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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지진, 회전기계의 진동, 공사현장의 진동등

에 의해 바닥구조의 진동전달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

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진동원인 분석 및 바닥구조의 고유진동

수와 진동원의 진동수의 비교예측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시공이 되어 있을때는 측정을 통해 알 수 

있으나 시공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예측식이나 구

조해석프로그램으로 예측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예측식과 구조해석프로그램의 오차율이 크

므로 실측치와 비교한 사례나 DATA수집을 통해서 예

측식이나 구조해석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면 문제를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바닥구조의 진동전달이 문제가 된 대형

드럼세탁기의 사례를 통해서 바닥구조의 고유진동수

와 진동원의 진동수에 따른 보정 예측식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고유진동수 예측식의 종류와 적용예측식 선정

바닥구조의 고유진동수를 예측하는 식은 크게 4가
지이다. 보진동 이론의 보진동식과 판진동 이론의 판

진동식, 보와 거더의 상호적인 진동효과를 고려하는 

시스템 진동식, 판진동식에서 바닥판의 중앙에 작은보

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는 보정-판진동식등이 있다. 
이 중 측정조건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보진동식과 

보와 거더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시스템 진동식을 실

제 측정치와 비교하여 오차율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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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진동식
한스팬의 등방성균질보에 대한 1차 고유진동수는 

지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1)       

m : 단위길이당 질량(t/m), EI : 휨강성(kN㎡)
L : 스팬길이(m), CB : 단일 지지조건에 따른 값

Table1. According to the end support conditions CB

양단단순지지 고정/단순지지 양단고정 고정/자유단

1.57 2.45 3.56 0.56

(1) 보진동수

⦁측정조건에 따라 양단단순지지의 경우 적용

          

∆


           (2)   

   Δ : 단순보의 중앙부 최대 정적처짐

⦁Floor Stucture : Steel-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Concrete : m=2400kg/㎥, fck=23.52Mpa
           Ec=22773Mpa, Es=210000Mpa
⦁Slab Weight : 3.6kPa(concrete)+1.12(steel)
⦁Beam Properties : SB5B : H-482*300*11*15
  A=14550mm^2, Ix=604*10^6mm^4, d=482
⦁Girder Properties : SG7A : H-692*300*13*20
  A=21150mm^2, Ix=1720*10^6mm^4, d=692

FIgure1. The shape of the floo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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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적 영계수비를 구하여 도심축의 위치 파악

 

 


  

② 환산단면 이차모멘트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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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③ 단위길이당 하중을 구한 후 처짐 계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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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유진동수 계산

 

∆


 




 

(2) 거더진동수

 ⦁거더의 경우 위와 같은 단순지지의 처짐방식이 

아닌 양단고정식(1)을 적용

    








2.2 시스템진동식
보와 거더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진동식

            




 












fs : 바닥판의 고유진동수

fb : 보 또는 장선의 고유진동수

fg : 거더의 고유진동수

① 고유진동수 (보+거더진동수)

 










 

3. 바닥구조의 측정치와 예측식 비교

3.1 바닥구조의 측정 개요 및 측정 조건

바닥구조의 측정을 통해 얻어진 DATA와 예측식의 

고유진동수를 비교하여 보정 예측식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바닥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 보-기둥 라멘 구

조이고 슬래브 두께는 150mm, 콘크리트강도는 24MPa이
며 측정장비와 측정위치는 다음과 같다.

Table 2. Measurement Overview

구분 모델명 특징

가진원 대형드럼세탁기
 1705*2070*2160
 465/580/700 rpm

Blaster II BlastemateII
 1채널
 속도 및 주파수분석
 주파수범위:2~250Hz

가속도계 SVAN958
 2채널
 가속도 및 주파수분석
 주파수범위:0.5Hz~20khz

해석프로그램

Blastemate
 고유진동수, 속도
 모드해석

SVAN PC++
 고유진동수, 가속도
 모드해석

FIgure2. Measurement location

FIgure3. Measuring photo an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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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바닥구조의 1차 고유진동수(Hz) 비교

철골철근콘크리트 바닥구조의 고유진동수는 실측치

와 시스템진동식을 적용할 경우 –33.8%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진동수와 거더진동수는 측정치

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보진동식이 시스템진

동식보다 상대적으로 타당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3. Formula compared to Measured DATA (Hz)

구분 측정치

보진동식
시스템

진동식

오차율

(%)
보

진동수

거더

진동수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12.5 11.14 12.33 8.28  -33.8

4. 결  론

철골철근콘크리트 바닥구조의 측정치와 기존 보 진

동식과 시스템진동식의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예측식 중 보 진동식은 시스템진동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당한 값을 가지고 있고 거더진동

수의 경우는 오차율이 1.36%로 철골철근콘크리트 바

닥구조에서는 신뢰성이 높다.
2) 기존의 예측식 중 보와 거더의 상호작용을 고려

한 시스템진동식의 경우는 오차율이 –33.8%로 큰 오

차율을 보이고 있으나 보정을 한다면 실제 바닥구조

와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3) 보정 예측식의 보정지수는 다음과 같으며 오차

율은 –0.08%로 좋아진다.






 













보정 예측식은 보진동식보다 신뢰성이 좋으나 철골

철근콘크리트 바닥구조의 한가지 사례일 뿐 더 많은 

사례를 통해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시공과정

의 시공오차나 설계조건에 따른 편차가 생길 수 있으

므로 경험을 통한 보정예측식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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