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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진은 최근 U자 형태인 액체 퍼의 수직 을 다수의 셀(사각 기둥)로 나 어 셀 상부를 개폐함에 따라 다양한 고

유진동수를 쉽게 재 하는 새로운 멀티셀 액체 퍼를 제시하 다. 이러한 퍼를 1층 건물 모형에 설치하여 진동  실험을 

수행하여 건물응답이 감소되는 것을 검증하 다. 64층의 풍응답인 가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퍼를 설계하기 하여 건

물을 1자유도계로 축소하 다. 가속도 기반 상사비인 1/20를 용하여 1층 건물 모형과 새로운 퍼를 제작하 다. 설계 진

동수인 0.65Hz가 구 되도록 모형건물의 질량과 강성을 쉽게 조 할 수 있도록 탈부착식으로 제작하 다. 모형건물은 량

을 부담하는 질량부와 하부에 스 링과 LM guide가 설치된 구동부로 나 어서 제작되었다. 18개의 셀을 가지는 액체 퍼

를 제작하여 고유진동수 조  범 가 0.65Hz～0.81Hz인 것을 악하 다. 형 진동 에 설치한 모형건물의 일방향 가진을 

통하여 모형의 응답을 측정하고 모형상부에 멀티셀 액체 퍼가 설치되었을 경우 모형의 응답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진동

 가속도를 입력과 모형건물의 가속도를 출력으로 하는 달함수를 통해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한 바와 같이 멀티셀 액

체 퍼의 고유진동수를 건물의 진동수에 동조시켰을 경우 건물의 가속도 응답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 멀티셀 액체 퍼, 가속도응답, 고유진동수, 진동  실험, 달함수, 동조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experiments of liquid dampers with multi cells whose vertical tubes are divided into several square 

columns for easily changing natural frequencies. Shaking table test is performed to verify control effectiveness of the dampers 

which are installed on a building structure. To design liquid dampers, a 64-story building structure is reduced to a SDOF structure 

with 1/20 of similitude laws based on acceleration. The structure model is made up to adjust its mass and stiffness easily, with 

separate mass and drive parts. Mass parts indicate real structure's weights and drive parts indicate real structure's stiffness with 

springs and LM guides. Manufactured liquid damper has 18 cells and its natural frequency ranges are 0.65Hz to 0.81Hz. Shaking 

table test is carried out with one way excitation to compare with only accelerations of a large-scale structure and a structure 

installed with liquid dampers. Control performance of the liquid damper is expressed by the transfer function from shaking table 

accelerations to the large-scale structure ones. Testing results show that the liquid damper reduced a large-scale structure’s 

response by tuned natural frequencies.

Keywords : liquid damper with multi cell, acceleration responses, natural frequency, shaking table test, transfer 

function, 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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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자 형태의 액체 퍼가 설치된 1층 건물

그림 2 변환된 2자유도 모델

1. 서    론

최근 구조기술  재료의 발 으로 고층건물의 높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층건물은 바람에 의한 풍진동

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풍진동 감의 목 으로 다양한 부가 

질량형 감쇠기의 사용이 증가한다(Soong 등, 1997). 부가 

질량형 감쇠기 에서도 특히 액체의 움직임을 이용한 

TLD, TLCD가 제작, 설치, 유지보수 측면에서 다양한 이

을 가짐으로써  그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Park 등, 

2006). 

Tuned Liquid Colum Damper(TLCD)는 동조액주

퍼 시스템으로 균등한 단면의 U자 형 주  내에 액체를 넣

고, 내부 액체의 수동 인 흐름에 의해 진동응답을 제어시키

는 방법이다(Sakai 등, 1989). 이러한 TLCD는 U자형 주

의 길이변화에 따라 쉽게 고유진동수 조 이 가능하고, 

내 감쇠비를 증가시키기 해 오리피스를 설치함으로써 감쇠

비 조 이 가능함으로 다른 감쇠장치에 비해 경제 인 이

이 있어 사용  련 연구가 확 되고 있다. 여기서, 발 한 

Liquid Column Vibration Absorber(LCVA)는 수직부분

과 수평부분의 단면 을 달리하여 고유진동수 조 이 가능하

게 하 다(Hitchcock 등, 1997). LCVA를 실제 64층 주거

용 고층건물을 축소시킨 모형에 설치하여 수직부와 수평부 

폭의 비율을 조 하여 조화가진에 따른 구조물의 응답을 비

교하여 제어성능이 검증되었다(김홍진 등, 2010).

일반 으로 설계단계에서 결정된 건물의 고유진동수는 완

공 후 건물의 강성  질량의 증가로 인해 고유진동수가 달

라진다(Amanat, 2006). TLCD는 액체의 높이  길이를 

변경하여 건물의 고유진동수에 동조시켜 응답을 제어하는 효

과를 가진다. 하지만 설치공간의 제약으로 고유진동수의 변

경에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이  연

구에서 멀티셀 액체 퍼가 연구되었다. LCVA의 형태를 가

지는 멀티셀 액체 퍼는 수직부분을 다수의 사각 기둥(cell)

로 분할하여 필요에 따라 폐 는 개방함으로써 폭넓은 고

유진동수 조  폭을 가진다. 이는 개방 유형을 변경하면서 

진동  실험을 진행하여 다양한 고유진동수 조 이 가능함을 

검증하 다. LCVA의 수직부분을 9개의 사각기둥으로 분할하

여 필요에 따라 사각기둥을 폐함으로써 다양한 고유진동수를 

얻을 수 있고 제어력 한 변화를 가진다(길용식, 2011).

본 연구에서는 실제 64층 주거용 고층건물을 일정한 비율

로 축소시킨 건물모형 실험체를 제작하 다. 길용식 등의 연구

에서 제안된 멀티셀 액체 퍼의 셀을 18개로 확장하여 건물모

형 실험체에 설치하여 멀티셀 액체 퍼의 제어, 비제어에 따른 

건물모형 실험체의 응답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 다.

2. 제어 원리 

그림 1과 같이 1층 건물에 U자 형태의 액체 퍼가 설치

되었고, 조화하  이 가해진다. 액체 퍼는 양 기둥

에 있는 액체의 력하 으로 인하여 복원력인 강성 로, 수

평부 액체는 질량 으로 작용한다.

이 때 는 시간에 따른 건물의 변 , 는 퍼의 

액체높이 변화량이 된다. 액체 퍼는 다음 식과 같이 고유진

동수 를 갖는다.

 

 




(1)

이 때 은 액체 퍼 내부의 액체 이동거리, 는 력가속

도이다.

 시스템을 동일한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등가의 TMD 

(Tuned Mass Damper)로 변환할 수 있다. 즉  건물-

퍼 모델은 그림 2와 같이 질량과 강성으로 이루어진 2자유도 

모델로 변환된다. 건물의 감쇠비는 작기 때문에 무시하 으

며 액체 퍼의 감쇠는 존재하나 고유진동수에 의한 향만을 

악하기 하여 역시 무시하 다. 여기서, 는 이

다. 과 는 액체 퍼를 등가의 TMD로 변환하 을 때의 

질량과 강성이다.

건물과 퍼의 정상상태의 응답은 가진 진동수와 동일한 

진동수로 진동을 하며 각각의 응답진폭을 , 라면 간단한 

수학계산으로 다음과 같은 응답비를 구할 수 있다.



김동익․민경원․박지훈․김재건․황규석․길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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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층 건물 상부에 설치된 액체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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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때 는 정 변 , , , 는 각각 건물, 액체 퍼

의 고유진동수, 가진진동수이다. 

식 (2)을 보면 가진진동수와 액체 퍼의 진동수가 일치하

면 건물의 응답은 0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퍼

의 응답비는 로 건물 강성이 퍼의 강성보다 크기 때

문에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진진동수와 건물의 고유진동수

가 같을 때 즉 공진일 때 건물응답이 증폭되어 진다. 그 지 

않을 경우에는 응답이 매우 작다. 따라서 공진일 경우 가장 

요하기 때문에 액체 퍼의 진동수를 건물의 고유진동수에 

동조(tuning)시키게 되는 것이다. 풍하 이나 지진하 은 

와 같은 단일 진동수를 갖는 조화하 이 아니라 많은 진동수

를 가지는 불규칙하 이다. 이러한 하 도 건물이라는 좁은 

진동수 역 필터(narrow banded frequency filter)를 통

과하게 되면 건물의 고유진동수에 해당하는 응답만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액체 퍼의 진동수를 건물의 고유진동

수에 동조시킨다.

2.1 고층건물의 풍진동 제어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층 건물과 액체 퍼의 고유진

동수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건물의 응답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고층건물인 경우에도 와 같은 결론이 유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3과 같이 층의 건물 상부에 액체

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1차 모드만을 이용하여 모드해석

을 수행하면 다음 식 (4), (5)와 같이 2자유도계의 운동방정

식이 구해진다.


  

 (4)

  (5)

에서 은 1차 모드질량으로  
   이며  

는 1차 모드로 3층 성분이 1이다. 은 건물의 질량행렬이

다. 은 1차 모드강성으로  
   에서 는 구조

물의 강성행렬이다. 는 이다. 는  
  

이다.     ⋯ 이다.

식 (4)와 (5)는 그림 2의 모델에서 얻어지는 운동방정식

과 동일함으로 고층이더라도 액체 퍼의 고유진동수를 건물

의 1차 고유진동수에 동조시킴으로써 건물의 최상층 진동을 

제어할 수 있다.

3. 실험체 설계  제작 

3.1 상건물

본 연구에서는 인천 송도에 치한 64층의 고층 주거용 

건물을 퍼 설치 건물로 설정하 다(김홍진 등, 2010). 총 

높이 240m의 고층건물로써 무량  구조로 설계되었다. 

간층과 상층부에 콘크리트 아웃리거가 설치되었으며 건물의 

형상비는 7.1이다. 모드 해석을 통해 얻어진 1차 모드 질량

은 28800ton이며, 고유진동수는 0.15Hz로 산정이 되었다. 

다음 식 (6)를 이용하여 1차 모드 강성인 25500kN/m을 

구하 다.

 

 





(6)

3.2 형 건물 실험체

실제 건물의 규모  특성에 맞춰 실험체를 제작하는 것은 

규모와 비용 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능한 축소를 작게 

하여 실험체를 만들어 실험을 수행하여야 실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축소 모델을 결정짓는 가장 요한 요소는 진

동 의 능력이다. 즉 진동 에 놓을 수 있는 량이다. 

건설 기술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유압식 1축 진동 는 최  



고유진동수 조 이 가능한 액체 퍼의 건물응답 제어실험

326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4호(2012.8)

상사비(S)

질량기반 시간기반 가속도기반

길이 S S S

질량 S
3

S S
2

시간 S 1 S
1/2

속도 1 S S
1/2

가속도 S
-1

S 1

고유진동수 S
-1

1 S
-1/2

표 1 상사법칙

그림 4 형 구조물 실험체 입체도

(a) 볼트조임 (b) 완성 모습

그림 5 형 구조물 실험체 질량부

그림 6 형 구조물 실험체 구동부

그림 7 형 구조물 실험체 완성품

30ton 량의 실험체를 무리없이 가진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세로 300cm×500cm이다. 본 연구는 제안된 멀티셀 

액체 퍼의 진동제어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64층과 같은 

고층건물의 풍진동을 제어하려면 상당한 크기의 액체 퍼

가 요구된다. 실제로 본 연구의 상 건물의 실제 규모를 바

탕으로 액체 퍼를 설계할 경우 폭 7.2m, 비 20.2m, 높

이 7.3m로 상당한 규모가 된다(김홍진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진동 의 재하  능력과 크기를 고려하여 

상사비 1/20로 축소시킨 멀티형 액체 퍼를 제작하고자 한

다. 상사법칙 용식은 표 1과 같다.

측정 가속도가 요하기 때문에 가속도 기반 상사비를 이

용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동조 고유진동수는 실제 고유진동

수인 0.15Hz를 을 곱하여 0.65Hz로 하 다. 이러한 

상사비를 용하면 축소건물모형의 량은 1차모드 질량이 

28800ton이므로 (1/20)2으로 하여 72ton으로 하여야 하나 

진동 의 재 량 한계가 64층의 건물재료와 축소모형의 

건물재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질량에 한 상사비는 유지하지 

못하 다. 실험체 에 액체 퍼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안

하게 여유 량을 고려하여 축소 모델의 량을 3.6ton으로 

하 다. 고유진동수와 량을 이용하여 축소모형의 강성을 

구하면 63.8kN/m가 된다. 

제작된 축소모형 건물 실험체는 196cm×196cm×116 

cm의 크기로 그림 4의 입체도와 같이 질량부와 구동부로 구

분된다. 

그림 4에서 보면 질량부는 총 7개의 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두께 16mm와 30mm의 철 이다. 필요에 따라 질량 

가감이 용이하도록 그림 5(a)와 같이 볼트 조임 형식으로 제

작되었다. 최상층은 알루미늄 으로 제작되었으며, 나사선 

탭과 홀로 구성되어 제어 실험 시 액체 퍼의 설치가 용이하

도록 제작되었다. 질량부의 완성 형상은 그림 5(b)와 같다.

상사비에 의해 축소된 구조물 축소모형의 강성 63.8kN/m

가 구 될 수 있도록 그림 6과 같이 스 링을 양쪽으로 4개를 

설치하여 모형이 좌우로 거동할 경우 스 링의 압축을 통해 구

조물의 특성을 구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상부 이 거동 

시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해 실험체 거동 방향에 따라 양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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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질량 188kg

유효길이 110cm

수평 유효길이( ) 66cm

액체높이() 26cm

수직 -수평  면 비() 0.89

조 가능한 고유진동수 범 0.65Hz~0.81Hz

표 2 멀티셀 액체 퍼 주요 치수

그림 9 구조물 제어 실험 설치모형그림 8 멀티셀 액체 퍼 입체도

로 LM guide를 설치하 다. 

질량부와 구동부는 외부 가진에도 부가 인 흔들림이 없도

록 수평도를 고려해 볼트로 진동  상 에 고정시킨다. 완성

된 형 구조물 실험체의 모습은 그림 7와 같다.

3.3 멀티셀 액체 퍼

본 연구진은 TLCD의 수직 을 다수의 사각 기둥으로 분

할한 새로운 형태의 멀티셀 액체 퍼를 제안하 고 그 특성

에 해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멀티셀 액체 퍼는 그림 

8와 같이 U자 형태의 수조 내부 액체의 흔들림에 따른 복원

력을 이용하여 제어 효과를 얻는다. U자 형 수조의 수직 을 

다수의 셀로 분할하며 각각 상부를 개방 는 폐함으로써 

셀 내부의 액체 움직임을 제어한다. 즉 폐가 될 경우 셀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갈 수 없어 액체가 움직이지 않고 개방

시킬 경우 그 반 가 된다. 액체의 움직임에 따라 실제 제어

에 참여하는 수직 의 단면 이 변화한다. 멀티셀 액체 퍼

는 수직 의 단면 이 고유진동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므로 

수직 과 수평 의 단면  비율이 변화함으로써 쉽게 고유진

동수의 조 이 가능하다.

제작된 멀티셀 액체 퍼는 아크릴 재질로 제작된 용기로 

크기는 93.5cm×42.6cm×60cm이며 수직 은 18개의 셀

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셀의 폐는 고무마개를 이용하 다.

일반 으로 액체 퍼의 질량은 실제 구조물의 1차모드 질

량의 1~5%의 규모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구조

물 실험체는 1차 모드 질량이 3.6ton으로 5%를 액체 퍼의 

질량으로 결정하 고 약 188kg가 된다. 

상사법칙이 용된 구조물 실험체의 고유진동수는 0.65Hz

이며 동조를 해 멀티셀 액체 퍼의 고유진동수 역시 0.65Hz

로 제작되었다. 멀티셀 액체 퍼의 고유진동수 산정식은 식 

(6)과 같다.

 

 




(6)

이 때  로 수직 과 수평 의 단면  비율을 나

타내며 는 수평  내 액체 유효길이, 는 수직  내 액

체높이를 나타낸다. 

멀티셀 액체 퍼의 주요 치수는 식 (6)을 이용하여 결정된 

고유진동수를 바탕으로 역산을 하여 결정되며, 그 값은 표 2

와 같다.

4. 제어성능평가 실험

4.1 진동  실험

액체 퍼는 건물의 고유진동수에 얼마나 동조를 잘 시키는

가에 따라 제어효율이 달라진다. 본 연구진의 이  연구를 

통해 멀티셀 액체 퍼의 동 특성을 확인하 다. 액체 퍼의 

수직  셀을 개방시키는 유형에 따라 다양한 고유진동수를 

얻을 수 있었다. 

진동  실험은 상사법칙을 용하여 축소된 구조물 실험체

의 응답제어를 확인하기 하여 진행되었다. 그림 9과 같이 

멀티셀 액체 퍼를 제작된 구조물 실험체에 설치하여 제어시

와 비제어시의 응답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 다. 진동  가

진에 의해 액체 퍼와 구조물 실험체의 개별 거동을 방지하

기 해 볼트로 고정을 하 다.

반 인 실험 시스템은 그림 10과 같다. 진동  상 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진동  가속도를 측정하고 

구조물 실험체의 상 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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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구조물 실험체 달함수(백색잡음)

그림 12 구조물 실험체 달함수(사인 )

그림 10 실험 계측 시스템 구성도

조물 실험체의 가속도를 측정한다. 진동  가속도를 입력 값

으로 하고 구조물 실험체의 가속도를 출력 값으로 한 달함

수를 구하여 동 특성을 악하 다. 진동  입력 가진은 

0~25Hz의 역 폭을 가지는 백색잡음과 0.3~2.0Hz 구간

에서 매 0.05Hz~0.1Hz 간격으로 측정을 하는 조화가진 

사인 를 이용하 다. 데이터 수집과 디지털 제어는 실시간 

디지털 신호처리기(DSP)를 통해 수행되었다. 데이터 수집보

드는 측정된 가속도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는 기능과 디

지털-아날로그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되는 AD/DA

보드는 NI PCI- 6025E이다. 신호 계측  가진은 Matlab 

Simulink의 Real-Time Windows Target으로 수행되었다.

4.2 구조물 실험체의 시스템 식별

형 구조물 실험체 자체의 동 특성을 악하기 해 시

스템 식별을 수행하 다. 기존의 제작된 형 구조물 실험체

의 질량은 3.6ton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멀티셀 액체 퍼의 

고유진동수 조  범 를 측정하 고, 그 범  내에서 실험을 

진행하기 해 구조물 실험체의 질량을 2.5ton으로 변경하

다. 질량부의 볼트 조 을 통해 철 을 제거하 고 구성품 

각각 질량 측정을 통해 총 질량이 결정되었다. 

백색잡음을 가진하 을 경우 진동  가속도  구조물 실

험체 가속도를 달함수를 구하면 그림 11과 같다.

달함수를 통해 구해진 고유진동수는 0.65Hz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화하 인 사인 를 가진하여 그림 12와 같이 달

함수를 구하 다. 0.3~2.0Hz 사이를 0.05Hz~0.1Hz 간격

으로 구간을 나 어 매 구간 120 의 실험을 실시하 다. 

달함수를 통해 구해진 고유진동수는 0.65Hz로 백색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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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멀티셀 액체 퍼의 제어,비제어 응답 비교(백색잡음)

그림 14 멀티셀 액체 퍼의 제어,비제어 응답 비교(사인 )

그림 15 구조물 실험체의 달함수

음 가진을 통해 구해진 고유진동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형 

구조물 실험체의 고유진동수는 0.65Hz라 단하 다.

4.3 멀티셀 액체 퍼의 성능평가 실험

구조물 실험체의 최상층에 멀티셀 액체 퍼를 설치하여 제

어 성능평가 실험을 진행하 다. 4.2 을 통해 구조물 실험체

의 고유진동수는 0.65Hz임을 확인하 고 멀티셀 액체 퍼의 

고유진동수 역시 0.65Hz를 구 할 수 있도록 모든 셀을 개방

하 고 수직 의 액체높이는 34cm를 유지하도록 하 다. 

백색잡음을 가진하 을 경우 구조물의 가속도와 진동  가

속도를 측정하여 시간이력으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구조물 실험체에 동조된 멀티셀 액체 퍼가 설치된 경우 가

속도 응답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RMS 가속도 응답으로 

비교하 을 경우 구조물 실험체 자체의 값은 0.106 m/sec2이

다. 동조된 멀티셀 액체 퍼가 설치된 경우 RMS 가속도 응답

은 0.087m/sec2으로 액체 퍼 설치 후 약 20%의 응답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 확실한 응답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해 조화하  사

인 를 가진한 실험을 진행하 다. 공진하  시 가속도 응답

을 시간이력으로 나타내면 그림 14와 같다.

조화하  사인 에 한 구조물 실험체 자체의 가속도 응

답은 ±0.25m/sec
2
이다. 동조된 멀티셀 액체 퍼가 설치된 

경우 구조물 실험체의 가속도 응답은 ±0.05m/sec
2
으로 약 

80%의 응답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물 실험체의 고유진동수 변화를 확인하기 해 가속도 

응답을 이용하여 그림 15와 같이 달함수를 구하 다. 이 

때 구조물 제어시와 비제어시의 달함수에서 입력값은 진동

 가속도로 동일함으로 달함수의 세로 축을 응답 크기로 

단하여 두 달함수를 비교하 다. 

응답 크기를 비교하 을 경우 액체 퍼의 제어 시 응답은 

약 55%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고유진동수는 0.65Hz에

서 0.60Hz로 진동수로 이동하 다. 이는 멀티셀 액체 퍼

의 질량 추가로 인해 체 실험체의 질량이 증가하여 고유진

동수가 진동수로 이동하 다고 단하 다. 

5. 결    론

고유진동수 조 이 자유로운 멀티셀 액체 퍼를 이용하여 

상사비를 용한 실제 건물의 축소 실험체 응답 제어 실험을 

진행하 다. 3.6ton의 질량을 가지는 형 구조물 실험체에 

멀티셀 액체 퍼를 동조시킴으로써 구조물 실험체의 가속도 

응답 제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백색잡음의 경우 RMS 가

속도 응답은 0.106m/sec2에서 0.087m/sec2으로 약 20%의 

응답 제어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조화하  사인 의 경우 공

진 시 ±0.25m/sec2에서 ±0.05m/sec2으로 약 80%의 응답 

제어 효과를 확인하 다. 형 구조물 실험체를 제작하여 멀티

셀 액체 퍼의 제어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실무 용에도 좋은 

결과를 가지리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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