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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제진장치의 등가모델을 이용한 구조해석

Structural Analysis using Equivalent Models of Active Contro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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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구조물과 능동형 제진장치를 상용 구조해석 로그램상에서 해석하는데 필요한 등가모델을 제시하 으

며, 이를 통해 부재수 의 구조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 다. 능동형 제진장치를 일반 인 구조해석모

델에 반 하기 하여 가상의 스 링과 쉬폿을 이용한 등가링크 모델과, 별도의 축소모델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 

제어력을 제진장치 설치 치에 하 으로 작용시키는 등가하  모델을 제시하 다. 수직캔틸 버 모델과 주상복합 건물 모

델을 상으로 능동형 제어기 설계를 해 모드에 기 한 축소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토 로 산정된 제어이득으로부터 등

가모델을 도출하 다. 이들 모델에 해 얻어진 가속도  변 의 RMS 응답과 최  부재력을 토 로 등가해석모델의 유

효성을 검증하 다. 결과 으로 능동형 제진장치의 상용 구조해석 로그램을 통해 제어 상 구조물의 부재력 수 까지 상

세한 구조검토가 가능함을 확인하 으며, 상 으로 등가링크 모델이 더 우수한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핵심용어 : 능동형 제진장치, 등가링크, 등가하 , 풍하 , 시간이력해석

Abstract

In this paper, equivalent models for active control devices are proposed so that building structures with such devices are 

analyzed using commercial structural analysis programs for the assessment of the structural members under active vibration 

control. Equivalent link models represent active control device with a virtual linear spring and dashpot, and equivalent force models 

are control force history acting at the installation point in structural models. Active controllers are designed based on the 

reduced-order models for a vertical cantilever model and a high-rise building model and corresponding equivalent models are 

determined from control gain matrices. Based on acceleration, displacement and member force responses, the effectiveness of the 

equivalent models is verified. As a result, proposed equivalent models, of which equivalent link model showed better performance, 

appear to enable detailed investigation of structural behavior to the extent of member force level.

Keywords : active control device, equivalent link, equivalent force, wind load, time histo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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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고층건물의 시공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맞

추어 국내에도 재 50층 이상의 많은 고층건물이 시공되

어 사용되고 있으며, 100층 이상의 건물도 시공 이거나 계

획단계에 있다(한국 고층도시건축연합, 2009). 고층건물

은 풍진동으로 인한 사용성 문제가 구조시스템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구조시스템만으로 풍진동 문제

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며, 이 경우에 별도

의 제진장치를 설치하여 구조물량을 감하면서 사용성을 확

보할 수 있다. 

다양한 제진장치 가운데 제어성능과 유지 리 측면에서 질

량형 제진장치가 선호되고 있으며, 크게 능동형과 수동형 제

진장치로 분류가 된다. 이 가운데 수동형 제진장치는 제어의 

안정성이 우수한 반면 제어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 이와 반

로 능동제어는 기계  기장치의 사용에 따라 해결해야

할 부가 인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나 제어의 효율성 측면에

서 우수하여 부가질량체의 크기를 감하는데 있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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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승, 1998). 이러한 능동형 제진장치에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능동제어 장치에 용되는 알고리즘과 

실제 용 시 고려사항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Soong 

등, 1990), 능동형 제진장치의 작동개념과 실제 설치된 사

례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Kareem 등, 1999). 한 능

동 제어장치를 설치한 건물의 진동제어효과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으며(민경원 등, 1998), 구조물과 제진장치를 

별개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구조물의 에 지와 제진장치에 

의해 소멸되는 에 지의 비율을 이용하여 등가 감쇠비를 산

정한 연구도 진행되었다(황재승 등, 2001). 한 고층건

물에 설치된 수동형 제진장치와 능동형 제진장치, 하이 리드 

제진장치의 응답감소에 한 비교를 하 으며(Ricciardelli 

등, 2003), 시스템식별을 통해 얻어진 제어 상 구조물의 설

계모델 차수 축소에 따른 풍진동 제어효과가 수치해석 으로 

검토된 바 있다(박지훈 등, 2010). 앞선 부분의 연구들은 

제진장치가 설치된 사례들을 검토하고 제진장치의 응답을 비

교하여 풍진동 제어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러나 건물 체 자유도를 포함하는 구조해석 모델에 능동형 

제진장치를 포함시켜서 통합 인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제어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은 상용구조해석 로그램의 한계상 아

직 이루어지지 못하 다.

본 논문에서는 구조물과 능동형 제진장치의 제어효과를 구

조해석 로그램 상에서 구 하기 한 등가해석 방법을 등

가하 과 등가부재의 측면에서 제시하 으며, 각각의 정확도

를 캔틸 버 모델과 실구조물 구조해석모델을 상으로 인공

풍하 에 한 시간이력을 통해 검증하 다.

2. 제어기의 설계  근사화

2.1 제어기 설계

제어기 설계를 해 모드에 기 한 축소모델의 운동방정식

을 구성하고 상태방정식으로 변환하여 제어기를 설계하 다. 제

어 상 구조물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2)

 식에서 ,  , ,   는 각각 질량, 감쇠  강

성 행렬과, 제어력  가진입력의 향행렬이다. 한 는 

모드행렬(modal matrix), 는 모드좌표 벡터, ,   

는 각각 변 벡터, 제어력  가진입력 벡터이다. 운동방정식

은 모드의 직교성을 이용하여 모드좌표의 방정식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차모드만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축

소된 운동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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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4)

상기 운동방정식에서 개의 모드좌표  그 변화율을 상

태변수로 취하여 다음 상태방정식으로 변환하 으며, 이를 

제어기 설계에 사용하 다.

 (5)

  ⋯  ⋯ 


(6)

여기서, 는 시스템행렬, 는 제어력의 향행렬, 는 가

진입력의 향행렬을 나타낸다. 

제어기는 표 인 최 제어 기법인 선형이차안정기(linear 

quadratic regulator)를 채택하 으며, 상태되먹임을 

용하여 성능지수는 다음 식과 같이 쓸 수 있다. 

   (7)

여기서, 는 상태변수에 한 가 치행렬로서 모드좌표로 

구성되는 모든 상태변수에 동일한 가 치인 1.0을 용하

으며, 은 제어력에 한 가 치로서 이를 조 하여 약 30% 

내외의 가속도 응답 감소율을 얻을 수 있도록 시행착오법으

로 결정하 다. 

2.2 등가링크 모델

상용구조해석 로그램을 통해 능동형 제진장치를 고려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제진장치를 1자유도의 등가링크

로 근사화하 다. 우선 LQR 제어기의 제어력은 다음과 식과 

같이 모드좌표의 변   속도 되먹임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는 각각의 이득을 나타낸다. 



박지훈․윤수용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4호(2012.8) 341

노풍도 B

설계풍속 36.85m/s

하  작용 등간격 10개소

지속시간 600sec

표 1 풍하  속성

그림 2 기 층 풍하  시간이력 그래

 (a) Kelvin 모델              (b) Maxwell 모델

그림 1 등가링크 모델

      (8)

앞의 식 (2)를 이용하고, 구조물의 변 를 1차 모드만으

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며, 1차 모드의 고유벡터를 제진

장치 설치층에서 1이 되도록 정규화하면 제어력을 다음과 같

이 설치층의 변   속도인 와 와 그에 한 이득  

 로 나타낼 수 있다.

  (9)

여기서,

 
 (10)

 
 (11)

따라서 제진장치는 병렬로 배치된 선형 스 링  쉬폿

(dashpot)으로 구성된 Kelvin 모델(그림 1(a))로 근사화할 

수 있다. 그러나 표 인 상용구조해석 로그램인 SAP2000

에서는 스 링과 쉬폿이 직렬로 연결된 Maxwell 모델(그림 

1(b))만을 제공하고 있어서(Computers and Structures, 

2002)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Maxwell 모델의 속성을 

결정하 다. 

Maxwell 모델에서 직렬로 연결된 스 링의 복원력과 

쉬폿의 감쇠력은 체 링크의 힘과 동일하며, 이를 Kelvin 

모델의 힘과 같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12)

여기서, 와 는 스 링의 변형  쉬폿의 변형을 나타

내며 두 변형의 합은 체변형 와 같다. 를 복소조화함수 

로 가정하면, 그림 1에 나타낸 Maxwell 모델과 Kelvin 

모델의 속성 사이의 계를 얻을 수 있다.

 





  




(13)

여기서, 는 가진진동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1차 모드의 고유

진동수로 가정한다. 링크의 강성  감쇠 와 는 식 (10) 

 (11)의 이득   를 용하 다.

2.3 등가하  모델

등가하  모델은 제어력의 시간이력을 풍하 의 시간이력

과 함께 상용구조해석 로그램에 하 으로 입력하여 시간이

력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제진장치의 효과를 하 으로 모사하

는 방법이다. 제어력의 시간이력은 앞의 식 (5)로 표 된 축

소모델의 상태방정식에 제어력을 입하여 다음과 같은 폐루

 시스템을 구성하고 주어진 풍하 에 해서 시간이력해석

을 수행하여 얻어진 상태방정식으로부터 식 (8)을 통해 구할 

수 있다.

  (14)

3. 구조해석 모델

제진장치의 등가해석 방법을 검증하기 해 구조해석 로

그램인 SAP2000을 이용하여 두 가지 종류의 구조물 모델에 

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 다. 첫 번째 모델은 수직캔틸

버 모델로서 높이가 130m이며, 평면은 공형의 정사각형 

단면으로서 폭  깊이는 26m, 두께는 0.13m이며, 구조물

의 1차 모드 주기는 3.01sec이다. 주상복합건물 모델은 65

층, 높이가 201.6m이며, 제어 상인 Y방향 1차 모드 주기

는 3.90sec이다. SAP2000으로 모델링한 수직 캔틸 버 모

델과 고층 주상복합모델을 그림 3과 4에 각각 나타내었으

며, 풍하 의 작용 , 제진장치의 등가링크 설치 치, 등가하

 작용  등을 표시하 다. 수직캔틸 버모델은 총 10개의 

모드를 가지며, 단순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모드에 기 한 

축소모델이 아닌 매트릭스 구조해석법에 의해 구성된 운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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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가링크 모델 (b) 등가하  모델

그림 3 수직 캔틸 버 모델(SAP2000)

(a) 등가링크 모델 (b) 등가하  모델

그림 4 주상복합 건물모델(SAP2000)

정식을 제어기 설계에 사용하 다. 주상복합건물 모델은 2장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20개 모드에 기 한 축소모델을 작성

하여 제진장치를 설계하 고, SAP2000을 이용한 구조해석 

시에도 20개 모드만을 포함하 다.

본 연구에서는 풍방향 변동풍하 을 시간이력해석에 용

하 다. 풍하 의 시간이력을 Davenport가 제안한 풍방향 

교차스펙트럼 도(cross spectral density)에 기 하여 

Shinozuka의 추계 과정 생성기법을 통해 생성하 다

(Shinozuka, 1987). 시간이력 생성과정에서 삼각행렬형태

의 행렬 분해를 해 Cholesky 분해법을 용하고 불필요한 

복소연산과정을 제거하여 알고리즘을 효율화하 다. 구조해

석 시간을 감하기 하여 구조물의 표 인 10개 자유도

에만 하 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해당 수압면 을 고

려하여 생성하 다. 두 구조물에 용된 풍하 의 공통 속성

은 표 1과 같고, 수직 캔틸 버 모델 10층에 용한 풍하

의 시간이력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4. 제진장치 구조해석 결과

4.1 수직 캔틸 버 모델

수직 캔틸 버 모델의 RMS 가속도와 변  응답  부재

력을 심으로 등가해석의 정확도를 표 2에서 비교하 다. 

여기서, ‘MATLAB’은 수직 캔틸 버 모델의 단순성으로 인

해 MATLAB을 이용하여 체 강성행렬  그에 따른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고 내장함수인 lsim을 이용하여 수행한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SAP2000은 구조해석 로그램에서 얻어

진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등가해석모델의 ‘Link1’과 ‘Link2’

는 SAP2000에서 제공하는 Maxwell 모델 링크요소의 강성

을 최상층 변 에 한 이득 의 10배  100배 값으로 하

고, 감쇠를 최상층 속도에 한 이득 와 동일한 값으로 한 

경우를 나타낸다. ‘Link3’은 SAP2000에서 순수한 쉬폿

(dashpot) 요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Maxwell 모델의 

강성만을 크게 증가시켜서 쉬폿에 변형을 집 시킨 링크와 

감쇠만을 크게 증가시켜서 스 링에 변형을 집 시킨 링크를 

병렬로 설치하여 Kelvin 모델과 유사한 효과를 얻고자 한 

등가해석모델이다. ‘Link4’는 앞서 식 (13)을 통해 산출된 

속성을 용한 단일 Maxwell 모델 링크요소를 나타내며, 

쉬폿의 감쇠계수의 경우에 와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지고 스

링의 강성은 의 약 1137배의 값을 가진다. 

제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MATLAB과 SAP2000을 

통해 얻은 가속도와 변 의 오차가 각각 0.13%와 0.15%로

서 MATLAB 모델이 충분히 정확함을 검증하 으며, 이를 

토 로 제진 시의 비교 기  응답을 MATLAB 해석결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등가링크를 용한 모델의 정확도

를 살펴보면 ‘Link1’과 ‘Link2’ 모델의 경우에 오차가 상당

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Link3’과 ‘Link4’ 모델의 경우에 

RMS 가속도 응답의 오차는 각각 1.08  1.11%이고 

RMS 변 의 오차는 각각 0.26  0.21%로서 거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등가하  모델의 경우에

는 가속도와 변 의 오차가 모두 0.10% 수 으로서 높은 정

확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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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진장치 미설치 수직캔틸 버 모델의 응답 그림 6 제진장치를 설치한 수직캔틸 버 모델의 응답

Control S/W
Equivalent

Model

Link Property
RMS

(Error %)

Peak

(Error %)




Acc. at Top

(m/s
2
)

Dis. at Top

(m)

V1

(kN)

M1

(kN․m)

V10

(kN)

without

AMD

MATLAB - - 0.11262 0.2657 6748 598,900 1499

SAP2000 - 0 0
0.11277

(0.13)

0.02661

(0.15)

6871

(1.79)

556,700

(7.58)

1496

(0.14)

with

AMD

MATLAB - - 0.07934 0.01953 5368 459,400 1151

SAP2000

Link1 10gd gv
0.11445

(30.67)

0.02677

(27.05)

6695

(19.82)

568,900

(19.24)

1466

(21.48)

Link2 100gd gv
0.09290

(14.60)

0.02186

(10.66)

6020

(10.83)

506,900

(9.37)

1237

(6.97)

Link3
10000gd gv 0.07849

(1.08)

0.01948

(0.26)

5455

(1.59)

455,300

(0.90)

1134

(1.47)gd 10000gv

Link4 1137gd gv

0.07847

(1.11)

0.01949

(0.21)

5456

(1.62)

455,500

(0.85)

1134

(1.51)

Force -
0.07926

(0.10)

0.01951

(0.10)

5475

(1.96)

454,300

(1.12)

1152

(0.12)

표 2 수직 캔틸 버 모델의 응답(제어이득: gd=47.93kN/m, gv=1676kN·s/m)

그림 5에 제진장치 미설치 시의 50  동안의 가속도와 변

 시간이력을 나타내었다. 두 가지 응답의 시간이력에 있어

서 MATLAB 해석결과와 SAP2000 해석결과가 거의 일치

하고 있다. 그림 6에는 제진 시 50  동안의 가속도와 변  

시간이력을 나타내었으며, MATLAB 해석결과와 SAP2000

을 이용한 등가링크 모델  ‘Link4’  등가하  모델 

‘Force’ 의 해석결과를 비교하 으며, 세 가지 해석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다. 

한 캔틸 버 모델의 최 부재력을 체 하 을 나타내는 

최하부 요소의 부재력과 제어력이 작용하는 최상부 요소의 

부재력을 심으로 검토하 다. 검토 상 부재력은 10개로 

분할된 캔틸 버의 최하부 부재의 휨모멘트 M1과 수평 단

력 V1, 최상부 부재의 수평 단력 V10이며, 표 2에 최  부

재력을 정리하 다. 표 2에서 부재력의 경우에도 ‘Link3’, 

‘Link4’  등가하  모델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가속도  변  응답에 비해 오차가 소폭 상승하 으나 

2% 미만으로서 매우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4.2 주상복합 건물 모델

주상복합건물 모델의 Y방향 RMS 가속도와 변  응답을 

심으로 등가해석의 정확도를 표 3에서 비교하 으며, 부재

력의 경우에 별도의 정확한 모델을 MATLAB으로 구 하기 

어려워서 SAP2000의 해석결과만을 수록하 다. 각 모델의 

명칭  등가링크모델의 특성은 캔틸 버와 동일하다. 단 

‘Link4’의 경우에 Maxwell 모델의 최  스 링 강성은 의 

5329배이며, 쉬폿 감쇠계수는 캔틸 버 모델과 마찬가지

로 와 거의 동일하다.

제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MATLAB과 SAP2000을 

통해 얻은 가속도와 변 의 오차가 각각 5.00%와 0.84%로

서 가속도 응답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MATLAB 축

소모델이 원구조물의 최 차 20개 모드만을 포함하 으며, 

이 가운데 Y방향 모드질량이 체질량의 1% 이상을 차지하

는 모드는 4개로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Y방향 모

드로 인해 발생한 오차로 단된다. 등가링크를 용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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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S/W
Equivalent

Model

Link Property
R .M. S

(Error %)
Peak




Acc. at Top

(m/s2)

Dis. at Top

(m)

V1

(tonf)

V65

(tonf)

without

AMD

MATLAB - - 0.3076 0.1063 -

SAP2000 - 0 0
0.3238

(5.27)

0.1072

(0.84)
328.0 23.02

with

AMD

MATLAB - - 0.2176 0.068 -

SAP2000

Link1 10gd gv

0.3338

(34.81)

0.1096

(37.96)
329.7 21.43

Link2 100gd gv
0.2425

(10.27)

0.0714

(10.66)
206.0 12.29

Link3
10000gd gv 0.2166

(0.46)

0.0697

(2.43)
211.3 16.48

gd 10000gv

Link4 5329gd gv

0.2181

(0.23)

0.0699

(2.71)
210.8 16.30

Force -
0.2382

(8.64)

0.0686

(0.87)
212.8 16.84

표 3 주상복합 건물 모델의 응답(제어이득: gd=11.57tf/m, gv=248.2tf·s/m)

그림 7 제진장치 미설치 주상복합건물 모델의 응답

그림 8 제진장치를 설치한 주상복합건물 모델의 응답

그림 9 주상복합건물의 제어력

그림 10 주상복합건물 모델 기 층 수직부재  검토 벽체

의 제진응답 정확도를 살펴보면 캔틸 버와 마찬가지로 

‘Link1’과 ‘Link2’ 모델의 경우에 오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 ‘Link3’과 ‘Link4’ 모델의 경우에 RMS 가속도 응

답의 오차는 각각 0.46  0.23%이고, RMS 변 의 오차

는 각각 2.43  2.71%로서 매우 우수한 정확도를 보여주

고 있다. 다만 제진장치 미 용 모델의 경우에 가속도 응답

이 변  응답에 비해 오차가 더 큼에 비해서 제진장치 용 

모델의 경우에 반 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등가하  모델을 용한 경우에는 가속도응답의 오

차가 8.64%로서 제진장치 미 용 시보다 상당부분 오차가 

증가하 다. 이는 ‘Force’ 모델의 경우에 차모드에 응되

는 제어력을 용하여, 고차모드에 해서는 제어 효과가 나

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소한 가속도응답 가운데 고차모드 해

당 성분의 비 이 증가하여 제진장치 미 용 시보다 오차가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7에 제진장치 미설치 시의 50  동안의 가속도와 변

 시간이력을 MATLAB 해석결과와 SAP2000 해석결과로 

나타내었으며, 그림 8에는 제진장치 설치 시의 동일한 시간 

동안의 응답 시간이력을 MATLAB과 SAP2000의 등가링크 

모델  ‘Link4’ 와 등가하  모델 ‘Force’ 를 통해 나타내었

다. 제진장치 미설치 시의 응답은 가속도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제진장치 설치 시의 응답은 변 에서 상 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진장치 미설치 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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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수직캔틸 버 모델 응답감소율

그림 12 주상복합 건물 모델 응답감소율

속도 시간이력의 형에서 고주 수 성분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며, 고차모드의 응답이 상당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변 응답에서는 고주 수 성분이 육안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림 9에 MATLAB을 통해 산출

된 축소모델의 제어력과 SAP2000 ‘Link4’ 모델의 등가링크 

축력을 비교하 다. MATLAB 축소모델의 제어력에 비해 

‘Link4’ 모델의 제어력이 약간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주

수 성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소모델과 체자유도모델간의 해석결과 차이는 축소모델

의 가속도 응답이 다음 식 (15)와 같이 제한된 20개 모드 

성분의 합으로 산출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5)

 식에서   은 각각 제어력과 가진입력의 모드

참여계수로서 다음 식과 같이 체 모드 수 에 한 합은 

가속도에 한 향행렬이 됨을 감안하면(Chopra, 2007), 

20개 모드참여계수 합이 가속도에 한 하 의 직  향

을 완 히 반 하지 못하고 있다.






  
;  





  
 (16)

반면에 SAP2000에서는 내부 으로 정확한 모델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하 의 직 인 향에 해서 완

한 가속도 향행렬을 용하여 축소모델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한 제어력의 시간이력 비교 결과를 감안

하면 축소모델의 경우에 고차모드의 향이 모델에 충분히 

반 되어 있지 못하여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주상복합건물 모델의 최 부재력을 최하부층과 최상부층을 

심으로 검토하 다. 검토 상 부재는 그림 9의 기 층 수

직부재 배치도에 표시한 Y방향 단벽에 해당되는 쉘 요소로

서 1층과 65층에 해당되는 요소의 수평 단력 V1  V65를 

검토하 다. MATLAB 축소모델을 이용한 직  비교가 어렵

기 때문에 체자유도 모델의 응답만을 검토한다면, ‘Link3’, 

‘Link4’  ‘Force’ 모델의 부재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Link4’ 모델과 ‘Force’ 모델의 응답 차이가 ‘Link4’ 응답을 

기 으로 가속도는 략 9% 정도, 변 는 2% 정도가 된다. 

부재력의 경우에는 차이가 1% 수 이다. 이는 부재력의 경

우에 변형량과 계되므로 변 응답과 같이 양자간의 차이가 

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등가링크 모델의 경우

에 부재력을 유추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짐

을 알 수 있다.

4.3 응답감소율

본 에서는 제진장치에 의한 RMS 가속도  변 와 최

부재력의 응답감소율을 검토한다. 수직캔틸 버 모델과 주

상복합건물 모델의 기응답 비 응답감소량의 비율을 백분

율로 각각 그림 11과 12에 나타내었으며 용된 등가해석모

델은 여러 모델 가운데 두 가지 구조물에서 모두 우수한 응

답 측 성능을 보인 ‘Link4’ 모델이다. 수직캔틸 버 모델의 

경우에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RMS 가속도의 감소율이 

30.42%로 가장 크고, 최하부 요소의 휨모멘트가 18.17%로

서 가장 작다. 

주상복합건물 모델의 경우에는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RMS변 의 감소율이 34.79%로서 가장 크고 최상층 벽체

부재의 수평 단력이 29.21%로서 가장 작다. 두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즉 응답의 종류에 따라서 응답감소효과가 상이

하며, 이는 각 응답의 모드 참여율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주상복합건물 모델의 경우에 응답간 감소

율의 차이가 수직캔틸 버 모델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직캔틸 버 모델의 경우에 체 모드가 모두 해석에 포함

되어 모드참여율의 차이가 더 뚜렷하게 반 된 것으로 단

된다.

결론 으로 각 응답간 응답감소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재

력의 감소효과를 확인하기 해서는 체 자유도를 갖는 구

조해석 모델에서 제진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해 등가해석 모델의 용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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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능동형 제진장치의 풍진동 제어효과를 상세 

구조검토 차원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제진장치의 향을 상용 

구조해석 로그램상에서 구 하기 해 등가링크 모델과 등

가하  모델을 제안하고 단순한 수직캔틸 버 모델과 실제 

고층 건물의 구조해석모델에 용하여 검증하 다. 제진장치

를 간편하게 하나의 Maxwell 모델 링크로 표 하기 한 

정 링크 속성 산정식을 제안하 다.

제안된 등가모델을 용함으로써 단순한 수직캔틸 버 모

델에서는 RMS 가속도, RMS 변 , 최  부재력 응답 측 

시 2% 미만의 오차를 얻었고. 실제 고층건물 모델에서는 

9% 미만의 오차를 얻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 등가링크 모

델을 사용하면 오차를 3% 미만으로 일 수 있었기 때문에 

등가링크 모델이 상 으로 우수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용된 등가링크 모델은 선형제어 알고리즘에 

용 가능하며, 링크속성은 구조물의 응답이 1차 모드로 근

사화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선형 제

어알고리즘이나 고차모드의 향이 큰 구조물에서는 등가하

 모델을 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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