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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플랫 플레이트 구조의 뚫림전단 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제시하고 변수 해석을 통해
플랫 플레이트 구조의 뚫림전단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현행 설계식 보정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전단변형을 고려하기 위해 Reissner-Mindlin 가정이 도입된 퇴화 쉘 요소를 선택하였으며, 철
근콘크리트의 재료적 비선형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적층쉘 개념을 적용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제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유한요소해석 모델이 실험결과를 비교적 잘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사용한 변수해석을 통해 휨 철근비와 슬래브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플
랫 플레이트의 전단강도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플랫 플레이트, 뚫림전단, 철근콘크리트, 유한요소해석, 퇴화 쉘 요소

Abstract
A finite element model for punching shear of flat plate structures is presented. A parametric study also has been conducted to
verification of influence of several parameters in terms of the flexural reinforcement ratio, slab thickness. Reisnner-Mindlin
assumptions are adopted to consider of shear deformation. Layered shell element is considered for the material non-linearities. The
finite element model of this study was verified comparing with existing experimental results. The model is able to predict the
capacity of the flat plate structures. The punching shear of flat plate structures varied depending on the flexural reinforcement ratio,
slab thickness.

Keywords : flat plate, punching shear, reinforced concrete, finite element analysis, degenerated shell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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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등, 2005; Elstner 등, 1956; Moe, 1961; Polak, 2005;
Muttoni, 2008).

플랫 플레이트 구조는 층고절감 및 거푸집 작업의 단축으로

ACI Building Code(ACI 318-08)에서 제시하는 기둥

인한 공기절감 등 경제성 및 시공성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구

형상비 2 미만의 내부 기둥-슬래브의 뚫림전단강도는 식 (1)

조 시스템이다. 그러나 보가 없이 기둥이 슬래브를 직접 지지

에 의해 산정된다. 기둥 형상비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

하는 구조로 슬래브에서 기둥으로 전달되는 하중으로 인해 기

(2)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기둥 위치에 따른 영향을 반영

둥 주위의 위험단면에 국부적인 응력집중현상이 발생한다. 이

한 식 (3)을 제시하고 있으며 식 (1), (2), (3)중 가장 작은

러한 응력집중현상은 뚫림전단을 유발한다. 이는 매우 취성적

값을 전단강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며 구조물의 연쇄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연구
자들에 의해 뚫림전단의 파괴매커니즘 및 전단강도 산정식, 전

  
′  

(1)

단보강법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최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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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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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는 기둥면에서부터 
만큼 떨어진 위험단면의 둘레길이,  는 슬래브의 유효두께이

(a) Layers

(b) Concrete
stresses

다. 는 기둥형상비,  는 기둥 위치에 따른 계수로 내부기
둥의 경우에는 40, 외부기둥은 30, 모서리 기둥은 20으로

(c) Steel
stresses

그림 1 적층쉘 개념

규정하고 있다. 위의 식 (1), (2), (3)은 부재의 크기효과
및 휨 철근비를 고려하지 않은 식으로 뚫림전단강도를 정확

법(Selectively Reduced Integration Method)을 적용하

히 예측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자들의 지속적

였다. 또한 철근콘크리트의 재료적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

인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Menetrey 1996; Alexander 등,

하여 그림 1과 같이 적층쉘 요소(Layered Shell Element)

1992; 최경규 등, 2004). 특히 뚫림전단 거동 및 파괴모드

를 사용하였다. 적층 쉘 요소는 쉘을 두께방향의 여러 층으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인 콘크리트 압축강도, 슬래브

로 나누어 두께에 따른 응력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

두께, 철근비, 기둥형상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설계

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의 위치에 따른 응력을 보다 정확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Albercht,

하게 고려할 수 있다. 식 (4)를 이용하여 각 층에서 산정된

2002; Vainiunas 등, 2002).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응력을 두께 방향으로 적분함으로써 각 힘을 구할 수 있다.

아직까지 현행 뚫림전단강도 산정식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 플레이트 구조의 뚫림전단 거동을 평
가할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모델을 제시하고 변수해석을 통해
플랫 플레이트 구조의 뚫림전단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현행 설계식의 보정에 있어 기초자





 





 



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유한요소해석
2.1 유한요소모델(Finite Element Model)

본 연구에서는 전단변형을 고려하기 위해 퇴화 쉘 요소
(Degenerate Shell Element)에 아래의 Reissner-Mindlin
가정(Reissner, 1954)을 도입하였다.
1) 변형 전 중립면에 수직인 직선은 변형 후에도 직선을
유지하나 반드시 중립면에 수직일 필요는 없다.
2) 중립면에 수직인 방향의 응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퇴화 쉘 요소는 각 절점당 3개의 이동변위(  와 2개
의 회전변위     로 표현된다. 또한 퇴화 쉘 요소는 얇은
쉘을 해석할 경우 실제보다 요소 강성을 과대평가하는 전단
강성과대현상(Shear Locking)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감차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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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층의 수,  는 쉘의 두께이다.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모델을 각 층에 적용하였으며 철
근은 쉘 요소의 임의의 층에 존재하도록 하였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모델

콘크리트 재료모델은 균열 발생 전의 콘크리트와 균열 발
생 후의 콘크리트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콘크리트의 압축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Thorenfeldt 등(1987)이 제안하고
Collins 등(1989)이 수정한 식 (5)를 적용하였다.

 


′  


      


    


(5)

김민숙․이영학․김희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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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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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G − γ 0G )
εG
γ 0G
εG

εcr

ε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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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

그림 2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에서의 전단계수

으며, 이러한 인장강성효과(Tension Stiffening Effect)를

fc1

⎛ 2 × ε cr ⎞
⎟⎟
f c1 = f cr × ⎜⎜
⎝ ε c1 ⎠
f c1 ≤ f cr

fcr

0.4

해석모델에 고려하기 위해 Izumo(1992)의 모델을 적용하였
다(그림 3).
철근의 응력-변형률은 항복응력 도달 전까지 탄성거동 하
고 항복응력 도달 후에는 완전 소성 거동 하는 것으로 가정

fcr = Ecεc1

하였으며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2.3 해석 알고리즘

εcr

2εcr

εc1

그림 3 인장강성 모델

해석 알고리즘은 할선계수를 사용한 직접 반복법을 적용하
였다. 각 반복 단계(Iterative Step)에서 구조물에 전체 하

     

    


중이 가해지면 식 (6)에 의해 전체 변위가 결정된다.
  

    

(6)

여기서,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는 콘크리트 최대압축강

여기서,  는  번째 해석단계에서 계산된 전체 좌표계의 강

도, 는 콘크리트의 변형률,  는 가 ′에 도달할 때의 변

성행렬이며   은    번째 해석단계에서 계산된 변위 벡

형률이며  은 곡선적합계수,  는 콘크리트 최대압축강도 도

터,  은 가해진 하중이다. 각 단계의 반복을 통해 변형률-변

달 후 응력 감소를 고려하기 위한 계수이다.

위 보간 행렬(B matrix)과 재료 강성 행렬(D matrix), 요

균열 발생 전의 콘크리트는 등방성의 선형탄성 거동을 하

소강성행렬(k matrix)이 재산정된다. 전체 하중이 다시 가

는 것으로, 균열 발생 후의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주인장

해지면 위에서 언급한 과정은 수렴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된

응력이 인장강도에 도달하면 주 인장응력의 직각방향으로 제

다. 수렴은 식 (7)을 기준으로 하였다.

1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탄성계수와 포
와송비는 0으로 하는 직교 이방성 재료로 가정하였다. 균열
발생 후 균열이 발생된 콘크리트의 구성방정식에서 전단탄성




     

 ×   
  

(7)

계수를 사용하여 균열발생 후 균열면에서 발생하는 전단전달
현상을 고려하게 되며,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에서의 전단
계수 모델(Polak, 2005)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균열 정

여기서,   ,  는 현재 및 이전 단계의 변위이며  는 오차
로 본 연구에서는 0.5%로 하였다.

의를 위해 분산균열(Smeared Crack Model) 회전균열 모
델(Rotating Crack Model)을 선택하였다.

4. 해석모델의 검증

또한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영역은 균열 발생 후에도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성능에 의해 어느 정도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

Yamada 등(1992)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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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교대상 실험체 일람
Code

21.58
23.35

T3

23.74

T4

24.43

T5

22.66

T6

24.33

*

26.00

K1

K2

27.17

K3

*

25.90

K4

27.37

K5

26.00

K6

26.39

*

27.76

K7

shape
-

Size=D13
Grade=SD80
 =1.23
Hat-type
 =0.62

size

grade

-

-

Size=D16
Grade=SD50
 =1.53
 =1.53

Hook
-type

_

D10

0.51

D10

0.75

D13

SD30

D13
-

0.97
1.27

D16
-



(%)

1.53
-

D6

0.25
0.50
SD30

0.55

그림 6 해석 모델 평면

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Hat-type의 실험결과를 제외하고

1.11

Hook-type의 전단보강근을 가진 K-series 실험체 중 전단

D13

0.99

보강을 하지 않은 실험체와 전단보강비 0.5%, 1.98%를 가

D13

1.98

지는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해석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D10

 : Top reinforcement ratio,  : Bottom reinforcement ratio
 : Shear reinforcement ratio
*

750

-

D6
D10

750

T1
T2

Column

Shear Reinforcement

′

flexural
reinforcement
(MPa)

Loading point

비교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비교대상 실험체는 대칭조건(Symmetric Boundary

: 해석모델의 비교대상 실험체

Condition)을 고려하여 1/4 크기의 25개 요소로 모델링하
제시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였으며 슬래브 두께 방향으로 10개의 콘크리트 층과 4개의 철

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2m×2m, 두께 0.2m 크기의 슬래

근층으로 구분하였다. 기둥의 절점 변위 및 회전자유도는 모두

브 중앙부에 단면 0.3m×0.3m, 높이 0.3m의 기둥을 가진

구속하였으며 슬래브는 단순지지로 설정하였다. 가력 위치 및

실험체에 대하여 전단보강근의 형태 및 전단보강비를 변수로

요소의 크기를 나타낸 해석모델은 그림 6과 같다. 비교대상으

하여 뚫림전단강도를 평가하였다. Hat-type및 Hook-type

로 삼은 실험체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의 인장강도를 제외

의 전단보강근과 0~1.53%, 0~1.98%의 전단보강비를 변

한 해석에 사용되는 재료물성치의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기

수로 총 13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했으며, 실험

′   , 포와송비
때문에 콘크리트 탄성계수   

체 일람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Hat-type의 전단보강근을 가진

′ , 균열이 발생할 때
  0.2, 콘크리트 균열응력   

의 콘크리트 변형률    로 가정하였다.


T-series 실험체는 정착의 문제로 전단보강근의 성능을 발휘

실험과 해석의 하중-변위 비교 결과를 표 2와 그림 7에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단보강근의 형태뿐만 아니라 정착

나타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하중은 0.8에서

또한 전단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0.88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6에서 해석결과가 실험

연구에서는 정착 등의 문제로 전단성능 평가가 정확히 이루

결과에 비해 최대하중을 더 안전 측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

실험결과 Hook-type의 전단보강근이 전단강도 향상에 더



Column : long 4×D16
tie
D10@50

X - D

Y - D
13@
80 top
D
13@
80 bottom D

Load point

Load point

(a) 입면도

(b) 평면도
그림 5 비교대상 실험체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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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

1600

 

  

    

1400

K1

658

529

0.8

1200

K3

1183

993

0.84

K7

1498

1318

0.88

타났다. 전단 보강이 되지 않은 K1 실험체의 경우 전단보강
이 된 K3, K7의 실험값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정확도를 보였
다. 이는 전단 보강근이 없는 실험체의 경우 전단 보강을 한

L o a d (k N )

specimen
code

1000

K1_test

800

K3_test
600

K7_test
K1_FEA

400

K3_FEA
200

K7_FEA

실험체에 비해 콘크리트의 강성이 전체 강성에 있어 더 지배
0

적이나 콘크리트의 인장강성 모델 또는 전단계수 모델에서

0

1

2

3

4

5

6

7

8

Displacement (mm)

균열 발생 후 콘크리트의 강성을 다소 과소평가했기 때문으

그림 7 실험 및 해석의 하중-변위 비교

로 판단된다.
5. 변수해석

설계 변수들이 플랫 플레이트 구조의 뚫림전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앞서 제시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슬래브
두께, 휨 철근비를 변수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변수해
석결과를 통해 뚫림전단강도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5.1 휨 철근비의 영향

휨 철근비의 영향이 플랫 플레이트의 뚫림전단 강도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모델 검증에 사용
되었던 해석모델을 바탕으로 휨 철근비 1.1%, 1.53%,

그림 8 휨 철근비에 따른 전단강도

2.6%를 변수로 두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전단보강
되지 않은 플랫 플레이트의 현행 전단강도식과 비교를 위해

1600

전단보강근은 고려하지 않았다.

1400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휨 철근비가 증가할수록 전단

1200

려하고 있지 않고 있어 휨 철근비에 따른 전단강도 예측의
정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휨 철근비가 적을수록
전단강도를 과대평가하여 불안전한 설계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L o a d (k N )

강도 또한 증가하나 현행 설계기준은 휨 철근비의 영향을 고

1000
800
600
400
FEA
ACI 318

200

5.1 슬래브 두께의 영향

0
150

슬래브 두께가 플랫 플레이트의 뚫림전단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유한요소해석모델에 슬래

200

250

350

Slab thickness

그림 9 슬래브 두께에 따른 전단강도

브 두께를 150mm, 200mm, 250mm, 350mm를 변수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현행 전단강도식과의 비교를 위해

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슬래브

전단보강근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께가 증가할수록 전단강도를 과대평가하여 불안전한 설계

슬래브 두께가 증가할수록 현행 설계기준은 슬래브의 전단강

를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행 전단강도식에 슬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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