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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design and control of semi-active tuned mass damper. The equipment 
consists of permanent magnet and coil. If current flowing in coil is changed, the natural frequency of 
the semi-active tuned mass damper is changed. In previous research, a current flowing in coil was 
changed manually. In this time, we design the feedback control system. The experiment proceed that the 
excitation frequency is shifted from 4Hz to 9Hz. The result of experiment proves that semi-active tuned 
mass damper is better than passive tuned mass damper in performance of absorbing vibration. 

 

1. 서

 론 

 동흡진기는 기계, 구조물 둥의 진동을 줄이는 방

법으로 사용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동 동흡

진기의 경우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에서는 진동을 

제어할 수 있지만, 두 개의 공진 주파수를 발생시키

므로, 가진 주파수가 변할 시에는 진동 저감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 연

구에서 영구자석과 코일을 이용하여 동흡진기의 고

유진동수를 가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장치는 코일에 인가되는 전류 변화에 따라 

동흡진기의 고유 진동수를 변화 시키는 것이 가능

하다. 이전 연구에서 이론모델을 실험결과와 비교 

분석한 결과 반능동형 동흡진기가 수동형 동흡진기 

보다 효용성이 높음을 이미 입증하였다(1).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를 발전시켜 LabVIEW

를 통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능동 제어를 통

해 장치의 성능을 입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전 연구에서는 코일에 인가되는 전류를 수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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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해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진동수와 변위의 진폭을 피드백 받은 후 

제어를 위해 코일에 전류를 인가할 수 있도록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가진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 

동흡진기의 고유 진동수를 가진 주파수에 일치시켜

서 구조물의 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반능동제어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반능동 진동 흡수 장치의 구동을 

위한 능동 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 제어 알고

리즘을 적용한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실험 결과를 

통해 반능동 진동 흡수 장치가 가진 주파수가 변하

는 환경에서 진동 제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음을 입증하였다. 

2. 실험 장치의 구성 

반능동 진동 흡수 장치의 제어를 수행하기 위하

여 Fig. 1 과 같은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구조물

의 하단부를 클램프로 고정하고, 우측면부 가진기

(K2007E01, PCB)에 연결해 구조물을 가진하였다. 

구조물의 좌측면부에는 압전 세라믹 센서를 부착하

고 그 신호를 DAQ 장비(NI USB-6008)를 통하여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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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layout to investigate for 

vibration characteristic of SDOF structure 
 

압전 세라믹 센서의 신호를 DAQ 장비로 수신한 

뒤 적절한 제어 신호를 구동부에 전달하기 위해

LabVIEW 환경의 반능동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

다. 제어 신호는 모터 드라이브에 전달되어 전류를 

증폭해 반능동 진동흡수장치에 전달된다.  

가진 진동수를 4Hz 부터 9Hz 까지 0.1Hz 단위

로 증가시키면서 그때의 압전 세라믹 센서 신호를 

계측하였다.  

3. LabVIEW를 통한 능동제어 알고리즘 적용 

Fig. 2 는 LabVIEW로 구현된 반능동 진동 흡수 

장치의 능동 제어 알고리즘을 보여준다. 압전 세라

믹 센서를 통해 들어온 신호를 DAQ로 수신하고 그 

신호를 FFT를 통해 분석하면 주 가진 주파수를 검

출할 수 있다. 그 다음 반능동 진동 흡수 장치의 고

유 진동수를 가진 주파수와 일치하도록 적절한 제

어 신호를 DAQ를 통해 모터드라이버로 출력한다. 

이렇게 할 경우 능동흡수장치의 고유진동수가 가진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어 효과적인 능동흡수장치로

서 작동하게 된다. 적절한 제어신호는 실험을 통해 

계측된 각 경우의 진동흡수장치의 고유진동수 값을 

토대로 만들어진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였다. 제어를 

하는 동안 현재 가진 주파수와 시간에 따른 압전 

세라믹의 신호 응답, 그리고 제어를 위해 출력되는 

전류의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Fig. 4 

처럼 화면을 구성하였다. 

 

 
Fig. 2 Algorithm for adaptive control 

 

 
Fig. 3 Display window of STMD control in 

LabVIEW 
 

Fig. 4 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 결

과를 보여준다. 동흡진기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의 

구조물 고유 진동수는 6.5Hz 이다. 동흡진기를 부

착하고 능동 제어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TMD 응답 곡선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반능동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고유 진동수 

이외의 모든 주파수에서도 뛰어난 진동 흡수 성능

을 보여 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Experimental results for adaptive control of 

S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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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는 능동제어를 실시한 경우에 센서 신호

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비공진주파수 영

역인 7.8Hz 로 가진하고 제어기를 구동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제어를 하기 전과 한 후의 진폭 

감소가 약 50%이상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Uncontrolled and controlled response by 

7.5Hz Excitation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능동 진동 흡수 장치를 이전 연

구보다 발전시켜 보다 효과적인 능동제어가 가능하

도록 LabVIEW를 이용해 반능동제어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반능동 진동 흡수 장치를 설치한 구조

물을 대상으로 공진 주파수 뿐만 아니라 비공진 주

파수 영역에서도 동흡진기의 진동 흡수가 효과적임

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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