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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전제로 한 선별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근거

1. 머리말

를 통해 제시되었다(SH공사 김형근 위원, 2012).
우리나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2002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안전성 확

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

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부의 정책이 여러 번 발표되었지만([그림 1] 참조) 공동주택 리모

포함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4.1 부

델링 시 수직증축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주민들은 경제성에 만족

동산 대책)』을 4월 1일 공식 발표하였다. 안전을 우려해 수평증축

하지 않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매우 위축되어 있었다.

만으로 리모델링을 수행해야 하는 제한적인 환경이 수직증축 허
용을 통해서 그 범위가 한층 자유롭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

리모델링사업
법적근거 마련

2002

리모델링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직증축 논란
수직증축허용을 골자
국토해양부 정책발표
(박범계 의원)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가”

2010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가구수 증가, 일반분양이
전제된 수직증축 추진” 바람

2011

정부, 4 · 1부동산 대책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

2012	     2013
주택법 개정
가구수 10% 이내 일반분양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40% 내 면적증가 가능

[그림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흐름(김형근 발표자료 참조, 2012)

과라 할 수 있다. 이제 기존의 무조건적인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
가 방침에서는 조금 해방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전문가
의 판단을 전제로 한 구조적 안정성 검토가 리모델링 설계의 기반
이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수직 및 수평 증축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연구는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대상 구조
물에 따른 수직 및 수평 증축부의 구조시스템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증축접합부 및 보강상세 등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현재 리

이러한 지지부진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모델링 대상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진설계가

유관기관 및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기대

이루어지지 않아 증축이 현행의 설계기준인 KBC2009 기준에 맞

하기에는 너무 지친 공동주택 주민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있었다.

는 내진설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증축을 동반

그 예로 2012년 4월 대한건축학회의 보고서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는 리모델링에서는 부족한 내진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내진보

설계사례 검증 및 증축에 따른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건물

강 방법 및 공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 구조체의 내진보강을

의 경량화와 전문가에 의한 검증을 통한다면 수직증축에 문제가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공사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리모델링의 경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증축사례를 통하여 검증하였

제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시스템 및

다. 또한, 2012년 9월에 열린 『제4회 리모델링의 날』 국제세미나

특성에 적합하며 경제적인 구조보강공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

에서 무조건적인 수직증축 불가 방침은 불합리하며 전문가의 판

준에서 강화된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효과적인 내진보강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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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쌍용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을 보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수직 및 수평 증축 시 구조 검토사항, 내진보강을 위

특히 지진하중에 대비한 보수 및 보강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에 발

한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 제진시스템을 이용한 내진보강

생한 열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해야만 보수 및 보강 시점을 결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 및 수평 증축사례 등에 대해서 살펴보

정할 수 있으며, 보강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장

고자 한다.

래에 발생할 지진에 대비하여 건물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판정하고, 필요에 따라 내진보강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있다. 내진성능 및 보강여부의 판정에

2. 리모델링 구조보강의 개념

필요한 내진보강 계획의 흐름도는 [그림 3]과 같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은 단순한 내외장재 교체 및 구조부
재의 보강에 머무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단위 세대 및 아파트 전체
의 평면 및 입면을 변경하고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코어 등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구조(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1. 보강목표

건물의 용도에 따른 기능목표 설정
건물의 형상 및 지반에 따른 건물의 강성 및 강도 목표 설정

2. 내진성능 평가

설계도서 분석 및 현장 실태조사
건물의 규모, 입지조건, 특수성을 고려한 내진성능 평가 실시

3. 보강계획

내진성능 부족의 요인인 내력부족, 인성부족, 강성의 밸런스
불량에 따른 보강방법 검토

4. 시공

건물의 용도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
건물의 사용상황에 맞게 시공성을 충분히 검토 후 실시

건물이 보유하고 있는 구조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보강의 필요여부가 결정이 되며 구조(내진)
보강의 시점을 나타내는 개념이 [그림 2]에 표현되어 있다.

성
능
레
벨

[그림 3] 내진보강 계획 흐름도
장래 요구성능에 대비

시대에 따라 상승
하는 사회적 성능
요구레벨

보강

리모델링 시 수직 및 수평 증축에 따라 검토해야 할 구조 검토사
사회적 열화에 대응

유지관리
준공 시의 성능레벨
보수

물리적 열화에 대응

항은 추가하중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 및 강화된 내진설계에 대해
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그림 4] 참조). 즉, 기존 구조물의
구조부위 철거부터 추가되는 하중,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와

물리적 열화에 의해
저하되는 건물의
실제 성능레벨

의 접합부를 검토해야 하며, 이는 설계하중 및 내진설계와 같은
최신기준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건물준공

리모델링 공사(내진보강)

시간경과

[그림 2] 성능레벨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의 시점
(Hi remodeling 서적, 오상훈 외, 2006)

필수 검토사항
· 필요한 구조부위 철거 선행                       · 최신 구조설계기준 반영(설계하중 및 내진설계)
· 수직 및 수평 증축으로 인한 추가하중 검토   ·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간의 접합부

횡축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종축은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성

  

능레벨을 나타내고 있다. 건물은 준공 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직증축

물리적으로 그 성능이 열화하게 된다. 그러나 건물의 성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게 되어,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는 신축
건물에 비해 기존 건물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열화된 것으로 평가
된다. 이러한 성능 열화를 또한 사회적 열화라고 한다. 따라서 물
리적 혹은 사회적 열화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행되게 되면, 리모

수평증축
기존 및 신설 집합부
정밀시공
중량마감재 제거

기둥슬래브 등 신설
기존 및 신설 집합부
정밀시공
기둥 보강
필요없는 구조부재 철거
중량마감재 제거

필요없는 구조부재 철거
기둥슬래브 등 신설

델링을 필요로 한다. 리모델링 시에 물리적 열화를 회복시켜, 준
공 시의 건물의 성능레벨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보수라고 하고, 사
회적 열화 및 리모델링 시의 사회적 요구성능 이상을 확보하는 것

기초신설

기존 기초보강

[그림 4]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의 흐름(김형근 발표자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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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시 건축물의 내진성능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

시되고 있으며, 이 중 비선형 정적해석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

물의 성능을 즉시 거주(IO) 또는 인명 안전(LS) 등의 성능기반의

기 위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FEMA-356, 440 및 ATC-55가 제안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허용층간변위나 허용가속도 등과 같은

되어 있다. 이상에서 제안되고 있는 방법들은 기존 건물 또는 신

기준의 목표로도 설정할 수 있다. 내진성능 평가에서는 예상되는

축 건물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정도 예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진동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내진성능, 즉 보강의 여부를 판정

ASCE41-06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 후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판정에서는 건물의 중요도,

내진보강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내진성능 평가만을 목

지진위험도, 예상되는 지진동의 레벨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건물

적으로 하는 FEMA-310 기준보다 보수적으로 평가되어 지도록

에 보강이 필요한 경우, 목표가 되는 내진성능, 구조종별, 지반조

구성되어 있다.

건, 보강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보강공법을 결정하게 된

일본의 경우 건물의 요구성능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본건

다. 최종적으로는 보강건물의 내진성능을 재평가하고, 보강목표

축방재협회에서 내구 및 내진성능 향상 보수·보강시스템 및 시공

를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 보강건물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게 된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내진성능 평가방법은

다. 만약 내진보강에 면·제진장치가 적용될 경우에는 동적시간 이

여러 구조형식 및 재료로 이루어진 건물을 하나의 기준에 전부 포

력해석과 같은 정밀해석을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함하고 있는 미국의 방법과는 달리 건물을 이루고 있는 각 구성
재료에 의해 서로 다른 형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

3. 기존 공동주택의 내진성능 평가

다. 따라서 일본의 내진성능 평가방법은 철근콘크리트 건물, 철골·
철근콘크리트 건물, 철골조 건물, 목조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3-1. 기존 건축물 구조형식의 특징

개념과 방법에 의해 성능평가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형

리모델링 수직 및 수평 방향의 증축을 동반한 공동주택의 리모델

식의 내진기준은 각 구성 재료별 건물의 특징을 최대한 상세히 파

링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조체의 내진성능을 정확

악하여 내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각 구

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구조형식에

조형식에 대해 서로 다른 형태와 방법에 의해 진단이 진행됨으로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국내에서의 리모델링 대

써, 내진진단법을 이해하기 어렵고 통일성이 결여되어 혼란을 가

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벽식구조가 대부분이며, 대략 다음과 같

져올 우려가 있다.

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기법이 연구되기 시작한

1) 단변방향으로는 세대간벽 및 내력벽이 많아 요구 내진성능을 	

지 20여 년이 흘렀고, 그동안 다양한 평가방법이 제안되었다. 그

만족하는 경우가 많으나, 장변방향으로는 벽이 부족하여 내진

러나 제안된 평가방법은 미국이나 일본의 평가법을 도입 및 수정

성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발견

2)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진력과 같은 수평하
중이 작용할 경우, 기초의 내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3) 보통 층고는 2.8m 전후이며, 슬래브 두께와 바닥마감을 제외
하면 층고는 보통 2.6m 이하가 된다.
4) 하층부에서 벽의 두께가 18~20cm 이내이므로 증축부와의 접
합부 상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제안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기
법, 지진피해 예측에 근거한 보강건축물의 합리적인 선정방법 및
이들 건축물에 적합한 내진보강방법 등의 연구는 아직까지 초보
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내진기준은 신축 건축물들에
적합한 것으로, 내진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의 건축물들에 대한 평
가기법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국내의 평가방법이 연구
되기 시작한 초기에 비해서 그동안 국내외 내진기준이 계속적으

3-2. 내진성능 평가

로 수정 및 변경되었으며 또한 컴퓨터에 의한 평가법도 나날이 발

1) 개요

전하는 등 주변여건 변화의 폭이 매우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들이 많다는 점을 감
안하면 특히 예상 발생 지진에 대하여 건물의 내진안전성을 확보

2) 국내의 내진성능평가법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

국내의 내진성능평가법이 최근 국가기관별(국교부, 교육부, 안행

이 중요하다.

부 등)로 제시되어 있고 공공건물의 내진보강에 이러한 방법들이

미국의 내진성능 평가방법은 ATC 14와 FEMA-310을 통하여 제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성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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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내진성능평가법을 작성하여 조만간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이며, 전단내력과 연성능력의 현재 상태 및 입력 지진동과 비교

아직 일부 구조설계자들과 내진보강 관련 전문가들이 내진설계와

하여 성능의 차이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부재 하나의 문제

내진성능 평가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계속적으로 범하고

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존 건축

있다. 예를 들면,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의뢰할 경우 구

물의 내진성능 평가는 내진설계와는 달리 평가관련지침(요령)을

조설계자들이 구조설계 프로그램에 의해 모델링한 후 지진하중에

참조하여 상세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의해 해석을 실시한 후 부족한 내력(NG 부재)을 가진 부재들을 보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는 교과부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강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즉, 이렇게 부족한 내

내진보강 가이드라인(2011)’, 국교부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력을 갖는 부재들을 찾아내는 수준인 것이다.

요령 및 향상요령(2011)’, 소방방재청 ‘기존 저층건축물의 내진성

[그림 5]는 내진설계와 내진성능 평가와의 차이를 간략하고 명확

능 평가 가이드라인(2011)’이 이미 발간되어 실무에 적용되어지고

하게 보여주고 있다(T. Okada, 2012). 내진설계의 경우 대상건물

있다. <표 1>에 3가지 평가법의 내용을 간단히 비교 및 요약하여

과 위치가 주어지면 지역계수 및 지반증폭계수 등에 의해 입력 지

나타내었다.

진동의 크기가 선정되고, 중요도에 의한 허용층간변위가 이미 정

교과부의 평가법은 철근콘크리트 학교건축물에만 대상으로 하고

해져 있다. 따라서 내진설계에서는 이러한 지진동을 견디면서 층

있고, 평가법은 간단히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예비평가는 단순

간변위를 만족하는 강도의 부재를 설계하면 된다.

히 내진성능등급을 결정하여 내진보강 여부를 결정하는 간단한
단계이고, 2단계 상세평가는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내진보강 시
보강량을 산출하는 단계이다. 이 평가법은 기존 건축물의 지진거

지진해석
(Response Analysis)

내진설계
(Seismic Design)

내진성능 평가
(Seismic Evaluation)

주어진 값

주어진 값

결과
( ≥ 기준 )

하고 있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물강도

주어진 값

결과
( ≥ 기준 )

주어진 값

국교부와 소방방재청의 내진성능평가법은 3단계로 되어 있으

건물변형

결과
( ≤ 기준 )

주어진 값

주어진 값

며, 1단계 및 3단계는 평가법이 거의 유사하며, 2단계 상세평가

입력 지진동

[그림 5] 내진설계와 내진성능 평가의 차이점(T. OKADA, 2012)

동을 일본의 실제 지진피해 사례를 통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는 그 평가기반이 다르다. 국교부의 2단계 평가는 FEMA-310 및
FEMA-356에 근거하여 탄성해석(Linear static procedure 또는

반대로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Linear dynamic procedure)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은 이미 강도와 변형 능력이 정해져 있다. 물

방재청의 2단계 평가는 RIST 지침(2002) 및 일본의 내진진단기준

론 기존 건축물은 재료의 노후화, 불분명한 철근 배근 및 허리벽

(2001)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평가법은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의 영향 등으로 강도와 변형 능력의 파악도 쉽지는 않다. 중요한

사용없이 간단히 수식을 계산함으로써 성능등급을 결정할 수 있

점은 내진성능 평가는 국내 기준의 입력 지진동을 견디느냐가 관

도록 하였다.

표1

국내의 내진성능평가법

구분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교과부, 한국교육개발원, 2011)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및 향상요령
(국교부, 한국시설안전공단, 2011)

평가
기반

· 예비평가 : 한국, 일본 및 미국 자료 등
· 예비평가 : 일본 내진진단기준(2001)
· 상세평가 : FEMA-310, FEMA-356,
· 상세평가 : 한국시설안전공단요령(2011), FEMA-356 등
                FEMA-440 등

평가
절차

· 예비평가 : 기둥 및 벽량에 의한 평가
· 상세평가 : 철근을 고려한 수직부재 평가

· 예비평가 : 기둥 및 벽량에 의한 평가
· 1차 상세평가 : LSP, LDP 기반 평가
· 2차 상세평가 : NSP에 의한 평가

기존 저층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안행부, 소방방재청, 2011)
· 예비평가 :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법
· 상세평가 : RIST 지침(안), 공단보고서(2008)
· 정밀평가 : FEMA-356, ATC-40, FEMA-440 등
· 1차 예비평가 : 기둥 및 벽량에 의한 평가
· 2차 상세평가 : 철근을 고려한 수직부재 평가
· 3차 상세평가 : NSP에 의한 평가

목표
성능수준

IO(500년 재현주기),
LS(2,400년 재현주기의 2/3)

IO, LS, CP

IO, LS, CP

대상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학교 건축물

중저층 건축물

저층 건축물

2013 AUTUMN

39

4. 공동주택 리모델링 내진보강공법

표 3 내진보강공법의 종류
종류

4-1. 내진보강공법의 종류
1

건물의 내력을
향상하는 방법
(강도보강)

· 건물의 강도 및 강성은 증가하나 변형 능력은 크지 않다.
· 지진력의 증가로 기초보강 비용이 추가된다.
· 습식공법으로 각종 작업을 고려하면 공기가 증가한다.
· 철골가세의 경우 좌굴에 의해 급격한 내력저하가
  발생한다.

2

건물의 변형
능력을 증진
하는 방법
(연성보강)

· 부재단면 치수의 변화가 크지 않아 평면계획에
  영향이 적다.
· 경량 및 고강도의 특징으로 건물 중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 보강개소가 많기 때문에 공기가 길어지며 비용
  상승이 크다.

3

압력 저감을
위한 응답
제어 방법
(제진보강)

· 에너지 흡수 능력이 커서 건물의 안전성을 증대시킨다.
· 건물의 응답을 저감시켜서 강도 및 연성보강의
개소가  감소된다.
· 보강개소가 적어서 타 보강공법에 비해 건물의
  중량이 감소된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 경제적인 측면이 선진국의 수준과 비
슷해질수록 관련 제도도 발전하게 된다. <표 2>는 국내 내진설계
기준의 변천사를 나타내는데, 1988년에 내진기준이 도입되어 적
용된 이후 내진기준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즉, 지진하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2
구
분
개
요

내
용

국내 내진설계기준 변화
1988년 이전

1997년

내진기준
최초 도입

내진기준
이원화
(상위개념
기준제정)

2000년

내진기준
1차 개정

2005년

내진기준
2차 개정

2009년

내진기준
3차 개정

6층 이상 건물 6층 이상
5층 이상
3층 이상 건물 15층 이상
에 전면적을
아파트를
건물, 15층
로 확대적용, 아파트와
아파트 2등급 내진 1등급 이상 아파트를 지진하중 상향 오피스텔
으로 분류, 지 으로 상향 특등급으로 조정, 지진규모 1등급으로
진규모 50대비
분류
상향분류
62대비
조정

특징

이 세 가지 보강방법 중에서 단순한 비교는 불가하다고 할 수 있으
며, 건물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보강공법을 골라 사용하든지 혹은 이
러한 보강공법을 혼용하여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1988년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이후에 지어졌
다 할지라도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이 현재의 기준을 만족

4-2. 제진장치에 의한 내진보강공법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재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공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에 의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할

동주택은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경우에는 중력에 의한 하중과 지진에 의에 추가되는 하중을 동시

시 반드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진보강 시에 구

에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수직증축 시 기존 층 및 수직으

조물의 안전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하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

로 증축되는 층의 비내력벽을 경량화하더라도 기초 및 수직 부재

사업의 특성상 경제성과 분리하여 진행할 수가 없다. 즉, 내진성능

(기둥 및 벽 부재)가 부담해야 할 하중은 매우 크게 된다. 따라서

을 만족하면서 경제적인 내진보강공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강도보강과 연성보강을 사용하여 보강하더라도 제진장치

일반적으로 내진보강공법은 건물의 내력을 향상하는 방법, 건물

를 사용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면 구조물에 입력되는 지진하중을

의 변형능력을 증진하는 방법 및 입력저감을 위한 응답제어 방법

저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강도 및 연성 보강의 개소가 줄어들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6]과 <표 3>은 세 가지의 내진보강공법을

어 경제적인 보강설계가 가능하다.

설명하고 있는데, 종축은 내력(강도)을 나타내고 횡축은 연성(변

국내에서는 앞서 소개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방안에 의해 내진

형능력)을 나타낸다.

보강설계가 가능하고, 미국의 ASCE41-06을 사용하여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방법

Strength

Desirable Performance
Required Seismic - Immediate Occupancy
- Life Safety
Capacity
- Collapse Prevention
Existing building
Undesirable
performance

Response Control

에는 모두 성능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제진에 의한 내진보
강을 할 경우에는 ASCE7-10의 제진설계 부분을 적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다. 조만간 발간될 KBC2013에는 ASCE7-10의 제진설계부
분도 일부 포함되어 그 적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Ductility
건물의 강도 및 강성 향상    건물의 변형능력 향상     응답제어 보강

1) 해석모델 요구사항(제진보강 후 내진성능 평가)
가새보강

모르타르 옹벽보강 탄소섬유시트 보강 제진장치 보강제

[그림 6] 내진보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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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진장치를 사용하여 내진보강을 할 경우, 제진 보강된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해석모델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내진보강 후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해석에서는 앞에서

2) 제진해석 절차

살펴본 바와 같이 내진보강공법에 따라 해석모델이 달라진다. 기

위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경우 제진해석이 진행되는데 [그림 7]에

존에 자주 사용되어 왔던 내력 및 연성 보강형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진해석 절차를 도표로 나타내었다. 지진하중이 정의된 후 예비

내진설계에서와 비슷한 프로세스로 모델링이 가능하나, 입력저감

응답해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비선형해석 모델

형 특히 제진공법에 의한 내진보강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진장치

을 수립하여 정적해석 및 시간이력해석을 실시한다. 해석결과를

를 비롯하여 제진구조물에 준하는 해석모델링이 필요하다.

분석하여 성능레벨에 대한 성능점의 검토 후 적절한 보강으로 판

제진장치에 의한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정될 겨우 해석에 기반한 보강설계를 확정한다.

KBC2009에 기초하여 기존 건물, 내력 및 연성 보강 구조물을 통
틀어 지진력 저항시스템이라 정의하고, 제진장치 및 연결부재를
통틀어 제진시스템으로 정의하여 해석모델링에 적용하였다. 구조
물은 관련기준에서 정의되거나 실험이나 해석을 통하여 동등 이

적용하중 기준
- KBC2009
- ASCE  7-10
- ASCE  41-06

Dead Load
Live Load
Wind Load

KBC2009

KBC2009/ASCE
상호 검토

Seismic Load

상의 성능이 검증된 구조시스템이 횡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요구
되는 강도 및 강성을 가져야 하며, 지진력 저항시스템과 제진시스
템의 조합을 통해 허용층간변위 값을 만족해야 한다.
각 방향에 대한 지진력 저항시스템은 다음의 설계 요구사항을 만
족해야 한다. 단 실험이나 해석을 통해 동등이상의 성능이 입증이

내진설계(하중기반설계)
- 응답스펙트럼 해석
- MIDAS Gen. ADS

내진성능평가
- 비선형 정적/동적 해석
- Perform-3D

구조해석/결과검토

목표 성능 설정

Service Level Design
(예비응답해석)

부재 배근 가정
(보, 기둥 벽체 배근)

비선형 해석 모델 수립

지진파 Scaling 구조물/지반
상호작용 검토

비선형 정적 해석

비선형 동적 해석

되면 이 조항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지진력 저항시스템 설계에 사
용된 밑면 전단력은 식(1)과 식(2)에 의해 구해진 최소 밑면전단력

철근 배근 확정

Vmin보다 커야 한다.
구조계산서 작성

FEMA 440 이론 적용
- 각 성능 레벨(LO, L.S.,  
   C.P)에 대한 성능점
   검토

각 성능 레벨(LO, L.S., C.P)에
대한 층간변위, 가속도, 응답
변위, 밑면전단력 검토

KBC2009
ASCE  7-10
ASCE  41-06

KBC2009
ASCE  7-10
ASCE  41-06

설계보고서 작성

[그림 7] 제진해석 절차

V
Vmin =
B(V+I)

식(1)

Vmin = 0.75V

식(2)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사례
본절에서는 상세한 보강절차보다는 보강결과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여기서, V는 내진설계기준(KBC)의 등가정적해석법에 따라 계산
된 해당 방향의 밑면전단력이며, B(V+I)는 가속도 감소계수이다.

5-1. 도곡 00아파트와 당산 00아파트 리모델링

단, 다음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진력 저항시스템 설계에

[그림 8]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실시한 두 단지의

사용된 밑면전단력은 1.0V 이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사례를 나타낸다.

① 해당 방향에 대해 비틀림에 저항하는 제진장치가 각 층당 두 	
개 이하인 경우
② 지진력 저항시스템이 과도한 평면 비정형성과 수직 비정형성이 	
존재하는 경우
해석이나 실험에서 지진력 저항시스템과 연결부재의 비탄성 응답
이 제진시스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진시스템의 부재

(a) 도곡 00아파트 리모델링

는 감소되지 않은 지진하중(V)을 사용한 설계하중에 대해 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제진시스템을 가진 구조물의 해석과 설계에서는 관련 기준에 따
라 정해진 설계 지반운동과 발생가능한 최대 지반운동의 스펙트
럼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당산 00아파트 리모델링

[그림 8]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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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우측에는 적용된 제진장치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도곡

표 4 마포 00아파트 리모델링 개요

00아파트의 경우 지하 3층, 지상 12~13층 규모의 5개 동이며, 준

구분

공연도는 1989년이다. 리모델링 공사는 2008년 11월에 시작하여

시설물명

2011년 5월 종료로 약 30개월이 소요되었다. 본리모델링 공사 시

내용
아파트

소재지

1개 동은 2개 층 증축을 하였고, 지하 1층은 주차장공간을 위해 신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118번지

용도

공동주택

등의 부분철거를 진행하여, 건물중량을 저감하도록 경량벽체 및

규모

지하 1층, 지상 8층

재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KBC2009의 지진하중에 대한 내진보강

연면적

8.851.11㎡

을 위해 전단벽식 강재댐퍼를 적용하여 수직부재의 강도 및 연성

세대수

92세대

설하였다. 세대 내부의 주요 구조부재인 슬래브, 기둥, 보 및 기초

보강개소를 다소 저감하였다.
당산 00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2~13층 규모로 1978년에 준공
되었다. 본아파트 리모델링의 특징은 1층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준공연도

1989년 8월 16일

준공도서

구조도면
없음

을 위해 1층을 필로티로 전환하고, 대신 수직으로 1개 층 증축하

구조계산서

였다. 또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 2개 층을 신설하였다.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이 건물은 리모델링 시에 건물의 자중경감을 위해서 바닥과 벽체

기초형식

파일기초

의 재료를 경량재료(사운드제로플러스, 경량칸막이벽체)를 사용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없음

보수보강 자료

없음

여 수직하중을 처리하였다. 지진하중인 수평하중은 Y방향은 신설
벽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X방향의 경우 벽체가 매우 적으므로 제
진장치가 저항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기둥부재의 경우 기존 기
둥내력으로도 어느 정도 중력하중은 저항하였으나 일부 상층부
기둥에 대해서는 철판보강이 요구되었다.

<표 5>는 00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하중을 경량화할 때의 하중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고정하중은 감소하는 반면, 설계기준과 주
거생활의 변화로 활하중이 약간 증가하였다. 기존 건물 설계 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하중을 고려하면 벽체뿐만 아니라

5-2. 마포 00아파트 리모델링
마포 00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그림 9] 참조)의 사업성을 고려할

비용이 고가인 기초 보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여러 내진보
강 방안을 검토하여 내력벽구조에 적합한 보강방안을 마련한다.

때 어느 정도의 수직증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많은 보강
공사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기초이다. 따라서 수직증축 시 증가
되는 수직하중을 최대한 감소시켜 기초 보강비를 최소로 해야 한
다. 다행히도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기존 바닥마감이나

표 5 수직하중 경량화 방안
구분

기존안(단위 : kN/㎡)
모노륨 깔기

벽체 등은 현재 적용하는 자재에 비해 무겁다. 이러한 마감재의 하

리모델링안(단위 : kN/㎡)

증감

0.05 사운드제로 플러스 0.12

판넬히팅(t = 120) 2.40 온돌+모르터(t = 50) 1.00

중을 최대한 경량화하여 기초 보강범위를 감소시켜야 한다.
고정
하중

활하중

콘크리트 슬래브
2.88
(t = 120)

콘크리트 슬래브
(t = 120)

2.88 1.28kN/㎡감소

천장

2.10

천장+마감

0.15

소계

5.43

소계

4.15

조직벽체

3.40

ALC벽체

1989년 준공

1.30

2.0x0.8 = 1.60

2.20 1.20kN/㎡감소
0.30kN/㎡증가

註) (t = 120) → (t = 120mm), (t = 50) → (t = 50mm)

<표 6>은 앞서 제시한 여러가지 보강공법을 검토한 내용이고 최
종적으로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제진보강공법 및 강도보강
[그림 9] 마포 00아파트 리모델링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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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을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표 6 내진보강방안 선정

개요

 벽체강도 보강
 기초지지력 보강

 댐퍼설치로 강도
  보강 최소화

 면진패드 설치

특징

 부재보강으로 실내
  사용면적 약간 감소
 기초 보강범위 확대

 지진에너지 흡수
  보강 부재 최소화

 면진층 필요
 기존 건물에 설치할
  경우 공사비 과다

ST'L PL 4T
@400

120

신설SLAB

150

기존SLAB

신설SLAB

기존SLAB

(a) 신설 슬래브와 기존 보 및 슬래브 접합상세

구조
해석법

선형 해석

비선형 해석

비선형 해석

시공성

보통

우수

나쁨

경제성

보통

우수

나쁨

결론

300

면진보강

120

제진보강

120

강도보강

Cas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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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ase 01

기존 벽체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내력벽구조에서 효율적인 내진
  보강시스템인 제진보강공법을 선정하여 강도보강을 최소화한다.

슬래브 보강근
HD13@150(T)

보강상세 A

내력벽식 아파트를 수직증축할 경우 보강범위를 예측함으로써 사

신설 벽체
기존 벽체
기존 슬래브 배근
D10(13)@300
보강 구간

기존 콘크리트 거친면 처리
기존 슬래브 배근 슬래브 보강근
HD13@150(T)

보강 구간

기존 벽체 철거
기존 슬래브 배근
D10(13)@300
슬래브 보강근
HD13@150(T)

보강상세 B

기존 콘크리트 거친면 처리
슬래브 보강근 HD13@300(B)
기존 슬래브 배근

1. 기존 콘크리트 철거
   (기존 철근은 존치)
2. 슬래브 보강근 설치
3. 신설 콘크리트 타설

업성을 고려한 리모델링 안이 되도록 하였다. 이 때 검토조건으로
는 첫째, 하중경량화를 위해 경량벽체와 경량마감재 적용을 원칙

1. 기존 콘크리트 철거
   (기존 철근은 존치)
2. 슬래브 보강근 설치
3. 신설 콘크리트 타설

(b) 슬래브 보강

으로 하고 둘째, 리모델링 건물에 효과적인 내진보강이 될 수 있
는 제진댐퍼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표 7>은 수직증축에
따라 검토한 보강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표7
구
분

수직 보강근 E.F.
HD13@Sv/3

수직증축에 따른 보강범위
1개층 증축
D+L

D+L+E

FRP(200g/㎡)
1ply

2개층 증축
D+L

D+L+E

D+L

대부분
보강
일부 벽체 일부 벽체 일부 벽체
보강
벽체 보강
필요 없음
보강
보강
보강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파
일
내
력

파일보강 일부 파일 일부 파일 파일 추가 파일 추가 파일 추가
필요 없음
추가
추가
설치
설치
설치

기
초
관

대부분
기초관
필요 없음

일부
기초관
보강

일부
기초관
보강

기존 수직철근

D+L+E

내
력
벽
체

FRP(200g/㎡) 1ply
: FRP 설치방향

기존 수평철근

3개층 증축
기존 수평철근
기존 수직철근

(c) 벽체 보강(철근+FRP 보강)

기존 기초(THK=600)
PC Pile ø350
(   :fp=400kN/EA)

일부
일부
일부
기초관
기초관
기초관
두께 확대 두께 확대 두께 확대

벽체단면증설에
의한 기초판 보강

벽체단면증설에
의한 기초판 보강
기존 벽체
THK=200

註) D : Dead Load, L : Live Load, E : Earthquake Load

15db
1.3Ld
신설 기초
PHC Pile ø450
(   :fp=900kN/EA)
Micro Pile 보강
(⌖:fp=500kN/EA)

[그림 10]은 수평증축에 따른 접합상세, 슬래브 보강, 벽체 보강
및 기초 보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의 (f) 및 (g)는

보강 전
위험단면

HD13@300(V)
HD13@300(H)
HD13@300×300
EPOXY에 의한
철근 ANCHOR
기존 con'c
거친면 처리
보강 후
위험단면

(d) 기초 보강(2개층 증축)

제진보강을 위해 사용된 제진장치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700
Case 01

600

Case 02

500
기존보
120

400
120

신설SLAB

KN

300
200

P-7@700

100
L-100×100×7
HD10.13@150
Chemical ANCHOR

M12@900
Mechanical ANCHOR

0

1 15 25 3551 65 90 101 113127 137 149 165 187 197 237 251 261 274 288 315 327 347
PILE ID

(e) 기초 보강 및 기존 파일반력 검토(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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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한 기존 구조체의 안전성
확보 문제는 어느 하나만의 기술만으로 요약하기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직 및 수평
(f) 전단벽식 보강

(g) 커플링댐퍼 보강

증축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명확
히 하여야 하고, 또한 현재의 내진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10] 적용된 제진장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2~3개 층 수직증축에 따른 수직하중의
본아파트 리모델링 내진보강에는 수평증축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

증가와 내진설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수평하중의 증가 등을 고려

존 전단벽식 제진장치 이외에 커플링보 제진장치를 적용한 것이

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실시 가능한 구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조물의 형상 및 특성에 맞게 제진

시스템으로 기존 구조체의 경량화 및 제진장치를 병용시키는 공

장치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제진장치

법을 제안하였다.

가 지진하중 저항능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수직부재의 강도  

본고에서 제안한 공법은 매우 제한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및 연성 보강의 기반 위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공동주택 리모

것으로 추가적인 설계 및 연구가 필요하지만, 검토결과 벽식구조

델링의 경우, 이러한 강도 및 제진 보강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사

공동주택의 2~3개 층 수직증축 구조시스템으로 실현가능함을 보

례라고 할 수 있다.

였고, 아울러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1]은 내진보강 후의 비선형 정적해석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끝으로 현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공사

성능점 산정결과 내진성능이 현 기준을 잘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

의 절차가 각각이고 구조적 안전여부도 검토방법이 모두 상이

고 있다.

하다.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계절차를 명확히 확립할 필

STRENGTH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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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비선형 정적해석에 의한 성능점 산정(내진보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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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쌍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