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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위험 예측을 통한 문화재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고찰

최동호*ㆍ서희원**

A Study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Buildings through Risk Prediction

Choi, Dongho*ㆍSeo, Hee Won**

요 지

본 논문에서는 지반 침하, 지진 등 재해에 의한 문화재 건축물의 붕괴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예측에 의한 문

화재 건축물의 상시적인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재해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문

화재 건축물의 구조적 거동을 분석하고 IoT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시민 참여를 포함한 상시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

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 개념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문화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등을 고찰

하고자 하였다.

핵심용어: 위험 예측, 문화재 건축물, 안전 관리, 시민 참여, 재해

Abstract

In this paper, it was intended to explore ways to apply the structure through disaster risks prediction and to manage the 

constant safety of cultural heritage buildings occuring in order to prevent damage such as ground subsidence and 

earthquake. Basically, it was intended to analyze the structural behavior of cultural heritage buildings in disaster scenarios 

and to consider necessity and the basic ways to secure the safety of cultural heritage buildings through consideration of 

concepts, etc. as well as citizens’ participation using IoT communication technology.

Keywords: Risk prediction, Cultural heritage buildings, Safety management, Citizens’ participation,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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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 이후 규모 4.5의 여진을 포함한 약 600여회의 여진이 발생(피해 부상자 

23명, 피해금액 약 92억 8,400만원)하였으며,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민간시설 총 3만 1,000

개소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진 외에 도시

내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반 변형 등에 의한 건축물, 시설물 붕괴 등의 재해 발생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도시내 노후 건축물의 붕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문화재 건축물, 특히 건물의 외관을 크게 변

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를 일상생활에 맞게 개조하거나 수선이 가능한 등록 문화재 건축물에 대한 재해위험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내 지진, 지반 침하, 노후화 등에 의한 문화재 건축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 위험에 대

한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이에 시민참여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문화재 건축물의 상시 안전 관리 방법에 대한 기본

적인 개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Fig. 1. Basic concept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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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 예측을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

2.1 붕괴 위험 평가 및 분석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붕괴위험 평가를 위해서는 재해 등 위협 인자 도출, 재해 및 붕괴 유형별 시뮬레이션 DB 구축, 지

반 변형 등에 의한 모형 실험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반 변형과 건물 붕괴의 인과관계 정립을 통하여 계측 대상 선정 및 계측시스템의 설계 및 지반 변

형 요인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서 주변건물에 야기되는 위험요소 선정 및 위험도 판단 지표의 정립 후 지반계측데이터와 

건물계측데이터간의 상관관계 평가, 붕괴 사례조사를 통한 붕괴유형 및 주요 위험 인자 도출, 지반 변형-건물 붕괴의 인과

관계 도출을 위한 해석기반 평가 등의 후속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위의 개념들을 구체화한 몇몇 개별적인 방법으로는‘지반변형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건물 외력 산정’,‘건물기초/구조종

별 해석모델 구축’,‘지반 거동 입력(외력)에 의한 건물 응답(안전도)의 DB구축’,‘지반변형-건물변형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위험지표 수립’,‘지반변형에 의한 건물의 손상/붕괴과정 재현 실험을 통한 평가기법 검증’등 이 있으며, 이를 문화재 

건축물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Fig. 2. Basic concept of study (Implementation of Disaster Risk DB)

Fig. 3. Evaluation technique of damage/destructive risk of building due to ground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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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물 거동 분석 및 시뮬레이션 검증

지반 거동에 의한 건축물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하여 붕괴 등 시나리오에 대한 건축물 거동 분

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치 해석 및 시간 이력 해석을 통하여 건축물의 수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하는 것이 기본 

개념으로 이와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실험이 검증 방법으로 추가될 수 있다.

건축물 주변의 지반 거동 등에 의한 붕괴 위험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FEM상용프로그램(TNO DIANA) 등

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은 미국, 영국 등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

고 있다.

Fig. 4. Analysis of building behavior and simulation verification

2.3 IoT 접목을 통한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

건축물의 재해 감지에 대한 IoT 접목 기술은 지반의 거동 및 이로 인한 건축물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감지용 ICT 센서를 적용하여 각 재해 위험 요인, 장소에 대하여 개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센서-시스템 통신기술 중 LoRa 통신망 등을 이용한 현장 적합형 센서 네트워크 구성 기술, 지반 변위 센서 모

듈 정합 기술, 센싱 데이터 통합 처리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코어망 접속 기술 등에 대한 설계와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드론의 활용은 건설공사의 초기 단계부터 현장 촬영 등을 통하여 지반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활용 가능하고 

적절히 활용할 경우 지반 붕괴 등 발생 시 현장조사의 어려움(인력투입, 접근난이도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해 위험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지자체 관리자의 상시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를 통한 재해 대응 스마트

폰을 통한 시민으로의 재해 전파 등의 위험 대응의 개념을 통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적정한 기술 등을 적용하

여 문화재 건축물에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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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aster risk safety management and monitoring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반 침하, 지진 등 재해 위험을 예측하여 건축물의 상시적인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모

색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을 문화재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반 거동 등 재해에 의한 건축물 붕괴에 대한 위험도 평가, 건축물 거동 분석 및 시뮬레이션 검증 ‧ 실험과 

IoT 접목을 통한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 등 현재 적용 가능한 개념과 기술적 방법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개념이나 방법들의 적용이나 개발 등에서 문화재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정하기는 시기상조이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연구나 기술개발 등의 진행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술범위, 적용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문화재

방재 전반으로 확대하여 관련 연구나 기술개발의 동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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