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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D와 LCVA의 설계 라미터에 한 실험  평가

Experimental Evaluation of Design Parameters for TLCD and LC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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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액체형 기둥감쇠기의 감쇠계수와 제어력에 참여하는 유효질량을 시스템 식별기법

을 이용하여 정량 으로 평가하 다. 먼 , 두가지 형태의 동조액체형 기둥감쇠기를 제작하여 진동  실험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수조내부 액체의 수 를 변화시켜 가면서 조화하  가진실험에 의한 감쇠기의 동 특성을 실험 으로 구하 다. 

마지막으로 수치해석 모델과 실험결과와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에 의해 수 변화에 따른 감쇠기의 감쇠비와 유효질량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 시스템 식별결과로부터 감쇠비와 유효질량이 감쇠기의 수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핵심용어 : 동조액체 기둥감쇠기, 액체기둥 진동흡진기, 시스템 식별, 감쇠비, 유효질량

Abstract

In this paper, damping coefficients and effective masses of tuned liquid-type column dampers were quantitatively evaluated 

based on experimental results by using system identification technique. First, shaking table tests were peformed for two types of 

tuned liquid-type column dampers. Then,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dampers used in this study were experimentally grasped 

from harmonic wave excitation testing results of the dampers with various water level. Finally, damping ratios and effective 

masses of the dampers with varying water level were quantitatively evaluated from minimizing the errors between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It was confirmed from system identification results that damping ratio and effective mass are decreased as the 

water level of dampers is increased.

Keywords : tuned liquid column damper, liquid column vibration absorber, system identification, damping ratio, 

effective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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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동형 감쇠기로서 질량형 감쇠기와 액체형 감쇠기가 구조

물의 동 응답 진동제어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Soong and 

Dargush, 1997). 동조액체감쇠기(Tuned Liquid Damper, 

이하 TLD라 함), 동조액체 기둥감쇠기(Tuned Liquid 

Column Damper, 이하 TLCD라 함.) 그리고 액체기둥 진

동흡진기(Liquid Column Vibration Absorber, 이하 

LCVA라 함)와 같은 액체형 감쇠기는 질량형 감쇠기에 비해 

제작, 설치  유지 리 측면에서 유리하여 여러 건물에 용

되고 있다. TLCD와 LCVA는 TLD의 단 인 제어력에 참여

하는 액체의 유효질량을 증가시키기 한 감쇠기로서, 수직기

둥부분과 수평기둥부분을 왕복하는 액체의 운동주기를 구조물

의 주기에 동조시켜 동 응답을 감소시킨다. TLCD는 Sakai 

등에 의해 소개된 이후(Sakai 등, 1989)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해석   실험 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Battista 등, 

2008; Shum, 2008; Yalla, 2000). TLCD는 수직과 수평

기둥부분의 단면 이 동일한 반면 LCVA는 두 단면 이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결과 으로, TLCD는 단면 이 동일한 

LCVA의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LCVA는 Watki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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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Watkins, 1991), Hitchcock 등에 

의해 더욱 발 되어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Chang 등, 1998a, 1998b; Gao 등, 1997; Hitchcock, 

1997a, 1997b; Wu 등, 2005).

기존의 TLCD  LCVA에 한 연구는 부분 수치해석

인 연구에 집 되어 있으며, 실험 인 연구도 실험체의 동

조진동수의 확인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TLCD  LCVA

는 수조내부의 액체가 기본 으로 비선형으로 거동하기 때문

에, 액체형 감쇠기의 주요한 설계 라미터인 감쇠기 자체의 

감쇠계수  구조물에 제어력으로 작용하는 유효질량을 정량

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진은 액체형 감쇠

기 련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이성경 등, 2008; 허재성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TLCD  LCVA의 주요한 설계

라미터가 되는 감쇠기 자체의 감쇠계수, 감쇠비, 유효질량 

그리고 제어력에 참여하는 유효질량비 등을 정량 으로 평가

하 다. 본 연구에서는 TLCD  LCVA 수조내부 액체의 

수 를 변화시켜 가면서 진동 를 이용하여 조화하  가진실

험을 실시하 다. 진동 에서 측정한 가속도와 진동 와 실

험체 사이에 설치된 로드셀로부터 계측한 힘사이의 달함수

를 실험 으로 구하 다. 그리고 수치해석 모델과 실험결과

와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 화방법에 의해 수 변화에 따른 

감쇠기의 설계 라미터들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 

2. 진동  실험

2.1 동조액체형 기둥감쇠기 실험체

본 연구에서는 진동  실험을 수행하기 해서 2가지 종

류의 동조액체형 기둥감쇠기를 제작하 다. 하나는 수평과 

수직기둥의 단면 이 동일한 TLCD이고, 다른 하나는 두 단

면 이 서로 다른 LCVA를 진동  실험에 사용하 다. 제작

된 동조액체형 기둥감쇠기의 형상은 그림 1과 같다. 여기서, 

는 수평기둥부분의 폭, 는 수직기둥부분의 폭, 는 수

평기둥부분의 심선 길이, 는 감쇠기의 비를 나타낸다. 

표 1은 제작된 두 종류 감쇠기의 치수를 나타낸다. TLCD

는 수평과 수직기둥부분의 단면 을 동일하게 하기 해서 

각각의 폭을 동일하게 제작하 다. LCVA는 동일한 비에 

해서 수평기둥에 수직기둥의 폭의 비를 0.4가 되도록 제작

하여 각각의 기둥의 단면 을 달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각각의 감쇠기에 해서 표 2와 

같이 100～170mm까지 9단계로 수 를 변화시켜 가면서 

진동  실험을 실시하 다.

(a) 단면 

(b) 측면

그림 1 동조액체형 기둥감쇠기의 형상

치수

종류
    

TLCD 1.0 45 45 145 380

LCVA 0.4 18 45 145 311

표 1 동조액체형 기둥감쇠기의 종류와 치수(단 ：mm)

수

()
100 107 114 121 128 140 150 160 170

표 2 수 변화(단 ：mm)

2.2 실험결과

액체형 감쇠기 자체의 동 특성은 화이트노이즈와 같은 불

규칙가진  조화하 과 같은 정  가진에 의해 악할 수 

있으며, 진동 는 이와 같은 하 들을 손쉽게 구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진동  테이블에 설치한 

가속도계  감쇠기와 진동  사이에 설치한 로드셀로부터 

계측되는 힘을 이용하여 동조액체형 기둥감쇠기의 동 특성

을 실험 으로 측정하 다. 

조화하  가진실험에 의해 액체형 감쇠기의 동 특성을 구

하기 해서는 진동수를 변화시켜가면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먼  화이트노이즈 가진실

험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감쇠기의 동 특성이 탁월하

는 역을 추출하 다. 이러한 결과, TLCD 실험체는 0.9～

1.5Hz사이의 진동수 역 그리고 LCVA 실험체에 해서는 

0.8～2Hz사이의 진동수 역에 해서 0.01Hz 간격으로 

진동수를 변화시키면서 조화하  가진실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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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횡방향 입력진동을 받는 동조액체형 기둥감쇠기

로드셀
로드셀지그

진동대

가속도계

그림 2 진동  실험 개략

그림 3 수 변화에 따른 TLCD의 동 특성

그림 4 수 변화에 따른 LCVA의 동 특성

조화하  가진실험에 의해 동 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상 실험체의 정상상태응답을 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

간으로 가진하여야 한다. 한, 측정된 데이터의 처리도 정상

상태응답만을 상으로 하여 양질의 동 특성을 구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진동수에 해서 100 간

의 조화하 을 가진하 다. 동 특성을 구하기 해서는 

체 100  동안의 데이터 에서 후반부 60  동안 측정한 

시간 역 데이터를 이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동조액체형 기둥감쇠기의 동 특성은 진

동 에서 측정한 가속도에 한 로드셀에서 계측한 힘의 비

를 달함수로 나타내었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TLCD

와 LCVA 내부 물의 수 변화에 따라 계측한 달함수를 나

타낸다. 수 가 높아짐에 따라 물의 유효길이가 커져서 수조

내부에서 왕복운동하는 물의 진동수가 감소한다.

3. 동 특성 식별

3.1 LCVA의 운동방정식

동조액체형 기둥감쇠기는 수평기둥과 수직기둥으로 구성되

어 U자형의 수조내부에 액체를 포함하고 있다. 액체가 U자

형의 수조를 따라 왕복운동하며, 이러한 주기를 구조물의 주

기에 동조시켜 주 구조물의 횡방향 진동에 지를 흡수하는 

감쇠기이다. 그림 5는 횡방향 입력진동을 받는 LCVA를 나

타낸다. 횡방향 입력가속도 에 의해 가진되는 LCVA 내

부 액체의 운동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Watkins 등, 1991; 

Hitchcock 등, 1997a).


 






 (1)

여기서, 는 수조내부 액체의 변 이다. ,  그리고 

는 각각 액체의 도, 수두손실계수와 력가속도를 나타낸

다. 와 는 각각 수평기둥과 수직기둥의 길이를 나타내

며, 와 는 각각 수평기둥과 수직기둥 부분의 단면 을 

나타낸다. 는 수평기둥에 한 수직기둥의 단면  비로서, 

로 표 된다.   일 경우가 수평기둥부분과 수직기

둥부분의 단면 이 동일한 TLCD를 나타낸다. 수조내부 액

체의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2)

여기서, 수조 내부 액체의 유효길이    이다.

식 (2)을 이용하여 식 (1)을 간단히 표 하면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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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100mm (b) H=107mm (c) H=114mm

(d) H=121mm (e) H=128mm (f) H=140mm

(g) H=150mm (h) H=160mm (i) H=170mm

그림 6 TLCD 실험체에 한 식별결과


 






  (3)

   (4)

   (5)

3.2 등가선형화를 이용한 수치해석 모델

식 (3)은 좌변에 비선형 감쇠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 (3)을 이용하여 그림 3과 4와 같은 동조액체형 기둥감쇠

기의 동 특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해서는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선형 감쇠의 등

가선형식(Gao 등, 1997; Wu 등, 2005)을 이용하여 액체

형 기둥감쇠기의 동 특성을 식별하 다.





  (6)

   




 (7)

단, LCVA 내부 액체의 운동은  로 표 되

며, 는 가진진동수이다.

한편, 그림 2와 같이 진동 에 의해 가진될 때, 로드셀로

부터 계측되는 힘은 수조내부 액체 에 의한 성력, 수조 

자체  로드셀과의 연결부의 질량 에 의한 성력 그리

고 수평기둥부분의 질량 에 의한 성력들의 합으로 표

된다.

  


 (8)

식 (8)을 라 라스 변환하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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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100mm (b) H=107mm (c) H=114mm

(d) H=121mm (e) H=128mm (f) H=140mm

(g) H=150mm (h) H=160mm (i) H=170mm

그림 7 LCVA 실험체에 한 식별결과

여기서, 는 라 라스 변수 이다.

식 (9)으로부터 입력가속도 에 한 로드셀로부터 계

측된 힘 의 비는 다음과 같다.




 





(10)

한편, 식 (6)으로부터 입력가속도 의 라 라스 변환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11)

식 (11)을 식 (10)의 우변에 입하여 를 소거하

면,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2)

식 (12)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가속도에 한 로드

셀로부터 측정된 힘의 달함수를 구한다.







(13)

  
 

 
 


 (14)

 
 

 (15)

그림 6  그림 7은 식 (13)～식 (15)에 의해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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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감쇠계수

(b) 등가감쇠기

그림 8 TLCD 실험체에 한 감쇠 련 식별결과

(a) 감쇠계수

(b) 등가감쇠비

그림 9 LCVA 실험체에 한 감쇠 련 식별결과

달함수를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진동실험으로부터 계측된 

달함수를 비교한 것으로서, 두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도된 식 (13) 

～식 (15)의 해석 인 달함수에 의해 TLCD  LCVA의 

실제 인 동 거동을 잘 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3 감쇠계수  등가감쇠비

본 연구에서는 TLCD  LCVA 실험체에 해서 측정값

인 로서 각각 19.25kg과 18.3kg을 사용하여, ,  

그리고 값을 식별하 다. 

그림 8과 그림 9는 식 (13)～식 (15)에 의해 식별된 감

쇠계수와 이 값을 식 (7)에 입하여 구한 등가감쇠비를 나

타낸다. TLCD와 LCVA의 두 경우 모두 감쇠기 내부 액체

의 수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수 가 증가할수록 감쇠기 자체의 주기가 길어지며 유체의 

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속도에 비례하는 감쇠계수도 

자연히 감소하는 것으로 단된다. TLCD의 감쇠계수는 수

변화에 따라서 3～4N·s/m의 범 를 보이며 LCVA의 감

쇠계수는 3.5～5.5N·s/m의 범 를 나타낸다. 한, 감쇠기 

자체의 감쇠비를 살펴보면 TLCD의 감쇠비는 2.4～3.6%인 

반면 LCVA는 4～6%의 감쇠비로서 동일한 수 에 해서 

TLCD의 경우보다 더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평기둥 부분과 수직기둥 부분의 단면  비가 서로 다른 꺽

이는 부분에서의 수조 내부의 액체의 흐름에 교란이 발생하

여 감쇠비 증가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3.4 유효질량

LCVA가 구조물에 설치될 경우, 식 (6)과 같이 우변에 나

타난 수평질량 에 의한 성력이 제어력으로서 구조물에 

달된다. 한, 등가선형화된 식을 나타내는 식 (6)을 변형

하여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16)

식 (16)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체 물의 질량 에 

한 수평기둥 부분의 물의 질량 의 비율이 구조물의 횡

방향 진동제어에 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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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평기둥 부분의 물질량

(b) 수평기둥 부분의 물질량/ 체 물질량

그림 10 TLCD 실험체에 한 유효질량 식별결과

(a) 수평기둥 부분의 물질량

(b) 수평기둥 부분의 물질량/ 체 물질량

그림 11 LCVA 실험체에 한 유효질량 식별결과

에 참여하는 질량들을 식별하 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각각 TLCD와 LCVA실험체의 제어

력에 참여하는 질량들을 식별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실험체에 한 수평기둥부분의 물의 질량은 수조자체의 형

태로부터 결정되는 것으로서, TLCD는 2.0kg LCVA는 

2.5kg이다. 하지만, 시스템식별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10(a)

와 그림 11(a)와 같이 수 가 증가함에 따라 수평기둥부분의 

물질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수 가 증가함에 따라 수조

내부 액체의 주기가 길어져서 동 운동이 둔화됨에 따른 결과

로 단된다.

그림 10(b)와 같이 TLCD 실험체의 수평기둥부분의 제어

력 참여율은 30∼52%인 것에 비해, 그림 11(b)와 같이

LCVA 실험체의 수평기둥부분의 제어력 참여율은 40∼60%

로서 TLCD 실험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TLCD와 LCVA

의 주요 설계 라미터인 감쇠비와 제어력을 발휘하는 액체의 

질량비를 정량 으로 평가하 다. 먼 , 수조내부 액체의 수

를 변화시켜 가면서 조화하  가진실험을 수행하여 감쇠기

의 동 특성을 실험 으로 구하 다. 이러한 실험결과와 본 

연구에서 유도돤 감쇠기의 달함수와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시스템 식별기법을 용하여 수 변화에 따른 감쇠기의 감쇠

계수, 감쇠비, 수평기둥부분의 질량  유효질량비를 정량

으로 평가하 다. 이러한 식별 라미터들은 감쇠기의 수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과 수직기둥의 단면비가 0.4  1.0 

인 경우에 해서만 수조내부의 수 변화에 따른 감쇠비와 

유효질량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 추후 연구로서, 여러 가

지 단면비를 갖는 LCVA에 한 실험을 바탕으로 한 실험식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액체형 감쇠기는 기본 으로 

비선형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진입력의 크기  실

험모형의 크기에 따른 비선형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이에 

한 경험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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