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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damage from earthquakes with a magnitude of 5.0 or greater Korea has increased in South 

Korea. When a earthquake occurs, internal facilities and electric equipment besides urban structures 

will be damaged. Thus, in this paper, an earthquake-induced seismic isolation device with double slip 

fiction surfaces which can reduce the damage of electric power equipment such as distribution panel 

and then the seismic performance was evaluated. Method: To evaluate the seismic performance shaking 

table test was performed, a seismic performance comparison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eismic isolation device. The attenuation effect of the seismic isolation device are 

analyzed by comparing response acceleration and displacement for different frequencies and acceler-

ation levels. Result: As a result of the test, the acceleration amplification was up to 42% less than when 

the seismic isolation device was installed in comparison to the other case without the seismic device. 

This is believed that the amplification energy has reduced because the displacement between the 

double slip friction surfaces of the seismic device play a role in dissipating the seismic energy. 

Conclusion: The seismic device with double slip friction surfaces has a greater earthquake attenuation 

effect in strong earthquakes than in weak ones, so the greater the frequency, the better the earthquake 

attenuation effect. Therefore, it is judged that earthquake energy can be decreased by applying to 

electric equipment such as distribution panels.

Keywords: Double Slip Friction Surface, Seismic Isolation Devic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Shaking Table Test, Distribution Panel

요 약

연구목적: 최근 국내 규모 5.0이상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구조

물 이외에도 내부설비, 전력기기 등에 피해를 주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배전반과 

같은 전기기기의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이중 슬립마찰면이 있는 면진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

한 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면진장

치 유무에 따른 성능비교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주파수와 가속도 수준에 대한 응답가속도 및 변위를 비

교하여 면진장치의 감쇠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험결과, 면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면

KOSDI
ISSN : 1976-2208 (Print)

ISSN : 2671-5287 (On-line)

www.sodi.or.kr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 16, No. 4, pp. 712-722, December 2020 

https://doi.org/10.15683/kosdi.2020.12.31.712

Original Article

이중 슬립마찰면을 이용한 면진장치의 면진성능평가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Seismic Isolation Device with 

Double Slip Friction Surface

손수원1ㆍ권정호2*ㆍ김정곤3ㆍ정용규4ㆍ황은동5

Su-Won Son1, Jeong-Ho Kwon2*, Jung-Gon Kim3, Yong-Gyu Jung4, Eun-Dong Hwang5

1Associate researcher, Seismic Simulation Test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Republic of Korea
2Senior researcher,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3Director,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Center, Seoul, Republic of Korea
4President, JKRST Co. Ltd., Pusan, Republic of Korea
5Director, JKRST Co. Ltd., Pusan,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eong-Ho Kwon, jung3409@nate.com



KOSDI 713

Su-Won Son et al. |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Seismic Isolation Device with Double Slip Friction Surface

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보다 가속도 증폭이 최대 42% 작았다. 이는 면진장치의 이중슬립마찰면 사이에서 발생한 변위가 지진에

너지를 소산하는 역할을 하여 증폭에너지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중 슬립마찰면을 적용한 면진장치는 약진보다는 강진에서 지

진감쇠효과가 더 컸으며, 주파수가 클수록 지진감쇠효과가 더 좋았다. 따라서, 배전반과 같은 전기기기에 적용하여 지진에너지를 감쇠하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이중 슬립마찰면, 면진장치, 면진성능평가, 진동대 시험, 배전반

서 론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2019)에 따르면 국내 아날로그 관측이 실시된 1978년 이후 국내 지진발생 횟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관측기간(1999년~2018년)동안 연평균 69.9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규모 5.0이상의 지진도 2010년대에 들어 총 5회가 발생하였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도시의 구조물이이나 내부설비, 전력

기기 등이 피해를 받아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지진이 발생하면 구조물에서 변위가 발생하면서 변형이 발

생하고 기능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다. 내진설계구조는 크게 내진구조, 제진

구조, 면진구조 등이 있다. 내진 구조는 지진이 발생해도 전체적인 구조나 내부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건설하는 

것이고, 건축물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의 내진벽과 같은 부재를 설치해 강한 흔들림에도 붕괴되지 않게 한다. 제진 구조는 다양

한 종류의 제진 장치를 이용해 지진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관성에 의해 건물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제진 

장치가 건물의 강성, 감쇠 등을 제어해 건물의 피해를 줄인다. 면진 구조는 지반과 건물을 분리해 지진력의 전달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면진 장치를 지면과 건물 사이에 배치하여 지반의 흔들림을 면진 장치가 완화시켜 상부로 전달한다. 면진 구조가 다

른 구조에 비해 비용이 크지만 가장 구조물의 손상이 적은 장점이 있다(Son, 2018). 그 중에서 면진장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연구되고 있다.

Kim(2016)은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여 우레탄고무를 이용한 점탄성 댐퍼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Kim et al.(2000) 

등은 실험을 통하여 마찰진자형 면진베어링의 특성을 연구 하였다. 또한, Hwang et al.(2001) 등은 문화재 등에 적용 가능한 

면진테이블 시스템을 개발하고 동적특성 및 면진성능을 분석하였으며 Jang et al.(2008) 등은 변압기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

한 마찰진자 면진장치를 개발하고 내진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Takahashi et al.(2016) 등은 실험을 통하여 같은 마찰 

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마찰면 수에 따라 배수로 마찰력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면진장치는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며, 고무의 내부에 납을 장착하는 납면진받침(Lead Rubber Bearing)은 내부의 납

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납이나 고무를 사용하지 않는 이중슬립마찰면을 

가지는 면진장치를 개발하였다. 복수의 마찰면을 조합하는 경우 고마찰계수의 재료의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마찰면의 소

성변형이나 마모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면진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개발 면진장치의 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면진장치 유무에 따른 성능비교를 수행하였다.

이중 슬립마찰면 면진장치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면진장치는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 제어반, 분전반,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태양광발전 접속

함, 에너지저장장치의 외함, 자동제어반, 계측제어장치와 같은 전기기기 하부에 설치하여 지진 충격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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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다. 개발된 면진장치의 이중 슬립마찰면은 ±10mm의 허용변위를 가지며 지진발생시 마찰면의 슬립을 통하여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응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Fig. 1(a)와 같이 하부 마찰면은 요철형태로 가지며 슬립 시 변위에 따라 

마찰력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지진 발생 시 상부 마찰면이 먼저 미끄러지고 최대허용변위에 이르면 하부 마찰면이 거동하

게 된다. 이러한 요철의 작용으로 하부 마찰면의 슬립 발생 시 마찰력이 증가하며 최대허용변위에서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찰계수는 중형직접전단시험기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며(Table 1), 면진장치의 형태 및 설치 예시는 Fig. 1과 같다.

Table 1. Seismic isolation device specification

Maximum allowable displacement ±10mm

Friction coefficient of upper friction surface() 0.2

Friction coefficient of lower friction surface() 0.6

(a) Section view (b) Installation example

Fig. 1. Phase and installation example of seicmic isolation device

실험수행 및 분석

실험준비

면진장치 유무에 따른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과 주파수의 정현파를 입력파로 적용하였다. 상부구조물

은 진동대의 허용능력을 고려하여 약 200kg의 무게로 제작하였다. 계측장치는 면진장치를 중심으로 하부 바닥판, 면진장치, 

상부구조물에 변위계 및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응답값을 분석하였다. Fig. 2는 계측도 현황이다. 진동대와 하부바닥판은 완

전 고정되어 있으며, 각각에 변위계를 부착하여 진동대 장치와 하부바닥판의 거동차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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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 setup

다양한 가속도 수준 및 주파수의 정현파에 대한 실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면진장치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입력파를 적

용하였다. 약진 및 강진에 대한 거동도 분석하기 위해 가속도 수준을 Table 2와 같이 0.1g와 0.5g 두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

였다. 0.1g는 2~10Hz, 0.5g는 3~10Hz의 입력주파수를 적용하였다.

Table 2. Experiment program

Acceleration level (g) Frequency (Hz)

0.1 2,3,4,5,6,7,8,9,10

0.5 3,4,5,6,7,8,9,10

실험 결과

면진장치 미적용시의 변위 및 가속도 분석

Fig. 3은 면진장치를 미적용했을 시의 변위 및 가속도 응답결과이다. Fig. 3 (a)와 (b)는 약진에서의 응답결과이며, Fig. 3 

(c)와 (d)는 강진에서의 응답결과이다. 입력파와 상부구조물에서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약진 및 강진 모두에서 변위 및 가속

도의 움직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면진장치를 미적용했을 경우 상부구조물로 전달되는 입력파가 전혀 

감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3은 면진장치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가속도 및 증폭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을 보면, 0.1g의 입력파가 적

용되었을 때는 증폭비가 17~23% 로 나타났으며, 0.5g의 입력파가 적용되었을 때는 증폭비가 12~25% 로 나타났다. 이 결과

는 면진장치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전체적으로 입력파가 증폭되어 상부구조물로 전달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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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g 3Hz

(b) 0.1g 10Hz

(c) 0.5g 3Hz

(d) 0.5g 10Hz

Fig. 3.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without seismic isol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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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celeration amplitude without seismic isolation device

Input 

motion
0.1g 0.5g

Frequency

(Hz)

Input acceleration

(g)

Response 

acceleration of 

structure

(g)

Amplification ratio

(Structure/input)

Input acceleration

(g)

Response 

acceleration of 

structure

(g)

Amplification ratio

(Structure/input)

2 0.1092 0.1306 1.20 - - -

3 0.1118 0.134 1.20 0.5259 0.5931 1.13 

4 0.1154 0.1349 1.17 0.5390 0.6092 1.13 

5 0.1139 0.137 1.20 0.5589 0.6392 1.14 

6 0.1208 0.1485 1.23 0.5454 0.6103 1.12 

7 0.1153 0.14 1.21 0.5248 0.5941 1.13 

8 0.1136 0.1365 1.20 0.5229 0.5952 1.14 

9 0.1052 0.1275 1.21 0.5213 0.6047 1.16 

10 0.1154 0.1373 1.19 0.5476 0.6833 1.25 

면진장치 적용시의 변위 및 가속도 분석

Fig. 4는 면진장치를 적용했을 시의 변위 및 가속도 응답결과이다. Fig. 4 (a)와 (b)는 약진에서의 응답결과이며, Fig. 4 (c)

와 (d)는 강진에서의 응답결과이다. Fig. 5는 면진장치에서의 변위거동이다. 입력파와 상부구조물에서의 결과를 비교한 결

과, 약진에서는 면진장치가 큰 변위거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강진에서는 면진장치에서 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강진에서는 3Hz보다 10Hz의 고주파수에서 면진장치의 거동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면진장치를 적용했을 

경우 상부구조물로 전달되는 입력파가 약진에서는 전혀 감쇠가 되지 않지만, 강진에서는 감쇠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 0.1g 3Hz

Fig. 4.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with seismic isol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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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1g 10Hz

(c) 0.5g 3Hz

(d) 0.5g 10Hz

Fig. 4.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with seismic isolation device (Continue)

Table 4는 면진장치가 적용되었을 때의 가속도 및 증폭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4를 보면, 0.1g의 입력파가 적용되

었을 때는 증폭비가 8~18% 로 나타났으며, 0.5g의 입력파가 적용되었을 때는 0~29%의 감쇠가 나타났다. 0.1g의 입력파에

서는 증폭경향을 보였지만 0.5g의 입력파에서 면진효과로 인해 가속도 감쇠가 발생하였다. 이 결과는 면진장치가 약진보다

는 강진에서 면진장치에서의 더 큰 변위발생으로 인해 감쇠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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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cceleration amplitude with seismic isolation device

Input 

motion
0.1g 0.5g

Frequency

(Hz)

Input acceleration

(g)

Response 

acceleration of 

structure

(g)

Amplification ratio

(Structure/input)

Input acceleration

(g)

Response 

acceleration of 

structure

(g)

Amplification ratio

(Structure/input)

2 0.1095 0.1287 1.18 - - -

3 0.1086 0.1169 1.08 0.5020 0.4999 1.00 

4 0.1156 0.1287 1.11 0.4826 0.4965 1.03 

5 0.1150 0.1334 1.16 0.5399 0.4801 0.89 

6 0.1173 0.1375 1.17 0.5872 0.4240 0.72 

7 0.1136 0.1311 1.15 0.5216 0.3839 0.74 

8 0.0988 0.1121 1.13 0.5198 0.3706 0.71 

9 0.098 0.1076 1.10 0.5131 0.3638 0.71 

10 0.1020 0.1183 1.16 0.5156 0.3742 0.73 

실험 결과 비교

Fig. 5는 주파수에 따른 입력파에 대한 구조물에서의 가속도 증폭비를 나타낸 것이다. 주파수에 따른 가속도 증폭비를 나

타내고 추세선을 작성하여 나타내었다. 면진장치가 없거나 면진장치가 있어도 0.1g의 약진에서는 추세선의 기울기가 작고 

증폭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면진장치가 있는 0.5g의 강진에서는 기울기가 크며, 가속도가 감쇠하는 형태를 띄고 있

다. Fig. 6는 주파수에 따른 면진장치가 없는 구조물에 대한 면진장치가 적용된 구조물의 가속도 증폭비를 나타낸 것이다. 

0.1g의 약진에서는 가속도 증폭비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0.1g에서도 면진장치가 적용되었을 때가 

면진장치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추세선이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0.1g의 약진이지만 면진장치로 인해 

가속도 증폭이 조금이나마 덜 증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0.5g의 강진에서는 가속도 증폭비가 차이가 많이 났으며, 6Hz이상

의 주파수에서부터는 약 60%대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면진장치가 강진에서 가속도를 감쇠시키

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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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cceleration amplification ration according to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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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cceleration amplification ratio according to frequency with or without seismic isolation device

Table 5을 보면, 면진장치를 적용했을 때가 면진장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증폭비가 0.1g에서는 2~10%, 0.5g에서

는 9~42% 더 작았다. 이 결과는 면진장치를 적용한 것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속도 증폭을 줄이고 면진성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면진효과는 약진인 0.1g보다 강진인 0.5g에서 더 뛰어났으며, 이는 입력파가 강진일수록 면진장치의 

면진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강진일수록 더 크게 면진장치의 이중슬립마찰면에서의 변위가 발생함

으로 인해 상부구조물의 변위거동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5. Acceleration amplification ratio depending on with or without seismic isolation device (with/without) 

Input acceleration level 0.1g 0.5g

Frequency(Hz) Amplification ratio(with/without) Amplification ratio(with/without)

2 0.98 -

3 0.90 0.88 

4 0.95 0.91 

5 0.96 0.78 

6 0.95 0.65 

7 0.95 0.65 

8 0.94 0.63 

9 0.91 0.61 

10 0.97 0.58 

Fig. 7의 상대변위 그래프에 따르면, 0.5g 입력파의 면진장치를 적용했을 때가 면진장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상대변

위보다 컸으며, 상대변위의 움직임이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Hz이상의 주파수에서 가속도 감쇠가 컸

으며, 이는 고주파수에서 면진장치의 면진효과가 더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치의 위와 아래의 슬립면에서 상반되는 변위를 

발생시키는 장치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고주파일수록 위아래의 진동이 증가하여 좀 더 면진효과가 높았던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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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ve displacement with or without seismic isolation device

결 론

이중 슬립마찰면을 가진 면진장치의 면진성능을 평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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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g의 입력파에서는 면진장치 적용 유무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미소하지만 면진장치를 적용한 것이 적

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속도 증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면진장치를 적용했을 때가 면진장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0.1g에서는 2~10%, 0.5g에서는 9~42% 더 작았다.

(2) 면진효과는 약진인 0.1g보다 강진인 0.5g에서 더 뛰어났으며, 입력파가 강진일수록 면진장치의 면진효과가 더 뛰어

났다. 강진이 적용될수록 면진장치에서 변위발생이 크게 되어 상부구조물의 변위거동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를 소산

시키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면진장치의 이중슬립마찰면에서의 거동은 강진과 고주파수에서 

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다양한 주파수에 대한 응답값을 분석한 결과, 0.5g의 6Hz이상의 주파수에서 가속도 감쇠가 컸으며, 이는 면진장치 효

과가 고주파수에서 더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고주파일수록 이중슬립마찰면 사이의 진동이 증가하여 위와 아래

의 슬립면에서 상반되는 변위거동을 보이게 되는 면진장치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가속도 에너지가 소산되면서 면진효

과를 발휘한 것이라 판단된다.

(4) 본 연구에서는 정현파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다양한 무게를 가진 상부구조물과 다양한 주기특성을 

가진 실지진파에 대해서 실험한다면 좀 더 개발한 면진장치의 면진성능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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