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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초대형 구조물의 동적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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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rviceability design of the high-rise building is affected by the wind response vibration such as the acceleration, at 

this time it is important to calculate the natural frequency correctly. Since the suggestion equation of the natural frequency 

being used in the design phase is not the regression equation obtained from the vibration measurement of the high-rise 

building, the verification to use for the serviceability design of the high-rise building is necessary. This thesis conducted an 

ambient vibration measuring on the high-rise building through the mobile-phone application to calculate the natural 

frequency and suggested a natural frequency approximate expression following the building's height, and compared with the 

domestic/foreign standard and the result of the eigen-val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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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층건물은 풍하 으로 인하여 건물 최상층의 

응답가속도가 일정 수  이상을 과하면 거주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사용성 문제를 야기한다1). 고층 

건물의 내풍 설계에서 하 과 응답의 산정을 해 

가장 요한 요인 의 하나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이다.

신뢰성 있는 응답가속도를 산정하기 해서는 정

확한 고유진동수의 측이 매우 요하다. 고유진동

수는 설계단계에서 일반 으로 고유치해석을 통해

서 산정할 수 있지만, 비구조재의 모델링 등의 어려

움으로 실제 건물의 정확한 고유진동수를 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계측

치에 의한 고유진동수가 해석치보다 평균 으로 

20% 후로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

국내외에서의 상시진동 등의 계측을 통한 고유진

동수에 한 연구는 구혜진(2015)2),  Ellis(1998)3), Su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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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4), Lago-marsino(1998)5) 등에 의하여 범  하

게 수행되었다. 한 일본(2000)
6)
 UBC(1977), Eurocode 

(1994)8) 등의 해외 기 도 진동계측에 기 하여 얻

어진 고유진동식을 건물 높이로 제안하고 있다. 하

지만 Ellis
3)
는 최고 200m, 윤성원

1)
은 최고 243.3m, 

일본 기 은 최고 129.8m,  구혜진2)은 최고 305m 

높이의 건물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을 제안하

다. 각각의 고유진동수 제안식은 계측 상의 건물높

이의 범 에 따라 제안식의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명확한 고유진동수 근사식을 

제안하기 해서는 더욱 폭넓은 범 의 건물계측 

데이터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 해외의 여러 구조

설계기 에서 제시된 고유주기 제안식이 실제 계측 

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

 이러한 응답가속도를 산정하기 해서는 고가의 

다양한 진동계측장비가 필요하고, 설치시간 한 오

래 걸린다. 이러한 기존의 고가의 진동계측장비를 

체하여 휴 폰의 애 리 이션을 이용한 진동계

측시스템을 통한 진동계측이 최근 시도되고 있다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외의 표 인 고층 건

축물의 진동을 휴 폰 애 리 이션으로 계측하여, 

해외의 고유진동수 제안식과 비교하고자 한다. 건

물 높이 228.6~828.0m의 해외의 고층 건축물 15

개동의 상시진동계측을 실시하 다. 건물의 데이터



정 석․윤성원

100 _ 제 15권 제4호 통권 62호, 2015. 12

를 상으로 고유진동수를 산정하고 근사식을 제안

하 으며, 국내외 기   고유치해석 결과를 비교

하 다.

2. 진동계측

2.1 계측건물

계측 상건물은 미국 4개동, 아랍에미리트 1개동, 

국 7개동, 국내 1동, 일본 1동, 방콕 1동으로 총 

15동이다. 1994년도 이후에 완공된 고층 건물을 

상으로 하 다.

 <Table 1>은 계측 건물의 제원으로서, 건물의 

층수, 높이를 정리하 고,  <Fig. 1>은 계측건물의 

건물의 높이와 용도를 정리한 것이다. 건물의 용도

는 사무소가 8동(53%), 복합용도가 6동(40%), 호텔 

1동(7%)이다. 계측 건물 체 높이는 228.6~826.0m

에 분포한다. 건물 높이를 200m이상부터 100m 간

격으로 분류하면, 빈도가 큰 역은 300~400m 사이

가 6동(40%)을 차지하고 있다. <Fig. 2>는 계측 건

물의 외 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는 계측된 15동의 구조 종별과 구조시

스템으로서 철골조 3동.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2동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조시스템은 15동 에서 아웃

리거 시스템이 8동(53%)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가새골조 3동(20%)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Specifications of measured buildings

Name Height Floor Completed
Structural 

system

Burj Khalifa 828 163 2009 SRC

SWFC 492 101 2008 SRC

ICC 484 118 2010 SRC

Jin mao tower 420 88 1999 SRC

1-WTC 417 104 2014 SRC

IFC 412 88 2003 SRC

Empire state 
building 381 102 1931 S

BOC 367 72 2001 SRC

Oriental Pearl 
Tower 350 14 1994 SRC

CWTC 330 81 2010 SRC

Baiyoke sky 
tower 304 85 1997 SRC

Abeno 
Harukas 300 60 2014 SRC

GE Building 259 70 1933 S

63 Square 249 60 1985 S

Time warner 
center 228 55 2004 SRC

<Table 1> Specifications of measured 

buildings

Name Height
Structural 

type
Structural System

Burj Khalifa 828 SRC Hybrid

SWFC 492 SRC outrigger
belt-trusses

ICC 484 SRC outrigger

Jin mao tower 420 SRC outrigger

1-WTC 417 SRC outrigger

IFC 412 SRC outrigger

Empire state 
building

381 S braced frames

BOC 367 SRC braced frames

Oriental Pearl 
Tower 350 SRC -

CWTC 330 SRC outrigger
belt-trusses

Baiyoke sky 
tower 304 SRC tube in tube

Abeno 
Harukas 300 SRC outrigger

GE Building 259 S rigid frame

63 Square 249 S braced frames

Time warner 
center 228 SRC -

<Table 2> Structural type & system of 

measuring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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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rj Khalifa (b) SWFC (c) ICC

(d) Jin mao tower (e) 1-WTC (f) IFC

(g) Empire State 

building 

(h) BOC        

  

(i) Oriental pearl 

Tower

(j) CWTC       

 

(k) Baiyoke sky 

tower
(l) Abeno 

Harukas

(m) Ge building  

  

(n) 63 Square  

  

(o) Time 

warner center

<Fig. 2> Measurement of the exterior of 
the buildings

2.2 계측장치

기존의 진동계측장비는 <Fig. 3>과 같이 서보 가

속도계, 신호 측정기(Signal Conditioner), FFT 분석

기 등을 각각 갖추어야 하며,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된다. 한 많은 인력

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ig. 

4>와 같이 장에서 원 없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계측할 수 있는 휴 폰의 진동 애 리 이션을 이

용하여 진동계측(이하 휴 용 진동계측기)을 실시하

다
9)

.

 

<Fig. 3> Expensive vibration devices
9)

 
(a) Vibration measurement 

instrument App

 
(b) Screen of vibration 

measurement              

<Fig. 4> I-Phone app of
vibration instruments mobile phone

(vibration app ver. 2.01)9)

휴 용 진동계측기는 2방향(x, y축) 수평가속도와

1방향(z축) 수직가속도에 한 계측을 실시간 할 수 

있으며, 동 특성도 해석이 가능하다. 휴 용 진동

계측기에는 MEMS의 가속도계가 내장되어 있으며, 

3축 가속도계는 약 0.02g의 감도와 최  ±2G까지 

계측이 가능하다. 한 Vibrations App은 0~100㎐ 

형의 범 에서 Sampling Rate를 설정하여 실시간

으로 <Fig. 5>와 같이 3축에 한 시계열 형과 

FFT 분석이 가능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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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Formula
Structural 

system

Highest

Height
Sample Year R

AIJ 

20006)
T=0.015H RC/SRC 129.8 43

2000
-

T=0.020H S   167.4 25 -

Ellis
3)

T=0.022H

S     

SRC    

RC

200 163 1980 0.88

윤성원
1) T=0.021H SRC 233.9 10

2003
0.93

T=0.024H  S 243.3 11 0.86
구혜진2) T=0.019H RC 305 58 2015 0.98

<Table 3> The proposed formula and criteria of 

natural period

<Fig. 5> Time series view and frequency view
9)

휴 용 진동계측은 양면테이 를 휴 용 진동계

측기의 뒷면에 부착하고 건축물의 계측데이터를 얻

기 하여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최상부 코어부분

에 한 바닥슬래 에 부착․고정하여 휴 용 진동계

측기의 모니터가 쪽을 향하도록 하여 실시한다. 

계측 시 사용되는 휴 폰의 질량은 137g이며, 부착

에 사용된 양면테이 의 경우, 부착면 이 645mm
2
, 

부착강도가 100g/2.5cm2이므로 기존의 진동계측기

와 같은 환경으로 계측이 가능하다. 슬래 와 계측

이 시작되면 진동 형을 휴 용 진동계측기에서 

찰할 수 있다9).

휴 용 진동계측기가 바닥 슬래  상면에 부착되

면 휴 용 진동계측기에 계측건물의 고유진동수 

형이 3축 방향으로 각각 표기된다. 409 간 계측이 

진행된다. 계측된 시계열 형과 주 수를 분석하기 

한 워스펙트럼을 구하 다
9)
.

3. 진동계측데이터

진동계측은 상시진동계측에서 계측한 시계열 

형의 워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고유진동수를 산정

하 다.

3.1 기존 고유진동수 제안식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는 해외기 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주기/고유진동수 제안식  계

측데이터로부터의 회귀분석을 통해 구한 경험식들

을 선별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고유주기/고유진동

수 회귀식이 제안된 경우는 일본의 철골철근콘크리

트구조와 철골구조의 사용성기
6)
인 식 (1), (2), 

Ellis3)의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에 

한 회귀식인 식 (3), 윤성원
1)
의 철골구조와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측치에 한 회귀식인 식 (4), 

식 (5)와 그리고 식 (6)은 구혜진(2015)2)의 철근콘크

리트조의 계측치에 한 회귀식이다.

   

   

   

   

   

   

 여기서 T : 고유주기(sec)

       H : 건물높이(m)  

 <Table 3>에서 4개의 제안식과 상 건축물 구

조, 회귀식에 반 된 건축물의 최  높이, 계측 건

물의 수 등을 명시하 다. 제안식의 부분은 높은 

수치의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진이 잦은 

일본의 환경을 반 한 AIJ20006)을 제외한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의 건물에 한 고유진동수 제안식은 계

측데이터베이스의 최고 건물 높이가 높을수록 기울

기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

존의 고유주기 제안식을 고층건축물 설계에 용

하기에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높이의 건축물에 하여  더욱 폭넓은 계측데

이터를 통해 명확한 고유주기 산정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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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유진동수 분석

해외 고층건축물의 상시진동계측을 통하여 1차

모드 고유진동수를 산정하 으며, 이를 종합하면 다

음과 같다. 일부 계측 상 건축물의 경우, 데이터가 

불분명하여, 계측데이터목록에서 제외하 다. 계측

데이터는 진동 역은 10Hz로, 계측 시간은 409.6

로 설정하여, 앙상블 하나당 4096의 샘 을 계측하

다. 이를 워스펙트럼을 통해 1차모드 고유진동수

를 산정하 다.

Name
Height

(m)

Analysis of data
Natural 

Frequency(Hz)

Sample/

Ensemble

Frequency 

band(Hz)

Long 

side

Short 

side

Burj Khalifa 828 4096 10 0.069 0.095

SWFC 492 4096 10 NA 0.148

ICC 484 4096 10 NA 0.125

Jin mao tower 420 4096 10 NA 0.139

1-WTC 417 4096 10 NA 0.141

IFC 412 4096 10 NA 0.161
Empire state 

building 381 4096 10 0.210 0.213

BOC 367 4096 10 NA NA
Oriental Pearl 

Tower 350 4096 10 0.177 0.178

SWTC 330 4096 10 0.132 0.148
Baiyoke sky 

tower 304 4096 10 0.230 0.235

Abeno 
Harukas 300 4096 10 0.311 0.301

GE Building 259 4096 10 NA 0.241

63 Square 249 4096 10 0.190 0.176
Time warner 

center 228 4096 10 0.203 0.249

<Table 4>  Measurement data of buildings

<Table 4>에서 15동의 국내외 고층 건축물의  

고유진동수는 0.069~0.311Hz로 나타났다. 고유진동

수가 가장 낮은 건물은 0.069Hz로서 SRC구조의 

Burj Khalifa이며 가장 높은 건물은 0.311Hz가 나온 

SRC구조의 Abeno Harukas이다. 휴 용 진동계측기

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해서 63 Square를 기존 진

동계측기로 계측한 결과, 장‧단변 각각 0.18Hz, 

0.17Hz로서, 매우 흡사한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Fig. 6, 7>은 상시진동계측 데이터의 계측 로

서 Tower와 Building의 시계열 형과 워스펙트럼

을 각각 나타내었다. 주 수 역의 평활화를 하

여 사용한 필터는 Hamming window를 사용하 다.

(a) Example of time series waveform(tower)

(b) Example of power spectrum(tower)

<Fig. 6> Ambient vibration measurement 

(Oriental pearl tower)
11)

(a) Example of time series waveform(building)

(b) Example of power spectrum(building)

<Fig. 7> Ambient vibration measurement

(Baiyoke sky towe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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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gression equations of natural period

3.3 고유진동수 계측치의 근사식

15동의 체 계측데이터에 근거하여 단변과 장변

에 각각에 하여 산정하고, 제안식의 간편화를 

하여 고유진동수식을 고유주기의 회귀식으로 제안

하 다. 

체 국내외 14동 상시진동 계측데이터를 바탕으

로 고유진동수에 한 회귀분석을 하 다. <Fig. 8>

은 14동의 상 건물의 고유주기 계측치에서 얻은 

회귀식이다.  <Fig. 8>로부터 얻은 식 (7)의 상 계

수의 자승인 R2은 0.965로서 높은 상 성을 보이고 

있다. 식 (7)의 근사식은 장변과 단변의 평균치를 사

용하 다. <Fig. 8>로부터 고유주기와 건물의 높이

와는 선형의 비례 계를 가지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T = 0.0155H                                 (7)

 여기서 T : 고유주기(sec)

        H : 건물높이(m)

         

3.4 계측치와 국내외기   해석치 비교

상시진동계측한 15개동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

존의 국내외 고유주기 근사식과 비교하 다. <Table 

3>은 국내외 고유주기 제안식과 해외기 을 나타내

었고, 이를 이 연구의 고유진동수 회귀식과 비교하

다.

<Fig. 9>는 15개동의 건물에 한 계측치와 국내

외 기 을 비교한 것이다. 일본 철골철근콘크리트와 

철근콘크리트조에 한 사용성 기 식인 AIJ RC/ 

SRC 20006)이 이 연구의 계측데이터에 한 회귀식

인 식 (7) T=0.155H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에 나머지 국내외 기 식은 고층건물의 

고유주기를 과 평가함을 알 수 있다.

<Fig. 9>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natural 
period proposed formula

4. 결론

15동의 국내외 228~828m 범 의 고층 건물에 

한 진동계측을 통하여 얻은 고유주기 근사식을 

기존의 국내외 고유주기 근사식과 비교하 다.  

(1) 15개동의 고층건물의 상시진동계측에서 산정

한 고유주기의 근사식은 T= 0.0155H와 같다. 회귀

식의 상 계수의 자승인 R2은  0.965로서 높은 상

을 보이고 있다.  

(2) 15개동의 고층 건물의 계측치는 AIJ2000
6)
의 

철골철근콘크리트와 철근콘크리트조에 한 사용성

기 식이 가장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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