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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조물의 내진성능개선을 한 능동 MR감쇠기의 
GA-최 퍼지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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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GA-based optimal fuzzy control technique for the vibration control of earthquake- 
excited adjacent structures interconnected with semi-active magneto-rheological(MR) dampers. Rule-based fuzzy logic 
controllers are designed first by implementing heuristic knowledge and the genetic algorithm(GA) is then introduced 
to optimally tune the fuzzy controllers for enhancing the seismic performance of semi-active control system.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the fuzzy controller simply uses locally measured responses of the dampers involved and 
directly returns the input voltage to the magneto-rheological dampers in real time through the fuzzy inference 
mechanism. The local measurement based fuzzy controller provides optimal damping force in a decentralized manner 
so that it does not require a primary central controller unlike the conventional semi-active control techniques. As a 
result, it can avoid the unbridgeable discrepancy between the desired control force and the actual damper force that 
may occur in the conventional control approaches.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ntrol method are 
shown numerically on two 20-story earthquake-excited buildings interconnected with MR dampers.
Key Words : fuzzy control, adjacent structures, genetic algorithm, semi-active control, magneto-rheological damper

1. 서 론*

두 구조물을 수동1-3), 능동4,5) 또는 준능동형6,7)의 

제진 장치로 연결하여 지진이나 강풍 등에 의한 

진동을 감소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일반

적으로, 능동제어 방법은 구조물의 진동 특성에 따

라 동특성을 변화시켜 가면서 진동을 제어하게 되

므로 성능은 뛰어날 수 있으나, 높은 비용, 비상시 

전원 공급문제, 유지관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적극

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수동제어 방법은 전원공급이 필요 없어 비용이 상

대적으로 적게 들어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구조물의 동특성에 따른 다양한 제진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준능동형은 수동형과 능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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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합한 형태로 각각의 장점을 살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진성능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magneto-rheolo-
gical damper(MR 감쇠기)는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준능동 제어장치의 하나로 주목을 받아 왔으며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8-13). MR 감쇠기를 사용한 

일반적인 제어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12-14). 첫
째, 주어진 구조시스템에 대한 이상적인 제어기를 

설계한다. 이때 제어기 설계에는 LQR, LQG 등과 

같은 최적제어 방법15-18)이 주로 사용되며 이렇게 

얻어진 제어기에서는 하중에 의하여 진동이 발생

하는 매 순간마다 최적의 제어력을 산출하게 되며, 
이는 MR감쇠기가 구조물에 전달하고자하는 감쇠

력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구조물에 전달하고자 

하는 감쇠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MR 감쇠기에 

적당한 전류나 전압을 주어서 원하는 감쇠력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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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MR감쇠기와 같은 준

능동 시스템은 능동제어 시스템과는 달리 고유의 

소산성을 가지고 있어 제어기가 산출한 최적감쇠

력을 정확히 얻어내기가 어려우며, 이상적인 제어

력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이상적인 제어기

를 설계한 뒤 그 제어기를 근사하도록 MR 감쇠기

의 입력전류를 조절하여 감쇠력을 결정하는 방법

은 항상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준능동제어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

다. 또한 MR감쇠기의 비선형 거동은 이상적인 제

어력의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인접한 

두 구조물을 제어장치로 연결한 경우에는 두 구조

물의 진동을 동시에 감소시켜야 하므로 더욱 복잡

한 문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두 단계의 

MR 감쇠기 조절법 대신 퍼지제어방식(fuzzy logic 
control method)을 적용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접

근방식은, 제어기의 설계나 추종(tracking) 없이 구

조물의 응답을 퍼지추론과정(fuzzy inference mecha-
nism)을 거쳐 MR 감쇠기가 필요로 하는 감쇠력을 

직접 결정하는 방법이다. 퍼지과정을 거쳐 감쇠기

의 전압을 직접 결정하게 되므로 원하는 감쇠력과 

MR 감쇠기에 의해 발생되는 감쇠력 간의 차이가 

생기지 않아 기존 방식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퍼지제어방법의 적용에 있어

서 제어성능은 주로 입력과 출력 소속함수(input/ 
output membership function) 및 퍼지규칙(fuzzy rules)
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19). 따라서, MR 
감쇠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출

력 소속함수와 퍼지규칙의 세밀한 튜닝이 요구되

기도 한다. 그런데, 적용 문제에 따라서는 조정해

야하는 매개변수들(parameters)이 매우 많아, 동시

에 적합한 값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 연구에

서는 입출력 소속함수들의 범위와 크기, 적용되는 

퍼지규칙 등 많은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20,21)을 적용하였다. 즉, 유전자 알고

리즘을 통하여 최적화된 퍼지제어기(GA-tuned fuzzy 
controller)가 매 순간 MR 감쇠기에 필요한 전압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감쇠력을 조절하여 두 건물의 

진동을 제어하게 된다.
설계 예로서, 서로 다른 고유 진동수를 가지는 

20층 빌딩을 MR 감쇠기로 연결하고 역사 지진들

에 대한 수치모사를 수행하였으며, 제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하여 수동제어, 일반적인 clipped- 

optimal 준능동 제어방법, 퍼지방법 등과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2. 감쇠기로 연결된 인접구조물의 운동방정식

Fig. 1은 n 층의 두 빌딩이 MR 감쇠기로 연결된 

모습을 나타내며, MR 감쇠기는 수평 방향으로 m
개의 층에 설치되었다고 가정한다.

Fig. 1의 연결된 두 구조물이 지진하중을 받는 

경우, 연계된 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은 아래의 식 (1)
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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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는 각각 i-빌딩(i = 1,2)에 대한 가

속도, 속도, 변위벡터를 나타내며, Mi, Ci, Ki는 각

각 질량, 감쇠, 강성행렬을 나타낸다. 0은 영행렬, 
fd는 MR댐퍼에 의한 감쇠력을 나타내는 벡터, 
는 지반가속도, 1은 모든 요소가 1인 벡터를 의미

한다.

Fig. 1. Two adjacent buildings connected by MR dam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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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chanical model of MR damper.

Fig. 2는 널리 쓰이고 있는 MR 감쇠기의 역학적 

모델10)로서 Bouc-Wen 요소22)에 점성감쇠(viscous dam-
ping)가 추가된 형태로 구성된다.

Fig. 2에서 k번째 감쇠기의 감쇠력은 다음 식 (2)
와 같이 표현된다.


  

∙
∙ (2)

여기서, 
와 는 각각 점성감쇠와 비탄성력에 

관계된 계수이며, 는 감쇠기의 속도이며, 는 

아래 식 (3)으로서 주어지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

 ∙∙ 


∙∙
 ∙



(3)

여기서, γ , β, n, Ad는 이력곡선의 형상에 관계

된 매개변수들이다.
식 (2)와 (3)에서 알 수 있듯이, MR 감쇠기는 속

도와 전압에 의해 감쇠력을 발생하는 비선형거동

을 보이며, Fig. 2에서 감쇠기의 속도는 두 건물사

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두 건물간의 상대속도에 의

해서 결정된다. 퍼지제어기에 의해 결정되는 전압

에 의하여 MR 감쇠기는 기계적 특성을 바꾸어 가

며 다른 감쇠력을 나타내게 된다. 전기적 신호의 

변화에 따른 감쇠력의 변화는 식 (2)에서 주어지는 

계수 
와 에 의해서 표현되는 데, 입력전압을 

라 할 때, 이 계수들은 아래의 식 (4), (5)와 같이 

입력전압에 대한 일차함수의 형태로 나타난다.

  ∙ (4)


  

  ∙ (5)

여기서, 들은 MR감쇠기의 특성을 나

타내는 상수들이다. 즉, MR 감쇠기에 의한 감쇠력

은 식 (2)~(5)에 의하여, 입력전압에 의한 비선형함

수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퍼지제어기를 

통한 입력전압의 최적변화에 의하여 MR감쇠기로 

연결된 두 건물의 지진응답을 효과적으로 제어하

고자 한다.

3. MR감쇠기의 준능동 퍼지제어

MR 감쇠기의 입력전압을 결정하는 방법의 하나

로 입력 전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조절하는 bi-state 
method13)가 있다. 이는 입력 전압을 0V와 Vmax 두 

개의 전압을 정해 놓고 미리 설계된 제어기가 명

령하는 제어력에 가까운 값을 판단하여 둘 중 하

나의 전압을 선택하여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은 근본적으로 원하는 감쇠력과 생

산 가능한 감쇠력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

다23). 또한, 입력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연속적으로 

가하게 되면 가속도 응답이 증가되고 구조물에 국

부적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24).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 MR 감쇠기의 제어

방식과는 달리 퍼지제어기법을 통하여 국부적으로 

측정된 구조물의 응답정보를 활용하여 MR 감쇠기

의 제어력을 직접 연속적으로 조절하고자 한다. 
즉, 입력전압을 0~Vmax 사이에서 퍼지추론과정을 

통하여 적합한 감쇠력에 해당하는 입력 전압을 결

정하게 되는 것으로써, 기존의 방법이 이상적인 제

어력을 정해놓고 이를 근사하도록 입력전류를 선

택하는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퍼지로직

(fuzzy logic)은 구조 시스템과 MR 감쇠기의 비선

형성, 구조계의 불확실한 동특성 등을 다룰 수 있

는 장점이 있다23,25).
Fig. 3은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GA-최적퍼지제어 

방법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 각 MR감쇠기는 개별적 퍼지제어기로 감쇠력을 
발휘하도록 분산형 구조(decentralized structure)로 

운용된다. 각각의 퍼지제어기는 퍼지화(fuzzification), 
퍼지추론과정(fuzzy inference mechanism), 비퍼지화

(defuzzyfication) 등을 거쳐 MR 감쇠기에 필요한 최

적의 전압을 전달하며, MR 감쇠기로부터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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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A-optimal fuzzy control system for damper-linked 
adjacent buildings subjected to seismic excitations.

감쇠력은 두 구조물에 전달되어 진동을 제어하게 

된다. 퍼지제어기는 두 개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에 필요한 정보로는 MR 
감쇠기가 설치된 층의 변위와 속도응답이며 출력

으로는 MR감쇠기의 입력전압을 내보내게 된다.
Fig. 4와 5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입력소속함수

(input membership function)와 출력소속함수(output 
membership function)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삼각형의 소속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입력과 출력 모두 각각 5개의 소속함수를 사용하

(a) relative displacement

(b) relative velocity
Fig. 4. Input membership functions: (a) relative displacement 

and (b) relative velocity.

Fig. 5. Output membership function for command voltage of 
MR damper.

였다. Fig. 4와 5에서 사용한 퍼지변수 NL은 nega-
tive large를 의미하며, NS는 negative small, ZO은 

zero, PS는 positive small, PM은 positive medium, 
PL은 positive large, PVL은 positive very large를 각

각 의미한다.
변위와 속도를 입력받은 퍼지에어기는 퍼지규

칙 및 퍼지추론을 통하여 전압값을 출력시키는 하

나의 함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가능한 

퍼지규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

If premise 1 and premise 2, then-consequent

즉, 2개의 전제(premise)는 2개의 입력에 관한 정

보(변위와 속도)를 포함하게 되며 결과(consequent)
는 제어명령인 MR 감쇠기의 조절 전압과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퍼지 규칙들은 Table 1과 같은 형식

의 퍼지규칙표(fuzzy rule table)로 표현이 가능하다.
Table 1에서, 감쇠기가 영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변위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와 일치하게 되면) 출
력전압은 증가한다. 반대로 변위가 영점에 가까워

지면 (변위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와 다르게 되면) 
전압으로 출력하는 값은 낮아지게 된다. 이것은 

MR 감쇠기의 소산성을 반영한 것으로, 감쇠기는 

운동과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감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MR 감쇠기의 특성을 반

영한 퍼지규칙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은 아래의 Fig. 
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Fuzzy rule table

Voltage, α
Relative displacement of MR damper

NL NS ZO PS PL

Relative 
velocity of 
MR damper

NL PVL PL PM PS ZO

NS PL PM PS ZO PS

ZO PM PS ZO PS PM

PS PS ZO PS PM PL

PL ZO PS PM PL PVL



인접구조물의 내진성능개선을 위한 준능동 MR감쇠기의 GA-최적퍼지제어

한국안전학회지, 제26권 제4호, 2011년 73

Fig. 6. Fuzzy rule surface.

4.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 준능동 
퍼지제어기의 최적화

이 절은, MR감쇠시스템이 보다 나은 제진성능

을 발현할 수 있도록, 운용시스템인 퍼지제어기의 

최적화 방법을 다룬다. 퍼지제어기의 최적화 대상

은 결국 입력 소속함수, 출력 소속함수 그리고 퍼

지규칙이 되며, 각각은 여러 개의 변수들로서 표현

되므로 이들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은 수많은 변수

들을 결정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퍼지규칙표는 고정시키고, 입

력 소속함수와 출력 소속함수도 기본적인 형태로 

미리 정의한 다음에 각 소속함수들의 비례계수(scal-
ing factor)만을 설계변수로서 두는 방법이다. 예로

서 Fig. 7의 입력 소속함수에 대한 비례계수 g1을 

고려해보자. 비례계수 g1은 입력 소속함수의 수평 

축을 확대(g1>1) 및 축소(g1<1)함으로써 퍼지 제어

기로의 입력정보와 입력 퍼지계수(ZO, PS, PM, 
PL, PVL)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게 된다. Fig. 7(a)에
서 비례계수 g1=1으로 정의된 입력 소속함수에 대

해서, 만약 입력 값이 그림과 같이 주어진다면, 이
는 입력 퍼지계수 PM(Positive Moderate)에 할당될 

것이다. 하지만, 확대 또는 축소 비례계수가 적용된

다면 이 퍼지제어기는 동일한 입력정보를 PS(Posi-
tive Small) 또는 PL(Positive Large)로 전혀 다른 정

보로 인식하게 된다. 즉, 입력 소속함수에 대한 비

례계수 g1은 g1>1인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를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g1<1인 경우에는 과대평

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출력 소속함수에 대한 비례계수는 입력 

소속함수에 대한 비례계수와 정반대로 정보를 인

식하게 된다. Fig. 8에서와 같이, 출력 소속함수에 

대한 비례계수 g2는 g2>1인 경우에 퍼지 제어기의 

출력 값을 확대하며, g2<1인 경우에는 축소하게 된

(a) g1=1

(b) g1>1

(c) g1<1
Fig. 7. Scaling effect on the input membership functions.

(a) g2=1

(b) g2>1

(c) g2<1
Fig. 8. Scaling effect on the output membership functions.



윤중원, 박관순, 옥승용

Journal of the KOSOS, Vol. 26, No. 4, 201174

다. 따라서, 입력 소속함수의 비례계수가 g1>1인 

경우는 출력 소속함수의 비례계수가 g2<1인 경우

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입력 퍼지변수와 출력 퍼지변수와의 관계를 규

정하는 퍼지규칙도 비례계수와 유사한 영향을 가

지도록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퍼지제어기

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입력 소속함수, 출력 소속함

수 및 퍼지규칙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일
반적으로 퍼지규칙의 수는 입력 소속함수의 개수

에 지수승으로 비례(예: n개의 입력에 대해서 m개

의 소속함수인 경우, mn의 규칙 개수가 존재)하므

로, 퍼지규칙을 하나 하나 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 따라서 퍼지규칙은 Table 1과 같이 입출

력에 대해서 비례하는 방식으로 고정시키고, 입력 

또는 출력 소속함수의 비례계수만으로 퍼지제어기

를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입·출력 소속

함수의 비례계수와 퍼지규칙을 입출력에 비례하도

록 설정하는 방식이 서로 유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고정시키고 다른 쪽만을 조절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퍼지제어시스템은, Fig. 3에

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MR 감쇠기가 설치

되는 경우 각 감쇠기별로 주어지는 퍼지제어 방식

으로 구성되며, 각 퍼지제어기는 감쇠기가 설치된 

국부 응답(변위, 속도)만을 입력정보로 하여, 해당 

감쇠기의 입력전압 값을 출력하는 입력 2개, 출력 

1개의 구조로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MR 감쇠기의 입력전압은 0~10 V의 범위를 가

지므로, 출력 소속함수의 최대 범위를 10 V로 고

정할 수 있다. 따라서, Fig. 5에서의 Vmax=10으로서 

고정되며, 출력 소속함수에 대한 비례계수 g2=1.0
이 된다. 또한, 입력 2개, 출력 1개에 대한 퍼지규

칙도 Table 1에서와 같이 고정시킴으로써 최종적

인 설계변수는 두 개의 입력 소속함수에 대한 비

례계수 2개가 되며, 이를 통하여 전체 퍼지제어시

스템의 제진성능을 조절하게 된다. 감쇠기의 개수

가 Nd개인 경우 전체 설계변수는 2Nd개가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유전자 알고

리즘20,21)을 입력 소속함수의 비례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최적화를 위한 목적함

수는 지진에 의하여 발생되는 두 빌딩의 층간상대

변위 값 중 최대값을 최소화하도록 정의되며, 이는 

식 (6)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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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와 

는 각각 제어시와 비제어시 

빌딩의 i-번째 층간 상대변위, j는 설계지진을 나타

내는 인덱스, k(=1,2)는 두 빌딩을 나타낸다. 따라

서 식 (6)의 목적함수는 비제어시 빌딩의 최대 층

간변위에 대해서 제어시 빌딩의 최대 층간변위를 

정규화함으로써 제어효과를 나타내게 되며, 목적

함수 값이 작을수록 제어효과는 큰 것을 의미한다. 
이 목적함수는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적합도 함수

로 사용된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화는 MATLAB26)

의 Genetic Algorithm and Direct Search Toolbox를 

사용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진화과정

은 일반적으로 선택(selection), 교배(crossover), 돌
연변이(mutation)의 3단계를 통하여 새로운 개체로 

재생산된다. 이 연구에서의 개체 선택은 적합도(fit-
ness) 값에 비례하여 높은 확률로서 개체들이 선택

될 수 있는 룰렛휠(roulette wheel) 방식을 사용하였

으며, 교배는 2점 교배 방식(crossover fraction=0.6)
을, 돌연변이 연산은 adaptive feasible 함수를 적용

하였다. 또한, 다음 세대에 살아남는 엘리트 개체 

수는 2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인 최적화 과정에서의 설계변수는 유전

자 알고리즘에서는 개체(individual)로서 정의되며, 
이 연구에서 각 개체는 층간 상대변위 및 상대속

도에 대한 입력 소속함수의 비례계수 벡터로서 Nd

개의 MR감쇠기에 대해서 2Nd개의 크기를 갖는다. 
초기치는 모두 1로 설정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

에서는 각 개체별 적합도를 평가하여 보다 낮은 값

을 갖는 개체가 선택, 교배, 돌연변이 과정을 통하

여 점점 더 나은 개체로 진화해 가게 된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하여 산정된 적합도함수 값이 동일한 

값으로 일정 횟수이상 반복될 때 진화과정은 끝나

고 그 때 가장 높은 적합도 값을 갖는 개체가 최적

해로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최적해는 각 감

쇠기별 퍼지제어기의 입력정보인 층간 상대변위 및 
상대속도에 대한 소속함수의 두 비례계수이다.

5. 수치해석 예제

제시하는 퍼지제어기법의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

하여 20층짜리 두 인접건물을 수치예제로 고려하였

다. 두 빌딩의 각 층 질량은 1.5×105 kg으로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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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층 강성은 빌딩 A에 대해서 3.7×108 kN/m, 
빌딩 B에 대해서 1.15×109 kN/m이다. 감쇠비는 모

든 모드에 대해서 2.0%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른 

고유진동수는 빌딩 A에 대해서 1차는 0.61, 2차는 

1.81, 3차는 3.01, 4차는 4.19, 5차는 5.34 Hz, 빌딩 B
에 대해서 1차는 1.07, 2차는 3.20, 3차는 5.31, 4차
는 7.39, 5차는 9.42 Hz로 평가되었다. MR감쇠기는 
총 10개를 사용하였으며 짝수층(2, 4, 6,…,20층)에
서 두 빌딩을 연결하도록 설치하였다. MR감쇠기

는 Yoshida와 Dyke27)에 의하여 제시된 모델을 사

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모델 상수들은 각각 β=γ=3 
cm-1, Ad=1.2, n=1, c0a=4.40 N·sec/cm, c0b=44.0 N·sec/ 
cm/V, αa= 1.0872×105 N/cm, αb=4.9616×105 N/cm
로 실험적으로 결정되었다. 이 모델은 최대 입력전

압 10V일 때 최대 용량 1,000 kN의 감쇠력을 발휘

한다. 설계지진으로는 El Centro 지진(1940), Mexico 
City 지진(1985), Hachinohe 지진(1968) 및 Taft 지진

(1952)의 4가지 실제 지진을 고려하였으며, 최대 지

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는 1.41 
m/s2~3.42 m/s2의 범위를 가진다.

5.1. 최적화 결과

유전자 알고리즘에서의 한 세대(generation)당 

개체수(individuals)는 50개를 사용하였으며, 최적화 

과정은 최대 300회 반복하였으며, 목적함수로는 

식 (6)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두 빌딩의 최대 층간

상대변위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max  ⋯
max  ⋯ 





(7)

여기서, 4개의 설계지진을 고려하도록 j=1~4로 

설정되었으며, 20층의 층간 상대변위 중 최대값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 층간 상대변위를 목적함

수에 포함시켰다. 또한, 두 빌딩(k=1,2)의 응답을 동

시에 동일한 중요도로서 저감시킬 수 있도록 두 빌

딩의 비제어시에 대한 제어시의 응답비를 합산하

였다.
이에 따른 최적화 결과를 Fig. 9에 도시하였다. 

그림은 최적화 반복회수(수평축)가 증가함에 따라 

최적해의 적합도(수직축)가 점점 수렴해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최적해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최적해는 각 층별 퍼지제

어기의 변위와 속도에 대한 입력 소속함수의 최대

Fig. 9. Generation history of GA optimization process in 
terms of best fitness values.

Table 2. Finally determined design variables for semi-active 
fuzzy controller

Damper
location

Relative
displacement(cm)

Relative
velocity(cm/s)

2nd floor
4th floor
6th floor
8th floor
10th floor
12th floor
14th floor
16th floor
18th floor
20th floor

72.32
90.41
77.26
184.90
56.23
171.57
188.59
175.12
88.26
107.74

95.55
28.09
105.79
99.35
39.88
94.28
189.35
196.42
182.91
102.09

범위값으로서 Fig. 4의 max와  max이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최적해의 효율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비제어시스템(uncontrolled system), 수동

제어시스템(passive control system), 기존 준능동제

어시스템(conventional semi-active control system) 및 
중앙집중형 퍼지 준능동제어시스템(central fuzzy 
control system)과 제시하는 GA-최적 퍼지 준능동

제어시스템(GA-based optimal fuzzy semi-active con-
trol system)의 제진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여기

서, 비제어시스템은 MR감쇠기를 설치하지 않은 

시스템이고, 수동제어시스템은 MR감쇠기를 설치

하여 감쇠력을 가하되 감쇠기의 입력전압을 고정

시켜서 일정 성능을 가진 감쇠력만을 발휘하는 시

스템으로서 여기서는 2 V로 고정된 입력전압을 적

용하였다. 이는 입력전압에 대한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한 결과 2 V일 때 가장 최적성능을 보였기 때

문이다. 기존 준능동제어시스템은 서론에서 언급

한 2단계 제어기법의 하나인 clipped optimal con-
trol technique13,14)을 적용한 시스템이고, 중앙집중

형 퍼지 준능동제어시스템은, Fig. 3과 달리, 하나

의 퍼지제어기(single fuzzy controller)만으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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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감쇠기의 입력전압을 조절하는 준능동제어시

스템으로서 김민섭 등28)에 의하여 제시된 시스템

이다. 한펀,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GA-퍼지 준능

동제어시스템은 MR감쇠기별 독립된 준능동퍼지

제기시스템으로 운용된다. 편의를 위하여 각 시스

템을 UNC(uncontrolled), PAS(passive), COC(clipped 
optimal control), SFC(single fuzzy control), GFC(GA- 
tuned fuzzy control)로 표기한다.

5.2. 성능평가 결과

Fig. 10은 UNC와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얻어

진(Fig. 9에서 제시된) 최적해를 적용한 GFC의 두 

빌딩 최상층 변위의 시간이력곡선을 비교한 결과

이다. 이로부터, 제시하는 시스템이 두 빌딩의 최

대 응답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대 저감율은 빌딩 A, B에 대하

여 각각 55.89%, 45.49%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경

향은 다른 지진들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나타났으

므로 따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Fig. 11과 12는 Mexico City지진에 대한 두 빌딩

의 층간상대변위 및 층변위의 최대값을 각 층별로 

도시한 결과이다. 먼저 고정된 입력전압으로 감쇠

력을 발휘하는 PAS는 빌딩 A의 층간변위를 효과

적으로 저감시키는 반면, 빌딩 B의 층간변위는 감

쇠기를 장착하지 않는 UNC와 유사한 수준의 응답

을 보임으로써 응답저감효과가 거의 없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수동제어시스템이 고정된 입력전압

을 사용함으로써 MR감쇠기의 감쇠특성이 고정되

Fig. 10. Time histories of uncontrolled and fuzzy-controlled 
displacements at 20th floors of buildings A and B 
subject to Mexico city earthquake.

Fig. 11. Comparative peak inter-story drifts of two buildings 
between UNC, PAS, COC, SFC and GFC systems 
when subjected to Mexico city earthquake.

Fig. 12. Comparative maximum displacements of two buil-
dings subject to Mexico city earthquake between 
UNC, PAS, COC, SFC and GFC systems.

기 때문이다. 즉, MR감쇠기의 고정된 감쇠능력이 

주어진 Mexico 지진하중에 대해서 빌딩 A에의 응

답저감효과는 클 수 있으나, 다른 주파수 특성을 가

지는 빌딩 B에 대해서도 동시에 효과적이라는 보

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각 지진별 최대 응답을 

도시한 Table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에서 

PAS는 El Centro 지진에 대해서는 COC와 SFC보

다 개선된 응답저감효과를 보이는 반면, 다른 지진

들에서는 COC와 SFC와 비교할 때 다소 큰 응답값

을 보임으로써 제진성능이 지진에 따라 변동이 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aft 지진에 대해서

는 빌딩 A는 가장 큰 응답저감효과를 보이는 반

면, 빌딩 B에 대해서는 반대로 가장 큰 응답을 보

임으로써 감쇠성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동제어시스

템은 특정 구조물과 특정 하중에 대해서만 감쇠성

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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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peak responses of coupled buildings subjected to four earthquakes

Control strategy

UNC PAS COC SFC GFC

Building
A

Building
B

Building
A

Building
B

Building
A

Building
B

Building
A

Building
B

Building
A

Building
B

El Centro

Story drift
(cm) 1.89 1.69 1.12 1.01 1.35 1.39 1.07 0.90 1.08 0.91

Displacement
(cm) 21.46 21.38 13.53 11.07 14.84 16.49 14.50 12.32 12.42 9.99

Mexico City

Story drift
(cm) 0.90 3.40 0.51 0.46 0.51 0.27 0.45 0.33 0.41 0.24

Displacement
(cm) 9.40 4.86 5.36 4.98 5.66 3.26 4.57 3.78 4.15 2.65

Hachinohe

Story drift
(cm) 1.31 1.00 1.05 0.79 1.03 0.83 1.04 0.72 1.07 0.66

Displacement
(cm) 17.41 13.74 14.33 11.42 10.75 11.92 13.23 10.56 13.20 10.18

Taft

Story drift
(cm) 0.72 0.64 0.56 0.51 0.57 0.41 0.53 0.46 0.55 0.39

Displacement
(cm) 9.58 9.06 8.03 7.19 8.46 5.79 7.51 6.38 8.38 5.34

Fig. 11에서 준능동시스템들(COC, SFC, GFC)의 

제진성능을 살펴보면, SFC가 COC보다는 빌딩 A
의 층간상대변위를 다소 많이 저감시키는 반면, 빌
딩 B에 대해서는 다소 큰 응답을 보임으로써 서로 

상충하는 제진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

구에서 제시하는 GFC는 두 빌딩 모두에서 층간 

상대변위가 가장 작게 발생함으로써 가장 우수한 

제진성능을 발휘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

은 Fig. 12의 각 층변위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관측

Fig. 13. Comparison of maximum base shears between UNC, 
PAS, COC, SFC and GFC systems.

되고 있다. 또한, Table 3에서 여러 지진에 대한 최

대 응답값들을 살펴봐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Table 3에서 볼드체로 표시한 결과가 응답저

감효과가 우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COC
와 SFC가 PAS보다는 다소 개선된 응답저감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두 시스템(COC와 SFC)는 서로 상

충하는 유사한 제진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GFC는 모든 제어시스템과 

비교할 때 두 빌딩의 응답을 동시에 가장 효과적

Fig. 14. Comparison of maximum bending moments between 
UNC, PAS, COC, SFC and GFC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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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저감시킴으로써 여러 지진에 대해서 전반적

으로 가장 뛰어난 감쇠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빌딩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바닥전

단력과 휨모멘트의 최대값을 각 지진별로 비교하

는 결과를 Fig. 13과 14에 도시하였다. 앞서 살펴보

았던 변위응답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부재들에 발

생하는 최대 전단력과 휨모멘트를 살펴봐도, 유사

한 경향을 관측할 수 있다. 즉, 제시하는 GFC가 몇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가장 개선된 제

진성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감쇠기로 연결된 인접

빌딩의 지진응답은 감쇠기의 감쇠력에 따라 어느 

하나의 빌딩응답을 저감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인접빌딩의 제어문제는 감쇠기의 연

결에 의해서 동일한 힘이 다른 빌딩에도 동시에 전

달되므로 하나의 빌딩응답을 제어할 때 다른 빌딩

의 응답을 반대급부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하중의 주파수 특성과 두 빌딩구조

물의 주파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두 빌딩의 응답의 상충하

는 특성을 매 순간 판단하여 어느 한 빌딩의 응답

이 너무 증폭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

는 제어방식(compromising control approach)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제어방식들

은 이상적인 제어기를 미리 설계하고 이로부터 결

정되는 최적 제어력을 따라가도록 감쇠력을 발휘

하는데, 결국 기설계되는 제어기가 이러한 매 순간

에서의 trade-off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느냐에 따라 제어성능이 달라지게 된

다. 이에 반해,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퍼지제

어시스템은 매 순간 발생하는 응답을 감지하여 증

폭되는 응답을 실시간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퍼지

추론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절충안(compromis-
ing solution)을 실시간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인접빌딩의 지진응답제어문제에 효

과적인 제진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인접빌딩의 내진성능개선을 위

한 준능동 MR감쇠기의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 퍼

지제어 최적설계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시하

는 방법은 실제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력정보

로서 감쇠기가 설치되는 층응답만을 고려하였으며, 

두 빌딩의 상충하는 응답특성을 효과적으로 판단

하여 가장 효과적인 절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퍼

지제어기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다. 유전자 알고

리즘에서의 최적 설계과정에서 MR감쇠기의 물리

적 특성을 반영하여 퍼지규칙 및 출력소속함수를 

고정함으로써 많은 수의 설계변수를 줄일 수 있도

록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감쇠기가 설

치된 국부적인 응답정보만으로 구조물의 상태를 판

단하여 MR감쇠기의 입력전압을 결정하여 감쇠력

을 조절함으로써 기존 준능동제어방법들에서 사용

되었던 이상적인 제어기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도

록 구성하였다. 20층 인접빌딩 예제를 통하여 제시

하는 시스템이 수동시스템, 기존 준능동 제어시스

템 및 기존 퍼지준능동제어시스템보다 인접빌딩의 

상충하는 지진응답을 여러 지진하중에 대해서 가

장 효율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실제 구조물에의 

적용성을 높이면서도 최적 제어기의 체계적 설계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인접구조물의 효과적인 내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B. Westermo, “The dynamics of interstructural connec-
tions to prevent pounding”, Earthquake Engineering 
and Structural Dynamics, Vol. 18, pp. 687~699, 1989.

2) K. Gurley, A. Kareem, L.A. Bergman, E.A. Johnson, 
R.E. Klein, “Coupling tall buildings for control of 
response to wind”, Proceeding of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Safety and Reliability, 
Schueller, Shinozuko & Yao, (eds.), Balkema Publi-
shers, pp. 1553~1560, Rotherdam, Netherlands, 1994.

3) S.-Y. Ok, J. Song, K.-W. Park, “Optimal design of 
hysteretic dampers connecting adjacent structures 
using 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 and stocha-
stic linearization method”, Engineering Structures, 
Vol. 30, pp. 1240~1248, 2008.

4) K. Seto, “Vibration control method for flexible struc-
tures arranged in parallel”, Procedding of 1st World 
Conference on Structural Control, Vol. 2, pp. 62~71, 
Pasadena, California, 1994.

5) Y. Yamada, N. Ikawa, H. Yokoyama, E. Tachibana, 
“Active control of structures using the joining member 
with negative stiffness”, Proceeding of 1st World 
Conference on Structural Control, Vol. 2, pp. 41~49, 
Pasadena, California 1994.



인접구조물의 내진성능개선을 위한 준능동 MR감쇠기의 GA-최적퍼지제어

한국안전학회지, 제26권 제4호, 2011년 79

6) R.E. Klein, M.D. Healy, “Semi-active control of wind 
induced oscillations in structures”, Proceeding of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ructural Control, Uni-
versity of Waterloo, Ontario, Canada, 15-17 July, 1985, 
reprinted in Structural Control,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ordrecht, The Netherlands, pp. 354~369, 
1987.

7) R.E. Christenson, B.F. Spencer Jr., “Coupled building 
control using 'smart' dampers”, Proceeding of 13th 
Engineering Mechanics Division Conference, ASCE, 
Baltimore, Reston Va, CD-ROM, 1999.

8) B.F. Spencer Jr., S.J. Dyke, M.K. Sain, J.D. Carlson, 
“Phenomenological model of magnetor-heological 
damper”, Journal of Engineering Mechanics, ASCE, 
Vol. 123, No. 3, pp. 230~238, 1997.

9) F. Yi, S.J. Dyke, J.M. Caicedo, J.D. Carlson, “Ex-
perimental verification of multiinput seismic control 
strategies for smart dampers”, Journal of Engineering 
Mechanics, ASCE, Vol. 127, No. 11, pp. 1152~1164, 
2001.

10) J.D. Carson, D.M. Catanzarite, K.A. St. Clair, “Com-
mercial magneto-rheological fluid devices”, Interna-
tional Journal of Modern Physics B, Vol. 10, No. 
23~24, pp. 2857~2865, 1996.

11) H. Fujitani, S. Soda, N. Iwata, H. Sodeyama, K. Hata, 
K. Sunakoda, Y. Komatsu, “Dyna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magnetorheological damper by experi-
mental and analytical methods”, Proceeding of U.S.- 
Japan Workshop on Smart Structures for Improved 
Seismic Performance in Urban Regions, Vol. 14, pp. 
237~248, Seattle, 2001.

12) S.-Y. Ok, D.-S. Kim, K.-S. Park, H.-M. Koh, “Semi- 
active fuzzy control of cable-stayed bridges using 
magneto-rheological dampers”, Engineering Structures, 
Vol. 29, No. 5, pp. 776~788, 2007.

13) L.M. Jansen, S.J. Dyke, “Semiactive control strategies 
for MR dampers: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Engi-
neering Mechanics, Vol. 126, No. 8, pp. 795~803, 2000.

14) M.D. Symans, M.C. Constantinou, “Semi-active con-
trol systems for seismic protection of structures: a 
state-of-the-art review”, Engineering Structures, Vol. 
21, No. 6, pp. 469~487, 1999.

15) B.F. Spencer Jr., S. Nagarajaiah, “State of the art of 
structural control”,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Vol. 129, No. 7, pp. 845~856, 2003.

16) L.T. Lu, W.L. Chiang, J.P. Tang, “LQG/LTR control 
methodology in active structural control”, Journal of 
Engineering Mechanics, ASCE, Vol. 124, No. 4, pp. 
446~454, 1998.

17) B.F. Spencer Jr., J. Suhardjo, M.K. Sain, “Frequency 
domain optimal control strategies for aseismic pro-
tection”, Journal of Engineering Mechanics, ASCE, 
Vol. 118, No. 12, pp. 2463~2481, 1992.

18) J.C. Doyle, K. Glover, P.P. Khargonekar, B.A. Francis, 
“State-space solutions to standard H2 and H∽ control 
problems”, IEEE Transaction on Automat Control, 
Vol. AC-34, No. 8, pp. 831~847, 1988.

19) K.M. Passino, S. Yurkovich, “Fuzzy control”, Read-
ing (NY), Addison-Wesley, Long-man, 1998.

20) J.H. Holland, “Adaptation in natural and artificial 
system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hn Arbor, 
MI, 1975.

21) D.E. Goldberg, “Genetic Algorithm in Search, Opti-
mization and Machine Learning”, Addison-Wesley, 
Reading, MA, 1989.

22) Y.K. Wen, “Method of random vibration of hysteretic 
systems”, Journal of Engineering Mechanics Divi-
sion, ASCE, Vol. 102, No. 2, pp. 249~263, 1976.

23) S.F. Ali, A. Ramaswamy, “Optimal fuzzy logic con-
trol for MDOF structural systems using evolutionary 
algorithms”, Engineering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Vol. 22, pp. 407~419, 2009.

24) S.F. Ali, A. Ramaswamy, “GA optimized FLC driven 
semi-active control phase II smart nonlinear base 
isolated benchmark building”, Structural Control and 
Health Monitoring, Vol. 15, No. 5, pp. 797~820, 2008.

25) H.J. Lee, J.B. Park, G. Chen, “Robust fuzzy control of 
nonlinear systems with parametric uncertainties”, 
IEEE Transactions on Fuzzy Systems, Vol. 9, No. 2, 
pp. 369~379, 2001.

26) MATLAB, The Math Works, Inc., Natick, MA, 2006.
27) O. Yoshida, S.J. Dyke, “Seismic control of a non-

linear benchmark building using smart dampers”, 
Journal of Engineering Mechanics, Vol. 130, No. 4, 
pp. 386~392, 2004.

28) 김민섭, 옥승용, 박관순, “MR감쇠기의 준능동 퍼

지제어기법을 이용한 인접구조물의 지진응답제

어”,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제13권, 제3호, pp. 
39~50, 2009년 6월.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