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일반적으로 구조재를 대상으로 하

며, 건축물의 규모나 층수에 따라 내진설계 여부를 결정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 지진 규모가 큰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에서 구조재의 피해보

다 비구조요소의 피해 규모가 약 3배 이상 크다는 통계자

료가 나오게 되었다.

< 경주 지진 > < 포항 지진 >

 : 비구조적 손상,  : 구조적 손상

그림 1. 국내 지진피해에 대한 구조 및 비구조요소 비율

비구조요소는 건축물의 구성요소 중 주요 구조부재에 연

결되어 있지만, 외부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부 마감재, 천장재, 이중마루, 설비요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구조요소는 지진 발생시, 자체 손상, 낙

하 및 전도로 직·간접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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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및 3차 피해로 연계되어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높

인다. 이러한 피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자세히 분석한 사

례로는 197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샌 페르난도

(San Femando)지진으로, 내부 마감재에 따른 피해가 56%

로 가장 높았다.

그림 2. 샌 페르난도(San Fernando)지진에 따른 비구조요소 피해 

따라서 국내·외 지진피해로 국내의 발전소나 변전소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이나 소방서, 병원 등 지진 발생 이후 기능

수행이 요구되는 건축물은 비구조요소에 대한 지진 안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비구조

요소의 내부 마감재 중 수요도가 점점 올라가는 이중마루

에 대한 국내 지진에 대한 방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2 이중마루 분류 및 국내 현황
1.2.1 이중마루 분류 
이중마루란 바닥에 공조, 배선 등을 설치하기 위해 형성

되는 바닥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중마루는 크게 O.A.Floor

와 Access Floor로 구분할 수 있다. O.A.Floor는 수평부재 

없이, 페데스탈(지주)과 패널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사

무실이나 인텔리전트 빌딩, 연구소 등에 사용된다. Access

Floor의 경우, 페데스탈(지주)과 패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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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후로, 국내 내진설계의 중요도는 올라갔다. 특히, 국내에서는 비구조요소에 대

한 피해규모가 구조재보다 큰 것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지진 안전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 있어서, 본 연구는 비

구조재요소 중 수요도가 점점 올라가는 이중마루 시스템에 대한 국내 지진 방비를 분석해보았다. 이에 지진해석을 ‘등가

정적하중’ 이론을 기반으로 구조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지진에 대한 문제로 부자재 강도, 결합부, 접착부에 일정 부분 취

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기존 이중마루 시스템의 기능 및 기술을 상세히 분석하여, 새로운 내진 이중마루 시스템

인 ‘원앵커 결합 내진 이중마루’를 설계하였다. 이 시스템은 지진에 대한 내진기능, 상대적인 경제성, 핵심 기능인 하부 

공간 활용성, 현실적인 시공성 등을 향상함에 따라, 국내 비구조재 내진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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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부재인 스트링거 등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시설이나 방

재실, 데이터 센터 등에 사용된다.

< O.A. Floor > < Access Floor >

그림 3. 이중마루의 구성도

이러한 이중마루 중에서 Access Floor의 경우, O.A. Floor

보다 더 많은 하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더 긴 

높이를 요구한다. 이는 지진 발생시, 더 취약할 확률이 높

기에, 본 연구는 이중 마루 중 Access Floor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1.2.2 Access Floor의 국내 현황
국내 Access Floor에서 지진 발생할 경우, 문제로 여겨지

는 부분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부재 변형으로 

인한 파괴

2. 부재 분리로 

인한 파괴

3. 지주 부재의 

전도

그림 4. 국내 Access Floor 지진에 따른 피해 사례

첫 번째로 이중마루 시스템의 부자재의 강도에 따른 문

제가 있다. 이는 지진에 대한 페데스탈과 스트링거의 강도 

미확보로 인하여, 지진 발생시 부재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하여 하부 부자재의 변형에 따른, 상부 

패널 탈락 및 파손 사례로 연결되게 된다.

두 번째로는 패널-페데스탈, 페데스탈의 시스템 결합의 

미흡이다. 패널-페데스탈의 경우는 바닥의 마감 문제에 의

해, 페데스탈의 결합은 높이 조절 기능 때문에 시스템에 전

제적으로 완벽한 결합을 이루지 못한다. 이는 지진이 발생

하였을 때, 패널과 지주의 결속 부족으로 인하여, 마감 패

널이 치솟는 피해 사례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페데스탈의 접착 강도 미흡이다. 페데스탈 접

착부의 경우, 국내에서는 대부분 일반 본드로 시공을 관행

한다. 이는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페데스탈과 바닥면의 접

착력 부족으로 인하여, 페데스탈(지주)이 이탈하는 사례로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국내 Access Floor는 지진 발생

시, 위와 같은 피해 사례로 연결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

진 발생을 가정하여, Access Floor의 구조 검토를 수행하고,

정확한 취약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진 발생을 가정하여, Access Floor의 구조 

적 취약부를 검토하고, 취약부에 대한 향후 사용될 내진 이

중마루를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지진 발생 가정

의 기반 이론 설정과 통신 및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표준적인 통신장비 배치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지진해

석의 기반 이론은 크게 ‘등가정적하중’과 ‘동적해석법’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 건물과 설치층을 가정하여 

정적 하중으로 치환하는 ‘등가정적하중’으로 이중마루에 대

한 취약부 검토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통신장비는 국내에서 

이중마루 시스템 상부에 바로 배치하고자 하는 방향을 반

영하였으며, 국내 “전산랙 표준화 방안 연구”의 전산랙 열 

배치의 표준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2. 구조적 취약부 검토

2.1 구조 검토 조건 및 가정
본 연구의 건물 가정은 지진 발생 후에 이중마루의 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내진 특등급 건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중마루는 지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물 최고층에 

위치한다는 가정과 중약진 지역인 국내에서도 큰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2400년 재현주기지진으로 가정하

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른 등가정적하중의 계수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구조계획 - 지진가정

이러한 지진 발생 가정과 함께, Access Floor의 부자재 

가정과 상부에 올라가는 통신장비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Access Floor의 페데스탈과 스트링거는 SS315 강종으로 가

정하였으며, 부재 특성 및 단면은 다음과 같다.

표 2. 부자재 특성 및 단면

계수 값 비고 1.5 내진 특등급 건물 1.0 - 1.5 페데스탈 접착 시공

 1 건물 최상부

 0.411 2400년 재현주기지진

사용재료 규격 설계기준강도 비고

스트링거 20 X 30 X 1.4t
  
(SS315) 30

20

1.4



통신장비의 무게는 최대 고정하중 1,000kg과 KS 인증 기

준의 500kg, 저중량 무게의 대표로 300kg을 무게 범위로 

분하였다. 그리고 규격은 “전산랙 표준화 방안”을 참고하

여, 300kg과 500kg에서는 600mm(W) X 1,000mm(D) X

2,000mm(H)의 규격으로 페데스탈(지주)에 바로 하중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와 최대 고정하중 1,000kg에서는 600(W) X

1,200mm(D) X 2,000mm(H)의 규격으로 페데스탈(지주)에 

바로 하중전달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마지막으

로 상부 통신장비의 고정 여부에 대한 고려이다. 고정된 장

비의 경우, 장비에 작용하는 수평지진력은 전부 이중마루에 

전달되며, 이중마루 패널에 모멘트가 추가로 작용한다. 고

정되지 않은 장비는 층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에 의해 미끄

러짐(Sliding) 또는 전도(Over-turing)가 발생할 수 있다. 전

도가 발생할 경우는 통신장비의 손상 및 이중마루의 기능

상실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가정 상황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국내 시공관행을 고려하면, 고중량의 장비에서는 일

반적으로 앵커 및 스토퍼 등으로 고정을 한다. 이러한 사실

을 전체적으로 반영했을 때, 본 연구에서는 300kg와 같은 

저중량 장비에서는 장비의 고정 및 미고정을 둘 다 고려하

며, 500kg 이상의 고중량 장비는 고정된 경우만을 고려하

여 분석하였다.

2.2 부자재 강도 검토
위와 같은 검토 조건 및 가정과 함께, 부자재 강도 검토

에서는 Access Floor가 벽체에 직접 접합되지 않고, 페데스

탈을 통해서만 하중이 전달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해석

모델의 X방향 입면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해석 모델의 X 방향 입면도

설계하중은 크게 고정하중, 지진하중으로 구성된다. 하중

이 큰 통신장비를 고정하중에 산정하였으므로, 별도의 활화

중은 고려하지 않았다. 지진하중의 경우, “KDS의 건축물내

진설계기준”에 따라서 등가정적하중에 의한 수평 및 수직 

설계지진력을 산정하여, 통신장비와 Access Floor에 적용하

였다.

하중조합은 “KDS의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하중조합식은 

다음과 같다.

표 3. 하중조합

이를 바탕으로, 통신장비 무게 및 고정여부별 Case에 대

한 부재의 가장 큰 소요하중을 정리하여, 설계강도를 검토

해보았다. 이 과정에 있어서, Access Floor 시스템이 고정

하중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해석 모델을 설정하여, 지진 발

생을 가정하였을 경우의 정확한 취약부 검토를 진행하였다.

한 예로 500kg의 스트링거와 페데스탈의 소요하중은 다음

과 같다.

표 4. 스트링거 및 페데스탈의 소요하중 - Ex) 500kg

이러한 Case별 부자재에 소요하는 하중과 강구조설계기

준에 따른 부자재 강도를 비교하여, 축강도, 휨강도, 전단강

도 등에 대한 기준에 만족하는지 ‘Midas’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다.

2.3 결합부 구조 검토
Access Floor의 결합부는 마감 문제, 높이 조정 기능 등

의 이유로 시스템과 완전히 결합을 이루지 못한다. 이는 수

직 지진력에 의해,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면서 피해 사례까

지 연결된다. 그리고 상부 통신설비 등이 존재할 경우는 지

진이 발생 시에 고장 장비의 모멘트까지 Access Floor에 

가해져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구

조적 검토는 다음과 같다.

표 5. 결합부의 구조적 검토

< 상부 장비 X > < 상부 장비 O >

입면도

구조
검토

 ≥     ≥      ≺     ≺     
비고

 : 자중( 패널 + 페데스탈) : 수직 등가정적하중
 : 자중( 패널 + 페데스탈 + 중량물체) : 고정 장비 모멘트 : 수직 등가정적하중

상부 장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시스템의 자중과 수직 

페데스탈

페데스탈
파이프

D34 X 1.8t   
(SS315)

34

1.8페데스탈
베이스

130 X 130 X 3.2t

마감재
600mm X 600mm
스틸패널

-
중량

408..6
하중조합 값 비고
하중조합 1 1.4D KDS 41 10 15(1.5-1)
하중조합 2 1.2D±1.0L±1.0E KDS 41 10 15(1.5-5)
하중조합 3 1.2D±0.9L±0.9E KDS 41 10 15(1.5-7)

※ D : Dead load, L : Live load, E : Earthquake load

하중조합 모멘트(N·m) 전단력(N)
축력(N)

인장력 압축력

스트링거
1.4D 352.8 3530.4 323 323

1.2D±1.0L±1.0E 329.7 3929.5 1748.2 1710.3
1.2D±0.9L±0.9E 342.9 3431.1 1641.1 1679

페데스탈
1.4D 2.7 7.5 - 3718.2

1.2D±1.0L±1.0E 440.6 1073.7 - 4116.5
1.2D±0.9L±0.9E 440.4 1073.4 - 7826.4
※ D : Dead load, L : Live load, E : Earthquake load



등가정적하중만을 비교하여 구조 검토를 진행하지만, 상부 

장비가 존재하는 경우는 시스템과 장비의 자중을 고정 장

비의 모멘트와 수직 등가정적하중으로 구조 검토를 진행한

다.

2.4 접착부 구조 검토
Access Floor의 페데스탈 베이스의 접착부는 접착제 탈락

에 의한 페데스탈(지주) 전도가 일어나 피해 사례로 연결된

다. 그러므로 지진력에 의해 페데스탈 베이스에 발생하는 

인장응력과 접착제의 인장강도의 비교를 통해서, 지주 전도 

발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중마루 시공 시 사용하는 지주 고정용 접

착제는 일반본드와 내진본드가 있다. 이에 대한 접착 강도

는 선행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다.

표 6. 접착제에 따른 페데스탈 베이스의 내진성능 비교

이와 같은 실험은 페데스탈 베이스 면적이 

×인 높이 200mm의 페데스탈로 진행한 것으

로, 일반 본드는 최대하중 0.29kN, 내진 본드는 1kN까지 

견뎠다. 이를 인장강도로 환산하면, 일반본드는 약 0.16MPa

이며, 내진본드는 약 0.55MPa로 접착강도가 산정된다.

이러한 본드의 접착강도는 수평 지평 지진력에 의해 베

이스에 작용하는 응력모멘트와 수직 지진력에 의해 베에스

에 작용하는 인장응력과 비교하여 접착부의 구조 검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수평 지진력에
의한 응력 모멘트

수직 지진력에 의한
인장응력

접착 강도

그림 6. 접착부의 구조적 검토

이러한 접착부의 구조 검토는 초기 해석 모델 외에도 양 

끝단부에 벽을 가정하여, 일정 부분 벽이 지진력을 상쇄시

키는 해석 모델까지 진행을 해보았다. 그 결과, 벽을 가정

하였을 경우가 지진에 의한 인장응력은 감소시키나, 일반 

본드나 내진 본드로는 접착부의 내진 성능 확보에는 부족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지진에 대한 Access Floor의 취약부

위와 같은 구조 검토 메커니즘을 가지고, Case별 Access

Floor의 취약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국내 Access Floor 취약부 판단

구조 검토를 통해서, 지진 발생시, 부자재의 강도 부분은 

페데스탈과 스트링거의 일정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그 위

치는 주로 벽부(단부) 및 통신장비가 올라간 부근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결합부는 상부 통신장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자중에 의해서 수직 지진력이 상쇄되어 문제가 없

지만, 통신장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비 고정에 따른 전

도 모멘트에 의해서 장비 부근의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착부는 결합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상

부 통신장비가 없는 경우에 지진력이 부자재에 영향을 끼

치지 않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통신장비가 상부에 존재하

는 경우, 통신장비의 지진력이 하부 페데스탈에 영향을 주

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취약부를 바탕으로, 기존 기

술들을 분석하여, 취약부를 보강하는 새로운 내진 이중마루

를 설계해보고자 한다.

3. 내진 Access Floor 분석

3.1 기존 Access Floor 기능분석
취약부를 보강한 새로운 내진 이중마루를 설계하기 전에,

기존의 Access Floor은 어떤 기능이 존재하며, 어떠한 기능

을 보강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패널 부위

1. 기존의 마감 보존
2. 추후 개폐 고려
+ 시공 현실성 고려
+ 시스템 결합

페데스탈 헤드 부위
1. 이중마루 높이(Z) 조정
+ 시공 현실성 고려
+ 시스템 결합

페데스탈 접착부
1. 시공 용이성
2. 시공 오차 조정 – X, Y축
+ 높은 접착강도 요구

그림 7. Access Floor 기능분석

실험체 값 파괴모드 인장강도

일반
본드

0.16Mpa

내진
본드

0.55MPa

항목
300kg
(미고정)

300kg
(고정)

500kg
(고정)

1,000kg
(고정)

페
데
스
탈

축강도 OK OK OK OK

휨강도 OK OK OK
NG

(벽부, 장비 부근)
전단강도 OK OK OK OK

처짐
NG

(장비 부근)
NG

(벽부, 장비 부근)
NG

(벽부, 장비 부근)
NG
(벽부)

결합부 -
NG

(장비 부근)
NG

(장비 부근)
NG

(장비 부근)

접착부 OK
NG

(장비 부근)
NG

(장비 부근)
NG

(장비 부근)

스
트
링
거

축강도 OK OK OK OK

휨강도 OK OK
NG

(장비 부근)
OK

전단강도 OK OK OK OK
처짐 OK OK OK OK



패널 부위는 바닥 특성상 마감에 있어서 민감하기에, 기

존 이중마루와 같이 마감 부분의 보존을 고려해야 하며, 하

부 공간의 배선, 전선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개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 결합 기능을 추가해야 하며, 동시에 시공 현

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페데스탈 헤드 부위는 조정 너트에 의해서, 이중마루의 

높이 조정을 한다. 이는 이중마루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로 

유지해야 하는 기능이며, 패널 부위와 마찬가지로 결합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결합 기능을 추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페데스탈 접착부는 지주의 고정을 위한 접착

제를 바르는 부위로, 접착제에 따른 시공 용이성과 일정 부

분 X, Y축의 시공 오차조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기

존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접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접착강도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3.2 Access Floor 기술분석 
기본적으로 부자재는 상부 소요 하중에 대해서 버티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위에서 부재 검토는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이중마루의 부자재 크기를 가정하여 진행하였지만, 실

제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부자재 크기 키움으로써, 강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다. 이에 따라서 기술분석은 주로 결

합부와 접착부에 대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기술 위주

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이중마루는 크게 단일 부자재 결합 방식과 

복합 시스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단일 부자재 결합 방식

은 기존 이중마루 시스템처럼, 페데스탈(지주), 스트링거,

패널 등의 부자재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패널을 통해서 

일체화하는 방식이다. 복합 시스템 방식은 이에 최종적 상

부 일체화 외에도 하부에 스틸 장선이나 면진 시스템을 두

어서, 하부를 또 하나의 일체 거동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러한 복합 시스템 방식은 기존의 이중마루 시스템에 추

가적인 부자재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기존 부자재를 개

선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결합부 대한 기술은 크게 시공자의 위치에 따라서 나누

었고, 접착부에 대한 기술은 페데스탈 하부에 사용된 기술

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장·단점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8. Access Floor에 사용된 기술분석

이러한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롭게 제시한 이

중마루 시스템의 결합 방식은 패널 부위는 마감을 고려하

여, 측면 결합 방식인 고정레버 방식과 페데스탈 헤드 부위

는 오차 조정 볼트를 사용하였다. 접착부에서는 경제성과 

높은 접착강도 확보를 위한 앵커링 방식을 사용하였다. 앵

커링 방식에 따른 오차 조정을 위해서, 결합부 박스와 이형 

커플러를 본 시스템에 대입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인 원앵

커 결합 내진 이중마루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원앵커 결합 내진 이중마루 시스템

4. 원앵커 결합 내진 이중마루

4.1 시스템 내진설계
4.1.1 패널 고정 레버
패널부 결합 미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레버가 

설치된 패널과 고정레버가 결합 될 수 있는 홀을 제작한 

스트링거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그림 9. 패널과 고정레버

< 패널 > < 고정 레버 >

이 시스템은 추후 전산실 보수를 위해 패널 상부에서 조

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정레버를 회전시키면 하부의 

톱니가 회전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정철물의 홈과 맞

물려 고정레버의 회전운동이 고정철물의 직선운동으로 변

하게 되고, 고정철물이 스트링거 홀으로 들어가게 되어, 패

널과 스트링거 결합이 완료 된다. 패널과 스트링거의 결합

을 해체하고자 할 때, 고정레버를 반대로 돌려 결합을 해제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소한의 마감 문제는 고정레버 상

부에 고무마개와 고정레버 타일 자른 부분을 접착하여 마

감 홀에 끼움으로써, 마감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지진 발생시 패널 들뜸현상은 수직 등가정적하중에 의해 

< 결합부 > < 접착부 >
상부
결합

측면
결합

하부
결합

베이스
변화

앵커링
면진
시스템

장점
• 상부 시
공에 따른
시공 편의.

•패널 부
위의 마감
문제 해결.

•패널 부
위의 마감
문제 해결.

•시공성이
좋음.

•높은 접
착강도 확
보 가능.

•지진력에
대한 감쇠.

단점
•패널 부
위의 마감
문제.

•시공 난
이도 증가.
•추후 개

•시공성
매우 낮음.
•추후 개

•완전한
접착강도
미확보.

•시공 오
차에 대한
해결 미흡.

•비용적
부담이 큼.

폐 불가. 폐 불가.

사례



발생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철물의 전단 강도 설계

를 진행하였으며, 부재 특성 및 단면은 다음과 같다.

표 9. 스트링거, 고정철물 특성 및 단면

고정철물의 전단강도를 설계하기 위해 부재의 폭 두께비

를 검토하였다. 플렌지의 폭 두께비()는 7.14, 웨브의 폭 

두께비( )는 9.14로 산정하였다. 각각의 폭 두께비가 의 

값인 29.88, 64.57보다 작다. 그러므로 고정철물은 compact

section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전단강도 설계는 웨브

의 폭 두께비가 


보다 작아 =1.0으로 산정하였

고, 철골의 전단강도 식  을 활용하여 설계 

전단 강도()를 5709.3N으로 산정하였다. 이를 통신장비 

최대 고정하중인 1,000kg일 때의 안전율(개선안설계강도
소요강도

)

0.96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결합부의 문제가 없는 전단강

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1.2 페데스탈 헤드
결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페데스탈과 헤드를 볼트

로 결합시키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기존 페데스탈의 높이

조절 기능은 지주 하부 커플러 결합에서 활용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헤드의 추가적인 기능으로 앵커 사용에 따른 

X, Y축 오차 조정 기능을 추가하였다. 접착부에 시스템의 

접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앵커를 사용하였고, 앵커 사용시 

고려해야할 점은 앵커 시공에 따른 시공 오차를 생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앵커 시공에 앞서 먹줄작업을 선행하여 

일정 부분 오차를 개선한다. 앵커 시공이 된 후 오차조정 

범위를 ACI 앵커볼트 수평 오차 최대 기준(ACI 117-6

ASCC 2.3.4.2)인 ±13mm로 설정하였고, 조정하는 기능을 

페데스탈 헤드에 추가하였다.

그림 10. 페데스탈 오차 조정 헤드

X, Y축 오차조정 볼트의 수평 직선운동을 통해 최대 

13mm까지 오차조정이 가능하고, 이후 너트로 조여 결합을 

완료시킨다. 이로 인해 앵커 시공오차를 개선할 수 있다.

패널의 경우와 같이 지진 발생시 페데스탈 헤드의 들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조정 볼

트의 전단 강도와 결합부의 박스 접합강도 설계를 진행하

였으며, 부재 특성 및 단면은 다음과 같다.

표 10. 결합부 박스 및 볼트

강도설계 시 ‘X, Y축 조정 나사는 같은 높이(=12mm)에 

위치하고, 조정 슬롯 크기는 볼트 홀의 직경과 같으며, 수

직 등가정적하중을 볼트 홀 4곳에서 균등 분담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설계를 진행하였다.

볼트 전단 설계시 Steel 전단 항복강도는 항복강도의 60%

를 사용하였다.  = 0.6= 4,825N/bolt로 설계

하였고, 볼트 2개가 사용되어 =0.75=7,238N으로 설

계하였다. 상부 전산장비 무게 1,000kg일 때 수직 등가정적

하중과 지진 모멘트의 합이 5,151N이다. 안전율

(개선안 설계강도
소요강도

)이 0.71이 되므로, 전단에 대해 안전하

다.

결합부 박스의 접합설계는      =10mm로 산정하

였고,  =8,232N/bolt hole,  lim 
=6,585N/bolt hole 이므로,  6,585N/bolt hole로 설계

하였다. 최종적으로 접합강도는 =0.75=19,756N이 된

다. 상부 전산장비 무게 1,000kg일 때 수직 등가정적하중과 

지진 모멘트의 합이 5,151N으로, 안전율

(개선안 설계강도
소요강도

)이 0.26이 되기에, Bearing에 대해 안

전하다.

4.1.3 커플러
 4.1.3.1 접착부 구조 메커니즘
기존 Access Floor의 접착강도 미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시스템은 앵커를 사용하여 접착강도를 확보하였다. 앵커

와 페데스탈 지주의 결합, 추가로 페데스탈 지주의 높이 조

정 기능, 페데스탈 헤드 각도 조정을 위해 이형 커플러를 

사용하였다. 이형 커플러의 높이조절에 따른 앵커와 커플러

의 들뜨는 부분은 U자 플레이트 등을 넣어서, 해결이 가능

하다. 이러한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접착부의 

구조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변화된다.

표 11. 새로운 시스템의 접착부 구조 메커니즘

사용재료 규격 설계기준강도 비고

고정 철물 10 X 17 X 1.4t
  
(SS295)

사용재료 규격 설계기준강도 비고

결합부 박스
(SN 490)

44(W) x 44(D) x
36 (h) x 1.4t

  
  

오차 조정 볼트
(M4)

KS B 1002
6각볼트 8.8등급

  
  

< 커플러 부위 구조 메커니즘 > < 앵커 부위 구조 메커니즘 >



기존 이중마루 시스템은 접착부의 페데스탈 베이스에서 

압축력, 접착제가 인장력을 받아주었다. 하지만 새로운 이

중마루 시스템의 구조 메커니즘은 커플러와 하부 바닥이 

압축력을 견뎌주고, 앵커가 인장력을 받아주는 것으로 변경

된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지진력에 대한 인장응력은 앵

커의 전단강도와 인장강도로 분산되면서, 훨씬 지진에 대해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은 

높이 조정 및 페데스탈 헤드의 각도 조정 기능 범위는 ‘LH

공사 전문 시방서’의 지주 성능에 명시되어 있는 ±10mm

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의 커플러 설계는 페데스탈 

설계가 선행해야 한다.

4.1.3.2 페데스탈 지주 설계
페데스탈 지주는 상부 전산장비의 무게, 지진력에 의해 

변형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휨강도, 압축 강도 설

계를 진행하였으며, 지주 규격은 아래와 같다.

표 12. 페데스탈 지주 단면 수치

휨강도를 설계하기위해 지주의 폭 두께비를 검토하였다.

폭 두께비()=23.33으로 (=46.67)보다 작아 페데스탈 지

주는 compact section인 것을 확인하였다.

휨강도 설계시 부재 단면이 compact section이므로 식   을 사용하여 =0.9=825.2N·m으로 

설계하였다. 상부 통신장비의 최대 고정하중 1,000kg일 때,

안전율(개선안 설계강도
소요강도

)이 0.75가 되어 지주는 휨에 대

해 안전하다.

압축 강도를 설계하기 위해 지주의 세장비를 확인하였다.

상부는 오차조정 볼트로 고정, 하부는 커플러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양단 고정 조건(K)을 0.5로 설정하였고, 페데스탈 

지주 길이(L)는 1,000mm로 가정하였다. 세장비( )는 

35.13이 되어 4.71


(=121.6)보다 작게 되어 식 

  
 을 사용한다.   


=1,678Mpa가 

되어  291Mpa로 산정하였다. 지주의 설계 압축 강도 

 =59,572N으로 설계하였다. 상부 통신장비 

최대 고정하중 1,000kg일 때, 안전율(개선안 설계강도
소요강도

)이 

0.14가 되어, 지주는 압축에 대해 안전하다.

4.1.3.2 앵커 설계
이형 커플러의 하부 나사산 직경은 앵커의 크기와 동일

하기 때문에 앵커의 설계를 진행하였다. 앵커의 경우, 하부 

콘크리트의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H사의 ‘내진 케미

컬 앵커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설계 강도는 H

사에서 제시하는 인장강도와 압축강도를 활용하여, M8 앵

커로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앞서 언급한 앵커 부분의 구조 메커니즘에 따라서, 기존 

지진에 의한 응력 모멘트는 앵커의 묻힌 깊이와 함께 비교

하였을 때, 소요 전단 강도는 4.9KN이다. 이를 앵커의 전

단강도인 15KN과 비교하였을 때, 안전율

(개선안 설계강도
소요강도

)이 0.33으로 안전하다. 그리고 지진에 

의한 인장강도는 앵커의 인장강도와 비교하였다. 지진에 의

한 소요 인장 강도는 8.7KN이고, 앵커의 인장강도는 

13.7KN이다. 이에 대한 안전율(개선안 설계강도
소요강도

)은 0.64

로 안전하다..

 4.1.3.3 이형 커플러 설계
커플러 설계 시, 커플러 내부 직경과 일치하는 볼트를 산

업표준 심의회에서 제시하는 볼트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너트를 확인하여서 나사산(d) 길이를 확보해준다. 이를 통

해 결합 강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형 커플러의 

상부 나사산 직경은 페데스탈 지주의 크기와 동일하기에,

페데스탈 직경 42mm와 일치하는 볼트로 M42 볼트를 선택

한다. 볼트 직경에 맞는 너트는 M42너트로, 나사산 길이 

34mm를 확인한다. 커플러 나사산을 34mm 확보하면 커플

러 강도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 추가적으로 Access

Floor 높이 조정을 위한 나사산 10mm를 확보하여 커플러 

상부 나사산 길이를 44mm로 설계하였다. 커플러 하부 나

사산 길이도 상부 나사산 길이 설계 방법과 같이 설계하여,

M8 앵커에 맞는 나사산길이 13mm를 확보하고, 페데스탈 

헤드 각도 조정을 위한 나사산 길이 10mm를 추가하여 커

플러 하부 나사산 길이를 23mm로 설계하였다.

4.2 시스템 시공 프로세스
새롭게 제시한 시스템은 기존 이중마루에 부자재가 추가

사용재료 규격
설계
기준
강도

단면 수치 비고

페데스탈 D42 X 1.8t   
I=46,013
Z=2910.8
A=227.3
r=14.23mm

※ 압축력(↓)

커플러와 하부 면적이 부담. ※ 지진력(→)

접착부에 작용하는 지진력※ 인장력(↑)

앵커부위에서 부담.



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원앵

커 결합 내진 이중마루는 기존 시스템과 다른 시공 프로세

스를 가지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3. 원앵커 결합 내진 이중마루 시공 순서

1. 앵커 시공
2. 이형 커플러 결합 및

높이 조정
3. 페데스탈 결합 및 헤드

직각 조정

4. 페데스탈 헤드 결합 5. 헤드 위치 조정 6. 너트 결합

7. 스트링거 결합 8. 패널 설치
9. 패널과 스트링거 측면

결합

5. 결론

본 연구는 지진 발생에 따른 Access Floor의 취약부를 정

확하게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취약부에 여러 아이디어 검토

하여, 새로운 이중마루 시스템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새롭

게 제시한 원앵커 결합 내진 이중마루 시스템은 크게 4가

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기존 이중마루는 내진 기능에 있어서, 일정 부

분 취약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취약부를 정확하게 검토하

여,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내진 성능을 갖춘 

새로운 이중마루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다음 표는 기존 이

중마루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던 부분을 새로운 이중마

루 시스템에서 개선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14. 이중마루 시스템의 내진 개선 사항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내진 이중마루를 설계하였다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Access Floor 시스템이 사용되는 통신시

설이나 데이터 센터 등에는 면진 테이블이 설치된다. 이 면

진 테이블은 1대당 가격이 250 ~ 300만원으로, 발주처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하지만 이중 마루 시스템에서 내진 기

능을 갖춤에 따라서, 면진 테이블보다는 경제성에서 좀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새롭게 제시한 이중마루 시스템은 기존 핵

심 기능인 배선공간의 활용성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통신

시설이나 데이터 센터 등에 사용되는 Access Floor는 상황

에 따라, 통신장비(Rack 등) 하부에 별도에 통신장비 프레

임을 설치하여서 하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내진 기능을 갖추면서, 기

존 이중마루 시스템과 같이 하부 공간 활용성을 유지했다

는 것은 큰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시공 현실성을 고려한 새로운 이중마루 시스

템을 설계하였다는 것이다. 편리한 시공을 요구하는 이중마

루 시스템에서, 새롭게 제시한 이중마루 시스템은 대부분 

시공자 작업 위치가 상부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리

고 시공 중에 발생할 X, Y, Z축의 오차에 대해서, 각 부자

재에서 일정 부분 오차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

한 결과, 시공 측면에서 합리적인 새로운 이중마루 시스템

을 설계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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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기존
설계강도

소요
강도기존설계강도

소요강도 개선안
설계 강도개선안 설계강도

소요강도

고정용 레버
전단설계
()

2,997 N 5,151 N 1.71 5,322 N 0.96

볼트
전단설계
()

2,997 N 5,151 N 1.71 7,238 N 0.71

헤드 박스
접합설계
()

- 5,151 N - 19,756 N 0.26

커플러
압축강도
()

- 8,649 N - 59,572 N 0.14

접착부 설계
(인장응력)
/앵커
인장설계
()

0.55Mpa
0.43MPa
/

8.7 KN
2.69 13.7 KN 0.64

접착부 설계
(인장응력)
/앵커
전단설계
()

0.55Mpa
0.43MPa
/

4.9 KN
2.69 15 KN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