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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공슬래  시스템은 슬래  두께가 증가해도 자 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일반슬래 에 비해서 휨강성이 크게 하

되지 않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스팬 구조의 경우 바닥  진동의 증가에 의한 사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

히 공슬래 의 경우 기존의 구조시스템과 동 특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진동에 한 공슬래 의 안 성  사용성 검

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한 실용 인 정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 인 고유치 해석을 하여 일방향 

공슬래 의 동 특성을 비교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등가의 이트 모델을 사용하 다. 결론 으로 등가 이트 

모델이 일방향 공슬래 의 동 특정을 비교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일방향 공슬래 , 등가 이트 모형화, 동 해석

Abstract

Considering that the weight of a hollow slab system is not increased with an incremental increase in its thickness, and that the 

flexural stiffness of a hollow slab is not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a general slab, there has been a growing need for hollow 

slab system, because long span structures are in great demand. In a long span structure, the problem of vibration of floor slabs 

frequently occurs, 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hollow slab system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floor system.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safety and the serviceability of hollow slab. Therefore, there exists a necessity for accurate vibration 

analysis. Hollow slab should be modeled by refined mesh for accurate vibration analysis. For the efficiency of the Eigenvalue 

Analysis, an equivalent plate slab model when can relatively precisely represent the dynamic behavior of a one-way hollow slab 

system is used. In conclusion, equivalent plate models relatively precisely presente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one-way 

hollows.

Keywords : one-way hollow slab, equivalent plate model, dyna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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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도심지의 건축물은 경제 , 사회  요구에 의하여 고

층화, 형화되는 경향이 강하고, 구조공학 기술의 발 에 따

라 장스팬화가 이루어지므로 진동  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특히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

의 경우 상층부의 진동이나 소음이 슬래 를 타고 넘어와 하

층부에 그 진동이나 소음을 그 로 달하고 있어 이웃 간에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기  등

에 한 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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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구조 , 환경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기 이 

강화되고 있다(김민규 등, 2009: 박 재, 2009).

따라서 이러한 기 을 만족시키기 하여 기존의 구조시스템

에서 슬래 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구조 상세를 용

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 왔다. 하지만 진동  소음문제를 완화

시키고자 슬래 의 두께를 증가시키게 되면 슬래  량이 증

가될 뿐만 아니라 기둥, 벽, 기  등과 같은 수직 부재의 크기가 

증가되어 건축물 체의 량  소요 물량이 크게 증가하게 된

다. 이러한 건축물의 량  소요 물량의 증가는 건축물의 경

제성을 떨어뜨리고, 지진하 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강주원 등, 2008; 김기철 등, 2007).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하여 다양한 바닥  시스템

의 개발이 계속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슬래  시스템

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슬래  시스템의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공슬래 에 매입되는 공의 형상

이, 슬래 의 동 거동에 미치는 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유

한요소 해석모델을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등가

의 이트로 모델이 1방향 공슬래 의 정 특성을 효율

이면서 정확히 표 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동수  고유형상의 비교와 보행

하 에 한 진동해석을 통하여 기존의 등가 이트 모형화 

방법이 일방향 공슬래 의 동 특성을 정확히 표 할 수 

있는지 검증하 다.

1.2 연구의 방법  차

기존의 일방향 공슬래 의 등가 이트 모형화 방법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 해석시 정확성과 효율성이 비교

 높은 처짐비식 모델과 직교이방성 식 모델을 선정하

다. 등가강성 산출방법을 다르게 한 등가 이트 모델이 

공슬래 의 구조  특성을 잘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기 하여 

비교  정해라 할 수 있는 3차원 입체요소 모형화 방법과의 

진동수  고유모드형상 그리고 보행하 에 한 시간이력해

석을 비교하 다. 해석은 상용구조해석 로그램(MIDAS 

Gen/w)을 사용하 고, 공슬래 의 특성을 비교하기 하

여 공이 없는 철근콘크리트 슬래 와 일방향 공슬래  

시스템을 제 구조물로 선정하 다.

2. 공슬래  시스템의 기존연구 고찰

2.1 바닥진동  충격음 감을 한 공슬래 의 용

공동주택에서 쾌 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데 있어 소음  

진동 방지 책은 필수 인 요소이다. 인간의 보행, 물건의 낙

하, 어린이들의 이나 달림, 가구  물건들의 이동에 의해 

바닥구조물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슬래 는 굴곡 진동하고, 

그 미소진동이 인 공기의 압력변화를 일으켜 공기 에 음

으로써 방사되는 것을 바닥충격음이라 말한다. 이러한 바닥

충격음은 공기와 구조체를 통해 달되고, 충격특성에 따라 

경량충격음과 량충격음으로 구분한다. 최근 사회 인 문제

가 되고 있는 량충격음은 재의 시공방법  바닥구조방

식으로는 필요한 성능을 만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표 바닥구조 혹은 인정바닥구조를 사용한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장재희, 2002).

슬래 의 두께와 완충재에 의해 량 충격음을 감시켜 온 

기존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최근에는 구조 인 방법을 통하

여 량 충격음을 감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

방향 공슬래 는 기존의 일반슬래 와 비교하여 량충격

음의 차단성능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방

향 공슬래 가 가지는 일방향 거동과 그로부터 나타나는 

진동특성에 근거한다. 기존슬래 는 이방향 진동특성을 가지

기 때문에 량충격음에 향을 미치는 50∼150HZ 사이의 

고차모드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일방향 공슬래 는 상

으로 고차모드의 분포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이

웃하는 공슬래 와의 합방식에 따라 되는 진동이 차

단되어 횡방향으로 달되는 진동의 크기 한 작아진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일방향 공슬래 를 

용하게 되면 층간소음  진동의 감을 비롯하여 거주자

에게 보다 정온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을 상할 수 있다. 

2.2 공슬래  시스템의 등가 이트 모형화

공슬래 의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공체의 형상을 정

하게 모형화 하느냐가 요하다. 그래야만 공형상에 의

한 슬래 의 동 거동 특성의 변화를 잘 반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를 하여 3차원 입체요소를 사용하여 공슬래

를 모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유한요소(이하 

요소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공의 형상을 정확하게 표 할 

수 있으며 더욱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요소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동 거동을 정확하게 표 할 수 

있지만 해석모델의   요소수의 증가로 해석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어느 규모 이상에서는 컴퓨터 메모리

의 제한으로 인해 공슬래 의 해석이 불가능해 진다. 공

슬래 만의 해석에도 이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

슬래 가 사용된 구조물 체의 해석은 일반 인 컴퓨터를 

사용해서는 불가능하다. 한 공슬래 를 모델링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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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모델

공  지름 

(mm) 

공  

심간 거리 

(mm)

공비 

(%)

자

(kN/slab)

Slab-0 - - - 65.39

Slab-A 60

210

6.4 60.72

Slab-B 90 14.4 52.05

Slab-C 120 25.6 37.18

Slab-D 150 40.1 12.97

표 1 제 공슬래 의 제원

에서도 정 하게 공을 표 하기 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

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진동해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슬래 의 모형화 방법으로 사용하

기에는 실용 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트 요소는 장변 길이에 한 두께의 비가 1/10정도

로 하게 작은 요소로써 막작용(in-plane membrane 

action)과 휨작용(out-of-plane bending action)의 조합

에 의해 외부하 을 효과 으로 지지하는 요소이다. 이는 슬

래 의 평면인장  압축거동, 평면 단거동, 두께방향의 휨

거동, 두께방향의 단거동 등을 고려할 수 있어, 실제 슬래

를 모형화하기에 가장 합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이트 요소가 공슬래 의 동 특성을 잘 반 할 수 

있다면 3차원 입체요소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의 수를 

폭 이면서도 해석의 정확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3. 일방향 공슬래 의 등가 이트 모형화

3.1 제 공슬래

본 논문에서 일방향 공슬래 의 모형화와 수치해석에 사

용될 제 슬래 는 4200mm×3150mm크기의 바닥 으로 

두께는 표 바닥구조체 두께인 210mm이며, 일반 으로 사

용하는 공이 없는 슬래 와 일방향 공 이 용된 슬래

로 구분하 다. 

슬래 의 길이방향, 즉 평면상의 장변 방향으로 공 을 

용하 고 공비에 따른 슬래 의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각기 다른 지름의 THP 주름 을 사용하 다. 공 이 없는 

일반슬래 는 Slab-0로 명하 고, 공비에 따라 각각의 

공슬래  모델을 Slab-A∼E라 명하 다. 제 슬래 는 각 

모델별로 체 감소율이 일반슬래 에 비하여 6.4%, 14.4%, 

25.6%, 40.1%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 특성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제원은 표 1과 같다.

한 일방향 공슬래 의 모형화 방법별로 동 특성을 비

교하기 하여 고유치해석을 통한 진동수  고유모드형상을 

비교하 다. 

3.2 3차원 입체요소 모형화  보행하  용

보행하 에 의한 진동특성을 비교해 보기 하여 3차원 

입체요소를 사용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 다. 슬래 에 사

용한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 으로 사용하는 24MPa로 하

으며 슬래 는 4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 다. 3차원 입체

요소의 요소망은 THP주름 의 형상을 비교  잘 반 하면

서 해석범  내에서 모형화가 가능하도록 30mm로 하 다. 

모든 제 슬래 에 하여 동일하게 3%의 감쇠비를 용하

고, 보행자가 이동할 때 발생되는 하 을 고려하기 하여 

Baumann K.와 Bachmann H.가 제안한 보행자의 1step

하 을 사용하 다. 보행하 의 용방법은 그림 1과 같이 

큰 진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보행자가 슬래 의 각선 방향

으로 이동할 때 1step에 해당하는 하 을 보행자의 보행 간

격에 따라 순차 으로 가력하 다. 

이때 실제 보행자의 평균 보폭을 고려하여 보행하 의 간

격은 75cm로 하 다. 해석에 사용한 1step보행하 은 75kg

의 몸무게를 가지는 사람으로 가정하 고, 보행하 의 진동

수는 1.6∼2.5Hz 사이에 주로 분포되지만 슬래 에 작용하

는 보행자 하 의 진동수는 정확히 상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Hz의 진동수를 가지는 보행하 을 사용하 다. 

한 보행하 의 특성상 바닥 에서 두 발이 동시에 바닥에 

닿는 시간간격을 복시켜 각 에 작용시킴으로써, 사람

이 보행하는 경우 왼발과 오른발의 향을 고려하도록 하

다. 보행하 의 1step주기인 0.6 에 하여 복되는 시간

간격은 0.1 를 사용하 다. 

그림 1 보행하 의 용

3.3 처짐비식을 이용한 등가 이트

일방향 공슬래 의 등가질량은 공형성체의 부피와 단

 슬래 와의 부피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단  슬래 에서 

THP주름 이 차지하는 공부를 제외한 남아있는 부피를 

이용하여 속이 꽉 찬 슬래 의 도에 응하는 공슬래

의 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등가질량은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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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모델
3차원 처짐비식 직교이방성 식

Slab-0 84.130 83.792 83.792

Slab-A 85.438 84.574 86.111 

Slab-B 87.526 85.511 85.019 

Slab-C 84.347 83.931 86.153 

Slab-D 79.222 80.423 84.182 

표 2 모형화 방법에 따른 1차모드 고유진동수

Data에서 User Defined의 Weight Density에 입력한다.

등가강성은 동일한 힘이 가해질 때 변 는 강성에 반비례

하는 훅의법칙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를 하여 3차원 입

체요소를 이용하여 단 슬래 를 모형화한 후, 두 슬래 에 

동일한 등분포 하 을 가한 후 슬래  앙 하단부의 변 를 

구한다. 일반슬래 에 한 공슬래 의 변 비는 휨강성 

비율과 반비례 계에 있게 되므로 변 비를 이용하여 등가

강성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등가강성은 등가 이트요소를 

모델링할때 Material Data에서 User Defined의 Modulus 

of Elasticity에서 입력한다. 

기존의 이방향 공슬래 를 해석할 때 사용하는 처짐비를 

이용한 등가강성 산출법은 비교  해석결과가 정확하고 효율

인 모형화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처짐을 

구하기 해서 3차원 입체요소로 먼  모델링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 따른다. 

3.4 직교이방성 식을 이용한 등가 이트

일방향의 공을 가지는 공슬래 는 직교하는 x축과 y

축의 강성이 하게 다른 이방성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직교이방성 이란 의 면에 서로 수직한 두 방향의 탄성 성

질이 다른 을 의미한다. Huber의 직교이방성  이론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1)

 



(2)

여기서, 는 슬래 의 두께, 는 공  심간의 거리, 는 

공 의 지름을 나타낸다. 그리고 공이 있는 단면의 단

강성을 고려하기 하여 식 (3)과 식 (4)와 같은 Weber와 

Foeppl의 직교이방성 의 유효 비틀림 강성을 이용하 다. 

 





(3)

 




(4)

여기서, 는 등방성 강 의 유효비틀림 강성이고 은 간

격으로 배치된 리 의 단 길이당 유효 비틀림 강성이다. 강

의 강성과 리 의 강성의 합으로 구한 직교이방성 의 유

효 비틀림 강성은 일반슬래 에 한 감소율 만큼 단강성

이 감소한다고 단하여 그 비를 산출하 다. 등가 이트

요소로 모형화할때는 산출한 , , 를 일반슬래 를 

기 으로 감소한 비율만큼 탄성계수를 계산하고, Material 

Data의 Orthotropic Type에서 User Defined의 Modulus 

of Elasticity에서 각각의 모형화 방향에 맞게 계산한 , 

  단탄성계수를 입력한다. 

4. 등가 이트 모형화에 따른 동 해석

4.1 고유진동수 분석

모형화 방법에 따른 제 공슬래 의 1차모드 고유진동

수를 표 2에 나타내었다.

비교  정해라 할 수 있는 3차원 모형화의 고유진동수를 

보면, 공이 없는 Slab-0을 기 으로 Slab-A, Slab-B, 

Slab-C는 고유진동수가 증가했고 Slab-D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Slab-C는 Slab-0과 비슷한 고유진동수를 나

타내는데, 이는 강성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 고유진

동수의 특성상 공비에 따라 질량과 강성의 감소 향이 다

르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즉 Slab-A, Slab-B는 강성 

감소의 향보다 질량 감소의 향이 상 으로 커서 고유

진동수가 일반슬래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단된다. Slab-C

는 질량과 강성의 감소 향이 비슷하고 Slab-D에서는 질량 

감소의 향보다 강성의 감소의 향이 상 으로 더 커서 

고유진동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Slab-A의 고유진동수를 비교해 보면, 처짐비식을 이용하

여 모델링했을 때는 1.01%, 직교이방성 식을 이용하여 모

델링했을 때 오차율이 -0.78%로 나타났다. Slab-B에서는 

두 방법모두 2%내외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고, Slab-C에서

는 처짐비식이 0.49%, 직교이방성 식이 -2.14%을 보이고 

있다. 모형화 방법별 고유진동수의 오차율을 비교해 보면, 처

짐비식을 이용한 모형화가 좀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Slab- 

D에서는 처짐비식이 -1.52%, 직교이방성 식이 -6.26%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공비가 40%인 Slab-D에서 오차율

이 크게 난 것은 일정한 공비를 임계 으로 처짐이 격히 

증가하는 일방향 공슬래 의 향을 이론식이 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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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차 모드 (b) 5차 모드 (c) 6차 모드 (d) 7차 모드 (e) 8차 모드

그림 4 3차원 입체요소로 모형화한 Slab-D 모델의 고유모드형상

(a) 4차 모드 (b) 5차 모드 (c) 6차 모드 (d) 7차 모드 (e) 8차 모드

그림 5 처짐비식으로 모형화한 Slab-D 모델의 고유모드형상

(a) 4차 모드 (b) 5차 모드 (c) 6차 모드 (d) 7차 모드 (e) 8차 모드

그림 6 직교이방성 식으로 모형화한 Slab-D 모델의 고유모드형상

(a) 4차 모드 (b) 5차 모드

그림 2 Slab-A의 3차원 입체요소 모델 

(a) 4차 모드 (b) 5차 모드

그림 3 Slab-C의 3차원 입체요소 모델의 고유모드형상

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4.2 고유모드형상 분석

3차원 입체요소 모델의 10차까지의 고유모드형상을 비교

해보면 공비가 커짐에 따라 공체의 직각방향(단변방향)

으로 강성이 약해지는 특성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고, 등가

이트로 모형화 할때는 이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Slab-A와 Slab-C의 3차원 입체

요소 모델의 4차, 5차 고유모드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공비

가 큰 모델에서 고유모드형상의 역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그림 6은 Slab-D모델의 4차에서 8차까지의 고

유모드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모형화 방법별 고유모드형상을 

비교해 보면 차모드에서는 처짐비식과 직교이방성 식을 

이용한 모델의 고유모드형상이 일치하지만, 고차모드에서는 

처짐비식보다 직교이방성 식을 이용한 모델의 고유모드형상

이 3차원 입체요소의 고유모드형상과 비교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유진동수의 오차가 비교  작은 처짐비를 이용하여 등가

이트로 모형화한 Slab-A에서 Slab-E까지 모든 제 슬

래 의 고유모드형상이 공이 없는 일반슬래 의 고유모드

형상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처짐비를 이용하여 등

가강성을 산출할 때 일방향 공슬래 의 장변과 단변방향의 

직교하는 이방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처짐비를 이용하여 산출한 등가강성은 제 슬

래 를 등방성의 으로 모형화하게 되므로, 이방성의 특성

이 무시되어 공이 없는 일반슬래 의 고유모드형상과 같게 

나온 것이다. 

4.3 보행하 에 한 진동해석

일방향 공슬래 의 모형화에 한 진동해석을 하기 해 

보행하 에 한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한 후 슬래 별 수직방

향 응답을 구하 다. 제 구조물의 응답 측정 은 슬래  

하부의 앙 으로, 변 와 가속도 응답을 분석하 다.

4.3.1 변 응답분석 

그림 7∼그림 10은 모형화방법에 따른 제슬래 의 하부

앙의 변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공비가 비교  작은 

Slab-A에서는 처짐비식을 이용한 모델과 이방성 식을 이용

한 모델의 변 차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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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형화 방법에 따른 Slab-A의 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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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모형화 방법에 따른 Slab-B의 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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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모형화 방법에 따른 Slab-C의 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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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형화 방법에 따른 Slab-D의 변 응답

공비가 비교  큰 Slab-C와 Slab-D에서는 처짐비식을 

이용한 모델의 변 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오차

는 비교  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가지의 모형화 방

법 모두 3차원 모델의 변 응답과 비교  일치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표 3은 모형화 방법에 따른 최 변 응답을 나타낸 것이

다. 공비에 상 없이 부분의 모델에서 직교이방성 식을 

이용한 모델의 오차율이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차

율이 가장 크게 발생한 Slab-D의 오차율을 살펴보면, 처짐

비식을 이용한 모델의 오차율이 5.64%, 직교이방성 식으로 

이용한 모델의 오차율은 -4.61%로 나타나 직교이방성 식이 

좀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출내역

모델

3차원

(mm)

처짐비식

(mm)

직교이방성 식

(mm)

Slab-0 3.341×10-3 3.365×10-3 3.365×10-3 

Slab-A 3.467×10-3 3.505×10-3 3.465×10-3 

Slab-B 3.564×10-3 3.610×10-3 3.869×10-3 

Slab-C 4.571×10-3 4.654×10-3 4.521×10-3 

Slab-D 6.091×10-3 6.435×10-3 5.810×10-3 

표 3 보행하 에 한 모형화 방법별 최 변 응답

표 4는 모형화 방법에 따른 RMS변 응답을 나타낸 것이

다. RMS변 응답에서 처짐비식을 이용한 모형화의 최  오

차율은 4.96% 이방성 식을 이용한 모형화는 8.34%로 처

짐비를 이용한 모형화 방법이 조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체 으로 두가지 모형화 방법 모두 오차율이 

작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출내역

모델

3차원

(mm)

처짐비식

(mm)

직교이방성 식

(mm)

Slab-0 1.416×10
-3

1.426×10
-3

1.426×10
-3

Slab-A 1.471×10
-3

1.486×10
-3

1.471×10
-3

Slab-B 1.513×10
-3

1.532×10
-3

1.640×10
-3

Slab-C 1.948×10
-3

1.973×10
-3

1.918×10
-3

Slab-D 2.603×10
-3

2.732×10
-3

2.464×10
-3

표 4 보행하 에 한 모형화 방법별 RMS변 응답

4.3.2 가속도응답분석 

공비가 비교  작은 Slab-A와 공비가 비교  큰 

Slab-C의 모형화 방법에 따른 하부 앙의 수직방향 가속도

응답 시간이력은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두가지 방법의 

모형화 방법 모두 비교  정해라고 할 수 있는 3차원 입체요

소 모형화 방법과 비슷한 가속도 응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형화 방법별로 최 가속도응답을 표 5에 나타내었다. 

Slab-A와 Slab-B에서는 처짐비식을 이용한 모형화 방법이 

직교이방성 식을 이용한 모형화 방법보다 오차가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비가 커질수록 처짐비는 오차

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직교이방성 식은 공비에 따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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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모델

3차원

(mm/sec
2
)

처짐비식

(mm/sec
2
)

직교이방성 식

(mm/sec
2
)

Slab-0 21.300 21.373 21.373 

Slab-A 22.445 22.325 21.944 

Slab-B 23.204 22.034 24.652 

Slab-C 28.152 29.642 28.819 

Slab-D 34.172 36.420 34.492 

표 5 보행하 에 한 모형화 방법별 최 가속도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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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차원 입체요소 모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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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처짐비식을 이용한 모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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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방성 식을 이용한 모형화

그림 11 모형화 방법에 따른 Slab-A의 변 응답

산출내역

모델

3차원

(mm/sec
2
)

처짐비식

(mm/sec
2
)

직교이방성 식

(mm/sec
2
)

Slab-0 2.948 2.974 2.974 

Slab-A 3.157 3.201 3.189 

Slab-B 3.289 3.330 3.486 

Slab-C 4.010 4.168 4.158 

Slab-D 5.207 5.519 5.117 

표 6 보행하 에 한 모형화 방법별 최 가속도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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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차원 입체요소 모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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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처짐비식을 이용한 모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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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방성 식을 이용한 모형화

그림 12 모형화 방법에 따른 Slab-A의 변 응답

차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RMS가속도응답을 표 6에 나타내었다. 최 가속도응답과 

마찬가지로 두가지 모형화 방법 모두 오차가 비교  은 것

을 알 수 있다. RMS가속도응답 역시 공비가 작을때는 처

짐비를 이용한 모형화 방법이 더 정확하지만, 공비가 커질

수록 직교이방성 식이 더 정확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비

에 따라 달라지는 직교하는 강성의 차이를 처짐비를 이용한 

모델이 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각기 다른 공비를 가진 일방향 제 공슬래 를 처짐

비식과 직교이방성 식을 이용하여 등가 이트로 모형화하

고, 비교  정해라 할 수 있는 3차원 입체요소와의 진동수 

 고유모드형상, 보행하 에 한 시간이력해석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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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Slab-A에서 Slab-D까지 4가지의 제 공슬래 에 

해서 지배 인 향을 미치는 1차모드의 고유진동수를 비교

해 본 결과, 처짐비를 이용한 모형화 방법의 평균 오차율이 

-1.06%로 가장 게 나왔고, 직교이방성 식을 이용한 모형

화 방법이 평균 2.00%의 오차율을 나타내었다.

고유모드형상을 비교해 본 결과, 처짐비를 이용하여 등가

이트로 모형화했을 때는 일방향 공슬래 의 직교이방

성 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공이 없는 일반슬래

에 등방성 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직교이방성 식은 장변방향과 단변방향의 강성을 다르

게 산출하고 있어 일방향 공슬래 의 특성을 표 하는데 

합하다고 단된다.

보행하 에 한 변 응답  가속도응답에서 공비가 작

을 때는 처짐비를 이용한 모형화 방법이 직교이방성 식을 

이용한 모형화 방법보다 오차율이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비가 커질수록 처짐비를 이용한 모형화 방법은 오차율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직교이방성 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방향 공슬래  시스템의 구조  특성과 해석

결과의 오차  난이도를 고려해 볼 때, 본 논문에서 사용한 

직교이방성 식을 이용한 등가 이트 모델이 효율 이면서 

만족할만한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추후 연구

에서는 다양한 공형태에 한 특성과 그에 따른 바닥성능

을 평가하고, 공슬래  시스템의 실제 구조물의 용에 

한 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해석의 검증과 충격음 

 진동의 감소효과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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