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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서까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 신영복, <나무야 나무야>, 90쪽

인용글처럼 모든 건축물은 기초 위에 지어진다.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초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확

보되어야 하며, 설계 과정에서부터 구조 및 지반 분야 엔지니어 간 상호 의사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

적으로 초고층 건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두 분야 간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상태 모

니터링 기술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다소 격차가 있다. 많은 사용자가 이용 및 거주하는 공간이며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건축물 상부에는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HM) 시스템이 적용되어 지진, 태풍, 이상진

동 등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상태평가와 피난, 대피와 같은 후속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문기훈 등, 2015). 최근에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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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드론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되면서 모니터링 기능과 적용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반면 건축물기초를 

포함한 지중 구조물 대상 모니터링 기술은 지반을 통한 접근 및 유지보수가 매우 제한적인 탓에 상부구조만큼의 기술 개

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한 지진이 작용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건축물이 기울거나 침하, 균열이 발생하여 기초 손상이 확실한 

사례가 있는 반면에, 손상이 의심되지만 기울어짐이나 침하 발생이 크지 않은 건축물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 건축물기초 상태 모니터링은 지진으로 기초가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는지 정량적으로 

감지하고 사후에 균열의 전파 여부, 지속적인 여진에 의한 추가 손상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다. 실제 고베 지진 후 상부

구조물 상태는 육안관찰을 통해 손상 파악이 가능했지만, 교량, 건축물의 기초 건전도를 평가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Mita, 1999).

본 기술기사에서는 지진에 의해 건축물기초가 손상된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기초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일본

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다. 사용 중인 건축물의 기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 개발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복합재난

대응연구단이 개발 중인 건축물기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2. 지진에 의한 지하구조물 손상 사례

2011년 동일본지진 당시 센다이시 소재 1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1976년 완공되었으며 건물 두 동이 L자 형태로 연결

된 구조)의 말뚝기초가 손상되면서 약 10cm 정도 건축물 침하가 일어났으며, 건물 한 동이 약 1도 정도 기울어 연결부가 

최대 1m 이상 벌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그림 1). 조사결과에 따르면 두 건물 중 한 동은 말뚝기초 두부 또는 기초 간 결합

부에 심각한 손상이 있지만 상부구조에서는 큰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반면에, 다른 한 동은 기초 손상은 없었지만 상

부구조물의 전단벽체에 전단균열이 발생하였다. 전자는 말뚝기초가 심하게 손상되어 상부구조가 분리되면서 강한 진동

을 면한 경우로, 후자는 기초 손상은 적지만 상부구조물도 함께 지반진동을 겪으면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Motosaka and Mitsuji, 2012).

(a) 건물 침하 (b) 건물 연결부위가 벌어진 채 기울어진 건물

<그림 1> 지진에 의한 기초 손상으로 기울어진 건축물(Tokimatsu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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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5층 철근콘크리트 장방형 건축물(9.3m × 106m)은 심한 지반진동을 겪으면서 그림 2와 같이 주거동(청색 영역)

에 결합되어 있던 계단동 A, C의 말뚝기초가 손상되어 각각 1/50, 1/30씩 기울어지면서 분리되었다. 주거동 하부의 기

초 가운데 부분도 손상되어 최대 1.1m의 단차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a) 건축물 피해 상황 (b) 기초 단차 발생

<그림 2>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상황(Motosaka and Mitsuji, 2012)

표 1은 주요 지진을 겪은 여러 건축물들의 기초 손상 여부를 보여준다(Bhattacharya et al., 2004). 표에서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기초 및 지반 조건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기초는 손상이 없는 반면에 동일 지진에도 매우 심한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Bhattacharya et al.(2012)은 여러 사례들을 분석하여 지진에 의한 기초 손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였다.

1. 기초 손상은 측방유동(laterally spreading)이 일어나는 지반뿐만 아니라 평평한 지면 위에 구조물이 놓여져 있는 조

건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즉 지진에 의한 상부구조물의 손상은 적지만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기울어

질 수 있다(그림 3(a)).

2. 기초에서 균열은 주로 액상화 지층과 다른 지층 경계에서 발생하며 말뚝기초 두부에서 종종 발생한다. 소성힌지가 액

상화 지층 중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그림 3(b)).

3. 말뚝기초가 손상된 경우 기초의 수평이동도 발생하며, 때때로 지진에 의한 지반변위만큼 이동한 사례도 있다.

4. 대구경 말뚝기초가 상대적으로 지진에 안전하다. 한 예로 2001년 인도 부즈 지진 때 칸드라항 부두의 직경 0.5m 

RCC(reinforced cement concrete) 말뚝기초에는 상당한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지역의 1m 직경 RCC 말뚝기초

는 손상을 입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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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진에 의한 말뚝기초 손상(Bhattacharya et al., 2004)

사례 지진 말뚝기초 길이 (m) 말뚝기초 단면 및 종류* 상태

10-storey Hokuriku building

1964 니가타지진

12 0.3m dia. RCC Good

NHK building 12 0.35m dia. RCC Poor

Showa bridge 25 0.6m dia. Steel Tube Poor

NFCH building 9 0.35m dia. RCC Hollow Poor

Yachiyo Bridge 11 0.3m dia. RCC Poor

Gaiko Warehouse  1983 츄부지진 18 0.6m square PSC Poor

Landing bridge 1987 에지컴브지진 9 0.4m square PSC Hollow Good

14-storey building in American park

1995 고베지진

33 2.5m dia. RCC Good

Kobe Shimim hospital 30 0.66m dia. steel tube Good

Hanshin expressway pier 41 1.5m dia. RCC Good

LPG tank 101 27 1.1m dia. RCC Good

LPG tank 106, 107 20 0.3m dia. RCC Hollow Poor

4-storey fire house 30 0.4m dia. PSC Poor

3-storey building at Fukae 20 0.4m dia. PSC Hollow Poor

     

(a) 평평한 지반에서의 건축물기초 손상(고베지진)

(b) 말뚝기초 손상 위치 및 지층 정보(니가타지진)

<그림 3> 지진에 의한 건축물기초 손상 사례(Bhattacharya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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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기초 손상 평가 가이드라인

지진 발생이 빈번한 일본에서는 지진에 의한 시설물 손상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1991년 일본건축방재협회(Japan 

Building Disaster Prevention Association)가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지진 발생 후 손상 평가 및 재건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였다. 이후 고베지진, 동일본지진을 겪으면서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2001년, 2014년 두 차례 개정하였다

(Nakano et al., 2004).

<그림 4> 건축물 손상 평가 및 재건 조치 과정(Nakano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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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서 손상 평가 대상은 그림 4와 같이 기초와 상부구조물로 나뉘며, 기초는 말뚝기초와 매트기초로 구분하

여 적용한다. 기초의 손상 정도는 건축물의 침하량(S)과 기초의 기울기(θ)에 따라 표 2와 같이 심각, 보통, 경미, 영향없

음 네 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초의 기울기는 전체 상부구조물을 기준으로 서로 수직하는 주축방향의 기울어진 정도를 측

정하고 식 (1)을 이용하여 전체 기울기를 구한다.

    


  (1)

고베지진 후 피해를 입은 건물 하부를 굴착하여 기초 상태를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2에 제시

된 기준값은 이 결과에 근거를 두고 결정되었다.

① 1/100 rad. 이상 기울어진 건물의 말뚝기초는 모두 손상되었음.

② 1/100-1/300 rad. 사이 기울어진 건물의 2/3 정도에서 말뚝기초 손상이 확인되었음.

③ 매트기초가 1/150 rad.보다 작게 기울어진 건물은 손상이 없었음.

④ 침하량이 0.3m 이상인 경우 말뚝기초에 대규모 손상이 발생하였음.

⑤ 침하량이 0.1-0.3m 사이인 경우 말뚝기초에 약간의 손상이 발생하였음.

⑥ 0.05m 이상 침하가 발생한 매트기초는 보수되었음.

<표 2> 침하량과 기울기에 따른 건축물기초 손상 평가(Nakano et al., 2004)

한편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 지원으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 적절한 지진 ‧ 해일 재해 경감 기술 개발 및 체계화 연구

(EQTAP)’가 수행되었으며, 일본 건축연구소(BRI)는 EQTAP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건축물 및 주택 관련 지진 재해 조사 

방법’ 연구를 1998년부터 4년간 수행하였다. 최종 성과물로 작성된 ‘지진에 의한 건축물 피해 시 손상 조사 방법 가이드

라인’(2002)에 따르면 건축물 기초 손상 평가는 그림 5와 같이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 마지막 단

계에서는 전문가 조사로 건축물기초의 손상등급이 판정되는데 이때 손상 조사방법으로 하부지반을 굴착하고 육안으로 관

찰하는 것 외에 시추 등으로 투입이 가능한 경우 시추공 카메라 또는 말뚝 내부 공내 경사계를 사용하는 방법, 해머로 말

뚝 두부를 가격하고 가속도 센서로 반사파를 측정하는 PIT(pile integrity test), 손상된 콘크리트 말뚝기초에서 나오는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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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진에 의한 건축물기초 손상 평가 흐름도(BRI, 2002)

4. 사용중인 지하구조물 모니터링 방법

광섬유 센서, 압전 센서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중인 말뚝기초의 건전도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광대역 

스펙트럼의 빛을 광섬유 브래그 격자(Fiber Bragg grating, FBG)에 입사시키면 격자 간격에 따라 좁은 대역의 특정 파

장만 반사되어 돌아오는 특성이 있는데, 이때 온도와 변형률이 반사되는 파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돌아오는 빛의 파장을 

측정하면 온도나 변형률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Kister et al.(2007)는 그림 6과 같이 FBG 센서가 현장의 혹독한 작

업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시스템을 제작하여 현장타설 말뚝기초의 철근 케이지에 부착하였으며, 콘크리트 

양생 기간부터 13층 건축물의 완공 때까지 온도와 변형률 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그 결과 공사 진행에 따른 변형률 증

가 양상과 함께 콘크리트 중량, 지반융기, 건축물 하중으로 인한 역3자형의 특이한 변형률 분포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건축물은 향후 신축 계획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말뚝 재사용 여부 판정을 위한 건전도 평가 시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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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BG 센서 설치 위치 및 보호 시스템 (b) 말뚝기초 깊이에 따른 변형률 분포

<그림 6> FBG sensors를 이용한 콘크리트 말뚝기초 변형률 모니터링(Kister et al., 2007)

Feng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PZT(Lead Zirconate Titanate)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센서를 제작하고 콘크리트 말

뚝기초의 양 끝단에 각각 액추에이터와 수신기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배경잡음과 주변 환경조건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고주파수 범위(100Hz–150kHz)의 응력파를 통과시킨 뒤 수신된 신호를 분석하면 기초의 손상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대표적 손상 사례로 그림 7(b)와 같이 4개 형태(부분적 또는 전반적인 점토 관입, 시공이음, 균열)를 적용하

고 수신된 신호를 웨이블릿 패킷 변환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에너지지수를 통해 손상 감지와 형태 구분이 어느 수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교토대 연구팀도 ‘지반-기초 및 상부구조물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검증’ 프로젝트의 하나로 건축물

기초, 기간시설, 라이프라인 등 지반구조물이 지진 발생으로 입은 손상을 평가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그림 8)을 연구하고 있다. 시스템 구성요소를 보면, 무선 침하계가 건축물 및 라이프라인 인근 지반 내 

설치되며 말뚝기초에 변형률 측정용 광섬유센서와 손상 감지를 위한 진동센서, 무선 경사계가 설치된다. 라이프라인 모

니터링 목적으로는 고정밀 온도센서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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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센서 구조 (b) 응력파의 손상영역 통과

(c) 손상 종류에 따른 에너지 지수

<그림 7> PZT 압전소자 센서를 이용한 콘크리트 말뚝기초의 손상 평가(Feng et al., 2016)

<그림 8> 지하 지진손상 모니터링 시스템(Kyoto Univ.,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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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에 세계 최대 진동대실험 시설인 E-defense에서 그림 9와 같은 직경 8m, 높이 6.5m의 토조에 직경 

15cm의 철근콘크리트 말뚝기초와 강관 말뚝기초 축소모형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초에 부착된 경사계 정보를 통해 가진 즉시 말뚝기초가 기울어진 것을 감지할 수 있었고 광섬유

센서 정보로부터 말뚝기초의 잔류변형률을 신속하게 추정할 수 있었다.

5. 복합재난대응연구단 지하구조물 손상 모니터링 시스템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복합재난대응연구단은 개방형 플랫폼 기반 초고층 ‧ 복합시설 재난재해 대응 통합 

CPS(cyber-physical system) 구축을 목표로,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 복합시설에 지진, 화재, 도심지 침수와 같은 재난

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보수집, 분석 ‧예측, 대응 ‧ 복구 관련 요소기술을 개발 및 검증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

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러 요소기술 가운데 지진 관련 정보수집을 위해 음향방출(acoustic emission, AE)과 미소진동(micro-seismicity, 

MS) 센서를 이용한 구조물기초 손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그림 10). AE/MS는 재료 파괴와 같이 국부적

인 위치에서 급격하게 에너지가 방출될 때 생성되는 탄성파(ASTM, 2017)이며, 두 센서 간에는 감지하는 신호의 주파수 

대역에 차이가 있다. 콘크리트나 암반이 심각한 파괴 상태에 이르기 전 신호를 감지하기 때문에 심부 지하연구실, 광산, 

댐 등의 지하구조물 균열 발생 모니터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축물기초는 넓은 면적의 매트기초와 수십, 수백 개

의 말뚝기초가 모니터링 대상이며 각 구성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보다 정밀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전체 구

조를 감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AE/MS는 센서 배치에 따라 광역 체적 모니터링(volumetric monitoring)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단에서는 AE/MS 모니터링 적용 범위를 건축물기초로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하면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이 결합된 형태로 첫째, 그림 10(b)와 

같이 여러 센서가 매트기초에 설치되어 부등침하 등에 의한 매트기초 자체 균열 발생 시, 또는 지진으로 인한 매트기초

와 말뚝기초 접합부, 말뚝기초 두부의 손상 발생 시 생성된 탄성파를 감지하여 손상 위치를 추정하는 시스템이다. 센서 

<그림 9> 손상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성 검증을 위한 진동대실험(Kyoto Univ.,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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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가이드라인를 제공하여 가능한 한 비용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추정 위치는 작은 삼각

형 영역 형태로 제시된다. 시스템의 둘째 부분은 모멘트 작용 등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부 말뚝기초, 지반불량 구

역 내 말뚝기초 내부에 그림 10(c)와 같이 시공 중 설치된다. 기초 손상 위치 추정 장치는 원통형 관 형상의 외측부와 그 

속을 채우고 있는 코어부로 구성된 이종 결합체로서 두 부분은 동적 특성이 다른 재료로 제작된다. 설치 후 구조물이 사

용되는 중에 지진, 굴착 등에 의한 지반활동으로 말뚝기초에 인장이나 전단파괴 등이 발생하면 설치된 추정 장치에서도 

동일 심도에서 손상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말뚝기초에 삽입된 결합체의 코어부 상단 중심과 외측부 바깥쪽에는 

손상 발생으로 결합체에서 전파되어 오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각각 부착되며, 자료처리장치에서는 각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비교하여 신호 도달 시차로부터 손상 발생 심도를 추정한다. 이와 같이 수집 및 분석된 정보는 최종적으

로 통합 플랫폼을 통해 그림 10(d)와 같이 기초 상태 정보를 알려주고 이력 관리를 위해 특정 데이터를 저장한다.

(a) 일반적인 초고층건축물 기초 구조 (b) 음향방출 센서를 이용한 손상위치 추정

(c) 기초 손상심도 추정 장치 (d) 모니터링 시스템 대시보드

<그림 10> 건축물기초 손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도

6. 맺음말

2016년과 17년 사이 한반도 동남권 지역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건축물, 시설물이 지진의 영

향을 받았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다음 지진하중에 노출된 건축물을 안전하게 재사용하거나 재건하기 위해서는 기



66       자연,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4

재난대응 지하구조물 상태 모니터링 최신기법

초와 주변 지반의 위험성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다면 현황 파악에 매우 유용할 것이

다. 중국, UAE, 미국에 이어 네 번째 초고층 보유국이며 도심지 중심부에 많은 고층 건물들이 밀집된 환경에서, 일본이 

1995년 고베지진 이후 관련 연구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용 중인 건축물기초 등에 대한 건전도 모니터링 기법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때마침 센서 분야의 놀라운 기술 발전으로 작고 가벼우며 경제성 있는 센서 개발이 예

전보다 수월해진 상황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향후 건축물기초 모니터링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 건축물 안전성

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기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No. CRC-16-02-KICT)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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