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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frame analysis method for flat plate slabs having edge beam under lateral

loads. Flat plate system is defined as the system only with slab of uniform thickness and column. However, the slab system gen-

erally incorporate edge beams at exterior connection in actual design. ACI 318 (2005) allows three methods for conducting flat

plate system analysis subjected to lateral loads. There are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the equivalent frame method (EFM),

and the effective beam width method (EBWM). Among methods, the EBWM enables us to analyze practically by substituting the

actual slab to beam element. In this model, the beam element has a thickness equal to that of the slab, and effective beam width

equal to some fraction of the slab transverse width. However, the established EBWM was generally proposed for variables of geom-

etry or stiffness reduction factor and seldom proposed for the effect of edge beams. This study verifies that, in the case of flat plate

system having edge beams at exterior connections, the lateral stiffness is considerably larger than without edge beams. Therefore

it need to analysis method for considered the effect of edge beams. In this study, an analysis model is proposed for the flat plate

system having edge beams under lateral loads by considering the effect of edge beams. To verify the accuracy of proposed model,

this study compared results of the proposed EBWM with results of FEM of flat plate systems having edge beams under lateral

loads. Also, the proposed approach is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of former research.

Keywords : effective beam width, flat-plate system, edge beam, lateral load

1. 서 론

최근 층고 절감과 자유로운 공간 구성 등으로 사용 추

세가 높아지고 있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은 보가 없는

슬래브와 기둥으로 구성되지만 일반적으로 설계에서는

슬래브에 테두리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테두리보

는 수평하중이 작용할 때 전체 구조물의 횡 강성에 변

화를 줄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실험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ACI 318
1)
에서는 수평하중을 고려한 플랫플레이트 시

스템 해석법으로 유한요소해석법, 등가골조법, 유효보폭

법을 허용하고 있다.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하면 가장 정

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많은 요소가 필요하

고 해석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용

적인 해석 방법이 요구된다.

등가골조법은 슬래브-기둥 접합부를 슬래브-보, 기둥,

그리고 비틀림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비틀림 요소의 강성은 등가 기둥 또는 등가 슬래브로 치

환됨으로써, 3차원의 모델은 등가 강성을 갖는 2차원 모

델로 표현된다. 등가골조법은 비틀림 요소를 사용하기 때

문에 테두리보의 영향을 반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비틀

림 부재의 강성은 중력 방향 하중이 지배적인 경우의 역

학적 거동을 근거로 유도되었다. 중력 방향 하중이 지배

적인 경우와 수평하중이 지배적인 경우 골조의 역학적

거동은 다르기 때문에, 중력하중에 대하여 유도된 비틀

림 부재의 강성은 수평하중이 지배적인 경우의 플랫플레

이트 시스템의 해석 결과에 차이를 줄 수 있다
2)
. 

유효보폭법은 슬래브-기둥 접합부를 슬래브-보, 기둥요

소로 치환함으로써 실용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

법이다. 이때 슬래브-보는 실제 슬래브와 같은 두께를 갖

고, 길이는 슬래브에 유효보폭계수를 적용함으로써 슬래

브의 휨 강성과 동일한 강성을 갖도록 한다. 

유효보폭에 의한 해석은 등가골조법보다 해석의 과정

이 단순하고, 또한 수평하중에 대한 역학적 거동을 바탕

으로 제안되었으므로 수평하중을 받는 플랫플레이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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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평가에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유효보폭에 관

한 연구는 보통 기하학적 영향을 고려한 탄성유효보폭에

관한 연구
3-10)
와 균열에 의해 슬래브의 강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적용하기 위한 강성감소계수에 관한 연구
10,11-14)

가

대부분이고 테두리보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횡강성에 대한

테두리보의 영향을 알아보고,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

여 수평하중을 받는 테두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트 시스

템의 유효보폭계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횡 강성에 대한 테두리보의 영향

플랫플레이트 슬래브가 수평하중을 받을 때, 기둥 근처

의 슬래브는 기둥과 함께 회전한다. 그러나 Fig. 1(a)와

같이 기둥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 따라 슬래브는 기둥

의 회전과 각기 다른 회전을 겪는다. 유효보폭모델은 이

러한 슬래브의 복잡한 3차원 거동을 단순화하여, 슬래브

를 Fig. 1(b)와 같이 α l2의 유효폭과 실제 슬래브 두께를

갖는 보로 치환한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러한 거동을 근거로 한 유효보폭모델은 테두리 보를 갖

지 않는 순수한 플랫플레이트 슬래브 시스템에 대한 연

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테두리 보를 갖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

에 대한 유효보폭모델은 Banchik
9)
이 제안한 유효보폭 식

(1)과 (2)를 이용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내부골조) (1)

    (외부골조) (2)

여기서 c1과 l1은 하중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기둥 폭과

슬래브 길이, v는 포아송비이다. 또한 식 (1)과 (2)는 c2 /

c1가 0.5에서 2.0사이의 값과 l2 /l1가 0.67과 1.5사이의 값

일 때 사용할 수 있다. 

Banchik의 유효보폭 식 (1)과 (2)는 Hwang과 Moehle
12,13)

에 의해 플랫플레이트 실험 결과를 통하여 검증된바 있

으나, 테두리보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테두리보의 횡 강성의 증가를 고려할 수 있는 유효보폭

보정계수를 찾아서 식 (1)과 (2)에 적용하여 새로운 유효

보폭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횡 강성에 대한 테두리보의 영향

을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유한요소모델로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을 해

석하기 위해서 기둥은 보 요소, 슬래브는 판 요소를 사

용하여 모델링한다. 그러나 테두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

트 시스템의 경우 테두리보를 모델링 할 수 있는 명확

한 모델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입체요소 (solid)는 임의 3차원 공간상에 4개, 6개 또는

8개의 절점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절점당 3방향의 이동변

위자유도를 갖는 특징이 있으며, 3차원 구조물의 모델링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입체요소는 기둥, 슬

래브뿐만 아니라 테두리보의 모델링도 가능하다
15,16)

.

본 연구에서는 횡하중에 대한 테두리보를 갖는 플랫플

레이트 시스템의 해석에서 슬래브의 자중과 중력하중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본 포아송비는 0으로

하였다. 사용된 해석프로그램은 범용해석 프로그램인

MIDAS-Gen
17)
을 이용하였다.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내부골조 및 외부골조에 테두

리보가 없는 경우와 테두리보가 있는 경우의 횡 강성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0.25 m × 0.25 m × 0.2 m의 크기

를 갖는 입체요소 (solid)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였다. 입체요소로 모델링 된 대상건물의 횡 강성 평가

는 요소의 특징에 따라 횡방향 변위를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대상 건물은 Fig. 2 (a)와 같이 외부 접합부만을 갖는

6 m × 6 m의 슬래브 경간, 3.5 m의 층고를 갖는 플랫플레

이트 시스템으로, 기둥의 단면은 0.5 m × 0.5 m, 슬래브의

두께는 0.2 m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해석 모델은 Fig. 2 (b)와 같이 테두리보가 없는 플랫플

레이트 접합부와 그림 Fig. 2 (c)와 같이 테두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트 접합부로 모델링하였으며, 테두리보는보의

폭과 깊이를 각각 0.3 m~0.5 m와 0.5 m~0.8 m로 변화시켜,

보 크기에 따른 횡 강성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be 5c
1

1

4
---l1+⎝ ⎠

⎛ ⎞ 1

1 v
2

–
-------------=

be 3c
1

1

8
---l1+⎝ ⎠

⎛ ⎞ 1

1 v
2

–
-------------=

Fig. 1 Concept of effective beam width model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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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유한요소모델의 해석 결과를 테두리보가 없

는 외부 접합부의 횡 강성 (K)에 대한 테두리보가 있는 외

부 접합부의 횡 강성 (KB)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테두

리보의 크기가 커질수록 횡 강성이 증가하며, 0.5 m × 0.8 m

의 테두리보를 갖는 경우 최고 45% 강성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수평하중을 받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에 테두

리 보를 사용한다면 더 나은 횡 강성을 보유할 수 있으

며, 증가된 횡 강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테두리보를 갖

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해석 방법 또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테두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트의 유효보폭계수 제안

3.1 테두리보의 영향에 따른 유효보폭보정계수 제안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은 테두리보가 추가됨에 따라 비

틀림 강성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횡 강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비틀림 강성에 관계되는 변수로

단면 극 2차모멘트 (J)와 면적 (A)이 있다. 따라서 유한요

소해석을 수행하여 테두리보에 의한 횡 강성의 증가 추

세를 단면 극 2차모멘트와 면적과의 관계에서 찾아보았다.

Fig. 4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단면 극 2차모멘트 (J)와

단면적 (A)을 나타낸 것이다. 테두리보가 없는 플랫플레

이트 시스템의 경우, 단면 극 2차모멘트와 면적은 기둥

의 폭 (c1)과 슬래브의 두께 (hs)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Figs. 5와 6은 테두리보가 없는 외부 접합부에 대한 테

두리보가 있는 외부 접합부의 횡 강성의 비를 테두리보

의 단면 극 2차모멘트 비율 (Fig. 4의 JB / JA)과 단면적

비율 (Fig. 4의 AB / AA)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단면 극

2차모멘트와 단면적에 대한 표준편차는 각각 1.851과

0.592, 그리고 상관계수는 각각 0.952와 0.995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편차와 상관계수에 따라 면적비

Fig. 2 Analysis model of flat plate system

Fig. 3 Lateral stiffness ratio with respect to the edge beams

Fig. 5 Lateral stiffness ratio with respect to the polar moment

of inertia (J)

Fig. 4 Polar moment of inertia (J) and are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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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hb) / (c1 × hs)가 테두리보의 크기에 따른 횡 강성 증

가를 더 적절하게 평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Fig. 7과 같

이 유효보폭 보정계수 γ는 면적비를 변수로 하여 MATLAB

의 서브프로그램인 fmins.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

하여 식 (3)을 얻었다. 여기서 보정계수는 테두리 보를

갖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유한요소해석으로 얻은 횡

강성에 수렴하는 유효보폭을 테두리 보가 없는 플랫플레

이트의 유효보폭으로 나누어 계산되었다.

(3)

여기서 b는 테두리보의 폭, hb는 테두리보의 깊이, c1은

기둥 폭, hs는 슬래브의 두께이다.

3.2 슬래브변장비와 기둥변장비의 영향에 따른 유효보

폭 보정계수 제안

유효보폭 보정계수 식 (3)은 슬래브의 변장비가 1.0에

대하여 제안된 식이므로 슬래브의 변장비가 1.0이 아닌

경우에 대한 강성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슬

래브 변장비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둥의 크

기는 0.5 m × 0.5 m, 보의 크기는 0.5 m × 0.8 m로 일정하

게 하고 슬래브 변장비의 범위를 Banchik이 제안한 식에

근거하여 0.67과 1.5 범위의 모델에 대하여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하였다. 

Fig. 8은 유한요소해석으로부터 얻은 횡 강성 (KFEM)에

대한 제안식 (3)을 사용한 유효보폭모델로부터 얻은 횡

강성 (KEBWM)의 비를 슬래브 변장비 (l1 / l2)에 따라 나타

내었다. 식 (3)을 사용한 유효보폭모델의 결과는 유한요

소해석의 결과보다 내부 골조에서는 최고 11%, 외부 골

조에서는 최고 14%의 오차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슬래브 변장비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안된 식 (3)을 갖는 유효보폭모델은 테두리보가 있

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횡 강성을 l1 / l2의 값이 1.0

이하인 경우 과소평가 하고, l1 / l2이 1.0 이상인 경우는

과대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테두리보의 영향을 고려하여

제안된 식 (3)에 슬래브 변장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

여 l1 / l2의 역수를 취하여 식 (3)을 다음의 식 (4)과 같

이 수정하였다.

(4)

또한 기둥 변장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기둥 변장비가 1.0인 경우의 모델인 식 (3)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보의 크기는 0.5 m × 0.8 m,

슬래브의 크기는 각각 6 m × 6 m로 일정하게 하고 기둥

변장비의 범위는 Banchik이 제안한 식에 근거하여 0.5와

2.0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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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ateral stiffness ratio with respect to the area (A)

Fig. 7 Regression of coefficient with respect to the area of

edge beams Fig. 9 Stiffness ratios with respect to column aspect ratio (c1 / c2)

Fig. 8 Stiffness ratios with respect to column aspect ratio (l1 /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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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는 유한요소해석에 대한 제안식 (3)을 적용한 유

효보폭모델로부터 얻은 횡 강성의 비를 기둥 변장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기둥 변장비에 따른 영향은 슬래브

변장비와는 다르게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기둥 변

장비가 2.0일 때를 제외하고 유한요소해석의 결과에 비

하여 약 7% 이내의 오차를 보임으로써 기둥 변장비는

테두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트의 횡 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기둥 변장비에

대한 영향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테두리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유효보

폭은 다음 식 (5)와 (6)으로 결정된다. 식 (5)와 (6)은 Banchik

의 유효보폭 식 (1)과 (2)에 테두리보의 횡 강성 증가를

고려한 보정계수 식 (4)를 곱하여 얻어진다.

(내부골조) (5)

(외부골조) (6)

4. 검 증

 4.1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제안된 해석 모델의 비교

제안된 유효보폭 식 (5)와 (6)을 검증하기 위하여, 유

효보의 깊이는 슬래브의 두께를 그대로 사용하고, 유효

보폭은 내부골조의 외부 접합부에서 식 (5)를 사용하고,

외부골조의 외부 접합부에서 식 (6)은 사용하였다.

Fig. 10은 입체요소를 이용한 유한요소모델에 대한 γbe

로 치환한 유효보폭모델의 횡 강성비를 보의 크기에 따

라 내부골조와 외부골조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때,

Banchik의 제안식을 사용한 유효보폭모델과 유한요소모

델의 횡 강성 결과를 함께 나타냄으로써 테두리보가 있

는 플랫플레이트의 횡 강성 평가에 있어서 기존 제안된

식을 사용한 유효보폭모델을 평가하였다. 

Fig. 10(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Banchik이 제안한 식

(1)에 의한 유효보폭모델은 유한요소모델에 의한 결과값

보다 테두리보가 있는 내부골조의 외부 접합부를 최고

28% 저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식 (5)로 γbe로 치

환하여 해석한 테두리보가 있는 내부골조의 외부 접합부

의 강성은 유한요소모델의 해석 결과와 약 1% 이내의

오차만이 발생하였다.

 또한 Fig. 10 (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Banchik이 제

안한 식 (2)에 의한 유효보폭모델은 유한요소모델에 의

한 결과보다 테두리보가 있는 외부골조의 외부 접합부를

최고 24% 저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식 (6)을 사용하여 γbe로 치환한 외부골조의 경우에는 유

한요소모델의 결과와 5% 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따라서 테두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트에 대해 제안된

유효보폭 γbe는 기존에 제안된 모델보다 테두리보에 의

해 증가된 횡 강성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2 실험 결과와 해석 모델과의 비교

제안된 식을 이용한 유효보폭 모델의 횡변위 예측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Diebold와 Moehle
18)
에 의해 수행된

진동대 동적 실험 결과를 대상으로 결과를 비교하였다. 

진동대 실험의 실험체는 Fig. 11과 같이 3경간의 2층

구조물로 테두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이다. 이

구조물의 실험 결과에 대하여 유효보폭모델을 이용한 해

석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결과와 해석모델 횡 강성의 비교를 위하여 테두리

보를 갖는 내부골조의 외부 접합부는 식 (5)를 사용하여

유효보폭을 산정하였으며, 내부골조의 내부접합부는 Banchik

이 제안한 식 (1)로 계산된 유효보폭을 사용하였다.

유효보폭모델의 경우, 슬래브와 기둥은 보 요소를 사

용하였고 사용된 단면 및 재료 특성은 실험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였다. 기초하부의 transducer는 1.38 × 10
7
mm

4
의

단면 2차모멘트와 325 mm
2
의 전단면적을 갖는 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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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ateral stiffness ratio with respect to edge beams in

interior frame and in exterior frame Fig. 11 Experimental specimen by Diebold and Moeh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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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델링 하였다
18)

.

Fig. 12는 Diebold와 Moehle의 진동대 동적 실험으로

부터 얻은 횡 강성, 제안된 식을 이용한 유효보폭모델의

해석 결과, 그리고 테두리보의 고려가 없는 유효보폭모

델의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실험으로부터 측

정된 횡 강성은 건물의 전단력을 지붕층 횡 변위로 나

누어 계산되었다.

탄성 범위는 수평 변위비 1/800, 슬래브의 균열을 고

려한 비탄성 범위는 수평 변위비 1/200에서 측정된 실험

결과와 해석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석 모델에 슬

래브의 균열을 고려하기 위하여 Hwang과 Moehle
11-13)
가

제안한 다음 식 (7)을 사용하였다. 진동대 실험체는 식

(7)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

 (7)

여기서 c / l는 기둥 단면크기와 슬래브 경간에 대한 비

율이고, LL은 사용 활하중 (lb / f t
2
)이다. 식 (7)은 fck =

27.6 MPa, f y = 414 MPa일 때 사용된다.

Fig. 12 (a)와 같이 탄성해석범위에서 본 연구의 제안

식 (5)을 사용하여 얻은 유효보폭의 횡 강성은 실험 결

과의 97%를 나타났다. 그러나 Banchik이 제안한 식 (1)

을 사용한 유효보폭모델은 테두리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 횡 강성을 25% 저평가한다. 

또한 수평 변위비 1/200의 범위에서 제안식 (5)를 사용

하여 얻은 유효보폭의 횡 강성은 실험 횡 강성의 91%를

나타냈으며, Banchik이 제안한 식 (1)을 사용한 유효보폭

모델은 28% 저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수평하중하의 테두리보를 갖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유효보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테두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횡 강성은

테두리보가 없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보다 큰 강성

을 보유한다. 따라서 증가된 횡 강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테두리보를 갖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해

석 방법 또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플랫플레이트에서 테두리보의 추가로 인한 횡 강성

의 증가는 주로 테두리보의 단면적과 슬래브 변장

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테두리보를 고려한

유효보폭모델에서 유효보폭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내부골조)

(외부골조)

3) 제안된 식을 이용하여 테두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

트접합부를 유효보폭모델로 치환한 후 유한요소모

델의 결과와 비교할 때, 내부골조에서 1%, 외부골

조에서 5%의 오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제안된 유효보폭모델과 진동대 동적 실험의 결과를

비교할 때, 탄성 해석 범위에서 진동대 동적 실험

의 초기 강성을 적절히 나타내었으며, 강성 감소를

적용한 경우에도 적절히 평가하고 있다. 

5) 테두리보를 고려하여 제안된 유효보폭모델은 테두

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트의 강성 및 변위를 예측

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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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Lateral stiffness ratio at drifts of 1/8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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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수평하중 하의 테두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해석 방법을 제안 하는 것이다.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은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지지하는 구조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설계에서는 테두리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평하중 하의 플랫플레이트를 해석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ACI 318 (2005)에서 유한요소법, 유효보폭

법, 등가골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유효보폭법은 슬래브를 보요소로 치환함으로써 실용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

는 해석 방법이다. 유효보폭법에서의 보 요소는 슬래브와 같은 두께와 실제 슬래브에 대하여 어떠한 비율로 정의되는

유효보폭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유효보폭법에 관한 연구는 기하학적 변수에 대한 연구나 강성 감소 계수에 관한 연구

가 일반적이고 테두리보를 고려해 줄 수 있는 유효보폭모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테두

리보가 없는 플랫 플레이트 시스템의 횡 강성보다 테두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횡 강성이 더 큰 강성을 확

보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테두리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해석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하중에 대한 테두리보가 있는 플랫플레이트의 유효보폭모델을 제안하였다

. 제안된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제안된 유효보폭모델의 결과값을 유한요소해석의 결과값과 비교하였다. 또한 제안된 유

효보폭모델의 결과값과 기존에 수행된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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