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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a time when the recent earthquake in Pohang, Korea requires the need for seismic performance design not only 

for concrete structures but also for construction materials used in construction structur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seismic performance design of waterproof materials constructed in the form of direct or partial adhesion to concrete 

structures in the underground Single-side walls section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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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 분야에서 있어 내진 설계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체에 국한하여 연구 검토돼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포항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구조체뿐만 아니라 건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전반에 걸쳐 내진 성능 부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016

년 9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약 5.1의 지진은 우리나라 관측소에서 기계식 지진계로 관측된 지진기록 중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번 지진의 특징은 규모 5.1의 지진 발생 이후 2018년 5월까지 약 2.0~3.0 규모의 여진이 100회 이상 발생하였으며, 미소

지진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615회2)가 넘는 지진이 지속해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진 대책 마련에 있어 안일했던 문제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

음이 확실히 인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중 건축물의 내외부로부터 스며들거나 넘쳐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는 방수재료에 있어 내구성 향상을 위한 성능 설계의 일환으로 내진성 부여를 위한 기초 자료조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방수재

료의 내진성 부여에 부합하여 열악한 환경 하에 시공되고 있는 지하 구조물 합벽구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건설 자재의 내진성능설계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건축 안전팀에서는 화재 및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구조설계와 건축자재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

벌한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사업명: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되었다. 

국외 선진국 일본, 캐나다, 독일, 미국 등에서는 구조설계 외에도 건설 자재에 있어서도 내진설계 반영 및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예

로, 지리적 여건상 가장 많은 내진 설계를 반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건설 구조물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에 있어서도 내진 성능 설계가 연구 

및 실용화되고 있다. 사례 중 하나로 조적벽 건축물에 사용하는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탄력 코팅재(아크릴 실리콘 도료수지와 유리섬유 융합 

재료)가 실용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내진 성능 정보 전달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건물 프레임, 비구조 요소, 방수재료, 내부 및 외부 

마감재, 배관 시스템, 에어컨 및 환기 시스템, 전기 시스템 등이 어떻게 손상되고 있는지, 혹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내진 성능 및 추정 손상뿐만 아니라 각 건물에서 예상되는 손상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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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연구원은 건축물에 지진이 발생하였을때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 역할로 초탄성 연성 스프레이 코팅재를 개발하여 벤쿠버 지역 초등학교에 적용하여 실용화한 사례도 있다. 본 

외벽 코팅재는 EDCC(ECo-Friendly Ductile Cementitious Composite)로 명명하고 있으며, 주요 재료 성분으로는 고분자 섬유와 플라이애

쉬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이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한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 중 탄성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합한 벽지를 개발하여 

지진 발생 시 인장 응력 감소 효과를 가질 수 있는 EQ-Top이 실용화 되고 있다. 이 벽지는 벽이 파열될 경우 벽면을 고정 시켜 벽이 붕괴 

되는 것을 방지하여 탈출 경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줄 수 있도록 기능을 부가하여 건축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방수재료의 내진성능설계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이미 아스팔트 유제와 시멘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아쿠아팔트(Aquaphalt)가 신소재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 

재료의 특성은 혼합 전에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혼합과 동시에 젤(Gel) 상태로 되어 지진 발생 시 건설 구조물과 더불어 방수재료의 내진 

성능 발휘 가능 하다 소개하고 있다. 이 방수재료는 물 또는 공기와 관계없이, 겔링(Gelling) 시간 상태와 경도는 조절 가능하고, 물에 대한 

내성이 있어 지진으로 인한 파손, 다른 물질과의 접착력이 좋은 장점이 있다. 이러한 활용성으로 터널, 댐 등 지진발생이 빈번한 지역의 신축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일본의 조적벽에 사용되는 내진 성능 강화 탄력 코팅재, 캐나다의 구조 안전성 유지를 

위한 초탄성 연성 스프레이 코팅재, 독일의 지진 응력 감소 효과를 위한 탄성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합한 벽지 등이 현재 실용화되어 건설 

자재의 내진 성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구조체에 전면접착 혹은 부분접착 형태로 시공되어 건축물의 내외부로부터 스며들거나 넘쳐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는 방수재료에 있어서도 내진성능설계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 검토로 추후 방수재료의 내진성능설계 시험방법 및 

시험장치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 지향적 고성능, 고내구성, 다기능성 방수재료의 내구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시 건축물에 시공된 

방수층만으로 지진파에 대응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상하부 바닥, 외벽 및 옥상 바닥에 시공된 내진성능설계 된 방수

층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구조체와 더불어 지진파에 의해 변동되는 지하수위로부터 내부로 유입되는 누수 시간을 지연시켜 건축물을 보호하고, 

만약의 인명 대피 최소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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