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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will present hybrid tests to a one bay-one story steel frame structure under ground 

excitation. A structure used in this paper for hybrid test, to evaluate performance and behavior, 

is divided into two models; one is numerical model with one column element, and a truss or a 

beam element, the other is physical substructural model with one beam-column element. All tests 

considered one or three degrees of freedom to implement real-time hybrid test, and two control 

algorithms to control hardware are used; one using MATLAB/Simulink, the other using 

OpenSees, OpenFresco and xPCTarget. In addition, for real-time data communication between 

numerical and physical substructural models SCRAMNet was used. The results of hybrid tests 

were compared with one of numerical analysis of numerical model with fiber force-based 

beam-column elements using OpenSees. Real-time hybrid tests were implemented for the 

validation of control system with simple structure, and then it will be extended to hybrid test for 

higher nonlinear or complex structure later on.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지진하중에 의한 1경간 1층 강재골조구조에 대한 하이브리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오른쪽 기둥 1개소와 상부의 트러스요소 또는  보요소는 수치해석모형으로, 왼쪽 

기둥 1개소는 물리적 부분구조모형으로 선택하여 요소의 성능 및 거동을 평가하였다. 실험

은 1자유도 또는 3자유도만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하이브리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제어 알고리즘은 MATLAB/Simulink를 이용한 방법과 OpenSees, OpenFresco와 

xPCTarget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치해석모형과 물리적 부분구

조모형의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SCRAMNet을 사용하였다. 파이버단면을 이용한 구

조해석이 가능한 OpenSees를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 

결과를 이와 비교하였다. 단순한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제어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이 실시되었으며, 추후 심각한 비선형성을 갖거나 복잡한 구조물의 

하이브리드 실험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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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구조시스템의 동적 거동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연구가 수년 동안 수행되고 

발전해왔다. 수치해석 방법의 경우 구조 시스템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2차 미분방정식에 의

한 이산화 된 형태로 표현되고 수치적 시간 차분 적분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한다. 그러나 

구조물에 대한 재료모형의 다양성과 정확성에 의문이 아직은 존재한다. 수치해석 방법과 비

교해 실험적 방법은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보다 직접적이지만 실험에 따

라 비용이 많이 들고 거대한 실험 시설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구조시스템의 지진하중 평

가를 위해 유사정적 실험(quasi-static test), 유사동적 실험(pseudodynamic test), 진동대 실험법

(shaking table test)이 사용되어져 왔다.

현장 실험의 대안으로 제시된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수치해석모형의 동적 및 비선형 해석을 위하여 시간증분법과 반복법을 이용하며 이를 통하

여 얻어진 물리적 모형과 연결된 곳의 변위는 Actuator를 통하여 물리적 모형에 적용되고, 

이러한 변위에 의한 물리적 모형의 하중복원력(내력)은 수치해석모형으로 전달 및 통합되어 

재해석에 이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 실험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지진하중에 의

한 1경간 1층 강재골조구조에 대한 하이브리드실험을 수행하였다. 기둥 1개소와 상부의 트

러스요소 또는  보요소는 수치해석모형으로, 다른 기둥 1개소는 물리적 부분구조모형으로 

선택하여 요소의 거동을 평가하였다.

그림 1.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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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대상구조물

대상구조물(그림 2 (a))은 강축방향 폭 2.45m, 높이 1.6m의 1층 1경간의 강재 골조 구조

물이다. 대상구조물은 그림 2와 같이 기둥 한 개소를 실제 시험에 사용 될 물리적 부분구조  

모형(그림 2 (b))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수치해석모형(그림 2 (c))으로 계산한다. 1층 

상단에 질량 2.5kN이 작용하도록 수치해석모형 내의 각 기둥 상단에 1.25kN씩 절점질량을 

추가 하였다. 물리적 부분구조모형의 부재는 SS400 H형강 125×125×6.5×9을 사용하였다. 단

면 및 재료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a) 1층 1경간 강재 골조 구조물

  

(b) 물리적 부분구조모형                    (c) 수치해석모형

그림 2. 대상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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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31mm
2

Ix 8.47E+6 mm
4

Iy 2.93E+6 mm
4

탄성계수 200 kN/mm
2

단위중량 7.7 kN/mm
3

항복강도 200 kN/mm
2

포아송비 0.26

표 1 실험체 단면 및 재료의 특성

2.1.1 물리적 부분구조모형

그림 2 (b)의 물리적 부분구조모형은 그림 3과 같이 50mm의 두께를 갖는 바닥판(base 

plate)위로 1.6m의 높이에 Actuator의 가력판(Swivel)의 중심이 오도록 설계하였다. 기둥과 바

닥판의 용접부에서 좌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림 4와 같이  홈용접 하였다.

      

그림 3. 물리적 부분구조모형의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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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홈용접

그림 5와 같이 한 기의 Actuator를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였고 실험체와 Actuator의 

Swivel을 4개의 볼트로 고정하였다. Actuator는 250GPM HSM(Hydraulic Service Manifold)에 

의해 구동되며 사양은 표 2와 같다. 

그림 5. 실험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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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ctuator 사양

Actuator 용량(kN) Stroke(mm) Hydraulic Performance

Hybrid 

Actuator
250 250(±125)

수직방향 : ±5mm at 5Hz/250kN
수평방향 : ±12mm at 5Hz/250kN

2.1.2 수치해석모형

수치해석모형은 OpenSees
(1)

을 이용하였다. 그림 6와 같이 2차원 3자유도 안에서 모델링 

되는데, 좌측 기둥을 물리적 부분구모형으로 정의하고 표 3과 같이 초기 강성(Initial 

Stiffness)를 입력하였다. 비선형 해석을 위해 사용된 Fiber단면의 구성은 그림 7과 같다. 좌측 

기둥은 수치해석모형으로서 보-기둥요소로 정의하고, 두 기둥을 연결하는 상부부재는 1자유

도를 고려 시 Truss로 정의하고 3자유도 고려 시 보-기둥요소로 정의하여 비교하였다. 절점 

3번과 4번에는 각각 절점 질량 1.25kN씩 재하 하였다. 대상구조물에 수평 방향으로 재하 되

는 지진 하중은 ElCentro 지진으로 가진 시간은 30초이며 최대 가속도는 0.76g이다(그림 8).

  

              그림 6. 수치해석모형그림                    그림 7. Fiber단면 구성도

그림 8. ElCentro 지진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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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물리적 부분구조모형의 초기 강성

 =

378.7763 0.0 0.0

0.0 4.961598 -3969.28

0.0 -3969.28 4233896.8

2.2 수치해석

하이브리드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실험에 앞서 전체 구조물에 대한 수치해석

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① 선형 1자유도(Truss요소)

② 선형 3자유도(Beam요소)

③ 비선형 1자유도(Truss요소)

수치해석 및 하이브리드 실험에서는 그림 8의 지진하중으로는 너무 작은 변위가 발생하

기 때문에 지진하중에 증분계수를 적용하여 수행한다. 선형 1자유도 수치해석은 증분계수를 

2로 놓고 수행하였다. 선형 3자유도의 경우, 대상구조물의 강성이 1자유도의 경우보다 커지

므로 응답 값이 작게 나오므로 증분계수를 9로 놓고 수행하였다. 비선형 1자유도  수치해석

은 다음과 같은 항복하중에 의한 변위에 대해 1.3배의 변위(22mm) 이상의 값이 나오도록 증

분계수를 조정한 결과, 12로 정하였다. 비선형 3자유도(Beam요소)의 경우, 하이브리드 실험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1자유도 하이브리드 실험을 수행 한 후 시편을 교체해야 하는

데 본 논문을 목적으로 제작된 시편이 1기 밖에 없고 3자유도의 경우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는 Actuator를 수평 방향 외에도 수직 방향으로 두 기를 더 설치하여 수직방향 및 회전방향 

자유도를 추가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3Actuator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실험에서 추가

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

∙ 


×
×

            (식 1)

· 
∙∙ 

∙



××

×
          (식 2)

하이브리드 실험을 위한 시간적분법은 그림 9
(14)

와 같은 Shing에 의해 개발된 고정반복

법에 의한 암시적 HHT 시간적분법이 사용되었다. 이방법의 안정성과 감쇠 특성은 이미 유

사동적실험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반복수의 제한과 초기강성행렬을 사용한다는 점에

서 해의 정확성에 잠재적 오차를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선형 해석에 대해 반복수

를 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실험과 같은 빠른 실험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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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적 고정반복법에 의한 시간 적분법

n
th
 시간 간격에서의 명령변위 생성

(n+1)th 시간 간격에서의 명령변위 생성

그림 9. 고정반복법에 의한 암시적 HHT 시간적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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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이브리드 실험

본 하이브리드 실험의 전체 시스템 구조 및 흐름은 그림 10과 같다. 수치해석모형의 유

한 요소 해석을 위하여 OpenSees
(1)

를 사용하고 하드웨어와의 통신을 위하여 미들웨어인 

OpenFresco
(2)

를 사용한다.

MTS에서 제공하는 Station Manager 소프트웨어와 SCRAMNet 카드를 이용하는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은 1024Hz(약 1ms)의 속도로 물리적 부분구조모형인 시편에 부착된 액추에

이터에 명령 변위를 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HHT 암시적 시간적분법을 사용할 경우 각각

의 time 간격에 해석되어지는 해석 시간이 다르며, 구조물이 복잡하거나 비선형성이 심할 

경우에는 해석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실제 가력되어지는 시간 간격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럴 경우 액추에이터의 원활할 제어를 위하여 predictor-corrector 방법을 사용하여 Station 

Manager 소프트웨어에 의한 액추에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목표 변위를 예측하고, 수치해석에 

의하여 실제 계산되어진 목표변위가 전달되면, 이를 통하여 액추에이터를 수정하고, 다음 시

간 간격의 목표 변위를 예측하기 위하여 predictor-corrector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그

림 4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3가기 루프로 형성되어 있다.

a. Servo-Control Loop

Station Manager 소프트웨어, 컨트롤러에 의해서 조작되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물리적 부

분구조모형으로 구성되고, SCRAMNet를 이용하여 xPC Target과 통신을 한다.

b. Predictor-Corrector Loop

이더넷 및 SCRAMNet을 통하여 수치해석모형으로부터 계산된 변위(명령 변위), 그리고 

부분구조모형으로부터 측정된 변위(측정 변위)와 하중(하중 복원력)을 전달하고 받는 xPC 

Target DSP(Digital Signal Processor)를 가지고 있다. Predictor-Corrector 모형은 Simulink Host에

서 state flow를 이용하여 Simulink 모형 안에서 구현되어 xPC Target으로 다운로드 된다.

c. Integrator Loop

Simulink Host 에서 OpenSees와 OpenFresco를 실행하고, TCP/IP 연결을 이용하여 xPC 

Target과 통신을 한다.

그림 10. 하이브리드 실험의 전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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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이브리드 실험 결과

2.2장의 3가지 수치해석에 대해 하이브리드 실험을 수행하였다. 하드웨어 문제로 실험 

도중 XPC Target과 OpenSees의 통신이 일정하지 않은 시간 단계에서 끊어지는 현상이 계속

적으로 발생하여 실험시간 30초를 전부 채우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선형구간 내에서의 두 실험은 지진하중이 전부 가해질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비선형의 경우 실험이 중간에 통신이 끊어져 중단 되더라도 이미 시편

은 탄성영역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험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없었다. 비선형 1자유도 

하이브리드 실험결과 11.25초에서 중단 되었고 ElCentro 지진 하중은 약 6초 정도에서 최대 

가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응답의 최댓값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했다. 실험 결과는 수치해석과 

같이 실험체 상단부(절점 3)에서 확인하였으며 선형 1자유도의 결과는 그림 11, 선형 3자유

도의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비선형 1자유도의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수치해석
하이브리드

실험

수평 가속도 (g) 3.48 1.33

수평 변위 (mm) 7.76 3.77

반력 (kN) 9.63 5.13

그림 11. 선형 1자유도(Truss) 하이브리드 실험 결과

수치해석
하이브리드

실험

수평 가속도 (g) 1.95 4.74

수평 변위 (mm) 5.37 10.17

반력 (kN) 16.50 13.50

그림 12. 선형 3자유도(Beam) 하이브리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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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
하이브리드

실험

수평 가속도 (g) 13.19 11.70

수평 변위 (mm) 37.29 29.15

반력 (kN) 26.04 34.01

그림 13. 비선형 1자유도(Truss) 하이브리드 실험 결과

3. 결론

1자유도 하이브리드 실험의 경우 실험 결과값을 수치해석에 비교하였을 때 파형은 유사

하나 최대 결과값에서 큰 차이가 났다. 오차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로 예상된다.

① 부재의 경화도(strain-hardening ratio: 항복 후 탄젠트와 초기 탄성계수의 

비)가 모형에 적당하지 않은 값이 입력됨. 

② 시스템 불안정.

③ Staeflow event발생의 불확실성(그림14).

선형 3자유도(Beam) 하이브리드 실험의 경우 2.2장에서 언급했듯이 수치해석에서는 두 

기둥과 보가 모두 연결 된 상태로 거동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한 기의 Actuator로 컨트롤 

되었기 때문에 수평방향 힘만 영향을 미쳐 결국 절점 3은 힌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강

성이 크게 감소하여 결과값이 크게 나왔다. 추후 3기의 Actuator를 이용하여 3자유도 실험에 

적합한 셋팅을 하여 비선형 3자유도(Beam) 하이브리드 실험 까지 수행 할 계획이다.

그림 14. Staeflow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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