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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하구조 내진설계 프로그램 ConBasement를 소개합니다. 

ConBasement는 ConExpert(ConBasement + ConWall + ConSla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ConBasement(ver.20.1)는 현행 건축구조기준 KDS 41 17 00(2019.3)의 ‘14. 지하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건축물

의 지하구조 내진설계 지침(2020년2월3일 수정판 Rev.1, 대한건축학회)에 따라서 정적 횡토압 및 지진 횡토압

을 산정하여 1방향 휨부재로서의 지하외벽(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설계하고, 정적 횡토압, 지진 횡토압, 지

하층의 지진 관성력 영향(사용자가 입력한 각 층 유효중량 및 중량중심 위치) 및 지상층의 지진 관성력(사용자

가 입력한 1층 밑면 전단력, 전도모멘트) 영향을 고려하여 전단벽으로서의 지하 외벽 및 내벽(안전성)을 설계하

며 지진횡토압에 의해 발생되는 각 층의 횡변위와 휨부재의 국부변위를 계산합니다. 필요시 말뚝의 휨모멘트와 

전단력도 산정합니다. 지상구조물의 지진 관성력 영향에 의한 지하층의 층 전단력은 사용자가 입력한 1층 밑면 

전단력과 전도모멘트를 이용하여 1층 바닥과 기초바닥이 전도모멘트에 대해 짝힘으로 저항한다고 가정한 단순

해석법에 의해 산정합니다. 각 지하 외벽 및 내벽에 작용하는 면내 전단력(직접 전단력 + 비틀림 전단력)은 벽

의 면내 전단강성에 따른 하중분배와 벽그룹 강성중심과 횡하중 합력중심 간의 편심거리를 고려합니다. 또한 

지반종류가 𝑺𝟏 , 𝑺𝟐  혹은 𝑺𝟒에 속하면 기초하부 지반을 분석하여 기초저면에서의 전단파 속도가 260m/s 이상

인 경우에는 지반-지하구조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상구조물설계를 위한 유효지반증폭계수, 설계응답스펙트럼 및 

내진설계범주를 결정합니다. 
 

ConBasement는 응답변위법기반(이중코사인)에 의한 지반변형과 수평지반반력계수에 의해 지진토압을 산정합

니다. 휨부재로서의 지하외벽 해석에는 유한요소해석법(수직으로 10mm 간격)을 적용하였고, 전단벽으로서의 

지하 외벽과 내벽 해석에는 각층 높이와 분할요소 길이로 한 유한요소해석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층의 다이아프램은 큰 개구부가 없는 강체로 간주하고 면내 강성과 강도가 모든 하중전달경로에 충분하다

고 가정하고 해석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개발목적은 휨부재로서의 지하외벽과 전단벽으로서의 지하 외벽 및 내벽을 보수적으로 간

편하게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벽체의 축력에 관련된 해석과 설계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터널과 같이 전단

벽이 없는 관형 구조물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설계 대상 구조물이 앞에 기술한 ConBasement 프로그램의 가정조건과 해석방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나 더 

경제적인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밀 해석이 가능한 범용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하며, ConBasement이나 

ConWall은 보조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nWall은 Wall 이외에 Buttress 설계도 가능합니다. 

  

ConBasement를 포함한 ConExpert는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개발한 다른 프로그램(ComExpert, 

SteelExpert)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여러 구조설계 실무자

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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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과정 시각화 

4. 실행결과를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구조계산서 작성 
 

뒤에 첨부한 자료를 통해 ConBasement의 개략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부 구조전문가들의 요청으로 상용화한 ConBasement를 2020년 4월 13일에 출시하였습니다. 

출시기념 특별프로모션이 예정대로 2020년 5월 12일 종료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3일 

NEWTECH 뉴테크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 김승원 드림 

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 

http://www.newtechstructure.com/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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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설계모델 입체 개념도 

 

 

프로그램의 설계모델 단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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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설계모델 평면 개념도 

 

토목구조에서 다루는 지중터널구조물과 건축구조에서 다루는 지하구조물의 지진거동 차이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지하구조는 내부 모멘트골조, 지하층을 둘러싼 지하외벽 및 바닥격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구조에서 모멘트골조는 지하외벽에 비해 횡력저항강성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횡력은 

지하외벽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건축구조기준 14.6(6)에서도 “지하구조에 대한 근사적인 

설계방법으로, 설계지진토압을 포함하는 모든 횡하중을 횡하중에 평행한 외벽이 지지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구조의 지진력저항시스템은 지하층을 둘러싼 지하외벽으로 구성된 

전단벽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ConBasement에서도 내부모멘트골조의 구조요소는 무시하고 

해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지하외벽의 길이/층고 비율은 5이상 이므로 지하외벽시스템은 전단거동을 하며 

휨거동은 미미하다. 이러한 거동을 근거로 지하구조 지진력저항시스템의 해석과 지하외벽의 설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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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요 입력데이터 

1. 지진정보 

건축물의 내진등급, 지진구역(및/또는 국가지진위험도의 유효지반가속도), 지진토압산정을 위한 수평지반반

력계수 산정방법 선택(건축학회 지침서,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등) 등 

2. 지하구조정보 

외벽 및 내벽의 평면위치, 각층 높이와 벽두께, 재료강도(콘크리트, 철근), 철근의 직경과 간격 제한조건, 지

하외벽의 피복두께, 노출환경, 시멘트종류, 지하구조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반응수정계수(R), 변위증폭계수(𝐶𝑑) 

및 각층 바닥슬래브두께, 지하외벽의 종류(일반, 연속벽), 말뚝관련정보 등 

3. 지반정보 

각 토층과 기반암의 두께, 단위중량, 마찰각, 전단파속도, 프와송비, 지하수위 및 상재하중 

4. 지상 건축물의 지진관성력 정보 

건축물의 전체 좌표계 X축 및 Y축을 기준한 각 지상 건축물의 밑면전단력 및 밑면전도모멘트와 각 작용력

의 위치(x, y), 각 방향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반응수정계수(𝑅𝑥, 𝑅𝑦) 

5. 지하 건축물의 지진관성력 정보 

각 지하층의 유효중량과 유효중량 중심위치(전체 좌표계의 x, y) 

 

B. 주요 출력데이터 

1. 내진설계 일반 

지반종류분류(𝑆1, 𝑆2, 𝑆3, 𝑆4, 𝑆5, 𝑆6), 설계스펙트럼가속도산정(𝑆𝐷𝑆, 𝑆𝐷1), 지반증폭계수산정(𝐹𝑎, 𝐹𝑣), 내진설계

범주분류(A, B, C, D) 

2. 토층 자유장의 지진관성력에 의한 지진토압 

지표면에서의 스펙트럼 가속도 및 속도, 기반암 위 토층 자유장의 1차고유원진동수, 1차고유주기, 지진횡변

위, 지하구조물 밑면의 지진횡변위, 수평지반반력계수, 지진횡토압 등 

3. 정적토압 

지반정보입력자료에 따른 정적횡토압 

4. 지하구조물의 지진관성력 

사용자가 입력한 각층의 중량과 위치를 고려한 층지진하중과 층전단력 산정 

5. 휨부재로서의 지하외벽에 대한 해석 및 설계 

(1) 안전성 : 2가지 하중조합에 의한 소요휨강도, 소요전단강도, 휨철근배근(정착길이, 이음길이 포함), 전단

철근배근(전단철근배근 범위 포함), 설계휨강도, 설계전단강도 및 각 검토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 

(2) 사용성 및 내구성 : 사용성 검토용 휨모멘트, 균열모멘트, 휨균열폭, 처짐 및 각 검토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 

6. 전단벽으로서의 지하 외벽 및 내벽에 대한 해석 및 설계 

소요전단강도, 소요전단철근 비와 단면적(수평 및 수직 철근), 설계전단강도, 지진토압에 의한 지하층 횡변

위, Slurry wall(지중연속벽)을 사용한 지하외벽의 수직접합부설계를 위한 소요전단강도 

7. 말뚝에 대한 해석 

단일 말뚝에 대한 소요 휨강도, 전단강도, 말뚝특성평가(짧은 또는 중간 또는 긴 말뚝으로 분류) 

8. 지상부구조물의 내진설계범주 결정 

지반분류, 기초 밑면 전단파속도 및 지하구조의 횡강성(변위)을 고려하여 지상구조물설계를 위한 유효지반

증폭계수, 설계응답스펙트럼 및 내진설계범주 결정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 출력 결과물 

1. 그래픽 화면(25종류) : 첨부 그림 참조 

[ 하중 산정 및 해석 ] 

화면 1 : 평면도(지하 외벽/내벽의 배치, 벽그룹의 강성중심위치, 각 지상부 구조물의 밑면 전단력/전도모멘트, 

위치, 합력 위치 및 편심거리 등) 

화면 2 : 단면도(지하외벽, 바닥, 말뚝, 지하수위, 지층분포, 기반암깊이, 지반특성 등) 

화면 3 : 기반암 상부 토층의 자유장 고유원진동수 그래프, 지반분석, 지반종류분류, 내진설계범주분류 등 

화면 4 : 기반암 상부 토층의 자유장 고유주기 그래프, 지반분석, 지반종류분류, 내진설계범주분류 등 

화면 5 : 설계반응스펙트럼 가속도 그래프, 지상부 구조설계를 위한 기초 밑면기준 지반분류, 유효증폭계수, 내

진설계범주분류 등 

화면 6 : 설계반응스펙트럼 속도 그래프, 지상부 구조설계를 위한 기초 밑면기준 지반분류, 유효증폭계수, 내진

설계범주분류 등 

화면 7 : 일반화한 외벽-지반 수평지반반력계수 

화면 8 : 토층 자유장의 깊이에 따른 지진횡변위, 수평지반반력계수, 지진토압 산출과정 

화면 9 : 지하외벽 단면도, 주상도, 수평지진반력계수, 토층지진횡변위, 지진횡토압 분포도 

화면 10 : 지하외벽 단면도, 주상도, 정적횡압, 지반수직응력, 토층지진횡변위, 지진횡토압 분포도, 지진횡토압합

력 및 합력 위치 등 

화면 11 :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각 하중조합별 횡압 분포도 및 각 층 슬래브 반력 등 

 

[ 휨부재로서의 지하외벽설계 ] 

화면 12 : 2가지 하중조합(1.6𝐻, 1.0𝐻 + 1.0𝐸𝐼𝑒/𝑅)에 대한 소요 휨강도와 소요 전단강도 분포도 등 

화면 13 : 각 분할 요소에 작용하는 최대소요휨강도와 최대소요전단강도 분포도, 변곡점 위치 등 

화면 14 : 휨인장철근의 배근상세도, 소요휨강도 및 설계휨강도 분포도 등 

화면 15 : 전단철근의 배근상세도, 소요전단강도 및 설계전단강도 분포도 등 

화면 16 : 지하외벽의 내구성검토를 위한 휨모멘트, 균열모멘트, 내부면과 외부면의 균열폭 분포도 등 

화면 17 : 지하외벽의 사용성검토를 위한 휨모멘트, 균열모멘트, 유효2차단면계수의 분포도 등 

화면 18 : 지하외벽의 사용성검토를 위한 휨모멘트, 균열모멘트, 수평처짐 분포도(초기/장기 처짐) 등 

 

[ 전단벽으로서의 지하외벽설계 ] 

화면 19 : 앞쪽 및 뒤쪽 벽에 작용하는 횡압 분포도 및 슬래브 반력 

화면 20 : 공칭 횡압력, 공칭 층전단력 및 하중조합(1.0𝐻 + 1.0𝐸𝐼𝑒/𝑅)에 대한 층 전단력 분포도 

화면 21 : 지하구조물의 지진관성력, 층전단력 및 지상구조물의 밑면 지진관성력에 의한 층전단력 

화면 22 : 각층 지하외벽 요소의 전단력(소요설계전단강도) 분포 

화면 23 : 각 하중효과에 대한 전단력 및 가장 불리한 하중조합에 대한 전단력(소요설계전단강도) 

화면 24 : 소요설계전단강도에 대한 소요전단철근 비와 단면적, 지진토압에 의한 층 횡변위 분포도 등 

화면 25 : 면외 하중 및 면내 하중을 모두 만족하는 수직 및 수평철근 배근도 및 검토 결과 

 

[ 말뚝 작용력 ] 

화면 26 : 말뚝에 작용하는 휨모멘트와 전단력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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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계산서(4종류) 

텍스트 파일 1 : 요약계산서(*.BW1) 

텍스트 파일 2 : 요약상세계산서(*.BW2) 

텍스트 파일 3 : 상세계산서(*.BW3) 

보고서 파일 4 : 요약계산서(*.BW1)에 주요 그래픽화면 이미지를 추가한 요약계산서(*.BWO) 

 

 

D. 데이터 입력파일 및 보고서 관리 

데이터의 작성 및 입출력은 ConBasement에 내장된 전용 Editor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한 사용자는 소요 입력 자료들이 준비되었다면 모델작성에서 → 해석/설계 → 보

고서작성까지 평균적으로 개략 10분 정도 소요된다. 

 

1. 데이터 입력 방식(2종류) 

데이터 입력파일 작성은 입력창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입력데이터파일을 이용하여 직접 수정할 수 있다. 

 

2. 이미지 파일 저장 

각 해석모델에 대한 프로그램 실행 후, 한 번의 클릭으로 해당 모델의 모든 그래픽화면을 이미지파일(bmp)

로 저장할 수 있다. 이 이미지파일들을 프레젠테이션 자료작성이나 보고서작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그림을 삽입한 구조설계보고서 작성 

모든 해석모델에 대한 프로그램 실행 종료 후, 한 번의 클릭으로 요약계산서(*.BW1)에 주요 그래픽화면 이

미지들을 삽입한 구조설계보고서(*.BWO)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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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Editor : 입출력 관리 프로그램 

 

 

 

 

1. 프로젝트정보 입력 창 

 

 

 

다음 각 입력창에서 오른쪽 큰 창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wheel을 위로 굴

리면 확대되고 아래로 굴리면 축소된다. 

 

[Help] 탭을 누르면 입력 데이터에 대한 도움정보 매뉴얼(pdf 문서)이 열린다. 

 

2. 일반정보 입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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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강도정보 입력 창 

 

 

4. 평면정보 입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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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면정보 입력 창 

 

 

6. 지반/말뚝정보 입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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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진하중정보 입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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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고서 작성 및 보기 창 

 

입력 데이터 작성과 프로그램 수행이 완료된 후, 오른쪽 큰 창의 상부에 있는 각 탭을 누르면 해당 입력파

일 및 출력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다. 

 

[.BWO] 탭을 클릭하면 요약계산서(*.BW1)에 그림파일이 삽입된 보고서(*.BWO)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창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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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xpert의 출력화면 샘플 

 

 

ConBasement 출력화면 샘플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Sample 2 : 지하8층, 지상부 1동, 일부 지하층 기반암에 묻힘 (일부 화면만 포함) 

 

ConWall 출력화면 샘플 

Sample 1 : 지하3층, 비균일 지반, Dry Area 주변 Buttress 설계 (일부 화면만 포함) 

 

ConSlab 출력화면 샘플 

Sample 1 : 5스팬 연속슬래브, 다양한 지지부, 등분포 및 집중하중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Expert 메인 메뉴 창 

 

 

 

ConExpert은 ConBasement, ConWall과 ConSlab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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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시작 창 

 

 

 

 

 

 

입력데이터 파일명 입력 창 

 

[ To continue, Click on Me ! ] 상자를 클릭하면 ConBasement Editor가 열리면서 위 그림과 같이 입력데이

터 파일명 입력 요구문이 나온다. 

 

데이터 파일명을 입력한 후, [Enter] key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프로그램의 수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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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출력 화면 1 : 평면도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전체 좌표계, 지하외벽요소의 절점위치, 절점번호, 요소중심위치, 요소이름 

노란색은 지상부 각 타워의 1층 기준 밑면전단력(X방향 및 Y방향), 밑면전단력 작용 위치(x, y) 

녹색은 지상부 타워들의 밑면전단력 합력(X방향 및 Y방향), 합력 작용 위치(x, y) 

벽그룹의 강성중심 위치(x, y), 강성중심과 합력중심 간 편심거리(𝒆𝒙, 𝒆𝒚), 편심에 의한 비틀림 회전방향 

 

 프로그램 실행 시에 사용자의 벽요소(외벽 및 내벽) 입력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커서가 자동으로 각 절점위치

로 이동하며, 왼쪽 상부에 각 해당 위치가 순차적으로 나타남. 

 프로그램 실행 시에 사용자의 지상구조물의 밑면하중에 대한 입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커서가 자동으로 

각 밑면하중위치와 합력하중 위치로 이동하며 각 해당 정보가 왼쪽 글상자와 초록색 글씨 위치에 순차적으로 

나타남. 

 커서의 자동순환 종료 후, 사용자가 실행화면에서 커서를 목표 위치로 이동하면 목표 위치에 대한 평면적 입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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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출력 화면 2 : 지반 특성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말뚝 단면, 토층단면, 각 토층의 단위중량, 저항마찰각/프와송비, 전단파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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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출력 화면 3 : 기반암 위 토층 자유장의 고유 원진동수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상부부터 지진구역/내진등급,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의 동적특성, 지표면 기준 지반분류, 지반고유원진동수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4 : 기반암 위 토층 자유장의 고유주기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상부부터 지진구역/내진등급,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의 동적특성, 지표면 기준 지반분류, 지반고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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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출력 화면 5 : 설계응답스펙트럼 가속도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상부부터 지진구역/내진등급,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의 동적특성, 지표면 기준 지반분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단주기, 1초주기), 지반증폭계수(단주기, 1초주기), 내진설계범주, 설계응답스펙트럼가속도 

 

녹색 글씨는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표층(기반암 상부의 토층) 지반의 고유주기에 해당되는 기

반암의 지반증폭계수(단주기, 1초주기), 설계응답스펙트럼가속도, 𝑻𝟎, 𝑻𝒔 

 

붉은 글씨는 지하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한 지상구조물의 지반증폭계수(단주기, 1초주기), 설계응답스펙트럼가

속도 𝑻𝟎, 𝑻𝒔, 지반종류, 내진설계범주 

 

그래프에서 연두색 선은 지하구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지상구조 설계용 설계응답스펙트럼 가속도. 

그래프에서 녹색 선과 글씨는 지하구조 설계용, 붉은색 선과 글씨는 지하구조의 영향을 고려한 지상구조 설

계용. 연두색과 붉은색 선이 겹칠 경우에는 붉은 선만 나타남. 녹색과 붉은색 선이 겹칠 경우에는 녹색 선

만 나타남.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6 : 설계응답스펙트럼 속도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상부부터 지진구역/내진등급,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의 동적특성, 지표면 기준 지반분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단주기, 1초주기), 지반증폭계수(단주기, 1초주기), 내진설계범주, 설계응답스펙트럼속도 

 

녹색 글씨는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표층(기반암 상부의 토층) 지반의 고유주기에 해당되는 기

반암의 지반증폭계수(단주기, 1초주기), 설계응답스펙트럼속도, 𝑻𝟎, 𝑻𝒔 

 

붉은 글씨는 지하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한 지상구조물의 지반증폭계수(단주기, 1초주기), 설계응답스펙트럼속

도, 𝑻𝟎, 𝑻𝒔, 지반종류, 내진설계범주 

 

그래프에서 연두색 선은 지하구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지상구조 설계용 설계응답스펙트럼 속도. 

그래프에서 녹색 선과 글씨는 지하구조 설계용, 붉은색 선과 글씨는 지하구조의 영향을 고려한 지상구조 설

계용. 연두색과 붉은색 선이 겹칠 경우에는 붉은 선만 나타남. 녹색과 붉은색 선이 겹칠 경우에는 녹색 선

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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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출력 화면 7 : 일반화한 외벽-지반 수평지반반력계수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 그래프 : 전단파 속도에 따른 일반화한 외벽-지반 수평지반반력계수 

오른쪽 그래프 : 깊이 증가에 따른 일반화한 외벽-지반 수평지반반력계수 

흰색선은 대한건축학회 건축물의 지하구조 내진설계지침 해설표 6-1을 일반화한 계수 

빨간색선 및 초록색선은 해설표 6-1을 일반화한 추세선-1 및 추세선-2 

 

  

 
  

 

AIK SDG 표6-1 적용 추세선-1 적용 추세선-2 적용 AIK SDG 표6-1 적용 추세선-1 적용 추세선-2 적용 

균일 토층에서의 지진토압 분포 예 비균일 토층에서의 지진토압 분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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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출력 화면 8 :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진토압 계산 과정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요소번호, 깊이, 지반 수평변위, 구조밑면 수평변위, 수평지반반력계수, 지진토압 

이 예에서 수평지반반력계수 산정방법은 아래 표의 A0를 적용하였음 

 

ConBasemen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벽-지반 수평지반반력계수 산정방법 (15 종류) 

구분 
각 토층의 Vs 적용 단일 평균 값 Vs 적용 이중 평균 값 Vs 적용 

0 1 2 

A AIK SDG Table C6-1 기반 A0 A1 A2 

B C6-1기반 추세선 1 B0 B1 B2 

C C6-1기반 추세선 2 C0 C1 C2 

D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D0 D1 D2 

E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kim,m.c.안) E0 E1 E2 

권장 Option : A0, B0, 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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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출력 화면 9 : 지반의 지진수평변위와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진토압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말뚝 단면, 토층단면, 수평지반반력계수, 지반/구조 수평변위, 지진토압 

(이 예의 수평지반반력계수는 ConBasement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내진설계 지침의 아래 표를 적용한 경우임) 

 

건축물의 지하구조 내진설계 지침해설 표 6-1 (대한건축학회)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0 :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정적 및 지진 횡토압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말뚝 단면, 토층단면, 정적횡토압, 지반수직응력, 지반/구조 수평변위, 지진토압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1 :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횡하중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토층단면,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횡하중, 슬래브 반력, 각 하중조합의 횡하중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2 : 각 하중조합에 대한 소요강도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소요휨강도(𝟏. 𝟔𝑯, 𝟏. 𝟎𝑯 + 𝟏. 𝟎𝑬𝑰𝒆/𝑹), 소요전단강도(𝟏. 𝟔𝑯, 𝟏. 𝟎𝑯 + 𝟏. 𝟎𝑬𝑰𝒆/𝑹)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3 : 최대소요강도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최대소요휨강도(Moment Envelopes), 최대소요전단강도(Shear Envelopes)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3a : 최대소요강도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최대소요휨강도(Moment Envelopes), 최대소요전단강도(Shear Envelopes)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4 : 휨철근 상세 및 소요휨강도/설계휨강도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휨철근배근상세(철근 직경, 간격, 이음, 정착 등), 소요휨강도/설계휨강도

(Envelopes)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5 : 전단철근 상세 및 소요전단강도/설계전단강도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전단철근배근상세(철근 직경, 간격, 배근 범위 등), 소요전단강도/설계전단강도

(Envelopes)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6 : 균열폭 분포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휨철근배근상세, 사용하중모멘트/균열모멘트, 균열폭(균열 상태별 구분)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7 : 유효2차단면모멘트 분포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휨철근배근상세, 사용하중모멘트/균열모멘트, 2차단면모멘트(𝑰𝑮, 𝑰𝒄𝒓, 𝑰𝒆𝒇𝒇)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8 : 처짐 분포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휨철근배근상세, 사용하중모멘트/균열모멘트, 처짐(초기처짐, 장기처짐)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9 : 앞쪽 및 뒤쪽 벽에 작용하는 횡압(단위 폭) 분포, 전단벽설계용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토층단면, 앞쪽 및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 횡압 분포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름 

이 예는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임.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20 : 횡압력에 의한 층 전단력(단위 폭) 분포, 전단벽설계용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토층단면,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𝟏. 𝟎𝑯 전단력, 𝟏. 𝟎𝑬 전단력, 𝟏. 𝟎𝑯 + 𝟏. 𝟎𝑬𝑰𝒆/𝑹 전

단력 

 

이 예는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임.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21 : 지하 및 지상 구조의 지진하중에 의한 층전단력, 전단벽설계용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지하층 유효중량/수평가속도, 지하층관성력, 지하층관성력에 의한 층전단력, 지상

부 밑면 전단력 및 전도모멘트에 의한 층전단력 

 

그림출처 : TBI, PEER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22 : 각층 지하외벽 요소의 전단력 분포(단위 길이), 전단벽설계용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X방향 하중 적용 시, 각 층의 분할 벽요소에 작용하는 전단력(Vu)의 분포(kN/m) 

 

이 예는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임.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23 : 각 하중 효과에 의한 층전단력(단위 길이), 전단벽설계용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위 그림은 앞 그림 22의 전단력 분포 그래프에서 최대값을 갖는 전단벽요소에 대한 하중종류별 전단력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각 하중에 의한 층전단력(정적토압, 지진토압, 지하관성력, 지상관성력 영향), 소요

전단강도 

 

이 예는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임.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24 : 전단벽으로서의 지하외벽 검토결과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토층단면/지진토압, 전단벽검토결과(소요전단강도, 소요철근량, 콘크리트설계전단강

도, 단면설계전단강도, 제한설계전단강도 등), 지진토압에 의한 수평변위(층변위, 국부변위) 

 

이 예는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임.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25 : 면외하중 및 면내하중을 모두 만족하는 지하외벽의 철근배근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수직철근배근, 수평철근배근, 면외하중에 대한 전단철근배근 

 

위 화면은 면외하중 및 면내하중에 대해 독립적으로 모두 만족하는 지하외벽의 철근배근과 강도검토 결과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26 : 지반변위에 의해 말뚝에 작용하는 모멘트와 전단력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왼쪽부터 지하외벽/말뚝 단면, 토층단면, 지반/구조 횡변위, 말뚝에 작용하는 모멘트 및 전단력 분포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데이터 다시 보기 및 화면그림파일 저장 창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초록색 숫자(1~26)가 있는 각 상자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이 재생된다. 

초록색 글씨 [All] 상자를 클릭하면 모든 화면 그림파일이 저장된다. 

 

노란색 숫자(1~3)가 있는 상자를 클릭하면 해당 보고서 파일이 열린다. 

노란색 글씨 [All] 상자를 클릭하면 모든 보고서 파일이 열린다. 

 

최하부에 Press [Enter] Key to Continue ! (또는 Terminate !) 구문이 나온 후 [Enter] Key를 누르면 보고서

용 주요 그림파일들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이 그림파일들은 ConBasement-Editor에 의해 Brief Report에 자

동으로 삽입된다.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종료 화면 : 

Sample 1 : 지하2층, 지상부 2동, 비균일 연약지반, 말뚝기초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A : 내부 전단벽의 배치 

Sample 2 : 지하8층, 지상부 1동, 일부 지하층 기반암에 묻힘 

 

 

상기 화면처럼 내부전단벽의 배치는 지하외벽이 전단벽으로서 두께가 부족하거나 지하구조의 층횡변위가 

커서 지상구조의 내진설계범주를 낮추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바닥 다이아프램의 폭과 길이의 비가 큰 

경우(길이/폭의 비가 3배 초과), 즉 길쭉한 경우나 하중전달경로에 큰개구부가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 

 

ConBasement에서 내부전단벽은 필요한 층까지 배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하8층 지하구조물에서 지하 

4층부터 8층까지만 지하외벽의 강도나 강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하 8층에서 지하4층까지만 배치할 수 있

다. 

단, 각 내부 전단벽의 길이는 𝑳𝒘 > 𝟓𝑯𝒘 또는 𝑳𝒘 𝑯𝒘⁄ > 𝟓를 만족해야 이 프로그램의 해석결과에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2A : 지반 특성 

Sample 2 : 지하8층, 지상부 1동, 일부 지하층 기반암에 묻힘 

 

 

왼쪽부터 지하외벽/말뚝 단면, 토층단면, 각 토층의 단위중량, 저항마찰각/프와송비, 전단파속도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5A : 설계응답스펙트럼 가속도 

Sample 2 : 지하8층, 지상부 1동, 일부 지하층 기반암에 묻힘 

 

 

상부부터 지진구역/내진등급,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의 동적특성, 지표면 기준 지반분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단주기, 1초주기), 지반증폭계수(단주기, 1초주기), 내진설계범주, 설계응답스펙트럼가속도 

 

녹색 글씨는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표층(기반암 상부의 토층) 지반의 고유주기에 해당되는 기

반암의 지반증폭계수(단주기, 1초주기), 설계응답스펙트럼가속도, 𝑻𝟎, 𝑻𝒔 

 

붉은 글씨는 지하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한 지상구조물의 지반증폭계수(단주기, 1초주기), 설계응답스펙트럼가

속도 𝑻𝟎, 𝑻𝒔, 지반종류, 내진설계범주 

 

그래프에서 연두색 선은 지하구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지상구조 설계용 설계응답스펙프럼 가속도. 

그래프에서 녹색 선과 글씨는 지하구조 설계용, 붉은색 선과 글씨는 지하구조의 영향을 고려한 지상구조 설

계용. 연두색과 붉은색 선이 겹칠 경우에는 붉은 선만 나타남. 녹색과 붉은색 선이 겹칠 경우에는 녹색 선

만 나타남.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ConBasement 출력 화면 19A : 앞쪽 및 뒤쪽 벽에 작용하는 횡압(단위 폭) 분포, 전단벽설계용 

Sample 2 : 지하8층, 지상부 1동, 일부 지하층 기반암에 묻힘 

 

 

왼쪽부터 토층단면, 앞쪽 및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 횡압 분포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름 

이 예는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을 적용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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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출력 화면 20A : 횡압력에 의한 층 전단력(단위 폭) 분포, 전단벽설계용 

Sample 2 : 지하8층, 지상부 1동, 일부 지하층 기반암에 묻힘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토층단면,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𝟏. 𝟎𝑯 전단력, 𝟏. 𝟎𝑬 전단력, 𝟏. 𝟎𝑯 + 𝟏. 𝟎𝑬𝑰𝒆/𝑹 전

단력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름 

이 예는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을 적용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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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출력 화면 22A : 각층 지하외벽 요소의 전단력 분포(단위 길이), 전단벽설계용 

Sample 2 : 지하8층, 지상부 1동, 일부 지하층 기반암에 묻힘 

 

 

X방향 하중 적용 시, 각 층의 분할 벽요소에 작용하는 전단력(Vu)의 분포(kN/m) 

 

이 예는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을 적용한 경우임. 

 

이 예는 지하8층 지하구조물에서 지하 4층부터 8층까지만 내벽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지하 4층 이하의 내

벽들이 층전단력의 일부를 분담하여 지하 4층부터는 외벽의 전단력이 감소하게된다. 그래프에서 B3과 B4를 

비교하면 지하 4층의 외벽 전단력이 지하 3층 외벽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하구조물에 대한 기반암의 횡지지는 바닥 다이아프램의 위치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기반암의 첫 번째 지지부 이하의 전단벽의 층전단력은 감소시키지 않고 동일한 층전단력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위 그래프에서 기반암 하부 전단벽들의 전단력 선은 겹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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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출력 화면 23A : 각 하중 효과에 의한 층전단력(단위 길이), 전단벽설계용 

Sample 2 : 지하8층, 지상부 1동, 일부 지하층 기반암에 묻힘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각 하중에 의한 층전단력(정적토압, 지진토압, 지하관성력, 지상관성력), 소요전단

강도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름 

이 예는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을 적용한 경우임. 

 

상기 화면처럼 기반암에 묻힌 지하구조물은 기반암의 횡지지를 고려한 전단벽의 소요전단강도를 산정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하구조물에 대한 기반암의 횡지지는 바닥 다이아프램의 위치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기반

암의 첫 번째 지지부 이하의 전단벽의 층전단력은 감소시키지 않고 동일한 층전단력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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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출력 화면 24A : 기반암에 묻힌 지하구조물의 전단벽으로서의 지하외벽 검토결과 

Sample 2 : 지하8층, 지상부 1동, 일부 지하층 기반암에 묻힘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토층단면/지진토압, 뒤쪽 벽에 작용하는 정적 횡압, 전단벽검토결과(소요전단강도, 

소요철근량, 콘크리트설계전단강도, 단면설계전단강도, 제한설계전단강도 등), 지진토압에 의한 수평변위(층

변위, 국부변위)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름 

이 예는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을 적용한 경우임. 

 

상기 화면처럼 기반암에 묻힌 지하구조물은 기반암의 횡지지를 고려한 전단벽의 소요전단강도로 검토하고, 

사용자의 선택방법에 따라서 기반암의 횡변형 효과를 개략적으로 고려하여 지하구조물의 층 횡변위를 산정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하구조물에 대한 기반암의 횡지지는 바닥 다이아프램의 위치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기반암의 첫 번째 지지부 이하의 전단벽의 층전단력은 감소시키지 않고 동일한 층전단력으로 검토한다. 

 

이 예에서 내부 전단벽을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단벽으로서의 지하외벽 두께는 일부층에서 부족하였

으나, 내부 전단벽의 적절한 배치로 지하외벽의 두께가 증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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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 출력 화면 25A : 면외하중 및 면내하중을 모두 만족하는 지하외벽의 철근배근 

Sample 2 : 지하8층, 지상부 1동, 일부 지하층 기반암에 묻힘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수직철근배근, 수평철근배근, 면외하중에 대한 전단철근배근 

 

위 화면은 면외하중 및 면내하중에 대해 독립적으로 모두 만족하는 지하외벽의 철근배근과 강도검토 결과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 적용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름 

이 예는 뒤쪽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정적 횡압을 적용한 경우임. 

 



ConExpert Developed by NEWTECH and ASSOCIATES 

지하외벽설계 프로그램 ConWall을 소개합니다. 

 

ConWall의 주요 특징 

 

ConWall은 ConBasement의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일반적인 수직 1방향 구조거동 지하외벽(Continuous One-

Way Wall) 및 수평 1방향 구조거동 외벽과 이를 지지하는 버팀기둥(Continuous Buttress)에 대한 설계를 수행

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한요소해석법에 의해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반의 횡력(정적, 지진) 산정에서부터 부재단면 설

계 및 사용성(처짐)/내구성(균열) 검토까지 자동으로 일괄 수행한다. 단, 수평 1방향 외벽은 단순해석법(single 

span)으로 휨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한 단면설계만 수행하고 처짐/균열검토는 수행하지 않는다.  

 

다음 실행 예는 Dry Area 주변에 있는 지하 1~3층의 버팀기둥(Buttress)과 버팀기둥에 지지된 수평 1방향 외

벽에 대한 설계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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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all 시작 창 

 

 

 

 

 

입력데이터 파일명 입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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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all 출력 화면 8 : 지반의 지진수평변위와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지진토압 

Sample 1 : 지하 3층, 비균일 지반, Dry Area 주변 Buttress 설계 

 

 

왼쪽부터 Buttress 입면, 토층단면, 수평지반반력계수, 지반/구조 수평변위, 지진토압 

(이 예의 수평지반반력계수는 ConWall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내진설계 지침의 표값을 적용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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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all 출력 화면 11 :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횡하중 

Sample 1 : 지하 3층, 비균일 지반, Dry Area 주변 Buttress 설계 

 

 

왼쪽부터 Buttress 입면, 토층단면, 지하외벽에 작용하는 횡하중, 슬래브 반력, 각 하중조합의 횡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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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all 출력 화면 13a : 최대소요강도 

Sample 1 : 지하 3층, 비균일 지반, Dry Area 주변 Buttress 설계 

 
 

왼쪽부터 Buttress 입면, 최대소요휨강도(Moment Envelopes), 최대소요전단강도(Shear Envel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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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all 출력 화면 14 : 휨철근 상세 및 소요휨강도/설계휨강도 

Sample 1 : 지하 3층, 비균일 지반, Dry Area 주변 Buttress 설계 

 
 

왼쪽부터 Buttress 입면, 휨철근배근상세(철근 직경, 간격, 이음, 정착 등), 소요휨강도/설계휨강도(Envel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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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all 출력 화면 15 : 전단철근 상세 및 소요전단강도/설계전단강도 

Sample 1 : 지하 3층, 비균일 지반, Dry Area 주변 Buttress 설계 

 

 

왼쪽부터 Buttress 입면, 전단철근배근상세(철근 직경, 간격, 배근 범위 등), 소요전단강도/설계전단강도

(Envel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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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all 출력 화면 16 : 균열폭 분포 

Sample 1 : 지하 3층, 비균일 지반, Dry Area 주변 Buttress 설계 

 

 

왼쪽부터 Buttress 입면, 휨철근배근상세, 사용하중모멘트/균열모멘트, 균열폭(균열 상태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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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all 출력 화면 17 : 유효 2 차단면모멘트 분포 

Sample 1 : 지하 3층, 비균일 지반, Dry Area 주변 Buttress 설계 

 

 

왼쪽부터 지하외벽 단면, 휨철근배근상세, 사용하중모멘트/균열모멘트, 2차단면모멘트(𝑰𝑮, 𝑰𝒄𝒓, 𝑰𝒆𝒇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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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all 출력 화면 18 : 처짐 분포 

Sample 1 : 지하 3층, 비균일 지반, Dry Area 주변 Buttress 설계 

 

 

왼쪽부터 Buttress 입면, 휨철근배근상세, 사용하중모멘트/균열모멘트, 처짐(초기처짐, 장기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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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all 출력 화면 19 : 철근배근상세 

Sample 1 : 지하 3층, 비균일 지반, Dry Area 주변 Buttress 설계 

 

 

왼쪽부터 Buttress 입면, 휨철근배근상세, 휨강도검토결과, 전단철근배근상세, 전단강도검토결과, 양측표면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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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all 출력 화면 20 : 철근배근상세 

Sample 1 : 지하 3층, 비균일 지반, Dry Area 주변 Horizontal One-Way Wall 설계 

 

 

왼쪽부터 Buttress입면/Wall단면, 수직휨철근배근상세, 수평휨철근배근상세/전단철근배근영역, 전단철근 직경 

및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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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 슬래브설계 프로그램 ConSlab를 소개합니다. 

 

ConSlab의 주요 특징 

 

국내의 기존 일방향슬래브 설계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근사해석법(일명 계수법)을 적용하고 있어 ① 인접 2경간의 

길이 차이가 20% 이하, ② 등분포하중, 활하중/고정하중비가 3배 이하, ③ 일정한 슬래브두께 및 ④ 철근콘크

리트 보와 일체화된 슬래브인 조건을 만족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을 만족하더라도 각 경간의 

중앙부 구간에 큰 부모멘트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근사해석법에는 이에 대한 모멘트 계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국 콘크리트구조기준(BS 8110)은 아래 표와 같이 근사해석법의 적용조건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

으며, 근래의 유로통합 콘크리트구조기준(EC2)은 근사해석법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활하중의 배치

(pattern loading)와 지지조건 등을 고려한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설계를 요구한다. 

 

각 국가의 콘크리트구조기준의 근사해석 적용 조건 

제한 조건 
한국, 미국 

(KBC 2016, ACI 318) 

영국 

(BS 8110) 

호주 

(AS 3600) 

최소 경간 수 2경간 이상 3 경간 이상 2경간 이상 

인접 2경간의 길이 차이 20% 이하 15% 이하 20% 이하 

하중분포 등분포 등분포 등분포 

활하중/고정하중 비 3배 이하 1.25배 이하, LL ≤ 5.0kN/m2 2배 이하 

부재단면의 크기(두께) 일정 일정 일정 

 

ConSlab는 다양한 하중분포(등분포, 집중), 활하중배치(pattern loading)와 다양한 지지조건 등을 고려한 구조

해석을 통해 설계하므로 근사해석법을 적용할 수 없는 조건의 일방향슬래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철

근콘크리트 보와 일체로 된 슬래브가 아닌 H형강 합성보에 지지된 슬래브에도 적용할 수 있다. 

 

ConSlab는 탄성 유한요소해석법에 의해 모든 요소분할위치의 소요강도를 산정하고 모든 요소분할위치의 유효2

차단면모멘트를 고려하여 처짐(ACI 318_19) 및 균열(FIB MODEL CODE 2010)을 해석한다. 철근은 ‘철근콘크리

트 배근상세 지침(KSEA, ACI)’에 따라 배치하며, 중앙부 상부철근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모멘트의 분포형상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새롭게 바뀐 ACI 318-19에 의한 처짐 량은 이전 기준의 처짐 량보다 훨씬 크게 산정되므로 처짐 검토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뒤에 첨부한 출력화면을 통해 ConSlab의 설계수행 과정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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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lab 시작 창 

 

 

 

 

 

입력데이터 파일명 입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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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lab 출력 화면 1 : 입력 자료 및 소요휨강도 

Sample 1 : 5스팬 연속슬래브, 다양한 지지부, 등분포 및 집중하중 

 

 

상부부터  

1. 연속슬래브의 두께, 경간길이, 지지부 형상(일체화된 콘크리트보, 일체화된 벽, 강재합성보, 핀지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2. 고정하중 분포(등분포, 집중 하중을 적용할 수 있음) 

3. 활하중(등분포, 집중 하중) 분포 

4. 소요휨강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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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lab 출력 화면 2 : 안전성 설계결과 

Sample 1 : 5스팬 연속슬래브, 다양한 지지부, 등분포 및 집중하중 

 

 

상부부터  

1. 연속슬래브의 두께, 경간길이, 지지부 형상, 휨철근 상세(하부철근, 양단부 상부철근, 중앙부 상부철근) 

2. 소요휨강도/설계휨강도 분포 

3. 소요전단강도/설계전단강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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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lab 출력 화면 3 : 사용성 검토를 위한 휨모멘트와 전단력 

Sample 1 : 5스팬 연속슬래브, 다양한 지지부, 등분포 및 집중하중 

 

 

상부부터  

1. 연속슬래브의 두께, 경간길이, 지지부 형상, 휨철근 상세(하부철근, 양단부 상부철근, 중앙부 상부철근) 

2. 사용하중에 의한 휨모멘트 분포(고정하중, 활하중, 총하중) 

3. 사용하중에 의한 전단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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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lab 출력 화면 4 : 사용성 검토를 위한 유효2차단면모멘트 

Sample 1 : 5스팬 연속슬래브, 다양한 지지부, 등분포 및 집중하중 

 

 

상부부터  

1. 연속슬래브의 두께, 경간길이, 지지부 형상, 휨철근 상세(하부철근, 양단부 상부철근, 중앙부 상부철근) 

2. 사용하중에 의한 휨모멘트 분포(고정하중, 활하중, 총하중), 균열 모멘트, 저감된 균열모멘트 

3. 단면2차모멘트(비균열 𝑰𝑮, 균열 𝑰𝒄𝒓, 고정하중에 대한 𝑰𝒆𝒇𝒇, 총하중에 대한 𝑰𝒆𝒇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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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lab 출력 화면 5 : 처짐에 대한 검토결과 

Sample 1 : 5스팬 연속슬래브, 다양한 지지부, 등분포 및 집중하중 

 

 

상부부터  

1. 연속슬래브의 두께, 경간길이, 지지부 형상 

2. 각 사용하중(고정하중, 활하중, 총하중)에 의한 초기처짐 분포 

3. 활하중에 의한 즉시처짐 분포 

4. 총하중에 의한 장기처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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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lab 출력 화면 6 : 균열에 대한 검토결과 

Sample 1 : 5스팬 연속슬래브, 다양한 지지부, 등분포 및 집중하중 

 

 

상부부터  

1. 연속슬래브의 두께, 경간길이, 지지부 형상, 휨철근 상세(하부철근, 양단부 상부철근, 중앙부 상부철근) 

2. 사용하중에 의한 휨모멘트 분포(고정하중, 활하중, 총하중), 균열 모멘트(구속영향 미고려), 저감된 균열모

멘트(구속영향 고려) 

3. 지속하중에 의한 균열폭 분포(균열상태를 색깔로 구분), 지지부 면에서의 균열폭(흰색 점선), 허용균열폭 

연두색 균열은 균열형성단계 상태, 녹색 균열은 안정화된 균열상태, 분홍색은 EC2의 𝛔 ≥ 𝟎. 𝟔𝝈𝒔/𝑬𝒔인 인

장철근응력상태의 균열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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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Basement의 면내전단강도 

 

ACI 318-19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전단벽의 전단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