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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use of biaxial hollow slab is increased to reduce noise and vibration of the floor slab. 

Therefore, an efficient method for the vibration analysis of biaxial hollow slab is required to 

describe dynamic behavior of biaxial hollow slab.  A finite element analysis is one of the method to 

analyze the biaxial hollow slab. It is necessary to use a refined finite element model for an accurate 

analysis of a floor slab with an effects of the hollow shape. But it would take a significant amount 

of computational time and memory if the entire building structure were subdivided into a finer 

mesh. Thus the proposed method uses equivalent plate model in this study. Dynamic analyses of an 

example structure subjected to walking loads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efficiency and accuracy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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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최근 국내에는 건설교통부가 층간소음 감을 하여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 ’을 제정하 고 그 결과 

슬래  두께나 공부 등 슬래  차음성능에 한 사람들의 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 건축물의 효율

인 공간 활용을 하여 장스팬 구조와 같은 넓은 바닥 이 요구되고 있는데 장스팬의 철근콘크리트 는 철

골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슬래  자 이 크기 때문에 작은 보가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층고가 커지며 

공사가 장기화되는 문제 이 있다.

  공슬래 는 슬래 에 공을 두어 슬래 의 자 을 감시킨 슬래  시스템으로 토목구조물의 경우 교

량 자 감을 하여 교량상 에 용되고 건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장스팬 구조물과 같이 넓은 바닥 이 요

구되는 구조물에 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한쪽방향으로 이  형태의 공을 두는 1방향 공슬래 가 주

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2방향 공슬래 의 구조  이 이 검증되면서 최근에는 2방향 공슬래 의 시공이 

증가하고 있다. 2방향 공슬래 는 슬래  자 을 충분히 이면서 큰 내력과 휨성능을 가질 수 있으며 1방

향 공슬래 와 조 으로 여러 방향으로 하 달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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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방향 공슬래 의 사용 증가에 따라 보다 효율 이고 효과 인 2방향 공 슬래 의 해석과 설계가 필

요하다. 그러나 2방향 공슬래 의 해석에 있어 공형상 반 에 어려움이 있다. 공형상을 잘 반 할 수 

있는 유한요소 모델의 경우는 수와 요소의 증가로 인하여 엔지니어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일

정규모 이상에서는 컴퓨터 메모리의 제한으로 모델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방

향 공슬래 의 등가화를 통하여 공슬래 를 효율 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2방향 공슬래 의 동 특성

을 반 하기 하여 공률을 고려한 등가질량과 정 해석을 통한 등가강성을 구하 고, 이를 이용하여 등가

의 이트 모델을 구성하 다. 그리고 공슬래  유한요소모델과 등가화 된 이트 모델의 동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확인하 다.

2. 유한요소 해석법에 의한 2방향 공 슬래 의 해석

  2방향 공슬래 의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실제 공형상을 얼마나 잘 반 하느냐가 요하다. 그 이유

는 공형상에 따라 슬래 의 동 거동 특성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하여 유한요소 해석법에 따

라 공슬래 를 매우 작은 솔리드요소로 분할하여 모델링하 다. 이때 요소의 크기가 작을수록 공형상을 

세 하게 표 할 수 있으며 더욱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2방향 공슬래 를 연구실 자체

으로 개발한 ‘Mesh Generator’ 로그램에 의하여 모델링하 고 해석은 'MIDAS GEN Ver.721'을 사용하

여 수행하 다.  요소의 크기에 따라 공형상 표 의 정 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해석에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확한 해석을 하여 작은 크기의 요소로 모델링할수록 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해석시간도 길어지게 된다. 게다가 일정범  이상에서는 컴퓨터 메모리의 제한에 부딪  모델링이 불가능해

진다. 공슬래  자체만의 해석에도 이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슬래 가 사용된 구조물 체의 해

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공슬래 의 동 특성을 그 로 표 할 수 있는 등가의 이트 슬래 로 치환하는 것이 필요

하다. 등가 이트 슬래  용 시, 모델링시 의 수를 상당히 일 수 있기 때문에 공슬래 가 사용

된 구조물 체의 해석이 가능해지고 해석시간도 확연히 일 수 있다. 

3. 정 해석을 통한 2방향 공 슬래 의 등가화  

  등가 이트슬래  모델은 본래의 공슬래  모델의 동  특성을 잘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슬래 의 

동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는 모드형상과 고유진동수 등이 있다.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질량과 강

성이 있다. 따라서 이트 모델로 환하기 해서는 등가질량과 등가강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등가질량과 

등가강성을 유도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사항  하나이다.

3.1 해석에 사용한 공슬래  개요

  해석에 사용된 공볼의 형상은 <그림 1>에 나타나있다. 이 공볼은 210mm 두께의 슬래 에 사용하기 

한 것이다.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는 24MPa이고 슬래 의 지 은 단순지지이며, 공볼 간격은 40mm이

다.  <그림 2>는 Mesh Generator에 의하여 모델링된 2방향 공슬래  유한요소모델의 단면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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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d형상       (b) 평면      (c) 입면

<그림 1> 용한 공볼의 형상                   <그림 2> 공슬래  유한요소모델

  

3.2. 등가질량 유도

  공슬래 의 등가질량 산출은 용한 공볼의 부피와 공볼 하나가 들어가는 단 슬래 의 부피를 이

용한다. 단 슬래 의 부피에서 공볼의 부피가 차지하는 공비를 구하고 이 공비를 이용하여 공이 없

는 솔리드슬래 의 도에 응하는 공슬래 의 도를 구한다. 공볼 사이의 간격이 40mm이므로 

200mm×200mm×210mm의 직육면체를 단 슬래 로 하여 이에 응하는 공볼의 부피비를 이용한다.

 <표 1> 공슬래  도 산출

단 슬래 부피 공볼의 부피 단  공슬래 의 부피 공비 공 슬래 의 도

8400000 mm3 2083156.8 mm3 6316843.2 mm3 24.80 % 1.8×10-3kg/cm2

3.3. 등가강성 유도

  동일한 크기의 공이 없는 솔리드슬래  모델과 공슬래  모델을 40mm의 요소로 모델링 한다. 그리

고 두 슬래 에 동일한 등분포하 을 가하고 슬래  앙 하단부의 변 를 구한다. 후크의 법칙에 의하여 동

일한 힘이 가해질 때 변 는 강성에 반비례하므로 변 비를 이용하여 공슬래 의 솔리드슬래 에 한 등

가탄성계수비를 구할 수 있다. 슬래  가로․세로 길이를 변화시키며 등가탄성계수비를 구한다. 그리고 이를 

그래 로 나타내고 수식 (1)을 유도한다. 수식 (1)에서 Z는 등가탄성계수비를 X, Y는 슬래 의 가로, 세로 

길이를 의미한다. 

 

<표 2> 2방향 공슬래 의 크기에 따른 등가탄성계수비

가로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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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0.9033 0.9151 0.9229 0.9220 0.9253 0.9229 0.9298 0.9271 0.9298 0.9271 0.9298 0.9271

2m 0.9151 0.9413 0.9460 0.9498 0.9518 0.9534 0.9548 0.9555 0.9556 0.9560 0.9558 0.9561

3m 0.9229 0.9460 0.9530 0.9553 0.9578 0.9590 0.9607 0.9611 0.9620 0.9621 0.9628 0.9627

4m 0.9220 0.9498 0.9553 0.9573 0.9589 0.9603 0.9615 0.9623 0.9629 0.9634 0.9638 0.9642

5m 0.9253 0.9518 0.9579 0.9589 0.9603 0.9611 0.9623 0.9628 0.9636 0.9639 0.9645 0.9647

6m 0.9229  0.9534 0.9590 0.9603 0.9611 0.9620 0.9625 0.9630 0.9636 0.9640 0.9644 0.9648

7m 0.9298 0.9548 0.9607 0.9615 0.9623 0.9625 0.9631 0.9633 0.9639 0.9642 0.9646 0.9649

8m 0.9271 0.9555 0.9611 0.9623 0.9628 0.9630 0.9633 0.9636 0.9639 0.9642 0.9641 0.9648

9m 0.9298 0.9556 0.9620 0.9629 0.9636 0.9636 0.9639 0.9639 0.9642 0.9644 0.9647 0.9649

10m 0.9271 0.9560 0.9621 0.9634 0.9639 0.9640 0.9642 0.9642 0.9644 0.9645 0.9647 0.9649

11m 0.9298 0.9558 0.9628 0.9638 0.9645 0.9644 0.9646 0.9641 0.9647 0.9647 0.9648 0.9650

12m 0.9271 0.9561 0.9627 0.9642 0.9647 0.9648 0.9649 0.9648 0.9649 0.9649 0.9650 0.965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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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해석결과와 수식결과 그래  (      : 해석결과,      : 수식결과)

  <그림 3>의 해석결과와 수식결과의 비교 그래 를 통해 주로 사용되어지는 슬래 크기 범  내에서는 수

식의 결과와 해석의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2방향 공 슬래  등 가 모델의 고유 치해석

  다음은 앞 에서 구한 등가질량과 등가강성을 입한 등가 이트 슬래 모델이 공슬래  유한요소

모델의 동 특성을 잘 표 하는지를 고유치해석을 통해 확인하 다. 8m×8m 슬래 를 상으로 하 고 공

슬래  유한요소모델은 모델링의 한계상 1/4만 모델링하여 칭․역 칭 경계를 이용하여 해석하 다.

<표 3> 질량보정  1차모드 고유진동수 비교 

공슬래  유한요소모델 등가 이트 슬래 모델

1차 모드 고유 진동수 61.42 (rad/sec) 65.78 (rsd/sec)

  해석결과 <표 3>에서 7%정도의 고유진동수 차이가 발생하 다. 그 이유는 공슬래  유한요소모델 형

성시 공볼 표 의 정 함 결여에 의한 것이다. 공슬래  유한요소모델이 실제보다 은 양의 공부를 

가지고 이로 인하여 실제 공슬래 보다 큰 질량을 가지게 된다. 슬래  질량의 확인결과 공슬래  유한요

소모델은 0.0284(ton)이고 등가 이트 슬래 모델은 0.0247(ton)이 다. 

                                          (2)

 식 (2)에서 ωn은 고유 진동수, k는 강성, m은 질량을 의미한다. 질량이 커지면 고유진동수가 작아지므로 

체 질량이 더 큰 공슬래  유한요소모델이 더 작은 고유진동수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두 모델의 정확한 

비교를 하여 질량에 한 보정이 이루어진 후 등가 이트 슬래 모델에 등가질량을 용하여야 한다. 

<표 4> 질량보정 후 모드형상과 고유진동수

 공슬래  유한요소모델 등가 이트 슬래 모델

1차 모드형상

                칭경계조건 이용

고유진동수 61.42 (rad/sec) 61.36 (rad/sec)

4차 모드형상

              역 칭경계조건 이용

고유진동수 240.18 (rad/sec) 244.22 (rad/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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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는 질량에 한 보정이 이루어진 후 두 모델의 진동 모드형상과 고유진동수를 보여 다. 1차모드 고

유진동수에 한 오차가 7%에서 0.1%로 었다.

5. 제구조물의 동 해석

  

  2방향 공슬래 의 등가 이트 슬래 모델에 한 정 해석과 고유치해석 결과를 통해 등가 이트 

슬래 모델이 실제 2방향 공슬래 의 물리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다음은 제 구조물

을 이용하여 동 하 에 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 다.

5.1 제구조물과 보행하

  공슬래  유한요소모델의 모델링 한계로 인해 4m×4m 공슬래 가 사용된 단층의 구조물을 제구조

물로 사용하 고 동 하 은 75(kgf)의 일반인이 보폭 60cm로 슬래  앙부를 가로질러가는 하 을 사용하

다. 여기서 하 의 크기는 동 계수를 고려하여 100(kgf)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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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구조물                                    (b) 보행하

<그림 4> 제구조물과 보행하

5.2. 동 해석 결과

  공슬래  유한요소모델을 등가 이트 슬래 모델로 치환하면 의 수를 상당히 일 수 있어 해석

시간을 확연히 일 수 있었다. 공슬래  유한요소모델은 4,893(sec), 등가 이트 슬래 모델은 268(sec)

의 해석시간이 소요되었다. 두 모델의 1차～5차 모드 고유진동수를 <표 5>에 나타냈다.  고유진동수의 오차

가 1%내외로 매우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5> 모드별 고유진동수

모드 공슬래  유한요소모델 등가 이트 슬래 모델 오  차

1차 17.97     (rad/sec)  18.21      (rad/sec) 1.33%

2차 17.97     (rad/sec)  18.21      (rad/sec) 1.33%

3차 29.76     (rad/sec) 27.82      (rad/sec) 1.26%

4차   89.38     (rad/sec) 89.49      (rad/sec) 0.12%

5차 187.18     (rad/sec) 187.64      (rad/sec) 0.24%

 건물의 거주성 평가에 있어 동 하 에 한 가속도의 응답이 요한 척도가 된다. 보행하 에 한 시간이

력해석을 통해 슬래  앙의 가속도최 응답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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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의 가속도 응답을 보면 공슬래  유한요소모델은 시간 1.548(sec)에서 최 가속도 

6.947(cm/sec2)가 나타났고 등가 이트 슬래 모델은 시간 1.548(sec)에서 최 가속도 6.907(cm/sec2)가 나

타났다. 최 가속도 응답의 오차는 0.58%로 매우 작다.

          

        (a) 공슬래  유한요소모델                                (b) 등가 이트 슬래 모델

<그림 5> 보행하 에 한 가속도시간이력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등가의 이트 슬래 모델을 용하여 2방향 공슬래 에 한 효율 인 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유한요소모델과 등가 이트 슬래 모델은 모드별 고유진동수에 있어 오차 1%내외로 거의 

일치하 고 보행하 에 한 가속도 시간이력해석 결과도 오차 0.58%로 거의 일치하 다. 그리고 등가

이트 슬래 모델의 경우, 수가 상당히 어들어 해석시간도 4,893(sec)에서 268(sec)로 었다. 따라서 등

가 이트 슬래 를 용하면 2방향 공슬래 가 사용된 큰 규모의 구조물에 한 해석도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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