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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불확실성을 가지는 하중의 변동성을 고려한 구조제어시스템의 최적설계방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일반적인 제어시스템

의 설계 문제가 구조물과 제어시스템간의 상호작용 고려하여 구조-제어 시스템을 최적화이나, 이 연구에서는 하중-구조물-제어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최적설계방법에 관하여 다루었다. 구조물의 응답을 최대화하는 하중과, 이를 최소화하는 구조제어시스템을 동시에 

구하는 최대-최소문제(Min-max Problem)를 정식화하고, 최적설계변수를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으로 병렬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불확

실성이 존재하는 선형구조제어시스템의 최적설계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진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제진시스템 설계 예 및 수치해석을 통하

여 연구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불확실성, 구조제어시스템, 최대-최소문제, 최적설계, 병렬진화알고리즘

ABSTRACT >> An optimal design method for a structural control system considering load variations due to their uncertain 
characteristics is studied in this paper. The conventional design problem for a control system generally deals with the optimization 
problem of a structural control system and interaction between the structure and the control device. This study deals with the 
optimization problem of a load-structure-control system and the more complicated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The problem of 
finding the load that maximizes the structural responses and the structural control system that minimizes the responses 
simultaneously is formulated as the min-max problem. In order to effectively obtain the optimal design variables, a co-evolutionary 
algorithm is adopted and, as a result, an optimal design procedure for the linear structural control system with uncertain dynamic 
characteristics is proposed. The example design and simulated results of an earthquake excited structure validates the proposed 
method.

Key words Uncertainty, Structural control system, Min-max problem, Optimal design, Co-evolutionary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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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이르러 구조물의 건설에 창의적인 디자인 개념이 

적극적으로 받아지게 됨에 따라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

로운 독특한 형상의 구조물들이 건설되고 있다. 이러한 구

조물들은 대부분 다양한 하중에 의한 동적 거동이 설계의 

주요 지배 요소가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지진이나 바람

과 같은 동적 하중으로 인한 진동에 대하여 사용성과 안정

성을 확보하는 것이 해결해야만 하는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또한 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

한 진동제어시스템(Vibration Control System)이 개발 및 

적용되고 있으며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6) 국내에

서도 여러 진동제어 시스템의 개발과 모델링 및 제어알고리

즘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7-12) 장치 개발 및 모델

링의 경우 새로운 형식의 감쇠장치(Damping Devices)를 

개발하고 이를 적절히 설계하기 위한 동역학적 수치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13-20), 제어알고리즘 분야

는 주어진 구조물에 장착될 제어 장치의 최적 작동 및 운영 

방법을 결정하는 제어법칙 개발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

다.(21-26) 그러나, 기존의 많은 제어시스템에 대한 연구들이 

제어 목표의 설정 시에 특정 응답을 최소화 하는 데에 집중

하고 있으며 다양한 하중이나 구조시스템에 존재하는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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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동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고효율의 제어시스

템을 설계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제어시스템

의 설계문제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

로, 주어진 시스템의 최적화를 시도한 후 가능한 여러 개의 

하중 조합에 대하여 설계된 시스템이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나타내는 가를 조사하여 설계된 제어시스템의 강인성을 평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진이나 강풍과 같은 자연계의 불

확실한 하중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동성을 모두 검토하기 

어렵다. 따라서, 설계된 제어시스템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한 하중성분에 대하여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제

어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불확실한 하중을 최적화 과정에 포함시켜서 구조물 

응답을 최대화 하는 하중과, 이를 최소화 하는 구조 설계를 

동시에 구하는 최소-최대화 문제(Min-max Problem)를 구

성하고, 정식화한 최대-최소 문제의 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병렬진화 최적화 알고리즘(Co-evolutionary Optimization 

Algorithm)을 적용하여 하중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선형

구조제어 시스템의 최적설계방법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지진하중을 받는 구조-제어 시스템의 운동방

정식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지반운동의 불확실성을 다루었

으며, 4장에서는 최대최소문제 정식화 방법과 병렬 최적화 

방법을 기술하였다. 5장에서는 지진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제

진 시스템 설계 예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연구한 방법의 타

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지진하중을 받는 구조제어시스템

개의 자유도를 갖는 구조제어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은 

상태변수(State Variable)를 도입 함으로서 1차의 벡터-행렬 

미분방정식, 즉, 상태공간방정식(State Space Equation)으

로 변환할 수 있다. 

개의 자유도를 가진 구조물이 q개의 지점에서 외부하

중 w(t)를 받고 있다면 운동방정식은 다음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 ) ( ) ( ) ( )twttt 1EKzzCzM =++ &&& (1)

여기서, z(t)는 ( ×)의 변위벡터, w(t)는 (×)의 외부하

중벡터, M, C, K는 각각 ( ×)의 질량행렬, 감쇠행렬, 

그리고 강성행렬, 1E 은 외부하중의 위치행렬( ×)을 의

미한다.

일반적인 수동적 제어방법(Passive Control Method)으

로서 강성을 조절하여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변화시키거

나, 감쇠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댐퍼를 고려할 수 

있으며, 부가의 질량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능동제어방

법(Active Control Method)은 하중재하기를 이용하여 외부

에서 공급되는 제어력을 직접 구조물에 전달하게 된다. 부

가의 질량, 강성, 감쇠로 인한 효과를 각각 Mp, Cp, Kp 그리

고 nc개의 하중재하기로부터 여러 형태로 전달되는 제어력

을 u(t)라 하면, 식 (1)의 운동방정식은 수동 및 능동제어장

치의 효과로 인하여 다음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ttwtztztz ttt uEEKCM 21 +=++ &&& (2)

여기서, ,pt MMM += ,pt CCC += pt KΚK += 이며, 2E

(× )는 작용하는 제어력벡터 u(t)의 위치를 나타내는 행

렬이다. 그런데 동조질량감쇠장치(Tuned Mass Damper)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에 있어서 거동을 표현

하기 위한 필요한 자유도를 방정식에 추가 시켜야 하는 경

우도 있다.

상태변수 x(t)를 다음 식 (3)과 같이 정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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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조제어시스템의 상태공간방정식은 식 (2)와 식 (3)

을 이용하여 다음 식 (4)로 표현된다.

)()()()( twttt EBuAxx ++=& (4)

여기서, A는 시스템행렬, B 는 제어행렬, E 는 외란행

렬이며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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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부에서 주어지는 하중이 지반으로부터 전달되는 

지진이라면 위의 식 (4)는 다음 식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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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xg&& 는 지진에 의한 지반 가속도이며 불확실한 

동적 하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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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nami-Tajimi Filter System의 주파수 응답 곡선

3. 지진하중의 불확실성

구조물의 지진응답 제어시스템을 설계할 때에 가장 큰 불

확실성은 입력지반운동(Input Excitation Model) 자체의 불

확실성이다. 자연 현상인 지진에 대한 완벽한 수학적 모델

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진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하여 구조공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지반운동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현재 빌딩이나 

교량 등의 내진 설계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설계응답스펙

트럼(Design Response Spectrum)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

서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 따른 가속도 계수 값을 설계응

답 스펙트럼으로부터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구조물에 작용하

는 최대지진하중을 결정하여 내진설계를 가능하도록 한다. 

구조물의 지진응답제어시스템의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다

른 지반운동모델로서 대표적인 방법은 입력지반운동을 하

나의 동적 필터(Filter)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신

호의 세기와 진동수 특성을 동적 시스템으로 표현하는 필터

시스템모델(Filter System Model)을 입력지반운동에 적용

하는 방법으로서 진동수 영역에서 스펙트럼 표현이나 시간

영역에서 미분방정식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방법은 특히 동적 시스템의 표현에 적합하고, 불규칙 진동

해석과 같은 확률적 해석에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풍하중, 

파랑하중, 지진하중과 같이 동적인 하중에 대한 모델링에 

많이 사용된다. 특히 이 방법에서는 동적 필터의 모델과 그 

모델의 매개 변수에 따라 사실상 무한한 형태의 특성 표현

이 가능하므로 적용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입력지반 운동의 

여러 불확실성을 필터 모델의 매개 변수 불확실성으로 표현

하고 해석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력지반운동의 불확실성

을 고려한 연구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입력지

반운동의 모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Kanai-Tajimi 필터
(27-29)

에 기반한 입력지반운동모델을 사용하여 구조물 지진응답

제어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필터는 입력지반운동을 다음 

식과 같은 스펙트럼 밀도함수를 가진 정상랜덤프로세스

(Stationary Random Process)로 가정한다.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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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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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ωξ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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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S
+−

+
=Φ (7)

여기서 0S 는 백색잡음(White Noise)의 스펙트럼 밀도 

상수이고, gg ξω , 는 필터 매개변수 (Filter Parameters) 이

다. 이 필터는 단자유도 운동계에 백색잡음을 입력으로 하

는 출력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운동 방정식으

로 표현된다.

RRGGG gggggg
22 22 ωωξωωξ +=++ &&&& (8)

여기서 R 은 입력 가속도를 G 는 출력가속도를 나타낸다.

식 (7)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필터의 동적 특성은 

필터 매개 변수 gg ξω , 에 의해 결정되며 전체적인 신호의 

세기는 입력 백색잡음상수 0S 에 따라 결정된다. 필터의 출

력이 입력지반운동가속도가 되므로 입력지반운동의 세기

(Intensity)는 이 필터 출력의 RMS 응답 또는 필터 시스템

의 2H 놈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필터 시스템 )(ωF 의 

2H 놈 2
)(ωF 는 다음 식 (9)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ggg

gSF
ξωξ

ω
ω

+
=

4
)( 0

2

2 (9)

이 연구에서는 입력지반운동의 불확실성을 필터 매개 변

수 gg ξω , 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하여 제어시스템 설계문제

를 구성하였으며, 이 때 설계 목적상 고려하는 입력지반운

동의 세기는 고정된 값으로 하여 식 (9)에 의해 입력 백색 

잡음 상수 0S 를 필터 매개 변수 gg ξω , 의 변화에 따라 결

정하였다. 그림 1에 필터 시스템의 2H  놈 2
)(ωF 이 일정

할 때 몇 가지 매개변수 gg ξω , 에 대한 필터 시스템의 주파

수 응답 곡선을 나타내었다.

4. 최대-최소문제 및 병렬 최적화 방법

기존의 통합 시스템 설계 문제가 구조물과 제어시스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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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 고려하여 구조-제어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이나 이 연구에서는 하중-구조물-제어 시스템 간의 상

호작용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구조물 

응답을 최대화 하는 하중과, 이를 최소화 하는 구조 설계를 

동시에 구하는 최소-최대화 문제(Min-max Problem)를 통

합 시스템에 대하여 정식화하고 해를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서 병렬진화 알고리즘
(30)

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하중-구조-

제어 시스템의 최적설계문제에 적용한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불확실성과 제어시스템의 설

계변수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구조물의 응답을 최대화 하

는 하중의 매개변수와 그 하중이 작용할 때 구조물의 응답

을 최소화하는 제어시스템을 찾아내는 문제는 최소최대문

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제어시스템의 매개변수를 q, q의 검색영역을 Q, 하중의 

매개변수를 p, p의 모든 변동가능성을 포함한 집합을 P, 구

조제어시스템의 성능지수를 J라 하면, 다음과 최소-최대 문

제를 정식화 할 수 있다.

Find The Solution of the Min-max Problem (Q*, P*) 

Which,

),(maxmin pqJ
PpQq ∈∈

⋅ (10)

   ≤  ∀   …

위 식에서 는 제한조건을 나타내며 n은 조건식의 개

수를 나타낸다. 예로서, Kanami-Tajimi Spectrum의 불확실

성이 존재하는 시스템에 수동제어방법으로 가새의 강성과 

점성감쇠기(Viscous Damper)의 용량을 결정하는 경우, 구

조물의 최대 응답을 일으키는 입력지반운동 모델의 매개변

수는 구조물 고유진동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구조물 고유진

동수는 또한 제어시스템 가새 강성의 함수가 되므로 서로 독

립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

해서는 다음 식 (11)과 같은 최소-최대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

qig

J

ggi

gg

,,1     0),,,( subject to

),,,( max min 
,

L=≤ξω

ξω

ck

ck
wck (11)

여기서, 설계 변수 ],,[],,,[ 11 nn cckk LL == ck 는 각각 

각 층에 설치될 가새의 강성 및 점성감쇠기의 감쇠계수벡터, 

gg ξω , 는 Kanai-Tajimi Filter로 표현되는 입력지반운동모

델의 파라미터이며, 식 (10)에서 정의된 제어시스템 매개변

수와 하중의 매개변수는 각각        로 

표현된다.

이 최대-최소 문제의 해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은 최대화, 

최소화 문제를 독립적으로 풀 수 없는 것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최소화 문제의 해 ck, 를 구하고, 이 가새와 감쇠기를 

시스템을 적용한 구조물에 대해 식 최대화 문제의 외란 변

수 해 gg ξω , 를 구한 것과, 반대로 최대화 문제의 해 gg ξω ,

를 적용한 시스템에 대하여 최소화 문제의 해 ck, 를 구한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최소-최대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어 왔으나, 모든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적인 해법은 없으며, 구성된 문제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해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하나의 방법으로서 매개변수의 변

동을 모두 고려한 전역검색방법(Domain Searching Method)

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개변수의 개수가 

조금만 증가하여도 검색영역이 매우 넓어져서 검색시간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비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법

으로서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31),(32)
을 응용

하여 제안된 병렬진화 알고리즘
(30)

을 도입하면 효율적으로 

해를 근사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각각 다른 두 

개의 성능지수 (Performance Index)   를 식 (12), (13)

과 같이 도입한다.

      (12)

      (13)

여기서,    로서 가중함수(Weight-

ing Function)가 된다.

이제 나누어진 성능지수에 대하여 제어시스템은 를 최

소화시키며, 외부하중은 를 최대화하는 문제가 된다. 제어

기의 설계변수벡터 , 외부하중의 매개변수벡터 를 다음 

식 (14) 및 (15)와 같이 이산화하고,

     … (14)

     … (15)

제어기의 변수들에 대한 적합도함수 를 다음 식 (16)

와 같이 정의한다.

lipqJF jsqjq ,...,2,1),,(max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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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병렬 진화 알고리즘

<그림 3> 설계 대상 전단 빌딩 모델과 제어 시스템

<표 1> 설계 대상 전단 빌딩의 제원

층 질량(ton) 횡방향 층강성(kN/m)

1 6000 2*2.1E5

2~6 5200 2*2.1E5

7~9 5000 2*1.7E5

이때, 가 적은 값을 가질수록 변수 는 높은 적합도

(Fitness)를 가진다. 들에 대한 적합도를 먼저 결정하고, 

이중 가장 적합도가 높은 개체를 라 하면, 를 이용하여 

외부 매개변수에 대한 적합도를 다음 식 (17)과 같이 정의한다.

       … (17)

여기서, 가 큰 값을 가질수록 변수 는 높은 적합도를 

가진다.

식 (16)과 식(17)을 이용하여 각각의 적합도 함수에 대하

여 유전자 알고리즘을 병렬적으로 적용한다. 즉, 를 최소

화하는 개체가 높은 적합도를 갖도록 의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를 최대화하는 개체가 높은 적합도를 갖도

록 의 순위를 결정한 후, 적합도가 높은 개체들을 중심으

로 다음 세대를 구성하고 교배(Ccrossover), 변이(Mutation), 

우수개체의 보존 (Elitism) 등의 유전연산 (Genetic Operation)

을 반복해 나아가는 병렬적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식 (10)

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 (q*, p*)를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흐름도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5. 설계 예

5.1 대상 구조물

설계 예로서 빌딩 구조물의 지진응답 제어를 위한 감쇠기 

시스템의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제어 시스템이 설치 될 대

상 구조물은 9층의 빌딩 구조물로서 설계의 편의를 위해 층

질량과 횡방향 강성으로 모델링 되는 선형 전단 빌딩 모형

을 사용하였다. 그림 3과 표 1에 설계 대상 구조물과 그 제

원을 각각 나타내었다. 구조물의 감쇠는 1차 모우드와 2차 

모우드의 감쇠비가 각각 1%인 Rayleigh 감쇠를 적용하였

고, 1차 고유진동수는 약 0.74Hz, 2차 고유진동수는 약 2.1Hz

로 계산되었다. 이 설계에서 고려하는 제어시스템은 빌딩 

구조물의 층간에 설치하여 추가적인 횡 방향 강성을 제공하

는 가새(Bracing) 시스템과 동적 에너지를 소산하는 점성감

쇠기(Viscous Damper)로 구성된 수동형 에너지 소산시스

템으로 각 층에 설치될 강성과 감쇠기의 용량이 설계변수가 

된다. 입력지진은     ,   를 공칭값으로 

하고, 불확실한 변동성을 고려하여 와 는 각각 0.2~10

 , 0.05~0.4까지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5.2 설계결과

설계에 있어서 추가되는 강성과 감쇠기의 감쇠용량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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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적 가새 강성 및 감쇠계수 해

Floor Stiffness (105kN/m) Damping Capacity (103kN s/m)

1 1.1763 3.7877

2 4.0483 2.1585

3 0.7797 4.0000

4 2.8055 1.1287

5 1.8167 0.6278

6 0.3890 2.3003

7 1.4420 2.2765

8 2.0442 2.4021

9 1.0735 1.1171

<그림 4> gω 의 변화에 따른 층간 상대 변위 R.M.S. 응답 총합 변화

<그림 5> gω =2.5Hz, =0.25인 경우 R.M.S. 변위응답 비교

합이 일정한 제약조건을 갖도록 하여 병렬최적화를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또한 이 최적설계변수에 대응되는 입력지반운동의 최대

화 설계변수 중 gξ 는 다른 변수에 상관없이 작은 값일수록 

큰 응답을 나타내는 방향성을 보였는데 이는 그림 1에 나타

낸 바와 같이 gξ 가 줄어들수록 해당 진동수에 전체 에너지

가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예제 에

서는 gξ =0.25의 공칭 값을 사용할 때의 최적설계변수에 대

응하는 최대화 설계 변수를 구하였으며 그 값은 gω =0.9Hz

로 구해졌다. 최적화된 가새를 설치한 경우 빌딩의 1차 고유

진동수는 설치전 0.74Hz에서 설치 후 0.88Hz로 변화하게 

되는데, 최대화 설계 변수의 가진 진동수 gω =0.9Hz값과 비

교하면 최대화 설계변수가 추가된 가새 강성으로 인해 변동

된 고유진동수에 상응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이 해는 구

조물의 응답을 최대화 시키는 입력운동에 대하여 응답을 최

소화 하는 강성과 감쇠기의 값을 구한 것이다. 따라서, 입력

지반운동의 매개변수 값에 대하여 강인한 성능을 갖는 제진 

시스템을 설계 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5.3 수치모사를 통한 성능평가

최적화된 제진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각 층에 균일

하게 강성과 감쇠기를 배치하여 수치모사를 수행하고 그 결

과를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각 층에 균등 배치한 시스

템의 경우, 추가되는 강성과 감쇠기의 용량의 총합이 표 2에 

나타난 강성의 총합과 감쇠용량의 총합과 각각 같도록 하였다.

비제어시, 균등분포 시스템 및 병렬 최적화된 제진 시스

템에 대하여 의 변화에 따른 각 층간상대변위 R.M.S.

(Root Mean Square) 응답 총합의 변화를 그림 4에 나타내

었다. 그림 4에서는 공칭값에 해당하는 =2.5Hz일 때 비

제어 시스템의 응답을 1로 하여 정규화하고 그 값에 대한 

비를 이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4의 해석 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응답이 최고점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값

과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구한 최대화 설계 변수 값 

=0.9Hz, =0.25이 일치하므로 Worst-case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는 공칭값으로 정한 =2.5Hz, =0.25인 지반 

운동에 대한 비제어시, 균등분포된 제진시스템, 최적화된 제

진 시스템에 대한 각 층의 R.M.S. 변위응답을 도시하였다. 

균등분포 시스템의 경우, 최상층의 변위응답이 비 제어시에 

비하여 약 56.5% 수준으로서, 각 층 모두 효과적으로 제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병렬최적화된 

제진시스템의 경우, 최상층의 변위 응답이 비제어시에 비하

여 약 51.6% 로서 균등분포된 제어시스템보다 우수한 제진 

성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든 층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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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ω =0.9Hz, =0.25인 경우 R.M.S. 변위응답 비교

<그림 7> Kanai–Tajimi Filter로부터 생성된 인공지진 시간이력

(위: gω =2.5Hz, =0.25, PGA=0.154g, 

아래: gω =0.9Hz, =0.25, PGA=0.154g)

<그림 8> 인공지진( gω =2.5Hz, =0.25, PGA=0.154g)에 대한 각 

층별 최대변위응답

<그림 9> ( gω =0.9Hz, =0.25, PGA=0.154g)에 대한 각 층별 최대

변위응답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에는 제어시에 Worst-case로 파악된 최대화 입력

지반운동인 매개 변수 =0.9Hz에 대한 제어 성능 비교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 경우 비제어시 최상층의 변위응답이 

그림 5에 나타난 공칭지반운동의 경우보다 약 2.8배 증가하

였으며, 각 층의 변위응답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최상층의 응답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병렬 최적

화된 제진시스템은 비제어시에 비하여 55.6%의 응답수준을 

보이며 균등분포 시스템에 대하여도 약 9.8% 응답이 감소

하였고 모든 층에서 가장 적은 응답을 나타내므로 각 층 모

두 효과적으로 강인한 제어 성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고 최대응답을 비교하기 위

하여 gω =2.5Hz, =0.25인 경우와 gω =0.9Hz, =0.25인 

경우에 대하여 인공지진시간이력을 생성하고 수치모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7은 생성된 시간이력의 예를 나타내며, 

그림 8과 그림 9는 각각 생성된 인공지진 시간이력을 입력

으로 하여 얻어진 각 층의 최대변위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8에서 gω =2.5Hz, =0.25인 설계 공칭 지반 운동에 

대하여, 균등분포 시스템의 경우, 최대 변위의 평균 응답이 

비 제어시에 비하여 약 59.1% 이며, 병렬최적화된 제진시스

템의 경우, 최대 변위의 평균 응답이 비제어시에 비하여 약 

54.2% 로서 균등분포된 제어시스템보다 우수한 제진 성능

을 나타낸다. 제어시스템이 장착된 경우의 Worst-case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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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Northridge 지진에 대한 각 층별 최대변위응답 <그림 11> Hachinohe 지진에 대한 각 층별 최대변위응답

당하는 , gω =0.9Hz, =0.25인 지반 운동에 대해서도 비슷

한 경향을 나타내며, 제시한 시스템이 보다 우수한 제진 성

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림 9에서, 최대 변위의 

전층 평균응답으로 비교하면, 병렬 최적화된 제진시스템은 

비제어시에 비하여 67.8%의 응답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균

등분포 시스템의 응답수준이 비제어시의 74.9% 응답수준을 

보임에 비하여 볼 때 제시한 시스템이 보다 강인한 제어 성

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반운동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응답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역사지진들에 대하여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그림 10,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역사지진으로는 Northridge 

지진, Hachinohe 지진 등이 사용되었다. Northridge 지진의 

경우 두 제진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제어효과를 보이

고 있으나, 2층과 4층에서 병렬최적화를 수행한 경우가 미

소하나마 적은 응답을 나타낸다. 한편, Hachinohe 지진의 

경우, 병렬 최적화된 제진시스템이 균등분포시스템에 비하

여 전층에서 우수한 제진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최상층의 

응답에 있어서는 약 8.5% 정도의 응답저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6.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지반운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구조제어 

시스템의 최적설계방법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구조물의 제어를 위한 시스템의 설계를 수행한 후 불확실한 

하중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구

조계에 최대응답을 유발하는 하중과 구조계의 응답을 최소

화하는 제어시스템을 동시에 찾고자 하는 최대-최소문제로 

정식화 하고 최적화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강인한 제어시스

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최대-최소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으로서 일반적인 유전자 알고리즘을 변형시킨 병렬진화알

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제안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예제 구조물에 대한 수동형 제어시스템의 최적설

계를 수행하고 균등하게 배치된 제진 시스템과 비교하였다. 

수치모사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우수하고 안정적인 제어성

능을 나타내었으며, 불확실한 지진특성에 대하여 강인한 선

형제어시스템 설계법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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