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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감쇠기를 가진 셀  센터링 단자유도 시스템과 

탄소성거동의 단자유도 시스템의 내진성능 비교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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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논문은 성 감쇠기를 가진 셀  센터링 단자유도 시스템과 탄소성 거동을 하는 단자유도 시스템의 내진 성능을 해석  연구

를 통하여 두 시스템이 유사한 최  변  응답을 갖도록 하는 성 감쇠기의 감쇠비를 근사 으로 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우선, 성 감

쇠기를 가진 셀  센터링 단자유도 시스템의 조화 반복 가력 시의 거동에 하여 설명하고 거동을 구 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소개한 후 두 

개의 단자유도 시스템의 이력거동을 특징지을 수 있는 해석변수를 설정하고 20개의 역사지진을 사용하여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실시하

다. 부분의 경우 약 10 ~ 15% 정도의 성 감쇠비를 가진 셀  센터링 단자유도 시스템이 탄소성 거동을 하는 단자유도 시스템과 유사한 

평균 최  변  응답을 보 다. 아울러, 3개의 탄소성 거동을 하는 단자유도 시스템과 6개의 성 감쇠기를 가진 셀  센터링을 선택하여 두 

시스템의 내진성능을 보다 자세히 조사한 결과, 성 감쇠기를 가진 셀  센터링 시스템이 진동이 끝난 후 잔류변형이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약 15%의 감쇠비를 가진 성 감쇠기를 가진 셀  센터링 시스템은 탄소성 거동의 단자유도 시스템보다 우수한 최  변 와 가속도 응답

을 보 다.

ABSTRACT：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tically find the approximate supplement damping ratio of the viscous 

damper installed in self-centering (SC) single-degree-of-freedom (SDOF) systems with maximum displacements that are 

similar to those of elasto-plastic (EP) SDOF systems. The behavior of an SC SDOF system under harmonic cyclic loading 

was first described. Then an analytical model that can capture the behavior of the viscously damped SC SDOF system 

was introduced. Analysis parameters that characterize the hysteresis of the EP and SC SDOF systems were chosen, and 

nonlinear time-history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20 historical accelerograms. Most of the SC SDOF systems with 

viscous dampers with approximately 10-15% damping ratios presented mean maximum displacement values that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EP SDOF systems. To investigate in detail the seismic performance of both systems, three EP 

SDOF systems and six corresponding SC SDOF systems were selected. The analyses showed that all the SC SDOF 

systems eliminated the residual displacements after the end of their shaking, and that the SC SDOF systems with 15% 

damping ratios performed better than the EP SDOF systems in terms of maximum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response.

핵 심 용 어 : 성 감쇠기, 셀  센터링, 탄소성, 내진 성능,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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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인 내진설계법에 의해 설계된 구조물의 주요 횡력 

항 부재는 설계 지진 동안 소성 변형이 발생하여 지진이 끝난2)

1) 교신 자. 서울시립 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Tel: 02-2210-5794, Fax: 02-2248-0382, E-mail: hyungjoonkim@uos.ac.kr)

후 잔류 변형이 남게 된다. 구조물이 지진 발생 이 과 같이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서 잔류 변형의 정도를 조사하고 

보강이나 철거와 같은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물이 고

층화됨에 따라, 잔류변형 등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을 보수하기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김형

554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2권 6호(통권 109호) 2010년 12월

그림 2. 성 감쇠기를 가진 셀  센터링 골조 (Kim, 2007)

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만 아니

라, 해당 기간 동안 업 단 등으로 인한 부가 인 경제 피해 

한 기하 수 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에서 잔류 변형 제어

의 요성이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Christopoulos 등, 

2003)

구조물의 잔류 변형을 보다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하여 비

착 포스트 텐션닝 (Unbonded post-tensioning)기법을 철

골구조에 용한 다양한 셀  센터링 횡력 항 시스템 

(Self-centering lateral-load resisting systems)이 제안

되고 있다.(Ricles 등, 2001;  Chris- topoulos 등, 2002a; 

Rojas 등, 2005; Chou 등, 2006; Kim and Christo 

-poulos, 2008) 선행 연구에서는 비 착 포스트 텐션닝 기법

을 이용하여 기둥과 보 부재를 일체화 시킨 셀  센터링 시스

템만으로는 철골 모멘트 골조에 비하여 설계 지진 하에서 횡변

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하여 에 지 소

산 장치(Energy dissipative devices)를 같이 사용하여 셀

 센터링 시스템의 최  변 응답을 감쇠시켰다.

그림 1은 에 지 소산 장치를 가진 설 센터링 시스템의 한 

로서 마찰형 에 지 소산 장치(Frictional energy dissipative 

devices)를 보 단면과 맞닿는 철골 기둥 랜지와 보 랜지 

사이에 설치하고 비 착 포스트 텐션닝 강 은 보 춤 방향으로 

배열한 후 보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여 기둥 랜지를 통한 

후 외곽 기둥 랜지에 정착시킨 SCFR(Self-Centering 

FRiction energy dissipative) 시스템의 반복 가력 시 얻은 

이력 거동이다. (Kim, 2007)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6%의 층간 변 까지 안정 인 깃발 모양의 이력거동

(Flag-shaped hysteresis)과 우수한 원  복원 능력을 보이

고 있다.

Christopoulos 등 (2002b)의 깃발 모양 이력 거동을 보이

는 셀  센터링 단자유도 (Self-Centering Single- degree- 

of-freedom, SC SDOF)시스템과 탄소성 거동(EP, Elasto 

-Plastic behavior)을 하는 SDOF 시스템의 지진 응답에 

한 비교 연구에 의하면 변  의존형 에 지 소산 장치를 가진 

SC SDOF 시스템이 EP SDOF 시스템에 비하여 최  층간 

변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우수한 내진 성능을 보 으며, 지진

이 끝난 후 잔류변형이 완 히 제거됨을 비선형 시간 이력 해

석을 통하여 입증하 다.

마찰 퍼나 강재를 이용한 이력 퍼를 에 지 소산장치로 

사용한 셀  센터링 시스템은 잔류변형을 효과 으로 제어하는 

장 이 있지만, 비구조체의 손상과 거주성에 향을 주는 가속

도 응답에서는 기존의 모멘트 골조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경향

을 보여 지진으로 인한 비구조체의 손상과 거주성능의 향상을 

그림 1. 마찰 퍼를 이용한 셀  센터링 시스템의 이력곡선의 

실험  검증 (Kim, 2007)

기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Kim (2007)에

서는 성 퍼 (Viscous dampers)와 같은 속도 의존형 에

지 소산장치(Velocity dependent energy dissipative 

devices)를 사용한 셀  센터링 시스템을 제안하 으나, 아직

까지 이에 한 해석 , 실험  연구가 미미한 상태이다.

속도 의존형 에 지 소산장치를 SC 시스템에 용하기 한 

해석  기  연구로서 본 논문은 성 퍼를 이용한 SC 

SDOF 시스템과 연성 철골 모멘트 골조를 표 하는 EP 

SDOF 시스템의 지진에 한 최  변  응답을 비교하고, SC 

SDOF 시스템이 EP SDOF 시스템과 유사한 평균 최  응답 

변 를 보이기 해 요구되는 성 퍼의 감쇠비를 제시하여, 

다자유계 SC 시스템의 비 설계 시 사용 가능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SC SDOF 와 EP SDOF  시스템

2.1 성 퍼를 가진 SC 시스템의 동  거동

항공 산업 등에서 충격이나 진동을 제어하기 하여 사용되

기 시작한 성 퍼는 뛰어난 에 지 흡수 능력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구조물의 진동 제어에 이르기 까지 그 용성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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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포스트 텐션닝 기법을 용한 SC 시스템의 

이선형 탄성 거동의 실험  검증

그림 4. 성 감쇠기를 가진 SC 시스템의 동  거동 특성

표 1. 변  응답 비교를 해 정한 해석 변수

, sec    

0.25 0.05 0.00 1.00 0.05

0.50 0.10 0.05 0.80 0.10

1.00 0.20 0.10 0.67 0.15

1.50 0.30 0.15 0.50 0.20

되고 있다. 그림 2는 Kim (2007)에서 제안한 성 퍼를 사

용한 SC SDOF 시스템을 표 한 것으로 좌측 골조에는 SC 

시스템거동을 특징짓는 이선형 탄성 거동(Bi-linear elastic 

behavior, 그림 3 참조)을 하도록 포스트 텐션닝 기법을 용

한 반면, 이웃하는 골조에는 시스템에 에 지 소산 능력을 부

가하기 하여 가새 형태의 선형 성 퍼를 설치하 다.

진동 속도에 따른 성 퍼를 가진 SC SDOF 시스템의 이

상 인 이력거동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지진에 

의한 지반 가속도가 커질수록 구조물의 진동 속도 한 증가하

게 되고, 증가된 구조물의 진동 속도로 인하여 속도 의존형 

성 퍼의 힘 변  곡선은 그림 4와 같이 팽창하게 된다. 즉 

성 퍼의 소산 에 지량이 증가하게 되어 진동 제어가 가능

하게 되나, 성 퍼 작동 시 발생하게 되는 SC 구조물과의 

상차로 인하여 일시 으로 SC 구조물의 고유한 특징  하

나인 원  복원능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구조물의 진동 속도

가 어들게 되면, 성 퍼의 소산된 에 지양과 함께 퍼

의 구조물의 힘-변 곡선에 한 기여도 한 어들게 되어, 

결국 구조물은 거의 SC 시스템과 같은 거동을 하게 되어 지진 

발생 의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2.2 EP와 SC SDOF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

 지반 가속도 에 의하여 진동하는 질량 을 가진 

SDOF 시스템의 진동 방정식은 다음 식과 같다. 

   
 (1)

식 (1)에서 는 시스템의 고유 감쇠와 부가 감쇠계에 의한 

감쇠성능을 나타내는 등가 성 감쇠 계수이고, 는 시스템

의 속도와 변 에 의해 결정되는 골조 시스템의 항력이며, 

, ,과 는 각 각 시스템의 지반에 한 상  변 , 속도, 

그리고 가속도이다. 기 강성 에 한 시스템의 탄성주기 

는 식 (2)에 의해서 정의된다.

  




 


(2)

는 시스템의 회  주 수(Circular frequency)이다. 

식 (2)를 식 (1)에 입하여 정리하면 식 (3)을 얻을 수 

있다.

    




  (3)

는 시스템의 고유 감쇠비(Inherent damping ratio)이며  

는 성 퍼의 사용으로 추가되는 감쇠비이다. 본 연구에

서는   를 EP SDOF와 SC SDOF 시스템에 공통으

로 사용하 으며, 고유 감쇠비가 두 시스템의 내진성능에 미치

는 향을 최소화하고자, 일반 내진설계에서 사용하는 0.05보

다 작은 값(0.02)을 사용하 음을 밝 둔다. 

2.3 해석변수 산정

본 논문에서는 그림 5의 EP와 SC SDOF 시스템의 이력 

거동을 바탕으로 해석변수를 표 1과 같이 산정하 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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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P SDOF 시스템 스 링 모델  이력 거동

(b) SC SDOF 시스템 스 링 모델  이력 거동

그림 5. SC 와 EP SDOF 시스템의 스 링 모델  이력곡선

표 2. ASCE 7-05에 따른 해석 변수

SDC
, 

sec
SDS SD1 SA CS 

E

0.25

1.40 0.80

1.40 0.175 0.525
0.50

1.00 0.80 0.100 0.300

1.50 0.53 0.066 0.198

2.00 0.40 0.050 0.150

C

0.25

0.33 0.20

0.33 0.041 0.124
0.50

1.00 0.20 0.025 0.075

1.50 0.13 0.017 0.050

2.00 0.10 0.013 0.038

SDOF 시스템을 정의하기 해서 기 강성, 기 강성에 

한 항복 후 강성의 비 와 항복 강도가 필요하며 SC 

SDOF 시스템에서는 추가 으로 성 감쇠기에 의해서 부가

되는 감쇠비 가 이력곡선을 정의하는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시스템의 기 강성과 질량을 해석변수로 

선택하기 보다는 식 (2)와 같이 기 강성과 시스템의 기

강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탄성주기를 해석변수로 선택하 다. 

ASCE/SEI 7(2005)의 EP SDOF 시스템과 같이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철골 모멘트 골조의 개략 인 주기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
 (4)

로 정해지며, 본 연구에서 고려한 주기(0.25  ~ 2.00 )

는 건물 높이  = 4.7 m부터 63.5 m에 해당한다. 

ASCE/SEI 7(2005)의 높이 제한으로 인하여 강진 지역에

서는 높이가 약 49 m (160 ft)이상의 건물에서는 특수 모

멘트 철골조나 이를 이용한 듀얼 횡력 항 시스템만 인정하

고 있다는 과 이력 퍼를 사용한 SC 시스템이 특수 모멘

트 철골조와 유사하거나 우수한 내진 성능을 보 다는 이  

연구 결과(Christopoulos 등, 2002b; Kim, 2007)를 고려

하여 건물주기 2.0  까지를 연구 상으로 하 다.

기 강성에 한 항복 후 강성의 비, 는 EP와 SC 

SDOF 시스템의 이력거동을 정의하는데 있어 요한 변수이

다. 본 연구에서는 두 시스템의 직 인 비교를 하여 EP 

SDOF 시스템에서는   로 가정한 반면, 가 0.20보

다 클 때, 목표 변 에 도달하기 에 SC SDOF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골조 부재, 기둥이나 보에서 소성힌지가 발생

하여 시스템의 원  복원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을 고

려하여 SC SDOF 시스템의 의 범 를 0.05-0.20로 정하

다.

SC SDOF 시스템의 이력거동은 성 감쇠기에 의해서 부

가되는 감쇠비, 의 향을 고려해야 한다. 성 퍼에 

한 해석 변수인 에 하여 ASCE/SEI 7(2005)에서는 

최  35%까지 허용하지만, 일반 인 건축 구조물에서 성 

퍼의 사용으로 20%이상의 시스템 감쇠비를 확보하기 어렵

다는 을 고려하여 0.20을 최 값으로 정하 다.

EP SDOF 시스템의 이력 곡선을 정의함에 있어서 항복하

, 가 필요하여 이를 하여 식 (5)와 같이 량 

를 기 으로 정규화한 를 무차원 해석변수로 사용하 다.

 





(5)

는 력 가속도 (= 9.806 m/sec2)이다. EP SDOF 시

스템을 결정하는 변수 에 한 범 는 식 (6)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6)

 


(7)

은 반응 수정 계수(Response modification coefficient) 

이고, 는 과잉력 계수(System over- strength factor) 

이며, I는 건물의 요도 계수(Important factor)이며, 

는 설계 지진력이다. 그리고 는 주기에 해당하는 탄성 가

속도 스펙트럼 값이다. EP SDOF 시스템은 특수 철골 모멘

트 골조과 유사한 거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 8.0,  = 3.0으로 주어지며, I = 1.0과 지반 조

건을 Stiff Soil로 가정한다면 각 내진 설계 범주 (Seismic 

Design Category, SDC)에 따라 표 2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 (6)을 이용하여 구한 

값의 부분이 본 논문에서 고려한 해석 변수의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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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석에 사용한 지진

Name Record
Magnit

ude

Distance 

(km)

Duration 

(sec)

PGA 

(g)

DTH-01 Imperial Valley, 

1940

Elcentro

6.9 10.0 53.38
0.507

DTH-02 0.744

DTH-03 Imperial Valley, 

1979

Array #05

6.5 4.1 39.38
0.433

DTH-04 0.537

DTH-05 Imperial Valley, 

1979

Array #06

6.5 1.2 39.08
0.332

DTH-06 0.258

DTH-07 Landers, 1992

Barstow
7.3 36.0 79.98

0.463

DTH-08 0.468

DTH-09 Landers, 1992

Yermo
7.3 25.0 79.98

0.572

DTH-10 0.400

DTH-11 Loma Prieta, 

1989

Gilroy

7.0 12.0 39.98
0.732

DTH-12 1.067

DTH-13 Northridge, 1994

Newhill
6.7 6.7 59.98

0.746

DTH-14 0.723

DTH-15 Northridge, 1994

Rinaldi RS
6.7 7.5 14.59

0.587

DTH-16 0.638

DTH-17 Northridge, 1994

Sylmar
6.7 6.4 59.98

0.626

DTH-18 0.899

DTH-19 North Palm 

Springs,

1986

6.0 6.7 59.98
1.121

DTH-20 1.085

그림 6. 설계 스펙트럼과 지진 의 평균 스펙트럼 값과 비교

 ≤ ≤ , 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이 논문의 목 인 EP와 SC SDOF 시스템의 내진성

능에 한 비교를 하여 두 시스템의 항복하 에 한 추가

인 해석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식 (8)과 같이 

EP SDOF 시스템의 항복 강도 에 한 SC SDOF 

시스템의 항복 강도 의 비를 로 정의하고 해석 변수

로 산정하 다.

 


(8)

본 연구에서는 SC SDOF 시스템의 항복강도 가 EP 

SDOF 시스템의 항복 강도  보다 클 경우, 구조물을 

구성하는 횡력 지지 부재의 단면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을 

고려하여 1.00을 의 상한계로, 0.50을 의 하한계로 설정

하 다.

2.4 해석에 사용한 지진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 스지역에서 발

생한 가능한 지진 데이터 20개 (Somerville 등, 1997)를 해

석을 한 입력 지진 로 사용하 으며, ASCE/SEI 7(2005)

에서 정하고 있는 DBE (Design Based Earthquakes) 벨

의 설계 스펙트럼(Design spectrum)과 맞도록 스 일 펙터 

1.1을 용하 다.

표 3은 본 연구에 사용한 지진 를 정리한 것이다. 최  지

반 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는 DTH-19

지진 의 1.121g이며, 진원으로 부터의 거리는 1.2 ~ 36.0 

km이다. 그림 6은 사용한 지진 의 평균 스펙트럼 값과 설

계 스펙트럼을 비교한 것으로 주기가 1 보다 작은 역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두 개의 스펙트럼이 잘 일치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한 그림 6에 함께 표 된 각 주기 별 

최 값과 최소값으로부터 장주기보다 단주기 역에서 편차

가 큼을 볼 수 있다.

3. EP SDOF 시스템과 SC SDOF 시스템의 내진 

성능 비교

3.1. 내진 성능 비교 지표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하여 비선형 동 해석 용 로

그램인 RUAUMOKO(Carr, 2005)에서 지원하는 Newmark 

constant average acceler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안정 인 결과 값을 도출하기 하여 해석 시간 간격을 

0.005 로 하 으며, 시스템의 자유 진동과 잔류변형 값을 

얻기 하여 지반 진동이 끝난 후에 10  이상 해석을 지속

하 다. 성 감쇠기를 가진 SC SDOF 시스템은 그림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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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7. EP와 SC SDOF 내진성능 비교

서 표 한 바와 같이 이선형 탄성 거동을 하는 스 링 요소

와 선형 성 퍼를 나타내는 데시팟(Dashpot) 요소를 병

렬 배치하여 구 하 다.

EP SDOF시스템과 SC SDOF시스템의 내진성능 비교를 

하여 다양한 성능지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 최  변 를 시스템의 내진 성능을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이를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식 (9)의 

평균 최  변  비, 를 사용하여 두 시스템의 내진성능을 

비교하 다.

 


(9)

과 는 20개의 입력 지반 가속도를 사용

하여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으로 얻은 SC SDOF와 EP 

SDOF 시스템의 평균 최 변  값이다. 따라서   일 

때 해석 변수  , 와 에 의해서 정의되는 SC SDOF 시

스템의 평균 최 변 가  = 0.05와 에 의해 정의되는 

EP SDOF 시스템의 평균 최 변 와 확률 으로 같음을 의

미한다.

3.2. 내진 성능 비교 지표에 따른 내진 성능 비교

, , 값에 따른 의 변화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주

기가 0.5  이하로 짧고, 항복 후 강성비 가 0.10이하이

며, =0.67과 0.50인 SC SDOF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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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층, 층,  고층 건물을 표하는 EP와 SC SDOF 시스템의 시스템 변수  시간 이력 해석 결과

시스템 변수 시간 이력 해석 결과

 , sec      , mm   , mm  , g 

EP 1

0.25

0.50 - 0.05 - 12.34 1.00 3.45 0.564 1.00

SC 11
- 0.80 0.10

0.05 28.65 2.32 0.00 0.616 1.09

SC 12 0.15 10.95 0.89 0.00 0.376 0.67

EP 2

1.00

0.10 - 0.05 - 161.7 1.00 32.77 0.562 1.00

SC 21
- 0.80 0.10

0.05 181.2 1.12 0.00 0.522 0.93

SC 22 0.15 120.8 0.75 0.00 0.485 0.86

EP 3

2.00

0.05 - 0.05 - 321.7 1.00 32.19 0.529 1.00

SC 31
- 0.80 0.10

0.05 429.7 1.34 0.00 0.524 0.99

SC 32 0.15 208.7 0.65 0.00 0.506 0.96

SC SDOF 시스템에서 성 감쇠기의 가 0.10이상이면 

EP SDOF 시스템과 유사하거나 작은 평균 최  변 응답을 

보 다. 다음은 선택한 해석변수의  에 한 향을 정리

하 다. 

3.2.1. SC SDOF 시스템의 성 감쇠비의 향 

상한 바와 같이 성 퍼의 감쇠계수가 클수록 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다른 해석변수의 변화에 상 없이 거의 

모든 경우에 하여  =  0에서   = 0.05로 증가시킴

에 따라 의 감소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 1.0sec,  = 0.20,  = 0.2,  = 1.0을 갖는 시

스템의 경우,   = 0에서   = 0.05로 증가시킴에 따라, 

가 1.62에서 1.08로 약 33% 어든  반면,   = 

0.15에서   = 0.20로 증가시키면 가 0.70에서 0.59

로 약 16% 정도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 SDOF 시스템이 EP SDOF 시스템보다 작거나 같은 

수 의 평균 최  변 를 보이기 해서는, 부분의 경우 

5%에서 10%사이의 성 퍼에 의한 추가 감쇠가 필요하

지만, 와 가 작으며 기 강성이 큰 (즉 주기가 짧은) 

SC SDOF 시스템에서는 10% 이상의 추가 인 감쇠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3.2.2. 항복강도 비에 따른 향 

EP SDOF 시스템과 SC SDOF 시스템의 항복강도 비인 

가 1.00, 0.80, 0.67과 0.50일 때의 의 변화를 그림 

7의 (a), (b), (c)와 (d)에 각 각 나타내었다. 체 으로 

가 작아질수록 - SC SDOF 시스템의 항복 강도가 EP 

SDOF 시스템의 항복 강도에 비하여 작을수록 - 가 증가

했다. 즉, SC SDOF 시스템의 평균 최 변 가 EP SDOF 

시스템의 평균 최 변 에 비해 커졌다. 이런 경향은 값이 

크고 SC SDOF 시스템의 항복 후 강성비 가 작으며 주기

가 짧은 시스템에서 두드러졌다. 하지만 값이 작은 시스템

에서는 의 변화가 에 거의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3.2.3. 구조물 주기에 따른 향 

값이 큰 시스템에서는 주기가 짧아질수록 값이 증가하

는 상을 보 다. 이는 1층에서 3층 후의 층 건물과 같

은 주기가 짧은 건물은 주기 긴 고층 건물에 비하여 값이 

커지므로 EP SDOF 시스템의 평균 최 변  응답과 유사한 

SC SDOF시스템을 구 하기 하여 성 퍼로 인한 추가 

감쇠비 가 커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값이 작

으며 주기가 긴 시스템에서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므로, 10층 이상의 고층 건물 설계에서 EP SDOF 시스템과 

유사한 내진 성능을 보유한 SC골조를 가지기 해서는 성 

퍼로 인한 추가 감쇠비가 커야 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3.2.4. 항복 후 강성비에 따른 향 

항복 후 강성비 가 증가할수록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런 경향은 주기가 짧아질수록 두드러졌다. 하지

만 가 0.05이상이고 주기가 1.5  이상이면 값의 

에 한 향이 미미하 다.

3.3. EP와 SC SDOF 시스템의 상세 시간이력 해석결과

두 개의 상이한 이력곡선을 가진 시스템의 내진 성능을 보

다 자세히 비교하기 하여, 우선 세 개의 다른 과 값을 

가진 EP SDOF 시스템을 선정하 다. 이에 한 비선형 시

간 이력 해석결과를 표 4에 정리하 으며 은 최  변 , 

는 잔류 변형, 는 의 최  가속도이다.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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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EP SDOF와 SC SDOF 시스템의 시간 이력곡선

EP 1 (= 0.25sec과  = 0.50)은 3층 정도의 건물을, 

EP 2 (= 1.00sec과  = 0.10)는 10층 후의 건물

을, EP 3 (= 2.00sec과  = 0.050)은 20층 후의 

건물을 표하는 EP SDOF 시스템을 나타낸다. 각 EP 

SDOF 시스템과 SC SDOF 시스템의 내진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5%와 15%의 값을 가지는 SC SDOF 시스템( 

= 0.80과 = 0.10)을 선정하 으며 지진 는 P.G.A. 

= 0.468g인 DTH-08을 사용 다. 아울러, 지진 발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구조물의 손상 정도  거주자들의 

거주성에 한 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최  가속도에 

한 내진 성능 비교 지표 을 식 (10)과 같이 도입

하 다.

 


(10)

 , 는 DTH-08 지진 를 사용하여 시간 이력 

해석을 통하여 얻은 EP SDOF와 SC SDOF 시스템의 최  

가속도(Maximum absolute accelera- tion)이다. 시스템

의 가속도에 하여 보다 합리 인 자료를 얻기 해서는 20

개의 지진 에 해서 평균값을 구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

하나, 본 연구의 목 이 EP SDOF 시스템과 유사한 최  

변 를 가지는 SC SDOF 시스템을 구하는 것이며, 본 논문

의 공간 인 제약을 고려하여 DTH-08 지진 로 인한 시스

템의 가속도만 시하 다. 해석결과 얻은 SDOF 시스템의 

변  응답을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각 그래 의 세로축은 

EP SDOF 시스템의 최 변 에 하여 정규화 하 다.

EP SDOF 시스템과 달리 모든 SC SDOF 시스템에서는 

잔류변형이 완 히 제거되어 원 에 복원됨을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표 4를 통하여 최  변 를 기 으로 볼 때 

15% 성 감쇠비를 가지는 모든 SC SDOF 시스템은 EP 

SDOF 시스템보다 우수한 내진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단

된다. 하지만, 가속도에 해서는 5% 성 감쇠비만으로도 

EP SDOF 시스템과 유사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교  최근에 제안된 성 퍼를 가진 셀

센터링 시스템의 내진성능을 철골 모멘트 골조와의 성능 

비교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성 퍼를 

가진 SC SDOF 시스템의 작동 메카니즘을 기술하 으며, 

SC SDOF 시스템의 모델링 방법과 해석 변수를 설정한 후, 

시스템이 강진 지역에 치한 것으로 가정하여 20개의 역사 

지진을 사용하여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수행하 다.

상한 바와 같이, EP SDOF 시스템과 달리 SC SDOF 

시스템에서는 잔류변형이 완  제거되었다. 그리고 주기가 

0.5  이하로 짧고, 항복 후 강성비 가 0.10이하이며, 

=0.67과 0.50인 SC SDOF 시스템에서는 EP SDOF 시스

템과 유사하거나 우수한 평균 최  변  응답을 가지기 해

서는 15%의 추가 감쇠비가 필요하며, 그 이외의 SC SDOF 

시스템에서는 이를 하여 약 10%의 추가 감쇠비가 필요한 

것으로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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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게 SC SDOF와 EP SDOF시스템의 내진성능

을 비교하기 하여 6개의 SDOF시스템을 선택하고 시간이력 

거동과 최 변 응답, 최  잔류변형, 최  가속도 응답을 비

교하 다. 모든 SC SDOF 시스템에서는 잔류변형이 발생하

지 않았으며, 15%의 성 감쇠비를 가진 SC SDOF 시스템

에는 최  변  응답과 최  가속도 응답측면에서 EP SDOF 

시스템보다 우수한 내진 성능(과 이 1.0 

이하)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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