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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최근 20여 년간 우리나라에 지어진 아파트 구조물의 구조 

시스템은 철근 콘크리트 상부벽식-하부골조의 형태가 대부분

이다. 상부는 주거공간으로써 벽식 구조 시스템을 적용되며, 

하부는 상가 혹은 지하주차장으로써 보-기둥의 골조 구조 시

스템이 적용되는 것이 상부벽식-하부골조 시스템의 특징이다. 

이와 같이 상하부가 서로 다른 구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구조 시스템 사이에 연결성을 주기 위한 구간이 필

요로 하게 된다. 이 구간을 일반적으로 전이층이라 하며 전이

층에 사용되는 구조 부재로는 전이보가 대표적이다. 

상부의 하중을 하부의 기둥에 온전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전이보는 일반적으로 1.5m 이상의 춤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전이보 부재의 시공을 위해 많은 물량의 철근과 콘크리트가 요

구되고, 시공 중 품질 확보가 어려워서 전반적인 공기가 증가

한다. 위와 같은 단점이 있음에도 전이보를 사용하는 주된 이

유는 상부의 벽식 구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하부의 공간을 확

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이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전이보의 성능 평가(Lee et al., 

2000; Ko and Lee, 2009; Kim and Park, 2012)와 효율적인 해석

방법 제시(Song et al., 2001; Kim and Lee, 2003)와 같은 시스템

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 및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전이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수정된 전이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

다(Chung et al., 2002; Kim and Park, 2016; Sim and Choi, 2016).

본 연구에서는 전이보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전이층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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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이 시스템인 경계보-벽체 시

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상부벽체의 바로 

밑에 상부벽체의 길이보다 짧은 하부벽체를 두며 기존의 상부

벽체 사이의 수벽을 전이보의 역할로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이보와 같은 별도의 부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물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

가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시공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

다. 기존의 전이 시스템인 전이보 시스템과 제안한 전이 시스

템인 경계보-벽체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형상과 예상 하중 경

로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이보 시스템의 경우 상부벽

체의 바로 아래에 하부기둥이 없어서 상부의 하중이 근방에 있

는 하부 기둥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하중의 경로가 불안정하다. 

하지만 제안한 시스템의 경우 상부의 하중이 전이구간을 거쳐

서 하부벽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상부벽체로부터 이어진 하

부벽체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하중 경로가 안정적이다. 그

리고 추가적으로 전이보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전이 구간을 기

점으로 강성이 급변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안하는 시스템의 

경우 상부에서 하부로의 강성 변화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러

한 문제점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의 성격으로 축

하중이 작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경계보-벽체 시스템의 구조성

능 평가를 위해 다양한 변수에 대해 3차원 비선형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1.2 새로운 형상의 전이 시스템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경계보-벽체 시스템의 단위 모듈의 

전체 형상을 Fig. 2에 나타내었고 각 구조요소가 만나는 접합

부의 형상과 단면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제안한 시스템은 상부벽체, 경계보, 슬래브, 하부벽체로 이

루어져있으며, Fig. 2를 통해 제안한 시스템의 벽체들 사이는 

경계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부벽체의 경우 일반적인 벽체와 배근이 같지만 Fig. 3(a)에 

나타내었듯이 벽체의 주근 중 일부가 꺾여서 하부벽체로 정착

(a) Transfer girder system

(b) Boundary beam-wall system

Fig. 1  Load path of the transfer system

Fig. 2  Boundary beam-wall system

(a) Front view 

(b) Section view (c) Boundary beam section

Fig. 3  Connectio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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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부벽체의 경우 상부벽체에서 길

이가 짧아진 형태이지만 Fig. 3(b)에서 볼 수 있듯이 두께는 상

부벽체보다 두껍게 하여 줄어든 면적의 일부가 보상되는 효과

를 주었다. 경계보의 경우 벽체들 사이의 연결보의 역할이면서 

전이층의 하중 전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리고 경계보는 

Fig. 3(c)와 같이 직사각형의 단면에 앞서 하부벽체에 추가된 

두께만큼이 경계보의 하부에 더해진 단면을 갖는다. Fig. 2와 

Fig. 3의 형상을 기준으로 유한요소해석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모델

본 장에서는 제안한 경계보-벽체 시스템의 해석적 평가를 

위해 수행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의 해석모델 변수, 해석모델

의 형상 및 치수, 해석모델의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 해석모델

에 적용한 재료모델을 정리하였다.

2.1 해석모델 변수 및 종류

제안한 시스템의 해석적 평가를 위해 설정한 경계보-벽체 시

스템의 주요 변수로는 상하부벽체의 길이 비율, 전단보강근 간

격, 철근의 꺾임 비, 슬래브의 길이가 있다. 하부벽체의 길이 비

율(ratio of lower wall length to the upper one)의 경우 하부벽체

의 길이를 상부벽체의 길이를 기준으로 상대 비율로 나타낸 것

으로 상부벽체로부터 하부벽체에 유지하는 벽체 길이의 비율

을 의미한다. 해당 변수의 종류로 40%와 50%가 있다. 전단보

강근 간격(distance between stirrups) 변수는 벽체들 사이에 있

는 경계보의 내부에 배근되는 전단보강근의 간격으로 100mm, 

200mm, 300mm 3가지가 있다. 

철근 꺾임 비(main bar slope ratio) 변수는 상부벽체로부터 

하부벽체로 정착되는 철근들 중 꺾어서 정착시키는 철근들에 

대한 꺾임 정도를 의미한다. 철근 꺾임 비 변수의 종류는 총 4

가지로 6.50, 4.33, 3.25 그리고 철근 꺾임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철근 꺾임없는 경우 꺾어지는 위치의 철근을 경계보에 정착시

켰다. 슬래브의 길이(slab length) 변수는 경계보에서 면외 방

향으로 돌출되는 슬래브의 길이를 의미한다. 길이의 종류는 

1m, 2m, 3m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슬래브 길이 변수 해석모델

에는 추가적으로 슬래브에 실내 주거용 활하중인 2kN/m2의 

등분포하중을 슬래브 상부면에 적용하였다.

위의 4가지 종류의 변수들을 기준으로 총 10개의 해석모델

을 만들었으며, 각 해석모델에 따른 해석모델명과 변수들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해석모델명의 경우 Fig. 4에 나타낸 표

기법에 따른다.

2.2 유한요소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 앞서 정리한 10개의 해석모델의 유한요소해석 

수행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ABAQUS/CAE(ABAQUS, 

2018)이다. 해석을 위해 제안한 시스템의 단위 모듈 전체를 모

델링하였으며 비선형 해석(Static, Riks)을 수행하였다. 각 재료

별 요소의 종류로는 콘크리트의 경우 solid(C3D8: 8-node linear 

brick) 요소로 모델링하였고 철근의 경우 truss(T3D2: a 2-node 

linear 3-D truss)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해석모델의 재료에 따른 

요소망 형상과 해석모델의 치수를 Fig. 5에 나타내었다.

Table 1  FE-analysis model list

Analysis model
Ratio of lower wall 

length to the upper one

Distance between 

stirrups 

Main bar slope ratio 

(Slope angle)
Slab length Distributed load on slab

B40-d100-6.50-X

40%

100mm

6.50 (81°)

1m
N/A

B40-d100-4.33-X 4.33 (77°)

B40-d100-3.25-X 3.25 (73°)

B40-d100-X-X N/A

B40-d200-6.50-X 200mm

6.50 (81°)

B40-d300-6.50-X 300mm

B50-d100-6.50-X 50%

100mm
B40-d100-6.50-S1

40% 2kN/m2B40-d100-6.50-S2 2m

B40-d100-6.50-S3 3m

Fig. 4  Specimen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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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상부벽체의 폭은 1m이고 하부

벽체의 경우 상부벽체 길이 대비 40%와 50%가 있다. 상부벽체 

사이의 길이 4.8m로 모든 해석모델들이 동일하고 하부벽체 사

이의 길이의 경우 상하부벽체 길이 비율이 40%일 때는 6m, 

50%일 때는 5.8m이다. 벽체의 두께의 경우 상부벽체는 200mm

이고 하부벽체는 상부벽체에 50mm를 더한 250mm이다. 그리

고 슬래브의 두께는 일반적인 아파트에 적용되는 두께인 

210mm이다. 상부와 하부의 벽체의 높이는 슬래브 면까지 3m

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슬래브 길이 변수에 의한 해

석모델들의 측면에서의 형상과 치수는 Fig. 5(b)와 같다. 상부

벽체의 면으로부터 돌출되는 길이를 기준으로 1m, 2m, 3m의 3

가지 경우가 있다.

철근의 경우 피복두께 40mm와 철근의 직경을 고려하여 철

근의 중심선을 배열하였다. 상부벽체 및 하부벽체, 경계보의 

주근과 전단보강근의 직경은 각각 16mm와 10mm로 동일하

다. Fig. 5(c)는 콘크리트에 파묻히는 철근들의 전체형상으로 

벽체와 경계보의 주근과 전단보강근이 교차하여 배열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고, 상부벽체의 주근들 중 가운데 주근의 경우 

철근 꺾임이 적용되어 하부벽체의 위치에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3 해석모델의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

모든 해석모델에 동일하게 설정한 경계조건과 하중조건을 

Fig. 6에 나타내었다. 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은 슬래브의 단부면

과 하부벽체의 최하단면에 적용하였다. 먼저, 슬래브의 단부면

의 경우 Z 방향 변위가 고정되어 면에 롤러가 적용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 하부벽체의 최하단면은 X, Y, Z 방향의 변위와 

회전을 고정하여 하부면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설정해 주었다. 

해석모델에 적용한 하중의 경우 해석모델의 상부벽체의 최

상단면에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분포하

중을 적용시켰다. 이때 하중이 가력됨에 따라 벽체가 모델의 중

앙부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Fig. 6(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상부벽체의 최상단면의 한 점을 기준으로 MPC-constraint

를 적용하여 최상단면의 점들의 X, Y, Z 방향으로의 변형이 기

(a) Discretization of concrete

(b) Slab lengths

(c) Discretization of reinforcing bars

Fig. 5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a) Boundary conditions

(b) MPC-constraint(pin)

Fig. 6  Boundary condition and lo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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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점과 동일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슬래브 길이 변수에 

의한 해석모델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아파트의 실내 주거용 활

하중인 2kN/m2을 슬래브의 상부면에 적용하였으며, 상부벽체

의 최상단에 작용하는 하중과는 다르게 해석이 진행되어도 하

중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정하였다. 철근은 콘크리트에 

“embeded element”로 삽입되어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의 미끄

러짐은 고려되지 않았다.

2.4 재료모델

경계보-벽체 시스템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는 크게 2가지

로 콘크리트와 철근에 쓰이는 강재가 있다.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석모델에 적용한 재료 종류에 따른 재료모

델 형상을 Fig. 7에 나타내었으며, 사용한 각 재료들의 탄성계

수, 항복강도, 푸아송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강재의 경우 Fig. 7(a)에 나타낸 것과 같이 항복강도에 도달

한 후 응력이 증가하지 않고 변형률만이 증가하는 형태인 탄성

-완전소성 재료모델을 적용하였다. 

콘크리트의 경우 손상소성모델(damaged plasticity model)

에 기반해 압축과 인장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이 각각 Fig. 

7(b)와 Fig. 7(c)로 나타난다. 콘크리트의 압축 거동의 경우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Hognestad model을 적용하였다. 콘크

리트의 인장 거동의 경우 이선형모델(bi-linear model)로 응력-

변형률 관계가 표현되며 비선형 해석의 수렴성 향상을 위해 최

대 인장강도의 40%에 해당하는 최소응력을 유지한다. 

3. 해석결과 비교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수행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의 결과를 통해 도

출한 해서모델들의 하중-변위 그래프를 변수에 따라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3.1 하부벽체의 길이 비율

하부벽체의 길이 비율 변수에 따른 해석모델들의 하중-변

위 그래프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래프에 하부벽체

의 공칭강도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Fig. 8를 통해 하부벽체

의 길이 비율 40%와 50% 모두 하부벽체의 공칭강도 이상의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해석모델을 비

(a) Stress-strain relation of steel

(b) Compressive stress-strain relation of concrete

(c) Tensile stress-strain relation of concrete

Fig. 7  Stress-strain curves of steel and concrete

Table 2  Material properties

Type of material
Elastic modulus 

(MPa)

Yield stress 

(MPa)

Poisson`s 

ratio

Concrete 27,515 30 0.167

Steel of 

wall

Main bar

(D16)

200,000

600

0.3

Stirrup

(D10)
500

Steel of 

Boundary 

beam

Main bar

(D16)
400

Stirrup

(D10)

Fig. 8  Load-displacement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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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했을 때 하부벽체의 길이가 더 긴 모델인 비율 50%의 해석

모델이 보다 큰 강성과 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

량적인 비교를 위해 각 해석모델의 최대하중과 상하부벽체 길

이 비율 50%인 경우의 최대하중 대비 상대비를 Table 3에 나

타내었다. 

표를 통해 최대하중이 하부벽체의 길이 비율이 40%일 때 

50%일 때보다 6%정도 줄어들지만 공칭강도 또한 6% 정도 줄

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 저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해당 시스템의 하부벽체의 길이 비율을 40%로 하면 충분한 

강성 및 강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2 경계보의 전단보강근 간격

경계보의 전단보강근 간격 변수에 따른 해석모델들의 하중-

변위 그래프를 Fig. 9에 나타내었으며, 그래프에 해석모델들

의 하부벽체의 공칭강도를 그래프에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Fig. 9를 통해 모든 해석모델들이 공칭강도보다 높은 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계보의 전단보강근의 간격이 달라지더라

도 강성과 강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수치

적으로 보기 위해 해석모델들의 최대하중과 전단보강근 간격 

100mm일 때의 해석모델의 최대하중 대비 상대비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를 통해 전단보강근 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하중

이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감소하는 정도

가 0.5% 미만으로 최대하중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전단보

강근의 간격은 해당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구조기준(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6)을 만족시

키는 간격을 적용한다면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3.3 상부벽체 철근 꺾임 비

상부벽체 철근 꺾임 비 변수에 따른 해석모델들의 하중-변

위 그래프를 Fig. 10에 나타내었으며, 하부벽체의 공칭강도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앞서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모델들

이 공칭강도보다 높은 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철근 꺾

임 비 변수의 경우 전단보강근의 간격 변수와는 다르게 그래프

의 형상이 철근 꺾임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Fig. 10을 통

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철근 꺾임 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하중의 대부분을 분담하고 있는 하부벽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수치적 비교

를 위해 각 해석모델의 최대하중과 상부벽체 철근 꺾임 비 6.50 

해석모델의 최대하중 대비 상대비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표를 통해 철근 꺾임 비가 감소함에 따라 즉, 철근의 기울기

가 감소함에 따라 최대하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철

근 꺾임이 없는 경우 철근 꺾임 비 6.50 해석모델과 거의 동일

한 최대하중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전단보강근 변수

보다는 변화 폭이 증가하였지만, 그 폭이 1% 내외로 매우 작기 

Table 3  Maximum load and relative ratio

Analysis model
Maximum load 

(kN/mm)
Relative ratio (%)

B40-d100-6.50-X 4.208 100.0

B50-d100-6.50-X 3.951 93.9

Fig. 9  Load-displacement graph

Table 4  Maximum load and relative ratio

Analysis model
Maximum load 

(kN/mm)
Relative ratio (%)

B40-d100-6.50-X 3.951 100.0

B40-d200-6.50-X 3.944 99.8

B40-d300-6.50-X 3.939 99.7

Fig. 10  Load-displacement graph

Table 5  Maximum load and relative ratio

Analysis model
Maximum load 

(kN/mm)
Relative ratio (%)

B40-d100-6.50-X 3.951 100.0

B40-d100-4.33-X 3.982 100.8

B40-d100-3.25-X 4.002 101.3

B40-d100-X-X 3.947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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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철근 꺾임 비 변수 또한 전체 구조물의 거동에는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접합부의 시공성을 고려하여, 상

부벽체의 주근을 부재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경계보에 정착시

키더라도 구조물의 거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슬래브의 길이

슬래브의 길이 변수에 따른 해석모델들의 하중-변위 그래

프를 Fig. 11에 나타내었으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부벽체

의 공칭강도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을 통해 모든 해석

모델들이 하부벽체의 공칭강도보다 높으며, 변수에 따른 강성 

및 강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수치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해석모델들의 최대하중과 슬래브에 작용 하중

이 없고 슬래브의 길이가 1m인 해석모델의 최대하중을 기준

으로 각 모델의 상대비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표를 통해 슬래브 하중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적용되었

을 때 최대하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감소 정도가 

0.5% 미만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슬래

브 길이 및 슬래브 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상부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이 해당 단위 모듈의 거동에 지배적

인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이보와 같은 부재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전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의 축하중에 대한 

구조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하부벽체의 길이 비율, 경계보

의 전단보강근 간격, 상부벽체 철근의 꺾임 비, 경계보에 연결

된 슬래브의 길이의 4가지 변수들을 설정하여 10개의 해석모

델을 만들고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하여 얻은 해석결과를 통해 각 해석모델의 하중-변

위 그래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변수에 따라 비교 및 분석하

였다. 비교 및 분석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하중-변위 그래프 및 그래프에 나타낸 하부벽체의 공칭강

도를 통해 모든 해석모델이 각 모델의 하부벽체의 공칭강

도보다 높은 최대하중이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2) 하부벽체의 길이 비율의 경우 40%일 때보다 50%일 때 해

석모델의 강성과 강도가 높지만 하부벽체의 길이 비율을 

상부벽체 대비 40%만 유지하더라도 충분한 구조적 성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경계보의 전단보강근의 경우 전단보강근의 간격 변수에 상

관없이 하중-변위 그래프가 거의 동일하였으며, 최대하중

의 경우 그 차이가 0.5% 미만으로 최대하중 또한 거의 동일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단보강근 간격의 경우 건축구

조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간격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상부벽체 철근 꺾임 비의 경우 앞서 전단보강근 변수와는 

다르게 변수에 따라 하중-변위 그래프의 형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해당 변수의 경우 대부분의 하중을 분담

하는 하부벽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최대하중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1% 내외로 모든 해석모

델들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의 시공성을 

고려하여 상부 벽체의 철근을 꺾임없이 경계보에 정착시키

는 것도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상부벽체와 하부벽체의 사이에 위치한 슬래브의 길이 변수

의 경우 변수에 따른 하중-변위 그래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슬래브의 길이가 같을 때 슬래브에 작용하

는 하중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최대하중의 차이가 

0.5% 미만으로 거의 동일하며, 슬래브의 길이가 길어지더

라도 최대하중의 차이가 0.5% 미만으로 변수에 의한 변화

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안한 시스템은 벽체로

부터 전달되는 하중이 지배적이며, 슬래브에 의한 하중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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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Load-displacement graph

Table 6  Maximum load and relative ratio

Analysis model
Maximum load 

(kN/mm)
Relative ratio (%)

B40-d100-6.50-X 3.951 100.00

B40-d100-6.50-S1 3.942 99.77

B40-d100-6.50-S2 3.942 99.77

B40-d100-6.50-S3 3.943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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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계 및 시공되는 대부분의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공동주택은 상부벽체-하부골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서로 다른 상하부 구조시스템의 결합을 위해 전이보를 이용한다. 상부의 하중을 하부의 기둥 부재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

이보가 큰 강성을 지녀야 하고 이로 인해 부재의 춤이 커져 많은 물량의 투입되고 전반적인 경제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둥을 벽체요소로 대체하고 일반적인 콘크리트 전이보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경계보를 수평 구조요소로 활용한 새로운 

경계보-벽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축하중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 3차원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설계변수로 상하부벽체 길이비, 경계보 부재의 전단보강근 간격, 하부벽체로 연속되는 상부벽체 수직근의 꺾임 비율, 슬래브 길이를 

설정하고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하였다. 

핵심용어 : 전이보, RC 아파트, 전이 시스템, 경계보, 벽식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