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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그 규모도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형지진의 발생 시 저층 구조물의 붕괴로 인한 인명 및 사회, 경제적 피해가 두드러짐에 따라 기
존 저층 구조물의 내진보강기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도
증가형 내진보강공법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내진보강기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입력하중 저감형 내진보강기법으로서 강재댐퍼시스템을 제안하여
구조적 성능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한 보강 실험체와 비보강 실험체를 제작하여 정적가력실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제안된 강재댐퍼시스템은 입력에너지를 소산시키는 내부의 슬릿형 댐퍼와 이를 지지하는 기둥
및 외부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내부 댐퍼는 먼저 항복하여 에너지를 소산시키기 위하여 지지기둥
및 프레임에 사용된 강재보다 강성 및 강도가 적게 계획되었다. 강재댐퍼의 성능실험 결과, 비교
적 안정적 거동을 하며, 강성과 강도 및 에너지 흡수능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보강 및 비보강 실험체의 골조는 기존 학교 건축물의 표준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골조의 일부를
대상으로 60% 축소율을 적용하여 계획하였으며, 보강 실험체는 미리 제작된 강재댐퍼시스템을 골
조 내에 설치하여 에폭시 주입법으로 부착시공 하였다.
보강 및 비보강 골조 실험체의 정적가력 실험결과 비보강 실험체는 기둥의 휨 항복 후 변형의
증가에 따라 휨 및 전단 균열이 증가하면서 최종적으로 기둥이 전단파괴 되었으며, 보강 실험체는
비보강 실험체에 비하여 기둥 및 보의 균열이 적고, 골조에 골고루 분포되어 파괴 규모가 감소하
였다. 최대 강도면에서 보강 실험체는 비보강 실험체에 비하여 약 3.4배 우수하였으며, 초기강성은
약 7배 가량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어 제안된 강재댐퍼시스템이 강도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실험체의 기둥 주근 및 띠철근의 변형률을 비교한 결과, 비보강 실험체
는 대부분의 철근이 항복하여 큰 변형을 일으킨 반면, 보강실험체에서는 철근의 항복현상이 나타
나지 않았고 댐퍼가 항복을 하면서 큰 변형을 일으켰다. 이를 통해 지진하중 입력 시 댐퍼에서 입
력 에너지를 흡수하여 큰 하중을 부담하며, 기존의 구조부재에는 입력 에너지가 낮아 손상이 보다
적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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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 및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진 안전지대라
여겨졌던 우리나라에서도 지진발생의 가능성과 그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
책으로 1988년부터 건축구조물에 대하여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으며, 점차 규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기존 저층 철근콘크리트(RC) 구조물의 경우 대부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기존 구조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활발
히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강도증가형 공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연성증가형, 지진입력하중저감형
(제진, 면진)등의 다양한 내진보강공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진보강을 위한 강재댐퍼시스템을 제안하고 구조적 성능을 파악한 다음, 제안된 댐퍼의 적용 유
무에 따른 RC골조의 정적가력실험을 수행하여 내진성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제안된 강재댐퍼시스템
2.1 형상 및 특징
제안된 강재댐퍼시스템의 형상 및 상세를 그림 1에 나타내며, 사용 강재 일람 및 물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강재댐퍼시스템은 내부의 슬릿형 이력 댐퍼(이하 내부댐퍼)와 댐퍼를 지지하는 기둥
및 외부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이를 기존 구조물의 골조 내에 설치하여 지진하중 입력시 댐퍼의
소성변형에 의해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하였다. 내부댐퍼는 다른 부재들 보다 먼저 항복하여야 하
므로 지지기둥 및 외부 프레임보다 강성 및 강도를 낮게 계획하였다.

표 1. 사용된 강재의 특성

(a) 형상

(b) 내부댐퍼상세

부재

사용
강재

항복
강도
(MPa)

인장
강도
(MPa)

탄성
계수
(MPa)

내부
댐퍼

SS400

314

422

175,234

그 외

SM490

357

523

202,545

그림 1. 댐퍼 시스템의 형상 및 치수

2.2 구조적 성능
제안된 댐퍼시스템의 구조적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적가력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가력 사이
클은 그림 6, 실험 셋팅은 그림 7과 같다. 댐퍼는 부재각 3.5%에서 휨파괴 되었으며, 최종 가력
후 전체 댐퍼시스템과 내부댐퍼의 파괴형상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댐퍼시스템의 하중-변위 관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부재각 0.75%에서 정․부방향 평균
264.87kN으로 항복하였고, 최대내력 491kN, 초기강성 46.7kN/mm을 나타내며 비교적 안정적 거동
을 하였으며, 에너지 흡수 능력도 우수하게 나타났다. 항복구간 이후에 내력이 증가하는 것은 하
중 재하 시 가력보의 회전으로 인하여 외부 프레임의 기둥부분에서 인장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

여 그 내력은 무시하였다. 댐퍼 스트럿의 상부, 중앙부, 하부의 변형률을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하
중-변형률 관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정방향 가력시 상부는 압축, 하부는 인장을 받으며 휨거
동 하였고, 부재각 0.75% 부방향 가력시 항복하여 큰 변형을 일으켰다.

(a) 전체
(b) 내부댐퍼
그림 2. 강재댐퍼 시스템의 파괴형상

(a) 상부

그림 3. 제진 댐퍼 하중-변위 관계

(b) 중앙부
그림 4. 댐퍼의 하중-변형률 관계

(c) 하부

3. 보강 빛 비보강 골조의 실험계획
3.1 실험체 계획
본 가력실험에서는 강재댐퍼시스템의 적용 유무를 변수로 하여 비보강 실험체(S-F)와 댐퍼보
강 실험체(S-DF)를 제작하였다. 실험체의 골조 계획은 기존 학교 건축물의 표준도면을 대상으로
기둥, 보, 허리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골조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60% scale의 축소모델로 제작
하였다. S-DF 실험체는 강재댐퍼시스템을 골조 내부에 설치하고, 접합면에 퍼티 작업하여 약
10mm 두께로 에폭시를 주입하여 부착하였다. 실험체의 형상과 배근 상세도를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a) 골조 실험체 배근도

(b) S-F 실험체
그림 5. 실험체 형상 및 상세

(c) S-DF 실험체

3.2 사용재료
실험체의 제작에 사용된 철근과 콘크리트(실험 전, 후)를 각 3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재료시험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와 표3에 나타내었다.
표 3. 철근의 시험결과
표 2. 콘크리트의 시험결과
설계강도
(MPa)
21.0

압축강도
(MPa)
26.8

HD 6

항복강도
(MPa)
339

인장강도
(MPa)
561

탄성계수
(MPa)
204,700

HD10

419

607

163,807

HD13

387

644

152,746

HD16

345

544

175,216

사용강재

인장강도
(MPa)
2.7

3.3 가력 및 측정방법
수평하중은 총용량 1,000kN의 Actuator를 사용하여 골조의 기둥 유효길이(h=1,230mm)에 대하
여 부재각을 0.1, 0.25, 0.5, 0.75. 1.0, 1.5, 2.0, 2.5, 3.0%로 높여가며 변위제어 방식으로 가력 하였
으며, 가력 사이클은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실험체의 설치는 그림 7과 같고, 연직하중의 일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골조 실험체의 상부 보에
약 49kN의 하중을 상재하여 수평가력 하였다. 하중 데이터는 Actuator 로드셀에서 측정된 값을
이용하였으며, 골조의 상부 보, 허리벽, 기초 위치에 LVDT 3개, 주요 부위 철근에 22개의 Strain
Guage를 설치하여 변위와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그림 6. 가력 Cycles

그림 7. 실험체 설치도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균열 및 파괴 형상
S-F 실험체와 S-DF 실험체의 최종 가력 후 파괴형상을 그림 8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S-F
실험체는 부재각 0.5%에서 최초로 기둥 양단부에서 휨균열이 발생하였고, 부재각 0.75%에서 전단
균열이 발생하였다. 부재각의 증가에 따라 기둥과 보에 휨 및 전단균열이 증가하였고 부재각
3.5%에서 기둥의 좌굴이 현저히 발생하였으며 최종 우측 기둥하단에서 전단으로 파괴되었다.
S-DF 실험체는 부재각 0.5%에서 기둥과 보에 휨균열, 허리벽에 전단균열이 최초로 동시에 발
생하였다. 부재각 0.75%에서 댐퍼와 골조 기둥의 에폭시 접합면에서 부착파괴가 발생하였고 부재
각이 증가하면서 허리벽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점차적으로 휨 및 전단균열이 증가였고, 최종
부재각 2.0%에서 상부 보와 수평 가력보의 연결부에서의 전단균열 폭이 넓어지면서 내력이 저하
되어 실험을 중단하였다. S-F 실험체에 비하여 S-DF 실험체는 기둥의 균열이 현저히 적게 발생
하였으며, 골조 전체에 균열이 고르게 분포되어 전체적으로 실험체가 건전함을 보였다.

(a) 전체
(b) 우측기둥하단
그림 8. S-F 실험체 파괴 형상

(a) 전체
(b) 상부보 가력부
그림 9. S-DF 실험체 파괴형상

4.2 하중-변위 관계
각 실험체의 최종 파괴시 까지의 하중-변위 관계를 그림 10에, 항복하중 및 최대내력을 표 4에
나타내었다. S-F 실험체는 부재각 1.50%에서 정방향 102.78kN, 부방향 109.96kN으로 항복하였으
며, 부재각 2.5%에서 정방향 142.12kN, 부방향 132.13kN의 최대내력을 보였다. S-DF 실험체의 경
우 0.75% 부재각에서 정방향 397.84kN, 부방향 362.84kN으로 항복하였으며, 정방향 2.0% 부재각
에서 494.26kN, 부방향 1.5% 부재각에서 446.96kN의 최대내력을 나타내었다. S-DF 실험체는 S-F
실험체에 비하여 최대 하중이 약 3.4배 우수하며, 그림 11에 나타낸 동일한 부재각까지의 하중-변
위관계 비교에서는 에너지 흡수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강성은 S-DF 실험체의 경우 62.6kN/mm으로 S-F 실험체의 8.05kN/mm 보다 7배 이상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S-F 실험체의 강성과 댐퍼의 강성을 합한 값보다 약 14% 높은 수준이다.
표. 4 실험체별 항복하중 및 최대내력
정방향

부방향

정방향

부방향

실험체

부재각
(%)

항복하중
(kN)

부재각
(%)

항복하중
(kN)

부재각
(%)

최대하중
(kN)

부재각
(%)

최대하중
(kN)

S-F

1.50

102.78

1.50

109.96

2.50

142.12

2.50

132.13

S-DF

0.75

397.84

0.75

362.84

2.00

494.26

1.50

446.96

(a) S-F 실험체

(b) S-DF 실험체

그림 10. 하중-변위 곡선

그림 11. 부재각 2.0%
하중-변위관계 비교

4.3 하중-변형률 관계
두 실험체 골조의 기둥 주근과 띠철근의 하중-변형률 관계를 그림 12와 그림 13에 나타내고,
S-DF 실험체 댐퍼의 하중-변형률 관계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S-F 실험체는 기둥-허리벽 접
합부의 기둥 주근이 부재각 1.5%에서 항복하였으며, 부재각 3.0%에서 기둥 띠철근이 항복하며 큰
변형이 발생하였다. 또한 S-DF 실험체의 경우 댐퍼는 부재각 0.75%에서 항복하여 큰 응력을 받
은 반면, 철근은 모든 부위에서 항복하지 않고 탄성구간에 머물렀다. 이것은 수평하중 작용 시 골

조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댐퍼에 응력이 집중되며 큰 하중을 지지하여 실험체의 주요 부재에는 보
다 적은 손상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a) S-F 실험체
(b) S-DF 실험체
그림 12. 기둥-허리벽 접합부 기둥주근의
하중-변형률 관계

(a) 상부

(a) S-F 실험체
(b) S-DF 실험체
그림 13. 기둥 중앙부 띠철근의
하중-변형률 관계

(b) 중앙부
그림 14. S-DF 실험체 댐퍼의 하중-변형률 관계

(c) 하부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진보강을 위한 강재댐퍼시스템을 제안하고, 그 적용 유무에 따른 RC 골조의
내진성능을 파악하고자 정적가력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제안된 강재댐퍼시스템은 수평하중 가력시 비교적 안정적 거동을 하며, 강도 및 강성이 RC
골조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2. S-F 실험체는 기둥의 휨항복 후 전단파괴 되었으며, S-DF 실험체는 비교적 균열이 적고 고
르게 분포하여 전체적으로 실험체의 손상이 적었다.
3. 하중-변위 관계에서 S-DF 실험체는 S-F 실험체에 비하여

최대 강도가 약 3.4배, 초기 강성

이 7배 가량 크게 평가되어 강도면에서 우수함을 나타내었다.
4.

S-F 실험체는 기둥 주근과 띠철근이 모두 항복하여 큰 변형을 나타내었지만, S-DF 실험체

는 댐퍼가 항복하며 다른 부재의 철근은 항복하지 않아, 수평하중 작용 시 댐퍼에서 부담하는 하
중이 크며 골조에 입력되는 하중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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