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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하중을 받는 3-자유절점 공간 트러스의

동적 불안정 현상과 주파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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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verning equation for a dome-type shallow spatial truss subjected to a transverse load is expressed in the form of 

the Duffing equation, and it can be derived by considering geometrical non-linearity. When this model under constant load 

exceeds the critical level, unstable behavior is appeared. This phenomenon changes sensitively as the number of free-nodes 

increases or depends on the imperfection of the system. When the load is a periodic function, more complex behavior and 

low critical levels can be expected. Thus, the dynamic unstable behavior and the change in the critical point of the 

3-free-nodes space truss system were analyzed in this work. The 4-th order Runge-Kutta method was used in the system 

analysis, while the change in the frequency domain was analyzed through FFT. The sinusoidal wave and the beating wave 

were utilized as the periodic load function. This unstable situation was observed by the case when all nodes had same 

load vector as well as by the case that the load vector had slight difference. The results showed the critical buckling level 

of the periodic load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nstant load. The value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period of the load, 

while a lower critical point was observed when it was closer to the natural frequency in the case of a linear system. The 

beating wave, which is attributed to the interference of the two frequencies, exhibits slightly more behavior than the 

sinusoidal wave. And the changing of critical level could be observed even with slight changes in the load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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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외부로부터 다양한 힘에 저항하는 돔형 구조물은 연

속체 쉘(Shell)이나 공간 트러스와 같은 시스템으로 많

이 건설된다. 콘크리트 돔과 같은 연속체 구조보다 경량

인 공간 트러스 시스템은 각각의 불연속 부재들에 효율

적으로 힘이 전달되며, 인장과 압축력으로 단순하게 부

재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쉘 구조에서 나타나는 역

학적인 불안정 현상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스냅

(Snapping) 현상은 정적인 불안정 상태와 동적인 불안

정 상태의 임계점(Critical point)에 대해서 모두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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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들은 주로 시스템의 비선형

성에 기인하여 매우 민감하게 거동하며, 이러한 불안정

한 상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시스템의 설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공간 트러스의 동적 불안정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임계점을 결정하는 것3)과 위상공간에서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토

글 트러스(Toggle truss)와 같은 1-자유절점 공간 트러

스 모델이나 2-자유절점 모델이 많이 다루어졌으며
1),4),5),6), 불안정 현상이 비교적 명확하게 관찰되기 때문

에 많은 부재를 가진 격자 돔의 실용적인 연구결과7)보

다 유리한 점이 많다. 단순모델에서 다루어지는 하중의 

특성은 스텝함수가 많이 채택되었으며, 주기외력을 받는 

시스템의 동적 불안정 현상도 연구된 바 있다4),8). 최근 

3-자유절점 모델도 비선형 상태방정식을 유도하여 스텝

하중에 대한 동적 좌굴의 민감한 특성이 연구되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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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절점 공간 트러스 모델은 상하 진동에 대한 수직

자유도만 고려한 상태방정식의 경우 1-자유절점이 더핑 

방정식(Duffing equation)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며, 

2- 또는 3-자유절점도 다중 더핑 방정식의 형태와 유사

한 비선형 연립미분방정식이 유도된다. 따라서 이들의 

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을 살펴볼 특성방정식의 

차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분석이 매우 어려워

진다9). 또한 주기외력의 경우에 대한 동적 불안정 현상

에 대한 관찰 파라미터는 더 복잡해지며, 임계 전후의 

불안정성과 주파수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 특징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10),11).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스텝하중과 같은 상수 하중 상

태가 아닌 주기외력을 받는 상태에 대한 돔형 공간 트러

스의 구조 불안정성을 연구한다. 대상 모델은 3-자유절

점(Three-Free-Nodes: TFN) 모델이며, 주기하중은 사

인파와 맥놀이 파 함수를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 적용되

는 주기함수는 선형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를 기준으로 

주기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관찰함으로서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동적 해석 결과는 

각각의 상태에 대한 동적 불안정 상태의 임계레벨 변화

와 임계상태에 대한 주파수 변화 특성을 고속 푸리에 변

환(FFT, 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분석함

으로서 위상공간과 더불어 임계레벨을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외력 주기의 변화에 대해서 동적 좌굴 하중을 분석

하며, 주기에 따른 스펙트럼(Spectrum)의 분석과 임계

경계의 등고선도를 통해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3-자유절점 모델의 상태방

정식과 적용되는 주기하중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 

대상 모델에 대한 동적 불안정 현상을 분석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기 파라미터에 따른 임계레벨과 FFT를 통한 

주파수 특성을 분석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4장에

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지배방정식과 주기하중

본 논문에서 다루는 3-자유절점 공간 트러스 모델은 

<Fig. 1>과 같고, Shon & Hwang(2020)의 연구에서 다

루어진 예제로 상수하중을 받는 경우의 불안정성이 연

구되었다9). 초기 조건은 3개의 자유절점(절점 1~3)과 9개

<Fig. 1> Shape of 3-free-node spatial truss
9)

의 고정절점(절점 4~12), 그리고 15개의 부재로 이루어

져 있다. 자유절점의 좌표는  , 고정절점은 0이다. 형

상 파라미터는   로 정의하며, 높이 와 수평

부재 길이 로 표현된 값이다. 본 연구는 얕은 형상만

을 다루며,    ,   인 모델을 연구한다. 즉, 

모델의 형상 파라미터는   이며, 경사부재 길이는 

  
  이다. 각 부재는 밀도 

  ×  , 단면적     , 탄성

계수   × 로 일정하며, 수평부재와 

경사부재의 길이비는   로 정의한다.

대상 모델의 상태방정식은 Shon & Hwang(2020)의 

연구에서 유도된 요소 방정식을 이용한다9). 기하학적 비

선형성을 고려한 요소행렬은 공간 좌표계에서 절점 변

위 와 이에 대응하는 하중 로 표현되며, 가속도와 

감쇠 항을 고려하여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1)

여기서, 은 집중질량행렬, 는 감쇠행렬,  ,  , 

는 요소 강성행렬이며,  , 는 절점 변위의 고차 

항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5),6). 각 항의 구성은 

 
 ,  

   , 

   
 이며, 여기서 는 좌표변환행렬, 

와 는 식 (2) 및 식 (3)과 같다.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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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형상함수 , 를 에 관해 

미분한 것이고, 은 × 단위행렬이다.

식 (1)을 이용한 상태방정식으로 상하 진동에 의한 스

냅 현상을 다루기 위해 본 연구는 수직 방향의 변위 성

분 (  )만을 고려하도록 하며, 수평 변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호의 단순화를 위

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치환한다.

←, ← ,               (4)

이상의 경계 조건과 변수 치환을 통해 식 (5)와 같은 

지배방정식을 얻게 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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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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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n & Hwang(2020)의 스텝 하중은 시간 영역 

∈ 에서 일정한 상수 로 정의하지만9) 본 논문

에서 다루는 주기하중은 각 절점에서 작용하는 외력의 

주기함수 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상수 레벨 를 이

용하여 하중모드를 결정한다. 따라서 절점의 주기외력벡

터  
는 각 절점에 동일한 하중벡터와 

미소한 차이를 가지는 하중벡터로 정의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하중 모드  , 를 도입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6)

식 (6)에서 부호 의 추가는 하중 방향을 정의한 것

이고, 과 는 각 절점이 동일한 크기의 외력을 가

지는지 또는 미소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하중

모드이다. 우선 전자의 하중벡터를 위해   


로 설정하며, 와 를 이용해 후자의 하중모드를 구성

한다. 즉,   은 절점에 동일한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이고, ≠ 및  ≠ 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9).

는 사인파형과 맥놀이 파형(Beating wave)을 적

용하도록 하며, 식 (7) 및 식 (8)과 같다.

    (7)

        (8)

여기서, 와 는 주기 파라미터이고, 는 선형 시

스템의 고유진동수이다. 주기 파라미터의 경우 사인 파

형과 맥놀이 파형 모두에 영향을 주며 주기가 달라진다. 

특히 두 주파수의 간섭으로 나타나는 맥놀이 파형은 

가 증가하는 경우 비트 내 진동 패턴이 동일하면서 주기

가 짧아지고, 가 증가하는 경우 비트 내 진동 횟수가 

줄어들면서 주기가 짧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8). 

각각의 파형과 주파수를 <Fig. 2>와 <Fig. 3>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난 파형은 해석 대상 구조물의 선

형시스템에 대한 고유진동수 가  이고, 주

기 파라미터    ,   인 경우에 대해 표현된 

함수들이다. FFT를 통해서 구한 주파수도 사인파형의 

경우 <Fig. 2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값을 가지

며, 맥놀이 파형의 경우도 <Fig. 3 (b)>에서와 같이 유사

한 두 주파수  ,  의 간섭에 의해 

파형이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지배방정식 식 (5)와 주기외력 식 (6)을 

이용해서 해석을 수행하며, 수치해석 방법은 4차 룽게-

쿠타법(4-th-order Runge-Kutta Method; RK4)을 이

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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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n wave and spectrum

<Fig. 3> Beating wave and spectrum

3. 동적 좌굴과 임계하중

본 장에서는 주기 하중을 받는 3-자유절점 공간 트러

스 TFN 모델의 동적 해석과 불안정 거동 및 임계 하중 

레벨에 대해서 다루도록 한다. 비교를 위해서 Shon & 

Hwang(2020)의 스텝 하중 연구 결과를 이용하도록 하

며, 사용되는 파라미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선행 연구

에서 감쇠에 대한 영향을 일부 살펴보았으므로9), 본 논

문에서는   인 비감쇠 시스템을 다루도록 한다. 식 (6)

의 하중 벡터에서 비균일 절점 하중 벡터 의 계수 

에 대한 특성은 주기 파라미터에 따른 임계레벨의 변화

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스텝 하중의 동적 좌굴 임

계값 은   일 경우 ×이다. 

을 기준으로 동적 스냅 현상이 발생한다.

<Fig. 4> Response of TFN with step load 

(Nearby critical level)

<Fig. 5> Response of TFN under periodic load 

(  × ,  )

3.1 주기외력의 변 응답과 상공간

동일한 절점 하중이 작용하는   의 TFN 모델에

서 임계값 의 근방에 대한 응답은 <Fig. 4>와 같이 

변위응답의 차이가 크다.   이므로 절점이 동일한 

거동을 하며, 그림에서는 1번 절점만 표현하였다. 주기 

외력에 대해서는 <Fig. 5>와 같고, 임계 전 하중레벨이 

×임에도 불구하고 스냅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주기 파라미터   인 경우 조금 먼저 스냅 

현상이 나타난다. 

변위-가속도의 위상공간에서 스냅 현상을 살펴보면 

<Fig. 6>과 같으며, 발생 전후 궤적의 차이가 크다. 이러

한 위상공간에 대해서 주기하중에 대한 궤적의 모양을 

<Fig. 7>에서 살펴보았다. 임계레벨 근방에서 선형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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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ase space of TFN with step load 

(Nearby critical level)

<Fig. 7> Phase space of TFN with periodic load 

(  × )

<Fig. 8> Response of TFN under periodic load 

(  × ,  ,∈ )
 

<Fig. 9> Critical load level of TFN model in case of 

 ≤  (  )

<Fig. 10> Critical load level of TFN model in case of 

   (  )

템의 고유진동수와 동일한 경우인   에서 스냅 현

상이 나타나지만   에서는 파형에 따라 다르다. 

맥놀이의 경우는 사인파형과 달리 스냅 현상이 나타난

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 의 변위

응답을 살펴보면 <Fig. 8>과 같이 맥놀이의 경우 주기 

파라미터   에서 나타나지 않은 스냅 현상이 

  의    이후부터 불안정하게 거동하기 시작

한다. 즉, 맥놀이 외력이 사인 외력보다 좀 더 민감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임계레벨 변화를 가 보

다 낮거나 같은 경우인 0.5와 1.0을 <Fig. 9>, 높은 경우

인 1.5와 2.0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전자의 경우 임

계레벨이 보다 낮게 나타났고, 후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 맥놀이   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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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계 벨과 주 수 변화

임계레벨 전후의 변화는 주파수 영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FFT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4>

의 응답에 대한 주파수 특성은 <Fig. 11>과 같다. 변위 

응답의 주파수 성분이 단조롭고, 임계 근방에서 와 

다른 성분이 나타나며, 임계 이후에서는 주요 성분이 달

라지기 시작한다. <Fig. 12>와 <Fig. 13>은 사인 외력에 

대한 FFT 분석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스텝 외력과는 달리 다른 주파수 성분이 나타난다. 

사인 외력의 경우 불안정 현상이 나타난 <Fig. 12>의 

응답 주파수 성분은 분포가 다양하지만 <Fig. 13>과 같

이 동일한 하중레벨에도 스냅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

우는 성분이 단조롭다. 맥놀이의 경우도 <Fig. 14> 및 

<Fig. 15>와 같이 동일하게 관찰된다. <Fig. 15 (a)>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동적 스냅 현상을 보인다.

<Fig. 11> FFT of TFN with step load

<Fig. 12> FFT of TFN with sin load

(  × ,  ≤ )

<Fig. 13> FFT of TFN with sin load

(  × ,   )

<Fig. 14> FFT of TFN with beating load 

(  × ,  ≤ ,   )

<Fig. 15> FFT of TFN with beating load 

(  × ,   ,   )

<Fig. 9>와 <Fig. 10>에서 보는 임계레벨의 변화는 

주파수 영역에서 함께 볼 수 있다. <Fig. 16>은 스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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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나타난 주파수 변화이며, 스냅 현상 전후에 나타

나는 성분 변화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임계 이전의 고유

주파수는 하중레벨의 증가와 더불어 낮아지며, 스냅 현

상과 더불어 주기가 달라진다. 스텝 하중은 상수 함수이

므로 다양하지는 않지만 주기하중은 <Fig. 17~20>과 같

이 임계레벨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 이러한 민감

한 동적 스냅 현상은 임계 전 성분이 매우 단순함을 관

찰할 수 있다.

3.3 주기 라미터와 임계 벨의 경계

주기 파라미터의 변화에 대해서 임계 경계를 살펴보

았다. <Fig. 21>과 <Fig. 22>는 각각 사인과 맥놀이 외

력에 대한 임계경계를 등고선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

<Fig. 16> Dynamic response spectrum

(Step load)

<Fig. 17> Dynamic response spectrum

(Sin load,   )

<Fig. 18> Dynamic response spectrum

(Sin load,   )

<Fig. 19> Dynamic response spectrum

(Beating load,   ,   )

<Fig. 20> Dynamic response spectrum

(Beating lo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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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은 외력의 주파수가 선형 시스템의 고유진

동수 와 같다는 의미이며, 공진을 예상할 수 있다. 그

림의 경계와 같이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1.5

와 2.0에서도 유사하게 경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4 비 칭 주기외력의 임계 벨

절점 하중이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인 비대칭

적 주기외력에 대한 임계경계를 구하여 주기하중이 주

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벡터를 고려하였고, 

  
  (Case A)와   

  

(Case B)의 경우에 대해서 임계경계를 구하였다. 하중벡

터의 계수는   을 채택하였다.

<Fig. 21> Contour of critical level of TFN

(Sin load)

<Fig. 22> Contour of critical level of TFN

(Beating load,   )

(a) Node 1

(b) Node 3

<Fig. 23> Contour of critical level

(Sin, Case A,   )

(a) Node 1

(b) Node 3

<Fig. 24> Contour of critical level

(Sin, Case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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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de 1

(b) Node 3

<Fig. 25> Contour of critical level

(Beating, Case A,   )

사인 외력의 해석 결과를 Case A는 <Fig. 23>, Case B

는 <Fig. 24>에 각각 나타내었다. Case A의 경우 절점 1

과 절점 3의 하중 레벨 경계곡선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에 따라 감소하는 임계레벨의 결과도 유사하다. 두 절

점의 급작스러운 변위 증가폭도 하중벡터가 증가하는 

절점 3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Case B에서는 2번 

절점의 미소한 하중벡터의 영향으로 절점 1과 절점 3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Fig. 24>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맥놀이 외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Fig. 25> Case A의 결과에서 볼 때 두 절점의 변위 증

가폭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26>에

서와 같이 맥놀이 외력의 Case B 결과는 사인 외력의 

Case B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4. 결론

수직 하중을 받는 3-자유절점 돔형 얕은 공간 트러스

의 상태방정식은 더핑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나며, 주기 

외력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이 방정식은 

(a) Node 1

(b) Node 3

<Fig. 26> Contour of critical level

(Beating, Case B,   )

기하학적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유도할 수 있다. 기존 연

구인 스텝 하중에서는 임계레벨을 넘어서면 불안정해진

다. 이는 자유절점 수의 증가 또는 시스템의 초기 조건

에 따라 민감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예제 결

과를 통해 하중이 주기 함수일 때 더욱 복잡한 거동과 

다양한 임계레벨의 경계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는 변위

-가속도 위상공간에서도 나타나지만 다루어진 예제의 

주파수 영역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불안정 현상의 관찰을 위해 채택된 주기외력인 사인

과 맥놀이 함수는 시스템의 외력으로 적용하여 동적 해

석과 FFT 분석으로 주파수 영역을 관찰하였다. 임계레

벨의 변화와 주기 파라미터와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주

기하중의 임계좌굴하중은 상수하중보다 낮게 나타났지

만 해당 정도는 주기 파라미터에 의존하며, 선형시스템

의 고유진동수 보다 낮은 모델의 경우 임계레벨이 더 

낮아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경우에도 주기 

파라미터가 고유진동수의 배수를 가질 때 공진이 예상

된다. 즉, 하중의 주기 파라미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두 주파수의 간섭으로 나타나는 맥놀이파형이 사인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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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민감한 거동을 한다. 또한 하중

벡터의 미소한 변화에도 임계하중 레벨에 대한 변화 관

찰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주기하중을 받는 3-자유절점 공간 트러

스 모델의 동적 불안정 현상과 주파수 변화 특성을 분석

하였다. 추후 다양한 초기 조건의 변화와 감쇠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의 정성적인 불안정성 연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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