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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tudy, the effects of damping devices on damping ratio increase and wind-load reduction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computational platform, which is one of the parametric modeling methods. The computational platform helps the designers or 

engineers to evaluate the efficacy of the numerous alternative structural systems for irregular Super-Tall building, which is crucial 

in determining the capacity and the number of the supplemental damping devices for adding the required damping ratios to the 

building. The inherent damping ratio was estimated based on the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s conducted by using real 

wind-load records. Two types of damping devices were considered: One is inter-story installation type passive control devices and 

the other is mass type active control devices. The supplemental damping ratio due to the damping devices was calculated by means 

of equivalent static analysis using an equation suggested by FEMA. The optimal design of the damping devices was conducted by 

using the computational platform. The structural element quantity reduction effect resulting from the installation of the damping 

devices could be simply assessed by proposing a wind-load reduction factor,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was 

verified by a numerical example of a 455m high-rise building. The comparison between roof displacement and the story shear forces 

by the nonlinear time history analysis and the proposed method indicated that the proposed method could simply but approximately 

estimate the effects of the supplemental damping devices on the roof displacement and the member forc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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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고층건축물의 건설을 해서는 천문학 인 비용과 인력

이 소요되고, 많은 인구가 상주하기 때문에 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 성, 사용성, 경제성 등을 최 화할 수 있는 엔

지니어링 기술  로세스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도시경쟁

력 향상 측면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한 

신 인 디자인 개념이 시되고 있으며, 비정형 건축물을 

구 하기 한 첨단요소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형 고층건축물은 과거 구조시스템으로는 설계하기 어

려우며, 구조물이 지진  풍하 과 같은 횡하 에 한 안

성과 사용성을 평가하고, 이를 정수 으로 제어하는 기

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비정형 고층구조물 계획시 설

계자의 수많은 설계의도를 반 할 수 있는 기 구조시스템 

선정  합리 인 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되어야 한다.

1.2 연구의 방법  차

본 연구에서는 풍하 의 향을 크게 받는 고층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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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감쇠장치 설계를 정 해석만으로 구조물에 등가감쇠

비를 산정하고, 풍하  감계수와 등가 감쇠비의 상 계식

에 따라 풍하 을 감시켜 건물의 용시키게 된다. 이는 

감된 풍하 만큼 감쇠장치가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풍하  

감계수를 용시킨 건물과 감쇠장치가 설치된 건물의 비선

형 해석 후 산출된 면 단력  변 값을 비교하 다. 

정 해석을 통해 나온 값은 FEMA 356에서 제안한 등가

감쇠비 계산식을 이용하여 정  풍하 에 한 감쇠장치가 

한 일과 구조물의 변형에 지를 구하게 된다. 이때, 라매트

릭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로그램인 스트라우토(StrAuto)를 

이용하여 건물의 등가감쇠비를 구할 수 있고, 추가 으로 건

물의 목표감쇠비를 맞추기 한 감쇠장치의 용량을 최 화하

도록 알고리즘을 구 하 다. 이를 통해 감쇠장치의 치, 개

수, 용량을 조건으로 설정해 놓으면 기 안선정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수많은 안의 건물을 상으로 풍하  

감계수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본    론

2.1 이론  고찰

2.1.1 풍응답 실측에 따른 고유 감쇠비 추정

국내·외 고층구조물의 감쇠비 추정방법으로 국내의 경우 

고층빌딩 설계기술연구단(2009-2015, 국토해양부, 주 연

구기  단국 학교)의 공동연구기 인 포스코건설에선 국내 

고층 구조물 14동을 상으로 풍진동 실계측을 수행하 고, 

시스템 식별을 통해 건물의 고유진동수와 감쇠비를 계측하

다. 풍진동 계측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쇠비 계측값과 국내외 

기 식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Kim, 2012).

국외 사례로 유키오 타무라(Yukio Tamura, 2012) 연구

에선 일본 건축 연구소(AIJ)의 연구 원회에서 수집된 285개 

건물의 고품질 감쇠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유진동수와 감

쇠비의 경험  수식을 제안하 다. 식 (1a)는 철근콘크리트 

건물, 식 (1b)는 철골건물의 감쇠비 추정 식으로 건물의 높이

와 횡하 에 한 건물의 횡변 로 감쇠비를 추정할 수 있다. 

 




 (1a)

 




 (1b)

여기서, 는 횡하 에 한 횡변 이며, 는 건물의 높

이를 나타낸다.

한, 카림(Kareem, 2006) 연구에서 시카고에 있는 세 

개의 고층건물을 상으로 주기  감쇠비를 계측하 다, 

Table 1의 건물 1,3은 철골구조의 튜 시스템이고, 건물 2

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단벽  아웃리거 시스템이다. 하

워법(HPBW)와 랜덤감소기법(RDT)으로 분석한 계측값

을 설계 감쇠비 1%와 비교해 보니 건물 2, 3에는 보수 이

고 건물 1에는 합하 다. 이 감쇠비 추정은 각 건물이 독

특한 변형 매커니즘과 건축자재의 다양성이 향을 미친 것

으로 상되었다.

Building 1 Building 2 Building 3

HPBW

X-dir 0.65% 1.62% 1.46%

Y-dir 1.14% 2.07% 1.06%

Torsion 0.74% 3.14% 1.31%

RDT

X-dir 0.87% 1.42% 1.04%

Y-dir 0.88% 2.40% 1.21%

Torsion 0.87% 3.59% 1.33%

Table 1 Damping as percent critical estimated by 

spectral and time domain analyses

2.1.2 감쇠장치 설치에 따른 감쇠비 증가효과 평가

1) 수동형 감쇠장치

FEMA(미국연방재난 리국, Federal Emergency Mana-

gement Agency) 356의 9장에 면진  에 지 소산

(Seismic Isolation and Energy Dissipation)에 소산장치

에 의한 감쇠장치 산정법이 제시되어 있다. 선형정  과정

(Linear Static Procedure)의 변형 의존형 감쇠장치

(Displacement-Dependent Devices)의 등가 감쇠비 산정

법은 식 (2a)와 같다. 은 층 변 ()가 일어나는 동안 감쇠

장치 에 의한 한 주기당 일이며, 는 최  탄성에 지를 말

한다. 

   





(2a)

 



 (2b)

  



 (2c)

여기서, 는 원구조물의 감쇠비, 는 고유주기, 는 감

쇠장치의 감쇠계수, 는 감쇠장치가 설치된 양 끝단의 상  

변 , 는 층의 성력, 는 층에 성력이 작용할 때의 

층 변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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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coefficient in accordance with 

damping ratios increases

Fig. 3 Wind reduction factor in accordance with 

damping ratios increases

2) 능동형 감쇠장치

제어 알고리즘 기반으로 하는 능동질량형 감쇠장치의 알고

리즘은 단자유도(SDOF) 시스템에서 질량으로 정규화된 수

평 하  를 받을 때 운동방정식을 제어 힘이 선형 이차 

안정기(LQR)에 의해 결정될 경우 식 (3a)로 나타낼 수 있

다(Soong, 1990). 이는 선형구조 운동방정식이기 때문에 쉽

게 제어 구조의 동 응답을 계산할 수 있다.


   (3a)

  (3b)

여기서, 는 질량을 기본으로 한 상 변 이며, 는 

고유진동수, 는 고유 감쇠비, 는 제어 힘을 용하여 바  

감쇠비, 는 단  질량당 정규화된 제어 힘을 나타낸다. 

감쇠장치 설치층에 하여 모드벡터를 정규화할 경우 는 

감쇠장치 설치층의 변 를 나타낸다. 

2.1.3 감쇠비에 따른 풍하  감계수 평가

바람 하 은 평균성분, 비공진성분, 공진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감쇠장치에 의한 감쇠비 증가는 공진성분만을 

감소시키고, 공진성분의 크기는 구조물의 진동수(주기)와 감

쇠비의 함수이다.

Fig. 2는 감쇠비의 증가에 따른 공진계수(), 피크팩터

(), 돌풍계수()의 변화를 보여 다. 주기가 10% 증가

함(Pr(Period Ratio)=1.1)에 따라 공진계수가 증가하나, 

피크팩터는 감소하고, 체 인 돌풍계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부터 주기가 증가하면 체 하 에서 공진성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측해 볼 수 있다.

풍방향 풍하 의 경우 감쇠장치에 의한 감쇠비 증가는 공

진성분만 감쇠시키고, 공진성분의 크기는 진동수(주기)와 감

쇠비의 함수이다. 식 (4a)는 풍방향 풍하 의 하  감계수

이고, 식 (4b)는 풍직각방향 풍하 의 하  감계수를 나타

낸다. 

평균성분+비공진성분+공진성분×


(4a)




(4b)

여기서, 는 고유 감쇠비, 는 추가 감쇠비를 나타낸다. 

Fig. 3은 고유 감쇠비가 1.5%일 때 감쇠비에 따른 풍하

의 변 ·가속도 감계수를 나타낸다.

2.2 산 랫폼을 활용한 고층구조물 설계

2.2.1 산 랫폼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라메트릭 디자인(Parametric Design)

은 디자인을 정의하는데 있어 주요 속성들이나 치수들을 매개

변수하여 정의하는 방법론으로서, 하나의 형상을 수정하면 상

호 련된 다른 형상의 사이즈나 치가 자동으로 변하게 된

다. 산 랫폼에서 사용되는 라메트릭 디자인 도구인 라이

노세러스(Rhinoceros)는 3차원 자유 형상 모델러이고, 이 

로그램 내에서 러그 인(Plug-in)으로 그래스하퍼(Grass-

hopper)를 실행하게 된다. (주)창소 트아이앤아이에서 개발

한 스트라우토(StrAuto)는 그래스하퍼 내의 건축구조 모델링

을 효과 으로 하기 해 개발되었다. StrAuto의 장 은 정확

하고 신속한 모델링이 가능하고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한 해석 로세스의 리가 가능하다. 구조해

석 정보를 입력하면 SAP2K Components을 이용해 상용 

로그램인 SAP2000으로 모든 정보와 구조해석 모델링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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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uilding shape and structural systems of the 

tower C

  

Fig. 4 The computational platform

(Rhino3D / Grasshopper)

Fig. 5 Damping devices location information of the 

tower C

Fig. 6 Wind loads input information of the tower C

Fig. 7 Wind reduction factor and building information 

of the tower C 

Fig. 8 Damper optimization of the tower C

성, 변경, 정보 송이 가능하다.

StrAuto의 등가감쇠비 계산모듈의 입출력 데이터는 크게 

사용자 입력부분과 해석 모델에서 자동 추출되는 두 역으

로 나뉜다. 상용 로그램인 SAP200에서 해석 일을 불러 

들어와 사용자 입력 부분인 Fig. 5～8에서 건물의 정보, 풍

하  설계변수값 입력, 감쇠장치의 설치 치  감쇠계수를 

그룹별로 입력하게 된다. 여기서, 감쇠기 최 화 옵션으로 동

일한 감쇠계수를 용하거나 그룹별로 다른 감쇠계수를 찾아

주는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 출력 데이터로 각층의 성

력(풍하 ), 풍하 에 한 층변 , 감쇠가 설치된 치의 

 번호와 변 , 1차모드의 고유진동주기가 추출된다. 

2.2.2 해석 제  결과 분석

해석 제의 건물은 최고높이 453m로 내부에 철근콘크리

트 코어와 그 밖으로 삼각형의 메가 이스, 외각의 다이

아그리드 임 총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높이 

229m 부터 망   매시설로 이용될 22개 층이 생성된다.

구조해석 방법으로는 첫 번째, 층간 변 형 수동 감쇠장치

와 최상층에 질량형 능동 감쇠장치를 설치하고, FEMA 356 

제안식에 의해 등가감쇠비 도출 후 풍하  감계수를 산정

하여 실제로 상지에 부는 풍하 의 크기를 이고자 한다. 

두 번째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을 통해 첫 번째 모델링과 변

, 면 단력을 비교․검토한다.

구조해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모델링 단순화 작업을 

수행하 다. Fig. 9의 (a) 역은 망   매시설로 평면

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고, (b) 역 지하층도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큰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단순화시켰다. 

기 모델링에서 의 개수는 14,000개, 부재의 수는 

31,000개 으나 약 50%가량 고, 이에 따라 건물 해석 

시간도 어 들었다. 정 풍하 은 기본풍속() 30m/sec, 

지표면조도 D, 요도계수() 1.1, 가스트 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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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location of inter-story installation type passive 

control devices of the tower C

Fig. 11 Location of mass type active control devices 

of the tower C

Group1 Group2 Group3 Group4 Damping Ratio

0kN 0kN 0kN 89,500kN 2.621%

0kN 500kN 0kN 89,000kN 2.618%

0kN 0kN 500kN 89,000kN 2.619%

0kN 0kN 2,000kN 88,000kN 2.618%

0kN 1,500kN 0kN 88,500kN 2.619%

500kN 500kN 0kN 89,000kN 2.619%

0kN 1,000kN 500kN 88,500kN 2.620%

0kN 500kN 1,000kN 88,500kN 2.620%

0kN 0kN 1,500kN 88,500kN 2.621%

0kN 100kN 0kN 89,000kN 2.622%

Table 2 Optimization of damping coefficients using 

computational platform

Fig. 12 Fluctuating wind load time history of the 

tower C

1.5의 조건으로 검토를 수행하 다. 정  풍하 은 분포 면

당 하 으로 계산되어 각 층의 강성 심에 용시켰다.

첫 번째 조건으로 Fig. 9와 같이 1층에서부터 117m 사

이에 층간변 형 수동형 감쇠장치를 24개소 설치하 을 때 

이다. 각층의 작용하는 정  풍하 과 그에 따른 X방향 최  

변 는 20.7m로 해석되었고, 구조물의 최  변형에 지

()는 23,936.94kN·m로 계산되었다. 한, 감쇠장치에 

의한 한 일()을 산정하기 해 감쇠장치가 설치된 양끝단 

의 변형을 산정하고, 고유치 해석을 하 다. 1차 모드의 

고유 주기는 7.81 이고, 총 유효질량은 889,064kN이다. 

감쇠장치에 의한 한 일()은 감쇠계수()를 60,000kN인 

감쇠장치를 설치하 을 때 3,49.36kN·m로 계산되었다. 계

산 결과 고유 감쇠비 1.5%일 때 2.58%로 고유 감쇠비에서 

약 1%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의 조건으로 최상층에 질량형 능동감쇠장치를 설치

하 다. 감쇠장치는 Fig. 11과 같이 감쇠장치 설치층이 외부

고정단에 감쇠와 강성으로 병렬연결된 빈 모델(Kevin 

Model)을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이는 LQR, LQG와 같은 

선형상태되먹임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1차모드가 지배 이며 

감쇠장치 설치층에 하여 모드벡타를 정규화하는 경우 감쇠

장치 설치층의 속도와 변 에 게인을 곱한 형태로 제어력이 

표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층간변 형 감쇠장치를 설치한 구조물의 응답을 비

교해 보기 해 감쇠계수는 5,000kN으로 입력하 다. 이 

값은 층간변 형 감쇠장치의 한 일 과 같다고 가정하여 

산정하 다.

산 랫폼의 등가감쇠비 계산모듈을 이용하여 감쇠계수 

값의 최 화를 용하 다. 감쇠기 치  개수는 동일하게 

하고, Fig. 10과 같이 그룹별로 나 어 목표 감쇠비를 만족

하는 감쇠계수의 값을 도출하 다. 감쇠계수 범 를 0kN～

100,000kN의 500kN 단 로 설정하 다. Table 2와 같이 

산 랫폼에서 설계안을 10개로 설정하고 실행한 결과, 건

물의 상부에 집 으로 감쇠장치를 설치했을때 가장 효율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값은 목표 감쇠비 2.62%로 설

정했을때 최 의 감쇠계수 값을 찾은 것이다. 이와 같은 구

조 해석을 실제로 했을때 시간 , 물리 으로 어려움이 있지

만 산 랫폼을 이용할 경우 쉽게 구할 수 있다.

변동풍하 은 변동풍속의 특성과 풍속의 연직분포를 고려

한 풍하  시간이력 생성 로그램(구조물-제진장치 기설

계를 한 교차스펙트럼 도에 기 한 풍하  시간이력 생성 

로그램, 2010)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시 입력하는 풍하  

시간이력 데이터를 생성하 고, Fig. 12는 층별 풍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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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 Time

History RMS

Linear Time

History_RMS

Displacement 0.23 0.24

Base Shear 0.22 0.38

Table 3 Wind reduction factor α value of the tower C

Fig. 13 Load reduction factor curve fitting associated 

with the supplemental damping

Fig. 14 Floor displacement and floor shear in case of 

supplemental damping ratios of 6% 

이력을 나타낸다(Kim, 2011).

다음은 풍하  감계수를 용한 모델링과 감쇠장치가 설

치된 모델링의 비선형 시간이력을 하여 변   면 단력

을 비교하 다. 여기서, FEMA 356 제안식으로 구한 감쇠

비가 0.0258일 때 풍하  감계수는 0.76이다. 해석결과 

층간변 형 수동 감쇠장치의 경우 변동풍하 에 해 각 

의 변형이 매우 작게 발생하여 감쇠장치의 향이 미비하

고, 질량형 능동 감쇠장치의 경우 제안한 식과 실제로 감

쇠장치를 포함한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의 결과 값이 매우 유

사하게 나왔다. Fig. 13은 질량형 능동 감쇠장치의 경우 추

가감쇠비가 0%~6%일 때 최상층 변   면 단력 값의 

NTH(Nonlinear Time History)의 평균값, LTH(Linear 

Time History)의 평균값, FEMA 356 제안식을 이용한 

ES(Equivalent Static)값을 비교하 다. 비교결과 고층건

물 일수록 정 해석을 한 결과와 시간이력을 수행한 결과 값

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정확도를 높이기 해 풍하

 감계수를 구하는 식 (5)에서 α값을 사용하여 최상층 변

와 면 단력 평균값에 커 피 (Curve Fitting)을 하 다. 

·


(5)

Fig. 14는 추가감쇠비 6%일 때 층 변   층 단력을 

나타내며, α0.23을 용한 정 해석 값이 비선형 시간이

력해석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 랫폼을 이용하여 감쇠장치를 가지는 

고층건물의 구조설계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 으며, 이

를 해 감쇠장치에 의해 추가되는 감쇠비  이로 인한 등

가정  풍하  감계수를 사용하 다. 고층건축물 제건

물에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검

토하 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 구조물의 고유 감쇠비는 구조물량 뿐만 아니라 추

가 으로 요구되는 감쇠장치의 용량을 산정하는데 있

어 매우 요하나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일반 으로 

보수 으로 작은 값으로 가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련한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는 풍하  실측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시스템, 높이, 응답의 크기에 따라 변화

는 감쇠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

외 사례로 시카고에 있는 고층건물의 경우 계측값과 

설계 감쇠비 비교값이 높은 오차율을 보이고 있는 것

을 통해, 실계측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 임을 확인하 다. 

2) 감쇠장치 설치에 따른 감쇠비의 증가 효과와 련하여 

수동형 감쇠장치와 능동형 감쇠장치로 나 어 기존의 

제안식과 알고리즘을 조사하 다. 수동형 감쇠장치의 

경우 FEMA 356에서 제시된 식은 감쇠장치의 주기당 

하는 일과 최  탄성에 지의 계로부터 구할 수 있

으며 단한번의 정 해석 만으로 결과를 알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능동형 감쇠장치는 선행연구에서 제

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감쇠장치에 의한 제어력과 이 

때 증가하는 감쇠비를 구할 수 있었다. 특히, 1차 모드

가 지배 인 경우 제어력이 설치된 층의 지반에 한 상

속도 혹은 상 변 의 함수로 표 되기 때문에 기존의 

상용 구조해석 로그램을 사용하여 능동형 질량감쇠기

의 효과를 모델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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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쇠비에 따른 풍하  감계수를 정의하기 해 풍방

향, 풍직각방향 풍하 을 상으로 감쇠비에 따른 계수

들의 상 계를 규명하 다. 등가감쇠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진계수와 피크 펙터·돌풍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감쇠비에 따른 풍하 의 변 ·가속도 

감계수를 제시하 다.

4) 455m의 고층건물을 상으로 실제 감쇠장치를 설치

하고 비선형 해석을 수행한 경우와 감쇠장치의 효과를 

등가감쇠비  이로 인한 풍하  감계수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비교하 다. 이때 산 랫폼인 스트

라우토의 감쇠장치 최 화 모듈을 이용하여 감쇠비를 

도출하 고,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구조 모델링  

해석에 소요되는 노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

인하 다. 해석결과 층간설치형 감쇠장치의 경우 설치

되어 있는 층의  변 가 매우 작아 구조물의 향

에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최상층에 질량형 감

쇠장치를 층간변 형 감쇠장치의 한 일과 같은 값에 해

당하는 감쇠계수를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이에 

한 수치해석결과는 제안된 방법을 사용하여 감쇠장치

의 효과를 효율 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 다.

5) 455m 고층건물의 하 감 계수 식에 값을 제시

하여 수치해석결과와 오차율을 었으며, 최상층 변  

 면 단력의 비교한 값을 보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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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라매트릭 모델링 기법을 통해 다양한 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된 StrAuto(이하 산 랫폼)을 이용

하여 감쇠장치에 따른 감쇠비 증가 효과와 풍하  감효과를 평가하 다. 비정형 고층구조물의 수많은 구조시스템 안 

선정을 지원하는 산 랫폼은 설계자 는 엔지니어에게 기 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된다. 감쇠장치의 용

량  추가 요구감쇠비의 크기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요한 원 구조물의 감쇠비에 한 추정은 풍하 에 한 실계측 자료

를 기반으로 수행된 국내외 련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 다. 감쇠장치는 층간 설치형 수동형 감쇠장치와 질량형 능동형 감

쇠장치 두 가지 유형을 고려하 다. 감쇠장치에 의해 추가되는 감쇠비는 FEMA에서 제안한 식을 이용하여 등가 정  해석

을 수행하여 산정하 다. 산 랫폼 내부에 감쇠장치의 용량을 최 화하는 알고리즘을 내장함으로써 최 의 감쇠장치 설

계안을 자동 으로 도출할 수 있다. 감쇠장치 설치에 따른 물량 감 효과는 풍하  감계수로 평가될 수 있으며, 455m 높

이의 고층구조물을 상으로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 다.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비선형 시간이력 해석을 통해 

얻어진 지붕층 변 와 층별 단력을 근사 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감쇠장치, 감쇠비, 산 랫폼, 풍하  감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