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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다이아그리드 노드의 최 설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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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이아그리드 구조시스템은 재 고층의 하나의 트 드로써 미 일뿐 아니라 구조 으로 효율 인 시스템이다.그러나 이러한

효율 인 다이아그리드가 실제 으로 시공이 어려운 데에는 합부의 문제가 가장 크다. 합부는 시공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무엇보다 비용

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 으로 다이아그리드 구조를 채택하지 못하고 계획단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본 논문에서는 다이아그리드 노

드의 구조 인 물량을 약하면서 구조 으로 효율 인 다이아 그리드 합부 모델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제안하고 이를 실험에 직 용

을 시켜 으로써 그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ABSTRACT： Thediagridstructureisnowoneofthetrendsintall-buildingstructures.Itispreferrednotonlybecauseof

itsdistinctiveappearancebutalsobecauseofitsstructuraladvantages.Therearefewdiagridbuildingsthatactuallyexist,

however,becauseofthenodes,whicharedifficulttomakeandcosttoomuch.Inthisstudy,anode-typediagridbuilding

materialwithamoreefficientstructurebutwithfewerdiagridnodes,fabricatedusingthefiniteelementmethod,was

proposedandvalidatedviaexperimentation.

핵 심 용 어 :다이아 그리드 합부,다이아그리드 구조, 고층 건물,유한요소해석

KEYWORDS:diagridnode,diagridstructures,tallbuilding,FEM

                                                                                                                        

1.서 론

사회는 높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고 이러한 사회

요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기술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세계 으로도 기술개발의 요성을 느끼고 고

층 건축물의 효율 인 구조시스템의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

서 이러한 기술개발을 기획하고 진행시키고 있다. 고층 빌

딩의 수요는 구조시스템의 기술이 발 됨에 따라 세계 으

로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근래에는 비정형 구조(Tilted,

Twisted,Tapered)에서 구조 인 측면까지 고려된 Free

form Structure(Tilted,Diagrid,Tapered)형태의 새로

운 구조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조 시스템은 두가지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다.구조시

스템을 아웃리거와 같이 내부에 치시키는 경우와 외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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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시스템을 배치시키는 경우로 분류시킬 수 있다.그 외

부 구조시스템 하나가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이다.다이아

그리드 구조 시스템은 다양화된 스타일의 고층 시 구조

시스템에 합하고 구조 으로 효율 인 시스템이다.6)

재까지 CTBUH(Councilon TallBuildings and

UrbanHabitat) 다양한 공모 에서도 다이아 그리드 시

스템의 구조 인 거동의 효율성을 인정하여 다양한 로젝트

를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효율 인 다이아 그리드가

실제 으로 시공이 어려운 데에는 합부 문제 때문이다.

합부는 시공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무엇보다 비용이 많이 들

어가기 때문에 실질 으로 다이아 그리드 구조를 채택하지

못하고 계획단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다이아 그리드 노드의 구조 인 물량을 약

하면서 구조 으로 효율 인 다이아 그리드 합부 모델을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10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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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다이아 그리드 노드의 다양한 합부 설계사례

HearstTower
(미국)

30StMaryAxe
( 국)

CocoonTower
(일본)

SonyCity(필리핀) KobePort(일본)

노드형상

노드모듈 상하 4개층 상하 2개층 상하 1개층 상하 3개층 상하 1개층

노드 제작방법 일체형 일체형 일체형 주강(Casting) 분할 합

노드 가새 합 볼 트 볼 트 용 용 용

비 고
축소량 정 계산
정 계측 가공

이 - 재
이형 노드

편재 랜지형상
제단 사용

각형강 가새의
노드를 한 주강

이 분할 부
수직 재 보강

CCTV( 국)
MacquarieBank
(오스트 일리아)

CapitalTower
(아부다비)

Guangzhou
TwinTower( 국)

DohaOffice
Tower(카타르)

노드형상

노드모듈 상하 2개층 상하 1개층 상하 1개층 상하 6개층 상하 3개층

노드 제작방법 분할 합 일체형 일체형 일체형 일체형

노드 가새 합 용 용 볼 트 용 용

비 고
V형강 사용

Butterflyplate
Aluminum클래딩
스티 보강

각형가새의
노 드

합성기둥 사용 합성기둥 사용

설계식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 다.

1.1기존 연구동향

이아 그리드 합부의 련된 연구는 표 1에서와 같이 실

험과 해석을 통해서 세계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Han

Xoaolei(2008)는 콘크리트가 채워진 강 의 다이아 그리드

합부에 한 괴형상과 구조 인 성능을 평가하 다.국내

사례에서는 다이아그리드 노드의 성능에 한 실험 는

해석 연구가 수행되었다(주 규 등,2007;김 학 등,

2007; 수,2008;변태우,2008).주 규(2007)는

력하 을 받는 다이아그리드 노드의 성능을 평가하 고,변태

우(2008)는 력하 을 받는 다이아그리드 노드에 한 유

한요소해석을 실시하 는데 해석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제시하 다.김 학(2007)은 실 형 다이

아그리드 노드(Mock-up)의 제작,운반 설치방안을 검토

하 고,실험체 제작 시 후 의 용 에 의한 용 열 향부의

응력을 조사하 다. 수(2008)는 풍하 는 지진하

을 받는 다이아그리드 노드부의 구조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다양한 변수의 노드를 상으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 다. 한 이세정(2008)은 아산배방 싸이클론 타워

의 계획안(그림 1)에서 합부 노드에 한 유한요소해석을

(a)싸이클론 타워 계획안 (b)하 흐름 상

그림 1.싸이클론 타워 계획안과 하 흐름 상

수행하여 노드의 거동과 CapPlate의 두께와 확장길이에 따

른 응력집 상과 합부 내력을 분석하 다.

그러나 다이아 그리드 노드의 하 의 흐름을 상하면 그림

1(b)와 같이 outstiffener의 역할은 미비할 것으로 상되

어 지며,아래 표 3의 해석모델의 응력분포를 통해서도 out

stiffener의 응력은 거의 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조 으로 불필요할 것으로 상

되어지는 부분을 조정하면서 부재의 두께를 변수로 하여 시

공시 유리한 최 의 다이아 그리드 노드를 제안하고자 하

으며 이를 상용 로그램을 통해서 FEM해석을 한 뒤 설계

식을 통해서 검증하 다.

출처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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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해석모델 개요 (음 처리 :변경된 부분)

앙 랜지
두께
(1)

앙웨
두께
(2)

노드 이트
두께
(3)

상부 합
이트사이즈
(4)

연결 이트
(5)

하 이
이트

앙부(6)

하 이
이트

두께 (7)

하 이
이트

연결부(8)

측면웨
확장보강
(9)

비 고

F12W8EW25 12mm 8.13mm 25mm 230mx330m 25mm x 25mm x x stiffener제거

F12W18EW25 12mm 18mm 25mm 230mx330m 25mm x 25mm x x 패 존 보강

F12W25EW25 12mm 25mm 25mm 230mx330m 25mm O 25mm x x 추가 보강

F10W30EW30 10mm 30mm 30mm 220mx340m 30mm O 30mm O x 시공성 고려

F10W25EW25 10mm 25mm 25mm 220mx340m 28mm O 28mm O O 웨 확장

2.유한요소해석 모델링

2.1유한요소해석 상모델

해석 상은 그림 2와 같이 인장과 압축을 가장 많이 받아

취약할 것으로 상되어지는 앙부 노드를 기 으로 하 다.

사용 로그램은 Abaqus7.3버 을 사용하 고 Solid모델

로 합부분은 Tie로 일체 거동 하게 하 다.

(a)노드해석 상 (b)노드해석 방법

그림 2.노드해석 상과 노드해석 방법

2.2해석모델

가새부재인 H-200x150x6x9( )형강의 좌

굴하 이 앙부 노드에 그림 2(b)와 같이 압축과 인장력의

형태로 달이 되므로 H-형강의 좌굴하 값을 구한다.




≤ 






× 

× 




    (1)

이 값은 비탄성 좌굴에 해당하므로,비탄성 좌굴공식을 사

용한다.

 





 
× 

  
×

   (2)

에서 구한 좌굴하 값인 1,130kN을 상부의 단면에

고르게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상부 합 이트의 단면 으

로 나 다.

×


   (3)

14.89MPa의 압축력을 노드 상부 이트의 단면에

걸쳐서 압축력의 형태로 달이 된다.이 때 하 을 일축방향

으로 가해지도록 노드를 30°방향으로 기울인 뒤 SET-TOP

의 변 곡선과 SET-RF의 Y축 방향으로의 반력값을 이용하

여 하 -변 곡선을 작성하 다.

다이아 그리드 합부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각 부분의

이트 두께와 크기를 표 2와 같이 해석변수로 선정하 다.

(a)실험체 부 (정면) (b)실험체 부 (측면)
그림 3.노드 넘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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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실험체 해석 결과 내부응력(Stress)비교

F12W8EW25 F12W18EW25 F12W25EW25 F10W30EW30 F10W25EW25

정 면

측 면

3.해석결과

3.1해석모델별 거동분석

각 모델별 하 -변 곡선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노드의 하 -변 곡선

1)F12W8EW25:노드 웨 이트 두께 8.13mm

기에는 그림 3의 2번 웨 이트 두께를 8.13mm로

한 뒤 14.89MPa압축력을 가력 하 으며,해석결과 표 3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웨 부분인 얇은 이트 부분 응력

이 집 되면서 노드가 괴되는 웨 크리 링(Web

Crippling) 상을 보인다.설계식을 통해 웨 크리 링에

한 검증을 한 경우에도 내력이 부족하여 웨 이트의

두께를 좀 더 키워 강성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었다.

2)F12W18EW25:노드 웨 이트 두께 18mm

두께를 18mm증가시켜서 노드의 안정성을 찰하 다.설

계식에서 검토한 결과 웨 크리 링(WebCrippling)에

해서는 안 하지만 패 존이 소요하 을 견디지 못하고 괴

되는 상을 보인다.해석 결과도 패 존에서 찢어짐이 발생

하여 응력이 집 되는 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 그림

3의 하 -변 곡선을 살펴보면 H-형강이 항복하기 에 노

드부분은 탄성 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두께를 증가시킬 필요

가 있었다.

3)F12W25EW25:노드 웨 이트 두께 25mm

두께를 25mm로 하여서 해석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F12W18EW25보다 좀 더 응력이 고르게 분배되는 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설계식을 통해서 검증한 결과 패 존에

서 표 4와 같이 소요하 보다 안정 으로 설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그림 4의 하 -변 곡선에서 H-형강

부재가 항복한 이후에도 노드는 탄성한계에 머물고 있기 때

문에 안정 으로 설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4)F10W30EW30:용 조립부재

인장시 필요한 소요볼트의 개수와 최소간격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이트 크기를 220mm×340mm로 늘릴 필요가

있었다.

그림 3(a)의 4번 이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노드에

달되는 하 이 앙부로 집 되지 않고 분산될 염려가 있

으므로 그림 3(a)4번 이트로 달되는 하 이 노드

심에 있는 7번 이트에 가장 안정 으로 달되도록,5번

이트를 추가 으로 보완하 다.

한 시공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웨 두께가 12mm인 부

재는 앙부 보와 합시 단차가 발생되므로 Shim 이트

를 추가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시 번거로움이 있을 것

이라 상되어진다.따라서 그림 5의 선으로 표시된 볼트

합부와 연결되는 그림 3(a)의 1번 이트 두께를 앙부

보와 같은 두께 10mm로 조정하 고,이 부분이 어드는

신 좀 더 안정성을 기하기 해서 웨 이트 두께를

30mm로 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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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10W25EW25:웨 확장

표 3에서 해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 노드부에 인장과 압축

이 동시에 가력되었을 때 응력이 측면 하단부에 집 되면서

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따라서 이 부분을 확장시킴

으로써 응력분포를 분산시켰다.그림 6은 확장부 각도를 변

경시키면서 구조 인 효율성을 비교하 다.

그림 5.시공시 앙보와의 단차해결

표 4.모델별 최재변 최 하

최 변 (mm) 최 하 (kN) 괴모드

F12W8EW25 10 1084 웨 크리 링

F12W18EW25 22 2117 패 존 괴

F12W25EW25 17 2840

F10W30EW30 39 3108

F10W25EW25 34 3423

(a)각도 직각 (b)각도 45도 (c)각도 직선

그림 6.확장부 각도 변화

각도에 따른 향은 각도가 45도로 설계되었을때 구조 으

로 효율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은 각각의 물량을 비교한 도표이다.F12W8EW25-

F12W25EW25와 F10W30EW30-F10W25EW25의 물

량차이는 그림 3-4번 이트 의 크기 차이로 인한 것이

며 F10W30EW30와 F10W25EW25를 비교하여 볼 때 물

량은 오히려 었으나 그림 4의 하 -변 곡선을 살펴보면

측면 이트에 해당하는 그림 3(a)8번 이트가 하 을

분산시켜 강성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물량비교

3.2PEEQ지수

PEEQ지수란 탄성한계를 넘어서 비탄성 역으로 진행되

는 구조물의 변형율을 나타내는 지표 지수이다.그림 8의 그

래 는 패 존에서 하 증가에 따른 소성변형율을 나타내고

있다.

F10W25EW25는 패 존에서 특정하 까지는 F10W30

EW30에 비해 변형율이 은 값을 보이다가 1500kN을 넘어

서서 F10W30EW30보다 더 높은 패 존의 변형율을 보인다.

그림 8.패 존의 하 에 따른 PEEQ지수

표 5.모델별 최 하 최 Strain

최 하 (kN) 최 Strain

F12W8EW25 1084 0.0506

F12W18EW25 2117 0.1121

F12W25EW25 2840 0.1001

F10W30EW30 3108 0.0827

F10W25EW25 3423 0.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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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패 존 소성변형율

그림9는 패 존의소성변형율에 따른 응력의변화 곡선이다.

응력이 가해지면 소성변형율이 탄성변형율보다 훨씬 커져

응력-변형율 곡선이 소성변형에 의해 지배받는 형상을 보이

고 있다.F12W8EW25에 비해 F10W25EW25로 갈수록

동일한 소성변형이 일어날 때까지 더 높은 응력이 필요하고

이는 F10W25EW25로 갈수록 패 존이 더 높은 소성변형

율을 견디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패 존의 Plasticstrain-stresscurve

표 6.모델별 PlasticStrain-Stress

PlasticStrain Stress(MPa)

F12W8EW25 0.0506 513

F12W18EW25 0.1121 585

F12W25EW25 0.1001 580

F10W30EW30 0.0827 592

F10W25EW25 0.1197 577

4.다이아 그리드 합부 설계법 제안

합부 설계는 그림 10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 다. 각선

축의 교차 이 심부를 지나게 육각형의 평면 설계를 한뒤

하 의 흐름에 따라 1에서 5의 순서로 합부 설계를 진행하

다.이때 설계식의 검증모델은 최종모델 F10W25EW25를

기 으로 하 고 다른 모델의 합부 결과는 표 7에서 정리

하 다.

그림 10. 합부 설계 차

4.1압축면 설계

다이아그리드 합부의 압축부분 단면은 그림 11(a)와

같다.H-형강은 단하여 표시한 그림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 의 흐름은 H형강을 타고 5번의 간 이

트를 지나서 내부의 3번과 4번의 십자형 이트로 달되

게 된다.

(a)압축면 하 흐름 (b)평면도

그림 11.압축 단면

따라서 안정 인 합부 설계를 해서 H형강을 통해서

달되는 하 이 그림 3번과 4번 십자형 이트에 달되고

이 십자형 이트가 하 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즉,

 ≥ 에 해 검토하게 된다.

H-200x150x6x9형강의좌굴하 은계산에의하면1130.5kN

이 얻어지고,H-형강 부재가 달하는 하 값은 이트를 지

나서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십자형 이트에 달되므로 이

부재가 항복하는 값을 계산하기 해서 십자형 이트 넓이

를 계산한다.

   ×

 
 × 

≈ (4)

따라서  ≥  조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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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H형강의 웨 가 부담하는 2번의 하 은 5번 이

트를 지나 3번에 해당하는 이트로 하 을 달시키고 H

형강의 지에 해당하는 1번을 통해 달되는 하 은 5번

이트의 빗 친 부분만 고려해 보면 등분포 하 을 받는

하나의 캔틸 버 보의 형태로 그림 12(a)와 같은 트랜스퍼

거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a)트랜스퍼 거더 작용 (b)캔틸 버의 B,M.D

그림 12.용 조립부재의 모델과 해석후 변형 상

따라서 H-형강을 통해서 달하는 하 이 그림 11(b)의

빗 친 부분의 길이에 등분포 형태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  (5)

그림 12(a)에서 최단부의 모멘트는 다음과 같다.




  ∙ (6)

공칭모멘트는 다음과 같다.

  

  ×


×
 

(7)

이때 5번 이트는 20mm의 이트는 2개가 겹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칭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

(8)

따라서  을 만족한다.

4.2인장면 설계

인장하 에 해서 이트의 이격을 방지하기 해 볼트

로 설계 하 다.볼트의 종류는 F13T(M20)이며 이때의 설

계볼트 단력은 KBC-2005강구조 설계 기 안을 따르면,

 이 된다.따라서,볼트의 소요 단강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9)

한 설계볼트 장력은   이므로 불리한 값

인   을 사용한다.

작용하 은    이므로






 

  (10)

따라서 인장력에 항하려면 최소 6개의 고력볼트가 설치

되어야 한다.이 때 볼트에서 연단까지 최소거리 칭성을

고려하여 그림 13과 같이 볼트체결하게 된다.

그림 13.인장면에 한 볼트설계

상부에서 오는 압축력은 그림 14와 같이 패 존 부근에서

하 이 분산되므로 이 하 에 의한 웨 크리 링(Crippling)

과 PanelZone에 해 검토하 다.

그림 14.패 존 부근의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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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다이아 그리드 합부 설계

단 계 F12W8EW25F12W18EW25F12W25EW25F10W30EW30F10W25EW25

1.압축면 검토

   ,
3493kN 3493kN 3826kN 4192kN 3744kN

소요하 = 1130kN O.K O.K O.K O.K O.K

2.  9.912kN.m 9.912kN.m 9.912kN.m 9.75kN.m 9.912kN.m

소요모멘트 = 6.764kN.m O.K O.K O.K O.K O.K

2.인장면 검토   121.5kN 121.5kN 121.5kN 121.5kN 121.5kN

6개 볼트 6개 볼트 6개 볼트 6개 볼트 6개 볼트

3.웨 크래 링 검토  

 
  


 


 




 772kN 6401kN 16247kN 32453kN 32453kN

소요하 = 1130kN N.G O.K O.K O.K O.K

4.패 존 검토  

     





752kN 986kN 1151kN 1516kN 1516kN

소요하 = 1130kN N.G N.G O.K O.K O.K

4.3웨 크리 링(Crippling)에 한 검토

웨 크래 링(Crippling)은 랜지에 작용하는 집 하

에 의해 웨 부재가 면외로 좌굴하는 상이다.그림 15와

같은 웨 크리 링(WebCrippling) 상이 발생하지 않

기 한 최소한의 두께를 검토한다.

(a)웨 크리 링 (b)해석시 발생한 웨 크리 링

그림 15.웨 크리 링 상




  이므로

 
  


 


 




 

 ×  × 


 

× 

××
  (11)

여기서,

 수직 스티 의 항복응력

 패 존의 비

 패 존의 높이

  패 존의 두께

 수직 스티 의 두께

 수평 스티 의 두께

  지 폭의 길이

 패 존의 깊이

그림 16.설계식 치수 설명

소요압축력은 인장과 압축이 동시에 걸릴 때가 최 가 되므

로 × 이다.

따라서    을 만족한다.

4.4PanelZone설계

패 존의 안정성을 단하기 해서 AISC규정의 철골 모

멘트 합부의 설계식을 사용하여서 패 존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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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과 인장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565kN의 2배인 1130kN

이 패 존의 단력으로 달된다.

     




 (12)

이때 패 존에 실제로 작용하는 소요 단력은 압축과 인장

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압축 시에 발생하는 565kN의 2

배인 1130kN을 부담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 ××
××



 ≈  (13)

따라서    를 만족한다.

5.결 론

다이아 그리드 합부의 최 설계과정을 통해 시공성과 경

제성을 고려하여 구조 인 성능을 높이면서 해석연구를 수행

하 고,이를 토 로 설계법을 제안하 다.그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다이아 그리드 노드의 설계식에 하여 내력을 검토한

결과 F12W8EW25는 웨 크리 링(crippling)에 의

해 괴가되었으며F12W18EW25는패 존의찢어짐

에의해 괴가일어난것으로 단되며이를FEM해석

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었다.

(2)시공의편의성,물량 감측면,효율 인구조 인거동

측면에서F10W25EW25가가장최 의노드로써제안

되었다.F10W25EW25는 앙부보의웨 두께를

합부 이트와일치시킴으로써시공이용이할뿐아니

라 물량을 감하면서도 구조 으로도 효율 이므로 최

노드로써제안되었다.

한 측면 이트를 45도의 기울기로 연장하는 것이

구조 으로효율 인것으로 단된다.

(3)설계법 제안식을 통해 하 의 흐름에 따라서 압축면 설

계,≤ ,인장측볼트설계,웨 크리 링,패

존에 해서순차 으로검토를하 고,이에따른

합부설계의안정성은표7과같다.

최 이라는 것은 여러 안들 어떤 하나의 안이 다른

안보다 더 바람직하게 되고 그런 특정한 기 을 토 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다.본 논문에서 최 의 다이아

그리드 노드로 제시되고 있는 F10W25EW25는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경제성:구조 으로불필요한부분즉응력이집 되지

않는스티 부분은제거하고응력이집 되는패 존

같은부분의두께를확장함으로써 반 으로힘의흐름

을 달할 수 있게 두께를 조정하 다. 한 압축력과

인장력이반복되기때문에이러한부분을보완하기 해

이트를 45도의 기울기로 연작하 다.구조 인 거

동을 해 필요한 최소한의 두께를 유지하여 경제성을

추구하고자하 다.

(2)시공성:시공성을고려하여 앙부보와 합시단차가

발생되므로 Shim 이트를 추가로 보완해야 하기 때

문에시공시번거로움이있을것이라 상되어지기때문

에 앙부보와의 지부분의크기를일치시켰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

재단(2009-0059797) 제철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참고문헌

변태우,박순 ,주 규,김상 (2008). 형 각가새 시스

템의 합부 성능에 한 연구.2008년도 한국강구조학회

학술발표 회논문집,한국강구조학회,pp.215-218.

수,이장홍,손승 ,김동 (2008). 형 각가새 합

부의 횡력 항성능 평가.2008년도 한국강구조학회 학술

발표 회논문집,한국강구조학회,pp.552-555.

Kim, J.S., Kim, Y.S., and Lho, S.H. (2008)

StructuralSchematicDesignofaTallBuilding

inAsiausingtheDiagridSystem.

Mir M. Ali. and Moon, K.S. (2007) Structural

DevelopementsinTallBuildings:CurrentTrends

and Future Prospects, Architectural Science

Review,Vol.50,No.3,pp.205-223.

Moon,K.S.,Jerome,J.C.,and John,E.F.(2007)

Diagrid structural system for tall buildings:

Characteristicandmethodologyforpreliminary,

The structural design of tall and special

buildings,16,pp.205-230.



김상 ․배재훈․주 규․김 주․김도

220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2호(통권 111호)2011년 4월

SOM Report (2008). Proposed methodology to

determine R-values for steel diagrid framed

systems.SOM,NewYork.

( 수일자 :2009.12.30/심사일 2010.01.24/

심사완료일 201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