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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id BRB의 실험  구조성능 평가
 

Experimental Evaluation for Structural Performance of 

Diagrid BRB Structu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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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보다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표 인 구조 시스템으로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이 있다. 다이아그리드 시스

템은 합부 설계  시공의 어려움과 가새 부재 좌굴에 의해 내진성능이 하된다는 단 이 있으며, 이를 보안하기 해 비좌굴 가새를 이용한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아그리드 시스템과 다이아그리드 BRB 시스템의 골조 실험을 통해 기 강성, 연성 능력

과 에 지 소산능력을 평가 다. 반복가력실험 결과 Diagrid BRB의 기 강성과 연성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BRB 항복 이후에도 지속

인 에 지 흡수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It is now possible to design buildings in various forms using a diagrid structural system, which is the one of the 

most useful structural systems. It is difficult to design and construct the connections, however, and the bucklings in braces 

weaken the seismic performance of structures. In this study, the initial stiffness, ductility, and energy-dissipated capacity of 

a diagrid and a diagrid BRB were evaluated via frame tests. The results of the cycling load tests showed that the diagrid 

BRB had better initial stiffness and ductility, and dissipated extra energy after the BRBs were yielded.

핵 심 용 어 : 형 각가새 구조, 비좌굴 가새, 골조 실험, 반복가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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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구조의 발 은 새로운 시  요구에 따라 발 해 왔다. 

이러한 시  흐름의 심에는 언제나 더 높은 구조물에 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를 총족시키기 해 이  골조 

시스템을 비롯하여 가새 골조, 아웃리거, 튜  구조(가새 튜

, 묶음 튜 )  메가 컬럼 시스템 등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시  요구는 지 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반

하듯 세계 으로 각 국가와 도시를 상징하는 고층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세계  흐름이 되어감에 따라 “보다 더 높은” 

건축물에 한 요구는 “보다 더 높고 더 특별한” 건축물에 한 

요구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 제안되고 있는 다양한 

고층 건축물의 형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

한 건축물의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구조시스템 개발에 

한 필요성이 두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한 결과  

표 인 구조시스템으로는 형 각가새 “Diagonal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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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이하 Diagrid) 시스템이 있다.5)

Diagrid 시스템은 수직과 수평 하 에 해 구별된 항 메

카니즘을 가지고 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두 하 에 해 

항하는 하나의 항 메카니즘( 각가새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보다 경제 인 구조 설계가 가능하며, 삼각형 모듈로 구성된 

외부 튜 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Diagrid 시스템은 재 세계 으로 30여 로젝

트에서 용 는 계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건물

들에 용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Diagrid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장 들에도 불

구하고, 합부 설계  시공의 어려움과 가새 부재 좌굴에 의

한 내진성능 하라는 풀어야할 과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자들은 비좌굴 가새를 이용한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이하 Diagrid BRB)을 제안한 바 있다.

Diagrid BRB는 압축 역에서도 좌굴하지 않고 인장 역

에서와 동일한 거동을 보이는 비좌굴 가새를 각가새로 이용

한 Diagrid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Diagrid 시스템이 가지고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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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가새부재 좌굴에 의해 발생되는 내진성능 하를 개선하

고, 비지지 거리 증가에 따른 합부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되며, 이를 통해 합부 설계  시공에 따른 

경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규모의 Diagrid와 Diagrid BRB 시

스템의 골조 실험을 통해 두 구조 시스템의 구조성능을 평가하

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제안된 Diagrid BRB의 효용성을 평

가하 다.

2. Diagrid BRB 개요

2.1 Diagrid 구조

Diagrid( 각가새)는 Diagonal Grid의 합성어로 이 시스

템에 의해 나타나는 외부 형상을 의미한다. 기존 구조방식이 

보와 기둥이 수직 하 에 항하고 가새와 합부의 강성으로 

수평 하 에 해 항했던 것과는 상이하게, Diagrid는 외부 

튜 를 이루는 가새와 이를 연결하는 거더의 스트럿-타이 거동

에 의해 수직  수평하 에 해 항하는 구조 시스템이다. 

이러한 항 방식은 부재의 종류를 단순화하여 경제 인 설계

가 가능하게 하고 자유로운 외 을 표 할 수 있다. 재 

Diagrid Node의 압축  인장하 , 반복하 하에 의한 거동 

평가(주 규 2008, 실  Diagrid의 용 , 제작, 운반, 시공 

성능 평가(주 규 2009), Diagrid 시스템의 내진성능(김경

환, 2009; 김진구, 2009)  합부 성능에 한 연구(김

주, 2009)가 진행된 상태이며, 계속 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

으로 단된다.

그림 1. Diagrid의 Strut-tie 거동
   

그림 2. Tower Verre

in New  York

2.2 비좌굴 가새(Buckling-Restrained Brace)

비좌굴 가새(이하 BRB)는 일반 인 가새가 압축력 작용시 

부재 좌굴에 의해 인장 내력의 60-70%만을 발휘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가새 내부에 충 된 콘크리트(비충 된 BRB도 

사용되고 있음.)와 튜  보강재에 의해 좌굴이 방지되어 압축 

역에서도 인장 역에서와 동일한 거동을 보이는 가새를 말

한다(그림 3). 이러한 특성은 비지지 거리 증가에 따른 가새 

단면 의 증가를 감소시키며, 항복 이후 안정  거동을 유도하

여 구조물의 에 지 소산능력 증가에 따른 내진성능 향상을 가

능하게 한다. 재 BRB에 한 연구는 심재 형태(Nagao 

and Takahashi, 1990; Suzuki, 1994)와 재료(박만우, 

2008), 무보강 길이(박 진, 2006)  콘크리트 충  여부에 

따른 구조성능을 평가하는 연구(성우기, 2008) 등이 진행되었

으며, 국내 최 로 재 동 문 시장 공사 장에 용되었다.

(a) 일반가새                    (b) 비좌굴 가새

그림 3. 일반가새와 비좌굴 가새의 거동 비교

3. Diagrid BRB 골조 실험

3.1 실험체 계획

Diagrid와 Diagrid BRB 실험체 제작을 한 재료는 

SM490(Fy=325MPa)을 사용하 으며, 구조성능을 비교 평

가하기 해 두 골조에 사용된 가새를 제외한 모든 부재를 동일

하게 설계하 다. 한 두 시스템의 동일조건 하에서의 거동 특

성을 비교하기 해 일반가새와 BRB 심재는 단면 이 유사한 

H-194x150x6x9(단면 :3901mm2)와 H-150x150x7x10

(단면 : 4014mm2)를 각각 사용하 다. 체 실험체의 설계

는 아산 사이클론 타워에서 제안된 다이아그리드 설계 도면을 

참고하 으며, 4층 규모의 1/3 축소 모형으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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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반 가새와 BRB 심재단면 비교

3.1.1 BRB 설계

본 실험에서는 단축 가력 실험에서 안정 인 거동을 보인 

H-150x150x7x10(SM490 강재)를 사용하 다(박만우, 2008). 

보강재는 Powell(2002)에 의해 제안된 심재의 항복강도(Py)에 

한 보강재의 탄성 좌굴강도(Pe)의 비가 식(1)을 만족하도록 □

-174x174x10을 사용하 다. 심재와 보강재 사이는 콘크리트로 

충 하지 않았으며, 충  여부에 의해 구조 성능의 차이가 크지 

않음은 콘크리트 충  여부를 변수로 한 단축 가력 실험(성우기, 

2008)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비충 된 심재와 보강재 사이는 

비부착물질(실리콘 그리스)를 사용하여 심재에 작용하는 하 이 

보강재로 달되어 보강재가 좌굴하는 상을 방지하 다.




≥  는 


≥                             (1)

-  : 항 계수(=0.85)

-  : 철골 심재의 인장항복강도

-  : 보강재의 탄성 좌굴강도

BRB의 설치를 해 고려되어야 하는 심재의 무보강 구간은 

박 진(2006)이 제시한 조건과 합부 회 에 의한 내력 증가

를 고려하여 가새 길이(3,020mm)의 15%에 상응하는 

440mm(양 단의 합)로 하 다. 한 심재 단부 무보강 구간

의 국부 좌굴에 의해 BRB가 괴되지 않도록 하기 해 길이 

350mm인 두께 20mm 이트를 심재 단부 랜지 4면에 

용  보강하 다.

그림 5. BRB 간보 합부 상세 

그림 6. BRB 상세

3.1.2 실험체 상세

본 연구를 해 사용된 합부는 두 실험체의 설치  해체

를 고려하여 축방향 볼트 합을 사용하 으며, BRB의 내력

을 고려하여 M20(F13T) 볼트 8개를 이용하여 체결하 다. 

한 합부 앙 패 존의 응력 집 을 완화하기 해 합부 

상하부 웹의 단부를 확장하 으며, 범용 FEM 로그램인 

ABAQUS/CAE v6.7의 Solid 요소를 이용하여 합부의 

기 강성과 내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 8, 9). 

BRB의 상 내력  합부 내력은 표 1과 같다.

그림 7. Common-type

  
그림 8. Expended-type

그림 9. 합부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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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 내력

(kN)
볼트 종류

볼트 내력

(kN)

볼트 수

(EA)

합부 내력

(kN)

1,174 M20(F13T) 211 8 1,688

표 1. 합부 설계 강도

그림 10. 합부 상세

그림 11. BRB

 

그림12. 간보 합부 

그림 13. 횡지지 롤러 

 

그림 14. 슬롯 홀 

그림 15. 실험체 세  상세 

3.2 가력 계획

본 실험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강구조연구소에서 진행되었

다. 실험체는 4개 층 1/3 축소 모형으로 6m x 6m크기로 설

계되었으며, 면 상부 노드를 최  하 이 3,000kN인 

Actuator를 사용하여 가력하 다. 반복 가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실험체의 면외변형을 방지하기 해 롤러가 설치된 

임을 실험체 양 에 설치하 다(그림 13).

변 계는 후면 상부, 하부 노드  좌굴이 상되는 가새 두 

곳에 횡방향으로 설치하 으며, 지  합부 두 곳에 설치하여 

슬립에 의한 변 를 측정하 다. 스트 인 게이지는 합부와 

가새  응력 집 이 상 곳에 설치하 으며(그림 16), BRB 

심재 변형률을 측정하기 한 게이지는 보강재 결합  미리 

설치하 다.

실험체 가력은 AISC Seismic Provisions(2005)에 의한 

BRB 가력 로토콜을 사용하 으며, 반 좌굴이 상되는 

Diagrid 실험체를 고려하여 기본 로토콜에는 없는 단계

(0.001rad, 0.002rad, 0.0045rad, 0.009rad, 0.015 

rad)를 추가로 계획하 다.

그림 16. 스트 인 게이지 부착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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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층간변 (rad) BRB 
protocol Cycles 상부 노드 가력 

변 (mm)

1 0.001 추가 2 6

2 0.002 추가 2 12

3 0.003 △by 2 18

4 0.0045 추가 2 24

5 0.006 0.50△bm 2 36

6 0.009 추가 2 54

7 0.012 1△bm 2 72

8 0.015 추가 2 90

9 0.018 1.5△bm 2 108

10 0.024 2.0△bm 2 144

11 0.018 1.5△bm 1 108

표 2. 가력 로토콜

-△by : 가새의 항복변 에 응하는 실험체 변
-△bm : 설계 층간변 비에 응하는 실험체 변

4. 실험 결과

4.1 재료 실험 결과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부재의 재료는 BRB의 내력을 고려하여 

SM490(Fy=325MPa)을 사용하 으며, 각 실험체의 가새부재

에 해당하는 H-194x150x6x9와 H-150x150x7x10의 웹과 

랜지에서 각각 시편을 제작하 다. 시편은 표  5호 시편으로 제

작하 으며, 시편의 크기와 실험결과는 그림 17과 표 3에 정리하

다. 실험결과 강재의 항복응력은 평균 320Mpa, 편차는 최  

18%가 발생하 다. 이는 두께 5mm~16mm의 SM490부재는 

1A호 시편의 사용이 권장되나, 시편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5

호 시편을 사용한 것에 따른 향인 것으로 단된다.

그림 17. 5호 시편

부재 종류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항복비

(%)

연신율

(%)

H194-W-1 301.6 431.5 69.9 26.16

H194-W-2 311.0 439.7 70.7 25.52

H194-F-1 287.1 427.0 67.2 25.05

H194-F-2 283.6 423.8 66.9 25.48

H150-W-1 354 491.6 72.0 21.25

H150-W-2 371 507.5 73.1 22.40

H150-F-1 323 498.4 64.8 24.81

H150-F-2 327 499.8 65.4 26.28

표 3. 재료 실험 결과

4.2 Diagrid 골조 실험 결과

 Diagrid의 가력 하 에 한 상부 노드 변 는 그림 18과 

같다. 실험체는 Step-5 (변 =36mm, 층간변 비=0.006)

의 첫 번째 사이클에서 좌굴하 으며, Step-7(변 =72mm, 

층간변 비=0.012)의 첫 번째 사이클에서 내력이 최 내력

(649kN)의 80%(519kN)이하로 떨어져 실험을 단하 다. 

Diagrid 실험체의 경우 2개의 다이아몬드형 모듈로 이루어져 

있어 가새가 좌굴된 후 이를 체할 하  경로가 없어 내력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18. 하  변  곡선 (Diagrid 골조)

그림 19. Diagrid 가새 앙 웹의 변형률

그림 19는 Diagrid 각 가새 별 웹 간부의 변형률을 나타

낸다. 하 이 집 되는 층 간에 치한 부재 6, 7의 경우 

실험 기부터 그 변형이 크게 나타났으며, 좌굴이 발생한 

Step-5에서 그 값이 항복 변형률(εy=1669μ, 재료 실험값)

을 과함을 알 수 있다. 한 부재 6, 7의 좌굴 이후 다른 부

재의 변형률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은 하 이 좌굴하지 않은 

가새로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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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Diagrid BRB 골조 실험 결과

그림 20은 Diagrid BRB의 하  변  곡선을 나타낸다. 실

험체는 Step-5에서 층 간에 치한 부재 6, 7이 인장과 

압축 역에서 비선형 거동을 보이기 시작하 으며, 하  변  

곡선을 통해 실험체가 연성 인 거동을 보이는 것과 그 내력이 

조 씩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은 BRB와 합

부를 연결하는 볼트의 단에 의해 Step-7에서 종료되었으며

(그림 21), 이는 비교 실험을 해 설계한 축방향 볼트 합 

설계면에서 Prying-action 상에 의해 하 이 내부 볼트에 

집 하여 괴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20. 하  변  곡선 (Diagrid BRB 골조) 

그림 21. Prying action에 의한 내부 볼트 단 

그림 22. Diagrid BRB 심재 웹 간부의 변형률

각각의 BRB 심재 앙 웹의 변형률(그림 22)은 Diagrid에

서와 마찬가지로 부재 6, 7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그 값은 실

험이 진행됨에 따라 안정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부재 6, 7 심재의 항복에 의해 Step-5 시  이후로 나머

지 가새의 변형이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BRB 

용 시 최 의 가새 치에 용하면 모든 가새에 용하는 것

에 비해서 비슷한 내력을 발휘하면서 효율 인 구조시스템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23, 24는 합부 회 에 의해 BRB 단부에 발생할 수 

있는 모멘트 효과를 알아보기 해 BRB 단부 상하 랜지의 

변형률을 나타낸 그래 이다. B6-T-1T는 부재 6의 상부 랜

지  Step-1에서 인장응력을 받는 랜지에서의 측정값을 의

미한다. 하 이 작용하는 기 가력 시 인장과 압축을 받는 각

각의 랜지 변형률은 B7에서 앙 노드와 연결된 B7-T의 경

우 두 값이 거의 일치하 으며, 이는 수평 변 에 의해 유기

으로 합부가 회 하고 그 값 한 작아 발생하는 모멘트 값

이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지  노드에 연결된 

B7-B의 경우 변형률의 차가 크며, 이를 통해 회 이 자유롭지 

않은 지 에 연결된 가새 단부에서는 지 않은 모멘트가 발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B6의 상하단 랜지 변형률 비교 

그림 24. B7의 상하단 랜지 변형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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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BRB 보강재 변형률

B6의 경우 B6-B-1T 게이지가 손되어 지 에서의 거동은 

확인할 수 없었다. B6-T에서 발생한 변형률의 차이는 상하 볼

트가 체결된 정도에 따른 것으로 단되며, 이러한 차이는 회

축을 보다 긴결된 볼트 주변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실험 종

료 시 이 가력 방향에 따라 20mm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 

한 이러한 설치 오차로 인해 볼트에 하 이 집 되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25는 보강재 슬롯 홀 주변의 응력을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이 작으므로 슬롯 홀이 BRB 거동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4.4 이력거동 비교

Diagrid와 Diagrid BRB의 기 강성은 Diagrid BRB가 

36% 더 크게 나타났으며, 실험이 종료된 Step-7의 두 번째 

사이클까지의 최 내력에서도 Diagrid BRB가 35% 더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26은 두 실험체의 하 -변  

곡선을 나타내며, 가새 좌굴로 인해 연성 능력이 감소하는 

Diagrid와 달리 Diagrid BRB는 실험이 종료된 시 까지 지

속 으로 에 지를 흡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iagrid

-➀
Diagrid 

BRB-➁
비율

(➁/➀)

가새단면

(mm2)
3901 4014 1.03

최 내력

(kN)
678.2 912.8 1.35

기강성

(kN/mm)
27.1 36.9 1.36

표 4. 구조성능 비교

그림 26. 하 -변  곡선 

합부 회 량은 Diagrid BRB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그림 

27, 경사계 오류로 인해 계측되지 않은 기 단계 제외), 이는 

면외 좌굴이 발생한 Diagrid 실험체의 경우 주된 회 이 면외

로 이루어져 면내 회 량이 작게 측정된 것으로 단되나, 두 

경우 모두 그 값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8은 부재 

6, 7의 면외 변 를 나타낸 것으로, Diagrid의 경우 큰 면외 

변 에 의해 합부 회 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 앙 합부 회 량 비교 

그림 28. 가새 면외 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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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합부 확장면 변형률 

4.5 에 지 소산능력 비교

좌굴에 의해 내력이 감소하는 Diagrid 골조와 달리 Diagrid 

BRB 골조는 심재 항복 이후에도 최  내력이 증가하 다. 

 층간변 에 한 가새부재의 변형률을 비교한 결과(그림 

29), 좌굴에 의해 에 지 흡수 능력이 하되는 Diagrid에 반

해 Diagrid BRB의 BRB부재는 실험이 종료된 시 까지 지속

으로 에 지를 흡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 지소

산능력은 실험이 종료된 12번째 사이클에서 Diagrid 

BRB(236kN·m)가 Diagrid(127kN·m)보다 85.4% 크게 

나타났다(그림 30).

그림 29. 가새부재의 변형률 비교 

그림 30.  에 지소산능력 비교

4.6 합부

합부 앙 패 존의 응력을 분산시키기 해 확장한 합

부 상하부 웹에서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앙 패 존 수평 

변형률의 최  75%(Step 4) 크기의 변형이 발생하 으며(그

림 31), 이를 통해 제안한 합부 형태가 앙 패 존의 응력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새를 제외한 모든 부재가 동일하게 설계된 

Diagrid 시스템과 Diagrid BRB 시스템의 골조 실험을 통해 

이려거동과 내진성능을 비교분석하 다.

(1) Diagrid BRB에 이용된 BRB가 인장  압축 하 에 

해 안정 으로 거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BRB는 Diagrid 시스템에 이용되어 에 지 흡수 능력

과 강성을 증가시키고 동일한 설계 조건에 해 심재 단

면 을 감소시킬 수 있어, 보강재 제작으로 인한 손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Diagrid BRB는 일부 BRB 심재의 항복 후 구조물에 

발생하는 추가 인 변형을 항복한 BRB가 모두 흡수한 

것으로 단되며, 이를 통해 특정 BRB의 항복을 유도

하는 효과 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4) 에 지소산능력은 Diagrid BRB가 Diagrid 시스템보

다 85% 크게 나타났다.

(5) 간보 합을 해 설치한 BRB 보강재의 슬롯홀은 

BRB 거동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제안한 간보 

합 상세는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6) 합부 웹의 확장을 통해 앙 패 존의 응력집 을 감

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합 상세는 기

타 구조시스템에서도 용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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