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21sec의 고유 주기를 갖는 스프링-질량 시스템이 있다. 스프링 상수가 (a) 50% 증가,
(b) 50% 감소할 때의 주기를 각각 구하라.
2. 10Hz의 고유진동수를 갖는 스프링-질량 시스템이 있다. 스프링 상수가 800N/m 감소할
때 진동수는 45%감소한다. 이때 원래 시스템의 질량과 스프링 상수를 구하라.
3. 한쪽 끝이 고정되어 있고, 다른 쪽 끝에 하중이 가해지는 임의의 헬리컬 스프링을
10mm 신장시키는데 100N의 힘이 필요하다. 이 스프링의 양단을 수직 방향으로 고정하
고 10kg의 질량을 스프링 중앙에 부착시킬 때 수직 방향의 진동이 한 사이클을 완료하
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4. 아래 그림과 같이 질량이 없는 강체 봉  에 세 개의 스프링과 한 개의 질량이 달려
있다. 이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를 구하라.

그림 p.4
5. 정적평형상태에서 현가 스프링이 0.02m 처지는 질량 2000kg의 자동차가 있다. 감쇠를
무시할 때 자동차의 수직방향의 고유 진동수를 구하라.
6. 경사면 위에 설치된 스프링-질량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를 구하라.

그림 p.6
7. 무게가 5,000lb인 광산차가 가득 실린 상태에서 마찰이 없는 풀리와 강선 로프에 의해
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끌어 올려지고 있다. 주어진 위치에서 차의 고유진동수를 구하
라.(단, 강성 로프의 탄성계수     ×  lb/in2이다.)

그림 p.7

8. 그림과 같은 시스템에서 마찰과 풀리의 질량을 무시하고, 이 풀리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를 구하라.(단, 로프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림 p.8
9. 그림과 같은 탄성보에 스프링  과  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를
각각 구하라.(보의 탄성계수  , 보의 무게는 무시한다.)

그림 p.9
10. 무게  인 물체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마찰과 질량이 없는 세 개의 풀리와 강성  인
스프링에 지지되어 있다. 작은 진동을 하는 경우 물체의 고유진동수를 구하라.

그림 p.10
11. 그림과 같은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를 구하라.

그림 p.11
12. 줄의 장력은  이며,  는 작은 변위에 대하여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작
은 변위에 대하여, 줄의 수직운동에 대한 고유진동수를 구하라.

그림 p.12

13.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의 크기가 10lb-in-sec2인 균질의 원판이 있다. 정적 평형 상
태에서 양쪽의 스프링은 1in 늘어났다. 작은 변위를 주었다 놓았을 때 고유 진동수를 구
하라. (단,    lb/in이다.)

그림 p.13
14. 반경이  이고, 질량이  인 균질의 디스크에 그림과 같이 질량  이 매달려 있다. 디
스크는 중심으로부터  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스프링에 의해 회전이 억제되고 있다. 정
지 상태에서 아래로 질량  이 움직였다면, 주어진 시스템의 진동에 대한 고유진동수를
구하라.

그림 p.14

15. 그림과 같은 스프링-질량-풀리 시스템에서 줄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질량
 이 조금 움직였을 때 고유진동수를 구하라.

그림 p.15
16. 그림과 같은 균질인 원통의 고유진동수를 에너지방법을 이용하여 구하라.

그림 p.16

17. 그림과 같은 시스템에서 봉의 무게는 매달린 질량  에 비하여 작다. 작은 반복 운동
이 일어날 때, 질량  의 흔들림의 고유 진동수를 구하여라.

그림 p.17
18. 질량이  이고, 반경이  인 원통형 실린더가 그림과 같이 스프링 상수  인 스프링에
연결되어 있다. 만일 수평면 위에서 미끄럼 없이 자유롭게 회전한다고 할 때 고유진동수
를 구하라.

그림 p.18
19. 반경  이고, 질량이  인 균질의 반원이 그림과 같이 중심에 피봇 되어 있다. 작은 변
위에 대한 진동의 고유진동수를 구하라.

그림 p.19
20. 그림과 같은 시스템의 등가 강성계수를 구하여라.

그림 p.20
21. 그림과 같은 시스템에서  방향의 등가 스프링 상수를 구하라.

그림 p.21

22. 그림과 같은 시스템의 등가 비틀림 상수를 구하여라.  ,  ,  그리고  는 비틀림,
그리고  와  는 선형 스프링 상수이다.

그림 p.22

23. 길이가 2m이고 탄성계수    ×  [N/m2]안 사각형 단면(높이 0.1m, 폭 1.2m)의
단순지지보 위에 질량  =500kg인 기계가 놓여 있다. 보의 수직 변형을 줄이기 위해 아
래의 그림과 같이 보의 중앙에 강성  인 스프링을 설치하고자 한다. 보의 질량을 무시할
때 보의 변형을 아래와 같이 감소시키기 위한  의 값을 결정하라.
a. 최초 값의 25%
b. 최초 값의 50%
c. 최초 값의 75%

그림 p.23

24. 길이가  인 4개의 동일한 막대로 그림 (a) 및 (b)와 같이 수직 하중  를 견딜 수 있
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강성  인 스프링이 사용되고 있다. 막대의 질량과 조인트의 마
찰을 무시할 때 각 경우의 등가 스프링 상수를 구하라.

그림 p.24
25. 카메라 삼발이의 다리들은 중심 수직축에 대하여 모두 대칭적으로 놓여 있고, 각 다리
는 수직축에 대하여 각각  의 각을 이루고 있다. 각 다리의 길이가  이고, 축 방향 강성
이  일 때 삼발이의 수직 방향 등가 스프링 상수를 구하라.

그림 p.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