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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다이아 그리드 구조의 실험  내진성능계수 평가
 

Experimental Evaluation of Seismic Performance Factors 

for Tall Diagri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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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최근 고층 건물에 구조 인 측면을 고려한 Freeform Structure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 형태는 Diagrid, Cantilevered, 

Tilted로 변될 수 있는데 특히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은 횡 항에 하 의 흐름을 가새 임을 따라 분산시킴으로써 효율 인 거동을 보이기 때

문에 그만큼 부재를 경량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Diagrid 구조시스템의 내진성능 평가를 한 반응수정계수에 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기 때

문에 우수한 내진성능이 상됨에도 불구하고 기타구조 등으로 설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 형 실험을 통해 Diagrid 구조의 반응수정계수를 

실험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ABSTRACT：A new freeform structure representing “Diagrid, Cantilevered, Tilted.” which has been considered not only its distinctive 

appearance but also the structural advantages becomes one of the trends in tall building design. Especially in the Diagrid system, 

loads can be distributed through bracing frame so that it can be save the materials since it has more effective in the structure 

behavior. But the seismic performance index such as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is not clearly defined yet. Even though the 

diagrid is supposed to show higher seismic performance, it is underestimated due to the lack of reliable data. In this paper the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for the diagrid system is experimentally explored. 

핵 심 용 어 : 반응수정계수, 다이아그리드 구조, 반복가력 실험, 고층 건물,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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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필요에 의해 발생하고 그것은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이는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의 가새골조 구조개발은 고층 건축물을 가능하게 만들어 

집한 도시에서의 임 공간을 확장시켜 주었다. 그리고 재

에 이르기까지 지를 최 한 효율 으로 이용하게 하기 

하여 더 높은 건물과 좀 더 나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그

러나 과거와는 달리 재에는 건축 인 형태와 심미 인 측

면,  구조시스템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 근래에 이슈가 되

어왔던 3T  “Tapered, Twisted, Tilted”에는 구조 인 측

면이 많이 간과되어 왔던 실정이다. 그러나 요즘들어 구조

인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한 Freeform Structure라는 개념

이 등장하고 있다. 이 형태는 Diagrid(Diagonal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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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ilevered, Tilted로 변될 수 있는데 특히 Diagrid 

시스템은 횡 항에 하 의 흐름을 가새 임을 따라 분산

시킴으로써 효율 인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재를 

경량화시킬 수가 있다. 최근에는 뉴욕의 Hearst Tower, 

국의 CCTV, Doha의 Aspire Tower에도 Diagrid 시스템

을 용시켰고, 재 CTBUH(세계 고층 학회)에서 소개되

고 있는 세계의 계획 인 많은 로젝트에도 용하고 있

다. 향후 이러한 수요는 고층 건축물의 수요의 증가와 더불

어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상되어진다.  5)

Diagrid 구조시스템은 각가새 시스템으로써, 가새 부재

의 스트럿-타이 작용에 의해 하부부분에 인장이 발생하게 된

다. 이것을 인장에 강한 철골부재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 이러한 삼각형의 기본 인 모듈을 연속 으로 배치를 

시켜서 외부 횡하 을 가새부재의 인장력과 압축력으로 항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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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1. 다이아 그리드의 구조  거동 특성

재에 이러한 Diagrid 시스템에 한 심의 증가로 세

계의 학  형 구조 사무실에서 Diagrid의 거동특성  

실무에 용을 시키기 한 반응수정계수와 같은 성능평가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MIT에서는 다이아그리드 설계

를 한 방법론과 각가새 각도에 따른 성능 평가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SOM, Ove Arup과 같은 형

설계 사무소에서는 실제 구조물에 Diagrid를 경제 으로 

용하기 해 다양한 성능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외 으로 공개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롯데건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우구조, 

화엔지니어링, 고려 학교가 공동으로 잠심 제2롯데월드와 

아산 싸이클론 타워에 계획단계에서 Diagrid 시스템 용을 

한 합부 성능에 한 실험  해석을 진행하 으나, 이

는 특정설계 사례에 한 합부의 성능실험으로 보다 다양

화된 형태의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의 용에는 어려움이 있

다는 한계가 따른다. 내진성능 평가 한 국내외의 어느 규

에도 Diagrid 구조에 한 반응수정계수는 제시가 되어있

지 않다. Diagrid 구조물을 기타구조 는 심가새 골조의 

반응수정계수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한 명확한 규 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의 다이아 그리드 건물의 계획단계에

서 제 2롯데월드에서는 심가새골조로 보고 4.5를 사용하

고, 싸이클론 타워의 계획단계에서는 기타골조로 보고 3.0

의 값을 사용하 다. 이러한 동일한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다른 반응수정계수를 사용하는 근본 인 원인은 

Diagrid 구조물에 한 국내외의 명확한 규 이 없기 때문

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타골조보다 구조 으로 우수할 것으

로 상되어지는 다이아 그리드 구조물에 한 반응수정계수

를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하고자 하 고, 기존의 반응수정계

수가 해석 인 방법으로 규명되었는데, 이 방법의 타당성과 

이를 과연 일반화 시킬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아산 사이클

론 타워의 실 형 반복가력실험을 통해 반응수정계수를 실험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실험체는 그림 2와 같이 3가지 CASE에 해 진행을 하

다. 다양한 국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지어지는 다이아 

그리드 합부의 형태는 국 30st Mary Axe와 같이 핀의 

형태로 설계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들

도 실제 으로는 Semi-rigid의 형태를 띄고 있었고, 실제

으로 핀의 거동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서는 핀

합 부분을 따로 제작을 해야하는데 이에 따른 경제성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재 조건에서 최상의 핀효과를 얻기 해서 

모멘트가 아닌 단력만을 달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 한 핀의 효과를 주기 해 H-형강의 랜지 부

분은 자유롭게 하고 H형강의 웨 부분만을 고정시키는 방법

을 사용하게 되어서 4개의 볼트를 앙으로 집 하 다.

그림 2(a)의 1번째 CASE에서는 합부가 핀인 경우로, 

핀의 거동 효과를 얻기 해서 내부볼트 4개만을 체결한 뒤 

상부층의 3,000kN의 엑 에이터를 사용하여 반복가력하

다. 체 시스템의 내력이 최 내력의 80% 해당될 때까지 

특정부재의 좌굴을 유도하 다.

그림2(b) 2번째 CASE에서는 합부가 강  경우로, 강  

효과를 얻기 해 필요한 8개의 볼트를 체결한 뒤 동일한 조

건하에서 반복가력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2(c) 3번째 Case에서는 Diagrid가 일반 으로 여러 

층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층에 걸쳐서 설계되는 Diagrid의 

내진성능 평가를 한 Diagrid 간에 거더를 추가함으로써 

4개층으로 만들었다. 

(a) CASE1 : 합부 핀 Diagrid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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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체 형상

           

(b) 합부 상세

(c) Base 합 상세
(d) 실험체 연결 지그 (e) 실험체 후면

 

그림 3. 실험체 상세

(b) CASE2 : 합부 고정 Diagrid (2층) (c) CASE3 : 합부 강  다이아 그리드 (4층)

그림 2. 실험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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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험체

그림 3(a)는 다이아그리드 실험체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6각 형태의 골조로 실험체를 계획하 고, 아산 사이클론 타

워를 1/3 축소한 모델이다. 실험체의 높이는 6m이고, 강재

는 SM490부재를 사용하 다. H형강(H-200x150x6x9)으

로 제작된 각 가새부재의 길이는 3m이다. 한 합부는 

CASE1에서 CASE3까지 진행되는 동안 재 사용되기 때문에 

탄성한계에 머물도록 설계를 하 다. 아바쿠스 7.3.1 상용 

소 트 웨어를 사용하여 그림 4(a)의 인장과 압축을 동시에 

받는 앙부 노드를 기 으로 그림 4(b)와 같이 SET-TOP

부분의 변 와 SET-RF의 반력값을 이용하여 하  변  곡

선을 유도하 다. H-200x150x6x9의 가새부재가 좌굴할 때

까지 하 -변  곡선이 탄성한계내에 머물도록 해석하여 안

정 인 이트의 두께를 결정하 고 한 그림 4(c)와 같

이 H형강과 노드의 합부를 45도의 경사를 주어서 하 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노드에 달이 되도록 계획하 다. 합부

는 볼트간의 최소간격을 고려하여서 계획하 으며, CASE1

에서 핀의 해당하는 효과를 주기 해 최 한 볼트를 앙부

로 유도하 다. 

그림 3(c)에서와 같이 앙부 면의 BASE 이트는 

실험체가 최 내력을 발휘할 때의 면 단력을 견딜 수 있

도록 설계하 다. 그림 3(d)는 실험체와 3,000kN의 엑 에

이터의 연결부분 Zig의 상세도면이다. 하 이 실험체에 수평

방향으로 안정 으로 달되도록 상부측의 Zig를 연결시켰

고, 실험  면외좌굴의 방지를 해 그림 3(e)와 같이 롤러

를 사용하여 실험체 좌우를 고정시켰다. 

(a) 노드해석 상 (b) 노드해석방법 (c) 해석 결과

그림 4. FEM해석에 의한 최종 합부 제안

2.2 가력 방법  측정방법

2.2.1 가력방법

하  가력은 최상부층 보를 3,000 kN 엑 에이터를 사용

하여 수평으로 가력하도록 하 다. 그림 5는 실험체의 반복하

 가력 로토콜을 나타낸 것이다. 하 재하 방법은 

Seismic Provisions(AISC, 2005)를 근거로 최소기 보다 

10% 연성도를 더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 주기를 고려하 다. 

그림 5. 가력 로토콜

2.2.2 측정방법

실험체 측정계획은 그림 6과 같다. FEM해석에 의해 내력

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상되어지는 하부 가새 부재의 

앙부, 단부 지, 웨  부분에 각각 3개씩 18개의 소성게

이지를 설치하 고 나머지 가새부재의 동일한 치에 54개의 

탄성게이지, 보 부재에 27개의 탄성게이지를 설치하 다. 

한 해석상으로 합부의 응력분포가 앙부 패 존부터 고르

게 분포되면서 내력이 격하게 떨어지는 형상을 보 는데, 

이 부분의 응력을 측정하기 해 각 합부에 삼축 게이지를 

설치하 다. 

그림 6. 실험체 측정계획

한 구조물의 횡방향 변 를 측정하기 해 최상층(6m 

높이)  간층(3m 높이)에 LVDT를 설치하 다. 한 실

험체의 체 인 횡좌굴  비틀림을 측정하기 하여 측면

에 2개의 LVDT를 추가 으로 설치하여 계측하 다. 

하  반복가력시 앙부 합부의 회 상을 측정하기 

해 2개의 길이방향 LVDT를 추가 으로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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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 변 곡선의 기

3. 실험 결과

3.1 이력특성  괴형상

구조체의 이력곡선을 얻기 해 그림 7에서와 같이 최상층

의 변 와 면 단력의 합을 이용하여 하 -변  곡선을 

유도하 다. 실험 계획단계에서 그림 8(a)와 같이 3,000kN 

엑 에이터(최상층 높이) 변 의 1/2값에 해당하는 변 로 

1,000kN의 엑 에이터( 간층 높이)를 제어하고자 하 으

나, 실제 으로 실험체에 용된 하 은 그림 8(b)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인장과 압축이 반복되는 특성을 보 다. 따라서 

CASE3 실험에서는 기존의 두 개의 엑 에이터를 사용한다

는 계획을 수정하여 최상층 높이에 해당하는 3,000kN의 엑

에이터 1 를 사용하여서 변 로 제어하 다. 

(a) 300kN, 1000kN엑 에이터 변 제어

(b) 실제 구조체에 용된 하

그림 8. 변 제어계획과 실제 작용 하

그림 9는 세가지 CASE에 해 하 변 곡선을 비교한 그

래 이다. CASE1에서는 합부를 Pin으로 고려하고 계획하

기 때문에 CASE2 ( 합부 강 )에 비해 높은 연성을 가

질 것으로 상되었으나, 인장시에 하부 베이스 이트에서 

고력볼트가 인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 작용으로 인한 단

(그림 11(a))로 인해 실험이 종료가 되었다. 

CASE2(2층 강 )와 CASE3(4층 강 )에서는 기강성

은 비슷하나, 탄성 역을 넘어서면서 강성의 차이를 보이다가 

CASE3가 CASE2에 비해 높은 최 강성을 보 다. 이는 거

더의 효과와 하 가력 특성상 1,000kN과 3,000kN 두 개

의 엑 에이터를 사용하여 인장과 압축을 번갈아 가면서 실

험체에 피로를  CASE2에 비해 CASE3에서는 3,000kN

의 엑 에이터를 한 만 사용하여 반복가력하 기 때문이라

고 단된다.

 

그림 9. CASE별 포락곡선의 비교

3.1.1 CASE1 (핀 합)

실험체는 그림10의 4번째 사이클에 들어서면서 하부가새 

부재의 좌굴과 베이스 이트와 하부 가새 부재의 이격이 

시작되었고, 하부 베이스 이트와 가새부재 합부의 고력

볼트가 인장력 가력시 그 내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 씩 벌어

지기 시작하다 그림 10의 5번째 사이클에서 베이스 이

트와 하부 가새부재의 인발 때문에 볼트의 단과 함께 실험

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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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ASE1 의 하  변  곡선

(a) 지 작용으로 인한 볼트 단 (b) 인장으로 인한 이격

그림 11. CASE1의 괴형상

3.1.2 CASE2 (강 합)

좌굴된 부재를 교체한 뒤 합부 강 의 효과를 주기 해 

각 노드에 8개의 볼트를 체결한 뒤 CASE 2의 실험을 진행

하 다. 실험체는 그림 12의 3번째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딱

딱하는 소리와 함께 강성의 하를 보 다. 

그림 12. CASE2 의 하  변  곡선

(a) 가새부재와 합부 이격 (b) 하부가새부재 국부좌굴

(c) 베이스 이트 찢어짐 (d) 하부 가새부재의 횡좌굴

그림 13. CASE2의 괴형상

그림 12의 5번째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하부가새부재의 응

력이 집 되면서 횡좌굴이 시작되었으며, 그림 12의 6번째 

사이클에서 엄청난 열음과 함께 동시에 국부좌굴이 발생하

다. 이 때 부재가 최 내력의 80%이하로 내력의 감소를 

상하 으나 내력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다이아 그리드 

구조체의 특성상 강성을 재분배시켜 다른 부재에서 그 내력

을 분담하 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그림 12의 6번째 사이

클의 두 번째 압축 하 가력시 하부 왼쪽 가새부재가 인장에 

의해 베이스 이트와 가새부재의 찢어짐 발생(그림 13(c)

과 하부 오른쪽 가새의 횡좌굴(그림 13(d))로 내력이 최 하

의 80%이하로 감되어서 실험을 종료하 다. 

3.1.3 CASE3

그림 15는 CASE3 실험체의 괴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체는 그림 14의 5번째 사이클을 경험하는 동안 최 내

력을 발휘하 고, 하부 가새부재의 횡좌굴에 의해서 내력이 

차 으로 하하는 결과를 보 다. 그림 14의 6번째 사이

클에서 인장을 받는 부재에서 가새와 베이스 이트의 용

부 균열이 시작되어 그림 15(a)와 같이 베이스 이트의 

균열이 50mm이상 발생되었다. 이 후 하부가새의 횡좌굴이 

더욱 심화되어 그림 1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부좌굴이 

발생하 고, 하 이 격히 감소하여 최 하 의 80% 이하

로 떨어진 그림 14의 7번째 사이클에서 실험을 종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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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재 넘버링

(b) 변 에 따른 변형도 그래  (CASE3)

그림 16. 가새부재의 넘버링과 변 에 따른 변형도

그림 14. CASE3 의 하  변  곡선

(a) 베이스 이트 찢어짐 (b) 하부 가새부재의 국부좌굴

그림 15. CASE3의 괴형상

그림 16은 가새부재의 변 에 따른 변형율을 보여 주

고 있다.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하부 가새부재는 변형율이 

0.15%를 넘어서 비탄성 거동을 보이게 된다. 그림 16(a)는 

부재의 넘버링을 나타내고 있다. 62번과 65번 부재에서는 

그림 16(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변 에 따른 변형도 

곡선상의 변형율이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 해

석결과에서도 그림 19의 빗 친 부분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상부 가새 부재는 하 의 증가에 따른 변형율이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복가력을 통한 인장과 압축이 반복

됨에 따라 125번과 142번 하부 가새부재의 항복을 넘어 횡

좌굴이 발생하고, 최종 으로는 부재가 단에 이르게 된다.

그림 17은 가새부재의 작용하 에 따른 변형도 곡선을 보

여주고 있다. 가새부재는 탄성 인 거동을 보이다가 하 의 

탄성 역을 넘어서면서 변 가 격하게 늘어나며, 그림 

17(a),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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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부가새(좌)

(b) 하부가새(우)

그림 17.. 작용하 에 따른 변형도 곡선

3.1.4 CASE별 그래  비교

사이클당 최 하 은 그림 18과 같다. CASE 1,2,3 모두 

5번째 싸이클에서 최 하 을 보여주고 있으며 5번째 사이클

에서 실험체는 최 하 을 보이고 내력이 격하게 감되어 

6번째 사이클에서 실험이 종료하 다.

그림 18. 사이클당 Peak Load 곡선

실험체는 모두 5 번째 사이클을 경험하는 동안 최 내력을 

발휘하 고, CASE2와 CASE3는 하부가새의 횡좌굴 발생에 

의해 내력이 차 으로 하하는 결과를 보 다. 아래그림 

19는 Abaqus 7.3.1상용소 트웨어를 이용한 체모델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과 마찬가지로 하부 가새의 횡좌

굴의 응력이 집 되면서 괴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9. 상용소 트웨어를 이용한 체모델 해석

그림 20은 실험  가장 취약한 하부 가새부재의 변 에 

따라 웹과 랜지 변형도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CASE1에서

는 볼트 단으로 인해 실험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웹과 지 

부분의 변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에 반해 CASE2

와 CASE3에서 웹부분의 변형도는 거의 미소하게 변형이 일어

나지만, 지 부분에서 변형도가 5번째 사이클을 경험하고 

격하게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ASE2와 CASE3에

서는 안쪽과 바깥쪽의 지의 변형도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

는 거더의 연결에 따른 구속효과 때문이라고 단된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그림 20. 취약가새부재의 변  변형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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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부분의 안정성을 단하기 해 인장과 압축을 많이 

받는 앙부 노드의 삼축게이지의 데이터 결과로 단 변형

율 곡선을 확인하 다. 그림 21는 앙 노드부분의 단 변

형율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

험이 지속되는 동안 그림 21과 같이 앙 노드부는 탄성한계

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앙부 노드 단변형율 곡선

4. 반응수정계수 평가

4.1 ATC-19방법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산정 차

ATC-19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감쇠 장치가 없는 구조물에

서 감쇠계수()는 1이 되므로 반응수정계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크게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도계수()와 연성

계수()만을 고려한다. 

 ×  


×


 


                (1)

  구조물의 체 량에 한 구조물의 탄성 한계 면

단력의 비

  구조물의 체 량에 한 구조물의 비탄성 한계 면

단력의 비

 구조물의 체 량에 한 구조물의 설계 면 단력 비

4.2 ATC-19방법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산정

4.2.1 과강도계수 산정

이 실험체는 기존의 싸이클론 타워 계획안(그림 22)의 1/3

축소 모델이다. 따라서 설계 면 단력을 구하기 해 두가

지 하 에 해 고려를 하 다. 그림 23에서 횡력에 한 다

이아 그리드의 기여도가 44%이고, Alt1의 방향으로 횡하

이 작용하게 되면 횡하 이 두방향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실

험체 골조가 부담하는 강성 부담률은 1/2이 된다. 

따라서 해당층의 다이아 그리드가 부담하는 설계 면 단

력인 1157kN을 강성부담율과 스 일 다운하여 192.8kN이 

설계 면 단력으로 평가하 다. 

그림 22. 다이아 그리드 계획 모델

Alt2도 Alt1방향의 하 으로 치환한뒤 동일한 방법으로 등

가의 설계 면 단력을 산정하 다. 두 방향의 설계 면 단

력  불리한 값인 192.8kN을 최종 설계 면 단력으로 사

용하 다. 

 


이기 때문에 각각의 CASE별로 강도계수를 산

정하면 표3과 같다.

그림 23. 설계 면 단력 산정 차

4.2.2 연성계수 산정

연성계수는 ATC-19 방법론을 따라서 우선 실험값의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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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1 (b) CASE2 (c) CASE3

그림 24. CASE별 연성계수 산정

 

포락곡선을 이선형화시켜서 를 구한 뒤, 등가 에 지 법칙

을 사용하여서 를 산정하 다. 이를 통해 그림 24와 같

이연성계수를 산정하 다.

4.2.3 반응수정계수 산정

CASE별로 평가한 반응수정계수는 그림 24과 같다. 

Diagrid 구조물의 반응수정계수로서 4.97 - 5.86 사이의 

값을 얻었다.

그림 24. CASE별 계수비교

표 3 각 실험체별 반응수정계수

실험체     

CASE1 4.97 2.45 2.03 473.05 960.19

CASE2 5.53 2.67 2.07 514.81 1066.23

CASE3 5.86 3.17 1.85 612.65 1131.9

5. 결 론

반복하 을 받는 다이아그리드 골조의 반응수정계수를 

ATC-19 차에 따라 평가를 하 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실험체는 모두 5 번째 사이클을 경험하는 동안 최

내력을 발휘하 고, CASE2와 CASE3는 하부가새의 

횡좌굴 발생에 의해 내력이 차 으로 하하는 결

과를 보 다.

(2) CASE1( 합부가 Pin)과 CASE2(Rigid일때)의 반

응수정계수는 각각 4.97 과 5.53으로 다이아 그리드

는 합부를 강 으로 설계할 때 더 높은 반응수정계

수 값을 보인다.

(3) CASE2(2층)과 CASE3(4층)의 다이아 그리드 구조

의 반응수정계수는 5.53, 5.86 의 값을 보 는데, 이

는 간층 보의 설치로 구속효과로 인한 강성계수의 

증가 때문이라고 단된다.

(4) 다이아 그리드 실험으로 평가한 반응수정계수는 기타

구조 3, 심가새골조 4 일때보다 4.97 ~ 5.86에 

해당하는 높은값을 보 는데, 이는 기존의 해석 평가

시 사용되었던 값인 3, 4.5보다 반응수정계수를 더 

높이 평가할  수 있고, 보다 경제 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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