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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파수를 갖는 외부 가진력에 의하여 강제 진동의 특성을 가진력의 진폭과 주파수에 따라 그 특성을 분석

하였다. 변위, 속도 및 가속도를 얻기 위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주파수 응답을 얻었고 특히 주파수 영역에서 시스

템 고유진동수와 가진 주파수의 발생 위치를 밝히고자 각각의 FRF의 분석을 하였다. 외부 가진에 의한 진동모델

에서 변위, 속도 및 가속도의 거동과 주파수 응답함수에서 고유진동 주파수와 주변의 가진 모드 분포도 파워 스펙

트럼과 실수부와 허수부의 FRF 에서 나타났으며 각 모드 특성도 구하였다. 진동의 응답은 가진 신호의 크기와 

주파수를 주어 정현파의 가진력으로 외부 가진력을 근사화 하였고 이런 가진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드를 구별할 

수 있었다. 상당 질량, 감쇠 및 강성을 변화시켜 수치 분석 후 외부 가진력에 의한 강제 진동 응답 특성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 감쇠비, 외부가진력, 강제진동, 주파수응답함수, 고유주파수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forced vibration by an external excitation force having a frequency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mplitude and frequency of the excitation force. To obtain 

displacement, velocity, and acceleration,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obtain the frequency 

response, and in particular, each FRF(Frequency Response Function) was analyzed to reveal the 

location of the system natural frequency and excitation frequency in the frequency domain. In the 

vibration model caused by external excitation, the natural frequency and distribution of the 

surrounding excitation mode in displacement, velocity and acceleration FRF. The FRF was also 

shown in the power spectrum and FRF of real and imaginary parts. The external excitation force 

was approximated with the excitation force of a sine wave by giving the amplitude and frequency, 

the mode generated by this excitation force could be distinguished. After numerical analysis by 

changing the equivalent mass, damping and stiffness, the forced vibration response characteristics 

by external excitation force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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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1 자유도 시스템에서 주파수를 갖는 동적

인 외부 가진력이 가해질 때 그 진동시스템의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응답과 주파수분석의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하

여 감쇠에 따른 시스템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자 한다. 구조물이나 차량 등의 시스템에 다양하게 외

부에서 주파수를 갖는 동적인 힘이 가해질 경우 그 시

스템의 응답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외부에

서 가해지는 동적인 힘은 임의의 진폭과 주파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며, 가진 할 때 진폭과 주파수 등에 따라 

시스템의 시간 및 주파수 응답 거동이 자유진동의 경우

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등가 점성의 감쇠비가 시스템에 주어지고 시스템에 

주어지는 외부 힘에 따라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강제진동 연구의 선행연구로 강제 

진동에 대한 시간상의 거동 연구가 있으며[1-4] 현재까

지 가진 주파수에 따른 주파수 영역의 거동은 여러 가

지 서적에서 소개되고[5-10]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세

한 연구결과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강제진동의 경

우 발생되는 응답 특성을 시스템의 등가질량, 감쇠계수 

및 스프링 강성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사전 연구[1-3]로 외부의 힘을 진폭과 주

파수를 갖는 동적인 외부 가진력으로 가정하여 그 응답 

특성을 알아보았고 외부 가진력에 따라 나타나는 변위, 

속도, 가속도의 응답 특성을 주파수 영역에서 보고자 

하였다. 또한, 감쇠 효과에 대한 감쇠비와 주파수에 대

한 특성, 즉 파워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주파수 영역 분석을 통하여 실수부와 허수부, 파워 

스펙트럼 등의 다양한 주파수응답함수(FRF : Frequency 

Response Function)의 거동도 동시에 나타내어  각각의 

여러 모드가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시스템의 스펙트럼 분석에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둔턱을 지나는 차량의 스펙트럼 

분석에도 유용하게 적용하여 외부 가진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2. 진폭과 주파수가 주어진 진동모델

진동 시스템의 상당 질량이 m, 감쇠계수 c, 강성이 

k인 경우 외부 가진력에 의한 강제 2차 진동시스템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식 (1)의 해는 시스템의 변위, 속도 및 가속도를 나타

내게 되며 이전연구[1-4]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Fig. 1. Vibration model with external force having 

amplitude and frequency

강제 진동 모델에서 외부 가진력 는 여러 주파수 



     를 갖는 외부 가진력으로 식(2)와 같이 

정의된다.

  
    



 sin             (2)

또한 진폭과 주파수를 갖는 외부 가진력으로 힘이 

가해진 진동시스템의 응답함수(FRF)는 식 (3)으로 주어

지고 고유모드 분석에 사용된다.

 
  


             (3)

3. 주파수 영역 분석

자유진동과 강제진동의 기본 특성은 주파수 영역에

서 Fig. 2와 같이 일치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외

부 가진력이 가해지면 그 주파수가 주어진 응답 함수에 

중첩되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시간영역에서는 강제진

동인 경우는 이 강제력에 따른 응답이 중첩되고 그 응

답 특성이 다르게 된다. 주파수응답함수는 진동시스템

의 고유진동수와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의 모드 특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함수는 실수부, 허수부 및 파워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각각의 주파수 응답함수에서도 

시스템 고유진동수 외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여러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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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 수 있다. 이 주파수응답함수는 변위, 속도와 가속

도의 신호를 각각 푸리에 변환하여 구할 수 있고 각각

의 FRF 에서 시스템 모드특성을 알 수 있다. 

Fig. 2. Power spectrum of viscously damped 

system for ζ. m = 1 kg, k = 10000 N/m. 

4. 외부 가진력에 따른 응답 특성

Fig. 3은   ,   이고 고유진동수 


  인 시스템에서 감쇠비 ζ=0.005～0.25 

인 경우의 시간영역의 거동이다. 시스템 응답은 자유진

동(free vibration) 응답에 같이 점차 감쇠되며 Fig. 3

과 같이 여기에 강제외력 의 형상이 중첩되어 나타

나게 되어 부가적인 진동특성이 나타난다. Fig. 3(a)는 

외부 가진력의 주파수가  인 정현파로서 


   

 인 경우이다. 자유진동의 

변위에 부가주파수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속도나 

가속도에서도 그 중첩 성분은 있으나 변위보다는 약하

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응답 크기보다 매우 작게 

나타나고 그 강제력에 의한 섭동 특성은 Fig. 3(b),(c)와 

같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파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주파수 영역에서는 그 특성이 감지된다. 속

도는 변위의 거동보다는 안정적인 속도 응답을 나타내

고 있다. 진폭과 가진 주파수가 외력으로 가해질 때 시

스템의 고유진동수의 배수인 가 




 , 

 , 

 , 

 , 



 , 


 로 주어지고 진폭을 갖는 가 가해질 

때의 거동을 Fig. 4 ~ Fig. 10에 나타내었다. 가진력의 

크기는 변위응답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속도나 가속도의 거동으로 갈수록 식(2) 의 진폭

에 영향이 줄어드나 시스템이 불안정 할수록 진폭이 증

가하는 응답 거동도 나타낸다. 보통 가속도 신호를 이용

하여 진동시스템 분석을 하면 불안정한 상태가 보다 뚜

렷하게 나타나기에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진동특성을 분

석하는 것이 변위 신호 분석보다 보다 수월하게 신호가 

증폭되는  특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주

파수 분석에서, 가진 주파수와 시스템의 고유진동수가 

같게 되면 시스템의 진동은 더욱 확대되고 시스템이 불

안정하게 된 가진 모드를 갖는 신호가 되며 주파수 분석

에서 다른 모드로 나타나게 된다. Fig. 4 ~ Fig. 10의 

결과는 이러한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a) Displacement                 (b) Velocity

(c) Acceleration

Fig. 3. The response of displacement with different

values of  for   

      (a) Displacement              (b) Power spectrum

         (c) Velocity                  (d) Power spectrum

        (e) Acceleration               (f) Power spectrum

Fig. 4 Response behavior and its power spectrum 

fo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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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lacement              (b) Velocity

(c) Acceleration

Fig. 5. FRF behavior for   ,   ,   

 , 

  



Fig. 5는 Fig. 4와 같은 조건에서의 실수부와 허수부

의 특성을 변위, 속도, 가속도의 신호를 이용하여 FRF

를 구한 경우로 각 FRF 에서도 고유 모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수부, 허수부에서

도 고유모드의 특성을 알 수 있고 보통 파워 스펙트럼

에서도 충분히 모드 위치를 분석할 수 있다. 진폭을 증

폭하여    ,    , 가진 주파수 로 외부 강제

력이 주어질 때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와 두배의 



의 두개의 주파수로 가진되면 변위, 속도, 가속도의 응

답 거동과 각 경우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

와 후자의 두 스펙트럼에 나타나고 있으며 고유진동 모

드와 가진 주파수가 같이 주어진 경우에도 약간 분리되

어 두 모드가 붙어 한 개로 나타나며 이 모드는 31.84 

Hz의 모드로 스펙트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a) Displacement          (b) Power spectrum

    (c) Velocity             (d) Power spectrum

   (e) Acceleration          (f) Power spectrum

Fig. 6. Response behavior and its power spectrum 

for   ,   ,   




 ,   



        (a) Displacement             (b) Power spectrum

          (c) Velocity                 (d) Power spectrum

         (e) Acceleration               (f) Power spectrum

Fig. 7. Response behavior and its power spectrum 

for   ,   ,   

 ,   



또한 Fig. 4의 경우보다 가진력이 10배 커진 경우 

진동 진폭은 초기에 어느 정도 줄어드나 어느 시점 이

후 증가하여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크게 진동을 하게 

된다. 시스템 고유진동수의 반인 7.96 Hz 의 모드가 스

펙트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Fig. 4 의 경우보다 

가진력이 10배 커진 경우이고 가진 주파수가 고유모드

와 그 반배의 주파수로 동시에 가진 되었을 경우 진동 

진폭은 더욱 크게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Fig. 4 의 고유진동수 반의 주파수로 가진한 경우 

보다 정상상태에서도 더욱 크게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진폭    ,    이고 가진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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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력에 




 배와 

 의 두 개 가진 주파수로 가진

되는 경우의 응답 거동과 각 경우의 스펙트럼을 보여주

고 있다. 고유진동수와 0.5 배의 모드가 스펙트럼에 나

타나고 있으며 고유진동 모드와 가진 주파수가 같은 경

우로서도 두 모드가 붙어 스펙트럼에서 분리되어 나타

난다. 

Fig. 7과 Fig. 8은 진폭    ,    이고 가

진 주파수 가 외력에 

 배와 

 의 두 개 가진 주

파수로 가진되는 경우의 변위, 속도, 가속도의 응답 거

동과 각 경우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 고

유진동수 부근의 모드와 두 배에서 모드가 스펙트럼에 

나타나고 있으며 전자의 모드는 고유진동 모드와 가진 

주파수가 같은 경우로서도 두 모드가 붙어 스펙트럼에

서 약간 분리되어 나타나며, 후자의 모드는 시스템 고

유진동수의 두 배인 31.84 Hz에서 모드가 스펙트럼에 

나타나고 있다. Fig. 4 의 가진력보다 10배 커진 경우 

Fig. 8 의 고유진동수와 그 두 배의 주파수로 가진한 경

우로 주파수가 같은 경우에도 1차와 2차 가진력의 크

기에 따라 정상상태에서도 더욱 진동의 진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 Displacement              (b) Power spectrum

          (c) Velocity                (d) Power spectrum

         (e) Acceleration             (f) Power spectrum

Fig. 8. Response behavior and its power spectrum 

for   ,   ,   

 ,   



Fig. 9는 진폭    ,    이고 가진 주파수 

가 외력에 시스템 고유진동수 

 의 10배와 5배의 

두 개 가진 주파수로 가진되는 경우의 응답 거동과 각 

경우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고유진동수와 두 개

의 모드가 스펙트럼에 나타나고 있으며 시스템 고유진

동수의 10배인 159.2Hz 와 5배인 79.6 Hz 의 모드가 

스펙트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변위에서의 약한 

가진 모드는 속도와 가속도 스펙트럼에서는 보다 증폭

되어 나타나고 있다. 

       (a) Displacement              (b) Power spectrum

          (c) Velocity                (d) Power spectrum

         (e) Acceleration            (f) Power spectrum

Fig. 9. Response behavior and its power spectrum 

for   ,   ,    ∙

 ,   ∙ 



        (a) Displacement             (b) Power spectrum

          (c) Velocity                (d) Powe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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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cceleration             (f) Power spectrum

Fig. 10. Response behavior and its power spectrum 

for   ,   ,    ∙ 

 ,    ∙



Fig. 10은 Fig. 9와 진폭은 같고 가진 주파수 가 



 배와 

 의 두 개의 주파수로 가진되는 경우의 변

위, 속도, 가속도의 응답 거동과 각 경우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스펙트럼에서 고유진동수 모드와 그 외 

2배 및 3배의 모드가 나타나고 있다. 그 위치는 시스템 

고유진동수의 두 배인 31.84 Hz, 세배인 47.76 Hz의 

모드가 잘 분포되어 있다. 또한 Fig. 9, Fig. 10 는 Fig. 

4의 경우보다 가진력이 10배 크고 가진 주파수가 고유

진동수 주파수와 같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이 

경우 가진 주파수의 진폭이 커도 시스템의 진동 진폭은 

크게 진동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진동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려면 시스템의 고유진동수와 

같은 주파수와 큰 진폭의 외부 가진력이 가해지면 진동

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a)                        (b)  

Fig. 11. Displacement for 
  

Fig. 11는   ,   인 모델에서 식

(2)의 가진력 진폭을 달리하였을 때 감쇠비에 따른 변

위응답특성으로 외부 가진력 가 단일 주파수의 외

력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가진력의 진폭을 증가하였

을 때 진동이 크게 나타나고 이후 변위응답이 크게 되

어 불안정해진다.  속도와 가속도응답에서도 같은 특성

을 나타낸다. 진동시스템의 고유진동수가 
 

 
이고, 가진주파수 

 


으로 하였을 때 이 두 모드는 중첩되어 

나타난다. 가진력의 진폭이 크게 되면 시스템이 불안정

해지고 가진력의 크기를 작게 하여도 시스템 고유진동

수와 같은 가진 주파수가 가해지면 시스템이 불안정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진 주파수 를 




 , 

 , 

 ×

 ,  ×

 , ×

 , ×


 등으로 하여 응답특성

을 구하면 모두 차이가 없이 안정하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이는 가진력이 진폭이 작아서 나타나는 경우

이고 이 경우에도 가진 주파수가 진동시스템의 고유진

동수와 일치하게 외부에서 가진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이 불안정해 질수 있다. 또한 진동시스템의 고유진동수

와 차이가 있는 가진 주파수로 진동하는 경우에는 가진

력의 진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주어져야 시스템을 불안

정하게 할 수 있음을 앞의 결과와 Fig. 12, Fig. 13에서 

알 수 있다. 

Fig. 12는 감쇠비를 달리하고 가진력 진폭에 따른 

변위의 거동을 구한 결과이다. 가해지는 의 진폭을 

점차 크게 하면 변위의 응답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 진

폭이 증가한다. 시스템 감쇠비가 커지면 초기의 변위 

거동이 자유진동의 특성과 같은 안정적인 응답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자유진동과 

달리 강제진동의 경우는 변위의 진폭 거동은 점차 커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외력의 크기가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강성보다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진동하게 

되고 시스템의 감쇠비를 높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정하게 진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감쇠

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시스템에 주어져야 변위 응답이 

안정하게 될 수 있다. 

Fig. 13은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인 모델의 경우로 고유진동수가 Fig. 

12 보다 작아진 진동시스템의 거동이다. Fig. 12의 경

우보다 시스템 질량이 커지면 처음부터 불안정하고 감

쇠비를 달리하여 가진력 진폭에 따른 변위의 거동을 줄

일 수는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유진동수가 작아지

기에 초기부터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고 진동시

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주어

지게 되는 가진력 주파수와 진동시스템의 고유진동수

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며 발생되는 외력의 주

파수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야 그 시스템이 안정하게 되며. 시스템의 강성이 약하

여 불안정하게 진동이 발생하면 감쇠비를 높여 진동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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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2. Displacement for      

        (a)                    (b)   

Fig. 13. Displacement for   ,   

5. 결론

본 연구는 주파수가 다른 여러 외부 가진력이 가해

진 진동모델의 시간응답과 주파수특성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1) 강제진동의 외부 가진력으로 주파수를 갖는 정현

파로 근사화하여 강제 진동모델의 변위, 속도, 가속도응

답을 얻어 가진력의 진폭 크기와 가진 주파수에 따른 

시스템의 거동을 시간영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하

여 그 진동특성을 연구하였다.

(2) 강제진동모델을 불안정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외

부 가진력이 어느 정도 값을 가져야 하고 그 동적인 주

파수가 시스템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도록 외부에서 

가해질 때 그 시스템을 매우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3) 진동의 크기는 시스템 변수 질량, 감쇠비와 강성

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시스템이 외부 가진력에 

안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감쇠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크

게 주어지게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며 주어진 강성이 

커서 외부의 가진력의 주파수와 멀리 떨어지도록 설계

되어야 하고 작은 진폭의 외부 가진력이 시스템에 주어

져야 진동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안정하게 된다.

(4) 외부 가진력의 진폭과 주파수 변화에 따른 응답 

특성은 차량이 둔턱을 지나갈 때 나타나는 차량의 스펙

트럼 분석과 승차 조건에 따른 응답특성도 알 수 있고 

또한, 외부 가진력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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