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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선 일 이 비 즈 니 스  고 등 학 교  귀  중

 귀 교에서 의뢰하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7에 소재한 “선일이

비즈니스고”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본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 테 라 이 엔 지

대 표 이 사  김  지  은 ㊞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결과표

1. 기본현황

가. 일반현황

용역명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점검기간 2020년 08월 25일 ~ 2020년 10월 24일

관리주체명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대표자

(소유주)
선일학교

공동수급 독자수행 계약방법 수의계약

시설물 

구분
건축물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종별 -

준공일 1984년
점검금액

(천원)
-

안전

등급
B

시설물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7 

시설물 

규모
지하2층 / 지상5층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세부지침 상 중대결함은 없음

점검

주요결과

1) 본 시설물 전체의 결함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상태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구조부재의 대부분 부위에서 침하, 처짐, 과재하중 작용 등의 결

함은 조사되지 않았다.

2) 지상4층 계단실 및 복도 기둥에서 일부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각 층 이질접합부 

부위 균열 및 개구부 우각부 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균열

들의 경우 공용중 발생 할 수 있는 경미한 균열로써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

단되나, 장기적인 측면으론 표면처리 및 주입공법 등의 보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3) 지상5층 교실 벽체 및 방송실 천장에서 누수흔적 등의 결함이 조사되었으며, 천장 

누수흔적의 경우 지붕 방수층 불량 혹은 배관설비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추정된다. 본 결함을 장기간 방치 시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의 원인을 초래 할 수 있으

므로 장기적인 보수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누수부위 바탕면 청소 

후 결함에 대한 보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보수·보강

(안)

1) 콘크리트, 조적조 부재 균열 보수 : 균열 폭 0.3mm 이상에 대해서는 에폭시 수지

주입공법, 0.3mm 미만 에 대해서는 SEAL재 공법 

3) 이질재료간 균열 보수 : U-Cut Seal재 충전공법

4) 누수균열 보수 : 에폭시(습식) 수지 주입 공법

5) 누수흔적·백태 보수 : 벽체 - 해당 부위 면처리 후 도장 재시공



2. 결과 요약

다. 책임(참여)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책임기술자 황 동 규 2020. 08. 25 ~ 2020. 10. 24 특급기술자

참여기술자

남 경 연 2020. 08. 25 ~ 2020. 10. 24 특급기술자

이 홍 규 2020. 08. 25 ~ 2020. 10. 24 고급기술자

김 지 은 2020. 08. 25 ~ 2020. 10. 24 초급기술자

오 봉 욱 2020. 08. 25 ~ 2020. 10. 24 초급기술자

현 정 민 2020. 08. 25 ~ 2020. 10. 24 초급기술자

라. 참고 사항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1) 내진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인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에 대한 점검결과 종합평가등급 기준 

『≦ ＜』 의 범위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

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B등급 구조물로 평가되었음.

2) 점검일 현재 점검대상 건물의 지상4층 계단실 및 복도 기둥에서 일부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각 층 이질접합부 부위 균열 및 개구부 우각부 균열이 발생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상5층 교실 

벽체 및 방송실 천장에서 누수흔적 등의 결함이 조사되었다, 기 발생되어 있는 균열 등의 결함에 

대하여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순차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

단됨.

3) 본 과업 대상구조물인 본관동에 대해 선형해석을 적용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음.

 본관동 선형해석 평가 결과 설계지진하중에 대하여 양방향 보유성능지수가 1.0미만으로 성능목표

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강 철골브레이스를 설

치하는 보강안을 제안하였다. 보강 이후 보유성능지수를 재검토한 결과 1.0 이상으로 평가되어 내

진보강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강 철골브레이스 인접 기둥 하부의 기초검토 결과, 

추가적인 기초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최대 층간변위는 양방향 모두 허용 층간변위

비 이내로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적채움벽의 면외방향 안전성 검토 결과 구

조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책임기술자 : 황  동  규 (인)



참 여 기 술 진

참여 구분
참 여 자

비 고
성  명 자격/분야

책임기술자 황 동 규 건축구조기술사

참여기술자

남 경 연 특급기술자

이 홍 규 고급기술자

김 지 은 초급기술자

오 봉 욱 초급기술자

현 정 민 초급기술자







시설물 위치도 및 전경사진



선일이비즈니스고 건축물 현황표

시설물명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준공년월일 1984년 (경과년수 : 약 36년)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7

관리주체
선일이비즈니스

고등학교
관리책임자 학교법인 선일학교 Tel. -

건축면적(㎡) - 연면적(㎡) 6,405 ㎡

층수 지하2층 / 지상5층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기초형식 독립기초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m) 19.2 m
지하깊이(GL이하~기

초바닥까지)(m)
2.6m

기둥표준간격(m) 8.0m × 8.0m 지하수위(GL-)(m) 13.4m

내진설계여부 미적용
기준층 

슬래브두께(㎜)
Thk. 200 mm

콘크리트강도

(MPa)
fck=16.66MPa (현장 조사값)

철근강도

(MPa)
fy=240MPa(건설연도별 하한값)

철골강도

(MPa)
- 방수공법(재)

지붕층 : 에폭시 방수

지하층 : 액체 방수

준공도면

보관여부
건축(●), 구조(●), 전기(×), 기계(×), 조경(×), 토목(×)

준공서류

보관여부
구조계산서(×), 지질조사 보고서(×), 시방서(×), 품질관리계획서(×), 내역서(×)

기타

※ 설계도서 : 부록10. 기타 참고자료 참조

※ 중점 점검사항 

1) 지상4층 계단복도 기둥에서 건조수축 균열 발생.

2) 각 층 이질재 접합부 균열 및 개구부 주위 우각부 균열 발생.

3) 지상5층 방송실 천장 및 교실 벽체에서 누수흔적 발생.

4) 기 조사된 결함의 진행 여부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실시결과 요약표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본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

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B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점검일 현재 점검대상 건물의 지상4층 계단실 및 복도 기둥에서 일부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각 층 

이질접합부 부위 균열 및 개구부 우각부 균열이 발생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상5층 교실 벽체 

및 방송실 천장에서 누수흔적 등의 결함이 조사되었다, 기 발생되어 있는 균열 등의 결함에 대하여

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순차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본 과업 대상구조물인 본관동에 대해 선형해석을 적용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음.

 본관동 선형해석 평가 결과 설계지진하중에 대하여 양방향 보유성능지수가 1.0미만으로 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강 철골브레이스를 설치하

는 보강안을 제안하였다. 보강 이후 보유성능지수를 재검토한 결과 1.0 이상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

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강 철골브레이스 인접 기둥 하부의 기초검토 결과, 추가적인 

기초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최대 층간변위는 양방향 모두 허용 층간변위비 이내로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적채움벽의 면외방향 안전성 검토 결과 구조적으로 양

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책임기술자 :  황  동  규 (인)



가. 외관조사 결과 기본사항

상태평가 결과 및 보수⋅보강 상태평가 결과 : B등급

결함발생 부재
상태 평가 

결과
결함종류 보수ㆍ보강(안)

CON’C 

부재

지하층

b Ÿ 균열발생

Ÿ 균열 폭

Ÿ w<0.3㎜ : 표면처리공법

Ÿ w≥0.3㎜ :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b Ÿ 누수흔적 및 마감들뜸
Ÿ 누수부위 : 습식 주입공법(습식 에폭시 인젝

션 발포 및 우레탄 주입 등)

지상층

b Ÿ 균열발생

Ÿ 균열 폭

Ÿ w<0.3㎜ : 표면처리공법

Ÿ w≥0.3㎜ :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a Ÿ 누수흔적 및 마감들뜸
Ÿ 누수부위 : 습식 주입공법(습식 에폭시 인젝

션 발포 및 우레탄 주입 등)

조적 벽체 - Ÿ 균열 및 접합부 이격 Ÿ 균열 폭

Ÿ w<0.3㎜ : 표면처리공법

Ÿ w≥0.3㎜ : U-CUT SEAL재 충진공법

Ÿ w>1.0㎜ : 폴리머시멘트몰탈 충진공법
이질재 접합부 - Ÿ 이질재 접합부 이격

나.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평가 

수행 부재
해석방법 안전성평가 결과 요약 안전율

안전성 평가 

결과

< 해당없음 >

다. 현장조사(비파괴시험 및 추가조사 사항)

시험명 시험 부위 시험결과
책임기술자 

의견

부재 단면 

규격 조사

조사단위

(각 층별)

Ÿ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단면규격 조사결과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하여 대체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

부 부재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부재로 인하여 

측정 규격을 비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현장 실측자

료를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

철근배근 

간격 조사

조사단위

(각 층별)

Ÿ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철근배근에 대한 조사결과 설계도

서와 비교 검토하여 대체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다만 일부 부재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부재

로 인하여 측정 배근 자료를 비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

로 현장 실측자료를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다.

- -



시험명 시험 부위 시험결과
책임기술자 

의견

콘크리트 

강도조사

(코어채취법)

조사단위

(각 층별)

Ÿ 주요 구조부재의 코어채취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 측정값 평균은 17.92MPa(최소 16.5MPa～최대 

18.8MPa)로 측정되었으며, 코어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병용

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16.66MPa로 평가되었다.

- -

콘크리트 

강도조사

(비파괴 시험)

조사단위

(각 층별)

Ÿ 주요 구조부재의 비파괴 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

험결과 측정값 평균은 26.44MPa(최소 24.8~28.1MPa)로 측정

되었으며, 건설연도별 하한값 15.0MPa 대비 165.3~187.3%의 

강도비를 나타내는 상태로 측정되어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a등급”으로 평가됨.

a등급 우수

조적조 

상태 조사

조사단위

(각 층별)

Ÿ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조적조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의 허리벽 규격, 조적 채움벽의 채움 및 사춤 상태 또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조적 벽체에서 공용중 

발생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

었으므로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 -

비구조 요소 

조사

조사단위

(각 층별)

Ÿ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비구조 요소 조사결과 건물의 규

모는 지하2층/지상5층으로서 각 층 교실 및 복도에서 지

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장조사 당시 각 층 사용 현황

도를 바탕으로 비교 조사결과 사용 용도가 일부 변경된 

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구조적 하중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구조 요소의 하중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 -

콘크리트 

탄산화조사

조사단위

(각 층별)

Ÿ 탄산화 시험 결과 : 9.32~11.55mm로 확인됨.

Ÿ 콘크리트 탄산화 비율이 0.20~0.25D(평균 0.23D)로 평가됨.

※ 평가기준 : Ct(탄산화/피복두께) ≦ 0.25D

Ÿ 콘크리트 피복두께 측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최소 피복두께 만족.

a등급 우수

건물

기울기 조사

지상1층

외부

Ÿ 구조물 기울기 조사결과 : 기울기(각변위)의 최대값은 

1/1,500 이내로 측정됨. 따라서 건축물의 기울기에 대한 

상태평가 등급 기준 에 따라 평가등급 a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기준 : 기울기(각변위) 1/750 이내.

a등급 우수

지반조사 외부

Ÿ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지반조사 결과 해당 시설물은 Ⅰ

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로 시추조사 1개소를 실시하였으

며, 매립층-풍화토-풍화암-연암 층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수위는 GL-13.4m에서 측정되었으며, 공내탄성파탐사

(다운홀테스트)에 의해 산출된 평균전단파 속도는 443.3 

㎧로 측정되어 지반등급 S4(깊고 단단한 지반)으로 평가

되었다.

S4

깊고 

단단한 

지반



라. 내진성능 검토 수행 결과

검토대상 부재 설계적용 여부 결과 검토결과 요약

- 미적용 - -

마. 내진성능상세평가

구 분 검토결과

선형 해석

본 과업 대상구조물인 본관동에 대해 선형해석을 적용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음.

 본관동 선형해석 평가 결과 설계지진하중에 대하여 양방향 보유성능지수가 1.0미만으

로 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강 철골브레이스를 설치하는 보강안을 제안하였다. 보강 이후 보유성능지수를 재검

토한 결과 1.0 이상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강 

철골브레이스 인접 기둥 하부의 기초검토 결과, 추가적인 기초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최대 층간변위는 양방향 모두 허용 층간변위비 이내로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적채움벽의 면외방향 안전성 검토 결과 구조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요   약   문

1. 점검의 목적

◆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

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개략공사

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대상 시설물 현황
1) 대상 시설물 :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2)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7

3) 대상 시설물 현황

건 물 명 연면적(㎡) 주 용 도 층 수 구조형식 준공년도

선일이비즈니스

고등학교
6,405 교육연구시설

지하2층 /

지상5층
철근콘크리트 1984년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전경



3. 과업수행기간
1) 과업수행 기간 : 2020년 08월 25일 ~ 2020년 10월 24일

2) 현장조사 기간 : 2020년 09월 08일

3) 자료분석 및 평가 기간 : 2020년 09월 09일 ~ 2020년 09월 28일

4) 보수, 보강 방안 검토 기간 : 2020년 09월 09일 ~ 2020년 10월 12일

5) 내진성능평가 : 2020년 09월 09일 ~ 2020년 10월 07일

6)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 2020년 09월 09일 ~ 2020년 10월 19일

7) 최종 보고 및 검수 기간 : 2020년 10월 20일 ~ 2020년 10월 23일

8) 최종 성과품 납품 기간 : 2020년 10월 24일

4.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

4.1 주요부재 결함 사항

상태평가 결과 및 보수⋅보강 상태평가 결과 : B등급

결함발생 부재
상태 평가 

결과
결함종류 보수ㆍ보강(안)

CON’C 

부재

지상층

b Ÿ 균열발생

Ÿ 균열 폭

Ÿ w<0.3㎜ : 표면처리공법

Ÿ w≥0.3㎜ :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b Ÿ 누수흔적 및 백태
Ÿ 누수부위 : 습식 주입공법(습식 에폭시 

인젝션 발포 및 우레탄 주입 등)

지하층

b Ÿ 균열발생

Ÿ 균열 폭

Ÿ w<0.3㎜ : 표면처리공법

Ÿ w≥0.3㎜ :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a Ÿ 누수흔적 및 백태
Ÿ 누수부위 : 습식 주입공법(습식 에폭시 

인젝션 발포 및 우레탄 주입 등)

조적 벽체 - Ÿ 균열 및 접합부 이격
Ÿ 균열 폭

Ÿ w<0.3㎜ : 표면처리공법

Ÿ w≥0.3㎜ : U-CUT SEAL재 충진공법

Ÿ w>1.0㎜ : 폴리머시멘트몰탈 충진공법
이질재 접합부 - Ÿ 이질재 접합부 이격

4.2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성평가 
수행 부재

해석방법 안전성평가 결과 요약 안전율
안전성 평가 

결과

< 해당없음 >



4.3 현장시험(비파괴시험 및 추가시험)

시험명 시험 부위 시험결과
책임기술자 

의견

부재 단면 

규격 조사

조사단위

(각 층별)

Ÿ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단면규격 조사결과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하여 대체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

부 부재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부재로 인하여 

측정 규격을 비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현장 실측자

료를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

철근배근 

간격 조사

조사단위

(각 층별)

Ÿ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철근배근에 대한 조사결과 설계도

서와 비교 검토하여 대체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다만 일부 부재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부재

로 인하여 측정 배근 자료를 비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

로 현장 실측자료를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다.

- -

콘크리트 

강도조사

(코어채취법)

조사단위

(각 층별)

Ÿ 주요 구조부재의 코어채취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 측정값 평균은 17.92MPa(최소 16.5MPa～최대 

18.8MPa)로 측정되었으며, 코어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병용

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16.66MPa로 평가되었다.

- -

콘크리트 

강도조사

(비파괴 시험)

조사단위

(각 층별)

Ÿ 주요 구조부재의 비파괴 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

험결과 측정값 평균은 26.44MPa(최소 24.8~28.1MPa)로 측정

되었으며, 건설연도별 하한값 15.0MPa 대비 165.3~187.3%의 

강도비를 나타내는 상태로 측정되어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a등급”으로 평가됨.

a등급 우수

조적조 

상태 조사

조사단위

(각 층별)

Ÿ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조적조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의 허리벽 규격, 조적 채움벽의 채움 및 사춤 상태 또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조적 벽체에서 공용중 

발생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

었으므로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 -

비구조 요소 

조사

조사단위

(각 층별)

Ÿ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비구조 요소 조사결과 건물의 규

모는 지하2층/지상5층으로서 각 층 교실 및 복도에서 지

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장조사 당시 각 층 사용 현황

도를 바탕으로 비교 조사결과 사용 용도가 일부 변경된 

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구조적 하중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구조 요소의 하중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 -



시험명 시험 부위 시험결과
책임기술자 

의견

콘크리트 

탄산화조사

조사단위

(각 층별)

Ÿ 탄산화 시험 결과 : 9.32~11.55mm로 확인됨.

Ÿ 콘크리트 탄산화 비율이 0.20~0.25D(평균 0.23D)로 평가됨.

※ 평가기준 : Ct(탄산화/피복두께) ≦ 0.25D

Ÿ 콘크리트 피복두께 측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최소 피복두께 만족.

a등급 우수

건물

기울기 조사

지상1층

외부

Ÿ 구조물 기울기 조사결과 : 기울기(각변위)의 최대값은 

1/1,500 이내로 측정됨. 따라서 건축물의 기울기에 대한 

상태평가 등급기준에 따라 a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기준 : 기울기(각변위) 1/750 이내.

a등급 우수

지반조사 외부

Ÿ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지반조사 결과 해당 시설물은 Ⅰ

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로 시추조사 1개소를 실시하였으

며, 매립층-풍화토-풍화암-연암 층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수위는 GL-13.4m에서 측정되었으며, 공내탄성파탐사

(다운홀테스트)에 의해 산출된 평균전단파 속도는 443.3 

㎧로 측정되어 지반등급 S4(깊고 단단한 지반)으로 평가

되었다.

S4

깊고 

단단한 

지반



5. 상태평가 결과 및 결과표

5.1.1 상태평가 결과사항

1) 금번 내진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인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에 대한 점검결과 결함범위 및 정

도(심각도)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는 종합평가등급 기준 『≦ ＜』의 범위로 【 보조부재에 경미

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

수가 필요한 상태 】의 B등급 시설물로 평가한다.

상태평가 
등급

평가점수
평가 내용

범  위 대표값

B  ≦ ＜ 3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

수가 필요한 상태

【 종합평가등급 기준 (한국시설안전공단) 】

2) 안전등급 : B 등급(양호)

등급 평가 내용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

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안전등급 기준 (한국시설안전공단) 】



6. 종합결론 및 의견 사항

6.1 종합 상태평가 결과표

1) 구조물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

구분 균열 누수 및 백태 철근노출 콘크리트 노후화

상태평가 등급 b b a a

【 구조체 결함현황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표 】

2) 콘크리트 품질시험 및 구조물 변위조사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

구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채취법)
콘크리트 압축강도

(비파괴 시험)

상태평가 등급 - a

【 현장시험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표 】

구분 부재 단면 치수 콘크리트 탄산화 건물 기울기 지반조사

상태평가 등급 - a a S4

【 현장시험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표 】

3) 외관조사망도를 참조하여 해당 결함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보수의 중요

도에 따른 보수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유함.

4) 본 시설물 종합평가결과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의 B등급 시설물로 평가함.

등급 평가 내용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

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안전등급 기준 (한국시설안전공단) 】 



7. 소결

7.1 선형해석평가 결과

3D 모델링(정면)

3D 모델링(배면)



1) 건물 평균강도비와 보유성능지수

가) X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X방향 층강도비 산정

나) Y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Y방향 층강도비 산정

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대상구조물의 보유성능지수는 양방향 1.0 미만으로 성능목표를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X방향 보유성능지수 = 0.44 < 1.0 : 성능목표 불만족 → 내진보강 필요

Y방향 보유성능지수 = 0.46 < 1.0 : 성능목표 불만족 → 내진보강 필요

2) 조적채움벽의 면외안전성 검토

구분 높이-두께비 면외강도() 관성력() 검토결과

MF1 채움벽 22.11 83.23 32.15 만족

MF2 채움벽 15.79 70.54 11.48 만족

MF3 채움벽 15.79 42.33 6.89 만족

MF4 채움벽 15.79 35.27 5.74 만족



7.2 내진보강 후 선형해석평가 결과

3D 모델링

1) 내진보강 적용안

신설 철골끼움브레이스 보강상세도



2) 내진보강 위치도

지하2층 보강위치도

지하1층 보강위치도



지상1층 보강위치도

지상2층 보강위치도



지상3층 보강위치도

지상4층 보강위치도



지상5층 보강위치도



3) 내진보강 후 건물 평균강도비와 보유성능지수

가) X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X방향 층강도비 산정

나) Y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Y방향 층강도비 산정

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대상구조물의 보유성능지수는 양방향 1.0 이상으로 성능목표를 만족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X방향 보유성능지수 = 1.10 > 1.0 : 성능목표 만족 → 내진보강 적절함

Y방향 보유성능지수 = 1.03 > 1.0 : 성능목표 만족 → 내진보강 적절함



4) 최대 층간변위비 검토

가) X방향 층간변위 검토 결과

층
층높이

(m)
허용층간
변위비

최대 층간변위

절점
번호

층간변위
(m)

수정
층간변위(m)

층간
변위비 검토결과

5F 4.20 0.0105 221 0.0067 0.0122 0.0029 만족

4F 3.00 0.0105 706 0.0022 0.0040 0.0013 만족

3F 3.00 0.0105 704 0.0025 0.0045 0.0015 만족

2F 3.00 0.0105 702 0.0028 0.0052 0.0017 만족

1F 3.00 0.0105 712 0.0029 0.0054 0.0018 만족

B1F 3.00 0.0105 433 0.0008 0.0015 0.0005 만족

B2F 3.00 0.0105 915 0.0002 0.0003 0.0001 만족

나) Y방향 층간변위 검토 결과

층
층높이

(m)
허용층간
변위비

최대 층간변위

절점
번호

층간변위
(m)

수정
층간변위(m)

층간
변위비 검토결과

5F 4.20 0.0105 218 0.0041 0.0075 0.0018 만족

4F 3.00 0.0105 164 0.0024 0.0043 0.0014 만족

3F 3.00 0.0105 110 0.0028 0.0051 0.0017 만족

2F 3.00 0.0105 56 0.0030 0.0055 0.0018 만족

1F 3.00 0.0105 326 0.0022 0.0041 0.0014 만족

B1F 3.00 0.0105 595 0.0006 0.0012 0.0004 만족

B2F 3.00 0.0105 933 0.0001 0.0001 0.0001 만족

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대상구조물의 X방향과 Y방향의 층간변위는 허용 층간변위비 이내로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X방향 최대 층간변위비 = 0.0029 < 0.0105 : 성능목표 만족

Y방향 최대 층간변위비 = 0.0018 < 0.0105 : 성능목표 만족



5) 내진보강 후 기초안전성 검토

기초 보강위치도

보강 철골브레이스와 접합되는 인접기둥 하부의 기초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기초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6) 보강비용 산출

구분
보강 물량

개략 공사비 비고
시스템 보강 기초 보강

본관동 55 4 2,310,990,000*

전체 개략공사비(순공사비 + 제경비) 2,310,990,000*

* 본 개략공사비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보수,보강 공사시는 별도의 내역서 작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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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

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수행 기간
1) 과업일정 : 2020년 08월 25일 ~ 2020년 10월 24일

2) 현장 점검일 : 2020년 09월 08일

3)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2020년 09월 09일 ~ 2020년 10월 23일

4) 보고서 납품 : 2020년 10월 24일

1.3 과업대상 시설물 현황

1.3.1 과업대상물 개요

시설물명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종별 -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7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

건물 
규모

층수 지하2층 / 지상5층

대지 면적 -

건축 면적 -

건축 연면적 6,405 ㎡

건물 높이 19.2 m

건물 길이
장변방향(X방향) : 69.7m

단변방향(Y방향) : 34.4m

준공연도 1984년 경과년수 약 36년

내진설계 여부 미적용

건물용도 교육연구시설

재료강도
fck = 16.66MPa (현장조사값)

fy = 240MPa (건설연도별 하한값)

기초형식 독립기초

【 일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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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과업대상물 전경

선일이비즈니스고 전경

1.4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내진보강방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건물이력조사, 현황조사, 노후도, 균열, 처

짐, 부동침하, 구조체의 강도, 내력, 탄산화 정도 등을 실시하여 본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점

검하고 현 상태를 기초로 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

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내진 및 구조보강 공법의 제시, 실시설

계, 내역산출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1.4.1 자료수집 및 분석

 대상시설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을 검토ㆍ분석하여 본 과

업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며, 각 분야별 수집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건축물대장

 ② 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③ 시설물관리대장

 ④ 기 실시한 점검 및 진단 보고서

 ⑤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1.4.2 외관조사 및 내구성 시험

 대상시설물의 구조검토 및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각실의 사용하중 

조사 및 간단한 내구성시험을 실시한다.

 ① 사용현황 및 사용하중 조사

 ② 주요 구조부재 규격 실측

 ③ 균열 등의 중요 결함 발생여부 조사

 ④ 철근 배근 상태조사(철근탐사)

 ⑤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코어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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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콘크리트 탄산화 상태 파악

 ⑦ 변위조사(기울기, 부동침하)

1.4.3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

 ①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조사강도 측정

 - 비파괴 장비를 이용한 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② 안전성평가

 - 조사․시험․측정 결과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1.4.4 구조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 예비평가

가)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평가용 지진가속도 수준에 대해서 수직부재(기둥, 벽체 및 조적 

채움벽)의 재료강도와 단면치수에 의해서 약산적으로 계산되는 구조체의 극한강도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나) 다만, 수직부재의 극한강도 및 파괴모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직부재의 

극한강도 정산식에 의해서 극한강도를 계산하여 예비평가를 실시해도 된다.

다) 또한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편의상 평가대상 학교시설물의 1개층의 장변방향 및 단변

방향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내진성능 상세평가

가)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원칙적으로 수평부재는 매우 강하다고 가정하고(전단빌딩 모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보유성능(극한강도와 극한변형을 이용한 비선형 이력거동)을 간략하

게 계산하여, 그 결과를 비선형 요구 내력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평가용 최대지진가속도 수

준까지 순차적으로 지진 손상도를 추정(잔존 내진성능)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나) 보유성능은 수직부재의 배근상세 등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부재의 극한강도 및 극한 

연성률(연성지표)에 근거하여 계산을 하며, 상세평가에서는 극단주 등의 국부적인 파괴 부

재, 휨파괴형 부재 및 전단파괴형 부재의 영향이 고려된다.

다) 또한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평가대상 학교시설물 전체 층의 장변방향 및 단변방향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비선형 정적해석에 의한 성능평가

가)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 평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적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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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방법

- 능력 스펙트럼법에 의한 해석 등가변위 약산법에 의한 해석

- 변위계수법에 의한 해석

다) 성능점의 산정

라)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

4) 기본 목표내진성능 수준 및 기타사항

가) 내진성능평가는 2,400년 재현주기의 2/3수준에 대하여 인명안전수준(LS)으로 수행하

며,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나) 평가는 부재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내하력(Capacity)과 설계지진에 대해 각 구성부재에 

요구되는 설계부재력(Demand)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값은 실제 특성값을 기

준으로 한다.

라) 적용 법령 및 지침에 의거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4.5 보수․보강 방안 제시

내진성능 보강방안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즉 해당 대상시설

물의 내진성능 요구수준인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등의 목표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가) 보강 대상시설물의 종류

나) 보강부위 내진안전성 및 경제성 고려

다)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 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라)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 자료 제시

- 개략보강설계도면

- 개략공사비 산정

마) 내진보강공법 설계 반영

- 내진보강설계는 관련 법령 및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교육부고시 제2015-62호)에 적합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건축구조기술사 검토 및 확인)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6956(2011.9.8.)「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

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최종 선정된 내진보강공법에 대하여 구조 및 마감에 대한 실시설계 반영 및 관련 설계도서

(내진자문위원회 심의자료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1.4.6 유지관리 방안 제시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및 유

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1.4.7 종합보고서 작성

지침 및 세부지침 등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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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업수행 흐름도

현장답사 및 계획수립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검토

현 장 조 사

육안조사 재료시험(내구성) 기타조사

∘콘크리트 상태조사

 (균열, 누수, 재료분리, 박리, 

박락, 백태, 철근노출 등)

∘콘크리트 노후화조사

∘용도, 구조변경조사

∘작용하중 상황(마감재 등)

∘기타조사

∘콘크리트 강도조사

∘철근배근 탐사

 (간격 및 피복두께)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

 상태)

∘제원조사(부재규격 등)

∘변위조사

 - 수평 변위(건물 기울기)

∘지질조사(탄성파시험)

측정결과 종합분석 ∘외관조사 분석ㆍ평가

∘내구성조사 분석ㆍ평가

∘지반조사 분석ㆍ평가
상태 및 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내진보강방안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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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분석

과업계획수립, 현장조사

• 국내외 지진피해 자료 수집

• 관련자료 수집

상세평가방법 분석
-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상세평가수행
-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 내진성능평가요량 KBC, KCI 참고

상세평가결과 분석

성능확보를 위한 보강안 마련
• 하중저감보강(Brace,벽체신설)

• System 및 용도변경

• 강도보강(철판,섬유보강)

발주처와 협의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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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업수행 일정
1) 과업수행 기간 : 2020년 08월 25일 ~ 2020년 10월 24일

2) 현장조사 기간 : 2020년 09월 08일

3) 자료분석 및 평가 기간 : 2020년 09월 09일 ~ 2020년 09월 28일

4) 보수, 보강 방안 검토 기간 : 2020년 09월 09일 ~ 2020년 10월 05일

5) 내진성능평가 : 2020년 09월 09일 ~ 2020년 10월 14일

6)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 2020년 09월 09일 ~ 2020년 10월 19일

7) 최종 보고 및 검수 기간 : 2020년 10월 20일 ~ 2020년 10월 23일

8) 최종 성과품 납품 기간 : 2020년 10월 24일

소요기간(일)
주요내용

1~5일 6~20일 21~35일 36~45일 46~60일 비고

1. 과업착수 준비 및
자료수집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자료분석 및 평가

4. 보수보강 방안 검토

5. 내진성능평가

6. 종합 보고서 작성

7. 최종보고서 작성 및 
검수

8. 최종 성과품 제출

【 전체 과업수행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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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용 장비

No. 장비명 모델명 용도

1 Core Drill 콘크리트 코어 채취

2 Ferroscan F10s 철근배근간격 및 피복두께 측정

3 페놀프탈레인시약 측정 Set 페놀프탈레인 1% 용액 콘크리트 탄산화 진행깊이 측정

4 Transit 구조물 기울기 조사

5 Auto Level 구조물 침하 조사

6 Crack Light Scale 균열폭 측정

7 Laser Meter 거리 실측

8 버니어 캘리퍼스 균열폭 및 탄산화 진행깊이 측정

9 햄머드릴
탄산화 진행깊이 측정시 콘크리트 

천공 및 시료채취 등

Crack light scale 디지털 카메라 Core Drill

Ferroscan (F10s) 페놀프탈레인 1% 용액 트랜싯(DT940s)

오토 레벨
(C32)

햄머드릴(HP457DEW) Laser Meter(GLM50)



제2장 현장조사

2.1 외관조사

2.2 재료시험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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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장조사

2.1 외관조사
과업 대상시설물에 대한 외관조사는 주요 구조체(콘크리트 구조체 - 기둥, 보, 슬래브, Wall

등) 및 기타(조적벽, 내․외부 마감, 지붕 방수층 등)부분에 대하여 조사 가능한 부위를 육안조

사 및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건축물)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09.)』을 참고하여 과업 대상물에 발생한 손상상태 기록 및 손상 위치도를 작성하여 부

록에 수록하였다.

육안조사는 정밀조사를 위해 점검사다리 및 조명기구 등을 이용하여 근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천장 반자 마감이 있을 경우는 점검구, 천장마감 및 조명기구 개폐를 통해서 바닥 

구조체에 대해 최대한 근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1.1 균열의 원인

1) 콘크리트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손상은 균열로서 구조물의 미관

을 해치며, 내하력과 수밀성을 저하시킨다.

균열의 발생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1)콘크리트 경화 전, (2)콘크리트 경화 후, (3)설계 및 

시공불량에 의한 것으로 분류되며,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의 발생 원인을 재료적 요인, 시공

적 요인, 구조적 요인, 외적요인 및 하중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균열발

생부위, 발생 시기, 형상, 패턴, 폭 등을 조사함으로써 균열의 원인을 추정하여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구 분 균열의 발생원인 비고

경화 전 원인
거푸집의 변형, 진동 또는 충격, 소성 수축(plastic shrinkage), 

수화열, 소성 침하(plastic settlement), 거푸집과 지주의 조기제거

경화 후 원인
건조 수축, 탄화수축변형(carbonation shrinkage), 크리프(creep), 

알칼리 골재 반응, 온도, 철근의 부식, 동결 융해, 사용하중

(service load)

설계 및 시공불량
설계 및 상세오류, 시공불량, 시공하중의 과부하, 기타 고려되어

야 할 시공하중의 문제점(시공기계 운용, 부재 하역 및 저장 등)

【 균열의 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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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균열의 원인 균열의 특징

A.
콘크리트

의
재료적
성질에
관계 된

사항

1 시멘트의 이상응결 폭이 크고 짧은 균열이 비교적 빨리 불규칙하게 발생

2
콘크리트의 침하 및 

블리딩(bleeding)
타설 후 1~2시간에서, 철근의 상부와 벽 상판의 경계 등에서 단속적으로 발생

3 시멘트의 수화열
단면이 큰 콘크리트에서 1~2주간 지난 후부터 직선상의 균열이 대략 등간격 으로 규칙적으

로 발생, 표면 및 부재를 관통하는 것이 있음

4 시멘트의 이상팽창 방사형의 망상모양의 균열

5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이분 콘크리트 표면의 건조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망상의 균열이 발생

6 반응성 골재 또는 풍화암의 사용 콘크리트 내부부터 귀갑상으로 발생, 다습한 곳에 많음

7 콘크리트의 경화, 건조수축
2~3개월 후부터 발생하고, 차차로 성장, 개구부나 기둥, 보로 둘러싸인 주각부에 경사균열

이나 세장한 균열이 상판, 보 등에서 등간격으로 수직으로 발생

8 혼화재의 불균일한 분산 팽창적인 것과 수축성인 것이 부분적으로 발생

9 장시간의 비비기 전면에 망상 또는 길이가 짧은 불규칙한 균열이 발생

B.
시공에
관련된
사항

1 펌프 압송시의 배함변경 펌프압송시 시멘트량, 수량증가 A2와 A7의 균열이 발생하기 쉬움

2 타설 순서의 실수 B5와 B6의 원인이 됨

3 급속한 타설속도 B7과 A2의 균열이 발생하기 쉬움

4 불충분한 다짐 표면에 곰보가 생기기 쉽고, 각종 균열의 기점이 되기 쉬움

5 배근의 이동, 피복두께 부족
슬래브에서는 주변에 따라 원상으로 발생,배근 및 배관의 표면에 

발생

6 이음처리의 부정확 이음부분에서는 균열이 생김

7 거푸집의 변형 거푸집이 움직인 방향으로 평행하게 부분적으로 발생

8 거푸집에서의 누수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골재노출 및 각종 균열의 기점

9 지보공의 침하 상판과 보의 단부상방 및 중앙부 하단 등에 발생

10 거푸집의 조기제거 콘크리트 강도 부족에 의한 균열, A7의 영향도 크게 됨

11 장시간 운반 전면에 그물모양 균열, 짧고 불규칙한 균열발생

12 경화전의 진동과 재하 D의 외력에 의한 균열과 동일

13 초기 양생중의 급격한 건조 타설 직후, 표면의 각 부분에 짧은 균열이 불규칙하게 발생

14 초기 동해 가느다란 균열, 탈형하면 콘크리트 면이 하얗게 됨

C.
외적요인

에
관계된
사항

1 환경온도, 습도의 변화 A7의 균열과 유사, 발생한 균열은 습도변화에 따라 변동

2 부재양면의 온ㆍ습도차 저온측 또는 저습측의 표면에 휨방향과 직각으로 발생

3 동결융해의 반복 표면이 부풀어 올라서 부슬부슬 떨어지게 됨

4 동상 D의 외력에 의한 균열과 같은 상태

5 내부철근의 녹
철근을 따라 큰 균열이 발생

피복 콘크리트가 박락하고 큰 녹이 유출됨

6 화재ㆍ표면가열 표면전체에 가느다란 귀갑상(龜甲狀)의 균열이 발생

7 산ㆍ염류의 화학작용 표면이 침식되고, 팽창성 물질이 형성되어 전면에 균열이 발생

D.
하중에
관계된
사항

1 하중(설계하중 이내의 경우) 주로 휨하중에 의해 보나 슬래브의 인장측에 수직으로 균열이 발생

2 하중(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D1 또는 D3와 같은 형태의 균열이 발생

3 하중(주로 지진에 의한 경우) 전단하중에 의해서 기둥, 보, 벽 등에 45°방향으로 균열이 발생

4 단면ㆍ철근량 부족 D1과 D2와 같은 형태, 상판과 차양 등에서 처진 방향으로 평행한 균열이 발생

5 구조물의 부등침하 45°방향에 큰 균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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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에 대한 평가는 그 원인추정과 크기의 한계, 진행여부, 재하에 의한 확대여부, 누수동

반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다음은 각국의 허용 균열 폭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허용 균열 폭이다.

강재의 종류
강재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건조환경 습윤환경 부식성환경 고부식성환경

철 근
0.4mm와 0.006Cc 

중 큰 값

0.3mm와 0.005Cc 

중 큰 값

0.3mm와 0.004Cc 

중 큰 값

0.3mm와 

0.0035Cc 

중 큰 값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0.2mm와 0.005Cc 

중 큰 값

0.2mm와 0.004Cc 

중 큰 값
- -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Wa) 】

강재의 종류 강재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비고

건조환경
Ÿ 일반 옥내부재, 부식의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보호한 경우의 보통 주거 

및 사무실 건물내부

습윤환경 Ÿ 일반 옥외의 경우, 흙속의 경우, 옥내의 경우에 있어서 습기가 찬 곳

부식성환경

Ÿ 습윤환경과 비교하여 건습의 반복 작용이 많은 경우, 특히 유해한 물

질을 함유한 지하수위 이하의 흙 속에 있어서 강재의 부식에 해로운 영

향을 주는경우, 동결작용이 있는 경우, 동상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

Ÿ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중 해양 중에 있거나 극심하지 않은 해양 환경에 

있는 경우(가스, 액체, 고체)

고부식성환경
Ÿ 강재의 부식에구조물 중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

Ÿ 해양콘크리트 현저하게 간만조위의 영향을 받거나 비말대에 있는 경

우, 극심한 해풍의 영향을 받는 경우

【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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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형상 발생원인 조사방향

보의 사방향 균열
(전단균열)

Ÿ 전단력에 의해 발생

Ÿ 균열폭, 각도, 깊이 등

Ÿ 균열의 위치, 방향 및 연속성

Ÿ 철근탐사(간격, 철근의 절단위치 추적)

Ÿ 하중상태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보의 수직균열
Ÿ 휨모멘트에 의해 발생

Ÿ 건조수축 및 온도수축, 팽

창 등

Ÿ 균열폭, 각도, 깊이 등

Ÿ 균열의 위치, 방향 및 연속성

Ÿ 철근탐사(간격, 철근의 절단위치 추적)

Ÿ 하중상태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내력벽, 슬래브 
균열

Ÿ 건조수축 및 응력집중 등
Ÿ 균열폭, 깊이 및 연속성

Ÿ 누수 및 단차발생 여부

벽체 균열
Ÿ 건조수축

Ÿ 이질재 연결부 균열

Ÿ 응력집중 및 부등침하

Ÿ 균열폭, 위치, 형상, 간격 및 연속성 등

Ÿ 단차발생 여부

【 균열형상 및 발생원인 】

2) 조적 벽체

구분 균열의 발생원인 비고

설계상의 
미비

기초의 부동침하, 건물의 평면, 입면의 불균형 및 벽의 불합리적인 배치

벽돌 벽의 길이, 높이, 두께와 벽돌벽체의 강도, 문꼴 크기의 불합리 및 

불균형 배치

시공상의 
결함

벽돌 및 몰탈의 강도부족, 신축성에 의한 결함, 벽돌벽의 부분적 시공결

함, 이질재와의 접합부

외적 요인에
관련된 사항

환경, 온도, 습도의 변화, 연속적인 충격 또는 진동

【 조적 벽체의 균열 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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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표면 노후화

구조물의 균열 외 일반적인 손상은 아래 표 내용이 대표적이며, 손상발생 원인과 손상부의 

면적을 조사하고 손상부에 대한 보수ㆍ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손상상태 주요 조사내용 비고

균  열 육안으로 균열의 방향, 균열의 패턴을 관찰하고 균열의 진행 길이를 파악

박리(들뜸) 육안 및 망치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들뜸 유무를 관찰(박리면적 조사)

박  락 육안으로 콘크리트가 박락 되어 있는 부분의 유무를 관찰(박락면적 조사)

누  수 육안으로 확인(누수면적 및 누수원인 조사)

백  태 콘크리트 면을 손으로 세게 눌러 분상물의 부착으로 판단(백태면적 조사)

【 손상상태별 주요 조사내용 】

1) 박리, 박락, 철근노출, 재료분리 등

손상상태 발생원인 조사발생 그림

박리, 박락
(피복두께 1/2 

이하)

Ÿ 피복부족, 철근부식

Ÿ 균열진전, 중성화, 

Ÿ 염해

Ÿ 발생규모, 깊이 조사

Ÿ 철근노출 여부 조사

Ÿ 청음조사

박락, 철근노출
(철근표면노출)

Ÿ 피복부족, 철근부식

Ÿ 균열진전, 중성화, 염해

Ÿ 부식 철근의 종류 조사(인장ㆍ압

축철근, 배력ㆍ가외철근)

Ÿ 발생규모, 깊이 조사

Ÿ 철근부식 상태 조사

철근노출
(철근깊이 이상)

Ÿ 피복부족, 철근부식

Ÿ 부식 철근의 종류 조사(인장ㆍ압

축철근, 배력ㆍ가외철근)

Ÿ 발생규모, 깊이 조사

전 두께 단면유실
Ÿ 피복부족, 철근부식

Ÿ 골재분리

Ÿ 발생규모, 깊이 조사

Ÿ 철근상태 조사

【 콘크리트 표면 손상 종류 및 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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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타

손상종류 발생원인 비고

누 수
Ÿ 방수층 파손, 들뜸 등

Ÿ 방수층 열화, 노후

Ÿ 손상, 균열 발생 여부

Ÿ 방수층 상태 등 누수 원인 

파악

백 태
Ÿ 구체누수에 의한 백태

Ÿ 균열부 백태

Ÿ 누수량, 위치, 규모

Ÿ 균열 발생 유무

Ÿ 누수여부, 균열폭, 균열깊이

망상균열
Ÿ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치기까지의 시간 

과다

Ÿ 거푸집에 물이 체수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Ÿ 망상균열의 범위, 균열폭

Ÿ 콘크리트 표면 상태

파손 및 
손상

Ÿ 매설물 설치에 따른 인위적 파손
Ÿ 규모 및 발생위치

Ÿ 추가손상 발생여부

조적벽체 
균열

이질재연결
부 균열

Ÿ 건조수축 및 응력집중

Ÿ 얕은 기초부 침하
Ÿ 규모, 발생위치, 균열폭

도장 들뜸 Ÿ 도장열화, 노후, 백태 발생 등 Ÿ 규모, 발생위치

타일 들뜸, 
박락

Ÿ 접착 몰탈 상태불량 또는 시공불량

Ÿ 이질재연결부 등
Ÿ 규모, 발생위치

【 기타 손상 발생원인 및 조사방향 】

2.1.3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외관조사

1) 외관조사망도

평면도 및 구조도에 주요부재인 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등에 대한 손상표 작성과 각 위

치도, 발생형태 등을 도시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였다.(부록 참조)

2) 외관조사

외관조사는 층별, 부재별 및 위치별로 손상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비파괴 조사자료 

등과 함께 구조물 상태평가 및 유지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하였다. 현

장조사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및 조명기구의 개폐, 점검구를 통한 천장

내부 진입 등을 통해 근접조사를 원칙으로 시행하였으며, 점검망치를 이용한 청음조사를 

실시하여 박리 및 층분리, 들뜸 발생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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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시험 및 측정

2.2.1 개요

본 평가 대상물에 실시한 재료시험 및 측정은 콘크리트 강도시험, 철근탐사(철근 배근간격 

및 피복두께 확인), 탄산화시험과 부재 제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현장조사 내용과 

함께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보수ㆍ보강공법, 유지관리 방안제시의 기

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2.2 조사항목 및 수량

재료시험 및 측정의 조사항목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메뉴얼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도

면이 없거나, 구조부재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재제원조사 및 철근탐사기를 

이용한 철근배근상태 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도면의 복원과 구조안전성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구 분 측정수량 기준 실시수량 비 고

부재 제원조사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Ÿ 기둥 : 34개소

Ÿ 보   : 29개소

철근탐사 시험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Ÿ 기둥 : 35개소

Ÿ 보   : 22개소

조적조 현황 및
사춤현황조사 

조사 단위별 2개소 이상
Ÿ 채움벽 : 72개소

Ÿ 허리벽 : 49개소

콘크리트 강도

코어채취법 : 조사단위별 1개소 이상 포함

(최소 6개소)

Ÿ 기둥 : 2개소

Ÿ 보   : 4개소

비파괴 시험 : 조사단위별 2종부재 x 2개소 

이상 

Ÿ 기둥 : 14개소

Ÿ 보   : 14개소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단위별 1개소
Ÿ 기둥 : 2개소

Ÿ 보   : 4개소

변위
변형

기울기 장, 단변방향 각 2개소 이상 Ÿ 7개소

지반조사 특등급 건물 외 기타 내진등급 건물 1개소 Ÿ 1개소

【 조사항목 및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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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재제원 조사

개 요

Ÿ 부재규격 조사의 1차적 기준은 도면과 시공 상태의 일치여부이다. 콘크리트 타설

이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며,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

야 한다.

Ÿ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측정방법

Ÿ 부재 제원조사

 - 줄자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부재의 단면 규격을 측정

 - 표면에 미장 등 마감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측정하고, 설계도서와 비교시 마감

두께를 고려하여 검토함

 - 보 부재의 높이 측정시에는 슬래브 두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외한 단면 

규격을 측정

 - 가급적 각 부재별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부재를 선정함

Ÿ 기초 규격, 기둥간격(Span) 및 높이(층고) 조사

 - 줄자, 디스토 등 거리 측정기를 이용하여 중심간거리 또는 내, 외측 거리를 측정

하여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함

허용차

Ÿ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은 표준시방서 표 05010.15를 

참조한다.

Ÿ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 값

구 분 항목 허용차 비고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20 ~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 단면치수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두께
-5 ~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Ÿ 구조용 강재(H형강) 치수의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 표 06010.2 구조용 강재의 허

용차(KS D3052)를 참조한다.

Ÿ KS D 3502의 규정에 따른 H형강 치수 허용차

구분 허용차 비고

플랜지 폭(B) ±3.0

높이(H)

400 미만 ±3.0

400 ~ 600 ±4.0

600 이상 ±5.0

두께

플랜지

(t2)

16 미만 ±1.5

16 ~ 25 ±2.0

25 ~ 40 ±2.5

40 이상 ±3.0

웨브

(t1)

16 미만 ±1.0

16 ~ 25 ±1.5

25 ~ 40 ±2.0

40 이상 ±2.5

평가기준 기준

구분
a b c d e

평가내용 100% ≤ s* 95% ≤ s < 100% 90% ≤ s < 95% 75% ≤ s < 90% s < 75%

【 부재단면의 규격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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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철근배근상태 조사

1) 시험개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은 콘크리트의 균열 및 강도와 더불어 철근의 배

근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철근의 배근 상태가 설계도면 보다 적은 개수로 넓은 간격

으로 배근된 경우 구조물의 내력이 감소하게 되어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설계도면 보다 과도하게 많은 개수로 좁은 간격으로 배근된 경

우에도 구조물의 내력은 충분히 만족하지만,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

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배근 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구조

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2)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사용기기 FerroScan (F10s)

조사위치 모든 조사단위(각 층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방법
철근에 있는 코일은 전류 펄스에 의해 충전되어서 자기장을 생성하여, 자기장

에 있는 전기 전도 물질의 표면에서는 와상 전류가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반

대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되어 결과 측정에 사용가능한 전압 변화가 발생함.

피복두께 기준

부 위 피복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슬래브, 벽체

옥내
D35초과 40

D35이하 30

옥외

D29이상 60

D16~D25이하 50

D16이하 40

기둥, 보

옥내 50(40)*¹

옥외

D29이상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50

흙에 접하는 부위

D29이상 철근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40

기초 80*²

* 설계기준강도 fck가 400kgf/㎠이상이면 1cm저감 *¹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거나 수중에 있는 콘크

리트의 피복두께임.*²

* 단, 부식환경에 노출되는 해안지방 등의 피복두께는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별도의 시방기준에 의한다.

피복두께 
허용오차

구 분 유효깊이(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d≤20cm ±1.0cm -1.0cm

d≤20cm ±1.3cm -1.3cm

배근간격
허용오차

구 분 허용오차 관련기준

슬래브나 벽체 철근간격 철근간격의 20%이내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3.1

주택건설 전문 시방서 3.3.5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2장 현장조사

- 20 -

2.2.5 콘크리트 강도조사

1) 개요

가) 코어채취법

레미콘의 품질관리 과정 중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가 불합격되었을 경우, 혹은 구조물의 안

전진단 등과 같은 경우에서 구조체 콘크리트의 정확한 압축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코어채취기 등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한 다음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부터 품질

을 평가한다.

나) 반발경도법

슈미트해머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추정법은 콘크리트 표면의 경도로부터 압축강

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그 측정방법, 온․습도의 조건, 적용 가능한 강도범위, 판정식 및 

판정의 평가벙법에 대한 고려가 강도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력에 한정한 경우 그 측정방법과 강도의 적

용범위는 공통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시간요소에 관하여 전자는 비교적 단기간의 문제

이며, 후자는 비교적 장기간을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강도 판정식은 측정방법과 시

간요소를 고려하여 결과를 판정해야 한다.

2) 기기 운용

가) Core Drill 운용

구분 내            용 비고

코어채취
실험개요

Ÿ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코어채취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특별한 보정계수를 고려하지 않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코어채취

시는 코어빗트가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어느정도 골재 

등 콘크리트 조직에 진동 충격을 주어 손상을 입히므로 

강도는 저하한다. 이와같은 코어채취의 영향은 강도는 낮

을수록, 코어직경이 작을수록 손상범위가 크므로 크게 저

하하는 것이 기본이다.

코어채취 수
Ÿ 조사단위별로 1개소 이상 포함

Ÿ 총 6개소 이상의 코어시험

Ÿ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부재에서 채취

코어채취 
위치 

Ÿ 본래 콘크리트는 비균질재료로서 어느 부위에서 코어를 

채취하는가에 따라 강도값은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코어

채취 위치는 전 구조체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

에서 특히 철근 탐지기로 철근 위치를 피하게 한 후 실

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어를 중요 구조부인 기둥이나 

보 등에서 채취하기에는 구조물 안전 측면에서 다소 곤

란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 및 조

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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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슈미트해머 운용

구분 내            용 비고

슈미트해머
의 보정

Ÿ 슈미트해머 사용시에 정상적인 측정치를 가질 수 있도

록 사용직전 또는 정기적으로 엔빌에 의한 교정 실시

Ÿ 엔빌에 의한 해머의 반발경도 : R=80 기준

Ÿ 엔빌 오차 정상범위 :80±2

Ÿ 다만 반발경도의 값이 72 정도까지 나타나면서 반발 값

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보정실시

Ÿ 보정식 : ×


 

Ÿ (Ra:테스트엔빌에 따른 하향 타격시의 반발경도, Ro : 

반발경도 R의 평균치)

Ÿ   ⇒ 이보다 큰 보정치를 필요로 하는 슈미트 햄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타격횟수
Ÿ 타격횟수는 20회 이상을 측정하여야 만족할 만한 강도 

추정 

콘크리트 
표면의 상태

Ÿ 측정면은 콘크리트의 면이 평활하여야 함.(거칠거나 공

극이 있는 면은 피함)

Ÿ 마감재료나 도료로 칠하여져 있는 부위는 제거 후 콘크

리트면 직접 타격

Ÿ 표면의 요철은 가급적 표면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숯돌

이나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함

Ÿ 측정면 내에 있는 노출된 자갈이나 철근 등의 부분은 

제외

Ÿ 구조체의 콘크리트 두께가 10cm 이상 되는 곳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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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콘크리트 탄산화조사

1) 개요

시공초기의 콘크리트는 pH가 11이상이어서 철근은 표면에 1×10-6㎜ 두께의 수산화물  

(γ-Fe2O3‧nH2O) 부동태막을 형성하므로 산소의 침입을 막아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지만, 

대기 중 탄산가스(CO2)의 접촉에 의해 콘크리트의 pH가 11보다 낮아지면 알칼리 부동태막

이 파괴되면서 철근에 녹이 발생하게 된다. 탄산화 진행과정에 대한 화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 조사방법

구분 내            용

사용기기 Ÿ 페놀프탈레인-알코올 용액 1%, 분무기, 버니어캘리퍼스

조사방법

Ÿ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전동드릴로 콘크리트면 천공

Ÿ 천공 표면 이물질 제거 후 1%의 페놀프탈레인-알코올 

용액 분무 후 변색여부 관찰

Ÿ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무색 부분의 깊이 측정

탄산화 
진행속도

Ÿ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품질,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유효한 방법

으로 안곡식과 하마다 박사의 실험식이 널리 사용됨.

안곡식 하마다 식

   －
＋

   ≧ 

  －


   ≦ 
 × 

여기서, C : 탄산화 깊이(cm)

 : 공용년수

ω : 물시멘트비

 : 탄산화비율

여기서, A : 재료 환경조건에 따른 계수

    (일반적인 조건에서 A=7.2)

C : 피복두께 또는 탄산화깊이(cm)

Y : 깊이 C까지 탄산화되는 시간(년)

평가등급 
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가점수

(대표값)

A Ct＊ ≦ 0.25D＊＊ 1

B 0.25D < Ct ≦ 0.5D 3

C 0.5D  < Ct ≦ 0.75D 5

D 0.75D < Ct ≦ D 7

E Ct > D 9

【 콘크리트 탄산화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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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변위 조사

개 요

Ÿ 시설물은 재하하중이나 지진력 등의 외력에 따라서 수직방향 혹은 수평방향으로 

변위가 생길 경우  변위량이 허용값을 초과하는 경우나 과대한 외력작용에 따라 구

조물에 소성변형이 생기며, 지반침하, 이동, 지지력 저하 등에 따라 변위ㆍ변형이 

생기는 경우는 구조물의 안정에 장애가 생긴다.

Ÿ 구조물에 이상한 변위ㆍ변형이 생기는 경우는 구조물의 강성이나 내력이 부족하던

가, 부재에 과도한 응력이 생기고, 구조물이 불안정한 상태가 될 예상이 있으므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측정방법

Ÿ 수평변위(기울기) 측정

 - 건물 외부 및 기둥 등의 측정 가능한 모서리부에 측정기(Transit, Theodolite)를 

설치하여 상부면을 기준으로 +자선의 수직선을 맞추고 상부로부터 측정 가능한 하

부면까지 수직으로 내리면서 건물 하부면과 수직선과의 수평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

로 수평변위를 조사

Ÿ 수직변위(보, 슬래브 처짐) 측정

 - 측정하고자하는 부재의 하면에 스타프 등 측정자를 대어 양단부 및 중앙부를 측

정하여 부재의 수직 변위를 조사

평가기준

기준
구분

a b c d e

수직변위
(보, 슬래브 처짐)

L / 480 이하
L / 480 이하

(경미한 손상)
L / 240 이하 L / 150 이하 L / 150 초과

【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평가 기준 】

기준

구분
a b c d e

수평변위
(기울기)

1 / 750 이내 1 / 500 이내 1 / 250 이내 1 / 150 이내 1 / 150 초과

예민한

기계기조의

위험 침하 한계

구조물의

균열발생 한계

구조물의

경사도 감지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구조물이

위험할 정도

【 건축물 기울기 상태평가 기준 - 부동침하에 의한 】



제3장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3.1 상태평가

3.2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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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3.1 상태평가
상태평가기준의 구성요소는 시설물의 육안조사에 의한 외관상태 항목과 함께 내구성요소 

인 콘크리트 강도 및 탄산화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상태평가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2018.06.) 참조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

다.

3.1.1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상태평가 결과 산정은 각 부재별 및 항목별 현장조사ㆍ시험한 결과에 해당하는 대표 값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각 항목별 평가를 실시

한다. 상태평가 결과 및 점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가

항목
상태평가 결과 및 점수의 산정방법 비 고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조

강도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대한 평균 값

부재 대표 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 값

균열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조사한 균열 폭 및 면적율에 해당하는 평가점수의 평균 

값

부재 대표 값 : 결함ㆍ손상부재를 포함해 평가대상 부재 수의 최소 범위에 대한 결함

ㆍ손상부재의 평가점수의 평균 값

최소범위

기둥, 벽 : 각 

전체 부재의 20%

보, 슬래브 : 각 

전체 부재의 30%

탄산화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대한 평균 값

부재 대표 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 값

염화물
함유량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대한 평균 값

부재 대표 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 값

철근

부식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대한 평균 값

부재 대표 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 값

표면

노후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조사결과 및 면적률에 해당하는 평가점수에 대한 평균 

값

항목 평가점수 : 결함ㆍ손상부재를 포함해 평가대상 부재수의 최소범위에 대한 결함

ㆍ손상부재의 평가점수의 평균 값

부재 대표 값 : 항목 평가점수의 최저값

최소범위

기둥, 벽 : 각 

전체 부재의 20%

보, 슬래브 : 각 

전체 부재의 30%

철골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강재 규격
및 강도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해당하는 평균점수

부재 대표 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 값

접합

상태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해당하는 평균점수

부재 대표 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 값

용접접합, 

볼트접합

강재

부식도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해당하는 평균점수

부재 대표 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 값

접합재
부식도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해당하는 평균점수

부재 대표 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 값

용접접합, 

볼트접합

접합재

부식도

부재 평가점수 : 단위부재의 측정결과에 대한 평균 값

부재 대표 값 : 측정부재 전체에 대한 평균 값

공 통
변위

변형
수평기울기 : 측정결과의 최저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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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강도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대표값)

a 100% ≤ ac 1

b 100%(경미한 손상 있음) ≤ ac 3

c 85% ≤ ac < 100% 5

d 70% ≤ ac < 85% 7

e ac < 70% 9

   ※ ac = (측정강도 ÷ 설계기준강도) × 100%

2) 콘크리트 균열

평가기준
평가점수
(대표값)

평가내용

최대 균열 폭 : Cw(mm) 면적률 20%이하 면적률 20%이상

a 1 Cw < 0.1 a a

b 3 0.1 ≤ Cw < 0.2 b b

c 5 0.2 ≤ Cw < 0.3 c c

d 7 0.3 ≤ Cw < 0.5 d d

e 9 0.5 ≤ Cw e e

   ※ 면적률(%)=점검단위면적
균열발생면적

× 점검단위면적
균열길이 L×

×

3) 콘크리트 내부의 염화물 함유량

평가기준 평가내용(염화물 이온 함유량 : cL(단위:kg/㎥) 평가점수(대표값)

a cL ≤ 0.15 1

b 0.15 < cL ≤ 0.3 3

c 0.3 < cL ≤ 0.6 5

d 0.6 < cL ≤ 1.2 7

e 1.2 < c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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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근부식

평가
기준

평가
점수

평가내용 강재의 부식환경

자연전위(mV) 철근의 부식상태
상태
계수

부식
환경
조건

부식
환경

계수(β)

a 1 E > 0
녹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약간의 점 녹

이 발생한 상태
1

건조환

경
1.0

b 3 -200 < E ≤ 0 점 녹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상태 3
습윤환

경
1.1

c 5 -350 < E ≤ -200
면 녹이 발생하였고 부분적으로 들뜬 

녹이 발생한 상태
5

부식성

환경
1.2

d 7 -500 < E ≤ -350
들뜬 녹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거나, 

20% 이하의 단면결손이 발생한 상태
7

고부식

성

환경

1.3

e 9 E ≤ -500
두꺼운 층상의 녹이 발생하였거나, 

20% 이상의 단면결손이 발생한 상태
9 - -

5) 표면노후

가) 박리(scaling)

평가기준
평가점수
(대표값)

평가내용

박리깊이 : Sc(단위:mm) 면적률 10%이하 면적률 10%이상

a 1 Sc = 0 a a

b 3 0 < Sc < 0.5 b b

c 5 0.5 ≤ Sc < 1.0 c c

d 7 1.0 ≤ Sc < 25 d d

e 9 25 ≤ Sc e e

나) 박락(spalling) 및 층분리(delamination)

평가기준
평가점수
(대표값)

평가내용

박락, 층분리깊이 : Sc(단위:mm) 면적률 10%이하 면적률 10%이상

a 1 Sd = 0 a a

b 3 0 < Sd < 15 b b

c 5 15 ≤ Sc < 20 c c

d 7 20 ≤ Sc < 25 d d

e 9 25 ≤ Sc (혹은 조골재 손실) e e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3장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 28 -

다) 누수(leakage) 및 백태(efflorescence)

평가
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대표값)

a 누수 및 백태 발생 없음 1

b
누수부위가 건조한 상태의 경미한 누수흔적이 있거나, 백태발생 면적율 

5%미만
3

c
누수부위가 습윤한 상태의 현저한 누수흔적이 있거나, 백태발생 면적율 

5~10%미만
5

d 누수의 진행이 관찰가능하거나, 백태발생 면적율 10~20%미만 7

e 누수의 진행이 확연하거나, 백태발생 면적율 20%이상 9

라) 철근노출

평가
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대표값)

a ra(철근노출 면적율) = 0 1

b 0 < ra < 1.0% 3

c 1.0 ≤ ra < 3.0% 5

d 3.0 ≤ ra < 5.0% 7

e 5.0% ≤ ra 9

6) 변위ㆍ변형

평가
기준

평가내용(보 및 슬래브의 처짐)
평가점수
(대표값)

a L(경간길이 cm) / 480 이하 1

b L / 480 이하(경미한 손상) 3

c L / 240 이하 5

d L / 150 이하 7

e L / 150 초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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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울기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대표값)기울기(각변위) 내 용

a 1 / 750 이내 예민한 기계기초의 위험 침하 한계 1

b 1 / 500 이내 구조물의 균열발생 한계 3

c 1 / 250 이내 구조물의 경사도 감지 5

d 1 / 150 이내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7

e 1 / 150 초과 구조물이 위험할 정도 9

8) 강재규격 및 강도

가) 부재단면의 규격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대표값)

a 100% ≤ S 1

b 95% ≤ S ≤ 100% 3

c 90% ≤ S ≤ 95% 5

d 75% ≤ S ≤ 90% 7

e S < 75% 9

나) 강재 강도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대표값)

a 100% ≤ αs 1

b 95% ≤ αs ≤ 100% 3

c 90% ≤ αs ≤ 95% 5

d 75% ≤ αs ≤ 90% 7

e αs < 7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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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재 접합부

가) 용접부 결함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대표값)

a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1

b 국부적인 미세결함이 있는 양호한 상태 3

c 부분적으로 결함이 있는 보통의 상태 5

d 광범위하게 결함이 발생되어 내력저하의 우려가 있는 불량한 상태 7

e 내력저하가 심각히 우려되는 매우 불량한 상태 9

나) 볼트 접합부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대표값)

a 결함이 없는 최상의 상태 1

b Tℓ < 5% 3

c 5% ≤ Tℓ ≤ 10% 5

d 10% ≤ Tℓ ≤ 30% 7

e 30% ≤ Tℓ < 100% 9

10) 강재 부식

평가
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대표값)도장하였을 때 도장하지 않았을 때

a
부식이 전혀 업던가 또는 평활면의 

도막은 다소 울퉁불퉁함을 일으키고 

부풀어 있는 상태

안정화된, 얇고 치밀한 검은색의 녹

이 피막을 형성한 상태
1

b

도막의 울퉁불퉁함이나 부풀은 것이 

모서리에 연속적인 부식이 심하게 발

생했거나 평활면에 부식이 발생한 정

도

부식이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두께 

허용치를 만족할 때
3

c 판두께의 감소가 평균하여 10% 미만 5

d 판두께의 감소가 평균하여 10% 이상 15% 미만 7

e 판두께의 감소가 평균하여 15% 이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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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접합재 부식도

가) 용접접합부 부식

평가
기준

평가점수
(대표값)

평가내용 강재의 부식환경

철근의 부식상태
상태
계수

부식
환경조건

부식환경
계수(β)

a 1
부식이 전혀 없던가 용접재의 도막은 다소 울퉁불

퉁함을 일으키고 부풀어 있는 상태
1 건조환경 1.0

b 3
도막의 울퉁불퉁함이나 부풀은 것이 모서리에 연속

적인 부식이 심하게 발생했든가 용접재에 부식이 발

생한 정도

3 습윤환경 1.1

c 5 용접재 두께의 평균 감소율 5% 미만 5
부식성

환경
1.2

d 7 용접재 두께의 평균 감소율 5% 이상 10% 미만 7
고부식성

환경
1.3

e 9 용접재 두께의 평균 감소율 10% 이상 9 - -

나) 볼트접합부 부식

평가
기준

평가점수
(대표값)

평가내용 강재의 부식환경

철근의 부식상태
상태
계수

부식
환경조건

부식환경
계수(β)

a 1
부식이 전혀 없거나 얇고 치밀한 검은색의 녹이 피

막을 형성한 상태
1 건조환경 1.0

b 3
볼트 또는 접합판재에 부분적으로 들뜬 녹이 발생

한 상태
3 습윤환경 1.1

c 5 볼트 또는 접합판재 두께의 평균 감소율 5% 미만 5
부식성

환경
1.2

d 7 볼트 또는 접합판재 두께의 평균 감소율 5% 이상 7
고부식성

환경
1.3

e 9 볼트 또는 접합판재 두께의 평균 감소율10% 이상 9 - -

12) 강재 내화피복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점수
(대표값)

a 100% ≤ Cf 1

b 100% (경미한 손상 있음) ≤ Cf 3

c 85% ≤ Cf ≤ 100% 5

d 70% ≤ Cf ≤ 85% 7

e Cf < 7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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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상태평가 결과 산정 방법

상태평가 결과 판정은 각 평가항목ㆍ부재ㆍ층별ㆍ중요도를 고려하여 부재단위, 층단위, 건

축물 전체단위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건축물)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2017.01.)』부록의 평가요령에 따른다.

구분 평가단계 평가 방법

1 부재단위 평가

Ÿ 개별부재에 대해 결함정도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Ÿ 개별부재에 대해 평가항목의 중요도 반영

Ÿ 부재단위(벽, 기둥, 보, 슬래브 등)별로 각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점

수 종합, 결과 판정

2 층단위 평가
Ÿ 각 평가항목 및 부재의 중요도를 고려해 층 단위의 평가점수를 종

합, 결과 판정

3
전체 건축물 

상태평가
Ÿ 상기 1,2단계 및 각층의 중요도를 고려해 전체 건축물의 평가점수

를 종합, 결과 판정

3.2 종합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 시설물의 종합평

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갈음하여 상태평가 결과

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하게 된다.

3.2.1 종합평가 기준

종합평가기준
평가점수

범위 대표값

A 0 ≤ x < 2 1

B 2 ≤ x < 4 3

C 4 ≤ x < 6 5

D 6 ≤ x < 8 7

E 8 ≤ x ≤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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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정밀점검 철근콘크리트구조 종합평가 결과산정 방법

【 정밀점검의 철근콘크리트구조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판정체계 】

3.2.3 안전등급 지정

건축물의 종합평가등급은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 세부지침(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2018.06.)』제11장에 의거하여 A~E등급의 5단계

로 구분하여 매긴다.

다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 전 등 급 평가 방법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

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제4장 내진성능평가

4.1 개요

4.2 내진성능평가 방법

4.3 내진보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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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내진성능평가

4.1 개요

4.1.1 개요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는 학교시설이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지 여부를 「건축구조기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및「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내진성능 평가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선형해석법을 사용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를 수행하며 선형구조해석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검

증을 위하여 비선형구조해석을 수행한다.

4.1.2 내진성능목표

1) 내진등급

가) 학교시설의 내진등급은 1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학교시설의 내진

등급은 특등급으로 분류한다.

① 지진과 태풍 또는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학교시설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학교시설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

도의 건축물

③ 특수학교

나) 두 개 이상의 건물에 공유된 부분이나 하나의 구조물이 동일한 내진등급에 속하지 않

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때, 각각의 용도에 해당하는 내진등급 중 중요도

계수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 건물이 구조적으로 분리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을 독자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한 구조물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된 부분이 더 높

은 중요도계수를 가진 다른 부분에 대해 접근로나 탈출로를 제공하거나 인명안전요소를 공

유할 경우에는 양쪽 부분 모두 높은 중요도 계수를 가진 내진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라) 증축, 개축, 신축 등으로 연면적 합계가 증가하여 (1)의 ②에 속하게 되는 기존 학교시

설은 내진등급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내진등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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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도 계수

내진등급 설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중요도 계수 값은 아래와 같다.

내진등급
건축물의 
중요도

중요도 
계수(IE)

(특)
지진 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시설을 갖추고 있거

나 유해물질을 다량 저장하고 있는 구조물
중요도(특) 1.5

I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대중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물
중요도(1) 1.2

II 내진등급 (특)이나 I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구조물 중요도(2) 1.0

【 내진등급과 중요도 계수 】

4.1.2 성능목표

1) 내진 1등급의 성능목표

내진 1등급 시설은 해당지역의 지진위험도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예상지진(2400년 재현주

기)에 대하여 구조물의 붕괴방지 요건과 최대예상지진의 2/3×중요도계수(1.2) 수준의 지진

에 대하여 인명안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조체와 비구조체의 붕괴나 탈락으로 인한 

인명상 피해를 억제하여야 한다.

2) 내진 특등급의 성능목표

내진 특등급 시설은 해당지역의 지진위험도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예상지진 2400년 재현

주기에 대하여 구조물의 붕괴방지와 인명안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최대예상지진의 

2/3 수준의 지진에 대하여 기능수행 또는 즉시거주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진등급
성능목표

성능수준 지진위험도

(특)
기능수행(OP) 또는 즉시거주(IO)1) 설계스펙트럼가속도2)의 1.0배

인명안전(LS) 및 붕괴방지(CP)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5배

I
인명안전(LS)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2배

붕괴방지(CP)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5배

II
인명안전(LS)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0배

붕괴방지(CP) 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1.5배

【 내진등급과 성능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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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수준의 정의

성능수준 상 태

기능수행
(Operational 
Level, OP)

Ÿ 구조물의 피해는 매우 경미

Ÿ 영구적인 층간변위는 생기지 않고 구조물은 지진 전의 강성과 강도를 유지

Ÿ 사소한 청소나 수리가 필요하나 비구조요소의 손상이 무시할 수준

Ÿ 전력, 수도, 가스 등이 정상 공급되거나 예비자원에 의해 사용 가능

Ÿ 각종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

즉시거주
(Immediate 
Occupancy 
Level, IO)

Ÿ 구조물의 피해는 매우 경미

Ÿ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 저항시스템은 지진 전의 강성과 강도를 보유

Ÿ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 매우 낮음

Ÿ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지만 시급하지는 않음

Ÿ 구조요소에 손상이 있으나 거주 안전, 보수와 청소를 통해 기능을 수행

인명안전
(Life Safety 
Level, LS)

Ÿ 평가기준 지진 작용 시 구조물은 원래 횡강성과 강도를 손실하나 붕괴에 대

해서는 여전히 여력을 보유하고 있음

Ÿ 구조물은 영구변형이 발생

Ÿ 구조물의 비구조요소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Ÿ 보수 전 거주는 안전하지 않음

Ÿ 지진 발생동안 인명안전에 대한 위험은 매우 낮음

붕괴방지
(Collapse 

Prevention 
Level, CP)

Ÿ 평가기준 지진 작용 시 구조부재에 큰 피해가 예상됨

Ÿ 대부분의 구조부재의 강도와 강성저하가 크게 일어나지만 수직하중저항시스

템의 붕괴는 발생하지 않음

Ÿ 여진에 의해 붕괴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음

Ÿ 구조물의 보수에 의한 기능의 복원이 사실상 어려움

붕괴
(Collapse)

Ÿ 평가기준 지진 작용 시 일부 수직하중저항시스템이 연직하중저항 능력을 소

실하여 부분적인 붕괴 혹은 전면적인 붕괴가 발생함

【 성능수준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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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수준 
피해정도

기능수행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구조물의 피해 경미 경미 상당한 손상
심각한 피해, 붕

괴임박

강

성 

및

강

도

지진력

저항시스템

지진 전 강성, 강

도 보유

지진 전 강성, 강

도 보유

휨강성과 강도 손

실

상당한 횡강성, 

강도 손실

수직하중

저항시스템

지진 전 강성, 강

도 보유

지진 전 강성, 강

도 보유

중력하중 지지 여

력 있음

중력하중 지지는 

가능

변형 없음 없음 영구변형 발생
횡방향 영구변형 

발생

인명피해 가능성 매우 낮음 가능성 매우 낮음 가능성 낮음 발생 가능

손상부재 보수
보수 필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음

보수 필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음

보수, 보강 필요

비경제적일 수 있

음

보수, 보강에 의

한 복원 사실상 어

려움

거주성 거주안전 거주안전
보수, 보강 후 거

주

거주 불안전, 여

진붕괴우려

기능성
비구조요소의 기

능수행

보수와 청소 후 

기능수행

비구조요소의 심

각한 손상, 보수 

전 기능수행 못함

보수에 의한 기능

복원 사실상 어려

움

【 구조체의 손상정도에 따른 성능수준 】

성능수준 상 태

기능수행
(Operational Level, OP)

Ÿ 지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기능수행

위치유지
(Position Retention Level, IO)

Ÿ 지진 이후 정상적인 기능수행을 하지 못함

Ÿ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탈락과 전복 등의 위험은 없음

인명안전
(Life Safety Level, LS)

Ÿ 지진 이후 심각한 피해가 발생

Ÿ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음

미고려
(Not Considered, NC)

Ÿ 지진에 대한 비구조요소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음

【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의 정의 및 일반적 피해 수준 】

전체건물의 성능수준 구조체의 성능수준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기능수행 기능수행 (즉시거주와 동일수준) 기능수행

즉시거주 즉시거주 위치유지

인명안전 인명안전 인명안전

붕괴방지 붕괴방지 미고려

【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의 정의 및 일반적 피해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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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설계응답스펙트럼

1) 평가기준 지진의 스펙트럼 가속도

평가기준 지진의 단주기스펙트럼가속도 와 주기 1초 스펙트럼가속도 는 각각 아래

의 식으로부터 구한다.

  


×××

  


××

여기서, 는 지진구역 부분 및 지역계수 표에 의해 주어지는 재현주기 2400년 지진의 유

효지반가속도 즉, KBC의 지역계수이고, 와 는 지반의 분류 표와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표에 의해 주어진 지반증폭계수이다.

2)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우리나라의 지진구역 및 이에 따른 지역계수 값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한다.

지진구역 행정구역 지역계수(S)

1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22g

도
경기도, 강원도 남부(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2 도
강원도 북부(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

양, 춘천, 속초), 제주도
0.14g

【 지진구역 구분 및 지역계수 】

3) 지반종류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반을 아래의 표와 같이 5종으로 분류한다. 지반의 분류를 위한 지반조사방법은 

KBC에 따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지반분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지하층을 가진 구조물로서 직접

기초를 사용하고 기초저면의 지반종류가  이상의 단단한 지반인 경우에는 기초면을 지반

분류의 기준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지진에 의하여 지하층 구조벽에 작용하는 횡토압

에 대하여 상부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말뚝기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구조 

저면의 지반종류가  이상이고, 시설물 진동의 입력이 지하구조의 저면을 통하여 전달되

도록 설계, 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구조의 저면을 기준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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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평균지반 특성

전단파속도
(m/s)

표준관입시험
(N/300mm)

비배수전단강도
(×10⁻³MPa)

SA 경암 지반 1,500 초과

SB 보통암 지반 760~1,500

SC
매우 조밀한 토사 지반

또는 연암 지반
360~760 > 50 > 100

SD 단단한 토사 지반 180~360 15~50 50~100

SE 연약한 토사 지반 180 미만 < 15 < 50

【 지반의 분류 】

4) 지반증폭계수

지반증폭계수는 지반분류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다.

지반종류
지진지역

Ss ≤ 0.25 Ss = 0.50 Ss = 0.75

SA 0.8 0.8 0.8

SB 1.0 1.0 1.0

SC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이상 1.2 1.2 1.1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미만 1.4 1.4 1.3

SD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이상 1.6 1.4 1.2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미만 1.7 1.5 1.3

SE 2.5 1.9 1.3

【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Fa 】

지반종류
지진지역

Ss ≤ 0.25 Ss = 0.50 Ss = 0.75

SA 0.8 0.8 0.8

SB 1.0 1.0 1.0

SC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이상 1.7 1.6 1.5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미만 1.5 1.4 1.3

SD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이상 2.4 2.0 1.8

보통암까지의 깊이 20m 미만 1.7 1.6 1.5

SE 3.5 3.2 2.8

【 주기 1초의 지반증폭계수, F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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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

평가기준 지진의 응답가속도스펙트럼은 식에 따른 단주기 스펙트럼가속도 와 에 따른 

주기 1초 스펙트럼가속도 으로부터 다음 식에 따라 구한 후 위 그림과 같이 작성한다.

가)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아래의 식에 따른다.

나)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와 같다.

다) 일 때, 스펙트럼가속도 는 아래의 식에 따른다.

  ∙


∙ ∙

                               



여기서,   = 주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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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진위험도, 재현주기 2400년 최대예상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S) (소방방재청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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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진성능평가 방법

4.2.1 내진성능평가 절차

선형구조해석평가의 결과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내진성능만족 여

부를 평가한다. 정밀한 재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비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내

진성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자료조사

(2) 현장조사

(3) 재료강도, 지반분류 등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4) 지진력 저항시스템 및 중요도계수의 결정

(5) 설계스펙트럼가속도와 지진하중의 산정

(6) 선형구조해석 및 내진안전성 판정

(7) 비선형구조해석 및 내진안전성 판정(필요시)

(8) 비구조요소 평가

(9) 내진성능 향상방법 제시(필요시)

(10) 종합결론

【 내진성능평가 절차 】

내진성능목표가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진성능목표를 규정하는 지진위험도의 몇 퍼센트 

수준에 대해서 목표한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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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재료강도의 결정

1)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재료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도서상의 설계기준강도를 사용할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경과년수에 따른 감소계수와 재

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하여 사용한다. 재료의 상태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요소에 발

생한 균열 발생, 변형, 화재 이력, 마무리 정도에 따라 엔지니어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며 그 

판단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분 감도계수

경과년수

30년 이상 0.8

20년 이상 0.9

20년 미만 ∼ 10년 이상 1.0

10년 미만 1.0

재료상태

양 호 1.0

보 통 0.9

불 량 0.8

【 경과년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재료강도의 감소계수 】

나) 설계도서에 명기된 설계기준강도는 재료의 하한 값으로 간주한다. 평균강도는 각 재료별

로 설계기준강도에 아래의 표에 따른 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재료 특성 설계기준강도 보정계수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21 이하 1.20

21 초과 ~ 40 이하 1.10

40 초과 1.00

철근의 인장 및

항복강도

(MPa)

300 미만 1.25

300 이상 ~ 400 미만 1.20

400 이상 ~ 500 미만 1.10

500 이상 ~ 600 미만 1.05

600 이상 1.00

【 설계기준강도로부터 평균강도를 구하기 위한 재료별 보정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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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건설 당시의 통계에 따른 안전측의 기본값을 설계기준강도 사

용할 수 있으며 건설연도별 재료강도의 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구분
1969년 이전 1970~1988년 1989~2000년 2001년 이후

하한값 평균값 하한값 평균값 하한값 평균값 하한값 평균값

콘크리트압축강도

(fck, MPa)
13 15 15 18 18 21 21 24

철근의 항복강도

(fy, MPa)
240 300 240 300 240 300 300 375

【 건설연도별 재료강도의 기본값 】

2) 조적채움벽구조와 조적조

가) 아래의 표에 제시된 설계기준강도의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다.

나) 평균 재료강도는 설계기준강도의 1.3배이다.

조적의 상태 양호1) 보통2) 불량3)

설계기준 압축강도 6.2 4.1 2.1

설계기준 인장강도 0.14 0.07 0

설계기준

전단강도

수평 및 수직 줄눈이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
0.19 0.14 0.09

수직 줄눈이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은 경우
0.076 0.055 0.035

【 조적채움벽의 설계기준강도 기본값(MPa) 】

3) 강구조

가) 설계도서에 강종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 강재의 최소 재료강도는 <표 1.3.5>의 설계기

준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 예상 재료강도는 최소 재료강도에 <표 1.3.6>의 계수를 곱하여 

결정한다. 즉, 예상 항복강도는 최소 항복강도에  Ry를 곱한 값을 사용하고, 예상 인장강도

는 최소 인장강도에  Rt를 곱한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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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Fy  Fu Fy Fu 

강재종별
40mm
이하

40mm 초과
75mm 이하

75mm 초과
100mm 이하

100mm
이하

80mm
이하

80mm
이하

SS400, SM400

SN400, SMA400
235 215 215 400 - -

SHN400 235 235 - 400 - -

SS490 275 255 - 490 - -

SM490, SMA490 315 295 295 490 - -

SN490 325 295 295 490 - -

SHN490 325 325 - 490 - -

SM520 (SM490Y) 355 335 325 520(490) - -

SS540 390 - - 540 - -

SM570, SMA570 450 430 420 570 - -

SM490TMC - - - - 315 490

SM520TMC - - - - 355 520

SM570TMC - - - - 450 570

HSA800 - - - - 650 800

【 기존건물의 주요 구조용 강재의 설계기준강도 (MPa) 】

적용 Ry Rt

구조용

압연형강 및

냉간가공재

KS D 3503 SS400 1.3 1.2

KS D 3530 SSC400

KS D 3558 SWH400

KS D 3566 STK400, STK490

KS D 3568 SPSR400, SPSR490

KS D 3632 STKN400, STKN490

KS D 3515 SM400, SM490, SM520 1.2 1.2

KS D 3864 SPAR295, SPAP235, SPAP325

KS D 4108 SCW 490-CF

KS D 3861 SN400, SN490 1.1 1.1

KS D 3866 SHN400, SHN490

플레이트

KS D 3503 SS400 1.3 1.2

KS D 3515 SM490, SM490TMC, SM520 1.2 1.2

             SM520TMC, SM570, SM570TMC,

             SMA400, SMA490, SMA570

KS D 3861 SN400, SN490 1.1 1.1

KS D 5994 HSA800

【 기존건물의 강재 최소 강도에서 예상 강도로 변환하는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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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도서가 없거나 설계도서에 재료강도 및 강종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와 기

둥의 강종을 위의 표의 SS400으로 간주하여 최소 재료강도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예상

(기대) 재료강도는 최소 재료강도에 1.1 계수를 곱하여 결정한다.

2) 현장시험을 실시한 재료

가) 설계기준강도는 시험결과의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과 상기 「1) 현장시험을 실시

하지 않은 재료」항에 따라 결정한 강도 중에서 작은 값을 적용한다.

나) 기대강도는 시험결과의 평균으로 한다.

다) 시험결과의 변동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 기대강도는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

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변동계수를 축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2.3 해석평가 방법

1) 선형해석평가

학교건물의 내진성능평가 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평가방법으로「건축구조기준」과 구조

설계에서 사용하는 선형해석기반의 설계기준과 해석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존 구조 또는 

보강된 구조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가) 일반 고려사항

- 횡력에 대하여 비탄성변형이 발생하면서 힘의 재분배가 가능한 모멘트골조에 적용이 가능

하다.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보, 기둥으로 구성된 모멘트골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모멘트

골조와 벽체 또는 가새골조와의 혼합 구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직교하는 구조시스

템을 가진 5층 이하의 건물로 적용을 제한한다.

- 「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되는 구조물의 내진설계와 동일한 방법을 따른다. 즉, 지진하중에

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분류, 지진하중의 계산, 선형해석모델, 선형해석방법, 

구조물의 변형평가기준을 사용하며, 각 재료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의 강도계산, 강도

감소계수를 그대로 원용한다. 다만, 기존 학교시설의 구조시스템형식을 고려한 내진설계계수는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지진하중은 인명안전 수준의 성능목표로 정의되며, 선형해석평

가에 의하여 인명안전 수준의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붕괴방지성능 구조체에 한하여 기능

수행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특수공법, 감쇠장치, 면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여 성능목

표의 만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선형정적해석 또는 비선형동적해

석법을 사용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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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모델과 보유강도의 계산

- 등가정적해석법(선형정적해석) 또는 응답스펙트럼해석법(선형동적해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해석방법의 적용범위는「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 하중조합, 하중의 분포, 응답스펙트럼의 산정, 모델의 구성, 각 방향 하중의 조합, 변위의 계

산, 모드의 조합 등 기본적인 사항은「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 구조부재의 유효강성은 철근콘크리트구조와 합성구조는 <표 1.3.7>과 같고, 강구조는 탄성

강성을 사용한다.

- 각 구조부재의 강도 계산은「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특수재료, 공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입

증된 자료에 근거하여 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강도감소계수는 신축 건물의 것을 

따르되, 면밀한 현장조사를 한 경우에는「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강도감소계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조적채움벽이나 허리벽은 스트럿 작용에 의해 인접한 기둥이나 보에 재축 직교방향의 하중

을 가하게 되므로 인접한 부재의 검토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조적채움벽과 허리벽이 보와 

기둥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이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구 분 휨강성 전단강성 축강성

철근콘크리트 보 0.35 0.4  

기둥 0.7 0.4   

비균열 벽체 0.7 0.4  

균열 벽체 0.35 0.4  

【 철근콘크리트 구조부재별 유효강성 】

- 조적채움벽을 두 개의 대각 스트럿으로 모델링 시 강성이 두 배로 평가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하며, 따라서 조합된 강성이 채움벽 하나의 강성에 상응하도록 한다. 이 경우, 조적벽체

에 작용하는 하중은 두 개의 스트럿에 작용하는 하중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 지진력 저항시스템과 설계계수

- 내진설계가 수행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서 정의된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력 

저항시스템을 사용한다. 다만, 채움벽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실제 구조시스템이 설계도서의 정

의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진력 저항시스템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구조의 증축 등에 의하여 구조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성과 철근 상세, 연결부 상세, 재료 강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구조기준」에 따라서 

기존 구조물의 지진력 저항시스템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설계계수를 구조해석과 평가에 

적용한다.

- 비내진설계 기존 구조물의 지진력 저항시스템에 따른 설계계수는 <표 1.3.8>와 같다.

- 하나의 구조체에 여러 개의 지진력 저항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불리

한 조건의 설계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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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진설계 골조형식 반응수정계수 초과강도계수 변위증폭계수

무보강조적전단벽 1.5 2.5 1.5

무보강 조적채움벽이 있는

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
2.5 2.5 2.5

내진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허리벽이 있는

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1)

   0.3 또는
 ≥  0.6 sec

2.52) 2.52) 2.52)

 ≥  0.3 그리고
 ≤  0.4 sec

2.02) 2.02) 2.02)

조적채움벽과 허리벽이 없는 내진설계되지 

않은 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
3.0 3.0 3.0

내진설계되지 않은 철근콘크리트

내력벽구조
4.0 2.5 4.0

내진설계되지 않은 모멘트골조와 전단벽구조가 

평면상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된 혼합구조
3.0 3.0 3.0

1)  : 한 개 층의 모든 기둥의 수에 대하여 5.422(2)에 따라 그룹 ⅲ으로 분류되는 전단지배 기둥 수의 비율

     : 해당 방향 1차 모드 고유주기로서 주요한 비구조재의 영향을 포마하여 계산한다.

2) 사이 값은 에 따라 선형보간한다.

【 비내진설계 기존 구조물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설계계수 】

- 조적채움벽의 조기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움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고려

하여야 한다. 채움벽이 있는 경우만 고려할 경우에는 채움벽이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채움벽이 없는 경우만 고려할 경우에는 채움벽을 경량벽으로 대체하거나 역학적으로 구

조부재와 이격하여야 한다.

라) 평가법의 절차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장에서 규정하는 지진하중에 대하여「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산정

하여 선형해석을 실시한다.

- 각 층에서 각 부재의 강도비를 계산한다. 부재 강도비는 보유강도를 요구강도로 나눈 값

(Capacity-to-Demand Ratio, CDR)으로 정의하며, 이 중 최소값을 해당 부재의 강도비로 정의

한다.

- 각 층에서 각 부재 종류별로 평균강도비를 계산한다. 모멘트골조에서는 기둥과 큰 보의 평

균강도비를 각각 계산하며, 이 중 최소값으로 모멘트골조의 층 평균강도비를 정한다. 큰 보의 

평균강도비 계산 시, 하중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큰 보들만 고려한다.

- 벽체에서는 평균강도비 계산 시, 하중방향과 평행한 주요 벽체들만 고려한다. 주요벽체들의 

강도비의 평균값으로 벽체의 층 평균강도비를 정한다.

- 가새골조에서는 골조를 구성하는 단부기둥과 대각가새들의 평균강도비를 각각 계산하며, 

그 값들 중에서 최소값으로 골조의 층 평균강도비를 정한다. 평균강도비 계산 시, 하중방향과 

평행한 가새들만 고려한다.

- 모멘트골조, 벽구조, 가새골조, 채움벽골조 등의 혼합구조에서는 안전측으로 각 골조의 층 

평균강도비의 최소값으로 층 평균강도비를 정할 수 있는데 각 골조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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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강도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골조형식의 기여도는 각층마다 다르게 나타나지

만, 근사적으로 각 골조형식의 1층 바닥 요구 밑면전단력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골조

형식의 기여도는 각 골조에 요구되는 밑면전단력을 건물의 1층 바닥 총 밑면전단력으로 나누

어서 정의한다.

- 건물 평균강도비는 층 평균강도비 중에서 최소값으로 정한다.

- 목표지진에 대한 건물전체의 보유성능지수는 건물 평균강도비로 정의하고 보고한다.

- 건물의 보유성능지수(건물 평균강도비)가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층간변위를 검토한다.

마) 층간변위의 검토

- 층간변위는「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탄성변형에 변위증폭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다. 

- 계산된 층간변위는 「건축구조기준」에서 정의하는 허용층간변위 이하이어야 한다.

-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구조물이거나 조적채움벽 및 조적허리벽 등 비구조요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허용층간변위 한계 값을 70%로 낮추어서 엄격하게 적용한다.

허용층간변위
내진등급

특 I II

  0.010 0.015 0.020

【 내진등급별 허용층간변위 】

바) 결과의 판정

- 건물의 보유성능지수가 1.0 이상이고 층간변위를 만족하는 경우, 목표성능 달성으로 판정한

다.

- 위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밀내진성능평가와 보강설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한다.

사) 평가결과의 보고

- 성능목표의 달성 여부 : 강도비 및 층간변위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 보유성능지수의 보고 : 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목표성능대비 몇 퍼센트의 내진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한다. 성능목표지진에 대한 평가 결과, 건물

의 보유성능지수는 건물 평균강도비로 정의한다.

2) m 계수법

선형해석평가법의 일종으로서, 비선형구조해석평가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방법으로

서 사용할 수 있다.

가) m 계수법의 적용제한

식(1.3.1)에 의해 산정된  이 3.0, 혹은 m 계수법에서 제시하는 부재의 조건에 따른 m 

계수를 초과하는 경우 혹은 아래 항목의 비정형성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m 계수법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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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m계수법의 하중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부재력

         : 부재의 평균강도

은 부재별로 축력, 휨모멘트, 전단력 등 모든 작용력에 대해 각각 산정한다.

- 면내 불연속 비정형 :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의 1차부재가 아래로 연속되지 않거나 면내방

향으로 어긋남을 가지고 연속될 경우

- 면외 불연속 비정형 :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의 1차부재가 면외방향으로 어긋남을 가질 경우

- 약층 비정형 : 각 방향별로 해당층과 인접층에서 층 전단력에 대한 평균 의 차이가 125%를 

초과하는 경우 층 전단력에 대한 평균 , 즉 은 식(1.3.2)로 산정한다. 

 















여기서,

  : i 번째 부재에서 작용하는 모든 작용력에 대해 산정된  중 가장 큰값

       : i 번째 부재의 전단내력

        : 해당층 부재의 수

- 비틀림 강도 비정형 : 각 층의 부재를 강도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상하 혹은 좌우로 나눌 

때 한쪽 방향에 위치한 부재들의  값 중 최대값과 다른 쪽에 위치한 부재들의  값 

중 최대값의 비율이 1.5를 초과할 경우(단, 해당층이 유연한 격막일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나) m 계수 정적절차의 적용 제한

가)의 규정 이외에 아래의 추가적인 제한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의사지진력을 적용하는 

m 계수법은 아래 규정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 건물의 기본주기 T > 3.5 인 경우 (  )

- 한 층의 수평치수가 인접층의 해당 방향 치수의 1.4배를 초과할 경우 (옥탑층은 제외)

- 비틀림 강성 비정형 : 임의 층 평면내 임의점에서 최대 변위가 평균변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수직 강성 비정형 : 옥탑층을 제외한 임의 층의 평균 변위각이 인접한 상부층 혹은 하부층

의 평균변위각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직교하지 않는 지진력 저항시스템을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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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 선택을 위한 조건 】

다) m 계수 정적절차

- 지진하중의 산정

시설물 수평방향의 의사지진력 는 아래의 식을 사용해 계산한다.

  

여기서,  : 최대 비탄성변위와 선형탄성변위의 보정을 위한 수정계수로 다음의 값을 사용한

다.

 : 고려하는 방향의 시설물 기본주기에 해당하는 설계응답스펙트럼가속도. 「학교시설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성능목표의 지진위험도의 따라 구한다.

 : 고정하중과 아래에 기술한 하중을 포함한 유효건물중량

- 창고로 쓰이는 공간에서는 적재하중의 최소 25%

 (공용 차고와 개방된 주차장 시설물의 경우 적재하중은 포함시키지 않음)

- 바닥하중 산정시 칸막이 하중이 포함될 경우, 칸막이의 실제중량과  중 큰 값

- 영구설비의 총 하중

- 적설하중이 이 넘는 평지붕의 경우, 평지붕 적설하중의 20%

- 옥상정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조경과 이에 관련된 재료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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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형식
층 수

1 2 3 4층 이상

모멘트골조 1.3 1.1 1.0 1.0

전단벽, 가새골조 1.4 1.2 1.1 1.0

조적조 1.0 1.0 1.0 1.0

【 최대 비탄성변위와 선형탄성변위의 보정을 위한 수정계수, C 】

- 식(1.3.3)에 의해 구한 의사지진력은 아래의 식에 따라 수직으로 분포된다.

  

 


 









여기서,      : 의사지진력

    : 고유주기에 따른 횡력분포계수로 주기가 2.5초 이상일 경우 2.0

        0.5초 이하일 경우 1.0, 그 사이는 선형보간한다.

 : i층, x층의 유효중량

 : 밑면으로부터 i층, x층까지의 높이

라) m 계수 동적절차

- 해석모델의 구성 및 고유치 해석

- 각 모드별 평가지진스펙트럼에 대한 응답 산정

- 응답스펙트럼해석을 통한 모드응답의 조합

- 응답스펙트럼 해석을 위한 구조물의 주기는 구조해석모델의 고유치해석을 통해 구한다. 이

때 부재 강성은 유효강성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조적채움벽과 같은 주요 비구조요소도 시설

물주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설계를 위한 등가정적법으로 구

한 밑면전단력과의 응답스펙트럼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밑면전단력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 응답스펙트럼해석에 의해 구한 해석결과에도 수정계수 C를 반영하여야 하며, 하중조합 및 

허용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모드 응답은 제곱합제곱근(SRSS)나 완전2차조합(CQC)를 사용하여 조합한다. 각 모드의 주

기 차이가 25% 이내일 때에는 CQC를 사용하여야 한다. 응답스펙트럼해석에서 사용되는 모드

의 수는 각 방향별로 참여질량이 최소 9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축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SRSS를 사용하여 두 직각 방향의 반응을 조합할 수 있지만 CQC는 사용할 수 없다.

마) 주기

- 약산식에 따라 산정하거나, 저항요소의 변형특성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기타 적절한 방

법으로 구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고유주기는 약산식에 따라 구

한 근사 기본 진동주기 Ta에 아래의 표의 주기상한계수 Cu를 곱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근사 

기본 진동주기 (초)는 아래의 식에 의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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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철골 모멘트골조

     :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철골 편심가새골조

     : 그 외 다른 모든 시설물

  : 시설물의 밑면으로부터 최상층까지의 전체 높이 (m)

조적채움벽을 가진 골조의 경우 의 값으로 0.049를 사용한다.

- 철근콘크리트와 철골 모멘트저항 골조에서 12층을 넘지 않고 층의 최소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근사 기본진동주기 는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 층수

- 철근콘크리트 전단벽구조일 경우에는 아래의 식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 

 : 1층에서 지진하중 방향에 평행한 전단벽의 전단 단면적 ( )

 : 1층에서 지진하중 방향에 평행한 전단벽의 길이 ()

 

0.4 이상 1.4

0.3 1.4

0.2 1.5

0.15 1.6

0.1 이하 1.7

【 주기상한계수, Cu 】

바)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

- 이 문항은 m계수법 및 비선형정적·동적해석법에도 적용된다. 

- 해석모델에 포함된 모든 부재의 거동은 아래의 표에 따라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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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형지배거동 힘지배거동

모멘트 골조

보 휨모멘트 전단력

기둥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접합부 - 전단력

전단벽 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가새골조

가새 축력 -

보 - 축력

기둥 - 축력

전단연결재 전단력 축력, 휨

접합부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의 구분 】

사) 1차 부재와 2차 부재

- 이 문항은 m계수법 및 비선형정적·동적해석법에도 적용된다. 

- 모든 부재는 1차 부재와 2차부재로 구분한다. 

- 1차 부재는 주어진 성능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지진력에 저항하는 부재이고 2차 부재는 지진력에 

대한 저항이 요구되지 않는 부재로 주로 중력하중을 저항하도록 설계된 부재이다.

- 설계 시 2차부재로 취급되었으나 지진력 작용 시 해당 부재의 파괴가 다른 1차 부재의 파

괴를 가져올 경우 그 부재는 1차부재로 보아야 한다. 

- m계수법을 위한 해석모델에는 1차 부재만 포함시킨다. 

- 2차부재의 횡강성의 합이 1차부재의 강성의 합의 25%를 넘는 경우, 2차부재의 일부를 1차부재로 변경하

여 2차부재 횡강성의 합이 1차부재 횡강성합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특정 2차부재가 인접한 1차부재의 하중이나 변위요구량을 증가시킬 경우 그 2차부재를 1차

부재로 보고 해석모델에 포함시켜야 한다.

- 비선형절차에서는 1차부재와 2차부재를 모두 포함하여 모델링한다. 비구조요소의 초기강성

이 전체강성의 10%를 초과하거나 층 강도 합의 10%를 초과할 경우, 구조요소로 분류하고 해

석모델에 포함시켜야 한다.

- 1차 또는 2차부재를 선택적으로 분류하여 건축물을 비정형에서 정형으로 바꾸어서 는 안 된다.

아) 하중조합과 다축가진효과

- 중력하중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한다.

     ,     

여기서,   : 고정하중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된 용도별 활하중의 25%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된 적설하중의 20%(단, 1.5 kN/㎡이하일 경우 무시한다.)

- 다축가진효과는 한 방향 지진하중과 직각방향 지진하중의 30%에 의한 부재력 및 변형의 

절대값을 조합하여 아래의 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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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여기서,  와 는 각각 x축과 y축 방향의 지진하중이다.

- 변형지배거동을 하는 부재의 부재력 및 변형()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하중에 의한 부재력 및 변형

  : 중력하중에 의한 부재력 및 변형

  : 지진하중에 의한 부재력 및 변형

- 힘지배거동을 하는 부재의 부재력 및 변형( )은 아래의 식에 의해 산정한다.

   ±∙


 

   ±


 

여기서,  :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에 의한 거동

  : <표 1.3.10>에서 정의된 수정계수

  : 하중전달 감소계수 

 는 고려하는 부재의 하중이 횡하중저항시스템내의 부재로부터 전달될 때 그 횡하중저항시

스템 부재의 항복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이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의 값은 지진구역1의 경우 2.0, 지진구역2일 경우 1.5로 하며 거주가능수준의 검토를 위해

서는 1.5로 본다. 

하중을 전달하는 횡하중저항시스템내의 부재가 항복하지 않을 경우 1.0으로 본다.

자) 부재별 허용기준

- 변형지배거동을 하는 1차부재와 2차부재의 만족여부는 아래의 식에 따라서 판정한다.

 ≥



여기서,   :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에 의한 거동

   : 부재의 예상 연성능력을 고려한 계수 (m 계수)

 : 부재의 평균강도

- 힘 2지배거동을 하는 1차부재와 2차부재의 만족여부는 아래의 식에 따라 판정한다.

 ≥

여기서,   :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에 의한 거동

 : 부재의 공칭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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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선형정적절차

가) 일반사항

- 구조해석모델에 포함되는 구조요소는 해당부재의 조건에 따라「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제시된 모델링변수를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해석한 후 부재별 허용기준과의 비

교를 통해 부재별 성능수준을 판정한다.

- 비선형정적절차에 사용되는 횡하중의 분포는 구조물의 1차모드가 지배적이라는 가정으로부

터 구한 밑면전단력의 수직분포를 사용한다. 따라서 비선형정적 푸시오버해석은 기본적으로 

고차모드의 영향이 크지 않은 건물에 사용할 수 있다.

- 고차모드의 영향은 응답스펙트럼법을 사용하여 판정한다. 즉, 각 모드의 참여계수의 합이 

전체 질량의 90%인 해석모델과 1차모드만을 사용한 해설모델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각 층의 

층전단력이 1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고차모드의 영향이 큰 구조물로 판정한다.

- 고차모드의 영향이 큰 구조물로 판명된 경우, 비선형정적절차에 따른 해석 이외에 m 계수 

동적절차에 다른 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여 내진성능을 판정할 수 있다. 추가해석평가 시에는 

규정된 m 계수를 1.33배 증가시킨 값을 사용한다.

나) 구조요소의 모델링

  부재의 비선형거동특성은 와 같이 일반적으로 4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다선형으로 모델링

하며, (a)와 같이 부재에 따라 변형량의 절대치가 규정된 경우와 (b), (C)와 같이 각 지점의 위

치를 항복변위의 비율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부재별 비선형 거동 특성의 모델링 즉 소성힌

지의 특성은 각 구조시스템 및 부재의 조건에 따라「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에 제시된 것을 따른다.

【 (a) 변형량 기반 다선형 】 【 (b) 변형각 기반 다선형-1 】 【 (c) 변형각 기반 다선형-2 】

【 소성힌지 특성 모델 】

다) 횡하중의 수직분포

비선형정적절차에 사용되는 횡하중은 평면적으로 질량의 분포와 비례하며 수직적으로는 1차

모드의 형상과 비례하도록 분포시킨다.

라) 하중조합 및 다축가진효과

- 비선형해석 절차에서 중력하중은 아래의 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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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고정하중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된 용도별 활하중의 25%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된 적설하중의 20%(단, 1.5 kN/㎡이하일 경우 무시한다.)

- 다축가진효과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고려한다.

- 각각의 방향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한 뒤 하중효과에 한하여 주방향의 성능점에서의 하

중효과에 직교방향 성능점 변위의 30%변위에서 발생하는 하중 효과를 조합하여 평가한다.

- 주방향하중 대 직교방향하중의 비율을 100:30로 입력으로 하여 비선형해석을 수행한다.

마) 성능점의 산정

전체 구조물의 성능점은 역량스펙트럼법과 변위계수법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역량스펙트럼법

역량스펙트럼법(Capacity Spectrum Method, 이하 CSM)은 건축물의 횡하중에 대한 저항능력

을 비선형 정적해석을 통해 구조물에서의 밑면전단력과 최상층 변위(또는 유효높이) 곡선의 

관계를 산정하고 이를 스펙트럼 가속도와 스펙트럼 변위 형태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낸다. 그리

고 지진의 요구내력을 나타내는 요구스펙트럼도 역시 스펙트럼 가속도와 스펙트럼 변위 형태

로 나타낸다. 이 두 곡선을 하나의 좌표계로 표현함으로써, 요구내력과 구조물의 저항력을 효

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능력스펙트럼과 요구스펙트럼 곡선의 교차점은 주어진 지

진에 대한 구조물의 응답을 의미하나, 요구스펙트럼이 탄성응답스펙트럼에 기초한 값이므로 

구조물이 비선형 거동을 할 경우 비선형효과에 따른 요구스펙트럼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즉, 역량스펙트럼법은 실제 건물의 비선형거동(최대변위)을 유효주기 와 유효감쇠비 를 가진 

등가의 단자유도계 선형구조물의 응답으로부터 구하는 것이다.

【 역량스펙트럼법 】

역량스펙트럽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역량스펙트럼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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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스펙트럼의 산정

- 성능점의 예측

초기에 사용되는 요구스펙트럼은 5%의 감쇠비를 가지는 선형탄성 설계응답스펙트럼이므로 

구조물의 비선형거동의 정도에 따라 유효감쇠비를 구하여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따라

서 2와 3에서 여러 번의 반복계산을 통해 성능점을 구한다. 성능점의 예측 및 반복과정은 

ATC-40의 방법 혹은 이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제안한 FEMA-440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변위계수법

변위계수법에서는 지진동을 받는 단자유도모델의 응답에 관한 기존 자료들의 통계치에 근거

한 경험적인 수식을 사용하여 지진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최상층의 최대변위를 예측한다. 따라

서 변위계수법에서는 비선형정적해석 후에 구조물의 밑면전단력과 최상층 변위 관계를 스펙트

럼 형식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비탄성변위를 반복 계산 없이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역량스펙트럼법과의 차이점이다. 변위계수법에서 산정되는 목표변위(target displacement)는 역

량스펙트럼법에서의 성능점(performance point)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목표변위를 산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역량곡선의 이선형화

비선형 정적해석에 의해서 산정된 밑면 전단력과 최상층 변위 관계를 2개 직선으로 이루어진 변형-응

력관계 형태로 이상화시킨다. 탄성구간 이후의 강성(), 유효강성( ), 초기강성()을 산정한 후에 이

상화된 2개 직선으로 이루어진 변형-응력관계에서 구조물의 항복변위를 평가한다. 와 의 교차점이 

항복강도()로 정의되며 항복강도의 60% 지점에서 유효강성()이 결정된다. 이 과정은 다소의 시행

착오(trial and error)를 거쳐야 한다.

② 유효주기의 산정

유효주기는 탄성해석모델에서 고유치해석으로 구한 기본주기와 역량곡선의 이선형화를 통해 구한 유

효강성으로부터 아래의 식과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 탄성해석으로 구한 기본진동주기

          : 구조시스템별로 매뉴얼 4장과 5장에 기술된 유효강성 및 3장의 모델링 절차에 따라 모  

                      델링된 구조물의 탄성 횡강성

          : 이선형화를 통해 결정된 유효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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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강성의 결정 】

③ 목표변위의 산정

목표변위는 FEMA 440 혹은 ASCE 41등의 참고문헌에 제시된 수식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아래의 식

은 FEMA 440에 제시된 수직으로 C0∼C3의 여러 계수들은 단자유도와 다자유도시스템에서 최대 변위의 

차이, 탄성변위와 비탄성변위의 차이, 강도 저하 및 강성 저하의 효과 등을 고려한 계수이다.

 







4) m계수법과 비선형해석평가의 성능수준 판정

선형해석평가법을 제외한 m 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 혹은 비선형동적절차 적용 시 구조

시스템의 성능수준은 다음의 규정을 통해 판정한다.

가) 전체 구조물의 내진성능은 방향별 층별로 허용 층간변형각 및 중력하중 저항능력에 

다른 성능수준(아래의 표)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낮은 성능수준으로 판정한다.

나) 내진설계된 구조물의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형각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다) 아래의 표에서 전단벽시스템 중 휨지배형은 전체높이/길이비(형상비)가 3.0을 초과하

는세장한 벽체, 전단지배형은 형상비가 1.5 미만인 낮은 벽체에 해당하며, 세장한 벽체와 

짧은 벽체 사이의 형상비를 가지는 경우 선형보간한다.

라)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허용층간변형각은 아래의 표에 규정된 값들의 70%로 제한

한다.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내진보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변형능력이 제한적

인 부재들이 다수 남아있게 되므로 내진보강 이전과 동일한 값을 적용한다.

마) 대상건축물의 주요 방향별로 사용된 구조시스템이 다른 경우 허용층간변형각은 밑면

전단력의 기여도를 통해 아래의 표의 값을 선형보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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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시스템
내진설계 건물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RC 모멘트골조 0.7 2 3

조적채움벽이 있는 RC 모멘트 골조 0.5 1 1.5

전단지배형 RC 전단벽 시스템 0.25 0.5 1

휨지배형 RC 전단벽 시스템 0.5 1 2

무보강 조적 전단벽 시스템 0.3 0.6 1

철골골조 0.7 2.5 4

가새가 있는 철골골조 0.5 1.5 2

【 내진설계된 구조물의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형각(%) 】

바) 중력하중 저항능력에 따른 성능수준 판정기준은 <표 1.3.14>과 같다. 즉, 방향별 층별

로 각 성능수준에 해당하는 부재들이 부담하는 중력하중의 비율을 산정하고 <표 1.3.14>

의 기준에 따라 성능수준을 판정한다. 이 때, 각 층의 부재는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로 나누

어 평가한다. 부재별 연직하중 분담능력은 수직부재의 경우 축하중, 수직부재의 경우 양단 

전단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중력하중의 하중조합은 식(1.3.16)을 사용한다.

성능수준 판정수준

즉시거주
모든 부재가 붕괴방지를 만족하며, 즉시거주와 기능수행을 만족하는 부

재가 부담하는 중력하중의 합이 전체중력하중의 80%이상

인명안전
모든 부재가 붕괴방지를 만족하며, 인명안전, 즉시거주, 기능수행을 만

족하는 부재가 부담하는 중력하중의 합이 전체중력하중의 80%이상

붕괴방지 모든 부재가 붕괴방지를 만족

【 성능수준별 중력하중저항능력 】

사) 각 부재의 성능수준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규정된 부재종류별 

허용기준을 사용하여 판정한다.

아) 변형지배형 거동에 의한 부재의 성능수준은 각 성능수준별 비탄성변형의 허용한계 값

으로부터 판정한다. 변형지배형 거동은 연성거동을 통해 큰 변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휨

항복, 인장항복거동을 가리킨다.

자) 강도지배형 거동에서 강도성능이 요구부재력보다 클 경우, 기능수행을 만족하는 것으

로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붕괴방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강도지배형 거동은 

취성적 파괴를 나타내는 압축거동, 전단거동, 연결부의 파괴 등을 가리킨다.

차) 조적채움벽을 가진 모멘트골조에서 조적채움벽이 면내로 파괴되거나 혹은 면외로 전

도될 경우 전체 구조물은 즉시거주와 인명안전의 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

한다. 그러나 목표성능수준이 붕괴방지일 경우, 조적채움벽의 파괴는 전체 건물의 성능수준 

판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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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구조형식별 내진성능평가

1)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골조의 구조해석모델은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등 골조를 구성하

는 각 부재간의 연결을 고려하여 부재의 강도, 강성, 변형 성능을 모사할 수 있도록 구축되

어야 한다. 또한 잠재적인 휨파괴, 전단파괴, 그리고 보강근의 정착이 고려되어야 하며, 골

조 내 콘크리트 허리벽 및 조적채움벽, 비구조재와의 상호작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2) 해석모델 및 강성

가)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골조의 보와 기둥은 휨, 전단, 그리고 축방향 유효강성을 고려하

여 평가되어야 한다. 설계지진 규모 이상의 지진 시 구조물은 균열 발생 이후 항복 혹은 

그 유효강성비로 정의한다. 부재별 유효강성은 <표 1.3.7>의 값을 사용한다. 또한, 보-기둥 

접합부는 접합부내 패널존을 직접 모델링하거나 접합부의 보와 기둥의 강도비율에 따라 보

와 기둥의 강역을 다음과 같이 모델링한다. 

- 기둥의 강도가 큰 경우(   > 1.2) 접합부내 기둥은 강역으로 모델링하며 보는 

강역으로 모델링하지 않음

- 보의 강도가 큰 경우(   > 0.8) 접합부내 보는 강역으로 모델링하며 기둥은 

강역으로 모델링하지 않음

- 보와 기둥의 강도가 비슷한 경우(0.8 ≤    ≤ 1.2) 기둥과 보 모두 접합부내 

부재 길이의 절반을 강역으로 모델링함.

  여기서,   : 축하중의 영향을 고려한 기둥의 모멘트강도의 합

           : 접합되는 보의 모멘트강도의 합

나)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골조에서 보와 기둥은 집중 혹은 분산된 소성힌지모델을 이용하

여 모델링할 수 있다. 기둥의 파괴모드는 기둥의 전단강도 Vo 식(1.4.3), 소성힌지 구간에서 

휨 항복이 발생했을 때의 전단력 VP, 그리고 횡보강 철근의 상세를 기반으로 <표 1.4.1>과 

같이 분류한다. 단, 기둥의 전단강도는 식(1.4.3)에서 k1를 곱하지 않은 값으로 산정한다. 또

한, RC기둥이 허리벽에 의하여 일부 구속된 경우, 단주효과를 고려하여 소성힌지 구간 및 

VP를 구하여야 한다.

- 그룹 i : 휨 파괴(전단 파괴 발생 없이 휨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 그룹 ii : 휨전단 파괴(휨 항복 이후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 그룹 iii : 전단 파괴(휨 항복에 선행하여 전단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다) 비선형 동적절차에서는 실험적으로 검증된 특성을 이용하여 각 부재의 완전한 이력 

거동을 모델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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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강도비
(VP / Vo)

135°갈고리가 
사용되고「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내진상세로 횡보강근이 
배근된 경우

90°갈고리를 
가진 폐쇄형 

띠철근이 사용된 
경우

그 외
(겹침이음된 

띠철근 
포함)

0.6 이하인 경우 i ii ii

0.6 이상 1 이하인 

경우
ii ii iii

1 이상인 경우 iii iii iii

【 횡보강근 상세에 따른 RC기둥의 파괴모드 분류 】

3) 강도

가) 일반사항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는「건축구조기준」의 “5장 콘크리트 구조”에 따른다. 이때 사용되는 재

료강도와 강도감소계수는「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른다.

- 부재별 강도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경우에「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철근콘크리트 허리벽에 의해 모멘트골조 기둥의 하부가 횡지지 될 경우, 횡지지 효과에 따

른 기둥의 단주효과를 고려하여 기둥의 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 조적채움벽이 모멘트골조와 밀착되어 있는 경우, 모멘트골조의 기둥은 조적채움벽으로부터 

전달되는 전단력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여 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보의 강도

- 보의 평균 휨강도는 평균재료강도를 사용한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 보의 평균휨강도

 : 철근의 단면적

 : 철근의 평균항복강도 

 : 보의 유효 깊이

 



 : 보의 폭

 : 콘크리트의 평균압축강도

- 보의 전단강도는 공칭재료강도를 사용한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    


   ,   



여기서,  : 전단보강근의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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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단보강근의 항복강도

          : 전단보강근의 간격

다) 기둥의 강도

- 기둥의 전단강도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아래의 식은 후프의 간격이 넓은 기둥의 

전단강도가 휨항복 이후의 비선형거동구간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한 경험식

이다.

  




 



  

  여기서,   








 ≤
  ≤
  

 단, 를 모르는 경우, =0을 사용  

   (일반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 축방향 압축력으로, 인장력이 작용할 경우  =0을 사용

               (강도 산정의 간편성을 위하여  =0을 사용)

 : 설계하중 재하 시 작용 모멘트를 전단력과 유효깊이로 나눈 값의 최값으로 2와 4 

사이의 값을 사용함. 강도 산정의 간편성을 위하여    =3을 사용할 수 있음

 : 유효깊이로 로 가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기둥의 총 단면적

 : 전단력 작용방향의 기둥 단면 치수

- 기둥의 휨, 압축 및 인장강도는 철근콘크리트의 압축최연단의 변형도가 종국변형도인 0.003에 도

달할 때 축력과 모멘트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휨 부재에 적용되는 단면의 평면유지 가정과 철근의 

탄소성거동 및 힘의 평형조건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단, 휨강도는 평균재료강도를 사용하여 구

하여야 하며 압축과 인장강도는 설계기준강도를 사용하여 한다.

라) 보-기둥 접합부의 강도

- 보-기둥 접합부의 공칭단면적 Aj는 접합부 깊이인 골조 방향의 기둥 단면 치수와 접합부 너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접합부 너비는 아래 세 가지 중 최소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골조 직각방향의 기둥 단면 치수

② 보폭과 접합부 깊이의 합

③ 기둥 측면에서 보의 부재방향 축까지 수직거리 중 작은 값의 2배

설계하중은 유효 슬래브 폭을 포함하여 골조에 인접한 부재의 소성힌지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을 기반으로 구할 수 있다. 접합부의 전단강도는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의 조합에 의해 접합

부에 발생되어 요구 전단력보다 커야 한다. 단, 이 값은 접합부에 접한 보 혹은 기둥의 항복 

시 발생되는 전단력보다 클 필요는 없다.

- 접합부 공칭 전단강도는 아래의 식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일반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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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합부의 유효 횡단면적

 : 아래의 표에 따른 계수

접합부 횡보강근
간격

직교보 있는
내부접합부

직교보 없는
내부접합부

직교보 있는
외부접합부

직교보 없는
외부접합부

최상층
외부접합부

 이하인 경우 20 15 15 12 8

 초과하는경우 12 10 8 6 4

【 접합부 강도산정 계수,  】

     

【 보-기둥 접합부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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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델링 변수 및 허용기준

가) 선형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의 규정에 따라 구조해석모델을 작성하며, 평가결과의 판정을 위한 허용기준

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른다.

나) m 계수법 또는 비선형해석평가

m 계수법 또는 비선형해석평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모델링 변수와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m 계수법

① 콘크리트 모멘트골조의 부재별 성능은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으로 분류하며 각각에 대한 

절차를 따라 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부재의 설계는“1.3 내진성능평가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근거하여 설계방법이 결정된

다.

③ 기둥의 평균 DCR값이 동일 층에 위치한 보의 평균 DCR값을 초과하거나, 1 또는 건물 전체 기

둥의 m 계수의 절반 중 큰 값을 초과하면 해당 층은 약층으로 구분된다.

④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골조의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의 성능수준 1, 2차 부재별 m 계수는 아

래의 표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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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조건

m 계수

성능 수준

즉시거주

부재 중요도

1차부재 2차부재

인명안전 붕괴방지 인명안전 붕괴방지

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횡보강근  

≤ 0.0 구속조건 ≤ 0.25 3 6 7 6 10

≤ 0.0 구속조건 ≥ 0.5 2 3 4 3 5

≥ 0.5 구속조건 ≤ 0.25 2 3 4 3 5

≥ 0.5 구속조건 ≥ 0.5 2 2 3 2 4

≤ 0.0 비구속조건 ≤ 0.25 2 3 4 3 5

≤ 0.0 비구속조건 ≥ 0.5 1.25 2 3 2 4

≥ 0.5 비구속조건 ≤ 0.25 2 3 3 3 4

≥ 0.5 비구속조건 ≥ 0.5 1.25 2 2 2 3

전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휨보강근 간격이 d/2 이하인 경우 1.25 1.5 1.75 3 4

횡보강근 간격이 d/2 초과인 경우 1.25 1.5 1.75 2 3

정착 혹은 철근 이음의 파괴가 예상되는 경우

횡보강근 간격이 d/2 이하인 경우 1.25 1.5 1.75 3 4

횡보강근 간격이 d/2 초과인 경우 1.25 1.5 175 2 3

보-기둥 접합부의 정착파괴가 예상되는 경우

2 2 3 3 4

【 철근콘크리트 보의 m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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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조건

m 계수
성능 수준

즉시거주
부재 중요도

1차부재 2차부재
인명안전 붕괴방지 인명안전 붕괴방지

그룹 i : 휨 파괴

 

≤ 0.1 ≥ 0.006 2 2.5 3 4 5

≥ 0.6 ≥ 0.006 1.25 1.8 1.9 1.9 2

≤ 0.1 ≤ 0.002 2 2 2.6 2.6 3

≥ 0.6 ≤ 0.002 1.1 1.1 1.2 1.2 1.4

그룹 ii : 휨 항복 후 전단 파괴

  

≤ 0.1 ≥ 0.006 ≤ 0.25 2 2.5 3 4 5

≤ 0.1 ≥ 0.006 ≥ 0.5 2 2 2.5 4 5

≥ 0.6 ≥ 0.006 ≤ 0.25 1.25 1.8 1.9 1.9 2

≥ 0.6 ≥ 0.006 ≥ 0.5 1.25 1.5 1.6 1.6 1.8

≤ 0.1 ≤ 0.0005 ≤ 0.25 1.2 1.3 1.4 1.4 1.6

≤ 0.1 ≤ 0.0005 ≥ 0.5 1 1 1.1 1.1 1.2

≥ 0.6 ≤ 0.0005 ≤ 0.25 1 1 1.1 1.1 1.2

≥ 0.6 ≤ 0.0005 ≥ 0.5 1 1 1 1 1

그룹 iii : 전단파괴

 

≤ 0.1 ≥ 0.006 1 1 1 4 5

≥ 0.6 ≥ 0.006 1 1 1 1.6 1.8

≤ 0.1 ≤ 0.002 1 1 1 1.1 1.2

≥ 0.6 ≤ 0.002 1 1 1 1 1

그룹 iv : 부착 파괴 혹은 이음부 파괴

 

≤ 0.1 ≥ 0.006 1 1 1 4 5

≥ 0.6 ≥ 0.006 1 1 1 1.6 1.8

≤ 0.1 ≤ 0.002 1 1 1 1.1 1.2

≥ 0.6 ≤ 0.002 1 1 1 1 1

【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m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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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조건

m 계수
성능 수준

즉시거주
부재 중요도

1차부재 2차부재
인명안전 붕괴방지 인명안전 붕괴방지

내부 접합부


접합부 

횡보강근 간격


≤ 0.1 ≤ ≤ 1.2 1 1 1 3 4

≤ 0.1 ≤ ≥ 1.5 1 1 1 2 3

≥ 0.4 ≤ ≤ 1.2 1 1 1 3 4

≥ 0.4 ≤ ≥ 1.5 1 1 1 2 3

≤ 0.1  ≤ 1.2 1 1 1 2 3

≤ 0.1  ≥ 1.5 1 1 1 2 3

≥ 0.4  ≤ 1.2 1 1 1 2 3

≥ 0.4  ≥ 1.5 1 1 1 2 3

그 외 접합부


접합부 

횡보강근 간격


≤ 0.1 ≤ ≤ 1.2 1 1 1 3 4

≤ 0.1 ≤ ≥ 1.5 1 1 1 2 3

≥ 0.4 ≤ ≤ 1.2 1 1 1 3 4

≥ 0.4 ≤ ≥ 1.5 1 1 1 2 3

≤ 0.1  ≤ 1.2 1 1 1 2 3

≤ 0.1  ≥ 1.5 1 1 1 2 3

≥ 0.4  ≤ 1.2 1 1 1 1.5 2

≥ 0.4  ≥ 1.5 1 1 1 1.5 2

【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m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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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형해석평가

① 철근콘크리트 부재별 모델링 파라미터 및 허용기준을 이용하여 비선형해석 기반 성능평가를 수

행하여야 한다.

② 보와 기둥 부재에 대한 일반화된 변형은 소성힌지부의 회전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소

성회전각은 정의할 수 있다.

③ 보-기둥 접합부의 일반화된 변형은 접합부의 전단뒤틀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전단회전

성능은 정의할 수 있다.

④ 표에서 제시하지 않는 부재 혹인 비선형 성능은 실험 또는 검증된 해석절차를 통해 산정된 값

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콘크리트 허리벽 및 조적채움벽이 함께 사용된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의 기둥 부재의 성능은 

“조적조 및 조적채움벽”에 정의된 모델링 변수 및 허용기준을 사용한다.

부재 조건

모델링 주요 변수 허용기준

소성회전각
잔류

강도비
성능수준

a b c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횡보강근 

≤ 0.0 구속조건 ≤ 0.25 0.025 0.05 0.2 0.010 0.025 0.05

≤ 0.0 구속조건 ≥ 0.5 0.02 0.04 0.2 0.005 0.02 0.04

≥ 0.5 구속조건 ≤ 0.25 0.02 0.03 0.2 0.005 0.02 0.03

≥ 0.5 구속조건 ≥ 0.5 0.015 0.02 0.2 0.005 0.015 0.02

≤ 0.0 비구속조건 ≤ 0.25 0.02 0.03 0.2 0.005 0.02 0.03

≤ 0.0 비구속조건 ≥ 0.5 0.01 0.015 0.2 0.0015 0.01 0.015

≥ 0.5 비구속조건 ≤ 0.25 0.01 0.015 0.2 0.005 0.01 0.015

≥ 0.5 비구속조건 ≥ 0.5 0.005 0.01 0.2 0.0015 0.005 0.01

전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횡보강근 간격이 d/2 이하인 경우 0.003 0.02 0.2 0.0015 0.01 0.02

횡보강근 간격이 d/2 초과인 경우 0.003 0.01 0.2 0.0015 0.005 0.01

정착 혹은 철근 이음의 파괴가 예상되는 경우

횡보강근 간격이 d/2 이하인 경우 0.003 0.02 0.0 0.0015 0.01 0.02

횡보강근 간격이 d/2 초과인 경우 0.003 0.01 0.0 0.0015 0.005 0.01

보-기둥 접합부의 정착파괴가 예상되는 경우

0.015 0.03 0.2 0.01 0.02 0.03

【 철근콘크리트 보의 모델링 주요 변수 및 성능수준별 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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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조건

모델링 주요 변수 허용기준

소성회전각
잔류

강도비
성능수준

a b c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그룹 I: 휨 파괴

 

≤ 0.1 ≥ 0.006 0.035 0.060 0.2 0.005 0.045 0.060

≥ 0.6 ≥ 0.006 0.010 0.010 0.0 0.003 0.009 0.010

≤ 0.1 =0.002 0.027 0.034 0.2 0.005 0.027 0.034

≥ 0.6 =0.002 0.005 0.005 0.0 0.002 0.004 0.005

그룹 ii: 휨 항복 후 전단 파괴

  
≤ 0.1 ≥ 0.006 ≤ 0.25 0.032 0.060 0.2 0.005 0.045 0.060

≤ 0.1 ≥ 0.006 ≥ 0.5 0.025 0.060 0.2 0.005 0.045 0.060

≥ 0.6 ≥ 0.006 ≤ 0.25 0.010 0.010 0.0 0.003 0.009 0.010

≥ 0.6 ≥ 0.006 ≥ 0.5 0.008 0.008 0.0 0.003 0.007 0.008

≤ 0.1 ≤ 0.0005 ≤ 0.25 0.012 0.012 0.2 0.005 0.010 0.012

≤ 0.1 ≤ 0.0005 ≥ 0.5 0.006 0.006 0.2 0.004 0.005 0.006

≥ 0.6 ≤ 0.0005 ≤ 0.25 0.004 0.004 0.0 0.002 0.003 0.004

≥ 0.6 ≤ 0.0005 ≥ 0.5 0.0 0.0 0.0 0.0 0.0 0.0

그룹 iii: 전단 파괴

 

≤ 0.1 ≥ 0.006 0.0 0.060 0.0 0.0 0.045 0.060

≥ 0.6 ≥ 0.006 0.0 0.008 0.0 0.0 0.007 0.008

≤ 0.1 ≤ 0.0005 0.0 0.006 0.0 0.0 0.005 0.006

≥ 0.6 ≤ 0.0005 0.0 0.0 0.0 0.0 0.0 0.0

그룹 iv: 부착 파괴 혹은 이음부 파괴

 

≤ 0.1 ≥ 0.006 0.0 0.060 0.4 0.0 0.045 0.060

≥ 0.6 ≥ 0.006 0.0 0.008 0.4 0.0 0.007 0.008

≤ 0.1 ≤ 0.0005 0.0 0.006 0.2 0.0 0.005 0.006

≥ 0.6 ≤ 0.0005 0.0 0.0 0.0 0.0 0.0 0.0

【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모델링 주요 변수 및 성능수준별 허용기준 】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4장 내진성능평가

- 72 -

부재 조건

모델링 주요 변수 허용기준

소성회전각
잔류

강도비
성능수준

a b c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내부 접합부


접합부

횡보강근간격


≤ 0.1 ≤ /2 ≤ 1.2 0.015 0.03 0.2 0.0 0.02 0.03

≤ 0.1 ≤ /2 ≥ 1.5 0.015 0.03 0.2 0.0 0.015 0.02

≥ 0.4 ≤ /2 ≤ 1.2 0.015 0.025 0.2 0.0 0.015 0.025

≥ 0.4 ≤ /2 ≥ 1.5 0.015 0.02 0.2 0.0 0.015 0.02

≤ 0.1 > /2 ≤ 1.2 0.005 0.02 0.2 0.0 0.015 0.02

≤ 0.1 > /2 ≥ 1.5 0.005 0.015 0.2 0.0 0.01 0.015

≥ 0.4 > /2 ≤ 1.2 0.005 0.015 0.2 0.0 0.01 0.015

≥ 0.4 > /2 ≥ 1.5 0.005 0.015 0.2 0.0 0.01 0.015

그 외 접합부


접합부

횡보강근간격


≤ 0.1 ≤ /2 ≤ 1.2 0.01 0.02 0.2 0.0 0.015 0.02

≤ 0.1 ≤ /2 ≥ 1.5 0.01 0.015 0.2 0.0 0.01 0.015

≥ 0.4 ≤ /2 ≤ 1.2 0.01 0.02 0.2 0.0 0.015 0.02

≥ 0.4 ≤ /2 ≥ 1.5 0.01 0.015 0.2 0.0 0.01 0.015

≤ 0.1 > /2 ≤ 1.2 0.005 0.01 0.2 0.0 0.0075 0.01

≤ 0.1 > /2 ≥ 1.5 0.005 0.01 0.2 0.0 0.0075 0.01

≥ 0.4 > /2 ≤ 1.2 0.0 0.0075 0.0 0.0 0.005 0.0075

≥ 0.4 > /2 ≥ 1.5 0.0 0.0075 0.0 0.0 0.005 0.0075

【 철근콘크리트 보-기둥의 모델링 주요 변수 및 성능수준별 허용기준 】

1) 일반사항

가) 일반적으로 조적채움벽은 구조설계 시 비구조재로 분류되어 설계도서에 자세히 나타

나 있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 조적채움벽이 사용된 골조의 내진성능평

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조적채움벽의 위치, 치수,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조적채움벽의 효과를 고려할 경우 조적채움벽의 지압파괴, 면내 파괴 및 면외전도뿐 

아니라 조적채움벽의 효과에 의한 인접골조 기둥의 인장, 압축 파괴 및 등가압축가새가 부

담하는 반력의 수평성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접기둥의 전단파괴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다) 조적채움벽의 파괴는 건물 내의 거주자의 인명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적채움벽

이 파괴될 경우 인명안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조적채움벽의 파괴가 

전체 건물의 붕괴로 발전하지 않으므로 붕괴방지의 성능수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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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링 개념

가) 조적채움벽의 면내거동은 트러스 요소를 사용한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나) 등가스트럿은 강성, 강도, 변형능력, 기존골조와의 상호작용 등의 측면에서 실제 채움

벽의 거동을 적절히 모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은 단일 중심가

새의 형태 이외에 다양한 등가압축가새가 사용될 수 있다.

다) 허리벽이 사용된 경우 허리벽을 강체로 가정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적조의 

평균 줄눈 전단강도가 0.14 MPa 이하이거나 두께가 0.5B일 경우 허리벽의 조기파괴가 예

상되므로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조적채움벽의 면외방향의 거동은 면내방향의 거동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3) 재료 시험

채움벽을 구성하는 조적조 재료의 역학적 특성은 재료시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조적조 프리즘에 대해서 압축강도, 탄성계수, 휨인장강도 및 전단강도 등의 재료

시험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수평줄눈에 대한 전단강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 강성

가) 채움벽을 대각선 방향의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할 때 등가스트럿은 축방향 강성만을 갖

는 요소로 모델링하며, 채움벽의 횡변형, 횡하중, 횡강성과 등가스트럿의 축변형, 축하중, 축강

성 사이의 관계는 아래의 식과 같다.

  ∆∙cos

  cos



 
cos


 

  여기서,  δ : 등가스트럿의 축변형

∆ : 조적채움벽의 횡강성

P  : 등가스트럿의 축하중

Q  : 조적채움벽의 횡하중

  : 등가스트럿의 축강성

 : 조적채움벽의 횡강성

θ : 등가스트럿의 경사각으로서 아래의 그림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해 결정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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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가스트럿 모델 】

나) 채움벽과 골조가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채움벽의 탄성 횡강성은 채움벽을 수직 

캔틸레버로 치환 시 휨변형과 전단변형을 모두 고려한 강성으로 가정하며, 아래의 식에 의

해 산정하고, 위의 식에 의해 등가스트럿 강성으로 변환할 수 있다.

 










  여기서,   




 ,    



 : 등가 캔틸레버 기둥의 휨강성

 : 등가 캔틸레버 기둥의 전단강성

  : 조적채움벽의 순높이

  : 채움벽의 면적

  : 조적채움벽의 단면이차모멘트

 : 조적채움벽의 탄성계수, 실험에 의하지 않으면 아래의 표에 따라 산정

 : 조적조의 전단탄성계수, 실험에 의하지 않으면 아래의 표에 따라 산정

종   류 탄 성 계 수

탄 성 계 수   ′
전 단 탄 성 계 수   

【 조적채움벽의 탄성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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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횡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채움벽과 골조가 분리된 이후 채움벽이 최대강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등가스트럿의 할선강성 는 다음 아래의 식에 의해 산정된다.

 



  여기서,     
    ,    







sin 







 : 조적채움벽의 탄성계수

  : 기둥의 단면이차모멘트

 : 등가스트럿의 폭

 : 조적채움벽의 두께

 : 조적채움벽의 대각선 길이

라) 개구부가 있는 채움벽의 강성은 채움벽을 분할하여 각각의 강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거

나 아래의 식로 계산되는 감소율을 곱하여 저감한다.

 



  여기서,     : 개구부의 면적

 : 전체 채움벽의 면적

5) 강도

가) 철근콘크리트 골조, 철골모멘트 골조 내부의 조적채움벽은 아래의 그림에서 d≥2g인 

경우에 한하여 변형지배거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변형지배 거동에 해당되면 조적채움벽의 

강도산정에 재료의 평균강도를 적용하고, 하중지배 거동에 해당되면 설계기준강도를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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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횡하중-횡변형 관계 】

【 (b) 둥가스트럿의 축하중-축변형 관계 】
【 조적채움벽의 하중-변형 관계 포락선 】

나) 강도감소계수의 적용은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의 일반원칙에 따른

다.

다)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는 다음 아래의 식에 의한 가로줄눈파괴 강도로 산정한다.

  

여기서,   : 채움벽 수평방향의 모르타르 접합 혹은 그라우트 접합면의 순면적

 : 조적채움벽의 전단응력, 변형지배거동의 경우에 평균 줄눈전단강도 를 초과할 수 없

고, 하중지배거동의 경우에 설계기준 줄눈전단강도 을 초과할 수 없다.

는 재료시험을 실시한 경우에 는 조적조의 강도에 따라 결정하며, 은 조적조의 강

도에서  또는 를 재료강도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설계기준강도로 대체하여 결정한다. 

재료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은 설계기준 전단강도를 사용하며, 는 평균강도에 따

라 결정된다.

라)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는 아래의 식에 의해 산정되는 대각균열강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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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는 사인장 압축실험으로부터 구한 채움벽의 사인장전단강도이다. 실험치가 없을 

경우 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 와 같이 산정한다.

마) 조적채움벽의 전단강도는 아래의 식과 같이 산정할 수 있는 채움벽의 지압강도를 초

과할 수 없으며 채움벽과 접촉하는 기둥과 보의 지압면적은 전체 길이의 1/3로 가정한다.

 ′




여기서,   ′ : 조적채움벽의 압축강도

 : 조적채움벽의 높이

 : 조적채움벽의 두께

바) 위의 식의 강도는 모두 횡하중에 대한 강도로서 조적채움벽을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

하는 경우 위의 식에 따라 축력 강도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6) 모델링 주요변위 및 허용기준

가) 선형해석평가

- 조적채움벽을 등가의 스트럿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 조적채움벽의 횡강성은 위의 식에 따라 산정하며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할 경우에 위의 식

에 따라 축강성으로 변환하여 적용한다.

- 벽체의 스트럿 작용은 실제로는 압축방향으로만 발생함을 고려하여 각 하중조합별로 압축

력이 작용하는 스트럿의 방향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방향의 단일 스트럿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 압축력이 작용하는 스트럿의 방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벽체의 두 대각선 방향 각각

에 대하여 등가의 스트럿 요소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 스트럿의 횡강성 및 강도는 각각 해

당 벽체 횡강성과 강도의 1/2로 가정한다.

- 허리벽에 의해 구속되는 기둥과 허리벽의 내력비 중 큰 쪽으로 평가한다.

나) m계수법

- 앞의 선형해석평가의 모델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적채움벽 골조의 규정에 따라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된 조적채움벽의 m계수는 <표 

1.4.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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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목표성능수준별 m 계수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채움벽의 길이/높이비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0.7미만

0.5 1.0 4.0 n.a.

1.0 1.0 3.5 n.a.

2.0 1.0 3.0 n.a.

0.7이상 1.3미만

0.5 1.5 6.0 n.a.

1.0 1.2 5.2 n.a.

2.0 1.0 4.5 n.a.

1.3이상

0.5 1.5 8.0 n.a.

1.0 1.2 7.0 n.a.

2.0 1.0 6.0 n.a.

【 조적채움벽 등가압축가새의 m 계수 】

조건 거주가능
1차부재 2차부재

인명안전 붕괴방지 인명안전 붕괴방지

(1) 기둥이 압축부재로 작용할 때

전체 길이에 걸쳐 모든 단면이 

횡보강근에 의해 구속된 경우3)
1 3 4 4 5

그 밖의 경우 1 1 1 1 1

(2) 기둥이 인장부재로 작용할 때

주근 이음부가 충분히 구속된 경우와 

이음부가 없는 경우
3 4 5 5 6

그 밖의 경우 1 2 2 3 4

【 조적채움벽을 가진 철근콘크리트기둥의 m 계수 】

다) 비선형정적절차

- 조적채움벽을 등가의 비탄성 스트럿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 철근콘크리트 골조 혹은 철골모멘트 골조 내부의 조적채움벽은 변형지배거동으로 본다.

- 조적채움벽 및 채움벽에 인접한 골조의 모델링 주요변수 및 허용기준은 층변형각 혹은 전

체변형률을 사용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의된다. 등가스트럿으로 모델링 시에는 축방향의 하

중-변형 관계로 변환하여 적용한다.

- 는 강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  및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한다.

- 각각의 스트럿은 압축에만 저항하고 인장에는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모델링한다.

- 벽체의 두 대각선 방향 각각에 대하여 등가의 스트럿 요소를 적용한다.

- 잔류강도비 c는 채움벽의 경우에 영으로, 허리벽의 경우에 1로 본다. 별도의 실험이나 상세 

구조해석에 의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다른 값을 쓸 수 있다.

-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β 산정 시 골조의 강도로는 인접한 기둥의 전단강도를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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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기둥의 모델링 파라메터는 아래의 표과 같이 산정한다.

조건 모델링 주요변수
허용기준

(층간변형각, %)

골조와 채움벽의
강도비 

채움벽의
길이/높이비

층간변형각(%) 잔류강도비
인명안전 붕괴방지

d e f

0.7미만

0.5 0.5 n.a. n.a. 0.4 n.a.

1.0 0.4 n.a. n.a. 0.3 n.a.

2.0 0.3 n.a. n.a. 0.2 n.a.

0.7이상 1.3미만

0.5 1 n.a. n.a. 0.8 n.a.

1.0 0.8 n.a. n.a. 0.6 n.a.

2.0 0.6 n.a. n.a. 0.4 n.a.

1.3이상

0.5 1.5 n.a. n.a. 1.1 n.a.

1.0 1.2 n.a. n.a. 0.9 n.a.

2.0 0.9 n.a. n.a. 0.7 n.a.

【 조적채움벽의 등가대각압축가새의 모델링 주요변수 및 허용기준1) 】

조건

모델링 주요변수 허용기준(전체변형률)

전체변형률
잔류

강도비
거주 
가능

인명 
안전

붕괴 
방지

d e c

1) 기둥이 압축부재로 작용할 때

전체 길이에 걸쳐 모든 단면이 

횡보강근에 의해 구속된 경우3)
0.02 0.04 0.4 0.003 0.015 0.02

그 밖의 경우 0.003 0.01 0.2 0.002 0.002 0.003

2) 기둥이 인장부재로 작용할 때

주근 이음부가 충분히 구속된 

경우와 이음부가 없는 경우
0.05 0.05 0 0.01 0.03 0.04

그 밖의 경우 각주 0.03 0.2 각주

【 조적채움벽을 가진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모델링 주요변수 및 허용기준 】

1) 일반사항

가) 기존 학교시설에 적용된 직사각형 전단벽 및 분절벽체는 보-기둥요소나 섬유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나) 등가의 보-기둥요소와 인접 벽체 또는 인접 골조 부재 사이의 접합부는 각각 패널존 

또는 벽체 중심선과 인접부재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다) 층간의 곡률변화가 크지 않은 전단벽은 층당 하나의 섬유요소로 모델링할 수 있다.

라) 병렬전단벽의 연결보는 일반 보가 아닌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4장 내진성능평가

- 80 -

2) 강성

벽체의 유효강성은 제시된 값을 사용하거나, 혹은 재료특성, 부재치수, 배근량, 경계조건, 

균열 및 응력 상태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3) 강도

가) 전단벽의 강도는「건축구조기준」의“5장 콘크리트 구조”를 따른다.

나) 대부분의 경우 전단벽에 작용하는 압축응력은 낮으므로 압축력의 평가는 생략하고 휨모

멘트 강도와 전단강도만을 검토할 수 있다

다) 전단벽의 휨모멘트 강도는 기둥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거나, 직사각형 단면의 벽체의 휨

강도는 아래의 식과 같은 약산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라)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전단벽의 전단강도는 아래의 식과 같이 콘크리트 및 전단보강근의 

기여분의 합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  ,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단, 





가 음수일 경우 를 적용하지 않는다.

 : sh 거리 내에 있는 수평전단철근의 단면적

sh : 전단보강근 간격

마) 높이-길이비 


가 2.0 이하이고 벽체 단부에 기둥이 있는 바벨형 단면, 또는 플랜지가 

있는 단면을 갖는 전단벽의 전단강도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참고: ASCE/SEI 

43-05, 2005)

  

   





 ≤

   

여기서,  : 압축력을 받는 벽체 단부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

   : 각각 벽체의 수직 및 수평 철근비

A, B : 아래의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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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결보의 공칭 휨강도 및 전단강도는「콘크리트 구조기준」 21.6에 따라 산정한다.

4) 모델링 변수 및 허용기준

선형해석평가에서는「건축구조기준」의 규정에 따라 구조해석모델을 작성하며, 평가결과의 

판정을 위한 허용기준은 1.3.3 가. 선형해석평가의 규정에 따른다.

m 계수법 또는 비선형해석평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1)과 (2)의 모델링 변수

와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또는 분절벽체는 변형지배와 힘지배 

부재로 분류하여 모델링 주요 변수 및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단, 횡방향 철근비가 0.0015 

미만인 경우, 벽체는 힘지배 부재로 간주한다.

가) m 계수법

- 변형지배거동을 하는 부재의 만족 여부는 식(1.3.14)에 따라서 판정한다. 힘지배거동을 하는 

부재의 만족여부는 위의 식에 따라 판정한다. 부재의 m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들 표는 

변형지배거동에 대한 허용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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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조건

m 계수

즉시거주

부재 중요도

1차부재 2차부재

인명안전 붕괴방지 인명안전 붕괴방지

1. 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전단벽 요소

특수경계

요소의

유무

배근상태와

축력비

작용

전단력의

비율

있음

0.1 이하
0.33 이하 2 4 6 6 8

0.5 이상 2 3 4 4 6

0.25 이상
0.33 이하 1.5 3 4 4 6

0.5 이상 1.25 2 2.5 2.5 4

없음

0.1 이하
0.33 이하 2 2.5 4 4 6

0.5 이상 1.5 2 2.5 2.5 4

0.25 이상
0.33 이하 1.25 1.5 2 2 3

0.5 이상 1.25 1.5 1.75 1.75 2

2. 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연결보

내진상세단면인 경우
0.25 이하 2 4 6 6 9

0.5 이상 1.5 3 4 4 7

비내진상세단면인 경우
0.25 이하 1.5 3.5 5 5 8

0.5 이상 1.2 1.8 2.5 2.5 4

대각선배근 N.A. 2 5 7 7 10

【 휨 지배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및 관련 요소의 m 계수 】

- 전단벽과 분절벽체에 작용하는 최대 전단력은 공칭휨강도를 이용해서 결정해야 한다. 수직 

캔틸레버 형태의 전단벽은 벽체 전체 높이에 걸쳐 등분포로 횡하중이 작용 한다는 가정 하에, 

벽체 하단의 공침휨모멘트 강도 발현 시 요구되는 횡하중으로 발생하는 전단력을 최대 전단력

으로 결정한다. 분절벽체의 경우에는 양 단부에서 각각 정, 부 공침휨모멘트 강도 발현 시 발

생되는 전단력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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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조건

m 계수

즉시거주

부재 중요도

1차부재 2차부재

인명안전 붕괴방지 인명안전 붕괴방지

1. 전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전단벽 요소

배근상태와 축력비 작용 전단력의 비율

0.05 이하 2 2.5 3 4.5 6

0.05 초과 1.5 2 3 3 4

2. 전단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연결보

내진상세단면인

경우

0.25 이하 1.5 3 4 4 6

0.5 이상 1.2 2 2.5 2.5 3.5

비내진상세단면인

경우

0.25 이하 1.5 2.5 3 3 4

0.5 이상 1.2 1.2 1.5 1.5 2.5

【 전단 지배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및 관련 요소의 m 계수 】

나) 비선형해석평가

- 전단벽, 분절벽체, 연결보의 해석을 위한 소성힌지의 하중-변위 관계는 <그림 1.3.3>에 따

른다.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및 관련 부재의 모델링 주요변수 및 허용기준은 아래의 표과 같다. 

이들 표는 변형지배거동에 대한 허용기준이다. 

- 휨에 의해 지배되는 전단벽과 분절벽체의 하중-변형 관계를 나타내는 위의 그림에서 변형

을 나타내는 횡축은 아래의 그림에 정의된 소성힌지 영역에서의 회전각으로 한다. 위의 그림

에서 항복점에 해당되는 B점의 소성힌지 회전각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고, C, D, E점을 정

의하는 데 필요한 a, b, c는 아래의 표 에 따른다.

  




여기서,     : 전단벽 또는 분절벽체의 항복모멘트역량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I : 부재의 단면2차모멘트

  : 가정된 소성힌지 길이

소성힌지 길이는 휨변형에 상응하는 부재 춤의 1/2로 하되 전단벽은 한 층의 층고, 분절벽체

는 요소 길이의 50% 보다 작아야 한다.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4장 내진성능평가

- 84 -

【 휨 지배 벽체의 소성힌지 회전각 】

- 전단에 의해 지배되는 전단벽과 분절벽체에는 하중-변형 관계가 적용되어야 하며, 여기서 

횡축은 횡변형비(lateral drift ratio)로 한다. 대안으로서 하중-변형 관계가 허용되며, 여기서 횡

축은 마찬가지로 횡변형비로 한다. 벽체의 횡변형비는 전단벽의 경우에는 층간변위비, 분절벽

체의 경우에는 부재의 상대변위비로 한다.  B, C, D, E, F 점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d, e, f, 

g, c의 값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 연결보의 경우에는 하중-변형 관계를 사용하며, 여기서 횡축은 위의 그림에 정의된 현회전

각(chord rotation angle)으로 한다. C, D, E점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d, e, c의 값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 비선형동적해석절 시 전단벽과 분절벽체의 전체 이력거동은 실험에 근거하여 입증된 속성

을 사용하여 모델링 되어야 하며, 일반화된 포락선을 사용할 수 있다. 제하 및 재하 강성, 강

도 및 펀칭 현상에 대해 모델링 대상의 벽 요소와 유사한 벽체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관찰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전단벽 연결보의 현회전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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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조건

모델링 주요 변수 허용기준(소성회전각, rad)

소성회전각(rad)
잔류

강도비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a b c

1. 전단벽
특수경

계요소

의 유무

배근상태와

축력비

작용

전단력의

비율

있음
0.1 이하

0.33 이하 0.015 0.020 0.75 0.005 0.015 0.020
0.5 이상 0.010 0.015 0.40 0.004 0.01 0.015

0.25 이상
0.33 이하 0.009 0.012 0.60 0.003 0.009 0.012
0.5 이상 0.005 0.010 0.30 0.0015 0.005 0.01

없음
0.1 이하

0.33 이하 0.008 0.015 0.60 0.002 0.008 0.015
0.5 이상 0.006 0.010 0.30 0.002 0.006 0.01

0.25 이상
0.33 이하 0.003 0.005 0.25 0.001 0.003 0.005
0.5 이상 0.002 0.004 0.20 0.001 0.002 0.004

2. 연결보
내진상세단면인

경우

0.25 이하 0.025 0.05 0.75 0.01 0.025 0.05
0.5 이상 0.02 0.04 0.5 0.005 0.02 0.04

비내진상세단면인

경우

0.25 이하 0.02 0.035 0.5 0.006 0.02 0.035
0.5 이상 0.01 0.025 0.25 0.005 0.01 0.025

대각선배근 n.a. 0.03 0.05 0.8 0.006 0.03 0.05

【 휨 지배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및 관련 요소의 비선형 모델링 주요 변수 및 허용기준 】

조건 모델링 주요변수
허용 전체횡변형각 (%)
또는 현회전각 (rad)

배근상태와
축력비

작용
전단력의

비율

전체횡변형각(%)
혹은 전체회전각(rad.)

잔류
강도비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d e g c

1. 전단벽

0.05 이하 - 1.0 2.0 0.4 0.2 0.6 0.40 1.5

0.05 초과 - 0.75 1.0 0.4 0.0 0.6 0.40 0.75

2. 연결보

내진상세

단면인 경우

0.25 이하 0.02 0.03 - 0.6 - 0.006 0.02

0.5 이상 0.016 0.024 - 0.3 - 0.005 0.016

비내진상세

단면인 경우

0.25 이하 0.012 0.025 - 0.4 - 0.006 0.01

0.5 이상 0.008 0.014 - 0.2 - 0.004 0.007

【 전단 지배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및 관련 요소의 비선형 모델링 주요 변수 및 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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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내진보강방안

4.3.1 내진보강공법의 선정

1) 내진성능평가결과의 분석

내진성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존 시설의 보유성능의 재평가

나) 기존 시설의 보유성능 분석

다) 목표성능 미달한 부재의 강도비와 평면 및 입면상 분포 분석

라) 가능한 보강전략 및 방법 고려

-보강전략은 강도보강, 연성보강, 하중저감방법이 있으며, 보유성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전단벽 설치 등 집중보강(시스템보강)을 고려하고, 보유성능이 목표성능에 근접하여 제한적인 

보강만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보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경제성, 공사기간의 비교

바) 중력하중에 대한 보강

-중력하중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보강을 해야 하므로, 보강 위치를 조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하여 모두 효율적인 보강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

력하중에 대하여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러한 징후가 발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한 평가방법으로 재평가를 수행해야한다.

2) 내진성능보강 전략

 보강전략적인 측면에서 강도와 강성을 증대시키는 방법, 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하중을 

저감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 강도 및 강성증가

- 일반적인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보강하는 방법으로서 강도가 부족한 경우 각 부재를 보강하

거나 구조시스템을 신설한다. 강도의 증가는 강성의 증가를 수반하여 지진하중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 부재를 신설하는 방법 또는 기존 부재를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재 신설방법 (시스템보강 또는 집중보강)

① 부재 신설의 대표적인 방법은 전단벽, 채움벽 또는 가새골조의 설치이다. 내력이 부족한 부재가 

많거나 각 부재보강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집중적이 보강을 통하여 구조물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내

력이 부족한 부재들의 요구하중을 감소시킨다.

② 신설 부재는 하중의 전달 경로와 분포를 변화시키고 구조물 전체의 하중 증가를 유발하므로 기

존 부재와 기초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으로 기초 보강이나 신설이 필수적이므로 시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④ 큰 부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주로 개구부를 없애거나 외관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건축주 및 건

축사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 기존 부재 보강방법 (개별보강)

나) 기둥에 대한 보강방법은 날개벽 설치, 기둥단면 증가 등이며, 보에 대한 보강방법은 

강판보강, FRP보강이 대표적이다.

다) 신설공법에 비하여 건물외관과 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반면, 개소수가 많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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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라) 중력하중에 대한 보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기타 고려사항

① 내진보강을 적용하면 구조물의 주기가 짧아져 응답지진력이 커지게 되고, 거동 특성 상 건축물

의 연성능력은 향상되지 않으나 강도 및 강성이 커지게 되어 내진성능의 향상된다. 또한 신설된 

부재는 하중의 전달경로와 분포를 변화시키고 구조물 전체의 하중이 증가되므로 기존 부재의 안전

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단벽, 가새 또는 버팀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횡력의 대부분은 신설된 부재가 저항하게 

되어 기초 보강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③ 기초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방법을 채택한다. 기초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주변 기초

들을 연결하여 인장력이 아닌 휨모멘트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외부 창호벽에 강재 또는 콘크리트의 골조 또는 가새골조를 끼워 넣는 공법이 사용되는 경우, 

이 끼움 골조는 해당 기존 기둥과 보를 직접적으로 보강하는 공법이 아니며, 특히 다층구조의 경

우 기둥이 연속으로 보강되지 않으므로, 해석과 강도평 가시에 힘의 흐름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와 구체적인 설계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특수공법으로 분류하여 성능

입증 자료가 요구된다.

라) 연성증가

- 변형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요구하중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 기둥과 보에 대한 연성증가방법으로는 섬유보강공법, 철판보강공법, 철근콘크리트 환형고리 

감싸는 보강공법 등이 있다.

- 구조물의 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모든 구조부재의 연성보강이 필요하다. 따

라서 많은 부재에 내진보강이 요구되는 비내진구조의 보강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내진

설계구조에서 국부적으로 연성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이 능한 방법이다.

- 보강재료에 따라서는 강도증가와 연성증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강부재에 연성증가효과가 국한되므로 전체 시스템의 연성능력의 향상에는 한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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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향상 】

【 연성능력 향상 】

【 내진성능 향상방법 】

마) 하중저감

- 지진하중의 직접적인 원인과 경로를 차단 또는 저감하는 방법이다.

- 하중저감 방법으로는 다음의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① 질량을 저감하거나 제거하여 관성에 의한 지진하중을 저감하는 방법

② 일부 부재를 제거하여 강성을 낮추고 주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③ 감쇠장치 또는 면진장치를 설치하여 감쇠 또는 면진에 의해 하중을 저감하는 방법. 이 경우 장

치에 대한 입증자료가 요구된다.

- 기존 학교의 경우, 질량을 제거하거나 일부 구조부재 또는 비구조재를 제거하여 지진하중

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 감쇠장치의 경우도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채움벽과 허리벽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변형능력

이 크지 않으므로, 감쇠장치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 강도와 연성능력 향상 】

【 내진성능 향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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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조형식별 보강전략

아래의 표는 구조항목별 성능이 부족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보강전략을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항목
보강 전략

부재신설
부재단면

증설
연결성제고

하중저감/
연성능력

부재제거

시스템

강도
골조/벽체/가

새
- - 채움벽제거 채움벽제거

강성
골조/벽체/가

새
- - 채움벽제거 채움벽제거

연성 및 

에너지소산능력
- - - 감쇠장치 -

시스템

형상

약층 벽체/가새 기둥보강 - - -

비틀림 벽체/가새 - - - -

하중

경로

수직하중경로
수직부재의 

추가

필로티기둥의

보강

수직부재의 

연결
- -

수평하중경로

(인접건물간격)
- -

격막슬래브의 

연결
- -

기초
기초판 기초판신설

기초판확장

기초판연결
- - -

지반 마이크로파일 - - - -

부재
단면 날개벽

단면증설,

강판보강
- 섬유보강 -

접합부 날개벽 단면증설 - - -

【 학교시설에 가능한 구조항목별 보강  】

3) 내진성능보강방법 및 선정

가) 각각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철근콘크리트 전단벽구조, 철골 모멘트골조, 철골 가새

골조, 및 비보강보적조의 일반적인 성능향상방법을 제시한다.

나) 강 콘크리트 합성구조의 성능향상방법은 콘크리트와 강구조의 성능향상방법을 따른다.

다) 여러 개 골조형식으로 구성된 혼합구조의 성능향상방법은 각 골조형식의 성능향상방

법을 따른다.

라) 여기서 제시되지 않는 성능향상방법은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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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법의 분류 보강방법 효과

신규 부재의 설치

콘크리트채움벽

전단벽의 증설 및 신설

철골 끼움가새 신설

철골 가새골조의 신설

버팀벽 신설

RC기둥 및 내력벽 신설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신설

PC 골조의 신설

철골골조의 신설

PC 벽의 신설

강판 채움벽 신설

충전벽 신설

기초 신설전단벽의 신설

강도 및 강성의 증가

기존 부재의 보강

기둥단면 확대

기둥날개벽

기둥 강판둘레 보강

기둥 띠철판둘레 보강

기둥 섬유둘레 보강

보 강판 보강

보 섬유 보강

슬래브 연결

기초 확장/기초 연결

강도 및 강성증가

강도 및 강성증가

강도 및 강성증가

변형능력의 증가

변형능력 증가

휨강도, 전단강도증가

휨강도, 전단강도증가

다이아플램 작용

강도증가

지진하중의 저감
상층부 철거

댐퍼 설치

질량의 감소

감쇠비의 증가

부재의 제거
전단파괴형 기둥의 제거

채움벽 제거
연성거동 유도

【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의 성능향상방법 】

보강법의 분류 보강방법 효과

신규 부재의 설치

콘크리트채움벽

전단벽의 증설 및 신설

버팀벽 신설

기초 신설

강도 및 강성의 증가

기존 부재의 보강

전단벽의 섬유보강

전단벽의 콘크리트덧침

전단벽의 강판보강

기초 확장/기초 연결

강도 및 변형능력의 증가

【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의 성능향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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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법의 분류 보강방법 효과

신규 부재의 설치

전단벽의 증설 및 신설

철골가새의 신설

철골골조의 신설

강판전단벽 신설

기초 신설

강도 및 강성의 증가

기존 부재의 보강

기둥 단면보강

보 단면보강

보 기둥 좌굴방지보강

접합부 보강

페널존 보강

주각부 보강

기초 확장/기초 연결

강도 및 변형능력의 증가

지진하중의 저감
상층부 철거

댐퍼 설치

질량의 감소

감쇠비의 증가

부재의 제거 채움벽 제거 연성거동 유도

철골 모멘트골조의 성능향상방법

보강법의 분류 보강방법 효과

신규 부재의 설치

철골가새의 신설

강판전단벽의 신설

기초 신설

강도 및 강성의 증가

기존 부재의 보강

가새의 교체

가새의 보강

기둥단면 보강

보 단면 보강

기초 확장/기초 연결

강도 및 변형능력의 증가

철골 가새골조의 성능향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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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법의 분류 보강방법 효과

신규 부재의 설치

철골골조의 신설

전단벽의 신설

대린벽의 설치

기초 신설

강도 및 강성의 증가

강도 및 강성의 증가

강도 및 강성의 증가

강도의 증가

기존 부재의 보강

조적벽의 섬유보강

조적벽의 콘크리트덧침

개구부의 채움

개구부 인방보보강

강재 스크류 앵커보강

일체성 강화

조적채움벽 전도보강

기초 확장

강도 및 변형능력의 증가

【 비보강 조적조의 성능향상방법 】

4) 보강구조의 성능평가를 위한 설계계수

가)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사용하여 신설 보강구조의 기여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지진력저항

시스템과 설계계수는 신설보강구조의 형식에 따른다. 기존 구조와 신설 구조의 기여도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에는 두 구조형식을 고려하여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설계계수는 안전측의 

값을 선택해야 한다.

나) 비선형구조해석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신설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신설 부재의 모델을 

따르며, 기존부재와 신설부재의 기여도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에는 변형능력의 정의는 두 

부재의 상세를 고려하여 안전측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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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시스템보강 일반공법

1) 개요

이 장에서 규정하는 보강공법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부재를 신설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일반공법에 한정한다. 일반공법은「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와 설계방법

으로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가리

킨다. 각각에 대해서 제시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수공법으로 간주하며,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과「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른 검증 및 성능

확인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학교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주요 시스템보강공법의 종류는 아래의 그림과 같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의 내진보강

공법이 가지는 장단점을 분석한 후 보강목적과 대상 학교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강공

법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항목
보강방법

평면계획 시공성 채광 외관 기초보강 경제성 보강성능

전단벽 신설 △ △ × △ × ○ ○

전단벽 두께 증가 ○ ○ △ △ △ △ △

기둥 날개벽 신설 ○ △ △ × △ ○ △

골조 신설 ○ △ ○ △ △ △ △

철골가새 △ ○ △ △ × △ ○

부축벽 △ △ ○ × × ○ ○

프리캐스트 벽체 ○ ○ △ △ × △ ○

○ : 좋음, △ : 보통, 나쁨 : ×

【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주요 시스템보강 방법의 비교 】

            평가항목
보강방법

평면계획 시공성 채광 외관 기초보강 경제성 보강성능

가새 신설 △ ○ △ △ × ○ ○

내진철골조 신설 ○ △ △ ○ △ △ △

내진기둥 ○ ○ ○ △ △ △ ×

골조내부 채움벽 × △ △ △ × △ ○

 ○ : 좋음, △ : 보통, 나쁨 : ×

【 강구조에 대한 주요 시스템보강방법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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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스템보강공법의 종류 】

2) 철근콘크리트구조

가) 철근콘크리트 채움벽

- 모멘트골조내에 신설되는 철근콘크리트벽으로서, 벽체의 수직과 수평철근을 보와 기둥에 

정착시키는 보강공법을 가리킨다.

- 채움벽은 그림‘콘크리트 채움벽 공법’에서와 같이 개구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공간 기능상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치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평면상 또는 

입면상으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그림‘전단벽에 의한 보강상세’와 같이 전단벽을 설치하

는 경우 대부분 보-기둥골조 내에 채움벽으로 설치하게 된다.

- 채움벽은 전단력만을 전달하도록 구조해석이 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채움벽의 수직철근과 

수평철근은 벽체의 전단력을 전달하는 데 충분하도록 보와 기둥에 정착되어야 한다. 신설채움

벽과 기존 구조체와의 연결부는 그림‘보 및 기둥과 전단벽의 연결 상세’와 같다.

- 단부 기둥과 채움벽을 포함하는 벽체의 휨모멘트에 의한 인장력은 단부기둥의 수직철근에 

의하여 저항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부 기둥에 별도의 보강이 없는 경우에는 벽체의 휨모멘트

는 단부 기둥이 지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기초까지 채움벽 또는 벽체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채움벽이 전단력과 함께 휨모멘트를 전달

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채움벽의 설계 휨인장력은 300mm의 벽체 길이당 2-D10

이 발휘하는 설계인장력을 초과할 수 없다.

- 채움벽골조의 휨모멘트를 저항하기 위하여 기초의 안전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초를 확장하거나 인근 기초와 연결하여 휨모멘트를 저항해야 한다.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

하여 가급적 인발파일 보강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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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평면도 】 【 (b) 개구부가 없는 경우 】 【 (c) 개구부가 있는 경우 】

【 콘크리트 채움벽 공법 】

【 전단벽에 의한 보강상세 】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4장 내진성능평가

- 96 -

【 보 및 기둥과 전단벽의 연결 상세 】

- 위를 만족하지 않거나 명확한 해석과 설계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공법은 특수공법으로 분류

한다.

- 보강구조에 대한 선형해석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채움벽은 콘크리트 전단벽으로 취급한다.

나) 전단벽 증설 및 신설

-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기둥 사이에 새로운 벽을 신설하거나 기존 벽에 덧대어 벽체를 증

설하여 일체형 전단벽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 전단벽의 증설 】

- 벽체의 수직철근은 필요한 위치에서 기초까지 연속되어야 하며, 수평철근은 필요시기존 수

직재에 정착되어야 한다.

- 벽체는 축력, 휨모멘트, 전단력에 저항하도록 설계하며, 필요한 철근량을 배치한다. 기존구

조의 단부기둥에 요구되는 휨인장철근을 신설 또는 증설 벽체에 배치할 수 있다.

- 신설 또는 증설되는 벽체는 기존 구조에 연결재로 연결하여 일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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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 보강은 가)를 따른다.

다) 기둥날개벽 증설

- 기둥날개벽 공법은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기둥의 좌우에 일정 크기

의 철근콘크리트 날개벽을 설치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가리킨다.

- 날개벽은 평면적, 입면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 기둥날개벽 증설 】

- 날개벽과 주변 부재와의 연결부는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 구조체와 신설 날개벽의 연

결부는 전단벽체의 증설에서와 동일하며 조합된 설계하중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신설된 벽체의 주변 골조의 기둥과 보는 보강전단벽의 경계요소로 거동하므로 강

도, 정착, 변형적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날개벽은 보 상하부 사이에 설치되어 철근을 연속하기 어려우므로 압축력만 받

는 날개벽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쪽 중에 압축을 받는 한쪽만의 날개벽을 유효한 날

개벽으로 고려한다. 면내 전단에 대해서는 양쪽 날개벽이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증설된 날개벽과 기존 기둥에 증가된 지진력에 대한 기초와 주각부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기초 확장공법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 보강구조에 대한 선형해석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날개벽이 설치된 구조는 모멘트골조로 취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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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날개벽 증설 상세 】

라) 골조 신설

- 이 보강방법은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골조 외부에 현장타설 철근콘

크리트 골조, 철골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골조를 설치하고 앵커를 통해 접합시켜 일체로 

거동하게 하는 방법이다.

【 (a) RC와 기존 골조와의 접합상세 】 【 (b) SRC와 기존 골조와의 접합상세 】

【 기존 골조와의 접합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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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 및 SRC 골조의 증설 】

- 신설된 철근콘크리트골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 골조는 기존 골조와 일체로 거동하도록 「학

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제15장의 기존 부재-보강재 연결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 추가되는 골조의 개소와 층수에 따른 설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기초를 확장하고, 추가되는 철근콘크리트골조의 기둥 주근 및 철골부재는 기

초에 충분히 정착되어야 한다.

마) 철골 끼움가새 신설

-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골조 내부에 철골가새를 설치하는 보강공법

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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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움철골가새 및 철골가새 신설 】

- 보강하는 철골가새의 형태는 X자형이나, V자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가새의 배치는 전단

벽에서와 유사하게 평면적, 입면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 철골가새에 전달되는 인장력과 압축력에 안전하도록 가새와 접합부가 설계되어야 한다.

- 철골가새의 인장력과 압축력을 기존 골조에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 부재와 끼움철골부재가 

일체화 되도록 연결재로 연결되어야 한다. 기존 부재와 신설 부재가 밀착되도록 충분한 강도

를 가진 채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직접 및 간접접합방법와 간접접합방식의 연결상세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 (a)직접접합을 이용한 철골보강공법의 예 】 【 (b)간접접합을 이용한 철골보강공법의 예 】

【 철골보강공법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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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접합에 따른 연결상세 】

- 철골가새에 의하여 단부기둥에 발생하는 인장력은 기존 기둥에 의하여 저항되어야 하며, 

보-기둥 접합부 영역과 주각부에서 기둥을 보강하지 않는 한, 끼움철골조의 수직재의 기여는 

무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기둥 접합부 영역과 주각부에서 단부기둥에 별도의 보강이 없는 

경우에는 단부 기둥의 인장강도는 단부 기둥의 수직철근강도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끼움가새골조의 전도모멘트를 저항하기 위하여 기초의 안전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초를 확장하거나 인근 기초와 연결하여 전도모멘트를 저항해야 한다. 경제성과 시공성

을 고려하여 가급적 인발파일 보강은 사용하지 않는다.

- 위를 만족하지 않거나 명확한 해석과 설계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공법은 특수공법으로 분류

한다.

- 보강구조에 대한 선형해석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끼움가새골조는 합성보통중심가새골조로 

취급하여 건축구조기준에 따라서 설계계수를 정하되, 혼합구조로서 콘크리트 골조의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다.

바) 철골가새골조 신설

-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독립적으로 또는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붙여서 철골가새골

조를 설치하는 보강공법을 가리킨다.

- 보강하는 철골가새의 형태는 X자형이나, V자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가새의 배치는 전단

벽에서와 유사하게 평면적, 입면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 철골가새골조에 요구되는 하중을 저항할 수 있도록 수직재, 수평재, 가새부재, 접합부를 안

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철골가새골조를 기존 골조에 붙여서 시공하는 경우, 보와 기둥은 합성부재로 설계할 수 있

으며, 그에 필요한 연결재로 연결하고 밀착되도록 채움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 철골가새골조가 기존 골조와 독립적으로 거동하도록 설계 시공되는 경우에는 각층에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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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력을 가새골조에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 구조의 수평재와 신설 구조의 수평재사이에 전단

연결재로 긴결되어야 한다.

- 철골가새골조 하부에는 기초를 신설하여야 하며, 기존 기초를 확장하여 설계할 수 있다. 경

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인발파일 보강은 사용하지 않는다.

- 보강구조에 대한 선형해석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독립적인 거동을 나타내는 끼움가새골조

는 철골보통중심가새골조, 합성작용을 사용하는 끼움가새골조는 합성보통중심가새골조로 취급

하여 건축구조기준에 따라서 설계계수를 정하되, 혼합구조로서 콘크리트 골조의 기여도를 고

려할 수 있다.

사) 부축벽 신설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골조 내부에 공간 기능상의 제약으로 전단벽 또는 가

새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외측에 부축벽을 신설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 부축벽 설치 공법 】

- 외부에 설치되는 계단이나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수평증축을 위한 확

장부 벽체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격막(슬래브)으로부터 횡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집재(collector)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부축벽과 기존 구체가 연결되는 부위의 부재에 대하여 내력을 검토하여 필요시 강도와 연

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 건물 외부에 새로 설치되는 부축벽을 따라 새로운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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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판 채움벽 신설 】

아) 강판 채움벽 신설

-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모멘트골조내에 강판 채움벽을 신설하는 공법을 가리킨다. 연성능

력을 증가시키면서 벽체의 폭을 감소시키고 건식공법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강판전단벽을 사

용할 수 있다.

- 강판 채움벽은 전단력만을 전달하도록 구조해석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 강판의 국부좌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판은 전단에 의한 대각 인장력과 압축력을 

전달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강판의 국부좌굴을 억제하도록 충분한 보강재를 격

자형으로 설치한다.

- 강판의 국부좌굴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강도 계산 시 인장역 하중(tension-field action)을 고

려하여 강판의 대각인장내력만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조해석에서 대각인장가새로 고려해야 한

다.

- 강판벽의 전단강도 (또는 대각 인장강도)를 기존 구조에 전달할 수 있도록 강판경계부를 연결재로 연결

해야 하며, 기존 부재와 밀착 시공되도록 충분한 강도의 채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단부 기둥과 강판 채움벽을 포함하는 합성벽체의 휨모멘트에 의한 인장력은 단부기둥의 수

직철근에 의하여 저항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부 기둥에 별도의 보강이 없는 경우에는 합성벽

체의 휨모멘트는 단부기둥의 수직철근강도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 벽체의 휨모멘트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부 기둥의 철근이 상하층으로 기초까지 연

속되도록 보강되어야 한다.

- 벽체의 휨모멘트를 저항하기 위하여 기초의 안전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를 

확장하거나 인근기초와 연결하여 휨모멘트를 저항해야 한다.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가

급적 인발파일 보강은 사용하지 않는다.

- 위를 만족하지 않거나 명확한 해석과 설계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공법은 특수공법으로 분류한다.

- 보강구조에 대한 선형해석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채움강판벽 골조는 콘크리트전단벽으로 

취급하여 지진력 저항시스템과 설계계수를 결정한다.

자) 기둥과 내력벽 신설

-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기둥과 내력벽을 신설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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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과 내력벽 신설 】

- 기존 구조물이 중력하중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하거나 수직부재에 지나치게 큰 인발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기둥과 내력벽을 설치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

- 새로 설치된 수직부재와 기존의 부재가 접하는 부분에서 기존 부재에 대한 내력을 검토하

고 필요시 강도와 연성도를 향상시킨다.

- 새로 설치된 기둥과 내력벽을 따라 새로운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충전벽 신설

-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벽체의 개구부를 충전시키는 공법을 가리킨다. 개구부를 철근콘크

리트로 충전함으로써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 

- 설계방법과 기존 부재와의 연결은 1)철근콘크리트 채움벽 또는 2)전단벽 증설 및 신설에 따

른다.

【 개구부 충전을 통한 내진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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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프리개스트 콘크리트 벽 신설

-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 골조의 내·외부에 프리개스트 콘크리트 벽체를 추가하는 공

법을 가리킨다. 전단벽을 현장 타설하는 대신에 프리캐스트 전단벽을 설치하여 내진성능을 향

상시키는 방법이다.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벽 증설의 예 】

- 프리개스트 콘크리트 벽체의 형상과 크기에 따라 설계 및 시공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타설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공기를 줄일 수 있다.

-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전단벽체의 신설에서와 유사하게 기존 골조와 프리캐스트 벽체가 

일체로 거동할 수 있도록 연결재와 채움재료를 사용하여 긴결해야 한다.

- 기초 확장 및 기초연결공법을 사용하여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벽 

연결상세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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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구조 및 합성구조

가) 가새 신설

- 기존의 철골골조에 가새를 설치하여 강도 및 강성을 증가시키는 공법을 가리키며 대표적인 

중심가새 골조의 유형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 가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형강, 또는 강관 등을 사용한다.

- 가새의 설치는 전단벽과 같이 건축평면계획을 충분히 고려하고, 평면 또는 입면상 균형있

게 배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 가새의 설치로 인해 부재력이 증가되는 기존 골조부재에 대해서도 작용하는 지진력에 대해 

다른 하중과 함께 안전을 확인한다.

- 가새골조를 형성하는 가새, 보, 기둥 거셋플레이트와 접합부를 검토하고, 전단벽과 같이 지

진하중이 가새에 집중되므로 기초구조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시 보강하여야 한다.

【 중심가새 골조의 유형 】

나) 철골 끼움골조 신설

-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 철골골조의 면내에 공장에서 제작된 일체형의 철골프레임을 

현장용접과 고력볼트로 접합하는 보강방법을 말한다.

- 추가되는 내진골조에 전달되는 수평력을 지지하기 위한 접합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추가되는 골조의 보와 기둥에는 국부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스티프터 등으로 보강하고, 시

공시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신설된 골조의 양측의 기존 기둥에 축력이 증가되므로 기초를 포함한 하부구조에 대해 검

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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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 끼움골조의 신설 】

다) 강재 기둥 신설

-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 철골조 내부에 강재기둥을 설치하여 골조의 강성을 증가시켜

주는 방안이다.

- 기둥의 하부면은 슬래브를 파취하여 보에 직접 연결하여야 하며, 기둥의 상, 하부는 기둥과 

보가 모멘트접합이 되도록 설계한다.

- 기존 보에 보강 리브와 스티프너 등을 설치하여 국부변형을 방지하고, 시공 시에도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보의 전단스팬이 작은 경우에는 전단내력의 확보에도 유의한다.

【 강재 기둥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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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움벽 신설

- 채움벽 신설은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 철골골조 내부에 철근콘크리트 또는 조적에 

의해 내부를 채워 보강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 움벽 신설 콘크리트 전단벽의 보-벽체 접합부 상세 】

채움벽 콘크리트 전단벽의 기둥-벽체 접합부 상세

- 채움벽과 철골골조의 합성효과에 따라 강도 및 강성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철골골조와 채

움벽의 접합상태에 따른 접합부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채움벽의 경우, 전단연결재와 벽체철근 사이에 충분한 정착길이가 확보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채움벽의 휨모멘트 저항력은 무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채움벽은 전단력

만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조적 채움벽의 경우에는 대각 압축력에 의한 전단력만 전달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조적

벽이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 기초의 안전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기초확장 또는 기초연결 공법을 사용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제5장 보수ᆞ보강 방안

5.1 보수ㆍ보강방안 개요

5.2 보수ㆍ보강 선정기준

5.3 보수 공법의 상세

5.4 보수 후 성능평가 방법

5.5 내진성능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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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수ㆍ보강 방안

5.1 보수ㆍ보강방안 개요
모든 구조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손상이나 결함이 발생하게 

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과업 대상구조물에 대한 외관조사, 재료시험 및 측정, 구조검토 결과에 의해 보수ㆍ보강 여

부를 결정한다.

또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은 현 상태의 내하력, 내구성, 기능성 등의 성능유지 및 증대를 위

해서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ㆍ보강구간에 대하여는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설정

이 필요하다.

(1) 보수ㆍ보강공법의 선정 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공법을 선정하여 시행

한다.

(2) 보수ㆍ보강공법의 우선순위는 내구성 및 내하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대상 시설물

의운영 등을 고려하여 완급을 결정한다.

(3) 보수ㆍ보강공법의 적용은 구조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공사 시 참여 인원의 안전 관

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1.1 보수ㆍ보강공사의 우선순의

본 구조물에 필요한 보수ㆍ보강의 우선순위는 손상 및 결함의 종류, 성상 및 원인 등을 고

려하여 보수의 완급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보수보다는 보강을, 주 부재를 보조 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물의 직접적인 안전성과 관련 있는 손상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2) 주부재의 균열 또는 철근부식 등과 같은 주요구조물의 내구성 및 성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손상으로 정하였다.

3) 방치시 규모가 증대되거나 사용성을 위한 손상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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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보수ㆍ보강의 업무 흐름도

정밀점검 개시

현장조사 실시

손상의 발견

조       사

추적 조사

보수⦁보강 필요성
NO

보수⦁보강 불필요

YES

보수⦁보강 필요
즉시 조치 필요시

즉시 파괴의 위험이 없음

응급처치

보수⦁보강공법 검토

보수⦁보강공사 보수⦁보강

비용 과다

사용성

부적절

효과의 원인

구조물 신설

효과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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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수ㆍ보강방안 선정기준

5.2.1 보수ㆍ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하며, 보수 보

강 항목별 결정하여 제시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5.2.2 균열 보수여부 판정기준

1) 대상부재가 구조부재인 경우 측정 균열폭이 아래 표의 허용 균열폭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크지 않고, 허용 균열폭 이상의 경우에는 보수가 필요하다.

2) 내하력 문제 때문에 보강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3)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기준으로서의 허용 균열폭

4) 내구성 확보차원에서 보수기준을 정할 경우 최소기준인 균열 폭 Cw=0.3mm이상에 대해

서만 보수(주입보수)를 실시하고, 그 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단, 누수․백태가 동반된 균열은 조사된 모든 균열에 대해 주입보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강재의 종류
강재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비고

건조환경 습윤환경 부식성환경 고부식성환경

철 근
0.4mm와 0.006Cc 

중 큰 값

0.3mm와 0.005Cc 

중 큰 값

0.3mm와 0.004Cc 

중 큰 값

0.3mm와 0.0035Cc 

중 큰 값

프리스트레싱
긴장재

0.2mm와 0.005Cc 

중 큰 값

0.2mm와 0.004Cc 

중 큰 값
- -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 Wa(mm) 】

【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의 구분 】

구 분 내   용 비고

건조환경
Ÿ 일반 옥내부재, 부식의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보호한 경우의 보통 주거 및 

사무실 건물내부

습윤환경 Ÿ 일반 옥외의 경우, 흙속의 경우, 옥내의 경우에 있어서 습기가 찬 곳

부식성환경

Ÿ 습윤환경과 비교하여 건습의 반복 작용이 많은 경우, 특히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지하수위 이하의 흙 속에 있어서 강재의 부식에 해로운 영향을 주

는 경우, 동결작용이 있는 경우, 동상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

Ÿ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중 해양 중에 있거나 극심하지 않은 해양 환경에 있

는 경우 (가스, 액체, 고체)

고부식성환경
Ÿ 강재의 부식에 구조물 중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

Ÿ 해양콘크리트 현저하게 간만 조위의 영향을 받거나 비말대에 있는 경우, 

극심한 해풍의 영향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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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고

건조한 공기 또는 보호막 0.41 건조환경

습기, 습한공기, 흙 0.30 습윤환경

제방 화학제 0.18 부식성환경

해수 및 해수살수 : 건습 0.15 고부식성환경

물을 담는 구조물
(압력이 없는 피트 포함)

0.10 수밀성 구조

【 내구성에서의 허용 균열폭 (ACI 224 위원회) 】

5.2.3 결함 및 손상별 보수보강 선정기준

1) 보수ㆍ보강 우선순위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단기
(1년이내)

1순위

Ÿ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2조 및 시행

규칙 제13조 (건축물 세부지침2.6.2)의 “중대한 결함”에 포함

되는 손상

Ÿ 내진성능 부족 부재(내진성능 검토시)

Ÿ 주요부재에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이 커, 내구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

Ÿ 내력이 부족하여 구조적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

Ÿ 내력은 확보되어 있으나 구조적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

(균열 폭 0.3mm 이상)

중기
(3년이내)

2순위

Ÿ 보조부재에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이 커, 내구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

Ÿ 철근부식에 의한 내하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철근부식 가능

성이 있는 손상  

Ÿ 내력은 확보되어 있으나 구조적 균열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 

(균열 폭 0.1~0.2mm)

장기
3순위

(유지관리)

Ÿ 즉각적인 보수는 요구되지 않지만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

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Ÿ 방치시 규모가 증대될 수 있는 손상 및 사용성을 위해 보수

가 필요한 상태

Ÿ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증진을 위해 연차보수

가 필요한 경우

Ÿ 발생된 손상이 경미하여, 유지관리를 통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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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1순위
Ÿ 철근노출 면적이 크고, 철근부식 및 콘크리트 박락을 발생시켜 내

력 저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철근방청 후 

단면복구공법
2순위

Ÿ 철근노출 면적이 작고, 철근부식 및 콘크리트 박락을 발생시켜 내

력 저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Ÿ 철근부식에 의한 내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철근부식 가능성이 있는 

손상

3순위 Ÿ 철근노출이 없고, 파손 등의 손상이 경미한 경우 유지관리

2) 재료분리, 파손, 박리/박락 등

가) 발생원인 : 콘크리트 품질불량 및 공용에 따른 콘크리트 열화

나) 보수 우선수위

구 분 내  용 비 고

1순위 콘크리트 표면의 열화깊이가 100mm 이상이거나 면적이 큰 경우 단면복구공법

2순위
콘크리트 표면의 열화깊이가 50mm 이상이거나 면적이 비교적 큰 

경우
단면복구공법

3순위 콘크리트 표면의 열화깊이가 30mm 미만이거나 면적이 작은 경우 유지관리

3) 누수, 백태 및 신축이음부 손상(파손, 들뜸 등) 

가) 발생원인 : 균열을 통한 손상부 누수, 신축이음부, Cold Joint, 구체를 통한 누수, 백태

나) 보수 우선수위

구 분 내  용 비 고

1순위

Ÿ 주 부재에 용접부 균열이 발생된 경우 

Ÿ 주 부재에 도막박락 및 부식이 진행되어 녹발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Ÿ 주 지붕 트러스 부재 변형 및 접합부 이탈

재용접 후 

도막보수 

녹제거후 도막보수 

부재 교체

2순위
Ÿ 주변 부속철물의 국부적인 손상 및 우수유입

Ÿ 주변 부속철물로 인한 오염발생

덮개 신설 및 방수 

도막제거 후 

도막보수

3순위 Ÿ 국부적인 도막박리 및 오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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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수 공법의 상세

5.3.1 균열 보수(주입보수)

1) 개 요

균열부에 수지를 주입하면 콘크리트와 일체를 이루어 콘크리트의 방수성을 향상시켜서 내

부 철근의 부식방지 및 콘크리트의 열화방지에 효과적이다. 균열보수는 균열 폭 및 균열깊

이, 균열의 형태, 구조적 안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수 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보수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균열보수는 균열 폭과 균열깊이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주입속도, 점도 및 양생속도를 갖는 수지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균열 보수재료의 종류

구 분 종 류 보수재료의 종류
균열 보수공법

폴리머 
모르터

주입공법 충전공법

수지계
재료

엑폭시계
폴리에스테르계
폴리우레탄계

고무
아스팔트계

에폭시 수지 ○

가소성 에폭시 수지 ○ ○

탄성 실링재 ○ ○

도막 탄성 방수재 ○ ○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
○

시멘트계
(무기질계

)
재료

폴리머시멘트슬러리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시멘트모르터

시멘트 충전재
팽창시멘트 주입재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시멘트 충전재 ○

팽창시멘트 주입재 ○

3) 압입식 수지 주입공법

이 공법은 균열 위에 주입수지가 들어있는 용기를 설치하여 고무, 용수철, 공기압, 자동식

기계 등으로 수지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압입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이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공위치, 시공시간에 맞는 작업시간 및 균열폭에 대응한점도의 재료를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균열폭에 알맞은 수지의 점성도 및 일반적인 주입파이프의 간격은 아래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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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상 점도(20°C, cp) 주입 가능한 균열 폭 비 고

액 상
저점도 500 ± 200 0.1mm 전후

고점도 1,500 ± 500 0.2mm 전후

Gel 상태 6,000 ± 1,000 0.5〜5.0mm 전후

【 균열폭에 알맞는 수지의 점도 】

압입방식 용기의 형태 비 고

․압축용기에서의 압축공기로 주입 플라스틱의 실린더

압력탱크내의 압축된 압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의 압력탱크

압축실린더에 의한 유입으로 주입 금속제의 실린더

고무시트의 복원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 틀에 고무시트를 고정

고무풍선압으로 주입 고무풍선

고무밴드의 복원력으로 주입 플라스틱제 실린더와 피스톤

캡슐내의 용수철로 주입 플라스틱제 캡슐 탱크

【 압입식 수지주입 공법 】

균열폭(mm) 주입파이프/패커 간격(mm) 비 고

0.3 이하 50 ~ 100

0.3 ~ 0.5 100 ~ 200

0.5 ~ 1.0 150 ~ 250

1.0 이상 200 ~ 300

【 균열폭에 따른 주입파이프/패커의 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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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단 위
실링 및

퍼티용 규격치
주입용
규격치

비 중 KS M 3015 20°C 7일간 1.7±0.2 1.2±0.2

사용가능시
간

온도상승법 20°C 분 60이상 30이상

점 도 JIS K 6838 “ CPS - 5,000이하

압축항복강
도

KS M 3015 20°C 7일간 kgf/mm² 6.0이상 6.0이상

휨강도 “ “ “ 3.5이상 4.0이상

인장강도 “ “ “ 2.0이상 2.0이상

압축탄성계
수

ASTM D 695 “ “ 0.1〜0.6 0.1〜0.6

인장전단강
도

KS M 3722 “ “ 100이상 100이상

충격강도 KS M 3015 “ kgf․mm/mm² 0.15이상 0.3이상

경 도 ASTM D 2240 “ 쇼아 D 80이상 80이상

【 에폭시계 수지의 간격 】

4) 압입식 수지 주입공법의 특징

수지가 들어 있는 용기를 균열 위에 설치하므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용기높이의 

저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주입되므로 압력에 의한 실링부의 파손도 적어 시공관리가 용이하다. 

주입되는 수지의 거동은 동심 원상으로 확대되므로 주입압력에 의한 균열이나 들뜸이 발생되

지 않는다. 주입압력은 0.04kgf/mm²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0.01kgf/mm² 전후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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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공방법

가) 저압주입식

1) 균열의 상태 조사 및 균열부위 청소

Ÿ 균열부위의 균열상태, 폭, 길이 등을 면밀히 관

찰하여야한다.

Ÿ 구조물의 균열선(Crack Line)을 따라 표면의 이

물질을 Wire Brush, Grinder 등을 이용하여 제거

한다.

Ÿ 균열부위에 이물질이 많은 경우 주입구 부착 부

위를 별도 Cutting 한다.

2) 좌대부착

Ÿ 씰링재를 이용하여 주입용 좌대를 부착 고정시

킨다.

Ÿ 좌대의 중심은 균열의 중심에 맞춘다.

Ÿ 좌대의 간격은 균열부위를 따라 20㎝의 간격으

로 부착한다.

3) 씰링

Ÿ 균열부 표면을 씰링재로 확실히 씰링하여 주입 

수지가 외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4) 주입

Ÿ  주입용 기구를 이용하여 주입작업을 한다.

Ÿ  주입용 기구에 주입재가 경화전에 모두 주입되

면 신속하게 추가 주입을 한다.

5) 제거 및 마무리

Ÿ 주입용 기구 및 좌대 등을 제거한다.

Ÿ Wire Brush, Grinder, 토치램프 등으로 씰링재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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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압주입식

1) 균열의 상태 조사

Ÿ 균열부위의 균열상태, 폭, 길이 등을 면밀히 관

찰하여야 한다.

Ÿ 구조물의 균열선(Crack Line)을 따라 표면의 이

물질을 Wire Brush, Grinder 등을 이용하여 제거

한다.

2) 천공 부위 선정

Ÿ 구조물의 균열상태에 따라 적당한 간격   

(12cm~15cm)으로 균열선을 중심으로 지그재그 

식으로 천공부위를 선정한다.

3) 천공

Ÿ 천공부위를 45° 각도로, 드릴 비트가 균열 부위

를 충분히 지나가도록 천공하여야한다.

Ÿ 천공 깊이는 구조물 두께의 1/3 ~ 1/2 이상 천

공하여야 한다.

4) 팩카 삽입

Ÿ 천공된 부분에 팩카를 삽입하여 고정시킨다.

Ÿ 주입구 팩카는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안착시킨

다.

5) 주입개시

Ÿ 전동식 주입기에 주입재를 넣고 주입한다.

6) 팩카 제거 작업 (마무리 작업)

Ÿ 주입이 완료되면 표면에 돌출된 팩카를 제거한

다.

Ÿ 면을 평탄하게 만든 후 페인트 등으로 마감 처

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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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공시 주의사항

① 대기온도가 10∼30℃, 콘크리트 균열표면의 온도는 10℃를 표준으로 시공 가능하며,

우천시는 중지한다.

② 에폭시계 수지는 사용에 앞서 현장에서 시공시의 기온에 대응하는 경화시간을 설정

하여 균열 주입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③ 씰링 및 표면 마감면은 주입압에 견디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④ 주입압력이 너무 크면 균열이 확대되어 버린다.(평균주입압 수동식 0.4MPa,

페달식1.5MPa, 진동식 2.0MPa, 자동식 0.4MPa)

⑤ 에폭시계 수지는 항상 냉암소에 밀봉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것

은 다시 시험하여 품질의 변화여부 확인한다.

⑥ 주입된 에폭시계 수지가 경화한 후에는 주입 파이프를 절단하고 씰링재와 함께

그라인더로 갈아 평탄하게 표면처리 한다.

7) 주입공법의 특징

① 내하력 복원의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② 내구성저하 방지 및 누수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

③ 경화후의 에폭시수지는 화학적 성질이 안정하여 내후성이 좋다.

④ 미관의 유지가 용이하며, 경제적이다.

8) 균열 주입보수 재료 비교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단 위
실링 및

퍼티용 규격치
주입용
규격치

비 중 KS M 3015 20°C 7일간 1.7±0.2 1.2±0.2

사용가능시간 온도상승법 20°C 분 60이상 30이상

점 도 JIS K 6838 “ CPS - 5,000이하

압축항복강도 KS M 3015 20°C 7일간 kgf/mm² 6.0이상 6.0이상

휨강도 “ “ “ 3.5이상 4.0이상

인장강도 “ “ “ 2.0이상 2.0이상

압축탄성계수 ASTM D 695 “ “ 0.1〜0.6 0.1〜0.6

인장전단강도 KS M 3722 “ “ 100이상 100이상

충격강도 KS M 3015 “ kgf․mm/mm² 0.15이상 0.3이상

경 도 ASTM D 2240 “ TYDK D 80이상 80이상

【 균열 주입보수 재료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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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에폭시 주입공법 폴리머 슬러리시멘트 주입공법

개요도

공법개요

Ÿ 균열부위를 컷팅하고, 균열부를 씰링한 

후에 

Ÿ 유기계 재료인 에폭시를 주입기를 통하

여 

Ÿ 주입하는 공법

Ÿ 균열부위를 컷팅하고 균열부를 씰링한 

후에 무기 계재료인 폴리머 슬러리시멘트

를 주입기를 통하 여 주입하는 공법

시공방법
Ÿ 표면처리 → U.V컷팅 → 주입기설치 → 

균열부

Ÿ 씰링 → 에폭시주입 → 단면복구

Ÿ 표면처리 → U.V컷팅 → 주입기설치 → 

균열부 

Ÿ 씰링 → 폴리머슬러리시멘트주입 → 단

면복구

장  점

Ÿ 인장, 휨강도가 우수함 

Ÿ 건조한 환경에 유리함 

Ÿ 경화시간이 빠름 

Ÿ 시공실적 다수

Ÿ 품질관리가 용이, 재균열 발생우려 없음 

균열보수의 일괄적인 공정에 대한 재료 

및 시방확보 

Ÿ 콘크리트 모체와 동등한 탄성계수, 열팽

창계수, 투 수성 확보∘ 수용성인 무기계 

재료의 사용으로 습윤지역 시공 이 가능

함

단  점

Ÿ 습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접착력이 떨어

지며, 품질관리가 어려움 

Ÿ 주입압력이 크면 균열이 확대되므로 주

의 

Ÿ 탄성계수,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와 다

름

Ÿ 보통형식의 것은 경화시간이 늦고 공기

가 길어짐 

Ÿ 공정이 다소 복잡하여 시공전문가가 필

요 

Ÿ 유기계에 비해 접착강도 떨어짐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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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균열 표면처리공법

1) 공법 개요

미세한 균열(폭 0.2mm이하)위에 도막을 형성하여, 방수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며, 균열부분만을 피복하는 방법과 전면을 피복하는 방법이 있음.

2) 보수개념도

비 진행성 균열 진행성 균열

3) 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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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충전공법(V-cut 공법)

충전공법은 폭 0.3mm이상의 비교적 큰 폭의 이질재 접합부 균열이나 조적벽체, 파라펫 등 

비구조체 균열보수에 적용되는 공법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균열을 따라서 약 

10mm의 폭으로 콘크리트를 U형이나 V형으로 컷트하여 그 컷트한 부분의실링재-유연형 에

폭시 수지나 SBR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는 공법이다.

【 V형 및 U형 컷트에 따른 충전공법 】

개 시 개 시

균열면 U형 또는 V형 Cut
균열면 콘크리트의 제거, 

철근의 노출

청 소 철근 녹 제거, 청소

프라이머 도포 철근 표면에 방청제 도포

Back-up재 삽입 콘크리트 면에 프라이머 도포

충진재를 충진
콘크리트 결손부에 

충진재를 충진

양 생 양 생

종 료 종 료

ⓐ 철근이 부식되지 않았을 경우 ⓑ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 충전공법의 흐름도 】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5장 보수ㆍ보강방안

- 124 -

1) 유의 사항

- 에폭시계 수지는 강도는 높아도 탄성계수가 낮아 완전한 구조물의 일체를 도모하기에 어려

움이 있다.

-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부분의 보수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위를 쳐다보는 자세로 일정한 두께의 면적을 퍼티로 채우는 경우는 1회의 시공두께를 적게 

하고, 어느 정도 경화하여 1층의 표면에 끈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 2층을 겹쳐 소정두께로 마

무리한다.

- 균열의 위치를 확실히 홈을 내어 컷트하는 것과 코킹하는 실링재를 선정하는 것 등이 이 

공법의 양부를 좌우하게 되며, 컷트 할 시는 균열의 범위를 벗어나지않도록 한다.

- “V”자형의 충전은 보수 후 충전재의 탈락이 우려되므로 “U”자형으로 충전하는 것이 유리하

다.

-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의 녹을 제거 후 정도에 따라 보강 또는 방청 후 충전

한다.

5.3.4 비구조체(조적벽, 이질재연결부) 균열 보수

1) 균열폭에 따른 보수 방법

구 분 0.5mm 미만 0.5mm 이상

보수 
방법

탄성아크릴 실러트 퍼티 후 표면처리
깊이 5mm, 폭 3mm 컷팀 후 우레탄 코킹 

충진 후 탄성아크릴 실런트 표면처리

그 림

시공
방법

- 균열선을 따라 폭 200~300mm 정도를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표면 도장 면이나 오염

물 제거

- 탄성 아크릴 실런트(우레탄코킹)를 메꿈주걱을 사용하여 2~3회 메꿈처리

- 프라이머 도포

- 균열을 따라 FIBER TAPE 부착

- 탄성아크릴 실런트로 3~4회 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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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질재료 접합부위의 균열보수 방안

구 분 슬래브와 조적벽체 접합부 기둥과 조적벽체 접합부

발생 
원인

Ÿ  특성이나 물성이 서로 다른 재료의 접합면에 발생되는 균열은 온도 응력이나 변형 등에

서 균열이 발생한다. 

Ÿ  대상구조물인 경우 실질적인 줄눈시공의 미흡, 처짐 등의 향으로 콘크리트와 조적면이 

접하는 곳에 JOINT 균열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그 림

5.3.5 단면복구공법

1) 단면복구공법(I)

가) 개 요

철근노출을 동반하지 않은 재료분리, 들뜸, 공동, 박락, 콘크리트 표면 침식 등의 손상부에 적

용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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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방법

【 단면복구공법(I) 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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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면복구공법(II)

가) 개 요

철근노출이 동반된 재료분리, 들뜸, 공동, 박락 등의 손상부와 피복부족에 따른 철근노출 부

위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나) 시공방법

【 단면복구공법(II) 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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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면복구공법 재료비교

구 분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공법 에폭시수지 모르터 공법

개요도

공법개요

Ÿ 콘크리트 손상부위 및 철근의 부식을 제

거하고 콘크리트 보호제를 도포한 후 철

근을 방청하고 무기계 시멘트 모르터로 

단면을 복구한 후 무기계 마감재로 마감

하는 공법

Ÿ 콘크리트 손상부위 및 철근의 부식을 제

거하고 접착제를 도포한 후 철근을 방청

하고, 유기계인 에폭시수지 모르터로 단

면을 복구한 후 유기계 마감재로 마감하

는 공법

시공방법

Ÿ 치핑/고압수 세척 → 철근의 부식제거 

→ 콘크리트 보호재(침투성) 도포 → 철근 

방청제 도포 → 무기계 시멘트 모르터로 

단면복구 → 마감재(무기계)도포

Ÿ 치핑/고압수 세척 → 철근의 부식제거 

→ 프라이머(접착제) 도포 → 에폭시수지 

모르터로 단면복구 → 마감재(유기계)도

포

특  징

Ÿ 철근의 방청효과가 우수하고 재부식 확

률이 없음 

Ÿ 철근 노출부 보수의 일괄적인 공정에 대

한 재료 및 시방확보 

Ÿ 무기계 시멘트의 사용으로 콘크리트 탄

산화 방지 효과가 우수함

Ÿ 수용성인 무기계 재료의 사용으로 습윤

지역 시공이 가능함

Ÿ 일반적으로 한번의 시공두께가 얇기 때

문에 목표두께가 두꺼울 경우 공정이 증

가함

Ÿ 보통 형식의 것은 경화시간의 늦고 공기

가 길어짐

Ÿ 인장, 휨강도가 콘크리트보다 우수함 ∘
재료 자체의 접착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

함 ∘재료비가 폴리머 시멘트에 비해 저

가임 ∘경화시간이 빠름 

Ÿ 방청효과가 확실하지 않음 ∘유기계 재

료로서 통기성이 없으므로 재부식 발생 

우려

Ÿ 습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접착력이 떨어

지며 품질관리가 어려움

적  용 ○

【 단면복구공법 재료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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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시 유의사항

가) 운영 중인 구조물에서는 단면복구 작업 그 자체나 작업대의 설치 및 플랜트 설비에 

제약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작업시간, 작업운반차, 반입로 등의 시공 조건을 충분히 검

토하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나) 단면 복구량은 실시설계를 기초로 하여 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전에 구한 복구

량은 실제 시공 시에 비해 낮을 때가 많으므로 시공 상의 단면 복구량은 약간의 여유를감

안해 둘 필요가 있다.

다) 시공 완료 후 각 사용 재료의 사용량, 잔량을 확인하고, 계획량과 실 단면 복구량을 

비교하여야 한다.

라) 시공시 각 사용 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함과 동시에 시공조건, 작업환경에 충분히 

주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단면 복구공법 내에 코팅공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방식코팅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코팅공정을 실시할 수 있으나, 별도의 방식코팅이 보수ㆍ보강에 반영되어 있는 부

분 은 코팅공정을 제외하여야 한다.

5.3.6 누수보수공법

1) 보수개요

콘크리트 누수는 구조물의 기능장애와 열화의 원인이 되므로, 누수방지 및 방수대책을 수

립할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인자들을 고려하여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구조

물의 누수방지공법에는 주입공법(Injection 및 Grouting), 줄눈실링공법(JointSealing), 쉬트식

방수공법, 도막식방수공법, 침투식방수공법, 시멘트방수공법 등이 있다.

시공이음, 줄눈 등과 같이 구조물의 수축ㆍ팽창 작용에 의하여 누수발생이 필연적인 부분

의 경우 일부 누수를 허용하여 유도배수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다.

【 누수부위 보수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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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입방수공법

가) 공법개요

전면주입공법 : 누수부위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누수위치가 확실한 경우 적용

배면주입공법 : 누수면적이 넓으면서 누수위치가 불분명하고 산발적인 경우 적용

나) 보수개념도

주입재료

 - 전면주입방수 : 우레탄겔 및 기포, 친수성 아크릴레이트, 에폭시, 친수성 초미세시멘트 등

 - 배면주입방수 : 시멘트 모르터, 우레탄, 에폭시 등

3) 충전주입방수공법

가) 공법개요

충전방수 주입공법은 수밀치 못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부분적으로 스며든 누수에 

대한 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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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개념도

다) 적용부위

누수위치가 확실한 국부적인 포인트를 보수 할 때

콘크리트의 파취가 곤란한 부위

구체의 두께가 두텁고 공극 혹은 균열이 망상으로 발생한 부위

누수발생 부위 중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석회분이 흘러내려 백화현상이 심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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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실린트계 조인트 보수공법

1) 공법개요

콘크리트 이음부에 백업재 설치후 실런트계 충진재를 충진하는 공법

2) 시공순서

치핑 작업
열화된 콘크리트와 부식된 조인트 부분을 수공구 또는 

전동해머 등의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

고압물 청소
고압수 세정기(100~150kg/m2)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폴리머 몰탈 
충진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로 충진하며, 1회 두께는 
20mm 이내로 함

백업재 삽입 부드럽고 둥근 폴리에틸렌 재질의 백업재를 삽입

실런트 충진 수동건이나 에어건을 사용해 실런트(1액형)을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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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수 후 성능평가 방법
보수공사 후 평가는 구조상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작은 지름의 코어를 채취하여 보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조물에 대한 보수에 의한 방수효과를 비파괴

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스압입 누수진단기나, 방식효과에 대해서는 전기 화학적인 

방법인 분극저항 측정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

5.4.1 코어채취

1) 콘크리트 코어 강도 시험방법 : KS F 2422

2) 육안에 의한 주입효과 평가

Ÿ 주입효과를 위해 채취된 콘크리트 코어

-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균열깊이 80% 주입만으로도  

거의 완전한 주입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되 있어 최

소한 균열깊이의 80% 이상 주입이 권장된다.

【 코어 채취 평가 】

3) 실내시험에 의한 평가

【 실내 시험 방법 】

가) 경사전단 시험 : 경제적이고 쉬움(부착강도 = 파괴하중/부착면적)

관련 시험법(ASTM C 881〜884, ASTM C 1042, 1059)

나) 직접전단 시험 : 시험실과 현장 어느 곳의 공시체도 측정가능

관련 시험법(BNL 직접전단, IOWA 직접전단)

다) 일축인장 시험 : 현장의 콘크리트와 덧씌우기의 부착강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

관련 시험법(ACI 503R, NIST 연구 NISTIR 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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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비파괴 기법

1) 초음파신호 속도(UPV) 시험

초음파 전파속도 측정에 의한 보수효과의 평가는 아래 그림과 같다.

【 초음파 속도시험법 】

2) 충격음(Impact echo)법

Ÿ 충격음법에서 콘크리트 표면은 응력을 만들기 

위해 작은 충격기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충격을 

준다. 보수효과는 보수전과 후의 측정값의 차

이와 건전면에서 측정된 값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충격음 시험법 】

3) 현장 부착강도 시험법

Ÿ 덧씌우기나 표면접착제의 부착강도는 인시험

(pull-off test)과 같은 현장시험으로 판정할수 

있다. 코어를 기존 재료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

로 둔 채, 인장기구를 코어에 연결하여 파괴될 

때까지 하중을 구한다. 보수한 부분을 바로 평

가하여 보수공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 현장부착강도 시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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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내진성능 향상방안

5.5.1 개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데 관련된 사항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을 따른다. 이 요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인 지위를 갖는 심의기구에서 허용 할 

경우 구조공학의 원리에 맞는 정밀한 해석과 합리적인 설계 및 시공절차에 따른 내진보강

을 통해 내진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5.5.2 내진성능 향상절차

내진성능향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내진성능평가

목표성능의 설정

성능향상
마스터플랜수립

성능향상설계

내진성능의 확인

시공 및 유지관리

【 내진성능 향상절차 】

1) 내진성능 평가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절차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따른다. 단, 내

진성능향상을 목표로 할 경우 상세평가 1단계 이상의 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때 대상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통해 구조물의 상태 및 구조재료

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목표성능의 설정

성능향상 후 대상 건축물이 만족하여야 하는 기본 요구성능수준은 다음과 같다.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추가적인 목표성능을 설정할 수 있다. 단, 에너지소산장치에 의해 

성능향상을 꾀할 경우 내진평가 기준지진작용시 기준 성능목표로는 거주가능, 혹은 인명 

안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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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른 내진평가기준 지진작용시 내진성능등급별 요구성능수준

으로써, 거주가능, 인명안전, 붕괴방지의 성능목표는 각각 KBC2016에 따른 내진특등급, 내진 1등급, 

내진 2등급의 건물의 요구성능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내진성능평가 결과 요구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성능향상 후 대상 건축물은 기본

적으로 해당 성능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요구성능수준 】

3) 성능향상 마스터플랜의 수립

성능향상 마스터플랜의 수립단계에서는 성능향상을 위한 방법별로 성능 향상 후 구조물의 

사용성, 성능 향상공사시의 영향범위 및 경제성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성능 향상방향 및 보

강부위, 보강절차 등을 설정한다. 이때, 성능 향상방법별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다각

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 중에 일어나는 환경변화를 고려

하여 성능 향상계획 및 순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실제의 경우, 보강방법 및 보강부위를 선

정하고 보강되는 부재의 능력을 가정한 후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목표성

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4) 성능향상설계

성능향상 설계 단계에서는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용가능한 보수⦁보강재료, 시공방

법, 건축물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구조설계를 수행한다. 성능 향상설계시 보수⦁보강재료

와 에너지소산장치의 역학적 특성은 적절한 실험을 수행 하여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5) 내진성능의 확인 (보강후 구조물의 성능평가)

대상 건축물의 성능향상 후 상태를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내진평가를 수행하여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보강 후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에

서는 상세 1단계 이상의 평가법사용하여야 한다.

에너지소상장치의 설치를 통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경우 성능확인을 위한 해석법으로는 

에너지소산 장치 설계 이외에 시간이력해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6) 시공 및 유지관리

내진성능 향상 후에 건축물이 목표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

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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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내진성능 향상방법

1) 일반사항

기존 건축물의 평가결과 목표로 하는 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재가 있을 경우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부재 자체를 보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결함부재를 철거하고 재

시공하는 방법, 혹은 결함부재 이외의 다른 부분을 보강하여 결함부재가 성능수준을 만족

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경우 성능 향상이후의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이 요령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성능

수준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결함부재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경우, 재시공하는 부재는 

현재의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결함부재 자체 혹은 

타 부위를 보강하는 경우, 보강에 따른 강도, 강성, 변형능력의 변화를 고려 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과 새로 설치되는 부분 사이의 접합부는 신ㆍ구 콘크리트사이의 접합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2) 성능향상방법의 분류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진

성능향상을 위해 이중 하나 혹은 다수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신규 부재의 설치

② 기존 부재의 보강

③ 지진하중의 저감

④ 부재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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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에서 제시된 성능향상방법의 분류중 가, 나, 라의 방법은 구조물의 능력 혹은 역량

(Capacity)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성능향상방법이며 다의 방법은 

지진하중에 크기 즉, Demand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건축물에서는 기둥, 벽, 가새와 같은 수직부재가 구조물의 지진하중 및 수직하중의 저항에 큰 역

할을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내진보강은 건축물의 수직부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내진성능이 

부족할 경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추가적인 모멘트 골조, 전단벽, 가새, 혹은 버팀벽의 

설치를 통해 전체 구조물의 강성 및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함께 강재, 콘크리트, 유리섬유, 탄

소섬유, 에폭시 등을 이용하여 기존부재의 강도와 변형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연직하중 

저항시스템의 낮은 횡변형능력이 문제가 될 경우 추가적인 연직하중저항시스템의 설치가 횡하중 

저항부재의 보강에 비해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규 구조부재의 설치와 기존 부재의 보강시에는 하중의 흐름이 바뀌므로, 기존 부재

를 포함한 하중경로 상의 구조요소가 변화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설계자가 의도한 

바와 같은 하중의 분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합부, 보강층 하층부의 수직부재, 기초 등의 보강

이 적절히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부재의 항복순서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보의 항복이후 기둥이 항복하며, 가새 부재의 항복이후 접합부가 항복하고, 기둥과 전단벽의 

경우 휨항복이 전단파괴보다 선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성능향상을 위한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는 상층부를 제거하거나 비구조재를 경량재로 교체하는 방

법을 통한 구조물의 중량의 저감시켜 결과적으로 지진하중의 크기를 저감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중량의 저감에 따라 구조물의 주기가 짧아지므로 스펙트럴 가속도가 증가할 수

도 있다. 또한 제진장치를 통해 구조물의 동특성을 변화시켜 (주로 감쇠비의 증가) 지진하중을 감

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진장치의 경우 크게 점탄성댐퍼 혹은 이력댐퍼 등 감쇠비를 

증가시키는 에너지소산 장치와 부가질량의 운동을 통해 주구조체의 변위를 감소시키는 동조질량장

치로 구분할 수 있다. 동조 질량장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진시 내진성능의 향상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구조공학의 원리에 맞

는 해석과 설계절차를 통해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변형능력을 가진 부재에 취성적

인 거동을 하는 요소가 같이 붙어있을 경우 취성거동 요소를 제거하거나 분리시켜 전체적인 내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멘트골조의 기둥사이에 채움벽이 있을 경우 채움벽을 제거하는 방법

이 여기에 해당한다.

【 강도향상 】 【 연성능력 향상 】 【 강도와 연성능력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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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내진보강설계법

1) 일반사항

내진보강을 위해 신설되는 부재 및 보강되는 부재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건축구조기준

(KBC2016)을 따른다. 단, 강도감소계수는 사용하지 않으며 재료강도는 휨모멘트와 같이 연

성적인 거동의 경우에는 평균강도를, 전단, 압축 및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발생하는 

휨모멘트, 이음, 정착 등 취성적인 거동의 경우에는 공칭강도를 사용한다. 기존 건축물의 

재료강도 및 부재특성은 성능 평가요령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가) 재료의 강도

- 기존 건축물의 재료강도는 성능평가 요령을 따른다.

- 보강 또는 신설되는 부재에 대한 재료의 강도는 공인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값을 사용한다. 

재료강도의 통계적인 특성이 확인된 경우, 연성거동의 평균강도 산정시 적절한 보정계수를 사

용하여 구한 평균강도를 사용할 수 있다.

- 콘크리트, 철근 및 강재를 제외한 구조재료는 공인기관에 의하여 구조성능, 내구성, 내화성

능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나) 설계하중

- 하중조합은 성능 평가시와 동일하게 사용한다.

- 탄소섬유, 철판보강 등의 내화가 입증되지 않은 구조재를 사용하면서 내화피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비내화 보강재의 보강효과를 제외한 구조체 또는 부재가 중력하중의 75%이상을 지지하여야 한

다.

② 지진하중을 포함한 하중조합에 대해서는 비내화 보강재를 포함하는 보강된 부재가 전 하중을 

지지하여야 한다.

2) 휨 설계

가) 휨 설계 및 해석은 실제 부재의 역학적인 거동을 고려하여 변형률 적합조건 및 힘의 

평형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해석 및 설계시 다음의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재의 단면은 부재가 휨 변형한 후에도 그 평면을 유지한다.

- 콘크리트 압축연단의 최대 압축변형률은 0.003이다.

- 보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에는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이질 재료 간에는 미끄러짐이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합되어야 한다. 신․구 재료

가 완전접착이 된 경우에는 모든 재료가 일체로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재의 강도를 

산정할 수 있다.

3) 압축 설계

가) 휨과 압축을 동시에 받는 부재의 내력은 휨모멘트와 압축력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

나) 압축부재의 설계 및 해석은 변형률 적합조건 및 힘의 평형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며, 휨 

설계 일반사항”의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신․구 재료가 완전접착이 된 경우에는 모든 재료가 일체로 거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재의 압축내력을 산정할 수 있다.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5장 보수ㆍ보강방안

- 140 -

4) 전단 설계

가) 각 재료의 전단성능을 합하여 부재의 전단내력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전단보강을 하는 경우에도 전단철근과 보강재에 의한 전단강도의 합은 

를 초과할 수 없다.

5) 기존재료와 보강재료의 집합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발생하는 전단력, 인장력, 휨모멘트, 지랫대 작용(pryingaction) 

등은 하중지배거동으로 본다. 따라서 접합부의 강도는 재료강도의 하한 값인 공칭강도에 따라 

설계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하나 강도감소계수 Ø는 1.0으로 한다.

접합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 접합부의 강도는 50% 저감한다.

가) 신·구 콘크리트 사이의 접합

기존 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발생하는 전단력, 인장력, 휨모멘트, 지랫대 작용(pryingaction) 

등은 하중지배거동으로 본다. 따라서 접합부의 강도는 재료강도의 하한 값인 공칭강도에 따라 

설계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하나 강도감소계수 Ø는 1.0으로 한다.

접합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그 접합부의 강도는 50% 저감한다.

- 압축력의 전달

① 접촉면에 수직방향 압축강도는 두 재료의 압축강도 중 작은값으로 한다.

② 기존 재료와 새로운 재료의 접합면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응력과 변형의 변화는 무시한다.

- 전단력의 전달

① 보, 기둥 등의 주요 부재에서 접합면의 직각방향으로 압축력이 작용하지 않거나

철근이 배근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착력은 무시한다.

② 전단마찰철근을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접합강도는 무시하며, 철근의 항복강

도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단미끄러짐 강도만을 고려한다. 전단미끄러짐 강도 산정시

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접촉면에 수직으로 설치된 전단마찰철근에 의한 접촉면의 공칭전단강도  는 다

음과 같다.

    -(식5.1)

여기서,  = 전단마찰철근의 단면적, = 전단마찰계수로 미끄러짐면에 대

한 철근의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일체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이질재료의 접합면인 경우에는 미끄러짐 강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단미끄러짐 강도를 감소시킨다.

- 압축력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전단미끄러짐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 전단미끄러짐 공칭강도 은  과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c는 전단력에 저항하는 

콘크리트 단면적이다.

- 전단마찰철근의 설계항복강도는 400MPa 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전단마찰철근은 접촉면을 따라 균등히 배근되어야 하고, 박아넣기, 후크, 정착기구 등을 이용하여 항

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착되어야 한다.

- 기존 콘크리트 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접촉면을 깨끗하게 하여 레이턴스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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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강재 부재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스터드나 철근의 용접으로 접착시킬 경우, 강재의 접촉면은 깨

끗해야 하고 페인트를 칠해서는 안 된다.

나) 합성수지 접합

- 일반사항

① 합성수지에 의한 직접 인장력의 전달은 무시한다.

② 전단력의 전달은 환경적 요인과 시간경과에 따라서 부착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무시한다.

③ 철근 또는 패스너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합성수지의 부착강도는 무시한다.

- 콘크리트간의 접합

① 합성수지로 부착된 접촉면에서의 설계압축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같은 값을 갖는다.

② 접촉면에서 전단강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강도, 내구성 등의 성능은 실험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그

러나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접촉면의 전단 강도에 대한 부착력의 기여를 무시한다.

③ 접촉면에 전단력과 압축력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 전단강도는 압축력의 효과를 고려하여 증가시

킬 수 있다.

- 콘크리트와 강판의 접합

강판의 내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판 단부에서 콘크리트와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접합면의 

인장력과 전단력에 대하여 충분히 접합한다.

6) 기초 보강

기존 건축물의 기초 구조물의 내진성능 향상은 “기존 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의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따른다.

기초의 신설, 기존 기초의 보강 및 지반을 개량한 경우 하중이 안전하게 전달 되도록 하

여야 한다.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5.5 강도, 강성, 연성능력의 증대를 통한 내진성능향상방법

1) 일반사항

보강부위를 고려하여 내진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보

강한 주요 구조부는 적절한 구조적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보강을 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절한 공사 순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방서에는 다음과 같

은 공사순서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각종 조사 결과의 분석, 보강의 시기 및 범위와 규모

② 작용하중, 시공 제약조건

③ 보강공법, 재료의 선정

④ 보강용 기계 기구

⑤ 임시 보강 지지대

⑥ 작업 안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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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작업원 배치 및 수

⑧ 보강중, 후의 미관

⑨ 보강효과의 확인

보강 재료는 보강 대상 건축물의 종류, 보강 부위 및 보강 공법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

정하여야 한다. 보강 재료의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보강에 사용되는 강부재, 강판, 철근, PC 강재 및 연결재, 앵커 볼트 등의 품질은 KS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기타 보강 재료는 공인기관에 의하여 구조성능과 내구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 프리스트레싱 공법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구의 선정 시에는 현장시공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결

정한다.

③ 에폭시 수지계의 보강재료 선정 시에는 수지의 종류와 피접착재와의 적합성, 시공시의 조건과 

경화 속도 및 강도 발현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행한 후 사용 목적에 맞는 적정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 그 품질의 기준은 KS 규격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④ 시멘트계 재료는, 보강 공법의 종류에 따라서 그 품질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가능한 건조

수축 및 수화열이 작도록 한다. 더불어, 보강에 앞서 기존 부재는 원 구조성능을 회복하도록 보수

되어야 한다.

5.5.6 구조시스템의 보강방법

1) 신설에 의한 보강방법

가) 전단벽 증설 및 신설

RC 전단벽의 증설 및 신설에 의해 구조시스템을 보강할 경우 보강되는 전단벽의 직하부에 

위치한 모든 하부구조와 기초구조의 내력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

음과 같다.

① 전단벽 신설

건물 내부 또는 테두리부분의 모멘트골조의 일부에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을 삽입하여 건축물의 내진성

능을 향상시킨다. 이때 전단벽은 평면상 균형적으로, 입면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전단벽의 단면성능증대

기존 전단벽의 두께를 증가시켜 벽체의 단면성능을 향상시킨다. 이 경우 증설된 부분은 기존의 벽체와 

일체화하여야 한다.

③ 전단벽으로 치환

기존의 철골가새골조를 철근콘크리트 전단벽으로 치환하여, 또는 기존의 가새골조에 철근콘크리트를 

추가하는 합성전단벽으로 보강한다.

나) 버팀벽 추가

철근콘크리트 골조 내부에 공간 기능상의 제약으로 전단벽 또는 가새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외측에 버팀벽을 설치한다.

다) 기둥 날개벽 추가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기둥에 철근콘크리트 날개벽을 설치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킨다. 이 경

우 날개벽은 평면적, 입면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된 날개벽 주변 부재의 

내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강도와 연성도 등의 내진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라) 철근콘크리트 기둥 추가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추가하여 기존 부재에 작용하는 내력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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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추가되는 기둥과 기존 부재의 강도와 강성이 균형있도록 한다. 또한 기둥은 평면적, 

입면적으로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새로 설치된 기둥과 슬래브는 일체화되어야 하

고, 접합부에서 전단에 대한 내진성능이 확보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 설치된 

기둥의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골부재의 신설에 의한 보강방법

가) 가새 추가 또는 가새 단면 보강

가새 추가 또는 가새 단면의 보강에 의해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추가 또는 보강하는 가새와 함께 가새골조를 형성하는 인접 보와 기둥을  

가새골조 내의 접합부와 기초구조를 보강하여야 한다.

① 가새 부재 추가

가새골조가 아닌 경우 또는 가새골조 이지만 내력이 부족한 경우 가새 부재를 추가하여 시스템 전체

를 보강한다.

② 가새 단면성능 증대

이미 존재하는 가새의 단면성능, 즉 단면적과 단면2차반경을 증대하여 보강한다.

③ 판폭두께비 감소

인장력만 받는 가새로 역할하는 경우 단순히 단면적을 증대시키면 되지만, 인장력과 압축력을 동시에 

받는 가새로 역할하는 경우 단면적의 증대뿐만 아니라 국부 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판폭두께비의 감소도 

고려한다.

④ 압축가새로 치환

인장력은 저항하지만 압축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세장한 가새를 압축가새로 치환하여 좌굴로 인한 부

적절한 영향을 방지하여 강도뿐만 아니라 연성도를 증대시킨다.

나) 내부 가새 프레임 추가

가새를 추가하여 기존의 기둥과 보의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 가새 뿐만 아니라 가새 주변의 

기둥과 보를 신설한 프레임을 기존의 기둥과 보 사이에 삽입하여 보강한다.

다) 기둥 추가

철골기둥을 추가하여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추가되는 기둥의 하부구조와 기초구조의 내력을 검토하여 보강이 필요할 경우 보강한다. 하부

에 기둥이 없을 경우 전이보(transfer girder)의 형태로 하중을 전달되어야하므로 전이보의 보

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추가되는 기둥에 하부 구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된 기

둥을 포함하는 비렌디일보로서 내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모멘트 골조에 기둥 추가

기존의 모멘트 골조에 일종의 샛기둥을 추가하여, 보의 강성과 연성도를 증대시킨다.

② 튜브구조로 기둥 추가

기존의 외곽기둥에 샛기둥을 추가하여, 건물 골조 전체가 일종의 튜브구조로 역할 하도록 보강한다.

라) 단순접합을 모멘트접합으로 보강

큰보와 기둥과의 기존 접합이 단순접합인 경우에 상⦁하부 플랜지를 연결하는 모멘트 접합, 

즉 일종의 강접합으로 보강한다. 이때, 큰보의 모멘트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휨모멘트를추

가하여 기둥의 내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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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구조부재의 보수보강방법

구조부재 수준의 향상방법은 내진평가를 통해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재들의 

전부 혹은 일부의 보강을 통해 구조물전체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즉,부재에 새로

운 재료를 덧붙이거나 단면을 증대시켜 강도 및 연성도를 높이는 내진성능 향상방법으로서, 

건물의 강도 요구량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나 시스템 수준의 내진성능 향상방법을 사용

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RC 부재의 보강방법

가) 기존 부재에 덧씌우기

기존 RC부재를 철근, 강판, 섬유보강체등을 사용하여 보강할 수 있다.

① 기둥에 용접철망 감기

기존 기둥에 용접철망을 감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부재의 휨 및 축방향 강도와 연성을향상시킨다.

② 기둥에 용접폐쇄형 후프 감기

기존 기둥에 용접폐쇄형 후프를 감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부재의 휨 및 축방향 강도와 연성을 향

상시킨다.

③ 기둥에 철판 감기

기존 기둥에 철판을 감은 후 기둥과 철판 사이에 모르타르나 에폭시로 충전하여 기둥의 휨, 전단 및 

축방향 강도와 연성을 향상시킨다.

④ 기둥에 띠철판 감기

기존 기둥에 띠철판을 감아 연성을 향상시킨다.

⑤ 기둥의 탄소섬유보강

기둥 둘레에 탄소섬유를 붙여 기둥의 휨 및 축방향 강도 및 연성를 향상시킨다.

⑥ 보의 강판보강

보의 하단에 강판을 붙여 보의 휨강도를 향상시키거나 보의 측면에 강판을 붙여 전단강도를 향상시킨

다.

⑦ 보의 탄소섬유보강

보 단면의 하부에 탄소섬유를 붙여 보의 휨강도를 향상시키거나 보의 측면에 탄소섬유를 붙여 전단강

도를 향상시킨다.

⑧ 기존벽에 콘크리트 타설하기

기존 벽체에 추가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벽체의 단면적을 증대시켜, 휨 및 전단강도를 향상시킨다.

⑨ 기존벽의 강판보강

전단벽에 강판을 설치하여 휨 및 전단강도를 증대시키고 연성능력과 에너지 소산능력을 향상시킨다.

⑩ 슬래브의 두께보강

슬래브의 두께를 크게하여 휨 및 전단강도를 증대시켜 다이아프램 작용을 확보한다.

⑪ 슬래브 접합부 보강

슬래브와 수직재 사이 접합부에 철물을 삽입하거나 콘크리트를 추가로 타설하여, 접합부의 휨 및 전단

성능, 연성능력 등을 향상시킨다.

나) 철근상세 개선

기둥이나 보의 피복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철근의 상세를 변경한 후 콘크리트를 새로 타설하여 

강도와 연성을 향상시킨다. 이 경우 콘크리트 제거시 중심부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

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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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골부재의 보수보강방법

가) 단면의 보강

철골부재 단면의 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보강판 첨부

단면형상을 보강하여 단면적 또는 단면이차모멘트 등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서 용접 또는 고력볼트로 

보강판을 첨부한다.

② 기둥 플랜지 보강판 첨부

H형강 기둥에서 플랜지의 덧판으로 또는 H형태를 박스 형태로 보강하기 위하여 보강판을 첨부한다. 

다만, 강재 보가 접합하는 부분의 기둥면에 대해서 박스 형태로 보강하는 작업은 곤란할 수 있다. 한편, 

세장비가 큰 기둥의 좌굴내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보-기둥 접합부 부분에 박스 형태의 보강이 

없더라도 기둥 순간격 내의 박스형태 보강은 효과적이다.

③ 기둥 웨브 이중판 보강

H형강 기둥에서 웨브의 덧판으로 이중판을 설치하여 보강한다.

④ 기둥 내부 콘크리트 충전 보강

H형강, 각형강관 또는 Box형 기둥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보강하되, 단면 내력뿐만 아니라 국부좌굴 

방지의 효과가 있다.

⑤ 보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에 보강판 첨부

H형강 보에서 상부 또는 하부 플랜지의 덧판으로서 H형강을 첨부한다. 다만, 보 상부에 기존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 상부 플랜지 보강은 작업이 곤란할 수 있다. 한편, 하부 플랜지만 보강하는 경우 상부 플랜

지의 응력의 삭감 정도는 매우 적다. 그러나 단면2차모멘트는 증가되므로 골조 횡변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나) 좌굴 방지 가새 설치

① 보 횡좌굴 방지 가새 설치

보의 중앙부인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압축응력을 받는 상부플랜지를 슬래브가 구속하여 횡좌굴이 방지

되지만, 보의 단부인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압축응력을 받는 하부플랜지에 횡좌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적절한 횡지지 가새를 설치하여 보강한다.

② 압축재의 좌굴 방지 가새 설치 기둥 또는 트러스의 압축 현재가 세장한 경우 좌굴 길이를 감소

시키는 횡지지 가새를 설치한다.

다) 스티프너 설치

① 국부좌굴 가능 부위에 설치

국부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세장판요소나 비콤팩트요소를 포함하는 단면인 경우에 압축응력이 발

생하는 세장판요소 주변에 스티프너를 설치한다.

② 집중하중 부위에 설치

집중하중이 작용하거나 집중반력이 발생하는 부위에 보강스티프너를 설치하여 국부적인 파괴를 방지

한다. 특히, 집중하중이나 집중반력이 인장력인 경우에는 파단의 우려를 검토하여 스티프너를 설치한다.

라) 접합부의 보강

접합부를 보강하는 경우에, 특히 응력의 흐름 방향이 급변하는 부위의 접합방법으로서, 용접

보다는 고력볼트로 시공한다. 용접은 재질과 형상의 변화를 초래하여, 파단 발생에 의한 취성

파괴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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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력볼트 접합에서 너무 촘촘한 볼트 간격은 순단면의 파단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볼트간

격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보-기둥 접합부에서 보-플랜지의 연속성을 위해, 기둥에 스티프너를 설치하여 응력집중에 따

른 파단을 방지한다.



제6장 유지관리 방안

6.1 개요

6.2 유지관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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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유지관리 방안

6.1 개요
본 과업 대상시설물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손상 및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구조물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구조물의 기

능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2 유지관리 일반사항

6.2.1 개 요

모든 구조물은 설계 및 시공이 완벽하여도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

아 시간경과와 함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표면열화, 침식, 마모, 박리, 철근부 식, 단면 

결손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용기간에 비례하여 준공초기의 사용성 및 안전성을 서서히 

상실하여 간다.

유지관리란 이렇게 열화, 손상되어 가는 구조물의 기능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이

용자의 편이와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기능상 지장을 주는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

고, 점검을 통하여 이상이 발견된 개소에 대하여는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여 내구 연한을 

연장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6.2.2 유지관리 업무 및 흐름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항목과 <그림 6.1>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자료관리

자료관리는 대상구조물이 처해있는 상황을 문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설계도서, 구조물대장, 보수ㆍ

보강대장, 사고이력 등의 자료를 정리ㆍ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자료는 구조물의 점검 보수

ㆍ보강시마다 계속 증가하므로 수정이 편리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볼 때 관

련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유지관리 시 필요한 

자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Ÿ  설계도서(준공도면, 보수도면, 구조계산서 등)

Ÿ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특기시방서

Ÿ  보수이력, 사고기록, 점검 및 진단이력

Ÿ  사진 및 시험결과

Ÿ  상태 및 안전성 평가기록

Ÿ  시설물 관리대장, 유지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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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흐름도 】

2) 일상관리

일상관리는 구조물의 내구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서 청소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소모성 물품의 교환, 부착물의 정비 등 간단한 작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점검 및 진단(1,2종 시설물)

점검은 주기적인 조사 및 관찰을 통해 구조물의 이상 및 손상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서 안

전하고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점

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초기점검 포함) 및 긴급점검으로 나누며, 점검결과 이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보수ㆍ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위의 조

사를 통하여 유지관리 담당자가 대상구조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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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종류 점검주기 주요 조사항목 비 고

정기점검 반기 1회

Ÿ 박리, 균열, 박락, 사용하중, 누수 등

에 관하여 전회 점검 시와의 변형, 

변위 발달상태

Ÿ 관로 매설환경의 변화에 대한 관찰

Ÿ 밸브실 관로부 부식 및 누수 관찰

정밀점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

Ÿ 설계도서 검토

Ÿ 형상검사(규격, 변위, 변형, 침하 등)

Ÿ 상태검사 (파열, 손상, 부식, 균열, 

누수, 열화 등)

Ÿ 현장시험ㆍ측정(강도, 철근, 피복, 철

근부식, 탄산화 등)

Ÿ 관대지전위차 및 토양부식성조사를 

통한 상태등급 변화여부 조사

Ÿ 밸브실의 내하력에 변화를 줄 수 있

는 매설환경 변화 요인 체크

Ÿ 밸브의 작동상태 및 수압을 주기적

으로 확인하여 향후 관로 안전성평가

를 실시

Ÿ 출입부 및 구조물 손상부를 통한 누

수 및 벽체와 관로 이음부를 통한 누

수조사

안전

등급

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긴급점검 필요시
Ÿ 손상의 정도, 보수의 긴급성, 보수작

업의 규모, 주요 보조

Ÿ 부재의 내하력, 사용제한 여부 등

정밀
안전진단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

Ÿ 구조물의 노후화, 손상정도, 초기 및 

정기점검 상태로부터의 변화 확인

Ÿ 구조해석 및 안전성 평가

Ÿ 관두께 측정, 토양부식성조사, 관로

굴착  조사, 매설환경 및 수압변화에 

따른 관   로의 내하력 변화 우려구

간에 대한 안전  성검토

안전

등급
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점검주기 및 주요 조사항목 】

4) 보수 및 보강

점검이나 진단을 통하여 손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손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수ㆍ보강 

또는 신설이나 교체를 시행하여야 한다. 보수란 손상된 부위를 고쳐서 원래의 기능 으로 회복시

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더불어, 보강은 현 상태의 손상방지는 물론 구조적 내하력 및 지지력을 

현 상태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Ⅱ편 내진성능평가

제1장 내진성능평가의 개요

제2장 자료수집 및 분석

제3장 현장조사 및 시험

제4장 시설물 상태평가

제5장 내진성능평가

제6장 보수ㆍ보강방안

제7장 종합결론 및 건의



제1장 내진성능평가의 개요

1.1 내진성능평가의 목적

1.2 과업대상 시설물 현황

1.3 내진성능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1.4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1.5 과업 수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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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내진성능평가의 개요

1.1 내진성능평가의 목적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

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대상 시설물 현황

1.2.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선일이비즈니스고

종별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길112(방배동 754-1)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

건물 
규모

층수 지하2층 / 지상5층

대지 면적 -

건축 면적 -

건축 연면적 6,405 ㎡

건물 높이 18.3 m

건물 길이
장변방향(X방향) : 69.7m

단변방향(Y방향) : 34.4m

준공연도 1984년 경과년수 약 36년

내진설계 여부 미적용

건물용도 교육연구시설

재료강도
fck = 16.59MPa (현장조사값)

fy = 240MPa(건설연도별 하한값)

기초형식 독립기초

점검일정 2020년 08월 25일 ~ 2020년 10월 24일

관리주체 선일이비즈니스고

점검자 ㈜테라이엔지 (책임기술자 : 황 동 규)

【 일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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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진성능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본 과업은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현장조사 결과상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밀조사가 필요한 구조물의 부재에 대해 육안조사와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 각각의 자료를 

분석하고 주요부재별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며 과업범위는 다음과 같

다.

현장답사 및 계획수립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검토

현 장 조 사

육안조사 재료시험(내구성) 기타조사

∘콘크리트 상태조사

 (균열, 누수, 재료분리, 박리, 

박락, 백태, 철근노출 등)

∘콘크리트 노후화조사

∘용도, 구조변경조사

∘작용하중 상황(마감재 등)

∘기타조사

∘콘크리트 강도조사

∘철근배근 탐사

 (간격 및 피복두께)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

 상태)

∘제원조사(부재규격 등)

∘변위조사

 - 수평변위(건물 기울기)

∘지질조사(탄성파시험)

∘시험굴 조사(기초 규격)

측정결과 종합분석 ∘외관조사 분석ㆍ평가

∘내구성조사 분석ㆍ평가

∘지반조사 분석ㆍ평가
상태 및 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내진보강방안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 내진성능평가 과업수행 흐름도 】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1장 내진성능평가의 개요

- 155 -

과업내용분석

과업계획수립, 현장조사

• 국내외 지진피해 자료 수집

• 관련자료 수집

상세평가방법 분석
-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상세평가수행
-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 내진성능평가요량 KBC, KCI 참고

상세평가결과 분석

성능확보를 위한 보강안 마련
• 하중저감보강(Brace,벽체신설)

• System 및 용도변경

• 강도보강(철판,섬유보강)

발주처와 협의

성과물 제출

※ 현장답사 및 조사,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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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조사

구   분 내    용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서류 검토

Ÿ 설계도서(구조 계산서 등)

Ÿ 시설물 관리대장

Ÿ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Ÿ 기타 필요한 자료

Ÿ 설계도서가 있을 경우

- 설계도서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및 구조체의 일치 여부 확인

  (신축줄눈 위치, 경간, 실배치 등)

Ÿ 설계도서가 없을 경우

- 현황도 작성

- 도면작성을 위한 부재리스트 및 평면도 조사 가능 여부 확인.

현황조사
(관리주체 청문 및 현장조사)

Ÿ 주변 환경 변화(인근주변 공사 등 지반변화요인 조사)

Ÿ 준공 후 설계변경 및 구조변경사항 조사

Ÿ 시설물의 증축 유무 및 증축 연도 및 위치 확인

Ÿ 공사 중 준공 후 보수․보강을 수행한 부재조사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상태
(관리주체 청문 및 현장조사)

Ÿ 현재까지의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상태를 관련자료 및 청문을 통하

여 조사 실시.

2) 정밀조사

구  분 부  위 조사 및 점검 내용 비  고

정밀조사
대상 및 

범위

지붕층

Ÿ 구조부재의 단면 규격조사

Ÿ 균열 및 기타 결함 (누수, 백태, 박리, 박락 등) 사항

Ÿ 기 수행된 보수․보강상태 확인

Ÿ 바닥 방수층 상태 조사

Ÿ 사용현황 및 사용하중 조사

Ÿ 철골부재 접합부 및 부식 상태조사

Ÿ 정밀육안조사

지하층, 
지상층

Ÿ 구조부재의 단면 규격조사

Ÿ 균열 및 기타 결함 (누수, 백태, 박리, 박락 등) 사항

Ÿ 기 수행된 보수․보강상태 확인

Ÿ 콘크리트 압축강도(코어시험법, 슈미트해머) 조사

Ÿ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

Ÿ 건축물 및 부재의 변형, 처짐 조사

Ÿ 철근배근 탐사 (간격 및 피복두께) 조사

Ÿ 조적조 (채움벽과 허리벽 상태) 조사

Ÿ 강재부재 접합부 및 부식 상태조사

Ÿ 정밀육안조사

Ÿ 콘크리트 코어채취

Ÿ 비파괴조사

Ÿ 철근배근 탐사

Ÿ 조적조 상태 조사

Ÿ 구조물 기울기 조사

Ÿ 부재 처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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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현장조사 기준

1) 세부조사 항목(철근콘크리트구조)

구  분 조사 항목 내용

부재상태 및 내구성

부재 치수 구조부재의 단면치수 및 단면적

균  열 균열 폭, 길이, 면적율

콘크리트 압축강도 콘크리트 코어 채취, 슈미트 해머(비파괴 조사)

콘크리트 탄산화 콘크리트 부재의 탄산화 깊이

철근 배근 탐사 철근의 배근간격 및 피복두께

조적조 채움벽 및 허리벽 현황

강재부재 접합부결함 및 부식 현황

열  화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및 백태, 철근노출 등

변위ㆍ변형

기울기 시설물의 수직도 측정을 통한 기울기 조사

부동침하 부동침하에 의한 시설물의 기울기 조사

부재처짐 구조부재의 처짐 조사

2) 외관조사

구  분 항    목 내    용

콘크리트 균열
대상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

조, 프리캐스트콘크리트구조, 무량판구조, 조적조의 철근콘크리트 부

재 및 내력벽

시험방법 외관조사 및 간단한 검사기구 균열스케일, 확대경 등을 이용

콘크리트 표면
노후화

(박리, 박락, 누수, 
철근노출 등)

대상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

조, 프리캐스트콘크리트구조, 무량판구조, 조적조의 철근콘크리트 부

재 및 내력벽

시험방법 외관조사 및 간단한 측정도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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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조사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

구  분 항  목 내      용 비      고

공통

부재 규격

Ÿ 도면이 있는 경우 :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

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Ÿ 도면이 없는 경우 :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

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Ÿ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Ÿ 철근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

평가 반영 방안 보고

중량물
Ÿ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의 구조의 중량

마감재

Ÿ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Ÿ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Ÿ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Ÿ 슬래브 마감재 : 지

진하중 산정 시 건물

중량에 반영

지반 시추조사

Ÿ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m이내 인근의 시험자료

로 대체 가능)

Ÿ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Ÿ 에너지 보정된 표준

관입시험

기초 기초의 규격

Ÿ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Ÿ 코어시험 필수

Ÿ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 수, 6)

Ÿ 비파괴시험 :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Ÿ 비파괴시험 수량 :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Ÿ 코어채취 위치 :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

서 내력에 영향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위치

Ÿ 시험 후 복구 실시

Ÿ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

하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Ÿ 도면이 있는 경우 : 모든 조사단위에서 부재 종

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Ÿ 도면이 없는 경우 : 모든 조사단위에서 구조도

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Ÿ 부재 종별 : 보, 기

둥,    보-기둥 접합

부, 벽체 

Ÿ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
기본정보 Ÿ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Ÿ 조사 단위별 2개소 이상

Ÿ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상태

강구조
부식

Ÿ 모든 조사 단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접합부 Ÿ 층별 3개소 이상 
Ÿ 용접 및 볼트

Ÿ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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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내진성능평가 기준

1) 구조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구    분 내    용

내진성능 예비평가

Ÿ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평가용 지진가속도 수준에 대해서 수직부재(기둥, 

벽체 및 조적 채움벽)의 재료강도와 단면치수에 의해서 약산적으로 계산되

는 구조체의 극한 강도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Ÿ 다만, 수직부재의 극한강도 및 파괴모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

로 수직 부재의 극한강도 정산식에 의해서 극한강도를 계산하여 예비평가

를 실시해도 된다.

Ÿ 또한 내진성능 예비평가는 편의상 평가대상 학교시설물의 1개층의 장변

방향 및 단변방향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내진성능 상세평가

Ÿ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원칙적으로 수평부재는 매우 강하다고 가정하고(전

단빌딩모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보유성능(극한강도와 극한변형을 이용

한 비선형 이력거동)을 간략하게 계산하여, 그 결과를 비선형 요구 내력스

펙트럼을 이용하여 평가용 최대 지진가속도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지진 손

상도를 추정(잔존 내진성능)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Ÿ 보유성능은 수직부재의 배근상세 등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부재의 극한강

도 및 극한 연성률(연성지표)에 근거하여 계산을 하며, 상세평가에서는 극

단주 등의 국부적인 파괴 부재, 휨파괴형 부재 및 전단파괴형 부재의 영향

이 고려된다.

Ÿ 또한 내진성능 상세평가는 평가대상 학교시설물 전체 층의 장변방향 및 

단변방향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선형 정적해석에 

의한 성능평가

Ÿ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 평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한다.

Ÿ 해석방법

  - 능력 스펙트럼법에 의한 해석 등가변위 약산법에 의한 해석

  - 변위계수법에 의한 해석

Ÿ 성능점의 산정

Ÿ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

기본 목표내진성능 

수준 및 기타사항

Ÿ 내진성능평가는 2,400년 재현주기의 2/3수준에 대하여 인명안전수준(LS)

으로 수행

Ÿ 평가는 부재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내하력(Capacity)과 설계지진에 대해 

각 구성 부재에 요구되는 설계부재력(Demand)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Ÿ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값은 실제 

특성값을 기준으로 한다.

Ÿ 적용 법령 및 지침에 의거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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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보수보강 방안 제시

내진성능 보강방안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즉 해당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요구수준인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등의 목표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① 보강 대상시설물의 종류

② 보강부위 내진안전성 및 경제성 고려

③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 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④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 자료 제시

 - 개략보강설계도면

 - 개략공사비 산정

⑤ 내진보강공법 설계 반영

 - 내진보강설계는 관련 법령 및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교육부고시 제2015-62호)

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건축구조기술사 검토 및 확인)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6956(2011.9.8.)「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최종 선정된 내진보강공법에 대하여 구조 및 마감에 대한 실시설계 반영 및 관련

설계도서(내진자문위원회 심의자료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1.3.4 유지관리 방안 제시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 유의사항 및 유

지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1.3.5 종합보고서 작성

현장조사 및 세부지침 등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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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No. 장비명 모델명 용도

1 Core Drill 콘크리트 코어 채취

2 Ferroscan F10s 철근배근간격 및 피복두께 측정

3 페놀프탈레인시약 측정 Set 페놀프탈레인 1% 용액 콘크리트 탄산화 진행깊이 측정

4 Transit 구조물 기울기 조사

5 Auto Level 구조물 침하 조사

6 Crack Light Scale 균열폭 측정

7 Laser Meter 거리 실측

8 버니어 캘리퍼스 균열폭 및 탄산화 진행깊이 측정

9 햄머드릴
탄산화 진행깊이 측정시 콘크리트 

천공 및 시료채취 등

Crack light scale 디지털 카메라 Core Drill

Ferroscan (F10s) 페놀프탈레인 1% 용액 트랜싯(DT940s)

오토 레벨

(C32)
햄머드릴(HP457DEW) Laser Meter(GLM50)

1.5 과업 수행일정
1) 현장 점검일 : 2020년 09월 08일

2) 보고서 작성 및 검토 : 2020년 09월 09일 ~ 2020년 10월 23일

3) 보고서 납품 : 2020년 10월 24일



제2장 자료수집 및 분석

2.1 예비조사

2.2 내진성능평가 및 점검 일반사항

2.3 건축물 사용 및 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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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료수집 및 분석

2.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대상 시설물을 답사하여 시설물의 구조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한다.

구분 내        용 비고

설계도서 검토

본 시설물에 대한 결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설계도서류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서류

는 다음과 같다.

선일이비즈니스고 신축공사(준공도면, 각종계산서, 공사시방서, 시험

성적서, 지반조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

과, 유지관리지침서 등)

내진설계 여부 확인 미적용

구분 내        용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상태

대상

시설물

점검진단

이력

점검기간
점검 

구분

점검 및 

진단기관
주요내용 등급

- - - - -

보수․보강

이력
본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2 현장조사 일반사항

구분 내        용

설계도서류

도서구분 보관유무 도서구분 보관유무

준공도면

(건축, 토목, 전기, 설비)
□ 유  ■ 양호   □ 무 시방서 □ 유    ■ 무

구조계산서 □ 유    ■ 무 지질조사서 □ 유    ■ 무

시공당시 시공관계
사진철

□ 유    ■ 무 도서보관함 설치

□ 양호    ■ 보통

□ 일반케비넷 사용

□ 없음

재하시험 보고서 □ 유    ■ 무 인, 허가 서류 □ 유    ■ 무

※ 점검일 현재 관리주체에서 설계도서 일부를 보관, 관리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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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건축물 관리대장

활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작성유무 및 보관실태 ■ 유    □ 무 내용 갱신 유무 ■ 유    □ 무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 유    □ 무 보     고 □ 유    □ 무

정기점검 실시 □ 유    □ 무 실시 간격 -

정기점검자 자격
  □ 관리주체 직원 □ 외부점검전문기관 의뢰

  □ 유자격자             □ 무자격자

건축물별

구조상태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최고높이 18.3 m 최고층고 4.2 m

기둥간격 8.0 m x 8.0 m
G.L로부터 기초 

저면까지의 깊이
2.6 m

기초형식 □ 온통기초 ■ 독립기초 □ 줄기초 □ 복합기초

지정형식 □ PHC말뚝    □ 현장말뚝    □ 모래잡석    □ 기타

PILEㆍPIER의 근입심도 - PILE의 지지방법 -

주요구재부 재료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

fck=16.59MPa

(현장조사값)
철근종류

fy=240MPa

(건설연도별 하한값)

강재종류 -
외벽 주요

마감자재
수성페인트

실내바닥
마감자재

테라죠 물갈기
실내벽체
마감자재

수성페인트

지붕

방수공법
에폭시 방수 지하층 방수공법 액체 방수

용도 현황

구  분 층 구분 바닥면적 주요용도 비고

건축물 면적

옥탑층 76㎡ 교육연구시설

지상5층 1,261.28㎡ 교육연구시설

지상4층 1,019.28㎡ 교육연구시설

지상3층 1,019.28㎡ 교육연구시설

지상2층 1,019.28㎡ 교육연구시설

지상1층 918.4㎡ 교육연구시설

지하1층 876.8㎡ 교육연구시설

지하2층 214.68㎡ 교육연구시설

합계 6,405㎡

※ 현장점검, 설계도면, 건축물대장에 의거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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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용도변경

   □유    ■ 무    □ 불명

구분
변경사항 위치

(해당 동, 호수)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평면변경 - - -

입면변경 - - -

단면변경 - - -

용도변경 - - -

※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 내용 작성.

구조변경

   □유    ■ 무    □ 불명

구분
변경사항 위치

(해당 동, 호수)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기둥(벽) - - -

보 - - -

슬래브 - - -

지  붕 - - -

계  단 - - -

주변조건의

변경사항

   □유    ■ 무    □ 불명

구분
변경사항 위치

(해당 동, 호수)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사용하중 - - -

기초 및 지반조건 - - -

주변환경 - - - -

증ㆍ개축 사항

   □유   □ 무    ■ 불명

구분
변경사항 위치

(해당 동, 호수)
비고

변경 일 변경 내용

증 · 개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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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일반점검사항

점검내용
점검결과

위치 및 상세
있다 없다

■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현상 ●

■ 건물전체의 부등침하현상(기울어짐 현상) ●

■ 외부 옹벽(축대)의 균열 및 변형 현상 ●

■ 건물주변 토량 침하현상 ●

■ 하수관로 및 맨홀의 배수, 청소 상태 ●

■ 외벽의 전도 위험 부위 ●

■ 외벽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탈락부위 ●

■ 외벽 타일의 탈락부위 ●

■ 외벽 창문 유리의 파손 ●

■ ROOF DRAIN의 상태 ●

■ 옥상에 하중(물건)의 과적 여부 ●

■ 내부 창문의 작동상태 ●

■ 건물내부의 진동여부 ●

■ 천장재(텍스류)의 탈락 및 갈라짐 상태 ●

■ 벽지 및 천장지가 찢어진 곳 유무 ●

■ 실내의 하중(물건)의 과적 여부 ●

■ 건물에서 뚝뚝하는 소리 ●

■ 녹물이 흘러나오는 곳의 유무 ●

■ 코킹이 갑자기 떨어진 곳의 유무 ●

■ 담장의 전도 징후 ●

■ 돌출부(간판, 안테나 등)의 탈락현상 ●

■ 지하수 배수펌프 작동상태 ●

■ 안전난간의 견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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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축물 사용 및 관리실태
1) 건축물 내부전경 및 사용현황

가) 선일이비즈니스고 신축(1984년)은 현재 설계도면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와 대체로 동일하게 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상시설물의 설계도서는 현장조사에서 외관조사, 장비조사, 변위 조사결과를 분석하

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지붕층 전경 지상5층 다목적강당 전경 지상4층 교실 전경

지상3층 복도 전경 지상1층 주출입구 전경 지하2층 카페 전경

2) 내부 천정 및 바닥마감 현황

가) 현재 기준층 바닥 마감은 테라죠타일 마감, 천장 마감은 일부 석면텍스로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천장 조사 시 교내 담당자와 협의 후 구조 형식을 파악 할 수 있는 

비석면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실 천장 전경 복도 바닥 전경 복도 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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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입면 및 기타사항

가) 외부입면 마감의 경우 콘크리트 위 수성페인트로 시공되어있으며, 구조적인 결함사항

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면 전경 배면 전경 좌측면 전경



제3장 현장조사 및 시험

3.1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3.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3 재료시험 및 결과분석

3.4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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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장조사 및 시험

3.1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대상 건축물 전체의 결함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상태조사

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현 상태를 분석하고, 구조안전성 평가(필요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 시 반영토록 한다.

3.1.1 구조체 균열 및 기타 결함 현황

본 건물에 대한 외관조사는 건물에 발생한 결함 및 환경적인 변화 등을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철근콘크리트 부위에 대해서는 균열 및 누수, 철근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 재료분리 

등을 현장조사가 가능한 부위에 대하여 육안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관조사 결과 조사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평면도에 결함사항 및 위치를 표기하였으며,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을 첨부하여 정리하였다.

1) 주요부재별 균열현황 조사

가) 지붕층

No. 부재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크기
(폭×길이)

균열의 
진행상황

균열 
부위수

비  고
(원인, 발견

시기 추정 등)

C1 벽체 수직균열 0.15×2,300 - 1 -

C2 벽체 수직균열 0.2×800 - 1 접합부균열

C3 벽체 수직균열 0.4×2,000 - 1 -

C4 벽체 수직균열 0.3×2,300 - 1 -

(단위:㎜)

나) 지상5층

No. 부재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크기
(폭×길이)

균열의 
진행상황

균열 
부위수

비  고
(원인, 발견

시기 추정 등)

C1 벽체 수직균열 0.2×1,000 - 1 -

C2 벽체 수평, 사선균열 0.15×600 - 1 -

C3 벽체 수평, 사선균열 0.3×600 - 1 우각부균열

C4 벽체 수평균열 0.2×400 - 2 우각부균열

C5 벽체 수평균열 0.3×400 - 2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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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부재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크기
(폭×길이)

균열의 
진행상황

균열 
부위수

비  고
(원인, 발견

시기 추정 등)

C6 기둥-벽체 수직균열 0.2×600 - 1 접합부균열

C7 벽체 망상균열 0.5×3,000 - 1 -

C8 벽체 수직, 수평균열 0.4×2,000 - 1 -

C9 벽체 수직균열 0.2×1,000 - 1 -

(단위:㎜)

다) 지상4층

No. 부재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크기
(폭×길이)

균열의 
진행상황

균열 
부위수

비  고
(원인, 발견

시기 추정 등)

C1 벽체 수직균열 0.2×1,200 - 1 -

C2 벽체 사선균열 0.15×600 - 1 우각부균열

C3 벽체 수평균열 0.2×200 - 1 우각부균열

C4 벽체 사선,수평,수직균열 0.3×1,200 - 1 -

C5 벽체 수평균열 0.1×400 - 1 -

C6 벽체 사선균열 0.1×1,000 - 1 -

C7 벽체 사선균열 0.2×1,000 - 1 -

C8 기둥 수평균열 0.15×200 - 1 -

C9 기둥 수직,수평균열 0.2×600 - 1 -

C10 벽체 사선균열 0.25×1,200 - 1 우각부균열

C11 벽체 사선균열 0.2×1,200 - 1 -

C12 벽체 사선균열 0.2×600 - 1 우각부균열

C13 벽체 사선균열 0.35×1,200 - 1 우각부균열

C14 기둥-벽체 수직균열 0.3×1,200 - 1 접합부균열

(단위:㎜)

     라) 지상3층

No. 부재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크기
(폭×길이)

균열의 
진행상황

균열 
부위수

비  고
(원인, 발견

시기 추정 등)

C1 벽체 사선, 수직균열 0.2×1,200 - 1 우각부균열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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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부재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크기
(폭×길이)

균열의 
진행상황

균열 
부위수

비  고
(원인, 발견

시기 추정 등)

C2 벽체 수직균열 0.2×2,300 - 1 -

C3 벽체 사선균열 0.2×800 - 1 우각부균열

C4 벽체 수직균열 0.2×800 - 1 -

C5 벽체 수평균열 0.2×800 - 1 우각부균열

C6 벽체 사선균열 0.3×1,200 - 1 우각부균열

(단위:㎜)

마) 지상2층

No. 부재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크기
(폭×길이)

균열의 
진행상황

균열 
부위수

비  고
(원인, 발견

시기 추정 등)

C1 벽체 사선균열 0.2×1,200 - 1 우각부균열

C2 벽체 수직균열 0.3×2,000 - 1 -

C3 벽체 수직균열 0.25×800 - 1 -

C4 벽체 수직균열 0.3×800 - 1 -

C5 벽체 수직균열 0.3×800 - 1 -

C6 벽체 사선,수직균열 0.25×1,200 - 1 -

C7 벽체 사선균열 0.2×200 - 1 -

C8 벽체 사선균열 0.2×1,200 - 1 우각부균열

(단위:㎜)

바) 지하1층

No. 부재
균열의 유형

 및 형상
균열크기
(폭×길이)

균열의 
진행상황

균열 
부위수

비  고
(원인, 발견

시기 추정 등)

C1 벽체 수직균열 0.2×1,300 - 4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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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부재 누수ㆍ백태 현황 조사

부   위
(해당 동, 호수, 위치, 층, 실)

누수․백태 정도(상태)
비    고

(원인 추정, 발견시기 추정 등)

지상5층 교실 벽체 누수흔적 -

지상5층 방송실 천장 누수흔적 -

3) 주요부재 철근의 노출 및 부식 현황 조사

부   위
(해당 동, 호수, 위치, 층, 실)

노출 및 부식상태
비    고

(원인 추정, 발견시기 추정 등)

- - -

4) 주요부재 콘크리트 노후화 현황(박리, 박락, 층분리 등) 조사

부   위
(해당 동, 호수, 위치, 층, 실)

박리, 박락, 층분리 상태
비    고

(원인 추정, 발견시기 추정 등)

- - -

5) 강재구조 노후상태 조사

부   위
(해당 동, 호수, 위치, 층, 실)

노후화 정도
비    고

(원인 추정, 발견시기 추정 등)

- - -

6) 기타 결함 조사

부   위
(해당 동, 호수, 위치, 층, 실)

기타 결함 상태
비    고

(원인 추정, 발견시기 추정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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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현황조사에 따른 상태평가

1) 주요부재별 균열현황 평가

가) 분석결과

본 점검대상 건물의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균열조사결과 주요구조부재의 대부분 부위에서 구

조적인 균열의 발생은 조사되지 않았으나, 지상4층 계단실 및 복도 기둥에서 일부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각 층 이질접합부 부위 균열 및 개구부 우각부 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균열들의 경우 공용중 발생 할 수 있는 경미한 균열로써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b등급”으로 평가됨.

나) 평가등급 기준

구분 내        용

평가등급 기준

※ 면적률(%) = 점검단위면적
균열발생면적

× 점검단위면적
균열길이 ×

×

※ 균열발생면적 산정은 균열길이 당 25c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

(단, 벽체 및 슬래브 등의 판재에만 적용)

평가등급
평가점수
(대표값)

평가기준

최대균열폭 : cw(단위:㎜)
면적률

20%이하

면적률

20%이상

a 1 cw ≥ 0.1 a a

b 3 0.1 ≤ cw < 0.2 b c

c 5 0.2 ≤ cw < 0.3 c d

d 7 0.3 ≤ cw < 0.5 d e

e 9 0.5 ≤ cw e e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 】

지상4층 계단실 기둥 균열 지상4층 복도 기둥 균열 지상5층 개구부 우각부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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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부재별 누수ㆍ백태현황 평가

가) 분석결과

본 점검대상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누수 및 백태에 대한 상태조사 결과 지상5층 교

실 벽체 및 방송실 천장에서 누수흔적 등의 결함이 조사되었으며, 천장 누수흔적의 경우 지붕 

방수층 불량 혹은 배관설비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추정된다. 본 결함을 장기간 방

치 시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의 원인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보수 계획 수립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누수 및 백태에 대한 상태평가 등급 기준>에 의거하

여 “b등급”으로 평가함.

나) 평가등급 기준

구분 내        용

평가등급 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가점수

(대표값)

a 누수 및 백태 발생 없음 1

b
누수부위가 건조한 상태의 경미한 누수혼적이 있거나, 백태발생 면적율 

5%미만
3

c
누수부위가 습윤한 상태의 현저한 누수혼적이 있거나, 백태발생 면적율 

5%~10%미만
5

d 누수의 진행이 관찰가능하거나, 백태발생 면적율 10~20%미만 7

e 누수의 진행이 확연하거나, 백태발생 면적율 20%이상 9

【 콘크리트 누수 및 백태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 】

지상5층 교실 벽체 누수흔적 지상5층 방송실 천장 누수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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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부재별 철근의 노출 현황 평가

가) 분석결과

본 점검대상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철근 노출 및 부식에 대한 상태조사 결과 콘크리

트의 철근 노출 및 부식에 대한 결함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콘크리트 부재

에서 철근노출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a등급”으로 평가함.

나) 평가등급 기준

구분 내        용

평가등급 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가점수
(대표값)

a ra＊= 0 1

b 0 < ra < 1.0% 3

c 1.0 ≤ ra < 3.0% 5

d 3.0 ≤ ra < 5.0% 7

e 5.0% ≤ ra 9

【 콘크리트 부재에서 철근노출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 】

＊ra:철근노출면적율(%) =점검단위면적
철근노출면적

× 점검단위면적
철근노출길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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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부재별 콘크리트 노후화 현황 평가(박리, 박락, 층분리 등)

가) 분석결과

본 점검대상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콘크리트 노후화에 대한 상태조사 결과 콘크리트

의 노후화 현황(박리, 박락, 층분리)에 대한 결함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콘크

리트 박리, 박락 및 층분리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a등급”으로 평가함.

나) 평가등급 기준

구분 내        용

평가등급 기준

평가등급
평가점수

(대표값)

평가기준

박리깊이 : sc (단위:㎜) 면적율 10% 이하 면적율 10% 이상

a 1  sc = 0 a a

b 3 0 < sc < 0.5 b c

c 5 0.5 ≤ sc < 1.0 c d

d 7 1.0 ≤ sc < 25 d e

e 9 25 ≤ sc e e

【 콘크리트 박리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 】

평가등급
평가점수

(대표값)

평가기준

박락, 층분리깊이 : sd (단위:㎜) 면적율 20% 이하 면적율 20% 이상

a 1  sd = 0 a a

b 3 0 < sd < 15 b c

c 5 15 ≤ sd < 20 c d

d 7 20 ≤ sd < 25 d e

e 9 25 ≤ sd(혹은 조골재 손실) e e

【 콘크리트 박락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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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함 조사위치도

※ 부록2 외관조사망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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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외관조사망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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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외관조사망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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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외관조사망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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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외관조사망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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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외관조사망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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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조사명칭 주요부재 결함 현황 조사층
지상5층/

지상4층

조사
위치

기둥/벽체(조적)

/슬래브

분    류 내          용

현장조사
사    진

지상4층 계단실 기둥 균열 지상4층 복도 기둥 균열

지상5층 개구부 우각부 균열 지상5층 방송실 천장 누수흔적

조사내용 

Ÿ 지상4층 계단실·복도 기둥에서 건조수축 균열 발생.

Ÿ 각 층 이질재 접합부 균열 및 개구부 주위 우각부 균열 발생.

Ÿ 지상5층 방송실 천장 및 교실 벽체에서 누수흔적 발생.

Ÿ 결함조사위치도를 작성하여 균열의 확대 및 진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주의‧
관찰이 요구됨.

분석결과
및 조치사항

Ÿ 상기 결함은 건조수축 및 이질재료의 부착력 부족에 의해 발생된 균열 또는 우

수 및 누수로 인한 결함으로 판단되며,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은 아니나 

사용성 및 미관, 내구성 확보를 위한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Ÿ 균열 보수방안

 - 균열 폭 w＜0.3mm : 표면처리공법

 - 균열 폭 w≥0.3mm : 주입공법(Epoxy injection)

Ÿ 누수균열 보수 : 에폭시(습식) 수지 주입 공법

Ÿ 누수흔적·백태 보수 : 벽체 - 해당 부위 면처리 후 도장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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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료시험 및 결과분석

3.3.1 부재 단면치수 조사

1)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사용기기 줄자, 거리측정기

조사위치 모든 조사단위(각 층별)

조사방법

부재 단면치수 측정은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대상 부재의 종류별 단면치수를 

측정한 후 실측된 단면치수를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각종 시방기준과 비교하여 

시공오차를 감안한 일반적인 단면치수로 나타내었다.

재료시험 

기준수량

도면이 있는 경우 : 모든 조사단위(각 층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도면이 없는 경우 : 모든 조사단위(각 층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및 구조도면 작성

평가등급 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가점수

(대표값)

a  s ≧ 100% 1

b 95% ≦ s < 100% 3

c 90% ≤ s < 95% 5

d 75 ≤ s < 90% 7

e s < 75% 9

【 부재 단면치수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 】

   s = 측정 단면적 ÷ 설계단면적)×100%

2) 허용오차 기준

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단면치수 허용오차 비고

300㎜ 미만 +9㎜, -6㎜

300㎜~900㎜ 미만 +13㎜, -9㎜

900㎜ 이상 +25㎜

【 부재 단면치수의 허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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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항목 허용오차 비고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9㎜, -6㎜

단면치수

+13㎜, +9㎜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13㎜, -9㎜

기초의 단면치수 +25㎜

【 부재 단면치수의 허용 차 】

3) 부재 단면치수 조사결과

구분 위치 부재명 설계단면치수 측정단면치수 단면비(%)
평가
등급

비고

S1 지상5층 천장보 A×B=350×750 A×b=360×600 100% a

S2 지상5층 천장보 A×B=400×750 A×b=415×600 100% a

S3 지상5층 천장보 A×B=350×750 A×b=450×620 100% a

S4 지상5층 천장보 A×B=400×750 a×B=130×780 100% a

S5 지상5층 기둥 A×B=500×700 a×b=445×405 100% a

S6 지상5층 기둥 - a×B=295×750 - -

S7 지상5층 기둥 A×B=500×700 A×B=510×710 100% a

S8 지상5층 기둥 - A×B=570×730 - -

S9 지상5층 기둥 A×B=500×700 A×B=510×730 100% a

S10 지상5층 기둥 A×B=600×600 A×B=610×620 100% a

S11 지상4층 천장보 - A×b=350×485 - -

S12 지상4층 천장보 - A×b=350×610 - -

S13 지상4층 천장보 - a×b=100×600 - -

S14 지상4층 천장보 - A×b=370×480 - -

S15 지상4층 천장보 - A×b=400×610 - -

S16 지상4층 천장보 - A×b=350×610 - -

S17 지상4층 천장보 - A×b=350×610 - -

S18 지상4층 천장보 - A×b=210×610 - -

S19 지상4층 기둥 A×B=500×700 A×B=520×710 1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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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부재명 설계단면치수 측정단면치수 단면비(%)
평가
등급

비고

S20 지상4층 기둥 - A×B=730×600 - -

S21 지상4층 기둥 - A×b=600×490 - -

S22 지상4층 기둥 - A×B=550×735 - -

S23 지상4층 기둥 - a×B=460×620 - -

S24 지상3층 천장보 A×B=350×600 A×b=375×490 100% a

S25 지상3층 천장보 - A×b=380×390 - -

S26 지상3층 천장보 A×B=350×600 a×b=70×495 - -

S27 지상3층 천장보 - A×b=390×500 - -

S28 지상3층 천장보 - A×b=400×500 - -

S29 지상3층 천장보 - A×b=370×590

S30 지상3층 기둥 A×B=500×700 A×B=510×730 100% a

S31 지상3층 기둥 - a×B=60×630 - -

S32 지상3층 기둥 - A×B=570×730 - -

S33 지상3층 기둥 - A×b=520×690 - -

S34 지상3층 기둥 A×B=500×700 A×B=520×720 100% a

S35 지상3층 기둥 A×B=500×700 A×B=520×730 100% a

S36 지상2층 천장보 - A×b=370×490 - -

S37 지상2층 천장보 A×B=350×600 A×b=400×490 100% a

S38 지상2층 천장보 - b=590 - -

S39 지상2층 천장보 A×B=350×700 A×b=390×630 100% a

S40 지상2층 천장보 A×B=350×600 A×b=370×400 100% a

S41 지상2층 기둥 A×B=600×600 A×B=615×620 100% a

S42 지상2층 기둥 A×B=500×700 A×B=570×700 100% a

S43 지상2층 기둥 A×B=500×700 A×B=515×720 100% a

S44 지상2층 기둥 A×B=600×600 A×B=615×635 100% a

S45 지상1층 기둥 A×B=500×700 A×B=530×710 100% a

S46 지상1층 천장보 A×B=400×600 A×b=415×490 1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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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치 부재명 설계단면치수 측정단면치수 단면비(%)
평가
등급

비고

S47 지상1층 천장보 A×B=350×600 A×b=375×490 100% a

S48 지상1층 천장보 A×B=350×500 A×b=375×385 100% a

S49 지상1층 기둥 A×B=600×600 A×B=620×620 100% a

S50 지상1층 기둥 A×B=600×600 A×B=610×640 100% a

S51 지상1층 기둥 A×B=600×600 A×B=620×620 100% a

S52 지상1층 기둥 A×B=600×600 a×B=310×620 100% a

S53 지하1층 천장보 - A×b=365×495 - -

S54 지하1층 기둥 A×B=600×600 a×B=345×640 100% a

S55 지하1층 기둥 A×B=500×700 A×B=520×730 100% a

S56 지하1층 기둥 A×B=600×600 A×B=625×630 100% a

S57 지하1층 기둥 A×B=600×600 A×B=620×610 100% a

S58 지하2층 천장보 - A×b=370×610 - -

S59 지하2층 천장보 - A×b=340×610 - -

S60 지하2층 기둥 - A×B=630×730 - -

S61 지하2층 기둥 - A×B=550×720 - -

S62 지하2층 기둥 - A×B=600×1330 - -

S63 지하2층 기둥 - a×B=160×610 - -

   ※ 부재의 측정 치수는 현장여건(마감, 시공오차)에 따라 측정치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 본 시설물의 경우 준공 당시 여러차례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나 이에 따른 설계도서가 
      부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부재의 설계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부재 
단면치수 
조사결과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단면규격 조사결과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하여 대체로 양호한 상태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부재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부재로 인하여 

측정 규격을 비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현장 실측자료를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부재 치수 조사 부재 치수 조사 부재 치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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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면치수 조사위치도

※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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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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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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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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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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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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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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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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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철근배근 조사

1) 개   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은 콘크리트의 균열 및 강도와 더불어 철근의 배

근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철근의 배근 상태가 설계도면 보다 적은 개수로 넓은 간격

으로 배근된 경우 구조물의 내력이 감소하게 되어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설계도면 보다 과도하게 많은 개수로 좁은 간격으로 배근된 경

우에도 구조물의 내력은 충분히 만족하지만,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

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의 배근 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구조

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2)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사용기기 FerroScan (F10s)

조사위치 모든 조사단위(각 층별)에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방법
철근에 있는 코일은 전류 펄스에 의해 충전되어서 자기장을 생성하여, 자기장

에 있는 전기 전도 물질의 표면에서는 와상 전류가 생성됩니다. 이로 인해 반

대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되어 결과 측정에 사용가능한 전압 변화가 발생함.

피복두께 기준

부 위 피복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슬래브, 벽체

옥내
D35초과 40

D35이하 30

옥외

D29이상 60

D16~D25이하 50

D16이하 40

기둥, 보

옥내 50(40)*¹

옥외

D29이상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50

흙에 접하는 부위

D29이상 철근 60

D16초과~D25이하 50

D16이하 40

기초 80*²

* 설계기준강도 fck가 400kgf/㎠이상이면 1cm저감 *¹

*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거나 수중에 있는 콘크

리트의 피복두께임.*²

* 단,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해안지방 등의 피복두께는 특별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시방기준에 의한다.

피복두께 
허용오차

구 분 유효깊이(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d≤20cm ±1.0cm -1.0cm

d≤20cm ±1.3cm -1.3cm

배근간격
허용오차

구 분 허용오차 관련기준

슬래브나 벽체 철근간격 철근간격의 20%이내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3.1
주택건설 전문 시방서 3.3.5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3장 현장조사 및 시험

- 198 -

3) 철근배근 탐사 조사결과

No. 위 치 부재명 설계서 조사결과 비 고

F1 지상5층
천장 보

(단부, 하부)

주 근 4EA 주 근 4EA
FS1925

늑 근 @200 늑 근 @200

F2 지상5층
천장 보

(단부, 측면)

주 근 1단 배근 주 근 1단 배근
FS1926

늑 근 @200 늑 근 @200

F3 지상5층
천장 보

(중앙, 측면)

주 근 2단 배근 주 근 2단 배근
FS1927

늑 근 @300 늑 근 @300

F4 지상5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2EA 주 근 1EA
FS5616

대 근 @300 대 근 @300

F5 지상5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4EA 주 근 2EA
FS5617

대 근 @300 대 근 @300

F6 지상5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18

대 근 @300 대 근 @300

F7 지상5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4EA 주 근 3EA
FS5619

대 근 @300 대 근 @350

F8 지상5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 주 근 5EA
FS5620

대 근 - 대 근 -

F9 지상5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2EA 주 근 2EA
FS5621

대 근 @300 대 근 @300

F10 지상5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2EA 주 근 2EA
FS5626

대 근 @300 대 근 @300

F11 지상5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24

늑 근 @300 늑 근 @300

F12 지상4층
천장 보

(중앙, 측면)

주 근 - 주 근 2EA
FS1928

늑 근 - 늑 근 @250

F13 지상4층
천장 보

(중앙, 하부)

주 근 - 주 근 3EA
FS1929

늑 근 - 늑 근 @250

F14 지상4층
천장 보

(중앙, 하부)

주 근 2EA 주 근 2EA
FS1930

늑 근 @300 늑 근 @300

F15 지상4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22

대 근 @300 대 근 @250

F16 지상4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2EA 주 근 2EA
FS5623

대 근 @300 대 근 -

F17 지상4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 주 근 3EA
FS5627

대 근 - 대 근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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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위 치 부재명 설계도서 조사결과 비 고

F18 지상4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 주 근 3EA
FS5628

대 근 - 대 근 @300

F19 지상4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 주 근 3EA
FS5629

대 근 - 대 근 @300

F20 지상3층
천장 보

(단부, 측면)

주 근 1단 배근 주 근 1단 배근
FS1931

늑 근 @200 늑 근 -

F21 지상3층
천장 보

(중앙, 하부)

주 근 4EA 주 근 4EA
FS1932

늑 근 @300 늑 근 @300

F22 지상3층
천장 보

(단부, 측면)

주 근 1단 배근 주 근 1단 배근
FS1933

늑 근 @200 늑 근 @150

F23 지상3층
천장 보

(단부, 하부)

주 근 - 주 근 2EA
FS1934

늑 근 - 늑 근 @200

F24 지상3층
천장 보

(중앙, 하부)

주 근 - 주 근 2EA
FS1935

늑 근 - 늑 근 -

F25 지상3층
천장 보

(단부, 측면)

주 근 1단 배근 주 근 1단 배근
FS1936

늑 근 @200 늑 근 @200

F26 지상3층
천장 보

(단부, 측면)

주 근 1단 배근 주 근 1단 배근
FS1937

늑 근 @200 늑 근 @200

F27 지상3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30

대 근 @300 대 근 @300

F28 지상3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 주 근 4EA
FS5631

대 근 - 대 근 @350

F29 지상3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32

대 근 @300 대 근 @300

F30 지상3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33

대 근 @300 대 근 -

F31 지상3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2EA 주 근 2EA
FS5634

대 근 @300 대 근 @300

F32 지상3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35

대 근 @300 대 근 @300

F33 지상2층
천장 보

(단부, 측면)

주 근 - 주 근 1단 배근
FS1938

늑 근 - 늑 근 @200

F34 지상2층
천장 보

(중앙, 측면)

주 근 1단 배근 주 근 1단 배근
FS1939

늑 근 @200 늑 근 @100

【 철근 배근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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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위 치 부재명 설계도서 조사결과 비 고

F35 지상2층
천장 보

(단부, 하부)

주 근 4EA 주 근 4EA
FS1940

늑 근 @150 늑 근 @150

F36 지상2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38

대 근 @300 대 근 @300

F37 지상2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 주 근 2EA
FS5639

대 근 - 대 근 @250

F38 지상2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40

대 근 @300 대 근 @300

F39 지상2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 주 근 3EA
FS5641

대 근 - 대 근 -

F40 지상2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2EA 주 근 2EA
FS5642

대 근 @300 대 근 @300

F41 지상1층
천장 보

(중앙, 하부)

주 근 6EA 주 근 6EA
FS1941

늑 근 @300 대 근 @300

F42 지상1층
천장 보

(중앙, 하부)

주 근 8EA 주 근 8EA
FS1942

늑 근 @300 늑 근 @300

F43 지상1층
천장 보

(단부, 하부)

주 근 2EA 주 근 2EA
FS1943

늑 근 @200 늑 근 @200

F44 지상1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43

대 근 @300 대 근 @300

F45 지상1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44

대 근 @300 대 근 @300

F46 지상1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45

대 근 @300 대 근 @300

F47 지상1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 주 근 3EA
FS5646

대 근 - 대 근 @300

F48 지하1층
천장 보

(중앙, 하부)

주 근 - 주 근 4EA
FS1944

늑 근 - 늑 근 @150

F49 지하1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 주 근 2EA
FS5647

대 근 - 대 근 @250

F50 지하1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48

대 근 @300 대 근 @300

F51 지하1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49

대 근 @300 대 근 @300

【 철근 배근 조사 결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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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위 치 부재명 설계도서 조사결과 비 고

F52 지하1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50

대 근 @300 대 근 @300

F53 지하2층
천장 보

(중앙, 하부)

주 근 - 주 근 4EA
FS5654

늑 근 - 대 근 @250

F54 지하2층
천장 보

(중앙, 측면)

주 근 - 주 근 2EA
FS5655

늑 근 - 늑 근 @200

F55 지하2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4EA 주 근 4EA
FS5651

대 근 @300 대 근 @300

F56 지하2층
기둥

(중앙, X열)

주 근 - 주 근 3EA
FS5652

대 근 - 대 근 -

F57 지하2층
기둥

(중앙, Y열)

주 근 - 주 근 3EA
FS5653

대 근 - 대 근 -

【 철근 배근 조사 결과표 】

   ※ 상기 철근탐사 자료는 부록 철근탐사 조사자료 참조
   ※ 조사결과의 철근 개수는 부재의 한쪽면만을 측정한 값으로 실제 배근된 철근의 개수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철근배근
조사결과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철근배근에 대한 조사결과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하여 대체로 양

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부재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부재

로 인하여 측정 배근 자료를 비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현장 실측자료를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철근 배근 조사 철근 배근 조사 철근 배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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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근배근 조사결과

※ 부록3 측정결과표 참조

F11 지상5층 기둥(중앙, X열) F15 지상4층 기둥(중앙, Y열)

FS5624 주근 개수 대근(㎜) FS5622 주근 개수 대근(㎜)

설계도서 4EA @300 설계도서 4EA @250

측정결과 4EA @300 측정결과 4EA @250

F34 지상2층 천장 보(중앙, 측면) F38 지상2층 기둥(중앙, Y열)

FS1939 주근 개수 늑근(㎜) FS5640 주근 개수 대근(㎜)

설계도서 1단 배근 @200 설계도서 4EA @300

측정결과 1단 배근 @250 측정결과 4EA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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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근배근 조사위치도

※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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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3장 현장조사 및 시험

- 205 -

※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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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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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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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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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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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조적조(허리벽 및 채움벽) 조사

1) 개   요

국내 학교시설의 경우 조적조로 지어진 경우가 다소 존재하며, 이는 보강재가 사용되지 

않은 비보강 조적조로서 테두리보와 같은 일체성 확보가 없는 경우 횡하중에 대해서 저항

성능이 취약한 부재이며, 조적채움벽의 경우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벽돌 간의 접합하는 시

공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평면은 밀실하나 수직면은 잘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함사항들은 면내 사인장 균열을 초래하여 조적조에 대한 파괴 및 

면외방향 전도에 의한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조적조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은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2)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사용기기 줄자, 거리측정기, 랜턴, 전동드릴

조사위치 모든 조사단위(각 층별)

조사방법

조적조 상태 조사는 점검 당시 조적조의 상태에 대한 육안조사를 기본으로 하

며, 채움벽 및 허리벽의 구조체와의 밀착 여부(허리벽-수직부재와의 밀착, 채움

벽-상부 수평부재와의 밀착), 마감 모르타르 상태를 확인함.

줄자 및 거리측정기를 사용하여 조적조의 높이, 두께를 측정하고 내진성능평가

에 반영함.

재료시험 

기준수량
조사 단위별 2개소 이상

평가 기준

조적벽체 2면 모르타르 - 양호 조적벽체 1면 모르타르 - 보통 조적벽체 모르타르 미시공 -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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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적조(허리벽 및 채움벽) 상태 조사결과

가) 지상5층~지하2층

구분
순높이
(㎜)

전체두께
(㎜)

추정 순수 
조적두께

방향
상태

적용
노출

마감 
두께(㎜)

경계면

허리벽

MP1 900 200 1.0B X,Y
2면 

모르타르
20 양호 양호

MP2 1,200 200 1.0B X,Y
2면 

모르타르
20 양호 양호

MP3 1,300 200 1.0B X,Y
2면 

모르타르
20 양호 양호

채움벽

MF1 3,200 200 1.0B X,Y
2면 

모르타르
20 양호 양호

MF2 3,200 200 1.0B X,Y
2면 

모르타르
20 양호 양호

   ※ 조사위치는 ‘부록 3. 조적벽(허리벽 및 채움벽) 조사결과’ 자료의 현장시험 조사위치도 【구분기호】 참조

조적조 
상태

조사결과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조적조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허리벽 규격, 조적 채움벽

의 채움 및 사춤 상태 또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조적 벽체에서 공용중 

발생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내구성 확보를 위

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조적조 상태 조사 조적조 상태 조사 조적조 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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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적벽 조사위치도

※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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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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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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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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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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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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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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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비구조 요소 조사

1) 개   요

구조설계의 주된 대상이 되는 구조체가 아니라 천장재나 외벽, 외장재 등 구조체와 구분

한 요소가 비구조 요소이다. 지진 발생시 구조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구조 

요소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구조 요소는 자체 손상, 낙하 및 전도로 직ㆍ간접

적인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

2)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사용기기 줄자, 거리측정기

조사위치 모든 조사단위(각 층별)

조사방법

Ÿ 육안점검 - 점검자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며, 점검 위치가 높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쌍안경 등을 사용하여 확인한다.

Ÿ 타진 및 촉진 - 타진은 테스트해머를 이용하여 타격시 발생하는 소리의 높낮

이 등으로 들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며, 촉진은 직접 만져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Ÿ 비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높은 위치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한다.

Ÿ 중량물 조사 - 중량물이 건물에 하중으로 포함되었을 때 지진하중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중이 큰 중량물의 크기, 하중, 하중의 영향 범위 등

을 조사한다.

Ÿ 마감재 조사 -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확인하고 슬래브 상부의 마감두께를 조

사하여 그에 대한 하중을 고정하중에 반영해 지진력을 검토하도록 한다.

조사내용
천장 배관설비 옥상층 외부 실외기 천장 전등 설비

층고확인을 통한 두께 확인 핸드드릴링을 통한 두께 확인 코어채취 후 두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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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구조 요소 조사결과

분    류 내          용

현장조사
사    진

지붕층 전경-1 지붕층 전경-2

지상5층 강당 전경 지상2층 특별교실 전경

외부 마감 상태 외부 마감 상태

비구조 
요소 

조사결과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비구조 요소 조사결과 건물의 규모는 지하2층/지상5층으로서 

각 층 교실 및 복도에서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장조사 당시 각 층 사용 현황도를 바탕으로 비교 조사결

과 사용 용도가 일부 변경된 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구조적 하중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구조 요소의 하중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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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콘크리트 강도조사

1) 개요

가) 코어채취법

레미콘의 품질관리 과정 중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가 불합격되었을 경우, 혹은 구조물의 안

전진단 등과 같은 경우에서 구조체 콘크리트의 정확한 압축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코어채취기 등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한 다음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부터 품질

을 평가한다.

나) 반발경도법

슈미트해머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추정법은 콘크리트 표면의 경도로부터 압축강

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그 측정방법, 온․습도의 조건, 적용 가능한 강도범위, 판정식 및 

판정의 평가벙법에 대한 고려가 강도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력에 한정한 경우 그 측정방법과 강도의 적

용범위는 공통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시간요소에 관하여 전자는 비교적 단기간의 문제

이며, 후자는 비교적 장기간을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강도 판정식은 측정방법과 시

간요소를 고려하여 결과를 판정해야 한다.

2) 기기 운용

가) Core Drill 운용

구분 내            용 비고

코어채취
실험개요

Ÿ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코어채취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특별한 보정계수를 고려하지 않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코어채취

시는 코어비트가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어느정도 골재 

등 콘크리트 조직에 진동 충격을 주어 손상을 입히므로 

강도는 저하한다. 이와 같은 코어채취의 영향은 강도는 

낮을수록, 코어직경이 작을수록 손상범위가 크므로 크게 

저하하는 것이 기본이다.

코어채취 수
Ÿ 조사단위별로 1개소 이상 포함

Ÿ 총 6개소 이상의 코어시험

Ÿ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부재에서 채취

코어채취 
위치 

Ÿ 본래 콘크리트는 비균질 재료로서 어느 부위에서 코어

를 채취하는가에 따라 강도값은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코어채취 위치는 전 구조체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특히 철근 탐지기로 철근 위치를 피하게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어를 중요 구조부인 기둥이

나 보 등에서 채취하기에는 구조물 안전 측면에서 다소 

곤란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 및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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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슈미트해머 운용

구분 내            용 비고

슈미트해머
의 보정

Ÿ 슈미트해머 사용시에 정상적인 측정치를 가질 수 있도

록 사용직전 또는 정기적으로 엔빌에 의한 교정 실시

Ÿ 엔빌에 의한 해머의 반발경도 : R=80 기준

Ÿ 엔빌 오차 정상범위 :80±2

Ÿ 다만 반발경도의 값이 72 정도까지 나타나면서 반발 값

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보정실시

Ÿ 보정식 :   ×


 

Ÿ (Ra:테스트엔빌에 따른 하향 타격시의 반발경도, Ro : 

반발경도 R의 평균치)

Ÿ   ⇒ 이보다 큰 보정치를 필요로 하는 슈미트 햄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타격횟수
Ÿ 타격횟수는 20회 이상을 측정하여야 만족할 만한 강도 

추정 

콘크리트 
표면의 상태

Ÿ 측정면은 콘크리트의 면이 평활하여야 함.(거칠거나 공

극이 있는 면은 피함)

Ÿ 마감재료나 도료로 칠하여져 있는 부위는 제거 후 콘크

리트면 직접 타격

Ÿ 표면의 요철은 가급적 표면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숯돌

이나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함

Ÿ 측정면 내에 있는 노출된 자갈이나 철근 등의 부분은 

제외

Ÿ 구조체의 콘크리트 두께가 10cm 이상 되는 곳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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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방법에 따른 보정

가) 코어채취 방법에 따른 보정

구 분

영향 요인

비   고
영향인자

표준과 코어공시체의 
압축강도비

영향율 보정계수

코어직경

 Ø100 0.981 1.00 1.00 기준

Ø50 0.936 0.95 1.05

Ø25 0.840 0.86 1.16

코어채취방향
타설방향 0.950 1.00 1.00 기준

타설직각방향 0.908 0.95 1.05

코어채취속도
(RPM)

400 0.951 1.07 0.93

600 0.938 1.05 0.95

750 0.887 1.00 1.00 기준

코어높이
지름비

1:1 1.104 1.18 0.85

1:1.5 1.022 1.09 0.92

1:2 0.939 1.00 1.00 기준

나) 슈미트 해머 타격방향에 따른 보정

반발경도
수평과 이루는 각도

비   고
+90° +45° -45° -90°

10 - - +2.4 +3.2

각도부호 +는 

상향을

-는 하향을 나타낸다.

20 -5.4 -3.5 +2.5 +3.4

30 -4.7 -3.1 +2.3 +3.1

40 -3.9 -2.6 +2.0 +2.7

50 -3.1 -2.1 +1.5 +2.2

60 -2.3 -1.6 +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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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령에 따른 보정

재령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α 1.90 1.84 1.75 1.72 1.67 1.61 1.55 1.49 1.45 1.40

재령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α 1.36 1.32 1.28 1.25 1.22 1.18 1.15 1.12 1.1 1.08

재령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2일 34일 36일

α 1.06 1.04 1.02 1.01 1.00 0.99 0.99 0.98 0.96 0.95

재령 38일 40일 42일 44일 46일 48일 50일 52일 54일 56일

α 0.94 0.93 0.92 0.91 0.90 0.89 0.87 0.87 0.87 0.86

재령 58일 60일 62일 64일 66일 68일 70일 72일 74일 76일

α 0.86 0.86 0.85 0.85 0.85 0.84 0.84 0.84 0.83 0.83

재령 78일 80일 82일 84일 86일 88일 90일 100일 125일 150일

α 0.82 0.82 0.82 0.81 0.81 0.80 0.80 0.78 0.76 0.74

재령 175일 200일 250일 300일 400일 500일 750일 1000일 2000일 3000일

α 0.73 0.72 0.71 0.70 0.68 0.67 0.66 0.65 0.64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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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방법

가) 코어채취

구  분 내          용

사용기기 Core Drill

조사위치 조사단위(각 층별)별로 1개소 이상 포함

조사방법
절취면에 철근간격을 조사한 후 굵은골재 최대 치수의 3배 이상의 지름의 공

시체로 채취하되 공시체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름의 2배로 한다.

공시체 채취 후 해당 천공부위는 빠른 시간안에 보수를 실시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환산표

평가등급 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가점수

(대표값)

a ac ≥ 100% 1

b ac ≥ 100% (경미한 손상 있음) 3

c 85%  ≤ ac ≺ 100% 5

d 70%  ≤ ac ≺ 85% 7

e ac ≺ 70% 9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상태평가 등급 기준(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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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슈미트해머

구  분 내          용

사용기기 PROCEQ-NR

조사위치 조사단위(각 층별)별로 2종 부재 x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조사방법
측정면에 대해 약 3cm 간격의 종횡으로 20점에 대해 타격

측정한 반발경도 중 ±20%를 상회하는 경우 이상치(ERROR)로 보고 제외

이상치를 제외시킨 평균을 측정개소의 반발경도 R로 결정

콘크리트 
압축강도 환산

구분 추  정  식 출처

보통콘크리트의 

반발경도에 

의한 강도 
추정공식

공식-1 F=-18.0+1.27Ro (MPa)
일본 재료학회에 의한 강도 

계산식

공식-2 F=(7.3Ro+100)×0.1 (MPa)
일본건축학회 CNDT 

소위원회 강도계산식

고강도콘크리트
의 반발경도에 

의한 강도 

추정공식

공식-1 F=2.3×Ro-33.8 (MPa)
학술발표논문집, 2004.11.13 

- 한국구조물진단학회

공식-2 F=(15.2Ro-112.8)×0.1 (MPa)
과학기술부에 의한 

강도계산식

평가등급 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가점수

(대표값)

a ac ≥ 100% 1

b ac ≥ 100% (경미한 손상 있음) 3

c 85%  ≤ ac ≺ 100% 5

d 70%  ≤ ac ≺ 85% 7

e ac ≺ 70% 9

【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상태평가 등급 기준(한국시설안전공단) 】 

6) 콘크리트 재료강도 산정

지료강도 
산정방법

내  용

건설연도별 
기본값

재료강도

(MPa)

1969년 이전 1970~1988년 1989~2000년 2001년 이후

하한값 평균값 하한값 평균값 하한값 평균값 하한값 평균값

콘크리트 
압축강도

13 15 15 18 18 21 21 24

철근 
항복강도

240 300 240 300 240 300 300 375

설계도서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철근 항복강도(MPa)

설계도서 - -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3장 현장조사 및 시험

- 227 -

7) 콘크리트 강도조사 결과(코어채취법)

구분
압축강도(MPa)

코어시험
(6개소)

비파괴시험(보정전)
(7x2x2=28개소)

비파괴시험(보정후)

강도
시험
결과

CO1 16.5 29.3 26.7 24.7 27.7 19.8 18.0 16.7 18.7

CO2 18.4 24.8 24.4 24.8 27.4 16.7 16.5 16.7 18.5

CO3 18.2 26.6 27.4 25.5 28.8 18.0 18.5 17.2 19.4

CO4 17.0 27.1 26.9 27.1 27.2 18.3 18.2 18.3 18.4

CO5 18.8 25.9 24.2 26.6 26.0 17.5 16.3 18.0 17.5

CO6 18.6 26.3 23.3 27.2 27.6 17.8 15.7 18.4 18.6
- - 25.8 27.3 26.6 26.5 17.4 18.4 18.0 17.9
- - - - - - - - - -

m 17.92 - 17.83

s 0.94 - 0.93

m/s 0 .05 - 0.05

m-1.34s - - 16.59

설계기준강도 - - 16.59

평균강도 - - 17.83

   ※ 본 시설물의 경우 지하층을 포함하여 총 7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코어채취 최소 갯수
      (6개소)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지침 상 명시되어있는 비파괴 시험 병행 규정을 인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압축강도 
측정결과 

분석

주요 구조부재의 코어채취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 측정값 평균은 

17.92MPa(최소 16.5MPa～최대 18.8MPa)로 측정되었으며, 코어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병용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16.59MPa로 평가되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 콘크리트 강도 조사 콘크리트 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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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콘크리트 강도조사 결과(비파괴시험법)

구분  위치 부재명 No.
측정강도

(MPa)

평균

강도

(MPa)

기준

강도

(MPa)

강도비

(%)

평가

등급

평가

점수

(대표값)

압축
강도
조사
결과

지상5층 천장 보
R1 29.3 (CEN)

27.1 15.0 180.7 a 1
R2 24.8 (END)

지상5층 기둥
R3 26.6 (CEN)

26.9 15.0 179.3 a 1
R4 27.1 (END)

지상4층 천장 보
R5 25.9 (CEN)

26.1 15.0 174.0 a 1
R6 26.3 (END)

지상4층 기둥
R7 25.8 (CEN)

26.3 15.0 175.3 a 1
R8 26.7 (END)

지상3층 천장 보
R9 24.4 (CEN)

25.9 15.0 172.7 a 1
R10 27.4 (END)

지상3층 기둥
R11 26.9 (CEN)

25.6 15.0 170.7 a 1
R12 24.2 (END)

지상2층 천장 보
R13 23.3 (CEN)

25.3 15.0 168.7 a 1
R14 27.3 (END)

지상2층 기둥
R15 24.7 (CEN)

24.8 15.0 165.3 a 1
R16 24.8 (END)

지상1층 천장 보
R17 25.5 (CEN)

26.3 15.0 175.3 a 1
R18 27.1 (END)

지상1층 기둥
R19 26.6 (CEN)

26.9 15.0 179.3 a 1
R20 27.2 (END)

지하1층 천장 보
R21 26.6 (CEN)

27.2 15.0 181.3 a 1
R22 27.7 (END)

지하1층 기둥
R23 27.4 (CEN)

28.1 15.0 187.3 a 1
R24 28.8 (END)

지하2층 천장 보
R25 27.2 (CEN)

26.6 15.0 177.3 a 1
R26 26.0 (END)

지하2층 기둥
R27 27.6 (CEN)

27.1 15.0 180.7 a 1
R28 26.5 (END)

[ 반발경도법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추정 결과표 ]

   ※ 측정강도 : 강도계산식(공식 1, 2) 평균값
   ※ CEN : 중앙부, END : 단부
   ※ αc(강도비) = (평균강도 ÷ 설계기준강도)× 100%

압축강도 
측정 및 
추정결과 

분석

주요 구조부재의 비파괴 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 측정값 평균은 

26.44Mpa(최소 24.8~28.1Mpa)로 측정되었으며, 건설연도별 하한값 15.0Mpa 대비 

165.3~187.3%의 강도비를 나타내는 상태로 측정되어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a등급”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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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위치도(코어채취법)

※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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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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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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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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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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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위치도(비파괴시험)

※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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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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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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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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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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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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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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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콘크리트 탄산화조사

1) 개   요

시공초기의 콘크리트는 pH가 11이상이어서 철근은 표면에 1×10-6㎜ 두께의 수산화물  
(γ-Fe2O3‧nH2O) 부동태막을 형성하므로 산소의 침입을 막아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지만, 
대기 중 탄산가스(CO2)의 접촉에 의해 콘크리트의 pH가 11보다 낮아지면 알칼리 부동태막
이 파괴되면서 철근에 녹이 발생하게 된다. 탄산화 진행과정에 대한 화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Ca(OH)2 + CO2 ⇒ CaCO3 + H2O
수산화칼슘 탄산가스 탄산칼슘 물
(PH12~13) (대기중에 존재) (ph8.5~10)

2)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사용기기 페놀프탈레인-알코올 용액 1%, 분무기, 버니어캘리퍼스

조사위치 모든 조사단위(각 층별)에서 각 1개소

조사방법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전동드릴로 콘크리트면 천공

천공 표면 이물질 제거 후 1%의 페놀프탈레인-알코올 용액 분무 후 변색여

부 관찰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무색 부분의 깊이 측정

탄산화 진행 
속도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품질,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유효한 방

법으로 안곡식과 하마다 박사의 실험식이 널리 사용됨.

안곡식 하마다식

  －

＋
    ≧ 

  －


    ≦ 

여기서, C : 탄산화 깊이(cm)

 : 공용년수

ω : 물시멘트비

 : 탄산화비율

  × 

여기서, A : 재료 환경조건에 따른 계수

    (일반적인 조건에서 A=7.2)

C : 피복두께 또는 탄산화깊이(cm)

Y : 깊이 C까지 탄산화되는 시간(년)

평가등급 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가점수

(대표값)

a Ct ≦ 0.25D 1

b 0.25D < Ct ≦ 0.5D 3

c 0.5D  < Ct ≦ 0.75D 5

d 0.75D < Ct ≦ D 7

e Ct > D 9

【콘크리트 탄산화에 대한 상태평가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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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 결과

구분 No. 위치 부재
탄산화 
깊이(㎜)

피복두께
(㎜)

평가
(탄산화/
피복두께)

평가 
등급

평가 점수
(대표값)

탄산화 
조사결과

Ct1 지상5층 기둥 11.55 48 0.24 a 1

Ct2 지상4층 보 13.21 52 0.25 a 1

Ct3 지상3층 보 9.32 43 0.22 a 1

Ct4 지상3층 기둥 10.81 55 0.20 a 1

Ct5 지상2층 보 10.27 46 0.22 a 1

Ct6 지상1층 보 9.52 48 0.20 a 1

【 탄산화 시험 결과표 】

   ※ 철근피복두께 조사(철근탐사)결과 43~55㎜ 내외로 조사됨.
   ※ 조사위치는 부록 3. 측정, 시험 성과표 자료의 현장시험 조사위치도 【구분기호】 참조

탄산화 
진행상태 
조사결과

탄산화 시험 결과 탄산화 깊이는 9.32~11.55mm로 확인되었으며, 재령과 탄산화 깊

이에 대한 이론적인 탄산화 깊이는 22.36mm(경과년수 약 36년) 까지 진행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 대체로 탄산화 평균 예상깊이 이내인 것으로 확인됨.

콘크리트 탄산화 비율이 0.20~0.25D(평균 0.23D)로서 <콘크리트 탄산화에 대한 상

태평가 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 “a등급”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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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산화시험 조사위치도

※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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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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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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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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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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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구조물 변위조사(기울기)

1) 개   요

전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당시의 상황 및 구조물의 이력을 배제한 상태

에서 구조물의 변위상태를 실측하였으며 계측방법은 트랜싯을 사용하여 계측 실시.

구조물의 기울기 변위측정을 위하여 측정 가능한 외부 모서리면에 대하여 기울기를 측정

하였으며, 시설물의 초기 시공오차를 포함할 수 있으나, 구조체의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이를 검토함으로서 시공오차를 감안하여 판단.

2)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사용기기 Transit (Sokkia DT940S)

조사위치 시설물 외부 벽체 모서리

조사방법

상부 수준점에 트랜싯의 십자선을 정준한 후 하부 표적까지 수직으로 내려 

십자선과 표적의 오차(d) 값 측정

측정된 값 중 십자선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시설물 오른쪽에 위치한 값은 (+)

표기 하였으며, 시설물 왼쪽에 위치한 값은 (-)표기 하였음.

평가등급 기준

평가등급
평가기준 평가점수

(대표값)기울기(각변위) 내     용

a 1/750 이내 예민한 기계기초의 위험 침하 한계 1

b 1/500 이내 구조물의 균열발생 한계 3

c 1/250 이내 구조물의 경사도 감지 5

d 1/150 이내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7

e 1/150 초과 구조물이 위험한 정도 9

【건축물의 기울기에 대한 상태평가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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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물 기울기 조사 결과

구분
건물 
높이

하단 측점 적용 높이
측정치

(우측+,좌측-)
현재 기울기 

(각변위)
평가 
등급

평가 점수
(대표값)

TR1 13,000 4,000 9,000 6 1/1,500 a 1

TR2 13,000 4,000 9,000 -4 1/2,250 a 1

TR3 13,000 0 13,000 0 - - -

TR4 13,000 0 13,000 -9 1/1,444 a 1

TR5 13,000 800 12,200 -5 1/2,440 a 1

TR6 13,000 0 13,000 4 1/3,250 a 1

TR7 13,000 0 13,000 5 1/2,600 a 1

【 구조물 기울기 조사 결과표 】

   ※ + : 측정면의 기준선에서 우측방향, - : 측정면의 기준선에서 좌측방향
   ※ 조사위치는 부록 3. 측정, 시험 성과표 자료의 구조물 기울기 조사위치도상의 【구분기호】 참조

건물 
기울기 

조사결과

본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기울기 조사결과 측정된 기울기(각변위)의 최대값이  

6mm로 각 변위1/1,500(TR1)로 측정됨. 따라서 <건축물의 기울기에 대한 상태평가 등

급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 “a등급”으로 평가함.

구조물 기울기 조사 구조물 기울기 조사 구조물 기울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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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위 조사위치도

※ 부록3 장비조사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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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지반 및 기초

1) 개   요

지반조사는 시추 및 굴착을 실시하여 공내 지하수위 측정, 표준관입시험, 탄성파탐사 등을 

실시하여 지질구조 상태 등 지반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및 보강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조사위치 시설물 외부

조사방법

Ÿ 시추조사

- 시추조사는 부지 내 시설물에 최대한 인접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중 불리한 값을 평가에 적용한다.

- 특등급으로 지정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지 내 최소 2개소 이상의 시추조

사를 실시하고, 1등급으로 지정된 구조물은 1개소 이상의 시추조사를 실시.

종류
평가용 

최소개소
시추조사 
최소개소

시추조사의 보완

긴급대피시설로 지정된 특등급 

구조물
2 개소 2 개소 -

긴급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특등급 구조물
2 개소 1 개소

300m 이내의 기존 시추조사자료 혹은 

국토지반정보 포탈 시스템 활용

1등급 구조물 1 개소 1 개소 -

【시추조사 필요개소】

Ÿ 탄성파시험

- 지반의 최대 전단탄성계수 결정에 필요한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

- 공내 탄성파 시험 : 크로스홀, 다운홀, 업홀, SPS 검층 등

- 표면파 시험 : SASW, HWAW, MASW 등

Ÿ 시험굴조사

- 신뢰할 수 있는 기초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실시.

- 세부적인 기초의 평면배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정할 수 있으나, 건축 

당시 가장 일반적인 설계방식에 근거하여 추정되어야 하며, 그에 인한 결과

는 보수적인 내진성능평가 결과로 반영되어야 한다.

설계지반등급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 m)

토층 평균전단파속도

(  , ㎧)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S6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설계지반등급(지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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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반 조사 결과

분    류 내          용

현장조사
사    진

BH-1 시추 전경 BH-1 표준관입시험

BH-1 표준관입시험 시료 BH-1 코아채취

BH-1 공내탄성파시험(다운홀 테스트) BH-1 공내탄성파시험(다운홀 테스트)

지반조사 
결과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지반조사 결과 해당 시설물은 Ⅰ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로 

시추조사 각 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매립층-풍화토-풍화암-연암 층 순서로 구성되

어 있다. 지하수위는 GL-13.4m에서 측정되었으며, 공내탄성파탐사(다운홀테스트)에 

의해 산출된 평균전단파 속도는 443.3 ㎧로 측정되어 지반등급 S4(깊고 단단한 지

반)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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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  결

3.4.1 구조체 결함현황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

구분 내        용 비  고

주요부재별
균열

현황 평가

본 점검대상 건물의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균열조사결과 주요구

조부재의 대부분 부위에서 구조적인 균열의 발생은 조사되지 않

았으나, 지상4층 계단실 및 복도 기둥에서 일부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각 층 이질접합부 부위 균열 및 개구부 우각부 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균열들의 경우 공용중 

발생 할 수 있는 경미한 균열로써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 <콘크리

트 균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b등급”으로 평

가됨.

b등급

주요부재별
누수·백태
현황 평가

본 점검대상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누수 및 백태에 대

한 상태조사 결과 지상5층 교실 벽체 및 방송실 천장에서 누수

흔적 등의 결함이 조사되었으며, 천장 누수흔적의 경우 지붕 방

수층 불량 혹은 배관설비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추

정된다. 본 결함을 장기간 방치 시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의 원인

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보수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누수 및 백태에 대한 상태평

가 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b등급”으로 평가함.

b등급

주요부재별
철근의 노출
현황 평가

본 점검대상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철근 노출 및 부식

에 대한 상태조사 결과 콘크리트의 철근 노출 및 부식에 대한 

결함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콘크리트 부재에

서 철근노출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a등급”으

로 평가함.

a등급

주요부재별
콘크리트 노후화

현황 평가

본 점검대상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재에 대한 콘크리트 노후화에 

대한 상태조사 결과 콘크리트의 노후화 현황(박리, 박락, 층분리)

에 대한 결함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콘크리트 

박리, 박락 및 층분리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a등급”으로 평가함.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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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현장시험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

구분 내        용 비  고

부재 단면치수
조사결과

Ÿ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단면규격 조사결과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

하여 대체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부재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부재로 인하여 측정 규격을 비

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현장 실측자료를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철근배근 간격 조사

Ÿ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철근배근에 대한 조사결과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하여 대체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

부 부재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의 부재로 인하여 측정 

배근 자료를 비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현장 실측자료를 

본 과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결과

(코어채취법)

Ÿ 주요 구조부재의 코어채취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 측정값 평균은 17.92MPa(최소 16.5MPa～최대 18.8MPa)로 

측정되었으며, 코어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병용한 콘크리트 설계

기준강도는 16.59MPa로 평가되었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결과

(비파괴 시험)

Ÿ 주요 구조부재의 비파괴 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 측정값 평균은 26.44Mpa(최소 24.8~28.1Mpa)로 측정되었

으며, 건설연도별 하한값 15.0Mpa 대비 165.3~187.3%의 강도

비를 나타내는 상태로 측정되어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상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a등급”으로 평가됨.

a등급

조적조 상태 조사

Ÿ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조적조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허

리벽 규격, 조적 채움벽의 채움 및 사춤 상태 또한 양호한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조적 벽체에서 공용중 발생 할 수 있

는 일반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내구성 확

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비구조 요소 조사

Ÿ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비구조 요소 조사결과 건물의 규모는 

지하2층/지상5층으로서 각 층 교실 및 복도에서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현장조사 당시 각 층 사용 현황도를 바탕으로 비교 

조사결과 사용 용도가 일부 변경된 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구조적 하중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는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구조 요소의 하중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결과

Ÿ 탄산화 시험 결과 : 9.32~11.55mm로 확인됨.

Ÿ 콘크리트 탄산화 비율이 0.20~0.25D(평균 0.23D)로 평가됨.

※ 평가기준 : Ct(탄산화/피복두께) ≦ 0.25D

Ÿ 콘크리트 피복두께 측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기준 최소 

피복두께 만족.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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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비  고

건물 기울기
조사결과

Ÿ 구조물 기울기 조사결과 : 기울기(각변위)의 최대값은 1/1,500 

이내로 측정됨. 따라서 건축물의 기울기에 대한 상태평가 등급 

기준 에 따라 평가등급 a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기준 : 기울기(각변위) 1/750 이내.

a등급

지반조사 결과

Ÿ 본 진단대상 시설물의 지반조사 결과 해당 시설물은 Ⅰ등급

으로 지정된 시설물로 시추조사 각 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매

립층-풍화토-풍화암-연암 층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수위

는 GL-13.4m에서 측정되었으며, 공내탄성파탐사(다운홀테스트)

에 의해 산출된 평균전단파 속도는 443.3 ㎧로 측정되어 지반

등급 S2(얕고 단단한 지반)으로 평가되었다.

S4

3.4.3 상태평가 결과표

구분 내        용

구조체 
결함현황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표

구분 균열 누수 및 백태 철근노출
콘크리트 
노후화

상태평가 등급 b b a a

현장시험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표

구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채취법)
콘크리트 압축강도

(비파괴 시험)

상태평가 등급 - a

구분
부재 단면 

치수
콘크리트
탄산화

건물 기울기 지반조사

상태평가 등급 - a a S4



제4장 시설물 상태평가

4.1 평가기준

4.2 대상 시설물의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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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설물의 상태평가

4.1 평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종합평가의 기준은 현장조사내용, 각 

부재와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해 측정한 자료, 실제 건물의 사용상태 등을 종합 분석하여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나타내며 종합평가기준 및 등급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4.1.1 상태평가등급 기준(한국시설안전공단)

상태평가 

등급

평가점수
평가 내용

범  위 대표값

A  ≦ ＜ 1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 ＜ 3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

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

가 필요한 상태

C  ≦ ＜ 5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

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 ＜ 7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

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 ≦  9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

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4.1.2 안전성평가등급 기준(한국시설안전공단)

상태평가 

등급

평가점수
평가 내용

범  위 대표값

A  ≦ ＜ 1
 구조물의 내력이 설계목표치를 만족하고, 부분 및 전반적

으로 문제점이 거의 없는 최상의 상태

B  ≦ ＜ 3
 구조물의 내력이 설계목표치를 만족하나, 경미한 손상이 

발생된 대체로 양호한 상태

C  ≦ ＜ 5
 구조물의 내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하나, 전반적으로 구조

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보통의 상태

D  ≦ ＜ 7
 전반적으로 구조물의 내력이 부족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고 불량한 상태

E  ≦ ≦  9
 전반적으로 구조물의 내력부족이 현저하여 붕괴가 우려

되는 심각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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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종합평가등급 기준(한국시설안전공단)

상태평가 

등급

평가점수
평가 내용

범  위 대표값

A  ≦ ＜ 1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 ＜ 3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

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

가 필요한 상태

C  ≦ ＜ 5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

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 ＜ 7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

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 ≦  9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

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4.1.4 안전등급 기준(한국시설안전공단)

종합평가 

등급
평가 내용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

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건

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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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상시설물의 종합평가
본 점검 대상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

물 종합평가등급 기준에 의거 평가하였다.

∙ 대상 시설물의 주요 평가요소

1) 주요부재별 균열현황 상태조사 결과

2) 주요부재별 누수․백태현황 상태조사 결과

3) 주요부재별 콘크리트 노후화 현황 상태조사 결과

4) 비파괴 시험 및 구조물 변위(기울기, 침하) 평가 결과

5) 부재별 안전성 평가 결과

6) 기타 예상되는 위험요인 등

4.2.1 평가입력자료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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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평가결과

1) 금번 내진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인 『선일이비즈니스고』에 대한 점검결과 결함범위 및 정도(심각

도)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는 종합평가등급 기준 『≦ ＜』의 범위로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

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

요한 상태 】의 B등급 시설물로 평가한다.

상태평가 

등급

평가점수
평가 내용

범  위 대표값

B  ≦ ＜ 3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

수가 필요한 상태

【 종합평가등급 기준 (한국시설안전공단) 】

2) 안전등급 : B 등급(양호)

등급 평가 내용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

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안전등급 기준 (한국시설안전공단) 】

4.2.3 평가 결과표



제5장 내진성능평가

5.1 건물개요

5.2 설계하중

5.3 구조해석 개요 및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5.4 선형해석평가

5.5 내진 보강 후 선형해석평가 결과

5.6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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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내진성능평가

5.1 건물개요

5.1.1 대상구조물의 일반사항

내진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 물 명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본관동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27 (지역계수는 0.176 적용)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조

준공연도 1984년

내진설계 여부 미적용

건물용도 교육 및 연구시설

재료강도
콘크리트 : 16.66 MPa (현장조사값)

철    근 : 240 MPa (연도별하한값)

기초형식 독립기초 (허용지내력 200kN/㎡)

적용기준

건축구조기준 (KDS 41-00-00)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2018)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 (2019)

5.1.2 건물규모

층    수 지상5층 / 지하2층

지하층 유무 유

건물높이 19.2m

건물길이
장변방향(X방향) : 69.7m

단변방향(Y방향) : 34.4m

연 면 적 6,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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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내진등급 및 성능목표

1) 내진등급 및 중요도계수

대상 학교는 기준 ‘2.2 건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와 매뉴얼 “1.3.1 내진등급과 중요도

계수”에 따라 지진 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시설을 갖춘 긴급대피 수용시설로 지정된 

구조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연면적 10,000㎡ 이하인 건축물이므로 내진등급 Ⅰ, 

중요도계수 1.2를 적용함.

내진등급
건축물의

중요도

중요도

계수( )
적용

(특)
지진 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유해물질을 다량 저장하고 있는 구조물
중요도(특) 1.5 ◎

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대중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물
중요도(1) 1.2 ◎

Ⅱ 내진등급(특)이나 Ⅰ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구조물 중요도(2) 1.0

2) 내진성능목표

대상 학교는 매뉴얼 “1.3.2 성능목표”에 제시된 매뉴얼 <표 1-2>에 따라 내진등급Ⅰ 건물

에 요구되는 성능목표인 재현주기 1400년 지진에 대한 ‘인명보호’수준을 목표내진성능으로 

설정하며, 내진성능평가 시 기본설계지진에 중요도계수 1.2를 곱한 지진을 설계지진으로 

적용함. 1400년 지진에 대하여 ‘인명보호’ 수준을 만족하는 경우 2400년 재현주기 지진에 

대한 ‘붕괴방지’ 수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내진등급
성능목표

설계지진 적용
재현주기 성능수준

(특)

2400년 인명보호
기본설계지진 X 

중요도계수( )
◎

1000년 기능수행 -

Ⅰ

2400년 붕괴방지 -

1400년 인명보호
기본설계지진 X 

중요도계수( )
◎

Ⅱ

2400년 붕괴방지 -

1000년 인명보호
기본설계지진 X 

중요도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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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구조변경 이력사항

1) 증축 여부

기존 구조계산서, 구조도면(보강이력 등)을 통해 구조물의 변경 이력을 조사하고 수평 및 

수직증축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여 구조물의 지진거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판

별하고 이를 해석에 반영하여야 함.

본 건물의 경우 증축에 대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

2) 신축줄눈(Expansion Joint)

기존 학교 건축물의 경우 평면의 요철형상 또는 증축에 따라 건물이 분리되도록 신축줄눈

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신축줄눈에 의해 구조물이 별도로 거동할 것

이므로 해석모델을 분리하고 각 동별로 나누어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본 건물의 경우 신축줄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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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설계하중

5.2.1 중력하중

고정하중 및 활하중은 제공된 준공도서 및 표준도면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활하중의 경

우는 건물의 준공년도를 반영하여 대상구조물에 적용된 고정하중 및 활하중은 다음과 같다.

1) 고정하중 및 활하중

용도
고정하중 (kN/㎡) 활하중

(kN/㎡)재료 두께(mm) 하중 계

지붕층

마감 100 2.00

5.18 2.40Con’c 슬래브 120 2.88

천장 - 0.3

교실

마감 100 2.00

5.18 2.10Con’c 슬래브 120 2.88

천장 - 0.3

계단실

마감 100 2.00

5.18 2.70Con’c 슬래브 120 2.88

천장 - 0.3

화장실

마감 100 2.00

5.18 2.70Con’c 슬래브 120 2.88

천장 - 0.3

복도

마감 100 2.00

5.18 2.10Con’c 슬래브 120 2.88

천장 - 0.3

다목적강당

마감 100 2.00

5.18 3.30Con’c 슬래브 120 2.88

천장 - 0.3

교무실

마감 100 2.00

5.18 1.80Con’c 슬래브 120 2.88

천장 - 0.3

휴게실

마감 100 2.00

5.18 1.80Con’c 슬래브 120 2.88

천장 - 0.3

창고

마감 100 2.00

5.18 3.30Con’c 슬래브 120 2.88

천장 - 0.3

매점,카페

마감 100 2.00

5.18 2.40Con’c 슬래브 120 2.88

천장 - 0.3

도서실,문서고

마감 100 2.00

5.18 2.70Con’c 슬래브 120 2.88

천장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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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관동 Load map

지붕층 Load map

5층 L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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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Load map

3층 L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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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Load map

1층 L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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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층 Load map

B2층 L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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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유효중력하중

지진하중 산정을 위한 질량은 매뉴얼 “4.1.2 모델링”에 따라 고정하중만을 적용함.

구조체의 자중과 마감하중을 고려하여 층별 바닥면적당 유효중력하중을 개략적으로 환산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층 높이 (m) 바닥면적
하중 (kN) 단위면적당 하중 (kN/㎡)

고정하중 활하중 고정하중 활하중

지붕층 19.2 1,012.88 8,902.72 2,430.91 8.78 2.39

5층 15.0 1,012.88 11,783.83 3,188.54 11.63 3.14

4층 12.0 1,012.88 10,746.70 2,223.04 10.61 2.19

3층 9.0 1,012.88 10,819.42 2,223.04 10.68 2.19

2층 6.0 1,012.88 11,053.48 2,223.04 10.91 2.19

1층 3.0 912.0 9,783.39 1,867.20 10.72 2.04

B1층 0.0 912.0 10,206.10 1,915.20 11.19 2.10

B2층 -3.0 208.0 2,501.56 537.60 12.02 2.58

총 중력하중 75,797.2 16,608.57 86.54 18.82

5.2.3 지진하중

1) 설계계수

구조물의 기본진동주기는 매뉴얼 ‘4.3.6 주기’에 따라 산정함.

지역계수(S) 0.176 (서울특별시)

지반종류 S4 (깊고 단단한 지반, 기반암깊이 28m, 전단파속도 443.3m/s)

지반증폭계수  = 1.448,   = 2.048

설계스펙트럼가속도   = 0.42475,  = 0.24030

중요도계수(IE) 1.2

기본진동주기 0.0466  
 x 2/3 = 0.4439초

(비보강채움벽이 있는 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

고유치해석 주기 X방향
0.766초

Y방향
0.820초

비틀림
0.670초

2) 지진력저항시스템

내진설계가 수행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서 정의된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

력 저항시스템을 사용한다. 다만, 채움벽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실제구조시스템이 설계도서

의 정의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진력 저항시스템을 결정하여야 한다.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기존 구조물의 지진력 저항시스템에 따른 설계계수는 매뉴얼 “ 

4.2.4 지진력 저항시스템과 설계계수”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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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진설계 골조형식 반응수정계수 초과강도계수 변위증폭계수

무보강조적전단벽 1.5 2.5 1.5

무보강 조적채움벽이 있는 

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
2.5 2.5 2.5

내진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허리벽이 있는

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1)

   0.3 또는

 ≥  0.6 sec
2.52) 2.52) 2.52)

 ≥  0.3 그리고

 ≤  0.4 sec
2.02) 2.02) 2.02)

조적채움벽과 허리벽이 없는 내진설계되지 않은 

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
3.0 3.0 3.0

내진설계되지 않은 철근콘크리트 내력벽구조 4.0 2.5 4.0

내진설계되지 않은 모멘트골조와 전단벽구조가 

평면상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된 혼합구조
3.0 3.0 3.0

1)  : 한 개 층의 모든 기둥의 수에 대하여 “매뉴얼 5.422(2)”에 따라 그룹 ⅲ으로 분류되는 전단지배 기둥 수의 비율

     : 해당 방향 1차 모드 고유주기로서 주요한 비구조재의 영향을 포함여 계산한다.

2) 사이 값은 에 따라 선형보간한다.

<[매뉴얼] 표 4-2> 비내진설계 기존 구조물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설계계수

가) 1층 수직부재 파괴모드 검토

대상 건물의 장변방향(X방향), 단변방향(Y방향)은 ‘내진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허리벽이 있는 

철근콘크리트모멘트 골조’ 형식이므로 지진력저항시스템에 따른 설계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는 와 을 산정하여야 함. 1층 수직부재의 파괴모드를 검토하여 를 산정함.

콘크리트 전단강도 산정식 중 간략식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부재 개수 단면
주근

전단
철근

       파괴모드
배근 철근비

(%)

C1(B) 4
B 550

16 -D19 1.5
D10 378 403 199 25 224 1.80 전단파괴

H 700 @300 482 512 199 32 231 2.22 전단파괴

C2(B) 7
B 500

12 -D19 1.2
D10 258 186 181 23 204 0.91 휨전단 파괴

H 700 @300 361 260 181 32 213 1.22 전단파괴

C3(B) 3
B 650

12 -D19 1.0
D10 335 357 218 119 337 1.06 전단파괴

H 650 @150 335 357 218 119 337 1.06 전단파괴

C4(B) 6
B 600

12 -D19 1.2
D10 310 223 186 27 213 1.04 전단파괴

H 600 @300 310 223 186 27 213 1.04 전단파괴

C5(B~4) 6
B 500

10 -D19 1.4
D10 215 229 129 91 220 1.04 전단파괴

H 500 @150 215 229 129 91 220 1.04 전단파괴

C6(B) 1
B 500

10 -D19 1.4
D10 215 155 129 23 152 1.02 전단파괴

H 500 @300 215 155 129 23 152 1.02 전단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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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따른 설계계수 결정

1층 수직부재 파괴모드를 검토한 결과  ≥ 0.3으로 나타났으며, = 0.8205초에 따라 반응

수정계수는 2.5 산정됨.

이에 따라 양방향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설계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골조형식 반응수정
계수

초과강도
계수

변위증폭
계수

적용 기준
및 매뉴얼

X방향
내진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허리벽이 있는 

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
2.5 2.5 2.5

내진성능평가
매뉴얼

Y방향
내진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허리벽이 있는 

철근콘크리트모멘트골조
2.5 2.5 2.5

내진성능평가
매뉴얼

3) 지진하중

동적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석모델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모델링 시 부재

의 유효강성은 기준 “3.4.1 구조해석을 위한 유효강성”, 조적허리벽 및 조적채움벽의 강성

은 매뉴얼 “6.1.2 면내강성”과 같이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함.

하  중 주기 (초)
밑면전단력

Fx (kN) Fy (kN)

등가정적해석법

등가정적하중

Ex 0.443 13,658.10 -

Ey 0.443 - 13,658.10

응답스펙트럼법

동적하중

Rx 0.766 6,892.88 1,256.37

Ry 0.820 1,256.37 6,204.26

응답스펙트럼 해석에 의한 밑면전단력 Rx, Ry가 등가정적해석법으로 산정한 밑면전단력 

Ex, Ey의 85%보다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보정계수 을 산정함. 단, 보정

계수 은 1.0이상이어야 하므로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함.

구  분 산 정 식 보정계수

 0.85 x 13,658.10 / 6,892.88 = 1.68 > 1.0 1.68

 0.85 x 13,658.10 / 6,204.26 = 1.87 > 1.0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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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하중조합

1) 하중종류

하중종류 설  명

DL 고정하중

LL 활하중

Rx X방향 응답스펙트럼 지진하중

Ry Y방향 응답스펙트럼 지진하중

2) 하중조합

하중조합은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으로 구분하며, 기존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일할 때에는 중력하중조합 1.0D+0.25L을 적용함.

선형해석평가에서는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을 모두 포함한 하중조합을 사용함.

구  분 하 중 조 합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 조합 1.0DL + 0.25LL

내진성능평가

(선형해석평가 및 보강 시)

1.0DL + 0.25LL ± 1.0Rx ± 0.3Ry

1.0DL + 0.25LL ± 0.3Rx ± 1.0Ry

0.9DL ± 1.0Rx ± 0.3Ry

0.9DL ± 0.3Rx ± 1.0Ry

* 표기된 Rx, Ry에는 ‘3) 지진하중’에서 산정한 보정계수 을 반영하여 하중조합을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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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구조해석 개요 및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5.3.1 강도감소계수

강도감소계수는 매뉴얼 “4.2.3 해석모델과 보유강도의 계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축건물의 

것을 따르되, 면밀한 현장조사를 한 경우에는 강도감소계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

보강된 부재, 신설된 부재 및 연결부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준」의 신축 건물과 동일한 강

도감소계수를 사용하여야 함.

구분 기존 건물의 경우 신축 건물의 경우

인장지배단면 1.00 0.85

압축지배단면 0.85 0.65

전단력 및 비틀림모멘트 0.80 0.75

콘크리트에 작용한 지압력 0.80 0.65

5.3.2 유효강성

각 부재의 유효강성은 기준 “3.4.1 구조해석을 위한 유효강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적

용함.

부재 휨강성 전단강성 축강성

보 0.35   0.4    

기둥 0.7   0.4      
1)

비균열 벽체 0.7   0.4    

균열 벽체 0.35   0.4    

1) 비선형해석에서 인장이 작용하는 기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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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구조도면 및 부재정보

1) 구조평면도

지붕층 구조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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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층, 5층 구조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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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3층, 4층 구조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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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지하층 구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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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면도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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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재 일람표

보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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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둥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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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골조 및 조적벽 모델링

조적허리벽은 등가스트럿으로 치환하여 모델링하였음.

3D 모델링(정면)

3D 모델링(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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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

1) 중력하중 평가시 고려사항

중력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매뉴얼 “4.2.6 강도비 평가시 고려사항”을 따랐으며, 본보

고서 “5.2.4 하중조합”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0DL + 0.25LL의 하중조합을 적용함.

2) 중력하중 검토결과

가) 안전성 검토 결과

중력하중에 대해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부재가 안전한 것을 확인함. 보 부재의 상부 배

근이 부족할 경우 상부 보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모멘트 재분배를 고려하여 안전성을 검토하

였음.

수평부재

수직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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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둥 안전성 검토

부재

단면(㎜)

주근
전단
철근

축력(kN) 모멘트(kN•m) 전단력(kN) 강도비

판정
B H Pu ΦPn Mu ΦMn Vu ΦVn ΦPn

/Pu
ΦMn
/Mu

ΦVn
/Vu

C1(B) 550 700 16-5-
D19

D10@
250 2,493.42 4,148.79 0.10 1.00 86.94 291.75 1.66 10.00 3.36 OK

C1 
(1~2) 500 700 12-4-

D19
D10@
250 1,977.56 3,668.94 68.58 142.87 79.20 255.49 1.86 2.08 3.23 OK

C1 
(3~5) 500 700 10-3-

D19
D10@
250 228.15 296.30 197.53 252.92 104.53 240.29 1.30 1.28 2.30 OK

C2(B) 500 700 12-4-
D19

D10@
250 400.39 440.96 331.36 366.55 138.31 243.08 1.10 1.11 1.76 OK

C2 
(1~5) 500 700 10-3-

D19
D10@
250 243.46 273.799 236.67 270.48 95.81 237.73 1.12 1.14 2.48 OK

C3(B) 650 650 12-4-
D19

D10@
250 2,506.15 4,328.36 0.10 1.00 73.92 334.47 1.73 10.00 4.52 OK

C3 
(1~2) 600 600 12-4-

D19
D10@
250 1,780.62 3,756.65 74.75 171.04 65.59 260.29 2.11 2.29 3.97 OK

C3 
(3~4) 550 550 10-3-

D19
D10@
250 1,068.64 2,968.42 77.66 212.78 78.00 212.54 2.78 2.74 2.72 OK

C3
(5) 500 500 10-3-

D19
D10@
250 337.72 1,042.54 78.34 246.36 45.72 169.97 3.09 3.14 3.72 OK

C4
(B) 600 600 12-4-

D19
D10@
250 2,605.88 3,760.22 0.10 1.00 73.21 279.41 1.44 10.00 3.82 OK

C4
(1) 550 550 10-3-

D19
D10@
250 1,892.98 3,154.98 59.60 108.17 55.47 224.59 1.67 1.81 4.05 OK

C4
(2) 500 500 10-3-

D19
D10@
250 1,484.70 2,679.98 60.72 115.87 63.69 181.46 1.81 1.91 2.85 OK

C4 
(3~5) 400 400 8-3-

D19
D10@
250 562.70 693.00 73.98 91.11 52.72 110.75 1.23 1.23 2.10 OK

C5 
(B~4) 500 500 10-3-

D19
D10@
250 169.74 206.20 139.19 165.50 106.90 175.53 1.22 1.19 1.64 OK

C5
(5) 400 400 8-3-

D19
D10@
250 152.71 158.94 94.19 97.41 51.20 108.93 1.04 1.03 2.13 OK

C6
(B) 500 500 10-3-

D19
D10@
250 209.94 230.91 163.99 182.01 89.79 165.67 1.10 1.11 1.85 OK

C6 
(1~5) 400 400 8-3-

D19
D10@
250 480.21 648.14 83.16 112.54 65.49 119.28 1.35 1.35 1.82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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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 안전성 검토

부재

단면(㎜) 길이(㎜)

단 주근
전단
철근

모멘트(kN•m) 전단력(kN) 강도비

판정
B H L Mu ΦMn Vu ΦVn ΦMn

/Mu
ΦVn
/Vu

1G13 350 500 8,000

I 10-D22 D10@300 202.56 208.66 137.70 156.98 1.03 1.14

OKM 8-D22 D10@300 167.71 206.33 98.79 126.25 1.23 1.28

J 10-D22 D10@300 200.90 208.66 137.10 156.98 1.04 1.14

2G13 350 700 9,700

I 10-D22 D10@300 211.54 218.55 151.51 206.28 1.03 1.36

OKM 8-D22 D10@300 166.62 218.55 98.04 177.52 1.31 1.81

J 10-D22 D10@300 207.13 218.55 141.88 206.28 1.06 1.45

4~1 
B1 350 600 9,700

I 10-D22 D10@300 203.64 263.08 124.25 170.51 1.29 1.37

OKM 8-D22 D10@300 276.13 337.51 72.49 167.94 1.22 2.32

J 10-D22 D10@300 203.64 263.08 124.25 170.51 1.29 1.37

4~1 
G1 350 600 8,000

I 10-D22 D10@300 161.86 301.58 121.54 169.05 1.86 1.39

OKM 8-D22 D10@300 84.72 301.84 68.82 145.48 3.56 2.11

J 10-D22 D10@300 154.32 301.58 118.64 169.05 1.95 1.42

4~1 
G2 350 400 2,400

I 10-D22 D10@300 20.77 111.20 23.88 110.18 5.35 4.61

OKM 8-D22 D10@300 11.19 111.20 20.18 94.82 9.94 4.70

J 10-D22 D10@300 17.24 111.20 24.02 110.18 6.45 4.59

4~1 
G3 350 700 8,000

I 10-D22 D10@300 210.26 314.71 160.85 229.17 1.50 1.42

OKM 8-D22 D10@300 124.88 405.87 115.82 181.95 3.25 1.57

J 10-D22 D10@300 204.04 408.17 159.88 229.17 2.00 1.43

4~1 
G4 350 600 8,000

I 10-D22 D10@300 170.52 341.49 124.67 136.17 2.00 1.09

OKM 8-D22 D10@300 87.11 337.51 71.73 107.94 3.87 1.50

J 10-D22 D10@300 152.31 341.49 117.82 136.17 2.24 1.16

4~1 
G5 350 700 8,000

I 10-D22 D10@300 87.15 218.55 66.40 206.28 2.51 3.11

OKM 8-D22 D10@300 46.51 218.55 44.99 177.52 4.70 3.95

J 10-D22 D10@300 88.99 218.55 66.62 206.28 2.46 3.10

4~1 
G7 350 500 4,000

I 10-D22 D10@300 25.14 148.41 29.28 142.92 5.90 4.88

OKM 8-D22 D10@300 10.77 148.41 17.77 122.99 13.78 6.92

J 10-D22 D10@300 21.42 148.41 28.34 142.92 6.93 5.04

4~1 
G8 350 700 9,700

I 10-D22 D10@300 191.64 314.71 159.41 201.13 1.64 1.26

OKM 8-D22 D10@300 154.26 405.87 133.23 170.88 2.63 1.28

J 10-D22 D10@300 211.71 408.17 172.04 201.13 1.93 1.17

4~1 
G9 350 700 8,000

I 10-D22 D10@300 179.84 408.17 130.35 198.56 2.27 1.52

OKM 8-D22 D10@300 163.91 359.52 104.75 171.76 2.19 1.64

J 10-D22 D10@300 235.13 408.17 135.35 198.56 1.74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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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단면(㎜) 길이(㎜)

단 주근 전단
철근

모멘트(kN•m) 전단력(kN) 강도비

판정
B H L Mu ΦMn Vu ΦVn

ΦMn
/Mu

ΦVn
/Vu

4~1
G10 400 750 8,000

I 10-D22 D10@300 229.47 340.10 170.40 215.75 1.48 1.27

OKM 8-D22 D10@300 132.79 338.47 123.11 215.75 2.55 1.75

J 10-D22 D10@300 208.05 340.10 164.90 215.75 1.63 1.31

5B1 350 600 9,700

I 10-D22 D10@300 140.16 263.35 81.93 175.67 1.88 2.14

OKM 8-D22 D10@300 191.49 263.08 62.38 146.74 1.37 2.35

J 10-D22 D10@300 140.16 263.35 92.98 175.67 1.88 1.89

5B2 350 600 2,400

I 10-D22 D10@300 15.55 263.35 19.87 170.51 16.93 8.58

OKM 8-D22 D10@300 4.89 263.35 15.04 170.51 53.83 11.34

J 10-D22 D10@300 2.88 263.35 6.91 170.51 91.32 24.67

5B3 200 700 8,000

I 10-D22 D10@300 103.43 153.57 60.69 121.68 1.48 2.01

OKM 8-D22 D10@300 73.71 153.57 57.74 121.68 2.08 2.11

J 10-D22 D10@300 72.94 153.57 54.56 121.68 2.11 2.23

5G1 350 600 8,000

I 10-D22 D10@300 200.99 263.35 145.71 198.38 1.31 1.36

OKM 8-D22 D10@300 115.35 263.08 83.69 118.87 2.28 1.42

J 10-D22 D10@300 164.06 263.35 132.87 198.38 1.61 1.49

5G4 350 600 8,000

I 10-D22 D10@300 162.86 263.35 126.19 194.28 1.62 1.54

OKM 8-D22 D10@300 131.49 337.51 78.77 153.89 2.57 1.95

J 10-D22 D10@300 166.01 263.35 128.00 194.28 1.59 1.52

5G5 350 600 2,400

I 10-D22 D10@300 53.19 263.35 44.82 170.51 4.95 3.80

OKM 8-D22 D10@300 36.94 263.35 46.69 170.51 7.13 3.65

J 10-D22 D10@300 46.19 263.35 58.26 170.51 5.70 2.93

5G6 350 700 8,000

I 10-D22 D10@300 185.79 406.35 162.17 228.77 2.19 1.41

OKM 8-D22 D10@300 131.21 516.53 144.74 181.46 3.94 1.25

J 10-D22 D10@300 223.89 529.58 191.65 228.77 2.37 1.19

5G7 350 700 8,000

I 10-D22 D10@300 205.17 529.58 149.84 225.64 2.58 1.51

OKM 8-D22 D10@300 133.33 516.53 86.28 181.46 3.87 2.10

J 10-D22 D10@300 176.60 529.58 129.92 225.64 3.00 1.74

5G8 350 600 4,000

I 10-D22 D10@300 26.58 239.84 30.42 175.67 9.02 5.77

OKM 8-D22 D10@300 11.39 239.84 17.56 151.17 21.06 8.61

J 10-D22 D10@300 26.30 239.84 30.02 175.67 9.12 5.85

5G9 350 700 8,000

I 10-D22 D10@300 166.27 282.78 106.83 206.28 1.70 1.93

OKM 8-D22 D10@300 175.21 462.81 111.52 171.44 2.64 1.54

J 10-D22 D10@300 248.42 468.03 144.12 206.28 1.88 1.43

5G12 350 700 9,700

I 10-D22 D10@300 215.71 282.78 136.62 206.28 1.31 1.51

OKM 8-D22 D10@300 171.83 282.86 88.56 177.52 1.65 2.00

J 10-D22 D10@300 237.84 282.78 141.55 206.28 1.19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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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단면(㎜) 길이(㎜)

단 주근 전단
철근

모멘트(kN•m) 전단력(kN) 강도비

판정
B H L Mu ΦMn Vu ΦVn

ΦMn
/Mu

ΦVn
/Vu

5G13 350 600 9,700

I 10-D22 D10@300 243.42 441.59 171.91 194.78 1.81 1.13

OKM 8-D22 D10@300 199.81 427.05 100.29 140.05 2.14 1.40

J 10-D22 D10@300 222.09 441.59 127.55 194.78 1.99 1.53

RB1 400 750 8,000

I 10-D22 D10@300 168.61 306.61 98.27 239.38 1.82 2.44

OKM 8-D22 D10@300 232.85 630.95 63.43 201.64 2.71 3.18

J 10-D22 D10@300 168.61 306.61 98.27 239.38 1.82 2.44

RG1 400 750 8,000

I 10-D22 D10@300 151.43 438.14 111.97 233.42 2.89 2.08

OKM 8-D22 D10@300 146.15 437.28 80.44 203.38 2.99 2.53

J 10-D22 D10@300 162.95 438.14 114.45 233.42 2.69 2.04

RG2 400 750 10,400

I 10-D22 D10@300 256.60 313.54 143.96 316.44 1.22 2.20

OKM 8-D22 D10@300 185.25 451.22 88.99 254.40 2.44 2.86

J 10-D22 D10@300 364.59 590.87 293.66 316.44 1.62 1.08

RG3 350 750 8,000

I 10-D22 D10@300 216.17 231.48 125.87 221.01 1.07 1.76

OKM 8-D22 D10@300 180.88 364.81 109.44 184.52 2.02 1.69

J 10-D22 D10@300 236.33 429.10 140.63 221.01 1.82 1.57

RG4 350 750 8,000

I 10-D22 D10@300 137.56 236.51 98.71 221.01 1.72 2.24

OKM 8-D22 D10@300 84.47 386.17 62.60 184.50 4.57 2.95

J 10-D22 D10@300 75.73 236.51 78.66 221.01 3.12 2.81

RG5 350 750 2,400

I 10-D22 D10@300 122.95 235.90 68.45 221.01 1.92 3.23

OKM 8-D22 D10@300 96.34 235.90 64.32 221.01 2.45 3.44

J 10-D22 D10@300 72.50 235.90 52.75 221.01 3.25 4.19

RG6 350 750 8,000

I 10-D22 D10@300 135.68 303.11 91.07 221.01 2.23 2.43

OKM 8-D22 D10@300 125.27 303.11 69.92 221.01 2.42 3.16

J 10-D22 D10@300 139.06 303.11 92.96 221.01 2.18 2.38

RG7 300 600 8,000

I 10-D22 D10@300 132.05 139.69 84.77 161.07 1.06 1.90

OKM 8-D22 D10@300 115.23 217.73 65.37 131.77 1.89 2.02

J 10-D22 D10@300 129.02 139.69 82.47 161.07 1.08 1.95

RG9 450 750 8,000

I 10-D22 D10@300 190.95 380.60 126.06 257.75 1.99 2.04

OKM 8-D22 D10@300 191.06 696.58 93.60 230.31 3.65 2.46

J 10-D22 D10@300 183.52 580.02 128.55 257.75 3.16 2.01

RG10 450 750 8,000

I 10-D22 D10@300 187.57 580.02 119.36 250.54 3.09 2.10

OKM 8-D22 D10@300 136.09 638.30 97.07 231.32 4.69 2.38

J 10-D22 D10@300 230.14 580.02 132.74 250.54 2.52 1.89

RG11 350 750 9,700

I 10-D22 D10@300 202.98 311.67 133.61 224.78 1.54 1.68

OKM 8-D22 D10@300 217.42 448.81 92.45 188.71 2.06 2.04

J 10-D22 D10@300 219.06 449.20 135.04 224.78 2.05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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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단면(㎜) 길이(㎜)

단 주근
전단
철근

모멘트(kN•m) 전단력(kN) 강도비

판정
B H L Mu ΦMn Vu ΦVn ΦMn

/Mu
ΦVn
/Vu

RG12 300 600 9,700

I 10-D22 D10@300 114.57 137.90 56.73 161.07 1.20 2.84

OKM 8-D22 D10@300 65.00 137.90 46.06 136.57 2.12 2.97

J 10-D22 D10@300 77.75 137.90 48.73 161.07 1.77 3.31

SB2 400 600 8,000

I 10-D22 D10@300 113.54 231.04 69.09 214.76 2.03 3.11

OKM 8-D22 D10@300 152.81 415.19 43.44 158.48 2.72 3.65

J 10-D22 D10@300 113.54 231.04 73.26 214.76 2.03 2.93

SG1 300 600 8,000

I 10-D22 D10@300 54.89 137.90 35.44 161.07 2.51 4.54

OKM 8-D22 D10@300 16.91 137.90 19.24 136.57 8.16 7.10

J 10-D22 D10@300 42.98 137.90 32.27 161.07 3.21 4.99

SG2 350 600 8,000

I 10-D22 D10@300 65.49 341.49 54.44 167.94 5.21 3.08

OKM 8-D22 D10@300 38.35 337.51 30.72 144.53 8.80 4.71

J 10-D22 D10@300 75.83 341.49 57.20 167.94 4.50 2.94

다) 벽체 안전성 검토

부재 길이
(㎜)

높이
(㎜)

배근 축력(kN) 모멘트(kN•m) 전단력(kN) 강도비

판정
수직근 수평근 Pu ΦPn Mu ΦMn Vu ΦVn

ΦPn
/Pu

ΦMn
/Mu

ΦVn
/Vu

W1 10,400 3,000 D10@
250

D10@
300 2,176.3 30,181.2 29.3 1,013.5 102.6 3,666.2 13.89 34.48 35.71 OK

W1 10,400 900 D10@
250

D10@
300 2,197.3 30,181.2 398.8 6,537.7 161.6 3,759.8 13.70 16.39 23.26 OK

W1 8,000 900 D10@
250

D10@
300 1,303.3 23,216.3 52.1 1,159.7 137.0 2,797.1 17.86 22.22 20.41 OK

W1 4,000 900 D10@
250

D10@
300 970.6 11,608.2 32.7 474.4 276.4 1,462.4 11.90 14.49 5.29 OK

W1 8,000 900 D10@
250

D10@
300 2,169.1 23,216.3 67.9 905.3 29.8 2,982.5 10.75 13.33 100.00 OK

W1 4,000 900 D10@
250

D10@
300 1,028.2 11,608.2 44.2 623.2 262.8 1,468.6 11.24 14.08 5.59 OK

W1 8,000 900 D10@
250

D10@
300 2,462.6 23,216.3 164.1 1,954.2 177.9 3,016.7 9.43 11.90 16.95 OK

W1 10,000 900 D10@
250

D10@
300 3,551.5 29,020.4 192.4 1,983.7 92.1 3,840.3 8.20 10.31 41.67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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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선형해석평가

5.4.1 선형해석 모델 작성

1) 골조부재의 유효강성

성형해석평가 시 유효강성은 본 보고서 “5.3.2 유효강성”과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으며, 기

준 “3.4.1 구조해석을 위한 유효강성”을 따름.

2) 조적벽

가) 조적벽의 모델링

3차원 모델링에는 매뉴얼 “6장. 조적채움벽구조와 조적조”에 따라 조적채움벽과 조적허리벽의 

강도 및 강성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조적벽의 면내거동을 해석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등가스트럿으로 치환하여 모델링 하였고, 다

축가진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각 방향 지진하중을 100:30으로 조합하여 선형해석을 수행하므

로 조적허리벽과 조적채움벽 모델링을 동시에 수행하였음.

나) 조적벽의 재료특성 결정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적의 상태를 평가한 후 그에 적합한 재료강도를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를 실시함.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모르타르 마감에 따라 조적의 상태는 매뉴얼 “6.1.1.3 재료특

성 기본값” (4)에 따라 판정함.

항  목 조적허리벽(양호) 조적채움벽(보통)

압축강도 (  ′ ) 6.2 4.1

전단강도 (  ) 0.19 0.14

탄성계수 ( ) 1,240 820

전단탄성계수 ( ) 496 328

다) 조적벽의 대각가새 모델링

조적벽의 등가스트럿은 압축력만 발생하도록 모델링 되어야 하지만, 선형해석법에서는 해석

의 편의를 위해 대각가새를 양방향으로 모델링하고 강도와 강성을 1/2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적용함.

3) 패널존 효과 (Panel zone effect)

보-기둥 접합부의 패널존 효과(Panel zone effect)를 고려하기 위해 큰 보 부재와 접합되

는 기둥 부분은 강성영역으로 설정하여 해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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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발편심의 고려

구조부재의 강도와 강성의 불규칙성을 고려하고 해석모델과 실제와의 하중 및 강성의 불

균현성을 고려하기 위해 해석 시 우발편심모멘트를 고려하였다.

층 높이(m)
건물길이(m) 질량중심(m) 강성중심(m) 편심거리(m)

X Y X Y X Y X Y

지붕층 19.2 69.7 34.4 40.85 0.78 39.13 -2.70 1.72 3.48

5F 15.0 69.7 34.4 40.59 1.17 38.87 -2.31 1.72 3.48

4F 12.0 69.7 34.4 40.64 0.76 38.92 -2.72 1.72 3.48

3F 9.0 69.7 34.4 40.84 0.77 39.12 -2.71 1.72 3.48

2F 6.0 69.7 34.4 40.21 0.85 38.49 -2.63 1.72 3.48

1F 3.0 60.0 34.4 44.83 0.67 43.11 -2.81 1.72 3.48

B1F 0.0 60.0 34.4 0.00 0.00 -1.72 -3.48 1.72 3.48

B2F -3.0 18.0 24.0 0.00 0.00 -1.20 -0.90 1.20 0.90

5) 지상1층 테두리보 수평변위 구속

지상1층 지중보 또는 바닥 골조는 지반과 동일한 운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함. 따라서 지하

층이 없지만 지상1층의 바닥골조가 연속된 경우 횡력에 대해 상대 수평변위가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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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고유치해석 결과 및 부재강도 산정

1) 구조물의 동적특성

모  드 주기(초)
질량참여율 (%)

X방향 Y방향 비틀림

1 0.821 3.35 59.64 6.51

2 0.766 59.96 5.15 4.00

3 0.670 7.96 1.47 48.85

4 0.324 10.99 0.01 0.00

5 0.294 0.01 8.90 0.73

6 0.248 0.01 1.02 8.45

7 0.174 4.78 0.52 0.33

8 0.168 0.95 3.90 0.49

9 0.125 0.07 1.55 4.23

10 0.108 2.56 0.12 0.37

11 0.103 0.23 2.51 0.46

12 0.079 1.13 0.07 0.00

13 0.075 0.69 0.09 0.09

14 0.073 0.11 2.68 1.20

15 0.070 0.00 0.11 2.17

16 0.062 0.32 0.02 0.00

17 0.060 6.01 0.01 0.76

18 0.055 0.06 0.13 0.00

19 0.053 0.04 11.66 1.05

20 0.045 0.77 0.13 18.92

누적참여율 99.98 99.72 98.64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5장 내진성능평가

- 292 -

 

1차모드(Y방향) - 0.821초

2차모드(X방향) - 0.766초

3차모드(비틀림) - 0.67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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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골조의 구분

선형해석법은 같은 골조로 분류된 부재의 강도비를 평균 계산하는 방식으로, 평균 계산방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구강도(Pu, Mu, Vu)가 비슷한 부재들을 선정하여 같은 골조로 구분

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적용함.

X방향 골조의 구분

Y방향 골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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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지진하중해석

1) 적용 지진하중

본 선형해석에서는 응답스펙트럼 지진하중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였음.

2) 부재 내력비 검토

내력비(Demand to Capacity Ratio, DCR)는 부재의 요구강도(설계요구량)를 보유강도(저항

능력)로 나눈 값이며, 강도비(Capacity to Demand Ratio, CDR)는 부재의 보유강도(저항능력)

를 요구강도(설계요구량)로 나눈 값으로 내력비의 역수이다. 선형해석평가는 강도비(CDR)를 

사용한다.

가) X방향 내력비 검토

◾ 모멘트골조

X방향 모멘트골조 보 내력비 검토

X방향 모멘트골조 기둥 내력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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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새(채움벽)골조

X방향 가새(채움벽)골조 보 내력비 검토

X방향 가새(채움벽)골조 단부기둥 내력비 검토

X방향 가새(채움벽)골조 대각가새 내력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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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새(허리벽)골조

X방향 가새(허리벽)골조 보 내력비 검토

X방향 가새(허리벽)골조 단부기둥 내력비 검토

◾ 전단벽골조

X방향 전단벽골조 벽체 내력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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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방향 내력비 검토

◾ 모멘트골조

Y방향 모멘트골조 보 내력비 검토

Y방향 모멘트골조 기둥 내력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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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새(채움벽)골조

Y방향 가새(채움벽)골조 보 내력비 검토

Y방향 가새(채움벽)골조 단부기둥 내력비 검토

Y방향 가새(채움벽)골조 대각가새 내력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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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새(허리벽)골조

Y방향 가새(허리벽)골조 보 내력비 검토

Y방향 가새(허리벽)골조 단부기둥 내력비 검토

◾ 전단벽골조

Y방향 전단벽골조 벽체 내력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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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건물 평균강도비 산정

건물 강도비는 층강도비 중에서 최솟값으로 하며, 목표지진에 대한 건물전체의 보유성능지

수는 건물 강도비로 정의함.

1) 건물 평균강도비와 보유성능지수

가) X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X방향 층강도비 산정

나) Y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Y방향 층강도비 산정

2) 건물 평균강도비 검토 결과

대상구조물의 선형해석평가 결과, 설계지진하중에 대하여 X방향 보유성능지수는 0.44, Y방

향 보유성능지수는 0.46로 양방향의 보유성능지수가 1.0 미만으로 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X방향 보유성능지수 = 0.44 < 1.0 : 성능목표 불만족 → 내진보강 필요

Y방향 보유성능지수 = 0.46 < 1.0 : 성능목표 불만족 → 내진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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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조적벽체 면외 전도 검토

조적채움벽의 면외 전도 검토는 매뉴얼 “6.1.5 면외방향의 검토”를 따라 조적채움벽의 면외

방향 검토를 생략하기 위한 높이-두께비(   )를 검토함.

해당 건물의 성능수준은 인명안전이며, 는 0.424, 는 0.240로 높이-두께비의 상한치

는 매뉴얼 <표 6-7> 에 따라 14으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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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층간변위 검토

매뉴얼 “4.2.7 층간변위의 검토”에 따라 선형해석을 통해 목표성능이 만족되는 경우, 층간

변위를 검토하며 해당 건물은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보강후 층간변위를 검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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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내진 보강 후 선형해석평가 결과

내진보강 공법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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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내진보강 적용안

신설 철골끼움브레이스 보강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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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내진보강 위치도

선형해석평가 결과에 의한 내진보강 위치도는 다음과 같다.

지하2층 보강위치도

지하1층 보강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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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 보강위치도

지상2층 보강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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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보강위치도

지상4층 보강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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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5층 보강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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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내진보강 후 구조 모델링

3D 모델링(정면)

3D 모델링(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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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내진보강 후 대상부재 내력비

1) 적용 지진하중

본 선형해석에서는 응답스펙트럼 지진하중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였음.

2) 부재 내력비 검토

내력비(Demand to Capacity Ratio, DCR)는 부재의 요구강도(설계요구량)를 보유강도(저항

능력)로 나눈 값이며, 강도비(Capacity to Demand Ratio, CDR)는 부재의 보유강도(저항능력)

를 요구강도(설계요구량)로 나눈 값으로 내력비의 역수이다. 선형해석평가는 강도비(CDR)를 

사용한다.

가) X방향 내력비 검토

◾ 모멘트골조

X방향 모멘트골조 보 내력비 검토

X방향 모멘트골조 기둥 내력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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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새(채움벽)골조

X방향 가새(채움벽)골조 보 내력비 검토

X방향 가새(채움벽)골조 단부기둥 내력비 검토

X방향 가새(채움벽)골조 대각가새 내력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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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새(허리벽)골조

X방향 가새(허리벽)골조 보 내력비 검토

X방향 가새(허리벽)골조 단부기둥 내력비 검토

◾ 전단벽골조

X방향 전단벽골조 벽체 내력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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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방향 내력비 검토

◾ 모멘트골조

Y방향 모멘트골조 보 내력비 검토

Y방향 모멘트골조 기둥 내력비 검토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5장 내진성능평가

- 313 -

◾ 가새(채움벽)골조

Y방향 가새(채움벽)골조 보 내력비 검토

Y방향 가새(채움벽)골조 단부기둥 내력비 검토

Y방향 가새(채움벽)골조 대각가새 내력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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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새(허리벽)골조

Y방향 가새(허리벽)골조 보 내력비 검토

Y방향 가새(허리벽)골조 단부기둥 내력비 검토

◾ 전단벽골조

Y방향 전단벽골조 벽체 내력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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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내진보강 후 건물 평균강도비 산정

건물 강도비는 층강도비 중에서 최솟값으로 하며, 목표지진에 대한 건물전체의 보유성능지

수는 건물 강도비로 정의함.

1) 건물 평균강도비와 보유성능지수

가) X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X방향 층강도비 산정

나) Y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Y방향 층강도비 산정

2) 내진보강 후 건물 평균강도비 검토 결과

내진보강 후 대상구조물의 선형해석평가 결과, 설계지진하중에 대하여 X방향 보유성능지

수는 1.10, Y방향 보유성능지수는 1.03으로 양방향의 보유성능지수가 1.0 이상으로 성능목

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X방향 보유성능지수 = 1.10 > 1.0 : 성능목표 만족 → 내진보강 적절함

Y방향 보유성능지수 = 1.03 > 1.0 : 성능목표 만족 → 내진보강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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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내진보강 후 층간변위 검토

해당 건물은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구조물이므로 내진Ⅰ등급의 허용층간변위(0.015h)

의 70% 수준인 0.0105h로 평가함. 본 보고서 “5.2.3 지진하중, 2) 지진력저항시스템”에서 산

정한 변위증폭계수를 반영하여 층간변위를 평가함.

1) X방향 층간변위 검토 결과

층 층높이
(m)

허용층간
변위비

최대 층간변위

절점
번호

층간변위
(m)

수정
층간변위(m)

층간
변위비

검토결과

5F 4.20 0.0105 221 0.0067 0.0122 0.0029 만족

4F 3.00 0.0105 706 0.0022 0.0040 0.0013 만족

3F 3.00 0.0105 704 0.0025 0.0045 0.0015 만족

2F 3.00 0.0105 702 0.0028 0.0052 0.0017 만족

1F 3.00 0.0105 712 0.0029 0.0054 0.0018 만족

B1F 3.00 0.0105 433 0.0008 0.0015 0.0005 만족

B2F 3.00 0.0105 915 0.0002 0.0003 0.0001 만족

2) Y방향 층간변위 검토 결과

층 층높이
(m)

허용층간
변위비

최대 층간변위

절점
번호

층간변위
(m)

수정
층간변위(m)

층간
변위비 검토결과

5F 4.20 0.0105 218 0.0041 0.0075 0.0018 만족

4F 3.00 0.0105 164 0.0024 0.0043 0.0014 만족

3F 3.00 0.0105 110 0.0028 0.0051 0.0017 만족

2F 3.00 0.0105 56 0.0030 0.0055 0.0018 만족

1F 3.00 0.0105 326 0.0022 0.0041 0.0014 만족

B1F 3.00 0.0105 595 0.0006 0.0012 0.0004 만족

B2F 3.00 0.0105 933 0.0001 0.0001 0.0001 만족

3) 층간변위 검토 결과

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대상구조물의 X방향과 Y방향의 층간변위는 허용 층간변위비 이내로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X방향 최대 층간변위비 = 0.0029 < 0.0105 : 성능목표 만족

Y방향 최대 층간변위비 = 0.0018 < 0.0105 : 성능목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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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내진보강 후 기초 안전성 검토

1) 기초보강 적용안

기초검토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를 기반으로 허용지지력에 대한 안전

율 및 설계시 적용된 강도감소계수 등을 반영하여 허용지지력에 감소계수 1.950(0.65x3.0)

을 적용하여 신설 철골브레이스 하부 기초의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중력하중에 의한 반력

과 비교하여 보강후 증가된 압축력 및 인발력은 마이크로 파일로 저항하도록 계획하였다.

기초(Micro Pile) 보강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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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진보강 후 기초 검토

가) 내진보강 후 소요반력

보강 후 반력 SER_MAX (압축력,kN)

보강 후 반력 SER_MIN (인장력,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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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진보강 후 기초 검토 결과

본 구조물은 말뚝기초가 아니므로 기초에 인발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중과 기초상부의 

토사중량을 고려하여 (기초판 면적 – 기둥 면적) x 흙의 비중 + 기초자중 = 계산 값을 최

대 허용인장력으로 검토하였다.

NO
기초

부재명

기둥

부재명

기초크기

(m)

기초

자중

(kN)

허용

지지력

(kN/㎡)

기대지지력
최대

소요반력(kN)
강도비 보강

유무
kN/㎡ kN max min max min

1 F1 C5B 3.50 x3.50 339.60 200 390 4,778 2,805 -410 1.70 0.83 불만족

2 F2 C6B 3.30 x 3.30 301.25 200 390 4,247 2,207 302 1.92 14.06 만족

3 F1 C1B 3.50 x 3.50 336.44 200 390 4,778 4,496 -673 1.06 0.50 불만족

4 F2 C4B 3.30 x 3.30 298.67 200 390 4,247 2,957 327 1.44 12.99 만족

5 F1 C1B 3.50 x 3.50 336.44 200 390 4,778 2,940 105 1.63 45.50 만족

6 F1 C1B 3.50 x 3.50 336.44 200 390 4,778 3,271 761 1.46 6.28 만족

7 F3 C2B 3.00 x 3.00 245.61 200 390 3,510 1,588 139 2.21 25.25 만족

8 F3 C2B 3.00 x 3.00 245.61 200 390 3,510 2,047 242 1.71 14.50 만족

9 F1 C1B 3.50 x 3.50 336.44 200 390 4,778 3,224 726 1.48 6.58 만족

10 F1 C1B 3.50 x 3.50 336.44 200 390 4,778 3,276 -68 1.46 4.95 만족

11 F3 C2B 3.00 x 3.00 245.61 200 390 3,510 1,818 163 1.93 21.53 만족

12 F3 C2B 3.00 x 3.00 245.61 200 390 3,510 1,864 181 1.88 19.39 만족

13 F1 C1B 3.50 x 3.50 336.44 200 390 4,778 3,347 -8 1.43 42.06 만족

14 F1 C1B 3.50 x 3.50 336.44 200 390 4,778 3,350 834 1.43 5.73 만족

15 F1 C1B 3.50 x 3.50 336.44 200 390 4,778 3,287 -291 1.45 1.16 만족

16 F2 C4B 3.30 x 3.30 298.67 200 390 4,247 2,865 426 1.48 9.97 만족

17 F1 C5B 3.50 x 3.50 339.60 200 390 4,778 4,227 -2,636 1.13 0.13 불만족

18 F2 C6B 3.30 x 3.30 301.25 200 390 4,247 2,283 -341 1.86 0.88 불만족

19 F1 C1B 3.50 x 3.50 336.44 200 390 4,778 4,237 895 1.13 5.34 만족

20 F1 C5B 3.50 x 3.50 339.60 200 390 4,778 3,014 387 1.59 12.34 만족

21 F1 C5B 3.50 x 3.50 339.60 200 390 4,778 2,579 162 1.85 29.49 만족

22 F1 C5B 3.50 x 3.50 339.60 200 390 4,778 2,780 300 1.72 15.93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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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관동 기초 보강위치도

기초 보강위치도

3) 기초 안전성 검토 결과

 보강 철골브레이스와 접합되는 인접기둥 하부의 기초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기초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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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소결

5.6.1 선형해석평가 결과

3D 모델링(정면)

3D 모델링(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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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평균강도비와 보유성능지수

가) X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X방향 층강도비 산정

나) Y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Y방향 층강도비 산정

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대상구조물의 보유성능지수는 양방향 1.0 미만으로 성능목표를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X방향 보유성능지수 = 0.44 < 1.0 : 성능목표 불만족 → 내진보강 필요

Y방향 보유성능지수 = 0.46 < 1.0 : 성능목표 불만족 → 내진보강 필요

2) 조적채움벽의 면외안전성 검토

구분 높이-두께비 면외강도() 관성력() 검토결과

MF1 채움벽 22.11 83.23 32.15 만족

MF2 채움벽 15.79 70.54 11.48 만족

MF3 채움벽 15.79 42.33 6.89 만족

MF4 채움벽 15.79 35.27 5.74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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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내진보강 후 선형해석평가 결과

3D 모델링

1) 내진보강 적용안

신설 철골끼움브레이스 보강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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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진보강 위치도

지하2층 보강위치도

지하1층 보강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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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 보강위치도

지상2층 보강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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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보강위치도

지상4층 보강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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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5층 보강위치도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5장 내진성능평가

- 328 -

3) 내진보강 후 건물 평균강도비와 보유성능지수

가) X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X방향 층강도비 산정

나) Y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Y방향 층강도비 산정

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대상구조물의 보유성능지수는 양방향 1.0 이상으로 성능목표를 만족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X방향 보유성능지수 = 1.10 > 1.0 : 성능목표 만족 → 내진보강 적절함

Y방향 보유성능지수 = 1.03 > 1.0 : 성능목표 만족 → 내진보강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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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 층간변위비 검토

가) X방향 층간변위 검토 결과

층
층높이

(m)
허용층간
변위비

최대 층간변위

절점
번호

층간변위
(m)

수정
층간변위(m)

층간
변위비 검토결과

5F 4.20 0.0105 221 0.0067 0.0122 0.0029 만족

4F 3.00 0.0105 706 0.0022 0.0040 0.0013 만족

3F 3.00 0.0105 704 0.0025 0.0045 0.0015 만족

2F 3.00 0.0105 702 0.0028 0.0052 0.0017 만족

1F 3.00 0.0105 712 0.0029 0.0054 0.0018 만족

B1F 3.00 0.0105 433 0.0008 0.0015 0.0005 만족

B2F 3.00 0.0105 915 0.0002 0.0003 0.0001 만족

나) Y방향 층간변위 검토 결과

층
층높이

(m)
허용층간
변위비

최대 층간변위

절점
번호

층간변위
(m)

수정
층간변위(m)

층간
변위비 검토결과

5F 4.20 0.0105 218 0.0041 0.0075 0.0018 만족

4F 3.00 0.0105 164 0.0024 0.0043 0.0014 만족

3F 3.00 0.0105 110 0.0028 0.0051 0.0017 만족

2F 3.00 0.0105 56 0.0030 0.0055 0.0018 만족

1F 3.00 0.0105 326 0.0022 0.0041 0.0014 만족

B1F 3.00 0.0105 595 0.0006 0.0012 0.0004 만족

B2F 3.00 0.0105 933 0.0001 0.0001 0.0001 만족

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대상구조물의 X방향과 Y방향의 층간변위는 허용 층간변위비 이내로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X방향 최대 층간변위비 = 0.0029 < 0.0105 : 성능목표 만족

Y방향 최대 층간변위비 = 0.0018 < 0.0105 : 성능목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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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진보강 후 기초안전성 검토

기초 보강위치도

보강 철골브레이스와 접합되는 인접기둥 하부의 기초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기초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6) 보강비용 산출

구분
보강 물량

개략 공사비 비고
시스템 보강 기초 보강

본관동 55 4 2,310,990,000*

전체 개략공사비(순공사비 + 제경비) 2,310,990,000*

* 본 개략공사비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보수,보강 공사시는 별도의 내역서 작성이 필요함.



제6장 종합결론 및 건의

6.1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6.2 지질조사 종합결론

6.3 내진성능평가 종합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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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종합결론 및 건의

본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

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1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1) 구조물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

구분 균열 누수 및 백태 철근노출 콘크리트 노후화

상태평가 등급 b b a a

【 구조체 결함현황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표 】

2) 콘크리트 품질시험 및 구조물 변위조사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

구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채취법)

콘크리트 압축강도

(비파괴 시험)

상태평가 등급 - a

【 현장시험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표 】

구분 부재 단면 치수 콘크리트 탄산화 건물 기울기 지반조사

상태평가 등급 - a a S4

【 현장시험에 따른 상태평가 결과표 】

3) 외관조사망도를 참조하여 해당 결함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보수의 

중요도에 따른 보수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유함.

4) 본 시설물 종합평가결과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

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의 B등급 시설물로 평

가함.

등급 평가 내용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

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안전등급 기준 (한국시설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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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질조사 종합결론

6.2.1 시추조사 결과

1) 지반주사에 대한 시추조사 결과 개략적인 층서는 지표로부터 매립층, 풍화토, 풍화암 순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층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 내용

BH-1

Ÿ 매립층은 GL기준 –0.0~0.8m의 심도에 분포한다.

Ÿ 풍화토은 GL기준 –0.8~12.0m의 심도에 분포한다.

Ÿ 풍화암은 GL기준 –12.0~26.5m의 심도에 분포한다.

Ÿ 연암은 GL기준 –26.5~30.0m의 심도에 분포한다.

[ 지반조사에 따른 시주조사 결과표 ]

6.2.2 표준관입시험 결과

1) 원 위치에 있는 흙의 연경토 및 상대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표준

관입시험을 시행하였으며, 각 시추공별 표준관입저항치(N-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 내용

BH-1

매립층 Ÿ N치는 색조는 갈색을 띠고 있으며 함수상태는 습윤 상태를 보인다.

풍화토 Ÿ N치는 11/30~50/12회로 보통 ~ 매우 조밀 상태로 보인다.

풍화암 Ÿ N치는 50/9~50/2회로 매우 조밀 상태로 보인다.

연암
Ÿ N치는 85/40회로 코어회수율(TCR)은 85%이고 압질지수(RQD)는 40%이

다.

[ 지반조사에 따른 표준관입시험 결과표 ]

6.2.3 전단파시험 결과

1)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

하여 전단파속도에 의한 지반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전단파시험에 따른 지반종류는 다음과 같다.

등급 평가 내용

BH-1 Ÿ 전단파 시험 결과 지반상태는 S4로 깊고 단단한 지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반조사에 따른 전단파시험 결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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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내진성능평가 종합결론

6.3.1 선형해석평가 결과

3D 모델링(정면)

3D 모델링(배면)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제6장 종합결론 및 건의

- 335 -

1) 건물 평균강도비와 보유성능지수

가) X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X방향 층강도비 산정

나) Y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Y방향 층강도비 산정

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대상구조물의 보유성능지수는 양방향 1.0 미만으로 성능목표를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X방향 보유성능지수 = 0.44 < 1.0 : 성능목표 불만족 → 내진보강 필요

Y방향 보유성능지수 = 0.46 < 1.0 : 성능목표 불만족 → 내진보강 필요

2) 조적채움벽의 면외안전성 검토

구분 높이-두께비 면외강도() 관성력() 검토결과
MF1 채움벽 22.11 83.23 32.15 만족
MF2 채움벽 15.79 70.54 11.48 만족

MF3 채움벽 15.79 42.33 6.89 만족

MF4 채움벽 15.79 35.27 5.74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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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내진보강 후 선형해석평가 결과

3D 모델링

1) 내진보강 적용안

신설 철골끼움브레이스 보강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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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진보강 위치도

지하2층 보강위치도

지하1층 보강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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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 보강위치도

지상2층 보강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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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보강위치도

지상4층 보강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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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5층 보강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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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진보강 후 건물 평균강도비와 보유성능지수

가) X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X방향 층강도비 산정

나) Y방향 층강도비 검토 결과

Y방향 층강도비 산정

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대상구조물의 보유성능지수는 양방향 1.0 이상으로 성능목표를 만족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X방향 보유성능지수 = 1.10 > 1.0 : 성능목표 만족 → 내진보강 적절함

Y방향 보유성능지수 = 1.03 > 1.0 : 성능목표 만족 → 내진보강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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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 층간변위비 검토

가) X방향 층간변위 검토 결과

층
층높이

(m)
허용층간
변위비

최대 층간변위

절점
번호

층간변위
(m)

수정
층간변위(m)

층간
변위비 검토결과

5F 4.20 0.0105 221 0.0067 0.0122 0.0029 만족

4F 3.00 0.0105 706 0.0022 0.0040 0.0013 만족

3F 3.00 0.0105 704 0.0025 0.0045 0.0015 만족

2F 3.00 0.0105 702 0.0028 0.0052 0.0017 만족

1F 3.00 0.0105 712 0.0029 0.0054 0.0018 만족

B1F 3.00 0.0105 433 0.0008 0.0015 0.0005 만족

B2F 3.00 0.0105 915 0.0002 0.0003 0.0001 만족

나) Y방향 층간변위 검토 결과

층
층높이

(m)
허용층간
변위비

최대 층간변위

절점
번호

층간변위
(m)

수정
층간변위(m)

층간
변위비 검토결과

5F 4.20 0.0105 218 0.0041 0.0075 0.0018 만족

4F 3.00 0.0105 164 0.0024 0.0043 0.0014 만족

3F 3.00 0.0105 110 0.0028 0.0051 0.0017 만족

2F 3.00 0.0105 56 0.0030 0.0055 0.0018 만족

1F 3.00 0.0105 326 0.0022 0.0041 0.0014 만족

B1F 3.00 0.0105 595 0.0006 0.0012 0.0004 만족

B2F 3.00 0.0105 933 0.0001 0.0001 0.0001 만족

목표지진하중에 대한 대상구조물의 X방향과 Y방향의 층간변위는 허용 층간변위비 이내로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X방향 최대 층간변위비 = 0.0029 < 0.0105 : 성능목표 만족

Y방향 최대 층간변위비 = 0.0018 < 0.0105 : 성능목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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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진보강 후 기초안전성 검토

기초 보강위치도

보강 철골브레이스와 접합되는 인접기둥 하부의 기초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기초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6) 보강비용 산출

구분
보강 물량

개략 공사비 비고
시스템 보강 기초 보강

본관동 55 4 2,310,990,000*

전체 개략공사비(순공사비 + 제경비) 2,310,990,000*

* 본 개략공사비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보수,보강 공사시는 별도의 내역서 작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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