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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접한 쌍둥이 구조물의 진동 제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

고 있다1-5). 인접한 쌍둥이 구조물은 진동 주파수 특성

이 동일한 관계로 두 구조물 사이의 상대 변위 및 상대 

속도가 0이 되므로, 기존에 널리 적용되어 왔던 빌딩간 

제어시스템의 연결방식6)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한

계를 가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Yoshida & Seto1)는 감쇠기 양단의 상대 변위 및 상대 

속도가 0이 안되도록 두 구조물의 서로 다른 층에 감

쇠기를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Makita 등2)은 

이 연구를 확장하여 제안하는 설치 방식에 대한 실험 

검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Patel & Jangid3)도 인접한 두 

빌딩의 다른 층에 감쇠기를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제

안하되 감쇠기 연결 층에 대한 다양한 배치 방법

(configuration)에 대한 매개변수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변위, 가속도 및 바닥 전단력 등의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앞서의 감쇠기 연결을 서로 다른 층에 배

치하는 방식과 달리, Ok4)는 두 구조물 중 하나의 구조

물에 질량동조감쇠기(TMD; Tuned Mass Damper)를 배

치함으로써 두 구조물의 주파수 특성을 변화시켜 응답

의 대칭성을 깨뜨리고, 이 때 발생하는 두 구조물 사이

의 상대 변위 및 상대 속도 응답을 이용하도록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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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장치(감쇠기 또는 TMD)로 두 구조물을 연결하는 

TMD를 설치하는 비대칭 연계 시스템(TMD asymmetric 

coupling system)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몇 가지 유형의 

TMD 비대칭 연계 모델들의 제진 성능을 비교 분석하

였다. Kim & Ok5)는 후속 연구로서 좌우 강성이 다른 

하나의 TMD만으로 두 구조물을 연결하는 보다 단순

화된 TMD 기반 비대칭 연계 방식을 제안하고 보다 개

선된 제어성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인접 쌍둥이 구조물의 진동 제어 연구의 일

환으로, 이 논문에서는 점성 감쇠기를 이용한 비대칭 

연결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기존 

Yoshida & Seto1), Makita 등2), Patel & Jangid3) 연구들

과 점성 감쇠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연결 

방식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Ok4)와 Kim & Ok5) 연구들

과는 비대칭 빌딩 연계 방식의 제어 개념을 접목한다

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으나 TMD와 제어 거동 특성

이 다른 점성 감쇠기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제시하는 점성 감쇠기 비대칭 연계시스

템(viscous damper asymmetric coupling system)의 최적 설

계 방법으로 유전자 알고리즘(GA; genetic algorithm)에 

기반하는 다목적 최적화 기법(multi-objective optimization 

technique)을 도입하고자 한다. 또한, 최적화 문제의 정식

화를 위하여 감쇠용량을 제한조건으로 두고 두 구조물의 

제어성능을 목적함수로 하는 방법과 제한조건 없이 감쇠

용량과 두 구조물의 제어성능 합을 목적함수로 하는 방

법의 2가지 접근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응답 감소 효

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감쇠기 연계 인접 쌍둥이 구조물의 운동방정식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점성 감쇠기 비대칭 

연계 시스템은 Fig. 1과 같다. 이는 층간 브레이싱 점성 

감쇠기(inter-floor bracing viscous damper)와 빌딩간 연

계 점성 감쇠기(inter-building coupling viscous damper)

로 구성된다. 층간 브레이싱 점성 감쇠기는 각 빌딩 구

조물의 임의 층에 층간 브레이싱(bracing) 형태로 점성 

감쇠장치를 배치하며 이 때 각 구조물의 각 층에 배치

되는 감쇠기의 용량이 서로 다르게 배치됨으로써 두 

구조물의 진동 특성은 서로 달라진다. 빌딩간 연계 점

성 감쇠기는 앞서의 층간 브레이싱 점성 감쇠기의 불

균등 배치로부터 발생하는 응답 차를 이용하고자 두 

빌딩의 꼭대기 층에 Fig. 1과 같이 수평 연결하도록 설

치한다. 여기서, 빌딩간 연계 점성 감쇠기도 모든 층에 

임의 용량으로 배치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Ryu & 

Fig. 1. Adjacent twin structures with viscous damper asymmetric 
coupling system.

Ok6)의 연구 결과 연계 점성 감쇠기의 최적 용량이 각 

구조물의 층간 브레이싱 감쇠기의 용량에 비해 크지 

않으며, 여러 층에 배치하는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

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큰 감쇠 성능을 발휘할 수 있

는 꼭대기 층에 1개의 빌딩간 연계 점성 감쇠기를 배

치하도록 결정하였다.

Fig. 1의 점성 감쇠기 비대칭 연계 시스템이 장착된 

n층 쌍둥이 구조물의 운동방정식은 식 (1)로 표현되며 

전체 자유도는 2n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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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지반가속도이며, 은 지반가속도의 위치벡

터이다. x, x, x   은 두 구조물의 변위, 속도, 가

속도응답 벡터이며, M K C 는 i-번째 구조물의 질량, 

감쇠 및 강성 행렬로서 식 (2)로 표현된다. 이 때, 두 구조

물은 쌍둥이 구조물이므로 M M, K K 및 C C
이다. 또한, 감쇠 행렬은 각 구조물별 모드 해석(modal 

analysis)을 통하여 KiM     ⋯로부터 

고유 주파수(natural frequency) 와 모드 형상 벡터(mode 

shape vector) 를 i-번째 구조물별로 각각 구한 후 식 

(2c)에 의하여 구한다. 단, 구조물의 감쇠는 비례감쇠를 

가정하였고 식 (2c)의 각 모드별 감쇠계수   ⋯

는 뒤의 수치 예제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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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의 Cd는 비대칭 연계 점성 감쇠기에 대한 감

쇠 행렬로서 층간 브레이싱 점성 감쇠기(Cdbr)와 구조

물 연계 점성 감쇠기(Cdcp)에 대한 감쇠행렬로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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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빌딩 연계 감쇠기의 감쇠계수 
는 n층을 연

결하는 감쇠기이므로 행렬 Cdcp의 n번째와 2n번째 행, 

열에 놓인다.

주어진 식 (1)의 운동방정식에 대하여 점성 감쇠기 비

대칭 연계시스템의 최적 설계는 결국 각 층별 브레이싱 

수동 감쇠기의 감쇠계수
     and   ⋯  및 

n층에서 두 구조물을 연결하는 연계 감쇠기의 감쇠계수

(
)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식 (3)의 감쇠행렬을 

구성하는 감쇠계수들은 최적화 문제의 설계 변수(design 

variables)가 된다.

3. 감쇠기 비대칭 연계 시스템의 다목적 최적 설계

제시하는 점성 감쇠기 비대칭 연계 시스템의 최적화 

문제는 제어성능과 제어용량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구

성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식 (4)와 같이 2가지 방법

으로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였다. 

Type I : 
min   max

 

max 
   max

(4a)

Type II : min   max
  max 
 

(4b)

Type I은 두 구조물의 최대 층간변위 응답(max , 

max )을 최소화하도록 벡터 형태의 이중목적함수로 정

의하고 전체 감쇠용량을 특정 감쇠용량(
max)으로 고정

시키는 등가의 제한조건(equality constraint)을 갖는 이중

최적화문제(constrained b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

로 구성한 경우이다. Type II는 두 구조물의 최대 응답의 

합과 전체 감쇠용량의 합을 각각 목적함수로 둠으로써 

제한조건 없이 두 목적함수를 동시에 최소화하는 이중최

적화문제(unconstrained b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

로 구성한 경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식 (4)의 최적화문제에 대한 설계

변수는 층간 브레이싱 점성 감쇠기의 각 층별 감쇠계

수와 꼭대기 층에 설치되는 빌딩간 연계 점성 감쇠기

의 감쇠계수로서, 전체 개수는 총 개에 해당한다. 

최적화 검색 과정에서 설계 변수가 결정되면, 이로부

터 식 (3)의 비대칭 연계 점성 감쇠기에 대한 감쇠 행

렬(Cd)을 결정할 수 있다. 주어진 구조물의 질량, 감쇠 

및 강성 행렬과 설계변수로부터 결정된 감쇠 행렬을 

이용하여, 식 (1)의 운동방정식은 식 (5)의 상태공간방

정식(state-space equation)으로 정의될 수 있다. 

zAszBw (5)

여기서, 상태벡터 z는 구조물의 변위 및 속도로 구성되는 

열벡터(column vector)로서 z  xT xTxTxT T와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또한, 행렬 As와 Bw는 각각 시스템 행렬과 

하중의 위치 행렬에 해당하며, 식 (6)으로 정의된다.

As



 I

MsKsMsCs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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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6b)

여기서, Ms, Ks, Cs는 식 (1)의 두 구조물의 질량, 강성 

감쇠 행렬이 대각으로 결합되어 증대된 행렬(augmented 

matrix)에 해당한다. 

식 (5)의 상태공간방정식 해 z는 각 층의 응답에 해

당한다. 이로부터 식 (4)의 최대 층간변위 응답을 구하

기 위해서 출력벡터 y를 식 (7)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

서 출력행렬 Cy와 Dw는 식 (8)과 같이 정의하였다. 따

라서 출력벡터 y는 두 빌딩의 층간변위 응답으로 산정

되며 이를 식 (4)에 대입하여 목적함수를 산정하였다.

yCyzDw (7)

Cy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a)

Cy  Cyu 
Dw   × (8b)

주어진 As, Bw, Cy, Dy로부터 구조물의 주파수응답

함수(FRF; frequency response function) Hs는 식 (9)

로 표현되며5), 이로부터 두 구조물의 최대 층간변위 응

답은 식 (10)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는 외부하중의 

가진 주파수이다.

Hs CyIABwDy (9)

max 
  ⋯
max ∈

max Hs (10a)

max 
 ⋯

max ∈
max Hs (10b)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산정된 이중목적함수를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GA 기반 다목적 최적화 기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GA 기반 다목적 최적

화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NSGA-II 

알고리즘7)을 적용하였다. 알고리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본 저자의 다른 논문들8,9)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이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4. 수치 예

인접한 쌍둥이 구조물에 효율적인 진동제어시스템

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제어 시스템의 제

어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수치 예제로서 총 10층의 전

단빌딩 모형을 고려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수치모델

의 물성치는 Table 1에 수록하였다.

Table 1. Dynamic properties of twin buildings

Properties Building 1 Building 2

Floors ( ) 10

Mass (   ⋯ ) 8.0×105 kg

Stiffness (   ⋯ ) 3.2×109 N/m

Damping ratio (   ⋯ ) 0.02

제어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는 기존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균등 감쇠 

분포 시스템(UDS; uniform damping distribution system)

을 고려하고자 한다10). 이는 각 빌딩을 층간 브레이싱 

감쇠기만으로 제진 보강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층별 감

쇠용량(
 )을 모두 동일한 값으로 배치하며, 두 빌딩을 

연결하지 않고 각 빌딩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두 빌딩이 동일한 감쇠용량을 

가지므로 하나의 빌딩에 대해서만 감쇠용량을 결정하

게 되며, 개별 빌딩에 대한 감쇠용량별 최대 층간변위 

응답을 Fig. 2에 도시하였다. Fig. 2에서 수평축은 하나

의 층간에 배치되는 감쇠기 용량에 해당하며, 수직축

Fig. 2. Variations of one building’s inter-story displacement 

with respect to damp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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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한 용량이 전 층에 배치되었을 때의 최대 층간

변위 응답에 해당한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균등 감쇠 분포 시스템은 

감쇠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 층간변위 응답이 감소

하는 시스템으로서 제어성능이 감쇠용량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최적 설계는 비용에 상응하는 

감쇠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하게 되며, 이 연

구에서는 각 층별 3.2×106 (N‧s/m)을 최적 감쇠용량으

로 결정하였다. 이는 비제어시 응답(2.81×10-3)에 대하

여 34.54%의 응답 저감율에 해당한다. 

제시하는 점성 감쇠기 비대칭 연계 시스템은 균등 

감쇠 분포 시스템의 전체 감쇠용량과 제어성능을 동시

에 비교하여 제어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식 (4a)의 제한조건에서 전체 감쇠용량의 고정값으로 

설정하는 
max는 균등 감쇠 분포 시스템의 전체 사용

량에 해당하는 3.2×106×20=6.4×107(N‧s/m)으로 설정하

였다.

점성 감쇠기 비대칭 연계 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위

한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총 인구(population)는 

100을 사용하였다. 또한, 검색 반복에 해당하는 최대 

세대수(maximum generation)는 5,000을, 또한 동일한 최

적 설계변수가 반복되는 최대 횟수는 500을 사용하여, 

이를 초과할 시 최적화는 종료되도록 하였다.

4.1 감쇠시스템의 최적설계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적 설계를 수행한 결과를 

Figs. 3~4에 도시하였다. Fig. 3은 Type I의 최적 설계 

결과이며, Fig. 4는 Type II의 최적 설계 결과로서 최적

해들은 ‘○’ 마커로서 제시되어 있다. 최적 설계의 결

과는 기존 UDS의 감쇠용량과 최대 층간변위 응답에 

대한 비율로 표현하였으며, UDS도 ‘◆’마커를 이용하

여 함께 도시하였다. 따라서 Fig.3의 수평축과 수직축

의 값이 1인 경우는 두 구조물의 최대 층간변위 응답

이 UDS와 동일함을 나타낸다. 또한, Fig. 4에서 수직축

이 1인 경우는 UDS와 동일한 감쇠용량을 사용하였음

을 나타내며, 수평축은 2인 경우가 UDS와 두 구조물의 

변위응답 합이 동일함을 나타낸다. 

Fig. 3에서 Type I의 최적 설계 해들은 양 끝단의 일

부 해들을 제외하고는 수평축과 수직축에서 모두 1이

하가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제어성능은 

기존 UDS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Type I에 대하여 최적 

설계된 해들은 UDS와 동일한 감쇠용량을 사용하도록 

제한조건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해들은 결국 동일한 

제어용량 하에 개선된 제어성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Fig. 4의 수평축에서는 일부 2이상의 값을 보

Fig. 3. Type I optimization results.

Fig. 4. Type II optimization results.

이는 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UDS보다 작은 값을 보

이며 동시에 수직축도 1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UDS보다 작은 감쇠용량(수직축이 1이하인 경우)을 사

용하면서도 두 구조물의 최대 층간변위 응답 합도 

UDS보다 작게 저감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Fig. 3~4

의 결과들을 최적해의 순서대로 정렬하여 Fig. 5에 다

시 도시하였다. 여기서, 수직축의 값이 1이하인 경우가 

UDS보다 작은 응답과 작은 감쇠용량에 상응한다. Fig. 

5의 첫 번째 그림에서 Type I의 1번째~37번째 최적해

들까지와 Type II의 모든 최적해들이 1이하의 값을 보

임으로써 UDS보다 높은 제어성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Type I의 5번째~40번

째 최적해들과 Type II의 19~40번째 최적해들이 1이하

의 값을 보임으로써 역시 UDS보다 높은 제어성능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Type I의 모든 최적

해들이 1의 값을 보임으로써 UDS와 동일한 감쇠용량

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Type II는 

UDS보다 작은 감쇠용량을 사용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Type I은 UDS와 동일한 감쇠용량을 사용

하면서 빌딩 1과 빌딩 2에서 동시에 최대 층간변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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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s of u , u and total dampings with 
respect to solution number.

답을 UDS보다 더 줄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ype II는 UDS보다 훨씬 작은 감쇠용량을 사용하면서

도 UDS보다 빌딩 1과 빌딩 2의 최대 층간응답을 보다 

더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Type II의 

일부 해들(1번째~18번째 해들)이 빌딩 2에서 USD 시

스템보다 큰 응답을 보이지만 빌딩 1에서는 UDS보다 

작은 응답을 보이며 감쇠용량의 측면에서 이들 해들은 

UDS보다 훨씬 작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UDS보다 반드시 열등한 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성

능 측면에서 이들 해들이 빌딩 2에 대하여 열등하다고 

할 수 있으나 빌딩 1에 대해서는 우수하며, 또한 경제

성 측면에서도 다른 해들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해들은 감쇠용량과 제어성능의 측면에서 

볼 때 서로 상충하는 해들이라 할 수 있다.

4.2 감쇠시스템의 제어성능 평가

최적 설계된 여러 개의 최적해들 중에서 Type I의 

22번째 해와 Type II의 20번째 해를 대표적으로 선정하

여 각 층별 감쇠용량의 분포 및 응답 저감율을 UDS 

시스템과 비교하였다. 먼저 각 시스템의 층별 감쇠용

량 분포를 Fig. 6에 도시하였다. 수평축은 값의 편차가 

큰 관계로 로그척도로 도시하였다. Fig. 6에서 알 수 있

듯이, UDS 시스템은 두 구조물에 3.2×106(N‧s/m)의 동

일한 용량의 감쇠기를 설치한 반면, Type I과 Type II

는 빌딩 1의 1층에 각각 3.04×107(N‧s/m), 3.28×107(N‧

s/m), 빌딩 2의 1층에 각각 3.07×107(N‧s/m), 1.73×107(N

‧s/m)의 대용량 감쇠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층에는 약 

1/100수준의 매우 작은 소용량(105 수준) 감쇠기만을 

분포시키고 있다. 따라서 균등 분포보다는 저층부에 

가능한 대용량의 감쇠기를 배치하는 것이 동일 용량 

대비 제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각 시스템별 총 감

쇠사용량은 UDS는 6.4×107, Type I은 6.4×107, Type II

는 5.2×107으로서 Type I은 UDS와 동일한 용량을 사용

Fig. 6. Damping distributions of UDS, Type I and Type II 
systems along floors.

Fig. 7. Comparison of maximum floor displacements among 
UDS, Type I and Type II systems.

하는 반면, Type II는 UDS의 총 감쇠량에서 18.8%를 

절약하여 81.2%의 감쇠량만 사용하고 있다.

각 시스템별 두 구조물의 최대 변위응답을 Fig. 7에 

도시하였다. 층별 변위응답에서 UDS에 비해 제시하는 

두 시스템들(Type I과 Type II)이 보다 개선된 제어성

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Type I은 동

일한 감쇠용량을 사용하는 반면 두 구조물에서 모두 

UDS보다 높은 응답 저감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Type II는 빌딩 1에서는 UDS보다 개선된 응답 저감율

을 보이고 빌딩 2에서는 UDS와 유사한 응답 저감율을 

보이고 있으나 감쇠용량을 UDS보다 18.8% 적게 사용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역시 UDS보다는 우수한 제어시

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점성 감쇠기 비대칭 

연계 시스템은 두 구조물의 진동 거동 특성을 비대칭

으로 만들고 이로부터 유발되는 응답의 불균형을 연결 

감쇠기의 감쇠력으로 두 구조물에 상호 작용시킴으로

써 효율적으로 진동제어를 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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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전술한 제어거동의 장

점에 힘입어 기존 UDS보다 두 구조물에의 응답 저감

율을 훨씬 개선시키든지 또는 훨씬 적은 감쇠용량만을 

사용하면서도 기존 UDS에 유사한 또는 약간 개선된 

제어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및 고찰

이 연구에서는 인접한 쌍둥이 구조물의 진동제어를 

위한 방안으로 점성 감쇠기를 이용한 새로운 비대칭 

연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시하는 시스템의 최적 

설계 방법으로는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다목적 최적 

설계기법을 도입하였으며, 성능에 기반하는 이중목적

함수 및 용량의 제한조건을 갖는 접근법(Type I)과 성

능과 용량에 기반하는 제한조건이 없는 접근법(Type 

II)의 2가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인접하는 쌍둥이 10층 건물에 대한 수치해석 예제로

부터 첫 번째 접근법(Type I)에 따라 최적 설계된 시스

템이 기존 균등 감쇠 분포 시스템(UDS)보다 제어성능 

측면에서 상당 수준으로 개선된 결과를 제시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두 번째 접근법(Type II)에서는 하

나의 빌딩에 대해서는 UDS와 유사하면서 다른 빌딩에 

대해서는 UDS보다 제어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고 동시

에 감쇠용량을 큰 폭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제안하는 시스템은 비용과 성능 

측면에서 인접하는 쌍둥이 구조물의 효율적 진동제어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두 가지 목적함수는 주

어진 감쇠시스템의 설계문제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Type I은 발

주자로부터 고정된 비용을 제시받은 경우에 주어진 비

용을 사용하여 두 구조물의 응답저감 효율을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Type II는 발주자로 하여금 비용과 제어성능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양한 감쇠분포시스템을 선택하도

록 최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설계기법으로부터 설계자는 선

택적으로 감쇠기의 최적분포 시스템의 설계문제를 다

룰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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