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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캔틸레버타입 강재댐퍼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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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신축 건물이나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을 위해서 수동제진장치의 일종인 에너지소산형 제진장치의 사용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제진장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고 제한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소 저렴한 장치개발을 통하여 강진지역의

개발도상국으로도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또는 신축 건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캔틸레버타입 강재댐퍼를 개발하고 제안하였

다. 댐퍼에 대한 반복가력 실험을 바탕으로 이력거동 및 에너지소산능력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는 제진장치가 안정된 이력특성을 나타내고 있

으며 큰 에너지소산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댐퍼에 대한 간단한 하중-변위 이력모델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use of seismic energy-dissipative devices for passive control is increasing exponentially in the recent years

for both new and existing buildings. Use of these devices started in and has been somewhat limited to developed

countries. One of the current challenges is to promote the use of seismic dampers in earthquake-prone developing

countries by lowering the cost of the devices. This paper proposed a new type of seismic damper based on yielding of a

cantilever type metallic element for seismic retrofit of existing and new building structures. The hysteretic behavior and

energy dissipation capacity of the proposed damper was investigated using component tests under cyclic loads.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damping device had stable restoring force characteristics and a high energy

dissipation capacity. Based on these results, a simple hysteretic model for predicting the load-displacement curve of the

seismic damper was proposed.

핵 심 용 어 : 내진보강, 강재댐퍼, 이력거동, 에너지소산능력

KEYWORDS : seismic retrofitting, metallic damper, hysteretic behavior, energy dissipation capacity



1. 서 론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내진보강의 방법은 크

게 내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연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및 지진

에너지입력을 저감하는 제진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오상훈

등, 2006). 건물의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방법 중에서 내력

및 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CEB,

1997; Sugano, 1989). 내력 및 연성을 확보하는 내진보강

방법은 기존의 구조시스템에 새로운 구조요소를 추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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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부재를 크게 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Newman,

2001). 이러한 방법들은 시공자들에게 매우 친숙하기 때문

에 국내 학교,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내진보강방법에도

다수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7)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구조물

의 층전단력을 증가시켜서 기초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고, 시공성이 복잡하여 공기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강진지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살펴보면 주요구조부재인 기둥과 보부재의 피해보다는 이러

한 구조부재의 접합부에서 다수의 피해사례가 조사되었고, 실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10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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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으로도 이러한 접합부 피해를 재현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소방방재청, 2011).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시스템 중의 하나인 제진구조시스템이 점점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진구조시스템은 구조물 내에 제진장치를 삽입하여 지진에

의한 진동을 제어하여 구조물을 보다 안전하게 하는 구조시

스템이다(Constantinou 등, 1993; FEMA, 2000; Soong, 1997).

제진구조는 크게 수동제진, 능동제진, 준능동제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흡수에 의한 수동제진방법은 강재의 항복, 재

료의 상변환, 마찰에 의한 미끄럼, 점(탄성)재료의 변형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Benavent-Climent 등, 2010).

그 중에서 재료의 항복에 의한 제진메커니즘이 가장 대중화

되어 있고 다수의 강재댐퍼가 제안 및 적용되었다. 강재댐퍼

는 다양한 방법으로 항복메커니즘을 달성할 수 있다. 잘 알려

진 ADAS 댐퍼(Bergman 등, 1987) 또는 TADAS 댐퍼(Tsai

등, 1993)의 경우에는 그림 1(a)～(b)와 같이 강판의 면외변형

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한다. 허니컴댐퍼 (Kobori 등, 1992) 또

는 슬릿댐퍼(Benavent-Climent 등, 1998)의 경우에는 다수의

오프닝이 있는 강판의 면내 전단변형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

고, 에너지는 오프닝 사이의 스트럿 휨변형에 의해 흡수하도

록 계획되었다. 또한 강판패널의 전단변형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는 댐퍼도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고(Nakashima 등,

1994), 최근 부재의 축변형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는 비좌굴

가새(Buckling Restrained Brace; BRB)는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국내외에 다수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기준에도 반영되어

있다(Black 등,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에 적용 가능한 새로

운 캔틸레버형 강재댐퍼를 개발하고 그 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캔틸레버형 강재댐퍼는 메커니즘이 매우 단

순 명확하며, 변형능력을 기반으로 큰 에너지흡수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댐퍼의 이력특성 및 에너지

흡수능력을 평가하였고, 끝으로 실험결과와 이론식을 바탕으

로 단순한 이력모델을 제안하였다.

(a) (b) (c) (d)

(a) ADAS; (b) TADAS; (c) Honeycomb damper; (d) Slit damper

그림 1. 기존의강재댐퍼(Benavent-Climent 등, 2010)

2. 신형상 강재댐퍼 제안

2.1 캔틸레버형 강재댐퍼의 개념

리모델링 강재댐퍼의 기본형상은 그림 2와 같이 하부측의

고정단과 상부측의 힌지단으로 구성된 형태로, 2개의 캔틸레

버 부재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된 댐퍼는 수평

력이 작용할 경우에 상부 힌지단의 회전에 의해서 캔틸레버

보의 거동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댐퍼가 변형하게 되고, 변

형이 증가되면 소성변형에 의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계획

되었다. 캔틸레버 타입 댐퍼의 휨거동으로 큰 소성변형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응력집중효과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안된 댐퍼는 모멘트 구배에 따라 자유단에서 고정

단부로 갈수록 댐퍼의 면적이 증가하도록 형상을 계획하였다.

그림 2. 신형상 강재댐퍼

2.2 댐퍼의 정식화

댐퍼의 설계를 위한 정식화를 위해서, 댐퍼의 내력, 강성 및

항복변위 등을 간단히 구할 수 있도록 그림 3과 같이 댐퍼요

소의 모델을 이상화 하였다. 댐퍼를 이상화하기 위해서 고정

단부의 원형부분을 직선으로 가정하고, Benavent-Climent

등(1998)의 연구를 참조하여 댐퍼요소의 유효길이( ′)를 산출

하였다. 그림 3을 참조하여 캔틸레버 거동에 대한 역학의 기

본원리를 바탕으로 댐퍼요소의 항복내력( )를 구하면 다음

과 같다.

  ′
 

(1)

여기서,  및 는 각각 고정단 및 자유단의 폭이고, 는

댐퍼요소의 두께이다. 또한,  ,  및  ′은 각각 댐퍼의 총

길이, 순 길이 및 유효길이(  )이다. 은 고정단부

의 반경이고, 는 각각 강재의 공칭항복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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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의 항복변위( )를 구하기 위해서는 댐퍼요소의 형상을

그림 3(b)에서 참조하면, 자유단에서 고정단으로 갈수록 단면

의 폭이 점점 증가하므로 단면의 변화를 고려한 항복변위를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안된 댐퍼요소의 폭 증가율을 세

가지로 선택하였고 그 변수는 자유단부의 폭()에 대한 고정

단부의 폭( ) 비율()이며 각각 1.25, 1.50, 1.75이다.

(a) 댐퍼의 변형

(b) 댐퍼모델의 이상화

그림 3. 댐퍼의 모델화

첫째로,   인 경우 단면의 변화를 고려하면 자유단

에서 거리에 위치한 단면의 폭(  )과 단면이차모멘트(  )

는 각각 식(2) 및 식(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2)

  





 ′


 ′ (3)

여기서, 은 그림 3(b)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댐퍼요

소 자유단 단면의 단면이차모멘트를 나타낸다. 휨을 받는 부

재의 휨공식을 적용하면 식(4)와 같이 곡률식( ″)이 구해진

다.

 ″




 ′
 ′


(4)

식(4)를 참조하면 경계조건에 의해 처짐의 일반식을 얻을

수 있고, 이어서 자유단의 항복변위를 구하면 식(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ln

 

  (5)

동일한 방법으로 폭비율이    및    경우

의 항복변위를 구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인 경우,

 

  ′ ln

 

  (6)

  인 경우,

 

  ′ ln

 

  (7)

끝으로, 앞서 구한 항복내력과 항복변위를 이용하여 변수별

초기강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인 경우,

 
′ln


 

 


(8)

  인 경우,

 
′ln


 

 


(9)

  인 경우,

 
′ln


 

 


(10)

3. 실험 프로그램

3.1 실험체

표 1은 댐퍼실험체 일람을 나타낸 것이다. 모두 두께에 따

른 3계열 13개의 댐퍼가 계획 및 제작되었다. 그림 4는 댐

퍼요소 실험체의 상세를 나타낸다. 실험체 계획에 있어서 변

수는 댐퍼요소 강판의 두께(12t, 14t, 16t), 폭비( = 1.25,

1.50, 1.75) 및 댐퍼요소 강판의 면수(1EA, 2EA)이고, 실험의



안태상․김영주․박진화․김형근․장동운․오상훈

152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4권 2호(통권 117호) 2012년 4월

(a) M12-1.50 실험체 (b) M14-1.25 실험체 (c) M14-1.50 실험체

(d) M14-1.75 실험체 (e) M16-1.50 실험체 (f) 실험체의 입체형상

그림 4. 실험체 상세

Specimen
Yield
stress
[MPa]

Tensile
stress [MPa]

Yield ratio Elongation
[%]

PL-12t 294 348 0.84 35

PL-14t 283 442 0.64 28

PL-16t 293 455 0.64 28

표 2. 강재인장시험결과

변수는 점증변위제어와 동변위제어 등의 변위제어 방법이다.

특히 동변위제어는 ASCE 7-10 (2010) 및 ASCE 41-06

(2007)의 제진장치 성능검사 요구성능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실험변수로 채택하였다.

Specimen
Thickness
[mm]

Width
ratio
(B/b)

No.
Steel
plates
[EA]

Loading
protocol

M12
Series

M12-1.50-1 12 1.5 1 Incremental

M12-1.50-1S 12 1.5 1 same

M12-1.50-2 12 1.5 2 Incremental

M14
Series

M14-1.25-1 14 1.25 1 Incremental

M14-1.50-1 14 1.5 1 Incremental

M14-1.50-1S 14 1.5 1 same

M14-1.75-1 14 1.75 1 Incremental

M14-1.25-2 14 1.25 2 Incremental

M14-1.50-2 14 1.5 2 Incremental

M14-1.75-2 14 1.75 2 Incremental

M16
Series

M16-1.50-1 16 1.5 1 Incremental

M16-1.50-1S 16 1.5 1 same

M16-1.50-2 16 1.5 2 Incremental

표 1. 실험체 일람

표 2는 실험에 사용된 댐퍼시편의 인장시험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강재는 SS400종류이며, 시험결과를 보면 PL-14t와

PL-16t시험편의 결과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PL-12t

시험편은 항복강도는 만족하지만 인장강도가 공칭인장강도인

400MPa을 하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3.2 실험체 셋업 및 가력방법

그림 5는 댐퍼요소실험을 위한 테스트 셋업 및 가력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은 1,000kN 용량의 만능시험기(UTM)

를 사용하여 가력하였고, 가력을 위해 별도의 'L' 타입 지그

를 두 개 제작하여 그림과 같이 설치하였다. 두 지그 사이에

댐퍼를 합하여 시험기의 축방향 변형이 댐퍼의 전단변형 거

동으로 전환되도록 고려하였다.

그림 5의 하부는 실험체의 가력프로토콜을 나타낸 것인데, 초

기에는 댐퍼의 항복변위( ) 및 2로 가력하고, 이후 4 , 8 ,

12 등 항복변위의 4배수로 변위를 점증적(Incremental) 으로

가력을 실시하였다. 동변위제어를 하는 3개의 실험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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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변위 18mm 기준으로 하여 가력하도록 계획하였다.

ASCE 7-10(2010)에서는 변위의존형인 강재댐퍼의 경우, 최대

지진시의 댐퍼의 변위를 의 진동수로 5회 가력하여 강

성, 내력 및 에너지 등이 설계목표의 15% 이내에 있으면 장

치의 성능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ASCE 41-06(2007)의

경우에는 20회를 가력하여 성능이 확보되는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은 최대고려지진 시 건물의 기본진동주

기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목표변위 18mm는 기존의 벽식공

동주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비선형 시각이력해석결과에 의하

면 최대층간변형각이 약 0.5～0.8% 수준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장치의 최대변위를 설정하였다.

그림 5. 실험체 셋업 및 가력방법

4. 실험결과

4.1 실험체의 거동 및 파괴상황

실험체의 파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림 6에 댐퍼의 하

중-변위관계곡선을, 그림 7에 파괴상황을 나타내었다.

4.1.1 M12계열 실험체

M12-1.50-1 실험체의 경우 안정된 이력특성을 나타내고 있

으며, 변형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댐퍼의 전 구간에 걸쳐서

골고루 변형을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가력을 진행하던 중 8

사이클 정가력(댐퍼가 위로 변형하는 가력) 시 고정단 부근에

서 횡좌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하중이 미세하게 저감되다가

상승하는 이력특성이 관찰되었다. 계속되는 가력에 대해서 댐

퍼에 균열이나 파단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횡좌굴이 심화되어

10사이클 즉, 최대변위 48mm를 끝으로 실험을 종료하였다.

M12-1.50-1S 실험체는 동일변위제어로 가력을 실시하였고,

20회를 가력하였음에도 내력 및 강성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ASCE7-10 뿐만 아니라

ASCE41-06의 반복성능에서의 요구도를 확실히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M12-1.50-2 실험체는 강판면수가 2개인 것으로

강판면수가 1개인 M12-1.50-1에 비해 내력이 2배 정도 상승

한 결과를 보였고 변형능력도 60mm를 상회하는 성능을 나타

냈다. 이는 이력곡선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력볼트의 슬립에 의

한 영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강판면수가 1개

인 실험체에 비해 횡좌굴 발생이 미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4.1.2 M14계열 실험체

M14-1.25-1 및 M14-1.25-2 실험체의 경우 안정적인 이력

루프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실험체에 비해서 조기에 단부균열

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다른 실험체에 비해 댐퍼요소의 폭비

가 1.25로 매우 작아서 댐퍼의 고정단부측에 응력이 집중되었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M14-1.25-1 실험체는 10사이클 가

력 시 단부균열에 의해 실험이 종료되었고, M14-1.25-2 실험

체는 9사이클 가력 시 단부균열에 의한 하중의 급격한 저하

현상이 발견되었다. M14-1.50-1 및 M14-1.50-2 실험체는 폭

비가 1.25인 실험체에 비해서 변형능력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M14-1.50-1 실험체는 3사이클 가력 시 볼트 슬립에

의한 일시적인 하중감소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 댐퍼

이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10사이클 가력 시 댐퍼단부

에 미세균열이 관찰되었고 11사이클 가력 시에는 균열의 증

가에 의해서 하중이 크게 감소하여 실험을 종료하였다.

M14-1.50-1S 실험체의 경우는 목표변위를 18mm로 하여 20

회의 동변위제어를 실시하였다. 실험 중 16사이클 가력 시 단

부에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하여 마지막 20사이클 가력 시까

지 서서히 하중저하현상이 관찰되었다. 결과적으로 ASCE41

-06의 요구성능은 만족하지 못했지만 ASCE7-10의 성능평

가 기준은 만족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M14-1.75-1 및 M14-1.75-2 실험체는 폭비가 1.75로 실험체

중 제일 큰 것이 특징이다. M14-1.75-1 실험체의 경우는 4사

이클부터 시작된 고력볼트의 슬립효과에 의해서 핀칭현상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거동하여 상당한 에너

지흡수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볼트의 슬립에 의해 상대적으

로 댐퍼요소 고정단의 응력이 완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슬립효

과에 의해 더욱 큰 변형능력을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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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중-변위 관계곡선

그림 7. 댐퍼요소의 파괴상황



건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캔틸레버타입 강재댐퍼의 실험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4권 2호(통권 117호) 2012년 4월 155

Specimen    /       



/ 



/ 



/ 

M12-1.50-1 26.86 0.28 95.93 1.21 32.50 33.40 41.80 43.40 59.90 0.97 0.78 0.75

M12-1.50-1S 26.61 0.30 88.70 1.15 30.60 33.40 41.80 43.40 45.7 0.92 0.73 0.71

M12-1.50-2 35.49 0.38 93.39 1.93 68.50 66.80 83.50 86.80 109.7 1.03 0.82 0.79

M14-1.25-1 25.81 0.38 67.92 1.36 35.10 27.00 32.60 35.20 56.6 1.30 1.08 1.00

M14-1.50-1 28.60 0.39 73.33 1.78 50.90 38.90 46.90 50.60 78.5 1.31 1.09 1.01

M14-1.50-1S 29.48 0.50 58.96 1.55 45.70 38.90 46.90 50.60 62.9 1.17 0.97 0.90

M14-1.75-1 32.94 0.56 58.82 2.04 67.20 53.00 63.80 68.90 98.9 1.27 1.05 0.98

M14-1.25-2 33.68 0.67 50.27 2.34 78.80 54.10 65.10 70.30 107.9 1.46 1.21 1.12

M14-1.50-2 41.22 0.71 58.06 2.63 108.40 77.90 93.80 101.30 151.3 1.39 1.16 1.07

M14-1.75-2 49.03 1.12 43.78 2.79 136.80 106.00 127.70 137.80 182.9 1.29 1.07 0.99

M16-1.50-1 32.38 0.53 61.09 2.14 69.30 44.50 55.50 57.90 92.1 1.56 1.25 1.20

M16-1.50-1S 33.06 0.55 60.11 1.73 57.20 44.50 55.50 57.90 79.7 1.29 1.03 0.99

M16-1.50-2 41.78 0.93 44.92 3.31 138.30 89.00 111.00 115.70 176.1 1.55 1.25 1.20

표 3. 실험결과 요약

, : 초기 및 2차 강성,  : 항복변위,  : 항복내력 실험값,  : 강재의 공칭항복강도를 고려한 항복내력 이론값,

 : 강재의 실재항복강도를 고려한 항복내력 이론값,  : 강재의 예상항복강도를 고려한 항복내력 이론값,  : 최대내력

M14-1.75-2 실험체는 강판면수가 2개인 실험체로

M14-1.75-1 실험체와 마찬가지로 큰 변형능력을 발휘하였

다. 10사이클의 가력 시 미세균열이 발생하였고 11사이클

가력 시 균열이 진전되어 부가력 시 하중이 저하되어 실험을

종료하였다. 내력은 강판면수가 1개인 것에 비해서 예상대로

2배의 성능을 나타냈다.

4.1.3 M16계열 실험체

M16-1.50-1 실험체는 8사이클 가력 시 미세균열이 관찰되

어 부가력 시 내력이 최대내력의 90% 정도로 저하하였고 9

사이클 가력 시 균열의 증가로 인해 급격한 하중저하현상이

나타나서 실험을 종료하였다. M16-1.50-2 실험체는 10사이클

의 정․부하중 가력 시 최대내력의 95% 정도로 저하하였고,

11사이클 가력 시 균열폭의 증가에 의해 내력이 급격히 저하

하여 실험을 종료하였다. M16-1.50-1S 실험체는 20회의 동변

위제어 가력에도 내력 및 강성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ASCE41-06 및 ASCE7-10의 댐퍼 요구

성능을 잘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4.2 댐퍼요소의 강성 및 내력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댐퍼의 변수별 성능을 분석하고 토

론하기 위해서 표 3에 실험결과를 요약하였다. 실험결과는

초기강성, 2차강성, 항복내력 및 최대내력을 중심으로 나타

냈다.

먼저 초기강성 및 항복내력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그림 8

과 같이 단조화(Skeleton) 곡선을 나타내었다. 이 스캘레톤

곡선은 반복가력에 의한 이력루프를 단조화하여 만든 것으로

(그림 7 참조), 이 곡선은 정적실험에 의한 단조화 곡선과 일

치한다는 내용을 Kato(1973)가 발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항복내력의 산정은 그림 9와 같이 실제 실험에 의한 곡선

과 2선형으로 이상화 한 곡선의 면적, 즉, 에너지흡수능력이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는 강재이력

댐퍼와 같은 수동제진장치는 에너지흡수능력이 댐퍼의 성능

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림 7. 단조화(Skeleton) 곡선 작성법

그림 8. 실험체의 단조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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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항복내력 산정방법

그림 10은 실험체별 초기강성 및 2차강성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초기강성에 비해서 2차강성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막대그래프가 거의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진해석 시 사용되는 댐퍼요소의 모델링에는 1차

강성뿐만 아니라 2차강성도 중요하므로 각 실험체별 강성비

(K1/K2)를 구하여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실험체별 강성비

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 값은 45～95범위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강성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해석 시 편

의를 위하여 단순하게 나타낼 필요성이 있고, 평균값은 약

65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강성은 1차강성인 K1의 1/65값

인 K2/65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변수에 따른 초기강성분포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림

12에 댐퍼의 두께 및 폭비(B/b)에 따른 초기강성 분포를 각

각 나타내었다. 그 결과 댐퍼의 두께가 증가하거나 폭비가 증

가할수록 초기강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강

판의 면수가 1개인 실험체에 비해서 2개인 실험체의 초기강

성이 약 1.38배 정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10. 실험체별 초기강성

그림 11. 초기강성비( = K1 / K2)

(a) 강판두께 (b) 폭비 (B / b)

그림 12. 변수에 따른 초기강성 분포

그림 13. 실험체별 항복내력 및 최대내력

그림 14. 내력상승율( = Qu / 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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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따른 내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13부터 그림

15까지 각각의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그림 13은 실험체의 항복

내력과 최대내력분포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고, 그림 14는 항

복내력에 대한 최대내력의 비율인 내력상승율을 실험체별로 나

타냈다. 내력상승율은 댐퍼가 항복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내력이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각 실험체별 내력

상승율은 다양한 분포를 보였지만 평균적으로 약 1.5배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15 및 16을 참조하면, 강판의 면수가 1개인

것에 비해서 강판의 면수가 2개인 실험체는 항복내력 및 최대내

력이 각각 2.1배 및 1.9배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a) 강판두께 (b) 폭비 ( B / b)

그림 15. 변수에 따른 항복내력 분포

(a) 강판두께 (b) 폭비 ( B / b)

그림 16. 변수에 따른 최대내력 분포

그림 17. 실험체별 흡수에너지

4.3 에너지흡수능력

그림 17은 각 실험체별 에너지흡수량을 막대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변수별 분석을 위해 그림 18에 댐퍼의 두께 및 폭비에

따른 에너지흡수량 분포를 각각 나타내었다. 에너지흡수능력에

대한 댐퍼두께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폭비에 따른 에너

지흡수능력은 그 차이가 뚜렷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특

히 강판면수가 2장일 경우 폭비가 1.25인 실험체는 폭비가

1.50 및 1.75인 실험체에 비해서 에너지흡수능력이 매우 저하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폭비가 큰 실험체는 댐퍼의 응력

이 골고루 분포되지만 1.25와 같이 폭비가 작은 경우는 폭비가

일정한 것과 같이 응력이 한곳에 집중하여 조기에 취성파단 현

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강판의 면수가 1개

인 것에 비해서 강판의 면수가 2개인 것의 에너지흡수량은 평

균적으로 2.23배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a) 강판두께 (b) 폭비 ( B / b)

그림 18. 변수에 따른 에너지흡수량 분포

5. 분석 및 고찰

5.1 댐퍼의 이력모델

본 절에서는 2.2절에 나타낸 댐퍼의 정식화를 실험결과와

비교하고 이론적인 댐퍼의 이력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9는 항복내력을 이론식과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항복내력은 재료의 특성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재료의

공칭응력을 사용한 식(1)에 의한 값, 표 2의 강재 재료시험결

과를 적용한 값, 그리고 예상항복강도(expected yield stress,

 )를 적용하여 구한 값 등 3개를 한꺼번에 나타냈다. 건축구

조기준 및 해설(KBC 2009)을 참조하여 『0713.6.2 부재 및 접

합부소요강도의 결정을 위한 재료적 특성』에 관한 해설을 살

펴보면, 역량설계법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에너지소산부재의 경

우 부재의 예상항복강도(   )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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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재댐퍼와 같이 에너지소산부재

는 반드시 항복 후 비선형거동을 통하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만약 강재의 공칭응력만을 통하여 댐퍼의 항복내력을

산정할 경우에 예상항복강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지진 시 댐

퍼 대신에 주요구조부재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댐퍼의 항복내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예상항

복강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이 경우 에너지 소산

요소는 취성파괴모드는 배제하고 연성모드가 되도록 설계해

야 한다. 그림 19는 공칭항복강도를 고려한 경우보다 강재시

편결과를 이용하거나 예상항복강도를 고려한 경우가 항복내

력실험값과 더욱 잘 대응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제의

재료강도를 반영하는 예상항복응력 값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과 같은 식(11)을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
 

(11)

여기서, 는 강재의 예상항복응력이며, SS400강재에 대해

서 KBC 2009 기준에서와 같이 1.3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

나 표 2의 재료시험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댐퍼의 두께

가 12mm인 경우는 강재의 재료특성값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복내력이나 항복변위에 대한 실험값과의 차이가 다른 실험

체에 비해서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표 3의 결과

에 대한 이론값은 모두 예상항복강도를 고려한 값이다.

그림 20은 댐퍼의 이선형 모델을 실험결과와 이론값을 바

탕으로 작성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모델은 댐퍼의 항복내

력과 항복변위 그리고 2차 강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특히 2차 강성의 경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강성

의 1/65값을 사용하여 나타내도록 하였다. 그림 21은 댐퍼

의 실험결과를 단조화 한 곡선(Skeleton curve)과 본 연구

에서 제시한 이력모델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하중과 변

위는 모든 실험체에 대한 이력을 한 번에 비교하기 위해서

무차원화 하여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참조하면 실험과 이론에

의한 이력모델은 잘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변형도 분포

그림 22는 댐퍼의 변형도 측정위치를 표시한 것이고, 그림

23은 반복가력에 의한 변형도 분포를 일부 나타낸 것이다.

그림 23은 변형도 분포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누적변위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그림 19. 실험값과 이론값 비교

그림 20. 댐퍼의 이력모델

그림 21. 댐퍼이력모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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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변형도 측정위치

그림 23. 변형도 분포

그림 24는 댐퍼실험의 변수로 고려한 댐퍼 강판의 두께, 폭

비 및 강판의 면수에 따른 변형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5번

째 스텝의 변형도를 대상으로 비교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다

편한 변형도 값의 비교를 위해 B지점의 S2 변형도를 기준으

로 상대적인 변형도비(strain ratio)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그림 24(a)는 두께에 따른 변형도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두께가 12mm인 댐퍼의 변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두

께가 14mm와 16mm의 상대적인 변형도를 살펴보면 두께에

따른 경향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b)는 폭

비에 따른 변형도 비를 나타낸 것인데, 결과는 폭비가 클수록

변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폭비가 작을수

록, 즉, 단면의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댐퍼의 고정단부

에 모멘트에 의한 응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두께에 따른 분포

(b) 폭비에 따른 분포

(c) 강판의 면수에 따른 분포

그림 24. 변수에 따른 변형도 비교

전술한 실험결과를 참조하면, 이러한 응력의 집중이 실험체

를 조기에 파단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변형능력 및 에너지흡

수능력이 크게 저하됨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캔틸레버형

댐퍼의 형상에서 폭비는 댐퍼의 변형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

요한 변수이며, 폭비가 증가할수록 응력이 골고루 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c)는 댐퍼강판의 면수에 따른 변형도 분포를 나타

낸 것으로 각각 1장과 2장에 대한 값을 비교하였다. 그림은

두께가 다르더라도 강판이 1장인 것과 비교해서 2장일 경우,

변형도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결과에서도 기술한 것과 같이 댐퍼의 강판이 2장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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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한 장인 댐퍼에 비해서 황좌굴의 발생이 저감되는 것과

동시에 응력을 골고루 나눠가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제안된 캔틸레버형 강재댐퍼는 폭비가 크고 댐

퍼강판이 2장으로 설계하는 것이 응력도/변형도의 집중을 방

지하기 때문에 이력특성 및 에너지흡수능력에 매우 효과적이

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또는 신축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적용 가능

한 캔틸레버타입 강재댐퍼의 형상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이력특성 및 에너지흡수능력 등을 평가하였고,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제안된 신형상 강재댐퍼는 전형적인 캔틸레버의 거동을

바탕으로 안정된 이력특성을 나타냄으로써 강재댐퍼로서

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실험결과 댐퍼는 댐퍼요소의 폭비()가 증가하거나 댐

퍼강판의 면수가 2장일 경우에 변형능력이 증가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고, 강판두께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였다.

(3) 댐퍼의 내력식은 실제 강재의 항복응력을 반영하는 예상

항복강도를 사용한 식으로 제안하였고 실험결과와 잘 대

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댐퍼의 정식화를 바탕으

로 제안된 이력모델은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변형도 분포에 관한 실험결과는 댐퍼요소의 폭비가 작으

면 응력집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댐퍼가 조기에 파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댐퍼 강판면수의

증가는 변형도 분포를 감소시킴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제안된 댐퍼의 응력도/변형도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비 및 강판면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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