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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쌍용ALC 블록 및 슬래브패널을 결합하여 건축하는 조적식구조인 「ALL 쌍용ALC 내진공법」의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설계 시 지켜야 할 일반사항입니다.

1. 적용범위

1) 「ALL 쌍용ALC 내진공법」을 적용하는 2층이하 주택

2) ALC블록 조적벽체는 홑겹(Single Layer)벽체 기준

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설계기본풍속이 45m/sec 이하인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2. 적용제품

ALL 쌍용ALC 내진공법 설계에 적용하는 제품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쌍용ALC 블록 (ALC-i, 일반품, 고강도)

2) 쌍용ALC 패널 (고강도 바닥 슬래브패널, 지붕슬래브패널)

3) 쌍용ALC 인방보 (고강도 내력인방보)

4) 쌍용ALC 조적용 모르타르

3. 건축물 형상에 따른 적용제한

1) 평면상 X축, Y축 양방향 모두 공간의 크기, 구조적 견고함에 있어 벽량이 대칭적이어야 유리합니다.

2) 평면상 X축, Y축 양방향 비율은 1 : 4 미만이어야 합니다.

3) 한 개 층의 층고는 4.0m 이내

4. 전단벽으로서의 ALC 블록 내력벽은 다음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1) ALC 블록구조 내력벽체의 두께는 최소 200㎜ 이상이어야 함.

2) 모든 내력벽체는 막힌 줄눈쌓기로 해야 하며 교차하거나, 직교하는 벽체는 물려쌓기 해야 함.

3) 건축물의 내력벽은 평면상 X축, Y축 양방향으로 균등하게 배치되어야 유리함.

4) 2층 내력벽의 단면은 수직적으로 1층 내력벽의 단면 내에 있어야 함.

5) 내력벽의 1층과 2층의 위치는 일치하여야 하며 1층에 없는 내력벽체가 2층에 설치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강조치를 해야함.

6) 건축물의 내력벽은 기초부터 지붕층 바닥까지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7) 내력벽의 최대길이는 아래  표 -1 (벽체 횡지지 제한)에 따르며, 초과 시에는 대린벽을 세워 보강함

8) 건축물 X축, Y축 방향으로 적어도 2개 이상의 전단벽이 존재해야 하며, 전단벽이 요구되는 각 방향에 대하여 

해당방향으로 배치된 전단벽 길이의 합계가 건물 장변길이의 5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이때 개구부의 길이 및 길이 1m 미만 벽체는 전단벽의 길이 합계 산정에서 제외함.

9) 비내력벽체는 200㎜ 미만으로 시공할 수 있으나 전단벽으로 산정할 수 없음.

10) ALC블록구조 벽체는 아래 표-1 에서 주어진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횡지지되어야 함.

ALL 쌍용ALC 내진공법 - 설계 일반사항



표-1  벽체 유형에 따른 벽체 횡지지 제한

벽체유형 최대   L / t ,  h' / t

구조벽 20

외부 비구조벽 18

내부 비구조벽 36

캔틸레버벽 6

주)  L：벽체의 수평방향 횡지지간 길이      h'：벽체의 유효높이      t ：벽체의 유효두께

5. 벽율 제한

1) 평면상 X축, Y축의 벽율은 아래 표-2 에서 주어진 값 이상이어야 함.

2) 비내력벽체는 200㎜ 미만으로 시공할 수 있으나 벽량 계산에서는 제외함.

표-2  벽율 제한

층수
층 바닥 면적

80m2 미만 80m2 이상

1층 0.070 0.060

2층 0.063 0.054

주)  벽율 : 동일 평면상의 벽량의 총합을 평면의 면적으로 나눈값

    벽량 : 평면상 X축, Y축 내력벽체의 길이에 벽체두께를 곱한 값 (길이 1m미만 벽체 제외)

6. 보강기둥 설치

1) 지진으로 인한 횡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LC블록을 천공하여 철근을 삽입한 보강기둥을 설치함. 

   (아래 그림 참조)

      그림-1  보강기둥 설치개념                                             그림-2  블록 천공규격

Ø

ALC블록 두께 

천공 크기 (Ø)

250 mm 이상

150 mm

 

보강철근 (콘크리트기초에 정착)

ALC블록 (현장천공)

보강철근 삽입 후 모르터충진

주근 4 - HD10    띠철근 HD6 이상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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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강기둥의 설치위치

- 건축물의 모서리 부위.

- 보강기둥의 최대 간격은 7m로서 이를 초과하면 7m이내가 되도록 추가 설치함

3) 보강기둥은 기초부터 지붕층 테두리 보까지 단절 없이 일직선으로 연속되어야 함.

4) 보강기둥의 보강철근은 기초에 정착시켜야 함.

그림-3 보강기둥 설치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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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모서리
보강기둥 설치 

7m 이내 
벽체길이 7m 이내
보강기둥 설치 

ALC블록

   (외벽-내벽 교차부위)

   (외벽 모서리 부위)



7. 슬래브패널

1) 바닥 및 지붕층에 적용되는 슬래브패널은 쌍용ALC 고강도 바닥 슬래브패널을 기준으로 함.

2) 패널 간 장변 접합부에 철근을 삽입하고 모르타르를 충진하여 접합부를 보강해야 함.

3) 지붕 경사각(경사도)은 최대 27°이하 (1 : 2)로 제한 함.

그림-4 바닥 슬래브패널 - 테두리 보 보강철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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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슬라브패널
         (고강도) 

      ALC 블록

테두리 보 보강철근

                       상부근 2 - HD13
                       하부근 2 - HD13  
                       스터럽 HD 10 이상 @ 250

   패널 장변접합부 보강철근
   1 - HD10 (테두리 보에 정착)

테두리 보



8. 테두리 보

1) 내력 벽체는 수평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바닥 슬래브패널, 지붕층 바닥 슬래브패널 및 그 밖에 수평력을 지지할 

수 있는 요소에 적절히 정착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 모든 내력벽체의 상부에는 테두리 보를 설치하여야 함.

2) 테두리 보 규격 - 폭 : 150㎜ 이상,           높이 : 바닥 슬래브패널 두께 이상.

3) 테두리 보의 설치상세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5 외벽 보강기둥 - 테두리 보 - 바닥 슬래브패널 배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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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슬라브패널
         (고강도) 

ALC 경계블록
      (THK 50)

고름모르터

단열재 보강

      ALC 블록

테두리 보 보강철근

                       상부근 2 - HD13
                       하부근 2 - HD13  
                  스터럽 HD 10 이상 @ 250

패널 장변접합부 보강철근
1 - HD10 (테두리 보에 정착)

      ALC 블록

      모르터충진
모르터충진

      내부마감

ALC 슬라브패널
         (고강도) 

ALC 경계블록
      (THK 50)

테두리 보

단열재 보강

      ALC 블록

기둥보강철근(콘크리트기초에 정착)

주근 4 - HD10   띠철근 HD 6 이상@ 300

테두리 보 보강철근

상부근 2 - HD13   하부근 2 - HD13  
스터럽 HD 10이상@ 250

보강기둥 블록(현장천공)

(보강철근 삽입 후 모르터충진)

패널 장변접합부
보강철근 1 - HD10 (테두리 보에 정착)

패널 장변접합부
(보강철근 삽입 후 모르터충진)

테두리 보-기둥연결 ‘ㄱ’-형 긴결철근
2 - HD10 (정착길이 각 방향 600이상)



9. 개구부의 설치

1) 외벽 모서리 중심으로부터 수평거리 1.2m 이내에는 개구부 설치를 지양함.

2) 같은 층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개구부 상호간의 수평거리는 1.0m 이상으로 함.

3)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mm 이상으로 하며 같은 층의 

벽에 상하로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음.

4) 개구부의 상부에는 쌍용ALC 고강도 내력 인방보을 설치하여야 함.

5) 인방보의 최소 걸침길이는 아래 표-3 과 같음.

표 -3  인방 보의 최소 걸침길이 

                                                              (단위 : mm)

개구부의 폭 2,000 이하 2,000 초과 ～ 3,000 미만 3,000 이상

최소 걸침길이  ( a ) 200 300 400

6) 개구부 하부는 ALC 블록 수평줄눈에 보강근을 삽입하여 보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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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이상 600 이상

150 이상 15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