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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과 상용 컴퓨터프로그램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설계한 건축물이 현행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한 

안전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나 ?

2018년 10월 1일,  뉴테크구조기술사사사무소 대표 김승원 (kimseungweon@nate.com)

▶ 건축구조기준

   KBC2016을 포함하여 각 국가들의 건축구조기준은 그 나라의 공학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 

수준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기준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구조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이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KBC201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구조설계

   근래의 구조설계는 기준의 정확한 적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프로그램 공급자의 Disclaimer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동의는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에 대해 사용자 자신의 전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의 실행결과들을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구조설계실무에 반영하여 생긴 피해나 손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념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에서 구조공학원리는 물론 

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사용성, 경제성 등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오류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개발자의 구조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실무경험 부족, 프로그램 검증 부족 등에 기인합니다.

▶ 신뢰성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는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여러 구조설계 실무자들과 오랜 기간 동안 협의하면서 

직접 개발하고 검증하였습니다.

   1. 구조기준(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에 따른 정확한 설계

   2. 구조기준(친환경성, 경제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3. 실행과정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직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설계과정의 시각화

   4. 실행결과를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보고서(각종 요약표와 상세계산서)

개발된 프로그램 중에서 합성구조와 강구조 설계용 프로그램은 외부 구조전문가들의 요청에 의해 상용

화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모든 개발과정을 마치고 탄생한 신뢰성 있는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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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 실무자들이 직접 개발하고 검증한

신뢰성 있는 StructuralExpert Family를 소개합니다.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은 다음 2 종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mExpert : 합성구조 검토 및 설계 프로그램 (ComColumn, ComBeam, ComFloorVib)

SteelExpert : 강구조   검토 및 설계 프로그램 (SteelColumn, SteelBeam, SteelStairVib)

ComExpert 패키지는 합성기둥과 합성보의 검토 및 설계와 합성바닥구조시스템의 진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SteelExpert 패키지는 강재기둥과 강재보의 검토 및 설계와 선형 강재계단의 스트링거 검토 및 설계와 

진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ComColumn, SteelColumn 및 SteelBeam은 설계자의 안정성해석방법(직접해석법, 일반1차탄성해석법)에 

따른 횡층강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력에 저항하는 부재(합성기둥, 강재기둥 및 강재보)의 

소요강도를 산정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기 프로그램 이외에도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유용한 프로그램들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

친 후에 순차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들은 국내외의 기존 상용프로그램에는 없는 중요한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들은 AISC Design Examples 및 AISC Steel Design Guide 11의 여러 

예제와 이외 가능한 많은 예제들과 비교하여 기준에 따른 정확성과 합리성을 검증하였습니

다.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해와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돕기 위한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순간부터 각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합성구조

와 강구조 설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요특징, 적용범위, 정확성 검증 예, 실행 예, 타 프로그램과

의 차이 등은 뒤에 첨부한 자료에서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고, 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서는 각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사용자 매뉴얼, 예제 입력데이터 파일 등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

http://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
http://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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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 구성현황

현재까지 당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서 충분한 검증과정을 마친 프로그램들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상용화하였습니다.

StructuralExpert는 문제점이 많은 국내 기존 상용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이외 개발 중인 다른 유용한 프로그램들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 순차적으로 소개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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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의 홈페이지(http://www.newtechstructure.com)에서 ‘회원가입’ 아이콘을 클릭하

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하고, 매뉴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소프트웨어 페이지

(http://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manuals/)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ComExpert 사용자 매뉴얼

SteelExpert 사용자 매뉴얼

http://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ma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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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StructuralExpert Family 컴퓨터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StructuralExpert은 ComExpert 패키지와 SteelExpert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mExpert 패키지에

는 ComColumn, ComBeam 및 ComFloorVib가 포함되어 있으며, SteelExpert 패키지에는  SteelColumn, 

SteelBeam 및 SteelStairVi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tructuralExpert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과 관련 문서

들은 독점적이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StructuralExpert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들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뉴테크구조

기술사사무소에게 있습니다.

StructuralExpert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하

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StructuralExpert에 포함된 프로그램과 관련 문서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

니다.

http://www.newtechstructure.com/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메인 홈페이지)

http://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manuals/ (사용자 매뉴얼)

postmaster@newtechstructure.com (일반 문의 및 계약 문의)

NEWTECH AND ASSOCIATES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송파테라타워2 B동 1223호, 1224호
Tel: (02)881-5599   Fax: (02)881-5597

대표 김승원 E-mail: kimseungweon@nate.com 

http://www.newtechstructure.com/
http://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manuals/
mailto:postmaster@newtechstructure.com
mailto:kimseunwe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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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 사용 문의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의 홈페이지(http://www.newtechstructure.com)에서 ‘회원가입’ 아이콘을 클릭하

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한 후에 프로그램의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계약 프로그램(ComExpert 또는 SteelExpert)을 내려 받아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사용은 1년 단위 임대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1개 라이선스 단위로 계약합니다.

(본 제품의 1개 라이선스는 1대의 로컬컴퓨터에서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문의는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 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buy/

이    멜 : postmaster@newtechstructure.com (일반 문의 및 계약 문의)

팩    스 : 02) 881-5597

전    화 : 02) 881-5599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NEWTECH and ASSOCIATES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송파테라타워2 B동 1223호/1224호

http://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buy/
mailto:postmaster@newtechstruc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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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xpert의 주요특징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의 웹사이트(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comexpert/)에서 ComExpert 
프로그램의 주요특징, 적용범위, 정확성 검증 예, 실행 예, 사용자 매뉴얼,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 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mExpert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mExpert는 국내외의 기존 상용프로그램에는 없는 중요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mExpert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순간부터 이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합성구조 설계에 많은 도움을 줄 

것 입니다.

ComExpert 의 메인 메뉴 창

http://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com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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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lumn의 주요특징

• 현행구조기준(KBC2016)에 따른 매우 정확한 해석 및 설계

• 현행기준 중에 안전하지 않거나 매우 비합리적인 부분은 최근 AISC 360-16적용

• 부재 검토 및 설계 시에 프로그램이 계산한 강재단면특성을 적용(철강회사나 서적에서 제공한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기준에 허용된 2축 대칭 합성단면의 종류는 모두 적용(충전형은 조밀단면만 적용)

• 단주에서 장주까지 모두 적용

• 안정성 해석법에 따른 소요강도, 설계강도 산정

• 횡력방향(Global 좌표 축)과 기둥단면방향(Local 좌표 축)의 관계를 고려한 소요강도 산정

• 사용자가 수행한 직접해석법에 의한 2차해석값, 직접해석법에 의한 1차해석값 또는 

일반1차탄성해석값을 적용하여 소요강도를 결정

• 부재의 인장, 압축, 휨, 전단 및 조합력에 대한 검토 및 설계

• 기준의 3가지 설계전단강도를 모두 계산. 소요전단강도에 대한 검토는 최대 설계전단강도 사용

• 하중도입부 구간의 길이방향 전단력 검토 및 설계

• 하중도입부 이외 구간의 길이방향 전단력 검토 및 설계

• 합성단면의 구성요소간 상세요구 검토

• 각종 그래픽 화면, 각종 분석표, 요약표 및 상세계산서 출력

•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AISC Steel Design Examples의 예제와 비교하여 검증 

• 그래픽 화면 : ComColumn의 모든 실행과정을 화면에 그래픽으로 나타낸다. 

구분 그래픽에 포함된 내용

화면 1 소요강도산정법, 기둥단면축의 방향(각도), 기둥의 구속조건, 축력 및 휨모멘트 다이아그람

화면 2
횡단면도, 기둥길이, 단면크기, 재료강도, 충전강관 단면분류, 강재 비율, 철근 비율, 단면 
구성요소 간 치수 검토결과 및 하중

화면 3
x축에 대한 횡단면도 및 소성응력 분포도, PM상관도, 세장영향 감소계수, 힘의 평형, 소성 
중립축

화면 4
y축에 대한 횡단면도 및 소성응력 분포도, PM상관도, 세장영향 감소계수, 힘의 평형, 소성 
중립축

화면 5 각 하중 조합에 대한 축력, 조합력, 전단력에 대한 검토 그래프 및 검토 값

화면 6
하중도입부 구간 및 이외 구간에 대한 부재 길이방향 수평전단 검토 그래프. 부착강도 검
토 후 스터드 전단연결 및 지압판 설계 횡단면도

• 텍스트 파일 보고서 : 설계일람표를 포함한 각종 요약표 및 상세계산서를 텍스트파일로 저장한다.

구분 텍스트 출력 파일보고서의 내용

***.CC1 부재 일람표

***.CC2 상세 계산서

***.CC3 강도 검토 요약표

***.CC4 하중도입부 구간 검토 요약표

***.CC5 하중도입부 이외 구간 검토 요약표

***.CC6 단면 구성요소 간 간격 검토 요약표 

***.CC7 안정성 해석 방법 검토용 요약표 

***.CC8 기둥공사 물량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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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lumn에 의한 소요강도 산정

횡력저항 기둥의 설계강도는 안정성 설계법에서 요구하는 소요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ComColumn은 다음 흐름도-1과 같이 사용자가 수행한 직접해석법에 의한 2차해석모델로부터 얻은 

소요강도를 이용한 검토뿐만 아니라, 흐름도-2 또는 흐름도-3과 같이 사용자가 수행한 1개의 

1차해석모델로부터 얻은 부재력과 층횡강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요강도(근사2차해석값)를 산정하여 

검토할 수 있다.

SteelExpert 패키지에 있는 SteelColumn도 3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접해석법에 의한 소요강도 산정 흐름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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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한 증폭1차 직접해석법에 의한 소요강도 산정 흐름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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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한 증폭1차 해석법에 의한 소요강도 산정 흐름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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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lumn의 기둥단면 방향을 고려한 소요강도

실제 해석모델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둥단면의 방향은 해석모델의 횡력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ComColumn은 해석모델의 횡력방향(Global 좌표 축)과 기둥단면방향(Local 좌표 축)의 관계를 고려한 

증폭계수를 계산하여 소요강도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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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lumn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1

단순화한 증폭1차해석법을 적용한 H형강 매입형 기둥

사용자가 입력한 단부구속조건, Global 좌표, 부재단면 방향, 소요강도 산정법, 부재력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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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lumn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2

단순화한 증폭1차해석법을 적용한 H형강 매입형 기둥

단면도는 구성요소간의 간격 및 피복을 나타내며, 기준에서 요구하는 상세를 검토하여 단면도의 상부에 

결과 메시지를 나타낸다. 기준에서 요구하는 상세를 만족하면 청색 메시지,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빨간색 메시지로 나타낸다. 

이외 기둥치수, 요소치수, 재료강도, 단면분류, 강재비, 철근비, 입력하중 등을 나타낸다.

하중조합의 입력은 1000종류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화면에서는 12번째 하중조합까지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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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lumn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3

단순화한 증폭1차해석법을 적용한 H형강 매입형 기둥

상부 그림은 x축 휨모멘트에 대한 소성응력 분포도

하부 그림은 x축에 대한 PM상관도, 흰색 점들은 1차해석값, 청색 점들은 2차해석값(설계강도를 

초과하는 경우 빨간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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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lumn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4

단순화한 증폭1차해석법을 적용한 H형강 매입형 기둥

상부 그림은 y축 휨모멘트에 대한 소성응력 분포도  

하부 그림은 y축에 대한 PM상관도, 흰색 점들은 1차해석값, 청색 점들은 2차해석값(설계강도를 

초과하는 경우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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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lumn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5

단순화한 증폭1차해석법을 적용한 H형강 매입형 기둥

축력, 휨-압축 조합력 및 전단력에 대한 검토 그래프와 U/R(소요강도/설계강도)를 나타낸다.

각 그래프에서 소요강도가 설계강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빨간색 점,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청색 점으로 

나타낸다. 전단력에 대한 그래프에서 소요강도가 설계강도의 50%를 초과하나 100%이하인 경우는 

노랑색 점으로 나타낸다(대부분의 해외기준들은 50%를 초과하면 압축강도와 휨강도를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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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lumn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6

단순화한 증폭1차해석법을 적용한 H형강 매입형 기둥

상부 그림에 하중도입부의 부착강도 검토와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설계 결과를 나타낸다.

하부 그림에 하중도입부 이외구간의 부착강도 검토와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설계 결과를 나타낸다.

충전강관부재의 하중도입부는 부착강도가 부족한 경우에 스터드 대신 지압판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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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lumn의 검증 예

AISC의 Design Examples (ver 15)에 있는 예제(I.11 매입형 정사각형 합성기둥)와 비교하여 ComColumn

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다만 Design Examples의 예제에서는 3자리 유효 숫자를 사용하고 ASTM의 철

근 단면적 및 H형강 Fillet 치수가 KS와 다소 차이가 있어 공학적으로 의미 없는 정도의 매우 작은 오차

가 발생하였다. AISC Examples이 3자리 유효숫자를 사용함을 고려할 때 ComColumn의 설계 값이 더 

정확하다. 이외 가능한 한 많은 조건들을 포함한 검증용 예제들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확인하

였다.

Design Examples의 예제와 비교한 검증 예  

설계강도 Program/AISC 차이

압축

 1.002 0.002

 1.0 0

 1.002 0.002

 1.004 0.004

휨

 1.0 0

 1.007 0.007

 1.007 0.007

 1.000 0.000

전단
  1.003 0.003

 1.010 0.010

조합력 P-M U/R 0.993 -0.007

4 Anchor Points의 과 에 대한 비교

 

P-M 조합력에 대한 비교

AISC Design Examples(v 15)의 예제 I.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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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lumn과 기존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의 비교

합성기둥 설계용 상용 컴퓨터프로그램 비교표

구분 M B ComColumn

설계법
매입형 콘크리트구조(PM) 합성구조 합성구조

충전형 강구조(PM) 합성구조 합성구조

휨강성 EIeff KBC2016 KBC2016 AISC 360-16

소요강도 안정성 X X ●

설계강도 압축, 인장, 전단, 휨 ●●●▲ ●●●▲ ●●●●●

길이방향
수평전단

하중도입부 ▲ X ●

이외 구간 X X ●

상세요구사항 기준요구사항 X X ●

상세계산서 설계근거 ● X ●

매입형
(사각형/원형)

순수 축력 ● ● ●

조합력

단주 ▲(콘크리트구조) ▲ ●

중간 ▲(콘크리트구조) ▲ ●

장주 ▲(콘크리트구조) X ●

PM 상관도 ▲(콘크리트구조) ●? ●

충전형
(사각형)

순수 축력 ● X ●

조합력

단주 ●(강구조) X ●

중간 ●(강구조) X ●

장주 ●(강구조) X ●

PM 상관도 X X ●

충전형
(원형)

순수 축력 ● ● ●

조합력

단주 ●(강구조) ▲ ●

중간 ●(강구조) ▲ ●

장주 ●(강구조) ▲ ●

PM 상관도 X ●? ●

설계과정 검증 그래픽 X X X ●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X X X ●

비고
설계법 일관성 

없음
비경제적

기준에 부적합

X : 적용할 수 없음

● : 적용할 수 있음

▲ : 적용할 수 있으나 맞지 않음

●? : ▲으로 인해 맞지 않음 

* AISC 360-16에서 Pe값 산정에 사용하는 휨강성 EIeff의 공식이 실험결과를 기반하여 수정되었다. 결과

적으로 이전에 비해 C1 값은 증가되고, C3 값은 감소된다.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ComColumn은 

이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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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Column과 기존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의 비교

각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한 단면 종류

구분 M B ComColumn

매입형

합성기둥

사각형
 

원형
 

충전형

합성기둥

사각형 X

  

  

 

원형

  

  

 

* 비록 KBC2016과 AISC 360의 충전형 설계조항에 조밀단면 이외에 비조밀단면과 세장단면에 대한 설

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비조밀, 세장 단면은 조밀단면에 비해 매우 비경제적이고, 보와의 모멘트접

합부설계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강관에 직접 외력도입이 제한적이고, 사각형 강관은 콘크리트 타

설압력에 취약하고, 유럽기준이나 일본기준 등은 KBC 2016보다 엄격한 조밀단면에만 적용하므로 

ComColumn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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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eam의 주요특징

• 현행구조기준(KBC2016)에 따른 매우 정확한 해석 및 설계

• H형강 노출형 합성보

• 다양한 조건의 하중 분포(등분포, 집중, 삼각형 및 각종 하중분포 조합) 적용

• 2축 대칭 단면의 KS표준 압연H형강 및 용접H형강 적용

• 부재 검토 및 설계 시에 프로그램이 계산한 강재단면특성을 적용(철강회사나 서적에서 제공한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평 슬래브, 골데크 슬래브(기준에 적합한 데크)

• 보 단부 근처의 슬래브 개구부

• 동바리 적용 여부에 따른 설계 

• 합성 전/후의 휨강도, 전단강도 및 처짐 검토

• 합성 후 최대휨모멘트 위치 및 이외 전구간의 위험단면 검토

• 최적 강재단면 자동선택(합성 전/후 강도, 처짐) 및 사용자 입력조건 검토

• 치올림 최적화 자동설계 및 사용자 입력조건 검토

• 전단연결부 최적화 자동설계(구간별 배치 포함) 및 사용자 입력조건 검토

• 최소 전단연결정도 자동설계 및 사용자 입력조건 검토

• 불완전합성보의 전단연결부 연성 검토

• 완전합성보의 콘크리트 취성거동 방지를 위한 휨강도 감소계수 β 계산

• 슬래브의 길이방향 전단력(철근, 콘크리트)을 스트럿-타이 모델로 자동 검토 및 설계

• 각종 그래픽, 각종 분석표, 요약표 및 상세계산서 출력

•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AISC Steel Design Examples의 예제와 비교하여 검증

• 그래픽 화면 : ComBeam의 모든 실행과정을 화면에 그래픽으로 나타낸다. 

구분 그래픽에 포함된 내용

화면 1 각 하중종류에 대한 하중 분포도. 동바리 사용시 동바리를 나타냄

화면 2
자동 최적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최적화 과정을 텍스트로 나타냄. 검토를 선택한 경우는 
입력 H형강 정보를 텍스트로 나타냄.

화면 3 스터드의 배치과정과 배치결과를 텍스트로 나타냄

화면 4 합성보의 전구간에 대한 해석과정을 텍스트로 나타냄

화면 5
합성보의 단면 형상, 슬래브의 길이방향 전단력, 합성보의 입면 형상, 스터드의 배치도를 
나타냄. 결과 메시지

화면 6

합성보의 전구간에 대한 소요휨강도 및 설계휨강도를 그래프로 나타냄
합성보의 전구간에 대한 소요전단강도 및 설계전단강도를 그래프로 나타냄
합성보의 전구간에 대한 치올림, 각종 처짐과 허용한계를 그래프로 나타냄
결과 메시지

• 텍스트 파일 보고서 : 설계일람표를 포함한 각종 요약표 및 상세계산서를 텍스트파일로 저장한다.

구분 텍스트 출력 파일보고서의 내용

***.CB1 설계 일람표

***.CB2 상세 계산서

***.CB3 합성 전 전단강도, 휨강도 검토 요약표

***.CB4 합성 후 전단강도, 휨강도 검토 요약표

***.CB5 합성 전/후의 각종 처짐 검토 요약표

***.CB6 슬래브의 길이방향 전단 검토 요약표

***.CB7 보의 양 단부 반력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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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eam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1

사용자가 입력한 하중분포를 공사시 고정하중, 공사시 활하중, 합성후 추가고정하중, 합성후 활하중 

순서로 나타낸다. 공사시 동바리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바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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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eam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5

합성보의 횡단면, 입면, 스터드배치를 나타내고, 스트럿-타이 모델에 의한 슬래브의 길이방향 전단력 검

토 내용, 연성전단연결부를 갖기 위한 최소합성비의 검토 결과를 나타낸다. 

입면도의 왼쪽 부분은 슬래브개구부 부분이고, 스터드배치도에서 왼쪽 부분에 스터드를 배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합성보의 휨강도와 휨강성은 이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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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eam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6

상부 그림은 합성보의 전구간 단면에 대한 설계휨강도(빨간 실선)와 소요강도(연두색 실선)를 

연속적으로 나타낸다. 연두색 수직 실선은 최대 휨모멘트 위치, 빨간색 수직 점선은 전구간 중에서 가장 

불리한 단면 위치를 나타낸다. 왼쪽 슬래브 개구부구간은 슬래브와 전단연결재가 없어 강재만의 

휨강도(빨간 수평 실선)를 나타낸다.

중간 그림은 전구간 단면에 대한 설계전단강도(빨간 실선)와 소요강도(연두색 실선)를 연속적으로 

나타낸다.

하부 그림은 전구간에 대한 치올림(연두색), 활하중처짐(흰색), 총처짐(빨간색) 곡선들을 연속적으로 

나타낸다. 흰색 수평점선은 활하중처짐 제한값, 빨간색 수평실선은 총처짐 제한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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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eam의 실행 예 (골데크슬래브 사용) : 그래픽 화면 1

사용자가 입력한 하중분포를 공사시 고정하중, 공사시 활하중, 합성후 추가고정하중, 합성후 활하중 

순서로 나타낸다. 공사시 동바리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바리를 나타낸다.

2점 비대칭 하중 분포



StructuralExpert 홍보자료                                                    NEWTECH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 25 -

ComBeam의 실행 예 (골데크슬래브 사용) : 그래픽 화면 5

합성보의 횡단면, 입면, 스터드배치를 나타내고, 스트럿-타이 모델에 의한 슬래브의 길이방향 전단력 검

토 내용, 연성전단연결부를 갖기 위한 최소합성비의 검토 결과를 나타낸다. 

이 예는 스트럿-타이모델에 의해 슬래브의 길이방향 전단력을 검토한 결과, 횡철근(타이)은 896 mmm가 필요하

나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축강도가 부족(U/R=1.96)하여 합성보를 다시 설계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가장 큰 슬래브 

길이방향 전단력은 최하부 중앙 그림의 빨간 점선상자 안에 있는 구간에서 발생된다.

2점 비대칭 하중 분포도 휨모멘트도 및 전단력도 슬래브길이방향 전단력 검토 
스트럿-타이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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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eam의 실행 예 (골데크슬래브 사용) : 그래픽 화면 6

상부 그림은 합성보의 전구간 단면에 대한 설계휨강도(빨간 실선)와 소요강도(연두색 실선)를 

연속적으로 나타낸다. 연두색 수직 실선은 최대 휨모멘트 위치, 빨간색 수직 점선은 전구간 중에서 가장 

불리한 단면 위치를 나타낸다.

중간 그림은 전구간 단면에 대한 설계전단강도(빨간 실선)와 소요강도(연두색 실선)를 연속적으로 

나타낸다.

하부 그림은 전구간에 대한 치올림(연두색), 활하중처짐(흰색), 총처짐(빨간색) 곡선들을 연속적으로 

나타낸다. 흰색 수평점선은 활하중처짐 제한값, 빨간색 수평실선은 총처짐 제한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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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eam의 검증 예

AISC의 Design Examples (ver 15)에 있는 예제 및 Steel Design (15 edition)에 있는 예제와 비교하여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다만 Design Examples에서는 3자리 유효 숫자를 사용하고 ASTM H

형강의 Fillet 치수가 KS와 다소 차이가 있어 공학적으로 의미 없는 정도의 매우 작은 오차(-1.2% ~ 

1.3%, 평균 –0.067%)가 발생하였다. AISC Examples이 3자리 유효숫자를 사용함을 고려할 때 ComBeam

의 설계 값이 더 정확하다. 이외 가능한 한 많은 조건들을 포함한 검증용 예제들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AISC EXAMPLES와 비교한 검증 예 (노출형 합성 w/골데크 슬래브)

구분
등분포하중(Ex I.1) 2점 대칭 집중하중(Ex I.2)


Pr

차이 
Pr

차이

합성 전

 0.997 -0.003 0.998 -0.002

 1.000 0 0.999 -0.001

  1.001 0.001 1.001 0.001

 0.999 -0.001 1.0 0

 1.002 0.002 1.004 0.004

합성 후

 0.978 -0.022 0.994 -0.006

 AISC는 표 값  이용 ?.??? 1.0 0

 AISC는 표 값  이용 ?.??? 1.004 0.004

 1.0 0 1.0 0

 0.995 -0.005 0.988 -0.012

 0.991 -0.009 0.994 -0.006

 1.013 0.013 1.004 0.004

AISC EXAMPLES와의 비교 검증 그래프 예 (AISC Examples I.1,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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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eam과 기존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의 비교

합성보 설계용 상용 컴퓨터프로그램 비교표

구분 M B ComBeam
설계법 소성응력분포법 소성응력분포법 소성응력분포법

슬래브유효폭 보의 간격, T, L입력 보의 간격, T, L 입력 유효폭 직접 입력

하중 값
등분포 면적 당 단위하중 입력 면적 당 단위하중 입력 길이 당 단위하중 입력

집중 직접 입력 X 직접입력

하중 
분포
종류

등분포 ● ● ●

집중 ● X ●

삼각분포 X X ●

조합분포 X X ●

전단연결부 수평저항력 ▲ ▲ ●

합성
휨강도

최대휨모멘트 ▲ ▲ ●

이외 구간 X X ●

합성보의 휨강성 ▲ ▲ ●

합성보의 처짐 ●? ●? ●

H단면크기 자동선택 ●? ●? ●

스터드 자동배치 X X ●

전단연결부 연성 X X ●

슬래브 길이방향 전단 X X ●

치올림 X X ●

슬래브개구부 X X ●

설계과정 검증 그래픽 X X ●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X X ●

비고 기준에 부적합 기준에 부적합

X : 적용할 수 없음

● : 적용할 수 있음

▲ : 적용할 수 있으나 맞지 않음

●? : ▲으로 인해 맞지 않음 

* AISC 360-16에서 전단연결부의 연성 고려가 추가되었다. ComBeam에 이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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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eam과 기존 상용컴퓨터프로그램의 최적화 설계 비교 예

강구조 건축물에서 합성보에 사용하는 강재량은 건물 전체 강재량(기둥, 보, 가새, 접합부 등)의 약 70%

(업무시설 기준인 경우) 이상을 차지하므로 합리적인 강구조 건축물로 설계하기 위해서 특히 합성보는 

기준에 적합한 최적화 설계가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일반 사무실 용도의 합성바닥구조 설계조건 예에 대하여 각 프로그램에 의해 합성보들(붉

은 점선 안에 있는 합성보)의 최적화 설계를 실행한 결과, ComBeam은 M프로그램에 비해 약 33.6 % 

강재량이 절감되었다. B프로그램은 SG1, SG2와 같이 집중하중을 받는 합성보를 설계할 수 없어 최적화

설계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바닥 용도 : 일반 사무실

구분 입력 데이터

하중

고정하중 = 3.18 kN/m2 (슬래브 자중)

추가고정하중 = 2.00 kN/m2 (칸막이벽 포함)

활하중 = 2.50 kN/m2

강재 압연 H형강, Fy = 325MPa

슬래브 평슬래브, 두께 = 135mm, fck = 24MPa

스터드

SB1 : 1-∅19@425

SG1 : 1-∅19@225

SG2 : 1-∅19@125 (프로그램 M)

SG2 : 1-∅19@125, 1-∅19@900, 1-∅19@125

(ComBeam)

프로그램 M과 B는 사용자가 직접 스터드 배열(항상 등간격)을 입력

하여야 설계할 수 있다.  반면에 ComBeam은 자동 스터드배열기능

을 선택하면 하중분포에 따라 스터드들을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배

열할 수 있다.

설계조건

각 프로그램의 최적화 설계 결과 비교표

M B ComBeam
부재
기호

전단연결재 배열 입력
H형강 자동 최적화 선택

전단연결재 배열 입력
H형강 자동 최적화 선택

전단연결재 배열 및
H형강 자동 최적화 선택

SB1 H-336ⅹ249ⅹ8ⅹ12(69.2kg/m) H-396ⅹ199ⅹ7ⅹ11(56.6kg/m) H-346ⅹ174ⅹ6ⅹ9(41.4kg/m)

SG1 H-298ⅹ201ⅹ9ⅹ14(65.4kg/m) 설계기능 없음 H-396ⅹ199ⅹ7ⅹ11(56.6kg/m)

SG2 H-482ⅹ300ⅹ11ⅹ15(114kg/m) 설계기능 없음 H-500ⅹ200ⅹ10ⅹ16(89.6kg/m)

수량 4,532 kg, 198ea 3,009 kg, 176ea

 • M 프로그램에 의한 강재 중량 : (5 x 9.0 x 69.2) + (1 x 6.0 x 65.4) + (1 x 9.0 x 114) = 4,532 kg

 • ComBeam에 의한  강재 중량 : (5 x 9.0 x 41.4) + (1 x 6.0 x 56.6) + (1 x 9.0 x 89.6) = 3,009 kg

3,009 kg/ 4,532 kg = 0.664  ⇨  1 – 0.664 = 0.336  ⇨ ComBeam은 약 33.6 % 절감

이러한 결과는 M 및 B 프로그램의 휨강도 및 휨강성 등이 구조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최적화 알고리즘

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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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loorVib의 주요특징

• 바닥 진동 해석 및 평가 방법 : AISC Steel Design Guide 11(2nd Edition, 2016)에 따른 매우 정확한 

해석 및 평가

• AISC Steel Design Guide 11에서 다룬 주요 구조형식, 용도 및 인간 활동에 대한 진동평가 

적용범위가 대부분 포함됨(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 ComFloorVib와 SteelStairVib의 진동평가 

체계도 참조).

• 다양한 바닥용도 적용 : 사무실, 주거, 교회, 쇼핑몰, 리듬활동, 병원, 정밀장비사용, 실내/외 보행교 등

• 일반 보행 및 달리기(보행교에 해당)에 대한 진동영향 평가

• 리듬활동(댄싱, 에어로빅, 라이브 콘서트)에 대한 진동영향 평가, 리듬활동면적 고려

• 진동에 민감한 대상(환자실, 수술실, 장비 등)에 대한 진동영향 평가

• 민감대상은 보행속도(아주 느리게, 느리게, 보통, 빠르게), 대상 및 보행자 위치를 고려한 진동영향 

평가

• 다양한 바닥 위치, 벽 위치 및 구조시스템 적용 : 내부 베이, 보외곽 베이, 거더외곽 베이, 모서리 

베이, 보행다리 등

• 구조 시스템모드로 평가 : 바닥 (슬래브, 보 및 거더 패널의 조합모드) 및 기둥

• 에어로빅 등의 군무활동 바닥은 기둥모드를 고려하여 진동영향 평가

• 인접 바닥구조 조건 고려 : 전체 바닥의 폭, 길이 및 주변 베이 바닥구조의 연속성 등

• 층간 높이 벽(커튼월, 내력벽 등)의 위치 영향을 고려

• 낮은 진동수(9Hz 이하) 및 높은 진동수(9Hz 초과)를 갖는 바닥구조에 대한 평가 

• 다양한 동적 변수 및 평가기준 내장

• 각종 그래픽, 요약표 및 상세계산서 출력

•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AISC Steel Design Guide 11의 예제와 비교하여 검증

• 그래픽 화면 : ComFloorVib의 모든 실행과정을 화면에 그래픽으로 나타낸다.

구분 그래픽에 포함된 내용

화면 1 평가 대상 베이의 평면도, 바닥구조에 대한 각종 입력정보, 동적특성 등

화면 2
일반 활동에 대한 평가인 경우, 나타내지 않음
리듬활동에 대한 평가인 경우, 스텝 진동수에 대한 가속도 곡선그래프
민감대상에 대한 평가인 경우, 보행경로에 따른 보행속도별 진동속도 곡선그래프

화면 3
일반보행 또는 리듬활동에 대한 평가인 경우, 진동가속도 평가그래프
민감대상에 대한 평가인 경우, 진동속도 평가그래프

• 텍스트 파일 보고서 : 상세계산서와 진동평가 요약표를 텍스트파일로 저장한다.

구분 텍스트 출력 파일보고서의 내용

***.VBO 상세 계산서

***.VBT 진동평가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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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loorVib와 SteelStairVib의 진동평가 체계도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 ComFloorVib와 SteelStairVib의 진동평가 체계도

ComFloorVib의 합성바닥구조에 대한 진동 평가 방법 및 적용 범위

구분

평가 방법 및 적용 범위

가속도 a 속도 V

일반

보행
달리기

리듬

활동

보행

(아주 느리게, 느리게, 보통, 빠르게)

보행

1 종이 사무실 ●

2 전자 사무실 ●

3 주거 ●

4 교회, 학교, 좌석 ●

5 쇼핑몰 ●

리듬

활동

6 식사/댄싱 ●

7 에어로빅 ●

8 콘서트(고정좌석) ●

다리
9 옥내 보행교 ● ●

10 옥외 보행교 ● ●

민감

대상

11 병원(환자실, 수술실) ●

12 민감 장비 설치 바닥 ●

고유기본진동수(Hz) 적용 범위 3~9, 9~15 4~80, 3~80

※ 선형 강재계단에 대한 진동 평가 방법 및 적용 범위는 SteelExpert의 SteelStairVi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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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loorVib의 실행 예1 : 그래픽 화면 1

사무실용도/일반보행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들과 조합모드에 대한 고유기본진동수, 가진력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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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loorVib의 실행 예1 : 그래픽 화면 3

사무실용도/일반보행

수정된 ISO 진동가속도 평가기준곡선에 평가대상에 대한 진동가속도를 나타낸다.

청색 곡선은 고유기본진동수에 따른 사무실의 진동가속도 허용한계선을 나타낸다. 보행에 의한 진동가

속도가 이 허용한계선 아래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청색 점으로 나타내고 위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간색 점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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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loorVib의 실행 예2 : 그래픽 화면 1

병원 수술실/보행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들과 조합모드에 대한 고유기본진동수, 가진력, 민감대상 위치, 보행자 위치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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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loorVib의 실행 예2 : 그래픽 화면 2

병원 수술실/보행

민감 대상(병원 수술실) 위치에 대한 수직 진동속도를 보행자의 보행경로에 따라 보행속도별로 나타낸

다. 빨간색 곡선은 빠른 보행, 초록색 곡선은 보통 보행, 보라색 곡선은 느린 보행, 노란색 곡선은 아주 

느린 보행에 의한 진동 속도를 나타낸다. 각 곡선상의 점들은 민감대상 위치의 수직진동 속도를 나타낸

다.

청색의 수평점선은 수술실에 대한 진동속도 허용한계선을 나타낸다. 

보행에 의한 진동속도가 이 허용한계선 아래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청색 점으로 나타내고 

위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간색 점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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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loorVib의 실행 예2 : 그래픽 화면 3

병원 수술실/보행

민감 대상 종류별로 일반화한 진동속도 평가기준곡선에 평가대상에 대한 진동속도를 나타낸다.

청색 곡선은 고유기본진동수에 따른 병원 수술실의 진동속도 허용한계선을 나타낸다. 보행에 의한 진동

속도가 이 허용한계선 아래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청색 점으로 나타내고 위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간색 점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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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loorVib의 실행 예3 : 그래픽 화면 1

에어로빅 클래스/에어로빅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들과 조합모드에 대한 고유기본진동수, 가진력 등을 나타낸다.



StructuralExpert 홍보자료                                                    NEWTECH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 38 -

ComFloorVib의 실행 예3 : 그래픽 화면 2

에어로빅 클래스/에어로빅

에어로빅 활동에 의해 형성된 조화모드에 의한 진동가속도를 나타낸다.

분홍색 곡선은 1차 조화, 연두색 곡선은 2차 조화, 보라색 곡선은 3차 조화의 진동가속도를 나타내며 빨

간색 굵은 곡선은 이 3가지 조화 진동가속도에 의해 형성된 진동가속도를 나타낸다.

빨간색의 굵은 곡선 상에 있는 원형은 최대가속도를 나타낸다.

청색의 수평점선은 에어로빅 클래스에 대한 진동가속도 허용한계선을 나타낸다.

에어로빅에 의한 최대진동가속도가 이 허용한계선 아래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청색 원형으

로 나타내고 위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간색 원형으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강도한계상태와 처짐에 대한 사용성한계상태만 고려하여 설계된 바닥구조는 에어로빅활동에 

대한 진동가속도 허용한계를 대부분 크게 벗어난다. 테크노마트의 군무에 의한 진동사건도 같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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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loorVib의 실행 예3 : 그래픽 화면 3

에어로빅 클래스/에어로빅

수정된 ISO 진동가속도 평가기준곡선에 평가대상에 대한 진동가속도를 나타낸다.

청색 곡선은 고유기본진동수에 따른 에어로빅 클래스의 진동가속도 허용한계선을 나타낸다. 에어로빅활

동에 의한 진동가속도가 이 허용한계선 아래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청색 점으로 나타내고 

위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간색 점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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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loorVib의 검증 예

AISC의 Steel Design Guide 11(2016)에 있는 예제와 비교하여 ComFloorVib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다

만, SDG 11의 예제에서는 3자리 유효 숫자를 사용하고 ASTM H형강의 Fillet 치수가 KS와 다소 차이가 

있어 표 1.2와 그림 1.1에 나타낸 것처럼 공학적으로 의미 없는 정도의 매우 작은 오차가 발생하였다. 

SDG 11의 예제에서 3자리 유효숫자를 사용함을 고려할 때 ComFloorVib의 설계 값이 더 정확하다. 이

외 가능한 한 많은 조건들을 포함한 검증용 예제들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SDG 11의 예제와 비교한 검증 예

SDG-11의 예제 조건 SDG-11 Program 비율

일반
보행

4-1 종이 사무실 거더 외곽 베이 0.49 %g 0.493 %g 1.006

4-3 종이사무실 메자닌/보외곽 0.634 %g 0.633 %g 0.998

4-4 종이 사무실 메자닌/거더외곽 0.764 %g 0.759 %g 0.993

4-5 옥외인도교
걷기 2.69 %g 2.64 %g 0.981

달리기 12.8 %g 12.6 %g 0.984

리듬
활동

5-2 에어로빅 거더 외곽 베이 40.1 %g 40.8 %g 1.017

민감
대상

6-1
민감장비

컴퓨터 장비
거더 외곽 베이

빠른 걸음 186.9 mmps 185.9 mmps 0.995

6-3
민감장비

VC-C
개방 내부 베이

매우 느린 걸음 7.37 mmps 7.0 mmps 0.953

느린 걸음 11.89 mmps 12.0 mmps 1.007

보통 걸음 16.43 mmps 16.2 mmps 0.986

빠른 걸음 20.96 mmps 20.9 mmps 0.999

6-4 병원 환자실
매우 느린 걸음 41.90 mmps 41.6 mmps 0.993

빠른 걸음 128.0 mmps 127.5 mmps 0.996

AISC Steel Design Guide 11(2016)의 예제와 비교한 검증 예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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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loorVib와 기존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의 비교

합성바닥시스템 진동평가용 상용 컴퓨터프로그램 비교표

구분 M B ComFloorVib
설계법 AISC SDG11(1997, 2003) SDG11(1997, 2003) SDG11(2016)

고유진동수 적용범위 3≤fn≤9 Hz 3≤fn≤9 Hz 3≤fn≤15, 80Hz

구조 형식
기둥 베이 ● ● ●

보행교 ▲ ▲ ●

평가베이 
위치

내부 ● ● ●

측부/보 ▲ X ●

측부/거더 ● ● ●

모서리 X X ●

평가베이의
벽 위치

(층간 높이의
 벽, 커튼월)

1변 (보) X X ●

1변 (거더) X X ●

모서리 2변 X X ●

좌우대칭 2변 X X ●

상하대칭 2변 X X ●

3변, 4변 X X ●

바닥 크기 폭 및 길이 X ▲ ●

주변 베이 상하/좌우 X ▲ ●

보행

사무실 ● ? ● ? ●

주거 ● ? ● ? ●

교회 ● ? ● ? ●

쇼핑몰 ▲ ● ? ●

실내보행교 ▲ ▲ ● 달리기포함

실외 보행교 ▲ ▲ ● 달리기포함

리듬활동

댄싱 X X ●

에어로빅 X X ●

콘서트 X X ●

민감대상

빠른 보행 X X ● 80Hz까지

보통 보행 X X ● 80Hz까지

느린 보행 X X ● 80Hz까지

아주 느린 보행 X X ● 80Hz까지

비고 SDG 11에 부적합 SDG 11에 부적합

X : 적용할 수 없음

● : 적용할 수 있음

▲ : 적용할 수 있으나 맞지 않음

●? : ▲으로 인해 맞지 않음 

* AISC Steel Design Guide 11은 2016년도에 많은 내용의 수정과 추가가 있었다. ComFoorVib에 이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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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Expert의 주요특징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의 웹사이트(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steelexpert/)에서 SteelExpert 
프로그램의 주요특징, 적용범위, 정확성 검증 예, 실행 예, 사용자 매뉴얼,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 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elExpert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teelExpert는 국내외의 기존 상용프로그램에는 없는 중요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teelExpert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순간부터 이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의 강구조 설계에 많은 도움을 줄 것 

입니다.

SteelExpert의 메인 메뉴 창

http://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steelexpert/


StructuralExpert 홍보자료                                                    NEWTECH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 43 -

SteelColumn의 주요특징

• 현행구조기준(KBC2016)에 따른 매우 정확한 해석 및 설계

• 현행기준 중에 안전하지 않거나 매우 비합리적인 부분은 최근 AISC 360-16적용

• 기준에 허용된 2축 대칭 강재단면의 종류는 모두 적용

• 부재 검토 및 설계 시에 프로그램이 계산한 강재단면특성을 적용(철강회사나 서적에서 제공한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단주에서 장주까지 모두 적용

• 안정성 해석법에 따른 소요강도, 설계강도 산정

• 횡력방향(Global 좌표 축)과 기둥단면방향(Local 좌표 축)의 관계를 고려한 소요강도 산정

• 사용자가 수행한 직접해석법에 의한 2차해석값, 직접해석법에 의한 1차해석값 또는 

일반1차탄성해석값을 적용하여 소요강도를 결정

• 부재의 인장, 압축, 휨, 전단 및 조합력에 대한 검토 및 설계

• 국부좌굴에 대한 모든 한계상태와 횡좌굴, 비틀림좌굴, 횡비틀림좌굴에 대한 모든 한계상태를 

검토하여 강도를 결정.

• 각종 그래픽, 각종 분석표, 요약표 및 상세계산서 출력

•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AISC Steel Design Examples의 예제와 비교하여 검증 

• 그래픽 화면 : SteelColumn의 모든 실행과정을 화면에 그래픽으로 나타낸다. 

구분 그래픽에 포함된 내용

화면 1 소요강도산정법, 기둥단면축의 방향(각도), 기둥의 구속조건, 축력 및 휨모멘트 다이아그람

화면 2 자동 단면설계를 선택한 경우에 최적단면 선택과정

화면 3 횡단면도, 기둥길이, 단면크기, 재료강도, 단면분류, 각 강도결정 한계상태, 입력 하중 등

화면 4
x축에 대한 횡단면도, PM상관도(단면강도, 공칭강도, 설계강도), 세장영향 감소계수, 2차효
과가 포함된 소요강도(축력, 모멘트)

화면 5
y축에 대한 횡단면도, PM상관도(단면강도, 공칭강도, 설계강도), 세장영향 감소계수, 2차효
과가 포함된 소요강도(축력, 모멘트)

화면 6 각 하중 조합에 대한 축력, 조합력, 전단력에 대한 검토 그래프 및 검토 값

• 텍스트 파일 보고서 : 설계일람표를 포함한 각종 요약표 및 상세계산서를 텍스트파일로 저장한다.

구분 텍스트 출력 파일보고서의 내용

***.SC1 부재 설계 일람표

***.SC2 상세 계산서

***.SC3 강도 검토 요약표

***.SC4 안정성해석 방법 검토용 요약표



StructuralExpert 홍보자료                                                    NEWTECH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 44 -

SteelColumn의 기둥단면 방향을 고려한 소요강도

실제 해석모델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기둥단면의 방향은 해석모델의 횡력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SteelColumn은 해석모델의 횡력방향(Global 좌표 축)과 기둥단면방향(Local 좌표 축)의 관계를 고려한 

증폭계수를 계산하여 소요강도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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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Column의 소요강도 산정 흐름도 예

횡력저항 기둥의 설계강도는 안정성 설계법에서 요구하는 소요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SteelColumn은 다음 흐름도와 같이 사용자가 수행한 1개의 1차해석모델(직접해석법)로부터 얻은 

부재력과 층횡강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요강도(근사2차해석값)를 산정할 수 있다.



StructuralExpert 홍보자료                                                    NEWTECH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 46 -

SteelColumn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1

단순화한 증폭1차 직접해석법 적용한 H형강기둥

사용자가 입력한 단부구속조건, Global 좌표, 부재단면 방향, 소요강도 산정법, 부재력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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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Column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4

단순화한 증폭1차 직접해석법 적용한 H형강기둥

하부 그림은 x축에 대한 PM상관도, 흰색 점들은 1차해석값, 청색 점들은 2차해석값(설계강도를 

초과하는 경우 빨간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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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Column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6

단순화한 증폭1차 직접해석법 적용한 H형강기둥

휨-압축 조합력, 양축 휨 및 전단력에 대한 검토 그래프와 U/R

각 그래프에서 소요강도가 설계강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빨간색 점,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청색 점으로 

나타낸다. 전단력에 대한 그래프에서 소요강도가 설계강도의 50%를 초과하나 100%이하인 경우는 

노랑색 점으로 나타낸다(대부분의 해외기준들은 50%를 초과하면 압축강도와 휨강도를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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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Column의 검증 예

AISC의 Design Examples (ver 15)에 있는 예제들과 비교하여 SteelColumn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다만 

Design Examples의 예제에서는 3자리 유효 숫자를 사용하고 ASTM의 H형강 Fillet 치수와 각형강관 모

서리 반경치수가 KS와 다소 차이가 있어 공학적으로 의미 없는 정도의 매우 작은 오차가 발생하였다. 

AISC Examples이 3자리 유효숫자를 사용함을 고려할 때 SteelColumn의 설계 값이 더 정확하다. 이외 

가능한 한 많은 조건들을 포함한 검증용 예제들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KS표준의 각형강관 모서리 반경은 R=2t이다. 구조기준에서 모서리 반경을 알 수 없는 경우 구조계산에 R=1.5t를 사

용한다. 

사각형 강관의 강도계산과정에 AISC Example(E.10-1, E.10-2)은 R=1.5t, SteelColumn은 R=2t를 적용하였다. 

원형 강관의 강도계산과정에 AISC Example(E.11)에 사용한 단면적은 실제 값보다 크게 적용하였다.

Design Examples의 예제와 비교한 검증 예

예제 번호 내용 Program/AISC 차이

E.1C-1 압연 H형강(비세장) 압축 0.996 -0.004

E.1C-2 압연 H형강(비세장) 압축 1.004 +0.004

E.1D-1 압연 H형강(비세장) 압축 0.997 -0.003

E.1D-2 압연 H형강(비세장) 압축 0.995 -0.005

E.2 용접 H형강(세장웨브) 압축 0.996 -0.004

E.3 용접 H형강(세장플랜지) 압축 0.998 -0.002

E.9 사각형 강관(비세장), ERW 압축 0.994 -0.006

E.10-1 사각형 강관(세장 장변), ERW 압축 1.015 +0.015

E.10-2 사각형 강관(세장 단장변), ERW 압축 1.033 +0.033

E.10-3 사각형 강관, ERW 압축 1.000 +0.0

E.11 원형 강관(비세장), ERW 압축 0.969 -0.031

H.1B 압연 H형강(비세장) 압축/휨 조합력 0.996 -0.004

H.3 압연 H형강(비세장) 인장/휨 조합력 1.003 +0.003

H.4 압연 H형강(비세장) 압축/휨 조합력 1.006 +0.006

AISC EXAMPLES와 비교한 검증 예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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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Column과 기존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의 비교

강재기둥 설계용 상용 컴퓨터프로그램 비교표

구분 M B SteelColumn

설계법
LRFD LRFD LRFD LRFD

설계기준 KBC2016 KBC2016
KBC2016, 
AISC2016

소요강도 안정성 X X ●

설계강도 압축, 인장, 흼, 전단 ▲●▲● ▲●▲● ●●●●●

상세계산서 설계근거 ● X ●

PM 상관도 안정성 설계고려 X X ●

H 형강

압축
비세장 ● ● ●

세장 ▲ ▲ ●

휨

조밀 ● ● ●

비조밀 ▲ ▲ ●

세장 ▲ ▲ ●

조합력 ●? ●? ●

사각형 강관

압축
비세장 ● ● ●

세장 ▲ ▲ ●

휨

조밀 ● ▲ ●

비조밀 ▲ ▲ ●

세장 ▲ X ●

조합력 ●? ●? ●

원형 강관

압축

비세장 ● ● ●

세장 ▲ ▲ ●

세장제한초과 ▲ ▲ 적용 금지

휨

조밀 ● ● ●

비조밀 ▲ ▲ ●

세장 ▲ ▲ ●

세장제한초과 ▲ ▲ 적용 금지

조합력 ●? ●? ●

기타 단면 ㄷ형강, 앵글 등 미확인 미확인 X

최적화 자동설계 부재 단면 선택 ▲ ▲ ●

설계과정 검증 그래픽 화면 X X ●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파일 X X ●

비고 기준에 부적합 기준에 부적합

X : 적용할 수 없음

● : 적용할 수 있음

▲ : 적용할 수 있으나 맞지 않음

●? : ▲으로 인해 맞지 않음 

* AISC 360-16에서 안정성설계, 각종 횡좌굴공식, 세장요소가 있는 단면의 부재의 압축강도 및 휨강도, 

각형 강관의 설계법 등이 수정되었다.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SteelColumn에 이를 반영하였다.

* 구조기준에서 제한한 직경두께비를 초과하는 원형강관단면부재는 SteelColumn에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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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Beam의 주요특징

• 현행구조기준(KBC2016)에 따른 매우 정확한 해석 및 설계

• 현행기준 중에 안전하지 않거나 매우 비합리적인 부분은 최근 AISC 360-16적용

• 다양한 2축 대칭 단면(압연 H형강, 용접 H형강, 사각형 강관, 용접 Box, 원형 강관) 적용

• 부재 검토 및 설계 시에 프로그램이 계산한 강재단면특성을 적용(철강회사나 서적에서 제공한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부재의 최적 단면 선택기능(KS표준 규격의 압연 H형강, 사각형 강관, 원형 강관)

• 강관의 제작방법(ERW, SAW)에 따른 설계두께에 의해 강도 계산

• 국부좌굴에 대한 모든 한계상태와 횡비틀림좌굴에 대한 모든 한계상태를 검토하여 강도를 결정.

•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에 있는 ComColumn 또는 SteelColumn에 의해 구한 증폭계수를 

사용하여 안정성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재보의 소요강도 산정

• 모든 설계과정을 화면에 그래픽 출력

• 각종 분석표, 요약표 및 상세계산서를 텍스트 파일로 출력

•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AISC Steel Design Examples의 예제와 비교하여 검증 

• 그래픽 화면 : SteelBeam의 모든 실행과정을 화면에 그래픽으로 나타낸다. 

구분 그래픽에 포함된 내용

화면 1 부재단면이 방향과 부재의 단부 구속조건, 사용자가 입력한 부재력 및 증폭계수 등

화면 2 사용자가 부재 단면의 자동 최적화를 선택할 경우에는 선택과정을 텍스트로 나타냄.

화면 3
안정성설계를 고려한 소요강도(Mr, Vr)와 소요강도/설계강도에 대한 U/R값, 검토 그래프 
및 최종판정

• 텍스트 파일 보고서 : 설계일람표를 포함한 각종 요약표 및 상세계산서를 텍스트파일로 저장한다.

구분 텍스트 출력 파일보고서의 내용

***.SB1 부재 설계 일람표

***.SB2 상세 계산서

***.SB3 강도 검토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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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Beam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1

압연 H형강보 자동 최적단면 설계

사용자가 입력한 양단 구속조건, 단면의 방향, 비횡지지길이, 부재력, 증폭계수, 휨강도 조정계수 등을 

나타냄

증폭계수는 ComColumn 또는 SteelColumn에 의해 구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Cb 값은 부재내의 전구간 하중분포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SteelBeam은 자동 최적단면 선택 시에 1을 

사용한다. 다만 사용자가 지정한 단면을 검토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Cb값을 사용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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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Beam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2

압연 H형강보 자동 최적단면 설계

자동 최적단면선택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적단면 선택과정을 나타낸다.

프로그램에 내장된 데이터베이스(KS표준 압연형강규격)에 있는 단면이 소요강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빨간색 메시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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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Beam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3

압연 H형강보 자동 최적단면 설계

휨모멘트와 전단력에 대한 검토결과를 그래프와 텍스트로 나타낸다.



StructuralExpert 홍보자료                                                    NEWTECH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 55 -

SteelBeam의 검증 예

AISC의 Design Examples (ver 15)에 있는 예제들과 비교하여 SteelBeam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다만 

Design Examples의 예제에서는 3자리 유효 숫자를 사용하고 ASTM의 H형강 Fillet 치수와 각형강관 모

서리 반경치수가 KS와 다소 차이가 있어 공학적으로 의미 없는 정도의 매우 작은 오차가 발생하였다. 

AISC Examples이 3자리 유효숫자를 사용함을 고려할 때 SteelBeam의 설계 값이 더 정확하다. 이외 가

능한 한 많은 조건들을 포함한 검증용 예제들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KS표준의 각형강관 모서리 반경은 R=2t이다. 구조기준에서 모서리 반경을 알 수 없는 경우 구조계산에 R=1.5t를 사

용한다.

사각형 강관의 강도계산과정에 AISC Examples(F.7-B, G.4)은 R=1.5t, SteelColumn은 R=2t를 적용하였다.

Design Examples의 예제와 비교한 검증 예

예제 번호 내용 Program/AISC 차이

F.1-1B 압연 H형강(조밀) 강축 휨 1.001 +0.001

F.1-2B 압연 H형강(조밀) 강축 휨 1.006 +0.006

F.1-3B 압연 H형강(조밀) 강축 휨 1.012 +0.012

F.3-B 압연 H형강(비조밀플랜지) 강축 휨 0.996 -0.004

F.4 압연 H형강(조밀) 강축 휨 1.000 0.0

F.5 압연 H형강(조밀) 약축 휨 1.000 0.0

F.6 사각형 강관(조밀), ERW 강축 휨 1.002 +0.002

F.7-B 사각형 강관(비조밀플랜지), ERW 강축 휨 1.037 +0.037

F.8-B 사각형 강관(세장플랜지), ERW 강축 휨 1.015 +0.015

F.9-B 원형 강관(조밀), ERW 휨 0.999 -0.001

G.1-B 압연 H형강(조밀) 강축 전단 0.997 -0.003

G.6 압연 H형강(비조밀플랜지) 약축 전단 0.999 -0.001

G.4 사각형 강관(조밀), ERW 강축 전단 0.908 -0.092

G.5 원형 강관(비조밀), ERW 전단 0.999 -0.001

AISC EXAMPLES와 비교한 검증 예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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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Beam과 기존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의 비교

강재보 설계용 상용 컴퓨터프로그램 비교표

구분 M B SteelBeam

설계법
LRFD LRFD LRFD LRFD

설계기준 KBC2016 KBC2016
KBC2016, 
AISC2016

소요강도 안정성 X X ●

설계강도 휨, 전단 ●? ●? ●? ●? ●●

상세계산서 설계근거 ● X ●

H 형강

휨

조밀 ● ● ●

비조밀 ▲ ▲ ●

세장 ▲ ▲ ●

전단

조밀 ● ● ●

비조밀 ▲ ▲ ●

세장 ▲ ▲ ●

사각형 강관

휨

조밀 ● ▲ ●

비조밀 ▲ ▲ ●

세장 ▲ X ●

전단

조밀 ● ● ●

비조밀 ● ● ●

세장 ▲ ▲ ●

원형 강관

휨

조밀 ● ● ●

비조밀 ▲ ▲ ●

세장 ▲ ▲ ●

세장제한초과 ▲ ▲ 적용 금지

전단

조밀 ● ● ●

비조밀 ● ● ●

세장 ▲ ▲ ●

세장제한초과 ▲ ▲ 적용 금지

기타 단면 ㄷ형강, 앵글 등 미확인 미확인 X

최적화 자동설계 부재 단면 선택 ●? ●? ●

설계과정 검증 그래픽 화면 X X ●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파일 X X ●

비고 기준에 부적합 기준에 부적합

X : 적용할 수 없음

● : 적용할 수 있음

▲ : 적용할 수 있으나 맞지 않음

●? : ▲으로 인해 맞지 않음 

* AISC 360-16에서 안정성설계, 각종 횡좌굴공식, 세장요소가 있는 단면의 부재의 휨강도, 각형 강관의 

설계법 등이 수정되었다.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SteelBeam에 이를 반영하였다.

* 구조기준에서 제한한 직경두께비를 초과하는 원형강관단면부재는 SteelBeam에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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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StairVib의 주요특징

적용 범위

• 형상 : 선형 강재계단, 중간참이 있는 선형 강재계단

• 다이아프램 : 유연 및 강체 시스템

• 스트링거 단면 : 플레이트, ㄷ형강, 사각형강관, H형강

스트링거 설계

• 현행구조기준(KBC2016)에 따른 매우 정확한 해석 및 설계

• 현행기준 중에 안전하지 않거나 매우 비합리적인 부분은 최근 AISC 360-16적용

• 부재 검토 및 설계 시에 프로그램이 계산한 강재단면특성을 적용(철강회사나 서적에서 제공한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스트링거 부재의 휨강도, 전단강도, 처짐, 진동 계산

• 사용자가 정의한 단면의 스트링거 검토

• 자동설계기능에 의해 강도, 처짐, 진동을 고려한 스트링거의 최적단면 선택

계단 시스템에 대한 진동평가

• AISC Steel Design Guide 11에 따른 매우 정확한 진동 해석 및 평가

• 수직 및 횡 방향에 대한 고유진동수, 위치 보정계수, 가속도, 진동영향 평가

• 반응자의 위치와 보행자의 위치에 따른 가속도 산정

• 보행자의 하강경로에 따른 반응자 위치의 가속도 산정

• 사용자가 정의한 반응자와 보행자의 위치에 대한 진동영향 평가

• 자동설계기능에 의한 가장 불리한 반응자와 보행자의 위치에 대한 진동영향 평가

• 1인 및 그룹의 하강속도에 따른 진동영향 평가

•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AISC Steel Design Guide 11의 예제와 비교하여 검증 

• 그래픽 화면 : SteelStairVib의 모든 실행과정을 화면에 그래픽으로 나타낸다. 

구분 포함 내용

화면 1
사용자가 스트링거 부재단면의 자동최적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과정을 텍스트로 나타
냄(사용자가 스트링거 부재단면을 직접 정의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음).

화면 2 사용자가 입력한 강재 계단의 설계조건, 입면도, 평면도, 횡단면도 등

화면 3
휨부재(Mx)의 국부좌굴에 대한 단면분류, 스트링거의 소요강도(Mr, Vr)와 소요강도/설계강
도에 대한 U/R값, 검토 그래프

화면 4 보통 속도로 하강하는 1인 보행자에 의해 유발된 진동 가속도 그래프 등

화면 5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1인 보행자에 의해 유발된 진동 가속도 그래프 등

화면 6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그룹 보행자에 의해 유발된 진동 가속도 그래프 등

• 텍스트 파일 보고서 : 설계일람표를 포함한 각종 요약표 및 상세계산서를 텍스트파일로 저장한다.

구분 텍스트 출력 파일보고서의 내용

***.ST1 스트링거 부재 단면 일람표

***.ST2 상세 계산서

***.ST3 강도 검토 요약표

***.ST4 처짐 검토 요약표

***.ST5 진동 평가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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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StairVib의 진동 해석 및 평가 개념도

AISC Steel Design Guide 11의 선형 강재계단에 대한 진동 해석과 평가방법을 도식화한 개념도 

이 그림은 AISC Steel Design Guide 11의 예제 4.6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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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StairVib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2

1개소 중간참이 선형강재계단(사각형 강관 스트링거)

사용자가 입력한 설계조건에 대한 데이터(SDG11의 예제 적용)를 나타낸다.

계단의 입면형상, 반응자와 하강자의 위치, 계단 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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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StairVib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3

1개소 중간참이 선형강재계단(사각형 강관 스트링거)

스트링거의 단면방향, 휨강도, 전단강도 및 처짐 검토 내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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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StairVib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4

1개소 중간참이 선형강재계단(사각형 강관 스트링거)

화면 상부에 수직 고유기본진동수, 수평고유진동수와 고유진동수의 제한을 검토한 내용을 나타낸다.

보통 속도로 하강하는 1인에 의해 발생되는 반응자 위치의 진동가속도 곡선을 나타내고 평가한다.

빨간 곡선은 보행자의 경로에 따른 반응자 위치의 진동가속도를 나타낸다. 이 곡선상에 있는 원형 점은 

보행자의 하강 위치에 따른 반응자 위치의 최대 진동가속도를 나타낸다.

청색의 수평점선은 진동가속도 허용한계선을 나타낸다. 

보통 속도로 하강하는 1인에 의해 발생되는 반응자 위치의 최대진동가속도가 이 허용한계선 아래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청색 점으로 나타내고 위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간색 점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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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StairVib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5

1개소 중간참이 선형강재계단(사각형 강관 스트링거)

화면 상부에 수직 고유기본진동수, 수평고유진동수와 고유진동수의 제한을 검토한 내용을 나타낸다.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1인에 의해 발생되는 반응자 위치의 진동가속도 곡선을 나타내고 평가한다.

빨간 곡선은 보행자의 경로에 따른 반응자 위치의 진동가속도를 나타낸다. 이 곡선상에 있는 원형 점은 

보행자의 하강 위치에 따른 반응자 위치의 최대 진동가속도를 나타낸다.

청색의 수평점선은 진동가속도 허용한계선을 나타낸다.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1인에 의해 발생되는 반응자 위치의 최대진동가속도가 이 허용한계선 아래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청색 점으로 나타내고 위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간색 점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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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StairVib의 실행 예 : 그래픽 화면 6

1개소 중간참이 선형강재계단(사각형 강관 스트링거)

화면 상부에 수직 고유기본진동수, 수평고유진동수와 고유진동수의 제한을 검토한 내용을 나타낸다.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그룹에 의해 발생되는 반응자 위치의 진동가속도 곡선을 나타내고 평가한다.

빨간 곡선은 보행자의 경로에 따른 반응자 위치의 진동가속도를 나타낸다. 이 곡선상에 있는 원형 점은 

보행자의 하강 위치에 따른 반응자 위치의 최대 진동가속도를 나타낸다.

청색의 수평점선은 진동가속도 허용한계선을 나타낸다.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그룹에 의해 발생되는 반응자 위치의 최대진동가속도가 이 허용한계선 아래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청색 점으로 나타내고 위에 있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간색 점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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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StairVib의 검증 예

AISC Steel Design Guide 11, Vibrations of Steel-Framed Structural Systems Due to Human Activity, 

2016)에 있는 예제(Ex. 4.6)과 비교하여 SteelStairVib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다만 AISC Steel Design 

Guide 11의 예제에서는 3자리 유효 숫자를 사용하고 ASTM의 각형강관의 모서리 반경 등이 KS의 표준

규격과 다소 차이가 있어 공학적으로 의미 없는 정도의 매우 작은 오차가 발생하였다. AISC Steel 

Design Guide 11의 예제에서 3자리 유효숫자를 사용함을 고려할 때 SteelStairVib의 설계 값이 더 정확

하다. 이외 가능한 한 많은 조건들을 포함한 검증용 예제들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SDG 11의 예제와 비교한 검증 예

SDG-11의 예제 조건 SDG-11 Program 비율

계단 
하강

Ex.4.6

1인의 보통 속도 하강 1.44 %g 1.450 %g 1.007

1인의 빠른 속도 하강 2.49 %g 2.500 %g 1.004

그룹의 빠른 속도 하강 7.47 %g 7.501 %g 1.004

AISC Steel Design Guide 11(2016)의 예제 4.6과 비교한 검증 예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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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StairVib와 기존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의 비교

국내의 기존 상용프로그램에는 강재계단에 대한 진동 평가프로그램이 없어 미국의 상용프로그램과 비교

하였다.

강재계단 설계용 상용 컴퓨터프로그램 비교표

구분 M B US Program SteelStairVib
설계법 AISC X X SDG11(2016) SDG11(2016)

스트링거
부재설계

사용자 지정 단면 X X X ●

자동 단면 선택 X X X ●

진동 평가

1인의 보통 속도 하강 X X ● ●

1인의 빠른 속도 하강 X X ● ●

그룹의 빠른 속도 하강 X X ● ●

화면 그래픽

설계조건 X X ● ●

강도 및 처짐 X X X ●

3가지 하강에 대한 진동 X X X ●

보고서

스트링거부재 설계 
일람표

X X X ●

각종 검토 요약표 X X X ●

요약 계산서 X X ●
각종 검토 

요약표에 포함

상세 계산서 X X X ●

비고
프로그램 

없음
프로그램 

없음
부재설계 불가 국내 유일

X : 적용할 수 없음

● : 적용할 수 있음

▲ : 적용할 수 있으나 맞지 않음

●? : ▲으로 인해 맞지 않음 

* AISC 360-16에서 각종 횡좌굴공식, 세장요소가 있는 단면의 부재의 휨강도, 각형 강관의 설계법 등이 

수정되었다.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SteelStairVib에 이를 반영하였다.

* 구조기준에서 제한한 폭두께비를 초과하는 비조밀 ㄷ형강단면부재는 SteelStairVib의 스트링거 설계에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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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StairVib와 기존 상용 컴퓨터프로그램의 비교

현재 국내에는 계단진동 평가에 대한 상용프로그램이 없어 미국의 상용프로그램과 비교하였다.

AISC SDG 11의 예제 4.6와 비교한 결과 SteelStairVib는 매우 정확하다.

[AISC SDG 11(2018.7.27 변경) : 빠른 속도 하강 R=0.6적용]

구분
AISC SDG 11
Example 4.6

US Program SteelStairVib

설계법 AISC SDG11(2016) SDG11(2016) SDG11(2016)

고유
진동수

수직 7.02≥5.0Hz f_n≥5.0Hz 7.00≥5.0Hz

수평 4.73≥2.5Hz f_n≥2.5Hz 4.73≥2.5Hz

활동
구분

1인의 보통 속도 하강 1.44 %g 1.44 %g 1.45 %g

1인의 빠른 속도 하강 2.49 %g 2.49 %g 2.50 %g

그룹의 빠른 속도 하강 7.47 %g 7.48 %g 7.5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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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의 소프트웨어 웹사이트(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에서 

StructuralExpert Family 프로그램들의 주요특징, 적용범위, 정확성 검증 예, 실행 예, 타프로그램과의 

비교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