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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고층 건축물에 많이 활용되어지는 기둥-가새 시스템인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을 활

용하여 층 건축물에 용가능성을 평가하 다. 본 시스템은 튜 구조의 형태로 횡력에 한 항력이 

우수하며 력하 과 황하 을 기 와 지반에 안 하게 하 을 달한다. 다이아그리드는 경사기둥과 보를 

반복 으로 삼각형 형태로 배치되어 력하 을 받을 경우 수직부재는 압축력을 보는 인장력을 받게 된다. 

경사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합부는 H-형강으로 설계 시 제작이 복잡하고 외 이 좋지 않다. 하지만 원형

강 을 사용 할 경우 복합하지 않은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고 외 이 우수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가능

해진다. 한 원형강 은 개방형 단면 부재에 비해 압축좌굴과 비틀림에 한 성능 등이 우수하여 구조

인 성능이 우수하다. 원형강 을 이용하여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이 고층 건축물 뿐만 아니라 층 건축물

에도 용 타당성을 검토하 으며 원형강  합부 설계는 한계상태설계법이 사용 된 KBC2008(안)을 이

용하여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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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고층 건축물에는 기둥-가새 시스템인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이 구조시스템으로 많이 활용되어 지고 

있다. 다이아그리드는 경사기둥과 보를 반복 으로 삼각형 형태로 배치되어 력하 을 받을 경우 수직부재

는 압축력을 보는 인장력을 받게 된다. 하지만 횡하 을 받게 되면 경사기둥은 인장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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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목

본 연구의 최종 인 목 은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이 용된 층 건축물의 합부 설계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하여 원형강 을 이용하여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이 고층 건축물 뿐만 아니라 층 건축물

에도 용 타당성을 검토하 으며 원형강  합부 설계는 한계상태설계법이 사용 된 KBC2008(안)을 이용

하여 설계하 다. 

2. 상구조물의 설계

2.1. 상구조물과 설계하

 상구조물은 그림 1과 같이 KBC2008(안) 기 에 따라 력하 과 횡하 을 고려하여 평면은 지름 30m인 

원형평면이고 층고는 4.2m로  4, 8, 12, 16층 구조물로 다이아그리드 시스템과 모멘트 항골조로 설계하 고 

구조물의 설계는 MIDAS-Genw 7.4.2를 사용하 고 설계하 은 력하 과 횡하 을 표 1과 같이 용하 다.

그림 1. 제 건물

  

중력하중 횡하중

고정하중 3.73kN/m2
풍하중 지진하중

노풍도 A 내진등급 II

활하중 3.5kN/m2
중요도계수 0.95 내진설계범주 B

가스트영향계수 2.5 반응수정계수 3

표 1. 설계하

2.2.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의 설계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은 외부골조에는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을 용하 고 내부골조에는 보-기둥을 핀 합으

로 하여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은 횡하 을 담하고 내부골조는 력하 만 부담하게 하 다. 그림 4는 원형

강  합부의 하 이 달 되는 종류를 나타낸 것이고 표 3은 16층 구조물의 구조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휨모멘트에 비해 축력에 의한 하 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 소성화 보다 단항복에 의

한 괴가 먼  일어 날 것으로 측이 되어 진다.

- 85 -



그림 3.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의 평면도

       

그림 4 합부의 모멘트와 축력

표 3. 다이아그리드 설계 계산 결과

2.3. 모멘트 항 골조 시스템의 설계

 충 층 구조물의 구조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 되어 지는 모멘트 항골를 비교 구조시스템으로 선정하 다. 

구조설계는 외부골조에는 모멘트 항골조를 용 하 도 내부에는 다이아그리드 시스템과 동일하게 보-기

둥을 핀 합으로 하 다.

그림 6. 모멘트 항 골조 시스템의 평면도

3. 용성 평가

3.1. 구조 성능

 층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에 한 설계 타당성 검토를 해 모멘트 항골조와 비교한 결과  다이아그리

드 시스템이 지진하 과 풍하 에 한 최 민면 단력은 8층 이하에서는 지잔하 의 향이 켰으며 12층 

이상에서는 풍하 의 향이 크게 작용하는 하 다. 층간변  한 지진하 의 최  변  보단 작았지만 

반 으로 어들었으며 풍하 에 한 최  수평변 는 층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멘트 항 골조와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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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의 

지진  풍하  비교 

          그림 9. 층수 별 풍하  비교

3.2. 철골물량 비교

 다이아그리드 시스템과 모멘트 항골조의 각 층수에 별 철골물량을 외부부재물량과 외부와 내부부재물량

으로 나 어 비교를 하 다. 내부부재는 동일한 부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부재만을 비교 시 다이아그

리드 시스템이 약 39% 감되었다.

4. 결론

1)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을 층 건축물에 용할 경우 모멘트 항 공조에 비해 횡변 가 감소 하 다.

2)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의 체 철골물량이 약 30%정도 감효가가 있었으며 층수가 증가 할수록 

감효가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3) 이러한 (경제  측면)을 봤을 때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을 층 건축물의 구조시스템으로 도입하는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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