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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본 유럽표준 EN 1993-4-1, 유로코드 3: 강 구조물 설계: 4 부: “사일로”는 기술위원회 CEN/TC 250<구조 
유로코드>가 작성하며, 그 사무국은 BSI 에서 유지한다. CEN/TC 250 은 모든 구조적 유로코드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유럽표준은 늦어도 2007 년 4 월까지, 동일한 문안의 발간 또는 비준을 통해 국가표준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며, 상충되는 국가표준들은 최소한 2010 년 3 월까지는 철회되어야 한다.  
 
본 서는 ENV 1993-4-1:1999 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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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영국. 
 
유로코드 프로그램의 배경 
 
1975 년 유럽공동체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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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국가 규정을 대체할,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통일된 기술규정들을 설정하려는 
이니셔티브를 갖게 되었다.  
 
15 년 동안, 위원회는 회원국 대표들이 참여한 조정위원회를 통한 도움으로 유로코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였고, 이는 1980 년대 제 1 세대 유럽코드의 기원이 되었다.  
 
1989 년에 위원회, EU 및 EFTA 회원국들은 위원회와 CEN 간의 협약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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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수준에서 규제적 안전 문제와 관련한 값들을 결정하기 위한 각 회원국 규제 
당국의 책임이 국가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며 그 권한을 보호한다.  
 
유로코드의 지위와 적용 분야 
 
EU 와 EFTA 회원국들은 유로코드가 다음의 목적에 대해 참고문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1  유럽 공동체위원회와 유럽표준화위원회(CEN) 간의 건축 및 토목공학 공사(BC/CEN/03/89)의 설계를 위한 유로코드와 관련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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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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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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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결정 매개변수로 알려져 있고, 다음과 같이, 해당 국가에 건설될 건축 및 토목 
공사의 설계에 사용되며, 국가의 선택을 위해 공개되어 있는 매개변수들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할 수 
있다. 
 
− 유로코드에서 제시한 대안들의 값 및 등급 

 
− 유로코드에서만 심볼이 제공되는 곳에서 사용될 값들 

 
− 눈 지도 같이, 지리 및 기후 데이터 등의 국가 고유의 데이터 

 
− 유로코드에서 대안 절차가 제시되는 곳에서 사용될 절차들 

 
이는 다음의 사항들도 포함할 수 있다.  

 
− 참고용 부록의 사용에 대한 결정, 그리고 

 
− 사용자가 유로코드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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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4-1 관련 추가 정보  
 
EN 1993-4-1 은 사일로의 구조 설계에 대한 설계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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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5.2 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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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993-4-1 은 EN 1993-1 의 여러 부들에서 일반적 지침을 보충하는 설계 규정들을 제공한다.  
 
EN 1993-4-1 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관련 당국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EN 1993-4-1 은 EN 1990, EN 1991 의 기타 부분, EN 1993-1-6 및 EN 1993-4-2, EN 1993 의 다른 부, EN 
1992 와 EN 1994~EN 1999 의 사일로 설계와 관련된 기타 부분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부분계수 및 기타 신뢰도 매개변수들에 대한 수치는 허용 가능한 신뢰도 수준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적절한 수준의 작업 기술과 품질관리를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선택한다.  
 
‘제품 형식’ 사일로에 대한 안전계수(공장 생산품)는 당국에서 명시할 수 있다. ‘제품 형식’ 사일로에 
적용할 때, 2.10 의 계수들은 지침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들은 다른 설계들과 함께 일정한 신뢰도를 
얻는데 필요한 수준들을 제공해야 한다.  
 
EN 1993-3-2 에 대한 국가별 부록 
 
본 표준은 국가별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등급들에 대해 주석과 함께 대안적 절차, 값 및 권고사항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EN 1993-4-1 을 이행하는 국가표준은 해당 국가에서 건설될 건물의 설계 및 토목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국가별 결정 매개변수들을 포함하는 국가별 부록을 갖춰야 한다.  
 
국가별 선택은 EN 1993-4-1 의 다음 단락들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 2.2(1) 
− 2.2(3) 
− 2.9.2.2 (3) 
− 3.4(1) 
− 4.1.4 (2) 및 (4) 
− 4.2.2.3 (6) 
− 4.3.1 (6) arid (8) 
− 5.3.2.3 (3) 
− 5.3.2.4(10), (12) 및 (15) 
− 5.3.2.5 (10) 및 (14) 
− 5.3.2.6 (3) 및 (6) 
− 5.3.2.8 (2) 
− 5.3.3.5 (1) 및 (2) 
− 5.3.4.3.2 (2) 
− 5.3.4.3.3 (2) 및 (5) 
− 5.3.4.3.4 (5) 
− 5.3.4.5 (3) 
− 5.4.4 (2), (3) 및 (4) 
− 5.4.7 (3) 
− 5.5.2(3) 
− 5.6.2 (1) 및 (2) 
− 6.1.2(4) 
− 6.3.2.3 (2) 및 (4) 
− 6.3.2.7 (3) 
− 7.3.1 (4) 
− 8.3.3 (4) 
− 8.4.1 (6) 
− 8.4.2(5) 
− 8.5.3(3) 
− 9.5.1 (3) 및 (4) 
− 9.5.2 (5) 
− 9.8.2 (1) 및 (2) 
− A.2 (1) 및 (2) 
− A.3.2.1 (6) 

7 



EN 1993-4-1:2007 (E) 

− A.3.2.2 (6) 
− A.3.2.3(2) 
− A.3.3 (1), (2) 및 (3) 
− A.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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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사항  
 
1.1 범위 
 
(1) 유로코드 3 의 4.1 부는 단독 또는 지지되는 원형 또는 사각형 평면-형태의 강 사이로의 구조 설계에 
대한 원칙과 적용 규정들을 제공한다.  
 
(2) 본 부의 규정들은 EN 1993-1 의 동등한 규정들을 수정 또는 대체한다.  
 
(3) 본 부는 강 사일로의 저항과 안정성에 대한 요건에만 관심을 갖는다. 다른 요건들(작동 안전성, 
기능적 성능, 제작 및 시공, 품질관리, 맨홀, 플랜지, 충전장치, 출구 게이트 및 피더 등에 대한)의 경우, 
관련 표준들을 참고한다.  
 
(4) EN 1998-4 에는 지진 설계의 특수 요건과 관련한 규정들을 제공하는데, 이는 특히 이 목적을 위해 
유로코드 3 의 규정들을 보충 또는 채택한다.  
 
(5) 사일로에 대한 지지 구조물의 설계는 EN 1993-1-1 에서 다룬다. 지지 구조물은 사일로의 하단 링의 
바닥 플랜지 아래에 모든 구조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1.1 을 참고한다.  
 
(6) 강 사일로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 기초는 EN 1992 및 EN 1997 에서 다룬다. 
 
(7) 설계에서 고려할 강 사일로에 대한 특정 하중들에 대한 수치 값은 EN 1991-4 사일로 및 탱크에 
작용하는 하중에서 제공한다.  
 
(8) 본 4.1 부는 다음은 다루지 않는다. 
− 화재에 대한 저항 
− 내부 구획 및 내부 구조를 갖는 사일로 
− 용량이 10 톤 이하인 사일로 
− 사고의 영향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특수 조치들을 하는 상황들 
 
(9) 본 표준을 원형 평면형 사일로에 적용하는 경우, 그 기하학적 형태는 축대칭 구조로 제한하지만, 
사일로에 작용하는 하중들은 비대칭일 수 있으며, 그 지지부들은 사일로에 축대칭이 아닌 힘을 유도할 
수 있다.  
 
1.2 규범 참조 
 
본 유럽표준은 날짜가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은 다른 규정들을 포함한다. 날짜가 표시된 참조문헌의 
경우, 추후 수정 또는 개정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유럽표준을 기준으로 합의를 한 
당사자들은 아래에 표시된 규격 중에 가장 최근의 판본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참조의 경우, 가장 최근의 판본을 적용한다.  
 

EN 1090 강 구조물의 시공; 

EN 1990 유로코드: 설계 기본사항; 

EN 1991 유로코드 1: 구조물에 대한 작용; 

1.1 부: 구조물에 대한 작용 - 건물에 대한 밀도. 자중 및 강제 하중; 

1.2 부: 구조물에 대한 작용 - 화재에 노출된 구조물에 대한 하중; 

1.3 부: 구조물에 대한 작용 - 적설하중; 

1.4 부: 구조물에 대한 작용 - 풍하중; 

1.5 부: 구조물에 대한 작용 – 온도하중; 

1.6 부: 구조물에 대한 작용 - 건설하중; 

1.5 부: 구조물에 대한 작용 - 우발적 하중;  

4 부: 사일로 및 탱크에 대한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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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993 유로코드 3: 강 구조물 설계; 

1.1 부: 건물에 대한 일반 원칙 및 규정; 

1.3 부: 냉간 성형된 얇은 게이지 부재 및 판재; 

1.4 부: 스테인리스 강; 

1.6 부: 셀 구조물의 강도 및 안정성; 

1.7 부: 횡방향으로 하중이 작용된 평면 판 구조물; 

1.8 부: 조인트 설계; 

1.9 부: 강 구조물의 피로 강도; 

1.1 부: 파괴 인성 및 관통-두께 특성과 관련한 강의 선택;  

4.2 부: 탱크; 

EN 1997 유로코드 7: 지질공학적 설계; 

EN 1998 유로코드 8: 구조물의 내진 설계 규정; 

4 부: 사일로, 탱크 및 파이프라인; 

EN 10025 비-합금 구조강의 고온 압연 제품 - 기술 납품 조건; 

EN 10147 냉간 성형을 위해 고 항복 강도 강으로 제작된 고온-압연 평판 제품; 

ISO 1000 SI 단위, 

ISO 3898 구조물 설계 기본 사항 - 표기 - 일반 심볼; 

ISO 4997 구조적 품질을 갖는 고장력 냉간 압연 강판; 

ISO 8930 구조물의 신뢰도에 대한 일반 원칙 - 동등 품목의 목록. 

  
1.3 가정 
 
(1) EN 1990 의 일반 가정에 더해서 다음의 가정들을 적용한다. 
 
− 제작 및 시공은 EN 1090-2 에 따른다. 
 
1.4 원칙과 적용 규정들 간의 구별 
 
(1) EN 1993-1-1 의 1.4 를 참고한다. 
 
1.5 용어 및 정의 
 
(1) 달리 언급이 없으면 EN 1990, 1.5 항에 정의된 유로코드의 공통 용도에 대한 용어와 ISO 8930 에 
규정된 정의를 EN 1993, 4.1 부에 적용한다. 하지만, 본 4.1 부의 취지에 따라, 다음의 추가적인 정의들을 
제시한다.  
 
1.5.1 쉘(shell) 곡선의 얇은 판으로 만든 구조물 
 
1.5.2 축대칭 쉘(axisymmetric shell). 그 기하학적 형태가 중앙 축에 대한 자오선 방향의 회전에 의해 
정의되는 쉘 구조 
 
1.5.3 박스(box). 3 차원의 형태를 이루는 평판 어셈블리로 구성된 구조물. 본 표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박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비교할 수 있는 치수를 갖는다.  
 
1.5.4 자오선 방향(meridional direction). 수직 평면내 한 지점에서 사일로 벽에 접선 방향. 이는 고려하는 
구조 요소에 따라 변화한다. 대안으로, 이는 수직이거나 빗물이 표면으로 흘러 내릴 수 있는 구조물의 
표면에서의 경사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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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원주 방향(circumferential direction). 사일로 벽의 어떤 지점에서의 수평 접선. 이는 사일로 
주변마다 변화하며, 수평 평면에 위치하고, 평면 내에서 사일로가 원이나 직사각형이냐에 상관없이 
사일로 벽에 접선이다. 
 
1.5.6 중간 표면(middle surface). 이 용어는 쉘이 순수 굽힘 상태에 있을 때 응력이 없는 중간 표면을 
말한다. 평판의 중간 평면은 박스의 한 면이 된다.  
 
1.5.7 보강재의 간격(separation of stiffeners). 나란하게 인접한 두 보강재의 종방향 축 간에 중심거리 
 
본 4.1 부의 취지에 따라 EN 1993, 1 부(및 EN 1991 의 4 부)에 대한 보충을 위해 다음의 용어들을 
적용한다. 그림 1.1 을 참고한다.  
 
1.5.8 사일로(silo): 사일로는 특별히 입자상의 고형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이다. 본 표준에서는, 
상단에서 중력방식으로 추가하는 고형물들이 수직 형태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일로라는 용어에는 
빈, 호퍼, 곡물 탱크 또는 벙커 등으로 불리는 모든 형태의 고형물 보관 구조물이 포함된다. 
 
1.5.9 배럴(barrel): 배럴은 사일로의 수직 벽으로 이뤄진 부분을 말한다.  
 
1.5.10 호퍼(hopper): 호퍼는 재료가 사일로 바닥을 향하도록 모이게 하는 부분으로, 고형물들을 중력 
배출구로 안내하는데 사용된다.  
 
1.5.11 연결부(junction): 연결부는 두 개이상의 쉘 부분들 혹은 두 개 이상의 평편 요소들이 만나는 
지점이다. 여기엔 보강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강 링이 부착되는 지점이다.  
 
1.5.12 전이 연결부(transition junction): 과도 연결부는 배럴과 호퍼 간의 연결점이다. 이 연결부는 배럴의 
바닥부가 되거나 그 아래 부분이 될 수 있다.  
 
1.5.13 스커트(skirt): 스커트는 배럴의 일부로 변화 연결부 아래에 위치한다. 이는 높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장된 벌크 고형물과 접촉하지 않는다. 
 
1.5.14 스트레이크(strake): 스트레이크 또는 코스(course)는 강판 한 장으로 사일로의 원통형 배럴의 한 
층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1.5.15 스트링거 보강재(stringer stiffener): 스티링거 보강재는 국부적 보강재로 회전 쉘의 발생기를 
나타내는 쉘의 자오선 방향 지점을 따른다. 이는 안정성을 증가시키거나, 국부적 하중의 도입 또는 
축하중의 운반을 돕는다. 이는 횡방향 하중으로 인한 굽힘을 견디기 위해 1 차 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1.5.16 리브(rib): 리브는 쉘 또는 평판의 굽힘을 유발하는 1 차 하중 전달 경로의 역할을 하는 부재로 
쉘이나 박스의 수직 보강재의 회전을 나타낸다. 이는 굽힘 작용에 의해 하중들을 구조에 분산시키는데 
사용된다.  
 
1.5.17 링 보강재(ring stiffener): 링 보강재는 자오선 방향 상의 한 지점에서 구조물의 원주에 사용하는 
국부적인 보강재이다. 이는 구조물의 자오선 방향 평면 내에는 어떠한 강성도 주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안정성을 증가시키거나 국부적 하중을 유도하며, 1 차 내력 요소로 사용하지 않는다. 
회전 쉘에서, 이는 원형이지만 사각형 구조에서는 평면 단면의 사격형 형태를 취한다.  
 
1.5.18 확산 보강재(smeared stiffeners): 보강재는 쉘 벽과 개별 보강재의 특성이, 보강재의 유격 거리의 
정수배인 폭을 사용하는, 합성 단면으로 취급될 때 확산된다고 말한다. 확산된 보강재를 사용하는 쉘 
벽의 보강재 특성은 편심 항과 직교 이방성을 보이며, 이는 굽힘 스트레칭 거동 간의 결합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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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일로 구조에 사용된 용어들 

 
1.5.19 바닥 링(base ring): 바닥 링은 구조 부재로 바닥에서 구조의 원주 주변에 설치되고, 구조를 기초나 
다른 요소들에 부착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실제에서는 경계 조건에 도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5.20 링 거더 혹은 링 보(ring girder or ring beam): 링 거더 또는 링 보는 원주형 보강재로 쉘의 원형 
단면이나 사각형 구조의 평평한 단면에서 굽힘 강성도 및 강도를 갖고, 이 평면에 수직이다. 이는 1 차 
하중 전달 요소로, 국부적 하중을 쉘이나 박스 구조로 배분하는데 사용된다.  
 
1.5.21 연속 지지부(continuous support): 연속 지지 사일로는 원주 주변의 모든 지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 조건의 사소한 차이(예, 개구부가 작음)는 이 정의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5.22 개별 지지부(discrete support): 개별 지지부는 사일로가 국부적 브라켓 또는 기둥을 이용해서 
지지되는 것을 말하며, 사일로 원주 주변에 좁은 지점이 제한된 숫자로 지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4~6 개의 개별 지점이 사용되지만, 6 개가 아닌 3 개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1.5.23 피라미드 호퍼(pyramidal hopper): 피라미드 호퍼는 직사각형 사일로의 호퍼 부분에 거꾸로된 
피라미드의 모양으로 사용된다. 본 표준에서, 이 형상은 사다리꼴 형태의 4 개의 평형 요소로 이뤄진 
단순한 것으로 가정한다.  
 
1.6 유로코드 3 의 4.1 부에 사용된 심볼들 
 
사용된 심볼들은 ISO 3898:1987 을 토대로 한다.  
 
1.6.1 라틴어 대문자 
 
A 횡단면적 
C 부재 스트레칭 강성도 
C 좌굴 계수 
D 굽힘 강성도 
E 탄성계수  
F  힘  
G  전단 탄성률 
H  구조물의 높이 
I  횡단면의 2 차 면적 모멘트  

a) 원형 평면도형 사일로                    b) 직사각형 평면도형 사일로 

콘형 지붕 

원통형 쉘 
또는 배럴 

전이부 전이부 
링 

스커트 
스커트 

사일로 
단부 
구멍 콘형 호퍼 

기둥 : 
구조물 지지 

기둥 : 
구조물 지지 

피라미드 호퍼 

링 거더 

직사각형 
박스 

피라미드 
지붕 

12 



EN 1993-4-1:2007 (E) 

It  균일 피틀림 상수 
K  벽 패널의 굽힘 강성도 
L  셀 부분 또는 보강재의 높이 
M  휨모멘트 
N  축력 
Q  좌굴에 취약한 쉘의 구조에 대한 제조 공차 품질 
Rφ  파형의 마루(crest) 또는 골(trough)에서 국부적 반경 
 
라틴어 소문자 
 
a  계수 
b  판 또는 보강재의 폭 
d  파형의 마루간 치수 
e  힘 또는 보강대의 편심도 
fy  강의 항복 강도  
fu  강의 극한 강도 
h  링 거더 플랜지의 간격 
j  막 응력을 이용해서 평가한 용접된 랩 조인트에 대한 조인트 유효 계수  
j  설계 응력 변화의 등가 조화 
ℓ 선형 응력 해석에서 쉘의 유효 길이 
ℓ 파형판의 파장 
ℓ  잠재적 좌굴의 반 파장(계산에서 고려할 높이) 
m  단위 길이당 휨모멘트 
mx  단위 원주당 원주방향 휨모멘트 
my  박스의 단위 높이당 원주방향 휨모멘트 
mθ  쉘의 단위 높이당 원주방향 휨모멘트 
mxy  판의 단위 폭당 비틀림 전단 모멘트 
mxθ  쉘의 단위 폭당 비틀림 전단 모멘트 
n  최종 막 응력  
n  사일로 원주 주변의 개별 지지부의 수 
nx  단위 원주당 원주방향의 최종 막 응력 
ny  박스의 단위 높이당 원주방향 막 응력 
nθ  쉘의 단위 높이당 원주방향 막 응력 
nxy  판의 단위 폭당 막 전단 응력 
nxθ 쉘의 단위 폭당 막 전단 응력 
p 분포 하중 압력  
pn 쉘에 수직인 압력(바깥쪽) 
px 쉘에 나란한 자오선 방향 표면 하중(아래방향) 
pθ 쉘에 나란한 원주 표면 하중(평면 내 반시계 방향) 
q 타이 상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횡방향 힘 
r  원형 평면 형태 사일로 내의 반경방향 좌표  
r  쉘 중간 표면의 반경 
s  보강재의 원주방향 간격  
t  벽 두께 
tx, ty  x, y 방향에서 스트레칭을 위한 파형판의 등가 벽 두께 
w  결함 진폭 
w  반경방향 처짐 
x  국부적 자오선 방향 좌표 
y  국부적 원주방향 좌표 
z  전체 축 좌표 
z  축대칭 사일로의 수직 축을 따르는 좌표(회전 쉘) 
 
1.6.3 그리스어  
 
α  탄성 좌굴 결함 계수(녹-다운 계수) 
α  온도팽창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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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호퍼 정점 반각 
γF  하중 작용에 대한 부분계수 
γM  저항에 대한 부분계수 
δ  처짐 제한  
∆ 증분 
χ.  휨 기둥 좌굴에 대한 감소계수 
χ.  쉘 좌굴 응력 감소계수 
λ.  쉘 자오선 방향 굽힘 반-파장 
λ� 쉘의 상대 세장비 
µ  벽 마찰계수 
ν  포아송 비 
θ 쉘 주변의 원주 좌표 
σ 직접 응력 
σbx 자오선 방향 굽힘 응력  
σby  박스 내 원주방향 굽힘 응력 
σbθ  곡선 쉘 내 원주방향 굽힘 응력 
τbxy  박스 내 비틀림 전단 응력 
τbxθ  곡선 쉘 내 비틀림 전단 응력 
σmx 자오선 방향 막 응력  
σmy  박스 내 원주방향 막 응력 
σmθ  곡선 쉘 내 원주방향 막 응력 
τ mxy  박스 내 비틀림 막 응력 
τ mxθ  곡선 쉘 내 비틀림 막 응력 
σsox 자오선 방향 외부 표면 응력  
σsoy  박스 내 원주방향 외부 표면 응력 
σsoθ  곡선 쉘 내 원주방향 외부 표면 응력 
τ soxy  박스 내 표면 전단 응력 
τ soxθ  곡선 쉘 내 표면 전단 응력 
τ 전단 응력 
ω 좌굴 계산에서의 무차원 매개변수 
ω 좌굴 
ψ 응력 불균일 매개변수 
 
1.6.4  첨자 
 
E  응력 또는 변위 값(설계하중으로 인한) 
F  하중 
M 재료 
R  저항 
S  부재력 값(설계하중으로 인한) 
b  굽힘 
c  실린더 
cr  한계(임계) 좌굴값 
d  설계값 
eff 유효 
h  호퍼 
m  막, 중간 지간 
mim  최소 허용 값 
n  벽에 수직 
p  압력 
r  반경 
s 스커트, 지지부   
s 표면 응력(o...외부 표면, i...내부 표면) 
u  극한  
w  벽에 대해 남북으로 나란한(벽 마찰) 
x  자오선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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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원주(밗 ㅡ구조), 항복 
z  축 방향 
θ 원주(회전 쉘) 
 
1.7 부호 규약 
 
(1) 여기서의 부호 규약은 완전한 사일로 구조에 대한 것이며, 사일로가 구조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  

 
 a) 일반 좌표계 b) 사일로 쉘 좌표계 및 하중 섹션 
 

그림 1.2: 원형 사일로에 대한 좌표계 
 
(2) 일반적으로, 전체 사일로 구조 축 시스템에 대한 규약은 다음과 같이 원통형 좌표계(그림 1.2)이다. 
 

좌표 시스템 
회전 쉘의 중앙 축을 따르는 좌표 z 
반경 좌표 r 
원주 좌표 θ 

 
(3) 양의 좌표에 대한 규약: 
 

바깥쪽 방향이 양의 방향(내부 압력이 양, 외부 변위가 양) 
인장 응력이 양(압축이 양인 경우 좌굴의 표현식은 예외) 

 
(4) 사일로 벽 표면에 분포된 하중에 대한 규약: 
 

쉘에 수직인 압력(바깥족이 양) pn 
쉘에 나란한 자오선 방향 표면 하중(아래방향이 양) px 
쉘에 나란한 원주방향 하중(평면 내 반시계방향이 양) pθ 

 
1.7.2 직사각형 사일로의 전체 사일로 구조 축 시스템에 대한 규약 
 
(1) 여기서의 부호 규약은 완전한 사일로 구조에 대한 것이며, 사일로가 구조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  
 
(2) 일반적으로, 전체 사일로 구조 축 시스템에 대한 규약은 데카르트 좌표계 x, y, z 을 사용하며, 여기서, 
수직방향을 z 로 사용한다. 그림 1.3 을 참고한다.  
 
(3) 양의 좌표에 대한 규약: 

바깥쪽 방향이 양의 방향(내부 압력이 양, 외부 변위가 양) 
인장 응력이 양(압축이 양인 경우 좌굴의 표현식은 예외) 

 
(4) 사일로 벽 표면에 분포된 하중에 대한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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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에 수직인 압력(바깥족이 양) pn 
박스 표면에 나란한 자오선 방향 표면 하중(아래방향이 양) px 
박스 평면 횡단면에 나란한 원주방향 하중(평면 내 반시계방향이 양) py 

 

 
 a) 일반 좌표계 b) 사일로 박스 좌표 및 하중: 섹션 

 
그림 1.3: 직사각형 사일로에 대한 좌표계 

 
1.7.3 원형 및 직사각형 사일로 모두에서 구조 요소 축에 대한 규약 
 
(1) 사일로 벽에 부착된 구조 요소에 대한 규약(그림 1.4 및 1.5 참고)은 자오선 방향 및 원주 부재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  
 
(2) 사일로 벽(쉘 및 박스)에 부착된 자오선 방향 직선 구조 요소들(그림 1.4a)에 대한 규약은,  
 

배럴, 호퍼 및 지붕 부착물에 대한 자오선 방향 좌표 x 
강축 굽힘(플랜지와 나란함: 자오선 방향 굽힘에 대한 축) y 
약축 굽힘(플랜지에 수직) z 
 
비고: 실린더 내에 자오선 방향 굽힘(mx)과 양립하는 방식의 자오선 방향 보강재 굽힘은 
보강재의 y 축에 대해 굽힘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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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강재 및 휨축  b) 다른 부분들에서의 국부적 축 

 
 a) 보강재 및 휨축  b) 다른 부분들에서의 국부적 축 
 

그림 1.5: 쉘 또는 박스 상의 원주방향 보강재에 대한 국부적 좌표 시스템 
 
(3) 쉘 벽에 부착된 원주방향 곡선 구조 요소의 규약(그림 1.5a): 

원주방향 좌표계(곡선) θ 
반경방향 축(수직 평면에서 굽힘에 대한 축) r 
수직 축(원주방향 굽힘에 대한 축) z 

 
비고: 원주방향 보강재 또는 링은 굽힘이 실린더 내 원주방향 굽힘(mθ)와 양립할 때, 그 수직 
축 z 에 대한 굽힘을 받는다. 이는 링 거더로 작동하거나 링의 중심에 대한 편심 지점에 
작용하는 반경방향 힘을 받을 때, 반경방향 축 r 에 대한 휨모멘트를 받는다.  

 
(4) 박스에 부착된 원주 방향 직선 구조 요소에 대한 규약 

원주방향 축 x 
수평 축 y 
수직 축 z 
 
비고: 박스 상의 원주방향 직선 보강재는 보통 굽힘이 박스 벽의 평편 밖에서 작용할 때 그 
수직 축 z 에 대해 굽힘을 받는다.  

 
1.7.4 원형 사일로 및 직사각형 사일로에 대한 부재력 규약 
 
(1) 막 힘을 나타내는 첨자들에 대한 규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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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자는 힘에 의해 직접 응력이 유도되는 방향을 나타낸다” 
 

막 부재력: 
nx 자오선 방향 부재의 부재력 
nθ 쉘 내 원주방향 부재력 
ny 직사각형 박스 내 원주방향 부재력 
nxy 혹은 nxθ 막 합성 전단 응력 

 
막 응력 

σmx 자오선 방향 막 응력 
σmθ 쉘 내 원주방향 막 응력 
σmy 직사각형 박스 내 원주방향 막 응력 
τmxy 혹은 τmxθ 막 전단 응력 

 
(2) 모멘트를 나타내기 위한 첨자 규약은: 
“첨자는 모멘트에 의해 직접 응력이 유도되는 방향을 나타낸다” 
 

비고: 이 판 및 쉘 규약은 유로코드 3,1.1 부 및 1.3 부에 사용된 보와 기둥에 대한 것과 다르다. 
이들 규정과 함께 1.1 부 및 1.3 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합성 굽힘 응력 

mx 단위 폭당 자오선 방향 휨모멘트 
mθ 쉘 내 단위 폭당 원주방향 휨모멘트 
my 직사각형 박스 내 원주방향 합성 굽힘 응력 
mxy 혹은 mxθ 단위 폭당 비틀림 전단 응력 

 
굽힘 응력 

σbx 자오선 방향 굽힘 응력 
σbθ 쉘 내 원주방향 굽힘 응력 
σby 직사각형 박스 내 원주방향 굽힘 응력 
τbxy 혹은 τbxθ 비틀림 전단 응력 

 
내부 및 외부 표면 응력: 

σsix, σsox 박스 및 쉘에 대한 자오선 방향 내부, 외부 표면 응력 
σsiθ, σsoθ 쉘 내 원주방향 내부, 외부 표면 응력 
τsixθ, τsoxθ 쉘 내 내부, 외부 표면 전단 응력 
σsiy, σsoy 직사각형 박스 내 원주방향 내부, 외부 표면응력 
τsixy, τsoxy 직사각형 박스 내 내부, 외부 표면 전단 응력 

 
 a) 막 부재력 b) 굽힘 부재력 

그림 1.6: 사일로 벽 내 부재력(쉘 및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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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위 
 
(1) ISO1000 에 따라 S.I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2) 계산을 위해, 다음의 일관된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치수 및 두께  
− 단위 중량 
− 힘 및 하중 
− 선 힘 및 선하중 
− 압력 및 하중이 분포된 면적  
− 단위 질량 
− 가속도 
− 막 부재력 
− 굽힘 부재력 
− 응력 및 탄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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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설계 기본사항 
 
2.1 요건 
 
(1) 사일로는 EN 1990 의 2 절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 건설 및 유지해야 한다.  
 
(2) 사일로의 구조에는 보강재, 리브, 링 및 부착물을 포함해서, 구조물의 모든 쉘 및 판 부분을 
포함한다.  
 
(3) 지지 구조는 사일로 구조의 일부로 다루지 않는다. 사일로와 그 지지부 간의 경계는 그림 1.1 에 
나타나 있다. 마찬가지로, 사일로가 지지하는 기타 구조물들은 사일로 벽이 시작되고 또는 부착물이 
끝나는 부분으로 취급한다.  
 
(4) 사일로는 그용도를 고려해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5) 특별 용도에 대한 특정 용도는 설계자, 발주자 및 관련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할 수 있다.  
 
2.2 신뢰도 구분 
 
(1) 신뢰도 구분을 위해 EN 1990 을 참고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위치, 충전물의 종류 및 하중, 구조물의 종류, 크기 및 운영 방식에 
영향에 따라 사일로의 영향 등급을 정의할 수 있다.  

 
(2) 사일로 구조의 설계에는 선택한 영향 등급, 구조적 배치 및 여러 파괴 모드에 대한 취약성에 따라 
여러 관리수준을 사용해야 한다 
 
(3) 본 표준에서는 3 개의 영향 등급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설계 평가에서 필수적인 위험과 여러 
구조물에서 파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고려한다. 영향은 Class 1, 2 및 3 으로 
나눈다.  
 

비고 1: 국가별 부록에서는 영향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 2.1 은 두 매개변수들의 
분류에 대한 예시를 제공한다. 영향 등급에 대한 크기 및 운영 종류가 그것이며, 중간 수준의 
영향이 발생하는 모든 기타 매개변수들에 대해서는 EN 1990. B.3.1 을 참고한다.  
 

표 2.1: 크기 및 운영에 대한 영향 등급 
영향 등급 설계 상황 
영향 등급 3 지상 지지 사일로 또는 지상까지 이어진 완전한 스커트 상에 설치된 사일로로, 

용량은 W3a 톤을 넘는다.  
 
용량이 W3b 톤을 초과하는 개별적으로 지지되는 사일로 
 
다음의 설계 상황이 발생하며 용량 W3c 톤을 초과하는 사일로. 
a) 편심 배출 
b) 국부적 국부하중작용 
c) 비대칭 충전 

영향 등급 2 본 표준에서 다루는 모든 사일로들로 다른 등급에서 다루지 않는 사일로들 
영향 등급 1 용량이 W1a 톤과 W1b 톤 사이인 사일로들 

* 용량이 W1a 톤 미만인 사일로는 본 표준에서 다루지 않는다.  
 

등급 경계에 대한 권장값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경계 권장값 (톤) 
W3a 톤 5000 
W3b 톤 1000 
W3c 톤 200 
W1b 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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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a 톤 10 
 

비고 2: 하중 평가 등급의 대한 경우 EN 1991-4 를 참고한다. 
 
(4) 항상 요구되는 것 보다 더 높은 영향 등급을 채택할 수 있다.  
 
(5) 적절한 영향 등급의 선택은 설계자, 발주자 및 당국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  
 
(6) 국지적인 국부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영향 등급 3 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EN 1991-4 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관된 사일로 하중이 국부하중을 유발해서 사일로 원호의 절반 이하인 주변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7) 영향등급 1 의 경우, 단순화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비고: 영향등급 1 에서 사일로에 대한 적절한 규정들은 부록 A 에 규정되어 잇다.  
 
2.3 한계상태 
 
(1) 본 부에서는 EN1993-1-6 에 정의된 한계상태를 채택해야 한다.  
 
2.4 하중 및 환경적 영향 
 
2.4.1 일반사항 
 
(1)P EN 1990 의 4 절에 규정된 일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4.2 풍하중 
 
(1) 개별적 및 그룹으로 사일로를 설계할 때 EN 1991-1-4 의 풍하중에 대한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합의해야 한다.  
 
(2) 대형 조명 구조물들은 벽에 분포된 상세한 풍압 분포에 민감하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에서 좌굴 
저항과 기초에 필요한 유지력 상세 모두에 있어서, 개별적 건축물에 필요한 EN 1991-1-4 의 기본적인 
바람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비고: 풍압분포와 관련한 적절한 추가 정보는 부록 C 에 규정되어 있다.  
 
2.4.3 기타 하중들과 고형물의 압력과의 조합 
 
(1)P 2.9.2 에 규정한 사일로 내 하중에 대한 부분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2.5 재료 특성 
 
(1) EN 1993-1-1 에 규정된 재료 특성에 대한 일반 요건에 따라야한다.  
 
(2) 본 부 3 절에 나타난 사일로에 대한 재료의 특성을 이용해야 한다.  
 
2.6 기하학적 데이터 
 
(1)P EN 1990 의 6 절에 주어진 기하학적 데이터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EN 1993-1-6 에 나타난 쉘 구조에 대한 추가 정보도 적용해야 한다.  
 
(3) 쉘의 판 두께는 공칭 두께로 취해야 한다. EN 10147 에 따른 고온-용융 금속 도금 강판의 경우, 공칭 
두께는 두 표면들의 총 아연 도금 두께 보다 적은 공칭 외부 두께로 얻은 공칭 코어 두께를 사용해야 
한다 
 
(4) 사일로 벽 판의 부식 및 마모 영향은 4.1.4 에 따라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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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중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사일로 모델링 
 
(1)P EN 1990 7 절에 규정된 일반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각 구조 부분과 관련해, 본 부 4~9 섹션에 규정된 사용성과 관련한 구조 해석에 대한 특정 요건들에 
따라야 한다.  
 
(3) 본 부 4~9 에 규정되고 EN 1993-1-6 과 EN 1993-17 에 상술된 극한한계상태와 관련한 구조해석에 대한 
특정 요건들에 따라야 한다.  
 
2.8 시험을 통해 뒷받침 되는 설계 
 
(1) EN 1990 부록 D 에 규정된 일반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실제 규모의 시험의 대상인 ‘제품 형식’ 사일로(공장 생산품)의 경우, 설계 목적을 위해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2.9 한계상태 검증을 위한 하중 영향 
 
2.9.1 일반사항 
 
(1) EN 1990 9 절에 규정된 일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9.2 극한한계상태에 대한 부분계수 
 
2.9.2.1 사일로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부분계수 
 
(1) 지속적, 일시적 및 우발적 설계 상황에 대해서, 부분계수 γF 는 EN 1990 및 EN 1991-4 의 값을 
사용해야 한다. 
 
(2) ‘제품 형식’ 사일로(공장 생산품)에 대한 부분계수는 당국에서 명시할 수 있다. 
 

비고: ‘제품 형식’ 사일로를 적용할 때, (1)의 계수들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한다. 이들은 다른 
설계들 정도의 일관된 신뢰도 수준을 얻는데 필요한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제공된다.  

 
2.9.2.2 저항에 대한 부분계수 
 
(1) 구조 특성을 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 EN 1990 의 요건과 철차들을 채택해야 한다.  
 
(2) 피로 검증은 EN 1993-1-6 의 9 절를 충족시켜야 한다. 
 
(3) 여러 한계상태에 대한 부분계수 γMi 는 표 2.2 에서 구한다.  
 

표 2.2: 저항에 대한 부분계수 
파괴 모드에 대한 저항 해당 γ 
용접 또는 볼트 체결된 쉘 벽의 소성 한계상태 저항 γM0 
쉘 벽의 안정성에 대한 저항 γM1 
용접 또는 볼트 체결된 쉘 벽의 파괴에 대한 저항 γM2 
쉘 벽의 주기적 소성에 대한 저항  γM4 
연결부의 저항 γM5 
쉘 벽의 피로에 대한 저항 γM6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사일로에 대한 부분계수 γMi 를 규정할 수 있다. γM5 값의 경우, EN 1993-1-
8 에서, γM6 의 경우, 1993-1-9 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의 수치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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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정보는 2.2(1) 및 2.2(3)을 참고한다.  
 
2.9.3 사용성한계상태 
 
(1) 사용한계상태와 관련한 단순 준수 규정이 제시되는 경우, 하중의 조합을 이용해서 상세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2.10 내구성 
 
(1) EN 1990 의 2.6 에 규정된 일반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1 화재 저항 
 
(1) EN 1993-1-2 의 내화 규정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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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재료 특성 
 
3.1 일반사항 
 
(1) 사일로에 필요한 모든 강들은 필요시, 후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적절한계 용접이 되어야 한다. 
 
(2) 언형 평면형태의 사일로에 사용되는 모든 강들은 곡선 강판 또는 곡면 부재에 적합하게 냉간성형이 
되어야 한다.  
 
(3) 본 섹션에 나타난 재료 특성들의 경우 EN 1993-1-1 의 표 3.1 과 EN 1993-1-3 의 표 3.1b 를 참고하며, 
이들 값은 설계 계산서의 특성값으로 채택될 공칭 값으로 다뤄야 한다.  
 
(4) 기타 재료 특성은 EN 1993-1-1 의 참조 표준에 나타나 있다. 
 
(5) 사일로에 고온의 고형물질을 채울 수 있는 경우, 재료 특성은 실제 가능한 최대 온도에 해당하는 
값으로 적절하게 줄일 수 있다.  
 
(6) 온도가 100 oC 를 넘는 경우, 재료 특성은 EN 13084-7 로부터 얻는다.  
 
3.2 구조강 
 
(1) EN 1993-1-1 에 정의된 바와 같은 구조강에 대해 EN 1993 의 4.1 부에 나타난 계산에 의한 설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유럽표준과 표 3.1 에 나타난 국제 표준에 따른다.  
 
(2) EN 10025 또는 EN 10149 에 따르는 구조강의 기계적 특성은 EN 1993-1-1, EN 1993-1-3 그리고 EN 
1993-1-4 에서 얻어야 한다.  
 
(3) 부식 및 마모 여유는 4.1 부 4 절의 규정에 따른다.  
 
(4) 장력을 받는 강의 특성은 압축 받을 때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5) EN 1993, 4.1 부에서 다루는 강의 경우, 탄성률의 설계값은 E=210 000 MPa 이고 Poisson 비는 v=0.3 을 
사용한다.  
 
3.3 스테인리스 강 
 
(1) 스테인리스 강의 기계적 특성은 EN 1993-1-4 에서 얻는다. 
 
(2) 보관된 고형물의 부식과 마모 하중의 측면에서 스테인리스 강을 선택하기 위한 지침은 해당 
출처에서 얻을 수 있다.  
 
(3) 설계에 좌굴 계산이 포함되는 경우, 적절한 감소 특성을 사용해야 한다(EN 1993-1-6 참고) 
 
3.4 특수 합금강 
 
(1) 비표준 합금강의 경우, 적절한 기계적 특성을 정의해야 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적절한 값에 대한 정보가 제공할 수 있다.  
 
(2) 보관된 고형물의 부식과 마모 하중의 측면에서 스테인리스 강을 선택하기 위한 지침은 해당 
출처에서 얻을 수 있다. 
 
(3) 설계에 좌굴 계산이 포함되는 경우, 적절한 감소 특성을 사용해야 한다(EN 1993-1-6 참고) 
 
3.5 인성 요건 
 
(1) 강에 대한 인성요건은 EN 1993-1-10 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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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구조 해석에 대한 기본 
 
4.1 극한한계상태 
 
4.1.1 기본  
 
(1) 구조강 및 요소들은 2 절의 기본 설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4.1.2 필요한 점검 
 
(1)P 모든 해당 한계상태에서, 설계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S 및 R 은 관련 매개변수들이다. 
 
4.1.3 피로 및 주기적 소성 – 저주기 피로 
 
(1) 심각한 국부적 굽힘을 받는 구조의 경우, EN 1993-1-6 및 EN 1993-1-7 중 해당되는 절차를 사용해서 
피로와 주기적 소성 한계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2) 사일로 영향등급 1 에서는 피로나 주기적 소성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 
 
4.1.4 부식 및 마모에 대한 여유 
 
(1) 보관된 고형물과의 접척으로 인한 마모가 구조물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해석에서 벽의 유효 
두께를 결정하는데 포함되어야 한다. 
 
(2) 특정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벽은 움직이는 고체들과의 모든 접촉지점에서의 마모로 인해 그 
두께의 ∆ta 만큼 손실이 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ta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ta =2mm 이다.  
 
(3) 보관된 고형물과의 접척으로 인한 마모가 구조물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해석에서 벽의 유효 
두께를 결정하는데 포함되어야 한다.  
 
(4) 부식 및 마모 손실에 대한 특정값들은 설계자, 발주자 및 당국이 보관될 고형물의 용도와 성격을 
고려해서 합의해야 한다.  
 

비고 1: 국가별 부록에서는 En 1991-4 에 정의된 고형물의 유동 모드를 인식하고, 정의된 사일로 
벽 재료와 특정 고형물의 마찰로 인한 손실값을 선택할 수 있다.  

 
비고 2: 사용 중의 설계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 수단을 갖춰야 한다.  

 
4.1.5 온도 영향에 대한 여유 
 
(1) 고온의 고형물이 사일로 내에 보관되는 경우, 고온 재료와 접촉하는 구조 부분들과 냉각되는 부분들 
간의 온도차이는 벽의 응력 분포를 결정하는데 포함되어야 한다.  
 
4.2 쉘 사일로의 구조 해석 
 
4.2.1 구조 쉘의 모델링 
 
(1) 구조 쉘의 모델링은 EN 1993-1-6 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이들은 다음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구조쉘의 모델링에는 모든 보강재, 대형 개구부, 그리고 부착물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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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에서는 가정한 경계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4.2.2 해석 방법 
 
4.2.2.1 일반사항 
 
(1) 사일로 쉘의 해석은 EN 1993-1-6 의 요건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2) 보다 높은 등급의 해석은 항상 영향 등급에 대한 정의를 사용해야 한다.  
 
4.2.2.2. 영향 등급 3 
 
(1) 영향등급 3(2.3 참고)의 사일로의 경우, 내력 및 모멘트는 유효한 수치 해석을 사용해서 결정해야 
한다(유한 요소 쉘 해석)(EN 1993-1-6 에 정의된 바와 같은). 1 차 응력 하에서 EN 1993-1-6 에 정의된 소성 
한계상태와 관련된 소성 붕괴 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  
 
4.2.2.3 영향 등급 2 
 
(1) 축대칭 하중 및 지지 상태의 영향등급 2 의 사일로의 경우, 두 가지의 대안 해석들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a) 1 차 응력을 결정하기 위해, 막 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 굽힘 이론 탄성식을 사용해서 모든 국부적 
굽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b) 유효한 수치 해석을 사용할 수 있다(유한 요소 쉘 해석)(EN 1993-1-6 에 정의된 바와 같은).  
 
(2) 보관된 고형물들의 설계하중을 축 대칭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 유효한 수치 해석을 사용해야 
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쉘 주변에서 하중이 서서히 변화해서 전체 굽힘 만을 유발하는 경우(예, 조화 
1 의 형태로), 막 이론을 사용해서 1 차 응력을 결정할 수 있다.  
 
(4) 풍하중 및 기초 침하 및 국부하중이 서서히 변화하는 경우의 하중 해석(얇은 벽 사일로에 대해 EN 
1993-1-4 참고)에서, 반-막 이론 또는 막 이론을 사용할 수 있다.  
 
(5) 막 이론을 사용해서 쉘 내의 1 차 응력을 찾는 경우, 
 
a) 내력 하에서 원통형 사일로에 부착된 개별 링은 0.78√rt 의 쉘 위와 링 아래의 길이를 포함하는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링이 전이 연결부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b) 쉘 표면과 지지부의 불연속지점에서 국부적 굽힘 응력의 영향은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6) 수직 보강재를 사용해서 등방성 쉘 벽을 개별적으로 보강하는 경우, 보강재의 간격이 nvs√rt 보다 
넓지 않을 때, 보강재와 쉘 벽의 응력은 쉘 벽에 확산된 것과 같이 보강재를 다뤄서 계산할 수 있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nvs 의 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권장값은 nvs = 5 이다.  
 
(7) 확산된 보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보강재 내 응력은 보강재와 벽 간에 적절한 호환성 여유를 주어서 
결정하며, 직교 방향에서의 벽 막 응력의 영향을 포함시킨다.  
 
(8) 상기 개별 지점에 링 거더가 사용되는 경우, 막 이론을 사용해서 1 차 응력을 결정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비축대칭 1 차 응력의 평가와 관련한 5.4 및 8.1.4 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9) 상기 개별 지점에 링 거더가 사용되는 경우, 링과 인접 쉘 부분들 간의 변형을 고려해야 하며, 그림 
4.1 을 참고한다. 유도된 응력이 쉘을 멀리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축 변형들의 호환성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링 거더를 사용하는 경우, 쉘 벽에 대한 링 거더 중심 및 전단 중심의 상대적 편심도와 
지지부 중심선을 고려해야 한다. 8.1.4 및 8.2.3 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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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의 변형과의 호환성에 의해 강제되는 실린더 상의 변형 요건 
 
(10) 사일로가 비대칭 벌크 고형물 하중(국부하중, 편싱 배출, 비대칭 충전 등)을 받는 경우, 사일로 벽 
내 그리고 벽과 링들 사이의 막 전단 전달을 포착하기 위해 구조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비고: 벽과 링들 간의 전단 전달은 볼트와 기타 개별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예, 벽과 호퍼 간, 
배럴의 여러 스트레이크 들 간) 특히 중요하다. 

 
(11) 사일로 벽의 힘을 개별 지지부로 재배분하기 위해 링 거더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볼트나 개별 
커넥터들을 사용해 구조 요소들을 연결하는 경우, 쉘 굽힘과 링 거더 굽힘 현상으로 인한 링 부품들 
간의 전단 전달을 결정해야 한다.  
 
(12) 합리적 해석을 사용하는 경우와 고형물들이 방출 중에 벽과 상대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벽의 변형에 대해 저항하는 벌크 고형물의 강성도나 구조물의 좌굴 저항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4.2.2.4 영향 등급 1 
 
(1) 영향등급 1 의 사일로의 경우, 막이론을 사용해서 1 차 응력을 결정하고, 계수들과 단순 표현식들을 

축대칭 벽 하중 
및 바닥 압력 

 
 
 
 
 
 
 
 

링 거더로부터의 실린더를 
균일하게 지지하는 지점 

a) 기둥 지지 사일로에 대한 전통적인 설계 모델 

평면 내 수직 변형 
 
 
 

링 거더 변형 형상 

원통형 쉘 
 
 
 
 
 
 
 
 
 
 
 
 
 
 

링 거더 
(여러 횡단면 

형상들) 

개별 국부적 지점 

개별                                  개별 
지점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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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서 국부적 굽힘 영향 및 비대칭 하중을 설명할 수 있다.  
 
4.2.3 기하학적 결함 
 
(1) 쉘 내의 기하학적 결함은 EN 1993-1-6 에 정의된 한계를 충족시켜야 한다.  
 
(2) 영향등급 2 및 3 사일로의 경우, 다음의 구조에 대해 기하학적 결함을 측정해서 가정된 제조 공차 
품질을 달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쉘 내의 기하학적 결함은 EN 1993-1-6 에 정의된 바와 같이 GNIA 또는 GMNIA 해석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력과 모멘틀를 결정할 때는 명확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4.3 직사각형 사일로의 박스 구조 해석 
 
4.3.1 구조 박스의 모델링 
 
(1) 구조 박스의 모델링은 EN 1993-1-7 의 요건에 따라야 하지만, 다음의 규정들에 의해 이들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구조 박스의 모델링에는 모든 보강재, 대형 개구부, 그리고 부착물들이 포함된다.  
 
(3) 설계에서는 가정한 경계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박스 부분들 간의 조인트는 강도 및 강성도에 대한 모델링 가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5) 각 박스 패널은 다음의 경우, 개별 판 부분으로 다룰 수 있다.  
 
a) 인접한 패널에 의해 각 패널에 유도된 힘과 모멘트들이 포함된다.  
b) 인접 패널의 휨 강성도가 포함된다. 
 
(6) 등방성 판 벽 패널이 수평 보강재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강되는 경우, 보강재 및 박스 벽의 응력은 
보강재들의 간격이 nst 보다 넓지 않을 때, 직교 이방성 판을 만들기 위해 보강재가 벽에 확산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ns 의 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권장값은 ns = 40 이다.  
 
(7) 확산된 보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보강재 내 응력은 보강재와 벽 간에 적절한 호환성 여유를 주어서 
결정하며, 직교 방향에서의 벽 막 응력의 영향을 포함시킨다.  
 
(8) 보강재 각 측의 판의 유효 폭은 newt 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서 t 는 국부적인 판 두께이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new 의 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권장값은 new = 16 이다.  
 
4.3.2 기하학적 결함 
 
(1) 박스 내의 기하학적 결함은 EN 1993-1-7 에 정의된 한계를 충족시켜야 한다.  
 
(2) 박스 내의 기하학적 결함은 내력과 모멘틀를 결정할 때는 명확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4.3.3 해석 방법 
 
(1) 박스 벽의 판 부분의 내력은 다음들 중 하나를 사용해서 결정할 수 있다. 
 
a) 막 힘에 대한 정적 평형과 굽힘에 대한 보 이론 
b) 선형 판 굽힘 및 스트레칭 이론을 토대로 한 해석 
c) 비선형 판 굽힘 및 스트레칭 이론을 토대로 한 해석 
 
(2) 영향 등급 1 의 사일로의 경우, (1)의 방법 (a)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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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하중 조건이 각 판 부분에 대해 대칭이고 사일로가 영향 등급 2 에 속한 경우, (1)의 방법 (a)를 
사용할 수 있다. 
 
(4) 설계하중 조건이 비대칭이고 사일로가 영향 등급 2 에 속한 경우, (1)의 방법 (b)나 (c)를 사용할 수 
있다. 
 
(5) 사일로가 영향 등급 3 에 해당하는 경우(2.3 참고), 내력 및 모멘트는 (1)의 방법 (b)나 (c)를 사용해서 
결정해야 한다(EN 1993-1-7 에 정의된 바와 같이) 
 
4.4 파형판의 등가 직교 이방성 특성  
 
(1) 사일로 구조의 일부로 파형판을 사용하는 경우, 해석에서는 파형판을 등가 균일 직교 이방성 벽으로 
다룰 수 있다.  
 
(2) 파형 프로파일이 아크 및 접선이나 사인파형을 갖는 경우, 구조의 응력 해석과 좌굴 해석에서 다음 
특성들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파형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특성들은 1 첫번째 원칙을 
사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그럼 4.2: 파형 프로파일 및 기하학적 형상 매개변수 

 
(3) 파형판의 특성은 x, y 좌표계의 항으로 정의하며, 여기서 y 는 파형과 나란하며(표면 상의 직선),  
x 는 파형에 수직으로 진행된다(골 및 피크). 파형은 실제 파형 프로파일과 무관하게 다음 매개변수들의 
항으로 정의한다. 그림 4.2 를 참고한다. 
여기서, 
 
d 는  마루간 치수 
ℓ은  파형의 파장 
Rφ은  마루나 골에서의 국지적 반경 
 
(4) 여러 방향들 간에 포아송 영향이 없다면, 모든 특성들은 1 차원으로 취급할 수 있다. 
 
(5) 등가 막 특성(스트레칭 강성도)는 다음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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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x 는 파형에 수직인 확산된 막 힘에 대한 등가 두께 
ty 는 파형에 나란한 확산된 막 힘에 대한 등가 두께 
txy 는 확산된 막 전단력에 대한 등가 두께 

 
(6) 등가 굽힘 특성(굽힘 강성도)는 해당 방향으로 굽힘을 야기하는 모멘트의 굽힘 강성도의 항으로 
정의되며,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Ix 는 파형에 수직인 확산된 굽힘에 대한 단위 폭당 등가 2 차 면적 모멘트 
Iy 는 파형에 나란한 확산된 굽힘에 대한 단위 폭당 등가 2 차 면적 모멘트 
Ixy 는 비틀림에 대한 단위 폭당 등가 2 차 면적 모멘트 

 
비고 1: 판의 휨모멘트 규약은 판이 곡선이 되는 방향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에 사용되는 
규약과는 반대이다. 파형에 나란한 굽힘은 파형 프로파일의 굽힘 강성도와 관련되며, 이는 파형 
구조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가 된다.   
 
비고 2: 파형판의 등가 직교 이방성 특성에 대한 대안식은 부록 D 의 참조에서 이용할 수 있다.  

 
(7) 파형이 원주방향으로 진행하는 원형 사일로의 경우, 상기 식에서 방향 x 및 y 는 각각 자오선 방향 
Ø 및 원주 θ 방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림 1.2(a)를 참고한다. 파형이 자오선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 
상기 식에서 x 및 y 는 각각 원주 θ 및 자오선 방향 Ø 방향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전단 특성은 파형의 방향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G 값은 E/{2(1+ν)} = 80,800MPa 로 간주할 수 
있다.  
 
(9) 파형이 수평으로 흐르는 직사각형 사일로에서, 상기 식의 x 및 y 는 각각 국지적인 x 와 y 로 
간주해야 하며, 그림 1.3(a)를 참고한다. 파형이 수직이나 자오선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 상기 식의 x 와 
y 는 실제 구조 상에 적용하며, 각각 수평 y 및 축 x 방향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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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원통형 벽의 설계 
 
5.1 기본 
 
5.1.1 일반사항 
 
(1) 원통형 강 사일로 벽은 2 절의 극한한계상태에 대한 기본 설계 요건을 충촉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2) 원통형 쉘의 안전성 평가는 EN 1993-1-6 의 규정을 사용해서 수행해야 한다.  
 
5.1.2 사일로 벽 설계 
 
(1) 사일로의 원통형 벽에 EN 1993-1-6 에 정의된 한계상태 하에서 다음의 현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전체 안정성 및 정적 평형 
 
LS1: 소성 한계상태 
− 내부 압력 또는 기타 하중 하에서 폭발 또는 파괴 혹은 소성 메커니즘 붕괴(항복 초과)에 대한 저항 
− 조인트(연결부)의 저항 
 
LS2: 주기적 소성화 
− 굽힘에서 국지적 항복에 대한 저항 
− 국지적 영향 
 
LS3: 좌굴 
− 축상 압력 하에서 좌굴에 대한 저항 
− 외부 압력(바람 또는 진공) 하에서 좌굴에 대한 저항 
− 비대칭 하중으로 인한 전단 하에서 좌굴에 대한 저항 
− 연결된 기둥들 근처의 전단 하에서 좌굴에 대한 저항 
− 지지부 위의 국지적 파괴에 대한 저항  
− 개구부 위의 국지적 크리프에 대한 저항 
− 비대칭 하중 하에서 국지적 좌굴에 대한 저항 
 
LS4: 피로 
− 피로 파괴에 대한 저항 
 
(2) 쉘 벽은 EN 1993-1-6 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5.3~5.6 이 해당 표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영향 등급 1 의 사일로에서, 주기적 소성 및 피로 한계상태는 무시할 수 있다. 
 
5.2 원통형 쉘 형태들 간의 구별 
 
(1) ‘등방성’을 갖는(그림 5.1) 평 압연 강판으로 제작된 쉘 벽의 경우, 저항은 5.3.2 에 정의된 바와 같이 
결정해야 한다. 
 
(2) ‘수평방향 파형’이라고 불리는, 골이 사일로 원주 주변으로 이어지는 파형 강판으로 제작한 쉘 벽의 
경우, 저항은 5.3.4 에 정의된 바에 따라야 한다. ‘수직 파형’이라고 불리는 자오선 방향으로 이어지는 
골을 갖는 쉘 벽의 경우, 저항은 5.3.5 에 정의된 바와 같이 결정해야 한다.  
 
(3) ‘외부 보강’으로 불리는, 보강재가 외부에 부착된 쉘 벽의 경우, 보강재의 간격에 상관 없이 저항은 
5.3.3 에 정의된 바와 같이 결정한다.  
 
(4) ‘랩-조인트’라고 불리는, 인접한 판들을 겹치게 연결한 랩 조인트를 갖는 쉘 벽의 경우(그림 5.1 참고), 
저항은 5.3.2 에 정의된 바와 같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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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방성, 외부 보강, 랩-조인트 및 수평 파형 벽 

 
그림 5.1: 원통형 쉘 형태에 대한 그림 

 
5.3 사일로 원통형 벽의 저항 
 
5.3.1 일반사항 
 
(1) 원통형 쉘은 EN 1993-1-6 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들은 다음의 설계저항의 평가에 따라야 한다.  
 
5.3.2 등방성 용접 또는 볼트체결 벽 
 
5.3.2.1 일반사항 
 
(1) 쉘 벽 횡단면은 파열 또는 소성 붕괴에 의한 파괴에 저항하기 위해 적절한 비율을 갖춰야 한다.  
 
(2) 조인트는 순 단면의 파열에 저항하기 위해 극한 인장강도를 이용해서 적절한 비율을 갖춰야 한다. 
 
(3) 랩 조인트의 편심도는 필요시, 파열에 대한 강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쉘 벽은 안정성 파괴에 저항하기 위해 적절한 비율을 갖춰야 한다. 
 
5.3.2.2 설계 부재력의 평가 
 
(1) 내부 압력 하에서, 마찰력 및 모든 관련 설계하중, 설계 부재력은, 내부 압력과 벽 마찰력 중 
해당되는 것의 변화를 이용해서 쉘의 모든 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비고 1: 사일로의 보관된 고형물 하중에 대한 각 설계 부재력 세트들은 보관된 단일 고형물의 
특징들을 토대로 해야 한다.  
 
비고 2: 소성 한계상태에 대한 적절한 저항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 부재력이 평가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EN 1991-4 의 내부 압력과 국부하중을 갖는 방출 조건을 최소화하도록 보관된 
고형물특성을 선택해야 한다.  
 
비고 3: 좌굴 한계상태에 대한 적절한 저항을 검증하기 위해 설계 부재력이 평가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EN 1991-4 의 내부 압력과 국부하중을 갖는 방출 조건을 최소화하도록 보관된 
고형물특성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 압력이 좌굴 저항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 
방출 축 힘과 함께 충전 압력(일정한 재료 특성들에 대한)만 채택해야 한다. 이는 축상 압력을 
방출 조건에서 얻는다고 해도 유익한 압력이 국지적으로 충전값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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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쉘 벽내 설계 응력을 평가하는데 막 이론이 사용되는 경우, 쉘의 저항은 모든 지점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견디기에 적절해야 한다.  
 
(3) 크게 국지화된 압력이 막 이론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것 보다 작은 설계 막 부재력들을 
유도하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인 설계 솔루션을 얻기 위해 응력 설계, 직접 설계 또는 
컴퓨터 설계에 대한 EN 1993-1-6 의 규정들을 사용할 수 있다.  
 
(4) 막 이론 해석을 사용하는 경우, 부재력의 2 차원 응력장 nx,Ed, nθ,Ed, 및 nxθ,Ed 를 다음의 등가 설계 
응력을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  

 
 
(5) 탄성 굽힘 이론 해석(LA)을 사용하는 경우, 1 차 부재력의 2 차원 응력장 nx,Ed, nθ,Ed, nxθ,Ed , mx,Ed, mθ,Ed, 
및 mxθ,Ed 를 가상 응력 요소들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von Mises 등가 설계 응력은, 

 
 

비고: 설계를 위한 상기 식 (llyushin 항복 기준)은 단순화된 보수적 등가 응력을 제공한다.  
 
5.3.2.3 소성 한계상태 
 
(1) 막 부재력의 항으로 나타낸 판의 설계저항은 용접 및 볼트 체결 구조에 대한 등가 응력 저항 fe,Rd 로 
평가해야 한다.  
 

 
 
(2) 용접 연결부의 랩 조인트에서 설계저항 fe,Rd 는 가상 강도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j 는 조인트 유효 계수이다. 
 
(3) 연속적인 필렛 용접부의 랩 조인트 상세의 효율은 j=j1 을 사용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j1 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 조인트 구성에 대한 j1 의 권장값은 
아래에서 찾을 수 있다. 식 5.4 에서의 σe,Ed 값의 20% 이상을 휨모멘트로부터 얻는 경우 단일 
용접 랩 조인트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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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랩 조인트의 조인트 효율 j1 

 
 
(4) 볼트 체결 구조에서, 조인트에서 순 단면 파괴의 설계저항은 다음과 같이, 막 부재력의 항으로 
평가해야 한다.  
 
− 자오선 방향 저항에 대해  

 
− 원주방향 저항에 대해 

 
− 전단 저항에 대해 
 
(5) 볼트 연결부 설계는 EN 1993-1-8 또는 EN 1993-1-3 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죔쇠 구멍의 영향은 장력, 
압축 또는 전단 중 적절한 요건을 사용해서 EN 1993-1-1 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6) 부착물로부터의 국부적 하중에 대한 저항은 5.4.6 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다룬다. 
 
(7) 구조물 내 모든 지점들에서, 설계 응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8) 구조물 내 모든 지점들에서, 설계 부재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3.2.4 축 압축 하에서의 좌굴 
 
(1) 축 압축 하에서, 좌굴에 대한 설계저항은 쉘의 모든 지점에서 결정해야 하며, 이때 미리 규정한 
건설을 위한 제작 공차 품질, 보증된 공존 내부 압력 p 의 강도 그리고 압축응력의 원주방향 균일성을 
이용한다. 설계에서는 쉘 벽의 모든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좌굴 계산에서, 압축 막 힘은 음의 부재 
사용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으로 취급해야 한다.  
 
(2) 미리 규정한 건설 제작 공차 품질은 표 5.1 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평가해야 한다.  
 

표 5.1 제작 공차 품질 등급 
건설의 제작 공차 
품질 

품질 
매개변수 Q 신뢰도 등급 제한 

보통 
16 사일로가 영향 등급 1 규정에 

대해 설계되었을 때 의무사항 
높음 25  

우수함 
40 사일로가 영향 등급 3 규정에 

대해 설계된 경우에만 허용 
 

비고: 제작 공차 영향 품질 등급에 대한 요건은 EN 1993-1-6 과 EN 1090dp 규정된다. 
 
(3) 대표 결함 진폭 wok는 다음에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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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탄성 결함 감소계수 αo 는 다음에서 구한다.  
 

 
 
여기서, 응력 불균일 매개변수 ψ 는 원주방향으로 균일한 압축이 작용할 때는 1 이지만, 비균일 압축에 
대해서는 (8)항에서 얻는다. 
 
(5) 사일로가 내부적으로 가압될 때, 탄성 결함 감소계수 α 는 다음 두 값들 중 작은 값을 취해야 한다. 
내부 압력 p 의 국지적 값에 따라 결정한 αpe 및 αpp. 영향 등급 1 규정에 대해 설계된 사일로의 경우, 
탄성 결함 계수 α는 α = αo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6) 탄성 가압 결함 감소계수 αpe 는 평가되는 지점에서 가장 작은 국부적 내부 압력(존재할 것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값)을 토대로 해야 하며, 축상 압력과 공존한다.  
 

 
이때, 

 
여기서, 

ps 는 국부적 내부 압력의 신뢰할 수 있는 최소 설계값(EN 1991-4 참고) 
σx,Rcr 은 탄성 한계 좌굴 응력(식 5.28 참고) 

 
(7) 소성 가압 결함 감소계수 αpp 는 평가되는 지점에서 가장 큰 국부적 내부 압력을 토대로 해야 하며, 
축상 압력과 공존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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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g는 국부적 내부 압력에서 가장 큰 설계값(EN 1991-4 참고) 

 
(8) 축상 압축응력이 원주 주변에서 일정하지 않을 경우, 이 영향은 응력 불균일 매개변수 ψ 로 
표현하는데, 이는 실제 축상 압축응력 분포의 선형 탄성 응력 분포로부터 결정한다. 선택한 높이에서 
원주 주변의 축상 압축 부재의 응력 분포는 그림 5.2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변환된다. 축상 압축 
부재의 설계값 σx,Ed 는 이 축 좌표에서 가장 응력이 높은 지점으로 σxo,Ed 로 표현한다.  
 
두 번째 지점에서 축상 압축 부재 응력의 설계값은 동일한 축 좌표지만, 원주방향으로 첫 번째 
지점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  

 
이는 σx1,Ed 값을 취한다.  
 
(9) 응력 비,  

 
가 0.3 < s < 1.0 의 범위에 있는 경우, 두 번째 지점에 대한 상기 위치는 요건을 충족한다. s 값이 이 
범위를 넘는 경우, r∆θ 의 대체 값을 선택해야 하며, 따라서 s 값이 약 s=0.5 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s 와 ∆θ의 매칭된 한 쌍의 값을 사용해서 다음의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5.2: 원주 주변의 축상 막 부재력의 국지적 분포 표시 

 
(10) 응력 분포의 등가 조화 j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그리고, 응력 불균일 매개변수 ψ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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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ψb 는 전체 굽힘 조건에서 응력 불균일 매개변수 값이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ψb 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권장값은 ψb = 0.40 이다.  
 
(11) 이하에서는 결함이 감소되지 않는 등가 조화 j 에서, 균일 압축 한계 좌굴 저항은 j∞=1/b1 이 될 수 
있다. 여기서, j> j∞이며 j 의 값은 j=j∞로 간주할 수 있다.  
 
(12) 조인트를 통과하는 축 힘의 편심을 유발하는 수평 랩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위 (4)~(7)항에 
나타난 α 값은 판의 중간 표면의 편심도가 다른 k1t 를 초과하고 조인트에서 판 두께의 변화가 k2t 
이하일 경우 αL 로 줄어든다. 여기서 t 는 조인트에서 더 얇은 판의 두께이다. 편심도가 이 값보다 작은 
경우, 혹은 판 두께의 변화가 더 큰 경우, α 값을 줄일 필요가 없다.  
 

비고 1: 국가별 부록은 αL, k1 및 k2 를 선택할 수 있으며, 권장값은 αL = 0.7α, k1 = 0.5 및 k2= 0.25 
이다. 여기서, α는 αo, αpe 또는 αpp 중 해당되는 것으로 구한다.  
 
비고 2: 좌굴 강도는, 결함이 랩 조인트 바로 위에서 발생할 때, 아래의 코스가 보다 약한 좌굴 
형성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적용했을 값 이하로 줄인다. 

 
(13) 등방형 벽의 한계 좌굴 응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4) 특정 좌굴 응력은 위의 (4), (5), (6), (7) 및 (8)의 해당되는 α값을 사용해서 찾아야 한다.  

 
비고: 특성 및 설계 좌굴 저항에 대해 σRk 및 σRd 를 사용하는 특수 규약은 쉘에 대한 prEN 1993-
1-6 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는 EN 1993-1-1 에 상술된 것과는 다르다. 

 
(15) 좌굴 감소계수 χx 는 다음에서 구한다.  

 

 
이때, 
 

 
 
여기서, α는 αo, αpe 또는 αpp 중 해당되는 것으로 선택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β 및 η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β=0.60 및 η=1.0 이다. 
 
(16) 설계 좌굴 막 응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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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γM1 은 2.9.2 에서 구한다. 
 
(17) 구조물 내의 모든 지점에서 설계 부재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8) 벽이 (12)에 정의된 조건을 만족하는 랩 조인트를 포함하는 경우, 랩 조인트 자체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최대 결함은 측정할 필요가 없다.  
 
(19) 축 압축을 받는 국부적 지지부 위, 브라켓 근처(예, 컨베이어 갠트리 지지용, 그리고 개구부 
근처의의 좌굴을 대비하기 위한 쉘의 설계는 5.6 에 규정에 따라야 한다.  
 
5.3.2.5 외부 압력, 내부 부분 진공 및 바람에 대한 좌굴 
 
(1) 좌굴 평가는 EN 1993-1-6 을 이용하지만, 이들은 다음의 설계저항에 대한 평가를 충족시킬 수 있다.  
 
(2) 원통형 쉘의 하부 에지는 수직 변위에 저항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고정해야 한다. 5.4.7 을 참고한다.  
 
(3) 바람 및 부분진공 상태에서, 보강 링들 사이 구획의 사일로 벽은 부서지거나 판 두께 또는 경계 
조건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4) 좌굴 평가는 각 구획이나 좌굴이 발생할 수 있는 구획들에 대해 수행해야 한다. 여기엔 가장 얇은 
구획이 포함되며 점진적으로 다른 구획들로 포함시킨다. 최저 설계 좌굴 압펵은 이들 대안 
평가들로부터 얻는다.  

 
 
(5) 등방성 벽에 대한 임계 좌굴 외부 압력은 다음에서 구한다. 
 
여기서, 

t 는  벽의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 
ℓ은  보강링들 또는 경계들 간의 높이 
Cb 는  외부 압력 좌굴 계수 
Cw 는  풍압 분포 계수이다. 

 
(6) 매개변수 Cb 는 표 5.2 의 상부 에지에서의 조건을 토대로 평가한다.  
 

표.5.2 외부 압력 좌굴 매개변수 Cb의 값 
상부 에지 조건 지붕이 완전하게 

구조적으로 벽과 연결 
(연속성을 갖는다) 

상부 에지 링이 
5.3.2.5(12)-(14)를  

충족한다 

상부 에지가 
5.3.2.5(12)-(14)를  
충족하지 않는다 

Cb 1.0 1.0 0.6 
 

(7) 사일로가 밀집한 사일로 그룹 내에 있는 경우, 풍압 분포 계수(사일로의 풍방향 발전기에서 압력과 
관련한)는 Cw=1.0 을 취한다.  
 
(8) 사일로가 고립되어 있고 풍하중만 받는 경우, 풍압 분포 계수(사일로의 풍방향 발전기에서 압력과 
관련한)는 다음 중 큰 값을 취한다.  

 

38 



EN 1993-4-1:2007 (E) 

(9) 사일로가 고립되고 풍하중 및 내부의 진공이 조합된 경우, Cw 값은 각 출처로부터 발생하는 외부 
압력의 비율에 따라, 1.0 과 상기(8)에서 계산한 값의 선형 조합으로 결정해야 한다.  
 
(10) 바람과 부분적 진공 하에서 설계 최대 외부 압력(풍방향 발전기)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여기서, αn 은 좌굴 결함 감소계수이고 γM1 은 2.9.2 에서 구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αn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αn =0.5 이다. 
 
(11) 저항 점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Pn,Ed 는 바람 및 부분 진공 하에서 최대 외부 압력의 설계값이다.  
 
(12) 링에 의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실린더의 상부 에지에서, 링은 강도와 강성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수치해석을 통해 보다 완전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원주방향(루프) 힘과 링의 수직 
축에 대한 원주방향 휨모멘트의 설계값은 다음에서 구한다.  

 
여기서, 

Pn,Edd 는 바람 및 부분 진공 하에서 균일 요소의 외부 압력에 대한 설계값 
Pn,Edw 는 바람 하에서 정체지점 압력의 설계값 
Pn,S1 은 링 휨모멘트 평가를 위한 기준 압력 
Mθ,Edo 는 진원도(out of roundness)와 관련한 휨모멘트의 설계값 
Mθ,Edw 는 바람으로 인한 휨모멘트의 설계값 
Iz 은 원주방향 굽힘에 대한 링의 2 차 면적 모멘트 
L 은 쉘 벽의 총 높이  
t 는 가장 얇은 스트레이크의 두께 

 
(13) 실린더의 상부 에지 링이 냉각성형구조로 제작되는 경우, Mθ,Edo 의 값은 위의 5.45 에서 구한 값에서 
15%가 증가되어야 한다.  
 
(14) 실린더 상부 에지에서 그 수직 축에 대한 링의 굽힘 강성도(원주방향 굽힘) EIz 는 다음 중 큰 값다 
커야 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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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w 는 (7)또는 (8)에서 구한 풍압 분포 계수이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1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1 =0.1 이다. 
 
5.3.2.6 막 전단 
 
(1) 사일로 벽의 주요 부가 전단 하중을 받는 경우(편심 충전, 지진하중 등), 각 수평 층에서 비틀림을 
받는 쉘에 대해 막 전단 좌굴 저항을 택해야 한다. 전단의 축 변화를 설계에 고려할 수 있다. 
 
(2) 등방 벽의 한계 전단 좌굴 응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t 는 벽의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 
ℓ은 보강 링 또는 경계 간의 높이 

 
(3) 전단 좌굴 구역에 대한 경계로서 필요한 보강 링은 원주 주변의 축에 대한 굽힘과 관련한 굽힘 
강성도 EIz 으로 적어도 다음의 값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ℓ및 t 값은 (2)항에서의 대부분의 한계 좌굴 모드에 사용된 것과 같은 값을 취해야 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s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s =0.10 이다. 
 
(4) 전단 τ 가 구조물의 높이에 따라 선형으로 변하는 경우, 가장 전단이 높은 지점에서의 한계 전단 
좌굴 저항은 다음으로 줄일 수 있다.  

 
 
이때, ℓ0 는 다음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는 해당 구역에 대한 평균적 높이에서 축상 전단의 변화율이며,  
 
τxθ,Ed,max 는 전단응력의 피크값이다. 길이 ℓ0 가 구조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 규정은 사용하지 
않지만, 쉘은 (2)에 규정된 균일 막 전단을 받은 것으로 다뤄야 한다.  
 
(5) 국부적 지지부와 내력 축 보강재에 의해 국지적 전단 응력이 유도되는 경우, 축 보강재와 쉘 간의 
국부적 전단 전달의 항으로 평가되는 한계 전단 좌굴 저항은 다음과 같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의 전단을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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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ℓ0 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서,           는 구역에 대한 평균을 낸 보강재로부터의 원주방향 전단 변화율이며, τxθ,Ed,max 는  
 
전단 응력의 피크값이다.  
 
(6) 설계 좌굴 응력은 다음중 작은 값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ατ는 탄성 좌굴 결함 감소계수 
γM1 은 2.9.2 의 부분계수이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ατ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ατ =0.80 이다. 

 
(7) 구조물의 모든 지점에서, 설계 부재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3.2.7 자오선 방향 압축, 원주방향 압축 그리고 막 전단 간의 상호작용 
 
(1) 사일로 벽에 응력 상태에 하나 이상의 의미있는 압축 막 응력 또는 전단 응력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EN 1993-1-6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이 상호작용의 요건은 설계 응력 성분들 중 하나를 제외한 전체가 해당 좌굴 설계저항의 20% 
이하인 경우 무시할 수 있다.  
 
5.3.2.8 피로, LS4 
 
(1) 영향 등급 3 인 사일로의 경우, EN 1993-1-6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영향 등급 2 인 사일로의 경우, 피로 점검은 구조물의 설계 수명이 충전 및 방출의 Nf 사이클 이상인 
경우에 수행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Nf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Nf =10,000 이다. 
 
5.3.2.9 주기적 소성, LS2 
 
(1) 영향 등급 3 인 사일로들의 경우, EN 1993-1-6 의 규정들에 따라야 한다. 주기적 소성하에서의 파괴 
점검은 보강 링과 부착물 근처의 불연속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2) 기타 영향등급의 사일로에서는 이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5.3.3 수직 보강재를 사용한 등방성 벽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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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일반사항 
 
(1) 등방성 벽이 수직(스트링거) 보강재로 보강되는 경우, 벽과 보강재 모두에서 수직 압축응력을 평가할 
때 내압으로 인한 벽의 호환성(compatibility) 단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 구조 연결부 상세에 원주방향 장력의 전달 수단의 일부로서 보강재가 포함되는 경우, 보강재의 힘을 
평가하고 원주방향 장력에서 파괴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할 때 장력이 보강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5.3.3.2 소성 한계상태 
 
(1) 수직 이음매에 대한 파열에 대한 저항은 등방성 쉘에 대한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5.3.2) 
 
(2) 구조 연결부 상세에 원주방향 인장력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강제가 포함되는 경우, 
보강제의 힘과, 원주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할 때 그 파열에 대한 민감성을 평가할 때 이 보강제에 
대한 인장력을 고려해야 한다. 
 
5.3.3.3 축방향 압축에서 좌굴 
 
(1) 벽은 보강재가 2√rt 보다 가까운 거리로 이격되는 경우, 보강하지 않은 벽과 같은 축상 압축 좌굴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이때 t 는 벽의 국지적 두께이다. 
 
(2) 수직 보강재가 2√rt 보다 가까운 거리로 이격되는 경우, 완전한 벽의 좌굴 저항은 상기 (1)항의 
가정을 적용해서 평가하거나 EN 1993-1-6 의 전체 해석 절차를 사용해서 평가해야 한다.  
 
(3) 보강재의 축상 압축 좌굴 강도는 EN 1993-1-1 또는 EN 1993-1-3 의 규정이나 EN 1993-1-5 중 적절한 
것을 사용해서 평가해야 한다.  
 
(4) 쉘 벽에 대한 보강재의 편심도를 고려해야 한다.  
 
5.3.3.4 외부 압력, 부분적 진공 또는 바람 하에서 좌굴 
 
(1) 벽은 보다 엄격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보강하지 않은 벽의 외부 압력 좌굴 기준과 
같게 설계해야 한다. 
 
(2) 보다 엄격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수직 보강재를 직교 이방성 벽에 사용하고 좌굴 응력 평가는 
5.3.4.5 의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Cφ=Cθ=Et 및 Cφθ=0.38Et 를 사용한다.  
 
5.3.3.5 막 전단 
 
(1) 사일로 벽의 주요 부분이 전단 하중(편심 충전, 지진하중 등)을 받는 경우, 막 전단 좌굴 저항은 
등방성의 보강을 하지 않은 벽에서 같이 계산해야 한다(5.3.2.6 참고). 하지만, 계산된 저항은 보강재의 
영향을 고려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 전단이 작용하는 쉘의 등가 길이 ℓ는, 각 보강재가 수직 
방향(원주방향 축에 대한)에서의 굽힘에 대한 굽힘 강성도 EIy 로 다음 이상인 값을 갖는 경우, 보강 
링이나 경계들 간의 높이와 수직 보강재의 수방향향 간격의 두 배 중에 적은 값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ℓ및 t 는 대부분의 한계 좌굴 모드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값을 사용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s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s =0.10 이다. 
 
(2) 개별 보강재가 쉘 위에서 마감되는 경우, 보강재의 힘은 kt√rt 를 넘지 않는 길이에 대해 불균일하게 
재분배되는 값을 취해야 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t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t =4.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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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강재가 (2)에서와 같이 마감되거나 국부적 하중을 쉘로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보강재와 쉘 
간에 전단 전달에 대해 평가된 저항은 선형으로 변하는 전단에 대해 5.3.2.6 에 나타난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5.3.4 수평 파형 벽 
 
5.3.4.1 일반사항 
 
(1) 모든 계산들은 코팅 및 공차를 제외한 두께를 사용해야 한다.  
 
(2) 파형판 벽에 대한 최소 강 코어 두께는 EN 1993-1-3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볼트체결 구조에서, 
볼트의 크기는 M8 이상이어야 한다.  
 
(3) 수평 방향의 파형판으로 원통형 벽을 제작하고 벽에 수직 보강재를 부착하는 경우, 파형벽은 벽을 
직교 이방성 쉘로 취급하지 않는 한 수직력을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5.3.4.3.3.을 참고한다.  
 
(4) 보강재의 굽힘 연속성은 바람과 외부 압력은 물론 보관된 고형물의 유동으로 인한 좌굴 저항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강재들이 벽에 수직인 세로 평면에서의 굽힘과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굽힘성을 갖는지 확인하는데 특히 유의해야 한다.  
 
(5) 수직 보강재로 벽을 보강하는 경우, 판과 보강재들 간의 죔쇠는 벽 판의 각 부분 상의 보관된 
고형물로 인한 전단 하중(마찰력)이 보강재로 잘 전달되도록 적절한 비율로 배치해야 한다. 판의 두께는 
이들 죔쇠에서 국부적 파열이 방지되도록 선택해야 한다. 파형판 내 죔쇠의 내력 강도가 감소하지 
않는지 적절하게 고려한다 
 
(6) 설계 부재력 및 점검들은 5.3.2 에 따라 수행하며, 상기 (1)에서 (5)까지의 규정들도 따른다.  
 

비고 1: 파형 사일로의 설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 D 의 참조에서 찾을 수 있다.  
 
비고 2: 그리 5.3 에서는 보강재에 대한 공통 배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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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수평방향 파형판에 대한 수직 보강재의 일반적 배치 

 
5.3.4.2 소성 한계상태 
 
(1) 패널들 간의 죔쇠용 볼트는 EN 1993-1-8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장력 또는 압축 연결부의 경우, 패널들 간의 조인트 상세는 EN 1993-1-3 의 규정들에 따라야 한다.  
 
(3) 원주 주변의 죔쇠들 간의 공간은 원주에서 3o 를 넘지 않하야 한다. 
 

비고: 그림 5.4 에서는 일반적인 볼트 장치 상세에 대해 나타낸다.  
 

 
그림 5.4: 파형 사일로 패널에 대한 일반적인 볼트 배치 

 
(4) 해치, 도어, 오거, 또는 기타 품목들을 위해 관통부를 만드는 경우, 보강재의 불일치가 국부적으로 
응력을 증가시키고 국부적인 파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지적으로 보다 두꺼운 파형판을 사용해야 한다.  
 
5.3.4.3 압축 하의 좌굴 
 
5.3.4.3.1 일반사항 
 
(1) 축상 압축 하에서, 설계저항은 전술한 건설을 위한 제작 공차 품질, 보증된 공존 내부 압력 p 의 
강도 그리고 압축응력의 원주방향 균일성을 이용해서 쉘의 모든 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설계에서는 
쉘 벽의 모든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2) 수평 파형 벽을 수직 보강재로 보강하는 경우, 하나 또는 두 대안 방법들을 사용해서 벽의 좌굴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a) 보강재들 간의 수평 거리가 5.3.4.3.3(2)를 충족하는 경우, 등가 직교 이방성 쉘의 좌굴(5.3.4.3.3 에 
따름) 
 
b) 개별 보강재의 좌굴(파형 벽이 보강재에 저항을 제공하는것 외에 어떠한 축력도 전달하지 못한다고 
가정) 및 보강재들 간의 수평 거리가 5.3.4.3.3(2)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5.3,4,3,4 에 따른다.  
 
5.3.4.2.2 보강하지 않은 벽 
 
(1) 파형 쉘에 수직 보강재가 없는 경우, 국부적 소성 좌굴 저항의 특성값은 다음 중 큰값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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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는 판 두께 
d 는 마루에서 골까지의 진폭 
Rφ는 파형의 국부적 곡률(그림 4.2 참고) 
r 은 실린더 반경 

 
총 소성 좌굴 저항 nx,Rk는 내압의 값 pn 과 무관하게 결정한다.  
 

비고: 국부적 소성 좌굴 저항은 파형 붕괴 혹은 “탈락”에 대한 저항이다.  
 
(2) 국부적 소성 좌굴 저항의 설계값은 다음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αx 는 탄성 좌굴 결함 감소계수, 
γM0 는 2.9.2 의 부분계수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αx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αx =0.80 이다. 

 
(3) 구조물 내 모든 지점에서 설계 부재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3.4.3.3 직교 이방성 쉘로 다루는 보강 벽 
 
(1) 벽이 직교 이방성 쉘로 다뤄지는 경우(5.3.4.3.1 의 (a) 방법), 여러 방향에서 판의 강성도는 4.4 에서 
얻는다. 확산된 합성 강성도는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등게 쉘 중간 표면은 진폭을 
측정하는 중앙 축으로 취한다(그림 4.2 참고) 
 
(2) 보강재 ds 들 간의 수평 거리는 다음에서 구한 ds,max 보다 커서는 안 된다.  

 
여기서, 

Dy 는 파형에 나란한 가장 얇은 판의 단위 폭당 굽힘 강성도 
 
Cy 는 파형에 나란한 가장 얇은 판의 단위 폭당 스트레칭 강성도 
 
r 은 실린더 반경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dx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dx =7.4 이다. 

 
(3) 직교 이방성 쉘의 단위 원주당 한계 좌굴 부재력 nx,Rcr 은(5.3.4.3.1 의 (a) 방법) 한계 원주 파형 번호 
j 와 좌굴길이 ℓi 와 관련한 다음의 식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일로의 각 높이에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45 



EN 1993-4-1:2007 (E) 

 
 
여기서, 

ℓi 는 수직 방향에서 가능한 좌굴의 반 파장 
As 는 스트링거 보강재의 횡단면적 
Is 는 원주방향 축(수직 굽힘)에 대한 스트링거 보강재의 2 차 면적 모멘트 
ds 는 스트링거 보강재들 간의 간격 
Its 는 스트링거 보강재의 균일 비틀림 상수 
es 는 스트링거 보강재의 쉘 중간 표면의 외부방향 편심도 
Ar 은 링 보강재의 횡단면적 
Ir 은 수직 축에 대한 보강 링의 2 차 면적 모멘트(원주방향 굽힘) 
dr 은 보강 링들 간의 간격 
Itr 은 보강 링의 균일 비틀림 상수  
er 은 보강 링의 쉘 중간 표면으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의 편심도  
Cφ는 축 방향의 판 스트레칭 강성도(4.4(5) 및 (7)참고) 
Cθ는 원주방향의 판 스트레칭 강성도(4.4(5) 및 (7)참고) 
Cφθ는 막 전단에서 판 스트레칭 강성도(4.4(5) 및 (7)참고) 
Dφ는 축 방향에서 판의 굽힘 강성도(4.4(6) 및 (7)참고) 
Dθ는 원주 방향에서 판의 굽힘 강성도(4.4(6) 및 (7)참고) 
Dφθ비틀림 하에서 판의 비틀림 굽힘 강성도(4.4(6) 및 (7)참고) 
r 은 사일로의 반경 

 

그리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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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보강재에 대한 상기 특성(A, I, It 등)은 보강재 단면에만 연관이 있으며, 쉘 벽의 일부를 
포함하는 “유효” 단면에 대해서는 여유를 줄 수 없다.  
 
비고 2: 좌굴의 하부 경계는 판의 두께가 변화하거나 보강재의 횡단면이 변화하는 곳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 지점에서의 좌굴 저항은 개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5) 직교 이방성 쉘에 대한 설계 좌굴 저항 nx,Rd (5.3.4.3.1 의 방법 (a))는 다음 중 작은 값으로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αx 는 탄성 좌굴 결함 감소계수, 
γM1 는 2.9.2 의 부분계수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αx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αx =0.80 이다. 

 
(6) 구조물 내 모든 지점에서 설계 부재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3.4.3.4 보강재 내에서 축 압축만 전달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보강된 벽  
 
(1) 파형 판이 축 힘을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5.3.4.3.1 의 방법(a)), 판이 벽의 평면 내에 
있는 보강재의 모든 좌굴 변위를 억제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좌굴에 대한 저항은 다음의 대안 
방법들 중 하나를 사용해서 계산해야 한다.  
 
a) 벽에 수직인 좌굴 변위에 저항하는 판의 지지 하중 무시 
 
b) 벽에 수직인 좌굴 변위에 저항하는 판의 강성도 허용 
 
(2) (1)의 (a) 방법을 이용해서, 개별 보강재의 저항은 보강재의 동심 압축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설계 좌굴 저항 Nb,Rd 는 다음에서 구한다.  
 

 
여기서, 

Aeff 는 보강재의 유효 횡단면적이다.  
 
감소계수 χ 는 벽에 수직인 굽힘 좌굴(원주 축에 대한)을 다루는 EN 1993-1-1 에서 얻는다. 이때, 채택된 
단면과 상관없이 좌굴 곡선 c 를 사용(결함 계수 α=0.49)한다. 감소계수 χ 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기둥의 
유효 길이는 인접 보강 링들 간의 거리를 취한다.  
 
(3) 벽에 의한 보강재의 좌굴에 대한 탄성 구속력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a) 구속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벽의 단면에서 벽의 길이는 두 단부에서 단순 지지 조건인 
인접한 보강재와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그림 5.5 참고) 
 
b) 저장된 벌크 고형물의 강성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4) 보다 정밀한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한계 좌굴 저항 Nb,Rd 는 높이에 상관 없이 횡단면에 균일한 
압축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하며, 다음 식들 중 적은 값을 취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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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ly 는 벽의 평면 밖으로의 굽힘에 대한 보강재의 굽힘 강성도(N/mm2) 
K 는 그림 5.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직 보강재들 간에 연결되는 판의 굽힘 강성도(벽 높이의 
mm 당 /mm) 
Aeff 는 보강재의 유효 횡단면적이다. 

 
(5) 벽 판 K 의 굽힘 강성도는 양 측에서 입접한 수직 보강재들 간에 판의 지간이 단순 지지 경계 
조건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고 결정해야 한다. K 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수 있다.  

 
여기서: 

Dy 는 원주방향 굽힘에 대한 판의 굽힘 강성도 
ds 는 수직 보강재의 간격을 말한다.  

 
파형이 아크 및 접선 혹은 사인 프로파일일 경우, Dy 값은 4.4(6)에서 구할 수 있다.  
다른 파형 단면을 선택할 때, 원주방향 굽힘에 대한 굽힘 강성도는 첫 번째 원칙으로부터 결정해야 
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s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s =6 이다. 
 
(6) 보강재의 모든 지점에서, 설계 힘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림 5.5: 보강재 기둥 좌굴에 대한 구속 강성도의 평가 
 
5.3.4.4 보강재의 국부적, 비틀림 및 굽힘 비틀림 파괴 
 
(1) 보강재가 국부적, 비틀림 및 굽힘 비틀림 좌굴에 견디는 저항은 EN 1993-1-3 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냉간 성형 구조).  
 
5.3.4.5 외부 압력, 부분 진공 또는 바람 하에서의 좌굴 
 
(1) 판의 막 및 굽힘 특성은 4.4 를 이용해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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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링 및 스트링거 보강재의 굽힘 및 스트레칭 특성과, 쉘 벽의 중간 표면으로부터 중앙과의 바깥쪽 
방향의 편심도 결정해야 한다. 이때, 보강재들 간의 간격 ds 도 결정한다.  
 
(3) 보강재들 간의 수평 거리 ds 는 다음에서 얻으며 ds,max 를 넘지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Dy 는 파형에 나란한 가장 얇은 판의 단위 폭당 굽힘 강성도 
 
Cy 는 파형에 나란한 가장 얇은 판의 단위 폭당 스트레칭 강성도 
 
r 은 실린더 반경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dθ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dθ=7.4 이다. 

 
(4) 균일한 외부 압력 pn,Rcru 에 대한 한계 좌굴 응력은 한계 원주방향 파형 번호 j 와 관련한 다음의 값을 
최소화해서 평가한다.  

 
 
이때,  
 

 
여기서, ℓi, r, As, Is, Its, ds, es, Ar, Ir, Itr, dr 및 er 는 5,3.4.3.3(3)d 서 정의한 의미를 갖는다.  
 
(5) 보강재 또는 판이 벽을 높이가 올라갈 수록 변하는 경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몇몇 가능한 좌굴 길이 ℓi 를 검사해야 하는데, 이때 좌굴의 상단이 가장 얇은 판 구역의 맨 위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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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두꺼운 판재를 가장 얇은 판을 포함하는 구역에 사용하는 경우, 가장 얇은 구역의 상단 
혹은 벽의 상단에서 좌굴이 일어날 수 있다.  

 
(6) 보다 정밀한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 상기 계산에서 가정된 두께를 가장 얇은 판의 두께로 
사용해야 한다.  
 
(7) 사일로에 지붕이 없고 바람에 의한 좌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상기 계산 압력은 0.6 배로 줄어야 
한다. 
 
(8) 벽에 대한 설계 좌굴 응력은 Cb=Cw=1.0 와 αn=0.5 를 적요앟고, 5.3.2.5 에 나타난 절차를 사용해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4)로부터 한계 좌굴 압력 pn,Rcru 을 채택한다.  
 
5.3.4.6 막 전단 
 
(1) 막 전단 하의 쉘의 좌굴 저항은 EN 1993-1-6 의 규정을 이용해서 결정해야 한다.  
 
5.3.5 보강 링을 갖춘 수직 파형 벽 
 
5.3.5.1 일반사항 
 
(1) 수직 방향의 파형 판을 사용해서 원통형 벽을 제작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a) 파형 벽은 어떠한 수평힘도 전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b) 링들 간의 중심간 간격과 판의 연속성에 대한 가정을 채택해서, 파형 판은 부착된 링들 사이에 
이어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2) 판의 구획들 간의 조인트에서 가정된 굽힘 연속성을 얻도록 설계가 된다고 가정한다.  
 
(3) 벌크 고형물로부터 마찰력으로 인한 벽의 축 압축력의 평가는 파형의 프로파일 형상을 고려한 
사일로의 전체 원주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4) 파형 판이 바닥경계 조건까지 연장되는 경우, 경계 근처의 판의 국부적 휨을 고려해야 하며, 경계는 
반경 방향으로 억제되고 있다고 가정한다.  
 
(5) 설계 부재력, 저항 및 점검들은 5.3.2 에 따라 수행해야 하지만, 5.3.5.2 에서 5.3.5.5 에 규정된 추가 
규정들을 포함시킨다.  
 
5.3.5.2 소성 한계상태 
 
(1) 소성 한계상태를 점검할 때, 파형 벽은 어떠한 원주방향 하중도 전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야 한다. 
 
(2) 보강 링의 간격은 파형 프로파일의 보 굽힘 해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때 벽이 링에 대해 
연속적이라고 가정하고, 크기가 다른 보강 링의 여러 반경방향 변위의 영향을 포함한다. 이 굽힘에 의해 
발생한 응력들은 축 압축 하에서 좌굴 저항을 점검할 때 축 압축으로 인해 추가된다.  
 

비고: 판의 수직 굽힘은 이를 링 위치에서 플렉서블 지지부를 통과하는 연속 보로서 간주하고 
해석해야 한다. 각 지지부의 강성도는 반경방향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보강 링으로부터 
결정한다.  

 
(3) 수평방향 하중을 전달하도록 설계된 보강 링은 EN 1993-1-1 및 EN 1993-1-3 중 해당되는 것에 따라 
적절한 비율을 갖춰야 한다.  
 
5.3.5.3 축 압축 하에서 좌굴 
 
(1) 벽에 대한 한계 좌굴 응력은 EN 1993-1-3(냉간 성형 구조)의 규정을 이용해서 결정하고, 파형 판의 
횡단면을 보강 링들 간에 작용하는 기둥으로서 간주해야 한다. 유효 길이는 인접 링들의 중앙지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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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보다 커야 한다.  
 
5.3.5.4 외부 압력, 부분 진공 또는 바람 하에서의 좌굴 
 
(1) 외부 압력이 작용할 때의 설계저항은 수평 파형 사일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5.3.4.5 참고)해야 
하지만, 4.4(7)에 언급된 바와 같이 파형의 방향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5.3.4.4 막 전단 
 
(1) 막 전단 하에서 수평 파형 사일로에 대한 설계저항을 평가해야 한다. 5.3.4.6 을 참고한다. 
 
5.4 원통형 벽에 대한 특수 지지 조건 
 
5.4.1 바닥에 완전 지지되거나 격자 상에 설치된 쉘  
 
(1) 원통형 쉘의 기초가 완전히 지지되는 경우, 쉘 벽의 힘과 모멘트는 EN 1993-1-4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축대칭 하중과 국부하중에 의해서만 유도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보강된 벽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수직 보강재는 바닥에서 완전히 지지하고 바닥 링에 연결한다.  
 
5.4.2 스커트로 지지하는 쉘 
 
(1) 쉘이 스커트 상에서 지지되는 경우(그림 5.6 참고), 스커트가 다음 두 조건들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쉘은 균일하게 지지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a) 스커트 자체가 기초에 균일하게 완전히 지지되고 있다.  
 
b) 스터트의 두께는 쉘의 20% 이상이며, 스커트와 그 인접 플랜지의 비유을 조절하기 위해 섹션 8 의 
링 거더 설계 절차를 사용한다. 
 
(2) 스커트는 내부 압력의 유익한 영향 없이 사일로 벽 내 압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5.4.3 기둥들이 연결된 원통형 쉘 
 
(1) 쉘이 실린더의 벽에 연결되는 개별 기둥 상에 지지되는 경우(그림 5.6b 참고), 이들 지지부로부터의 
개별 힘의 영향은 영향등급 2 및 3 의 사일로에 대한 내력을 결정하는데 포함시켜야 한다.  
 
(2) 기둥의 연결 길이는 5.4.6 에 따라 결정한다. 
 
(3) 리브의 길이는 5.3.2.6 에 따라 리브에 인접한 전단이 작용하는 좌굴 한계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한다.  
 

 
a) 스커트 상에 지지되는 

쉘 
b) 기둥이 연결된 원통형 

쉘 
c) 스커트에 편심되게 

연결된 기둥 
d) 스커트 또는 실린더 

아래의 기둥 
 

그림 5.6: 호퍼가 있는 사일로에 대한 여러 지지 방법 

스커트 
원주 

주변으로 
연속 

 

콘/실린더 
연결부 

 
 

콘/실린더 
연결부 

 
 스커트 

 
스커트 
 

조인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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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개별적으로 지지되는 원통형 쉘 
 
(1) 쉘이 개별 기동이나 지점으로 지지되는 경우, 이들 지점으로 인한 개별 힘의 영향은 쉘의 내력을 
결정하는데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2) 및 (3)의 규정에서 이를 무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쉘을 축대칭 하중에 대한 쉘의 막 이론만을 사용해서 쉘을 해석하는 경우, 다음의 4 가지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a) 반경-두께 비 r/t 는 (r/t)max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b) 쉘 벽 밑 지점의 편심도는 k1t 를 넘지 않아야 한다.  
 
c) 원통형 벽은 전이 시에 벽 두께가 k2t 보다 큰 호퍼에 단단히 연결해야 한다.  
 
d) 각 지점의 폭은 k3√rt 보다 커야 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r/t)max, k1, k2 및 k3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장값은 (r/t)max=400, 
k1=2.0, k2=1.0 및 k3=1.0 값 이다. 

 
(3) 쉘을 축대칭 하중에 대한 쉘의 막 이론만을 사용해서 쉘을 해석하는 경우, 다음의 3 가지 기준들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a) 상부 에지 쉘 경계 조건은 지붕에 대한 구조적 연결에 의해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b) 상부 에지 쉘 경계는 원형 평면 내에서 굽힘에 대한 굽힘 강성도 EIz 가 다음식으로 구한 EIz,min 보다 
큰 상부 에지 보강 링을 사용해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t 는 벽의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이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s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s =0.10 이다. 
 
c) 쉘 높이 L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 Ls,min 보다 커야 한다.  

 
여기서 n 은 쉘 주변 지점의 수이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L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L =4.0 이다 
 
(4) 라이너 쉘 굽힘 이론이나 보다 정밀한 해석을 사용하는 경우, 5.3.2.4 에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점에 
대한 국부적으로 높은 응력의 영향을 축 압축 좌굴 한계상태에 대한 검증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쉘 지점은 5.4.5 나 5.4.6 중 적절한 규정을 충족하도록 비율을 갖춰야 한다.  
 
5.4.5 호퍼 밑에 개별 기둥들로 지지되는 사일로 
 
(1) 사일로는 지지부재 중심선 위의 수직선이 위에 있는 원통형 쉘의 중간 표면 내부인 t 이상인 경우, 
그 호퍼 밑에서 지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호퍼 밑에서 지지되는 사일로는 호퍼 설계에 대한 5 절의 규정들을 충족해야 한다. 
 
(3) 호피 밑에서 기둥들에 의해 지지되는 사일로는 선형 쉘 굽힘 이론이나 보다 정밀한 해석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 지지부의 국부적 굽힘과 자오선 방향 압축의 영향은 호퍼 윗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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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상태와 좌굴 한계상태의 검증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 검증은 EN 1993-1-6 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5.4.6 국부적 지지 상세 및 원통형 벽에 하중 유도를 위한 리브 
 
5.4.6.1 실린더 벽 아래의 국부적 지지 
 
(1) 실린더 벽 아래의 국부적 지지 브라켓은 지점이나 쉘 벽에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설계 
힘을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비율을 갖춰야 한다. 
 
(2) 지점은 실리더의 에지에 대해 적절한 수직, 원주 및 자오선 방향의 회전 억제력을 제공해야 한다. 
 

비고: 그림 5.7 에서는 일부 지지 상세를 보여준다.  
 

 
 
기둥이 연결된 전이 링에서 국부적 

지지 
큰 국부적 지지 하중을 갖는 원통형 벽에 대한 가능한 

강성도 배치 
 

그림 5.7: 일반적인 지점 상세 
 
(3) 연결 길이는 전단이 작용하며 연결된 기둥에 인접한 쉘의 좌굴 한계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5.3.2.6 을 참고한다.  
 
(4) 링 거더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 지점을 사용하는 경우, 각 지점 위의 보강재는 다음 중 한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a) 보강재를 쉘에 넣어서 처마까지 가게 한다. 
 
b) Lmin 이상의 거리로 연결한다. Lmin 은 아래와 같이 구한다. 

 
 
여기서 n 은 쉘 원주 주변의 지점 수이다.  
 
5.4.6.2 원통형 벽의 유도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국부적 리브 
 
(1) 실린더 벽으로 유도되는 국부적 하중을 위한 리브는 지점이나 쉘 벽에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설계 힘을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비율을 갖춰야 한다.  
 
(2) 리브 연결 길이는 리브에 인접한 전단을 받는 쉘의 좌굴 한계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5.3.2.6 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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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브의 설계는 실린더 벽에 국부적인 반경방향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리브의 회전을 구속할 필요를 
고려해서 수행해야 한다. 필요시, 보강 링을 사용해서 반경방향 변형을 방지한다. 
 

비고: 국부적으로 리브를 사용해서 쉘로 하중이 유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세는 그림 5.8 을 
참고한다.  

 

 
원통형 벽에 링을 부착하지 않은 

국부적 링 
반경방향 변위에 저항하기 위해 보강 링을 사용한 

국부적 리브 
 

그림 5.8: 리브 부착물에 대한 일반적인 하중작용 상세 
 
5.4.7 사일로 바닥 고정 
 
(1) 앵커의 설계에서는 쉘 벽에 실제 원주방향의 불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특히, 
풍하중에 저항하기 위해 국부적으로 높은 고정 요건이 필요한지 유의해야 한다.  
 

비고: 고정력은 일반적으로 사일로를 전체 굽힘이 작용하는 캔틸레버 보로 다루는 경우 
과소평가된다.  

 
(2) 앵커설치 장소들 간의 간격은 바닥 링의 설계에서 고려한 값을 넘지 않아야 하며, 8.5.3 을 참고한다.  
 
(3) 수칙 해석을 통한 보다 완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앵커 설계에서는 단위 원주당 업리프트 
힘 nx,Ed 의 국부적 값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저항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Pn,Edw 는 바람 하에서 압력 정체 지점의 설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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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은  원통형 쉘 벽의 총 높이 
t 는  원통형 쉘 벽의 평균 두께이다. 
Iz 은 실린더 상부 에지 링의 그 수직축에 대한 2 차 면적 모멘트(원주방향 굽힘) 
Cm 은 원주 주변의 풍압 분포에 대한 조화 계수, 
M 은 풍압 분포에서 가장 큰 조화 

 
비고: 풍압 Cm 의 특정 조건과 관련한 조화계수 값은 국가별 부록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은 
Class 1 과 2 사일로에 대한 단순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M=4, C1=+0.25, C2= +1.0, C3= +0.45, C4= -
0.15. 부록 C 에서는 Class 3 사일로의 경우, 독립된 사일로에 대해 M=4, 그룹을 이룬 사일로의 
경우 M=10 인 보다 정밀한 분포를 권장한다.  

 
5.5 원통형 벽에서 개구부에 대한 상세 
 
5.5.1 일반사항  
 
(1) 사일로 벽의 개구부는 근처에서 수직 및 수평 보강재로 보강을 해야 한다. 쉘 벽에 어떤 재료가 
개구부와 보강재 사이에 놓인 경우, 이는 계산에서 무시한다.  
 
5.5.2 직사각형 개구부 
 
(1) 사각형 개구부 주변의 수직 보강재(그림 5.9 참고)는 보강재의 횡단면이 벽의 횡단면 보다 작지 
않도록 치수를 결정해야 하지만, 2 배는 넘지 않도록 한다.  
 
(2) 수평방향 보강재는 보강재의 횡단면적이 없어지게 되는 벽의 횡단면적보다 작지 않도록 치수를 
결정한다.  
 
(3) 막 부재력의 방향과 직교하는 보강재의 굽힘 강성도는, 개구부 중심선의 부재력 방향으로의 쉘 벽의 
상대적 변위 δ가 다음에서 결정하는 δmax 보다 크지 않도록 치수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d 는 부재력의 방향에 수직인 개구부의 폭이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d1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d1 =0.02 이다. 
 
(4) 수직 보강재는 개구부의 위 아래로 2√rt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  
 
(5) 쉘은 국부적 하중에 대한 5.4.5 및 5.4.6 의 규정을 이용해서 벽이 보강재의 끝에서 국부적 좌굴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림 5.9: 사일로 벽의 개구부에 대한 일반적인 보강 방법 

 
5.6 사용한계상태 
 

보강 구조물 
(사이로 벽에 용접 또는 
볼트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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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기본 사항 
 
(1) 강 사일로 원통형 판 벽에 대한 사용한계상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구조물의 효과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변형 또는 처짐 
− 구조 및 비구조 요소들 모두에 손상을 주는 변형, 처짐, 진동 또는 흔들림 
 
(2) 변형, 처짐 및 진동은 상기 기준에 맞도록 제한해야 한다.  
 
(3) 보관할 고형물의 용도와 성격을 고려해서, 당초 사일로의 용도에 적합한 특정 제한 값들에 대해 
설계자, 발주자 및 당국 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  
 
5.6.2 처짐 
 
(1) 전체 수직 처짐에 대한 한계값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여기서, H 는 기초에서 지붕까지 측정한 구조물의 높이이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d2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d2 =0.02 이다 
 
(2) 바람에 의한 국부적 반경방향 처짐에 대한 한계값(원형 횡단면으로부터의 편차)은 다음 중 작은 
값을 취한다.  

 
여기서, t 는 쉘 벽에서 가장 얇은 부분의 국부적 두께이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d3 및 kd4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d3 =0.05 및 kd4 
=2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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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콘형 호퍼의 설계 
 
6.1 기본 
 
6.1.1 일반사항 
 
(1) 콘형 호퍼들은 2 절의 극한한계상태에 대한 기본 설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2) 콘형 쉘의 안전성 평가는 EN 1993-1-6 의 규정을 이용해서 수행해야 한다.  
 
6.1.2 호퍼 벽 설계 
 
(1) 다음에 대해 호퍼의 콘형 벽을 점검해야 한다. 
− 내압 및 벽 마찰 하에서 파열에 대한 저항 
− 전이 시 굽임을 받을 때 국지적 항복에 대한 저항 
− 피로 파괴에 대한 저항 
− 조인트(연결부)의 저항 
− 피더 및 부착물로부터 횡방향 하중으로 인한 좌굴에 대한 저항  
− 국부적 영향 
 
(2) 쉘 벽은 EN 1993-1-6 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6.3~6.5 의 규정이 해당 표준의 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6.3~6.5 의 규정들은 호퍼 반각이 0o < β < 70o 인 호퍼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4) 영향 등급 1 의 호퍼들의 경우, 다음의 두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주기성 소성 및 피로 한계상태를 
무시할 수 있다.  
 
a) 전이 조인트에서 파열에 대한 설계는 증강된 부분계수 γM0 =γM0g를 사용해서 수행해야 한다. 
 
b) 국지적인 자오선 방향 보강재 또는 지점을 전이 조인트 근처의 호퍼 벽에 부착하지 않는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γM0g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γM0g =1.4 이다 
 
6.2 호퍼 쉘 형태들 간의 구분 
 
(1) 평평한 압연 강판으로 제작한 호퍼 벽은 ‘등방’성으로 불린다. 
 
(2) 보강재를 외부에 부착한 호퍼 벽은 ‘외부 보강’식이라고 부른다. 
 
(3) 하나 이상의 방출 오리피스를 가진 호퍼는 ‘다중 출구’식으로 부른다. 
 
(4) 개별 기둥 또는 브라켓 지점 상에서 지지되는 사일로의 포함되는 호퍼는 개별 지점이 직접 호퍼에 
부착되지 않더라도 ‘개별 지지’식이라고 부른다.  
 
6.3 콘형 호퍼의 저항 
 
6.3.1 일반사항 
 
(1) 콘형 호퍼는 EN 1993-1-6 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안으로, 6.3 에 명시된 설계저항의 평가를 
이용해서 규정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충전 또는 배출 하중으로 인한 압력 패턴 하에서 호퍼의 여러 부분에 한계 하중이 작용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호퍼의 바디에 발생하는 부재력은 일바적으로 쉘의 막 이론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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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부록 B 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압력 패턴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와 호퍼 바디에서 막 
이론 부재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6.1: 호퍼 쉘 구획 

 
6.3.2 등방성의 보강을 하지 않은 용접 또는 볼트 체결 호퍼 
 
6.3.2.1 일반사항 
 
(1) 콘형 호퍼는 쉘 구조물로 취급해야 한다. 이때, 지지 하중에 자오선 방향 및 원주형 하중의 
결합하중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인식한다.  
 
6.3.2.2 호퍼 바디의 소성 메커니즘 혹은 파열  
 
(1) 파열에 대한 설계에서는 호퍼가 여러 압력 패턴을 받고 있으며 이들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파열에 의한 파괴가 쉽게 전파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연성이 아니기 때문에, 호퍼의 
모든 지점들이 가장 심각한 설계 조건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콘형 호퍼 내에서 자오선 방향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용접 또는 볼트체결 조인트는 충전 또는 배출 
압력 분포로 인한 최악의 막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율을 구성해야 한다.  
 
(3) 호퍼 원주 주변에 형성된 용접 또는 볼트체결 조인트는 해당 지점 이하의 고형물들의 총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비율을 구성해야 한다.  
 

비고: 이는 일반적으로 충전 압력 분포로 정의된다: EN 1991-4 를 참고한다.  
 
6.3.2.3 전이 조인트에서의 파열 
 
(1) 호퍼와 전이 연결부 간의 원주형 조인트는 그림 6.2 에서 볼 수 있으며, 호퍼가 불가피한 비균일성을 
지지하고 필요한 최대 총 자오선 방향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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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호퍼 전이 조인트: 파열 가능성이 있는 부분 

 
(2) 고려하는 하중이 중력과 적재된 고형물의 유동으로 인한 것뿐이라면, EN 1994-4 에 정의된 대칭 
압력에 의해 야기되며, 전이 조인트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단위 원주당 자오선 방향 힘 nφh,Ed,s 는 
전체의 평형을 이용해서 평가해야 한다. 하중의 비균일성을 허용하는 단위 원주당 국부적인 자오선 
방향 힘 nφh,Ed 의 설계값은 다음에서 얻는다.  

 
 
여기서, 

nφh,Ed,s 는 호퍼의 상단에서 단위 원주당 자오선 방향의 막 힘에 대한 설계값으로, 호퍼 하중이 
완전히 대칭이라고 가정하고 얻은 것이다.  
δasym은 비대칭 응력 누적 계수 

 
비고: nφh,Ed,s 에 대한 식은 부록 B 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별 부록에서는 δasym 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δasym =1.2 를 권장한다.  

 
(3) 영향등급 2 인 사일로의 경우, 개별 지점, 피더, 부착된 부재, 불균일 호퍼 압력 등에 기인한 기타 
하중들이 관련되는 경우, 호퍼에 대한 탄성 굽힘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 해석에서는 호퍼를 통해 
전이 연결 조인트로 전달되는 단위 원주당 자오선 방향 힘에 대한 국부적인 최대값을 결정해야 한다.  
 
(4) 전이 지점에서 호퍼의 설계저항 nφh,Rd 는 다음에서 구한다: 

 
여기서, fu 는 인장강도이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r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r =0.90 이다. 
 
6.3.2.4 두께 변화 또는 전이 지점에서 소성 메커니즘 
 
(1) 호퍼의 소성 메커니즘은 콘의 상단 끝이나 판 두께의 변화부에서 자오선 방향 막 부재력 nφ의 
국부적 값과 관련해서 평가한다.  
 
(2) 설계저항 nφ,Rd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a) 용접 구조                                 b) 볼트 체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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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는  국부적 벽 두께 
r 은  소성 메커니즘의 상단 반경(호퍼 상단 또는 판 두께 변화부) 
β 는  호퍼의 반각, 그림 6.1 참고 
µ는  호퍼에 대한 벽 마찰계수이다. 

 
(3) 구조물의 각 한계 지점에서, 설계 응력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림 6.3 콘형 호퍼의 소성 붕괴 

 
6.3.2.5 전이에서 국부적 휨 
 
(1) 주기적 소성과 피로 파괴를 피하기 위해, 호퍼는 호환성과 평형 영향 모두에서 발생하는 호퍼의 
상단에서 심각한 국부적 휨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 본 요건은 영향 등급 1 의 사일로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다. 
 
(3) 구조물의 유한 요소 해석을 못한 경우, 호퍼 상단의 국부적 굽힘 응력 값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4) 전이 링에 작용하는 유효 반경방향 힘 Fe,Rd 및 모멘트 Me,Rd 는 다음에서 결정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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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그림 8.4 참고) 
th 는  호퍼의 국지적 벽 두께 
tc 는  전이 연결부에서 실런더의 국지적 벽 두께 
r 은  전이 연결부(호퍼 상단)에서 반경 
β 는  호퍼 정점의 반각, 
µ는  호퍼에 대한 벽 마찰계수이다. 
nφh,Ed 는  호퍼 상단에서 자오선 방향 막 부재력의 설계값 
pnh 는  전이부 바로 아래 호퍼 상의 수직 응력의 국지적 값 
pnc 는  전이부 바로 위 실린더 상의 수직 응력의 국지적 값 

 
(5) 호퍼 상단에서 국지적 굽힘 응력 σbφh,Ed 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여기서, 

th 는  호퍼의 국지적 벽 두께 
tc 는  전이 연결부에서 실런더의 국지적 벽 두께 
ts 는  전이 연결부 아래 스커트의 국지적 벽 두께 
Aep 는 전이부에서 링의 횡단면적(인접한 쉘 구획으로부터의 유효한 모든 기여 배제) 
r 은  전이 연결부(호퍼 상단)에서 반경 

 
6.3.2.6 개별 지지부 상에 설치된 사일로의 일부인 호퍼  
 
(1) 사일로가 개별 지점이나 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 호퍼의 자오선 방향 막 응력의 비균일성을 
평가할 때 전이 링 거더의 상대적 강성도, 실린더 벽 그리고 호퍼를 고려해야 한다.  
 
(2) 영향 등급 1 의 사일로에서는 이 요건을 무시할 수 있다.  
 
(3) 호퍼는, 6.3.2.3 및 6.3.2.4 에 따라 호퍼 상단(지점 인접한)에서 자오선 방향 장력의 가장 높은 국부적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3.2.7 호퍼 내 좌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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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기준은 영향등급 1 등급 사일로의 경우 무시할 수 있다.  
 
(2) 호퍼는 피더나 부착된 구조물들의 수평방향 하중의 영향이나 비대칭 수직하중의 결과로 인한 좌굴 
파괴에 대한 저항을 평가해야 한다. 
 
(3) 설계 좌굴 저항 nφh,Rd 는 호퍼의 상단에서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서,  

αxh 는  탄성 좌굴 결함 민감도 계수 
th 는  호퍼의 국지적 벽 두께 
r 은  전이 연결부(호퍼 상단)에서 반경 

 
그리고, 2.9.2 에는 γM1 값을 제공하지만, nφ,Rd 는 nφ,Rd =thfy/γM1 보다 큰 값은 취하지 않는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αxh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αxh =0.10 이다. 
 
(4) 호퍼 상단에서 자오선 방향의 힘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6.4 특수 호퍼 구조에 대한 고려사항  
 
6.4.1 지지 구조 
 
(1) 사일로 밑의 개별 지점의 영향은 5.4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뤄야 한다. 지지 구조물은 자체적으로 
EN 1993-1-1 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사일로와 지지구조물과의 경계는 1.1(4)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6.4.2 기둥 지지 호퍼 
 
(1) 호퍼 바디가 호퍼의 상부 에지에 닿지 않는 개별 지점이나 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 호퍼 
구조물은 쉘의 굽힘 이론을 이용해서 해석해야 한다. EN 1993-1-6 을 참고한다.  
 
(2) 지점의 힘을 호퍼로 배분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3) 호퍼의 조인트는 이들이 전달할 가장 큰 국지적 부재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4) 호퍼는 압축 막 응력이 발생하는 구역에서의 좌굴 파괴 저항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EN 1993-1-6 을 
참고한다. 
 
6.4.3 비대칭 호퍼 
 
(1) 호퍼의 축이 수직이 아니고 각도 ω로 수직으로부터 경사가 있는 경우(그림 6.4), 이 형상에서 
가파른 측에 대해 증가된 자오선 방향 응력을 평가해야 하며, 국부적 자오선 방향 힘에 대한 적절한 
저항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4.4 보강된 콘 
 
(1) 스트링거 보강재는 호퍼의 상단에 적절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호퍼 콘을 자오선 방향 보강재로 보강하는 경우, 벽 판과 스트링거 간의 호환성의 영향을 
포함시켜야 한다. 호퍼 벽 내 원주방향 장력의 영향은, 포아송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스트링거 
보강재와 호퍼 벽 판의 힘을 평가하는데 포함시켜야 한다.  
 
(3) 호퍼 판 조인트는 호환성으로 인해 증가된 장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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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트링거와 호퍼 판 간의 연결부는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힘을 견딜 수 있도록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그림 6.4: 실런더 내에 연결된 기둥을 갖는 비대칭 호퍼 

 
6.4.5 다중-구획 콘 
 
(1) 호퍼 콘이 여러 경사를 갖는 몇 개의 구획들로 구성되는 경우, 각 구회에 대한 적절한 벌크 
고형물의 하중을 평가하고 구조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호퍼 경사의 변화가 있는 곳에서 국지적 원주방향 장력이나 압력을 평가하고 이들을 지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저항을 제공해야 한다. 
 
(3) 호퍼 경사의 변경부에 심각한 국지적 마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6.5 사용한계상태 
 
6.5.1 기본사항 
 
(1) 사용성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호퍼에 대한 특정 한계값에 대해 설계자와 발주가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  
 
6.5.2 진동 
 
(1) 작동 중에, 호퍼가 과도한 진동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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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원형 콘 지붕 구조물의 설계 
 
7.1 기본 
 
(1) 지붕 구조물의 설계에서는 영구, 임시, 강제, 바람, 눈, 우발적 및 부분 진공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2) 설계에서는 또한 우발적인 과도 충전이나 보관된 고형물에 예상치 못한 유동화가 발생해서 윗 
방향의 힘이 지붕에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7.2 지붕 구조물 형태들의 구별 
 
7.2.1 용어 
 
(1) 압연 판으로 제작되고 지지 보나 링이 없는 콘형 쉘 지붕은 ‘쉘 지붕’ 또는 ‘비지지 지붕’으로 
부른다.  
 
(2) 판을 보나 격자로 지지하는 콘형 지붕은 ‘프레임 지붕’ 또는 ‘지지 지붕’이라고 부른다. 
 
7.3 원형 콘 사일로 지붕의 저항 
 
7.3.1 쉘 또는 비지지 지붕  
 
(1) 쉘 지붕은 EN 1993-1-6 의 요건에 따라 설계해야 하지만, 지름이 5m 이하이고 수평에 대한 지붕 
경사 φ가 40o 이하인 콘형 지붕의 경우 다음의 규정들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굽힘과 막 응력으로 인한 von Mises 의 표면 등가 응력은 어디서든 다음의 값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여기서, γM0 는 2.9.2 에서 얻는다. 
 
(3) 등방성 콘형 지붕에 대한 한계 좌굴 외부 압력 pn,Rcru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r 은  지붕의 외부 반경 
t 는  가장 작은 쉘 판 두께, 
Ø 는  수평에 대한 콘의 경사 

 
(4) 설계 좌굴 외부 압력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여기서, γM1 은 2.9.2 에서 얻는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αp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αp =0.20 이다. 
 
(5) 7.1 에 정의된 하중에 의한, 지붕의 설계 최대 외부 압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7.3.2 프레임 또는 지지 지붕 
 
(1) 지붕 판이 보나 격자에 의해 지지되는 프레임 또는 지지 지붕의 경우, En 1993-4-2(탱크)의 규정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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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처마 연결부(지붕과 쉘 연결부) 
 
(1) 지붕과 쉘 연결부, 그리고 이 연결부에서의 링은 EN 1993-4-2(탱크)의 규정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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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전이 연결부 및 지지 링 거더의 설계 
 
8.1 기본 
 
8.1.1 일반사항 
 
(1) 강 전이 링 또는 링 거더는 2 절의 극한한계상태에 대한 기본 설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2) 링의 안전성 평가는 EN 1993-1-6 의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본 표준에서 이들이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영향등급 1 의 사일로들의 경우,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주기적 소성 및 피로 한계상태는 
무시할 수 있다. 
 
8.1.2 링 설계 
 
(1) 다음에 대해 링 또는 링 거더를 점검해야 한다. 
 
− 원주방향 압축 하에서 소성 한계에 대한 저항 
− 원주방향 압축 하에서 좌굴에 대한 저항 
− 장력 또는 압축응력 하에서 국부적 항복에 대한 저항 
− 지점 위의 국부적 파괴에 대한 저항 
− 비틀림에 대한 저항 
− 조인트(연결부)의 저항 
 
(2) 링 거더는 EN 1993-1-6 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8.2 ~8.5 에서 이들이 해당 표준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간주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8.1.3 용어 
 
(1) 호퍼로부터의 힘의 반경방향 성분에 대한 저항을 제공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링의 경우 ‘전이 
링’이라고 부른다.  
 
(2) 여러 요소들(예, 실린더 벽 및 개별 지점) 간의 수직 힘의 재분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링은 ‘링 
거더’로 부른다. 
 
(3) 호퍼 판의 중간 표면과 전이 지점에서 원통형 쉘 벽의 중간 표면 간의 교차점은 ‘조인트 센터’로 
불리며, 이는 한계상태 검증의 기준점으로 사용된다.  
 
(4) 전이 지점에서 파악된 링이 없는 사일로(그림 8.1 참고)는 인접한 쉘 구획들로부터 형성된 유효 링을 
가지며, ‘자연 링’으로 불린다.  
 
(5) 전이 지점에서의 환상 판(annular plate)은 ‘환상 판 링’으로 불리며, 그림 8.1 을 참고한다. 
 
(6) 전이 지점에서 보강 링으로 사용되는 고온 압연 강 단면은 ‘압연된 단면 링’으로 불린다.  
 
(7) 사일로 원주 주변에 있고 전이지점 밑의 쉘 지지에 사용된 압연된 강 단면은 ‘압연된 링 거더’로 
부른다.  
 
(8) 원통형 및 환형 판 형태를 갖는 강판 제작 부분은 ‘제작된 링 거더’로 불린다. 그림 8.1 을 참고한다.  
 
8.1.4 연결부 모델링 
 
(1) 수작업 계산에서, 연결부는 원통형 및 콘형 쉘 구획 및 환형 판만으로 나타낸다.  
 
(2) 사일로가 균일하게 지지되는 경우, 연결부에서 환형 판의 원주방향 응력은 각 판에서 균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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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일로가 개별 지점이나 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 연결 판의 원주방향 응력은 뒤틀림 
응력(warping stresses)의 영향으로 각판에서 급격하게 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둥이 연결된 자연 링 기둥이 연결된 환형 링 스커트에 연결된 

기둥이 있는 삼각형 
박스 

스커트 밑의 편심 
기둥이 있는 삼각형 

박스 
 

그림 8.1 링 형태 예시 
 
8.1.5 링 설치 제한  
 
(1) 편심도의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EN 1993-1-6 에 따른 쉘 굽힘 계산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모든 
환형판이나 링의 전이 조인트 센터로부터의 수직 편심도는 0.2√rt 보다 커서는 안되는데, 여기서 t 는 
원통형 판의 두께이다. 
 

비고: 이 규정은 연결부로부터 이것 보다 멀리 설치한 경우 링의 비유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2) 8.2 의 단순화된 규정들은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8.2 연결부 해석 
 
8.2.1 일반사항 
 
(1) 영향 등급 1 인 사일로의 경우, 전이 연결부는 단순식과 막 이론을 통해 인접 쉘 구획으로부터 
유도한 하중을 사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 
 
(2) 전이 연결부에 대해 컴퓨터 계산이 이뤄지는 경우, EN 1993-1-6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컴퓨터 계산을 하지 않고 사일로가 균일하게 지지되는 경우, 연결부의 해석은 8.2.2 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 
 
(4) 컴퓨터 계산을 하지 않고, 사일로가 개별 지점이나 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 연결부의 해석은 
8.2.3 을 사용해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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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링이 편심일 때, 링 및 인접 쉘에서 발생한 막 응력 
 
8.2.2 균일하게 지지된 전이 연결부 
 
(1) 전이 연결부의 유효 단면은 다음과 같이 평가해야 한다. 조인트 센터에서 만나는 쉘 구획은 그림 
8.3(a)에서와 같이 위(그룹 A)와 아래(그룹 B)로 분리한다. 조인트 센터 높이에서 모든 환형 판 구획은 
처음부터 무시한다. 수직 다리가 여러 원주방향 좌표계에서 조인트 센터로부터 환형 판에 부착되는 
경우, 그림 8.3 에서와 같이 다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쉘 구획을 다뤄야 한다.  
 

 
 a) 형상 b) 원주방향 압축에 대한 유효 링 보 
 

그림 8.3: 실린더/호퍼/링 전이의 유효 단면 
 
(2) 각 그룹의 등가 두께 teqA 및 teqB 는 다음으로부터 구한다.  
 

 

이 플랜지는 원주방향 압축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 

원주방향 
응력비 

호퍼 내 응력 

스커트 내 응력 

환형 링 내 응력 

무차원 편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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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두꺼운 등가 판 그룹에 대한 더 얇은 등가 판 그룹의 비 α는 다음에서 구한다.  

 
(4) 이들 두 얇은 그룹의 경우, 각 쉘 구획의 유효 길이는 다음에서 구한다.  

 
 
여기서 β 는 쉘 중심선과 해당 평면의 사일로 축 간의 각도(콘 정점 반 각)이다. 각 쉘 구획의 유효 
횡단면적은 다음에서 결정한다. 

 
 
더 두꺼운 두 그룹의 경우, 각 쉘 구획의 유효 길이는 다음에서 결정한다.  

 
 
이들 그룹의 경우, 각 쉘의 유효 길이는 다음에서 구한다. 
 

 
 
(5) 조인트 센터에서 연결부와 결합되는 환형 판의 유효 횡단면 Aep 는 다음에서 구한다.  

 
여기서, 

r 은  사일로 실린더 벽의 반경 
b 는  환형 판 링의 반경방향 폭 
tp 는  환형 판 링의 두께 

 
(6) 원주방향 압축이 나타내는 링의 총 유효 면적 Aet 는 다음에서 구한다. 

 
 
(7) 실린더, 스커트 및 호퍼로만 구성된 연결부의 경우(그림 8.4 참고), 대안으로 링의 총 유효 
면적 Aet 를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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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은  사일로 실린더 벽의 반경 
tc 는  실리더의 두께 
ts 는  스커트의 두께 
th 는  호퍼의 두께 
Aep 는  환형 판 링의 유효면적 

 

 
그림 8.4: 단순 환형 판 전이 연결부에 대한 표시 

 
(8) 전이 연결부에서 보다 복잡한 형상의 단면을 사용하는 경우, 8.1.5(1)의 조건을 충족하는 링 판 
구획은 연결부 평가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9)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유효 원주방향 압축력 Nθ,Ed 의 설계값은 다음에서 구한다.  

 
여기서(그림 8.5 참고) 

r 은  사일로 실린더 벽의 반경 
β 는  호퍼의 반각(상단에서) 
ℓec  전이 지점 위 실린더 구획의 유효길이((4)참고) 
ℓeh  호퍼 구획의 유효 길이((4)참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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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φh,Ed 는 호퍼 상단에서 단위 원주방향에 대한 자오선 방향 장력의 설계값 
pnc 는  실린더 구획의 유효 길이에 대한 평균 국부적 압력 
pnh 는  호퍼 구역의 유효 길이에 대한 평균 압력 
µ는  호퍼에 대한 벽 마찰계수이다. 

 

 
그림 8.5: 전이 링 상에 작용하는 국부적 압력 및 막 부재력 

 
(10) 균일하게 지지되는 연결부에 대한 최대 설계 압축응력 σuθ,Ed 는 다음의 식에서 구한다.  

 
 
여기서,  

Nθ,Ed 는  유효 원주방향 압축력, (9)참고 
Aet 는  링의 총 유효면적, (7)참고 
r 은  사일로 실린더 벽의 반경 
b 는  환형 판의 폭 

 
8.2.3 전이 연결부 링 거더 
 
(1) 영향 등급 3 인 사일로의 경우, 모든 판 요소들을 쉘 구획으로 모델링 하고, 곡선 요소에서 각기둥 
보 하중을 가정하지 않는 구조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2) 다른 영향 등급 사일로의 경우, 링 거더 내의 휨모멘트 및 토크를 계산해야 하며, 이때 링 거더 
중심으로부터의 하중과 지점의 편심도를 고려해야 한다.  
 
(3) 거더 내에서 발전하는 총 원주방향 압축 추력은 원주주변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다음으로부터 
결정한다.  

 
 
여기서(그림 8.5 참고) 

rc 는  사일로 실린더 벽의 반경 
β 는  호퍼의 반각(상단에서) 
ℓec  전이 지점 위 실린더 구획의 유효길이(8.2.2(4)참고) 
ℓeh  호퍼 구획의 유효 길이(8.2.2.2(4)참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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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φh,Ed 는 호퍼 상단에서 단위 원주방향에 대한 자오선 방향 장력의 설계값 
pnc 는  실린더 구획의 유효 길이에 대한 평균 국부적 압력 
pnh 는  호퍼 구역의 유효 길이에 대한 평균 압력 
µ는  호퍼에 대한 벽 마찰계수이다. 

 
(4) 링 거더 내 수평방향(반경방향) 축 (처짐 위치)에 대한 설계 휨모멘트 Mr,Ed 의 원주방향 좌표 θ 에 
따른 변화 그리고 설계 비틀림 모멘트 Tθ,Ed 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그림 8.6 참고) 

θ는  한 지점의 원점에서 측정한 원주방향 좌표(radians) 
θo 는  링 거더의 절반 지간에 대응하는 원주방향 각도, rad 
j 는  동일간 간격으로 배치된 개별 지점의 수 
rg는  링 거더 중심의 반경  
er 은  실린더의 링 거더 중심으로부터의 반경방향 편심도(중심이 더 큰 반경에 있다면 양) 
es 은  지점의 링 거더 중심으로부터의 반경방향 편심도(중심이 더 큰 반경에 있다면 양) 
ex 은  조인트 센터의 링 거더 중심으로부터의 수직방향 편심도(중심이 조인트 센터 밑에 

있다면 양) 
nxc,Ed 는  실린더 바닥에서 압축 막 부재력의 설계값 
nφh,Ed 는  호퍼 상단에서 인장 막 부재력의 설계값 

 
(5) 반경방향 축에 대한 설계 휨모멘트의 피크값은 다음에서 구한다. 이때,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Mrs,Ed 및 중간지간에서의 모멘트는 Mrm,Ed 이다. 
 

 
 
(6) 개방단면 링 거더를 사용할 때는, 보다 정밀한 해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비틀림은 전적으로 
토크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뒤틀림이 토크에 저항하는 경우, 지점에서 각 플랜지의 수직 
축에 대한 플랜지 포멘트의 피크 설계값은 Mfs,Ed 로 구하고, 중간지간에서의 값은 Mfm,Ed 로 구한다.   

 
 
여기서, h 는 링 거더의 플랜지들 간의 수직 간격이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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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링 거더에서 수직하중의 편심도 

 
(7) 원주방향 막 응력 σθ,Ed 는 추력 Nθ,Ed, 반경방향 축 모멘트 Mr,Ed 그리고 뒷틀림 플랜지 모멘트 
Mf,Ed 로부터 구해야 한다. 이때, 공학적 굽힘 및 뒤틀림 이론을 이용하고 (3)~(6)에서 정의한 부재력을 
채택한다. 
 
(8) 링 거더의 플랜지 내의 원주 주변의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는 원주방향 막 응력 σθ,Ed (장력 또는 압축) 
의 최대값은 σmθ,Ed 로 구해야 한다.  
 
(9) 링 거더의 플랜지 내의 원주 주변의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는 원주방향 막 응력 σθ,Ed 의 가장 큰 압축 
값은 σcθ,Ed 로 구해야 한다 
 
8.3 구조 저항 
 
8.3.1 일반사항 
 
(1) 전이 연결부는 EN 1993-1-6 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다음의 설계저항의 평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8.3.2 소성 한계상태에 대한 저항 
 
8.3.2.1 일반사항 
 
(1) 저항의 설계값은 EN 1993-1-6 의 규정을 이용해서 결정해야 한다. 다음의 저항 평가를 이들 규정에 
근사한 단순 안전 지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8.3.2.2 탄성 평가를 토대로 한 저항 
 
(1) 저항의 설계값은 연결부에서 가장 높은 앙력을 받는 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2) 소성 한계상태의 설계저항 값은 다음을 사용해서 결정해야 한다. 

 
8.3.2.3 소성 평가를 토대로 한 저항 
 
(1) 저항의 설계값은 연결부의 호퍼에서 얻을 수 있는 인장 막 부재력 nφh,Rd 과 관련해서 결정해야 한다.  
 
(2) 소성 한계상태 nφh,Rd 에서 저항의 설계값은 다음을 이용해서 구해야 한다. 

링보 유효 단면 
중심. G 

실린더/콘 
전이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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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그림 8.5 참고) 

r 은  사일로 실린더 벽의 반경 
tc 는  실린더의 두께이다.  
ts 는  스커트의 두께 
th 는  호퍼의 두께 
Ap 는  링의 횡단면적 
β 는  호퍼의 반각(상단에서) 
ℓoc  전이 지점 위 실린더 구획의 소성 유효길이 
ℓoh  호퍼 구획의 소성 유효 길이 
nφh,Ed 는 호퍼 상단에서 단위 원주방향에 대한 자오선 방향 막 저항 
pnc 는  실린더 구획의 유효 길이에 대한 평균 국부적 압력 
pnh 는  호퍼 구역의 유효 길이에 대한 평균 압력 
µ는  호퍼에 대한 벽 마찰계수이다. 

 
8.3.3 평면 내 좌굴에 대한 저항 
 
(1) 저항의 설계값은 EN 1993-1-6 의 규정을 사용해서 결정한다. 다음의 저항 평가는 상기 규정들에 대한 
단순 안전 근사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2) 저항의 설계값은 가장 큰 압축성 원주방향 막 응력이 발생하는 연결부의 지점을 사용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3) 평면 내 좌굴에 대한 저항의 설계값 σip,Rd 은 다음을 사용해서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EIz 는 링 유효 횡단면(그림 8.3 참고)의 수직 축에 대한 굽힘 강성도 
Aet 는 링의 유효 횡단면적, 8.2.2 에서 구한다.  
rg는 링 유효단면의 중앙 반경 

 
(4) 상기 저항 평가 및 8.4 의 평면 좌굴에 대한 관련 검증은 반각 β 가 βlim 보다 큰 경우엔 생략할 수 
있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βlim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βlim =20o 이다. 

− 시린더의 경우 
 

− 스커트의 경우 
 
 

− 콘 호퍼 구획의 경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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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연결부 근처의 평면 외 좌굴 및 국부적 쉘 좌굴에 대한 저항 
 
8.3.4.1 일반사항 
 
(1) 저항의 설계값은 EN 1993-1-6 의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다음의 저항 평가는 상기 규정들에 
대한 단순 안전 근사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8.3.4.2 연결부 근처의 국부적 쉘 좌굴 
 
(1) 전이부에 링이 없거나(원통형 연결부에 대한 단순 콘) 전이부가 링으로 보강된 연결부에서, 연결부 
근처 벽에 대한 쉘 좌굴 저항의 설계값 σop,Rd 은 다음으로 구한다.  

 
이때, 

원통형 벽에 대해,  
콘형 호퍼 벽에 대해, 

 
여기서, 

r 은  사일로 원통형 벽의 반경 
β 는  호퍼의 반각 
t 는  관련 쉘 구획의 두께 
Aet 는  링의 유효 횡단면적, 8.2.2 에서 구한다.  
rg는  링 유효단면의 중앙 반경 

 
8.3.4.3 환형 판 전이 연결부 
 
(1) 전이 시에 링이 환형 판을 형성하는 연결부에서, 평면 밖으로의 좌굴에 대한 설계저항값 σop,\Rd 은 
다음을 이용해서 결정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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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은  사일로 실린더 벽의 반경 
tc 는  실린더의 두께이다.  
ts 는  스커트의 두께 
th 는  호퍼의 두께 
tp 는  환형 판 링의 두께 
b 는  환형 판 링의 폭 
kc 는  내부 에지를 고정한 링에 대한 판 좌굴 계수 
ks 는  에지를 단순 지지한 링에 대한 판 좌굴 계수 
γM1 은  부분계수, 2.9.2 를 참고한다. 

 
8.3.4.4 T 섹션 전이 연결부 
 
(1) 다음의 평가는 전이 연결부 링이 폭 bp 인 환형 판으로 구성되고, 외부 에지에 높이 bf 인 수직 강성 
플랜지와 대칭으로 설치되어서, 조인트 센터에서 바닥과 T 섹션 링을 형성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2) T-섹션 링 보의 평면 외 좌굴에 대한 설계저항 값 σop,Rd 은 링의 주 환형 판(principal annular plate)의 
내부 에지에 대한 원주방향 부재 응력의 최대 압축값을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 저항의 설계값은 다음을 
통해 결정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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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은  사일로 실린더 벽의 반경 
tc 는  실린더의 두께, 
ts 는  스커트의 두께 
th 는  호퍼의 두께 
tp 는  환형 판 링의 두께 
tf 는  T 섹션의 외부 수직 플랜지의 두께 
bp 는  환형 판 링의 폭 
bf 는  T 섹션의 외부 수직 플랜지의 높이(플랜지 폭) 
A 는  T 섹션 싱 보의 횡단면적 
xc 는  T-섹션과 그 내부 에지의 중심간 거리 
Ir 은  T-섹션의 그 반경방향 축에 대한 2 차 면적 모멘트 
Iz 은  T-섹션의 그 수직 축에 대한 2 차 면적 모멘트 
It 은  T-섹션에 대한 균일한 비틀림 상수 
γM1 은  부분계수, 2.9.2 를 참고한다. 

 
8.4 한계상태 검증 
 
8.4.1 균일하게 지지된 전이 연결부 
 
(1) 컴퓨터 해석을 이용해서 사일로를 해석하는 경우, EN 1993-1-6 의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컴퓨터 
해석에 좌굴 해석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8.3 항을 사용해서 EN 1993-1-6 의 한계상태 검증을 위한 좌굴 
저항을 제공할수 있다.  
 
(2) 사일로가 균일한 기초로 확장되는 스커드 상에 지지되고(5.4.2 참고) 8.2 의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 
전이 연결부는 8.2.2(1)에서 결정한 바와 같은 균일한 원주방향 막 응력 σuθ,Ed 만을 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다음의 한계상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3) 소성 한계상태의 평가에 탄성 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부에 대한 소성 한계상태는 다음을 
사용해서 검증한다.  

 
여기서, 

σuθ,Ed 는 8.2.2(10)에서 얻은 응력의 설계값 
fp,Rds 는 8.3.2.2 에서 취한 소상 저항의 설계값 

 
(4) 소성한계상태를 소성 평가를 통해 평가하는 경우, 연결부에 대한 소성 한계상태는 다음을 사용해서 
검증한다. 

 
 
여기서,  

nφh,Ed 는  호퍼 상단에서 단위 원주방향에 대한 자오선 방향의 막 부재력 
nφh,Rd 는  8.3.2.3 에서 구한 소성 저항의 설계값 

 
(5) 연결부에 대한 평면 내 좌굴 한계는 다음을 사용해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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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uθ,Ed 는 8.2.2(10)에서 얻은 응력의 설계값 
σip,Rd 는 8.3.3 에서 구한 평면 내 좌굴 저항의 설계값 

 
(6) 평면 내 좌굴에 대한 한계상태 검증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생략할 수 있다.  
− 콘의 반각 β 가 βlim보다 크고 링 위에 실린더가 있다. 
− 실린더 높이 L 이 Lmin= kL √rt 보다 작은 경우, 실린더의 상부 경계는 그 수직축에 대한 굽힘 강성도 

EIz 가 다음보다 큰 링에 의해 진원도 변위가 억제된다. 

 
 
여기서,  

t 는 실린더 내에서 가장 두꺼운 스트레이크의 두께이다. 
 

비고 1: 국가별 부록에서는 βlim, kL 및 kR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βlim =10o, kL = 10 
그리고 kR = 0.04 이다. 

 
비고 2: 실린더 상단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구속하는 요건은 전이 링 위의 실린더가 짧은 
경우에만 적절하다. 실린더가 더 크면 스스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속이 없이도 이 
좌굴모드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갖기 때문이다. 

 
(7) 연결부에서의 평면 외 좌굴 한계상태는 다음을 사용해서 검증한다.  

 
여기서,  

σuθ,Ed 는 8.2.2(10)에서 얻은 응력의 설계값 
σip,Rd 는 8.3.4 에서 구한 평면 외 좌굴 저항의 설계값 

 
8.4.2 전이 연결부 링 거더 
 
(1) 컴퓨터 해석을 이용해서 사일로를 해석하는 경우, EN 1993-1-6 의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컴퓨터 
해석에 좌굴 해석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8.3 항을 사용해서 EN 1993-1-6 의 한계상태 검증을 위한 좌굴 
저항을 제공할수 있다.  
 
(2) 사일로가 개별적으로 지지되어서 전이 연결부가, 단면과 원주 주변에서 변화하는 원주방향 막 
응력이 작용하는 링 거더로 기능하는 경우, 이 같은 변화를 한계상태 검증에서 고려해야 한다. 8.2 의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한계상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3) 연결부에 대한 소성 한계상태는 8.2.3(8)의 평가된 응력 σmθ,Ed 를 사용하고 다음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여기서,  

σmθ,Ed 는 8.2.3(8)에서 얻은 응력의 설계값 
fp,Rd 는 8.3.2.2 에서 취한 소상 저항의 설계값 

 
(4) 연결부에 대한 평면 내 좌굴 한계상태는 8.2.3(9)의 평가된 응력 σcθ,Ed 를 사용하고 다음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여기서,  

σcθ,Ed 는 8.2.3(9)에서 얻은 응력의 설계값 
σip,Rd 는 8.3.3 에서 구한 평면 내 좌굴 저항의 설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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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면 내 좌굴에 대한 한계상태 검증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생략할 수 있다.  
− 콘의 반각 β 가 βlim보다 크고 링 위에 실린더가 있다. 
− 실린더 높이 L 이 Lmin= kL √rt 보다 작은 경우, 실린더의 상부 경계는 그 수직축에 대한 굽힘 강성도 

EIz 가 다음보다 큰 링에 의해 진원도 변위가 억제된다. 

 
 
여기서,  

t 는 실린더 내에서 가장 두꺼운 스트레이크의 두께. 
L 은 링 위 쉘 벽의 높이 

 
비고 1: 국가별 부록에서는 βlim, kL 및 kR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βlim =10o, kL = 10 
그리고 kR = 0.04 이다. 
 
비고 2: 실린더 상단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구속하는 요건은 전이 링 위의 실린더가 짧은 
경우에만 적절하다. 실린더가 더 크면 스스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속이 없이도 이 
좌굴모드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갖기 때문이다.  

 
(6) 연결부에서 평면 외 좌굴 한계상태는 8.2.3(9)의 평가된 응력 σcθ,Ed 를 사용하고 다음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여기서,  

σcθ,Ed 는 8.2.3(9)에서 얻은 응력의 설계값 
σop,Rd 는 8.3.4 에서 구한 평면 외 좌굴 저항의 설계값 

 
8.5 연결부에 대한 지점 배치와 관련한 고려사항 
 
8.5.1 스커트 지지 연결부 
 
(1) 사일로가 균일한 기초로 확장되는 스커드 상에 지지되는 경우(5.4.2 참고), 전이 연결부는 원주방향 
막 응력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이 스커트는 축 압축 하에서 좌굴에 대한 저항을 점검 해야 하며, 이때 스커트 내 개구부의 영향도 
포함시킨다.  
 
8.5.2 기둥 지지 연결부 및 링 거더 
 
(1) 사일로가 개별 지점 또는 기둥들로 지지되고, 기둥의 힘을 쉘로 분배하는데 전이 링 거더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부 및 링 거더는 8.2.3 및 8.4.2 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상부 및 하부 절반을 볼트로 각각 여러 쉘 구획들에 부착해서 전이 링 거더를 제작할 때, 볼트들은 
상부 링 구획에서 전달하게 되는 원주방향 힘의 전체 설계값 전달에 저항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을 
갖춰야 하며, 링 내 굽힘하중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8.5.3 바닥 링 
 
(1) 지상에서 연속적으로 지지하는 사일로들은 바닥 링과 앵커 상세를 갖춰야 한다.  
 
(2) 앵커 볼트 및 기타 접착 지점들의 원주방향 간격은 4√rt 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여기서 t 는 쉘 판의 
국부적 두께이다. 
 
(3) 바닥 링은 수직 축에 대한 굽힘 강성도 EIz 를 가져야 하며, 그 값은 다음에서 구한 최소값 
EIz,min 보다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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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는 바닥 링에 인접한 벽 스트레이크의 두께이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 =0.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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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직사각형 및 평면형(planar-sided) 사일로의 설계 
 
9.1 기본 
 
(1) 직사각형 사일로는 구조적 하중이 주로 굽힘인 보강된 박스로 설계되거나, 주 하중이, 대변형이 
일어난 뒤 발생하는 막 응력인 얇은 막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2) 박스가 굽힘하중에 대해 설계된 경우, 조인트는 시공 시 응력해석에서 가정한 연결성(connectiv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9.2 구조 형태의 분류 
 
9.2.1 보강하지 않은 사일로  
 
(1) 보강재를 붙이지 않고 평판으로 제작된 구조는 ‘보강하지 않은 박스(unstiffened box)’로 부른다.   
 
(2) 동일 평면에 있지 않은 판들 사이의 조인트를 따라서만 보강을 한 구조물도 ‘보강하지 않은 박스’로 
부른다. 
 
9.2.2 보강한 사일로 
 
(1) 보강재가 판 면적 내에 부착된 평판들로 제작된 구조로 ‘보강된 박스(stiffened box)’로 부른다. 
보강재들은 원주형, 수직 또는 직교 형태(양 방향)가 될 수 있다. 

 
 

그림 9.1: 묶인 직사각형 박스 사일로의 평면도 
 
9.2.3 타이가 있는 사일로 
 
(1) 타이가 있는 사일로들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이 될 수 있다. 
 

비고: 그림 9.1, 9.2 및 9.3 에서는 3 패널 사각형(싱글 셀)에 대한 일부 구조 요소들이 나타나 
있다.  

 
그림 9.2: 연결부의 일반적인 상세 

 
9.3 보강하지 않은 수직 벽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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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 벽의 저항은 EN 1993-1-7 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대안으로, 9.4 의 규정들이 해당 표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수직 벽의 저항은 막 및 판 굽힘하중 모두를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3) 보강하지 않은 판에 대한 하중은 다음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 보관된 물질로 인한 2D 평면으로서의 굽힘 
− 다이어프램 하중으로 인한 응력 
− 보관된 재료 및 장비의 국부적 굽힘하중 
 
9.4 보강된 파형판으로 구성된 사일로 벽의 저항 
 
9.4.1 일반사항 
 
(1) 수직 벽의 보강하지 않은 부분의 저항은 9.4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저항 평가에서는 막 및 
판의 굽힘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2) 수직 파형 판은 다음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 보관된 재료의 압력으로 인한 일반 굽힘하중 
− 그 다이어프램 하중으로 인한 응력 
− 보관된 재료 및 장비로 인한 국부적인 굽힘하중 
 
(3) 보강한 판의 유효 굽힘 특성 및 굽힘 저항은 EN 1993-1-3 의 중간 보강재를 댄 사다리꼴 판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구해야 한다.  
 
(4) 보강재의 설계는 EN 1993-1-1 및 EN 1993-1-3 에 나타난 부재 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때, 벽 요소와 
보강재와의 호환성, 보강재-축과 관련한 판의 편심도 영향, 그리고 벽 요소와 수평 및 수직 보강재의 
교차부의 굽힘 연속성을 고려한다. 구조적으로 연속인 벽-요소들과 교차하는 부재 설계에서는 보강재 
내에서 발생하는 종방향 축에 수직인 응력을 고려해야 한다.  
 
(5) 바닥 경계요소로의 수직 보강재의 하중 전달은 특정 요소 및 고려하는 기초의 저항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6) 전단 강성도 및 저항은 시험이나 관련한 이론식으로 구한다. 
 
(7) 보다 정밀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단 좌굴 강도는 5.3.4.6 을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으며 
쉘의 반경은 무한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시험을 할 경우, 해당 전단 강성도로 극한 전단 강도의 2/3 에서의 secant 값을 취할 수 있다. 그림 
9.4 를 참고한다.  
 

 
그림 9.3 직사각형 사일로에 사용된 파형 벽의 일반적인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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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파형 벽의 전단 응답 

 
9.4.2 보관된 재료의 직접적인 하중에 의한 일반 굽힘 
 
(1) 굽힘은 수평 굽힘이 수평 압력이나 벽의 마찰과 조합된 수평 압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고려해야 한다. 
 
(2) 수평 압력에만 기인한 굽힘에서는, 계산은 EN 1993-1-3 의 유효 특성들을 토대로 해야한다.  
 
(3) 벽 마찰과 조합된 수평방향 압력으로 인한 굽힘의 경우, 계산은 그림 9.5 에 정리된 개념을 토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A 및 B 지점 간의 벽 부분은 조합된 하중 pg 하에서 굽힘이 작용하는 횡단면으로 
간주한다. 모멘트로 인한 응력들은 인접한 수직 벽에 작용하는 보관된 재료 압력으로 인한 축 힘과 
조합을 해야 한다(그림 9.4.3 참고).  
 

비고: 계산은 전통적이고 잘 확립되어 있지만, 인접 벽 부분들 간의 변형률의 연속성은 
무시한다는 것에 유의한다.  

 
그림 9.5: 조합된 수평방향 응력과 마찰력에 기인한 굽힘(수직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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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고형물 압력 또는 풍하중에 의해 벽에 유도된 막 힘 
 
9.4.3 다이어프램 하중으로 인한 막 응력 
 
(1) 보관된 재료 및 인접한 벽에 수직인 바람의 압력으로 인한 응력은 그림 9.6 을 참고한다.  
 
(2) 단순 규정으로서, 보관된 재료로 인한 압력은 수직 압력으로만 취할 수 있다(벽 마찰은 무시) 
 
(3) 풍하중에 기인한 직접 및 전단 응력은 직접 계산 또는 유한 요소 계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9.4.4 보관된 재료 및 장비로 인한 국부적 굽힘하중 
 
(1) 보관된 재료의 압력으로 인해 구조 요소에 유해한 국부적 굽힘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비고: 그림 9.7 에 나타난 상황에서, 판 요소 CD 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필수적일 수 있다.  

 
그림 9.7: 가능한 국부적 굽힘하중 

 
9.5 내부 타이가 있는 사일로 

이들 벽에 대한 
다이어프램 하중 

풍하중                                    보관된 재료 압력 

평면 CD 에 수직인 조합 압력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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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고형물 압력으로 인한 내부 타이 내의 힘 
 
(1) 보관된 벌크 고형물이 타이에 가하는 힘을 평가해야 한다.  
 
(2) 보다 정밀한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고형물이 타이의 단위 길이에 가하는 힘 qt 는 다음에서 
근사하게 구할 수 있다.  

 
이때, 

 
여기서, 

pv는  타이 높이로 보관된 재료 내의 수직 압력 
b 는  타이의 최대 수평 폭 
Ct 는  하중 증폭 계수(load magnification factor) 
Cs 는  타이 횡단면에 대한 형상 계수 
kL 은  하중 상태 계수 
β 는  위치 계수, 사일로 셀 내의 타이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그림 9.8 및 9.9 참고) 

 
(3) 형상계수 Cs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원형의 매끄러운 단면:  Cs=Csc 
− 원에 가까운 형태 또는 정사각형 단면:  Cs=Css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Csc 와 Css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Csc=1.0 및 Css = 
1.2 이다. 

 
(4) 하중 상태 계수 kL 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벌크 고형물질 충전: kL=kLf 
− 벌크 고형물질 방출; kL=kLe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는 kL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Lf =4.0 및 kLe = 2.0 이다. 
 

 
그림 9.8: 내부 타이에 대한 계수 β 평가 

 
9.5.2 타이 모델링 
 
(1) 타이는 하중을 지지하는 주요 수단을 고려해서 분류한다. 타이는 굽힘 강성도가 무시할 수준인 경우 
케이블로 분류해야 한다. 타이가 축 강성도와 의미있는 수준의 굽힘 강성도를 갖는 경우, 봉으로 
분류한다. 타이의 해석에서는 타이 단면의 구조적 응답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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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이가 봉인 경우, 축상 장력 외에 휨모멘트를 고려해야 한다.  
 
(3) 타이의 힘 N(그리고 봉의 경우, 모멘트)을 결정하기 위해 기하학적 비선형 계산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이 해석에서는 사일로 벽의 실제 경계조건과 강성도를 고려해야 한다(그림 9.10).   
 
(4) 축 장력 N 과 모멘트 M 의 설계값은 벽의 연결부에서 타이의 값으로 취해야 한다. 
 
(5) 초기 타이의 처짐은 설계자 및 제작자간에 합의를 해야 할 사항이다. 케이블의 경우(굽힘 강성도 
무시), 초기 처짐은 ksL 보다 작아야 하는데, 여기서 L 은 타이의 길이이다. 
 

비고 1: 국가별 부록에서는 ks 에 대한 값을 선택할 수 있다. 권장값은 ks ㄹ 0.01 이다. 
 
비고 2: 과거 관행에서, 처짐을 0.02L 로 설정하는 일이 많았다. 여기서는, 운영 범위와 보다 
유사한 압력과 유도된 힘 간의 관계식을 얻기 위해 보다 작은 값을 권장한다.  

 
(6) 타이에 대한 부착 상세에서는 부착 지점에서 타이 장력의 수직 및 수평 성분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림 9.9: β=0.7 인 경우, 코너 타이 

 

 
그림 9.10: 타이 내 힘의 발전 

 
9.5.3 타이 부착에 대한 하중 사례 
 
(1) 타이의 해석에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보관된 재료로 인한 작용 
− 다른 하중 사례로 인한 벽의 변형으로 타이에 전달된 힘 
 
(2) 부착 힘 및 모멘트에 대한 두 하중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점검해야 한다.  
 
a) 하중 사례 1: 9.5.1 및 9.5.2 에 따라 평가한 qt 값 및 N  
 
b) 하중 사례 2: qt 및 N 을 9.5.1 및 9.5.2 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횡방향 하중 1.2 qt 의 증가 값과 0.7N 의 
타이 장력 감소값  
 
9.6 피라미드형 호퍼의 강도 
 
(1) 피라미드형 호퍼(그림 9.12)는 EN 1993-1-7 의 규정에 따라 박스 구조로 다뤄야 한다. 이들은 벽에 
대한 9.3 및 9.4 의 규정과 다음의 근사 방법들을 함께 사용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 
 
(2) 휨모멘트 및 막 힘은 EN 1993-1-6 및 EN 1993-1-7 에 따라 수치적 방법을 사용해서 결정할 수 있다. 
호퍼의 사다리꼴 판들의 휨모멘트는 다음의 근사 관계식을 사용해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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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적이 A 인 등변 삼각형 ABE 를 호퍼 판 ABCD 상에 그리고, 등가 등면적 원의 반경은 다음의 
식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a 는 판의 상부 에지의 수평방향 길이로, 그림 9.11 을 참고한다. 

 
그림 9.11 사다리꼴 판의 굽힘에 대한 단순 모델 

 
(4) 기준 휨모멘트 Mo 는 다음을 통해 구한다. 

 
 
여기서,  

pn 은 사다리꼴 판의 평균 수직 압력이다. 
 
(5) 사다리꼴 판을 단순 지지로 간주할 수 있는 에지들을 갖는 경우, 휨모멘트의 설계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6) 사다리꼴 판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에지들을 갖는 경우, 판 중심에서 휨모멘트 Ms,Ed 
와 에지에서 휨모멘트 Me,Ed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9.12: 경사 리브를 갖는 비대칭 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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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박스 벽에 대한 수직 보강재 
 
(1) 박스의 벽에 대한 수직 보강재는 다음을 고려해서 설계한다.  
− 영구적 하중 
− 벌크 고형물로 인한 벽에 대한 수직 압력 
− 벽에 대한 마찰력 
− 지붕으로부터의 변동하중 
− 벽 내 다이어프램 작용에 기인한 축력  
 
(2) 판과 보강재 중심선의 마찰력 편심도는 무시할 수 있다.  
 
9.8 사용한계상태 
 
9.8.1 기본 
 
(1) 직사각형 사일로 벽에 대한 사용한계상태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구조물의 효율적인 사용에 악영향을 주는 변형 또는 처짐들 
− 구조 및 비구조 요소들 모두에 손상을 주는 변형, 처짐, 진동 또는 흔들림 
 
(2) 변형, 처짐 및 진동은 상기 기준에 맞도록 제한해야 한다.  
 
(3) 보관할 고형물의 용도와 성격을 고려해서, 당초 사일로의 용도에 적합한 특정 제한 값들에 대해 
설계자, 발주자 및 당국 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 
 
9.8.2 처짐  
 
(1) 전체 횡방향 방형에 대한 한계값으로 다음 중 적은 값을 취한다.  

 
 
여기서,  

H 는 기초에서 지붕까지 측정한 구조의 높이 
t 는 벽의 가장 얇은 판의 두께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k1 및 k2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장값은 k1=0.02 및 k2=10 값 
이다. 

 
(2) 그 에지와 관련된 패널 내 최대 처짐 δmax 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L 은 직사각형 판의 보다 짧은 치수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k3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장값은 k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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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참고용) 
영향등급 1 인 원형 사일로에 대한 단순화된 규정 
 
원통형 벽이 있는 영향등급 1 의 원형 사일로의 경우, 단순화된 처리는 극한한계상태만을 토대로 설계를 
할 수 있고, 다루게 될 하중 사례들을 제한된 수로 한정할 수 있게 해준다.  
 
A.1 영향등급 1 에 대한 하중 조합들 
 
영향등급 1 사일로에서는 다음의 단순화된 하중 조합들은 고려할 수 있다. 
− 충전 
− 방출 
− 비어있을 때의 바람 
− 바람과 조합된 충전 
 
풍하중의 단순화된 처리가 가능하다.  
 
A.2 하중 영향 평가 
 
(1) 본 부록에서 제시한 표현식으로 설계를 할 때, 막 응력은 국부적 굽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계수 
kM 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kM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장값은 kM=1.1 이다.  
 
(2) 본 부록에서 제시한 표현식으로 설계를 할 때, 호퍼 및 링의 힘은 비대칭 및 링 굽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계수 kh 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kh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장값은 kh=1.2 이다.  
 
A.3 극한한계상태 평가 
 
A.3.1 일반사항 
 
(1) 여기의 제한 규정은 설계를 더 빠르게 평가할 수 있게 해주지만, 표준의 보다 완벽한 규정들 보다 
더 보수적인 결괄를 얻는 경우가 종종있다.  
 
A.3.2 등방형 용접 또는 볼트체결 원통형 벽 
 
A.3.2.1 소성 한계상태 
 
(1) 내압 및 모든 관련 설계하중 하에서, 설계저항은 모든 지점의 내압의 변화와, 가능하면 그에 
저항하는 국부적 강도를, 이용해서 결정해야 한다.  
 
(2) 구조의 모든 지점에서, 설계 막 부재력 nx,Ed 및 nθ,,Ed 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nx,Ed 는  작용(하중)의 설계값에 대한 해석을 통해 얻은 수직 막 부재력(쉘 벽의 단위 폭에 
대한 힘) 

nθ,Ed 는  작용(하중)의 설계값에 대한 해석을 통해 얻은 원주방향 막 부재력(쉘 벽의 단위 
폭에 대한 힘) 

fy 는  쉘 벽 판의 항복강도 
γM0 는  소성 한계상태에 대한 부분계수 

 
(3) 구조물 내 모든 볼트 조인트에서 설계 부재력은 순 단면 파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오선 방향 저항에 대해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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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방향 저항에 대해  (A.3) 
 
여기서,  

fu 는 쉘 벽판의 극한 강도 
γM0 는 파열에 대한 부분계수(=1.25) 

 
(4) 연결부 설계는 EN 1993-1-8 또는 EN 1993-1-3 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죔쇠 구멍의 영향은 EN 1993-1-
1 에 따라 장력 또는 압축 혹은 전단 중 해당되는 요건을 이용해서 수행해야 한다.  
 
(5) 용접 연결부의 랩 조인트에 대한 설계저항 fe,Rd 은 가상 강도 조건에 의해 구한다.  

 
 
여기서, J 는 조인트 효율 계수이다. 
 
(6) 완전 연속 필렛 용접이 된 랩 조인트 용접부 상세의 조인트 효율은 j=ji 값을 취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ji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 조인트들의 ji 에 대한 권장값은 아래와 
같다.   

 
용접된 랩 조인트의 조인트 효율 ji 

조인트 종류 그림 ji 값 

이중 용접 랩 
 

ji = 1.0 

단일 용접 랩 
 

ji = 0.35 

 
A.3.2.2 축방향 압축 
 
(1) 축방향 압축 하에서, 설계저항은 쉘 내의 모든 지점들에서 결정해야 한다. 설계에서는 축 압축의 
수직 변화는 무시해야 하지만, EN 1993-1-6 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좌굴 계산에서, 
압축 부재 힘은 음의 값들이 널리 쓰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양으로 취급한다.  
 
(2) 조인트를 지나는 축 력의 편심을 야기하는 수평방향 랩 조인트를 사용할 때, 판의 중간 표면들 간의 
편심도가 t/2 를 넘고 조인트에서 판의 두께가 t/4 를 넘지 않는 경우, 아래의 α 값은 기존 값에서 70%를 
줄여야 한다. 여기서, t 는 조인트에서 더 얇은 판의 두께이다. 편심도가 이 값보다 작거나, 판의 두께 
변화가 더 큰 경우, α값을 줄일 필요는 없다.  
 
(3) 탄성 결함 감소계수 α는 다음으로 구한다. 
 

 
여기서,  

r 은 사일로 벽의 반경 
t 는 계산하는 장소에서 벽 판의 두께 

 
(4) 등방성 벽의 한 지점에서의 한계 좌굴 응력 σx,Rcr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5) 특성 좌굴 응력은 다음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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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물의 모든 지점에서, 설계 막 부재력 nx,Ed 는 (압축이 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γM1 은 부분계수로 2.9.2 를 참고한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γM1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장값은 γM1=1.1 이다.  
 
(7) EN 1993-1-6 의 절차를 이용하는 최대 허용 가능한 측정 결함은 다음에서 구하며, 랩 조인트 전체에 
대한 측정은 배제한다. 
 

 
 
(8) 축 압축 하에서 국부적 지점과 브라켓 근처(예, 컨베이어 갠트리에 대한 지점), 그리고 개구부 
근처의 좌굴에 대한 쉘의 설계는 5.6 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A.3.2.3 외부 압력, 내부 부분 진공 및 바람 
 
(1) 균일한 부분적 내부 진공(외부 압력)의 경우, 구조적으로 지붕과 연결된 등방성 벽에 대한 한계 좌굴 
외부 압력 pnRcu 은 다음에서 구한다.  

 
여기서, 

r 은 사일로 벽의 반경 
t 는 벽의 가장 얇은 부분의 두께 
ℓ은 보강 링 또는 경계 간의 높이 

 
(2) 바람과 부분적 진공의 조합 하에서 구조에 작용하는 최대 외부 압력 pn,Ed 의 설계값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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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αn 과 γM1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장값은 αn = 0.5, γM1=1.1 이다.  

 
(3) 실린더의 상부 에지가 지붕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단순 절차는 5.3 의 절차로 교체해야 한다.  
 
A.3.3 콘형 용접 호퍼 
 
(1)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순 설계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a) 증강된 부분계수 γM0 =γM0g가 호퍼에 사용된다.  
b) 국부적인 자오선 방향 보강재나 지점이 전이 연결부 근처의 호퍼 벽에 부착되지 않는다.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γM0g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장값은 γM0g=1.4 이다.  
 
(2) 고려하는 하중이 중력과 적재된 고형물의 유동으로 인한 것 뿐이라면, EN 1994-4 에 정의된 대칭 
압력에 의해 야기되며, 전이 조인트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단위 원주당 자오선 방향 힘 nφh,Ed,s 는 
전체의 평형을 이용해서 평가해야 한다. 하중의 비균일성을 허용하는 단위 원주당 국부적인 자오선 
방향 힘 nφh,Ed 의 설계값은 다음에서 얻는다.  
 

 
 
여기서, 

nφh,Ed,s 는  호퍼의 상단에서 단위 원주당 자오선 방향의 막 힘에 대한 설계값으로, 호퍼 하중이 
완전히 대칭이라고 가정하고 얻은 것이다.  

δasym은  비대칭 응력 누적 계수 
 

비고: nφh,Ed,s 에 대한 식은 부록 B 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별 부록에서는 δasym 값을 선택할 수 
있으며, δasym =1.2 를 권장한다.  

 

 
그림 A.1: 호퍼의 전체 평형 

 
(3) 호퍼 상단에서 종방향 막 장력의 설계값 nφh,Ed 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t 는 호퍼의 두께 
fu 는 인장강도 
γM0 는 파열에 대한 부분계수 

 

자오선 
방향 장력 

실린더 내용물로 
인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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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kr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장값은 kr =0.90 이다. 국가별 
부록에서 γM2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장값은 γM2=1.25 이다.  

 
A.3.4 전이 연결부 
 
(1) 연결부가 원통형 및 콘형 섹션으로 이뤄지고, 환형 판이나 유사한 압축 링이 연결부에 있거나 혹은 
없을 때, 영향등급 1 의 사일로에 대해 단순화된 설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A.2 를 참고한다.  
 

 
그림 A.2: 단순 전이 연결부에 대한 표기 

 
(2) 링의 총 유효면적 Aet 는 다음에서 구한다. 

 
 
여기서,  

r 은  사일로 실린더 벽의 반경 
tc 는  실리더의 두께 
ts 는  스커트의 두께 
th 는  호퍼의 두께 
β 는  호퍼의 콘 정점 반각 
Ap 는  연결부에서 링의 면적 

 
(3) 연결부에서 발전하는 원주방향 압축력의 설계값 nφ,Ed 는 다음에서 구한다.  

 
 
여기서,  

nφh,Ed 는  호퍼 상단에서 단위 원주길이당 자오선 방향 장력의 설계값으로 그림 A.1 및 식 
A.15 를 참고한다. 

 
(4) 링의 평균 원주방향 응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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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y 는 링 및 쉘 재료의 최저 항복강도 
γM0 은 소성에 대한 부분계수 

 
비고: 국가별 부록에서 γM0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권장값은 γM0=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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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참고용) 
콘형 호퍼 내 막 응력에 대한 표현식 
 
여기서의 식은 쉘 또는 사일로 구조에 대한 표준서들에서 얻을 수 없는 막 이론 응력 해석을 허용한다. 
막 이론식은 하중이 EN 1993-1-4 에 정의된 패턴에 따라 작용되는 경우, 호퍼 바디 내(예, 전이 또는 
지점 근처의 지점들에서)의 막 응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 
 
정점이 z 에 대한 원점인 좌표계 
 
호퍼의 수직 높이 h 및 콘 정점의 반각 β 
 
B.1 벽 마찰 µpo인 균일 압력 po 

 
 
B.2 정점에서 p1로부터 전이 지점에서의 p2로 선형으로 변하는 압력. 벽 마찰은 µpo이다. 
 

 
 
µ=0 인 경우, p2 <0.48 p1 에서 최대 von Mises 등가 응력은 콘의 바디에서 형성된다.  

 
 
B.3 전이지점에서 삼각형 전환 응력을 갖는 “반경방향 응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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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1 은 정점 위의 높이 h1 에서의 압력이고, p2 는 전이부에서의 압력이다.  
 
B.4 일반 호퍼 이론 압력 
 
압력 패턴은 벽 마찰 견인력 µp 에 수반되는 수직 압력 p 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때, 

 
 
F 는 고형물 q 내의 수직응력에 대한 벽 압력 p 의 비이며, qt 는 전이부에서 고형물의 평균 수직 
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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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참고용) 
원형 사일로 구조물 주변의 풍압 분포 
 
스쾃 원형 사일로나 지상-지지식 탱크(그림 C.1 참고) 주변의 풍압분포는 앵커 요건과 바람 좌굴 저항 
을 평가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 EN 1993-1-4 의 값은 특정 사안에서는 충분한 상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독립된 사일로 주변의 압력 변화는 풍방향 발전기를 원점으로 하는 원주방향 좌표 θ 의 항으로 정의할 
수 있다(그림 C.2 참고) 
 
독립된 폐쇄식 지붕 사일로의 압력 분포(안쪽 방향이 양)에 대한 원주방향 변화(그림 c.2 참고)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여기서, dc 는 사일로의 지름이고 H 는 전체 높이(H/dc 는 완전한 구조물 및 그 지점에 대한 
종횡비이다)이다. H/dc 가 0.5 이하인 사일로의 경우, H/dc=0.50 을 채택해야 한다. 압력 분포는 실린더 높이 
Hc 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룹 내 폐쇄식 지붕 사일로에 대한 압력 분포의 원주방향 변화(안쪽 방향이 양)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그림 C.3 참고) 

 
그림 C.1: 풍하중을 받는 사일로 

 

 
그림 C2: 독립된 사일로 내 반 원주방향 풍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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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3: 그룹 내 사일로의 반 원주방향 풍압 변화 
 
사일로가 밀폐식 지붕이 아닌 경우, 추가로 다음의 균일한 내부 압력 계수 ∆Cp 값을 더해야 한다.  
따라서 순 정체 유입 압력은 증가한다.  
 
a) 상단 개방 사일로에 추가적인 유입 압력: ∆Cp = +0.6 
 
b) 작은 구멍으로 환기된 사일로에 대한 추가적인 유입 압력: ∆Cp = +0.4 
 

비고: ∆Cp 는 들어오는 방향이 양이다. 이 경우, 사일로 벽에 대한 외부 및 내부 압력의 합력은 
사일로의 풍향측(leeward side)에서 제로에 가깝다.  

 
 

98 





 

BSI – 영국표준협회 
 
BSI 는 영국표준을 수립하는 책무를 관장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유럽 및 국제 
수준의 표준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BSI 는 칙허장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개정 
영국표준은 수정 또는 개정을 통해 갱신됩니다. 영국표준의 사용자들은 최신의 수정본 또는 
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SI 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관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본 영국표준을 
사용하면서 틀린 부분이나 모호한 부분을 찾는 경우 해당 기술위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는 전면 커버 안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Tel: +44 (0)20 8996 9000.  Fax: +44 (0)20 8996 7400. 
 
BSI 는 PLUS 라고 칭하는 개별 업데이트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구독자들이 
최신판본의 표준들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표준 구입 
모든 BSI, 국제 및 국내 표준들에 대한 주문은 고객 서비스 센터 
Tel: +44 (0)20 8996 9001.  Fax: +44 (0)20 8996 7001.  Email: orders@bsi-global.com 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표준들은 BSI 의 웹사이트 http://www.bsi-global.com 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제 표준에 대한 주문 시,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영국표준으로서 발행된 BSI 의 이행문서들을 
공급하는 것이 BSI 의 정책입니다.  
 
표준에 대한 정보 
BSI 는 자체적인 도서자료와 자료 전송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원조를 통해 국내, 유럽 및 국제 
표준에 대한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상술해 놓은 다양한 BSI 
전자정보 서비스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센터 전화번호 Tel: +44 (0)20 8996 7111.  Fax: +44 
(0)20 8996 7048 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info@bsi-global.com. 
 
BSI 구독회원들은 표준 개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 받고 상당히 할인된 금액으로 
표준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멤버십 관리처. Tel: +44 (0)20 8996 7002.  Fax: 
+44 (0)20 8996 7001.  Email: membership@bsi-globa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ritish Standards Online 을 통한 영국표준에 대한 접근은 http://www.bsi-Ioba1.com/bsonline 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bsi-global.com 에서 BSI 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모든 BSI 문서에는 저작권이 있으며, BSI 도 영국과 국제표준기구들의 출판물에 대해 역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88 년 저작권, 의장 및 특허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BSI 로부터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자식, 포토카피, 기록 등의 모든 수단으로 저작물을 재생, 검색 
시스템에 보관 또는 전송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볼, 크기, 종류나 등급 지정 등과 같은 표준 이행 과정에서의 자유이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세부 사항들을 자유이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엔 
BSI 의 사전 서면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래로 연락하면 저작권 및 라이선스 담당자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Tel: +44 (0)20 8996 7070.  Fax: +44 (0)20 8996 7553. 
Email: copyright@bsi-glob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