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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즉시 피해 추정, 응급 위험도 판정, 지진 재해

복구, 지원시스템

응급위험도판정은 1995년효고현(兵庫 ) 남부지진

을계기로전국적으로판정사조직이정비되어서여진등

에의한2차피해의방지를목적으로최근의몇년간의지

진재해에대해서도일정한성과가나타나고있다. 그러나

본래여진활동이활발한몇일동안에판정을완료시키는

것이바람직한데, 활동개시까지의정보수집·전달등에

시간이필요해지진발생2, 3일후부터본격화되고있는

것이현실1)이다. 특히, 재해를입은사람들이수용되는피

난소나병원, 그외방재거점시설은사용여부를시급하

게 판단하여, 재해를 입은 시설은 신속히 복구를 실시할

필요가있다. 하지만2003년미야기현(宮城 ) 북부의지

진등최근몇년간의지진피해에서는, 판정을하지않은

채사용되고있는일도있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2003년의 지진을 계기로, 미야기현(宮城 )에서는

산·관·학제휴에의한미야기현(宮城 ) 지진대책추

진 협의회의 응급 위험도 판정 복구 지원 작업반

(Working Group)을두고, 응급위험도판정을시작해지

진재해복구활동전체에관한제도구축및체제정비에

관한 검토를 진행시켜 왔다. 이 작업반에서는, 공공시설

및목조주택을대상으로, 지진발생후의조속한응급위

험도판정의실시, 나아가재해도구분판정·이재증명의

실시체제에관해서검토를진행시키고있다(협의회활동

의자세한것은http://taishin-miyagi.net/). 필자등은,

상기의일련의지진재해복구활동의구조를보다효율적

으로할수있도록정보수집, 분석, 관리, 전달의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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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 그림 1에시스템의위상

과판정활동지원의흐름을나타냈다.

이시스템에서는, 지진발생직후에얻을수있는지진

정보를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각 지자체의 공공시설

의건물정보에맞춰서그피해정도를즉시에추정발신

해, 응급위험도판정의실시나그범위결정을지원한다.

게다가판정결과의집약기능에의해집계작업의효율화

와진척상황의실시간파악을실현시켜, 재해건물의복

구 활동에 조속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위에서언급한작업반에서는, 복구를위한판정제도

에관한구체적인검토도하고있지만, 여기에서는지면의

제약으로부터, Web-GIS 시스템에 대해 기술한다. 덧붙

여 본연구와 유사한 정보 시스템도, 노우지마등의 연구2)

를시작으로해몇편제안되고있지만, 이것들은후라지

리티(Fragility) 곡선을이용해면적으로건물군의유사한

정을하는것이다. 이시스템은특히공공건축물에대해,

내진 진단에 의한 구조 내진 지표 Is치를 이용해 개개의

건물에대한것보다정 한내진성능에기초를두어개별

적으로재해도의추정을실시하는점에특징이있다.

이시스템의운용흐름을그림2에나타낸다. 각기능을

이하에기술한다. 

1) 데이터베이스에의한정보관리

건축물데이터베이스로서시설명, 소재지(주소, 위도·

경도), 구조종별, 층수, 건설년도, 내진성능 (Is값, CTSD

값)3), 내진 보강 실시의 유무, 재해 발생 시의 용도(피난

소, 의료시설, 재해대책본부등), 응급위험도판정·재

해도구분판정의결과등을집약한다. 또, 판정사데이터

베이스로서, 판정사이름, 연락처, 근무지, 자격(응급위험

도판정, 재해도구분판정)을등록해, 지역정보의데이터

베이스에는지구마다의지반정보, 건물의동수나건설연

대의구성비율등을등록한다.

2) 지진정보의수집분석

진원, 매그니튜드, 계측 진도, 관측 파형 (K-NET,

JMA, 지방자치체진도계등)을수집해, 관측점이외의지

점의보간계산및응답스펙트럼계산등의분석을실시한다.

3) 건축물의피해추정

피해율곡선에의한추정(계측진도, 건물의내진지표

Is값을 사용)과 한계 내력 계산에 의한 상세한 피해 추정

(응답스펙트럼, Is값, CTSD값을사용)을실시한다.

4) 판정사에게의정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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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판정사에 대해 지진 재해 복구 지원 시스템 Web

페이지의URL를메일로전달해, Web 페이지를통해피

해추정상황이나추정진도분포등의지진정보의발신

을실시한다.

5) 판정결과의집계발신

Web상에서 응급 위험도 판정 결과 및 재해도 구분 판

정결과의입력을받아들여판정결과의집계와GIS 맵에

즉시표시를실시한다.

6) 실피해정보에근거한피해추정의순차적갱신

판정활동이진행됨에따라들어오는실제의피해정보

에근거해, 미판정건물의피해추정을순서대로수정재

평가한다.

이후에서는, 특히 연구과제인 3)건축물의 피해 추정과

6)실제 피해정보에 근거한 피해 추정을 순차적으로 갱신

하는방법에대해서, 그타당성검토를같이기술한다.

건축물의피해추정은, 이하의2단계로나누어실시한다.

1차추정은, 지진발생직후에발표되는계측진도를사

용한 피해율 곡선에 의한 추정으로, 가능한 빨리 피해를

추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추정에필요한건물의지점

에서의 진도는, 표층 지반의 증폭율5)를 고려해 관측점의

진도로부터 보간함으로써 추정한다. 계속해서 추정한 진

도를 이용해 피해율 곡선에 의한 피해 추정을 실시한다.

이상을 RC조 공공 건축물과 목조 건축물군의 각각에 대

해서실시한다.

1) RC조공공건축물의피해추정

RC조의 피해 추정은 그림 3에 나타낸 과거의 연구6)에

서 제안되어 있는 내진 지표 Is값에 따른 피해율 곡선(재

해도별)을이용해피해확률을산정한다. 산정된각재해도

의 피해확률(대파이상확률, 중파확률, 파손확률, 경미이

하확률)을, 재해도 구분 판정 기준 및 복구 기술 지침7)의

내진성능잔존률R를참고해서가중평균하는것으로재

해도를추정한다.

2) 목조건축물군의피해추정

목조건축물군에대해서는, 500m 모눈구간의추정진

도로부터그림 4에나타내는중앙관청피해상정지원매

뉴얼의피해곡선8)에의해건축연대(1971년이전, 1972년

부터1981년, 1982년이후)에따라피해확률을구한다. 매

년대의 피해확률을 500m 모눈 구간의 연대별 건물동수

에곱하는것으로피해건물동수를추정한다.

가속도 기록이나 응답스펙트럼을 구한 시점에서, 2차

추정으로서 한계 내력 계산법9)에 의한 상세한 피해 추정

을 실시한다. 이것에 의해, 1차 추정에서는 평가할 수 없

는응답스펙트럼의성상, 건물의복원력특성의고려가가

능해진다. 여기에서는, RC조건물의 내진 진단 데이터를

이용하여한계내력계산에의한피해추정을실시한다. 추

정에속한건물의응답스펙트럼은, 토호쿠대학재해제어

연구센터의 지진동 분포 추정 시스템10)에 의한 500m 모

눈 구간의 분포 데이터를 이용했다. 건물의 복원력 특성

은, 최소 Is값과 CTSD값으로부터 인성 파괴형

(Is/CTSD>1.27)과취성파괴형(is/CTSD≤1.27)으로나누

어그림5분포같이모델화한다. 이때, 소성율에대응하는

재해도는재해도구분판정기준Is/등을참고로설정했다.

또한, 강도지표C는한계내력계산에있어서의1차모드의

등가질량과 건물중량의 비가 대체로 0.8이라고 가정해

CTSD를0.8로나눈값으로하고, 변형은제1 절점(折 )

의변형각이1/250이되도록한다. 또종국점의변형각은,

취성파괴형에서는1/150, 인성파괴형에서는1/150을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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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값으로/250로한다. 이때는내진진단기준3)이정하

는식(1)의변형에의해구한다.

(1)

여기서 Fu는 Is/CTSD로 한다. 또, 1층의 높이는

360cm로가정해, 등가1질점계에치환했을때의등가높

이를「지상계수×360cm×0.8」로 정한다. 이하, Sa-Sd

스펙트럼과 복원력 특성으로부터 현행의 한계 내력 계산

법에따라응답변형을구해서, 응답변형에대응하는재해

도를그림5에의해추정한다.

이 시스템의 피해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의 지진

상황을가정한시뮬레이션에의해타당성및정확도의검

증을실시했다.

1) 1차추정의검증

2003년7월26일미야기현(宮城 ) 북부의지진, 2007

년 3월 25일 노도반도(能登半島) 지진, 2007년 7월 16일

니가타쥬에츠오키(新潟中越沖) 지진상황을가정해피해

추정의시뮬레이션을실시했다. 진도분포의추정결과를

그림6에나타낸다.

진도의추정후, 미야기현(宮城 ) 북부의지진에대해

서는앞에서기술한방법에의해RC조500동및목조건

축물군의피해추정을실시하고, 노도반도(能登半島) 지진

과 니가타 쥬에츠오키(新潟中越沖) 지진에 대해서는

500m 모눈구간의건물동수데이터가없기때문에연대

별 건물동수를 매년마다 같다고 가정해 목조주택의 피해

추정을실시했다. 추정결과와실제의피해11) 12) 13)를비교

해표1 및그림7에나타낸다. 

진도 분포의 추정 결과는, 모두 실제의 재해지구와 비

교해대체로비슷하다. 미야기현북부의지진을상황을가

정한RC조의 1차추정에서는, 키타무라초등학교와같은

Is값이비교적높은건물이실제로는대파되고있는등반

드시일치하지않는부분도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비슷

하게추정되었다. 목조건축물군의1차추정에서, 그림7의

진도와피해율의관계를보면, 니가타쥬에츠오키(新潟中

越沖)에서는진도는크지만비교적피해가없는지역도있

어, 진도만에의한단편적인추정에는한계가있다. 여기

서, 세지진의정확도를비교한것을그림 8에나타낸다.

여기에따르면미야기현(宮城 ) 북부의지진이나노도반

도(能登半島) 지진에서는추정과실제피해의차이는비슷

하지만, 니가타쥬에츠오키(新潟中越沖) 지진에서는추정

이약간과대평가되는경향을볼수있었다. 이것에대해

서는, 니가타쥬에츠오키(新潟中越沖)에서는건물내력의

지역특성을고려하고있지않는점이나스펙트럼성상의

향을생각할수있고이러한일로부터2차추정의방법

은유효한것으로생각할수있다. 단지, 그림7에나타낸

진도와 피해율의 관계에서는 추정이 실제 피해의 상한선

으로서, 지진직후의즉시피해추정이라고하는관점에서

는, 판정활동을지원하는정보로서유효하게기능하고있

다고생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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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추정의검증

RC조공공건축물500동에있어2003년 7월 26일미

야기현(宮城 ) 북부의지진을상정해서, 2차추정방법에

따른피해추정시뮬레이션을실시했다. 2차추정의결과

를 표 1에 나타내었다. 2차 추정에서는 1차 추정에 비해

카고시마다이(鹿島台) 초등학교나키타무라(北村) 초등학

교에 대해서는 실제의 피해에 가깝게 되었지만, 그 외의

건물에대해서는추정과실제의피해에괴리가있는결과

가나왔다. 여기서, 1차추정과2차추정의실제피해에대

한 정확도를 내진 성능 잔존율 R로 환산해 비교한 것을

그림 9에 나타낸다. 그림 9로부터, 2차 추정에서는 피해

가과대하게추정되는경향을볼수있다. 또, 추정과실제

피해의상관계수를계산해보면, 1차추정에서는0.48, 2

차추정에서는 0.41이되었다. 이결과에대해서는, 미야

기현(宮城 ) 북부의 지진은 내륙형의 지진이기 때문에

진원부근의격진지역이어서지동의추정이곤란하고, 두

가지 방법 모두 정확도가 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 2차추정은방법으로서는정 하지만, 가속

도기록이있는관측점이진도관측점보다적은것이나, 응

답스펙트럼이500m 모눈구간의추정데이터인점에의

한 향등을생각할수있다. 건물의복원력특성에관해

서도, Is값과CTSD값2개의값에의해모델화하고있는점

및등가높이와강도의설정에있어서의정확도의문제로

생각할수있는것외, 기초의손상이나미끄럼에의한지

진입력손실의가능성등을생각할수있다. 이것에대해

서는, 건물 데이터에 대응한 지진피해 데이터를 수집해,

정확도향상을위한재검토를실시할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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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판정 활동이 진척됨에 따라 들어오는 실제

피해데이터를이용해서, 1차추정및2차추정의결과를

수정·갱신하는기능에대해기술한다.

피해추정을순차적으로갱신하는방법으로서뉴럴네

트워크14)(Neural network)에 의한 방법을 이용했다. 뉴

럴네트워크(Neural network)는인간의신경세포를본뜬

숫자 모델로, 정식화가 곤란한 문제에의 적용이 용이하

고, 순차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입력층, 중간층, 출력층의 3층 구조

를가지는계층형네트워크를이용했다. 그림10에, 본방

법에있어서의학습모델을나타낸다.

순차적 갱신의 순서는, 우선 실제의 재해도가 밝혀진

건물에대해그Is값및추정진도등을입력요소로서실

제의 피해(교사치;敎師値)를 재현할 수 있는 결합 하중을

학습시킨다. 학습의반복에의해학습치와교사치의오차

가 수렴하는 대로, 아직 실제 피해를 모르는 건물의 Is값

및추정진도등을학습이끝난결합하중으로입력한다.

이때의출력값이수정된추정피해가된다. 

여기서는, 2003년 7월 26일 미야기현(宮城 ) 북부의

지진을상정해서검토를실시했다. 교사치로하는실제피

해데이터는, 수정정확도의치우침이없도록무피해, 경

미, 소파, 중파, 대파를모두포함한5개동부터시작해최

대25개동까지늘렸다. 덧붙여입력요소는표2에나타

내는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SA와 최대 SV를

제외한8개항목, 나아가층수·건축년도·연면적을제외

한 5항목으로 했을 경우의 각각에 관하여 갱신을 실시하

지 않는 경우(2차 추정 결과)와의 수정 정확도의 비교를

실시했다. 이때, 정확도의비교는교사치용의25개동이

외의28개동에대해추정피해와실제피해의k통계량을

계산해비교했다. k는두개의평정결과가어느정도일

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일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0에 가까울수록 일치도가

낮은것을가리킨다. 그림11에결과를나타낸다.

그림 11에서는 순차적인 갱신에 의한 수정을 실시하지

않는경우와비교해서, 교사치가적은상태에서의갱신은

오히려 일치도가 내려갔지만, 적어도 10개 동 내지 15개

동정도의교사치수를얻을수있으면안정된순차적갱신

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여기서, 입력항목수마다수

정정확도가안정되는15개동이상의범위에있어서의일

치도 k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표 3에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요소수가 많으면 정확도는 안정되지만 과학습이

되기쉽기때문에일치도는낮고, 입력요소를「2차추정

결과」「추정 진도」「Is값」「CTSD값」「속도 증폭율」의 비교적

건축물 피해와 관계가 깊다고 생각되는 5개 항목으로 좁

혔을경우가보다높은정확도로의수정이가능함을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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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신속한판정활동및복구활동의지원을목적

으로 한 정보수집·분석·관리·전달의 기능을 가지는

시스템을구축했다.

건축물의 즉시 피해 추정 기능에 대해서는, 실제의 지

진시를상정한검토를통해건축물의피해정도를대체로

양호하게추정하는것이가능하며, 응급위험도판정의실

시에관련되는정보지원이라고하는기본요건에대해만

족되는결과를얻을수있었다. 또, 실제피해정보에근거

한피해추정의순차적갱신기능에의해, 어느정도의실

제피해데이터수를얻을수있으면, 최초의추정으로맞지

않는부분을효과적으로수정할수있는것이확인되었다.

향후 앞에서 기술한 협의회 작업반(Working Group)에

참가하는 지자체에 의한 공공시설 데이터베이스의 충실

및, 건축관계단체에의한판정사명부의관리를진행시

켜본시스템의운용을개시할예정으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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