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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concept of damped outrigger system has been proposed for tall buildings.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design method of this system were not sufficiently investigated to date. In this study, control performance of damped 

outrigger system for building structures subjected to seismic excitations has been investigated. And optimal design method 

of damped outrigger system has been proposed using 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 To this end, a simplified numerical 

model of damped outrigger system has been developed. State-space equation formulation proposed in previous research was 

used to make a numerical model. 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s has been employed for optimal design of the stiffness 

and damping parameters of the outrigger damper. Based on numerical analyses, it has been shown that the damped 

outrigger system control dynamic responses of the tall buildings subjected to earthquake excitations in comparison with a 

traditional outrigg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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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은 풍하중이나 지진하중을 

받는 고층건물의 횡방향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구조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약 73%의 건물이 아웃리거 시스템

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 아웃리거 시

스템이 적용된 대표적인 해외 건물로는 ICC 

(International Commerce Center, 490m, 118층), 

Jin Mao Tower(420.5m, 93층) 등이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인 목동 하이페리온(254m, 69

층), 동북아 무역센터(305m, 68층)에도 아웃리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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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적용되었다2)
. 아웃리거 시스템에 대한 기존

의 연구는 주로 최적의 설치위치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3),4)
. 최근에는 전통적인 아웃리거 

시스템에서 <Fig. 1>과 같이 외곽 기둥과 아웃리거 

사이에 댐퍼를 설치하는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이 제

안되어 고층건물의 풍응답 제어에 사용된 바가 있

다5)
. 이 경우에는 풍진동을 제어하는데 매우 효과적

이고 물량감소로 경제성도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Fig. 1> Concept of outrigger dampe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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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송도에 

건설된 동북아무역센터(NEATT)에 아웃리거 댐퍼

를 설치하여 사용한 바가 있다7). 동북아무역센터는 

지상 68층에 높이 305m로서 횡하중에 대한 저항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웃리거 시스템을 사용하

였는데 고층건물에 적용된 아웃시거 시스템에서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코어 전단벽과 외곽기

둥의 부등축소로 인해 아웃리거와 외곽기둥 접합부

의 응력이 증가할 수 있다. 동북아무역센터에서는 

이러한 응력의 흡수를 주목적으로 하여 아웃리거 

댐퍼를 설치하였다.

<Fig. 2> Outrigger damper in NEATT7)

<Fig. 3> Differential column shortening in 

outrigger system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

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된 아

웃리거 댐퍼시스템의 제어성능 분석이나 해석 및 

설계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김병전 등1)은 건

축물의 풍진동 제어를 위한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강성과 감쇠가 복합적

으로 거동하면서 발생하는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의 

응답특성을 검토하였고 아웃리거 댐퍼의 최적위치

와 적정용량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Chen 

등8)은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이 설치된 고층건물의 

해석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웃리거 댐

퍼의 최적설치위치 및 적정용량을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 커브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해석적 방법

으로 접근하여 일반 엔지니어가 연구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웃

리거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아웃리거 시스템은 동적응답이 

구조물의 강성분포에만 의존한다. 또한 고층건물의 

동적응답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감쇠를 사

용한 기존의 댐퍼에 대한 연구는 감쇠만을 고려하

면 되므로 비교적 명료하게 연구가 수행될 수 있었

다. 그러나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은 강성과 감쇠가 

복합적으로 거동하고 특히 아웃리거 댐퍼의 강성증

가는 변위응답을 저감시킬 수 있지만 가속도응답은 

오히려 증가시키는 등 쉽게 최적설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진하중

을 받는 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아웃리거 댐퍼시스템

의 동적응답 저감성능을 검토하고 감쇠기의 최적 

강성 및 감쇠값을 찾는 설계기법을 제안하고자 한

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감쇠기 강성의 증감에 따라서 

구조물의 동적변위 및 가속도응답이 서로 상반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하나의 최적설계값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역 최적

화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다목적 유전자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아웃리거 댐퍼의 강성 및 감쇠비에 대

한 설계변수를 최적화하였다. 

2. 수치해석모델

지진하중을 받는 고층건물에 대한 아웃리거 댐퍼

시스템의 진동제어성능을 검토하고 최적설계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아웃리거 모델을 단순화한 축소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단순모델은 김병전 등1)의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로 고층건물의 동적응답에 아웃리거 댐

퍼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매개변수 연구에 매

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수평하중에 대한 전단력은 전단벽

에 의해서만 부담되고 전단벽 코어의 강성은 탄성

계수(E), 단면2차모멘트(I) 및 전단벽의 높이(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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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결정된다. 슬래브나 보에 비해서 아웃리거의 

상대적인 강성이 매우 크므로 축소모델에서는 전단

벽 코어와 외곽기둥을 연결하는 부재로 아웃리거 

하나만으로 가정하였으며 길이는 L이고 강체로 모

형화하였다. 

<Fig. 4> Simplified outrigger damper model

외곽기둥부재의 수직방향 강성에 비하여 아웃리

거 댐퍼의 강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기 때문에 

아웃리거 단부와 외곽기둥 연결부분의 강성은 아웃

리거 댐퍼의 강성(Kd)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웃리거 

단부와 외곽기둥의 접합부에서 수직방향 변형이 가

능한데 아웃리거 단부의 수직변형은 아웃리거의 회

전각도( )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Fig. 4>에서 아

웃리거 댐퍼의 감쇠는 Cd로 나타내었다.

선행 연구1)에 사용된 축소모델의 운동방정식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고 이 식은 다음과 같이 하중

을 받는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의 수평변위()와 아

웃리거가 회전하는 각도( )로 표현된다.





 

 


 








                 (1)

여기서, E는 전단벽 코어의 탄성계수, I는 단면2차 

모멘트, H는 건물의 높이, f는 수평하중, T는 회전 

모멘트이다. 식 (1)의 두 번째 행을 전개하면 회전모

멘트 T는 다음의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2)

이 회전모멘트는 아웃리거 단부에 설치된 댐퍼에 

의한 모멘트 Td와 같게 되며 식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아웃리거 팔길이(L)와 회전변형( )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Kd는 외곽기둥의 강성이며, F는 아웃리거 

댐퍼에 발생하는 감쇠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점성감쇠기를 사용하므로    ×
로 표현

되며 Cd는 점성감쇠기의 용량을 나타낸다. 식 (2)의 

T와 식 (3)의 Td이 같다는 관계에 의해서 수평변위

()와 아웃리거 회전각( )의 관계를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를 구조물의 운동방정식 식 (5)에 

대입하면 아웃리거 회전각( )에 대한 상태방정식 

식 (6)을 얻을 수 있다.

  


 
 

 


     (4)

  

                (5)






















 






  
   













    










 





 






                 (6)

여기서,   


 
 

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상태방정식을 MATLAB 버

전 R2011a와 SIMULINK를 사용하여 모형화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하여 El Centro (1940, NS) 지진하중

을 사용하였으며 <Fig. 5>에 지진하중의 시간이력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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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l Centro (1940) earthquake

3.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한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의 최적화

아웃리거 구조시스템이 적용된 고층건물에 풍하

중과 지진하중 같은 동적 횡하중이 가해질 경우에 

아웃리거 시스템 및 외곽기둥의 강성이 증가할수록 

최상층의 최대변위는 일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

러나 강성이 적정수준을 지나서 매우 커지게 되면 

고층건물의 사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속도응답

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1)

 따라서 아웃리거 댐퍼의 

강성증가는 구조물의 변위응답은 감소시킬 수 있지

만 가속도응답은 증가하기 때문에 유일한 최적설계

값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아웃리거 댐퍼에 

의해서 추가로 댐퍼의 감쇠력이 외곽기둥의 강성과 

복합적으로 구조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아웃리거 최적설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 유전자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대부분의 최적화알고리즘은 직렬적 검색방법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탐색할 수 있는 것

과 달리 유전자알고리즘은 개체군 안의 여러개의 

개체들이 동시에 탐색공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

할 수 있다9,10). 구조공학분야의 최적화 문제들은 비

선형 문제가 대부분이다. 한 요소의 변화가 전체 시

스템에 주는 영향은 작을 지라도 여러 요소들이 함

께 변화할 때 요소들의 조합이 전체 시스템에 주는 

영향은 크게 된다. 유전자알고리즘의 병렬탐색 특성

은 매우 방대한 적합도지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요

소들의 조합이 있음에도 작은 부분만을 표본 삼아

서 짧은 시간안에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준

다. 또한 많은 지역해(Local optimum)를 가진 복잡

한 문제에 있어서 유전자알고리즘은 지역해에서 빠

져나와 전역해(Global optimum)를 찾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된 알고리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의 최적화 

문제는 한 개의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는 것으로 표

현되지 못하고 변위응답과 가속도응답사이에 상호

교환(Trade-off)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목적 최적화

로 표현될 수 있다. 유전자알고리즘은 이러한 다목

적 최적화문제의 해결에 매우 효과적으로 특히 앞

서 언급한 병렬탐색특성이 다목적함수 최적화에서 

동등한 여러개의 해를 찾아낼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의 최적설계

를 위하여 다목적 유전자알고리즘의 기법 중 하나

인 NSGA-II를 이용하였다. Deb 등10)에 의하여 제

안된 NSGA-II는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다목적 유전자알고리즘의 대표적 기법이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다목적 문제에 적용할 때, 모집단에서 

생존할 개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단일 목적 최적화 문제와 달리 다목

적 문제는 여러 목적함수가 존재하므로 각 개체의 

적응도를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NSGA-II 알고리즘은 기존의 NSGA 알고

리즘의 단점을 보완한 기법으로, 비지배해 정렬방법

의 복잡도가 감소하였으며, 군집거리(Crowding 

Distance)를 도입하여 각각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

로 배분하도록 하였고, 현재 세대의 최적해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엘리티즘이 적용되었다. NSGA-II

가 다른 유전자 알고리즘과 구별되는 특징인 다양

성 유지방법에 대해서 <Fig. 6>에 나타내었다.

Objective 1

O
bj

ec
tiv

e 
2

Diversity Along Front

 - 1st Front: Non-Dominated Front (Rank = 1)
 - 2nd Front: Dominated by 1st Front (Rank = 2)
 - 3rd Front: Dominated by 2nd Front (Rank = 3)

La
ter

al 
Dive

rsi
ty

<Fig. 6> Types of GA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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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GA-II를 이용한 최적화 과정을 <Fig. 7>에 

나타내었다11,12)
.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NSGA-II

의 실행 단계는 첫 번째 단계로 초기 모집단을 선정

하고 종료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한다. 종료 조건

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토너먼트 선별(Tournament 

selection), 재생산(Reproduction) 등을 통해 자손집

단을 생성하고, 모집단과 자손집단을 결합하여 새로

운 집단을 생성한다. 그리고 Fast non-dominating 

sort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비지배해를 정렬하

고, 정렬된 비지배 프론트와 군집거리 계산을 통해 

선별 과정이 이루어진다. 선별된 집단에 대하여 교

차와 돌연변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진화할 모집단

이 결정되고, 적합도 평가가 이루어진다. 위의 과정

을 종료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Fig. 7> Optimization flowchart of NSGA-II

본 연구에서는 아웃리거 댐퍼의 강성(Kd)과 감쇠

(Cd)를 설계변수로 하여 다목적 최적화를 수행하였

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조물의 변위응답과 가속도

응답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최대치 

변위응답(J1)과 RMS 가속도응답(J2)을 저감시키는 

것을 최적화 목적으로 삼았다. 두 목적함수는 아웃

리거 댐퍼가 설치된 경우의 응답을 설치되지 않았

을 때의 응답으로 나누어 정규화된 비율(%)로 나타

내었다. 따라서 목적함수의 값이 100보다 작을 때에

는 해당 응답을 아웃리거 댐퍼가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아웃리거 댐퍼의 지진응답 제어성

능평가

본 연구에서는 NSGA-II를 이용하여 아웃리거 댐

퍼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지진응답 제어성능을 검토

하여 보았다.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한 다목적 최적

화작업에서 한 세대를 이루는 개체군은 100개로 구

성하였으며 최적화는 500세대까지 수행하였다. 우

선 아웃리거 댐퍼의 감쇠값을 ‘0’으로 두고 강성만

을 변화시킨 최적화작업의 결과를 <Fig. 8>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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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ptimization with ‘0’ damping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웃리거 댐퍼의 강

성이 변함에 따라서 변위응답 및 가속도응답은 서

로 상반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아웃리거 댐퍼의 강

성이 증가하면 아웃리거와 외곽기둥과의 접합을 강

하게 하여 구조물의 횡방향 강성이 증가하므로 변

위응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변위응답과는 반대

로 가속도응답은 증가하므로 모든 개체의 가속도 

목적함수(J2)가 10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최적화

과정에서 아웃리거 댐퍼의 강성 용량 범위는 매개

변수 연구를 통하여 강성의 변화에 따라서 구조물

의 응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을 결정하였고 

이는 10
6
 N/m에서 6x10

7 
N/m의 범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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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조물에 추가되는 점성감쇠는 동적

변위응답 및 가속도응답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추가감쇠가 

사용된다면 해석적으로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실제 구조물에 적용가능성은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댐퍼의 용량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Fig. 9>에서는 아웃리

거 댐퍼의 다양한 감쇠용량에 따른 구조물의 최적

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아웃

리거 댐퍼의 점성감쇠값이 증가할수록 변위응답 및 

가속도응답의 제어성능이 동시에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감쇠용량에 대하여 강성이 변

함에 따라 변위응답 및 가속도응답의 저감효과가 

반비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강

성의 변화가 구조물의 응답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감쇠용량이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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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ptimization with various 

damping constants

앞의 결과에서 아웃리거 댐퍼를 적절하게 설계하

기 위해서는 댐퍼의 감쇠용량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김병전 등1)이 제안한 

구조물의 전도모멘트(M1)와 감쇠력으로 발생하는 

회전모멘트(M2)를 매개로 표현하는 방법을 도입하

여 제어성능을 분석하여 보았다. 전도모멘트(M1)는 

다음의 식 (7)과 같이 구조물의 높이(h), 수평변위

(H)와 전단벽 코어의 강성(K)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강성 K는 최대 밑면전단력을 최상층 최대변위로 나

누어서 구한다.

  ××                      (7)

감쇠력으로 발생하는 회전모멘트(M2)를 나타내기 

위해서 식 (2)의 회전모멘트(T)를 ‘0’으로 두면 회전

각과 수평변형과의 관계를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회전각속도( )는 구조물의 고유 각진동수( )

를 이용하여 식 (9)로 표현된다.

 

                              (8)



                             (9)

댐퍼가 운동하는 아웃리거 단부의 수직변위를 x

로 놓으면 이에 대한 회전모멘트는 식 (10), (11)과 

같다. 식 (11)에 식 (9)를 대입하여 수평변위(u)에 관

한 회전모멘트로 정리하면 식 (12)와 같다.

   ×× 
                         (10)

 
                                   (11)

 
 
                        (12)

전도모멘트(M1)와 감쇠력으로 발생하는 회전모멘

트(M2)의 비율을 모멘트비율()로 표현하면 식 (1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반대로 미리 모멘트비율

()이 결정된다면 아웃리거 댐퍼의 감쇠용량은 식 

(14)로 표현될 수 있다.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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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비율()에 따라서 아웃리거 댐퍼의 감쇠용

량(Cd)을 결정하고 이를 <Fig. 4>에 나타낸 축소모

델에 적용하였을 때 구조물의 응답이 변화하는 경

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각 모멘트비율에 따른 변위응답 시간이력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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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splacement time histories with 

various moment ratios

그림을 보면 모멘트비율의 값이 증가할수록, 즉 

아웃리거 댐퍼의 감쇠용량이 증가할수록 변위응답

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진

초기의 천이상태 응답보다 지진의 후반부에 발생하

는 최대응답을 아웃리거 댐퍼가 매우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에 나타낸 변

위시간이력 그래프에서는 각 모멘트비율에 따른 응

답저감효과를 정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정확

한 저감비율을 검토할 수 없었다. 따라서 <Table 1>

에 모멘트비율별 최대치 및 RMS 변위응답을 아웃

리거 댐퍼가 없는 구조물에 대한 저감비율로 나타

내어 정량적 성능검토를 해보았다. 

<Table 1> Response reduction ratio

Moment 
ratio ()

1% 2% 5% 10%

Peak 
response

85.0 78.1 56.1 35.1

RMS 
response

76.9 64.3 43.9 28.8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대치 변위응답 및 RMS 

변위응답이 모멘트비율의 증가에 따라서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RMS 응답이 더 효과적으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멘트비율이 1%-2% 정도만 

되어도 매우 큰 응답저감 효과를 볼 수 있고 5%가 

되면 최대치 및 RMS 응답을 50% 내외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응답저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아웃리거 댐퍼의 감쇠용량을 얻기 위해서는 모멘트

비율 5%의 값을 식 (14)에 넣고 계산하면 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아웃리거 시스템에 추가

적인 댐퍼를 설치한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의 구조적 

특성 및 동적응답 제어성능을 분석하였고 이 시스

템의 최적설계를 위하여 다목적 유전자알고리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이 적용된 고층건물을 단순화한 축소 수

치해석모델을 사용하였고 역사지진하중에 대한 동

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아웃리거 댐퍼 및 외곽기둥의 강성의 증가는 

지진하중을 받는 고층건물의 동적변위응답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었지만 가속도응

답은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아웃리거 댐퍼의 점성감쇠용량 증가를 통하

여 변위응답과 가속도응답을 동시에 효과적

으로 저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점성감쇠 

용량이 증가할수록 강성의 변화가 구조물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다목적 유전자알고리즘을 아웃리거 댐퍼의 

최적설계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한 번의 최적

화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파레토 최적해 설계

안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얻은 

다수의 설계안 중 적절한 설계안을 엔지니어

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매개

변수 연구 및 단일목적 최적화에 비하여 설계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본 연구를 통해서 아웃리거 댐퍼시스템이 고

층건물의 동적응답을 제어하는데 분명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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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충분한 저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댐퍼의 용

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는 경제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아

웃리거 댐퍼의 제어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을 판단된다. 또한 

풍응답 제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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