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2011.2)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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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TMD를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는 퍼지제어알고리즘을 개발하기 하여 다목  유 자알고리즘

을 이용한 최 화기법을 제안하 다. 제구조물로는 풍하 을 받는 76층 벤치마크건물을 선택하 다. 스마트 TMD를 구

성하기 하여 100kN 용량의 MR 감쇠기를 사용하 고, 스마트 TMD의 진동주기는 제구조물의 1차모드 고유진동주기에 

맞추어 조율되었다. MR 감쇠기의 감쇠력은 제구조물의 풍응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퍼지제어기를 통해서 조 된다. 퍼

지제어기의 입력변수는 75층의 가속도 응답과 스마트 TMD의 변 응답으로 하 고, 출력변수는 MR 감쇠기로 달되는 

명령 압으로 하 다. 퍼지제어기의 최 화를 하여 다목  유 자알고리즘인 NSGA-II 기법이 사용되었고, 이때 75층의 

가속도 응답과 스마트 TMD의 변 응답을 목 함수로 사용하 다. 최 화 결과, 구조물의 풍응답과 STMD의 변 응답을 

동시에 히 제어할 수 있는 다수의 퍼지제어기를 얻을 수 있었다. 수치해석을 통해서 스마트 TMD의 성능이 수동 

TMD에 비하여 월등히 뛰어남을 알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샘  능동 TMD보다 더 우수한 제어성능을 발휘하 다.

핵심용어 : 풍응답제어, 고층건물, 스마트 TMD, 퍼지논리제어, 다목  유 자알고리즘

Abstract

In this study, an optimization method using 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MOGA) has been proposed to develop a fuzzy 

control algorithm that can effectively control a smart tuned mass damper(TMD). A 76-story benchmark building subjected to wind 

load was selected as an example structure. The smart TMD consists of 100kN MR damper and the natural period of the smart 

TMD was tuned to the first mode natural period of the example structure. Damping force of MR damper is controlled to reduce the 

wind-induced responses of the example structure by a fuzzy logic controller. Two input variables of the fuzzy logic controller are 

the acceleration of 75th floor and the displacement of the smart TMD and the output variable is the command voltage sent to MR 

damper. 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NSGA-II) was used for optimization of the fuzzy logic controller and the acceleration of 

75th story and the displacement of the smart TMD were used as objective function. After optimization, a series of fuzzy logic 

controllers which could appropriately reduce both wind responses of the building and smart TMD were obtained. Based on 

numerical results, it has been shown that the control performance of the smart TMD is much better than that of the passive TMD 

and it is even better than that of the sample active TMD in some cases.

Keywords : wind response control, supertall building, smart TMD, fuzzy logic control, 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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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물이 고층화될수록 지진하 보다 풍하 의 향이 상

으로 커지므로 고층건물은 주로 풍하 에 의해서 구조설

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풍하 에 한 구조물의 내풍성능 향

상에 한 연구는 재까지  세계 으로 범 하게 이루

어져 왔다. 근래에는 구조물 자체의 강성이나 연성을 증 시

키는 소극 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구조물에 다양한 제진기술

을 용함으로써 외력의 향을 제진장치의 에 지 소산으로 

변화시키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층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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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응답을 제어하기 한 여러 가지 제어장치 에서 동조질

량감쇠기(Tuned Mass Damper; TMD)는 기능의 단순성, 

경제성, 제어성능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건물에 다양

한 형태로 용되어 왔다(Kareem 등, 1999; Nishitani 

등, 2001; Dyke, 2005). 제진장치에 한 연구는 수동형 

제진기술에 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능동형 제진기술  

능동형 제진기술에 한 연구로 발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

각의 제진기술의 장 을 혼합한 하이 리드 제진기술에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진기술의 한 분야로 80년  

반 이후 구조물의 진동제어에 한 연구는 스마트 구조물

(smart structures)이라는 분야로 발 되어 왔다. 이 연구 

분야는 구조물이 생명체와 같이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stability)  신뢰성(reliability)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며 이러한 스마트 구조의 용 분야는 

우주 구조물, 잠수함, 로  등 기계분야에서 교량, 빌딩 등의 

건축·토목분야로 차 확 되고 있다. 재까지 건축  토목

분야에서 가장 리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 제어장치는 MR 

(magnetorheological) 감쇠기로서 이 제어장치를 이용한 

스마트 면진장치  스마트 TMD(Smart Tuned Mass 

Damper; STMD)에 한 연구가 해석  실험 으로 수행

된 바 있다(Koo, 2003; Narasimhan 등, 2006; Koo 등, 

2006; Nagarajaiah, 2009).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STMD

가 수동 TMD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제어성능을 나타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능동 TMD와 비교될 만큼 우수한 제어성능

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능동 스마트시

스템을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해서는 한 제어알고리즘

이 필요하다.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제어알고리즘은 통

인 능동 제어알고리즘인 그라운드훅(groundhook)  

스카이훅(skyhook) 제어알고리즘으로서 계산과정이 간단하

고 제어효과도 비교  우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개발

되어 용되고 있다(Koo 등, 2004). 이 외에도 능동제어이

론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clipped-optimal 제어알고리즘, 

Lyapunov 안정이론에 근거한 제어알고리즘, 분산화된 뱅뱅

(bang-bang)제어알고리즘, 최  에 지소산 제어알고리즘 

등이 사용된 바 있다(Jansen & Dyke, 2000). 비록 최근

에 능동  스마트 제어기법에 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

어 왔지만 퍼지제어알고리즘과 같은 지능형 제어기의 활용에 

한 연구는 범 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TMD를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알고리즘을 개발하기 하여 다목

 유 자알고리즘(multi-objective genetic algorithm; 

MOGA)을 사용하여 최 화된 퍼지제어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제안된 제어알고리즘  STMD의 제어성능을 검토하기 

하여 풍하 을 받는 76층 벤치마크건물을 제구조물로 선

택하 다. 퍼지제어기는 구조물의 응답을 기반으로 하여 실

시간으로 STMD의 제어력을 조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는 제구조물의 풍가속도응답과 STMD의 동 변 응답을 

퍼지제어기의 입력변수로 선택하 고 MR 감쇠기로 달되는 

명령 압을 출력변수로 선택하 다. 이때 퍼지제어기로부터 

생성되는 명령 압은 선택된 입력변수의 응답 크기에 따라서 

퍼지추론과정을 거쳐서 실시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풍하 에 한 고층건물의 진동제어 문제에 있어서 구조물

의 응답을 감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지만 진동제어장

치의 과도한 응답은 실제 구조물에 용성과 제어장치의 안

정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구조물 응답의 감과 함께 

STMD와 같은 진동제어장치의 응답을 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응답뿐만 아

니라 STMD의 응답을 이는 것을 목 으로 하는 다목  최

화 과정을 통해서 퍼지제어기를 개발한다. 이러한 퍼지제

어기는 문가의 지식에 기반하여 개발할 수도 있지만 최

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어기를 개발하는 일은 합한 퍼지 소

속함수(membership function)를 선택하고 퍼지제어규칙을 

찾아내기 하여 수많은 반복과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야 하

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술한 바와 같이 MOGA를 사용하여 퍼지제어

기를 최 화한다. 유 자알고리즘은 다수의 개체를 이용하여 

최 화 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STMD의 응답  건물의 응답을 동시에 이고자 하는 

다목  최 화문제에 합한 방법이다. 최근까지 여러 연구

자들에 의하여 다목  최 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 자

알고리즘이 제시되었다. 그 에서 본 연구에서는 NSGA-II 

(a fast elitist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 

(Deb 등, 2000)를 이용하여 최 해 집합을 찾는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방법  내용을 통하여 벤치마크문제에

서 제시한 설계제한조건  제어장치의 최 제어력과 허용변

를 만족하는 효과 인 제어시스템을 제안하 다. 

2. 제구조물  스마트 TMD

2.1 76층 제구조물  성능평가기

본 연구에서 선택한 제 고층건물은 그림 1에 나타낸 76층

의 풍응답제어 벤치마크건물이다(Yang 등, 2004). 구조형식

은 횡하 에 항하는 철근콘크리트 코어와 수직하 에 항

하는 철근콘크리트 골조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총 질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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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구조물

153,000ton이고 건물의 높이와 폭의 비율은 306.1/42=7.3

으로 세장하여 풍하 에 큰 향을 받는다. 벤치마크문제에서 

제구조물은 수직 캔틸 버 보요소로 모형화된다. 세장한 벤

치마크건물은 1차 모드 거동이 지배 이기 때문에 건물의 최

상층에 STMD를 용하여 건물의 풍응답을 제어하는 것이 효

율 일 것이다.

벤치마크문제에서는 호주의 시드니 학교 토목공학과 내의 

풍동실험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에 의하여 얻은 풍하 을 

사용하고 있다(Samali 등, 2004).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측정된 압력계수를 풍하 으로 변환하 고 제어시스템의 성

능평가를 해서 풍 직각방향 풍하  데이터를 사용하 다. 

벤치마크문제의 제어목표는 최  층가속도는 15cm/sec2이하 

그리고 RMS 층가속도는 5cm/sec2이하로 하는 것이고 76

층은 기계실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므로 75층까지의 응답

만을 검토 상으로 한다. 제어장치의 최  제어력  RMS 

제어력을 각각 300kN과 100kN이하로 제한하고 제어장치

의 최  허용변   RMS 허용변 를 95cm  30cm이하

로 제한하여 보다 실제 으로 제어장치의 성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 다.

벤치마크문제에서는 12개의 성능평가지수(-)를 제시

하여 각 제어장치  제어알고리즘의 성능을 객 으로 비

교할 수 있도록 하 다. 각 평가기 은 제어된 구조물의 응

답을 제어하지 않은 구조물의 응답으로 나 어 정규화된 값

으로 표 되므로 평가지수가 작을수록 제어장치의 제어성능

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처음 6개(-)의 평가지수는 벤

치마크건물의 RMS(root mean square) 응답에 한 제어

성능을 나타내고 -까지는 최 치 응답에 한 평가지수

를 나타낸다(Yang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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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층의 RMS 가속도, 는 제어하지 않은 

건물의 75층 RMS 가속도,  는 제어하지 않은 건물의 

층 RMS 가속도,  는 층의 RMS 변 ,  는 제어하지 

않은 건물의 층 RMS 변 , 은 제어장치의 RMS 변 , 

는 제어장치의 속도, T는 체 분시간, 는 RMS 

제어력, 는 층의 최 변 , 는 제어하지 않은 건물의 

층 최 변 , 는 층의 최 가속도, 는 제어하지 않

은 건물의 층 최 가속도, 은 제어장치의 최 변 , 

는 최 제어력을 나타낸다.

2.2 스마트 TMD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동 TMD의 

구성요소인 성감쇠기를 신하여 MR 감쇠기를 사용하여 

STMD를 구성한다. MR 감쇠기를 모형화하기 해서는 일

반 으로 사용되는 Bouc-Wen 모델을 사용하 고, 이 모델

을 사용하여 표 되는 MR 감쇠기의 힘-속도 계를 그림 3

에 나타내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MR 감쇠기의 최  감쇠력은 약 

100kN이고, 이 값은 제구조물의 효과 인 제어를 해 

반복해석을 통하여 결정하 다. MR 감쇠기의 감쇠력은 감쇠

기로 달되는 명령 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사용된 MR 감

쇠기는 0V의 압이 달될 때 최소 감쇠력을 나타내고 5V

의 압에서 최  감쇠력을 나타낸다. 벤치마크문제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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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R 감쇠기를 사용한 STMD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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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0kN MR 감쇠기의 힘-속도 계

시한 샘  TMD  능동 TMD(ATMD)와 본 연구에서 제

시한 STMD의 제어성능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해서 

STMD의 질량을 샘  TMD  ATMD의 질량과 동일하게 

500ton으로 놓고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STMD의 진동수

는 제구조물의 1차모드 진동수와 동일한 0.16Hz로 두었

고 STMD는 제구조물의 지붕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3. 제어알고리즘

3.1 퍼지제어알고리즘

STMD를 구성하기 하여 사용된 MR 감쇠기를 제어하기 

해서는 한 제어기가 필요하다. 비록 MR 감쇠기가 능동

제어장치와 같이 제어신호에 의하여 감쇠력을 조 할 수 있지

만 통 인 능동제어 알고리즘을 스마트 능동 제어장치인 

MR 감쇠기에 직  용할 수 없다. 재 제시된 능동 제어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기법으로는 능동제어이론에 기반하여 매 

순간 감쇠력의 소산성을 단하고 이에 따라 류의 세기를 

on-off의 2단계만으로 조 하는 clipped-optimal 제어기법

이나 변 와 상 속도의 부호를 이용하여 조 하는 그라

운드훅  스카이훅 제어기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

은 용하기가 간단하면서도 어느 정도 효과 이라는 장 을 

가지지만 감쇠기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감쇠기에 입

력되는 압을 최 값 는 최소값으로만 결정한다. 이는 MR 

감쇠기의 이력거동을 모사하는 비선형 미분방정식으로부터 매 

순간 원하는 감쇠력을 발휘하는 류의 양을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퍼지제어기법은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

  가속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퍼지추론과정을 거쳐서 구

조물의 상태를 악함으로써 매 순간 보다 효율 인 제어성능

을 발휘하도록 MR 감쇠기에 입력되어 감쇠력을 결정하는 명

령 압을 실시간으로 조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퍼지제어기를 사용하여 MR 감쇠

기에 달되는 명령 압을 조 하 다.

퍼지제어기를 설계하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사용할 퍼지추론타입을 선택하고 입력과 출력의 개수를 

결정한다. 둘째, 각각의 입력과 출력에 하여 소속함수

(membership function)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퍼지제어

규칙을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추론타입으로 Mamdani 

퍼지모델을 사용하 고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STMD의 

변 와 75층의 가속도를 입력변수로 사용하고 MR 감쇠

기를 제어할 압신호를 출력변수로으로 사용하 다. 입력과 

출력변수의 소속함수는 가우스함수를 사용하 고 소속함수의 

형태와 퍼지제어규칙은 다음에 설명할 MOGA를 사용해서 최

화하 다.

3.2 스카이훅과 그라운드훅 조합 제어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제안한 MOGA로 최 화된 퍼지제어알고리즘

의 제어성능을 비교검토하기 하여 표 인 능동 제어알

고리즘인 스카이훅  그라운드훅 제어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비교 상 제어기를 구성하 다. 스카이훅  그라운드훅 제

어알고리즘의 개념도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카이훅 제어알고리즘은 STMD와 연결된 감쇠기

를 하늘에 고정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MR 감쇠기의 

감쇠력을 조 함으로써 구조물의 응답보다는 STMD 자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데 효과 이다. 일반 으로 이 제어알고

리즘은 지반과 격리되어 움직이는 구조체의 응답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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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카이훅  그라운드훅의 개념도

시키는데 효과 이므로 자동차의 가시스템이나 스마트 면

진장치를 제어하는데 효과 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

여 그라운드훅 제어알고리즘은 그림 5(b)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구조물에 연결된 감쇠기를 지반에 고정시킨 것과 같은 효

과를 내도록 MR 감쇠기의 감쇠력을 조 한다. 따라서 그라운

드훅 제어알고리즘은 구조물의 응답을 감시키는데 효과 이

다. 두 제어알고리즘은 평형 치에 한 STMD의 변 () 

 주구조물의 변 ()와 두 구조체의 상 속도( )의 

계를 이용하여 식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간단한 수

식으로 정의된다. 식 (1)과 (2)는 스카이훅 제어알고리즘에

서 감쇠력을 결정하기 한 조건식이며, 식 (3)과 (4)는 그라

운드훅 제어알고리즘의 조건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MR감쇠

기를 사용하여 STMD를 구성하므로 제어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된 제어명령을 바탕으로 MR 감쇠기로 달되는 명령

압을 조 한다. 따라서 아래의 식에서 는 5volt를 

은 0volt를 의미한다. 두 제어기 모두 구조물과 STMD의 변

  속도의 단순한 계산으로 제어명령을 결정하므로 계산

량이 매우 작아서 실시간 제어에 상당히 유리하다. 벤치마크

문제의 제어목표는 구조물의 응답을 이는 것이지만 제어장

치의 응답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두 제어기에 의하여 결정

된 MR 감쇠기의 감쇠력을 하게 조합해서 사용한다.

   ≤  (1)

     (2)

   ≥  (3)

     (4)

STMD의 변 를 이는데 합한 스카이훅과 제구조물

의 풍응답을 이는데 합한 그라운드훅 제어기에서 결정된 

제어명령을 하나의 제어명령으로 조합하기 하여 본 연구에

서는 두 개의 제어명령을 조합하는데 가장 보편 으로 사용

되는 가 합(weighted sum)방법을 사용하 다. 각 제어명

령에 가 치를 두어 합하는 가 합방법은 식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0에서 1사이의 가 치()를 이용하여 손쉽게 두 

제어명령을 조합할 수 있다.

  (5)

여기서, 는 스카이훅 제어기에 의해서 결정된 명령 압

이고 는 그라운드훅 제어기에 의해서 결정된 명령 압

이다. 이러한 가 합 방법의 장 은 매우 간단히 두 제어명

령을 조합할 수 있고 가 치를 변경함으로써 손쉽게 두 제어

기의 참여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 치가 커지면 

스카이훅 제어기의 참여도가 증가하고 그라운드훅 제어기의 

참여도가 약해지므로 STMD의 동 변 는 감소하고 구조물

의 풍응답이 증가하게 된다. 반 로 가 치가 작아지면 그라

운드훅 제어기의 참여도가 크지므로 제구조물의 풍응답이 

감소하게 된다. 식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 치가 ‘0’인 

경우에는 순수한 그라운드훅 제어기를 나타내고 가 치가 ‘1’

인 경우에는 순수한 스카이훅 제어기를 나타낸다.

4. MOGA를 이용한 퍼지제어기의 최 화

4.1 다목  최 화  목 함수

STMD가 설치된 고층건물의 풍응답을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는 퍼지제어기의 설계목 은 구조물의 풍응답을 이는 

것과 STMD의 동 변 를 허용치 이하로 이는 것으로 크

게 나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하나의 목 을 만족시키

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성능지표에 하여 동시에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 해를 찾는 다목  최 화로 생각

할 수 있다. 다목  최 화의 기본 인 문제 은 목 들이 

서로 상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목 들 사

이에 상치 계(trade-off)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한 목 에 한 성능 향상은 다른 목 에 한 손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STMD의 동 변 를 감소시키기 해서

는 MR 감쇠기로 달되는 명령 압을 크게 하여 감쇠력을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STMD의 

움직임이 어들어 주구조물의 풍응답을 제어하는 효과가 

감된다. 이와 같이 STMD를 제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치

계가 STMD의 동 변 와 주구조물의 동 응답(주로 가속

도) 사이에서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  최 화

의 목 함수로써 제구조물의 75층 가속도와 STMD의 변

를 선택하 다. 제구조물의 최상층(76층) 응답 신에 75층 

응답을 선택한 이유는 벤치마크문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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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SGA-II를 이용한 퍼지제어기의 최 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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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염색체의 구성

상층에는 사람이 주거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상에서 제외되

기 때문이다. 다목  최 화 문제에서 하나의 최 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일련의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해

의 집합( 토 최 해)이 존재하게 된다. 구조공학과 련

된 다목  최 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구조엔지니어

가 한 개의 최 해보다는 구조설계의 안으로서 토 최

해 집합에 더 큰 심을 가질 것이다. 유 자알고리즘은 

많은 수의 개체(해)들을 이용하여 최 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최 해를 동시에 찾는데 유 자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Schaffer가 다목  

최 화 문제에 유 자알고리즘을 용한 이후로 많은 수의 

다목  유 자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그 에서 본 연구에

서는 NSGA-II(a fast elitist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를 이용하여 토 최 해 집합을 찾

는다. Deb 등(2000)이 제안한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알고

리즘에 비하여 계산시간을 폭 고 추가 인 라미터 

없이도 개체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하여 혼잡도 비교연산자

를 도입하 다.

4.2 퍼지제어기의 구성  암호화(Encoding)

본 연구에서는 술한 바와 같이 퍼지제어기를 사용하여 

STMD를 제어하고 이 제어기는 NSGA-II를 이용하여 최

화된다. NSGA-II를 이용하여 퍼지제어기를 최 화하는 과

정의 개념도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유 자알고리즘에서 각각의 개체들은 퍼지제어기를 나타내

고 암호화(encoding)는 이러한 퍼지제어기의 유  표 방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퍼지제어기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모

든 정보는 염색체라고 불리는 하나의 구조에 암호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입력과 출력을 표 하기 하여 가우스 소

속함수를 사용하 다. 가우스 소속함수의 형태는 식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2개의 라미터(와 )를 정의함으로써 

결정된다. 여기서 는 앙부의 치, 는 표 편차를 각각 

나타낸다. 이 두 가지 라미터를 히 조 함으로써 다양

한 형태의 가우스 소속함수를 표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지식이 표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라미터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수 표 방법으로 유

자에 암호화된다. 

⎟⎟
⎠

⎞
⎜⎜
⎝

⎛ −−= 2

2

2
)(exp

σ
μ cx

(6)

그림 7에 나타낸 암호화 방법은 모든 염색체에 용된다. 

여기서 하나의 퍼지 규칙은 두 개의 입력(1, 2)과 하나의 

출력(3)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개의 입력

은 앙부를 나타내는 , 와 표 편차를 나타내는 , 

로 각각 구성되고 출력을 표 하기 해서는 와 가 이용

된다. 라미터 는 두 입력 사이의 계조건을 나타내는데 

연결조건이 논리곱(AND)이라면 =1로 그리고 연결조건이 

논리합(OR)이라면 =2로 표 한다. 그리고 각각의 제어규

칙에 가 치()를 두어서 유 자알고리즘이 각각의 제어규

칙이 체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향을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염색체에는 체 20개의 제어규칙이 사용되고 두 개

의 목 함수에 한 합도 값  우선순  등이 염색체의 

뒷부분에 장된다.

5. 수치해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 자알고리즘인 NSGA-II에서 한 

세 를 이루는 개체군은 100개의 개체로 이루어지며 최 화

는 500세 까지 수행하 다. 벤치마크문제에서 제시된 900

의 풍하 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으며, 수치해석 

시간간격은 0.001 를 사용하여 개발된 제어기의 진동제어

성능을 평가하 다. NSGA-II를 이용하여 최 화 작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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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제어규칙평면(rul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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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명령 압 시간이력

행한 결과인 토 최 해집합을 비교 상 제어기와 제어성

능을 비교하여 그림 8  9에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NSGA-II에 의해서 최 화된 제어알고리즘의 

토 최 해집합을 회색으로 나타내었다. 3.2 에서 설명한 

그라운드훅  스카이훅 제어기를 가 합방법으로 조합한 제

어알고리즘을 그래 에서 ‘Weighted Sum’으로 표 하 다. 

이때 가 치를 0에서 1까지 0.1 간격으로 증가시켜서 수치해

석을 수행하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 응답과 RMS응

답 모두 NSGA-II에 의해서 최 화된 제어알고리즘이 ‘Weighted 

Sum’ 제어알고리즘에 비해서 우수한 제어성능을 발휘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특히 최 응답의 경우에는 STMD의 변 응답

을 폭 이면서도 가 합방법의 제어알고리즘에 비해서 더 

우수한 제어성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NSGA-II

를 이용한 최 화 기법을 이용하면 한 번의 최 화 과정으로 

일련의 토 최 해 집합을 얻을 수 있고 토 최 해 집

합에 속해있는 각각의 개체들은 암호화된 퍼지제어기를 나타

낸다. 퍼지제어알고리즘의 토 최 해집합 에서 최 응

답과 RMS응답을 동시에 히 감시킬 수 있는 제어알고리

즘을 선택하여 그림에서 검정색으로 나타내었고 선택된 퍼지

제어알고리즘의 제어규칙평면(rule surface)을 그림 10에 나

타내었다. 최 응답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선택한 제어알고리

즘보다 더욱 우수한 제어성능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이 많지만 

RMS응답을 동시에 고려하여 검정색으로 나타낸 퍼지제어알

고리즘을 선택하 다.

구조물에 풍하 이 가해질 경우에 발생하는 동 웅답 에

서 75층 가속도와 STMD의 변 를 그림 10에 나타낸 퍼지

제어알고리즘에 입력하면 MR 감쇠기로 달될 명령 압이 

출력된다. 벤치마크문제에서 제시한 900 의 풍하 을 제

구조물에 가했을 경우에 퍼지제어기에 의해서 출력되는 명령

압 시간이력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1을 보면 선택된 퍼지제어알고리즘이 0volt에서 

5volt까지 하게 분포된 명령 압을 생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STMD의 변 가 과도하면 명령 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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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그라운드훅(w=0) 스카이훅(w=1) 퍼지제어기

최 값 RMS값 최 값 RMS값 최 값 RMS값

변 가속도 변 가속도 변 가속도 변 가속도 변 가속도 변 가속도

1 0.04 0.22 0.01 0.06 0.04 0.21 0.01 0.06 0.04 0.21 0.01 0.06 

30 4.93 3.74 1.24 0.95 5.47 4.15 1.40 1.14 4.89 3.75 1.26 0.97 

50 11.69 7.18 2.99 2.02 13.04 8.26 3.37 2.54 11.60 6.93 3.03 2.08 

55 13.60 8.23 3.49 2.34 15.18 9.21 3.94 2.95 13.49 8.23 3.54 2.41 

60 15.56 9.37 4.01 2.66 17.38 10.76 4.53 3.36 15.44 9.04 4.06 2.73 

65 17.56 10.26 4.54 3.05 19.63 12.33 5.13 3.84 17.42 10.03 4.60 3.13 

70 19.58 11.67 5.08 3.42 21.90 13.99 5.75 4.33 19.42 11.31 5.15 3.52 

75 21.67 13.36 5.64 3.91 24.25 16.60 6.38 4.85 21.49 13.14 5.71 4.01 

76 22.14 14.53 5.77 3.98 24.77 17.34 6.52 4.98 21.95 14.38 5.84 4.08 

STMD 106.32 109.06 30.74 30.55 66.89 72.40 16.99 18.03 71.46 78.42 23.87 23.96 

표 1 스카이훅, 그라운드훅  퍼지제어기에 따른 응답의 비교(단 : cm, cm/s
2
)

Index STMD TMD ATMD

 0.438 0.589 0.369

 0.431 0.583 0.417

 0.576 0.681 0.578

 0.578 0.682 0.580

 2.355 1.258 2.271

 2.533 1.358 11.988

 0.433 0.652 0.381

 0.450 0.637 0.432

 0.680 0.786 0.717

 0.688 0.794 0.725

 2.212 1.319 2.299

 2.342 1.384 71.869

표 2 제어장치별 성능평가지수의 비교크게 하여 STMD의 동 거동을 이게 되고 75층 가속도응

답이 크게 되면 MR 감쇠기로 달되는 명령 압을 여서 

STMD의 동 거동을 크게 하여 구조물의 응답을 효과 으로 

제어하도록 한다. 900  동안 퍼지제어기에 의하여 생성된 

명령 압의 평균값은 1.61volt로서 최 값인 5volt에 비하

여 작은 값이다. 이것은 퍼지제어기가 STMD의 동 응답보

다는 주로 제구조물의 가속도응답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도록 명령 압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토 해집합에 속한 다수의 

퍼지제어기 에서 STMD 변 보다는 75층 가속도를 효과

으로 일 수 있는 제어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엔지니어가 STMD를 효과 으로 일 수 있는 제어기를 원

한다면 토 해집합 에서 그러한 특성을 가진 제어기를 

선택하면 되므로 한 번의 최 화 과정을 통해서 간단히 원하

는 특성을 가진 제어기의 안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퍼지제어기를 용하여 STMD를 제어하 을 경우

의 응답을 그라운드훅  스카이훅 제어기를 사용하여 제어

한 경우와 비교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을 보면 그라운

드훅 제어기를 사용한 경우는 STMD의 응답보다는 에제구조

물의 응답을 매우 효과 으로 제어하므로 제어기의 설계의도

에 잘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TMD의 최 변  

 RMS 변 가 제한조건인 95cm와 30cm를 각각 과하

므로 벤치마크문제의 제어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스카이

훅 제어기의 경우에는 STMD의 변 응답을 매우 효과 으로 

감시키지만 75층 최  가속도 응답이 제어목표인 15cm/s2

을 과한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퍼지제어알고

리즘은 그라운드훅 제어기와 비슷한 제어성능을 보이면서도 

STMD의 동  변 를 제한조건 이하로 폭 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에서 설명한 성능평가지수를 사용하

여 퍼지제어알고리즘으로 제어한 STMD의 제어성능을 검토

하여 보았다. 벤치마크문제에서 제시한 샘  TMD  ATMD

의 성능평가지수와 함께 STMD의 성능평가지수를 표 2에 나

타내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STMD의 제어성능은 TMD

에 비해서는 매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STMD의 제어성

능을 ATMD와 비교해 보면 가속도응답(, , , )에 

해서는 ATMD가 더 우수한 제어성능을 나타내지만 변

응답(, , , )에 해서는 STMD가 더 우수한 제어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76층 벤치마크건물의 제어

시 사용된 RMS 제어력()  최 제어력()은 ATMD에 

비해 STMD가 크게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TMD가 설치된 76층 벤치마크건물의 풍응답 에서 본 

연구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75층 가속도 응답  

STMD 변 응답의 시간이력을 그림 12와 13에 나타내었다. 

풍응답의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하여 체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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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75층 가속도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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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TMD 변  시간이력

의 시간이력해석 결과 에서 풍응답이 가장 큰 600-900

 구간만을 그래 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12에는 STMD로 

제어한 경우와 제어하지 않은 경우의 75층 가속도 응답을 비

교하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STMD를 사용하여 76층 

벤치마크건물의 가속도 응답을 효과 으로 일 수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조물의 풍응답이 비교  작은 800  

구간 보다 풍응답이 과도한 700  구간 에서 STMD의 효

율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을 보면 구조물

의 풍응답이 클수록 STMD의 동 움직임도 함께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고  구간에 걸쳐서 STMD 변 의 제한조건인 

95cm를 여유있게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풍하 을 받는 76층 벤치마크 건물의 동

응답을 감하기 하여 MR 감쇠기로 구성된 STMD를 

용하 고 이를 효과 으로 제어하기 하여 퍼지제어알고리

즘을 개발하 다. 퍼지제어알고리즘의 최 화를 하여 다목

유 자알고리즘인 NSGA-II를 이용하 고 서로 상치 계

에 있는 제구조물의 75층 가속도응답과 STMD의 동 변

를 목 함수로 사용하 다. 최 화과정을 통하여 75층의 

가속도응답과 STMD의 변 를 동시에 하게 일 수 있

는 토 최 해집합을 얻을 수 있었다. 리 사용되고 있

는 능동 제어알고리즘인 스카이훅 제어기와 그라운드훅 제

어기를 가 합방법으로 조합한 비교 상 제어알고리즘에 비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 화 과정을 통해서 얻은 일련의 

퍼지제어알고리즘들이 우수한 제어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토 최 해집합에 속하는 퍼지제어알고

리즘들은 서로 우열을 가질 수 없는 최 해로서 엔지니어가 

각각의 퍼지제어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제어성능을 평가하여 

한 제어기를 선택할 수 있다. 즉, 다목  최 화에서는 

하나의 최 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을 한 번의 최 화 과정으로 효과 으로 

생성해 낼 수 있다. 토 최 해집합 에서 한 퍼지

제어알고리즘을 선택하여 STMD의 제어에 용시켜 수치해

석을 한 결과 벤치마크 문제의 제한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제

어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 모든 평가기 에 있어서 

샘  TMD에 비해서 더 우수한 제어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벤치마크 문제에서 제시한 샘  ATMD의 제어

성능과 비교하여 본 결과 STMD의 제어성능은 가속도 제어에 

있어서는 ATMD보다 하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변 응답의 

제어에 있어서는 ATMD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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