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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ontrol performance of a Tuned Liquid Mass Damper(TLMD)  manufactured to reduce the 

orthogonal bi-directional responses of building structures was experimentally evaluated. the TLMD using only one 

control device reduce bi-directional responses of building structures by making the TLMD behave as TMD and TLCD 

to the strong and weak axial direction of building structures. first, the control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forcing 

sinusoidal waves to a test model that the TLMD is installed on the scale-downed building structure. Second, the 

real-time hybrid shaking table test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vibration control system made 

up of numerical part as a scale-downed building structural model and a physical experimental part as a TLMD. the 

superiority of bi-directional vibration control performance of the manufactured TLMD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uncontrolled and controlled results of thes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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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조 질량 감쇠기(Tuned Mass Damper, TMD)(1), 동

조 액체 감쇠기(Tuned Liquid Damper, TLD)(2)그리고 

동조 액체 기둥 감쇠기(Tuned Liquid Column Damper, 

TLCD)(3)는 초고층 구조물의 지진응답과 풍응답 제어 분

야에 적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 TMD, TLD와 

TLCD는 다방향의 진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 

또는 특별한 형태의 제어장치를 사용해야했다. Mahendra 

P. Singh(4)는 여러 방향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한 건

물의 비틀림을 제어하고자 방향별로 TMD를 설치하는 

MTMD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비틀림의 제어를 위해 댐퍼

의 질량비, 진동수비, 감쇠비, 설치위치 등의 최적 설계변

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Y. Fujino(5) 등은 MTLD의 최적 

진동수비, TLD의 최적 개수 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제어장치들은 설치비용과 공사비 등이 

과다해 지며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

한다. 대만 타이페이 101의 진자형식의 TMD는 건물의 

강축과 약축이 구조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뒤따른다. 또한 제어장치의 설치에 따

른 설치공간의 많은 소요로 건물사용에 있어서 비효율성

이 커지게 된다.(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1개의 제어장치만으로 건물의 강축과 약축 방향으로 각각 

TMD와 TLCD로 거동하도록 하여 양방향을 동시에 제어

하는 복합형 동조액체질량감쇠기(Tuned Liquid Mass 

Damper, TLMD)를 제안한다. 그리고 실시간 하이브리드 

진동대 실험법으로 TLMD의 제어성능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TLMD의 가장 큰 특징은 TLCD거동은 물론 TLCD 

외벽과 물의 질량을 면진 고무패드의 강성을 이용하여 

TMD거동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설

계한 것이다. 

현대적 초고층 구조물에는 지진하중이나 풍하중 같은 

불규칙하중이 언제라도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초고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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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의 거동을 기존의 이론적 배경만으로 분석하여 구조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따른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실험을 통

한 연구분석이 필히 요구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건축구조물의 서로 직교하는 2방향의 응답

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작된 복합형 동조액체질량감쇠기

(TLMD)의 진동제어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제작된 

TLMD는 1개의 제어장치만을 이용하여 건물의 강축과 약축 

방향에 대해서 각각 TMD와 TLCD로 거동하도록 함으로써 

2방향의 응답을 동시에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먼저, 축

소설계된 구조물의 상부에 TLMD가 설치된 실험모델에 조화

하중을 가진하여 제어성능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축소설

계된 구조물 모델은 수치해석하고 나머지 부분인 TLMD를 

물리적인 실험체로 이용하여 전체 진동제어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으로부터 계측한 비제어 및 제어실험결과들을 비교하여 

제작된 TLMD의 2방향 진동제어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특히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법은 실험체의 크기와 무

게제한, 그리고 경제성으로 인한 실물크기 구조물의 동적 실

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TLMD의 진동제

어 성능평가에 있어 실제 축소건물에 설치하여 제어성능을 

평가하는 실험은 실험체 제작의 상사법칙적용과 많은 비용 

등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험기기의 크기 및 중량 등

의 문제점이 발생된다.(8) 그리고 비선형성이 있어 수학적으

로 정확히 모델링하기 힘든 TLD, TMD와 같은 질량형 제어

기의 제어특성 및 성능확인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2. TLMD 실험체 개요

Fig. 1의 TLMD는 포스코 뉴송도 시티 Tower 1A에 

설치될 제어장치의 1/20 크기의 축소모델이다. 모든 제반 

구조해석과 설계는 미리 수행되었다. 타워의 x방향과 y방

향의 고유진동수는 각각 0.182Hz와 0.162Hz이며 1차 모

드 질량은 34,000ton 이다. 그리고 제어장치의 총질량은 

600ton이다.

Table 1 Similitude law applied to TLMD model

Quantity Dimension Scaling Factor

Length  1:20

Mass  1:20 =1:8000

Frequency(Hz)  1:1/ 20 =1:0.223

Damping Ratio - 1:1
  

  Table 1의 상사법칙을 적용하면 단자유도 구조물의 x방

향과 y방향의 고유진동수는 각각 0.82Hz와 0.73Hz이며 질

량은 4,250kg이다. x방향 강성은 110,000 N/m, y방향 강

성은 88,000N/m이다. x방향과 y방향 동일하게 감쇠비 2%

를 적용하여 각각 x방향 감쇠계수는 910 N․sec/m, y방향 

감쇠계수는 770 N․sec/m으로 하였다.

Fig. 1 Concept of TLMD

TLMD의 TMD방향과 TLCD방향의 고유진동수는 각각 

0.82Hz와 0.73Hz이다. 그리고 방향별 참여질량은 각각 

75kg과 32kg이며 참여 질량비는 각각 1.8%와 0.8%이다. 

설계된 질량 600ton의 TMD를 축소모델의 질량비로 나누

면 다음과 같이  m=75kg, k=1990(N/m)가 된다. 그러나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면진고무의 스팩(G=4.5kgf/㎠)을 사

용하여 계산하게 되면 면진고무의 강성은 22,183(N/m)으

로 요구강성의 10배 이상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구강성 

(개당 500(N/m))을 얻기위해 DRB업체에 고무제작을 의뢰

하였다. Table 2는 식(1)과 식(2)를 이용하여 정리한 

TLMD의 설계변수이며 Fig.2는 완성된 TLMD 실험체이다.

( )2
12k m fπ=                                     (1)

( )2
1

2
2

gL
fπ

=
                                     (2)

Fig. 2 Photograph of the manufactured TL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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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ign parameters of TLMD

Rubber's stiffness 1952.24(N/m)

TLMD's Liquid length 0.98m

TLMD's mass 75kg  

3. 축소 실구조물 실험 

3.1 축소 실구조물 실험법

초고층 건물에 대한 TLMD의 풍응답 제어성능을 검토하

기 위한 것이다. Fig.3은 실험 개념도로 하이브리드 실험법

과의 차이점은 수치해석으로 대신했던 구조물 부분을 실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실험이 실행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조

물에 TLMD를 설치하여 응답제어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TLMD의 x방향 TMD제어와 y방향 TLCD제어 즉, 양방향 

제어성능을 보이는지 결과를 분석한다. TMD의 고유주기는 

0.82Hz이며 TLCD의 고유주기는 0.73Hz이다.

Fig. 3 Conceptual view of experimental set-up

3.2 실험 계획

Fig. 4는 반력벽에 설치된 실험체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

으로부터 엑추에이터, 스프링, 4ton 질량체, TMD용 고무패

트, TLCD 실험체, 스프링 순으로 조립되어 있다.

Fig. 4 Photograph of the installed TLMD

Fig. 5는 실험체에 설치된 Dynamic Actuator, 

Actuator LVDT, TLMD LVDT, 구조물 LVDT를 보여주

고 있다. 또한 같은 장비에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였다.

TLMD의 질량은 75kg이며 1,2차 모드 고유진동수는 각

각 0.73Hz, 0.82Hz이다. 그리고 고무의 강성은 2000N/m

이다. 그리고 질량체의 무게는 약 4.25ton이다. 강성은 Fig. 

6에서와 같이 구조물 양단에 설치된 스프링 강성 과 를 

합한 것이다. 1차 모드 고유주기 0.73Hz에서는 11,000 

N/m의 강성을 갖는 스프링 8개를 연결하여 88,000N/m이

며 2차 모드 고유주기 0.83Hz에서는10개를 연결하여 

110,000N/m 이다.

   

    (a) Dynamic Actuator      (b) Actuator LVDT

    

   (c) TLMD LVDT          (d) Structure LVDT

Fig. 5 Measuring instrument


  × ×      (3)

Fig. 6 (a)의 질량체의 자유물체도에 따른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0)( 1221111 =−−++ xxkxkxcxm ss &&&             (4)

  (a)Mass                    (b)Actuator

Fig. 6 Free-body diagram

Fig. 6 (b)의 가진 실험은 변위제어 형식으로 이루어지므

로 가진기에 작용하는 하중 및 반력와 상관없이 다음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sin(2 tfAx eπ=                          (5)

여기서, 와 는 각각 가진 크기와 가진 진동수(Hz)이

다. 식(5)를 식(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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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2111 tAkxkxcxm esss ω=++ &&&              (6)

여기서, 는 가진 각속도(rad/s) 이다. 

3.3 계측계획

본 실험에서는 엑츄에이터(Actuator)를 사용하여 가진 변

위를 4mm로 고정한 후, 0.1～3.0 Hz를 0.05 Hz 간격으로 

가진하고,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파악을 위해 0.70～0.89Hz 

까지 0.01Hz 간격으로 200초 이상 가진하였다. 가진을 통

해 나타난 구조물 및 TLMD의 응답에 대한 계측에는 가속

도 및 변위 센서 등을 사용하였고, 계측된 아날로그 신호는 

각각의 Amp를 통해 증폭시킨 후, AD 보드를 통해 디지털 

신호로 저장한다.

4.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 

4.1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법

실시간 하이브리드 진동대 실험은 TLMD와 연결된 전

체구조물을 제어장치와 제어되는 구조물로 구분하여 

TLMD가 설치된 상단실험부와 하부구조물 수치해석부로 

나눠진다. 

먼저 진동대에 설치된 TLMD에 전단형 로드셀을 설치

한다. 그리고 가진되는 동안 로드셀의 하중응답은 제어 

컴퓨터에 피드백되어 수치해석부분인 구조물의 상부층의 

하중으로 실시간 가진하게 된다. 여기서 수치해석부의 구

조물은 TLMD에서 계측한 제어력으로 제어된다.

4.2 수치해석부 구조물 및 진동대 동적특성 보상 

진동대는 제어컴퓨터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채널을 

통한 제어신호에 따라 움직이며, 이때 제어컴퓨터 내부의 

명령신호와 진동대에서 측정된 신호는 서로 상이한 증폭

과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Fig. 7의 진동대 전달함수 정

의(7)를 통해 Fig. 8의 동적특성 보상(7)을 위한 역전달함수

를 설계하고 진동대와 명령신호와의 동적특성을 상쇄시키

기 위해서 진동대의 백색잡음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9

의 점선과 같이 진동대에서 측정된 가속도신호를 입력으

로하고 명령신호를 출력으로 하는 진동대의 역전달함수(7)

를 측정하였고, Fig. 9의 실선과 같이 제어컴퓨터에 반영

하기 위해 이를 필터화 하였다. 결과적으로 필터화한 5차

의 진동대 역전달함수는 식(7)과 같고(7) 이는 진동대와 

명령신호간의 동적특성을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Fig. 10은 진동대 역전달함수의 위상(7)을 나타낸다.

5 4 3 2
1

5 4 3 2

0.6 94 10,746 498,200 167,124 108,216( )
204 15,900 8,252 4,676 405n

s s s s sG s
s s s s s

− + + + + +
=

+ + + + +     (7)

Fig. 7 Definition of the transfer function of shaking 

table

Fig. 8 Compensation using the inverse transfer 

function of shak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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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transfer function of shaking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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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hase of inverse transfer function

Fig. 11은 El Centro 지진파를 명령신호로 진동대를 

가진했을 경우 실제 진동대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계측된 

가속도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7) 합리적으로 진동대의 동

적특성이 상쇄되었음을 보여준다.

Fig. 11 Comparisons of the reference and the 

measured accel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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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esign of the controller for the real-time hybrid shaking table testing

                                      

4.3 실험 계획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에서 구조물에 가진되는 입력은 

조화하중 가진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앞절에서의 단자

유도 수치해석부 구조물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titFkxxcxm −=++ &&&                       (8)

여기서, 은 구조물의 질량, 는 감쇠계수 그리고 는 

강성이며 는 가진하중 는 로드셀에서 계측하는 

TLCD 및 TMD의 제어력이다.

식(8)을 상태공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고 1층의 절대

가속도를 출력하는 출력방정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Fig. 13 Photograph of the real-time hybrid shaking 

table testing

 

                                     (9)

                                   (10)

여기서, 는 상태변수이며   이고 는 입력벡

터로   이다. 그리고 는 1층의 절대가속

도이며  행렬은 각각 다음과 같다.




  
 



                           (11)

 


  
 



                                           (12)

                                               (13)

                                                (14)

   

수치해석부 구조물과 진동대 역전달함수를 포함하여 

Fig. 14와 같이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 가진 설계를 하

였다. 그리고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은 실험체에서 계측

되는 응답을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진동대를 구동하여 움

직이므로 노이즈 및 위상오차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위상

과 컴퓨터 계산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sampling rate

를 1,000Hz 환경으로 MATLAB Simulink의 Real-Time 

Window Target을 이용하여 설계하고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을 진행하였다. 

4.4 계측계획  

TLMD 실험체는 일축 진동대에 의해 가진되며, 전단형 

로드셀이 진동대에 부착되어있고, 진동대의 동적특성을 

모니터하기 위해 진동대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였다. 데

이터 수집과 디지털 제어는 실시간 디지털 신호 처리기

(DSP)를 통해 수행된다. 데이터 수집 보드의 주된 업무는 

측정된 가속도 및 로드셀 전단력 데이터 등을 측정하여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는 기능과 제어용 프로그램에 의

해 계산된 명령신호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수집은 8채널 BNC-2110 BNC케이블 

커넥터가 연결된 AD/DA보드인 NI DAQcard-6036E로 

수집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436



 

y(n)=Cx(n)+Du(n)
x(n+1)=Ax(n)+Bu(n)

inverse shaking table

Xc

To WorkspaceIn1 Ou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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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
interaction force (N)

input load (N)

y(n)=Cx(n)+Du(n)
x(n+1)=Ax(n)+Bu(n)

SDOF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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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mat

From File

Analog
Output

Analog Output
National Instruments

DAQCard-6036E [auto]

Analog
Input

Analog Input
National Instruments

DAQCard-6036E [auto]

Fig. 14 Design of the MATLAB Simulink

5. 결과 분석 및 비교 

5.1 축소 실구조물 실험 결과

TLMD 설치 유무에 따른 구조물의 가속도 및 변위의 제

어응답을 비교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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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Displacement in the frequency domain 

(TM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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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cceleration in the frequency domain 

(TMD direction) 

Fig. 15와 16은 각각 TMD거동으로 인한 단자유도 구

조물의 제어(실선) 및 비제어(점선)시의 주파수별 변위와 

가속도 응답 이력을 보여준다. Fig. 15는 주파수별 최대 

변위 이력으로 제어성능지수는 0.18이며 Fig. 16은 주파

수별 최대 가속도 결과로 제어성능지수는 0.20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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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isplacement in the time domain (TMD 

direction, 0.83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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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cceleration in the time domain (TMD 

direction, 0.83Hz)

Fig. 17과 18은 TMD거동으로 인한 단자유도 구조물의 

제어 및 비제어시의 변위 와 가속도 시간이력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TMD의 동조된 주파수 0.83Hz에

서 구조물 변위와 가속도의 제어된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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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Displacement in the frequency domain 

(TLC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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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Acceleration in the frequency domain 

(TLCD direction) 

Fig. 19와 20은 각각 TLCD거동으로 인한 단자유도 구

조물의 제어(실선) 및 비제어(점선)시의 주파수별 변위와 

가속도 응답을 보여준다. Fig. 19는 주파수별 최대 변위 

이력으로 공진시 제어성능지수는 0.29이며 Fig. 20은 주

파수별 최대 가속도로 공진시 제어성능지수는 0.3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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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Displacement in the time domain (TMD 

direction, 0.73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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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cceleration in the time domain (TMD 

direction, 0.73Hz)

Fig. 21과 Fig. 22에서 알 수 있듯이 TMD의 동조된 

주파수 0.73Hz에서 구조물의 변위와 가속도 모두 제어된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2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 결과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에 따른 TLMD의 가속도 및 변

위의 제어성능을 비교 평가 하였다. x방향과 y방향 제어 

즉, 양방향 제어성능을 보이는지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제어성능으로부터 TMD와 TLCD의 고유주기가 각각 

0.82Hz와 0.73Hz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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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Displacement in the frequency domain by 

the real-time hybrid testing (TM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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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Acceleration in the frequency domain by 

the real-time hybrid testing (TMD direction) 

Fig. 23과 Fig. 24는 각각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법에 

따른 TMD거동의 제어(실선) 및 비제어(점선)시의 주파수

별 변위와 가속도 응답을 보여준다. Fig. 23은 주파수별 

최대 변위 응답으로 제어성능지수는 0.22이며 Fig. 24는 

주파수별 최대 가속도 응답으로 제어성능지수는 0.22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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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Displacement in the time domain by the 

real-time hybrid testing (TMD direction, 0.83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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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Acceleration in the time domain by the 

real-time hybrid testing (TMD direction, 0.83Hz)

Fig. 25와 26은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법에 따른 

TMD거동의 제어 및 비제어시의 변위 와 가속도 시간이력

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TMD의 동조된 주파

수인 0.83Hz에서 비제어시 최대응답의 약 78%를 제어한 

효과를 변위와 가속도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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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Displacement in the frequency domain by 

the real-time hybrid testing (TLC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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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Acceleration in the frequency domain by 

the real-time hybrid testing (TLCD direction) 

Fig. 27과 Fig. 28은 각각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법에 

따른 TLCD거동의 제어(실선) 및 비제어(점선)시의 주파수

별 변위와 가속도 응답을 보여준다. Fig. 27은 주파수별 

최대 변위 응답으로 제어성능지수는 0.29이며 Fig. 28은 

주파수별 최대 가속도 응답으로 제어성능지수는 0.30이였

다. TLCD거동에서도 변위와 가속도 제어성능이 0.29와 

0.30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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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Displacement in the time domain by the 

real-time hybrid testing (TLCD direction, 0.73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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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Acceleration in the time domain by the 

real-time hybrid testing (TLCD direction, 0.73Hz)

   Fig. 29와 30에서 알 수 있듯이 TLCD의 동조된 주파

수인 0.73Hz에서 비제어시 최대응답의 약 70%를 제어한 

효과를 변위와 가속도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3 결과 비교

TLMD의 제어성능 평가를 위해 , , , 의 값을 

축소 실구조물 실험과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 결과를 비

교하였다. 이 값은 각각 식(15)~식(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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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비제어와 제어시의 변위이며 

와 는 각각 비제어와 제어시의 가속도이다.

Table 3 Control performance of real-structure test

TMD TLCD

effective mass 1.8% 0.8%

Peak Value
 0.18 0.29

 0.20 0.30

RMS Value
 0.17 0.28

 0.17 0.27

Table 4 Control performance of real-time hybrid test

TMD TLC

effective mass 1.8% 0.8%

Peak Value
 0.22 0.30

 0.22 0.29

RMS Value
 0.23 0.31

 0.23 0.31

Table 3과 4는 각각 실구조물 실험과 실시간 하이브리

드 실험을 통한 TLMD의 제어성능을 평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실구조물 실험 결과와 하이브리드 실험 결과중 과 

를 비교하였다. TLCD제어시 0.29와 0.30로 거의 비슷

한 결과가 나왔으나 TMD제어시 실구조물 실험결과는 각

각0.18와 0.20였으나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결과는 각각 

0.22와 0.22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오차가 0.2~0.4으

로 아주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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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Uncontrolled Displacement comparison in 

the time domain between the real-structure test and 

real-time hybrid test (TMD direction)

6. 결론 

실구조물 실험과 하이브리드 실험을 통해 TLMD의 

양방향 제어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x방향인 TMD거

동에서는 비제어시 최대응답의 약 80%를 제어하여 제

어성능지수가 0.20으로 확인 되었으며 y방향인 TLCD

거동에서는 비제어시 최대응답의 약 70%를 제어하여 

제어성능지수가 0.30으로 확인 되었다. 두 실험에서 모

두 참여질량 대비 TLCD의 성능이 뛰어났다. 그리고 

TMD와 TLCD의 동조 주파수가 각각 0.82Hz와 

0.73Hz로 확인 되었다.

실시간 하이브리드 실험에 따른 의 가속도 및 변위의 

제어성능을 실구조물 실험결과와 비교 평가 하였다. 

TLCD제어시 peak value 값으로 계산된 제어성능지수 

과 는 0.29와 0.30로 0.1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TMD제어시 실구조물 실험결과와의 오차가 0.2~0.4으

로 커졌으나 전체적으로 오차가 작아 하이브리드 실험

결과의 신뢰성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RMS value 값으

로 계산된 제어성능지수인 이나  간의 오차가 0.5

로 발생하였으나 실험당시 TLMD의 튜닝오차와 외부환

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거라 생각된다. 그리고 수치

해석상의 실험체 질량, 강성 및 감쇠비의 미세한 오차

로 Fig. 31과 같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수렴시간의 차이

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오차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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