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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교는 지진재해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대피소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교육 

과 대피소에 필요한 방재기능 및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학생 및 교직원의 지진방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도덕， 과학， 

체육 퉁 교과과목에 지진방재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여 지도하고 지역주민과 교직원이 학교 방재시설 및 대피소를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재계획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시설 내진화 및 내진보강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 

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철골브레이스와 내진벽체 공법 중심으로 추진하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후시설의 개축 퉁 교육 

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을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재시설을 갖추고 방재기능 개선이 

필요함을제시하였다. 

액심용어 학교， 대피소， 지진방재， 내진보강， 방재기능 

ABSTRACT School is a place to be done the education of Disaster Prevention and to be established the function of Disaster 

Prevention and seismic performance to secure the safety of children as well as emergency evacuation facil ities for local com

munities in case of disaster. To improve the abili ty of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for students and teachers schools have 

to put the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on the subj ects, for an example eth ics, soc ial study, science and gym and make a 

plan to e펌cient l y manage school disaster prevention 뎌이 lities . Seismic retrofitting on school faci lities have to be established 

with the method of construction for steel bracings and seismic shear walls choosing old arch itectures first which is not the 

design with the seismic performance considering educational environmental aspects, and reconstruction of old architectures to 

get the agreement of societies. Furthermore, there is great demand for the effective, e에cient and systematic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for the use of shelters to be disaster prevention fac ilities 

KEYWORDS School , Shelter, Earthquake Oisaster Prevention , Seism ic Retrofitti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1. 서 료르 
'--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지리적으로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에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던 것 

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쓰환성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대규모 지진피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소방방재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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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는 매일 1 ，240만명의 학생 및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은 이용하는 시설이다 또한， 학교시설은 지진재해시 긴 

급 대피장소로서 이재민 구호의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진성능과 방재기능을 갖추고 대피 

소로서 지장이 없도록 시설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 

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체계， 방재교육과 내진보강 기법 및 학교를 대피소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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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데 필요한 방재기능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학교 지진방째 실태 

2.1 지진재해의 위험성 

2.1.1 지진재해의 위험요소 

지진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피해는 크게 네 가지 형태 

로 구분된다(윤명오， 2003). 첫째로는 지진동에 의한 피해 

로서 도로， 철도， 건축물， 라이프라인(Life1ine) 등이 지진 

동에 의해 파괴되는 피해이다. 

둘째로는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이다. 주로 바다의 갚 

이가 갚은 동해안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해저에서 수 

직단충 운동이 일어나거나 연약한 퇴적지층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수에 진동이 전달돼 따도를 일으키게 된 

다. 이를 지진해일이라 하며 해안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셋째로는 화재에 의한 피해로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 붕 

괴나 진동으로 인해 전기누전 또는 가스관이 파열되면서 

화재·폭발이 발생하게 된다. 도시과밀 지역은 이러한 유형 

의 사고가 가장 많다. 마지막으로 지면변동에 의한 재해 

로서 지진동에 의해 산사태가 발생되거나 단층 지반이 융 

기함몰·침강되면서 피해를 준다. 강원도 산악의 경우 이 

러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중 하나이다. 

2.1.2 우리나라의 지진위험성 

지진계가 설치되기 이전(1905년 이전) 우리나라 역사지 

진 기록을 보면， 조선왕조실록， 송정원일기， 삼국사기 등 

에 지진에 대한 기록이 있다. AD 2-1904년까지 약 1,800 

여회의 지진이 발생해 40여회의 피해가 기록된 것으로 볼 

때 명균 50년에 한번은 지진피해가 발생하였다(소방방재 

청， 2008). 

미국 건축기준(Uniforrn Bui1ding Code)에는 지진구역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최 

소 지진구역 인 O과 l등급에 해당한다. 지 역별로는 서울이 

0, 부산전남-경남이 l등급이며 ，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10년에 2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김 영규， 2007).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지진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으나， 2008년 중국 쓰환성에 규모 

7.8의 지진으로 13 ，451동의 학교건축물이 붕괴되고 6,58 1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사망했다(신콰라이바오지， 2008.5.24). 

이 참사는 판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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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학교시설물 지진피해 사례 

2.2.1 국내 

학교에 지진피해가 발생한 것은 1978년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5.0)이 최초이며， 이후 2007년 l월 20일 

강원도 오대산 지진(규모 4.8)이다. 이 지진은 대관령에서 

관측된 지진가속도에 의한 응답스펙트럼의 단주기구간 

(0-0.2초)이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BCs-2005)에서 정하 

고 있는 강원도 지역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상회하였으나 

지진의 지속시간이 짧아 경미한 피해만 주었다. 만일 지 

속시간이 5-6초 정도로 길었다면， 구조체의 파손 등 큰 

피해를 초래했을 것이다(박종윤 및 김준기， 2007). 

2.2.2 미국 

지진재해로 인한 주요 학교 피해로는 1964년 알라스카 

주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8꺼이다. 이 지진으로 많은 학 

교시설이 파손되었으나 학생이 없는 오후 5시 36분에 발 

생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1989년 10월 

19일 캘리포니아주 Loma Prieta에 발생한 지진(규모 6.9) 

이다. 이 지진으로 67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3 ，757명이 중 

경상을 입었으며， 12，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학교는 

16교중 7교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 상당기간 수업에 지장 

을 초래했다(FEMA 424, 2004). 

2.2.3 일본 

일본은 대규모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유는 

주요 지진재해 발생시간이 학생이 학교에 있지 않은 시간 

대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면， 신내진설계 ( 1981년 이전) 

가 적용되지 않은 학교시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신보 

코이치， 2008) . 

1995년 한신 아와지 지진때도 85%의 학교가 피해를 입 

었고， 14%학교가 상당한 피해를 입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화장실， 수도， 전 

기 등의 라이프라인 파손과 방재기능의 작동미흡으로 피 

난생활에 많은 차질을 빚었다(國立敎育政策鼎究所， 2007). 

표 1. 일본 고베 지진발생시 주요 학교시설 피해현황 ( 國효敎育政 
策뻐究所 . 2007) 

피해내용 학교수 개소 

。 보통교실 천장 낙하， 바닥 함몰 51 306(교실수) 

O 특별교실 천장 낙하， 바닥 함몰 68 20 1 (교실수) 

。 강당， 체육관 천장 낙하 퉁 143 1 ， 001 개소 

。 유리창파손 205 약 4 ， 4007~ 소 

。 방화문 폐쇄 및 사용불능 115 7457~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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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진방재 현 실태 및 개선과제 

2.3 .1 지진방재 현 실태 

2009년 기준으로 전국 학교에 65 ，049동의 건축물이 있 

으며， 현행 건축법에 따라 내진보강이 펼요한 3층이상 

1,000 m2 이상인 건축물은 1 8 ，329동이다. 그 중 내진설계 

가 적용된 건축물은 단지 13.2%인 2 ，4 1 7동에 불과하다(최 

인학， 2008) 특히， 상황 판단력과 긴급대응능력이 취약한 

14세 미만의 학생이 생활하는 초등학교 건축물의 내진설계 

율은 3.4%로 중고등학교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이호진， 

2008). 

이 외에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연구소의 긴급재 

해대응체계 개선 보고서(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진 

방재대책의 주요 문제점은 재해시 다수 기관이 각자의 대 

응계획에 따라 분산대응을 함에 따라 종합적인 대응능력 

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2.3.2 학교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학교시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진에 취약하다(정란， 

2008). 첫째로는 빈번한 증개축이다. 증개축은 접합부위 

를 취약하게 만들어 끼움벽인 조적벽체가 쉽게 전도·붕괴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현재 증축이력을 갖고 있는 학교 

건축물은 약 40%에 달한다(이호진， 2008). 둘째로는 단주 

(짧은기퉁)효과이다 이는 약기퉁 강보를 만들어 기둥이 

지진동에 쉽게 파손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셋째로는 학교 

건축물의 기하학적 형태이다. 최근 학교는 창의적 학습공 

간을 만들기 위해 「자형， C자형， E자형 등 기하학적 형 

태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은 

코너에 응력집중이 발생해 지진에 취약하다. 넷째로는 학 

교건축물은 장변방향으로 커다란 개구부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채광과 환기를 위해 충분히 커야하 

표 2. 학교 방재안전계획 주요내용 

l 학교방재안전계획 작성지침 11. 방재안전교육 지침 

므로 내진보강 공법은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시설은 지진재해시 방재거점이 되는 공공시 

설이며， 지역주민의 대피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 

어 있다. 그러나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내진성능 확보는 

물론， 대피소에 필요한 방재기능과 기초적인 대피소 운영 

매뉴얼 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3 . 학교지진방재대책 

3.1 지진방재 조직체계 및 교육 

3. 1.1 지진방재 계획 및 조직체계 

1 ) 학교방재계획 

학교는 평소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지진재해 대응능력 

을 향상시켜야 한다. 방재계획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와 

지역 실정 및 과거의 재해사례 등을 바탕으로 표 2와 같 

이 방재안전체계， 교육 및 교직원 행동요령 등을 학교실 

정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작성된 계획을 교직원， 

지역사회 등 관계자에게 알리고 숙지토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2) 학교 지진방재 조직체계 

학교 지진방재 조직은 그림 l과 같이 교장을 본부장으 

로 하고 그 하부에 대피유도반， 점검반， 대피소지원반 등 

7개 반으로 구성한다. 재해시에는 전원이 참가하기 어려 

운 만큼 구성원을 유연하게 편성해야 한다. 

3. 1.2 방재안전관리 교육 

1) 기본방향 

재해대응능력 향상이라는 방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소 지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판단 아래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지니도록 교육해야 한 

11 1. 교직원 대응매뉴얼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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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조치사항 @ 방재안전교육 지도방향 @학생의 안전확보방안 
@ 재해시 안전확보방안 @ 방재안전훈련의 방법 @ 대피소운영 방안 

@ 대피소운영방안 @ 교직원 방재교육지도요령 
@ 학교교육재개 방안 @ 교직원 대응능력 향상방안 
@ 운영위원회， 지역협력방안 

그림 1. 학교안전위원회 방재조직 구성예 

Jouma/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 Secwty, VoI. 3, No. 1 



70 이병호 · 조원절 

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 지역의 안전에 도움이 되 

는 자세를 육성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기르게 

해야한다 

2) 학교방재교육 

(1) 유치원 

유치원에서는 평소 각종 안전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도 

록 지도하고 지진재해시 교원과 학부모의 지시에 따라 행 

동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른에게 상황을 전달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또한 지역 관계 

기관과 연계해 소방서， 방재센터 견학을 하여 재해의 위 

험성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초등학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생활， 도덕 등 교과과정을 활용 

해 재해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 

록 지도하고， 지진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방재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고학년은 지진재해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 

요소에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재해 

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을 배양하고 저학 

년 학생과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도록 지도한다. 

(3) 중학교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을 더욱 심화시켜 교육하 

되， 구체적인 지진재해의 위험성을 이해시커고 중학생에 

게 펼요한 간단한 응급처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 

한， 지진재해시 고립될 것을 가정하여 간단한 취사방법과 

목재가공 방법을 교육하고 재해유형별 피난방법과 지역 

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표 3. 유치원 · 초 · 중 · 고 교과과정의 주요 방재안전관리 교육 

구분 Ji1.주「Lt5 。lE「L

건강과 안전 재해시 행동요령 

유치원 환경과생활 환경보호，동식물사랑 

종론 타인의 이야기 청취 

슬기로운생활 안전한퉁하교 

초교처학년 바른생활 건강안전및생명존중 

체험활동 안전에관한사항 

사회 정부의 정책 알기 

도덕 생명존중，봉사의기쁨 

초교고학년 과학 화산과지반의 원리 

(3-6) 기술·가정 요리 

체육 부상예방 

체험활동 학급활동，학교행사 

과학 화산과지진 

기술·가정 비상요리，도구사용법 

중·고동학교 체육 체육과응급처치 

사회/도덕 노약자보호，사회봉사 

체험활동 안전및야외활동 

흔}국재난관2/.표준학희 논운증/ 제3권 제1호 

(4)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과학， 체육， 기술 등의 교과목을 활용하되， 

육체적으로 성인에 가깝기 때문에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 

질 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 지역사회 사람들의 안전과 

노약자를 배려하는 태도와 다양한 응급처치 기술을 익히 

도록 지도한다. 또한， 취사 및 목재가공 방법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교직원의 방재교육·훈련 

지진재해시 신속하게 학생의 안부를 확인하고 학부모 

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한다. 이 

때 교육활동， 등하교， 휴일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특 

수학교 학생 대부분은 통학거리가 멸고， 신체장애가 있는 

만큼， 학생 구성원의 장애유형별로 대응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 지역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학교가 구호물품 보 

급 장소， 지 역 방재본부， 이재민 수용시설로 활용될 수 있 

도록 교직원은 협력하고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도록 한다. 휴식시간 등에 

는 학생 인원파악조차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담당지역을 미 

리 정해놓고 각자의 역할을 이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 

육은 교육청 연수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3.2 학교시설 내전화 및 내진보강 

3.2 .1 내진화의 펼요성 및 추진절차 

1 ) 펼요성 

2005년 건축법 개정으로 3층이상 1 ，000이상인 건축물 

주요내용 

。 피 난요령을 알려주고 생활안전 지도 

。 생명의소중함을알도록체험교육실시 

。교사의 말에 집중하고함께 행동하기 

。 동하교， 대중교통 동 공공시설물의 안전 

。 안전을 생활화하고 생명존중 마음 갖기 

。 재해상황에 맞는 대피요령 학습 

。 공공기 관 구호 및 복구활동(소방서) 견학 

。 삶의 소중함을 알고 사회 봉사 마음 갖기 

。 화산과지반의 위험성 이해 

。 요리 및 도구，화기의 사용법 지도 

。 생활안전，교통안전，사고방지 이해 

。 하급생 돕기， 2차재해방지 요령 지도 

。 지진의 발생구조，화산폭발，도시지반이해 

。 요리방법 및 간단한목재가공법 배우기 

。 심폐소생법 퉁응급처치 학습 

O 타인(노약자) 보호， 공익 을 위 한 마음 갖기 

。 학교행사시 재해 대비 대피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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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진발생시 교직원의 행동요령 

구분 예상되는위험 

。 창유리 파손 

。 천장，벽 파손 

교실 O 교구，비품전도 

。 교실바닥파손 

。심리적동요 

교내 。창유리 파손 

활동시 。 마감재의 탈락 

체육관 。 설비 ·기구의 파손 

。 무대조명 파손 

。 심리적동요 

운동장 
。 체육기구파손 

O 담장의전도/파손 

O 시설물파손 

교외 체험학습 O 화재발생 

활동시 수학여행 。 기차，버스전복 

。인파에 휘말림 

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제도화 했다. 과거 기준으로는 내 

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법상 내진설 

계 대상인 건축물과 현 내진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건축물 

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은 내용년수가 오래됨에 따라 구조부재의 

노후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 

해서는 보수·보강과 함께 내진보강이 펼요하다. 아울러， 

학교건축물은 학생수와 교육과정에 따라 증개축이 빈번 

하다 이 때 지진재해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내진보강 

이 필요하다 

2) 내진보강 절차 및 방법 

내진보강은 우선적으로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조 

사하여 내진보강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 다음 내 

진성능 평가결과에 따라 개축， 내진보강， 유지관리， 이 세 

가지로 분류한 후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 개선효괴를 평 

가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한다. 

3.2.2 학교시설에 필요한 내진성능 

건축물에 요구되는 내진성능은 주로 붕괴방지와 지진 

| 내진성능 평가기업 개발 | 

현황조사 

내진성능 명가 

위험(넓효)1 1파넓 필요 
〈개축> <내진보강〉 

안전(보강없옴) 
T 

〈유지판리〉 

그림 2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절차 

교직원의 행동 비고 

O 책상아래 대피，머리보호지시 

。 동요·불안 저지 및 부상자 응급처치 

。 피난로의 안전 확인， 위험물 제거 

。 화기 , 유독가스에 대한 안전조치 
。 운동장퉁피난장소로대피 

。 창·벽에서 떨어져 중앙부집결 

。 학생의 안전 확보 및 동요·불안저지 

。 부상자에 대한응급처치 

。 피난로의 안전확인，위험물제거 

。 운동장풍피난장소 대피 

。 시설물 퉁에서 떨어져 중앙부에 집결 

。 학생의 안전 확보 및 동요·불안 저지 

。 사전답사를 통해 지리 지형 동을 확인 
。 학생의 동요·불안저지 

O 숙소도착시 대피요령 퉁지도 
。 학생안부확인및담임/보호자에게연락 

후의 기능유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붕괴방지는 건축물 구 

조부재의 성능만으로 평가되며， 기능유지나 재산보전이 

목적인 경우는 비 구조부재의 내진성능도 고려하게 된다. 

통상 내진보강은 건축물의 붕괴방지에 필요한 성능을 기 

준으로 하고， 비내진 건축물의 내진성능 목표는 현행 내 

진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보강하는 것이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파악을 위해서는 내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일본방재협회 내진진단기준을 적용할 경 

우 우리나라 학교건축물에 적합한 내진성능 기준은 내진 

성능지표 ls* 값이 0.4보다 클 경우에는 내진보강이 필요 

없고 0.15=l s<0.4일 경우에는 내진보강이 필요하며， ls 값 

이 0. 15보다 작을 경우에는 개축이 타당한 것으로 선행 

연구되 었다(이호진， 2008). 

3.2.3 학교시설 내진보강 기법 

내진보강의 기본방향은 강도를 높게 하는 것， 인성을 

향상시키는 것， 강성과 인성향상을 병행하는 것， 면진·제 

진과 같은 특수한 방법 등이 있다. 건축물의 강도나 인성 

어느 하나를 향상시켜도 소정의 내진성능은 확보할 수 있 

표 5 내진보강 공법의 종류 

麗t 기존구체의보강 신규내진요소증설 비고 

강도저항형 
RC벽증설 ，벽체신설 

·브레이스강도증설 철골 브레이스신설 

인성저항형 
RC 기둥전단보강 철판 보강 

·철골조보강 · 슬릿설치 

*내진성능지표인 Is값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내진성능(EO)에 건축물의 형상지표(SD)와 경년지표(T)를 곱해 산출하며， 지진력에 대한 건축물 
의 강도가 크고 건축물의 인성(변형능력)이 클수록 이 지표값은 커지고 내진성능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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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기법으로는 RC 내진벽체 보 

강공법， 탄소섬유 및 철판보강공법， 브레이스공법， 면진 

및 제진공법 등이 주로 사용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 

일반적으로 강도저항형 보강공법은 한 곳당 보강효과 

가 높으나 중량자체가 크고 커다란 응력이 발생하므로 건 

축물 기초에 여유가 없게 된다. 반면， 인성저항형 보강공 

법은 한 곳에 대한 보강효과가 높지 않아 보강개소가 많 

이 펼요하다. 학교건축물에 적합한 내진보강 공법은 수업 

지장을 최소화하고， 시공비도 저렴하며， 공사기간에 영향 

을주지 않아야한다. 

대표적인 공법은 철골브레이스 보강공법이다. 이 공법 

은 라벤구조 건축물에 철골부재를 이용해 강도와 변형능 

력을 향상시키는 공법이다. 장변방향의 창문 등 개구부의 

마감재를 철거하지 않고 외부 기둥 및 보에 보강재를 부 

착하여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게 되므로 수업지장을 최소 

화할수있다. 

다만， 철골브레이스 부재가 클 경우에는 창문을 많이 

가리게 되어 채광， 통풍 등 실내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며，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미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기 

존 건축물과 철골부재를 접합하기 때문에 정착앵커의 강 

도 및 시공성이 좋아야충분한 내진성능을발휘하게 된다. 

단변방향 보강공법은 내진벽체 공법이 바람직하다. 이 

공법은 내진보강 공법 중 가장 저 렴하고 보강효과가 우수 

표 6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공법 ( 정길호 .2000) 

보강공법 종류 

벼「 평%/짧 전체 

RC벽체 

일부벽 훨쩍z쨌 
X형 젊붙돋홈옮 

캘뻐얘뚫 K형 

철골 
브레이스 

패~벼뚱 맨사드형 

Y형 체쩍4또 
한국재난관2/.표준학희 논문즙/ 제3권 제1호 

하여 리모델링 등과 병행 할 경우 매우 효과적이다. 반면， 

각 층별로 RC 전단벽을 설치하게 되어 건축물의 자중이 

증가되고， 건축물 내부공사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3.3 학교를 대피소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방재기능 

3.3.1 대피소에 필요한 방재기능 

대피소 생활에서 피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일본의 사례분석 결과(國立敎育政策冊究所， 2007) 가족의 

안부확인을 위한 통신시설이었고， 재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TV, 라디오 등이 다음 순이었다. 그 외에는 비상 

발전 및 냉난방설비， 수세식 화장실과 물이었다. 

학교를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내 

진성능은 물론， 전기， 가스， 급배수시설 등의 라이프라인 

과 천장 등의 비 구조부재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 

하다 이를 전체학교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예산과 기간 

이 소요되는 만큼， 지역 거점학교를 정해 이를 도입하고 

다음과 같이 방재기능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피난민이 사용하는 공간을 1층에 배치하여 구호물자 

의 반입을 고려하고 요원호자를 배려한다. 

2) 급식시설을 강당·체육관·운동장에 인접 배치하고 별 

도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3) 수영장， 저수조 물을 식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 

내진성 시공성 경제성 

·강도중대 ·습식공법 
·리모델링공사와 

·중량증가 ·시공기간장기 
·보강효과우수 ·수업지장초래 

병행시 저렴 

·강도증대 ·건식공법 
·변형능력 증가 ·외부공사가능 ·비용보통 
보강효과보통 ·수업지장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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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계하고 화장실은 빗물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대피소로 사용하는 강당 및 체육관에 다기능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마련하고， 평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도 

록 계획하며 ， π， 전화， L때선 등 통신시설을 설치한다. 

5) 지 역주민 사용공간과 피난민 사용공간을 같게 구성 

하여 재해시 대피소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6) 보건실을 운동장， 강당 및 체육관에 인접 배치하고 

응급차량 등의 출입을 고려한다. 

3.3 .2 학교 대피소 운영 및 관리 

학교를 대피소로 활용할 경우에는 재해대책 담당직원 

이 배치되기 전까지 대피소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학교에서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가 대피소 

가 되어 학생과 피난민에 대한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도 고려해 방재조직의 각 부문을 유연하게 구성한다. 

학생이 재학 중일 때에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교장의 지휘 감독 아래 대피소 운영에 협력하되， 

우선적으로 시설물의 피해상황을 점검해 이상이 없을 경 

우 체육관， 운동장 등을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대피소로 

사용하고 보통교실은 교내 학생의 대피장소로 사용한다. 

재해대책본부로 전환하기 전에 취할 행통으로는 피난 

민을 그룹화하고 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자치조직을 통해 

피난민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자치단체， 자율방재조직，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피소 운영의 역할분담을 

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보도록 조치한다. 

4. 결 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응조 

직 및방재교육등과같은소프트웨어적인대책과학교시 

설 내진보강 및 대피소로서의 방재기능 개선과 같은 하드 

웨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소프트웨어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지진방재 계획수립 

과 대응체계를 상급기관 등에 대한 보고중심에서 탈피하 

고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정비해야 한다 둘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방재안전교육과 자원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도덕， 과학， 체육 등의 교과목을 활용하여 

지진방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안 

전 확보와 효율적인 대피소 운영을 위해 교직원에 대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대 

피소 운영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하드웨어적인 대책으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와 이재민 수용이 가장 큰 

과제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첫째， 내진화는 노후시설의 

개축，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 

써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시설 개보 

수시 내진성의 확보는 물론， 내화재료의 사용과 비품의 

전도 및 손상 방지 등 비 구조부재에 대한 내진보강을 해 

야 한다. 셋째，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기 법은 수업지 

장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경제적인 철골브레이스 공법이 바 

람직하다 넷째， 학교는 지진재해시 대피소로서 지역주민 

을 수용하게 되므로 대피소에 필요한 시설환경과 방재기 

능을 갖추고 이를 지역 주민들이 평소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진재해는 건축물의 내진성능 뿐만 아니라 지반 및 지 

질적인 영향요소가 크므로， 앞으로는 우리나라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분석하여 지진재해 위험을 정량화 할 수 

있는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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