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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 유럽 문서(EN 1991-4:2006)는 BSI 산하 사무국인 기술위원회 CEN/TC 250 의 “구조 유로코드”에 
의해 작성되었다. 
 
본 유럽표준은 2006 년 11 월까지는 동일한 문안의 발간 또는 비준을 통해 국가표준의 지위를 
부여해야만 한다. 상충되는 국가표준은 적어도 2010 년 3 월까지는 철회되어야 한다. 
 
본 서는 EN 1991-4:1995 를 대체할 것이다. 
 
CEN/CENELEC 내부 규정에 따라 다음 국가들의 국가표준기관들은 본 유럽표준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유로코드 프로그램의 배경 
 
1975 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위원회는 조약 제 95 조에 의거하여 건설분야에서의 
행동프로그램을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거래에 대한 기술적 장애물을 없애고 기술시방서들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 행동프로그램에서 위원회는 첫 단계로 회원국 내에서 발효 중인 국가 규정에 대한 대체 규정으로 
사용되다가 결국은 국가 규정을 대체할,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조화된 기술 규칙들을 설정하려는 
이니셔티브를 갖게 되었다. 
 
15 년 동안 위원회는 회원국 대표가 참여한 조정위원회의 도움으로 유로코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였고, 이는 1980 년대 제 1 세대 유럽코드의 기원이 되었다.1 
 
1989 년에 위원회, EU 및 EFTA 회원국들은 위원회와 CEN 간의 협약을 토대로, 향후 유로코드에 
유럽표준(EN)의 지위를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권한을 통해 유로코드의 작성과 공표를 CEN 에 
위임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유로코드와 유럽표준(예. 건설 제품에 대한 이사회 지침 89/106/EEC - 
CPD - 공공 공사 및 서비스에 대한 이사회 지침 93/37/EEC, 92/50/EEC 및 89/440/EEC 그리고 국내 
시장의 설정을 위해 시작한 이와 동등한 EFTA 지침)을 다루는 모든 의회 지침 및 위원회 결정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구조 유로코드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여러 부로 구성되어 있다.  
 
EN 1990 유로코드-기본 구조설계 
EN 1991 유로코드 1: 구조물에 대한 작용 
EN 1992 유로코드 2: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EN 1993 유로코드 3: 강 구조물 설계 
EN 1994 유로코드 4: 합성 강 및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EN 1995 유로코드 5: 목조 구조물 설계 
EN 1996 유로코드 6: 조적식 구조물 설계 
EN 1997 유로코드 7: 지반공학 설계 
EN 1998 유로코드 8: 내진에 대한 구조물의 설계 
EN 1999 유로코드 9: 알루미늄 구조물 설계  
 
유로코드 표준은 각 회원국 내의 규제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며, 국가별로 다른 국가 수준에서 규제되는 
안전 사항에 관련된 값들을 결정할 그들의 권한을 보호하였다. 
 
 
 
 

1  구조물 및 토목공사의 설계에 관한 유로코드 작업에 관련된 유럽공동체위원회와 유럽표준화위원회(CEN) 간의 
합의(BC/CEN/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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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코드의 지위와 적용 분야 
 
EU 와 EFTA 회원국들은 유로코드가 다음의 목적에 대해 참고문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특히 필수 요건 No.1 – 기계적 저항 및 안정성 – 그리고 필수 요건 No.2 

– 화재 시 안전을 포함해서, 위원회 지침 89/106/EEC 의 필수 요건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 
 

− 건설공사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명시하기 위한 기준 
 

− 건설 제품을 위한 통일 기술시방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 
 
유로코드는 제품의 통일 표준들 2과는 성격상 다르긴 하지만, 건설공사 자체에 있어서, CPD 12 조에 
언급된 해석 문서 3 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 기술시방서와 유로코드 간의 완전한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CEN 기술위원회 및 EOTA 실무 그룹은 유로코드 작업으로 인한 기술적 측면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로코드 표준은 전체 구조와 전통적 및 혁신적인 요소 제품들의 설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통적인 구조 설계 규칙을 제공한다. 특이한 형태의 구조물이나 설계 조건은 다루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 설계자는 전문가의 추가적인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로코드를 이행하는 국가표준 
 
유로코드를 이행하는 국가표준은 CEN 이 공표한 유로코드의 전문(모든 부록 포함)으로 구성된다. 이는 
국가 표제 페이지와 국가 서문의 앞에 그리고 국가별 부록의 앞에도 올 수 있다.  
 
국가별 부록은 유로코드에서 국가적인 선택사항으로 남겨 둔 변수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국가별 결정 매개변수(Nationally Determined Parameter)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이용하여 해당 
국가 내에서 건설되는 건축물과 토목공사의 설계에 사용된다. 즉 
 
– 유로코드 내에 대체값 또는 등급이 주어진 경우 
– 유로코드 내에 기호(symbol)만 주어졌을 때 값을 사용해야 할 경우 
– 특정 국가의 데이터(지리적, 기후적 특징 등), 예. 적설 지도(snow map) 
– 사용될 절차에 대해 유로코드 내에 대체 절차가 주어진 경우 
또한 다음의 사항들도 포함될 수 있다.  
– 참고용 부록의 적용에 대한 결정사항 
– 사용자의 유로코드 적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비모순적 보충 정보에 대한 참조 

 
유로코드와 제품에 대한 통합 기술시방서(ENs 및 ETAs) 간의 연계 
 
건설 제품을 위한 통합 기술시방서들과 작업을 위한 건설 규정 4 들 간에 일관성이 필요하다. 또한, 
유로코드를 언급하는 건설 제품의 CE 표시에 수반되는 모든 정보들에서는 어떤 국가별 결정 
매개변수가 고려되는지 명확하게 언급해야 한다.  
 
EN 1991-4 고유의 추가 정보 
 
EN 1991-4 는 사일로와 탱크의 구조적 설계를 위한 작용의 평가를 위한 설계 지침을 제공한다.  
EN 1991-4 는 발주처, 설계자, 시공자, 관련 당국이 사용할 것이다.  

2 CPD 제 3.3 조에 따라, 필수 요건(ERs)은 해석 문서에서 필수 요건과 ENs 및 ETAGs/ETAs 의 조화에 필요한 권한 간의 필요한 
연계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3 CPD 제 12 조에 따라, 해석서는 다음에 따른다.  
a) 용어와 기술적 기초의 조화를 이루고 필요시 각 요건에 대한 등급과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필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한다.  
b) 계산 및 입증 방법, 프로젝트 설계의 기술적 규정 등, 이들 요건의 등급 또는 수준과 기술 시방서 간의 연계 방법을 나타낸다. 
c) 유럽 기술 승인을 위한 harmonised stadards (harmonised stadards) 및 지침의 확립을 참고로서 기능 
  유로코드는 사실상 ER 1 의 분야 및 ER2 의 일부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4 CPD 제 3.3 조 및 제 12 조와 ID 1 의 4.2, 4.3.1, 4.3.2 및 5.2 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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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991-4 는 EN 1990, EN 1991 의 기타 부분, EN 1992 및 EN 1993, 사일로와 탱크의 설계에 관한 EN 1994 
– EN 1999 의 기타 부분들과 함께 사용될 것이다.  
 
EN 1991-4 에 대한 국가별 부록 
 
이 표준은 국가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곳을 언급한 비고에 대체 절차, 등급에 대한 값 및 권장사항을 
제공한다. 따라서 EN 1991-4 를 이행하는 국가표준은 해당 국가에서 건설되는 건축 및 토목공사의 
설계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국가별 결정 매개변수를 포함하는 국가별 부록을 갖춰야 한다. 
 
EN 1991-4 에서는 다음의 항들을 통해 국가별 선택이 가능하다. 
– 2.5(5) 
– 3.6(2) 
– 5.2.4.3.1(3) 
– 5.4.1(3) 
– 5.4.1(4) 
– A.4(3) 
– B.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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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사항 
 
1.1 범위 
 
1.1.1 EN 1991 – 유로코드 1 의 범위 
 
(1)P EN 1991 은 건축 및 토목공사의 구조적 설계를 위한 일부 지반공학적 측면들을 포함한 일반 
원칙들과 작용들을 제공하며, EN 1990 및 EN 1992-1999 와 함께 사용해야만 한다. 
 
(2) EN 1991 은 시공 중의 구조적 설계와 임시 구조물에 대한 구조적 설계도 다루고 있다. 이는 구조물이 
적절한 성능을 나타낼 것이 요구되는 모든 상황에 관계되어 있다. 
 
(3) EN 1991 은 기존 건설물의 개조와 변경을 위한 설계 개발, 용도평가를 위한 평가, 구조적 
품평(appraisal)을 위해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의도되지 않았다. 
 
(4) EN 1991 은 지정된 설계 절차가 사용되어야 하는 원자력 구조물과 같은 비일상적인 신뢰도가 
요구되는 특수한 설계 상황을 완전하게 포괄하고 있지 않다.  
 
1.1.2 EN 1991-4 구조물에 대한 작용: 사일로 및 탱크의 범위 
 
(1)P 이 부분은 입자성 고체를 보관하기 위한 사일로와 액체의 저장을 위한 탱크의 구조적 설계를 위한 
일반 원칙들과 작용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EN 1990, EN 1991, EN 1992 ~ EN 1999 의 기타 부분과 함께 
사용해야만 한다.  
 
(2) 이 부분은 보관된 고체나 액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닌 사일로와 탱크 구조물에 대한 작용에 대한 
일부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예. 온도 차이의 효과, 사일로 배터리(batteries)의 차별적 침하(settlement)의 
측면) 
 
(3) 다음의 기하학적 한계가 사일로의 설계 규칙에 적용된다.  
– 결과로 발생하는 압력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결과가 고려된 경우, 비록 사소한 변경은 수용할 수 

있지만, 사일로의 단면 형상은 그림 1.1d 에 나타난 것으로 제한된다.  
– 다음의 크기 한계가 적용된다.  

hb/dc<10 
hb<100m 
dc<60m 

– 전이면(transition)은 단일한 수평 평면에 있다.(그림 1.1a 참조) 
– 사일로는 맨 위에 정점이 있는 원추(cone)나 피라미드, 크로스빔(crossbeams) 등의 내부 구조물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각형 사일로는 내부 타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4) 다음의 저장된 고체에 대한 한계가 사일로에 대한 설계 규칙에 적용된다.  
– 각각의 사일로들은 정의된 범위의 입자성 고체 물성에 대해 설계되어 있다.  
– 저장된 고체는 자유 유동을 한다. 또는 저장된 고체는 설계된 대로 사일로 컨테이너 안에서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음이 보장될 수 있다.(1.5.12 및 부록 C 참조) 
– 저장된 고체의 최대 입자 직경이 0.03dc 보다 크지 않다.(그림 1.1d 참조) 

 
비고: 입자들이 사일로 벽 두께와 비교할 때 큰 경우, 단일 입자가 벽에 국지적 힘을 가하는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5) 다음의 충진(filling)과 방류(discharge) 배열에 대한 한계가 사일로의 설계 규칙에 적용된다.  
– 충진 시 관성 효과와 충격하중을 무시할 수 있다.  
– 방류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예. 피더(feeder) 또는 내부 유동 튜브), 고체의 유동이 부드러우며, 

중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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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등가 표면 
2 내부 크기 
3 전이점 
4 만재상태(full condition)에서의 표면 프로필 
5 사일로의 중심선 
 

그림 1.1: 크기와 압력 표기를 보여주고 있는 사일로의 형태 
 
(6) 원추형(즉 축대칭), 정사각 피라미드 또는 쐐기(wedge) 모양인(즉 단부 벽이 수직인) 호퍼만을 이 
표준에서 다룬다. 다른 형상의 호퍼와 내부물체가 있는 호퍼는 특수한 고려가 필요하다.  
 
(7) 체계적으로 비대칭인 기하학적 구조의 일부 사일로들은 이 표준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에는 정(chisel) 호퍼(즉 원기둥 아래의 쐐기 호퍼) 및 다이아몬드백(diamond-back) 호퍼 등이 있다.  
 
(8) 탱크에 대한 설계 규칙은 정상 대기압에서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에만 적용된다.  
 
(9) 사일로와 탱크의 지붕에 대한 작용은 EN 1991-1-1, EN 1991-1-3 ~ EN 1991-1-7, EN 1991-3 에 적절한  
대로 제시되어 있다.  
 
(10) 고체의 신뢰성 있는 방류를 위한 사일로의 설계는 이 표준의 범위 밖에 있다.  
 
(11) 사일로 떨림(quaking), 충격(shocks), 경적(honking), 쿵쿵거림(pounding), 사일로 음악(silo music)에 대한 
사일로의 설계는 이 표준의 범위 밖에 있다.  
 

a) 기하학적 구조 b) 이심률 c) 압력 및 견인 

d) 단면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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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러한 현상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 표준의 사용은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이나 구조물이 그것들에 적절하게 저항할 것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1.2 참고자료 
 
본 유럽표준은 다른 발간물의 날짜가 기재되거나 그렇지 않은 참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참고자료들은 본문의 적절한 장소에 언급되어 있고, 발간물의 목록이 뒤에 제시되어 있다. 날짜가 
기재된 참조자료의 경우 이들 발간물의 후속적인 개정 또는 수정은 개정이나 수정을 통해 포함된 
경우에만 본 유럽표준에 적용된다.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참조자료는 언급된 발간물의 최근 
판본이 적용된다.(개정본 포함) 
 
ISO 3898:1997  구조물 설계의 기초 – 표기, 일반 기호 

 
비고: 발간되었거나 준비 중인 다음의 유럽표준들이 본문의 적절한 곳에 언급되어 있다.  

 
EN 1990 유로코드: 구조 설계의 기초 
EN 1991-1-1 유로코드 1: 구조물에 대한 작용: 제 1.1 부: 밀도, 자중, 재하하중 
EN 1991-1-2  유로코드 1: 구조물에 대한 작용: 제 1.2 부: 화재에 노출된 구조물에 대한 작용 
EN 1991-1-3  유로코드 1: 구조물에 대한 작용: 제 1.3 부: 적설하중 
EN 1991-1-4  유로코드 1: 구조물에 대한 작용: 제 1.4 부: 바람 작용 
EN 1991-1-5  유로코드 1: 구조물에 대한 작용: 제 1.5 부: 온도 작용 
EN 1991-1-6  유로코드 1: 구조물에 대한 작용: 제 1.6 부: 일반 작용: 시공 중의 작용 
EN 1991-1-7  유로코드 1: 구조물에 대한 작용: 제 1.7 부: 우발작용 
EN 1991-2  유로코드 1: 구조물에 대한 작용: 제 2 부: 교량에 대한 교통하중 
EN 1991-3  유로코드 1: 구조물에 대한 작용: 제 3 부: 크레인 및 기계류가 유도한 작용 
EN 1992  유로코드 2: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EN 1992-4 유로코드 2: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제 4 부: 액체 구속 및 격납 구조물  
EN 1993 유로코드 3: 강 구조물 설계 
EN 1993-1-6 유로코드 3: 강 구조물 설계: 일반 규칙: 제 1.6 부: 쉘(shell) 구조물의 강도와 안정성에 

대한 보충 규칙  
EN 1993-4-1 유로코드 3: 강 구조물 설계: 제 4.1 부: 사일로 
EN 1993-4-2 유로코드 3: 강 구조물 설계: 제 4.2 부: 탱크 
EN 1994 유로코드 4: 합성 강 및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EN 1995  유로코드 5: 목조 구조물 설계 
EN 1996 유로코드 6: 조적식 구조물 설계 
EN 1997 유로코드 7: 지반공학 설계 
EN 1998 유로코드 8: 내진에 대한 구조물의 설계 
EN 1999 유로코드 9: 알루미늄 구조물 설계  
 
1.3 가정 
 
(1)P EN 1990, 1.3 에 제시된 일반 가정들이 적용된다.  
 
1.4 원칙과 적용규칙의 구분 
 
(1) 개별 단락들의 특징에 따라 이 부분에 원칙과 적용규칙들이 구분되어 있다.  
 
(2) 원칙은 다음으로 이루어진다. 
 
– 그것에 대한 대체물이 없는 일반적인 언술이나 정의 및 

 
–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한 대체물이 허용되지 않는 요구조건과 해석 모델 

 
(3) 원칙은 단락번호 뒤에 글자 P 로 표시된다. 
 
(4) 적용규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칙들로서 원칙과 부합되고 원칙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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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 규칙들이 관련 원칙들과 부합되고, 적어도 같은 수준의 신뢰성이 있음이 증명된 경우, 이 
유로코드에 제시된 적용규칙과 다른 대체 규칙들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6) 이 부분에서 적용규칙들은 괄호 안의 숫자로 나타낸다. 예. 본 조항.  
 
1.5 정의 
 
본 유럽표준의 목적 상, 정의의 기본 목록이 EN 1990, 1.5 에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추가 
정의는 본 부분에 특정한 것들이다.  
 
1.5.1 
폭기 사일로 바닥(aerated silo bottom) 
사일로의 바닥에서 유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에어 슬라이드(air slide)나 에어 인젝션(air injection)이 
사용된 사일로 바닥.(그림 3.5b 참조) 
 
1.5.2  
사일로 단면 내부의 고유 크기(characteristic dimension of inside of silo cross-section) 
고유 크기 dc 는 사일로 단면 내의 가장 큰 내접원의 직경이다.(그림 1.1d 참조) 
 
1.5.3  
원형 사일로(circular silo) 
평면도 단면이 원형인 사일로.(그림 1.1d 참조) 
 
1.5.4  
점착력(cohesion) 
파괴면(failure plane)에 대한 수직 응력이 0 인 경우 저장된 고체의 전단 강도 
 
1.5.5 
원추형 호퍼(conical hopper) 
저장된 고체에 축대칭인 유동을 발생시키기 위해 경사면이 단일 지점으로 모이는 호퍼 
 
1.5.6  
편심 방류(eccentric discharge) 
움직이는 고체가 사일로의 수직 중심선에 대해 비대칭으로 분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장된 고체의 유동 
패턴 
 
1.5.7 
편심 충진(eccentric filling) 
충진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도 저장된 고체의 정상에서 더미(heap)의 정상이 사일로의 수직 중심선에 
위치하지 않는 상태(그림 1.1b 참조) 
 
1.5.8 
등가 표면(equivalent surface) 
실제 표면과 보관된 고체의 부피가 같은 평평한 표면(그림 1.1a 참조) 
 
1.5.9 
확장 유동 호퍼(expanded flow hopper) 
호퍼의 아랫 부분의 옆이 충분히 가파르기 때문에 질량 유동을 발생시키는 한편, 호펴의 윗 부분의 
옆은 얕아서 깔때기 유동(funnel flow)이 예상되는 호퍼.(그림 3.5d 참조) 이러한 편리한 배열은 호퍼의 
높이는 낮추면서 신뢰성 있는 방류를 보장할 수 있다.  
 
1.5.10 
평평한 바닥(flat bottom) 
수평에 대한 경사가 5。 이하인 경우의 사일로의 내부 바닥 
 
1.5.11 
유동 패턴(flow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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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이 잘 형성되었을 때 사일로 내의 고체의 유동 형태(그림 3.1-3.4 참조). 사일로는 만재상태(full 
condition)에 가깝다.  
 
1.5.12 
유동화된 고체(fluidized solid) 
벌크 상태에서 틈새 공기의 비율이 높은 보관된 분말 입자 고체의 상태로서, 압력 구배가 입자의 
중량을 지지하고 있다. 공기는 폭기(aeration) 또는 충진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다. 입자 중량의 일부분만 
부분적으로 틈새 공기 압력 구배에 의해 지지된 경우, 고체가 부분적으로 유동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5.13 
자유 유동 입상 고체(free flowing granular solid) 
유동 거동이 점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입상 고체  
 
1.5.14 
만재 상태(full condition) 
구조물의 설계 내용연한 중에 저장된 고체의 정상 표면이 최대한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이 사일로는 
만재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 만재 상태를 사일로의 설계 상태로 가정한다.  
 
1.5.15 
깔때기 유동(funnel flow) 
출구 위의 한정된 구역 내에 유동하는 고체의 채널이 형성되고 출구 주변의 벽에 인접한 고체는 
정지상태로 유지되는 유동 패턴이다.(그림 3.1 참조) 유동 채널은 수직 벽 부분과 교차할 수 있으며(혼합 
유동(mixed flow)) 또는 저장된 고체의 표면으로까지 연장될 수 있다.(파이프 유동(pipe flow)) 
 
1.5.16 
입상 고체(granular solid)  
모든 입자들이 커서 대량의 고체의 압력과 유동을 결정하는데 틈새 공기가 작은 역할만을 수행하는 
입자 상태의 고체이다.  
 
1.5.17 
높은 충진 속도(high filling velocity) 
충진의 빠르기가 저장된 고체 안에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공기 혼입이 없을 때에 비해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정도의 공기의 혼입을 야기할 수 있는 사일로 내의 상태 
 
1.5.18 
균질 유동화 사일로(homogenizing fluidized silo) 
혼합(blending)을 돕도록 입상 고체가 유동화된 사일로  
 
1.5.19 
호퍼(hopper) 
경사진 벽이 있는 사일로 바닥 
 
1.5.20 
호퍼 압력 비율 F(hopper pressure ratio F) 
호퍼의 경사진 벽에 대한 정상 압력 pn 대 같은 높이의 고체 내 평균 수직 압력 pv 의 비율 
 
1.5.21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intermediate slenderness silo) 
1.0<hc/dc<2.0 인 사일로(3.3 에 정의된 경우는 제외) 
 
1.5.22  
내부 파이프 유동(internal pipe flow) 
유동 채널 경계가 벽에 닿지 않고 저장된 고체의 표면까지 연장된 파이프 유동 패턴(그림 3.1 과 3.2 
참조) 
 
1.5.23 
횡압력 비율 K(lateral pressure ratio K) 
사일로의 수직 벽에 대한 평균 수평 압력 대 같은 높이의 고체의 평균 수직 응력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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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낮은 점착력(low cohesion) 
점착력 c 가 선행압밀(preconsolidation) 응력 σr 의 4% 미만인 경우 입상 고체 샘플은 점착력이 낮다고 
한다.(점착력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C.9 에 제시되어 있다) 
 
1.5.25 
질량 유동(mass flow) 
방류 중에 모든 저장된 입자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유동 패턴(그림 3.1a 참조) 
 
1.5.26 
혼합 유동(mixed flow) 
유동 채널이 고체 표면 아래의 어떤 지점에서 사일로의 수직 벽과 교차하는 깔때기 유동 패턴(그림 3.1c 
및 3.3 참조) 
 
1.5.27 
비원형 사일로(non-circular silo) 
평면도 단면이 원형이 아닌 다른 형상인 사일로(그림 1.1d 참조) 
 
1.5.28 
입자성 고체(particulate solid) 
많은 구분되는 독립적인 입자들이 있는 형태의 고체  
 
1.5.29 
국부하중(patch load) 
사일로의 어떤 수직 벽 부분의 지정된 구역에 작용하는 국지적 하중  
 
1.5.30 
파이프 유동(pipe flow) 
출구 위의 수직 또는 거의 수직인 채널에서의 입자성 고체가 움직이지만 정지된 고체에 둘러싸여 있는 
유동 패턴.(그림 3.1b 및 3.2 참조) 출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그림 3.2c 및 d 참조) 또는 특정한 
인자가 채널 위치를 출구 위로부터 움직이도록 한 경우(그림 3.4d 참조), 사일로 벽에 대해 유동이 
발생할 수 있다.  
 
1.5.31 
평면 유동(plane flow) 
슬롯 출구(slot outlet)가 있는 단면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 사일로 내의 유동 프로필. 슬롯은 두 
사일로 벽과 평행하고 길이는 이 벽들의 길이와 같다.  
 
1.5.32 
가루(powder) 
이 표준의 목적 상, 평균 입자 크기가 0.05mm 미만인 경우 가루로 분류한다.  
 
1.5.33 
압력(pressure) 
사일로의 벽에 수직인 단위 면적당 힘 
 
1.5.34 
리테이닝 사일로(retaining silo) 
바닥이 평평하고 hc/dc≤0.4 인 사일로 
 
1.5.35 
얕은 호퍼(shallow hopper) 
사일로를 채운 후, 벽 마찰력의 최고 값이 작용하지 않은 호퍼  
 
1.5.36 
사일로(silo) 
입자성 고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격납 구조물(즉 벙커(bunker), 빈(bin), 사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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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슬렌더 사일로(slender silo) 
hc/dc≥2.0 이거나 3.3 에 정의된 추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사일로  
 
1.5.38 
세장비(slenderness) 
사일로 수직 부분의 종횡비 hc/dc 
 
1.5.39 
스쿼트 사일로(squat silo) 
0.4<hc/dc≤1.0 이거나 3.3 에 정의된 추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사일로. hc/dc≤0.4 인 경우, 호퍼가 달린 
것은 스쿼트 사일로, 바닥이 평평한 것은 리테이닝 사일로(retaining silo)이다.  
 
1.5.40 
가파른 호퍼(steep hopper) 
사일로를 채운 후 벽 마찰력의 최대값이 작동하는 호퍼  
 
1.5.41 
저장된 고체 내의 응력(stress in the stored solid) 
저장된 고체 안의 단위 면적당 힘 
 
1.5.42 
탱크(tank) 
액체를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격납 구조물 
 
1.5.43 
후판 사일로(thick-walled silo) 
고유 크기 대 벽 두께의 비율이 dc/t=200 미만인 사일로 
 
1.5.44 
박판 원형 사일로(thin-walled circular silo) 
직경 대 벽 두께 비율이 dc/t=200 이상인 원형 사일로  
 
1.5.45 
견인(traction) 
사일로의 벽에 평행한 단위 면적당 힘(수직 또는 경사) 
 
1.5.46 
전이면(transition) 
호퍼와 수직 벽의 교차면(선) 
 
1.5.47 
수직 벽 부분(vertical walled segment) 
수직 벽이 있는 사일로나 탱크의 부분 
 
1.5.48 
쐐기 호퍼(wedge hopper) 
저장된 고체 내에 평면 유동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경사면이 (수직 단부가 있는) 한 평면에만 모이는 
호퍼 
 
1.6 유로코드 1 의 제 4 부에 사용된 기호 
 
기초적인 기호들의 목록은 EN 1990 에 제공되어 있다. 다음의 추가적 기호들은 이 부분에 특정한 
것들이다. 사용된 기호들은 ISO 3898:1997 에 기초하고 있다.  
 
1.6.1 로마자 대문자  
 
A 수직 벽 부분의 평면도 단면 면적  
Ac 편심 방류 중의 유동 채널의 평면도 단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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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편심이 되어 충진된 스쿼트 사일로의 깊이계수 
C  하중확대계수 
Co 고체의 방류계수(하중확대계수) 
Cop 저장된 고체의 국부하중 고체 참조계수(하중확대계수) 
Cb 바닥의 하중확대계수 
Ch 수평 압력 방류계수(하중확대계수) 
Cpe 방류 국부하중계수(하중확대계수) 
Cpf 충진 국부하중계수(하중확대계수) 
CS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에 대한 세장비 조정계수 
CT 온도 차이에 대한 하중 승수 
Cw 벽 마찰 견인 방류계수(하중확대계수) 
E 유동 채널 편심 대 사일로 반경 비율 
Es 관련 응력 수준에서 저장된 고체의 유효 탄성계수 
Ew 사일로 벽의 탄성계수 
F 호퍼 벽에 대한 정상 압력 대 고체 내 평균 수직 응력의 비율 
Fe 방류 중의 호퍼 압력 비율 
Ff 충진 이후의 호퍼 압력 비율 
Fpe 방류 중의 박판 원형 사일로에 대한 국부하중으로 인한 총 수평력 
Fpf 충진 이후의 박판 원형 사일로에 대한 국부하중으로 인한 총 수평력 
G 유동 채널의 반경 대 원형 사일로의 반경의 비율  
K 횡압력 비율의 특성값 
Km 횡압력 비율의 평균값 
Ko 수평 변형도(strain) 0, 수평 및 수직 주요(principal) 응력 하에서 측정된 K 값 
S 호퍼기하학계수(원추형 호퍼는 2, 쐐기형 호퍼는 1) 
T 온도 
U 수직 벽 부분의 평면도 단면의 내부 둘레(perimeter) 
USC 편심 방류 하에서 정지 고체 접촉면에 대한 유동 채널의 내부 둘레 
UWC 편심 방류 하에서 유동 채널 벽 접촉면의 내부 둘레 
Y 깊이 변화 함수 
YJ 얀센(Janssen) 압력 깊이 변화 함수  
YR 스쿼트 사일로 압력 깊이 변화 함수  
 
1.6.2 로마자 소문자 
 
a 사각형 또는 육각형 사일로의 변의 길이(그림 1.1d 참조) 
a 평균값으로부터 상부 및 하부 특성값을 얻기 위한 수정계수 
aK 횡압력 비율에 대한 수정계수 
aγ 벌크 단위 중량에 대한 수정계수 
a∅ 내부 마찰 각도에 대한 수정계수  
aμ 벽 마찰계수에 대한 수정계수 
b 사각형 사일로의 폭(그림 1.1d 참조) 
b 호퍼 압력에 대한 실험적 계수(empirical coefficient) 
c 고체의 점착력 
dc 사일로 단면의 내부 고유 크기(그림 1.1d) 
e  ef 와 eo 중 큰 수 
ec 빠른 편심 유동에서 유동 채널의 중심의 이심률(그림 5.5 참조) 
ef 충진 과정 중의 표면 더미(pile)의 최대 이심률(그림 1.1b 참조) 
ef,cr 단순한 규칙이 사용될 수 있는 최대 충진 이심률(ef,cr=0.25dc) 
eo 출구의 중심의 이심률(그림 1.1b 참조) 
eo,cr 단순한 규칙이 사용될 수 있는 최대 출구 이심률(eo,cr=0.25dc) 
et 사일로가 가득 채워졌을 때 정상 표면 더미의 중심의 이심률(그림 1.1b 참조) 
et,cr 단순한 규칙이 사용될 수 있는 최대 정상 표면 이심률(et,cr=0.25dc) 
hb 호퍼 정점에서 등가 표면까지의 사일로의 전체 높이(그림 1.1a 참조) 
hc 전이면(transition)에서 등가 표면까지의 사일로의 수직 벽 부분의 높이(그림 1.1a 참조) 
hh 정점부터 전이면까지의 호퍼의 높이(그림 1.1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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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정상 더미의 바닥의 등가 표면 아래의 깊이(저장된 고체와 접촉하지 않는 벽의 가장 낮은 
지점(그림 1.1a, 5.6, 6.3 참조)) 
htp 고체의 정상 더미의 총 높이(저장된 고체와 접촉하지 않는 벽의 가장 낮은 부분부터 가장 높은 
저장된 입자까지의 거리(그림 1.1a 및 6.3 참조)) 
n 호퍼 압력 관계에서의 지수(power) 
nzSk 수직 벽 부분에서 단위 둘레당 발생하는 수직 응력의 특성값 
p  압력 
ph 저장된 입자성 고체로 인한 수평 압력(그림 1.1c) 
phae 편심 방류 중의 유동 채널에 인접한 정지한 고체 내의 수평 압력  
phce 편심 방류 중의 유동 채널 내의 수평 압력 
phco 편심 방류 중의 유동 채널 내의 큰 깊이에서의 점근적인(asymptotic) 수평 압력 
phe 방류 중의 수평 압력 
phe,u 단순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방류 중의 수평 압력 
phf 충진 이후의 수평 압력 
phfb 충진 이후의 수직 벽 구역의 바닥에서의 수평 압력  
phf,u 단순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충진 이후의 수평 압력 
pho 저장된 입자성 고체로 인한 큰 깊이에서의 점근적인 수평 압력 
phse 편심 방류 중의 유동 채널로부터 먼 정지된 고체 내의 수평 압력 
phT 온도 차이로 인한 압력의 수평 증가  
pn 저장된 입자성 고체로 인한 호퍼 벽에 수직인 압력(그림 1.1c 참조) 
pne 방류 중의 호퍼 벽에 수직인 압력 
pnf 충진 이후의 호퍼 벽에 수직인 압력 
pp 패치 압력 
ppe 방류 중의 패치 압력  
ppei 방류 중의 역방향 보충 패치 압력 
ppe,nc 방류 중의 국부하중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비원형 사일로에 대한 균일한 압력 
ppf 충진 이후의 패치 압력 
ppfi 충진 이후의 역방향 보충 패치 압력 
ppf,nc 충진 이후의 국부하중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비원형 사일로에 대한 균일한 압력 
pp,sq 스쿼트 사일로 내의 패치 압력 
ppes 방류 중의 원주 좌표 θ(박판 원형 사일로)에서의 패치 압력 
ppfs 충진 이후의 원주 좌표 θ(박판 원형 사일로)에서의 패치 압력 
pt 호퍼의 마찰적 견인(그림 1.1c 참조) 
pte 방류 중의 호퍼의 마찰적 견인 
ptf 충진 이후의 호퍼의 마찰적 견인 
pv 저장된 고체 내의 수직 응력(그림 1.1c 참조) 
pvb 식 (6.2)를 사용하여 스쿼트 사일로의 바닥 높이에서 계산한 수직 압력 
pvf 충진 이후의 저장된 고체 내의 수직 응력 
pvft 충진 이후의 전이면(transition)에서의 저장된 고체 내의 수직 응력(수직 벽 구역의 바닥) 
pvho 식 (5.79), z=ho 을 이용하여 정상 더미의 바닥에서 계산한 수직 압력 
pvsq 스쿼트 사일로 또는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의 평평한 바닥 위에 작용하는 수직 압력 
pvtp 정상 더미의 바닥에서의 강체역학적(geostatic) 수직 압력 
pw 수직 벽에 대한 벽 마찰 견인력(단위 면적당 마찰적 전단력)(그림 1.1c 참조) 
pwae 편심 방류 중 유동 채널 인근의 정지한 고체 내의 벽 마찰 견인력 
pwce 편심 방류 중 유동 채널 내의 벽 마찰 견인력 
pwe 방류 중의 벽 마찰 견인력 
pwe,u 단순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방류 중의 벽 마찰 견인력 
pwf 충진 이후의 벽 마찰 견인력 
pwf,u 단순화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충진 이후의 벽 마찰 견인력 
pwse 편심 방류 중 유동 채널 인근의 정지한 고체 내의 벽 마찰 견인력  
r 사일로의 등가 반경(r=0.5dc) 
rc 편심 유동 채널의 반경 
s 국부하중의 영향을 받는 구역의 크기(s=πdc/16≅0.2dc) 
t 사일로 벽의 두께 
x 원점이 원추나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호퍼의 수직 좌표(그림 6.2 참조) 
z 만재 상태에서 고체의 등가 표면 아래의 깊이(그림 1.1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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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 얀센 고유 깊이 
zoc 편심 방류 하의 유동의 얀센 고유 깊이 
zp 박판 사일로 국부하중의 중심의 등가 표면 아래의 깊이 
zs 가장 높은 고체-벽 접촉면 아래의 깊이(그림 5.7 및 5.8 참조) 
zV 스쿼트 사일로에서 수직 응력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깊이 척도 
 
1.6.3 그리스어 대문자 
 
Δ 전단 셀(shear cell)의 윗 부분의 수평 변위 
Δ 증분 연산자(incremental operator), 다음의 합성 기호에 나타남.  
Δpsq 스쿼트 사일로에 대해 두 개의 방법으로 평가한 수직 압력들 사이의 차이  
ΔT 저장된 고체와 사일로 벽 온도 사이의 차이 
Δv 재료 시험 중에 측정된 수직 변위의 점증(increment) 
Δσ 재료 시험 중에 셀에 가해진 응력의 점증 
 
1.6.4 그리스어 소문자 
 
α 수평으로부터 측정한 호퍼 벽의 경사의 평균 각도(그림 1.1b 참조) 
αw 사일로 벽의 온도 팽창계수 
β 수직으로부터 측정한 호퍼 벽의 경사 각도(그림 1.1a 및 1.1b 참조), 또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피라미드형 호퍼의 가장 가파른 경사 
γ 액체나 입자성 고체의 벌크 단위 중량의 상부 특성값 
γ1 유동화된 저장된 입자성 고체의 벌크 단위 중량 
δ 물성(property)의 표준편차 
θ  원주의 각 좌표 
θc 편심 유동 채널 벽 접촉 각도(편심 방류 하의 저압 구역의 모서리의 원주 좌표(그림 5.5 참조)) 
ψ 유동 채널 중심으로부터 측정한 편심 유동 채널 벽 접촉 각도 
μ 수직 벽의 벽 마찰계수의 특성값 
μheff 얕은 호퍼(shallow hopper)의 유효(effective) 마찰 또는 작동(mobilized) 마찰  
μh 호퍼의 벽 마찰계수 
μm 입자성 고체와 벽 사이의 벽 마찰계수의 평균값 
ν 저장된 고체의 포아송 비 
∅c 입자성 고체의 내부 마찰의 하중 미부가 각도의 특성값(C.9 참조) 
∅i 입자성 고체의 내부 마찰의 하중 부가 각도의 특성값(C.9 참조) 
∅im 내부 마찰의 하중 부가 각도의 평균값(C.9 참조) 
∅r 입자성 고체(원추형 더미)의 안식각(angle of repose)(그림 1.1a 참조) 
∅w 입자성 고체와 사일로 벽 사이의 벽 마찰 각(=arctan(μ)) 
∅wh 입자성 고체와 호퍼 벽 사이의 호퍼 벽 마찰 각(=arctan(μh)) 
σr 고체 시험을 위한 기준 응력 수준 
 
1.6.5 첨자 
 
d 설계값(부분계수로 조정) 
e 고체의 방류(비움) 
f 고체의 충진과 저장 
h 호퍼 
h 수평 
K 횡압력 비율 
m 평균값 
n 벽에 수직 
nc 비원형 사일로 
p 국부하중 
t 벽에 접선인(tangential) 
u 균일 
v 수직 
w 벽 마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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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벌크 단위 중량 
∅ 내부 마찰 각도 
μ 벽 마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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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작용의 표시 및 분류 
 
2.1 사일로에 대한 작용의 표시 
 
(1)P 사일로에 대한 작용은 사일로의 구조, 저장된 고체의 물성, 비움 과정에 발생하는 방류 유동 패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만 한다.  
 
(2)P 유동 패턴에 관련된 불확실성, 충진과 비움 과정에 대한 입구와 출구의 편심의 영향, 유동 패턴 
유형에 대한 사일로 형태의 영향, 시간에 의존하는 충진과 방류 압력을 고려해야만 한다.  
 

비고: 설계하중의 크기와 분포는 사일로의 구조, 저장된 고체의 물성, 비움 과정 중에 발생하는 
방류 유동 패턴에 의존한다. 저장된 고체의 고유한 변화 가능성과 하중모델의 단순화로 인해 실제 
사일로하중과 5 절과 6 절에 제시된 설계 규칙이 제시한 하중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방류 압력의 분포는 시간의 함수로서 벽 주위에서 변화하며, 현재 평균 압력 또는 변화량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3)P 이심률이 작은 경우, 입자성 고체의 충진과 방류로 인한 수직 벽에 대한 하중은 대칭적 하중과 
비대칭적 국부하중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이심률이 큰 경우가 발생하면 하중은 비대칭적 압력 분포로 
표시해야만 한다.  
 
(4) 이 표준에 정의된 사일로에 대한 작용의 특성값은 참조 기간 1 년 이내에 초과 확률이 2%인 값에 
해당하는 값으로 의도되었다.  
 

비고: 특성값들은 공식적인 통계적 분석에 기초한 값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데이터가 현재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앞의 표준에 사용된 역사적 값에 기초하고 있다. 위의 정의는 EN 1990 에 
제시된 정의에 해당한다.   

 
(5) 사일로에 대해 선택된 구조적 형태가 하중 패턴의 편차에 민감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6) 사일로에 대한 대칭적 하중은 수직 사일로 벽의 안쪽 표면에 대한 수평 압력 ph, 경사진 벽에 대한 
정상 압력 pn, 벽에 대한 접선적 마찰 견인력 pw 및 pt, 저장된 고체 내의 수직 압력 pv 로 표현해야 한다.  
 
(7) 충진과 방류 시에 이심률이 작은 경우 사일로의 수직 벽에 대한 비대칭적 하중은 국부하중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국부하중들은 사일로의 안쪽 표면에 대한 국지적 수평 압력 ph 로 표시해야 한다.  
 
(8) 충진과 방류 시에 이심률이 큰 경우, 사일로의 수직 벽에 대한 비대칭적 하중은 수평 압력 ph 의 
비대칭적 분포와 벽의 마찰적 견인력 pw 로 나타내야 한다.  
 
(9) 불리한 추가적인 하중을 나타내기 위해 하중확대계수(load magnifier) C 를 사용해야 한다.  
 
(10) 작용 평가 등급(Action Assessment Classes) 2 및 3(2.5 참조)인 사일로의 경우, 하중 확대계수 C 를 
사용하여 방류 중의 고체의 유동과 관련된 불리한 추가 하중만을 표시해야 한다.  
 
(11) 작용 평가 등급 1 인 사일로의 경우, 하중확대계수 C 를 사용하여 방류 유동과 관련된 불리한 
추가적 하중과 저장된 고체의 변화 가능성의 효과를 모두 나타내야 한다. 
 

비고: 하중확대계수 C 는 유동 패턴에 관련된 불확실성, 충진과 방류 과정에 대한 입구와 출구의 
이심률의 영향, 유동 패턴의 유형에 대한 사일로의 형태의 영향, 시간에 의존하는 충진과 방류 
압력을 시간에 독립적인 모델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근사 과정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작용 
평가 등급 1 인 사일로의 경우, 하중확대계수는 저장된 고체의 물성의 고유한 변화가능성도 
감안한다. 작용 평가 등급 2 및 3 의 사일로의 경우, 저장된 고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설계 
파라미터의 변화가능성은 저장된 재료의 물성 χ, μ, K, ∅i 에 대해 채택된 특성값에 반영되어 
있으며, 하중확대계수 C 에 반영되지 않는다. 

 
(12) 작용 평가 등급 1 인 사일로의 경우, 비대칭하중은 방류하중확대계수 C 를 이용하여 대칭적 하중의 
증가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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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작용 평가 등급 2 인 사일로의 경우, 비대칭적 국부하중은 비대칭적 국부하중 크기에 관련된 대칭적 
하중의 대체 증가로 대신 나타낼 수 있다.  
 
2.2 탱크에 대한 작용의 표시 
 
(1)P 액체로 인한 탱크에 대한 하중은 정수역학적(hydrostatic)으로 분포된 하중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2) 이 표준에 정의된 탱크에 대한 작용의 특성값은 참조기간 1 년 이내에 초과확률이 2%인 값들에 
해당한 값으로 의도되었다.  
 

비고: 특성값들은 공식적인 통계적 해석에 기초한 값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데이터가 현재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앞의 표준에 사용된 역사적 값에 기초하고 있다. 위의 정의는 EN 1990 에 
제시된 정의에 해당한다.   

 
2.3 사일로에 대한 작용의 분류 
 
(1)P 사일로 내에 저장된 입자성 고체로 인한 하중은 가변 작용으로 분류해야만 한다. EN 1990 참조 
 
(2)P 사일로에 대한 대칭적 하중은 가변 고정 작용으로 분류해야만 한다. EN 1990 참조 
 
(3)P 사일로의 충진과 방류 과정에 관련된 국부하중은 가변 자유작용으로 분류해야만 한다.  
 
(4)P 사일로의 편심 충진 또는 방류와 관련된 편심 하중은 가변 고정 작용으로 분류해야만 한다.  
 
(5)P 공기 이송(pneumatic conveying) 시스템으로 인한 가스압력하중은 가변 고정 작용으로 분류해야만 
한다. 
 
(6)P 분진 폭발로 인한 하중은 우발작용으로 분류해야만 한다.  
 
2.4 탱크에 대한 작용의 분류 
 
(1)P 탱크에 대한 하중은 가변 고정 작용으로 분류해야만 한다. EN 1990 참조 
 
2.5 작용 평가 등급 
 
(1) 구조적 배열의 신뢰성과 다양한 파손 모드에 대한 가능성에 따라, 사일로 구조물의 설계에 다양한 
엄격한 수준(level of rigour)을 적용해야 한다. 
 
(2) 사일로의 설계는 이 부분에 사용된 다음의 세 가지 작용 평가 등급(Action Assessment Classes)의 
요구조건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설계 평가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리스크를 갖고, 
다양한 구조물의 파손 리스크를 줄이는데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고려한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EN 
1990, 2.2(3) 및 (4) 참조) 
– 작용 평가 등급 1(AAC 1) 
– 작용 평가 등급 2(AAC 2) 
– 작용 평가 등릅 3(AAC 3) 

 
(3) 2.5(2)에 요구된 것보다 더 높은 작용 평가 등급은 언제나 채택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언제라도, 더 
높은 작용 평가 등급에 대한 절차의 어느 부분이라도 채택될 수 있다.  
 
(4) 작용 평가 등급 1 의 사일로의 경우, 해당 등급에 대한 이 표준의 단순화된 조항들을 채택할 수 있다.  
 
(5) 사일로에 대한 작용 평가 등급은 완전한 시설 내에 위치할 수 있는 사일로 배터리(battery)나 사일로 
그룹 전체의 조건이 아닌, 개별 저장 유닛의 조건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비고 1: 국가별 부록은 등급의 경계를 정의할 수 있다. 표 2.1 은 권장값들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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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작용 평가를 위한 사일로의 권장 등급 
 

작용 평가 등급 설명 
작용 평가 등급 3 용량이 10000 톤을 초과하는 사일로 

용량이 1000 톤을 초과하는 사일로로서 다음 설계상황 중 어느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것. 
a) et/dc>0.25 인 편심 방류(그림 1.1b 참조) 
b) 정상 표면 이심률이 et/dc>0.25 인 스쿼트 사일로  

작용 평가 등급 2 이 표준이 포괄하는 모든 사일로로서 다른 등급에 속하지 않는 것 
작용 평가 등급 1 용량이 100 톤 미만인 사일로 
 

비고 2: 위의 구분은 적절한 정밀성을 갖는 작용을 결정하는데 관한 불확실성이 결부되어 있다. 
소형 사일로에 대한 규칙은 단순하며 보수적이다. 왜냐하면 소형 사일로는 고유한 
견고성(robustness)를 갖고 있으며, 저장된 고체를 시험하는데 드는 비용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조적 파손과 인명과 재산에 대한 리스크의 결과는 EN 1992 및 EN 1993 의 작용 평가 
분류에 포함되어 있다.  
 
비고 3: 작용 평가 등급의 선정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합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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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설계 상황  
 
3.1 일반사항 
 
(1)P 사일로와 탱크에 대한 작용은 EN 1990 에 따라 식별된 각각의 관련 설계 상황에 대한 일반 
양식(general format)을 이용하여 결정해야만 한다.  
 

비고: 이는 EN 1990, A.1 과 A.2 의 건축물과 교량에 대해 명시된 단락들과 값들이 사일로와 탱크에 
적용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2)P 선정된 설계 상황들은 고려해야만 하며, 임계하중 사례들을 식별해야만 한다. 사일로의 경우, 설계 
상황들은 부록 C 에 따라 결정된 대로, 저장된 입자성 고체의 유동 특성에 기초해야만 한다.  
 
(3)P 각각의 임계하중 사례에 대해 작용의 효과의 설계값들의 조합을 결정해야만 한다.  
 
(4)P 조합 규칙들은 고려 중인 검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EN 1990 에 따라 식별해야만 한다.  
 

비고: 관련 조합 규칙들은 부록 A 에 제시되어 있다.  
 
(5) 인접한 구조물로부터 전달되는 작용은 고려해야 한다.  
 
(6) 피더(feeder)와 게이트(gates)로부터의 작용은 고려해야 한다. 저장된 고체를 통해 사일로 구조물에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부착되지 않은 피더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7) 다음의 우발작용과 상황들이 적절한 경우 고려해야 한다.  
– 폭발에 의한 작용 
– 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작용 
– 지진 작용 
– 화재 설계 상황 

 
3.2 사일로에 저장된 고체에 대한 설계 상황  
 
(1)P 사일로에 대한 저장된 고체로부터의 하중은 사일로가 만재 상태인 때 고려해야만 한다.  
 
(2)P 충진 및 방류 시 하중 패턴은 극한한계상태와 사용한계상태에서 설계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3) 입자성 고체의 충진과 방류에 대한 설계는 구조물의 다양한 한계상태에 이르게 하는 주요 하중 
사례를 다루어야 한다.  
– 사일로 수직 벽에 대한 최대 정상 압력 
– 사일로 수직 벽에 대한 최대 수직 마찰 항력(견인력)  
– 사일로 바닥에 대한 최대 수직 압력 
– 사일로 호퍼에 대한 최대하중  

 
(4) 체적 단위 중량 γ의 상부 특성값은 모든 하중 계산에 사용해야 한다.  
 
(5) 각각의 하중 사례에 대한 계산은 고체 물성 μ, K, ∅1 의 일관된 단일 값 세트를 이용하여, 각각의 
한계상태가 정의된 단일한 저장된 고체 상태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  
 
(6) 통계적 범위의 극한에서 특성값을 취하면 저장된 고체 물성 μ, K, ∅1 의 하중 사례들 각각이 가장 
손상을 주는 극한 값을 달성하기 때문에, 각각의 물성의 극한을 고려함으로써 설계가 모든 한계상태에 
대해 적절하게 안전하도록 해야만 한다. 각 하중 사례에 적용되어야 할 각 물성의 값들은 표 3.1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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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다양한 벽들의 하중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될 물성들의 값 
 채택할 특성값 
목적: 벽 마찰계수 μ 횡압력 비율 K 내부 마찰 각도 ∅1 
수직 벽 또는 통(barrel)    
수직 벽에 대한 최대 
정상 압력 

하부 상부 하부 

수직 벽에 대한 최대 
마찰 견인력 

상부 상부 하부 

호퍼 또는 사일로 
바닥에 대한 최대 
수직하중 

하부 하부 상부 

 
목적: 벽 마찰계수 μ 호퍼 압력 비율 F 내부 마찰 각도 ∅1 
호퍼 벽    
충진에 대한 최대 호퍼 
압력  

호퍼에 대한 하부값 하부 하부 

방류에 대한 최대 호퍼 
압력 

호퍼에 대한 하부값 상부 상부 

비고 1: 항상 ∅wh≤∅i 임에 주의한다. 왜냐하면 벽 접촉면에서의 슬립(slip)이 내부 마찰력이 지탱할 수 
있는 것보다 큰 전단 응력을 요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재료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계산에서 벽 마찰계수는 tan∅1 보다 크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즉, 항상 μ=tan∅w≤tan∅i) 
 
비고 2: 총 호퍼하중의 일부만을 벽 마찰이 수용하기 때문에 호퍼의 벽 마찰력이 낮은 경우, 호퍼의 
정상 압력 pn 은 보통 최대화 된다. 호퍼의 벽 마찰력에 대해 어떠한 물성 극한 값을 선택할 것인가에 
주의함으로써 구조적 결과가 완전히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즉, 마찰이나 정상 압력이 최대화될 
것인가는 고려 중인 구조적 파괴 모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7)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작용 평가 등급 1 의 사일로는 저장된 입자성 고체에 대해 평균 벽 
마찰계수 μm, 평균 횡압력 비율 Km, 평균 내부 마찰 각도 ∅im의 단일 값에 대해 설계할 수 있다.  
 
(8) 사일로 벽 하중의 계산을 위한 일반 식이 5 절과 6 절에 제시되어 있다. 이 식들은 다음의 
고유하중들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  
– 수직 벽 부분에 대한 충진하중(5 절) 
– 수직 벽 부분에 대한 방류하중(5 절) 
– 평평한 바닥에 대한 충진 및 방류하중(6 절) 
– 호퍼에 대한 충진하중(6 절) 
– 호퍼에 대한 방류하중(6 절) 

 
3.3 사일로의 다양한 기하학적 배열에 대한 설계 상황 
 
(1)P 다양한 사일로 종횡비(세장비), 호퍼의 기하학적 구조, 방류 배열로 인해 다양한 설계 상황이 
발생하며, 이를 고려해야만 한다.  
 
(2) 사일로로 떨어지는 고체의 궤적이 어떤 높이에서 편심 더미(eccentric pile)를 만든다면(그림 1.1b 참조), 
사일로의 부분들마다 다짐(packing) 밀도가 달라지게 되며, 이는 비대칭적 압력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의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 고체 궤적의 가장 큰 이심률 ef 를 사용해야 한다.(5.2.1.2 및 5.3.1.2 참조) 
 
(3) 설계 시 방류 중의 유동 패턴의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다음 범주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그림 3.1 참조) 
– 질량 유동(mass flow)  
– 파이프 유동(pipe flow) 
– 혼합 유동(mixed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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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질량 유동 
2 깔때기 유동 
3 모든 고체가 움직임 
4 유동 
5 유동 채널 경계 
6 정지 
7 유효 전달 
8 유효 호퍼 
 

그림 3.1: 기본 유동 패턴 
 
(4) 파이프 유동이 발생하고 항상 고체에 대해 안쪽인 경우(그림 3.2a 및 b 참조), 방류 압력은 무시할 
수 있다. 동심원적 중력 방류가 일어나는 스쿼트 사일로와 내부 파이프 유동을 보장하는 정상 표면에 
역학적 방류 시스템이 있는 사일로(그림 3.4a 및 b, 3.5a 참조)는 이들 조건들을 만족시킨다.(5.1(7) 및 
5.3.2.1(2), (4) 참조) 
 

비고: 적절하게 설계된 반동(anti-dynamic) 튜브도 내부 파이프 유동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a) 질량 유동  b) 파이프 유동   c) 혼합 유동 

a) 평행 파이프 
유동 

c) 편심 평행 
파이프 유동 

d) 편심 테이퍼 
파이프 유동 

b) 테이퍼(taper) 
파이프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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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내부 파이프 유동 
2 편심 파이프 유동 
3 유동 
4 유동 채널 경계 
5 유동 파이프 
6 정지 
 

그림 3.2: 파이프 유동 패턴 
 
(5) 대칭적인 질량 유동이나 혼합 유동 하에서(그림 3.1 참조),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압력을 설계 시 
고려해야 한다.(5.2.2.2 및 5.3.2.2 참조) 
 
(6) 사일로 벽과 부분적으로 접촉하여 파이프 유동이나 혼합 유동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압력에 대한 특수 규정을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그림 3.2c 및 d, 그림 3.3b 및 c 참조) (5.2.4 도 
참조) 
 

 
 
범례 
1 유동 채널 경계 
2 유동 구역 
3 유효 전이면 
4 유효 전이면: 사일로 둘레를 따라 변화함 
5 정지 
6 정지 
7 유효 호퍼 
 

그림 3.3: 혼합 유동 패턴 
 
(7) 사일로에 출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사일로가 만재 상태일 때 한 개의 출구 또는 여러 개의 
출구들이 동시에 열릴 가능성을 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8) 사일로에 출구가 여러 개 있고, 특정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작동 설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 방식은 
일반적인(ordinary) 설계 상황으로 취급해야 한다. 다른 출구 개방 조건은 우발적 설계 상황으로 
취급해야 한다.  
 

a) 동심원적 혼합 유동 b) 완전 편심 혼합 
유동 

c) 부분 편심 혼합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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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의 ‘일반적인 설계 조건(ordinary design situation)’이라는 용어는 EN 1990, 6.4.3.2 의 기초 
조합(Fundamental Combination)을 가리킨다. ‘우발적 하중 사례(accidental load case)’라는 용어는 
EN 1990, 6.4.3.3 의 우발적 설계 상황(Accidental Design Situation)을 가리킨다.  

 
(9) 세장비가 매우 큰(very slender) 사일로가 편심이 되어 채워진 경우, 또는 세장비가 매우 큰 사일로 
내의 구획(segregation)으로 인해 사일로의 부분들마다 다짐(packing) 밀도가 다르거나 고체 내에 점착성이 
생기는 경우, 입자 배열의 비대칭성은 비대칭적 파이프 유동이나 혼합 유동을 유발할 수 있고(그림 3.4d 
참조), 비대칭적 압력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일로 벽에 대한 유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사례에 요구되는 
특수한 규정(5.2.4.1(2) 참조)들을 사용해야 한다.  
 

 
 
범례 
1 유동 
2 유동 채널 경계 
3 정지 
4 유효 전이면 
5 유효 호퍼 
 

그림 3.4: 혼합 및 파이프 유동 패턴에서의 종횡비(세장비)의 영향 
 

 
 

그림 3.5: 특수한 충진 및 방류 배열 
 
(10) 공기로 이송된 가루로 충진되는 사일로의 경우, 만재 상태에 대한 두 개의 설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저장된 고체는 다른 고체에 대해 안식각을 형성할 수 있다. 둘째로, 안식각과 충진의 

a) 리테이닝 사일로 b) 스쿼트 사일로 c) 슬렌더 사일로 d) 세장비가 매우 
큰 사일로 

a) 동심원적 압력이 
있는 기계적 방류 

b) 공기 주입 및 
공기 슬라이딩이 
질량 유동을 촉진 

c) 공기를 이용한 
가루 충진이 거의 
평평한 정상 표면을 
형성 

d) 확장 유동 호퍼는 
바닥 호퍼에만 질량 
유동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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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률과 관계없이 정상 표면이 수평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그림 3.5c 참조)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충진과 관련된 이심률 ef 는 0 으로 할 수 있으며, 충진 높이는 최대 가능한 값으로 해야 한다.  
 
(11) 가루를 저장하는 사일로가 폭기식(aerated) 바닥을 갖고 있다면(그림 3.5b 참조), 바닥 전체가 
유동화되어 심지어 스쿼트 사일로 구조에서도 유효한 질량 유동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사일로는 
실제 세장비 hc/dc 와 무관하게, 슬렌더 사일로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12) 가루를 저장하는 사일로가 폭기식 바닥을 갖고 있다면(그림 3.5b 참조), 오직 제한된 구역의 가루만 
유동화되어 편심 파이프 유동을 유발할 수 있고(그림 3.3b 참조), 이를 고려해야 한다. 발생하는 유동 
채널의 이심률과 발생하는 eo 값은 출구의 위치와 관계 없이 유동화된 구역에 대해 계산해야 한다.  
 
(13) 확장 유동 방출 호퍼가 있는 사일로의 수직 벽(그림 3.5d 참조)은 방출 중에 비대칭적인 압력을 
유발할 수 있는 혼합 유동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일로의 세장비의 계산은 hc/dc 
대신에 hb/dc 를 기초로 해야 한다.(그림 1.1a 참조) 
 
(14) 사일로의 세장비 hc/dc 가 0.4 미만인 경우, 바닥에 호퍼가 있는 경우 스쿼트 사일로로, 바닥이 
평평한 경우 리테이닝(retaining) 사일로로 분류해야 한다.  
 
(15) 사일로의 호퍼가 원추형, 피라미드형, 쐐기형이 아닌 경우, 압력 해석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호퍼가 내부 구조물을 가진 경우, 호퍼와 내부 구조물에 대한 압력이 모두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16) 사일로의 호퍼가 정(chisel) 호퍼인 경우(원기둥 밑의 쐐기 모양 호퍼), 압력 해석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비고: 길게 연장된 출구는 특수한 문제를 야기한다. 사일로로부터의 고체의 방출을 통제하기 위해 
피더(feeder)가 사용된 경우, 피더의 설계는 사일로 내의 고체 유동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사일로 내에 질량 유동 또는 완전한 편심 혼합 유동 또는 편심 파이프 유동을 유발할 수 
있다.  

 
3.4 특정 건설 형태에 대한 설계 상황 
 
(1) 사용한계상태에 대해 설계되고 있는 콘크리트 사일로에서,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균열은 
언제라도 제한되어야 한다. 균열에 대한 통제는 사일로가 위치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EN 1992 의 균열 폭 
한계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볼트나 리벳으로 고정된 구조물을 이용하여 조립된 금속제 사일로에서 비대칭적 하중(국부하중)에 
대한 규정은 비대칭적인 하중이 사일로 벽의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5.2.1.4(4) 참조) 
 
(3) 평면도 형태가 사각형이고 벽 내의 휨 모멘트를 줄이기 위해 내부 타이를 갖고 있는 금속제 
사일로에는 5.7 의 규정을 사용해야 한다.  
 
(4) 피로의 효과는 일간 평균 한 번 이상의 하중 사이클로 사일로나 탱크에서 고려해야 한다. 한 번의 
하중 사이클은 한번의 완전한 충진과 비움에 해당하거나 폭기식 사일로(그림 3.5b)에서는 혼입 구역에 
대한 완전한 시퀀스(회전)와 동일하다. 피로의 효과는 또한 진동하는 기계류의 영향을 받는 
사일로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5) 기성품인 사일로는 취급, 운송, 가설(조립) 중에 발생하는 작용에 대해 설계해야 한다.  
 
(6) 사일로 구조물의 벽에 맨홀이나 접근 개구부가 있는 경우, 커버에 작용하는 압력은 인근 벽에 대한 
국지적 설계 압력의 최고 값의 2 배로 평가해야 한다. 이 압력은 개구부 커버와 그 지지물을 설계할 
때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7) 지붕이 분진 필터 결합체(assembly), 사이클론(cyclone), 기계 이송 장비 또는 기타 유사한 물품들을 
지지하는 경우, 이들은 재하하중으로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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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일로를 충진하거나 비우기 위해 공기를 이용한(pneumatic)  이송 시스템이 사용된 경우, 발생하는 
가스 압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비고: 이 압력들은 보통 10kPa 미만이지만, 상당한 진공(예. 40kPa≅0.4bar)이 가해질 수 있으며, 
보통 이송 과정 설계나 작동 오류가 발생한다. 사일로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감압 방호(relief protection) 수단을 갖거나 사일로 설계자가 그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9) 진동자(vibrators), 공기 대포(air cannon) 또는 선회하는 바닥(gyrating live bottom)이 사일로 설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이들에 의한 주기적인 하중을 피로의 한계상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한다. 
공기를 이용한 이송 시스템에 의한 진동도 고려해야 한다.  
 
(10) 기존 사일로에 벽 라이너(liner)를 삽입하는 개조가 제안된 경우, 구조 설계를 위한 수정된 벽 
마찰력의 결과를 조사해야 하며, 고체 유동 패턴의 변화가 유발한 구조적 결과도 조사해야 한다.  
 
3.5 탱크에 저장된 액체에 대한 설계 상황 
 
(1)P 탱크에 대한 저장된 액체로부터의 하중은 탱크가 작동할 경우나 만재된 상태 모두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2) 사용 중의 액체 수준이 탱크가 만재상태일 때의 수준과 다른 경우, 후자를 우발적 설계 상황으로 
간주해야 한다.  
 
3.6 폭발에 대한 설계 원칙 
 
(1) 폭발할 수 있는 액체나 입자성 고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탱크나 사일로의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잠재적인 손상을 제한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 충분한 감압 구역을 포함시킴으로써  
– 적절한 폭발 제압 시스템을 포함시킴으로써 
– 폭발 압력에 저항하도록 구조물을 설계함으로써  

 
분진 폭발 경향이 있는 일부 고체들이 표 E.1 에 식별되어 있다.  

 
비고: 폭발 압력의 결정에 대한 조언이 부록 H 에 제시되어 있다.  

 
(2) 사일로 내부에서의 폭발의 결과로 사일로 근처의 구조물에 가해지는 압력을 결정해야 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은 사일로 내부의 폭발의 결과로서 근처의 구조물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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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입자성 고체의 물성치 
 
4.1 일반사항 
 
(1)P 사일로에 대한 작용을 평가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 입자성 고체의 물성의 범위 
– 표면 마찰 조건의 변화  
– 사일로의 기하학적 구조 
– 충진 및 방류 방법 

 
(2) 입자성 고체의 강성(stiffness)은 사일로 벽에 추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거나 이 표준 내에 정의된 
하중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없다. 사용 중인 벽의 변형이 저장된 고체 내에 형성된 압력에 주는 
효과는 합리적이고 검증된 해석 방법이 적용되지 않은 한 무시해야 한다.  
 

 
 
범례 
 
1 호퍼 정점 반각 β(도) 
2 호퍼 벽 마찰계수 μh 
3 이 구역에서의 질량 유동 압력 리스크 
4 깔때기 유동이 확실함 
 

그림 4.1: 질량 유동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3) 필요한 경우, 그림 4.1 로부터 유동 패턴 유형(질량 유동 또는 깔때기 유동)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림 
4.1 은 질량 유동 패턴을 달성하기 위한 사일로의 기능적 설계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부 
마찰 각도의 영향이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비고: 질량 유동의 보장을 위한 설계는 이 표준의 범위 밖에 있다.(1.1.2(5) 참조) 이 목적을 
위해서는 가루 및 벌크 고체 취급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a) 원추형 호퍼 

b) 쐐기형 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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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자성 고체의 물성치 
 
4.2.1 일반사항 
 
(1)P 재료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하중 계산을 위해 정량화한 저장된 입자성 고체의 물성은 시험 결과나 
기타 관련 데이터로부터 얻어야만 한다.  
 
(2)P 시험 결과나 기타 데이터로부터 얻은 값들은 고려 중인 하중 평가를 위해 적절하게 해석해야만 
한다.  
 
(3)P 시험 결과로부터 얻은 물질 파라미터와 사일로 내에 저장된 고체의 거동을 지배하는 물성 사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야만 한다.  
 
(4)P (3)P 에 제시된 고체 물성의 차이를 계산할 경우, 다음의 인자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 많은 파라미터들은 실제 상수가 아니며, 응력 수준과 변형 모드에 따라 달라진다.  
– 입자의 형상, 크기, 크기 분포는 시험에서와 사일로 안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 시간의 영향 
– 수분함량의 변화  
– 동적 작용들의 영향 
– 시험된 저장 고체의 취성(brittleness) 또는 연성(ductility) 
– 사일로 및 시험 장치에 대한 충진 방법 

 
(5)P (3)P 에 제시된 벽의 마찰적 물성의 차이를 계산할 때, 다음의 인자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 부식 및 입자, 습기, 벽 사이의 화학 반응 
– 벽을 거칠게 할 수 있는 마모 
– 벽의 연마(polishing) 
– 벽 위의 미끄러운(greasy) 퇴적물의 누적  
– 벽 표면에 박힌 고체 입자(보통 벽을 거칠게 하는 효과가 있음) 

 
(6)P 물질 파라미터 값을 수립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 각 유형의 시험의 사용에 관련된 인정되고 발간된 정보  
– 관련된 발간 데이터와 일반적인 경험과 비교한 각 파라미터들의 값 
– 설계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의 변화 
– 유사한 사일로의 대규모 필드 측정 결과 
– 하나 이상의 시험의 결과들 사이의 연관성 
– 사일로의 내용연한 중에 고려할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한 물성의 변화  

 
(7)P 재료 파라미터의 특성값의 선정은 실험실 시험의 결과로부터 유도된 값들에 기초해야만 하며, 잘 
수립된 경험으로 보충해야만 한다.  
 
(8) 재료 파라미터의 특성값은 적절한 값에 대한 주의깊은 예측으로서 선정되어야 하며, 계산되는 
하중에 대한 영향에 의존하여 상부 특성값이나 하부 특성값을 선정해야 한다.  
 
(9) 시험 결과의 해석에 관련된 규정은 EN 1990 을 참조할 수 있다.  
 

비고: EN 1990 의 부록 D 도 참조할 수 있다.  
 
4.2.2 고체 물성의 시험 및 검증 
 
(1)P 설계에 채택된 고체 물성의 값들은 조성의 변화, 생산방법, 등급(grading), 수분함량, 온도, 년수(age), 
취급에 의한 하전(electrical charge)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2) 입자성 고체 물성은 4.2.3 에 제시된 단순화된 접근법을 이용하거나 또는 4.3 에 기술된 시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3) 작용 평가 등급 3 인 사일로의 경우, 입자성 고체 물성은 4.3 에 기술된 대로 시험하여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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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떠한 입자성 고체의 물성은 표 E.1 에 제시된 기본(default) 저장 고체를 이용하여 나타낸 대로 
취할 수 있다.  
 

표 4.1: 벽 표면의 정의 
 
범주 설명적 제목 통상적인 벽 재료 
D1 ‘미끄러운(slippery)’으로 

분류되는 낮은 마찰력 
냉강압연 스테인리스 강 
연마된 스테인리스 강 
마찰력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코팅된 표면 
연마된 알루미늄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a 

D2 ‘매끄러운(smooth)’으로 
분류되는 중간 마찰력 

매끄럽고 부드러운 카본 강(용접된 것 또는 볼트로 접합된 
구조물) 
부드러운 마감의 스테인리스 강 
아연도금(galvanized) 탄소 강 
산화 알루미늄 
내부식성이나 내마모성으로 설계된 코팅된 표면 

D3 ‘거친(raspy)’으로 분류되는 
높은 마찰력 

상태가 좋지 않은(off-form) 콘크리트, 강재로 마감된 콘크리트 
또는 노후한 콘크리트 
노후한(부식된) 탄소 강 
내마모 강(abrasion resistant steel) 
세라믹 타일 

D4 불규칙적 수평으로 골이 나 있는 벽 
수평 리브(rib)가 있는 성형(profiled) 시팅(sheeting) 
수차(aberration)가 큰 비표준 벽 

비고: 이 표의 설명적 제목은 조도(roughness)보다는 마찰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다. 왜냐하면 
미끄러지는 입상 고체와 표면 사이의 측정된 벽 마찰력과 측정된 조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약하기 
때문이다.  
a 표면에 박힌 입자의 거칠게 하는 효과는 이 표면들에 대해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  
 
(5) 주어진 입자성 고체의 벽 마찰계수 μ의 설계에 채택된 값은 고체가 미끄러지는 표면의 마찰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표준에 사용된 벽 표면 범주(Wall Surface Categories)는 4.2.1 에 정의되어 있으며, 표 
4.1 에 나열되어 있다.  
 
(6) 벽 표면 범주 D4 의 벽이 있는 사일로의 경우, 유효 벽 마찰계수는 D.2 에 제시된 대로 결정해야 
한다.  
 
(7) 국부하중 고체 참조계수 Cop 는 표 E.1 에서 얻거나 식 (4.8)로부터 결정해야 한다.  
 
4.2.3 단순화된 접근법 
 
(1) 잘 알려진 고체들의 물성 값은 표 E.1 로부터 취해야 한다. 표 4.1 의 값들은 단위 중량 γ 에 대한 
상부 특성값에 해당하지만 μm, Km, ∅im 은 평균값들이다.  
 
(2) 저장될 고체를 분명하게 표 E.1 에 기술된 것들 중 하나와 유사한 것이라고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3 에 따른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3) μ, K, ∅i¬의 특성값들을 결정하기 위해, 제시된 μm, Km, ∅im 값에는 표 E.1 에 제시된 변환계수 a 로 
곱하고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최대하중을 계산할 때 다음의 조합이 사용되어야 한다.  
 

K 의 상부 특성값 = akKm (4.1) 
K 의 하부 특성값 = Km/ak (4.2) 
μ의 상부 특성값 = aμ/μm (4.3) 
μ의 하부 특성값 =μm/aμ (4.4) 
∅i 의 상부 특성값 = a∅/∅im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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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하부 특성값 = ∅im/a∅ (4.6) 
 
(4) 작용 평가 등급 1 인 사일로의 경우, μm, Km, ∅im 의 평균값은 상부 및 하부 특성값과 관련된 범위 값 
대신에 설계에 사용할 수 있다.  
 
4.3 입자성 고체의 시험 
 
4.3.1 시험 절차  
 
(1)P 입자성 고체의 대표적인 샘플에 대해 시험을 수행해야만 한다. 각 고체 물성의 평균값은 조성, 등급, 
수분함량, 온도, 년수, 취급으로 인한 하전, 생산방법 등의 2 차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허용치(allowance)를 두고 결정해야만 한다.  
 
(2) 평균 시험 값들은 특성값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변환계수 a 와 식 (4.1) ~ (4.6)을 이용하여 조정해야 
한다.  
 
(3) 각 변환계수 a 는 주의깊게 계산해야 하며, 사일로의 내용연한, 구획화의 결과들, 샘플링의 
부정확성의 영향 등에 따른 고체 물성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4) 물성의 표준편차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된 변환계수 a 는 
C.11 에 제시된 대로 결정해야 한다.  
 
(5) 고체 물성의 평균값과 특성값 사이의 차이(margin)는 변환계수 a 로 나타낸다. 단일한 이차 
파라미터가 a 값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값은 1.10 을 곱해서 증가시켜야 한다.  
 

비고: 위의 규정은 예측된 하중에 대한 적절한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도록 a 값이 선정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3.2 체적 단위 중량 γ 
 
(1) 체적 단위 중량 γ는 충진 이후에 최대 수직 응력이 발생하는 때에 사일로 내에 저장된 고체의 
위치에 해당하는 응력 수준과 입자 다짐 밀도에서 결정해야 한다. 사일로 내 수직 응력 pvft 는 적절한 
대로 식 (5.3) 또는 (5.79)를 이용하여 수직 부분의 바닥에서의 깊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2) C.6 에 기술된 체적 단위 중량 γ의 측정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 측정된 값으로부터 특성값을 얻기 위한 변환계수는 C.11 에 제시된 절차를 이용하여 구해야 한다. 더 
작은 값을 시험과 평가에 의해 정당화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변환계수 aγ는 1.10 보다 작을 수 
없다.(C.11 참조) 
 
4.3.3 벽 마찰계수 μ 
 
(1) 하중을 계산하기 위한 벽 마찰계수 μ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은 충진 이후 수직 벽에 대한 최대의 
평가된 수직 충진 압력 p+가 발생한 때의 사일로 내에 저장된 고체의 위치에 해당하는 응력 수준 및 
입자 다짐 밀도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직 벽 바닥에서의 충진 압력 phfb 는 적절한 대로 식 (5.1) 또는 
(5.71)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C.7 에 기술된 μ의 측정을 위한 시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 벽 마찰계수의 평균값 μm 및 표준편차는 시험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오직 평균값만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표준편차는 C.11 에 제시된 절차를 이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4) 평균값으로부터 특성값을 얻기 위한 변환계수는 C.11 에 제시된 절차를 이용해서 구해야 한다. 더 
작은 값을 시험과 평가에 의해 정당화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변환계수 aμ는 1.10 보다 작을 수 없다.(C.11 
참조) 
 
4.3.4 내부 마찰 각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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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 마찰의 재하(loading) 각도 ∅i(최초 재하 중 파손 시 전단 응력 대 수직 응력의 비율의 
아크탄젠트(arctan))는 충진 이후 최대 수직 응력이 발생하는 사일로 내 저장 고체 내의 위치에 해당하는 
응력 수준 및 입자 다짐 밀도에서 결정해야 한다. 수직 응력은 적절한 대로 식 (5.3) 또는 (5.79)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C.9 에 기술된 ∅i 측정을 위한 시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 내부 마찰의 재하 각도의 평균값 ∅im 및 표준편차 δ 는 시험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평균값만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표준편차는 C.11 에 제시된 절차를 이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4) 평균값으로부터 특성값을 얻기 위한 변환계수는 C.11 에 제시된 절차를 이용하여 구해야 한다. 더 
작은 값을 시험과 평가에 의해 정당화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변환계수 a∅는 1.10 보다 작을 수 없다.(C.11 
참조)  
 
4.3.5 횡압력 비율 K 
 
(1) 횡압력 비율 K(평균 수평 대 평균 수직 압력의 비율)은 충진 이후 최대 수직 응력이 발생하는 
사일로 내의 저장된 고체의 위치에 해당하는 응력 수준 및 다짐 밀도에서 결정해야 한다. 고체 내의 
수직 응력 pvf 는 적절한 대로 식 (5.3) 또는 (5.79)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C.8 에 기술된 K 의 측정을 위한 시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 횡압력 비율의 평균값 Km 및 그 표준편차는 시험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 평균값만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표준편차는 C.11 에 제시된 절차를 이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4) Km 의 근사 값은 측정된 내부 마찰의 재하 각도 ∅im 의 평균값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신 얻을 수 
있다.(4.3.4 참조)  
 

Km = 1.1(1-sin∅im) (4.7) 
 

비고: 식 (4.7)의 계수 1.1 은 벽 마찰이 거의 0 인 조건에서 측정된 K 값(=K0)와 벽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에 측정된 K 값 사이의 차이를 근사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4.2.2(5)도 
참조한다) 

 
(5) 측정된 값으로부터 특성값을 얻기 위한 변환계수는 C.11 에 제시된 절차를 이용하여 구해야 한다. 더 
작은 값을 시험과 평가에 의해 정당화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변환계수 aK 는 1.10 보다 작을 수 없다.(C.11 
참조) 
 
4.3.6 점착력 c 
 
(1) 고체의 점착력 c 는 고체에 가해진 압밀(consolidating) 응력에 따라 변화하며, 충진 이후에 최대 수직 
응력이 발생하는 사일로 내에 저장된 고체의 위치에 상응하는 응력 수준 및 입자 다짐 밀도에서 
결정해야 한다. 고체 내의 수직 응력 pvf 는 적절한 대로 식 (5.3) 또는 (5.79)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C.9 에 기술된 c 의 측정을 위한 시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비고: 점착력 c 는 Jenike 전단 셀 시험(ASTM Standard D6128)의 결과로부터 예측할 수도 있다. 
시험 결과로부터 점착력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은 C.9 에 제시되어 있다.  

 
4.3.7 국부하중 고체 참조계수 Cop 
 
(1)P 국부하중 고체 참조계수 Cop 는 적절한 실험 기록을 기초로 하여 결정해야만 한다.  
 

비고 1: 방류계수 C 는 사일로의 방류 중에 발생하는 많은 수의 현상들을 감안한다. 압력의 
대칭적 증가는 저장된 고체와는 비교적 독립적이지만 비대칭적 요소는 상당히 물질에 의존한다. 
비대칭적 요소의 물질에 대한 의존성은 국부하중 고체 참조계수 Cop 로 나타낸다. 이 파라미터는 
고체에 대한 통제 시험에서 쉽게 측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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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 고체에 대한 통제 시험만으로부터 파라미터 Cop 를 결정하는 적절한 실험실 시험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이 계수는 사일로 방류 실험과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충진 
및 방류 시스템이 있고 표준 엔지니어링 허용 오차(tolerance)로 건설된 사일로에 적용된다.  

 
(2) 잘 알려진 고체들의 국부하중 참조계수 Cop 의 값은 표 E.1 에서 취해야 한다.  
 
(3) 표 E.1 에 나열되지 않은 고체의 경우, 국부하중 고체 참조계수 Cop 는 횡압력 비율 aK 및 벽 
마찰계수 aμ에 대한 재료 변화가능성 계수로부터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Cop = 3.5aμ+ 2.5aK – 6.2 (4.8) 
 
여기에서  
 

aμ 는 벽 마찰계수 μ의 대한 변화가능성(variability) 계수  
 
aK 는 고체의 횡압력 비율 K 의 변화가능성 계수 

 
(4) 특정한 저장 고체가 있는 특정 사일로에 대한 대략적인 국부하중 고체 참조계수 Cop 는 같은 유형의 
사일로에 대해 수행한 풀 스케일의 시험으로부터 유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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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사일로의 수직 벽에 대한 하중 
 
5.1 일반사항 
 
(1)P 다음의 유형의 사일로에 대해 이 절에 규정된 충진 및 방류하중의 특성값들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 슬렌더 사일로 
–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 
– 스쿼트 사일로 
– 리테이닝 사일로 
– 혼입된 공기가 있는 고체를 담고 있는 사일로 

 
(2)P 사일로의 수직 벽에 대한 하중은 다음의 조항들에 따라 결정된 사일로의 세장비(그림 1.1a 및 5.1 
참조)에 따라 평가해야만 한다.  
– 슬렌더 사일로, 2.0≤hc/dc(3.3 에 정의된 예는 제외) 
–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 1.0<hc/dc<2.0(3.3 에 정의된 예는 제외) 
– 스쿼트 사일로, 0.4<hc/dc≤1.0(3.3 에 정의된 예는 제외) 
– 리테이닝 사일로, 바닥이 평평하고 hc/dc≤0.4 

 
(3) 폭기식(aerated) 바닥이 있는 사일로는 그 세장비 hc/dc 에 관계없이 슬렌더 사일로로 취급해야 한다.  
 
(4)P 수직 벽에 대한 하중은 대칭적 하중으로 불리는 영구하중과 국부하중으로 불리는 자유하중으로 
구성되며,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5) 충진하중과 방류하중의 계산을 위한 세부적인 규칙들이 5.2, 5.3, 5.4 에 각각의 사일로 세장비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6) 다음과 같은 특수한 조건의 사일로에 대해 추가적인 하중 사례들을 고려해야 한다.  
– 공기가 고체에 혼입되어 고체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유동화시킬 수 있는 경우, 5.5 참조 
– 저장된 고체와 사일로 구조물 사이에 온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경우, 5.6 참조 
– 사일로가 사각형 평면 윤곽을 갖는 경우, 5.7 참조 

 
(7)P 충진 또는 방류 시 이심률이 큰 경우, 특수한 다른 하중 사례들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들은 
대칭하중 및 국부하중과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각각은 별도의 
구분되는 하중 사례들을 나타내야만 한다.  
 
(8)내부 파이프 유동이 보장될 수 있는 경우(3.3(3) 참조), 적절한 경우, 설계는 충진 국부하중을 포함한 
충진하중만에 기초할 수 있다.  
 
5.2 슬렌더 사일로 
 
5.2.1 수직 벽에 대한 충진하중 
 
5.2.1.1 대칭적 충진하중 
 
(1) 대칭적 충진하중(그림 5.1 참조)은 식 (5.1) ~ (5.6)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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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등가 표면 
2 수직 부분 내의 압력 
 

그림 5.1: 수직 벽 부분에서의 대칭적 충진 압력 
 

(2) 충진 이후의 어떤 깊이와 저장 중의 수평 압력 phf, 벽 마찰 견인력 pwf, 수직 압력 pvf 값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5.1) 
 

 …(5.2) 
 

 
…(5.3) 

 
여기에서  
 

 …(5.4) 
 

 
…(5.5) 

 

 
…(5.6) 

 
여기에서 
 

γ 는 단위 중량의 특성값 
 

μ 는 수직 벽 위에서 미끄러지는 고체에 대한 벽 마찰계수의 특성값 
 

K 는 횡압력 비율의 특성값 
 

z 는 고체의 등가 표면 아래의 깊이 
 

A 는 사일로의 평면도 단면적 
 

U 는 사일로의 평면도 단면의 내부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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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진 이후의 깊이 z 에서의 단위 둘레길이당 벽 안에서 발생하는 수직력(압축력)의 특성값 nzSk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5.7) 

 
비고: 식 (5.7)에 정의된 발생된 응력은 특성값이다. 이 결과를 사용할 때 작용에 대한 적절한 
부분계수가 빠지지 않았는지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식은 구조적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셀(cell)의 박막(membrane) 이론을 이용함) 이 식은 설계자가 식 (5.2)을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기에 제시되었다. 기타 하중(예. 국부하중)도 벽에 추가적인 수직력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주의한다. 

 
(4) 4.2 와 4.3 에 제시된 방법들은 입자성 고체의 요구되는 물성들(단위 중량 γ, 벽 마찰력 μ, 횡압력 
비율 K)의 특성값들을 결정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a) 박판 원형 사일로 b) 기타 원형 사일로 

 
범례 
1 작용 등급 2 의 용접된 사일로의 경우: z0 및 hc/2 중 작은 수 
1 작용 등급 2 및 3 의 기타 박판 사일로의 경우: 어디에서나(anywhere) 
2 어디에서나 
 

그림 5.2: 원형 사일로: 충진 국부하중의 입면도 및 평면도 
 
5.2.1.2 충진 국부하중: 일반 요구조건 
 
(1)P 충진 국부하중 또는 적절한 대체 하중은 충진 과정의 이심률과 불완전성과 관련된 재하의 우발적인 
비대칭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해야만 한다. 
 
(2) 작용 평가 등급 1 인 사일로의 경우, 충진 국부하중은 무시될 수 있다. 
 
(3) 충진 과정 중에 공기가 혼입되는 가루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사일로의 경우, 충진 국부하중은 
무시될 수 있다. 
 
(4) 바깥방향 충진 패치 압력 ppf 의 크기는 충진과정 전반에 걸친 정상 더미의 최대 이심률로부터 
결정해야 하며, 이는 그림 1.1b 에 ef 로 나타나 있다.  

 
(5) 충진 패치 압력 ppf 의 참조 크기는 다음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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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f=Cpfphf (5.8) 

 
여기에서  
 

 
(5.9) 

 

 
(5.10) 

 
그러나 만약 식 5.9 가 음수 값을 발생시키면 Cpf 는 대신 다음과 같이 취해야 한다.  
 

Cpf=0 (5.11) 
 
여기에서 
 

ef 는 충진 중의 표면 더미의 최대 이심률(그림 1.1b 참조) 
 
phf 는 국부하중이 가해진 때와 높이에서의 충진 압력의 국지 값(식 (5.1) 참조) 
 
Cop 는 고체의 국부하중 고체 참조계수(표 E.1 참조) 

 
(6) 국부하중이 가해진 구역의 높이(그림 5.2 참조)는 다음과 같이 취해야 한다.  
 

s=πdc/16≅0.2dc (5.12) 
 
(7) 국부하중은 정상 압력만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화된 정상 압력과 관련된 마찰적 견인력의 
변화는 설계에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8) 충진 패치 압력의 형태는 사일로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의 구조물 형태들이 식별되며, 
패치 압력은 아래에 기술된 단락을 이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 후판 원형 사일로의 경우, 5.2.1.3 참조(콘크리트 사일로) 
– 박판 원형 사일로의 경우, 5.2.1.4 참조(금속제 사일로) 
– 비원형 사일로의 경우, 5.2.1.5 참조 

 
5.2.1.3 충진 국부하중: 후판 원형 사일로 
 
(1) 후판 원형 사일로의 경우, 충진 패치 압력 ppf 의 참조 크기는 식 (5.12)에 제시된 한 변의 길이가 s 인 
두 개의 반대방향 사각형 면적에 대해 바깥 쪽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수평거리 s 는 적절한 
곡면에서 측정한다)(그림 5.2b 참조)  
 
(2) 바깥 방향 패치 압력 ppf 에 추가하여, 벽의 같은 높이에 걸쳐 있는 사일로 원주(그림 5.2b 참조)는 
다음으로 주어지는 안쪽 방향 패치 압력 ppfi 를 받는 것으로 해야 한다.  
 

Ppfi = Ppf
/7 (5.13) 

 
여기에서  
 

ppf 는 바깥 쪽으로 작용하는 충진 패치 압력의 참조 크기이다.(식 (5.8) 참조) 
 

비고: 안쪽 방향 압력 ppfi 의 값과 한도는 해당 높이에서의 평균 압력이 국부하중으로 인해 
변화하지 않도록 선정해야 한다.  

 
(3) 충진 국부하중은 사일로 벽의 어느 부분에라도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5.2.1.3(4)에 
기술된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4) 작용 평가 등급 2 인 후막 원형 사일로의 경우, 단순화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불리한 
재하 방법은 사일로의 중간 높이에서 국부하중을 적용하고, 벽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응력의 근사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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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한 결과를 사용하여 구한 하중을 취할 수 있다. 해당 높이에서의 벽 안에서 발생하는 박막 
응력(membrane stress)의 증가 백분율을 이용하여 수직 벽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박막 응력을 
(스케일링하여) 계산할 수 있다. 어느 높이에서 발생한 계산된 휨 응력은, 해당 높이에서의 충진 압력 대 
국부하중 높이에서의 충진 압력의 비율에 따라 국부하중 높이에서의 값을 스케일링하여 구할 수 있다.  
 
5.2.1.4 충진 국부하중: 박판 원형 사일로 
 
(1) 작용 평가 등급 2 및 3 의 박판 원형 사일로(dc/t>200)의 경우, 충진 패치 압력은 식 (5.12)에 제시된 
높이 s 에 걸쳐 작용하지만, 한 면에 대한 최대 바깥방향 압력 ppf 로부터 반대 면에 대한 안쪽방향 압력 
ppf 로 연장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그림 5.2a 참조) 원주를 따른 변화는 다음을 취해야 한다.  
 

ppfs = ppf cosθ (5.14) 
 
여기에서  

ppf 는 바깥방향 패치 압력(식 (5.8) 참조) 
 
θ 는 원주 좌표(그림 5.2a 참조) 

 
(2) 박판 원형 사일로에 대한 충진 국부하중으로 인한 총 수평력 Fpf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5.15) 

 
(3) 작용 평가 등급 2 인 용접된 사일로의 경우, 국부하중은 등가 표면 아래 깊이 zp 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zp 는 다음 중 작은 수이다.  
 

zp = z0 및  zp=0.5hc (5.16) 
 
여기에서 
 

hc 는 수직 벽 부분의 높이(그림 1.1a 참조) 
 
(4) 작용 평가 등급 2 의 볼트 및 리벳으로 고정된 사일로의 경우, 국부하중은 어떤 높이에서도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높이에서의 정상 압력은 사일로 높이 전반에 걸쳐 균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2.1.5 충진 국부하중: 비원형 사일로 
 
(1) 작용 평가 등급 2 및 3 의 비원형 사일로의 경우, 비대칭하중을 나타내는 충진 국부하중은 (2)와 
(3)에 정의된 대칭적 압력의 증가로 나타낼 수 있다. 
 
(2) 바깥방향 패치 압력은 식 (5.12)에 제시된 수직 높이 s 에 걸쳐(그림 5.3a 참조) 어떤 높이에서라도 
사일로 벽 위의 수평 밴드 위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3) 비원형 벽에 대한 균일 대칭 압력 증가의 크기 ppf,nc 는 다음을 취해야 한다.  
 

ppf,nc = 0.36ppf (5.17) 
 
여기에서 
 

ppf 는 참조 충진 국부하중 압력(식 (5.8))이며, 적절한 크기 dc 는 그림 1.1d 를 사용하여 구해야 
한다.  

 
비고: 균일 압력 p+의 값과 한도는 내부 타이가 없는 사각형 사일로 내에 유도된 휨 모멘트가, 
벽의 중심에 높인 압력 ppf 인 국지적 국부하중에 의해 유도될 수 있는 값과 대략적으로 같도록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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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진 패치 압력 b) 방류 패치 압력 

 
범례 
1 어디에서나 
 

그림 5.3: 비원형 사일로: 국부하중의 입면도 및 평면도 
 
5.2.2 수직 벽에 대한 방류하중 
 
5.2.2.1 대칭적 방류하중 
 
(1)P 방류하중의 대칭적인 증가를 이용하여 방류과정 중에 사일로 벽에 발생할 수 있는 압력의 일시적인 
증가 가능성을 나타내야만 한다.  
 
(2) 모든 작용 평가 등급의 사일로에 대해, 대칭적 방류 압력 phe 와 pwe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he = Chphf (5.18) 
 
pwe = Cwpwf (5.19) 

 
여기에서 

 
Ch 는 수평 압력에 대한 방류계수 
 
Cw 는 벽 마찰 견인력에 대한 방류계수  

 
방류계수 Ch 와 Cw 는 적절한 대로 식 (5.20) ~ (5.24)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 정상으로부터 하중이 제거되는(저장된 고체 내에 유동이 없음) 모든 작용 평가 등급의 사일로에 
대해, Ch 와 Cw 의 값은 다음을 취할 수 있다.  
 

Ch=Cw=1.0 (5.20) 
 
(4) 작용 평가 등급 2 와 3 의 슬렌더 사일로의 경우, 방류계수는 다음을 취해야 한다.  
 

Ch=C0=1.15 (5.21) 
 
Cw=1.10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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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C0 는 모든 고체에 대한 방류계수(C0=1.15) 
 
(5) 작용 평가 등급 1 인 슬렌더 사일로의 경우, 설계에 물성 K, μ의 평균값이 사용된 경우, 방류계수는 
다음을 취해야 한다.  
 

Ch=1.15+1.5(1+0.4e/dc)C0p (5.23) 
 
Cw=1.4(1+0.4e/dc) (5.24) 
 
e=max(ef, e0) (5.25) 

 
여기에서  
 

ef 는 충진 중의 표면 더미의 최대 이심률  
 
e0 는 출구 중심의 이심률 
 
C0p 는 고체의 국부하중 고체 참조계수(표 E.1 참조) 

 
(6) 어떤 높이 z 에서 방류 중에 단위 둘레 길이당 벽의 발생하는 수직력(압축력)의 특성값 nzSk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5.26) 

 
비고: 식 (5.26)에 정의된 발생된 응력은 특성값이다. 이 결과를 사용할 때 작용에 대한 적절한 
부분계수를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식은 구조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쉘의 박막 이론을 사용함) 이 식은 설계자가 식 (5.19)를 통합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었다. 기타 하중들(예. 국부하중)이 벽에 추가적인 수직력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5.2.2.2 방류 국부하중: 일반 요구조건 
 
(1)P 방류 국부하중을 이용하여 입구와 출구의 이심률뿐만 아니라 방류 중의 우발적인 재하의 
비대칭성을 나타내야만 한다.(그림 1.1b 참조) 
 
(2) 작용 평가 등급 1 인 사일로의 경우, 방류 국부하중은 무시될 수 있다.  
 
(3) 작용 평가 등급 2 및 3 의 사일로의 경우, 이 절의 방법은 방류하중을 평가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4) 작용 평가 등급 2, 3 인 원형 사일로에서 다음의 조건들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이 절의 방법들에 
추가하여 세장비가 큰 원형 사일로의 방류 이심률이 큰 경우의 절차를 별도의 하중 사례(5.1(5) 참조)로 
사용해야 한다.  
– 출구의 이심률 e0 가 임계 값 e0,cr=0.25dc 를 초과하는 경우(그림 3.3c 참조) 
– 최대 충진 이심률 ef 가 임계 값 ef,cr=0.25dc 를 초과하며 사일로의 세장비가 한계값 (hc/dc)lim=4.0 보다 

큰 경우(그림 3.4d 참조) 
 
(5) 바깥 방향 방류 패치 압력 ppe 의 참조 크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pe = Cpe/phe (5.27) 
 
여기에서  
 
hc/dc>1.2 인 경우, 식 5.28 에 의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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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hc/dc≤1.2 인 경우, Cpe 는 식 5.28, 5.29, 5.30 에 의해 제시된 값 중 가장 큰 수로 주어진다.  
 

Cpe = 0.272Cop{(hc/dc -1 + E) (5.29) 
 
Cpe=0 (5.30) 

 
여기에서  
 

E=2e/dc (5.31) 
 
e=max(ef, e0) (5.32) 

 
여기에서  
 

ef 는 충진 중의 표면 더미의 최대 이심률  
 
e0 는 출구 중심의 이심률 
 
phe 는 국부하중이 가해지는 높이에서의 방류 압력의 국지 값(식 (5.18)) 
 
Cop 는 고체에 대한 국부하중 고체 참조계수(표 E.1 참조) 

 
(6) 방류 국부하중은 정상 압력만의 패턴으로 구성된다. 변화된 정상 압력과 관련된 마찰 견인력의 
변화는 설계에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7) 방류 패치 압력의 형태는 사일로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의 구조물 형태들이 식별되며, 
패치 압력은 아래에 기술된 단락을 사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 후판 원형 사일로의 경우, 5.2.2.3 참조(콘크리트 사일로) 
– 박판 원형 사일로의 경우, 5.2.2.4 참조(금속제 사일로) 
– 비원형 사일로의 경우, 5.2.2.5 참조 

 
5.2.2.3 방류 국부하중: 후판 원형 사일로  
 
(1) 후판 원형 사일로의 경우, 바깥방향 패치 압력 ppe 는 식 (5.12)에 의해 제시되는 한 변의 길이가 s 인 
두 반대방향 정사각형 면적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그림 5.4b 참조) (수평 거리 s 는 적절한 
대로 곡면에서 측정한다)  
 
(2) 바깥방향 패치 압력 ppe 에 추가하여, 벽의 같은 높이에 걸쳐 사일로 원주의 나머지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안쪽 방향 패치 압력 ppei 가 가해져야 한다.   
 

ppei = ppe
/7 (5.33) 

 
여기에서  
 

Ppe 는 바깥방향 패치 압력(식 (5.27)) 
 

비고: 이 안쪽방향 압력의 값과 한도는 해당 높이에서의 평균 압력이 국부하중에 의해 변화하지 
않도록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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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박판 원형 사일로 b) 기타 원형 사일로 

 
범례 
1 작용 등급 2 인 용접된 사일로의 경우: z0 와 hc/2 중 작은 수 
1 작용 등급 2, 3 인 기타 박판 사일로의 경우: 어디에서나 
2 어디에서나 
 

그림 5.4: 원형 사일로: 방류 국부하중의 입면도 및 평면도 
 
(3) 방류 국부하중은 사일로의 어느 부분에라도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지만 이는 5.2.2.3(4)에 
기술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작용 평가 등급 2 인 후판 사일로의 경우, 단순화된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다. 가장 불리한 재하 
방법은 사일로의 중간 높이에서 국부하중을 적용하고 벽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응력의 근사 값을 
유도하기 위해 그 결과를 사용하여 구한 하중을 취할 수 있다. 해당 높이에서의 벽 안에서 발생하는 
박막 응력(membrane stress)의 증가 백분율을 이용하여 수직 벽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박막 응력을 
(스케일링하여) 계산할 수 있다. 어느 높이에서 발생한 계산된 휨 응력은, 해당 높이에서의 충진 압력 대 
국부하중 높이에서의 충진 압력의 비율에 따라 국부하중 높이에서의 값을 스케일링하여 구할 수 있다.  
 
5.2.2.4 방류 국부하중: 박판 원형 사일로 
 
(1) 작용 평가 등급 2, 3 인 박판 원형 사일로의 경우, 방류 패치 압력은 식 (5.12)에 제시된 높이 s 에 
걸쳐 작용하지만 한 면에 대한 최대 바깥방향 압력 ppe 로부터 반대 면에 대한 안쪽방향 압력 ppe 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그림 5.4a 참조) 원주를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이 취해야 한다.  
 

ppes = ppe cosθ (5.34) 
 
여기에서  

ppe 는 바깥방향 패치 압력(식 (5.27)) 
 
θ 는 원주 좌표(그림 5.4a 참조) 

 
(2) 박판 원형 사일로에 대한 방류 국부하중으로 인한 총 수평력 Fpe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5.35) 

 
(3) 작용 평가 등급 2 인 용접된 사일로의 경우, 방류 국부하중은 등가 표면 아래의 깊이 zp 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zp 는 다음 중 작은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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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p = z0 및  zp=0.5hc (5.36) 
 
여기에서  
 

hc 는 수직 벽 부분의 높이(그림 1.1a 참조) 
 
(4) 작용 평가 등급 2 인 볼트와 리벳으로 고정된 사일로의 경우, 방류 국부하중은 어떤 높이에서라도 
작용하지만, 어떤 높이에서의 정상 압력은 사일로의 높이 전반에 걸쳐 균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5.2.3 의 절차를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다) 
 
5.2.2.5 방류 국부하중: 비원형 사일로 
 
(1) 작용 평가 등급 2, 3 인 비원형 사일로의 경우, 비대칭적 하중을 나타내는 방류 국부하중은 (2)와 
(3)에 정의된 대로 대칭적 압력의 증가로 나타낼 수 있다.  
 
(2) 바깥방향 패치 압력은 식 (5.12)에 제시된 수직 높이 s 에 걸쳐(그림 5.3b 참조) 어떤 높이에서라도 
사일로 벽 위의 수평 밴드 위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원형 벽에 대한 균일한 대칭적 압력 증가의 크기 ppe,nc 는 다음과 같이 취할 수 있다.  
 

Ppe,nc=0.36Ppe  (5.37) 
 
여기에서 
 

ppe 는 참조 방류 국부하중 압력(식 (5.27) 참조)) 
 

비고: 균일 압력 ppe,nc 의 값 및 한도는 내부 타이가 없는 사각형 사일로 내에 유도된 휨 모멘트가 
벽의 중심에 놓인 국부하중에 의해 유도될 모멘트와 대략적으로 같도록 선정한다.  

 
5.2.3 충진 및 방류 국부하중에 대한 대체 균일 압력 증가  
 
(1) 작용 평가 등급 2 인 사일로의 경우, 대칭적 하중의 균일한 증가는 충진 및 방류 과정에서의 
비대칭성을 감안하기 위해 5.2.1 및 5.2.2 의 국부하중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비원형 사일로의 경우, 균일한 증가가 5.2.1.5 및 5.2.2.5 에 정의되어 있다.  
 
(3) 원형 사일로의 경우, 수직 벽의 바닥과 정상이 적절한 보강재(stiffener)에 의해 자신들의 수평 형상을 
유지하도록 구속된 경우에만 다음의 절차들을 사용할 수 있다.(원형 사일로는 구조적으로 연결된 
지붕이나 링(ring) 보강재를 이용하여 정상과 바닥에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4) 후막 원형 사일로의 경우, 충진(phf,u)과 방류(phe,u)에 대해 발생하는 총 대칭적 수평 압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hf,u=phf(1+ζCpf)  (5.38) 
 
phe,u=phe(1+ζCpe) (5.39) 

 
여기에서  
 

ζ=0.5+0.01(dc/t) (5.40) 
 
ζ≥1.0 (5.41) 

 
여기에서  
 

phf 는 수평 대칭 충진 압력(식 (5.1) 참조) 
 
phe 는 수평 대칭 방류 압력(식 (5.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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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f 는 충진 국부하중계수(식 (5.9) 참조) 
 
Cpe 는 방류 국부하중계수(식 (5.28) 참조) 

 
(5) 박판 원형 사일로의 경우, 충진(phf,u) 및 방류(phe,u) 시 발생하는 총 대칭 수평 압력과 충진(pwf,u) 및 
방류(pwe,u) 시 발생하는 총 대칭 마찰 견인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hf,u=phf(1+0.5Cpf) (5.42) 
 
pwf,u=pwf(1+Cpf) (5.43) 
 
phe,u=phe(1+0.5Cpe) (5.44) 
 
pwe,u=pwe(1+Cpe) (5.45) 

 
여기에서  

pwf 는 충진 대칭 벽 마찰 견인력(식 (5.2) 참조) 
 
pwe 는 방류 대칭 벽 마찰 견인력(식 (5.19) 참조) 

 
또한 파라미터 phf, phe, Cpf, Cpe 는 (3)에 제시된 대로 계산된다.  
 
5.2.4 출구 이심률이 큰 원형 사일로의 방류하중  
 
5.2.4.1 일반사항 
 
(1) 출구 이심률 eo 가 임계 값 eo,cr=0.25dc 를 초과하고 사일로가 작용 평가 등급 2 또는 3 인 경우, 
다음의 절차를 사용하여 출구 위의 파이프 유동 채널 내의 편심 방류 중의 압력 분포를 결정해야 
한다.(그림 5.5a 참조) 
 
(2) 최대 충진 이심률 ef 가 임계 값 ef,cr=0.25dc 를 초과하고 사일로의 세장비가 hc/dc=4.0 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작용 평가 등급 2 또는 3 인 사일로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사용하여 편심 파이프 유동 채널의 
형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압력 분포를 결정해야 한다.(그림 3.4d 및 5.5a 참조) 
 
(3) 5.2.4.2 와 5.2.4.3 의 절차는 적용할 수 있는 경우((1), (2) 참조) 별개의 독립적인 하중 사례로서 
사용해야 한다. 이는 5.2.2 와 5.2.3 과 같이 국부하중을 취급할 때의 충진 및 방류 압력에 의해 정의된 
하중 사례와는 별개인 추가적인 하중 사례이다.   
 
(4) 고체의 μ 의 하부 특성값 및 ∅i 의 상부 특성값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5) 5.2.4.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작용 평가 등급 2 의 사일로에 대해 단순화된 절차가 허용되어 있다. 
작용 평가 등급 3 의 사일로의 경우, 5.2.4.3 에 제시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5.2.4.2 작용 평가 등급 2 에 대한 방법 
 
5.2.4.2.1 유동 채널 모양(geometry) 
 
(1) 벽과 접촉된 오직 한 가지 크기의 유동 채널에 대한 계산이 요구되며, 이는 다음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θc=35。 (5.46)  
 
5.2.4.2.2 편심 방류 하에서의 벽 압력 
 
(1) 유동 구역 내의 수직 벽에 대한 압력(그림 5.5c 참조)은 다음을 취해야 한다.  
 

phce=0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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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체가 정지 상태로 남아 있는 구역 내의 수직 벽에 대한 깊이 z 에서의 압력(그림 5.5c 참조)은 
다음을 취해야 한다.  
 

phse=phf (5.48) 
 
phae=2phf (5.49) 

 
또한 깊이 z 에서의 벽에 대한 마찰 견인력은 다음과 같다.  
 

pwse = pwf (5.50) 
 
pwae = 2pwf (5.51) 

 
여기에서  
 

phf 는 수평 충진 압력(식 (5.1) 참조) 
 
pwf 는 충진 벽 마찰 견인력(식 (5.2) 참조) 

 
비고: 단순화된 방법은 빈 쥐구멍(빈 유동 채널)에 관련되며, 따라서 이 방법은 종종 약간 
보수적이다. 

 
(3) 5.2.4.3.2 의 방법이 대신 사용될 수 있다.  
 
5.2.4.3 작용 평가 등급 3 에 대한 방법 
 
5.2.4.3.1 유동 채널 모양(geometry) 
 
(1)P 유동채널의 모양과 위치는 용기(container)의 기하학적 구조, 방류 배열, 저장된 고체의 물성을 
반영하여 선정해야만 한다.  
 
(2) 방류 배열을 통해 잘 정의된 기하학적 구조와 위치가 도출된다면, 이 유동 채널에 대한 적절한 
파라미터들을 채택해야 한다.  
 

 
a) 입면도 b) 단면도 

 
범례 
1 정적 압력 
2 정적 고체 
3 국지적 고압 
4 유동 채널 
5 유동 압력 
 

a) 유동 채널 및 압력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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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채널의 기하학적 구조 c) 압력 
 
범례 
 
1 정적 압력 
2 정적 고체 
3 채널 모서리 압력 
4 유동 채널 압력 
 

그림 5.5: 편심 방류 유동 채널 및 압력 분포 
 
(3) 유동 채널의 기하학적 구조를 방류 배열 및 사일로 구조로부터 직접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3 개의 유동 채널의 반경 rc 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유동 채널 크기의 임의적인 변화를 
허용해야 한다. 이 세 값들은 다음과 같이 취해야 한다.  
 

rc=k1r (5.52) 
 
rc=k2r (5.53) 
 
rc=k3r (5.54) 

 
여기에서  
 

r 은 원형 사일로의 반경 (=dc/2) 
 

비고: k1, k2, k3 의 값은 국가별 부록에 제시될 수 있다. 권장값들은 각각 0.25, 0.4, 0.6 이다. 
 
(4) 유동 채널 이심률 ec(그림 5.5 참조)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5.55) 
 
여기에서  
 

 
(5.56) 

 

 
(5.57) 

 
여기에서  
 

μ 는 수직 벽에 대한 하부 고유 벽 마찰계수 
 
∅I 는 저장된 고체의 내부 마찰의 상부 고유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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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는 유동 채널의 설계 반경(식 (5.52) ~ (5.54) 참조) 
 

비고 1: 항상 ∅w≤∅i 임에 주의한다. 왜냐하면 벽 접촉면에서의 미끄러짐(slip)이 내부 마찰력이 
지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전단 응력을 요구하는 경우, 재료가 내부적으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계산에서 η≤1 임을 의미한다. 
 
비고 2: 그림 3.4d 에 나타난 것처럼 유동 채널의 이심률 ec 는 변화할 수 있고, 출구 이심률 eo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이 절차는 각 사일로의 기하학적 구조 및 구조적 배열에 대해 가장 요구되는 
것에 근접한 조건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유동 채널 이심률은 결과적으로 출구 이심률의 임계 
값 eo,cr 및 입구 이심률의 임계 값 ef,cr 보다 작을 수 있다. 
 
비고 3: 유동 채널의 위치와 반경에 대한 이 검증은 채널 내의 고체에 대한 채널 둘레에서의 총 
마찰적 항력(drag)의 최소화에 기초한 것이며, 채널의 둘레를 원형 호(arc) 모양으로 가정하였다. 
유동 채널 크기를 예측하는 다른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다. 

 
(5) 가정된 유동 채널 반경에 관한 위의 요구조건들에도 불구하고, 확장 유동 호퍼(expanded flow 
hopper)가 사용된 경우(그림 3.5d 참조), 유동 채널의 반경 rc 는 확장 유동 호퍼의 정상의 반경으로 
간주해야 한다.  
 
(6) 원주 좌표 θ=±θc 의 한계 내에서, 유동 채널과 접촉하고 있는 벽의 각 길이는 구해야 한다. 
여기에서  
 

 
(5.58) 

 
(7) 유동 채널과 벽 사이의 접촉면의 호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Uwc=2θcr (5.59) 
 
또한 유동 채널과 정지된 고체 사이의 접촉면의 호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Usc=2rc(π-ψ) 5.60) 
 
여기에서  
 

 
(5.61) 

 
여기에서 각도 θc 와 ψ는 모두 라디안(radian)으로 나타낸다.  
 
(8) 유동 채널의 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5.62) 

 
5.2.4.3.2 편심 방류 하에서의 벽 압력 
 
(1) 유동 구역 내의 수직 벽에 대한 압력(그림 5.5c 참조)은 등가 고체 표면 아래의 거리 z 에 의존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5.63) 
 
또한 높이 z 에서의 벽에 대한 마찰 견인력은 다음과 같다.  
 

 
(5.64)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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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5.66) 

 
여기에서  
 

μ 는 수직 벽에 대한 벽 마찰계수 
 
K 는 고체에 대한 횡압력 비율 

 
(2) 고체가 정지되어 있고, 구역 내의 유동 채널로부터 먼 수직 벽에 대한 깊이 z 에서의 압력(그림 5.5c 
참조)은 다음과 같이 취해야 한다.  
 

phse = phf (5.67) 
 
또한 깊이 z 에서의 벽에 대한 마찰 견인력은  
 

pwse = pwf (5.68) 
 
여기에서  
 

phf 는 수평 충진 압력(식 (5.1) 참조) 
 
pwf 는 충진 벽 마찰 견인력(식 (5.2) 참조) 

 
(3) 유동 구역에 인접한 정지된 고체 구역 내의 수직 벽에 더 높은 압력 phae 가 가해지며(그림 5.5c 참조), 
등가 고체 표면 아래의 깊이 z 에 의존한다. 유동 채널 옆의 정적 구역 내의 깊이 z 에서의 압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hae=2phf – phce (5.69) 
 
또한 깊이 z 에서의 벽에 대한 마찰 견인력은 다음과 같다.  
 

pwae=μphae (5.70) 
 
5.3 스쿼트 사일로와 중간 세장비 사일로 
 
5.3.1 수직 벽에 대한 충진하중 
 
5.3.1.1 충진 대칭하중 
 
(1) 대칭적 충진하중(그림 5.6 참조)은 식 (5.71) ~ (5.80)을 이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2) 충진 이후의 어느 높이에서의 수평 압력 hf, 벽 마찰 견인력 pwf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hf=phoYR (5.71) 
 
pwf = μphf (5.72) 

 
여기에서  
 

 
(5.73)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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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5.76) 
 
여기에서  
 

ho 는 가장 높은 고체-벽 접촉점에서의 z 값(그림 1.1a 및 5.6 참조) 
 
반경이 r 인 대칭적으로 충진된 원형 사일로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5.77) 

 
고유 크기가 dc, ho 인 대칭적으로 충진된 사각형 사일로인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5.78) 

 
여기에서  

γ 는 단위 중량의 특성값 
 
μ 는 수직 벽에서 미끄러지는 고체의 벽 마찰계수의 특성값 
 
K 는 횡압력 비율의 특성값 
 
z 는 고체의 등가 표면 아래의 깊이 
 
A 는 사일로의 평면도 단면적 
 
U 는 사일로의 평면 단면의 내부 둘레 
 
∅r 은 고체의 안식각(표 E.1 참조) 

 
(3) 충진 이후의 어느 높이에서의 수직 압력 pvf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vf=γzv (5.79) 
 
여기에서  
 

 
(5.80) 

 

 
 
범례 
1 등가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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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렌더 사일로의 경우  
3 스쿼트 사일로 압력 
 

그림 5.6: 스쿼트 사일로나 중간 세장비 사일로 내의 충진 압력 
 
(4) 어느 깊이 z 에서 벽 내에 발생하는 단위 둘레길이당 수직력(압축력)의 특성값 nzSk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5.81) 

 
여기에서 zv는 식 (5.80)에 의해 주어진다. 
 

비고: 식 (5.81)에 정의된 발생하는 응력은 특성값이다. 이 결과를 사용할 때 작용에 대한 적절한 
부분계수를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식은 구조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쉘의 박막 이론을 사용함) 이 식은 설계자가 식 (5.72)를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기에 포함되었다. 기타 하중(예. 국부하중 또는 비대칭적 충진)도 벽에 추가적인 수직력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5.3.1.2 충진 국부하중 
 
(1) 충진 국부하중은 사일로 벽의 어느 부분에라도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2) 국부하중은 정상 압력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화된 정상 압력과 관련된 마찰 견인력의 변화는 
설계에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3) 모든 작용 평가 등급의 스쿼트 사일로(hc/dc≤1.0)의 경우, 충진 국부하중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Cpf=0) 
 
(4) 작용 평가 등급 1 의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1.0< hc/dc <2.0)의 경우, 충진 국부하중은 무시할 수 있다. 
 
(5) 작용 평가 등급 2, 3 인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1.0< hc/dc <2.0)의 경우, 5.2.1 에서 취한 충진 패치 
압력을 사용하여 재하의 우발적 비대칭성과 작은 충진 이심률 ef 를 표시해야 한다.(그림 1.1b 참조) 
 
(6) 작용 평가 등급 2, 3 인 스쿼트 사일로나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의 경우(hc/dc <2.0), 충진 이심률 ef 가 
임계값 ef,cr=0.25dc 를 초과하는 경우, 스쿼트 사일로의 충진 이심률이 큰 추가 하중 사례를 사용해야 
한다.(5.3.3 참조) 
 
5.3.2 수직 벽에 대한 방류하중 
 
5.3.2.1 방류 대칭하중 
 
(1)P 방류 과정 중의 압력의 일시적인 증가 가능성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류하중의 대칭적 
증가가 사용되어야만 한다. 
 
(2) 스쿼트 사일로(hc/dc ≤1.0)의 경우, 대칭적 방류하중은 충진하중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1.0< hc/dc <2.0)의 경우, 대칭적 방류 압력 phe 및 pwe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he=Chphf (5.82) 
 
pwe=Cwpwf (5.83) 

 
여기에서 
 

Ch 와 Cw 는 적절한 대로 식 (5.84) ~ (5.89)에 따른 방류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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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으로부터 하중이 해제되는 모든 작용 평가 등급의 사일로의 경우(저장된 고체 내에 유동이 없는 
경우) 
 

Cw=Ch=1.0 (5.84) 
 
(5) 작용 평가 등급 2, 3 인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의 경우, 방류계수는 다음을 취해야 한다.  
 

Ch=1.0+0.15CS (5.85) 
 
Cw=1.0+0.1CS (5.86) 
 
CS=hc/dc¬ – 1.0 (5.87) 

 
여기에서  
 

CS 는 세장비 조정계수 
 
(6) 작용 평가 등급 1 인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의 경우, 설계에 물성 K, μ의 평균값이 사용된 경우, 
방류계수는 다음과 같이 취해야 한다.  
 

Ch=1.0 +{0.15+1.5(1+0.4e/dc)C0p}CS (5.88) 
 
Cw=1.0+0.4(1+1.4e/dc)CS (5.89) 
 
e=max(ef, e0) (5.90) 

 
여기에서  
 

ef 는 충진 중의 표면 더미의 최대 이심률 
 
e0 는 출구 중심의 이심률 
 
C0p 는 고체의 국부하중 고체 참조계수(표 E.1 참조) 
 
CS 는 세장비 조정계수(식 (5.87) 참조) 

 
(7) 어느 깊이 z 에서의 단위 둘레길이당 발생하는 벽의 방류 수직력(압축력)의 특성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5.91) 

 
여기에서 zv는 식 (5.80)에 의해 주어진다. 
 

비고: 식 (5.91)에 정의된 발생하는 응력은 특성값이다. 이 결과를 사용할 때 작용에 대한 적절한 
부분계수를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식은 구조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쉘의 박막 이론을 사용함) 이 식은 설계자가 식 (5.83)를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기에 포함되었다. 기타 하중(예. 국부하중 또는 비대칭적 충진)도 벽에 추가적인 수직력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5.3.2.2 방류 국부하중 
 
(1) 방류 패치 압력 ppe 는 재하의 우발적인 비대칭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그림 1.1b 참조) 
 
(2) 5.2.2 에 제시된 규칙들은 국부하중의 형태, 위치, 크기를 정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3) 모든 작용 평가 등급의 스쿼트 사일로나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 (hc/dc<2.0)의 경우, 방류 이심률 eo 가 
임계 값 eo,cr=0.25dc 를 초과하는 경우, 5.3.4 에 정의된 추가적인 하중 사례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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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류 이심률 eo 가 eo,cr=0.1dc 미만인 모든 작용 평가 등급의 스쿼드 사일로(hc/dc≤1.0)의 경우, 방류 
국부하중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Cpe=0) 
 
(5) 작용 평가 등급 1 의 스쿼트 사일로 또는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hc/dc <2.0)의 경우, 방류 국부하중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Cpe=0) 
 
(6) 방류 이심률 eo 가 eo,cr=0.1dc 보다 큰 작용 평가 등급 2 인 스쿼트 사일로(hc/dc ≤1.0)의 경우, 5.3.2.3 의 
규정들을 채택해야 한다.  
 
(7) 작용 평가 등급 2 인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1.0< hc/dc <2.0)의 경우, 5.3.2.3 의 규정들을 채택해야 한다.  
 
(8) 방류 이심률 eo 가 eo,cr=0.1dc 보다 큰, 작용 평가 등급 3 인 스쿼트 사일로(hc/dc ≤1.0)의 경우, 적절한 
대로 5.2.2.2 ~ 5.2.2.5 의 규정들을 채택해야 한다.  
 
(9) 작용 평가 등급 3 인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1.0< hc/dc <2.0)의 경우, 적절한 대로 5.2.2.2 ~ 5.2.2.5 의 
규정들을 채택해야 한다.  
 
5.3.2.3 충진과 방류에 대한 대체 균일 압력 증가  
 
(1) 작용 평가 등급 2 인 사일로의 경우, 대칭적 하중의 균일한 증가는 충진과 방류 과정의 비대칭성을 
감안하기 위해 5.3.1.2 ~ 5.3.2.2 의 국부하중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5.2.3 의 규정들은 적절한 대로 식 (5.38) ~ (5.45)를 사용하여 5.3.1.2 및 5.3.2.2 로부터 얻은 국부하중에 
적용할 수 있다.  
 
5.3.3 스쿼트 사일로 및 중간 세장비의 원형 사일로의 큰 편심 충진하중 
 
(1)P 세장비가 낮거나 중간이고(hc/dc <2.0) 작용 평가 등급 3 이며 평면도가 원형이며, 정상 표면 충진 
이심률 et 가 et,cr=0.25dc 인(그림 5.7 참조) 사일로의 경우, 정상 압력의 비대칭성이 사일로 벽에 수직력을 
유발하는 효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2) 수작업 계산이 수행되는 경우, 높은 벽 접촉점에 대해 대칭적으로 충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충진 
높이에서 대칭적으로 충진하는 경우에 대해 계산된 값에 식 (5.92)에 정의된 수직 벽 힘 nzSk 를 
더함으로써 5.3.3(1)P 의 요구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   
 
(3) 비대칭적 압력의 영향은 충진 높이가 가장 높은 경우의 둘레 위치에서 벽 안의 수직력의 증가를 
통해 감안할 수 있다. 
 

비고: 수직 벽 힘의 증가는 반대 쪽 벽으로부터의 정상 압력이 없을 때 사일로의 전반적인 휨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수직력의 증가는 위의 대칭적 하중 사례에 대해 정의된 마찰로 
인한 힘에 직접적으로 가산적(additive)이다.  

 
(4) 계산은 고체의 물성 K 및 μ의 상부 특성값을 이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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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고체와 접촉하는 가장 높은 벽의 점 
 

그림 5.7: 편심 충진이 되는 스쿼트 사일로 또는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 내의 충진 압력 
 
(5) 가장 높은 벽 접촉점 아래의 어떤 깊이 zs 에서의 단위 둘레길이당 벽 안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직력(압축력)의 특성값 nzSk(zs)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5.92) 

 
여기에서  
 

 
(5.93) 

 

 
(5.94) 

 

 
(5.95) 

 

 
(5.96) 

 
여기에서  
 

zs 는 벽과 접촉되는 고체의 가장 높은 지점 아래의 깊이 
 
∅r 은 입자성 고체의 안식각 
 
r 은 원형 사일로 벽의 반경 
 
et 는 충진 더미의 정상의 방사상 이심률(그림 1.1b 및 5.7 참조) 

 
비고: 식 (5.92)에 정의된 발생하는 응력은 특성값이다. 이 결과를 사용할 때 작용에 대한 적절한 
부분계수를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식은 구조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쉘의 박막 이론을 이용함) 

 
(6) 식 (5.92)에 정의된 단위 둘레당 힘은 식 (5.81)로부터 얻을 수 있는 벽 마찰로 인한 힘에 더해야 
한다.  
 
5.3.4 스쿼트 사일로 및 중간 세장비의 원형 사일로의 큰 편심 방류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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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용 평가 등급 2 또는 3 인 스쿼트 사일로나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hc/dc <2.0)에서 방류의 이심률 
eo 가 임계 값 eo,cr=0.25dc 를 초과하는 경우, 슬렌더 사일로의 방류 이심률이 큰 경우에 대한 절차가 
사용되어야 하며, (5.2.4)를 5.3.2 에 제시된 대칭인 국부하중 취급과는 별도인 추가 하중 사례로서 
사용해야 한다.  
 
5.4 리테이닝 사일로 
 
5.4.1 수직 벽에 대한 충진하중 
 
(1)P 수직 벽에 대한 충진하중은 저장된 고체 더미의 기하학적 구조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하며, 적절한 
경우, 사일로 벽의 굴곡을 고려해야만 한다.  
 
(2) 횡압력 비율 K 의 계산 시, 저장된 고체의 바깥 방향 움직임에 대해 벽이 제공하는 구속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즉, 안식 시(at rest) 압력 조건) 구조 해석이 사용되어 벽이 탄성범위 내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음이 보여진 경우, K 의 하부값을 채택할 수 있다.  
 
(3) 수직 벽에 대한 수평 압력 ph 의 특성값(그림 5.8 참조)을 결정해야 한다.  
 

비고 1: 수평 압력 ph 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방법은 국가별 부록에 제시될 수 있다. 권장 
방법은 식 (5.97)에 제시되어 있다.  

 
ph=γK(1+sin∅r)zs (5.97) 

 
여기에서  
 

zs 는 벽과 접촉된 가장 높은 저장된 고체의 깊이(그림 5.8 참조) 
 
γ 는 고체의 단위 중량의 상부 특성값 
 
K 는 고체의 횡압력 비율의 상부 특성값 
 
∅r 은 저장된 고체의 안식각 

 
비고 2: 식 (5.97)은 완전히 마찰적인 벽 접촉 및 안식각이 내부 마찰 각도와 같은 곧은 수직 벽에 
대해 정확하다. 이는 EN 1997 에 제시된 식과 일치한다.  

 

 
 
범례 
1 리테이닝 사일로 압력 
 

그림 5.8: 리테이닝 사일로 내의 충진 압력 
 
(4) 가장 높은 벽 접촉점 아래의 어떤 깊이 zs 에서의 단위 둘레길이당 벽 안에 발생하는 수직력의 
특성값 nzSk(압축력)는 (3)에 정의된 압력 및 벽 마찰계수 μ와 일관된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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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발생하는 수직력 nzSk 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방법은 국가별 부록에 제시될 수 있다. 권장되는 
방법은 식 (5.98)에 제시되어 있다. 

 

 
(5.98) 

 
여기에서 μ는 고체의 벽 마찰계수의 상부 특성값이다.  
 
(5) EN 1991 의 이 부분의 기타 규칙들에도 불구하고, 저장된 고체의 물성의 변화가능성은 고체의 단위 
중량 γ 및 횡압력 비율 K 의 상부 특성값만을 채택함으로써 리테이닝 사일로에 대해 이미 고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5.4.2 수직 벽에 대한 방류하중 
 
(1) 수직 벽에 대한 방류하중은 충진하중보다 작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5.4.2(1)과 관련하여, 방류 조건의 계산 시 사일로 내부로부터 고체를 고르지 않게 제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대칭적 압력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5.5 혼입 공기가 있는 고체를 담은 사일로 
 
5.5.1 일반사항 
 
(1)P 공기의 혼입으로 인해 저장된 고체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유동화될 수 있는 사일로는 유동화와 
공기 압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추가적인 압력에 대해 설계해야만 한다.  
 
(2)P 균질 유동화 사일로(homogenizing fluidized silo) 및 충진 속도가 빠른 사일로(1.5.16 및 1.5.17 참조)는 
다음의 하중 사례에 대해 설계해야만 한다.  
– 저장된 고체가 유동화된 경우 
– 저장된 고체가 유동화되지 않은 경우 

 
(3) 저장된 고체가 유동화되지 않은 경우의 조건에 대한 하중의 검증은 위의 5.2 또는 5.3 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5.5.2 유동화된 고체를 포함한 사일로 내의 하중 
 
(1) 가루(powder)를 저장하는 사일로(1.5.31 참조)에서, 저장된 고체의 상승 표면의 속도가 10m/h 를 
초과하는 경우, 저장된 고체가 유동화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비고: 저장된 가루가 유동화될 수 있는 조건은 많은 인자들에 의존하며, 정의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위의 규칙은 이 사항이 중요한 설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측을 
제공한다. 의심이 존재한다면, 저장된 고체의 거동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이 권장된다.  

 
(2) 가루를 저장하는(1.5.32 참조) 재순환되는(recirculated) 균질 유동화 사일로(1.5.18 참조)의 경우, 저장된 
고체는 유동화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3) 유동화된 고체로부터 사일로 벽에 가해지는 수직 압력 ph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ph=γ1z (5.99) 
 
여기에서  
 

γ1 은 유동화된 단위 중량  
 
(4) 가루 γ1 의 유동화된 단위 중량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γ1=0.8 γ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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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γ 는 4 절에서 결정된 가루의 벌크 단위 중량 
 
5.6 저장된 고체와 사일로 구조물 사이의 온도 차이 
 
5.6.1 일반사항 
 
(1)P 사일로 구조물의 설계 시, 저장된 고체와 사일로 구조물 또는 외부 환경과 사일로 구조물 사이의 
온도 차이로 인한 온도 효과의 결과(변위(displacement), 변형(strain), 곡률(curvature), 응력(stress), 힘(force), 
모멘트(moment)를 감안해야만 한다.  
 
(2)P 저장된 많은 양의 고체의 온도가 벽 전체나 일부의 온도와 다를 수 있는 사일로는 강성이 큰(stiff) 
고체의 존재 시 열팽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압력에 대해 설계해야만 한다.  
 
(3) 온도 조건들은 EN 1991-1-5 를 참조하여 평가해야 한다.  
 
(4) 사일로와 어떤 연결된 구조물 사이의 차별적인 온도 변위는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의 설계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사일로 및 저장된 고체의 온도에 대한 주변 온도의 하강 
– 뜨거운 고체로 사일로를 충진하는 경우 
– 노출된 강(steel) 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사이의 가열 속도의 차이  
– 벽의 변위에 대한 사일로 구조물로부터의 구속 

 
비고: 노출된 강 부재와 철근 콘크리트 사이의 가열의 차이는 통상적으로 지붕 빔의 벽에 
미끄러짐(sliding) 지지물이 있고, 지붕에만 수직적인 지지를 제공하는(즉 합성 작용이 없는) 사일로 
지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기간의 차별적인 팽창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 온도가 상승하여 노출된 강 부재의 온도와 비슷해짐에 따라 감소한다.   

 
5.6.2 주변 대기 온도의 하강으로 인한 압력  
 
(1)P 대기의 주변 온도가 단기간에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경우, 설계에는 외부 구조물과 상대적 온도로 
안정적으로 저장된 고체 사이의 차별적 열 수축으로 인해 야기되는 압력을 고려해야만 한다.  
 
(2) 평면도가 원형인 사일로의 경우, 저장된 고체에 비해 용기가 냉각된 경우, 추가적인 정상 압력 
phT 가 사일로의 수직 벽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사일로 내의 각 높이에서의 추가적인 
압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5.101) 

 
여기에서 
 

CT 는 온도하중 승수 
αw 는 사일로 벽의 열팽창계수  
ΔT 는 온도 차이  
r 은 사일로 반경(=dc/2) 
t 는 벽 두께 
Ew 는 사일로 벽의 탄성계수 
v 는 입자성 고체의 푸아송 비(v=0.3 을 가정할 수 있다) 
EsU 는 깊이 z 에서 저장된 고체의 제하(unloading) 유효 탄성계수 

 
(3) 깊이 z 에서 저장된 고체의 제하 유효 탄성계수 EsU 의 평가는 충진 이후의 해당 깊이에서 저장된 
고체 내의 수직 응력 pvf 를 고려해야 한다.  
 
(4) 제하 유효 탄성계수 EsU 는 C.10 에 기술된 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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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체의 재료 시험을 이용하여 제하 유효 탄성계수를 구하는 경우, 온도하중 승수의 값은 CT=1.2 로 
해야 한다. 밀도로부터 제하 유효 탄성계수를 예측하는 경우, 온도하중 승수의 값은 CT=3 으로 해야 
한다.  
 
5.6.3 뜨거운 고체의 충진으로 인한 압력 
 
(1)P 사일로 안에 뜨거운 고체가 놓인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있었던 더 차가운 고체와 고체 표면 위의 
뜨거운 공기 사이의 온도 차이를 감안해야만 한다. 다양한 높이에서의 사일로 벽의 차별적인 팽창에 
대한 그러한 온도 차이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변형(deformation) 사이의 양립가능성을 
만족시킴으로 인한 휨 모멘트도 고려해야만 한다.  
 
(2) 이러한 영향들은 작용 평가 등급 1 인 사일로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5.7 사각형 사일로 내의 하중 
 
5.7.1 사각형 사일로 
 
(1) 사각형 사일로 내의 벌크 고체로 인한 벽 하중은 적절한 대로 5.2, 5.3, 5.4 에 정의된 대로 취해야 
한다. 
 
(2) 사일로 벽의 강성이 저장된 고체의 강성과 비슷한 유연한 벽으로 건설된 경우, 4.1(2)의 일반적인 
요구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작용 평가 등급 1 및 2 의 사일로는 벽의 중간 면에서의 압력을 줄여주고 
모서리에서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벌크 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설계할 수 있다.  
 
(3) 어떤 높이에서의 압력 변화를 가정한 경우, (2)에 따라, 어떤 높이에서의 평균 압력은 5.2 나 5.3 을 
이용하여 계산한 압력 값으로 해야 한다.  
 
5.7.1(3)에 관련하여, 그러한 감소된 압력이 사용되는 경우, 합리적인 압력 평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5.7.2 내부 타이가 있는 사일로 
 
(1) 내부 타이가 있는 사각형 사일로 내의 벌크 고체로 인한 벽 하중은 적절한 대로 5.2, 5.3, 5.4 에 
정의된 대로 취해야 한다.  
 
(2) 구조물의 벽에 타이가 가하는 힘은 각 타이들에 대한 벌크 고체의 재하, 각 타이들의 위치와 
고정방법(fixation), 타이의 세그(sag), 벌크 고체 재하의 결과로서 타이 내의 증가한 세그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강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3) 이 표준의 작용 평가 등급 1, 2 인 사일로의 경우, 타이가 구조물의 벽에 가하는 힘은 EN 1993-4-1 에 
따라 구조 해석을 이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59 



EN 1991-4:2006 (E) 

제 6 절 사일로 호퍼와 사일로 바닥에 대한 하중 
 
6.1 일반사항 
 
6.1.1 물리적 물성 
 
(1)P 다음 유형의 사일로에 대해 이 절에 규정된 사일로 바닥에 대한 충진 및 방류하중의 특성값들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 평평한 바닥 
– 가파른 호퍼 
– 얕은 호퍼 

 

 
 
범례 
1  얕음 
2  가파름 
β  호퍼 정점 반각(도) 
μh  호퍼 벽 마찰계수의 하부 특성값 
K  수직 벽에 대한 횡압력 비율의 하부 특성값 
 

그림 6.1: 가파른 호퍼와 얕은 호퍼 사이의 경계 
 
(2)P 사일로 호퍼의 벽에 대한 하중은 다음의 등급에 따라 결정된 호퍼의 가파름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평평한 바닥은 수평에 대한 경사 α가 5。이하여야만 한다.  
– 얕은 호퍼는 평평하거나 가파른 호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호퍼여야만 한다.  
– 가파른 호퍼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호퍼여야만 한다.(그림 6.1 및 6.2 참조) 

 

 
(6.1) 

 
여기에서  

K 는 수직 벽에 대한 횡압력 비율의 하부 특성값 
 
β 는 호퍼 정점 반각 
 
μh 는 호퍼 내의 벽 마찰계수의 하부 특성값 

 
비고: 가파른 호퍼는 사일로가 충진되었을 때 고체가 경사진 호퍼의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고, 
호퍼 위의 고체가 압밀되는 호퍼이다. 이 경우 벽 마찰 전단 응력 또는 전단력은 벽 

호퍼 β의 반각(half angle)(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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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계수(완전히 작동된 벽 마찰)에 의한 호퍼에 대한 정상 압력과 관련된다. 얕은 호퍼는 
사일로가 충진되었을 때 고체가 경사진 호퍼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는 호퍼이다.(경사가 
너무 낮거나 마찰력이 너무 높음) 이 경우 벽 마찰 전단 응력 또는 견인력은 벽 마찰계수에 의한 
호퍼에 대한 정상 압력에 관계되지 않고, 호퍼의 경사와 고체 내의 응력 상태에 의존하는 
하부값에 의존한다.(벽 마찰이 완전히 작동되지 않음) 고체의 압축성(compressibility)도 이러한 
구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요도는 더 낮다. 어떤 범주냐에 관계 없이(벽 마찰이 막 완전히 
작동한) 경계에 있는 호퍼에 같은 압력이 가해졌을 때, 가파른 호퍼와 얕은 호퍼 사이의 경계는 
매끈하다(smooth).  

 

 
 
범례 
1 가파름 
2 얕음 
 

그림 6.2: 가파른 호퍼와 얕은 호퍼 내의 충진 압력의 분포 
 
6.1.2 일반 규칙 
 
(1) 호퍼 벽에 대한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된다. 참조 방법은 이 조항 (6.1.2)에 
제시되어 있으며, 대체 방법은 부록 G 에 제시되어 있다.  
 
(2) 수직 벽 부분과 호퍼 또는 사일로 바닥 사이의 전이점(transition)에서의 평균 수직 압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vft=Cbpvf (6.2) 
 
여기에서  
 

pvf 는 사일로의 세장비에 따라 식 (5.3) 또는 (5.79)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직 압력의 충진 
값이며, 이때 z 좌표는 수직 벽의 높이 hc 로 하고(즉 전이점, 그림 1.1a 참조), 최대의 
호퍼하중을 유발하는 고체 물성 값들을 이용한다.(표 3.1 참조) 

Cb 는 수직 벽 부분으로부터 호퍼나 바닥에 큰 하중이 전달될 가능성을 감안하기 위한 바닥 
하중확대계수이다.  

  
(3) 작용 평가 등급 2, 3 인 사일로의 경우, 바닥 하중확대계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Cb = 1.0, 아래의 (5)에 정의된 조건에서는 제외 (6.3) 
 
(4) 설계에 물성 K 와 μ의 평균값이 사용된 작용 평가 등급 1 의 사일로의 경우, 바닥 하중확대계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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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 1.3, 아래의 (5)에 정의된 조건에서는 제외 (6.4) 
 
(5) 저장된 고체가 동적 하중 조건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호퍼 또는 사일로 바닥에 높은 
하중이 가해진다. 이 조건들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 낮은 점착력으로 분류될 수 없는 고체를 저장하기 위한 얇은 수직 벽 부분을 가진 사일로의 

경우(1.5.23 참조) 
– 저장된 고체가 역학적인 연동(interlocking)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경우(예. 시멘트 

클링커(clinker))  
 

비고: 고체의 점착렬 c 의 평가는 C.9 에 제시되어 있다. 점착력은 수직 응력 수준 σr 에 대한 압밀 
이후에 점착력 c 가 c/σr=0.04 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낮은 것으로 분류된다.(1.5.23 
참조)  

 
(6)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바닥 하중확대계수 Cb 를 이용하여 호퍼나 사일로 바닥에 대한 더 큰 
하중을 결정해야 하며, Cb 는 다음과 같이 취해야 한다.  
 

Cb = 1.2, 작용 평가 등급 2 및 3 의 경우 (6.5) 
 
Cb = 1.6, 작용 평가 등급 1 의 경우 (6.6) 

 
(7) 호퍼 내의 각각의 조건에 대해, 호퍼의 정점 위의 높이 x 에서의 고체 내의 평균 수직 응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6.7) 

 
여기에서  
 

n = S(Fμheffcotβ+F)-2 (6.8) 
 
S = 2, 원추형 및 정사각형 피라미드형 호퍼의 경우 (6.9) 
 
S = 1, 쐐기형 호퍼의 경우 (6.10) 
 
S = (1+b/a), 사각형 평면모양의 호퍼의 경우 (6.11) 

 
여기에서  
 

γ 는 고체 단위 중량의 상부 특성값 
 
hh 는 호퍼 정점과 전이점 사이의 수직 높이(그림 6.2 참조)  
 
x 는 호퍼 정점 위로의 수직 좌표(그림 6.2 참조) 
 
μheff 는 호퍼의 유효 또는 유동화 고유 벽 마찰계수(적절한 대로 식 (6.16) 및 (6.26)) 
 
S 는 호퍼 형상계수 
 
F 는 호퍼 압력 비율의 특성값(적절한 대로 식 (6.17), (6.21) 또는 (6.27)) 

  
β 는 호퍼 정점 반각(=90°- α) 또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피라미드 호퍼의 가장 가파른 

경사 
 

pvft 는 충진 이후의 전이점에서의 고체 내 평균 수직 응력(식 (6.2)) 
 

a 는 사각형 평면도 모양의 길이(그림 1.1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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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는 사각형 평면도 모양의 폭(그림 1.1d 참조) 
 
(8) 호퍼 압력 비율 F 값의 결정은 호퍼가 가파른지 아니면 얕은지 및 충진하중이나 방류하중이 
계산되었는지를 감안해야 한다. 적절한 F 값은 6.3 및 6.4 에서 취해야 한다.  
 
(9) 유효한 또는 작동된 호퍼 벽 마찰계수의 값 μheff 의 결정 시 호퍼가 가파른지 혹은 얕은지를 
감안해야 한다. 적절한 값들은 6.3 및 6.4 로부터 취해야 한다.  
 
6.2 평평한 바닥 
 
6.2.1 슬렌더 사일로 내의 평평한 바닥에 대한 수직 압력 
 
(1) 평평한 바닥에 작용하는 수직 압력(경사 α≤5。)은 사일로가 스쿼트 사일로이거나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균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6.2.2 를 사용해야 한다.  
 
(2) 평평한 바닥에 작용하는 수직 압력 pv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v = pvft (6.12) 
 
여기에서 
 

pvft 는 식 (6.2)로부터 얻는다.  
 
(3) 방류 중에 평평한 바닥에 작용하는 수직 압력은 충진이 끝날 때의 수직 압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6.2.2 스쿼트 사일로 및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 내의 평평한 바닥에 대한 수직 압력 
 
(1) 스쿼트 사일로나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의 평평한 바닥에 6.1 에 정의된 것(식 (6.2) 참조)보다 높은 
압력이 국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2) 스쿼트 사일로나 중간 세장비의 사일로의 평평한 바닥에 작용하는 수직 압력 pvsq 는 다음과 같이 
취할 수 있다.  
 

 
(6.13) 

 
여기에서 
 

Δpsq = pvtp-pvho (6.14) 
 
pvtp = γhtp (6.15) 

 
여기에서 
 

pvb 는 수직 압력의 균일 요소(component)로서, 식 (6.2)로부터 얻는다. 이 때 z=hc 로 하고 
최대의 호퍼하중을 유발하는 고체 물성의 특성값을 채택하여 구한다.(표 3.1 참조) 

 
pvho 는 정상 더미의 바닥에서의 얀센(Janssen) 수직 압력, z=h0 으로 하여 식 (5.79)에서 얻는다.  
 
h0 는 정상 더미의 바닥의 등가 표면 아래의 깊이로서 저장된 고체와 접촉하지 않은 벽 위의 

최저 지점으로 정의된다.(그림 6.3 참조) 
 
htp 는 정상 더미의 총 높이로서, 저장된 고체와 접촉되지 않은 벽 위의 가장 낮은 점에서부터 

저장된 가장 높은 입자까지의 수직 거리로 정의된다.(그림 6.3 참조) 
 
hc 는 등가 표면 아래의 사일로 바닥의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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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의 규칙은 얀센(Janssen) 방정식에 의해 정의된 딱 얇은 사일로(hc/dc=2.0)에 대한 
기초압력(base pressure)과 사일로에 저장된 고체가 수직 벽과 접촉되지 않고 더미(heap) 
형태(hc=ho)로만 있는 조건 사이의 선형 전이(linear transition)를 제공한다. 후자는 입자성 고체의 
더미 아래의 실제 최대 압력보다 크지만, 결과는 단순한 보수적인 예측을 제공한다.  

 

 
 
범례 
1 등가 표면 
2 고체와 접촉하지 않는 가장 낮은 점 
 

그림 6.3: 스쿼트 사일로나 중간 세장비 사일로의 바닥에 대한 압력 
 
(3) 식 (6.13)에 제시된 수직 압력 pvsq 는 충진 이후와 방류 중에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식 (6.13)에 제시된 pvsq 값은 사일로 바닥의 중심 근처의 수직 압력을 나타낸다. 바닥 슬래브의 
지지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 바닥 압력 변화를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석을 사용해야 한다.  
 
6.3 가파른 호퍼 
 
6.3.1 작동된 마찰 
 
(1) 충진 및 방류 조건에서 식 (6.8)의 유효한 또는 작동된 벽 마찰계수는 다음과 같이 취해야 한다.  
 

μheff=μh (6.16) 
 
여기에서  
 

μh 는 호퍼 내의 벽 마찰계수의 하부 특성값 
 
6.3.2 충진하중 
 
(1) 충진 조건 하에서 가파른 호퍼 내의 어떤 높이에서의 저장된 고체 내의 평균 수직 응력 pv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Ff 와 F=Ff 에 의해 주어지는 파라미터 F 값으로 식 (6.7)과 (6.8)을 이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6.17) 

 
이 경우 파라미터 n(식 (6.8) 참조)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n = S(1-b)μhcotβ (6.18) 
 
여기에서 
 

b 는 실험적 계수: b=0.2 
 
기타 파라미터들은 6.1.2(6)에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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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진 이후의 가파른 호퍼의 벽의 어떤 지점에서의 정상 압력 pnf 와 마찰 견인력 prf(그림 6.2 참조)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nf = Ffpv (6.19) 
 
prf = μhFfpv (6.20) 

 
여기에서 Ff 는 식 (6.17)에 의해 주어진다. 
 
6.3.3 방류하중 
 
(1) 방류 조건 하에서 가파른 호퍼 내의 어떤 높이에서의 저장된 고체 내의 평균 수직 응력은 F=Fe 로 
주어진 파라미터 F 의 값으로 식 (6.7) 및 (6.8)을 이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2) Fe 의 값은 식 (6.21)에 제시된 참조 방법을 이용하거나 G.10 에 제시된 대체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6.21) 

 
여기에서  
 

 
(6.22) 

 (6.23) 
 
여기에서 
 

μh 는 호퍼 내의 벽 마찰계수의 하부 특성값 
 
∅i 는 저장된 고체의 내부 마찰 각도 

 
비고 1: 항상 ∅wh≤∅i 임에 주의한다. 왜냐하면 벽 마찰점에서의 슬립(slip)이 내부 마찰력이 지탱할 
수 있는 것보다 큰 전단 응력을 요구하는 경우 재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고 2: Fe 에 대한 위의 식 (6.21)은 방류 압력에 대한 단순한 워커(Walker)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G.10 에 제시된 Fe 에 대한 엔스타드(Enstad)의 대체 식이 대신 사용될 수 있다.  

 
(3) 방류 중의 가파른 호퍼의 벽의 어떤 지점에서의 정상 압력 pne 와 마찰 견인력 pte(그림 6.4 참조)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ne = Fepv (6.24) 
 
pte = μhFepv (6.25) 

 
여기에서 Fe 는 (2)에 정의된 대로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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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1 가파름 
2 얕음 
 

그림 6.4: 가파른 호퍼와 얕은 호퍼 내의 방류 압력 
 
6.4 얕은 호퍼 
 
6.4.1 작동된 마찰 
 
(1) 얕은 호퍼에서 벽 마찰력은 완전히 작동되지 않는다. 작동된 또는 유효한 벽 마찰계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6.21) 

 
여기에서 
 

K 는 수직 부분에 대한 횡압력 비율의 하부 특성값(표 3.1 참조) 
 
β 는 호퍼의 반각(half angle)(그림 6.2 참조) 

 
6.4.2 충진하중 
 
(1) 충진 조건 하에서 얕은 호퍼의 어떤 높이에서의 저장된 고체 내의 평균 수직 응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파라미터 F 의 값으로 식 (6.7)과 (6.8)을 이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Ff = 1-{b/(1+tanβ/μheff)} (6.27) 
 
이 경우 파라미터 n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n = S(1-b)μheffcotβ  (6.28) 
 
여기에서 
 

μheff 는 얕은 호퍼 내의 작동된 또는 유효한 벽 마찰계수(식 (6.26) 참조) 
 
b 는 실험적 계수: 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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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파라미터들은 6.1.2(6)에 정의되어 있다.  
 
(2) 충진 이후의 얕은 호퍼의 벽 위의 어떤 지점에서의 정상 압력 pnf 와 마찰 견인력 ptf(그림 6.2 참조)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nf=Ffpv (6.29) 
 
ptf = μheffFfpv (6.30) 

 
여기에서 
 

Ff 는 식 (6.27)에 의해 제시된다.  
 
6.4.3 방류하중 
 
(1) 방류 조건 하의 얕은 호퍼의 경우(그림 6.4 참조), 정상 압력과 마찰 견인력은 충진 시의 값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6.4.2 참조) 
 
6.5 혼입된 공기가 있는 고체를 담은 사일로 내의 호퍼 
 
(1)P 혼입된 공기로 인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유동화될 수 있는 저장된 고체가 있는 호퍼는 
유동화와 공기 압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압력에 대해 설계되어야만 한다.  
 
(2) 설계 압력은 5.5.2 에 정의된 것과 같이, 호퍼 벽에 대한 마찰 견인력이 없도록 하여 평가해야 한다.  
 
  

67 



EN 1991-4:2006 (E) 

제 7 절 탱크에 대한 액체로부터의 하중 
 
7.1 일반사항 
 
(1)P 탱크 내에 저장된 액체로부터의 압력하중의 특성값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규칙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비고 1: 이 규칙들은 모든 유형의 탱크 내의 정적 조건에 대해 유효하지만, 탱크 안에서 동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2: 관련된 작용들의 목록, 부분계수, 탱크에 대한 작용들의 조합은 부록 B 에서 찾아볼 수 
있다. 

 
7.2 저장된 액체로 인한 하중 
 
(1) 액체로 인한 하중은 다음을 고려한 이후에 계산해야 한다.  
– 탱크 안에 저장될 액체의 정의된 범위 
– 탱크의 기하학적 구조 
– 탱크 내의 액체의 가능한 최대 깊이 

 
(2) 압력 p 의 특성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p(z)=γz (7.1) 
 
여기에서  
 

z 는 액체 표면 아래의 깊이 
 
γ 는 액체의 단위 중량 

 
7.3 액체 물성 
 
(1) EN 1991-1-1, 부록 A 에 제시된 밀도들을 사용해야 한다.  
 
7.4 부적절한 환기로 인한 석션 
 
(1)P 탱크에 대한 환기 시스템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 속도로 탱크를 
방류하는 중에 발생하는 석션 압력을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석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 해석은 이 
과정이 단열적(adiabatic)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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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참고용) 

설계의 기초 – 사일로 및 탱크에 관한 EN 1990 에 대한 보충 절 
 
편집자 주석: 이 부록은 오직 참고를 위한 정보이며, 공식 투표(Formal Vote) 이후 EN 1990 으로 이전될 

것임. 
 
A.1 일반사항 
 
(1) 원칙적으로 설계 절차를 위해 EN 1990 에 제시된 일반 양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일로와 
탱크는 내용연한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입자성 고체나 액체로부터의 완전한 하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많은 구조물과 다르다. 
 
(2) 이 부록은 작용 및 다른 작용과 사일로 및 탱크의 조합에 대한 부분계수(γF 계수), 관련된 ψ계수에 
관하여 사일로나 탱크에 적용할 수 있는 보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3) 온도 작용에는 기후적 효과와 뜨거운 고체의 효과가 포함된다. 고려해야 할 설계 상황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일부만 채워진 사일로나 탱크에 뜨거운 고체나 액체를 충진하는 경우. 저장된 물질 위의 가열된 

공기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 냉각 중의 사일로 벽의 수축에 대한 저장된 고체의 저항성 

 
(4) 사일로나 탱크의 셀(cell) 배터리(batteries)의 차별적인 침하(settlement)의 효과에 대한 결정은 찬(full) 
셀과 빈(empty) 셀들의 최악인 조합에 기초해야 한다.  
 
A.2 극한한계상태 
 
A.2.1 부분계수 γ 
 
(1) EN 1990, A.1 에 제시된 값들이 사일로와 탱크의 설계에 사용될 수 있다. 
 
(2) 액체의 최대 깊이와 저장된 가장 무거운 액체의 단위 중량이 정의된 경우, 부분계수 γF 의 값은 
1.50 에서 1.35 로 감산할 수 있다. 
 
A.2.2 조합계수 ψ 
 
(1) 사일로하중과 탱크하중에 대한 조합계수 ψ 및 다른 작용들과의 조합계수는 A.4 를 참조한다.  
 
A.3 조합을 위한 작용들 
 
(1) 다음의 작용들을 사일로의 극한한계상태설계에 고려해야 한다.  
– 입자성 고체의 충진 및 저장(EN 1991-4 에 충진하중으로 언급) 
– 입자성 고체의 방류(EN 1991-4 에 방류하중으로 언급) 
– 재하하중(EN 1991-1-1 참조) 
– 적설하중(EN 1991-1-3 참조) 
– 사일로가 충진되었거나 빈 경우의 바람 작용(EN 1991-1-4 참조) 
– 온도하중(EN 1991-1-5 참조) 
– 가해진 변형(deformation): 기초 침하(foundation settlement) (EN 1997 참조) 
– 지진하중(EN 1998 참조) 
– 분진 폭발하중 

 
A.4 작용 평가 등급 2 및 3 에 대한 설계 상황 및 작용 조합 
 
(1) 주요(dominant) 작용 및 영구 작용은 각 하중 사례에서 완전한 값(full value)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동반 작용(accompanying actions)은 EN 1990 에 따라 동시적인 발생 확률이 감소함을 감안하기 위해 
조합계수 ψ를 이용하여 감산할 수 있다. 조합은 EN 1990 의 규칙들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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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모든 하중 조합에서 조합계수 ψ0,1 은 1.0, ξ1=0.9 로 해야 한다. 
 
(3) 주요 작용이 지진이나 우발작용인 경우, 동반되는 고체 하중은 5.2, 5.3, 6.1 의 적절한 절차가 채택된 
경우, 저장된 입자성 고체의 평균 벽 마찰계수 μm, 평균 횡압력 비율 Km, 평균 호퍼 압력 비율 Fm 의 
단일한 값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비고: ψ값들은 국가별 부록에 제시될 수 있다. 표 A.1, A.2, A.3, A.4, A.5 에 제시된 값들과 
조합들이 권장값들이며, 동반 작용 2, 3 은 적절한 조합계수 ψ를 이용하여 감산되었다.  

 
표 A.1: 고려할 설계 상황 및 작용 조합 

 
약어 
제목 

설계 상황/주요 작용 1 영구 작용 동반 작용 2 ψ0,2 동반 작용 3 ψ0,3 

D 고체 방류 자중 기초 침하 1.0 눈 또는 바람 또는 
온도 

0.6 

     재하하중 또는 
변형 

0.7 

I 재하하중 또는 변형 자중 고체 충진 1.0 눈 또는 바람 또는 
온도 

0.6 

S 눈 자중 고체 충진 1.0   
WF 바람 및 충진된 사일로 자중 고체 충진 1.0   
WE 바람 및 빈 사일로 자중 고체 비움 0.0   
T 온도 자중 고체 충진 1.0   
F 기초 침하 자중 고체 방류 1.0 눈 또는 바람 또는 

온도 
0.6 

    ψ2.2  ψ2.3 
E 폭발 자중 고체 충진 0.9 재하하중 또는 

변형 
0.3 

V 차량 충격 자중 고체 충진 0.8 재하하중 또는 
변형 

0.3 

비고 1: 이 표는 EN 1990 6 절의 하중 조합 규칙의 용어들을 참조하고 있다. 
 
비고 2: ψ의 첨자들은 다음의 중요도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첨자는 설계 상황의 유형에 대한 것이며 
정상 조합값은 0, 최빈값은 1, 준-영구값은 2 이다. 두 번째 첨자는 조합 내의 하중 번호를 나타낸다.  
 

표 A.2: ‘정상(ordinary)’ 극한한계상태(‘Ordinary’ULS) – 고려할 설계 상황 및 작용 조합 
 
약어 
제목 

설계상황/
선도가변
작용 

영구 작용 선도 
가변작용 

동반 가변작용 
1(주요 작용) 

동반 
가변작용 2 

동반 가변작용 3, 4 
등 

설명 ξ1 

(다음 열 
‘주요작
용’) 
참조 

 설명 ψ0,1  ψ0,2  
ψ0,3 
ψ0,4 
등 

D 고체 방류 자중 0.9   고체 
방류 

1.0 기초 
침하 

0.7 눈, 바람, 
온도 

0.6 

          재하하중, 
가해진 
변형 

0.7 

I 가해진 
변형 

자중 0.9   고체 
충진 

1.0 가해진 
변형 

0.7 눈, 바람, 
온도 

0.6 

          재하하중 0.7 
S 눈 자중 0.9   고체 

충진 
1.0 눈 0.6 재하하중 0.7 

WF 바람 및 
충진된 

자중 0.9   고체 
충진, 

1.0 바람 0.6 재하하중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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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로 충진된 
사일로 

WE 바람 및 
빈 사일로 

자중 0.9   고체, 
빈 
사일로 

0.0 바람 0.6 재하하중 0.7 

T 온도 자중 0.9   고체 
충진 

1.0 온도 0.6 재하하중 0.7 

비고: 표 A.2 는 EN 1990, 6.4.3.2 의 식 (6.10a) 및 (6.10b)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표 A.3: ‘우발(accidental)’ 극한한계상태(‘Accidental’ULS) – 고려할 설계 상황 및 작용 조합 
 
약어 
제목 

설계상황/
선도가변
작용 

영구 작용 선도 
가변작용 

동반 가변작용 
1(주요 작용) 

동반 
가변작용 2 

동반 가변작용 3, 4 
등 

설명  설명  설명 
ψ1,1, 
또는 
ψ2,1 

설명 ψ2,2 설명 ψ2,3 
ψ2,4 등 

E 폭발 자중  폭발 압력  고체 
충진 

0.9 
또는 
0.8 

가해진 
변형 

0.3 재하하중 0.3 

V 차량 충격 자중  차량 충격  고체 
충진 

0.9 
또는 
0.8 

가해진 
변형 

0.3 재하하중 0.3 

비고: 표 A.3 은 EN 1990, 6.4.3.3 의 식 (6.11b)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표 A.4: ‘지진(seismic)’ 극한한계상태(‘Seismic’ULS) – 고려할 설계 상황 및 작용 조합 
 
약어 
제목 

설계상황/
선도가변
작용 

영구 작용 선도 
가변작용 

동반 가변작용 
1(주요 작용) 

동반 
가변작용 2 

동반 가변작용 3, 4 
등 

설명  설명  설명 ψ2,1 설명 ψ2,2 설명 ψ2,3 

ψ2,4 

등 
SF 지진 작용 

및 충진된 
사일로 

자중  지진 
작용(지진
) 

 고체 
충진, 
충진된 
사일로 

0.8 가해진 
변형 

0.3 재하하중 0.3 

SE 지진 작용 
및 빈 
사일로 

자중  지진 
작용(지진
) 

 고체 
충진, 
충진된 
사일로 

0.8 가해진 
변형 

0.3 재하하중 0.3 

비고: 표 A.4 는 EN 1990, 6.4.3.4 의 식 (6.12b)와 EN 1998-1, EN 1998-4 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표 A.5: 사용한계상태(SLS) – 고려할 설계 상황 및 작용 조합 
 
약어 
제목 

설계상황/
선도가변
작용 

영구 작용 선도 
가변작용 

동반 가변작용 
1(주요 작용) 

동반 
가변작용 2 

동반 가변작용 3, 4 
등 

설명  (다음 열 
‘주요작
용’ 
참조) 

 설명 ψ1,1 또
는 
ψ2,1 

설명 ψ0,2 
또는 
ψ2,2 

설명 ψ0,3, 
ψ0,4 
또는 
ψ2,3 
ψ2,4 등 

D 고체 방류 자중    고체 
방류 

0.9 
또는 
0.8 

기초 
침하 

0.7
또는 
0.3 

눈, 바람, 
온도 

0.6 
또는 
0.0 

          재하하중, 
가해진 
변형 

0.7 
또는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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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해진 
변형 

자중    고체 
충진 

0.9 
또는 
0.8 

가해진 
변형 

0.7
또는 
0.3 

눈, 바람, 
온도 

0.6 
또는 
0.0 

          재하하중 0.7 
또는 
0.3 

S 눈 자중    고체 
충진 

0.9 
또는 
0.8 

눈 0.6 
또는 
0.0 

재하하중 0.7 
또는 
0.3 

WF 바람 및 
충진된 
사일로 

자중    고체, 
빈 
사일
로 

0.9 
또는 
0.8 

바람 0.6 
또는 
0.0 

재하하중 0.7 
또는 
0.3 

WE 바람 및 
빈 사일로 

자중    고체 
충진 

0.0 바람 0.6 
또는 
0.0 

재하하중 0.7 
또는 
0.3 

비고: 표 A.5 는 다음과 같이 EN 1990, 6.5.3 의 식 (6.14b), (6.15b), (6.16b)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고유 조합, 식 (6.14b) 
고유 조합은 비가역적 한계상태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최빈 조합, 식 (6.15b) 
최빈 조합은 가역적 한계상태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준-영구 조합, 식 (6.16b) 
준-영구 조합은 장기적 영향과 구조물의 외관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A.5 작용 평가 등급 1 에 대한 작용 조합 
 
(1) 다음의 단순화된 설계 상황들이 작용 평가 등급 1 인 사일로에 대해 고려될 수 있다.  
– 충진 
– 방류 
– 빈 경우의 바람 
– 바람이 불 때 충진 
– 적설(지붕에 대해) 

 
(2) 바람의 재하에 대한 단순화된 취급은 EN 1991-1-4 의 규칙들에 따라 허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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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참고용) 

탱크에 대한 작용, 부분계수, 작용들의 조합 
 
편집자 주석: 이 부록은 오직 참고를 위한 정보이며, 공식 투표(Formal Vote) 이후 EN 1990 으로 이전될 

것임. 
 
B.1 일반사항 
 
(1)P 설계에는 B.2.1 ~ B.2.14 에 나열된 작용들의 특성값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2) B.3 에 따른 작용에 대한 부분계수와 B.4 에 따른 작용 조합 규칙들이 이 특성값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B.2 작용 
 
B.2.1 액체가 유발한 하중 
 
(1)P 운영 중의 내용물로 인한 하중은 최대 설계 액체 높이로 저장될 제품의 무게로부터 비울 때까지의 
무게로 해야만 한다.  
 
(2)P 시험 중에, 내용물로 인한 하중은 최대 시험 액체 높이의 시험 매체의 무게로부터 비울 때까지의 
시험 매체의 무게로 해야만 한다.  
 
B.2.2 내부 압력하중 
 
(1)P 운영 중에 내부 압력하중은 내부 압력의 명시된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인한 하중이어야만 한다. 
 
(2)P 시험 중에 내부 압력하중은 시험 내부 압력의 명시된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인한 하중이어야만 
한다.  
 
B.2.3 열이 유발한 하중  
 
(1) 열팽창으로 인한 하중 사이클의 수로 인한 피로 파괴의 리스크나 반복적(cyclic) 소성 파괴의 
리스크가 없다면 열팽창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유발된 응력은 무시될 수 있다.  
 
B.2.4 자중하중 
 
(1)P 탱크에 대한 자중하중은 탱크의 모든 요소 부분들과 탱크에 영구적으로 부착된 모든 요소들의 
중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2) 수치 값들은 EN 1991-1-1 부록 A 로부터 취해야 한다.  
 
B.2.5 절연(insulation) 
 
(1)P 절연하중은 절연체의 자중으로부터 야기된 것이어야만 한다.  
 
(2) 수치 값들은 EN 1991-1-1, 부록 A 로부터 취해야 한다.  
 
B.2.6 분산된 재하하중 
 
(1) 분산된 재하하중은 발주처가 명시하지 않는 한, EN 1991-1-1 로부터 취해야 한다.  
 
B.2.7 집중된 재하하중 
 
(1) 집중된 재하하중은 발주처가 명시하지 않는 한, EN 1991-1-1 로부터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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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8 눈(snow) 
 
(1) 하중은 EN 1991-1-3 으로부터 취해야 한다.  
 
B.2.9 바람 
 
(1) 하중은 EN 1991-1-4 에서 취해야 한다.  
 
(2) 추가적으로, 다음의 압력계수를 원기둥형 탱크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B.1 참조.  
 
a) 정상이 개방된 탱크와 정상이 개방된 수사지(catch basin)의 내부 압력: cp = -0.6 
 
b) 개구부가 작은 환기 탱크의 내부 압력: cp = -0.4 
 
c) 수사지가 있는 경우, 탱크 외피에 대한 외적 압력은 높이에 따라 선형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3) 감소된 풍하중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EN 1991-1-4 및 EN 1991-1-6 에 따른 가설(erection)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  
 

 
 
범례 
1 EN 1991-1-4 에 따른 Cp 
2 환기가 되는 탱크만 Cp=0.4 
 

그림 B.1: 원기둥형 탱크에 대한 바람의 재하의 압력계수 
 

a) 수사지가 있는 탱크 

b) 수사지가 없는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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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0 부적절한 환기로 인한 석션 
 
(1) 하중은 이 표준의 7 절로부터 취해야 한다.  
 
B.2.11 지진의 재하 
 
(1)P 하중은 EN 1998-4 에서 취해야만 하며, EN 1998-4 는 내진 설계에 대한 요구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B.2.12 연결물(connections)로 인한 하중 
 
(1)P 탱크에 연결된 파이프, 밸브, 기타 항목들로 인한 하중과 탱크 기초에 관련된 독립적인 아이템 
지지물의 침하로 인한 하중을 고려해야만 한다. 배관(pipework)은 탱크에 대한 재하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해야만 한다.  
 
B.2.13 불균등한 침하(uneven settlement)로 인한 하중 
 
(2)P 탱크의 내용연한 중에 불균등한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침하하중은 고려해야만 한다.  
 
B.2.14 우발작용 
 
(1) 하중은 내적 폭발, 충격, 인근의 외부 화재, 폭발, 안쪽 탱크의 누설, 안쪽 탱크의 전복(roll over), 
넘침(overfilling)과 같은 사건들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비고: 이 하중들은 국가별 부록이나 개별 프로젝트의 발주처가 명시할 수 있다.  
 
B.3 작용에 대한 부분계수 
 
(1)P EN 1990 에 따른 부분계수들이 작용 B.2.2 ~ B.2.14 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2) 운영 중의 액체가 유발한 하중에 대한 부분계수의 권장값(B.2.1(1) 참조)은 γF=1.20 이다. 
 
(3) 시험 중의 액체가 유발한 하중에 대한 부분계수의 권장값(B.2.1(2) 참조)은 γF=1.00 이다. 
 
(4) 우발적 설계 상황에서 가변 작용에 대한 부분계수의 권장값은 γF=1.00 이다. 
 
B.4 작용들의 조합 
 
(1)P EN 1990, 6 절의 일반 요구조건들을 준수해야만 한다. 
 
(2) 재하하중과 적설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 권장된다. 
 
(3) 지진 작용은 시험 조건에서는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 권장된다. 
 
(4) 우발작용은 시험 조건 중에는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 권장되나, EN 1990 에 제시된 
우발작용에 대한 조합 규칙들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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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규정) 

사일로하중 산정을 위한 고체 물성의 측정 
 
C.1 대상 
 
(1) 이 부록은 사일로의 하중 평가만을 목적으로 EN 1991-4 에 도입되었으며, 저장된 고체의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방법들은 신뢰성 있는 방류를 위한 설계에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하중 평가를 위한 물성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측면들이 중요하다. 즉 관련 
응력 수준이 유동 평가에 대한 응력 수준보다 매우 크다. 샘플을 준비할 때, 충진 이후의 저장된 
고체에서 매우 큰 응력을 받은 부분의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물질의 응력 이력은 일반적으로 유동 
폐쇄(flow stoppage)와 관련된 것들과는 다르다. 결과적으로, 유동 물성의 측정에 적합한 것들과는 일부 
핵심적 방법 면에서 샘플의 준비에 차이가 있다.  
 
이 시험들에서 요구되는 입자 다짐(packing)시, 저장된 고체의 밀도를 높여야 한다. 사일로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파라미터들은 이 조건들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체에 대한 이 조건은 
사일로 구조물에 대한 작용의 상부 특성값에 대한 참조 상태이기 때문이다.  
 
C.2 적용 분야  
 
(1) 여기에 정의된 시험 방법들은 작용 평가 등급 3 의 사일로 또는 표 E.1 에 나열되지 않은 저장된 
고체에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다. 또는 표 E.1 에 제시된 단순화된 값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 
시험에서의 기준 응력들은 수직이거나 수평일 수 있으며, 이 응력들은 사일로가 만재 상태일 때 사일로 
전이점에서의 저장된 고체 내의 응력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험 방법들은 사일로 설계에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고체 물성 값들의 측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일반적으로 관련있는 값들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들은 적절한 대로 다음의 기준 응력 수준을 
이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a) 수직 압력을 나타내기 위한 경우(C.6, C.8, C.9 참조): 기준 응력 σr=100kPa 
 
b) 수평 압력을 나타내기 위한 경우(C.7.2 참조): 기준 응력 σr=50kPa 
 
C.3 표기 
 
이 부록의 목적 상 다음의 표기가 적용된다. 
 
a 물성 수정계수 
c 점착력(그림 C.4 참조) 
D 셀의 내부 직경 
Fr 벽 마찰 시험 종료 시의 잔류 전단력(그림 C.2b) 
Kmo 매끄러운(smooth) 벽 조건에서의 평균 횡압력 비율 
Δ 시험 중의 전단 셀의 정상 부분의 변위  
∅i 샘플의 재하(loading) 중에 측정된 내부 마찰 각도 
∅c 감소하는 수직 응력 하에서 측정된 내부 마찰 각도 
μ 고체 샘플과 벽 샘플 사이의 마찰계수 
σr 기준 응력 
τa 수직 응력을 증가시킨 후, 전단 시험에서 측정한 최종 전단 응력(그림 C.4 참조) 
τb 수직 응력을 감소시킨 후 전단 시험에서 측정한 최대 전단 응력(그림 C.4 참조) 
τ 전단 시험에서 측정한 전단 응력 
 
C.4 정의 
 
이 부록의 목적 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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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파라미터(secondary parameter) 
저장된 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파라미터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나열되지 않은 모든 파라미터. 
이차 파라미터에는 조성(composition), 등급(grading), 수분함량, 온도, 년수(age), 취급으로 인한 하전, 생산 
방법 등이 포함된다. C.2 에 언급된 기준 응력의 변화 각각은 이차 파라미터로 간주되어야 한다.  
 
C.4.2 
샘플링(sampling) 
저장된 고체나 사일로 벽 재료의 대표적 샘플의 선택, 시간에 따른 변화도 포함된다.  
 
C.4.3  
기준 응력(reference stress) 
기준 응력은 저장된 고체 물성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는 응력 상태이다. 기준 응력은 보통 충진 
이후의 사일로 내의 응력 수준에 상응하도록 선택된다. 종종 하나의 주요 응력 이상의 기준 응력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C.5 샘플링 및 샘플의 준비 
 
(1) 시험은 입자성 고체의 대표적 샘플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2) 샘플의 선택은 구조물의 내용연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주변 조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사일로의 운영 방법의 영향, 사일로 내의 고체의 분리(segregation)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3) 각 고체 물성들의 평균값은 이차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허용치(allowance)를 두고 
결정하여야 한다.  
 
(4) 각 시험에 대한 기준 응력 σr 은 충진 이후의 저장된 고체 내의 응력 상태에 관련하여 식별해야 
한다. 기준 응력의 값은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는 없다.  
 

비고: 기준 응력의 정확한 계산은 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시험의 결과를 알 것을 요구할 것이다. 
기준 응력의 정확한 값은 시험에 핵심적인 것이 아니지만, 이 시험들은 사용될 목적에 적합한 
응력 수준에서 수행해야 한다. 

 
(5) 다음의 샘플 준비 방법이 C.6, C.7.2, C.8.1, C.9 에 기술된 시험에 사용되어야 한다. 
 
(6) 샘플은 진동이나 기타 충격력이 없이 기준 응력 σr 을 가하여 시험 셀(cell)에 부어야 한다. 정상 
판(top plate)을 수직 축 근처에서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적어도 10 도 각도로 몇 차례 돌려 샘플을 
압밀시킨다. 
 

비고 1: 이 절차에 관련하여 ASTM 표준 D6128 을 참조할 수 있다.  
 
비고 2: 요구되는 비틀기 횟수는 시험하는 고체에 따라 달라진다.  

 
(7) 평균 시험 값은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수정함으로써 극한 값들을 유도해야 한다. 변환계수는 이차 
파라미터의 영향, 사일로의 내용연한에 걸친 고체 물성의 변화가능성, 샘플링의 오차를 감안하기 위해 
선정해야 한다.  
 
(8) 고체의 물성에 대한 변환계수 a 는 만약 하나의 이차 파라미터의 영향이 변환계수에 의해 고체 
물성에 도입되는 마진(margin)의 75% 이상을 차지한다면 조정되어야 한다.  
 
C.6 벌크 단위 중량 γ 
 
C.6.1 시험의 원칙 
 
(1) 체적 단위 중량 γ는 압밀된 입자성 고체 샘플을 이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비고: 이 시험의 목적은 사일로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최대 밀도에 대한 양호한 예측치를 
얻기 위함이며, 이는 사일로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응력 수준에서의 가능한 최대 체적 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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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압밀 응력을 가하기 전에 적절하게 촘촘하게 다져진 
입자 배열에서 시작하여 시험 장치 안으로 고체를 다져 넣을 필요가 있다. 이는 고체를 비가 
오듯이 충진하거나(rain filling) 사일로 압력 검증에 관련된 조건을 나타내는 밀도를 달성하기 위해 
두껑을 비틀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거친(rough) 뚜껑을 이용하며, 뚜껑을 
회전시킴으로써 적절하게 입자를 재배열시킬 수 있다. 이 절차는 ASTM D6683-01 ‘분말과 기타 
벌크 고체의 벌크 밀도값 측정을 위한 표준시험방법’에 제시된 ASTM 방법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후자는 분말(powder)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고, 목적이 성긴(loose) 밀도를 달성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범례 
1 표준화된 비틀기 
2 매끄러움 
3 거침 
 

그림 C.1: γ값 결정을 위한 장치 
 
C.6.2 시험장치 
 
(1) 그림 C.1 에 나타난 셀(cell)을 사용하여 고체 샘플의 무게와 부피를 측정해야 한다. 셀의 직경 D 는 
최대 입자 크기의 적어도 5 배, 평균 입자 크기의 10 배 이상이어야 한다. 압축된 샘플의 높이 H 는 
0.3D~ 0.4D 사이여야 한다. 
 

비고: 입자 크기에 대한 제한은 다음의 이유에서 선택되었다. 최대 입자 크기는 벽의 고정된 
선(lines)들에 의해 야기되는 입자 배열에 대한 제한이 측정된 밀도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제한되었다. 추가적으로, 작은 입자들이 큰 입자들 사이의 틈새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대략 같은 크기의 입자들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이 영향은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단일한 크기의 물질에 대한 상부 제한은 입자 크기의 10 배이다. 그러나 입자 
크기 분포가 큰 고체의 경우, 이 제한은 가장 큰 입자 크기의 5 배로 감소한다.  

 
C.6.3 절차 
 
(1) 기준 응력 σr 은 사일로 내에 저장된 고체 내의 수직 응력 pv와 같아야 한다.  
 
(2) 샘플의 준비는 C.5 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체적 단위 중량은 압밀된 입자성 고체의 
샘플의 중량을 벌크 부피로 나누어서 결정할 수 있다. 높이 H 는 같은 반경 및 셀 둘레에서 120。 
간격에서 3 번 측정한 평균값으로 해야 한다. 
 

비고: 대신 밀도가 ASTM 표준 D6683 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면,  더 낮은 밀도가 구해질 수 있다. 
차이는 일반적으로 가루(powder)의 경우에는 작지만 조립질 고체의 경우에는 클 수 있다.  

 
C.7 벽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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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1 일반사항 
 
(1) 두 가지 파라미터들을 구분해야 한다.  
– 압력을 결정하기 위한 벽 마찰계수 μm 
– 유동을 검증하기 위한 벽 마찰 각도 ∅wh 

 
(2) 충진 과정 중에 분리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입자 크기를 포함하고 있는 고체의 경우, 벽 
마찰계수 μm 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샘플은 분리(segregation)의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3) 벽 마찰 시험은 건설에 사용될 벽 표면 재료를 대표하는 벽 샘플 절취시편(coupon)으로 수행해야 
한다. 
 

비고: 비록 시험 실험실에 다양한 범위의 건설 및 라이닝 재료의 샘플 절취시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개별 절취시편들은 시공 시 사용 가능한 마감과 다를 수 있다. 명목상 동일하게 
기술되는 절취시편들은 벽 마찰 각도 몇 도 다를 수 있다. 가능한 경우, 벽 절취시편들은 
예상되는 건설 재료의 원천으로부터 얻어야 한다.(예를 들면 제강 공장 또는 용기(vessel) 제작자) 
도색된 강 표면은 같은 유형의 페인트로 도색해야 한다.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시험용 
절취시편을 확보하여 나중에 실제로 사용되는 건설 재료와 비교하는 것이 좋다. 현재로서는 벽 
절취시편 표면의 특성을 신뢰성 있게 예측하여 벽 마찰 거동과 연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사일로 벽이 나중에 부식이나 마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벽 마찰 시험은 새 절취시편과 
사용한 절취시편 모두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비고: 사일로의 벽 표면 마감은 시간에 걸쳐 변화하기 마련이다. 부식으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고, 마모로 인해 표면이 연마되거나 거칠게 될 수 있다. 폴리에틸렌과 같은 표면은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며, 도색된 표면은 흠집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공극이 작은 저장된 
고체로부터의 미세한 물질들이 누적되어 사일로 벽이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질량 유동을 의도한 사일로 내에서 깔때기 유동 패턴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는 깔때기 유동을 
의도한 사일로 안에서 질량 유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연마된 벽을 가진 사일로 내에서는 충진 
압력이 증가할 수 있으며, 거칠어진 벽을 가진 사일로 내에서는 충진 벽 마찰 견인력이 증가할 수 
있다.  

 
C.7.2 압력 결정을 위한 벽 마찰계수 μm 
 
C.7.2.1 시험의 원칙 
 
(1) 입자성 고체 샘플을 사일로 벽을 나타내는 표면을 따라 잘라내야 하며(골이 있는 강재 사일로의 
경우 골이 있는 샘플), 잘라낸 표면에서의 마찰력을 측정해야 한다. 
 

비고: 재하 또는 유동 계산이 수행되었는가에 따라 벽 전단 데이터를 적절히 해석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C.7.2.2 시험장치 
 
(1) 시험 장치는 그림 C.2 에 나타나 있다. 셀의 직경은 적어도 최대 입자 크기의 20 배가 되어야 하며, 
평균 입자 크기의 40 배 이상이어야 한다. 압축된 샘플의 높이 H 는 0.15D ~ 0.20D 사이에 있어야 한다. 
골(corrugation)과 같은 불규칙성이 있는 벽 샘플의 경우 셀 크기는 그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비고: 입자 크기에 대한 제한은 다음의 이유에서 선택되었다. 최대 입자 크기는 벽의 고정된 
선(lines)들에 의해 야기되는 입자 배열에 대한 제한이 측정된 물성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한되었다. 추가적으로, 작은 입자들이 큰 입자들 사이의 틈새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대략 같은 크기의 입자들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이 영향은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단일한 크기의 물질에 대해 상부 제한은 입자 크기의 40 배이다. 그러나 입자 
크기 분포가 큰 고체의 경우, 이 제한은 가장 큰 입자 크기의 20 배로 감소한다. 

 
C.7.2.3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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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 응력 σr 은 가장 큰 수평 사일로 압력 ph 으로 해야 한다.  
 
(2) 샘플의 준비는 C.5 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3) 셀을 충진한 후 전단을 가하기 전에, 셀을 회전시키고 시험 표면 위로 살짝 들어올려 입자와 표면 
사이의 마찰력만이 측정되도록 한다.  
 
(4) 샘플의 전단은 약 0.04mm/s 의 일정한 속도로 수행해야 한다.  
 
(5) 변형이 큰 경우 달성되는 잔류 마찰력 Fr(그림 C.2 참조)은 작용 계산을 위한 벽 마찰계수 μ 의 
계산에 사용해야 한다.  
 
(6) 작용 계산을 위한 벽 마찰계수 μ의 샘플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C.1) 

 
여기에서 

Fr 은 전단력의 최종 값 또는 잔류 값(그림 C.2b 참조) 
N 은 셀에 가해진 수직하중 

 
C.7.3 유동의 검증을 위한 벽 마찰 각도 ∅wh 
 
(1) 유동의 검증을 위해 벽 마찰 각도 ∅wh 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ASTM 표준 D6128 을 참조할 
수 있다. 
 
(2) 유동 평가를 위한 벽 마찰 값은 낮은 응력 수준에서 얻어야 한다. 
 
(3) 재하 또는 유동 계산이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벽 전단 데이터를 적절하게 해석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a) 벽 마찰 측정을 위한 셀 b) 통상적인 전단-변위 곡선 

 
그림 C.2: 벽 마찰계수의 결정을 위한 시험 방법 

 
C.8 횡압력 비율 K 
 
C.8.1 직접적인 측정 
 
C.8.1.1 시험의 원칙 
 
(1) 수평 변형에 대해 구속된 샘플에 수직 응력 σ1 을 가해야 한다. 유발된 수평 응력 σ2 를 측정해야 
하며, 횡압력 비율 K0 의 할선(secant)값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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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계수 K0 의 크기는 시험 샘플 내의 주 응력(principal stress)의 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평 및 수직 응력들은 대략적으로 시험 샘플 내에서 주요한 응력들이지만 사일로 안에서는 아닐 
수 있다.  
 
비고 2: 샘플이 수직 변형에 대해 구속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고체 내의 수평적 변형(strain)이 
작은 정도로 유지되며, 입자성 고체 샘플 내의 응력에 대한 영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형은 장치의 얇은 벽 또는 변형을 집중시키도록 설계된 벽의 특수한 
부분에서 시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 100 마이크로스트레인(microstrains) 
단위의 평균 둘레 변형은 일반적으로 장치 내에서 측정 가능한 값으로서, 고체 내의 변형 제한에 
관련된 요건들을 만족시킨다.  

 

  
  

 
그림 C.3: K0의 결정을 위한 시험 방법 

 
C.8.1.2 시험장치 
 
(1) 시험 장치의 기하학적 구조는 그림 C.3 에 나타나 있다. 수평 응력은 수직 부분의 바깥 쪽 표면에 
대해 측정된 변형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벽은 얇아야 하며, 설계 시 벽 안의 응력 상태가 
정확하게 해석되도록 해야 한다. 
 

비고: 일반적으로 다음의 특성들이 이 장치에 필요하다.  
a) 벽에 대해 독립적인 분리된 바닥 판 
b) 실린더형 벽 위에서 수평 변형과 수직 변형을 모두 측정 
c) 변형 측정 장치를 시편 끝 부분으로부터 멀리 위치시킴 
d) 측정된 변형이 가정된 계수에 의해 내부 수평 응력과 연관됨.(실린더형 벽의 수직 휨이 이 

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8.1.3 절차 
 
(1) 기준 응력 σr 은 사일로 안에 저장된 고체 내의 가장 큰 수직 응력으로 해야 한다.  
 
(2) 샘플의 준비는 C.5 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3) 기준 응력 σr 과 같은 크기의 수직 응력 σ1 을 가한 결과로서의 샘플 내 수평 응력 σ2 을 관찰해야 
한다. K0 의 값은 이 응력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그림 C.3 참조)  
 

 
(C.2) 

 
(4) K 의 값은 다음과 같이 취해야 한다.  
 

K = 1.1K0 (C.3) 
 

비고: 식 (C.3)의 계수 1.1 은 벽 마찰이 거의 0 인 조건 하에서 측정된 횡압력 비율(=K0)와 벽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에 측정된 K 값 사이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4.2.2(5)도 참조) 

81 



EN 1991-4:2006 (E) 

 
C.8.2 간접적인 측정 
 
(1) K 의 근사 값은 내적 마찰 ∅i 의 재하 각도로부터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C.9 에 기술된 방법 또는 
3 축(triaxial) 시험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식 (4.7)에 제시된 근사 관계는 ∅i 로부터 K 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C.9 강도(strength) 파라미터: 점착력 c 및 내적 마찰 각도 ∅i 
 
C.9.1 직접적인 측정 
 
C.9.1.1 시험의 원칙 
 
(1) 저장된 고체 샘플의 강도는 전단 셀 시험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두 파라미터 c 와 ∅i 를 이용하여 
사일로가 충진된 이후 사일로 압력에 대한 저장된 고체의 강도의 영향을 정의해야 한다.  
 
(2) ASTM D6128 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표준의 시험으로부터 도출된 파라미터들은 여기에 
정의된 것들과 동일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Key 
1 Rough 

a) 전단 셀 
 

  
b) 통상적인 전단-변위 곡선 c) 측정된 전단 응력에 대한 통상적인 전단 응력-수직 응력 관계 

 
그림 C.4: 선행압밀 응력 σr에 기초한 내적 마찰 ∅i, ∅c, 점착력 c 의 결정을 위한 시험 방법 

 
C.9.1.2 장치 
 
(1) 시험 장치는 그림 C.4 에 나타난 대로의 실린더형 전단 셀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단 셀 직경 D 는 
최대 입자 크기의 적어도 20 배, 평균 입자 크기의 40 배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H 는 0.3D ~ 0.4D 사이에 
있어야 한다. 
 

비고: 입자 크기에 대한 제한은 다음의 이유에 따라 선택되었다. 최대 입자 크기는 벽의 고정된 
선(lines)들에 의해 야기되는 입자 배열에 대한 제한이 측정된 물성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한되었다. 추가적으로, 작은 입자들이 큰 입자들 사이의 틈새 공간을 점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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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보다는 대략 같은 크기의 입자들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이 영향이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단일한 크기의 물질에 대한 상부 제한은 입자 크기의 40 배이다. 그러나 입자 
크기 분포가 큰 고체의 경우, 이 제한은 가장 큰 입자 크기의 20 배로 감소한다. 

 
C.9.1.3 절차 
 
(1) 기준 응력 σr 은 C.2 에 정의된 사일로 안에 저장된 고체 내의 수직 응력과 대략적으로 같아야 한다. 
샘플의 준비는 C.5 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2) 샘플의 전단은 약 0.04mm/s 의 일정한 속도로 수행해야 한다. 
 
(3) 수평 변위 Δ=0.06D 에서 또는 그 이전에 형성된 전단 응력 τ를 사용하여 고체의 강도 파라미터를 
계산해야 한다. 여기에서 D 는 셀의 내부 직경이다.(그림 C.4 참조) 
 
(4) 아래의 (5)와 (6)에 정의된 대로 적어도 두 번의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표 C.1 및 그림 C.4 참조) 
 
(5) 첫 번째 샘플은 파괴 전단 응력 σA 를 얻기 위해, 기준 응력 σr 을 유발하는 정상 하중 하에서 
전단해야 한다. 
 
(6) 두 번째 샘플은 우선 기준 응력 σr 을 유발하는 정상 하중 하에서 사전 하중을 가하고, 첫 번째 
샘플에 대한 전단 파괴로 바로 이행한다. 전단은 정지시키고, 가해진 전단 하중은 0 으로 줄인다. 
다음으로 이 두 번째 샘플에 대한 정상 하중은 기준 응력의 대략 절반을 유발하는 값까지 줄이고(σB≈ 
σr/2) 파괴 전단 응력 τB 를 얻기 위해 다시 전단한다. 두 시험에서 결정된 응력들은 표 C.1 에 정리되어 
있다. 
 

표 C.1: 권장되는 시험 
 

시험 수직 응력의 
예비 하중값 

정상 하중의 
시험하중값 

최대 측정 전단 
응력 

No. 1 σr σr τA 
No. 2 σr σB≈ σr/2 τB 

 
C.9.1.4 해석 
 
(1) 저장된 고체의 내적 마찰의 재하 각도 ∅i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i = arctan(τA/σr) (C.4) 
 
(2) 기준 응력 σr 하에서 저장된 고체 내에 형성된 점착력 c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c= τA - σrtan ∅c (C.5) 
 
여기에서  
 

 
(C.6) 

 
여기에서  
 

∅c 는 과도하게 압밀된 재료의 제하 내적 마찰 각도 
 

비고: 점착력 c 의 값은 압밀 응력 σr 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이는 고체의 고정된 물성으로 
간주할 수 없다.  

 
(3) 점착력이 없는 고체의 경우(c=0), 마찰 강도는 내적 마찰의 재하 각도 ∅i(이는 ∅c 와 같게 된다)로만 
기술해야 한다.  
 

비고: 위에 기술된 시험 대신에 표준 3 축(triaxial) 시험을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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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2 간접적인 측정 
 
C.9.2.1 시험의 원칙 
 
(1) 제니크(Jenike) 전단 셀(ASTM 표준 D6128)을 사용한 전단 셀 시험이 수행된 경우, 저장된 고체의 
점착력은 대신 이 결과로부터 대략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2) 점착력은 충진 이후의 사일로 내의 최대 평균 수직 응력 σvft 에 관련하여 구해야 하며, 이는 C.2 에 
정의되어 있다. 
 
(3) ‘가장 주요한 압밀 응력(major principal consolidating stress)’ σc 는 충진 이후의 사일로 내의 최대 
평균 수직 응력 σvft 과 같아야 한다. 
 
(4) 이 압밀 응력에 상응하는 비구속 항복 응력(unconfined yield stress) σu 가 결정되어야 한다. 내적 
마찰의 유효 각도 δ(상응하는 응력 조건 하에서 결정됨)도 구해야 한다.  
 
(5) 그렇다면 점착력 c 의 근사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C.7) 

 
여기에서  
 

 
(C.8) 

 

 
(C.9) 

 
여기에서 
 

σc 는 제니크 전단 셀 시험에서 구한 가장 주요한(major principal) 압밀 응력 
 
σu 는 제니크 전단 셀 시험에서 구한 비피압 항복 강도 
 
δ 는 제니크 전단 셀 시험에서 구한 내적 마찰의 유효 각도 
 
∅c 는 내적 마찰의 제하(unloading) 각도(그림 C.4c 참조) 

 
비고 1: 점착력 c 의 값은 압밀 응력 σr 에 크게 의존함에 주의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고체의 고정된 물성으로 간주할 수 없다.  
 
비고 2: 가장 주요한(major principal) 압밀 응력 σc 는 벌크 고체 취급에 관련된 문헌에서는 보통 
σ1 로 언급됨에 주의해야 한다.  

 
(6) 내적 마찰의 재하 각도의 근사 값은 이 시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10) 

 
비고: 두 파라미터 c 와 ∅i 는 이 표준에서 사일로 압력에 대한 저장된 고체의 강도의 영향을 
정의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C.10 유효 탄성계수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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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1 직접적인 측정 
 
C.10.1.1 시험의 원칙 
 
(1) 수직 응력 σ1 을 수평적 변형에 대해 구속된 샘플에 가해야 한다. 수직 응력이 Δσ1 만큼 증가함에 
따라 유발된 수평 응력 Δσ2 의 변화와 수직 변위 Δν1 의 변화를 측정해야 한다. 재하 유효 탄성계수 
EsL 은 이 측정들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직 응력을 Δσ1 만큼 감소시키며, 이 때 유발된 
수평 응력 Δσ2 의 변화와 수직 변위 Δν1 의 변화를 측정해야 한다. 제하 유효 탄성계수 EsU 는 이 
측정들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비고 1: 계수 K0 의 크기는 시험 샘플의 주요 응력(principal stress)의 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평 및 수직 응력은 대략적으로 시험 샘플 내의 주요 응력이 된다.  

 
비고 2: 샘플이 수평 변형(deformation)에 대해 구속되어 있다는 말은 수평 변형(horizontal strain)이 
작게 유지되어 입자성 고체 샘플 내의 응력에 대한 영향이 작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변형은 
시험장치의 얇은 벽에서 관찰을 통해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크다. 
100 마이크로스트레인(microstrain) 단위의 변형은 이 요건을 만족시킨다.  

 
C.10.1.2 시험장치 
 
(1) 사용해야 할 시험 장치의 기하학적 구조는 그림 C.5 에 나타나 있으며, 횡압력 비율 K 를 측정하기 
위한 C.8 에 기술된 장치와 비슷하다.  
 

 
 

(a) 시험 장치 (b) 수직 응력 Δσ1 의 증가에 대한 통상적인 수직 
변위 

 
범례 
1 매끄러움 
2 거침 
 

그림 C.5: 재하 및 제하 탄성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2) 수평 응력은 수직 부분의 바깥 표면에 대해 측정한 변형(strain)으로부터 도출해야 한다. 셀의 벽은 
얇아야 하며, 설계 시 벽 안의 응력 상태가 정확하게 해석되도록 해야 한다.(일반적으로 별도의 바닥 
판이 있을 필요가 있으며, 수평 변형과 수직 변형 측정을 모두 해야 하고, 변형 측정 장치를 시편의 
끝으로부터 멀리 두어야 한다) 
 
(3)P 샘플의 수직 변위의 작은 증가(increment)를 측정하는 정확한 수단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C.10.1.3 절차 
 
(1) 기준 응력 σr 은 사일로 안에 저장된 고체 내의 가장 큰 수직 응력으로 해야 한다. 
 
(2) 샘플의 준비는 C.5 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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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응력 σr 과 같은 크기의 수직 응력 σ1 을 가한 이후, 수평 응력과 수직 변위를 관찰하기 위한 
측정 시스템에 나타난 값을 읽어야 한다. 압축된 샘플의 높이 H 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4) 작은 크기의 추가적인 수직 응력 Δσr 증가치를 가해야 하며, 수평 응력과 수직 변위를 다시 
측정해야 한다. 수직 응력의 증가치 Δσr 는 기준 응력 σ1 의 약 10% 여야 한다. 
 
(5) 수평 응력의 변화(수직 응력 증가치 Δσ1 에 의해 유발된 변화)는 Δσ2 로 결정해야 하며, 수직 
변위의 변화는 Δν로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K 의 재하 증가 값은 KL로 결정되어야 한다.  
 

 
(C.11) 

 
(6) 다음으로 재하 유효 탄성계수 EsL 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C.12) 

 
(7) 다음으로 작은 증분적(incremental) 수직 응력 감소치 Δσ1 를 가해야 하며(음수로 취급), 수평 응력과 
수직 변위를 다시 측정해야 한다. 수직 응력의 증분 값 Δσ1 은 다시 기준 응력 σ1 의 약 10%로 해야 
한다.  
 
(8) 수평 응력의 변화(수직 응력의 증가 Δσ1 에 의해 야기된 변화)는 Δσ+로 결정해야 하며, 수직 
변위의 변화는 Δν로 결정해야 한다.(모두 음수) 다음으로 K 의 제하(unloading) 증분 값은 Ku 로 
결정해야 한다.  
 

 
(C.13) 

 
(9) 다음으로 제하 유효 탄성계수 EsU 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C.14) 

 
비고: 제하(unloading) 유효 탄성계수는 보통 재하계수보다 훨씬 크다. 높은 탄성계수가 구조물에 
해로운 경우(예. 온도 차이)의 평가에서는 제하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고체의 탄성계수가 구조물에 
이득이 되는 경우(예. 박벽 사각형 사일로) 재하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C.10.2 간접적인 평가 
 
(1) 시험이 특정한 사례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EsU 의 근사 값을 
다음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EsU = χpvft (C.15) 
 
여기에서  
 

pvft 는 수직 벽 부분의 바닥에서의 수직 응력(식 (5.3) 또는 (5.79)) 
 
χ 는 계수의 근접성(contiguity)계수 
 
비고: 제하 유효 탄성계수 EsU 와 수직 응력 pvft 는 식 (C.15)에서 같은 단위로 표현된다.  

 
(2) C.10.1 에 따른 시험의 실험 데이터가 없는 경우, 계수 근접성계수 χ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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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7γ3/2 (C.16) 
 
여기에서  
 

γ 는 저장된 고체의 단위 중량, kN/m3 
 
(3) χ의 값은 건조된 곡물의 경우 70, 작은 광물 입자의 경우 100, 크고 단단한 광물 입자의 경우 
150 으로 대신 취할 수 있다.  
 
C.11 물성의 상부 및 하부 특성값의 평가와 변환계수 a 의 결정 
 
C.11.1 원칙 
 
(1)P 사일로는 그 설계 내용연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불리한 재하 조건에 대해 설계되어야만 한다. 
이 절은 설계 당시에 시험을 위해 제시된 샘플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물성의 변화의 평가에 관해 다룬다. 
 

비고: 저장된 고체의 물성은 구조물의 내용연한 중에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2)P 설계를 위한 하중의 극한 값은 특성값들로 나타내야만 하며, 이 값들은 용기(container)의 의도한 
내용연한 또는 설계의 영구성(permanency) 중에 초과될 확률에 대한 수용된 규정(보통 5 백분위수 및 
95 백분위수 값)에 따른 값들이다.  
 
(3)P 이 극한 하중 수준들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물성의 극한 값들은 물성의 특성값(characteristic values 
of the properti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4)P 관련된 물성의 상부 및 하부 특성값들을 모두 사용하여 관련된 하중 조건들을 얻어야만 한다.  
 
(5) 여기에 정의된 단순화된 취급이 사용되어야만 하며, 여기에서 특성값은 평균값으로부터 1.28 
표준편차로 한다.  
 

비고 1: 하중 수준의 고정된 초과 확률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물성 값들은 용기의 기하학적 구조 
및 절대적인 크기, 고려되는 하중 사례, 하중이 수직인지 또는 호퍼 벽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추가적으로 수분함량, 온도, 분리(segregation) 가능성, 년수(age)도 모두 이 값들에 영향을 
미친다.  
 
비고 2: EN 1990, 부록 D ‘시험 기반의 설계’는 1.28 과 다른 값들을 권장하고 있음에 주의할 수 
있다. 위의 단락에서 언급한 것처럼, 몇몇의 연관되지 않은 물성들이 고유하중값들에 기여하기 
때문에, 각 물성의 10 백분위수 또는 90 백분위수가 최종 하중에 대한 적절한 확률을 나타내기 
위해 요구되는 합리적인 예측 값으로 판단된다. 이 값보다 높은 값을 사용하면 현재의 관행보다 
상당히 더 보수적인 설계가 될 것이다.  

 
(6) 적합한 실험 데이터가 있다면 특성값은 통계 기법을 이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비고 1: 시험 데이터는 비록 특성값의 평가를 위한 기초로서 유용하지만 한계를 갖고 
있다.(제한된 샘플 크기, 제한된 샘플링 기법 등) 이러한 한계로 인해, 데이터가 구조물의 설계 
내용연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완전한 범위의 물성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비고 2: 표 E.1 에 제시된 값들은 경험과 가용한 실험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의 혼합물이다.  

 
(7) 발주처나 설계자가 특정한 설계 상황에 대한 적합한 데이터나 경험이 있다면, 용기(container)의 설계 
내용연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범위의 물성을 나타내는 특성값을 발주처가 선택할 수 있다.  
 
C.11.2 예측 방법 
 
(1) 다음의 절차를 이용하여 어떠한 물성의 특성값이라도 얻을 수 있다. 다음에서 변수 x 는 어떤 물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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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성 x 의 평균값은 시험 데이터로부터 결정해야 한다.  
 
(3) 가능한 경우, 변화계수 δ는 시험 데이터로부터 결정해야 한다.  
 
(4) 변화계수를 양호하게 예측하는데 시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값을 고체에 대해 
예측해야 한다. 표 C.2 를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물성의 상부 특성값(xu=x0.90)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C.17) 

 
(6) 물성의 하부 특성값(xu=x0.90)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C.18) 

 
(7) 물성에 대한 변환계수 ax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C.19) 

 
비고: 식 (C.19)는 ax 의 단일한 값을 결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서, x0.90 과 x0.10 모두에 대해 
가까운 근사 값을 제시한다. 그러나 식 (C.17)과 (C.18)은 가산적(additive) 식이고, ax 의 용법은 
승수적(multiplicative)이기 때문에, 식 (C.17)과 (C.18)로부터 결정한 특성값과 식 (C.19)와 식 
(4.1)~(4.6)에 기초한 이 표준의 더 단순한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값과는 항상 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8) 값을 예측해야만 할 경우, 단위 중량에 대한 변화계수 δ는 0.10 으로 취해야 한다. 다른 물성들의 
경우, 이 값은 표 C.2 를 이용하여 유사한 입자성 고체의 값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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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2: 입자성 고체 물성의 변화계수의 통상적인 값 
 
 변화계수 δ 
벌크 고체 횡압력 

비율(k) 
내적 마찰 
각도(∅i) (도) 

벽 마찰계수(μ) 

   벽 마찰 범주 
   유형 D1 유형 D2 유형 D3 
골재 0.11 0.11 0.09 0.09 0.09 
알루미나 0.14 0.16 0.05 0.05 0.05 
동물사료 혼합물 0.08 0.06 0.19 0.19 0.19 
동물사료 팰렛 0.05 0.05 0.14 0.14 0.14 
보리 0.08 0.10 0.11 0.11 0.11 
시멘트 0.14 0.16 0.05 0.05 0.05 
시멘트 클링커 0.21 0.14 0.05 0.05 0.05 
석탄 0.11 0.11 0.09 0.09 0.09 
석탄, 분말 0.14 0.18 0.05 0.05 0.05 
코크스 0.11 0.11 0.09 0.09 0.09 
플라이에쉬 0.14 0.12 0.05 0.05 0.05 
밀가루 0.08 0.05 0.11 0.11 0.11 
철광석 팰렛 0.11 0.11 0.09 0.05 0.05 
석회석, 수화된 것 0.14 0.18 0.05 0.09 0.09 
석회석 분말 0.14 0.16 0.05 0.05 0.05 
옥수수 0.10 0.10 0.17 0.11 0.11 
인산염 0.11 0.13 0.09 0.09 0.09 
감자 0.08 0.09 0.11 0.11 0.11 
모래 0.08 0.07 0.11 0.11 0.11 
슬래그 클링커 0.08 0.07 0.11 0.11 0.11 
대두(soya bean) 0.08 0.12 0.11 0.11 0.11 
설탕 0.14 0.14 0.05 0.05 0.05 
사탕무 팰렛 0.11 0.11 0.09 0.09 0.09 
밀 0.08 0.09 0.11 0.11 0.11 
 
  

89 



EN 1991-4:2006 (E) 

부록 D 
(규정) 

사일로하중 평가를 위한 고체 물성의 평가 
 
D.1 대상 
 
이 부록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일로하중 평가를 위해 EN 1991-4 에 요구되는 파라미터의 
평가를 위한 방법들을 기술하고 있다.  
 
D.2 골이 있는(corrugated) 벽에 대한 벽 마찰계수의 계산 
 
(1) 벽 표면 범주(Wall Surface Category) D4 인 벽의 경우(골이 있거나 성형된 강철 시팅 또는 수평 리브가 
있는 벽)(그림 D.1 참조), 유효 벽 마찰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D.1) 
 
여기에서  

μeff 는 유효 벽 마찰계수 
∅i 는 내적 마찰 각도 
μw 는 벽 마찰계수(평평한 벽 표면에 대한 계수) 
aw 는 벽 접촉 계수  

 
비고: 벽 표면 범주 D4 에 대해 유효 벽 마찰은 저장된 고체의 내적 마찰, 평평한 벽에 대한 
마찰계수, 시팅의 성형 모양(profile)에 의존한다.  

 

  
a) 사다리꼴 모양의 골이 있는 성형 모양 b) 사인파 모양의 골이 있는 성형 모양 

 
범례 
1 충진된 고체 
2 고체 유동 
3 파괴 표면(rupture surface) 
 

그림 D.1: 성형 강 시팅의 규격 
 
(2) 벽 표면에 대한 고체 이동의 한도를 나타내는 식 (D.1)의 파라미터 aw 는 벽 시팅 성형모양의 
기하학적 구조로부터 결정해야 한다.(그림 D.1a 참조)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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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이동하는 구역과 정지한 구역 사이의 경계면(interface)은 부분적으로 벽과 접촉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고체 안의 내적 파괴 표면과 접촉하고 있다. 벽에 대한 고체 이동에 관련된 
경계면의 비율은 aw 로 제시된다. 

 
(3) 필요한 경우, 고체/벽 접촉 구조(regime)에 대해 적절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그림 D.1b 참조) 
 

비고: 그림 D.1b 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벽 시팅 성형모양에 대해서는 aw 의 값을 0.20 로 할 수 
있다.  

 
D.3 가루가 없는 조립질 고체의 내적 마찰과 벽 마찰 
 
(1) 가루가 없는 큰 입자로 이루어진 고체(예. 루핀(lupins), 콩, 감자)의 경우 벽 마찰계수 μ 와 내부 마찰 
각도 ∅i 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내부 마찰 각도 ∅i 는 대략적으로 평면인 표면에 성기게 부어진 고체 
더미의 안식각 ∅r 과 같도록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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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규정) 

입자성 고체의 물성 값 
 
E.1 일반사항 
 
(1) 이 부록은 설계를 위한 저장된 고체 물성 값들을 제공하고 있다.  
 
E.2 정의된 값 
 
(1) 설계에 사용될 값들은 표 E.1 에 제시되어 있다.  
 

표 E.1: 입자성 고체의 물성 
 

입자성 
고체의 
유형 d,e 

단위 중량 b 
γ 

안식각 
∅γ 

내적 마찰 
각도 
∅i 

횡압력 
비율 

K 

벽 마찰계수 cμ 
(μ=tan∅w) 

국부하중고체 
참조계수  

Cop 
 

γℓ γu ∅γ ∅im a∅ Km aK 
벽 

유형 
D1 

벽 
유형 
D2 

벽 
유형 
D3 

aμ 
 

 하부 상부  평균 계수 평균 계수 평균 평균 평균 계수  
 kN/m3 kN/m3 도 도         
기본 
물질 a 

6.0 22.0 40 35 1.3 0.50 1.5 0.32 0.39 0.50 1.40 1.0 

             
골재 17.0 18.0 36 31 1.16 0.52 1.15 0.39 0.49 0.59 1.12 0.4 
알루미나 10.0 12.0 36 30 1.22 0.54 1.20 0.41 0.46 0.51 1.07 0.5 
동물사료 
혼합물 

5.0 6.0 39 36 1.08 0.45 1.10 0.22 0.30 0.43 1.28 1.0 

동물사료 
팰렛 

6.5 8.0 37 35 1.06 0.47 1.07 0.23 0.28 0.37 1.20 0.7 

보리☆ 7.0 8.0 31 28 1.14 0.59 1.11 0.24 0.33 0.48 1.16 0.5 
시멘트 13.0 16.0 36 30 1.22 0.54 1.20 0.41 0.46 0.51 1.07 0.5 
시멘트 
클링커# 

15.0 18.0 47 40 1.20 0.38 1.31 0.46 0.56 0.62 1.07 0.7 

석탄☆ 7.0 10.0 36 31 1.16 0.52 1.15 0.44 0.49 0.59 1.12 0.6 
석탄, 
분말☆ 

6.0 8.0 34 27 1.26 0.58 1.20 0.41 0.51 0.56 1.07 0.5 

코크스 6.5 8.0 36 31 1.16 0.52 1.15 0.49 0.54 0.59 1.12 0.6 
플라이에쉬 8.0 15.0 41 35 1.16 0.46 1.20 0.51 0.62 0.72 1.07 0.5 
밀가루☆ 6.5 7.0 45 42 1.06 0.36 1.11 0.24 0.33 0.48 1.16 0.6 
철광석 
팰렛 

19.0 22.0 36 31 1.16 0.52 1.15 0.49 0.54 0.59 1.12 0.5 

석회석, 
수화된 것 

6.0 8.0 34 27 1.26 0.58 1.20 0.36 0.41 0.51 1.07 0.6 

석회석 
분말 

11.0 13.0 36 30 1.22 0.54 1.20 0.41 0.51 0.56 1.07 0.5 

옥수수☆ 7.0 8.0 35 31 1.14 0.53 1.14 0.22 0.36 0.53 1.24 0.9 
인산염 16.0 22.0 34 29 1.18 0.56 1.15 0.39 0.49 0.54 1.12 0.5 
감자 6.0 8.0 34 30 1.12 0.54 1.11 0.33 0.38 0.48 1.16 0.5 
모래 14.0 16.0 39 36 1.09 0.45 1.11 0.38 0.48 0.57 1.16 0.4 
슬래그 
클링커 

10.5 12.0 39 36 1.09 0.45 1.11 0.48 0.57 0.67 1.16 0.6 

대두(soya 
bean) 

7.0 8.0 29 25 1.16 0.63 1.11 0.24 0.38 0.48 1.1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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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8.0 9.5 38 32 1.19 0.50 1.20 0.46 0.51 0.56 1.07 0.4 
사탕무 
팰렛 

6.5 7.0 36 31 1.16 0.52 1.15 0.35 0.44 0.54 1.12 0.5 

밀☆ 7.5 9.0 34 30 1.12 0.54 1.11 0.24 0.38 0.57 1.16 0.5 
비고: 이 표에 저장될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a 설계에 다양한 물성 범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적기 때문에 시험의 비용을 

정당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기본 물질’의 물성을 사용할 수 있다. 소형 설치물의 경우, 
이 물성들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대형 사일로의 경우 그렇게 하면 아주 비경제적인 설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시험이 권장되어야 한다.  

b 고체의 단위 중량 γu 는 상부 특성값이며 작용의 모든 계산에 사용된다. 정의된 용량을 가질 
사일로의 요구되는 부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하부 특성값 γℓ은 표 E.1 에 제공되어 
있다.  

c 벽 유형 D4(골이 있는 벽)에 대한 유효 벽 마찰은 부록 D, D.2 에 정의된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d 이 표의 고체들 중 분진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체들은 기호 ☆로 표시되어 있다.  
e 역학적 결합(interlocking) 가능성이 있는 고체들은 기호 #로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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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참고용) 

유동 패턴의 결정 
 
F.1 질량 유동 및 깔때기 유동 
 
(1) 사일로의 기능적 설계를 위한 유동 패턴의 결정은 이 표준의 범위 밖에 있다. 그러나 그림 F.1 의 
정보는 사일로 내에 질량 유동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제시되어 
있다. 이 정보는 부록 G 의 대체 호퍼 설계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도 필요하다.  
 

  
a) 원추형 호퍼 b) 쐐기형 호퍼 

 
 
범례 
1 깔때기 유동 
2 질량 유동 
3 이 한계 사이에서 질량 유동이나 깔때기 유동이 발생할 수 있음. 
β 호퍼 정점 반각(도) 
μh 호퍼 벽 마찰계수 
 

비고: 질량 유동과 깔때기 유동의 한계 사이의 구역에서의 유동 모드는 이 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파라미터에 의존한다.  

 
그림 F.1: 원추형 호퍼 및 쐐기형 호퍼에서 질량 유동이나 깔때기 유동이 발생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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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 
(참고용) 

호퍼 내의 압력에 대한 대체 규칙 
 
G.1 일반사항 
 
(1) 이 부록은 호퍼 내 압력의 평가를 위한 두 가지 대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G.3 ~ G.9 에 정의된 방법은 충진 및 방류 조건 모두 하에 있는 호퍼 압력을 정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된 압력이 저장된 고체의 중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식들은 주의하여 취급해야 한다. 
 
(3) G.10 에 제시된 식은 6.3 의 식들과 함께 대신 사용하여 가파른 호퍼 내의 방류 압력을 정의할 수 
있다.  
 
G.2 표기 
 

lh  호퍼 정점부터 전이점(transition)까지의 경사 거리(그림 G.1 참조) 
 
pn  경사진 호퍼 벽에 수직인 압력  
 
pni  경사진 호퍼에 수직인 압력 요소(i=1, 2, 3) 
 
ps  전이점에서의 킥 압력(kick pressure) 

 
G.3 정의 
 
G.3.1 
킥하중(kick load) 
질량 유동 사일로로부터의 방류 중에 전이점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하중 
 
G.4 설계 상황 
 
(1) 호퍼는 충진 및 방류 조건에 대해 설계해야 한다. 
 
(2) 호퍼에 대해 예상된 유동 모드는 그림 F.1 을 사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사일로가 질량 유동이나 깔때기 유동으로 유동할 수 있는 경우, 설계는 가능한 유동 모드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G.5 바닥 하중 승수 Cb 의 계산 
 
(1) 아래의 (2)에 식별된 사일로를 제외한 기타 사일로의 경우, 바닥 하중 확대계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Cb=1.3 (G.1) 
 
(2) 저장된 고체가 동적 재하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3) 참조), 호퍼나 사일로 
바닥에 더 높은 하중이 가해지고, 바닥 하중 확대계수는 다음과 같이 취해야 한다.  
 

Cb=1.6 (G.2) 
 
(3)의 조건이 발생할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는 다음이 있다.  
– 얇은 수직 벽 구역을 가진 사일로가 점착력이 낮은 것으로 분류될 수 없는 고체를 저장하는데 

사용된 경우 
– 저장된 고체가 역학적 결합(interlocking)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식별된 경우(예. 시멘트 클링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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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고체의 점착력 c 의 검증은 C.9 에 제시되어 있다. 수직 응력 수준 σr 로 압밀된 후 평가된 
점착력 c 가 c/σr=0.04 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점착력이 낮은 것으로 분류된다.  

 
G.6 평평한 바닥 및 거의 평평한 바닥에 대한 충진 압력 
 
(1) 평평하거나 거의 평평한 사일로 바닥(경사각 α≤20°)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은 다음을 이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pvfb=Cbpvf (G.3) 
 
여기에서 
 

pvf 는 등가 표면 아래의 관련 높이 z 에서 식 (5.3) 또는 (5.79)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Ch 는 바닥 하중확대계수(magnifier) 

 
G.7 호퍼 내의 충진 압력 
 
(1) 수평에 대한 호퍼 벽의 경사가 20°보다 클 때(그림 1.1b 참조), 어떤 높이에서 경사진 호퍼 벽에 
대해 수직인 압력 pn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G.4) 

 
여기에서  
 

 
(G.5) 

 

 
(G.6) 

 
여기에서 
 

β 는 수직에 대한 호퍼의 경사(그림 G.1 참조) 
 
x 는 0 과 lh 사이의 길이(그림 G.1 참조) 
 
pn1 및 pn2 는 전이점에서의 저장된 물질 수직의 압력으로 인한 호퍼 압력을 정의한다.  
 
pn3 는 호퍼 안의 고체로 인한 호퍼 압력 
 
Cb 는 바닥 하중확대계수 
 
pvft 는 충진 이후에 전이점 높이에서 작용하는 수직 압력 pvf, 적절한 대로 식 (5.3) 또는 

(5.79)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μh 는 호퍼 안의 벽 마찰계수의 특성값(하부 특성값) 
 
K 는 수직 벽 구역 내의 횡압력 비율의 특성값 
 
A 는 수직 벽 구역의 평면도 단면적  
 
U  는 수직 벽 구역의 평면도 단면의 내부 둘레  

 
(2) 벽 마찰 압력 pt 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pt=pnμh (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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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pn 은 식 (G.4)로부터 계산된다.  
 
(3) 식 G.5, G6, G7 에 따라 압력을 검증할 때, 같은 K 의 특성값을 사용해야 한다. 상부 특성값과 하부 
특성값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K 의 하부 특성값을 사용하면 가장 큰 pvft 값이 나오지만 K 의 상부 특성값을 사용하면 가장 
큰 pn3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특성값이 호퍼에 대한 가장 불리한 하중 사례를 유발할지에 
대해 일반적인 언급이 불가능하다. 두 특성값들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그림 G.1: 호퍼하중에 대한 대체 규칙 
 
G.8 평평하거나 거의 평평한 바닥에 대한 방류 압력 
 
(1) 평평하거나 거의 평평한 사일로 바닥(경사각 α≤20°)의 경우, 방류하중은 충진하중에 대한 지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G.9 호퍼에 대한 방류 압력 
 
(1) 깔때기 유동 사일로의 경우, 호퍼에 대한 방류하중은 충진하중에 대한 지침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G.7 참조) 
 
(2) 질량 유동 사일로의 경우, 추가적인 고정된 정상 압력, 킥하중(kick load) ps(그림 G.1 참조)가 호퍼 벽 
아래로 경사 거리 0.2dc 및 모든 둘레에 걸쳐 가해진다.  
 

ps = 2Kpvft (G.9) 
 
여기에서  
 

pvft 는 충진 이후의 전이점에서 작용하는 수직 압력으로서 적절한 대로 식 (5.3) 또는 (5.79)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G.10 방류 호퍼 압력 비율 Fe 에 대한 대체 식 
 
(1) 방류 조건 하에서, 가파른 호퍼 내의 어떤 높이에서의 저장된 고체 내의 평균 수직 응력은 식 
(6.7)과 (6.8)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파라미터 F 의 대체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G.10)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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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 

 

 (G.12) 
 
여기에서 
 

μh 는 호퍼 내의 벽 마찰계수의 하부 특성값 
 
∅i 는 저장된 고체의 내적 마찰 각도 

 
비고: 이 호퍼 압력 이론이 채택된 경우, 식 (G.10)을 식 (6.21) 대신에 사용해야 한다. 이 Fe 에 
대한 식은 방류 압력에 대한 더 완전한 엔스타드(Enstad)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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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H 
(참고용) 

분진 폭발로 인한 작용 
 
H.1 일반사항 
 
(1) 이 부록은 분진 폭발로 인한 작용에 대한 적절한 설계에 대한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H.2 범위 
 
(1) 이 부록은 가연성 또는 폭발성 비독성 분진(dusts)이 상당량 저장되고 생산되며, 취급되거나 방류되는 
모든 사일로와 유사한 용기(vessel)에 대해 유효하다. 
 
(2) 공장의 설계에 특수한 예방조치를 한 결과, 분진 폭발의 가능성이 확실하게 배제될 수 있는 경우, 이 
부록의 규정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3) 기존 공장 내의 분진 폭발 가능성이 평가되는 경우, 이 부록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설계 
조건보다는 실제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H.3 표기 
 
pmax 최대 과압(overpressure) 
pred 감소된 최대 폭발 압력 
pa 초기 방출 압력 
 
H.4  폭발성 분진 및 관련 물성 
 
(1) 다양한 유형의 저장된 고체들이 폭발할 수 있는 분진을 발생시킨다. 분진 폭발은 입자가 충분히 
미세하고 공기 중에 균질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연속적인 발열 반응을 유발하도록 산소와 반응할 수 
있는 경우, 유기물질 분진이나 무기물질 분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2) 사일로에 정상적으로 저장된 유형의 고체에서 폭발이 발생한 경우, 환기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 내에 
약 8 ~ 10 바(bar)의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 
 
(3) 분진 폭발에 대한 핵심 설계 파라미터에는 다음이 있다.  
– 분진 값 KST 
– 최대 과압(overpressure) pmax 

 
(4) 분진 값은 압력 상승 속도(dp/dt)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5) 설계는 EN 26184-1 에 정의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6) 폭발성 분진의 가장 중요한 유형에는 다음이 있다: 셀룰로오스, 비료, 콩 가루, 동물사료, 고무, 곡물, 
나무, 나무 분진, 석탄 갈탄, 합성 물질, 연마된 옥수수, 옥수수 녹말(starch), 맥아(malt), 호밀 가루, 
밀가루, 우유 가루, 종이, 안료, 대두 가루, 세척용 제품, 설탕  
 
H.5 발화원  
 
(1) 보통 위의 분진 유형에서는 폭발을 일으키기에 작은 에너지 원천으로 충분하다. 사일로나 인근의 
격실 및 설치물 내의 통상적인 발화원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계류의 결함으로 인해 마찰을 통해 발생한 뜨거운 표면 
– 수리 작업 중의 용접, 연마, 절단에서 발생하는 스파크(spark) 
– 벌크 물질과 함께 사일로 안으로 운반된 타고 있는 재(glowing cinder) 
– 외부 물질로부터의 스파크 
–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는 전기제품(예. 조명 기구) 
– 건조 과정에서의 열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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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기 방전으로 인한 자체적 발화 
 
H.6 방호 예방조치 
 
(1) 폭발로 인한 손상은 폭발이 시작된 공간 이내로 폭발을 가둠으로써 최소화시킬 수 있다. 설치물의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폭발로 인한 과압 상태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2) 프로젝트의 계획 단계 중에 적절한 예방적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폭발의 결과는 제한될 수 있다.(예. 
방화벽과 유사한 방식으로 폭발 장애물을 포함시키는 방법) 
 
장애물 사이의 개별 공장 구역들은 원칙적으로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에 대해 설계되어야 한다.  
– 환기가 되지 않는 경우, 최대 폭발 압력 pmax 에 저항할 수 있거나  
– 적절히 환기가 되는 경우, 감소된 설계 압력 pred 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4) 감소된 설계 압력 pred 의 값은 분진의 유형, 환기될 공간의 크기, 환기 구역, 초기 방출 압력 pa, 환기 
시스템의 관성에 의존한다.  
 
(5) 폭발의 결과에 대한 설계에는 화재의 플래쉬(flash)가 환기 출구를 이탈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화재는 주변에 어떠한 손상을 야기하거나 인접한 구역에 폭발을 개시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설계에는 유리 파편이나 기타 구조 요소로부터의 인원에 대한 위험의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환기 개구부는 폭발 압력을 줄이는 계획된 환기 출구를 통해 직접 개방된 공간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단일 사일로의 경우, 환기된 지붕을 이용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다. 실내에 있는(nestled) 사일로의 
경우, 계단통(stairwell)이나 지면 위에 높이 설치된 창문을 이용할 수 있다.  
 
(7) 환기 시스템은 낮은 압력에서 작동이 개시되어야 하며, 관성이 작아야 한다.  
 
(8) 환기 시스템이 낮은 압력에서 신속하게 작동하여 더 많은 양의 분진-공기 혼합물이 방출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관성이 더 큰 시스템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H.7 구조 요소의 설계  
 
(1) 폭발의 설계 압력은 모든 구조 요소에 대해 우발하중으로 취급해야 한다.  
 
H.8 설계 압력 
 
(1) 하중을 지지하는 모든 구조 요소와 폭발 장애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요소들은 분진 폭발 설계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해야 한다.  
 
H.9 과저압(underpressure)에 대한 설계 
 
(1) 뜨거운 증기의 냉각에 이은 신속한 가스 방출로 인한 관성력은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 
효과들은 폭발과 관련되어 있으며, 설계에 고려해야 하는 과저압을 유발할 수 있다.  
 
H.10 환기 장치의 설계 
 
(1) 환기 장치의 모든 관련 부분들은 폭발 압력파로 인한 결과로서의 분리(detachment)에 저항하기 위해 
고정되어야 한다.(예. 폭발 감압 문은 조인트에 고정되어야 하며, 캡(cap)들은 로프나 유사한 고정물을 
이용하여 조여야 한다) 
 

비고: 설계는 2005 년 1 월 Beuth-Verlag 에 의해 출판된 DIN Report 140 ‘분진 폭발에 대한 
사일로의 설계(Design of silos for dust explosion)’에 기술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H.11 환기에 의한 반력  
 
(1) 환기가 사용된 경우, 지지 시스템의 설계에서 반작용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수평 환기 구역이 
있는 경량의 구조물과 사일로 단면에서 비대칭인 환기 배열인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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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설계는 2005 년 1 월 Beuth-Verlag 에 의해 출판된 DIN Report 140 ‘분진 폭발에 대한 
사일로의 설계(Design of silos for dust explosion)’에 기술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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