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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floor impact noise and structure acceleration response of bare concrete slabs were predicted by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FEA). Prediction results we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s to prove the accuracy of numerical model. Acoustic
absorption were addressed by using panel impedance coefficients with frequency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modal damping of
numerical model were applied by modal testing results and analysis of prediction and test results. By using frequency response
function, the floor acceleration and acoustic pressure responses for various impact sources were calculated at the same time. In the
FEA, the natural frequencies and the shapes of vibration and acoustic modes can be estimated through the eigen-value analysis, and
it can be visually seen the vibration and sound pressure field and the contribution of major modes.

Keywords : finite element method, FEM, heavy weight impact sound, frequency response function

1. 서

론

(BEM, boundary element method), 그리고 유한요소법
(FEM, finite element method)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

구조기인 방사음(structure born sound)은 진동하는 구

다. 이 수치해석 기법들은 예측하고자 하는 유사해의 특성과

조물의 형상과 음환경 조건이 이상적인 경우 이론적 해를 도

물리적 환경조건 그리고 해석모델에 대한 지배방정식에 따라

출할 수 있으며, 이 이론해는 해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다

다르게 사용된다. 구조기인 소음예측은 진동해석 및 음향해

양한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설계요소를

석에 주로 주파수영역 해석이 사용되고 있으며, 예측하고자

설정하고, 그 설계 요소에 대한 명확한 최적화를 가능하게 해

하는 주파수영역에 따라 수치해석 기법들은 Fig. 1과 같이

준다. 하지만 구조체의 형상과 재료 물성이 복잡해지거나 구

구분될 수 있다.

속조건이 다양할 경우 이론해의 도출은 불가능하며, 실제의

SEA 해석 기법은 1960년대부터 대두된 수치해석 기법

경우 대부분 이런 복잡한 조건이 적용된다. 수치해석은 이러

(Richard Lyon, 1959)으로, 소음 및 진동시스템의 에너지

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 수학적인 근사해(approximation

흐름을 투과손실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SEA법은 시스템의

solution)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모드밀도가 높고 입력이 랜덤인 상황에서 평균에너지를 계산

구조기인 소음에 대한 수치해석 기법으로 통계적에너지해

하기 때문에 모드밀도가 높은 고주파 영역의 해석에 적합하

석법(SEA, statistical energy analysis), 경계요소법

며, 특정 주파수 또는 저주파영역 해석에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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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과 BEM 수치해석 기법은 연속된 시스템을 유한개의

바닥충격음 예측이 실내 음향모드를 고려하여 비교적 정확한

요소로 나누어 지배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

바닥충격음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실제 거실의 흡음 물성에

이다. 소음진동 분야에서 이 수치해석 기법은 저주파수 영역

대해 대략적인 공기의 음압 감쇠 물성을 사용하여 다양한 거

의 실내 또는 실외 방사소음 해석에 적합하며, 높은 주파수

실 실내 표면 마감에 대한 흡음 조건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작은 크기의 요소를 사용해야 한다.

수치해석 결과로 사용되는 RMS FFT 스펙트럼에 1.4를 곱

요소의 개수가 증가될수록 많은 해석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 Peak 크기의 스펙트럼 값을 바닥충격음 레벨로 나타내

고주파해석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

었지만 실제의 경우 바닥충격음 음압신호의 파고율이 사인함
수보다 크기때문에 PEAK FFT 스펙트럼의 밴드합을 통해
계산되는 1/3 옥타브 음압레벨보다 최대 음압레벨이 더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맨바닥 콘크리트 슬
래브 조건의 공동주택 거실에 대한 구조해석 모델과 음향해
석 모델을 개발하고 예측된 바닥 가속도와 음압 레벨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2. 구조 및 음향해석 모델의 지배방정식

Fig. 1 Numerical analysis in frequency range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구조 및 음향해석은 외부 가진에 대
공동주택의 중량충격음은 표준중량충격원(뱅머신) 가진에

한 구조물의 진동응답과 구조물의 진동에 의해 방사되는 수

대한 구조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되는 저주파 충격소음으로

음실의 음장예측을 목적으로 한다. 구조해석 모델과 음향해

KS F 2810-2에서는 1/1 옥타브 밴드의 63, 125, 250,

석 모델은 물리적으로 연계(coupled)되어 있지만 실제공동

500Hz 중심주파수에 대해 최대 음압레벨을 측정하도록 하

주택 바닥충격음 예측에 사용되는 음향모델인 공기 매질은

고 있다. 중량충격음은 충격원의 충격력 스펙트럼 특성을 반

비중과 휨강성이 큰 콘크리트 구조물의 동특성을 크게 변화

영하여 100Hz이하 저주파 영역에 진동 및 음향에너지가 집

시키기 어렵다. 구조물과 공기 매질이 연계된 수치해석 모델

중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치해석 모델은 100Hz

을 사용할 경우 공기의 음향해석 모델은 주파수가 증가할수

이하 저주파 대역에서 높은 예측 정밀도가 요구된다(Mun et

록 고차모드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해석

al., 2014). 이러한 중량충격음의 물리적 특성과 환경특성을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어 수치해석의 효율성 면에서 부적

고려할 때 중량충격음 예측을 위한 해석 기법은 FEM 또는

합하다.

BEM이 가장 적절한 해석기법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바닥충격음 예측을 위한 구조해석 모델과 음향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대역에서 특정 주파수에서 진동 및

해석 모델은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수치

음압 피크가 발생되는 모드응답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해석 시간을 단축하고 구조해석 모델과 음향해석 모델에 대

모드응답은 시스템의 가진위치에 따라 응답 특성이 크게 바

한 독립적인 결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뀌기 때문에 바닥충격음 분석에 있어 진동모드 분석과 음향
모드 분석은 필수적이다.
FEM은 진동 및 음향모델에 대한 고유치 해석이 가능하고
이 모드들에 대한 형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BEM보다 직관적인 결과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주택 수
음실과 같이 수치해석 모델의 크기가 커서 요소개수가 많은

Structural
vibration

Acoustic

M &&
z + Cz& + K z = F

Equation of motion

(

z& = iωΦ −ω 2 [ M ] + iω [C ] + [ K ]

)

−1

ΦT F

Surface normal velocity

경우 FEM은 BEM 보다 계산시간이 빠르다. 이러한 조건들

∇ p + k 2 p = − j ρ 0ω q
2

Wave equation

r r
∇p = − j ρ0ωv ⋅ n
Euler’s Equation
(relationship between particle
velocity and acoustic pressure)

을 고려했을 때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예측을 위한 수치해석
기법은 FEM이 가장 적합하다.
Mun(2012)의 연구에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시험동의 바닥충격음을 예측하였으며,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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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iωρ0 ([ H ] +

jωρ 0 [Q ] − ω 2 [ A]

)

−1

{F }

Fig. 2 Numerical calculation flow of structure vibration
and floor impact sound

문대호․이상현․황재승․백길옥․박홍근

Fig. 2는 바닥충격음 수치해석을 위한 계산과정을 나타낸

본 연구에서는 0.15m 크기의 선형요소를 사용하여 구조

다. 구조해석 모델과 음향해석 모델은 구조해석 모델의 속도

해석 모델과 음향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최소 요소 크기는

응답과 음향해석 모델의 속도 경계조건을 통해 연계되며, 수

음속이 콘크리트 보다 느린 공기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0.15m

음실 음압응답은 구조해석 모델의 속도응답 결과를 경계조건

요소 크기에 대한 최대 해석 주파수는 약 381Hz이고, 1/1

으로 하여 계산된다. 음향해석 모델의 정확성은 근본적으로

옥타브 밴드의 250Hz 중심주파수의 상한 주파수인 353Hz

구조해석 모델의 정확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구조해석

를 포함한다. 보다 작은 크기의 요소를 사용할 경우 옥타브

모델에 대한 해석결과 검증은 고유모드 분석(모드 형상, 고

밴드 500Hz 중심주파수에 대한 상한 주파수인 707Hz까지

유진동수, 모달 감쇠비 등) 및 주파수 응답함수 등 보다 정

해석 가능하지만 500Hz의 음압레벨은 중량충격음의 크기를

밀한 척도를 이용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결정하는 주요 주파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시간적 효율

수치해석의 첫번째 단계로 운동방정식을 만족하는 구조해
석 모델의 외부 가진에 대한 구조물의 진동응답을 주파수 영

성을 고려하였을때 음향모델의 최소 요소 크기는 0.15m가
가장 적절하다.

역에서 계산한다. 가진원으로 충격력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계측된 뱅머신 또는 고무공의 충격력 스펙트럼이 사용되며,

2.1 구조해석 모델 지배방정식

수치해석 모델의 재료 물성은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탄성계
수, 밀도, 프아송 비 등이 입력되고 모달 감쇠비 등을 적용하

진동하는 플레이트의 굽힘파(bending wave)는 가청 주

여 운동방적식의 감쇠력을 적용시킬 수 있다. 진동응답은 변

파수 내에서 공기매질과 가장 큰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음향

위-속도-가속도 등에 대해 계산할 수 있으며, 주파수영역에

방사 효율은 플레이트의 파수(wave number)와 공기의 파

서 이들 물리량은 식 (1)통해 간단히 변환된다.

수가 동일할 때 가장 크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시킨다
(Cremer, 2005).



    
 

(1)

따라서 구조기인 소음 예측을 위한 구조해석 모델은 외력
가진에 대한 휨모드 응답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바닥과 벽의 폭-두께비가 작기 때문에 얇은

여기서,    는 각각 변위, 속도, 가속도를 나타내며, 는

판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진동하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진동

각진동수,  는 허수단위를 의미한다.

변형은 미소변형으로 선형탄성 거동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두번째 단계로 공기의 파동방정식을 만족하는 음향해석 모

러한 응력 조건에서 판의 거동은 얇은 판 이론을 적용하여 식

델의 음압응답을 주파수영역에서 계산한다. 음향해석 모델의

(3)과 같이    평면에서 파동방정식(bending wave

경계조건은 부과된 음압, 표면속도, 표면 임피던스 등이 사용

equa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FAHY 2007).

된다. 음압 경계조건은 음원이 없을 경우 무시되고 표면 속도
경계조건으로 구조체 진동해석을 통해 계산된 표면 법선 속도
(surface normal velocity)가 입력된다. 표면 임피던스 경
계조건으로 바닥, 벽 등의 표면 임피던스가 적용되어 수음실



 

 

 



 
 



 
   





(3)


 


(4)

   

의 흡음특성을 주파수 특성에 따라 입력할 수 있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할 경우 최대 해석 가능한 주파수영역은
요소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선형요소(Linear Element)

여기서,  는 휨강성(bending stiffness),  는 영의 계수

를 사용할 경우 식 (2)와 같이 음파의 한 파장 안에 최소 6개

(Young’s modulus),  는 프아송의 비(Poisson’s ratio),

요소가 존재하도록 해석모델을 구성해야 하며, 이 조건은 구

그리고  는 plate thickness를 의미한다.
구조해석 모델의 유한요소 운동방정식은 2차원 쉘요소를

조모델과 음향모델 모두에 적용된다.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에너지 평형조건을 적용하여 식

 ×  ≤   


(2)

(5)와 같은 운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5)

여기서,  은 음파 파장의 최소길이,  는 해석하고자
하는 최대 주파수 그리고  는 음속을 나타낸다.

여기서,     그리고   는 각각 전체 좌표계의 질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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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감쇠행렬, 그리고 강성행렬을 나타내며, 와 는

고무공 가진에 대한 바닥 가속도와 바닥충격음을 계측하였으

절점의  방향 변위와 외력을 의미한다.

며, 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입력 물성
을 도출하고 최종 수치해석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2.2 음향해석 모델 지배방정식

Fig. 3에 거실의 구조 평면도에 측정위치를 나타내었다.
실험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시공현장으로 바닥 마감 구조가

음파는 유체 입자들의 압력변화 현상이며, 입자들이 압축

(경량기포 콘크리트, 완충재, 마감몰탈 등)이 설치되기 이전

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매질 내에서 전파된다. 음파는 입자의

의 상태로 콘크리트 슬래브, 콘크리트 벽, 욕실 및 다용도실

진동방향과 파동의 전파방향이 동일한 종파(longitudinal

비구조벽(조적벽돌), 그리고 단열재가 시공된 상태이며, 천장

wave)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음파는

및 각 실의 방문 등은 시공되지 않았다. 거실은 84m2 평형

공기매질의 미세한 압력변화로 식 (6)의 선형음파방정식

형태로 주방과 거실을 구획하는 벽이 없는 일자형 형태로 되

(linearlized acoustic wave equation)을 따른다.

어 있으며, 수음실과 음원실 모두 거실 발코니가 없는 확장형
평면으로 되어 있다. 거실의 크기는 4.5×5.1×2.7(층고)m 이



  ′

∇ ′   
 

(6)

여기서, ′ 와  는 각각 매질의 압력변화와 음속을 나타낸다.

며, 슬래브 두께는 210mm이다. 콘크리트 벽 두께는 세대간
벽은 250mm, 세대내벽은 180-200mm 두께로 시공되었다.
실험은 거실에 대해 바닥진동모드, 가속도 및 음압 주파수

정상상태에서 임의 위치에서 음압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파

응답함수, 그리고 바닥충격음(고무공 가진)을 계측하였다. 바

동방정식인 2차 헬름홀쯔 방정식(second-order Helmholtz

닥 진동모드 분석은 거실과 주방을 포함한 바닥판을 25개 측

equation)의 지배를 받으며,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정점으로 구획하고 충격가진법(roving hammer)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바닥충격음 및 주파수 응답함수 측정시 가진





∇         

(7)

점은 Fig. 3의 P1~5이며, 가속도계와 마이크로폰 위치는
P1과 P2에 각각 2개씩 설치하였다. 가속도계는 천장 콘크리

여기서,  는 음압,      는 파동수,  는 음속,  는

트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였으며, 마이크로폰은 바닥으로부터

매질의 질량밀도, 그리고  는 음원의 크기를 의미한다.

1.2m 높이에 설치하였다.

거실 내부의 공기 매질에 대한 유한요소 음향해석 모델은
8절점 6면체 요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사해는 압력의 단
200

위를 갖고 각 절점의 자유도는 1을 갖는다. 식 (7)의 파동방
정식을 만족하는 유한요소 음향해석 모델에 대한 전체좌표계

Balcony
Dressing room
ELEV. Hall

200

Bath room

(8)

Powder room

Bath room

250

ELEV.

         

Kitchen

Front door

P5

P4

200

9740

에서의 운동방정식은 식 (8)과 같다.

250

Living room

Room 2

750

스값을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는 음향가진 메트릭스로
임의 위치에서의 음원크기 벡터와 경계면에서의 음압 및 음
속 경계조건을 포함한다.
3.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구조체 가속도 응답과 바닥충격음

P2

P3
750

렬을 나타내며,   는 음향감쇠 행렬로 경계면에서의 임피던

Room 3

Room 1

P1

5170

여기서,   와  은 각각 음향강성 행렬과 음향질량 행

Balcony

250

4520
14940

Fig. 3 Strucutral plan and measurement points of
tested living room

3.2 유한요소 수치해석 모델

예측

구조진동해석과 음향해석은 LMS virtual.lab acoustics
3.1 실험 개요

13.1을 이용하였다. 진동응답과 음압응답은 1-800Hz에 대
해 1N의 unit force에 대한 응답인 주파수 응답함수를 계산

실제 시공중인 공동주택의 거실을 대상으로 바닥 진동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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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을 곱하여 뱅머신과 고무공 가진에 대한 구조체 진동응답

않아 거실과 방이 연결된 음향해석 모델을 사용해야 하지만

과 수음실 음압응답을 계산하였다(Mun et al., 2014).

해석모델이 커질 경우 계산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해석하고

구조체 진동응답은 모드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드 중첩법

자 하는 주요 관심 주파수인 100Hz 이하에서 방문의 개방

(modal superposition structural response case)을 이

여부는 바닥충격음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가정

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구조진동 모드는 1000차 모드까지 계

하고 방은 음향해석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음향해석 모델은

산되었고 1000차 모드에서 고유진동수는 약 600Hz이다. 음

8 node linear acoustic hexahedral 요소를 사용하여 모

압응답은 1Hz 단위로 계산된 구조체 속도응답 결과를 음향

델링 하였으며, 요소의 최대 크기는 0.15m이다. 공기 물성

해석 모델의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여 direct solver를 이용하

을 적용하여 음속   340(m/sec), 공기의 밀도   1.225

여 계산하였다. 구조해석 모델과 음향해석 모델을 각각 Fig.

(kg/m3) 를 사용하였다. 수음실 벽과 바닥 표면의 흡음 조

4(a)와 (b)에 나타내었다.

건에 대해 absorbent panel property로 20,000~120,000

구조해석 모델은 1개 세대를 전체 모델링하여 연속된 콘
크리트 슬래브와 콘크리트 벽에 대한 지지조건을 반영하였

(kg/m2/s)의 임피던스 값을 각 주파수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입력하였다.

다. 콘크리트 슬래브와 콘크리트 벽은 4 node shell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콘크리트 물성은  23×109 (Pa),

3.3 진동모드 및 음향모드 수치해석 결과

3

  2400(kg/m ),   0.167을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슬래

브 및 콘크리트 벽의 두께는 구조평면도에 기입된 수치와 동

Fig. 5에 거실과 주방을 포함한 파닥판에 대한 25개 측정

일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진동응답에 대한 감쇠는 3~4% 모

점의 모달테스트 실험결과와 진동모드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달 댐핑을 사용하였다.
음향해석 모델은 거실을 포함하여 거실과 인접한 주방, 복

Mode

도, 현관까지 모델링하였다. 실험조건에서 방문은 시공되지

Experimental

FEA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6

7

8

9

10

1

2

3

4

5

1

25.4Hz

24, 27Hz

2

21

22

23

24

25

16

17

18

19

20

11

12

13

14

15

6

7

8

9

10

1

2

3

4

5

34Hz
(a) Strucutral FE model

3

(b) Acoustic FE model

Fig. 4 FE model for structural vibration and acoustic
response analysis

33.9Hz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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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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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15

6

7

8

9

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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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45, 49Hz

44.2Hz

48.3Hz

Fig. 5 Comparison of measured and FE model mode
shapes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8권 제6호(2015.12)

649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공동주택의 중량충격음 예측

Table. 1 Numerical presentation of MAC data

내타내었다.

Mode

1

2

3

4

5

1

0.9935

0.0110

0.0128

0.0016

0.0061

2

0.0000

0.9849

0.0001

0.0062

0.0089

3

0.0152

0.0145

0.9730

0.1759

0.0640

산되었다(실험결과에서 동일한 모드형상이 두개의 서로 다른

4

0.0006

0.0113

0.2437

0.9289

0.6862

고유진동수에서 발생되는 현상은 인접한 상하 세대 거실 슬

5

0.0046

0.0006

0.1220

0.8948

0.8927

모달 테스트 실험결과 Fig. 5에서 1차 모드 응답은 24,
27Hz의 두개 고유진동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석결
과에서는 그 중간 값인 25.4Hz에서 1차 모드 고유치가 계

래브에 대한 응답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거실의 2차 모
드는 실험결과와 해석결과가 동일하였으며, 34Hz의 고유진

Fig. 7은 거실의 주요 음향모드에 대한 형상과 고유진동

동수를 나타내었다. 3차 모드 고유진동수는 실험결과 45,

수를 나타내었다. 음향모드의 차수가 낮을수록 음압이 크게

49Hz에 나타났으며, 해석결과는 동일한 모드형상이 실험결

발생되는 위치는 거실과 주방의 단부와 코너부에 넓게 분포

과와 유사한 44, 48Hz에서 나타났다. 4, 5차 모드의 고유

되고 있다.

진동수는 실험결과 67, 71Hz에서 발생되었으며, 해석결과는

Fig. 8은 고무공으로 거실 중앙을 가진하였을 때 거실 중
앙수음점 P1과 코너수음점 P2에서의 음압 파워스펙트럼과

실험결과보다 다소 낮은 65, 67Hz에서 나타났다.
모드형상에 대한 실험결과와 수치해석결과의 유사성은 식

피크 주파수에 해당되는 음향모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

(8)을 통해 계산되는 Modal Assurance Criteria(MAC)

험결과의 피크 음압이 발생되는 주파수와 Fig. 7의 음향모드

value 이용하여 평가될 수 있으며, MAC value가 1에 가까

고유진동수가 비교적 유사하였다.

울수록 모드형상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은



수치해석 모델의  번째 모드형상 벡터,

(9)
17.9Hz

35.5Hz

37.3Hz

41.3Hz

49.5Hz

52.5Hz

57.5Hz

62.9Hz

 


은 실험결과의  번째 모드형상 벡터를 나타낸다.
Table 1과 Fig. 6에 각각 1-5차 모드 형상에 대한 MAC
value와 이 값에 대한 3차원 막대그래프를 나타내었다.
1~3차 모드에 대한 MAC value는 0.97~0.99로 나타
나 해석모델의 모드 형상이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

Fig. 7 Acoustic mode shapes and natural frequencies

났다. 4, 5차 모드는 유사한 모드형상이 서로 다른 고유진동
수에서 발생되는 모드로 MAC value는 4, 5차 모드 각각
0.92, 0.89로 나타났다. 고차모드로 갈수록 MAC value는
낮게 나타났다.

Fig. 6 3D presentation of MA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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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ower spectrum of acoustic pressure and floor
acceleration in the case of impact on floor center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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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조해석 모델 진동모드 감쇠비

120

모달 테스트를 통해 계산된 진동 모드 감쇠비는 2~5%
4, 5%로 가정하고 가속도 주파수 응답과 고무공 가진에 대
한 가속도 응답을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구조해석 모델에 대
한 모드 감쇠비를 도출하였다.
모드 감쇠비는 각 모드에 대한 감쇠력을 나타내기 위한 모
드별로 독립된 계수이며, 각 모드 차수별로 다른 값을 나타낸
다.  번째 고유모드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식 (10)으로 나타
낼 수 있으며, 식 (10)은 2차 미분방정식으로 각 모드 차수별
로   ,  ,  ,  은 독립된 상수 계수를 갖는다. 식 (11),
(12)는 각각 식 (10)에 대한  차 모드의 고유 진동수와 모드

100
Acceleration level (dB)

수준이었다. 구조해석 모델에 대한 모달감쇠비를 1, 2, 3,

80

Measured
FEM, modal damping 1%
FEM, modal damping 2%
FEM, modal damping 3%
FEM, modal damping 4%
FEM, modal damping 5%

60

40

20
101

102
Frequency (Hz)

103

Fig. 10 Acceleration level according to modal
damping(rubber ball, impact P1-receive P1)

감쇠비이며, 이들은 질량행렬과 강성행렬에 영향을 받는다.
3.5 음향해석 모델의 표면 흡음
     
 

(10)
음향해석 모델의 흡음 조건은 경계면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11)



(characteristic impedance)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거
실 표면의 임피던스는 식 (13)을 통해 공기매질과 거실 표면




  


 

(12)

 

매질에 대한 반사계수  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반사계수

 은 기존 문헌의 콘크리트 흡음률(absorption coefficient;

여기서,   는  번째 모드의 질량,  는  번째 모드의 감쇠,
 은  번째 모드의 강성,  은  번째 모드의 외력, 그리고
 은  번째 모드의 손실계수(loss factor)이다.

Fig. 9와 10은 각각 거실 중앙 가진점 P1에서 계측된 가
속도 주파수응답함수와 고무공 가진에 대한 가속도 레벨을

입사되는 음향파워에 대한 흡음되는 음향파워의 비)을 통해 계
산될 수 있다.

  

  

(13)

    

(14)

나타낸 그래프이다. 실험결과와 1~5% 모드감쇠비를 적용한
해석결과를 같이 비교하였다. 스펙트럼의 형상과 최대 응답

여기서,  은 반사계수(reflection coefficient),  은 패

크기를 고려할 때 3~4% 모드 감쇠비가 실험결과와 가장 유

널임피던스(panel impedance),  는 음향특성임피던스

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coustic characteristic impedance; 413kg/m2/s at
20℃), 그리고  는 흡음계수(absorption coefficient)를 나

10-1

하지만 식 (13)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임피던스는 평면파

10-2

2

Acceleration FRF (m/s /N)

타낸다.
가 표면에 수직으로 입사되는 조건을 통해 계측되기 때문에
바닥충격음의 수음실 환경조건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따

10-3

라서 본 연구에서는 250Hz의 콘크리트의 흡음계수 0.02에
Measured
FEM, modal
FEM, modal
FEM, modal
FEM, modal
FEM, modal

10-4

101

102
Frequency (Hz)

대응되는 임피던스 8000을 기준으로 바닥-천장-벽에 대한
damping 1%
damping 2%
damping 3%
damping 4%
damping 5%

103

Fig. 9 Acceleration frequency response function
according to modal damping(impact P1-receive P1)

표면 임피던스를 2000, 4000, 8000, 16000으로 변화시켜
바닥충격음을 예측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주파수 특성을
갖는 임피던스 값을 도출하였다. 음향해석 모델에 입력된 구
조체 속도응답 해석결과는 3.4절에서 도출된 3~4% 모드감
쇠비를 적용하고 슬래브의 가속도 진동응답에 대한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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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치해석 결과가 가장 유사한 구조해석 모델을 이용하였다.

파수 스텝과 동일하게 1Hz 단위로 입력하였으며, 31.5, 63,

Fig. 11은 거실 중앙점 P1을 고무공으로 가진한 경우에

125, 250, 500Hz 중심주파수에서의 임피던스 값을 각각

대한 중앙수음점 P1과 코너수음점 P2에서의 바닥충격음 레

140000, 120000, 120000, 60000, 60000으로 설정하고

벨을 나타낸 그래프이며, 실험결과와 임피던스 값을 2000,

중심주파수 사이 값은 선형보간하였다. 125Hz 이하에서는

40000, 80000, 16000으로 적용한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

흡음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125Hz 이하 주파수에

하여 나타내었다.

서는 125Hz의 임피던스 값 또는 이보다 큰 값을 적용하였

Fig. 11(a), (b)에서 패널임피던스의 크기가 작을수록 음

다(Jeong et al., 2014).

압 레벨이 감소하는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실험

2

던스값이 해석결과와 유사하며, 높은 주파수에서는 낮은 임
피던스값이 해석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31.5Hz이하 주
파수에서는 임피던스 값에 따른 바닥충격음 레벨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체 진동에 의한 직접음만 수치해석결
과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도출한 음향해석 모델의
임피던스 값은 Fig. 12와 같다. 임피던스 값은 수치해석 주
100
Measured at P1
20000
40000
80000
160000

Impact sound pressure level (dB)

90
80

60

1

0.5

0

16

31.5
63
125
250
1/1 Octave center frequency (Hz)

500

103

Fig. 12 acoustic panel impedance for concrete
surface(rough finish)

4. 실험결과 및 예측결과 비교
4.1 바닥 가속도 레벨

50

Fig. 13은 고무공 가진에 대한 가속도레벨을 실험결과와

40

20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며, P1과 P2의 측정점에
대해 나타내었다. 진동해석모델의 모드감쇠비는 1, 2차모드
31.5

63
125
250
1/3 Octave center frequency (Hz)

500

에 대해 3%를 적용하고 그 이상 진동모드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하였다.

(a) Receive point P1

Fig. 13(a), (b)의 거실 중앙 P1가을 가진한 경우에 대한

100
Measured at P2
20000
40000
80000
160000

90
Impact sound pressure level (dB)

1.5

70

30

80
70

거실 중앙 P1과 코너 P2에서의 가속도레벨은 실험결과와 해
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13(c)의 거실 코너 P2를
가진한 경우에 대한 거실 코너 P2에서의 응답은 100Hz 이상
주파수에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60

4.2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Acoustic FRF)

50
40

Fig. 14는 가진점 P1, P2 대한 수음점 P1, P2에서의 음

30
20

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실험결과와 수치
31.5

63
125
250
1/3 Octave center frequency (Hz)

500

(b) Receive point P2

Fig. 11 Rubber ball impact sound pressure level
according to acoustic 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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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높은 임피

Acoustic panel impedance (kg/m /s)

결과와 해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임피던스 값은 주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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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음향해석 모델은 흡음 조
건으로 Fig. 12의 임피던스 조건을 거실 음향모델의 천장바닥-벽에 부여하고 Fig. 13의 구조해석 모델에 대한 속도
응답 결과를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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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act P1-receive P1

(a) Impact P1-receive P1

(b) Impact P1-receive P2

(b) Impact P1-receive P2

(c) Impact P2-receive P2

(c) Impact P2-receive P1

Fig. 13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on acceleration level

Fig. 14(a)~(d)의 그래프에서 수치해석결과는 각 음향모
드 고유진동수에서의 피크 응답 크기와 주파수를 비교적 유
사하게 예측하였으며,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의 가진점과 수
음점에 대한 주파수 특성까지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하지만
13, 40Hz에서 응답은 실험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앙 수음점에서 수치해석결과의 오차가 크게 발생되었다.
4.3 바닥충격음 레벨

중량충격음은 1/3 옥타브 또는 1/1 옥타브 밴드 최대음압

(d) Impact P2-receive P2

Fig. 14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on acoustic pressure frequency
respon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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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Li,Fmax)을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대 음압레벨은
시정계수를 적용한 지수평균 값에 대한 최대값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구조체 진
동과 음압응답은 1Hz 주파수 정밀도(frequency resolution)
의 FRF과 고무공 또는 뱅머신 충격원의 FFT 스펙트럼을 사
용하기 때문에 실험조건과 주파수 분석 조건이 다르다.
수치해석 결과의 FFT 스펙트럼은 충격원이 바닥을 가진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dB)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한 파형에 대해 빠른(Fast, 125ms)

100

80
70
60
50
40
30
20

하는 순간 발생되는 진동 및 음압신호에 대해 보다 세밀한

Measured at P1
FEM

90

31.5

주파수 구간에서 응답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진동모드 또는

Fig. 15와 같은 차이를 발생시킨다. Fig. 15의 그래프는 실
험된 공동주택의 중앙 가진에 대한 수음실 P2 위치에서의
음압 신호를 FFT 분석한 ESD spectrum과 이 스펙트럼을
1/3 옥타브 밴드로 환산한 스펙트럼, 그리고 1/3 옥타브 밴
드 최대 음압레벨(LFmax) 스펙트럼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100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dB)

필터 통과한 신호의 RMS값이기 때문에 최대 음압레벨과는

500

(a) Impact P1-receive P1

음향모드의 응답까지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스펙트럼을
옥타브 밴드로 환산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옥타브 밴드패스

63
125
250
1/3 Octave center frequency (Hz)

80
70
60
50
40
30
20

FFT 분석결과를 1/3 옥타브 밴드로 환산한 FFT synthe-

Measured at P2
FEM

90

31.5

sis 음압레벨과 최대 음압레벨 LFmax는 각 중심주파수에서 약

63
125
250
1/3 Octave center frequency (Hz)

500

(b) Impact P1-receive P2

4~6dB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레벨 차이는 임펄스 성분
에 발생되며, 이 파고율은 각 중심주파수에서 분석되는 신호마
다 모두 다른 값을 갖는다.
본 연구의 수치해석 결과는 1초의 시간이력에 대한 ESD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Fig. 15와 같이 최대 음압레벨로 환산
하기 위해 ESD 스펙트럼을 밴드합을 통해 1/3 옥타브 밴드
로 밴드로 환산하고 각 중심주파수 예측 값에 5dB의 보정치

100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dB)

의 중량충격음 신호가 갖는 파고율(crest factor)이 크기 때문

를 더하여 바닥충격음 최대 음압레벨로 환산하였다.

Measured at P1
FEM

90
80
70
60
50
40
30
20

31.5

Fig. 16은 고무공 가진에 대한 각 가진점과 수음점에서의

63
125
250
1/3 Octave center frequency (Hz)

500

(c) Impact P2-receive P1

바닥충격음 최대 음압레벨에 대해 실험결과와 예측결과를 비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dB)

100
Measured at P2
FEM

90
80
70
60
50
40
30
20

31.5

63
125
250
1/3 Octave center frequency (Hz)

500

(d) Impact P2-receive P2

Fig. 15 Impact sound pressure spectrum level analyzed
by using FFT, FFT synthesis, and 1/3 octave band pass
filter(LF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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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on 1/3 octave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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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diction results and deviation level from
measured results(prediction-measured)
1/1
Impact Impact Impact Impact Impact
Average
Octave
P1
P2
P3
P4
P5
31.5

78.9
(-1.7)

65.3
(-9.0)

64.7
(-9.5)

69.7
(-5.0)

70.7
(-3.9)

69.9
(-5.8)

을 부여하였다. 거친 콘크리트 표면의 250Hz의 흡음률을 기
준으로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여 적용하였고, 이 임피던스 값
을 적용한 수치해석 모델의 예측값이 측정값과 유사하게 나
타나 다양한 흡음률을 갖는 실제의 공동주택 표면마감에 대
한 흡음 특성을 수치해석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63

68.4
64.6
64.2
66.1
67.8
66.2
(+3.2) (+2.2) (+2.3) (+0.2) (+1.5) (+1.9)

보여주었다.

125

68.1
(-0.7)

스템의 응답을 예측하고 최종 바닥충격음 레벨을 계산할 때

250

61.8
62.9
61.6
62.8
62.5
62.3
(+1.9) (+2.5) (+1.4) (+2.6) (+3.1) (+2.3)

500

52.1
50.7
52.6
49.3
48.8
50.7
(+1.7) (+3.4) (+5.6) (+1.7) (+1.7) (+2.8)

67.4
65.3
(+2.9) (+0.9)

68.8
(-0.6)

69.2
67.8
(+0.5) (+0.6)

4장에서 가속도 및 음압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시
해당되는 충격력 스펙트럼만 곱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계
산방법은 시스템의 선형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회의 수
치해석만으로 향후 다양한 충격원에 대한 진동 및 음압예측
뿐만 아니라 시스템 특성 및 음향파워, 인텐시티 등을 곱하

교한 그래프이다. Fig. 16(a)의 중앙가진-중앙수음점 바닥

기 연산만으로 계산가능하다. 이러한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

충격음 레벨은 40Hz 이하에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보다 낮

용한 바닥충격음 예측은 Mun(2014)의 연구에서도 실험적

게 나타났으며, 그 이상 주파수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으로도 증명이 되었다.

(b)의 중앙가진-코너수음점 바닥충격음 레벨은 전주파수 대

4.3절의 바닥충격음 예측에서 40Hz 이하 주파수에서 중앙

역에서 실험결과와 해석결과가 유사하였다. (c)의 코너가진-

수음점의 바닥충격음 예측값이 실험값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중앙수음점 바닥충격음 레벨은 40Hz 이하에서 해석결과가

오차도 다른 주파수 대역보다 크게 발생되었다. 이 40Hz 이

실험결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50Hz에서는 해석결과 실험

하 저주파수 영역에서의 음압레벨은 슬래브의 1, 2차 모드 진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63Hz 이상 주파수에서는 실험결과

동응답이 발생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

와 해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d)의 코너가진-코너수음

하다. 예측오차가 크게 발생된 원인으로 중앙 수음점은 음향

점 바닥충격음 레벨은 40Hz 이하에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

모드응답이 작게 나타나는 위치에 수음점이 존재하기 때문이

보다 작고 50Hz 이상에서는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보다 큰 음

며, 수학적으로 이 측정점의 음압은 음향모드에 의한 음압 증

압레벨로 나타났다.

폭이 제외된 슬래브 진동에 의한 직접음만 계산되어 진다.

Table 2는 1/1 옥타브 밴드의 수음실 평균 최대음압레벨

하지만 계측된 Fig. 13에서 슬래브 가속도 응답은 40Hz

예측결과를 나타내며, 예측결과와 실험결과의 차이를 같이

이하 주파수에서 1차 25Hz와 2차 45Hz 진동모드 응답이 있

나타내었다. 중앙점 P1 가진 조건에서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지만 Fig. 14(a), (c)의 중앙 수음점의 음압레벨 측정결과에

결과의 오차는 최대 3.3dB로 63Hz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때

서는 1, 2차 진동모드 주파수에서의 음압보다는 음향모드가

단일 수치 평가량은 51dB 로 동일하였다. 코너 P2 가진점

존재하는 40Hz에서의 음압레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에 대한 오차는 최대 7dB로 31.5Hz에서 발생되었고 63Hz

실제 공동주택의 음향조건은 방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에서의 편차도 5.6dB로 크게 나타났다. 실험결과와 예측결

때문에 거실과 방이 오픈된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수치해석

과의 음압레벨 편차는 31.5Hz의 낮은 주파수에서 크게 발생

모델에서는 수치해석 모델 크기를 줄이기 위해 방문이 닫힌

되었으며, 63Hz 이상 최대 3.2dB, 평균 2dB 편차를 나타

조건으로 모델링되었다. 음향모드 밀도가 낮은 저주파대역에

내었다.

서의 예측결과는 각각의 음향모드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수치해석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실제

5. 고

찰

와 가까운 음향해석 모델로 모델링될 필요가 있다.
Fig. 17은 거실 중앙점 P1을 가진하였을 때 P1과 P2 측

시공중인 맨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상태의 공동주택 거실을

정점에서의 가속도(a) 및 음압(c) 측정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대상으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바닥 가속도 및 음압을 예

이며, 40Hz 1/3 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를 통과한 파형을

측하는 기법과 수치해석모델의 정확성을 실험결과와 비교하

비교하여 오른쪽(b, d)에 각각 나타내었다. 40Hz 중심주파

여 검증하였다.

수를 통과한 Fig. 17(d)의 음압파형 그래프에서 코너 수음

3.5절에서 흡음특성을 수치해석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바

점 P1에서의 음압은 슬래브 진동이 감소되는 시간에 음압이

닥 및 벽과 음향해석 모델이 접하는 부위에 패널 임피던스값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음압증폭은 실내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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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on 1/3 octave floor impact sound pressure level

line)에 위치하고 음향모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수치해
석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음향모델의
형상과 물성이 보다 정밀하게 모델링될 필요가 있다.
(4)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통한 예측값과 실험값의 편차는

생된 음파가 반사파에 의해 공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동주택 시공오차에 기인한 편차범위 내에서 존재하

음향모드에 지배를 받는다. 중앙 수음점에서의 음압 파형은

였지만 수치해석 모델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b)의 가속도 파형과 유사하여 감쇠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는 수직으로 인접한 세대들의 시공오차 및 재료 물성

있지만 (d)의 화살표로 표시한 영역에서와 같이 미세한 공진

등을 조사하여 평균값에 대해 검증되어야 한다.

구간이 존재하며, 이러한 공진에 의해 Fig. 14(a), (c)의
40Hz 음압 피크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진다.

(5) 유한요소 수치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공동주택의 재료
물성, 구조요소 크기, 평면 형상과 같은 다양한 바닥

수치해석 오차는 해석 모델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충격음 영향요인 분석이 가능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

의 시공오차에서도 기인된다. 즉 콘크리트 재료의 탄성계수

해 바닥충격음이 작게 발생될 수 있는 공동주택 설계

와 같은 물성이나 슬래브 두께 등에 의한 시공오차에 의해

가 가능하다.

동일한 평면을 갖는 세대 내에서 바닥진동 및 바닥충격음의
편차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Baek(2014)의 연구에서 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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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공동주택의 중량충격음을 예측하기 위해 구조해석 모델과 음향해석 모델을 개발하
고 예측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패널 임피던스 값을 사용하여 거실의 적절한 흡음 특성을 반영할
수 있었으며, 수치해석에 주파수 응답함수 특성을 적용하여 1회 수치해석만으로 다양한 충격원에 대한 응답을 예측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구조진동에 의한 실내 소음해석은 유한요소 수치해석 기법이 진동 및 음향모드에 대한 응답을 비교적 정확하
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의 예측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적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향후 정확도가 보다 향상
된 수치해석 모델개발을 통해 바닥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인 공동주택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유한요소, 구조기인 소음, 중량충격음, 바닥충격음, 음향모드, 주파수 응답함수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8권 제6호(2015.12)

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