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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여 지진의 피해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05년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3층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었으며, 2016년 말부터는 대부분의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 설계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내진 설계기준

의 개정이전에 지어진 노후화된 건축물들은 내진설계가 이루어

지지 않아 대규모 지진 발생으로 인한 재난 피해가 심각할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공항시설을 제외한 병원시설, 건축물, 도로

시설의 경우 정부계획 대비 내진보강 시행비율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기둥과 

보로 구획된 골조 내에 새로운 벽을 증설하거나 기존 벽두께

를 증가 또는 기존부재의 강성을 증가시켜 내진성능을 향상

시키는 강도 ․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주로 기둥의 전단보

강에 사용하여 기둥의 파괴형식을 전단파괴에서 휨파괴로 

이동시켜 변형(연성)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구조물의 감

쇠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진에너지를 소산시키는 방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에너지소산형 장치 중에서 강재 플레이트 

댐퍼는 감쇠 성능에 기반한 설계를 함으로써, 구조물에 발생

하는 하중 에너지를 소산시켜 구조물에 직접적인 하중 유입

을 막으며,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형을 플레이트 댐퍼에 집중

시켜 구조물의 소성변형을 최소화하고, 반복이력에 대한 안

정적인 거동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국 ․내외적으로 에너지소산형 장치인 강재 플레이트 댐퍼

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수직 슬릿 댐퍼
[1],[2],[3]와 수평 슬릿 댐퍼[4]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트럿 두께

가 일정할 때, 스트럿의 폭과 길이의 비율()에 따라 에너

지 소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강재 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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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형에 관한 매커니즘과 인장 및 압축응력은 오상훈[5],[6] 

등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스트럿의 휨거동에 의한 수평하중 지지방법의 댐퍼는 단

면이 휨지배에 의해 거동하게 됨에 따라 인장거동의 단면에 

비해 낮은 저항 능력을 가지게 되며, 또한 스트럿의 폭이 넓

은 경우에는 단면의 인장측이 인장파열이 발생하여[5] 급격

한 내력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댐퍼의 단면이 인장거동을 하여 전단면이 

충분히 항복하여 저항하는 형태로서 제안된[7] 대각형 강재 

댐퍼를 대상으로 실험 및 해석을 수행하여 이력특성을 파악

하고, 댐퍼로서의 구조적 효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체 계획

실험체의 형상 및 일람은 Table 1에 나타낸다.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험체는 강재 플레이트에 마름모 공극을 

두어 횡력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자 X형태의 대각 가새 형

태의 스트럿으로 구성된 댐퍼를 계획하였다. 실험체의 크기

는 500×800×3mm으로서 스트럿의 각도 및 폭을 변수로 

하였으며, 스트럿 폭은 각각 30mm, 45mm, 60mm로 계획

하였고, 그에 따른 각도의 변수로는 각각 30°, 45°, 60°로 계

획 하였다. 실험체의 단면 공제율은 50％로 동일하게 제작

하였으며, 오차범위는 ±1％내외이다. 공제율 50％는 본연

구의 댐퍼가 창문틀 부위에 설치된다고 가정하여 채광, 미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2.2 실험체 설치 및 가력

가력 실험체 및 실험설치 상황은 Fig. 1에서와 같이 단부

에 힌지로 구성된 구조프레임에 플레이트 댐퍼를 설치하고, 

300kN의 oil jack으로 압축 및 인장 반복하중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하중 및 변위, 거동 등의 정확한 실험결과를 취

득하기 위해 별도로 로드셀과 변위계(LVDT)를 설치하여 측

Table 1. List of specimens

Type Width : 30mm Width : 45mm Width : 60mm

Angle

30°

D30-30 D30-45 D30-60

Angle

45°

D45-30 D45-45 D45-60

Angle

60°

D60-30 D60-45 D60-60

D 30 45

폭(Width)

각도(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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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실험체의 변형률을 취득하기 위하여 스트레인게

이지를 부착하였다. 가력은 Fig. 2의 변위제어 cycle을 기준

으로 진행하였다.

사이클은 2사이클()에서 단면 항복( 


∆
≥ 


)할 것

으로 판단하고 사이클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2배씩 증가하

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2.3 재료시험

본 연구의 실험 및 해석을 위해 실험체에 사용된 강재의 기

계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장시편을 제작하여 인장강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강재는 SS400급 강재를 사

용하였으며, 한국공업규격의 재료 인장시험편에 따라 제작 및 

실험을 진행하였다. 강재의 기계적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낸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하중-변위관계

각 실험체의 하중-변위관계는 Fig. 3에 나타낸다. 강재 

대각 스트럿 형태의 댐퍼인 경우 모든 형태의 실험체에서 기

본적으로 항복점까지 선형적인 거동을 하며, 항복이후부터 

실험 종료 시까지는 안정적인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D30 

type의 실험체인 경우 D45, D60 type에 비해 약 40% 정도

의 내력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각 type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스트럿 간격에 따른 내력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스트럿 각도 차에 따른 최대 내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대각 스트럿의 구성각도에 따라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실험체 상하부에 설치된 강체와의 결합하여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스트럿의 단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대각형태의 댐퍼가 수평하중에 

대해 충분히 저항하기 위해서는 상하의 강체 또는 측면에 강

체를 설치하여 대각 스트럿으로 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충분

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Fig. 3의 하중-변위관계의 이력거동에 있어서 일

반적인 강재의 하중변위 관계의 형태와는 달리 항복이후에 

Fig. 1. Set-up of specimen

Fig. 2. Loading cycle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

Grade Thickness
Fy

(MPa)

Fu

(MPa)
YR

Elo

(%)

SS400 3mm 370 450 0.82 31.9



강재 플레이트 댐퍼의 구조성능에 관한 연구

162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통권 제147호) 2017년 4월

하중이 반복 재하될 경우에는 역 S자형태의 이력거동을 나

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대각 스트

럿부재가 항복에 의해 소성변형이 발생하여 압축에서 인장

으로의 거동이 하중이 “0”인 점에서 거동하지 못하고 누적 

변형량만큼의 변위가 진행된 이후에 수평하중에 대해 저항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4는 D45-45 실험체의 

대각 스트럿부재에 대한 하중 사이클별 변형율을 나타내고 

았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사이클이 완료된 점에

서의 대각 스트럿부재의 변형율은 3사이클까지는 거의 탄성

범위에 머물러 있으나, 이후 소성영역으로 진입하게 됨에 따

라 잔류변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3에서는 실험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며, Fig. 5는 

제1cycle 원점과 끝점을 이은 직선을 이용한 항복강도 및 항

복변위의 산정방법을 나타낸다. 초기강성 Kst는 대부분의 실

험체가 20kN/mm전후로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각 스트럿중 좌우단부에 부착된 경우

에도 단부의 판재가 변형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대각 스트

럿이 수평하중에 대해 충분히 저항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항복강도에 있어서는 D60-45실험체(47.2kN)가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D30-60실험체(25.0kN)보

다 약 1.9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도 및 대각 

스트럿의 폭의 차이에 따른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

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좌우단부에 부착된 대각 스트럿

a) Degree 30 Type

b) Degree 45 Type

c) Degree 60 Type

Fig. 3.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Fig. 4. Strain-loading cycle relationship

Table 3. Results of experiment

Type
Kst

(kN/mm)

Py

(kN)

Dy

(mm)

Pmax

(kN)

Dmax

(mm)
Pmax/Py

D30-30 21.6 38.8 3.1 46.7 11.0 1.2

D30-45 16.4 35.4 3.7 50.1 12.1 1.42

D30-60 17.3 25.0 3.8 44.6 14.2 1.78

D45-30 19.4 32.5 3.8 72.4 24.0 2.23

D45-45 16.5 46.2 7.7 72.0 28.0 1.56

D45-60 22.4 41.1 5.1 72.2 31.6 1.76

D60-30 17.4 46.2 7.3 77.0 29.7 1.67

D60-45 18.7 47.2 6.6 73.2 31.9 1.55

D60-60 21.1 30.2 2.0 62.1 31.3 2.06

Kst: initial stiffness, Py: yielding strength, Dy: displacement at 

yielding strength, Pmax: maximum strength, Dmax: displacement 

at maximun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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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복 시까지 수평하중에 충분히 저항하고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그러나 최대강도에 있어서 대각 스트럿의 설치각도

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각 스트럿의 설

치각도가 30°인 D30 type인 경우에는 대각 스트럿이 하중

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상하의 강체에 부착되지 못하고 좌

우단부에 부착됨에 따라 좌우단면의 변형과 함께 급격히 내

하력을 상실하게 되어 최대하중이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댐퍼의 경우에는 상하 및 좌우 단부에 대각 스

트럿으로 부터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부재의 설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Table 3에서는 최대하중시의 변위도 나타내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D30 type실험체의 경우에는 좌우 판재의 

하중지지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기에 최대하중에 도달하고 

이후 하중이 점진적으로 저하하고 있으나, 급격한 변화양상

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D46 및 D60 type 실험체의 경

우에는 D30 type실험체에 비해 2배 이상의 최대하중시의 

변위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D30 type 실험체인 경

우에도 가장 낮은 최대 변위값인 11.0mm를 층간변위로 환

산하면 2/100이상으로 내진 설계기준의 허용층간변위를 충

분히 만족하고 있으며, 또한 최대하중이후의 안정된 거동을 

하고 있어 내진 댐퍼로서의 우수한 변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3.2 에너지 흡수 능력

댐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각 실험체의 에너지 흡

수능력은 산정하여 Table 4 및 Fig. 6에 나타내고 있다. 또

한 Table 4 및 Fig. 6은 각 실험체의 각 Cycle 별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 1cycle에서의 흡수능력은 실험체의 강성과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4cycle 이후에는 지지하중의 차

에 다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D30 type에 비

해 D46, D60 type 실험체가 높은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대각 스트럿 type의 경우 D30-30 type이 인장측 32mm 

까지 가력이 되어 있어 가장 낮은 효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5 

cycle까지의 총 누계 에너지흡수력을 기준으로 D45-30 

type이 가장 좋은 에너지 흡수 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

장 낮은 D60-60 type보다 약 33% 좋은 효율을 나타냈다.

3.3 실험체 파괴양상

실험의 진행은 설치된 플레이트 실험체가 완전히 파괴 및 

변형이 발생할 때까지 변위제어를 하였다. Fig. 7에서는 각 

실험체들의 실험 종료 후의 파괴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실험체들은 대각 스트럿에 인장과 압축이 반복 작용함에 따

라 면외 변형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D45 및 D60 type에서

는 좌우 단부에 부착된 대각 스트럿을 통하여 작용하는 인장

Fig. 5. Method of yield strength evaulation

Table. 4 Energy absorption

Type
1

cycle

2

cycle

3

cycle

4

cycle

5

cycle

6

cycle

Sum

(kN ․ mm)

D30-30 64 175 380 851 1,536 1,446 4,453

D30-45 59 136 392 859 1630 2,776 5,851

D30-60 45 109 230 616 1,468 2,112 4,580

D45-30 47 132 389 1,038 2,159 4,228 7,994

D45-45 53 109 278 806 2,084 4,275 7,605

D45-60 50 172 328 919 1,945 4,012 7,425

D60-30 48 104 282 784 2,029 4,529 7,776

D60-45 48 124 305 791 1,855 4,059 7,177

D60-60 53 128 400 822 1,426 3,219 6,047

Fig. 6. Energy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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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으로 인하여 좌우단부 부위의 플레이트에 큰 변형과 더

불어 찢김현상이 발생하였다.

4. 유한요소 해석

각 실험체의 3차원 해석을 위해 Element Type은 3D-Solid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해석 실험체의 모델링은 4140~5321

개소의 Mesh로 분할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Boundary conditions는 Fig. 8에 나타낸다. 

실험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기 위해 모델 상단은 실

험체의 횡방향 반복가력을 위해 Ux방향을 제외한 Uy,Uz방

향은 구속하였다. 모델의 하단부는 3방향(Ux, Uy, Uz) 자유

도 구속하였으며, 해석모델 또한 실험모델과 동일한 조건으

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4.1. 재료특성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ANSYS(Ver. 13.0)

를 사용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재료 특성은 사용강재의 재

료 시험결과로부터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다. 기본적으로 강재의 이력특성은 Fig. 9와 같이 Multi-linear 

Kinematic Hardening을 이용하였으며, Stress-Strain 곡

선은 Engineering Stress-Engineering Sttain에서의 데

이터를 바탕으로 Ture Stress-Logarithmic로 치환하여 재

료 물성치를 추출하여 적용한 재료물성은 아래와 같다.

탄성계수: 205,000MPa

항복강도: 370MPa

최대강도: 450MPa 

포아송비: 0.3

D30-30 D30-45

D30-60 D45-30

D45-45 D45-60

D60-30 D60-45

D60-60

Fig. 7. Failure mode

Fig. 8. Boundary conditions

Fig. 9. Stress-strai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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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석 결과

해석결과는 Figs. 10 및 11에 나타낸다. Fig. 10은 실험에

서와 같이 최대 변위 32mm까지의 변위에서의 응력도 분포

를 나타내며, Fig. 11에서는 해석결과의 하중-변위관계를 

나타낸다. Fig. 10에서 알 수 있듯이 대각 스트럿이 상하단

부의 강체에 접합된 경우에는 충분한 응력 분포가 일어나고 

있으며, 좌우 단부에 접합된 대각 스트럿의 경우에는 부재의 

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좌우 단부의 

플레이트에서 큰 변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응력도 집중되고 

D30-30 D30-45 D30-60 D45-30 D45-45

D45-60 D60-30 D60-45 D60-60

Fig. 10. Stress diagrams of analysis results

a) D30-30 b) D30-45 c) D30-60

d) D45-30 e) D45-45 f) D45-60

g) D60-30 h) D60-45 i) D60-60

Fig. 11.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analysis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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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1에서는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실험체에서 해석결과는 실험결과를 잘 추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항복하중 이후

의 거동에서 최대하중의 추적까지는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최대하중이후의 거동에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료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

로 판단되며, 금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실험 및 해석결과의 초기강성 및 최대내력을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고 있다. 실험치와 해석치의 초기강성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댐퍼 가력프레임 힌지부의 유

격, 가력시 편심, 슬립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에서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최대내력은 4%전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해석적으로 대각 스트럿 댐퍼의 강도 등 이력 

거동을 잘 추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각 스트럿형태의 강재 플레이트 댐퍼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형상의 강

재 댐퍼를 제안하고, 실험 및 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은 얻었다.

(1) 강재 플레이트 댐퍼의 최대내력 및 에너지 흡수능력 등

은 D45, D60 Type은 유사한 수치 및 거동을 나타내는 

반면 D30 Type은 D45, D60 Type에 비해 약 30~40%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대각 스트럿 형태의 강재 플레이트 댐퍼의 최대 수평하

중시의 변위는 구조기준에 의한 구조물 허용층간변위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대하중 이후 하중의 급격한 저하없

이 안정적인 거동을 나타내고 있어 내진 댐퍼로써 효율

성 및 경제성, 시공성, 현장 적용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각 실험체의 파괴양상은 대각 스트럿의 인장 및 압축응

력에 의해 면외 방향의 변형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단부에 응력집중 및 지지부위에서 균열, 찢김 등

의 파괴가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연구 및 보강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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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근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내진설계법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의 건축물에서 

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대각 스트럿형태 강재 플레이트 댐퍼의 유효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제안된 대각 플레이트의 각도 및 스트럿 간격을 변수로 한 9가지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댐퍼의 하중-변형 관계를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해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제안된 댐퍼의 형상에 따른 강도 및 강성 등을 

규명하였으며, 댐퍼의 유효성을 규명하였다.

핵심용어 : 내진설계, 강재 댐퍼, 구조실험, 유한요소해석, 구조적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