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 통권 제88호 2012년 5월 33

학교건축물의 내진현황과 내진성능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Seismic-Resistance and the Feature of

Seismic Performance in Schoo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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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present, the problem to secure seismic resistance capac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in school buildings. However, 

the range of facilities to consider retrofit  or the proper direction of seismic retrofit haven't provided in details. Therefore in this 
study, a series of school buildings were chosen as established time, and the structure composition and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school buildings were investigated to get the comprehensive features of seismic resistance capacity in school buildings. 

At result, it was presented that the member capacities were less than criteria and structure system was showed the brittle 
behavior at the collapse prevention level at the school buildings before 1990 year. At the school buildings after 1990 year, 
though it is hard to get general features for various compositions, it was presented that they have problems for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in some buildings at life safety level, specially in the direction of X axis. So,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process of seismic criteria in Korea, the school buildings before 2005 year should be examined for seismic resistance capacity 
and the seismic performance should be examined as well as member capacity to resist seis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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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학교시설에서 내진성능 확보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

슈 중에 하나이다. 리모델링을 고려할 때에도 내진보강에 관

한 문제를 배제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도 지진에 있어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국내

의 내진 설계기준이 1988년 이후에나 도입되면서 많은 수의

학교 건축물이 내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시설물에 내진기술을 적용하여 내진성능

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있으며, 일부 사례

의 내진거동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며 여

러 내진보강 설계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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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학교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시설개선 측면에

서 보면, 개별적인 건물의 내진능력 평가에 앞서 전반적인

학교시설의 내진현황 및 특성 정보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특히 학교시설물은 건립시기에 따라서 일정 구성유형을

보이므로 시기별 구성유형에 따라 전반적인 내진거동과

성능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거시적인 안목에서 시급히 내진보강이 요구되는 건축유형

이나 내진보강의 검토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립시기에 따른 유형별로 여러 학

교건축물의 내진성능 검토결과를 분석하여 학교건축물의

내진현황과 내진성능 특성을 파악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선 학교시설물들의 내진보강 현황

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시기별 학

교건축물의 유형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유효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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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71년 준공 원주 B중학교의 예

학교 명 준공년도 층수 평면
강축방향

스팬(m)

약축방향

스팬(m)
구조형식

전남B중 1957 3 편복도-자형 7.5 4.5 R.C.라멘

원주B중 1971 3 편복도-자형 7.4 4.5 R.C.라멘

충남O초 1975 3 편복도-자형 6.8 4.5 R.C.라멘

충남O중 1978 5 편복도-자형 7.5 4.5 R.C.라멘

원주D초 1985 3 편복도-자형 7.2 4.5 R.C.라멘

춘천H중 1985 3 편복도-자형 7.5 4.5 R.C.라멘

여주O초 1985 3 편복도-자형 7.5 4.5 R.C.라멘

표 1. 1990년 이전 학교시설물의 구조구성1.2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1990년을 기점으로 표준설계도의 영향으

로 건립된 1990년 이전의 학교건축물과 1990년 이후 교육

환경 개선사업시기 이후로 건립된 학교건축물이 유형적으

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각

대상 학교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시기의 학교건축물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내

내진 설계기준의 도입과 연관을 가진 것으로, 내진기준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000년까지는 주로 5층 이하

인 학교건축물이 내진설계 대상으로 취급되기 어려웠다.

2000년 기준에서도 내진설계대상이 확대되었지만, 학교건

축물은 중요도가 낮게 취급되었고, 2005년 기준에나 이르

러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3층 이상이나 10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학교건축물이 내진

설계의 대상에 포함되고 중요도 계수 면에서도 중요성이

높게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5년 이전의 학교건

축물은 대부분 지진에 대한 대응이 충분치 못하였을 것으

로 짐작되며 보다 면밀한 내진보강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88년이전의 학교건축물은 물론, 2005년이전

의 경우도 내진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1980년 전후로 표준설계에 의하여 건립된 전형

적인 학교건축물과 1990년 이후 다변화된 학교 교육프로

그램을 포용하기 위하여 개선된 학교건축물의 시설에 대

하여 유형적인 변화를 보이므로 이 시기를 구분하여 학교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기의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비선형정

적해석을 포함한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학교건축물의

내진성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황을 통해 판

단되는 학교 건축물의 전반적인 내진성능 특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시기별 학교시설 구조구성의 변화

2.1 1990년 이전 표준설계 교사

우리나라의 내진기준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이므로,

1990년 이전의 교사들은 내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 시기까지 지어진 학교건축물들은 표 1에서 조사한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준설계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강축방향이 7.5m내외의 교실스팬과 2.5m내외의 편복도로

구성된 철근 콘크리트 골조 형식을 보인다(그림 1 참조).

학교건축물의 전형적인 구성을 파악해 보면 강축방향으

로는 교실을 구획하는 중량의 조적식 비내력벽이 존재하

는 경우가 많고, 약축방향으로는 외측면이 주로 창호인 개

구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강축방향과 약축

방향의 지진에 대한 저항성능이 구별될 것이라고 보이는

데, 내진거동을 할 수 있는 벽체를 포함한 강축방향 보다

는 약축방향의 거동이 염려된다.

부재의 면면을 살펴봐도 현재에 비하여 재료자체의 강

도도 높지 못하며, 비교적 부재단면 및 배근량이 적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내진설계에 대한 개념

이 부족하였으므로, 내진상세에 대한 재검토 또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 1990년 이후 교육환경 개선사업시기의 교사

1990년 이후의 교사도 2005년 이전에는 법규에서 지정

한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적절한 내진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990년 이후의 학교 건축물들에 대하여 몇 개의 사례조

사를 통하여 고찰해 보면, 획일적인 이전의 표준설계교사

와 비교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 학교별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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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명
준공

년도
층수 평면

강축방향

스팬(m)

약축방향

스팬(m)

구조

형식

경주D초 1991 4 편복도ㄱ자형 6.6 4.5 R.C.라멘

삼척S초 1994 3 편복도ㄱ자형 7.5 4.5 R.C.라멘

부산N중 1992 5 편복도工자형 7.5 4.5 R.C.라멘

안동K초 1993 5
편복도형 및

3bay형

3연속

7.5
4.5 R.C.라멘

강원S초 1994 3 편복도ㄱ자형 7.5 4.5 R.C.라멘

경북S초 1996 3 편복도-자형 7.2 4.5 R.C.라멘

경남S중 1997 4 편복도+중복도
7.5+2.7+

7.5
4.5 R.C.라멘

경북S초 1997 4 편복도工자형 7.5 4.5 R.C.라멘

표 2. 1990년 이후 학교시설물의 구조구성

그림 2. 1997년 준공 경북 S초교의 예

성능수준 피 해

즉시거주

IO

구조물의 피해가

경미하여 즉시거

주를 위해보수가

반드시 필요하지

는 않음

인명안전

(LS)

보수나 보강이 필

요하나 인명손실

의 위험은 낮음

붕괴방지

(CP)

국부적혹은 전체

적인붕괴가임박

한 상태

그림 3. 구조물의 성능평가

화된 구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층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용도에 따라서 강축방향으로 중

복도를 두고 대칭형으로 3개의 스팬이 연속되기도 하고,

여러 매스가 연결되면서 열이 분리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또한 1990년 이전의

건축물과는 달리 다양한 구성과 배열이 이루어지고, 내진

설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분

에서 지진에 저항하는 전단벽의 배치로 건물에 따라서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기의 학교 교사는 오히려 이러한 구조배

열의 다양성이 대부분 구조물의 비정형성에 해당되어 내

진성능의 예측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의 학교 건축물 또한 동적해석 및 비선형해석이 수반된

정밀구조검토를 토대로 합리적인 지진보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전반적인 시기별 학교건축물의 현황을 바탕으로

세부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학교건축물의 내진성능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적용된 내진성능평가 방법

3.1 개요

앞서 유형으로 분류한 시기별 학교건축물에서 대표사례

를 선정하여 현 국내기준(KBC2009)을 토대로 내진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성능평가는 현재 구조실무 현장에서 가

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MIDAS GENw의 탄성해석결과

와 Perform-3D의 비선형정적해석(Push-over)결과를 토대

로 하였으며, 각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구조부재의

내력과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검토하였다.

비선형정적해석에 의한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진의 발생확률과 정도에 따른 성능수준을 정

의해야 하는데 FEMA 356에서는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

괴방지의 구조물 성능 레벨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물의 성

능은 현 KBC2009에 의한 지진하중(2400년 재현주기 지진

의 2/3수준)으로부터 인명안전 수준의 성능레벨을 만족하

여야하며, 즉시거주 및 붕괴방지 성능수준은 각각 그 지진

하중의 0.667, 1.5배에 해당되는 지진하중으로부터 각각의

목표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그림 3참조). 내진성능평가는

대상건축물이 이러한 목표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KBC2009에서 제시된 허

용층간변위각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였다.

3.2 비선형정적해석

구조물의 성능평가방법 중 하나인 비선형 정적해석

(Pushover analysis)은 구조물에 하중을 점진적으로 가함

으로써 형성되는 붕괴매커니즘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비선형 정적해석은 구조물의 적절한

피해정도 또는 에너지 흡수정도에 대한 성능목표의 정의

에서부터 출발하며 그림 4와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구조물의 비선형 해석을 위해서는 우선 구조물을 구성하

는 각각의 부재의 비선형 특성이 모델링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재와 조적벽체의 비선형 특성을 FEMA356에 근거하여

모델링하고, 정적증분하중에 따라 구조물의 Pushover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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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선형 정적해석 절차

을 실시하였다. 정적증분하중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구조물

의 1차 모드형상으로 가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Pushover

해석결과 구조물의 최상층 응답변위와 밑면전단력의 상관곡

선을 가속도-변위 응답 관계(ADRS)의 성능곡선(Capacity

Spectrum)으로 변환하게 된다.

구조물에 요구되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가속도-변위응

답 관계(ADRS)의 요구곡선(Demand diagram)으로 변환

한 뒤, 성능곡선과 한 그래프에 나타내어 구조물의 하중과

변형의 보유내력을 평가하였다. 즉, 성능곡선과 요구곡선

의 교차점인 성능점이 성능목표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 평

가하기 위함이다.

3.3 내진성능평가 

지진하중에 대한 대상건축물의 주요구조부재 검토는

Midas GENw을 이용한 탄성해석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구조해석 시 주요구조부재의 단면크기 및 배근상세는 설

계도서 및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비선형 정적해석(Pushover)시 인명안전수준 성능평가는

현행기준에 의한 설계 스펙트럼을 적용하고, 그에 대한 허

용층간변위각은 “내진1등급”에 해당하는 0.01을 만족하는

지 검토하였다. 붕괴방지 수준의 허용층간변위각은 1.5배

에 해당하는 0.015를 기준으로 하였다.

4. 시기별 학교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4.1 1990년 이전 대상건축물

위 치 : 전라남도 보성군 B중학교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 지상3층

준공년도 : 1957년

전남 B중학교의 비선형 정적해석 결과, 성능수준 CP레

벨 약축방향에서는 성능점이 형성되지 않았다. LS레벨에

서는 양방향 모두 성능점이 형성되고 약축방향의 소성힌

지가 구조물에 전체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강축방향의 경우

에는 소성힌지 발생이 주로 비내력벽체에 분포되고 주요

구조부재에는 소성힌지의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및 그림 5참조).

구 분

성능점

비 고밑면전단력

(kN)

구조물성능

(변형각)

허용

층간변위각

약축

방향

LS 2966 0.0043 0.010 성능만족

CP - - 0.015 성능불만족

강축

방향

LS 3760 0.00011 0.010 성능만족

CP 4989 0.000165 0.015 성능만족

표 3. FEMA-440방법에 의한 전남 B중 해석결과 검토

[약축방향-LS] [강축방향-LS]

[약축방향-CP] [강축방향-CP]

그림 5. 전남 B중 비선형 정적해석 결과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B중학교(그림1 참조)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 지상3층

준공년도 : 1971년

원주 B중학교에 비선형 정적해석을 적용하여 성능수준



학교건축물의 내진현황과 내진성능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 통권 제88호 2012년 5월 37

LS레벨의 변형각(0.01)에 대한 성능만족여부를 검토한 결

과, 양방향 모두 성능점은 형성되었으나 약축방향의 경우

소성이 진행된 후 성능점이 형성되어 구조물이 불안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표 4와 그림 6 참조).

구 분

성능점

비 고밑면전단력

(kN)

구조물성능

(변형각)

허용

층간변위각

약축

방향

1동 2814 0.00351 0.010 성능만족

2동 - - 0.010 성능불만족

강축

방향

1동 4534 0.00054 0.010 성능만족

2동 5755 0.00047 0.010 성능만족

표 4. FEMA-440방법에 의한 원주 B중 해석결과 검토

[1동 약축방향] [1동 강축방향]

[2동 약축방향] [2동 강축방향]

그림 6. 원주 B중 비선형 정적해석 결과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D초등학교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 지상3층

준공년도 : 1985년

원주 D초의 경우에는 규준에서 설정된 변형각에 대해서

는 양방향 모두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5참조), 약축방향에서 일정수준(0.54%) 이상의 층간변

형증가 시 급격한 내력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7참조). 이는 현행 내진기준 이상의 지진하중 발생

시 대상건축물이 취성적 거동에 따른 붕괴위험을 내포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 분
성능

수준

성능점

비 고밑면전단력

(kN)

구조물성능

(변형각)

허용

층간변위각

약축

방향

IO 4233 0.001266 0.005 성능만족

LS 5761 0.001976 0.010 성능만족

CP 7165 0.003089 0.015 성능만족

강축

방향

IO 4848 0.000440 0.005 성능만족

LS 5957 0.000796 0.010 성능만족

CP 7592 0.001913 0.015 성능만족

표 5. FEMA-440 방법에 의한 원주 D초 해석결과 검토

그림 7. 원주 D초 Pushover해석 결과

원주 D초의 경우에 성능평가결과 외에도 주요 구조부재

의 부재내력 검토내용 또한 고찰해보면, 1985년도에 건립

된 학교시설로 부재단면이 비교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주요구조부재가 표 6～7에서와 같이 현 내진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H중학교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 지상3층

준공년도 :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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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능점

비 고밑면전단력

(kN)

구조물성능

(변형각)

허용

층간변위각

약축

방향

A동 822.8 0.00399 0.010 성능만족

B동 - - 0.010 성능불만족

C동 - - 0.010 성능불만족

D동 4320 0.00025 0.010 성능만족

E동 4320 0.00025 0.010 성능만족

강축

방향

A동 996.1 0.00055 0.010 성능만족

B동 5033 0.00029 0.010 성능만족

C동 4474 0.00034 0.010 성능만족

D동 - - 0.010 성능불만족

E동 4320 0.00025 0.010 성능만족

표 9. FEMA-440방법에 의한 경주 D초 해석결과 검토

그림 8. 춘천 H중 Pushover해석 결과

구 분 E1 C E2 E1 C E2

RG1(350×500) RG2(350×500)

ΦMn 102 102 102 192 102 192

Mu 134 71 121 257 127 151

Mu/ΦMn 1.31 0.69 1.17 1.33 1.25 0.78

ΦVn 166 126 166 158 120 158

Vu 103 78 98 126 111 109

Vu/ΦVn 0.62 0.61 0.60 0.80 0.88 0.70

RG3(350×500) NG1(350×500)

ΦMn 103 52 52 102 102 102

Mu 220 122 145 376 562 211

Mu/ΦMn 2.13 2.32 2.76 3.66 5.47 2.05

ΦVn 165 126 165 166 126 166

Vu 183 177 157 480 457 136

Vu/ΦVn 1.11 1.41 0.95 2.89 3.63 0.82

NG2(350×500) NG3(350×500)

ΦMn 192 102 192 103 52 52

Mu 303 143 210 258 137 200

Mu/ΦMn 1.57 1.41 1.09 2.51 2.60 3.78

ΦVn 158 120 158 165 126 165

Vu 159 137 153 226 220 198

Vu/ΦVn 1.01 1.10 0.92 1.36 1.74 1.19

표 6. 원주 D초의 보 검토결과(KBC2009)

구 분 외 력 내 력 외력/내력

C1

(350×500)

P 211 ΦP 145 1.46

M 175 ΦM 123 1.42

V 141 ΦV 122 1.15

C2

(350×500)

P -545 ΦP -269 2.02

M 152 ΦM 76 1.99

V 63 ΦV 45 1.43

C3

(350×400)

P -1987 ΦP -476 4.17

M 105 ΦM 25 4.22

V 138 ΦV 65 2.13

표 7. 원주 D초의 기둥 검토결과(KBC2009)

구 분
성능

수준

성능점

비 고밑면전단력

(kN)

구조물성능

(변형각)

허용

층간변위각

약축

방향

IO 2774 0.002316 0.005 성능만족

LS 3079 0.003535 0.010 성능만족

CP - - 0.015 성능불만족

강축

방향

IO 3107 0.000257 0.005 성능만족

LS 3927 0.000515 0.010 성능만족

CP 4802 0.001016 0.015 성능만족

표 8. FEMA-440 방법에 의한 춘천 H중 해석결과 검토

춘천 H중의 비선형 정적해석 수행결과는 그림 8에서와

같이 약축방향(H1)의 성능곡선은 강축방향 대비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EMA440을 토대로

한 성능점 산정결과도 약축방향(H1)의 경우 CP 레벨에서

는 성능점을 형성하지 못하고 LS 레벨의 구조물 붕괴직

전에 성능점이 형성됨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향상을 위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표 8 참조).

4.2 1990년 이후 대상건축물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D초등학교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 지상4층

준공년도 : 1991년(ㄱ 자형의 편복도형 평면구성)

1990년 이후에 준공된 학교건축물 중 경주 D초등학교에

대해 비선형 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학교는 ㄱ자이면

서 매스모양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5개의 동으로 분리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A동 약축방향은 1층의 일부 기둥과 전 층의

보 부재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하여 항복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강축방향은 비내력벽체(조적)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할

뿐 주요부재는 모두 탄성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동과 C동은 약축방향에서 성능점이 형성되지 않고 중・
저층부의 보 부재에서 소성힌지가 다수 발생하였고 LS레

벨에서 1층의 기둥파괴로 건물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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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능점

비 고밑면전단력

(kN)

구조물성능

(변형각)

허용

층간변위각

약축

방향

1동 - - 0.010 성능불만족

2동 - - 0.010 성능불만족

3동 8804 0.00247 0.010 성능만족

강축

방향

1동 2969 0.00062 0.010 성능만족

2동 4625 0.00078 0.010 성능만족

3동 6189 0.00098 0.010 성능만족

표 10. FEMA-440방법에 의한 삼척 S초 해석결과 검토

[1동약축방향] [1동강축방향]

[2동약축방향] [2동강축방향]

[3동약축방향] [3동강축방향]

그림 10. 삼척 S초 비선형정적해석 결과

[A동 약축방향] [A동 강축방향]

[B동 약축방향] [B동 강축방향]

[C동 약축방향] [C동 강축방향]

[D, E동 약축방향] [D, E동 강축방향]

그림 9. 경주 D초 비선형정적해석 결과

으며 강축방향은 A동과 같이 비 내력벽체에서 소성힌지

가 형성될 뿐 주요구조부재는 탄성수준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동과 E동의 약축방향은 다수의 전단벽으로 인

해 비내력벽체에서만 소성힌지가 발생할 뿐 해당 방향으

로 높은 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축방

향의 경우는 성능점이 형성되지 않고 저층 기둥에서 많은

소성힌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S초등학교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 지상3층

준공년도 : 1994년(ㄱ 자형의 편복도형 평면구성)

삼척 S초등학교의 해석결과, 1동과 2동은 약축방향에서

성능점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강축방향은 성능점 산정 시

저층부의 기둥과 비내력벽(조적)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하였

다. 3동은 약축방향에서 성능점은 형성되었지만 붕괴방지

수준이며, 전 층에 걸쳐 보와 기둥에 다수의 소성힌지가

발생하였고, 강축방향에 대해서는 비내력벽에서 소성힌지

가 발생하였다(표 10과 그림 10 참조).

4.3 내진성능검토 분석결과 

각 연대별 대상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검토를 실시하

고 나타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표 11에서 정리하여 나타

내었다.

1950년대 건축사례의 경우는 LS레벨에서 양방향 모두

성능만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축방향의 경우에는 소성

힌지 발생이 주로 비내력벽체에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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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진성능 검토사항

1957건립

교사

LS레벨에서 양방향 성능만족

CP레벨에서 약축방향 성능불

만족

강축방향의 경우에는 주

로 비내력벽체에 소성힌

지 발생

1971건립

교사

LS레벨에서 약축방향 성능불

만족

2동에서 성능불만족 결

과 도출

1985건립

교사
LS레벨에서 양방향 성능만족

강진시 급격한 내력저하

로 취성적 거동을 보임

1991건립

교사

LS레벨에서 약축방향 및 강

축방향 성능불만족

일부 동에서 성능불만족

결과 도출

1994건립

교사

LS레벨에서 약축방향 성능불

만족

일부 동에서 성능불만족

결과 도출

표 11. 연도별 학교건축물의 내진성능 검토결과

다. 1971년 건립 건축사례의 경우는 두 개 동 중 2동의 약

축방향이 성능불만족으로 검토되었다. 1980년대 건축사례

의 경우는 LS레벨의 내진성능 면에서는 기준에 만족하나

약축방향에서 일정수준이상의 층간변형 증가 시 급격한

내력저하를 보이거나 구조물 붕괴직전에 성능점이 형성됨

에 따라 대형지진하중 발생시 취성거동이 예상되었다.

1990년 이전의 사례들은 대부분의 주요구조부재가 현

내진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내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으로 검토되기도 하였으며, LS레벨에서의 성능면에서는

만족되는 검토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한계이상의

하중에 대하여 취성적 거동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 이후 건축사례에서는 LS레벨에서 양방향 성능

불만족의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약축방향의 성능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고강도 재

료(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따른 부재의 강성 증가와 이에

따른 건축물 고유주기의 감소, 그리고 다양한 구조구성에

따른 비정형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성능만족에 포

함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중저층부의 보 부재에서 소

성힌지가 다수 발생하였고 1층의 기둥파괴로 건물이 붕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축방향은 비내력벽체(조

적)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할 뿐 주요 부재는 모두 탄성영

역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구조물의

성능향상을 위한 보강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검토결과, 학교건물의 부재성질 및 구성이 다르고 노후

도 또한 상이하여 시기에 따라서 일정한 내진양상을 파악

하기는 어려웠지만, 내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1990년대까

지의 학교건축물의 경우, 현재 요구되고 있는 내진성능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주요부재의 부재내력과 내진성능이 부

족함을 보이고 한계상태의 경우 취성적인 거동을 보이기

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방향별 내진성능은 강

축방향 보다는 약축방향의 내진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약축방향 대비 강축방향에 교실 칸막이 벽

등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벽체량이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1988년 내진기준이 처음 도입된 이래 2005년에야 이르

러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3층 이상이나 1,0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되었고 중요도 계수도 강화되었으므

로, 2005년 이전의 학교건축물은 내진성능의 면밀한 검토

와 보강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기별로 고찰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학교건축물은 현

기준에서 정한 지진하중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지 않은 것

으로 검토되었는데, 1990년 이전의 건축물에서는 지진하중

에 대한 부재내력이 부족한 경우가 검토되었고, 내진성능

검토에 있어서도 한계상태에서 취약함을 보였는데, 특히

약축방향의 성능이 부족함이 나타났다. 1990년 이후의 학

교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다양한 구성을 보여 전반

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내진성능확보 면에서 문

제를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학교건축물에 대

한 내진검토에 있어서는 비선형해석에 의한 내진성능검토

를 포함함으로써 지진하중에 대한 부재내력확보 뿐만 아

니라 내진성능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본다. 내진보강기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부재내력을 증

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효

과적인 방법이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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