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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에서의 장대화되고 고층화되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동적인 하중으로 인식하고 보다 정확

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설계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러

한 관점에서 구조물의 동적 진동을 감소시키는 장치들

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1-5).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 설치하여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는 장치로

서 건물 상부에 설치하는 질량동조장치(tuned mass 

damper; TMD)라든지 구조물의 하부에 설치하여 지진

과 구조물을 격리시키는 지진격리장치(seismic isolation 

device) 등은 실용화되어 다양한 빌딩 또는 교량 구조

물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한 건물에 능동형 제진장치가 

설치되고 인접한 또 다른 구조물을 부가적인 수동형 강

성부재와 감쇠부재(댐퍼)를 이용하여 연결시킴으로써 

두 건물을 동시에 제어하기 위한 복합형 제어시스템을 

제시하고 이를 최적 설계하는 방법론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결된 전체 구조-제어시스템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고, 수동형 연결부재와 능동형 제진장

치의 적합한 설계를 위한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적용하여 수동형 연결 강성 및 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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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최적용량 및 최적 위치 그리고 능동제어시스템

의 최적 위치 및 최적제어기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능

동형 제진장치로는 빌딩구조물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질량동조감쇠기를 접목한 ATMD (active tuned 

mass damper)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동조질량감쇠기의 

강성과 감쇠 용량도 설계변수에 포함된다. 기존 연구들

에서 ATMD의 최적설계 및 ATMD가 설치된 건물에 대

한 연구6-9) 및 두 건물 사이에 특정 제진장치를 설치한 

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10,11) 등은 진행된 바 있다. 그러

나 이 연구에서는 강성과 감쇠장치를 이용하여 서로 다

른 두 건물을 연결시키고 한 건물에는 ATMD까지 설치

된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수동제어시스템의 연결을 통한 두 건물의 상호작용과 

ATMD 및 연결장치들의 진동제어 효과를 동시에 고려

할 수 있는 최적의 복합제진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시도

로서 기존의 시스템들과는 차이가 있다. 

예제 구조물들에 대하여, 제시하는 복합형 제어시스

템의 최적설계 및 그에 따른 적용 시 지진응답 시뮬레

이션을 통하여 동적응답을 평가하였다. 또한 비교 목

적으로, 각 구조물에 독립적으로 ATMD가 각각 적용

된 시스템과 제진성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제안하는 

제진시스템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강성부재로 연결된 두 구조물

2.1. 시스템 모델링

층과 층으로 구성된 인접한 두 건물에서 층 

건물에만 ATMD가 설치되어 있을 때, 이를 Fig. 1과 같이 

Fig. 1. Stiffness-connected adjacent buildings controlled by 
one-side-installed ATMD.

강성부재(stiffness member)와 감쇠장치(damper device)로 

연결시킨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두 건물이 연

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고려한다. 건물 

A를 지진하중을 받는 층 전단빌딩으로 모델링할 때, 

건물 A의 운동방정식은 식 (1)과 같다.

MA xACA xAKAxA MAbAuA (1)

여기서, xA, xA, xA는 각각 빌딩의 층 응답과 

ATMD(A)의 응답으로 구성되는 × 크기의 변

위, 속도, 가속도 벡터이다. MA, CA, KA는 각각 

ATMD(A)가 포함된 시스템의 질량, 감쇠, 강성행렬로

서 ×   크기를 갖는다. 는 지진으로 

인한 지반가속도이며, 은 모든 요소가 1로 구성된 

× 크기의 벡터이다. bA는 ATMD(A)의 위치

를 나타내는 × 크기의 벡터로 최상층에 설

치된 경우 bA ⋯    T가 되고, uA는 ATMD(A)

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어력으로 제어알고리즘에 따라 

구조물의 변위 및 속도 응답에 따라 실시간으로 산정

되어 적용된다.

건물 B의 운동방정식도 식 (1)과 유사하게 정의되

나 건물 B에는 ATMD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ATMD

와 관련된 항목이 제외된 총 자유도 의 식 (2)로 정

의된다.

MB xBCB xBKBxB MB (2)

여기서, MB , CB , KB는 각각 건물 B의 질량, 감쇠, 강성 

값을 나타내는  ×  크기의 행렬이며, xB , xB , xB는 

각각  × 크기의 변위, 속도, 가속도 벡터가 된다. 

두 건물이 Fig. 1과 같이 층에서 강성부재()와 감

쇠장치()로 연결될 때, 두 건물과 강성부재에 대한 

전체 강성행렬은 식 (3)과 같이 쓸 수 있다.

Kaug



 


KAKLA KL

KLT KBKLB (3)

여기서, Kaug은 두 빌딩의 강성행렬과 연결부재의 강성

을 포괄하는 행렬로서,  ×  의 

크기를 갖는다. KLA 행렬은 ×  , KLB  

행렬은  ×, KL 행렬은 ×의 크기를 갖

는 행렬로서, 연결부재가 설치된 층에서만 강성값 

을 갖고 나머지 요소는 모두 0의 값을 갖는 형태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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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로 표현된다. 댐퍼장치도 층에서 연결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식 (4)와 같이 정의되며, CLA, CLB , CL 행렬

도 연결부재가 설치된 층에서 의 감쇠계수 등을 갖

는 행렬로 구성된다. 

Caug



 


CACLA CL

CLT CBCLB (4)

따라서 두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전체 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은 식 (5)으로 표현된다.

MaugxaugCaugxaugKaugxaug MauggBauguA (5)

여기서, Maug blkdiagMAMB는 두 빌딩 질량행렬 

MA와 MB의 블록대각행렬(block diagonal matrix)을 의

미한다. 나머지 변위, 속도, 가속도 벡터도 각각의 벡터

를 이어 붙여 증대된 벡터(augmented vector)로 정의된

다. 제어력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는 Baug  bAT T T
로 표현된다. 식 (5)의 운동방정식에서 질량행렬 Maug
은 비연계되어 있으나 강성행렬 Kaug과 감쇠행렬 Caug
이 층에서 연계되므로, 두 건물의 동적 응답은 상호작

용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ATMD가 건물 A에

만 설치되어 있어도 ATMD의 제어력은 연결 강성부재

와 감쇠장치를 통하여 건물 B에 전달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두 빌

딩 중 보다 큰 응답이 발생하는 건물의 진동을 저감시

키는 방향으로 제어력을 우선적으로 작용하도록 제어

기를 설계한다면, 두 건물의 상호 진동저감 효과를 효

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2.2. 최적제어기

전술한 연결 빌딩 구조물의 진동제어 목적으로 건물간 

상호작용 및 제어력 전달효과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어기를 설계하고자 한다. ATMD의 제어기 설계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LQR(linear quadratic regulator) 

방법12)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이는 제시하는 ATMD

의 제어성능을 모사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제시하는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는 특정 제어알고리즘에 국한되지

는 않으며, 기존 H2/H∞, 퍼지제어알고리즘 등 다양한 알

고리즘을 적용할 수도 있다13,14).

LQR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 (5)의 운동

방정식을 상태공간방정식(state space equation)으로 변

환할 필요가 있다. 

z

 


xaug

xaug 



 


 I

MaugKaugMaugCaug



 


xaug

xaug




 




Maug  g



 




MaugBaug uaug
⇔ zAszBwgBuuaug

(6)

여기서, z는 시스템의 변위와 속도로 구성되는 상태

벡터(state vector)로서 zt xaugT xaugT T로 정의되며, 

uaug  uA이다. 식 (6)의 상태공간방정식은 식 (5)의 변

위 벡터 xaug에 대한 2차 상미분방정식을 변위와 속도

로 변수 개수를 2배로 증가시키고 미분차수를 감소시

켜서 1차 상미분방정식으로 변환한 등가의 미분방정식

에 해당한다. 

주어진 상태공간방정식에 대하여 제어기를 설계하

고자, 시스템 상태 벡터와 제어력 벡터의 가중합으로 

성능지수(performance index; PI)를 식 (7)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PI  


∞

zQz ruaug   (7)

여기서 Q와 r은 각각 상태벡터와 제어력에 대한 상대 

가중치를 규정하는 설계변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중

행렬 Q를 단위행렬 I로 고정하며, r은 최적화 알고리

즘에서 탐색되는 설계변수로 고려되었다. 최적화 알고

리즘에 따라 주어지는 Q와 r값에 따라 성능지수 를 

최소화하는 최적 제어력 uaug은 식 (8)의 대수 리카티 

방정식(algebraic Riccati equation)을 풀어서 해 행렬 S
를 얻은 후, 식 (9)로 구해진다.

AsTSSAsSBurBuTSQ (8)

uaug  rBuTS z (9)

3. 제어시스템 최적설계문제의 정식화 및 해법

이 연구에서 제어시스템의 최적설계는 제어시스템

의 용량 대비 지진으로 인한 동적응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는 건물간 응답과 제어용

량으로 구성되는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를 식 (10)

과 같이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문제로 구

성될 수 있다. 

 Jobj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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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는 각각 응답(response)와 비용(cost)을 

나타내는 무차원화된 성능지수이며, 
과 

는 그에 

상응하는 가중치이다. 

식 (10)에서의 응답에 대한 무차원 성능지수 
는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빌딩 구조물의 최대 응답

에 대한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빌딩 구조물의 최대 응

답의 비로서 식 (11)와 같이 정의된다.




max




 




  ⋯

max   ∼
max  

(11)




max




 




  ⋯

max   ∼
max  

여기서, max 와 max 는 연결되지 않고 제진장치도 설치

되지 않은 건물 A와 건물 B의 비제어시 발생하는 층

간변위 응답의 최대값에 해당한다. 
와 

는 

두 빌딩간 강성부재와 감쇠부재로 연결된(linked) 구조

시스템에서 시각 에서의 빌딩 A와 B의 층 층간변위

(story drift)로서, 층과 층의 상대변위응답에 해당

한다. 따라서 성능지수 
는 비제어시에 대한 제어시 

구조물 최대응답의 저감비를 나타내며, 작을수록 우수

한 제어성능을 의미한다.

또한, 식 (10)에서의 비용에 대한 무차원 성능지수 


는 제어용량의 최대 제한값에 대한 사용되는 제어

용량의 최대값의 비로서 식(12)과 같이 정의된다.






        




 (12)







max





  ∼
max



여기서, max 와 max 는 각각 연결강성과 연결감쇠의 최

대 제한값이며, 
 는 ATMD가 발휘하는 제어력의 최

대 한계치이다. 이들 제한값과 한계치들은 설계과정에

서 대상 구조물의 강도, 비용 등의 관점에서 과도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정된다. 과 은 실제 구조물에 적

용되는 연결강성과 연결감쇠의 용량으로서 식 (11)의 

목적함수 Jobj를 최소화하도록 최적화과정에서 결정되

는 설계변수에 해당한다. 또한, 성능지수 
에서의 

는 시각 에서의 제어력이며 max 는 ATMD의 최

대 제어력으로서, 역시 식 (10)의 목적함수를 최소화하

도록 고려된 성능지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능지수 


는 주어진 제어용량의 제한값 및 한계치에 대한 실

제 설치되는 제어용량의 비율을 나타내며, 작을수록 

경제적인 제어시스템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최적 설계하고자 하는 제진시스템은 강

성과 감쇠로 구성되는 수동형 제어장치와 능동형 제어

장치를 동시에 적용하는 복합형 제어시스템으로서 수

동형 제어장치는 연결 장치로 사용되며 능동형 제어장

치는 한 쪽 빌딩에만 설치된다. 이 때 제안하는 제진시

스템의 최적 설계는 최소 용량의 제어시스템을 최적의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두 건물의 최대 층간변위를 가장 

큰 폭으로 줄이는 최적화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이를 위한 설계변수로 연결강성의 용량()과 

연결댐퍼의 용량() 및 이들의 설치 위치(, ), 그리

고 ATMD의 강성 용량()과 감쇠 용량(), 제어기의 

가중치(r) 및 설치 위치()를 고려하였다. 여기서 제어

시스템의 제어용량에 관한 변수들(, , , , r)은 

실수형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s)이지만 설치 위치

들(, , )은 두 구조물의 층에만 설치되는 정수형 

이산화된 변수(discrete variables)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속변수와 이산변수로 구성되는 복합 변수(mixed 

variables)를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유전자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고려할 수 있

다15). GA는 자연계의 진화 과정을 모사하는 최적화 알

고리즘으로서 주어진 검색 영역 내에서 설계변수를 동

시에 랜덤으로 다수 생성하여 하나의 세대(population)

를 이루고, 세대 내 다수 생성된 개체(설계변수)들로부

터 선택(selection), 교배(crossover), 돌연변이(mutation) 

과정을 거쳐 보다 우수한 개체(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개체)로 진화(evolution)하도록 고안된 알고리즘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복합 제어시스템의 최적화 

문제는 최종적으로 식 (13)으로 구성되며,

Find design variables to minimize Jobj
design variables: , , , , r, , , 
 Jobj















 (13)

subject to ≦  ≦ 


≦  ≦ 


max ≦ 


이의 최적해는 GA의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도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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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 예제

예제 구조물로 10층과 8층의 두 건물을 고려하였으

며 각 건물의 물성치 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지반

가속도로는 최대 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 

0.4 g로 스케일링된 El Centro 지진, Northridge 지진 및 

Kobe 지진을 사용하였다. 

Table 1. Properties of two buildings and ATMD

Buildings and ATMDs Building A Building B

Floors 10 8

Floor mass 113.2 tons 120.7 tons

Column stiffness 1.65×108 N/m 1.95×108 N/m

1st natural frequency 0.91 Hz 1.18 Hz

Damping ratio 1% Rayleigh damping for 1st & 2nd modes

능동형 제진장치로 적용된 ATMD의 질량은 클수록 

제어성능이 증가하므로 설계에 부합하는 하나의 값으

로 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82.0톤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유전자알고리즘에서는 총 8개의 

설계변수 , , , , r, , , 를 고려하였다. 한 

세대(population) 당 총 50개의 개체(individuals)를 사용

하였으며, 2점 교배를 위한 교배 확률(crossover 

probability)은 0.85, 변이 확률(mutation probability)은 

0.2로 설정하였다. 성능지수 간 가중치는    , 

    로 설정하여 구조물의 중요도를 제

어용량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고려하였다. 연결용 강성 

부재와 감쇠 용량에 대한 최대 제한조건으로는 

lim  ×  , lim  × 를 설정하

였으며, ATMD의 제어력에 대한 최대 제한조건은 

lim  을 설정하였다. 또한, 최적화를 위한 최

대 반복 검색 횟수는 3,000회로 설정하였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유전자 알고리즘의 최적화 진행 

Fig. 2. Iterative optimization process.

Table 2. Properties of two buildings and ATMD

Control devices Design variables

Passive
stiffness member

    (connection of 8th floors)

  × 
 (N/m)

Passive damper
  × 

 (N/m)

    (connection of 7th floors)

ATMD

  × 
 (N-s/m)

    (10th top-floor of building A)

  × 
 (N/m)

  × 
 (N-s/m)

결과를 Fig. 2에 도시하였다. Fig. 2에서 수평축과 수직

축은 각각 검색 횟수(iteration number) 및 목적함수 값

을 나타내며, 반복 최적화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검색된 설계변수 값들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최적 설계값을 갖는 복합제어시스

템(proposed hybrid control system)을 적용하여 각 지진

별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비교 목적으로 제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원 구조물(uncontrolled system)과 

각 빌딩에 82톤의 ATMD를 각각 설치한 기존 독립제어

시스템(conventional independent control system)의 시간

이력해석도 수행하였다. 먼저 비제어 시스템과 제시하

는 시스템의 지진응답을 Fig. 3에 비교 도시하였다. 지

진하중은 PGA 0.4 g의 El Centrol 지진을 고려하였으며, 

수직축은 각 건물별 꼭대기층의 변위이력을 나타내었

다. 건물 A의 경우, 비제어시스템에서는 최대변위가 25 

cm에 이르고 있으나, 제시하는 복합제어시스템에서는 

최대변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 B에

서는 두 시스템 모두 ATMD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Fig. 3. Time history curves of uncontrolled and proposed 
systems subjected to El Centro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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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시스템에서는 ATMD가 설치된 것처럼 큰 폭

으로 진동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건물

을 연결시켜 빌딩 A에 설치된 ATMD의 제어력이 연결 

강성과 감쇠 부재를 통하여 전달됨으로써 상호작용을 

갖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었기에 능동제어시스템이 설치

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Figs. 4~6은 각 지진별 최대변위의 층별 

분포를 세가지 시스템에 대하여 함께 나타낸 결과이다. 

El Centro 지진 하에서의 응답을 나타낸 Fig. 4를 살

펴보면, 비제어시스템에 비해 두 제어시스템이 모두 

두 빌딩에서 큰 폭으로 변위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제어시스템 간에는 능동제어장치를 양쪽 

빌딩에 2개를 사용하는 기존 방식이 제시하는 시스템

Fig. 4. Floor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the three systems 
subjected to El Centro earthquake.

Fig. 5. Floor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the three systems 
subjected to Kobe earthquake.

Fig. 6. Floor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the three systems 
subjected to Northridge earthquake.

보다는 약간 작은 응답을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Kobe 지진에 대한 Fig. 5에

서도 전반적으로 Fig. 4와 같은 제어 경향을 보인다. 한

편, El Centro 지진에 비해 Kobe 지진에 대해서 빌딩 A

의 응답이 기존 제어시스템에 의하여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Fig. 6의 Northridge 

지진에 대해서는 반대로 제안하는 시스템의 빌딩 A에 

대한 응답저감 효과가 기존 제어시스템보다 높음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7은 Kobe 지진에 대하여 두 제어시스템이 발휘

하는 제어력의 시간이력을 비교 도시한 결과이며, 각 

지진별 최대 제어력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Fig. 

7에서 보면, 건물 A에만 ATMD를 설치한 복합제어시

스템의 제어력이 빌딩 A에 독립적으로 ATMD를 설치

Fig. 7. Time history curves of uncontrolled and proposed 
systems subjected to El Centro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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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ximum control forces of the proposed control 
system under actuator-failure conditions

unit: kN
Maximum control force

El Centro Kobe Northridge

Proposed ATMD(A) 1,006.9 1,445.2 1,481.8

Conventional

ATMD(A) 716.4 876.3 1,094.3

ATMD(B) 608.6 827.9 1,094.4

Sum 1,325.0 1,704.2 2,188.7

한 시스템보다 ATMD(A)에서 보다 큰 제어력을 필요

로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

로서, 제시하는 복합제어시스템은 빌딩 A에만 설치된 

ATMD의 제어효과를 건물간 연결을 통한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빌딩 B의 응답도 저감하는 반면, 기존 독립

제어시스템은 각 빌딩의 응답은 각 빌딩에 설치된 

ATMD를 통해서만 진동저감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 제어력을 도시한 Table 3을 살펴보면, 제안하는 

시스템의 빌딩 A에 설치된 ATMD가 기존 독립제어시

스템의 빌딩 A에 설치된 ATMD보다는 큰 제어력을 필

요로 하고 있으나, 빌딩 B에 설치된 ATMD의 최대 제

어력과의 합, 즉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제어력보다는 

적게는 15% 많게는 32% 작은 제어력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빌딩 A에 설치된 제어력만을 비교해

도 독립제어시스템과 견줄만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50% 이상 더 요구되지도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비록 기존 방식대로 각 빌딩에 

독립된 ATMD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제어성능에 있

어서는 좋을 수도 있으나, 제안하는 시스템과 같이 고

가의 능동형 제어시스템은 하나만 사용하고 비교적 저

렴한 수동형 제어장치를 적절한 방식(건물간 연결방

식)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제어성능을 크게 손해 보

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을 대폭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

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수동형 제어장치는 설치비용만 

소요되며 별도의 유지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능

동제어시스템은 실시간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와 액츄

에이터에 지속적인 전력이 요구되므로 유지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경제성은 더욱 큰 폭으로 차이를 가질 것

이다. 덧붙여, 능동제어시스템은 전원 공급에 대한 신

뢰성 문제와 제어력의 발산 가능성을 세밀히 고려하여

야 하는 반면, 수동형 제어장치는 에너지 소산성

(dissipativeness)으로 인하여 항상 거동의 안정성을 보

장해주는 장점도 아울러 가진다. 따라서 어느 시스템

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제안하는 시

스템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장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적용가능성과 효용성을 갖는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고찰

이 연구에서는 인접한 두 구조물의 효율적 진동제어

시스템으로 하나의 빌딩에는 능동제어장치(ATMD)를 

설치하고 다른 쪽 빌딩에는 제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두 빌딩을 수동형 강성부재와 감쇠장치로 연결하

는 새로운 제어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수동형 강성과 

감쇠 연결을 통하여 얻어진 새로운 시스템은 두 구조

물과 제진장치들이 상호 연계되므로 이를 통한 능동제

어력과 감쇠력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경제적인 제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예제 구조물을 대상으로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지 않

은 원구조물과 제안하는 연계형 복합제어시스템 및 기

존 비연계 독립제어시스템의 지진응답 시간이력해석

을 수행하였다. 비교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이 기존 독

립제어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제진성능을 발휘하면

서도 제어력을 보다 작게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제어

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동제어시

스템의 에너지 소산성을 고려할 때 제시하는 시스템이 

지진 시의 전력 차단 문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

으며 신뢰성 있는 제어성능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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