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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finite element analyses of masonry infilled frames using a general purpose FE program, ABAQUS, were conducted. 

Analysis models consisted of the bare frame, infilled frames with masonry wall thickness of 0.5B and 1.0B, respectively. The 

masonry walls were constructed using the concrete bricks which were generally used in Korea as infilled wall. The material 

properties of frames and masonry for the analysis were obtained from material tests. However, four times increased the tensile 

strength was used for 1.0B wall, which is seemingly due to the differences in locating the bricks. The force-displacement relation 

and development of crack from the FE analysis were very similar to those from the experiments. From the FEA results, contact 

force between the frame and masonry, distribution of shear force and bending moments in frame members were analyzed. Obtained 

contact stress shows a trianglur distribution, and the contact length for 0.5B speciment and 1.0B specimen were close to the value 

estimated using ASCE 41-06 equation and ASCE 41-13 equation, respectively. Obtained shear force and bending moment distribution 

seems to replicate actual behavior which originates from the contact stress and gap between the frame and maso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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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 채움벽은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기둥사이에 간막이벽의 

역할을 해 설치하는데 구조설계시에는 하 으로만 산정되고 

구조 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구조 

실험이나 외국의 지진피해 사례를 보면 조 채움벽 골조는 

조 채움벽이 없는 순수골조와는 확연히 다른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움벽의 향은 강도의 증진과 연성도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는 채움벽이 이를 둘러싼 골조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골조의 괴모드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구조해석시 조 채움벽을 고려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  

(macro)인 모델과 미시 (micro)모델이 있다. 조 채움벽을 

가진 체건물의 내진성능평가를 해서는 채움벽을 간단한 

등가의 압축 각스트럿으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용 이기는 하지만 채움벽과 

골조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분석을 해서는 조 채움벽을 

유한요소로 분할하여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유한요소해석법을 사용하여 조 채움벽 골조의 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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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sonry infilled frame specimen

Fig. 2 Geometry of FE model 

해석 으로 분석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들 

연구는 크게 채움벽을 등방체로 보고 범용유한요소 해석 로 

그램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경우(Alam et al, 2009; Dorji 

and Thambiratnam, 2009; Radni  et al, 2013)와 채움벽 

자체의 거동에 집 하여 괴이론  이방성을 가진 재료로 

모델링하는 경우(Gambarotta and Lagomarsino, 1997; 

Manos et al, 2012; Wang et al, 2008) 채움벽 반력에 의해 

괴되는 골조의 거동에 더 집 하여 골조의 단 괴를 좀더 

정 하게 측하기 한 유한요소의 개발(Koutromanos et 

al, 2011; Stavridis and Shing, 2010)등이 있으며, 

채움벽을 둘러싼 골조가 콘크리트부재인 경우 뿐만 아니라 

강구조일 경우(Ghosh and Amde, 2002)와 조 채움벽을 

포함하는 구조물(Yu et al., 2015)에 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조 을 이방성을 가진 재료로 모델링 

하거나 괴이론을 용하기 해서는 이와 련한 조 의 

재료특성이 많이 요구되지만 국내 조 조를 상으로 구해진 

연구결과가 거의 없으며, 한 실제 구조물의 변형능력  

최 강도는 골조의 괴모드에 더 큰 향을 받으므로 조 을 

등방성을 가진 재료로 모델링하면서 조 이 골조에 주는 

향을 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근방법이 실 인 

것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벽들을 사용한 재료시험결과를 사용하여 상용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으로 채움벽의 두께가 0.5B인 경우와 1.0B인 

채움벽골조를 각각 해석하고 그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한 후 

해석결과로부터 채움벽과 골조사이의 지압, 골조 부분의 부재력 

등을 분석하 다.

2. 조 채움벽 골조실험  재료특성

Fig. 1은 본 연구의 유한요소해석 상인 조 채움벽 골조를 

나타낸다. 실험체의 체 높이 2,325mm이고 길이는 3,400 

mm 이며. 기둥의 치수는 300×300×1,575mm, 보는 300× 
350×2,200mm이다. 기둥의 주철근으로는 8-D16이, 단보 

강근으로는 D10 철근이 150 간격으로 배근되어 있다. 

실험체의 종류는 순수골조(BF), 각각 0.5B와 1.0B의 

채움벽을 가지는 채움벽골조(IF0.5B  IF1.0B)의 3가지로 

Fig. 1과 같이 보의 양단을 철물과 강 으로 액추에이터에 

연결한 후 정방향과 부방향의 반복하 에 해 실험하 다. 

가력은 변 각을 기 으로 0.25%에서부터 10%까지 2번씩 

반복하여 가력하도록 계획하 으며, 최 강도 도달이후 사이클 

가력시의 강도가 최 강도의 80%이하로 떨어지면 괴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험을 종료하 다. 실험결과 BF는 

7.0%의 변 각에서 IF0.5B는 5.5%, IF1.0B는 1.8%의 

변 각에서 최 강도의 80%에 해당하는 하 을 나타내었다. 

부재실험 직후 실시한 재료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 는 

35.9MPa, 주근과 단보강근의 항복강도는 각각 368MPa 

 440MPa로 나타났다. 한 채움벽의 경우에도 재료시험을 

통해 재료특성을 구하 는데, 시험결과 리즘 압축강도는 

10.28MPa, 탄성계수는 2064MPa, 휨인장강도는 0.48MPa, 

0.5B의 리즘을 사용한 각압축시험에 의한 단강도는 

0.60MPa로 나타났다.

3. 유한요소 모델링 

3.1 순수골조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간략화를 해 골조실험체의 기 부는 

모델링하지 않고, 골조실험체의 양쪽 기둥하단을 횡가력에 

의한 모든 변 는 구속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고정단으로 모델링 

하 다. 사용된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은 범용구조해석 로 

그램인 ABAQUS(ABAQUS user guide, 2013)이다. 기둥 

단면의 치수가 300×300mm, 보 단면의 경우 300×350 

mm이므로 유한요소모델 작성시 50×50×50mm의 메쉬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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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ehavior of concrete damaged model 

(compression)

Fig. 4 Behavior of concrete damaged model(tension)

Fig. 5 Behavior of Steel

해석모델에 사용된 콘크리트 요소는 8  육면체 요소 

(C3D8R)를, 철근에 사용된 요소는 2개의 노드를 가지는 

일반 인 트러스 요소(T3D2)를 사용하 다. ABAQUS에서는 

철근을 콘크리트요소에 매립된 형태로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 

하여 철근 치에서 메쉬를 나 지 않고 모델링하 다.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도 계식은 식 (1)과 같은 CEB-FIP 

Model Code(CEB-FIP model code, 1990)에 제시된 수식을 

사용하 다.

 



 









 
 



 (1) 

여기서, =압축응력, =압축변형률, =최 압축응력시의 

변형률, = 선 탄성계수, =할선 탄성계수, =콘크

리트 압축강도이다.

콘크리트의 최 인장강도는 최 압축강도의 10%로 가정 

하 다. 최 인장변형률은 CEB-FIP(CEB-FIP Model Code, 

1990)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 인장변형률 0.0015

까지 선형이며 이후 Fig. 4와 같이 최 인장변형률 이후 인

장경화(tension stiffening)를 가지도록 모델링하 다. 

콘크리트의 손상은 Concrete Damaged Plasticity Model 

(ABAQUS user guide, 2013)을 이용하여 산정하 다. 이 

모델은 압축과 인장에서의 응력-변형률 계에서 콘크리트의 

손상정도를 나타내는 손상변수를 정의한다. 압축과 인장시 

손상변수는 Fig. 3와 Fig. 4에 각각 나타나있는데 그 계식은 

식 (2), (3)과 같다.

  
 (2)

   
 (3)

여기서, 아랫첨자 와 는 각각 압축과 인장을, 와 은 발생한 

응력  변형률, 는 탄성계수, 는 손상변수, 

은 

구소성변형률을 나타낸다. 

철근의 경우 일반 으로 항복강도 이후 완 소성으로 거동 

하는 bilinear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모델의 해석 

결과 소성힌지부분에서 주근의 변형률이 변형경화가 발생하는 

변형률 0.02를 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하기 해서 

변형경화까지 포함하는 Mander 등(1984)이 제안한 모델을 

사용하 다.

3.2 채움벽골조

조 채움벽의 모델링을 한 유한요소도 콘크리트와 마찬 

가지로 C3D8R요소를 사용하 다. 채움벽은 벽돌과 모르타르로 

이루어진 복합재료이다. 따라서 정 한 해석을 해 벽돌과 

모르타르를 구분하여 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으나 1.0B 쌓기의 

경우는 벽돌의 가로세로를 바꿔가면서 서로 엇갈리게 쌓게 

되므로 형태가 복잡하며(Fig. 6) 한 벽돌과 모르타르의 

물성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미끄러짐도 모델링해야 하므로 

해석모델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채움벽을 

하나의 연속체로 가정하고 연속체의 재료물성은 리즘실험을 



채움벽 두께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조 채움벽 골조의 면내하 에 한 유한요소해석

88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9권 제1호(2016.2)

(a) (b)

Fig. 6 Masonry type (a) 0.5B, (b) 1.0B 

Fig. 7 Pressure-overclosure relationship.

통해 얻은 재료특성을 히 수정하여 설정하 다. 채움벽 

부분의 메쉬의 크기도 콘크리트와 동일하게 50×50×50mm로 

하 다.

조 의 응력-변형도 계로는 Hendry의 제안식(Hendry, 

1990)을 이용하 다. 

  ′





 
 




 (4)

여기서, ′ 조 의 최 압축강도, = 최 압축강도시 

변형률이다. Hendry 연구에 의하면 이 0.0013일 경우 

최 변형률로는 0.002정도, 을 0.0034로 할 경우 최  

변형률은 0.0051정도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 조의 

재료시험결과 최 압축강도시의 변형률 은 Hendry의 

연구에서 제시된 값보다 훨씬 큰 값인 0.0066을 얻었다. 이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조 조와 우리나라 조 조의 재료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UBC(UBC, 1997) 

에서 조 의 압축강도와 탄성계수사이의 계식으로   

750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재료시험 결과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값인  200을 얻었으며 이 에 

수행된 국내의 연구결과(Lee et al., 2004; Kim et al., 

2001)에서도 이와 유사한 탄성계수를 얻은 바 있다. 조 의 

최 압축강도 ′은 압축강도시험으로부터 구한 값인 10 

MPa의 50%를 사용하 다. 이는 채움벽의 주된 괴모드를 

수평방향의 을 따라 발생하는 가로  괴로 보고 이 

방향의 압축강도를 수직방향의 50%로 간주하는 FEMA 

306(FEMA 306, 1998)의 제안사항에 따른 것이다. 0.5B 

두께 조 조의 인장강도는 Crilsafulli의 연구(Crisafulli, 

199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된 압축강도의 10%로 

가정하 다. 하지만 1.0B 두께의 조 벽에서는 이보다 상당히 

증가된 인장강도인 2MPa를 사용하여야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조 의 쌓기방법의 차이, 즉 벽돌의 

길이방향으로 가로쌓기만 하는 0.5B에 비해 1.0B에서는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번갈아 배치하여 벽돌끼리의 맞물림에 

따라 강도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식쌓기한 1.0B두께의 시험체로 각압축실험을 수행하여 

구한 단강도는 가로쌓기한 0.5B 시험체에 비해 1.7~3.2배 

정도 큰 값을 나타내었다. 

횡하 에 의해 조 채움벽골조에 횡변 가 발생하면 골조와 

조 의 부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며 하 측 기둥하단  

반 쪽 기둥상단부와 보하단부에서는 조 과 골조가 떨어지는 

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두 가지 거동, 즉, 착면과 수직 

방향의 과 분리(normal behavior), 한 착면과 평행 

방향으로 발생하는 미끄러짐(tangential behavior)을 모델링 

하기 해서 콘크리트 골조와 조 사이의 착면에 부착- 

미끄러짐 요소를 추가하 다. 

Fig. 7은 부착-미끄러짐 요소의 일반 인 거동(normal 

behavior)를 나타내는데 강성 (hard contact)과 압력-

통(pressure-penetration) 곡선으로 알려진 계를 

모사한다. 이 모델에서는 직 강요법(direct enforcement 

method), 벌칙법(penalty method), 증분 라그 인지 법

(augment lagrange method)등 (ABAQUS user guide, 

2013)이 있고, 기본 으로 이 발생하기 까지는 응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응력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수렴성을 

고려하여 약간의 침투를 허용하는 벌칙법(penalty method)를 

사용하 다. 

선거동(tangential behavior)은 Coulomb 마찰 모델

(coulomb friction model)에 의한 단마찰모델(ABAQUS 

user guide, 2013)에 의해 표 된다. 평균 단응력이 한

계 단응력보다 작을 때는 미끄러짐이 없다가 평균 단응

력이 한계 단응력과 같아지는 순간 미끄러짐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골조와 조 채움벽사이의 마찰계수를 Crisafulli

의 연구(Crisafulli, 1997)에서 제시된 0.45를 사용하 으며 

한계 단응력으로는 0.1MPa를 사용하 다.

4. 유한요소해석 결과

4.1 하 -변 계  단계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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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ad vs Displacement(BF)

Fig. 9 Load vs Displacement(IF0.5B)

Fig. 10 Load vs Displacement(IF1.0B)

Drift= 0.35% Drift= 0.75%

Drift= 1.5% Drift= 3.5%

Fig.11 Comparisons of crack pattern between experiment and analysis(IF0.5B)

본 장에서는 앞서와 같은 유한요소모델과 재료특성을 사용 

하여 해석결과와 골조의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하 다. Fig. 

8~10는 각각 BF, IF0.5B, IF1.0B의 해석에 의한 하  

변 곡선을 실험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3가지의 해석결과 모두 각각의 실험결과와 유사한 최 강도  

변형능력을 나타내었다. BF 실험체의 경우 실험시 최 강도는 

202.6kN 이었으나 해석에서는 이보다 약간 낮은 201kN을 

얻었으며 체 인 변형 곡선도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IF0.5B 실험체의 경우 실험시 최 강도는 398.4kN, 해석 

에서는 364.9KN을 얻었다. IF1.0B의 경우 실험에서는 

590.1kN, 해석에서는 584.4kN로 나타났다. IF0.5B 실험체와 

IF1.0B 실험체의 변형각별 균열상태와 해석시 나타난 손상 

정도를 Fig. 11~1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실험시 찰된 

괴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스텝인 0.35%의 골조의 

양쪽 기둥에 먼  균열이 발생하고 이후 변형각에서 조  

채움벽에 모르타르를 따라 균열이 발생한 후 변형각 1.5% 

정도에서 최 하 에 도달하 다. 변형각 3.5% 정도부터는 

기둥의 상하부와 조 채움벽에서의 균열이 심화되면서 5.5%의 

변형각에서 조 채움벽의 각방향으로 스트럿이 형성되었고 

채움벽의 양쪽 모서리부근에서 압괴로 인한 괴와 골조의 

합부 그리고 지 부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하면서 괴가 이루 

어졌다. 해석에서도 0.35%의 변형각에서 골조의 상하부에 큰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변형각 1.0% 정도에서 

보에서도 균열이 찰되었는데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확인할 수 있었다. IF1.0B 실험체의 경우 

가력 기에 기둥에서의 균열이 IF0.5B 실험체보다 더 많이 

찰되었다. 이후 조 채움벽의 반력에 의한 보에서의 균열이 

바로 찰됨과 동시에 조 채움벽과 RC골조 기 부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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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ft=0.35% Drift=0.75%

Drift=1.5% Drift=2.0%

Fig.12 Comparisons of crack pattern between experiment and analysis(IF1.0B)

(a)

    

(b)

Fig. 13 Contact force (a) IF0.5B (b) IF1.0B

균열이 발생하 다. 조 채움벽체에 각선 방향으로 모르타르를 

따라 균열이 발생하 고 IF0.5B에서 보다 조 채움벽의 모서리 

부분에서 압괴에의한 괴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후 

IF0.5B보다 낮은 변형각인 1.0% 정도에서 최 강도에 도달한 

후 1.8% 정도의 변형각에서 RC골조의 콘크리트 기둥의 양쪽 

상단부에서 단 괴와 조 채움벽이 괴되면서 최종 괴에 

도달하 다. 

4.2 골조와 조 채움벽간의 응력

Fig. 13은 유한요소해석 결과로부터 최 하 시 골조와 

조 채움벽사이에 발생하는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응력의 형상은 골조와 조 채움벽의 모서리부분이 최 응력을 

가지는 삼각형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IF0.5B의 경우 

가력부 기둥의 최  응력은 7.6MPa이고 가력부의 반 편 

기둥에서는 8.2MPa로 지 의 반력을 받고 있는 부분의 

응력이 조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응력이 발생하는 

구간은 체 기둥높이의 42%정도에 해당하 다. IF1.0B의 

경우 최  응력은 각각 11.3MPa, 13.4MPa로 증가하 으며 

응력이 발생하는 구간은 체 기둥높이의 25%정도 다. 

ASCE 41-06(ASCE 41-06, 2007)에서는 Stanford- 

Smith의 탄성해석 결과에 근거하여 길이를 산정하는 

수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실험체에 용하여 길이를 

산정하면 체기둥 높이의 22%정도에 해당한다. ASCE 41- 

13(ASCE 41-13, 2012)에서는 체길이의 1/3을 길이로 

보고 있다. 골조에 비해 채움벽의 강성이 낮은 0.5B에서는 

ASCE 41-13의 길이 보다 다소 길었으며 채움벽의 

강성이 높은 1.0B의 경우 ASCE 41-06의 규정과 비슷한 

길이가 나타났으나 응력의 분포는 의 규정에서와 제시한 

것과 같은 등분포보다는 삼각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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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4 Shear force diagram (a) IF0.5B (b) IF1.0B

(a)

      

(b)

Fig. 15 Bending moment diagram (a) IF0.5B (b) IF1.0B

4.3 골조의 단력과 휨모멘트 분포

Fig.14~15는 최 하 시 IF0.5B와 IF1.0B의 골조에 

작용하는 단력과 휨모멘트의 분포를 나타낸다. 반 으로 

두 해석결과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단력의 경우 

채움벽에 의한 하 달에 의해 가력부와 가력부 반 쪽의 

기둥하단에 하 이 집 되면서 큰 단력이 발생하여 이 부  

에서 단 괴의 험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으로 철근 

콘크리트 조 채움벽 골조는 횡하 에 의해 골조와 조 채움벽 

간의 지압이 발생하게 되고 응력이 발생하는 부 와 

단력이 크게 발생하는 부 가 서로 비슷한 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휨모멘트의 경우 기둥 상단과 하단부에서만 집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으로 조 채움벽을 가진 건물의 내진성능평가에는 

ASCE 41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가 각 압축스트럿을 많이 

사용한다. 이 방법은 채움벽의 효과를 가력측 상단 보-기둥

합부에서부터 반 측 하단의 보-기둥 합부까지 연결되고 

채움벽과 동일한 강성  강도를 가진 압축스트럿을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등가 각 압축스트럿은 실용 으로 볼 때 

조 채움벽을 가진 실제건물의 내진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모델링기법이다. 하지만, 이 게 모델링할 경우 

주변 골조에 발생하는 단력과 모멘트의 분포는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 즉, 기둥에서 발생하는 단력은 Fig. 14와 

달리 체기둥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며, 휨모멘트의 분포도 

순수골조와 동일한 역 칭의 직선 인 분포를 가진다. 따라서 

실제 조 채움벽 골조의 경우 채움벽반력에 의해 기둥의 휨

항복보다 단 괴가 선행될 수 있으나 등가 각 압축스트럿

을 사용하여 푸시오버해석을 수행하면 기둥의 휨 괴가 발생

하여 최 하 을 제 로 측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등가 각압축스트럿은 조 채움벽의 거동을 간략히 모사하기 

한 것으로 채움벽 주  골조의 단력과 휨모멘트 분포는 

실제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어 채움벽과 주 골조의 상호

작용의 모사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석결과로부터 내

진성능을 단할 때는 신 한 근이 요구된다고 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범용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벽돌을 조 채움벽으로 

가진 철근콘크리트 골조를 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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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상은 순수골조, 채움벽의 두께가 0.5B인 골조, 두께가 

1.0B인 골조의 3종류이다. 철근콘크리트 골조  채움벽의 

재료특성은 재료시험결과로부터 구하 으나 두께가 1.0B인 

채움벽의 경우 벽돌의 쌓기방법의 차이에 의해 0.5B 두께의 

실험체보다 4배 정도 증가된 인장강도를 사용하 다. 유한요소 

해석결과는 실험을 통해 구한 하 -변 계  변 각에 따른 

균열양상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하 다.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분석을 통해 조 채움벽과 골조사이의 응력  골조의 

단력과 휨모멘트를 산정하 다. 

분석결과 최 하 시 채움벽과 골조사이의 길이는 0.5B 

실험체의 경우 체기둥 높이의 42%정도로 ASCE 41-13 

에서 제시하고 있는 1/3보다 다소 길었으며, 1.0B 실험체의 

경우는 제기둥 높이의 25%정도로 ASCE 41-06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식에 의한 길이인 22%와 유사하게 나타 

났다. 하지만 응력의 분포는 ASCE의 가정과 다르게 

합부쪽에서 최 응력을 가지는 삼각형의 형태로 나타났다.

골조에서 발생하는 단력과 휨모멘트는 채움벽과의 에 

의한 지압과 골조와 채움벽사이의 벌어짐에 의해 기둥의 상하단 

에만 집 되어 나타났다. 내진평가시 일반 으로 사용되는 등가 

각 압축스트럿으로 채움벽을 모델링할 경우 이러한 거동을 

모사할 수 없어 괴모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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