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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성을 개선한 원형CFT구조의

기둥-보 접합부 구조적 거동

Structural Behavior of Beam-to-Column Connections

of Circular CFT Structures Improving Concrete 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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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충전강관(Concrete Filled Tube 이하 CFT)구조는 강관 속에 콘크리트를 충전시킨 구조물로서 강관은 콘크리트를 구속

시켜 압축내력을 증가시키며 콘크리트는 강관의 국부좌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CFT구조의 기둥-보 접합부는 강관의 국부좌굴을 방지하

기위해 다이아프램이 필요하다. 외측다이아프램 형식은 관통다이아프램 형식보다 콘크리트의 충전성이 좋으나 시공성과 건축설비와 공조하는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다. 이 연구는 원형CFT구조의 접합부의 상, 하부에 각각 다른 형식의 다이아프램을 적용시켜 콘크리트 충전성을 개선시

킨 구조의 구조성능을 실험과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CFT구조 접합부의 상부 다이아프램은 외측다이아프램 형식으로 하

고 하부 다이아프램은 관통다이아프램 형식으로 하였다. 이것은 건축물에서 바닥슬래브가 있으므로 상부 다이아프램은 바닥슬래브와 일체가 되

고 하부 다이아프램으로 관통다이아프램을 적용하여 건축설비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충전성을 개선시킨 CFT구조의 구조

성능은 상, 하부 모두 관통다이아프램을 적용한 구조와 비교하면 동일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BSTRACT： A concrete-filled tube is a concrete-filled steel tube structure. The steel tube confines the concrete to increase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the concrete contains the buckling of the tube. CFT structures require a diaphragm to

prevent buckling of steel at connections. An outer diaphragm has better concrete filling than a through diaphragm due to

a large bore, but being larger than the through diagram, it has poorer constructability and cooperation with building

equipment. In this study, a CFT structure that uses different types of diaphragms in its upper and lower connections to

improve the concrete filling was tested and analyzed via the FEM program. The building structure had a floor slab that

was unified with the upper diaphragm, so the outer diaphragm was placed at the upper bound. Moreover, the through

diaphragm was placed at the lower connection to avoid obstruction from building equipment. The CFT structure with the improved

concrete filling showed the same structural behavior as the CFT structure with the use of the same type of diaphragms at the upper and

lower connections.

핵 심 용 어 : 원형CFT, 기둥-보 접합부, 다이아프램, 충전성, 유한요소해석

KEYWORDS : circular CFT, beam-to-column connection, diaphragm, concrete filling, FEM



1. 서 론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에 따라 구조물에는 보다 높은

강성, 경량, 시공의 용이성, 공기단축 등이 요구된다. 이에 따

라 여러 가지 구조 방식 중 콘크리트충전 강관(Concrete

Filled Tube, 이하 CFT)과 같은 합성구조의 연구가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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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CFT는 강관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구조물로서,

강관은 콘크리트를 구속하여 압축내력을 증가시키며, 콘크리

트는 강관의 국부좌굴을 감소시켜 단면의 증가 없이 내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때문에 강성, 내력,4)변형성능, 내화,

시공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발휘하는 구조시스템이다.

하지만 CFT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콘크리트의 충전성을 확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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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충전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기가 쉽지 않아 실

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강관기둥과 보의

접합부에는 일반적으로 접합부의 응력 집중이나 변형에 대한

보강을 위하여 다이아프램을 사용하는데, 외측다이아프램 형

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충전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측 또는 관통 다이아프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충전

성에 주의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CFT기둥-보 다이아프램 접합부에서 관

통 다이아프램이나 외측 다이아프램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

았다. 외측다이아프램은 松井千秋(1981), 吉里二郎 등(1995) 의

연구에서 다루어졌고, 관통다이아프램은 宮尾俊明 등(1989),

椎葉喜一 등(1992)의 연구에서 다루어 졌다. 일반적인 경우 접

합부의 상, 하부에 같은 형식의 다이아프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CFT구조 접합부의 상부 다이아프램은 외측다

이아프램 형식으로 하고 하부 다이아프램은 관통다이아프램

형식으로 하였다(그림 1). 이것은 건축물에 바닥슬래브가 있

으므로 상부 다이아프램은 바닥슬래브와 일체가 되고 하부 다

이아프램으로 관통다이아프램을 적용하여 건축설비와의 마찰

을 피하며 콘크리트의 충전성을 개선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림 1. 충전성을 개선한 원형CFT 접합부

2. 다이아프램의 기존 설계식

2.1 외측 다이아프램 형식

그림 2. 외측다이아프램 형식

설계지침(한국강구조학회, 2003)에서는 콘크리트충전 원형

강관기둥 장기허용인장력()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외측다이아프램 형식을 그림 2에 나타낸다.

   ··  ·· (2a)

여기서    sin 

   sin
  · ,
   

 ·  
 : 보 플랜지의 폭

 : 원형강관기둥의 외경

 : I-I 단면에서 다이아프램의 폭

 : 원형강관의 두께

 : 다이아프램의 판두께

 : ( : 다이아프램의 항복강도)

 : ( : 강관의 항복강도)

 : 보 플랜지의 축방향력

 : 플랜지 재축선과 I-I 단면의 교각

I-I 단면선 : 플랜지와 다이아프램의 외주와의 교

점과 강관의 도심을 지나는 선

 : 외측다이아프램과 H형강 보와의 접합지점의 반경

설계지침(한국강구조학회, 2003)에 의하면 외측다이아프램의

장기허용인장력()는 다이아프램과 접합된 인장측 플랜지의

축방향력( ,식 (2b)) 이상이어야 한다.

    (2b)

여기서 : H형강 보 항복강도

: 보 플랜지 너비

: 보 플랜지 두께

2.2 관통 다이아프램 형식

원형CFT의 관통다이아프램은 설계식이 주어져 있지 않고

(한국강구조학회, 2003), H형강 보의 플랜지 두께 이상으로

관통다이아프램 두께를 정하면 H형강의 플랜지에 작용하는

수직응력을 전달하게 되어 접합부가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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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3.1 실험계획

절충형 다이아프램형식은 접합부의 양쪽을 각각 다른 형태

의 다이아프램을 사용한 것으로 내경이 작은 관통다이아프램

을 한 곳에만 적용시키면 양쪽 접합부에 관통다이아프램을

적용시킨 실험체보다 상대적으로 충전성이 개선될 것이라 예

상하고 제작하였다. 외측다이아프램과 관통다이아프램은 다음

과 같이 치수를 정하였다.

3.1.1 외측 다이아프램

다이아프램의 장기허용인장력을 구하기 위해 다이아프램에

접합되는 H형강 보 단면을 H ×××로,

강관의 단면 사이즈는  ×로 각각 정하였다. 또한

다이아프램의 폭 는 70mm, 강종은 570MPa급(항복강도

420MPa)으로 하였다. 다이아프램의 두께를 정하기 위해 H

형강 보의 강종 변화에 따른 인장측 플랜지 축방향력( ,

식 (2b))를 표 1에 나타내었다. 다이아프램 두께에 따른 장

기허용인장력()와 보의 축방향력()의 관계를 검토한

것을 표 2에 나타내었다. 검토결과 안전하게 나온 결과를 토

대로 보의 강종을 400MPa급으로, 다이아프램의 두께는

15mm부터 안전하지만, 제작 편의상 H형강 보의 사이즈에

맞춰 18mm로 외측다이아프램을 제작하였다.

H형강 보

강종
항복강도  MPa 인장측 플랜지 축방향력  kN

400 235 761

490 325 1,053

520 355 1,150

표 1. 강종변화에 따른 인장측 플랜지 축방향력

항복강도
(MPa) 두께

(mm)
장기허용인장력



보의 강종에 따른 다이아프램 검토

400 490 520

420

0 330 NO NO NO

15 836 O.K. NO NO

18 937 O.K. NO NO

24 1,140 O.K. O.K. NO

27 1,241 O.K. O.K. O.K.

표 2. 다이아프램 두께에 따른 장기허용인장력

3.1.2 관통 다이아프램

다이아프램의 두께는 외측다이아프램과 같은 18mm이며,

콘크리트 충전을 위한 구멍 내경은 225mm로 제작을 하였

다. 실험체 상세를 그림 3에 첨부한다.

3.2 실험체 제작

원형CFT기둥-보 접합부실험을 위하여  × 원형

강관과 H ×××보를 사용하였고, 보의 플

랜지와 같은 두께의 외측 다이아프램, 관통 다이아프램을 접

합부에 두었다. 절충형 실험체는 상부 다이아프램이 인장과

압축을 받을 때의 2종류로 제작을 하였고, 상부측 주두부분에

직경 20mm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구멍을 두었다. 기존방

식의 실험체는 외측다이아프램과 관통다이아프램 각각 1개씩

제작을 하였다. 각종 실험체 일람을 표 3에 나타낸다. 원형강

관기둥 길이는 3,200mm 이고 H형강 보 길이는 2,150mm

이며 보 단부 하중가력지점에는 스티프너를 두어 국부좌굴을

방지하였다. 절충형실험체 형상을 그림 3에 나타낸다.

콘크리트는  MPa급을 사용하며 실험실에서 직접 레

미콘과 펌프카를 사용해 현장타설을 하였다. 타설은 편의를

위해 실험체를 30도 눕혀놓고 주두에 있는 구멍에 호스를 삽

입후 펌프카로 타설하고 진동 다짐기로 공극이 없도록 다져

주었다. 타설구멍 부분의 콘크리트는 빈공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합판으로 구멍을 막고 삽으로 매워넣었고, 남은 빈공간

의 구조적 성능은 무시를 하였다.

실험체명 강관 강종
다이아프램

강종
H형 보
강종

비 고

EP-C

600 MPa 490 MPa 490 MPa

관통다이아프램(인장)
외측다이아프램(압축)

EP-S
외측다이아프램(인장)
관통다이아프램(압축)

EE
외측다이아프램(인장)
외측다이아프램(압축)

PP
관통다이아프램(인장)
관통다이아프램(압축)

표 3. 실험체 일람

재료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항복비(%) 연신율(%)

강재

원형강관 500 609 82 46

H형강
플랜지 328 486 67 35

웨브 368 498 74 30

다이아프램 370 497 74 31

콘크리트 공시체
No.1 No.2 No.3 No.4 평균

34 35 36 35 35MPa

표 4. 재료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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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절충형 CFT기둥-보 접합부 실험체 상세

그림 4. 실험체 가력 상황

외측다이아프램의 경우 강관외측에 다이아프램 내측을 개선

해 맞댐용접으로 접합을 하였으며, 관통다이아프램의 경우 강

관을 절단 후 강관 사이에 관통다이아프램을 맞댐용접으로

접합을 하였다. H형강 보 웨브와 강관, H형강 보 단부의 스

티프너는 필릿용접을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모두 맞

댐용접으로 접합을 하였다.

3.3 구조재료실험

원형강관과 다이아프램, H형강 보의 플랜지 및 웨브의 총 4

가지의 인장시험편을 제작하였고, 콘크리트 충전시 사용되었

던레미콘에서 공시체를 제작하여 만능재료시험기(U.T.M.)로

가력하였다. 강재 인장시험편의 평균값을 표 4에 나타내었다.

구조체 실험후 실행한 구조재료실험에서 H형 보의 강재가 항

복강도, 인장강도가 예상 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측다

이아프램의 경우 인장강도가 보의 축방향력보다 낮아 설계식

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3.4 가력 및 계측방법

가력 및 계측방법은 그림 4와 같이 기둥-보 접합부를 ‘T’자

형으로 제작하여 보 끝단에 하중을 가해 접합부에 모멘트가

도입되도록 가력하는 방법이다. 절충형 접합부 실험체는 H

형강 보 상플랜지가 인장을 받을 때와 압축을 받을 때의 양자

의 하중조건을 택하여 가력 하였다. EP-C실험체는 외측다이

아프램이 인장을 받고, EP-S실험체는 기둥의 상, 하의 위치

를 바꿔 관통다이아프램이 인장을 받도록 설치를 하여 가력을

하였다. 기존 접합부형식의 실험체에 관해서는 상, 하 다이아

프램 형식이 같으므로 상플랜지가 인장을 받는 경우만을 대상

으로 하였다. 가력은 실험실 여건상 기둥을 수평으로 하여 보

부재를 수직으로 세워 보 단부에 수평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하였으며, 주두와 주각부분, oil jack 설치부와 로드

셀과 H형강 보 접합부는 모두 핀접합으로 처리하였다. 자세

한 가력 및 실험체 계측상황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가력에는 oil jack을 사용하고 100t 용량의 로드셀을 이용하여

하중을 계측하였고, LVDT 및 와이어 스트레인 게이지 등으로

변위 및 변형율을 계측하여 하중점변위, 패널존 원형강관의 변

형, H형강 보 상, 하플랜지의 변형 등을 측정하였다. LVDT는

H형강 보 끝단 하중점, 하 플랜지 용접부, 실험체 설치상황에서

주각, 주두 부분의 수직 변위를 계측하였고, 와이어 스트레인 게

이지는 H형강 보 플랜지 용접부 상부 mm위치 좌, 우측과

다이아프램의 측면의 두께부분총 6곳에서 변형도를 계측하였다.

3.5 실험결과

3.5.1 EP-C 실험체

EP-C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최대하중

시 H형강 보 압축측 플랜지의 국부좌굴과 전체 실험체 모습

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다른 실험체들과는 달리 낮은 초기

강성은 가력시 하중에 편심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중-변위

관계에서 는 H형강 보의 항복강도로서 식 (3a)와 같다.

 


(3a)

여기서  : H형강 보 항복강도

 : H형강 보 단면계수

 : 보의 팔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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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EP-S 실험체

EP-S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최대하

중시 H형강 보 압축측 플랜지의 국부좌굴과 전체 실험체 모

습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최대내력이 상, 하부 모두 외

측다이아프램을 적용시킨 EE와 동일하게 나옴을 알 수 있

다. H형강 보와 다이아프램 접합부 플랜지 부분에서 계측한

와이어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한 변형도값을 그림 13에 나타

내었다. 인장측과 압축측 모두 변형도 0.002에서 항복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장, 압축측 다이아프램 측면 두께부

분에서 계측한 하중-변형도 관계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인장측의 경우 하중에 따른 변형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압축측의 경우 어느 정도의 변형 후 더 이상 변형이 없이 하

중만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장측 다이아프램의

내력이 압축측 다이아프램보다 접합부의 변형성능에 큰 영향

을 끼친다고 판단된다. 그림 13의 H형강 보 인장측과 압축

측의 하중-변형도 결과로부터 계산된 H형강 보의 중립축의

위치 변화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세로축 0점은

H형강 보의 도심축인 플랜지 최끝단에서부터 거리 244mm

를 뜻한다. 하중이 kN을 넘어가면서 중립축의 위치가

내려옴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부좌굴이 일어난 시점으로 플

랜지의 압축부가 내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립축

변화에 따른 H형강 보의 인장측 플랜지 하중-모멘트 곡선을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3.5.3 EE 실험체

EE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최대하중시

H형강 보 압축측 플랜지의 국부좌굴과 전체 실험체 모습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EE 실험체의 경우 인장측에 관통다이

아프램을 적용시킨 실험체들과 비교시 최대내력값이 9% 작으

며, 내력이 먼저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5.4 PP 실험체

PP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최대하중시

H형강 보 압축측 플랜지의 국부좌굴과 전체 실험체 모습을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PP 실험체의 경우 상, 하부 다이아

프램 모두 관통 형식을 사용하여 실험전 최대내력이 제일 높

게 나올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절충형 EP-C와 동일한 양상

을 띠고 있다.

3.5.5 기준화시킨 접합부 내력

각각 실험체의 최대내력을 EE 실험체의 최대내력으로 기

준화시켜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EP-S실험체의 경우 EE

실험체와 동일한 내력을 나타내며, EP-C, PP의 경우 EE

보다 9% 높으며 서로 동일한 내력을 나타내고 있다. 인장,

압축측 다이아프램의 하중-변형도 관계(그림 14)와 비교를

하면 인장측 다이아프램을 같은 종류를 사용한 실험체의 최

대내력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장측 다이아프램

이 접합부의 구조성능 및 최대내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4.1 유한요소해석

실험결과의 검증을 위해 실제 실험과 동일한 치수와 재료

성능을 이용하고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치해

석하였다. 절충형 EP-S실험체의 모델링을 그림 18에 나타

내었다. 기둥은 상부다이아프램부분, 하부다이아프램부분,

접합부부분 3개로 나눠 모델링하였으며, 관통, 외측 여부에

따라 2가지 형태의 다이아프램을 모델링하였다. 강재끼리의

용접부위는 ‘tie’로 묶어 동일한 거동을 하게 하였으며, 강재

와 콘크리트 사이에는 마찰계수를 두는 ‘finite sliding’을

사용하여 극소하게 미끄러지도록 정하였다(류성곤, 2010).

각 파트별로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메쉬를 나누고 접합부 부

근은 보다 작은 사이즈로 나누어 내력분포를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재료 물성치는 실험치 측정하였던 구조재

료실험을 통한 물성치를 구간별로 나눠 대입하였다(그림 19

점선).

하중은 실험과 동일하게 보 끝단 상플랜지에서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집중하중을 가력하였으며, 모든 하중은 편심이 없다

고 가정하였다. 기둥의 양 단부는 하중을 가하는 방향의 회전

을 제외한 나머지 변위와 회전을 제어한 회전단으로 모델링

하여 실제 실험과 동일한 조건을 주었다.

4.2 해석 결과

모든 해석에서 가력점인 보끝단 상플랜지의 최외면 중앙점

에서 하중-변위 관계를 측정하였다. 해석종료 후 실험체 및

접합부 상세상태와 요소에 수직으로 작용된 응력분포와 그

범례를 각각 그림 20-23에 나타내었다. 각 실험체의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함께 나타내면 그림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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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P-C 실험체 하중-변위 관계

그림 6. EP-S 실험체 하중-변위 관계

그림 7. EE 실험체 하중-변위 관계

그림 8. PP 실험체 하중-변위 관계

그림 9. EP-C 실험체

그림 10. EP-S 실험체

그림 11. EE 실험체

그림 12. PP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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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H형강 보 플랜지 하중-변형도 곡선

그림 14. 다이아프램 상, 하부 하중-변형도 곡선

그림 15. 하중 증가에 따른 H형강 보 중립축 위치

그림 16. H형강 보 인장측 플랜지 하중-모멘트 곡선

그림 17. 외측다이아프램 형식으로 기준화시킨 경우

4.2.1 EP-C 실험체

EP-C 실험체의 해석결과를 그림 5의 실험결과와 함께 나

타내었다. 실험데이터는 실험체와 실험보조장치사이의 슬립현

상 때문에 실험의 데이터가 유한요소해석보다 내력이 작게 나

온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EP-C, EE, PP형식의 실험값과

해석값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슬립이 없었다면 해석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접합부의 응력분포를 보면

접합부 상부에 위치한 강관은 인장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는

다. 이는 관통다이아프램이 외측다이아프램보다 강관과 콘크

리트와의 접합부 면적이 넓고 콘크리트가 다이아프램을 잡아

주어 접합부 안쪽으로만 힘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4.2.2 EP-S 실험체

EP-S 실험체의 해석결과를 그림 6의 실험결과와 함께 나타

내었다. 인장측 접합부의 외측다이아프램의 설계강도가 관통

다이아프램보다 낮아서 다른 실험체보다 최대내력값이 작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접합부 응력분포가 EP-C와는 다르게

인장다이아프램 위쪽의 강관에도 응력이 전달되었다. 이는 강

관 외측으로 다이아프램이 접합되어 강재의 일체화에 의한

거동으로 판단된다.

4.2.3 EE 실험체

EE 실험체의 해석결과를 그림 7의 실험결과와 함께 나타내

었다. EE 실험체의 경우 실험값에 비교하여 최대내력이 실험

값보다약 10%큰값으로 나타났다. 실험값의최대내력이낮은

이유는 실험시 생길 수 있는 변수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4.2.4 PP 실험체

PP 실험체의 해석결과를 그림 8의 실험결과와 함께 나타내

었다. PP 실험체 역시 EP-C 실험체처럼 실험과 동일한 값

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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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석

전체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를 그림 24에 나타내었다. 인장

측 접합부에 관통다이아프램을 적용시킨 EP-C와 PP형태는 실

험체의 거동 및 최대내력값이 동일하게 나오나, 외측다이아프램

을 인장측에 적용시킨 EP-S와 EE는 15%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의 관통다이아프램의 설계법으로는 외측다이아프램

보다 관통다이아프램형식의 구조적성능이 높은 것으로판단된다.

좀더정확한 원형CFT접합부의 구조적거동 확인을 위해 관통다

이아프램의 설계식 유도가추후필요하다고판단된다.

해석과 실험의 각 실험체를 설계기준과 비교하기 위하여 최

대하중(max)을 사용한 인장측 플랜지의 축력( 식 (4a))

와 보의 항복모멘트를 보의 춤으로 나눈 식 (4b)와 비교를

하여 그림 25에 나타내었다. 실험 및 해석결과는 의 약

10% 내외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계식

를 사용할 경우 보의 전소성능력까지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8. EP-S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그림 19 유한요소해석 물성치

그림 20. EP-C 실험체

그림 21. EP-S 실험체

그림 22. EE 실험체

그림 23. PP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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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해석 결과

그림 25. 최대하중시 플랜지 축력과 와 비교

  

max
(4a)

 


(4b)

여기서  : H형강 보 항복강도

 : H형강 보 소성 단면계수

 : H형강 보 길이

 : 보의 춤( )

5. 결 론

이상과 같이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충전성을 개선

한 원형CFT기둥-보 접합부의 구조성능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이아프램형식으로 관통다이아프램과 외측다이아프램을

절충하여 사용한 CFT접합부의 성능은 일반적인 접합부

형식의 경우와 동일한 구조적 거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 확인되었다.

(2) 설비배관등의 구조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외측다이

아프램형식에서 하부 플랜지와의 연결을 관통다이아프램

으로 하면 구조적으로안전함을 확인하였다.

(3) 다이아프램의 접합부에서 인장측 다이아프램의 경우 압축

측 다이아프램보다 높은 구조성능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4) 인장측에 관통다이아프램을 적용시킨 EP-C의 경우 높은

내력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장을 받는 상부

접합부에 관통다이아프램을 사용한 형식이 콘크리트 충전

성도확보하며 내력도유지하는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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