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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vious study, direct inelastic strut-and-tie model (DISTM) was developed to perform inelastic design of rein-

forced concrete members by using linear analysis for their secant stiffness. In the present study, for convenience in design practice,

the DISTM was further simplified so that inelastic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s can be performed by a run of linear analysis,

without using iterative calculations. In the simplified direct inelastic strut-and-tie model (S-DISTM), a reinforced concrete member is

idealized with compression strut of concrete and tension tie of reinforcing bars. For the strut and tie elements, elastic stiffness or secant

stiffness is used according to the design strategy intended by engineer. To define the failure criteria of the strut and tie elements, con-

crete crushing and reinforcing bar fracture were considered.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inelastic design of various reinforced

concrete members including deep beam, coupling beam, and shear wall. The design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properties and

the deformation capacities of the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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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응력의 분포가 복잡한 철근콘크리트 부재 또는 영역의

설계법으로서 스트럿-타이 모델 (strut-and-tie model)의 적

용이 국내외에서 확대되고 있다.
1-3)

 전통적인 스트럿-타이

모델
4)
은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내부 응력의 흐름에 따라

콘크리트 스트럿과 철근 타이로 구성된 트러스 구조로 이

상화하며, 힘의 평형조건으로부터 각 스트럿과 타이 요소

의 내력을 구하여 설계를 수행한다. 이 방법은 비선형 해

석이나 실험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도, 복잡한 거동을 나

타내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설계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전통적인 스트럿-타이 모델에서는 힘의 평형조건이 강

조되고 있지만, 구조물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비탄성 변형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스트럿-타이 모델을 부정정 구조로 구성할 경우, 각

스트럿과 타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기 위

해서는 비탄성 변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

재 실무적으로 편리하게 비탄성 변형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정 구조의 스트럿-타이 모

델에서는 설계를 위하여 변형이 필요하지 않지만, 몇 가

지 형태의 부재에서는 정정 구조의 스트럿-타이 모델이

실제 부재 내의 복잡한 힘의 흐름을 과도하게 단순화할

수 있다.
5) 

2) 연결보, 전단벽 등과 같이 휨항복 이후 비탄성 변형

이 요구되는 내진구조 부재의 설계를 위해서는 비탄성 변

형 능력이 정확히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콘크리트 압축

파괴와 철근의 파단 등의 파괴기준 등은 콘크리트 스트

럿과 철근 타이 요소의 비탄성 변형과 관계가 있으므로,

부재의 요구 비탄성 변형의 크기에 따라서 부재의 설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6-8)

Kim
9)
, Yoon

10)
 등은 비탄성 변형을 고려할 수 있는 스

트럿-타이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들 방법은 변위 적합 조

건을 고려하므로 기존 스트럿-타이 모델보다 정확한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비탄성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

법들은 스트럿-타이 모델의 구성 및 해석을 위하여 실무

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또는 복잡

한 단계별 해석을 사용하고 있다. 

박홍근 등
11)
은 보다 실무설계에 적용이 편리한 비탄성

설계 방법으로서 직접 비탄성 스트럿-타이 모델 (direct

inelastic strut-and-tie model)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기

존의 복잡한 비선형해석을 사용하지 않고 각 요소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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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강성에 대한 선형해석으로 부재의 비탄성 설계를 수행

하고 부재의 변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이고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할선강성을 수정하는 반복

계산이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11)
에서 개발한 직접 비탄성 스

트럿-타이 모델을 개선하여, 엔지니어들이 설계실무에서 보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략화 된 직접 비탄성 스트

럿-타이 모델 (simplified direct inelastic strut-and-tie model,

S-DISTM)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반복

계산 없이 한 번의 선형해석으로 콘크리트 스트럿과 철

근 타이의 비탄성 강도를 결정하고, 설계된 부재의 변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에 연구의 초점을 두

었다. 또한 부정정 스트럿-타이 모델의 사용이 바람직하

고 변형 능력의 평가가 요구되는 부재들을 연구의 대상

으로 하였다.

2. 직접 비탄성 스트럿-타이 모델의 개념

Fig. 1 (a)는 단순지지 철근콘크리트 깊은보 (deep beam)

에 대한 스트럿-타이 모델을 보여준다. 이 모델은 부정정

구조이므로, 각 스트럿 및 타이 요소의 힘을 정확히 계산

하기 위해서는 비탄성 변형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Fig. 1 (b)는 제안된 설계 방법의 개념을 보여준다. 각

스트럿 및 타이 요소에 대하여 탄성강성보다 작거나 같

은 임의의 할선강성 (secant stiffness) ks를 할당한 다음 설

계하중 Vu에 대한 선형해석을 수행하면, 부재와 그것을

구성하는 각 스트럿 및 타이 요소의 성능점 (performance

point, Fig. 1 (b)의 P, PS, PT), 즉 비탄성 강도와 변형을

결정할 수 있다. 설계자는 결정된 성능점을 만족하도록

각 스트럿과 타이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량을

설계한다.

이렇게 설계된 부재에 대하여 각 요소의 성능점을 통

과하도록 콘크리트 스트럿과 철근 타이 요소의 비선형 재

료 모델을 정의한 다음 전통적인 비선형해석 방법으로 해

석하면, Fig. 1 (b)에서 할선강성에 대한 선형해석으로 결

정된 성능점과 정확히 동일한 비탄성 강도 및 변형이 해

석 결과로 나타난다 (Fig. 1 (c)). 이는 기존 비선형해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할선강성에 대한 선형해석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비탄성 설계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직접 비탄성 스트럿-타이 모델의 장점은 선형해

석을 이용하여 비탄성 설계를 수행하므로 편리하게 실무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전하고 경제

적인 부재 설계를 위해서는 각 콘크리트 스트럿과 철근

타이 요소의 비탄성 강도와 변형을 설계기준에서 규정하

거나 엔지니어가 의도하는 설계 허용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압축 스트럿의 강도는 콘크리트

의 최대강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반면 인장 타이의 강도는

설계시에 배근되는 철근량을 엔지니어가 조절함으로써 쉽

게 만족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철근량은 설계기

준에서 정의하는 최대철근비를 초과하거나 최소철근비보

다 작을 수 없다. 이러한 압축 스트럿과 인장 타이의 비

탄성 강도와 변형이 설계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면, 할선강

성을 수정하거나 부재의 크기를 조절하여 재설계를 수행

하여야 한다. 

3. 모델링과 할선강성의 결정 

일반적인 구조설계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초기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트럿과 타이 요소들의 크기

또는 강성을 가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설계자가 임의

로 각 요소의 강성을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반복계산으로 경제적이고 안전한 비탄성 설계를 수행하

기 위해서는, 적절한 강성을 초기에 가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계산 없이 비탄성 강도 및 변형

을 구할 수 있도록, 부재의 바람직한 파괴모드를 고려하

여 적절한 탄성 및 할선 강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Fig. 2는 압축력이 없거나 크지 않은 깊은보, 연결보

(coupling beam), 전단벽 (shear wall) 등 철근콘크리트 부

재들의 비탄성 설계를 위한 스트럿-타이 모델을 보여준다

.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부재는 길이 방향, 직각 방

향, 대각 방향의 압축 스트럿 (compression strut, Fig. 2의

굵은 점선)과 인장 타이 (tension tie)로 모델링한다. 각 방

향의 인장 타이는 각 부재의 거동 특성과 설계자의 설계Fig. 1 Design concept of direct inelastic strut-and-ti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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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에 따라 소성변형을 허용하는 비탄성 인장 타이

(inelastic tension tie, Fig. 2의 굵은 실선)와 탄성거동하는

탄성 인장 타이 (elastic tension tie, Fig. 2의 가는 실선)로

구분하여 모델링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재의 연성 파괴모

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계전략을 사용하

였다.

1)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축파괴 이전에 길이 방향 휨철

근의 항복이 발생한다.

2) 휨철근의 항복 이후에도 전단철근은 항복하지 않는

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하중전달 메커니즘이나 가정에

따라서 각 요소의 탄성 및 할선 강성을 정의한다. 이렇게

결정된 강성은 설계 전략을 만족시키고 반복계산을 줄이

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서, 강성의 가정에 사용된 간단

한 하중전달 메커니즘과는 관계없이 실제 설계에서는 모

델의 구성과 강성의 크기에 따라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내

부 힘이 분배된다. 

3.1 길이방향 요소

앞서 언급된 설계전략에 따라 부재파괴 이전에 휨철근

의 항복이 발생하므로, 단면의 휨철근량은 주로 단면에

요구되는 휨모멘트강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길이방향의 콘크리트 스트럿 및 철근 타이 요소의 탄성

강성과 비탄성 할선강성을 다음과 같이 휨이론에 근거하

여 근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5)

길이방향 요소는 인장측의 철근 타이와 압축측의 콘크

리트 스트럿으로 이루어진다. 부재의 설계휨강도에 의하

여 요구되는 길이방향 철근 타이의 인장력 T는 근사적으

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1)

여기서 T =인장 타이에 작용하는 인장력, Mu =설계 휨

T
Mu

 jd ( )
-------------=

Fig. 2 Strut-and-tie model for shear-dominated RC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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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강도 (= Vu ls), Vu =부재의 설계전단력, ls =철근콘

크리트 부재의 전단경간 길이, ( jd ) =단면에서 모멘트팔

의 길이이다.

Fig. 2 (a)~(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대 휨모멘트에 의

한 인장력을 저항하는 길이방향 철근 타이는 할선강성을

갖는 비탄성 인장 타이 요소로 모델링한다. 부재의 비탄

성 변형을 평가하고 스트럿-타이 모델을 구성하는 각 요

소 사이의 힘의 재분배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를 위하

여, 길이방향 비탄성 인장 타이에 다음과 같은 할선강성

ks를 사용한다.

(2)

여기서 ∆tu=인장 타이의 비탄성 변형, εu =길이방향 인장

타이의 비탄성 변형률, lt =인장 타이의 길이이다. 

인장 타이의 비탄성 변형률 εu는 복부 콘크리트의 압축

파괴와 철근의 인장파단이 조기에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철근의 비탄성 변형률은 하

중조건, 부재 및 단면 형태, 재료강도 등의 영향을 복합

적으로 받으므로 일정한 값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부재

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부재에 예상되는

변형 능력을 고려하여 εu = 0.002~0.04 사이의 값으로 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장에 제시된 대각 콘크리트 스

트럿의 압축파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철근의 εu를

감소시킨다. 내진 구조로서 일정한 연성능력이 요구되는

연결보 및 전단벽의 경우 대부분의 소성변형이 소성힌지

영역에 집중되므로, 소성힌지에서 요구되는 소성변형각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비탄성 변형률의 초기값을 결정할 수

있다. 

(3)

여기서 θ tu =부재 소성힌지에서의 소성변형각, εy =인

장철근의 항복변형률이다. θpu는 설계자의 설계전략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FEMA 273
12)

, 356
13)

 등과 같은 기존 내

진설계지침 및 실험 결과 등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최대 휨모멘트 영역 (깊은보의 정중앙 (Fig. 2 (a)), 연

결보와 전단벽의 지점 (Fig. 2 (b), (c))에서 떨어진 위치의

길이 방향 인장철근은 탄성 인장 타이로 모델링한다. 비

탄성 및 탄성 인장 타이로 구분하여 모델링하는 이유는

부재 휨항복 이후의 소성변형이 주로 최대 휨모멘트 지

점에서만 발생하며 이를 벗어난 다른 영역에서는 휨철근

이 탄성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탄성 인장 타이의

탄성강성 ke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4)

여기서 ∆ ty =인장 타이의 항복변형이다. 

균열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고려하면, 실제 탄성 인장

타이 요소의 강성은 식 (4)보다 커질 수 있다.
14)

 그러나

그러한 강성 차이는 설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

므로, 설계의 편의상 균열 콘크리트의 강성 증가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깊은보 (Fig. 2 (a))와 전단벽 (Fig. 2 (c))의 스트럿-타이

모델에서 길이 방향 압축 스트럿 요소의 단면 크기는 설

계휨강도 Mu에 의한 압축대의 크기로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사적으로 등가응력블록 (equivalent stress

block) 모델을 사용하여 압축대의 단면적 Ac를 결정한다.

(5)

여기서 fce =콘크리트 응력블록의 유효압축응력 (= 0.85fck),

fck = 콘크리트 압축강도이다. 

압축력을 받는 콘크리트는 본래 비탄성 거동을 나타낸

다. 그러나 철근의 소성 인장변형에 비하여 콘크리트 압

축변형의 크기가 현저히 작으므로, 부재의 전체 비탄성

변형에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축변형의 변화가 미치는 영

향은 매우 작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의 편의를 위

하여 길이 방향 콘크리트 스트럿을 다음의 탄성강성 ke를

갖는 탄성요소로 모델링하였다. 

(6)

여기서 Ec=콘크리트의 탄성계수로 fck가 30MPa보다 크면

(MPa), fck가 30MPa 이하면 (MPa)

를 사용한다.
1,3)

 lc =압축 스트럿의 길이이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압축대에 길이방향 철근 As'이 배근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자가 압축대에 배치하고자 하는 압

축철근량을 고려하여 압축 스트럿의 강성을 결정한다. 그

러나 콘크리트 압축대에서 조기 압축파괴가 일어나지 않

는 경우에는, 압축철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식 (6)을

사용하여 강성을 결정하더라도 설계 결과가 크게 달라지

지 않는다.

식 (1)~(6)에서 ( jd)는 단면의 인장력과 압축력의 중심

거리로서 콘크리트 압축대의 단면 너비가 b로서 일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a)

여기서 a =등가응력블록의 깊이, b =압축대 단면의 너비,

d =단면의 유효깊이이다. 식 (7a)를 ( jd)에 관한 2차방정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깊은보와 전단벽에

대한 스트럿-타이 모델에서 ( jd)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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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

깊은보와 전단벽과는 달리, 전단경간비 (ls / h, h =부재 단

면의 깊이, Fig. 2)가 1.0 이하인 연결보에서는 길이방향

요소를 콘크리트 스트럿이 아닌 인장 타이 요소로 모델

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전단경간비가 1.0 이

하인 연결보의 길이방향 철근에는 항상 인장응력 및 변

형률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15)

 즉, 지점 부근에서 전단력은

주로 대각 압축 스트럿에 의하여 전달되며, 길이방향의

상·하 철근은 모두 인장력을 받는다. 따라서 전단경간비

가 작은 연결보의 길이 방향 요소는 모두 인장 타이로 모

델링한다 (Fig. 2 (b)). 가장 큰 휨모멘트를 받는 지점 부

근의 인장측 철근은 비탄성 인장 타이로, 나머지 길이방

향 철근은 탄성 인장 타이로 각각 모델링한다. 비탄성 인

장 타이의 할선강성과 탄성 인장 타이의 탄성강성은 각

각 식 (2)와 (4)에 따라서 계산한다. 이때의 ( jd)는 다음과

같다 (Fig. 2(b)).

( jd) = d − c' (7c)

여기서 c' =압축철근의 콘크리트 피복 두께이다. 

반면 전단경간비가 1.0보다 큰 연결보에서는 압축대에

배치된 길이방향 철근에 압축력이 발생될 수 있다. 할선

강성에 대한 선형해석 결과 길이 방향 요소가 압축력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스트럿 요소를 사용하여 스트럿

-타이 모델을 변경한 다음 다시 설계한다.

3.2 직각방향 요소

부재축의 직각방향 요소는 인장력만을 부담하므로 인장

타이 요소로 모델링한다. 전단지배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복부에 과도한 사인장균열이 발생되어 대각 콘크리

트 스트럿의 압괴에 의하여 조기에 취성파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대각방향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괴를 지연시

키기 위해서 부재축 직각방향의 전단철근에 비탄성 변형

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직각방향 철근을 탄성 인장 타이 요소로 모델링한다. 

(8)

여기서 Tv =인장 타이에 발생가능한 최대인장력 (= sVu /

d), s =직각방향 탄성 인장 타이 요소의 간격 (Fig. 2)이다.

Fig. 2 (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단경간비가 작은 부재

에서는 대각 콘크리트 스트럿이 직접적으로 전단력을 전

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각방향 철근 타이에 실

제 작용하는 인장력의 크기가 식 (8)의 Tv보다 작다. 따라

서 실제 직각방향 인장 타이의 탄성강성이 식 (8)에 의한

값보다 작아야 하지만, 이러한 탄성강성의 변화가 설계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큰 변형 능력이 요구되는 특수 내진 구조에 사용되는

부재의 경우에는 주기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하중전

달능력이 저하되므로 스트럿-타이 모델의 해석결과와 관

계없이 전체의 전단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전단철근이

설계되어야 한다.
1)

3.3 대각방향 요소

Fig. 3은 대각방향 콘크리트 스트럿 요소의 모델링 방

법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각방향 콘크

리트 스트럿 요소는 스트럿의 배치에 따라 단면 형태가

일정한 평행사변형과, 변단면을 갖는 삼각형 또는 사다리

꼴의 형태를 갖는다. 변단면을 갖는 대각 콘크리트 스트

럿 요소의 단면적은 Paulay,
15)

 Kim,
9)
 Park and Eom

16)
 등의

연구에 제시된 바대로 평균 단면적 Ac를 사용한다 (Fig. 3).

(9)

여기서 bw =부재 복부 단면의 너비, w1, w2 =변단면을 갖

는 콘크리트 스트럿의 최대 및 최소 폭, θ =대각방향 콘

크리트 스트럿의 각도로 31
o
~59

o
 사이의 값으로 결정한다

2)
.

길이방향 콘크리트 스트럿 요소와 마찬가지로, 대각방

향 콘크리트 스트럿 요소는 탄성강성을 갖는 선형 요소로

모델링하며, 탄성강성 kc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10)

 

4. 설계 절차 및 파괴기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간략화된 직접 비탄성 스트럿-타

이 모델의 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작용하는 설계하중 (전단력 Vu,

휨모멘트 Mu)을 구한다. 

2) 길이방향, 직각방향, 대각방향의 트러스 요소를 사용

하여 설계하고자 하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스트럿-타이

모델을 구성하며, 모델의 적절한 경계조건을 설정한다

(Fig.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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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자의 설계전략에 따라서 각 스트럿 및 타이 요

소의 탄성강성 ke 또는 할선강성 ks를 설정한다. 원칙적으

로 각 요소의 강성은 설계자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효

율적이고 간단한 비탄성 설계를 위하여 3장에 제시된 탄

성 및 할선강성 결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4) 부재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대한 선형해석을 수행

하여 각 스트럿 및 타이 요소의 힘과 변형을 결정한다.

5) 각 스트럿 및 타이 요소와 절점 영역의 구조안전성

을 검토한다. 길이방향 스트럿과 절점 영역은 ACI318-05,
1)

CEB-FIP
2)
 등 기존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따라서 검토한다.

길이방향 철근 타이와 대각방향 콘크리트 스트럿의 파괴

는 아래에 소개되는 파괴모드 및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

할 수 있다. 스트럿, 타이, 절점 영역을 설계하중에 대하

여 안전하게 설계할 수 없다면, 스트럿과 타이 요소의 강

성을 수정하거나 모델링을 변경하여 재설계한다.

6) 계산된 타이 요소의 힘에 대응하도록 철근량을 결정

하여 배근한다. 이때 배근된 길이방향 및 직각방향 철근

은 기존 콘크리트 설계기준
1-3)
에서 제한하는 최대 및 최

소 철근비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전단지배 거동을 보이는 철근콘크리트 연결보, 전단벽,

깊은보 등에 대한 실험 결과
8,17-20)
에 의하면 충분한 철근정

착과, 하중과 반력에 대한 지압면적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파괴는 주로 대각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괴, 철근

의 인장파단, 또는 콘크리트 대각 전단 균열파괴에 의하

여 발생된다. 콘크리트 대각 전단 균열파괴는 충분한 전

단철근을 배근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다. 나머지 파괴모드

인 길이방향 인장철근 타이의 파단과 대각방향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괴는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다.

Wood의 연구
8)
에 따르면, 주기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

트 부재의 휨철근에서 발생되는 인장파단은 휨응력지수

(flexural stress index)가 0.15 이하이고 철근의 비탄성 변

형률이 인장파단 변형률 ε f r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휨응력지수는 식 (11)과 같이

정의된다.

Flexural stress index = (11)

여기서 ρ l =전체 단면적에 대한 길이방향 철근 총 면적

의 비율이다. Wood
8)
는 실험 결과를 근거로 연성거동을

보이는 전단벽의 경우 근사적으로 ε fr = 0.04를 제시하였다. 

대각 스트럿과 같이 인장-압축의 2축 방향 응력을 받는

철근콘크리트에서는 스트럿 직각방향의 인장균열에 의하

여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축강도가 저하된다.
6,7)

 본 연구에

서는 Vecchio and Collins
6)
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1축

압축강도 fck보다 작은 대각 방향 콘크리트 스트럿의 유

효압축강도fce를 스트럿 직각 방향의 인장변형률 εt의 함

수로 정의하였다.

(12)

여기서 εco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해당하는 압축변형률,

ε t =스트럿 직각방향의 인장변형률이다. εt는 대각방향 콘

크리트 스트럿을 둘러싸는 가상 면요소 (virtual plane

element)의 절점변형들과 다음과 같은 변형률적합 (strain-

compatibility) 조건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Fig. 4).
16)

 

(13)

여기서 εc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축변형률, ε1, ε2 =가상

면요소에 발생되는 부재 길이방향 및 직각방향의 평균 변

형률이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ε1 및 ε2는 가상 면

요소의 네 절점 변형을 사용하여 구한다. 

선행해석으로 구한 스트럿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이 식

(12)와 (13)을 사용하여 산정한 대각방향 콘크리트 스트럿

의 저하된 유효압축강도 fce 보다 큰 경우에는 대각 스트

럿에서 압괴에 의한 부재 복부파괴가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각방향 콘크리트 스트럿의 유효압축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트럿의 평균 폭 (Fig. 3과 식

(9))과 그 스트럿을 포함하는 복부 영역의 평균 변형률

(Fig. 4)을 사용하였다. 반면 ACI 318-05
1)
에 제시된 방법

에 따라 절점영역에서 콘크리트의 강도 검토를 수행할 경

우에는 절점 영역의 치수가 고려된 대각 스트럿의 최소

폭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철근의 파단이나 대각 스트럿의 압축파괴가 일어

난다면, 인장 타이의 할선강성을 증가시키거나 (철근량의

증가 또는 철근 타이의 비탄성 변형률 εu의 감소) 또는

부재의 단면을 증가시켜서 재설계하여야 한다.

5. 설계 예제

3~4장에 소개된 간략화된 직접 비탄성 스트럿-타이 모

델 (S-DISTM)의 모델링 및 설계 절차에 따라서 전단경간

비가 작은 깊은보,
17)

 연결보,
18)

 전단벽
20)

 등 전단지배 철근

콘크리트 부재들의 비탄성 설계를 수행하였다. 설계 예제

ρl fy P/Ag+

fck

----------------------------

fce

fck

0.8 0.34εt  /εco+
--------------------------------------- fck≤=

εc εt+ ε
1

ε
2

+=

Fig. 4 Evaluation of transverse strain of diagonal concrete st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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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된 실험체들은 휨항복 이후 비탄성 변형을 보이

다가 복부의 콘크리트 압괴로 파괴된 실험체들이다. 따라

서 S-DISTM을 이용한 비탄성 설계시 3장에 소개된 설계

전략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즉, 보 복부에 과도한 사인

장균열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직각방향 철근 타이를 탄성

인장 타이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또한 휨철근의 항복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연성거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의 길이방향 철근 타이를

비탄성 인장 타이로 모델링하였다. 이 설계예제에서는 스

트럿 및 타이에 대한 강도감수계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φ = 1.0).

5.1 깊은보 (deep beam)

설계에 사용된 깊은보는 Foster and Gilbert
17)
가 실험한

B2.0-3 실험체이다. Fig. 5 (a)는 설계에 사용한 단순지지

깊은보 실험체의 형상을 보여주며, Fig. 5 (b)는 정정 스트

럿-타이 모델과 S-DISTM 설계를 위한 부정정 스트럿-타

이 모델을 보여준다. Fig. 5 (b)의 부정정 스트럿-타이 모

델에서 대각 콘크리트 스트럿을 둘러싸는 사각형이 구성

이 되지 않을 경우 스트럿 직각방향의 인장변형률을 바로

구할 수 없다 (Fig. 4 참조). 따라서 대각방향 콘크리트 스

트럿의 강도 저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가상의 요소 (dummy

element, Fig. 5 (b)의 가는 점선)를 추가하였다. 이 가상 요

Fig. 5 Design example for deep beam (B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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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스트럿의 직각방향 변형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

되며, 다른 요소들의 설계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험에 의한 최대 하중재하능력으로 정해진 설계 전단력

과 휨모멘트는 각각 Vu = 700 kN, Mu = 578 kNm이다. 콘크

리트 압축강도는 fck = 78 MPa이고, 휨 및 전단 철근의 항

복강도로 각각 fy = 440, 590 MPa을 사용하였다. 

정정 스트럿-타이 모델에 대한 설계는 힘의 평형조건만

으로 설계가 가능하며, 그 결과는 Fig. 5 (c)에 나타나 있다.

S-DISTM을 이용한 부정정 스트럿-타이 모델의 비탄성

설계는 3장의 모델링 방법과 4장의 설계 절차에 따라 수

행하였다. 대각 스트럿 의 압축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직각방향 인장변형률 εt는 직각방향 인장 타이 과 길이

방향 인장 타이 의 영향을 받는다. 주근의 항복 이전에

대각 스트럿의 압축파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직각방향 인장 타이 요소 은 탄성 요소로 가정하였

다. 반면 길이방향 인장 타이 은 비탄성 변형을 허용하

였다. 많은 실험 결과로부터 관찰되듯 큰 전단력을 전달

하는 깊은보의 경우 큰 연성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

라서 비탄성 인장 타이 의 비탄성 변형률을 최초에

εu = 0.01로 가정하여 설계하였다. 그러나 검토 결과 복부

파괴가 발생되어 비탄성 변형률을 εu = 0.005로 줄여 재

설계하였다. 이때 대각방향 콘크리트 스트럿 (Fig. 5 (b)

의 )의 압괴에 의한 복부파괴는 식 (12) 및 (13)을 사용

하여 검토하였다.

S-DISTM을 이용한 부정정 스트럿-타이 모델의 비탄성

설계 결과는 Fig. 5 (c)와 (d)에 나타냈다. 비교를 위하여

정정 스트럿-타이 모델을 이용한 깊은보의 설계 결과를

그림에 함께 나타냈다. 정정 스트럿-타이 모델은 모든 전

단력이 트러스 메커니즘 (truss mechanism)으로 전달되므

로 직각 방향 타이  (Fig. 5 (b))에 큰 인장력 700 kN이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ρv = 2.3%의 전단철근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정 스트럿-타이 모델은 아

치 메커니즘 (arch mechanism) 및 트러스 메커니즘의 복합

작용에 의하여 전단력이 전달되며, 각 메커니즘에 의하여

전달되는 전단력의 크기는 변형 적합조건 (displacement

compatibility) 및 힘의 평형조건 (force equilibrium)에 의하

여 결정된다. 그 결과 S-DISTM로 설계된 부정정 스트럿-

타이 모델에서는 직각방향으로 배치된 철근량 (ρv = 0.83%)

이 크게 감소하였다.

Fig. 5 (e)는 S-DISTM로 결정된 부정정 스트럿-타이 모

델의 비탄성 인장 타이 과 대각방향 콘크리트 스트럿

의 응력-변형률 관계을 보여준다. 타이 요소 의 비탄

성 변형률을 εu = 0.01로 가정한 경우, 콘크리트 스트럿 의

유효압축강도가 fce = 53.3 MPa로 스트럿에 작용하는 압축

응력 55.3 MPa 보다 작아 압축파괴가 발생되었다. 반면

비탄성 변형률을 εu = 0.005로 줄여 재설계한 경우, 스트

럿의 압괴에 의한 복부파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설계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실험 결과와 스트럿-타이

모델의 설계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5 (a)와 (d)는 깊은

보의 실제 배근과 S-DISTM에 의하여 설계된 배근량을 보

여준다. 전반적으로 S-DISTM에 의하여 설계된 부정정 스

트럿-타이 모델의 배근은 실험체의 배근과 비슷하며, 정

정 스트럿-타이 모델에서는 직각방향 전단철근이 과도하

게 설계되었다. 한편 S-DISTM으로 설계된 부정정 모델

이 실험체보다 다소 안전측으로 설계되었다. 즉, 부정정

모델의 길이 방향 인장철근비 ρl = 2.69%와 직각방향 전

단철근비 ρv = 0.83%가 실험체의 길이방향 인장철근비

ρl = 2.15%와 직각방향 전단철근비 ρv = 0.67% 보다 다소

크다. 그 이유는 실험체의 복부에 균등히 배근된 길이방

향 철근 6D6 (fy = 590 MPa)을 고려하지 않았고 (Fig. 5

(a)), 또한 부정정 모델에서는 경계조건을 하나의 힌지로

단순화하고 지점 사이의 중심간 간격을 스팬으로 사용함

으로서 아치 메커니즘에 의한 전단력의 전달을 다소 과

소평가하였기 때문이다.

Fig. 5 (f)는 실험 결과 및 S-DISTM 부정정 모델의 하

중-변위 관계를 나타낸다. εu = 0.01 및 0.005에 대한 결과

를 모두 그림에 나타냈다. εu= 0.00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 부재 정중앙에서의 처짐이 6.9 mm로 실험에 의한

최대변형 8.8 mm보다 다소 안전측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εu = 0.01에 대한 S-DISTM 비탄성 설계의 경우 9.9 mm 처

짐에서 대각 방향 스트럿 압축파괴가 예측되었는데, 이는

최대변형 8.8 mm에서 전단파괴가 발생된 실험 결과와 일

치한다.

5.2 연결보 (coupling beam)

병렬벽 (coupled wall) 구조에서 벽체를 연결하는 연결보

는 큰 전단성능과 비탄성 변형 능력이 요구되는 주요한 횡

력지지 구조 부재이다. 특히, 지진하중을 받는 연결보에서

는 정확한 전단강도 뿐만 아니라 비탄성 변형 능력의 평

가가 요구된다. 

설계에 사용된 연결보는 Galano and Vignoli
18)
가 실험한

단조하중을 받는 P01 실험체와 주기하중을 받는 P02 실

험체이다. 두 실험체의 특성은 동일하다. Fig. 6 (a)에 실

험체의 형상, 배근상세, 단면크기를, Fig. 6 (b)에 실험체

의 S-DISTM 설계를 위한 부정정 스트럿-타이 모델을 각

각 나타냈다. 전단경간비가 0.75인 P01의 길이방향 철근

에는 항상 인장응력 및 변형률이 발생되므로,
15)

 Fig. 6 (b)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길이 방향 요소는 모두 철근 타이

로 모델링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일반적인 연결보에서

사용되는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즉, Fig. 6 (b)에서 나타

난 연결보 우측의 가력부에서 길이방향 및 직각방향의 변

형이 자유롭게 발생될 수 있지만 회전변형은 구속되어 연

결보의 중앙에서 휨모멘트가 0이 되도록 경계조건을 설정

하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철근의 항복강도는 각각

fck = 48.9 MPa, fy = 567 MPa를 사용하였다. 설계를 위한 전단

력과 휨모멘트는 각각 Vu = 224 kN, Mu = 67.2 kNm로서 실험

에 의한 P01 실험체의 하중재하능력과 동일하다. 

소성변형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연결보 양단부의 길

이방향 철근 타이  (Fig. 6 (b))은 할선강성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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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하였다. FEMA 356
13)
에서 허용하는 연결보의 최대

소성변형각의 크기는 θpu = 0.025rad이므로, 식 (3)을 이용

하여 허용 소성변형각에 대응하는 철근 타이 의 비탄성

변형률 εu = 0.04를 결정하였다. 또한 요구 소성변형각에

따른 설계 결과의 차이를 비교를 위하여 θpu = 0.04 rad에

대응하는 비탄성 변형률 εu = 0.063에 대하여 S-DISTM 비

탄성 설계를 수행하였다.

Fig. 6 (c)는 S-DISTM으로 구한 각 스트럿 및 타이 요

소의 내력과 가력점에서의 비탄성 변형의 크기를 비교하

고 있다. Fig. 6 (d)는 S-DISTM의 설계 결과인 배근상세

를 보여준다. Fig. 6 (c)와 (d)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탄성

인장 타이 의 비탄성 변형률의 차이에 의한 휨 및 전

단 철근량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예측된 연결보의 최

대 비탄성 변형은 17.6 mm에서 26.8 mm로 크게 증가되었

다. Fig. 6 (e)에 비탄성 인장 타이 과 대각 콘크리트 스

트럿 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나타냈다. 비탄성 인장 타

이 의 비탄성 변형률을 각각 εu = 0.04 (θpu = 0.025 rad)

및 0.063 (θpu = 0.04 rad)으로 제어한 설계 모두 대각 콘크

리트 스트럿 의 압축응력 (8.1 MPa)이 식 (12) 및 (13)

에 의하여 결정된 콘크리트의 유효압축강도 fce보다 작았

다. 따라서 대각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괴에 의한 복부파

괴 없이 연결보의 요구 소성변형각 θpu = 0.025 및 0.04 rad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Fig. 6 (a)에 나타난 연결

보 P01 실험체의 실제 철근량과 S-DISTM 설계에서 결정

된 철근량을 비교하였다. S-DISTM의 설계결과 직각방향

철근량은 비슷하였으며, 길이방향 철근량 (ρ l = 2.64%)은

실험체의 것 (ρ l = 2.10%)보다 다소 크게 설계되었다. 그

이유는 S-DISTM 설계에서는 단면 정중앙에 배치된 복부

철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항복 후 철근의 완전소

성거동을 가정하였으며, 실제 실험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소간의 부재 길이방향 구속을 고려하지 않았

Fig. 6 Design example for coupling beam (P01 and 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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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Fig. 6 (f)는 S-DISTM의 설계 결과와 실험으로 구한

P01 (단조재하)의 하중-변형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

타난 바와 같이 FEMA 356에 제시된 소성변형각

(0.025rad)에 근거하여 인장 타이 의 비탄성 변형률을

εu = 0.04로 가정한 설계에서는 실험에 의한 파괴변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7.6 mm의 비탄성 변형이 예측되었

다. 이는 FEMA 356의 부재 소성변형각이 안전측으로 제

시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비탄성 변형률을 εu = 0.063으로

가정한 설계에서는 단조증가 하중을 받는 실험체 P01의

최대변형 30 mm와 거의 같은 26.8 mm의 비탄성 변형이

발생되었다. 특히 Fig. 6 (f)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각 콘

크리트 스트럿에 작용하는 압축응력 (8.1 MPa)과 비탄성거

동으로 저하된 유효압축강도 (fce = 8.7 MPa)가 거의 같았는

데, 이는 최대변형 30 mm에서 복부파괴로 인하여 하중재

하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실험체의 파괴양상과 일치한다.

Fig. 6 (f)는 주기하중을 받는 실험체 P02의 하중-변형

관계도 함께 보여주는데, P02는 단조증가 하중을 받는 실

험체 P01의 변형능력 30 mm보다 작은 16 mm에서 반복

되는 주기거동으로 급격한 강도 저하가 발생되었다. 이러

한 주기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 나타나는 변

형 능력의 감소는 반복적인 인장-압축응력을 받는 철근의

소성변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Lee and Watanabe
21)
는 주

기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소성힌지영역에서 철

근의 소성변형에 의하여 부재 축방향의 인장변형

(elongation)이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소성힌지 영역에서

복부 콘크리트의 압축파괴가 조기에 발생될 수 있음을 보

고하였다. 이 결과는 주기하중을 받는 부재의 변형 능력

을 안전측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각 콘크리트 스트럿

의 유효압축강도를 안전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따라서

대각 콘크리트 스트럿의 유효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장철근의 비탄성 변형률을 안전측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3 전단벽 (shear wall)

S-DISTM을 이용하여 Sittipunt et al.
20)
이 실험한 주기하

중을 받는 전단벽 실험체 W1 (전단경간비 = 1.45)에 대하

여 비탄성 설계를 수행하였다. 전단벽 실험체는 휨항복

이후 우수한 연성거동을 보였다.

Fig. 7 (a)는 실험체 W1의 형상, 배근상세, 단면크기를

보여주는데, W1은 경계기둥 요소를 갖는 바벨형상의 단

면형태를 갖는다. 각 경계기둥 요소에는 6D16과 2D12 철

근이 길이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ρl = 1.28%, fy =

473 MPa), 단면의 복부에는 수직철근과 수평철근이 각각

D6@200, D6@150 (fy = 450 MPa)으로 배치되어 있다. 실

험체의 비탄성 설계를 위한 스트럿-타이 모델은 Fig. 7 (b)

에 나타냈다. 간략한 설계를 위하여 모든 축방향 철근은

단면의 양단부에 집중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fce = 36.6 MPa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의한 전

Fig. 7 Design example for shear wall (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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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벽의 하중재하능력은 Vu = 491 kN이다. 철근 타이 요소

 (Fig. 6 (b))의 할선강성 결정을 위한 비탄성 변형률로

서, FEMA 356
13)
에 제시된 전단벽의 허용 소성변형각

0.01rad에 대응하는 비탄성 변형률 εu = 0.0147을 식 (3)으

로부터 결정하였다. W1 벽체의 휨응력지수가 0.15보다 크

고 설계에 사용한 길이방향 철근의 비탄성 변형률이

Wood
8)
가 제시한 인장파단 변형률 ε fr (= 0.04)보다 안전

측이므로, 휨철근의 인장파단이 발생되지 않는다.

Fig. 7 (c)는 S-DISTM 비탄성 설계로 구한 각 스트럿

및 타이의 부재력을 보여주고, Fig. 7 (d)는 계산된 부재

력을 사용하여 전단벽에 배치한 철근 상세를 보여준다.

콘크리트 스트럿 의 압축파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벽

체의 복부파괴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

서 Fig. 7 (c)와 (d)의 설계 결과는 유효하다.

검증을 위하여, S-DISTM 설계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

교하였다. Fig. 7 (a)와 (d)는 각각 실험체에 실제 배치된

철근량과 S-DISTM으로 결정된 철근량을 보여준다. 전반

적으로 S-DISTM에 의한 철근량과 실제 실험체에 배치된

철근량이 비슷하였으나, S-DISTM에 의한 길이방향 및 직

각방향 철근량이 각각 17%, 14% 더 많았다. 그 이유는

S-DISTM에서는 단면 중앙부에 균일하게 배치된 복부 수

직철근의 영향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S-DISTM에서는

벽체 복부의 수직철근이 필요하지 않으나, 실제 배근에서

는 설계기준에 따라서 최소의 수직철근이 요구된다.

Fig. 7 (f)는 W1실험체에 대하여 주기하중 실험과 S-

DISTM으로 구한 하중-변위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주기하중에 대한 실험시 W1은 복부 콘

크리트의 압축파괴로 인하여 횡변형 37 mm에서 하중재

하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철근의 비탄성 변형률을

εu = 0.0147 (θpu = 0.01rad)로 가정한 S-DISTM 설계에 의

한 비탄성 변형은 31 mm로 실제 벽체의 최대 변형보다

다소 안전측으로 예측되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정 또는 부정정 스트럿-타이 모델에

대하여 선형해석으로 비탄성 강도 및 변형을 결정할 수

있는 간략화된 직접 비탄성 스트럿-타이 모델 (Simplified

direct inelastic strut-and-tie model, S-DISTM)을 개발하였

다. S-DISTM은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탄성 콘크리트 스

트럿, 탄성 및 비탄성 철근 타이 요소로 모델링하며, 각

요소는 탄성 또는 할선강성의 선형강성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자가 쉽게 비탄성 설계를 수행할 수 있

도록 깊은보, 연결보, 전단벽 등 각 부재의 거동특성과 하

중특성에 맞도록 각 요소의 적절한 할선강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요소의 파괴를 평가하기 위

하여 콘크리트 압괴, 철근인장파단 등의 파괴기준을 고려

하였다. 개발된 설계 방법을 깊은보, 연결보, 전단벽 등

휨항복 이후 비탄성 거동을 보이는 실험체에 대하여 적

용하였으며, 그 설계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비

교 결과, 설계 결과의 안전성은 철근 인장 타이의 비탄성

변형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안전한 설계를 위해

서는 되도록 작은 값의 인장 타이 비탄성 변형률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간략화된 직

접 비탄성 스트럿-타이 모델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정정 및 부정정 스트럿-타이 모델에 대하여 선형해

석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비탄성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2) 부재의 비탄성 변형 요구량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설계하고 비탄성 변형하에서 부재의 파괴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내진설계와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3) 설계자가 직접 설계전략을 적용하여, 철근의 파단,

콘크리트 스트럿의 압괴 등을 제어할 수 있다. 

향후 이 방법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부재에 대하여 각 부재의 거동 특성 및 파괴모드를 반영

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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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행 연구에서는 할선강성에 대한 선형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편리하게 비탄성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접 비탄

성 스트럿-타이 모델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직접 비탄성 스트럿-타이 모델을 개선하여, 반복계산 없이 할

선강성에 대한 한번의 선형해석으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비탄성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간략화된 직접 비탄성 스트럿

-타이 모델 (simplified direct inelastic strut-and-tie model, 이하 S-DISTM)을 개발하였다. S-DISTM은 철근콘크리트 부재

를 콘크리트 압축 스트럿과 철근 인장 타이로 모델링한다. 스트럿과 타이 요소는 설계자의 설계 전략에 따라 탄성강성

또는 할선강성의 선형 재료 모델을 사용한다. 스트럿과 타이 요소의 파괴 기준을 정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압축파괴

및 철근 인장파단 등을 고려하였다. S-DISTM을 사용하여 깊은보, 연결보, 전단벽 등 다양한 전단지배 철근콘크리트 부

재의 비탄성 설계를 수행하였고, 비탄성 설계로 결정된 철근양, 변형 능력 등을 기존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핵심용어 : 스트럿-타이 모델, 할선강성, 비탄성 설계, 변형 능력, 철근콘크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