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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유진동수 조 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액체 퍼를 개발하 다. 동조 퍼는 구조물의 

설계단계에서 응답평가를 통해 필요성이 요구된다. 건물은 설계단계에서 고유진동수와 시공 후 고유진동수

가 상이하다. 액체 퍼의 형태는 설계단계에서 건물의 고유진동수를 동조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고유진동수가 고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퍼의 체 인 형태는 기존의 Liquid Column Vibration Absorber(LCVA)와 같다. 

기존의 LCVA는 시공 후 건물의 고유진동수에 동조시키기 해 물높이를 조 하나 층고 때문에 제한이 

있다. 우리가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액체 퍼는 물높이 조  뿐 아니라 수직 의 면 을 조 하여 고유진

동수를 조  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LCVA의 수직 을 일정한 면 의 독립된 셀로 나 었으며 이 셀을 

각각 폐시킬 수 있도록 하 다. 폐된 셀 안으로는 공기압력에 의해 물이 차지 않고 차 있는 물도 움직

이지 않게 된다. 폐된 셀의 개수를 조정하여 수직 의 면 이 조 하여 고유진동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제작된 액체 퍼의 폐된 셀 개수를 조 하여 진동  실험을 통해 퍼의 고유진동수를 악하 다. 실험

으로 나온 고유진동수와 이론 으로 산정한 고유진동수를 비교하여 퍼의 사용성을 평가하 다. 개발된 

액체 퍼의 수직 의 면  조 을 통해 고유진동수 조 이 용이하여 실제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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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고층건물의 풍진동 제어를 하기 한 동조 액체 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작, 설치  유지 리가 용이하다. 액체 퍼로는 단순한 육면체 는 원통형 형태로 액체의 출 임

을 이용한 TSD(Tuned Sloshing Damper)와 유체의 복원력을 이용하기 한 TLCD(Tuned Liquid Column 

Damper)가 있다(Soong 등 1997). LCVA(Liquid Column Vibration Absorber)는 TLCD와 달리 수평 과 수

직 의 단면 을 달리하여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동조 퍼는 건물의 고유진동수와 퍼의 고유진

동수를 동조시키는 것이 요한 핵심이 된다. TSD는 퍼의 폭과 액체의 깊이로 고유진동수가 결정이 된다

(Fujino 등 1990). TLCD와 LCVA는 물이 움직이는 액체의 길이에 의해 고유진동수가 결정된다(Chang and 

Hsu 1998). 건물은 설계단계에서의 고유진동수와 시공 후의 고유진동수가 상이하다. 설계단계에서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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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비구조체에 의한 건물의 강성 증가 등의 이유로 고유진동수가 상이하다(Amanat 2006). 설계단계에서 

제작된 액체 퍼는 물높이 조 을 통해 시공 후 건물의 고유진동수와 동조시킨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액체

퍼의 체 인 형태는 기존의 LCVA와 동일하나 퍼의 고유진동수를 액체의 높이 뿐만 아니라 수직 의 

면 을 변경하여 고유진동수를 조  할 수 있도록 하 다. 진동  실험을 통해 실험  고유진동수와 이론  

고유진동수 비교를 통해 개발된 액체 퍼의 성능을 평가하 다.

2. 액체 퍼

본 연구에서 고유진동수 조 이 가능한 액체 퍼를 고안하 다. 액체 퍼의 형태와 사이즈는 그림1과 표

1에서 나타내었다. 일반 인 LCVA의 수직 기둥을 각각 9개의 셀로 나 었다. 셀은 각각 폐시킬 수 있도

록 제작하 다. 폐된 셀은 공기압력에 의해 물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폐시키는 셀의 개수에 의해서 

LCVA의 수직 의 면 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림 1 액체 퍼 형상

표 1 액체 퍼 치수 (단 : mm)

    

치수 590 144 112 52 112

   는 각각 수직 의 단면   수평 의 단면 으로서 수직  하나의 두께 , 수평  두

께    수평폭 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는 수직 과 수평 의 단면 비, 는 의 유효길이

로서 다음 식과 같다.

   (1)

     (2)

액체 퍼의 고유진동수 식은 다음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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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액체 퍼는 액체의 물높이에 의한   뿐만 아니라 수직 의 면  로 고유진동수 

조 이 가능하다. 

3. 진동  실험

그림2는 실험 시스템을 나타낸다. 그림2와 같이 액체 퍼는 투명 아크릴로 제작하 다. 각각의 셀은 고무 

마개를 이용하여 폐시켰다.

그림 2 진동  실험 시스템 그림 그림 3 실험 종류

제작된 퍼의 폐된 셀 안에 물이 외부 가진에 의해서도 공기에 압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지를 확인하

고 고유진동수 변화를 측정하기 해 진동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은 그림3의 Case1처럼 실험체의 셀을 

바깥쪽부터 개방한 일반 인 형태의 LCVA와 Case2처럼 안쪽부터 개방한 특수한 형태 LCVA로 진행하 다. 

액체 퍼의 고유진동수는 진동  가진 실험을 통해 입력  출력의 비인 달함수를 구하여 악하 다. 액

체 퍼를 지그 에 고정하고 진동  테이블과 지그사이에 단형 로드셀을 설치하여 면 단력을 측정하

다. 진동 에 설치된 가속도계를 통해 입력 가속도를 측정하 다. 입력 가진은 0 Hz 부터 15Hz까지의 

역을 가지는 백색잡음이다. 데이터 수집과 디지털 제어는 실시간 디지털 신호처리기 (DSP)를 통해 수행되었

다. 데이터 수집보드는 측정된 가속도  면 단력을 측정하여 아날로그-디지털 변환하는 기능과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수집은 25Hz 주 수를 통과 필터를 통한 AD/DA보드인 NI 

PCI-6025E로 수집되는 시스템이다. 모든 계측  가진은 Matlab Simulink 의 Real-Time Windows Target

으로 수행되었다(The Mathworks 2007).  

4. 실험결과

진동  실험을 통해 우리가 개발한 액체 퍼가 폐된 셀로 인해 고유진동수 조 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론 인 고유진동수와의 비교를 통해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에 해 평가하 다.

4.1. Case 1

  진동  실험을 통해 외부 가진에도 액체 퍼의 폐된 셀의 물은 움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e1은 그림3에서와 같이 바깥쪽 셀을 순차 으로 개방하여 실시하 다. 이 형태 U형인 일반 인 LCVA의 

형태이다. 그림4는 Case1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진동 가속도를 입력으로 하고 단형 로드셀에서 계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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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출력으로 하는 달함수이다. 

그림 4 Case1 달함수

표 2 Case1 고유진동수와 오차율

A B C

이론

고유진동수
0.91Hz 0.76Hz 0.68Hz

실험

고유진동수
0.85Hz 0.73Hz 0.70Hz

오차율 5% 3% 4%

달함수를 통해 액체 퍼의 고유진동수를 악하 고 Case1의 A,B,C 형태의 제어력도 악 할 수 있었다. 

퍼의 제어력은 A가 가장 크며 B, C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LCVA의 제어력은 유효질량으로 작용하는 

수평부 질량에 의해 결정되는 기존의 이론과 일치함을 보여 다(Chang and Hsu 1998). 표2는 이론 으로 

산정된 고유진동수와 실험으로 나타난 고유진동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오차율은 5%이하로 나타났으며 

셀을  막지 않은 C의 경우의 오차율도 4%이기에 이 오차는 실험으로 인한 오차로 간주된다. Case1의 

형태로 셀을 개방시키면서 수직 의 단면  조 을 통해 고유진동수를 조 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오차율을 통해 실제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4.2. Case 2

 Case2는 그림3에서와 같이 안쪽 셀을 순차 으로 개방하여 실시하 다. 이 형태는 수직기둥 바깥쪽으로 수

평부의 물이 존재하여 완 한 U형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LCVA이다. 그림5는 Case2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

는 달함수를 통해 액체 퍼의 고유진동수와 제어력을 악하 다.

그림 5 Case2 달함수

표 2 Case2 고유진동수와 오차율

A B C

이론

고유진동수
1Hz 0.81Hz 0.68Hz

실험

고유진동수
1.08Hz 0.92Hz 0.70Hz

오차율 9% 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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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는 이론 으로 산정된 고유진동수와 실험으로 나타난 고유진동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오차율은 

9~13%로 Case1에 비해 컸다. 이는 Case2는 완벽한 U형이 아닌 수직기둥 바깥쪽에 물로 인한 강성 증가로 

인해 이론고유진동수 보다 고주 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제어력도 이론 으로 수평부의 질량을 비교하

을 때 C >B >A순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B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형태가 완 한 U형이 아니기 때

문에 나타난 상이라 생각된다. 개발된 LCVA를 사용하려면 Case1의 형태로 조 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효

과 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LCVA의 수직기둥부분의 일정한 면 의 셀로 나 어 그 셀을 폐시켜 수직기둥의 면 을 조 하여 고유진

동수를 조 할 수 있는 퍼를 개발하 다. 폐된 셀 안에 물이 외부 가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 수직

의 면 을 조 할 수 있음을 진동  실험을 통해 증명하 다. 로드셀로 측정한 제어력을 출력으로 하고 진동

가속도를 입력으로 하는 달함수를 사용하여 퍼의 고유진동수와 제어력을 측정하 다. 개발한 퍼는 

수직 의 면 의 변화에 따라 고유진동수가 변화하 으며 이론식으로 계산한 고유진동수와의 오차율도 작아 

실제로 사용가능함을 확인하 다. 개발된 액체 퍼는 물높이를 조 하지 않고 폐시키는 셀의 개수를 조

하여 고유진동수를 쉽게 조 할 수 있어 실제 사용성 측면에서도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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