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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진위험도 평가 구체적 목표 단계별로 세분
지형·지반·건축물 관련 데이터 지속적 구축

수도권 일대 역사적으로 강진 23차례…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역사 및 계기지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일대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났으며, 진도
6 이상의 강진이 23차례나 발생하였다. 서울지역의 선구조선도를 보면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단층과 한강 하류를 따라서 큰 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긴
선구조선은 다른 선구조선보다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다. 더
욱이 최근 추가령 단층([그림 1]에서 굵은 선)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
권은 사회기반시설, 노후시설, 인구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 통신두절, 화재발
생, 인명 및 재산 등의 적지 않은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수도권 지역 역사 및 계기지진의 발생횟수

지진 계측
역사지진
(27년˜1726년)
계기지진
(1917년˜현재)

구분

발생 횟수

진도(MMI) 5 이상

59

진도(MMI) 6 이상

23

지진피해 보고

8

규모 2.0 이상

24

규모 4.0 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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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지역의 선구조선도(서울시, 1999)

서울에 비내진 건물 다수… 노후 저층 조적조 건물, 지진에 매우 취약

내진설계 건축법령은 1988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전 건축물들에는 내진설계가 도입되지 않았
다. 1988년 내진설계 건축법령은 지상 6층,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도
입할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05년에는 지상 3층,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제적 규제가 높아졌다. 2015년 기준 서울시 총건축물 684,532개 중
39,129개(5.72%)가 내진설계된 건축물에 해당하며 주거용은 21,625개(3.16%), 비주거용은
17,504개(2.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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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내진설계 건축법령 변천과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2015년 기준)

대상 건축물
연도

건축규모

건축용도

해당
건축물 수
(개)

주거용
(개)

비주거용
(개)

3,601

1,854

1,747

1988

- 지상 6층
- 연면적 5천㎡ 이상 박물관
- 연면적 10만㎡ 이상

1992

- 지상 6층
- 연면적 10만㎡ 이상

- 연면적 5천㎡ 이상 운동, 운수,
전시, 기념관
- 연면적 1천㎡ 이상 위험물시설

5,152

2,805

2,347

1996

- 지상 6층
- 연면적 1만㎡ 이상

- 연면적 5천㎡ 이상 판매시설
- 5층 이상 아파트

3,862

2,128

1,734

1999

- 지상 6층
- 연면적 1만㎡ 이상

- 연면적 1천㎡ 이상 소방서,
아동·노인·사회근로복지시설
- 연면적 5천㎡ 이상 공연장, 집회
장, 관람장

8,620

4,074

4,546

2005

- 지상 3층
- 연면적 1천㎡ 이상

-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17,894

10,764

7,130

39,129
(5.72%)

21,625
(3.16%)

17,504
(2.56%)

서울시 총건축물 수 684,532(100%)

[그림 2] 서울시 내진성능확보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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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지진 발생 진앙지 인근 경주, 울산, 포항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까지 피해가
발생하였다. 균열, 붕괴 등의 피해는 진앙지(경주시 내남면)에 인접한 경주, 울산 부분에서 발
생하였으며 피해지역은 양산단층대에 많았다.
민간건축물의 피해는 내진설계 제외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500㎡ 미만의 1, 2층)에서 주로 발
생하였고, 기와 등 건축비구조요소의 파손으로 보행자, 자동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주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서울시 지붕, 조적벽, 각종 부착물 등 건축비구조요소 파손으로 인
한 피해발생이다. 국내 지진파는 10Hz 이상의 고주파이므로 저층건축물에 대한 피해 발생 가
능성이 높다. 특히, 조적식 구조는 규모에 비해 중량이 크기 때문에 노후된 저층 조적식 건축물
은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지진위험도 평가 관련자료 확보 필수… 서울시, 건물자료만 일부 확보

‘지진위험도’란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1)을 설정하기 위해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 정도」2)이며 ‘지진위험도 평가’는
「지역별 발생 가능한 지진위험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진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진발생 및 지진피해 자료’가 필요하다.3) 지진발생 자
료는 지진 발생 시 지반의 흔들림 척도인 지반가속도를 포함한 지형․지반에 관한 것이며 지진피
해 자료는 피해에 직접 노출될 수 있는 건축물(건축비구조요소 포함)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7년 만에 개정된 건축구조설계기준(2016)에는 지진하중 산정 시 지진발생 자료인 ‘지반특
성’을 반영하고 기초구조 설계 시에도 ‘지반조건’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지진피해 자료인 건축
물 중 조적조 건축물(국내 단독주택 대부분)은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
험결과(부산대 지진방재센터) 대략 규모 6의 지진이 발생하고 10초 만에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
었다. 지붕재료, 건축연도(노후도), 비내진 설계 건축물, 옹벽, 불법건축물 등도 지진피해 자료
이다. [표 3]과 [표 4]는 지진발생 및 피해자료이며, 서울시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는 지진피해
자료(건축물) 중 건축물 층수와 건축연도이다.
1) 2013년 소방방재청에서 공표한 국가지진위험지도에 근거함(대한건축학회, 2016)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2017) 제2조 5항
3) 서울시(2011), 서울시 재난위험도 평가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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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진발생 자료

지표

데이터 분석 및
GIS 작업 수량

비교

설계지반
가속도
(Amax)

지진발생 시 지표면 위에서의
지진세기(중력가속도의 단위)

978,567개 셀
(필지 단위)
좌표:
GCS_Korea_2000

공학식을 활용하여 산정
기존 자료를 필지 단위/
건축물 단위로 가공하여 다른
자료와 조합

전단파
속도
(Vs)

지반진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서 전단력에 의한
구조물 파괴가 지배적임.
S파(Secondary wave) 매질에서의
속도로 지반 강성 및 동적 계수
산정 시 사용

978,567개 셀
(필지 단위)
좌표:
GCS_Korea_2000

공학식을 활용하여 산정
기존 자료를 필지 단위/
건축물 단위로 가공하여 다른
자료와 조합

증폭계수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암반에 도달 후 표토층에 의한
증폭 정도

978,567개 셀
(필지 단위)
좌표:
GCS_Korea_2000

공학식을 활용하여 산정
기존자료를 필지 단위/
건축물 단위로 가공하여
다른 자료와 조합

암반종류

충적층, 화강암 등 지진파에
영향을 주는 요소

53개 영역
좌표:
GCS_Korea_2000

충적층 영역을 필지 단위/
건축물 단위로 가공하여
다른 자료와 조합

산사태
위험지역

경사, 지형 등을 고려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302,664개 영역
좌표:
GCS_Korea_2000

지진으로 인한 2차 대형재난
산사태 위험지역의 영역을 필지
단위로 가공하여 다른 자료와
조합

단층

서울 동부지역의 남북방향의 큰 단층과
한강 하류를 따라서 단층이 존재함.
활성단층인 1등급 추가령단층대가
서울시를 관통

37,668개 셀
(필지 단위)
좌표:
GCS_Korea_2000

단층대가 지나는 필지를 선택
하여 가공 및 다른 자료와
조합

매립지

강진 뒤 지반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액상화 현상’은 단단한 지반보다
매립지와 같은 무른 지반에서
매우 취약

54개 영역
좌표:
GCS_Korea_2000

지진발생 시 액상화 발생 우려
지역 매립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필지 단위로 가공하여
다른 자료와 조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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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진피해 자료

구분

지표

데이터 분석 및
GIS 작업 수량

비교

조적조

벽돌로 쌓은 조적조 건물은
지진과 같은 횡방향 하중에
매우 취약

분석수량: 303,812개소
좌표: GCS_Korea_2000

조적조의 분류 중 조적구조,
벽돌구조, 블록구조, 석구조,
기타조적구조를 모두 포함

기와
재료

지붕 방수층 접착재료로 충진한
기와는 경주지진에서 대부분
붕괴 및 탈락

분석수량: 100,158개소
좌표: GCS_Korea_2000

지붕 재료 중 탈락에 취약한
기와재료만 선정

비내진
설계된
노후
건축물

1988년 이후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 도입
노후 건축물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1988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내진설계가 반영되기
이전 건물)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

분석수량: 430,929개소
좌표: GCS_Korea_2000

비내진설계는 건축허가 중
내진설계를 반영하는 연도에
따라 구분함
1988년 이전: 전부 비내진설계
1988년~1994년: 5층 이하
비내진설계
1995년~2005년 2층 이하
비내진설계

옹벽

지진발생 시 옹벽(2m 이상)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분석수량: 76,474개소
좌표: GCS_Korea_2000

서울시 전체 옹벽 중
높이 2m 이상인 것 선정

한옥
(조적구조)

건축구조는 조적조이면서
기와지붕인 건축물

분석수량: 67,662개소
좌표: GCS_Korea_2000

순수한옥은 지진에 강함.
건축물 대장에 한옥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음

불법
건축물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시공하여 준공을 받은 후
법에 위반되는 건축행위를 한
건축물

분석수량: 41,012개소
좌표: GCS_Korea_2000

건축물대장 자료에 따른 불법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과
위반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무허가건축물은 거주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지진 피해
영향이 적음. 이에 증개축을
했으나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위반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선정

비내진
설계된
3층 미만
건축물

우리나라 지진특성: 대부분
10Hz 이상으로, 저층건축물이
이에 취약

분석수량: 307,705개소
좌표: GCS_Korea_2000

비내진설계는 건축허가 중
내진설계를 반영하는 연도에
따라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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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외 지진발생 및 피해 자료와 이번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서울시 보유현황

지진발생 자료
(지형,
지반)

국내
(국립방재
연구소,
200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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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피해자료는 내진설계, 내진성능점검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4)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지
진위험도 평가를 위한 지진발생 및 지진피해 자료’는 ‘내진설계’의 근간 자료를 제공한다(한국
과학기술한림원, 2008).
건축물의 내진성능은 지반의 흔들림 등 ‘지진발생 자료’와 지진에 직접 노출되는 건축물 등 ‘지
진피해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된다. 결국 ‘지진발생 및 지진피해 자료’는 ‘내진성능 점검’에도
활용된다.

[그림 3] 지진발생 및 피해 자료의 활용

내진성능 점검5)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 소규모 건축
물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건축주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에
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4) 내진설계는 지진에 의한 구조물과 인명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함
5) 일반적으로 ‘내진성능 평가’로 통칭되며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진성능 점검’ 시스템과의 용어 혼동을 피하고자 ‘내진성능
점검’으로 명칭함

요약 / ix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를 이용하여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만 구체적인 내진성능 정보 획득에는 한계가 있다. 지진위험도 평가를 위한 지진발생 및 피해
자료는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에 반영 및 활용될 수 있다.

[그림 4]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지진 피난 정보 제공을 위해 안전한 대피소 및 대피로 선정 시 지진발생 및 피해 자료가 활용
될 수 있다. 자치구별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진발생 시 건축물 주변 위험지역을 고려해
대피소와 대피로를 지역주민에게 안내한다.

[그림 5] 서울시 지진발생 및 피해 자료를 활용한 대피로 선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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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지속 구축·관리하려면 추진협의체 구성하고 예산 확보 필요

지진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단계별로 지속적인 자료 구축 및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진협
의체는 분야별 전문가, 용역 주체,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1단계: 추진협의체 구성 및 사업 계획 수립
2단계: 자료 구축 및 서울시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
3단계: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에 반영
4단계: 자치구별 건축물 지진 대응체계 점검
5단계: 주기적인 자료 보완

[그림 6] 추진 체계 및 운영조직

아울러 지속적인 지진위험도 평가 자료구축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그 근거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
영기준(국민안전처 고시 2015-1호) 방침,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63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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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서론
1_연구배경
1)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

◦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는 추세

‐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는 주변국보다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
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기상청 통계자료([그림 1-1] 참고)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연평균 20회 이상이었으며,
유감지진 횟수는 200건이 넘음

‐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약 2,000건의 지진피해 기록이 있으며, 이 중에서 건물
에 피해를 줄 정도의 지진은 200건 정도임

‐

특히, 2010년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북쪽 8km 지점(37.45°N, 126.80°E)
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여, 서울 부근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이 2~3초 동안 지속되었고 서울을 관통하는 추가령단층이 활성단층으
로 밝혀지면서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짐

2) 정부, 지진정보 전파체계 및 내진설계 강화 유도

◦

지진정보 전파체계 구축

‐

정부의 2016년 5월 ‘지진방재 개선대책 마련’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진이
감지되었을 때 긴급재난문자 및 재난자막방송 등을 제공함

◦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및 비내진설계 건축물 보강 유도

‐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
하고, 건축물 건축비구조요소인 칸막이벽체, 유리 등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기
준을 마련할 계획임

‐

또한, 기존 비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 재산세 감면 및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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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함

‐

내진설계의 방법으로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 X자형 보강재를 추가하는 방법,
단벽 증설 및 신설, 강판전단벽 설치, 가새골조의 설치 등이 있고,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의 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 자재를 넣는 방법, 강판 기
둥보강, 탄소섬유시트 기둥보강, 프리스트레스드 기둥보강, 강판 기둥보강,
탄소섬유시트 기둥보강 등이 있음

3) 서울시 지진대책과 지진위험도 평가가 필요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은 2016년 10월 기준으로 27.5%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거용: 29.7%, 비주거용: 23.6%) 전국 최저수준으로 저조한 내진설계 확보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함

‐

◦

특히, 서울시 단독주택의 상당수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조적조 건축물임

우선적으로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발생 자료(지형, 지반) 및 지진피해 자료
(건축물)의 구축이 필요함

‐

지진발생 자료(지형, 지반): 지질도, 매립지, 토층두께, 사면재해위험지구, 설
계지반가속도6)

‐

지진피해 자료: 건축구조(조적식 구조 등), 건물층수, 지붕재료, 건축연도,
내진설계 유무, 불법건축물, 구청별 건물 수, 한옥, 옹벽

◦

건축물의 내진성능은 지반의 흔들림 등 ‘지진발생 자료’와 지진에 직접 노출되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 등 ‘지진피해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됨

◦

서울시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 중임

‐
‐

일부 건축물은 허가 연도, 연면적, 층수, 구조 등 추가자료 확보가 필요함
내진설계 건축물은 ‘규모 5.5~6.5 또는 진도 7~8 정도에 견딜 수 있다’7)고 추정됨

6) 지진하중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가속도(g)를 이용하여 나타내며, 예를 들어 지진에 의해 1g의 지진하중이 작용한다면
건물을 90도 눕히고 자유낙하시킬 때 작용하는 힘과 같음
7) 현행 국내 내진설계 기준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지진으로 지진하중을 산출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외통계를
참조하면 진도는 7~8 정도이고 규모는 약 5.5에서 6.5임(서울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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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정보는 건축허가 때 제출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8)를 열람해
야 하며 지진관련 계수는 지진응답계수(Cs)가 적혀있지만 이를 진도나 규모
로 환산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서울시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은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정보
와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입력정보를 바탕으로 내진성능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임

◦

서울시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진위험도 평가 수행이 필요함

‐

지진발생 및 피해 자료는 지역별 발생 가능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진위험
도 평가 작성에 필수요소임

8)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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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목적 및 방법
1) 지진위험도 평가를 위한 지형·지반 및 건축물 자료 구축

◦

이 연구에서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료 목록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
일본, 미국의 지형·지반 및 건축물 사례 자료들을 조사 및 분류함

[표 1-1] 선행연구에서 지진위험도 평가에 사용된 자료

지형,
지반

국내
(국립방재연구소, 2002)

일본
(도쿄도 지진위험도 평가)

미국
(HAZUS)

연약한 토사지반,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지반 특성(액상화, 단층)

표층지반특성
(깊이, 특성)

매립지, 조성지
(절토, 성토지역)

토양분류

토질종류
토층 두께

고지대, 저지대, 급경사지

경사도
전단파속도

구조

건물구조

구조형태

층수

층수

층수

건축재료
(외벽재료, 지붕재료)

건축재료

건축연도

건축연도

증개축 여부
건축물

침하 및 손상 여부
설계규준
(내진설계수준)

안정성평가등급 D 이하
기타(불법건축물)
건물 수

비구조요소
건물용도
담장, 옹벽,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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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 취약 지형·지반 및 건축물 요인 분석

◦

2016년 9월 경주 지진피해를 분석하여 서울시 지진취약요인들을 진단함

‐

지진 심도는 15km로, 1978년 이후 발생한 규모 5.0 지진의 평균심도인
9.96km보다 깊고 지진 지속시간이 약 5~7초로 비교적 짧음

‐

국내 지진파의 특성상 0.2~0.3sec의 단주기(고주파) 영역에 에너지가 집중
되어 지진이 고층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서민이 많이 사는 3층 이
하 저층 건축물은 피해 가능성이 높음

‐

내진설계 비대상인 소규모 건축물(500m2 미만의 1, 2층)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기와 등 비구조요소9) 파손으로 보행자와 자동차에 2차 피해가
발생함

3) 자료의 활용 및 관리방안 제시

◦

이 연구에서 구축한 지진발생 및 피해 자료는 서울시 지진위험도 평가와 내진설계의
기초자료 수집 및 내진성능 점검 등에 활용됨

◦

지속적인 자료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단계별 추진 체계를 제시함

‐
‐
‐
‐
‐

1단계: 추진협의체 구성 및 사업 계획 수립
2단계: 자료 구축 및 서울시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
3단계: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에 반영
3단계: 자치구별 건축물 지진 대응체계 점검
4단계: 주기적인 자료 보완

9) 건축비구조요소: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 중에서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구성요소로 배기구, 부가물, 장식물, 부착물,
비구조벽체, 악세스플로어(이중바닥), 유리, 외주벽, 천장, 칸막이, 캐비넷, 파라펫, 표면마감재, 표지판, 광고판 등을 포함함
(국토부 건축구조기준, 2016)

02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와 기초자료
1_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의 정의와 필요성
2_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지표 및 기초자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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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와 기초자료
1_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의 정의와 필요성
1) 지진발생 현황 및 환경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발생 위험성도 증가하
는 추세임

‐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는 주변국보다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
전한 지역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기상청 통계자료([그림 2-1] 참조)에 따
르면 지난 30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은 연평균 20회 이상이었으며, 유
감지진 횟수는 200건 이상임

‐

국내 역사서에 약 2,000건의 지진피해 기록이 있으며, 이 중에서 건물에 피
해를 줄 정도의 지진은 200여 건임

‐

특히, 2010년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북쪽 8km 지점(37.45°N, 126.80°E)에
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서울 부근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이 2~3초 동안 지속되었음

[그림 2-1] 우리나라 지진발생 추이
출처: 기상청(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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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역사지진 발생기록

‐

삼국사기에는 백제 때인 서기 89년 서울 근처에 큰 지진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함

‐

1518년(중종 13년) 7월 2일 지진으로 담과 집은 물론 성곽이 붕괴되었다고
하면 최소 규모 6.0으로 추정됨

‐

1613년(광해군 5년)에도 서울에 지진이 발생해 큰 소리와 함께 담과 집이
흔들렸다고 함

◦

수도권의 계기지진 발생기록

‐
‐

1990년 이후 수도권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모두 12차례임
2010년 2월 9일 경기도 시흥시 북쪽 8㎞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
이 가장 컸으며, 2009년과 2013년 경기도 연천군 동쪽 3㎞ 지점, 동북동쪽
3㎞ 지점에서 각각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함

‐

최근 2014년 8월 2일 경기도 광주시 서남서쪽 5㎞ 지점에서 규모 2.2의 지
진이 발생함

◦

수도권 일대에서 일어난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발생현황은 [표 2-1], [그림 2-2]와
같으며, 진도 6 이상의 강진이 23차례나 발생함

[표 2-1] 수도권 지역 역사 및 계기지진의 발생횟수

지진 계측
역사지진
(27년˜1726년)
계기지진
(1917년˜현재)

구분

발생횟수

진도(MMI) 5 이상

59

진도(MMI) 6 이상

23

지진피해 보고

8

규모 2.0 이상

24

규모 4.0 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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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수도권 일대의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출처: 서울시(1999)

◦

서울지역의 선구조선도에 따르면 [그림 2-3]과 같이 서울 동부지역을 남북으로 가
로지르는 큰 단층과 한강 하류를 따라서 큰 단층이 존재함

‐

긴 선구조선은 단층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선구조선에 비해 지진의 가능
성이 높음

‐

[그림 2-3]에서 굵은 선은 활성단층으로 발견된 추가령단층임

[그림 2-3] 서울지역의 선구조선도
출처: 서울시(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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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위험도 평가의 정의

◦

지진·화산재해대책법(2017) 제2조 5항에서 「지진위험도는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10)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 특성 등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 정도」라고 정의함

◦

UN(2002)에서 정의하는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한 지표는 위해요소(Hazard), 노출
요소(Exposure), 취약요소(Vulnerability)로 구성됨([그림 2-4] 참조)

‐

지진 위해요소(Hazard): 지진피해를 유발하는 지각운동, 토층 두께, 지질도,
지표면의 지반최대가속도 등

‐

지진 노출요소(Exposure): 지진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요소로 건축구조, 건
물 밀집도 등

‐

지진 취약요소(Vulnerability): 지진 발생 시 위험성을 높이는 사회적, 경제
적, 물리적, 환경적 요소로 대피훈련 및 피난대책 부재, 건축물 내진설계 여
부, 지진대응 체계 등

[그림 2-4] 재해위험도 지표
출처: UN(2002)

10) 2013년 소방방재청에서 공표한 국가지진위험지도에 근거함(대한건축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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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의 필요성
(1) 지진위험도 평가의 활용

◦

‘지진위험도 평가’는 지역별 발생 가능한 지진위험 정도를 제시하여 [그림 2-5]와
같이 지진피해를 최소화함

◦

지진위험도 평가를 위해서는 지반의 흔들림 등 ‘지진발생 자료’와 지진에 직접 노출
되는 건축물 등 ‘지진피해 자료’의 구축이 필요함

◦

구축된 지진 발생 및 지진피해 자료는 건축물 내진설계와 내진성능 점검 때 요구됨

‐

내진설계란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강하고 튼튼하게 설계하고 건설하여 강진
이 발생하더라도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원래 기능을 유지하거나 붕괴되지 않
도록 하는 것임(서울시, 1985)

‐

지진 발생 시 내진설계 건축물의 안전성은 지반의 흔들림 등 ‘지진발생 자
료’와 지진에 직접 노출되는 건축물 등 ‘지진피해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되며
이를 내진성능 점검이라 함

[그림 2-5] 지진발생 및 피해 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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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내진설계

◦

내진설계의 정의

‐

내진설계란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강하고 튼튼하게 설계하고 건설하여 강진
이 발생하더라도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원래 기능을 유지하거나 붕괴되지 않
도록 하는 것임(서울시, 1985)

◦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하중(서울시, 2012)

‐

지진 발생 시 지반운동의 가속도가 건물에 적용되고 관성력에 의해 지반운
동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지진하중)이 발생함

‐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의 가속도는 건물의 가속도와 다를 수 있는데11) 이는
건물의 층수, 구조재료 및 구조형식 등이 상이하기 때문임

‐

뉴톤의 제2운동 법칙에 따라 건물에 작용하는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
하므로 무거운 건물일수록, 건물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클수록 큰 지진하중
이 작용함

‐

◦

지진하중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중력가속도(g)를 이용하여 나타냄

현행 내진설계기준(KBC2009)에서는 한반도에서 24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진의 2/3 수준을 건축물 지진하중으로 설정함

‐

24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정도의 지진하중 가속도는 0.22g이며, 0.22g
의 2/3는 0.15g임

‐

설계지진하중 가속도 0.15g에 대한 내진설계 건축물의 해외 통계자료를 참
조할 때 견딜 수 있는 지진 규모는 대략 6.0이며, 진도는 7에서 8 정도로
추산함(서울시, 2012)

◦

내진설계 건축법령 변천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현황은 [표 2-2]와 [그림 2-6]
과 같음

‐

총건축물 수 684,532개(2015년도 기준으로 내진설계 제외 건축물 포함) 중
39,129개(5.72%)가 내진설계 건축물임

11) 지반증폭 현상으로도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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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은 21,625개(3.16%), 비주거용은 17,504개(2.56%)로 이들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표 2-2] 내진설계 건축법령 변천과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2015년 기준)

대상 건축물
연도

건축 규모

건축 용도

해당
건축물 수
(개)

주거용
(개)

비주거용
(개)

1988

- 지상 6층
- 연면적 5천㎡ 이상 박물관
- 연면적 10만㎡ 이상

3,601

1,854

1,747

1992

- 연면적 5천㎡ 이상 운동, 운수,
- 지상 6층
전시, 기념관
- 연면적 10만㎡ 이상 - 연면적 1천㎡ 이상 노유자,
위험물시설

5,152

2,805

2,347

1996

- 지상 6층
- 연면적 1만㎡ 이상

- 연면적 5천㎡ 이상 판매시설
- 5층 이상 아파트

3,862

2,128

1,734

1999

- 지상 6층
- 연면적 1만㎡ 이상

- 연면적 1천㎡ 이상 소방서,
아동, 노인, 사회, 근로복지시설
- 연면적 5천㎡ 이상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8,620

4,074

4,546

2005

- 지상 3층
- 연면적 1천㎡ 이상

-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17,894

10,764

7,130

39,129
(5.72%)

21,625
(3.16%)

17,504
(2.56%)

서울시 총건축물 수 684,532 (100%)

[그림 2-6] 서울시 내진성능확보 건축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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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진성능 점검12)

◦

내진성능이란 건축물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건축물의 내진성능은 평가대상인 지진의 세기와 그에 대한 건물의 피해수준에 의
해 정의됨(서울시, 2016)

◦

내진성능 점검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건축주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일본은 모든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함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의 도입

‐

‘내진성능 자가점검’은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정보와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력을 통해 내진성능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그림 2-7]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출처: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

‐

가령 허가 당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만족하고13) 있으며 규
모 5.5에서 6.5 사이 또는 진도 7에서 8 사이의 지진에 견딜 수 있음’이라
는 문구가 나오지만 실제로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움

12) 일반적으로 ‘내진성능 평가’로 통칭되며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진성능 점검’ 시스템과의 용어 혼동을 피하고자 ‘내진성능
점검’으로 명칭함
13) 1000년 재현주기의 지진하중으로 설계된 건축물에 대한 해외통계를 참고하여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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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자치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열람하더라도 이들은 지진응답계수(Cs) 등
전문용어와 수치들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

지진응답계수(Cs)는 대표적인 내진설계 정보임. 예를 들어, ‘Cs=0.037’은 가
로 방향으로 아파트 무게의 3.7% 힘을 견딘다는 뜻이지만 지진응답계수
(Cs)를 규모나 진도로 변환할 수 있는 수식이 현재까지는 없음14)

[그림 2-8]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출처: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14) 다만 세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1000년 빈도의 지진설계하중으로 내진설계된 건축물은 규모 5.5~6.5,
진도 7~8에서 견딜 수 있다고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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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지표 및 기초자료 유형
1) 지진위험도 평가지표 및 자료 관련 선행연구

◦

국립방재연구소(2002), 일본 도쿄도 지진위험도 평가, 미국 HAZUS 등

‐

공통적으로 지형·지반 및 건축물에 대한 세부 자료를 이용하여 지진위험도를
평가함

‐

지형·지반 자료는 지반 특성, 토질종류 등이 있으며 건축물 자료는 건물구
조, 건물층수 등이 있음

(1) 지진에 대한 지역위험도 분석연구(국립방재연구소, 2002)

◦

국내에 존재하는 재해위험요인을 고찰하고, 지진에 대한 지역위험도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을 설정하며, 지진위험도 분석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

위험도 평가는 건물도괴 위험도와 화재 위험도, 대피 위험도로 분류함
건물도괴 위험도를 먼저 선정하여 지형·지반에 대한 평가지표와 건축물에 대
한 평가지표를 분석함

(2) 지역사회 지진위험(도쿄도도시정비국, 2013)

◦

도쿄도 지진 발생 시 그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도쿄도도시정비국은 건물 붕괴
위험과 화재 위험, 붕괴 및 화재 연합 위험을 고려함

‐

첫째, 지반조건을 고려하고, 건물의 유형을 분류하여 건물 붕괴 위험 및 지
진 발생 시 화재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선정함

‐

둘째, 지반 분류에 고려된 자료와 건물 붕괴 위험에 고려된 자료를 분석함

(3) HAZUS Earthquake(FEMA, 2006)

◦

미국의 대표적인 지진피해평가시스템으로, GIS에 기초하여 개발한 지진피해평가
기법임

‐

지진피해경감정책의 개발, 사전대비계획, 긴급대응계획 개발 및 시험, 구호
및 복구계획 수립에 근거를 제공함

‐

가상시나리오 지진에 대한 자료와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Invento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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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력하면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평가되고, 이에 근거하여 유발된 물리
적 피해평가, 직접적인 경제/사회적 손실평가 및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평가
가 수행됨
[표 2-3] 선행연구에서 지진위험도 평가에 사용된 자료 비교

지형,
지반

국내
(국립방재연구소, 2002)

일본
(도쿄도 지진위험도 평가)

미국
(HAZUS)

연약한 토사지반, 부지 고유의 특성
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지반 특성(액상화, 단층)

표층지반특성
(깊이, 특성)

매립지, 조성지(절토, 성토지역)

토양분류

토질종류
토층두께

고지대, 저지대, 급경사지

경사도
전단파속도

구조

건물구조

구조형태

층수

층수

층수

건축재료(외벽재료, 지붕재료)

건축재료

건축연도

건축연도

증개축 여부
침하 및 손상 여부
건축물

설계규준
(내진설계수준)

안정성평가등급 D 이하
기타(불법건축물)
건물 수

비구조요소
건물용도
담장, 옹벽, 계단

2) 지진 취약 지형․지반 자료
(1) 지반 특성과 구조물 고유진동수

◦

일반적으로 단층운동에 의하여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진파는 암반 지대를 통
하여 토사지반으로 전파되고, 토층을 통과하면서 지반의 동적 물성에 따라 ‘지반
증폭 현상’을 경험한 후 상부 구조물에 하중을 가하게 됨([그림 2-9] 참조)

‐

건축물이 지진 시 겪게 되는 진동은 구조물의 형태, 크기 등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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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지진파의 전달 매체인 구조물
하부의 지반 특성임(한국지반공학회, 2006)

◦

특히 지진파의 진동수가 구조물 고유 진동수15) 특성과 유사할 경우 구조물에 공
진(Resonance)이 발생하여 다른 부지보다 구조물의 진동이 커지거나 심한 경우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함

‐

지반운동은 국지적 지반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지진 시 상부 구조물의
거동은 구조물 하부 지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음(한국지반공학회, 2006)

[그림 2-9] 지진 발생 시 지반증폭 현상
출처: 한국지반공학회(2006)

(2) 멕시코 지진(1985.9.19) 피해 특성

◦

멕시코의 Michoacan 지진은 인근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진앙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그 피해 정도가 미미하였으나, 350km 정도 떨어진 멕시코시티(Mexico
City)에서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

멕시코시티 지역은 비슷한 지반조건을 토대로 구릉지역(Foothill), 과거 호수지역
(Lake), 구릉지대와 과거 호수지역 간의 천이지역(Transition)으로 구분됨

‐

구릉지역은 자갈, 현무암 및 화산응회암으로 구성된 얇고 잘 다져진 지역이
며, 과거 호수지역은 화산작용으로 발생된 실트 및 점토로 구성된 연약층이

15) 고유진동수: 질량과 강도를 가진 모든 물체는 고유진동수를 가지며 (강성도/질량)^0.5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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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깊게 분포되어 있음

‐

◦

천이지역은 지층 두께가 매우 불규칙한 충적토층으로 구성됨

멕시코시티 지진 시, 구릉지역(UNAM 관측소)에서는 0.03˜0.04g의 지표면 최대
지반가속도(Amax)가 계측되었고, 과거 호수지역(SCT 관측소)은 구릉지역의 약 5배, 천
이지역은 구릉지역보다 조금 더 크게 계측됨

‐

각 계측 지점에서의 응답 스펙트럼16)을 [그림 2-10]에 나타내었으며 응답
스펙트럼상 주기 2초에서의 스펙트럼 가속도는 두 관측소에서 10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

결국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지진의 주기가 유사한 토층에서 증
폭 현상이 발생하였음(Kramer, 1996)

[그림 2-10] 멕시코시티 지진 시 건물 고유주기에 따른 지진응답
출처: Kramer(1996)

(2) 경주지진(2016.9.12) 지역의 지반 특성

◦

9.12 지진과 여진 발생지역은 북북동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분포하고, 여진의 대부
분이 반경 5km 이내에서 발생함

16) 응답 스펙트럼: 구조물에 지진하중을 가하여 고유주기에 대한 최대응답을 얻은 후, 각 고유진동주기에 따른 변위의 최대응답을
연결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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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원 깊이는 14∼18km에서 주로 분포하고 평균 깊이는 약 15km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2-11] 경주 지진의 여진 진앙 분포도
출처: 한국지진공학회(2016)

◦

울산(USN) 관측소에서 측정된 지진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부지의 토층을 추정한
결과 지반에 의한 응답 스펙트럼의 증폭은 단주기에서 최대 2.9배 증폭되었고, 1초
주기 이상에서는 거의 증폭되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기반암까지 심도가 얕은 국내 지반조건에 대한 수치해석 연
구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었음

‐

또한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를 기준으로 단주기 증폭계수는 증가시키고,
장주기 증폭계수는 감소시키는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과도 부합함

3) 서울시 지진취약 건축물 자료
(1) 건축물 구조재료별 분류

◦

건축물은 크게 구조재료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비보강 조적조, 철
골철근콘크리트조로 나뉘며 [표 2-4]와 같이 소분류로 세분화할 수 있음

‐

내진성능 평가에서 건축물의 구조재료 분류 중 조적조 구조가 가장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옴(서울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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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건축물의 구조재료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RC 모멘트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RC)

RC 전단벽+모멘트골조
RC 전단벽
철골 모멘트골조

철골구조(S)

철골 가새골조
철골 모멘트골조 + RC 전단벽

비보강 조적조(M)
철골철근콘크리트조(SRC)

비보강 조적조
SRC 모멘트골조
SRC 모멘트골조 + RC 전단벽

출처: 서울시(2016)

(2) 경주지진(2016.9.12) 피해 특성

◦

진앙지 인근 경주, 울산, 포항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까지 피해가 발생함

‐

균열, 붕괴 등의 피해는 진앙지(경주시 내남면)에 인접한 경주, 울산 부분에
서 발생하였으며 양산단층대를 따라 많이 분포되어 있음

[그림 2-12] 경주 지진피해 분포도 및 건축물 균열 분포도
출처: 한국지진공학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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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특성에 따라 건축물 피해 정도가 다름

‐

심도는 15km로, 1978년 이후 발생한 규모 5.0 지진의 평균 심도인 9.96km
보다 비교적 깊음

‐

지진파 고유진동수는 13.77Hz로서 건축물 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은 10Hz
이하의 진동수가 발생하지 않음

[표 2-5] 건축물 층고별 고유진동수(Hz)

구분

철골모멘트골조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그 외 다른 모든
건축물

1층(3m)

5.16

6.0

8.95

5층(15m)

1.54

1.80

2.68

10층(30m)

0.92

1.07

1.59

출처: 국토부 건축구조기준(2015)

‐

지진 지속시간이 약 5~7초로 울산지진(12초),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고베지
진, 동일본 대지진, 구마모토지진)에 비해 짧음

‐

깊은 심도, 높은 지진동, 짧은 지속시간의 지진특성 때문에 규모에 비해 상
대적으로 피해가 적음

◦

피해 특성

‐

민간건축물은 내진설계 제외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500㎡ 미만의 1, 2층)에
피해가 주로 발생함

‐

특히, 기와 등 비구조요소의 파손으로 보행자, 자동차 등 2차 피해가 발
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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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경주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 유형 및 피해 원인

피해 유형

피해 원인

전파

급경사 배후 사면의 대형 암괴 낙석으로 전파(경주 건천읍 종교시설 등)

건물균열

- 조적조 형태의 일반 주택, 노후 주택에서 다수 발생(울산 울주군 두서면 등)
- 철근콘크리트 건물(3층)은 비구조 벽체에 균열 발생(구조적 안전)

지붕파손

지붕 방수층 접착 시 황도로 충진한 기와에서 붕괴·탈락(경주 배동, 탑동 등)
※ 석회를 이용한 조적식 건물 기와는 양호

담장파손

허술한 블록구조이며, 동서 방향의 담장이 붕괴(경주 내남면동)

출처: 한국지진공학회(2016)

[그림 2-13] 경주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 현장
출처: 한국지진공학회(2016)

‐
‐

학교 시설은 벽체균열, 마감재, 조명 파손·탈락 등 비구조요소 피해가 많음
피해지역의 내진보강률이 전국 평균(24%)보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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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경주지진으로 인한 비구조요소 피해 유형 및 피해 원인

피해 유형

피해 원인

벽체균열

구조적 위험이 없는 비구조 벽체의 균열로 추정

조명 파손·탈락

기계·전기비구조요소로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음

천정텍스 탈락

건축비구조요소로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음

벽면 타일 탈락

건축비구조요소로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음

출처: 한국지진공학회(2016)

[그림 2-14] 경주지진으로 인한 비구조요소 피해 현장
출처: 한국지진공학회(2016)

◦

경주사례 시사점

‐
‐
‐
‐
‐

지붕, 조적벽, 각종 부착물 등 비구조요소: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 발생
지진파는 13Hz 정도의 고주파임
조적식 구조는 규모에 비해 중량이 커서 지진에 불리함
지진파의 특성상 서민이 많이 사는 1, 2층 저층건축물이 지진에 더 취약함
따라서 경주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하였다면 서울시의 노후 저층 조적식 기와
건물에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03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
기초자료 현황과 활용
1_활용 가능한 지표 및 자료 현황
2_추가 필요자료 발굴 및 분석사례
3_기초자료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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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 기초자료 현황과 활용
1_활용 가능한 지표 및 자료 현황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진취약요인으로 선정된 자료를 지형·지반 요인과
건축물 요인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

지형·지반 요인과 건축물 요인 간의 중첩을 통하여 지진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지역을 다양하게 산정해보고, 중첩된 지역의 지진위험 정도를 반영함

1) 지진위험도 반영 자료

◦

설계지반가속도

표토층 위에서의 진동

표토층

기반암
기반암 위에서의 진동
시간
[그림 3-1] 표토층에 의한 증폭을 고려한 설계지반가속도

‐

설계지반가속도는 해당지역 기반암 위에서의 최대가속도에 표토층에 의한
증폭계수를 곱한 값이며, 중력가속도(1.0g=980cm/sec )의 곱으로 나타냄
(예, 0.03g 등)

‐

건축설계기준(2009, 2016)에서는 일반건축물 내진설계 시 1000년 빈도 재현
기간의 지진(기반암 위에서의 최대가속도는 약 0.154g)이 발생하였을 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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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체/건축비구조요소 모두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하여도 인명안전은 달성하
고 보수/보강 이후 거주가 가능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1000년 빈도 재현기간 지진의
증폭력을 반영하는 설계지반가속도를 지진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
고, 지진 취약지역 및 건축물을 분석하고자 함([표 3-1] 참조)

[표 3-1] 지진위험도를 반영하는 설계지반가속도 자료

구분

지표

공간정보데이터

자료확보 경로

설계지반
가속도
(Amax)

지진발생 시 지표면 위
에서의 지진세기
(중력가속도의 단위)

978,567개 셀(필지단위)
좌표: GCS_Korea_2000

서울시 연구자료(GIS)를
필지단위/건축물 단위로
가공하여 다른 자료와 조합,
지진위험 정도를 반영

[그림 3-2] 현행 국내외 내진기준에서 일반건물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기본성능목표
(BSO, Basic Safety Objective)
출처: 대한건축학회(2016)

◦

필지단위로 나타낸 서울지역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는 다음 [그림 3-3]과 같음

‐

설계지반가속도(Amax)는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한강주변은 대
체로 큰 값을 나타냄. 강서지역 일부에서도 설계지반가속도가 큰 구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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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강북지역에 암반지반이 많고, 한강 주변은 표토층의 깊이가 두꺼운 지
질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그림 3-3] 서울시 설계지반가속도(Amax) 분포(재현기간 1000년 빈도)

2) 지진취약 지형·지반요인

◦

자료확보 경로

‐

지형·지반 관련 데이터 요소는 ‘서울시 지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및 지질자
원연구원 연구결과에 근거한 서울시 내부자료(2012)를 건축물 및 필지단위
로 재산정함

‐

공간정보자료(GIS)를 이용하여 지진위험의 지형지반 요인 자료를 구축하였
고, 자료 속성에 따라 필지단위 또는 자료를 갖는 공간영역 단위로 구축함
([표 3-2] 참조)

‐

자료의 조합 및 중첩 등의 가공 작업 시 필지단위를 기본으로 작업하고, 이
때 공간좌표는 GCS_Korea_2000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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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진취약 지형·지반 요인 공간정보자료 구축 내용

자료명

설명

공간정보데이터

자료확보 경로

전단파
속도
(Vs)

S파(Secondary wave)의 매질에서
속도로 지반의 연약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978,567개 셀
(필지단위)
좌표:
GCS_Korea_2000

서울시 연구자료(GIS)
전단파속도가 느릴수록
연약지반이므로 지진위험도가
높음을 반영

증폭
계수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암반에 도달 후 표토층에 의한
증폭 정도를 나타내는 값

978,567개 셀
(필지단위)
좌표:
GCS_Korea_2000

서울시 연구자료(GIS)
표토층이 약할수록 증폭 정도가
커지고, 증폭 정도가 클수록
건축물에 미치는 지반운동
파급력이 큼

표토층
두께

기반암 위에 표토층의 두께

978,567개 셀
(필지단위)
좌표:
GCS_Korea_2000

서울시 연구자료(GIS)
표토층이 두꺼울수록 연약하여
증폭 정도가 큼

충적층

지질도 구분에서 충적층에
해당하는 영역

53개 영역
좌표:
GCS_Korea_2000

충적층 지역은 지반침하의
위험이 높아 지진발생 시 위험
충적층 영역을 필지단위로
가공하여 다른 자료와 조합

산사태
위험지역

‘서울시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
(2014)’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위험지역 공간정보

302,664개 영역
좌표:
GCS_Korea_2000

지진으로 인한 2차 대형재난
발생가능성으로 위험
산사태 위험지역의 영역을
필지단위로 가공하여 다른
자료와 조합

54개 영역
좌표:
GCS_Korea_2000

지진발생 시 액상화 발생
우려지역으로 위험
매립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필지단위로 가공하여 다른
자료와 조합

서울시 수치지형도(1997)에서
제공하는 매립지 공간정보

매립지

◦

전단파속도(Vs, Velocity of shear wave)

‐

지진 발생 시 진원에서 지표로 파장이 전달될 때 먼저 압축파(P파)가 도달
하고 전단파(S파)가 전달됨

‐

지반은 압축력보다는 전단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단파괴가 일어나기 쉽고
전단력을 수반하는 지진파의 속도를 전단파속도(Vs)라고 함

‐

전단파속도(Vs)에 따라 지반종류를 분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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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전단파속도(Vs)에 따른 지반의 분류

구분

지반종류

SA
SB

경암지반
보통암지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SC
SD
SE

상부 30m17)에 대한 평균 지반 특성
전단파속도(m/s)
1500 초과
760에서 1500
360에서 760
180에서 360
180 미만

자료: 지반구조물의 내진설계(2006)

‐

서울지역의 전단파속도(Vs) 분포는 [그림 3-4]와 같음. 전단파속도가 느릴수록
연약지반임을 고려하면, 서울의 경우 한강지역을 따라 전단파속도가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3-8]의 지질도에서 충적층의 분포와 유사함

‐

한강 유역과 주변 하천 및 범람원 지역은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4] 서울시 전단파속도(Vs) 분포

17) 표토층 전체의 물성을 이용하지 않고 지반증폭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깊이가 상부 30m이기 때문에 상부 30m의
평균값을 사용함(지반구조물의 내진설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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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폭계수

‐

단층운동에 의한 지진발생 시 지진파는 암반 지대를 통하여 토사지반으로
전파되고, 표토층을 통과하면서 지반의 물성에 따라 지반증폭현상이 발생함

‐

국지적 지반조건에 따라 지진에 의한 지반증폭현상은 매우 중요하므로 내진
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표 3-4] 지반종류에 따른 증폭계수

지반종류

지진구역 I

지진구역 II

경암지반(SA)

0.82

0.71

보통암지반(SB)

1.00

1.00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SC)

1.18

1.14

단단한 토사지반(SD)

1.45

1.38

연약한 토사지반(SE)

2.00

2.42

자료: 지반구조물의 내진설계(2006)

[표 3-5] 지진구역의 구분

지진구역

행정구역
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

도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I

II

자료: 내진설계기준II(1997)

‐

증폭계수는 표토층의 지반종류에 의해 결정되며 표토층 강도가 낮을수록 증
폭계수의 값은 큼

‐

충적층과 같이 연약한 표토층인 경우 증폭계수 값이 크고 지반증폭현상이
나타나며 지진에 취약함

‐

충적층에 증폭계수를 중첩하면 모든 충적층 지역의 증폭계수는 약 1.2 이상
이며, 강서구 일부 지역의 증폭계수는 1.45로 매우 큼([그림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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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서울시 증폭계수 분포

‐

서울시 전단파속도(Vs) 분포와 비교해 보면 전단파속도(Vs)가 높은 지역의
표토층 강도가 높기 때문에 증폭계수는 대체로 낮음

◦

표토층 두께

‐

서울시 지진대응모델 개발(1999)에서는 표토층 두께를 산출하기 위해 수집
된, 서울시 전역에 걸친 2,000여 개의 시추자료를 GIS 자료 형태로 저장함

‐

서울시 지진대응모델 개발(1999)에 의하면 강북지역의 지반은 주로 암반이
며 한강 주변지역(마포, 양천, 구로, 강남, 광진, 성동, 강동)은 표토층 심도
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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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서울시 표토층 두께 분포
출처: 서울시 지진대응모델 개발(1999)

[그림 3-7] 서울시 필지단위 표토층 두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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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도

‐

서울지역 지질의 경우 저지대는 선캠브리아기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
지대는 중생대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 유역과 주변 하천
및 범람원 지역은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충적층은 퇴적층의 일종으로 자갈·모래·진흙 등이 오랜 기간 퇴적되어 이루
어진 층으로, 화강암·편마암 기반인 타 지역 지반보다 연약함

‐
‐

연약한 지반은 지진발생 시 단단한 지반보다 증폭효과가 상대적으로 큼
충적층에 증폭계수를 중첩하면 모든 충적층 지역의 증폭계수는 약 1.2 이상
이며, 강서구 일부 지역의 증폭계수는 1.45임

[그림 3-8] 서울시 지질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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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충적층에 서울시 증폭계수 중첩

◦

산사태 위험지역

‐

지진으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재해 중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지진으로 인
한 전체 피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함

‐

이는 인명 및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로, 라이프
라인 등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사회시스템을 마비시킴

‐

따라서, 지진발생 시 산사태 발생 가능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면 전수조
사와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용역(서울시, 2012~2014)에서 분석된 산
사태 위험지역 662개 유역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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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산사태 위험지역

◦

단층

‐

단층 구조선은 개략적으로 한강 본류 또는 지류의 유로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북북동 방향, 북동 방향, 북서 방향의 구조선 중 북북동
방향이 우세함(서울시 지진대응모델 개발, 1999)

‐
‐

서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단층들은 한강의 수계를 따라서 이루어져 있음
한강 자체가 커다란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울시 동북부의 의정부시에
서 중랑천과 한강을 가로질러 성남시 탄천과 거의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남
북방향 단층이 주요 단층들임(홍승호 외, 1982)

‐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
위험 지도 제작’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을 지나는 추가령 단층과
왕숙천 단층 등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제4기 단층)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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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서울시 단층 위치

‐

특히 연천~의정부~서울~구리~성남~안양~수원~오산~평택에 뻗어있는 ‘추가
령단층’은 최근에 활동한 제4기 단층으로 분류돼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립지

‐

액상화는 지진으로 지반이 늪처럼 되는 것으로, 진동이 생기면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흙이 액체와 같은 상태가 됨으로써 건물 등 구조물이 흔들림

‐

액상화라는 말은 1953년 일본 학자가 처음 사용했지만, 실제 사례는 1964년
일본 니가타현 지진(규모 7.5)과 미국 알래스카주 지진(규모 9.2) 때 발생하
였으며 통계상 규모 5.5 이상 지진이면 액상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지진
시 사면붕괴 등 지반피해 예측기술 개발, 2015)

‐

액상화 현상은 얕은 지하수가 있는 느슨한 모래 지반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립지 등 연약지반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공법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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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1964년 6월 16일 일본 니가타현에서 일어난 규모 7.5 지진 때 액상화 현상
출처: Kramer(1999)

[그림 3-13] 서울시 매립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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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취약 건축물 요인

◦

자료확보 경로

‐

건축물 관련 데이터 요소는 ‘서울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2016)’에서 데이
터를 확보하여 지진위험요인별로 분류함

‐

지진위험의 건축물 요인에는 조적조 구조, 기와재료, 비내진설계된 건축물,
2m 이상 옹벽, 불법건축물 등이 있음([표 3-6] 참조)

[표 3-6] 지진위험 건축물 요인 공간정보자료 구축 내용

자료명

설명

공간정보데이터

비고

조적조

건축물대장자료에서 건축구조가
조적조인 건축물
(조적구조, 벽돌구조, 블록구조,
석구조, 기타조적구조를 모두 포함)

분석수량: 303,812개소
좌표: GCS_Korea_2000

벽돌로 쌓은 조적조
건물은 지진과 같은
횡방향 하중에 매우 취약

분석수량: 100,158개소
좌표: GCS_Korea_2000

지붕 방수층 접착재료
로 충진한 기와는 경주
지진에서 대부분 붕괴
및 탈락되어 다수의
피해유발

분석수량: 430,929개소
좌표: GCS_Korea_2000

비내진설계 건축물은
지진에 취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및 시행령에서 정의
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기와
재료

비내진
설계된
건축물

건축물대장에서 지붕 재료 중 탈락에
취약한 기와재료만 선정

건축물대장에서 준공시대별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 안 된 층수 선별

1988년 이전: 전부 비내진설계
1988년~1994년: 5층 이하 비내진설계
1995년~2005년: 2층 이하 비내진설계

노후
건축물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

분석수량: 430,929개소
좌표: GCS_Korea_2000

옹벽

서울시 전체 옹벽 중
높이 2m 이상인 것 선정

분석수량: 76,474개소
좌표: GCS_Korea_2000

지진발생 시
옹벽(2m 이상)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

분석수량: 41,012개소
좌표: GCS_Korea_2000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시공하여 준공을 받은 후
법에 위반되는
건축행위를 한 건축물

불법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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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내진설계 건축물은 따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건축연도 및 건물층수를
기준으로 내진설계 여부를 적용함

‐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위반건축물(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시공하여 준공을 받은 후 법에 위반되는 건축행위를 한 건축물)을 적용함

‐

건축물대장 자료에 따른 불법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과 위반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무허가건축물은 거주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지진으로 인한 피
해영향이 적으므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증개축을 했으나 준공허가를 받
지 않은 위반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선정함

4) 지진취약요인 자료의 기초통계

◦

지형·지반 자료의 상관성 분석

‐

상관관계 분석은 2개의 특성치 x와 y 사이의 관련성의 정도를 가리키는 지
수로 -1에서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냄

‐

특성치 데이터 x와 y에 대해 각각 x1, x2 ……, xn과 y1, y2 …… yn이 얻
어졌을 때의 상관계수는 다음 식으로 구해짐




             






 

‐





 





 



상관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x와 y의 변화는 일치하는 것이고, 반대로
-1에 가까워질수록 x와 y의 증감은 반대임을 나타냄. 단, 상관관계가 있음
이 인과관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님

‐

이 연구에서는 설계지반가속도와 표토층 두께, 전단파속도, 증폭계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

설계지반가속도는 설계지진계수에 증폭계수(S) 값을 곱하여 산정된 값이므로
상관관계 값이 1을 보이고 있음

‐

증폭계수(S)와 표토층 두께(H) 값은 0.75315이며, 증폭계수(S)의 경우 경암
지반일수록 수치가 작고, 연약지반일수록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약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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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표토층의 두께가 두꺼움

‐

한편, 설계지반가속도(Amax) 값과 전단파속도(Vs) 값은 -0.2118로, 전단파속
도(Vs)는 경암지반일수록 그 수치가 커지고 연약한 지반일수록 설계지반가
속도(Amax)가 증가함

‐

표토층 두께(H)와 전단파속도(Vs)의 상관관계는 -0.0875이며 전단파속도가
커질수록, 즉 지반이 단단할수록 표토층의 두께는 감소함. 이는 증폭계수와
표토층 두께 간 관계와 유사함

[표 3-7] 설계지반가속도, 표토층 두께, 전단파속도, 증폭계수 간 상관관계

설계지반가속도(Amax)

표토층 두께(H)

전단파속도(Vs)

-0.2118

-0.0875

증폭계수(S)

1

0.75315

[그림 3-14] 지진위험 건축물의 유형별 자료분포 비율

◦

지진취약 건축물의 유형별 자료 분포 비율

‐

지진취약 건축물이 서울시 전체 건축물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 [그림 3-14]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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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체 건축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적조 건축물과 노후 비내진설계
건축물, 2m 이상 옹벽, 3층 미만의 비내진설계 건축물 비율이 높음

2_추가 필요자료 발굴 및 분석사례
1) 구축 자료 분석과정

◦

지형·지반

‐

구축된 지형·지반 자료는 여러 조합으로 분석 가능하며 내진설계의 기본이
되는 ‘설계지반가속도’와의 중첩을 통해 얻어짐

[그림 3-15] 지형·지반 자료구축 과정

‐

예를 들면, 지진 발생 시 사면붕괴 예측 지역에서 액상화 취약지역과 매립지
또는 충적층과 중첩을 통하여 필지단위 구역을 설정함

‐

설정된 구역에 필지단위 설계지반가속도를 중첩하면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
발생 시 지반 거동에 대한 ‘설계지반가속도’를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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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

구축된 건축물 관련 자료는 여러 조합으로 분석 가능하며 내진설계의 기본
이 되는 ‘설계지반가속도’와의 중첩을 통해 얻어짐

[그림 3-16] 건축물 자료구축 과정

‐

이번 연구에서 구축된 조적조 건축구조 또는 기와지붕의 한옥과 중첩을 통
하여 필지단위 구역을 설정함

‐

설정된 구역에 필지단위 설계지반가속도를 중첩하면 내진설계를 위한 지진
발생 시 지반 거동에 대한 ‘설계지반가속도’를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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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위험지역 분석사례

◦

분석사례 1: 산사태 위험지역에서의 서울시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그림 3-17] 산사태 위험지역에서의 서울시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산사태 위험지역은 주로 관악구, 서초구, 도봉구, 노원구 등에 분포하며 설
계지반가속도가 큰 지역은 주로 서초구와 도봉구이고, 은평구, 마포구, 강서
구, 양천구 일부 지역임

‐

설계지반가속도가 큰 지역의 암반은 주로 충적층과 일부 호상편마암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호상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비교
적 높은 암반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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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사례 2: 산사태 위험지역에서의 자치구별 설계지반가속도 분포(◯◯구, △△구)

[그림 3-18] 산사태 위험지역에서의 자치구별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

◦

자치구별 산사태 위험지역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분석이 가능
자치구청에서 급경사지 실태 파악 등 안전 점점에 활용함

분석사례 3: 액상화 취약지역에서의 서울시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그림 3-19] 액상화 취약지역에서의 서울시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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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발생 시 사면붕괴 예측 지역의 액상화 발생 가능지역에서 충적층 및
매립지를 선별하여 설계 지반가속도를 분석함

‐
‐

대상지역은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 일부 지역과 도봉구 및 노원구임
액상화 발생 시 고층건물 및 고가도로 등 시설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
므로 건설심의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분석사례 4: 액상화 취약지역에서의 자치구별 설계지반가속도 분포(◯◯구, △△구)

[그림 3-20] 액상화 취약지역에서의 자치구별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

자치구별 액상화 취약지역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분석이 가능함
매립지 및 지하수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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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사례 5: 조적조 건축물에서의 서울시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그림 3-21] 조적조 건축물에서의 서울시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조적조 건축물은 지진발생 시 진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며 서울시 전역
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건물 용도는 대부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이며 서울 지역 대
부분의 조적조 건축물은 3층 이하의 비보강 조적조 건물임

‐
‐

지진 발생 시 지지력은 거의 없음(서울시, 2012)
조적조 건축물은 대부분 노후건축물로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강대책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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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사례 6: 조적조 건축물에서의 자치구별 설계지반가속도 분포(◯◯구, △△구)

[그림 3-22] 조적조 건축물에서의 자치구별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

자치구별 조적조 건축물 지반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분석이 가능함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내진보강 교육, 캠페인 등에 활용하며 우선적 보강
순위 산정 시 필요함

◦

분석사례 7: 기와재료 건축물에서의 서울시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그림 3-23] 기와재료 건축물에서의 서울시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03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 기초자료 현황과 활용 / 51

‐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시 기와가 탈락하여 건축물 지붕이 상당부분
파손됨

‐

기와 등 건축비구조요소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자동차 등 2차 피해 발생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분석사례 8: 기와재료 건축물에서의 자치구별 설계지반가속도 분포(◯◯구, △△구)

[그림 3-24] 기와재료 건축물에서의 자치구별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
‐

자치구별 기와재료 건축물 지반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분석이 가능함
민간건축물 지진대비 예방제도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함
지붕기와 등 비구조요소의 내진보강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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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사례 9-1: 서울시 노후(준공된 지 20년 이상18)) 비내진설계 건축물에서의 설
계지반가속도 분포

[그림 3-25] 서울시 노후(준공된 지 20년 이상) 비내진설계 건축물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서울시 노후건축물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이 수행되어야 하며, 내진설계
가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됨

‐

충적층 등 연약지반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를 반영하여 내진보강에 대비함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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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사례 9-2: 서울시 노후(1988년 이전 준공19)) 비내진 건축물에서의 설계지반가
속도 분포

[그림 3-26] 서울시 노후(1988년 이전 준공) 비내진 건축물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서울시 노후건축물 붕괴방지를 위한 안전점검이 수행되어야 하며, 내진설계
가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됨

‐

충적층 등 연약지반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를 반영하여 내진보강에 대비함

19)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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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사례 10-1: 자치구별 노후(준공된 지 20년 이상) 비내진 건축물에서의 설계지
반가속도 분포(◯◯구, △△구)

[그림 3-27] 자치구별 노후(준공된 지 20년 이상) 비내진 건축물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
‐

◦

자치구별 노후건축물 지반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분석이 가능함
민간건축물 지진대비 인센티브 방안 마련 시 활용함
내진보강 대상 선택 시 활용함

분석사례 10-2: 자치구별 노후(1988년 이전 준공) 비내진 건축물에서의 설계지반
가속도 분포(◯◯구, △△구)

[그림 3-28] 자치구별 노후(1988년 이전 준공) 비내진 건축물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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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치구별 노후건축물 지반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분석이 가능함
민간건축물 지진대비 인센티브 방안 마련 시 활용함
내진보강 대상 선택 시 활용함

분석사례 11: 서울시 옹벽(2m 이상) 설치 지역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그림 3-29] 서울시 옹벽(2m 이상) 설치 지역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서울시 옹벽(2m 이상) 설치 지역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는 [그림 3-29]와 같
음. 주택인접 옹벽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은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지진 발생 시 비교적 규모가 큰 옹벽(2m 이상)은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며, 옹벽이 위치한 지반에서의 예상 증폭효과
는 추후 지진대책 수립 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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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사례 12: 서울시 조적조 한옥건축물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그림 3-30] 서울시 조적조 한옥건축물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순수 한옥은 지진에 대한 저항력이 대체로 크지만, 한옥 형태의 조적조 건
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함

‐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조적식 한옥건축물 지반에 대한 설계지반가속도 분
포는 건축주들이 향후 내진보강 등 대책 마련 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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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사례 13: 서울시 불법건축물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그림 3-31] 서울시 불법건축물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불법건축물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진 등 외부
하중에 취약함

‐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건축물 지반에 대한 설계지반가속도 분포는 건
축주들이 향후 내진보강 등 대책 마련 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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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사례 14: 서울시 비내진 저층 건축물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그림 3-32] 서울시 비내진 저층 건축물에서의 설계지반가속도 분포

‐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고주파 지진일 확률이 매우 높음(한국지진공
학회, 2016)

‐

경주사례에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되
지 않은 저층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함

‐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비내진 불법건축물 지반에 대한 설계지반가속도 분
포는 건축주들이 향후 내진보강 등 대책 마련 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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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기초자료 활용사례
1) 제도적 대책 수립에 활용

◦

1차적인 활용

‐
‐
‐
‐
‐
‐

◦

신규건축물 내진설계확인서에 추가 입력 자료로 활용
신규건축물 내진설계 시 자료 제공
지진위험도 평가 및 정책대응
지진대피소 확충, 피난대피로 선정
지진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2차적인 활용

‐
‐

◦

기존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에 활용

서울시 지진재난 환경 심층분석
서울형 지진정보제공 시스템연구

기대효과

‐

서울시 건축물 지진취약성 및 위험도 평가 등 지진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

‐

서울형 지진정보 제공 시스템 개발

2) 활용방안 사례

◦

기존건축물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에서 내진성능평가 시 연구결과를
반영함

‐

건축주에게 내진보강을 위한 주변 건축물 및 지반 상태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진보강을 수립하는 데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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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기존건축물에 대한 활용 예시
출처: 한국지진공학회(2016)

◦

신규건축물

‐
‐

기존 내진설계 확인서는 내진설계 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하였음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할 때 해당되는 지형·지반 위험
도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검토 시 활용함([그림 3-34] 참조)

[그림 3-34] 신규건축물에 대한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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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지진정보 제공 시스템

‐
‐
‐
‐

해당 건축물의 주소 입력
해당 건축물의 지형·지반 및 건축물 위험도 자료 분석
주변 건축물(반경 500m 이내) 위험도 자료 분석
지진 발생 시 최적의 대피소 및 대피경로 안내

[그림 3-35] 내진성능 자가점검에 대한 활용 예시

04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관리방안
1_기본방향
2_관리방안
3_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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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관리방안

◦

국내외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 사례(국립방재연구소, 일본 도쿄도, 미국 HAZUS)
분석결과 평가항목은 크게 지형·지반과 건축물로 분류되며 총 14가지 요소임

‐

지형·지반에 대한 요소는 지질도(충적층, 화강암 등), 도심지 절성토로 인한
매립지 여부, 토층두께(m),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면재해위험지구,
내진설계의 기본이 되는 설계지반가속도(g)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됨

‐

건축물에 대한 요소는 건축구조, 건물층수, 지붕재료, 건축연도, 내진설계여
부, 불법건축물, 건물수, 한옥, 옹벽(2m 이상) 등 9가지 요소로 구성됨

1_기본방향

◦

종합적인 필요자료 목록

‐

지진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료구축 방안을 위해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경주
지진 피해사례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주요 자료들을 선별함

‐

확보 가능한 자료 목록은 다음 [표 4-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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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국내외 지진발생 및 피해 자료와 이번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서울시 보유현황

지진
발생
자료
(지형,
지반)

국내
(국립방재연구소,
2002)

일본
(도쿄도
지진위험도
평가)

미국
(HAZUS)

이번 연구

서울시
관련부서
보유현황

연약한 토사지반,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지반 특성
(액상화,
단층)

표층지반특성
(깊이, 특성)

지질도
(충적층, 화강암 등)

X

매립지, 조성지
(절토, 성토지역)

토양분류

토질종류

매립지

X

토층두께

토층두께

X

경사도

사면재해
위험지구

X

전단파속도

설계지반
가속도

X

고지대, 저지대,
급경사지

지진
피해
자료
(건축물)

구조

건물구조

구조형태

건축구조
(조적구조,
철골구조 등)

X

층수

층수

층수

건물층수

O

건축재료
(외벽재료,
지붕재료)

건축재료

지붕재료

X

건축연도

건축연도

건축연도

O

비내진설계

X

기타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

X

담장, 옹벽, 계단

옹벽

X

안정성평가
등급 D 이하

설계규준
(내진설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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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관리방안
1)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위험도평가 등 제도적 대책 수립에 활용되는
자료는 서울시 담당 부서들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관리함

◦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를 위한 지진위험도 관련 자료(지형․지반 및 건축물)의 갱신
과 분석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지진위험도와 연계된 자료 및 개별 업무진행 과정의 관리체
계를 강화해야 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확보된 데이터가 상시 갱신되
도록 조직의 업무 연계 체계 강화가 필요함

‐
‐
‐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구조안전 내진설계 확인서 내진성능 자가점검’)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팀(‘내진설계 기술심의 시’ 참조)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산사태 피해저감 시책 수립 시’ 참조)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참조)

2) 추진협의회 구성

◦

지진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단계별로 지속적인 자료구축 및 관리를 추진함

‐

추진협의체는 분야별 전문가, 용역주체,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3) 시행방안

◦

1단계: 추진협의체 구성 및 사업 계획 수립

‐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지진위험도 자료구축, 지진위험도 평가, 유관 부서에
자료 제공 등 총괄 관리함

‐

◦

자료구축 및 지진위험도 평가 시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2단계: 자료 구축 및 서울시 건축물 지진위험도 평가

‐

자료구축, 시스템반영, 자치구별 대응방안, 지진위험도평가의 프로세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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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단계에서 분야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함
지진위험도 평가는 위해(hazard) 및 취약(vulnerability) 요인에 대한 자치
구의 대응능력을 평가함

[그림 4-1] 추진 체계 및 운영조직

‐

위험도 관련 자료는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에서 관리하며 주택건축국 건
축기획과, 기술심사담당관 기술관리팀,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물순환안전
국 하천관리과 등에서 종합계획 및 시책 등을 수립할 때 자료를 제공함

◦

3단계: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에 반영

‐

◦

건축물 및 자치구에 대한 지진위험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내진성능을 높임

4단계: 자치구별 건축물 지진 대응체계 점검

‐

대피 훈련 시행: 전문가 회의를 통한 지진재해 노출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대
상으로 대피 훈련을 시행함

‐

대피소 및 대피로 확보 안내: 지진위험 공간정보를 토대로 지진 발생 시 건
축물 붕괴 위험지역 및 안전지역을 고려한 구역별 대피소와 대피로를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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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안내함

‐

내진보강시설물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지진위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보
강 실비 지원이나 내진설계 보강 시 세금 감축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홍보
하고 교육을 실시함

◦

5단계: 주기적인 자료 보완

‐
‐

지진 총괄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자료를 점검하고 보완함
지진 관련 계획 및 시책 등을 수립하는 부서에 정보를 제공함

4) 자료 관리방안

◦

기본 방침

‐
‐

구축된 자료(엑셀, 공간정보시스템)는 지진 총괄부서에서 관리함
필요 시 타 부서와 자료를 공유하며 시민들에게 유용한 내진성능 관련 정보
를 제공함

‐

자치구별 지진대응 시행 결과는 지진 총괄부서에 제출함

[그림 4-2] 자료 관리 방안

◦

자료 관리 방안의 유형

‐

텍스트 데이터 자료: 지형·지반 관련 정보(필지별 설계지반가속도, 매립지,
급경사지 등), 건축물 관련 정보(건축물별 구조, 층수, 건축연도 등)

‐
‐

공간정보시스템 자료: 필지위치, 건축물 위치 등
자치구별 지진대응 자료: 대피 훈련 시행, 대피소 및 대피로 확보 안내 등
지진대응 능력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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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위험도 평가 자료: 위해, 노출, 취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진
위험도 평가를 수행함

3_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

기본 방침

‐

지속적인 사업 예산 확보와 집행을 통해 지진위험도 자료구축 및 장기적인
보완·관리의 목표를 달성함

◦

사업 근거

‐
‐
‐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국민안전처 고시 2015-1호)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63호)

소요예산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소요예산 및 추진내용은 다음 [표 4-2]와 같음

자료의 유형

‐

텍스트 데이터 자료(지형·지반 관련 정보: 필지별 설계지반가속도, 매립지,
급경사지 등)

‐
‐

건축물 관련 정보(건축물별 구조, 층수, 건축연도 등)
공간정보시스템 자료(필지위치, 건축물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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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소요예산 및 추진내용

사업추진
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계

약 7년
10개월

730,000

지반지형
자료 보완

약 1년

건축물
자료 보완

시행자

추진 세부내용

80,000

산학연
(2개소)

단층지, 매립지, 토층 심도, 산사태 위험지역,
전단파속도 등에 대한 공간자료 검토·보완

약 1년

80,000

산학연
(2개소)

건축물 구조, 층수, 건축재료, 준공연도, 불법
건축물, 내진설계준수, 용도, 옹벽, 건축물 수에
대한 공간자료 검토·보완

건축물
자료 구축

약 10개월

160,000

민간
업체
(2개소)

증개축 여부, 침하 및 손상 여부, D등급 이하
건축물, 비구조요소에 대한 공간자료 구축

시스템
연계(1)

약 1년

180,000

민간
업체
(2개소)

구축된 지진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 이용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등에 반영
(현재보다 구성체계 업데이트)

지진
대책방안

약 1년

40,000

정책연
구기관
(1개소)

지진수준 및 건물별, 구역별
지진대책방안 연구

지진대책
시행방안

약 1년

50,000

정책연
구기관
(1개소)

지진대책 시행방안 연구

지진
위험도
평가

약 1년

60,000

산학연
(1개소)

지진취약요인과 지진대책 시행 결과를
종합하여 지진위험도 평가

시스템
연계(2)

약 1년

80,000

민간
업체
(1개소)

지진대책 및 지진위험도 평가 결과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등에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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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lan for Building Data for Earthquake Risk Assessment of
Constructions in Seoul
Yoon-Shin BaeㆍJong-Seok WonㆍHan-Na Park
After earthquake in Gyung-Ju September 2016, it comes out that Korea
is not the safe place from earthquake. Even more Seoul has active fault
named ‘Choogaryung’. It means that Seoul should prepare for
Earthquake Response System. However Seoul doesn’t have enough
data related to earthquake risk and the System for self-check about
earthquake resistance of buildings doesn’t work well.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purposes to make geoinformation data related to
earthquake risk and to suggest data application & management plan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geoinformation data causing earthquake
risks is classed as ground factors and construction factors. This study
builds geoinformation data of earthquake vulnerability which Seoul
city doesn’t have. The data is 8 types of ground factors and 8 types of
construction factors which is used to analyze Seoul where is risky areas
from earthquake.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raise earthquake
resiliency in Seoul by supporting the self-check system about
earthquake resistance of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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