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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review on human comfort criteria in major codes and standards for tall buildings. 

In general, human comfort criteria of tall buildings have been used by magnitude of wind-induced 

acceleration response. Two different indexes in determination of the magnitude have been used: the peak 

value which occurs during a period of time and the rms value averaged over this same period. These 

distinctive acceleration indexes are discussed in detail and each criterion is reviewed and compared. The 

distinctions arisen because of the different wave forms, or acceleration signatures are addressed. It is 

described that which index of acceleration should be adopted in establishment of Korean human comfort 

criteria. In addition, some arguments from a technical standpoint that favor the use of each index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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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층건축물에 한 사회 , 문화  요구와 그에 부응하는 건설기술의 발달로  세계 으로 고층건

축물의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 고층 건축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지진하 보다는 풍하 에 이 맞춰져 

설계되어진다. 바람에 의한 건축물의 과도한 수평진동은 거주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거주

자를 한 쾌 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해서는 고층 건축물의 거주자가 진동을 지각할 수 있는 진동의 

크기와 이를 넘어서 일정한 시간동안 진동이 계속되었을 경우의 가속도의 크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외의 많은 연구진에 의해 건축물 진동의 “지각 임계 (threshold of motion perception)"에 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Soliman 1963; Chen & Robertson 1972; Chang 1973; Irwin 1978; Kanda et al. 1994). 

지각임계 에 한 연구는 주로 실험실에서 진동 를 이용하여 진폭을 변화시키면서 사인 의 진동을 발

생시키는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실험 상 주체들이 어떤 진동크기에서 지각을 하는지 확률통계해석을 통해 

임계 지각 을 정한 것이다. 최근에 Kwok et al.(2005)은 고층 건축물의 풍진동을 모사하기 해 2축 진

동 에서  0.125Hz-1.00Hz 범주의 주 수 역에 해 사인 가 아닌 무작  진동(random vibration)에 

한 인간의 지각임계 과 거주성능 평가기 에 해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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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각 선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진동사용성 평가기 을 검토하고, 추후 앞으로 진동사용

성 평가기 을 마련하기 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와 방향에 한 기 자료, 즉 평가기 의 방향과 재 기간, 

그리고 풍진동에 한 인간의 응답의 지표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가속도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국외의 수평진동사용성 기  

2.1 일본 기

일본기 은 거주환경으로서의 성능을 유지하는 에서, 강풍으로 인해 건축물에 발생하는 수평진동을 

평가하는 경우에 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으로 하는 진동수의 범 는 0.1Hz～5Hz까지로 층부터 고층까

지 건축물의 고유진동수를 포함하고 있다. 바람에 의한 수평진동의 거주 성능 평가는 그림 1과 같은 성능평

가곡선으로 표시한다(日本建築學 , 2004).

2.2 ISO 기

ISO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동사용성 평가시의 가속도는 10분 평균풍속의 5년 재  기 풍속에 한 진동

가속도의 RMS값이다. ISO기 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n 0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며,  재 기간 5년에 한 

RMS가속도와 재 기간 0.5년, 1년, 5년, 10년에 한 최 가속도를 도식 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건

축물의 수평진동은 거주자가 경험하는 불안(intrusion, alarm and fear)을 상으로 하고 있고 용되는 고

층건축물의 고유진동수 역은 0.05 Hz-1.00 Hz 값을 두고 있다(ISO 6897, 1984).

2.3 캐나다 기

캐나다기 은 다양한 경계층 풍동실험결과를 통해 바람에 의해 야기되는 건축물의 수평진동을 풍방향과 

풍직각방향에 해서 최 가속도를 나타내는 경험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가속도한계는 10년 재  기 풍속에 

하여 력가속도의 1%∼3% 범 로 규정하고 있다. 제안식에 의하여 가속도를 평가하는 경우, 주거용건물

의 가속도한계는 력가속도의 1%∼3% 범  에 작은 쪽의 범 를 용하고, 사무용건축물의 가속도한계

는 력가속도의 1%∼3% 범   큰 쪽의 범 를 용하도록 하고 있다(NRCC, 1995). 그러나 설계자가 보

다 구체 이고 유효한 정보를 가진 경우에는 의 규정을 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대
응
답
가
속
도

진동수(Hz)

그림 1 일본기 의 바람에 의한 수평진동의 성능평가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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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bourne's (1988) Maximum Peak Acceleration 
[Reference : Irwin(1986), Reed(1971), Chen and Robertson(1973) and Melbourne(1980)]
for T=600 sec, and Return Period R years.

Peak Accel. = {2 ln(nT)}1/2 {0.68 + ln(R)/5}  exp{-3.65-0.41 ln(n)}
                        for 0.06<n<1.0, 0.5<R<10

ISO 6897(1984) Curve 1 and Irwin's  E2 Curve, RMS Acceleration
for 10 minutes in 5 year Return Period for a Building.

RMS Accel. = exp{-3.65-0.41 ln(n)}

{

R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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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SO 6897 진동사용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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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국의 기 에서의 허용가속도와 목표성능

표1은 각국에서 사용하는 진동사용성 평가기 을 비교한 것이다. 선진국가의 진동사용성 평가기 의 공통

은 “moving room"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실험결과에 근거하고 정  거동에 한 인간의 응답을 토 로 

하고 있다는 이다. 실제 건축물의 바람에 의한 건축물의 진동은 무작 진동(random vibration)에 해당한다. 

볼텍스 쉐딩 주 수와 건축물의 고유진동수가 같게 되는 경우 풍직각방향으로 공진 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지배 인 주 수응답을 가진 무작  진동을 하게 된다. 

각국의 진동사용성 평가기 에서 허용하는 가속도의 범 를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다. 특히 일본기 의 경우에는 설계자나 건축주의 단에 따라 목표성능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기 은 건축물의 고유진동수와 계없이 건축물의 용도에만 의존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인간이 지각하는 불쾌감은 건축물의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조강표 외 2007).

진동사용성 평가기 에서 진동을 평가하는 척도로 각국에서 가속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속도의 척

도로서 ISO 6897 에서는 RMS가속도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기 과 캐나다기 에서는 최 가속도를 

사용하고 있다. ISO 6897에서는 재 기간 환산계수와 피크팩터를 도입하여 임의의 재 기간에 해당하는 최

가속도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 다. 피크팩터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평가시간의 함수로 표 해서 나타

내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구조물의 응답 형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RMS가속도와 최 가속도 사이의 피크팩터

로 정립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캐나다기 과 일본기 에서는 진동 가속도의 척도로서 최 가속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 인 사람들에게 RMS가속도보다 최 가속도가 이해하기 쉽다는 데 있다. 

진동사용성 기 실험근거
재

기간

평가

시간
허용가속도의 의존성 가속도 척도

AIJES-V001-2004
moving room

(정 진동)
1년 10분

건축물의 고유진동수

목표성능
최 가속도

ISO 6897
moving room

(정 진동)
5년 10분 건축물의 고유진동수 RMS가속도

NBCC 1995
moving room

(정 진동)
10년 1시간 건축물의 용도 최 가속도

표1. 각 기 의 진동 사용성 평가기 의 비교

4. 재 기간과 가속도척도

4.1 재 기간

각 국가에서 사용되는 진동사용성 평가기 의 재 기간이 다르다. 재 기간이란 각 국가의 풍기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바람의 발생빈도나 크기의 정도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 으로 고층 

건축물의 진동사용성에 있어서 재 기간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람에 련된 거주 성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므로 몇 해에 한 번 는 수년에 한 번 발생할 것 같은 큰 진동은 일상 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일본기 의 

경우 1년 재 기간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국내의 진동사용성 평가기 을 해

서는 1년 재 기간을 사용하여 일상 인 바람에 해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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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속도척도

건축물의 가속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2가지 서로 다른 척도 즉 최 가속도와 RMS가속도를 사용하여 왔다. 

최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말하자면 강풍이 지속되는 약 20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건축

물의 진동 가속도의 최 값을 말하고, RMS가속도는 같은 시간 동안에 해 평균한 RMS값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가속도 척도를 가지고 진동사용성 평가를 다루게 된 계기는 진동 가속도의 형 때문일 것

이다. 진동가속도의 형은 건축물의 형상, 건축물의 동 특성, 근류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3은 건축물의 형상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동 특성에 따라 풍직각방향의 응답으로부터 피크팩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3에서와 같이 외부의 동 하 에 의한 건축물의 진동응답은 여러 가지의 형태의 형을 

가질 수 있다. 

RMS가속도 척도는 인간은 어떤 특정한 크기의 가속도를 싫어하는 정도는 일정시간에 걸쳐 평균을 취한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를 들면, 지각임계  이상의 진동 가속도 사이클 수들의 가 된 합

과 그러한 사이클의 강도(진폭)가 될 것이다. 반면에 최 가속도 척도는 인간은 가장 큰 개개의 최  가속도

에 의해서만 향을 받고 그 보다 작은 가속도 사이클에 해서는 잊어버린다(무시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

다. 엄격히 말하면, 최 가속도 척도는 정해진 시간(말하자면 20분에서 1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의 가장 

큰 하나의 사이클의 기 되는 값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SO 6897과 ISO 2631에서 “유효한 가속도(effective acceleration)"는 RMS값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Hansen et al.(1973)과 ANSI S3.18과 S3.29(1983)도 RMS가속도를 사용하고 있다. RMS가속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RMS가속도가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 하나로 어떤 합리 인 근거가 있는 것

처럼 추론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Irwin(1978)에 의하면, 제안된 RMS가속도를 넘어서는 가속도는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하고 이와 같이 높은 가속도는 폭풍에 한 기억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하 다. 

짧은 기간 동안의 높은 벨의 가속도는 폭풍이 가장 심한 10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한 것도 

RMS가속도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 인 설명은 ISO 6897에서도 다시 사용되어 왔다. Hansen et 

al.(1973)은 ”최고조의 폭풍 발생 의 어느 일정한 시간에 해 평균을 취한 진동강도는 고려해야 할 요한 

변수이고, 최고조의 폭풍 발생 에 얻어지고 최고층에 해 평균한 RMS가속도는 진동사용성에 해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라고 하고 있다. RMS가속도는 가속도의 크기보다는 육체 인 자극의 지속시간에 더 

요성을 두고 있다. Alexander et al.(1945)은 수직진동에 한 메스꺼움에 한 연구와 련하여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 자극에 한 강도가 아닌 자극에 한 시간특성이 아주 요한 요소이다. 최 가속도

의 크기가 메스꺼움의 원인이 아니다. 아주 큰 수직진동을 보이는 많은 차량은 좀처럼 메스껍지 않다. ...’  

건축물의 진동사용성 평가기 을 정립할 때 건축물의 진동에 한 지각임계 은 일정 크기의 최 가속도

에 의한다는 것은 구도 반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허용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가속

도를 평균한 RMS가속도가 더 합리 인 척도라고 할 수 있다(조강표, 홍성일, 2006).

RMS가속도를 선호하는 기술 인 논거는 해석 인 방법이나 풍동실험으로부터 측 는 측정하기가 보

다 간단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 으로 측하는 기 들 사이에 일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동 응답 측은 풍동실험으로부터 풍력스펙트럼 도를 얻은 다음 무작 진동기법을 이용하여 

RMS가속도응답을 구한다. 아마도 부분의 풍동실험실에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것이다. 그러나 최

가속도를 구할 때는 방법론 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최 가속도는 RMS가속도에다 피크팩터를 곱

하여 구하는데 어떤 연구실에서는 피크팩터를 3.5로 하여 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무나도 단순한 근방법

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쓰이고 있고 Davenport 기 과 일치하는 면도 있다. 최 가속도는 실제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피크팩터보다 해석에서 다른 값을 사용하면 왜곡될 수 있다 (그림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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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피크팩터와 RMS 가속도

4. 결   론

선진 국가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진동사용성 평가기 을 검토하 다. 특히 평가기 이 되는 가속도의 척

도로서 RMS가속도와 최 가속도에 해 가속도 형의 향을 논의하 다. 로부터 실험실에서 사용하여 

왔던 정 와 실제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무작 진동(random vibration)을 연 시키기 해서 가속도 형의 

향을 정확히 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에 한 정량 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진동사용성 평가기 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 사용자들의 진동사용성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진동사용성을 만족하기 해 다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진동사용성 평가기 에 있어서 거주자를 한 목표성능(응답가속도)과 허용가속도  국내에는 허용가

속도가 합하다.

2. 진동사용성 평가기 에 있어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물의 고유진동수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평가기 의 재 기간은 일상 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재 기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진동을 평가하는 척도인 가속도는 가속도 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구조물에 비 실 인 용

을 래할 수 있는 최 가속도보다 평가하기가 쉽고 평가당사자와 상 없이 일 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

는 RMS가속도를 사용하는 것이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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