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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recent large earthquakes around the world, there are increasing social needs for seismic safety of 
urban railway infrastructures. Urban railway infrastructures are applied differen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procedure each of overground structures, underground structures and bridge structur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railway infrastructures are not properly considered in the procedure. This study presents problems in 
the existing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procedure of urban railway infrastructures and proposes necessities 
of unified evaluation procedure.

1.  서  론

  최근 해외에서는 규모 9.0의 일본동북부지진을 비롯하여 뉴질랜드(6.3), 아이티(7.0), 중국 쓰촨(8.0) 등 

대규모 지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7년 오대산지진(4.8)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지진동을 유감하는 등 지진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시철도 시설물은 다중이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로써 지진피해 시 인명피해와 교통망의 단절 등 사

회적 영향이 크며, 이에 지진재해대책법(2008)에 의거하여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시설물은 지중구조물, 건축구조물, 교량 및 고가구조물 등 여러 형태의 구조물이 혼재되어 있

어 각각의 구조물은 「기존 터널의 내진성능평가요령」,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 평가요령」과 같이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내진성능평

가방법은 궤도로 연결된 교통망시스템인 도시철도 시설물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 내진성능평가체계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체계는 내진성능 예비평가, 내진성능 상세평가의 2단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내진성능 평가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실시된다.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기존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얻은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건축물은 평가자료를 이용한 약산적인 구조계산을 실시하지만 터널과 교량은 평

가자료로부터 다음 평가지수에 따라 내진그룹화를 실시한다.(3),(4),(5)

   (1) 지진도(Seismicity) : 지진의 규모 및 발생환경 등에 의해 결정한다.
   (2) 구조물의 위험도(Vulnerability) : 구조물의 취약성, 기하학적인 형상, 형식 등에 의해 결정한다.

1539



   (3) 사회·경제적인 영향(Impact) : 교통량, 시설물의 중요성 등에 의해 결정한다.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예비평가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상세평가 대상 구조물을 대상으로 상세구조해

석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소요역량과 공급역량의 비교를 통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터널은 2가지 성

능수준인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에 대하여 각각 평가를 실시하며, 교량구조물은 예비평가 결과

에 따라 구성요서 전체를 평가하는 내진성능 평가 A와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만을 평가하는 내진성

능 평가 B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건축구조물은 구조물의 중요도가 (1)이상인 경우 탄성해석을 실시하는 

1단계 상세평가를 실시하며, 중요도가 (특)이상인 경우와 1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정적 비선형해석을 실

시하는 2단계 성능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3. 내진성능예비평가의 문제점

3.1 지진도 산정의 문제점

  기존 성능평가기준에서는 지진위험도를 구조물의 사용목표수명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터널의 내진성능평가요령」 1.1의 3에 대한 해설에서 “기존 구조물의 경우 사용목표수명

이 신설구조물의 평가설계수명에 비하여 짧아 사용목표수명 중에 경험하게 될 지진세기는 신설구조물

이 평가설계수명 내에 경험하게 되는 지진세기보다 작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

은 구조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3) 그러나 구조물 설계 

시 사용기간 동안 요구되는 성능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조물의 잔존수명이 줄어

들어도 지진세기는 작아지지 않는다. 또한 사용목표수명의 정량적 판단방법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 시 감소된 지진동에 의한 평가가 실시되어 요구성능에 미치지 목하

는 구조물도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터널과 교량의 예비평가에서 사용되는 지진도 등급의 산정기준은 지진구역과 지반종류, 도시권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4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3),(4) (괄호 안은 교량의 분류)

지진구역 구분
지반종류

SE(IV) SD(III) SC(II) SB, SA(I)

I
도시 1그룹 2그룹 

기타지역
1그룹 2그룹 3그룹

3그룹

II
도시 4그룹

기타지역 2그룹 3그룹 4그룹

표 1. 지진도 등급 기준

  도시철도는 통합된 교통 네트워크로 건설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진피해를 입을 경우 교통망이 단

절될 수 있으므로 지진도 등급에서 도시와 기타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7)

3.2 구조물의 위험도 산정의 문제점

  터널의 위험도는 지진에 대한 터널 구조물의 위험도는 구조물의 형태, 연약지반 존재유무, 기하학적 

형상 등을 고려하여 식 1과 같은 터널 구조물의 위험도지수로 나타낸다.(3)

  
VI=FLEX 지수×( CONST지수+EARTH지수+SIZE지수+CONNECT지수+

DAMAGE지수+FAULT지수+SYM지수+LIQ지수+DETIOR지수+NC지수)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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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의 취약도는 지진으로 인해 교량이 붕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쉬운 형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교각

의 형태 및 연약지반 존재 유무, 받침선과 교축방향의 사잇각과 같은 기학학적인 형상을 고려하여 식 2

와 같은 교량의 취약도 지수로 나타낸다.(4)

   


경간수   
 



⋅기준
 



 
기준
현재  

       +0.2( PIER지수 )+0.1( EARTH지수 )(PILE지수)+0.1( LIQ지수 )+0.05(DETIOR지수 ) (식2)

       +0.1 ∑지점수(1-
SUPPORT길이
SUPPORT기준 )

2

+0.05(SKEW지수)

  터널과 교량에서 모두 사용된 지수 (액상화 가능여부지수)는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1.0, 

보통일 경우, 0.8, 낮을 경우 0.5의 지수값으로 반영하여 위험도지수 산정을 통한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액상화 발생 가능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자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자료가 없는 경우 

액상화 발생 지수를 낮음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액상화에 대한 안정성을 효율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량의 취약도지수인 교량의 폭원 기준과 관련한 지수 기준
 는  차로수에 따른 기준으로 도

로교에서 의미 있는 기준이나 도시철도 교량에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7)

3.3 사회·경제적인 영향도 산정의 문제점

  터널 구조물의 영향도는 구조물 주변의 주요시설물, 노선의 중요도, 인접하여 매설된 라이프라인 시

설물 및 구조물 성능회복을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식 3과 같이 터널 구조물의 영향계수로 나타낸

다.(1)

  II= 20×( NPPD지수+IMPS지수+IMPL지수+IMPA지수+IMPC지수)      (식3)

  터널의 영향도 지수인 지수 (노선의 중요도 지수)는 중요한 경우 1.0, 보통일 경우 0.8의 지수값

을 반영하며, 지수 (구조물의 성능회복을 위한 비용 지수)는 비용이 높을 경우 1.0, 보통일 경우 

0.8, 낮음일 경우 0.6의 지수값을 반영하여 영향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지수 모두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정량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량의 영향도는 교량이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결정인자로 교량의 설계등급과 시설물구분 및 교통량과 중요시설물의 설치유무 등을 고려하

여 식 4와 같이 교량 영향도계수(Impact Coefficient, IC)로 나타낸다.(4)

  IC=0.30Log(1+ ADT
5000 )+0.35(LEVEL) (CATEGORY)+0.15(UTILITY)

      +0.10(FAC ILITY)+0.10( DETOUR
50 )

0.25

   (식4)

  교량의 영향도 지수인 (일평균교통량),  (시설물 종별), (우회경로)는 도

로교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철도 교량에 맞는 평가 지수가 필요하다. 이 중 (우회경

로)는 도시철도 교량의 특성상 우회경로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541



3.4 기타

  도시철도 시설물은 내진 1등급이상의 구조물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는 1단계 상세평가 

이상의 성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조물 중 평가 우선순위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터

널과 교량의 예비평가 체계와 유사한 도시철도의 특징이 반영된 건축물의 예비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철도는 통합된 교통 네트워크이며, 고가역사와 같이 교량의 특징과 건축물의 특징이 혼재된 

구조물이 존재하므로 일원화된 도시철도 구조물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내진성능상세평가의 문제점

  
  터널의 상세평가에서 평가는 부재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내하력(Capacity)과 설계지진에 대해 각 구성

부재에 요구되는 설계부재력(Demand)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구조물의 해석은 응답변위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1). 그러나 기능수행수준에서는 탄성해석을 수행하고, 이 때 부재 보유 설계 내하력으로 

항복강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설계관행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붕괴방지수준에서는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탄성해석으로 구한 탄성 부재력을 응답계수를 사용하여 수정하는데 응답

수정계수와 연성계수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연성계수를 곱하여 소성변형을 결

정한다고 하여도 그 값이 기존터널의 내진성능값이 아니고 단지 설계 시 보장하고자 하는 연성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응답변위법으로 지반변위를 산정할 경우 특정 지진파에 대하여 변위가 과소평가될 우

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9) 따라서 부재의 연성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비선형 해석이 필요하며, 응답

변위법을 사용할 셩우 지진파의 특성과 국내지반조건 사이의 적절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량의 상세평가에서 교량의 구성요소 중 교각, 교량받침, 받침길이에 대한 평가 방법이 수록되어 있

는데 소요역량과 공급역량의 산정방법이 모호하고, 평가절차 또한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는 문제가 있

다.(8) 따라서 연성도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세평가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중조합과 요구성능수준이 평가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시기의 설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으며, 터
널의 내진성능은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의 다중 성능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량 및 건축물은 붕괴

방지를 기본으로 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기준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설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요구성능변화나 설계하중조합의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기존 도시철도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체계를 검토한 결과 사용목표수명에 따라 지진위험도를 감소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예비평가에서는 도시철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지수가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상세평가에서는 비선형평가의 필요성, 평가절차가 복잡하다

는 문제점과 설계기준변경에 대한 유연성이 인식되었다. 따라서 도시철도 시설물은 단일화된 교통네트

워크 시설로써 도시철도 시설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일원화된 내진성능평가체계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1) 구조물의 잔존수명이 줄어들어도 지진세기는 작아지지 않으므로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 시 감소된 

지진동에 의한 평가가 실시되지 않도록 사용목표수명에 대한 정량적 판단방법의 타당성이 입증될 때까

지 사용목표수명에 대한 항목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취약도 지수에서 지수 (액상화 가능여부지수)에 대한 판정은「기존 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의 내

진성능 평가요령」의 예비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 점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영향도 계수 산정식은 도시철도 교량에 대한 특징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터널의 영향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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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식에서 도시철도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한 지수를 이용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상세평가 시 부재의 연성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비선형 해석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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