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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gulations on seismic design were first enacted in 1988 and the standards for seismic design have 
been revised and the target building has gradually expanded. Due to the recent earthquake in Gyeongju, Korea, the 
target building has been revised from 2017 to “mandatory seismic design for all buildings over 2 stories”. 
However, since the old railway station buildings that has not been designed to be earthquake–proofed before the 
revision. Buildings corresponding to the present amendments should be subjected to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and to seismic retrofitting if the seismic performance is insufficient.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is 
being conducted for railway station buildings in Korea due to the change in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member status and seismic performance are analyzed with reference to th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data of 2 or more storied railway station buildings over 20 yea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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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내진설계에 관한 규정은 1988년에 최초로 제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들

이 개정되고 그 대상건물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최근 국내 지진 사례인 경주지진으로 인해 2017

년부터 대상건물을 “2층 이상의 모든 건물을 내진설계 의무화”로 개정하였다. 하지만 개정되기 

이전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공성을 가지는 오래된 철도역사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으

므로 현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건물들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내진성능이 부족할 경우 내진보

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내진성능평가 기준 변경으로 국내에서 철도역사 건물들을 대상으로 내진성

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20년 이상 된 2층 이상의 철도

역사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구조부재 현황 및 내진성능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 철도역사 건물, 내진성능평가, 20년 이상, 구조부재 현황, 내진성능 분석

1. 서 론

우리나라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철

도역사 건물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올해 발생한 경주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일

정규모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공공

건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

으로 철도역사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수행된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철도역사 7개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에 대한 결과를 참고하여 준공된지 20년 

이상된 철도역사 건물의 구조부재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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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건물현황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7개의 철도역사 

건물의 구조형식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이고 건

축물에 관한 일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Information of railway station buildings

2.2 구조안전성평가 결과

건축구조기준(KBC2016)에 따라 연직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작용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2는 한개 건물의 기둥과 보의 

부재별 내력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대부분 

부재에 작용하는 하중에 비해 부재내력이 매

우 높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Evaluation result of each member

2.3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평가 결과는 허용층간 변위비로 건

물의 성능수준을 평가한다. 철근콘크리트구

조인 건물의 성능단계별 허용층간 변위비는 

Table 3과 같다. Table 4는 건축물의 방향별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나타내고  건축물의 최

종성능은 Table 5와 같다.

Table 3 Permissible story drift ratio

Table 4 Seismic performance result

Table 5 Final seismic performance level

3. 결 론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7개의 철도역사 

건물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년 이상 노후 된 철도역사 건축물은 모두 

연직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구조내력을 가지

고 있으며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이상의 성

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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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Completion Age
(year)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MPa)

A 1997 20 22.50
B 1970 47 24.10
C 1981 36 22.20
D 1982 35 21.90
E 1988 29 23.00
F 1978 39 21.90
G 1989 28 21.70

Name X-Drift
(%) Level Y-Drift

(%) Level

A 0.49 IO 0.49 IO
B 0.51 LS 0.49 LS
C 0.46 IO 0.67 LS
D 0.23 IO 0.16 IO
E 0.55 LS 0.90 IO
F 0.09 IO 0.41 IO
G 0.36 IO 0.18 IO

Member name   

Column
C1 0.414 0.337 0.154
C2 0.390 0.391 0.226

Girder of
2nd floor

2G1 - 0.557 0.714
2G2 - 0.516 0.648
2G3 - 0.413 0.398
2G4 - 0.505 0.646

Girder of
Roof floor

RG1 - 0.524 0.626
RG2 - 0.505 0.604
RG3 - 0.404 0.402
RG4 - 0.543 0.596

Name Level Name Level

A, D, F, G IO B, C, E LS

Building Grade IO LS CP
Railway 
station 1 0.5%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