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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earthquake has been increasing a lot, damage of electric power facility has been serious as well. Nowadays, the 

importance of pipe support system such as Hanger, Brace, Snubber connecting the main structure have been emphasized. These 

devices can prevent pipe from damage so that reduce the vibration and shock acting on the pipe. For this reason, the FCD(Friction 

Concave Damper) was developed and has been expected to reduce the vibration on the pipe through the Friction Pendulum System. 

This paper was described the introduction of self-developed mechanical damper using the friction pendulum principle and the 

characteristic test was performed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device. Additionally the test results have been compared with 

predicted F.A.P(FCD Analysis Program-self developed) results. As a result, reliability of design c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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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일본 지진, 쓰촨성 지진, 아이티 지진, 칠  

지진 등  세계 으로 지진의 강도  빈도가 증가하고 있

으며, 내진 설계에 한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 구조

물의 안 과 직결되는 배 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구조물 

체에 향을 미치게 된다. 배 에 향을 미치는 하 으로

는 내 유체압력, 배 의 자 , 온도에 의한 팽창하 , 지진

하 , 수격 상 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

생하는 충격 는 진동으로 배 은 손상을 받게 된다. 이러

한 배  손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한 배 지지 기술이 

필요하다.

표 인 배 지지 기술로는 원통 내에 스 링을 압축시켜 

열변 로 인해 배 의 치가 상하로 이동하는 것을 고정시켜

주는 Variable spring hanger와 Variable spring support

가 있으며, 하 의 평형을 유지해 배 에 미치는 응력의 크기

가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Constant spring hanger, 배

의 어느 한방향의 변 를 억제하고 다른 방향은 자유롭게 움직

일 수 있게 하는 Sway Strut, 배 의 진동을 억제하고 충격

하 을 흡수하며, 흔들림을 잡아주는 Sway Brace 등이 있다. 

이 장치들은 기존의 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을 

흡수 는 감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배

지지 기술은 산업구조물에서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으나,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래 부터 국산화  새로운 

형태의 기술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장치들과는 다른 형태의 마찰진자 원리를 

용하여 진동을 감쇄시키는 신개념 방진장치를 개발하여 장

치의 특성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2. 본    론

이 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마찰 진자형 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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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e of friction concave damper

Fig. 3 Motion of friction concave damperFig. 1 Behavior of friction peundulum system

거동 원리와 특징에 하여 설명하고, 장치 특성 시험을 통

해 얻은 결과를 설계값과 Ansys 해석값을 비교하여 장치 성

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1 마찰 진자형 퍼

2.1.1 장치의 거동 원리  특징

진자의 원리를 용한 마찰 진자 받침(Friction Pendulum 

bearing System, FPS)은 이미 국내외 교량  건축물에 

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FPS는 구조물의 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 퍼와 같이 독립 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물의 량을 FPS에 스 링의 압축력으로 신 용하여 

마찰 진자형 퍼(FCD, Friction Concave Damper)를 개

발하 다. 

Fig. 1은 FPS 거동원리의 개념도이며 장치의 거동방정식

은 Eq. (1)과 같다. 거동 시 발생하는 Pendulum 높이차에 

따른 스 링의 추가 압축 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

을 도출하 다. 이론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진자 원리는 곡

률을 기본으로 특성이 발 된다. 설계변 에 따라 장치가 거

동할 때 상·하부 곡률(, )과 간 베어링에 한 삼각

함수 계에 의해 높이 단차(Δ)가 발생하고, 상부하 ()

에 하여 곡률에 따라 강성()이 결정된다. 결국 수직하

에 하여 강성과 마찰계수(μ)에 의해 수평력()이 발생되

는 원리이다. 구조물과 FCD의 양끝단이 연결되어 설치가 되

면 설치된 방향에 하여 진동이 발생했을 때 설계된 마찰계

수만큼 수평력()이 용되고 진동이 감쇄되는 원리이다. 

  
  (1)

∆    

   × ∆
 


  



 ×××

: 수평하 , : 상부곡률, : 하부곡률

: 수직하 , : 상부강성, : 하부강성

본 장치는 기존 사용되고 있는 방진시스템과 같이 인

으로 스 링을 추가하여 복원력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Friction Pendulum Bearing의 력 복원원리를 이용하여 

복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복원 스 링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마찰진자 원리를 용한 방진장치의 구조도는 세부

으로는 Fig. 2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마찰진자요

소, 압축고정 요소, 연결요소, 연직하 을 구 하는 스 링요

소, 총 4가지로 구성된다.

Fig. 3와 같이 FCD는 최  선압축된 스 링의 압축력이 

마찰재에 일정한 압축력을 가한 상태이고, 곡률이 용된 마

찰재와 곡률 이 마찰을 일으키며 상·하부 곡률을 따라 거동

하는 방식이다. 설계 변 에 따라 거동할 때 아래 이력곡선

과 같은 특성이 발 된다.

장치에 용된 스 링 요소는 선 압축량의 조 이 가능하

기 때문에 설계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 한 마찰재  외

에 Engineering Plastic을 용하 기 때문에 높은 강도, 

낮은 마모성 마모성, 강한 내구성을 갖는다. FCD는 크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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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Factor Qd(kN) keff(kN/mm) EDC(kN․mm)

0.17 5.04 0.163 823.549

0.26 5.11 0.171 843.809

0.52 5.31 0.195 903.777

0.69 5.43 0.212 943.049

1.04 5.65 0.247 1019.771

Table 2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shape factor

Fig. 5 Stress-strain curve according to shape factor

Fig. 6 Hysteresis curve according to shape factor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여 기존 

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퍼와는 달리 유지보수가 간편하

다는 잇 이 있다. 한 제품 거동이 재료사이의 미끌림만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2.1.2 장치 거동 검증

장치 설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이론을 정교화하여 

FAP(Friction concave damper Anlaysis Program)를 

개발하 고, 장치 설계  FAP를 사용하여 측된 설계값과 

Ansys v15.0 결과값을 비교하여 장치의 거동 양상을 확인

하 다. Table 1은 설계 변수이고 Fig. 4은 로그램의 실

행 화면이다. 

Content Description

Upper curvature 1,000mm

Bottom curvature 25mm

Stiffness of spring 1,565N/mm

Precompression 22mm

Friction coefficient 0.12

Design displacement ±85mm

Table 1 Design parameter of FCD

Fig. 4 FCD analysis program

FAP는 방진장치의 성능을 측하는 로그램으로써 장치

의 부품인 MER-Spring과 마찰재의 재료  특성 값을 반

하 으며 선압축량, 장치의 변  등을 제어했을 때의 정 한 

거동을 측하여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다. FCD는 MER- 

Spring과 마찰재로 인해 재료 비선형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로그램에 반 하기 해 Park(2011)이 재료의 특성 

시험을 통해 증명한 값이 사용되었다.

폴리우 탄 스 링(MER-Spring)은 탄성 물질로서 탄

성계수가 비선형 인 특성을 갖는다. 탄성계수는 스 링의 

변형 속도와 변형률에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설계 모듈을 구성하 다. Fig. 5는 MER-Spring의 형상계

수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이며, Fig. 6는 FAP에 형상계

수별 MER-Spring의 비선형성을 용한 하 -변  이력곡

선을 비교한 것이다.

변형률에 따른 탄성계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스 링의 형상

별 응력 변형도 곡선을 비교하 다. 재료 시험 결과 스 링

의 형상계수가 클수록 비선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AP의 하 -이력곡선도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한, FAP의 정 도를 높이

기 해 속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마찰계수의 변화

를 고려하 다. Fig. 7은 속도와 압력에 따른 마찰계수의 시

험 결과이다. FCD에 사용된 마찰재의 마찰계수는 미끌림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

으며, 이를 추세선으로 그려보면 Fig. 7과 같은 로그함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재료에 한 속도 의존성을 확인하 고, 

FCD 장치에 동특성이 있는 마찰재를 용하 을 때의 특성

을 확인하기 해 FAP를 사용하여 Fig. 8, Table 3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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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ysteresis curve according to contact stress

Precompression 

(mm)

Qd

(kN)

keff 

(kN/mm)

EDC

(kN․mm)

9 4.83 0.161 800.074

12 5.87 0.199 961.299

15 6.56 0.232 1064.713

Table 4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contact stress

Fig. 10 Mesh configuration of FCD

Fig. 7 Fric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velocity

Fig. 8 Hysteresis curve according to velocity

Velocity Qd(kN) keff(kN/mm) EDC(kN․mm)

1mm/sec 4.26 0.147 711.913

20mm/sec 4.79 0.161 801.940

60mm/sec 4.99 0.166 831.429

100mm/sec 5.11 0.171 843.809

Table 3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velocity

Fig. 8과 같이 장치의 속도에 따른 이력곡선을 보면 속도

가 증가할수록 감쇠면 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고속으로 갈수록 마찰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값이 증

가하고 감쇠면 이 커지는 것으로 마찰재의 재료  특성이 

FAP에 잘 반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마찰재의 압력

이 작은 경우에는 2차 강성이 거의 없으며,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우 탄 스 링의 비선형성이 반 되어 2차 강성이 발

되는 것을 Fig. 9,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P를 통해 확인된 장치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 Ansys 

로그램을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하고

자 하는 구조체의 분할(Discretization)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소들의 종류, 형상,  그 수의 결정과, 의 치 정의 

등은 유한요소법에 의한 보다 정확한 해를 구하는데 요한 

조건이다.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가 공학 인 입장에서 필요

한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기 해서 일반 으로 체 구조체

를 가능한 많은 수의 작은 요소로 분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 많은 요소로 분할된 경우 컴퓨터 계산시간이 길

어지게 되어 비경제 으로 되고 계산시간을 감소시키기 해 

은 수의 요소로 분할하면 Fig. 10과 같이 결과의 정확도

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요소의 수와 계산시간 

사이의 상반 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학 인 입장에서 충분한 

정확도를 얻는 선에서 한 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해석에서 Mesh는 작을수록 정해에 

근 하지만 수렴하는 시간과 속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

 해석이 필요한 곡면 부분에 해서만 Mesh를 작게 산정

하 다. Fig. 11과 Table 5는 해석에 사용된 장치 모델의 

Mesh 모습과 각 부분별 분할된 Node와 요소의 결과이다. 

해석은 거동이 발생하는 부분과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

어 진행하 고, 거동이 발생하는 부분은 마찰진자 퍼의 실

제 감쇠와 복원력이 구 되는 부분이다. 경계 조건은 Center 

Rod와 Cylinder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임을 허용하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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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esh configuration of FCD

Content Center Rod Bearing Cylinder Spring

Node 2508 1242 1052 371

Element 1500 935 1462 240

Table 5 Number of node and element

Fig. 12 Boundary condition of FCD

Fig. 13 Stress distribution of FCD 

Content

SM 490

Center Rod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Allowable

Strength

Stress 333.367 510.133 210 33.04

Safety 

Factor
- 6.4

Table 6 Stress contribution

Fig. 14 Hysteresis curve of analysis results

Content Qd(kN) keff(kN/mm)

Design 5.0 0.170

Ansys result 4.9 0.172

Deviation ratio 2% 1%

Table 7 Dynamic specification results

Fig. 15 FCD 0.5ton

의 수직방향에 하여 고정하는 Frictionless support 

condition을 용하 다. 하 은 실제 시험에서와 같이 변

제어 방식으로 40mm의 강제 변 를 용하 다. Fig. 12는 

Ansys 로그램에서 장치의 경계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Fig. 13과 같이 응력 분포 결과를 보면, 장치 거동 시 

Center Rod를 기 으로 발생하는 응력이 칭 으로 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Center Rod에서 최 로 발생하는 

응력은 33.04MPa로 허용응력 비 6배 높은 안 율을 확

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치 각 부분의 고른 응력 분포는 

한곳의 응력 집 상으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퍼의 내구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FAP로 설계결과와 Ansys 해석결과를 Fig. 14와 같이 

이력곡선을 통해 비교하고, Table 7과 같이 특성값을 비교 

분석하 다.

특성값 비교결과, 2% 미만의 편차가 발생하 으며 재료 

특성에 한 비선형  이론이 용된 FAP를 통해 설계한 장

치 성능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2.2 장치 성능 시험 

2.2.1 Case 1 test

Type Capacity Description

Case 1 0.5ton Design Displacement ± 40mm

Case 2 10ton Design Displacement ± 60mm

Table 8 Specification of test specimens

설계를 통한 이론값과 해석값의 비교분석 후 장치 특성의 

실증을 해 0.5ton 용량에 40mm 설계 변 로 설계  제

작 하 다. Fig. 15는 성능시험을 해 제작된 시험체의 모

습이다. 성능 시험은 연직 100kN, 수평 50kN, 변 는 연

직으로 ±75mm 수평으로는 ±100mm의 제원을 가진 2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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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2-axial dynamic testing machine

Fig. 17 The front view of FCD testing

Test Type Description

Basic test

Displacement ± 40mm

Velocity 100mm/sec

Cycle 10 cycles

Velocity

dependency test

1mm/sec

Displacement ±40mm

Cycle 5 cycles

20mm/sec

100mm/sec

200mm/sec

Durability test

Cycle 10,000 cycles

Displacement ± 5mm

Velocity 20mm/sec

Table 9 FCD Test list

Fig. 18 Test results according to the velocity

Content Qd(kN) EDC(kN․mm) keff(kN/mm)

1mm/sec 3.7 600.524 0.141

20mm/sec 4.6 748.879 0.173

100mm/sec 5.1 855.564 0.197

200mm/sec 5.1 862.273 0.203

Table 10 Test results 

 시험기를 사용하여 수행하 고, 2축 동  시험기의 경

은 Fig. 16과 같다. 이 시험장비는 수직 200mm/sec까지 

성능을 구 할 수 있어 동  시험을 수행하 다.

제작된 시험체를 조립한 후, 압축 장비를 이용하여 3ton의 

하 을 가해 Poly-urethane spring을 선 압축하 다. Fig. 

17과 같이 2축 동  시험기에 장치를 고정한 후 ±40mm로 변

 제어 시험을 진행하 다. 시험은 총 3종류로 기본 특성시

험, 속도 의존성 시험, 내구성 시험을 수행하 다. 상세 시험 

종류  조건은 Table 9에 나타내었다.

Fig. 1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속도 별 시험결과는 속에

서 고속으로 갈수록 감쇠 면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속도가 증가하면서 마찰계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속에서와 달리 고속인 경우 이력곡선 상에서의 떨림과 약간

의 튐 상이 발생한다. 이는 시험 시 장치에 발생하는 가속

도에 의한 성의 향으로 단된다. Table 10과 같이 속

도별 항복값 비교결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복값도 증가

하며 증가율은 속도가 클수록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변화에 한 추세선을 그려보면 Fig. 19과 같은 로그함수를 

나타낸다. 

Fig. 19 Yield force change according to velocity 

기본 특성시험 조건인 변  40mm, 속도 100mm/sec에

서의 결과값과 Ansys 해석값, FAP 설계값을 하 -이력곡선

을 통해 비교하 다. 

Fig. 20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험값, 설계값과 Ansys 해

석값을 하 -이력곡선을 통해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경향성을 

띄는 것을 확인하 다. Table 11을 보면, FAP 설계값 비 

시험값과 해석값의 항복값(Qd) 편차는 2%, 감쇠면 (EDC)

은 3%, 유효강성(Keff)은 10%로 FAP를 통해 측한 결과

값과 10%이내의 오차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구성 시험은 속도 20mm/sec로 10,000회의 반복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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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omparison of test result

Content Qd(kN) EDC(kN․mm) keff(kN/mm)

Test 4.9 852.059 0.187

Design 5.0 830.839 0.170

Ansys 4.9 767.263 0.172

Deviation 

Ratio
2% 3% 10%

Table 11 Comparison of test results with analysis

Content Description

Capacity 10ton

Upper curvature

350mm

400mm

500mm

600mm

750mm

Bottom curvature 40mm

Stiffness of spring 15,000N/mm

Pre-compression 250,000N

Friction coefficient 0.11

Table 12 Design parameter of FCD 10ton

Fig. 22 FAP Results of FCD 5 Types

Fig. 23 Hysteresis curve of FCD 5 Types 

Content R750 R600 R500 R400 R350

Qd(kN) 47.15 47.21 47.27 47.35 47.03

keff(kN/mm) 1.59 1.83 2.1 2.52 2.87

EDC(kN․mm) 11945 12103 12262 12502 12674

Table 13 FAP Results of FCD 5 Types

을 수행하 다. 100회까지의 시험 동안 Qd 값은 0.4% 변

화하 으며, 10,000회 시험 후 장치의 외부형상과 시험 의 

형상과 비교했을 시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하 다. 마찰형식

의 퍼인 FCD는 우수한 내마모성을 갖는 마찰재를 사용하

기 때문에, 반복횟수 10,000회 이상의 내구성 시험 결과 

특성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21은 

시험 후 시험체와 각 부품의 상태를 나타낸 모습이다.

Fig. 21 FCD Component part after durability test

2.2.1 거동 측

FCD 장치의 거동을 확인하기 해 0.5ton 용량과 함께 

설계변 가 60mm, 용량이 10ton인 제품을 설계하 다. 장

치는 상부곡률에 따른 특성을 확인해 보기 해 총 5가지의 

type으로 설계되었다.

10ton 용량의 시험체는 Fig. 22와 같이 FAP를 사용하여 

상부 곡률 350mm∼750mm까지 총 5종류로 설계되었다. 

Fig. 23은 Type별 하 -변  이력곡선을 비교한 그림이다. 

Type별 장치의 동  특성은 Table 13에 나타내었다. 결과

를 보면, 곡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차강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곡률만 변화시켰기 때

문에 항복값은 5Type 모두 비슷하며, 이차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EDC면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 곡률

이 감소함에 따라 2차 강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

로 보아 우 탄스 링의 증가한 복원강성이 잘 반 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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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지진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력 시설물에 한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요즘 들어 Hanger, Brace, Snubber와 같

이 주요기기들을 연결하는 배 지지 시스템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배 의 손상은 발 소 가동에 체 인 향을 미치

기 때문에 손상을 주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할지지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장치들은 배 에 작용하는 직․간 인 진

동과 충격을 감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 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찰진자 원리를 이용한 기계식 

퍼를 개발하고 특성시험을 통해 장치 성능을 검증한 내용을 기술하 다. 한 자체 개발한 설계 로그램을 통해 상된 

해석값과 시험값을 비교분석하 고 결과 으로 설계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핵심용어 : 마찰진자 원리, 배 지지, 원자력발 소, FCD, FAP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을 감쇄시키는 마

찰진자 퍼를 개발함.

∙개발된 장치의 특성을 측하기 해 자체 해석 로그

램인 FAP를 개발함으로써 설계 신뢰성이 향상됨.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해석값과 상된 설계값을 비교한 

결과 2% 미만의 특성값 편차를 나타냄.

∙설계값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0.5ton 시제품을 제

작하여 특성 시험을 수행하 고, 설계값과 비교한 결과 

동일한 경향을 보 으며, 10% 이내의 편차값 발생함.

∙내구성 시험을 통해 FCD에 용된 마찰재의 우수한 내

마모성을 확인함.

∙FAP를 사용하여 5종류의 곡률별 방진장치를 설계한 결

과 곡률이 커질수록 유효강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

며, 향후 시제품을 제작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결과 비교

할 정임.

∙향후 실제 배  시스템에 용가능한 장치를 설계  제

작하여 Pilot Test를 수행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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