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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9년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내 건축물의 지진취약도 함수를 개발하였

다[1]. 이는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 직후 빨리 대략적인 피해 수준을 추정하

기 위함이다. 지진취약도 함수 개발을 위해 국내 건축물 통계 및 표본조사와 

내진설계 관련 기준 등을 근거로 건축물의 유형 분류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렇게 분류된 각각의 건축물 유형에 대해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능력

곡선과 손상도 기준을 산정한 후 지진취약도 함수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2020년 현재 기존 지진취약도 함수가 개발된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건

축물의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에 괄목할만한 기술 발전과 현장 적

용 사례의 증가가 있었다. 특히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으로 실제 건축물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된 기

술과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지진취약도 함수의 개선이 요구되어 현

재 관련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기존 지진취약도 함수에서 건축물 유형 분류 방식은 국내 건축물을 국내 

건축구조설계기준(KBC-2005)[2]에 정의된 지진력저항시스템을 기초로 

한 구조형식과 지진하중의 차이를 나타내는 높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14종

의 구조형식과 높이를 함께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건축물 유형은 총 41종이 

되었다. 물론 이들을 다시 내진설계 여부 및 설계지진하중에 의해 정해지는 

내진성능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였다. 이 중 콘크리트구조는 다시 

Table 1과 같이 5종류로 구분하였다.

기존 지진취약도 함수에서 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을 세부적으로 분류하

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구조 건축물 중에서 1~2층의 저

층 건물은 상가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로 활용되는 콘크리트 모멘트골조

(C1)가 많다고 보았으며, 3~5층의 건물은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이라고 보

고 무보강 조적전단벽이 있는 콘크리트 모멘트골조(C2)로 분류하되, 승인

일자가 2002년 9월 이후인 건물은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형

식의 건물이 대다수이므로 필로티형 콘크리트 전단벽(C5)으로 분류하였

다. 6~15층의 건물 중 1980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구조임

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전단벽(C3)으로 분류하고 그 이전은 무보강 조적전

단벽이 있는 콘크리트 모멘트골조(C2)로 분류하였다. 만약 용도가 아파트

가 아니면 대부분 사무소로 간주하여 승인일자가 1988년 이후이면 콘크리

ISSN 1226-525X / eISSN 2234-1099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24권 6호 (통권 제138호) EESK J Earthquake Eng Vol. 24 No. 6, 285-292
2020년 11월 https://doi.org/10.5000/EESK.2020.24.6.285

지진취약도 함수 개선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구조 

유형 분류 방안

A Classification Methodology of Structural Types of RC Buildings for 

Improving Seismic Fragility Functions

김태완1)*

Kim, Taewan1)*

1)강원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

1)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al,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A B S T R A C T  /

The methodology classifying structural types of concrete buildings in the existing seismic fragility functions is too simple to estimate the 

fragility of existing residential buildings 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especially those below five stories. Their structural types are 

dependent on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building register such as main use, total floor area, story, permission date, and first story floor 

area of the individual building. All of this information is not considered for classifying types in the existing functions; therefor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methodology that classifies structural types of concrete buildings by utilizing such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uggested methodology can classify structural types better than the existing methodology. Nevertheless, there is still 

a need to simplify the methodology because fragility estimation demands quickness rather than accuracy.

Key words: Seismic fragility function, Concrete structure, Structural type, Residential building,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Corresponding author: Kim, Taewan

E-mail: tkim@kangwon.ac.kr

(Received September 22, 2020; Revised October 14, 2020; Accepted October 14, 2020)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 24권 6호 (통권 제138호) | November 2020

286

트 전단벽이 있는 콘크리트 모멘트골조(C4),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모멘

트골조(C1)로 분류하였다. 16층 이상의 고층 건물 중에서 1980년대 이후

에 지어진 아파트 건물은 대부분 벽식구조이므로 콘크리트 전단벽(C3)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사무소 건물로 간주하여 콘크리트 전단벽이 있는 콘크

리트 모멘트골조(C4)로 분류하였다. 

소방방재청의 지진취약도 함수[1]는 개별 건축물의 손상 수준별 붕괴확

률을 정밀하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들

의 평균적인 확률을 산출한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 유형 분류를 건축물대

장에서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보를 근거로 하므로 대상 건물의 구조를 정밀

하게 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유형 분류 방

식은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

크리트 전단벽, 무보강 조적채움벽, 또는 필로티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결

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건축물의 구조 유형은 용도, 건설연도, 연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나 기존 지진취약도 함수에서의 유형 분류 방

식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물론 지진취약도 함수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

는 단순화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다양

한 구조형식을 지진취약도 함수에 반영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2020

년 7월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물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콘크리트구조를 가

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동수의 25%에 해당한다. 1~2층 소규모 건물이 대

부분인 조적조(36%)와 목구조(18%)와 비교해 건물 동수의 비율은 낮으나 

상주 인원은 콘크리트구조 건물이 더욱더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진취약도 함수의 콘크리트구조 유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진취약도 함수를 적용한 결과가 실제 피해 결과에 더욱 근접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주거용 건물의 종류

본 연구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은 콘크리트구조를 가진 국내 건축물 

중에서 주택과 1, 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중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과 비

교해 구분이 쉬우므로 나중에 간단히 언급하고 여기서는 주로 주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3]’의 

‘별표 1’에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Detached house)

과 공동주택(Multi-family housing)으로 나누어진다. 단독주택에는 용어 

그대로 단독주택과 다중주택(MH1), 다가구주택(MH2)이 있으며, 공동주

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MH1), 다세대주택(MH3), 기숙사가 있다. 여기

에 더해서 ‘주택법 시행령[4]’의 ‘제 10조’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정의하

고 있다. 2009년 5월에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원룸형(UH1), 단지형

연립(UH2), 단지형다세대(UH3)가 있다. ‘건축법시행령[3]’의 ‘별표 1’에 

정의된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

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건설할 

수 있다. Table 2에는 이들을 구분하는 조건들이 정리되어 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유의 형태다. 건

물을 혼자 소유하면 단독주택, 세대별로 소유하면 공동주택이다. 이들을 다

시 세부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연면적, 층수, 가구(세대) 수 등의 제한 조건

이다. 이 제한들에 따라 주택의 유형이 결정되며, 주택의 유형이 결정됨과 

동시에 해당 건물의 구조 유형도 함께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

본 발상이다. 1~2층 주택은 대부분 조적조 또는 목구조이나 콘크리트구조

일 경우는 모멘트골조에 조적채움벽이 함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3~5

층 주택은 주로 승인일자에 따라 연립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이며 전

자는 조적채움벽이 있는 모멘트골조, 후자는 전단벽구조가 많다. 6층 이상

은 대부분 아파트이며 승인일자에 따라 조적채움벽이 있는 모멘트골조나 

전단벽 구조를 사용한다. 아래는 Table 2에 나열된 주택 유형별로 규정된 

제한 조건이 구조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였다. 

다중주택은 최근에 허용된 주거 형태로서 연면적 330 m2 이하, 주거용 3

층 이하로 주택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3개 층을 구성

한다면 작은 연면적 규모를 고려할 때 모두 원룸일 가능성이 크다. 원룸은 

일반적으로 전단벽으로 구성된다. ‘주차장법 시행령[5]’의 ‘별표 1’에 따르

면 연면적 기준을 모두 채우면 3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건물의 규모

Table 1. Classification of concrete structures [1]

Name Structural type

C1 Concrete moment frame

C2 Concrete moment frame with unreinforced masonry infilled wall

C3 Concrete shear wall

C4 Concrete moment frame with concrete shear wall

C5 Concrete shear wall with piloti

Table 2. Classification of residential buildings in South Korea

ID Classification Total Area (for each building) Story*, Household Ownership Type

MH1 Multi-user house 330 m2 or less 3 story or less Sole Detached house

MH2 Multi-unit house 660 m2 or less
3 story or less, 

19 households or less
Sole Detached house

MH3 Multi-household house 660 m2 or less 4 story or less Each household Multi-family housing

RH Row house Larger than 660 m2 4 story or less Each household Multi-family housing

UH1
Urban residential housing, 

Studio-type

None

(14~ 50 m2 or less for each residence)
Less than 300 households Each household Multi-family housing

UH2
Urban residential housing, 

Complex-multi

660 m2 or less

(85 m2 or less for each residence)

4 story or less**, 

Less than 300 households
Each household Multi-family housing

UH3
Urban residential housing, 

Complex-row

Larger than 660 m2

(85 m2 or less for each residence)

4 story or less**, 

Less than 300 households
Each household Multi-family housing

* Counted only for residential use, ** Limitation can be relieved up to 5 story if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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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아 건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외부에 주차장을 확

보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필로티 구조가 될 가능

성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다중주택은 콘크리트 전단벽 구조

(C3)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은 660 m2 이하로 같은 것을 제외하

면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층수 및 가구 수 제한과 소유 형태가 서로 다르

다. 이 두 형식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을 최대 3개 층(다가구)/4개 층(다세대)

으로 구성한다. 만약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총 층수는 4층(다가구)/5 층

(다세대)이며, 하부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1 또는 2개 층이 더해지나 

대부분 총 층수가 5층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만 있

다면 세대별 규정된 주차장이 1층에 위치할 수 있으며, 주거용과 근린생활

시설이 혼합되어 있다면 하부 하나 또는 두 개 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

고 주거용은 그 상부층에 위치한다. 전자는 1층에 주차장이 없다면 콘크리

트 전단벽(C3), 있다면 상부층은 콘크리트 전단벽 1층은 콘크리트 기둥과 

코어벽의 필로티로 구성된 필로티형 콘크리트 전단벽(C5), 후자는 상부층

은 전자와 같지만 하부층은 콘크리트 모멘트골조와 코어벽으로 구성된 콘

크리트 전단벽이 있는 콘크리트 모멘트골조(C4)일 가능성이 크다.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 m2 초과, 층수는 4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연립주택이 용도인 건물은 오래전에 건설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용

도가 연립주택이면 일반적으로 무보강 조적전단벽이 있는 콘크리트 모멘

트골조(C2)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근래에 건설된 연립주택은 콘크리트 

전단벽(C3)일 수도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원룸형의 경우에는 연면적 제한은 없으나 단위 세

대수는 300 이하, 단위 세대 면적은 50 m2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5]’에 의해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

당 전용면적이 30 m2 미만이면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 주차대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하층과 더불어 지상층

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건들은 원룸형을 도심

지역에 20층 내외로 건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심지역에 위치하므로 저

층부(1~3층)에는 상업시설을 두고 상부층은 원룸을 배치한다. 이러한 배치

는 필연적으로 저층부는 골조식, 상층부는 벽식구조가 된다. 다만 저층 다

가구/다세대주택의 필로티형 구조와는 달리 1층에 주차장은 없다. 하지만 

원룸형은 지진취약도 함수의 분류에서 중층(Mid height)에 해당할 가능성

이 크므로 C5로 분류하더라도 저층 C5와는 구분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단지형다세대의 경우에는 여러 동이 하나의 단지

를 이룬다는 점만 다르지 개별 동으로 국한한다면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없

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5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이 차

이다. 다세대주택이므로 1층에 주차장이 있다면 필로티형 콘크리트 전단벽

(C5), 없다면 콘크리트 전단벽(C3)일 가능성이 크다.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단지형연립의 경우에는 단지형다세대와 연면적 기준만 다르므로 그 구조

형식은 단지형다세대와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주택을 제외하고 국내 중·저층 콘크리트구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1, 2종)이다. 제1종에는 소매

점, 제과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의원 등, 제2종에는 공연장, 종교집회

장,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운동시설 등이 있다. 연면적은 용도에 따라 다르

지만, 최대 1,000 m2 미만이다. 용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대부분 주거

지역 주변에 있는 상가건물에 입주한다. 이 상가건물은 최근 철골조로 건설

하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 콘크리트 모멘트골조 구조다. 승인일자가 오래전

이라면 분류상 무보강 조적전단벽이 있는 콘크리트 모멘트골조(C2)일 가

능성이 크며, 내진설계가 도입된 이후에는 계단실을 콘크리트 전단벽으로 

배치한 콘크리트 전단벽이 있는 콘크리트 모멘트골조(C4)일 가능성이 크

다. 근린생활시설은 내진설계대상의 변천에 영향을 많이 받은 용도다. 내진

설계대상 여부는 건물의 규모(층수와 연면적)가 좌우하므로 승인일자와 규

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전단벽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 분석 

기존 지진취약도 함수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유형 분류를 위한 정보를 건

축물대장을 통해 수집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6]’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이 신축ㆍ개축ㆍ재축ㆍ

증축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 현황, 소유

자현황, 변동사항 등을 표시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이중 지진취약도 함수에

서는 건축물 현황과 관련한 정보 중에서 일부를 사용한다. 건축물대장 분석

을 통해 구조 유형을 보다 실제에 맞게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목을 추

출하고자 한다. 건축물대장의 첫 번째 쪽에서 지진취약도 함수에서 사용하

는 정보를 담고 있는 일부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먼저 좌측 위쪽에는 주로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 있는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정보들이 있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건

물의 규모 정보들은 주택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다. 이들은 건물

의 구조 유형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구조 

Fig. 1. A partial sample of the building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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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다. 건물 규모 정보가 위치한 곳에서 우

측으로 보면 ‘주구조’, ‘주용도’, ‘층수’가 있다. 주구조는 직접적으로 건물

의 구조형식을 알려주는 정보이므로 가공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변수다. 주

용도는 2장에서 기술한 대로 건물의 구조형식을 유추하는 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층수는 부분적으로 건물의 종류나 그 구조형식을 유추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지진취약도 함수에서 저층, 중층, 및 고층

으로 구분하는 데 사용된다. 

건물 규모에 대한 정보 아래에는 층별로 구조, 용도, 면적이 나타나 있다. 

층별 구조는 층별로 주구조와 다른 예도 있어서 포함되어 있다. 지진취약도 

함수에서는 개별 건물의 손상 확률을 정밀하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층별 구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주구조만을 사용한다. 용도 또한 층별로 

다를 수 있어서 층별로 기록되어 있다. Fig. 1에 제시한 건축물대장에서는 

주용도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대

부분 하부층은 근린생활시설, 상부층은 주거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층

별 용도 정보를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 층별 면적의 경우는 층별 구조나 

용도와는 다르게 필요한 정보다. 그중에서도 1층 면적이 중요한데, 그 이유

는 1층 주차장의 존재 여부를 예측할 수 있어 필로티 구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Fig. 1에서 1층 면적은 51.66 m2인데 건

축면적은 120.5 m2다. 건축면적은 2층 이상에서 각 층 면적과 같다.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함께 1층 면적이 건축면적의 절반 이하라는 것은 필로티가 

있는 건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구조형식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승인일자이

다. 승인일자는 건축물대장의 두 번째 쪽에 기록되어 있다. 2장에서 이미 언

급하였지만, 승인일자에 따라 건물의 구조형식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3~5층 사이의 근린생활시설이면 2005년에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었

으므로 계단실을 전단벽으로 설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같은 층수라도 

그 이전이면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없으므로 굳이 콘크리트 

전단벽을 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3~5층 근린생활시

설의 구조형식을 판단할 수 있다. 6~15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지진취

약도 함수에서 198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조적채움벽이 있는 모멘트골

조로, 그 이후는 전단벽 구조로 분류하였다. 이는 당시의 설계 및 시공 관행

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설계 기준이나 시공 관행을 근거로 승인일자에 

따라 구조형식을 판단할 수 있다. 

4. 콘크리트구조 유형 분류 방안

4.1 기존 분류 방식의 미비점

국내 콘크리트조 건축물의 특성은 1) 모멘트골조의 외벽 및 내벽에 무보

강 조적채움벽 사용, 2) 횡력 저항을 위해 콘크리트 전단벽을 사용, 3) 주거

용에는 횡력 저항과 관계없이 콘크리트 전단벽 사용 등이다. 1)은 주 시스템

(모멘트골조)을 바꾸진 못하지만, 횡력(지진력)의 저항에 긍정적 또는 부정

적으로 작용한다. 2)는 모멘트골조와 함께 사용하면 주 횡력저항시스템을 

전단벽으로 변경시킨다. 3)은 직접적으로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횡

력저항능력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기존 지진취약도 함수에서는 1~2층의 저층 콘크리트조 건물은 C1로 분

류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무보강 조적채움벽이 없는 콘크리트 모

멘트골조 건물은 국내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2018년 포항지

진에서 저층 상가건물은 피해가 많이 발생한 필로티 건물과 비교해서 거의 

피해(구조적)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C1이 아니라 C2로 분류하여 취약

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취약도함수에서 3~5층의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C2로 분류

하되, 승인일자가 2002년 9월 이후인 건물은 C5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3~5층 콘크리트조 건물에는 Table 2에서와 같이 다중주택, 연립주택, 도시

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이 있다. 연립주택을 제외하면 기

존 취약도함수를 개발하던 2009년 이후에 나타난 유형이다. 이들은 용도 

및 승인일자에 따라 C3 또는 C4로 분류될 수 있다. 즉, 1층에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 용도가 주거만으로 되어 있다면 모든 구조체가 전단벽으로 구

성되며,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전단벽과 모멘트골조가 함께 있

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만 있는 경우, 특히 5층 이하의 저층 콘크리트조 건물은 내

진설계대상의 변천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연면적 및 승인일자

에 따라 내진설계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지며, 그 결과 구조형식은 C2 또는 

C4 중 하나가 된다. 기존 취약도함수에서 이들은 2002년 9월을 기준으로 

C2 또는 C5로 분류된다. 이처럼 건물의 용도, 연면적, 또는 승인일자 등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더 세밀하게 콘크리트구조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다

음 절에 이를 반영한 구조 유형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다.

4.2 유형 분류 기준 제안

여기서 언급하는 분류 기준은 건축물대장에서 주구조에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주요 분류 기준은 주용도, 승인일자, 1층 

바닥면적이다. 때에 따라 층수와 연면적도 함께 사용한다. 이 중 1층 바닥면

적은 중요도와 승인일자로 전단벽 구조로 분류된 건물에 대해서만 검토한

다. 1층 바닥면적이 건축면적과 비교하여 절반 이하면 1층에 필로티가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주용도와 승인일자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용도

• 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용(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만 되어 있으면 기

본적으로 전단벽을 가진 구조로 분류한다. 단, 주택 세부용도(주용

도), 층수 또는 승인일자에 따라 무보강 조적채움벽을 가진 모멘트골

조로 분류 또는 1층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비에 따라 필로티를 가진 

전단벽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5층 이하 아파트는 승인일자에 관계없

이 무보강 조적채움벽을 가진 모멘트골조로 분류한다. 

• 건물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비주택인 경우 기본적으로 무보

강 조적채움벽이 있는 모멘트골조 구조로 분류한다. 단, 내진설계대

상의 변천을 고려하여 층수, 연면적,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콘크리트 

전단벽이 있는 모멘트골조로 분류할 수 있다. 

• 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되어 있으면 전단벽

과 모멘트골조가 함께 있는 구조로 분류한다. 단, 1층 바닥면적과 건

축면적의 비에 따라 필로티를 가진 전단벽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3층 

미만 저층은 다른 고려 없이 무보강 조적채움벽을 가진 모멘트골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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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다. 

(2) 승인일자

• 건물의 주용도가 연립주택의 경우 2005년 7월 이전이면 무보강 조적

채움벽을 가진 모멘트골조로, 그 이후면 전단벽 구조로 분류한다.

• 건물의 주용도가 아파트이고 6~15층일 때 1980년 이전이면 무보강 

조적채움벽을 가진 모멘트골조로, 그 이후면 전단벽 구조로 분류한다. 

같은 용도에 16층 이상일 때는 기본적으로 전단벽 구조로 본다. 단, 1

층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비에 따라 필로티를 가진 전단벽 구조로 분

류할 수 있다.

• 건물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비주택일 경우 건축법시행령[3]

의 내진설계대상 범위에 맞춰 대상에 포함되면 전단벽과 모멘트골조

가 함께 있는 구조(C4)로 포함되지 않으면 무보강 조적채움벽을 가진 

모멘트골조(C2)로 분류한다. 6~15층이고 승인일자가 1988년 3월 

이전이면 C2, 이후면 C4로 분류한다. 3~5층이고 승인일자가 2005년 

7월 이전이면 C2, 이후면 C4로 분류한다. 1~2층이면서 연면적이 

1,000 m2 이상일 때는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연면적이 500 m2 이

상 1,000 m2 미만일 때는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이전이면 C2, 이

후면 C4로 분류한다. 2층이고 연면적이 500 m2 미만이면 2014년 11

월을 기준으로 이전이면 C2, 이후면 C4로 분류한다. 1층이고 연면적

이 500 m2 미만이면 승인일자와 관계없이 C2로 분류한다.

4.3 유형 분류 흐름도

앞 절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구조 유

형을 분류하는 흐름도를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는 주용도가 

Main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Story,
Total Fl. Area

≤ 3 story, &
≤ 330 m2

Story,
Total Fl. Area

≤ 6 story, &
≤ 660 m2

Story,
Total Fl. Area

≤ 6 story, &
> 660 m2

Year

Before  
1980

Year

Since  
1980

Main Use

Apartment

1st story 
Fl. Area

≒ Building area

1st story 
Fl. Area

≪ Building area

C3 C2 C3 C5

Year

Before 
2005.7

Year

Since 
2005.7

C2 C3

Main Use

Multi-user 
House

Main Use

Multi-unit or
household House

Main Use

Row House

Main Use

URH, 
Complex-multi

Main Use

URH, 
Complex-row

Main Use

URH, 
Studio-type

1st story 
Fl. Area

≒ Building area

1st story 
Fl. Area

≪ Building area

C3 C5 C5

Story,
Total Fl. Area

≤ 6 story, &
≤ 660 m2

Story,
Total Fl. Area

≤ 6 story, &
> 660 m2

Story

≤ 5 story

C2

Story

6~15 story

Story

≥ 16 story

C3

1st story 
Fl. Area

≒ Building area

1st story 
Fl. Area

≪ Building area

C3 C5

Main Use

Detached 
House

Story

≤ 2 story

C2

Story

> 6 story

Fig. 2. Flowchart of classifying reinforced concrete residential-only buildings

Main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Main Use

Residential &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1st story 
Fl. Area

≒ Building area

1st story 
Fl. Area

≪ Building area

C4 C5

Year

Before 
2014.11

Year

Since 
2014.11

C2 C4

Main Us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Not Residential

C4

Story

6~15 story

Story

≥ 16 story

Story,
Total Fl. Area

1~2 story, &
≥ 500 m2 , < 1,000 m2

Year

Before 
2005.7

Year

Since 
2005.7

C2 C4

Story,
Total Fl. Area

1 story, &
< 500 m2

C2

Year

Before 
1988.3

Year

Since 
1988.3

C2 C4

Year

Before 
2017.2

Year

Since 
2017.2

Story,
Total Fl. Area

2 story, &
< 500 m2

C2 C4

Story,
Total Fl. Area

3~5 story, or
1~2 story & ≥ 1,000 m2

Story

≥ 3 story

Story

< 3 story

C2

Fig. 3. Flowchart of classifying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excluding residential-onl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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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독인 경우, Fig. 3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근린생

활시설 단독인 경우, 그 외의 경우에 대해 분류 흐름도를 정리하였다. 분류

는 흐름도의 위에서 아래로 진행한다. 흐름도의 위에서 아래로 수준별 확인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주구조를 확인한다. 여기서는 철근콘크리트구조다.

• 2단계: 주용도를 확인한다. 주용도는 주택, 주택+근린생활시설, 근린

생활시설, 기타로 구분한다. 주택에는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

시형생활주택 및 아파트가 있다.

• 3단계: 층수 및/또는 연면적을 확인한다.

• 4단계: 승인일자를 확인한다.

• 5단계: 1층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을 확인한다.

5. 콘크리트구조 유형 분류 사례

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유형 분류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C2~C5에 해당

하는 총 12개의 건물을 선택하였다. 여기에는 주거용(다중, 다가구, 및 다세

대주택)만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만 있는 경우, 둘이 함께 혼합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사례 건물의 정보들은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고 직접 촬영한 건물 전경은 Fig. 4에 나타내었다. 

5.1 필로티가 있는 전단벽 구조(C5)

기존 취약도함수에서는 용도와 관계없이 3~5층 콘크리트구조이면서 

2002년 9월 이후에 승인되었으면 C5로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Fig. 2와 같

이 주택이면서 다가구/다세대, 단지형 다세대/연립일 때 승인일자 없이 1층 

바닥면적을 확인하여 C5로 분류한다. 아래에 제시된 건물 #1, #2, #3이 여

기에 해당하며 기존 취약도함수를 따르더라도 역시 C5로 분류된다.

Fig. 4(a)의 건물 #1은 2016년 10월에 승인된 4층 다가구주택이다. Fig. 

2의 분류 절차에 따라 1층 필로티의 존재 여부에 따라 C3 또는 C5로 나뉜

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1층 바닥면적(14.3 m2)이 건축면적(133.68 

m2)과 비교해 현저히 작으므로 C5, 즉, 1층에 주차장이 있는 필로티형 전단

벽 구조로 분류한다. Fig. 4(b)의 건물 #2는 2017년 1월에 승인된 4층 건물

로 대장에는 용도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여기

서 단독주택은 소유를 기준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주택 유형

은 층수와 연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층수는 4층이고 연면적은 400 m2가 

되지 않으므로 Table 2에 따라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 건

물 #1과 다른 점은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Fig. 3의 

분류 방식에 따라 C4 또는 C5 중 하나에 해당하며, 1층 바닥면적이 건축면

적과 비교해 현저히 작으므로 C5로 분류한다. Fig. 4(c)의 건물 #3은 2008

년 8월에 승인된 4층 다가구주택이다.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다가구주

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단독주택은 소유 기준이며, 유형은 괄호 속

의 다가구주택이다. Fig. 2의 분류 절차에 의하면 1층 바닥면적(14.3 m2)이 

건축면적(173.11 m2)과 비교해 매우 낮아 C5로 분류된다.

기존 취약도함수에서는 6~15층 사이 아파트면 1980년을 기준으로 C2 

또는 C3로 분류하였다. Fig. 4(h)의 건물#8은 2016년 11월에 승인된 9층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을 단순히 아파트로 보면 기존의 방식으로 건물#8

은 C3로 분류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용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다

르게 분류하였다. 건물#8의 용도인 공동주택은 앞선 경우와 같이 소유 기준

으로 용도를 기재한 것이다. 층별 용도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이 기

재되어 있지만, 취약도함수에서는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실제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층수가 

9층이면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

대, 단지형연립)이 될 수가 없으며, 아파트는 건축물대장에 대부분 표기되

기 때문에 건물#8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일 수밖에 없다. 

Fig. 2의 절차에 따르면 건물#8은 용도와 층수를 확인하여 C5로 분류된

다. 이 용도는 1층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을 비교하여 C5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Table 3에서 보면 1층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차이

Table 3.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examples

No Main structure Main use 
Total floor area

(m2)

Building area

(m2)

1st story floor 

area (m2)
Story

Permission

date
Name

1 Reinforced Concrete Multi-unit house 407.69 133.68 14.3 4 2016.10 C5

2 Reinforced Concrete
Detached hous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397.06 120.5 31.5 4 2017.01 C5

3 Reinforced Concrete Detached(Multi-unit) house 487.37 173.11 14.3 4 2008.08 C5

4 Reinforced Concrete House(19 units) 581.16 145.29 145.29 3 2003.02 C3

5 Reinforced Concrete Multi-user house 329.5 121.38 86.74 3 2015.02 C3

6 Reinforced Concrete Multi-household house 658.97 174.94 160.05 4 2006.11 C3

7 Reinforced Concret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Detached house
762.46 177.5 157.82 5 2003.11 C4

8 Reinforced Concrete Multi-family housing 5,557.76 658.17 546.11 9 2016.12 C5

9 Reinforced Concrete Row house 1439.52 352.2 352.2 3 1987.11 C2

10 Reinforced Concrete
Multi-family 

housing(Apartment)
5,452.65 438.9 368.25 15 2009.10 C3

11 Reinforced Concrete
Multi-family 

housing(Apartment)
15,717,746 651.9 151.656 33 2015.11 C5

12 Reinforced Concrete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1,326.387 403.6 291.75 3 1982.06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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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게 없다. 왜냐하면, 이 유형은 저층부(보통 1~3층)에 상가가 위치하고 

주차는 주로 지하주차장 또는 지상의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결하기 때문이

다. 이처럼 일반적인 필로티 구조와 다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C5로 분류

한 것은 중층 건물이면서 일반적인 C3 또는 C4 건물과는 다른 구조형식이

기 때문이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상부 벽식, 하부 골조식 건물로서 

건물 전체가 벽식인 아파트(C3)나 대부분 골조고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

이 전단벽인 상가건물(C4)과는 다르다. 따라서 지진취약도 함수에서 중층 

필로티, 즉 C5M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Fig. 4(k)의 건물#11은 2015년 11월에 승인된 33층 아파트 건물이다.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른 주택 유형과 구분하기가 매우 쉽다. 기존 취약도함수 분류 기준으로

는 16층 이상 아파트면서 1988년 이후에 승인되었으므로 C3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Fig. 2의 분류 절차와 같이 아파트이고 16층 이상이면 일

단 전단벽 구조로 분류한 후 1층 바닥면적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1층 

바닥면적(151.6 m2)이 건축면적(651.9 m2)과 비교해 매우 작아 1층에 필

로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C5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고층 아파트

의 1층 필로티는 20~30층 이상에서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구조 형

태다. 

5.2 전단벽 구조(C3)

기존 취약도함수에서는 6층 이상 아파트만을 C3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건물#4, #5, #6은 C3로 분류되는 다른 유형의 사례다. 더불어 이들은 기존 

취약도함수의 분류 기준에서는 2002년 9월 이후 승인된 3~5층 콘크리트

구조에 해당하여 C5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세 건물의 분류는 기존 취약도

함수와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Fig. 4(d)의 건물#4는 2003년 2

월에 승인된 3층 주거용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

다. 이 경우도 세부 용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주용도에서 괄호 안에 19

가구 표시가 있어 다가구주택으로 유추할 수 있다. Fig. 4(d)를 보면 일반적

인 원룸으로 예상되며 4층으로 보이지만 경사지에 위치하여 한 층은 반지

하로 층수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승인일자가 2002년 9월 이후지만 1

층 바닥면적이 건축면적과 같으므로 C5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 다만 허가

일자는 2001년 11월이라서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취약도함

수에서 허가일자 기준으로는 C2로 분류되며 실제로도 C2다. 하지만 이러

한 유형의 건물은 가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간에 무보강 조적채

움벽을 사용하므로 취약도함수의 분류에서는 C2보다 C3에 가깝다고 판단

하였다. Fig. 2를 보면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는 승인인자에 관계없이 1층 

(a) #1, C5 (b) #2, C5 (c) #3, C5 (d) #4, C3

(e) #5, C3 (f) #6, C3 (g) #7, C4 (h) #8, C5

(i) #9, C2 (j) #10, C3 (k) #11, C5 (l) #12, C2

Fig. 4.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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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만을 확인하여 C3 또는 C5로 분류하고 있다. 

Fig. 4(e)의 건물#5는 2015년 2월에 승인된 3층 다중주택이다. Fig. 2의 

분류 방식에 따르면 다른 정보 확인 없이 바로 C3로 분류한다. 1층 바닥면

적(86.74 m2)과 건축면적(121.38 m2)을 비교하면 1층에 필로티가 있을 가

능성이 매우 낮으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4(f)의 건물#6은 2006

년 11월에 승인된 4층 다세대주택이므로 전단벽을 가진 구조다. 그런데 1

층 바닥면적이 건축면적과 유사하므로 1층에 필로티가 없는 C3로 분류한

다. Fig. 4(j)의 건물#10은 2009년 10월에 승인된 15층 아파트 건물이다. 

1988년 이후에 승인되었으므로 기존 취약도함수에서는 C3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1층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을 비교하는 과정을 더 거치며, 두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C3로 기존과 같이 분류되었다.

5.3 전단벽이 있는 모멘트골조(C4)

Fig. 4(g)의 건물#7은 2003년 11월에 승인된 5층 건물로 주용도는 단독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다. 건물#2와 같이 소유 측면에서 단독주택으로 표

기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7은 건물#2와 주용도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

설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은 유사하나 1층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건물#7은 Fig. 3의 분류 방식에 따라 주거와 근린

생활시설 혼합에 3층 이상이고 1층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이 유사하여 C4로 

분류한다. 이 건물은 기존 지진취약도 함수 분류 기준에 의하면 2002년 9월 

이후 승인된 5층 콘크리트구조이므로 C5로 분류된다. 하지만 여기서는 용

도 및 층수에 따라 구분한 후 1층 바닥면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C5로 분류되지 않았다.

건물#7이 분류된 C4는 사실 구조가 모멘트골조인데 일부에 횡력에 저

항하는 전단벽이 있는 형식이다. 최근에 건설되는 근린생활시설이 대부분

이 C4에 해당한다. 그런데 건물#7의 3~5층은 원룸 용도의 벽식구조이고 

1~2층은 상가 용도의 모멘트골조 구조다. 일반적인 C4와는 구조형식이 다

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층부 상가에서 도로에 접하지 않는 면은 주로 전단

벽을 사용하여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실의 전단벽을 더하면 벽량이 C3보

다는 작고 C5보다는 커서 C4에 더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4 무보강조적벽이 있는 모멘트골조(C2)

Fig. 4(i)의 건물#9는 1987년 11월에 승인된 주용도가 연립주택인 3층 

건물이다. 이 건물은 주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용도와 연도

로 구조형식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건물은 저층 주거용이므로 구조형식은 무

보강 조적전단벽이 있는 콘크리트 모멘트골조(C2)이거나 콘크리트 전단

벽(C3)이다. 이 둘의 구분은 저층 주거용 연립주택이 내진설계대상에 포함

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되었다면 횡력에 대해 설계

해야 하는데 주거용이므로 전체를 전단벽으로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

서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물이 내진설계대상에 포함된 2005년 7

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C2, 이후를 C3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건물

#9는 C2로 분류된다. 물론 기존 취약도함수에서도 이 건물은 C2로 분류된

다. 승인일자가 2002년 9월 이전이기 때문이며, 승인일자가 그 이후라면 

C5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연립주택일 때 필로티 형식은 

거의 없으므로 승인일자에 따라 C2 또는 C3로만 분류하였다. 

Fig. 4(l)의 건물#12는 1982년 6월에 승인된 3층 근린생활시설이다. 

Fig. 3의 분류 절차에 따르면 3층에 승인일자가 2005년 7월 이전이므로 C2

로 분류된다. 기존 취약도함수를 따르더라도 건물#12는 C2로 분류된다. 이 

또한 건물#9와 마찬가지로 승인일자가 2002년 9월 이전이기 때문이다. 만

약 그 이후라면 C5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층 콘크리트구조 근린

생활시설에서 필로티 구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6. 결 론

지진취약도 함수는 지진 발생 시 빨리 국내 전 지역의 건물 피해를 예측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개별 건물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으로부터 추출한다. 건축물대장에는 상당한 양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나 해당 건물의 구조형식을 분류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

다. 더불어 국내 전 지역의 건물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추출하여 구조형식을 

분류하여 지진취약도를 산출해야 하므로 정보의 수량 또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대장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에서 최소한

의 수량으로 콘크리트구조 건물의 구조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건축물

대장으로부터 사용한 정보는 건물의 용도, 층수, 연면적, 승인일자, 1층 바

닥면적이다. 이들을 조합하여 국내 콘크리트구조 건물의 구조 유형을 분류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기존 방법에 비해 실제와 가깝게 구조유형을 분류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 방법은 기존 지진취약도 함수에서 사용한 

방법에 비해 다소 많은 양의 정보를 사용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 방법을 지진취약도 함수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는 단순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기존의 단순한 분류 방법도 이를 고려한 결

과로 생각한다. 단순화의 방식은 구조형식 그 자체 또는 결과로서 지진취약

도가 유사하여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분류 항목을 통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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