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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tructural design provision, maximum punching shear stress of slabs is prescribed as combined stress in

direct shear occurred by gravity load and eccentric shear occurred by unbalanced moment. This means that the effect of

unbalanced moment is considered to decide the punching shear stress. However, from the resistance capacity standpoint, the

effect of unbalanced moment strength is not considered for deciding punching shear strength. In this paper, a model

considering interrelation between unbalanced moment and punching shear was proposed. In the model, the relation between

load effect and resistance capacity in unbalanced moment and punching shear was two-dimensionally expressed. Using the

interrelation model, a method how unbalanced moment strength should be considered to decide the punching shear strength

was proposed. Additionally, effective width enlargement factors for deciding the unbalanced moment strength of flat plates with

shear reinforcements were proposed. The interrelation model proposed in this paper is very effective for the prediction of the

behavior of slab-column connection because not only punching shear and unbalanced moment strengths but also failure modes

of flat plates can be accurately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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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전단파괴는 대단히 급작스럽고

취성적이기 때문에 구조물 전체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구조설계 철학은 구조물에

예상치 못한 과대하중이 작용할 경우 부재가 휨 파괴되

어 연성 거동하도록 유도한다.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 (flat plate structures)는 보가

없기 때문에 슬래브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기둥으로

직접 전달한다. 이때, 전달하중으로 인한 부재력 즉 펀

칭전단력과 불균형모멘트는 물론 이에 저항하기 위한 위

험단면 또한 모두 기둥 근처 슬래브에 집중한다 (Fig. 1).

전달하중으로 인한 부재력은 연직하중에 의한 직접전

단력 그리고 연직하중의 편심과 횡하중에 의한 불균형모

멘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구조설계기준
1)
과 ACI

2)
는

불균형모멘트의 일부 (γf Munb)가 휨에 의해 전달되고 나

머지 (γV Munb)는 전단에 의해 전달된다고 가정한다. 결국,

작용하는 불균형모멘트가 증가할 경우 접합부에 작용하

는 전단력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구조설계기준에서 불

균형모멘트와 전단력은 상호 연관관계를 갖는다. 반면,

이에 저항하는 펀칭전단강도와 불균형모멘트강도는 구조

설계기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설계되므로, 결국 저항성

능에 있어 불균형모멘트강도는 펀칭전단강도에 전혀 영

향을 주지 않는다.

펀칭전단과 불균형모멘트는 작용하중의 영향에서 뿐만

아니라 이에 저항하는 부재의 저항 강도에서도 상호 연

관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기둥 근처 슬래브의 휨 철

근비가 증가하여 불균형모멘트에 대한 저항 강도가 증가

하면, 균열 등의 손상은 감소하므로 펀칭전단에 대한 저

항력은 증가한다. 반면, 접합부 영역에 불균형모멘트가

증가하면 펀칭전단강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단과 불균형모멘트에 대한 슬래브-기

둥 접합부의 거동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접

합부 파괴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기 모델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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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래브의 최종적인 펀칭전단강도를 결정하는데 있

어 불균형모멘트강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

안을 제시하였다.

2) 전단보강재가 펀칭전단강도와 불균형모멘트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단보강으로 인한 강도증진효

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유효 펀칭전단강도와 유효

폭확대계수 개념을 제안하였다.

3) 제시한 불균형모멘트-펀칭전단 상관모델을 이용하

여 전단지배파괴와 휨지배파괴와 같은 접합부의 파괴모

드 예측 방법을 제시하였다.

2. 불균형모멘트-펀칭전단 상관모델

2.1 상관모델의 기본 개념

Fig. 2는 불균형모멘트-펀칭전단 상관모델로서, 부재력

과 부재의 저항강도는 모두 구조설계기준에 기초하여 작

성한 것이다. 여기서, 수평 및 수직 축에 평행한 점선은

각각 펀칭전단과 불균형모멘트에 대한 저항 강도이고 실

선은 슬래브의 작용 하중에 의한 부재력을 나타낸 것이

다. 이때, 굵은 실선은 작용하중에 의한 슬래브의 부재

력, 표시 ●은 현재의 하중상태, 그리고 가는 실선은 하

중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슬래브의 부재력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구조설계기준은 슬래브의 위험단면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응력을 연직하중에 의한 직접전단과 불균형모멘트에

의한 편심전단의 조합응력으로 식 (1)과 같이 규정한다. 

(1)

여기서 vmax는 최대 펀칭전단응력, Vg는 연직하중에 의한

직접전단력, Ac는 슬래브의 위험단면적, γv는 편심전단에

의해 전달되는 불균형모멘트의 비율, Munb는 불균형모멘

트, c는 도심에서 위험단면까지의 거리, 그리고 Jc는 극

단면 2차모멘트이다.

식 (1)의 최대 펀칭전단응력 양변에 위험단면적 Ac를 곱

하면 위험단면에서의 최대 펀칭전단력 Vmax는 식 (2)와 같다.

(2)

여기서 γvcAc / Jc는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기하학적 특성

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 값으로 이를 K로 치환하면 위험

단면에서의 최대 펀칭전단력 Vmax는 식 (3)과 같이 기울

기 K와 y절편 Vg를 갖는 1차식이 되고 Fig. 2의 굵은 실

선과 같다.

(3)

2.2 무보강 접합부의 상관모델

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무보강 슬래브의 펀칭전단

강도 VnP는 식 (4)이고 Fig. 2에서 전단지배파괴를 나타

내는 굵은 수평점선과 같다.

(4)

여기서 Vc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펀칭전단강도, fck는 콘

크리트 설계기준강도, bo는 기둥면으로부터 d / 2만큼 떨

어진 위치에서의 위험단면 둘레길이, d는 슬래브 유효두

께이다. 이때, 식 (4)는 βc (집중하중이나 반력을 받는 면

적의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비)가 2이하이며 b0 / d가

20 이하인 내부 접합부에 한하여 적용된다.

구조설계기준에서는 불균형모멘트의 일부 γf Munb가 휨

에 의해 기둥으로 전달된다고 가정하고 휨을 전달하는

슬래브 영역을 c2 + 3h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구조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슬래브의 불균형모멘트강도 Mn,unb은

식 (5)와 같고 Fig. 2에서 휨지배 파괴의 굵은 수직점선

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는 c2 + 3h폭을 갖는 슬래브 단면의 휨

강도, γf는 휨에 의해 전달되는 불균형모멘트의 비율이다.

이때, c2는 기둥의 폭 그리고 h는 슬래브의 두께이다.

ACI-ASCE 위원회 352
3)
는 c2 + 3h폭을 갖는 슬래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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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critical and effective sections in flat plates

Fig. 2 Punching shear-unbalanced moment interrelation model

for the flat plates without shear reinfor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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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휨 강도  계산 방법을 하중 패턴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ACI-ASCE 위원회 352는 하중의

패턴을 균형하중지배 (균형모멘트에 비해 불균형모멘트

가 매우 작은 경우)와 불균형하중지배 (균형모멘트에 비

해 불균형모멘트가 매우 큰 경우)의 2가지 극한상태로

가정하였다. 먼저, 균형하중이 지배적인 경우는 슬래브

한쪽 단면의 상부철근만을 고려하여 휨 강도를 계산하고

불균형하중이 지배적인 경우는 슬래브 한쪽 단면의 상부

철근과 반대쪽 단면의 하부철근을 모두 고려하여 휨강도

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2.3 전단보강 접합부의 상관모델

슬래브에 작용하는 부재력은 전단보강재의 유무와 관

계가 없다. 그러나 부재의 저항성능은 전단보강재에 따

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구조설계기준은 전단보강 슬래

브의 펀칭전단강도 을 식 (6)과 같이 제시하였다. 

(6)

여기서, Vc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의한 펀칭전단강도 (= 1 / 6

), Vs는 보강재에 의한 펀칭전단강도이다. 이때,

구조설계기준은 식 (6)의 최대값을 무보강 슬래브 펀칭

전단강도의 1.5배까지로 한정하였다. 전단보강으로 인해

슬래브의 펀칭전단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은 Fig. 3에서

로 나타냈다.

ACI-ASCE 위원회 421
4)
은 스터드를 이용하여 전단보

강할 경우, 식 (6)에서 Vc는 1 / 4  그리고 최대

값은 2 / 3 까지 증가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지진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Vc는 1 / 8 로

감소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구조설계기준에서는 전단보강재의 유무에 관계없이 휨

으로 전달되는 불균형모멘트에 대하여, c2 + 3h폭을 갖는

슬래브 단면이 저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 결과
5)
에 의하면, 전단보강 슬래브는 기둥 근처에

휨모멘트가 집중하는 무보강 슬래브와 달리, 전단파괴가

지연되어 휨 철근의 소성재분배가 원활하게 일어난다. 이

것은 결국 무량판 슬래브를 전단보강할 경우 불균형모멘

트에 저항하는 유효폭의 범위가 확장되어 불균형모멘트

강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전

단보강 슬래브에서 유효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유효폭확

대계수 λ”로 나타냈다. 유효폭확대계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1에서 다루었고 유효폭 증가로 인해 불균형모

멘트강도가 증가하는 현상( )을 Fig. 3에

개념적으로 나타냈다.

2.4 상관모델을 통한 슬래브의 거동 분석

불균형모멘트-펀칭전단 상관모델은 Figs. 2와 3과 같이

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과 부재의 저항성능을 하

나의 모델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으므로 슬래브의 거동

분석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

먼저, 상관모델은 현재 슬래브가 받고 있는 하중의 상

태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하중의 여력, 그리고 슬래브

의 전단보강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3은 Vmax의 최대 펀칭전단력과 Munb의 불균형모멘트

가 작용하는 슬래브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최대 펀

칭전단력 Vmax는 연직하중에 의한 직접전단 성분 Vg와

불균형모멘트에 의한 편심전단 성분 Vunb로 구성된다. Fig.

2에서 무보강 슬래브의 펀칭전단 및 불균형모멘트 강도

는 각각 VnP, Mn,unb이고 Fig. 3에서 전단보강 슬래브의 펀

칭전단 및 불균형모멘트강도는 각각 , 이다.

하중이 계속 증가할 경우, 슬래브의 최종 파괴모드 즉

휨지배파괴와 전단지배파괴는 상관모델을 이용하여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휨지배파괴는 최대 전단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최대 불균형모멘트강도에 도달한 경우, 그

리고 전단지배파괴는 최대 불균형모멘트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최대 전단강도에 도달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Fig. 4

Mn c
2

3h+( ),

VnP

SR

VnP

SR
Vc Vs+ 1/2 fckbod( )≤=

fckbod( )

VnP VnP

SR
→

fckbod( )

fckbod( )

fckbod( )

Mn unb, Mn unb,

SR
→

VnP

SR
Mn unb,

SR

Fig. 3 Punching shear-unbalanced moment interrelation model

for the flat plates with shear reinforcements
Fig. 4 Prediction of failure modes for the flat plates with and

without shear reinfor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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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관모델에서 슬래브의 파괴모드를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접합부에 작용하는 연직하중의 크기가 작

을 경우 (Vg), 슬래브는 부재력선 를 따라 c점에서

휨지배파괴가 발생하고 연직하중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 ( ), 슬래브는 부재력선 를 따라 d점에서

급작스런 전단지배파괴가 발생할 것이다. 한편 동일한 연

직하중을 갖지만 접합부의 기하학이 서로 다를 경우, 부

재력선 와 같은 휨지배파괴는 부재력선 와 같

은 전단지배파괴로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관모델은

구조물에 예상치 못한 과대하중이 작용할 경우 또는 접

합부에 보강재를 이용하여 전단보강할 경우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파괴모드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3. 무량판 슬래브의 파괴강도와 상관모델

3.1 불균형모멘트강도

현행 구조설계기준에서 불균형모멘트강도는 전단보강

여부와 관계없이 c2 + 3h 폭을 갖는 슬래브 단면에 대하

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단보강재가 적

절히 보강되어 휨 철근의 소성재분배가 원활하게 일어날

경우, 실제 불균형모멘트에 저항하는 유효폭의 범위는 확

장되고 이로 인해 불균형모멘트강도는 증가한다.

Fig. 5는 무보강과 전단보강 실험체의 하중 단계에 따

른 상부철근 변형률
6)
을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층간 변

위비 상태에서, 무보강 실험체의 상부철근 변형률 (Fig.

5(a))은 기둥 중심부에 집중한 반면, 전단보강 실험체의

상부철근 변형률 (Fig. 5(b))은 슬래브 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단보강재가 펀칭전단을 지

연시키고 접합부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슬래브 폭 방향으

로 재분배하기 때문이다.

Fig. 6은 최대 불균형모멘트가 작용할 때, 무보강과 전

단보강 실험체의 상부철근 응력상태 그리고 동일 실험의

비선형해석 (ATENA 프로그램
7)
)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무보강 실험체는 기둥에 인접한 철근만이 집중

적으로 항복한 반면 전단보강 실험체는 슬래브 폭 방향

으로 철근의 항복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구조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논

문에서는 전단보강재의 유무에 따른 유효폭확대계수 (λ)

적용을 제시하였다. 유효폭확대계수를 적용할 경우, 전단

보강 슬래브의 유효폭은 구조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무

보강 슬래브의 유효폭에 확대계수을 곱하여 λ(c2 + 3h)가

된다. 결국, 전단보강 접합부의 불균형모멘트강도 는

식 (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7)

여기서 는 λ(c2 + 3h)폭을 갖는 슬래브 단면

의 휨 강도이다.

3.2 유효 펀칭전단강도

상기 언급하였듯이, 슬래브에 작용하는 불균형모멘트

가 이에 관한 저항강도를 초과하면 슬래브는 휨 파괴된

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슬래브가 불균형모멘

트에 의해 휨 파괴될 경우 슬래브의 최종적인 전단강도

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는 기존의 횡하중에 대한 일반적인 실험 결과

와 식 (1)의 편심전단응력 모델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다. 횡하중 실험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연직하중에 대

하여 횡변위하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때, 횡변위

하중은 접합부의 불균형모멘트를 유발하는데, 접합부는

최대 불균형모멘트강도에 도달한 이후 더 이상의 강도

oac

Vg′ obd

oac oae

Mn unb,

SR

Mn unb,

SR
Mn λ c

2
3h+( ),

γf

----------------------------=

Mn λ c
2

3h+( ),

Fig. 5 Distribution in steel strain of top bar
6)

Fig. 6 Distribution in bar stresses at peak load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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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없이 연성거동하거나 또는 급격히 취성 파괴된다. 

Fig. 7은 기존 횡하중 실험
6)
에서 전단밴드와 전단스터

드 보강재의 변형률을 계측한 것이다. 이들 모두 최대

불균형모멘트가 발생하는 횡변위비에서 전단보강재의 변

형률이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항복변형률과

δ 만큼의 차이를 보였다. 구조설계기준 식 (6)의 Vs는 전

단보강재가 항복강도에 도달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

러나 접합부가 주로 횡하중을 받아 불균형모멘트에 의해

휨지배 파괴되는 경우 전단보강재의 항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펀칭전단강도는 식 (6)에 의한  강도 보

다 더욱 작은 수치이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상기 분석 결과를 Fig. 3의 불균형모멘트-펀칭전단 상

관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여 보자. 먼저, 연직하중만 작

용하여 설명하면, 슬래브는 부재력선 를 따라 거동

하고 펀칭파괴강도 에 도달하게 되면 전단파괴 될

것이다. 그러나 연직하중에 횡하중이 조합되어 작용할 경

우, 슬래브는 부재력선 를 따라 거동하고 에 도

달하기 이전에 에 먼저 도달할 수 있다. 일단, 슬

래브가 불균형모멘트강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강도 증

가는 없으므로, 이런 경우 전단보강 슬래브의 유효 펀칭

전단강도 에서 파괴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휨지배파괴가 발생하는 슬래브는  또는 1.5 VnP

에 비해 훨씬 낮은 유효전단강도 에서 파괴될 수 있

고 이때 불균형모멘트강도는 펀칭전단강도에 영향을 준

다. 상기 전단보강 슬래브의 유효 펀칭전단강도 의 개

념은 Fig. 3과 같이 무보강 슬래브 유효 펀칭전단강도 VnF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균형모멘트강도 Mn,unb와 을 식 (2)에 대입하

면 휨지배파괴에서의 유효 펀칭전단강도는 식 (8) 또는

식 (9)와 같다.

 (8)

 (9)

여기서 VnF와 은 각각 무보강과 전단보강 슬래브의

유효 펀칭전단강도이다.

3.3 기존 실험 결과에 기초한 불균형모멘트-펀칭전단

상관모델 검토

Table 1은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횡하중 실험에서 무

보강과 전단보강 실험을 동시에 수행한 Islam & Park,
8)

Robertson et al.,
9)
 Elgabry & Ghali,

10)
 Choi et al.

6)
의 실험

결과 (Table 1 참조)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Vg / Vc는

식 (4)의 무보강 슬래브의 펀칭전단강도에 대한 실험체

에 작용하는 연직하중의 비율이다.

3.3.1 불균형모멘트 비교

Mtest는 실험에서 얻은 불균형모멘트강도이고 Mn,unb는

식 (5)를 이용해서 구한 불균형모멘트강도이다. 불균형모

멘트강도 계산에 있어, Vg / Vc < 0.4인 Islam and Park 실험

과 Robertson et al. 실험은 횡하중에 의한 불균형모멘트가

지배적인 경우로 가정하고 C2 + 3h내의 상하부 철근이 모

두 불균형모멘트에 저항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인 Elgabry and Ghali 실험과 Choi et al. 실험은 연직하

중에 의한 균형모멘트가 지배적인 경우로 가정하고 c2 + 3h

내의 상부 철근만을 고려하여 불균형모멘트강도를 계산

하였다. 실제 불균형모멘트강도에 대한 상하부 철근의 기

여도는 연직하중의 크기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할 것이

나 이를 정량화하기에는 관련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여

ACI-ASCE 위원회 352에 의한 2개의 극한상태만을 고려

하였다.

를 무보강 슬래브에 대한 전단보강 슬래브

의 Mtest을 나타낸 것이다. 전단보강 슬래브의 불균형모

멘트강도는 무보강 슬래브에 비하여 평균 15% 정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불균형모멘트강도는 Vg /

Vc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11,12)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전단보강 효과만을 검토하기 위하여 무보강 실험체와 유

사한 Vg / Vc를 갖는 전단보강 실험체의 결과 (Table 1에

밑줄로 표시)만을 평균한 것이다. 상기 실험 결과에 기

초할 경우, 전단보강으로 인한 유효폭확대계수 λ는 1.15

이다. 단, 여기서 증진효과 15%는 한정된 실험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매우 대략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위할 점은 불균형모멘트강도의 증가

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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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b

VnP

SR

oac VnP

SR

Mn unb,

SR

V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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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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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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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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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 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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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unb,+=

V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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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nP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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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hear reinforcement strain dat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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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량판 슬래브의 거동에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는 없다. 만약 Fig. 3에서 불균형모멘트강도 이 펀

칭전단강도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경우

슬래브의 취성지배파괴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이것은 슬

래브의 연성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설계에 있어, 부정

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는 불균형모멘트강도에 대한 실험값을 설

계값 (구조설계기준과 ACI-ASCE 위원회 352 지침 이용)

과 비교한 것으로 현행 설계모델은 안전측의 결과를 제

공하나 실험값을 매우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펀칭전단강도 비교

Vmax는 직접전단과 편심전단에 대한 실험값을 식 (2)에

대입하여 구한 최대 펀칭전단강도이다. 그리고 VnP와 은

각각 식 (4)와 (6)을 이용하여 구한 무보강과 전단보강

실험체의 펀칭전단강도이다. 여기서, 스터드 전단보강 실

험체의 강도는 ACI-ASCE 위원회 421의 지침을 적용하였

고 이때, 식 (6)에서 콘크리트의 펀칭강도 Vc는 Vg / Vc > 0.4

(균형모멘트가 지배적인 경우)에 대하여 1 / 4  그

리고 Vg / Vc < 0.4 (불균형모멘트가 지배적인 경우)에 대하

여 1 / 8 를 적용하였다.

는 무보강 실험체에 대한 전단보강 실험체

의 Vmax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에서 대부분의 전단보

강 실험체는 무보강 실험체에 비해 펀칭전단강도가 1.5

배 (구조설계기준) 또는 2배 (스터드에 대한 ACI-ASCE

위원회 421 지침)가 넘도록 설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의 평균값은 1.16으로 횡하중이 작용하

는 전단보강 슬래브의 전단증진 효과는 매우 작게 나타

났다. 은 펀칭전단강도에 대한 실험값

을 설계값 (구조설계기준과 ACI-ASCE 위원회 352 지침

이용)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현행 설계모델이 전단보강

효과에 대하여 실험값을 매우 과대평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불균형모멘트의 영향이 지배적인 실

험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3.3.3 상관모델을 이용한 파괴강도와 파괴모드

Table 1에서 VnP (또는 )와 VnF (또는 )는 각각

전단지배모드와 휨지배모드에서의 펀칭전단강도이다. 여

기서, 무보강 슬래브의 VnF는 식 (8) 그리고 전단보강 슬

래브의 은 식 (9)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때, 식

(9)에서 λ는 1.15로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최종 펀칭

전단강도 Vn은 VnP( )와 VnF( ) 중에서 작은 값으

로 결정되며, VnP( ) < VnF( )일 경우 전단지배파

괴 그리고 VnP( ) > VnF( )일 경우 휨지배파괴로

정의된다.

(15)열의 Vtest / Vn에서 Vn은 불균형모멘트-펀칭전단 상

관관계를 이용하여 결정된 최종 펀칭전단강도인데, Vn은

안전측의 결과를 제공하지만 Vtest를 매우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관모델에서 전

단과 휨지배 파괴강도는 구조설계기준 또는 ACI-ASCE

위원회 421 지침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그런데, 기본

적으로 이들 기준과 지침은 안전측 설계를 위하여 무보

Mn unb,

SR

Vn P,

SR

Mtest /Mn unb,

VnP

SR

fckbod( )

fckbod( )

V
max  

SR
/V

max

V
max  

SR
/V

max

V
max  /VnP or VnP

SR

 VnP

SR
 VnF

SR

 VnP

SR

 VnP

SR
 VnF

SR

 VnP

SR
 VnF

SR

 VnP

SR
 VnF

SR

Table 1 Published tests of interior slab-column connections subjected to V and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Source Label

Shear

reinforce-

ment

Mtest

(kNm)

Mn,unb

(kNm)

Vmax

(kN)

VnP

( )

(kN)

VnF

( )

(kN)

Vn

(kN)

Final

failure

mode

Islam and

Park
8)

2C None 0.23 35.8 23.1 1.00 1.55 178 173 1.00 1.03 129 129 1.38 F

6CS Stirrups 0.24 38.4 21.2 1.07 1.81 189 (253) 1.06 (0.74) (135) 135 1.40 F

7CS Stirrups 0.24 41.7 22.2 1.16 1.87 202 (260) 1.14 (0.78) (140) 140 1.44 F

8CS Stirrups 0.27 34.9 21.2 0.97 1.65 175 (187) 0.98 (0.93) (134) 134 1.31 F

Robertson

et al.
9)

1C None 0.17 58.3 40.4 1.00 1.44 243 260 1.00 0.94 182 182 1.34 F

2CS Stirrups 0.16 68.5 40.1 1.17 1.71 273 (367) 1.12 (0.74) (197) 197 1.39 F

3SL Stirrups 0.10 71.0 40.7 1.22 1.75 271 (414) 1.11 (0.65) (188) 188 1.44 F

4HS Studs 0.15 67.9 40.5 1.16 1.68 272 (372) 1.12 (0.73) (199) 199 1.37 F

Elgabry and

Ghali
10)

1 None 0.45 130.0 71.5 1.00 1.82 566 335 1.00 1.69 379 335 1.69 P

2 Studs 0.46 162.0 71.3 1.25 2.27 668 (657) 1.18 (1.02) (412) 412 1.62 F

3 Studs 0.85 142.0 80.0 1.09 1.78 754 (707) 1.33 (1.07) (594) 594 1.27 F

4 Studs 0.83 150.0 88.6 1.15 1.69 780 (723) 1.38 (1.08) (626) 626 1.25 F

5 Studs 1.18 105.0 89.5 0.81 1.17 786 (765) 1.39 (1.03) (779) 765 1.03 P

Choi et al.
6)

RC1 None 0.43 81.1 66.8 1.00 1.21 398 389 1.00 1.02 358 358 1.11 F

SR1 Stirrups 0.43 101.4 66.8 1.25 1.52 456 (584) 1.15 (0.78) (386) 386 1.18 F

SR2 Studs 0.43 81.4 66.8 1.00 1.22 399 (779) 1.00 (0.51) (386) 386 1.03 F

SR3 Band 0.43 99.2 66.8 1.22 1.48 450 (584) 1.13 (0.77) (386) 386 1.16 F

Vg

Vc

-----
Mtest

 SR

Mtest

------------
Mtest

Mn unb,

---------------- VnP

 SR V
max

 SR

V
max

-----------
V
max

V or VnP

 SR
---------------------- VnF

 SR V
max

 

V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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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슬래브의 펀칭전단강도와 불균형모멘트강도를 과소평

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무보강 실험체에 대한

Islam and Park 그리고 Robertson et al.의 Mtest / Mn,unb

는 각각 1.55 그리고 1.44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불균형

모멘트강도의 부정확한 예측은 휨지배모드에서 Vtest / Vn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Elgavry and Ghali의

Vmax / VnP는 1.69로, 이러한 펀칭전단강도의 부정확한 예

측은 전단지배모드에서의 Vtest / Vn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상대적으로, Choi et al.의 무보강 실험체의 실험값과

계산값은 유사한 값을 갖고 이로 인해 (15)열의 Vn은 Vtest

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

관모델의 정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보강 슬래브

의 불균형모멘트강도와 펀칭전단강도에 관한 정확한 예

측모델 선정 또는 개발이 요구된다.

(16)열은 상관모델을 이용하여 실험체의 파괴모드를 예

측한 것으로 F는 휨지배파괴 그리고 P는 전단지배파괴

를 의미한다. 여기서, Elgaby and Ghali의 실험체 1과 실

험체 2를 비교하면, 무보강 슬래브일 경우 전단지배모드

이던 것이 전단보강으로 인해 휨지배모드로 변환되는 과

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체 4와 실험체 5

를 비교하면, Vg / Vc가 0.83에서 1.18로 증가됨에 따라 파

괴모드가 다시 전단지배모드로 변환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관모델을 이용하여 파괴모드를 어떻게 정

의할 것인지 대하여 설명하였다. 단, 상관모델을 통한 파

괴모드 예측의 정확도는 휨지배와 전단지배 파괴강도의

정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접합부의 파괴모드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제 접합부의 펀칭전단과 불

균형모멘트 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강도모델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1) 횡하중에 의해 편심전단이 지배적인 경우, 전단보

강재의 전단증진 효과는 연직하중에 의해 직접전단

이 지배적인 경우에 비해 매우 작다.

2) 횡하중이 지배적인 전단보강 슬래브에 대하여, 우

리나라와 미국의 구조설계기준은 펀칭전단강도를 과

대평가하고 불균형모멘트강도를 과소평가한다. 

3) 무량판 구조에서 슬래브의 펀칭전단은 연직하중에

의한 직접전단과 불균형모멘트에 의한 편심전단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을 부재의 저항성

능에 그대로 적용하여 슬래브에 작용하는 하중영향

과 저항성능을 모두 펀칭전단과 불균형모멘트의 상

관관계로 설명하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였다.

4) 불균형모멘트-펀칭전단 상관모델에서, 휨지배 파괴

모드를 갖는 전단보강 슬래브의 유효전단강도와 전

단보강재 유무에 따라 유효폭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유효폭확대계수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5)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설계방법론을 이용할 경우, 다

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① 작용하중의 영향과 부재의 저항성능을 하나의

상관관계 모델을 통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② 접합부의 최종적인 파괴모드 예측이 가능하다.

③ 구조설계에서 하중과 전단보강재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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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조설계기준에서, 슬래브의 최대 펀칭전단응력은 연직하중에 의한 직접전단과 불균형모멘트에 의한 편심전

단의 조합응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슬래브에 작용하는 펀칭전단응력에 불균형모멘트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부재의 저항성능 즉 펀칭전단강도에는 슬래브의 불균형모멘트강도 영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

서는 불균형모멘트-펀칭전단 상관모델을 제시하였다. 상관모델에서 불균형모멘트와 펀칭전단의 하중영향 및 저항성능

관계는 2차원으로 표현된다. 상관모델을 이용하여, “슬래브의 펀칭전단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불균형모멘트강도를 어

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단보강재가 불균형모멘트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조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유효폭확대계수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상관모델은 하중과 전단보강재에

따른 펀칭전단과 불균형모멘트 강도를 실제 거동에 가깝게 정의할 수 있고 슬래브의 휨지배파괴 또는 전단지배파괴의

최종적인 파괴모드를 쉽게 예측할 수 있어 슬래브의 구조적 거동을 예측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핵심용어 :무량판구조, 펀칭전단, 불균형모멘트, 상관모델, 파괴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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