 상부가 감소하였다. 기존설계에서 내부골조와 Tripper구조를 제외하면
9,905톤이고 VE는 7,642톤으로, 일반적인 PEB 구조라면 22.8%가 감소하
는 것이다. PEB 단면과 사재의 응력검토는 마이다스의 code check 기능에
따른 것으로 규준과 상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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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결론
기존설계는 적설하중과 풍하중이 다소 적게 산정되었으나, 본 검토는 기존설계
와 동일한 하중조건으로 더블티트러스를 설계하여 비교하였다. 하중을 수정하면
기존설계에 비해 더블티트러스의 물량감소는 증가하며, 더블티트러스의 구조계
획과 세부 설계에 따라 검토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존설계의 전체물량
이 추정물량(13,760톤)과 다른 경우 물량감소율은 변경될 수 있다.
1) VE가 가능한 부분은 외부골조(41%)와 측열(5%)로 접합을 포함하여 전체물
량의 53%에 불과하나, 기존설계(13,760톤)에 대해 더블티트러스(11,077톤)
의 물량은 2,683톤(19.5%) 감소한다.
2) 기존설계의 고유진동수는 0.74Hz(주기 1.34초)<1Hz로 유연구조물이며, 더
블티트러스는 1.22Hz(주기 0.82초)로 강체구조물이다. 유연구조물은 공진의
우려가 있고 Gust 영향계수가 커져 기존설계는 풍하중을 증가하여야 한다.
3) 불균형 적설하중에 의한 rafter의 수직변위는 기존설계 182mm 더블티트러
스 156mm로 14.3% 감소하고, 풍하중에 의한 기둥상부의 수평변위는 기존
설계 150mm 더블티트러스 83mm로 46.8% 감소한다.
4) 양중을 고려해야 하는 rafter 편측 중량은 기존설계(PEB) 37.6x1.15=43.3
톤(0.82kN/m2),

더블티트러스

28.4x1.12=31.8톤(0.60kN/m2)으로

11.5톤

2

(0.22kN/m ) 감소한다.
5) 측열부재중 최대높이 57m인 Stud(BH-1700x500x12x35)는 기존설계 24.7
톤에 비해 삼각형(3 chords) 더블티트러스는 14.9톤으로 39.6% 감소하고
풍하중에 의한 수평변위는 300mm에서 206mm로 94mm(31%) 감소한다.
검토결과 더블티트러스는 기존설계(PEB)에 비해 물량이 절감되어 경제적이며,
변위가 감소하고 고유진동수와 강성이 커서 구조특성이 우수하다. 또한 볼트접
합이므로 시공성이 좋고, 사재는 강관을 사용하므로 미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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