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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고층 건축물은 출입문이나 창문, 엘레베이터, 설비 등에 의해 

개구부가 형성되며, 필연적으로 이러한 개구부를 잇는 연결보를 보유하게 

된다. 연결보를 갖는 병렬 전단벽 시스템 (Coupled shear wall system)은 

높은 강성과 에너지 소산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지진이나 바람과 같은 횡

하중에 저항해야 하는 고층 건축물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다[1, 2]. 횡하중 

작용시 연결보는 전단벽보다 큰 변형능력이 요구된다. 이 때 연결보는 비탄

성 변형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산하여 전체 전단벽 시스템에서 퓨즈역할

을 한다. 따라서 연결보는 충분한 연성 능력과 에너지소산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철근상세가 필요하다. 

일반보 배근상세를 적용한 초기 연결보의 경우 사인장 균열로 인한 취성

적인 전단파괴가 일어났다. 이후 사인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횡방향 철근

을 기준보다 조밀하게 보강하는 상세가 제안되었지만 연결보와 전단벽의 

접합부에서 미끄러짐 전단 파괴가 발생하였다. 이에 Paulay[3]는 연결보에

서 발생하는 취성적 파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결보 내에 대각방향철근을 

배근하는 대각보강 콘크리트 연결보 (Diagonally reinforced concrete 

coupling beam)를 최초로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해 그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Paulay and Binney[4]는 대각방향철근으로 보강된 연결보의 설계방법을 

제시하였고, 이후 대각보강 연결보에 대한 많은 실험적 진행되었다. 선행연

구자들의 실험 결과, 대각보강 연결보는 일반 연결보에 비하여 우수한 강성, 

강도, 그리고 에너지소산능력을 보유하였음이 입증되었다[1], [5-7]. 

연결보의 비선형 응답이력해석에 관한 연구는 병렬전단벽 시스템이 주로 

사용되는 고층 건축물에 성능기반 내진설계가 도입되면서 주목 받아왔다[8]. 

병렬전단벽 시스템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산하는 연결보의 비선형 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층건축물에 대한 해석적 접근방식으로는 크게 유한요소해석을 이용

한 마이크로 모델링 방법과 집중소성힌지를 이용한 매크로 모델링 방법이 

있다. 마이크로 모델링의 경우 콘크리트의 피복탈락, 철근의 좌굴과 같은 

국부 거동을 상세히 예측 할 수 있으나 정확한 해석 결과를 위해서는 결정되

어야 할 변수가 많다. 무엇보다도 해석 시간이 오래 걸려 고층구조물의 해석

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매크로 모델링의 경우 해당 부재의 전

체적인 거동을 예측함으로써 해석모델의 구성이 매우 간단하고 해석시간

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간의 비교를 통한 검증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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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Orakcal et al.[9]은 RC 구조시스템의 반복이

력거동 예측시, 마이크로 모델보다 비교적 단순한 매크로 모델이 더욱 실용적, 

효율적이며 신뢰도가 높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보가 

고층건축물에서 에너지소산을 담당하는 주요 구조부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매크로 모델링 방법으로 대각보강 연결보의 

해석모델을 구성하였다. 

최근까지 대각보강 연결보의 해석모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1], 

[10-11],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대각보강 연결보의 이력거동 예측시 강도 및 강성 저하 (cyclic deterio-

ration in stiffness and strength) 그리고 핀칭 (pinching)과 같은 반복하중

에 의한 이력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대각보강 연결보는 콘크리트의 압괴

로부터 발생한 대각철근의 좌굴로 인하여 파괴에 도달한다 (Fig. 1).[1], 

[11-12] 이와 같은 반복하중으로 인한 부재의 손상은 하중-변위 이력곡선 

상에서 핀칭이나 강성 및 강도 저하로 나타나며 전체 구조시스템의 붕괴를 

가속시킬 수 있다[13]. 따라서 대각보강 연결보의 복잡한 이력거동을정확히 

모사하기 위해서는 강도 및 강성 저하와 같은 반복하중에 의한 이력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Barbachyn et al.[10]의 스트럿-타이 모델은 구조 부재의 파괴 

이후의 거동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결과에서 나타나는 연결보의 

강도 저감을 표현하지 못하였다. 또한 Hindi and Hassan[11]의 삼선형 모

델은 단조뼈대곡선만 제안하여 대각보강 연결보의 반복하중에 의한 거동

은 예측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각보강 콘크리트 연결보에 대하여 반복 가력으로 인

한 강도와 강성 저하 그리고 핀칭을 모두 반영한 이력거동을 모사하고자 한다. 

이력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OpenSees 프로그램[14] 상의 Pinching4 모

델[15]을 사용하였다. Pinching4 모델은 뼈대곡선, 핀칭 그리고 강도 및 강

성 저하에 대한 매개변수를 가지고 구조물의 반복이력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해석모델의 구성은 연결보 단부에 비선형 회전 스프링 요소를 설치한 집중

소성힌지 형태로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해당 해석모델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대각보강 연결보의 이력 거동

ACI 318[16]의 18.10.7.2장에 따르면, 연결보의 형상비 ()가 2 미

만이고 전단 응력이 0.33′  이상인 경우에는 대각철근배근을 사용하도

록, 반면 형상비가 2이상 4미만인 경우에는 일반배근과 대각철근배근 중 선

택하여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 보의 순경간 길이, : 보 단면의 높

이, ′: 콘크리트 압축 강도). 또한 대각보강 연결보에 대하여 횡구속철근

의 보강 방법에 따라 2가지 보강상세를 제시하고 있다 (Fig. 2).

횡구속철근을 보 전단면에 보강하는 방법(Fig. 2b)에 따라 설계된 대각

보강 연결보 실험체 (SD-2.0, SD-3.5)[17]의 이력곡선으로부터 두 실험체 

모두 큰 변형능력과 우수한 에너지소산능력을 보유하였음이 확인되었다 

(Fig. 3). 뿐만 아니라 반복가력으로 인한 강도 및 강성 저하와 함께 미미한 

핀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강도 및 강성 저하와 핀칭이 발생

한 정도는 두 실험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각보강 연결보의 

반복이력거동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실험체마다 서로 다르게 나

타나는 이력특성이 실험체마다 알맞게 고려되어야 한다. 

3. 실험체 선정

대각보강 콘크리트 연결보의 이력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집중소성힌

지 형태의 해석모델을 구성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집중소성힌지 모델은 

실험결과와 해석결과 간의 비교를 통한 검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델에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알맞게 결정하여야 정확한 해석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대각보강 콘크리트 연결보 

Fig. 1. Damage in DRCB specimen SD-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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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 6개를 수집하였으며[1], [5-7], [12], [17], 이들의 실험 결과를 바탕

으로 매개변수를 결정하고자 한다. 모든 실험체는 반복하중 하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4개의 실험체가 ACI 318[16]에 따라 설계되었다. ACI 

318[16]은 대각보강 연결보의 보강 상세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Fig. 2), 설계전단강도에 대하여 같은 식을 적용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고려하지 않았다. 전체 실험체 목록과 각각의 주요 물

성치는 Table 1에 요약하였다. 

4. 해석모델 선정

해석모델로는 OpenSees[14]의 Pinching4 모델[15]을 선정하였다. 

Pinching4 모델은 4선형 뼈대곡선 (quad-linear backbone curve, Fig. 4a)

을 기준으로 반복하중에 대한 핀칭, 강도 및 강성 저하와 같은 이력특성을 

반영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 매개변수를 필요로 한다. 실험체마다 각각

의 물성치와 이력곡선을 보유하기 때문에 실험체마다 알맞은 해석 매개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a) Confinement of individual diagonals (b) Full confinement of diagonally reinforced concrete beam section

Fig. 2. Two confinement options for coupling beams with diagonal reinforcement in ACI 318 (2014)

(a) SD-2.0 (b) SD-3.5

Fig. 3. Cyclic curves of two specimens obtained from experiments

Table 1. Diagonally reinforced concrete coupling beam specimens

No. Author Specimen


(mm)



(mm)



(mm)




()

′

(MPa)



(MPa)



(MPa)



(MPa)



(kN)

1 Tassios et al. (1996) CB-2A 130 500 500 1.0 24.0 28.5 504 281 281 283

2 Galano and Vignoli (2000) P07 150 400 600 1.5 33.0 54.0 567 567 567 238

3 Fortney et al. (2008) DCB-1 254 356 914 2.6 13.0 37.6 431 418 414 594

4 Naish et al. (2013) CB24F 305 381 914 2.4 15.7 47.2 483 414 414 761

5 Han et al. (2015) SD-3.5 250 300 1050 3.5 8.9 44.0 442 506 506 507

6 Lim et al. (2016) CB30-DB 300 500 1500 3.0 8.8 38.4 465 475 475 1073

 : diagonal reinforcement yield strength,   : longitudinal(transverse) reinforcement yield strength,  : actual shea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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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해석 매개변수 결정방법

4.1.1 뼈대곡선 매개변수

Pinching4 모델의 뼈대곡선은 4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

점의 좌표 8개를 매개변수로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뼈대곡선

을 결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실험체의 단조가력곡선을 바탕으로 결

정하는 것이다[18].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대각보강 연결보 실험

체는 반복하중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gnos and 

Krawinkler[13]의 연구를 참고하여 반복이력곡선으로부터 뼈대곡선을 추

측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4선형 뼈대곡선은 Fig. 4(a)와 같이 항복 지점 (yield point), 캐핑 지점 

(capping point), 극한 지점 (ultimate point), 그리고 잔류 지점 (residual 

point)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캐핑 지점()을 이력곡선 상에서 최

대 강도가 관측되는 지점으로 결정한다. 다음으로 항복 지점 ( )은 항

복 강성(yield stiffness,  )과 캐핑 강성 (capping stiffness, )을 기울기

로 가지는 두 직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결정한다. 항복 강성은 1% 변위각을 

갖는 최대 강도 지점의 할선 강성(secant stiffness)으로 가정하였으며[1], 

캐핑 강성은 캐핑 지점과 나머지 이전 사이클에서의 최대 강도 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이다. 다음으로 극한 지점 ( )은 파괴 변위각( )이 캐핑 

강도를 갖는 지점으로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잔류 지점 ( )은 파괴 변

위각을 10% 증가시킨 지점이 x축과 만나는 지점으로 결정한다. 본 연구는 

단조 가력 하의 파괴 변위각은 적어도 반복 가력 하의 파괴 변위각보다 크다

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잔류변위각은 파괴변위각을 10% 증가시킨 값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 잔류 전단강도 ( )는 해석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렴

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값을 사용하였다.

정가력과 부가력 방향 중 최대내력을 보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뼈대곡선

을 결정하였으며, 양방향에 대하여 대칭적인 거동을 가정하여 해석모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정가력과 부가력 방향에 대하여 동일한 매개변수를 적

용하였다. 

4.1.2 핀칭 매개변수

Pinching4 모델에서 핀칭은 , , 그리고 의 3가지 매

개변수로 결정된다 (Fig. 4b). 와 의 경우 0이상 1이하의 값을 

가지며, 의 경우 –1이상 1이하의 값을 가진다. 이력곡선 상의 사이

클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임의의 핀칭 매개변수를 적용한 해석결과와 실

험결과를 비교하였다. 두 결과가 시각적으로 가장 잘 일치할 때까지 핀칭 매

개변수를 반복적으로 조정하여 결정하였다. 하지만 모든 대각보강 연결보 

실험체에서 매개변수 와 가 나타내는 핀칭이 뚜렷하게 나타

나지 않는 것을 관측하였다. 세 가지 매개변수 중 만 10%내외의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고려하여 이력거동을 모사한 결과 

(Fig. 4c), 이력곡선이 실험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핀칭의 세가지 매개변수 중 만 고려하 여 대각보강 

연결보의 이력거동을 모사하였다.

4.1.3 강도 및 강성 저하 매개변수

Pinching4 모델에서 반복가력으로 인한 강도 및 강성 저하는 변위와 에

너지소산량을 모두 고려한 손상지수 (damage index, )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Lignos and Krawinkler[19]는 에너지소산량에 대한 손상지수만 고

려하여도 이력곡선 상에서 강도 및 강성 저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상지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여기서, 는 번째 사이클까지의 누적에너지 소산량, 는 뼈대곡

선의 넓이, 와 는 저하 매개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뼈대곡선의 캐핑 지점 이후 영역은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를 결정할 때 캐핑 지점까지의 영역만 포함

하도록 Pinching4 모델을 수정하였으며, 감소한 의 영역을 보충

(a) Quad-linear backbone curve (b) Pinching (c) Insignificance of pinching 

Fig. 4. Input parameters in the Pinching4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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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를 1000으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가 저하의 발생 정

도를 결정하는 매개변수가 된다. 

따라서 반복하중에 의한 강도 및 강성 저하를 정확히 모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실험결과로부터 구한 손상지수 

식 (2)와 해석 상에서 구하는 손상지수 식 (1)를 비교하여 구할 수 있다. 와 

가 일치하도록 하는   를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구하였다.

 



(2)

여기서, 는 번째 사이클에서의 전단강도 또는 강성, 는 뼈대곡선에

서 상응하는 값이다.

하지만 를 결정하면 가 줄어들게 되어 감소된 에너지 소산량을 바

탕으로 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 변화량이 0.001% 내로 수

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조정하여 저하 매개변수 를 결정하였다.

Pinching4 모델에서 손상지수는 제하 강성(unloading stiffness,   ), 

재가력 강성(reloading stiffness,  ), 그리고 전단강도( )에 대하여 독

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Fig. 5a). 하지만 모델 특성상 강도 저하가 발생하

면 종속적으로 재가력 강성 저하가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 재가력 강성은 

(a) Cyclic deterioration (b) Damage index in SD-3.5

Fig. 5. Cyclic deterioration in strength and stiffness

(a) CB-2A (b) P07 (c) DCB-1 

(d) CB24F (e) SD-3.5 (f) CB30-DB

Fig. 6. Actual and simulated cyclic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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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Fig. 5(b)는 실험체 SD-3.5에 대하여 제하 강성과 

강도의 손상지수를 각 사이클마다 비교한 그림이다. 제하 강성과 강도의 결

정계수는 각각 0.88과 0.82로 나타났으며, 결정된 를 적용한 식(1)의 손

상지수가 실험결과로부터 구한 손상지수 식 (2)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성 저하와 강도 저하에 각각의 손상지수가 서로 유

사한 것을 확인하였다[13]. 따라서 본 연구는 강도와 제하 강성 저하에 대하

여 동일한   를 적용하였다.

본 절에서는 Pinching4 모델을 구성하는 뼈대곡선, 핀칭 그리고 저하 매

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뼈대곡선의 매개변수는 반복이력

곡선으로부터 4개의 지점으로 결정하였다. 핀칭 매개변수는 실험결과와 해

석결과의 모든 사이클이 일치할 때까지 조정하여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Pinching4 모델의 손상지수 식 (1)과 실험체로부터 얻어진 손상지수 식 (2)

가 일치하도록 하는 저하 매개변수를 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6개 실험체에 대하여 결정된 해석 매개변수(뼈대곡선, 핀칭, 저하)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5. 제안된 매개변수 결정방법의 검증

이번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안한 매개변수 결정방법을 통하여 결정된 해

석 매개변수들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을 위하여 

OpenSees[14] 상에서 대각보강 연결보를 모델링하였고, 해석모델에 실험

체와 동일한 변위이력을 가하여 해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실

험체는 총 6개로, 각 실험체에 해석 매개변수를 적용한 해석결과과 실험결

과를 비교하였다 (Fig. 6).

Fig. 6(a)와 Fig. 6(b)의 경우, 해석결과가 실험체의 최대 전단강도를 

1% 내외의 오차율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도 및 강성 

저하도 적절히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1.1에서 언급하였듯 정가력과 

부가력 방향에 대하여 대칭적인 거동을 가정하여 뼈대곡선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Fig. 6(a)와 같이 비대칭적인 거동을 보이는 경우 부가력 방향에서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였다. Fig. 6(c)와 Fig. 6(d)의 

경우,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최대 전단강도 오차율은 5% 내외로 나타났

다. Fig. 6(c)는 최대 내력이 나타난 부가력 방향을 기준으로 해석이 진행되

었다. 두 실험체 모두 강도 저하는 전반적으로 잘 예측하였으나, 캐핑 변위 

각 이후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Fig. 6(d)의 경우, 실험 이력곡선에서 

변위각 8%까지 최대강도가 거의 일정하다가 8%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해석결과는 변위각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저하가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는 식(1)의 손상지수가 누적에너지소산량과 선형관계이기 때문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Fig. 6(c)의 실험 이력곡선에서 변위각 4% 이

후 급격한 강도저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두 실험체와 같이 특

정 사이클 이후 급격한 강도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었다. 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Fig. 6(e)와 Fig. 

6(f)의 경우,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최대강도 오차율은 각각 4.6%와 

0.9%로 나타났다. 두 실험체 모두 최대강도와 강도 및 강성 저하를 적절히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실험체 CB24F와 SD-3.5에 대하여 변위각의 증가에 따른

누적에너지소산량을 비교하였다 (Fig. 7). 누적에너지소산량에 대한 실험

Table 2. Calibrated parameters for Pinching4 model

No. Specimen
Backbone Pinching Deterioration

 (%)  (%)   (%)  (kN)  (kN)  

1 CB-2A 1.261 2.972 4.483 205 283.204 -0.1 34.022

2 P07 1.033 2.306 6.148 231.35 238.645 -0.15 37.706

3 DCB-1 1.288 3.024 6.064 585.872 619.3 -0.25 33.205

4 CB24F 1.119 3.004 12.221 722.482 761.128 0.05 13.276

5 SD-3.5 1.815 5.162 10.533 475.064 507.34 -0.1 6.881

6 CB30-DB 1.105 2.700 9.932 709.378 728.252 0.3 5.151

(a) CB24F

(b) SD-3.5

Fig. 7. Cumulative dissipate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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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해석결과의 오차율은 각각 0.41%와 7.34%로 나타났다. 두 실험체 

모두 변위각 증가에 따른 누적에너지소산량의 증가추세를 전반적으로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매개변수 결정방법을 통하여 결정된 매개변수를 적용한 해석결

과와 실험결과를 이력곡선과 누적에너지소산량을 통하여 비교해 본 결과,

대각보강 콘크리트 연결보의 반복이력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검증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요약되어 있다. 

6. 결 론

반복하중을 받는 대각보강 콘크리트 연결보는 콘크리트의 압괴나 대각

철근의 좌굴로 인해 최종 파괴에 도달한다. 이는 이력곡선에서 핀칭, 강도 

및 강성 저하로 나타나며 전체 구조시스템의 붕괴를 가속시킬 수 있어 이력

매개변수 결정을 위해 선행연구로부터 6개의 대각보강 콘크리트 연결보 실

험체를 수집하였다. 제안된 방법으로 결정된 해석 매개변수 (뼈대곡선, 핀

칭, 저하)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 전단강도와 누적에너지소산량을 

비교하였다. 최대 전단강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실험체가 5% 내외의 오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대 전단강도 이후 강도저하가 일정하게 나

타나는 경우, 강도 저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특정 

변위각에서 급격한 강도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석 상에서 강도저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

진다. 추가적으로 2개의 실험체에 대하여 누적에너지소산량을 비교하였다. 

변위각이 증가함에 따른 누적에너지소산량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였고, 

누적에너지소산량의 오차율은 8% 이내로 나타났다. 제안된 매개변수 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대각보강 콘크리트 연결보의 이력거동을 예측한 결과, 핀칭 

그리고 강도 및 강성 저하를 포함한 이력거동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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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erification of analytical results―shear strength

Specimen
Maximum shear strength

test (kN) analysis (kN) error (%)

CB-2A 287.8 284.5 1.17

P07 238.7 238.7 0.04

DCB-1 635.3 594.5 6.87

CB24F 761.1 730.6 4.18

SD-3.5 507.3 485 4.6

CB30-DB 728.5 722.1 0.89

Table 4. Verification of analytical results-Cumulative dissipated energy

Drift 

ratio

Cumulative dissipated energy

CB24F SD-3.5

test

(kN-m)

analysis

(kN-m)

error

(%)

test

(kN-m)

analysis

(kN-m)

error

(%)

2% 71.3 74.3 0.37 33.4 6.8 3.6

4% 222.2 241.3 2.31 166.9 188.2 2.89

6% 369 367.9 0.13 337.4 370.4 4.48

8% 580.2 519.1 7.38 608.6 629 2.77

10% 762 677.5 10.21 791.5 737.4 7.34

12% 824.8 828.2 0.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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