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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을 위한 목적함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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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feasibility of the cost function having two control factors were discussed in 
compared to two others which has one different control factor respectively. As of the control factors, 
the dynamic response of a discrete system and the vibrational intensity at the reference point which 
is the connecting point of a discrete system to a flexible beam were controlled actively by the 
control force obtained from the minimization of the cost function. The method of feedforward control 
was employed for the control strategy. The reduction levels of the dynamic response of a discrete 
system and the vibrational intensity at a reference point, and also the input power induced by the 
control force were evaluated numerically in cases of the three different cost functions.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cost functions of one control factor, which is the dynamic 
response or the vibrational intensity, in most cases of the cost function of two control factors the 
better or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As a conclusion, it is surely noted that both the dynamic 
response and the vibrational intensity of the vibrating system be controlled up to the expected level 
by using the single cost function having two control factors.

* 
1. 서  론

산업 현장은 물론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진동과 소음을 경험하고 있고 그에 대

한 부작용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동과 소음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제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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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많은 결과들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어느 특정 부위의 반복운동

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 현상은 주변 구조물을 통해 

진동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 그 결과는 동응답과 

고체전파소음으로 나타난다. 
일반 구조물이나 기계의 경우 구성 요소로 보, 

평판, 셸 모양의 단순 구조의 복합으로 형성되었다

고 가정하고 진동 구조물로 보, 평판, 셸에 대한 진

동 특성을 연구한 사례는 이미 상당 기간 지속되어 

왔다. 특히 진동에너지나 파워 흐름을 분석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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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적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보나 평판에서 전

달되는 에너지에 대한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는 진

동인텐시티 측정법(1)이 보고된 이후 1차원 진동 모

델인 보에 대한 여러 경우에 대해 진동 인텐시티 

해석 및 제어기술(2~7)이 수행 되었다. 연결 상태에 

따라 전체 구조물의 모양이 2, 3차 구조물을 이루

는 복합 구조형태의 보 구조물인 프레임(8~11)에 대

한 진동 파워 분석과 제어기법이 보고되었다. 다양

한 형태와 조건에 따른 평판에 대한 진동 파워 흐

름(12~21)을 해석한  결과가 최근까지 나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 단순지지단을 지닌 탄성 보와 기준

점에 연결된 1 자유도 이산계의 진동 모델을 적용

하여 파워 흐름에 대한 기준점과 이산계의 고체전

파소음 및 동응답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세 

종류의 목적함수를 비교 분석하여 그 적용 가능성

에 대해 검증하였다. 조화 가진력(Fs), 불균형 질량

점(m), 1 자유도 이산계(질량(Mc), 스프링(K), 댐퍼

(C))가 존재하는 지지 탄성 보의 횡진동 운동은 

Bernoulli-Euler theory(22)를 근거로 최종 운동은 매

개변수분리법(23)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가진력을 

단일 주파수의 단위 수직력으로 가정하여 선먹임 

제어기법을 적용하였다. 선먹임제어기법은 되먹임제

어기법(feedback control method)과 같이 다양한 가

진주파수대에서 적용은 어렵지만 일정한 가진주파

수에 사용이 편리한 것으로 이미 많은 연구와 검증 

결과를 도출한 기법이다. Tanaka(15)는 사각평판의 

진동제어를 위해 가진력과 제어력의 위상차를 이용

하여 전달되는 파워의 최소화를 구현하였고 Nam(16)

Fig. 1 Theoretical model of a compound vibrating 
system with a single degree of freedom 
system and a elastic supporting beam: Fs 
(the primary force), Fc(the control force), m 
(an irregular point mass), Rp(a reference 
point), a single degree of freedom system( 
control mass M c, spring stiffness K , damping 
constant C)

은 단순 사각평판의 국소점에 진동인텐시티 최소화

를 선먹임제어기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Bardou(17)유한 무한 평판에 파워 흐름을 저감을 실

현하였다. 최적 제어력을 구하기 위해 급강하법을 

통해 목적함수 최소화를 실행하였다. Fig. 1은 단순

지지대의 탄성 보와 여러 주변 조건을 나타내는 이

론적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2. 기본방정식 전개

2.1 운동방정식 유도
가진력, 제어력, 1 자유도 이산계, 질량점을 지닌 

탄성 지지보의 운동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여기서 W(x,t)는 보의 변위, Y(t)는 이산계 변위, 
는 가진주파수, xs는 가진력의 위치, xc는 제어기 위

치, x2는 질량점의 위치, x1은 이산계의 위치 및 진

동인텐시티 제어를 위한 기준점, ( )는 Dirac delta 
함수를 각각 나타낸다.

1 자유도 이산계의 운동은 지지보의 반력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조화가진력에 의해 지지보와 이산계의 운동을 조

화운동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and   (3)

여기서 와 는 각각 지지보와 이산계 질량의 

처짐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간 항을 소거한 식 (1)의 

완전해는 제차해()와 특해()의 합으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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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4)

여기서 제차해는

 cossin
coshsinh (5)

여기서 상수(∼)는 단순지지 경계조건에 의해 최

종 식 (4)에서 얻어지고 특해는 매계변수분리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cossin
coshsinh (6)

여기서 파동수는    



 , ∼ 는 특해 계

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sin
 


 

cos
 


 

sinh
 


 

cosh

(7)

여기서   힘함수(forcing function)를 나타내며,

 




 


 









(8)

식 (8)을 식 (7)에 대입하여 각 계수를 정리한 후 

식 (4)에 단순지지 경계조건을 적용하면 상수 과 

는 영이 되고 최종 해는 계단함수로 정의된 힘의 

영향계수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sin
sinh


(9)

여기서

 

  , (10a)

 

  (10b)

그리고 각 힘의 영향계수는 아래와 같다. 

 







 




sinsinh
,

 






 


sin

sinh
,

 






 


sin

sinh
,

 






 


sin

sinh
,

  sinsin
  sinsin
  sinhsinh
  sinhsinh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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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 

  
sinh″ ″  ,

 
″ ″″ ″  .

여기서 ‘″’은 x에 대한 2계 미분을 함수 U()는 계

단함수를 의미한다.

2.2 목적함수 정의
이 연구에서는 이산계와 탄성 지지보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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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진동계의 진동 저감을 위해 복수 제어인자를 

지닌 목적함수에서 얻어진 최적 제어 조건들을 단

수 제어 인자를 지닌 두 목적함수들의 결과와 비교

하여 목적함수의 신뢰 정도를 검토하였다. 제어인자

로서는 이산계 질량의 동응답(dynamic response of 
a mass(DM ) ; ) 및 기준점(이산계와 지지보 연결

점)에 전달되는 고체전파소음을 표현하는 진동인텐

시티(vibrational intensity(VI); I(x))를 사용하여 복

수 또는 각각의 단수 인자를 지닌 목적함수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11)

   (12)

   
 (13)

여기서 이산계 질량 동응답과 기준점에 전달되는 

진동 인텐시티는 아래의 식으로 나타낸다.

 



(14)

 












 




(15)

여기서 ‘*’은 공액 복소수를 나타낸다. 식 (15)는 실

수와 허수로 구분되며 실수는 실제 전달되는 파워

(active intensity)의 크기를 허수는 반향파워(reactive 
intensity) 크기를 각 각 나타낸다. 따라서 제어 인

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력은 가진력과 위상차를 

고려한 복소수 형태로 주어지고 급강하법을 적용하

여 목적함수 값을 최소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16)

여기서      




. 최적 제어력은 

mathmatica의 최소값 판별(FindMinimum)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3. 수치 계산 결과 및 분석

수치 계산의 모든 결과를 무차원 값으로 표현하

였다. 모든 위치나 변위는 보의 길이(L)의 대비로 

표현하였고 힘의 경우는 단위 면적 당 보의 굽힘 

강도(EI/L2)를, 질량은 보의 질량() 대비를 각 

각 사용하여 결과를 구하였다. 주파수는 파동수에 

보의 길이를 곱한 무차원주파수()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결과에 나타나는 제어 인자들의 값들도 기

본 물성치를 근거로 무차원화 하였으며 사용한 기

본 물성치에 대한 무차원 형태와 값이 Table 1에 기

술되어있다. 

Table 1 Values of physical properties

Dimensionless expression Value

A discrete system 
mass  

 0.5

A discrete system 
spring stiffness 

 1000

A discrete system 
damping ratio  0.5

Source location   0.3

Primary force  




1

An irregular mass  


0.3

An irregular mass 
location

  0.5

Structural damping  0.001

A discrete system 
mass location

 

Controlle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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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M  reduction vs.   ; =0.1, =0.3, 
=0.5, =0.7, Solid (Eq.(11)), Dash(Eq.(12)), 
Dot(Eq.(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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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동응답 저감
탄성 지지보에 연결된 이산계 질량의 동응답(DM) 

제어를 위해 세 종류의 목적함수 최소화를 통해 얻

어진 결과를 제어 전 값과 비교하여 저감 정도를 

분석하였다. 대비 식은 다음과 같다.

  Log  
     (17)

Fig. 2는 목적함수 최소화에서 얻어진 최적 제어력

을 사용하여 무차원 주파수()에 따라 나타나는 이

산계 동응답 저감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제어인자

로 동응답을 포함하는 두 목적함수(Eq. (11) - DM +
VI, Eq.(12) - DM)의 경우는 결과가 비슷한 형태로 크

게는 300 dB에서 작게는 100 dB 정도의 저감을 보여 

주고 전반적으로 주파수대가 커질 수 록 저감 정도

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진동인

텐시티만 고려한 목적함수(Eq. (13) - VI)는 주파수가 

커질수록 20~30 dB의 저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에서는 고정주파수 ( = 9)에서 제어기 위

치에 따른 세 경우의 이산계 위치( = 0.1, 0.4, 
0.7)에 대하여 동응답 저감을 조사하였다. 세 경우 

모두 큰 감소를 보여주고 동응답 제어인자를 지닌 

두 목적함수의 결과가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진동인텐시티만의 목적함수 사용은 동응답 제

어에는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제어인자를 지닌 목적함수의 사용은 충분한 효

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진동 인텐시티 저감
가진력에 의해 전달되는 고체전파소음의 저감 정

도를 이산계 연결부를 기준점으로 하여 제어 전

(before)과 제어 후(after) 진동 인텐시티(VI)를 비교

한 아래의 식으로 표현하였다.

  Log
  (18)

Fig. 4은 무차원 주파수대에 따라 기준점(Rp = 
)에 전달되는 진동인텐시티 감소 정도를 보여 주

고 있다. 앞 절의 동응답 결과와 비슷한 현상을 보

여주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저감 크기가 100 dB 정

도 줄어들고 목적함수 경우는 두 목적함수 (Eq.

(12) - DM , Eq. (13) - VI)가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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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서는 고정주파수 ( = 9)에서 제어기 위치

에 따른 세 경우의 이산계 위치( = 0.1, 0.4, 0.7)에 

대하여 진동인텐시티 저감을 조사하였다. 세 경우 모

두 큰 감소를 보여주고 진동인텐시티 제어인자를 지

닌 두 목적함수(Eq. (11) - DM + VI, Eq. (13) - VI)의 결

과가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동응답 제어

인자 목적함수(Eq. (12)) 사용은 진동인텐시티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고찰 및 검토
하나의 수직 제어력을 사용하여 기준점 진동인텐

시티 및 이산계의 동응답을 동시에 제어하고자 하

는 목적함수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제어인자로 동응

답과 진동인텐시티 중 하나만을 고려한 목적함수의 

결과와 비교하여도 동시에 두 제어인자를 지닌 목

적함수 사용 시 기준점에 대한 동응답 및 진동인텐

시티 저감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정 영역 이외 전체 시스템 입장

에서 제어에 따른 진동 특성의 변화 및 제어기 성

능에 대한 검토가 최적 제어 조건에 포함 되어야 

된다고 본다. Fig. 6은 제어기 입력파워 변화를 무차

원 주파수에 따라 조사한 결과다. 제어기 입력파워

는 아래의 식으로 나타난다.

  Log 
 


 (19)

값이 작을 수 록 입력파워가 작게 사용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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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I reduction vs.  ;  = 9,  = 0.3,  =
0.5, Solid (Eq. (11)), Dash(Eq. (12)), Dot(Eq.
(13))

로 전체 주파수대에서 두 제어인자 목적함수의 결

과가 다른 두 경우에 비해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산계와 탄성 지지보의 동응답 및 진동 인텐시티 저감을 위한 목적함수 해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제 20 권 제 1 호, 2010년/89

0 5 10 15 20 25 30
-120

-100

-80

-60

-40

-20

0

 DM+VI
 DM
 VI

Dimensionless Frequency (α)

Xs=0.3, X1=0.7, X2=0.5, Xc=0.1

C
on

tro
lle

r i
np

ut
 p

ow
er

 (d
B)

Fig. 6 Input power of controller vs.  ;  = 0.1,  =
0.3,  = 0.5,  = 0.7, Solid(Eq. (11)), Dash(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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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put power of Controller vs.  ;  = 9,  =
0.3,  = 0.5,  = 0.7, Solid(Eq. (11)), Dash(Eq.
(12)), Dot(Eq. (13))

Fig. 7은 고정주파수( = 9)에서 제어기 위치 변화에 

따른 입력파워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두 제어인자 목적함수의 결과가 다른 두 경우에 비

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 및 전달 매체 역할을 하는 탄성보의 전체 

동응답과 진동인텐시티 분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

였다. Fig. 8은 기준점 이산계 동응답 저감을 위한 

동응답 제어인자를 지닌 두 경우의 목적함수에서 

얻어진 제어 후와 제어 전 보 전체 처짐을 비교하

여 보여 주고 있다. 두 목적함수 사용에 따른 결과

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제어 전에 비해 처짐이 

작아 졌다. 
Fig. 9는 진동인텐시티 제어인자를 지닌 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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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0.1,  = 0.3,  = 0.5,  = 0.7, 
Thin(Eq. (11)), Thick(Eq. (13)), Soild(before-
control)

함수에 따른 진동인텐시티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두 제어인자 목적함수(Eq. (11))의 분포 정도가 제어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작게 형성이 되었고 한 제어

인자 목적함수(Eq. (13))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더 좋

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두 제어인자(이산계 동응답 및 기

준점 진동인텐시티)를 하나의 제어력을 사용하여 저

감하기 위해 정의된 목적함수의 신뢰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두 제어인자(이산계 동

응답 및 기준점 진동인텐시티) 중 한 제어인자를 

지닌 목적함수를 사용하였다. 제어기법으로는 선먹

임기법을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제어인자를 같이 지닌 목적함수의 

모든 결과들이 한 제어인자 목적함수들 결과와 비

교해도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

서 두 개의 다른 인자를 동시에 제어 할 경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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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함수에 포함하여 최적 제어 조건을 구현 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 제시한 이

론적 저감 수치는 실제 적용 시 예상되는 값과 차이

가 날 수 도 있으며 단지 전반적인 제어의 경향을 

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어 인자 갯수가 

늘어나거나 시스템 구조 변화(이산계 및 질량점 증

가, 경계조건 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저감 정도

가 작아지거나 효과가 미미할 수 도 있다고 본다. 따
라서 차 후 여러 조건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조물에 

대한 제어를 위해 제어인자, 제어력 형태, 목적함수 

구성에 연구가 더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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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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