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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마찰 감쇠기 특성의 실험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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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al vibration due to earthquake or outside impact causes serious problem for building 
safety. A dynamic model of a friction damper which can be constructed and installed easily is need-
ed to reduce the vibration of the building. In this paper, the experimental equation of a circular fric-
tion damper is derived and designed for reduction of a earthquake vibration of a building. The de-
veloped experimental equation is defined to simply design the capacity on design of the circular fric-
tion damp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test. Finally this experimental equation can be 
used for the design of a circular friction damper.

* 
1. 서  론

최근 국내외 지진발생이 증가하면서 지진 또는 

외부 충격 시 구조물의 피해와 인명피해 등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서 바람과 지진 및 외부충

격 등의 동적 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지진진동저감을 

위한 여러 종류의 마찰 감쇠장치(friction damper 
device)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FDD는 간단한 구조와 적은 비용으로 외부에서 

전달되는 에너지를 소산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감쇠기는 에너지 소산원리에 따라 크게 변위의존형

과 속도의존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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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고자 하는 원형 마찰 감쇠기는 변위의존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 변위의존형 감쇠기는 재료의 항

복 또는 접합부의 슬립현상을 이용하여 반복하중에 

의해 구조물에 유입되는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방식

이다(2,3).
이 연구에서는 마찰패드의 마찰계수(friction co-

efficient)와 감쇠기 내부의 쐐기각(wedge angle)을 

손쉽게 교체하여 용량 조절이 간편한 원형 마찰 감

쇠기의 설계에 있다. 특히 원형 마찰 감쇠기의 설계

에 사용되는 이론식은 마찰재의 마찰 계수에 따라

서 변화가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마찰 계수를 정하고 마찰계수를 적용하여 실제 원

형 마찰 감쇠기의 설계에 사용하도록 하는 실험식

을 구하는데 있다.

2. 원형 마찰 감쇠기 수식 개발

이 연구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원형 마찰 감쇠기

는 중앙의 수직 레버와 두 개의 실린더 레버 그리고 

실린더와 내부에 설치된 마찰패드와 쐐기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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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ircular friction damper

Fig. 2 Drawing of a circular friction damper

된다. 원형 마찰 감쇠기는 Fig.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조물의 보에 힌지(hinge)로 연결되어 패드에

서 발생한 모멘트를 구조물에 수평 마찰력으로 전달

한다. 마찰패드는 수직레버와 실린더 레버 사이에 발

생하는 회전으로 전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4).

2.1 원형 마찰 감쇠기의 이론식
이 연구에서 개발한 원형 마찰 감쇠기의 구조는 

Fig. 2와 같다. 원형 마찰 감쇠기의 마찰 모멘트식은 

감쇠기의 용량 산정에 필요한 주요 이론식이다. 이 

모멘트를 산정하기 위한 수식은 다음의 방법으로 

구해진다. 먼저 감쇠기의 쐐기(wedge)에 작용하는 

수직력(R)과 외력 P는 힘의 평형관계에 의해서 식

(1)과 같이 된다. 

4 1
2sin( / 2)

R
P θ

= × (1)

식 (1)에서 수직력(R)을 이용하면 마찰패드 한 개에 

미치는 작용력(F)은 식 (2)와 같이 얻어지며 식 (2)는 

다음과 같다. 

1 1
cos( / 2) 4 2sin( / 2)cos( / 2)

PF R
θ θ θ

= × = × (2)

4개의 마찰패드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Ftotal)은 

식 (3)과 같이 된다.

1[ ] 4
4 2 sin( / 2) cos( / 2)total
PF

θ θ
= × ×

2 sin( / 2) cos( / 2)
P

θ θ
=

(3)

따라서 마찰력에 의한 원형 마찰 감쇠기의 작용

하는 전체 모멘트는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식 (4)
는 간단한 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론식

이다. 이러한 수식에 대한 표현의 타당성은 실험을 

통하여 차후에 검증한다.

sinf total
PM F r rμ μ
θ

= × ×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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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μ는 마찰계수, 는 쐐기의 각도, r은 볼트

의 중심에서 마찰면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식 (4)에서 모멘트 산정에 필요한 전달받는 힘 P

는 마찰패드에 가해지는 수직력이며, 접시 스프링

(disc spring)을 사용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힘 P는 볼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의 피치

(pitch)와 접시 스프링의 변형량과의 관계를 각도 

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설치된 접시 스프링은 KS규

격 25호를 사용하였다. 식 (4)는 외력에 대한 모멘

트로서 마찰재의 마찰계수(μ)에 따라 결정된다. 따

라서 다양한 마찰재에 따라 식 (4)는 변화한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식 (4)를 

개조하여 다양한 마찰계수에 적용 가능한 수정된 

설계 이론식을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정된 이론

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험실내에서 다양한 조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실험 

상수 값 Cf를 찾는다. 실험적인 결과값과 이론식을 

통해 구한 설계값을 확인하여 실험식을 구한다. 이 

연구에 필요한 실험 장치 및 원형 마찰 감쇠기는 

자체 제작된 장치이며 이 연구는 많은 실험을 필요

로 하는 연구이다.

2.2 원형 마찰 감쇠기의 실험식 개발
실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원형 마찰 감쇠기의 모

멘트 산정에 필요한 실험식은 일반적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적 피로 시험기의 가진력을 통해 계산

된다. 가진력은 로드셀(load cell)을 통하여 측정가

능하며 이러한 측정값에서 모멘트를 유발하는 수직

력 F는 식 (5)와 같이 계산된다.

/ cosLF F θ= , 1tan ( / )ax hθ −= (5)

수직력 F에 의한 전체 모멘트는 식 (6)과 같다.

1[ ]
cos(tan ( / ))

L
f a a

a

FM F h h
x h−= × = × (6)

여기서 FL은 로드셀에 측정된, 힘 ha는 볼트중심에

서 측정점까지의 거리, x는 실험장비의 가진 변위를 

나타낸다.
식 (4)에서 표현된 마찰 모멘트 산정에 대한 이론

식과 실제 실험적으로 구한 마찰 모멘트 산정 식

(6)과의 값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험상수 

값 Cf가 필요하다. 이 실험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마찰패드의 마찰계수(μ)와 쐐기 각()에 

따른 실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설계변수를 고려

한 실험 샘플을 제작하여 각 변수들의 변화가 실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결과의 추이를 

통해 실험상수 Cf를 결정하여 이론적인 식 (4)에 곱

합으로서 수정된 이론식이 되는 식 (7)을 결정한다. 

sinf f total f
PM C F r C rμ μ
θ

= × × × = × × × (7)

3. 원형 마찰 감쇠기 제작

이론적인 마찰 모멘트 산정식에서 주요 변수들을 

마찰패드의 마찰계수(μ)와 쐐기 각()으로 판단하

고, Table 1에 설명된 바와 같이 3가지 종류의 마찰

계수와 2가지 종류의 쐐기를 사용한 원형 마찰 감

쇠기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각 종류의 감쇠기마다 3
종류의 마찰패드를 사용할 수 있다.

Fig. 3과 Fig. 4는 이 실험을 위하여 설계 제작된 

원형 마찰 감쇠기를 보여준다. Fig. 5는 3가지 종류

의 마찰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마찰패드이다. 원형 

마찰 감쇠기에 사용되는 마찰재와 쐐기의 각도를 

Table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다양화하여 동적피

로 시험기에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 실  험

실험 장비는 동적 피로 시험기를 사용하였다. 이 

실험장비는 실험장치인 원형 마찰 감쇠기를 로드셀

이 장치되어 있는 양쪽 끝단에 고정시킨 후 상하방

향으로 가진 주파수(Hz)와 가진 변위(mm)를 변경시

켜가며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이다. 실험은 Fig. 6
과 같이 원형 마찰 감쇠기의 수직 레버와 실린더 레

버에 실험장비를 고정시킬 수 있는 지그(zig)를 설치

Table 1 Condition to manufacture circular friction damp-
ers

Type Wedge angle( ) Friction coefficient(μ )

1st type 20° 0.4, 0.45, 0.5

2nd type 30° 0.4, 0.45, 0.5



신 용 우 ․이 상 권

494/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제 21 권 제 6 호, 2011년

Fig. 3 Circular friction damper

Fig. 4 Internal shape of a circular friction damper

Fig. 5 3 types of a friction pad

하고, 지그를 실험장비의 가진부(exciter)에 고정한 

후 Table 2의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1st 
type(=20°)과 2nd type(=30°) 모두 같은 조건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제 실험은 Table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Type의 감쇠기마다 3종류의 마찰계수로 설정을 바

꾸어 실험을 하였다. 원형 마찰 감쇠기의 각 설정에

서 Table 2에 보인 실험장비의 조건으로 실험을 진

행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Fig. 6 Dynamic fatigue tester 

Table 2 Test condition

Type Exciting 
frequency(Hz)

Exciting 
displacement(mm)

1st type 0.3, 0.5 7, 10, 14
2nd type 0.3, 0.5 7, 10, 14

Table 3 Design capacity

Type Force(N) Friction 
coefficient(μ )

Capacity
(kN*mm)

1st 
type 24400

0.4 2091.713
0.45 2353.177
0.5 2614.641

2nd 
type 24400

0.4 1430.816
0.45 1609.668
0.5 1788.520

주파수 영역인 0.3, 0.5 Hz를 사용하여 원형 마찰 감

쇠기의 대표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 (4)에서 외부로부터 전달받는 하중 P는 24400

N으로 하였다. 두 가지 type의 원형 마찰 감쇠기 

모두 각각 3가지 종류의 마찰패드로 구성되었으며, 
앞서 유도한 이론적인 식 (4)에 따라 마찰패드의 마

찰계수(μ)가 변함에 따라 설계용량이 바뀐다. 각 실

험을 통하여 식 (4)에 대입해 설계한 원형 마찰 감

쇠기의 설계 값과 실제 실험을 통하여 얻은 실험결

과 값이 유사한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과 값의 

추이를 통해 수식 (4)에 알맞은 실험 상수 Cf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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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on the test 0.3 Hz-7 mm, 1st type(
=20°), μ=0.4

Fig. 8 Result on the test 0.5 Hz-7 mm, 1st type(
=20°), μ=0.4

찾을 수 있다. 이론식을 통한 각 type의 마찰패드의 

마찰계수(μ)에 따른 설계 용량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설계값은 식 (4)에 각 변수 값들을 대

입해 얻을 수 있다. 
Fig. 7에서 Fig. 17까지는 원형 마찰 감쇠기 8801 

Series-Fatigue Testing System을 사용하여 얻은 실

험결과이다. 각 조건에서의 실험결과를 통해 최대 마

찰 모멘트를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실험 결과들은 여

러 실험 조건 중 대표 예제를 통해 보여지게 된다. 
Fig. 7과 Fig. 8은 1st type(=20°), Fig. 9와 Fig.

10은 2nd type(=30°)에서 실험장비의 가진 변위만 

바꾸었을 때의 실험 결과이다. 실험결과의 히스테리

시스 곡선을 보면 최대 마찰 모멘트가 실험 조건을 

바꾸어도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Figs. 7, 8과 Figs. 9, 10은 Table 2에서 제시한 각 

조건에서의 모멘트-변위 각 곡선의 예시로 보여준다.

Fig. 9 Result on the test 0.3 Hz-7 mm, 2nd type(
=30°), μ=0.4 

Fig. 10 Result on the test 0.5 Hz-7 mm, 2nd type(
=30°), μ=0.4 

이 결과에 의하면 Table 3에 있는 설계용량을 초과

하지 않고, 각 실험 조건마다 일정한 비율로 최대 

마찰 모멘트 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s. 11, 12와 Figs. 13, 14의 실험결과는 마찰계

수의 변화에 따른 최대 마찰 모멘트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각 type의 원형 마찰 감쇠기별 동일 가진 

주파수, 동일 가진 변위의 실험조건에서 Table 3에서 

제시하는 마찰패드의 마찰계수 변화(μ=0.4, 0.45, 
0.5)에 따른 모멘트 변위 각 곡선이다. 

실험결과 Figs. 11, 12와 Figs. 13, 14에서 동일한 

실험조건에서의 마찰패드의 마찰계수(μ)의 변화에 

따라 실험결과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의 설계용량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마찰계

수가 커짐에 따라 설계용량 또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실험결과인 모멘트-변위 각 곡선에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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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μ = 0.4
 μ = 0.45
 μ = 0.5

Fig. 11 Result on the test 0.3 Hz-7 mm, 1st type(
=20°)

 μ = 0.4
 μ = 0.45
 μ = 0.5

Fig. 12 Result on the test 0.3 Hz-14 mm, 1st type(
=20°)

 μ = 0.4
 μ = 0.45
 μ = 0.5

Fig. 13 Result on the test 0.3 Hz-7 mm, 2nd type(
=30°)

용량과 마찬가지로 마찰계수가 커짐에 따라 실험결

과 값인 최대 마찰 모멘트 갑이 커지는 것을 확인

 μ = 0.4
 μ = 0.45
 μ = 0.5

Fig. 14 Result on the test 0.3 Hz-14 mm, 2nd type(
=30°)

  = 20°
  = 30°

Fig. 15 Result on the test 0.5 Hz-7 mm, μ=0.5

  = 20°
  = 30°

Fig. 16 Result on the test 0.5 Hz-7 mm, μ=0.4

할 수 있다. 
Figs. 15, 16, 17의 실험결과는 쐐기 각()의 변화

(=20°, 30°)에 따른 최대 마찰 모멘트 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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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30°

Fig. 17 Result on the test 0.5 Hz-7 mm, μ=0.5 

Table 4 Compare design capacity and experimental 
capacity

Type Friction 
coefficient(μ )

Design 
capacity

(kN*mm)

Experimental  
 capacity

 (kN*mm)

1st
type

0.4 2091.713 1600.160
0.45 2353.177 1716.414.
0.5 2614.641 2062.952

2nd
type

0.4 1430.816 1273.426
0.45 1609.668 1368.218
0.5 1788.520 1627.553

결과이다.
실험결과 Figs. 15, 16, 17에서 모멘트-변위 각 곡

선을 확인하면 쐐기 각()의 변화에 따른 실험 결

과 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쐐기 각이 작은 1st type(=20°)이 

2nd type(=30°)보다 결과 값이 더 크게 나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원형 마찰 감쇠기 단품에 대한 실험, 마찰

계수 변화에 관한 실험, 쐐기의 각도 변화에 관한 3
가지 실험결과를 통하여 원형 마찰 감쇠기의 작동

에 의한 전체 모멘트를 구하는 식 (4)에 대한 표현

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위의 3가지 종

류의 실험 결과들은 여러 가지 실험 조건을 통해 

실험한 결과 이론적인 수식 (4)로 인해 얻을 수 있

는 이론적인 설계값과 일정한 비율로 유사하고, 마

찰계수의 변화와 쐐기각의 변화에 따른 일정한 결

과값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식 (4)는 타당

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식 (4)에 실험적으로 구한 

실험상수 Cf를 곱하면 좀 더 정확한 원형 마찰 감

쇠기의 용량을 얻을 수 있다. 
Table 4는 Table 3에서 식 (4)를 통하여 얻은 이론

적인 설계값과 실제 실험을 통해 나온 값을 식 (6)
을 통하여 얻은 실험 결과 값과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Table 4의 이론적인 설계값과 실험 결과값의 차

이를 보면 두 값이 일정한 상수배에 의한 비율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4)에 Cf

를 곱하여 식 (7)을 구할 수 있다. 식 (7)에서 실험

상수 값 Cf는 1st type의 경우는 Cf = 0.8, 2nd type
의 경우에는 Cf = 0.9를 실험을 통하여 구할 수 있

다. 실험상수 값은 실험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두 계수 값 중 0.9를 택하여 설계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실험상수 Cf를 식 (7)
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0.9 [ ]
sinf

PM rμ
θ

= × × × (8)

따라서 최종적으로 식 (8)과 같은 원형 마찰 감쇠

기의 모멘트 산정을 위한 실험식을 유도할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원형 마찰 감쇠기를 설계하고, 설

계된 감쇠기의 구조에서 사용 가능한 이론적인 수

식을 유도하여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수식의 타당성

을 확인하고, 실험상수 값을 결정하였다. 최종 실험

결과 값인 모멘트-변위 각 곡선을 통해서 이론적인 

수식을 사용해 구한 용량과 오차율 약 10 % 내외의 

값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찰계수

(μ)와 쐐기 각()의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 역시 개

발한 수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이 연구의 목적인 원형 마찰 감쇠기의 실험적인 

수식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보다 간편하

게 안정적이며 설치가 용이한 원형 마찰 감쇠기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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