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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체계 

  관계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내진대책,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내진설계기준(공통기준) 
  내진등급, 내진성능수준, 설계지반운동, 내진성능목표 
  주요시설물별 내진성능기준 

 
  시설물설계기준의 내진설계편 
  내진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  

 
 

관계법령 및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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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조항  

제1장 총칙,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
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
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
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2. 내진대책 
     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시설물별 허용피해의 목표 설정 
     나.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위험도를 나타내는 지도(이하 "지진위험지도"

라 한다)의 제작·활용 
     다. 내진설계기준 설정·운영 및 적용실태 확인 
     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마.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제4장 내진대책,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

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
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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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조항  

제4장 내진대책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말한다 
 
제10조의 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나. 지반분류 
     다.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라.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마. 설계지진 분류체계 
     바. 내진등급 분류체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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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시설 관계법령 
1 건축물 건축법 

2 배수갑문 및 방조제 
공수수면매리법 
방조제관리법 

3 공항시설 항공법 
4 국가하천 수문 하천법 
5 저수지 농어촌정비법 
6 다목적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7 댐 (높이15m 이상)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외 다른 법률 
8 교량, 터널 도로법 

9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0 역사, 본선박스, 다리 도시철도법 
11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산업안전보건법 

12 
석유정제/비축/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13 송유관 송유관안전관리법 
14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5 수도시설 수도법 

제4장 내진대책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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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구분 대상  시설 관계법령 
16 어항시설 어촌,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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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원자력안전법 

18 
발전용 수력,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전기사업법 

19 다리, 터널 및 역사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철도건설법 
20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21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22 고속철도 철도건설법 
23 항만시설 항만법 
24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6 궤도 궤도운송법 
27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관광진흥법 

28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법 

29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 

30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설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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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장 내진대책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내진설계기준연구(1997년); 상위기준 

설 
계 
지 
진 

성능수준 
재현주기  

기능수행 붕괴방지 

50년(5년내 초과확률 10%) II 등급 

100년(10년내 초과확률 10%) I 등급 

200년(20년내 초과확률 10%) 특 등급 

500년(50년내 초과확률 10%) II 등급 

1000년(100년내 초과확률 10%)  I 등급 

2400년(250년내 초과확률 10%) 특 등급 

 시설물의 내진등급 
 내진Ⅰ등급(일반시설물) 
 내진Ⅱ등급(중요시설물) 
 내진특등급(핵심시설물)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설계지진 

지진구역 I II 

구역계수, Z(g값) 0.11 0.07 

 설계지반운동수준 

재현주기 (년) 50 100 200 500 1000 2400 

위험도계수, I 0.40 0.57 0.73 1.0 1.4 2.0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2.5Ca 

Ca 

5% 감쇠비 

지진구역 I 

SD지반(단단한 토사) 

I등급 구조 

Cv/T 

Ts=Cv/2.5Ca 

T0=0.2Ts 8 



도로교의 내진설계 
도로교설계기준(건설교통협회, 2010) 

 적용범위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중 교량 
 지간 200m 이하의 교량 대상(장경간은 설계원칙에 따라 적용 가능)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1등급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 국도상의 도로 
- 일일계획교통량 기준으로 중요한 교량 붕괴방지수준 

10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내진2등급 - 내진1등급에 속하지않는 교량 5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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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내진설계 
터널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7) 

 적용범위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중 터널 
 철도 및 도시철도 등에 설치되는 터널 
 지반을 개착하지 않고 시공하는 터널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에 적용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1등급 

-고속철도, 도시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 국도상의 터널 
- 내진1등급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터널 
- 파괴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 활성단층대 인
접지역 터널 

붕괴방지수준 
10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내진2등급 - 내진1등급에 속하지 않는 터널 5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도로교설계기준(건설교통협회, 201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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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내진설계 
철도설계기준 철도교편(건설교통부, 대한토목학회, 2004) 

 적용범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중 교량 
 지간 150m 이하의 철도교량에 적용 
 가동교량(movable bridge), 아치교량에는 적용하지 않음 
 교량위치, 연장, 지간, 선로용량, 우회선로 활용성을 고려하여 
내진등급 분류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1등급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철도교량 
붕괴방지수준 

10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내진2등급 - 내진1등급에 속하지 않는 철도교량 5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도로교설계기준(건설교통협회, 201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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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의 내진설계 
고속철도 내진설계기준(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000) 

 적용범위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 
 교량, 터널, 방토구조물, 전기시설물 등 일반적인 고속철도 시설물에 적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의한 규칙”에 의거하여 적용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1등급 
-지정학적 위치와 규모 및 구조형식, 사회적, 경제
적, 군사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
구되는 고속철도 시설물 붕괴방지수준 

10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내진2등급 - 일반적인 고속철도 시설물 5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도로교설계기준(건설교통협회, 2010)”과 동일 

 
12 



도시철도의 내진설계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09) 

 적용범위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도시교통권역의 철도, 모노레일,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등 궤도의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개착식 본선 BOX 구조물, 정거장 등 지하에 건설되는 주요한 도시철도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용 

 지하와 지상의 경계부, 지상에 건설되는 경우 “철도설계기준”을 적용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1등급 
-내진설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도시철도 구조
물은 모두 내진1등급으로 분류 

기능수행수준 1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붕괴방지수준 10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내진설계기준 연구Ⅱ(건설교통부, 1997)”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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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의 내진설계 
공항설계 내진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4) 

 적용범위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항공기의 이륙, 착륙 및 여객,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지원시설, 
부대시설, 비행장 시설, 건축물, 교량, 지중구조물 등이 대상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특등급 
- 활주로 
- 여객터미널, 관제탑, 구조 및 소방시설 

기능수행수준 2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붕괴방지수준 2400년 

내진1등급 

- 유도로, 계류장 
- 화물터미널, 기상시설, 레이더시설, 관리동, 동력
동, 경찰대, 항공기정비고, 주차장 
- 교량, 터미널 전면고가 
- 공동구, 공항지하차도, 라이프라인, 상하수도 
- 급유시설, 위험물차고, 변전소 

기능수행수준 100년 

붕괴방지수준 1000년 

내진2등급 - 화물창고, 경비시설 
기능수행수준 50년 
붕괴방지수준 5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내진설계기준 연구Ⅱ(건설교통부, 1997)”과 동일 

 
14 



댐의 내진설계 
댐설계기준(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학회, 2005) 

 적용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 댐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른 댐 
 다목적 댐은 특정용도 중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하는 댐 
 높이 15m 이상의 댐 및 부속시설물에 적용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특등급 
- 다목적 댐으로 분류한 댐 
- 높이가 45m 이상, 총저수량이 50만㎥ 이상 

붕괴방지수준 

10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내진1등급 - 내진특등급 이외의 모든 댐 5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내진설계기준 연구Ⅱ(건설교통부, 1997)”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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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및 항만의 내진설계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해양수산부, 2005) 

 적용범위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어항구역 안의 기본시설, 기능시설, 편익시설 
 항만구역 내외의 기본시설, 기능시설, 하역시설, 여객시설, 지원시설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1등급 

- 지진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물 
- 심각한 환경오염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물 
-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물 
- 국방상 필요성에 의한 시설물 
- 북구가 곤란한 시설물 

기능수행수준 1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붕괴방지수준 1000년 

내진2등급 - 내진1등급에 속하지 않는 시설물 
기능수행수준 50년 
붕괴방지수준 5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내진설계기준 연구Ⅱ(건설교통부, 1997)”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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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의 내진설계 
하천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5) 

 적용범위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내진설계 대상 수문은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물이 유출입되는 구조물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1등급 

- 지진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줄 염려가 
있는 하천시설물 
  : 총 위험계수(계획홍수량, 수문 높이, 대피 인원, 
하류 피해)가 10 보다 큰 수문 

기능수행수준 1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붕괴방지수준 1000년 

내진2등급 
- 내진1등급 이외의 하천시설물 
  : 총 위험계수가 10 이하인 수문 

기능수행수준 50년 
붕괴방지수준 5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내진설계기준 연구Ⅱ(건설교통부, 1997)”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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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저장소의 내진설계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산업자원부, 2004) 

 적용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5톤 또는 500㎥이상의 저장탱크, 압력용기, 지지구조물, 연결부 등 

 설계응답스펙트럼  
 “내진설계기준 연구Ⅱ(건설교통부, 1997)”과 동일 

 

 내진등급 
 저장규모(W)와 범위(X)을 고려하여 내진특등급, 내진1등급, 내진2등급 
 (예) 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서 
     제1종 독성가스를 저장 또는 처리하는 탱크 

 

내진등급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특등급 
기능수행수준 2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붕괴방지수준 2400년 

내진1등급 

기능수행수준 100년 

붕괴방지수준 1000년 

내진2등급 
기능수행수준 50년 
붕괴방지수준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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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의 내진설계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시행규칙) 

 적용범위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특등급 
- 특별한 안전이 요구되는 배관으로서 국방부에서 
관리, 윤영하는 국가 안보유지에 필요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송유관 

기능수행수준 2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누유방지수준 2400년 

내진1등급 
- 내진특등급 이외의 배관으로서 배관의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공공의 생명, 재산 및 환경에 상당한 피
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설계압력 1MPa 이상 송유관 

기능수행수준 100년 

누유방지수준 1000년 

내진2등급 - 내진특등급, 내진1등급 외의 송유관 
기능수행수준 50년 
누유방지수준 5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내진설계기준 연구Ⅱ”과 동일 
 표준설계 입자속도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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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 내진설계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2010) 

 적용범위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급수설비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1등급 

- 상수도시설 중 상류에 위치하는 시설, 도수관로, 
송배수 간선시설로서 대체시설이 없는 경우 
- 중요시설과 연결된 급수관로 
- 복구 난이도가 높은 환경에 놓인 시설 
- 지진시 긴급 대처 수립 거점 시설 
- 중대한 2차 재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설 

붕괴방지수준 
10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내진2등급 - 내진1등급 이외의 수도시설 5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내진설계기준 연구Ⅱ(건설교통부, 1997)”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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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의 내진설계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연구(환경부, 2001)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지진시 시설물에 지진하중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저류시설 
 간접적(저류시설 파괴, 액상화)으로 영향을 받는 기타시설(차수, 처리시설) 
 매립부지 면적 15만㎡ 이상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1등급 
- 지진시 심각한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등을 발생시
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 
-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 

기능수행수준 1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붕괴방지수준 1000년 

내진2등급 
- 인명피해 가능성은 적으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 

기능수행수준 50년 
붕괴방지수준 5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내진설계기준 연구Ⅱ(건설교통부, 1997)”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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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내진설계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건설교통부, 2004) 

 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지하매설물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 , 하수도시설  등 )을  공동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 원할한 교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 

 지하공동구 내진성능수준이 공동구 내부시설물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므로 
내부시설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내진등급 대상 내진성능목표 재현주기 지진가속도 

내진1등급 

- 구조물의 중요도, 인명피해 여부, 피해규모 정도
를 기준으로 내진1등급으로 규정 
- 내진특등급 건축물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진특등급으로 규정 

기능수행수준 100년 
Ⅰ구역 :0.11g 
Ⅱ구역 :0.07g 

붕괴방지수준 1000년 

 설계응답스펙트럼  
 “내진설계기준 연구Ⅱ(건설교통부, 1997)”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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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별 내진설계 규정 비교 
대상시설 내진등급 내진성능목표 응답스펙트럼 재현주기 

도로교 내진1등급 
내진2등급 붕괴방지수준 도로교설계기준 1000yr 

500yr 

터널 내진1등급 
내진2등급 붕괴방지수준 도로교설계기준 1000yr 

500yr 

철도교 내진1등급 
내진2등급 붕괴방지수준 도로교설계기준 1000yr 

500yr 

고속철도 내진1등급 
내진2등급 붕괴방지수준 도로교설계기준 1000yr 

500yr 

도시철도 내진1등급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내진설계기준연구 100yr 

1000yr 

공항시설 
내진특등급 
내진1등급 
내진2등급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내진설계기준연구 

200yr 2400yr 
100yr 1000yr 
50yr 500yr 

다목적 댐, 댐 
내진특등급 
내진1등급 붕괴방지수준 내진설계기준연구 

1000yr 
500yr 

어항 및 항만 내진1등급 
내진2등급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내진설계기준연구 100yr 1000yr 
50yr 500yr 

국가하천 수문 
내진1등급 
내진2등급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내진설계기준연구 

100yr 1000yr 
50yr 500yr 

고압가스저장소 
내진특등급 
내진1등급 
내진2등급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내진설계기준연구 

200yr 2400yr 
100yr 1000yr 
50yr 500yr 

송유관 
내진특등급 
내진1등급 
내진2등급 

기능수행수준 
누유방지수준 내진설계기준연구 

200yr 2400yr 
100yr 1000yr 
50yr 500yr 

수도시설 내진1등급 
내진2등급 

붕괴방지수준 내진설계기준연구 1000yr 
500yr 

매립시설 
내진1등급 
내진2등급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내진설계기준연구 

100yr 1000yr 
50yr 500yr 

공동구 내진1등급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내진설계기준연구 100yr 

1000yr 23 



 내진설계기준(안)_공통기준 

24 

항목 내진설계기준연구(Ⅱ)(‘97) 내진설계기준(안)(’16 작성중) 

내진등급 내진Ⅱ등급 , 내진Ⅰ등급, 내진특등급 동일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수준, 붕괴방지수준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수준, 붕괴방지수준(인명보호수준) 

설계지반운동 평균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2013년 소방방재청공고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참고 
: 평균재현주기 4800년(500년내 초과확률 10%) 추가 

 내진성능목표 

지진구역 

위험도계수 

지진구역 행정구역 구역계수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0.11 
도 

경기, 강원 남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북동부 

Ⅱ 시 전남 남서부, 강원 북부, 제주도 0.07 

지진구역 행정구역 구역계수 

Ⅰ 

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0.11 
도 

경기, 강원 남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Ⅱ 시 강원 북부, 제주도 0.07 

위험도 계수 

재현주기 (년) 100 200 500 1000 2400 4800 

위험도 계수 0.57 0.73 1.0 1.4 2.0 2.6 

      공통기준 

설
계
지
진 

재현 
주기 

기능 
수행 

즉시 
복구 

장기 
복구 

붕괴 
방지 

50년 II등급 

100년 I등급 II등급 

200년 특등급 I등급 II등급 

500년 특등급 I등급 II등급 

1000년 특등급 I등급 

2400년 특등급 

4800년 특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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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항목 철도시설, 고속철도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안)(‘16) 

내진등급 내진Ⅱ등급 , 내진Ⅰ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 내진Ⅰ등급, 내진특등급 

내진성능수준 붕괴방지 기능수행, 붕괴방지 기능수행, 붕괴방지 

설계지반운동 평균재현주기 
500년 ,1000년 

평균재현주기 
100년 ,1000년 

평균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내진성능목표 

항목 철도시설물 내진설계기준(안)('16) 

대상 시설물  
- 고속철도 

- 철도 

-철도시설물(도시철도,고속철도 포함) 

-교량, 터널,성절토, 옹벽, 암거, 배수구조, 궤도, 역사, 전차선주 및 전차선, 

신호 및 통신설비 등으로 분류 

설 

계 

지 

진 

재현 

주기 

붕괴 

방지 

500년 II등급 

1000년 I등급 

설 

계 

지 

진 

재현 

주기 

기능 

수행 

붕괴 

방지 

100년 I등급 

1000년 I등급 

설 

계 

지 

진 

재현 

주기 

기능 

수행 

붕괴 

방지 

50년 II등급 

100년 I등급 

200년 특등급 

500년 II등급 

1000년 I등급 

2400년 특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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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도로교 터널 내진설계기준(안)(‘16) 

내진등급 내진Ⅱ등급 ,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 내진Ⅰ등급, 내진특등급 

내진성능수준 붕괴방지수준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수준, 
붕괴방지수준(인명보호수준) 

설계지반운동 평균재현주기 
500년, 1000년 

평균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 4800년 

 내진성능목표 

내진등급 
설계기준 내진성능기준(안)('16) 

도로교 터널 도로 도로시설물 

내진특등급 ○ 

내진1등급 ○ ○ ○ ○ 

내진2등급 ○ ○ ○ ○ 

      도로시설물 

설 

계 

지 

진 

재현 

주기 

붕괴 

방지 

500년 II등급 

1000년 I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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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항시설 내진설계 내진설계기준(안)(‘16) 

내진등급 

 내진성능목표 

내진등급 
공항시설 내진설계 내진설계기준(안)('16) 

시설물에 따른 분류 특등급공항 1등급공항 

내진특등급 ○ (관제탑 등) ○ 

내진1등급 ○ (교량 등) ○ ○ 

내진2등급 ○ (하수도 등) ○ ○ 

      공항시설물 

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비행장 

시설 

활주로,착륙대,유도로,

계류대 

건축물 
관제탑,구조및소방

시설 
여객터미널,사무시설 

화물창고,화물터

미널 

교량 교량,터미널전면고가 

지중 

구조물 

공동구,지하차도,상수도,

파이프라인  
하수도 

기타 시

설물 
동력동,급유시설,변전소 

도로 공항도 

내진등급 공항시설물 

내진 

특등급 

○ 특등급공항에서는 아래 내진Ⅰ등급 시설물 중에서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 긴

급구조와 구호, 인명피해 측면에서 특별한 시설물 

내진 

Ⅰ등급 

○ 항공기 이·착륙과 관계되는 시설물 

○ 항공기 운항과 관계되는 시설물 

○ 공항 이용객을 위한 지원시설물 

○ 공항 운영에 관련되는 시설물 

○ 공항시설의 유지·보수와 관계되는 시설물 

○ 항공기 급유 및 유류저장·관리시설과 관계되는 위험물 저장시설물 

내진 

Ⅱ등급 
○ 내진특등급과 내진Ⅰ등급에 속하지 않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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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하공동구 내진설계 내진설계기준(안)(‘16) 

내진등급 

 내진성능목표 

구분 내진설계기준연구(II)('97) 내진설계기준(안)('16) 

시설물 지중구조물 지하공동구 

      지하공동구 

내진 

등급 
지하공동구 

내진 

특등급 

내진특등급 건축물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진 

1등급 

구조물의 중요도, 인명피해여부, 피해규모 정도를 

기준으로 규정 

내진 

등급 
지하공동구 

내진 

특등급 

○ 내진Ⅰ등급 중 복구의 난이도가 높고  

    경제적 측면에서 특별한 시설물 

내진 

I등급 

○ 긴급구조와 구호,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시설물 

○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시

설물 

○ 지진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설계지진 발생 이후에

도 수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시설물 

내진 

II등급 

○ 내진특등급과 내진Ⅰ등급에 속하지  

    않는 시설물 

설 

계 

지 

진 

재현 

주기 

기능 

수행 

붕괴 

방지 

100년 I등급 

200년 특등급 

1000년 I등급 

2400년 특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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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만 및 어항 내진설계 내진설계기준(안)(‘16) 

 내진성능목표 

      항만시설물 

내진특등급 추가 

내진 등급 항만시설물 

내진 특등급 

① 국가의 안보 및 전략적인 중요성이 매우 큰 시설물 

② 내진I등급 시설물 보다 지진재해 시 보다 심각한 영향 (내진 I등급 ①~③ 항목에 대한 영향)을 

주는 시설물 

내진 I등급 

① 시설물이 피해를 입으면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물 

② 지진재해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물(지진재해 복구용 시설물) 

③ 위험 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물 

④ 시설물이 피해를 입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물 

⑤ 국방상 필요성에 의하여 분류된 시설물 

⑥ 지진피해 발생시 구조물의 복구가 곤란한 시설 

내진 II등급 내진특등급 또는 내진I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항만시설물 

설 

계 

지 

진 

재현 

주기 

기능 

수행 

붕괴 

방지 

50년 II등급 

100년 I등급 

500년 II등급 

1000년 I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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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댐 내진설계 내진설계기준(안)(‘16) 

 내진성능목표 

      댐시설물 

항목 댐 내진설계 내진설계기준(안)('15) 

내진등급 

분류 

내진 I등급 : 내진특등급 이외의 모든 댐 

내진특등급 : 다목적 댐, 높이 45m이상, 저수량 50만톤 이상 

▪내진 I등급 : 높이 15m미만 또는 저수량 10만톤 미만) 

▪내진 특등급 : 높이 15m이상 또는 저수량 10만톤 이상 

재현주기 4800년 설계지진을 탄력적으로 적용 

설 

계 

지 

진 

재현 

주기 

붕괴 

방지 

500년 I등급 

1000년 특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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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공통적용사항 공표(안) 

구분 내진설계기준(안) 관계법령공표(안) 

 국가내진 
성능목표 

지반분류 

구 분 

목표내진성능 

기능 
수행 

즉시 
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붕괴 
임박 

설계지진 
(재현주기,년) 

100 Ⅱ등급 

200 Ⅰ등급 Ⅱ등급 

500 특등급  Ⅰ등급 Ⅱ등급 

1000 특등급 Ⅰ등급  Ⅱ등급 

2400 특등급 Ⅰ등급 

4800 특등급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H)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m/s) 

(Vs,soil) 
S1 암반 지반* - 760** 이상 
S2 얕고 단단한 지반 20m 

이하 
260 이상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m 

초과 
180 이상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S6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지반
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상부 30.480m에 대한 평균 지반 특성 
전단파속도 

(m/s) 
표준관입시
험(N) 

비배수전단강도
(kPa) 

SA 경암지반 1500초과 
- - 

SB 보통암지반 760에서 
1500 

SC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 

360에서 760 > 50 > 100 

SD 단단한 토사지반 180에서 360 15에서 50 50에서 100 

SE 연약한 토사지반 180미만 < 15 < 50 

SF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구 분 

목표내진성능 

기능 
수행 

즉시 
복구 

장기 
복구 

붕괴 
방지 

설계지진 
(재현주기,년) 

50 Ⅱ등급 

100 Ⅰ등급 Ⅱ등급 

200 특등급  Ⅰ등급 Ⅱ등급 

500 특등급 Ⅰ등급  Ⅱ등급 

1000 특등급 Ⅰ등급 

2400 특등급 

4800 특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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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공통적용사항 공표(안) 

구분 내진설계기준(안) 관계법령공표(안) 

 설계응답 
스펙트럼 

 
 

Ts = Cv/2.5Ca

2.5Ca

T0 = 0.2Ts

Ca

T0 Ts

Cv/T

통제 주기

스
펙
트
럴

 가
속
도

 (
g
's

)

주기 (초)



손상수준제어/성능기반 내진설계 

  성능기반 vs 사양기반 내진설계 
  성능기반 내진설계란 ?? 
  다단계 성능 규정(시스템 레벨에서 정의) 
  부재 설계거동한계 규정 (허용손상)  손상추정 가능 
  성능검증 방법 

  성능을 구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허용  설계의 유연성 확보 
  재료레벨의 모델 이용 

  현행 기준(사양기반)과의 차이점  

 성능구현을 위한 (하나의) 방법(절차)을 상세하게 규정  
     대안을 불허 
  주로 부재레벨의 모델을 이용  

33 

      성능기반 내진설계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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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진재난 관리 측면에서의 현행 내진설계의 문제점 

< 현행 붕괴방지수준 내진설계 > < 관리기준 지진에 대한 손상 예측 > 

현행 내진설계(붕괴방지수준) 

<결정론적인 설계방법 > 

지 진 
인명 피해의 최소화 

But, 구조물의 심한 손상 

균일한 성능수준 정의 
시설물의 내진등급에 따라 다른 설계지진  

설계지진에 대한 손상크기의 불확실성 
피해수준 예측불가 

500yr

500yr 1000yr

500yr

1000yr

2400yr

? ?

Demand

Capacity

내진 특등급

내진 Ⅰ등급

내진 Ⅱ등급

[설계지진]

?

국가차원의 지진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기준지진에 대한 손상(성능)수준의 정량화가 필요 

 국가 차원의 지진재난관리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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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SHTO LRFD BRIDGE Design Specification(2012) 

  EARTHQUAKE EFFECTS: EQ 
   Bridges shall be designed to have a low probability of 

collapse but may suffer significant damage and disruption 
to service when subject to earthquake ground motions that 
have a seven percent probability of exceedance in 75 
yr(1000 yr Return period) 

  Response Modification Factors(R-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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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로교시방서 동해설V. 내진설계편(2012. 3) 

  내진성능목표 

설계지진동 A종교량(일반교량) B종교량(중요교량) 

레벨1 지진동 교량의 건전성이 손상되지 않는 성능(내진성능1) 

레벨2  

지진동 

Type I 지진동 

(Plate경계형 
대규모 지진) 

교량의 손상이 치명적이지 

않는 성능(내진성능 3) 

교량의 손상이 한정적, 교

량 기능이 신속하게 회복되

는 성능 

(내진성능 2) Type II 지진동 

(내륙직하형 지진) 



내진설계기준(안) : 2016 

도로시설물, 공항시설물, 지하공동구 

내진성능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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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지 
진 

재현 
주기 

성능수준 

기능 
수행 

붕괴 
방지 

50년 II등급 

100년 I등급 

200년 특등급 

500년 II등급 

1000년 I등급 

2400년 특등급 

내진설계기준연구(II) : 1997 

설
계
지
진 

재현 
주기 

성능수준 

기능 
수행 

즉시 
복구 

장기 
복구 

붕괴 
방지 

50년 II등급 

100년 I등급 II등급 

200년 특등급 I등급 II등급 

500년 특등급 I등급 II등급 

1000년 특등급 I등급 

2400년 특등급 

내진설계기준(안) : 2016 

설
계 
지
진 

재현 
주기 

기능 
수행 

즉시 
복구 

장기 
복구 

붕괴 
방지 

50년 II등급 

100년 I등급 

200년 특등급 

500년 특등급 I등급 II등급 

1000년 I등급 

2400년 특등급 

      도로시설물, 공항시설물, 지하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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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수준의 정량화 

정량화 

< 손상수준제어를 위한 내진설계개념 > 

붕괴방지 단일성능설계 
< 결정론적 방법 > 

현행 

내진설계 
확률론적 손상수준의 정량화 

< 확률론적인 설계방법 > 

국가 차원의 지진 재난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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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손상수준(붕괴확률)의 예 

 Earthquake-Resistant Design Concepts; An Introduction to 
the NEHRP Recommended Seismic Provisions for New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FEMA P-749, 2010) 

  
  고려하는 지진; 

•   Risk-targeted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MCER) 
 

  허용리스크(Acceptable Risk)  
•  부분 또는 전체적인 붕괴확률;10% 수준 

•  공공집합건물, 대인원 수용 건물, 취약자 시설; 약 6% 
•  자연재해 시 긴급대응시설; 약 3% 

 
 



제언  

 내진설계 체계화 및 기준 고도화 

내진설계기준과 시설물내진설계기술기준의 이원화  

내진설계기준의 정기적 개정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의 적정성 검토 

현행 대상 시설물 중 완화(제외) 가능 시설물 검토 

 국가 지진재난 관리를 위한 내진설계기법 도입 

손상수준제어기반 내진설계 도입(주요시설물)  

피해도 분석 기술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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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구조연구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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