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 설계 단계

・ 실시 설계 단계

・ 구조안전 확인서 양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 시 별도의 내진구조 설계 

없이 내진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설계 
- 구조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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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ALC 주택설계 - 구조

이렇게만 하면

내진설계도 간단해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 시 별도의 내진구조 설계 없이

내진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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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하 경사도

ALC 내력벽

테두리보

ALC 경계블록

그림 1. 1:2 이하 경사도 지붕 슬래브 패널

기본 설계 단계

  ・ 2층 이하 주택이여야 하며, 처마높이 7.5m 이하, 층고 3.75m 이하

  ・ 구조체의 평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1:5 이내

  ・ 허용지내력 100kN/m2 이상인 지반

  ・ 내력벽 두께 200mm 이상 (소규모건축주조기준 조적식구조 표 4.1-3 내력벽의 최소 두께 참조)

  ・  내력벽 두께(t)에 대한 벽체의 순 횡지지 길이 비(l/t)가 20배 이하이어야 하며,  내력벽으로 지

지되는  슬래브의 장변과 단변의 비는 4:1 이하

  ・ 2층 건물인 경우 2층 내력벽의 단면은 수직적으로 1층 내력벽의 단면 내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H형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소규모건축주조기준 조적식구조 4.4.2.3 참조)     
-페이지 88~89 

  ・ 각 실의 바닥면적은 60m2 이하

  ・ 벽체의 개구부는 외벽 모서리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상 이격

  ・ 각 방향 내력벽의 벽율은 아래 표＊ 이상이어야 한다. 

     단, 1층으로 연결되지 않은 2층 벽체는 2층 벽체의 벽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ALC 벽체의 최소 벽율 

층수
층바닥면적

60 m2 미만 60 m2 이상

1층 0.084 0.072

2층 0.075 0.064

벽량 : 평면상의 X축, Y축 내력벽체의 길이에 벽체두께를 곱한 값. (길이 1m 미만 벽체 제외)
벽율 : 동일 평면상의 벽량의 총합을 평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

 ・ 지붕 슬래브 패널의 경사도가 1:2( 27°) 이상인 경우 단부 요철형 패널 적용가능

□
□
□
□
□

□

□
□
□

□

그림 2. 1:2 이상 경사도 지붕 슬래브 패널

1:2 이상 경사도

ALC 내력벽

단부 요철형
지붕 슬래브 패널

테두리보

ALC 경계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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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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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 시 별도의 내진구조 설계 없이

내진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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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설계 단계

1. 테두리보

 – 내력벽체와 슬래브 패널이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 테두리보의 크기는 폭 70mm 이상, 깊이는 슬래브패널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  테두리보에는 D16 철근이 상・하로 각 1개 이상 배근되어야 하며 28일 압축강도가 24MPa 이상의 콘크리트

나 모르타르로 충전하여야 한다.  

(a) 외부테두리보 장변방향

(b) 외부테두리보 단변방향

(a) 내부테두리보 장변+장변방향

(b) 내부테두리보 단변+장변방향

그림 1-3 내력벽과 경사 지붕슬래브 패널이 접하는 테두리보 

(c) 내부테두리보 단변+단변방향

그림 1-2 외벽 테두리보 상세

그림 1-1 내벽 테두리보 상세

외부 마감재

외부 마감재

T=50 ALC  경계블록
T=50 단열재 보강

테두리보
(수직근 D10@450)

(하부근 1-D16)
(상부근 1-D16)

테두리보
(수직근 D10@450)

(하부근 1-D16)
(상부근 1-D16)

ALC 블록(외벽)

ALC 블록(외벽)

ALC 블록(내벽)

ALC 블록(내벽)

ALC 블록(내벽)

ALC 블록(외벽)

ALC 블록(외벽)

ALC 블록(외벽)

ALC 블록(내벽)

ALC 블록(내벽)

ALC 블록(내벽)

T=50 ALC  경계블록

T=50 ALC  경계블록

T=50 단열재 보강

T=50 단열재 보강

T=20 고름 모르타르

T=20 고름 모르타르

T=20 고름 모르타르

T=20 고름 모르타르

T=20 고름 모르타르

걸침길이 70mm 이상

걸침길이 20mm 이상

걸침길이 20mm 이상

걸침길이 20mm 이상

걸침길이 70mm 이상

ALC 바닥 슬래브 패널

ALC 바닥 슬래브 패널

ALC 지붕 슬래브 패널

ALC 바닥 슬래브 패널

ALC 바닥 슬래브 패널

ALC 바닥 슬래브 패널

보강철근 HD10

보강철근 HD10

보강철근 HD10

보강철근 HD10

보강철근 HD10

보강철근 HD10

테두리보
(수직근 D10@450)

(하부근 1-D16)
(상부근 1-D16)

테두리보
(수직근 D10@450)

(하부근 1-D16)
(상부근 1-D16)

테두리보
(수직근 D10@450)

(하부근 1-D16)
(상부근 1-D16)

테두리보
(수직근 D10@450)

(하부근 1-D16)
(상부근 1-D16)

걸침길이 7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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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래브

 – 슬래브 패널 폭은 600mm 기준으로 하며 최소 폭은 300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슬래브 패널 걸침길이는 장변(부근방향) 20mm, 단변(주근방향) 70mm 이상

→ ALC 슬래브 패널 두께별  최대길이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조적식구조 표 4.2-2 슬래브 두께 참조.

3. 개구부 설계

 – 벽체의 개구부는 외벽 모서리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벽체 개구부의 상부에는 적합한 인방보를 설치해야 하며, 개구부 폭에 따라 최소 걸침걸이(L2)를 따라야 한다.

→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조적식구조 표 4.4-2 개구부 폭에 따른 인방보 크기 참조.

표 3-1 인방보의 최소 걸침길이 (L2)

개구부의 폭 (mm) 2,000 미만 2,000 이상  3,000 미만 3,000 이상

최소 걸침길이 (mm) 200 300 400

인방보 설치

인방보

L1

L2L2

개구부

걸침길이 
70mm이상

걸침길이 
20mm이상

ALC 
슬래브패널

ALC 내력벽

ALC 내력벽ALC 내력벽

ALC 내력벽 ALC 내력벽

A

벽

900미만

600

600 600

600

600

600
W/2 W/2

W
(600+300미만)

그림 2-2 폭 300mm미만 슬래브 패널 배치

걸침길이 
70mm이상

걸침길이 
20mm이상

ALC 
슬래브패널

ALC 내력벽

A

걸
7

걸
2

600

600

600

600

600

600

600 300 이상

900 이상

그림 2-1 폭 300mm이상 슬래브 패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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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벽체 보강 설계

4-1. 수평줄눈

(1)  벽체의 수평 줄눈은 유리섬유 메시로 보강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유리섬유 메시 재료는 표 4-1-2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벽체의 수평 줄눈 보강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조적면의 수평 줄눈에는 표 4-1-1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ALC 조적용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유리섬유 메

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평 줄눈에 사용하는 유리섬유 메시는 겹침이음 하여야 하며 이음길이는 100mm 이상으로 한다. ALC 

블록 두께별 유리섬유 메시의 수평 줄눈 설치기준은 표 4-1-3와 같다.

표 4-1-1 ALC 블록 조적용 모르타르의 성능 기준 

항목 성능

압축강도(재령 28일) 15.0MPa 이상

휨부착강도(재령 28일) 0.6MPa 이상

표 4-1-2 ALC 수평 줄눈 보강용 유리섬유 메시의 성능

성능                                                          용도 수평 줄눈 보강용

단위중량 200g/m²

가로세로방향 인장강도 2kN/5cm

* 경사와 위사의 간격은 10±1mm로 규정한다.

표 4-1-3 ALC 블록 두께별 유리섬유 메시 수평 줄눈 설치기준

메시폭
블록두께

100mm 150mm 300mm

100~125mm 1줄 설치 - -

150~200mm - 1줄 설치 -

225~300mm 2즐 설치 - -

325mm 이상 - 2즐 설치 1줄 설치

*  유리섬유 메시를 2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리섬유 메시를 블록의 양쪽 가장자리에 맞춰 각 1줄씩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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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벽체 보강

(1) 벽체는 철근을 적용한 보강 혹은 유리섬유 메시를 적용한 보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2) 철근을 적용한 벽체의 보강은 개구부 및 단부에 적용하며, 보강방법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벽체 개구부 및 단부의 수직방향은 각 변에서 600mm 이내에 벽체를 지름 100mm 이상 천공한 후, 2층 

건물의 1층에는 1-D16, 2층 건물의 2층 및 1층 건물의 1층에는 1-D13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보강철

근은 기초부터 철근이 끝나는 층의 테두리보까지 연속되어야 한다. 

②  벽체 개구부의 수평방향은 개구부의 상하부 600mm 이내에 1-D13철근을 보강하여야 하며, 연장길이는 

각 방향으로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개구부 상부 수평철근은 개구부 상부에 인방보가 있을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③ 보강한 부위는 28일 압축강도가 24MPa 이상의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로 충전하여야 한다. 

④ 수직 보강은 다음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가. 길이가 1200mm 이하인 벽체의 개구부

나.  벽체 교차부 부근 길이 600mm 이내에 수직 보강근이 있는 벽체의 개구부

외벽의 보강상세

지붕층

2층

1층

테두리보

테두리보

300mm

D13 D13

기초

D13

D16 D16

철근이음
800mm이내

600mm 이내

800m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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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리섬유 메시를 적용한 벽체의 보강은 양면에 적용하며, 보강방법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사용하는 유리섬유 메시 재료는 표 4-2-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4-2-1 ALC 벽면 보강용 유리섬유 메시의 성능

성능                                   용도 벽면 보강용

단위중량 150g/m²

가로세로방향 인장강도 1.5kN/5cm

* 경사와 위사의 간격은 10±1mm로 규정한다.

②  표 4-1-1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ALC 조적용 모르타르를 두께 3~5mm 이상 바른다. 전체 두께의 2/3 

이상 바른 후 아연 도금된 철핀을 사용하여 유리섬유 메시를 고정하여야 한다. 고정용 철핀의 간격은 각 

방향으로 30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설치된 유리섬유 메시 위에 표 3.3-1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모르타르를 전체 두께의 1/3 이상 다시 바

른다.  

④ 유리섬유 메시의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하며 이음길이는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4) 벽체 보강은 다음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① 크기가 가로 450mm, 세로 450mm 이하인 개구부 

② 지반조사 결과 지반종류가 S₁, S₂ 인 경우의 내벽

KDS 17 00 00 표 4.1-1 지반의 분류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 (m)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 

Soil (m/s)

S1 암반 지반 3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3~20 이하 2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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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벽체–벽체 접합부

(1) 벽체-벽체 접합부의 블록은 교차쌓기를 하여야 한다.

(2)  외벽과 접하는 벽체의 접합부는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그림 4-3-1과 같이 2층 건물의 1층에는 

2-D16, 2층 건물의 2층 및 1층 건물의 1층에는 2-D13 철근을 수직으로 보강하고 28일 압축강도가 

24MPa 이상의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로 충전하여야 한다.

(3)  접합부 보강철근은 기초부터 최상부 층의 테두리보까지 연속되어야 한다. 기초에 정착되는 철근의 정착

길이는 D13은 300mm, D16은 400mm 이상이어야 한다. 철근의 끝부분이 테두리보에서 끝나는 경우 

300mm 이상 테두리보에 정착되어야 한다.

그림 4-3-1 벽체-벽체 접합부 보강

(a) L형 벽체-벽체 접합부 보강 (b) T형 벽체-벽체 접합부 보강

보강철근 2-D16(2-D13)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보강철근 2-D16(2-D13)

그림 4-3-2 벽체의 모서리 보강 상세

Ф100mm 이상

2-D16(또는 2-D13)

ALC 블록

보강철근 삽입 후
모르타르 충전



55

5. 기초

- 하부철근 피복두께는 80mm 이상, 상부철근 피복두께는 40mm 이상이어야 한다.

- 기초하부면의 바닥을 잘 다진 후 50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한 뒤에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기초의 바닥은 지반으로부터 동결심도 이하에 위치하여야 한다.

(1)  줄기초의 설계는 표 5-1을 따르며 하중분담폭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조적식구조 그림4.4-4

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표 5-1 줄기초의 크기

층 수 분담폭 (m) 기초폭 (mm) 기초두께 (mm)

2층

3.2초과 4.5이하 800 350

1.6초과 3.2이하 600 350

1.6이하 600 350

1층 모든 벽체 600 300

D13@200(수직근)

기초폭

2-D13

G.L.

D16@200
(양방향/하부근)

두께
200mm 이상

동
결

깊
이

기
초

두
께

D10@200(수평근)

그림 5-1 줄기초 배근상세도

(2)  온통기초의 설계는 표 5-2를 따른다. 돌출길이가 있는 경우 그림 5-2, 돌출길이가 없는 경우 그림 5-3를 

따른다.

표 5-2 온통기초 크기

돌출길이 (L, mm) 기초두께 (D, mm)

1층 건물
300 450

0 450

2층 건물
300 450

0 450

*돌출길이(L)는 구조체의 외부 끝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5-2 온통기초 배근상세도 (돌출길이 있는 경우)

상부근(T)

하부근(B) 버림콘크리트(50mm)

2-D13 또는 2-D16

기
초

두
께

(D
)

돌출길이(L)

동
결

깊
이

 이
상

3-D13 또는 3-D16

그림 5-3 온통기초 배근상세도 (돌출길이 없는 경우)

기
초

두
께

(D
)

동
결

깊
이

 이
상

2-D13 또는 2-D16

3-D13 또는 
3-D16

버림콘크리트(50mm)하부근(B)

상부근(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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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ALC 주택설계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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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ample

※                 : 설계에 따라 기입합니다.

√

24.0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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