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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Secure operation of hospitals during and right after earthquake is essential. Past lessons from earthquake damages have shown that most 

of the injured and the death occurred within 30 minutes after earthquake and the portion of nonstructural damage has become significant. 

However, hospital buildings in Korea have not prepared fully to address such rising issues. This paper is to study what type of damage 

patterns are related to hospital buildings and how to develop a preparedness plan to keep hospitals operational at all earthquakes if 

possible. This paper first reviews on past earthquake damages reported as critical to hospital buildings while classifying them into four 

groups: (1) structural element; (2) architectural-nostructural element; (3) medical equipments and contents; and (4) utility facility. Upon 

such classification, some detailed concerns can be specified under each group explicitly. Then a hierarchy for hospital building is also 

developed for the classified groups, which enables us to identify required things for the enhancement of seismic performance of hospital 

building that consists of heterogeneous elements. To upgrade the level of seismic performance for existing hospital buildings, the concept 

of performance-based approach can be adopted to address the heterogeneous problems in a systematic and stepwise manner. Finally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eismic risk assessment for hospital building is proposed toward the seismic enhancement of hospital 

buildings using performance-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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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도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 지진에 의한 병원피해사례는 다행히 보

고되지 않았다. 또한, 국토부 조사통계에 의하면 의료시설물의 50% 이상

이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존 지진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지진발생 초기 30분 동안에 97% 지진피해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1], 구조물 이외의 비구조 요소의 지진피해가 병원건축물 전

체피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2]. 이러한 보고사항들을 감안할 때, 국내 

병원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는 매우 시급해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병원건축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

기에, 총체적인 내진성능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내진성능수준을 얼마

까지 높여야 하는 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는 어떠한 크기의 지진이 발생해도 모든 의료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

록 구조 및 비구조 시스템의 내진성능 향상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3].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

생한 지진으로 병원건축물들 피해가 매우 심각했고[4]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 병원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수준을 크게 높여서 설계하고 

있다[5].

이 연구에서는 국외 병원건축물의 지진피해사례와 내진성능향상 방안

을 토대로 우리나라 병원건축물의 내진성능향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개념들을 정리해서 제시한다. 먼저, 과거 지진피해로 병원건축

물에 발생한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지 (1) 구조 요소, (2) 건축적 비구조 요

경주 지진 특집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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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investment in building construction[Miranda]

(a) The photo taken on 

2011.02.22.

(b) The photo taken on 

2013.03.18.

(c) liquefaction-induced damage 

of the main sewer line

(d) damage of Riccarton under-

ground tunnel 

Fig. 2. Hospital damage due to 2011 Christchurch earthquake

소, (3) 의료시설 및 장비 외와, (4) 유지관리 시설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건축구조기준(이하, KBC 2016)[6]에서는 ‘건축비구조요소’

는 건축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중에서 구조시스템의 내력을 부담하지 않

는 구성요소로 정의한다. 이는 건축물의 실내․외에 위치하는 배기구, 부가

물·장식물, 부착물, 비구조벽체, 악세스플로어(이중바닥), 유리·외주벽, 천

장, 칸막이, 캐비닛, 파라펫, 표면마감재, 표지판·광고판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건축비구조요소들을 병원건축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세분화 한 것이다. 건축비구조요소 설계계수 내진성능향상 방안과 관련해

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성능기반 접근법(performance-based 

approach)을 도입하고, 성능기반 접근법을 이용한 내진성능향상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다. 이에, 성능기반 병원건축물의 위계구조, 병원건축

물의 성능수준(performance levels), 지진재해수준 (seismic hazard level) 

및 성능목표(performance objectives)를 정립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

리나라 병원건축물의 상당수가 구조적 내진성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비

구조 요소에 대한 평가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현황에서 우리

나라 병원건축물의 내진성능향상을 의한 첫 단계는 우리나라 지진특성을 

반영한 병원건축물의 지진위험도평가(seismic risk analysis)이다. 이 연구

에서는 성능기반 접근법에 근거한 지진위험도평가를 위한 개념적 프레임

워크(conceptual framework)를 제시한다. 

2. 과거지진에 대한 병원건축물의 피해

지진에 의해서 병원건축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개별 병원 구조물과 

인명 피해 및 기능수행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는 의료조

직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하나의 의료시설이 피해를 입

어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인근 의료시설로 옮겨지는데, 이때 갑작스럽

게 크게 늘어난 환자의 수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진에 대한 병원건축물의 피해사례를 의료기관들이 인

접하여 집적되어 있는 경우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살

펴봤다. 또한 개별적 의료기관의 피해조사에서는  크게 구조요소와 비구조

요소로 구분하였다. Fig.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병원의 특성상 비구조 

요소와 내용물의 비중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서 매우 높고[2],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해서 조사하였다. (1) 구조 요소, 

(2) 건축적 비구조 요소, (3) 의료기기 및 장비 외, (4) 유지관리 시설물. 

2.1 의료기관 집합지역의 피해

기존 지진피해를 입은 병원건축물사례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피해사례

는 그룹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모두 살펴봐야 한다. 여러 의료기관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라이프라인들을 공유하게 된다. 이때 서로 공동으로 의존하

고 있는 라이프라인의 손상은 연계된 여러 의료기관에도 연쇄적인 문제점

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 캔터베리의 크라이스트

처치를 강타한 규모 6.3의 지진으로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의료시설이 피해를 입었다(Fig. 2)[4, 5]. 실제 병원의 구조적인 피해보다

는 액상화로 인해서 배수관 (sewer line)(Fig. 2(c), (d))이 심하게 손상을 

입었다. 이러한 라이프라인의 피해로 인근 병원의 의료시설의 가동이 어려

웠다. 크라이스트처치의 경우에서는 지진발생 직후 3주 동안 가정 의료 서

비스를 가동하였다. 현재 2018년 완성을 목표로 $600 million 이상의 재정

을 들여서 의료시설을 재건하고 있다(Fig. 2(b). 

2.2 구조 요소 피해

병원건축물의 내진성능향상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이끌고 있는 미국

에서는 지진에 대한 병원건축물의 내진성능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촉

발 시킨 사건과 내진성능 향상에 대한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지진이 발생했

었다. 1971년 미국 산페르난도에서 발생한 규모 6.5의 Sylmar지진으로 65

명이 사망했고 2,000여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7-9) 피해규모는 미국달

러 $2.4 billion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상자 대부분이 재향군인병원

(the Veteran Hospital)에서 발생한 것이다. Fig. 3(a)는 당시 극심한 구조

적 피해를 입은 재향군인병원의 모습이다.  조사결과 구조물의 피해원인으

로 열악한 건축물 설계기준을 비롯하여 구조설계의 잘못 및 시공적 결함  등 

총체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Fig. 3(b)의 

the Olive View Hospital 에서는  약층 (weak story)의 심각한 구조적 피해

를 입어서 병원의 정상가동이 순조롭지 못했다. 

1971년 산페르난도 지진 이후 1973 Seismic Safety Act가 발효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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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Veteran Hospital (b) the Olive View hospital

Fig. 3. 1971 Sylmar Earthquake

Table 1. Performance of all hospital buildings in the Northridge 

Earthquake at 23 hospital sites with one or more yellow or 

red tagged buildings[12]

Type of Damage Number of Buildings (%)

Pre-Act Post-Act

Structural Damage

Red tagged 12(24%) 0(%)

Yellow tagged 17(33%) 1(3%)

Green ragged 22(43%) 30(97%)

Nonstructural Damage

Major 31(61%) 7(23%)

Minor 20(39%) 24(77%)

Total Buildings 51 31

(a) the Santamonica hospital[12] (b) the Health clinic[13]

Fig. 4. Examples of structural damage of 1994 Northridge Earthquake

(a) damage of ceiling over beds
(b) damage of ceiling to medical 

equipment 

Fig. 5. Examples of architectural-nonstructural damage[15]

Fig. 6. Example of bracing of ceiling system [FEMA 577]

포함해서 미국에서는 병원건축물의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향상수준을 높

이기 위한 노력은 더욱 높아졌다[10, 11]. 그런데 23년이 지나서 거의 비슷

한 위치에 노스릿지 지진이 발생했다.  Table 1은 노스릿지지진이 발생한  

23곳의 위치에서 병원들의 피해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실제 1994년 노스

릿지 지진에 대해서 병원건축물의 구조적 피해가 1971년 경우에 비해서 훨

씬 줄어들었지만 비구조  요소 피해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는 1994년 노스릿지 지진으로 병원건축물에 발생한 피해사례를 

보여준다. 산타모니카 병원(Fig. 4(a))에서는 X-방향 균열피해를 보였으

며, 다른 보건소  (Fig. 4(b))의 구조물은 심각한 구조적 피해를 입었다. 

병원건축물의 구조 요소(structural element) 피해는 일반 건축물의 구

조피해와 같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 인접건물과의 충돌(pounding)

• 하중경로 (load path)의 불연속성

• 구조시스템의 입면적 비정형성

• 구조시스템의 평면적 비정형성

• 구조시스템의 잉여체계 결여

하중경로의 불연속성과 구조시스템의 비정형성은 약층(weak story),  

연약층 (soft story), 비틀림(torsion)을 유발시키는 매우 위험한 요인 이다. 

이러한 구조 요소 피해는 일반건축물의 내진설계 향상방안을 적용하여 최

소화 시킬 수 있다.

2.3 건축적 비구조 요소 피해 

병원건축물의 건축적 비구조 요소(architectural-nonstructural element)

는 천장재, 비구조 칸막이벽, 커트월이나 건축물 외장재 등 여러 가지이다. 

사실상 미국에서는 1971년 Sylmar지진이후 구조물의 내진성능수준을 끌

어 올렸기에 1994년 노스릿지 지진에서 구조 요소 피해는 줄어들었다. 그

런데 비구조 요소 피해에 의한 피해액은 여전히 상당한 피해액으로 산정되

었다. 캘리포니아의 20여  곳 이상의 병원들이 피해를 입었고, 일부 병원에

서는 서비스가 중지되었고, 피해액은 $3 billion이상으로 추정된다[15].

특히  환자가 누어있는 곳에서의 비구조 요소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인

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Fig. 5(a)와 같이 천장재가 환자 침상위치에서 발

생하는 경우에는 직접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실을 사

용할 수 없어서 병원의 정상적 운영에 피해를 준다.  Fig. 5(b)의 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장비손상으로 연쇄피해를 유발 시킨다. 이와 같이, 

병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건축적 비구조 요소 피해는 인명피해와 병원의 정

상적 운영에 큰 장애가 된다.  

비구조재의 피해는 비구조 요소가  주요  구조물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

지되어 있는 지에 따라서 그 안전성이 크게 좌우된다. 이에, 천장재와 같이 

수평으로 펼쳐져 있는 비구조의 경우, 중력방향의 하중저항과 더불어 

Fig. 6과 같이 수평방향의 흔들림에 저항하도록 브레이싱을  추가하여 내

진성능확보가 중요하다[16]. 한편, 천장재의 마감이나 건축물 외장재의 피

해종류는  각 비구조의 개체조합 구성방식과 단위 중량의 크기에 따라서 손

상현상이 매우 다르다. 만일 전체적으로 연속적인 부재가 아닌 조각조각 떨

어질 수 있는 개체로 형성된 형식이라면 피해를 일으키는 양상이 매우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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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amples of architectural-nonstructural damage[EERI Miranda]
(a) radioactive (b) electric power supply

Fig. 8. Examples of medical equipment damage[FEMA E-74]

(a) rocking (b) sliding

Fig.  9. Rigid block motion of medical equipment

Fig. 10. Examples of utility damage

Fig. 11. Examples of utility damage

다 (Fig. 7). 산티아고에 위치한 Felix Bulne Hospital은 건축조 비구조 요

소의 피해로 병원 문을 닫았다[17] .

2.4 의료기기 및 장비 외

병원은 각 실의 기능에 따라서 설치하는 의료기기와 장비가 상당히 다르

다. 의료기기는 천장에 매달린 경우, 바닥에 지지되어 있는 경우, 홀로 바닥

에 의지해서 서 있는 경우 다양하다. 각 경우에 따라서 피해 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천장에 매달린 경우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천장재의 피해에 

의한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지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구조재에 정착해야 한다. 바닥에 위

치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강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닥에 놓인 

의료기기에 작용하는 지진에 의한 관성력이 피해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의료기기의 관성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속도가  강체의 놓인 위치에 따라 민

감하게 반응한다. Fig. 8(a)는 방사선 장비가 넘어져 손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강체의 무게와 규모는  넘어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

이다. Fig. 8(b)는 의료기기에 공급하는 전력 장비가 손상된 사례를 보여주

고 있다. 

의료기기  및 장비 피해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

해서는 의료기기를 강체로 간주하고 지진발생시 강체에 작용하는  회전력

을 계산하여 정착 앵커리지를 설치하거나 바닥 미끄러짐을 고려해서 저항

마찰력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체의 세장비와 작용하는 지진수준

의 크기에 따라서 회전 (rocking) 또는 미끄러짐 (sliding) 거동을 한다. Fig. 9

는 강체로 가정할 수 있는 비구조 요소 대한 지진거동을 역학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의료기관의 지진피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항은 의약품에 대한 피해이

다. 개체구성이 가볍고 흔들기 쉬운 의약품은 작은 진동에도 쓰러지기 십상

이다. 특히, 액체 타입의 의약품인 경우에는 용기가 파손되면, 내용물이 주

변으로 흘러 나가게 된다(Fig. 10). 만일, 일반인에게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액체 약물에 대한 안정적 보관이 필

요하다. 

2.5 유지관리 시설물

병원건축물과 의료기기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시설물은로 통신시설, 

전기배관시설, 기름공급시설, 컴퓨터 전산장비 등 다양하다.  이러한 유지

관리 시설물의 거동은 의료기기 및 장비와 유사한 조건으로 건축물에 위치

하고 있어서 피해 현상 또한 유사하다 (Fig. 11).  옥외에 놓인 라이프라인이

나  HVAC관련 설비들을 배치할 때 개별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지진력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인 지 분석해보고 배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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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lassification of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elements of 

general building[FEMA 74][15]

Fig. 13. A hierarchy of Classification of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elements of hospital building

Fig. 14. Examples of medical facility equipped in different rooms

3. 병원건축물의 성능기반 내진성능

지진에 의한 일련의 병원건축물의 피해를 경험하고 또한 대응하는 노력

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성능기반 접근법(performance-

based approach)이 합리적임을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성능기반 접

근법은 1994년 노스릿지 지진피해를 통해서 구조물의 피해 못지않게 비구

조 요소에 대한 피해가 총체적 피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함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으로 발전된 개념이다. 이러한 성능기반 접근법은 

다음 2가지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첫째, 지진위험도를 보다 세분화

하여 관리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진 병원건축

물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또한 총체적으로 성능수준을 정의할 수 있다. 이

에, 성능기반 접근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절차들이 필요하다.

• 지진거동에 상호연계성이 밀접한 요소끼리 구분하여 위계구조를 만든다.

• 병원건축물에 적합한 내진등급을 정의한다.

• 병원건축물의 성능수준을 정의한다.

• 병원건축물에 요구되는 지진수준을 정한다.

• 병원건축물에 대한 성능목표를 총체적 목표와 위계구조의 각 요소에 

대하여 설정한다.

3.1 병원건축물의 성능기반 위계구조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성능기반 위계구조는 일반

적인 건축물에서 구분하고 있는 구조 및 비구조 요소의 구분(Fig. 12)을 시

작점으로 하되 병원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Fig. 13와 같이 개발하였

다.  (1) 구조 요소, (2) 건축적 비구조 요소, (3) 의료시설 및 장비 외, (4) 유

지관리 시설물이다. 이러한 위계구조는 내진성능평가나 설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구축에서부터 실제 개별요소를 평가한 후 총합하여 전체평

가를 도출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조 요소는 지반에서 전해오는 지진하중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요소

로 건축구조기준에서 분류하는 구조시스템이 가지는 내진성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건축적 비구조 요소는 천장재, 커튼월이나 

외부마감재와 같이 구조시스템의 거동에 의존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구조

시스템의 어느 부분과 어떠한 상태로 결속되어 있는 가에 따라서 그  내진거

동은 현저하게 다른 모습으로 움직인다. 의료시설과 장비 외의에 포함되는 

것들은  건축적 비구조 요소와 같이 구조시스템의 거동에 의존적인 요소이

다. 그런데 각 실의 기능에 따라서 배치되는 의료장비들의 규모와 설치위치

는 매우 다르다.  Fig. 14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중환자실, 수술실 등 이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다시 세분

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유지관리 시설물의 경우에도 의료기

기 및 장비와 같이 각 시설물의 기능에 따라서 체계화해야 한다. 참고로  병

원건축물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와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평가 

또는 보강방법이 다르므로 상호 구별해서 고려해야 한다.

3.2 병원건축물의 내진등급

설계 또는 평가를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다. 성능기반 접근법에서는 다

양한 성능목표를 성능수준별로 정의하게 된다. 개정된 KBC 2016에서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기능수행과 붕괴방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

라서 다르게 설계지진 수준을 정의하고 있다. 병원건축물의 중요도는 KBC 

0103.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근거해서 Table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또

한,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해서 의료기관을 병상 수 및 필요 의료시설을 갖추

는 것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Table 3과 같이 구분한다. 이 연구에서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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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BC-based Building Importance for hospital building

Seismic category Use or Occupancy of Hospital Building

Special A hospital complex and a general hospital where surgical and emergency facilities are available.

I
A general hospital where surgical and emergency facilities are not available. A general hospital whose total floor area is greater 

than 1,000 m
2
 and not included in Seismic category of Special.

II Any hospital building not included in  Seismic category of Special, I, and III.

Table 3. Classification of medical institution based on the medical law of Korea and its building importance

Medical Institution no. of hospital beds and medical facility Seismic Category

Clinic A small scale medical institution with less than 30 beds. I
1)
, II

2)

Hospital A medical institution with more than 30 beds. I
1)
, II

2)

Special hospital A hospital providing acute hospital care. I
1)
, II

2)

Hospital complex A medical institution where hospital beds are greater than 100. Special

Hospital complex with special intensive care A hospital complex providing critical care services for life-threatening illnesses. Special

1)
 medical institution whose total floor area is greater than 1,000 m

2

2)
 medical institution whose total floor area is less than 1,000 m

2

Table 4. KBC-based Performance levels

Seismic category performance objective seismic hazard

Special
Operational(Immediate Occupancy)

1)
1.0 x design spectral acceleration

2)

Life Safety & Collapse Prevention 1.5 x design spectral acceleration

I
Life Safety 1.2 x design spectral acceleration

Collapse Prevention 1.5 x design spectral acceleration

II
Life Safety 1.0 x design spectral acceleration

Collapse Prevention 1.5 x design spectral acceleration
1)
 User or designer can assign performance objective level.

2)
 Design spectral acceleration of 0306.3 seismic hazard map.

Table 5. Combination of structural performance and nonstructural performance levels[18,19]

Nonstructural 

Performance 

Levels

Structural Performance Levels and Ranges

S-1

Operational

S-2

Damage Control range

S-3

Life Safety

S-4

Limited Safety Range

S-5

Collapse Prevention

S-6

Not Considered

N-A Immediate Occupancy 1-A 2-A N/A N/A N/A N/A

N-B Immediate Occupancy 1-B 2-B 3-B N/A N/A N/A

N-C 1-C 2-C Life Safety 3-C 4-C 5-C 6-C

N-D N/A 2-D 3-D 4-D 5-D 6-D

N-E Not considered N/A N/A N/A 4-E Collapse Prevention 5-E No Rehabilitation

3에 분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해서 병원건축물의 내진등급

을 정의 하였다. 결국 우리나라 병원건축물의 내진등급은 건축법과 의료법

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3.3 병원건축물의 성능수준

KBC 2016에서는 성능수준에 따라서 설계가속도스펙트럼의 값은 다르

게 제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정의는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구조 

요소와 비구조 요소를 함께 아울러야 하는 병원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가능

한 성능수준의 정의는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Table 5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조 요소와 비구조시 요소의  성능수준을 하나의 

매트릭스에서 정의함으로써, 개별적으로 또한 총체적으로 성능수준이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우리나라 병원건축

물에 대한 내진성능수준을 정의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3.4 병원건축물의 지진수준

병원건축물의 구조물에 요구되는 지진수준은 일반구조물에서와 마찬

가지로 (1)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진재해 수준, (2) 지반조건과 

(3) 건축물의 중요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성능기반 접근법을 따르기 위해서

는 내진성능 평가 또는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지진수준 또한 성능수준에 따

라서 다르게 정의한다. 병원건축물의 구조물의 중요도는 Table 2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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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eismic risk assessment of hospital building using performance-based approach.

이 결정한다. 병원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비구조요소의 지진수준 또한 KBC 

2016기준을 토대로 구조물의 성능수준에 걸맞은 지진수준을 정의한다.

 

3.5 병원건축물의 내진성능목표

각 병원건축물마다 관련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내진성

능목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시 병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와 같이 주요 위기대응 시설물로 분류되므

로 이에 걸맞은 내진성능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개별 병원건축물의 

중요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사회에 미치는 의료서비스의 비중을 고려해서 

내진성능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병원건축물의 총체적 내진

성능목표가 결정되면, 이 목표에 맞춰서 구조 및 모든 비구조 요소들도 일관

된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해야 한다. 

4. 우리나라 병원건축물의 지진위험도평가 

우리나라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 이후, 시간 차이를 두

고 단계적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따라서 기존 병원건축물의 내진성능확보

수준은 건설시기에 따라서 다양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병원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특정 시기 이후의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지진위험도평가는 시급하게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1) 기존병원건축물의 내진성능보강에 대한 우선순

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2) 신축 병원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위한 성능수

준 정의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진위험도는 구조물이 위치할 지역의 지진재해수준과 평

가대상 구조물의 지진취약도(seismic vulnerability)의 함수로 표현한다. 

따라서 지진위험도평가를 위해서는 지진재해수준과 병원건축물의 취약도

를 마련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뒤따른다. 이 연구에서는 성능기반 병원

건축물의 지진위험도평가를 위한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Fig. 15와 같이 

제시한다.

다양한 성능수준에 대한 지진위험도평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나리

오 설정부터 시작하도록 체계화 하였다. 각 시나리오를 통하여 지진재해수

준을 정하고, 해당하는 재해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수준을 결정하여 

성능한계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병원건축물의 내진성능기반 위계구조의 

각 요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요소별 내진성능평가를 마친 

이후 요소별 지진취약도를 산정하게 된다. 요소별 취약도 평가결과를 토대

로 병원건축물의 총체적 지진취약도를 결정하여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지

진재해수준에 대한 지진위험도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세부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상호연계성을 고려해야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복 작업이 

발생할 것이다.

구조물의 지진취약도의 평가는 평가단계의 수준(예, 예비평가 또는 상

세평가), 평가방법(경험적 방법, 구조해석적 방법, 혼합방법, 취약도함수 

이용방법), 평가대상의 복합성(예, 단일 대상 또는 복합 대상)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상되는 연간 

피해 손실(expected annual loss)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 병원

건축물의 잔존 사용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수준을 산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되는 피해수준에 따르는 비용과 내진설계에 소요되는 비용

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경제성을 고려한 내진성능향상 대안마련에 효과적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병원건축물의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 병원건축물에 대한 지진피해사례를 조사 분석하

고, 성능기반 접근법에 부합하는 내진성능 설계 및 평가에 필수적인 주요 개

념들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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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원건축물을 지진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병원건축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위계구조를 마

련하였다. 건축물의 구조적 거동과 병원의 기능을 구별해서 체계적으로 다

룰 수 있도록 위계구조를 (1) 구조 요소, (2) 건축적 비구조 요소, (3) 의료시

설 및 장비 외와, (4) 유지관리 시설물의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위

계구조는 기존 병원건축물의 지진피해사례 분석을 비롯해서 병원건축물의 

성능기반 내진성능 향상 방안 제시와 병원건축물의 지진위험도평가를 위

한 프레임워크 개발에 사용되었다. 

병원건축물의 구조요소와 다양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성능을 전체

적으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능기반 접근법이 합리적이다. 이 연

구에서는 성능기반 접근법 사용에 필요한 병원건축물의 내진등급을 제시

하였고, 각 내진등급에 대한 성능수준별 설계지진을 연계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제시된 내진등급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구분된 5 가지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KBC 2016을 적용하여 저자들이 제시해 본 것이다. 이 연구에서

는 근거기준에 의거해서 단순히 개별병원에 대한 내진등급을 규모와 전문

적 의료시설의 구비 수준에 따라서 특등급, I등급, II등급으로 분류한 것이

다. 실제 재해의 범위가 넓은 경우, 개별 의료기관의 대응뿐만 아니라 의료

기관의 공조체계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내진등급은 재조

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병원건축물의 지진위험도 수준을 파악하고, 병원건

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수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진특성을 반

영한 병원건축물의 지진위험도평가가 맨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이 연구에서는 병원건축물의 지진위험도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작업내용을 체계화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재해 시나리오

를 설정하고, 지진재해 결정과 병원건축물의 4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내진

성능 수준을 평가하여 총체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진위험도 평가를 예상

되는 연간 피해수준으로 산정한다면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단계적

인 내진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시나리오 설정상황에서 구체적인 작

업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반복과정을 거쳐

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병원건축물의 내진성능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들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들이 체계적이고 신속

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직 병원건축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개념이 미약

한 국내 현 시점에서는 병원건축물의 내진설계관련 관계자들의 합의체 구성

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합의체를 중심으로우리나라 병원건축물

의 지진위험도평가를 서둘러야 한다. 지진위험도평가를 반복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내진등급과 성능수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재정립 될 것

이다. 특히, 해외 병원지진피해사례를 겪을 때마다 강조되는 점이 재해가 발

생한 초기 대응시점에 병원의 정상가동이 가장 중요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조 및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등급과 성능수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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