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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 the vibration control of residential buildings, a multiple type slim damper system is developed and dynamic 
performance test is performed in this study. In conventional damping systems, larger installation space is required in order to achieve 
acceptable seismic performance, and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efficient damping capacity of the device. The proposed 
damping device is composed of several small slim type dampers and linkage units. It can control damping capacity easily by changing 
the number of the small damper. To evaluate the proposed damping device, three slim type dampers (single-type, triple-type and 
penta-type) are designed and manufactured in real scale. Dynamic loading tests are performed by using the three manufactured 
dampers. From the tests, it is shown that damping coefficient is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the damper combined. Thus, test results 
validates the practicality of the proposed slim type dampers. applying nonlinear curve fitting technique, numerical model of the 
dampers are developed and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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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번히 발

생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5
월 중국 쓰촨성 지진(규모 8.0)1)과 2010년 1월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지진(규모 7.0)2), 2011년 3월 동북부 대

지진(규모 9.0)은 지진에 대한 더욱 철저한 준비가 중

요한 요소임을 알려 주고 있다. 국내 기상센터의 조사3)

에 따르면, 매년 지진발생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3년에(1~12월 기준) 총 93회의 지진이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그 중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17회나 발생

하여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인접국

가인 중국과 일본의 잦은 지진발생은 이러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4). 
지진은 모든 자연재해의 특성인 불확실성과 발생에 

따른 방대한 피해로 인해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대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건축물

의 내진설계 및 보강을 위해 그 기준이 1988년에 최초

로 도입되었고, 적용대상 건축물이 6층 이상 또는 연면

적 100,000 ㎡으로 규정하였다. 그 이후 2005년에 그 

범위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되

었으며, 내진설계기준 또한 강화되었다5). 2013년 10월 

현재 서울시 내진대상 건축물 27만 3,636동 가운데 

22.2%에 해당하는 6만 685동의 건축물만이 내진설계

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6). 그리고 비적용대상 건축

물까지 포함할 경우 서울시 전체 건축물 65만 1,079여
동 중에서 9.3%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대다수 건축물이 여전히 지진에 취약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

존의 건축물의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보강기술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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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기존 비내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

해 다양한 공법7-9)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구조

형식과 사용성에 구애받지 않는 제진보강공법10-16)을 널

리 이용하고 있다. 제진보강공법에 사용되는 감쇠장치

(damping device)는 주로 수동형 감쇠장치(passive 
damper)17-24)로 점․탄성댐퍼, 이력댐퍼, 마찰댐퍼 등이 

있다. 점․탄성댐퍼는 경제적이나 중량대 용량비가 증가

하여 설치 공간점유율이 높고, 이력댐퍼는 규모가 큰 지

진에만 유리하여 다양한 지진동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
리고 마찰댐퍼는 댐퍼의 크기가 작으나 감쇠용량 조절이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감쇠장치의 문

제점을 보완하여 신규 및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향상

을 위한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는 한 개의 중량이 큰 감쇠기 대

신 감쇠용량이 작은 여러 개의 감쇠기에 이들을 하나

로 묶어주는 연결부를 추가한 것으로 설치공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쇠용량 조절이 용이하여 다양한 

지진동에 적용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또한 개발된 다

중 슬림형 감쇠장치는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동적실험

을 통하여 감쇠성능을 검증하였다. 동적성능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해 감쇠성능을 검토하였다

2.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 개발

2.1. 개요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감쇠장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점성댐퍼를 이용한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를 개

발하였다. 개발된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는 Fig. 1과 같

이 기존의 감쇠장치와 달리 슬림형 감쇠장치를 기본 단

위로 하여, 요구되어지는 감쇠성능에 따라 여러 개의 

슬림형 감쇠장치를 병렬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감쇠용량이 증가하여도 감쇠장치의 단면지름이 증가하

지 않아 설치시 필요한 공간, 즉 벽체두께 증가 없이도 

벽체 내에 설치가 가능하여 공간 효율성이 좋다. 그리

고 슬림형 감쇠장치의 결합수에 따라 감쇠용량을 결정

하므로, 감쇠용량 조절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진동에 적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2.2. 제작과정

Fig. 1의 개념을 토대로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를 제

작하기 위하여, 먼저 여러 개의 슬림형 감쇠장치를 결

합하는 연결부의 형태를 검토하였다. 다중 슬림형 감

쇠장치는 기존 감쇠장치와 달리 면외거동 가능성이 있

으므로 연결부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단순화 하였

Fig. 1. Concept of multiple slim type damper system

Fig. 2. Details of multiple slim type damper system

다. 그리고 병렬로 결합되는 감쇠장치들은 설치 효율 

증가를 위해 기존의 원형 케이스를 사각형으로 변경하

였다. 세부적으로는 케이스별 연결부위를 좌굴방지를 

위해 강접합이 되도록 처리하였으며, 단위 슬림형 감

쇠장치의 단면 지름은 기존의 건축물의 벽체두께와 벽

체 내 설치시 예상 소요되는 공간, 케이스 두께를 합산

하여 100 mm로 결정하였다. Fig. 2는 다중 슬림형 감

쇠장치의 최종 상세도면을 나타낸다.
Fig. 3 (a)~(f)는 단위 슬림형 감쇠장치의 제작과정으

로, (a)는 연결부위의 절삭과정으로 슬림형 감쇠장치가 

서로 맞물려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는 기존의 감

쇠장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스톤 로드를 제작하였고, 
실용화된 점성댐퍼와 같이 점성이 높은 실리콘으로 피

스톤 내부를 충전하였다.((c)) 각 연결부위를 (d)와 같이 

해당위치에 맞게 천공하였고, 위의 모든 부품들을 체결

하여 최종 단위 슬림형 감쇠장치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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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tting (b) Piston rod 

(c) Silicone filling (d) Boring 

(e) Fastening (f) Single slim type damper 

Fig. 3. Production process of a single slim damper 

Fig. 4. Triple slim type damper system

단위 슬림형 감쇠장치는 최대스트로크 ±40 mm, 33 kN
급으로 설계․제작되었다. Fig. 4는 제작된 단위 슬림형 

감쇠장치를 3개 결합한 Triple Slim Type Damper 이다.
 

3.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의 성능 실험

3.1. 실험 개요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의 거동특성 및 감쇠성능을 평

가하기 위하여 동적실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동적실험을

(a) Single (b) Triple (c) Penta

Fig. 5. Dynamic performance test for multiple slim type 

damper systems

위해 Fig. 5와 같이 각각 1개, 3개, 5개의 슬림형 감쇠

장치를 결합한 실물모형의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

(single slim type damper: SSD, triple slim type damper : 
TSD, penta slim type damper: PSD)를 제작하였다. 그리

고 하중 재하기(actuator, 최고용량 500kN)를 이용하여 

반복하중 재하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속도에 따른 

점성댐퍼의 감쇠용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력 속

도를 변수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력속도는 총 6
개(2 mm/sec, 3 mm/sec, 4 mm/sec, 5 mm/sec, 7 mm/sec, 
10 mm/sec)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3.2. 결과분석 

하중 재하기를 이용한 3개의 실물모형에 대한 성능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SSD(single slim type damper)의 각 속도에 따른 

이력곡선은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을 살펴보면 5 
mm/sec를 제외한 경우에서 초기강성이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5 mm/sec 경우에서의 차이는 실험시 오차에 

Fig. 6. Load-displacement hysteresis curves of SSD according 
to variations of loading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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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으로 보인다. 속도에 따라 SSD의 항복강도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항복 후

에는 더 이상 하중 증가 없이 변형만 증가하는 소성변

형구간이 발생하였으며, 10 mm/sec를 제외한 경우에서 

압축과 인장거동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1은 

가력 속도별 SSD의 이력특성치를 나타낸다. 
TSD(triple slim type damper)의 이력특성을 살펴보면 

Fig. 7과 같다. TSD의 이력곡선에서는 모든 속도에서 

초기강성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항복강도는 SSD의 

이력곡선과 같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

하였다. 그리고 항복 후 소성구간이 발생하였으며, 모
든 속도에서 인장과 압축거동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Table 2는 TSD의 가력 속도별 이력특성치를 나타낸다.

PSD(penta slim type damper)의 가력속도 변화에 따

른 하중-변위 이력곡선은 Fig. 8과 같다. PSD의 이력곡

선을 살펴보면 이전의 실험모형 이력곡선과 같이 속도

에 관계없이 초기강성이 유사하고, 항복 후 소성구간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2 mm/sec, 3 mm/sec, 4 mm/sec, 
5 mm/sec 속도에서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 maximum
(kN)

- maximum
(kN)

average
(kN)

2 mm/sec 42.58 39.83 41.20

3 mm/sec 41.59 43.95 42.77

4 mm/sec 43.85 45.71 44.78

5 mm/sec 44.05 47.48 45.76

7 mm/sec 45.91 49.24 47.58

10 mm/sec 51.21 52.58 51.89

Table 1. Maximum damping force of SSD according to variations
of loading velocity 

Fig. 7. Load-displacement hysteresis curves of TSD according 
to variations of loading velocity

    + maximum
(kN)

- maximum
(kN)

average
(kN)

2 mm/sec 92.12 109.87 100.99

3 mm/sec 98.69 107.91 103.30

4 mm/sec 100.06 115.17 107.62

5 mm/sec 111.25 118.90 115.07

7 mm/sec 115.07 125.96 120.52

10 mm/sec 124.88 135.77 130.33

Table 2. Maximum damping force of TSD according to variations
of loading velocity 

Fig. 8. Load-displacement hysteresis curves of PSD according 
to variations of loading velocity

항복강도가 증가하나 7 mm/sec, 10 mm/sec 속도에서는 

다른 실험모형과 달리 항복강도가 증가하지 않고 유사

한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SD의 변위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력 속

도별 PSD의 이력특성치를 나타낸 Table 3을 살펴보면 

7 mm/sec와 10 mm/sec의 속도에서 유사한 항복강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슬림형 감쇠장치의 결합수가 5개
로 증가하면서 감쇠장치간의 마찰력이 증가하였을 

    + maximum
(kN)

- maximum
(kN)

average
(kN)

2 mm/sec 174.13 164.71 169.42

3 mm/sec 179.42 177.36 178.39

4 mm/sec 188.65 178.44 183.55

5 mm/sec 188.45 186.00 187.22

7 mm/sec 193.45 184.62 189.04

10 mm/sec 208.17 169.81 188.99

Table 3. Maximum damping force of PSD according to variations
of loading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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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imum
(mm)

- maximum
(mm)

average
(mm)

2mm/sec 40.04 40.01 40.03

3mm/sec 39.35 40.11 39.73

4mm/sec 38.92 39.85 39.39

5mm/sec 38.49 38.83 38.66

7mm/sec 35.53 33.68 34.61

10mm/sec 29.58 25.11 27.35

Table 4. Maximum displacement of PSD according to variations 
of loading velocity 

뿐만 아니라 속도증가로 인해 감쇠장치의 온도가 증가

하여 감쇠장치의 감쇠력에 일부 손실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Table 4와 같이 PSD 실험모형의 변위가 감소

하는 것은 감쇠장치의 결합수 증가로 인해 PSD의 강

성 또한 증가함으로서 점탄성 감쇠장치와 유사한 특성

을 지니게 되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쇠장치의 강

성이 증가하여 변위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으

로 측정된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속도에 대하여 비

선형성을 보이는 점성 감쇠장치의 특징25,26)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PSD는 감쇠장치 결

합수의 증가로 인해 점탄성 감쇠장치의 특성 또한 나타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슬림형 감쇠장치

의 결합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쇠용량이 증가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3.3. 수치모델 

개발한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의 하중-속도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각 감쇠장치의 이산화된 실험치(Table 
1,2,3의 average value)를 Nonlinear Curve Fitting 기법
27,28)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점성댐퍼의 이력특성식을 

이용하여 하중-속도관계를 식 (1)과 같이 수식화 하였

으며, 그에 따른 각각의 수치이력모델은 Table 5와 같

다. 여기서 각 실험치들과 하중-속도 관계곡선간의 최

소 오차간격을 위하여 비선형성을 나타내는 감쇠지수 

는 0.2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1)

여기서, (type of damping coefficient)는 타입별 감

쇠계수, V(damper velocity)는 댐퍼 속도, (damping 
index)는 감쇠지수를 나타낸다.

Table 5를 살펴보면 슬림형 감쇠장치 결합수가 증가

함에 따라 타입별 감쇠계수(type of damping coefficient)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SSD와 비교하여 

TSD는 약2.5배, PSD는 약 4.3배의 감쇠계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연결 등에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감쇠력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

실량은 예상된 것이고, Nonlinear Curve Fitting기법 적

용에 의한 오차 또한 감안한다면, 실손실량은 크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에서 얻은 수치모델을 근

거로 하여 각각의 감쇠장치의 하중-속도 관계 곡선을 

실험치와 비교하면 Fig. 9와 같다. Fig. 9를 통하여 수

치모델에 대한 근사가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수치모델을 통해 해당 감쇠장치의 결합수

type SSD
(kN․sec/mm)

TSD
(kN․sec/mm)

PSD
(kN․sec/mm)


 33.49 82.98 133.49

  0.2

Table 5. Characteristics of multi slim type damper 

(a) Nonlinear curve fitting of SSD

(b) Nonlinear curve fitting of TSD

(c) Nonlinear curve fitting of PSD 

Fig. 9. Load-velocity curves for multiple slim type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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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감쇠계수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규 및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향

상을 위하여 새로운 형상의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를 

개발하였다. 제시된 감쇠장치는 요구되어지는 내진성

능을 위해 다양한 감쇠용량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개

로 나누어 조합 및 결합할 수 있으며 설치공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의 

감쇠성능 평가를 위해 하중재하기를 이용한 동적 실험

을 실시하였다. 실험수행 결과 실험 모형 모두 점성댐

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슬림형 감쇠장치의 결합수에 따라 감쇠계수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된 다중 슬림형 감쇠장치가 

충분히 실용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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