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2016년 9월 지진관측 이래 한반도 최대인 것으로 보도된 리

히터 규모 5.8의 경주지진이 발생하였다. 또한, 그 이듬해인 

2017년 11월 포항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하여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

진 발생 이후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내진보강공법에 대한 관

심이 급증하였고,  다양한 내진보강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17, Roh, et. al., 2016, Hur, 

et. al., 2018, 2016, Lee, et al., 2012, 2010; Oh, et al., 2018, 2005).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내진 보강방법으로는 크게 강도보강, 

연성보강 및 이를 혼용한 보강 방법이 있으며 최근 들어 지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소산할 수 있는 기법으로, 감쇠장치 , 또

는 감쇠시스템을  활용한 내진보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

내에서도 감쇠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감쇠장치

를 도입한 건물들이 다수 설계 및 건설되고 있으며, 이러한 감

쇠구조는 초기 설치비용 및 지진 후 복구비용이 적은 이점으

로 인해 중진 또는 약진 지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일본 및 미국 등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의 

감쇠장치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러 감쇠장치 중 경제적

이며 설치와 유지관리가 용이한 강재이력형 감쇠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강재이력형 감쇠장치의 경우는 대부

분 판형태로 면내거동만을 고려하여 설치됨으로서 비틀림 발

생과 면외 방향의 거동 발생 시 감쇠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설계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철

근콘크리트 건물에 적용되는 경우 감쇠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연결구조물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어 감쇠장치

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에서 개발된 카

고메 트러스 구조를  감쇠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이 개발되었

다 (Hwang, et al., 2013). 카고메 감쇠장치는 카고메 트러스 구

조의 전단변형에 의한 에너지 소산능력을 이용한 강재형 감

쇠장치의 일종이다. 카고메 감쇠장치의 특징은 ① 와이어로 

직조되기 때문에 반복하중이나 피로에 대한 내구성이 크며, 

② 일부 와이어가 파손되더라도 전체 감쇠장치의 기능을 유

지하며, ③ 무게대비 강도가 크고, ④ 큰 전단변형에 의한 에

너지 흡수율이 높으며, ⑤ 모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렬 배

열로 요구강도 충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카고메 감

쇠장치를 구조물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철골보강, 가새 등 기

존의 감쇠장치 설치 시공에서와 같이 보강구조시스템이 필요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Vol. 23, No. 2, March 2019, pp.84-91

https://doi.org/10.11112/jksmi.2019.23.2.84

pISSN 2234-6937

eISSN 2287-6979

콘크리트에 매립된 카고메 감쇠시스템의 내진거동평가

허무원1
, 이상현2

, 김종호3
, 황재승4*

Seismic Behavior Evaluation of Embedded Kagome Damping Device

Moo-Won Hur
1
, Sang-Hyun Lee

2
, Jong-Ho Kim

3
, Jae-Seung Hwang

4*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improve seismic performance of building structure by installing a steel hysteretic damping device 

which is economically efficient and easy to install and maintain. However, for a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a set of complicated connecting hardware 

and braces to fix the steel hysteretic damping device yields deteriorated reliability in damping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 method 

of directly embedding a Kagome damper, which was investigated in previous researches, into a concrete structure without additional connecting 

hardware. Moreover, in this study, a series of experiments conducted to provide a basis of the Kagome damper by confirming the seismic behavior 

for various embedded lengths.  As a result, in a group of the embedded length of 1.0, the dampers were pulled out, while concrete breakout occurs. 

In a group of 2.0, neither pull-out nor concrete breakout occurred, while the dampers show stable behavior. Moreover, the buried length of 2.0
has 1.3 times better energy dissipation capacity. The system presented in this study can reduce the cost and period for installing, omitting making 

additional hardware.

Keywords: Embeded kagome damper, Multi-axis Isotropic, Energy dissipation, Stiffness degradation

1정회원,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교수, 공학박사
2정회원,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3정회원,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4정회원,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jshwang@jnu.ac.k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61186, Korea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9년 3월 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2019년 

5월호에 토론결과를 게재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9 by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84



J. Korea Inst. Struct. Maint. Insp. 85

한 것으로 나타나 적용의 한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안된 카고메 감쇠장치

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치시스템이나 연결구조 없이 철근콘크

리트 지지구조물에 감쇠장치를 직접 매립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매립길이에 따른 이력거동

을 확인하고 매립 카고메 감쇠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반복가력 실험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2. 카고메 감쇠장치의 특징 및 제안시스템

2.1 카고메 감쇠장치의 전단특성(Ko, et al., 2010)

Fig. 1의 (a)는 유닛셀과 유닛셀에서 외부하중을 저항하는 

사면체를 나타내는 것이며, (b)는 곡률을 가지는 카고메 감쇠

장치의 이상적인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Fig. 1의 (b)와 같이 

단위 셀에서 전단력은 직선 트러스 요소로 구성된 사면체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a) Unit cell

(b) Equivalent structure of Kagome

Fig. 1 Ideal Kagome structural

              

이때, 하중 에 의해 하중 방향으로 사면체의 변위를 

이

라 하면 그때의 강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또한, 방향으로의 전단탄성계수()는 다음 식과 같다.

 





 


                                                              (2)

여기서,  c : 트러스 요소의 길이,

d : 와이어의 직경

b : 브레이징 접합부 높이

 : 와이어의 탄성계수

Fig. 1의 (b)와 같이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전단력 R을 받는

다고 가정하면 각 부재에 작용하는 부재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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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부 전단력에 의해 가장 큰 압축력을 받는 부재 한 개의 항

복하중을 단위 셀의 평면면적(=
 )으로 나누면 최대 

전단응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 와이어 항복강도

식 (4)와 같이 전단응력은 길이 두께비(  )에 의하여 

결정되며 항복이 발생할 때의 단위셀의 전단변형률은 식 (4)

와 (2)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2.2 콘크리트에 매립된 카고메 감쇠장치 시스템

카고메 감쇠장치는 철선을 트러스 형태로 교차해서  Fig. 2

와 같이 제작 한다. 이후  감쇠장치 부분을 제외하고 상·하 및 

좌·우를  크기와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을 통하여 면을 평

활하게 한다. 6면 평활 작업 이후, 브레이징을 통해 철선이 만

나는 부분을 접합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브레이징 후  지

지구조물에 연결할 수 있는 상·하부 철판을 용접하여 최종적

으로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감쇠장치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카고메 감쇠장치 제작 시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과

정과 상·하부 연결 철판 용접 시 점과 면의 용접 불확실성을 

제거할 목적으로 별도의 연결구조 없이 철근콘크리트 지지구

조물에 카고메 감쇠장치를 직접 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

안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카고메 트러스 구조를 대량 생산하

는 공정이 개발, 구축되어 기존 수작업 제조를 대체하면서 활

용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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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카고메 감쇠장치의 개념도는 Fig. 3

과 같다. 본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감쇠장치 제작시간과 비용

을 줄일 수 있으며, 본 공사와 같이 감쇠장치 시공을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a) Unit damper 

(b) Manufacturing system 

Fig. 2  Kagome device shape

(a) Existing installation method

(b) Proposing installation method

Fig. 3 Installation method of Kagome System

3. 실  험

3.1 실험체 계획 및 변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유효성은 카고메 감쇠장치

의 콘크리트 내 매립길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콘크리트에 매립한 카고메 감쇠장치의 내진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립길이를 달리한 기둥 실험체 2개와 카고

메 감쇠장치의 셀 내부에 원형 스티로폼 볼을 넣은 실험체 2

개, 총 4개의 기둥 실험체를 제작하였다(Fig. 4 참조).

Fig. 4 Kagome devices experimental variable(with ball)

매립길이는 철근의 매립길이(   ․  ․  , 

KBC2016) 계산식을 활용하여 계산하였고, 각각 38㎜(1.0)

와 76㎜(2.0)로 달리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카고메 감쇠장치 

내부에 굵은 골재 및 콘크리트 몰탈 침투로 인한 감쇠장치의 구

조성능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셀 크기와 유사한 스티로폼 볼

을 넣어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실험체는 기둥과 상․하 스터브

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둥의 크기는 200×200×460㎜, 주근은 

4-D13, 띠철근은 D10@80이다. 기둥내부에 매립된 카고메 감

쇠장치의 사이즈는 180×180×60㎜이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는 24MPa,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MPa로 계획하였다.  Fig. 5

에 실험체 배근도를 나타내었고, Table 1은 실험체 일람표를 

나타낸 것이다.

Name
Column 

section(㎜)

Column 

length(㎜)
Content

KGDS-38-1

200×200 460

without styrofoam ball

KGDS-76-1 without styrofoam ball

KGDS-38-2 with styrofoam ball

KGDS-76-2 with styrofoam ball

Table 1 Specimens

3.2 실험방법

Fig. 6에 별도의 연결구조 없이 철근콘크리트 지지구조물



J. Korea Inst. Struct. Maint. Insp. 87

Fig. 5 Specimen shape

에 카고메 감쇠장치를 직접 매립한 실험체의 셋팅 상황을 나

타내었다. 실험체 셋팅 시 실험체가 좌우 및 앞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 할 목적으로 실험체 앞쪽 및 뒤쪽에 롤러가 설치된 

지지물로 고정 시킨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에 적용된 횡 변위(㎜)는 기둥의 순길이로 나눈 값에 

따라 8개의 스텝으로 1/1,000(0.46㎜), 1/500(0.92㎜), 1/250(1.84

㎜), 1/200(2.3㎜), 1/150(3.07㎜), 1/100(4.60㎜), 1/64(7.2㎜), 

1/50(9.26㎜) 순으로 각 3 싸이클씩 단계별로 점증 가력 하였고, 

Fig. 7에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LVDT는 수평 엑츄에이

터 하중 작용점과 하부 스터브에 1개씩 설치하였다(ACI  2014).

Fig. 6 Set-up

Fig. 7 Loading histories

3.3 실험체 제작 

Fig. 8은 실험체의 제작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체는 눕혀서 제작하였고, 제작 순서는 다음

과 같다. (a) 상·하부 철근 배근, (b) 거푸집 제작, (c) 거푸집 내 

철근 설치 및 카고메 감쇠장치 설치, (d) 콘크리트 타설, (e) 콘

크리트 면 미장 및 추가 버팀대 설치, (f) 탈형 순으로 실험체

를  제작하였다. 콘크리트 타설 후 상·하부 콘크리트 블럭에 

지지구조물을 설치한 후 실험체를 세워서 실험실에 반입하였

으며, 실험은 28일 강도를 확인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a)                           (b)                            (c)  

(d)                           (e)                              (f)

Fig. 8 Installation of specimen

3.4 재료시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콘크리트의 설계강도는 24MPa로 KS 

F 2405(압축강도 실험방법)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철근은 KS B 0801(금속재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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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험편 규정) 2호의 규정에 따라 시험편을 제작하여, KSB 

0802의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 철근의 인장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No
Concrete strength(MPa) Modulus of elasticity

(MPa)fck fck.ave.

1 26.6

26.7 2.01×104

2 27.6

3 25.3

4 23.9

5 29.3

6 27.5

Table 2 Characteristic value of concrete

Bar size
Yield strength

(MPa)

Yield strain

(×10-5)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D10 348.0 2585.3 510.4 36.0

D13 332.1 2500.0 481.3 26.8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steel

4. 실험 결과

4.1 균열 및 파괴상황

Fig. 9와 Fig. 10은 실험체의 실험종료 후 파괴상황을 나타

낸 그림이다. 

KGDS-38-1 실험체의 경우, 부재각 1/500(횡변위 0.92㎜) 

부가력에서 콘크리트에 매립된 감쇠장치 끝부분에서 초기균

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부재각 1/200(횡변위 2.3㎜) 부가력에

서 기둥면 수평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 후 부재각이 

증가 시마다 기둥 균열의 양과 폭이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

었다. 최종적으로는 매립길이 끝부분에서 뽑힘이 발생되었

고, 콘(cone) 파괴와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면서 실험이 종료

되었다.

Fig. 9 Crack pattern(KGDS-38-1) 

Fig. 10 Crack pattern(KGDS-76-1) 

  

KGDS-76-1 실험체의 경우에도 KGDS-38-1 실험체와 유

사하게 1/500(횡변위 0.92㎜) 콘크리트에 매립된 감쇠장치 끝

부분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였다. 부재각 1/200(횡변위 2.3

㎜) 정가력에서 기둥면 수평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 

후 부재각이 증가 시마다 기둥 중앙부의 균열의 양과 폭이 증

가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부재각 1/50(횡변위 9.20㎜)에서 

하중의 증가와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

험종료 시까지 카고메 감쇠장치의 뽑힘 및 콘 파괴와 같은 파

괴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KGDS-38-2 실험체와 KGDS-76-2 실험체의 경우에는  KGDS-

38-1 실험체와 KGDS-76-1 실험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4.2 하중-변위 관계 및 강성 저하

Table 4에 각 실험체에 대한 최대하중 및 최대변위 실험결

과를 정리하였으며, Fig. 11에 각 실험체별 포락곡선을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카고메 감쇠장치 내부에 스티

로폼 볼의 넣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pecimen Cycle
Maximum load

(kN)

Maximum displacement

(δmax, mm(%))

KGDS-38-1
+ 24.9 9.26

- -26.2 -9.26

KGDS-76-1
+ 35.1 9.26

- -29.5 -9.26

KGDS-38-2
+ 21.9 9.26

- -25.1 -9.26

KGDS-76-2
+ 31.0 9.26

- -27.7 -9.26

Table 4 Test Results 

하지만, 매립길이에 대한 최대하중의 경우에는 (+) 방향은 

약 1.4배 (-) 방향은 약 1.1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는 원점으로부터 각 이력싸이클의 최대강도 점을 연

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정의된 실험체의 강성저하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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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매립길이가 1.0(38㎜)인 KGDS-38-1과 KGDS-38-2 

실험체의 경우 변위 0.92㎜ 가력 이후 강도 및 강성 저하가 심

하게 나타난 반면 매립길이를 2.0(76㎜)인 KGDS-76-1과  

KGDS -76-2 실험체는 1.84㎜ 가력 이후 강성저하는 매립길

이 1.0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강도저하는 작게 나

타났다. (Fig. 12 참조). 

Fig. 11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a) Positive direction

(b) Negative direction

Fig. 12 Comparison of stiffness degradation

4.3 에너지 소산능력

각 사이클에 따른 이력거동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

소산능력(Energy dissipation capacity)을 아래 식 (6)과 같은 

선적분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하중과 변위가 연속량이 아니

기 때문에 선적분을 수행할 수 없어 실험으로부터 얻은 하중-

변위의 이산량으로 치환하여 근사값으로 산정하였다.



    ∆                                   (6)

여기서,  : 감쇠장치 하중이력,  ∆  : 변위 증분

실험체의 이력거동에 따른 소산 에너지량(


)을 각 싸이클

에 따라 구하고 정방향 및 부방향으로 나누어 Fig. 13에 나타

내었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매립길이에 따라 약  130 

% 이상의 에너지소산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소산능력의 증진은 매립길이 확보로 인한 강

도와 변형 능력의 증진에 따른 결과라고 사료된다. 

(a) Positive direction

(b) Negative direction

Fig. 13 Energy dissipation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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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카고메 감쇠장치를 콘크리트 내부에 매립하

여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별도의 연결구조물 없이 직접 감쇠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시스템

의 반복가력 실험을 통하여 내진거동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실험결과, 매립길이가 38㎜인 KGDS-38-1 및 KGDS 

-38-2 실험체의 경우 매립길이 끝부분에서 뽑힘이 발생

되었고, 콘(cone) 파괴와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하

지만, 매립길이가 76㎜인 KGDS-76-1 및 KGDS-76-2 실

험체의 경우에는 실험종료 시까지 카고메 감쇠장치의 

뽑힘 및 콘 파괴와 같은 파괴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카고메 감쇠장치를 콘크리트 내부에 매립하는 시스템

을 활용할 경우에는 매립길이 2.0 이상을 확보하면 안

정적인 이력거동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1.0  매립길이 대비 2.0 매립길이가  약 130%의 

에너지소산능력 향상을 나타내었다.

2)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기존 설치

방법 변경에 따른 기타 철물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시공 시에도 부수적인 철물 시공을 줄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내력 증진 및 안전

성 확보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실무적용을 위해서는 골

조 실험을 통해 콘크리트에 매립된 카고메 감쇠장치의 

내진보강 효과를 알아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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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설치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경제성이 뛰어난 강재이력형 감쇠장치를 적용하여 내진성능을 확

보하고자 하는 건물들이 다수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재이력형 감쇠장치가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적용되는 경우 감쇠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연결구조물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어 감쇠장치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기존연구에서 개발된 카고메 감쇠장치를 대상으로 별도의 연결구조 없이 철근콘크리트 지지구조물에 감쇠장치를 직접 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며, 매립길이에 따른 내진거동을 확인하여 동 시스템의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

결과, 1.0 매립길이 실험체의 경우 카고메 감쇠장치 매립부분에서 콘 파괴와 유사한 형태의 뽑힘이 발생하였다. 반면, 2.0 매립길이를 확보

한 실험체는 실험 종료 시까지 뽑힘 및 콘 파괴 없이 안정적인 이력거동을 나타내었고 1.0 매립길이 대비 2.0 매립길이가  약 1.3배의 향상된 

에너지소산능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기존 설치방법 변경에 따른 기타 철물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으

며, 시공 시에도 부수적인 철물 시공을 줄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핵심용어 : 매립된 카고메 감쇠장치, 다축등방성, 에너지소산면적, 강성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