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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

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등 설비[1]

로 상시에는 정보나 의사를 전달을 수행하며, 재해 발생 시에는 구호 등 재

해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2]. 그러므로 통신설비는 지진시에도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통신용 서버 및 데이

터 저장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활용되는 랙 설비는 지진시 전도되거나 원

래의 위치를 이탈하면 내부에 설치되는 다양한 통신장비들의 기능이 상실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랙 설비와 내부에 설치되는 통신장비류를 지진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설비를 부분면진하는 기술이 개발, 적용되고 있

다[3-5]. 이러한 면진기술은 전달되는 지진하중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랙의 기초부에 면진기구를 설치하는 방법과 랙이 설치되는 엑세스플로어

를 면진구조로 제작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국내뿐 아

니라 일본과 미국 등에서 통신장비 및 데이터센터 설비 등에 적용되고 있으

며[3], 후자 또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재난대응시설을 중심으로 설치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통신설비는 지진시 지반과 건물 구조체에 의해 전

달된 진동이 지진하중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강성이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전달되는 지진동은 주기가 길어지게 되는데, 

부분면진장치가 설치된 경우 면진구동부에서 큰 변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5]. 이는 면진장치가 설비의 고유주기로부터 면진주기를 이격

하기 위해 장주기 특성을 갖도록 설계하기 때문이다. 즉, 지진시 장주기 특

성을 갖는 건물과 면진장치 간의 공진에 의해 면진장치에 과도한 변위가 발

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분면진장치를 설계할 때에는 건물의 주기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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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Communication facilities play an essential role in disaster situations. Therefore, communication facilities need to have structural and 

functional safety during and after earthquakes. Recently, technology for partial seismic isolation has been increasing to protect data facilities 

and communication equipment installed in buildings from earthquakes. However, excessive displacement may occur in the seismic isolator 

during an earthquake due to the resonance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seismic isolator having long-period characteristics, which may 

cause overturning and separation of the installed equipment. In this study, analy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safety of seismic isolators installed in high-rise buildings. It was confirmed that damages might occur in buildings' seismic isolator, with 

resonance characteristics of less than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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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부분면진기술이 적용된 설비의 내진성능 및 탑재된 통신장비

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진동대를 이용하여 지진모사 실험하는 방

법이 추천되고 있다[6, 7]. 활용되는 대표적 시험방법은 전기통신설비의 

내진시험방법[8]과 AC156[9]으로 Fig. 1 및 Fig. 2에 나타낸 요구응답스

펙트럼을 만족하는 지진파형을 생성, 가진하여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고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제시된 시험방법들에서 요구응답스펙

트럼의 주파수 범위는 각각 1~33.3 Hz, 0.1~33.3 Hz로 규정되어 있으나, 

AC156[9]에서 시험이 가능한 대상설비의 최저 고유주파수는 1.3 Hz로 제

한하고 있다. 즉, 진동대 시험 시 1 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은 진동대에 의해

서 가진이 실시되지 않는다. 각 시험방법에 의해 생성된 지진파형은 1 Hz 

이하의 장주기 운동하는 건축물의 운동을 모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기존 

시험방법[8, 9]에서 제시한 주파수 범위는 검증하고자 하는 설비 및 기기의 

내진성능이 건축물에 의해 전달된 지진의 고주파수 진동에 영향을 받는 것

을 고려하여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존 시험방법[8, 9]

을 활용하여 1 Hz 이하의 장주기 특성을 갖는 건축물에 위치하는 부분면진

장치로 보호되는 설비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실제 건축물과 면진

장치의 공진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면진장치가 장주기 거동하는 건물 내에 설치되는 경

우 건물과의 공진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석적, 실험

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국내 내진설계기준[7, 10]에 따라 설계된 15

층 높이 예제 건축물 최상층에 부분면진장치를 적용한 설비가 설치된 것을 

가정하고, 해석적으로 설비가 설치된 위치의 층응답 가속도 시간이력을 추

정하였으며 추정된 가속도 시간이력을 입력으로 하여 설치된 설비에 대해 

진동대 실험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2. 건축물 층응답가속도 생성

본 연구에서는 1 Hz 미만에서 고유주파수 특성을 갖도록 Fig. 3과 같은 

높이 65 m, 지하 1층, 지상 15층의 내력벽식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층응

답가속도 생성을 위한 해석예제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건축물은 근린생활

시설이며 내진I등급으로 설계되었고 최상층에 면진장치로 보호되는 통신

설비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층고는 1층이 6.2 m이고 2층 이상은 

4.2 m이었으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MPa, 철근은 25 mm(SD500)

및 22 mm(SD400)가 각각 사용되었다[11].

일반적인 건물 내부의 부품 또는 설비의 내진성능 검증을 위한 입력운동

은 탄성지진응답해석에 의하나, 본 연구는 건물의 장주기 특성이 면진장치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비선형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고 층응

답 가속도를 추정하였다. 이는 내진설계기준[7]에서 요구하는 비구조요소

의 내진성능수준인 인명안전수준을 지진시 면진장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Fig. 1. RRS for shaking table testing in accordance with Seismic 

test method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8]

Fig. 2. RRS for shaking table testing in accordance with AC156 [9] Fig. 3. 15-story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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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모델의 작성은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 GEN을 이용하

였으며 보, 기둥 및 전단벽 등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Beam 및 Plate 요소를 

이용한 3차원 모델을 구축하였다. 기둥부재의 양단부에 집중된 비선형 힌

지를 적용하여 비탄성거동이 집중되도록 하였으며, 이외의 부분은 탄성거

동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소성힌지의 부재강도는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12]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이력모델은 기존 시설물(건축

물) 내진성능 평가요령[13]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를 적용한 Kinematic 

Hardening 모델을 사용하였다. 전단벽은 횡력에 대한 면내방향 저항력을 

고려하고 축력, 전단 및 휨에 관한 비탄성거동이 소성힌지에 적용되었다. 

질량은 슬래브에 집중하는 것으로 치환하였다. 해석방법은 직접적분법에 

의한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하였으며, 감쇠는 콘크리트구조물에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5%를 고려하였다. 

구축된 예제 건축물의 해석모델과 고유치 해석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

었다. 해석모델의 1, 2차 모드는 각각 0.597 Hz 및 0.866 Hz이고 유효질량

은 대부분 1차~3차 모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정된 건축물은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1 Hz 미만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입력지진은 국내 내진설계기준[7,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요

구응답스펙트럼을 결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인공지진을 가속도 시간이력으

로 작성하였다. 요구응답스펙트럼 산정 시 재현주기 2,400년, 지진구역 I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보수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반의 종류는 S5를 

적용하였다. 인공지진 파형 생성 시 규모 6.0~6.5 지진을 기준으로 상승시

간 1초, 강진동 지속시간 7초 및 하강시간을 9초로 각각 산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입력 지진으로 작성한 양방의 지진파형은 Fig. 4와 같다. 

건물 수평 양방향으로 동시에 지진가속도를 입력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

적이 랙 설비의 지진시 보호를 위해 활용되는 일반적인 면진장치의 거동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수직방향의 지진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 5는 연구대상 건축물의 최고층 가속도 응답스펙트럼분석 결과

(R=5)를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방법[8]과 AC156[9]에서 제시하고 있

는 요구응답스펙트럼과 비교한 것이다. 양방향에 대해서 모두 건물의 공진

에 의해 1 Hz 미만 저주파수 대역 응답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건물의 공진주파수 대역에서 기존 시험방법[8, 9]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

응답스펙트럼의 가속도(Sa) 수준을 초과하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므로 기존 시험방법[8, 9]은 고층 건축물의 장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

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시험방법에 의해 면진장치가 설치된 설비의 내진

성능을 시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s. 6과 7은 각각 대상 건축물 최고층에서의 계산된 변위 및 가속도 

응답과 층간변형비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건물의 강축 방향에서 약 

0.5 g, 약축 방향에서 약 0.7 g의 최대 가속도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

며, 이는 지반가속도의 약 2.5~3배 수준이다. 층간변형비는 Fig. 3에서 나

타낸 것과 같이 건축물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각각 0.69%에서 0.87% 수준

으로 나타났으나, 건축물 내진설계기준[7]에서 제시하고 있는 붕괴방지수

준의 층간변위비인 2.5%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건축물에 2,400년 재현주기 지진

Table 1. Eigenvalue analysis results of 15-story building model

Analysis Model

Eigenvalue analysis results

Mode Period (sec) Frequency (Hz)
Effective mass participation ratio (%)

TX TY RZ

1 1.6761 0.597 1.99 63.20 3.03

2 1.1548 0.866 56.75 2.76 7.98

3 0.7451 1.342 8.85 0.49 54.37

4 0.5217 1.917 2.08 6.78 4.43

5 0.3513 2.847 5.37 7.18 2.99

6 0.2644 3.782 2.54 2.77 0.05

7 0.2549 3.923 4.69 0.26 9.39

8 0.1817 5.504 0.01 2.10 0.00

9 0.1647 6.072 3.72 1.57 0.84

10 0.1334 7.450 0.52 0.93 0.91

Total mass participation 91.45 92.60 90.06

(a) Longitudinal direction

(b) Lateral direction

Fig. 4. Input acceleration time histories for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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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였으며, 예제 건축물 각 방향 가속도 시간이력 해석결

과의 100%를 진동대 실험의 입력지진으로 결정하였다. 

3. 면진장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면진장치는 국내에서 데이터센터 및 공공

기관의 재난대응상황실에 설치되어 통신설비, 데이터스토리지 등을 보호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면진장치이다. 이러한 면진장치는 리니

어가이드 또는 진자구조와 같이 수평방향으로 낮은 강성을 갖는 요소를 

이용하여 장주기 특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되고 있다. 각 면진방식은 모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및 미국 등에서 설비의 지진보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니어가이드와 스프링 장치를 조합한 면진장치 및 접시

모양의 구면을 갖는 두 개의 플래이트 사이에 강재 구를 배치하여 진자구조

를 형성한 면진장치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장치는 기존 시험방법

[8, 9]에서 제시하는 요구응답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지진에 대응하도록 설

계된 것이며, 규격 및 사양은 Table 2와 같다.

선정된 연구대상 면진장치의 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유진동 실험

을 실시하였다. 실험방법은 Fig.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면진장치 상부에 약 

7 kN의 강재 질량체를 면진장치 중앙부에 설치한 상태에서 인력에 의해 1

방향으로 약 150 ~180 mm의 변위를 임의로 발생시킨 후, 작용력을 제거

하여 자유진동 상태를 유도하고 진동이 종료될 때까지 변위를 측정하는 방

법으로 수행되었다. 변위측정은 동영상 촬영에 의한 영상처리방법을 이용

하였으며 1080 수평해상도의 최대 초당 60 프레임 속도로 촬영이 가능한 

(a) Longitudinal direction acceleration

(b) Longitudinal direction displacement

(c) Lateral direction acceleration

(d) Lateral direction displacement

Fig. 7. Acceleration time histories analysis results for 15th floor

Table 2. Specification of seismic isolation equipment

Model Type Max. stroke (mm) Max. load (kN)

A Linear guide + spring ±145 20

B Ball bearing ±200 10

(a) RRS[7] comparison (2% damping)

(b) RRS[8] comparison (5% damping)

Fig. 5. Acceleration time histories analysis result for 15th floor

(a) Long. dir. (b) Lat. dir

Fig. 6. Story drift ratio of targe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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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면진장치에서 높이 2m 위치에 고정, 설치하고 촬영한 영상을 분

석하였다.

자유진동 실험에서 계측된 각 면진장치의 상부 변위 측정결과는 Fig. 9

와 같다. 공진주파수는 자유진동이 시작된 이후 첫 3 cycle의 각 방향 최대

값이 발생한 시간을 평균하여 주기를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감쇠

는 로그감쇠법(Logarithmic decrement method)에 의해 결정하였다. 공

진주파수와 감쇠비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리니어가이드와 스프

링 구조에 의한 면진장치(Model A)의 공진주파수는 0.41 Hz, 감쇠는 

3.4% 수준이었으며, 진자구조 방식(Model B)의 고유주파수는 0.43 Hz, 

감쇠는 4.1%로 두 면진장치가 유사한 동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진동대 실험

4.1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 선정한 두 가지 면진장치(Model A와 B)가 적용된 랙 설비

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진시의 동적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진동

대 실험을 실시하였다.

면진장치가 설치된 통신설비 랙이 1 Hz 미만의 공진 특성을 갖는 건축

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의 지진 거동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실제와 유사하게 

건축물과 설비를 진동대에 설치하고 실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내 실험

시설장비 구축 여건상 실규모의 건축물을 설치하고 동적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직접적인 실험이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서는 해석적으로 층응답을 산정하고 이를 진동대의 입력지진으로 하여 동

적실험을 수행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대상인 랙 설비는 

건물에 비하여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지진시 건물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

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각 면진장치 실험체 상부에 통신설비용 랙이 설치되었다. 본 실험의 목

적상 랙 설비는 내부에 별도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지진시 관성효

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강재 질량체를 랙 하단부에 설치하였으며, 랙의 프

레임 및 질량체를 포함하는 총 중량은 약 10 kN(1,030 kgf)이었다. 면진장

치는 각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면진장치 상부와 랙 설비의 하단부를 별도로 

고정하지 않고 설치하였다. 각 면진장치의 진동대 시험 전 설치 형상은 Fig. 

10과 같다.

면진장치 상대변위 및 랙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11과 같이 진

동대(A1), 면진장치 상부(A2), 랙 중앙(A3), 랙 상단(A4)에 총 4개의 3축 

가속도계를 설치하였으며, 3장의 면진장치 동특성 분석과 유사하게 진동대 

상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면진장치의 수평방향 변위를 측정하였다.

진동대 가진방법은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방법과의 비교를 위하여 방송

통신설비 내진시험방법[8]에 의한 가진 실험(Test 1)과 본 연구에서 해석

적으로 산정한 예제 건축물 층응답 가속도를 가진하는 실험(Test 2)을 각각 

실시하였다(Table 4 참조). Test 2에서 입력된 각 방향 지진파의 변위 및 가

속도 시간이력은 Fig. 7과 같다. 진동대는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의 

3자유도 진동대를 활용하였으며, 진동대의 가진 주파수 범위는 0.1 Hz에서 

50 Hz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면진장치들은 수직방향으로는 면진기능을 

Fig. 8. Free vibration test of seismic isolator with 7 kN mass block [11]

(a) Model A displacement

(b) Model B displacement

Fig. 9. Displacement of free vibration tests

Table 3. Free vibration test results of seismic isolation equipment

Model Natural frequency (Hz) damping (%)

A 0.41 3.4

B 0.43 4.1

(a) Model A (b) Model B

Fig. 10. Test specimen installed on the shak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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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평 2방향에 대해서만 가진을 수행하였다. 

4.2 실험결과

방송통신설비 내진시험방법[8]에서 제시하는 요구응답스펙트럼을 만

족하는 지진파를 가진한 Test 1의 경우에 대해서, 요구응답스펙트럼과 진

동대에서 계측(A1)된 입력 지진가속도, 랙 및 면진장치 각 위치에서 계측된 

가속도의 시험응답스펙트럼(주파수 범위 0.5~64 Hz, 1/12 octave 간격 분

석)을 Fig. 12와 Fig. 13에 나타내었다. 각 면진장치의 공진주파수가 약 0.4

Hz이고, 1 Hz 대역부터 가진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

에서 요구응답스펙트럼 이하의 응답을 나타내는 등 면진장치의 설치에 따

른 진동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Model B의 경우에는 특정 수

파수 대역에서 랙 설비의 시험응답스펙트럼이 요구응답스펙트럼을 초과하

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Model B에서 가진 시 면진장치 자체의 회전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진동대의 가진에 의한 실험체의 진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예제 건축물 해석결과의 층응답을 이용하여 가진한 Test 2의 경우, 

Model A에 대해서 각 가속도계 계측위치에서의 시험응답스펙트럼(주파

수 범위 0.5~64 Hz, 1/12 octave 간격 분석)과 동일한 감쇠비(5%)를 갖고 

있는 AC156[9]에 따른 요구응답스펙트럼(Fig. 2 참조)을 비교하여 Fig. 

14에 나타내었다. 진동대 위치에서의 각 방향 가속도는 길이(Longitudinal) 

방향, 예제 건물의 약축방향으로 보다 큰 가진력이 입력되었으며, AC156[9]

(a) Rack top (b) Rack side

(c) Isolation equipment top (d) Image processing target

Fig. 11. Sensor locations for shake table test

Table 4. Shake table test cases

Test 

Case

Input motion (Required 

Response Spectrum)

Max. 

Acc.

(g)

Max. 

disp.

(mm)

Freq. 

range

(Hz)

1
RRS by Seismic test method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8]
0.6 75 1.0~35.0

2
Acceleration time history on the 

15th floor
0.5 220 0.5~35.0

(a) Longitudinal direction

(b) Lateral Direction

Fig. 12. Test 1 acceleration response spectrum (Model A)

(a) Longitudinal direction

(b) Lateral Direction

Fig. 13. Test 1 acceleration response spectrum (Model B)

(a) Longitudinal direction

(b) Lateral Direction

Fig. 14. Test 2 acceleration response spectrum (Model A)



15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설치된 통신설비 면진장치 동적거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247

의 요구응답스펙트럼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진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주파수는 건물의 1차 및 2차모드 주파수 인 약 0.60 Hz 및 0.87 Hz

로 Fig. 15에 나타낸 것과 같이 200 mm 이상의 변위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가진은 Model B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수행되었다.

Test 1에서와 달리 Test 2의 경우에서는 면진장치 상부 및 랙에 설치된 

가속도계 모두에서 가속도의 저감이 확인되지 않아 Model A 장치의 면진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은 Fig. 15의 진동대와 면진장치 간 상대변위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Test 2 가진에 의해서 면진장치가 운동할 

수 있는 최대 변위(Table 2 참조)를 초과함으로써 이론적인 면진기능을 상

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건물의 진동특성에 의해 면진장치의 

공진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면진장치에서 과도한 변위가 발생함으로써 면

진장치가 가질 수 있는 장주기 특성의 장점을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면

진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Fig. 17에 나타낸 것과 같이 

(a) Longitudinal direction

(b) Lateral Direction

Fig. 15. Test 2 shaking table displacement (Model A)

(a) Test 1, Model A

(b) Test 1, Model B

(c) Test 2, Model A

(d) Test 2, Model B

Fig. 16. Relative displacement between shaking table movement 

and isolation equipment

(a) A2(X)

(b) A2(Y)

(c) A4(X)

(d) A4(Y)

Fig. 17. Test 2, Model A Acceleration response at isolator(A2) and 

rack top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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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장치와 랙 상부에 설치된 가속도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17 

가속도 시간이력에서 주기적으로 최대 10 g 이상의 가속도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면진장치 내부에 리니어가이드가 

운동 가능한 최대 변위에 도달하면서 리니어가이드 부품 간에 충돌이 발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면진장치 최대 변위 한계에 따른 충돌의 발

생은 Model B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Model B의 경우에는 면진구조가 

접시 형상의 플레이트에 볼베어링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실험

결과에 따라 탑재된 랙의 전도 및 전복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면진장치 상

부 및 랙 설비에는 가속도계를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실

험 데이터를 확보하지는 못 하였으나, 실험중 발생한 충격음을 통해 면진장

치 최대 변위발생 상태에서 내부에 충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험 종료 후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Test 1에서 구조적 손상은 확인

되지 않았다. Fig. 18은 Test 2 실험 종료 후의 Model A 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Model A의 경우에는 면진장치가 최대 운동 가능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진동대 설치위치에서 미끄러지며 이동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동은 

Fig. 16(c)에 나타낸 변위 측정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동 발생에

도 불구하고 상부에 탑재된 랙 설비의 이동, 구조적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는

데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마찰이 적은 진동대 상부에서 별도 고정없이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이동에 의해 2차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타 구조요소 

및 비구조요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Model B의 경우에는 가진 중 

면진장치 구성 요소 중 볼의 이탈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진을 완료하

지 못하고 실험이 종료되었다(Fig. 16(d) 참조). 볼의 이탈은 면진장치 상, 

하부의 높이 차이를 발생시켰으며, 이에 Fig. 19에 나타낸 것과 같이 상부에 

탑재된 랙의 초기 설치 위치 이탈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Model A에서와 같

은 면진장치 자체의 이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면진장치는 설계된 최대 운동 가능 범위 내에서는 발생한 지진력을 저감

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계 범위를 초과하여 운동하는 경

우에는 지진에 의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통신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부

분면진장치가 장주기 거동하는 건축물 고층에 위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

물 진동에 의한 공진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15층의 내력벽식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예제에 대한 비선형해석 결과에

서 최고층 층응답스펙트럼은 1 Hz 미만 저주파수 대역에서도 응답이 증

폭되며, 그 수준은 기존 시험방법[8, 9]에서 제시하는 요구응답스펙트럼

의 가속도를 초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기존 시험방

법[8, 9]은 고층 건축물의 장주기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

로 해당 방법에 의해 면진되는 설비의 내진성능을 시험하는데 주의하여

야 한다.

2) 예제 건축물의 고유치 해석결과 및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2가지 종류의 면진장치에 대한 자유진동 실험결과로부터 건축물과 면진

장치는 유사한 고유주파수를 갖고 있어 공진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예제 건축물의 해석에 의한 최고층에서의 지진가속도 시간

이력을 입력으로 한 진동대 실험에서 최대 200 mm 이상의 상대변위 발

생에 의한 면진장치의 이동 및 구성 부품의 이탈, 상부 탑재된 랙 설비의 

전도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장주기 특성을 갖는 건축물에 면진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면진장치의 공진에 의한 영향을 고려

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본 연구는 1개의 15층 높이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예제에 대한 보수적

인 해석적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기존 시험방법[8, 9]에서 제시하는 요

구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하게 설계된 면진장치를 대상으로 수행한 것으

로 한계가 있다. 향후 다양한 건축물의 동적 특성 및 면진장치 설계방법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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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Failure mode of Model A after Test 2 [11]

(a) front view (b) isolator detail

Fig. 19. Failure mode of Model B after Test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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