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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전단벽시스템 적용을 위한 직렬 연결형

강재이력댐퍼의 구조성능평가

Structural Performance Evaluations of Steel Hysteretic Damper

in Series for High-Rise Shear Wa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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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기존의 전단벽 시스템은 커플링보를 강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내력 및 강성이 낮은 콘크리트 코어와 특정층에 손

상이 발생되기 쉬워 건물의 연성이 저하된다. 전단벽 시스템의 연성능력 및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강성은 기존의 커플링보

이상으로 발휘되면서 설계하중에 따라 내력을 용이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재이력댐퍼를 커플링보에 적용하였다. 강재이력댐퍼는 2단으로 직

렬 연결된 형상으로 제안하였고, 제안된 강재이력댐퍼의 구조성능을 검증하기위하여 정적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FEM 해석결과를 실험결과

와 비교 검증하고 강재이력댐퍼의 초기강성, 에너지 흡수능력, 변형능력 등을 분석하여 설계 근사식을 제안하였다.

ABSTRACT： Existing shear wall system may cause ductility fallen to the structure which it is on because relatively weak

concrete core would easy to be damaged. In this study, steel hysteresis dampers whose stiffness is higher than existing

coupling beam and whose strength is easy to change depending on design load was used in coupling beam. The steel

hysteresis damper was proposed for the shape connected in double in series, from this, several static test were conducted

to verify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damper. FEM analysis was also performed, then design equation were suggested.

핵 심 용 어 : 전단벽시스템, 커플링보, 강재이력댐퍼, 초기강성, 누적소성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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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층 구조물의 수평력 저항 시스템으로 수평강성이 강한 콘

크리트 코어 전단벽이 수평력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전단벽시

스템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코어 전단벽에는 엘

리베이터실, 계단실, 각종 설비가 위치하며 주거공간과 연결

시키기 위한 개구부가 전단벽 내부에 배치된다. 개구부에 의

해 수평력 발생 시 그림 1과 같이 전단벽과 커플링보에는 휨

과 전단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개구부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전단벽체의 수평강성을 향상시켜 층간변형을 제어하기 위하

여 커플링보와 전단벽체와의 접합부를 강하게 설계하고 있다.

커플링보를 강하게 설계하면 중․소규모 지진이나 풍하중에

의한 층간변형을 저감시킬 수 있으나 대규모 지진 시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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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력이 작은 콘크리트 전단벽에 손상이 발생되고, 변형

능력이 작은 전단벽으로 인해 특정층에 손상이 집중되어 건

물 전체의 연성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4)

그림 1. 전단벽 시스템의 거동

반면, 강성은 기존 커플링보 이상으로 유지하고 내력은 설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3년 2월 28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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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전단력에 따라 적합하게 내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강재댐퍼

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전단벽보다 조기에 항복시켜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변형능력이 작은 콘크리트 전단벽의 손상을 방지

하여 전단벽 시스템의 연성능력 및 내진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강재댐퍼의 소성변형능력을 크게

해야 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오상훈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전단벽 시스템 커플링보의 내력조절이 가능

하고 소성변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재이력댐퍼를 커플

링보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강성 및 변형능력을 확보하여 댐

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재이력댐퍼의 형상을 제안

하였다. 정적실험을 통해 강재이력댐퍼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

하고, 해석을 통해 강재이력댐퍼의 최적 형상비와 설계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커플링보 및 강재이력댐퍼의 형상

2.1 커플링보의 형상

그림 2는 ACI318-05에서 제시된 커플링보 배근상세로 중

앙부에서 2개가 교차하는 대각보강근을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C 커플링보는 커플링보의 춤이 깊게 되어 층고가 낮

은 건물에서의 사용이 제한되고, 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성 또한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 커플링보는 SRC 또는 철

골 커플링보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 RC커플링보 배근상세

그림 3. SRC, 철골 커플링보의 형상

SRC 커플링보와 철골 커플링보의 형상을 그림 3에 나타내

었다. Roeder와 Popov 등에 의해 착안된 형상으로 RC 커

플링보에 비해 시공이 용이하고 강성 및 내력 확보가 유리하

며 Harries, Shahrooz 등에 의해 다양한 변수에 따른 철골

커플링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철골 커플링보가 전단

벽체와 접합될 경우 응력전달기구가 복잡하고 철골 커플링보

와 전단벽체 접합부의 거동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설계기

준이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림 4는 오상훈 등에 의해 제안된 커플링보의 형상으로

커플링보 중앙에 강재이력댐퍼를 적용하였다. 강재이력댐퍼를

전단벽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연성능력과 내진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 강재이력댐퍼에 요구되는 성능은 다음과 같이 제

시되어 있다.

① 중․소규모 지진 시 변형을 저감시키기 위해 초기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 지진 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변

형능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그림 4. 강재이력댐퍼를 적용한 커플링보의 형상

2.2 기존의 강재이력댐퍼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강재이력댐퍼는 수평력 작용 시

단부에서의 응력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단부를 곡선 형태로

설계한 슬릿댐퍼이며, 그림 5와 같다. 오상훈 등에 의해 슬

릿댐퍼는 단부 곡선의 반지름 r의 값을 댐퍼길이 H의 1/6

값으로 설계하였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림 5. 슬릿 댐퍼의 형상 및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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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벽에 강재이력댐퍼를 적용할 경우 댐퍼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초기강성 및 변형능력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강재이력댐퍼의 강성과 변형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는 댐퍼의 폭(B)을 댐퍼의 길이(H)로 나눈 폭길이비이며 다

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폭길이비 = 댐퍼의길이 
 댐퍼의폭 

슬릿댐퍼의 경우 폭길이비를 작게 설계할 경우 변형능력은

증가되지만 초기강성은 저하된다. 반면에 폭길이비를 크게 설

계할 경우 초기강성은 증가되지만 변형능력이 저하된다. 따라

서 강성과 변형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폭길이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3 강재이력댐퍼의 형상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강재이력댐퍼는 초기강성을 증가시키

기 위해 폭길이비가 큰 전단형 강재댐퍼를 적용하고 변형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단형 강재댐퍼를 2단으로 구성한 형

상이며 그림 6과 같다. 상하부 댐퍼가 독립적으로 거동하기

위해 강재댐퍼 사이에 중앙판을 설치하였고, 중앙판의 회전을

막기 위해 고정판과 중앙판 사이에 연결판을 설치하였다.

그림 7은 직렬스프링의 강성 및 변형을 나타낸 것으로 강

재댐퍼를 2단으로 직렬 연결할 경우 초기강성은 50% 감소

하지만 변형은 200% 증가한다. 댐퍼의 길이(Ht)를 1, 폭을

0.5 비율로 설계하면, 1단으로 구성된 강재댐퍼의 폭길이비

는 0.5가 되고 이때의 초기강성은 이 된다. 강재댐퍼를 2

단으로 구성하면 하나의 댐퍼가 가지는 폭길이비는 1.0이 되

고 이때의 초기강성을 라고 하면 2단으로 구성된 댐퍼의

초기강성은 /2가 된다.

그림 6. 제안된 강재이력댐퍼의 형상

그림 7. 직렬스프링의 강성 및 변형

그림 8. 폭길이비에 따른 초기강성 변화

(a) 1단 강재댐퍼 (b) 2단 강재댐퍼

그림 9. 형상에 따른 응력분포

폭길이비에 따른 초기강성은 그림 8의 그래프와 같고, 초기

강성은 폭길이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오상훈 등에 의해 제

시되었다. 따라서 2단의 강재댐퍼의 초기강성이 50%로 감소

하더라도 1단의 강재댐퍼보다 크게 나타난다.

수평력 작용 시 강재댐퍼의 단부에서 인장 및 압축응력이

발생된다. 그림 9와 같이 1단의 강재댐퍼는 양단부의 4개소

에서 응력이 발생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2단의 강재댐퍼

는 두 개의 강재댐퍼 양단부의 8개소에서 응력이 발생하므로

1단의 강재댐퍼보다 응력을 부담하는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2단의 강재댐퍼는 1단의 강재댐퍼 보다 응력부담 면적이 증

가하므로 변형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강재이력댐퍼의 구조성능 실험

3.1 실험계획

3.1.1 시험체 계획

시험체 설계시 고려된 변수는 폭길이비(B/Ht)이다. 댐퍼의

길이 Ht는 420mm로 동일하며 댐퍼의 폭을 비율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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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0, 80, 88mm로 설계하였다. 이때 댐퍼의 두께는

22mm로 2열로 배열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획한

시험체 형상은 그림 10과 같고 시험체 명칭 및 상세 치수는

표 1과 같다.

시험체 명
Ht(mm)

-댐퍼의 길이-

B(mm)

-댐퍼의 폭-
B/H 강종

E-R12 420 54 0.12 SN490

E-R14 420 60 0.14 SN490

E-R19 420 80 0.19 SN490

E-R21 420 88 0.21 SN490

표 1. 시험체 상세

그림 10. 시험체 형상

3.1.2 실험방법

강재이력댐퍼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체 설치상황

은 그림 11과 같다. 하부 고정보와 상부 가력보 사이에 시험

체를 고정하고 강재이력댐퍼에 반복하중을 도입하기 위해

2,000kN용량의 엑츄에이터를 상부 가력보와 체결하였다. 엑

츄에이터와 연결된 상부 가력형강의 들뜸 및 횡 변위를 방지

하기 위해 시험체 양 옆에 힌지를 설치하였고 각 사이클 별

로 5mm 점증폭으로 가력하였다.

그림 11. 시험체 설치 상황

3.1.3 재료실험

강재이력댐퍼에 사용된 강종은 SN490이며 인장실험 결과

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인장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값은

인장력이 작용하는 동안 강재의 단면적이 일정하다고 가정하

여 산정된 값이다. 따라서 포아송비에 의한 단면적의 감소를

고려하여 진응력-로그변형률 값을 나타내었으며, 해석 시 이

값을 이용하여 해석 물성치를 입력하였다.

그림 12. 인장실험 결과

3.2 실험결과 및 분석

3.2.1 하중-변형곡선

강재이력댐퍼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반복가력시험에

서 얻어진 하중-변형 곡선을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종축은 엑츄에이터에서 측정된 하중을 나타내며, 횡축은

상부 가력보에서 얻은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a) E-R12

(b) E-R14

그림 13. 하중-변형 곡선(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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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R19

(d) E-R21

그림 13. 하중-변형 곡선

시험체의 하중-변형 곡선은 방추형의 형태로 안정적인 이력

거동을 나타내었다. 폭길이비가 클수록 시험체의 초기강성,

항복내력, 최대내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중-변형

곡선에서 얻어진 실험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시험체명
항복
내력
(kN)

항복
변형
(mm)

최대
내력
(kN)

최대
변형
(mm)

초기강성
(kN/mm)

E-R12 295.0 4.10 486.3 20.1 72.3

E-R14 347.0 4.33 574.4 25.4 80.7

E-R19 383.2 4.32 646.2 25.2 88.5

E-R21 484.3 4.78 783.3 25.2 101.4

표 2. 실험결과 일람표

3.2.2 변형률 특성

반복가력을 통해 얻어진 강재이력댐퍼의 변형률을 그림 14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의 횡축은 강재이력댐퍼의 누적변형

을 나타내고, 종축은 댐퍼의 각 부에서 측정된 변형률을 의미

한다.

상단댐퍼와 하단댐퍼 모두 누적변형이 증가할수록 변형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형태 및 변형률 값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단 댐퍼와 하단 댐퍼는 작용전단력에 대해 각

각 독립적으로 거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단 및 하

단의 각 댐퍼에서 상부 및 하부의 변형률은 인장 및 압축을

서로 교차적으로 받고 있으나, 압축변형률이 인장변형률에 비

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압축응력을 받을 때는 응력이

댐퍼의 단면이 큰 쪽으로 응력이 분산되는 반면, 인장응력을

받을 때는 댐퍼의 최소단면에 응력이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a) 상부 강재댐퍼 변형률 분포(E-R19)

(b) 하부 강재댐퍼 변형률 분포(E-R19)

그림 14. 제안된 강재이력댐퍼의 변형률 분포

3.2.3 에너지 흡수능력

실험에서 얻어진 하중-변형 곡선으로부터 산출된 각 사이클

별 흡수에너지를 시험체 별로 비교하여 그림 15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횡축은 각 사이클에 따른 댐퍼의 누적변형을 나

타내고 종축은 에너지 흡수량을 나타내고 있다.

폭길이비가 가장 큰 E-R21 시험체의 에너지 흡수량이 가

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폭길이비가 작아질수록 에너지 흡

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폭길이비가 증

가될수록 내력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15. 누적변형에 따른 에너지 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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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의 에너지 흡수량은 댐퍼의 내력 기여분이 포함되

어 있어 소성변형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에너지 흡수능력과 소성변형능력을 동시에 표현

하기 위하여 누적소성변형배율을 이용하였다.

소성변형배율 는 의 무차원량이고, 누적 소성변형을

항복변형으로 나눈 값으로 손상을 직접 표현하는 양을 나타

낼 수 있으며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여기서,  : 총 흡수에너지,  : 항복 내력

 : 항복 변형

그림 16. 누적 소성변형 배율

그림 16은 누적변형에 따른 각 시험체의 누적소성변형배율

()를 나타낸 것이다. E-R12 시험체 는 71.4, E-R14 시

험체의 는 105.6, E-R18 시험체의 는 96.4, E-R21 시

험체의 는 80.9으로 나타났다. 누적소성변형배율은 폭길이

비가 클수록 증가하는 강성 및 내력과는 달리 E-R14 시험체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4.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강재이력댐퍼의 설계

형상비 제안

4.1 해석계획

4.1.1 해석개요

기존에 사용되는 슬릿댐퍼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강재댐퍼

의 구조특성을 비교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강재이력댐퍼의

설계 근사식을 제안하기 위해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와 예비해석을 통한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강

재이력댐퍼의 설계근사식을 제안하기 위해 해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폭길이비에 따른 초기강성, 변형능력, 응력

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해석은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Ver.11)를 사용

하였다. 해석모델은 철골구조의 3차원 모델링에 자주 사용되

고 있는 SOLID 95요소를 적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물성

치는 실제 실험결과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림

12의 인장시험 결과를 진응력으로 환산한 값으로 입력하였다.

4.1.2 해석모델

해석 시 사용된 모델은 댐퍼 길이(Ht)와 댐퍼 폭(B)의 비

인 폭길이비를 변수로 설정하여 0.1, 0.2, 0.3, 0.4, 4가지

형상을 적용시켰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강재이력댐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슬릿댐퍼를 동일한 조건으로 모델링하

였으며, 각 모델의 상세는 표 3에 나타내었다. 제안한 강재

이력댐퍼의 설계 상세는 그림 17과 같다. 그리고 슬릿댐퍼인

S 댐퍼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R 댐퍼는 15mm의 두께로 2

열로 배열하였고 그림 18과 같이 모델링하였다.

그림 17. 해석모델 설계 상세

시험체 명
B(mm)

댐퍼 폭

Ht(mm)

댐퍼 총길이

B/Ht

폭길이비

S댐퍼

A-S10 60 600 0.1

A-S20 120 600 0.2

A-S30 180 600 0.3

A-S40 240 600 0.4

제안한

R댐퍼

A-R10 60 600 0.1

A-R20 120 600 0.2

A-R30 180 600 0.3

A-R40 240 600 0.4

표 3. 해석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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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20 (b) A-S30 (c) A-S40

(d) A-R20 (e) A-R30 (f) A-R40

그림 20. 하중-변형 곡선

그림 18. 해석모델

4.1.3 예비해석을 통한 신뢰성 검증

해석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R-350 시험체와 동

일한 크기로 모델링하여 예비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에서 얻은 하중-변형곡선을 그림 19에 나타내었고.

실험과 해석의 구조특성을 표 4에 나타내었다. 항복내력과

최대 내력은 10%의 차이를 나타내고 해석결과에 비해 실험

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석조건에서 힌지의 유격 등

의 실험오차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강성의 경우 해

석값이 실험값에 비해 15% 크게 나타났다.

시험체 명 구분
항복내력
(kN)

최대내력
(kN)

초기강성
(kN)

E-R14

실험결과 367.3 574.4 80.7

해석결과 336.8 520.7 93.0

해석/실험(%) 91.7 90.7 115.2

표 4.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

그림 19. 해석과 실험의 하중-변형 곡선

4.2 해석결과 및 분석

4.2.1 하중-변형 곡선

각 해석모델에 대한 FEM 해석결과로부터 얻은 하중-변형

곡선을 그림 20에 나타내었다. 해석모델의 하중-변형 곡선은

실험과 유사하게 방추형의 형태로 안정적인 이력거동을 나타

내었다. 하중-변형 곡선에서 얻은 시험체의 구조성능을 표 5

에 나타내었다. 해석모델에서 폭길이비가 클수록 초기강성,

항복내력, 최대내력이 증가하는 반면 최대내력 시 변형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R댐퍼는 기존

의 슬릿댐퍼인 S댐퍼에 비해 초기강성, 항복내력, 최대내력,

변형이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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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명
항복
내력
(kN)

항복
변형
(mm)

최대
내력
(kN)

최대내력 시
변형
(mm)

초기강성
(kN/mm)

A-S10 59.3 4.27 124.3 100 13.9

A-S20 240.8 2.88 443.9 40 83.6

A-S30 532.9 2.37 946.0 25 223.9

A-S40 912.3 2.13 1501.8 15 427.1

A-R10 283.1 3.00 649.7 100 94.2

A-R20 704.9 3.01 1444.5 65 233.5

A-R30 1138.5 2.86 2274.1 55 397.4

A-R40 1572.0 2.63 3079.1 45 597.19

표 5. 해석모델명

4.2.2 초기강성 및 내력평가

해석결과에 근거하여 폭길이비에 따른 초기강성과 내력을

그림 21과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초기강성과 내력은 폭길

이비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한 폭

길이비일 때, 슬릿댐퍼인 S댐퍼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R댐

퍼가 초기강성과 내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때 초기강성의

증가 추세는 폭길이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력의 증가추세는 S댐퍼에서 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댐퍼에서는 폭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S댐퍼가 휨 거동을 하는 휨형 댐퍼인 반면에 R댐퍼는 전

단거동을 하는 전단형 댐퍼이기 때문이다.

그림 21. 초기강성

그림 22. 항복내력과 최대내력

4.2.3 변형능력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강재댐퍼의 변형능력을 소성변형배율

()과 누적소성변형배율()로 평가하여 그림 23과 그림 24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는 최대내력 도달 시의 변형을 항복

변형으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고, 는 최대내력 도달 시까지

의 누적변형을 항복변형으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소성변형배율은 동일한 폭길이비일 때 R댐퍼는 S댐퍼에 비

해 1.4~2.4배로 평균 1.8배 더 크게 나타내었다. 또한, 누

적소성변형배율도 R댐퍼가 S댐퍼에 비해 1.4~3.9배로 평균

2.5배 더 크게 나타내었다. 각 해석모델에서 폭길이비가 클

수록 소성변형배율과 누적소성변형배율은 감소하였고, 감소량

은 R댐퍼가 S댐퍼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3. 소성변형배율()

그림 24. 누적소성변형배율()

4.2.4 응력분포

각 해석 모델이 항복내력과 최대내력에 도달하였을 때

von-Mises stress를 표 6에 나타내었다. 모든 모델에서 수

평력 작용 시 발생된 응력은 대각선 방향으로 인장응력과 압

축응력이 대칭적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슬릿댐퍼인 S댐퍼는 항복내력 시 인장 및 압축응력

이 양단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최대내력 시 또한 단부

주위로 응력이 분산되었으나, 중앙부에 비해 단부에서 응력이

집중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R댐퍼 또한 항복내력 시 양단부에 인

장 및 압축응력이 발생되었다. 하지만 변형이 증가할수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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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폭길이비(B/Ht) : 0.2 폭길이비(B/Ht) : 0.3

항복내력 최대내력 항복내력 최대내력

S 댐퍼

(슬릿댐퍼)

R 댐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댐퍼)

표 6.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

(a) S-02 (b) S-04 (c) S-06

(f) R-04 (g) R-06 (h) R-08

그림 25. 무차원화된 하중-변형 곡선

부에서 중앙부로 응력이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R30

모델은 A-R20모델에 비해 중앙판의 응력크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폭길이비를 크게 설계할 경우 상하부 댐퍼의 독립적

거동을 위해 중앙판의 두께를 증가시켜 설계할 필요가 있다.

4.2.5 무차원화 시킨 하중-변형관계

해석에서 얻어진 하중-변형 곡선으로부터 각 해석모델의 하

중 및 변형을 각 항복하중 및 항복변형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시켜 결과를 그림 25에 나타내었다.

S댐퍼의 경우 내력상승율(최대내력/항복내력)이 1.5~1.9

로 나타난 반면, R댐퍼의 내력상승율은 2.0~2.2로 나타나

S댐퍼에 비해 약 210%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성율(최대변

위/항복변위)은 S댐퍼는 12~18, R댐퍼는 16~22로 나타

나 S댐퍼보다 약 120~133% 상승하였다. 동일한 폭길이비

일 때 항복내력 및 항복변위로 무차원화된 하중-변형 곡선이

포괄하는 면적은 R댐퍼가 S댐퍼에 비해 크게 상승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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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설계 근사식 제안 및 검증

슬릿댐퍼의 항복내력은 오상훈에 의해 제시되었고, 휨 항복

내력과 전단항복내력 중 작은 값으로 항복내력이 결정되며

그림 26을 참고하여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min   (2)

여기서 휨 항복내력 :    ′
   (3)

전단 항복내력 :   
   (4)

댐퍼 유효길이 :  ′  
 

그림 26. 슬릿댐퍼의 이상화

슬릿댐퍼를 식(2)에 의한 항복내력과 해석에서 얻어진 항

복내력 비로 표현하여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슬릿댐퍼는

설계 값과 해석 값이 3% 미만으로 잘 대응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댐퍼에 대하여 식(2)에 의해 산정된

항복내력과 해석에서 얻어진 항복내력을 그림 28에 나타내었

다. 식(2)에 의한 항복내력 값은 해석 값에 비해 40%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강재이력댐퍼의 경우 단부보강

면적이 슬릿댐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보강효과를 고려한 댐

퍼의 유효폭과 유효길이에 대한 설계식이 필요하다.

그림 27. 슬릿댐퍼의 설계식 검증

그림 28.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댐퍼의 항복내력

유효폭과 유효길이를 고려한 항복내력 식을 제안하기 위해

그림 29와 같이 제안한 댐퍼의 형상을 이상화 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식 (5)와 식 (6)과 같이 제안하였다. 여기서 식

(5)는 휨 항복내력 근사식이고 식 (6)은 전단 항복내력 근사

식이다. 제안된 근사식은 슬릿댐퍼의 설계내력식과 동일하지

만 유효 폭과 유효길이에 대해 고려하여 표현하였다.

유효폭과 유효길이의 고려유무에 따른 항복내력 비율을 그

림 30에 나타내었다. 이때 항복내력 비율은 식에 의한 항복

내력을 해석에서 얻어진 항복내력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유

효폭과 유효길이를 고려한 근사식은 고려하지 않은 식에 비

해 해석 값과 잘 대응되고 있으며, 해석 값과의 차이는 3%

미만으로 나타내었다.

  ′
·

·
(5)

여기서 휨 유효폭     (6a)

유효 길이  ′    (6b)

  



··
(7)

여기서 전단 유효폭    
 (8)

그림 29. 제안된 R댐퍼의 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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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유효폭, 유효길이의 유무에 따른 항복내력 비율

제안된 설계 근사식을 검증하기 위해 해석범위를 확대하였

으며 근사식과 해석값을 비교하여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그

림 31의 횡축은 폭길이비로 종축은 근사식과 해석의 비로 나

타내었다. 추가된 해석범위는 폭길이비(B/Ht)이며 댐퍼길이

(Ht)는 600mm로 설계하였다. 근사식으로 산정한 항복내력

값은 해석에서 얻은 항복내력 값에 비해 다소 작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으며, 값의 차이는 10% 내로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그림 31. 설계 근사식 검증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단벽시스템의 연성능력 및 내진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해 커플링보에 적용할 수 있는 강재이력댐퍼의

형상을 제안하였다. 정적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강

재이력댐퍼의 구조성능을 검증하였고, 해석을 통해 설계 형상

비의 범위 및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정적실험과 해석

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강재이력댐퍼는두개의 강재댐퍼를 직렬로 연결한 형상

으로 제안하였다. 강재이력댐퍼의 정적실험결과, 방추형

의 안정적인 이력특성을 나타내었고, 에너지 흡수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누적소성변형배율은 71.4 ～

105.6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폭길이비가 0.14에서 가

장 우수한것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링 기법을 통해 예비해석을 수

행한 결과, 해석값과 실험값을 비교하였을 때 내력은

10%, 강성은 15%의 차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 FEM 해석결과, 강성, 내력, 변형능력 등에서 기존의

슬릿댐퍼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강재이력댐퍼가 크게

나타났다. 폭길이비가클수록 초기강성과 내력은 증가되

고 응력은 단부에서 집중된 반면, 폭길이비가 작을수록

초기강성과 내력은 저하되지만 응력의 분산효과로 인해

변형능력은 향상되었다.

(4)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설계근사식을 해석결과와 비교하였

을 때 항복내력의 차이는 10% 미만으로 잘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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