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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전세계적으로대규모의지진이연이어발생하여엄

청난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이러한 지진의 피해.

로인하여우리나라를비롯한많은나라에서주요사회기반

구조물과 주거지역의 아파트 및 고층빌딩에 대한 내진설계

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왔다 내진설계는 크게 강도증가와.

연성증가의두가지방법으로분류되는데이가운데강도증

가에 의한 내진설계의 경우 지나치게 큰 부재가 설계되어

비경제적이며 구조물의갑작스런취성파괴양상에의해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연성증가에 의한 내진설계는.

구조부재의 소성변형에 의해 지진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지진하중의크기를효과적으로줄일수있도록하는방법이

지만 지진발생 후 보수보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

점이 있다.

이러한 내진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물에 유입

자력을 이용한 마찰진자 베어링의 면진성능

Base Isolation Performance of Friction Pendulum System
using Magnetic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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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면진장치중에서최근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마찰진자베어링은적절한마찰력을얻기위해 PTFE(Polytetrafluoroethylene)
마찰재가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력의 반발력을 이용해 재료의 성질을 대체하여 면진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력을 이용한.
마찰진자 베어링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자력에 의한 반발력이 수직력을 줄여줌으로써 재료에 의한 마찰계수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가정하였다 또한자력의영향을가정하기위해서간단한실험을구성해보았으며 자력이작용을할때마찰계수. , ( 를약 정) 20%
도줄여줄수있었다 실험결과를적용한수치해석을통해다양한지진에대해서기존의마찰진자베어링보다향상된성능을보여주었고. ,
특히지진으로인해구조물의파괴에작용하는주된요소인최상층의가속도와구조물의상대변위를비교함으로써제안된시스템이면진

장치로서의기능을가지고있음을확인하였다 자력을이용하여기존의 마찰재를대체할수있는자력을이용한마찰진자베어링의. PTFE
구조적 설계를 할 수 있다면 마찰진자 베어링의 문제점을 보완한 기초격리장치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기초격리장치 마찰진자 베어링 자력 마찰계수, , ,

ABSTRACT >> One of the most recent base-isolation systems to improve the earthquake resistance of structures is the Friction
Pendulum System (FPS). Simple in design but with versatile properties, the FPS has been used in some of the world’s largest
seismically isolated buildings, bridges and chemical tanks. FPS using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based material has been
developed to provide a simple and effective way for structures to achieve earthquake resistance. PTFE materials are soft, and are
apt to become deformed easily after a few working cycles. In this study, magnetic force is used rather than the usual PTFE
materials to improve the material shortcomings. A MF-FPS (Magnetic force-Friction Pendulum System) is proposed, and us shown
to effectively protect structures against earthquakes. To demonstrate the advantages of this new system, the MF-FPS is compared
with FPS as an attempt to prove its performance. A six-degree-of-freedom model is considered as a numerical example. The ground
acceleration data of El Centro, Mexico and Gebze earthquakes are used as seismic excit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MF-FPS
improved performance compared with FPS.

Key words base Isolation System, FPS, magnetic force, coefficient of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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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진동에너지를부가적인장치를이용하여흡수또는차

단함으로써 구조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면진시스템이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면진시스템인 기초격리장치에.

대한연구는 Kelly(1986)(4), Su et al.(1989)(8) 등에의해시

작되어, Elastomer Bearing, Lead Rubber Bearing, Sliding

등 다양한 개념의 기초격리 장치들이 개발되었으Bearing

며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초격리, ,

시스템을이용한교량 건축물의내진설계규정을제시하고,

있다.

면진장치중에서최근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마찰

진자 베어링 은(FPS: Friction Pendulum System) Zayas et
al.(1987)(9), Mokha et al.(1990)(6) 등에 의해 제안된 장치

이다 마찰진자베어링은진자의성질을이용하여지진격리.
된구조물의고유진동수를결정할수있는면진장치로서마

찰판의곡률반경을설계하여재하하중에관계없이구조물의고

유진동수를가능한한낮게결정할수있고 에너지감쇠능력을,
고려하여지진동에의한구조물의응답을감소시키는장치이다.
마찰진자베어링의마찰재로서는 계열의합성수지로서Teflon

마찰계수가작고내열성및내식성 내화학성이우수한,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를 기본 소재로 탄소 유리섬유 구) , ,
리 등 여러 성분을 혼합한 복합 재료가 개발되어 응용되고

있다 에서 년. FPS 1989 에의하면마찰진자베Mokha et al.
어링의 특성은 마찰판의 마찰계수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마

찰력은마찰면의조도와베어링의압력 마찰면의표면상태,

에좌우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그러나국내한국기계연.
구원을 중심으로 마찰진자 베어링의 특성 및 이를 강체모형

에 적용한 결과 적절한 마찰력을 얻기 위해 마찰재료로서

를사용하는경우마찰재의수직응력한도내에서응력PTFE
을변화시킬경우 재료의마모가커서장시간의활용이PTFE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연구에서는기존의 에서적절한마찰력을얻기위FPS
해 마찰재로서 사용되는 의 재료적인 접근에서 벗어PTFE
나 자력 을 이용해 재료의 성질을 대체하(Magnetic Force)

여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자력이 작용을 할 때 마찰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고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에 대해 일,

반적인면진성능을갖는기초격리장치로서의기능을충실히

수행할수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 Kelly et al.(1987)(5)에
서제안한기초격리장치를갖는 자유도건물에대하여외6

부입력으로 지진의지반가속도El Centro, Mexico, Gebze
를 사용하여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 와 본 논문에서 제FPS
안한자력을이용한 마찰진자베어링 의기초격리(MF-FPS)

장치로서의 면진성능을 비교하여 보았다.

를 이용한2. Magnetic Force FPS(MF-FPS)

F 는재질이스테인레스강인PS Concave Spherical Surface

를 가이동하게되어있고 의또다Articulated Slider , Slider

른 면은 마찰계수가 낮은 합성물질을 입힌 베어링과PTFE

접하게 되어 있다 베어링은 지진력이 정적 마찰력보다 큰.

경우에만작동하기시작하므로퓨즈의역할을한다고볼수

있다 일단 베어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는. Slider Concave

를 따라 움직이므로 베어링에 의해 지지Spherical Surface

된 구조물은 상향으로 들어 올려지게 되는데 이는 천정에

매달린 진자의 운동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은 마찰진. 1

자 베어링의 기본원리를 나타낸 것으로 마찰진자 베어링,

상부의구조물은반지름 인진자처럼거동하게된다 여기R .

서 수평변위 에서 수평 방향력 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상부구조물에 의한 수직재하하중, 는 곡면

마찰계수, 는곡면에서의속도를나타내며 마찰진자베어,
링이 설치된 구조물의 고유주기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식 로부터 마찰진자 베어링의 고유주기는 상부구조물(2)

의질량과는관련이없고 면진장치의기하하적형상즉 곡, ,

률반지름과관련이있음을알수있다 식 로부터마찰진. (1)

자 베어링의 수평방향력은 수직재하하중과 비례하고 그림,

에서수평방향복원력1 는상부구조물의질량방향으로발

생하게 된다 에서. FPS Mokha et al.(1989)(7) 등에 의하면

마찰진자베어링의특성은마찰판의계수에크게영향을받

그림< 1> 의 기본원리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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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마찰력은 마찰면의 조도와 베어링의 압력 마찰면의,

표면 상태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를 마찰,

판 마찰재의 재료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영구자석을 사용하

여 자력의 반발력을 이용해 재료의 성질을 대체한다 자력.

에의한반발력이상부구조물을들어올리는힘으로작용하

여이를통해마찰력에영향을주는수직력을줄여줌으로써

재료에 의한 마찰력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를 설계그림 하였고 자MF-FPS ( 2)

력의영향을가정하기위해개념적인정적실험을구성해보

았다그림( 3).

실험은 마찰면의 표면조도와 표면상태가 동일한 하판 모

형 을 자석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의 두 형태로 비교( )②
모형을 제작하였다 하중이 올라가는 상판 모형은 반구. ( )①
형 영구자석을 넣어 제작 하였으며 재원은 표 과 같다 두1 .

개의조건으로제작한하판모형 을이용해같은조건으( )②
로하중을증가시키며하중에따른마찰력을측정하여자력

의 반발력에 의한 영향을 알아 본 결과 표 와 같았다 두2 .

결과를보면자력이반발작용을할경우마찰계수( 를약)

정도줄여주었다 이실험결과를통해자력의영향으20% .

로 마찰계수( 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가정하고 기존) 20%

에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FPS .

이상은 를 제안하기 위한 실험으로 자력의 영향MF-FPS

이 를대체할수있는가능성을확인하기위해실시하PTFE

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사법칙을 적용한 의 축소모. MF-FPS

델을 제작 시험 할 수 있다면 면진장치로서 에 대MF-FPS･
한 시간이력해석이 기대된다 의 실용화 측면에서. MF-FPS

보면 본 실험에서 사용된 영구자석은 부적합 할 것으로 예

상된다 하지만 전자석과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자기부상열.

차를고려해볼때면진받침으로서의가능성이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수치해석3.

대상구조물3.1

본 연구에서는 기초격리 시스템으로서의 면진성능을 검

증하기위해제안한 를MF-FPS Kelly et al.(1987)(5)에서제

안한 자유도를가진 층건물그림 에적용하여수치해석6 5 ( 4)

을 수행하였다 대상구조물의 질량과 강성 감쇠 등은 표. , 3

그림< 2> 제안한 의 형상MF-FPS

그림< 3> 실험 구성

표< 1> 자석의 물성치NEO-MAG(Nd-Fe-B)

밀도(g/cm3) 7.4

탄성계수(N/m2) 1.6 × 1011

표면자속밀도(G) 1874

표< 2> 자력반발력의 영향에 의한 마찰계수 감소 효과( )

하중(kg) 일반 하중시 마찰력(N) 자력 효과시 마찰력(N)

10 12.4 9.6

15 26.2 20.2

20 36.6 29.2

25 45.3 35.1

 0.18 0.14

그림< 4> 수치해석 대상 구조물

표< 3> 구조물 물성(Kelley et al, 1987)

위치 층별 질량(kg) 층별 강성(kN/m) 층별 감쇠(kN s/m)･
Base         

층1         

층2         

층3         

층4         

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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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기초 지지된 구조물은 첫 번째 모드에서 의 감. 2%

쇠와 초의 고유주기를 가진다 구조물의 동적 비선형을0.3 .

무시하였지만 과도한 구조적 움직임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제안된 기초격리시스템의 면진성능 비교를 위한 는 고FPS

유주기 로정하고식 로부터곡률반경 로T=3s (2) R=155cm

설계하였다.

해석방법 및 절차3.2

본 연구에서는 층 대상 구조물에 대해서 입력지진동으5

로각기다른특성을지닌 지진을El Centro, Mexico, Gebze

작용시켰으며 기초지지상태와 의 변위와, FPS, MF-FPS Base

구조물의 상대변위 최상층 가속도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

해석은구조물의운동방정식을상태공간방정식으로변환

하여 시간영역 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물의 운동방정식은 다음 식과 같다.

 
 (3)

여기서,  로서 기초격리장치의 위치벡터를 나타내고,
는기초격리장치에의한감쇠력을나타낸다 위의식을상.

태공간방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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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각각 시스템 행렬 제어행렬 외란행렬을 나타낸다, , .

자력을 이용한 의 설계3.3 Friction Pendulum System

의 저항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설계요소MR-FPS

는 기존 와 같이 구조물의 질량과 관련된 수평강성과FPS

영구자석의자력이고려된마찰력그리고주기와관련된곡

률반경으로 설계절차는 그림 와 같다 여기서 식 의 첫5 . (1)

째항은 질량의 상승에 따른 복원력 수평강성( :  
 ),

둘째항은슬라이더 와오목면 사(Slider) (Concave Surface)

이의 마찰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찰계수 는 수직력과

미끄럼 속도의 함수이다 또한 는 본질적으로 단일매개. FPS

변수시스템이고이매개변수는오목면의반경에의해제어

된다 반경은 주기에 관한 식 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으. (2)

며 이렇게 정해진 설계요소를 조합하여 수치해석을 위한,

를 설계하였다MR-FPS .

본연구에서는MF-FPS(Magnetic Force-Friction Pendulum

를이상화된구조물에적용하여해석하였다System) . MF-FPS

는 자력에 의해 마찰계수를 줄여주는데 앞서의 실험을 통,

해자력이마찰계수 값을약 감소시켜줌을확인하였20%

다 또한 규격에 따르면 마찰계수를. AASHTO 0.04 0.12～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설계는 를 따르고. FPS

단지 마찰계수 값만 감소시켜 설계하였다20% (표 4).

의 해석 시스템 구성은 구조물에 발생하는 지진하MF-FPS

중에대해 에MATLAB Control System Toolbox Package

서 을 사용하여 수평 방향력State-space Block 를 결정하

는데 필요한 응답 [,  으로 수평 방향력] 를 산출하고

하여 감쇠하는 방식으로 그림 과 같다Feedback 6 .

지진 하중에 따른 기초격리 시스템의 해석 결과4.

지진에 대한 특성은 표 에El Centro, Mexico, Gebze 5

나타내었고 그림 과 그림 은 각각의 가속도 그램과 주파7 8

그림< 5> 의 설계절차MF-FPS

표< 4> 의 설계변수MF-FPS

설계변수 값

설계주기() 3s

반경() 2.23m

마찰계수() 0.08

그림< 6> 의 해석 시스템구성MF-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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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특성을나타내었다 그결과는최대지반가속도의강도에.

의해나타나는기초격리장치의성능을 변위와구조물의Base

상대변위 최상층 가속도 순으로 표 과 같이 비교하였다, 6 .

지진에 대한 해석 결과4.1 El centro

표 에서는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상대변위7 El Centro ,

최상층 가속도에 대해 나타나 있다 우선 구조물의 상대 변.

위에 있어서 는 는 최MF-FPS 0.1810mm, FPS 0.2091mm,

상층 가속도에서는 는 는 로MF-FPS 0.7906g, FPS 0.9277g

서제안한 는기존의 에비해구조물의상대변MF-FPS FPS

위 최상층의가속도가각각 의향상된결과를보, 15%, 17%

여주고있다 그림 와그림 은 의기초격리장치. 9 10 MF-FPS

로서의 성능을 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FPS .

지진에 대한 해석 결과4.2 Mexico

표 에서는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상대변위 최8 Mexico ,

상층 가속도에 대해 나타나 있다 우선 구조물의 상대변위.

에 있어서 는 는 최상MF-FPS 0.1731mm, FPS 0.2092mm,

층 가속도에서는 는 는 로서MF-FPS 0.8117g, FPS 0.8486g

제안한 는기존의 에비해구조물의상대변위MF-FPS FPS ,

최상층의가속도가각각 의향상된결과를보여주21%, 5%

고 있다 그림 과 그림 는 의 기초격리장치로. 11 12 MF-FPS

서의 성능을 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FPS .

표< 5> 적용지진의 특성

지진
발생연도

년( )
기록시간

(sec) 규모
PGA
(g)

El Centro 1940 50.02 7.1 0.34

Gebze 1999 47.63 7.6 0.3~0.4

Mexico 1985 50.68 8.1 0.17

그림< 7> 각 지진에 대한 가속도 그램 그림< 8> 각 지진에 대한 분석FFT

표< 6> 지진하중에 따른 기초 격리 시스템의 해석결과

System El Centro Mexico Gebze

최대 기초 변위(mm)
MF-FPS 177.8065 63.8696 703.4508

FPS 174.6820 53.8644 661.7745

구조물의 상대 변위(mm)

MF-FPS 0.1810 0.1731 0.3453

FPS 0.2091 0.2092 0.3478

Fixed 8.1684 2.3240 4.2796

최상위층의 최대 가속도(g)

MF-FPS 0.7906 0.8117 0.4696

FPS 0.9277 0.8486 0.5541

Fixed 13.4801 4.5296 7.4510

*MF-FPS(=0.08), FP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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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한 해석 결과4.3 Gebze

표 에서는 지진에대한구조물의상대변위 최상9 Gebze ,

층 가속도에 대해 나타나 있다 우선 구조물의 상대변위에.

있어서 는 는 최상층MF-FPS 0.3453mm, FPS 0.3478mm,

가속도에서는 는 는 로서 제MF-FPS 0.4696g, FPS 0.5541g

안한 는 기존의 에 비해 구조물의 상대 변위MF-FPS FPS ,

최상층의가속도가각각 의향상된결과를보여주1%, 18%

고 있다 그림 과 그림 는 의 기초격리장치로. 13 14 MF-FPS

서의 성능을 와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FPS .

결 론5.

본 연구에서는 자력의 반발력을 이용해 의 재료적PTFE

성질을 대체 할 수 있는 MF-FPS(Magnetic Force-Friction

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자력에Pendulum System) .

의한 반발력이 수직력을 줄여줌으로써 재료에 의한 마찰계

수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가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영구,

자석을사용하여개념적인실험을수행하였고각기다른특

성을지닌 지진데이터를 층대El Centro, Mexico, Gebze 5

상 구조물에 입력지진동으로 사용하여 제안한 가MF-FPS

기초격리장치로서의 면진성능을 발휘함을 확인하였다.

표< 7> 지진에 대한 해석 결과El Centro

Drift(mm) Acceleration(g)

Base Structural Base Structural

MF-FPS 177.8065 0.1810 0.9789 0.7906

FPS 174.6820 0.2091 1.2590 0.9277

Fixed - 8.1684 - 13.4800

그림< 9>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상대 변위 비교El Centro

그림< 10> 지진에 대한 최상층 가속도 비교El Centro

표< 8> 지진에 대한 해석 결과Mexico

Drift(mm) Acceleration(g)

Base Structural Base Structural

MF-FPS 63.8696 0.1731 1.0676 0.8117

FPS 53.8644 0.2092 1.4098 0.8486

Fixed - 2.3240 - 4.5296

그림< 11>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상대 변위 비교Mexico

그림< 12> 지진에 대한 최상층 가속도 비교Mexico

표< 9> 지진에 대한 해석 결과Gebze

Drift(mm) Acceleration(g)

Base Structural Base Structural

MF-FPS 703.4508 0.3453 0.9592 0.4696

FPS 661.7745 0.3478 1.2085 0.5541

Fixed - 4.2796 - 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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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을통해마찰면에자력이작용할때마찰계수( 를)

약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20% .

▪ 수치해석을통해가정한마찰계수( 를적용한) MF-FPS

가다양한 입력지진에대해서지진격리장치로서의 성능

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자력을 이용하여 기존의 마찰PTFE

재를대체할수있는 의구조적설계를할수있다MF-FPS

면 기존 의 재료적인 측면을 보완 할 수 있는 지진격리FPS

장치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진격리장치로 라는 새MF-FPS

로운시스템을제안하기위한개념적인실험과이를가정하

여 적용한 수치해석만이 시도되었다 향후 의 구체. MF-FPS

적인 설계를 통하여 실구조물에서의 하중지지능력 감쇠능,

력 내구성 등의 각종 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

예상된다 또한 본연구에서사용한영구자석을전자석으로. ,

대체하여 하중지지 능력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반능동제어로연구범위를확대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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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상대 변위 비교Gebze

그림< 14> 지진에 대한 최상층 가속도 비교Geb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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