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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KOCED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는 2005년 5월 KAIST에 개설된 이래 세계적인 수준의 원심모형 시설
구축을 진행함과 동시에 국내 지반공학계의 연구자, 실무자들을 위한 다양한 실험 지원 서비스 방안을
개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본 센터에서 구축된 최신의 대형 지오센트리퓨지는 다양한 지반공학문제에 활용될 수 있으며, 모델링, 계측,
해석 등에 대한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실험시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반공학회, International Society of Soil Mechanics and Geotechnical Engineering의
TC104 Physical Modelling in Geotechnics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기술교류 및 상호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원심모형 실험기관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다 나은 기술개발과 실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 소장

조계춘

역할
KOCED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의 주요 역할은 실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실험 및 분석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일정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심모형실험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개발은 물론, 실험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부대장비 개발, 계측 및 분석기술 개발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KOCED 서비스를 통하여 원심모형실험 관련 강의 프로그램,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사용자 실험 실습
프로그램 제공 등의 교육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SSMGE TC104, 원심모형 실험연구회,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등 다양한 기술교류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혁
2005 ㅣ KOCED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 설립
2007 ㅣ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 신축공사 착공
2008 ㅣ 240g-tons 용량의 지오센트리퓨지 설치
2009 ㅣ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 준공 및 정상운영
2014 ㅣ 제1회 트레이닝 워크숍 개최
2016 ㅣ 제2회 트레이닝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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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설구성

항목

부지 및
시설 규모

구성
부지면적

1,980 ㎡

건축면적

1,070 ㎡

연면적

3,328 ㎡

지하층

지오센트리퓨지 챔버,
모델제작 공간
KOCED 지오센트리퓨지실험센터전경

지오센트리퓨지 제어실

모델제작공간

원심모형실험의 개요

지반공학의 주 재료인 흙은 현장 응력(stress) 상태에
따라 거동 특성이 결정된다. 대규모 지반 구조물의 거동을
축소모형을 통하여 재현하고자 할 경우 깊이에 따른 응력
상태의 차이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거동 모사가 불가능
하다. 원심모형실험은 지반구조물의 축소모형을 고속
으로 회전시켜 인위적인 중력가속도를 적용함으로써
축척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여 현장 응력상태를 모사하는
실험장치이다.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현장의 대형
지반구조물의 거동을 모사, 예측할 수 있으며 파괴거동과
같은 극한상태의 지반 거동까지 모사 할 수있다.

장비 구축 현황

A

B

지오센트리퓨지

진동대

제작사

ACTIDYN SYSTEMS SA (프랑스)

Electro-hydraulic servo type

회전 반경

5.0 m

2축 수평방향 가진

최대 용량

240 g-tons

최대 모델 하중

700 kg (로봇 동시 사용가능)

최대 하중

2,400 kg up to 100 g

최대 하중 가속도

0.4 g (실대형 기준)

모델적재 공간규모

1.2 m (L) X 1.2 m (W) X 1.2m (H)

가속도 범위

40 Hz ~ 300 Hz

최대 가속도

130 g @ 1,300 kg payload

최대 모델 크기

0.65 m X 0.65 m X 0.65 m

NI PXI 데이터 수집장치 및 소프트웨어

C

제어 및 신호획득장치

4자유도 인-플라이트 로봇

National Instruments PXI systems

사양

X

Y

Z

Θz

1.00 m

0.65 m

0.50 m

±175°

64 strain gage ch.

32 LVDT ch.

사용 범위

64 voltage ch.

32 accelerometer ch.

최대 속도 50 mm/s 50 mm/s 50 mm/s

5 °/s

가용 하중

5 Nm

16 relay switches
500 kS/s dynamic sampling units (32ch.)
LabVIEW based control & recording software

1.0 kN

1.0 kN

5.0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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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밀하중재하기 ]

[ 진공 점토 교반기 ]

[ 자동 낙사 장치 ]

[ 하중 재하 장치 ]

장비 구축 현황
모형토조
원형 컨테이너

ESB 컨테이너 (자유장)

- 900(D) x 700(H) mm

- 490(W) x 490(L) x
630(H) mm
Rigid 컨테이너 (유한경계)
- 490(W) x 490(L) x
630(H) mm

제방 & 댐 실험용 컨테이너

사각 컨테이너

- 450(W) x 1200(L) x

- 995(W) x 995(L) x

700(H) mm

475(H) mm

- 700(W) x 1100(L) x
700(H) mm

기타 장비

CPT & S-CPT

T-bar

High-Speed Camera

- In-flight 상태에서의 지반
물성확인

- 수평방향의 빠른 진동
변위 계측
- 최대 1000장/초

Geo-PIV
- In-flight 상태에서의
변위 계측

DAQ system
- 신호 획득 및 처리

Sensor lists
장비명

모델명 및 회사명

측정 목적

가속도계

W353B17 (PCB)

동적 실험시 가속도 신호 획득

토압계

P306, P310 (SSK)

정적 및 동적 실험시 토압 (Pressure) 측정

2Mi-PAA-153 (Keller)
PDCR81 (GE Druck)
EPB-PW Miniature Pressure Transducer (TE)

정적 및 동적 실험시 간극수압 획득

MHR-500MC, 1000MC (Schaevitz)

정적 및 동적 실험시 수직 변위 측정

IL-65, 100, 300, 600 (Keyence),
IL-S65, IL-S100

정적 및 동적 실험시 변위 측정

Bender element

T226-A4-X,Y (Piezo systems, inc.)

전단파 속도(Vs) 계측

Load cell

50N, 200N, 500N, 2kN, 5kN, 10kN,
50kN (Tokyosokki), 20kN

정적 하중 계측

포텐쇼미터

CDP-50M

정적 및 동적 실험시 수평 변위 측정

간극수압계
LVDT
레이져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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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연구 및 과제
지반 물성 평가

Surface wave propagation

Cone Penetration Test

[ 표면파 실험 (HWAW, SASW) ]

[ CPT ]

[ 벤더 ]

[ 토모그라피 ]

[ 전기비저항 ]

내진 해석 및 설계

[ 옹벽 구조물 내진 평가 ]

[ 말뚝 기초 내진 평가 ]

[ 얕은 기초 내진 평가 ]

[ 원전 구조물 내진 평가 ]

[ 건축문화재 내진성능 평가 ]

해양 기초

[ Monopod ]

[ Tripod ]

[ Monopile ]

[ Hybrid suction foundation ]

[ Group suction anchor ]

지반 구조물 및 기반 시설물
Buttressed slope
SM2

Embankment
SM1
Foundation
Permeable layer

Pre-consolidated

[ 제방 구조물 침투 실험 ]

Enlarged
Embankment

[ 제방 구조물 침하 실험 ]

[ Piled-raft ]

2020년 공동 연구 기관
의뢰 기관

연구 실험명

강원대학교

- 월류 유도수로 동적원심모형실험 사면 안정성 분석

(사)한국지진공학회

- 지진시 고주파 특성의 지반운동을 받는 고층건물에 대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내진설계

전남대학교

- 케이슨 안벽 증심 후 내진성능 평가

공주대학교

- 차량 방호울타리 지지말뚝의 충격 및 정적하중에 대한 수평지지력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대한건축학회

- 포화사질토 지반에 관입된 잔교식 구조물 동적 거동 평가를 위한 원심모형실험
- 불균등분포 지반조건에 대한 상부구조물의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