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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비선형 진동(nonlinear vibration) 또는 비선형 동

역학(nonlinear dynamics)은 수세기 동안 이론적

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그 이론적인 수준에

비하여 실제 기계시스템의 동역학적 메커니즘

이나 비선형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진동을 저감

하기 위한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론과 실제 간의 간격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번 강좌에서는 비선형진동에 한 기본적

인 개념을 이해하고, 물리시스템 중 자동차 드라

이브라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비선형 특성과 해

석모델을 소개함으로써, 비선형 진동에 한 독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야기되는 여러

가지 비선형 거동특성이나 진동현상에 한 연

구와관심을고조하고자한다.

2. 비선형진동개념에 한이해

비선형 진동이란, 시스템의 여러 가지 진동 현

상 중에서, 선형성을 제외한 모든 거동 특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학

적 이론에서는 어느 임의의 상수와 함수가 있을

때, 이들의 관계가 두 개 함수의 합과 상수의 곱

으로 표현이 되면 선형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그
렇지 못할 경우는 비선형 함수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 와 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면 선형함수이고, 이를 만족

하지 못하면 비선형 함수로 구분한다. 더불어,
시스템의 비선형 특성을 논할 때, 가장 표적으

로 다루는 상미분방정식으로는 Duffing 방정식

이 있다 . 예를 들면 , 
와 같은 상미분방정식이 있

다고 하자. 이와 같은 형태의 상미분방정식

은 로 이루어진

선형성이 항에 의해 비선형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지는 시스템의 거동특성

을 해석적으로 풀어보면, 그림 1과 같은 형태의

주파수 응답특선 곡선을 얻을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파수 응답특선곡선은 일반 선

형미분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곡선과는 다르

게 공진 주파수 역에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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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형태의 응답특성을 보인다(1). 그림 1에서 파

란색 실선으로 나타낸 선은 backbone 곡선으로

서, 주어진 시스템의 댐핑 값에 따라서 응답곡선

의 최 값을 예측하거나 비선형 공진주파수

역을 추측할 수 있는 경로가 되겠다. 이와 같은

이론상의 비선형성은 일반적인 시스템의 거동

현상에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시스템의

거동 특성이 비선형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특정 시스템에 해 기본이

되는 한 개의 하모닉(harmonic)성분을 가진 Sine
이나 Cosine 형태의 주기함수로 가진 시켜보면:
(1) 선형시스템의 경우, 한 개의 하모닉 성분을

갖는 시스템 응답 특성이 관측되나; (2) 비선형

시스템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하모닉 성분을 갖

는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또 다른 하나의 비선

형성은 주파수 응답 특성 곡선(FRFs, frequency
response functions)에서도 나타나는데, 앞서 언급

한 Duffing 방정식에서처럼 비선형 FRFs의 가장

표적인 형태는 고유 진동수 역에서 특성곡

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휘어지는 현상을 보이

며, 이 역에서 시스템의 응답 특성이 점핑 현

상(jumping phenomena)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핑 현상에 해서는 드라이브라인의 거동

특성과 관련하여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소개하

기로 하고, 시간 역에서 구분할 수 있는 비선

형 진동 현상에 한 예를 살펴보자. 
그림 2는 특정 시스템의 응답특성을 계측하여

시간의 역에서 살펴 본 데이터이다. 그림 2(a)
는 두 개의 주기함수를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점선으로 표시된 선은 주어진 시스템을 외부에

서 가진한 주기함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순수한

한 개의 하모닉 성분을 가지고 있는 주기함수임

을 알 수 있다. 실선은 외부 가진에 따른 시스템

의 응답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계측치로서 로

표시한 한 개의 주기 동안의 응답특성을 살펴보

면, 한 개 이상의 하모닉 성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정 주기 이내에 여러 개

의 하모닉 성분이 나타나는 현상의 경우, 초조화

To  

그림 1  백본(backbone)곡선을 포함한 비선형 주파수 응
답특선 곡선

그림 2  선형/비선형 거동 특성에 한 비교 및 예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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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super-harmonics)을 갖는다고 한다. 그림 2(b)
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 응답특성에서 나타

나는 초조화 성분으로 기인하는 효과를 보여주

고 있다. 여기서, �와 �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순수한 조화함수의 파형에 보다 더 주기가 짧은

파형이 더해진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즉, 주파

수는 주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가진 함

수가 가지는 기본주기 보다 더 짧은 주기를 나

타내고 있으므로, 고주파수 성분이 혼재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주파수 성분은 앞에

서 설명한 초조화성분(super-Harmonic term)으로

부터기인하게된다.
그림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형 시스템에서

는 찾아 볼 수 없는 시스템의 비선형 응답특성이

주어진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또는 그 역)와
일치하게 되면, 예측치 못한 진동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이런 비선형 진동 현상은 선형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 모달 테스트(modal test)나 선

형해석으로는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와 같

은 비선형 진동 현상을 관측하고 해석하기 위해

서는, 첫째, 실험적으로는 부분의 진동분야에

서실시하는주파수응답특성곡선분석법이외에

시간 역에서의 주기별 응답 특성에 한 분석

이 요구되며, 둘째, 해석모델에서는 해석의 신뢰

성을 높이기 위해 비선형거동 특성을 정의해 줄

수 있는 그에 최적화된 수학모델 수립이 선행되

어야 한다. 이상으로 비선형 진동에 한 기본적

인 개념과 시스템의 비선형성이 나타나는 예로

부터 기본적인 주기함수와의 차이점에 해 알

아보았는데, 이와 같은 비선형 진동 현상은 실제

시스템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해,
차량 시스템의 구동을 담당하는 드라이브라인

(driveline)의 예를 가지고 비선형이 일어나는 주

요 원인과 이로부터 야기되는 비선형 특성에

해알아보자.

3. 드라이브라인내비선형진동현상에 한예

그림 3은 전륜구동형 차량 시스템의 드라이브

라인의 개요도와 이 시스템의 구동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나타낸 물체도이다(2~5). 그림 3(a)는 전

류구동시스템의각각의구성품들을강체시스템

(lumped parameter system)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등가 관성치(Inertia value)를 계산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여기서 은 엔진과 트랜스미션 사이에

서 발생하는 클러치 토크(clutch torque)를 나타내

고 있다. 로 나타낸 기어트랜스미션 내부에는

각각의 기어쌍이 맞물려서 구동하고 있다. 그림

3(b)에 묘사한 바와 같이 물체도는 강체시스템모

델을 바탕으로 본래 시스템과 같은 특성을 유지

하고 있는 6자유도계 축소 모델로 유도할 수 있

다(3). 그림 3(b)에 표시한 (A)와 (B)는 주어진 드라

이브라인 모델 내에 존재하는 표적인 비선형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A)는 다단계의

형태로 이루어진 클러치 스프링 및 클러치 거동

시 나타내는 마찰력(hysteresis)을 묘사하고 있다.
(B)는기어와기어사이에존재는간극즉백래쉬

(backlash)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두 개의

기계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시스템의 거

동 시 기어쌍의 접촉/이탈의 반복적인 현상 또는

맞물리는 기어치 숫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선

형 진동 현상을 야기 시키며, 이로 인한 방사소음

이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드라이브라인 내 기계

요소 (A)는 엔진으로부터 트랜스미션으로 유입

되는엔진토크의진동을비선형적으로감쇠하고

있다면, 기계요소 (B)는 (A)로부터 유입되는 토

크의 향을 받아 비선형 응답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되겠다. 
그림 4는 그림 3에서 나타난 주요 비선형 기계

요소들의 거동특성 및 구성부품에 해 묘사하

고 있다. 그림 4(a)는 차량시스템에 장착되는 클

Iie  

f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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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치 시스템 단면도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치는

엔진으로부터 하부시스템으로 전달되는 토크의

진동을 감쇠하거나 토크의 전달을 단락 및 연결

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그
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클러치 시스템은 엔진의

토크 범위에 따라 여러 단계의 스프링이 엔진으

로부터 하부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진동을 감쇠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b)는 클러치가 갖

는 특정 유형의 클러치 토크 프로파일과 클러치

토크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성분을 도시하고

있다. 즉, 그림 4(b)의 (A)는 일반적으로 실험이나

주어진 클러치 특성 프로파일로부터 얻을 수 있

는 클러치 토크 허용값을 나타낸 선도로서, 시스

템 거동 시 엔진의 감/가속 정도에 따라 주어진

클러치 토크 선도내의 특정 변위에서 클러치 토

크가 형성되게 된다. 그림 4(b)의 (B)는 클러치 내

그림 3  드라이브라인 시스템 및 6자유도계 단순물체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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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프링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클러치 토크 선

도이며, (C)는 클러치 스프링 거동 시 연동되어

일어나는 마찰력(hysteresis) 선도이며, (D)는 pre-
load에 의해 형성되는 클러치 토크 값을 묘사하

고 있다(2~5). 그림 4(c)는 엔진으로부터 유입되는

폭발행정의 향으로 인해 가진되는 비선형 기

어 거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엔진

의 폭발로 인해 기어쌍이 일정한 회전흐름을 갖

지 못하고 서로 접촉과 이탈을 반복하는 충격형

진동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기

어래틀(gear rattle)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

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해석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실험 방법과 신뢰성 있

는해석모델이뒷받침되어야한다(3~5).  
그림 3과 4에서 묘사한 시스템과 같이 비선형

성을 갖는 드라이브라인 모델을 해석하게 되면,
선형해석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5(a)는 그림 3(b)의 6자유도계 모델 중, 플라

이휠(flywheel)과 다단계 클러치만으로 구성된 1
자유도계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이다(2).
비선형 거동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harmonic
balance method(HBM)가 사용되었으며, 그래프

상에 나타난 빨간색 원은 시스템이 주파수가 변

함에 따라 나타내는 실제 거동 특성을 나타내고

그림 4  클러치 시스템 및 비선형 기어 거동특성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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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파란색크로스라인은시스템거동현상을

확인할 수 없는 범위의 예측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파란색 크로스라인으로 표시된 부분

을 불안정 거동범위(unstable regime)이라고도 하

며, 보통 이런 주파수 역에서 점핑 현상(jump-
ing phenomena)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점핑

현상은 시스템을 가진하면서 frequency sweeping
을 진행할 때, 이 전 주파수 값의 초기 조건에 따

그림 5  주파수 도메인에서 나타나는 비선형 거동현상 특성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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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연속적으로 거동특성 값이 증가하기도 하

고, 어느 일정 범위에서 특정값으로 점핑하여 떨

어지거나 갑작스럽게 증가하기도 한다. 그림

5(b)는 이와 같은 현상을 frequency sweeping에 따

라서 어떻게 시스템의 거동 특성이 변하는지를

조적으로잘보여주고있다. 
그림 5(b)는 그림 5(a)의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

을 좀 더 확 해서 나타낸 결과이며, 여기서 실선

은 HBM을 사용하여 얻은 해석 결과를, 빨간색

원과 파란색 크로스라인은 Runge-Kutta를 이용

한 수치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빨간색

원은 frequency up-sweeping을 파란색 크로스 라

인은 frequency down-sweeping을 나타내고 있는

데, 시스템의 점핑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과 주파

수 값이 1 ~ 1.045 사이의 특정 구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HBM과 Runge-Kutta 결과는 모두 일

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는 각각의 해

석 모델이 갖는 해석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

한다. 예를 들어, HBM은 일반적으로 정상상태의

응답특성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신뢰도

가 높은 해석 모델인 반면, 해석모델 구축 시 행

렬과 벡터의 구성이 정수배의 super-harmonic항
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수배가 아닌

시스템의 응답특성을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2).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선

형적인 방법들을 같이 적용하여야하는 단점이

있으나, 시스템의 응답특성을 주파수와 시간

역에서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

적으로 Runge-Kutta는 특정 주파수 값에 한 시

간 역에서의 정상상태 응답 특성을 해석하거

나, 과도응답특성에 한 해석 시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주지만, 여러 주파수 역 에서의 시스

템 응답 특성을 구할 때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비선형 해석 시에는 해석

모델에 따른 해석 시간의 장∙단점 및 특정 응답

특성의 해석가능여부에 따라 몇 가지 모델을 혼

용하여쓰기도한다. 
그림 5(c)도 마찬가지로 HBM(실선)과 Runge-

Kutta(원 및 크로스라인 )에 의한 frequency
sweeping 조건에 따른 해석 결과를 비교하고 있

는데, 그림 5(a,b)와는 달리 좀 더 복잡한 점핑 현

상이 관측되고 있다 . 즉 , 시스템 가진 시 ,
frequency up-sweeping과 down-sweeping 모두 두

번의 점핑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예를 들어 ,
frequency up-sweeping시, 최초에 시스템의 거동

특성 값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점핑하다가 두

번째 점핑 구간에서는 시스템의 거동 특성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

다. Frequency down-sweeping시에는 반 현상이

관찰이 되는데, frequency up-sweeping과 down-
sweeping 지점은 다른 비선형 현상과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지점에서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선형 거동 현상은 보통 기어 거동 특성에

서 전형적으로 관측되는 특성으로서 시스템의

댐핑 조건이나 특정 가진 구간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6). 따라서, 이와 같은 복잡한 비선형 진

동 현상을 규명하고 그 해결법을 찾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해석기법의 개발과 더불어 비선

형 거동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계측 기법이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분의 현장에서는 시

스템의 공진 주파수 역에서의 거동특성을 확

인하기 위한 선형성 기반의 계측 기법이 주된 방

법이었다면, 시스템의 비선형성을 파악하기 위

해서는 적어도 비선형 거동 특성을 갖는 하부 시

스템에 한 시간 역에서의 프로파일을 찾아

내고 기본 주파수 역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의

거동특성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harmonic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또
한 여러 형태의 물리 시스템은 각각 고유의 비선

형 응답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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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거동 특성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는 계측

기법이매번개발되어야하는문제와도상관관계

가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비선형 진동에 한 기본 개념과 더

불어 비선형 거동 현상에 해 드라이브라인 시

스템의 예를 들어 그 특성에 해 알아보았다. 여
러 물리 시스템은 이보다 더 많은 비선형 거동/진
동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전까지의 선형적

인 방법으로 그 현상을 규명하고 해법을 찾는 데

는 많은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이와 같은 비선

형 현상에 한 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이 실제 시스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응용되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태까지 이론적인 단계에

서만 머물던 비선형 개념을 소음진동 분야내의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물리 시스템에 적용함

으로써, 기존의 선형적인 한계에서 얻지 못했던

해법들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방법과 계측방

법이개발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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