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동 절연(vibration isolation)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파수 비가 보다 클 때 진동 변위

전달률(displacement transmissibility)이 1 보다 현

격하게 작아지는 현상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유해한 진동을 차단하는 고전적인 수

동(passive) 진동 제어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별

도의 작동기(actuator)가 필요 없는 장점과 더불어

스프링과 적절한 댐핑 요소만으로도 저주파수

통과 필터(low-pass filter)와 같이 고주파수 진동

차단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산업

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감쇠

력(damping force)가 커지는 경우 절연 성능이 저

하되는 단점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동 진동 절

연 방법이므로 성능 개선 및 튜닝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

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표적인 예가 그

림 2와 같이 댐퍼 요소를 관성 기준계(inertial
reference frame)에 연결시켜 절연 성능을 개선 시

킨 스카이 훅(sky-hook) 댐퍼 이다(1). 최근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새로운 진동 절연 기술이 개발되

고 있는데 이 에서는 비선형 진동을 이용한 수

동진동절연기술을간략하게소개하고자한다.

선형 스프링만 사용하는 진동 절연기에서 진동

절연 성능을 극 화 하기 위해서는 그림 3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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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진동 절연기의 진동 전달률 곡선 그림 2  스카이 훅 댐퍼의 진동 전달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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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바와 같이 공진주파수(또는 고유진동수)를
1 Hz 이하에서 나타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지

만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만약 강성

(stiffness)를 작게 하여 공진주파수를 낮출 경우

정적 하중(static load)을 지지하는 기본 기능을 동

시에만족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Snap

through”또는 쌍안정(bi-stability) 비선형 현상이

나타나는 좌굴 빔(buckled beam)의 마이너스 강

성(negative stiffness)을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측면 스프링을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정적 처짐 상태(또는 평형, 작동 상태)에서 등가

동적 스프링 상수를 크게 감소시켜 그림 4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동강성(dynamic stiffness, )
을 거의 제로화(quasi-zero) 한 스프링 특성을 이

용하여 공진주파수를 1 Hz 이하로 크게 낮출 수

있다. 

(1)

이러한 비선형 스프링 특성을 이용하면 정적

하중을 견딜수 있는 충분히 높은 정강성(high
static stiffness)을 유지하면서도 절연기 작동 시

필요한 낮은 동강성(low dynamic stiffness)을 동시

에 가지기 때문에 고성능 진동 절연 성능을 나타

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이미

개발이 되어 진동 절연이 필수적인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시트 등에 응

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작동 상태에서 비교적 큰 진폭의 조화 가진

(harmonic excitation)이 작용할 경우 주 스프링의

정적 복원력 때문에 전체 가진력이 비 칭으로

입력되어 더핑 진동(duffing oscillator)에서 발생

하는 점프 현상과 같은 비선형 동적 거동이 나타

날수있으므로조심해야한다.   

k k keq V N= −

dF dx/

그림 3  고유진동수를 낮추는 진동 절연 원리 그림 5  Minus-K 테크놀로지의 진동 절연 기술(3)

그림 4  QZV 절연기 구조 및 힘-변위 곡선(2)



일반적으로 아주 낮은 주파수 (ultra-low
frequency, below 1 Hz)를 지닌 지진파를 감소시키

는 장치(seismic wave attenuation system)의 정적

스프링 상수를 아주 작게 설계 할 경우 기존 선형

절연 기술로는 정적 하중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제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비선형 특

성을 이용하여 공진주파수를 1 Hz 이하로 설정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적인

방법이 그림 6과 같이 약간의 변형을 미리 설정

한 post-buckled 빔을 선형 스프링과 직렬로 연결

하여 비선형 스프링 특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동

적“Snap through”현상이 발생하는 기존 빔과 달

리 부드러운 전이가 가능하여 적절한 변형 각도

에서 큰 정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강성과 낮은

동강성을 동시에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선

형 시스템은 응답 특성이 가진력의 진폭에도 의

존하는 비선형 특성으로 인해 더핑(duffing) 진동

현상이 발생하여 그림 7과 같이 주파수 응답 함

수가 오른쪽으로 휘고 점프하는 특성이 나타나

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율

이매우중요하다.           
Curved beam 진동 절연기와 유사한 형태의 진

동 절연기로 그림 8에 나타낸 geometric anti-
spring(GAS) 필터가 있다. 이 진동 절연기도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Hz 이하에서 공진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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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urved beam 진동 절연기의 비선형 스프링 특성(힘-변위 곡선)

(a) (b)

그림 7  Curved beam 진동 절연기의 비선형 주파수 응답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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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생되도록설계가가능하다. 이와같은진동

절연기술은 LIGO중력파(gravitational wave) 검출

기에활용되고있다.  

4. 맺음말

진동 절연기는 별도의 작동기가 필요 없는 장

점과더불어스프링요소과적절한댐핑요소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만으로도 진동 차단에 매

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산업체에서 광

범위하게사용되고있는매우고전적인수동진

동절연방법이다. 최근에는이러한수동진동절

연기의단점을개선하기위해고가의복잡한능

동제어시스템을도입하지않고비선형진동현

상을이용하는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비록비선형진동이예측및제어하기가어렵지

만이를해결하기위한많은연구결과가축적이

되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멀지않은장래에광범위한산업현장에서사용

될기술이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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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Geometric anti-spring filter의 구조및형상

(a) (b)

그림 9  Geometric anti-spring filter의 비선형주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