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좌굴 가새를 이용한 다이아그리드 구조 시스템의 FEM 해석
FEM Analysis of Diagrid Structural System with Buckling-Restrained B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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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좌굴 가새를 이용한 다이아그리드 구조 시스템의 실제 거동을 FEM 해석 모델로 평가하
였다. 해석 모델은 실제 사용된 실험체를 참고하여 설계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값을 기
존에 수행된 실험값과 비교 분석하였다. 수치해석모델은 Solid 요소와 Continuum Shell 요소를 병합하여 설
계하였으며, 대부분의 부재를 실제 실험체와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해석결과의 검증을 통해 제안된 비선형
재료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였으며, 초기 변형 구간에서 두 값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비좌굴가새, 다이아그리드, 수치해석모델
1)

1. 서 론
Diagrid 시스템은 두 개의 초대형 대각가새와 거더로 이루어진 삼각형 모듈이 외부 튜브를 구성하여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저항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이 구조시스템을 적용한 30여 개의 프로젝트가 완료 및 시공,
계획 단계에 있다. 그러나 Diagrid 시스템은 가새 좌굴에 의해 구조물의 강성 및 내진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
이 있다.
비좌굴 가새를 이용한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인 BRB Diagrid(이하 BRB Diagrid)는 압축하중과 인장하중을
반복적으로 지지하는 대각가새가 압축 시 좌굴하는 Diagrid 시스템과 달리 압축 영역에서도 좌굴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거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구조물의 강성 및 내진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
다. Diagrid BRB에 대한 연구는 이종혁 등(2009)에 의해 중간보 접합부 상세 제안1) 및 골조실험을 통한 구조
성능 평가2)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Solid 요소와 Continuum Shell 요소를 병합하여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반복가력 실험에 적용
가능한 비선형 재료 모델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비좌굴 가새는 H형강 심재를 비충전 된 □형 튜브로 보강
한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수치해석 모델의 각 요소는 실제 실험체와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해석을 위해 범용 유
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CAE Version 6.8을 사용하였으며, 해석 결과값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제
시한 비선형 모델 요소와 BRB Diagrid 수치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BRB Diagrid 골조 실험
BRB Diagrid의 골조 실험은 이종혁 등(2009)2)에 의해 시행되었다. 실험체는 그림 1과 같이 아산 사이클론
타워의 도면을 참고하여 제작된 4층 규모 1/3 축소 모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전면 상부 노드를 반복가력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비좌굴 가새와 접합부는 그림 2와 같이 인장방향 볼트 접합을 사용하였으며, 비좌굴 가새에
연결되는 중간층 보의 접합은 이종혁 등(2009)1)이 제안한 튜브 보강재에 슬롯 홀을 설치하여 심재 플랜지에 직
접 용접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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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력은 상부 전면 노드를 3,000kN Actuator를 이용하여 반복가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표준하중재하
방법은 Seismic Provisions(AISC, 2005)3)을 근거로, 가새가 좌굴하는 다이아그리드 실험체를 고려하여 누적소
성연성도가 220Dby가 되도록 추가 사이클을 계획하였다(그림 3).

그림 2. 중간층 보 접합부

그림 1. BRB Diagrid 실험체

그림 3. 실험체 가력 프로토콜

3. 유한요소해석 모델
3.1 모델 요소
BRB 심재의 부재 불완전성(Member Imperfection)을 고려하기 위해 BRB 심재의 해석모델은 고유치좌굴해
석을 통해 구해진 모드형상을 조합하여 Kazuo Inoue et al.(2002)4)이 제시한 L/500을 넘지 않으면서, 실험에 사
용된 심재와 보강재의 간격(2mm)를 넘지 않는 1mm(L/2980)을 적용하였다. 또한 반복가력에 의해 발생하는 국
부 좌굴과 그에 따른 BRB 심재의 축방향 강성저하를 고려하기 위해 심재의 웹은 안정적인 거동을 보이는
Solid 요소로 설계하였으며, 플랜지는 Solid요소(C3D8R)와 Shell요소의 중간에 해당하는 Continuum Shell 요소
(SC8R)를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4. Diagrid BRB FEM Model

그림 5. Imperfection 설정

그림 6. 심재 모델 요소

3.2 재료의 비선형
해석을 위해 사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기존 실험연구에서 수행된 재료실험결과를 사용하였다. 재료 실험체는
BRB 심재에 해당하는 H-150x150x7x10의 웹과 플랜지에서 제작하였으며, 탄성계수(E)와 항복응력(Fy), 그리고
주요 지점에서 변형률 및 응력값은 4개 실험체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항복응력(Fy)은 변형률 0.5%지점에서의
응력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로운 비선형 재료 모델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해석
을 위해 사용한 재료(SM490)의 물성치는 (표 1)과 같다.
Material Behaviors
Elastic
Plastic

표 1. 해석을 위한 재료 물성치(SM490)
Data
Young's Modulus
187000
Yield Stress

Poisson's Ratio
0.3
Plastic Strain

288
0
396
0.01393
514
0.07907
재료의 반복가력 실험 시 상항복점과 고원구간이 초기 가력 시점에서만 나타나고, 이후의 가력 조건 하에서
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반복가력 실험의 수치해석 모델에 사용될 재료의 물성치는 재료의 반복가력 실험
에서 나타나는 포락곡선을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해석 모델을 위한 간략화 된 재료의 물성
값은 그림 7에서 11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다.

그림 7. 실험값을 정리

그림 8. 평균 실험값을 세분화

그림 10. 선형화 된 실험값을
진응력-진변형률로 변환

그림 9. 실험값을 선형화

그림 11. 인성(toughness)이 같은
four-linear 선도로 변환

4. 해석결과 비교
4.1 초기이력거동
BRB Diagrid 실험체와 BRB Diagrid 수치해석 모델의 결과값은 표 2에 비교하였으며, 해석 모델의 하중변위 곡선은 그림 12, 13과 같다. 초기 강성은 해석값(39.2 kN/mm)이 실험값(36.9 kN/mm)보다 2.3
kN/mm(6%) 크게 나타났으며, 12mm 변위에서의 최대 내력 또한 해석값(470.6 kN/mm)이 실험값(445.9
kN/mm)보다 14.7 kN(6%) 크게 나타났다.
실험체
초기강성 (kN/mm)
12mm 변위 내력 (kN)

표 2. 실험값 및 해석값 비교
BRB Diagrid 실험체-①
BRB Diagrid 수치해석모델-②
36.9
39.2
445.9
470.6

/
1.06
1.06

②①

그림 12. Diagrid 실험체의 하중-변위 곡선

그림 13. BRB Diagrid FEM 모델의 하중-변위 곡선

5. 결론
본 연구에서 Solid와 Continuum Shell 요소를 이용한 BRB Diagrid의 수치해석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해석
결과를 기존 실험 결과에 비교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초기 강성 및 최대 내력값의 비교를 통해 FEM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를 근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안한 비선형 재료 모델을 사용한 수치해석모델은 반복가력실험 시와 유사한 이력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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