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89

* 교신 자 : 남 학교 기· 자통신·컴퓨터공학부

ㆍ   수  일 : 2015. 11. 10

ㆍ수정완료일 : 2015. 12. 13

ㆍ게재확정일 : 2015. 12. 24

ㆍReceived : Nov 10, 2015, Revised : Dec 13, 2015, Accepted : Dec 24, 2015

ㆍCorresponding author : Young-Chul Bae

Division of Electrical · Electronics Communication and Computer Engineer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 ycbae@jnu.ac.kr

Fractional Duffing 방정식에서의 카오스 거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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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fractional calculus의 개념을 용하여 fractional 미분 방정식으로 표 되는 기법이 제어공학, 수학, 물

리학 등에 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uffing 방정식으로 표 되는 동  방정식을 

정수 차수가 아닌 fractional 차수로 표 하고 이 fractional 실수 차수에서 차수의 크기에 따라 카오스 거동이 존

재함을 실수 차수의 값을 변화시켜가면서 시계열 데이터와 상공간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many effort appears applying the concept of fractional calculus that can be represented by fractional differential equation 

in the control engineering, physics and mathematics. 

This paper describes the fractional order with real order for Duffing equation which can be represented by integer order. This 

paper also confirms the existence of chaotic behaviors by using time series and phase portrait with varying the parameter of real 

orde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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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 차수, 듀핑 방정식, 카오스 거동, 시계열, 상 공간

Ⅰ. 서 론

지난 몇 십 년 동안 비선형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비선형 시스템 에서도 카

오스에 한 연구는 물리학[1], 수학[2], 생물학[3], 공

학[4-11], 사회과학[12-17]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리학과 공학 분야에서는 Duffing 방정식이라 불

리는 비선형 동력학 시스템에서 카오스 거동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카오스 거동 해석에서 

Duffing 방정식은 가장 일반 이고 가장 보편 인 방

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18-19]. 

일반 으로 비선형 동력학 시스템에서 카오스 거동 

상이 나타나기 해서는 시스템의 차수가 최소한 3

차 이상이어야 하고, 반드시 비선형 인 요소가 하나 

있어야만 한다. 여기서 차수가 3차 이상이어야 한다는 

차수가 정수차임을 제로 한다.

그러나 약 300년 에 발표한 fractional calculu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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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용하여 fractional 미분 방정식으로 표 되는 

기법이 최근에 제어공학 등에 용하고자 하는 노력

이 나타나고 있다[20-21]. fractional 미분 방정식의 차

수는 정수로 표 되는 것이 아닌 실수로 표 되는 것

이다. 

본 논문에서는 Duffing 방정식으로 표 되는 동  

방정식을 정수 차수가 아닌 fractional 차수로 표 하

고 이 fractional 실수 차수에서 차수의 크기에 따라 

카오스 거동이 존재함을 실수 차수의 값을 변화시켜가

면서 시계열 데이터와 상공간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Ⅱ. Duffing 방정식

일반 으로 기계 시스템에서 비선형 인 스 링 힘

을 가진 Duffing 방정식[18-19]을 그림 1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 1에 한 동  방정식을 식(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그림 1. Duffing 방정식의 모델

Fig. 1 Model of Duffing equation








  sin (1)

여기서 은 질량, 는 스 링 계수, 는 s는 강성

을 나타낸다. 는 비선형성의 세기를 나타낸다.

Duffing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1)의 왼쪽 부분은 2

차 시스템임을 알 수 있으며 비선형을 나타내는 항은  

로서 이 부분이 비선형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

나 식(1)의 왼쪽 부분은 비선형 동  시스템에서 카

오스 거동을 나타내기 해서는 3차 이상의 시스템이 

요구되며 한 비선형 요소를 가져야한다는 사실에 

미흡하다. 따라서 식(1)의 왼쪽 부분만을 가지고는 비

선형 인 요소는 존재하나 2차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

을 가지고는 카오스  거동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오른쪽 부분에  

강제 인 힘을 가하여 비자율(nonautonomous) 시스

템을 구성하여 3차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식(1)의 해를 구하기 하여 라미터 

             로 정한 

후 컴퓨터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 그림 2와 같

은 시계열 데이터와 상 공간을 얻는다.

(a) 시계열 데이터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2.  Duffing 방정식에서의 시계열(a)과 상공간(b)

Fig. 2 Time series(a) and phase portrait(b) in Duffing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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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ractional Duffing 방정식

본 논문에서는 Duffing 방정식을 변형한 실수 차수

의 fractional Duffing을 식(2)과 같이 표시한다. 









 cos (2)

식(2)에서 



와 같이 표시되는 fractional 

미분방정식의 해는 Riemann과 Liouville[ ]에 의하

여 식(3)과 같이 주어진다.




 
 

 










(3)

식(2)을 풀기 하여 식(3)의 방정식을 이용하고 

라미터              

로 정하고 값을 변화시켰을 때 컴퓨터 시뮬 이션

을 수행하 다.

2.1   일 때

식(2)에서   일 때의 시계열데이터와 상공

간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는 주기 인 특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시계열 데이터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4.   일 때 시계열과 상공간

Fig. 4 Time series and phase portrait when   

2.2   일 때

식(2)에서   일 때의 시계열데이터와 상공

간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는 주기 긴 특성에서 약

간 벗어난 어트 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시계열 데이터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5.   일 때 시계열과 상공간

Fig. 5 Time series and phase portrai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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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때

식(2)에서   일 때의 시계열데이터와 상공

간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의 어트 터는 어느 정도 

카오스 특성을 가진 어트 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시계열 데이터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6.   일 때 시계열과 상공간

Fig. 6 Time series and phase portrait when   

2.4   일 때

식(2)에서   일 때의 시계열데이터와 상공

간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의 어트 터는 원래 

Duffing 방정식이 가진 어트 터에 근 한 어트 터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시계열 데이터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7.   일 때 시계열과 상공간

Fig. 7 Time series and phase portrait when   

2.5   일 때

식(2)에서   일 때의 시계열데이터와 상공

간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의 어트 터는 원래 

Duffing 방정식이 가진 어트 터와 유사한 어트 터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시계열 데이터

(a) Tim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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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8.   일 때 시계열과 상공간

Fig. 8 Time series and phase portrait when   

2.6   일 때

식(2)에서   일 때의 시계열데이터와 상공

간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의 어트 터는 원래 

Duffing 방정식이 가진 어트 터와 유사한 어트 터

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시계열 데이터

(a) Time series

(b) 상 공간

(b) Phase portrait

그림 9.   일 때 시계열과 상공간

Fig. 9 Time series and phase portrait when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Duffing 방정식으로 표 되는 동  

방정식을 fractional한 실수 차수로 표 하고 이 

fractional 실수 차수에서 실수 차수의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카오스 거동이 존재함을  시계열 데이터와 상

공간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컴퓨터 시뮬 이션 결과 

실수 차수의 값이 정수 차수에 근 할 경우에 가장 정

수 차수와 유사한 결과를 어트 터를 얻어 실수 차수에

서도 카오스 인 거동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앞으로 이를 이용한 카오스 제어, 카오스 동기화 

기법 등의 용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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