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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등가골조법을 이용한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설계

박영미
1)
*·오승용

1)
·한상환

1)

1)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Design of Flat Plate Systems Using the Modified Equivalent Frame Method

Young-Mi Park
1)*, Seung-Yong Oh

1)
, and Sang-Whan Han

1)

1)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ABSTRACT In general, flat plate systems have been used as a gravity load resisting system (GLRS) in building. Thus, this sys-

tem should be constructed with lateral force resisting system (LFRS) such as shear walls and brace frames. GLRS should retain

the ability to undergo the lateral drift associated with the LFRS without loss of gravity load carrying capacity. And flat plate system

can be designed LFRS as ordinary moment frame with the special details. Thus, flat plate system designed as GLRS or LFRS

should be considered internal forces (e.g., unbalanced moments) and lateral deformation generated in vicinity of slab joints render

the system more susceptible to punching shear. ACI 318 (2005) allows the direct design method, equivalent frame method under

gravity loads and allows the finite-element models, effective beam width models, and equivalent frame models under lateral loads.

These analysis methods can produce widely different result, and each has advantage and disadvantages. Thus, it is sometimes dif-

ficult for a designer to select an appropriate analysis method and interpret the results for design purposes. This study is to help

designer selecting analysis method for flat plate system and to verify practicality of the modified equivalent frame method under

lateral loads. This study compared internal force and drift obtained from frame methods with those obtained from finite element

method under gravity and lateral loads. For this purposes, 7 story building is considered. Also, the accuracy of these models is ver-

ified by comparing analysis results using frame methods with published experimental results of NRC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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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은 보가 없는 2방향 슬래브와 기

둥을 가진 시스템으로, ACI 318 (2005)
1)
에서 휨으로 하

중을 저항하는 모멘트 골조로 분류한다. 최근 건설되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은 중력저항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횡력저항 시스템인 전단벽이나 가새 골조를 같이 사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특별한 상세조건을 만족하

게 되면 횡력저항 시스템인 중간 모멘트 골조로도 설계

할 수 있다 (ACI 318-05 sec 21.12.6). 

지진하중과 같은 횡하중은 횡력저항 시스템의 변형을

일으키며 일체로 연결된 중력저항 시스템도 예상치 않았

던 횡변위가 발생하여, 접합부에서 큰 불균형모멘트가 발

행하게 된다. 플랫플레이트 슬래브-기둥 접합부는 뚫림

전단파괴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특히 불균형 모

멘트의 발생은 전단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중력저항 시스템으로 설계된 플랫플레이트 시

스템의 경우에도 횡하중에 의해 유발된 횡변위의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을 중력저항 또는

횡력저항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모든 경우에 중력하중과

횡하중하의 설계 내력 (모멘트와 전단력)과 변위 등의 합

리적인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ACI 318
1)
에서는 중력하중을 받는 플랫플레이트 해석

법으로 직접설계법과 등가골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횡

하중에 대해서는 유한요소해석법, 유효보폭법, 그리고 등

가골조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법은 각각 장단

점을 갖고 있으며, 매우 광범위한 해석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구조 설계자들은 적절한 해석법의 선택과 해석

결과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유한요소해석법은 가장 정확한 해석 결과를 주지만, 해

석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며, 유한요소해석에 대

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제 설계에서는 실용

적인 골조해석법들이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플랫플레이

트 시스템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거동은 복잡하고, 일반

적인 보-기둥 골조의 역학적인 거동과는 다르다. 따라서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을 위한 골조해석법은 슬래브-기둥 접

합부의 역학적 거동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하중과 횡하중 하의 플랫플레이

트 해석법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고 각 하중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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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 내력과 변위 등의 결과를 분석하여, 구조설계자

들이 적절한 해석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횡하중을 받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해석

방법으로 선행 연구
2)
에서 제안한 수정된 등가골조법의

실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7층의 플랫플

레이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탄성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고, 각각의 골조해석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골조

해석법의 정확성은 기존 플랫플레이트 구조물의 실험 결

과와 비교하여 검증되었다.

2. 횡하중 하의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거동

플랫플레이트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역학적 거동은

Table 1 (a)와 같이 중력하중과 횡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에 다르다. 이러한 역학적 거동을 근거로 하여 등가골조

법에서 사용되는 비틀림 부재의 강성은 다르게 유도된다.

그리고 Table 1 (c)와 같이 중력하중이 작용할 경우는 비

틀림 부재에서 기둥 주위의 강성이 크기 때문에 단위길

이 당 비틀림모멘트는 삼각형 형태의 분포를 가정한다.

그러나 횡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비틀림 부재의 전 길

이에 걸쳐 슬래브 강성이 일정하므로 단위길이 당 비틀

림모멘트는 크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

정으로 유도된 비틀림 부재의 강성이 중력하중과 횡하중

에 대하여 Table 1 (g)에서 식 (1)과 (2)로 각각 표현된다.

일반적인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해석 방법은 크게 등

가골조법과 유효보폭법로 분류할 수 있다. 등가골조모델

Table 1 Derivation of torsional stiffness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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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슬래브 외단의 비틀림 변형을 고려할 수 있는 비틀

림 부재의 개념을 도입하여 슬래브 모멘트가 기둥으로

전달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기존 등가골조모델의 연구

는 비틀림 부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 모델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2-7)

. 그리고 유효보폭법의 연구는

횡하중 하의 플랫플레이트 슬래브의 유효강성을 결정짓

는 유효보폭계수에 대한 연구가 주된 내용이다
8-13)

.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수정된 등가골조법
2)
의

해석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 등가골조법으로 ACI

등가골조법
1)
, Vanderbilt

5,6)
의 등가골조법, Cano와 Klingner

7)
의

등가골조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유효보폭모델은 Banchik
10)

이 제안한 유효보폭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등가골조법들은
1-7)

 횡하중 하의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해석에서 중력하중 하의 거동으로 제안된 식

(1)의 비틀림 강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모델은 횡하중하의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역학적 거동

을 명쾌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 7층 플랫플레이트 건물에 대한 결과 비교

Fig. 1의 ‘7층 플랫플레이트 예제’를 해석 대상으로 하

여 각 골조해석법의 정확성과 편리함을 비교하였다. 대

상 건물은 슬래브 두께는 200 mm, 기둥은 500 × 500 mm,

그리고 층고는 3.5 m의 7층의 플랫플레이트 건물로 일반

주거 및 사무실 용도로 계획하였다. 고정하중은 건물의

자중과 마감 및 칸막이 하중을 포함하여 6.17 kPa, 적재

하중은 2.94 kPa를 적용하였다. 횡하중은 중·약진 지역

에서 IBC
14)
에서 분류한 지진 설계분류 (seismic design

category : SDC) C 지역에 중요도 계수 1.25, 지반계수 SA~

SE, 반응수정계수 5를 이용하여 등가정적법으로 구하였

다. 여기서 구한 횡하중을 각각의 해석법에 동일하게 적

용시켰으며, 그 비교 결과에 대한 분석은 슬래브 모멘트

와 횡변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은 MIDAS-GENw
15)
를 사용하였

으며, 포아송비 (ν )와 탄성계수 (E)는 0과 25,300 MPa로

각각 가정하였다. 또한 전단 변형과 축 변형은 무시되었

다. 각 1층 기둥의 하부는 기초에 고정된 것으로 가정되

었다. 유한요소해석의 경우 슬래브는 플레이트 (plate) 요

소, 기둥은 보 (beam)요소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둥의 크

기에 따라 플레이트 요소가 분할되도록 하고, 기둥 내부

에 해당하는 플레이트 요소들이 기둥 중앙의 절점과 강

체 거동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골조해석의 경우 슬래브와 기둥은 보 요소를

사용하였다. ACI 등가골조법, Vanderbilt의 등가골조법,

Cano와 Klingner의 등가골조법, 그리고 수정된 등가골조

법을 사용한 골조해석은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강체절점

(rigid joint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법의 결과 비교를 위하여 ACI 318
1)

의 하중조합 중에서 적설하중과 풍하중을 제외한 식 (3)과

(4)를 사용하였다.

1.2D + 1.6L (3)

1.2D + 1.0E + 0.5L (4)

 
여기서 D =고정하중, E =지진하중, L =사용하중이다.

Table 2는 하중 종류에 따라 사용 가능한 플랫플레이트

의 골조해석법을 나타내었다. ACI 등가골조법과 (ACI

EFM)과 Vanderbilt의 등가골조법 (Vanderbilt EFM, 등가

기둥), 그리고 Cano와 Klingner의 등가골조법 (Cano EFM)

은 중력하중과 횡하중 하의 해석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Vanderbilt의 등가골조법 (Vanderbilt EFM, 등가슬래브)과

유효보폭법 (EBWM), 그리고 수정된 등가골조법 (MEFM)

은 횡하중 하의 해석에서만 가능하다.

3.1 중력하중에 대한 골조해석법의 비교

중력하중 하의 플랫플레이트에 대한 해석은 ACI 등가

골조법과 Vanderbilt의 등가골조법 (등가기둥), 그리고

Cano의 등가골조법을 사용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유한요

소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대상 건물의 내부 골조에 대한 2층과 5층, 그리고 지

붕층 바닥의 슬래브모멘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그 값은 기둥면에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각 해석법의

유한요소해석 결과에 대한 슬래브모멘트의 비를 나타내

었다. Table 3에서 ACI 등가골조법, Vanderbilt와 Cano의

Fig. 1 7-story flat plate example

Table 2 Analysis method for flat plate system 

Analysis

method

Gravity-load

analysis

Lateral-load

analysis

ACI EFM
1)

Used Used

Vanderbilt EFM

(equivalent column)
5,6) Used Used

Vanderbilt EFM

(equivalent slab)
4,6) Not used Used

Cano EFM
7)

Used Used

EBWM
10)

Not used Used

MEFM
2)

Not used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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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골조법은 각 층에서 매우 유사한 슬래브 모멘트 값

을 보인다. 그러나 외단 경간의 외부 기둥면 슬래브모멘

트의 경우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70% 내외의 결과를

나타낸다. Regan
16)
과 Murray

17)
는 식 (1)의 비틀림 강성의

유도과정이 주로 내부 기둥과 관계되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골조해석법들의 슬래브모멘트를 비교한 결과 ACI 등

가골조법, Vanderbilt와 Cano의 등가골조법 모두 중력하

중하의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에 대한 해석법으로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3.2 횡하중에 대한 골조해석법의 비교

횡하중하의 플랫플레이트에 대한 해석은 ACI 등가골

조법과 Vanderbilt와 Cano의 등가골조법, 유효보폭법, 그

리고 수정된 등가골조법을 사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횡

하중은 중·약진 지역에 대한 지반조건 SA~SE의 지진하

중이다. 지반 조건 SE의 지진하중에 대하여 각 골조해석

법으로 얻은 슬래브모멘트와 해석법의 유한요소해석 결

과에 대한 슬래브모멘트의 비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Vanderbilt의 등가슬래브 모델은 등가기둥 모델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등가슬래브 모델

의 결과는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4에서 Vanderbilt와 Cano의 등가골조법은 지붕층

을 제외한 각 층에서 매우 유사한 슬래브모멘트 값을 보

인다. 그러나 외단 스팬의 외부 기둥면 슬래브모멘트의

경우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120%, 내단 스팬의 내부 기

둥면의 경우는 80% 내외의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유

효보폭법과 수정된 등가골조법은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가장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ACI 등가골조법의

슬래브모멘트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가장 큰 차이를 보

이며, 특히 외단 스팬의 외부 기둥면의 경우는 최대 164%

정도 과대평가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

내는 이유는 ACI 등가골조법이 등가기둥 강성을 사용하

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기둥과 식 (1)의 비틀림 부

재의 강성을 조합하여 계산된 등가기둥 강성은 실제 기

둥강성보다 작다. 등가기둥을 사용하고 있는 ACI 등가

골조법의 결과는 실제 기둥을 사용하는 다른 해석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슬래브에 모멘트가 집중하게 되고,

이 현상은 기둥과 한 개의 슬래브가 만나는 외부접합부

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

Fig. 2는 대상 건물의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한 각

골조해석법의 횡변위를 나타내었다. ACI 등가골조법,

Vanderbilt와 Cano의 등가골조법은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할 때 횡변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등가기둥의 강성을 사용하는 ACI 등가골조

법은 가장 큰 횡변위를 보인다. 반면에 유효보폭법과 수

정된 등가골조법은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10% 이내의 차

Table 3 Slab moments at column face for 1.2D+1.6L (unit: kN·m)

ACI-EFM Vanderbilt EFM (column) Cano EFM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Exterior

column

I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Ex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Roof floor 
−98.4

(74%)

−186.5

(104%)

−187.1

(101%)

−88.2

(67%)

−191.6

(107%)

−188.3

(102%)

−89.4

(68%)

−191.3

(107%)

−188.0

(102%)

5th floor 
−114.9

(76%)

−188.2

(106%)

−185.2

(101%)

−101.0

(67%)

−193.7

(110%)

−186.6

(102%)

−101.2

(67%)

−193.1

(109%)

−187.5

(102%)

2nd floor 
−85.8

(65%)

−209.5

(106%)

−193.9

(102%)

−83.4

(63%)

−210.7

(106%)

−194.1

(102%)

−83.3

(63%)

−210.8

(107%)

−194.1

(102%)

( ): Denotes the ratio of the analysis results obtained from each method to those from finite element method

Table 4 Slab moments at column face for 1E (unit: kN·m)

ACI-EFM Vanderbilt EFM Cano EFM EBWM MEFM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Ex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Ex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Ex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Ex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Roof

floor 

20.7

(83%)

−14.3

(66%)

18.6

(81%)

28.8

(116%)

−21.3

(98%)

23.6

(98%)

31.52

(126%)

−22.0

(101%)

24.0

(101%)

23.8

(95%)

−21.3

(98%)

22.8

(96%)

24.2

(97%)

−22.2

(103%)

−23.3

(98%)

5th

floor

103.5

(122%)

−82.6

(103%)

69.8

(89%)

105.6

(124%)

−82.3

(103%)

67.4

(86%)

102.1

(120%)

−79.5

(99%)

65.4

(84%)

86.9

(102%)

−82.4

(103%)

81.7

(105%)

86.0

(101%)

−82.6

(103%)

81.6

(104%)

2nd

floor

140.6

(164%)

−111

(139%)

83.6

(111%)

104.8

(122%)

−82.9

(103%)

62.4

(83%)

100.8

(117%)

−79.7

(99%)

59.9

(79%)

93.7

(109%)

−88.3

(109%)

84.7

(112%)

90.8

(106%)

−86.7

(108%)

83.2

(110%)

( ): Denotes the ratio of the analysis results obtained from each method to those from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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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며 가장 근사한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유효

보폭법이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

된 Banchik
10)
의 유효보폭계수가 유한요소해석에 기초

하여 제안된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효보폭

법은 슬래브를 단순히 보로 치환하기 때문에 슬래브-

기둥의 역학적 거동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횡하중에서 사용가능한 ACI 등가골조법, Vanderbilt와

Cano의 등가골조법은 중력하중 하의 플랫플레이트의 거

동을 근거로 하여 유도된 식 (1)의 비틀림 부재의 강성

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들 해석법 역시 횡하중 하의 플

랫플레이트 시스템의 역학적인 거동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에 횡하중 하의 역학적 거동을 바탕으로 제

안된 수정된 등가골조법은 다른 해석법과 비교할 때 플

랫플레이트 시스템의 부재력과 횡변위를 가장 정확히 예

측하고 있다.

3.3 조합하중에 대한 골조해석법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ACI 등가골조법, Vanderbilt와 Cano의

등가골조법의 경우, 조합하중 하의 슬래브모멘트는 각각

단독 모델을 사용하여 얻었다. 반면에 유효보폭법과 수

정된 등가골조법은 횡하중에 대한 해석만 가능하므로, 중

력하중하의 슬래브모멘트는 ACI 등가골조법을 사용하여

얻었다. 조합하중 하의 해석 결과의 기준 값은 ACI 등

가골조법에 의한 중력하중에 대한 슬래브모멘트와 유한

요소해석에 의한 횡하중에 대한 슬래브모멘트를 조합한

값으로 하였다. 조합하중 하의 해석에 사용된 횡하중은

중·약진 지역에 대한 지반 조건 SA~SE의 지진하중이며,

지반 조건 SE에 대하여 각 골조해석법으로 얻은 슬래브

모멘트와 기준 값에 대한 슬래브모멘트의 비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지반 조건 SE에서 ACI 등가골조법, Vanderbilt

와 Cano의 등가골조법은 기준 값의 84~155% 슬래브모멘

트를 보인다. 반면에 유효보폭법과 수정된 등가골조법은

기준 값과 10% 이내의 차이를 나타낸다. 

Fig. 3은 지반 조건 SA~SE에 따라 각 해석법의 기준 값

에 대한 최대 슬래브모멘트 비를 나타낸 것이다. 대상

건물의 2층 바닥에 대한 내단 스팬의 내부 기둥면의 슬

래브모멘트에 대한 값이다. ACI 등가골조법의 해석 결

과는 기준 값의 140~155%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

Vanderbilt와 Cano의 등가골조법은 기준 값에 대하여

110~120%, 유효보폭법은 110% 이내의 결과를 보인다.

반면에 수정된 등가골조법의 해석 결과는 지반 조건에

따른 기준 값과 가장 유사한 값을 보인다. 

조합하중을 받는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의 구조 설계는

설계 내력뿐만 아니라 횡변위에 대한 예측도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정확한 횡변위의 예측을 위하여, 횡하중에

대한 해석법은 ACI 등가골조법, Vanderbilt와 Cano의 등

가골조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횡하중하의 역학적 거동을

잘 나타내는 수정된 등가골조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횡하중에 대한 해석은 수

정된 등가골조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계 내

력과 횡변위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Lateral displacement of analysis method

Table 5 Slab moments at column face for 1.2D + 0.5L + 1E (unit: kN·m)

ACI-EFM Vanderbilt EFM Cano EFM EBWM MEFM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span
Interior

span

Ex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Ex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Ex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Ex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Ex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Interior 
column

Roof 

floor

−193.7

(84%)

−218.1

(91%)

−153.2

(85%)

−208.8

(91%)

−223.4

(93%)

−166.4

(93%)

−235.5

(103%)

−241.8

(101%)

−202.1

(112%)

−228.9

(100%)

−236.1

(99%)

−175.1

(97%)

−233.2

(102%)

−238.2

(100%)

−177.2

(99%)

5th

floor

−495.9

(103%)

−438.3

(93%)

−532.6

(118%)

−498.2

(104%)

−429.6

(91%)

−531.5

(118%)

−486.2

(101%)

−420.8

(90%)

−516.5

(115%)

−494.9

(103%)

−490.0

(104%)

−460.4

(102%)

−495.8

(103%)

−489.5

(104%)

−456.8

(101)%

2nd 

floor

−638.6

(128%)

−504.5

(109%)

−672.3

(155%)

−513.9

(103%)

−412.7

(89%)

−515.1

(119%)

−500.0

(100%)

−401.9

(87%)

−497.9

(115%)

−536.0

(108%)

−509.1

(110%)

−468.9

(108%)

−529.5

(106%)

−502.4

(107%)

−456.5

(105%)

( ): Denotes the ratio of the analysis results obtained from each method to those from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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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와 골조해석법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고층 플랫플레이트 구조물의 횡변위 예

측에 대한 평가는 Canadian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모델)
5)
의 후원으로 진행된 실험체의 실험 결과를 대상으

로 하였다. Fig. 4의 NRC 모델은 7층 높이의 플랫플레

이트 구조물의 축소 모델이다. 구조물의 장변과 단변 방

향에 대한 횡변위는 444.8 N의 하중을 4, 6, 8층 바닥에

각각 가력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8층 바닥에 하중을 가력하여 얻은 횡변

위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이 모델은 큰 균열이 발견되

지 않았으므로 해석에 있어서 균열에 대한 영향은 무시

되었고, 전단변형의 영향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Fig. 5에는 NRC 모델의 가력 방향에 따라 측정된 횡

변위와 골조해석법으로 얻은 횡변위를 나타내었다. 가력

방향의 슬래브 변장비 L1/L2가 1.57인 경우 ACI 등가골

조법, Vanderbilt와 Cano의 등가골조법의 횡변위는 15%

정도 과대평가한다. 그러나 유효보폭법과 수정된 등가골

조모델의 횡변위는 실험체에서 측정된 횡변위와 가장 근

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력 방향의 슬래브 변장비 L1/L2가 0.64인 경우 ACI

등가골조법의 횡변위는 40%, Vanderbilt와 Cano의 등가

골조법은 70% 정도 과대평가한다. 그리고 유효보폭법과

수정된 등가골조모델의 횡변위는 10% 내외의 오차를 나

타냈다. 유효보폭법과 수정된 등가골조법의 결과는 슬래

브 변장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러나 수정된

등가골조법은 유효보폭법과 다르게 횡변위를 약간 과대

평가하여 나타내는데, 이는 실제 설계에서 안전 측의 값

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등가슬래브 개념을 사용한

수정된 등가골조법은 횡하중 하에서 플랫플레이트의 역

학적 거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각 하중 상태에서의 플랫플레이트를 위

한 해석법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중력하중하의 플랫플레이트의 해석에서 ACI 등가

골조법, Vanderbilt와 Cano의 등가골조법으로 얻은

슬래브모멘트는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2) 중·약진 지역에 대한 지반조건 SA~SE에 따른 각

횡하중에 대하여 유효보폭법과 수정된 등가골조법

이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가장 근접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ACI 등가골

조법, Vanderbilt와 Cano의 등가골조법은 중력하중

하의 플랫플레이트의 거동을 근거로 하여 유도된

비틀림 부재의 강성을 사용하므로, 플랫플레이트 시

스템의 역학적인 거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지반 조건에 따른 조합하중하의 슬래브모멘트는 중

력하중에 대한 ACI 등가골조법의 해석 결과와 횡

하중에 대한 수정된 등가골조법의 해석 결과를 조

합한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조

합하중하의 정확한 횡변위의 예측을 위해서도 횡하

중하의 역학적 거동을 잘 나타내는 수정된 등가골

조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Slab moment ratios according to soil type 

Fig. 4 Dimensions of NRC model

Fig. 5 Lateral deflections of NR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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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RC 모델의 횡변위 결과와 비교할 때, 유효보폭법

과 수정된 등가골조법은 실험 결과와 매우 근접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수정된 등가골조법은 유

효보폭법과 다르게 횡변위를 약간 과대평가하여 나

타내는데, 이는 실제 설계에서 안전측 값을 제공할

것이다. 

5) 기존의 해석 모델과 비교할 경우, 수정된 등가골조

모델이 슬래브모멘트, 횡변위 결과에서 더 나은 결

과를 주는 것은 횡하중하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하중 전달 메커니즘을 반영한 모델이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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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은 주로 전단벽과 가새 골조와 같은 횡력저항 시스템과 함께 중력저항 시스템으로 사용

된다. 따라서 지진과 같은 횡하중이 작용할 때, 중력저항 시스템은 중력하중에 대한 전달 능력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연

결된 횡력저항 시스템의횡변위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은 지진에 대한 특별 상세조건에 만

족하면 중간 모멘트 골조로써 횡력저항 시스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횡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플랫플레이트 시

스템은 횡변위와 불균형모멘트로 인한 뚫림 전단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플랫플레이트 시스템을 중력 저

항 또는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모든 경우에 중력하중뿐만 아니라 횡하중하의 설계 내력 (모멘트와 전단력)과

변위 등의 합리적인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ACI 318 (2005)에서는 중력하중에 대한 해석시 직접설계법과 등가골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횡하중에 대한 해석으로 유한요소법, 유효보폭법, 등가골조법을 허용한다. 이러한 해석법은 각각 장단

점을 갖고 있으며, 매우 광범위한 해석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구조 설계자들은 적절한 해석법의 선택과 해석 결과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플레이트 해석법에 대한 구조 설계자들이 적절한 해석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횡하중에 대한 해석 방법으로 수정된 등가골조법의 실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력하

중과 횡하중을 받는 7층의 플랫플레이트 구조물에 대한 내부력과 횡변위를 대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각 골조

해석법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골조해석법의 정확성은 기존 플랫플레이트 슬래브 구조물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

여 검증하였다. 

핵심용어 : 플랫플레이트, 등가골조법, 구조물 해석, 횡하중, 중력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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