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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owadays, remodeling cases for some apartment like Hyundai through the support of government are reported. 
Conventionally, balcony and aisle are extended for additional private area or balcony which is supported by new frame is extended. In 
extension work at site, dowel bar is conventionally inserted in old concrete slab for connection with old and new slab, however, an 
examination for structural safety is rarely performed prior to construction, if ever, vertical load is only considered for structural analysis. 
When conventionally connected structures are exposed to earthquake, the old and new structures have individual earthquake behavior 
with different mode, which may lead the elimination of resistance to earthquake in new structures. As of this reason, new detailing 
connection system which can have light weight and sufficient ductility performance is developed for application to domestic extension 
works. Additionally, user manual and specification are also developed for fertilization of application for the develope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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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70년대 국내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

여 주택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단위 택지를 공급하거나, 고밀도의 공동

주택을 보급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

만 19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 및 활성화로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더욱 증가됨에 따라 국내 공동주택의 도입

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공동주택이 우

리나라 주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1)하게 되었다. 
이렇게 공급된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급속히 증가되

었으며, 노후 된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입주민들의 

요구와 도시미관의 정비, 부족한 택지 등을 이유로 노

후 된 아파트에 대한 조기 재건축이 급격히 증가하였

다. 하지만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 및 건축 

폐자재의 대량 발생 등으로 경제적․환경적인 사회문

제가 제기 되면서 정부는 건물의 노후화억제 와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통한 리모델

링 제도2-3)를 주택법에 도입하였다. 
정부에서는 2003년 12월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 동의

율을 80%로 낮추고, 2005년 9월 연면적의 30%까지 증

축을 가능하게 주택법의 개선을 통하여 리모델링에 수

요를 확장시켰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들도 기존의 

공간만으로는 쾌적한 주거생활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실질적인 생활공

간의 확장과 공간이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

면확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리모델링4)에 나서고 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의 경우 구조공학적인 안전의 문제, 
화재발생 시의 방재기능, 피난공간의 확보, 위층으로 

부터의 소음차단 등의 기능을 중요시하여, 발코니 개

조를 불법개조로 규정하였지만 2005년 11월 29일에 발

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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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발
코니확장이 합법화되면서 평면확장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가 더욱 증가했다. 하지만 평면확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까닭에 실제 리모

델링이 사업화된 단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였으므

로 이 당시의 리모델링 정책은 실효성이 없었다. 이러

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3년에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 

및 업계에서 요구하였던 수직증축이 3층 이내의 규모

로 허용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기술의 수요도와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다. 
리모델링에서 평면 및 수직확장의 주된 요구기술로는 

내부 레이아웃변경, 공용설비 교체, 발코니 증축, 3개
층의 유닛 증축, 주차장의 확보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벽식구조로 건설되

기 때문에 구조체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구조

체를 철거할 경우 이에 대한 구조적 보강5)이 요구된다. 
특히, 발코니는 구조체가 건설될 때 습식공법으로 

일체로 시공되어 위치변경이나 규모변경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6)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간변형 기술에

서는 발코니 공간을 실내로 만들어 전용공간을 확보하

고 새로운 발코니를 첨가해 주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면확

장 방법에서 전단력을 보강하는 방법7,8)은 약30 cm 간
격으로 앵커를 삽입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수평력

을 받는 경우의 전단력에 대한 저항성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론적,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단순화 및 공기단축

을 위한 부품화 와 유닛화, 향후 내구연한에 따른 발코

니 교체 시의 재시공이 용이한 접합기술9,10,11)의 개발이 

필요하다.

2. 평면확장형 연결부의 요구성능

슬래브는 활하중(Live load)이나 고정하중(Dead load)
이 수직하중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휨 부재로 거동하

게 되나 지진과 같은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전단거동을 하게 된다. 이때 슬래브의 길이가 매우 길

고 경간에 직각 방향의 두께가 매우 얇으면, 하중이 부

재면 내에 작용하여 평면응력(Plane Stress)상태에 놓이

게 된다. 
수평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의 슬래브 거동은 일반적

인 거동과는 현저하게 다르며, 기하학적 이유로 휨보

다는 전단에 크게 지배되고 이때의 전단강도는 일반적

인 값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된다. 

Fig. 1. Type of shear resistance at extension part.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 전단력(V)에 의해 접합

부가 벌어지고 미끄러지려는 힘에 대하여 저항하는 힘

의 요소는 Fig. 1과 같이 전단연결재의 저항(F1)과 기

존부재와 신설부재 사이에 작용하는 전단마찰저항

(shear friction resistance, F2)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때 슬래브의 전단성능은 콘크리트의 전단마찰저항과 

전단연결재의 저항이 함께 거동을 하게 된다.
슬래브의 이론상 전단 내력은 일체화된 콘크리트 부

재의 경우를 기준값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때 콘크리트 

부재에는 전단연결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콘크리트

가 기여하는 전단강도를 이론상 전단내력으로 결정하

였다. 따라서 콘크리트가 기여하는 전단강도(Vc)는 다

음 Eq.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q. 1

여기서,   

 ,  Nu : 작용축력, 

Ag : 접합부 콘크리트의 면적

 : 접합부의 길이,  : 슬래브의 두께

3. 평면확장부의 전단성능실험

평면확장형 리모델링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는 확장 후의 구조물이 현재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성

능을 만족해야 하므로, 예상되는 지진하중을 가정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전단연결재의 효과와 콘크리트의 전

단마찰에 의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3.1 실험계획 및 실험체의 제작 

우선 전단연결재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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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inforcement details. 

장형슬래브의 접합방법인 전단철근형 실험체와 콘크

리트의 마찰에 의한 전단저항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두 개의 실험체를 접합한 면에 전단연결

재와 마찰력을 이용한 변수를 둔 실험체를 제작하고, 
압축력을 도입하여 증가되는 마찰력에 의해 전단저항

성능의 개선정도를 실험으로 비교해 보았다. 
본 실험에서는 연구대상이 리모델링 예정인 건물임

을 감안하여 실제 슬래브 두께와 같이 120 mm로 제작

하였으며, 전단연결재의 성능만을 알아보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ㄱ자 형태 형태로 제작하였다. 우선 기존

슬래브 부분을 먼저 300 mm×400 mm의 ㄱ자 형태로 

제작하여 28일간 양생을 실시 한 후, 검증을 위한 전단

철근을 기존의 슬래브에 정착시키고, 신설슬래브 부분

은 철근을 배근하고 타설하였고, 기존슬래브와 신설슬

래브의 접합면의 길이는 150 mm로 일정하게 유지하였

다. 일반적으로 슬래브에는 D10 철근을 200~400 mm 
간격으로 배근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슬래브 강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슬래브 내부에서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D13철근을 80 mm 간격으로 배근하였다. 

3.2 실험체의 종류

실험체는 평면확장형 리모델링 시 확장부의 내진성

능을 전달할 수 있는 평면확장 공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변수를 설정하여 4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전단연결재의 type에 따른 실험체의 종

류를 Table 1에 표시하였다. 

Table 1. Summary of Test-specimens 

Specimens Type  (MPa) Condition of Shear

ES-REF Reference

21MPa

Reference

ES-BE
Shear bar

bar embedded

ES-BA Anchor type

ES-FR Friction Friction type

① 기준실험체 (ES-REF)
기준실험체는 평면확장형 슬래브의 성능비교를 위

하여 접합부를 없애고 기존슬래브의 면과 확장슬래브

의 면을 일체화 하여 타설했다. 이는 기존의 슬래브가 

필요로 하는 전단내력을 설정하고, 본 실험의 변수 각

각에 대한 기본 값을 알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슬래브 

두께는 120 mm로, 접합면의 길이는 150 mm로 계획하

였으며, 접합부분의 내력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2-D13을 매립하여 제작하였다. 

② 전단철근 매립형 (ES-BE)
현재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면확장형 슬

래브의 접합은 기존슬래브를 철근크기로 천공하고 일

정성능을 가지는 케미컬앵커를 이용하여 전단철근을 

매립하고, 충분히 양생시킨 후에 신설슬래브를 타설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설구조물과 기존구조물이 서로 다

른 동적특성을 가지고 지진하중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전단연결재가 콘크리트를 파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

아져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앵커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립형과 앵커형을 따

로 제작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실험체는 Fig. 4
와 같이 매립형으로서 D13철근을 매립하여 타설하고 

(a) Reinforcements

(b) Concrete pouring

Fig. 3. ES-RE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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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inforcements

(b) Concrete pouring

Fig. 4. ES-BE Specimen.

앵커타설 실험체 및 기준실험체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③ 전단철근 앵커형 실험체 (ES-BA)
본 실험체는 앵커형으로 전단철근 매립형 실험체와 

비교하되, 케미컬앵커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것과 철근

을 매립하여 기계적성능이 보장되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하여 제작한 실험체이다. 일반적으로 전단철근의 개

수에 비례하여 전단내력이 증가하지만, 본 실험체는 

슬래브 두께가 불과 120 mm이므로 배근 여하에 따라 

전단내력이 변할 수 있기에 이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

체이다. 실험체의 중앙에 hammer drill을 이용하여 홀

을 천공하고 1-D13철근을 매립한 후 타설하여 매립실

험체 및 기준실험체, 그리고 철근의 개수가 많은 실험

체와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철근배근현황과 실험체 제

작현황을 Fig. 5에 나타내었다. 

④ 접합마찰형 실험체 (ES-FR)
기존의 콘크리트와 신설하는 콘크리트가 접합되는 

경우, 기존슬래브의 면을 거칠게 처리했을 경우 마찰

이 증가하여 비교적 큰 전단내력을 기대할 수 있다. 특
히, 슬래브와 같이 두께가 얇고 넓은 면적을 가지는 부

재에서는 면내 강성이 매우 강하므로 마찰에 의한 내

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 Reinforcements

(b) Injection of chemical anchor

(c) Filling up of Shear bar

Fig. 5. ES-BA Specimen.

순수마찰력에 의한 전단성능이 어느 정도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Fig. 6과 같이 실험체를 제작하였

으며 접합면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c)와 같이 접합면

을 거친면 처리를 수행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3.3 재료의 물성

본 실험에 사용한 콘크리트는 설계강도 21 MPa, 최
대 골재 치수 25 mm, 슬럼프 150 mm의 콘크리트를 직

접 제작하여 타설하였다. 타설 후 제작한 공시체를 실

험한 결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3 MPa로 측정되

었으며,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철근은 공칭직경 10 
mm의 설계기준강도 400 MPa급 이며, 전단 연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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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inforcements

   

(b) Concrete pouring (c) Chipping

Fig. 6. ES-FR Specimen.

정착에는 공칭인발하중 7.2 kN, 공칭전단강도 6.3 kN
의 주입식 케미컬앵커를 사용하였다.

3.4 실험방법

본 연구 목적에 따라 실험체가 수평하중을 받도록 

실험체를 Fig. 7과 같이 설치하고, 수평면 내에서 전단

력의 영향력만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중을 가하였다. 
하중은 1방향 단조가력을 수행하였으며, 속도는 분당 

2 kN로 하중을 제어하였다. 가력기는 1000 kN용량의 

Fig. 7. Test set-up.

유압 가력기(Hydraulic Actuator)를 이용하였으며, 동일

한 용량의 로드 셀(Load Cell)을 이용하여 가력하중을 

측정하였다. 또한 50 mm용량의 LVDT 2개를 사용하여 

기존슬래브와 신설슬래브의 처짐을 전면과 후면에서 

측정하였다. 실험은 두 슬래브가 완전히 탈락되거나, 
내부에 철근이 삽입되어 탈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험

체는 20%의 내력감소를 보일 때까지 가력하였다.

3.5 하중-변위 관계에 의한 실험결과

① ES-REF
ES-REF는 기준실험체로 150 kN까지 실험체에 아무

런 변화없이 내력이 증가하였으며, 150 kN이 지나면서 

접합부가 아닌 가력면 중간 부분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었다. 이는 철근의 변형이 증가하면서 실험체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이격시켜둔 부분 즉, 철근이 없

는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가

력하중이 200 kN이 넘어서자 곧 큰 충격음과 함께 양 

슬래브사이의 접합면에서 실험체가 탈락되며 하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접합면의 탈락과 동시에 가력면 

쪽의 기존 균열발생지점에서 콘크리트에 큰 균열이 관

측되었으며, 하중을 제거하자 균열면은 그대로 탈락하

였다. Fig. 8에 실험체의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내었다.

② ES-BE
본 실험체의 경우 70 kN까지 실험체에 아무런 변화

없이 내력이 증가하다가 70 kN을 지난 직후 균열이 발

생하며 내력 상승이 멈추었으며, 이후 접합면에서의 

균열폭이 증가하며 내력이 천천히 감소하였다. 하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단연결철근 부위의 콘크리트가 탈

락하였으며, 변위가 10 mm를 넘어서 부터는 피복이 

탈락되기 시작하고 내부 철근의 변형이 심한 것을 육

Fig. 8. Test result of E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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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st result of ES-BE.

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변위가 15 mm정도의 

변형이 이루어진 후 실험을 종료하였는데, 이것을 Fig. 
9의 하중-변위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③ ES-BA
본 실험체의 경우 60 kN까지 실험체에 아무런 변화 

없이 내력이 증가하였으나, 60 kN을 지나면서 접합면의 

균열로 50 kN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후 전단내력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케미컬 앵커를 매립한 

부분의 콘크리트가 탈락되기 시작하였다. 하중이 증가 

할수록 내부의 전단연결철근이 보였으며, 앵커부분이 

통째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후 

15 mm정도의 변형이 이루어진 후 실험을 종료하였는

데, 이 결과를 Fig. 10의 하중-변위 곡선에 나타내었다. 

④ ES-FR
본 실험체의 경우 40 kN까지 실험체에 아무런 변화

Fig. 10. Test result of ES-BA

Fig. 11. Test result of ES-FR 

없이 내력이 증가하였으며, 40 kN를 지나면서 둔탁한 

소음과 함께 급작스러운 접합부가 파괴되었다. 전단 

연결재 없는 경우의 전단내력이므로 콘크리트의 마찰

력에 의해 발생하는 순수 마찰전단내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마찰력의 특성상 이 실험의 결과에 나타

난 내력은 전단 연결재와 함께 작용하지만 내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에 실험

체의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내었다.

3.6 실험체 파괴양상

모든 실험체에서 파괴양상은 Fig. 12와 같이 전단파

괴 양상이 나타났으며 ES-BE실험체의 경우, 전단파괴

가 일어난 후에도 실험체의 내부철근이 파괴되는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ES-REF ES-BE

ES-BA ES-FR

Fig. 12. Failure shape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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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분석

평면확장부의 슬래브 보강에 사용된 전단보강연결

재의 성능을 최대전단력 및 전단보강방법에 따른 각각

의 성능을 비교해 보고 이를 기존의 전단설계식과 비

교, 검토한 결과, 현재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평면확

장형 슬래브의 전단연결재는 철근매립형의 경우 일체

형에 비하여 약 35%내외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평면확장형 슬래브연결부위에 있어서 전단철근만

으로 보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이에 적합한 

보강상세를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한 

내용을 고찰하고 전단철근 연결법방법에 대한 전단성

능을 비교 분석하여 적합한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최대 전단력

평면확장형 슬래브에 있어서 일체형 슬래브가 가장 

우수한 접합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후 된 공

동주택의 특성상 리모델링 시, 평면확장형 접합부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노후 된 공동주택

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고려가 확장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

결부위의 전단성능을 비교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연

결부가 없는 기준실험체에 비하여 철근을 연결한 실험

체는 약 31~35%의 전단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는 전단연결재 1개의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전단연결재의 양에 따른 성능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단연결재 없이 마찰력 및 

모르타르의 강도로만 연결된 실험체도 22%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2 전단철근의 효과

Fig. 12는 기준실험체(ES-REF)와 매립형 전단철근

(ES-BE) 실험체의 하중-이력곡선을 나타낸 그림인데 

기준실험체는 204 kN의 전단내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

하여 전단철근을 매립한 실험체는 71.8 kN의 전단내력

을 보이고 있어 매립형 전단철근 실험체는 약 35%의 

내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mparison of shear strength with reference 

Specimen Shear connector 
type

Shear strength
(kN) Ratio Design value

(kN) 

ES-REF reference 204.5 0 146

ES-BE embedded 71.8 0.35 54

ES-BA anchor 62.5 0.31 54

ES-FR friction 45.3 0.22 0

Fig. 12. Comparison of shear strength embed type 

4.3 설계식에 적용

기준실험체는 일체형 슬래브로서 150 mm×120 mm
의 콘크리트 단면과 2-D13철근을 가지고 있으며, 전단

성능은 Eq. 2로 구할 수 있다. 

  ×  Eq. 2.

또한 보강연결재의 보강성능은 보강형식이 전단철

근방식과 전단키 방식을 나누어 다음 Eq. 3으로 구할 

수 있다. 
 
 × × Eq. 3.

이 결과를 본 연구의 실험에서 제시된 결과와 비교

하면 Fig. 13과 같은데, 기준실험체의 경우 이론값보다 

실험값이 약 20%정도 높은 내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실험체의 경우 10%내외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기준실험체가 이론값보다 높은 

하중을 나타내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

Fig. 13. Comparison of results for test and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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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체적인 경향은 실험과 이론값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평면확장형 슬래브의 리모델링을 안전하게 수행하

기 위해서 신구 구조물사이의 전단성능 평가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현재 실무에서 사용중인 방법

과 비교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 구 슬래브 사이의 전단연결재에 대한 전단 

저항을 산정하는 기존 설계식에 의해 계산한 값과 실

험에 의한 값은 10%이내의 오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리모델링이나 평면확장부의 전단설계에 기존설계식은 

이론적으로는 유용하다 판단된다. 
(2) 평면확장부의 슬래브 보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전단연결재는 일체로 타설된 경우에 비해 35% 내
외의 전단저항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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