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장비 및 전력설비 지진 대책

㈜씨엔씨알

지진 관계법령
법적 근거
· 지진재해 대책법 제17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이하＂지역대책본부＂라 한다)와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을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거나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전력과 통신등
관련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지진동에 대비하여야 한다.
내진대책 대상 설비 및 시스템
- 전력설비: 비상용 발전기,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
- 통신장비: 허브, 라우터 등의 네트워크 장비, 교환시설 등
- 재난 및 소방관련 시스템: 각종 재난예경보시스템 및 소방정보시스템등의 서버 및
데이터 보관장치
- 부대설비: 이중마루, 모니터, 집기등 비구조요소

지진 피해형태 및 대책
지진 피해형태

전산장비 낙하

통신랙 전도

통신장비 랙 파손

대책(소방방재청 가이드라인 참조)

- 전력/통신 설비는 지진가속도에 매우 민감하여 지진발생 후에도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진가속도 저감에 장점을 갖는 면진테이블 설치가 요구됨.
- 따라서 전력/통신 설비등은 내진대책으로써 면진테이블을 설치해야 함.

내진 / 면진 비교

내진 / 면진 비교

내진 / 면진 비교
내진 / 면진 적용시 상태

<미적용>

<내진 적용>

<면진적용>

- 미대책: 지진 발생시 랙이 이탈 또는 붕괴됨.
- 내진적용: 랙의 이탈 또는 붕괴는 방지 할 수 있지만, 랙 상부의 진동이 증폭되어
랙 내부 기기 파손 발생.
- 면진적용: 지진 발생시 지면과 랙이 분리되어 랙 및 정보데이터 보호

감진 슬라이더
-전체구성 미끌림 방지 고무 (옵션)

부하 분산 플레이트 (옵션)
방진 고무+원위치 복귀 서스팬더
기본 구성

미끌림 소재
미끌림 소재
방진 고무+원위치 복귀 서스팬더
폴라스 매트(옵션)

대상물 하부에 설치

부하 분산 플레이트 (옵션)
(캐스터 등에 의해 감진슬라이더에 집중 하중 작용 시 하중 분산 역할)
방진 고무 (밸러스트 매트)
(Z축 방향 진동 흡수 및 지진 발생시 대상물이 미끌림에 의해 전도
되는 것 방지)
원위치 복귀 서스팬더 (실리콘)
(지진 후 대상물이 원 위치로 복귀 가능 하도록 함)
미끌림 소재 (PTFE 시트)
(지진 발생시 바닥으로 부터 전달 되는 지진 진동 에너지를 대폭
완화 시킴)
폴라스 매트 (옵션,글레이)
(바닥이 고르지 못한 곳에 사용, Z축 충격 완화 추가 보완)

감진 슬라이더
만의 차별화된 특징

감진 슬라이더

특수 미끌림 소재를 이용해 기존의 기구적 테이블 장치에 의한
미끌림 장치에 비해 아주 가볍고 간단한 구조
장,단주기 지진 모두에 적용 가능
간단한 설치(테이블 장치에 비해 바닥 고정 공사 불필요함)

장주기 지진에도 공진 발생 없음 (고유 주파수 0.25Hz)
지진 발생 후 대상물의 원위치 복귀
Z축의 충격 완화, Z축 운동 최소화
확장 가능한 다양한 제품 규격으로 오피스용품에서 산업기기까지
다양한 적용 범위
옥내, 옥외에 모두 설치 가능함

일본 특허와 일본 공식 인정기관(MTI)에서 실시한 동일본대지진,
한신대지진과 동일한 진동 조건에 대하여 완벽한 성능을 확인

타사 제품과 비교
형태

감진 슬라이더
(미끌림 마찰방식)

A사
(곡률접시+강구방식)

B사
(곡률접시+강구+탄지 스프링)

C사
(LM 가이드+스프링 방식)

타사 제품과 비교
A사
상부판

하부판

곡률접시의 경사면과 강구(鋼球)를 이용
지진 발생시 바닥→하부판 →상부판으로 전해지는 지진의 진동에너지를 완화시킴
지진 후 상부의 하중에 의해 원점 복귀.
Z축(종진동)에 대한 충격 완화 효과는 없음.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이후 단주기 지진에 집중하여 개발됨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장주기 지진에 적용되지 못해 일본 시장에서 철수

타사 제품과 비교
B사 감진 원리

상부판

상하 진동 완화, 상부판 이탈 방지

하부판

C사의 원리 + 강구에 스프링을 부착한 탄지 스프링 장치를 추가
C사의 문제점인 장주기 지진 시 발생되는 상부판 이탈, 대상물 전도, 원점 복귀 안됨, 종 진동
문제를 해결하려 함
2008년 지진 시 일본 IBM의 피해 발생으로 판매중지
(국내 기준 진도 6~7 지역에서 상부판 이탈, 전도, 강구 탈락 발생 위험있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후 볼방식 면진테이블은 일본 시장에서 철수

타사 제품과 비교
C사 감진원리

공작기계 이송 축에 사용되는 LM(Linear Motion)가이드를 적용

고정 블록 상,하부에 X,Y축으로 직각 되게 LM 가이드를 부착하여 상부판이 사방으로 이동 가능
스프링을 부착해서 지진 후 원점 복귀가 가능하게 함
Z축(종진동)에 대한 충격 완화 효과는 없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장,단주기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됨
3~4년 마다 주기적으로 가이드에 윤활제를 도포해야 하며 유지관리가 어려움

설치사례

N센터 통신 시설 랙용 도입
2017년부터 약200세트씩 3년간 도입

태양광 발전사업 “I상사“ 내부기기 보호용 60sets 도입

설치사례
• 지자체 “T청사” 내 서버 및 기기 관리용 감진시스템 40세트
• 독립 행정 법인 “J기구” 조작 테이블용 60세트
멀티 모니터링 시스템용 2세트 (대형)
머신룸 내부 설치 랙용 20세트
• “N관청” 조작 테이블용 100세트
머신룸용 20세트
• “K관청” 통신기기 예비품 선반 보호용 50세트
• 일반 에너지 관리회사 “N사” 에코 큐트 저수탱크용 100세트
• 지방자치단체 “K회” 옥외형 사이네지용 15세트
• 일반 설계(디자인)회사 공간 미화 조형물용 30세트
• 관공처 “B청” 포터블 랙용 60세트
• 인쇄기기 보수 회사 “T사” 인쇄기기용 400세트
• 축전지 메이커 “T사” 축전지 보호용 50세트
• 축전지 메이커 “S사” 축전지 보호용 30세트
그 밖에 제품 샘플 적용 테스트형 제안 다수.
* 참고) 1세트당 기본 4매의 감진패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