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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damage caused by earthquakes gradually increases, seismic retrofitting for existing public facilities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Several types of structural analysis methods can be used to evaluate the seismic performance of 

structures. Among them, for nonlinear dynamic analysis, the hysteresis model must be carefully applied because it can 

significantly affect the behavior. In order to find a hysteresis model that predicts rational behavior, this study compared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analysis results of the existing non-seismic reinforced concrete frames. For energy dissipation, the 

results were close to the experimental values in the order of Pivot, Concrete, Degrading, and Takeda models. The Concrete 

model underestimated the energy dissipation due to excessive pinching. In contrast, the other ones except the Pivot model 

showed the opposite results with relatively little pinching. In the load-displacement curves, the experimental and analysis 

results tended to be more similar when the column axial force was applied to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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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2016년의 경주 지진과 2018년 포항 지진을 포함하여 

최근 한반도에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1). 과거에 비

하여 지진의 빈도뿐만 아니라 인명피해와 건물의 손상

도 늘어가고 있어2) 이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

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내진설계기준이 최

근에 개정되었고3),4), 동시에 기존 공공시설물을 대상으

로 한 내진보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진보강은 건물이 지진력에 충분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건물의 내진안전을 확보하고

자 특정한 보강방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기존 구조체의 

내진성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보강안을 선정해

야 한다. 이 때 기존 구조물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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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조물에 대한 내진해석에는 지진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지진이 발생된 상황에 맞는 모델링이 반영되어

야 하며, 구조요소에 대한 이력모델은 지진과 같은 동적 

하중에 의한 부재의 거동 특성(에너지 소산, 강도 및 강

성 저하 등)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신뢰할 수 있는 모델

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조물의 내진해석 시 거동

을 합리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적정 이력모델의 선정을 

위한 자료가 중요하다.

반복 하중 및 동적 하중 하에서의 부재 거동을 예측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력모델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한 사

례는 기존부터 있어왔다. Yu(2008)5)는 CANNY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휨변형 기반으로 제안된 이력모델들을 

비교하는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Kim et al.(2009)6)

은 동일 프로그램에서 Yu(2008)5)와 다른 이력모델들을 

비교하였다. Shin, Lee & Jeong(2009)7)은 Drain-2D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합부에 다양한 이력모델을 적용

한 후 각각의 내진성능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

으며, Je, Kim & Yoon(2009)8)은 이력모델에 따른 표준

학교건물의 비탄성거동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또한 Son 

& Lee(2020a and 2020b)9),10)는 비내진 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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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vot model (b) Concrete model

(c) Takeda model (d) Degrading model

<Fig. 1> Hysteresis property11)

(RC) 평면골조를 대상으로 실험결과와 이력모델을 달리

한 해석결과를 비교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RC 부재의 이력모델과 관련된 선행 연

구들이 존재하지만, 해석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이력모

델들이 다른 경우에는 기존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데 제

한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최근 개발된 새로운 이력모델

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동일한 이력모델

에 대한 평가에서도 추가적인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연

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비내진 RC 골조에 대한 실험사

례를 토대로 해석모델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모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력된 이력모델을 변경하면서 해석

을 반복하였고, 해석결과들을 선행 실험결과와 비교하였

다. 또한 적용된 이력모델에 따른 구조체의 거동을 하중

-변위 관계, 에너지 소산, 최대강도 및 초기강성의 측면

에서 분석하여 실제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이력모

델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RC 골조 구

조물의 내진해석을 위한 해석모델 작성 시 합리적인 이

력모델 선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RC 골조의 실험결과와 이력모델에 따른 

해석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으로 선정

된 실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3절에서 제시된다.

해석에는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ETABS11)를 사

용하였다. 이력모델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내장된 것

들 중 Degrading, Takeda, Pivot 및 Concrete 모델을 

적용대상으로 선정하였다<Fig. 1>. 적용 시 추가적인 변

수를 입력해야 하는 이력모델은 Concrete, Degrading 

및 Pivot 모델이다.

프로그램 매뉴얼11)에 따르면, Degrading 모델은  , 

 ,  ,  ,  및 를 변수로 가진다. 여기서  , 

  및 는 각각 성능저하를 고려한 부재의 항복 시, 

항복 이후와 최대변형에 도달하기까지, 그리고 최대 변

형 시의 에너지 소산량과 성능 저하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에너지 소산량의 비율이다. 또한 과 는 각각 

항복 이후와 최대변형 사이, 그리고 최대 변형 시의 변

형 단계를 의미하며, 는 강성 저감 계수이다.

Degrading 모델은 기본적으로 임의 방향의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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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oading)와 재재하(Reloading) 시까지 형성된 주곡

선의 길이만큼 반대 방향 가력에서도 동일하게 곡선을 

정의하는데, 추가적으로 에너지 소산의 저감을 구현할 

수 있다. 가력이 진행된 동안 최대 변형에 해당하는 시

점의 변위( )를 매 시점의 변위와  및 를 곱

한  , 와 비교하여 를 결정한다. 만약   

인 경우   이다. 이러한 가 반영되면 이전 가력

에서 제하와 재재하 시까지 형성된 주곡선보다 짧게 생

성하여 에너지 소산 면적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는 제

하 시의 강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최댓값인 1에 가

까울수록 제하 강성은 줄어든다. 본 연구에서는  및 

에 대해서 각각 5와 10의 기본값을,    , 

   ,    ,   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점진

적인 변형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산 저감이 구현되도록 

하였다.

Concrete 모델에서 변수 는 압축으로부터 제하 시 

균열 확대에 따른 에너지 소산량 저감을 반영하는 계수

이다. 해당 모델은 인장 방향 가력의 경우 제하 때마다 

할선강성을 유지하고, 압축의 경우 제하 시점마다 할선

강성에 를 곱한 강성으로 주곡선을 정의한다. 본 해석

에서는 에너지 소산 능력의 저하를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   값으로 0.7을 적용하였다.

Pivot 모델의 변수로는    및 가 있으며12), 주곡

선이 정의되는 1, 3사분면의 경우 재하 및 제하 시 특정

한 지점(피벗 지점. 이하  )을 향하도록 곡선이 생성된

다. 는 의 위치와 연관되고, 는 제하 강성에 영향

을 준다. 2, 4사분면의 경우 각각 1, 3사분면의 곡선 위

에 지정되는 핀칭 지점(이하  )을 향하도록 곡선이 

형성된다. 를 정의하는 데는 가 관련되는데, 이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는 를 후퇴시키는 것

으로 제하 시 강성의 저하를 나타내며(   ≤ ), 값

이 1에 가까울수록 강성의 저하가 크게 반영된다. 본 해

석의 경우 균열에 의한 저하거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1

로 적용하였다.   및 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바탕으

로 Sharma, Eligehausen & Reddy(2013)이 식 (1)~(4)

와 같은 산정식을 제시한 바 있다13).

                            (1)

                             (2)

          

  
 × 



   ×  ≤ ≤    
 (3)

   ×                  (4)

여기서, 는 주철근비(%), 는 전단철근비(%), 

은 요소에 작용하는 축력비이다. 산정식에서 확인

되는 것처럼 설정 변수는 부재의 축력비와 배근 상세에 

따라 달라진다. 식 (1)과 (2)는 기둥과 보를 대상으로 제

안된 것인데, 축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크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식의 적용성

이 제한되어 본 해석에서는 Dowell, Seible & 

Wilson(1998)12)의 도표를 참고하여 를 산정하였다. 해

석모델에 적용된 구체적인 수치는 후속 절에서 언급된다.

3. 결과 및 분석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골조의 실험결과와 이력모델에 

따른 해석결과를 하중-변위 관계, 에너지 소산, 최대강

도 및 초기강성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각 이력모델에 

따른 거동은 에너지 소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Pivot, Concrete, Degrading 및 Takeda 모델 순으로 실

험결과와 작은 차이를 나타냈다.

3.1 기둥 축력이 없는 골조 (Frame 1)

기둥 축력이 재하되지 않은 경우로서 Lee et 

al.(2018)의 비내진 상세를 가진 기존 RC 골조 실험체14)

를 대상으로 하였다. 골조의 기둥 사이 간격은 4.5m, 높

이는 3.3m이고, 접합부 내에는 띠철근이 존재하지 않았

다. 골조 상단에는 점증하는 반복 수평하중이 재하되었

고, 자중 외 추가적인 하중은 없었다. <Fig. 2>는 골조의 

배근을 비롯한 상세 사항과 적용된 가력프로그램을 나

타낸 것이다.

Pivot 모델이 적용된 해석에서 변수 와 는 

Dowell, Seible & Wilson(1998)12)과 Sharma, 

Eligehausen & Reddy(2013)13)에 따라 산정하였고, 기

둥의 경우    ,   이 적용되었다. 기둥

에는 축력이 없었던 반면, 실험 세팅 상 보에는 강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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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vot model (b) Concrete model

(c) Takeda model (d) Degrading model

<Fig. 3> Load-Displacement curves (Frame 1)

(a) Details of RC frame14) (b) Loading protocol

<Fig. 2> Details of experiment (Frame 1)

통한 초기긴장력이 도입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   이 보에 입력되었다.

<Fig. 3>은 각 이력모델을 적용한 해석 및 실험에 따

른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낸 것이며, 포락선이 함께 표

현되어 있다. 실험과 해석결과의 포락선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해석결과는 가력 후반부의 강도저

하 특성을 정교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Fig. 4>는 가력 단계별 에너지 소산량을 보여준다. 

Takeda 및 Degrading 모델을 적용한 경우 진폭이 큰 

가력 후반부에 실험결과보다 과도하게 큰 에너지 소산

량을 나타냈다. 반면, Concrete 모델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고, Pivot 모델을 적용한 경우가 

실험결과에 가장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은 <Fig. 5>의 누적 소산에너지( )에서도 확인되는데, 



기존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반복거동 측을 한 이력모델

한국공간구조학회지_85

<Fig. 4> Energy dissipation at each step

<Fig. 5> Total dissipated energy

<Table 1> Maximum strength and initial 

stiffness (Frame 1)

Category
Maximum strength

(kN)

Initial stiffness

(kN/mm)

Experiment 300.6 17.7

Pivot 308.7 10.8

Concrete 309.0 10.8

Takeda 307.8 10.8

Degrading 305.9 10.8

Takeda 및 Degrading 모델의 는 각각 실험값 대비 

124.6%, 65.0% 높았고, Concrete 모델의 경우 42.1% 

낮게 나타났다. Pivot 모델의 경우 실험값과 24.8%의 오

차를 보였지만, 평가된 모델 중 를 가장 근사하게 예

측하였다. 이는 다른 이력모델과 다르게 변수 의 영향

으로 핀칭을 반영한 손상 거동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한편, Degrading 모델과 Concrete 모델은 에너

지 소산과 관련된 변수에 대하여 기본값 대비 각각 상대

적으로 낮게, 그리고 높게 입력하였음에도 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두 이력모델에서는 부재 상황을 반

영한 변수를 직접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계수를 이용하

여 에너지 소산특성을 조정하게 된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은 본 해석에서 부재의 저하거동을 근사하게 예측

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고, 다양한 조건을 가진 RC 부

재의 거동을 미리 예측하는 데에도 제한사항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은 Frame 1에 대한 최대강도( )와 초

기강성()을 보여준다. 각 이력모델을 적용했을 때의 

 는 1.0% 이내의 매우 근소한 차이만을 나타냈고, 

실험값과의 오차도 최대 2.8% 이내로 해석결과는 골조

의 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는 결과를 보였다. 

의 경우 부재의 항복 전 탄성거동에 대한 결과로서 모든 

해석모델에서 동일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실험값에 대

비해서는 40% 가량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

는 기준에 따라 적용된 유효강성이 본 실험체의 실제 상

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강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상 기둥 축력이 없는 Frame 1에 대한 거동특성 비

교로부터, 적용 이력모델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

는 에너지 소산의 측면에서 실험결과가 차이가 작게 나

타난 Pivot, Concrete, Degrading 및 Takeda 모델의 순

으로 실제 거동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3.2 기둥 축력이 재하된 골조 (Frame 2)

Frame 2는 기둥 축력이 재하된 경우로 Oh et al.(2019)

의 비내진 상세로 설계된 기존 RC 골조 실험체15)를 대상

으로 하였다. 골조의 기둥과 보의 순길이는 각각 2.75m, 

3.3m이다. 기둥의 띠철근은 300mm 간격으로 배근되었

고, 90도 갈고리의 비내진 상세를 가진다. 골조 상단에

는 변위제어에 의한 점증 반복 수평하중이 재하되었고, 

추가적으로 각 기둥에 내력의 약 5%에 해당하는 축하중

이 가력되었다. <Fig. 6>은 골조의 형상 및 배근 상세와 

수평방향의 가력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Pivot 모델에서 변수 와 는 Frame 1에서와 동일

한 방식으로 산정하였고, 기둥의 경우    , 

   , 보의 경우    ,   으로 각

각 부재에 입력되었다.



손주기․이창환

86 _제20권 제3호 통권81호, 2020. 09

(a) Details of RC frame
15)

(b) Loading protocol

<Fig. 6> Details of experiment (Frame 2)

(a) Pivot model (b) Concrete model

(c) Takeda model (d) Degrading model

<Fig. 7> Load-Displacement curves (Frame 2)

<Fig. 7>은 Frame 2에 대하여 각 이력모델을 사용한 

해석 및 실험에 따른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Frame 1에서와 다르게 전반적으로 실험과 해석결과의 

포락선이 가력 후반부까지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8>

은 각 이력모델에 대한 가력 단계별 에너지 소산량을 보

여주는데, 대부분 Frame 1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Takeda 및 Degrading 모델을 적용한 경우 가력 중반부

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소산량을 실험결과보다 크게 평

가한 반면, Concrete 모델의 경우 가력 초기부터 종료 

시점까지 실험결과보다 낮은 보수적 경향을 나타냈다. 

Pivot 모델이 적용된 경우 에너지 소산량이 실험결과에 

가장 가까웠지만, Frame 1에서와 다르게 가력 중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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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ximum strength and initial 

stiffness (Frame 2)

Category
Maximum strength

(kN)

Initial stiffness

(kN/mm)

Experiment 101.2 14.8

Pivot 95.9 3.8

Concrete 95.9 3.8

Takeda 96.0 3.8

Degrading 95.9 3.8

<Fig. 8> Energy dissipation at each step

<Fig. 9> Total dissipated energy

계에서의 소산량이 실험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Fig. 9>는 를 막대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Takeda 및 Degrading 모델의 경우 각각 실험값 대비 

69.5%와 56.2%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여전히 매우 비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Concrete 모델의 는 실험

값의 50%에 불과했으며, Frame 1에서처럼 에너지 소산

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Pivot 모델의 경

우 실험값 대비 4.0% 작은 를 보이며 적용된 이력모

델 중 실제 거동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Frame 2에 대한   및 는 <Table 2>에 요약

되어 있다.  는 Concrete 모델에서 0.1kN 높게 나

타났을 뿐 모든 이력모델에서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냈

다. 실험결과와의 오차도 5.4% 이내로 해석결과는 골조

의 최대강도를 보수적인 측면에서 근사하게 예측하였다. 

의 경우 Frame 1에서와 동일하게 부재의 항복 전 탄

성 상태에서 산정된 결과로서 모든 해석모델에서 일치

하였지만, 실험값에 대비해서는 25.7%에 해당하는 낮은 

값을 나타냈다. 부재의 유효강성을 고려하기 위해 

Frame 2에 적용된 강성저감 비율은 Frame 1에서와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Frame 2에는 내력의 약 5%에 해

당하는 축하중이 기둥에 재하되어 실험 골조의 강성을 증

가시켰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해석결과와 실험값의 

차이가 Frame 1에 비해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둥 축력이 재하된 Frame 2에 대한 거동특성 비교

로부터, 적용된 이력모델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

는 에너지 소산 측면에서 실험결과와의 차이가 작게 나

타난 Pivot, Concrete, Degrading 및 Takeda 모델의 순

으로 실제 거동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순서

는 3.1절의 Frame 1에 대한 결과와 동일했다.

3.3 논의

앞선 3.1 및 3.2절에서 비내진 상세를 갖는 기존 RC 

골조인 Frame 1과 Frame 2의 실험결과를 각각의 이력

모델이 적용된 해석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하중-변

위 관계, 에너지 소산, 최대강도( ) 및 초기강성

()에 대한 거동특성을 비교한 결과, 각 이력모델들 사

이에서 가장 뚜렷하게 차이나는 것은 에너지 소산이었다.

2가지 경우 모두 Pivot 모델을 적용했을 때의 가력 

단계별 에너지 소산량과 누적 소산에너지( )가 실험결

과에 가장 근사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Pivot 모

델이 보-기둥으로 구성된 기존 골조 구조물의 에너지 

소산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기둥에 축하중이 재하되었던 Frame 2의 경우 축하

중이 없었던 Frame 1과 비교할 때 하중-변위 관계에서 

가력 후반부의 강도저하 특성을 적절히 나타내었다. 이

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Pivot 모델의 적용에서 설정이 

필요한 변수에 대하여 축력이 없는 기둥 부재에 대한 검

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해당 부분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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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Pivot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배근 

상세와 작용하는 축력을 고려하여 관련 변수를 미리 산

정해야 하므로 구성 부재의 수가 많은 구조물에서는 해

석모델의 작성 시간 및 난이도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

서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구조물을 대상으로도 

Concrete 및 Takeda 모델과 같이 추가 변수 설정이 단

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이력모델과 대비한 Pivot 모델

의 결과 신뢰성 및 적용성이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ivot 모델 다음으로는 Concrete 모델의 경우가 에너

지 소산의 관점에서 실험값에 근접했다. 그러나 핀칭이 

과도하게 나타나 하중-변위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실험결과에 비해 작았고, 를 실험값보다 40~50% 가

량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 Degrading 및 Takeda 모델

을 적용한 경우 핀칭 효과가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구

현되어 실험결과 대비 를 최소 50%에서 최대 125%

까지 높게 평가하는 비보수적 경향을 보였다.

Frame 1과 Frame 2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골조 기

둥에 축하중이 재하된 경우(Frame 2)의 하중-변위 관

계에서 가력 후반부까지 강도저하 특성이 보다 잘 나타

나 이력모델이 적용된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차이가 

작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각 이력모델이 대부분 

축력이 존재하였던 부재들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제

안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비내진 RC 골조를 대상으로 수

행된 기둥 축력 유무에 따른 2가지 실험사례를 바탕으

로 해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보와 기둥 부재에 대한 

이력모델을 달리한 해석을 반복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서 얻어진 하중-변위 관계, 에너지 소산, 최대강도 및 

초기강성을 실험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각 이력모델이 적용된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와의 

비교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에너지 소산이

었다. 이러한 에너지 소산 측면에서 실험결과에 근사한 

거동을 나타낸 이력모델은 Pivot, Concrete, Degrading 

및 Takeda 모델의 순이었다.

2) Pivot 모델이 적용된 경우 보-기둥 형식인 기존 

골조의 에너지 소산특성을 적절히 나타내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Frame 1과 Frame 2의 결과를 비교하였

을 때 하중-변위 관계에서 강도저하 특성의 반영이 다

르게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실험결과에 더 근사했던 것

으로부터, 기둥 축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대한 변수 산정에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

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Pivot 모델 다음으로는 에너지 소산 측면에서 

Concrete 모델이 실험결과에 근접한 거동을 보였다. 그

러나 과다한 핀칭 때문에 하중-변위 곡선으로 구성되는 

면적이 실험결과에 비해 작게 나타나 해석모델의 에너

지 소산 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와 

반대로 Degrading 및 Takeda 모델의 경우 핀칭이 다소 

적게 구현되어 비보수적으로 높게 에너지가 소산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각 이력모델이 적용된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비

교에서 골조 기둥에 축하중이 재하된 여부에 따라 거동

특성 중 하중-변위 관계에서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기둥 축하중이 존재한 Frame 2의 경우 가력 후반

부까지 강도저하 특성이 잘 반영되었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은 이력모델 개발과정에서 축력이 존재하는 

부재에 대하여 주로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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