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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발전에 따라 초정밀 가공/생산/검사 장비를 설치, 운용하는 FAB. 구조물의 건축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환경진동 규제치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일본이나 동남아 국
가들과는 달리 지진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보고 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본 지진에서와 같이 
인접국가의 대규모 지진은 초정밀 장비의 작동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규

모 지진에 영향을 받는 일반 건물과 미세한 지반 진동에도 영향을 받는 정밀 FAB. 에서 운용이 가
능한 범용적인 지진재해 대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서술한다.   

 

1. 서론 

산업발전에 따라 초정밀 장비를 운영하는 정밀 
FAB. 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돌풍/태풍 혹은 중량물의 이동, 단체 운동 등으로 인
해 발생한 소규모 진동에 대한 민원사례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또한, 고층건물에는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

므로 지진과 같은 대규모 진동이 건축물의 구조 안정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09
년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 국가 주요시설과 
50 층 이상의 고층건물 등에 지진계측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돼 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진동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진동모니터링의 시장규모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국사기부터 조선왕조실록의 역사자료를 
분석해보면, 서기 1 년부터 현재까지 2,000 건이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특히 이 가운데 진도 VII 을 넘어서는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총 194 회로서 우리나라에

서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진 재해를 대비한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기술한다. 

 
2. Eigen value/Eigen Vector 에 의한 지반 진동

의 건물 증폭효과 분석 

지진에 의해 생성된 지반진동은 건물에 전달되면, 
건물은 고유의 동역학적 특성에 따라 반응한다[1]. 일
반적인 건축구조물은 다양한 고유진동 모드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고유진동 모드의 응답을 합쳐서 구조

물의 전체 진동이 결정된다. 건물의 진동해석은 간략

화된 MDOF(Multi Degree Of Freedom) 이산시스템으로 
접근한다[1]. 

 

 

(그림 1) MDOF(Multi Degree Of Freedom) System 

이산시스템 MDOF 방법에선 대상 건축물의 건물 
바닥 전체를 강체로 보고, 기둥을 스프링 등으로 단
순화시켜 진동응답을 해석한다[2]. 이 방법은 대상물

을 이산시스템으로 간략화 하는 것으로서, 연속시스

템에 비해 해석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하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의
미를 갖는 수학적 해석을 사용하므로, 시스템의 동적 
특성의 경향성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다. 

지반 가속도 aE 가 건물에 전달되었을 때, 건물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M 은 질량 행렬, C 는 감쇠행렬, K 는 

강성행렬이고, R=[1 1 … 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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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2) 

                
(2)식에 를 곱하면, 식(3) 과 같이 직교관계가 

성립한다. 

 

      (3)  

(3)식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 ,        (4)  
 
번째 고유벡터(eigen vector)에 대해 식(5)가 성립한다. 

 
 

                                  (5) 

 
 
(3)식에 포함된 n 개의 모드(Mode)는 모두 직교성을 
가지므로, 번째 모드는 단자유도(SDOF, Single Degree 
Of Freedom)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  번째 모드 가중치) 

감쇠행렬이 0 인 경우 

 

Laplace 변환을 거치면 식(8)과 같이 표현 된다. 

 

 

 

상대변위 와 Mode 응답 는 식(9)를 만족한다. 

 

따라서, 절대 변위 는 식(10)과 같이 결정된다. 

 

 
3. 지진재해 대비 건물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지진 재해 대비 건물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 
개요는 그림 2 와 같다. 지표면과 시설물에 설치된 가
속도센서는 바람, 공사진동, 지진 등의 진동원에 따른 

진동을 전압 혹은 전류 신호로 변환하여 지진기록계

에 전달한다. 지진기록계는 지진가속도 신호를 아날

로그 신호처리/오버샘플링 기법을 사용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디지털 신호처리 과정을 거쳐 드리프트

가 보상된 양자화 가속도 신호와 속도 신호등을 생성

하고, 주파수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TCP/IP, UDP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실시간 진동분석장치로 전송한

다. 실시간 진동분석장치는 지반진동과 건물진동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여 상시안전도 진단에 필요한 등
가강성과 지진 안전도 진단에 필요한 전단력(Shear 
Force) 등을 계산하고 주파수 응답등을 연산하여 
TCP/IP 등의 통신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달한다. 
 

 
(그림 2) 지진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 개요 

지진 재해 대비 건물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세부 개
발 구성품과 소요되는 기술은 다음과 같이 4 개의 영
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no 기술명 
1 고성능 서보형 가속도 지진센서 
2 지진 기록계 
3 실시간 건물 진동 분석기 
4 건물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안전경보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사용 센서는 Force 
Feedback, Capacitive pick-off, 고성능 전류 드라이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120dB 이상의 동적영역을 갖는 
광대역 서보형 지진 가속도계이다. 지진기록계는 
Over Sampling 에 의한 저 잡음, High Dynamic Range 
ADC(Analog Digital Converter) 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Linear / Minimum phase FIR(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 가 필요하다. 또한, floating-point 연산 기능의 
Embedded DSP(Digital Signal Processor) 와 고정도 기준

시간 (Precision Time Base), TCP/IP, UDP 등의 Ethernet 
Communication 프로토콜을 지원한다.  
실시간 건물 진동 분석기는 주어진 시간 내에 지진기

록계로부터 수신 받는 신호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는 가속도 신호의 주파수 영역 변환 (FFT-Fast Fourier 
Transformation)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반의 진동과 건

물의 진동을 구별하여 위치 별 상대진동을 측정 (주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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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시간영역, 지반/건물내층, 건물내층/옥상 등)한다.  
또한, 건물 진동주파수 분석에 따른 등가 강성 연산

을 수행하며, 이를 데이터 베이스 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TCP/IP, UDP 등의 Ethernet Communication 프로토

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mbedded 기반의 독립 시
스템의 외형을 갖고 저전력 Cortex Arm Processor 와   

Embedded Linux (Kernel Version 2.6.35 이상) OS 로 구성

된다. 건물 진동분석기를 통해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

들은 건물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안전경보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가속도 신호의 DataBase 
관리(시간영역, 주파수 영역)가 이루어지며, 건물 주요 
구조 DataBase 관리(건물 형상, 중량, 기준 강성, 최대 
전단력 등) 및 주요(지반/ 건물 가속도, 속도 등) 진동

데이터 전시를 수행한다. 또한, 이상 신호 발생시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과의 연계로 건물내 
방송/ 외부기관으로의 정보 전달 등을 수행한다. 
 

4. 결론 및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의 크기(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진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지진의 주파수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4]. 지
진파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더 
심하게 흔들려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진진동이 
건물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할 때 공진에 의해 증폭되

기 때문이다.  1985년 멕시코 멕시코시티 외곽에서 
리히터 규모 8의 강진이 일어났다. 지진파가 시내까

지 전달됐는데, 대부분 20층 정도 높이의 건물이 무
너졌다. 20층 건물의 고유진동수는 건물의 구조와 재
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0.5헤르츠(Hz)로 본다. 멕시

코 지진 때 지진파의 우세한 진동수도 0.5Hz였다. 
1995년 리히터 규모 7.2의 일본 고베 지진 때는 건물

의 5, 6층이 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지진 모니터

링 시스템을 설치하면, 지진의 주파수와 건물의 고유

진동수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취약여부

와 구조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시스템의 경제성, FAB. 에서의 현장 적용성등을 
검토하여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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