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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해외건설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건설사업 

국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해외 입찰 또한 빈번

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건

설 수주는 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분쟁 발생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

다. 해외 사업의 입찰 시 적정한 물량산정을 위한 설계과정은 반드

시 필요하며, 대상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설계기준은 공사의 난

이도 및 공사비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입찰방식이 Design and Build 방식을 

적용하는 추세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상국가에서 적용하는 

설계기준의 이해 및 적용성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1960년대까지는 복잡한 비선형 거동 특성을 갖는 콘크리트 구조

의 기반 재료 및 요소부재 이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서 선형탄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허용응력설계법(ASD)을 사용하

였다. 그 후 경험과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의 축척으로 강도설계법

(USD)과 한계상태설계법(LSD)이 등장하였다. 강도설계법과 한계

상태설계법은 모두 신뢰도기반 하중-저항계수 설계(LRFD, Load 

Resistance Factor Design) 방식에 해당하는데, 미국의 현행 ACI

나 AASHTO 기준은 강도설계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유럽의 유

로코드와 일본의 JSCE는 한계상태설계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경제성이 강조되면서 세계의 설계기준은 큰 변

화를 가져오게 되고, 세계 자유무역 협정에 의한 국가간 자유무역

을 위하여 각 나라의 설계기준은 통일된 형식과 내용을 포함하도

록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세계의 각 나라에서 

적용하는 설계기준은 크게 유럽 중심의 유로코드와 미국을 중심

으로 한 AASHTO-LRFD로 양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의 주

요 각국의 주요 설계기준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근래의 건설발주가 빈번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별 내부기준과 기

준 코드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각 국가별로 대표되는 내부 설계

기준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코드 개념의 분류이며 세부

적인 설계기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로코드나 AASHTO-LRFD 

중 하나를 준용하고 있다. 

최근 카타르 기반시설에 대한 발주 물량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카타르 입찰 시 

적용한 지하철 정거장 구조물의 예를 이용하여, 카타르 설계기

2. 국가별 설계기준

[그림 1] 각국의 주요 설계기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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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극한한계상태의 차이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 두 상

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극한상태(Ultimate State)라고 

불리었다. 그러나 이 두 상태의 차이는 검증 단계에서 매우 현저

하게 다른 접근법을 요구한다.

표 2  대표적 설계기준의 검증 한계상태

구분
사용

한계상태

강도

한계상태

극한

한계상태

ACI O O X

Eurocode O X O

JSCE O X O

현행 우리나라 콘크리트 교량 설계기준의 바탕이 된 ACI-318기준

과 AASHTO는 강도한계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부재가 

갖고 있는 강도평가를 위해서는 특별히 콘크리트 재료의 응력-변

형률 곡선이 필요하지 않고 대신에 최대 변형 상태의 변형한계 만

이 필요하며, 이 한계기준의 전 · 후 거동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극한한계상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 

재료인 콘크리트 및 철근의 강도와 변형 특성뿐만 아니라 구조계

의 변형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중영향(Load Effect)이란 구조 부재에 나타나는 직접 또는 간접

하중의 효과로 내부 단면력, 모멘트, 응력 또는 변형을 뜻한다. 극

한한계상태는 부재의 철근량에 따라 그 연성(Ductility)이 다르게 

된다. 작용 하중에 의해 부정정구조물에 유발되는 하중영향은 해

당 부재의 연성에 따라 다르게 재분배된다. 강도한계상태에서는 

철근 항복 이후의 소성 현상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선형탄성해

석에 의해 구한 하중영향과 실제 값과 차이가 그리 크게 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최대점 이후의 연성을 고려하는 극한한계상태

[그림 2] 한계상태 개념도

준인 QCS(Qatar Construction Standards)의 기준코드가 되는 

유로코드에 대한 기본개념과 주요 한계상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KCI, 2007)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표 1  국가별 설계기준

국가명 설계기준 기준코드

싱가폴 SS(Singapore Standards) Eurocode

인도 IS(Indian Standards) Eurocode

인도네시아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Eurocode

파키스탄
PSQCA(Pakistan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
Eurocode

말레이시아 MS(Malaysian Standards) Eurocode

사우디아라비아 SAS(Saudi Arabian Standards)
AASHTO/

ACI

아랍에미리트 BS(British Standards) Code Eurocode

카타르 QCS(Qatar Construction Standards) Eurocode

이라크 AFCEE Iraq Construction Standards Eurocode

베트남 AASHTO
AASHTO/

ACI

홍콩 BS(British Standards) Code Eurocode

 

3-1. 기본개념

한계상태설계법은 구조물이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어떤 한계상태에 도달하는 확률을 허용한도 이내로 맞추는 설계

법을 말한다. 한계상태(Limit State)는 구조물 설계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림 2]에 보인 

단순보를 예로 들면, 일반적인 한계상태는 크게 세 상태로 구별할 

수 있다. 사용하중에서 균열, 처짐 및 진동 등의 허용한계에 해당

하는 사용한계상태(Serviceability Limit State), 최대 저항 강도가 

발휘되는 강도한계상태(Strength Limit State) 그리고 최종 붕괴가 

발생하는 극한한계상태(Ultimate Limit State)가 있다. 

현재 한계상태설계법의 대표적인 기준들에서 설계 시 검증이 필

요한 한계상태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사용한계상태는 모든 설계

기준에서 검증이 필요한 한계상태로 정하고 있으며, 이 한계기준

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강도한계

3. 한계상태설계법(유로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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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단

철근콘크리트의 전단파괴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파괴특

성이 급작스럽게 파괴되는 취성파괴의 형상을 나타내어 휨 파괴

보다 더 많은 안전율을 필요로 한다. 철근콘크리트의 전단에 대하

여 오랫동안 수많은 실험 및 해석 기법을 통하여 연구하여 왔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단에 대한 거동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 여러나라의 전단설계방법은 트러스 모델을 바탕으로 하

고 있으며, 많은 실험결과에 의하여 부재의 전단강도는 [그림 5]와 

같이 전단철근이 기여하는 성분, 콘크리트 압축영역이 기여하는 

에서는 선형탄성해석에 의한 하중영향과 실제 값과의 차이는 상

당히 크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작용 하중과 하중영향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되며, 실제 하중영향을 구하기 위한 구조해석

은 더 정밀하고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다.

3-2. 극한한계상태

극한한계상태(Ultimate Limit States)란, 붕괴 또는 구조적 파괴와 

같은 한계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최대하중 저항능력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붕괴 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험

하게 하는 구조적 손상 및 파괴에 관련된 사항이다. 현실적 단순

화를 위하여 붕괴 자체 대신 붕괴 직전 상태를 극한한계상태로 간

주한다.

1) 휨 또는 휨과 축력 

유로코드에서 휨 또는 휨과 축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단면설계

는 실험결과를 근거로 한다. 콘크리트 사각기둥(Prism)에 단기 중

심축 하중을 작용하여 구한 실험결과에서 유도한 콘크리트 응

력-변형률 곡선을 바탕으로 한 설계법이다. 부재 단면의 압축 

영역의 응력과 변형률 관계를 포물-사각형 응력-변형 관계식 

(Parabola-Rectangular Stress-Strain Relation)으로 나타내어 부

재 단면의 압축영역에 발생 가능한 모든 응력과 변형률 분포를 표

현하는 방법으로서, 휨부재와 기둥의 극한한계상태 설계를 일관

성 있게 할 수 있다.

포물-사각형 응력-변형 관계식에 근거하여 해석 및 설계를 수행

할 경우에는 설계도표에 의존하지 않고 부재 단면 및 작용 모멘

트의 크기에 따른 중립축 깊이비, 콘크리트 압축영역의 합력 작

용점 및 모멘트 팔길이를 직접 계산하는데 많은 번거로움을 동반

하게 된다. 따라서, 유로코드에서는 [그림 4]와 같이 포물-사각형 

응력 변형률 곡선에 의한 응력 변형률 분포 대신 보다 간편한 등

가 직사각형 응력 분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면

의 최대 응력값은 ηαfcd(여기서, fcd = Фcfck)이며, 중립축 길이의 

80%에 직사각형 응력이 균일하게 작용하도록 가정한다. 콘크리

트의 압축변형률이 증가하면서 부재단면의 폭이 작아지는 경우

에만 η = 0.95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η = 1.0을 사용함으

로써, 직사각형 단면일 경우에는 포물-사각형 분포와 같은 최대

응력값을 갖게 된다. 이러한 직사각형 응력 분포를 이용하면 압

축영역의 합력은 직사각형 응력 분포의 중앙에 작용하게 되므로

모멘트 팔길이에 따른 설계 휨강도 및 인장 철근량 등을 간편하

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 단면설계를 위한 응력-변형률 곡선

[그림 5] 전단저항 요소

[그림 4] 단면의 직사각형 응력 및 변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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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골재의 맞물림 저항 성분 및 철근의 다웰작용에 의한 성분으

로 구성되고, [그림 6]과 같이 내적 전단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3) 재료의 강도감소계수 

유로코드에서는 재료의 강도감소계수를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값은 재료의 표준 공시체 측정강도와 현장의 실제 강도

와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한 값이며, 규정된 품질관리를 준수한 경

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유로코드에서는 충분한 품질관리에 의해 

보증할 수 있다면 주어진 강도감소계수의 증감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 값은 피로해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3  재료 강도감소계수

하중조합 콘크리트 철근 또는 PS강재

정상 및 임시 1/1.5 1/1.15

극단설계상황

(지진 제외)
1/1.3 1.0

3-3. 사용한계상태

극한한계상태 검증 규정에 의해 설계한다면 부재의 콘크리트와 

철근에 과도한 응력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 과도한 응력은 구조

물의 사용 중 기능과 외관을 크게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

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고, 큰 폭의 균열 및 과대한 처짐을 유

발시킬 수 있다. 유로코드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제한하기 위한 방

법으로 사용성 한계 검토 규정을 적용하며 구조물의 작용하중의 

형태, 용도, 내구성 등의 사용한계기준에 따라 부재 크기 및 보강 

철근량이 달라진다. 사용한계상태의 검증은 구조물의 형태와 현

장 주변 환경에 따른 사용성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정한 사용성 기

준과 구조성능을 비교하여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

의 제어를 콘크리트 응력한계, 철근응력 한계, 균열폭 한계, 변형

한계를 제시하여 구조물의 기능 및 내구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6] 스터럽이 배치된 보의 내적 전단력 변화

1) 콘크리트의 응력한계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 콘크리트 압축응력이 과도하게 도입되면 

압축철근을 따라 쪼갬균열이 유발될 수 있고 이 균열은 부재의 내

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유로코드에서는 이러한 균열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하중조합과 평균 프리스트레스에서의 콘크

리트 압축응력은 0.6fck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표 4>

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철근비가 높은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 응

력 제한이 부재 단면설계를 지배하게 된다.

또한, 콘크리트 크리프에 의한 부재의 변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준

고정하중조합❶ 상태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응력이 0.45fck를 초과

할 경우 비선형 크리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  콘크리트 응력한계

사용한계규정 하중조합

        fc  < 0.60fck 표준하중조합

        fc  < 0.45fck 준고정하중조합

2) 철근의 응력한계

구조물의 사용기간 동안 철근이 한번이라도 항복점을 초과하게 되

면 잔류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구조물의 내구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열폭을 유발시키므로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어떠

한 하중경우에서도 철근이 항복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유

로코드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표준하중조합 상태에서 

보통 철근의 인장응력은 0.8fy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간접하중(크리프, 건조수축, 온도변화 및 지점침하) 조

건에서는 철근의 인장응력을 1.0fy까지 허용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철근 응력한계

사용한계규정 하중조합

        fs  < 0.8fy 표준하중조합

        fs  < 1.0fy 간접하중

3) 균열폭 한계

직접하중 또는 간접하중에 의해 유발된 휨, 전단, 비틀림 또는 인

장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부재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교량의 원래 기능과 내구성을 손상시

❶  준고정하중조합 : 고정하중 전체와 변동하중의 일부를 조합한 하중조합으로 상시적으로 작용하

고 있는 하중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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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정거장 구조물의 벽

체를 통하여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정거장 내부의 폭발사고를 고려하여 각 층별 전방향으로 

50kN/㎡의 폭발하중(AC, Accidental Load-Explosions)을 재하 

시켜 극단상황을 고려한다.   

2) 하중조합   

유로코드와 국내기준에서 적용되고 있는 하중조합에 따른 하중계

수는 각각 <표 6> 및 <표 7>과 같다. 

표 6  하중조합(유로코드)

하중조합 
LOADING TYPE

DL SIDL EP WP LL DR AC

Comb1 1.35 1.35 1.35 1.35 1.50 - -

Comb2 1.35 1.35 1.35 1.35 1.05 - -

Comb3 1.00 1.00 1.00 1.00 1.30 - -

Comb4 1.00 1.00 1.00 1.00 0.91 - -

Comb5 1.00 1.00 1.00 1.00 0.30 - -

Comb6 1.00 1.00 1.00 1.00 0.50 1.00 -

Comb7 1.00 1.00 1.00 1.00 0.30 1.00 -

Comb8 1.00 1.00 1.00 1.00 0.50 - 1.00

Comb9 1.00 1.00 1.00 1.00 0.30 - 1.00

 

키거나 또는 외관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균열폭은 제한되어야 

하므로 균열폭 한계조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wk = Sr,max (εsm - εcm) < wa

4) 처짐 한계

구조물의 변형이 원래 기능 또는 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아

야 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부대시설, 고정장치 및 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처짐 한계에 대하여 권장하고 있다. 

4-1. 설계개요

최근 들어 대규모 토목사업을 발주하고 있고, 입찰이 빈번하게 발

생하는 카타르 지하철 정거장 구조물을 예로 들어 현지에서 적용

하고 있는 세부 설계기준인 유로코드를 이용하여 지하 박스 구조

물을 해석 및 설계를 수행하고 국내의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과 

비교하였다. 구조해석 시에는 카타르 특수성을 고려한 조건을 적

용하였다.

4-2. 설계조건

1)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하중  

일반적인 지하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인 고정하중, 2차 고정하

중, 활하중, 토압 및 수압은 설계기준 대로 적용하였으며, 이와 더

불어 지상층(At Grade)의 도시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각 정거장의 

위치에 따라 구조물 상부에 7층 및 30층의 빌딩이 건설될 것을 

고려한 70kN/㎡ 및 300kN/㎡의 등분포하중을 지표면에 재하시

4. 한계상태설계법(유로코드)을 이용한 설계사례

[그림 7] 표준 횡단면도

(단위 : m)

註) DL : Dead Loads, SIDL : Superimposed Dead Loads, EP : Earth Pressure, 

    WP : Hydrostatic Loads, LL : Imposed Load, DR : Accidental Load-Derailment, 

    AC : Accidental Load-Explosions

[그림 8] 지역개발을 고려한 하중재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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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하중조합(KCI 코드)

구분
고정

하중

연직

토압

수평

토압

연직

활하중

연직

수압

수평

수압

극한

하중 

조합

CASE1 1.40 1.40 - - 1.40 -

CASE2 1.20 1.55 1.60 1.60 1.55 1.60

CASE3 1.20 - - 1.00 - -

CASE4 1.20 1.55 0.80 1.60 1.55 0.80

CASE5 0.90 1.55 1.60 - 1.55 1.60

사용

하중

조합

CASE1 1.00 1.00 - - 1.00 -

CASE2 1.00 1.00 1.00 1.00 1.00 1.00

CASE3 1.00 - - 1.00 - -

CASE4 1.00 1.00 1.00 - 1.00 1.00

국내기준을 이용한 비교 시 카타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하중  

중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극한하중을 적용하였으나, 정거장 내부 

폭발하중 등과 같은 극단상황에 대한 하중은 국내기준의 하중조

합에 고려하지 않았다.

4-3. 단면력 산정

각각의 코드를 이용한 구조해석을 수행한 후, 극한하중 조합에 의

한 발생 모멘트는 [그림 9]와 같고 위치별 단면력 집계는 <표 8> 

및 <표 9>에 나타내었다. 

[그림 9] 극한하중 모멘트도

표 8  단면력 집계(유로코드)

구분 Mu(kN · m) Vu(kN) Mo(kN · m)

상부

슬래브

외측 우각부 916.0 585.3 675.9

외측 중앙부 504.0 89.2 390.7

내측 지점부 620.3 521.1 476.0

내측 중앙부 106.4 47.0 78.1

중간

슬래브

외측 우각부 518.9 325.2 518.9

외측 중앙부 237.3 24.3 237.3

내측 지점부 404.0 299.2 404.0

내측 중앙부 71.6 2.4 71.6

하부

슬래브

내측 지점부 819.9 1,226.9 614.3

내측 중앙부 396.9 17.0 345.2

벽체

상단부 916.0 382.9 675.9

2층 중앙부 298.4 190.4 298.4

중앙 지점부 595.4 656.0 594.4

1층 중앙부 527.3 140.7 390.7

하단부 575.4 770.3 453.1

표 9  단면력 집계(KCI 코드)

구분 Mu(kN · m) Vu(kN) Mo(kN · m)

상부

슬래브

외측 우각부 1,039.8 643.9 677.0 

외측 중앙부 561.3 65.2 394.6 

내측 지점부 851.5 591.5 608.2 

내측 중앙부 34.4 8.9 78.4 

중간

슬래브

외측 우각부 341.2 161.5 230.8 

외측 중앙부 96.9 36.4 84.6 

내측 지점부 173.9 119.4 150.7 

내측 중앙부 41.5 2.5 30.1 

하부

슬래브

내측 지점부 883.8 1,743.5 608.0 

내측 중앙부 543.9 22.2 311.9 

벽체

상단부 1,039.8 643.9 677.0 

2층 중앙부 275.5 207.4 122.6 

중앙 지점부 833.6 869.0 429.9 

1층 중앙부 777.5 100.2 390.8 

하단부 523.3 877.8 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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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하중 조합에 의한 단면력을 비교하면 유로코드에 의한 단면

력이 국내기준에 비하여 대략 10% 정도 적게 나타난다.

4-4. 단면설계

1) 휨설계 

극한하중 조합에 의한 단면력을 바탕으로 휨설계에 따른 휨철근

량을 산정하였으며, 국내의 경우와 비교하여 <표 11>에 나타내었

다. 각 국가에서 생산되며 사용되고 있는 철근직경에 따라 철근

량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철

근을 단면검토에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철근량의 변화를 비교

하였다(<표 10> 참조).

표 10  철근직경 비교

카타르 국내

철근직경 철근량(㎟) 철근직경 철근량(㎟)

H8 50.3 H10 71.3

H10 78.8 H13 126.7

H12 113 H16 198.6

H16 201 H19 286.5

H20 314 H22 387.1

H25 491 H25 506.7

H32 804 H29 642.4

H40 1,260 H32 794.2

표 11  휨 철근량 비교

구분 KCI코드 유로코드 변화율(%)

상부

슬래브

외측 우각부 H25 @125 H25 @125 -

외측 중앙부 H19 @125 H16 @125 29.8(↓)

내측 지점부 H22 @125 H20 @125 18.9(↓)

내측 중앙부 H16 @125 H16 @125 -

중간

슬래브

외측 우각부 H19 @125 H25 @125 71.4(↑)

외측 중앙부 H16 @125 H16 @125 -

내측 지점부 H16 @125 H20 @125 58.1(↑)

내측 중앙부 H16 @125 H16 @125 -

하부

슬래브

내측 지점부 H22 @125 H20 @125 18.9(↓)

내측 중앙부 H19 @125 H16 @125 29.8(↓)

벽체

상단부 H25 @125 H25 @125 -

2층 중앙부 H16 @125 H16 @125 -

중앙 지점부 H22 @125 H20 @125 18.9(↓)

1층 중앙부 H22 @125 H20 @125 18.9(↓)

하단부 H19 @125 H20 @125 -

휨 철근량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로코드 적용 시 국내기준

에 비하여 주철근량 약 15%~20%의 감소가 가능하였다. 이는 하

중 계수값의 차이에 의한 단면력의 감소 영향과 압축측 콘크리트 

변형률을 0.0035로 적용하여 더 큰 변형을 허용하여 철근의 연성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의 휨철근량 비교 중 중간 슬래브의 철근량이 국내 기준보

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해석 시 유로코드에만 적용된 내부 

폭발하중(AC)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전단설계 

전단설계는 단면의 적정성 검토, 전단철근 필요여부 검토 및 전

단 철근량 산정의 순으로 검토되어진다. 유로코드에 따른 전단

철근 필요여부 및 전단 철근량을 산정하여 국내기준과 비교하여 

<표 12>에 나타내었다. 

표 12  전단철근 비교

구분 유로코드 KCI코드 비고

상부

슬래브

외측 우각부 H16 -2ea(@500)
전단철근

필요없음

외측 중앙부 H10 -2ea(@500)
전단철근

필요없음

내측 지점부 H20 -2ea(@500)
전단철근

필요없음

내측 중앙부 H10 -2ea(@500)
전단철근

필요없음

중간

슬래브

외측 우각부 H16 -2ea(@500)
전단철근

필요없음

외측 중앙부 H10 -2ea(@500)
전단철근

필요없음

내측 지점부 H16 -2ea(@500)
전단철근

필요없음

내측 중앙부 H10 -2ea(@500)
전단철근

필요없음

하부

슬래브

내측 지점부 H25 -2ea(@500)
H25 -2ea

(@250)

내측 중앙부 H10 -2ea(@500)
전단철근

필요없음

벽체

상단부 H16 -2ea(@500)
전단철근

필요없음

2층 중앙부 H10 -2ea(@500)
전단철근

필요없음

중앙 지점부 H20 -2ea(@500)
H16 -2ea

(@250)

1층 중앙부 H10 -2ea(@500)
전단철근

필요없음

하단부 H20 -2ea(@500)
H16 -2ea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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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철근량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로코드 적용 시 국내 

기준보다 많은 전단 철근량을 요구한다. 이는 최소전단철근 적용 

규정 때문으로 국내기준에서는 최소전단철근 적용 시 휨에 지배

되는 구조물(슬래브, 기초 및 암거 등)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어 

Vu < ФVc 인 경우 최소전단철근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유로코드에서는 휨 지배 구조물에서도 보 부재와 동일하게 0.5Ф

Vc < Vu < ФVc인 경우 최소전단철근을 배근하여야 하므로 국내 

기준보다 더 많은 철근을 요구한다. 반면에 전단철근이 필요한 부

분에 대해서는 국내기준의 전단철근 배치간격(s<0.5d)은 유로코

드의 배치간격(s<0.75d)보다 더욱 조밀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3) 사용성 검토 

유로코드는 사용한계상태에서의 콘크리트 및 철근의 응력 검토, 

균열폭 검토 및 변형한계 검토를 필요로 하며, 대표적인 단면에 

대하여 <표 13>에 국내기준의 균열폭 기준과 함께 나타내었다.

표 13  사용성 검토

구분
상부 외측 우각부 상부 내측 지점부

작용값 허용값 작용값 허용값

유로

코드

① 10.1MPa 24.0MPa 7.2MPa 24.0MPa

② 225MPa 400MPa 160MPa 400MPa

③ 0.279mm 0.300mm 0.188mm 0.300mm

④ 17.7mm 38.2mm 7.1mm 31.1mm

KCI ⑤ 125mm 207mm 125mm 154mm

① : 콘크리트 응력한계    ② : 철근 응력한계    ③ : 균열폭 한계

④ : 변형 한계               ⑤ : 철근간격 제어
 

카타르와 같이 지하수위가 지표면에 위치하는 등의 국가별 특성

을 고려한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C40 이상의 고강도 콘

크리트와 S500의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극한하중 검

토 시 많은 철근량의 감소가 가능하나, 철근 및 콘크리트의 높은 

응력으로 인하여 사용성 검토에 지배되어 철근의 상향 조정과 단

면의 증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건설 사업의 입찰 및 시공 시 각국의 설계기준에 적합한 설

계가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 적정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제시하는 설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에 공사발주 및 입찰이 빈번하며, 앞으로 계

속 입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카타르 지역에서 사용되는 설계기

준인 유로코드를 대상으로 국내의 상황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유로코드를 이용한 정거장 박스 구조물의 구조성능을 국내기준과 

비교 및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극한한계상태에서의 단면력(모멘트 및 전단력)을 검토한 결

과 유로코드에 의한 단면력이 국내기준에 비하여 약 10% 정

도 적게 나타나며, 이는 하중조합 계수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휨설계에 의한 철근량을 산정한 결과 유로코드 적용 시 단면력

의 감소로 철근량 저감이 가능하며, 이는 단면력의 감소와 더불

어 압축측 콘크리트 변형률에 의한 연성능력의 차이로 판단된다.

3)  전단설계 시 국내기준에서는 최소전단철근 예외규정으로 인하

여 최소전단철근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유로코드에서

는 휨 지배 구조물에서도 보 부재와 동일하게 최소전단철근을 

배근하여야 하므로 국내기준보다 더 많은 전단철근을 요구한다. 

4)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강도 철

근을 사용할 경우 극한하중에 의한 단면 검토 시 철근량의 감

소가 가능하나, 사용성 검토 시 유로코드에서는 철근의 응력한

계 검토, 균열폭 검토, 변형한계 검토 등을 수행함에 따라 철근

의 상향 조정과 단면의 증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기준에 따른 구조물 설계의 경우 사용한계상태 보다

는 극한한계상태에서 결과에 따라 단면의 크기 및 철근량이 산정

되어 왔으나, 최근 설계기준의 변화과정 즉, 한계상태설계법을 적

용한 새로운 설계기준의 발간 및 개정된 콘크리트 구조기준(2012)

에 따라 3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 및 600MPa 까지의 고강

도 철근을 사용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극한한계상태의 단면검토 

결과보다 사용한계상태에서의 결과에 의한 철근의 상향 조정과 단

면을 증대시키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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