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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얻은 과학적, 기술적 발전은 

건설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현대의 도시는 더욱 

더 고층화, 과밀화되어 가고 있다. 보다 더 아름답고 

장대한 구조물을 건설하려는 것은 인간이기에 추구할 

수 있는 당연한 본성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 대상인 

구조물의 안전이 확보될 때만이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

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의 안전문제는 예

로부터 어느 곳에서나 중요한 문제가 되어왔다. 특히, 

요즘 들어 한반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은 건

물, 교량 및 다양한 시설물들의 내진설계에 대한 필요

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진동은 안전에 큰 위협이 되

며, 진동을 감소시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1-5). 많은 연구들이 구조물의 내진

설계개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였

으며, 여러 형태의 에너지 소산장치 등 제진장치를 제

안 또는 개발함으로써 실제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

다6-8). 지진격리시스템(seismic isolation system), 동조질

량감쇠기(tuned mass damper, TMD), 마찰형 또는 점탄

성댐퍼 등의 에너지흡수기구 및 능동형 장치 중의 하

나인 ATMD (active tuned mass damper)9,10) 등등이 그것

이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제진장치 및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적용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진장치가 설치된 시스템의 최적화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전체시

스템의 최적설계 및 운영 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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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제진장치가 설치된 구조물 전체를 하나의 시

스템으로 인식하고 다루는 통합설계개념 또한 주목해

야할 연구 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11,12).

이 연구에서는 제진장치가 각각 설치된 두 구조물을 

연결하고, 연결된 두 구조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

하여 전체시스템의 제진성능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시

스템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다루는 

구조물은 능동형 제진장치인 ATMD가 각각 설치된 두 

건물로서 강성으로 연결된 이 건물들에 대한 운동방정

식을 유도하고, 두 장치의 최적운영을 위해 하나의 제

어기를 설계한다. 이는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을 연결시

켜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다루는 것으로

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두 시스템 간의 상

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동적응답을 수치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각의 개별적인 

시스템과 비교함으로써 시스템 간의 연결이 개별시스

템의 성능보다 효율적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 강성부재로 연결된 두 구조물

2.1. 시스템 모델링

이 연구에서 다루는 시스템은 Fig.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접한 두 건물에 각각 ATMD가 최상층부에 설

치되어 있으며 강성(stiffness)으로 연결된다고 가정한

다. 먼저 두 건물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 건물 A를 

Fig. 1. Stiffness-connected buildings.

개의 자유도를 갖는 전단빌딩으로 모델링하고 지진하

중을 받을 때 건물 A의 운동방정식(equation of motion)

은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MA xACA xAKAxA MAbAuA (1)

여기서, 는 지진으로 인한 지반가속도이며, 은 

모든 요소가 1로 구성된 × 크기의 벡터이다. 

xA는 × 크기의 벡터로서 지반으로부터의 상

대변위를 나타내고 ATMD(A)의 변위를 나타내는 자유

도 1개를 포함한다. MA, CA, KA는 각각 ATMD(A)가 

포함된 시스템의 질량행렬, 감쇠행령, 강성행렬을 의미

하며, 크기는 × 이다. bA는 ATMD(A)

의 위치를 나타내는 × 크기의 벡터로 최상층에 

설치된 경우 bA ⋯   T가 되고, uA는 ATMD(A)

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어력으로 구조물의 상태와 시간

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값을 갖는다.

이제 개의 자유도를 갖는 건물 B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식 (2)와 같이 운동방정식을 쓸 수 있다.

MB xBCB xBKBxB MBbBuB (2)

여기서, MB , CB , KB , xB , bB , uB  등은 건물 B의 질

량행렬, 감쇠행렬, 강성행렬, 변위벡터, 제어력 위치벡

터 및 제어력을 의미하며 식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

의되고, 운동방정식은 ATMD(B)의 자유도를 포함하여 

 개의 연립방정식으로 표현된다.

이제 ATMD(A)와 ATMD(B)가 각각 설치된 두 건물

이 Fig. 1과 같이 특정한 층에서 강성()으로 연결될 

때, 두 건물과 연결부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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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기를 갖는다. KLA 행렬은  ×  , KLB  행렬은 

  ×   , KL 행렬은  ×  의 크기

를 갖는 행렬로서, 연결부재가 설치된 층에서만 강성값 

을 갖고 나머지 요소는 모두 0의 값을 갖는 형태의 행렬로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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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은 

강성행렬 Kaug를 사용하여 다음 식 (5)로 표현된다.

MaugxaugCaugxaugKaugxaug MauggBauguaug (5)

여기서, Maug blkdiagMAMB는 두 빌딩 질량행렬 

MA와 MB의 블록대각행렬(block diagonal matrix)을 의

미한다. Caug blkdiagCACB도 동일하게 두 감쇠행렬

의 블록대각행렬로 구성된다. 나머지 변위응답 벡터 

xaug  xAT xBT T, 제어력 벡터 uaug  uAuB T, 그리고 

제어장치의 위치행렬 Baug  bAT bBT T도 두 벡터 및 

행렬을 이어 붙여 구성되는 증대된 벡터 및 행렬

(augmented vector and matrix)이다. 식 (5)에서 질량행렬 

Maug과 감쇠행렬 Caug는 비연계되어 있으나 식 (3)에 

나타난 강성행렬 Kaug로 강성 연결된 특정 층에서 연

계되므로, 두 건물의 전체 운동방정식은 연계되며, 지

진에 의한 동적 응답은 상호작용을 보이게 된다.

2.2. 최적제어기

이 연구에서는 제어기 설계를 위하여 최적설계기법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LQR(linear quadratic regulator) 

방법13,14)을 사용한다. LQR에서는 시스템의 성능에 상

응하는 지진응답으로 구성되는 상태 벡터와 비용에 상

응하는 제어력 벡터 사이의 가중합을 이용하여 성능지

수(performance index)를 정의하고, 성능과 비용을 동시

에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성능지수를 최소화하는 최적 

제어력을 구하게 된다. 먼저 상태벡터 z를 식 (6)으로 

정의하고,

zt 

xaug
xaug



 (6)

운동방정식을 상태공간방정식(state space equation)으

로 변환하면 식 (5)는 식 (7)로 표현될 수 있다.

z

 


xaug

xaug 



 


 I

MaugKaugMaugCaug



 


xaug

xaug




 




Maug  g



 




MaugBaug uaug
AszBwgBuuaug

(7)

LQR방법에 따라 성능지수 J를 식 (8)과 같이 정의하면,

  


∞

zQzuaug Ruaug  (8)

여기서 Q와 R은 각각 상태벡터와 제어력에 대한 가

중행렬로서 설계변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Q에는 단위

행렬 I를 많이 사용하고, R은 사용가능한 제어력의 범

위를 감안하여 조절하는 것이 보통이며, 성능지수 를 

최소화하는 최적 제어력 uaug는 식 (9)로 주어지는 대

수 리카티 방정식(algebraic Riccati equation)15)을 풀어서 

해 행렬 S를 얻은 후, 식 (10)으로 구해진다.

AsTSSAsSBuRBuTSQ (9)

uaugt RBuTS zt (10)

3. 제어시스템 설계

기존 연구들에서는 개별 빌딩 구조물의 최상층부에 

ATMD 제어시스템을 적용하는 독립제어방식을 일반적

으로 적용해왔다. 이 경우, 두 구조물은 각 구조물에 

최적 설계된 개별 ATMD 제어시스템의 제진성능에 따

라 독립적인 응답저감 효과를 보이며 거동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 ATMD가 설치된 두 인접

구조물을 강성부재로 연결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

성함으로써 강성 부재에 의한 두 건물 간 상호작용 효

과를 고려한 단일 최적제어기를 설계하고 제안하는 통

합제어시스템의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 독립제어시스템과 제안하는 통합제어시스템의 

적용 대상 구조물로 12층과 10층의 두 건물을 고려하

였으며 각각의 건물에는 ATMD가 최상층부에 설치되

어 있다. 이 연구에 고려된 두 건물의 물성치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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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two buildings and ATMDs

buildings and ATMDs Building A Building B

floors 12 10

floor mass 62.5 tons 72.6 tons

column stiffness 1.39×108 N/m 1.92×108 N/m

1st natural frequency 0.94 Hz 1.23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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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D mass 15 tons 15 tons

ATMD stiffness 4.39×105 N/m 6.05×105 N/m

ATMD damping coef. 4.62×103 N·s/m 8.80×103 N·s/m

고유주파수 및 감쇠비의 특성값 및 ATMD의 물성치를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두 건물은 6층에서 연결되었

다고 가정하였다. 

비교 목적으로 기존 독립제어시스템과 통합제어시

스템의 제어기의 제어력을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각각 

설계하였으며, 설계에 사용된 두 가중행렬 Q , R과 연

결부재의 강성 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ATMD design parameters

design parameters building A building B

two 
independent
controllers

weighting 
matrices

Q diag  IA A IA A
R × 

Q diag  IB B IB B
R × 

single 
Integrated 
controller

weighting 
matrices

Q diag  IA A IA A IB B IB B
R  


 

 
× 

stiffness


3.88×109 N/m

두 구조제어시스템의 지진응답 성능평가를 위한 지

진하중으로는 El Centro 지진, Northridge 지진 및 Kobe 

지진을 선정하였으며, 지진 규모를 동일하게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가속도의 PGA(peak ground acceleration)를 

모두 0.4 g로 스케일링(scaling)하여 사용하였다.

4. 제어성능 평가 및 분석

주어진 지진하중에 대한 대상 구조물의 시간이력해

석을 통하여 ATMD 및 강성부재가 연결된 빌딩 시스

템의 제진성능을 평가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건물 A와 

건물 B가 연결되지 않은 독립제어시스템의 경우에 대

해서도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제어되는 두 빌딩의 

지진응답 해석 결과를 얻었다. Fig. 2는 Kobe 지진에 

대한 건물 A 상단 12층의 변위 응답과 ATMD(A)에서 

사용한 제어력을 시간에 따라 도시한 결과이다. 전체

적인 응답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두 건물이 강성으로 

Fig. 2. Time history of seismic response of building A.

Fig. 3. Time history of seismic response of building B.

연결된 통합제어시스템의 변위 응답이 강성으로 연결

되지 않은 독립제어시스템보다 8.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대 제어력의 비교에서는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연결된 경우보다 6.2% 정도 더 큰 제어력

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에서는 건물 B의 10층 변위 응답과 ATMD(B)

에 대한 제어력의 시간이력을 비교 도시하였다. 전체

적으로는 비슷한 응답을 보이지만, 두 건물이 연결된 

경우 응답과 제어력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즉, 

두 건물이 연결된 제안시스템에서 기존 독립제어시스

템보다 최대 변위 응답이 16.5% 감소하며 최대 제어력

에서도 13.6%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앞선 결과와 비

교하면, 건물 A의 최대 변위 응답이 다소 증가하였으

나 그 증가폭은 건물 B에서의 응답 감소 효과에는 미

치지 못하며, 두 제어장치 모두 제어력에 있어서 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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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연결된 두 시스템

의 상호작용에 의한 효과를 제안하는 통합시스템이 효

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두 

건물을 연결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에 대하

여 최적 설계된 제어시스템이 더 경제적이고 개선된 

제진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Fig. 4와 Fig. 5에서는 각 지진에 대한 층별 최대 변위 

분포를 비교 도시하였다. Fig. 4의 건물 A 경우, El Centro 

지진에 대하여 두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응답을 보이며, 

Kobe 지진에 대해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최상층변위가 

기존 시스템보다 약 5% 증가하였으나 Northridge 지진에

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최상층 변위가 기존 독립제어시

스템보다 약 36%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건물 B에서는, 

Fig. 4. Distribution of maximum floor displacements of building 
A with respect to 3 earthquakes.

Fig. 5. Distribution of maximum floor displacements of building 
B with respect to 3 earthquakes.

Kobe 지진과 El Centro 지진에서 제안하는 통합시스템이 

작은 변위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며, Northridge 지진에서

는 조금 더 큰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지진별 두 빌딩의 최대 변위는 제어시스템 

사이에서 하나가 좋으면 다른 하나가 나빠지는 상충함

으로써 유사한 제어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지진하중의 가진 주파수가 서로 상이하므로 그에 

따른 두 제어시스템을 장착한 구조시스템의 고유주파

수와의 공진 현상으로 인한 응답의 증폭효과가 건물 A

와 건물 B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어성능은 사용 제어력과 비교할 필요가 있

으므로, 지진별 두 제어시스템이 사용한 최대 제어력

을 Table 2에 비교 도시하였다. Table 2에서 여러 지진

에서 사용된 최대 제어력을 살펴보면, 두 건물이 연결

되지 않은 경우에는 320 kN~571 kN 정도의 범위에서 

제어력이 요구되고, 연결된 경우에는 319 kN~457 kN

의 범위에서 최대 제어력이 사용되었다. 전반적으로 

연결된 경우에 제어력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그 감소 효과는 

25%에 달한다. 특히, 지진별 제어력과 최대 응답을 비

교하면, Kobe 지진에서는 기존 독립제어방식이 두 

ATMD에서 보다 큰 제어력(476.81 kN, 440.71 kN)을 사

용함에도 불구하고 두 빌딩의 응답이 상충하는 결과

(Figs. 4~5; Kobe)를 보이는 반면, El Centro 지진에서는 

제안하는 연결제어방식이 ATMD(A)에서는 큰 제어력

(418.18 kN)을 사용하지만 ATMD(B)에서는 작은 제어

력(319.21 kN)을 발휘함에도 빌딩 A에서 유사한 응답

을 보이는 반면 빌딩 B에서는 보다 작은 응답 결과

(Figs. 4~5; El Centro)를 보이고 있다. 

두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여 얻어지는 또 하나의 

장점은 하나의 장치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나머지 

하나의 장치로부터 어느 정도의 제어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로서, 건물 B에 장착된 ATMD(B)가 

오작동 또는 고장이 발생하여 제어력이 전달되지 못하

는 응급상황을 가정하고 수치모사를 실시하여 건물 B

의 지진응답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서 도시

하였다.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ATMD(B)가 아무런 작

Table 3. Maximum control forces of two control systems under 
3 earthquake excitations

earthquakes
ATMD(A) ATMD(B)

linked unlinked linked unlinked

Kobe 432.49 kN 476.81 kN 357.93 kN 440.71 kN

Northridge 350.87 kN 571.26 kN 456.97 kN 395.42 kN

El Centro 418.18 kN 319.85 kN 319.21 kN 359.56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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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ismic performance comparison in case of actuator 
failure.

동을 하지 못하므로 큰 진동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강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ATMD(B)가 전혀 작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

고 진동이 빠르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건물 A에 

설치된 ATMD(A)의 작동으로 인한 제어력이 연결강성

을 통하여 건물 B로 전달됨으로써 제진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6의 두 번째 그림은 제어

력의 시간이력을 도시한 것이다. ATMD(B)는 작동을 

안하므로 제어력이 전 시간에 걸쳐 0으로 나타나 있다. 

ATMD(A)의 경우 제어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며 최대 

415.32 kN의 값을 보인다. 이 값은 Table 3에 나타난 두 

제진장치가 모두 정상에서 발휘되었던 최대 제어력 

350.87 kN에 비해서는 약 18% 정도 증가한 값이기는 

하지만, 기존 연결 시 ATMD(B)에서 발생하였던 최대 

제어력 456.97 kN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제안하

는 시스템이 두 빌딩간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함

으로써 지나치게 과도한 제어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빌딩 B의 ATMD가 작동하지 않는 응급 상황에 대한 

제안 시스템의 대처 능력을 두 ATMD가 정상 작동하

는 경우(normal condition)와 비교하고자 각각 발생하는 

최대 변위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에서 

최대 변위는 정상 작동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당연히 

증가되는 결과를 보이나 그 증가폭은 정상 제어되는 

저감된 응답보다 20% 이내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Northridge 지진에 대해서는 빌딩 B의 응

답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두 상황에서 발생하는 최대 제어력을 Table 5에 제

Table 4. Maximum displacements of two control systems under 
normal & actuator-failure conditions

maximum 
displacements

building A building B

normal actuator-failure normal actuator-failure

Kobe
14.37 cm 17.41 cm 12.02 cm 14.16 cm

21.16% (increase) 17.80% (increase)

Northridge
9.67 cm 10.29 cm 9.89 cm 9.18 cm

6.41% (increase) -7.18% (decrease)

El Centro
8.82 cm 10.56 cm 7.45 cm 8.37 cm

19.73% (increase) 12.35% (increase)

Table 5. Maximum control forces of the proposed control system 

under actuator-failure conditions

ATMD(A)

maximum control force

Kobe Northridge El Centro

559.94 kN 415.32 kN 505.08 kN

시하였다. 이를 정상 작동할 때의 제어력(Table 3)과 비

교할 때, 개별 제어장치로는 가장 큰 값을 사용하고 있

지만 두 제어장치가 발휘하는 전체 제어력보다는 훨씬 

작은 수준의 제어력을 발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응답 

저감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변위에서와 마찬

가지 특이사항으로, Northridge 지진에서는 제어력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이사항은 

두 구조물의 고유주파수 특성과 연결로 인한 상호작용 

효과, 지진의 가진주파수 특성과 연결된 두 빌딩의 주

파수 특성의 변화, 그리고 제어시스템의 제어력 특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고찰

이 연구에서는 제진장치가 설치된 서로 다른 두 구

조물을 강성부재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통합시스템

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제어기 설계 방법을 제시하

고 그에 따른 제어성능 효과를 분석하였다. 예제 구조

물의 수치모사를 통하여 다양한 지진하중에 대한 내진

성능을 기존 비연계된 독립제어시스템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강성으로 두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시킴으

로써 제진성능이 유지 또는 향상되며, 보다 경제적이

며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 

쪽 제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비상상황에서도 기존 

독립된 제어시스템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

지는 반면, 제안하는 연결방식은 파괴되지 않은 다른 

빌딩의 제어시스템이 연결된 강성을 통하여 제어력을 

상호작용하도록 전달해줌으로써 일정 수준의 제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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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

하는 연결제어시스템은 기존 독립제어시스템보다는 

높은 여유도 및 개선된 제어성능을 가질 수 있는 새로

운 시스템으로 제시되었으며, 과밀화된 도시에서의 인

접한 건물들의 제진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도가 높은 

접근법을 제공해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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