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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전력, 통신 등 다양한 주요 기간설비의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판넬의 내진성능개선을 위하여 내진보강시

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진동대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은 이중바

닥시스템(Access floor) 상에 설치된 전기판넬을 대상으로 운전하에서 무정전, 무이설 방식으로 내진보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진동대시험을 통해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지진하중으로서 건물 내 여러 층에 설치되는 전기판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응답스펙트럼을 입력하였다. 진동대시험은 널리 상용화되어 있는 스틸과 우드판넬 등 두 형식의 이중바닥시스템과 일반 

전기판넬을 대표할 수 있는 동특성이 다른 두 종류의 전기판넬을 고려하여 총 4회 수행하였다. 진동대시험결과, 내진보강시스템은 진동대

시험 중 및 후에도 전도 등으로 인한 전기판넬의 파손을 방지하는 등 전기판넬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중바닥시스템 상에 설치된 전기판넬에 개발된 내진보강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지진으로 인한 전기판넬의 파손을 효과적으로 방지하

여, 국내 주요 기간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전기판넬, 내진성능, 이중바닥시스템, 진동대시험

ABSTRACT >> The seismic reinforcing system is developed to prevent damage to electric panels which are installed on the 
access floor and are essential to the operation of various basic facilities such as electric power and communication etc., from 
earthquakes. The seismic capacity of seismic reinforcing system is verified through the shaking table test. The seismic reinforcing 
system is intended for the electric panel on the access floor, and installation is possible without movement and power interruption 
of the electric panel. The enveloped response spectrum is adopted considering the location of the electric panel in the building 
as input motion for the shaking table test. The shaking table tests are carried out with two electric panels that can be considered 
representative of general electric panels, and two types of access floors such as wood panel and steel panel, which are commonly 
used in the industrial field. As a result of tests, it is confirmed that the seismic reinforcing system secures the seismic safety of 
electric panels by preventing the overturning of electric panels during and after the shaking table tests. In the event that the seismic 
reinforcing system is applied to the electric panel on the access floor, damage to the electric panel from an earthquake can be 
effectively prevented, which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stable operation of domestic basic facilities.

Key words Electric Panel, Seismic Capacity, Access Floor, Shaking Tab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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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반도 주변 국가인 대만, 일본 및 중국은 물론 미국

과 터키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설비에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1-4), 국내에

서도 최근 울진지진 및 오대산지진과 같은 중소 규모의 지

진이 발생하고 있어, 지진피해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주요 

기간설비에 대한 정부 및 산업계의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요 기간설비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의 정도도 크지만, 기간설비의 가동 

정지로 인한 2차적 파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 더 증폭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기간설비의 내진성능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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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중바닥시스템 상에 설치된 전기판넬

<그림 2> 이중바닥시스템

통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지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기간설비 중 전력설비는 국외의 경우 이

들 설비를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변압기나 콘덴서시스템 등에 국한되

어 있고
(5-9), 국내의 경우 신규 설비에 대하여는 최근 내진설

계를 적용하고
(10),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설비들에 대하

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통하여 내진성능 개선을 시도하고 있

지만
(11), 전기판넬은 다른 설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내진성

능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기판넬은 대부분 그림 1과 같이 전기판넬에 연결되는 

케이블의 시공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이중바닥시스템(Access 

floor, Raised floor) 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에 설치되

는 전기판넬은 지진을 고려하여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전기판넬은 대부분 

이중바닥시스템 상에 고정장치 없이 놓여져 있다. 따라서, 

지진 발생 시 전기판넬은 전도 또는 미끄러짐 등에 의하여 

그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주요 기간설

비의 운영이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12)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 전기판넬은 대부분 상시 운전상태

에 있기 때문에 이들 설비의 내진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기

판넬을 다른 위치로 이설하거나, 운전 정지시키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기판넬의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보강시스템의 필수적인 요구조건은 전기판넬을 이설하지 

않고 운전 중인 상태에서 보강이 가능해야 하며, 내진보강

시스템 설치 시 발생하는 진동 및 충격 등이 전기판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는 등 많은 기술적 난제들을 포함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력, 통신 등 다양한 주요 기간설

비의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판넬의 내진성능 개선을 위하여 

무정전, 무이설 방식의 내진보강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스

템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진동대시험을 수행하였다.

2. 내진보강시스템

2.1 이중바닥시스템

전기판넬이 설치되는 공간의 바닥구조는 일반적으로 전

기판넬에 필요한 케이블의 배선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림 2와 같은 이중바닥시스템을 널리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

다. 이중바닥시스템은 높이조절이 가능한 지주봉(Pedestal), 

스트링거(Stringer) 및 상판으로 구성되며, 전기판넬의 재배

치나 교체 시에도 전기판넬들을 자유롭게 분리할 수 있어 

배선 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12),(13)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대부분의 이중바닥시스템은 상판

에 설치되는 전기판넬 자체의 자중, 즉 수직하중에 대해서

는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중바닥시스템이 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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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

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앵커기초 없이 설치되고, 브레이싱 

부재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지진과 같은 수평하중에 대하

여 내진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13) 
따라서, 지진 발생 시 이중바닥시스템의 파손은 상판

에 설치되는 전기판넬의 기능 상실을 유발하고, 이는 전기

판넬 자체의 비용 손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기간설비

의 운영정지로 인한 2차적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진에 대비하여 이중바닥시스템은 물론 상판에 설치되는 

전기판넬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시스템의 개

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2.2 내진보강시스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은 이중바

닥시스템 상에 설치되는 전기판넬에 적용되는 장치로서, 지

진 발생 시 전기판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도 또는 미끄러

짐 등을 방지하여 전기판넬은 물론 이중바닥시스템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의 특징은 이중바닥시스

템 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판넬이 운전 중인 상태에서 다

른 위치로 이설하지 않고, 기존 이중바닥시스템의 구성 부

재, 즉 지주봉, 스트링거 및 상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강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장점 외에도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

은 진동에 취약한 운전 중인 전기판넬을 위하여 내진보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저감시키고, 콘크리트 슬래

브에 포설되어 있는 케이블의 수량에 따라 브레이싱 부재의 

각도 및 길이를 현장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부재와 부재의 마찰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연결방식 등 많은 

요소기술들이 내진보강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

내진보강시스템은 이중바닥시스템의 상판 구성 재료에 

따라 우드와 스틸판넬형으로 구분되며, 그림 3은 대표적인 모

식도를 보여주고 있다.(12) 
우드와 스틸판넬형 내진보강시스템

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형식을 지니나, 우드판넬형 내진보

강시스템의 경우 스트링거와의 간섭으로 인하여 세로보강재

의 상부면 일부가 절취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진동대시험

본 진동대시험은 지진 발생 시 이중바닥시스템 상에 설치

되는 전기판넬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시스템이 그 설치목적

을 달성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전

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의 내진안전성 판단기준은 진동대 

시험 중 또는 그 이후에 전기판넬에 전도 또는 미끄러짐 현

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의 내진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하

여 수치해석적인 방법으로도 접근 가능하지만, 수치해석적

인 방법이 전기판넬의 동특성, 지진 시 이중바닥시스템 및 

전기판넬의 상호작용, 전기판넬과 이중바닥시스템의 구성 

부재 및 고정조건 등을 실제에 가깝게 모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의 내

진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진동대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시험을 위하여 사용된 진동시험대는 3방향 지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6자유도 진동시험대이며 수평방향으로 최대 

6g, 수직방향으로 최대 9g 까지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을 지

니고 있다. 또한, 본 시험에서는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전기판넬의 동특성 및 이중바닥시스템

의 상판 재질에 따라 내진보강시스템에 발생하는 가속도 증

폭효과도 분석하였다.

3.1 전기판넬

본 진동대시험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전기

판넬을 대표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전기판넬을 그 시험대상

으로 하였다. 시험대상 전기판넬은 그림 4와 같으며, 진동대

시험 전 전기판넬에 대한 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임팩트

햄머를 이용한 주파수 응답함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기판

넬의 동특성 측정방법은 가속도 센서가 위치한 부분을 임팩

트햄머로 가진하고, 그에 따른 가진력과 진동응답을 계측하

여 계측점에서의 주파수 응답함수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전

기판넬의 고유진동수를 추출하였다. 주파수 응답함수 분석

결과, 도출된 전기판넬의 고유진동수 및 제원, 중량은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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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X

Z

(a) 전기판넬 1                                                     (b) 전기판넬 2

<그림 4> 전기판넬

<표 1> 전기판넬의 특성

구분
제원

[폭✕깊이✕높이] (cm)
중량

(kN)

고유진동수 (Hz)

X 축 Y 축

전기판넬 1 90✕57✕235 6.0 15.5 5.5

전기판넬 2 80✕73✕235 7.9 20.5 19.5

과 같다. 표 1에서 전기판넬 1의 Y축 고유진동수가 낮게 나

타난 이유는 전기판넬의 Y축 방향으로 구조부재 역할을 수

행하는 문이 오랜 사용기간으로 인한 개폐장치의 부실로 전

기판넬 구조부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2 포괄응답스펙트럼

일반적으로 전기판넬은 주요 기간설비의 규모에 따라 다

양한 크기의 건물 내 여러 층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

성을 고려하여 전기판넬에 작용하는 여러 층응답스펙트럼

을 포괄하는 응답스펙트럼을 구한 후, 이를 내진성능시험을 

위한 지진하중으로 입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요 기간

설비 내 전기판넬이 받는 모든 지진응답 조건을 구하는 것

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그 중요도가 큰 

전력설비를 대상으로 포괄응답스펙트럼을 작성하였다.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진동대

시험을 위하여 고려한 지진하중은 한국전력공사가 2003년

에 수립한 송변전설비 내진설계 실무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설계 응답스펙트럼이다.(10) 
변전소 건물에 설치된 

전기판넬이 받는 지진하중을 구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변전

소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해석모델을 구축하고 시간이력해

석을 수행하여 각 층에서 발생하는 층응답스펙트럼을 포괄

하는 응답스펙트럼을 입력 지진하중으로 적용하였다.

표 2는 건물의 시간이력해석에 사용된 표준설계 응답스

펙트럼의 주요 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5는 이로부터 

작성된 인공가속도 시간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포괄응

답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하여 선정된 건물은 기존에 건설되

어 운영중인 변전소 건물 중 지진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철골조 건물을 그 대상으로 하였

다. 그림 6은 건물의 시간이력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그림 7은 해석결과로 도출된 수평방향(X, Y 축 방향)과 수

직방향(Z 축 방향)의 포괄응답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3.3 시험결과

진동대시험은 6자유도 진동시험대를 이용하여 건물에 널

리 시공되고 있는 스틸과 우드판넬 등 두 형식의 이중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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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준설계 응답스펙트럼

지진구역 지반종류
지진계수

(Ca)
위험도계수 (I)

입력지진

ZPA(g) 2.5ICa(g)

Ⅰ SC 0.13 1.4 0.182 0.455

-0.2

-0.1

0

0.1

0.2

0 2 4 6 8 10 12 14 16 18 20

Time (sec)

A
c
c
. 

(g
)

(a) 수평 동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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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평 남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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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직방향

<그림 5> 인공가속도 시간이력

(a) 해석모델 1 (b) 해석모델 2

<그림 6> 건물의 내진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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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평방향 (X 축, Y 축 방향) (b) 수직방향 (Z 축 방향)

<그림 7> 포괄응답스펙트럼

<그림 8> 가속도계

시스템과 동특성이 다른 두 종류의 전기판넬을 고려하여 총 

4회 수행하였다. 진동대시험을 통하여 전기판넬 내진보강시

스템의 안전성을 분석하였고, 전기판넬의 동특성과 이중바

닥시스템의 상판 재질에 따라 내진보강시스템에 발생하는 

가속도 증폭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진동대 

테이블, 이중바닥시스템 상판 및 전기판넬의 중앙부에 3방

향 가속도계를 설치하였다. 

3.3.1 스틸판넬형 내진보강시스템

그림 9는 전기판넬 1과 2를 스틸판넬형 내진보강시스템

에 설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때 진동시험대 바닥

면으로부터 이중바닥시스템 상판까지의 높이는 35cm 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슬래브로부터 이중바닥시스템 상판까

지의 높이는 약 20∼30cm 이나 평가의 보수성을 고려하여 

35cm 로 설정하였다. 그림 10과 11은 전기판넬 1, 2에 대

하여 그림 7의 포괄응답스펙트럼을 요구응답스펙트럼(RRS, 

Required Response Spectrum)으로 하여 생성된 시험응답

스펙트럼(TRS, Test Response Spectrum)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10과 11에서 약 3Hz 미만은 시험응답스펙트럼이 

요구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지 못하나, 이는 미국에서 변전

설비의 내진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IEEE Std 693에서 변전

설비 최소 고유진동수의 0.75배(14), 원자력 발전설비의 내진

검증에 적용되고 있는 IEEE Std 344에서 대상 설비 최소 

고유진동수의 0.7배 이상 되는 진동수 구간부터 요구응답스

펙트럼을 포괄하도록 하고 있다.(15)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표 1에 나타나 있는 전기판넬 1과 2의 최소 고유진동수를 

고려하였을 때, 시험응답스펙트럼이 요구응답스펙트럼을 포

괄해야하는 시작 진동수는 3.5Hz 이기 때문에, 본 시험에서 

적용된 시험응답스펙트럼은 요구응답스펙트럼을 진동수 전 

구간에 걸쳐 잘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동대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가속도 계측자료를 그림 12

에 비교, 도시하였다. 그림 12에서 PNL 1과 2는 전기판넬 

1과 2를 의미하며, P는 전기판넬 중앙부, A는 이중바닥시스

템의 상판, T는 진동시험대로부터 계측된 자료를 의미한다. 

그림 1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수준의 입력지진에 

대하여 수평방향의 경우, 전기판넬 1이 전기판넬 2에 비하

여 큰 가속도 증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1과 

같이 전기판넬 1이 전기판넬 2에 비하여 수평방향으로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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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기판넬 1 (b) 전기판넬 2

<그림 9> 전기판넬과 스틸판넬형 내진보강시스템

(a) 수평 X 축 방향 (b) 수평 Y 축 방향 (c) 수직 Z 축 방향

<그림 10> 전기판넬 1의 시험응답스펙트럼

(a) 수평 X 축 방향 (b) 수평 Y 축 방향 (c) 수직 Z 축 방향

<그림 11> 전기판넬 2의 시험응답스펙트럼

한 구조특성을 가지는 동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전기판넬 1이 전기판넬 2에 비하여 중량이 

24% 정도 작지만, 가속도가 약 35%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내진보강시스템에 전기판넬 2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평 X 축 방향에서 전기판

넬 1이 전기판넬 2에 비하여 높은 가속도 증폭 현상을 보이

는 이유는 전기판넬 1의 진동대시험 중 내진보강시스템의 

주요 부재 중 하나인 X 축 방향의 브레이싱 시스템에서 발

생한 풀림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직방향 

Z 축의 경우에는 전기판넬 1과 2에서의 가속도 증폭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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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평 X 축 방향 (b) 수평 Y 축 방향

(c) 수직 Z 축 방향

<그림 12> 전기판넬에 따른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a) 전기판넬 1 (b) 전기판넬 2

<그림 13> 전기판넬과 우드판넬형 내진보강시스템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기판넬 1과 2

의 수직방향 동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상기에서 분석된 것처럼, 전기판넬 1과 2의 가속도 증폭

효과에도 불구하고 스틸판넬형 내진보강시스템은 그 설치

목적인 지진 발생 중 및 후에도 전기판넬의 전도현상을 방

지함으로써, 전기판넬 및 이중바닥시스템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우드판넬형 내진보강시스템

그림 13은 전기판넬 1과 2를 우드판넬형 내진보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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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평 X 축 방향 (b) 수평 Y 축 방향

(c) 수직 Z 축 방향

<그림 14> 내진보강시스템에 따른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에 설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동대 시험조건은 스

틸판넬형 내진보강시스템과 동일하다. 진동대시험 결과, 스

틸판넬형 내진보강시스템에서 발생하였던 전기판넬 1의 브

레이싱 시스템에서의 풀림현상이 우드판넬형 내진보강시스

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우드판넬(W)과 스틸판넬형(S) 내진보강시스템에 

따른 가속도 증폭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기판넬 2를 대

상으로 한 진동대시험결과를 그림 14에 비교, 도시하였다. 

그림 1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평 X 축 방향 전기판넬의 

가속도 계측자료를 제외하고, 우드판넬과 스틸판넬형 내진

보강시스템은 입력지진에 대해 거의 유사한 거동을 보여 개

발된 내진보강시스템이 이중바닥시스템의 상판 재질과 상

관없이 일정한 내진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2 및 1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기판넬의 

가속도 증폭에 있어서 수평 Y 축 방향이 X 축 방향에 비하

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진보강시스템이 수평 X 축 방향에 비하여 수평 Y 축 방

향이 휨저항에 불리한 구조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드판넬형 내진보강시스템 역시 스틸판넬형 내진보강시

스템과 마찬가지로 지진 발생 중 및 후에도 전기판넬의 전

도현상을 방지하여 전기판넬 및 이중바닥시스템의 내진안

전성을 확보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력, 통신 등 다양한 주요 기간설비의 운

영에 필수적인 전기판넬의 내진성능개선을 위하여 내진보

강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진동대시험을 수행하였다. 개발된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

은 이중바닥시스템 상에 설치된 전기판넬을 대상으로 운전

하에서 무정전, 무이설 방식으로 내진보강이 가능하다는 장

점을 지니고 있다.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의 진동대시험을 위하여 지진하

중으로서 전기판넬이 건물 내 여러 층에 설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도출한 포괄응답스펙트럼을 

입력하였고, 널리 상용화되어 있는 스틸과 우드판넬 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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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 이중바닥시스템과 일반 전기판넬을 대표할 수 있는 

동특성이 다른 두 종류의 전기판넬을 고려하여 총 4회 진동

대시험을 수행하였다.

진동대시험 결과, 수평방향의 경우, 전기판넬 1이 전기판

넬 2에 비하여 수평방향으로 유연한 구조특성을 가지는 동

특성과 진동대시험 중 발생한 브레이싱 시스템의 풀림현상

으로 인하여 전기판넬 1이 전기판넬 2에 비하여 큰 가속도 

증폭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방향의 경우에는 

전기판넬 1과 2에서의 가속도 증폭이 거의 비슷하게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기판넬 1과 2의 수직방향 동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드판넬과 스틸판넬형 내진보강시스템은 입력지

진에 대해 거의 유사한 거동을 보여 개발된 내진보강시스템

이 이중바닥시스템의 상판 재질과 상관없이 일정한 내진성

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전기판넬 내진보강시스템은 진동대시험 중 및 후

에도 전도 등으로 인한 전기판넬의 파손을 방지하는 등 전

기판넬 및 이중바닥시스템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중바닥시스템 상에 설치된 전기

판넬에 개발된 내진보강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지진으로 

인한 전기판넬의 파손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내 주요 

기간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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