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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2방향 공슬래 의 효율 인 진동해석을 하여 등가의 이트 모델을 개발하 다. 이를 하여 3차

원 입체요소 공슬래  모델에 응하는 이트 슬래  모델의 등가 질량과 강성을 산출하 다. 개발된 등가 이트 

모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하여 제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 등가 이트모델의 고유진동수는 3차원 

입체요소모델과 비교하여 매우 정확한 것을 확인하 다. 한 보행하 이 가해지는 2방향 공슬래 에 해 등가 이

트 모델과 3차원 입체요소 모델을 사용하여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 다. 해석결과 등가의 이트 

모델이 해석시간을 상당히 이면서도 3차원 입체요소 모델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2방향 공슬래 , 등가 이트요소, 바닥진동, 보행하 , 시간이력해석

Abstract

In this study, an equivalent plate element model has been developed for an efficient vibration analysis of a biaxial hollow slab. 

To this end, equivalent mass and stiffness of equivalent plate element models corresponding to solid element models of example 

biaxial hollow slabs were calculated. To verify the efficiency and accuracy of the equivalent plate element models, structural 

analyses of example structures were performed.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the natural frequencies of the equivalent plate 

element models were very close to those of the solid element models. Time history analyses of example biaxial hollow slabs 

subjected to walking load were conducted using the equivalent plate element models and the solid element models,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It could be seen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at the equivalent plate element model could provide very accurate 

results compared to the solid element model with significantly reduced analysis time. 

Keywords : biaxial hollow slab, equivalent plate element, floor vibration, walking load, time histo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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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층간소음 감소를 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 ’이 제정되어 슬래  차음성능에 

한 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우운택 등, 2000; 박강근 등, 

2006). 이에 응하여 슬래  두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슬래 의 두께 증가는 자 을 증가시키고 지

진하 이 증가하게 되므로 구조 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

다. 슬래  진동의 문제는 장스팬 구조물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근래에는 건축물의 효율 인 공간 활용을 하여 장

스팬의 바닥  시스템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장스팬 바닥  

시스템이 용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슬래  자 이 크기 때

문에 작은 보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층고가 커지고 공사가 

장기화되는 문제 이 있다(박칠림 등, 1995). 그래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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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 RC 라멘조와 공슬래  시스템의비교

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바닥  시스템의 개

발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림 1에 나타낸 공슬래 는 이러

한 바닥  시스템 의 하나이다.

공슬래  시스템은 슬래 에 공부를 두어 슬래 의 자

을 감시키면서도 슬래 의 두께를 크게하여 휨강성을 향

상시킨 슬래  시스템으로 토목구조물의 경우 교량 자 감

을 하여 교량상 에 용되고 건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장스

팬의 바닥 이 요구되는 구조물에 용되고 있다(손철수, 

2000). 같은 양의 재료를 사용하 을 때 속이 꽉 찬 것보다 

비어있는 것이 슬래 의 두께를 키울 수 있고, 그에 따라 바

닥 의 차음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단면 2차모멘트를 

크게하여 속이 꽉 찬 상태에 비하여 휨 강성의 증가(김상식, 

2007)를 도모한다는 개념이다. 기존에는 한 방향으로 일직

선상의 공 을 매설하는 1방향 공 슬래 (김기철 등, 

2007)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2방향 공슬래 의 

구조  이 이 검증되면서 2방향 공 슬래 의 사용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2방향 공슬래 는 독립된 공볼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 을 충분히 일 수 

있으면서 큰 내력(load capacity)과 연성(flexibility)을 가

질 수 있으며 1방향 공 슬래 와 달리 어느 방향으로도 효

과 으로 하  달이 가능하다.

근래에 이러한 2방향 공슬래 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인 2방향 공슬래 의 해석과 설계

가 필요하게 되었다. 2방향 공슬래 의 바닥진동해석을 정

확하게 하기 해서는 공슬래 에 매입되는 공볼의 형상

이 슬래 의 동  거동에 미치는 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유

한요소 해석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일반 으

로 3차원 입체요소(solid 요소)를 사용하여 모형화하는 방법

이 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와 요소의 증가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어느 규모 이상에서는 컴퓨터 

메모리의 제한으로 모델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방향 공슬래 의 효율 인 진동해석을 

한 등가의 이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슬래 의 등가 

모델링에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횡하 에 한 건물

의 거동에서 슬래 의 휨강성이 미치는 향을 고려하기 

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최정욱 등, 2002; 한상환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효율 인 바닥진동 

해석(김태호 등, 2005)에 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2방

향 공슬래 의 진동해석을 한 등가 이트 모델을 개

발하 다. 이를 하여 슬래 의 크기에 따른 등가의 강성비

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유도하 다. 개발된 등가 이

트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보행하 을 사용한 진

동해석(최원호 등, 1999)을 수행하 고 해석결과를 3차원 

입체요소를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과 비교하여 보았다.

2. Solid 요소를 이용한 2방향 공슬래 의 해석

2방향 공슬래 의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공볼의 형

상을 얼마나 실제와 같이 모델링하느냐가 요하다. 그래야

만 공형상에 의한 슬래 의 동  거동 특성의 변화를 잘 

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하여 3차원 입체요소를 사

용하여 공슬래 를 모형화하 다. 이 때 메쉬의 크기가 작

을수록 공볼의 형상을 정확하게 표 할 수 있으며 더욱 정

확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 으로 개발한 

‘메쉬 제 이터’ 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슬래 를 모델링 

하 고 해석은 MIDAS-GEN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메쉬

제네 이터 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림 2와같이 슬래  크기

와 공볼의 형상  배치간격 등을 입력하면 슬래  내 

공볼의 배치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 생성할 유한요

소모델의 메쉬크기를 설정하면 생성된 유한요소모델의 형

상을 자체 그래픽 뷰어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석모델은 

MIDAS 입력 일로 출력이 가능하다. 그림 3은 메쉬의 크기

에 따른 공볼의 단면 형상을 보여 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메쉬의 크기에 따라 공볼 형상 표 의 정 성에 차이가 나

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해석에 있어 향을 미치게 된다.

메쉬의 크기가 작을수록 동 거동을 정확하게 표 할 수 

있지만 해석모델의   요소수의 증가로 해석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되게 된다. 게다가 일정 범  이상에서는 컴퓨터 메

모리의 제한에 부딪  모델링이 불가능해 진다. 본 연구에서

는 펜티엄4 CPU@2.4GHz와 2GB 램 메모리를 가진 컴퓨

터를 사용해서 해석을 수행하 는데, 이 컴퓨터로는 40mm

의 메쉬크기로 두께 300mm의 공 슬래 를 4m×4m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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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메쉬크기 10mm (b)메쉬크기 20mm

(c)메쉬크기 30mm (d)메쉬크기 40mm

그림 3 메쉬 크기에 따른 공볼 단면 형상

(a) 공재 형상  배치방법 설정

(b) 메쉬생성 확인  입력 일 생성

그림 2 메쉬 제 이터 로그램

(a) 3d형상 (b) 평면 (c) (입면)

그림 4 모서리가 둥근 직육면체 공볼 형상

그림 5 3차원 입체요소를 사용한 공슬래  해석모델

까지 해석이 가능했다. 해석모델의 크기가 4m×4m인 경우에 

칭경계조건을 사용하면 가로․세로 각 2배인 8m×8m 크기

의 슬래  해석이 가능하다. 공슬래  바닥  자체만의 해

석에도 이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슬래 가 사용된 

구조물 체의 해석은 일반 인 컴퓨터를 사용해서는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공슬래 의 동 특성을 표 할 수 있는 등

가의 이트 슬래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3차원 입체

요소 신에 등가의 이트 모델을 사용하여 2방향 공슬

래 의 동 거동을 정확하게 표 할 수 있다면, 2방향 공

슬래 가 사용된 구조물 체의 해석이 가능하고 해석시간도 

확연히 일 수 있다. 2방향 공슬래 의 진동해석을 한 

등가 이트 모델의 개발과정은 등가질량  등가강성을 유

도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다음 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3. 등가 이트 모델의 개발

3.1 제 2방향 공슬래 의 개요

본 연구진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형상의 공볼에 

해 그 특성을 검토하 다. 보통의 2방향 공슬래 의 경

우 구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이 경우보다 육면체 형

상이 더 큰 공부를 가질 수 있어 콘크리트의 물량을 더 많

이 일 수 있다. 그러나 육면체의 형태에서는 각 모서리부

에서 응력집 상  상하면의 계면 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곡선화한 형태의 공 형상을 선정하 다. 따

라서 최종 으로 그림 4에 나타낸 공볼을 사용하여 제 

공슬래 를 구성하 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공볼 형상

이 일반 인 2방향 공슬래 를 표하지 않는다. 그림에 

나타낸 공볼의 규격은 두께 210mm의 슬래 에 사용하기 

한 것이다. 슬래 에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는 24Mpa로 

하 으며 슬래 는 4변 단순지지된 것으로 가정하 고 슬래

의 크기는 1m∼12m범 에서 변화시켜가면서 모형화하

다. 3차원 입체요소의 메쉬 크기는 공볼의 형상을 비교  

잘 반 하면서 해석범  내에서 모델링이 가능한 30mm로 

하 으며, 공볼 외단 사이의 간격은 40mm으로 하 다. 

그림 5는 메쉬 제 이터에 의해 모델링 된 2방향 공슬래

의 단면을 나타낸다.

3.2. 등가질량의 유도

공슬래 의 등가 질량 산출은 용한 공볼의 부피와 

공볼 하나가 들어가는 단  슬래 의 부피를 이용한다. 단  

슬래 의 부피에서 공볼의 부피가 차지하는 공비를 구하

고, 이 공비를 이용하여 솔리드 슬래 의 도에 응하는 

공슬래 의 도를 구한다. 이 과정을 그림 6에 나타내었

다. 공볼 외단 사이의 간격이 40mm이고, 공볼 하나의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60mm이므로 200mm×200mm× 

210mm의 직육면체를 단  슬래 로 설정하고 이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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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등가질량 유도 과정

단 슬래 부피 공볼의 부피 단  공슬래 의 부피 공비 공슬래 의 도

8400000mm
3

2083156.8mm
3

6316843.2mm
3

24.80% 1.8×10
-3
kg/cm

2

표 1 2방향 공슬래 의 도 산출

가로

세로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1m 0.7973 0.8293 0.8444 0.8458 0.8505 0.8480 0.8511 0.8481 0.8511 0.8481 0.8511 0.8481

2m 0.8293 0.8755 0.8907 0.8992 0.9042 0.9076 0.9123 0.9137 0.9140 0.9147 0.9147 0.9151

3m 0.8444 0.8907 0.9031 0.9088 0.9143 0.9172 0.9217 0.9229 0.9246 0.9251 0.9262 0.9264

4m 0.8458 0.8992 0.9088 0.9130 0.9166 0.9196 0.9230 0.9248 0.9261 0.9273 0.9281 0.9289

5m 0.8505 0.9042 0.9143 0.9166 0.9194 0.9212 0.9243 0.9257 0.9271 0.9280 0.9291 0.9298

6m 0.8480 0.9076 0.9172 0.9196 0.9212 0.9235 0.9248 0.9260 0.9271 0.9281 0.9290 0.9298

7m 0.8511 0.9123 0.9217 0.9230 0.9243 0.9248 0.9258 0.9265 0.9275 0.9283 0.9292 0.9298

8m 0.8481 0.9137 0.9229 0.9248 0.9257 0.9260 0.9265 0.9271 0.9277 0.9284 0.9291 0.9297

9m 0.8511 0.9140 0.9246 0.9261 0.9271 0.9271 0.9275 0.9277 0.9283 0.9287 0.9293 0.9294

10m 0.8481 0.9147 0.9251 0.9273 0.9280 0.9281 0.9283 0.9284 0.9287 0.9290 0.9294 0.9298

11m 0.8511 0.9147 0.9262 0.9281 0.9291 0.9290 0.9292 0.9291 0.9293 0.9294 0.9298 0.9300

12m 0.8481 0.9151 0.9264 0.9289 0.9298 0.9298 0.9298 0.9297 0.9294 0.9298 0.9300 0.9300

표 2 2방향 공슬래 의 크기에 따른 등가강성비(두께 210mm)

(a) 공슬래 의 3차원 입체요소 모델

(b) 솔리드 슬래 의 3차원 입체요소 모델

그림 7 등가강성 유도 과정

는 공볼의 부피 비를 이용한다. 공슬래 의 도 산출에 

한 내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공

슬래 의 경우 공비가 약 25%임을 알 수 있다.

3.3. 등가강성의 유도

슬래 의 경우 면외 하 에 한 휨강성이 바닥진동에 가

장 큰 향을 미친다(김상식, 2007).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공슬래 는 공부의 향으로 인해 솔리드 슬래 에 

비해 휨강성이 어들게 된다. 따라서 공슬래 가 같은 규

모의 솔리드 슬래 에 비해 어느 정도의 휨강성을 나타내는

지를 평가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하여 그림 7과 같이 

솔리드 슬래  모델과 공슬래  모델을 같은 크기의 메

쉬로 모델링하고 두 슬래 에 동일한 등분포 하 을 가한 후 

슬래  앙 하단부의 변 를 구한다. 이 때 슬래 는 단순 

지지로 가정하 다. 정 하 을 받는 슬래 의 변   강성

과의 계를 식 (1)에 나타내었다.

  ∙ (1)

식 (1)에서 P는 하 을 k는 강성을 δ는 변 를 의미한다. 

동일한 힘이 가해질 때 변 는 강성에 반비례하므로 에서 

구한 변 의 비를 이용해 공슬래 의 강성을 구할 수 있

다. 솔리드 슬래  모델은 탄성계수와 단면 2차모멘트가 정

해져 있고 변 비를 알고 있으므로 공슬래 의 솔리드 슬

래 에 한 등가강성비  등가강성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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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qu

a

그림 8 해석결과와 수식결과 그래

( ：해석결과, ：수식결과)

3차원 입체요소 모델 등가 이트 모델

1차 모드형상

칭경계조건 이용

Frequency 10.4502(Hz) 10.4706(Hz)

4차 모드형상

역 칭경계조건 이용

Frequency 38.2268(Hz) 38.8690(Hz)

표 3 모드형상과 고유진동수의 비교

식에서 는 등가강성비, 는 2방향 공슬래 의 

등가강성, 는 솔리드 슬래 의 강성을 의미한다. 등가의 

강성비는 슬래 의 스팬에 따라서 조 씩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래  가로․세로 길이를 1m∼12m 

범 에서 변화시키면서 등가강성비를 구하 다. 이 게 구한 

등가강성비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이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더욱 일반 인 상황에서 등가강성비를 구하기 하여 회귀분

석법을 이용해 수식 (4)를 유도하 다.

표 2를 보면 특정한 한 변의 길이에 해서 다른 변의 길

이가 증가함에 따라 등가강성비의 증가량이 어들어 특정한 

값(0.93)에 수렴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 해석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고 그래 에서의 곡선

이 근선(=0.93)에 수렴해 가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슬래  길이 변화에 따른 등가강성비의 값을 근선과의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이 게 하여 구한 곡선을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여 직선화한 후 직선의 식을 유도하고 다시 자연

로그를 소거하여 곡선의 식을 구하 다. 구한 곡선의 식에 

의한 값은 근선과 각 슬래  길이에 따른 등가강성비의 값

과의 차이므로 근선에서 곡선의 식을 빼주어 각 슬래  길

이에 따른 등가강성비를 구하는 식을 유도하 다. 등가강성

비의 변화는 장방형 슬래 의 가로, 세로 방향에 해서 동

일하게 나타나므로 유도식을 슬래 의 가로, 세로길이를 변

수로 하여 서로 곱하여 식 (4)를 유도하 다. 마지막으로 슬

래 의 길이에 따른 등가강성비의 변화를 보정하기 하여 

계수 Q를 도입해서 수식의 정확성을 높 다.

 ×



× 





(



,  ) (4)

수식 (4)에서 는 등가강성비이고 a와 b는 각각 슬래

의 가로, 세로 길이이다. 유도한 수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여 해석결과를 통해서 얻은 등가강성비와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 등가강성비를 비교하여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으로 사용되는 슬래  크기 범  

내에서는 수식의 결과와 해석의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슬래 의 한 변이 1m이하일 때는 해석의 결과

와 수식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나타내지만 공슬래 가 사

용되는 스팬이 주로 3m이상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

식의 사용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4. 2방향 공슬래  등가모델의 고유치해석

본 에서는 앞 에서 유도한 등가강성비를 이용하여 등

가 이트 모델을 개발하고 그 정확성을 검증하기 하

여 3차원 입체요소를 사용한 해석 모델과 고유치해석 결과

(Chopra, 2000)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하여 사변 단순

지지인 8m×8m 크기의 제 슬래 를 사용하 다. 등가 

이트 슬래  모델은 일반 인 4  이트 요소를 사용

하여 제 슬래 를 모형화한 후 앞 에서 구한 등가질량과 

등가강성을 재료의 특성치로 사용하 다. 3차원 입체요소모

델은 해석의 효율성을 하여 4m×4m 크기로 모델링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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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구조물

(b) 보행하  시간이력

그림 9 제구조물과 보행하

모드 3차원 입체요소 모델(Hz) 등가 이트 모델(Hz) 오차(%)

1차 2.8607 2.8989 1.33

2차 2.8607 2.8989 1.33

3차 4.3737 4.4290 1.26

4차 14.2259 14.2434 0.12

5차 29.7911 29.8638 0.24

표 4 모드별 고유진동수의 비교

칭경계 조건과 역 칭 경계 조건을 용하 다. 슬래 의 

동  거동 특성상 4m×4m 크기의 슬래  모델에 칭경계

를 부여하면 8m×8m 크기 슬래 의 1차 모드 형상과 같은 

형상을 나타내고, 4m×4m 크기의 슬래  모델에 역 칭 경

계를 부여하면 8m×8m 크기 슬래 의 4차 모드 형상과 같

은 형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뒤에 소개할 슬래 의 모

드형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석모델에서 메쉬 크기는 

30mm로 하 다. 두 가지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고유치해석

을 수행한 후 4m×4m 크기의 슬래 로 검증이 가능한 1차 

 4차 모드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표 3에 비교하 다. 

해석결과를 보면 1차 모드  4차 모드의 진동수차이가 각각 

0.1%와 1.6%로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개발한 등가의 이트 모델을 사용하면 2방향 공

슬래 의 동 거동을 비교  정확하게 표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할 수 있다. 한 정확해라고 볼 수 있는 3차원 입체

요소를 사용한 해석모델은 8m×8m 크기 체 슬래 를 해

석하기 해서 5,224,536개의 자유도가 필요하지만 등가의 

이트 모델의 경우에는 427,734개의 자유도만 필요하므

로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  컴퓨터 메모리를 크게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5. 제해석

본 연구에서 개발한 등가 이트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

하기 해서 보행하 을 사용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3

차원 입체요소를 사용한 슬래  모델의 진동응답과 비교 검

토하 다.

5.1 제구조물과 보행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차원 입체요소를 사용하면 해

석모델의 자유도 수가 매우 커져서 컴퓨터 용량의 한계로 인

하여 슬래 를 포함한 체 구조물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따라서 본 에서 사용한 제구조물은 3차원 입체요

소를 사용한 상세모델의 해석가능여부를 고려하여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께 210mm의 4m×4m 공 슬래 가 

사용된 단층의 구조물로 선택하 다. 해석에 사용한 보행하

은 75kgf의 일반인이 보폭 60cm로 슬래  앙부를 가로 

질러가는 하 으로 하 다. 여기서 하 의 최  크기는 동

계수를 고려하여 100kgf으로 하 다. 그림 8에 보행하 이 

가해지는 치와 하 의 시간이력을 나타내었다.

5.2. 시간이력해석 결과

2방향 공슬래 를 모형화할 때 3차원 입체요소 신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등가의 이트 모델로 모형화하면 자

유도수를 폭 일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공 슬래  3차원 입체요소 모델은 시간

이력해석에 4893 가 소요되는 반면에 등가 이트 슬래

 모델은 268 가 소요되었다. 즉 등가 이트 모델을 사

용하면 3차원 입체요소를 사용했을 때에 비하여 약 5%의 해

석시간만으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차원 입체모델과 

등가 이트 슬래  모델의 1차∼5차의 고유진동수를 표 

4에 나타냈다. 해석결과를 보면 두 모델의 고유진동수의 차

이가 1%내외로 매우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바닥 의 진동에 한 사용성 평가에 있어 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슬래 의 연직방향 가속도(Taranath, 2005)이므

로 두 모델의 가속도 응답을 비교하여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 10에 나타낸 가속도 시간이력은 두 모델의 슬래  앙 

하단부의 값이다. 두 모델의 해석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여 

그래 상으로는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잘 

일치한다. 3차원 입체요소를 사용한 모델의 가속도 응답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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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차원 입체요소 모델

(b) 등가 이트 모델

그림 10 보행하 에 한 가속도 응답

치는 6.947cm/sec2으로 1.548 의 시간에서 발생하 고 

등가 이트 모델은 동일한 시간에 6.907cm/sec2의 가속

도를 나타내었다. 최  가속도 응답의 오차는 0.58%로서 두 

모델의 해석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등가 이트 모델을 사용하여 2방

향 공슬래  구조물을 해석하면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폭 이면서도 3차원 입체요소를 사용한 결과와 거의 비슷

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방향 공슬래 의 효율 이고도 정확한 

진동해석을 하여 등가의 이트 모델을 개발하 다. 이

를 하여 3차원 입체요소 공슬래  모델에 응하는 

이트 슬래  모델의 등가 질량과 강성을 산출하 다. 2방향 

공슬래 의 길이에 계없이 등가 이트 모델을 용이하

게 개발하기 하여 슬래 의 가로, 세로 길이를 고려한 등

가강성비 계산식을 유도하 다. 유도한 등가강성비 계산식은 

일반 으로 사용하는 슬래  길이에 해서 매우 정확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등가 이트 모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하여 제해석을 수행한 결과 2방향 공슬래

의 고유치해석은 3차원 입체요소와 비교하여 1%내외의 오차

만을 포함하는 매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두 개의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보행하 이 가해질 

때의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한 결과 등가 이트 모델을 사

용하면 5분 이내의 해석시간만을 소요하면서도 1시간 20분

을 소요하여 얻은 3차원 입체요소 모델의 해석결과와 거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등

가의 이트 모델을 사용한다면 2방향 공슬래 가 사용

된 구조물의 체 모델에 해서도 해석이 어렵지 않게 이루

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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