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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층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 시 하부 공용공간을 확보

하거나 지하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이슬래브 시스

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Yoon et al., 2008; 2009). 

따라서, 구조체 하중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구간인 전

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합리적인 구조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최대 4.0m에 이르는 전이슬래브의 두께로 인하여 지

하주차장 및 하부 공용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

한 두꺼운 전이슬래브 시공으로 공사비 증가, 시공성 저하와 

같은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용공간 활용성 증

대, 원가절감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서는 전이슬래브의 두께

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이슬래브의 두께는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 

2면 전단강도 확보를 위해 결정된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전이

슬래브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이슬래브 층은 피트층의 

설비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Fig. 1과 같이 전

이슬래브-기둥 접합부에 역드랍 패널을 설치하여 전이슬래브 

2면 전단강도를 확보하고 역드랍 패널이 설치되지 않는 나머

지 구간은 피트층 설비공간의 이동경로로 활용하여 전체적으

로 전이슬래브의 두께를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전이슬래브의 두께 절감 방안으로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 시스템의 구조적 성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역드랍 패널 적용 전이슬래브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슬래브 드랍 패널과 달리 패널이 슬래브 상부에 

배치되어 전이층의 층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드랍 패널이 슬래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33(2)

pp.103∼111, April, 2020

https://doi.org/10.7734/COSEIK.2020.33.2.103

pISSN 1229-3059   eISSN 2287-2302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역드랍 패널 적용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2면 전단거동 분석

정 성 훈1
․강 수 민2†

․김 승 일3
․이 창 준4

1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 2숭실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3대림산업 주택설계팀 차장, 4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Two-way Shear Behavior Analysis of Transfer Slab-Column Connection 

with Reverse Drop Panel Through Nonlinear FE Analysis 

Seong-Hun Jeong1, Su-Min Kang2†, Seung-Il Kim3 and Chang-Jun Lee4

1Maste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2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Ar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Seoul, 06978, Korea

3Senior Manager, Department of Housing design, Daelim Industrial Co., Ltd., Seoul, 03152, Korea
4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Abstract

Recently, the use of transfer slab system has increased greatly. However, several construction problems are being encountered owing to its 

excessive thickness. Therefore, in this study, a transfer slab system that uses a reverse drop panel, which can utilize the facility space of the pit 

floor by reducing the transfer slab thickness, was considered. To investigate the shear behavior of transfer slab system that uses the reverse 

drop panel, the two-way shear strength of transfer slab-column connection with the reverse drop panel was analyzed using nonlinear FE 

analysis. In addition, the two-way shear strength evaluations of transfer slab with the reverse drop panel conducted using the existing 

evaluation methods were verified by comparing the strengths predicted by those methods with the results of nonlinear F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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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인장측에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 성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역드랍 패널이 전이슬래브-기둥 접합

부의 2면 전단강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

며, 상기 2면 전단강도 개선을 위한 상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이슬래브와 같이 두께가 두꺼운 슬래브의 경우에는 

두께가 얇은 슬래브의 경우와 거동양상이 다르다는 기존 연구

(Jeong and Kang, 2018)를 통해 볼 때, 합리적이고 안전한 설계

를 위해서는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거동 양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설계변수에 대한 역드랍 패

널 전이슬래브의 거동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역드랍 패널을 적

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거동 양상을 분석하였

다. 또한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역드랍 패널 전이슬래브-기둥 접

합부의 2면 전단강도를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철근상세를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산출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를 기존의 평가식인 

KCI(KCI, 2012), ACI(ACI 318, 2008) 2면 전단강도 평가식에 

의한 평가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

래브 시스템에 대하여 기존 평가식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Fig. 1  Concept of reverse drop panel

2. 해석 모델 및 변수 선정

2.1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모델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

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이슬래브 해석에 있어 기존 연구

(Jeong and Kang, 2018)에서 검증된 재료모델과 비선형 유한

요소해석 프로그램인 Midas FEA(Midas, 2008)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절점당 3개의 자유도를 갖는 육면체의 유한요

소를 사용하였으며, 재료모델은 기존 연구(Kang et al., 2016; 

Jang et al., 2018)를 통해 슬래브의 전단강도 평가에 적합하다

고 알려진 콘크리트 균열 모델인 이산균열모델(Fig. 2(a))의 전

변형률 균열 모델(Total strain crack model)을 사용하였다. 전

변형률 균열 모델은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균열이 넓은 면에 고

르게 분산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철

근이 많이 배근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석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상기 모델은 유한요소 모델링이 비교적 간

단하며 유한요소해석 진행 시 수렴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Midas, 2008).

본 연구에서는 고정 균열모델과 회전 균열모델 중에서 균열

축이 주변형률의 변화에 따라 균열 방향이 지속적으로 회전한

다고 가정한 방법인 회전 균열모델(Fig. 2(b))을 사용하였으며 

상기 모델 방법은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수렴성이 우수하여 철

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해석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Midas, 

2008; Jeong and Kang, 2018).

(a) Smeared crack model (b) Rotating crack model

Fig. 2  Crack model (Midas, 2008)

     

    

(a) Compressive model for 

concrete (Thorenfeldt et al., 1987) 

(b) Tensile model for 

concrete (Park, 1995)

Fig. 3  Concrete model

콘크리트 압축모델로는 Thorenfeldt의 경화 곡선 모델(Fig. 

3(a))을 사용하였으며, 구성식은 식 (1)과 같다. 상기 압축 모델

은 횡구속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와 연성 증가를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Thorenfeldt et al.,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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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인장모델은 Park(199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 효과가 철근이 항복할 때까지 콘크리

트의 인장응력에 영향을 미치며 부착효과가 철근의 항복 이후

에는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가정한 

모델로 Fig. 3(b)와 같이 정의하였다.

철근의 파괴기준은 R. Von Mises(1913) 파괴기준을 적용하

였으며, 철근은 bar element를 사용하여 입체요소 내부에 3차

원 곡선 모델링을 하였다(Midas, 2008). 

2.2 해석 변수 선정

기존연구(Jeong and Kang, 2018)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전이슬래브 하부 공간을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여 경간

이 5~6m로 짧기 때문에 전단경간 비가 0.9~1.8로 매우 짧아지

게 된다. 이에 따라 해석 모델의 전단경간 비를 0.96~1.73으로 

선정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해석모델의 프로토타입은 향

후 실물 실험 진행을 통한 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실험 진행이 가능한 크기로 선정하였다. 해석 모델에 대

한 상세는 Table 1과 같으며 Fig. 4와 같이 모델링하였다. 

기본 해석모델(N-S-1)의 경우 전이슬래브 부분의 크기는 

1800mm×1800mm×450 mm(슬래브 길이×슬래브 길이mm×슬

래브 두께 mm), 기둥의 단면 크기는 550mm×550mm로 선정하

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0MPa로 적용하였으며,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MPa로 적용

하여 인장철근비는 0.8%, 압축철근비는 0.2%로 배근하였다. 

또한 실물 실험 진행시 지지조건을 고려하여 4변 모두 양단부

터 200mm 떨어진 지점에 롤러로 지지하였다. 기본 해석모델

(N-S-1)의 형태와 하중재하방식은 Fig. 4에서 역드랍 패널이 없

는 것과 같으며 N-S-1의 해석모델의 상세는 Fig. 5(a)와 같다.

N-S-2 해석 모델의 경우 전이슬래브 부분의 크기를 2800mm 

×2800mm로 선정하고 4변 모두 양단부터 200mm 떨어진 지점

에 롤러로 지지하여 전단경간 비를 1.73으로 증가시킨 해석모

델로서 전단경간 비 증가에 따른 거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해

석모델이다. 

R-S-1 해석 모델의 경우 역드랍 패널을 설치한 모델로 N-S-1

해석모델과 역드랍 패널의 적용 유무에 따른 강도비교를 위한 

해석모델로 역드랍 패널의 크기는 1000mm×1000mm×200mm

로 선정하였으며, 역드랍 패널 부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30MPa를 사용하였다. 또한 철근은 전이슬래브 부분과 마찬가

지로 400MPa로 적용하여 배치하였으며 R-S-1 해석모델의 상

세는 Fig. 4 그리고 Fig. 5(b)와 같다.

Table 1  Analysis models with various design parameters

parameter

Model



()



()



()



()



()




(%)


(%)

Anchorage 

Detail

Reverse Drop 

Panel   ()

N-S-1 1800 - 450 - 550 0.96 - - - -

N-S-2 2800 - 450 - 550 1.73 - - - -

R-S-1 1800 1000 450 200 550 0.96 0.8 - O 30

R-S-2 1800 1000 450 200 550 0.96 0.8 - X 30

R-S-3 2800 2000 450 200 550 1.73 0.8 - O 30

R-S-4 2800 2000 450 200 550 1.73 0.8 - O 45

R-S-5 2800 2000 450 200 550 1.73 0.8 0.2 O 30

R-S-6 2800 1000 450 200 550 1.73 0.8 - O 30

   Slab length,    Reverse Drop Panel length,    Slab thickness,    Reverse Drop Panel thickness,   Column length, 

  Shear span ratio,   Reinforcement ratio,    Shear reinforcement ratio,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Fig. 4  Analysis models for nonlinear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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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2 해석 모델의 경우, 시공성을 위해 역드랍 패널 부분의 

철근을 전이슬래브에 정착하지 않은 모델로서, 철근정착 상세

에 따른 강도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체이다. R-S-1과 R-S-2의 

철근정착 상세의 차이는 Fig. 6과 같다. 

R-S-3 해석 모델의 경우 전단경간 비가 증가하였을 때 역드

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한 해석모델로 전이슬래브의 크기를 2800mm 

×2800mm×450mm로 증가시켰으며, 역드랍 패널의 크기는 

2000mm×2000mm×200mm로 증가시켰다. 또한 지지조건 등 

다른 요인들은 기본 해석모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R-S-4 해석 모델은 역드랍 패널 부분만의 콘크리트 압축강

도를 45MPa로 증가시켜 부분적인 콘크리트 압축강도 증가에 

따른 전단성능 개선을 비교하기 위한 해석 모델이며, R-S-5 해

석 모델은 전단보강근 배치에 따른 강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체로 400MPa 철근을 철근비 =0.2%로 Fig. 5(c)와 같이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R-S-6 해석 모델의 경우 역드랍 패널 

크기에 따른 강도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역드랍 패널의 크기를 

1000mm×1000mm×200mm로 줄였으며 다른 구성요소는 R-S-3 

해석 모델과 동일한 실험체이다.

3. 변수해석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선정한 해석 변수들에 대하여 변수해

석을 진행하였다. Fig. 7~Fig. 12에 나타난 그래프는 각 해석 변

수에 따른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를 나타내

는 그래프로 X축은 해석 모델 중앙부에 상향으로 발생하는 처

짐(mm)을 나타내며, Y축은 2면 전단강도(kN)를 나타낸다. 

3.1 역드랍 패널

Fig. 7은 역드랍 패널 적용에 따른 전이슬래브-기둥 접합

(a) R-S-2

(b) R-S-1

Fig. 6  Rebar anchorage detail

(a) N-S-1 (b) R-S-1 (c) R-S-5

Fig. 5  Floor plan &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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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2면 전단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수치해석 결과 

N-S-1과 R-S-1 해석 모델의 2면 전단강도가 각각 3093.7kN, 

4585.9kN으로 나타났으며, N-S-2와 R-S-3의 2면 전단강도가 

각각 2731.5kN, 4133.47kN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드랍 패널

의 적용으로 인한 전이슬래브의 2면 전단강도가 각각 48%, 

51%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역드랍 패널을 적용

하였을 때 역드랍 패널을 포함한 두께 증가량(45%)에 비례하

여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가 증가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드랍 패널 적용으로 인하여 전이슬래

브의 2면 전단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이슬래브 

두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7  Two-way shear strength according to application of reverse 

drop panel 

3.2 철근 정착 상세

Fig. 6은 철근 정착 상세를 적용하지 않은 해석모델(R-S-2)

과 철근 정착 상세를 적용한 해석모델(R-S-1)의 철근 배근 상

세를 나타내는 단면도로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정착철

근의 상세를 나타낸다. R-S-1 해석 모델의 경우 역드랍 패널 부

분의 휨철근의 정착을 슬래브 내부까지 적용한 철근 배근 상세

이며, R-S-2 해석 모델의 경우 역드랍 패널의 휨철근을 역드랍 

패널 내부에서만 정착하고 슬래브에는 정착하지 않는 철근 배

근 상세로 철근 정착 상세에 따른 전이슬래브의 2면 전단강도

를 비교하기 위한 변수해석 모델이다.

Fig. 8  Two-way shear strength according to application of rebar 

anchorage detail 

Fig. 8은 철근 정착 상세에 따른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Fig. 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철근 정착 상세를 적용한 R-S-1 해석모델의 경우 역드랍 

패널 부분의 두께 증가량(45%)만큼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

의 2면 전단강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철근 정착상세를 슬래브에 적용하지 않은 R-S-2 해

석모델의 경우 역드랍 패널을 적용하여도 강도가 증가되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이슬래브 부분과 역드랍 패

널 부분의 철근 정착상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드

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에서 역드랍 패널에 

의한 2면 전단강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이슬래브와 역드랍 

패널부분의 일체거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드랍 패널

의 휨철근을 슬래브 내부로 충분히 정착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3.3 전단경간 비

Fig. 9는 전단경간 비에 따른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

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Fig.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단 경간 비가 큰 해석모델인 

R-S-3의 2면 전단강도(4133.47kN)가 전단 경간 비가 작은 해

석 모델인 R-S-1의 2면 전단강도(4585.94kN)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이슬래브의 전단경간 비가 증

가할수록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는 감소한

다는 기존 해석연구(Jeong and Kang, 2018)와 마찬가지로 역

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의 경우에도 전단경간 비가 증

가할수록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는 감소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역드랍 패널의 콘크리트 강도

Fig. 10는 역드랍 패널부분의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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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그래프이다. Fig. 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역드랍 패

널 부분에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한 해석모델(45MPa)인 

R-S-4와 고강도를 적용하지 않은 해석 모델(30MPa)인 R-S-3

의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가 각각 4154.97kN, 

4133.47kN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역

드랍 패널이 인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드랍 패널

의 콘크리트 강도는 2면 전단강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드랍 패널부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만 증가시키는 것은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

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Fig. 9  Two-way shear strength according to  shear span ratio

Fig. 10  Two-way shear strength according to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of reverse drop panel

3.5 전단보강근

Fig. 11은 전단보강근에 따른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

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Fig. 1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단보강근을 0.2% 추가하여 설치

한 해석모델인 R-S-5의 경우와 전단보강근을 설치하지 않은 

해석모델인 R-S-3의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

가 각각 4718.13kN, 4133.47kN으로 나타났다. 

Fig. 11  Two-way shear strength according to application of shear 

rebar 

따라서,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의 경우에도 전단

보강근을 추가적으로 배근하게 되면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

의 2면 전단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3.6 역드랍 패널 길이

Fig. 12는 역드랍 패널의 길이에 따른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이다. Fig. 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역드랍 패널의 길이가 

2,000mm인 해석모델 R-S-3의 경우와 1,000mm인 해석모델 

R-S-6의 경우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가 각각 

4133.47kN, 3652.92kN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에 역드랍 패

널의 길이가 영향을 미치며 역드랍 패널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은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의 패널 

길이에 따른 파괴양상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해석 결과로 적색

으로 표시된 위치가 균열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12  Two-way shear strength according to reverse drop pane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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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S-6

(b) R-S-3

Fig. 13  Crack pattern of numerical analysis

Fig. 13에서와 같이 역드랍 패널의 길이가 짧은 슬래브의 경

우에는 역드랍 패널 외부에서 적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많은 것

으로 보아 패널 외부에서 전단균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역드랍 패널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슬래브의 경우에

는 역드랍 패널 내부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아 패널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역드랍 패널의 길이에 따라서 파괴영역의 위치가 달라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4는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의 예상 강도를 산출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Fig. 

1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역드랍 패널을 적용하는 경우 역드랍 

패널 바깥 부분에서의 파괴가 일어날 때의 2면 전단강도()

와 안쪽에서 파괴가 일어날 때의 2면 전단강도() 중 작은 값

이 지배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  calculation method of two-way shear strength 

이에 따라 기존의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 

평가식인 KCI, ACI 평가식으로 R-S-3 모델에 대하여 산출한 

결과 Fig. 15과 같이 나타났으며, 이는 KCI 평가식의 경우 역드

랍 패널의 길이가 2,700mm 이상일 경우 
 가 되며, ACI 

평가식의 경우 2,100mm 이상일 경우 
 가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다만, 실제 해석에서는 역드랍 패널의 길이가 2,000mm 

인 해석모델(R-S-3)에서도 
 인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는 

설계기준이 다소 안전측의 패널길이 산출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Fig. 15  Two-way shear strength calculation of R-S-3

Table 2  Comparison of shear strengths by FEA and shear 

strengths predicted by current design codes

Shear 
Strengths

Model










/










/




N-S-1 3093.7 2874.44 1.07 2960.72 1.04

N-S-2 2731.5 2874.44 0.95 2960.72 0.92

R-S-1 4585.9 4454.81 1.03 4135.20 1.1

R-S-3 4133.4 5167.58 0.79 4796.84 0.86

R-S-4 4154.9 5167.58 0.80 4796.84 0.86

R-S-5 4718.1 6559.35 0.71 6188.61 0.76

R-S-6 3652.9 2994 1.22 3069.64 1.19

Ave 0.942 Ave 0.965

STDEV 0.1655 STDEV 0.1419

따라서, 역드랍 패널이 적용된 전이슬래브를 설계할 때, 역

드랍패널에 의한 2면 전단강도 향상을 위해서는 Fig. 15와 같

이 
 가 되도록 하는 역드랍 패널의 길이를 산출하여 역

드랍 패널 내부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드랍 패널의 

길이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2면 전단강도 평가

설계변수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의 평가를 위해 비선형 해석 

모델의 2면 전단강도와 ACI 318(ACI Committe 318, 2008), 

KCI 2012(Korean Concrete Institute, 2012) 기준의 2면 전단강

도 평가식에 의한 2면 전단강도 예측 값을 비교·분석하였다.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

도를 산출하기 위한 미국의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인 ACI 

318의 2면 전단성능 평가 설계기준은 식 (2)와 같다.






 ×min 

  (2)



역드랍 패널 적용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2면 전단거동 분석

110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3권 제2호(2020.4)

여기서, = 콘크리트 압축강도, = 슬래브의 유효두께, = 

뚫림전단 위험단면 둘레의 길이(기둥면으로부터 에 위치), 

= 집중하중이나 반력을 받는 면적의 짧은 변에 대한 긴 변의 

비, = 접합부 형태에 따른 계수로서 내부기둥에 대해서 40, 

외부기둥(모서리기둥 제외)에 대하여 30, 모서리기둥에 대해

서 20을 사용한다.

또한 국내 콘크리트 구조기준인 KCI 2012의 2면 전단성능 

평가를 위한 설계기준은 식 (3)과 같다.


 (3)

여기서,  cot,  ≤1,  

≤1.25,   ,   ,cot     , 

  , = 슬래브의 두께계수, = 위험

단면 둘레길이의 영향계수, = 압축대 콘크리트 인장강도, 

= 슬래브 휨 압축대의 균열각도, = 압축철근의 영향을 무시

하고 계산된 슬래브 위험단면 압축대 깊이의 평균, = 위험단

면의 슬래브 압축대에 작용하는 평균압축응력, = 슬래브의 

휨철근비로서 ≤0.003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 

0.005이하인 경우 0.005를 사용할 수 있다.

Table 2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산출한 2면 전단강

도와 기존의 2면 전단강도 평가식(KCI 2012, ACI 318)에 의해 

예측된 평가결과 값을 비교한 표이다. 상기 예측평가결과에서

는 역드랍 패널 내부 또는 외부 파괴를 반영하기 위하여 FEA

해석을 통해 파괴양상을 분석한 후, 파괴가 일어난 위험단면

에서의 2면 전단강도를 예측평가 결과로 결정하였다(Fig. 14 

참조). 또한 R-S-2 해석 모델의 경우 철근의 정착상세 문제로 

인한 강도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비교에서 제외하였

다. Table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ACI 2면 전단강도 평가식의 

경우 변수 해석 모델에 대한 FEA해석결과와 예측한 2면 전단

강도의 비율이 평균 0.942, 표준편차 0.1655로 나타났다. 

하지만 R-S-1과 R-S-3 해석모델의 FEA 해석결과 전단경간 

비가 증가할수록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ACI 평가식의 경우 전단경간 비 

변화에 따른 2면 전단강도를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전단경간 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KCI 2면 전단강도 평가식의 경우에는 변수 해석 모델에 대한 

FEA 해석결과와 예측한 2면 전단강도의 비율이 평균 0.965, 

표준편차 0.1419로 나타났으며, ACI 2면 전단강도 평가식에 비

해 비교적 예측결과가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CI 2면 

전단강도 평가식이 크기효과와 휨철근비를 적절하게 고려하였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Park and Choi, 2007; Park et al., 2011). 

따라서,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의 2면 전단강도를 합

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KCI 2면 전단강도 평가식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KCI 모델의 경우에도 

전단경간비에 대한 2면 전단강도 변화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Muttoni(2008)의 연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

합부의 전단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2면 전단강도를 비교적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역드랍 패널 적용, 역드랍 패널 휨철근 정착 상세, 역드랍 패

널의 길이, 전단경간 비, 역드랍 패널의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전단보강근 사용을 해석 변수로 선정하였다. 상기 변수들이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변수해석 결과

를 기존의 2면 전단강도 평가식인 KCI 2012, ACI 318로 산출

한 2면 전단강도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분석 

및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변수해석 결과 분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역드랍 패널

을 적용하였을 때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

도는 역드랍 패널에 의한 두께 증가량에 비례하여 증가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역드랍 패널부분과 슬래브 부분의 철근 정착 상세를 적용

하여야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를 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역드랍 패널 부분

과 슬래브 부분의 일체거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일반적인 전이슬래브와 마찬가지로 전단경간 비가 증가

할수록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

의 2면 전단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역드랍 패널 부분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은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일반적인 전이슬래브와 마찬가지로 전단보강근을 사용

하여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를 증진시

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역드랍 패널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전이슬래브-기둥 접

합부의 2면 전단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

단강도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역드랍 패널의 길이를 정

확한 계산을 통해 충분히 확보하여 역드랍 패널 내부에서 

2면 전단파괴가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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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의 2면 전단강도 평가식(ACI, KCI)으로 역드랍 패

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를 

평가한 결과, FEA해석결과와 상기 방법으로 예측한 2면 

전단강도의 비율이 ACI 평가식의 경우 평균 0.942, 표준

편차 0.1655, KCI 평가식의 경우 평균 0.965, 표준편차 

0.1419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 평가 시 KCI 2면 전

단 강도 평가식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하다고 판

단된다. 하지만 KCI, ACI의 2면 전단강도 평가식 모두 

전단경간비에 대한 2면 전단강도 변화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2면 전단강도 산출 시 전단경간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평가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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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건축구조물에서 전이슬래브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전이슬래브의 두께로 인한 경제적, 시공적인 문

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트층의 설비 공간을 활용하여 전이슬래브의 두께를 절감하기 위하여 역드랍 패널

을 적용한 전이슬래브 시스템을 고려하였다. 역드랍 패널을 사용하여 전이슬래브의 2면 전단강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전이슬래브의 

두께를 줄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역드랍 패널을 이용한 전이슬래브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전단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양

한 설계변수에 대한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거동을 기존연구에서 검증된 비선형 FEM 해석방법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비선형 FEM 해석결과와 기존의 2면 전단강도 평가식으로 예측한 전단강도를 비교·분석하여 기존 평

가식의 역드랍 패널을 적용한 전이슬래브-기둥 접합부의 2면 전단강도 평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핵심용어 : 역드랍 패널, 전이슬래브, 2면 전단강도, 설계변수,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