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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riction pendulum system(FPS) is a kind of seismic isolation devices for isolating structures from an earthquake. To analyze 

the effect of friction materials used in the friction pendulum system, fragility analysis of LNG tank with seismic isolation system was 

conducted. In this study, titanium dioxide(TiO2) nanoparticles were incorporated into polyvinylidene fluoride(PVDF) matrix to produce 

friction materials attached to the FPS. The base moment of the concrete outer tank and the acceleration of the structure were 

evaluated from different mixing ratios of constituents for the friction materials. The seismic fragility curves were developed based on 

two types of limit state. It is confirmed that evaluation of combined fragility curves with several limit states can be applied to select 

the optimum friction material satisfying the required performance of the FPS for various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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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진으로 인한 사회기반시설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으로 친환경 에 지의 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NG 탱크의 안 성 확보가 요시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이기 하여 면진장치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져 왔으며 이를 LNG 장탱크에 용한 연구 

한 수행되고 있다.

면진장치 종류  하나인 마찰진자시스템(FPS: friction 

pendulum system)은 마찰면 곡률의 변경을 통해 구조물의 

고유주기를 비교  쉽게 조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며 이 

곡률은 지진 하  작용시 력에 의해 복원력을 가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Zayas et al., 1990). 한 구면의 곡률반지름과 

마찰재의 마찰계수 변화에 따라 면진장치 성능에 향을 

미친다(Constantinou et al., 2007).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면진받침은 온도와 상재하 , 속도 

등에 따라 마찰재의 마찰계수가 변한다(Constantinou et 

al., 1990). Constantinou(2007)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피 마찰재로 하 을 때 보편화되어 있는 PTFE 마찰재의 운동

마찰계수를 온도와 속도 변화에 따라 측정하 다. Constan-

tinou(2007)의 마찰계수 측정 결과에 따르면 시험 환경 20℃

에서 평균 속도 이상의 운동마찰계수는 변화가 미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마찰진자시스템의 마찰계수 선정 시에 Coulomb의 

이론을 용하 다. Coulomb의 이론에 따르면 마찰진자시스

템의 요 설계요소인 마찰계수는 지진으로 인하여 평균 속도 

이상에서 거동한다고 가정하 을 때에 사용 환경의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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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eration of friction pendulum isolator

(note:  is the angle of FPS,  is the radius of curvature, 

 is the supported weight,  is the resisting force,   

is the friction force and  is the lateral displacement 

from the center of the FPS connection.)

가해지는 하 에 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Wu et al., 1986).

본 연구에서는 불소수지(PVDF: polyvinylidene fluoride)와 

나노 우더(TiO2: titanium dioxide)의 배합을 통해 새로운 

마찰재를 제작하고 물성시험을 수행하 다. 물성시험을 통해 

얻은 물성치 가운데 마찰진자시스템의 주 설계 요소  하나인 

마찰재의 마찰계수를 재료의 배합비별로 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하여 서로 다른 배합비를 가지는 마찰재의 

마찰계수를 용한 마찰진자시스템의 면진 성능을 분석할 수 

있다. 구조물의 거동 분석은 지진 발생 시 기반시설 해석 용 

로그램인 OpenSees(Mckenna et al., 2000)를 이용해 

모델링한 LNG 탱크를 사용하 다. 최종 으로 LNG 탱크의 

안 성 평가를 하여 마찰재 물성변화에 따른 지진취약도 

분석을 진행하 다.

2. 마찰재 제작과 LNG 탱크 모델링

2.1 마찰진자시스템의 원리

마찰진자시스템(FPS)은 납-고무 면진받침(LRB: lead 

rubber bearing)이 재료의 탄성으로 복원력을 가지는 것과는 

다르게 면진장치의 곡률반지름에 따른 진자운동을 통하여 

복원력을 가진다. 마찰진자시스템이 곡률에 따라 거동하며 

생기는 마찰재와 받침 사이의 마찰력이 지진에 의해 감쇠작용을 

하게 된다. Fig. 1는 마찰계수를 주요 설계요인으로 하는 

마찰진자시스템의 구성 원리를 나타낸 것으로, 수평 방향력 

는 ≈일 때 다음 식 (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

여기서, 는 수평 방향력, 는 구조물의 수직 재하하 , 는 

수평변 , 은 수평 방향속도, 는 마찰계수, 은 마찰면의 

곡률반지름을 나타낸다. 

마찰진자시스템의 고유주기는 오직 면진받침이 가지는 곡률

반지름에만 계가 있다. 면진되는 구조물의 질량과는 무

하기 때문에 면진받침 설계 시 원하는 고유주기를 설정하기 

유리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고유주기 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은 곡률반지름, 는 력가속도이다.

본 연구에서 LNG 탱크 거동분석에 용한 마찰진자시스템의 

고유주기 는 분석에 사용된 20개 지진하 의 평균 응답 

가속도의 최 값을 피할 수 있도록 장주기화하여 2sec로 선정

하 다. 분석에 용한 마찰진자시스템의 곡률반지름 은 고유

주기 2sec에 맞추어 식 (2)에 의해 1m로 설정하 다.

2.2 마찰재 시편의 제작  물성시험

재료의 배합비에 따라 마찰재의 물성을 바꿀 수 있는 

마찰진자시스템을 고안하기 하여 PVDF와 TiO2의 배합을 

통해 마찰재를 제조하 다. 시편 종류는 총 5개로, 나노필러로 

사용되는 TiO2 함량 증가에 따라 제작 마찰재의 물성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TiO2 함량을 0%, 10%, 20%, 30%, 40%로 

나 어 제작하 다. 각 배합비별로 마모, 마찰계수, 도시험을 

해 각각의 물성시험 기 에 따라 다른 크기로 제작하 다.

마모시험은 KS M ISO 9352 기 에 하여 Taber 사의 

마모시험기(abrasion tester)로 라스틱과 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을 측정하 으며 도는 ASTM D792 기 에 하여 

기 도계(electronic densimeter)로 비  측정 후 도를 

환산하 다. 마찰계수는 ASTM D1894 기 에 하여 25± 

2℃의 시험환경에서 측정하 다. 본 연구의 마찰계수시험은 

계측기기 제원의 한계로 인해 구조물의 자 을 고려하지 않았다. 

신 재 마찰진자시스템의 마찰재로 상용되고 있는 고성능의 

고분자량 폴리에틸 (UHMW-PE: ultr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시편에 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시험과 동일한 물성시험을 진행하 다. 제작한 마찰재 시편의 

물성치와 고성능 UHMW-PE 시편의 물성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작한 마찰재의 사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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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aber abrasion test

(mass loss rate, %)

Friction 

coefficient(-)
Density

(g/cm
3
)

Static Dynamic

PVDF 0.03 0.36 0.32 1.771

PVDF+TiO2 

10%
0.07 0.30 0.27 1.854

PVDF+TiO2 

20%
0.12 0.29 0.24 1.930

PVDF+TiO2 

30%
0.14 0.23 0.17 2.007

PVDF+TiO2 

40%
0.22 0.25 0.19 2.005

UHMW-PE 0.09 0.11 0.07 0.93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friction materials

Fig. 2 Cracks of PVDF/nano-TiO2 specimens with 

nano-TiO2 loadings of 40% by weight

Fig. 3 FPS bearing bilinear force-displacement 

relationship

(note:   is the friction force,   is the elastic 

stiffness,  is the post-yield stiffness and  is the 

yield displacement.)

시험을 통하여 얻은 PVDF와 TiO2 배합비에 따른 마찰재 

시편과 UHMW-PE 시편의 물성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마찰재 시편 제작에 사용한 PVDF 우더의 도는 1.74 

g/cm
3
이고, TiO2 우더의 도는 4.23g/cm

3
이기 때문에 

TiO2 함량이 증가할수록 마찰재 시편의 도는 증가하여야 한다. 

Table 1에서 TiO2 함량이 30%일 때 까지는 마찰재 시편의 

도가 정상 으로 증가하다가 40%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Table 1에서 TiO2 함량이 40%인 

경우 질량손실률(mass loss rate)이 등하고 마찰계수의 

경우에는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성치 결과는 나노필러로 사용한 TiO2 함량이 40% 

이상이 될 경우 TiO2가 PVDF로부터 분리되고, 인력이 강한 

TiO2 간의 응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Fig. 2와 같이 TiO2 

함량이 40%인 마찰재 시편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iO2 함량이 40%인 마찰재 시편이 외부 균열없이 

제작된 경우에도 도는 감소되고 질량손실률은 등하며 

마찰계수는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TiO2의 자체 인 

응집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내부 균열과 공극 발생의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물성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TiO2 함량이 

40% 이상이 될 경우 마찰재의 내부  외부 균열때문에 안정 

성이 불확실해짐을 확인하 다. 따라서 마찰진자시스템의 면진 

성능 분석을 하여 마찰재 시편의 TiO2 함량을 0%에서 

30%까지로 선택하 다. 세 가지 물성시험 결과  FPS의 

요 설계요소인 마찰계수를 LNG 탱크의 지진취약도를 분석에 

사용하 다.

2.3 마찰진자시스템의 해석모델

LNG 탱크에 한 거동과 지진취약도 분석을 하여 용한 

마찰진자시스템은 실제로 비선형 거동을 하지만 일반 으로 

이선형(bilinear)모델로 단순화하여 나타낸다(Naeim et al., 

1999). 본 연구에서 LNG 탱크를 단순화하여 모델링하 기 

때문에 마찰진자시스템의 거동을 단순화한 이선형모델을 사용

하 다. 이선형모델은 Fig. 3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1차 강성

()과 2차 강성()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각의 값은 식 

(3)과 식 (4)로 정의한다.

 





(3)

 


(4)

여기서, 는 항복변 , 는 곡률 방향성을 고려한 마찰계수

이다. 식 (4)로부터 곡률 이 커지면 2차 강성()은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응답 가속도를 고려하여 선정한 고유주기 

2sec를 통해 계산된 곡률반지름()인 1.0m를 선택하 다. 

이를 바탕으로 식 (4)로부터 2차 강성()을 4.96×10⁵kN/m

로 선정하 다.

마찰계수를 변수로 가지는 1차 강성()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마찰재의 마찰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1차 강성

()의 값은 2차 강성()보다 최소 51배 이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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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component Dimension

Wall height of inner tank 31.62m

Wall height of outer tank 35.40m

Height of dome peak 10.03m

Table 3 Dimensions of the LNG tank

Post-yield

stiffness

Weight ratio of TiO2

0%

(Neat PVDF)
10% 20% 30%



(kN/m)
4.67×10

7
3.94×10

7
3.50×10

7
2.48×10

7

Table 2 Post-yield stiffness of FPS

Fig. 4 Tuning-fork model of LNG tank

Fig. 5 Acceleration response spectra of accelerations 

(note: the red bold line represents the average 

response spectrum)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Naeim et al., 1999). 따라서 제작한 

마찰재의 마찰계수를 사용하여 식 (3)으로 계산되는 1차 강성

()이 2차 강성()보다 최소 51배 이상이 되도록 항복

변 ()를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마찰재의 TiO2의 

함량별 마찰계수를 용한 마찰진자시스템의 1차 강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2.4 면진된 LNG 탱크의 구조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13)이 모델링한 국내 P생산 기지의 

LNG 탱크를 상부 구조물로 선택하 다. LNG 탱크는 기본

으로 콘크리트 외조, 철재 내벽  충격하 을 발생시키는 액화

천연가스(LNG: liquified natural gas)로 구성된다. LNG 

탱크는 지진 하  발생 시 내부 액화천연가스(LNG)의 거동을 

고려한 벽체구조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Housener, 1963).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LNG 탱크의 규격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제원을 가진 LNG 탱크의 지진하 에 한 거동분석과 

지진취약도 분석을 하여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튜닝 포크 

모델(tuning-fork model)을 사용하 다(Haroun et al., 

1981). 튜닝 포크 모델은 Fig. 4와 같이 LNG 탱크의 외조와 

내조를 캔틸 버 형식으로 모델링하 다. 액화천연가스 질량은 

충격  류 상에 한 효과를 단순화하기 하여 LNG 

탱크의 내조와 유효강성 스 링으로 연결하 다(Housener, 

1963; Kim, 2016).

지진하 에 의한 LNG 탱크의 정확한 거동 분석을 해서 

벽체의 경우 콘크리트 외조와 철재 내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철재 내벽의 경우 강재로 되어있어 상당한 강진에도 

괴되지 않으며 외조와 내조사이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거동

한다. 따라서 LNG 탱크의 철재 내조를 모델링하여 LNG 탱크 

구조물에는 반 하 으나 거동 분석과 지진취약도 분석은 진행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LNG 탱크의 콘크리트 외조와 

마찰진자시스템에 한 거동 분석과 지진취약도 분석을 진행

하 다. 분석에 사용한 LNG 탱크는 OpenSees 로그램으로 

모델링되었다.

3. FPS 마찰계수 변화에 따른 LNG 탱크의 지진취약도 

분석

3.1 입력 지진

마찰재의 마찰계수를 용한 마찰진자시스템의 지진하 에 

한 거동분석과 지진취약도 분석을 해 본 연구에서는 Lee 

등(2003)이 선정한 임의의 지반가속도 기록 20개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수평방향 지반가속도는 PEER(pacific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Center의 Testbeds 

Program을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Fig. 5는 수평방향 지반가

속도 20가지의 응답 가속도 그래 이며, 이 그래 에서 굵은 

붉은 선은 응답스펙트럼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구조물의 목표

주기는 Fig. 5의 응답스펙트럼의 평균값  가속도가 최 인 

구간을 피하여 2sec로 설정하고, 마찰진자시스템(FPS)의 

곡률반지름을 결정하는데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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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put ground motion(Livermore, 1980)

(a) Relative Acceleration of top node of outer tank

(b) Moment of base node of outer tank

Fig. 7 Comparison of responses of FPS and LNG tank 

for the case of highest friction coefficient(TiO2 0%) 

and the lowest friction coefficient(TiO2 30%)

Fig. 8 FFT of relative displacement of top node of 

outer tank for the lowest friction coefficient(Twenty 

earthquakes scaled by 1.0g PGA)

(note: the red bold line represents the average 

fourier amplitude spectrum)

본 연구에서는 마찰진자시스템에 의해 면진된 구조물의 거동 

분석과 지진취약도 분석을 하여 선정한 20개의 수평방향 

지반가속도를 조정하여 사용하 다. 선정한 수평방향 지반

가속도에 해 각각 최 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를 기 으로 0.1g부터 0.1g 간격으로 증가시켜 

2.0g까지 총 20개의 지반가속도로 조정하 다. 최 지반가속도 

기 으로 크기를 조정한 수평방향 지반가속도 20개를 사용하여 

LNG 탱크의 지진취약도 분석을 진행하 다.

3.2 마찰재의 마찰계수를 용한 구조물 응답 분석

마찰재의 마찰계수에 의한 마찰진자시스템의 면진성능평가를 

해서 20개의 지진기록  하나를 선택 후 최 지반가속도를 

1.0g로 조정하여 LNG 탱크의 거동을 비교․분석하 다. 

선택한 지진기록은 1980년 1월 17일 Livermore에서 발생 

하 으며 시간 이력 그래 는 Fig. 6과 같다.

Livermore 지진하 에 한 LNG 탱크의 콘크리트 외조 

최상단의 시간-가속도 그래 , 최하단부의 시간-모멘트 그래 는 

Fig. 7과 같다. Fig. 7에서는 가장 높은 마찰계수(0.32)

를 가지는 PVDF로만 제작한 마찰재 시편과 가장 낮은 마찰계

수(0.17)를 가지는 PVDF와 TiO2 30% 배합비를 가지는 

마찰재 시편의 물성을 마찰진자시스템에 용하여 분석하 다.

Fig. 7(a)에서 TiO2가 0% 일 때 콘크리트 외조 최상단부의 

최  가속도는 2.10g이며, TiO2가 30% 일 때 최  가속도는 

1.45g이다. PVDF를 matrix로 하여 TiO2가 30%의 배합비를 

가지는 마찰재를 사용하 을 때 최  가속도는 30.86%의 응답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7(b)에서 TiO2가 0%일 때 콘크리트 

외조 하단부 최  모멘트는 237.70MN-m이며, TiO2가 30% 

일 때 최  모멘트는 125.28MN-m이다. 콘크리트 외조 하단

부의 모멘트 응답의 경우 TiO2가 30%인 배합비의 마찰재를 

사용하 을 때 최  모멘트는 47.30%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가장 작은 마찰계수 값을 가지는 TiO2 30% 배합

비의 마찰재를 사용하 을 때 LNG 탱크의 응답이 체 으로 

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최 지반가속도를 1.0g으로 조정한 20개 지진하 에 

해 콘크리트 외조 가장 윗부분의 상  수평변 를 고속 

푸리에 변환(FFT)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Fig. 8에서 제작 

마찰재의 물성치가 용된 면진된 LNG 탱크의 주 수 응답을 

통해 구조물의 주기가 목표주기인 2sec에 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FPS에 의해 면진된 LNG 탱크가 목표한 

주기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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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mit state: base moment

(b) Limit state: lateral displacement of FPS

Fig. 9 Fragility curves of LNG tanks

3.3 LNG 탱크의 지진취약도 분석

지진취약도 함수는 구조물의 험도를 평가하는 보편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O'Rourke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Shinozuka(2000)의 최우도추정법에 의한 지진취약도 함수를 

사용하 다. Shinozuka의 지진취약도 함수는 최우도함수

(maximum likelihood function)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지만 Shinozuka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해석결

과의 차이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이 지진에 

의해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상확률을 증가시키고,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상확률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최우도 

함수를 사용하 다.

지진취약도 함수 는 식 (5)과 같이 수정규분포함수를 

정의되며 최우도함수는 아래 식 (6)으로 정의된다.

 








  



(5)

 




 
 

 (6)

여기서, ∙는 지진취약도 함수, ∙는 정규분포함수, 

는 번째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진의 최 지반가속도 값, 는 

수정규분포함수의 간값, 는 수정규분포함수의 표 편차, 

은 지진취약도 분석에 사용된 구조물의 수, 는 입력 

지진에 한 구조물의 손상 여부(손상이 발생한 경우  1,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0)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찰재의 재료 배합비에 따른 지진취약도를 

분석하기 하여 한계상태를 두 가지로 선정하 다. 각 한계

상태는 LNG 탱크 콘크리트 외조의 하단부 모멘트와 마찰진자

시스템의 상  수평변 로 지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내 

P생산기지의 면진되지 않은 LNG 탱크의 경우 0.2g의 설계지

진하 에 해 내진설계가 되어있다. 따라서 한계상태 설정을 

해 구조물 해석에 사용한 20개 지진하 의 최 지반가속도를 

구조물의 설계지반 가속도인 0.2g으로 조정하 다. 조정한 20개 

지진하 에 의해 발생하는 고정된 LNG 탱크의 콘크리트 외조 

하단부 모멘트 평균값을 구조물의 한계상태로 지정하 다. 해당 

한계상태를 통해 마찰계수별 마찰진자시스템의 지진취약도 

뿐만 아니라 마찰진자시스템으로 면진된 구조물의 지진취약도 

한 확인할 수 있다.

마찰진자시스템의 괴는 면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마찰진자시스템의 상  수평변 를 한계

상태로 선정하 으며 AASHTO(2010)에서 제시한 기 에 

의해 곡률반지름() 1m의 0.2배인 0.2m(0.2×)를 한계상

태로 설정하 다. HAZUS에 LNG 탱크에 한 손상기 이 

제시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찰진자시스템에 용하는 

마찰계수의 변경에 따른 구조물의 지진취약도를 비교하고, 

최 의 마찰재 선정을 한 방법론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면진 되지 않은 고정된 LNG 탱크 콘크리트 외조의 

하단부 모멘트와 마찰진자시스템의 상  수평변 를 한계상태로 

설정하여 구조물의 지진취약도를 분석하 다.

Fig. 9는 본 연구에서 서로 다른 배합비에 따라 제작한 마찰

재의 마찰계수를 용하여 각각의 한계상태별로 나타낸 지진취

약도 곡선이다. Fig. 9(a)는 고정된 LNG 탱크의 콘크리트 외조 

하단부 모멘트를 한계상태로 설정한 지진취약도 곡선이다. 목표

주기에서 마찰진자시스템에 용한 마찰재의 TiO2 배합비가 

증가하여 마찰계수가 작아질수록 구조물 하단부 모멘트에 한 

안정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b)는 마찰진자

시스템의 상  수평변 를 한계상태로 설정한 지진취약도 곡선

이다. Fig. 9(a)와는 반 로 마찰재의 TiO2 배합비가 증가할

수록 마찰진자시스템의 상  수평변 에 한 안 성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찰재의 마찰계수가 작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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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반드시 면진성능이 개선되고 구조물의 안 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마찰재의 배합비별 괴확률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마찰진자시스템의 괴는 면진성능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두 가지 한계상태에 따른 상반된 지진취약도 분석의 결과로부터 

제작한 마찰재의 마찰계수의 최  배합비를 결정하기 해서는 

LNG 탱크가 손상될 수 있는 다양한 한계상태를 고려하여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취약도 곡선의 조합을 

바탕으로 최 의 마찰재를 선정하는데 지진취약도 분석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VDF와 TiO2의 배합비에 따른 마찰재를 

이용하여 마찰진자시스템(FPS)의 마찰계수 변화를 통해 LNG 

탱크의 응답특성과 지진취약도를 분석하 다. 마찰재의 물성 

분석 시험을 통해 TiO2 배합비가 30%까지 증가할 경우 마찰

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 다. 마찰재의 마찰계수가 가장 

큰 TiO2 배합비 0%와 마찰계수가 가장 작은 TiO2 배합비 

30%를 용한 LNG 탱크를 비교해 보면 LNG 탱크 콘크리트 

외조의 상 가속도와 모멘트 응답에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콘크리트 외조 최상부의 가속도의 경우 30.86%의 응답 감소를 

나타내며 콘크리트 외조 하단부의 모멘트의 경우 47.30%의 

응답 감소를 확인하 다.

구조물의 지진취약도 경우 한계상태를 하단부 모멘트로 

설정하 을 때는 TiO2의 배합비가 30%까지 증가할수록  

괴확률이 어든다. 마찰진자시스템의 상  수평변 를 

한계상태로 하 을 때는 그 반 의 결과를 확인하 다. 배합비

별로 괴확률의 큰 차이는 없지만 면진성능에 직 인 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두 가지의 한계상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한계상태별 지진취약도 곡선의 서로 다른 괴확률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한계상태만 고려한 구조물의 안 성 평가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구조물 

안 성 평가를 한 지진취약도 분석과 각각의 한계상태별 

취약도 곡선의 조합을 통한 최 의 마찰재 선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다. 한 

PVDF와 TiO2의 배합비에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구조물에 용되는 마찰진자시스템의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최 의 마찰재 선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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