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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비선형성을 포함하는 액체기둥진동흡진기(LCVA)의 감쇠항에 대한 등가선형화된 운동방정식을 

바탕으로하여 가진입력인 진동대 가속도와 출력인 제어력의 관계인 전달함수를 해석적인 식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LCVA의 주요설

계변수인 수직기둥과 수평기둥의 단면적비의 변화에 따른 진동특성분석이다. 셋째, 동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수직기둥 액체의 높이를 

변화시켜 진동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LCVA를 진동대 위에 설치하고 가진하여 제어력을 측정하여 실험 전달함수를 구하였다. 이것을 

해석적인 전달함수와 비교 및 최적화작업을 수행하여 LCVA의 진동특성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진동수, 감쇠비 및 질량비 등을 파악하

였다. 실험결과, 액체 수위 및 단면적비의 변화에 따라 감쇠비 및 참여질량비의 특성이 변화하였다. 수직기둥과 수평기둥이 교차하는 엘보

우에서 액체의 흐름 변화로 인하여, LCVA 실험체의 수직기둥 단면적이 작아질수록 감쇠비와 참여질량비가 증가하였다.

주요어 동조액체기둥감쇠기, 동적특성, 시스템 식별, 고유 진동수, 감쇠비, 질량비, 진동대 실험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transfer function of input acceleration and output control force by 
linearizing a velocity-dependent damping term of Liquid Column Vibration Absorber (LCVA). Analyt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is conducted to identify natural frequency, damping ratio and participated mass ratio of LCVA with various section ratios of vertical 
and horizontal areas. Findings obtained experimentally by the shaking table test are compared with analytical findings using 
optimization technique with constrai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vel of liquid and section ratio of LCVA affect the 
characteristics of damping ratio and mass ratio. Damping and mass ratio increase as the section of vertical column of LCVA 
decreases, due to turbulence in the elbow of LCVA.

Key words Liquid column vibration absorber, Dynamic characteristics, System identification, Natural frequency, Damping ratio, 
Mass ratio, Shaking tab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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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축물들이 고층화 및 유연화 됨에 따라 풍하중 및 

지진하중과 같은 동적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을 저감시

키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동조형 감쇠기는 자체의 

고유진동수를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동조시켜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

성 확보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동조형 감쇠기로서 질량형 감쇠기와 액체형 감

쇠기가 고층건물의 동적응답제어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1) 

액체형 감쇠기는 질량형 감쇠기에 비해 제작, 설치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액체형 감쇠기로는 동조액체감쇠

기(Tuned Liquid Damper, TLD), 동조액체기둥감쇠기

(Tuned Liquid Column Damper, TLCD) 및 액체기둥진동

흡진기(Liquid Column Vibration Absorber, LCVA)가 있

다. TLD는 액체의 출렁임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액

체의 유동 에너지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액체의 출렁임 진동

수를 건물의 진동수와 일치시켜 에너지를 흡수한다. 출렁임

에 참여하는 액체의 질량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U

관 모양의 변형된 TLD를 적용하였는데 이를 TLCD라 한

다. TLCD의 동조진동수는 수조 안의 액체 수위와 왕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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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CVA가 설치된 단자유도 건물 모델

동을 하는 수평기둥 액체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TLCD는 

Sakai et al.(2)
에 의해 소개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해

석적 및 실험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3-5) 
실제 적용사례

로서, One Wall Centre(캐나다, 밴쿠버) 및 Random 

House(미국, 뉴욕)등에 TLCD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에

서는 송도에 위치한 더샾퍼스트월드아파트(64층, 265m)에 

TLCD가 적용되었다. Watkins(6)
에 의해 처음 소개된 

LCVA는 수직기둥과 수평기둥의 단면적이 다른 것으로서, 

TLCD는 수직과 수평기둥의 단면적이 동일한 LCVA의 특

수한 경우이다. 이후 모델링과 제어성능에 관한 해석적 및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7-12)

LCVA는 수조 내부의 액체가 비선형으로 거동하기 때문

에 선형화 과정을 통한 이론적인 연구가 기존 연구의 핵심

이었다. 실험으로는 LCVA 모형을 만들어 주어진 입력에 

따른 고유진동수와 수두손실계수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근

본적으로 수조내 액체의 응답에 의존하여 감쇠특성이 나타

나는 비선형이기 때문에 수두손실계수와 감쇠비는 입력가

진과 LCVA의 형태에 따라 변화한다. 비선형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LCVA 모델에 관하여 입력가진 크기 및 진

동수를 무수히 변화시켜 가면서 위의 변수들을 구하여 특성

을 분석하여야 한다. 유기표 등은 가진진폭과 고유진동수 

변화에 따른 LCVA의 수조내부 액체의 진폭 및 수두손실계

수를 분석하였다.(13) 우성식 등은 수심 및 단면적비 변화에 

따른 LCVA의 유효길이를 조정하여 백색잠음 가진에 실험

을 수행하고, LCVA 고유진동수의 경험식을 제안하였다.(14) 

그러나, 이러한 작업 또한 모델이 바뀌면 달라지는 값으로 

다시 실험을 수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비선형성을 포함하는 LCVA의 

감쇠항을 등가점성감쇠로 치환한 운동방정식을 바탕으로 

가진입력인 진동대 가속도와 출력인 제어력의 관계인 전달

함수를 해석적인 식으로 규명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LCVA의 주요설계변수인 수직기둥과 수평기둥의 단면적비

의 변화에 따른 진동특성분석이다. 셋째는 동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수직기둥 액체의 높이를 변화시켜 LCVA의 진동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진동수, 감쇠비

와 및 질량비 등을 진동특성분석 대상으로 한다. 분석방법

으로는 LCVA를 진동대 위에 설치하고 가진하여 제어력을 

측정하여 실험 전달함수를 구한다. 이것을 해석적인 전달함

수와 비교하여 최적화작업을 수행하여 위의 진동특성변수

를 구한다. 분석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

정을 하였다. 첫째, 응답속도의존인 LCVA의 감쇠력을 응

답이 조화운동이라는 가정하에 한 주기하에 소산되는 감쇠

에너지가 점성감쇠력으로 소산되는 에너지와 동일하다.  둘

째, LCVA는 중앙부에 액체가 없는 U자형이므로 액체의 비

선형이 실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달함수가 선

형이라는 전제가 성립될 수 있다.

2. 선형화된 TLCD 운동방정식
 

LCVA가 설치된 단자유도 건물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

구는 수직 및 수평 기둥의 면적비가 서로 다른 LCVA 자체

의 동적특성 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력이 작용

하지 않는 LCVA-단자유도 건물의 상호작용 시스템을 고려

하였다. 그림 1과 같은 건물과 LCVA의 전체 시스템의 운

동방정식은 각각 식 (1)과 (2)로 표현된다.

 



  

                (1)





  

           (2)

여기서, 와 는 각각 건물과 LCVA 수직기둥 내

부의 액체표면 변위이다.   및 는 각각 단자유도 건물

의 질량, 감쇠 및 강성 계수를 나타낸다. 와 는 각각 수

평 및 수직기둥의 길이를 나타내고, 와 는 각각 수평 

및 수직기둥의 단면적을 나타낸다. 는 액체의 밀도, 는 

중력가속도, 는 LCVA의 수두손실계수를 나타낸다. 

   는 수직기둥과 수평기둥의 단면적 비이다. 

식 (3)은 LCVA 수조 내부 액체의 유효길이를 나타내며, 

고유진동수는 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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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선형 및 등가 선형 감쇠의 이력거동

                                      (3)

 

 



                                    (4)

식 (2)의 셋째 항과 같이 비선형 감쇠력을 포함하는 운동

방정식을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선형 감쇠력은 수조내부 액체가  인 조화

운동 한다는 가정 하에 비선형감쇠에너지와 점성감쇠 에너

지가 한 주기에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다음 식 (5)와 같

이 등가선형감쇠 를 구할 수 있다.(9), (10) 

 




                              (5)

그림 2는 감쇠력과 수조내의 액체의 이력곡선을 나타내

는 것으로 실선으로 표현된 비선형 감쇠 이력과 점선으로 

표현된 등가 점성선형감쇠 이력을 비교하였다.

                       

식 (5)의 등가선형 점성감쇠를 이용하여 식 (1)과 (2)를 

다시 나타내면 각각 다음 식 (6), (7)과 같다.

 


        (6)


  

           (7)

여기서,  및 는 각각 수조 내부 액체의 전체 질

량, 수조 내부 액체의 관성력을 발생시키는 유효질량 및 수

평기둥 부분의 액체질량이며 각각     , 

  ,     으로 표현된다.

식 (7)의 에 를 대입한 후, 양변을 로 나누면 

다음 식 (8)과 같다.


                 (8)

여기서, 는 액체의 유효질량 에 대한 수평기둥의 액

체질량 의 비 즉, 이다. 은 LCVA의 고유 각속

도이다.

3. 전달함수 유도

본 연구에서는 진동대로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LCVA를 

가진하기 때문에, 진동대 자체가 건물모델에 해당되어 식 

(7)의 우변에 나타난 는 진동대에 의해 발생되는 가속

도가 된다. 식 (6)의 우변은 LCVA가 건물에 영향을 주는 

제어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제어력은 진동대와 LCVA 사이

에 설치된 로드셀을 통해 계측된다. 실제 진동대 실험에서

는 액체의 질량 외에 수조자체의 질량, 로드셀 및 지그의 질

량 등에 의한 추가질량 가 고정질량으로 작용하여 관성

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로드셀에 의해 계측되는 LCVA에 

의한 제어력은 다음 식 (9)와 같이 표현된다. 

   
                   (9)

진동대 가속도와 제어력 사이의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하

여 식 (9)를 푸리에 변환하면 다음 식 (10)과 같다.

   


             (10)

여기서, 와 는 각각 허수 및 진동대의 가진진동수를 나

타낸다. 와 는 각각 와 의 푸리에 변

환을 나타낸다. 식 (10)로부터의 입력 가속도 와 로드

셀에서 계측된 힘의 전달함수는 다음 식 (11)과 같다.




  




                 (11)

식 (8)을 푸리에 변환하여 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

음 식 (12)와 같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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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LCVA 실험체 형상

<표 1> LCVA 실험체                                (unit : mm)

실험체    

Type1 0.4 18 44 144

Type2 0.6 27 44 144

Type3 0.8 35 44 144

Type4 1.0 44 44 144

<표 2> LCVA의 유효길이                           (unit : mm)

실험체
수조내부의 액체 수위 (mm)

100 114 128 150 170

Type1 214 242 270 314 354

Type2 242 270 298 342 382

Type3 271 299 327 371 411

Type4 300 328 356 400 440

<표 3> LCVA의 수조내부 액체의 고유진동수          (unit : Hz)

실험체
수조내부의 액체 수위 (mm)

100 114 128 150 170

Type1 1.52 1.43 1.36 1.26 1.18

Type2 1.43 1.36 1.29 1.20 1.14

Type3 1.36 1.29 1.23 1.16 1.10

Type4 1.29 1.23 1.18 1.11 1.06

식 (12)를 식 (11)의 우변에 대입해서 를 제거하면 

다음 식(13)과 같이 진동대 입력가속도에 대한 제어력의 비

인 전달함수의 해석적인 식이 유도된다.




  







             (13)

식 (13)에서 에 0을 대입하면  가 된다. 이것

은 물리적으로 LCVA 수조내부의 액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

우 즉, 정적질량이 로드셀에 계측되는 것을 의미한다. 액체

의 전체질량과 부가질량만이 전달함수에 나타나는 것으로 

상수항  로 LCVA 실험 시스템 전체질량을 나타

낸다. 가진 진동수가 낮을 때, 전달함수가 저진동수로 갈수

록  으로 수렴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

진동수로 갈수록, 즉, 액체의 왕복운동이 빨라질수록 

 
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식 

(13)에서 →∞에서의 극한값은 나타낸다. 일 때, 즉, 

진동대 가진진동수가 LCVA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할 경우, 

식 (13)의 전달함수 크기는 다음 식 (14)와 같다.





 

 


                     (14)

식 (14)와 같이 LCVA의 공진진동수에서는 본 연구의 진

동특성 분석 대상인 질량비 및 감쇠비의 영향이 전달함수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13)의 양변을  로 나누어 무차원화된 전달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 식 (15)와 같다.

 



 

 




   (15)

여기서,  이다.

4. LCVA 실험

4.1 LCVA 실험체

LCVA의 수직기둥과 수평기둥의 단면적 비 가 0.4 에

서 1.0 으로 변함에 따른 동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 1

에 표현되어 있는 파라미터로 4가지 형태의 실험체를 제작

하였다. 각각의 LCVA의 수평기둥 길이  , 수평기둥의 두

께  , 수조의 폭 의 치수는 모두 같다. 따라서, 각각의 

LCVA는 수직기둥의 폭 에 따라 수평기둥부분에 대한 수

직기둥부분의 단면적 비 가 결정되게 된다.

단면적 비 와 수조 내부의 액체 높이 변화에 따른 

LCVA의 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LCVA 실험체

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LCVA 실험체에서 액체 수위

가 높아지는 것은 유효길이 의 증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LCVA 수조 내부의 액체는 물을 이용하였

으며 밀도 값은  이 사용되었다. 표 2와 3은 

각각 LCVA의 4가지 실험체와 액체의 수위 100mm에서 

170mm까지 5가지 변화에 따른 유효길이와 고유진동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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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조 내부의 액체 및 수조의 질량              (unit : kg)

실험체
수조내부의 액체 수위(mm)

100 114 128 150 170

Type1
액체질량

수평기둥 2.05

수직기둥 0.91 1.07 1.23 1.49 1.72

총 2.96 3.12 3.28 3.54 3.77

수조 질량 8.20

Type2
액체질량

수평기둥 2.21

수직기둥 1.41 1.67 1.92 2.32 2.68

총 3.62 3.87 4.13 4.53 4.89

수조 질량 8.10

Type3
액체질량

수평기둥 2.36

수직기둥 2.03 2.40 2.76 3.34 3.86

총 4.39 4.76 5.12 5.70 6.22

수조 질량 8.65

Type4
액체질량

수평기둥 2.50

수직기둥 2.71 3.20 3.69 4.45 5.15

총 5.22 5.70 6.19 6.96 7.65

수조 질량 9.15

<그림 4> LCVA 진동대 실험 시스템

보여주고, 각각 식 (3)과 (4)에 의해 계산되었다.

표 4는 수조 내부의 액체 및 수조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

다. 각 Type과 수조액체의 수위에 따라 미리 계측할 수 있

는 수평기둥 및 수직기둥에 있는 액체의 질량과 총질량을 표

시하였으며 수조질량도 나타내었다. 는 수조 내부 액체질

량으로 각각 실험체에 따른 액체 총 질량이다. 부가 질량인 

는 수조 질량에 지그와 로드셀의 질량인 10.1kg이다.

수조내 액체의 흐름을 이용한 LCVA는 액체 유효질량의 

일부분이 제어력으로 참여한다. 참여율이 높으면 제어의 효

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액체 유효질량의 몇 %가 참여하느

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와 같이 상세하게 각 

Type과 수위에 따라 자세하게 질량을 명기하였다.

4.2 실험 시스템

LCVA 자체의 동적특성은 백색잡음과 같은 불규칙 가진 

및 조화하중과 같은 정현파가진의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로 

표현되는 전달함수를 구하여 파악할 수 있다. 진동대는 이

와 같은 하중들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그림 4는 

LCVA의 진동대 실험시스템을 나타낸다. 전달함수의 입력

으로서 진동대에서 계측된 가속도를 그리고, 출력으로서 로

드셀에서 계측된 힘을 이용하였다. 

LCVA의 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그 상부에 설

치된 실험체를 일축 진동대에 의해 가진하였다. 진동대 테

이블과 LCVA 사이에 설치한 전단형 로드셀로부터 전단력

이 계측되고, 진동대 테이블에 부착된 가속도 센서와 

LCVA에 부착된 파고계를 통해 동적특성을 측정하였다. 데

이터 수집과 디지털 제어는 실시간 디지털 신호 처리기

(DSP)를 통해 수행되었다. 데이터 수집 보드는 측정된 가속

도 및 로드셀 데이터를 측정하여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는 

기능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수집은 25Hz 저주파수 통과 필터를 통한 AD/DA 보드인 

NI PCI-6052E로 수집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계측 및 가진은 Matlab Simulink의 Real-Time Windows 

Target으로 수행되었다.(15)

4.3 조화하중 실험

지진하중 자체는 일정한 대역폭의 진동수를 포함하는 광

대역(broad-band) 특성이지만, 건물의 전달함수는 고유진동

수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협대역(narrow-band) 특성을 나타

낸다. 이들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건물의 응답은 고유

진동수 성분이 지배적인 협대역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1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화하중 가진실험에 의해 LCVA

의 동적특성을 분석하였다.

LCVA의 동적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진동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조화하중 실험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

요된다. 따라서, 백색잡음 실험을 통해 LCVA의 동적특성

이 현저히 나타나는 진동수 영역을 추출하여 조화하중 실험

을 수행하였다. LCVA 실험체 ‘Type 4’는 0.9 - 1.5 Hz 영

역에서, 나머지 3가지 실험체 ‘Type1, 2, 3’은 0.5 - 2.3Hz 

진동수 대역에서 입력인 진동대 가속도를 일정하게 하여 

0.01Hz 간격으로 진동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조화하중 실험

을 실시하였다. 

조화하중 가진 실험에 의해 동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대상 실험체의 정상상태응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으로 가진 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진동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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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1 LCVA( ) (b) Type2 LCVA( )

(c) Type3 LCVA( ) (d) Type4 LCVA( )

<그림 5> LCVA 실험체의 전달함수

100초간의 조화하중을 가진하였다. 측정된 데이터의 처리

도 정상상태응답만을 대상으로 해야 양질의 동적특성을 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100초 동안의 데이터 중에서 후반

부 60초 동안에 측정한 시간영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LCVA

의 동적특성을 구하였다.

그림 5에서 점선으로 표현된 곡선은 진동대에서 측정한 

가속도를 입력으로 하고 전단형 로드셀로부터 측정한 전단

력을 출력으로 하는 전달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식 (13)과 

같이 계측된 힘을 입력가속도로 나눈 전달함수이기 때문에, 

최초에 계측된 전달함수는 동적 및 정적 성분을 나타내는 

질량의 단위를 갖는다. LCVA의 액체가 거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즉, 수직변위가 0이 되면 전체질량과 부가질량인 

 만 전달함수에 남게 된다. 이것은 고유 진동수가 저

진동수로 떨어졌을 때의 y축 값인 정적 질량을 의미한다. 그

림 5의 점선은 이러한 전달함수를  로 나누어 무차

원화한 것으로서, 저진동수로 갈수록 무차원화된 정적질량

값인 1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x축 값은 각각의 

실험체에 대해서 표 3에서 계산된 수조내부의 액체수위가 

100 mm일 경우의 LCVA의 고유진동수 값으로 정규화하여 

표현하였다. 액체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액체의 유효길이

는 길어져, 수조내부에서 왕복운동하는 액체의 진동수가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최적화 수행

5.1 최적화

본 연구에서는 식 (15)와 같은 해석적인 전달함수를 이용

하여 실험 전달함수에서 동적특성을 구하였다. 시스템 식별

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조 내부 액체의 전체질량 와 추가

적인 질량 는 측정을 통하여 미리 구하였으며, 은 실험

적인 전달함수로부터 구한 피크점에서의 진동수를 사용하

였다. 이와 같은 변수 외에 나머지 변수들인 액체의 유효질

량 에 대한 수평기둥의 액체질량 의 비인  , 감쇠비 

, 를 식별할 파라미터     로 설정하여 시스

템 식별을 수행하였다. 시스템 식별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

저, 다음 식 (16)과 같이 계측한 전달함수와 해석적인 전달

함수 사이의 오차제곱을 시스템식별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성능지수로서 정의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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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1 LCVA(  )

(b) Type2 LCVA(  )

(c) Type3 LCVA(  )

(d) Type4 LCVA(  )

<그림 6> 고유진동수의 이론값과 실험값의 비교

여기서, 는 그림 5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실험적인 

전달함수를 나타내며,  는 식 (15)와 같은 해석적인 

전달함수를 나타낸다. 과 는 시스템 식별 구간으로서

LCVA의 동적특성이 탁월한 대역을 구분하여 4가지 실험

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었다. ‘Type 1, 2, 3’은 각각 0.3 

과 1.7의 진동수비를 과 로 하였으며, 'Type 4'는 0.7과 

1.2의 진동수비를 설정하였다.

오차함수 이외에 다음 식과 같이 실제 실험 시스템으로부

터 유추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을 설정하였다. 제한조건은 유

효질량인 과 수평기둥의 액체질량 가 전체질량인 

보다 작다는 것으로 식 (17)과 같이 표현하였다.

   와                               (17)

결과적으로, 시스템 식별은 식 (17)과 같은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는 식 (16)과 같은 오차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최적화 문제는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에 기반한 Matlab의 내장함수 ‘fmincon’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식별 결과를 그림 5에 실선으로 

나타내어 계측한 전달함수와 비교하였다.

5.2 전달함수 비교

그림 5는 실험으로 통해 얻은 전달함수와 식 (15)에 의해 

계산된 전달함수와의 비교를 나타낸다. 그림 5에서 액체 수

위 변화에 따른 4개의 TLCD의 두 전달함수 결과는 서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부터, 식 (15)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

된 해석적인 전달함수를 이용한 최적화 수행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15)는 전달함수는 출력인 제어력을 가

진입력인 진동대 가속도로 나누어서 무차원화한 것이기 때

문에, LCVA수조 내부액체의 진동정도에 따른 동적질량을 

개념을 포함한다. Type4로 갈수록 질량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Type4의 수조가 제일 큰 것을 의미하며 단

면적비가 동일하여 수직기둥 및 수평기둥부분에서의 액체

흐름이 원활한 진동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저진동수 가진

으로 될수록, 즉 그림에서는 왼편으로 갈수록 정적질량의 

무차원 성분인 1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진동 특성 비교

6.1 고유진동수

실험적인 LCVA의 고유진동수는 전달함수의 피크로부터 

관측하였다. 유효길이 의 증가 할수록 저진동수로 떨어지

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6은 LCVA의 실험으로부

터 측정된 고유진동수와 이론적인 계산식으로부터 표 3과 

같이 계산된 고유진동수와의 비교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4가지 LCVA 실험체에서 이론값과 실험값의 고유진동수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직기둥과 수평기둥의 단면

적 비의 차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6.2 감쇠비

그림 7은 4가지 LCVA 실험체의 최적화 기법으로 식별

된 동적특성으로부터 얻은 감쇠비의 특성을 보여준다. 특정 

LCVA의 감쇠비는 유효길이가 증가하면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유효길이의 증가는 액체의 고유주기를 크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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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CVA 실험체의 감쇠비

<표 5> LCVA 실험체의 이론적 및 실험적 참여질량비

실험체
수조내부의 액체 수위(mm)

100 114 128 150 170

Type1
이론값 0.69 0.66 0.62 0.58 0.54

실험값 0.67 0.63 0.60 0.55 0.51

Type2
이론값 0.61 0.57 0.53 0.49 0.45

실험값 0.62 0.58 0.54 0.48 0.43

Type3
이론값 0.54 0.49 0.46 0.41 0.38

실험값 0.57 0.53 0.48 0.42 0.38

Type4
이론값 0.48 0.44 0.40 0.36 0.33

실험값 0.55 0.49 0.44 0.39 0.34

며 액체 질량의 증가로 액체속도의 감소를 유발시킨다. 따

라서, 감쇠계수는 액체속도에 의해 감소한다. 또한 동일한 

유효길이에 대해 LCVA의 수직기둥의 단면적이 작아질수

록 감쇠비가 단면적이 동일한 LCVA의 경우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수직기둥과 수평기둥이 꺽이는 엘보우(elbow)에

서 단면적비가 다를수록 물의 교란이 더욱 커진 것으로 판

단된다.

6.3 참여질량비

LCVA의 수조와 액체의 전체질량은 건물의 고정하중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LCVA 설계에서 전체질량은 줄이

면서 제어에 실제 참여하는 액체의 참여질량은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표 5는 유효길이  증가 즉, 수조내부 액체 

수위가 높이짐에 따른 참여질량비 인 수평질량 대 유효질

량을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식별한 것을 나나낸다. 또한, 

이론적 식을 통해 구한 수평질량 대 유효질량의 비를 이론값으

로 표현하였다. 유효질량의 이론값은   로서, 
는 식 (3)에 의해 계산된다. 수평질량의 이론값은  

  로서, 표 1과 같은 LCVA 실험체의 형태로부

터 계산된다. 이론값은 예상한 바와 같이 유효질량의 전체

가 참여하지 않아 1이하 인 것을 알 수 있다. 액체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액체 전체질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에 따라 고유진동수가 증가하여 액체의 수평운동 속도가 줄

어들어 제어에 참여하는 참여질량비가 감소하는 것을 판단

된다. 실험값과 이론값이 유사하나 몇몇 예에서는 이론값과

의 오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면적 비(  )와 수조내부

의 액체 수위의 변화에 따른 LCVA의 진동대 실험을 수행

하였다. 비선형 특성을 의미하는 LCVA의 감쇠력을 선형화

하여 등가 선형점성감쇠를 이용하여 해석적인 전달함수식

을 유도하였다. 이 식을 관찰하여 액체의 진동에 따른 정적 

및 동적 질량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으로 전달함

수를 구하였으며 최적화 수행을 통하여 동조 진동수와 감쇠

비 및 제어력을 발휘하는 액체의 참여질량비를 구하였다. 

동조진동수는 이론식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액체 수

위 및 단면적비의 변화에 따라 감쇠비 특성이 달리 나타났

다. 식별된 감쇠비는 LCVA 실험체 수직기둥의 단면적이 

작아질수록 즉, 가 0.4로 갈수록 크게 나타났다. 각각은 수

직기둥과 수평기둥이 꺽이는 엘보우에서 액체의 흐름 변화

가 크고 전체 총 질량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스

템 식별에 의해 구한 참여질량비에 대한 실험값과 이론값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몇몇 예에서는 이론값과의 오차가 나

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달함수는 LCVA의 감쇠비 및 참

여질량비의 정량적평가에 유용하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입력가진의 크기에 따라 LCVA의 설계변수들은 변화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LCVA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후연구 들이 필요하다. 입력가진의 

크기에 따른 LCVA의 설계변수들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경

험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LCVA 수조크기에 대한 

상사성 연구를 수행하여 수조크기와 입력가진의 크기를 고

려한 3차원적인 설계변수의 경험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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