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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6,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이상의 지진 당시 건물에 많은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지

진 발생 시 건물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진 등의 재난 상황 시 건물의 위험도

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진 등의 재난 상황 시 건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건물 기울기에 대한 위험도를 자이로 센서 데이터에 기반해 산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건물 기울어짐 데이터를 확보함에 어려움이 있어 모의 거동 환경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자이로 센서로부터 수집된 실시간 기울기 데이터를 Mean Filter를 통해 데

이터 평탄화 및 선형화를 수행 후 머신러닝 기법중 하나인 선형 회귀 알고리즘을 적용해 건물 기울기를 추정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물 기울기 위험도 산출표를 바탕으로 측정된 기울기의 위험도를 산출한

다. 해당 시스템은 실제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실시간 건물 기울기 위험 판단을 통해 신속한 재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자이로 센서(gyro sensor), 건물 기울기 위험도(building inclination risk),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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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6,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이상의 지진으로 

인해 많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원이 밀집되어 큰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건물 붕괴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진 발생으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액상화 현상으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진 등의 

재난 상황 시 건물 기울어짐을 신속하게 판단할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

다. 실제로 경주 지진 당시 4,996건의 사유 시설과 182건의 공공시설물

이 손상되었으며 포항 지진 당시 56,622건의 사유 시설과 417건의 

공공시설물이 손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2]. 그에 따라 건물 파손, 

침하 및 기울어짐 등 건물 안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중이다.

건물 손상과 관련된 연구로는 관측 장비를 통해 실측하는 방식[3], 

이미지를 찍어 기울기를 실측하는 방식과[4] 건물에 설치하는 센서를 

통한 기울기를 예측하는 방식이 있다[5,6]. 전자의 경우 실제 이미지를 

통해 기울기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직관적이고 실제적인 기울기의 

위험도를 알 수 있으나, 전반적인 건물을 찍어야 하고, 영상을 장시간동

안 촬영을 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 

반면 센서의 경우 건물 내에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하거나 실제 기울어지는 건물에 따른 센서의 값에 대한 선행 

자료가 없어 해석하기 난해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의 거동 환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울기 센서를 

활용하여 기울어지는 건물에 대한 위험도를 정의하고, 효과적으로 

센서를 통해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머신 러닝 방식의 

선형회귀로 기울기 위험을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모의거동에서 

적용하고자 한 기울기 값과 실제 RMS를 통해 나오는 기울기 값의 

오차가 0.001로써 해당 기술을 통한 기울기 값 검출의 성능을 검증하였

다. 건물의 기울기 변화값에 따른 실제적인 위험도는 국토교통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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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등급 C이상의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는 알릴 수 있는 플랫폼 또한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실시간 건물 기울기 위험도를 파악하여 신속한 

재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건물 기울기 측정은 크게 관측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과 센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관측 장비를 사용해 건물의 

기울기를 실측하는 방식과 카메라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식이 있으며

[3,4]. 관측 장비를 통한 기울기 측정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건물 파손 및 변형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 

카메라 이미지를 분석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해당 건물 기울기 측정이 

가능한 이점이 있으나 건물 전체를 이미지에 담기 위한 거리가 필요하

고 장시간 촬영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해 도심 공간 적용이 어렵다. 

센서 기반 관련 연구는 센서의 데이터를 Low-Pass RC 필터링 후 

기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며[5,6], 이는 실시간 건물 기울

기 측정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하지만 진행성으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기울기 경향성 파악이 어렵고 건물 기울기 정도에 따른 

위험 수준 판단이 어려운 관계로 신속한 재난 의사 결정 도움에는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대비 센서를 활용해 실시간 기울기 측정 

및 도심 공간 적용이 가능하고 진행성 건물 기울짐에 대한 경향성 

파악이 가능한 머신 러닝 기반 기울기 회귀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기울기 정도에 따른 위험도 수치를 가시적으로 산출함으로써 

시스템 사용자에게 신속한 재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실제 건물 기울어짐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모의 거동 환경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3.1 모의 거동 환경

본 논문에서는 실제 건물 기울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모의 

거동 환경을 [Fig. 1.]과 같이 구축하였다.

Fig. 1. 기울기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의 거동 환경

(a) 자이로 센서 모듈, (b) 모의 거동 장치, 

(c) 기울기 데이터 생성환경

모의 건물 기울기 측정을 위해 [Fig. 1.-(a)]의 자이로 센서가 내장된 

MPU-6050 센서를 사용했으며, 해당 센서는 x, y 축 방향에 대한 

기울기 값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Fig. 2.-(b)]와 같이 실제 

건물의 기울어짐 현상을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는 모의 거동 장치를 

사용하였다. [Fig. 1.-(c)]는 기울기 데이터 수집을 위해 최종적으로 

구축된 모의 거동 환경이다. 모의 거동 환경으로부터 건물의 기울어짐

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 데이터와 건물 기울어짐이 발생한 이상 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이상 데이터의 경우 건물 기울어짐이 급격히 발생한 

순간 변동 데이터와 건물 기울어짐이 서서히 나타난 진행성 변동 

데이터로 구분하여 수집하였다. 정상 데이터의 경우 20시간 동안 

수집한 연속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이상 데이터의 경우 순간 변동 

데이터와 진행성 변동 데이터 모두 1시간 단위로 10건을 수집하였다. 

[Fig. 2.]는 실제 모의 거동 환경으로부터 확보한 데이터이며 정상, 

진행성 기울어짐, 급격 기울어짐 데이터로 이루어져있다. 해당 데이터

는 모두 기울기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1시간 주기로 구성되었으며 

정상 데이터의 경우 20시간 연속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리샘플링하였

다. 진행성 기울어짐 데이터의 경우 모의 거동 장치가 1시간 동안 

0.072도가 기울어지도록 설정하였으며 급격 기울어짐 데이터의 경우 

급격히 0.1도가 기울도록 환경을 구성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5초 

주기로 생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1시간에 720 샘플로 구성되었다. 

기울기 센서에서 계측되는 데이터는 x, y축으로 구성이 되나 각 

축을 분석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동일하므로 이후의 본 논문에서는 

x축에 한정하여 분석 및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Fig. 2. 모의 거동 환경으로부터 수집한 센서 데이터

3.2 데이터 전처리

본 논문에서는 더 정확한 기울기 산출을 위해 모의 거동 환경으로부

터 얻어진 센서 데이터에 대해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우선 모든 건물은 

고유 기울기 값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건물별로 영점 조정을 할 필요성

이 있다. 또한 센서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는 센서 오차에 의해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해 이상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고주파 영역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센서 데이터의 RMS(Root Mean Square) 

값을 기반으로 건물별 기울기 영점 조정을 수행하고 Mean Filter를 

이용해 이상치 데이터를 제거하였다. [Fig. 3.]은 센서 데이터 기반 

전처리 수행 및 기울기 산출 알고리즘을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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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데이터 전처리 및 기울기 산출 알고리즘

3.2.1 RMS값을 통한 기울기 영점 조정

본 논문에서는 각 건물의 영점 조정을 위해 센서 데이터의 RMS값을 

활용하였다. 현재 건물의 고유 기울기가 양수 또는 음수 중 어떠한 

값인지 추정하기 위해 센싱 데이터에 10분 단위로 Mean Filter를 

적용한다. 이후 1시간 동안의 데이터에서 도출된 6개의 평균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건물 고유 기울기의 부호를 추정한다. 만약 해당 

값이 양수라면 현재 건물의 기울기를 양의 부호로 판단해 센싱 데이터

에 RMS 값을 빼고, 해당 값이 음수라면 현재 건물의 기울기를 음의 

부호로 판단해 RMS 값을 더해줌으로써 기울기의 영점을 조정한다.

3.2.2 Mean Filter

영점 조정 이후 자이로 센서의 오차에 의한 outlier에 강인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Mean Filter를 적용하였다. Mean Filter를 통해 오차에 

해당하는 고주파 영역을 제거하고 비선형 데이터를 선형화함으로써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에 더 적합한 데이터로 정제하였다. 

Mean Filter는 10분 단위로 수행되며 [Fig. 4.]는 센서로부터 수신받은 

데이터를 RMS값에 기반해 영점 조정 후 필터링을 수행한 결과이다.

Fig. 4. RMS 기반 영점 조정 및 Mean Filtering 결과

3.3 선형회귀를 통한 기울기 측정/위험도 산출

3.3.1 기울기 측정

데이터 전처리 수행 후 Mean Filter를 통해 선형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형회귀를 진행한다. 건물의 기울기는 회귀 분석 된 데이터

의 시작점과 끝점 기울기 값의 차를 통해 구한다.

Fig. 5. 10분 평균 데이터에 대한 선형회귀 결과

[Fig. 5]는 선형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상, 진행성 기울어짐, 

급격 기울어짐 데이터에 대해 선형회귀를 진행한 결과이며, 회귀 

결과로부터 현재 건물의 기울기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특히 진행성 기울어짐일 경우 주로 건물 기울어짐 현상이 선형적으

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관계로 실제 모의 거동 환경에서 설정한 

기준군(Ground Truth)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상황별 기준군과 회귀 분석을 통한 기울기 측정값은 

[Table 1.]과 같으며 측정값의 평균적인 오차는 [Table 2.]와 같다.

상태 측정 기울기 기준군

정상 0.0001 0

진행성 0.0701 0.071

급격 0.1449 0.1

Table 1. 선형회귀 기반 기울기 측정 결과

상태 정상 진행성 급격 

오차 범위 0.0001° 0.0009° 0.0449°

Table 2. 선형회귀 기반 기울기 산출 오차

기울기 측정에 대한 오차를 확인한 결과 급격 기울어짐을 제외한 

두 상황에서는 0.001° 이내의 오차를 보였다. 아래의 국토 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르면 위험 등급 기준 기울기 단위가 0.1° 내외로, 

해당 오차는 1% 미만의 오차로서 기울기 등급산정 및 점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2 기울기 값에 따른 건물 위험도 산출

앞서 수행한 기울기 측정값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건물의 위험도를 산출한다[7]. 해당 기준에 따라 아래의 

[Table 3.]와 같이 5단계로 위험등급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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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허용 변위 기울기 안전조치

A 1/750 이내 0.07639° 이내 정상 유지 관리

B 1/500 이내 0.11459° 이내 주의 관찰, 원인 제거

C 1/250 이내 0.22918° 이내 정기적 계측 필요, 원인 제거

D 1/150 이내 0.38196° 이내 보수 보강, 사용제한 필요

E 1/150 초과 0.38196° 이내 긴급 보강 및 사용 금지

Table 3.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거한 위험도 등급 기준

또한 등급 기준에 따라 기울기 0°를 0점, 0.38196°를 100점으로 

기준을 두고 기울기 각도에 따른 점수를 정의하였다. [Table 4.]은 

[Fig. 5.]에 해당하는 기울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도 등급 

및 점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상태 기울기 등급 위험도

정상 0.0001 A 0%

진행성 0.0701 A 21.51%

급격 0.1449 C 56.96%

Table 4. 모의 거동 데이터 건물 위험도 산출 결과표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자이로 센서를 활용해 선형회귀를 적용한 

기울기 측정 모델의 경우 실제 기울기 정도와 대비해 정상 및 진행성일 

경우 0.001° 이내의 오차를 보이며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른 위험도를 가시성이 

뛰어난 점수 형태로 산출하였다. 향후 재난 상황 시 건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침하, 가속도 및 가스 센서에 대한 분석 및 예측 모듈을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제안한 

연구 및 시스템이 신속한 재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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