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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을 통한 건물의 손상 ·후 진동특성 평가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a Building Before and After

Damage by Actual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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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최근 추진되는 노후화된 층형 건물의 리모델링의 부분이 국내기 인 KBC2005의 내진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보

강을 통한 신축건물과 견  수 있는 성능확보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건물의 진동계측을 통해 보강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상

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 실물 구조물에 하여 괴 직 까지의 큰 손상 후에 진동계측을 통한 동 특성에 한 연구도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강 벽을 보강한 후 엑 에이터로 하 을 주어 건물에 손상을  후에 손상 ‧후의 진동

계측을 통하여 동 특성을 악하 다. 진동계측을 통하여 보강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80mm의 수평변 를  결과 구조물의 괴 직  

손상 ‧후에 장변과 단변의 고유진동수는 각각 20.85%, 5.77% 감소하 고, 감쇠율은 각각 53.9%, 23.15% 감소하 다. 

ABSTRACT：Recently, the remodeling projects of old low-rise buildings were launched in Korea. However, most of them were not 

satisfied with the value set forth by the KBC2005. Even though there are some research studies on how to improve the seismic 

performance of such buildings as newly constructed buildings, there is little research in measuring the actual vibrations on low 

old buildings to prove the effect of retrofit. There also has not been any in-depth research on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full-scale structures using vibration measurements of the building that was damaged to failure. Using an actuator,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reinforced three-storey concrete buildings were evaluated before and after they were damaged. After an 

80-mm horizontal displacement by the actuator, frequency in the long and short directions were reduced to 20.85% and 5.77% 

respectively ; damping ratio was also reduced to 53.9% and 23.15% respectivly. 

 

핵 심 용 어 : 고유진동수, 감쇠율, 진동계측, 보강, 하 가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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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 함께 이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리모델링 분야에서 가

장 우선시되는 것은 기존의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한 후 지진 

 기타 외 인 힘에 의해 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신축건

물과 견  수 있는 구조성능 확보이다. 국내의 경우 1970년에

서 1988년에 건설된 약 15만호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층형 

건물이 리모델링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 부분은 재 상태

로는 국내기 인 KBC2005의 내진성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강요소를 통한 구조성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외의 경

우 과거에 발생한 터키, 그리스, 만 등의 지진으로 인해 2～3

층의 일반건물에서 90%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 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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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층형 구조물에 한 안 성 요구가 증 되고 있다. 3)

이 같은 안 성 요구를 비해 지진으로부터 손상된 건물의 

괴 형상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국내 건물의 손상 시 

괴형상에 한 연구로서 이한선(1999)은 1:5 축소 3층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횡방향 가력실험에 한 연구를 통해 축소모델

을 이용한 보강효과  가력실험을 통한 괴형상을 가시화 시

켰으며, 최종 인 구조물의 괴 메커니즘은 실험체의 1층 내부

기둥  상단부에서 휨 거동에 의한 콘크리트 괴 형상을 보여

주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축소모델을 통한 괴메

커니즘은 실제 규모 건축물모델의 괴형상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한 내진설계 시 건물의 손상을 고려한 고유진동수와 감쇠

율과 같은 동 특성 평가 역시 매우 요하다. 손상을 고려한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4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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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특성 평가에 한 연구로서 福和伸夫(1995)은 3층 규모

의 철골조 건물을 3단계(50, 100, 250kN)의 하 으로 자유

진동 실험을 실시하 으며, 이로인한 건물의 손상 후 진동특성

을 진동계측을 통해 확인하 다. 그 결과 50kN의 가력에서는 

장변방향의 고유진동수가 5.8Hz로 확인되 으며, 가진의 크

기를 증가함에 따라 250kN 역의 경우에 2.3Hz로 60.3%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 다. 그러나 감쇠율의 경우에는 기

하  50kN에서 100kN로 증가할 때 까지는 1.55%에서 

1.6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50kN으로 가력할 때 

감쇠율이 1.22%로 24% 감소하 다. 

岡田敬一(1993)은 50층 규모의 철골조 건물에 소 가진폭

(1cm/s),  가진폭(2cm/s),  가진폭(4cm/s)으로 손상을 

입힌 후 동 특성을 확인한 결과 상시진동 역에서 고유주기가 

3.7 로 확인되었으나,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진폭 역에서

는 3.86 로 약 4.3% 증가하 다. 반면에  진폭 가력 후의 

감쇠율은 0.8%로 약 10% 감소하 다. 하지만 의 연구는 일

정한 수평하  통해 건물의 손상여부만을 단한 것이므로 건

물의 소성변형을 겪은 이후 괴직  손상정도를 악할 수 없

다. 그 결과 상시진동 역에서 고유주기 3.7 이 지만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진폭 역에서는 3.86 로 약 4.3% 증가하

다. 반면에 감쇠율은 소진폭 역(1cm/s)에서 1.5%까지 증가

하지만 진폭에서의 감쇠율은 0.8%로 46.6% 감소하 다.

윤성원(2001), 윤성원(2006)에서는 공동주택의 동 특성

을 진동계측을 통하여 분석하 으나, 손상 후의 건물에 한 

진동특성은 분석하지 못하 다. 한 윤성원(2009)에서는 손

상 후의 건물의 동 특성을 진동계측을 통하여 분석하 지

만, 보강 후의 진동특성에 해서는 분석을 하지 못하 다. 

재 일정한 수평가력을 통한 진동특성에 한 연구와 축소모

델을 이용한 괴형상  손상여부를 단하는 연구는 많이 진

행되어 오고 있지만, 실제건물에 괴 직 까지의 큰 손상 후

에 괴형상 분석  진동계측을 통해 얻은 고유진동수  감

쇠율을 통한 손상정도에 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지역에 치한 3층 철근콘크리트

조 건물의 손상을 고려한 동 특성 평가를 해 손상 에 진

동계측을 실시하 다. 손상 후의 진동계측을 하여 계단실을 

철거하고 계단실 공간에 엑 에이터를 정착시키고 하 을 가력

한 후 소성범 를 지나 괴 직 까지의 가력 후 건물이 미치

는 손상에 해 진동계측을 통해 동 특성을 악하 다. 추가

으로 건물의 수평방향으로 강 벽을 보강한 뒤 보강효과를 

진동계측을 통해 확인하 으며, 손상 시 구조물의 괴형상을 

가시화시켜 기존연구와 비교하 다. 한 진동계측 이 에 구

조해석 로그램인 Midas-Gen을 사용하여 고유치 해석의 선

행 후 계측치와 비교분석을 하 다. 

2. 진동계측의 개요

2.1 계측건물

본 연구의 상건물은 주시에 치한 S아 트이다. 상

건물은 장방형으로 2개의 계단실을 심으로 양쪽에 2세 씩 

총 8세 로 설계되었다. 한 지상 3층으로 엘리베이터는 설

치되지 않았으며, 계단실은 편복도 형식으로 계획되었다. 그

림 1은 상건물의 단 세  평면  구조평면도이며, 이 2

개동  1개동(가동)을 선택하여 계측을 실시하고 분석하

다. 한 표 1은 상건물의 건축  구조개요이다. 

(a) 단 세  평면도(가동, 2세 )

(b) 상건물의 구조평면도

그림 1. 진동계측 상건물

명 칭 주 S 아 트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구조

용    도 공동주택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콘크리트 강도 fck = 21N/mm2

철근강도 fy = 300N/mm2

슬래  두께 200mm

기  형식 기

표 1. 계측건물의 개요

2.2 계측장치  치

계측장비는 서보형 가속도계 센서(ASQ-CA)를 사용하 으

며, 데이타의 기록과 FFT(Fast Fourier Transform)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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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Difa 측정시스템의 4채 용 DP325 보드를 노트북

에 연결하여 계측을 시행하 다. 한 신호측정기(Signal 

Conditioner)는 VAQ-700A를 사용하고, 증폭기는 DPM 

-700 Series를 이용하 다. 데이터 처리과정은 그림 2와 같

이 서보 가속도계의 센서 → 신호측정기  증폭장치필터 → 

FFT분석기 → PC로 처리하 다.

그림 2. 진동계측 순서

계측의 치는 그림 3(a)과 같이 건물 심에 장변  단변

방향으로 가속도계를 설치하며, 추가 으로 건물의 비틀림 특

성을 확인하기 해 그림 3(b)과 같이 건물단부에 단변방향

(비틀림방향)으로 설치하 다.

(a) 장·단변방향에 서보가속도계 

센서의 설치

(b) 비틀림방향에 서보가속도계 

센서의 설치

그림 3. 계측 상건물의 경

2.3 계측방법  해석방법

고유진동수는 상시진동계측의 데이터를 사용하 다. 감쇠

율의 산정을 해서 인력가진법을 사용하 다. 인력가진은 사

람의 체 이동에 따른 성력을 건물의 고유주기에 동조시켜

서 건물의 응답 진폭의 공진 상에 따라 서서히 커지게 하여 

데이터를 얻는 가진 방법이다. 본 실험의 경우 철거작업으로 

인한 진동이 심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공사휴식시간을 활용

하여 계측을 실시하 다. 한 계측 시 역필터(Low 

Pass Filter)를 3Hz로 설정하 으며, 10회 반복하여 계측

을 실시하 다. 그림 4는 인력가진을 통해 얻어진 진동계측 

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력가진을 통해 얻은 자유진동 형

에 해 그림 5와 같이 수감소법을 용하여 감쇠율을 산

정하 다.

그림 4. 인력가진을 통해 얻어진 진동계측 형

  





×

그림 5. 수감소법을 이용한 감쇠율산정

3. 상건물의 고유치해석  진동계측

3.1 해석치와 계측치 비교

진동계측 에 구조해석 로그램을 통해 상건물의 고유

진동수를 측하 고, 이를 실제 진동계측을 통해 얻은 고유

진동수와 비교하 다. 상건물의 장변방향, 단변방향, 비틀

림방향에 한 해석치는 그림 6에서 확인하듯이 각각 

1.369Hz, 1.504Hz, 1.779Hz이며, 그림 7에서 확인하듯이 

진동계측결과 장․단변  비틀림에 한 고유진동수는 

1.540Hz, 1.619Hz, 2.086Hz로 약 11.1%, 5.12%, 

17.25% 진동계측치가 크게 계측되었다. 이 이유는 실제로 

FE해석  슬래 는 다이어 램으로 모델링되며, 기타 비구

조재 등이 해석모델이 반 되지 못하 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

한 것으로 단된다.

(a) 장변방향(해석치) : 1.369Hz (b) 단변방향(해석치) : 1.504Hz

그림 6. 상건물의 고유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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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변방향(진동계측) : 1.540Hz

(b) 단변방향(진동계측) : 1.619Hz

(c) 비틀림방향(진동계측) : 2.086Hz

그림 7. 상건물의 계측결과

상건물의 해석치  계측치(단  : Hz)

해석치 계측치 ①
②① ×100(%)

장변방향 1.369 1.540 11.1%

단변방향 1.504 1.619 5.12%

비틀림방향 1.779 2.086 17.25%

표 2. 상건물의 해석치와 계측치의 비교분석

3.2 상건물의 보강을 통한 진동특성 평가

3.2.1 보강 ․후의 고유진동수 평가

상건물은 장방형 평면으로서 부분의 단벽이 단변방향

으로 배치된 구조형식으로  횡력에 한 강성을 비교할 때 단

변의 강성이 장변방향의 강성보다 훨씬 큰 구조형식을 갖고 있

다. 강 벽으로 보강된 실험체의 구조  재료사항은 2mm의 

강 벽과 강 벽을 벽체에 연결시켜주는 강재로 구성되어 있으

며, 재료 인 사항은 그림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강 벽의 보강 상세

그림 9는 강 벽  기 의 보강완료 모습이며, 기  보

강은 기존의 상건물의 기 를 제거한 뒤 철근보강을 하여 

강 벽과 일체화 시켜 분리되는 거동을 하지 않도록 설치하

다. 강 벽  기  보강 후 장변, 단변, 비틀림방향의 모드

해석  스펙트럼 분석결과는 그림 10과 같이 나타나며, 보강 

 진동계측을 통한 장․단변  비틀림에 한 고유진동수는 

1.540Hz, 1.619Hz, 2.086Hz이며, 보강 후 장․단변  비

틀림에 한 고유진동수는 2.623Hz, 1.887Hz, 3.119로 강

성변화율이 약 290.1%, 135.8%, 223.5% 증가하 다. 강

성 변화율은 식(1)과 같이 고유주기에 한 엑 에이터 분리 

후 고유주기의 비의 제곱승을 통해서 산출하 다.

(a) 강 벽의 보강 (b) 기  보강 완료

그림 9. 상건물의 강 벽  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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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변방향(진동계측) : 2.623Hz

(b) 단변방향(진동계측) : 1.619Hz

(c) 비틀림방향(진동계측) : 2.086Hz

그림 10. 보강 후 상건물의 계측결과

상건물의 보강 ․후 계측치 (단  : Hz)

보강 보강 후 강성변화율(%)

장변방향 1.540 2.623 290.1%

단변방향 1.619 1.887 135.8%

비틀림방향 2.086 3.119 223.5%

표 3. 상건물의 보강 ․후 계측치 비교분석

∴
k 2

k 1
= (

T 1

T 2
) 2                     (1)

여기서, T1 : 보강 의 고유주기 T2 : 보강 후의 고유주기

         k1 : 보강 의 강성      k2 : 보강 후의 강성

3.2.2 보강 ․후의 감쇠율 평가

그림 11은 상건물의 보강 ·후에 계측한 장·단변에 한 

자유진동 형이다. 수감소법을 이용하여 감쇠율을 산정 결

과 보강  장·단변에 한 감쇠율은 1.59%, 1.25%로 계측

되었으며, 보강 후 장․단변에 한 감쇠율은 각각 2.18%, 

1.47%로 23.15%, 17.6%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 표 4

는 감쇠율 산정을 한 해석방법인 수감소법을 이용할 때 

라미터가 되는 사이클 수  진폭을 보여 다. 이 때 사이클 수

는 10개로 설정하 으며, 이 이유는 10개의 사이클 이후 부

분의 형에 고차모드가 혼합되어 있어서 고차모드의 향을 

제거하기 해서이다.

보강
유무 방향 사이클 수 진폭(m/s2) 감쇠율(%) 변화율(%)

보강 

장변
1 13.56E-05

1.596

․
10 4.97E-05

단변
1 23.99E-05

1.256
10 10.88E-05

보강 후

장변
1 11.78E-05

2.187 +23.15%
10 3.64E-05

단변
1 13.46E-05

1.477 +17.6%
10 6.266E-05

표 4. 상건물의 보강 ․후 감쇠율 비교분석

4. 상건물에 한 괴형상 분석

층형 건물의 안정성 평가를 한 괴형상 분석에 해서 

이한선(1999)은 1:5 축소 3층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횡방향 

가력실험에 한 연구에서 실험체의 실험을 통해 수평가력 시 

건물의 손상정도  괴형상을 연구하 다. 최종 인 구조물

의 괴 메카니즘은 실험체의 1층 내부기둥  상단부에서 휨 

거동에 의한 콘크리트 괴 형상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다. 

윤성원(2009)은 실제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손상 후

의 진동특성에 한 연구에서 이 논문과 동일한 구조형태이지

만 무보강된 상태에서 손상 후 괴형상을 확인하 으며, 그 

결과 축소모델의 괴형상과 유사하 다. 

본 연구는 무보강 구조물의 괴형상과 보강 구조물과 괴

형상을 비교하 다. 가진하 은 그림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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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변방향에 한 보강  진동계측 형

(b) 장변방향에 한 보강 후 진동계측 형

(c)단변방향에 한 보강  진동계측 형

총 6단계(11.2mm, 19.6mm, 28mm, 56mm, 84mm)의 

가력변 로 수평가력을 실시하여 각 단계별 가력 후 상건물

의 괴형상을 확인하 으며, 손상이 가시화 되는 시 인 

56mm, 84mm의 괴형상를 분석하 다. 이때 84mm의 가

력변 는 약 400kN의 힘으로 가력 하 을 때 발생된 변 이

다. 한 그림 13을 통해 보강 구조물의 단계별 하  가력실험 

시 주요 괴형상을 치별로 구분하 다.

(d) 단변방향에 한 보강 후 진동계측 형

그림 11. 인력가진법을 통한 보강 ·후 상건물의 자유진동 형

그림 12. 상건물의 단계별 하 변

그림 13. 상건물의 괴형상

강 벽으로 보강한 상건물의 괴형상을 세부 으로 확인

한 결과 28mm(220kN)에 1층 슬라 의 크랙이 발생된 이후 

그림 14와 같이 하 가력실험  56mm(350kN)의 수평변  

발생 시 1층 강 벽 부분에 상부 모르타르 괴  2층 기둥하

부에 단 괴가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그림 15(a)와 같이 84mm(400kN)의 수평변  발생 

시 건물의 기둥면에 철근이 돌출되었으며, 그림 15(b)와 같이 

강  앙 스트럿 설치로 인해 상·하부 강 에 독립 으로 인

장응력장이 형성되었다.

(a) 1층 강 벽 상부 괴 (b) 1층 슬라  균열

그림 14. 56mm 수평변  발생 시 손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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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둥 괴면 철근 돌출 (b) 인장응력장 형성

그림 15. 90mm 수평변  발생 시 손상부

5. 상건물의 손상 ․후에 한 동 특성 평가

5.1 하 가력실험을 통한 상건물의 고유진동수 평가

상건물에 단계별 하 가력실험을 통해 괴형상을 확인한 

후 구조물의 손상정도에 따른 동 특성의 변화를 악하기 

하여 진동계측을 이용하여 고유진동수  감쇠율을 평가하

다. 손상정도에 따른 동 특성의 악을 하여 가력실험 과 

엑 에이터를 설치하여 가진을 실시한 뒤 엑 에이터 분리 후 

진동계측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비교하 다. 엑추에이터는 계

단실을 철거한 후에 남은 공간에 설치하 다. 그림 16은 가력

실험을 해 상건물에 장착된 엑 에이터의 모습과 설치상

세, 그리고 개년도를 보여주고 있다. 계측 시 안 을 해 간

건물 옥상에서 50m 이블을 이용하여 상건물 3층 바닥에 

서보가속도계만 해당 치에 설치한 후 계측을 실시하 다.

그림 17에서 확인 하듯이 엑 에이터를 분리한 후  장변방향

의 고유진동수는 2.076Hz, 단변방향은 1.778Hz, 비틀림 방

향은 2.548Hz로 계측하 으며, 가력  계측치 보다 강성변

화율이 37.36%, 11.22%, 33.27% 감소됨 확인할 수 있다. 

한 표 5를 통해 가력실험 ․후 강성 변화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하 가력실험을 통한 상건물의 감쇠율 평가

그림 18과 같이 상건물의 손상 후 장변방향과 단변방향의 

감쇠율은 1.02%, 1.13%로서 손상 보다 53.9%, 23.15%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엑 에이터로 단계별 하  실

험 간에 발생되는 부재의 소성변형으로 인한 강성이 감소되며, 

감쇠율이 감소됨을 확인 할 수 있다. 

(a) 액추에이터 설치된 경 

(b) 액추에이터 설치 상세

(c) 액 에이터 설치도

그림 16. 액추에이터 설치사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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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변방향의 가력실험 ․후 진동계측 비교

(b) 단변방향의 가력실험 ․후 진동계측 비교

(c) 비틀림방향의 가력실험 ․후 진동계측 비교

그림 17. 가력실험을 통한 상건물의 고유진동수 비교

상건물의 손상 ․후 계측치 (단  : Hz)

손상 손상 후 강성변화율(%)

장변방향 2.623 2.076 -37.36%

단변방향 1.887 1.778 -11.22%

비틀림방향 3.119 2.548 -33.27%

표 5. 가력실험을 통한 손상 ․후의 계측치 비교분석

(a) 손상 후 장변방향의 진동 형

(b) 손상 후 단변방향의 진동 형

그림 18. 인력가진법을 통한 손상 후 상건물의 자유진동 형

손상
유무 방향 사이클 수 진폭(m/s2) 감쇠율(%) 변화율(%)

손상 

장변
1 11.78E-05

2.18

․
10 3.64E-05

단변
1 13.46E-05

1.47
10 6.266E-05

손상 후

장변
1 7.286E-05

1.02 -53.9%
10 4.077E-05

단변
1 3.213E-05

1.13 -23.15%
10 1.574E-05

표 6. 상건물의 손상 ․후 감쇠율 비교분석

5.3 손상 후의 고유진동수와 감쇠율 검토

상건물의 손상 ․후의 동 특성을 평가하기 해 소진폭

(11.2mm)부터 진폭(84mm)까지 가력실험을 통해 고유진

동수와 감쇠율을 평가하 다. 그 결과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인 상건물의 장‧단변에 한 고유진동수는 가력실험  각각 

2.623Hz, 1.887Hz인 반면, 진폭(84mm)으로 가력실험 

한 후 2.076Hz, 1.778Hz로 37.36%, 11.22% 감소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감쇠율의 경우 소진폭(11.2mm)으로 가력하

기  장‧단변에 한 감쇠율이 2.18%, 1.47%인 반면, 진

폭(84mm)으로 가력실험 한 이후 1.02%, 1.13%로 약 

53.9%, 23.15% 감소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윤성원

(2009)의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손상 후의 진동특성에 

한 연구에서 실험한 무보강 실험체의 고유진동수와 감쇠율의 

감소비율과 비교한 결과 고유진동수는 보강실험체의 가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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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단변방향의 강성변화율(11.22%)을 제외한 모든 방향의 강

성변화율이 30～40% 감소되는 양상을 보 다. 한 감쇠율의 

경우 장변방향의 경우 50%이내, 단변방향은 20% 이내로 감

소되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실제 주지역에 치한 3층의 철골콘크리트 건물

을 상으로 진동계측  구조해석 로그램인 Midas-Gen을 

사용하여 고유치 해석을 실시하 으며, 이를 진동계측치와 비

교분석하 다. 한 보강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해 무보강 

실험체와 보강 실험체 각각에 한 진동계측을 실시하여 이를 

비교하 으며, 마지막으로 하 가력 후 건물이 손상되었을 때 

실제건물의 진동특성을 가력 과 비교하 고, 보강 시 구조물

의 괴형상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요

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조해석 로그램을 통해 건물의 고유치를 해석한 값은 

계측치에 비해 1차모드의 장변, 단변, 비틀림 방향까지 

7～20%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FE해석  슬래 는 다이어 램으로 모델링되며, 기타 

비구조재 등이 해석모델이 반 되지 못하 기 때문에 차

이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2) 강 벽  기  보강 후 동 특성 확인한 결과 보강 

후 장․단변  비틀림방향에 한 강성변화율이 보강

보다 각각 약 290.1%, 135.8%, 223.5% 증가하

으며, 장변, 단변방향에 한 감쇠율 분석결과 보강 

보다 보강 후 2.18%, 1.47%로 23.15%, 17.6%증가

되었다. 

(3) 강 벽 보강 후에는 1층 강 벽 부분에 상부 모 타르 

괴  2층 기둥하부에 단 괴가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보강 구조물에서는 장변방향으로 보강

된 강 벽의 주 에서 심한 단 괴가 일어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구조성능면에서 무보강구조물과 보강

구조물의 분석 결과 강 벽 보강을 한 실험체가 무보강 

골조 보다 강성  강도가 2배 이상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상건물의 장‧단변에 한 고유진동수는 상시진동에서 

가력실험  각각 2.623Hz, 1.887Hz인 반면에 진폭

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차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진폭(120mm)으로 가력실험 한 후 

2.076Hz, 1.778Hz로 20.85%, 5.77% 감소함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감쇠율의 경우 소진폭(11.2mm)으

로 가력하기  장‧단변에 한 감쇠율이 2.18%, 

1.47%인 반면, 진폭(84mm)으로 가력실험 한 이후 

1.02%, 1.13%로 약 53.9%, 23.15% 감소되는 경향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일본지역내 층형 철골조 건물을 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 을 때 고유진동수는 51.1% 감소하며, 감쇠율

은 24% 감소하는 경향으로 국내의 결과와 동일한 추세

로 강성  감쇠의 변화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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