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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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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to the larger size than the through diaphragm, it has 

poorer constructability and cooperation with building equipment. The building structure has a floor slab that was unifi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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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wer connection to avoid obstru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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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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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물의 고층화  형화에 따라 건축구조물에는 보다 

높은 강성, 경량, 시공의 용이성, 공기단축 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방식  콘크리트충  강

(Concrete Filled Tube, 이하 CFT)과 같은 합성구조의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CFT구조는 강 이 콘크리트를 

구속하여 압축내력을 증가시키며, 콘크리트는 강 의 국부좌

굴을 감소시켜 단면의 증가 없이 내력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1]. 때문에 강성, 내력, 변형성능, 내화, 시공 등의 측면

에서 우수한 특성을 발휘하는 구조시스템이다. 하지만 CFT

기둥과 보의 합부에서 콘크리트의 충 성을 확보하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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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장에 

용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강 기둥과 보의 합부에는 

일반 으로 합부의 응력 집 이나 변형에 한 보강을 

하여 다이아 램을 사용하는데, 외측다이아 램 형식을 채택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충 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측 는 통 다이아 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충 성에 주의

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CFT기둥-보 다이아 램 합부에서 

통 다이아 램이나 외측 다이아 램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일반 인 경우 합부의 상, 하부에 같은 형식의 다

이아 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CFT구조 합부

의 상부 다이아 램은 외측다이아 램 형식으로 하고 하부 

다이아 램은 통다이아 램 형식으로 하 다(이하 충형). 

이것은 건축물에 바닥슬래 가 있으므로 상부 다이아 램

은 바닥슬래 와 일체가 되고 하부 다이아 램으로 통다이

아 램을 용하여 건축설비와의 마찰을 피하며 콘크리트의 

충 성을 개선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합부형식은 이 연구

에 앞서 이명재 등(2011)[2]에 의해 원형CFT구조 합부에 

하여 그 구조 거동을 조사한 바 있고 그 타당성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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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men list

Specimen 
Name

Steel 
Pipe 
Steel 
Grade

Diaphragm 
Steel 
Grade

H-beam
s Steel 
Grade

Remark

EP-T

SPSR 
400

SS 
400

SHN 
400

Penetration 
Diaphragm
(Tension) 
Exterior 

Diaphragm
(Compression)

EP-C

Exterior 
Diaphragm
(Tension)

Penetration 
Diaphragm

(Compression)

EE

Exterior 
Diaphragm

(Tension) Exterior 
Diaphragm

(Compression)

PP

Penetration 
Diaphragm
(Tension)

Penetration 
Diaphragm

(Compression)

Fig. 1 Eclectic CFT beam - to - column connections 

specimen details

었다
[2][3]

.

보 항복강도 을 구하여 보 항복강도 보다 최  하

과 강성이 높을 경우의 외측다이아 램과 통다이아 램의 

(폭)와 (두께)를 찾아내어 H형강 보의 크기나 강종의 

변화 없이 외측다이아 램이나 통다이아 램의 (폭)와 

(두께)의 변화만으로도 보다 효율 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최 의 다이아 램의 (폭)와 (두께)를 고찰하 다.

2. 실  험

2.1 실험계획

충형 다이아 램형식은 합부의 양쪽을 각각 다른 형태

의 다이아 램을 사용한 것으로 내경이 작은 통다이아 램

을 한 곳에만 용시키면 양쪽 합부에 통다이아 램을 

용시킨 실험체보다 상 으로 충 성이 개선될 것이라 

상하고 제작하 다. 외측다이아 램과 통다이아 램은 다음

과 같이 치수를 정하 다.

2.1.1 외측 다이아 램

다이아 램의 장기허용인장력을 구하기 해 다이아 램에 

합되는 H형강 보 단면을 H ×××로, 강

의 단면 사이즈는 □ ××로 각각 정하 다. 

한 외측다이아 램의 폭 는 75mm이며, 강종은 SS 

400강종을 사용하 다. 다이아 램의 두께는 H형강 보 랜

지보다 1mm큰 12mm로 정하 다.

2.1.2 통 다이아 램

다이아 램의 두께는 외측다이아 램과 같은 12mm, 통

다이아 램의 폭 는 20mm이며, 콘크리트 충 을 한 구

멍 내경은 110mm로 제작을 하 다.

2.2 실험체 제작

각형CFT기둥-보 합부실험을 하여 □ ×× 

각형강 과 H ××× 보를 사용하 다. 

충형 실험체는 상부 다이아 램이 인장과 압축을 받을 때의 

2종류로 제작을 하 고, 상부측 주두부분에 직경 200mm의 

콘크리트 타설을 한 구멍을 두었다. 기존방식의 실험체는 

외측다이아 램과 통다이아 램 각각 1개씩 제작을 하

다. 각종 실험체 일람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형강 기

둥 길이는 3,200mm 이고 H형강 보 길이는 2,275mm이며 

보 단부 하 가력지 에는 스티 를 두어 국부좌굴을 방지

하 다. 충형 실험체 형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콘크리트는   MPa 을 사용하며 실험실에서 직  

미콘과 펌 카를 사용해 장 타설을 하 다.

강재의 합에 해서는 외측다이아 램의 경우 강 외측

에 다이아 램 내측을 개선해 맞 용 으로 합을 하 으며, 

통다이아 램의 경우 강 을 단 후 강  사이에 통다

이아 램을 맞 용 으로 합을 하 다. H형강 보 웨 와 

강 , H형강 보 단부의 스티 는 필릿용 을 하 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모두 맞 용 으로 합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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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erials the experimental results

Material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Yield 
Ratio(%)

Elongation
(%)

Steel

Tube 370 480 76 40

H-Shape 
Steel

Flange 358 498 73 45

Web 380 515 83 39

Diaphragm 370 497 74 31

Concrete test piece 
specimen

No.1 No.2 No.3 No.4 No.5 Average

28 28 31 32 32 30

Fig. 2 Specimen loading the situation

2.3 구조재료실험

각형강 과 통다이아 램, 외측다이아 램, H형강 보의 

랜지와 웨  부분에서 각각 3개씩 인장시험편을 취하여 

실험하 다. 인장강도에 사용된 시험편은 한국공업규격의 

속재료 인장시험편 B 0801에 제시된 시험편에 하여 제작

하 다. 압축강도용 공시체는 지름 mm , 높이 mm
의 원형공시체로 제작하여 만능재료시험기(U.T.M.)로 가력 

하 다. 강재 인장시험편의 평균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2.4 가력 및 계측방법

가력  계측방법은 Fig. 2와 같이 기둥-보 합부를 ‘T’

자형으로 제작하여 보 끝단에 하 을 가해 합부에 모멘트

가 도입되도록 가력하는 방법이다. 충형 합부 실험체는 

H형강 보 상 랜지가 인장을 받을 때와 압축을 받을 때의 양

자의 하 조건을 택하여 가력하 다. EP-C실험체는 외측다

이아 램이 인장을 받고, EP-T실험체는 기둥의 상, 하의 

치를 바꿔 통다이아 램이 인장을 받도록 설치를 하여 가

력을 하 다. 기존 합부형식의 실험체에 해서는 상, 하 

다이아 램 형식이 같으므로 상 랜지가 인장을 받는 경우만

을 상으로 하 다. 가력은 실험실 여건상 기둥을 수평으로 

하여 보 부재를 수직으로 세워 보 단부에 수평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하 으며, 실험체의 편심을 최소화 하기 하

여 Oil Jack을 당기는 단조가력을 하 다. 주두와 주각부분, 

Oil Jack설치부와 Load Cell과 H형강 보 합부는 모두 

핀 합으로 처리하 다. 자세한 가력  실험체 계측상황을 

Fig. 2에 나타내었다.

가력에는 Oil Jack을 사용하고 100kN 용량의 Load Cell

을 이용하여 하 을 계측하 고, LVDT  Wire Strain 

Gauge 등으로 변   변형율을 계측하여 하  변 , 패

 존 원형강 의 변형, H형강 보 상, 하 랜지의 변형 등을 

측정하 다. LVDT는 H형강 보 끝단 하 , 하 랜지 용

부, 실험체 설치상황에서 주각, 주두 부분의 수직 변 를 

계측하 고, 다이얼 게이지를 기둥의 양끝단 하단부에 설치를 

하여 가력시 기둥의 변형을 측정하 으며, Wire Strain 

Gauge는 H형강 보 랜지 용 부 상부 50mm 치 좌, 우

측과 끝단에서 20mm부분과 다이아 램의 측면의 두께부분 

총 6곳에서 변형도를 계측하 다. 

2.5 실험결과

2.5.1 PP 실험체

PP 실험체의 경우 스티  없이 가력을 하 는데 다이아

램에 내력이 미치기 에 H형강 보가 패 보다 먼  국부

좌굴이 일어나는 양상이 나타나 본 연구의 목 이 되는 다이

아 램의 내력을 확인하기 하여 PP 실험체를 제외한 EE, 

EP-T, EP-C 실험체에는 H형강 보의 국부좌굴을 억제하기 

하여 각형강 으로부터 100mm 간격으로 3개의 스티

와 3번째 스티 에서 200mm의 간격을 이격시켜 1개의 

스티 를 삽입하 다. 

PP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Fig. 6(a)에 나타내었다. 최 하

 시 H형강 보 압축측 랜지의 국부좌굴과 체 실험체 모

습을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최 하 은 kN이다.

2.5.2 EE 실험체

EE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Fig. 6(b)에 나타내었으며, 최

하 은 kN이다.

2.5.3 EP-T 실험체

PP 실험체의 경우 스티 가 삽입되어 있자 않아 EP-T 

실험체와 직 인 비교는 할 수 없었으나 PP 실험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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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st loading 

Fig. 4 Comparison with test result

Fig. 5 Normalized with EE type

(a) PP specimen moment-radian

(b) EE specimen moment-radian

(c) 10 EP-T specimen moment-radian

(d) EP-C specimen moment-radian

Fig. 6 Each specimen moment-radian

EP-T 실험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상된다. EP-T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Fig. 6(c)에 나타내었

으며, 최 하 은 kN이다.

2.5.4 EP-C 실험체

최 내력이 상, 하부 모두 외측다이아 램을 용시킨 EE 

실험체보다 4%정도 내력이 높게 나옴을 알 수 있으나 내력

에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P-C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Fig. 6(d)에 나타내었으며, 

최 하 은 k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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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 beam

Fig. 8 Penetration 

diaphragm
Fig. 9 Exterior diaphragm

Fig. 10 Concrete Fig. 11 Square tube

Fig. 12 Comparison with analysis result

Fig. 13 Exterior diaphragm tension

2.5.5 기 화시킨 합부 내력

각각 실험체의 하 -변 계를 Fig. 4에 나타내었으며, 

PP, EP-T, EP-C 실험체의 최 내력을 EE 실험체의 최

내력으로 기 화시켜 Fig. 5에 나타내었다. EP-T 실험체의 

경우 EE 실험체보다 7%정도 낮은 내력을 나타내며, EP-C 

실험체는 0.5%정도 높은 내력을 나타내었다. 인장측, 압축

측 다이아 램을 비교하면 인장측 다이아 램을 같은 종류를 

사용한 실험체의 최 내력이 유사함 알 수 있으며, PP 실험

체가 다이아 램보다 보가 먼  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EP-T 실험체와 유사한 최 내력을 보일 것이라고 단된다.

3. 유한요소해석

3.1 모델링

기둥은 상부 다이아 램부분, 하부 다이아 램부분, 외측

다이아 램, 통다이아 램, H형강 보 부분으로 5개로 나눠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하 으며, 통, 외측 여부에 따라 2가

지 형태의 다이아 램을 모델링하 다. 강재끼리의 용 부

는 ‘tie'로 묶어 동일한 거동을 하게 하 으며, 강재와 콘크리

트 사이에는 마찰계수를 두는 ’finite sliding'을 사용하여 극

소하게 미끄러지도록 정하 다(류성곤(2010)). 각 트별로 

유한요소해석을 한 메쉬를 나 고 합부 부근은 보다 작

은 사이즈로 나 어 내력분포를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하 다. Fig. 7부터 Fig. 11까지 5가지의 부재로 나 어 모

델링을 나타냈으며. 재료 기계  성질은 모두 항복강도가 

235MPa를 용하여 이론 인 다이아 램의 성능을 알아보

고자 하 다[4].

하 은 실험과 동일하게 보 끝단 상 랜지에서 지면과 수

직방향으로 변 제어법을 사용하여 실험 시 각각의 실험체 가

력종료 시 의 변 를 입력하여 유한요소해석을 Abaqus 6.11

을 사용하여 시행하 으며, 하 이 가해지는 부분을 Rigid를 

만들어 하 이 가해지는 부분의 항복을 억제 시켰으며, 모든 

하 은 편심이 없다고 가정하 다. 기둥의 양 단부는 하 을 

가하는 방향의 회 을 제외한 나머지 변 와 회 을 제어한 

회 단으로 모델링하여 실제 실험과 동일한 조건을 주었다.

3.2 실험결과와의 비교

각각 실험체 해석의 하 -변 계를 Fig. 12에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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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pply a range of variables

Function Variables
Maximum

(mm)
Minimum

(mm)

 ≥  - 11

≤ ≤  18 6.75

≥  - 45

Fig. 15 235MPa steel stress-strain relationship

Fig. 14  Comparison of flange axial force and 

maximum load

으며, 해석과 실험의 각 실험체를 설계기 과 비교하기 하

여 최 하 (max)을 사용한 인장측 랜지의 축력( 식 

(1))과 보의 소성모멘트를 보의 춤으로 나  식 (2)와 비

교를 하여 Fig. 13에 나타내었다. 실험  해석결과는 의 

약 10% 내외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

계식 를 사용할 경우 보의 소성능력까지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Fig. 14).

 

max
 (1)

 


 (2)

여기서,  : H형강 보 항복강도

 : H형강 보 소성 단면계수

 : H형강 보 길이

 : 보의 춤( )

3.3 영향변수 해석

H형강 보 항복강도 을 구하여 보 항복강도 보다 항

복내력과 기강성이 높을 경우의 외측다이아 램과 통다

이아 램의 (폭)와 (두께)를 찾아내어 H형강 보의 크기

나 강종의 변화 없이 외측다이아 램이나 통다이아 램의 

(폭)와 (두께)의 변화만으로 보다 효율 인 설계가 가능

하도록 최 의 다이아 램의 (폭)와 (두께)를 찾아보

았다.

H형강 보의 항복강도를 235MPa로 하 을 시 보 항복강

도 의 식(3)은 아래와 같다.

 


                                    (3)

여기서,  : H형강 보 항복강도

 : H형강 보 단면계수

 : 보의 팔 길이

변수로 들어가는 (폭)와 (두께)의 용범  변수의 

최 , 최소값을 산출하면 Table 3과 같이 나타난다[5].

3.3.1 해석용 구조재료의 기계  성질

외측다이아 램과 통다이아 램, H형강 보( 랜지, 웨

), 각형강 의 항복강도를 235MPa로 하고 완 탄소성체

로 하여 각형CFT구조의 거동을 (폭)와 (두께)에 따른 

기강성과 항복내력을 확인하기 하여 EE, PP, EP-C, 

EP-T 각각의 실험체를 해석하 다. 항복강도 235MPa의 

기계  성질은 Fig. 15와 같이 완 탄소성 구간을 용하 다.

3.3.2 통다이아 램(PP)

통다이아 램의 모멘트-회 각 그래 (Fig. 16)와 통

다이아 램의 강성변화 그래 (Fig. 17)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통다이아 램의 (폭)와 (두께)를 변화 시켰을 

시 (두께)를 12mm에서 11mm로 을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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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enetration diaphragm variable moment-radian

Fig. 17 Penetration diaphragm stiffness transition

Fig. 18 Exterior diaphragm variable moment-radian

Fig. 19 Exterior diaphragm stiffness transition

Fig. 20 Eclectic diaphragm(EP-C) variable moment-radian

고, 기강성의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기존 실험체의 사이즈인 (폭) 20mm를 

10mm로 여도 기강성과 구조성능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폭)를 10mm로 여서 설계를 하여도 된다

고 단이 된다.

3.3.3 통다이아 램(EE)

외측다이아 램의 모멘트-회 각 그래 (Fig. 18)와 외측

다이아 램의 강성변화 그래 (Fig. 19)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외측다이아 램의 (폭)와 (두께)를 변화 시켰을 

시 (폭)의 변화보다는 (두께)를 변화 시켰을 때가 기

강성증가에 보다 효율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폭)

을 95mm, (두께)를 17mm로 하 을 시 보의 항복강도가 

되는  kN보다 높은 기강성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3.3.4 통다이아 램(EP-C)

앞서 실험과 해석에서 나왔던 결과와 같이 외측다이아 램

이 인장을 받을 때가 EP-T보다 높은 항복내력과 기강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외측다이아 램과 마찬가지

로 (폭)와 (두께)의 변화에 따라 기강성증가에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측다이아 램과 마찬가지로 

(폭)을 95mm, (두께)를 17mm로 하 을 시 보의 항복강

도가 되는  kN보다 높은 기강성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Fig. 20, Fi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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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Eclectic diaphragm(EP-C) stiffness transition

Fig. 22 Eclectic diaphragm(EP-T) variable moment-radian

Fig. 23 Eclectic diaphragm(EP-T) stiffness transition

(a) (  ≤4mm) (b) (  ＞4mm)

(c) Different widths (  ＞4mm)



  


Fig. 24 With different thickness of groove weld

3.3.5 통다이아 램(EP-T)

통다이아 램의 실험과 해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폭)와 (두께)의 변화에 따라 기강성의 변화에 향이 

미미함을 보인다. 이는 충형 CFT의 실험결과와 같이 인장

을 받는 다이아 램이 구조성능에 많은 향을 끼침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 실험체의 다이아 램 사이즈인 (폭) 

20mm를 10mm로 여도 기강성과 구조성능에 큰 내력

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폭)를 10mm로 여서 설계

를 하여도 된다고 단이 된다(Fig. 22, Fig. 23).

3.3.6 고찰

1) 해석 결과

Table 4의 결과는 분석하여 보면, 외측다이아 램은 

(두께)를 12mm에서 17mm로 늘렸을 경우 항복내력이 약 

41%가 증가하며, (폭)가 75mm에서 95mm로 증가될 경

우 항복내력이 약 16% 증가한다. 통다이아 램은 (두

께)를 12mm에서 17mm로 늘렸을 경우 내력이 약 4%가 

증가하며, (폭)가 20mm에서 40mm로 증가될 경우 내력

이 약 3% 증가한다.

2) 기둥-보 합부의 조건

다이아 램의 기강성  항복내력을 증가를 해서는 다

이아 램의 (폭)의 증가보다는 (두께)의 증가가 더욱 효

율 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두께)를 무작정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폭)를 당히 증가시켜 가면서 효율 인 (두

께)와 (폭)를 찾는 것이 설계를 합리 으로 할 수 있는 방

안이라고 단할 수 있다.

□ ×× 강 과 H ××× 보
를 사용할 때 다이아 램형식 별로 합부의 기강성과 보

의 항복내력을 확보하는 조건은 앞의 해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각각 나타낼 수 있다.

① 통다이아 램의 (폭)를 10mm, (두께)는 12mm

② 외측다이아 램의 (폭)를 95mm, (두께)를 17mm

③ 충형다이아 램 EP-C는 외측다이아 램이 인장일 경우 

외측다이아 램의 사이즈인 (폭)를 95mm, (두께)는 

17mm

④ 충형다이아 램 EP-T는 외측다이아 램이 압축일 경우 

외측다이아 램의 사이즈인 (폭)를 45mm, (두께)는 

1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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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riable the maximum moment and 

Width & Thickness Unit (mm)

Specimen Diaphragm

Diaphragm
 Thickness 

()

Diaphragm
 Width
()

Maximum 
Moment
(kN.mm)

PP

Penetration 12 0 179725

Penetration 11 10 193804

Penetration 12 10 197258

Penetration 12 20 197925

Penetration 12 30 204750

Penetration 12 40 202475

Penetration 17 20 207025

EE

Exterior 12 0 -

Exterior 12 45 -

Exterior 12 75 213850

Exterior 15 75 211575

Exterior 17 75 211575

Exterior 12 85 216125

Exterior 17 85 213850

Exterior 12 95 213850

Exterior 14 95 222950

Exterior 15 95 227500

Exterior 17 95 213850

EP-C

Penetration 12 10
220665

Exterior 12 75

Penetration 12 10
197920

Exterior 15 75

Penetration 12 10
197925

Exterior 17 75

Penetration 12 10
209991

Exterior 12 85

Penetration 12 10
202469

Exterior 17 85

Penetration 12 10
204743

Exterior 12 95

Penetration 12 10
225221

Exterior 14 95

Penetration 12 10
227495

Exterior 15 95

Penetration 12 10
227525

Exterior 17 95

EP-T

Penetration 12 10
176010

Exterior 75 10

Penetration 12 10
210131

Exterior 11 45

Penetration 12 10
213854

Exterior 12 75

Penetration 12 10
227493

Exterior 15 75

Penetration 12 10
227497

Exterior 17 75

Penetration 12 10
207020

Exterior 12 85

Penetration 12 10
213842

Exterior 17 85

Penetration 12 10
213847

Exterior 12 95

Penetration 12 10
216123

Exterior 14 95

Penetration 12 10
216124

Exterior 15 95

Penetration 12 10
218392

Exterior 17 95

다이아 램의 t(두께)가 H형강의 랜지 t(두께)의 차이

가 4mm 이상인 경우는 Fig. 24와 같이 용 을 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각형CFT구조의 합부 구조  거동을 평가하

기 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험하 고 실험과 유한요소법

의 타당성을 확인 후, 유한요소법의 해석을 통하여 다이아

램의 치수를 조 하여 강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 인 설계를 

하기 하여 변수를 고찰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다이아 램은 □-300×300×9 강 과 H-350×175× 

7×11 보를 사용할 때에는 (폭)를 10mm, (두께)

는 12mm로 설계하면 합부의 기강성과 보의 항복내

력을 확보하는 조건이 된다.

(2) 외측다이아 램은 □-300×300×9 강 과 H-350×175× 

7×11 보를 사용할 때에는 (폭)를 95mm, (두께)

를 17mm로 설계하면 합부의 기강성과 보의 항복내

력을 확보하는 조건이 된다.

(3) 충형 다이아 램 EP-C는 □-300×300×9 강 과 H-350 

×175×7×11 보를 사용할 때 외측다이아 램이 인장일 

경우 외측다이아 램의 사이즈인 (폭)를 95mm, (두

께)를 17mm로 설계하면 합부의 기강성과 보의 항

복내력을 확보하는 조건이 된다.

(4) 충형 다이아 램 EP-T는 □-300×300×9 강 과 H-350 

×175×7×11 보를 사용할 때 외측다이아 램이 압축일 

경우 외측다이아 램의 사이즈인 (폭)를 45mm, (두

께)를 11mm로 설계하면 합부의 기강성과 보의 항

복내력을 확보하는 조건이 된다.

(5) 다이아 램 강성의 증가를 해서는 다이아 램의 

(폭) 증가보다는 (두께)의 증가가 더욱 효율 임을 

단할 수 있다.

(6) 통다이아 램과 외측다이아 램을 충하여 사용한 각

형CFT 합부의 성능은 일반 인 합부 형식의 경우와 

동일한 구조  거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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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FT구조의 기둥-보 합부는 강 의 국부좌굴을 방지하기 해 다이아 램이 필요하다. 외측다이아 램 형식은 통다이아

램 형식보다 콘크리트의 충 성이 좋으나 시공성과 건축설비와 공조하는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다. CFT구조 합부의 상부 다이아 램은 외

측다이아 램 형식으로 하고 하부 다이아 램은 통다이아 램 형식으로 하 다. 이것은 건축물에서 바닥슬래 가 있으므로 상부 다이아 램

은 바닥슬래 와 일체가 되고 하부 다이아 램으로 통다이아 램을 용하여 건축설비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결과 으로 충 성

을 개선시킨 CFT구조의 구조성능은 상, 하부 모두 통다이아 램을 용한 구조와 비교하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 심 용 어： 각형CFT, 기둥-보 합부, 다이아 램, 충 성, 유한요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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