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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HAZUS-MH는 지진, 홍수 및 허리케인의 세 가지 다중 재해현상에 대한 잠정적 손실을 추정

하기 위한 GIS 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지진 재난에 대해서는 HAZUS에 설정한 가상이나 

실제 지진 특성에 따라 지진동의 세기가 평가되고 이에 따라 손실을 계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해안 플랜트시설 영역의 향후 지진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HAZUS를 활용하였다. 대상 시설

영역의 특성 평가를 위해 기존 지반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반특성 자료들을 취합하였다. 또한, 시

설구조물들의 재료 및 구조 특성에 따라서도 분류하였다. 연구 영역은 부지 조성 및 시설 분포 상

황을 고려하여 17개 블록으로 나누고 지반 조건을 내진설계기준의 부지분류 체계에 따라 구분하

였다. 뿐만 아니라, 수치 모델링을 통해 주요 시설물들의 지진취약도 곡선들을 도출하고 HAZUS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였다. 이 연구 영역에 대한 HAZUS 활용 추정 결과는 부지 조건 및 구조물 

종류에 따라 다양한 지진 피해와 손실 정도를 보였다. 본 사례 연구를 통해 해안시설 영역의 지진 

피해 평가를 위한 HAZUS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지진피해, 부지분류, HAZUS, 해안영역, 지진취약도

ABSTRACT

HAZUS-MH is a GIS-based computer program that estimates potential losses from 

multi-hazard phenomena: earthquakes, floods and hurricanes. With respect to seismic 

disaster, characteristics of a hypothetical or actual earthquake are entered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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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US. Then HAZUS estimates the intensity of ground shaking and calculates the 

correspondent losses. In this study, HAZUS was used as a part of the preparations of 

the future seismic events at a coastal plant facility area. To reliably characterize the 

target facility area, many geotechnical characteristics data were synthesized from the 

existing site investigation reports. And the buildings and facilities were sorted by 

analyzing their materi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the study area was 

divided into 17 blocks taking into account the situation of both land development and 

facility distribution. The ground conditions of block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ite classification scheme for earthquake-resistant design. Moreover, seismic fragility 

curves of a main facilities were derived based on the numerical modeling and were 

incorporated into the database in HAZUS. The results estimated in the study area 

using HAZUS showed various seismic damage and loss potentials depending on site 

conditions and structural categories. This case study verified the usefulness of the 

HAZUS for estimating earthquake losses in coastal facility areas.

KEYWORDS : Earthquake Loss, Site Classification, HAZUS, Coastal Area, Seismic Fragility

서  론

최근 사회적 안전 의식 고취와 국가적 지속 

성장 기반 조성이라는 배경 하에서, 지진을 포

함한 자연재해 요인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연구 개발이 해외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KIGAM, 2011). 특

히, 국가 기간시설들은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복구 지연이나 파생적 이차 

피해가 야기될 경우 국가 산업에 큰 장애를 일

으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질 수 있다

(Um, 2008). 기간 시설들 중 물류 수송이나 

영역적 수요의 필요로 인해 최근 해안 지역에 

입지를 확보하는 시설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한, 시설 부지 영역들은 대부분 준설 매립이나 

절토를 통해 조성되므로, 부지 조건에 따라서는 

지반 및 지진공학적인 잠재적 문제점을 내재할 

수도 있다(Lee and Jang, 2007; Sun and 

Chun, 2013). 따라서 국가 주요 시설물의 경

우 지반지진공학 전문가 지식 기반의 체계적이

고 철저한 대책 방안을 우선 확립해야 한다

(Kang and Kim, 2009; Sun et al., 2010). 

이러한 이유로 지난 세기 후반부터 금세기 초

반에 걸쳐 일부 국가 주요 기간시설들을 대상

으로 지진피해를 최소화 목적의 적극적 대책으

로서의 평가 예측을 위한 정보기술 기반 프레

임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Rashed and 

Weeks, 2003; Sun and Chun, 2013).

현재 전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지

진피해 예측평가 시스템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HAZUS는 미국의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와 NIBS(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에 의해 1997

년도에 처음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실측 및 가

상 지진 자료와 여러 속성 구성 자료를 기반으

로 지진유발 피해의 정량적 규모 추정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Schneider and Schauer, 2006). 

HAZUS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토대로 

개발된 시스템이며, 그 성능 및 속성 자료의 양

과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이 꾸준히 향상

되고 있다(Kang et al., 2007). 이 HAZUS는 

미국 내에서의 지진피해 추정을 위해 개발 적

용되고 있으며, 그 지역적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그 외 지역에 대한 합리적 

이용이 가능하다(Sun and Chu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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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에도 북미의 캐나다는 물론이고 유럽

이나 다른 지역들에서도 HAZUS를 도입 적용

하여 지진피해 평가나 예측에 사용되고 있다

(Fäh et al., 2001; Papatheodorou et al., 
2007; Nastev, 2014).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일부 예시적 적용 수준에 국한되어 왔

으며, 실제 대상 지역에 대한 지반특성의 합리

적 고려나 시설물 특성의 개선 반영과 같은 체

계적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HAZUS의 지역적 제한성을 극복하

고 국내 해안 플랜트시설 영역 한 곳에 대한 

체계적 지진피해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해

안 시설 영역에 대한 HAZUS의 모범적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IS 기반 지진피해 예측 시스템 고찰

지진피해 예측을 통한 지역 또는 주요 시설

물 영역의 지진대응 방안 수립은 국외의 경우 

주로 미국, 일본, 대만, 이란, 터키 등과 같은 

강진 발생 지역 국가들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스위스 등의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최근에 대두됨에 따라 현재까지 

일부 연구목적의 사례들만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금도 관련 기법이나 정보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Lee et al., 2006). 특히, 단일 

시설 부지와는 달리 목적이나 특징이 상이한 

여러 시설들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영역에 대한 

지진피해 예측 시스템 도입 및 이의 적용 절차

에 관한 학술적 노력들이 최근 시도되어 왔다

(Sun, 2010; Sun and Chun, 2013).

영역대상의 지진피해 예측은 대부분 일부 시

설물과 그 부지에서의 국부적 지진응답해석 보

다는 포괄적 영역 내의 여러 시설물과 그 관련 

손실을 지진발생 조건으로 가정하여 예측하는 

기법을 적용하게 된다(Sun, 2012). 이에 따라 

영역 내의 여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산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같은 

정보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의 대

표적인 시스템 기술 사례는 미국 연방재난관리

청(FEMA)에서 개발된 HAZUS가 있다

(FEMA, 2006; Schneider and Schauer, 

2006). HAZUS는 지진뿐만 아니라 홍수와 허

리케인에 대한 피해 예측 모듈도 포함하고 있

으며, GIS 모듈의 확장 적용을 통하여 보다 광

범위한 종합 피해예측 시스템으로의 활용을 염

두에 두고 개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HAZUS- 

Multi Hazard(HAZUS-MH)라는 명칭을 갖는

다. 특히, HAZUS는 ArcGIS Desktop이 플랫

폼으로 적용되어 있다.

또한, HAZUS를 자체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지진피해만을 대상으로 개발한 대만의 TELES 

(Taiwan Earthquake Loss Estimation 

System)가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자체

적인 전문지식 결합과 시스템기술 접목을 통하

여 DIS(Disaster Information System)를 개

발하여 적용하고 있다(NIDP, 2003). 이와 같

은 시스템 기반의 지진피해 예측 기법은 각 지

역별로 고유한 여러 복합 특성을 반영하여 개

발 또는 보완하게 되는데, 호주에서는 EQRM 

(Earthquake Risk Model)을 개발하고 발전시

켜서 여러 지진 조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Robinson et al., 2006). 유럽의 경우 그동안

은 주로 HAZUS를 자체 개발 모듈과 접목하거

나 추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활용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GEM(Global Earthquake 

Model)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OpenQuake 시

스템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활용과 갱신을 진

행하고 있다(Silva et al., 2014).

HAZUS를 개발하고 모범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는 지역 중의 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

프란시스코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강지진 

구역에 위치하여 1906년 규모 8.3의 대지진과 

같은 여러 지진피해 기록들이 축적되어 있고, 

해안 도시 지역임에 따라 다양한 지반 및 시설

물이 존재한다. 해안 지역의 다양한 지반특성 

변화는 지진피해 정도의 공간적 변화와 관계되

는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의 여러 조건들에 

대한 HAZUS 적용 지진피해 평가 결과들과 기

존 피해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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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shandel et al., 2004). 이 연구에서는 

HAZUS-MH의 Flood, Hurricane, Earthquake

의 세 가지 모듈들 중에서 지진피해 예측을 위

해 HAZUS-MH Earthquake를 이용하게 되는

데(FEMA, 2006), HAZUS-MH Earthquake

는 지속적인 기능 갱신과 보완이 진행되고 있

다(Sun and Chun, 2013). 여기서는 HAZUS 

-MH MR2를 기본 프레임으로 고려하고 MR2

로 갱신되지 않은 일부 모듈은 MR1을 이용하

였다. 현재는 2010년의 HAZUS-MH MR5 이

후 2012년의 HAZUS-MH 2.1까지 버전이 업

그레이드되어 있다(FEMA, 2014).

HAZUS는 지진 및 구성 목록(inventory)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지역의 지진피해를 물리

적 재해,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 영향으로 

나누어 산출한다(FEMA, 2006). 여러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는 구성 자료는 인구와 건물, 경

제 및 사회 관련 통계자료, 주요 공공 시설물과 

교통관련자료 등의 위치 및 속성 정보, 그리고 

지반지질 정보를 포함한다. 물리적 피해 산출에

서는 거주지나 상업지역 내의 건물 및 학교, 병

원 등과 같은 주요한 건물들과 도로나 철로를 

포함하는 주요 공공 시설물들의 피해 등을 추

정한다. 경제적인 손실에는 재해에 따른 일시적 

사업 중지로 인한 손실, 건축물 수리비용 또는 

재건축 비용 등을 산출한다. 사회적인 영향은 

사상자와 이재민을 산정한다.

HAZUS-MH Earthquake의 지진재해 산출 

방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확률론적 방

법, 결정론적 방법, 그리고 지진동분포도와 같

은 정보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진원 특성 

자료의 부족과 대상 지역의 강지진동 정보 부

재 환경을 고려하여 확률론적 방법을 우선 적

용하여 HAZUS의 적용성을 고찰하였다.

해안시설 영역 자료 확보 및 

HAZUS 적용

지반지진공학 전문가 관점의 HAZUS 국내 

적용을 위한 대상은 한반도 서해안에 위치한 

플랜트 복합 시설영역들 중 한 곳이다. 대상 시

설은 지진 시 피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가동

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주변 지역은 물론이

고 원거리 주민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이차 피해

를 줄 수 있는 국가 기본 인프라 시설이다. 이

러한 중요성에 따라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게 되었다. 영역 내에는 내륙의 일부 절토 지역

과 해안의 넓은 매립 지역이 존재한다. 이로 인

해 대상 영역은 현행 내진설계 부지분류체계의 

여러 조건들로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해안 매립 부지들에서 지진 시 지반운동

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대상 

영역 내에는 다양한 재료와 형식의 구조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 대상 해

안시설 영역에 대한 지반조사 자료와 구조물 

정보의 확보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들을 

HAZUS 기반 지진피해를 위한 기본 자료로 반

영해야 한다.

1. 지반지진공학 특성 정량화 및 영역 내 

블록별 부지 분류

대상 해안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시추조사 및 현장탄성파시험을 포

함한 다양한 지반조사 자료를 시설관리 기관을 

통해 수집하고 지반공학 견지의 자료 검토를 

실시하였다. 수집하여 공학적 신뢰도가 확보된 

자료들은 지진공학적 활용 목적의 정형화된 지

반 데이터베이스(DB)로 구성하였다(Sun et 
al., 2008). 지반 DB에 구성된 지반조사 자료

의 수는 총 570 개이다. 지반조사 자료를 확인

해 본 결과, 대상 영역은 암반부터 매립 토사층

까지 비교적 다양한 지반 특성을 보일 뿐만 아

니라 지표면 하부 지층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

여 지진공학 관점의 기반암(Sun et al., 2006)

인 연암 이상 경도의 암반의 경우 대부분 30m 

정도이나 부분적으로 매립 부지의 경우 이 보

다 훨씬 깊은 심도인 100m 정도에서도 조사되

었다. 또한, 풍화암의 경우도 80m가 넘는 심도

에서 조사되는 부지도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대

상 해안시설 영역은 지진공학적 지반응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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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class Short-period Mid-period

Symbol Description Criterion, VS30 (m/s)
Z〓0.11 Z〓0.11

Ca Fa Cv Fv

A (SA) Hard rock 1,500 < VS30 0.09 0.82 0.09 0.82

B (SB) Rock 760 < VS30 ≤ 1,500 0.11 1.00 0.11 1.00

C (SC) Very dense soil and soft rock 360 < VS30 ≤ 760 0.13 1.18 0.18 1.64

D (SD) Stiff soil 180 < VS30 ≤ 360 0.16 1.45 0.23 2.09

E (SE) Soft soil VS30 ≤ 180 0.22 2.00 0.37 3.36

F (SF) Requires site specific evaluation

TABLE 1. Current site classification system for seismic design in Korea

의 다양성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다양성은 

HAZUS 기반 지진피해 예측의 기본적 특성 정

보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대상 영역에 대해 지반 특성을 지진공학적 

관점에서 정량화함으로써 예측 신뢰도를 증진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ZUS를 적용

한 지진피해 예측의 기본적 지반 특성으로서 

현행 국내외 내진설계기준의 부지분류 체계

(MOCT, 1997; ICC, 2000; Sun et al, 
2005)에 따른 지반특성 정량화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부지분류 체계에서는 지진 시 지반운동

의 증폭 정도를 우선 5 종류(A∼E 또는 SA∼

SE)로 구분하게 된다. 부지분류에서는 알파벳 

순서 증가에 따라 정량적 증폭 정도에 해당되

는 증폭계수(단주기 증폭계수 Fa 및 중장주기 

증폭계수 FV)가 커진다. 또한, 예외적으로 지반

특성이 지진공학적 견지에서 매우 불리할 경우

의 관심 부지를 설정하여 추가적인 부지특성 

평가가 요구되는 F(SF)로 분류한다.

현행 내진설계 기준에서 부지분류는 Borcherdt 

(1994)가 제안한 지표면부터 지하 30m(100 

ft 또는 30.48m)까지의 평균 전단파속도

(VS30)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Sun et al., 
2005). VS30은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

데, di와 VSi는 각각 30m 심도까지의 i번째 지

층의 두께와 평균 전단파속도이다. 현행 부지분

류 체계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방

재청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체를 단일 

지진구역으로 제시함에 따라(NEMA, 2013), 지

진구역계수(Z)가 0.11인 조건에 해당된다. 표 

1에 제시된 단주기 및 중장주기 지진계수인 Ca 

및 Cv는 구역계수와 증폭계수(Fa 및 Fv)의 곱

으로 표현된다.

  
  






    (1)

지진공학적 지반특성에 따른 지반운동 증폭

정도의 정량적 변화를 반영하여 해안시설 영역

에서의 지진피해 예측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해안 매립 및 인

근 내륙 절토를 통해 조성한 복합 시설물 분포 

영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화된 여러 제

어단위의 구역 형태로 블록화하였다. 대상 영역

을 총 17개의 블록으로 권역화하였으며, 이 블

록별로 VS30에 따른 부지분류 수행을 통한 지

진공학적 지반특성의 정량화를 실시하고자 하

였다. 구축한 지반 DB를 토대로 구역화된 블록

별 지반조사 정보들 파악해 본 결과, 5개의 블

록(블록 11, 블록 14~블록 17)에는 기존 지반

조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블록에 대해서는 깊이 

증가에 따른 전단파속도(VS) 분포를 도출하지 

않고 지형이나 과거 이력이 유사할 것으로 판

단되는 주변 블록의 부지 분류 결과를 참고하

기로 하였다.

일반적인 시추지반조사에서 실시되는 표준관

입시험 결과인 N값이 조사 부지에 대해 깊이별 

지점 자료로 제시됨에 따라 연속적 자료 분포

로 제시되어야 하는 VS 분포는 Sun et 
al.(2013)이 제시한 N값과 VS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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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number VS30 (m/s) Site class

1 176.5 E

2 153.5 E

3 161.3 E

4 178.4 E

5 155.5 E

6 165.7 E

7 168.1 E

8 220.5 D

9 191.5 D

10 141.1 E

11 No data D

12 193.3 D

13 697.7 C

14 No data C

15 No data C

16 No data C

17 No data C

TABLE 2. VS30 and site class of blocks in the area of interest

FIGURE 1. Distribution of site class with blocks in a coastal facilities area for the study

(  
 )로부터 도출하여 상하 평균 

심도까지의 VS 분포로서 적용하였다. 심도에 따

른 VS의 분포로부터 깊이 30m까지의 VS 분포

를 추출하여 블록 대표 부지에 대한 VS30을 산

정하고 이로부터 부지분류를 수행하였다. 블록

별로 산정된 VS30과 그에 따른 부지분류 정보

는 표 2와 같다. 대상 해안시설 영역의 지리적 

위치 및 위성영상(Google earth 이미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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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number Structural type Number of stories Classification in HAZUS

Building 1 CMF 4 C1M

Building 2 CSW 2 C2L

Building 3 CMF 2 C1L

Building 4 CMF 2 C1L

Building 5 CSW 3 C2L

Building 6 CMF 4 C1M

Building 7 CSW 1 C2L

Building 8 SLF 1 S3

Building 9 CMF 1 C1L

Building 10 CSW 2 C2L

Building 11 CSW 1 C2L

Building 12 CSW 2 C2L

Building 13 CSW 2 C2L

Building 14 CMF 4 C1M

Building 15 CMF 2 C1L

Building 16 CMF 1 C1L

Building 17 CMF 1 C1L

Building 18 CMF 1 C1L

CMF: Concrete moment frame, CSW: Concrete shear wall, SLF: Steel light frame

TABLE 3. Structural building classification in the area of interest excepting storage tanks

의 블록 위치별 부지분류 정보는 그림 1에 제

시하였다. 그림 1의 좌측하단에는 영역을 구성

하는 블록 번호에 대한 배치 그림도 삽입하였

다. 또한, 기존 지반조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블록의 번호는 타원으로 구분하였다.

대체로 매립 지역들은 부지증폭 정도가 대상 

영역 내에서 가장 큰 부지분류 E로 구분되었고, 

기존 구릉지의 절토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

이는 내륙 지역은 부지분류 C로 구분되었다. 

이 들의 중간 지대들은 부지분류 D로 구분되었

다. 그런데, 해안 매립의 영향으로 E 부지로 구

분된 블록들은 대부분 향후 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이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시설물들은 거의 

분포하지 않았다. 블록별 부지분류 정보로 정량

화된 지반지진공학특성은 HAZUS 적용 지진피

해 평가의 가장 중요한 입력 레이어 중 하나로 

사용되며, 블록은 HAZUS 내에서 Tract로 할

당하게 된다.

2. 시설물 형식 분류 및 지진취약도 함수 적용

지진 시 가속도와 같은 외부 지진력의 크기

에 따른 시설물의 피해 정도를 확률 범위로 정

의하는 취약도 함수를 적용하여 지진피해 평가

를 수행하게 된다(Park and Choi, 2007). 일

반적으로 국외 강진 발생 지역들에서는 시설물

들에 대한 지진피해 사례들을 종합하여 취약도 

곡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특수 시설

물의 경우 설계 측면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

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험적 취약도 도출도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시설

물 지진피해 기록이 거의 전무한 경우에도 대

상 시설물에 대한 취약도 곡선의 적용에 한계

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록 지역

적 특성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HAZUS의 구성 DB에 내장된 시설물 지진취약

도 곡선을 우선 활용하고자 하였다.

HAZUS 내장 지진취약도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심 시설물들의 구조 및 재료 형식

에 따른 전문가적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 영역에 대한 시설물 분류 및 

적용을 통한 지진피해 평가 수행을 위하여, 위

성영상을 이용한 초기의 가정적 추정 추출 과

정과 그 이후 이어진 현장 답사를 통한 구조물 

형식 및 재료에 따른 분류를 수행하고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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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values
Damage levels

slight moderate extensive complete

Median 0.60 0.90 1.25 1.71

Standard deviation 0.44 0.46 0.43 0.29

TABLE 4. Input statistical values on fragility curves for HAZUS application

FIGURE 2. Seismic fragility curves for a representative storage tank

들의 규모에 해당되는 층수와 면적을 조사하였

다. 답사 과정에서 각 시설물별 위치 번호를 부

여하고 좌표를 획득하여 그에 따른 HAZUS에

서의 유형 속성으로 정리하였다(FEMA, 2006; 

Zadeh, 2005). 표 3은 구조공학 전문가 관점

에서의 자료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정리된 

대상 시설영역 내 총 18개 건축구조물의 구조 

형식과 HAZUS에서의 유형별 분류이다. 18개

의 구조물은 연구영역의 1번부터 17번까지의 

블록 중 7 개의 블록(7, 10, 12, 13, 14, 15, 

16) 내에 분포하였다. 그 외 블록들에 분포하

는 구조물들은 주로 저장탱크이다.

대부분의 영역 내 시설물들 대해서는 구조형

식 분류를 통해 HAZUS 시스템에 내장된 지진

취약도 곡선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부 특수 플

랜트 시설에 대해서는 지진취약도 곡선이 존재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적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구조동역학적 모델의 다양한 지진해

석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지진취약도 함수를 도

출하였다. 총 10종류의 실제 지진기록을 설계 

스펙트럼과 유사하게 인공지진으로 합성하여 

동적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 결과를 

토대로 관심 시설물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도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손상이 없는 None 외

에 손상 수준을 Slight, Moderate, Extensive, 

Complete의 4단계로 구분한다. HAZUS 기반 

지진피해 예측을 위해 도출된 저장탱크 시설물

의 지진취약도 곡선은 그림 2와 같다. 실제 

HAZUS 자료 적용 과정에서는 이 확률 개념의 

취약도 곡선이 표 4와 같은 평균과 분산으로 

표현되어 입력해야 한다.

해안시설 영역에서의 HAZUS 기반 

지진피해 평가

국내 해안플랜트시설 영역에 대한 지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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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Dataset

syBoundary.mdb
sycounty

sytract

MSH.mdb
hzGenBldgScheme

eqrInScheme

bndrygbs.mdb

hzCounty

hzTact

hzBldgCountOccupT

hzDemographicsThzExposureContentOccupT

hzExposureOccupT

hzSqFootageOccupT

EF.mdb -

HPLF.mdb -

TRN.mdb -

UTIL.mdb -

flAG.mdb -

flVeh.mdb -

TABLE 5. Databases and datasets to be checked or modified in HAZUS

평가를 목적으로 공간적으로 미국 영토 전용인 

HAZUS를 도입하였다. 지진 특성의 규명이 아

직까지는 확립되지 않았고 실제 발생 계측지진 

기록이 거의 전무한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피

해 추정에는 확률론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HAZUS 적용을 위해 우선 대상 시설영역의 자

료를 미국 영역 한정의 지리적 자료로 대체하

고 내장 DB 형식에 맞추어 입력하였다.

1. HAZUS 자료 구축 및 토대 조성

HAZUS를 이용한 지진피해 산출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장 입력 DB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이러

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영역에 대한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방문 조사와 현장자료 확보 

분석을 병행하여 가능한 실질적 현황 자료를 

반영하여 HAZUS DB에 입력하고자 하였다. 

HAZUS 활용을 위해 입력하여 구현해야 하는 

DB는 미국 전체 주(state)에 대한 위치 정보 

및 각 주별 County와 Tract 위치 정보를 저장

한 syBoundary.mdb가 있다. 또한, 각 주의 하

부 Tract별 건물 유형별 개수, 면적, 인구 통계 

자료 등을 포함하는 bndrygbs.mdb, 각 주의 

하부 Tract별 병원, 학교 등의 기간 시설 정보

를 저장한 EF.mdb, 원자력 발전소, 군사시설, 

제방 및 댐의 정보를 저장한 HPLF.mdb, 교통 

시설물의 정보를 담은 TRN.mdb, 통신 및 전기 

시설물 등의 정보를 저장한 UTIL.mdb, 농경지

에 대한 정보를 담은 flAG.mdb, 교통량에 대한 

정보를 담은 flVeh.mdb, 그리고 각 주별 건물

에 대한 지진 design level에 대한 정보를 담은 

MSH.mdb로 구성된다.

이 중 MSH.mdb는 미국 전역을 West, 

West-middle 및 East로 분류하여 다양한 지

진 사례 및 해석 정보를 활용하여 설정된 DB로

써, 수정하고자 할 경우 관심 지역에 대한 상세

한 지진특성 자료를 토대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HAZUS에 내장된 자료를 기본

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물 유형(주거, 상업, 산업 등)에 따른 재료 구

분은 대상 시설영역 내의 건물 재료 분포를 반

영하여 변경하였다. HAZUS를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에 적합하도록 수정

해야 하는 DB를 표 5에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DB의 현실적 반영 또는 추가적인 고급 DB의 

보완이 지진피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좌우하

게 된다.

연구 대상인 국내 해안시설 영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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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art-up screen of HAZUS

HAZUS 적용 지진피해 평가 해석의 토대 조성

을 위해서는, 우선 대상 영역의 위성영상 이용

하여 전체 영역과 하부 블록들을 디지타이징하

여 국내 직교 좌표계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영역 내의 시설물과 도로, 배관 등을 디지타이

징하고 국내 좌표계를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디지타이징이 완료된 자료들을 미국 영토에서 

대체 대상으로 선택한 주(State)의 County로 

좌표 변환해야 한다. 선택한 주의 DB 내에 존

재하는 County와 Tract에 대한 위치 정보를 

연구 영역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속성 정보들

을 대상 시설영역의 확보 자료로 대체해야 한

다. 최종적으로는 HAZUS 모듈을 활성화하여 

수정한 DB 자료들을 통합하고 확률론적 방법으

로 고려할 지진 특성을 설정하여 지진피해 예

측을 위한 준비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2. HAZUS 실행을 통한 지진피해 추정 해석

연구영역에 대한 위치 및 속성으로 수정 구

현된 DB를 HAZUS 지정 폴더로 이동시키고 

대상의 지진피해 추정을 위한 HAZUS 모듈을 

실행하게 된다. 그림 3과 같은 HAZUS 초기실

행 화면에서 연구 대상영역 DB들을 통합할 수 

있다. 만약 구축한 DB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

합 과정이 완료되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나타

나게 되므로 입력 자료들을 재수정하여 올바른 

DB로 구현해야 한다. 통합한 DB는 그림 4와 

같은 ArcGIS Desktop 기반의 HAZUS 메인 

화면으로 나타난다. 메인 화면의 Inventory 메

뉴를 통해 입력한 DB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

고, Hazard 메뉴에서 결정론적, 확률론적 및 

사용자지정 방법에 의한 지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Analysis 메뉴를 통해 해석에 관한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하고 예측 해석을 수행하

게 된다.

다양한 속성 자료 수정 및 선택사항 입력과 

조회를 통한 확인 후 HAZUS에서 지진피해 해

석을 위한 입력 지진 정보를 설정해야 한다. 그

림 5는 Hazard 메뉴의 Scenario 명령을 실행

하여 나타난 화면으로서, 결정론적 방법, 확률

론적 방법, 그리고 사용자정의 방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지진관련 자료의 현실성을 고

려하여 확률론적 방법을 선택 적용하였다. 확률

론적 방법을 선택하면, 발생 지진의 재현 주기 

및 지진 규모를 입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현주기 500년의 지진 규모는 6.0 및 재현주

기 2500년의 지진 규모는 6.5로 scenari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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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ain screen for an area of interest in HAZUS

FIGURE 5. Decision of seismic hazard type in HAZUS

작성하여 HAZUS를 이용한 지진피해 평가 해

석을 실행하였다.

그림 6은 발생 지진에 대한 정보 설정 후 지

진피해 해석을 실행한 화면이며, 해석하고자 하

는 자료 및 관심 결과를 선택하여 해석을 수행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한 건물 자료를 

고려하여 기본 건물 정보만이 입력되었으므로, 

General Building, Induced physical damage, 

Direct Social Losses 및 Indirect economic 

impact의 inventory들만을 선택하고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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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election of analysis options on inventories as 

targets in HAZUS

FIGURE 7. Application of site classification map with blocks of 

the study area in HAZUS

maps을 추가로 선택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는 Analysis 메뉴에서 Inventory 메

뉴와 유사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HAZUS

에서는 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서화 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HAZUS에서는 Hazard 메뉴의 Data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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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pplication of fragility curves for the storage tank 

of the study area in HAZUS

기능을 활용하여 지반특성에 따른 지진동 증폭 

정도의 차이를 부지별로 고려한 부지분류 정보

를 반영할 수 있다. Data Maps에서는 부지분

류와 같은 지진공학적 유용한 정보로서의 액상

화, 산사태 및 지하수위 지도들뿐만 아니라 발

생 지진에 따라 작성되는 진도분포도(shake 

map)도 등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림 7은 대

상 국내 해안시설 영역의 17개 블록별 구분 형

태인 부지분류 지도를 Data Map 기능으로 등

록하여 화면에 표출한 것이다. 부지분류 구분은 

서로 다른 색상을 통해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등록한 부지분류 지도를 HAZUS 해석 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Hazard 메뉴의 Scenario 

wizard를 실행하고 Define hazard maps 메뉴

에서 등록한 부지분류 지도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반지진공학적 특성이 반

영된 보다 신뢰성 높은 지진피해 평가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피해 평가의 절차적 체계

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대상 영역 내 주

요 시설물인 저장탱크를 대상으로 해석적 접근

을 통한 지진취약도 곡선(그림 2)을 도출하였

다. 이를 토대로 HAZUS 적용을 위한 입력 확

률변수인 평균과 분산으로 정리하였다(표 4). 

그림 8과 같이 HAZUS의 Analysis 메뉴의 하

위 Damage Functions 기능에서 Fragility 

Curves의 Moderate–Code 탭 선택을 통해 도

출한 취약도 곡선의 평균과 분산을 특정 취약

도 곡선에 대해 수정 입력하였다. 그 외 건축물

이나 시설물들의 지진취약도 곡선들은 구조물 

형식별로 이미 HAZUS에 내장된 정보들을 이

용하여 지진피해 평가 해석을 수행하였다.

3. HAZUS 적용 지진피해 평가 결과 및 토의

지진피해 예측을 통해 결과로 제시되는 피해 

수준은 확률 근거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된

다. HAZUS에서는 피해 정도를 None부터 

Slight, Moderate, Extensive, Complete의 순

서로 총 5 단계로 제시하며, 지진취약도 곡선의 

구분 단계와 동일하다. 또한, 각 시설물별 손상

에 따른 피해액이 설정된 경우 손상 정도에 따

라 자동적으로 피해액을 산출하여 제시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영역 내의 다양한 시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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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stimated earthquake(magnitude 6.0) damage for 

building type S3 in the study area 

조물들에 대해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개수를 

블록별로 구분하여 DB로 구현하였다. 피해액은 

유형별 HAZUS의 기본 단위액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현주기 500년 규모 6.0 및 

재현주기 2500년 규모 6.5의 두 종류 지진 조

건에 대해 피해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9는 규

모 6.0에 대한 구조물 재료유형 중 한 종류인 

S3(steel light frame)에 대한 블록으로 할당

된 Tract별 피해환산 면적을 피해정도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출한 결과이다. 또한, 그림 10

에는 규모 6.5에 대한 구조물 유형 C1L(low- 

rise concrete moment frame)의 Tract별 피

해환산 면적을 가시화하였으며, 적색으로 제시

된 블록이 피해정도가 가장 큰 Tract이다. 결

과에 해당되는 구조물들은 Moderate-Code의 

설계 조건에 대한 지진취약도 곡선이 적용된 

사례이다. 비교 결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연구의 해석 결과에서는 지진 규모 6.5가 규모 

6.0에 비해 동일 구조물 형식의 경우 모두 피

해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그림 9 및 10에

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듯이 시설물들이 

많이 분포하는 블록에서 Tract별 지진피해 정

도가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블록별 분지분류 정보에 따라 공간적으로 다

른 피해정도를 보이는 결과들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저장탱크와 같은 대규모 시설물보다는 다

양한 중소규모 시설물과 건축물들이 다수 분포

하는 블록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 결과를 보였

다. 주요 시설물의 경우 내진성능 수준이 일반 

시설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고려되므로 

동일 지진 환경에서는 피해 정도가 경미할 수 

있다. 반면, 중규모 지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속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성능 재

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비교 결과는 제

한적 지진 수준의 적용을 통해 도출된 것이므

로, 향후 여기서 제시된 절차적 방법을 토대로 

다양한 지진 환경에 대한 반영이 요구되며 대

상 해안영역의 시설물 확충에 따른 추가적 

HAZUS 적용 지진피해 예측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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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stimated earthquake(magnitude 6.5) damage

          for building type C1L in the study area

요약 및 결론

다양한 해안시설 영역에 대한 효율적 지진피

해 예측 평가 목적의 기법적 방안 제시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안 플랜트시설 영역

을 선정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폭넓게 이용되

고 있는 GIS 기반 지진피해 평가 시스템인 

HAZUS를 적용한 예측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

히, 금 번 HAZUS 기반 피해평가 과정에서는 

실제 대상영역의 지반조사 자료의 종합 분석에 

근거한 부지분류 조건을 HAZUS 내에서 분류 

지도로 적용하여 지역적 지반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류 지도를 적용하

지 않게 되면 대상 영역은 단일 부지로 분류되

므로 그 지진피해 예측의 공간적 신뢰성이 저

하될 수 있다. 또한, 대표적 시설구조물인 저장

탱크의 지진취약도 함수를 차별적으로 도출 반

영하여 예측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다양하고 복잡한 HAZUS 구성 DB

를 파악 분석하고 연구 영역의 지진피해 해석을 

위한 DB 수정 반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체

계적인 HAZUS 적용 절차 기법을 확립하였다.

HAZUS 기반 지진피해 예측은 다양한 접근 

기법 중 확률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재현주기 

500년의 규모 6.0 및 재현주기 2500년의 규모 

6.5의 두 종류 지진 환경에 대해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예측 지진피해는 규모가 커질수록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 할지라도, 평가

된 주요 지진피해는 저장 탱크와 같은 주요 시

설물이 위치한 블록이 아닌 부속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위치한 블록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내진설계가 충분히 이루어진 주요 시설물보다

는 내진성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물들

에서 중규모 지진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HAZUS를 적용한 시범적 

지진피해 추정을 위한 평가 해석을 통해 전반

적인 HAZUS 활용 지진피해 예측 프레임을 제

공하였으므로, 제시된 HAZUS 활용 절차 기법

의 다양한 응용 및 확대 적용을 통해 다각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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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밀한 지진피해 예측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해안 매립 지역의 여러 지반 정보

의 체계화를 통해 액상화 평가와 같은 추가적 

지진피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 영역 주변의 종합적인 지진학적 조사 및 

특성 정량화에 따라서는 결정론적 지진피해 예

측 적용과 함께 정밀 대축척 지반특성 분포 고

려를 통한 진도분포도 기반의 다양한 시나리오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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