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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댐퍼에 의한 사장 케이블의 진동저감 효과

Vibration Reduction Effects of Stay Cable Due to Friction Damper

김 형 구1) 임 성 순2)*

Kim, Hyung Ku Yhim, Sung Soon

Abstract

Stay cable has a strong axial rigidity due to large intial tension and, on the other hand, it has a weak laterally flexural rigidity.
Wind loads or traffic loads cause the cables to vibrate significantly and affect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the performance of 
cables of cable-stayed bridge (CSB).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vibration reduction design is an urgent task to control the 
vibration vulnerable long-span bridges. As Friction damper (FD) shows to reduce the amplitude and duration time of vibration of
cable of CSB from measured date in field test, friction damper can be considered that it is effective device significantly to reduce
the amplitude and duration time in vibration of cable of CSB under traffic load, wind load and so on.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cable can change according to manufacturing method and type of established form. Nevertheless, analysis method in this study can
present the design of friction damper for vibration reduction of cable of cable-stayed bridge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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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케이블 부재가 매우 유연하여 기하학적인 비선형 거동 특

성이 나타나 케이블의 유해진동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케이블 교량은 동적하중에 의한 진동이 지배적이며, 
케이블 진동은 구조물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진동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장교 등 케이블 교량에서 케이블 진동현상이 보

고되었고, 국내의 경우 서해대교를 비롯한 장대교량의 케이

블 진동저감 대책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그 대책으로 주로 

케이블 댐퍼를 적용하고 있다. 케이블 댐퍼는 케이블의 구조

감쇠비에 비해 상당히 큰 감쇠효과를 얻을 수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다. 
댐퍼의 적용 및 연구는 1980년 초 Carne과 Kovacs의 댐퍼

를 설치한 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활발해졌다. Carne
는 자유진동의 개략적 이론해를 개발하였고, 댐퍼의 감쇠계

수와 위치의 함수로서 1st Mode에서의 감쇠비를 도출하였다. 
반면, Kovacs는 Carne의 연구를 바탕으로 댐퍼의 최대 부가

감쇠비의 근사식과 최적 감쇠계수를 제안하였다. 2000년에 

이르러 Krenk는 댐퍼를 가진 케이블의 진동저감효과를 나타

내는 기본식을 제안하였다. 국내의 경우 2007년 안상섭이 점

성댐퍼와 고무댐퍼를 중심으로 실물실험을 실시하여 사장 

케이블에서 유해진동이 발생하는 조건을 연구하였다.
댐퍼에 관한 연구는 댐퍼설치에 따른 케이블의 동적특성 

중 진동저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감쇠력은 비보존력계라

는 특성 때문에 해석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

분 연구는 실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기존 댐퍼의 단점인 감쇠성능과 피로내구성에 대해 

보완⋅개발한 마찰댐퍼들이 소개되고 있다. 마찰댐퍼는 연

구사례가 많지 않고, 성능검증 데이터가 부족하여 감쇠성능

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찰댐퍼를 가

진 시장 케이블의 진동감쇠효과를 실험적 방법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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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eel Collar (b) Spring Blade

Fig. 1 Components of Friction Damper Fig. 2 Damping Curve of Nonlinear Friction Damper

고자 한다. 현장실험에서 계측한 자료로부터 마찰댐퍼의 설

치 전⋅후의 진동이력을 분석하였고, 설계기준에서 요구하

는 요구감쇠비와 마찰댐퍼의 설치에 의하여 발생된 부가감

쇠비를 측정하여 댐퍼성능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케이블 댐퍼

2.1 마찰댐퍼

마찰댐퍼는 유지비용이 큰 기존 댐퍼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되었다. 마찰댐퍼는 일정 수준의 케이블 변위에서는 작

동하지 않다가, 임계변위 이상의 변위가 발생하면 마찰력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장치이다.
Bournand (1999)와 Hjorth-Hansen (2001) 등은 비선형댐

퍼인 마찰댐퍼를 Uddevalla 교량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외부 

지지대에 고정된 마찰패드는 지지대로부터 연결되는 반원형

의 판스프링으로 압축력이 도입된다. 압축력의 크기는 댐퍼 

설계단계에서 미리 계산된 양을 도입하며, 마찰패드를 돌려 

나사 움직임에 의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마찰패드의 마찰계수는 0.17~0.20의 범위이다. 마찰

댐퍼는 양쪽으로 2개, 총 4개의 마찰패드가 설치된다. 마찰

댐퍼는 자동차의 디스크 브레이크와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 
이는 마찰력을 발생시켜 두 요소 간의 상대 변위에 의한 자

체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방식이다. 
마찰댐퍼는 구조가 단순하며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내

구성능이 다른 형식의 댐퍼에 비해 뛰어난 댐퍼이다. 다른 

댐퍼에 비해 내구성이 좋아 효과적으로 진동을 완화시킨다. 
마찰댐퍼는 전형적인 비선형댐퍼로 케이블의 변위에 따라 

댐퍼의 부가감쇠비가 달라진다. 댐퍼는 정해진 위치에서 케

이블과 교량구조를 연결하며 Fig. 1과 같이 (a)는 강재칼라, 
(b)는 스프링 블레이드 등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2.2 마찰댐퍼의 특징

마찰댐퍼는 케이블 변위가 임계변위 이하에서는 작동하지 않

으므로 불필요한 작동을 막을 수 있어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접근이 쉽고 부품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설계오류나 케이블 허용변위

를 변경해야할 경우, 댐퍼의 교체 없이 대처가 가능하다. 
댐퍼의 마찰력은 댐퍼 설치위치의 진폭에 관계없이 일정

하게 유지된다. 또한 감쇠특성은 가진진동수 및 케이블 진폭

에 무관하며 하중 변화에 따른 케이블의 축방향 거동에도 일

정한 감쇠를 발생시켜 케이블의 진동을 제어한다.

2.3 설계감쇠비 산정

이론적으로 점성댐퍼를 가진 케이블의 진동은 시간에 따

라 진폭이 점진적으로 0에 수렴한다. 그러나 마찰댐퍼를 가

진 케이블의 진동은 잔류진폭으로 수렴하는 특성을 갖는다. 
실제로 마찰댐퍼는 마찰력의 크기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비로소 마찰력을 발생시켜 진동을 제어한다. 마찰댐퍼의 진

동제어 메커니즘은 속도의 부호 이외에도 마찰력의 크기와

도 연관성을 갖는다.
마찰댐퍼는 전형적인 비선형댐퍼로서 케이블의 변위에 따

라 댐퍼의 부가감쇠비가 달라진다. 케이블이 바람이나 지점

가진 등의 외부 동적요인으로 인해 진동하면 진폭이 일정변

위 이상이 될 때까지 마찰댐퍼는 작동하지 않게 된다. 즉, 마
찰댐퍼는 댐퍼가 설치된 지점의 케이블 횡방향력이 마찰댐

퍼의 최대 정지마찰력보다 커지면 댐퍼가 작동한다. 이것을 

임계마찰효과라고 하고, 최대 부가감쇠비는 일반적으로 임계

변위 2배 정도의 위치에서 발생한다.
마찰댐퍼를 설치한 케이블의 감쇠계수는 Fig. 2와 같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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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stallation Position of Sensors

Nos. of Sensors Installation Position

Sensor # 1 Max. Height (40%)

Sensor # 2 20% Height or One-Sixth of Cable Length

Sensor # 3 Collar of Damper

Sensor # 4 Girder Deck

Fig. 3 Installation Position of Sensors

Fig. 4 Position of sensors and excited position

폭에 따라 분포한다. 감쇠계수는 비선형분포를 나타내므로, 
기존 설계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즉, 마찰댐퍼의 기존 이력

곡선을 실험적인 이력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케이블 댐퍼의 현장실험

3.1 실험목적

본 연구는 인력가진을 통한 케이블의 현장실험의 결과를 

분석하여 댐퍼의 감쇠계수를 결정하고, 요구감쇠비에 대한 

감쇠성능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능평가방법은 댐퍼 설치 전⋅후 인력가진을 통한 인위

적인 케이블의 진동을 발생시킨 후 진동저감에 따른 감쇠비

를 측정하여 수행하였다. 요구감쇠비와 댐퍼설치에 따라 발

생되는 진동저감 효과를, 현장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감쇠비

와 상호 비교함으로서 마찰댐퍼의 성능을 검증하고 감쇠효

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댐퍼 설치 전⋅후의 사장 케이

블을 대상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댐퍼의 적용성, 타당성

을 확인하였다.

3.2 실험방법

현장실험은 시공완료 후 공용 전 단계에서 먼저 케이블의 

진동을 측정하였다. 고유진동수는 FFT방법을 이용하여 산정

하였으며, 고유감쇠비는 IIR 필터를 통하여 산정하였다. 그 

후 마찰댐퍼를 설치한 후 케이블의 총 감쇠비가 요구감쇠비 

이상으로 발휘되는 것을 확인하여 마찰댐퍼의 성능을 검증

하였다.

3.2.1 가속도계 설치

사장 케이블에 부착되는 가속도계의 위치와 부착방법은 

실험 중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였다. 또한 케이블

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 위에 테이핑을 한 후 접착

제로 부착하였고, 마찰댐퍼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자석을 이

용하여 부착하였다.
케이블의 3rd Mode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가속도계의 위치

는 케이블 길이의 40% 지점과 20% 지점에 각각 설치하였

고, 부착높이는 Table 1과 같다. 가장 높은 위치의 센서 P1
은 H1, 중간지점의 센서 P2는 H2로 Fig. 3과 같이 나타내었

다. 추가적으로 마찰댐퍼와 거더의 상부에 2개의 Sensor를 

부착하였다.

케이블은 효과적인 가진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인

력가진을 이용하였다. 가진위치는 1st Mode 부터 3rd Mode까
지 가진할 수 있는 높이로 결정하였으며, Table 1과 Fig. 3에 

HL로 나타내었다. 케이블의 가진주기는 FFT를 통한 고유진

동수를 확인하여 고유진동주기에 맞추었다.

3.2.2 인력가진

케이블의 가진은 해당 위치에서 의사주기하중을 만들어 

도입하였고 의사주기하중을 도입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케이블 길이의 40%지점에서 1st, 3rd Mode, 2nd Mode는 

20%지점에서 각각 가진을 실시하였다. 의사주기하중은 케이

블에 연결된 로프를 인력에 의해 도입하였다. 짧은 케이블은 

3rd Mode의 가진이 어렵고 측정된 데이터가 부적절하여 분

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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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rrangement (b) Detailed Damper

Fig. 6 Friction Damper

Fig. 5 Analytical Model of Cable-Stayed Bridge

Table 2 Dimension and Properties of Cables

Cable No CLL08 CLR01 CLR15

Number of Strands 37 37 61

Length (m) 165.512 83.413 257.658

Mass per Length (kg/m) 54.92 54.92 90.24

Area (cm2) 55.5 55.5 91.5

Inclined Angle (deg) 36.527 69.024 23.679

Diameter (mm) 180 180 225

Installation Position (m) 3.711 1.752 3.854

Cable Tension (kN) 2139 1910 3283

4. M대교 현장실험 

4.1 개요

M대교는 목포시 죽교동과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해

상교량이다. M대교는 주경간장 500m, 총연장 900m인 2주

탑 3경간 사장교이다. 케이블은 MS타입이고, 길이는 83~257m
로 구성되어 있다. M대교에 설치된 댐퍼의 요구감쇠성능은 

설계기준에 따라 총 감쇠비 0.5%, 즉 총 대수감소는 3.14를 

만족해야 한다. 한계진폭은 마찰댐퍼를 설치한 케이블에서 

L/3400를 적용하였다. 이는 한계진폭 이하에서 댐퍼가 작동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장실험은 먼저 케이블 댐퍼의 감

쇠계수를 산정하고 케이블의 감쇠비가 요구감쇠비 이상 발

휘되는지를 확인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대상 케이블은 Fig. 5와 같이 3개의 사장 케이블을 선

택하였다. 주탑 PY1을 기준으로 주탑 좌측 케이블 CLL1부

터 외측으로 CLL15, 우측 첫 케이블 CLR1부터 교량 중앙 

쪽으로 케이블 CLR15로 구분하였다. 측경간 케이블 CLL08
는 164.7m의 중간길이 케이블이며 중앙경간의 댐퍼가 설치

되는 최단케이블 CLR01은 82.6m, 그리고 케이블 CLR15은 

256.8m의 최장케이블을 실험대상 케이블로 선택하였다. 
Fig. 6(a)은 실험대상 사장 케이블에 마찰댐퍼를 설치한 상

태를 나타낸 사진이고 2연의 케이블이 매우 인접한 거리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인접거리에 2연의 케이블을 배치하면 

하나의 케이블 진동이 서로 간섭현상이 발생하므로 또 다른 

케이블에 손쉽게 전달될 수도 있다. Fig. 6(b)는 M대교의 사

장 케이블에 설치한 마찰댐퍼의 상세를 나타낸 사진이다.
실험대상 사장 케이블의 제원과 특성, 케이블에 도입한 초

기장력은 Table 2에 정리하였고, 실험대상 사장 케이블의 이

론적 고유진동수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을 통해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케이블의 고유진동수가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자료 분석결과

부가감쇠비는 총 감쇠비에서 고유감쇠비를 뺀 감쇠비를 

의미하며, 고유감쇠비는 댐퍼가 설치되지 않은 케이블의 기

계적 감쇠비로 정의한다.
고유감쇠비 측정을 위하여 댐퍼 설치 전에 인력가진하여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Table 4는 실험대상 케이블 CLL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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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atural Frequencies of Cables

Cable No CLL08 CLR01 CLR15

Reference Length (m) 164.662 82.563 256.808

Sensor 1 82.33 41.28 128.404

Sensor 2 41.17 20.64 64.202

1st Natural Frequency (Hz) 0.613 1.131 0.404

2nd Natural Frequency (Hz) 1.199 2.259 0.743

3rd Natural Frequency (Hz) 1.798 3.388 1.115

Table 4 Frequency & Damping Ratio of Cable CLL08

Measured 1st mode 2nd mode 3rd mode

W/O Damper

1st

Try

Natural Frequency 0.643Hz 1.2598Hz 1.887Hz

Mean Damping Ratio () 0.32% 10.18% 0.16%

2nd

Try

Natural Frequency 0.638Hz 1.259Hz 1.886Hz

Mean Damping Ratio () 0.22% 0.18% 0.14%

W/ Damper

1st

Try

Natural Frequency 0.638Hz 1.271Hz 1.919Hz

Critical Amplitude 14mm 5mm 4mm

Max. Damping Ratio () 1.52% 1.30% 1.19%

2nd

Try

Natural Frequency 0.644Hz 1.254Hz 1.911Hz

Critical Amplitude 13mm 6mm 5mm

Max. Damping Ratio () 1.58% 1.69% 1.22%

3rd

Try

Natural Frequency 0.644Hz 1.254Hz 1.919Hz

Critical Amplitude 13mm 5mm 3mm

Max. Damping Ratio () 1.53% 1.16% 1.18%

Table 5 Frequency & Damping Ratio of Cable CLR01

Measured 1st mode 2nd mode 3rd mode

W/O Damper

1st

Try

Natural Frequency 1.123Hz 2.241Hz -

Mean Damping Ratio () 0.15% 0.13% -

2nd

Try

Natural Frequency 1.122Hz 2.239Hz -

Mean Damping Ratio () 0.18% 0.14% -

W/ Damper

1st

Try

Natural Frequency 1.144Hz 2.306Hz -

Critical Amplitude 10mm 5mm -

Max. Damping Ratio () 1.37% 1.59% -

2nd

Try

Natural Frequency 1.151Hz 2.301Hz -

Critical Amplitude 10mm 5mm -

Max. Damping Ratio () 1.27% 1.52% -

3rd

Try

Natural Frequency 1.151Hz 2.246Hz -

Critical Amplitude 10mm 5mm -

Max. Damping Ratio () 1.33% 1.67% -

Table 6 Frequency & Damping Ratio of cable CLR15

Measured 1st mode 2nd mode 3rd mode

W/O Damper

1st

Try

Natural Frequency 0.406Hz 0.755Hz 1.143Hz

Mean Damping Ratio () 0.28% 0.07% 0.08%

2nd

Try

Natural Frequency 0.406Hz 0.755Hz 1.136Hz

Mean Damping Ratio () 0.28% 0.07% 0.07%

W/ Damper

1st

Try

Natural Frequency 0.407Hz 0.756Hz 1.141Hz

Critical Amplitude 31mm 14mm 9mm

Mean Damping Ratio () 1.05% 0.69% 0.70%

2nd

Try

Natural Frequency 0.407Hz 0.761Hz 1.144Hz

Critical Amplitude 43mm 14mm 9mm

Max. Damping Ratio () 0.85% 0.62% 0.66%

3rd

Try

Natural Frequency 0.409Hz 0.761Hz 1.141Hz

Critical Amplitude 25mm 13mm 9mm

Max. Damping Ratio () 0.84% 0.55% 0.68%

Table 7 Total Damping Ratio

Cable No.
Total Damping Ratio (, %)

1st mode 2nd d mode 3rd mode

CLL08 1.59 1.38 1.40

CLR01 1.32 1.59 -

CLR15 0.91 0.62 0.68

Table 8 Intrinsic Damping Ratio of Several Cable Types

Cable Types Intrinsic Damping Ratio (%)

Grouted Stay 0.08 to 0.13

Locked Coil 0.15 to 0.30

HDPE duct with galvanized strands and 
filled with wax 

0.10 to 0.18

HDPE duct with individually protected 
strands

0.12 to 0.20*

*    × ×  

대하여 측정한 고유진동수와 감쇠비를 나타낸다. 
Table 5, 6의 현장실험 분석결과, 3개의 사장 케이블의 평

균 측정 고유감쇠비는 0.07~0.28%를 얻을 수 있었다. 케이

블 길이가 83~257m의 평균 총 측정감쇠비는 Table 7과 같

이 0.62~1.59%를 얻을 수 있었다. 측정된 고유감쇠비는 기

존 연구논문의 결과와 국제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값과도 유

사하며, Table 8에 나타낸 경험식에 의한 이론값과도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모드별 부가감쇠비의 차이는 2~46% 범위에 

있으며, 케이블 길이별 부가감쇠비의 차이는 45~156% 범위

에 있다. 
적절한 실험자료 값만을 이용하여 댐퍼설치에 의한 부가

감쇠비를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모드별 부가감쇠비의 차

이는 4~26% 범위에 있으며, 케이블 길이별 부가감쇠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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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dditional Damping Ratio due to Damper

Cable No.
Additional Damping Ratio (, %)

1st mode 2nd mode 3rd mode

CLL08 1.32 1.20 1.25

CLR01 1.15 1.45 -

CLR15 0.63 0.55 0.61

W/O

Damper 

W/

Damper

(a) mode 1 (b) mode 2 (c) mode 3

Fig. 7 Test results of Cable CLL08 

이는 105~164% 범위에 있다. 
Fig. 7은 케이블 CLL08의 3가지 Mode에 대하여 댐퍼설

치 전⋅후의 감쇠비를 진폭에 따라 도시한 곡선이다. Fig. 8, 
9는 각각 케이블 CLR15와 CLR01에 대하여 3가지 진동모

드의 감쇠비를 진폭크기에 따라 도시한 곡선들이다. 
측정 감쇠비 표현에서 1,2,3번째 측정은 각각 적색, 청석, 

녹색으로 구분하였다. Fig. 7~9에서 위 그림은 고유감쇠비를 

나타내고, 다음 그림은 댐퍼가 설치된 케이블 진동의 측정감

쇠비를 나타낸다.
Fig. 7~9에서 수평축은 케이블 진동의 진폭을 나타내고, 

수직축은 감쇠비를 나타낸다. 측정 시도는 3회 이상 실시하

였고, 적절한 계측결과를 나타내는 진폭-감쇠비 분포를 대표

값으로 선택하였다.

4.3 M대교 현장실험 결과분석

실험목적은 특정진폭 이상의 비감쇠 진동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반응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장

실험결과, 댐퍼가 설치되지 않은 케이블 거동과 측정된 고유

감쇠비는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고유감쇠비는 케이블 

길이가 83~257m에서 각각 0.4~1.1%로 측정되었다. 
Table 10은 댐퍼설치 전⋅후의 실험대상 케이블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마찰댐퍼가 설치된 케이블 CLL08, CLR01, 
CLR15에서 측정된 부가감쇠비는 각각 1.59%, 1.32%, 
0.91%로 요구감쇠비 0.5%의 1.24~2.76배를 나타내므로 감

쇠성능을 충분히 발휘함을 알 수 있다. 
측정된 감쇠곡선은 임계진폭 이하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댐퍼가 최대성능을 발휘하는 최적 진폭영역이 존

재한다. 임계진폭 이상으로 진폭이 증가하면 감쇠비는 서서

히 감소한다. 또한 측정된 한계진폭 값은 설계값보다 더 작

으며 이는 마찰댐퍼가 특정 진폭이하에서 더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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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Damper 

W/

Damper

(a) mode 1 (b) mode 2 (c) mode 3

Fig. 8 Test results of Cable CLR15

W/O

Damper 

W/

Damper

(a) mode 1 (b) mode 2

Fig. 9 Test results of Cable CL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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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nalysis of Measured Damping Ratio (%)

Cable No. CLL08 CLR01 CLR15

Maximum 
Damping Ratio

1st mode 1.59 1.32 0.91

2nd mode 1.38 1.59 0.62

3rd mode 1.40 - 0.68

Additional Damping Ratio 0.5

Check (Measured > Required)
2.76 2.64 1.24

O.K O.K O.K

요 지

사장교 케이블은 초기 큰 인장력으로 축강성이 매우 크지만, 횡방향 휨강성은 약하다. 풍하중이나 교통하중은 케이블을 심각하게 진동시

켜 사장교의 사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장대교량에 감쇠장치를 설치하는 진동 저감 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찰댐퍼는

교통하중이나 풍하중과 같은 동적하중이 작용하는 케이블 진동에서 진폭과 지속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케이블 진동은 댐퍼제작방법과 설치위치 및 형상에 따라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실험연구의 마찰댐퍼 설치전

⋅후 제진성능효과 분석결과는 향후 사장케이블의 진동을 저감시키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 용어 : 사장교, 사장 케이블, 마찰댐퍼, 진동저감효과, 감쇠비, 케이블진동

5. 결 론

본 연구는 현장실험을 통해 마찰댐퍼의 진동저감효과 분

석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요구감쇠비

에 대하여 측정 부가감쇠비를 댐퍼성능이라고 정의하였다. 
댐퍼성능이 1 이상이면 케이블 진동이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찰댐퍼 실험결과는 전체 실험대상 사장 케이블 중 가장 

작은 값을 대표값으로 정리하였다. M대교 측정 부가감쇠비

의 최소값이 0.62%, 요구감쇠비 0.5%로 1.24배의 감쇠성능

을 발휘하며, 진동을 충분히 제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마

찰댐퍼를 설치하면 사장 케이블의 진동저감에 효과가 있으

며, 마찰댐퍼는 진동저감 방안에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찰댐퍼의 설계방법이나 설치위치에 따라 케이블의 진동

감소효율은 변할 수 있으나, 공용중인 사장 케이블에서도 기

상악화나 차량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케이블 진동을 효과적

으로 제어할 수 있다.
향후, 다수의 사장 케이블의 진동실험 데이터 및 공용중인 

교량의 계측데이터를 추계학적으로 분석하면, 마찰댐퍼의 명

확한 진동저감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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