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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가 적용된 마찰 진자형 지진격리받침의 피로거동분석

Evaluation on Fatigue Behavior of 
EP(Engineering Plastic) Friction Pendulum Bearing System

최정열*, 박희수**, 정지승*

Jung-Youl Choi*, Hee-Soo Park**, Jee-Seung Chung*

요 약 최근 지진에 대한 위험이 고취됨에 따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면진장치중 하나인 마찰 진자형 지진격리받침을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슬라이더(spherical)를 적용

하였다. 이는 다른 금속에 비해 가벼운 중량으로 운반, 설치 및 유지보수가 매우 용이하고, 기존의 금속부품 대비 내

부식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특수 마찰재를 삽입하여 사용하므로 교체가 용이하여 마찰계수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

점을 입증하였지만 금속 소재 슬라이더 대비 장기 처짐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마찰 진자형 지진격리받침으로 압축-전단시험, 반복피로시험 후 극한하중 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시험 후의 압축 및 전

단특성 변화와 반복피로시험 후 극한하중 재하시 슬라이더의 변형 및 전단특성을 측정, 분석하여 슬라이더의 장기 처

짐값을 측정하였고 그 처짐값이 사용 설계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를 입증하였다.

주요어 : 피로시험, 전단특성, 피로거동, 진자형 지진격리받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Abstract As the risk of earthquakes increases recently, earthquake-resistant designs were getting interest. For this 
reason, this study applies that Friction pendulum-type seismic isolator is a device that attenuates seismic energy 
by friction and pendulum motion. The friction pendulum-type seismic isolator of this study is very easy to 
transport, install and maintain with light weight of metal by applying the slider using high strength engineering 
plastic. In addition, there is an advantage that the corrosion resistance is very excellent compared to the existing 
metal parts. However, there is concern about long-term durability by replacing metal materials. In this study, the 
frictional pendulum-type seismic isolator with EP was applied to compressive-shear test, repeated fatigue test, 
and ultimate load test after fatigue test, and analyzed the deformation and shear or properties after the test. As 
the results, the adequacy of long term fatigue durability was experimentally proven.

Key words :  Fatigue test, Shear performance, Pendulum bearing system, Fatigue behavior, Engineering plastic

Ⅰ. 서 론

일반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내진과 면진성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강도 및 연성의 상승, 중

량 경감 및 내진과 면진장치 설치이며 내진과 면진장치

의 설치는 단면강성 보강이 어렵거나 사용성 측면에서

어려운 기존 구조물에 주로 사용된다. 내진 또는 면진

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ISO, EN, AASH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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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선진 규격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표

준에는 KS, 신뢰성평가기준(RS)에서 제품에 따른 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량 구조물의 면진성능을 확보

하기 위해 적용되는 면진받침 중 하나인 진자형 지진격

리받침(Friction pendulum system, FPS)은 반구면체의

마찰재 장치가 시계추와 같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미끄

럼 역할을 하며 지진 에너지를 감쇠시키는 역학을 하게

된다. 기존의 진자형 지진격리 받침은 금속소재에 고분

자 소재의 마찰재가 조립되어 있는 것이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 EP)

슬라이더(Spherical, slider)를 적용한 진자형 지진격리

받침의 수직압축하중에 의한 영구변형을 평가하고 이

후 지진 에너지를 감쇠하는 역할을 유지하는지를 확인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1].

EP가 적용된 마찰 진자형 지진격리받침(EP-FPS)은

교량구조물에 설치되어 상시에는 하중전달 및 회전, 신축

거동을 수행하며, 지진 시 마찰과 진자운동으로 구조물의

고유주기를 장 주기화하여 면진의 기능을 갖으며 마찰재

의 에너지 소산능력으로 지진응답을 감소시켜주는 역할

을 한다[1]. 본 연구에서는 EP-FPS에 대해 AASHTO

Guide Specifications for Seismic Isolation Design(Third

Edition, July 2010)에서 제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압축 및 전단성능을 평가하고, 반복피로시험과 극한하중

시험을 수행하여 피로거동을 분석하였다.

Ⅱ. 마찰 진자형 지진격리받침 구성

본 연구의 EP-FPS는 기존의 면진장치 중 마찰과 진

자운동으로 지진 에너지를 감쇠시키는 장치이다[2]. 교

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사이에 설치되어 상시에는

하중전달 및 회전, 신축 거동을 수용하며 진자운동을

통해 구조물의 고유 주기를 변화시켜 지진응답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2].

그림 1. 마찰진자형지진격리받침의 개요도
Figure 1. Schematics of EP-FPS

본 연구의 EP-FPS는 그림 1과 같이 고강도 엔지니

어링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슬라이더를 적용함으로써

금속대비 15% 수준의 중량으로 운반, 설치 및 유지보

수가 매우 용이하며 기존의 금속부품 대비 내부식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2-5]. 또한 특수 마찰재를 삽입하여

사용하므로 교체가 용이하고 마찰계수 조절이 가능하

다[2-5]. EP-FPS는 EP소재의 슬라이더와 마찰재

(Friction material), 상, 하부 플레이트로 구성되며 상,

하부 플레이트는 슬라이더와 마찰재가 진자형 지진격

리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면 형태로 제작되었

고 그 형상과 구성은 그림 2∼그림 3과 같다[2-5].

(a) Slider & Friction Material (b) Assembly(finished product)
그림 2. EP-FPS의 형상
Figure 2. EP-FPS Shape

(a) Slider (b) Friction material

(c) Top plate (d) Bottom plate
그림 3. EP-FPS의 구성품
Figure 3. Components of EP-FPS

Ⅲ. 실내시험

관련 표준은 EN 15129:2009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수

평특성의 조합 압축-전단 시험(Combined compression

and shear test of horizontal characteristics)방법에 따

라 평가하였다[2-6]. 압축-전단시험은 수직하중을 유지

한 상태에서 전단력을 가하여 힘과 변위를 기록함으로

써 지진에너지를 흡수하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이다[2-6]. 시험 속도는 0.5㎐의 속도 이거나 다른 속도

를 지정하여 전단 변위를 적용하며 최소한의 시험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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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01Hz이어야 한다[2-6]. 시험하중의 파형은 사인파

형(Sine wave)이거나 삼각형파형(Triangular wave)이

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인파형을 적용한다[2-6].

압축시험 후 전단 강성(Kb)와 감쇠()또는 특성 강

도(Qd)를 산출하며, 총 3회의 반복시험을 실시하고

3cycle에서의 전단 힘-변위 곡선에서 산출된 전단 강성

을 최종결과로 반영한다[2-6].

 

  

(1)

여기서, F와 d는 각각 수평 힘과 변위를 나타낸다

[2-5]. 와 는 반복시험과정에서의 최대, 최소 변위

를 의미하며  와  는 최대, 최소변위 발생 시 작용

력을 의미한다[5-8]. 등가 감쇠율 는 식(2)로 나타낸다

[2-5].

 


   


(2)

여기서, H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다[1,2,5].

수직하중을 줄 수 있는 시험기에 FPS를 고정한 뒤

받침에 설계하중(고정하중+활하중)의 1.5배 만큼의 최

대 수직하중을 가하고 최대하중을 5분간 유지하며 영구

적인 받침의 변형이나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2-5].

수직하중과 수평변형을 줄 수 있는 시험기에 FPS를

고정한 뒤 받침에 평균 고정하중(Dead load) 만큼의 수

직하중을 가하고 설계 변위에 해당하는 전단 변형을 3

회 반복재하한다[2-5]. 식 (3)에 따라 3cycle의 평균값

으로 전단강성을 구하고 3cycle에 대한 EDC(Energy

Dissipated per Cycle)면적을 구한다[2-5]. 단, 전단특성

시험은 3회 반복을 1차 시험으로 하며 각각 2차 시험을

진행한 뒤 2차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전단특성 결과

로 산출한다[2-5].

keff(전단유효강성) = 
  , kN/mm  (3)

여기서, Fp는 △p(최대변위, Positive)에 대응하는 수

평하중(kN)이고 Fn은 △n(최대변위, Negative)에 대응

하는 수평하중(kN)이다.

장기간 사용에 대한 제품의 특성 변화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시험조건으로 반복 피로시험을

실시하였다[3,5].

표 1. 반복피로 시험조건
Table 1. Fatigue test condition

Min load(kN) 1,500
(1,750±250)

Max load(kN) 2,000

Test speed(Hz) 2.5 -

Repeat cycle(Cycle) 2.0×106 -

반복피로시험 후 극한하중 시험을 수행하여 피로효

과가 고려된 조건에서의 EP-FPS의 변형 정도를 확인

하였다. 반복피로시험을 수행한 이후 10,000kN 까지 하

중을 가하는 극한하중 시험을 수행하여 하중-변위 선

도를 산출함으로서 현저한 변형이 발생되는 하중 단계

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단계별 하중 재하를 실시하

여 최고 11단계까지 점진적으로 하중을 증가시키고 각

단계에서 1분간 하중을 유지하였다[2-5].

Ⅳ. 시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2,000kN 용량의 EP-FPS 받침을 대

상으로 전단특성 시험 및 반복 피로시험과 극한하중 재

하시험을 실시하였다[5]. 시험전경은 그림 5와 같으며

수직하중은 2000kN, 전단변위는 ±150mm, 수평속도는

50mm/sec을 적용하였다[5].

그림 5. 전단특성 시험(2,000kN)
Figure 5. Shear performance test(2,000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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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kN FPS의전단특성시험결과는그림 6과같다[8].

그림 6. 전단특성(하중-변위) 그래프
Figure 6. Shear performance(load-displacement graph)

전단특성 시험 결과, 그림 6 및 표 2와 같이 받침의

선형성을 저해하는 이상점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각 사

이클별 전단강성은 약 4%의 증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EDC면적은 약 8%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

표 2. 전단특성 시험 결과
Table 2. Shear performance test result

Max
load
(kN)

Min
load
(kN)

Max
displ
(mm)

Min
displ
(mm)

Shear
stiffness
(kN/
mm)

EDC
Area
(kN.
mm)

1 Cycle 252 -274 149.9 -149.9 1.75 73,334.6

2 Cycle 240 -263 149.9 -150.0 1.68 66,038.2

3 Cycle 230 -252 149.9 -150.0 1.61 62,228.4

Average 241 -263 149.9 -149.9 1.68 67,200.4

반복피로시험 전경사진과 시험 후의 하중-변위 그래

프는 각각 그림 7∼그림 8과 같다[5].

그림 7. 반복피로시험
Figure 7. Photograph of fatigue test

그림 8. 반복피로시험 후 전단특성 하중-변위 그래프
Figure 8. Shear performance after fatigue test

반복피로시험 후 전단특성 시험 결과, 그림 8과 같이

받침의 선형성을 저해하는 이상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각 사이클별 전단강성은 평균적으로 약 3% 정도

증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DC면적은 반복횟수 증

가에 따라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

표 3. FPS 반복피로시험 후 전단특성 결과
Table 3. Shear performance test result after fatigue test

Max
load
(kN)

Min
load
(kN)

Max
displ
(mm)

Min
displ
(mm)

Shear
stiffness
(kN/
mm)

EDC
Area
(kN.
mm)

1 Cycle 256 -261 149.9 -149.9 1.73 71,696

2 Cycle 248 -249 149.9 -115.0 1.88 65,564

3 Cycle 240 -245 149.9 -150.0 1.62 62,205.4

Average 248 -252 149.9 -138.3 1.74 66,488.5

반복피로시험 전, 후의 전단특성 비교는 그림 9와 표

4와 같다[5].

그림 9. 반복피로시험 전·후 전단특성 비교 그래프
Figure 9. Comparison of shear performance by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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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PS 반복피로시험 전·후 전단특성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shear performance by fatigue test

Max
load
(kN)

Min
load
(kN)

Max
displ
(mm)

Min
displ
(mm)

Shear stiffness EDC area

kN/mm %※ kN.mm %※

1) 241 -263 149.9 -149.9 1.68
3
67,200.4

-1
2) 248 -252 149.9 -138.8 1.74 66,488.5

1) Before fatigue test
2) After fatigue test
※ : variation of before and after fatigue test

전단특성 시험 결과, 반복피로시험 전, 후의 전단강

성은 그림 8과 같이 받침의 선형성을 저해하는 이상점

을 확인할 수 없었다[5]. 표 4에서 전단강성은 약 3%

증가되었으며 EDC면적은 약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복피로시험 후 극한하중 시험에는 수직하중이

10,000kN, 시험단계(Step)는 11단계(점진적 하중 증가,

단계별 1분 유지)를 적용하였다[5].

극한하중 시험 결과 하중-변위 그래프에서는 비정상

적인 하중·변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반복피로시험 및

극한하중시험 후에 전단특성을 검토한 결과는 표 5와

같다[5].

표 5. FPS 반복피로시험/극한하중시험후전단특성결과
Table 5. Shear performance after fatigue / ultimate load test

Max
load
(kN)

Min
load
(kN)

Max
displ
(mm)

Min
displ
(mm)

Shear
stiffness
(kN/
mm)

EDC Area
(kN.
mm)

1 Cycle 227 -227 149.9 -150 1.52 62,112.6

2 Cycle 222 -224 149.9 -150 1.49 58,159.9

3 Cycle 214 -220 149.9 -150 1.45 56,161.0

Average 221 -224 149.9 -150 1.49 58,811.1

반복피로시험 및 극한하중시험 후 전단특성 시험 결

과, 그림 10과 같이 받침의 선형성을 저해하는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5]. 또한, 표 6과 같이 각 사이클별 전

단강성의 값은 전체적으로 약 12% 감소하였으며, EDC

면적은 약 12%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0. 반복피로시험/극한하중시험전·후전단특성비교그래프
Figure 10. Shear performance after fatigue / ultimate load test

표 6. FPS 반복피로시험/극한하중시험후전단특성비교
Table 6. Comparison of shear performance after fatigue /

ultimate load test

Max
load
(kN)

Min
load
(kN)

Max
displ
(mm)

Min
displ
(mm)

Shear stiffness EDC area

kN/mm %※ kN.mm %※

1) 241 -263 149.9 -149.9 1.68
-12

67,200.4
-12

2) 221 -224 149.9 -150.0 1.49 58,811.1

1) Before fatigue test
2) After fatigue test
※ : variation of before and after fatigue test

Ⅴ. 결 론

EP가적용된 2,000kN 용량의마찰진자형지진격리받

침(EP-FPS)을 대상으로 AASHTO에서 제시하는 시험

방법을준용하여전단및압축특성시험을수행하였으며

피로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극한하중조건에서의 장기

피로내구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반복피로시험과극한하중시험전·후의전단특성변화

정도를확인한결과, 피로시험에따른전단강성과 EDC면

적의 변화수준은미미한수준으로 나타났으며하중-변위

선도의 기울기 및 거동 특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극한하중 시험후에는 초기값 대비전단강성과 EDC

면적은일부감소하는경향으로나타났으나설계용량 5

배 이상의 극한 조건임을 감안할 때 설계요구조건 이내

이며 마찰재의 완전한 파괴는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극

한하중 시험 후 측정된 전단강성과 EDC면적은 모두 설

계허용범위이내의값으로나타나 EP가적용된마찰진

자형 지진격리받침은 극한하중조건에서의 장기 피로내

구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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