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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기술의 경우 초창기에는 구조물의 강성을 증가시켜 지진하중에 저항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고베 지진에서 보듯 내

진기술의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제진기술의 경우는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진에 대하여 항상 설비를 유지, 보수 해야 

하며, 계산기 및 계측기기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면진기술은 응답변위를 증가시키는 

대신에 응답가속도를 현저히 감소시켜 지진력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지진 대책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면진기술은 구조물 전체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대형계산기, 서버, 문화재 등과 같은 주요 대상물을 보

호하기 위하여 대상물 하부에 면진테이블을 설치하거나, 방전체 혹은 층전체를 면진화하는 것이 실용적일 때가 있다. 위의 그림은 

면진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진동, 휨, 전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면진테이블 사용시 지진력을 흡수하여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지진발생 시 에너지 이력 감쇠를 통해 지진력을 크게 감쇠시켜, 대상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이다. 

서버, 석상, 와인창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SSI Series와 유사하나, 제품을 모듈화하여 플로어면진(층면진)에 특화된 구조이다. 또한, SSI Series에 비하여 보다 

고하중 및 장주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과 스트로크가 확보된 구조이다.

SSI (Smart Seismic Isolation)

SSIF (Smart Seismic Isolation Floor)

왜 면진[지진격리, Base Isolation]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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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선택 면진장치 SSI. SSIF

┃바닥 고정┃

● 프레임이 튼튼하더라도 충격과 진동이 전달됨.

● 충격과 진동의 영향으로 프레임에 휨이 발생.

┃바닥 비고정┃

● 지진의 영향으로 장비가 

    이동하거나 전도됨.

┃면진 장치 적용┃

● 지진동을 감쇠시켜 대상물을

    안전하게 보호



● 고베지진 이후 내진기술의 한계를 느끼고, 제진 및 면진기술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서는 면진기술 내에서도 적용 기술에 따른 안전성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조사 자료는 도쿄

   전력주식회사에서 2013년 3월 동일본대지진 피해사례를 발표한 자료로, 볼 타입의 면진테이블 및 면진플로어

   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면진플로어 탈락상황

Tochigi지점 컴퓨터실 피해상황

Ibaragi지점 기기면진장치 피해상황

SAMICK 면진 시스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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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지방태평양지진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전복구기록

2013년 3월

도쿄전력주식회사

①

②

③

｜Smart Seismic Isolation｜

① 컴퓨터실 전체가 면진플로어이고 면진장치는 볼베어링 접시에서 탈락하여 남쪽으로 33cm,  동쪽으로 7cm 이동. 

    면진기능 상실, 분전반과 서버랙이 전도.

② 면진플로어 볼장치 전체가 탈락

③ 면진장치의 볼베어링 탈락

 ※ 상하판이 분리되지 않고, 상하로의 진동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면진테이블 선택이 중요하다. 

     또한, 시험성적서 뿐만 아니라 설계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안전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6

면진시스템의 5가지 구동원리

지진 혹은 진동 발생시 진동을 흡수하여 제품을 

안전하게 보호.

｜감쇠력｜

｜복원력｜

｜큰 허용하중 & 고강성｜

｜고유주기｜

｜진폭｜

감쇠

진동억제
진폭

고유주기

복원

큰 허용하중
& 고강성

진동 발생 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추가적인 진동 

혹은 여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복원설계.

LM GUIDE를 사용하여 제품의 기본 구조가 매우 

강건하며, 고하중의 제품을 탑재 가능.

장치의 고유주기가 지진동과 공진하지 않도록 설계.

장치가 흔들리는 폭(거리,Stroke)

• 기본동정격하중의 크기가 같은 LM GUIDE와 리니어 부쉬를 비교

    하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대포적인 콤팩트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 이유는 R홉 접촉의 경우와 평면접촉의 경우 볼1개당의 허용

     하중이 13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상하, 좌우로부터의 하중을 부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예압을 

    부여하여 강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 이상적 구름 안내 구조로, 동마찰과 정마찰의 차이가 작아 로스트 

    모션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높은 운동 정도를 가진다.

• 마모가 대단히 작고 장기간 사용하여도 정도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2,000km 가동 후에도 예압 잔존률이 90% 이상이다.

LM GUDIE와 리니어 부쉬의 비교

LM GUIDE TYPE이 가지는 장점

R-홈(P) 평면(P1) P/P1

Ф3.175(1/8“) 0.90 kN 0.07 kN 13

Ф4.763(3/16“) 2.03 kN 0.16 kN 13

Ф6.350(1/4“) 3.61 kN 0.28 kN 13

Ф7.938(5/16“) 5.64 kN 0.44 kN 13

Ф11.906(15/32“) 12.68 kN 0.98 kN 13

R - 홈의 경우

● 볼 1개의 부하능력 

평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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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시스템의 선정 방법

면진플로어
층면진

대형기기
반도체 장비

중형기기
측정기,서버

소형기기
현미경,미술품

±250mm

±150mm

단주기 장주기

｜면진테이블 SSI｜

면진테이블 SSI

면진플로어 SSIF

｜면진플로어 SSIF｜

●보호 대상물의 적용하중, 위치 등에 따라 달리 적용이 필요하며, 특수한 경우 최대 스트로크 등은 

   설계시 특주 대응이 가능하다.

사

양

및 

용

도

최

대

스

트

로

크

하  중

지진 주기

｜Smart Seismic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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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테이블 SSI Series

면진테이블 적용 사례

지진재해시 전산 시스템의 마비를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면진테이블 적용은 필수적이다. 장비

의 파손이라는 지진의 1차 피해보다 주요 데이터의 손실 및 전산 시스템의 마비로 인한 업무 단절과 같은 2차 피해가 

기업으로서는 더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면진테이블은 서버 수량과 관계없이 연결 사용이 가능하며, 1차 설치 이후 서버의 증설이 필요할 경우 면진테이블

역시 추가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다.

SSI-040 Series 사용예 

[7대 연결]

SSI-035 Series 사용예

[6대 연결]

복수 대상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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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테이블 SSI Series

• 문화재 면진 적용 사례

서버, 미술품, 문화재 등과 같이 단일 대상일 경우 2대의 면진테이블을 조합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서버의 경우 

면진테이블간 거리는 150~450mm정도 간격을 가진다.

고가의 정밀 광학 기기 나 의료 기기, 정밀 기기, 수조 등 회사나 조직의 다양한 "재산"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면진 기법은 미술품, 문화재 등에 고정 장치를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원형 보존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일본 박물관에 설치된 면진테이블 사용 예

※ THK 설치 사례

SSI-030 Series

｜Smart Seismic Isolation｜

단일 대상물 설치

광학기기 및 정밀기기 적용 사례



면진테이블 SSI Series

면진테이블 구성

※ 면진장치는 배선공간이 가장 중요함. (배선공간 미 확보상태에서 지진발생시 2차 피해 발생 우려) 

단독 설치예

연결바

하부 패널

※ 배선 공간

상부 패널

복원용 스프링

LM 가이드

병렬 연결 설치예

단독 설치 구조

서버의 경우 단독

설치될 시 면진장치 구조.

다수 설치 구조

다수의 서버 등을 설치할 경우

면진장치를 서로간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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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테이블 SSI Series

면진테이블 설치예

사 용 예

스트로크

스트로크

악세스 플로어 시공예

SSI SSI SSI

악세스
플로어 판넬

악세스
플로어 판넬

악세스
플로어 판넬

바닥고정 시공예 연결 시공예

면진테이블

스트로크

스트로크

｜간단한 설치｜

바닥 등에 고정 공사를 할 필요가 없이 놓아 두는 

것만으로 면진대책이 가능합니다.

｜증설도 편하게｜

면진테이블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과

기기증설등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11

｜Smart Seismic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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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테이블 SSI Series

면진테이블 사양

항 목 단 위 SSI-035 Series SSI-040 Series

외형크기 mm 350 x L x 90 400 x L x 90

형 상

테이블 질량 kg 35 40

최대 변위량 Mm ±125 ±145

탑재하중 kg 2,000kg / 1대 2,000kg / 1대 

※ 탑재중량이 2,000kg을 넘을 경우 제조사에 문의하여 사용할 것.

※ L은 고객 서버에 따라 제작가능함.(L 표준길이 : 1,000 / 1,100 / 1,200)

※ 상기 표준품 규격 외 특주 제작 대응 가능

90
 L

350

25
0

120

90

400

25
0

120

 L



전기통신설비의 내진시험방법에 따른 KOLAS 공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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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테이블 SSI Series

면진테이블 시험 및 평가 결과

- 전파연구원 시험기준에 따라 SGS TESCO(現 한국SGS) 및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에서 시험 검증.

- 응답가속도 최대 90% 이상 감쇠.

시험기준(전파연구원 공고 제2009-3호)에 따라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에서 시험 검증.

- 법적 설계 및 지진 하중 / 설치조건 준수

● 장비하중 3,151㎏/3대 미 고정 탑재

● 탑재하중 600㎏/㎡ 이상 미 고정 탑재 

- 시험 판정조건 및 시험결과. [적합]

● 시험 전·중·후 통신 상태 이상 없음

● 동일조건 2회 가진 결과 이상 없음

● 시험 후 이중마루·통신장비 손상 없음

｜입력지진파｜

｜테스트 모델｜ W1000×D1000×H90mm

Imperial Valley, 1940, El Centro

청 : 입력지진파   적 : 응답가속도

Landers, 1992, Barstow

Kobe, 1995, KJMA(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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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ial Valley, 1940, El Centro

Imperial Valley, 1940, El Centro

Kobe, 1995, KJMA(EW)

※ SGS TESCO 3차원 면진 실험 전경

※ 국토해양부 산하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에서 평가

｜응답가속도｜

｜Smart Seismic Isolation｜

최대 538.1gal 최대 69.7gal

최대 85.4gal

최대 49.9gal

최대 532.6gal

최대 821.9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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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플로어 SSIF TYPE

- 단독형 서버에서 상황실 FLOOR 전체까지. 용도에 따른 최적의 “면진 시스템”을 제안.

- 반도체 제조장치와 고가의 실험장비, 위험물 저장탱크 등 모든 산업에서 채택 가능한 신뢰와 실적을 

   보유한 LM 가이드를 이용한 메커니즘.

- 최대 3,000 kgf/m2 까지 고하중에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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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플로어(SSIF TYPE)의 특징

｜면진기능을 컴팩트하게 집약｜
면진에 필요한 “절연”, “복원”, “감쇠” 기능을 600(W)x600(D)

x100(H)로 컴팩트하게 집약하여 사용성 향상. 프레임을 알루

미늄 다이캐스팅으로 하여 친환경, 고정밀, 경량화 구현

｜자유로운 확장성｜
탑재물의 형상에 따라 자유롭게 연결 확장이 가능하다. 

최소 구성은 2x2 모듈의 1,200(W)x1,200(D) mm 이고, 

최대구성에는 제한이 없다.

｜고하중, 인발력에 대응｜
LM 가이드를 채용하여 고하중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인발력

이 작용하여도 부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최대 3,000 kgf/m2 

의 고하중에도 대응가능하다. 

(집중하중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 필요)

｜간단한 시공성｜
사전에 공장에서 조립한 상태로 출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조정이 불필요하다. 또한 컴팩트한 크기로 경량이기 때문에 

시공에 편리하다.

최대하중 

750 kgf/m2

1,200 1,200

1,200 1,200
최대하중

3,000 kgf/m2

｜Smart Seismic Isolation｜



면진플로어 SSIF TYPE
● 전기통신설비의 내진시험방법(전파연구원 공고 제2009-3호) KOLAS 공인 시험검증 [적합] 

  - 시험 전·중·후 통신 상태 이상 없음, 동일조건 2회 가진 결과 이상 없음 

  - 시험 후 이중마루·통신장비 손상 없음, 제품 부재 별 동일규격부재 이상 없음

표준적인 액세스 패널(이중마루)과 동일한 크기이기 때문에, 서버실과 제어 및 상황실 등의 중요설비가 있는 Floor 

전체를 면진화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제품의 높이가 100 mm 정도로 천정높이가 제한되는 기존 건물에도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다.

｜우수한 면진성능｜
설치장소, 탑재물의 하중, 예상 지진동 등의 조건으로 지진응답 

해석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최적의 면진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높은 범용성｜

｜비틀림에 강하다｜
하부에서 연결되므로 높은 강성을 지니고, 면진부에는 LM 가이

드를 사용하여 편심하중이 발생하여도 지진시에 비틀림이 발생

하지 않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다.

기초 면진 장치가 설치되는 기초 부분.

면진층 비면진부

복원

이중마루

16



면진플로어(SSIF TYPE) 기술자료

모듈 구조

모듈의 종류

프레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고정밀도, 경량화를 구현

복원스프링

흔들림으로 움직인 프레임을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함.

LM 가이드

+자 형태으로 조합하여 전후좌우로 

유연하게 움직여 지진의 흔들림을 상쇄.

｜면진 모듈｜ ｜연결 모듈｜

●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 탑재물의 하중, 설치 장소에 따라 복원력과 감쇠력을 조절.

● 1대당 최대탑재하중 750 kgf/m2

● 면진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모듈

● FEM 해석을 통한 강건한 구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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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진플로어(SSIF TYPE) 기술자료

모듈의 연결예

면진모듐

연결모듈

● 간단한 연결이 가능하다.

● 동일면 구성으로 강성을 크게 구현할 수 있다.

● 최대하중 3,000 kgf/m2 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 집중 하중의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

18



면진플로어(SSIF TYPE) 설치예

면진플로어 시공 사례 ※

기기 면진 시공 사례 ※

※ THK 설치 사례

중량 2톤의 기기

면진부 비면진부

중량중량중량중량중량중량중량중량중량량량량량량량중량중량중중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량중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톤의톤의톤톤의의의의톤의톤의의의의톤의톤의의의의의의톤의톤의의의의의의톤의톤의의의의톤의톤의톤의의톤의톤의의의의톤의의톤의의톤의톤톤의톤의톤의의톤톤의톤의의의톤의톤의의톤의톤의톤의의의톤의톤의톤톤의의의톤의톤톤톤톤의톤의톤톤의의의의의톤의톤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중량 2톤의 기기

19

｜Smart Seismic Isolation｜

면진장치



◆ 제품개요

◆ 제품 성능 및 규격

내진 액세스플로어(이중마루) 기술자료
● 지진 발생 시 전력·통신설비 등을 수용하고 있는 이중마루의 붕괴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층별 응답(증폭) 가속도에 견딜 수 있는 내진(耐震)기술을 적용한 지진재해저감 성능이 인증된 신제품이다.

제품규격 : 600X600XH600 기준 (H150~900)

법적하중 : 분포 500㎏/㎡ (집중 1,778㎏/㎡)

내진하중 : 분포 600㎏/㎡ (집중 2,700㎏/㎡)

내구성능 : KS F 4760 규격시험 ㉿ 인증

내진성능 : KOLAS 공인시험기관 0.8G 성능검증

지주형식 : 프레임 지주식 / 독립 지주식

결합방식 : 패널 결합구 결합식 (탈착프리구조)

법적 유일 성능인증 제품 

국내 최다 공공기관 실적 

국내 최초 시험검증 공개 

국내 최다 지식재산권 적용

친환경 표지 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선구매 추천 확인

(특허청)

한국산업규격 인증

(한국표준협회)

※ 탑재장비 제원 및 수용조건에 따라 성능 및 규격 설계가능 [탑재하중에 따른 다양한 패널 라인업 보유로 하중 별 대응 가능]

법적하중 [분포 500㎏/㎡ or 집중 1,778㎏/㎡]

공인시험기관 성능 인증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인정기구)

국가기관인증

제품 · 기술  

내진 액세스플로어 (이중마루) 개요

제 품 명
내진액세스플로어 

SR–SES 및 SR-SS SERIES)

개발 및 설계자
㈜에코닝 지진방재기술연구소 
(www.econing.co.kr)

제 조 자
㈜일호산업 

(www.ecofloor.co.kr)

용 도 이중마루(Access Floor)의 내진/내구 성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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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액세스플로어(이중마루) 기술자료

- 전기통신설비의 내진시험방법(전파연구원 공고 제2009-3호) KOLAS 공인 시험검증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해석검증 수행 

    - 소방방재청 가이드라인 [부록 1] 안전성 검토 해석 검증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 시험 모습>

※ 확인사항

법적 설계 및 지진 하중 / 설치조건 준수

• 장비하중 3,151㎏/3대 미 고정 탑재

• 탑재하중 600㎏/㎡ 이상 미 고정 탑재

• Con’c 패널 위 지주베이스 접착제 고정

• 탑재설비 자체/상호간 별도 고정장치 없음 

시험 판정조건 및 시험결과

• 시험 전·중·후 통신 상태 이상 없음

• 동일조건 2회 가진 결과 이상 없음

• 시험 후 이중마루·통신장비 손상 없음

• 제품 부재 별 동일규격부재 이상 없음

ⓐ [SR-SES-H60] 프레임지주형식 

ⓑ [SR-SES-H30] 독립지주형식

가이드라인 14쪽에 따른

패널탈락방지 결합구 결합방식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기둥분리방지 볼트지주일체형

가이드라인 14쪽에 따른

패널하중분산 스트링거

가이드라인 [부록1]에 따른 

지주베이스 전도모멘트 저항 검토

가이드라인14쪽에 따른 

내진접착제 전도모멘트 저항 검토

보강 연결대 : 지주보강용

※연결대 설치 여부는 해석검증에 따름

가이드라인 [부록1]에 따른

지주 연직하중과 휨모멘트 저항 검토

보강 연결대 : 베이스보강용

※ 연결대 설치 여부는 해석검증에 따름

패널 :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강판(선택사양)

※ KS, 친환경, Non- Cr제품, 유기피막처리

제품 형상 및 구조 (내진안전성 검토에 따른 부재 설계 및 검증)

성능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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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테이블 SST Series (S, L타입)

22

● 진동테이블 SST타입은 다양한 진도의 지진을 재현하는 것으로, 실제 지진의 흔들림을 체험하면서 

   지진 발생 시의 대처 방법에 대한 훈련과 함께 방재 안전 훈련도 체험 할 수 있는 지진 체험 장치입니다.

◆ 특징 

  • 고하중에 잘 견디고, 고강성을 지니고 있어 안정적 체험이 가능. 

  • 고성능 모터 및 제어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지진파 연출 가능.

◆ 응용분야 

  • 지자체, 소방서, 학교 등의 지진체험관 

  • 지진동 실험을 위한 진동테이블

⊙  SST-S TYPE 

  • 소형 제품의 테스트 및 데모에 적합한 장치이다.

특허출원

항목 내용

최대추력 170N(17kgf)

최대 가속도(무부하) 0.5G

최대변위 120mm P-P(±60mm)

주파수 범위 모터사양에 따름

전원 AC 220V, 정격 2.5A

중량 (약6kg)

크기 378 (W)X 205 (D) X 85 (H)



(지진체험관(LH공사 THE GREEN)에 적용된 SST- L TYPE)

진동테이블 SST Series (S, L타입)

⊙ SST- L TYPE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다축 구성, 사이즈, 스트로크 등 변경 가능함.

특허출원

항목 내용

최대추력 10,000N(1,000kgf)

최대 가속도(무부하) 0.7G

최대변위 400mm P-P(±200mm)

주파수 범위 모터사양에 따름

전원 AC 220V, 정격 2.5A

중량 800kg(Table size에 따라 조정가능)

크기 3100(W)X 1500(L)X40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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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특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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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규모 및 진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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