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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ovel vibration control method for vibration reduction of a spacial structure subjected to 

earthquake excitation was proposed in this study. Generally, spatial structures have various vibration 

modes involving high-order modes and their natural frequencies are closely spaced. Therefore, in 

order to control these modes, a spatially distributed MTMDs (Multiple TMDs) method is proposed 

previously. MR (Magnetorheological) damper were used to enhance the control performance of the 

MTMDs. Accordingly, MSTMDs (Multiple Smart TMDs) were proposed in this study. An arch 

structure was used as an example structure because it has primary characteristics of spatial structures 

and it is a comparatively simple structure. MSTMDs were applied to the example arch structure and 

the seismic control performance were evaluated based on the numerical simulation. Fuzzy logic 

control algorithm (FLC) was used to generate command voltages sent for MSTMSs and the FLC was 

optimized by genetic algorithm.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it has been shown that the MSTMDs 

effectively decreased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arch structure subjected to earthquake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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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일반 으로 공 간구조물은 매우 우수한 하

달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조형식의 일반 인 

빌딩구조물에 비해서 경량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 강한 지진하 에 해서도 일반 으로 공간 

구조물이 골조건물에 비해서 보다 안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피난

처  구호활동을 한 장소로서 체육 이나 강당 

같은 공간 구조시스템이 용된 건축물이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강진지역에서 보고된 공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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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구조물 자체의 국부 인 

손상뿐만 아니라 천장이나 조명 등과 같은 지붕구

조물에 매달린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지진 후 응  

피난 피소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나

타나고 있다
1,2)

. 따라서 고강성  상 으로 작은 

자 으로 인하여 지진하 에 해서 비교  안 하

다고 평가받는 공간 구조물에 해서도 진동제어

장치를 활용하여 지진응답을 감시키는 것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 

일반 인 캔틸 버 형태의 빌딩구조물의 동 거

동은 몇 개의 주요 차모드에 의해서 지배되는 특

성을 보이지만 공간 구조물은 많은 수의 고차 진

동모드가 동 특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일반 고층건물의 지진응답 제어를 해서는 가장 

지배 인 1차모드의 고유진동주기에 조율한 동조질

량감쇠기(Tuned Mass Damper; TMD)가 매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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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되고 있다
4,5)

. 그러나 공간 구조물은 

다양한 진동모드의 향으로 단히 복잡한 동 거

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반 건축구조물과는 달리 

하나의 TMD만으로는 지진응답을 효과 으로 제어

할 수 없다. 따라서, 공간 으로 분포된 MTMD를 

이용하여 공간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제어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6,7)

. 기존의 연구에서는 

MTMD를 이용해서 공간 구조물의 지진응답을 

매우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을 보여주었다. TMD

는 진동을 제어하고자하는 주 시스템에 설치되어 

주 시스템의 진동방향과 반 로 움직여서 진동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특정한 진동수성분을 주로 갖는 

동 하 에 하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래에는 일반 인 TMD의 제어성능

을 향상시키기 하여 가력장치(actuator)를 이용하

여 원하는 제어력을 얻을 수 있는 ATMD (Active 

TMD)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능동

제어장치를 사용하면 일반 인 수동 TMD에 비하

여 뛰어난 제어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기비용뿐

만 아니라 이후 지속 인 운 을 해서는 많은 

력이 소모되므로 유지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건축  토목 구조물의 진동

제어를 하여 수동제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신

뢰성(reliability) 뿐만 아니라 능동제어 기법의 장

인 응성(adaptability)을 확보할 수 있는 MR 

(Magnetorheological) 감쇠기와 같은 스마트 제어장

치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8,9). 

일반 인 빌딩구조물의 횡방향 지진응답이나 슬

래 의 연진방향 진동을 제어하기 해서 능동 

스마트 TMD가 제안되었고 매우 효과 인 제어성

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11)

.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TMD를 이용하여 공간 구조물의 지진응

답을 제어하고자하는 연구는 아직 국내외 으로 발

표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강주원 등의 연구
12)

에서

는 능동 TMD를 이용하여 공간 아치구조물의 

지진응답 제어성능을 검토하 으나 감쇠장치의 물

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 인 능동 감쇠

장치를 사용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구조물의 진동제어에 

용되어 리 사용되고 있는 MR 감쇠기를 사용하

여 구성한 MSTMD를 제안하 고 공간 구조물에 

한 지진응답 제어성능을 검토하여 보았다. 

MSTMD가 설치된 아치구조물의 동 응답을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해서는 MSTMD  구조물의 동

응답에 따라서 MR 감쇠기의 감쇠력을 실시간으

로 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

서는 계산이 단순하면서도 효과 인 제어성능을 나

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그라운드훅(groundhook)
13)

 

제어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제어성능의 검토를 

하여 역사지진인 El Centro (1940)  Northridge 

(1994) 지진하 을 사용하 다. 한 약진지역의 

특성을 가진 국내지반을 고려하여 국내 설계기

(KBC2009)을 바탕으로 생성한 인공지진하 을 사

용하 고 공진 조화지반가속도를 사용하여 가장 피

해가 클 것으로 상되는 공진하 에 한 MSTMD

의 성능을 검토하 다.

2. 예제구조물 및 지진하중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12)에서 사용한 트러스 아

치구조물을 공간 제구조물로 사용하 고 <Fig. 

1>에 나타내었다. 제 트러스 아치의 경간은 60m, 

높이는 8m이며 트러스 아치의 춤은 2m이다. 트러

스 아치의 상 재와 하 재는 ∅216.3x4.5, 사재는 

∅101.6x3.2 크기의 이 로 구성되어 있다. 제

구조물의 동 특성은 일반 인 트러스 아치구조물

의 동 특성을 보이고 있다.

X

Z

a b

<Fig. 1> Truss arch example structure

제 트러스 아치구조물의 차모드 모드형상과 

모드별 고유진동주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모

드별 진동주기를 보면 구조물의 지진응답에 많은 

향을 미치는 차모드의 주기가 일반 인 지진하

의 지반가속도 스펙트럼이 매우 커지는 1  이내

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진하 에 

하여 공간 아치구조물의 동 응답이 작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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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리라는 것을 측할 수 있다.

(a) 1st mode (0.612sec)

(b) 2nd mode (0.309sec)

(c) 3rd mode (0.280sec)

<Fig. 2> Mode shapes and natural periods

구조물의 동 응답을 제어하기 해서 동조질량

감쇠기를 설치할 때 설치 치를 선정하는 것이 가

장 요한 일이다. TMD의 설치 치는 동 하 에 

의한 진폭이 가장 큰 치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

이다. 이를 악하기 해서 제 아치구조물의 주

요 차모드 형상을 보면 1차 모드형상은 역 칭모

드를 나타내고 2차  3차 모드형상은 칭모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을 보면 칭 는 

역 칭 모드에 계없이 구조물의 수평방향 진동보

다는 수직방향 진동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

을 모드형상을 통해서 측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간 구조물은 일반 라멘구조와 달리 수

평지진하 에 의하여 수평방향 응답보다 오히려 수

직방향응답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

아치구조물의 동 변 는 주요 차모드에서 발

생하는 변 를 첩해서 략 으로 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Fig. 2>에 나타낸 3개의 차모드 형

상을 첩한 그림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볼 수 있듯이 주요 차모드에 의한 아치구조물

의 변형 진폭이 가장 큰 곳은 좌우측 1/4 지 인 것

을 알 수 있다. 설치되는 TMD가 가장 큰 진동제어

효과를 나타내기 해서는 가장 큰 진폭이 나타나

는 방향으로 <Fig. 3>과 같이 TMD를 경사지게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 으로 TMD

를 <Fig. 3>과 같이 경사진 상태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큰 변형을 나타내는 수직방향(Z방향)

으로 설치하 다.

Superposed shape of lower three modes

Maximum amplitude points

<Fig. 3> Superposed mode shap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MSTMD의 제어성능을 비

교검토하기 하여 일반 으로 사용하는 MTMD를 

사용하 고 이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서는 제 아치구조물의 감쇠비를 3%로 가정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제 구조물의 총질량은 

40.6 kgf/g이고 TMD의 질량은 구조물 총질량의 

1%인 0.406 kgf/g로 하 다. TMD의 최  감쇠비 

 진동수비에 한 연구는 기존에 많이 수행되어 

왔다15).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 로 TMD의 

감쇠비를 4.98%로 하 고 TMD의 진동수는 1.613 

Hz로 하 다.

<Fig. 4> Example structure with MTMD

수치해석을 통한 다  스마트 TMD 제어성능의 

검토를 하여 표 인 역사지진인 El Centro 

(1940)  Northridge (1994) 지진하 을 사용하

고 약진지역의 특성을 가진 국내지반을 고려하여 

국내 설계기 (KBC2009)을 바탕으로 생성한 인공

지진하 을 사용하 다. 한 일반 으로 공진에 의

한 구조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상되기 때문

에 제구조물의 1차모드 고유진동주기와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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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 조화지반가속도를 사용하여 MSTMD의 성능

을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개의 지반가속

도의 시간이력을 <Fig.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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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orthridge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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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rtificial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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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sonant ground motion

<Fig. 5> Ground acceleration time histories

인공 지반운동성분을 생성하기 해 국내 건축구

조설계기 (KBC2009)을 바탕으로 설계응답 가속도

스펙트럼을 작성하 고 이를 잘 표 할 수 있는 인

공지진을 생성하여 수치해석에 사용하 다. 설계응

답 가속도스펙트럼 작성시 지역계수는 0.22, 지반종

류는 SB의 보통암 지반으로 선택하 다. 생성된 인

공지진하  가속도시간이력 데이터 의 가장 큰 

값(Peak Ground Acceleration; PGA)은 0.144g로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진하 의 특성이 고

려된 약진지역의 지진하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성된 지진하 의 길이는 30 로 하 고 시간간격

은 0.01 로 하 다. 

3. MSTMD의 구성 및 제어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MSTMD를 구성하기 해서 재 

건축  토목구조물 제어에 실제 활용되고 있는 스

마트 제어장치인 MR 감쇠기를 사용하 다. 이때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 MTMD를 구성

하는 수동 감쇠기를 신하여 MR 감쇠기를 사용하

다. MR 감쇠기를 모형화하기 해서는 일반 으

로 사용되는 Bouc-Wen 모델
16)

을 사용하 다. 본 연

구에서는 약 300 N의 최  감쇠력을 가지는 MR 감

쇠기를 <Fig. 6>에 나타낸 것처럼 좌측과 우측 아치

경간 1/4 지 에 사용하 다. 이 MR 감쇠기의 용

량은 제구조물의 최 제어를 한 값을 찾기 

해 반복해석을 통하여 결정하 다. MR 감쇠기의 감

쇠력은 감쇠기로 달되는 명령 압에 의해서 결정

되는데 사용된 MR 감쇠기는 0 volt의 압이 달

될 때 최소 감쇠력을 나타내고 5 volt의 압에서 

최  감쇠력을 나타낸다. 

MR Damper

<Fig. 6> Example structure with MSTMD

본 논문에서 제안된 MSTMD를 제어하기 해서 

능동 제어알고리즘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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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훅(groundhook)
13)

 제어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지 까지 그라운드훅 제어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형

탤로 제안되어 왔는데 그 에서 변 기반 on-off 그

라운드훅 제어알고리즘을 용하 다. 그라운드훅 

제어알고리즘이 모사하는 이상 인 시스템은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구조물(m1)에 퍼(cground)

를 설치하고 고정된 지반에 연결시켜서 주구조물의 

진동을 감시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 구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Fig. 8>에 나타낸  STMD를 

이용하여 이상 인 그라운드훅 시스템을 모사한다. 

즉, 그라운드훅 제어알고리즘의 목 은 <Fig. 7>에 

나타낸 그라운드훅 감쇠기가 발휘하는 감쇠력을 

<Fig. 8>에 나타낸 STMD를 구성하는 MR 감쇠기

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그라운드훅 제어알고

리즘은 평형 치에 한 주구조물 (여기서는 아치 

구조물)의 변 (x1)와 아치 구조물과 STMD의 상

속도(v1-v2)의 계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이때 상

속도가 음수이면 STMD와 구조물이 분리되는 방향

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며 MR 감쇠기에는 인장

력이 발생하게 되고 반 로 상 속도가 양수이면 

MR 감쇠기에는 압축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 주구

조물의 심이 평형상태의 쪽에 있으면 변 (x1)

가 양수이고,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이다. 이러한 정

의를 이용해서 그라운드훅 알고리즘은 식 (1)과 (2)

로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V는 MR 감쇠

기로 달되는 명령 압을 의미하며 Vmax는 본 연

구에서 사용된 MR 감쇠기의 최  명령 압인 5V, 

Vmin은 최소 명령 압인 0V를 의미한다. 식의 구성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라운드훅 제어알고리즘은 

비교  간단한 연산으로 STMD를 제어할 수 있으므

로 실시간 제어에 매우 유리하다. 한 본 연구에서

와 같이 한 개 이상의 스마트 진동제어장치를 사용

하면 진동제어장치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제어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되므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그라운드훅 제어

알고리즘은 단순히 STMD와 STMD가 연결되는 

치의 주구조물 응답만을 이용하여 MR 감쇠기를 제

어하므로 상 으로 매우 단순한 계산만이 요구된

다. 

    ≥  ⇒              (1)

       ⇒             (2)

m1

m2

cground
k1 c1

k2

x1

x2

xin

<Fig. 7> Ideal configuration of groundhook

m1

m2

k1 c1

k2

x1

x2

xin

Bouc‐Wen 
model

<Fig. 8> Smart TMD model

4. 수치해석 결과

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MSTMD의 이

치구조물에 한 지진응답 제어성능을 검토해보기 

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응답의 비교 지 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동 변형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상되는 아치경간의 1/4 지 인 ‘a’

과 간 지 인 ‘b’로 하 다. 수평방향 지진하

에 해서 가장 큰 응답을 나타내는 곳인 ‘a’ 에서 

Z방향  X방향 응답을 비교하 고 ‘b’ 지 에서의 

Z방향 응답의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X방향 응답

만을 비교하 다. 수치해석을 해서 MATLAB 버

 R2011a와 SIMULINK를 사용하여 구조물  

MR 감쇠기를 모형화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MSTMD의 제어성능을 검토하기 해서 일반 인 

수동 MTMD의 지진응답과 함께 제어하지 않은 경

우의 응답을 비교하여 <Table 1-4>에 나타내었다. 

각 표에는 사용한 4개의 지진하 에 의해서 발생하

는 각 방향별 최 치 응답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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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ak responses of El Centro EQ

Point Dir. Uncon. MTMD MSTMD

a
DZ 8.50 cm 8.02 cm 7.79 cm

DX 3.93 cm 3.99 cm 3.70 cm

b DX 2.40 cm 2.57 cm 2.37 cm

<Table 2> Peak responses of Northridge EQ

Point Dir. Uncon. MTMD MSTMD

a
DZ 15.69 cm 14.21 cm 13.85 cm

DX 7.51 cm 6.78 cm 6.58 cm

b DX 4.67 cm 4.24 cm 4.10 cm

<Table 3> Peak responses of Artificial EQ

Point Dir. Uncon. MTMD MSTMD

a
DZ 3.40 cm 2.97 cm 2.05 cm

DX 1.72 cm 1.41 cm 0.97 cm

b DX 1.14 cm 0.90 cm 0.63 cm

<Table 4> Peak responses of Resonant EQ

Point Dir. Uncon. MTMD MSTMD

a
DZ 58.85 cm 18.25 cm 16.43 cm

DX 28.59 cm 8.77 cm 7.92 cm

b DX 17.78 cm 5.40 cm 4.91 cm

각 지진하 에 한 응답을 살펴보면 지반운동가

속도의 특성에 계없이 ‘a’ 의 수평방향(X방향) 

응답보다는 수직방향(Z방향) 응답이 2배가량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치구조물에 수평

방향 지진하 이 가해져도 수직방향 지진응답이 가

장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 

빌딩건물과 구별되는 공간 구조물의 동  특성이

다. 제어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MTMD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Northridge 지진에 해서는 

각 치별 10% 정도의 감효과가 있고 인공지진에 

해서는 20% 안 의 감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조물에 큰 피해를  수 있는 공진조

화지반운동의 경우에는 제어하지 않은 경우의 응답

을 약 70% 정도 이상 폭 일 수 있다. 그러나 El 

Centro 지진하 의 경우에는 제어효과가 미약하거

나 오히려 응답을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

라서 MTMD의 경우에는 체 으로 제어성능이 

우수하지만 지반운동의 특성에 따라서 제어효과가 

크게 감될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MSTMD

의 경우에는 모든 지반운동  모든 방향의 응답에 

해서 MTMD보다 우수한 제어성능을 나타내었다.

각 제어장치별 구조물의 동 응답 변화를 검토해

보기 해서 구조물 응답  가장 큰 ‘a’ 의 수직방

향 시간이력을 <Fig. 9-12>에 나타내었다. 앞서 표

에서 보았듯이 공진 조화지반가속도에 해서는 비

교하는 응답의 치나 방향에 계없이 MTMD와 

MSTMD가 매우 효과 으로 아치구조물의 응답을 

감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력 

그래 를 보면 특히 천이상태를 지나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구조물 응답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데 평균 으로 MTMD는 제어하지 않은 상태의 응

답을 약 80% 일 수 있고 MSTMD는 MTMD에 의

해서 제어된 구조물의 동  변 응답을 약 60% 더 

일 수 있었다. 따라서 공간 구조물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진상태가 발생할 때 MTMD와 

MSTMD는 매우 우수한 제어성능을 발휘하고 특히 

MSTMD는 수동 MTMD에 비해서 2배 이상의 개선

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l Centro 지

진하 에 해서는 MTMD와 MSTMD 모두 제어효

과가 있지만 그다지 탁월한 성능은 나타내지 못하

고 있다. 그러나 Northridge 지진이나 인공지진의 

경우에는 MTMD와 MSTMD가 모두 제어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탁월한 진동 감효과를 나타내는 것

을 볼 수 있고 MTMD와 MSTMD의 진동제어성능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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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Z Dir. displacement time histories due to 

resonant ground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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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Z Dir. displacement time histories 

due to El Centro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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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Z Dir. displacement time histories 

due to Northridge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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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Z Dir. displacement time histories 

due to Artificial earthquake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진하 을 받는 아치 공간구조

물에 한 MSTMD의 제어성능을 검토하여 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상 인 능동 감쇠기를 이용한 

가상의 능동 TMD에 한 제어성능을 검토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의 기술로 실제 구조물 제

어에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MR 감쇠기로 구성한 

스마트 TMD의 아치구조물에 한 지진응답 제어

성능을 검토하 다. MSTMD를 구성하기 해서 

재 실제 구조물에 용되고 있는 스마트 제어장치

인 MR 감쇠기를 사용하 고 MR 감쇠기의 감쇠력

을 구조물의 응답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조 하기 

해서 그라운드훅 제어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지

진하 으로는 공진 조화지반가속도와 El Centro, 

Northridge 지진하   KBC2009를 바탕으로 생성

한 인공지진하 을 사용하 다. 아치구조물의 동

응답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주요 차모드를 

첩하여 가장 큰 진폭을 나타내는 곳에 MSTMD를 

설치하 다.

수치해석결과 조화지반가속도를 아치 구조물에 

가하여 공진이 발생했을 때 MTMD  MSTMD는 

구조물의 동 응답을 매우 효과 으로  일 수 있

었다. 특히 MSTMD는 수동 MTMD에 비교하여 정

상상태에서 2배 이상의 개선된 제어성능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공진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큰 응답

이 상되는 지진하 에 하여 MSTMD가 보다 효

과 인 제어성능을 나타낼 것으로 기 된다. 한 

강진지역의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약

진 지역의 지진하 에 해서도 MSTMD가 아치구

조물의 지진응답 제어에 매우 효과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MSTMD는 아치구조물

의 동 변 가 가장 큰 수직방향으로 설치되었지만 

수직방향 뿐만 아니라 수평방향 동 응답도 매우 

효과 으로 감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MR 

감쇠기로 구성된 MSTMD의 아치구조물 진동제어

에 한 용성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MSTMD를 제어하기 해서 통 인 

그라운드훅 제어알고리즘을 사용하 지만 제어성능

의 개선을 하여 추후에는 공간 구조물의 특성

을 고려한 보다 효율 인 능동 제어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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