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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목

1970년  지붕개량 사업에 의해 농  주택의 가지붕

이 슬 이트지붕과 기와지붕으로 교체 개량하 다. 상

으로 경제 인 슬 이트지붕으로 교체되어진 가옥이 

다수를 차지하 다. 이후에도 농 지역과 도시의 인구과

지역 주택에 슬 이트 지붕이 주로 용되었다. 석면 

분진에 노출될 경우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폐증 그

리고 폐암 등 이와 련된 많은 질병들의 발병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에서는 1980년  이후 석면사

용을 지하 고 국내에서도 2009년 이후 석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의 사용을 지하 다. 국민건강보호를 목 으

로 석면재료로 만들어진 슬 이트지붕을 철거하고 교체

하는 새로운 지붕개량사업이 2011년부터 시험사업을 거

쳐 2021년까지 국고를 투입하여 국 16개 시 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 공약  농어  복지에 련하

여 슬 이트지붕개량사업을 지속  확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붕개량사업은 지속 으로 이루어 

질 정이다. 

지붕개량사업에 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석면

슬 이트의 사용실태에 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

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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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있어 지붕외장재의 역할은 자연 상인 , 비, 

그리고 바람을 차단하고 이러한 자연 상에 의해 발생되

는 하 에 충분한 항성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

어 이상 기온 상에 의하여 태풍과 같은 강풍과 폭설로 

인한 지붕 괴 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 건강 보호를 

해 실시된 지붕개량사업은 석면재질인 슬 이트를 다

른 재질의 지붕외장재로 교체하는 것에만 염두에 두고 

있어, 지붕외장재를 지지하는 도리(purlin)와 서까래

(rafter)부재가 강풍과 폭설에 한 충분한 안 성을 확보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슬 이트지붕

에 비해 큰 강도와 하 지지능력을 지닌 지붕외장재로 

교체하고 있어 상치 못한 강풍과 폭설이 발생할 경우, 

슬 이트지붕 가옥은 슬 이트외장재의 우선 괴로 인

한 국부 인 피해가 발생되지만 재료강도와 하 지지능

력이 큰 속재료지붕 가옥은 지붕외장재 괴 이 에 

지붕을 지지하는 지붕틀을 구성하는 도리와 서까래 

괴로 인하여 가옥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행 지붕개량사업의 진행과정을 검토

하고 교체되는 지붕외장재 지지구조부재들에 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지붕구조의 구조안 성 확보방안을 검

1) 김 찬·손병훈·홍원화, 농어  주택 석면슬 이트 지붕재료 

사용실태  거주자 인식도 조사, 한건축학회논문집 v.26 

n.11, 2010.11, pp.363-370

2) 김 찬 외 3명, 도시지역 건축물의 석면슬 이트 지붕재료 분

포특성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v.27 n.1, 2011.01, 

pp.253-260

슬 이트지붕 개량사업 구조안 성 검토

A Study on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Roof Improve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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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of improvement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under the government's leadership for the sake of national welfare. The 

project is to replace the asbestos slate roof with a metallic one.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improved roof was 

examined and the project guidelines were reviewed. The causes of the roof damage were investigated and the structural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roof frame subject to wind and snow loads. 

Metallic roof assemblies have higher strength and load resistance capability than usual slate ones, so the structural safety is 

governed by the frame. The stresses of the roof frame elements caused by the wind and snow loads were analyzed according 

to roof frame with various spacings between the rafters and the purlins. Wind load analysis was performed by 24, 28, and 

38 m/sec of the basic wind speed. Snow load analysis was carried out by 0.5, 1.0 and 2.0 kN/m2 of the ground snow load. 

As the analysis result, the current spacing and the size of the lumber did not satisfy the Korean building code specification. 

To secure the safety of the roof improvement project, the spacing of the roof frame elements and the size of the lumber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by structural engineers.

주 요 어 : 지붕개량사업, 지붕틀의 구조안 성, 풍하 해석, 설하 해석

Keywords : The roof improvement project, Structural safety of the roof frame, Wind load analysis, Snow loa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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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 다.  

1.2 연구의 범 와 방법

본 연구를 해 첫째, 경상남도청의 2015년 노후불량주

택 지붕개량사업 시행지침서에 제시된 노후불량주택 지

붕개량사업 진행 차와 각 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3) 

둘째, 행 지붕개량 실제 진행과정을 조사  검토하

다. 셋째, 강풍과 폭설로 인한 지붕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그 피해원인을 분석하 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교체된 지붕틀의 풍하 과 

설하 에 한 안 성을 구조해석을 통해 검토하 다. 

다음으로 자연 상인 강풍과 폭설에 한 안 성 확보를 

한 지붕개량사업 개선방안을 검토하 다.

2. 지붕개량사업

2.1 지붕개량사업 시행지침서

경상남도청의 2015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시행

지침서의 붙임자료인 슬 이트 지붕철거  개량공사 매

뉴얼을 검토 분석하 다. 

지붕철거와 지붕개량에 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철거부분에는 주로 작업자 안 을 한 작업환경과 

철거작업과정  석면의 비산먼지에 한 처방안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개량공사 부분을 분석한 결과 

지붕개량공사 순서와 각 공정별 작업자의 안 에 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다<Fig. 1, 2>. 

내용  지붕외장재를 지지하는 지붕틀을 이루는 서까

래와 도리의 간격에 려된 지침은 존재하나 이는 지

붕에 작용하는 하 에 한 지붕  지붕하부구조 서까

래와 도리에 하 항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일률

인 값을 제시한 것으로 단된다. 

지붕구조의 안 에 계가 없는 행정 차에 한 내용

은 분석에서 제외하 으며, 구조안 에 련된 내용은 지

붕틀 가로, 세로부재인 서까래와 도리의 간격을 450∼

600 mm로 제시한 내용이 있으며, 부산 역시 2016년 

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한 슬 이트지붕 개량공사 시방

서4)에는 지붕틀 목재의 규격을 40×50 mm으로 제시하

고, 목재를 고정하는 못은 목재두께의 1.8배 이상 길이 

못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2 실제 지붕개량 사업 진행과정

여타 지자체 역시 경상남도의 지붕개량사업 지침서와 

유사한 내용의 지침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붕개량

사업의 재정  지원범 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슬

이트지붕 철거  지붕교체에 가옥당 300만원에서 500

만원 범 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경상남도청, 2015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시행지침서 

4) 부산 역시, 2016년 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한 슬 이트지

붕 개량공사 시방서

장조사
(시료채취  분석)

작업계획 수립

작업구역 설정
(가설울타리  비계설치)

경고표지  설치
(안 구역 설정, 작업  안 조치 

확인) 작업
작업환경 
측정

작업구역 경고표지  설치

이동식 샤워부스 설치

습윤제 살포

음압기(극소배기장치)설치

석면슬 이트 제거작업
(비산억제) 작업  

작업환경 
측정

비산방지제 살포

석면폐기물 보 장소 설정

HEPA필터 장착 진공청소기 이용 
작업구역 청소

석면슬 이트 제거 확인

석면슬 이트 제거면 비산방지재 살포 작업후
작업환경 
측정

비계구조물  비닐 해체

슬 이트 폐기물 배출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작업종료

Fig. 1. Flow of demolition work

 1. 지붕틀 공사전 준비

안전망 설치

안전발판 및 지붕 보수작업

처마끝 보강추녀부분 및 용마루 보강

작업구역 경고표지판 설치

2. 지붕틀 설치

각재설치 

지붕틀 설치

3. 칼라강판 설치

자재준비

보온재 시공

칼라강판 지붕잇기

처마 빗물받이 설치

처마밑 보수 및 추가지붕 설치

작업종료

Fig. 2. Flow of replacemen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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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농 주택에 한 학술연구에 따르면 주택면

은 50 m2 이하 규모의 가옥이 농 가옥 부분을 차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이를 토 로 1개 가옥의 슬 이

트지붕개량 사업에 한 비용을 산정하면 지역 으로 다

소 차이가 있겠지만 재정  지원 액 내에서 사업 집행

이 가능하리라 상된다. 

 슬 이트 지붕개량 사업 진행과정은 지붕철거, 지붕틀

작업, 지붕교체 작업 순으로 진행된다<Fig. 3>. 가지붕

을 개량하여 슬 이트지붕으로 교체된 가옥의 경우에는 

가지붕 에 슬 이트지붕을 시공한 사례가 많으며 처

음부터 슬 이트지붕으로 시공된 가옥 역시 지붕틀을 기

존의 지붕틀을 보강하여 지붕틀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

한 경우 보강방법에 한 내용이 지침서에 제시되어 있

다. 

Demolition work Roof frame work Replacement work

Fig. 3. Process of the roof improvement projet

3. 지붕피해사례

지붕의 피해사례는 태풍과 같은 강풍과 폭설로 인한 

지붕외장재 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들 피해사례  

표 인 사례를 조사하 다. 

  3.1 강풍에 의한 지붕피해사례

2003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가옥피해를 분석한 자료를 검토하 다.6) 가옥피해( 손)

부 는 슬 이트지붕, 창문, 담장, 출입문 순으로 슬 이

트 지붕피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Fig. 4>. 

가옥의 피해사례  가장 비율이 높았던 슬 이트 지

붕에 피해원인은 다음 4가지로 악되었다.

-슬 이트 자체 손

-슬 이트못은 고정된 상태에서 슬 이트만 탈락

-못의 내구성 하로 못과 슬 이트 손

-슬 이트를 지지하는 목재(2×4″) 손

슬 이트지붕개량사업으로 속재질의 외장재로 교체

되는 지붕재의 경우, 외장재 자체 손과 같은 피해는 발

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단된다.

5) 새마을사업 특집: 새마을 농 주택. 학교건축에 한 학술연

구발표회, 한건축학회지, 1973, v.17 n.50, pp.64-72

6) 윤정배 외 7명, 재해 항형 지역사회를 한 자연재해 감 기

술개발 연구보고서( 간), 건설교통부, 2004, pp.121-127

Fig. 4. Damage Part of Housing by Typhoon ‘Maemi’

<Fig. 5>는 태풍 볼라벤에 의해 슬 이트지붕 가옥의 

지붕 손 피해사례를 나타낸 것이다7). 

Fig. 5. Damage case by typhoon

  3.2 폭설에 의한 지붕피해사례

태풍에 의한 슬 이트 지붕피해의 경우, 지붕재의 

손, 지붕재와 지붕틀의 결속기구에서의 부분 손에 의한 

지붕재의 탈락 등 지붕부 에 손이 부분이며 체 

가옥의 붕괴 험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폭설에 의한 지

붕피해는 과도한 하 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재인 보, 기

둥 혹은 벽체로 달되어 주요 구조부재 괴로 인한 가

옥 체 붕괴 험성을 지니고 있다. 

Fig. 6.  Damage case by heavy snow

2014년 경상북도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건물

이 폭설로 무 져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당하는 

형사건이 발생하 다. 당시 평균 설량보다 많은 이 

내린 상황이었다. 그림은 당시 건물의 붕괴모습이다8)

<Fig. 6>.

7) 태풍 볼라벤, http://blog.naver.com/soonfarm
8)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2014.02.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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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피해 원인은 의 무게로 인하여 지붕하 이 증가

하여 지붕을 지지하는 도리의 괴로부터 건물의 주요

구조 부재가 괴되어 건물이 붕괴된 사고이다.9) 만약 지

붕외장재가 먼  괴되었다면 과도한 하 이 주요 구조

부재로 달되지 않아 구조물의 체 붕괴 상은 발생하

지 않았을 것이다.

4. 지붕틀 구조검토

지붕의 피해는 주로 강풍과 폭설로 인한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강풍으로 인한 주요 피해 원인은 외장재

인 슬 이트 강도 부족임을 알 수 있다. 지붕개량공사를 

통해 슬 이트지붕을 속재질의 외장재로 교체할 경우, 

강도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하지만 폭설에 의한 지붕 손  피해는 하 의 방

향이 력방향이므로 지붕탈락으로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하 이 지붕을 지지하는 지붕틀로 달되

어 지붕틀 괴로 인한 가옥의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속소재로 이루어진 슬 이트 체 지붕외장재의 

경우 하  지지능력과 변형능력이 슬 이트보다 훨씬 크

므로 강풍과 폭설 등에 의해 외장재자체 손 상이 발

생할 가능성은 크기 않다.10) 본 장에서는 지붕틀의 구조

해석 모델을 생성하여 풍하 과 설하 에 한 구조해

석을 수행하여 속재질 지붕외장재를 지지하는 지붕틀 

부재의 작용응력과 건축구조기  목구조설계법에 따른 

허용응력을 비교하 다.

4.1 해석모델의 지붕구조개요

지붕외장재를 지지하는 지붕틀의 경우, 지붕틀 구성부

재의 단면크기와 가로부재와 세로부재간의 간격이  안

성을 단하는 요소이다. 구성부재의 재료는 지붕틀공사

에 주로 사용되는 목재로 <Table 1>에 물성치를 정리하

다.11) 

탄성계수 E 9,000 MPa
자  5.198 kN/m3

허용휨응력() 6.0 MPa

허용 단응력() 1.1 MPa

Table 1. Properties of the lumber

지붕틀 구성부재 목재크기는 지붕개량공사 지침서에서 

제시한 목재크기 40×50 mm(실제규격 38×52 mm)와 지붕

틀공사에 사용되는 일반 인 크기인 2×4＂(실제규격 

38×89 mm)를 상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시공 장에서

는 시공 편의를 하여 세로보다 가로의 크기가 큰 단면

9)  김정연,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  붕괴사고, 건축구조  

 3·4월호, 2017, pp.34-35

10) 강경수, 지붕하 증가에 따른 공장건물 안 성확보를 한 

지붕외장재의 구조성능정보의 필요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

집 v.18 n.11, 2017.11, pp.725-730

11) 건축구조기 , 제8장 목구조, 국토교통부, 2016

으로 시공한 장이 있으므로 가로, 세로를 바꾸어서도 

해석을 수행하 다.

 Fig. 7. Roof frame

 

지붕틀을 구성하는 구조체의 안 성은 서까래와 도

리의 간격에 따른 지붕틀재료인 목재에 작용하는 응력의 

크기로 명되므로 서까래와 도리의 간격을 참고문헌

에서 제시된 시방서12), 실제 시공사례인 실측자료13)와 경

상남도 지붕개량 매뉴얼을 통해 정리하 다. 실제 시공사

례는 <Table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서까래간격 650

∼900 mm 도리간격 300∼500 mm로 일정한 규칙 없

이, 시공자가 시공상 편의를 해 간격을 결정하여 시공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조사한 도리와 서까래 간격은 <Table 2, 

3>과 <Fig. 8>에 나타내었다. 

서까래(mm) 도리(mm)

소골 슬 이트

825
450975

750

골 슬 이트

825
450975

750

Table 2. Spacing of  rafters and purlins in specifications

가 옥 서까래(mm) 도리(mm)

A 650 300

B 700 350

C 700 350

D 850 350

E 850 400

F 860 500

G 860 300

H 900 500

I 900 300

Table 3. Spacing of  rafters and purlins by survey

12) 윤정배 외 7명, 재해 항형 지역사회를 한 자연재해 감 

기술개발 최종연구보고서, 건설교통부, 2007, p.611

13) 윤정배 외 7명, 재해 항형 지역사회를 한 자연재해 감 

기술개발 최종연구보고서, 건설교통부, 2007, 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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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붕개량메뉴얼에 제시된 도리 간격으로 

기존 서까래 에 도리을 설치하는 그림이다<Fig. 8>.

Fig. 8. Spacing of rafters and purlins in guideline

한 실제 지붕개량 문시공업체에 문의한 결과 지붕

재의 종류에 따라 간격을 달리하며, 일반 으로 도리와 

서까래의 간격을 600∼800 mm 간격으로 시공함을 알 수 

있었다. 

지붕틀에 한 구조해석은 서까래와 도리의 간격을 

450@450 mm와 750@450 mm 두 간격으로 설정하여 수

행하 다.

4.2 구조검토결과

강풍과 폭설에 한 지붕틀의 안 성을 검토하기 해

서 가상의 농 가옥을 모델링하여 풍하 해석과 설하

에 한 구조해석을 실시하 다. 풍하 해석에는 지붕

틀에 한 주골조설계용 풍하 해석과 지붕틀탈락 검토

를 한 외장재설계용 풍하 해석을 실시하 다. 구조해

석에는 MIDAS를 사용하 다.14) 지붕틀의 해석모델링은 

<Fig. 9>와 같다.

Fig. 9. Analysis modeling of roof frame

 

(1)지붕틀 풍하 검토

해석모델 가옥의 규모와 풍하 해석에 련된 계수는 

<Table 4>에 정리하 다.15)

풍하 의 크기를 결정하는 기본풍속은 건축구조기 에 

14) MIDAS Gen, Analysis & Design, 2016

15) 건축구조기 , 제3장 설계하 , 국토교통부, 2016

제시된 기본풍속값 24 m/sec, 28 m/sec와 38 m/sec에 따

라 풍하  해석을 수행하 다.

건물규모 3.5 m × 5 m × 2.5 m

기본 풍속() 36 m/s

노풍도 구분 B

요도 계수() 0.95

지형에 의한 풍속 할증() 1

고도 분포 계수() 1

지붕각(θ) 10°

지붕의 외압가스트 향계수 -0.7

독립지붕의 피크순압력계수 -0.9

Table 4. Wind analysis outlines

 

지붕의 주골조설계용 지붕풍하 은 건축구조기 에 따

라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정하 다.

   ×  (1)

    (2)

  




 (3)

   ∙ ∙ ∙                     (4)

  : 지붕풍하    : 유효수압면    : 지붕설계풍압  

  : 기 높이 설계속도압   : 공기 도   : 설계풍속

서까래와 도리간격, 목재단면크기, 기붕풍속에 따른 

목재단면에 작용하는 응력과 목재의 허용응력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5, 6, 7>에 정리하 다. 

간격(mm)
서까래@ 도리

목재
(mm)

부재
작용휨응력/
허용휨응력

작용 단응력/
허용 단응력

450@450

38×52
서까래 4.62 0.36

도리 0.27 0.10

52×38
서까래 6.37 0.37

도리 0.30 0.10

38×89
서까래 1.32 0.18

도리 0.09 0.05

89×38
서까래 3.14 0.19

도리 0.15 0.05

750@450

38×52
서까래 7.75 0.65

도리 0.60 0.16

52×38
서까래 10.77 0.67

도리 0.63 0.15

38×89
서까래 2.26 0.32

도리 0.24 0.09

89×38
서까래 5.43 0.34

도리 0.3 0.07

750@450
38×140 서까래 0.93 0.21

38×89 도리 0.09 0.08

Table 5. Analysis results (basic wind speed 38 m/sec)

해석결과 모든 경우에서, 서까래에 작용하는 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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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리에 작용하는 휨응력과 단응력은 허용응력치

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기본풍속 38 m/sec에 한 풍하 해석결과 해석 상인 

모든 지붕틀간격, 목재크기에 서까래에 작용하는 휨응력

이 허용응력값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설계기 을 만족

하는 간격과 목재크기는 표에서 회색으로 나타내었다. 

간격(mm)
서까래@ 도리

목재
(mm) 부재

작용휨응력/
허용휨응력

작용 단응력/
허용 단응력

450@450

38×52
서까래 1.85 0.15

도리 0.12 0.04

52×38
서까래 2.54 0.15

도리 0.13 0.04

38×89
서까래 0.56 0.08

도리 0.04 0.02

89×38
서까래 1.34 0.08

도리 0.07 0.02

750@450

38×52
서까래 3.16 0.27

도리 0.27 0.07

52×38
서까래 5.27 0.30

도리 0.31 0.08

38×89
서까래 0.99 0.14

도리 0.11 0.04

89×38
서까래 2.4 0.15

도리 0.14 0.03

Table 6. Analysis results (basic wind speed 28 m/sec)

간격(mm)
서까래@ 도리

목재
(mm)

부재 작용휨응력/
허용휨응력

작용 단응력/
허용 단응력

450@450

38×52
서까래 1.15 0.09

도리 0.08 0.03

52×38
서까래 1.58 0.1

도리 0.08 0.03

38×89
서까래 0.32 0.05

도리 0.03 0.02

89×38
서까래 0.77 0.05

도리 0.05 0.02

750@450

38×52
서까래 2.00 0.17

도리 0.18 0.04

52×38
서까래 2.24 0.14

도리 0.13 0.03

38×89
서까래 0.6 0.09

도리 0.06 0.03

89×38
서까래 1.43 0.09

도리 0.09 0.02

Table 7. Analysis results (basic wind speed 24 m/sec)

기본풍속 24 m/sec와 28 m/sec에 한 풍하 해석결

과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허용응력값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즉 건축구조기 을 만족하는 경우를 표에서 회

색으로 나타내었다. 

작용응력이 허용응력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하여도 이 

구조가 붕괴 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축건

물의 경우, 건축구조기 에 따라서 작용응력이 허용응력

치보다 작게 설계되므로 개량사업의 지붕틀 간격과 부재

크기 역시 건축구조기 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지붕외장재 풍하 검토

가옥의 지붕면에 풍하 이 작용할 경우, 풍압의 크기는 

부 별로 다른 값을 나타낸다.  풍압의 크기를 비교하면 

①<②<③ 된다<Fig. 10>. 따라서 ③번부 에서 외장재와 

결속기구간의 탈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Fig. 10. Plan of roof

③번 부 에 작용하는 외장재용 풍하 을 계산하여 

도리와 서까래 간격에 따른 단력을 계산하 다. ③번 

부 에 작용하는 부압계수는 독립지붕의 피크순압력계수

인 –4.5를 용하여 산정하 다. 

   ×  (5)

  
  (6)

  : 외장재설계용 풍하    : 외장재설계용 설계풍압

  : 유효수압면    : 독립지붕의 피크순압력계수

도리와 서까래 간격별 외장재 풍하 을 <Table 4>

와 같은 조건으로 산정하여 서까래와 도리의 교차지

에 못으로 결속된다는 가정하여 간격별 1개 못에 작용하

는 단력과 못 길이별 기 허용 단내력과 비교하 다. 

간격(mm)
서까래@ 도리

작용 단력 

(N)

못길이(mm)

50 63 76

허용 단내력(N)

450@450 162.5 290 350 350

750@450 270.9 290 350 350

600@800 385.3 290 350 350

800@800 513.7 290 350 350

Tabel 8. Working shear force vs bearing shear strength of nails

부재간격 600@800 mm와 800@800 mm의 간격에서는 

작용 단력이 못의 허용 단력을 과한다. 실제 시공

장에서는 결속기구로 못을 신하여 다른 결속기구를 사

용하므로 외장재의 탈락을 방지하기 해서는 결속기구

에 따른 단해석을 통해 간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설하 검토

설하 에 한 지붕틀에 한 검토를 실시하 다. 해

석 모델 건물의 규모는 <Table 4>와 동일하나 설하

해석에 필요한 계수는 <Table 9>에 정리하 다.

설하 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값인 지상

설하 값 0.5 kN/m2, 1.0 kN/m2과 2.0 kN/m2에 따라 해



韓國農村建築學 論文集 제20권 1호 통권68호 2018년 2월  25

석을 수행하 다. 지상 설하 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0.5 kN/m2에서 2.5 kN/m2의 값을 나타낸다.

풍하 산정에는 최 풍하 이 지붕상향 방향으로 작용

하여 지붕 재하 으로 0.1 kN/m2을 고려하 지만 설

하 해석의 경우, 지붕 재하 을 고려하지 않고 설하

만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건물규모 3.5 m × 5 m × 2.5 m

지상 설하  1.0

경사도계수 1

지붕 설하 계수 0.7

노출계수 1

온도계수 1.2

요도 계수 1

Table 9. Snow load analysis outlines

건축구조기 에서 제시한 식을 통해 설하 을 산정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  ×  ×  ×  (7)

   ×  (8)

  : 평지붕 설하    : 경사지붕 설하

산정된 설하 을 통해 지붕틀 부재인 서까래와 도

리에 작용하는 응력과 사용된 목재의 허용응력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0, 11, 12>에 나타내었다. 

간격(mm)
서까래@ 도리

목재
(mm) 부재

작용휨응력/
허용휨응력

작용 단응력/
허용 단응력

450@450

38×52
서까래 8.72 0.64

도리 0.38 0.17

52×38
서까래 12.01 0.65

도리 0.53 0.16

38×89
서까래 2.97 0.37

도리 0.19 0.1

89×38
서까래 7.05 0.38

도리 0.28 0.09

750@450

38×52
서까래 14.46 1.13

도리 1.17 0.27

52×38
서까래 20.06 1.16

도리 1.12 0.24

38×89
서까래 4.96 0.64

도리 0.49 0.17

89×38
서까래 11.87 0.68

도리 0.58 0.14

750@450
38×235 서까래 0.84 0.28

38×89 도리 0.04 0.14

Table 10. Analysis results (ground snow load 2.0 kN/m2)

설하 검토결과는 풍하 검토결과와 유사하게 서까

래의 최 작용 단응력과 도리의 최 작용휨응력과 최

 작용 단응력은 허용응력치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

다. 지상 설하  2.0 kN/m2에 한 해석결과인 <Table 

10>에서 보듯이 해석 상인 모든 지붕틀간격, 목재크기

에 서까래에 작용하는 휨응력이 허용응력값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설계기 을 만족하는 간격과 목재크기는 표

에서 회색으로 나타내었다. 

간격(mm)
서까래@ 도리

목재
(mm) 부재

작용휨응력/
허용휨응력

작용 단응력/
허용 단응력

450@450

38×52
서까래 4.36 0.32

도리 0.23 0.08

52×38
서까래 6.01 0.33

도리 0.27 0.08

38×89
서까래 1.48 0.18

도리 0.09 0.05

89×38
서까래 3.52 0.19

도리 0.14 0.05

750@450

38×52
서까래 7.23 0.56

도리 0.58 0.13

52×38
서까래 10.03 0.58

도리 0.56 0.12

38×89
서까래 2.48 0.32

도리 0.25 0.08

89×38
서까래 5.93 0.34

도리 0.28 0.07

750@450
38×184 서까래 0.64 0.17

38×89 도리 0.05 0.08

Table 11. Analysis results (ground snow load 0.1 kN/m2)

간격(mm)
서까래@ 도리

목재
(mm)

부재
작용휨응력/
허용휨응력

작용 단응력/
허용 단응력

450@450

38×52
서까래 2.18 0.16

도리 0.12 0.42

52×38
서까래 3.01 0.16

도리 0.13 0.04

38×89
서까래 0.74 0.09

도리 0.05 0.03

89×38
서까래 1.7 0.1

도리 0.07 0.02

750@450

38×52
서까래 3.62 0.28

도리 0.29 0.07

52×38
서까래 5.02 0.29

도리 0.28 0.06

38×89
서까래 1.24 0.16

도리 0.12 0.04

89×38
서까래 2.96 0.17

도리 0.15 0.03

750@450
38×140 서까래 0.52 0.11

38×89 도리 0.05 0.04

Table 12. Analysis results (ground snow load 0.5 kN/m2)

지상 설하  0.1 kN/m2와 지상 설하   0.5 kN/m2에 

한 해석결과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허용응력값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는 즉 건축구조기 을 만족하는 경우를 

표에서 회색으로 나타내었다. 

  4.3 안 성 확보 방안 

지붕틀의 부재간격과 목재크기를 달리하여 지붕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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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풍하 해석과 설하 해석을 실시하 다. 일반 인 

시공간격인 750@450 mm과 목재크기 38×89 mm에 한 

해석결과 풍하 과 설하 이 큰 경우에는 최 작용휨

응력이 허용응력치의 2∼5배까지 큰 값을 나타내었다. 작

용응력이 허용응력치보다 크다고 해서 부재가 괴된다

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건축구조기 을 만족하지는 못하

며,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에서는 다음 두 단계에서 구조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 지붕틀 철거 직후 단계 : 기존 지붕틀 목재의 건 성 

평가를 통한 서까래와 도리교체여부 단 

- 지붕개량작업 단계 : 풍하 에 한 지붕틀구조해석

설하 에 한 지붕틀 구조해석을 통한 지붕틀 부재

간격, 결속기구 간격  지붕틀 각재크기선정

만약 기존 지붕틀을 교체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생략

이 가능하며, 두 번째 단계는 안 성확보를 해서는 반

드시 구조 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구조 문가 참여가 시간  비용 인 측면에서 실 으

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한 책으로는 각 지지체

별로 참여 구조 문가에게 지자체 용역 사업에 한 인

센티 를 부여하는 방안과 이 주체가 되어 안 성이 

확보된 시방서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5. 결 론

지붕개량사업과정에서 지붕외장재교체에 따른 지붕틀

안 성 검토를 해 풍하 해석과 설하 해석의 결과

를 검토하고 안 성 확보방안에 한 연구를 진행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본풍속값 24 m/sec, 28 m/sec와 38 m/sec로 선정

하여 지붕틀 풍하 해석을 수행한 결과, 시방서, 실측자

료와 실제 시공사례의 도리와 서까래 간격과 목재크기

는 건축구조기 을 만족하지 못하 다.

2) 지상 설하 값 0.5 kN/m2, 1.0 kN/m2과 2.0 kN/m2

으로 설하 을 산정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도리와 

서까래 간격과 목재크기는 건축구조기 을 만족하지 못

하 다.

3) 풍하 해석과 설하 해석결과 지침서에 제시한 

40×50 mm의 지붕틀 목재는 건축구조기 을 만족하지 못

하 다.

4) 지붕틀구조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지붕틀 

구조해석과 해석결과를 통한 지붕틀 부재간격과 부재크

기의 결정이 요구되어지고 이 과정에서 구조 문가의 참

여가 필요하다. 

최근 포항지진 피해사례에서 층 필로티구조 건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피해원인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언 되어지고 있으며, 그 에 층구조

물의 구조설계가 구조 문가가 아닌 이들에 의해 진행되

었다는 사실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과 복지를 해 진행되는 지붕개량사업이 하

에 한 안 성 검토 없이 진행된다면 강풍 혹은 폭설

상이 발생할 경우, 지붕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붕개량사업과정에서 구조 문가에 

의한 지붕틀 구조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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