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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송전선의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Fig. 1과 같은 스톡브릿지 댐퍼(Stockbridge 
damper)가 사용되고 있다.

스톡브릿지 댐퍼는 납으로 만들어진 추와 스프링 

역할을 하는 케이블, 그리고 송전선부착을 위한 중앙 

클램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댐퍼의 진동특성은 

추의 질량과 케이블의 굽힘강성, 케이블의 댐핑값에 

의해 결정된다.
이 스톡브릿지 댐퍼는 tuned mass damper로서 송

전선의 진동을 흡수하는 기계 장치이다. 경간 300 m 
송전선의 경우 설치 매뉴얼에 양쪽 끝 단으로부터 

1.4 m 되는 곳에 이 스톡브릿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스톡브릿지 댐퍼는 1920년 경에 공학자인 

Stockbridge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이 댐퍼는 메신저 

케이블, 케이블의 양단에 장착된 질량, 송전선과의 결

합을 위한 중앙 구조물로 이루어진다. 작동원리는 tuned 
mass damper 동일하다.

송전선의 진동은 크게 세 가지 모드로 구분한다. 
겨울철에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 경우 송전선에 착설

로 인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착설로 인해 단면

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바람에 의해 양력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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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dynamic modeling and vibration analysis of transmission lines with 
Stockbridge dampers. Stockbridge dampers are attached to transmission lines to reduce the vibration 
amplitude of the transmission line, thus avoiding the risk of fatigue on the line. To build a dynamic 
model, the kinetic and potential energies of a transmission line with Stockbridge dampers were de-
rived using the assumed mode method and Lagrange’s equation. The equations of motion are ex-
pressed in matrix form, which is suitable for numerical simulations. The efficiency of Stockbridge 
dampers on the vibration reduction of the transmission line was numerically investigated by changing 
their positions and properties. Th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attachment positions suggested by the 
installation manual do not provide good performance; therefore, it requires more investigation. It is 
also shown that a high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lead to better performance with regard 
to vibration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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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이 0.08 Hz에서 3 Hz 사이의 진동수로 이도(sag)
의 0.1에서 1배 이상의 큰 진폭을 가지게 되는 진동

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진동을 갤러핑 이라고 부른다. 
갤러핑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

었다(1~8). 3 Hz에서 150 Hz의 진동수를 가지고 센티

미터 정도의 진폭으로 진동하는 진동을 aeolian진동 

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0.15 Hz에서 10 Hz 사이의 진

동수로 센티미터 정도의 진폭을 가지는 wake기인 진

동이 있다. 세 가지 진동 모드 중 스톡브릿지 댐퍼는 

aeolian진동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이 

주파수 범위 밖의 진동에 대해서는 스톡브릿지 댐퍼

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eolian진동

은 송전선 후면에서 발생하는 와류에 의해 수직면 상

의 변위가 발생하는 진동인데, 꾸준한 풍속이 이런 

와류에 의한 기진력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송전선

에 피로 파괴가 발생한다. 특히 송전선이 고정되는 

송전탑 근처의 위치에서 피로파괴가 일어난다. 
송전선의 aeolian진동억제를 위해 스톡브릿지 댐퍼

가 오랫 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송전선의 진동과 연성

된 댐퍼의 성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9~14). 이 연구에서는 스톡브릿지 댐퍼를 일자유도 스

프링-질량-댐퍼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송전선의 진동

과 연성된 모델을 유도하였다. 이 이론 모델을 기반

으로 수치계산을 수행하여 스톡브릿지 댐퍼의 물성치

가 송전선의 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송전선의 동적모델링

Fig. 2와 같이 아래로 처진 송전선을 고려해보자. 
여기서 u, v, w는 각 방향으로의 변위를 나타낸다. L
은 스팬 간격, d는 송전선 중간에서의 정적 처짐을 나

타낸다.
송전선의 처짐에 대해서는 이미 Irvine and Caughey(15)

가 수행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1)

여기서 는 송전선의 질량 밀도, A는 단면적, g는 중

력가속도, T는 장력을 나타낸다. 식 (1)을 사용하면 

중앙에서의 이도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2)

현장에서는 이도를 계측한 후 이 식을 이용해 송전

선의 장력을 계산한다. 
비틀림 진동을 무시하면 Fig. 2와 같이 주어진 모델에 

대해 동적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3)

  







      (4)

Fig. 1 Stockbridge damper

Fig. 2 Coordinate system for transmissi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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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는 영의 계수를 나타낸다. 변형률은 다음 식

으로 주어진다. 

  


 

 
 



 

 




 


 

 


 

 





(5)

식 (5)를 식 (3)과 식 (4)에 대입하고 해밀턴 원리를 

이용하면 편미분 방정식 형태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편미분 방정식 형태는 수치계산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 모드법

(assumed mode method)과 라그랑지 방정식을 사용

하고자 한다. 가정 모드법을 사용하여 각 방향 변위

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자(8).

         (6a ~ c)

여기서   는 각 방향 일반변위 벡터로서 각각 

n×1의 벡터를 나타낸다. 케이블의 양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함수로는 다음과 같은 sine함수가 

사용되었다

  



sin


sin


⋯ sin

 


 (7)

은 × 허용함수 행렬이다. n은 허용함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식 (6)을 식 (3)에 대입하고, 식 (6)을 식 (5)
에 대입한 후 그 결과를 식 (4)에 대입하면 케이블에 

대한 이산화된 형태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다

음과 같은 식으로 유도된다.

  


q 

M
q   q 

M
q   q 

M
q     (8)

  


q 

Kq   


q 

Kq 

 


q 

Kq   q 
Kq 

  (9)

여기서 

M  I  (10a)

K  
   K (10b)

K  
 K (10c)

K  
 K 


K 

(10d)

K  
 K  (10e)

여기서 In는  × 인 단위행렬을 나타내고   

로 이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K  




′ ′  (11a)

K   




′ ′  (11b)

K   




 ′ ′  (11c)

이다. 여기서   로 무차원화된 위치를 나타낸

다. 위치에너지 식 (9)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중력가속

도를 포함한 항은 정적처짐과 관련되어 소거되었다. 
이는 송전선의 진동이 평형선인 정적 변형선을 기준

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Fig. 3 A spring-mass-damper attached to th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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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의 임의 위치에 스톡브릿지 댐퍼가 부착된

경우를 고려해보자. 스톡브릿지 댐퍼를 간단한 1자유

도 스프링-질량-댐퍼 시스템으로 가정하고 Fig. 3과 

같이       위치에 부착되어 있다고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스톡브릿지 댐퍼가 부착된 

위치, m은 설치된 총 스톡브릿지 댐퍼의 개수이다. 
그리고 z방향으로도 스프링-댐퍼가 부착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Fig. 3에서   는 댐퍼의 질량, 댐핑계수, 스

프링상수이다. 각 스톡브릿지 댐퍼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2)

  


      

                  
(13)

식 (6)을 식 (12)와 식 (13)에 대입하면 각 스톡브릿

지 댐퍼의 위치에너지를 이산화된 형태로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q   


q 

Kq 

 




  q   


q 

Kq 

(14)

여기서

K  
 ,       (15a,b)

이다. 따라서 총 운동에너지와 총 위치에너지는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16)

    
  



 (17)

식 (16)과 식 (17)을 라그랑지 방정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운동방정식이 유도된다. 댐핑은 

Rayleigh 소산 댐핑으로 가정하였다.

M
q  C

q  Kq  Q (18)

여기서 q q 
 q 

 q 
 q 

는 케이블의 변위와 관련

있는 일반 좌표들과 각 스톡브릿지 댐퍼의 변위로 구

성되어 있는 변위벡터이다. 여기서 q      

⋯  이다. 그리고 Q  Q 
 Q 

 Q 
 × 는 

케이블의 각방향 변위와 관련있는 일반화된 힘벡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는  1 × 2m 영행렬이다. 총 
질량, 댐핑, 강성행렬들은 다음과 같다.

M 











M    ⋯ 

 M   ⋯ 

  M  ⋯ 

    ⋯ 
⋮ ⋮ ⋮ ⋮ ⋱ ⋮
    ⋯ 

(19a)

C 











C    ⋯ 

 C  
 ⋯ 

  C  ⋯ 


 
   ⋯ 

⋮ ⋮ ⋮ ⋮ ⋱ ⋮
    ⋯ 

(19b)

K 











K K   ⋯ 

K
 K

  
 ⋯ 

  K
  ⋯ 



 
   ⋯ 

⋮ ⋮ ⋮ ⋮ ⋱ ⋮
    ⋯ 

(19c)

여기서 은  ×  영행렬, 은  ×  영행렬, 

은  ×  영행렬이다. 그리고

K
  K  

  



K , K
  K  

  



K (20a,b)

식 (18)은 2차 행렬 상미분방정식인데, Matlab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태방정식으로 변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z  A z  B f

y  C z  D f
(21)

여기서 z q T q
T

T이고 f 는 기진력을 나타낸다. 그
리고

A 



 


 I 

 M
K  M

C

 D    (22a,b)

여기서   으로 총자유도가 된다. B는 외

력이 가해지는 형태에 따라 완성되고, C는 어떤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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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어느 위치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D 의 

크기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3. 응답계산

송전선과의 연성 진동 문제를 풀기 위해서 Table 1
에 보이는 파라미터 값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원점으

로부터    m되는 위치에 한 개의 기진력이 y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위치에서 y방향 변위를 한 개

의 센서를 이용해 계측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B 



 




M
B

(23)

가 되고, 여기서

B  ×  × × (24)

이다. 그리고 센서 행렬은 다음과 같이 된다.

C  ×  × × × (25)

Fig. 1에 보이는 스톡브릿지 댐퍼의 고유진동수는

대략 13 Hz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송전선의 고유

진동모드가 1 Hz 부근에 댐퍼의 고유진동수를 1 Hz
로 가정하였다. 또한 댐퍼의 댐핑값이 알려져 있지 

않아 우선 1 % 감쇠로 가정하였다. 설치 매뉴얼에는 

Parameters Value

 3480 kg/m3

A  ×   m2

E 81.92 GPa

L 300 m

T 20.69 kN

 6.4 kg

Table 1 Parameters for transmission line

Fig. 4 Frequency response curve (ζs = 0.01, xs = 1.4 m,
298.6 m) 

Fig. 5 Frequency response curve (ζs = 0.01, xs = 15 m, 
285 m) 

Fig. 6 Frequency response curve (ζs = 0.1, xs = 15 m,
285 m) 

Fig. 7 Frequency response curve (ζs = 0.3, xs = 15 m,
28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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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양단에서 1.4 m 떨어진 위치에 두 개의 스톡

브릿지 댐퍼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

은 댐퍼가 설치된 경우와 댐퍼가 없는 경우의 주파수 

응답 곡선을 구한 결과가 Fig. 4와 같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설치 매뉴얼의 위치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주파수 응답곡선에 거의 변화가 없다. 이 위치에서 

송전선의 진동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설치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사용중인 

댐퍼를 설치할 경우 진동 저감 효과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댐퍼의 위치를 양단에서 15 m 떨어진 곳

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수치계산을 수행하였

다. Figs. 5 ~ 7은 스톡브릿지 댐퍼의 댐핑값을 1 %, 
10 %, 30 %로 바꿀 경우의 주파수 응답 곡선을 보여

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댐퍼의 설치 위치를 바

꿀 경우 진동 저감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양단 15 m 되는 위치에서 송전선의 진동이 어느 정도 

발생해 댐퍼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s. 5 ~ 7을 비교해보면 댐퍼의 댐핑값이 커질수

록 제어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자유도계에 대해 tuned mass damper를 적용

할 경우와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스톡브릿지 댐퍼

의 고유진동수를 되도록이면 낮추고 댐핑값을 키우는 

구조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스톡브릿지 댐퍼의 설치 위치를 현재 보다 양단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댐퍼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송전선의 스톡브릿지 댐퍼 설치 위치

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또한 

스톡브릿지 댐퍼의 설계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인데 구조적인 파라미터 값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이론 모델은 

이런 조사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스톡브릿지 댐퍼를 장착한 단도체 

송전선의 동적 모델링을 유도하고 수치해석을 통해 

댐퍼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동적 모델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모드법과 라그랑지 방정식이 사용되었으며, 
행렬 상미분방정식 형태의 운동방정식이 유도되었다. 
이 연구에서 유도한 행렬 운동방정식은 고유치해석 

뿐만 아니라 임의의 외력에 대한 송전선의 진동응답

계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유도된 운동방정식과 실제 송전선의 물성치를 토

대로 임의 가진에 대한 송전선 진동변위의 주파수 응

답곡선이 계산되었다. 수치계산 결과는 현재 설치매

뉴얼상의 댐퍼 위치가 송전선의 진동을 억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차후 설치 위

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톡브릿지 댐퍼의 위치 및 물성치에 대한 수치 시

뮬레이션을 통해 댐퍼의 고유진동수를 송전선의 고유

진동수에 튜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댐핑

값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톡브릿지 댐퍼의 구조와 설치 

위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와

류에 기인한 aeolian진동응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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