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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TLD와 TLCD를 사용한 하나의 액체 감쇠기를 이용하여 건물의 양방향 응답 제어를 연

구하 다. 고층 건물이 풍하 을 받을때는 풍방향과 풍직각방향으로 진동하여 두 개의 퍼를 필요로 한

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퍼는 건물의 양방향 응답을 하나의 감쇠기로 제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 

퍼의 TLCD는 건물의 주축방향으로 TLD는 주축으로 직각되는 다른 방향으로 거동을 하게 된다. 실험을 

통해 양방향 감쇠기를 사용하여 건물의 양방향 응답제어를 증명하 다. 첫 번째로 양방향 감쇠기에 의한 

건물의 응답제어를 알기 한 진동  실험을 실시하 다. 진동  가속도를 입력으로 하고 단자유도 건물의 

가속도를 출력으로 하는 달함수를 통해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된 감쇠기는 단

자유도 건물의 양방향 응답을 제어하 고, 비틀림 응답도 제어 하 다.  

keywords : 양방향 액체 감쇠기, 단자유도 건물, 응답제어, 진동  실험, 달함수

1. 서 론

최근 들어 세계 으로 다수의 고층 건축물이 건설되고 국내에서도 여러 곳에 고층 건축물이 건설되

고 있으며 계획 에 있다. 고층 건축물은 풍진동에 취약하여 진동에 의한 거주자의 업무 수행이나 안락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박지훈, 2008). 풍하 을 받는 고층건물은 풍방향과 풍직각 방향으로 진동한다(E. 
Simiu, R. H. Scanlan, 1996). 양방향의 풍하 에 해 각각의 감쇠기로 응답을 제어할 수도 있으나 2개의 

감쇠기를 설치할 경우 경제성과 설치시의 공간의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방향 풍하  

제어가 가능한 하나의 감쇠기를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단자유도 건물에 하나의 양방향액체감쇠기를 설

치하여 양방향 응답 제어를 실험으로 검증하 다. 풍방향  풍직각 방향에 따라 양방향 거동을 하는 건물을 

묘사하기 하여 일방향 진동  방향과 건물의 주축방향을 서로 비틀어지게 설치하 다. 가진 진폭을 변화시

켜 진동  실험을 수행하 다. 양방향액체감쇠기의 가속도 응답제어 성능을 검토하여 감쇠율 변화 평가하

다. 

2. 실험체 설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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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그림1과 같은 형태의 양방향액체감쇠기를 사용하 다. 이것은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되어 풍

직각 방향으로 진동할 때에는 TLD 는 TLCD로 거동을 하며 풍방향으로 진동할 때에는 TLCD 는 TLD

로 거동하여 건물을 제어하게 된다. 각각의 고유진동수를 건물의 고유진동수에 동조시켜 건물의 동  응답을 

감시킨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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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그림 1 양방향 액체 감쇠기 형상

2.1.  단자유도 건물  양방향 액체 감쇠기 설계 

 본 연구에서는 건물에 한 양방향액체감쇠기의 응답제어를 평가하기 해 양방향 거동을 할 수 있는 단자

유도 건물을 제작하 다. 건물의 주축인 와 축의 고유진동수가 1.3Hz로 설정하고 표1과 같은 건물을 제작

하 고 이러한 건물의 2방향 가속도 응답제어를 평가하기 해 표2와 같은 형태의 양방향액체감쇠기를 설계

하여 제작하 다. 표3은 양방향 액체감쇠기의 질량  고유진동수를 나타낸다.

표 1 단자유도 건물 치수 (단 :mm)

기둥 길이 기둥 단면 슬래 질량

1000 9×9 600×600 54.1

표 3 양방향액체감쇠기질량  사양(단 :kg)

 1.31Hz

 1.34Hz

 6.6

 2.7

 4.1

 0.26

표 2 양방향액체감쇠기 치수 (단 :mm)

t    H

45 145 89.5 375 112

여기서 는 TLCD의 고유주 수, 는 TLD의 고유주 수, 는 TLCD 방향의 물의 총질량, 는 수평

기둥의 액체질량, 는 TLD 방향의 액체질량, 는 액체의 출 임에 련된 1차 모드 유효질량이다. 액체감

쇠기의 물높이는 112로 하 다. 이때 수치  TLCD방향의 고유 진동수는 1.198Hz TLD방향의 고유진동

수는 1.196Hz이다. 새로운 형태의 액체감쇠기이기에 기존의 TLD, TLCD의 고유진동수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양방향 액체감쇠기에 하여 시스템 식별을 수행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해 TLCD의 

실험고유진동수는 1.31Hz이고, TLD의 실험진동수는 1.34Hz임을 알았다(민경원, 2009). 이는 건물의 고유진동

수로 동조시키기 한 값이다.

2.2. 진동  실험

 일방향 진동  에 제작한 단자유도 건물을 설치하 고 그 에 제작한 양방향액체감쇠기를 설치하 다. 

진동 에 설치된 가속도계로 진동 가속도를 측정하 다. 그림 2와 같이 일방향 진동 로 양방향 거동을 

하는 단자유도 건물을 모사하기 해 진동  가진 방향과 경사진 방향으로 건물을 비틀어 설치하 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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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a)는 단자유도 건물에 축 방향을 TLCD로 제어하 음을 보여 다. Accelerometer3,4는 건물의 TLD방

향의 가속도를 나타내며 이 두 가속도의 차를 이용해 건물의 축의 비틀림 상을 악하 다. 그림3의 (b)

는 축 방향을 TLD로 제어하 음을 보여 다. Accelerometer1,2는 건물의 TLCD방향의 가속도를 나타내며 

이 두 가속도의 차를 이용해 건물의 축의 비틀림 상을 악하 다. 입력 가진은 0 Hz 부터 15Hz까지의 

역을 가지는 백색잡음이다. 가진 하 의 크기는 gain을 0.5, 0.7, 1로 변화시켜서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진동  가속도 분산의 평균값으로 나타내면 gain0.5는 0.065 , gain0.7, gain1는 각각 0.092 , 0.133

이다. 단자유도 건물의 비 제어 시의 가속도 값과 제어 시 가속도 값을 측정하 다.

 (a) 방향-TLCD 제어

(b) 방향- TLD 제어
그림 2 실험 시스템 그림 3 비틀림 응답 측정을 한 가속도계

3. 양방향 액체 감쇠기의 건물의 가속도 응답제어

3.1.  건물의 각 축 방향별 응답제어

 양방향액체감쇠기의 TLCD방향으로 단자유도 건물의 응답제어를 알기 해 비 제어, 제어 시에 건물의 

축 방향에서 계측된 가속도를 비교 하 다. 그림4는 진동  가진 입력이 gain1일 때 비 제어 시와 제어시의 

시간에 따른 가속도 응답을 나타낸다. 제어 시 가속도 응답이 비 제어 시의 가속도 응답 보다 감소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4 건물의 축의 시간 역 가속도 응답 비교 그림 5 건물의 축의 시간 역 가속도 응답 비교

건물의 공진 시 응답제어를 더욱 효과 으로 알기 해 진동 가속도를 입력으로 하고 양방향감쇠기가 제어

하는 건물의 축 방향에서 계측된 가속도를 출력으로 한 달함수를 사용하 다. 그림6은 건물의 축 가속

도 응답의 달함수이다. 진동  가속도 입력크기가 피크를 기 으로 할 때 70%이상 감소함을 알 수 있었

다. 표 4는 비제어시와 제어시의 RMS 가속도 응답 값을 나타낸다. 공진 시 응답 뿐 아니라  역의 RMS

가속도 값 역시 효과 으로 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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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ain 0.5  (b) gain 0.7  (c) gain 1

그림 6 단자유도 건물의 축 가속도 응답의 달 함수

양방향액체감쇠기의 TLD방향으로 응답제어를 알기 해 비제어시, 제어시 건물의 축 방향에서 계측한 가

속도를 비교 하 다. 그림5는 진동  가진 입력이 gain1일 때 건물의 비제어, 제어시 시간에 따른 가속도 응

답을 나타낸다. 그림7은 단자유도 건물의 축 가속도 응답의 달함수이다. 진동  가속도 입력크기가 응답

의 피크를 기 으로 80%이상 가속도 응답이 감소하 다. 공진시의 응답 뿐 아니라 비제어시와 제어시의 

RMS 가속도 응답이 어들고 있음을 표4를 통해서 알 수 있다.

 (a) gain 0.5  (b) gain 0.7  (c) gain 1 

그림 7 단자유도 건물의 축 가속도 응답의 달 함수

표 4 가속도의 RMS (단 : )

방향 gain0.5 gain0.7 gain1

비제어
축 0.13 0.2 0.29

축 0.13 0.16 0.21

제어
축 0.08 0.11 0.14

축 0.05 0.06 0.9

3.2.  건물의 비틀림 가속도 응답제어

 단자유도 건물에는 2.2Hz에서 비틀림 상으로 인한 비틀림 진동수가 나타났다. 양방향액체감쇠기가 건물의 

비틀림 응답도 제어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림8은 진동  가속도를 입력으로 하고 각 축 방향의 가속도 

차를 출력으로 하는 달함수이다. 축, 축 비틀림 응답의 피크 기 으로 55%이상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a)축  (b) 축 

그림 8 단자유도 건물의 비틀림 가속도 응답의 달함수 (g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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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TLCD와 TLD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양방향액체감쇠기를 사용하 다. 진동  실험으로 단

자유도 건물에 설치된 양방향액체의 가속도응답제어성능을 검증하 다. 일 축 가진에 의한 건물 모델의 양방

향 응답을 구 하기 해 실험체를 가진 방향과 비틀어지게 설치하 다. 양방향액체감쇠기의 수조크기와 수

를 조 하여 건물의 양방향 주기에 동조시켜 실험을 수행한 결과, 건물모델의 양 축의 가속도응답이 모두 

효과 으로 제어하 다. 한, 건물의 비틀림 가속도응답도 효과 으로 제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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