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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신설비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은 지진에 의해 통

신시설의 두절에 따른 피해를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예상할 때 매우 중요하다. 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해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강력한 바닥 구조에 직접 설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통신

설비에 필요한 케이블, 보수 유지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이중마루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통신사업자의 경우 임대 국사를 운영함으

로써 자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 직접 시공

하는 것이 제한되어 이중마루를 채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이중마루는 직접적인 설치 방법에 비해 약

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내진 안전성을 가

지도록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제화(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연구소 고시 2008-46호, 

2008. 10. 16)에 따른 내진 이중마루는 국내에서 적

용한 경우가 없으며,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통신설

비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내진 이중마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통신사업자의 이중마루 활

용 수요를 내진 이중마루로 대체함으로써 통신설비

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내 재난대책에 기여하고, 

신규 사업화 및 제조업체 생산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술적 경쟁력을 가진 이중마루 생산 기술 확보를 

통해 국제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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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진 이중마루의 설계 및 성능평가

2.1 이중마루의 주요 구조
이중마루의 한 단위는 600 mm*600 mm의 면적

에 32mm의 높이를 가지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기

둥은 지름 48.6 mm에 두께 2.3 mm의 속이 빈 파

이프 형태이고 높이는 500 mm이다. 220 mm*220 

mm의 사각형 판 위에 이중마루의 꼭지부분을 얹어

놓는 형태로 설치를 한다. 한 개의 이중마루에 4개

의 기둥이 필요하며, 기둥 사이를 ㄷ형태의 스트링

거로 연결하고 여기에 이중마루를 얹어 설치한다.  

통신장비의 지지부에는 이중마루 상판에 추가로 3 

mm 보강판이 설치된다. 통신장비가 없는 부분의 이

중마루에는 보강판은 없다. Table 1에 이중마루 및 

시험용 통신장비 랙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raised floor and a 
network equipment

구분 Item Characteristics

Floor

Steel 
Plate

600 mm×600 mm

Upper plate 1.4 mm, Lower plate 1.5 
mm, Reinforced plate 3.0 mm

Pole

Base Plate: 220×220 mm

Pipe: 48.6×500 (D×H)

Aluminium Head: 92×34 mm

Bolt: 4/3 inch

Stiffner ㄷ Form: 400×125×65 mm (L×B×H)

Stringer 554 mm×22 mm (L×W)

Equip.
Weight 844 kg 

Size 600×1000×2800 mm (W×D×H)

Mount
ing

Conc. 
block

400×400×100 (L×W×H), No wire

Glue Duration 10 days, Temp. over 10°C

Base 
plate

Thickness 40 mm, Steel

2.2 내진성능 시험평가
이중마루를 바닥에 고정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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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험을 수행하였다. 

고정방법은 (1) 볼트 고정 및 턴버클 적용 방법, 

즉 40 mm 두께의 후판에 이중마루 기둥부재를 볼

트로 체결하여 고정하고 이중마루의 외곽을 턴버클

(turn buckle)로 후판에 체결하여 이중마루의 좌우 

거동을 제한, (2) 접착제 고정 및 턴버클 적용, 즉 

제작한 콘크리트 블록을 후판에 볼트로 고정한 후 

기둥부재를 큰크리트 블록에 접착제로 고정하고 이

중마루의 외곽을 턴버클(turn buckle)로 후판에 체

결하여 이중마루의 좌우 거동을 제한, (3) 접착제 고

정, 즉 기둥부재를 큰크리트 블록에 접착제로 고정

하고 턴버클을 제거하여 이중마루의 구조로만 지지

되는 경우 등 3가지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3가지 방법으로 설치된 장면을 Photo 1, 

Photo 2 및 Photo 3에서 각각 볼 수 있다. 

시험 결과 고유진동수는 표 5와 같이 정리되며, 

Table 2, Table 3 및 Table 4에 요약한 바와 같이 

국내기준에 적합한 결과로 판정되었다. 

Photo 1  Supported by 
bolting and turn buckle  

Photo 2  Supported by 
glue and turn buckle

Photo 3  Supported by glue only

Table 2 Test result supported by bolting and turn 
buckle 

Dir.

Acceleration (g) Top 
Rel. 
disp.
(mm)

Criteria

Shaking 
table Top Base Table 

accel.

Top 
Rel. 
disp.

X 1.125 5.066 1.853 71.1
0.6 g

less 
than
75 

mm
Y 1.480 4.986 n/m 39.4

Z 0.465 n/m n/m n/m 0.3 g

Table 3 Test result supported by glue and turn 
buckle 

Dir.

Acceleration (g) Top 
Rel. 
disp.
(mm)

Criteria

Shaking 
table Top Base Table 

accel.

Top 
Rel. 
disp.

X 1.057 4.599 1.260 67.4
0.6 g

less 
than
75 

mm

Y 1.096 4.056 1.195 30.9

Z 0.422 0.974 1.083 n/m 0.3 g

Table 4 Test result supported by glue only

Dir.

Acceleration (g) Top 
Rel. 
disp.
(mm)

Criteria

Shaking 
table Top Base Table 

accel.

Top 
Rel. 
disp.

X 1.055 5.811 1.130 53.3
0.6 g

less 
than
75 

mm

Y 1.091 4.490 1.311 36.7

Z 0.423 1.312 1.387 n/m 0.3 g

3. 결  론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 결과 (1) 볼트 고정 

및 턴버클 적용, (2) 접착제 고정 및 턴버클 적용, 

및 (3) 접착제만으로 고정 등 3가지 방법 모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법 (3) 즉, 접착제 고정만으

로도 충분한 통신설비의 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향후 건물의 바닥에 볼트를 설치하지 않고 접착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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