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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목적 : 지진관측소 지반조사를 통한 지진파 증폭특성 정량화 및 보정기법 개발

○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지반 자료 수집 및 지반조사

  -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 조사대상 지진관측소 계획 및 지반조사 방법론 최적화 설계

  - 조사 방법을 적용한 단계별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 조사 지진관측소에 대한 자료 처리 및 증폭특성 규명

  - 지반 및 지표특성을 고려한 부지특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 지반조사 물성값을 종합한 부지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반조사 및 부지특성 데이터베이스 신뢰도 검토

  - 부지특성 데이터베이스 기반 부지분류 및 공간레이어 구축

○ 지진관측소별 부지증폭특성 정량화 및 보정기법 제안적용

  - 지반조사 기반 증폭특성 정량화 및 증폭보정 기법 제안

  - 지표관측소 지진증폭 특성 정량화 및 보정

  - 시추공 관측소 지진증폭 특성 정량화 및 보정

연구개발성과

○ 기상청 주요 지진 관측소 부지의 지반조사 기반 특성 및 부지분류 정보

○ 지반지진응답 특성 변수에 따른 지진파 증폭효과 보정기법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전국 분포 기상청 지진 관측소 지반조사를 통한 증폭특성 정량화 및 부지분

류는 계기지진기록을 활용하는 국내 지진 관련 연구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

○ 지반지진공학 특성에 따른 지진파 증폭특성 정량화 기법의 전국 확대 적용

을 통한 지진재해 위험지역 사전 파악으로 정책 근거 마련

국문핵심어

(5개 이내)
부지효과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지진파 지진동 증폭

영문핵심어

(5개 이내)
Site effects

Seismic 

station

Site 

investigations
Seismic wave

Ground motion 

a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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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지진관측소 및 관련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다양한 지진관측 환경에 따른 지진파 증폭 

특성 파악의 불확실성과 관측소 하부지반 조건의 지역성으로 일관된 계측자료 활용의 어려움

이 있다. 특히, 지진관측소 부지의 지진증폭특성을 검토하거나 보정하지 않은 채로 계기진도 

산정에 활용하는 것은 지표수준의 실효적 지반거동 특성과 그에 따른 시설물 지진피해가능성 

파악에 부적합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진증폭특성의 정량화 정보와 보정된 지진파를 이용

하여 계기진도도 산출할 경우, 관측소 부지 및 지형 특성에 따른 지진파 증폭효과 및 피해가능

성의 지역적 차별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단위 또는 관심영역 중심의 관

측소별 또는 지역별로 지진증폭특성을 정량화하고 이와 연계한 지역고유의 부지응답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경주지진, 포항지진 시 부지효과로 인한 지진동의 증폭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측소 부지특성 파악 및 체계적 방법론 제시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지진관측소 지진증폭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상시미동 자료의 HVSR(Horizontal to 

Vertical Spectral Ratio) 분석을 통한 간접적 부지특성 검토 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진관측소 중 약 70~80% 이상이 시추공형 관측소로 이전 또는 신설되고 있어 토층지

반의 지하구조 및 지진외력에 따른 강성을 파악하기에는 HVSR 분석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지반조사를 통해 지하구조를 직접 파악하고 탄성파탐사 기반의 속

도구조 추정을 통해 고품질의, 고정밀의 부지특성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추공 관

측소 부지의 지진증폭 특성 정량화와 그에 따른 보정방법론(보정계수) 수립이 필요하다.

지반조사 결과를 관리하고 이용함에 있어 지진 관측소 지반 증폭특성 파악을 위한 지반조사

와 지반특성 DB 구축을 위한 체계적 방법론 역시 필요하다. 또한, 관측소 및 부지조건 별로 

지진증폭특성 및 연계 피해가능성 정량화를 위한 지반조사와 지진증폭 보정계수의 개발은 필

수적이며, 지진관측소별로 부지 및 지표 변수에 따른 정량적 부지분류 지침이 요구된다. 구축

되는 전국 기상청 지진 관측소의 지반조사 자료는 계기지진기록을 활용한 합리적 지진재해 연

구에 기초자료로 확장 활용됨으로써 지진 관련 연구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관측소 증폭특성 보정기법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될 시에는 시나리오 지진에 의한 지

진재해 위험지역 판별과 선제적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근거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지

진관측소 부지특성 DB 및 증폭특성 정량화 방법론의 적용연구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단순 DB 입력, 정리 단계를 넘어 신뢰도 높은 부지특성 파악과 진도도 표출을 위한 연계기술

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전국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및 증폭특

성 정량화를 통한 지진파 증폭특성 보정에 있으며, 세부 과업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전국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증폭특성 정량화를 통한 관측소 부지분류

  ○ 부지분류별 지반 및 지표영향에 따른 지진파 증폭특성 보정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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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범위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전국 관측소 부지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체계적 연구방법론 정립

     - 국내 지진관측소에 대한 증폭효과 연구자료와 지반조사 자료(전단파속도 주상도 등) 

수집 및 정리

     - 전국 기상청 지진관측소에 대한 지반조사 계획 및 활용방안 설계

·관측소 지반조사 방법 결정, 연차별 조사 지역 선정, 조사지역 내 우선순위 제시

·조사 결과를 이용한 증폭특성 정량화 및 보정 기법 제시

     - 지반조사 방법 및 증폭특성 정량화 기법 확정을 위한 일부 지진관측소에 대한 시범 지

반조사

  ○ 2차년도: 1차 지진관측소 지반조사를 통한 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보정상수 산출

     - 1차년도의 설계 결과에 의한 1차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조사 방법을 적용한 1차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지반조사 자료 수집 및 품질 관리를 통한 부지특성 DB 구축

     - 조사 지진관측소에 대한 자료 처리 및 증폭특성 규명

·1차 대상 지진 관측소 지반의 물리적 특성 자료 처리

·부지 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관측소별 보정상수 결정

  ○ 3차년도: 2차 지진관측소 지반조사를 통한 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보정기법 적용

     - 1차년도의 설계 결과에 의한 2차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조사 방법을 적용한 2차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지반조사 자료 수집 및 품질 관리를 통한 부지특성 DB 구축

     - 조사 지진관측소에 대한 자료 처리 및 증폭특성 규명

·2차 대상 지진관측소 지반의 물리적 특성 자료 처리

·부지 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관측소별 보정상수 결정

     - 시범, 1차, 2차 지반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관측소별 부지증폭특성 정량화 기법 적용

·조사 지진관측소 지반의 증폭특성에 의한 지진관측 영향 평가

·조사 지진관측소에 대한 부지증폭특성 보정기법 적용

·지반조사결과 종합 해석을 통한 추가 조사 수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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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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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1. 국내 현황

기상청은 2019년 12월 기준 그림 2.1.1과 같이 국가 지진관측망을 구축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지진을 관측하고 관측된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국민에게 통보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경주지진(2016.9.12.) 이후 2017년부터 지진 발생 시 진동의 크기를 지역별로 구분하

여 시범적으로 제공하던 진도정보를 포항지진(2017.11.15.) 이후 2018.11월부터 정식 진도

정보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각각 신속정보과 상세정보에 해당되는 예상진도와 계기진도로 구분

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계기진도는 지속 확충되고 있는 전국 지진관측소의 관측자료를 이용

한 진도등급 산출을 통해 분포 정보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계기진도 서비스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는 암반 조건 관측자료를 지표면에서의 진동과 그에 따른 진도 산출을 위한 관

측소 부지의 증폭효과 정량화를 위한 지반조사와 관련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14년 기상청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는 한반도 시나리오 지진에 대한 ShakeMap 

database 구축 기반 연구의 일환으로 물리탐사를 통한 지진관측소 지반의 관측환경 분류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총 58개 관측소에 대해 시추조사, MASW 및 다운홀시

험을 수행하여 관측소 별 VS30을 도출하고 지반분류를 실시하였다. 

그림 2.1.1. 기상청 지진관측망(기상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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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현황

  가. 미국 

미국은 National Earthquake Hazard Reduction Program(NEHRP) 일환으로 미국지질조

사소(U.S. Geological Survey, USGS)가 미국 전역의 지진감시를 위한 네트워크시스템인 

Advanced National Seismic System(ANSS)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ANSS는 

AK(Alaska Regional Seismic Network), AT(Alaska Tsunami Warning Seismic 

System), BK(Berkeley Digital Seismic Network), CI(Caltech Regional Seismic 

Network), ET(CERI Southern Appalachian Seismic Network), II(IRIS/IDA Network), 

IM(International-Miscellaneous Stations), IU(IRIS/USGS Network), LD(Lamont-Doherty 

Cooperative Seismographic Network), NN(Western Great Basin/Eastern Sierra 

Nevada), UO(University of Oregon Regional Network), US(National Seismic Network)

의 약 100여개 관측망으로 구성된 국가중추관측망(National Backbone Network)을 포함하고 

있다(그림 2.2.1). 

그림 2.2.1. ANSS의 National Backbone Network 관측소 

위치(https://www.usgs.gov/)

ANSS에서 수집된 자료는 National Earthquake Information Center(NEIC)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 NEIC는 그림 2.2.2와 같이 자료 수집, 생성 및 적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의 세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주

요 지진의 위치와 크기를 빠르게 결정하여 대중에게 즉시 배포한다. 둘째, 국제 주요 지진관측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광범위한 지진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여 이를 관련 연구자 및 대중

에게 제공한다. 셋째, 지진 관련 메커니즘 및 재해분석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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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NEIC 체계 

 이러한 ANSS 네트워크와 NEIC 정보를 바탕으로 USGS는 National Seismic Hazard 

Model(NSHM)을 개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NSHM의 일환으로 ANSS 

관측망에 대한 부지증폭특성에 대한 대표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VS30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

하여 지반분류와 지역별 부지증폭계수 및 새로운 지반운동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VS30을 도출하기 위한 지반조사 결과는 USGS 및 기타 정부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한 연구에서 

획득한 자료에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2997개의 지반정보는 미서부(2141 개), 미중동부 (786 

개) 및 기타지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반조사 시 수행했던 실험종류와 빈도는 표 2.2.1과 같

다. 또한, VS30을 이용하여 NEHRP 관측망에 대한 지반분류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그림 2.2.3

과 같다.

지반조사 실험 종류 빈도
Array Microtremor 14

Array Microtremor, Refraction Microtremor 17
Array Microtremor, SASW, Refraction Microtremor 5

Array Microtremor, Seismic Refraction (P-wave) 1
Controlled-source measurement of surface wave dispersion 15

Downhole 318
Downhole, Crosshole 1

Interferometric 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31
MASW (L-wave) 31

MASW (L-wave), MASW (R-wave) 7

표 2.2.1. 지반조사를 위한 실험 종류 및 조합 별 사용 빈도(Yon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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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NEHRP Site 지반분류 및 계측 VS30 

히스토그램(Yong et al., 2016)

  나.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Italian Department of Civil Protection(DPC)에서 2000년도부터 10여년 동안 

이탈리아 전역에 지진관측망(Rete Accelerometrica Nazionale, RAN)을 그림 2.2.4와 같이 

MASW (R-wave) 117
MASW (R-wave), Array Microtremor, Seismic Refraction (P-wave) 4

MASW (R-wave), Array Microtremor, Seismic Refraction (P-wave), HVSR 17
MASW (R-wave), Array Microtremor, Seismic Refraction (P-wave), HVSR, Downhole 20

MASW (R-wave), Refraction Microtremor 2
MASW (R-wave), SASW 23

MASW (R-wave), Seismic Refraction (P-wave), Seismic Refraction (S-wave) 1
Refraction Microtremor 886

SASW 330
SASW (active and passive) 11

SASW, Refraction Microtremor 3
SCPT 989

Seismic Refraction (P-wave) 5
Seismic Refraction (P-wave), Seismic Refraction (S-wave) 1

Seismic Refraction (S-wave) 55
Seismic Refraction (S-wave), Refraction Microtremor 25

N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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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다. DPC는 RAN의 네트워크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진 발생 위험도가 높은 이

탈리아 반도 시칠리아 동부를 중심으로 관측소 부지 선택 조사를 광범위하게 수행하였으며, 관

측소의 밀도가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Gorini et al., 2010). 

그림 2.2.4. 이탈리아 strong motion network 

(RAN) (Gorini et al., 2010)

또한, DPC는 RAN에서 관측된 Data를 제공하는 ITalian ACcelerometric 

Archive(ITACA)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측 기록의 부지증폭 영향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Eurocode 8에 근거하여 그림 2.2.5와 같이 RAN의 지반분류를 수행하였다. RAN의 700여개

의 관측소 중 110개의 VS 주상도만 확보하고 있어 지질도와 지표 계측 결과의 

horizontal-to-vertical spectral ratio(HVSR)을 통해 VS30을 추정하여 지반분류를 수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반분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반조사를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다(Capu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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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RAN 관측소 지반분류 지도

(Capua et al., 2011) 

  다. 터키

터키가 위치한 Anatolian 반도는 세계적으로 강진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General Directorate of Disaster Affairs of Turkey(GDDA)는 1973년도부터 강지진

동을 계측하기 위해 그림 2.2.6과 같이 지진관측소들을 설치해왔다. 또한 GDDA 관측소의 부

지증폭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와 GDDA가 협력하여 

Compilation of National Strong Ground Motion Databas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측소의 

지반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NEHRP 및 Eurocode 8의 기준에 따른 지반

분류를 수행하였다. 지반조사 방법으로는 236개 관측소에 대해 MASW를 수행하였으며, 153

개 관측소에 대해 SPT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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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터키 GDDA의 지진관측소 위치 및 활성단층 

상기 지반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부지증폭에 관한 정량화와 더불어 터키 지역에 적합한 

SPT-VS 상관식을 도출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그림 2.2.7).

그림 2.2.7. 터키 지반종류에 대한 SPT-N값과 VS 경험적 관계 

  라. 일본

일본은 국가지진관련 업무는 일본기상청(Japan Meteorological Agency, JMA)이 담당하고 

있으며, 지진 관련 연구는 국립방재과학기술연구소(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Science and Disaster Prevention, NIED)에서 수행하고 있다. JMA는 지진감시 및 통보 목

적의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NIED는 지진재해 저감관련 연구를 위한 대규모 관측망을 운

영하고 있다. NIED가 운영하는 관측망으로는 Kyoshin Net(K-net), Kik-net, High 

Sensitivity Seismograph Network(Hi-net) 및 Full Range Seismograph 

Network(F-net)이 있다. K-net은 지진 시 지역적 증폭을 고려한 피해 정도를 바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표형 관측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2.2.8과 같이 일본 전역에 1,036개소의 관

측소가 운영되고 있다. Kik-net은 지진재해 저감 연구 및 대책수립을 위해 기반암과 지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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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계를 동시에 설치하는 시추공형 관측소를 그림 2.2.8과 같이 688개소 운영하고 있다. 또

한, NIED는 그림 2.2.9와 같이 K-net과 Kik-net의 모든 관측소에 대한 지반조사 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

그림 2.2.8. K-net과 Kik-net 관측소 분포 

그림 2.2.9. 관측소 지반조사 자료 제공 예시 

이처럼, 일본은 열도 전역에 밀도 있고 고르게 분포한 관측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관측소 전

수에 대한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일관된 양식으로 지진계측기록과 지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부지증폭영향, 현장 지반시험 결과와 VS와의 경험적 관계식,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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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영향요소, Ground motion prediction equation(GMPE)및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PSHA)에 관한 연구에 NIED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활발하게 인용되고 있

다.  

  마. 대만

대만은 Taiwan Strong Motion instrumentation Program(TSMIP)일환으로 대만 전역에 

지진관측망을 구성하였으며, 2000년도부터 대만 지진공학연구센터(N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Earthquake Engineering, NCREE)와 대만 기상청(Central Weather Bureau, 

CWB)은 TSMIP에 대해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The Engineering Geological Database for 

TSMIP(EGDT)를 구축하였다. 그림 2.2.9는 TSMIP 관측소 분포와 EGDT 지반조사 현황이 

동시에 나타낸다. 그림의 파란 점은 시추조사를 포함한 지반조사가 이루어진 곳이며, 빨간 점

은 시추조사를 제외한 지반조사가 수행된 곳이고, 빈 원은 지반조사가 미수행된 station을 의

미한다. EGDT 구축 시 수행했던 실내·외 실험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Standard 

penetration test(SPT), Split Tube Sampling, Laboratory Tests(USCS): Physical 

Characteristics, Suspension PS-logging System, Downhole Test. NCREE의 Strong 

Ground Motion Division에서는 TSMIP 관측소의 부지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해 EGDT 결과를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부지증폭특성에 대한 대표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VS30을 그림 2.2.9와 

같이 관측소 별로 획득하였으며, VS30 Map을 작성하였다. 또한 획득한 VS30을 통해 그림 

2.2.10과 같이 관측소 별 지반분류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지반조사 결과가 미비한 Site의 VS30을 도출하기 위한 최적의 외삽법을 찾기 위해 

Least-square fitting of a single station(LSS), Statistical extrapolation(STS), Bottom 

constant velocity(BCV) 방법을 통해 구한 결과와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VS30 결과

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교결과 대만의 경우에는 계측된 최대심도의 VS 값을 30 m

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VS30을 구하는 BCV 방법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NGA-West2 Data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LSS 또는 STS의 신뢰성이 높기 때

문에 지역 별 지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VS30 Extrapolation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확

인하였다. 끝으로, 지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에 대한 VS30도 관측소 조건에 따라 

Two-station과 Single-station method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구하고 있다. Two-station의 

경우 Outcrop motion을 잘 계측할 수 있는 station과 짝을 이루는 station의 계측결과와의 

horizontal-to-horizontal spectral ratio(HHSR)을 통해 VS30을 도출하며, Single-station의 

경우 지표 계측 결과의 horizontal-to-vertical spectral ratio(HVSR)을 통해 VS30을 추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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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TSMIP구축 현황 및 EGDT를 이용한 지반분류 결과 

(Kuo et al., 2012)

그림 2.2.10. 대만 VS30 Map(Kuo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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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1.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지반 자료 수집 및 지반조사

가.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1)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보고서 자료 수집

기상청 지진관측소 부지에서 지난 2013년 이후에 수행된 기존 지반조사 보고서를 우선적으

로 수집하였다. 주로 지진관측소장비 설치용 시추공사로 시추공형 지진계 설치를 위한 착공시

에 기록된 지반주상도 정보가 대부분이며, 일부 연구적인 목적에서 수행된 공내 탄성파탐사 또

는 표면파탐사 자료가 확보되었다. 대부분의 지반조사 자료는 PDF 형태의 보고서 인쇄본으로 

지진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수치데이터 확보를 위한 수기입 및 디지타이징 작업이 필수적으

로 요구되었다. 자료는 주로 기상청으로부터 협조 받았으며, 일부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한 기

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송지오텍)으로부터 조사 및 탐사 수치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수집된 자료별 조사년도, 사업명, 출처, 지반조사 지점 수, 대상 지진관측소 수, 지반조사 항

목, 지반물성값 기준 관측소 분류 항목으로 목록을 구성하였다(표 3.3.1). 지반조사 지점 수의 

경우 동일 관측소에서도 2회 이상의 지반조사(시추, 탐사)가 수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측

소별 수집한 지반조사 물성값의 수량을 정형화하고자 마련하였다. 지진관측소 수는 현행 운영

중인 관측소와 이전되어 관측이 종료된 관측소를 모두 포괄하였다. 제4장의 지진관측소 지반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운영되고 종료된 관측소 부지에서 수행된 

모든 지반조사 자료를 관리하고자 전체 대상 관측소를 관심영역으로 한다. 이에 반해, 제5장의 

지진증폭특성 정량화 및 보정 방법은 이중 현행 운영 관측소를 기준으로 계기지진기록의 기법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지반조사 항목은 지반조사 방법에 따라 시추조사(표준관입시험 포함), 

다운홀시험(Downhole Seismic Test, DHT), MASW(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S-PS(Suspension PS Logging)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지반물성값 기준 관측소 분류 항목은 수집된 지반특성 정보를 토대로 지진증폭특성 정량화 

분석 기법을 개발 및 적용함에 있어 필수정보의 수준에 따라 크게 A, B, C, D의 4그룹으로 

분류하였다. A그룹은 토사 및 암반지반을 포함하는 전체 지반의 시추주상도와 전단파속도

(Shear wave velocity, Vs) 주상도가 확보된 경우로 분석활용에 최적의 필수정도를 갖는 그

룹이다. B그룹은 시추주상도는 확보되었으나, 암반의 전단파속도만 획득되고, 토사지반의 경우 

전단파속도 단면 이미지만 확보된 경우이다. C그룹은 시추주상도와 암반지반의 전단파속도 주

상도만 확보된 경우이다. 끝으로 D그룹은 암반지반 전단파속도 주상도만 확보된 경우이다. 수

집된 지반조사 보고서는 대부분 B, C그룹의 지반물성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원시자료가 

확보된 자료의 경우 A그룹의 물성값을 갖고 있었다. C그룹의 경우, 토사 및 암반지반을 포괄

하는 전단파속도 주상도 획득을 위해서는 신규 지반조사가 필요하다. 

기상청 외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중 “한반도 시나리오 지진에 대한 Shak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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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구축 기반 연구”과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 종료된 과제이

이다. 참여기관 중 본 과제에서도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한 희송지오텍이 지반조사(시추, 

DHT, MASW)를 전담하였으며, 당시 조사된 지반조사와 이번의 지반조사는 모두 동일한 조사 

기법, 조사자, 조사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조사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표 3.1.1을 

기준으로 항목별 기수행 지반조사 수집현황을 그래프(그림 3.1.1)로 정리하였다. 현재 운영중

인 지진관측소는 전체 수집 지반조사 관측소 대비 약 73% 정도 수준이다. 시추주상도 형태의 

조사 자료 중 운영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는 약 69%이다. 지반구성 파악을 위한 일반

적 시추조사 자료 중 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 SPT)이 병행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지진계 설치 시에는 SPT 병행없이 대구경 시추만이 수행되므로, 이에 대한 자

료가 수집되지 않는 관측소가 약 78% 정도로, 표준관입시험이 대부분 수집되지 못했다. 

지진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지표특성 자료는 크게 지질도와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이 있으며 각 수집현황은 45%, 55% 정도이다. 또한, 운영관측소 중

에서 전단파속도 주상도 확보를 위해 수집한 자료의 형태별에 따라 DHT 또는 S-PS(44%), 

MASW(19%), 디지타이징 결과(42%)로 구분된다. 4장과 5장에서 검토 및 분석결과를 토대

로 근거설명을 할 예정이며, 이중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높은 신뢰도 수준을 갖는 DHT가 우선

적으로 수집, 활용되었다.

그림 3.1.2는 현재 운영중인 관측소 대비 지반조사 자료가 수집된 관측소(전체 중 69%)를 

지도상에 도시한 결과이다. 지역별 분포의 차이점은 두드러지지 않으나, 주로 도서지역을 제외

하고 내륙의 관측소에 대해서 집중되어 수집되었다. 앞선 그림 3.1.1의 획득 지반물성값을 기

준으로 공간분포도(그림 3.1.3)를 도시하였다. 먼저, 전단파속도 주상도 획득 기법에 따라서 

DHT가 수행된 관측소(전단파속도 주상도 획득 관측소 중 약 70%)가 S-PS가 수행된 관측

소(전단파속도 주상도 획득 관측소 중 약 30%)보다 많았다. 이중 토사지반의 전단파속도 주

상도의 획득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전체 전단파속도 주상도 획득 관측소 중 약 60% 정도가 

토사지반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획득 지반물성값을 기준으로 한 관측

소 분류에 있어서 대부분 C그룹 또는 D그룹(전체 관측소 중 60%)이 대부분이다. 이를 토대

로 이번 과제에서 신규 지반조사가 필요한 지진관측소 후보를 도시하였다(그림 3.1.3(d)). 조

사대상 관측소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다음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대부분 지표 관측소를 대상

으로 하며, 토사지반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미확보된 관측소를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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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지진관측소 기수행 지반조사 목록 및 지반물성값 항목

조사
년도

지반조사 사업명
(자료형태)

자료 출처
지반조사 
지점수1)

지진
관측소 

수

지반조사 
항목3)

지반물성값
기준 관측소 

분류2)

2013
2013년도 지진관측장비 

설치용 시추공사(보고서)

기상청

30 30
DHT, 

MASW
A, B, C, D

2014
2014년도 지진관측장비 

설치용 시추공사(보고서)
12 6

시추, S-PS, 

MASW
A, C

2015

2015년도 지진관측장비 

설치용 시추공사(보고서)
기상청

92 80

시추, SPT, 

S-PS, DHT, 

MASW

A, B, C

지진조기경보의 관측․분석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보고서)

한국지질

자원연구

원

한반도 시나리오 지진에 

대한 ShakeMap 

database 구축 기반 연구

(보고서, 원시자료)

㈜희송지

오텍

2016
2016년도 지진관측장비 

설치용 시추공사(보고서)

기상청

17 12

시추, S-PS, 

DHT, 

MASW

B, C

2017
2017년도 지진관측장비 

설치용 시추공사(보고서)
90 72

시추, S-PS, 

DHT, 

MASW

B, C

2018
2018년도 지진관측장비 

설치용 시추공사(보고서) 
78 57

시추, S-PS, 

DHT, 

MASW

B, C, D

1) 동일 관측소 다수의 지반조사 자료가 있으며, 이중 현재 운영 중인 관측소 수

2) 관측소별 물성값 : A(시추 주상도+전체 Vs), B(시추 주상도+Rock Vs +Vs 이미지

(Digitizing)), C(시추 주상도 + Rock Vs), D(Rock Vs)

3) 지반조사 항목: DHT(Downhole Seismic Test), MASW(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S-PS(Suspension PS Logging), 시추(시추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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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지진관측소 기수행 지반조사 수집현황 분석

그림 3.1.2. 현재 운영 지진관측소 기준 기수행 지반조사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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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1.3. 수집 지반물성값별 공간분포도: (a) 전단파속도 주상도 획득 기법별 분류, (b) 

토사지반 전단파속도 주상도 획득 여부, (c) 지반물성값 기준 관측소 분류, (d) 신규 지반조사 

관측소 후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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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보고서 기반 예비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데이터베이스 입력 방법

2장의 지진관측소 부지 지반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전에 최초 수집 자료는 PDF 또

는 그림파일 형태의 자료이므로 각각의 정보를 분리하여 수기입하기 위한 예비 지반정보 데이

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는 일반적인 시추조사 보고서의 지반물성값 

결과를 포괄적으로 입력하기 위해 크게 시추조사 자료와 지반 동적 실험 자료로 구성하였다

(그림 3.1.4).

그림 3.1.4. 예비 지반정보(시추, 지반동적시험) 데이터베이스 구조(Kim et al., 2019)

시추조사 자료는 별도의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 설계안을 기반으로 입력된다. 설계된 데이터

베이스의 각 테이블의 세부 구성을 상위 테이블부터 살펴보면, 프로젝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T_Project(표 3.1.2)와 시추 위치 등을 저장하는 T_Borehole(표 3.1.3)가 있다. T_Project

와 T_Borehole은 각 프로젝트의 고유 번호(project_id)로 연계되어 있다.

입력 항목 데이터 형태 제약 조건 설명

site_id 정수 지역 코드

project_id 정수 중복 불가 프로젝트 코드

project_name 문자 프로젝트 명

project_file 문자
프로젝트 실험 파일 입력 유

무

표 3.1.2. [T_Project] 테이블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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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항목 데이터 형태 제약 조건 설명

site_id 정수 지역 코드

project_id 정수 프로젝트 코드

borehole_id 정수 중복 불가 시추공 코드

borehole_name 문자 시추공 명

b_x 실수 X 좌표

b_y 실수 Y 좌표

b_z 실수 표고

b_gwl 실수 지하수위

b_date 날짜 시추일

b_inspector 문자 검사자

b_driller 문자 시추자

b_machine 문자 시추기

b_location 문자 시추장소

b_method 문자 시추방법

표 3.1.3. [T_Borehole] 테이블 상세

시추 조사 자료 중 시추 지점의 층상 정보(T_Layer), 표준관입시험 정보(T_SPT), 실내외 

시험 결과 요약 정보(T_Borehole_Sum)는 T_Borehole의 하위 테이블로 각 시추공(시추위

치)의 고유 번호(borehole_id)로 연계되어 있다.

입력 항목 데이터 형태 제약 조건 설명

borehole_id 정수 시추공 코드

dep_from 실수 층의 시작 깊이

dep_to 실수 층의 끝 깊이

Eng_name 문자 공학적 층 구분

color 문자 색조

den_from 문자 밀도

den_to 문자 밀도

moist_from 문자 습윤도

moist_to 문자 습윤도

compo_main 문자 주 구성 물질

compo_sub 문자 부 구성 물질

fracture_from 문자 파쇄도

fracture_to 문자 파쇄도

표 3.1.4. [T_Layer] 테이블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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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항목 데이터 형태 제약 조건 설명

borehole_id 정수 시추공 코드

spt_depth 실수 시험 깊이

spt_N 정수 항타 회수

pet_depth 실수 항타 깊이

표 3.1.5. [T_SPT] 테이블 상세

weather_from 문자 풍화도

weather_to 문자 풍화도

str_from 문자 강도

str_to 문자 강도

comment 문자 비고

입력 항목 데이터 형태 제약 조건 설명

borehole_id 정수 시추공 코드

dep_from 실수 시험 시작 깊이

dep_to 실수 시험 끝 깊이

m_date 날짜 시험일자

wn 실수 함수비

Gs 실수 비중

e0 실수 초기 간극비

rt 실수 전체 단위 중량

LL 실수 액성 한계

PI 실수 소성 지수

PL 실수 소성 한계

OMC 실수 최적 함수비

rdmax 실수 최대 상대밀도

rdmin 실수 최소 상대밀도

CBR 실수 CBR

qu 실수
일축 압축 강도

qur 실수

St 실수 예민비

E50 실수 탄성계수

Cc 실수 압축지수

Cr 실수 재압축지수

Pc 실수 선행 압밀 하중

kv 실수 수직 방향 투수 계수

표 3.1.6. [T_Borehole_Sum] 테이블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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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동적 특성 자료는 심도별 전단파 속도 정보(T_Vs), 반복삼축 시험 정보(T_CTX), 그

리고 공진주 시험 조건을 저장한 공진주 시험 일반 정보(T_RC)와 전단변형률에 따른 정규화 

전단 변형 계수, 감쇠비를 저장한 공진주 시험 결과 정보(T_RC_Data)로 구성된다. T_Vs, 

T_CTX, T_RC는 T_Borehole의 하위 테이블로 각 시추공(시추위치)의 고유 번호

(borehole_id)로 연계되며, T_RC와 T_RC_Data는 공진 시험 고유 번호(rc_id)로 연계된다.

입력 항목 데이터 형태 제약 조건 설명

borehole_id 정수 시추공 코드

Depth 실수 심도

Vs 실수 전단파 속도

표 3.1.7. [T_Vs] 테이블 상세

입력 항목 데이터 형태 제약 조건 설명

borehole_id 정수 시추공 코드

CTX_id 정수 중복 불가 반복삼축시험 코드

Depth 실수 심도

Re_Density 실수 상대밀도

Dry_Weight 실수 건조단위중량

Eff_Str 실수 유효구속응력

CSR 실수 반복응력비

Co_Cor 실수 수정계수

Cor_CSR 실수 수정반복응력비

Num_Cycle 정수 반복회수

표 3.1.8. [T_CTX] 테이블 상세

kh 실수 수평 방향 투수 계수

Cuu 실수 비배수 전단강도

Ccu 실수 점착력

Phi_cu 실수 마찰각

C 실수 점착력

Phi 실수 마찰각

No4 실수

체가름 시험

No10 실수

No40 실수

No200 실수

No002 실수

USCS 문자 통일분류법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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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항목 데이터 형태 제약 조건 설명

borehole_id 정수 시추공 코드

RC_id 정수 중복 불가 공진주시험 코드

Depth 실수 심도

Re_Density 실수 상대밀도

Dry_Weight 실수 건조단위중량

Tot_Weight 실수 전체단위중량

Wn 실수 함수비

표 3.1.9. [T_RC] 테이블 상세

입력 항목 데이터 형태 제약 조건 설명

RC_id 정수 중복 불가 공진주시험 코드

Strain 실수 전단변형률

G_Gmax 실수 정규화 전단탄성계수

Damping 실수 감쇠비

표 3.1.10. [T_RC_Data] 테이블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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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대상 지진관측소 계획 및 현장검토

 (1) 지진관측소 우선순위 선정 

   (가)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우선순위 선정 및 부지협조 방안

지반조사 대상 관측소 부지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기준을 정립하였다(그림 3.1.5). 선정기준

으로 먼저,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하였고, 내진설계기준 지진위험지도 상 

재현주기별 최대지표가속도 수준이 높게 분포하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이어서 앞서 

수집한 관측소 지반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지반조사가 미수행되었거나, 그 공간밀도가 낮은 지

역을 우선 고려한다. 또한 이전의 관심 지진이벤트의 관측결과로부터 부지효과가 의심되는 관

측소 선정하며, 이 과정에서 기상청으부터 우선대상 관측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섯 번

째로 앞서 지반조사 후보군으로 선정된 관측소를 대상으로 사전답사를 수행하며, 지반조사 여

건이 확보된 관측소를 선정한다. 과업기간 및 규모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되도록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대상 지진관측소가 선정된 이후의 부지협조는 시추조사가 수행되는 관측소를 대상으로 협조

절차를 진행한다. 토지주를 확인하고, 국유지 및 사유지에 따라 토지이용 동의를 신청한다. 국

유지의 경우, 기관협조를 통해서, 사유지의 경우 토지주와의 사전논의 및 동의서를 통해서 진

행한다. 이후 지자체의 굴착해위신고 이후에 명시된 지반조사 일정에 따라 수행한다.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관측소 분류 기준은 획득 지반물성값의 수

준에 따라 크게 5단계로 분류한다. ‘Class I’는 시추주상도와 토사 및 암반지반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모두 확보된 경우이다. ‘Class II’는 ‘Class I’과 달리 토사지반 전단파속도를 

표면파탐사의 이미지결과만 획득된 경우이다. ‘Class III’는 시추주상도와 암반지반 전단파

속도 주상도만 획득된 경우이다. ‘Class IV’는 시추주상도만 확보된 경우이다. ‘Class V’

는 지반조사가 수행되지 않은 관측소이다. 이중 앞선 우선순위 결정 방법에 따라 ‘Class 

III’과 ‘Class IV’를 대상으로 표면파탐사를 위한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시추조사 대상 관

측소는 기수행 지반조사 여부의 기준에 따라 ‘Class V’를 선정한다.

그림 3.1.5.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후보군 선정, 부지협조, 지반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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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대상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관측소 분류

   (나) 지반물성값 획득 여부를 기준으로 한 지반조사 대상 관측소 선정

획득 지반물성값을 토대로 Kernel 밀도함수 기반으로 공간분포상 저밀도 지역을 결정함으로

서 신규 지반조사 후보 관측소를 선정하기로 한다. 또한, 저밀도 지역중에서도 기반암 심도를 

기준으로 토사지반 층후가 두꺼워 지진증폭특성이 두드러지는 부지를 선정하고자 공간보간

(Ordinary kriging) 기법을 이용하여 전국단위 분포도를 도출하였다. 그림 3.1.6과 같이 관측

소 부지 기반암심도를 토대로 전국단위의 공간밀도도 및 공간분포도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경상권 및 충청권의 내륙 산간지역과 대부분의 전라권 지역을 중심으로 낮은 공간밀도를 보였

다. 저밀도 지역중 기반암심도가 깊은 지역은 주로 부산 및 경상권 해안 지역과 서울 및 경기

도 지역, 그리고 전라권 전역에 걸쳐 분포하였다. 기존 지진관측소 부지의 지반조사 자료가 대

체로 경상권 및 내륙 쪽에 편향되어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공간보간 결과의 신뢰도는 상대적

으로 높으나, 대부분의 관측소가 산지 및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부지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획득 물성값을 기준으로 저밀도, 부지효과의 영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 자료의 추계학적, 공간적 편향성을 고려한다면, 경상권 내륙 및 해안지역과 충

청권 및 경기권 내륙지역, 그리고 전라권 영역을 포괄하여 이들 지역에 위치하는 지진관측소의 

우선적 지반조사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앞서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우선순위와 공간밀도 및 공간분포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

차별로 또는 지반조사 방법론(시추조사 1식(시추조사, 다운홀시험, 표면파탐사), 표면파탐사)

별로 지반조사 후보 지진관측소를 선정하였다(그림 3.1.7). 1차년도는 시범 지반조사로서, 지

관측소 분류 개소 

획득 지반물성값

비고
지반조사 

대상
적용 

지반조사 시추 
주상도

전단파속도 주상도

암반 토사

Class I 52 ○ ○ ○

- -
Class II 87

○ ○ VS image 83개소

○ VS image 2개소

- VS image 2개소

Class III 6 ○ ○ -

○

표면파탐사
Class IV 9 ○ - -

Class V 57 - - -

시추조사, 

공내 탄성파

탐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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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증폭특성 정량화 기법과 기존 수집 자료의 검증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권 영역 

중에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진앙지 주변 관측소 중에서 4개소(온정, 

안동, 청송, 창녕)를 선정하였다. 2차년도의 1차 지반조사는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지진증폭특

성이 의심되는 관측소를 중심으로 10개소가 선정되었다. 3차년도의 2차 지반조사는 지진증폭

특성 정량화에 활용 가능한 기존 지반조사 자료, 시범 지반조사, 1차 지반조사 관측소를 제외

하고 자료가 미확보된 관측소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지반조사 방법론 측면에서도 표 

3.1.11과 같이 관측소 분류별 적용 지반조사 방법에 따라 시추조사 1식 적용이 검토되는 20

여개소의 후보군과 표면파탐사의 적용이 검토되는 5개소의 관측소를 선정하였다. 

시추조사 1식의 주된 목적은 관측소 부지 주변의 다양한 인접영역에서 다양한 조사기법에 

따른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다운홀탐사(시험)와 표면파탐사로 확보된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상관성 및 심도별 일치성을 보기 위함이다. 특히, 표면파탐사는 시추공

(시험공) 확보가 필요 없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현장조사 여건 및 접근성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 다운홀탐사 대비 다수의 지진관측소 대상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수량 확보가 가능

하다. 그러나 다운홀탐사의 조사 기법 상 시추를 통한 지하지반구조를 직접 파악함과 동시에 

현장에서의 높은 품질의 자료 획득 및 역산과정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

서 연차별 신규 지반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기법별 상관성을 검토하고, 최적의 지반조사 

조합(예: 시추조사 및 다운홀탐사, 시추조사 1식, 표면파탐사 등)을 찾고자 한다. 또한 표면파

탐사의 경우 주로 기존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자료 중 암반지반 전단파속도만 획득되었거나, 토

사지반의 전단파속도 이미지 자료만 획득된 관측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자료의 

신뢰도를 검토할 수 있었다. 

(a) (b)

그림 3.1.6. 지진관측소 예비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반 공간분포 특성: (a) 기반암 심도 

기준 공간밀도(Kernel density), (b) 기반암 심도 기준 공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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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7. 연차별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후보군: (a) 연차별 지반조사 후보군, (b) 

지반조사 방법론에 따른 지반조사 후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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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지반조사를 위한 현장접근성 및 공간 확보가 가능한 관측소를 선정하

였다(그림 3.1.8). 그 결과, 1차년도는 4개소를 선정하고 안동, 온정 관측소를 대상으로 시추

조사 1식을, 청송, 창녕 관측소를 대상으로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는 10개소를 선

정하고 송현, 포항, 울산, 거창, 삼가 관측소를 대상으로 시추조사 1식을, 의령, 예천, 함양, 금

정, 거제 관측소를 대상으로 표면파탐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3차년도는 13개소를 선정하고 

백운산, 충주, 수원, 춘천, 주문진, 영암, 서귀포 관측소를 대상으로 시추조사와 다운홀탐사를 

수행하고, 정읍, 추풍령, 이천, 속초, 진도, 고산 관측소를 대상으로 표면파탐사를 적용하였다. 

이중 시추조사 1식(시추조사, 다운홀탐사, 표면파탐사)을 적용한 관측소는 7개소이며, 시추조

사와 다운홀탐사만 적용한 관측소는 7개소이며, 표면파탐사만 적용한 관측소는 13개소이다. 

그림 3.1.8. 연차별 신규 지반조사 대상관측소별 관측소 분류(우선수위) 및 

적용 조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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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역별/연차별 우선순위 지진관측소

      ① 시범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시범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의 기본속성(좌표정보와 가속도계 타입)과 조사기법을 정리

하면 표 3.1.12와 같다. 4개소의 위치는 그림 3.1.9와 같다. 온정관측소의 경우 시추조사 1식

의 방법을 적용하여 다운홀탐사와 표면파탐사와의 기법적인 상호검증을 수행하였다. 

표 3.1.12. 시범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목록 및 조사기법

그림 3.1.9. 시범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분포 

관측소 위도(N) 경도(E) 가속도계 시추조사
표준관입

시험
다운홀 
시험

표면파 
탐사

ADO2 안동
36.41

21

128.94

88
지표형 ○ ○ ○

ULJ2 온정
36.70

22

129.40

85
지표형 ○ ○ ○ ○

CSOA 청송
36.38

78

129.08

54

시추공

형
○

CHRA 창녕
35.53

42

128.47

78

시추공

형
○

합계 2개소 2개소 2개소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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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차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1차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의 기본속성(좌표정보와 가속도계 타입)과 조사기법을 정리하

면 표 3.1.13과 같다. 4개소의 위치는 그림 3.1.10과 같다. 앞서 1차 지반조사 대상 후보군을 

모두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상권역 지진관측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표면파

탐사 대상 관측소인 의령, 예천 함양 관측소는 관측소 분류 상 ‘Class IV’에 해당하였다. 나

머지 7개소는 ‘Class V’로 구분되었다. 이중 금정, 거제 관측소의 경우, 시추조사 장비 진

입이 어렵거나, 증폭특성이 의심되지 않는 부지로 판단하였으며, 표면파탐사가 수행되었다. 그

림 3.1.10은 앞서 그림 3.1.6(a)의 기반암심도 정보의 공간밀도도 상의 각 관측소별 적용 조

가기법을 구분하여 도시하였다. 또한 시범조사 대상 관측소도 함께 도시하였다. 대부분 저밀도 

지역(파란색일수록 저밀도)을 중심으로 시추조사 1식의 방법이 적용되었다. 

표 3.1.13. 1차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목록 및 조사기법

지진 관측소 관측소 분류(우선순위) 적용 조사기법

의령 EURB IV 표면파 탐사

예천 YCHB IV 표면파 탐사

함양 HAMB IV 표면파 탐사

송현 ADOA V 시추조사 1식

포항 PHA2 V 시추조사 1식

울산 USN2 V 시추조사 1식

금정 BUS2 V 표면파 탐사

거제 KUJA V 표면파 탐사

거창 KCH2 V 시추조사 1식

삼가 HACA V 시추조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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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1차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분포 

      ③ 2차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2차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는 표 3.1.13과 같이 표면파탐사 6개소와 시추조사와 다운홀

탐사가 병행되는 관측소 7개소이며, 지반조사 대상 우선순위의 관측소 분류 상 ‘Class V’로 

결정되었다. 앞서 연차별 지반조사 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경상권을 제외한 전국에 걸

쳐 2차 지반조사 대상 관측소가 선정되었다. 

표 3.1.13. 2차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목록 및 조사기법

관측소 위도(N) 경도(E)
관측소 분류
(우선순위)

적용 조사기법

고산 GOS2 33.3002 126.2061 V

표면파 탐사

6개소

진도 JDO2 34.4730 126.3238 V

정읍 JEU 35.4933 129.9296 V

추풍령 CPR 32.2210 129.9719 V

속초 CKC2 32.2899 128.5219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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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2차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및 적용 조사기법 분류 

이천 ICN2 32.2917 127.4213 V

서귀포 SGP2 33.2587 126.4993 V

시추조사/

다운홀탐사

7개소

영암 YOA 36.6251 129.0880 V

백운산 YSU 35.1027 127.5968 V

충주 CHJ2 36.8730 127.9748 V

주문진 JMJ2 37.8816 128.7561 V

춘천 CHC2 37.7776 127.8145 V

수원 SWO2 37.2808 126.982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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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대상 지진관측소 현장검토

지반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지진관측소별 사전 현장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최종 

지반조사 대상 관측소 선정과 장비 진입 및 시추공/측선 위치 선장과 같은 현장 지반조사 여

건, 그리고 부지협조를 위한 관련 기관 방문 등을 수행하였다. 사전 답사는 대체로 각 연차별 

연구기간 초에 지반조사 후보 관측소가 선정되면, 각 관측소별로 참여연구진이 방문하여 사진

촬영과 육안조사를 통한 개괄적인 지표지질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지반조사 이전에는 관측소 

부지 소유주에 따라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굴착행위 신고 등의 협조 절차를 위한 서류 협조 

논의, 민간부지의 경우 일정 및 원상복구 확인 등의 절차, 그리고 민원 해결 등을 위한 업무도 

함께 진행하였다. 각 연차별 조사 대상 지진관측소의 대표적인 현장 사진 또는 지도를 간략한 

조사 여건을 정리하기로 하며, 실제 지반조사 시의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은 이번 장의 라, 

마, 바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① 시범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시범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는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의 진앙으로부터 약 

70km 범위 내에 위치한 관측소 중에서 시추조사 1식 2개소와 표면파탐사 2개소를 선정하였

다. 2018년 8월 중에 현장 사전답사를 수행하였다. 시추조사 1식은 안동지진관측소(ADO2), 

온정지진관측소(ULJ2)가 대상이며, 표면파탐사 대상은 청송지진관측소(CSOA)와 창녕지진관

측소(CHRA)이다(그림 3.1.1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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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시범조사(1차년도) 대상관측소 사전답사 현장 사진: (a) 안동관측소, (b) 

온정관측소 (c) 청송관측소, (d) 창녕관측소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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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차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1차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는 총 10개소이며, 포항관측소, 예천관측소, 함양관측소, 의령

관측소, 거제관측소, 송현관측소, 울산관측소, 삼가관측소, 거창관측소, 금정관측소가 이에 해당

한다. 2019년 1월~2월과 6월 중에 사전 현장답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추장비의 진입이 

가능한 관측소는 송현, 포항, 울산, 거창, 삼강관측소이다. 표면파탐사만 가능한 관측소는 의령, 

예천, 함양, 금정, 거제관측소로 선정되었다(그림 3.1.1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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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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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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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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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1차 지반조사(2차년도) 대상관측소 사전답사 현장 사진: (a) 포항관측소, (b) 

예천관측소 (c) 함양관측소, (d) 의령관측소, (e) 거제관측소, (f) 송현관측소, (g) 

울산관측소, (h) 삼가관측소, (i) 거창관측소, (j) 금정관측소      

(i)

(j)



- 44 -

      ③ 2차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2차 지반조사 후보 관측소에 대해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지반조사 대상 관측소 확정 및 조

사 위치를 설계하였다. 조사 대상 후보 관측소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므로, 각 주요 권

역별 사전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그림 3.1.14~3.1.18). 먼저, 제주도 지역은 고산관측소, 서

귀포관측소, 삼가관측소를 후보군으로 한다. 이중, 제주 관측소는 현장조사 여건 및 지진증폭

특성 파악을 위한 목적에서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였으며, 고산 관측소는 표면파탐사를, 서귀포

관측소는 시추조사와 다운홀탐사를 진행하였다. 

전라도 지역의 후보군은 영암관측소, 정읍관측소, 백운산관측소, 진도관측소이다. 이중, 영암

관측소는 시추조사와 다운홀탐사를 수행할 현장여건이 확보되었다. 정읍관측소는 얕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 표면파탐사가 가능하다. 백운산 관측소는 평지에 위치하여 주변 나지에 시추조

사와 다운홀탐사가 가능하다. 진도관측소는 산등선에 위치하고 있어, 시추조사 장비의 진입이 

어려우며, 표면파탐사가 가능하다. 

충청도 지역의 후보군은 추풍령관측소, 충주관측소, 천안관측소이다. 추풍령 관측소는 시추장

비의 진입이 어려우며, 표면파탐사의 측선 전개는 일부 가능하다. 충주관측소는 시추조사와 다

운홀탐사 여건이 확보되었다. 천안관측소는 가파른 산등성에 위치하고 있어 지반조사가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후보군은 수원관측소와 이천관측소이다. 수원관측소는 시추장비 진입이 가능

하여, 시추조사와 다운홀탐사가 가능하다. 이천관측소는 관측소 인접영역까지 시추장비 진입이 

어려우며, 표면파탐사만 가능하다. 강원도 지역의 후보군은 주문진관측소, 속초관측소, 철원관

측소이다. 주문진관측소는 시추조사와 다운홀탐사가 가능하며, 속초관측소는 표면파탐사만 가

능하다. 철원관측소는 급한 경사의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반조사 현장여건이 확보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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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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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2차 지반조사(3차년도) 제주도 대상관측소 사전답사 현장 사진: (a) 고산관측소, 

(b) 서귀포관측소, (c) 제주관측소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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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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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2차 지반조사(3차년도) 전라도 대상관측소 사전답사 현장 사진: (a) 영암관측소, 

(b) 정읍관측소, (c) 백운산관측소, (d) 진도관측소

(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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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2차 지반조사(3차년도) 충청도 대상관측소 사전답사 현장 사진: (a) 

추풍령관측소, (b) 충주관측소, (c) 천안관측소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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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2차 지반조사(3차년도) 경기도 대상관측소 사전답사 현장 사진: (a) 수원관측소, 

(b) 이천관측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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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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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2차 지반조사(3차년도) 강원도 대상관측소 사전답사 현장 사진: (a) 

주문진관측소, (b) 속초관측소, (c) 철원관측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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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반조사 방법론 설계

본 과업은 기상청에서 설치‧운영 중인 지진관측소 부지에 대하여 지반조사 및 물리탐사를 통

해 지반특성에 따른 지진파 증‧감폭 현상(부지효과)의 정량화 연구를 위한 물성 파악(지층구

성, 표준관입시험 값, 탄성파속도 등)을 주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진관측소 지진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지반조사 수행 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표면파탐

사, 다운홀테스트)를 중심으로 품질관리(QC)와 조사자료의 품질 향상처리(Data assurance)

를 위한 단계별 공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였다. 해당 과업이 진행됨에 있어 전반적인 업무의 

흐름은 표 3.1.14와 같이 대분된다.

표 3.1.14.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흐름

구 분 내 용

1) 과업준비

① 업무협의

  ‧ 지반조사 대상관측소 선정

  ‧ 시추조사, 물리탐사 계획 및 검토

  ‧ 예비탐사 개소 확정

② 현장답사

  ‧ 지진관측소 주변 지반조사 작업여건에 대한 확인

  ‧ 지반조사 수행 시 민원발생 요소 파악

③ 시추조사 관련 부지 사용 동의 및 인허가 처리

④ 시추공 위치, 물리탐사 측선 및 측점 위치 등 세부사항 협의

2) 현장조사

① 협의된 설계에 따른 지진관측소별 지반조사 수행

  ‧ 표준관입시험 및 시료(토사/암석)채취 수행

  ‧ 시추주상도 작성

  ‧ 시추조사 후속 공정(다운홀시험 등)을 위한 PVC 케이싱설치

  ‧ PVC 설치 시 공벽과의 밀착을 위한 토사 채움 또는 그라우팅 수행

③ 자료취득 변수 결정 후 물리탐사 및 검층 수행

④ 취득자료의 자료처리 결과에 따른 재탐사 여부 결정

⑤ 현장정리 및 종료

3) 조사 성과품

① 과업준지 단계 시 협의한 내용을 고려한 종합해석

  ‧ 시추조사 및 탐사자료 종합해석

②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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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추조사

시추조사는 지표로부터 지하 깊은 곳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험공을 굴진하여 

지반의 성상을 조사하고, 각종 실내시험에 사용할 교란 및 불교란 시료 또는 암석시료 채취 및 

각종 원위치시험을 시행하여 조사 목적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다. 시추조

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작업수를 사용하면서 드릴로드와 비트를 이용하여 지층의 연속적인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회전수세식 방법, 작업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층의 연속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무수보링 방법 및 나선형 오거를 이용하여 천부심도 또는 연

약지반의 교란된 토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오거보링 방법 등이 있다.

(a) 시추장비 세팅 (b) 표준관입시험

(c) 토사시료 채취 (d) 암석시료 채취

그림 3.1.19. 시추조사 전경

일반적으로 수세식 시추조사의 굴진 구경은 NX(76mm)이며 공벽 붕괴가 없는 지층까지 

Casing을 삽입하여 공벽을 유지시킨다. 토사구간에 대해서는 흙의 경연 및 다짐정도를 파악하

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을 수행하고, Split Barrel Sampler로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는 흙의 상태 즉 점성토의 경우 연경도, 사질토의 경우 상대밀도와 습윤도, 색, 토질 등

을 감별하여 기록 후 시료병에 넣어 보관하고, 암석시료는 Core 회수율을 높이고, 정확한 암

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Duble-Triple Tube Core Barrel 및 Diamond Bit를 사용하여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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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후 코아회수율(Total Core Recovery), 암질지수(Rock Quality Designation)를 측정하

고 균열정도, 풍화정도, 강도 등을 조사하여 시추주상도에 기록하게 된다.

(a) 시추조사 흐름도 (b) 시추조사 모식도

그림 3.1.20. 시추조사 흐름도 및 모식도

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은 한국산업규격(KS F 2318)의 규정된 방법에 

의거 63.5±0.5kg의 해머를 높이 76±1c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정해진 규격의 원통 분리

형 시료채취기(Split Barrel Sampler)를 시추공 내에서 30cm 관입시키는 데 필요한 해머 타

격 횟수(N값)를 측정한다. 측정결과는 지반을 분류하거나 연경도를 평가하고, 나아가 지반 강

도, 상대밀도, 내부마찰각 등 지반정수를 추정하며, 교란된 상태의 시료를 얻어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원위치 시험방법이다. 1902년 Gow가 원형을 고안하고, 1948년 Terzaghi가 지금

의 이름을 붙인 표준관입시험은 국제적인 표준화와 시험의 간편성, 시료채취 가능, 대량 축적

된 데이터, N값의 광범위한 경험적 활용 등에 힘입어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반

조사 방법이다.

 표준관입시험은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KS F 2318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시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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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준관입시험은 일반적으로 1m마다 실시하며, 지층이 달라지는 구간에도 함께 적용

② 표준관입시험은 Casing의 끝단 심도를 확인하고 Split Barrel Sampler에 의하여 15cm

씩 3회 실시하고, 처음 1회 15cm 관입은 타격준비로 간주한 예비타로 시험결과에 제외, 

2회 타격에 30cm 관입될 때 까지 시행한다. 단 1회 타격 시 타격회수가 50회가 넘을 

경우는 50회 타격 시 관입된 관입심도를 기록한다(예, 30cm 관입 시의 타격이 18타 이

면 18/30, 50회 타격시 20cm 관입되면 50/20).

③ 관입시험 시 타격해머는 수직으로 자연낙하 시키며(높이 76cm, 중량 63.5kg) 자동타격

기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한다.

④ Split spoon sampler에 의해 채취된 교란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밀봉하여 보관하고, 시료병에 시추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

록한다. 채취된 시료는 육안판별 및 물성시험 자료로 활용한다.

(a) 표준관입시험 모식도

(b) 햄머타격 (c) split sampler 시료 채취

그림 3.1.21. 표준관입시험 모식도 및 조사전경

과업은 주로 공공시설 부지 또는 산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업 전 과업지역 공공기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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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담당자에게 작업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작업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시추

공 굴진과 관련한 품질관리 부분은 크게 코어회수율 증대와 후속 공정을 위한 시추공 유지를 

꼽을 수 있다. 시추 코어회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표 3.1.15와 같다.

표 3.1.15. 코어회수율 증대(95% 이상)를 위한 방안

구 분 내 용

와이어라인 삼중코어

배럴 사용(NQ3배럴)
‧ 코어배럴 내 Inner tube만 와이어로 인발, 작업효율 높임

전문기술자 현장상주
‧ 경험 풍부한 기술자 상주시킴(굴진, 작업수관리, 공벽보강 등 

총괄 관리)

전문 시추인력 투입
‧ 500m 이상 시추 경험자 투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에 따른 신속/정확한 대응

최적비트 적용
‧ 암석의 연경도에 따라 1∼13까지의 다이아몬드 비트가 제조됨

‧ 회수된 코어상태와 굴진상황을 고려한 최적비트 교체적용

굴진속도 조절 및 굴

진장 축소

‧ 연약대 또는 파쇄대 조우 시 굴진속도 감소를 통한 코어유실 방지

‧ 통상 3m에서 1m로 축소를 통한 육안확인 빈도 높임

다음으로 시추공 유지를 위한 PVC 케이싱 설치 시 공벽사이 그라우팅 방법으로는 직경 

60mm의 PVC 케이싱을 시추심도까지 삽입하는데 PVC 케이싱의 끝은 마개로 막아 그라우팅

재가 케이싱 안으로 역류하지 못하게 조치한다. 그라우트재 주입 시 주입압력은 최대 

10kgf/cm2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시추심도 30m의 시추공을 기준 공당 예상 주입량은 

0.051m3이 된다. 물과 시멘트 몰탈의 혼합비는 3:2로 배합하고 주입 상태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해야 하며 그라우팅 작업 모식도 및 흐름도는 그림 3.1.22와 같다.

(a) 그라우팅 모식도 (b) 작업 흐름도

그림 3.1.22. 시추공 유지를 위한 PVC 케이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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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향식(다운홀) 탄성파탐사(Downhole test)

하향식의 다운홀 탄성파탐사(시험)는 심도별 P파 및 S파의 속도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탐사

방법이며, 지표에서 탄성파를 발생시켜 시추공 안에 설치한 수진기를 통해 탄성파를 기록한다. 

지표로부터 시추종료 심도까지 매 1m 간격으로 자료를 취득해야 하며 반드시 3성분(vertical, 

longitudinal, tansverse) 수진기를 사용하며 타격판은 시추공으로부터 1∼5m 지점에 위치시

킨다. P파 타격판의 경우 방향에 상관없이 이격거리만 고려하면 되고 S파 타격판의 경우에는 

나침반을 이용하여 타격판의 장축방향이 동서 내지 남북방향이 되게 위치시킨다. 지표면과의 

밀착을 위해 타격판이 위치하는 부분은 정지작업을 실시하고 S파 타격 시에는 타격판 상부에 

되도록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거나 가능한 경우 차량으로 타격판을 밟아 지표면과의 밀착을 최

대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림 3.1.23은 S파 타격판의 유형 및 지표면과의 밀착방법에 대

한 예시이다.

(a) S파 타격판 유형-1(한국과학기술원) (b) S파 타격판 유형-2(경희대학교)

(c) S파 타격판 유형-3(아시아지오컨설턴트) (d) 차량을 이용한 S파 타격판 밀착

그림 3.1.23. S파 타격판의 형태 및 지면 밀착 방법 예시

하향식 탄성파탐사 S파 자료취득에 있어 3성분 수진기의 자북정렬 및 위상반전 확인은 반드

시 필요하다. S파는 탄성파의 전파방향에 수직인 2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S파의 초

동(first arrival)이 쉽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상반전을 확인하

며 정확한 초동을 인식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림 3.2.24는 P파 및 위상반전이 확인된 S파 취득

자료의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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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파 취득자료 (b) S파 취득자료

그림 3.1.24. 하향식 탄성파탐사 취득자료 예시

(3) 다중채널 표면파탐사(MASW)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는 표면파의 분산특성을 이용하여 천부 전단파 속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탐사방법이다. 조사지역에 따라 적절한 수진기 간격과 송신원을 사용하고 최대한 시추위

치에 인접할 수 있도록 측선을 설정한다. 조사지역이 평탄하지 않고 경사진 경우 이에 대한 방

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취득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지진관

측소의 위치적인 조건에 따라 음원의 종류, 취득되는 자료의 파형 관찰, 수진기 간격, 수진기

의 중심주파수, 기록시간이 있다. 먼저 음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현존하는 여러 탄성파 송신원 

중 표면파의 주파수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저주파수 특성의 송신원이 적합하다. 해당 송

신원으로는 붐저 또는 중추낙하(weight drop) 방법이 있으며 그림 3.1.25에 나타내었다.

(a) 붐저(출처: 희송지오텍) (b) weight drop(출처: GeoExpert)

그림 3.1.25. 표면파탐사용 추천 송신원 예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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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취득하는 표면파탐사 자료는 1회의 송신으로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지는 않기에 

여러 번의 자료 중합(stack)을 통하여 자료의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잡음(noise)의 제거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표면파탐사용 수진기로는 중심주파수가 4.5Hz 이하인 수진기가 적합하며, 지

진관측소 입지에 따라 수진기 간격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수진기 간격은 1.0m 또는 

2.0m 간격을 유지하며, 표면파탐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간격을 조정하여 재탐사를 실시한다. 

수진기 간격 및 탐사측선 펼침길이 조정은 가탐심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목적심도에 

맞게 조정한다. 표면파탐사 시 1회성 타격에 의한 방법(active mode)으로 자료를 취득하다보

면 10Hz 이하의 속도구조에 대한 정보가 불량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시진동에 의한 방법(passive mode)으로 취득한 자료와의 복합해석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active mode의 경우 기록시간은 1초 이상, passive mode에서는 25초 이상으로 

자료를 기록해야 한다. 표면파탐사 복합해석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는 그림 3.1.26에 나타내었

다.

그림 3.1.26. 표면파탐사 자료의 복합해석(active+passive)에 대한 이해(출처: 

Surfs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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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진관측소(NECIS 기준, 212개소) 지반조사 자료 현황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연구과제 및 시추공 설치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69개소에 대한 지반조사가 수행

되었으며 이는 212개소 대비 80%에 해당한다. 일부 자료를 제외하면 기존 지반조사는 시추

공 지진관측소 신설에 따른 기반암의 깊이와 그 물성을 획득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면, 많은 개소에서 시추주상도는 존재하나 기반암 상부 전단파속도의 부재를 확인하였

다. 이에 대한 정리 내용은 표 3.1.16과 같다.

표 3.1.16. 기존 지진관측소별 획득 지반 물성치에 따른 분류

지진관측소 분류등급 지반물성치 내용

Class I ‧ 시추주상도, 토사 및 암반층 Vs

Class II ‧ 시추주상도, 암반층 Vs, Vs 토모그래피(digitizing 완료)

Class III ‧ 시추주상도, 암반층 Vs

Class IV ‧ 시추주상도

Class V ‧ 지반조사 미수행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도서지역(제주제외) 지진관측소와 Class 

I, II로 분류된 지진관측소는 배제하였으며 Class III, IV 지진관측소에서는 다중채널 표면파탐

사(MASW)를 단독으로 적용하고 Class V 지진관측소에 대해서는 지반조사 1식으로 시추조

사, 하향식 탄성파탐사(DHT), 다중채녈 표면파탐사를 적용하였다. 2차년도 지반조사는 경상

권역 지진관측소 10개소를 선정하였고 3차년도에는 경상권역을 제외한 Class IV 39개소와 

Class V 5개소 현장 답사 후 조사불가 관측소와 HVSR 분석 후 암반특성이 지배적인 지표관

측소를 배제하여 총 13개소를 선정하였다. 각 지진관측소의 조사현황은 표 3.1.17과 같다. 

표 3.1.17. 지진관측소별 분류등급 및 조사현황

2차년도 3차년도

예천(YCH) IV MASW 고산(GOS2) IV MASW
진도(JDO2) V MASW함양(HAMB) IV MASW
정읍(JEU2) V MASW의령(EURB) IV MASW
추풍령(CPR2) V MASW

거제(KUJA) V MASW 속초(SKC2) V MASW
이천(ICN2) V MASW송현(ADOA) V 시추조사, DHT, MASW
서귀포(SGP2) V 시추조사, DHT울산(USN2) V 시추조사, DHT, MASW
영암(YOA) V 시추조사, DHT

금정(BUS2) V 시추조사, DHT, MASW 백운산(BAU) V 시추조사, DHT, MASW
충주(CHJ2) V 시추조사, DHT거창(KCH2) V 시추조사, DHT, MASW
주문진(JMJ2) V 시추조사, DHT삼가(HACA) V 시추조사, DHT, MASW
춘천(CHC2) V 시추조사, DHT

포항(PHA2) V 시추조사, DHT, MASW 수원(SWO2) V 시추조사, DHT, MA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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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범 지반조사(1차년도 지반조사)

시범 지반조사는 지진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지반조사 방법론을 검증하고 지난 2016년 경

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지 인접 지진관측소의 증폭특성을 선행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안동, 울진, 청송, 창녕 지진관측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설계한 지반조사 방법론

에 따라 크게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다운홀탐사, MASW을 적용하였다. 조사 일정은 시추조

사는 2018년 11월 20일~2018년 11월 22일 중에 수행되었으며, 표면파탐사는 2018년 11월 

15일~2018년 11월 16일 중에, 그리고 다운홀탐사는 2018년 11월 23일 중에 수행되었다. 

그림 3.1.27. 1차 지반조사 위치도

(1) 시추조사

  ○ 안동관측소(ADO2)

안동관측소는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다운홀탐사가 수행되었다. 먼저 시추조사 결과, 안동

관측소는 붕적층으로 분류되는 퇴적토층과 풍화대 및 기반암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공의 최상부

에 분포하고 있는 붕적층은 안동에서 실트질모래 및 자갈, 호박돌이 분포한다. 자갈의 원마도

는 보통에서 양호한 정도이다. 암갈색 내지 적갈색의 색조를 띠고 2.5~4.3m의 층후를 가진다.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N치는 8/30~42/30의 범위로 느슨(loose)~조밀(dense)한 상대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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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풍화대는 안동 조사공에서 기반암의 완전 풍화상태를 보이는 층으로 기반암 조직 보존

은 양호하며, 실트질모래의 토양상으로 나타난다. 0.4m의 층후로 갈색 내지 담회색의 색조를 

띤다. 풍화암은 안동 조사공에서 기반암의 높은 풍화상태를 보이는 층으로 기반암의 조직은 보

존되어 있으나 암으로서의 결합력을 대부분 상실한 상태로 굴진 시 모래질로 와해되고 있다. 

연암은 조사공에서 기반암이 보통풍화 정도를 보여주며, 안동의 기반암은 사암, 셰일로 나타난

다. 파쇄대 및 절리가 발달하였고 무름에서 보통강한 정도로 나타난다. 암편에서 장주상 코어

를 회수하여 코어회수율 TCR : 100%, RQD : 0~16%이다. 경암은 조사공에서 기반암 약한

풍화~신선한 정도를 보여주며, 파쇄대 및 절리가 약하게 발달하였고 강함~매우강한 정도를 보

인다. 세편에서 봉상의 코어를 회수하였고 코어회수율은 TCR : 91~100%, RQD : 71~73%

로 나타난다.

표 3.1.18. 안동관측소 지층구성

지 층 명
출현심도

(m)
두 께
(m)

구성상태
N치

(TCR / RQD)
(%)

비 고

붕적층 0.0 2.5~4.3

모래 및 자갈 분포.

자갈 원마도 보통~양호.

느슨~조밀.

8/30~42/30

풍

화

대

풍화토 4.3 0.4

기반암의 완전 풍화상태.

기반암 조직 보존 양호.

실트질모래의 토양상.

-

풍화암 4.7 0.3

기반암의 높은 풍화상태.

기반암 구조 및 조직 보존.

굴진시 모래질로 와해.

-

기

반

암

연 암 2.5~5.7 0.3~0.9

기반암의 보통 풍화상태.

파쇄대 및 절리 발달.

암편~장주상 코어 회수.

(100 / 0~16)

경 암 2.8~6.6
2.9~26.3

m이상

기반암의 약한풍화~신선.

파쇄대 및 절리 약하게 발달.

세편~봉상 코어 회수.

(91~100 / 

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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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안동관측소 시추 단면도

  ○ 울진관측소(ULJ2)

울진관측소는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다운홀탐사, 표면파탐사가 수행되었다. 먼저 시추조사 

결과, 울진관측소는 붕적층으로 분류되는 퇴적토층과 기반암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공의 최상부

에 분포하고 있는 붕적층은 울진에서는 점토질모래 및 자갈이 분포한다. 자갈의 원마도는 보통

에서 양호한 정도이다. 암갈색 내지 적갈색의 색조를 띠고 2.5~4.3m의 층후를 가진다. 연암은 

조사공에서 기반암이 보통풍화 정도를 보여주며, 울진의 기반암은 역암, 이암으로 나타난다. 

파쇄대 및 절리가 발달하였고 무름에서 보통강한 정도로 나타난다. 암편에서 장주상 코어를 회

수하여 코어회수율 TCR : 100%, RQD : 0~16%이다. 경암은 조사공에서 기반암 약한풍화~

신선한 정도를 보여주며, 파쇄대 및 절리가 약하게 발달하였고 강함~매우강한 정도를 보인다. 

세편에서 봉상의 코어를 회수하였고 코어회수율은 TCR : 91~100%, RQD : 71~73%로 나

타난다.

표 3.1.19. 안동관측소 지층구성

지 층 명
출현심도

(m)
두 께
(m)

구성상태
N치

(TCR / RQD)(%)
비 
고

붕적층 0.0 2.5~4.3
모래 및 자갈 분포.

자갈 원마도 보통~양호.
느슨~조밀.

8/30~42/30

기

반

암

연 암 2.5~5.7 0.3~0.9
기반암의 보통 풍화상태.

파쇄대 및 절리 발달.
암편~장주상 코어 회수.

(100 / 0~16)

경 암 2.8~6.6
2.9~26.3

m이상

기반암의 약한풍화~신선.
파쇄대 및 절리 약하게 발달.

세편~봉상 코어 회수.

(91~100 / 

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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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울진관측소 시추 단면도

(2) 표준관입시험 결과

표준관입시험은 N값으로부터 지층의 상대밀도 및 연경도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란시료

를 채취하여 구성성분을 파악하고 실내 물성시험 자료로 이용한다. 시험 시추와 병행하여 비고

결층에 대하여 6회가 실시되었고,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연경도 및 상대밀도를 비교하면 다음

과 같다. 

공  번 지층명 심도(M) 상대밀도 or 연경도

BH-1(ADO2)

1.0 8/ 30 loose

2.0 10/ 30 loose

3.0 11/ 30 medium dense

4.0 42/ 30 dense

공  번 지층명 심도(M) 상대밀도 or 연경도

BH-1(ULJ2)

1.0 11/ 30 medium dense

2.0 14/ 30 medium dense

BH-1
ULJ2 붕적층

  N치(회/cm)

BH-1
ADO2 붕적층

  N치(회/cm)

0 

1 

2 

3 

4 

0 102030405060708050/30~1

0 

1 

2 

0 102030405060708050/30~1

그림 3.1.30. 표준관입시험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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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안동관측소와 울진관측소의 표준관입시험 N값 주상도

(3) 다운홀탐사 결과

다운홀탐사는 조사지역 지반의 동적지반특성을 규명하여 기초설계 특히 내진설계에 필요한 

지반정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공에 대하여 각 지층의 P,S파 속도를 도출하기 위한 전단파

속도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방법은 지표에서 발진하고 시추공내에 수진기를 설치하여 심도별 

파형자료를 구하는 다운홀 방식을 적용하였다. 다운홀탐사는 시추조사를 통해 시험공이 확보된 

안동과 울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표 3.1.20. 다운홀탐사 개요

구  분 공  번 시추심도(GL-m) 측정심도(GL-m) 측정간격

Downhole Test
BH-1(ADO2) 32.0 30.8 1.0m

BH-1(ULJ2) 32.0 31.0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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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동관측소

(b) 울진관측소

그림 3.1.32. 관측소별 다운홀탐사를 통한 층별 전단파속도 및 동적지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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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SW 결과

MASW는 창녕, 청송, 울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MASW 역산결과를 바탕으로 수

직 속도 평균을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그래프는 X축은 속도축으로 50m/s 간격으로 도시하고 

Y축은 심도로 0~30m로 도시하였다. 대표 수직속도분포 중 창녕지역은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

여 약 300m/s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다. 청송지역도 초기 약 125m/s부터 심도 7m까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다 이후 13~20m 까지 낮은 속도를 나타낸다. 울진 지역은 초기 속도가 평

균 320m/s에서 급격히 떨어지다 약 200m/s로 지하 20m까지 분포하다 이후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 

(a) 창녕관측소

(b) 청송관측소 (c) 울진관측소

그림 3.1.33. 관측소별 MASW 측선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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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창녕관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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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청송관측소

(c) 울진관측소

그림 3.1.34. 관측소별 MASW를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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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1차 지반조사(2차년도 지반조사)

기상청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영남권 지진관측소에 대하여 지반조사(시추조사, 표준관입시

험), 물리탐사(하향식 탄성파탐사, 표면파탐사) 실시를 통하여 자료를 획득하고 각 관측소별 

전단파 속도를 산출하였다. 1차 지반조사에서는 모두 10개소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지반조사 1식(시추조사, 하향식 탄성파탐사, 표면파탐사)을 적용한 관측소는 송현, 포항, 울산, 

삼가, 거창관측소 5개소이고 예천, 금정, 거제, 의령, 함양관측소에서는 표면파탐사만을 적용하

였다. 영남권에서의 1차 지반조사 위치도는 그림 3.1.35와 같다. 1차, 2차 지반조사 현장 사

진 및 상세 결과는 부록 1에 수록하였다.

그림 3.1.35. 1차 지반조사 위치도

조사결과는 지반조사 방법론에 따라 시추조사, 하향식 탄성파탐사, 표면파탐사로 구분하였으

며, 각 방법별로 조사 및 시험준비, 조사결과 순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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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추조사

  ○ 송현관측소(ADOA)

송현관측소는 획득 지반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19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송현관측소 위치도 및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3.1.37과 같다.

(a) 송현관측소 조사위치도 (b) 시추전경

공번
위치 굴진심도

(m)
케이싱심도
(G.L-m)

지하수위
(G.L-m)위도(˚) 경도(˚)

BH-1 36.5727 128.7009 30.0 3.0 1.1

그림 3.1.36. 송현관측소 조사위치도 및 시추전경

표 3.1.21 송현관측소 시추조사 결과

심도(GL.-m) 지층명 지층상태 N값 특이사항

0.0∼2.0
매립층
(SC)

‧ 자갈 섞인 실트질 모래, 갈색 내지 흑갈색

‧ 상대밀도: 느슨∼조밀
9/30 -

2.0∼4.0
풍화토층
(SM)

‧ 실트질 모래, 녹회색 내지 담홍색

‧ 상대밀도: 조밀∼매우조밀

33/30∼
50/12

-

4.0∼4.05
풍화암층
(WR)

‧ 흑운모화강암의 풍화암, 담홍색

‧ 완전풍화, 관입 타격 시 실트질 모래로 분해
50/5 -

4.05∼24.4
연암층
(SR)

‧ 흑운모화강암의 연암, 담홍색 내지 홍색

‧ 보통 풍화∼완전 풍화, 보통 강함∼매우 약함

‧ 보통 균열∼매우 심한 균열

-

‧ 4.05∼6.4m
 - 1set(15 )̊+Random
 - coreloss: 4.9∼5.8m
‧ 21.4∼24.4m
 - 2set(5, 60˚)+Random
 - 절리면 파동/완만

24.4∼30.0
경암층
(HR)

‧ 흑운모화강암의 경암, 담홍색 내지 담회색

‧ 약간 풍화∼완전 풍화, 강함∼매우 약함

‧ 약간 균열∼매우 심한 균열

-

‧ 24.4∼27.4m
 - 3set(10, 30, 60˚)+Random
 - 수직절리: 24.7∼25.0m
‧ 27.4∼30.0m
 - 2set(5, 60˚)+Random
 - 절리면 파동/완만, 점토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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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관측소(USN2)

울산관측소는 획득 지반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19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울산관측소 위치도 및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3.1.37과 같

다.

(a) 울산관측소 조사위치도 (b) 시추전경

공번
위치 굴진심도

(m)
케이싱심도
(G.L-m)

지하수위
(G.L-m)위도(˚) 경도(˚)

BH-2 35.7024 129.1232 30.0 1.5 4.2

그림 3.1.37. 울산관측소 조사위치도 및 시추전경

표 3.1.22. 울산관측소 시추조사 결과

심도(GL.-m) 지층명 지층상태 N값 특이사항

0.0∼1.3
매립층

(GM)

‧ 실트질 모래 섞인 자갈, 담갈색 내지 담회색

‧ 상대밀도: 조밀
- -

1.3∼1.5
풍화암층

(WR)

‧ 흑운모화강암의 풍화암, 담갈색

‧ 완전풍화, 관입 타격 시 실트질 모래로 분해
50/7 ‧ 1.37m 이후 암편상 코어회수

1.5∼12.5
연암층

(SR)

‧ 흑운모화강암의 연암, 담갈색 내지 담회색

‧ 완전 풍화∼약간 풍화, 매우 약함∼보통 강함

‧ 매우 심한 균열∼약간 균열

-

‧ 1.5∼3.5m
 - 1set(40 )̊+Random
 - 수직절리: 2.1∼2.7m
‧ 3.5∼6.5m
 - 2set(10, 40˚)+Random
 - coreloss: 4.8∼6.0m
‧ 6.5∼9.5m
 - 2set(10, 70˚)+Random
 - 안산암질 암맥: 7.2∼7.6m

12.5∼30.0
경암층

(HR)

‧ 흑운모화강암의 경암, 담회색 내지 회백색

‧ 보통 풍화∼신선, 보통 강함∼매우 강함

‧ 매우 심한 균열∼괴상

-

‧ 12.5∼15.5m
 - 3set(10, 40, 75˚)+Random
‧ 21.5∼24.5m
 - 1set(10,˚)+Random
 - 절리면 평면/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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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관측소(KCH2)

거창관측소는 획득 지반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19년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거창관측소 위치도 및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3.1.38과 같

다.

(a) 거창관측소 조사위치도 (b) 시추전경

공번
위치 굴진심도

(m)
케이싱심도
(G.L-m)

지하수위
(G.L-m)위도(˚) 경도(˚)

BH-3 35.6140 127.9188 30.0 7.5 5.1

그림 3.1.38. 거창관측소 조사위치도 및 시추전경

표 3.1.23. 거창관측소 시추조사 결과

심도(GL.-m) 지층명 지층상태 N값 특이사항

0.0∼5.0
붕적층

(SC)

‧ 실트질 모래 섞인 자갈, 갈색 내지 녹회색

‧ 상대밀도: 보통 조밀∼매우 조밀

15/30∼

50/12
-

5.0∼7.0
풍화토층

(SC)

‧ 점토질 모래, 담갈색 내지 갈색

‧ 상대밀도: 보통 조밀

16/30∼

17/30
-

7.0∼7.5
풍화암층

(WR)

‧ 반상변정질편마암의 풍화암, 회백색 내지 흑회색

‧ 완전풍화, 관입 타격 시 실트질 모래로 분해
50/4

7.5∼9.5
연암층

(SR)

‧ 반상변정질편마암의 연암, 갈회색

‧ 완전 풍화∼보통 풍화, 약함∼강함

‧ 매우 심한 균열∼약간 균열

-

‧ 7.5∼9.5m
 - 1set(65 )̊+Random
 - coreloss: 8.9∼9.5m
 - 절리면 파동/완만

9.5∼30.0
경암층

(HR)

‧ 반상변정질편마암, 홍색∼암회색

‧ 보통 풍화∼신선, 보통 강함∼매우 강함

‧ 매우 심한 균열∼약간 균열

-

‧ 9.5∼12.5m
 - 2set(40, 65˚)+Random
 - 석영맥: 11.6∼12.1m
‧ 27.5∼30.0m
 - 1set(65 )̊+Random
 - 절리면 파동/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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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가관측소(HACA)

삼가관측소는 획득 지반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19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삼가관측소 위치도 및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3.1.39.과 같

다.

(a) 삼가관측소 조사위치도 (b) 시추전경

공번
위치 굴진심도

(m)
케이싱심도
(G.L-m)

지하수위
(G.L-m)위도(˚) 경도(˚)

BH-4 35.4137 128.1018 30.0 7.5 4.6

그림 3.1.39. 삼가관측소 조사위치도 및 시추전경

표 3.1.24. 삼가관측소 시추조사 결과

심도(GL.-m) 지층명 지층상태 N값 특이사항

0.0∼7.0 붕적층
‧ 자갈 섞인 실트질 모래, 황갈색 내지 회갈색

‧ 상대밀도: 느슨∼보통 조밀

5/30∼

27/30
-

7.0∼7.5 풍화토층
‧ 실트 및 셰일 암편, 적갈색

‧ 상대밀도: 매우 조밀
50/12 -

7.5∼30.0 경암층

‧ 셰일, 적갈색∼회색

‧ 심한 풍화∼신선, 약함∼강함

‧ 매우 심한 균열∼약간 균열

-

‧ 7.5∼9.5m
 - 1set(10 )̊+Random
 - coreloss: 8.35∼8.55m
‧ 9.5∼12.5m
 - 1set(10 )̊+Random
‧ 12.5∼15.5m
 - 1set(10 )̊+Random
 - 절리면 평면/완만
‧ 27.5∼30.0m
 - 1set(10 )̊+Random
 - 절리면 평면/완만
 - 적색 및 회색셰일 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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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관측소(PHA2)

포항관측소는 획득 지반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19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포항관측소 위치도 및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3.1.40과 같

다.

(a) 포항관측소 조사위치도 (b) 시추전경

공번
위치 굴진심도

(m)
케이싱심도
(G.L-m)

지하수위
(G.L-m)위도(˚) 경도(˚)

BH-5 36.1930 129.3708 30.0 3.0 14.6

그림 3.1.40. 포항관측소 조사위치도 및 시추전경

표 3.1.25. 포항관측소 시추조사 결과

심도(GL.-m) 지층명 지층상태 N값 특이사항

0.0∼2.0 붕적층
‧ 점토질 및 실트질 모래, 담회색 내지 황갈색

‧ 상대밀도: 보통 조밀

5/30∼

27/30
-

2.0∼3.0 풍화토층
‧ 점토질 모래, 암편함유, 담회색 내지 담갈색

‧ 상대밀도: 매우 조밀
- -

3.0∼3.1 풍화암층
‧ 안산암질 응회암의 풍화암, 담회색

‧ 관입 타격 시 실트질 모래로 분해
50/12 -

3.1∼6.6 연암층

‧ 안산암질 응회암, 담회색 내지 암회색

‧ 완전 풍화∼보통 풍화, 매우 약함∼보통 강함

‧ 매우 심한 균열∼보통 균열

-

‧ 3.1∼3.6m
 - 1set(10 )̊+Random
 - 절리면 파동/완만
‧ 3.6∼6.6m
 - 2set(10, 30˚)+Random

6.6∼30.0 경암층

‧ 안산암질 응회암, 암회색∼갈회색

‧ 심한 풍화∼약간 풍화, 매우 약함∼강함

‧ 매우 심한 균열∼약간 균열

-

‧ 6.6∼9.6m
 - 2set(10, 30˚)+Random
 - 절리면 파동/완만
‧ 27.6∼30.0m
 - 2set(30, 70˚)+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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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소별 표준관입시험 결과

표 3.1.26은 1차(2차년도) 지반조사 5개소에서 수행한 표준관입시험 결과이고, 그림 3.1.42

에는 심도별 N값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3.1.26. 관측소별 표준관입시험 결과(2차년도)

관측소 공번 타격심도(G.L-m) N값

송현관측소(ADOA) BH-1

1.0 9/30
2.0 33/30
3.0 50/12
4.0 50/5

울산관측소(USN2) BH-2 1.0 50/7

거창관측소(KCH2) BH-3

1.0 50/12
2.0 15/30
3.0 63/30
4.0 -
5.0 16/30
6.0 17/30
7.0 50/4

삼가관측소(HACA) BH-4

1.0 27/30
2.0 21/30
3.0 5/30
4.0 12/30
5.0 11/30
6.0 20/30
7.0 50/12

포항관측소(PHA2) BH-5
1.0 21/30
2.0 50/30
3.0 50/4

그림 3.1.41. 심도별 N값 분포(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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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향식 탄성파탐사

  ○ 송현관측소(ADOA)

하향식 탄성파탐사 시 자료취득 변수로는 샘플링 간격을 0.128ms로 설정하여 0.256초까지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자료의 총 샘플링 개수는 2,001개 이다. 기록된 자료의 저장형식

은 국제표준형식인 SEG-2이며 10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하였다. 하향

식 탄성파탐사 자료는 매 심도 1.0m마다 수진기를 내려가며 자료를 기록하였다. 송현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은 및 성분별 취득자료는 그림 3.1.42에 나타내었다.

(a) 수진기 삽입 (b) 탄성파 지표송신

(c) P파 (d) S파

그림 3.1.42. 송현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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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는 그림 3.1.43과 같다. 산출된 전단파 속도의 신뢰도 향

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펴

보면 P파 및 S파 결과 모두 간접법(interval method)에 의해 산출된 탄성파 속도 값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간접법(modified interval method)과 굴절경로법(refracted 

path method)을 이용한 경우에는 산출된 결과 값이 서로 유사하다. 송현관측소의 경우 매립

층의 전단파 속도는 137m/sec, 풍화토층 265m/sec, 연암층은 861m/sec, 경암층 

1,5601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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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관측소(USN2)

하향식 탄성파탐사 시 자료취득변수로는 샘플링 간격을 0.128ms로 설정하여 0.256초까지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자료의 총 샘플링 개수는 2,001개 이다. 기록된 자료의 저장형식

은 국제표준형식인 SEG-2이며 10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하였다. 하향

식 탄성파탐사 자료는 매 심도 1.0m마다 수진기를 내려가며 자료를 기록하였다. 울산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은 및 성분별 취득자료는 그림 3.1.44에 나타내었다.

(a) 수진기 삽입 (b) 탄성파 지표송신

(c) P파 (d) S파

그림 3.1.44. 울산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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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는 그림 3.1.45와 같다. 산출된 전단파 속도의 신뢰도 향

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펴

보면 P파 및 S파 결과 모두 간접법에 의해 산출된 탄성파 속도 값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간접법과 굴절경로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산출된 결과 값이 서로 유사하다.

울산관측소의 경우 매립층의 전단파 속도는 336m/sec, 연암층 888m/sec, 경암층 

1,662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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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울산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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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관측소(KCH2)

하향식 탄성파탐사 시 자료취득변수로는 샘플링 간격을 0.128ms로 설정하여 0.256초까지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자료의 총 샘플링 개수는 2,001개 이다. 기록된 자료의 저장형식

은 국제표준형식인 SEG-2이며 10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하였다. 하향

식 탄성파탐사 자료는 매 심도 1.0m마다 수진기를 내려가며 자료를 기록하였다. 거창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은 및 성분별 취득자료는 그림 3.1.46에 나타내었다.

(a) 수진기 삽입 (b) 탄성파 지표송신

(c) P파 (d) S파

그림 3.1.46. 거창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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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는 그림 3.1.47과 같다. 산출된 전단파 속도의 신뢰도 향

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펴

보면 P파 및 S파 결과 모두 해석 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 값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거창관측소의 경우 붕적층의 전단파 속도는 128.5m/sec, 풍화토층 238m/sec, 풍화암층 

266m/sec, 연암층 855m/sec, 경암층 1,398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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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가관측소(HACA)

하향식 탄성파탐사 시 자료취득변수로는 샘플링 간격을 0.128ms로 설정하여 0.256초까지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자료의 총 샘플링 개수는 2,001개 이다. 기록된 자료의 저장형식

은 국제표준형식인 SEG-2이며 10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하였다. 하향

식 탄성파탐사 자료는 매 심도 1.0m마다 수진기를 내려가며 자료를 기록하였다. 삼가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은 및 성분별 취득자료는 그림 3.1.48에 나타내었다.

(a) 수진기 삽입 (b) 탄성파 지표송신

(c) P파 (d) S파

그림 3.1.48. 삼가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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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는 그림 3.1.49와 같다. 산출된 전단파 속도의 신뢰도 향

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펴

보면 P파 및 S파 결과 모두 해석 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 값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삼가관측소의 경우 붕적층의 전단파 속도는 246m/sec, 풍화토층 291m/sec, 경암층 

1,117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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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삼가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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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관측소(PHA2)

하향식 탄성파탐사 시 자료취득변수로는 샘플링 간격을 0.128ms로 설정하여 0.256초까지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자료의 총 샘플링 개수는 2,001개 이다. 기록된 자료의 저장형식

은 국제표준형식인 SEG-2이며 10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하였다. 하향

식 탄성파탐사 자료는 매 심도 1.0m마다 수진기를 내려가며 자료를 기록하였다. 포항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은 및 성분별 취득자료는 그림 3.1.50에 나타내었다.

(a) 수진기 삽입 (b) 탄성파 지표송신

(c) P파 (d) S파

그림 3.1.50. 포항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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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는 그림 3.1.51과 같다. 산출된 전단파 속도의 신뢰도 향

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펴

보면 P파 및 S파 결과 모두 해석 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 값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포항관측소의 경우 붕적층의 전단파 속도는 171m/sec, 풍화토층 293m/sec, 풍화암층 

403m/sec, 연암층 914m/sec, 경암층 1,662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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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1. 포항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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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파탐사

  ○ 예천관측소(YCH)

예천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IV에 해당하며, 2019년 5월 7일에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관측소 전경 및 현장자료 취득은 그림 3.1.52와 같다.

(a) 관측소 전경 (b)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그림 3.1.52. 예천관측소 전경 및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예천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53과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53. 예천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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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주파수-위상속도 단면의 자료에서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 최대 진폭이 되는 위상속도

를 발췌하여 그림 3.1.54와 같이 분산곡선을 작성한다. 주파수와 위상속도 관계에서 선택된 

지점에서의 표면파 파장을 계산하고 파장의 13 값을 깊이로 추정하게 된다. 해당 분산곡선의 

경우 30∼35Hz, 40∼45Hz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진폭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54. 예천관측소 취득자료의 발췌를 통한 분산곡선 작성

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예천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53(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55는 예천관측

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도 단면도이

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55. 예천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 90 -

  ○ 함양관측소(HAMB)

함양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IV에 해당하며, 2019년 5월 7일에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관측소 전경 및 현장자료 취득은 그림 3.1.56과 같다.

(a) 관측소 전경 (b)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그림 3.1.56. 함양관측소 전경 및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함양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57과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57. 함양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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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함양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57(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58은 함양관측

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도 단면도이

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58. 함양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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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관측소(EURB)

의령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IV에 해당하며, 2019년 5월 8일에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관측소 전경 및 현장자료 취득은 그림 3.1.59와 같다.

(a) 관측소 전경 (b)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그림 3.1.59. 의령관측소 전경 및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의령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60과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60. 의령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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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의령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60(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61은 의령관측

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도 단면도이

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61. 의령관측소 전단파 속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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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관측소(KUJA)

거제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19년 5월 8일에 다

중채널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관측소 전경 및 현장자료 취득은 그림 3.1.62와 같다.

(a) 관측소 전경 (b)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그림 3.1.62. 거제관측소 전경 및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거제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63과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63. 거제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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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거제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63(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64는 거제관측

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도 단면도이

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64. 거제관측소 전단파 속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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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현관측소(ADOA)

시추조사 다음으로 MASW탐사를 수행하였으며 탐사 시 관측소가 탐사측선의 중앙에 위치하

도록 측선을 조정하였다. MASW탐사 전경은 그림 3.1.65와 같다.

(a) 케이블 전개 (b) 탄성파 지표송신

그림 3.1.65. 송현관측소 MASW탐사 전경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송현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66과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66. 송현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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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주파수-위상속도 단면의 자료에서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 최대 진폭이 되는 위상속도

를 발췌하여 그림 3.1.67과 같이 분산곡선을 작성한다. 주파수와 위상속도 관계에서 선택된 

지점에서의 표면파 파장을 계산하고 파장의 13 값을 깊이로 추정하게 된다. 해당 분산곡선의 

경우 50∼60Hz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진폭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3.1.67. 송현관측소 취득자료의 발췌를 통한 분산곡선 작성

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송현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66(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0은 송현관측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도 단면도이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68. 송현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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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관측소(USN2)

시추조사 다음으로 MASW탐사를 수행하였으며 탐사 시 관측소가 탐사측선의 중앙에 위치하

도록 측선을 조정하였다. MASW탐사 전경은 그림 3.1.69와 같다.

(a) 케이블 전개 (b) 탄성파 지표송신

그림 3.1.69. 울산관측소 MASW탐사 전경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울산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70과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70. 울산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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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주파수-위상속도 단면의 자료에서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 최대 진폭이 되는 위상속도

를 발췌하여 그림 3.1.71과 같이 분산곡선을 작성한다. 주파수와 위상속도 관계에서 선택된 

지점에서의 표면파 파장을 계산하고 파장의 13 값을 깊이로 추정하게 된다. 

그림 3.1.71. 울산관측소 취득자료의 발췌를 통한 분산곡선 작성

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울산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70(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72는 울산관측

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도 단면도이

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72. 울산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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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정관측소(BUS2)

금정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19년 7월 16일에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현장자료 취득은 그림 3.1.73과 같다.

(a) 케이블 전개 (b)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그림 3.1.73. 금정관측소 전경 및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금정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74와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74. 금정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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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관측소의 경우 표면파의 분산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장여건을 

꼽을 수 있다. 관측소 위치의 지형적인 특징은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표는 경사진 지형

이다. 지표가 경사진 경우 표면파의 거동특성 상 분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표면파 해석을 수행할 수 없으나 굴절법 자료처리를 수행하여 P파의 속도는 

도출할 수 있다. 그림 3.1.75는 굴절법 해석을 위한 초동발췌이다. 

그림 3.1.75. 금정관측소 굴절법 해석을 위한 초동발췌

금정관측소의 P파 속도분포는 그림 3.0과 같다. 단면상 0m 지점이 관측소가 위치하는 지점

이며 관측소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단면 상 거리 7.0∼15.0m 구

간에서는 탄성파 속도의 감소가 관찰된다. 

그림 3.1.76. 금정관측소 굴절법 해석을 통한 P파 속도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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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관측소(KCH2)

시추조사 다음으로 MASW탐사를 수행하였으며 탐사 시 관측소가 탐사측선의 중앙에 위치하

도록 측선을 조정하였다. MASW탐사 전경은 그림 3.1.77과 같다.

(a) 케이블 전개 (b) 탄성파 지표송신

그림 3.1.77. 거창관측소 MASW탐사 전경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거창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78과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78. 거창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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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주파수-위상속도 단면의 자료에서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 최대 진폭이 되는 위상속도

를 발췌하여 그림 3.1.79와 같이 분산곡선을 작성한다. 주파수와 위상속도 관계에서 선택된 

지점에서의 표면파 파장을 계산하고 파장의 13 값을 깊이로 추정하게 된다. 

그림 3.1.79. 거창관측소 취득자료의 발췌를 통한 분산곡선 작성

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거창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78(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80은 거창관측

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도 단면도이

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80. 거창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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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가관측소(HACA)

시추조사 다음으로 MASW탐사를 수행하였으며 탐사 시 관측소가 탐사측선의 중앙에 위치하

도록 측선을 조정하였다. MASW탐사 전경은 그림 3.1.81과 같다.

(a) 케이블 전개 (b) 탄성파 지표송신

그림 3.1.81. 삼가관측소 MASW탐사 전경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삼가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82와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82. 삼가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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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주파수-위상속도 단면의 자료에서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 최대 진폭이 되는 위상속도

를 발췌하여 그림 3.1.83과 같이 분산곡선을 작성한다. 주파수와 위상속도 관계에서 선택된 

지점에서의 표면파 파장을 계산하고 파장의 13 값을 깊이로 추정하게 된다. 

그림 3.1.83. 삼가관측소 취득자료의 발췌를 통한 분산곡선 작성

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삼가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82(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84는 삼가관측

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도 단면도이

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84. 삼가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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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관측소(PHA2)

포항관측소에서 수행한 표면파탐사의 현장자료 취득은 그림 3.1.85와 같다.

(a) 케이블 전개 (b)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그림 3.1.85. 포항관측소 전경 및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포항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86과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86. 포항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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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관측소의 경우 표면파의 분산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장여건을 

꼽을 수 있다. 관측소 위치의 지형적인 특징은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표는 경사진 지형

이다. 지표가 경사진 경우 표면파의 거동특성 상 분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표면파 해석을 수행할 수 없으나 굴절법 자료처리를 수행하여 P파의 속도는 

도출할 수 있다. 그림 3.1.87은 굴절법 해석을 위한 초동발췌이다. 

그림 3.1.87. 포항관측소 굴절법 해석을 위한 초동발췌

포항관측소의 P파 속도분포는 그림 3.1.88과 같다. 단면상 중앙이 관측소가 위치하는 지점

이며 단면 상 거리 13.0∼20.0m 구간에서는 탄성파 속도의 증가가 뚜렷이 관찰된다. 

그림 3.1.88. 포항관측소 굴절법 해석을 통한 P파 속도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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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소별 전단파 속도주상도(2차년도)

2차년도의 1차 지반조사 대상 10개소에서 수행한 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측소별 속도주상

도를 도출하였으며 그림 3.1.89에 나타내었다.

(a) 표면파탐사 결과 8개소 (b)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5개소

그림 3.1.89. 관측소별 전단파 속도주상도(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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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2차 지반조사(3차년도 지반조사)

기상청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영남권 이외의 지진관측소에 대하여 지반조사(시추조사, 표준

관입시험), 물리탐사(하향식 탄성파탐사, 표면파탐사) 실시를 통하여 자료를 획득하고 각 관측

소별 전단파 속도를 산출하였다. 2차 지반조사에서는 모두 13개소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

으며, 영남권 이외 지역에서의 2차 지반조사 위치도는 그림 3.1.89와 같다.

그림 3.1.89. 2차 지반조사 위치도

조사결과는 지반조사 방법론에 따라 시추조사, 하향식 탄성파탐사, 표면파탐사로 구분하였으

며, 각 방법별로 조사 및 시험준비, 조사결과 순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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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추조사

  ○ 백운산관측소(BAU)

백운산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백운산관측소 위치도 및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3.1.90과 같

다.

(a) 백운산관측소 조사위치도 (b) 시추전경

공번
위치 굴진심도

(m)
케이싱심도
(G.L-m)

지하수위
(G.L-m)위도(˚) 경도(˚)

BU-1 35.1027 127.5968 30.4 12.0 8.9

그림 3.1.90. 백운산관측소 조사위치도 및 시추전경

표 3.1.27. 백운산관측소 시추조사 결과

심도(GL.-m) 지층명 지층상태 N값 특이사항

0.0∼2.4 매립층
‧ 자갈 섞인 점토질 모래, 황갈색

‧ 느슨∼보통 조밀, 습윤

8/30

14/30
-

2.4∼11.0 붕적층
‧ 자갈 섞인 모래, 암갈색 내지 황갈색

‧ 보통 조밀∼매우 조밀, 습윤, 전석시료 회수

22/30∼

50/2
-

11.0∼12.3 풍화암층
‧ 반상변정질 편마암의 풍화암, 황갈색

‧ 완전 풍화, 부분적 암편 내지 단주상 코어회수
50/2

12.3∼19.5 연암층
‧ 반상변정질 편마암, 회백색 내지 황갈색

‧ TCR: 78∼94%, RQD: 20∼48%
-

‧ 12.3∼14.5m
 - 1set(10 )̊+Random
 - 절리면산화, 파동/완만
‧ 17.0∼19.5m
 - 1set(30 )̊+Random

19.5∼30.4 경암층
‧ 반상변정질 편마암, 회백색 내지 황갈색

‧ TCR: 100%, RQD: 78∼89%
-

‧ 19.5∼21.4m
 - 2set(10, 45˚)+Random
 - 절리면산화, 파동/완만
‧ 27.4∼30.4m
 - 2set(10, 20˚)+Random
 - 절리면 파동/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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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관측소(CHJ2)

충주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8일부터 5

월 9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충주관측소 위치도 및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3.1.91과 같다.

(a) 충주관측소 조사위치도 (b) 시추전경

공번
위치 굴진심도

(m)
케이싱심도
(G.L-m)

지하수위
(G.L-m)위도(˚) 경도(˚)

CJ-1 36.8730 127.9748 30.0 1.0 11.7

그림 3.1.91. 충주관측소 조사위치도 및 시추전경

표 3.1.28. 충주관측소 시추조사 결과

심도(GL.-m) 지층명 지층상태 N값 특이사항

0.0∼0.5 붕적층
‧ 자갈 섞인 실트, 암갈색

‧ 고결, 습윤

50/28(56

/30)
-

0.5∼3.8 연암층

‧ 함역천매암, 암회색, 보통 풍화∼약간 풍화

‧ 보통강함∼매우강함, 매우심한균열∼보통균열

‧ TCR: 56%, RQD: 8%

-
‧ 0.5∼3.8m
 - Random

3.8∼30.0 경암층

‧ 함역천매암, 암회색, 약간 풍화∼신선

‧ 강함∼매우 강함, 보통 균열∼괴상

‧ TCR: 100%, RQD: 88∼100%

-

‧ 3.8∼6.0m
 - 1set(10 )̊+Random
 - 절리면 파동/거침
‧ 15.5∼18.5m
 - 1set(5˚)+Random
 - 일부절리면 방해석 충진
‧ 21.5∼24.5m
 - Random
 - 일부절리면 방해석 충진
‧ 27.5∼30.0m
 -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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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관측소(SWO2)

수원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원관측소 위치도 및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3.1.92와 같

다.

(a) 수원관측소 조사위치도 (b) 시추전경

공번
위치 굴진심도

(m)
케이싱심도
(G.L-m)

지하수위
(G.L-m)위도(˚) 경도(˚)

SW-1 37.1685 126.5894 30.0 1.0 1.3

그림 3.1.92. 수원관측소 조사위치도 및 시추전경

표 3.1.29. 수원관측소 시추조사 결과

심도(GL.-m) 지층명 지층상태 N값 특이사항

0.0∼0.3 붕적층
‧ 자갈 섞인 모래, 암갈색, 습윤

‧ 직경 20mm 이하 자갈 혼재
- ‧ 2mm 이하 자갈 혼재

0.3∼1.9 연암층

‧ 흑운모 화강암, 회백색, 약간 풍화∼신선

‧ 강함∼매우 강함, 매우 심한 균열∼보통 균열

‧ TCR: 60%, RQD: 14%

-
‧ 0.3∼1.9m
 - 1set(20 )̊+Random
 - 절리면 파동/거침

1.9∼30.0 경암층

‧ 흑운모 화강암, 회백색, 약간 풍화∼신선

‧ 강함∼매우 강함, 약간 균열∼괴상

‧ TCR: 100%, RQD: 97∼100%

-

‧ 1.9∼4.0m
 - 1set(5˚)+Random
 - 절리면 파동/거침
‧ 7.0∼10.0m
 - Random
‧ 10.0∼13.0m
 - Random
‧ 13.0∼16.0m
 - Random
‧ 28.0∼30.0m
 -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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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진관측소(JMJ2)

주문진관측소는 획득 지반물성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주문진관측소 위치도 및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3.1.93과 같

다.

(a) 주문진관측소 조사위치도 (b) 시추전경

공번
위치 굴진심도

(m)
케이싱심도
(G.L-m)

지하수위
(G.L-m)위도(˚) 경도(˚)

JM-1 37.8816 128.7561 30.3 1.5 3.5

그림 3.1.93. 주문진관측소 조사위치도 및 시추전경

표 3.1.30. 주문진관측소 시추조사 결과

심도(GL.-m) 지층명 지층상태 N값 특이사항

0.0∼1.5 붕적층
‧ 자갈 섞인 실트질 모래, 암갈색, 매우조밀

‧ 습윤, 직영 10mm 이하 자갈 혼재
50/12 -

1.5∼30.3 경암층

‧ 흑운모 화강암, 회백색, 보통 풍화∼신선

‧ 강함∼매우 강함, 심한 균열∼괴상

‧ TCR: 94∼100%, RQD: 70∼100%

-

‧ 1.5∼3.5m
 - 1set(5˚)
 - 절리면 파동/거침
‧ 3.5∼6.3m
 - 2set(5, 60˚)
 - 절리면 파동/거침
‧ 12.3∼15.3m
 - 2set(10, 40˚)
 - 절리면 파동/거침
‧ 24.3∼27.3m
 - 1set(40 )̊+Random
 - 절리면 파동/거침
 - 수직절리: 27.0∼27.3m
‧ 27.3∼30.3m
 - 2set(20, 70˚)
 - 절리면 파동/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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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관측소(CHC2)

춘천관측소는 획득 지반물성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12일부터 5

월 13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춘천관측소 위치도 및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3.1.94와 같다.

(a) 춘천관측소 조사위치도 (b) 시추전경

공번
위치 굴진심도

(m)
케이싱심도
(G.L-m)

지하수위
(G.L-m)위도(˚) 경도(˚)

CC-1 37.7776 127.8145 30.5 1.0 13.4

그림 3.1.94. 춘천관측소 조사위치도 및 시추전경

표 3.1.31. 춘천관측소 시추조사 결과

심도(GL.-m) 지층명 지층상태 N값 특이사항

0.0∼0.5 붕적층
‧ 자갈 섞인 실트질 모래, 암흑색

‧ 습윤, 직영 40mm 이하 자갈 혼재
50/12 -

0.5∼30.5 경암층

‧ 규암, 황색 내지 회백색, 보통 풍화∼신선

‧ 보통 강함∼매우 강함, 심한 균열∼약간 균열

‧ TCR: 100%, RQD: 35∼82%

-

‧ 0.5∼3.5m
 - 2set(20, 60˚)+Random
 - 절리면 파동/거침
‧ 3.5∼6.5m
 - 2set(10, 20˚)+Random
 - 절리면 파동/거침
‧ 12.5∼15.5m
 - 2set(10, 20˚)+Random
 - 절리면 파동/거침
 - 단층파쇄대: 13.4∼13.7m
‧ 18.5∼21.5m
 - 2set(10, 20˚)+Random
 - 절리면 파동/거침
‧ 27.5∼30.5m
 - 2set(40, 70˚)+Random
 - 절리면 파동/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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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관측소(YOA)

영암관측소는 획득 지반물성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15일부터 5

월 16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영암관측소 위치도 및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3.1.95와 같다.

(a) 영암관측소 조사위치도 (b) 시추전경

공번
위치 굴진심도

(m)
케이싱심도
(G.L-m)

지하수위
(G.L-m)위도(˚) 경도(˚)

YA-1 34.7655 126.7379 30.0 9.0 9.6

그림 3.1.95. 영암관측소 조사위치도 및 시추전경

표 3.1.32. 영암관측소 시추조사 결과

심도(GL.-m) 지층명 지층상태 N값 특이사항

0.0∼1.5 매립층
‧ 자갈 섞인 점토질 모래, 황갈색 내지 암갈색

‧ 느슨, 습윤
6/30 -

1.5∼3.5 붕적층
‧ 자갈 섞인 모래, 황갈색

‧ 느슨∼보통 조밀, 습윤

17/30

41/30
-

3.5∼5.5 풍화토층
‧ 자갈 섞인 실트질 모래, 황색 내지 황갈색

‧ 보통 조밀∼매우 조밀, 습윤

47/30

50/24(66

/30)

-

5.5∼7.4 풍화암층
‧ 규암의 풍화암, 회백색 내지 황갈색

‧ 완전 풍화∼심한 풍화, 매우 약함∼보통 강함
- -

7.4∼11.2 연암층
‧ 규암, 회백색 내지 황갈색, 심한풍화∼약간 풍화

‧ TCR: 83∼98%, RQD: 0∼6%
-

‧ 7.4∼9.2m
 - Random

11.2∼30.0 경암층
‧ 석영질 천매암, 화강반암, 회백색 내지 암회색

‧ TCR: 100%, RQD: 21∼94%
-

‧ 11.2∼12.3m
 - 1set(20 )̊+Random
 - 절리면 파동/거침
 - 옥리층: 9.2∼30.0, 암종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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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관측소(SGP2)

서귀포관측소는 획득 지반물성에 따른 분류 상 Class 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서귀포관측소 위치도 및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3.1.96과 같

다.

(a) 서귀포관측소 조사위치도 (b) 시추전경

공번
위치 굴진심도

(m)
케이싱심도
(G.L-m)

지하수위
(G.L-m)위도(˚) 경도(˚)

SP-1 33.2590 126.4983 30.0 - -

그림 3.1.96. 서귀포관측소 조사위치도 및 시추전경

표 3.1.33. 서귀포관측소 시추조사 결과

심도(GL.-m) 지층명 지층상태 N값 특이사항

0.0∼0.2 표토층
‧ 모래 섞인 실트질 자갈, 암갈색

‧ 비소성
9/30 -

0.2∼4.0 연암층
‧ 현무암, 암회색, 약간풍화, 보통강함

‧ TCR: 97%, RQD: 89%
- ‧ 기공발달, 하부로 갈수록 감소

4.0∼5.5 클링커
‧ 암층 파쇄대, 암회색

‧ 암편 내 기공 발달, 암편상 코어회수
-

‧ 암층파쇄대, 50mm이하의 암편으
  로 구성됨
‧ 암편 내 기공발달

5.5∼27.1 연암층
‧ 현무암, 암회색, 약간풍화, 보통강함

‧ TCR: 57∼95%, RQD: 0∼85%
- ‧ 기공발달, 부분 감소, 치밀

27.1∼28.6 클링커
‧ 암층 파쇄대, 암회색

‧ 암편 내 기공 발달, 암편상 코어회수
-

‧ 암층파쇄대, 30mm이하의 암편으
  로 구성됨
‧ 암편 내 기공발달

28.6∼30.0 연암층
‧ 현무암, 암회색, 약간풍화, 보통강함

‧ TCR: 92%, RQD: 28%
- ‧ 기공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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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소별 표준관입시험 결과

표 3.1.34에는 2차(3차년도) 지반조사 7개소에서 수행한 표준관입시험 결과를 정리하였고, 

그림 3.1.97에는 심도별 N값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3.1.34. 관측소별 표준관입시험 결과(3차년도)

관측소 공번 타격심도(G.L-m) N값 추가타격 1 추가타격 2

백운산관측소(BAU) BU-1

1.0 8/30 - -
2.0 14/30 - -
3.0 50/14 92/30 -
4.0 50/10 100/18 150/25
5.0 50/3 100/5 150/6
6.0 22/30 - -
7.0 50/5 - -
8.0 50/2 - -
9.0 50/2 - -
10.0 50/22 84/30 -
11.0 50/2 - -

충주관측소(CHJ2) CJ-1 1.0 50/28 56/30 -
주문진관측소(JMJ2) JM-1 1.0 50/12 - -

영암관측소(YOA) YA-1

1.0 6/30 - -
2.0 17/30 - -
3.0 41/30 - -
4.0 47/30 - -
5.0 50/24 66/30 -

서귀포관측소(SGP2) SP-1 5.0 9/30 - -

그림 3.1.97. 심도별 N값 분포(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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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향식 탄성파탐사

  ○ 백운산관측소(BAU)

하향식 탄성파탐사 시 자료취득변수로는 샘플링 간격을 0.128ms로 설정하여 0.256초까지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자료의 총 샘플링 개수는 2,001개 이다. 기록된 자료의 저장형식

은 국제표준형식인 SEG-2이며 10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하였다. 하향

식 탄성파탐사 자료는 매 심도 1.0m마다 수진기를 내려가며 자료를 기록하였다. 백운산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는 그림 3.1.98에 나타내었다.

(a) 수진기 삽입 (b) 탄성파 지표송신

(c) P파 (d) S파

그림 3.1.98. 백운산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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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는 그림 3.1.99와 같다. 산출된 전단파 속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

펴보면 P파 및 S파 결과 모두 간접법에 의해 산출된 탄성파 속도 값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간접법과 굴절경로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산출된 결과 값이 서로 유사하다.

백운산관측소의 경우 매립층의 전단파 속도는 141m/sec, 붕적층 638m/sec, 풍화암층 

836m/sec, 연암층 1,492m/sec, 경암층 1,539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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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9. 백운산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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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관측소(CHJ2)

하향식 탄성파탐사 시 자료취득변수로는 샘플링 간격을 0.128ms로 설정하여 0.256초까지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자료의 총 샘플링 개수는 2,001개 이다. 기록된 자료의 저장형식

은 국제표준형식인 SEG-2이며 10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하였다. 하향

식 탄성파탐사 자료는 매 심도 1.0m마다 수진기를 내려가며 자료를 기록하였다. 충주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는 그림 3.1.100에 나타내었다.

(a) 수진기 삽입 (b) 탄성파 지표송신

(c) P파 (d) S파

그림 3.1.100. 충주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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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는 그림 3.1.101과 같다. 산출된 전단파 속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

펴보면 P파 및 S파 결과 모두 간접법에 의해 산출된 탄성파 속도 값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간접법과 굴절경로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산출된 결과 값이 서로 유사하다.

충주관측소의 경우 연암층의 전단파 속도는 362m/sec, 경암층 1,534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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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1. 충주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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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관측소(SWO2)

하향식 탄성파탐사 시 자료취득변수로는 샘플링 간격을 0.128ms로 설정하여 0.256초까지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자료의 총 샘플링 개수는 2,001개 이다. 기록된 자료의 저장형식

은 국제표준형식인 SEG-2이며 10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하였다. 하향

식 탄성파탐사 자료는 매 심도 1.0m마다 수진기를 내려가며 자료를 기록하였다. 수원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는 그림 3.1.102에 나타내었다.

(a) 수진기 삽입 (b) 탄성파 지표송신

(c) P파 (d) S파

그림 3.1.102. 수원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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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는 그림 3.1.103과 같다. 산출된 전단파 속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

펴보면 P파 및 S파 결과 모두 간접법에 의해 산출된 탄성파 속도 값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간접법과 굴절경로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산출된 결과 값이 서로 유사하다.

수원관측소의 경우 붕적층의 전단파 속도는 179m/sec, 연암층 502m/sec, 경암층 

1,476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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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3. 수원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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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진관측소(JMJ2)

하향식 탄성파탐사 시 자료취득변수로는 샘플링 간격을 0.128ms로 설정하여 0.256초까지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자료의 총 샘플링 개수는 2,001개 이다. 기록된 자료의 저장형식

은 국제표준형식인 SEG-2이며 10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하였다. 하향

식 탄성파탐사 자료는 매 심도 1.0m마다 수진기를 내려가며 자료를 기록하였다. 주문진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는 그림 3.1.104에 나타내었다.

(a) 수진기 삽입 (b) 탄성파 지표송신

(c) P파 (d) S파

그림 3.1.104. 주문진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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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는 그림 3.1.105와 같다. 산출된 전단파 속도의 신뢰

도 향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P파 및 S파 결과 모두 간접법에 의해 산출된 탄성파 속도 값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정간접법과 굴절경로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산출된 결과 값이 서로 유사하다.

주문진관측소의 경우 붕적층의 전단파 속도는 148m/sec, 경암층 1,332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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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5. 주문진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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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관측소(CHC2)

하향식 탄성파탐사 시 자료취득변수로는 샘플링 간격을 0.128ms로 설정하여 0.256초까지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자료의 총 샘플링 개수는 2,001개 이다. 기록된 자료의 저장형식

은 국제표준형식인 SEG-2이며 10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하였다. 하향

식 탄성파탐사 자료는 매 심도 1.0m마다 수진기를 내려가며 자료를 기록하였다. 춘천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는 그림 3.1.106에 나타내었다.

(a) 수진기 삽입 (b) 탄성파 지표송신

(c) P파 (d) S파

그림 3.1.106. 춘천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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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는 그림 3.1.107과 같다. 산출된 전단파 속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

펴보면 P파 및 S파 결과 모두 간접법에 의해 산출된 탄성파 속도 값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간접법과 굴절경로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산출된 결과 값이 서로 유사하다.

춘천관측소의 경우 붕적층의 전단파 속도는 225m/sec이고 경암층은 1,476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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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 영암관측소(YOA)

하향식 탄성파탐사 시 자료취득변수로는 샘플링 간격을 0.128ms로 설정하여 0.256초까지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자료의 총 샘플링 개수는 2,001개 이다. 기록된 자료의 저장형식

은 국제표준형식인 SEG-2이며 10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하였다. 하향

식 탄성파탐사 자료는 매 심도 1.0m마다 수진기를 내려가며 자료를 기록하였다. 영암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는 그림 3.1.108에 나타내었다.

(a) 수진기 삽입 (b) 탄성파 지표송신

(c) P파 (d) S파

그림 3.1.108. 영암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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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는 그림 3.1.109와 같다. 산출된 전단파 속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

펴보면 P파 및 S파 결과 모두 간접법에 의해 산출된 탄성파 속도 값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간접법과 굴절경로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산출된 결과 값이 서로 유사하다.

영암관측소의 경우 매립층의 전단파 속도는 182.4m/sec, 붕적층 261.2m/sec, 풍화토층 

360.5m/sec, 풍화암층 597.1m/sec, 연암층 644.4m/sec, 경암층 1,533.3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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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9 영암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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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관측소(SGP2)

하향식 탄성파탐사 시 자료취득변수로는 샘플링 간격을 0.128ms로 설정하여 0.256초까지 

자료를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자료의 총 샘플링 개수는 2,001개 이다. 기록된 자료의 저장형식

은 국제표준형식인 SEG-2이며 10Hz의 중심주파수를 갖는 3성분 수진기를 이용하였다. 하향

식 탄성파탐사 자료는 매 심도 1.0m마다 수진기를 내려가며 자료를 기록하였다. 서귀포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및 취득자료는 그림 3.1.110에 나타내었다.

(a) 수진기 삽입 (b) 탄성파 지표송신

(c) P파 (d) S파

그림 3.1.110. 서귀포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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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는 그림 3.1.111과 같다. 산출된 전단파 속도의 신뢰

도 향상을 위하여 2가지 이상의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였다.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P파 및 S파 결과 모두 간접법에 의해 산출된 탄성파 속도 값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정간접법과 굴절경로법을 이용한 경우에는 산출된 결과 값이 서로 유사하다.

서귀포관측소의 경우 표토층의 전단파 속도는 56m/sec, 연암층은 958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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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1. 서귀포관측소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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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면파탐사

  ○ 고산관측소(GOS2)

고산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I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20일에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관측소 전경 및 현장자료 취득은 그림 3.1.112와 같다.

(a) 관측소 전경 (b)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그림 3.1.112. 고산관측소 전경 및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고산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113과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113. 고산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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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고산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113(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114는 고산관

측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

도 단면도이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114. 고산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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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관측소(JDO2)

진도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I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19일에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관측소 전경 및 현장자료 취득은 그림 3.1.115와 같다.

(a) 관측소 전경 (b)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그림 3.1.115. 진도관측소 전경 및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진도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116과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116. 진도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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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진도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116(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117은 진도관

측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

도 단면도이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117. 진도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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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관측소(JEU2)

정읍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I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8일에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관측소 전경 및 현장자료 취득은 그림 3.1.118과 같다.

(a) 관측소 전경 (b)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그림 3.1.118. 정읍관측소 전경 및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정읍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119와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119. 정읍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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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정읍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119(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120은 정읍관

측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

도 단면도이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120. 정읍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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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풍령관측소(CPR2)

추풍령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I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8일에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관측소 전경 및 현장자료 취득은 그림 3.1.121과 같다.

(a) 관측소 전경 (b)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그림 3.1.121. 추풍령관측소 전경 및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추풍령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122와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122. 추풍령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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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추풍령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122(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

심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123은 추풍

령관측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도 단면도이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123. 추풍령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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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관측소(SKC2)

속초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I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16일에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관측소 전경 및 현장자료 취득은 그림 3.1.124와 같다.

(a) 관측소 전경 (b)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그림 3.1.124. 속초관측소 전경 및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속초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125와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125. 속초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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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속초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125(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126은 속초관

측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

도 단면도이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126. 속초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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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관측소(ICN2)

이천관측소는 획득 지반 물성치에 따른 분류 상 Class IV에 해당하며, 2020년 5월 13일에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를 수행하였다. 관측소 전경 및 현장자료 취득은 그림 3.1.127과 같다.

(a) 관측소 전경 (b)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그림 3.1.127. 이천관측소 전경 및 표면파탐사 자료취득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이천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128과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128. 이천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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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이천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128(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129는 이천관

측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

도 단면도이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129. 이천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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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산관측소(BAU) 

표면파탐사 시 관측소가 탐사측선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측선을 조정하였다. MASW탐사 전

경은 그림 3.1.130과 같다.

(a) 케이블 전개 (b) 탄성파 지표송신

그림 3.1.130. 백운산관측소 MASW탐사 전경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백운산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131과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131. 백운산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 145 -

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백운산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131(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

심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132는 백운

산관측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도 단면도이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132. 백운산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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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관측소(SWO2) 

표면파탐사 시 관측소가 탐사측선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측선을 조정하였다. MASW탐사 전경

은 그림 3.1.133과 같다.

(a) 케이블 전개 (b) 수진기 연결

그림 3.1.133. 수원관측소 MASW탐사 전경

MASW탐사는 기본적으로 1차원 해석이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송신점 기록으로부터 분산

곡선을 만들어 심도에 따른 전단파 속도를 산출한다. 수원관측소에서 기록된 파형 및 주파수 

영역의 위상속도 단면은 그림 3.1.134와 같으며 위상속도 단면은 시간-거리 영역에 해당하는 

송신점 기록을 푸리에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위상속도 영역으로 변환한다. 

(a) 측정 파형기록 (b) 위상속도 단면
그림 3.1.134. 수원관측소 파형기록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위상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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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드(mode)가 우세하여 위상속도의 발췌가 쉬운 경우 역산을 통해 산출된 전단파 속

도는 신뢰도가 높다. 수원관측소 취득자료의 경우 그림 3.1.134(b)와 같이 기본 모드 외에 하

이어 모드(higher mode)가 자료에 포함되고 있고 지표에서 발생시킨 탄성파 에너지가 목적심

도인 30.0m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심도는 얕다. 그림 3.1.135는 수원관

측소 자료 중 산출된 전단파 속도주상도와 연속적인 속도주상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2차원 속

도 단면도이다.

(a) 1차원 속도주상도 (b) 2차원 속도단면도

그림 3.1.135. 수원관측소 전단파 속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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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측소별 전단파 속도주상도(3차년도)

2차(3차년도) 지반조사 대상 13개소에서 수행한 탐사결과를 바탕으로 관측소별 속도주상도

를 도출하여 그림 3.1.136에 나타내었다.

(a) 표면파탐사 결과 8개소 (b)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7개소

그림 3.1.136. 관측소별 전단파 속도주상도(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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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관측소 부지 지반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1)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표준안

지진관측소의 착공 또는 기타 목적에서 조사된 지반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지진

관측소 부지특성 평가 및 관측소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지진관측소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표

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진관측소 부지의 지진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해서는 관측소 부지 내 

시추조사, 공내탄성파탐사, 표면파탐사 결과로부터 지반 경계조건과 주상도 형태의 층상 및 강

성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진응답 매개변수 및 연계 부지분류의 효율화를 위해 조사 

방법 및 획득 물성값의 필수속성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에 지반조사 자료 관리에 필요한 

지진관측소 부지 내 모든 자료들을 엄정하게 조사, 분류하고 특성에 따라 표준화하였다. 

지반조사 자료의 표준화란 자료를 주제에 따라 층상정보, 전단파속도 등 현장시험정보, 토사

시료의 실내시험 결과와 같은 형태로 구분하고 각 정보에 대한 필수적인 기재 항목을 선별하

여, 각 정보 간 관계성을 정립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정보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데이터베

이스에 입력된다. 그림 3.2.1은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의 개괄적 구조이며, 그림의 화살표는 

각 테이블간의 상하위 관계를 나타낸다. 최상위 테이블은 크게 ‘지진관측소 일반정보

(T_Station)’, ‘지반조사 DB’, ‘부지분류 DB(T_Site_Class)’로 구성된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모델(Relational data base model)의 구조를 갖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모델은 데이터 테이블, 뷰 및 인덱스와 같은 논리 데이터 구조가 물리

적인 스토리지 구조와 분리되어 정의된다. 이러한 분리구조에 따라 지진관측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지반특성 및 부지분류 정보의 논리 구조로서의 해당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물리적인 데이터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이름

을 변경하더라도 그 안에 저장된 테이블의 이름은 변경되지 않다. 향후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를 기상청 운영 웹 시스템(예: NECIS) 탑재함으로써 본 데이터베이스 표준안을 기준으로 전

국단위 관측망 조사 자료를 신규 입력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테이블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구성되며, 관측소 코드(또는 관측소명)에 따라서 테이블간 

빠른 참조를 위해 단일 Key Filed(고유 키 필드; 관측소코드)를 구성하였다. 이중 ‘지진관측

소 일반정보(T_Station)’은 현행 운영기준의 기상청 지진관측소의 위치, 센서, 관측관련 현황 

정보가 입력되며, 하위 테이블간 연결 Key Field 인 관측소 코드를 기준으로 각 관측소별로 

하위 테이블인 지반조사 DB와 연계되어 도출되는 부지분류 DB 정보가 연결된다. 

지반조사 DB로부터 지진응답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각 기초정보별로 부지분류 절차(지층정

보 기준 부지분류, 표준관입시험 기준 부지분류, 전단파속도 기준 부지분류, 전단속도 이미지 

기준 부지분류)를 적용한다. 적용결과는 개별 테이블로 구성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각 관측

소별로 기초정보에 따른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 결정 우선순위 적용 결과는 ‘부지분류 

DB(T_Site_Class)’에 일괄적으로 정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관측소 부지 데이터베이스의 현업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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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입력 툴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각 시트(Sheet)별 연결 관계와 각 열(Row)의 속

성정보인 Field명을 정의하고, 입력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구축된 지진관측소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이전되어 관측이 종료된 관측소 부지, 현행 운영중인 관측소 부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운영 중인 관측소 지반정보와 부지분류 정보를 활용하여 관측기록 기반 또는 지반조사 

기반의 계기지진 및 지진파 보정이 가능하다. 이전되어 관측이 종료된 관측소 부지의 지반조사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관측기록 및 계기진도도의 증폭특성 보정(분석)에 이용 가능하다. 3절의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정량화를 함에 있어 구축된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되, 신뢰도 

높은 보정기법의 결정 및 검증을 위해서 이번 과제와 이전 유사 과제로부터 전단파속도 주상

도(shear wave velocity profile; 이 연구에서는 Vertical Seismic Profile(VSP)로 표현)를 

확보된 관측소 부지에 국한하여 절차를 설명하였다.

또한, 지진관측소의 지반조사 방법론 및 절차와 부지 지반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입력 및 부

지분류와 관련하여 부록 2에 매뉴얼로 수록하였다.

그림 3.2.1. 기상청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표준안(테이블 구성, DB_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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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성

      ①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T_Station)

        - 지진관측소 정보 테이블 구성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T_Station)은 표 3.2.1과 같이 구성되었다. ‘구분’정보는 

데이터베이스 내 관측소를 분류하기 위해 숫자형 변수로 입력되며, 현행 운영 여부와 이전 및 

신설관측소의 구분을 위해 기존 관측소 대비 이전된 경우 구분 번호에 이어‘-’으로 구분한

다. ‘지점명’은 기상청 지진관측소명으로 정의되며, 현재까지 관측 종료, 운영, 신설된 모든 

관측소 정보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다. ‘코드명’은 최상위 테이블인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의 Key Field로 정의되며, 관측소 고유 코드로서 중복이 불가하다. 도로명 

주소는 관측소 좌표를 기준으로 현 행정관리 도로명 주소가 입력된다. ‘좌표 및 고도’ 정보

는 경위도 좌표와 고도가 입력된다. ‘속도계’와 ‘가속도계’ 정보는 각 센서 타입과 설치깊

이가 입력되며, ‘0’인 경우 지표형 관측소로 정의된다. ‘관측시점’은 관측계시일과 관측종

료일이 기록되며, 종료된 관측소는 관측종료일이 기록되어, ‘운영/폐쇄’정보에 공백으로 표

기된다. 

관측소별 경위도 공간좌표를 토대로 이전되어 운영 중인 관측소 중에서 이전되어 관측 종료

된 관측소와 공간상 수 m 이내로 이격된 경우, 종료 관측소에서 수행된 과거 지반조사 자료를 

대체하여 4절의 증폭특성 정량화에 이용한다.

        - 지반조사 결과 요약

‘과거 지반조사 결과 요약’ 정보는 ‘지반조사 일반정보(T_Project)’이하 테이블에 입력

된 주요한 지반조사 물성값 정보(전단파속도 측정 기법, 전단파속도 이미 획득 여부, 기반암 

심도 및 전단파속도 등)가 입력되도록 한다. 따라서, 지반조사가 수행되지 않은 관측소의 경

우, 공란으로 처리한다. ‘Vs 기법’은 전단파속도를 획득한 탄성파탐사 기법을 입력한다. 

‘Vs 분포도 이미지 여부’는 지반조사 보고서에 표면파탐사의 결과로서 기록된 이미지 형태

의 전단파속도 분포도 이미지의 확보 여부를 ‘○’과 공란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획득한 전

단파속도의 경우, 전체 지층 주상도 외에 암반 지층에 국한되어 측정된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지진응답변수 추정 및 부지분류에 이용하기 위해서 ‘Vs 주상도 시작 심도’와 

‘Vs 주상도 종료 심도’를 입력하다. 

‘기반암 심도’는 시추주상도 상 공학적 기반암(연암 이하; 연암, 보통암, 경암)으로 정의

된 암종의 시작 심도를 기록한다, ‘기반암 Vs’는 시추주상도와 함께 공내탄성파탐사, 표면

파탐사 등을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함께 획득된 경우, 앞서 ‘기반암 심도’와 대응되는 

전단파속도값을 입력한다. 마찬가지로 ‘풍화암 시작심도’와 ‘풍화암 종료심도’는 시추주상

도 상 풍화암이 출현한 경우에 입력하며, 시작심도와 종료심도로 구분된다. 조사연도는 시추조

사 및 탄성파탐사 조사 연도를 입력한다. 만약, 2차례 이상의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조

사연도를 입력한다. 

특히, 신규 지반조사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해당 필드정보에 입력함으로써 시추

조사 및 전단파속도 정보 테이블에 입력하기에 앞서 지진증폭특성을 전문가 관점에서 추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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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이전되어 현재 운영 중인 관측소 중에서 앞서 설명한 대로 동일 지역에 관측 종료된 

관측소가 수 m 이내인 경우, 지반조사 결과 요약정보를 현재 운영 관측소에 대체 입력한다.

        - 신규 지반조사 대상관측소 부지 및 기법 선정

‘신규 지반조사 대상관측소 부지 및 기법 선정’은 본 과업에서 연차별로 수행된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의 선정과 하부지반의 전단파속도 및 층상구조 파악을 위한 기법 선정방법을 

기록한다. ‘현장 여건’은 신규 지반조사 이전에 사전답사를 통해 파악된 지반조사 여건(장비 

진입, 부지협조 관련)을 입력하도록 한다. ‘관측소 분류’는 기 획득된 지반물성값을 기반으

로 지진증폭특성 정량화 기법 적용에 필요한 물성값의 획득 수준을 따라 관측소를 총 5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중 전단파속도의 토사지반, 암반지반 획득 여부에 따라서 Class 1은 모든 심도

에서 자료가 확보된 경우로 정의되며, 분석을 위해 최적의 자료 조건이다. Class 2는 암반지

반은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있고, 토사지반은 전단파속도 이미지 자료만 있거나, 전체 지반에서 

전단파속도 이미지 자료만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Class 3은 암반지만에서만 전단파속도 이미

지 자료만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Class 4는 토사지반의 시추주상도가 있어 경험적 전단파속

도 추정이 가능한 경우이며, Class 5는 지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사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한다.  

‘조사대상’은 주로 Class 3, 4, 5를 중심으로 선정되며, 이번 과업 범위, 기간 중에 지반

조사 대상으로 고려된 지진관측소를 ‘○’로 표시한다. ‘조사기법’은 ‘조사대상’에서 

‘○’로 분류된 관측소 중에서 조사 기법에 따라 크게 A(시추조사 1식: 시추조사, 다운홀탐

사, 표면파탐사)와 S(표면파탐사)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번 과업에서는 합리적 전단파속도 주

상도 측정 및 물리값 획득을 위해 표면파탐사는 MASW를 수행, 적용하였다. ‘신규 조사 수

행’은 이번 과업에서 계획하여 수행된 연차별 지반조사 대상 관측소를 입력한다.

        - 지진응답 매개변수 & 부지분류(증폭계수)

‘지진응답 매개변수 & 부지분류(증폭계수)’필드는 ‘부지분류 DB’에서 정리된 결과 중

에서 관측소별 대표 지진응답 매개변수, 부지분류, 그에 따른 증폭계수가 연계되어 입력된다. 

따라서 입력 방법과 결과 해석은 ‘ (3) 부지분류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T_Site_Class) 구

성’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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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T_Station) 명세

필드명
설명

대분류 소분류

구분

- 관측소별 구분번호

- 이전된 관측소의 구분번호는 기존 관측소 구분

번호를 이어서 ‘-’으로 구분함(예: 前강릉:5, 

現강릉:5-1)

지점명 - 기상청 지진관측소명

코드명

- 기상청 지진관측소 코드(기본키; primary 

key)

- 중복 불가

도로명 주소 - 관측소 도로명 주소

좌표 및

고도

위도(°) - 관측소 위도

경도(°) - 관측소 위도

고도(m) - 관측소 고도

속도계

구분 - 속도계 타입(명칭)

설치깊이(m)
- 속도계 설치깊이

- ‘0’인 경우, 지표형 관측소로 정의

가속도계

형태 - 가속도계 타입(명칭)

설치깊이
- 가속도계 설치깊이

- ‘0’인 경우, 지표형 관측소로 정의

관측시점

관측개시일 - 관측계시일 기록

관측종료일

- 종료된(이전된) 관측소는 관측종료일을 기록

- 이전된 관측소에서 조사된 지반조사 자료를 구

분하는 지표

운영/폐쇄
- 운영 관측소(○), 폐쇄 관측소(공백) 구분

- 관측종료일이 기록된 경우, 폐쇄 관측소로 구분

지반조사 

결과 요약

Vs 기법
- Vs(전단파속도) 측정을 위한 탄성파탐사 기법

(DHT, S-PS, MASW 등)

Vs 분포도 이미지 

여부

- 지반조사보고서 상에 그림파일 형태의 Vs 분포

도 이미지 획득 여부(확보된 경우: ○, 미확보된 

경우: 공란)
Vs 주상도 시작 심

도(m)
- 탄성파탐사를 통한 Vs 주상도 시작 심도

Vs 주상도 종료 심

도(m)
- 탄성파탐사를 통한 Vs 주상도 종료 심도

기반암 심도(m)
- 시추주상도로부터 확인된 공학적 기반암(연암

이하) 시작 심도

기반암 Vs(m/s) - 기반암 시작 심도에서의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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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암 시작심도(m,

시추조사)
- 시추주상도로부터 확인된 풍화암 시작 심도

풍화암 종료심도(m,

시추조사)
- 시추주상도로부터 확인된 풍화암 종료 심도

조사연도 - 지반조사 조사 연도

신규 지반

조사 대상

관측소 부

지 및 기법 

선정

현장여건 - 신규 지반조사를 위한 사전 현장 여건

관측소 분류

- 기 획득된 지반특성값 수준에 따른 관측소 분

류

관측소 분류
전단파속도 주상도

암반 토사
Class I ○ ○

Class 2
○ VStomo.

VStomo.
Class 3 ○ -

Class 4 -
-

(시추주상도)
Class 5 - -

조사대상

- 지반 DB과 미확보된 지반조사 대상 후보 지진

관측소

- 이번 과업 범위, 기간에 지반조사 고려된 지진

관측소를 ‘○’로 표시

조사기법

- 관측소 분류에 따른 신규 적용 지반조사 기법 

분류

A: 시추조사1식(시추조사, DHT, MASW)

S: MASW
신규 조사 수행

(1차년도,2차년도,3

차년도)

- 신규 지반조사 수행 연차 구분

지진응답 

매개변수 & 

부지분류

(증폭계수)

Model
- 전단파속도 및 부지분류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대표방법(우선적용 방법)

VS30(m/s)
- 전단파속도 및 부지분류 매개변수 결정을 통한 

대표 VS30(m/s)
VS30-class_(Sun 

et al., 2014)

-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VS30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Fa(Sun et al., 

2014)

-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

(Sun et al., 2014)
Fv(Sun et al., 

2014)

-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

(Sun et al., 2014)
VS30-class_(NEHR

P, 1997)

-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VS30 기준 

부지분류(NEHRP, 1997)
Fa(NEHRP, 1997) -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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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 입력 예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은 그림 3.2.2와 같이 입력된다. 앞서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

이블의 구성과 각 속성별 입력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되었다. 향후 이전, 신설되는 지진관

측소를 목록에 추가할 경우 구분, 지점명, 코드명, 그리고 이후 속성정보의 순서로 입력한다.

(NEHRP, 1997)

Fv(NEHRP, 1997
-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

(NEHRP, 1997)

TG(s)
- 전단파속도 및 부지분류 매개변수 결정을 통한 

대표 TG(s)

TG-class_(Sun et 

al., 2014)

-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TG 기준 부

지분류(Sun et al., 2014)

Fa(Sun et al., 

2014)

- TG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

(Sun et al., 2014)
Fv(Sun et al., 

2014)

- TG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

(Sun et al., 2014)

H(m)
- 전단파속도 및 부지분류 매개변수 결정을 통한 

대표 H(m)
H-class_(Sun et 

al., 2014)

-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H 기준 부지

분류(Sun et al., 2014)
Fa(Sun et al., 

2014)

- H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Sun 

et al., 2014)
Fv(Sun et al., 

2014)

- H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Sun 

et al., 2014)

VS,soil(m/s)
- 전단파속도 및 부지분류 매개변수 결정을 통한 

대표 VS,soil(m/s)

MPSS2017_class
- 현행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VS,soil와 

H의 조합조건) 기준 부지분류

Fa(MPSS2017)
- 현행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

Fa(MPSS2017)
- 현행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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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T_Station)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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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T_Project)

        - 지반조사 DB 일반 사항

시추조사 정보는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로 정의되며, 이를 시추조사 정보의 최상의 

테이블로 하여‘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 ‘전단파속도 

이미지 테이블’의 하위테이블로 구성된다. 

지반조사는 특정 현장의 지반 조건을 파악하고, 지반거동특성 해석 및 설계를 위한 지반 정

수를 획득하고자 수행한다. 이때 수행되는 지반조사의 세부적인 종류와 횟수 등은 관측소 부지

의 기존 자료 획득 여부, 현장조사 여건 및 중요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시추조사, 공내 

탄성파탐사, 표면파탐사를 수행한다. 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기본적인 현장시험인 표준관입시

험(SPT) 정보와 함께 지진의 지반전단강성의 효율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획득 방법에 따른 측

정 또는 추정 전단파속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지반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T_Project)’의 세부 항목은 표 3.2.2와 같다. 지진관측소 별

로 수행된 지반조사 프로젝트(보고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project_id(조사코드), 

project_name(조사명), source(자료 출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project_id는 중

복 또는 생략할 수 없다.  source 항목은 지반조사 수행 기관이나, 지반조사 보고서를 획득, 

협조 받은 기관을 입력하도록 한다.

표 3.2.2.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T_Project) 명세

필드명 설명

project_id
- 조사코드

- 중복, 생략 불가

project_name 조사명: 지반조사 사업명(보고서명)

source 출처: 지반조사 자료 획득 기관

        -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 입력 예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의 입력 예시는 그림 3.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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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T_Project) 예시

      ③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T_Borehole_Info) 및 하위테이블

        -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

시추조사 정보는 시추조사에 대한 일반 정보(T_Borehole_Info), 층상 정보(T_Layer), 표준

관입시험 정보(T_SPT)로 구분되며, 일반정보(T_Borehole_Info) 테이블이 상위 정보이다. 일

반 정보(T_Borehole_Info)는 표 3.3과 같이 시추지점, 시추일자, 시추자 등의 시추조사의 일

반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project_id’를 참조키(Foreign key)로 하여 이에 따른 샹략 

불가의 제약조건을 따른다. 또한 ‘borehole_id’항목은 기본키(Primary key)로 정의하여 각 

시추조사 지점별로 대표되는 단일 결과만을 입력하고, 생략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다. 

‘borehole_name’은 시추공명을 입력하되 없는 경우 공란 처리한다. ‘lat.’, ‘lon’, 

‘depth’는 시추공 위치의 좌표공간상 x, y 좌표와 시추심도 정보가 입력된다. 여기서, 위치 

정보는 지반조사 지점에 대한 위치 정보, 그리고 현장의 지형 및 지물의 위치 등, 대상 지역의 

모든 정보의 공간적 위치 자료를 포괄하며,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구축 시에 사용되는 필수 정

보이다. 따라서 위치 정보는 관측소 지반물성값의 속성 정보의 각 위치를 수치적으로 정의하

고, 정의된 수치적 공간 위치에 다양한 속성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다. 위치 

정보는 절대적 3차원 좌표, 즉 절대 XYZ 좌표로 구성되며, 시추조사 자료는 시추 조사시 측정 

자료를 이용하며, 현장조사 자료는 GPS 측량에 의해 획득할 수 있다. 현장의 지형 및 지점에 

대한 위치 정보는 실제 측량 및 GPS 측량에 의해 획득할 수 있으나, 국립지리원에서 작성하

는 수치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를 시스템 상에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활용되는 절대 좌표는 사용자에 의해 적용 현장 상황에 맞게 단일화하여 사용되나, 일반

적으로 경위도 좌표로 입력하며, 만약 UT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와 

TM(Transverse Mercator) 등의 절대 좌표 체계로 입력되어 있다면, 좌표변환 툴을 이용하

여 변환된 경위도 좌표를 입력한다. 여기서, 좌표변환 툴은 국토정보플랫폼의 좌표변환툴

(http://map.ngii.go.kr/ms/mesrInfo/coordinate.do)을 참고하여 사용한다. 시추주상도 상에 

좌표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는 공란 처리한다. 

그 외 지하수위, 시추완료일, 사용장비, 시추방법, 시추자, 조사자, 위치 항목에 대해 각 속성

정보를 입력한다. 각 시추공별로 대응하여 조사된 지진관측소 코드와 관측소명을 입력하고, 이

는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의 참조키의 역할을 한다. 즉, 지진관측소를 선택, 검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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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추조사 정보가 연계 조회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지진관측소 코드, 

관측소명은 생략하지 않는다. 또한, ‘distance’ 항목은 지진관측소와 동일 부지 내 수행된 

시추공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의미한다. 이격거리는 지진관측소와 시추공 경위도 좌표를 기준으

로 계산하여 입력한다. 

표 3.2.3.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T_Borehole_Info) 명세

필드명 설명

project_id
- 조사코드

- 생략 불가

borehole_id
- 시추공 코드

- 중복, 생략 불가

borehole_name
- 시추공 이름

- 생략 가능

lat. 경도

lon. 위도

depth 시추심도

b_gwl 지하수위

b_date 시추완료일

b_machine 사용장비

b_method 시추방법

b_driller 시추자

b_inspector 조사자

b_location 위치

Station_Name 시추조사 대상 지진관측소명

Station_Code
- 시추조사 대상 지진관측소_코드

- 생략 불가

Distance

- 지진관측소와 시추공 간 최소 이격 거리

- 경위도 좌표 기준 거리

- 시추공 좌표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공란 처리

        -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 입력 예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은 앞서 테이블의 필드구성 순서대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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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T_Borehole_Info)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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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

        -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

층상 정보(T_Layer)는 시추 조사에 의한 층상 구분과 각 지층에 대한 세부 기술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기술 항목을 층의 색조, 밀도, 습윤도, 파쇄도, 풍화도, 강도로 구분하여 

표준화하고 추가적인 기술 사항은 비고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3.2.4 참고). 

‘borehold_id’는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의 참조키의 역할을 한다. 시추주상도는 다

양한 입력주체에 의해서 일관되지 않은 지층 정의 및 물성표현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토사지

반과 암반지반의 층상조건별 분류 표준안을 적용하였다.

‘eng_name’ 항목은 공학적 지반분류 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며, 표 3.5의 표준안에 

따라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된 지층명을 매립토, 퇴적토, 풍화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으

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그 외 토사지반과 암반지반의 정성적 특성을 각 속성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토사지반(표 3.2.6 참조)의 경우, ‘den_from’, ‘den_to’는 조밀도 및 연경

도로서 ‘매우느슨’부터 ‘매우조밀’의 특성을 갖는다. ‘moist_to’, ‘moist_from’는 습

윤 정도를 입력한다. ‘compo_main’, ‘compo_sub’는 토사지반의 구성 재료로 정의되며, 

자갈, 모댈, 실트, 점토로 구분된다. 암반지반의 층상조건별 분류 표준안(표 3.2.7 참조)의 경

우, 절리간격, 풍화도, 강도 등의 정보를 일관된 표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2.4.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T_Layer) 명세

필드명 설명

borehole_id 시추공 코드

dep_from 층의 시작 심도

dep_to 층의 종료 심도

eng_name 공학적 지반분류
‘표 3.2.5. 공학적 지반분류 표준안’ 

참고

color 색조

USCS USCS명
‘표 3.2.8. 통일분류법에 사용되는 문

자’ 참고

compo_main 주구성 재료

‘표 3.2.6. 토사지반 층상조건별 분류 

표준안’과 ‘표 3.2.7. 암반지반 층상

조건별 분류 표준안’ 참고

compo_sub 부구성 재료

den_from 밀도1

den_to 밀도2

moist_from 습윤1

moist_to 습윤2

weather_from 풍화1

weather_to 풍화2

fracture_from 균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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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적 지반분류(eng_name) 속성정보 입력방법

시추주상도에 표현되는 공학적 지반분류의 정의는 지반조사 자료에 따라 그 표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입력 표준안에 따라 동일 속성을 갖는 지층의 표현을 통일하여 입력한다.

표 3.2.5. 공학적 지반분류 표준안

공학적 지반분류

매립층(FILL) -> 매립토,

모래(SAND), 점토(CLAY), 퇴적층 -> 퇴적토,

풍화토(WEATHERED SOIL), 풍화 잔류토, 붕적토 -> 풍화토,

풍화암(WEATHERED ROCK) -> 풍화암,

연암(SOFT ROCK, WEAK ROCK) -> 연암, 

보통암-> 보통암,

경암(HARD ROCK), 극경암-> 경암 으로 입력

     - 토사지반 조밀도, 연경도, 습윤도, 구성재료 속성정보 입력방법

시추주상도의 토사지반에 대해서는 시추시료로부터 육안 관찰하여 기록되는 조밀도(연경도), 

습윤도, 구성재료(주구성, 부구성)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분류 표준안에 따라 표현이 구성된다.

fracture_to 균열2

str_from 강도1

str_to 강도2

comment 그외

표 3.2.6. 토사지반 층상조건별 분류 표준안

1. 조밀도 및 연경도
(영어로 표기된 경우가 많음) 2. 습윤도 3. 부구성재료 4. 주구성재료

조밀도(모래) 연경도(점토)

매우느슨

(very loose)

매우연약

(very soft)
건조 자갈 자갈

느슨

(loose)

연약

(soft)
습윤 모래 모래

보통조밀

(medium dense)

보통견고

(medium 

stiff)

젖음 실트 실트

조밀

(dense)

견고

(stiff)
포화 점토 점토

매우조밀 매우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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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반지반은 절리, 풍화도, 강도 속성정보 입력방법

시추주상도 암반지반은 시추 암편의 육안검사를 통해 정성적인 절리간격, 풍화도, 강도 등의 

정보가 기록된다. 앞선 토사지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표현을 다음의 표준안의 기준

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수집 및 조사된 시추주상도의 암반지반 층상조건을 입력하였다. 

표 3.2.7. 암반지반 층상조건별 분류 표준안

1. 절리간격
(영어로 표기된 경

우가 많음)
2. 풍화도 3. 강도 4. 비고

매우심한균열

(highlyfractured)

완전풍화

(completelyw

eathered)

매우약함

(veryweak)
풍화토인경우는풍화도입력

풍화암인경우는습윤도입력

'심한풍화내지보통풍화상태

'->'-'로구분하여  '심한풍화-보

통풍화' 등으로 입력

'하부로갈수록신선'->'약간풍화-

신선'등으로입력

중간풍화->보통풍화로입력

낮은풍화,높은풍화->약간풍화,심

한풍화로입력

견실함,단단함->강함으로입력

균열및절리가발달->보통균열

균열및절리가매우발달->심한균

열로입력

심한균열

(fractured)

심한풍화

(hightlyweat

hered)

약함

(weak)

보통균열

(moderatelyfractur

ed)

보통풍화

(moderately

weathered

보통강함

(moderately

strong)

약간균열

(slightlyfractured)

약간풍화

(slightlyweat

hered)

강함

(strong)

괴상

(solid)

신선

(fresh)

매우강함

(verystrong

)

     - 토사지반 및 암반지반의 USCS명 속성정보 입력방법

학술용 지층명(USCS) 항목은 통일분류법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시추주상도 상 관련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compo_main’, ‘compo_sub’항목의 입력결과로

부터 대체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very dense) (very stiff)

　
고결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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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지반의 경우 통일분류법(USCS,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라 표 3.2.8

과 같은 구성물질별 문자코드가 정의되어 있다. 크게 입도에 의하여 조립토와 세립토로 구분며 

조립토는 다시 입도 및 함유 세립토의 따라서 18종으로 구분된다. 세립토는 소성도에 따라 5

종으로 구성되며, 유기질토는 관찰에 의해 2종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표 3.2.9와 같이 총 

25종의 통일분류법에 따른 토사지반 분류가 가능하며, 여기서 대분류(제1문자)는 흙의 종류를 

나타내고 소분류(제2문자)는 흙의 입도, 소성, 압축성 등의 속성정보로 정의된다. 

표 3.2.8. 통일분류법에 사용되는 문자

이러한 토사지반의 흙의 분류는 정성적인 지반의 기본물성 특징을 정의함과 더불어 경험식 

조건에 따라 흙의 강도, 강성, 변형 관련 역학적 특성을 추정할 수 있다. 지진관측소 하부지반

의 기존 지반조사 자료의 경우, 시추공형 관측소 설치를 위해 착정이 이뤄지며, 이 때 대부분 

슬러지 형태의 토사지반의 대략적 구성을 착정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시추시료 

확보가 되지 않은 토사지반을 제외한 암반지반의 물성특성이 착정주상도 또는 시추주상도에 

기록된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슬러지 형태의 토사지반 조건에 대해 현장 조사자에 의해 기

록된 정보를 통해 통일분류법 기반의 상세 지반분류가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다양한 지반특성

값 도출과 지진지반응답 매개변수를 추정가능하다. 따라서 통일분류법의 각문자와 토사별 분류

기준을 고려한 누락된 토사지반 지층구서 및 층상을 유추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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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통일분류법에 따른 흙의 분류

가)“학술용 지층명(USCS)”에 입력 누락된 경우, 통일분류법 기준에 따라 대체 입력

나) “비고”에 “A질B” 또는 “A섞인B”을 찾고, B를 기준으로 대분류로 정의, A를 기

준으로 소분류

다) 대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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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자갈”, 대분류=“G”

B=“모래”, 대분류=“S”

B=“실트”, 대분류=“M”

B=“점토”, 대분류=“C”

B=“자갈”, 대분류=“G”

라) 소분류 기준 

B=“실트”, 대분류=“G” 인 경우(B=“자갈”), 소분류=”M”

B=NaN, 대분류=“G” 인 경우(B=“자갈”), 소분류=”W”

B=“점토”, 대분류=“G” 인 경우(B=“자갈”), 소분류=”C”

B=“실트”, 대분류=“S” 인 경우(B=“모래”), 소분류=”M”

B=NaN, 대분류=“S” 인 경우(B=“모래”), 소분류=”W”

B=“점토”, 대분류=“S” 인 경우(B=“모래”), 소분류=”C”

마) 입력: “학술용 지층명(USCS)”=“대분류”+”소분류”

암반지반의 경우 공학적 지층 분류조건에 따라서 분류가 가능하다. “한글지층명”을 기준으

로 “학술용 지층명(USCS)” 정의하며, 풍화암은“WR”, 연암은“SR”, 보통암은“NR”, 

경암은“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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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 입력 예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은 앞서 테이블의 필드구성 순서대로 입력한다. 

그림 3.2.5.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T_Layer) 예시



- 168 -

      ⑤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

  -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 구성

표준관입시험 정보(T_SPT)는 시험 깊이, 항타 회수, 항타 깊이로 구성된다(표 3.2.9 참조). 

표준관입시험은 스필릿 스푼(split spoon)을 시추공에 넣고 동일한 에너지로 타경을 가해 지

반의 저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30cm 관입될 때까지의 항타수 N값을 기록한다. 50회 타격

을 해도 관입량이 30cm가 되지 않는 경우, 50회 타격시의 관입량을 기록한다. 

‘Station_Code’는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의 참조키의 역할을 한다. 항타수인 N값

은 전단파속도와의 경험적 상관관계식으로부터 전단파속도를 추정하는데 이용된다. 이 때 관입

량이 30cm가 되지 않는 경우는 관입량과 50회 타격시까지의 선형관계로부터 30cm 관입시의 

N값을 외삽하여 추정한다. 예컨대, 50회 타격시 관입량이 10cm라면, 30cm 관입을 위해 150

회 항타수 N값이 환산된다. 이 때 기존의 변환식의 신뢰수준을 고려하여 N값은 300까지 환산

하였다. 1m 단위의 시험심도별 항타수 N값 및 외삽된 N값, 전단파속도, 지층분류는 VS30 등

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계산을 위해 시추공 코드를 기준으로 배열식 주상도 구조를 따른다. 

표 3.2.10.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T_SPT) 명세

필드명 설명

Station_Name 시추조사 대상 지진관측소명

Station_Code
- 시추조사 대상 지진관측소_코드

- 생략 불가

Year 조사년도

Depth(m) 시험심도

spt_n 항타수

pet_depth 항타깊이

Exp_N 외삽된 항타수

Vs_spt-based(m/s) N값과 전단파속도와의 상관관계로부터 추정된 전단파속도

Layer 단위 심도(1m)별 지층분류

  - 표준관입시험 N값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 기반 전단파속도 추정

환산된 표준관입시험 N값을 토대로 경험적 전단파속도 변환을 상관관계(표 3.2.11)를 이용

하였다. 퇴적토(Gravel, Sand and silt 구분), 풍화토 및 풍화암에 대한 층별 상관관계식과 전

체 지반을 종합한 상관관계식을 각각 적용한다.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지층 층상조건별 

SPT-N값 기준의 전단파속도 추정 상관관계식이 제안되었으며, 시추주상도 심도(1.5m 단위)

별 전단파속도를 결정하여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로부터 통일

분류법을 기준으로 세부 지층 분류를 적용하며, PEER report 2012/07(Wair et al., 2012) 

등에서 제안한 각 지층종류 및 지질특성에 따른 상관관계식과 Sun et al.(2014)이 제안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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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지층에 대해 적용가능한 상관관계식을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전단파속도 측정, 즉 탐사법

에 따라서 N값의 상관관계가 기존 문헌으로부터 제시되어 있아. Imai and Tonouchi (1982)

과 Lu and Hwang (2020)이  탄성파탐사 기법(Cross-hole testing, SCPT, SPS, DHT)별 

SPT-N60값과의 상관관계식이 제안되었으며, 지역별로 수집된 탄성파탐사 결과와 인접한 

SPT-N60값과의 합리적 상관관계 추정을 위해서 기존 문헌식을 통해 검증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 부지에서의 SPT-N값 전단파속도와의 상관성을 검증한 Sun et 

al. (2013)로부터 SPT-N값이 기록된 심도와 해당 심도에 대응하는 시추주상도의 층상조건

에 따른 SPT-N값을 전단파속도로 변환하였다. 매립토와 퇴적토는 퇴적토(Sand and silt)에 

대한 상관계식은 적용하였고, 풍화토 및 풍화암 이상 경질 암반에 대해서는 각각 풍화토 및 풍

화암에 대해 제안된 상관관계식을 적용하여 변환하였다. 

표 3.2.11. SPT-N값과 전단파속도와의 경험적 상관관계식(Wair et al., 2012; 

Sun, 2015)

Soil Type

Shear Wave 
Velocity for 

Quaternary Soils 
(m/s)

Age Scaling Factors

References
Holocene Pleistocene

All Soils   


′ 0.87 1.13

Wair et al. 

(2012)

Clays & Silts   


′ 0.88 1.12

Sands   


′ 0.90 1.17

Gravels-Holoce

ne
  


′ - -

Gravels-Pleisto

cene
  


′ - -

All Soils     - -

Sun et al. 

(2013)

Alluvial soil: 

Gravel
    - -

Alluvial soil: 

Sand and silt
   

Weathered 

residual soil
    - -

Weathered ro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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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2. 전단파속도 기법별 SPT-N값과 전단파속도와의 경험적 상관관계식

(Imai and Tonouchi, 1982; Lu and Hwang, 2020)

Category
Vs = a



R2 Vs measurement method
a b

(a) Sandy soils

1 80.1 0.290 0.47 Cross-hole seismic testing

2 93.8 0.283 0.24 Seismic cone penetrometer (SCPT)

3 119.4 0.221 0.40 Suspension logging testing (SPS)

ITa 83.2 0.292 0.48
Suspension logging testing and 

downhole seismic testing (DHT)

(b) Fine-grained soils

4 102.3 0.243 0.49 Cross-hole seismic testing

5 116.8 0.214 0.22 Seismic cone penetrometer

6 148.6 0.169 0.28 Suspension logging testing

ITa 101.8 0.274 0.52
Suspension logging testing and 

downhole seismic testing

(c) All soils

7 110.9 0.227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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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 입력 예

표준관입시험 테이블 속성 및 구조에 따라 입력된 지진관측소 예시(KAW)는 그림 3.2.6과 

같다. 시추주상도 상에 기입되는 심도별 항타수(N값)과 항타깊이와 함께 외삽된 항타수(최대 

300)와 N값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로부터 추정된 전단파속도가 입력된다.

그림 3.2.6.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T_SPT)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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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T_VS_profile)

  - 전단파속도 정보 테이블 구성

전단파속도 정보는 다운홀탐사와 MASW로부터 측정, 처리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정보를 입

력할 있도록 한다. 이 때 토사지반, 암반지반, 전체 지반에 걸쳐 획득한 자료를 구분없이 입력

한다. 각 탐사지점과 대응하여 조사된 지진관측소 코드와 관측소명을 입력하고, 이는 ‘지진관

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의 참조키의 역할을 한다. 즉, 지진관측소를 선택, 검색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전단파속도 주상도 정보가 연계 조회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지진관측소 코드, 관

측소명은 생략하지 않는다. ‘Method’는 전단파속도 획득 탄성파탐사 방법을 입력한다. 예컨

대, DHT(다운홀탐사), S-PS, MASW 기법 등이 입력된다. ‘Year’ 항목은 탄성파탐사 연

도로 정의된다. ‘Depth’와 ‘Vs’는 각각 시험시도와 전단파속도 측정값이 입력된다. 

표 3.2.13.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T_VS_profile) 명세

  - 전단파속도 측정 심도가 30m 미만인 경우, VSP 기반 z심도(30m 미만)의 전단파속도 

추정 방법

특히, 전단파속도 주상도는 지표면부터 측정값이 있어 전체 토층지반을 포괄하여 측정된 결

과를 지진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최우선(신뢰도가 높은)의 자료로 정의한다. 이 때, 토사지반

을 대상으로 측정된 전단파속도를 이용하며, 기반암 출현 심도 또는 특정 심도까지의 평균 전

단파속도(Vsz)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기반암 이전 심도에서 탄성파탐사가 종결되

는 경우 기존 외삽에 기초한 경험식을 이용한다. 이중 Sun et al. (2007)의 제안식은 30 m까

지 z 하부 깊이별 Vs를 Vsz로부터 확장되는 형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VS30(심도 30m 

평균 전단파속도)과 VS,soil(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및 H(기반암 심도)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 

필드명 설명

Station_Name 전단파속도 획득 대상 지진관측소명

Station_Code
- 전단파속도 획득 대상 지진관측 코드

- 생략 불가

Method
전단파속도 획득 탄성파탐사 방법: 다운홀(DHT), S-PS 로깅

(S-PS), MASW, SASW

Year 탄성파탐사 연도

Depth(m) 시험심도

Vs(m/s)

- 전단파속도 측정값 

- 토사지반 전단파속도 측정닶중 중 미측정 구간에 대한 회귀

식(Sun et al., 2007)을 통한 경험적 전단파속도 추정값

regressed_Vs(Y/N)

- 회귀분석식을 통해 추정된 전단파속도 적용 여부(Y/N)

- Y: 회귀식을 통해서 추정된 경우

- N: 측정 전단파속도(회귀식을 통해 추정되지 않은 경우 

‘regressed_Vs’를 입력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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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까지 Vs 추정에도 760 m/s를 초과하지 않으면, H 및 VS,soil은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Sun et al. (2007)은 제안식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e0 및 e1은 형상계수로 정의되며, Sun et al. (2007)에서는 e0=-0.403, 

e1=30.875로 제시되었다. zd는 z 보다 깊은 심도의 깊이변수로, 30m 심도 이하의 얕은 지반

의 VS30을 연산을 위해 z는 30 m까지 제한한다. 따라서 Sun et al. (2007)의 형상계수와 제

안식을 사용하여 30 이하 z까지의 VSP에 대해서 30m까지 연장된 VSP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탐사를 통해 직접 측정된 VSP(Y)와 그렇지 않고 Sun et al. (2007) 식을 통해 추

정된 전단파속도(N)를 각 심도별로 구분하고자 ‘regressed_Vs’항목을 구성하였다. 해당 항

목은 필수정보가 아니다. 표준관입시험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관측소 코드의 관계형 데이터 구

조를 기준으로 1m 단위 심도별 전단파속도 주상도는 배열식 데이터 구조를 갖는다. 이는 지진

응답 매개변수 추정 계산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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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단파속도 정보 테이블 입력 예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 속성 및 구조에 따라 입력된 지진관측소 예시(SKC2, GOS2, 

ICN2)는 그림 3.2.7과 같다.

그림 3.2.7.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T_SPT)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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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전단파속도 이미지 주상도 테이블(T_VS-image_profile) 및 하위테이블

  -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 절차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수치적으로 주어진 경우, ‘⑥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

(T_VS_profile)’에 측정값을 입력할 수 있다. 만약, 전단파속도의 2차원 단면분포 자료(이미

지)가 공간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획득 가능하다면, 전단파속도값 추출을 위한 디지타이징 절차

에 따라 속성정보를 입력가능하다. 대부분의 탄성파탐사 결과 자료의 형태가 .jpg, .png, .bmp 

등의 확장자를 갖는 그림 파일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타이징 과정이 마련하였다(그림 3.2.8 참고). 디지타이징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하여 수행된다.

  가) 지진관측소 부지 내 측선이 전개되어 조사된 표면파탐사 결과 이미지 파일을 추출한

다.

  나) 고해상도 이미지 추출을 위해 포토샵 등의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지타

이징이 필요한 전단파속도 이미지만 추출하고, 픽셀(Fixel) 조정을 통해 최소단위 픽셀

(예: 1000×1000 화소)을 조정한다. 이번 단계는 필수단계가 아니다.

  다) 측선의 시작 좌표(경위도)와 종료 좌표(경위도)를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격자망의 

범위를 설계한다. 최대심도 기준은 표면파탐사 최대심도를 기준으로 한다. 추출된 전단

파속도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격자망의 단위격자는 경위도 좌표와 심도

값이 입력된다.

  라) 전단파속도 이미지 위에 격자망을 중첩한다.

  마) 격자망의 단위격자별로 전파속도 이미지의 색상코드(RGB)를 입력한다. 또한, 전단파

속도 이미지에 등고선이 표시된 경우, 등고선 위치서의 단위격자를 입력한다.

  바) 색상코드 별 전단파속도값과의 관계를 이미지의 범례를 통해서 정의한다.

  사) 단위격자멸 색상코드에 따른 전단파속도값을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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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전단파속도 이미지의 디지타이징 절차: (a) 전단파속도 이미지 추출, (b) 측선 및 

탐사심도 좌표값 설정과 격자망 설계, (c) 전단파속도 이미지와 격자망 중첩, (d) 이미지 

색상코드(RGB) 및 등고선 추출 후 단위 격자별 입력, (e) 이미지 생상코드 및 등고선값의 

전단파속도 변환

  - 전단파속도 이미지 주상도 테이블

격자 파일은 측선 결과의 이미지에 좌표값과 심도에 따른 속성값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정하

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격자의 사이즈는 단면도 상부 측선 거리의 0.1%에 맞는 크기를 설정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편의상 격자 사이즈를 1m로 설정할 수 있다. 디지타이징을 통해 결정된 

심도별 전단파속도값을 기준으로 경위도 공간좌표상 지진관측소 위치와 측선(격자망) 간 이격

거리가 가장 가까운 단위격자(공간좌표, 전단파속도)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각 측선별로 주

상도 형태의 동일 경위도 좌표를 갖는 단위격자의 집합을 추출하여, 표 3.2.14의 ‘전단파속

도 이미지 주상도 테이블’에 입력한다.

이 때 각 탐사지점과 대응하여 조사된 지진관측소 코드와 관측소명을 입력하고, 이는 ‘지진

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의 참조키의 역할을 한다. 즉, 지진관측소를 선택, 검색할 경우, 그

에 해당하는 전단파속도 주상도 정보가 연계 조회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지진관측소 코드, 

관측소명은 생략하지 않는다. 대부분 지진관측소별로 2건 이상의 측선이 전개되므로 디지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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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에 이용된 측선을 구분하고자, 측선명(MASW)line_name), 측선길이(MASW_length), 측선 

코드(MASW_Vs_ID), 그리고 탐사 연도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팜선 단위격자의 심도에 

따라 전단파속도를 입력한다. 여기서 ‘MASW_Vs_ID’는 기본키(primary key)로서 역할을 

하며, 전단파속도 이미지 요약 테이블과 등고선 테이블을 연결한다.

표 3.2.14. 전단파속도 이미지 주상도 테이블(T_VS-image_profile) 명세

필드명 설명

Station_Name 전단파속도 획득 대상 지진관측소명

Station_Code
- 전단파속도 획득 대상 지진관측소_코드

- 생략 불가능

Location 탐사지역

MASW_line_name 측선명

MASW_length(m) 측선길이

Year 탄성파탐사 연도

MASW_Vs_ID
- 전단파속도 이미지 측선 코드

- 중복, 생략 불가능

Depth(m) 시험심도

Vs(m/s) 전단파속도



- 178 -

  -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 입력 예

그림 3.2.9. 전단파속도 이미지 주상도 테이블(T_VS-image_profile) 예시

  - 전단파속도 이미지 요약 테이블과 전단파속도 등고선 테이블

전단파속도 이미지 요약 테이블은 지반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전단포속도 이미지와 상응하는 

조사 조건 및 결과가 정리된다. ‘MASW_Vs_ID’는 참조키의 역할을 하며, 중복되거나 생략

될 수 없다. 그 외 조사연도, 대상 지진관측소명, 탐사방법, 탐사지역명, 측선명이 입력된다. 탐

사 조건에 대해서는 측선길이, 지오폰 Channel, 지오폰 간격, 송신원, 탐사기간, 측선의 시작지

점과 종료지점의 위경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층별 전단파속도 범위가 요약 정리된

다. 전단파속도 등고선 테이블은 디지타이징 과정에서 추출된 전단파속도 등고선별 격자단위 

정보(심도, 전단파속도, 측선 시점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입력되도록 항목이 구성된다. 그 결과, 

등고선과 공간상 중첩되는 격자의 심도, 거리, 전단파속도를 재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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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5. 전단파속도 이미지 요약 테이블(T_VS-image_reference) 명세

표 3.2.16. 전단파속도 등고선 테이블(T_VS-image_contour) 명세

필드명 설명

Site_ID 조사코드

MASW_Vs_ID
- 전단파속도 이미지 측선 코드

- 중복, 생략 불가능

년도 조사년도

관측소 대상 지진관측소명

탐사방법 탐사방법

탐사지역 탐사지역명

측선명 측선명

측선길이(m) 측선길이

지오폰(ch) 지오폰 Channel

지오폰간격(m) 지오폰 간격

송신원 송신원(해머, 슬러지 해머, 샷건 등)

탐사기간 탐사기간

시점_위도 측선 시작지점 위도

시점_경도 측선 시작지점 경도

종점_위도 측선 종료지점 위도

종점_경도 측선 종료지점 경도

토사층 Vs(km/s) 토사층 Vs 범위 

풍화암 Vs(km/s) 풍화암 Vs 범위 

연암 Vs(km/s) 연암 Vs 범위 

보통암 Vs(km/s) 보통암 Vs 범위 

경암 Vs(km/s) 경암 Vs 범위 

극경암 Vs(km/s) 극경암 Vs 범위 

필드명 설명

Site_ID 조사코드

MASW_Vs_ID
- 전단파속도 이미지 측선 코드

- 중복, 생략 불가능

Digitize_id Vs 토모그래피 내 디지타이징 지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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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단파속도 이미지 요약 테이블 입력 예

그림 3.2.10. 전단파속도 이미지 요약 테이블(T_VS-image_reference) 예시

distance(m)
Vs 토모그래피 내 디지타이징 지점의 측선 시작지점(위도, 경

도)으로부터 이격거리

depth(m) Vs 토모그래피 내 디지타이징 지점 심도 

Vs(m/s) Vs 토모그래피 내 디지타이징 Vs



- 181 -

  - 전단파속도 등고선 테이블 입력 예

그림 3.2.11. 전단파속도 등고선 테이블(T_VS-image_contour) 예시



- 182 -

 (3) 부지분류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T_Site_Class) 구성

  - 부지분류 테이블 구성

‘부지분류 테이블’은 ‘지반조사 DB’으로부터 ‘나.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지진응답 매

개변수 및 부지분류’에 기술된 부지분류 절차에 따라서 부지분류를 위한 관측소별 기초자료

(전단파속도 주상도 및 기타 지반물성값)의 이용 방법에 따라 중간단계 결과(지진응답 매개변

수)와 최종적으로 대표 응답변수 및 부지분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지

표특성에 관한 기초자료에 따른 응답변수와 부지분류 결과는 ‘라. 지진관측소 지반특성 및 부

지분류 공간레이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술하는 공간레이어 구축 및 가시화 방법에 따라 GIS 

파일 추출된다.

‘부지분류 테이블’은 크게 필드명의 대분류로서 ‘관측소 일반정보(Station)’, ‘지표특

성 및 프록시 정보(Surface & proxy_based site class)’, ‘시추공 기본정보(Borehole)’, 

‘공학적 지층 두께 정보(Geo-layer thickness)’, ‘공학적 지층 두께 기반 매개변수 및 부

지분류(Geo-layer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표준관입시험 N값 기반 매개변

수 및 부지분류(SPT-N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반 

(VSP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전단파속도 이미지 기반 매개변수 및 부지분

류(Vs-image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대표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

(Representative_site response & site class)’, ‘각 매개변수 추정기법에 따른 분산정도

(Deviation-site response)’로 구분된다. 

  - 관측소 일반정보(Station) 항목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T_Station)’의 관측소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Station_Code’가 참조키의 역할을 하며, 관측소의 위치, 위경도, 속도계 및 가속도계 설치 

심도, 지진관측소 운영여부가 연계되어 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행 운영중인 지표

관측소를 대상으로 지진응답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 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계측 PGA의 증폭보

정계수를 연산(곱하거나, 나누거나)하여 토사지반에 증폭된 PGA나 암반노두수준의 PGA로 보

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한다.

  - ‘지표특성 및 프록시 정보(Surface & proxy_based site class)’ 항목

지표특성으로 먼저 수치표고모델로(DEM: Digital Elevation Model)부터의 지진관측소 위치

의 지표고가 입력된단. 현재까지 입력된 지표는 5m×5m의 해상도를 갖는 수치표고모델을 기준

으로 한다. 경사도는 수치표고모델로부터 %(m/m)와 경사각도 단위로 분류하여 항목을 구성

한다. 또한, 관측소 위치에서의 지질도(1:50,000 축척)로부터 지질시대명, 지질분류명, 암층명 

및 암상명, 지질기호가 각각의 속성에 맞게 입력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관측소별 추출된 지표고, 경사도, 지질도 기반 분류조건을 부지분류를 위한 프록시 인자로 

정의하고, 국내외 관련 문헌(Wald and Allen, 2007; Sun el al., 2018, Kim et al., 2018)으

로부터 프록시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4) 지반분류체계’에 기술

하였다. 이 때 지표고 기준, 경사도 기준에 따라 프록시 기반 부지분류 등급이 상이할 수 있으

므로, 범용적으로 국외 또는 국내 현장적용성이 충분히 검증된 경사도 기준의 부지분류 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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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대표하여) 부지분류 등급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Rep_Proxy_Class’에 우선순위

(1. 경사도 기준, 2. 지표고 기준, 3. 지질도 기준)에 따라 수치표고모델 및 지질도 확보 여부

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지분류 등급을 작성한다. 

또한, 관측소 위치를 기준으로 한 지표표고모델과 지질도 중첩과 이를 통한 지표고, 경사도, 

지질분류 정보 추출 방법은 ‘라. 지진관측소 지반특성 및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데이터베이

스’에서 설명하였다.

  - 시추조사 기반 지층 두께, 표준관입시험 기반 부지분류 항목

‘시추공 기본정보(Borehole)’은 관측소 내 최인접 시추공의 ‘Borehole_id’를 참조키로 

하여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T_Borehole_Info)’로부터 시추공 위경도 정보를 연계한

다. ‘공학적 지층 두께 정보(Geo-layer thickness)’항목은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

(T_Layer)’로부터 공학적 지층구분(매립토, 퇴적토, 풍화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에 

따른 각 지층별 두께를 입력한다. ‘공학적 지층 두께 기반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

(Geo-layer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은 공학적 지층 두께로부터 지진응답 매

개변수를 추정한다. 먼저, 시추주상도 기준 토사지반 두께(Soil_thickness)는 매립토층, 퇴적

토층, 풍화토층 두께의 합으로 계산된다.

시추주상도 기준 기반암 심도(H)는 매립토층, 퇴적토층, 풍화토층, 풍화암층의 두께로 연산

되며, 이는 Sun et al.(2014)에 의해서 제안된 기반암 심도 기준 부지분류에 따라서 B, 

C(C1, C2, C3, C4), D(D1, D2, D3, D4)로 구분된다. ‘VS30’은 시추주상도상 공학적 구분

에 따라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를 추출하며, 30m 심도의 평균 전단파속도(VS30)를 계산한다. 

기존 국내외 문헌(NEHRP, 1997; Sun et al., 2014)로부터 ‘VS30’기준의 부지분류 결과를 

입력한다. 부지고유주기(TG)는 층별 두께와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TG’기준의 부지분류 기준은 Sun et al.(2014)의 기준을 따른다. ‘VS,soil’토층 평균 전단

파속도로 역시 지층별 대표 전단파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국내 현행 내진설계기준 공통적

용사항(MPSS 2017;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에서 제시하는 지반분류 기준

에 따라서 앞서 계산되어 입력된 토층 두께(Soil_thickness)와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

의 조합조건에 따라 S1, S2, S3, S4, S5, S6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참고적으로 세분화된 지층 심도별 평균 전단파속도를 추정하여 그에 따른 관측소 하부지반

의 심도방향 평균 전단파속도의 변동성을 파악하고자, 지표로부터 5m, 10m, 15m, 20m, 

25m까지의 각각의 평균 전단파속도(Vs05, Vs10, Vs15, Vs20, Vs25)를 추정하여 입력한다.

  - ‘표준관입시험 N값 기반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SPT-N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항목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T_SPT)’의 ‘borehole_id’를 참조키로 ‘Vs_spt-based(N

값과 전단파속도와의 상관관계로부터 추정된 전단파속도)’를 연계한다. 매개변수로서 VS30을 

추정하고, 부지분류 관련 문헌(NEHRP, 1997; Sun et al., 2014)로부터 부지분류 등급을 입

력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N값으로부터 변환된 전단파속도로부터 토층심도까지의 평균 전단

파속도(VS,soil)를 계산한다. 기반암 심도(H)의 경우,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지

층으로 정의하고, VS,soil과  H의 조합조건에 따라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의 지반분류를 적용하

여 입력한다. 또한, 추정된 전단파속도를 이용한 부지고유주기(TG) 계산결과와 그에 따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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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류 등급을 입력하도록 구성하였다. 

  -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반 (VSP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항목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T_VS_profile)’의 ‘Station_Code’를 참조키로하여, 전단파

속도 측정값 및 토사지반 전단파속도 측정값 중 미측정 구간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한 경험적 

전단파속도 추정값을 연계 받는다. ‘Method’는 역시 탄성파탐사 방법을 연계하여 입력한다. 

VS30와 VS,soil은 직접 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기준으로 각각 30m 심도와 토

층의 평균 전단파속도를 계산한다. 이 때 기반암 심도(H) 역시 760m/s를 기준을 기준으로 전

단파속도 주상도상 이에 해당하는 심도를 기입한다. 부지고유주기(TG)는 측정된 전단파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에 따른 부지분류 등급을 기입한다.

  - ‘전단파속도 이미지 기반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Vs-image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항목

전단파속도 이미지로부터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기준으로 VS30과 VS,soil을 각각 

계산한다. 지진관측소별 보통 2개 측선 이상의 표면파탐사가 수행됨에 따라 앞서 전단파속도 

이미지의 디지타이징 과정을 통해 관측소 위치와 최소 이격거리를 갖는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단파속도 이미지를 획득한 획득 위치(Location), 표면파

탐사 측선명(MASW_line_name), 측선길이(MASW_length(m)), 측정 연도(Year)를 입력하

여 구분한다.

앞서 설명한 항목과 마찬가지로 부지분류 관련 문헌(NEHRP, 1997; Sun et al., 2014)에 

따른 부지분류 결과를 입력하도록 ‘VS30-class’항목을 구성하였다.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

반’항목과 같이 ‘TG’, ‘TG-class_(Sun et al., 2014)’‘VS,soil’, ‘H’,  

‘H-class_(Sun et al., 2014)’, ‘MPSS2017_class’ 항목으로 구성된다. 

  - ‘대표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Representative_site response & site class)’항목

앞서 구성된 프록시 기반, 지층두께 및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 기반, SPT-N값 기반, 전단파

속도 주사도 기반.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 기반의 각각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추정 방법

과 그 결과에 따른 부지분류 방법의 우선순위(‘나.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지진응답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을 토대로 VS30을 중심으로 하되, 부지고유주기(TG)와 기반암심도(H) 매개변

수와 그에 따른 부지분류 및 증폭계수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었다. ‘Model’은 우선수위 기준

으로 1번 방법부터 5번 방법의 순서대로 해당 기초자료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표방법을 

입력하도록 한다. 즉, 앞서 필드명의 대분류로 구분된 자료별 추정 방법이 입력되고, 그에 해

당하는 VS30값이 결정된다. 

국내 관련 문헌의 기준(Sun et al., 2014, ) 및 현행 내진설계기준(MPSS2017)과 국외 기

준(NEHRP, 1997)에 따른 부지분류와 단주기, 장주기 중폭계수를 각각 입력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국내 관련 문헌 기준국내 관련 문헌의 기준(Sun et al., 2014)로 ‘VS30(m/s)’, 

‘TG(s)’, ‘H(m)’를 우선순위 따라 대푯값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부지분류 등급을 결정한

다. 마찬가지로 국외 기준(NEHRP, 1997)에 따라 ‘VS30(m/s)’을 기준으로 부지분류 등급

을 결정한다. 현행 내진설계기준(MPSS 2017)를 기준으로 ‘VS,soil(m/s)’과 ‘H(m)’에 따

른 부지분류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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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매개변수 추정기법에 따른 분산정도(Deviation-site response)’항목

앞서 구성된 테이블 항목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중 VS30, TG, H, VS,soil의 분산정도를 확인하

기 위해 구성되었다. 분산정도 비교 대상인 항목은 ‘공학적 지층 두께 기반 매개변수 및 부지

분류(Geo-layer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표준관입시험 N값 기반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SPT-N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반 

(VSP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전단파속도 이미지 기반 매개변수 및 부지분

류(Vs-image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이다. 세 가지 매개변수별로 평균값

(mean), 최소값(min), 최대값(max), 표준편차(std)를 계산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표 3.2.17. 부지분류 테이블(T_Site_Class) 명세

필드명
설명

대분류 소분류

Station

Station_Name 지진관측소명

Station_Code
- 전단파속도 획득 대상 지진관측소_코드

- 생략 불가능
location 지진관측소 위치
Lat. 위도(Latitude)
Lon. 경도(Longitude)
Depth_velocimeter

(m)
속도계 설치 심도(m)

Depth_accelerometer

(m)
가속도계 설치 심도(m)

Run/Stop 지진관측소 운영 여부(○ 표시)

Surface & 

proxy_base

d site class

Elevation(m)

- 수치표고모델(DEM)상 지표고(m)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 입력된 DEM 해상도: 5m×5m
Elevation-Class_

(Sun et al,2018)
지표고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8)

Slope(°)
수치표고모델(DEM) 기준의 경사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Slope(m/m)
수치표고모델(DEM) 기준의 경사도(m/m)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Slope-Class_

(Wald and Allen,2007)

경사도 기준의 부지분류(Wald and Allen, 

2007)
Slope-Class_

(Sun et al,2018)
경사도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8)

Geology-age
지질도(1:50,000) 상 지질시대명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Geology-lithoname
지질도(1:50,000) 상 지질분류명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Geology-refrock 지질도(1:50,000) 상 암층명 및 암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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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Geology-lithoidx
지질도(1:50,000) 상 지질기호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Geology-Class_(Kim 

et al,2018)

지질도도 상 지질분류명 기준의 부지분류

(Kim et al., 2018)

Rep_Proxy_Class

프록시 기준의 부지분류 우선순위에 따른 

대표 프록시 기준 부지분류

- 우선순위: 1. 경사도, 2. 지표고, 3. 지질

도

Borehole
borehole_id

- 시추공 코드

- 생략 불가
Borehole_lat. 시추공 위도(X 좌표)
Borehole_lon. 시추공 경도(Y 좌표)

Geo-layer 

thickness

(m)

Fill 공학적 지층(매립토) 두께(m)
All 공학적 지층(퇴적토) 두께(m)
WS 공학적 지층(풍화토) 두께(m)
WR 공학적 지층(풍화암) 두께(m)
SR 공학적 지층(연암) 두께(m)
NR 공학적 지층(보통암) 두께(m)
HR 공학적 지층(경암) 두께(m)

Geo-layer_

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Soil_thickness(m)
시추주상도 기준 토사지반 두께(m): 매립토

층, 퇴적토층, 풍화토층의 두께

H(m)
시추주상도 기준 기반암 심도(m): 매립토

층, 퇴적토층, 풍화토층, 풍화암층의 두께
H-class_

(Sun et al., 2014)

기반암 심도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VS30(m/s)

시추주상도상 공학적 지층만 구분된 경우,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30m 심

도 평균 전단파속도(VS30, m/s)

- 매립토층 대표 Vs: 190m/s

- 퇴적토층 대표 Vs: 280m/s

- 풍화토층 대표 Vs: 350m/s

- 풍화암층 대표 Vs: 350m/s

- 기반암층 대표 Vs: 1300m/s

- 지층별 대표 전단파속도 기준의 VS30 계

산:   
  







VS30-class_

(Sun et al., 2014)
VS30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VS30-class_

(NEHRP, 1997)
VS30 기준 부지분류(NEHRP, 1997)

TG(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부지고유

주기(s)

TG-class_ TG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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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et al., 2014) -   
  



 

VS,soil(m/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토층 평

균 전단파속도(VS,soil, m/s)

-     
  



 
  





  
MPSS2017_class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기준의 부지분류

VS05(m/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5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05, m/s)

VS10(m/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5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10, m/s)

VS15(m/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5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15, m/s)

VS20(m/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5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20, m/s)

VS25(m/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5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25, m/s)

SPT-N_ba

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VS30(m/s)

시추주상도상 SPT-N값이 확보된 경우, 

SPT-N값과 전단파속도(Vs)와의 상관관계

식을 통해 변환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

의 30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30, m/s)
VS30-class_

(Sun et al., 2014)
VS30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VS30-class_

(NEHRP, 1997)
VS30 기준 부지분류(NEHRP, 1997)

TG(s)

시추주상도상 SPT-N값이 확보된 경우, 

SPT-N값과 전단파속도(Vs)와의 상관관계

식을 통해 변환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

의 부지고유주기(s)

TG-class_(Sun et al., 

2014)

추정된 전단파속도(Vs)를 이용한 부지고유

주기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4)

H(m)

SPT-N값과 전단파속도(Vs)와의 상관관계

식을 통해 변환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

의 기반암 심도 기준인 전단파속도

(760m/s)에서의 심도
H-class_(Sun et al., 

2014)

기반암 심도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4)

VS,soil(m/s)

SPT-N값과 전단파속도(Vs)와의 상관관계

식을 통해 변환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

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 m/s)

MPSS2017_class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기준의 부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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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Method

전단파속도 획득 탄성파탐사 방법: 다운홀

(DHT), S-PS 로깅(S-PS), MASW, 

SASW

VS30(m/s)

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

준의 30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30, 

m/s) 
VS30-class_

(Sun et al., 2014)
VS30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VS30-class_

(NEHRP, 1997)
VS30 기준 부지분류(NEHRP, 1997)

TG(s)
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

준의 부지고유주기(s)

TG-class_(Sun et al., 

2014)

부지고유주기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4)

H(m)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기반암 

심도 기준인 전단파속도(760m/s)에서의 심

도(m)
H-class_(Sun et al., 

2014)

기반암 심도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4)

VS,soil(m/s)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토층 평

균 전단파속도(VS,soil, m/s)

MPSS2017_class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기준의 부지분류

Vs-image_

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Location 전단파속도 이미지 획득 위치

MASW_line_name
전단파속도 이미지를 획득한 표면파탐사 측

선명

MASW_length(m)
전단파속도 이미지를 획득한 표면파탐사 측

선길이

Year
전단파속도 이미지를 획득한 표면파탐사 측

정 연도

VS30(m/s)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을 통한 전단

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30m 심도 평균 전단

파속도(VS30, m/s) 
VS30-class_

(Sun et al., 2014)
VS30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TG(s)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부

지고유주기(s)

TG-class_(Sun et al., 

2014)

부지고유주기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4)

H(m)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을 통한 전단

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기반암 심도 기준인 

전단파속도(760m/s)에서의 심도(m)
H-class_(Sun et al., 기반암 심도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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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
VS30-class_

(NEHRP, 1997)
VS30 기준 부지분류(NEHRP, 1997)

VS,soil(m/s)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을 통한 전단

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토층 평균 전단파속

도(VS,soil, m/s)

MPSS2017_class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기준의 부지분류

Representa

tive_site 

response & 

site class

Model
전단파속도 및 부지분류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대표방법(우선적용 방법)

VS30(m/s)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 및 매개변수 추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VS30

VS30-class_

(Sun et al., 2014)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Vs30 기

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Fa(Sun et al., 2014)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

수(Sun et al., 2014)

Fv(Sun et al., 2014)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

수(Sun et al., 2014)
Vs30-class_

(NEHRP, 1997)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VS30 기

준 부지분류(NEHRP, 1997)

Fa(NEHRP, 1997)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

수(NEHRP, 1997)

- 국내의 지진 구역 I (Z＝0.11)

Fv(NEHRP, 1997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

수(NEHRP, 1997)

- 국내의 지진 구역 I (Z＝0.11)

TG(s)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 및 매개변수 추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부지고유주기

TG-class_(Sun et al., 

2014)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부지고유

주기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Fa(Sun et al., 2014)
부지고유주기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Sun et al., 2014)

Fv(Sun et al., 2014)
부지고유주기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Sun et al., 2014)

H(m)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 및 매개변수 추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기반암 심도
H-class_(Sun et al., 

2014)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기반암 

심도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Fa(Sun et al., 2014)
기반암심도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Sun et al., 2014)

Fv(Sun et al., 2014)
기반암심도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Sun et al., 2014)
MPSS2017_class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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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부지분류

Fa(MPSS2017)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기준의 단주기 증폭계수

- 유효수평지반가속도(S)≤0.1 인 경우

Fv(MPSS2017)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기준의 장주기 증폭계수

- 유효수평지반가속도(S)≤0.1 인 경우

Deviation-

site 

response

VS30(m/s)-mea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30의 

중앙값(m/s)

VS30(m/s)-mi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30의 

최소값(m/s)

VS30(m/s)-max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30의 

최대값(m/s)

VS30(m/s)-std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30의 

표준편차(m/s)

H(m)-mea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H의 중

앙값(m)

H(m)-mi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H의 최

소값(m)

H(m)-max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H의 최

대값(m)

H(m)-std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H의 표

준편차(m)

VS,soil(m/s)-mea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soil의 

중앙값(m/s)

VS,soil(m/s)-mi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soil의 

최소값(m/s)

VS,soil(m/s)-max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soil의 

최대값(m/s)

VS,soil(m/s)-std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soil의 

표준편차(m/s)

TG(s)-mea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부지고

유주기의 중앙값(m/s)

TG(s)-mi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부지고

유주기의 최소값(m/s)

TG(s)-max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부지고

유주기의 최대값(m/s)

TG(s)-std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부지고

유주기의 표준편차(m/s)



- 191 -

    - 부지분류 테이블 입력 예

부지분류 테이블 속성 및 구조에 따라 입력된 지진관측소 예시는 그림 3.12. 3.13, 3.14와 

같다.

그림 3.2.12. 부지분류 테이블(T_Site_Class) 예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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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부지분류 테이블(T_Site_Class) 예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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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부지분류 테이블(T_Site_Class) 예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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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설계 품질관리 절차

   

   (가) 지반조사 물성값의 입력 및 품질 관리

다양한 시기와 조사 기관에 의해 기록된 지반조사 보고서 자료 중에 정형화되지 못한 변량

을 검증하고, 이를 정제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진응답해석 등의 지반해석을 위

해 주로 이용되는 정보(Table)은 시추정보, 지층정보, 표준관입시험 테이블임. 시추정보가 상

위 테이블이며, 시추공코드를 Key 필드로 하여 하위 테이블(지층정보, 표준관입시험 테이블)

이 연결된다. 각 테이블별로 해석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오류 검토 기준을 

제시하였다. 오류로 판정된 경우, 해당 오류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시추정보를 삭제하거나 보정

하는 단계를 마련하였다. 

그림 3.2.15. 시추주상도 자료의 품질관리 절차

      ① 필수정보의 정의 및 검토 단계

  - 필수정보의 정의

지반정보 DB 기반의 지진응답특성 파악을 위한 각 테이블별 필수정보(필드)는 다음과 같다. 

각 관측소별로 획득된 테이블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공통으로 입력된 필드 위주로 검토하였

다. 시추정보 테이블는 주로 시추공코드, X, Y, 고도, 지하수위 정보로 구성된다. 시추공코드는 

단일 시추공 지점별로 부여되며, 누락되거나, 중복될 수 없다. 지진응답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 

결정에 직접적으로 입력되지 않으나, 시추공코드를 Key 필드로 하여 하위 테이블(지층정보, 

표준관입시험 테이블)을 연결하게 된다. X, Y 좌표 정보는 필수정보로 관측소 좌표계 기준에 

따라 경위도로 입력되며, 누락될 수 없다. 고도와 지하수위는 누락, 중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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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정보 테이블은 지층코드, 지층시작심도, 지층종료심도, 지층두께, 한글지층명, 학술용 지

층명(USCS), 비고 등으로 구성된다. 지층코드는 누락되거나 중복될 수 없다. 분석 오류 검토 

기준에 따라 삭제 또는 보정이 필요한 지층은 지층코드를 통해 찾아서 검토한다. 지층시작심도

는 필수정보로 각 지층별 시작 심도(상단심도)를 정의하고 있으며, 누락될 수 없다. 지층종료

심도도 필수정보로 각 지층별 종료 심도(하단심도)를 정의하고 있으며, 누락될 수 없다. 지층

두께는 필수정보로 “지층종료심도-지층시작심도”로 정의되며, 누락될 수 없다. 한글 지층명 

은 필수정보로 공학적 지층분류 기준에 따라 정의되며, 누락될 수 없다. 학술용 지층명

(USCS)은 필수정보로 통일분류법(USCS)에 따라 정의되며, 누락될 수 없다. 비고는 기타 지

층정보가 입력되며, 견고, 습윤도, 구성물질 등의 정보가 정리없이 산재되어 입력되어 있다. 상

기 지층명을 보정, 재정의함에 있어 Reference 기준으로 이요할 수 있다.

표준관입시험 테이블은 지층코드, 시험심도, 표준관입시험/타격회수, 표준관입시험/관입깊이 

등으로 구성된다. 시험심도는 필수정보로서 표준관입시험 시험심도이며, 각 시추공(시추공코

드)별로 보통 1부터 시작하며, 누락될 수 없다. 표준관입시험/타격회수는 필수정보로 최대 시

험값은 50이나 목적에 따라 그 이상 측정하기도 하며, 누락될 수 없다. 표준관입시험/관입깊이

는 필수정보로 최대 관입깊이는 30이며, 그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누락될 수 없다. 표준관입

시험 시험방법에 따라 50회 타격을 해도 관입량이 30cm가 되지 않으면 50회 타격시에 관입

량을 기록한다(예: 표준관입시험/타격회수 50; 표준관입시험/관입깊이 10; 50회 타입했지만 

10cm밖에 관입되지 않았다는 의미). 일반적으로 심도가 깊어질수록 표준관입시험/타격회수는 

커지는 경향을 갖는다.

  - 필수정보의 누락여부 검토

   필수정보가 누락된 경우, 이를 대체 입력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시추정보를 삭제한다.

표 3.2.18. 필수정보에 따른 누락 여부 판단 및 조치 방법

필수정보(Field)
누락(공란) 가능여
부 판단 (○,X,△)

누락된 경우 조치(Action)

시추정보 테이블

X X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든 테이블에

서 삭제

Y X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든 테이블에

서 삭제

고도 ○

지하수위 ○

지층정보 테이블

지층시작심도 X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든 테이블에

서 삭제

지층종료심도 X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든 테이블에

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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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추정보 테이블 오류 검토 및 조치 단계

  - 시추 공간좌표 입력 오류

TM 좌표체계 형태(6자리 정수)의 좌표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보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오류는 대체는 소숫점 입력을 잘못하여 6자리 정수가 아닌 경우, 숫자형 자료

가 아닌 경우 등의 오류가 있다. 자동화 툴 개발을 위해서 각각의 오류를 일률적으로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TM 좌표체계에 맞지 않은 좌표체계는 해당 시추공 코드를 삭제한다.

표 3.2.19. 시추 공간좌표 입력 오류별 조치 방법

지층두께 △
‘지층종료심도-지층시작심도’ 대체

하여 입력(0 이상)

한글지층명 △

학술용 지층명(USCS) X

1. 비고가 없는(공란) 경우, 해당 시추

공코드 정보 모든 테이블에서 삭제

2. 비고가 있는 경우,

2.1 USCS 기준 관련 표현이 있는 경

우, 이를 기준으로 대체 입력(“Ⅳ. 지

층정보 테이블 오류 검토 단계” 확

인)

2.2 USCS 기준 관련 표현이 없는 경

우,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든 테이블에

서 삭제

비고 △
학술용 지층명(USCS) 대체 입력 목

적에서 이용하며, 누락여부 판단 

표준관입시험 테이블

시험심도 X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든 테이블에

서 삭제

표준관입시험/타격회수 X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든 테이블에

서 삭제

표준관입시험/관입깊이 X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든 테이블에

서 삭제

입력 오류 예 검토 방법 오류 조치(Action)

267056.802 정상 정상

267056.8.02
숫자형 자료 입력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든 

테이블에서 삭제26705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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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고 대체 검토

시추조사 위치의 지표가 누락된 경우, 고해상도 DEM, DTM를 확보하며, ASCII code 또는 

Raster, TIFF 형태의 자료를 추출한다. 시추조사 지점(Point)을 기준으로 동일 공간의 DEM 

value(지표고)를 추출한다. 만약, 기존 입력된 지표고와 차이가 큰 경우(예: 3 m 이상)는 

DEM value로 대체 입력한다. 

   ③ 지층정보 테이블 오류 검토 및 조치 단계

  - 학술용 지층명(USCS) 입력 오류

학술용 지층명(USCS) 입력 오류는 입력되지 않고 누락된 경우, “비고”와 비교했을 때 잘

못된 문자가 입력된 경우에 해당한다. 입력 오류는 “비고” 정보로부터 조치 가능하며, “II. 

필수정보의 정의 및 검토 단계” 에 따라 “비고” 가 공란인 경우 해당 시추공을 모두삭제한

다. 여기서는 학술용 지층명을 “비고”의 USCS를 기준으로 누락된 경우, “비고”로부터 대

체 입력하거나, 기입력된 USCS 정보를 검증한다. 

  - 지층시작심도, 지층종료심도, 지층두께 입력 오류

심도, 두께는 숫자형 문자가 입력되어야 한다. 입력 과정 중 오타로 인한 오류는 다음과 같

이 검토하고 조치한다. 지층두께가 누락(공란)된 경우, “지층종료심도”-“지층시작심도”로 

연산하여 대체 입력한다.

표 3.2.20. 지층시작심도, 지층종료심도, 지층두께 입력 오류별 조치 방법

   ④ 표준관입시험정보 테이블 오류 검토 및 조치 단계

  - 시험심도, 표준관입시험/타격회수, 표준관입시험/관입깊이

2670568.02
정수 자료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

26705.6802

입력 오류 예 검토 방법 오류 조치(Action)

23.7 정상 정상

23..7
숫자형 자료 입력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

든 테이블에서 삭제2.3.7

237 지반공학 및 액상화 평가를 위한 공

학적 지층분류에 따라 150 m, 또는 

200 m 이상의 심도를 갖는 경우는 

활용이 어려움

해당 지층코드 정보를 지

층정보 테이블에서 삭제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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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숫자형 문자가 입력되어야 한다. 입력 과정 중 오타로 인한 오류는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조치한다.

표 3.2.21. 시험심도 입력 오류 조치 방법

표 3.2.22. 표준관입시험/타격회수 입력 오류 조치 방법

표 3.2.23. 표준관입시험/관입깊이 입력 오류 조치 방법

입력 오류 예 검토 방법 오류 조치(Action)

23.7 정상 정상

23..7
숫자형 자료 입력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

든 테이블에서 삭제2.3.7

입력 오류 예 검토 방법 오류 조치(Action)

23.7 정상 정상

23..7
숫자형 자료 입력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

든 테이블에서 삭제

2.3.7

237 관입깊이는 30cm를 넘을 수 없으

며, 이상으로 입력된 경우 오류로 정

의함
2370

입력 오류 예 검토 방법 오류 조치(Action)

23.7 정상 정상

23..7
숫자형 자료 입력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추공코드 정보 모

든 테이블에서 삭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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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진관측소 지반물성값 기준 이상치 검증 

지진응답 매개변수 선정함에 있어 현장조사 과정, 물리값 처리 과정, 자료 입력 과정에서 오

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계적 대푯값 처리에 있어 분석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오차를 검토하여 분석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교차검증 기법과 극한분포 

함수를 접목한 통계적 지반 공간정보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관측소별 지반조사 자료 중 일정 

신뢰범위를 벗어나는 자료를 결정하는 이상치 검증 기법를 적용하였다. 이때 기존의 이상치 기

준은 신뢰도 검증에 따른 오차와의 관계에서 시추조사 표본 집단 중 10%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상치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다수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현장검증 결과, 

통상적으로 10%의 시추조사 자료가 이상치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변동

성이 큰 지형 및 지반조건을 고려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최적의 이상치 기준을 결정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층(두께) 별로 0~50%의 이상치가 제거된 표본 집단의 이상치 검증 

기법을 적용한 뒤, 이를 통해 결정된 최소의 표준오차(RMSE)를 기준으로 최적의 이상치 제거

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3.2.16. 이상치 제거율과 RMSE와 관계를 통한 상대적 이상치 기준 결정 방법

극한분포 함수(Generalized Extreme Value, GEV) 기반의 이상치 분석을 클러스터링을 통

해 그룹화된 지반조사 정보별로 이상치 기준(10-15%) 내 포함하는 지반물성값의 하위그룹을 

생성하며, 전체 지반조사 정보에 대한 공간적 상관도를 베리오그램(Variogram) 모델링으로부

터 확인한다. 대체로 베리오그램 모델은 상관거리(분리거리)가 증가하면 지반물성값들의 공간

상관성이 감소하여 베리오그램의 값이 일정한 값까지 증가하다가 상관거리 이상에서는 그 값

이 변화않고 일정하다. 일반적으로 5개의 문턱값이 있는 베리오그램 모델(선형모델, 구형모델, 

지수모델, 가우스모델, 너깃모델)을 사용한다. 극한분포 함수를 통해 일반적 설계수준에 따라 

정의한 신뢰수준(10% 이상치 기준)으로 정의된 문턱값을 이상치 임계값으로 결정하고, 이상

치 임계값을 초과하는 측정값은 이후 통계분석과정에서 제외 처리한다.

주어진 지반조사 결과를 그림 3.2.17과 같이 하위그룹으로 구분한 후 각 하위그룹의 극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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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분포를 표현하는 극한분포 함수를 결정하고 이의 누적확률분포에서 정의된 이상치 임계

값(예: 오차가 10%인 경우)에 따라 이상치를 정의하는 문턱값을 결정한다. 극한함수는 

Gumbel, Frechet, Weibull의 극한값 분포를 일반화시킨 확률분포함수이다(Jenkinson, 1955; 

Kim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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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κ,  σ,  μ는 각각 형상계수, 크기계수, 위치계수를 나타낸다. 결정된 상대적인 

이상치 기준을 중심으로 최대, 최소 GEV함수의 누적확률 분포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 시추조

사 정보 중 이상치를 검증한다.

그림 3.2.17. 시추조사 자료의 극한분포 함수 기반의 이상치 검증의 개념도

  이와 함께 교차검증 기반의 이상치 분석 기법은 대상영역의 기지점의 지반물성값 가운데 

하나의 물리량을 미지값으로 가정하고 그 외 주변 자료로부터 기지값 위치의 지반물성값을 예

측함으로써 실측값과 예측값간의 잔차 비교를 통해 해당 위치의 지반물성값이 주변의 측정값

이 갖는 통계적 또는 공간적 상광성을 따르는지 판단하여 수행하게 된다. 교차검증은 기지의 

자료점이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하는 지반물성값을 통계처리하는 경

우에는 평가의 정밀도가 왜곡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 실측 지반물성값, 베리오그램, 상관거리 기반의 유효반경(그림 3.2.17의 원형의 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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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공간보간(예: Kriging)을 통해 관심영역의 지반물성값 공간분포를 결정한다.

- 실측값을 미지값으로 가정하고 공간보간 과정에서 제외한다.

- 베리오그램과 공간보간을 이용하여 실측값들이 제거된 위치에서의 값을 예측한다.

- 예측값들과 실제값들의 잔차를 비교하여 이상치 임계값을 기준으로 이상치로 정의되는 지

점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교차검증 결과는 예측값과 실측값 간의 관계를 그림 3.2.18과 같이 그래프로 도

시하여 기울기가 1인 1:1 관계를 벗어나는 정도를 기준(이상치 임계값)으로 이상치를 결정한

다(Kim et al., 2012; Isaaks & Srivastava, 1989). 이 때 측정값과 예측값의 오차와의 관계 

중 앞서 결정한 상대적 이상치 기준을 토대로 시추조사 정보 중 이상치를 검증한다.

그림 3.2.18. 시추조사 자료의 교차검증 기반의 이상치 검증의 개념도

  측정값과 예측값의 RMSE에 따라 결정된 상대적 이상치 기준으로 극한분포 함수와 교차

검증을 통해 클러스터링된 시추조사 표본 집단 중 이상치를 결정.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두 기

법의 신뢰성은 기존의 이상치 분석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다양

한 현장에 적용한 결과, 일반적으로 1km×1km 영역에서 100개 이상의 시추조사 존재할 경

우, 극한분포 함수 기반의 방법이 적합하며, 모든 현장에 대해서 교차검증 기반의 방법은 적합

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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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지진응답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

 (1)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절차 및 우선순위

이번 절에서는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스프레드시트)로부터 지진응답 매개변수 변환 방법과 

그에 따른 부지분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획득 및 신규 조사되어 입력된 지반물성값의 전

단파속도 추정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적용 우선순위를 정의하였다(그림 3.2.19). 이러한 5단계

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은 NGA West2의 Site Database의 VS30 및 VSZ 결정 방법

을 일부 따른다. NGA West2의 Site Database에서 VS30의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Code 0: 계측 (zp ≥ 30 m)

- Code 1: 계측과 Extrapolation (zp < 30 m)

- Code 1.5: 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 SPT) N값으로부터 VS 추정

- Code 2-4: Proxy 이용 (Geology, Geotechnical correlation, Elevation, Slope, 

Terrain)

- Code 5: VS30 map 또는 Natural Frequency 이용

최우선의 높은 적용성을 갖는 1번 방법은 전단파속도 주상도(VSP, Vertical seismic 

profile)로 이중 공내탄성파탐사 기법으로 다운홀탐사(DWT) S-PS 로깅으로부터 측정된 전

체 지반의 VSP로 정의하였다(1.1 방법). 1.2 방법은 MASW 및 SASW 등의 표면파탐사로부

터 획득된 VSP로 정의하였다. 1.3 방법은 암반지반에 대해서만 공내탄성파탐사로부터 전단파

속도가 확보되고, 토사지반의 경우, 표면파탐사로부터 획득된 VSP를 대체하여 결정한다.

2번 방법은 표준관입시험(SPT) N값으로부터 전단파속도와의 경험적 상관관계로부터 변환

된 전단파속도를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2.1 방법은 암반지반의 VSP만 획득된 경우, 

동시에 토사지반을 포괄하는 표준관입시험 주상도로부터 전단파속도를 변환, 추정한다. 2.2 방

법은 측정 VSP가 없는 경우, N값으로부터 추정된 전단파속도를 이용한다.

3번 방법은 시추주상도의 공학적 지층두께와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로부터 지진응답 매개변

수를 추정한다.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을 기준을 공학적 지층별 

두께가 결정되며, 각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Sun et al., 2014)를 대입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측정 1번 방법의 VSP가 없거나 2번 그룹의 표준관입시험 N값이 획득되지 않은 지진관측소를 

대상으로 공학적 지층 두께 및 대표 전단파속도를 추정하여 이용한다.

4번 방법은 지반조사 보고서로부터 획득 가능한 표면파탐사의 전단파속도 이미지를 디지타

이징하여 확보한 전단파속도값으로 구성된다. 이중 4.1 방법은 암반지반의 VSP만 획득된 경

우, 동시에 토사지반을 포괄하는 전단파속도 이미지로부터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를 토사지

반 VSP로 대체하여 이용한다. 4.2 방법은 측정 VSP가 없는 경우,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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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반 대표 지진응답 매개변수(VS30 등) 결정 절차 및 

우선순위

5번 방법은 지표특성인 수치표고모델 기반의 지표고, 경사도 및 지질도 기반의 지질조건을 

부지분류의 프록시로 정의하여 이용한다. 5.1 방법은 경사도를 이용한 방법, 5.2 방법은 지표

고를 이용한 방법, 5.3 방법은 지질조건으로 분류한 방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국내외 프록

시 관련 기준 중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 관련연구로부터 그 적용성이 입증된 경사도 

기준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그 외 지표고, 지질분류 조건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대부분 조

사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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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3번, 4번 방법의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토사지반 VSP 확보 여부에 따라 소그룹으

로 분류하였다. 지진관측소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여부에 

따라서 5가지 방법(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표 매개변수와 그에 따른 부지분류, 증폭계수

를 결정한다.

 (2) 지진응답 매개변수

      ① 상부 30m 평균 전단파속도(VS30)

지반운동의 증폭 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매개변수들로는 우선 대표적으로 30 m까지의 평균 

전단파속도(VS30)를 들 수 있으며, 대상 위치의 정량적 지반 강성 분포가 고려된 VS30과는 달

리 일반적 지층 상태와 강성에 근거한 기하학적 조건을 반영하는 기반암 심도(depth to 

bedrock, H)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 부지의 기하학적 조건으로서의 기반암 

심도와 그 깊이까지의 지반 강성 변화 분포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지주기(TG)도 매개

변수이며, 최근 기반암 심도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병용 매개변수로서 대두되고 있는 기반암 

상부 토사 지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도 부지효과의 매개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

도 VS30이 30 m를 경험적 심도로 반영한 지표라는 관점에서 이 보다 얕은 심도까지의 평균 

전단파속도들(VS10, VS15, VS20 등 또는 VSDs)도 매개변수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선창국, 

2010). 검토된 각 부지응답 매개변수들은 관점에 따라서는 동일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이나 용어로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부지주기(TG)는 그 역수를 취하여 공진진동수(주

파수; resonance frequency, f0)에 해당되는 탁월진동수로 표현되기도 한다. 본 과업을 위해 

검토된 부지효과 매개변수들에 대한 계산 수식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현행 분류체계에

서 주로 적용되는 VS30(단위는 m/s)은 아래 식과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di와 VSi는 각각 지

하 30 m까지의 i번째 지층의 두께와 평균 VS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 di의 총합은 30 m가 된

다.

    
  







      ② 토사지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

토사 평균 전단파속도(VS,soil)은 각각 다음의 식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di와 VSi는 각
각 기반암 상부의 i번째 지층에 해당하는 층후와 전단파속도로 정의된다. 

  
  




 





 

      ③ 부지고유주기(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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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헌들(Rodriguez-Marek et al., 2001; Sun, 2004; Sun et al., 2005; Kim and 

Yoon, 2006)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각 부지별 지반지진공학 특성 지표로서 지진시 부

지의 공진 주기를 나타내는 부지 주기(site period, TG)도 제시하였다. 부지 주기는 지진관측

소별 하부지반 부지의 기반암 상부 토사 및 암반 지층들의 층후와 심도별(지층별) VS를 기반

으로 다음식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di와 VSi는 각각 기반암 상부에 분포하는 i번째 

지층의 두께와 VS로 정의된다. 또한, 부지주기는 기반암 심도(H=∑Di)가 깊어질수록 일반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④ 기반암 심도(H)

기반암 심도(H)는 현행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지반분류기준에 따라서 전단파속도가 

760m/s 이상의 심도를 기반암으로 정의한다. 만약, 전단파속도 주상도(1번 방법), SPT-N값

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2번 방법),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4번 방법)에서 760m/s 이

상이 얕은 심도에서 기록되고 이하심도 지반에서 760m/s 이하인 경우, 더 깊은 심도에서 

760m/s 이상이 기록될 때에 기반암 심도로 정의한다.

1, 2, 4단계에서 각각 추출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는 1m 단위 심도에 따라 전단파속도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기반암 심도를 결정함에 있어 1m 단위로 정의한다. 예

컨대, 5m 심도에 750m/s 전단파속도, 6m 심도에 770m/s 전단파속도가 기록되었다면, 

5m~6m 지층의 전단파속도는 750m로 간주되고 6m~7m 지층의 전단파속도는 770m/s로 간

주된다. 여기서 전단파속도기반암 심도는 5m로 정의된다. 

 3번 방법의 경우 시추주상도에 기록된 공학적 기반암(연암 이하)를 기준으로 기반암 심도

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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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기반 전단파속도 추정 방법론

      ① 1단계: 측정 전단파속도 주상도(VSP)

  - 1.1 공내탄성파탐사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토층, 암반) 이용

다운홀 탐사나 S-PS 등의 공내탄성파탐사를 이용하여 지표면(심도 0m)부터 심도방향으로 

공학적 기반암까지의 토사지반 및 기반암 이하 암반지반에 이르고 30m심도이상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획득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공학적 기반암의 정의는 앞서 언급한대로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의 값을 갖는 심도의 지반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VS30, 

VS,soil, TG, H 의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한다. 

가) 전단파속도 주상도(1m 심도 단위별 전단파속도) 상 760m/s와 근사값을 찾는다.

    (예: 8m 심도에서 755m/s이고 9m 심도에서 770m/s인 경우, 근사값을 755m/s 

한다) 

나)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근사값의 심도를 기반암심도(H)로 정의한다.

    (예: ①번 예의 경우, 8m를 기반암 심도로 정의한다.

다) 30m 심도까지의 전단파속도값을 이용하여 VS30을 계산한다.

라) 기반암심도까지의 전단파속도값을 이용하여 VS,soil을 계산한다. 30m 심도 또는 전체 주

상도 상 760m/s 이상의 값이 없는 경우, VS,soil을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부지분류 데이

터베이스에 VS,soil를 계산하지 않고, 기입하지 않는다. 

마) 기반암심도까지의 전단파속도값을 이용하여 TG를 계산한다. 라)번과 마찬가지로 기반암

심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기입하지 않는다.

  - 1.2 표면파탐사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토층, 암반) 이용

MASW나 SASW 등의 표면파탐사를 이용하여 심도방향으로 공학적 기반암까지의 토사지반 

및 기반암 이하 암반지반에 이르고 30m심도 이상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획득한 경우를 말한

다. 1.1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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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내탄성파탐사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암반) & 표면파탐사 기반 전단파속도 주

상도(토층) 이용

지진관측소(특히, 시추공형 관측소) 부지에서 착공시에 조사되어 수집된 지반조사 중에서 공

내탄성파탐사를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암반부터 기록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시추주상

도 상 공학적 지층분류(매립토, 퇴적토, 풍화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가 함께 기록된다. 

여기서 공학적 기반암은 연암으로 정의한다. 이와 함께 동일 부지에서 표면파탐사가 함께 수행

되어 시추조상도 지층분류상 기반암 심도 내 전단파속도가 획득된 경우를 1.3 방법으로 분류

한다. 앞서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먼저 시추조사 지층정보 테이블과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을 읽어 들인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가) 공내탄성파탐사로부터 획득한 암반지반(연암 이하)의 전단파속도 주상도와 기반암 심도 

이상(토층)에 대해서 표면파탐사로부터 획득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 들인다.

나) 공내탄성파탐사의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기록이 시작된 심도(얕은 심도)를 기준으로, 해

당 심도 이상의 표면파탐사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연결한다.

(예: 다운홀시험으로부터 8m 이하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획득되고, MASW로부터 0m부터 

15m까지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획득된 경우, 0m에서 7m까지의 MASW 전단파속도 주상

도와 8m 이하의 다운홀시험 전단파속도를 연결한다)

다) 만약, 표면파탐사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최하단 심도와 공내탄성파탐사 주상도의 최상단 

심도와 이격된 경우(예: 5m 이상 이격)는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라) 통합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760m/s과 근사값의 심도를 기반암심도(H)로 정의한다.

마) 1.1 방법의 다)∼마) 절차를 따른다.

      ② 2단계: 표준관입시험 N값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

앞서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SPT) 테이블에서 항타수 SPT-N값

의 주상도와 30cm 관입시의 N값을 외삽한 주상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표준관입시험 N

값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전단파속도 추정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번 절에는 지표

부터 30m 심도까지의 토사지반 전체를 포함하는 SPT-N값과 이를 기반으로 추정된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토대로 1절에서 설명한 지진응답 매개변수 방법을 설명하였다. 특히, 1번 방법

으로부터 지진응답 매개변수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관측소)에 대해서 2번 방법을 적용한다.

  - 2.1 전단파속도 주상도(암반) & 표준관입시험 N값(토층) 이용 

1번 방법을 통해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중에서 암반지반에 대해서 전

단파속도 주상도가 있으며, 동일 부지(관측소)에서 표준관입시험 N값 주상도가 획득된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종합과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가) 공내탄성파탐사 및 표면파탐사로부터 획득한 암반지반(연암 이하)의 전단파속도 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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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반암 심도 이상(토층)에 대해서 표준관입시험 N값 변환을 통해 획득한 전단파속

도 주상도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 들인다.

나) 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기록이 시작된 심도(얕은 심도)를 기준으로, 

해당 심도 이상의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연결한다.

    (예: 탐사부로부터 8m 이하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획득되고, 표준관입시헙 주상도가 0m

부터 15m까지 획득된 경우, 0m에서 7m까지의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와 8m 이하

의 측정 전단파속도를 연결한다)

다) 만약,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최하단 심도와 측정된 주상도의 최상단 심도와 이

격된 경우(예: 5m 이상 이격)는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라) 통합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760m/s과 근사값의 심도를 기반암심도(H)로 정의한다.

마) 1.1 방법의 다)∼마) 절차를 따른다.

그림 3.2.20은 2.1의 방법에 따라서 JAS 관측소의 표준관입시험과 다운홀 전단파속도 주상

도를 연결하여 결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예시를 보여준다. 마름모 심볼은 표준관입시험 N

값 주상도이며, 7m 이하에서 외삽된 N값을 이용하고, 7m 이하, 30m까지는 Sun et al. 

(2007)의 제안식에 따라 깊이별 전단파속도를 추정하였다. 원형 심볼은 다운홀 시험을 통한 

전단파속도 결과로서 7m(연암층)부터 기록된 전단파속도가 확보된 경우이다. 7m 이하 Sun 

et al. (2007)의 제안식에 의해서 추정된 경우와 실제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경향은 크

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m 심도에서 약 35m/s 정도의 근소한 전단파속

도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앞선 절차에 따라서 7m까지의 표준관입시험 N값을 통해 변

환된 전단파속도와 7m이하의 다운홀 시험을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연결하여 지진응답 매

개변수 추정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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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2.1 방법에 따라 종합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예시(JAS(장수관측소))

      ③ 3단계: 공학적 지층분류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

앞서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에서 공학적 지반분류를 표준안에 따라 크게 매립토, 퇴적

토, 풍화토, 풍화암, 연암(기반암) 및 이하 보통암, 경암으로 분류하고 각 층별 시작 심도와 종

료 심도를 입력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공학적 지반분류에 따른 층별 두께와 Sun et al.(2014)

에서 제시된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값을 이용하여 지진응답 매개변수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 관계

각 지층별 대표 지반동적특성은 국내 다양한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VS

의 정량적 값은 Sun et al. (2014)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며, 매립토는 190 m/s, 퇴적토는 

280 m/s, 풍화토는 350 m/s 그리고 풍화암은 650 m/s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암

반의 상태는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경도가 커지고 강성이 커질 수 있다 할지라도, 연

암부터 보통암의 대상의 공학적 기반암(Engineering bedrock)의 대표 전단파속도는 1,300 

m/s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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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4. 국내 대표부지에 대한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 속도(Sun et al., 2014)

지층명
대표 전단파속도

(m/s)
평균 전단파속도

(m/s)
전단파속도 표준편차

(m/s)

매립토 190 186 99

퇴적토 280 283 149

풍화토 350 353 151

풍화암 650 651 202

기반암(연암 이하) 1300 1289 543

  - 지진응답 매개변수 추정 방법

1번과 2번 방법을 통해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중에서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에 지표부터 기반암(연암)까지 지층분류와 두께가 입력된 경우를 말한다. 앞서 소

개한 각 매개변수(VS30, VS,soil, TG, H)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다음 절차를 따른다.

가) VS30은 지반분류 상 30m 심도까지의 지층별 두께와 각 지층별 대표 전단파속도를 이용

한다. 즉, VS30 식에서 di은 지반분류별 지층 두께, VSi은 대표 전단파속도로 정의된다.

나) 기반암 심도(H)는 연암층 시작 심도로 정의한다.

   (예를 틀어 매립토층 두께가 5m, 퇴적토층 두께가 10m, 풍화토층 두께가 5m, 풍화암층 

두께가 5m, 이하 연암층으로 구분된 경우, 기반암 심도는 25m로 정의된다)

다) VS,soil은 정의된 기반암 심도 이상의 지층별 두께(di)와 대표 전단파속도(VSi)를 이용하

여 계산한다.

라) TG도 역시 정의된 di와 VSi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④ 4단계: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

앞서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단파속도 이미지의 디지타이징 정보로부터 전단파속도 주

상도의 확보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테이블 구성을 설명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디지타

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하여 지반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을 설명한다.

  - 4.1 전단파속도 주상도(암반) &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토층) 이용

  1번, 2번, 3번 방법을 통해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결정되지 않거나 지진응답 매개변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중에서 암반지반에 대해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있으며, 동일 부지(관측

소)에서 전단파속도 이미지가 확보되어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획득된 경우를 말한

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종합과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가) 공내탄성파탐사 및 표면파탐사로, 표준관입시험으로부터 획득한 암반지반(연암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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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파속도 주상도와 기반암 심도 이상(토층)에 대해서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

도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 들인다.

나)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기록이 시작된 심도(얕은 심도)를 기준으로, 해당 심도 이

상의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연결한다.

   (예: 8m 이하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획득되고,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0m부터 15m까지 획득된 경우, 0m에서 7m까지의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와 

8m 이하의 측정 전단파속도를 연결한다)

다) 만약,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최하단 심도와 측정된 주상도의 최상단 심도와 

이격된 경우(예: 5m 이상 이격)는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라) 통합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760m/s과 근사값의 심도를 기반암심도(H)로 정의한다.

마) 1.1 방법의 ③∼⑤ 절차를 따른다.

  - 4.1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없는 경우,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토층, 암반) 이용

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없는 경우 중에서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

도가 토사지반 및 암반지반, 그리고 30m 심도 이상으로 획득된 경우를 말한다.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하여 1.1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한

다.

      ⑤ 5단계: 지표특성(프록시, Proxy) 기반 지진응답 매개변수 추정

1단계~4단계 절차는 탐사 및 조사를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획득하거나, 기존 경험적 추

정식을 통해 심도별 또는 지층별 전단파속도값을 변환 사용하게 된다. 5단계는 지진관측소 위

치에서의 수치표고모델(DEM)과 지질도로부터 각각 지표고 및 경사도 정보와 지질단위 및 지

질연대 정보를 추출하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지표특성(프록시)을 기준으로 지진응답 매개변

수별 지반분류체계를 적용한다. 프록시 기준의 지반분류체계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따라서 프록시 기준의 지반분류체계 상 지반분류별 지반공학적 지진응답 매개변수(VS30, TG, 

H 등)의 범위를 확보가능하다. 본 과업에서는 Sun et al.(2018)과 Kim et al.(2018)에서 제

시된 프록시 인자별 지반분류 및 매개변수 관계(표 3.2.34, 표 3.2.35)를 이용한다. 이 때 국

내 적용성 검증 결과, 프록시 적용의 우선순위를 경사도, 지표고, 지질도 순서로 적용한다. 만

약 관측소 부지의 경사도 정보가 확보된 경우, 이를 먼저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표고 

또는 지질도 기준의 지반분류를 적용한다. 이 때, 각 지진분류별 매개변수의 매개변수의 범위 

중 대푯값을 정의함에 있어, 범위의 중앙값으로 가정한다. 또한, A(SA) 또는 E(SE)의 경우 

범위의 최소 또는 최대 범위에 각각 10%의 값을 더하거나 빼줌으로서 대푯값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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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반분류체계

      ① 국외 지반분류체계

  - NEHRP(1997) 기준 지반분류체계

부지고유 지진응답에 따른 지반운동의 증폭은 그 대상 지역 지반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특성적 구분은 내진 설계나 성능평가를 위한 부지분류 체계로 제시된

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지분류 체계는 한반도와는 지역 지반

특성이 매우 다른 미국 서부지역 특성에 기반한 체계이며, 이로 인한 발생가능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국내 부지 지반 분류(건설교통부, 

1997)는 1989년 Loma Prieta 지진 기록의 고찰을 토대로 Borcherdt(1994)가 제안한 VS30

에 따른 부지분류 방안을 토대로 제정한 1997년 NEHRP 규정과 1997년 UBC를 직접 준용

한 것이다. 또한, 이 부지 분류 방법은 역시 미국 서부 지역 발생의 1984년 Northridge 지진

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Borcherdt, 2002). 다음 표는 500년 재현주기의 발

생가능 지진에 대해 권역화된 국내의 지진 구역 I (Z＝0.11)과 II (Z＝0.07)를 대상으로 현행 

부지 분류 체계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표 5.1에 따라 지진관측소 하부지반의 지

진응답 매개변수(예: VS30) 결정과 그에 따른 NEHRP(1997) 기준의 부지분류와 단주기, 장주

기 증폭계수(각, Fa, Fv)를 기초자료별, 지진관측소별로 결정하였다.

표 3.2.25. NEHRP 및 UBC 기준 기반의 국내 내진설계 지반분류체계(Sun, 2012)

Site Class Short-Period Mid-Period

Symbol Description
Criterion, VS30 

(m/s)

Z〓0.11 Z〓0.07 Z〓0.11 Z〓0.07

Ca Fa Ca Fa Cv Fv Cv Fv

A (SA) Hard Rock 1,500 < VS30 0.09 0.82 0.05 0.71 0.09 0.82 0.05 0.71

B (SB) Rock
760 < VS30 ≤ 

1,500
0.11 1.00 0.07 1.00 0.11 1.00 0.07 1.00

C (SC)

Very Dense 

Soil and Soft 

Rock

360 < VS30 ≤ 

760
0.13 1.18 0.08 1.14 0.18 1.64 0.11 1.57

D (SD) Stiff Soil
180 < VS30 ≤ 

360
0.16 1.45 0.11 1.57 0.23 2.09 0.16 2.29

E (SE) Soft Soil VS30 ≤ 180 0.22 2.00 0.17 2.43 0.37 3.36 0.23 3.29

F (SF)
Requires site specific 

evaluation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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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2000의 첫 번째 목표는 표준관입시험과 지층분류 조건에 

따라 VS30 또는 전단강성 등의 1차원 지반동적거동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IBC2000 기준

의 두 번째 목표는 NEHRP 1997의 비선형 거동특성을 단주기 및 장주기 증폭계수에 따라 지

반분류별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Dobry et al., 1994). 

표 3.2.26. IBC2000 기준의 부지분류체계(Paz and Leigh, 2004)

  - 유럽 기준 지반분류체계

Eurocode 8(CEN, 1994)에 제안된 지반분류체계에서는 A(경질 지반), B(중간정도 경질지

반), C(연약 지반)의 세 그룹으로 지반을 분류하였다. 최근의 Eurocode 8은 미국 내진설계기

준과 유사하게, VS30, 표준관입시험 N값, PI, Su를 기준으로 5종류의 지반과 2종류의 특수 지

반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표 3.2.27. Eurocode 8 기준의 부지분류체계(Giaralis and Spano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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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기준 지반분류체계

일본의 내진설계기준에서는 구조물 기대성능수준은 크게 50년 재현주기와 500년 재현주기

로 분류된다. 지진재해도 특성은 지진구역(Z)과 부지고유주기(TC)에 따른 지반분류체계를 수

립하여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전체국토가 지진에 활동성이 있으며, 비록 A, B, C 지진구역으

로 분류되었어도 각 등급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아 지역계수는 1.0과 0.8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국토가 1.0 또는 0.9의 지진계수를 갖는다. 그리고 부지구유주기에 따라서 크게 0.4, 0.6, 0.8

초일 때에 각각 Type I, II, III로 구분한다. Type I은 암반지반, 단단한 모래 및 자갈로 정의

된다. Type III는 30m 심도 또는 그 이하의 깊은 연약지반의 특징을 갖는다. Type II는 

Type I과 III로 구분되지 않는 지반으로 정의된다.

표 3.2.28. 일본의 지반분류 기준

 

     ② 국내 지반분류체계

  - 건설교통부(1997) 기준 지반분류체계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내진설계기준연구(II)로 건설분야 내진해석 기준서의 상위개념에 해

당하는 기준이며, 최근 개정되거나 신규 제정되고 있는 국내 토목·구조 분야의 내진설계기준

은 대부분 내진설계기준연구(II)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표 3.2.26은 내진설계기준연구(II)에

서 정의하고 있는 지반분류 방법이다. 내진설계기준연구(II)의 지반 분류 방법은 상부 30m에 

대한 평균지반 특성으로서 전단파속도(shear wave velocity, VS)를 이용한 VS30을 기본 기준

으로 지반을 분류하고 있다. 내진설계기준(II)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반분류 방법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UBC-1997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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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9. 내진 설계를 위한 지반 분류(건설교통부, 1997)

지반

분류
지반종류의 호칭

상부 30m에 대한 평균지반 특성

VS30(m/s)
표준관입시험 

(blows/30cm)

비배수 전단강도 

(kPa)
SA 경암지반 1500 초과

- -
SB 보통암지반

760 - 

1500

SC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

는 연암지반
360 - 760 >50 >100

SD 단단한 토사지반 180 - 360 15-50 50-100

SE 연약한 토사지반 180 미만 <15 <50

SF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가 요구되는 지반

  -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2017) 기준 지반분류체계(행정안전부, 2017)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제정되

었다. 지반분류 기준은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행정안전부, 2017).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분류는 기반암

의 깊이(H)와 기반암 상부 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에 근거한다. 지반은 6종류(S1, S2, 

S3, S4, S5, S6)로 분류한다. 토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서, 기반암 깊이(H)는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으로 정의된다.

표 3.2.30.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행정안전부, 2017)

  - Sun et al.(2014) 기준 부지분류체계 기준 지반분류체계

1997년 국내 내진설계 기준의 연구(건설교통부, 1997) 당시 필수적 사전 검토 과정인 지반 

조건에 따른 증폭 특성의 정량적 평가 없이 국가적 내진대책의 조속한 체계화를 위해 지역적 



- 216 -

지진 발생 및 부지 지반 특성이 상이한 해외 강진 지역 중의 하나인 미국 서부의 부지 지반 

조건별 증폭계수를 준용하게 되었다(선창국 등, 2005). 부지 증폭계수, Fa 및 Fv는 기반암이 

노출된 지표면(기반암 노두)과 기반암이 노출되지 않고 토사로 덮인 지표면의 상대적인 지반

운동 크기 비율이며, 지반운동의 구조물 주기별 지진응답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결정가능하다

(Dobry et al., 2000; Sun, 2004; Sun et al., 2005).

미국 서부 지역의 내진설계 규정은 실제 지진 피해 사례의 계측 기록과 추가적 수치 해석을 

복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되었지만(Sun, 2004; Sun et al., 2005), 근본적으로 지역적 

한계를 내제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내진설계 과정에서는 부지효과의 정량적 적용을 통

한 설계 지반운동이 상황에 따라서는 과대 또는 과소하게 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분류 기준 및 분류 단계 그리고 증폭계수(site 

coefficients)의 정량적 개선이 이루어진 부지 분류 체계를 개선 개발하였다. 특히, 개선안으로 

개발하여 제시된 부지 분류 체계에서는 종합적 지반지진공학적 특성 지표로서의 부지주기(TG)

를 분류 기준으로 추가 제시한다.

대표적 기존 연구로서 Sun(2004)과 선창국(2010)은 국내 대도시 및 역사적 지진위험지역

의 부지고유 지진응답특성 평가의 체계화를 위해 국지적 지반 및 지표특성에 따른 1차원 또는 

2차원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고, 국내 내륙의 부지분류 조건별 지진증폭계수를 재산정하였다. 

이 때 부지주기의 적용성 검증 및 기존의 지반 분류기준의 세분화를 통해 국내 내진설계기준

의 지반분류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6; 2019). 뿐만 아니라, 

선창국(2010)의 기존 연구에서는 보다 직관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지반의 기하학적 조건

만을 이용한 부지분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반암 심도(H)와 부지주기(TG)의 상관관

계를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부지주기의 100 배에 해당하는 선형 관계(TG = 0.01 

H)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선행 연구들(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6; 2019)에서도 적용되어 온 선창국(2010)의 

다양한 부지응답 매개변수들 기반의 부지분류 체계(표 3.2.28)를 국내 지역 지반특성이 고려

된 기법으로 우선 도입하였다. 이 분류 체계는 한반도 내 광역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경험적 

부지분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토대 기법으로 활용된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

이, 부지주기를 이용하여 지반 분류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단주기 부지 증폭계수(Fa) 및 중장

주기 부지 증폭계수(Fv)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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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 부지주기 포함 기준들 적용의 국내 부지분류체계(선창국, 2010; Sun et al., 

2014; Sun et al., 2018)

Generic 
Description

Site Class Criteria
Site 

Coefficients

Current
This 
Study

VS30

(m/s)

VsDs* 
(m/s)

TG 

(s)
Fa Fv

Rock
A

B > 760 > 760Cs < 0.06 1.00 1.00
B

Weathered 

Rock and 

Very Stiff 

Soil
C C

C1 > 620 > 620Cs < 0.10 1.28 1.04

D > 520 > 520Cs < 0.14 1.45 1.09

Intermediate 

Stiff Soil

C3 > 440 > 440Cs < 0.20 1.65 1.13

C4 > 360 > 360Cs < 0.29 1.90 1.19

Deep Stiff 

Soil
D D

D1 > 320 > 320Cs < 0.38 2.08 1.23

D2 > 280 > 280Cs < 0.46 2.26 1.29

D3 > 240 > 240Cs < 0.54 2.48 1.36

D4 > 180 > 180Cs < 0.62 2.86 1.43

Deep Soft 

Soil
E E ≤ 180 ≤ 180Cs ≥ 0.62 1.50 2.00

*VsDs indicates the mean Vs to a depth(Ds) of shallower than 30 m, and 

equals to VS30 times Cs (i.e., VsDs = VS30×Cs).

Here, Cs is expressed by 0.214Ds0.453(i.e., Cs = 0.214Ds0.453), and 

synthetically, VS30 = VSDs/Cs = VSDs/(0.214Ds0.453).

      ③ 지표특성 기준 지반분류체계

  - Wald and Allen(2007)의 경사도 기준 지반분류체계

미국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는 Wald and Allen(2007)의 최초 제

안한 경사도 기반의 지표특성(프록시, Proxy) 지반분류체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광역영역에 

대한 VS30과의 상관관계 및 이를 이용한 구역화 지도를 발행하고 있다. 이는 지형학적, 퇴적학

적으로 경사가 급할수록 퇴적물이 쌓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VS30이 낮고, 수계 유역 및 평지

일수록 퇴적물이 두껍게 쌓이기 때문에 VS30이 높다는 가정에서 성립되었다. 또한 낮은 전단파

속도를 갖는 미세토의 경우, 경사도와 관련 있다는 가정이 있다(Park and Elrick, 1998).

표 3.2.32와 같은 경사도에 따른 지반분류 조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유타 및 대만, 이탈리아

로부터 수집한 VS30과 시험위치에서의 경사도와의 관계를 토대로 수립되었다. 크게, Active 

Tectonics 지역과 Stable Continent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VS30별 지반분류등급

에 따른 경사도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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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2. NEHRP의 VS30에 따른 부지분류를 위한 경험적 경사 범위(Wald and Allen, 

2007)

Site Class Slope, Sp (m/m)

Class Criterion, VS30 (m/s) Active Tectonics Stable Continent

B 760 < VS30 0.138 < Sp 0.025 < Sp

C

620 < VS30 ≤ 760 0.10 < Sp ≤ 0.138 0.018 < Sp ≤ 0.025

490 < VS30 ≤ 620 0.050 < Sp ≤ 0.10 0.013 < Sp ≤ 0.018

360 < VS30 ≤ 490 0.018 < Sp ≤ 0.050 0.0072 < Sp ≤ 0.013

D

300 < VS30 ≤ 360 0.0063 < Sp ≤ 0.018 0.004 < Sp ≤ 0.0072

240 < VS30 ≤ 300 0.0022 < Sp ≤ 0.0063 0.002 < Sp ≤ 0.004

180 < VS30 ≤ 240 0.0001 < Sp ≤ 0.0022 0.00002 < Sp ≤ 0.002

E VS30 ≤ 180 Sp ≤ 0.0001 Sp ≤ 0.00002

  - Will et al.(2015) 지질도 기준 지반분류체계

지질단위와 전단파속도 간의 상관관계는 VS30 추정을 위해 이용된 지질도를 근간으로 한다. 

Will et al.(2000)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한 부지분류 지도 구축을 위해 지질단위별 지진증

폭특성과의 추계학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Will and Clahan(2006)은 이 지도에 대해 단순

화된 지질단위별 해당 VS30를 재정의 하였다. 이 방법은 4기 충적층에 상관도 높은 지질단위

와 VS30와의 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Will and Gutierrez(2011)은 지표 경사를 기준으로 4기 

충적지역을 세 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Will et al.(2015)은 앞서 구축한 지질단위와 VS30와의 

관계를 토대로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축척의 지질도(1:250,000 축척, 1:24,000 축척 등)를 토

대로 지질단위에 따른 지반분류 체계를 표 3.2.33과 같이 재정립하였다. 

표 3.2.33. NEHRP의 VS30에 따른 부지분류를 위한 경험적 지질학적 분류 범위(Will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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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ng et al.(2012) 기준 지형 조건에 따른 지반분류체계

Yong et al.(2012)은 VS30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지반물성 특성을 예측하고 지표 피복조건

을 특성화하는 지오메트리기반의 지반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30 arcsec의 공간해상도를 갖

는 SRTMDE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digital elevation models)를 기초로 하

여 16개의 지형 유형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분류 기준(경사 기울기, 국부 및 표면의 

텍스처)을 기반으로 한 지형 분류 체계로 구성되었다. 이를 캘리포니아의 853 개소의 VS30 값

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기반 통계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각 지형 유형별 평균 VS30을 결정하였

다. 그런 다음 VS30값으로 매핑된 지질 및 지형 경사와 같은 기존의 개별 프록시 기반의 모델

과 빅 검증함으로써 경험적인 지형 유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3.2.21. Yong et al.(2012)의 지형 조건에 따른 지반분류체계의 캘리포니아지역 적용 결과

  - Sun et al.(2018) 기준 지반분류체계

Sun et al.(2018)은 국내 광범위 지반조사 자료 및 그들에 대한 지반 DB를 파악하고 분석

하여 지반특성 관련 주요 지형인자에 해당될 수 있는 지표지형의 경사와 지표 고도를 우선 지

반지진공학적 관점의 지형적 지시자로 보고 지오-프록시(Geo-Proxies)로 정의하였다.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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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지질학적 관점의 프록시를 이용한 지역 부지지진응답을 평가하고 정보를 도출하여 제시

하기 위한 연구들은 주로 국외 강진지역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Wald and Allen, 

2007; Allen and Wald, 2009; Pilz et al., 2010; Wills et al., 2015; Rai et al., 2016), 

국내의 경우 극히 제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고(강수영과 김광희, 2009; 선창국 등, 2015) 

종합적 자료를 기반의 검증을 수반하는 접근은 진행되어 오지 못한 실정이다. 표 3.2.30은 국

외 부지들에 대하여 VS30과 지형 경사를 프록시로 설정하여 도출한 경험적 부지분류 체계로서

(Wald and Allen, 2007), 자료 확보 대상 지역의 지구조적 특성에 따라 지진과 같은 지구조

적 활동이 활발한 지역(Active Tectonics)과 판 내부의 안정적 대륙 지역(Stable Continent)

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의 경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부지분류 C와 D에 있어서 VS30이 360 m/s 주변에 밀

집해 있고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여 선창국(2010)은 한반도 지역고유 지반특성을 고려한 부지

분류 체계(표 3.2.34)에서 기존 C와 D 부지조건을 각각 4 단계의 세부 분류를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 여러 연구들(Sun et al., 20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4; 2015)에

서 이러한 분류 방안을 적용하여 다양한 부지분류 공간정보들을 제시해 왔으며, 본 연구에서도 

연속 활용적 목적과 국내 지역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표 3.2.34와 같이 부지분류 조건 C와 D

에 대하여 4 단계의 세부분류 개념을 적용한 지반조사를 통한 매개변수(VS30, TG, H)와 프록

시(경사도, 지표고)기반의 경험적 부지분류 체계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지진관측소별 추출된 

지표고, 경사도(m/m)를 기준으로 프록시 기반 부지분류를 적용한다.

표 3.2.34. 국내 적용을 위한 경사 및 고도의 지오-프록시 기반 경험적 부지분류 제안

(Sun et al., 2018)

Generic 
Description

Site 
Class

Criteria Geo-Proxies

VS30

(m/s)

TG

(s)

f0

(Hz)
Slope, Sp 

(m/m)
Elevation, 
Ev (m)

Rock B > 760 < 0.06 > 16.67 > 0.056 > 80

Weathered 

Rock and 

Very Stiff Soil C

C1 > 620 < 0.10 > 10.00 > 0.035 > 60

C2 > 520 < 0.14 > 7.14 > 0.02 > 45

Intermediate 

Stiff Soil

C3 > 440 < 0.20 > 5.00 > 0.011 > 31

C4 > 360 < 0.29 > 3.45 > 0.0062 > 22

Deep Stiff 

Soil
D

D1 > 320 < 0.38 > 2.63 > 0.0023 > 18

D2 > 280 < 0.46 > 2.17 > 0.0008 > 14

D3 > 240 < 0.54 > 1.85 > 0.00023 > 11

D4 > 180 < 0.62 > 1.61 > 0.00006 > 9

Deep Soft Soil E ≤ 180 ≥ 0.62 ≤ 1.61 ≤ 0.00006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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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 et al. (2018) 기준 지반분류체계

Kim et al.(2018)은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기존 부지분류체계

의 적용성 검증 및 프록시 인자의 추가도입을 고려하고자 Sun et al.,(2018)을 갱신하였다. 

표고, 경사 뿐만 아니라, 지질도(지질분류), 토지피복도, 지형도(지형분류)를 기준으로 기존의 

경험적 부지분류 절차를 적용하였다. 지반응답 매개변수(H, VS30, TG)와 지표영향인자

(Proxy)와의 경험적 상관관계를 정의함에 있어, 매개변수와 Proxy 변수간의 정밀도 및 정확

도 높은 상관관계 확보를 위해서 Proxy와의 상관관계를 입력변수(입력레이어)로 정의하여 머

신러닝 기반 다양한 지도학습법의 적용, 검증하였다. 이중에서도 예측정밀도가 높은 랜덤트리

(Random tree),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서포트 벡터 머신 분류기(Support vector 

machine classifier, SVM),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기반 비모수 회규분

석을 적용하였다.

표 3.2.35. 지반조사 기반 지진응답 매개변수 및 프록시 기반 지진응답 매개변수 기

반 부지분류 기준표(Kim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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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레이어 구성에 따른 학습법의 정밀도 파악을 수행하였다. 입력레이어는 공학적 지층(매

립토층, 퇴적토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두께, 지층별 평균 표준관입시험 N값, 기반암 심도

(H), VS30 등의 지반특성 및 지반응답 매개변수와 함께 Proxy 인자로 DEM으로부터 지표고, 

경사도와 지질도(1:250,000, 1:50,000)으로부터의 지질학적 분류, DEM으로부터 추출된 지

형구분, 토지피복도 상 분류 정보로 정의하였다. 이 때 지도학습을 위한 라벨링(Labeling)을 

위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탁월진동수(f0)에 따른 NEHRP(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의 지반분류(SA, SB, SC, SD, SE) 정보를 대입하였다. 상기의 다차원 

입력레이어를 구성함에 있어 과예측(Over-estimating)을 방지하기 위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를 적용하였다. 주성분 분석은 차원축소 또는 변수추출 

기법의 한 종류로써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서로 보존하면서 서로 직교하는 새 기저(축)을 

찾아, 고차원 공간의 표본들을 선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기법을 의미한

다. 입력레이어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의 8가지 조건에 따른 각 학습법별 정밀도를 분석하였다. 

앞서 Sun el al.(2018)과 Kim et al.(2018)에서 제시한 프록시 기준 부지분류 등급에 따라 

표 3.2.31의 등급별 증폭계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추후 기존 기상청 지진관측소 대상의 지반

조사와 신규 또는 이전 지진관측소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다양한 지표특성

에 따른 예비적인 부지분류 및 증폭계수를 결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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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단파속도 주상도 및 응답변수의 불확실성 정량화

 (1) VS30 추정 기법에 따른 불확실성 검토

본 과업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VS30 추정 기법 및 모델의 불확실성을 검토하고자 국내 전문

가 자문(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곽동엽 교수)을 통해 관련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

해 본 과업에서 수행한 추정기법의 신뢰도 수준을 문헌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깊은 암반에서 

발생한 지반운동은 표층으로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전단파 속도가 작은 토층을 지날 때 큰 

증폭을 수반한다. 이러한 증폭은 토층의 전단파속도 양상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전에 토층의 전단파속도를 파악하는 것은 지반증폭을 가늠하는데 필수요소이다. 

토층의 전단파속도 주상도는 다양한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반을 천공한 다음 

시추공 내에 진동을 받아들이는 수진기 또는 진동을 생성하는 가진기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방

법이 있으며, 둘째로 지반의 천공 없이 표면에 수진기와 가진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열시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시추공 활용 탄성파 시험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운홀, 업홀, 크로스홀, 

SPS 검층 기법들이 있으며, 시추공 비활용 탄성파 시험으로는 표면파, 굴절법, 반사법 시험들

이 존재한다. 각각의 기법은 경제적 여건, 현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선택되지만,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탄성파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탄성파 시험을 활용하여 직접 측정하는 것이 여유치 않을 경우, 다른 

현장시험으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이 선택된다. 대표적으로 표준관입시험(SPT)과 콘관입시험

(CPT)의 결과물로부터 전단파속도를 추정하는 것이다(Sun et al., 2008). 이러한 방법은 전

단파속도를 직접 측정하는 것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각 깊이에서의 전단파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장시험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여러 프락시들로부터 부지의 평균전단파속도를 

유추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Stewart et al., 2014; Ahdi et al., 2017; Parker et al., 

2017). 평균전단파속도는 상부 토층의 강성을 하나의 상수로 표현한 것으로, 보통 30 m를 깊

이 30 m까지의 도달시간으로 나눈 전단파속도(VS30)를 사용한다. VS30은 부지의 지반증폭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내에서도 과거 지반분류기준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프락시로부터 추

정된 평균전단파속도는 측정된, 또는 추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로부터 계산된 평균전단파속도

보다는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

토층 위에 가속도 센서가 존재하여 상시미동 또는 지진파를 계측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

러한 진동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를 추정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Hassani 

and Atkinson, 2016; Kwak et al., 2017, Kim et al., 2016). 진동 데이터의 수직수평비로

부터 토층의 고유주기를 계산하고 고유주기를 VS30에 연관시키는 방법, 또는 초동 P파의 특성

으로부터 VS30을 유추하는 방법으로 보통 프락시를 통해서 추정한 VS30보다 그 정확성이 더 

우수하다. 신뢰성 있는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 도출을 위하여 1)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의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동향, 2) VS30 추정기법의 최신 연구동향 및 불확실성 정량화, 3) 대

표 주상도 도출에 대한 고찰에 대해 정리하였다. 

     ① 조사대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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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6. 관련 주제별 참고문헌 목록

관련 주제 참고문헌 관련 내용

측정한 전단파

속도 주상도의 

불확실성

Garofalo et al. 

(2016a)

표면파 기법 중 데이터 선택, 분산곡선 처리, 

역산 방법에 따른 전단파속도 주상도 비교
Garofalo et al. 

(2016b)

시추공 기법에 따른 전단파속도 주상도 결과 

비교
Boore and Asten 

(2008)
비파괴 기법간의 결과 비교

현장강도실험

으로부터 VS 

추정

Sun et al. (2008)
한국 지반에 대해 SPT 및 CPT 결과와 VS를 

연관시키는 관계식 제시

Wair et al. (2012)
전세계 SPT 및 CPT와 VS 관계식에 대한 연

구 정리
시추공과 비파

괴 기법의 

VS30비교

Moss (2008)
시추공 기법과 비파괴 기법으로부터 획득한 

VS30의 비교

프락시 방법으

로 추정한 

VS30의 불확실

성

Ahdi et al. (2017)

Pacific Northwest North America 지역에 

대하여 지질 및 경사도 활용한 프락시 VS30 

모델 제공

Parker et al. 

(2017)

Central and Eastern North America 지역

에 대하여 지질 및 경사도를 활용한 프락시 

VS30 모델 제공

Wills et al. (2015)
California 지역에 대하여 지질 및 경사도를 

활용한 프락시 VS30 모델 제공

Yong (2016)
California 지역에 대하여 지대를 활용한 프락

시 VS30 모델 제공
Stewart et al. 

(2014)

Greece 지역에 대하여 지질 및 경사도를 활

용한 프락시 VS30 모델 제공

Kwok et al. (2018)
Taiwan 지역에 대하여 지질, 경사도, 지대를 

활용한 프락시 VS30 모델 제공

Foster et al. (2019)
New Zealand 지역에 대하여 지질, 경사도, 

지대를 활용한 프락시 VS30 모델 제공

표층진동을 활

용한 VS30 추

정 방법의 불

확실성

Hassani and 

Atkinson (2018)

Central and Eastern North America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f0-VS30 모델 제공

Kim et al. (2016)

Central and Eastern North America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동 P파로부터 VS30 추정 

모델 제안
대표 전단파속

도 주상도 도

츨

Teague et al. 

(2018)

해석적 전달함수와 경험적 전달함수를 비교하

여 시추공 기법으로 얻은 VS 주상도를 보완

하는 방법 분석

표 3.2.36의 참고문헌들을 기반으로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측정기법에 따른 오차범위와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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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 VS30 추정 기법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 도출에 대해 정리하고

자 한다.

     ②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오차범위

  - InterPACIFIC 프로젝트

Garofalo et al.(2016a, b)은 전단파속도 주상도 산출 방법에 대해 서로 비교분석하는 프로

젝트인 InterPACIFIC(Intercomparison of methods for site parameter and velocity 

profile characterization)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시추공기법과 표면파 기

법으로 측정한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신뢰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호

주, 이탈리아, 스위스에서의 총 14개 전문가 팀이 참여하였다. 신뢰성 분석방법으로는 표면파 

기법에 따른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차이 비교(Garofalo et al., 2016a), 시추공 기법에 따른 전

단파속도 주상도 차이 비교(Garofalo et al., 2016b), 그리고 표면파 기법과 시추공 기법의 

결과 비교이다. 대상 부지는 무른 토층(MIR), 단단한 토층(GRE), 그리고 기반암(CAD)으로 

이루어진 3개의 사이트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위치해 있다. Garofalo et al.(2016a)는 표면

파 기법에 따른 전단파속도 주상도 차이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Garofalo et al.(2016b)는 시

추공 기법에 따른 전단파속도 주상도 비교와 표면파 기법 간의 비교를 보여준다.

가) Garofalo et al.(2016a)

InterPACIFIC 프로젝트에서는 표면파 기법의 분석을 위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각 사이트에 다양한 지름의 원형, 삼각형, 그리고 L형 배열로 수진기를 위치한 다음, 각 팀에

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각 팀마다 다양한 분산곡선 분석 방

법, 역산 알고리즘 등이 선택되어 분산곡선과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생성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

하였다. 비교결과, 분산곡선은 각 팀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전단파속도 주상도에서

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역산 시 레이어 경계의 설정에 따라 다양한 해가 존재하는데 사전에 토

층 레이어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다양한 주상도가 얻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졌

다. 하지만, 토층의 목표 깊이별 평균 전단파속도(VSZ)는 모든 사이트에서 상대적으로 분산정

도가 덜하다. VSZ는 평균으로부터 계산된 수치이기 때문에 역산 해의 비고유성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산정도를 나타내는 COV(Coefficient of variance)는 세 개 사이트 모두에서 얕은 층에서 

큰 수치를 나타내고(0.25-0.5), 깊이가 깊어질수록 약 0.1-0.2의 값으로 수렴되었다. 하지만 

무른 토층 사이트(MID)의 경우 토층에서 암반으로 변화하는 깊이에서 COV값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37, 3.2.38, 3.2.39는 각 팀이 도출한 전단파속도 주상도, 평균전단파속

도 주상도, COV, 그리고 각 깊이별 해석에 참여한 팀의 수를 MIR, GRE, CAD 사이트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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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Mirandora (MIR; 무른 토층) 사이트의 a) 전단파속도 주상도, b) 

평균전단파속도(VSZ) 주상도, c) COV, d) 해석 횟수(Garofalo et al., 

2016a)

그림 3.2.38. Grenoble (GRE; 단단한 토층) 사이트의 a) 전단파속도 주상도, b) 평균전단

파속도(VSZ) 주상도, c) COV, d) 해석 횟수(Garofalo et al.,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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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Cadarache (CAD; 기반암) 사이트의 a) 전단파속도 주상도, b) 평균전단파속

도(VSZ) 주상도, c) COV, d) 해석 횟수(Garofalo et al., 2016a)

나) Garofalo et al.(2016b)

Garofalo et al.(2016b)는 시추공 기법들을 비교하여 정확성과 재현성에 대해 분석하였고, 

시추공 기법과 표면파 기법을 추가적으로 비교하였다. 시추공 기법으로는 다운홀, 크로스홀, 

SPS 기법들이 사용되었다. 

크로스홀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불확실성은 1) 최초 도달 시간, 2) 두 시추공 사이의 거리, 

3) 진동발생시스템의 정확도, 4) 1D 레이어 가정(층의 균질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서 

크로스홀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2)에서 기인한다(Callerio et al., 2013). 두 시추공 사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두 시추공 사이의 길이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과 관련

해서 가진기 1개와 수진기 2개를 세 시추공에 위치하여 수진기 간의 시간차이로 Vs를 획득한

다면 진동발생시스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운홀 기법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1) 구간법, 2) 경사법, 3) 역산법 세 가지로 

분류된다. 구간법이 가장 간단 명료하나, 짧은 경과시간에 의해 Vs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오차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사법은 구간법 보다 더 불확실성이 적은 방

법이나, 층상정보가 확실하지 않다면 레이어의 두께와 숫자를 사람이 판단함으로 주관적인 영

향이 개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산법이 경사법 보다 더 진보된 방법이긴 하나, 역산해의 

신뢰성에 따라 또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 Kim et al. (2012)의 결과에 따르면, 경사법으

로 얻어진 Vs가 역산법의 Vs보다 재현성에서 더 뛰어나게 나타났다.

SPS 기법은 깊이와 무관하게 가진기와 수진기의 거리차가 일정하므로 아주 깊은 깊이에서

도 일정한 방법으로 Vs를 계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nterPACIFIC 프로젝트에서는 총 4개의 팀이 다운홀과 크로스홀 기법을 세 개의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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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하였고, 한 팀만이 SPS 기법을 사용하여 전단파속도를 획득하였다. 추가적으로 한 팀

이 해석에만 참여하였다. 시추공 기법 비교에 대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시추공 기법 불확실

성의 정량화이며, 최적 기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운홀 기법은 튜브 파동 효과 때문에 측정 결과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이 프로젝

트에서도 한 팀의 다운홀 결과가 다른 4 팀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는데, 그 원인으로 튜브 파

동 효과가 지목되었다. 하지만 분석 방법에 의한 차이는 여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다.

Garofalo et al.(2016b)은 다운홀과 크로스홀의 결과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두 기법 모두 

표층에서의 불확실성이 지하층 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른 토층 사이트인 MID

에서는 다운홀이 크로스보다 약간 높은 COV를 나타냈으나, 두 기법 모두 약 50 m 깊이까지

는 COV < 0.1을 나타내며, 100 m 깊이까지는 COV < 0.2를 나타냈다(그림 3.2.40). 토층 

사이트인 GRE에서는 약 25 m 깊이까지 두 기법 모두 COV < 0.2를 나타내며, 25 m 보다 

더 깊은 토층에서는 COV < 0.1 로 각 팀 모두 비슷한 수치를 예측하였다(그림 3.2.41) 이트

에서는 크로스홀이 다운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COV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로 도로, 공사

장에서 발생하는 주변잡음인 것으로 판단했다. 기반암 사이트인 CAD에서는 표층에서 두 기법 

모두 높은 COV (~0.5)를 보여줬다. 그 이유로, 암반 부지 표층은 풍화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탄성파 도달 시간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크로스홀 기법은 COV가 7 

m 깊이 이후로 0.2 미만으로 안정화 됐으나, 다운홀 기법은 13 m 깊이 이후로 안정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40. Mirandora (MIR; 무른토층) 사이트의 a) 전단파속도 주상도, b) 

평균전단파속도(VSZ) 주상도, c) COV, d) 주상도 개수(Garofalo et al., 2016b)



- 229 -

그림 3.2.41. Grenoble (GRE; 단단한토층) 사이트의 a) 전단파속도 주상도, b) 

평균전단파속도(VSZ) 주상도, c) COV, d) 주상도 개수 (Garofalo et al., 2016b)

그림 3.2.42. Cadarache (CAD; 기반암) 사이트의 a) 전단파속도 주상도, b) 평균전단파속

도(VSZ) 주상도, c) COV, d) 주상도 개수(Garofalo et al., 2016b)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크로스홀 기법이 다운홀 기법보다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왔으나, 다운

홀 기법의 결과가 크로스홀 기법의 결과와 깊은 깊이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가장 상위층인 표층(< 3 m)에서 다운홀 기법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추공 기법과 표면파 기법을 비교하였을 때, 표면파 기법이 역산해의 비고

유성 때문에 다양한 전단파속도가 산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법의 불확실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그림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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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시추공 기법과 표면파 기법의 COV qlry. a) MIR, b) MIR 확대, c) GRE, d) CAD 

(Garofalo et al., 2016b)

  - Jung et al.(2012)

Jung et al. (2012)에서는 한 사이트에 다양한 시추공 기법(다운홀, 크로스홀, SPT업홀, 

SPS검층)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운홀과 크로스홀의 결과가 상당히 

비슷하였다. SPS 검층에 대해서는 케이싱이 설치된 경우, 케이싱의 영향으로 전단파 속도 결

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하수위 상부 토층의 전단파속도는 측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암반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측정하였다. 

 

  - Boore and Asten(2008)

Boore and Asten(2008)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사이트에 대해 수행한 비파괴 검사 기법

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보여준다. 시추공 기법(SPS 검층)의 결과를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비파괴 검사 기법들을 사용하여 여러 팀에서 제공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단파속도 

주상도에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주상도로부터 계산한 지반증폭효과의 차이는 10-20% 이내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 현장강도실험을 통해 추정한 VS30의 불확실성

가) 표준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 SPT)은 현장에서 흙의 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으

로, 표준관입시험의 결과인 N치와 VS의 상관관계는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 Sun et al. 

(2008)은 한국 지반에서 수행한 탄성파 탐사 결과와 표준관입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자갈, 모

래, 실트, 또는 모든 흙에 대한 N-VS 관계식을 제안하였다(그림 3.2.44). 관계식과 관계식 

추정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와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R2 값은 약 0.220-0.558로 상대적으로 

낮은 R2값을 보여준다. Wair et al.(2012)는 예전에 연구되었던 N-VS의 상관관계식을 정리

하고 각 연구에서의 관계식의 R2값을 나타내었다. R2값은 흙의 종류마다 변화하고, 최소 

0.30에서 최대 0.95의 범위를 나타낸다. R2값이 아닌 추정값의 오차의 표준편차를 관계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하는 모델 또한 존재하는데(Brandenberg et al., 2010; Kwak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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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로그표준편차의 범위는 약 0.25-0.60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3.2.44. SPT N치와 VS의 상관관계식(Sun et al., 2008)

가) 콘관입시험

Sun et al. (2008)은 한국지반대상 콘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CPT) 결과와 VS

의 상관관계를, Wair et al. (2012)은 다양한 연구에서의 CPT 결과와 VS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또한 R2값을 제시한다. CPT의 R2의 범위는 Sun et al.(2008)에서는 0.650-0.840, 

Wair et al.(2012)에서는 0.43-0.91로 SPT의 R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점토지반 대상 관계식의 R2 가 모래지반 대상 관계식의 R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로부터 점토지반에서의 CPT결과는 VS와 상당히 상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③ VS30 추정 기법에 따른 불확실성

  - 시추공 또는 비파괴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한 VS30의 불확실성

Mos(2008)은 VS30 측정의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시추공 기법과 비파괴 기법으로 수행

되어 왔던 VS30을 비교하는 연구결과들을 수집하였다. Moss(2008)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VS30의 비파괴 기법에 대한 COV는 5-6%, 시추공 기법에 대한 COV는 1-3%정도 이다(그

림 3.2.45). 따라서 VS30의 표준편차는 비파괴 기법일 때 구해진 VS30에 5-6%를 곱하여 계산

되며, 시추공 기법일 때에는 1-3%를 곱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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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각 기법으로부터 계산된 VS30의 COV (Moss, 2008)

비파괴 기법에 의한 VS30과 시추공 기법에 의한 VS30에 편차가 발생한다. 느린 VS30에서는 

비파괴 기법에 의한 VS30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빠른 VS30에서는 시추공 기법에 의한 VS30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시추공 기법에서 시추 시 흙의 교란에 기인한다. Moss(2008)은 시추

공 기법과 비파괴 기법의 VS30에 대한 추세식을 제안하였는데(그림 3.2.46), 시추공 기법으로 

얻은 VS30을 추세식에 의해 보정해서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그림 3.2.46. 비파괴 기법과 시추공 기법으로 계산한 VS30 및 추세선 (Mo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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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특성(Proxy)를 통해 추정한 VS30의 불확실성

가) Moss(2008)

Wills and Clahan (2004)는 캘리포니아 지질속성을 대표하는 VS30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추정한 VS30의 크기가 커질수록 COV의 값이 증가한다(그림 3.2.47). Moss (2008)은 VS30으

로부터 COV를 추정하는 추세식을 제안하였다(그림 3.2.48). 이 추세식에 의하면 VS30에 따라 

COV가 20%에서 35%정도 사이에 존재한다.

그림 3.2.47. 지질속성을 이용해 추정한 평균 VS30과 COV(Moss, 2008, originally from Wills 

and Clahan, 2004)

그림 3.2.48. VS30과 COV에 대한 추세식(Moss, 2008)

나) Seyhan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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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EER(Pacific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센터에서 주관한 NGA West2 프

로젝트에서는 각 지진관측소의 VS30을 결정하기 위하여 VS30 결정 방법과 각 방법에 따른 불

확실성을 정리하였다. NGA West2에서는 VS30 수집 방법에 따라 총 6가지의 코드를 제시하

였고, 각 분류별 로그표준편차(σlnv)를 제시하였다(그림 3.2.49).

  1. Code 0: 계측된 주상도로부터 VS30을 계산한 경우이다. 이러한 VS30에는 σlnv로 0.1

을 제안하였다.

  2. Code 1: 계측된 주상도가 30 m 미만일 경우 제안된 보간법을 사용하여 VS30을 추정

한 경우이다. 이러한 VS30에는 σlnv를 계측 주상도 깊이마다 달리 적용을 하고, 약 

0.1-0.2 범위에 속한다.

  3. Code 2: 지질속성을 Proxy로 활용하여 VS30을 결정한 경우이다. σlnv의 범위는 

0.27-0.45이다.

  4. Code 3: 부지의 지반공학적 속성을 Proxy로 활용하여 VS30을 결정한 경우이다. σlnv

의 범위는 0.2-0.4이다.

  5. Code 4: 지형 또는 지대를 Proxy로 활용하여 VS30을 결정한 경우이다. 각 경우에 따

라 σlnv의 값이 다르며, 전체 범위는 0.18-0.43이다.

  6. Code 5: 지역 특성 연구로부터 지반분류가 결정되어 있을 시 VS30을 유추하는 경우이

다. σlnv의 범위는 0.35-0.50이다.

그림 3.2.49. NGA West2 프로젝트에서의 VS30 결정 방법에 따른 σlnv의 비교(Seyhan et al., 

2014)

다) 다양한 프락시 기반 VS30 추정 기법의 σlnv 비교 

지질, 지형, 지대와 같은 프락시 기반 VS30 추정 기법은 시추조사 또는 탄성파 탐사 조사 없

이도 VS30을 유추하고 광역 범위에서의 VS30지도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연구되고 있다. 이 기법은 지층의 지질지형적 이력과 특성으로부터 VS30을 유추하는 것으

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2.50에서 나열한 것과 같이, 미국, 그리스, 대만, 뉴질랜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지질 

및 경사도, 지대를 활용한 VS30 유추식을 제안하고 VS30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각 연구에서는 

지질속성 또는 지대 속성에 근거하고 경사도에 따라 변화하는 VS30을 제시하는데, 한 지질 또

는 지대속성에 해당하는 평균 VS30과 그의 로그표준편차인 σlnv를 그려보면 그림 3.2.50과 

같이 나타난다. Moss (2008)에서 그림 12에 나타난 것처럼 지질로부터 추정한 VS30의 C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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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VS30에 따라 증가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 또한 VS30이 증가할수록 σ

lnv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σlnv와 평균 VS30 데이터를 활용한 선형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ln 

따라서, 일반적인 토층의 VS30의 범위(180 – 760 m/s)를 감안했을 때, 프락시 기반 VS30

의 σlnv범위는 약 0.25-0.54이다.

그림 3.2.50. 다양한 VS30 추정 프락시 기법으로부터 도출한 VS30과 σlnv의 비교

  - 표층 진동을 통해 추정한 VS30의 불확실성

다양한 위치에서의 센서로부터 진동을 계측하여 토층의 탄성파속도를 추정하는 것은 비파괴 

탄성파 탐사실험으로, SASW, MASW, ReMi, SPAC, MAM 등 다양한 탐사기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탄성파 탐사 방법 중의 하나로 한 센서에서 관측한 진동 데이터로부터 VS30을 유추하

는 방법으로 수평수직비(Horizontal-to-vertical spectral ratio; HVSR)방법과 초동P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가) HVSR

HVSR은 지진파 또는 주변 잡음의 수평성분 가속도 스펙트럼을 수직성분 가속도 스펙트럼으

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수직성분의 지진파는 수평성분 지진파에 비해 토층 증폭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토층의 고유주파수(fpeak)를 HVSR의 형상으로부터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fpeak는 토층의 깊이와 무른 정도에 따라 변화하므로 fpeak와 VS30 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한다.

그림 3.2.51은 fpeak에 따라 변화하는 VS30의 관계를 보여준다. fpeak < 2 Hz에서는 일정

한 VS30이 예측되며, fpeak > 2 Hz부터 fpeak 가 증가함에 따라 VS30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여 Ghofrani and Atkinson (2014)에서는 일본 지역과 NGA 

West2 지진파에 대해, Hassani and Atkinson (2016)에서는 미중동부 지역에 대해, 

Yaghmaei-Sabegh and Hassani (2020)에서는 이란 지역에 대한 관계식을 제시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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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식에 의한 추정 VS30의 σlnv 범위는 0.223-0.345로 나타난다.

그림 3.2.51. 토층 고유주기(fpeak)와 VS30의 관계(Hassani and Atkinson, 2016)

나) P-wave

Kim et al. (2016)에서는 미국 중동부 지진파 데이터 및 전단파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표

층의 VS 및 VP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지진원에서의 방사방향의 P파 성분과 수직방향의 P파 

성분을 분석하여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를 유추하였으며, 표층 초동 P파의 방사/수직방향 속

도비로부터 VS30을 추정하는 경험식을 제안하였다(그림 3.2.52). Zalachoris et al. (2017) 

또한 이 방법을 미국 남부 지역에 적용하여 251개 지진 관측소의 VS30을 추정하였다. 이 방법

은 부지 지층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지진관측소의 VS30을 찾을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

는 방법으로, 예측된 VS30의 불확실성은 σlnv = 0.41정도이다.

그림 3.2.52.  표층 P파의 방사/수직방향 속도비와 VS30의 관계(Kim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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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 산출 방법

Teague et al. (2018)은 미국 캘리포니아 Garner Valley Downhole Array(GVDA)에서 

얻은 기반암 및 표층 지진파 데이터, 시추공 및 비파괴 탄성파 탐사 결과를 활용하여 경험적 

전달함수와 유사한 전달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전단파속도 주상도 선택 방법을 제안하였다. 

GVDA에는 다운홀, SPS 검층, SASW 표면파 기법 등 다양한 기법으로부터 얻은 전단파속

도가 존재한다. 다운홀과 SPS 검층과 같은 시추공 기법으로부터 획득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하여 획득한 이론적 전달함수(Theoretical transfer function, TTF)는 GVDA의 기반암 

지진파와 표층의 지진파의 비율로 계산된 경험적 전달함수(Empirical transfer function, 

ETF)와 일치하지 않는다(그림 3.2.53). 특히, 1차모드의 주파수에서 ETF와 TTF가 일치하

지 않는데 Taegue et al. (2018)은 이를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3.2.53. 다양한 기법으로 얻은 전단파 속도 주상도, (b) 토층주상도, (c) 경험적 전달함수 

및 이론적 전달함수(Taegue et al., 2018)

전단파속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Teague et al. (2018)은 Toro (1995) 절차를 

따라 전단파속도 주상도 Randomization을 수행하여 전달함수를 비교하였으나, 여전히 ETF와 

유사하지 않은 결과들이 상당수 포함된다. 하지만, Teague et al. (2018)은 Randomization

을 수행할 때 비파괴 기법의 결과인 분산곡선과 HVSR를 고려한다면, TTF가 ETF에 근접해 

지는 것을 파악하였다(그림 3.2.54). 그림 3.2.54의 a, c, e는 다운홀 기법에 대한 전단파속도 

주상도, 분산곡선, 전달함수를 나타내며, b, d, f는 SPS 검층 기법에 대한 전단파속도 주상도, 

분산곡선, 전달함수를 나타낸다. 그림 3.2.54의 보라색 선들이 계측된 분산곡선에 맞추어진 

Randomized 된 주상도의 결과들을 나타내며, e와 f에서 보라색 선 전달함수의 평균인 노란색 

선들이 경험적 전달함수인 검은색 선과 보정전 전달함수보다 많이 유사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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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파속도 주상도는 결과적으로 지반증폭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쓰인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시추공 기법으로부터 얻은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지반응답해석의 입력자료로 

아무런 보정 없이 사용한다면 편향된 TTF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비파괴 기법의 결과들인 

분산곡선과 HVSR 등과 비교하여 보정하여야 더욱 정확한 TTF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2.54. (a, b) 다운홀과 SPS 검층에 의한 전단파속도 주상도와 선택된 Randomized 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c, d) 비파괴 탐사로부터 얻은 분산곡선과 선택된 Randomized 된 

주상도로부터 계산한 이론적 분산곡선, (e, f) 경험적 전달함수와 이론적 전달함수의 비교(Taegu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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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지분류 데이터베이스의 변동성 검토

현재(2020년)까지 수집하거나 조사된 지진관측소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지진응

답 매개변수를 추정함에 있어 앞서 소개한 우선순위 절차에 따라 동일 부지라 하더라도 추정

값의 변동성이 존재한다. 향후 관측서 신설 및 이전을 함에 따라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추

가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지반물성값과 우선순위 절차에 따른 변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① 전단파속도 획득 방법에 따른 지진응답변수의 변동성

전단파속도 획득 방법은 획득 지반물성값에 따라서 크게 공내탄성파탐사 및 표면파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VSP), 표준관입시험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 층별 두께

와 대표 전단파속도 이용 전단파속도 주상도,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 주상로 구분된다. 각 방

법을 구축된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적용하되, 30m 심도까지의 전단파속도 주상도

가 확보된 지진관측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현재 구축 데이터베이스 결과를 비교하면, VS30은 대부분 평균 500 m/s 내외로 결정되지만,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를 이용한 경우 평균 1500m/s 정도로 과대평가되었다. VS,soil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300m 내외였으나, 디지타이징 전던파속도를 이용한 경우 600m/s를 웃

도는 VS30가 집중되었다. TG와 H는 동일한 양상으로 대략 0.15초 내외의 부지고유주기와 

15m 내외의 기반암 심도 분포를 가졌다. 그러나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의 경우, 0.05초와 

5m 정도의 값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달리, 3번 방법은 1번과 2번 방법과 유사한 분포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그림 3.2.55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우선순위를 정의함에 있어 기존 문헌(NGA 

West2의 Site database)에서 제시한 획득 물성값(VSP, SPT-N, 프록시) 외에 3번 방법(지

층 두께 및 대표 전단파속도 관계)과 4번 방법(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의 순서를 정의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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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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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림 3.2.55. 각 지진응답 매개변수별 지반조사 물성값에 따른 변동성 분석: (a) VS30, (b) VS,soil 

, (c) TG, (d) H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방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VS30의 변동성을 비교하였다.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VS30의 편차가 유사했다. 특히, 2단계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 밀집도가 높은 VS30의 

추정이 가능했다. 반면에 4번 방법은 큰 편차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신규 지반조사를 수행함

에 있어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내탄성파탐사 또는 표

면파탐사 결과는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원시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야 하다.

그림 3.2.56.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절차 및 우선순위에 따른 VS30의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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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단파속도 획득 방법에 따른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변동성

  - 표준관입시험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의 우선순위에 따라 2단계의 표준관입시험 N값과의 경험적 상

관관계(Sun et al., 2014)를 적용한 결과, 그림 3.2.57과 같은 60개소의 지진관측소를 대상

으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확보하였다. 표준관입시험의 특성상 30 cm 관입시의 항타수가 기

록되며, 구축된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의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로부터 관입량이 30 cmrk 

되지 않는 경우는 관입량과 50회 타격시까지의 선형관계로부터 30 cm 관입시의 N값을 외삽

하여 추정한다. 이를 통해 결정된 각 관측소별 VS30 기준의 부지분류(NEHRP, 1997) 등급별 

구분하였으며, 각 심도별 평균값(Average)과 평균값과 ±표준편차(StDev)를 합산한 전단파

속도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약 60%의 관측소가 10m~15m 심도에서 표준관입시험 시험이 

종료되었으며, 대부분 연암지반 구간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공학적 기반암(연암)은 약 760m/s

이상의 전단파속도를 가지며, 이를 기준으로 기반암 출현심도를 결정하였다.

B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4개소)는 최대 7m까지의 표준관입시험이 굴진되었으며, 해당심도

에서 평균적으로 760m/s의 전단파속도가 분포하였다. C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42개소)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전단파속도가 대체로 커지면서 13m 심도에서 약 760m/s의 전단파속도값

이 거의 변화없이 측정되었다. 일부(5개소) 관측소의 경우 심도 5m 구간에서 전단파속도가 

700m/s 이상으로 결정된 경우가 있으며, 해당 심도의 시추주상도를 비교한 결과, 고결한 풍화

토 또는 강도가 높은 풍화암 구간에 해당하였다. D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12개소)는 25m 

이상의 심도에서 평균적으로 약 760m/s 이상의 전단파속도값이 결정되었다. 해당 심도의 시

추주상도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풍화암 구간에서 시추가 종단되었음 확인하였다. 

각 부지분류 등급별 전단파속도 주상도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표준관입시험 N값을 이용한 전

단파속도 주상도 추정의 등급별, 심도별, 그리고 시추주상도와의 변동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부지분류 등급별로 C등급으로 결정된 지진관측소가 대부분(60개소 중 42개소)이었으며, 이들 

관측소는 대체로 12m 심도까지의 COV는 약 120 m/s 정도였으며, 12m 이후 심도 이후에 

측정된 관측소는 이중 5개소로 COV는 약 70 m/s였다. 시추주상도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였

을 때, 60개소 중 약 30여개소가 풍화암층에서, 나머지 30여개소가 연암층에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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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2.57. 부지분류(NEHRP, 1997) 등급별 표준관입시험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 (a) 

전체 전단파속도 주상도 관계, (b) B 등급, (c) C 등급, (d) D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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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성파탐사로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의 우선순위에 따라 1단계의 직접 탄성파탐사를 통해 전단파속

도 주상도가 확보된 경우이며, 그림 3.2.58과 같은 86개소의 지진관측소를 대상으로 한다. 탄

성파탐사 기법에 따라서 크게 공내 관입시험인 다운홀탐사(DHT)와 S-PS 검층과 표면파탐사

(주로 MASW)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결정된 각 관측소별 VS30 기준의 부지분류(NEHRP, 

1997) 등급별 구분하였으며, 각 심도별 평균값(Average)과 평균값과 ±표준편차(StDev)를 

합산한 전단파속도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약 80%의 관측소가 30m 심도까지 탐사되었으

며, 그 이전에 심도에서 종료된 경우, Sun et al. (2007)에 의한 형상계수 제안식을 통해 

30m 심도까지의 전단파속도를 추정하였다.

B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18개소)는 약 5m 심도부터 깊어질수록 평균적으로 760m/s 이상

의 전단파속도가 분포하였다. C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50개소)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전단파

속도가 대체로 커지면서 13m 심도에서 약 760m/s의 전단파속도값이 거의 변화없이 측정되었

다. D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18개소)는 30m 이상의 심도에서 평균적으로 약 500m/s 이하

의 전단파속도값이 결정되었다. 일부(4개소) 관측소는 5m~10m 범위에서 760m/s 이상의 전

단파속도값을 가지며 이들 관측소 부지는 해당 심도에서 풍화암이 출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부지분류 등급별 전단파속도 주상도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탄성파탐사를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 추정의 등급별, 심도별, 그리고 시추주상도와의 변동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부지분류 

등급별로 C등급으로 결정된 지진관측소가 대부분(86개소 중 50개소)이었으며, 이들 관측소는 

기반암 출현심도인 13m 심도까지의 전단파속도값의 COV는 약 90 m/s 정도였으며, 13m 이

후 심도 이후에 대해서는 약 150 m/s였다. 동일한 부지분류 등급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깊은 

심도일수록 탄성파탐사의 가탐심도가 하부지반구조 및 기하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지반조사를 통해 같은 관측소에서 다운홀탐사와 MASW가 동시에 수행된 경우, 

측정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심도별 전단파속도의 경향성은 유사하

며, 특히 지표로부터 5m 심도 범위까지 편차가 가장 작게 조사되었다. 수원 관측소가 두 기법

에 따른 전단파속도 편차가 가장 작았으며, 삼가 관측소가 상대적으로 큰 편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반물성의 변화에 따른 임피던스 비의 변화가 큰 구간을 파악함에 있어 두 

기법 모두 동일한 심도를 물성변화 측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송현 관측소는 25m 심

도, 울산 관측소는 13m 심도, 거창관측소의 경우 10m 심도, 삼가 관측소는 7m 심도, 백운산 

관측소는 12m 심도에서 각각 연암층이 출현함을 시추주상도와 비교 검증할 수 있었다. 다만, 

전단파속도값에 따른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함에 있어 두 기법의 결과값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앞서 사례조사를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 획득 기법별 변동성 검토의 결과로부터 다수

의, 다양한 부지에서 비교적 다운홀탐사와 같은 공내탄성파탐사 결과가 표면파탐사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두 기법 모두 적용된 관측소의 경우, 다운홀탐사를 

통해 확보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하여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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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2.58. 부지분류(NEHRP, 1997) 등급별 탄성파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a) 전체 전단파속도 주상도 관계, (b) B 등급, (c) C 등급, (d) D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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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3.2.59. 다운홀탐사(DHT)와 표면파탐사(MASW)가 동시에 수행된 지진관측소의 

조사기법별 전단파속도 주상도: (a) 송현, (b) 울산, (c) 거창, (d) 삼가, (e) 수원, (f) 

백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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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으로 변환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의 우선순위에 따라 4단계의 전단파속도 이미지의 디지타이징

을 통해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확보된 경우이며, 그림 3.2.60과 같은 85개소의 지진관측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결정된 각 관측소별 VS30 기준의 부지분류(NEHRP, 1997) 등급별 

구분하였으며, 각 심도별 평균값(Average)과 평균값과 ±표준편차(StDev)를 합산한 전단파

속도값을 계산하였다. 디지타이징 과정에서 전단파속도값에 따른 이미지의 명암, 색상을 구분

하여 값을 입력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해상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이미지 자료는 

30m 이상의 심도까지의 결과를 보여주며, 5m 이하의 얕은 심도에서의 전단파속도값의 변화

를 구분하는데 있어 고해상도의 변화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전단파속도 획득 방법에 따

른 지진응답변수의 변동성을 검토하였듯이 디지타이징을 통해 확보된 전단파속도값이 상대적

으로 크게 측정되었다. 

B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67개소)는 약 3m 심도부터 깊어질수록 평균적으로 760m/s 이상

의 전단파속도가 분포하였다. C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14개소)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전단파

속도가 대체로 커지면서 역시 5m 심도에서 약 760m/s이 추정되었다. D등급으로 분류된 관측

소(4개소)는 5m 심도 정도에서 약 760m/s 의 전단파속도가 추정되었으며, 30m 이상의 심도

에서 평균적으로 약 2000m/s의 전단파속도값이 결정되었다. 

각 부지분류 등급별 전단파속도 주상도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디지타이징을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 추정의 등급별, 심도별, 그리고 시추주상도와의 변동성을 파악하였다. 먼저, 부지분류 

등급별로 B등급으로 결정된 지진관측소가 대부분(86개소 중 67개소)이었으며, 이들 관측소는 

기반암 출현심도인 5m 심도 이하이며, 이들 심도의 전단파속도값의 COV는 약 350 m/s 정도

였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따라서 디지타이징을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기반으로 지반

의 층상 및 강성의 변동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동일한 부지분류 등급으로 평가되었

더라고 전단파속도값의 변동성이 큰 것은 본 4단계의 방법의 결과를 이용한 지진응답 매개변

수 추정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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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0. 부지분류(NEHRP, 1997) 등급별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탕이징을 통해 획득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a) 전체 전단파속도 주상도 관계, (b) B 등급, (c) C 등급, (d) D 

등급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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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단계별 신뢰성 분석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의 우선순위 절차상 1단계로 최우선인 공내 탄성파탐사(예: 다운홀

탐사)를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Vertical Seismic Profile; VSP)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결과

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 하위 순위인 2단계, 3단계, 4단계의 결정 방법의 정밀도를 검증할 

수 있다. 그림 3.2.61은 1단계의 공내 탄성파탐사가 수행된 지진관측소 중에서 각각 표준관입

시험 N값, 시추주상도, 전단파속도 이미지가 동시에 확보된 경우 2단계, 3단계, 4단계의 전단

파속도 주상도를 변환 추출한 결과와 측정 전단파속도 주상도(VSP)와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

다. 즉, 변환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기준으로 지진응답 매개변수(VS30, VS,soil, TG, H)를 추정

하였으며, 이를 동일 관측소마다 측정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지진응답 매개변수와 비교하

였다. 그 결과, 대체로 Sun et al.(2014)의 표준관입시험 N값과의 경험적 상관관계로부터 변

환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비교적 높은 추정 정밀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시추주상도 및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값을 이용한 3단계 방법의 경우가 실측값 기준의 매개변수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디지타이징을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경우, 대체로 과예측하는 경향

을 보였다. 

각 결정 단계별 정량적인 상호상관성을 검토하고자 Pearson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상관계수란 두 변량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로 항상 –1과 1사이에 있다. 양의 상관관계는 산점도에서 점들이 우상향의 비례 경향을 따르

는 경우이며, 음의 상관관계는 산점도에서 우하방향으로 띠를 형성하며, 선형회귀의 기술기가 

음수가 된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상관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2.62는 각 지진

응답 매개변수에 따라 우선순위 절차상 단계별 상관계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 자기

상관계수는 1로 나타난다. VS30을 결정함에 있어 1단계와 2단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

며, 이에 반해 2단계와 4단계(디지타이징)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다. VS,soil의 경우, 역시 1단계

와 2단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1단계와 4단계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다. TG의 경

우, 역시 0.88로 1단계와 2단계의 상관계수가 가장 크며, -0.59로 2단계와 4단계의 상관계수

가 가장 낮다. 끝으로, H의 경우, 상대적으로 1단계와 4단계의 상관관계가 높으며, 2단계와 4

단계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았다.

이를 종합하자면, 다운홀탐사를 통한 1단계와 표준관입시험 N값 기반의 변환된 전단파속도

를 통한 2단계가 전반적으로 높은 추정 정밀도를 보였다. 특히, TG와 VS30을 추정함에 있어 

높은 정밀도를 보였다. 상관계수 비교 대상인 지진관측소 부지 조건이 대체로 암반노두에 가깝

기 때문에 H를 추정함에 있어 지표부근의 전단파속도 값이 크게 추정된 4단계(디지타이징)와 

1단계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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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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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1. 지진응답 매개변수별 측정 전단파속도 주상도(1단계)와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절차 2단계, 3단계, 4단계의 상관관계 분석: (a) VS30, (b) VS,soil, (c) TG, (d) H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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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2.62. 지진응답 매개변수별 측정 전단파속도 주상도(1단계)와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절차 2단계, 3단계, 4단계의 상관계수 분석: (a) VS30, (b) VS,soil, (c) TG,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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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진관측소 지반특성 및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데이터베이스

 (1) 지반 및 지표특성 공간레이어 데이터베이스

 

      ① 지반층상정보 공간레이어

  

지진관측소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GIS 기반의 지반특성 공간레이어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였다. 먼저, 지진관측소 시추조사 층상정보 테이블로부터 하부지반의 공학적 지층분

류에 따라 각 지층별 두께를 5단계로 구분한 점(Point) 공간레이를 추출하였다(그림 3.2.63). 

이를 위해 각 층별 두께에 따른 히스토그램를 분석하며, 대체로 0에 인접한 값에 치중된 분포

를 보였다. 두께범위를 기준으로 상위 하위 10%, 30%, 50%, 70%, 100%의 구간을 설정하

여 5단계의 소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매립토층(FL)의 평균값은 경우 2m 두께이며, 따라서 1그

룹(0m))과 2그룹(0.3m-3m)로 분류된 관측소가 대다수(65%)였다. 퇴적토층(AS)의 경우 평

균값은 10m 정도였으며, 2그룹(3m-12m)에 해당하는 관측소가 약 60% 정도였다. 풍화토층

의 경우, 평균값은 2.2m이며, 2그룹(2m-9m)의 해당하는 관측소가 약 55%였다. 풍화암층의 

경우, 5m의 두께가 평균이었으며, 2그룹(1.5m-6m)에 해당하는 관측소가 약 58%였다. 연암

층의 경우, 평균적으로 20.88m의 두께를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4그룹(20.6m-51.2m)의 관

측소가 약 40%였다. 연암층 이하로 시추기가 굴진된 경우는 전체 자료중 약 5%로 정도가 많

지 않으며, 이에 따라 경암층의 평균 두께는 약 12m 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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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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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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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3. 공간적 지층분류에 따른 층별 두께의 히스토그램 및 공간레이어: (a) 매립토층, (b) 

퇴적토층, (c) 풍화토층, (d) 풍화암층, (e) 연암층, (f) 경암층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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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표특성정보 공간레이어

지진관측소의 지표특성을 파악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5m×5m의 해상도를 갖는 수

치표고모델을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1:50,000축척의 지질도를 확보하

였다(그림 3.2.64). 먼저 수치표고모델을 기준으로 지진관측소 위치에서의 지표고와 경사도를 

추출하였다. 지진관측소는 평균 104.5m의 지표고를 가지며, 이를 포함하는 2그룹

(61.3m~157.7m)이 전체 관측소중 약 45%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강원도 및 중부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경사도의 경우, 평균 6.2m/m 경사도를 가지며, 대체로 1m/m 이하

(약 38%)의 비교적 평지에 분포하고 있다. 일부 15m/m 이상의 급경사지에 위치한 관측소도 

약 10% 정도였다. 끝으로 지진관측소 위치에서의 지질도상 지질학적 분류 및 지진연대 정보

를 추출하였다. 

(a) (b)

그림 3.2.64. 지진관측소 지표특성 정보 파악을 위한 지표주제도: (a) 수치표고모델, (b) 

지질도(축척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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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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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5. 지진관측소별 지표특성 분류조건에 따른 공간레이어: (a) 지표고, (b) 경사도, 

(c) 지질학적 분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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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단파속도 획득 방법별 공간레이어 데이터베이스

      ① 1단계: 측정 전단파속도 주상도(VSP)

지진관측소별 전단파속도 획득 방법에 따라 크게 다운홀탐사(S-PS 로깅 포함)와 MASW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신규 지반조사 수량을 포함한 결과이며, 대체로 다운홀탐사 결과가 

58개소로, 12개소의 MASW 결과보다 많은 수량이 확보되었다. 이 때 측정 방법과 관측소 위

치에 따라서 선택하고 해당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간레이어를 구성하였다. 

또한 각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Kernel 공간밀도를 계산하여 도시하였다. 각 매개변수에 따른 

히스토그램과 점 형태의 심볼을 5개 하위그룹으로 분류하였다. Vs30의 경우, 평균 590m/s의 

전단파속도값을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3그룹(485.1m/s~639.2m/s)이 65%이 비중을 차지하

였다. TG의 경우, 0.142s의 평균값을 가지며, 3그룹(0.136s~0.221s)이 36%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지리산 주변과 경상북도 및 강원도 내륙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H의 경우, 

평균 13.9m의 심도를 가지며, TG와 마찬가지로 해당영역에서 3그룹(6.1m-14.0m)이 약 

45%로 높게 나타났다. VS,soil은 평균 402.5m/s의 값을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4그룹( 

295.6m/s~416.3m/s)이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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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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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 1단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에 따른 히스토그램 및 공간레이어: (a) 

다운홀탐사(DHT)와 표면파탐사(MASW)의 구분, (b) VS30, (c) TG, (d) H, (e) VS,soil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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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단계: 표준관입시험 N값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

2단계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에 따라 공간레이어를 구성하였다. VS30의 경우, 평균 

695m/s의 전단파속도값을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3그룹(553.8m/s~730.6m/s)이 50%의 비

중을 차지하였다. TG의 경우, 0.14s의 평균값을 가지며, 3그룹(0.1s~0.2s)이 43%를 차지하

였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지리산 주변과 경상북도 및 강원도 내륙 산간지역을 중심으

로 분포하였다. H의 경우, 평균 15m의 심도를 가지며, TG와 마찬가지로 해당영역에서 3그룹

(13.6m~22.0m)이 약 35%로 높게 나타났다. VS,soil은 평균 384.5m/s의 값을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3그룹(354.8m/s~464.5.3m/s)이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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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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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7. 2단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에 따른 히스토그램 및 공간레이어: (a) 

VS30, (b) TG, (c) H, (d) VS,soi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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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3단계: 공학적 지층분류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

3단계의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간레이어를 구성하였다. 각 매개변수를 기

준으로 Kernel 공간밀도를 계산하여 도시하였다. 각 매개변수에 따른 히스토그램과 점 형태의 

심볼을 5개 하위그룹으로 분류하였다. VS30의 경우, 평균 690m/s의 전단파속도값을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3그룹(553.8m/s~730.6m/s)이 5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TG의 경우, 

0.133s의 평균값을 가지며, 2그룹(0.1s~0.2s)이 43%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지리산 주변과 

경상북도 및 강원도 내륙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H의 경우, 평균 16.5m의 심도를 

가지며, TG와 마찬가지로 해당영역에서 3그룹(13.6m~22.0m)이 약 38%로 높게 나타났다. 

VS,soil은 평균 402.5m/s의 값을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4그룹(295.6m/s~416.3m/s)이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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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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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8. 3단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에 따른 히스토그램 및 공간레이어: (a) VS30, 

(b) TG, (c) H, (d) VS,soi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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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4단계: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

4단계의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간레이어를 구성하였다. 각 매개변수를 기

준으로 Kernel 공간밀도를 계산하여 도시하였다. 각 매개변수에 따른 히스토그램과 점 형태의 

심볼을 5개 하위그룹으로 분류하였다. VS30의 경우, 평균 1320m/s의 전단파속도값을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3그룹(1018.16m/s~1611.89m/s)이 4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TG의 경우, 

0.093s의 평균값을 가지며, 3그룹(0.09s~0.15s)이 54%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지리산 주변

과 경상북도 및 강원도 내륙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H의 경우, 평균 3.8m의 심도를 

가지며, TG와 마찬가지로 해당영역에서 3그룹(3.01m~4.0m)이 약 38%로 높게 나타났다. 

VS,soil은 평균 342.3m/s의 값을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3그룹(254.74m/s~348.43m/s)이 

6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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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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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9. 4단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에 따른 히스토그램 및 공간레이어: (a) VS30, 

(b) TG, (c) H, (d) VS,soi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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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단파속도 추정 기법별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데이터베이스 

      

앞서 전단파속도 추정 기법별로 결정된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토대로 지반분류체계(NEHRP, 

1997; Sun et al., 2014, Kim et al., 2018)에 따른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였다. 각 추정 기법(단계)별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기준으로 지반분류체계 기준으로 관측

소의 표출 심볼(색상)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전국단위 관측소 부지분류 공간레이어의 분포특

성을 확인하였다. 공간레이어는 지반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확보된 관측소별 전단파속도

값과 그에 따른 지진응답 매개변수, 그리고 지반분류 정보가 일괄적으로 입력되었으며, 단일 

공간레이어로 표출(가시화) 되었더라도 내부 메타데이터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① 1단계: 측정 전단파속도 주상도(VSP)

다운홀 및 MASW 등을 통해 직접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하여 추정된 지진응답 

매개변수별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를 그림 3.2.70과 같이 표출하였다. 먼저, VS30 기준의 공간

레이어는 크게 Sun et al.(2014)와 NEHRP(1997)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지반분류기준 B 

등급에 해당하는 관측소는 대략 17개소였으며, 대체로 강원도, 중부내륙의 산간지역에 위치한 

관측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들 관측소중 대다수가 5m 이내에 풍화대(풍화토 및 풍화암)

가 존재하거나, 지표부분 암반노두 조건이 경우였다. C 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39개소로 1

단계 대상 관측소중 55%에 해당하며, 주로 구릉, 해안,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관측소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 관측소 중에는 이들 관측소는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10m 이전에 암반수준의 

전단파속도(760m/s 이상)가 관측된 경우이다. D 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14개소로 대부분 

남해안 인접 관측소이거나, 경사가 있는 부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반분류기준에 Sun et 

al.(2014)의 세분화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를 살펴보면, B등급(Soft rock)와 C1, C2 등급

(Weathered Rock and Very Stiff Soil)으로 분류된 관측소가 51% 정도였다. 따라서 1단계 

전단파속도 추정 방법에 따라 결정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상 대체로 10m 이내에 연암 수준

의 전단파속도(760m/s 이상)가 관측되고, 동일 위치에서 함께 수행된 시추주상도를 확인한 

결과 일부 풍화대가 지표부근 5m 내 있거나 암반노두인 경우가 있었다. 

부지주기(TG) 기준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B등급의 관측소는 10개소, C등급의 관측소는 

42개소, D등급의 관측소는 6개소였다. VS30 기준의 지반분류기준 대비 TG 기준 B와 C등급으

로 분류된 관측소가 약 90% 정도였다. 이는 남해안 주변의 분포하는 관측소의 획득 전단파속

도 주상도 중에서 760m/s이상의 값이 측정되지 않아 기반암심도 이상의 TG 연산이 불가능한 

관측소가 약 11개소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기반암 심도(H) 기준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B

등급의 관측소는 14개소, C등급의 관측소는 44개소였다.

끝으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의 지반분류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S2등급

의 관측소는 37개소, S3등급의 관측소는 9개소, S4등급의 관측소는 12개소였다. 즉, 대부분

(약 84%)의 관측소가 S2에 해당하는 얕고 단단한 지반이나, S4에 해당하는 깊고 단단한 지

반이었다. 일부 S3등급의 관측소는 얕고 연약한 지반에 해당하며, 이들 관측소의 전단파속도 

주상도상 20m 전후에 760m/s 이상의 전단파속도가 측정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대체로 남해안 및 내륙 도심지 부근의 관측소를 제외하고, 대체로 얕고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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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사 및 풍화대가 지표부근에 분포하고 있으며, 연안 이상의 지반강성을 갖는 전단파속도값

이 5m 이내에 분포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측정 전단파속도를 기준으로 지진응답 매개변수 

연산 조건에 맞지 않아 공간레이어 결정이 불가능한 관측소가 있어 1단계 측정 전단파속도를 

기준으로 면밀한 지진증폭특성 정량화 연구를 3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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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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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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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0. 1단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에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a) VS30(NEHRP, 

1997) 기준 부지분류, (b) VS30(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c) TG(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d) H(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e) VS,soil(MPSS, 2017) 기준 부지분류

      ② 2단계: 표준관입시험 N값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

표준관입시험 N값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를 이용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기준으로 추정된 

지진응답 매개변수별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를 그림 3.2.71과 같이 표출하였다. 먼저, VS30 기

준의 공간레이어는 크게 Sun et al.(2014)와 NEHRP(1997)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지반분

류기준 B 등급에 해당하는 관측소는 대략 17개소였으며, 대체로 강원도, 중부내륙의 산간지역

에 위치한 관측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들 관측소중 대다수가 5m 이내에 풍화대(풍화토 

및 풍화암)가 존재하거나, 지표부분 암반노두 조건이 경우였다. C 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39개소로 2단계 대상 관측소중 55%에 해당하며, 주로 구릉, 해안,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관

측소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 관측소 중에는 이들 관측소는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10m 이전

에 암반수준의 전단파속도(760m/s 이상)가 관측된 경우이다. D 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14개소로 대부분 남해안 인접 관측소이거나, 경사가 있는 부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반분류

기준에 Sun et al.(2014)의 세분화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를 살펴보면, B등급(Soft rock)와 

C1, C2 등급(Weathered Rock and Very Stiff Soil)으로 분류된 관측소가 39% 정도였다. 

따라서 1단계 전단파속도 추정 방법에 따라 결정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상 대체로 10m 이내

에 연암 수준의 전단파속도(760m/s 이상)가 관측되고, 동일 위치에서 함께 수행된 시추주상

도를 확인한 결과 일부 풍화대가 지표부근 5m 내 있거나 암반노두인 경우가 있었다. 

부지주기(TG) 기준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B등급의 관측소는 3개소, C등급의 관측소는 

32개소, D등급의 관측소는 6개소였다. VS30 기준의 지반분류기준 대비 TG 기준 B와 C등급으

로 분류된 관측소가 약 86% 정도였다. 이는 남해안 주변의 분포하는 관측소의 획득 전단파속

도 주상도 중에서 760m/s이상의 값이 측정되지 않아 기반암심도 이상의 TG 연산이 불가능한 

관측소가 약 5개소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기반암 심도(H) 기준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B등

급의 관측소는 3개소, C등급의 관측소는 38개소였다.

끝으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의 지반분류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S2등급

의 관측소는 26개소, S3등급의 관측소는 11개소, S4등급의 관측소는 4개소였다. 즉, 대부분

(약 90%)의 관측소가 S2에 해당하는 얕고 단단한 지반이나, S4에 해당하는 깊고 단단한 지

반이었다. 일부 S3등급의 관측소는 얕고 연약한 지반에 해당하며, 이들 관측소의 전단파속도 

주상도상 20m 전후에 760m/s 이상의 전단파속도가 측정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1단계

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남해안 및 내륙 도심지 부근의 관측소를 제외하고, 대체로 얕고 

단단한 토사 및 풍화대가 지표부근에 분포하고 있으며, 연안 이상의 지반강성을 갖는 전단파속

도값이 6m 이내에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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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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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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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1. 2단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에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a) VS30(NEHRP, 

1997) 기준 부지분류, (b) VS30(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c) TG(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d) H(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e) VS,soil(MPSS, 2017) 기준 부지분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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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3단계: 공학적 지층분류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

표준관입시험 N값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를 이용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기준으로 추정된 

지진응답 매개변수별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를 그림 3.2.72와 같이 표출하였다. 먼저, VS30 기

준의 공간레이어는 크게 Sun et al.(2014)와 NEHRP(1997)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지반분

류기준 B 등급에 해당하는 관측소는 대략 56개소였으며, 대체로 강원도, 중부내륙의 산간지역

에 위치한 관측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들 관측소중 대다수가 3m 이내에 풍화대(풍화토 

및 풍화암)가 존재하거나, 지표부분 암반노두 조건이 경우였다. C 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133개소로 3단계 대상 관측소중 64%에 해당하며, 주로 구릉, 해안,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관

측소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 관측소 중에는 이들 관측소는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10m 이전

에 암반수준의 전단파속도(760m/s 이상)가 관측된 경우이다. D 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15개소로 대부분 해안 및 도서지역의 관측소이거나, 일부 호안 부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반

분류기준에 Sun et al.(2014)의 세분화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를 살펴보면, B등급(Soft 

rock)와 C1, C2 등급(Weathered Rock and Very Stiff Soil)으로 분류된 관측소가 71% 정

도였다. 따라서 1단계 전단파속도 추정 방법에 따라 결정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상 대체로 

10m 이내에 연암 수준의 전단파속도(760m/s 이상)가 관측되고, 동일 위치에서 함께 수행된 

시추주상도를 확인한 결과 일부 풍화대가 지표부근 5m 내 있거나 암반노두인 경우가 있었다. 

시추주상도 지층분류에 따라 3개소는 180m/s 이하의 VS30을 갖는 관측소가 있었으며, 이들 

관측소의 기반안 심도는 62m 이상으로 매우 깊은 심도를 보였다. 그러나 해당 관측소 지반조

사는 시추공 타입 관측소 시공을 위한 착공주상도의 기반암심도만을 기준으로 하며, 대부분 두

꺼운(약 40m 이상) 풍화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지주기(TG) 기준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B등급의 관측소는 32개소, C등급의 관측소는 

149개소, D등급의 관측소는 23개소, E등급의 관측소는 3개소였다. VS30 기준의 지반분류기준 

대비 TG 기준 B와 C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가 약 81% 정도였다. 이어서 기반암 심도(H) 기

준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B등급의 관측소는 43개소, C등급의 관측소는 142개소, D등급은 

21개소, E등급은 1개소였다.

끝으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의 지반분류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S1등급

의 관측소는 4개소, S2등급의 관측소는 140개소, S3등급의 관측소는 22개소, S4등급의 관측

소는 41개소였다. 즉, 대부분(약 89%)의 관측소가 S1, S2, S4에 해당하는 암반, 얕고 단단한 

지반, 깊고 단단한 지반이었다. 일부(22개소) S3등급의 관측소는 얕고 연약한 지반에 해당하

며, 이들 관측소의 전단파속도 주상도상 15m 전후에 760m/s 이상의 전단파속도가 추정되었

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1단계, 2단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암반 또는 단단한 지반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안 및 내륙 평야지역에 설치된 관측소의 경우, 얕고 연약한 지반에 위치하

고 있으며, 이들 관측소의 주상도상 5m 이내에 퇴적층이 풍화대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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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2. 3단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에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a) VS30(NEHRP, 

1997) 기준 부지분류, (b) VS30(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c) TG(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d) H(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e) VS,soil(MPSS, 2017) 기준 부지분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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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4단계: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

전단파속도 이미지의 디지타이징을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기준으로 추정된 지진응답 매

개변수별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를 그림 3.2.73과 같이 표출하였다. 먼저, VS30 기준의 공간레

이어는 크게 Sun et al.(2014)와 NEHRP(1997)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지반분류기준 B 등

급에 해당하는 관측소는 대략 4개소였으며, 대체로 강원도, 중부내륙의 산간지역에 위치한 관

측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들 관측소중 대다수가 3m 이내에 풍화대(풍화토 및 풍화암)가 

존재하거나, 지표부분 암반노두 조건이 경우였다. C 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31개소로 4단

계 대상 관측소중 69%에 해당하며, 주로 구릉, 해안,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관측소가 이에 해

당하였다. 이들 관측소 중에는 이들 관측소는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10m 이전에 암반수준의 

전단파속도(760m/s 이상)가 관측된 경우이다. D 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10개소로 대부분 

해안 및 도서지역의 관측소이거나, 일부 호안 부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반분류기준에 Sun 

et al.(2014)의 세분화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를 살펴보면, B등급(Soft rock)와 C1, C2 등급

(Weathered Rock and Very Stiff Soil)으로 분류된 관측소가 40% 정도였다. 따라서 1단계 

전단파속도 추정 방법에 따라 결정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상 대체로 10m 이내에 연암 수준

의 전단파속도(760m/s 이상)가 관측되고, 동일 위치에서 함께 수행된 시추주상도를 확인한 

결과 일부 풍화대가 지표부근 5m 내 있거나 암반노두인 경우가 있었다. 

부지주기(TG) 기준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B등급의 관측소는 24개소, C등급의 관측소는 

19개소, D등급의 관측소는 3개소였다. VS30 기준의 지반분류기준 대비 TG 기준 B와 C등급으

로 분류된 관측소가 약 93% 정도였다. 이어서 기반암 심도(H) 기준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B등급의 관측소는 41개소, C등급의 관측소는 4개소였다.

끝으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의 지반분류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S2등급

의 관측소는 18개소, S3등급의 관측소는 28개소였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1단계, 2단계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암반 또는 단단한 지반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안 및 내륙 평야지역에 

설치된 관측소의 경우, 얕고 연약한 지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관측소의 주상도상 5m 이

내에 퇴적층이 풍화대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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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3. 4단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에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a) VS30(NEHRP, 

1997) 기준 부지분류, (b) VS30(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c) TG(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d) H(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e) VS,soil(MPSS, 2017) 기준 부지분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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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5단계: 지표특성(Proxy) 기준 전단파속도

지표특성을 기준으로 추정된 전단파속도 및 지진응답 매개변수별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를 

그림 3.2.74와 같이 표출하였다. 먼저, 지표고 기준의 지반분류기준 B등급에 해당하는 관측소

는 대략 206개소(전체 중 약 81%)였으며, 대체로 내륙 내 위치한 관측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들 관측소중 대다수가 5m 이내에 풍화대(풍화토 및 풍화암)가 존재하거나, 지표부분 

암반노두 조건이 경우였다. C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40개소로 4단계 대상 관측소중 약 

16%에 해당하며, 주로 구릉, 해안,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관측소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 관

측소 중에는 이들 관측소는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10m 이전에 암반수준의 전단파속도(760m/s 

이상)가 관측된 경우이다. D등급 및 E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8개소로 대부분 해안 및 도

서지역의 관측소이거나, 일부 호안 부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경사도를 중심으로 구분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Sun et al.(2018)과 Wald and 

Allen(2007)의 부지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었다. 먼저, Sun et al.(2018)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지반분류기준 B등급에 해당하는 관측소는 대략 126개소(전체 중 약 45.9%)였으며, 대

체로 내륙 내 위치한 관측소들이 대부분이었다. C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75개소로 5단계 

대상 관측소중 약 27%에 해당하며, 주로 구릉, 해안,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관측소가 이에 해

당하였다. 이들 관측소 중에는 이들 관측소는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10m 이전에 암반수준의 

전단파속도(760m/s 이상)가 관측된 경우이다. D등급 및 E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53개소

로 대부분 해안 및 도서지역의 관측소이거나, 일부 호안 부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Wald and 

Allen(2007)의 부지분류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B등급은 28개소, C등급은 40개소, D등급은 

8개소, E등급은 1개소로 구분되었다. 경사도 기준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B등급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질도 기준(Kim et al., 2018)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B등급의 관측소는 28개소, C등급

의 관측소는 71개소, D등급의 관측소는 93개소였다. 앞서 지표고, 경사도 대비 D등급의 비율

이 높았으며, 대부분 4기 충적층으로 구분된 관측소가 이에 해당하였다. 앞서 대표 지진응답 

매개변수결정 절차 및 우선순위에 따라 5단계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사도, 지표고, 지질도 순서

로 지표특성에 따른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를 재추출하였다. 그 결과, B등급은 164개소, C등급

은 91개소, D등급은 9개소, E등급은 1개소였다. 따라서 대부분(약 62%)의 관측소가 암반노

두 지반으로 판정되었으며, 얕고 단단한 지반(토사 및 암반)으로 판정된 관측소도 약 23%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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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4. 5단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에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a) 지표고(Sun et al., 

2018) 기준 부지분류, (b) 경사도(Wald and Allen, 2007) 기준 부지분류, (c) 경사도(Sun et 

al., 2018) 기준 부지분류, (d) 지질도(Kim et al.,, 2018) 기준 부지분류, (e) 대표 프록시(Proxy) 

기준 부지분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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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데이터베이스 

앞서 대표 지진응답 매개변수결정 절차 및 우선순위에 따라 2장에서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내 부지분류 테이블이 구축되었다. 해당 부지분류 테이블을 기준으로 대표 부지분류 공간레이

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3.2.75(a)와 같이 우선순위 단계별로 결정된 관측소를 

구분하였다. 최우선 순위인 1.1단계(공내탄성파탐사 기반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경

우)로 부지분류가 결정된 관측소는 58개소, 1.2단계의 관측소(표면파탐사 기반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경우)는 12개소, 2.2단계의 관측소(전단파속도가 없는 경우, 표준관입시험 N

값을 이용한 경우)는 1개소, 3단계(공학적 지층 분류 및 대표 전단파속도를 이용한 경우)의 

관측소는 153개소, 4.2단계(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없는 경우,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를 이용한 

경우)의 관측소는 2개소, 5단계(지표특성을 이용한 경우)의 관측소는 40개소였다. 따라서, 5

단계의 결정 절차에 따라 현행 운영되는 관측소를 대상으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가 구축되었

다. 

이중 1단계의 최우선의 신뢰도를 갖는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전체 중 26%에 해당하였다. 

2단계는 1개소뿐이었으며, 표준관입시험 결과는 대부분 1단계인 전단파속도 주상도로 결정된 

공간레이어에 포함되었다. 3단계의 시추주상도 기준의 지층두께와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를 토

대로 결정하였으며, 전체 중 57.5%였다. 4.2단계의 디지타이징 결과는 2개소였으며, 앞서 불

확실성 검증 결과로부터 디지타이징 결과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의 높은 불확실성을 배제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5단계의 지표특성을 이용한 경우는 지반조사 자료가 없거나 수행되지 

않은 관측소이므로, 대부분 도서 및 지표관측소를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된 VS30 기준의 공간레이어는 크게 Sun et al.(2014)와 

NEHRP(1997)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지반분류기준 B 등급에 해당하는 관측소는 대략 81

개소였으며, 대체로 강원도, 중부내륙의 산간지역에 위치한 관측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

들 관측소중 대다수가 5m 이내에 풍화대(풍화토 및 풍화암)가 존재하거나, 지표부분 암반노두 

조건이 경우였다. C 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154개소로 전체 중 59%에 해당하며, 주로 구

릉, 해안,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관측소가 이에 해당하였다. 이들 관측소 중에는 이들 관측소

는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10m 이전에 암반수준의 전단파속도(760m/s 이상)가 관측된 경우이

다. D 등급으로 분류된 관측소는 21개소로 대부분 해안 및 도서지역의 관측소이거나, 일부 호

안 부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지반분류기준에 Sun et al.(2014)의 세분화된 부지분류 공간레이

어를 살펴보면, B등급(Soft rock)와 C1, C2 등급(Weathered Rock and Very Stiff Soil)으

로 분류된 관측소가 70.7% 정도였다. 따라서 대표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상 대체로 10m 이내

에 연암 수준의 전단파속도(760m/s 이상)가 관측되고, 동일 위치에서 함께 수행된 시추주상

도를 확인한 결과 일부 풍화대가 지표부근 5m 내 있거나 암반노두인 경우가 있었다. 

부지주기(TG) 기준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B등급의 관측소는 68개소, C등급의 관측소는 

177개소, D등급의 관측소는 19개소였다. VS30 기준의 지반분류기준 대비 TG 기준 B와 C등급

으로 분류된 관측소가 약 93% 정도였다. 이어서 기반암 심도(H) 기준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는 B등급의 관측소는 3개소, C등급의 관측소는 25소였다.

끝으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의 지반분류기준을 적용한 결과,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는 S2등급

의 관측소는 147개소, S3등급의 관측소는 27개소, S4등급의 관측소는 50개소였다. 이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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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면, 대부분 암반 또는 단단한 지반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안 및 내륙 평야지역에 설치된 

관측소의 경우, 얕고 연약한 지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관측소의 주상도상 5m 이내에 퇴

적층이 풍화대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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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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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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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5.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a)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단계, (b) VS30(NEHRP, 1997) 기준 부지분류, (c) VS30(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d) 

TG(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e) H(Sun et al., 2014) 기준 부지분류, (f) VS,soil(MPSS, 

2017) 기준 부지분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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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반특성을 활용한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평가

가. 암반노두 수준 지진관측기록(PGA)으로의 보정 필요성

계기 진도 정보 표출 혹은 예측 진도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산출되는 진도 정보의 공학적 

기준(control point)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진도 정보 산출의 공학적 기

준을 지표면 암반노두로 결정하였다. 암반노두는 공학적으로 천부 지반으로 인한 부지(증폭)효

과가 기대되지 않는다. 전국에 설치된 지표, 시추공 지진관측소에서 부지효과가 포함되어 관측

된 지진기록을 설치부지의 지반특성에 기초하여 암반노두 기록으로 대응시킬 경우, 특정 지역

에서 부지효과로 인해 과도하게 증폭되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개별 지진관측소에 

대해 확보된 지반특성에 근거하여 지진관측기록에서 부지효과를 고려(제거)하는 것이다. 향후 

천부 지반특성으로 인한 부지효과를 고려한 보다 정밀한 진도 예측은 광역 부지증폭지도(예, 

VS30 map) 혹은 지역 정밀 지반특성의 연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에서 지반특성에 기초하여 보정하는 지진관측기록 정보(intensity measures)는 

최대지반가속도(PGA, peak ground acceleration)이다. 

나. 기상청 지진관측망 증폭특성 평가  

 1) 증폭특성 평가 방법론 

천부 지반특성으로 인한 부지(증폭)효과는 수평방향으로 동일한 지층이 무한히 확장된 경우

에 대해서만 비교적 온전히 그 효과를 정밀 지반특성에 기초하여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진

관측소가 실제 설치된 대개의 부지들은 지하의 분지효과, 지상의 지형효과 등 수많은 규명된 

혹은 규명되지 않은 효과들이 혼재하여 증폭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상적인 설치부지

가 아니라면 지반조사·탐사 자료 등 지반의 공학적 특성만을 활용한 지진관측소 증폭특성은 

그 역시 추정치에 불과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진관측소 부지의 지반조사·탐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관측소의 증폭특

성을 살펴보는 대신, 지반조사·탐사 자료가 확보된 지진관측소 전체를 대상으로 즉, 기상청 

지진관측망의 증폭특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에는 개별 관측소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부지효과를 제거한 지진관측기록(관측기록의 암반노두화 PGA)과 지반운동 

예측식(GMPE, ground motion prediction equation)을 통해 예상되는 PGA와의 차이를 활용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암반노두화 관측 PGA와 예측 PGA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지반운동 

예측식과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의 최적 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지반특성을 활용하여 지진관측

기록을 암반노두에 대응하는 PGA로 보정하는 각각의 부지효과 고려 방법은 다음 5)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 평가활용 지반운동 예측식

지진관측망 증폭특성 평가 방법론에 활용한 지반운동 예측식은 국내·외에서 제안된 7개의 

식이다. 다음 표와 같이 한반도에 대해 제안된 5개 식, 미국 NGA-West2 프로젝트를 통해 

제안된 대표식 1개, 국내와 지진발생 환경이 유사한 미 중동부 지역에 대해 제안된 대표식 1

개를 활용하였다. 각 지반운동 예측식은 규모, 거리(진앙, 진원) 등 진원정보에 따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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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에 대응하는 spectral acceleration을 예측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PGA에 대한 

예측 값만을 활용하였다. 표에 나타낸 각 지반운동 예측식에 대응하는 약어는 다음 절에서 수

행되는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평가의 결과 표출 시 활용된다. 

BSSA2014의 경우 지표면으로 정사영시킨 단층으로부터의 거리인 Rjb가 아닌 진앙거리

(Repic)를 사용하였고, 부지효과가 고려되지 않는 reference condition으로 설정하기 위해 

VS30을 760 m/s로 고정하였다. VS가 1 km/s까지의 깊이인 z1은 고려하지 않았다. 

제안년도 연구자 약어 비고

2001 박동희 등 Park2001 한반도

2001 조남대와 박창업 JB2001 한반도

2003 조남대와 박창업 JB2003 한반도

2006 Atkinson & Boore AB2006 미 동부

2008 연관희 등 Yun2008 한반도

2014 Boore et al. BSSA2014 강진지역

2015 Emolo et al. Emolo2015 한반도

표 3.3.1. 평가대상 국내·외 지진동 예측식

 3) 평가활용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2절에서 확보한 지진관측소 지반조사·탐사 자료 중 일부를 기상청 지진관측망 증폭특성 평

가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 자료는 조사·탐사로부터 획득된 전단파속도 주상도(shear 

wave velocity profile)이며, 해당 자료가 확보된 지진관측소 만을 평가의 주요 대상으로 삼

았다. 그림 3.3.1, 3.3.2 및 3.3.3은 하향식 탄성파탐사(DHT), 표면파탐사(MASW)가 수행된 

79개소 지진관측소에 대한 VSP를 전체 혹은 각 탐사 기법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7개소에 대

해서는 DHT와 MASW가 중복 수행되었는데 대상은 ULJ2, ADOA, USN2, KCH2, HACA, 

SWO2, BAU 지진관측소이다. 

지반조사·탐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획득한 VSP는 다른 기법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 비해 정

밀, 정확하여 활용 우선도가 높다. DHT, MASW를 통해 확보된 79개 지진관측소의 VSP에 

기초한 지반특성을 간단히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지진관측

소 설치부지에 대한 공학적 지반특성의 분포 경향을 정밀도 높은 자료에 기반하여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3.4, 3.3.5 및 3.3.6과 같이 VS30, H 및 VS,Soil 등 지진 시 지반증폭특성을 가늠

하는 변수로 활용되는 정보들을 도출하고 상호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각각의 변수는 획득 기법

(DHT와 MASW)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일부 관측소에서는 30 m까지 탐사 수행에도 760 

m/s의 전단파속도(VS, shear wave velocity)가 도출되지 않아 H 및 VS,Soil의 결정은 불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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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지진관측소 설치부지의 전단파속도 주상도(VSP) 전체

(79개소, DHT, MASW 중복 수행 7개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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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지진관측소 설치부지의 전단파속도 주상도(VSP)

(DHT 수행 6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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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지진관측소 설치부지의 전단파속도 주상도(VSP)

(MASW 수행 1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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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지진관측소 VS30 및 VS,soil 비교

(VSP 기반, DHT·MASW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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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지진관측소 H 및 VS30 비교

(VSP 기반, DHT·MASW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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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지진관측소 H 및 VS,soil 비교

(VSP 기반, DHT·MASW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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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에서는 VSP 확보를 위한 지반조사·탐사가 수행된 79개 지진관측소의 조사 당시 

관측소 CODE에 따른 현재 운영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 당시 관측소 CODE는 현재도 최

신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과거 CODE와 최신 CODE가 혼재

되어 있는데 본 절의 증폭특성 평가는 현재 운영(최신)되고 있는 관측소 CODE를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 CODE에 대한 지반조사·탐사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반조사·탐사가 수행된 당시 관측소 CODE와 조사 전후 유사 관측소 CODE를 모두 확인

하여, 각 관측소 CODE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신 관측소 CODE 간의 거리를 위치정보(위

도, 경도)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운영 관측소 CODE에 대한 지반조사·

탐사 자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유사 CODE를 가짐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

측소 CODE와 일정거리(100 m)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상호 관측소 CODE 간 지반조사·탐

사 자료의 공유는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관측소 CODE가 변경되어도 위치정보에 기초

한 거리 차가 미미하면, 동일 지반조사·탐사 자료의 공유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사 
당시 

관측소 
CODE

현재
운영 
여부

운영 
관측소와 
거리(m)

유사
관측소 
CODE

현재
운영 
여부

운영
관측소와
거리(m)

유사
관측소 
CODE

현재
운영 
여부

운영 
관측소와
거리(m)

KAW × 0 KAWA ○ - - - -

GAHB × 11 GAH × 11 GH2B ○ -

DAG2 ○ - - - - - - -

GOCB ○ - - - - - - -

KOHB × 22 KOH × 0 KH2B ○ -

GWYB ○ - - - - - - -

GWJ × - - - - - - -

KMSA × 11 KMS × 11 KMSB ○ -

NAWB ○ - NAW × 6,044 - - -

NAH × 9 NAHA ○ - - - -

DGY2 ○ - - - - - - -

DAU × 3,155 DAGA ○ - - - -

TEJ × 0 TEJ2 ○ - - - -

DDC × 0 DDCA ○ - - - -

CGWB ○ - MAS × 0 MAS2 × 0

MOP × 1,035 MOPB ○ - - - -

KWJ2 ○ - KWJ × 9 KWJU × 0

MAN × 35 MANA ○ - - - -

MGY × 98 MGY2 ○ - - - -

MUS × 0 MUS2 ○ - - - -

MIYA ○ - - - - - - -

PORA ○ - POR × 0 - - -

표 3.3.2. 지표에서 30m까지 VSP가 확보된 79개 지진관측소(조사 당시 COD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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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시 

관측소 
CODE

현재
운영 
여부

운영 
관측소와 
거리(m)

유사
관측소 
CODE

현재
운영 
여부

운영
관측소와
거리(m)

유사
관측소 
CODE

현재
운영 
여부

운영 
관측소와
거리(m)

BOSB ○ - - - - - - -

GWL × 1,406 GWLA ○ - - - -

SAC × 0 SACA ○ - - - -

SAJ × 22 SAJA × 11 SAJB ○ -

YAPA ○ - - - - - - -

YES × 0 YESA ○ - - - -

YOD × 0 YODB ○ - - - -

YOW × 0 YOW2 ○ - - - -

YOJ × 0 YOJB ○ - - - -

YOC × 0 YOCB ○ - - - -

OKEB ○ - - - - - - -

WAN × 0 WAN2 ○ - - - -

JEO2 ○ - JEO × 0 - - -

UJN × 85 UJNA ○ - - - -

EMSB ○ - - - - - - -

EUS × 0 EUSB ○ - - - -

INC × 0 INCA ○ - - - -

IMS × 0 IMSA × 0 IMSB ○ -

IMWB ○ - - - - - - -

JASA ○ - JAS × 0 - - -

JAH × 0 JAHA ○ - - - -

JEC × 0 JECB ○ - - - -

JIN × 967 JINA ○ - - - -

CEJ × 0 CEJA ○ - - - -

CHY × 0 CHYB ○ - - - -

TBA × 0 TBA2 ○ - - - -

TOY × 0 TOY2 ○ - - - -

PYC × 775 PYCB ○ - - - -

HAC × 0 HCNA ○ - - - -

HANB ○ - HAN × 21 - - -

HOCA ○ - HOC × 0 - - -

ADO2 ○ - ADO × 27,872 - - -

ULJ2 ○ - - - - - - -

CHRB ○ - CHR × 1,666 CHRA × 0

CSOA ○ - CHS × 698 CSO × 698

YCHB ○ - YCH × 1,303 - - -

HAMB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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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시 관측소 CODE로 정렬된 표 3.3.2의 VSP가 확보된 79개 지진관측소에 대해 상기 

절차를 진행하여, 다음 표 3.3.3과 같이 유사 CODE를 부여받았으나 위치정보 변동에 의해 확

보된 지반자료의 활용이 조사·탐사 당시 관측소 CODE에 국한되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 

예로써 현재 운영 중인 NAWB 관측소는 지반조사·탐사 자료가 존재하나 유사 과거 관측소 

CODE인 NAW 관측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의 공유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과거 DAU 관측소

에 대한 지반조사·탐사 자료는 존재하나 현재 운영 중인 DAGA 관측소에 대한 해당 자료의 

활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본 절의 증폭특성 평가와는 별개로 상기 절차는, 현재 운영 관측소 CODE와 거리 차가 있는 

유사 과거 관측소 CODE에 대한 지진관측기록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중요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이지 않으며, 운영 중인 최신 관측소 CODE와 조사·탐사 자료의 공유가 불가한 6개

소에 대한 지반특성을 표 3.3.4에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지진관측소 지반조사·탐사 자료의 

활용성 증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조사 
당시 

관측소 
CODE

현재
운영 
여부

운영 
관측소와 
거리(m)

유사
관측소 
CODE

현재
운영 
여부

운영
관측소와
거리(m)

유사
관측소 
CODE

현재
운영 
여부

운영 
관측소와
거리(m)

EURB ○ - - - - - - -

KUJA ○ - KUJ × 0 - - -

ADOA ○ - - - - - - -

USN2 ○ - USN × 0 - - -

KCH2 ○ - KCH × 0 - - -

HACA ○ - - - - - - -

PHA2 ○ - PHA × 0 - - -

CHJ2 ○ - - - - - - -

CHC2 ○ - - - - - - -

SWO2 ○ - SWO × 0 - - -

JMJ2 ○ - JMJ × 0 - - -

YOA ○ - MOK × 0 - - -

SGP2 ○ - SGP × 0 - - -

JDO2 ○ - JDO × 9 - - -

CPR2 ○ - CPR × 0 - - -

JEU2 ○ - JEU × 0 - - -

BAU ○ - YSU × 0 - - -

SKC2 ○ - SKC × 0 - - -

GOS2 ○ - GOS1 × 0 - - -

ICN2 ○ - ICN × 0 - - -



- 305 -

현재 운영 
관측소 CODE

지반조사자료 
존재 여부

지반조사자료 
공유 불가 

과거 관측소 
CODE

지반조사자료 
존재 여부

위경도 기반 
거리 차(m)

NAWB ○ NAW × 6,044

DAGA × DAU ○ 3,155

MOPB × MOP ○ 1,035

GWLA × GWL ○ 1,406

JINA × JIN ○ 967

PYCB × PYC ○ 775

ADO2 ○ ADO × 27,872

CHRB ○ CHR × 1,666

CSOA ○ CHS CSO × 698

YCHB ○ YCH × 1,303

표 3.3.3. 지반조사·탐사 자료 공유 불가 지진관측소 CODE (거리 차 100 m 기준)

  

지반조사자료 
존재 과거 

관측소 CODE

DHT 지반조사자료 
공유 불가 

최신 관측소 
CODE

위경도 기반 
거리 차(m)VS30

(m/s)

H 
(m)

VS,soil

(m/s)

DAU 653 11 412 DAGA 3,155

MOP 452 - - MOPB 1,035

GWL 644 18 507 GWLA 1,406

JIN 724 7 407 JINA 967

PYC 412 15 272 PYCB 775

GWJ 348 21 277 - -

표 3.3.4. 과거 지진관측소 CODE에 대한 지반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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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와 표 3.3.6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신 관측소 CODE를 기준으로 VSP 기반 정

보를 지표와 시추공 관측소를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표 3.3.2의 거리 차가 미미한 유사 관측

소 CODE 간은 동일 지반조사·탐사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함께 나열하였다. 표 3.3.4의 

과거 CODE에 대한 정보는 지반조사자료가 존재함에도 거리 차에 의해 배제하였다. 

동일 관측소에 대해 여러 차례 DHT, MASW가 수행되어 결과가 중복 존재하는 경우, 최신 

CODE에 대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최신 관측소 CODE와 유사 과거 CODE 간 거리 차가 미미

한 관측소 간, 즉 조사·탐사 자료의 공유가 가능한 관측소 간 서로 다른 조사·탐사가 수행된 

사례에서는 과거 CODE에 대한 결과를 최신 CODE 정보에 보완하였다. 

DHT, MASW 등 직접적 조사·탐사 자료뿐만 아니라 P-wave, HVSR 기법 등 지진관측자

료에 기초한 VS30 추정기법의 적용 결과(Kim et al. 2020, Ahn et al. 2020)도 동시에 정리

하였다. 해당 기법은 VS30의 추정만 가능하기에 기반암 깊이(H)와 기반암 상부 토사지반의 평

균 전단파속도(VS,soil) 정보의 획득은 불가하다. 

시추공 관측소의 경우, 최근 신설된 관측소가 다수를 차지하기에 운영 관측소 수에 비해 

VSP를 기준으로 확보한 지반정보의 수가 제한적이다. 

현재 
운영 

CODE

동일 위치 
간주 과거 

CODE

VS30 (m/s) H (m) VS,soil (m/s)

DHT MASW P-wave HVSR DHT MASW DHT MASW

ADO2 702 - 757 - 9 - 344 -

AMD - - 612 1015 - - - -

BAR2 BAR - - 408 246 - - - -

BAU YSU 626 721 811 718 5 11 183 446 

BON2 BON - - 693 - - - - -

BUS2 - - 753 1115 - - - -

CEA2 CEA - - 706 1151 - - - -

CHC2 974 - 742 1081 4 - 292 -

CHJ2 936 - 898 1481 5 - 323 -

CJD  - - 780 - - - - -

CPR2 CPR - 1378 747 1151 - 3 - 559 

CWO2 CWO  - - 717 - - - - -

DAG2 822  - 677 - 3 - 211 -

DEI2 DEI  -  - 623 895 - - - -

DGY2 572  - 770 - 15 - 416 -

GBI2 GBI  -  - 736 - - - - -

GOS2 GOS1  - 1291 373 492 - 3 - 593 

HUK2  -  - 667 - - - - -

표 3.3.5. 지표 설치 지진관측소 지반조사·탐사 결과(현재 운영 COD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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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CODE

동일 위치 
간주 과거 

CODE

VS30 (m/s) H (m) VS,soil (m/s)

DHT MASW P-wave HVSR DHT MASW DHT MASW

ICN2 ICN  - 919 782 923 - 7 - 521 

IJA2 IJA  -  - 470 1015 - - - -

JDO2 JDO  - 790 1001 1348 - 8 - 460 

JEO2 JEO 687  - 694 - 9 - 333 -

JEU2 JEU - 962 780 1435 - 6 - 488 

JJU2 JJU - - 276 741 - - - -

JMJ2 JMJ 745 - 842 594 5 - 227 -

KCH2 KCH 238 328 822 718 8 - 73 -

KOJ2 KOJ - - 766 1306 - - - -

KWJ2
KWJ

798 - 978 - 7 - 430 -
KWJU

MGY2 MGY 1069 - 648 - 3 - 507 -

MMD - - 731 541 - - - -

MND - - 924 1015 - - - -

MUS2 MUS 719 - 747 - 13 - 491 -

PHA2 PHA 787 - 536 - 4 - 193 -

SEO2 - - 779 1348 - - - -

SES2 - - 843 814 - - - -

SGP2 SGP 364 - 359 1391 8 - 129 -

SKC2 SKC - 811 787 - - 6 - 369 

SWO2 SWO 871 1208 852 1015 5 3 272 569 

TBA2 TBA 586 - 570 - 19 - 478 -

TEJ2 TEJ 446 - 699 - 19 - 350 -

TOY2 TOY 518 - 905 - 13 - 316 -

UDO - - - 250 - - - -

ULJ2 982 241 731 254 2 - 220 -

USN2 USN 905 498 608 741 4 23 296 449 

WAN2 WAN 758 - 563 - 6 - 254 -

WJU2 WJU - - 662 983 - - - -

YJD2 YJD - - 355 254 - - - -

YOA MOK 648 - 780 1188 12 - 342 -

YOW2 YOW 549 - 741 - 18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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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CODE

동일 위치 
간주 과거 

CODE

VS30 (m/s) H (m) VS,soil (m/s)

DHT MASW P-wave HVSR DHT MASW DHT MASW

ADOA 563 465 - - 5 - 183 -

AGSA - - - - - - - -

ANMA ANM - - 654 407 - - - -

ASNA - - - - - - - -

BGDB - - - - - - - -

BKWA - - - - - - - -

BLGA - - - - - - - -

BLLA - - - - - - - -

BOGA - - - - - - - -

BOSB 204 - - - - - - -

BSAA BSA - - 827 - - - - -

BURB - - - - - - - -

BUSA - - - - - - - -

BUYB BUY - - 467 447 - - - -

CEJA CEJ 248 - - - - - - -

CGAA - - - - - - - -

CGDA - - - - - - - -

CGIA - - - - - - - -

CGPA - - - - - - - -

CGUB - - - - - - - -

CGWB
MAS

822 - 784 - 5 - 348 -
MAS2

CGYA - - - - - - - -

CHDA - - - - - - - -

CHOA CHO - - 600 718 - - - -

CHRB CHRA - 222 - - - - - -

CHYB CHY 588 - - - 16 - 403 -

CIGB CIG - - 428 420 - - - -

CJDB - - - - - - - -

CLSA - - - - - - - -

CSDB - - - - - - - -

CSOA - 182 - - - - - -

DACB - - - - - - - -

DAGA - - - - - - - -

DDCA DDC 757 - 528 - 11 - 489 -

DGHA - - - - - - - -

DGJA - - - - - - - -

표 3.3.6. 시추공 설치 지진관측소 지반조사·탐사 결과(현재 운영 COD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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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CODE

동일 위치 
간주 과거 

CODE

VS30 (m/s) H (m) VS,soil (m/s)

DHT MASW P-wave HVSR DHT MASW DHT MASW

DGLA - - - - - - - -

DKSA - - - - - - - -

DNBA - - - - - - - -

DNYA - - - - - - - -

DUSB - - - - - - - -

ECDB - - - - - - - -

EMSB 736 - - - 7 - 269 -

EURB - 307 - - - - - -

EUSB EUS 506 - 632 - 21 - 407 -

GACA - - - - - - - -

GAGA - - - - - - - -

GAPB - - - - - - - -

GDDB - - - - - - - -

GEJB - - - - - - - -

GGDA - - - - - - - -

GGDB - - - - - - - -

GGGA - - - - - - - -

GGSA - - - - - - - -

GGTA - - - - - - - -

GH2B
GAH

289 - 114 - - - - -
GAHB

GICA GIC - - 653 558 - - - -

GIGA - - - - - - - -

GKSA - - - - - - - -

GLCA - - - - - - - -

GLSA - - - - - - - -

GMDB - - - - - - - -

GMHB - - - - - - - -

GMNA - - - - - - - -

GMPB - - - - - - - -

GOCB 396 - - - 19 - 294 -

GODA - - - - - - - -

GSGA GSG - - 806 741 - - - -

GSNA - - - - - - - -

GUJA - - - - - - - -

GUMA GUM - - 380 407 - - - -

GUWB - - - - - - - -

GWLA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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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CODE

동일 위치 
간주 과거 

CODE

VS30 (m/s) H (m) VS,soil (m/s)

DHT MASW P-wave HVSR DHT MASW DHT MASW

GWYB 381 - - - 27 - 361 -

HACA 469 343 - - 8 - 181 -

HADA HAD - - 696 279 - - - -

HAIA - - - - - - - -

HALB - - - - - - - -

HAMB - 556 - - - 15 - 445

HANB HAN 237 - 451 - - - - -

HAWA - - - - - - - -

HAWB - - - - - - - -

HCNA HAC 267 - 660 - - - - -

HEDA - - - - - - - -

HESA HES - - 728 1226 - - - -

HGDB - - - - - - - -

HGSA - - - - - - - -

HMGA - - - - - - - -

HMPA - - - - - - - -

HOCA HOC 413 - 723 - 15 - 272 -

HONA - - - - - - - -

HTDA - - - - - - - -

HWCA - - - - - - - -

HWCB - - - - - - - -

HWDB - - - - - - - -

HWSA - - - - - - - -

IJAA - - - - - - - -

IJBA - - - - - - - -

IJDB - - - - - - - -

IKSA - - - - - - - -

IMSB
IMS

492 - 716 - 18 - 362 -
IMSA

IMWB 403 - - - 19 - 303 -

INCA INC 485 - 731 - 25 - 445 -

ISGB - - - - - - - -

JAEA - - - - - - - -

JAGA - - - - - - - -

JAHA JAH 263 - - - - - - -

JASA JAS 338 - 650 - 25 - 329 -

JCUA - - - - - - - -

JECB JEC 367 - 51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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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CODE

동일 위치 
간주 과거 

CODE

VS30 (m/s) H (m) VS,soil (m/s)

DHT MASW P-wave HVSR DHT MASW DHT MASW

JEJB - - - - - - - -

JESA JES - - 413 348 - - - -

JGNA - - - - - - - -

JINA - - - - - - - -

JKJA - - - - - - - -

JLSA - - - - - - - -

JNHA - - - - - - - -

JNPA - - - - - - - -

JNUA - - - - - - - -

JNYA - - - - - - - -

JODB - - - - - - - -

JUCA - - - - - - - -

JURA JUR - - 623 674 - - - -

KAWA KAW 276 - - - 19 - 200 -

KH2B
KOH

701 - 745 - 7 - 369 -
KOHB

KKDA - - - - - - - -

KMSB
KMS

293 - - - - - - -
KMSA

KOSB - - - - - - - -

KUJA KUJ - 243 686 - - - - -

LIWA - - - - - - - -

LMGA - - - - - - - -

MALA - - - - - - - -

MANA MAN 401 - 1253 - 23 - 343 -

MIYA 507 - - - 21 - 428 -

MJDB - - - - - - - -

MLGA - - - - - - - -

MNDB - - - - - - - -

MOGA - - - - - - - -

MOPB - - - - - - - -

MSNA - - - - - - - -

NACA - - - - - - - -

NAHA NAH 396 - 542 - - - - -

NAJA NAJ - - 516 316 - - - -

NAMB - - - - - - - -

NAWB 450 - - - 25 - 412 -

NCNA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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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CODE

동일 위치 
간주 과거 

CODE

VS30 (m/s) H (m) VS,soil (m/s)

DHT MASW P-wave HVSR DHT MASW DHT MASW

NJDA - - - - - - - -

NLDA - - - - - - - -

NOSA - - - - - - - -

OKCB - - - - - - - -

OKEB 618 - - - 8 - 288 -

OYDB - - - - - - - -

PGEA - - - - - - - -

PORA POR 255 - 349 - 28 - 253 -

PTKA PTK - - 672 840 - - - -

PUAA PUA - - 641 477 - - - -

PYCA - - - - - - - -

PYCB - - - - - - - -

PYSB - - - - - - - -

SACA SAC 407 - 569 - 16 - 276 -

SAJB
SAJ

434 - 785 - 27 - 413 -
SAJA

SCHA SCH - - 819 1481 - - - -

SECA GUS - - 676 1226 - - - -

SESA - - - - - - - -

SGMA - - - - - - - -

SGNA - - - - - - - -

SH2B SEHB - - - - - - - -

SHHB - - - - - - - -

SIJA - - - - - - - -

SKBA - - - - - - - -

SLSA - - - - - - - -

SMKB - - - - - - - -

SMWA - - - - - - - -

SNDA - - - - - - - -

SNGB - - - - - - - -

SNNA - - - - - - - -

SODA SOD - - 654 - - - - -

SUBA - - - - - - - -

SUCA - - - - - - - -

TAHA - - - - - - - -

TAIA - - - - - - - -

TANB - - - - - - - -

TOHA TOH - - 189 33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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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CODE

동일 위치 
간주 과거 

CODE

VS30 (m/s) H (m) VS,soil (m/s)

DHT MASW P-wave HVSR DHT MASW DHT MASW

UJBA - - - - - - - -

UJNA UJN 472 - 425 - - - - -

ULDR ULDB - - - - - - - -

UNCA - - - - - - - -

WICA - - - - - - - -

WNBA - - - - - - - -

YAGA - - - - - - - -

YALB - - - - - - - -

YAPA 609 - - - 22 - 554 -

YAYA - - - - - - - -

YAYB YAY - - - 508 - - - -

YC2B YNCB - - - - - - - -

YCHB - 701 - - - 11 - 512

YDGA - - - - - - - -

YEAB - - - - - - - -

YEGA YEG - - 506 382 - - - -

YESA YES 310 - 393 - 23 - 259 -

YEYB - - - - - - - -

YGAA - - - - - - - -

YGBA - - - - - - - -

YGGA - - - - - - - -

YGJA - - - - - - - -

YINB - - - - - - - -

YKDB - - - - - - - -

YNDB - - - - - - - -

YOCB YOC 713 - 710 - 4 - 270 -

YODB YOD 767 - 606 - 8 - 529 -

YOGA - - - - - - - -

YOJB YOJ 426 - 647 - 28 - 411 -

YPDB - - - - - - - -

YSAB - - - - - - - -

YSDA - - - - - - - -

YUGA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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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지반조사·추정 기법 별 VS30을 획득한

현재 운영 지표, 시추공 지진관측소 개소 수

표 3.3.5와 표 3.3.6에 나타낸 현재 운영 중인 지진관측소 중 지반조사·추정 기법의 결과로 

VS30이 존재하는 관측소 개소 수를 그림 3.3.7과 같이 기법에 따라 파악하였다. 관측소에 따라

서는 4가지 기법 중 결과가 존재하는 기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관측소에 여러 기법의 

결과가 동시에 존재하여도 독립적으로 인정하였다. 지표 지진관측기록에 기초하여 VS30을 추정

하는 두 기법(P-wave, HVSR)의 결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추공 관측소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시추공 관측소로 전환되기 전 지진계가 지표에 설치된 관측소 즉, 과거 지표 관측소 

CODE에 대한 지진관측기록 기반 추정 결과이나, 현행 시추공 관측소 CODE로의 변경 이후에

도 위치정보에 따른 거리 차가 미미하거나 동일하므로 추정 결과의 공유는 가능하다. 지표, 시

추공 관측소 형식에 따라 각각 112개, 108개의 VS30 정보가 규합되었다. 

그림 3.3.8에는 현재 운영 중인 지표, 시추공 지진관측소에 대해 결정된 H와 VS,soil을 도시

하였다. 앞서 동일한 변수를 그림 3.2.6에서 비교하였으나, 실험 기법에 따라 구분한 점과 과

거 운영 지진관측소도 포함된 점이 다르다. DHT와 MASW 결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관측소는 

DHT 결과를 활용하여 H 및 VS,soil을 결정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30 m까지 탐사에도 760 

m/s의 VS가 도출되지 않은 관측소에 대해서는 H 및 VS,soil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58개소에 

대한 정보만이 포함되었다. 58개소 지진관측소 중에서는 시추공 관측소의 기반암 깊이가 지표 

관측소에 비해 깊게 나타나는 경향을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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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현재 운영 지진관측소 H 및 VS,soil 비교

(VSP 기반 58개소, 지표·시추공 지진관측소 구분)

지표, 시추공 관측소를 구분하여 도출된 VS30의 분포를 조사기법에 따라 살펴볼 수 있으며

(그림 3.3.9 및 그림 3.3.10), 조사기법을 구분하지 않고 관측소 설치 형식(지표, 시추공)에 

따른 분포는 그림 3.3.11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시추공 관측소에 비해 지표 관측소의 VS30 

분포가 강성이 큰 영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하부 암반층에 지진계가 설치되는 시추공 관측

소의 설치부지 탐색에 비해 과거 지표 관측소 설치부지 탐색 시에는 대개 암반노두를 고려하

고자 하였으므로, 해당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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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현재 운영 지표 지진관측소 VS30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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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현재 운영 시추공 지진관측소 VS30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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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현재 운영 지진관측소 VS30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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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활용 지진관측기록 데이터베이스

201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10년 간 국내 내륙 및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ML) 

3.0 이상 지진(표 3.3.7)을 평가에 활용하였다. 표 3.3.5 및 표 3.3.6의 지반특성(VS30)이 확

보된 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진기록만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 지진의 진앙과 지진관측소 분

포를 그림 3.3.12에 도시하였다. 동서(EW), 남북(NS) 방향(as-recorded)의 신호대잡음비

(SNR, signal to noise ratio) 5 이상 지진관측기록만 활용하였다. 

진원시(KST)
진앙

규모(ML)
위도 경도

2020-07-07 23:08 37.19 125.55 3.3
2020-05-12 4:45 38.68 127.18 3.8
2020-05-04 7:07 34.66 126.4 3.1
2020-01-30 9:52 36.59 128.12 3.2
2019-12-30 0:32 35.56 128.9 3.5
2019-10-27 15:37 35.41 128.49 3.4
2019-09-22 11:07 34.16 125.16 3.3
2019-09-21 15:11 38.67 127.17 3.5
2019-07-21 11:04 36.5 128.1 3.9
2019-06-27 15:19 38.8 125.69 3.9
2019-06-23 5:26 38.81 125.7 3.4
2019-06-22 5:49 38.81 125.7 3.4
2019-05-16 0:35 39.15 126.47 3.3
2019-04-22 5:45 36.86 129.8 3.8
2019-04-19 11:16 37.88 129.54 4.3
2019-02-10 12:53 36.16 129.9 4.1
2019-01-09 3:10 37.37 124.23 3.7
2019-01-01 6:49 36.53 129.66 3.1
2018-11-29 3:05 34.94 124.53 3.3
2018-11-05 12:07 37.85 124.87 3.1
2018-11-05 12:01 37.8 124.9 3.2
2018-02-11 5:03 36.08 129.33 4.6
2018-01-28 20:07 40.24 127.3 3.2
2017-12-25 16:19 36.11 129.36 3.5
2017-12-09 15:13 41.32 129.1 3.0
2017-11-20 6:05 36.14 129.36 3.6
2017-11-19 23:45 36.12 129.36 3.5
2017-11-18 7:57 36.1 129.34 3.3
2017-11-18 7:39 37.32 123.72 4.3
2017-11-16 9:02 36.12 129.37 3.6
2017-11-15 16:49 36.12 129.36 4.3
2017-11-15 15:09 36.09 129.34 3.5
2017-11-15 14:32 36.1 129.36 3.6
2017-11-15 14:29 36.11 129.37 5.4
2017-09-23 17:29 41.35 129.06 3.2
2017-09-11 17:25 35.29 124.16 3.2

표 3.3.7. 2010년 이후 국내 및 근해 발생 규모(ML) 3.0 이상 기상청 136개 지진목록

(NE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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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11:20 36.96 124.4 3.0
2017-05-05 23:16 35.32 127.43 3.0
2017-04-20 16:00 33.77 127.28 3.2
2017-04-15 11:31 36.11 129.36 3.1
2017-03-31 13:46 35.78 129.2 3.3
2017-03-05 9:18 37.75 129.66 3.2
2017-02-23 21:03 37.4 124.89 3.1
2017-01-06 5:31 35.75 129.17 3.3
2016-12-14 17:20 35.76 129.17 3.3
2016-12-12 17:53 35.76 129.18 3.3
2016-11-13 21:52 36.36 126.63 3.5
2016-11-06 6:26 33.76 125.07 3.5
2016-10-10 22:59 35.75 129.18 3.3
2016-10-02 20:53 35.75 129.19 3.0
2016-09-28 16:34 35.76 129.18 3.1
2016-09-21 11:53 35.75 129.18 3.5
2016-09-19 20:33 35.74 129.18 4.5
2016-09-14 0:48 35.75 129.18 3.0
2016-09-13 14:31 35.76 129.18 3.0
2016-09-13 8:24 35.76 129.17 3.2
2016-09-13 0:37 35.78 129.21 3.1
2016-09-12 23:52 35.75 129.18 3.1
2016-09-12 23:18 35.76 129.17 3.0
2016-09-12 20:40 35.76 129.18 3.0
2016-09-12 20:39 35.77 129.19 3.0
2016-09-12 20:38 35.78 129.2 3.0
2016-09-12 20:36 35.77 129.19 3.2
2016-09-12 20:36 35.75 129.18 3.4
2016-09-12 20:34 35.78 129.19 3.6
2016-09-12 20:32 35.76 129.19 5.8
2016-09-12 20:10 35.77 129.18 3.1
2016-09-12 19:48 35.77 129.19 3.1
2016-09-12 19:44 35.77 129.19 5.1
2016-08-20 12:18 38.38 128.09 3.0
2016-07-05 20:33 35.51 129.99 5.0
2016-06-21 3:23 39.49 126.19 3.1
2016-06-03 4:53 36.39 127.92 3.0
2016-05-22 1:22 40.68 127.15 3.5
2016-03-27 18:28 39.38 126.06 3.1
2016-03-14 5:17 38.71 125.87 3.1
2016-03-05 11:11 35.61 129.82 3.3
2016-02-11 5:57 36.21 127.48 3.1
2016-01-06 20:39 36.01 128.07 3.0
2015-12-22 4:31 36.02 126.95 3.9
2015-11-24 11:27 35.67 129.82 3.2
2015-08-03 10:11 33.26 127.06 3.7
2015-04-13 18:02 37.18 125.47 3.3
2015-01-08 20:15 37.51 125.63 3.5
2014-12-08 5:28 34.75 127.17 3.3
2014-09-28 21:32 37.24 126.4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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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2:26 35.07 129.94 3.8
2014-09-23 15:27 35.8 129.41 3.5
2014-07-03 21:57 35.66 129.76 3.5
2014-05-15 17:46 33 126.21 3.4
2014-04-01 4:48 36.95 124.5 5.1
2014-03-28 10:40 36.47 127.93 3.0
2013-11-08 21:02 36.24 126.36 3.0
2013-10-11 16:06 36.46 129.61 3.6
2013-09-11 13:00 33.56 125.39 4.0
2013-08-13 0:36 36.91 129.44 3.0
2013-08-12 4:33 35.66 129.75 3.1
2013-08-01 17:22 36.19 126.17 3.1
2013-07-31 22:30 36.21 126.18 3.2
2013-07-13 2:02 36.2 126.18 3.5
2013-07-01 11:24 38.78 126.36 3.0
2013-06-08 5:56 35.14 126.96 3.2
2013-05-21 16:17 37.66 124.71 3.7
2013-05-18 11:45 37.67 124.61 3.9
2013-05-18 7:26 37.67 124.66 3.3
2013-05-18 7:02 37.68 124.63 4.9
2013-05-18 3:00 37.68 124.6 3.5
2013-04-21 8:21 35.16 124.56 4.9
2013-02-05 21:25 35.77 127.97 3.5
2013-02-04 5:39 36.55 128.9 3.1
2012-11-22 3:04 35.22 127.97 3.0
2012-09-07 2:34 36.4 127.25 3.1
2012-07-26 19:24 37.98 125.45 3.4
2012-06-19 20:55 33.48 125.93 3.1
2012-05-30 2:48 36.57 129.57 3.4
2012-05-11 12:46 36.02 127.71 3.9
2012-05-02 1:33 33.69 126.04 3.4
2012-04-20 21:11 33.43 127.26 3.1
2012-02-24 9:05 35.2 129.93 3.2
2011-11-02 7:20 35.54 130.65 3.0
2011-09-26 22:12 34.58 128.12 3.3
2011-09-08 1:56 38.82 126 3.2
2011-08-20 6:57 37.5 124.46 3.0
2011-08-15 6:10 38.47 125.63 3.2
2011-06-17 16:38 37.89 124.81 4.0
2011-06-15 14:21 33.71 127.81 3.7
2011-06-08 14:21 35.08 125.3 3.0
2011-05-29 10:22 35.58 128.75 3.2
2011-04-24 16:37 37.85 125.01 3.1
2011-03-28 13:50 35.97 129.95 3.2
2011-02-27 18:50 33.65 125.9 3.5
2010-08-28 7:35 32.9 126.27 3.2
2010-03-09 12:50 36.42 125.75 3.2
2010-02-22 23:29 33.29 127.17 3.0
2010-02-16 18:53 35.63 129.95 3.3
2010-02-09 18:08 37.45 126.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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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국내 내륙 및 근해 발생 규모 3.0 이상 지진(2010.1~2020.10) 

진앙 및 증폭특성 평가대상 지표, 시추공 지진관측소 분포

 5) 부지효과(증폭특성) 고려 방법

앞선 설명과 같이 본 보고서에서는 개별 지진관측소 부지의 증폭특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대

신, 지반조사·탐사 자료가 확보된 기상청 지진관측소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그 증폭특

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개별 관측소 설치 형식(지표, 시추공) 및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관측기

록의 부지효과를 제거하고, 가상의 암반노두에 대한 PGA를 획득한다. 이를 지반운동 예측식을 

통해 예측되는 PGA와의 차이를 평가에 활용한다. 

지반특성을 활용하여 지진관측기록을 암반노두에 대응하는 PGA로 보정하는 부지효과 고려 

방법은 3가지로, 각 방법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내진설계기준 부지분류에 기초한 단주기 증폭계수(Fa) 활용

내진설계기준에서는 지진 시 천부 지반에 의한 증폭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지표면으로부

터 30 m 깊이까지의 평균 지반특성인 VS30을 주요 변수로 하여 지반을 분류하고 증폭특성을 

부여한다. 분류된 지반의 종류에 따른 단주기, 장주기 증폭계수(Fa, Fv)에 기초하여 주파수

(구조물 고유주기) 별 지진하중을 결정할 수 있다. 암반노두에 기대되는 PGA 대비 VS30에 의

해 분류되는 부지종류에 따라 증폭되는 PGA는 단주기 증폭계수(Fa)에 의해 좌우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부지분류에 따른 Fa를 관측기록에 적용하여 암반노두화 PGA를 획득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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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내진설계기준을 각각 적용하였다. 

    · 내진설계기준연구II (MOCT 1997): 1997년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당시 내진설계에 

필요한 공통적 적용사항을 명시한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하위시설기

준에 활용되었다. 미국 설계하중기준인 ASCE 7-16 제정 이전 미국 중심 국제 기

준의 지반분류 및 증폭계수와 일치한다. 

    · 내진설계일반(MOLIT 2018): 2013년 신설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제4항)

에 의해 고시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으로 내진설계기준연구II(1997)를 대체하

여 신규 지반분류체계와 증폭계수가 명시되었다. 다른 기준과 달리 지반분류의 변수

로 기반암 깊이(H)와 기반암 상부 토층 평균 VS(VS,soil)를 활용한다. 

    · 미국 설계하중기준(ASCE 7-16): ASCE 7-16 (ASCE 2016a)에서는 최신 연구

경향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1994 NEHRP provisions부터 ASCE 7-10 기준

까지 이어져오던 부지종류 별 증폭계수를 수정하였다. 증폭계수의 수정은 기존 SB 

지반(760 m/s < VS30 < 1,500 m/s)으로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었던 reference 

site condition을 SB 지반과 SC 지반의 경계(B/C boundary: 760 m/s)로 조정한데 

주요하게 기인한다(ASCE 2016b). 

표 3.3.8과 표 3.3.9에 3가지 내진설계기준에 의한 부지분류와 대응하는 단주기 증폭계수

(Fa)를 나타내었다. 내진설계기준연구II에서는 국내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는 지진구역 I에 대

해 제시된 증폭계수만, ASCE 7-16에서는 0.25 g의 SS (0.2초 주기 스펙트럴 가속도)이하, 

내진설계일반에서는 0.1 g 이하의 S (유효지반가속도)에 대해 제시된 값만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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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내진설계기준연구II(MOCT 1997) 및 미국설계하중기준(ASCE 7-16)의 지반
분류 및 지반계수

Site class Description VS30 (m/s)

Fa

MOCT 1997 ASCE 7-16

Seismic region I SS ≤ 0.25 g

A Hard Rock VS30  1500 0.82 0.8

B Rock 760 ≤ VS30  1500 1.00 0.9

C
Very dense soil 
and soft rock

360 ≤ VS30  760 1.18 1.3

D Stiff soil 180 ≤ VS30  360 1.45 1.6

E Soft soil VS30  180 2.00 2.4

F Soils requiring site response analysis

표 3.3.9. 내진설계일반(MOLIT 2018)의 지반분류 및 지반계수

Site Class

Classification criteria Fa

Bedrock* depth, 
H (m)

Average shear 
wave velocity,

VS,soil (m/s)
S ≤ 0.1 g

S1 H < 1m - 1.12

S2
1m ≤ H ≤ 20m

VS,soil ≥ 260 1.4 

S3 VS,soil < 260 1.7

S4
20m < H

VS,soil ≥ 180 1.6

S5 VS,soil < 180 1.8

S6 Soils requiring site response analysis

* Layer where shear wave velocity is larger than 760m/s

  (2) 지반특성(VS30)에 직접 기초한 증폭계수 활용

내진설계기준에서 증폭계수는 실무 편의성을 위해 표 3.8과 표 3.9와 같이 몇 개의 부지종

류에 따라 제공한다. 그러나 증폭계수는 VS30을 입력변수로 하여 결정식을 통해 획득할 수도 

있다. 다음 3가지 VS30 기반 단주기 및 PGA 증폭계수 결정식을 활용하였다. 

    · 미국 설계하중기준(ASCE 7-16): ASCE 7-16 해설(ASCE 2016b)에서는 국내

(한국)와 같이 얕은 기반암 특성을 보이는 미국 중동부지역(CENA, central and 

eastern United States)에 대해 단주기, 장주기 증폭계수를 아래 식을 통한 직접 계

산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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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 = exp[  ln
  

                     exp min     exp ×

                   × ln

  ]

       여기서, Ss로는 0.25를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반 액상화 평가 등에 활용되는 PGA 산출을 위해 부지종류 C, D에 

대해 보수적인 PGA를 도출하도록 다음 PGA 증폭을 위한 계수(FPGA)도 제시하고 

있다.

  FPGA = exp[  ln
  

                      exp min     exp ×

                    × ln
 ]

       여기서, PGA로는 동서, 남북 방향 각 관측 PGA의 기하평균을 적용하였다.

    · 지반운동 예측식 BSSA 2014: Pacific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Center 

(PEER)의 NGA-West2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GMPE 중 사용자 편의성이 우수한 

Boore et al. (2014) (BSSA14)모델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해당 GMPE는 VS30을 

변수로 부지효과를 고려한다. 다음 식은 BSSA2014 모델의 Intensity Measures 

(Y) 예측식을 나타낸다. FE, FP, FS 및 는 진원, 전파경로, 부지 및 불확실성과 

관련된 term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지효과를 고려하는 term인 FS에서도 

선형적인 증폭(ln(Flin))만을 증폭계수로 고려하였다. 

  ln    



     ln  ln  


  ln









ln 

   ≤ 

ln 

    

  (3) 지반특성(VSP)을 활용한 전달함수

지반응답해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주파수 영역 해석으로 파동방정식에서 얻어진 전달함

수(TF, transfer function)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달함수는 일정 지층에서의 변위를 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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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층에서의 변위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유용한 식이며 지반에 의한 증폭효과는 전달함수

를 통하여 정의된다(곽지현과 윤종구, 2013). 전달함수는 단순조화파 입력하중에 대한 지반 

응답의 수학적 해이다. 단, 지진파는 일정한 주기와 진폭으로 정의되는 단순조화파가 아니라 

불규칙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진파와 같은 비조화파에 대한 해는 푸리에 변환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푸리에 변환은 어떠한 불규칙 운동도 단순조화파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3.13과 같이 주파수 영역의 푸리에 변환으로 지진파를 일정한 수의 단순조화파의 합으

로 변화시킨 후 각각의 단순조화파에 대한 응답을 전달함수를 통하여 구한 후 이를 푸리에 스

펙트럼에 곱하게 되며, 이에 역푸리에 변환을 시키면 응답운동을 구할 수 있게 된다(곽지현과 

윤종구, 2013). 

그림 3.3.14의 암반노두 표면 A점에서는 노출면(자유장)의 영향으로 입사파가 하향파로 반

사될 때 반사가 이루어지며, 상향파(upward traveling wave)와 하향파(downward traveling 

wave)가 같게 되어 입사파와 반사파 간의 중첩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입사파만의 진폭의 2

배가 증폭되어 지진기록으로 관측된다. 반면, B점과 같이 기반암 위에 토사 지반이 있는 경우

에는 상부 지반의 영향으로 입사파의 완전반사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때 기반암(B)에서 측정된 

기록을 층내운동(within-motion)으로 정의한다. 층내운동(B)과 기반암 상부 지표면에서 관측

된 기록(C)에는 지반특성으로 인한 부지효과가 반영된다. 

그림 3.3.13. 주파수 영역 해석방법(지반구조물의 내진설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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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Deconvolution 개념도

B(시추공 지진관측소)와 C(지표 지진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진기록을 기반암(VS ≥ 760 

m/s) 상부 지반특성을 반영한 전달함수를 통하여 가상의 암반노두(A)에서의 관측기록으로 변

환이 가능하다. 다음 식과 같이 기존 지반응답해석에서 암반노두 관측기록(A, un*)의 층내운

동(B, un)화에 사용되는 deconvolution 기법을 역으로 적용하여, C 혹은 B에서 관측된 관측

기록을 암반노두화 관측기록으로 변환할 수 있다. 

  
  





  

     

지표 관측소(C) 관측기록의 경우, 기반암 상부 지층에 대한 전달함수를 역으로(역 

convolution) 적용한 후 다음과 같이 역 deconvolution을 적용할 수 있다. 

  TFSurface2Rockoutcrop = 

   
∙   

 

시추공 관측소(B) 관측기록의 경우, 다음의 역 deconvolution과 보다 단순히 자유장 효과만

을 고려한 단순 전달함수 2가지를 고려하였다. 

  TFBorehole2Rockoutcrop1 =    

 

   

  TFBorehole2Rockoutcro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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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함수 생성을 위한 감쇠비(ξ) 및 밀도(mass density)는 다음 Archuleta and Liu 

(2004)의 방법을 적용하여 깊이 별 VS에 따라 자동 생성하였다.

    · Damping ratio ξ = 1/(2QS), and QS =
– 0.06VS, when VS < 1000 m/s
– 0.14VS, when 1000 m/s <VS < 2000 m/s
– 0.16VS, when VS > 2000 m/s

    · Mass density
– 1.6 g/cm3, when VS < 200 m/s
– 1.8 g/cm3, when 200 m/s < VS < 800 m/s
– 2.0 g/cm3, when VS > 800 m/s

760 m/s 상부 VSP를 활용하여 전달함수를 도출하였고, 30m 이내 760 m/s의 지층의 미 

존재 시 30m 깊이를 760m/s로 가정하였다. 입력지진의 세기(PGA수준)는 고려하지 않는 선

형 주파수 영역 전달함수를 도출하였다. 

부지종류에 따른 증폭계수, VS30 기반 증폭계수, 전달함수의 3가지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의 

성능평가는 지표, 시추공 관측소 형식과 지진관측기록의 계측주파수(sampling frequency)인 

100Hz와 20Hz를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100Hz의 지표 지진관측기록에 전달함수 적용 후에는 

15Hz 저역통과필터를 적용(Silva 1988, Kramer 1996)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또한, VSP, 

VS30 획득 실험기법에 따른 차이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 지표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평가

 1) 부지분류 기반 평가

지표 지진관측소 관측기록에 포함된 부지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다음 3가지 내진설계기준의  

부지분류와 그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Fa)를 각 관측기록에 나누어 암반노두에 대응하는 

PGA를 획득하였다. 

- 내진설계기준연구II(MOCT 1997) 

- 미국설계하중기준(ASCE 2016) 

- 내진설계일반(MOLIT 2018)

암반노두 대응 PGA는 표 3.3.1에 제시된 7개 지반운동 예측식을 통한 예측 PGA와 대수오

차를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Residual = log10(Recorded & Corrected PGA) - log10(Predicted PGA) 

각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 및 지진동 예측식의 연계 성능은 오차의 평균 및 ±1 표준편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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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막대그래프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오차분석에는 표 3.3.10의 변수 조합이 활용되었

다. 표에서 각 변수에 대한 참조 그림의 번호를 우측열에 표기하였다. 각 절 내에서 해당 변수 

조합에 대응하는 결과는 참조 그림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고유 번호와는 별개로 

그림 제목의 끝에 추가로 표시하였다. 100Hz과 20Hz의 동서(EW), 남북(NS) 방향을 구분하

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Original PGA 100 km DHT
①Original PGA 300 km DHT

Original PGA 500 km DHT
MOCT 1997 100 km DHT

②MOCT 1997 300 km DHT
MOCT 1997 500 km DHT
ASCE 2016 100 km DHT

③ASCE 2016 300 km DHT
ASCE 2016 500 km DHT
MOLIT 2018 100 km DHT

④MOLIT 2018 300 km DHT
MOLIT 2018 500 km DHT

100 km Original PGA DHT

⑤
100 km MOCT 1997 DHT
100 km ASCE 2016 DHT
100 km MOLIT 2018 DHT
300 km Original PGA DHT

⑥
300 km MOCT 1997 DHT
300 km ASCE 2016 DHT
300 km MOLIT 2018 DHT
500 km Original PGA DHT

⑦
500 km MOCT 1997 DHT
500 km ASCE 2016 DHT
500 km MOLIT 2018 DHT
100 km MOCT 1997 DHT

⑧
100 km MOCT 1997 MASW
100 km MOCT 1997 P-wave
100 km MOCT 1997 HVSR
100 km ASCE 2016 DHT

⑨
100 km ASCE 2016 MASW
100 km ASCE 2016 P-wave
100 km ASCE 2016 HVSR
100 km MOLIT 2018 DHT

⑩
100 km MOLIT 2018 MASW
300 km MOCT 1997 DHT

⑪
300 km MOCT 1997 MASW
300 km MOCT 1997 P-wave
300 km MOCT 1997 HVSR

표 3.3.10. 지표 지진관측소 부지분류 기반 증폭특성 평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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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m ASCE 2016 DHT

⑫
300 km ASCE 2016 MASW
300 km ASCE 2016 P-wave
300 km ASCE 2016 HVSR
300 km MOLIT 2018 DHT

⑬
300 km MOLIT 2018 MASW
500 km MOCT 1997 DHT

⑭
500 km MOCT 1997 MASW
500 km MOCT 1997 P-wave
500 km MOCT 1997 HVSR
500 km ASCE 2016 DHT

⑮
500 km ASCE 2016 MASW
500 km ASCE 2016 P-wave
500 km ASCE 2016 HVSR
500 km MOLIT 2018 DHT ◯16
500 km MOLIT 2018 MA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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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측주파수 100Hz

Residual (log(original PGA) - log(GMPE)) mean

< 100 km < 300 km < 500 km
0

0.2

0.4

0.6

0.8

1

1.2

1.4

1.6

1.8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a) 동서(EW) 방향

Residual (log(original PGA) - log(GMPE)) mean

< 100 km < 300 km < 500 km
0

0.2

0.4

0.6

0.8

1

1.2

1.4

1.6

1.8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b) 남북(NS) 방향

그림 3.3.15. 설계기준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 100Hz, DHT 기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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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1997)) - log(GMPE)) mean

< 100 km < 300 km < 500 km
0

0.2

0.4

0.6

0.8

1

1.2

1.4

1.6

1.8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a) 동서(EW) 방향

Residual (log(PGA/fa(1997)) - log(GMPE)) mean

< 100 km < 300 km < 500 km
0

0.2

0.4

0.6

0.8

1

1.2

1.4

1.6

1.8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b) 남북(NS) 방향

그림 3.3.16. 설계기준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MOCT 1997, 100Hz, DHT 기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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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6)) - log(GMPE)) mean

< 100 km < 300 km < 500 km
0

0.2

0.4

0.6

0.8

1

1.2

1.4

1.6

1.8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a) 동서(EW) 방향

Residual (log(PGA/fa(2016)) - log(GMPE)) mean

< 100 km < 300 km < 500 km
0

0.2

0.4

0.6

0.8

1

1.2

1.4

1.6

1.8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b) 남북(NS) 방향

그림 3.3.17. 설계기준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ASCE 2016, 100Hz, DHT 기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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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8)) - log(GMPE)) mean

< 100 km < 300 km < 500 km
0

0.2

0.4

0.6

0.8

1

1.2

1.4

1.6

1.8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a) 동서(EW) 방향

NS

Residual (log(PGA/fa(2018)) - log(GMPE)) mean

< 100 km < 300 km < 500 km
0

0.2

0.4

0.6

0.8

1

1.2

1.4

1.6

1.8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b) 남북(NS) 방향

그림 3.3.18. 설계기준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MOLIT 2018, 100Hz, DHT 기반,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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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100 km)

Original PGA MOCT 1997 ASCE 2016 MOLIT 2018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a) 동서(EW) 방향

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100 km)

Original PGA MOCT 1997 ASCE 2016 MOLIT 2018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b) 남북(NS) 방향

그림 3.3.19. 거리 별 설계기준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DHT 기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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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300 km)

Original PGA MOCT 1997 ASCE 2016 MOLIT 2018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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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20. 거리 별 설계기준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DHT 기반,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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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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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21. 거리 별 설계기준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DHT 기반,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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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1997))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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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MOCT 1997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⑧)



- 337 -

Residual (log(PGA/fa(2016))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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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23.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 2016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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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8))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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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24.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MOLIT 2018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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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1997))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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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MOCT 1997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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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6))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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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 2016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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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8))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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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MOLIT 2018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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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1997))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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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MOCT 1997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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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6))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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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 2016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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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8))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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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0.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MOLIT 2018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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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오차 평균과 표준편차의 수준을 막대그래프로 변수 조합에 따라 비교하였다. 앞선 16개 

그림을 종합하여 부지분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의 순위를 표 3.3.10의 변수 조합에 따

라 다음 표 3.3.11과 표 3.3.12와 같이 관측방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음 표에 제시된 1

순위 해당 개수가 많은 지반운동 예측식이 해당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에서 가장 유효한 지반

운동 예측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JB2003 Yun2008 Park2001
Original PGA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Yun2008
MOCT 1997 100 km DHT

②
JB2003 Yun2008 Park2001

MOCT 1997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MOCT 1997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ASCE 2016 100 km DHT

③
Yun2008 JB2003 Park2001

ASCE 2016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ASCE 2016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MOLIT 2018 100 km DHT

④
AB2006 JB2003 Park2001

MOLIT 2018 300 km DHT JB2003 AB2006 Park2001
MOLIT 2018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Original PGA DHT

⑤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MOCT 1997 DHT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ASCE 2016 DHT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MOLIT 2018 DHT AB2006 JB2003 Park2001
300 km Original PGA DHT

⑥

JB2003 JB2001 AB2006
300 km MOCT 1997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 2016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MOLIT 2018 DHT JB2003 AB2006 Park2001
500 km Original PGA DHT

⑦

JB2003 AB2006 Yun2008
500 km MOCT 1997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ASCE 2016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MOLIT 2018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MOCT 1997 DHT

⑧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MOCT 1997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MOCT 1997 P-wave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MOCT 1997 HVSR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ASCE 2016 DHT

⑨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ASCE 2016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ASCE 2016 P-wave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ASCE 2016 HVSR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MOLIT 2018 DHT

⑩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MOLIT 2018 MASW Yun2008 Park2001 JB2003
300 km MOCT 1997 DHT

⑪

JB2003 JB2001 AB2006
300 km MOCT 1997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MOCT 1997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MOCT 1997 HVSR JB2003 AB2006 JB2001

표 3.3.11. 지표 지진관측소 부지분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100Hz,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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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1순위 2순위 3순위

300 km ASCE 2016 DHT

⑫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 2016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ASCE 2016 P-wave JB2003 AB2006 JB2001
300 km ASCE 2016 HVSR JB2003 AB2006 JB2001
300 km MOLIT 2018 DHT

⑬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MOLIT 2018 MASW JB2003 JB2001 Park2001
500 km MOCT 1997 DHT

⑭

JB2003 JB2001 AB2006
500 km MOCT 1997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MOCT 1997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MOCT 1997 HVSR JB2003 AB2006 Yun2008
500 km ASCE 2016 DHT

⑮

JB2003 JB2001 AB2006
500 km ASCE 2016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 2016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 2016 HVSR AB2006 JB2003 Yun2008
500 km MOLIT 2018 DHT ◯16

JB2003 AB2006 JB2001
500 km MOLIT 2018 MASW JB2003 JB2001 AB2006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Yun2008 JB2003 Park2001
Original PGA 300 km DHT JB2003 JB2001 Yun2008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Yun2008 JB2001
MOCT 1997 100 km DHT

②
JB2003 Yun2008 Park2001

MOCT 1997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MOCT 1997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ASCE 2016 100 km DHT

③
Yun2008 JB2003 Park2001

ASCE 2016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ASCE 2016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MOLIT 2018 100 km DHT

④
AB2006 JB2003 Park2001

MOLIT 2018 300 km DHT JB2003 AB2006 Park2001
MOLIT 2018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Original PGA DHT

⑤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MOCT 1997 DHT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ASCE 2016 DHT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MOLIT 2018 DHT AB2006 JB2003 Park2001
300 km Original PGA DHT

⑥

JB2003 JB2001 Yun2008
300 km MOCT 1997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 2016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MOLIT 2018 DHT JB2003 AB2006 Park2001
500 km Original PGA DHT

⑦

JB2003 Yun2008 JB2001
500 km MOCT 1997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ASCE 2016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MOLIT 2018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MOCT 1997 DHT

⑧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MOCT 1997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MOCT 1997 P-wave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MOCT 1997 HVSR JB2003 Park2001 Yun2008

표 3.3.12. 지표 지진관측소 부지분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100Hz,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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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참조 그림 번호 ①~④와 ⑤~⑦에 대응하는 변수 조합은 그 순서만 다르기에, 

동일 변수 조합에 대해서는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의 순위가 같다. 이러한 중복을 배제하고, 순

위별 지반운동 예측식의 순위에 따른 개수를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3.3.31은 참

조 그림 번호 ①~④와 ⑤~⑦에 대응하는 변수에 대한 순위 결과이며, 그림 3.3.32는 참조 그

림 번호 ⑧~◯16에 대한 순위 결과이다.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1순위 2순위 3순위

100 km ASCE 2016 DHT

⑨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ASCE 2016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ASCE 2016 P-wave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ASCE 2016 HVSR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MOLIT 2018 DHT

⑩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MOLIT 2018 MASW Yun2008 Park2001 JB2003
300 km MOCT 1997 DHT

⑪

JB2003 JB2001 AB2006
300 km MOCT 1997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MOCT 1997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MOCT 1997 HVSR JB2003 AB2006 JB2001
300 km ASCE 2016 DHT

⑫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 2016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ASCE 2016 P-wave JB2003 AB2006 JB2001
300 km ASCE 2016 HVSR JB2003 AB2006 JB2001
300 km MOLIT 2018 DHT

⑬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MOLIT 2018 MASW JB2003 JB2001 Park2001
500 km MOCT 1997 DHT

⑭

JB2003 JB2001 AB2006
500 km MOCT 1997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MOCT 1997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MOCT 1997 HVSR JB2003 AB2006 Yun2008
500 km ASCE 2016 DHT

⑮

JB2003 JB2001 AB2006
500 km ASCE 2016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 2016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 2016 HVSR AB2006 JB2003 Yun2008
500 km MOLIT 2018 DHT ◯16

JB2003 AB2006 JB2001
500 km MOLIT 2018 MASW JB2003 JB2001 AB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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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1. 진앙거리, 내진설계기준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

(1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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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진앙거리, 내진설계기준, 실험기법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

(100Hz)

표 3.3.11, 표 3.3.12, 그림 3.3.31 및 그림 3.3.32에 기초하여 계측주파수(100Hz)의 지진

관측기록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의 부지분류 증폭계수(Fa) 기반 부지효과 고려 방법을 적용할 

경우, 조남대와 박창업(2003, JB2003)의 지반운동 예측식이 관측방향, 진앙거리, 실험기법에 

관계없이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절차로는 현재 절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측 조건 및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에 대한 7개 

지반운동 예측식 간 우열을 비교할 수 있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으로 결정된 JB2003 모델

의 성능(대수오차 평균 + 1표준편차)을 다음 그림 3.33과 같이 진앙(진원)거리, 내진설계기

준의  변수 조합(참조 그림 번호 ①~④ or ⑤~⑦)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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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운동 예측식과 연계되는 최적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현재 절에서는 내진설계기준 부지분

류 별 증폭계수)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림에서 최솟값에 해당하는 최적 내진설계기준은 ASCE 

7-16(2016)으로 보정 전 관측 PGA (original PGA) 및 다른 내진설계기준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진앙거리에 관계없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JB2003 (1~4 or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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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JB2003 (1~4 or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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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33.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의 진앙(진원)거리, 내진설계기준 

변수 조합에 따른 성능비교(1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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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지반운동 예측식과 내진설계기준 조합의 VS30 등의 획득 실험기법(참조 그림 번호 

⑧~⑯)에 따른 성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림 3.3.33의 결과는 하향식 탄성파탐사(DHT)에 

기초한 결과임에 반해 다음 그림 3.3.34에는 MASW, P-wave, HVSR 기법에 기반한 결과를 

추가적으로 도시한다. 

Performance evaluation of Fa: ASCE 2016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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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Fa: ASCE 2016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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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34.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내진설계기준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30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1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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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앙(진원)거리에 따라 최소의 평균 오차와 표준편차의 합을 보이는 VS30 획득 기법은 뚜렷

하지 않다. 각 탐사, 추정 기법의 증폭특성 평가에의 유효성 자체가 유사할 수 있으나, 근본적

으로 평가의 대상이 된 관측소에 따라 4가지 기법으로 VS30이 동시에 획득된 것이 아니므로 

직접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 표 3.3.13과 같이 VS,30 획득 기법에 따라 평가에 활

용된 지진관측기록의 수가 변화한다. 그럼에도 그림 3.3.34와 같이 획득 기법에 따라 성능에

는 큰 차이를 도출하지 않는다. 

진앙(진원)거리
DHT MASW P-wave HVSR

VS30 H, VS,soil VS30 H, VS,soil VS30 VS30

100 km 243 225 66 45 326 142

300 km 916 701 367 249 1563 861

500 km 1136 847 451 304 1983 1070

표 3.3.13. 지표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평가에 활용된 지반특성 획득기법 별 지진관측기록의 

수 (내진설계기준 부지분류, VS30 및 전달함수 기반 100Hz)

여기까지, 지표 지진관측소에 대한 부지분류 기반 증폭특성 평가를 계측주파수 100Hz에 대

해 수행하였다. 해당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내진설계기준 부지분류 증폭계수)에 대응하는 최적

의 지반운동 예측식 및 내진설계기준을 결정하였고, VS30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 수준을 비교

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 수행된 평가의 흐름은 이후 논의될 계측주파수 20Hz 뿐만 아니라,  

VS30 기반, 전달함수 기반 평가는 물론 시추공 지진관측소에 대한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 따라서 표 3.3.10의 각 변수 조합에 따른 평가 결과로의 막대그래프(그림 3.3.15부터 그

림 3.3.30)는 이후 절부터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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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측주파수 20Hz (부록 3. 그림 1~16)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BSSA2014 AB2006 JB2003
Original PGA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MOCT 1997 100 km DHT

②
BSSA2014 AB2006 JB2003

MOCT 1997 300 km DHT BSSA2014 JB2003 Park2001
MOCT 1997 500 km DHT JB2003 AB2006 BSSA2014
ASCE 2016 100 km DHT

③
BSSA2014 AB2006 JB2003

ASCE 2016 300 km DHT BSSA2014 Park2001 JB2003
ASCE 2016 500 km DHT JB2003 AB2006 BSSA2014
MOLIT 2018 100 km DHT

④
BSSA2014 AB2006 JB2003

MOLIT 2018 300 km DHT BSSA2014 Park2001 AB2006
MOLIT 2018 500 km DHT BSSA2014 Park2001 JB2003

100 km Original PGA DHT

⑤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CT 1997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 2016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LIT 2018 DHT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Original PGA DHT

⑥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MOCT 1997 DHT BSSA2014 JB2003 Park2001
300 km ASCE 2016 DHT BSSA2014 Park2001 JB2003
300 km MOLIT 2018 DHT BSSA2014 Park2001 AB2006
500 km Original PGA DHT

⑦

JB2003 AB2006 JB2001
500 km MOCT 1997 DHT JB2003 AB2006 BSSA2014
500 km ASCE 2016 DHT JB2003 AB2006 BSSA2014
500 km MOLIT 2018 DHT BSSA2014 Park2001 JB2003
100 km MOCT 1997 DHT

⑧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CT 1997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CT 1997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CT 1997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 2016 DHT

⑨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 2016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 2016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 2016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LIT 2018 DHT

⑩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LIT 2018 MASW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MOCT 1997 DHT

⑪

BSSA2014 JB2003 Park2001
300 km MOCT 1997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MOCT 1997 P-wave BSSA2014 JB2003 Park2001
300 km MOCT 1997 HVSR BSSA2014 JB2003 Park2001
300 km ASCE 2016 DHT

⑫

BSSA2014 Park2001 JB2003
300 km ASCE 2016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ASCE 2016 P-wave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 2016 HVSR JB2003 AB2006 BSSA2014
300 km MOLIT 2018 DHT

⑬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MOLIT 2018 MASW BSSA2014 Park2001 JB2003

표 3.3.14. 지표 지진관측소 부지분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20Hz,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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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BSSA2014 AB2006 JB2003
Original PGA 300 km DHT BSSA2014 AB2006 JB2003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MOCT 1997 100 km DHT

②
BSSA2014 AB2006 JB2003

MOCT 1997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MOCT 1997 500 km DHT JB2003 AB2006 BSSA2014
ASCE 2016 100 km DHT

③
BSSA2014 AB2006 JB2003

ASCE 2016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ASCE 2016 500 km DHT JB2003 AB2006 BSSA2014
MOLIT 2018 100 km DHT

④
BSSA2014 AB2006 JB2003

MOLIT 2018 300 km DHT BSSA2014 Park2001 AB2006
MOLIT 2018 500 km DHT BSSA2014 Park2001 JB2003

100 km Original PGA DHT

⑤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CT 1997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 2016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LIT 2018 DHT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Original PGA DHT

⑥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MOCT 1997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 2016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MOLIT 2018 DHT BSSA2014 Park2001 AB2006
500 km Original PGA DHT

⑦

JB2003 AB2006 JB2001
500 km MOCT 1997 DHT JB2003 AB2006 BSSA2014
500 km ASCE 2016 DHT JB2003 AB2006 BSSA2014
500 km MOLIT 2018 DHT BSSA2014 Park2001 JB2003
100 km MOCT 1997 DHT

⑧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CT 1997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CT 1997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CT 1997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 2016 DHT

⑨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 2016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 2016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 2016 HVSR BSSA2014 AB2006 JB2003

표 3.3.15. 지표 지진관측소 부지분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20Hz, NS)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500 km MOCT 1997 DHT

⑭

JB2003 AB2006 BSSA2014
500 km MOCT 1997 MASW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MOCT 1997 P-wave JB2003 AB2006 BSSA2014
500 km MOCT 1997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 2016 DHT

⑮

JB2003 AB2006 BSSA2014
500 km ASCE 2016 MASW BSSA2014 JB2003 Park2001
500 km ASCE 2016 P-wave JB2003 AB2006 BSSA2014
500 km ASCE 2016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MOLIT 2018 DHT ◯16

BSSA2014 Park2001 JB2003
500 km MOLIT 2018 MASW BSSA2014 Park2001 JB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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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km MOLIT 2018 DHT
⑩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MOLIT 2018 MASW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MOCT 1997 DHT

⑪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MOCT 1997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MOCT 1997 P-wave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MOCT 1997 HVSR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 2016 DHT

⑫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 2016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ASCE 2016 P-wave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 2016 HVSR JB2003 AB2006 BSSA2014
300 km MOLIT 2018 DHT

⑬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MOLIT 2018 MASW BSSA2014 Park2001 JB2003
500 km MOCT 1997 DHT

⑭

JB2003 AB2006 BSSA2014
500 km MOCT 1997 MASW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MOCT 1997 P-wave JB2003 AB2006 BSSA2014
500 km MOCT 1997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 2016 DHT

⑮

JB2003 AB2006 BSSA2014
500 km ASCE 2016 MASW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ASCE 2016 P-wave JB2003 AB2006 BSSA2014
500 km ASCE 2016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MOLIT 2018 DHT ◯16

BSSA2014 Park2001 JB2003
500 km MOLIT 2018 MASW BSSA2014 Park2001 JB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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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5. 진앙거리, 내진설계기준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

(2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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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6. 진앙거리, 내진설계기준, 실험기법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

(20Hz)

   BSSA2014 모델이 20Hz의 지진관측기록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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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BSSA2014 (1~4 or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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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BSSA2014 (1~4 or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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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7.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의 진앙(진원)거리, 내진설계기준 

변수 조합에 따른 성능비교(20Hz)

지반운동 예측식 BSSA2014 모델이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에서는 내진설계기준 

ASCE 7-16과 조합되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나, 진앙(진원)거리 증가를 고려하면 

MOLIT2018 기준의 증폭계수가 효과적이다. 따라서 두 내진설계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실험기

법에 따른 성능을 다음 그림과 같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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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Fa: ASCE 2016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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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Fa: ASCE 2016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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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38.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내진설계기준(ASCE 7-16)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30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20Hz)



- 360 -

Performance evaluation of Fa: MOLIT 2018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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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Fa: MOLIT 2018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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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39.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내진설계기준(MOLIT 2018)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30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20Hz)

MOLIT 2018은 부지분류의 변수로 기반암 깊이(H)와 토층 평균전단파속도(VS,soil)를 병용

하므로, 지진관측기록 기반의 VS30 추정 기법(P-wave, HVSR)으로 도출된 결과의 활용은 불

가하다. 거리 증가에 따라서는 ASCE 7-16 기준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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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계측주파수 20Hz의 지진관측기록에 기초하여서는 지반운동 예측식으로 

BSSA2014 모델이 가장 적합하며, 부지분류에 기반한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으로는 ASCE 

2016과 MOLIT 2018 기준의 가용 지반특성에 따른 선택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앙(진원)거리
DHT MASW P-wave HVSR

VS30 H, VS,soil VS30 H, VS,soil VS30 VS30

100 km 123 106 27 8 189 87

300 km 562 444 169 87 1021 586

500 km 783 613 235 122 1429 793

표 3.3.16. 지표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평가에 활용된 획득기법 별 지진관측기록의 수 

        (내진설계기준 부지분류, VS30 및 전달함수 기반 20Hz)

  (3) 계측주파수에 따른 최적 조합 성능 비교 

계측주파수(sampling frequency)에 따른 최적 조합의 성능을 그림 3.3.40에 비교하였다. 

MOLIT 2018 기준은 DHT, MASW 결과의 활용만 가능하고 근거리 지진관측기록의 수가 적

어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내진설계기준의 부지분류 증폭계수(Fa)에 기초한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을 통해서는, 근거리

(100 km 이내)에서는 20Hz의 지진관측기록과 그에 따른 최적 조합의 활용이 지진관측망의 

증폭특성을 100Hz의 경우보다 잘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100Hz의 지진관측기록과 

그 최적 조합은 진앙(진원)거리에 따라 일정한 성능을 도출한다. 

실험기법에 따른 차이는 마.절에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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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Fa: ASCE 2016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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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서(EW) 방향, 100Hz, 

지반운동 예측식(JB2003), 

내진설계기준(ASCE 7-16)

Performance evaluation of Fa: ASCE 2016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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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서(EW) 방향, 20Hz, 

지반운동 예측식(BSSA2014),

내진설계기준(ASCE 7-16)

Performance evaluation of Fa: ASCE 2016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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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남북(NS) 방향, 100Hz, 

지반운동 예측식(JB2003), 

내진설계기준(ASCE 7-16)

Performance evaluation of Fa: ASCE 2016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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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남북(NS)방향, 20Hz, 

지반운동 예측식(BSSA2014),

내진설계기준(ASCE 7-16)

그림 3.3.40. 계측주파수 별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내진설계기준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30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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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VS30 기반 평가

VS30에 기초하여 증폭계수를 직접 획득할 수 있다. 다음 미국 설계하중기준 해설 편에 안내

된 Fa, Fpga 결정식 2가지와 지반운동 예측식 BSSA2014모델에 포함된 부지함수를 관측기

록 PGA의 보정에 활용하였다. 

- 미국 설계하중기준(ASCE 7-16)의 Fa, Fpga

- 지반운동 예측식 BSSA 2014의 부지함수

BSSA2014 모델을 통해 예측이 가능한 지진정보(intensity measures)는 PGA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에서의 spectral acceleration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서 계측주파수 100Hz와 

20Hz의 지진관측기록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BSSA2014 모델의 10Hz, 20Hz, 50Hz 

및 100Hz에 대한 예측도 PGA에 대한 결과와 함께 비교하였다. 

분석에 다음 표 3.17의 변수 조합이 활용되었다.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Original PGA 100 km DHT
①Original PGA 300 km DHT

Original PGA 500 km DHT
BSSA2014:PGA 100 km DHT

②BSSA2014:PGA 300 km DHT
BSSA2014:PGA 500 km DHT
BSSA2014:10Hz 100 km DHT

③BSSA2014:10Hz 300 km DHT
BSSA2014:10Hz 500 km DHT
BSSA2014:20Hz 100 km DHT

④BSSA2014:20Hz 300 km DHT
BSSA2014:20Hz 500 km DHT
BSSA2014:50Hz 100 km DHT

⑤BSSA2014:50Hz 300 km DHT
BSSA2014:50Hz 500 km DHT
BSSA2014:100Hz 100 km DHT

⑥BSSA2014:100Hz 300 km DHT
BSSA2014:100Hz 500 km DHT

ASCE2016:Fa 100 km DHT
⑦ASCE2016:Fa 300 km DHT

ASCE2016:Fa 500 km DHT
ASCE2016:Fpga 100 km DHT

⑧ASCE2016:Fpga 300 km DHT
ASCE2016:Fpga 500 km DHT

100 km Original PGA DHT

⑨
100 km BSSA2014:PGA DHT
100 km BSSA2014:10Hz DHT

100 km BSSA2014:20Hz DHT

표 3.3.17. 지표 지진관측소 VS30 기반 증폭특성 평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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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km BSSA2014:50Hz DHT

100 km BSSA2014:100Hz DHT

100 km ASCE2016:Fa DHT
100 km ASCE2016:Fpga DHT
300 km Original PGA DHT

⑩

300 km BSSA2014:PGA DHT
300 km BSSA2014:10Hz DHT
300 km BSSA2014:20Hz DHT
300 km BSSA2014:50Hz DHT
300 km BSSA2014:100Hz DHT
300 km ASCE2016:Fa DHT
300 km ASCE2016:Fpga DHT
500 km Original PGA DHT

⑪

500 km BSSA2014:PGA DHT
500 km BSSA2014:10Hz DHT
500 km BSSA2014:20Hz DHT
500 km BSSA2014:50Hz DHT
500 km BSSA2014:100Hz DHT
500 km ASCE2016:Fa DHT
500 km ASCE2016:Fpga DHT
100 km BSSA2014:PGA DHT

⑫
100 km BSSA2014:PGA MASW
100 km BSSA2014:PGA P-wave
100 km BSSA2014:PGA HVSR
100 km BSSA2014:10Hz DHT

⑬
100 km BSSA2014:10Hz MASW
100 km BSSA2014:10Hz P-wave
100 km BSSA2014:10Hz HVSR
100 km BSSA2014:20Hz DHT

⑭
100 km BSSA2014:20Hz MASW
100 km BSSA2014:20Hz P-wave
100 km BSSA2014:20Hz HVSR
100 km BSSA2014:50Hz DHT

⑮
100 km BSSA2014:50Hz MASW
100 km BSSA2014:50Hz P-wave
100 km BSSA2014:50Hz HVSR
100 km BSSA2014:100Hz DHT

◯16
100 km BSSA2014:100Hz MASW
100 km BSSA2014:100Hz P-wave
100 km BSSA2014:100Hz HVSR
100 km ASCE2016:Fa DHT

⑰100 km ASCE2016:Fa MASW
100 km ASCE2016:Fa P-wave
100 km ASCE2016:Fa HVSR
100 km ASCE2016:Fpga DHT

⑱100 km ASCE2016:Fpga MASW
100 km ASCE2016:Fpga P-wave
100 km ASCE2016:Fpga HVSR
300 km BSSA2014:PGA DHT ⑲
300 km BSSA2014:PGA MA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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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m BSSA2014:PGA P-wave
300 km BSSA2014:PGA HVSR
300 km BSSA2014:10Hz DHT

⑳300 km BSSA2014:10Hz MASW
300 km BSSA2014:10Hz P-wave
300 km BSSA2014:10Hz HVSR
300 km BSSA2014:20Hz DHT

◯21
300 km BSSA2014:20Hz MASW
300 km BSSA2014:20Hz P-wave
300 km BSSA2014:20Hz HVSR
300 km BSSA2014:50Hz DHT

◯22
300 km BSSA2014:50Hz MASW
300 km BSSA2014:50Hz P-wave
300 km BSSA2014:50Hz HVSR
300 km BSSA2014:100Hz DHT

◯23
300 km BSSA2014:100Hz MASW
300 km BSSA2014:100Hz P-wave
300 km BSSA2014:100Hz HVSR
300 km ASCE2016:Fa DHT

◯24
300 km ASCE2016:Fa MASW
300 km ASCE2016:Fa P-wave
300 km ASCE2016:Fa HVSR
300 km ASCE2016:Fpga DHT

◯25
300 km ASCE2016:Fpga MASW
300 km ASCE2016:Fpga P-wave
300 km ASCE2016:Fpga HVSR
500 km BSSA2014:PGA DHT

◯26
500 km BSSA2014:PGA MASW
500 km BSSA2014:PGA P-wave
500 km BSSA2014:PGA HVSR
500 km BSSA2014:10Hz DHT

◯27
500 km BSSA2014:10Hz MASW
500 km BSSA2014:10Hz P-wave
500 km BSSA2014:10Hz HVSR
500 km BSSA2014:20Hz DHT

◯28
500 km BSSA2014:20Hz MASW
500 km BSSA2014:20Hz P-wave
500 km BSSA2014:20Hz HVSR
500 km BSSA2014:50Hz DHT

◯29
500 km BSSA2014:50Hz MASW
500 km BSSA2014:50Hz P-wave
500 km BSSA2014:50Hz HVSR
500 km BSSA2014:100Hz DHT

◯30
500 km BSSA2014:100Hz MASW
500 km BSSA2014:100Hz P-wave
500 km BSSA2014:100Hz HVSR
500 km ASCE2016:Fa DHT

◯31
500 km ASCE2016:Fa MASW
500 km ASCE2016:Fa P-wave
500 km ASCE2016:Fa HV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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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km ASCE2016:Fpga DHT

◯32
500 km ASCE2016:Fpga MASW
500 km ASCE2016:Fpga P-wave
500 km ASCE2016:Fpga HV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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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측주파수 100Hz  (부록 3. 그림 17~48)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JB2003 Yun2008 Park2001
Original PGA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Yun2008

BSSA2014:PGA 100 km DHT
②

JB2003 Yun2008 Park2001
BSSA2014:PGA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PGA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10Hz 100 km DHT

③
JB2003 Yun2008 Park2001

BSSA2014:10Hz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10Hz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20Hz 100 km DHT

④
JB2003 Yun2008 Park2001

BSSA2014:20Hz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20Hz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50Hz 100 km DHT

⑤
JB2003 Yun2008 Park2001

BSSA2014:50Hz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50Hz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100Hz 100 km DHT

⑥
JB2003 Yun2008 Park2001

BSSA2014:100Hz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100Hz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ASCE2016:Fa 100 km DHT
⑦

JB2003 Yun2008 Park2001
ASCE2016:Fa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ASCE2016:Fa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ASCE2016:Fpga 100 km DHT
⑧

JB2003 Yun2008 Park2001
ASCE2016:Fpga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ASCE2016:Fpga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100 km Original PGA DHT

⑨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PGA DHT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10Hz DHT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20Hz DHT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50Hz DHT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100Hz DHT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ASCE2016:Fa DHT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ASCE2016:Fpga DHT JB2003 Yun2008 Park2001
300 km Original PGA DHT

⑩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PGA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Hz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20Hz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50Hz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0Hz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a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pga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Original PGA DHT

⑪

JB2003 AB2006 Yun2008
500 km BSSA2014:PGA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BSSA2014:10Hz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BSSA2014:20Hz DHT JB2003 JB2001 AB2006

표 3.3.18. 지표 지진관측소 VS30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100Hz,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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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500 km BSSA2014:50Hz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BSSA2014:100Hz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ASCE2016:Fa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ASCE2016:Fpga DHT JB2003 JB2001 AB2006
100 km BSSA2014:PGA DHT

⑫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PGA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PGA P-wave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BSSA2014:PGA HVSR Park2001 JB2003 Yun2008
100 km BSSA2014:10Hz DHT

⑬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10Hz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10Hz P-wave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BSSA2014:10Hz HVSR Park2001 JB2003 Yun2008
100 km BSSA2014:20Hz DHT

⑭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20Hz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20Hz P-wave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BSSA2014:20Hz HVSR Park2001 JB2003 Yun2008
100 km BSSA2014:50Hz DHT

⑮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50Hz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50Hz P-wave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BSSA2014:50Hz HVSR Park2001 JB2003 Yun2008
100 km BSSA2014:100Hz DHT

◯16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100Hz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100Hz P-wave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BSSA2014:100Hz HVSR Park2001 JB2003 Yun2008
100 km ASCE2016:Fa DHT

⑰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ASCE2016:Fa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ASCE2016:Fa P-wave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ASCE2016:Fa HVSR Park2001 Yun2008 JB2003
100 km ASCE2016:Fpga DHT

⑱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ASCE2016:Fpga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ASCE2016:Fpga P-wave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ASCE2016:Fpga HVSR Park2001 JB2003 Yun2008
300 km BSSA2014:PGA DHT

⑲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PGA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BSSA2014:PGA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PGA HVSR Yun2008 AB2006 JB2001
300 km BSSA2014:10Hz DHT

⑳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BSSA2014:10Hz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Hz HVSR Yun2008 JB2003 JB2001
300 km BSSA2014:20Hz DHT

◯21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2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BSSA2014:20Hz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20Hz HVSR Yun2008 JB2003 JB2001

300 km BSSA2014:50Hz DHT

◯22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5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JB2003 JB2001 AB2006300 km BSSA2014:50Hz P-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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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300 km BSSA2014:50Hz HVSR Yun2008 AB2006 JB2003
300 km BSSA2014:100Hz DHT

◯23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BSSA2014:100Hz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0Hz HVSR Yun2008 AB2006 JB2001
300 km ASCE2016:Fa DHT

◯24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a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ASCE2016:Fa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a HVSR Yun2008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pga DHT

◯25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pga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ASCE2016:Fpga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pga HVSR Yun2008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PGA DHT

◯26

JB2003 JB2001 AB2006
500 km BSSA2014:PGA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PGA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PGA HVSR Yun2008 AB2006 JB2003
500 km BSSA2014:10Hz DHT

◯27

JB2003 JB2001 AB2006
500 km BSSA2014:1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Hz P-wave JB2003 JB2001 AB2006
500 km BSSA2014:10Hz HVSR Yun2008 AB2006 JB2003
500 km BSSA2014:20Hz DHT

◯28

JB2003 JB2001 AB2006
500 km BSSA2014:2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20Hz P-wave JB2003 JB2001 AB2006
500 km BSSA2014:20Hz HVSR Yun2008 AB2006 JB2003
500 km BSSA2014:50Hz DHT

◯29

JB2003 JB2001 AB2006
500 km BSSA2014:5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50Hz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50Hz HVSR Yun2008 AB2006 JB2003
500 km BSSA2014:100Hz DHT

◯30

JB2003 JB2001 AB2006
500 km BSSA2014:10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0Hz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0Hz HVSR Yun2008 AB2006 JB2003
500 km ASCE2016:Fa DHT

◯31

JB2003 JB2001 AB2006
500 km ASCE2016:Fa MASW AB2006 JB2003 JB2001
500 km ASCE2016:Fa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a HVSR Yun2008 AB2006 JB2003
500 km ASCE2016:Fpga DHT

◯32

JB2003 JB2001 AB2006
500 km ASCE2016:Fpga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pga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pga HVSR Yun2008 AB2006 JB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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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Yun2008 JB2003 Park2001
Original PGA 300 km DHT JB2003 JB2001 Yun2008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Yun2008 JB2001

BSSA2014:PGA 100 km DHT
②

Yun2008 JB2003 Park2001
BSSA2014:PGA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PGA 500 km DHT JB2003 JB2001 Yun2008
BSSA2014:10Hz 100 km DHT

③
Yun2008 JB2003 Park2001

BSSA2014:10Hz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10Hz 500 km DHT JB2003 JB2001 Yun2008
BSSA2014:20Hz 100 km DHT

④
Yun2008 JB2003 Park2001

BSSA2014:20Hz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20Hz 500 km DHT JB2003 JB2001 Yun2008
BSSA2014:50Hz 100 km DHT

⑤
Yun2008 JB2003 Park2001

BSSA2014:50Hz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50Hz 500 km DHT JB2003 JB2001 Yun2008
BSSA2014:100Hz 100 km DHT

⑥
Yun2008 JB2003 Park2001

BSSA2014:100Hz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BSSA2014:100Hz 500 km DHT JB2003 JB2001 Yun2008

ASCE2016:Fa 100 km DHT
⑦

Yun2008 JB2003 Park2001
ASCE2016:Fa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ASCE2016:Fa 500 km DHT JB2003 JB2001 Yun2008

ASCE2016:Fpga 100 km DHT
⑧

Yun2008 JB2003 Park2001
ASCE2016:Fpga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ASCE2016:Fpga 500 km DHT JB2003 JB2001 Yun2008

100 km Original PGA DHT

⑨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PGA DHT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10Hz DHT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20Hz DHT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50Hz DHT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100Hz DHT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ASCE2016:Fa DHT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ASCE2016:Fpga DHT Yun2008 JB2003 Park2001
300 km Original PGA DHT

⑩

JB2003 JB2001 Yun2008
300 km BSSA2014:PGA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Hz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20Hz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50Hz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0Hz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a DHT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pga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Original PGA DHT

⑪

JB2003 Yun2008 JB2001
500 km BSSA2014:PGA DHT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10Hz DHT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20Hz DHT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50Hz DHT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100Hz DHT JB2003 JB2001 Yun2008

표 3.3.19. 지표 지진관측소 VS30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100Hz,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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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km ASCE2016:Fa DHT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ASCE2016:Fpga DHT JB2003 JB2001 Yun2008
100 km BSSA2014:PGA DHT

⑫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PGA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PGA P-wave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PGA HVSR Yun2008 Park2001 JB2003
100 km BSSA2014:10Hz DHT

⑬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10Hz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10Hz P-wave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10Hz HVSR Park2001 Yun2008 JB2003
100 km BSSA2014:20Hz DHT

⑭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20Hz MASW AB2006 JB2003 Yun2008
100 km BSSA2014:20Hz P-wave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20Hz HVSR Park2001 Yun2008 JB2003
100 km BSSA2014:50Hz DHT

⑮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50Hz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50Hz P-wave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50Hz HVSR Park2001 Yun2008 JB2003
100 km BSSA2014:100Hz DHT

◯16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100Hz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BSSA2014:100Hz P-wave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BSSA2014:100Hz HVSR Yun2008 Park2001 JB2003
100 km ASCE2016:Fa DHT

⑰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ASCE2016:Fa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ASCE2016:Fa P-wave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ASCE2016:Fa HVSR Yun2008 Park2001 JB2001
100 km ASCE2016:Fpga DHT

⑱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ASCE2016:Fpga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ASCE2016:Fpga P-wave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ASCE2016:Fpga HVSR Yun2008 Park2001 JB2003
300 km BSSA2014:PGA DHT

⑲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PGA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BSSA2014:PGA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PGA HVSR Yun2008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Hz DHT

⑳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BSSA2014:10Hz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Hz HVSR Yun2008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20Hz DHT

◯21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2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BSSA2014:20Hz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20Hz HVSR Yun2008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50Hz DHT

◯22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5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BSSA2014:50Hz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50Hz HVSR Yun2008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0Hz DHT

◯23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BSSA2014:100Hz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BSSA2014:100Hz HVSR Yun2008 JB2001 AB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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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m ASCE2016:Fa DHT

◯24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a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ASCE2016:Fa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a HVSR Yun2008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pga DHT

◯25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pga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ASCE2016:Fpga P-wave JB2003 JB2001 AB2006
300 km ASCE2016:Fpga HVSR Yun2008 JB2001 AB2006
500 km BSSA2014:PGA DHT

◯26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PGA MASW AB2006 JB2003 JB2001
500 km BSSA2014:PGA P-wave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PGA HVSR Yun2008 AB2006 JB2003
500 km BSSA2014:10Hz DHT

◯27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10Hz MASW AB2006 JB2003 JB2001
500 km BSSA2014:10Hz P-wave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10Hz HVSR Yun2008 AB2006 JB2003
500 km BSSA2014:20Hz DHT

◯28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20Hz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20Hz P-wave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20Hz HVSR Yun2008 AB2006 JB2003
500 km BSSA2014:50Hz DHT

◯29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50Hz MASW AB2006 JB2003 JB2001
500 km BSSA2014:50Hz P-wave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50Hz HVSR Yun2008 AB2006 JB2003
500 km BSSA2014:100Hz DHT

◯30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100Hz MASW AB2006 JB2003 JB2001
500 km BSSA2014:100Hz P-wave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BSSA2014:100Hz HVSR Yun2008 AB2006 JB2003
500 km ASCE2016:Fa DHT

◯31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ASCE2016:Fa MASW AB2006 JB2003 JB2001
500 km ASCE2016:Fa P-wave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ASCE2016:Fa HVSR Yun2008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pga DHT

◯32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ASCE2016:Fpga MASW AB2006 JB2003 JB2001
500 km ASCE2016:Fpga P-wave JB2003 JB2001 Yun2008
500 km ASCE2016:Fpga HVSR Yun2008 AB2006 JB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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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1. 진앙거리, 증폭계수 결정식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

(1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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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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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진앙거리, 증폭계수 결정식, 실험기법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

(100Hz)

표 3.3.18, 표 3.3.19, 그림 3.3.41 및 그림 3.3.42에 근거하여 계측주파수 100Hz의 지진

관측기록에 대해 VS,30에 기초하여 증폭계수 결정식으로부터 도출된 증폭계수(Fa) 기반 부지

효과 고려 방법을 적용할 경우, 조남대와 박창업(2003, JB2003)의 지반운동 예측식이 관측방

향, 진앙거리, 실험기법에 관계없이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으로 결정된 JB2003 모델의 성능(대수오차 평균 + 1표준편차)을 다

음 그림 3.3.43과 같이 진앙(진원)거리, 증폭계속 결정식 변수 조합(참조 그림 번호 ①~⑧ or 

⑨~⑪)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연계되는 최적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

(VS,30 기반 증폭계수)은 BSSA2014:PGA, BSSA2014:100Hz, ASCE 7-16:Fpga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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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이 용이한 ASCE 7-16의 Fpga

를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실험기법에 따른 성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JB2003 (1~8 or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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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JB2003 (1~8 or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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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43.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의 진앙(진원)거리, 증폭계수 결정식 

변수 조합에 따른 성능비교(1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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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Fa: ASCE 2016:Fpga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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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Fa: ASCE 2016:Fpga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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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4.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증폭계수 결정식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30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100Hz)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JB2003)과 ASCE 7-16 기준 해설 편 Fpga의 결합 성능을 VS,30 

획득 기법에 따른 비교하였다(그림 3.3.44). 평가에 활용된 지진관측기록의 수는 표 3.3.1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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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측주파수 20Hz (부록 3. 그림 49~80)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BSSA2014 AB2006 JB2003
Original PGA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BSSA2014:PGA 100 km DHT
②

BSSA2014 AB2006 JB2003
BSSA2014:PGA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BSSA2014: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BSSA2014:10Hz 100 km DHT

③
BSSA2014 AB2006 JB2003

BSSA2014:10Hz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BSSA2014:10Hz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BSSA2014:20Hz 100 km DHT

④
BSSA2014 AB2006 JB2003

BSSA2014:20Hz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BSSA2014:20Hz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BSSA2014:50Hz 100 km DHT

⑤
BSSA2014 AB2006 JB2003

BSSA2014:50Hz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BSSA2014:50Hz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BSSA2014:100Hz 100 km DHT

⑥
BSSA2014 AB2006 JB2003

BSSA2014:100Hz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BSSA2014:100Hz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ASCE2016:Fa 100 km DHT
⑦

BSSA2014 AB2006 JB2003
ASCE2016:Fa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ASCE2016:F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ASCE2016:Fpga 100 km DHT
⑧

BSSA2014 AB2006 JB2003
ASCE2016:Fpga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ASCE2016:F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Original PGA DHT

⑨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PGA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Hz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20Hz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50Hz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0Hz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a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pga DHT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Original PGA DHT

⑩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PGA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10Hz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20Hz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50Hz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100Hz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2016:Fa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2016:Fpga DHT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Original PGA DHT

⑪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PGA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Hz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20Hz DHT JB2003 AB2006 JB2001

표 3.3.20. 지표 지진관측소 VS,30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20Hz,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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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500 km BSSA2014:50Hz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0Hz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a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pga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BSSA2014:PGA DHT

⑫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PGA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PGA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PGA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Hz DHT

⑬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Hz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Hz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Hz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20Hz DHT

⑭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20Hz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20Hz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20Hz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50Hz DHT

⑮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50Hz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50Hz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50Hz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0Hz DHT

◯16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0Hz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0Hz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0Hz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a DHT

⑰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a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a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a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pga DHT

⑱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pga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pga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pga HVSR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BSSA2014:PGA DHT

⑲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PGA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BSSA2014:PGA P-wave JB2003 BSSA2014 AB2006
300 km BSSA2014:PGA HVSR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BSSA2014:10Hz DHT

⑳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10Hz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BSSA2014:10Hz P-wave JB2003 BSSA2014 AB2006
300 km BSSA2014:10Hz HVSR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BSSA2014:20Hz DHT

◯21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20Hz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BSSA2014:20Hz P-wave JB2003 BSSA2014 AB2006
300 km BSSA2014:20Hz HVSR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BSSA2014:50Hz DHT

◯22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50Hz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JB2003 BSSA2014 AB2006300 km BSSA2014:50Hz P-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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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300 km BSSA2014:50Hz HVSR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BSSA2014:100Hz DHT

◯23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100Hz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BSSA2014:100Hz P-wave JB2003 BSSA2014 AB2006
300 km BSSA2014:100Hz HVSR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ASCE2016:Fa DHT

◯24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2016:Fa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ASCE2016:Fa P-wave JB2003 BSSA2014 AB2006
300 km ASCE2016:Fa HVSR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ASCE2016:Fpga DHT

◯25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2016:Fpga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ASCE2016:Fpga P-wave JB2003 BSSA2014 AB2006
300 km ASCE2016:Fpga HVSR JB2003 AB2006 Park2001
500 km BSSA2014:PGA DHT

◯26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PGA MASW BSSA2014 Park2001 JB2003
500 km BSSA2014:PGA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PGA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Hz DHT

◯27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Hz MASW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BSSA2014:10Hz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Hz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20Hz DHT

◯28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20Hz MASW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BSSA2014:20Hz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20Hz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50Hz DHT

◯29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50Hz MASW BSSA2014 JB2003 Park2001
500 km BSSA2014:50Hz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50Hz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0Hz DHT

◯30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0Hz MASW BSSA2014 Park2001 JB2003
500 km BSSA2014:100Hz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0Hz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a DHT

◯31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a MASW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ASCE2016:Fa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a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pga DHT

◯32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pga MASW BSSA2014 Park2001 JB2003
500 km ASCE2016:Fpga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pga HVSR JB2003 AB2006 JB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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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BSSA2014 AB2006 JB2003
Original PGA 300 km DHT BSSA2014 AB2006 JB2003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BSSA2014:PGA 100 km DHT
②

BSSA2014 AB2006 JB2003
BSSA2014:PGA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BSSA2014: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BSSA2014:10Hz 100 km DHT

③
BSSA2014 AB2006 JB2003

BSSA2014:10Hz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BSSA2014:10Hz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BSSA2014:20Hz 100 km DHT

④
BSSA2014 AB2006 JB2003

BSSA2014:20Hz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BSSA2014:20Hz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BSSA2014:50Hz 100 km DHT

⑤
BSSA2014 AB2006 JB2003

BSSA2014:50Hz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BSSA2014:50Hz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BSSA2014:100Hz 100 km DHT

⑥
BSSA2014 AB2006 JB2003

BSSA2014:100Hz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BSSA2014:100Hz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ASCE2016:Fa 100 km DHT
⑦

BSSA2014 AB2006 JB2003
ASCE2016:Fa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ASCE2016:F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ASCE2016:Fpga 100 km DHT
⑧

BSSA2014 AB2006 JB2003
ASCE2016:Fpga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ASCE2016:F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Original PGA DHT

⑨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PGA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Hz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20Hz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50Hz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0Hz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a DHT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pga DHT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Original PGA DHT

⑩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BSSA2014:PGA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10Hz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20Hz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50Hz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100Hz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2016:Fa DHT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2016:Fpga DHT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Original PGA DHT

⑪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PGA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Hz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20Hz DHT JB2003 AB2006 JB2001

JB2003 AB2006 JB2001500 km BSSA2014:50Hz DHT

표 3.3.21. 지표 지진관측소 VS,30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20Hz,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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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500 km BSSA2014:100Hz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a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pga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BSSA2014:PGA DHT

⑫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PGA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PGA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PGA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Hz DHT

⑬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Hz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Hz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Hz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20Hz DHT

⑭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20Hz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20Hz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20Hz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50Hz DHT

⑮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50Hz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50Hz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50Hz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0Hz DHT

◯16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0Hz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0Hz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BSSA2014:100Hz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a DHT

⑰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a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a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a HVSR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pga DHT

⑱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pga MASW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pga P-wave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ASCE2016:Fpga HVSR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BSSA2014:PGA DHT

⑲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PGA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BSSA2014:PGA P-wave JB2003 AB2006 BSSA2014
300 km BSSA2014:PGA HVSR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BSSA2014:10Hz DHT

⑳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10Hz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BSSA2014:10Hz P-wave JB2003 AB2006 BSSA2014
300 km BSSA2014:10Hz HVSR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BSSA2014:20Hz DHT

◯21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20Hz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BSSA2014:20Hz P-wave JB2003 AB2006 BSSA2014
300 km BSSA2014:20Hz HVSR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BSSA2014:50Hz DHT

◯22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50Hz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JB2003 AB2006 BSSA2014300 km BSSA2014:50Hz P-wave
300 km BSSA2014:50Hz HVSR JB2003 AB2006 Park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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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300 km BSSA2014:100Hz DHT

◯23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BSSA2014:100Hz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BSSA2014:100Hz P-wave JB2003 AB2006 BSSA2014
300 km BSSA2014:100Hz HVSR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ASCE2016:Fa DHT

◯24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2016:Fa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ASCE2016:Fa P-wave JB2003 AB2006 BSSA2014
300 km ASCE2016:Fa HVSR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ASCE2016:Fpga DHT

◯25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ASCE2016:Fpga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300 km ASCE2016:Fpga P-wave JB2003 AB2006 BSSA2014
300 km ASCE2016:Fpga HVSR JB2003 AB2006 Park2001
500 km BSSA2014:PGA DHT

◯26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PGA MASW BSSA2014 JB2003 Park2001
500 km BSSA2014:PGA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PGA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Hz DHT

◯27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Hz MASW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BSSA2014:10Hz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Hz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20Hz DHT

◯28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20Hz MASW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BSSA2014:20Hz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20Hz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50Hz DHT

◯29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50Hz MASW BSSA2014 JB2003 Park2001
500 km BSSA2014:50Hz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50Hz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0Hz DHT

◯30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0Hz MASW BSSA2014 JB2003 Park2001
500 km BSSA2014:100Hz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BSSA2014:100Hz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a DHT

◯31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a MASW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ASCE2016:Fa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a HVSR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pga DHT

◯32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pga MASW BSSA2014 JB2003 Park2001
500 km ASCE2016:Fpga P-wave JB2003 AB2006 JB2001
500 km ASCE2016:Fpga HVSR JB2003 AB2006 JB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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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5. 진앙거리, 증폭계수 결정식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

(2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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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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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6. 진앙거리, 증폭계수 결정식, 실험기법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

(20Hz)

표 3.3.20, 표 3.3.21, 그림 3.3.45 및 그림 3.3.46에 근거하여 계측주파수 20Hz의 지진관

측기록에 대해 VS,30에 기초하여 증폭계수 결정식으로부터 도출된 증폭계수(Fa) 기반 부지효

과 고려 방법을 적용할 경우, Boore et al. 2014 (BSSA2014)의 지반운동 예측식이 관측방

향, 진앙거리, 실험기법에 관계없이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으로 결정된 BSSA2014 모델의 성능(대수오차 평균 + 1표준편차)을 

다음 그림 3.3.47과 같이 진앙(진원)거리, 증폭계속 결정식 변수 조합(참조 그림 번호 ①~⑧ 

or ⑨~⑪)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연계되는 최적 부지효과 고려 방

법론(VS,30 기반 증폭계수 결정식)은 BSSA2014:PGA, BSSA2014:100Hz, A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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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Fpga로 유사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계측주파수 20Hz의 지진관측기록에 대한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은 BSSA2014 모델이므로 일관성을 위해 BSSA2014:PGA를 활용하여 추가

적으로 VS,30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을 그림 3.3.48과 같이 비교하였다. 평가에 활용된 지진

관측기록의 수는 표 3.3.16을 참조할 수 있다. 

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BSSA2014 (1~8 or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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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BSSA2014 (1~8 or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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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47.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의 진앙(진원)거리, 증폭계수 결정식 

변수 조합에 따른 성능비교(2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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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Fa: BSSA2014:PGA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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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Fa: BSSA2014:PGA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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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48.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증폭계수 결정식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30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2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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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측주파수에 따른 최적 조합 성능 비교 

Performance evaluation of Fa: ASCE 2016:Fpga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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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Fa: BSSA2014:PGA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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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서(EW) 방향, 100Hz, 

지반운동 예측식(JB2003), 

증폭계수 결정식(ASCE 7-16:Fpga)

(b) 동서(EW) 방향, 20Hz, 

지반운동 예측식(BSSA2014),

증폭계수 결정식(BSSA2014:PGA)

Performance evaluation of Fa: ASCE 2016:Fpga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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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Fa: BSSA2014:PGA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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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남북(NS) 방향, 100Hz, 

지반운동 예측식(JB2003), 

증폭계수 결정식(ASCE 7-16:Fpga)

(d) 남북(NS)방향, 20Hz, 

지반운동 예측식(BSSA2014),

증폭계수 결정식(BSSA2014:PGA)

그림 3.3.49. 계측주파수 별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증폭계수 결정식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30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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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주파수에 따른 최적 조합의 성능을 그림 3.3.49에 비교하였다. VS,30 기반 증폭계수의 

직접 결정식에 근거한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을 통해서는, 근거리(100 km 이내)에서는 20Hz

의 지진관측기록과 그에 따른 최적 조합의 활용이 지진관측망의 증폭특성을 100Hz의 경우보

다 잘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100Hz의 지진관측기록과 그 최적 조합은 진앙(진원)거

리에 따라 일정한 성능을 도출한다. 이는 앞선 내진설계기준의 부지분류에 근거한 결과와 유사

한 결과이다. 실험기법에 따른 차이는 마.절에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3) 전달함수 기반 평가

 VSP에 기초하여 산출된 다음 주파수 영역 선형 전달함수를 활용하였다.

- TFSurface2Rockoutcrop = 

   
∙   

 

 계측주파수 100Hz의 지표 지진관측기록에는 전달함수 적용 후 15Hz 저역통과필터를 적용

(Silva 1988, Kramer 1996)하여서도 성능을 비교하였다. 분석에 다음 표 3.3.17의 변수 조

합이 활용되었다. 계측주파수 20Hz의 지진관측기록에 대해서는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다.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Original PGA 100 km DHT
①Original PGA 300 km DHT

Original PGA 500 km DHT
Original PGA:TF 100 km DHT

②Original PGA:TF 300 km DHT
Original PGA:TF 500 km DHT
Filtered PGA:TF 100 km DHT

③Filtered PGA:TF 300 km DHT
Filtered PGA:TF 500 km DHT

100 km Original PGA DHT
④100 km Original PGA:TF DHT

100 km Filtered PGA:TF DHT
300 km Original PGA DHT

⑤300 km Original PGA:TF DHT
300 km Filtered PGA:TF DHT
500 km Original PGA DHT

⑥500 km Original PGA:TF DHT
500 km Filtered PGA:TF DHT
100 km Original PGA:TF DHT

⑦
100 km Original PGA:TF MASW
100 km Filtered PGA:TF DHT

⑧
100 km Filtered PGA:TF MASW
300 km Original PGA:TF DHT

⑨
300 km Original PGA:TF MASW

300 km Filtered PGA:TF DHT ⑩

표 3.3.22. 지표 지진관측소 전달함수 기반 증폭특성 평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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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측주파수 100Hz (부록 3. 그림 80~92) 

300 km Filtered PGA:TF MASW
500 km Original PGA:TF DHT

⑪
500 km Original PGA:TF MASW
500 km Filtered PGA:TF DHT

⑫
500 km Filtered PGA:TF MASW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JB2003 Yun2008 Park2001
Original PGA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Yun2008

Original PGA:TF 100 km DHT
②

AB2006 JB2003 Park2001
Original PGA:TF 3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TF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Filtered PGA:TF 100 km DHT

③
AB2006 JB2003 BSSA2014

Filtered PGA:TF 300 km DHT JB2003 AB2006 Park2001
Filtered PGA:TF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Original PGA DHT
④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Original PGA:TF DHT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Filtered PGA:TF DHT AB2006 JB2003 BSSA2014
300 km Original PGA DHT

⑤
JB2003 JB2001 AB2006

300 km Original PGA:TF DHT JB2003 AB2006 JB2001
300 km Filtered PGA:TF DHT JB2003 AB2006 Park2001
500 km Original PGA DHT

⑥
JB2003 AB2006 Yun2008

500 km Original PGA:TF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Filtered PGA:TF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Original PGA:TF DHT

⑦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Original PGA:TF MASW AB2006 JB2003 Park2001
100 km Filtered PGA:TF DHT

⑧
AB2006 JB2003 BSSA2014

100 km Filtered PGA:TF MASW AB2006 JB2003 BSSA2014
300 km Original PGA:TF DHT

⑨
JB2003 AB2006 JB2001

300 km Original PGA:TF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Filtered PGA:TF DHT

⑩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Filtered PGA:TF MASW JB2003 AB2006 Park2001
500 km Original PGA:TF DHT

⑪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Filtered PGA:TF DHT

⑫
JB2003 AB2006 JB2001

500 km Filtered PGA:TF MASW JB2003 AB2006 JB2001

표 3.3.23. 지표 지진관측소 전달함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100Hz,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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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Yun2008 JB2003 Park2001
Original PGA 300 km DHT JB2003 JB2001 Yun2008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Yun2008 JB2001

Original PGA:TF 100 km DHT
②

JB2003 AB2006 Park2001
Original PGA:TF 3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TF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Filtered PGA:TF 100 km DHT

③
AB2006 JB2003 BSSA2014

Filtered PGA:TF 3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Filtered PGA:TF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Original PGA DHT
④

Yun2008 JB2003 Park2001
100 km Original PGA:TF DHT JB2003 AB2006 Park2001
100 km Filtered PGA:TF DHT AB2006 JB2003 BSSA2014
300 km Original PGA DHT

⑤
JB2003 JB2001 Yun2008

300 km Original PGA:TF DHT JB2003 AB2006 JB2001
300 km Filtered PGA:TF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 DHT

⑥
JB2003 Yun2008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Filtered PGA:TF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Original PGA:TF DHT

⑦
JB2003 AB2006 Park2001

100 km Original PGA:TF MASW JB2003 AB2006 Park2001
100 km Filtered PGA:TF DHT

⑧
AB2006 JB2003 BSSA2014

100 km Filtered PGA:TF MASW AB2006 JB2003 BSSA2014
300 km Original PGA:TF DHT

⑨
JB2003 AB2006 JB2001

300 km Original PGA:TF MASW JB2003 AB2006 JB2001
300 km Filtered PGA:TF DHT

⑩
JB2003 AB2006 JB2001

300 km Filtered PGA:TF MASW JB2003 AB2006 Park2001
500 km Original PGA:TF DHT

⑪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Filtered PGA:TF DHT

⑫
JB2003 AB2006 JB2001

500 km Filtered PGA:TF MASW JB2003 AB2006 JB2001

표 3.3.24. 지표 지진관측소 전달함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100Hz,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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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0. 진앙거리, 전달함수 및 필터 유무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

(1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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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1. 진앙거리, 전달함수 및 필터 유무, 실험기법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100Hz)

표 3.3.23, 표 3.3.24, 그림 3.3.50 및 그림 3.3.51에 근거하여 계측주파수 100Hz의 지진

관측기록에 대해 전달함수 기반 부지효과 고려 방법을 적용할 경우, 조남대와 박창업(2003, 

JB2003)의 지반운동 예측식이 관측방향, 진앙거리, 실험기법에 관계없이 최적의 성능을 보이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으로 결정된 JB2003 모델의 성능(대수오차 평균 + 1표준편차)을 다

음 그림 3.3.52와 같이 진앙(진원)거리, 전달함수 및 필터 유무(참조 그림 번호 ①~③ or 

④~⑥)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연계되는 최적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

(전달함수)은 15Hz 저역통과 필터를 적용하지 않은 선형 주파수 영역 전달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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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JB2003 (1~3 or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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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서(EW) 방향

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JB2003 (1~3 or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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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52.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의 진앙(진원)거리, 전달함수 

변수 조합에 따른 성능비교(1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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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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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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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53.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전달함수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P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100Hz)

추가적으로 VSP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을 그림 3.3.53과 같이 비교하였다. 평가에 활용된 

지진관측기록의 수는 표 3.3.1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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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측주파수 20Hz (부록 3. 그림 93~100)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BSSA2014 AB2006 JB2003
Original PGA 3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TF 100 km DHT
②

BSSA2014 AB2006 JB2003
Original PGA:TF 300 km DHT BSSA2014 Park2001 JB2003
Original PGA:TF 5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100 km Original PGA DHT
③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Original PGA:TF DHT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Original PGA DHT

④
BSSA2014 JB2003 AB2006

300 km Original PGA:TF DHT BSSA2014 Park2001 JB2003
500 km Original PGA DHT

⑤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DHT BSSA2014 JB2003 AB2006
100 km Original PGA:TF DHT

⑥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Original PGA:TF MASW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Original PGA:TF DHT

⑦
BSSA2014 Park2001 JB2003

300 km Original PGA:TF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500 km Original PGA:TF DHT

⑧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Original PGA:TF MASW BSSA2014 Park2001 JB2003

표 3.3.25. 지표 지진관측소 전달함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20Hz, EW)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BSSA2014 AB2006 JB2003
Original PGA 300 km DHT JB2003 AB2006 BSSA2014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TF 100 km DHT
②

BSSA2014 AB2006 JB2003
Original PGA:TF 300 km DHT BSSA2014 Park2001 JB2003
Original PGA:TF 500 km DHT BSSA2014 JB2003 AB2006

100 km Original PGA DHT
③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Original PGA:TF DHT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Original PGA DHT

④
JB2003 AB2006 BSSA2014

300 km Original PGA:TF DHT BSSA2014 Park2001 JB2003
500 km Original PGA DHT

⑤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DHT BSSA2014 JB2003 AB2006
100 km Original PGA:TF DHT

⑥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Original PGA:TF MASW BSSA2014 AB2006 JB2003
300 km Original PGA:TF DHT

⑦
BSSA2014 Park2001 JB2003

300 km Original PGA:TF MASW BSSA2014 Park2001 AB2006
500 km Original PGA:TF DHT

⑧
BSSA2014 JB2003 AB2006

500 km Original PGA:TF MASW BSSA2014 Park2001 JB2003

표 3.3.26. 지표 지진관측소 전달함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20Hz, NS)



- 396 -

1순위(1~2 or 3~5)

BSSA2014 JB2003
0

2

4

6

8

10

N
o.

 o
f t

he
 b

es
t

1순위(1~2 or 3~5)

BSSA2014 JB2003
0

2

4

6

8

10

N
o.

 o
f t

he
 b

es
t

2순위(1~2 or 3~5)

AB2006 JB2003 Park2001
0

2

4

6

8

10

N
o.

 o
f t

he
 2

nd

2순위(1~2 or 3~5)

AB2006 JB2003 Park2001
0

2

4

6

8

10

N
o.

 o
f t

he
 2

nd

3순위(1~2 or 3~5)

AB2006 JB2001 JB2003
0

2

4

6

8

10

N
o.

 o
f t

he
 3

nd

3순위(1~2 or 3~5)

AB2006 BSSA2014 JB2001 JB2003
0

2

4

6

8

10

N
o.

 o
f t

he
 3

nd

(a) 동서(EW) 방향 (b) 남북(NS) 방향

그림 3.3.54. 진앙거리, 전달함수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

(2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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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5. 진앙거리, 전달함수, 실험기법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20Hz)

표 3.3.25, 표 3.3.26, 그림 3.3.54 및 그림 3.3.55에 근거하여 계측주파수 20Hz의 지진관

측기록에 대해 전달함수 기반 부지효과 고려 방법을 적용할 경우, Boore et al. 2014 

(BSSA2014)의 지반운동 예측식이 관측방향, 진앙거리, 실험기법에 관계없이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으로 결정된 BSSA2014 모델의 성능(대수오차 평균 + 1표준편차)을 

다음 그림 3.3.56과 같이 진앙(진원)거리, 전달함수(참조 그림 번호 ①~② or ③~⑤)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연계되는 최적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전달함수)은 선

형 주파수 영역 전달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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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BSSA2014 (1~2 or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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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서(EW) 방향

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BSSA2014 (1~2 or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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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56.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의 진앙(진원)거리, 전달함수 

변수 조합에 따른 성능비교(2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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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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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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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57.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전달함수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P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20Hz)

추가적으로 VSP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을 그림 3.3.57과 같이 비교하였다. 평가에 활용된 

지진관측기록의 수는 표 3.3.16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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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측주파수에 따른 최적 조합 성능 비교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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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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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서(EW) 방향, 100Hz, 

지반운동 예측식(JB2003), 

전달함수(저역통과필터 미적용)

(b) 동서(EW) 방향, 20Hz, 

지반운동 예측식(BSSA2014),

전달함수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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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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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남북(NS) 방향, 100Hz, 

지반운동 예측식(JB2003), 

전달함수(저역통과필터 미적용)

(d) 남북(NS)방향, 20Hz, 

지반운동 예측식(BSSA2014),

전달함수

그림 3.3.58. 계측주파수 별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전달함수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P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



- 401 -

계측주파수에 따른 최적 조합의 성능을 그림 3.3.58에 비교하였다. VSP 기반 선형 주파수 

영역 전달함수에 근거한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을 통해서는, 앞선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게 거리 

및 계측주파수에 의한 차이가 구별되지 않았다. 실험기법에 따른 차이는 마.절에 종합적으로 

다룬다. 

라. 시추공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평가

 1) 전달함수 기반 평가

VSP에 기초하여 산출된 다음 주파수 영역 선형 전달함수와 자유장 효과만을 고려한 단순 

전달함수에 15Hz 저역통과 필터 적용 여부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였다.

- TFBorehole2Rockoutcrop1 =    

 

   - TFBorehole2Rockoutcrop2 = 

분석에 다음 표 3.3.27의 변수 조합이 활용되었다. 계측주파수 20Hz의 지진관측기록에 대

해서는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다.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Original PGA 100 km DHT
①Original PGA 300 km DHT

Original PGA 500 km DHT
Original PGA:TF 100 km DHT

②Original PGA:TF 300 km DHT
Original PGA:TF 500 km DHT

Original PGA:TF(2) 100 km DHT
③Original PGA:TF(2) 300 km DHT

Original PGA:TF(2) 500 km DHT
Filtered PGA:TF 100 km DHT

④Filtered PGA:TF 300 km DHT
Filtered PGA:TF 500 km DHT

Filtered PGA:TF(2) 100 km DHT
⑤Filtered PGA:TF(2) 300 km DHT

Filtered PGA:TF(2) 500 km DHT
100 km Original PGA DHT

⑥
100 km Original PGA:TF DHT
100 km Original PGA:TF(2) DHT
100 km Filtered PGA:TF DHT
100 km Filtered PGA:TF(2) DHT
300 km Original PGA DHT

⑦
300 km Original PGA:TF DHT
300 km Original PGA:TF(2) DHT
300 km Filtered PGA:TF DHT
300 km Filtered PGA:TF(2) DHT

표 3.3.27. 시추공 지진관측소 전달함수 기반 증폭특성 평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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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km Original PGA DHT

⑧
500 km Original PGA:TF DHT
500 km Original PGA:TF(2) DHT
500 km Filtered PGA:TF DHT
500 km Filtered PGA:TF(2) DHT
100 km Original PGA:TF DHT

⑨
100 km Original PGA:TF MASW
100 km Original PGA:TF(2) DHT

⑩
100 km Original PGA:TF(2) MASW
100 km Filtered PGA:TF DHT

⑪
100 km Filtered PGA:TF MASW
100 km Filtered PGA:TF(2) DHT

⑫
100 km Filtered PGA:TF(2) MASW
300 km Original PGA:TF DHT

⑬
300 km Original PGA:TF MASW
300 km Original PGA:TF(2) DHT

⑭
300 km Original PGA:TF(2) MASW
300 km Filtered PGA:TF DHT

⑮
300 km Filtered PGA:TF MASW
300 km Filtered PGA:TF(2) DHT ⑯
300 km Filtered PGA:TF(2) MASW
500 km Original PGA:TF DHT ⑰
500 km Original PGA:TF MASW
500 km Original PGA:TF(2) DHT ⑱
500 km Original PGA:TF(2) MASW
500 km Filtered PGA:TF DHT ⑲
500 km Filtered PGA:TF MASW
500 km Filtered PGA:TF(2) DHT ⑳
500 km Filtered PGA:TF(2) MA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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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측주파수 100Hz (부록 3. 그림 101~120)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JB2003 AB2006 Park2001
Original PGA 3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TF 100 km DHT
②

Yun2008 Emolo2015 JB2001
Original PGA:TF 300 km DHT Yun2008 JB2001 JB2003
Original PGA:TF 500 km DHT Yun2008 JB2001 JB2003

Original PGA:TF(2) 100 km DHT
③

Yun2008 JB2001 Park2001
Original PGA:TF(2) 300 km DHT Yun2008 JB2001 JB2003
Original PGA:TF(2) 500 km DHT Yun2008 JB2001 JB2003

Filtered PGA:TF 100 km DHT
④

JB2003 Yun2008 Park2001
Filtered PGA:TF 300 km DHT AB2006 Yun2008 JB2001
Filtered PGA:TF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Filtered PGA:TF(2) 100 km DHT
⑤

JB2003 Park2001 Yun2008
Filtered PGA:TF(2)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Filtered PGA:TF(2)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100 km Original PGA DHT

⑥

JB2003 AB2006 Park2001
100 km Original PGA:TF DHT Yun2008 Emolo2015 JB2001
100 km Original PGA:TF(2) DHT Yun2008 JB2001 Park2001
100 km Filtered PGA:TF DHT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Filtered PGA:TF(2) DHT JB2003 Park2001 Yun2008
300 km Original PGA DHT

⑦

JB2003 AB2006 JB2001
300 km Original PGA:TF DHT Yun2008 JB2001 JB2003
300 km Original PGA:TF(2) DHT Yun2008 JB2001 JB2003
300 km Filtered PGA:TF DHT AB2006 Yun2008 JB2001
300 km Filtered PGA:TF(2)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Original PGA DHT

⑧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DHT Yun2008 JB2001 JB2003
500 km Original PGA:TF(2) DHT Yun2008 JB2001 JB2003
500 km Filtered PGA:TF DHT JB2003 JB2001 AB2006
500 km Filtered PGA:TF(2) DHT JB2003 JB2001 AB2006
100 km Original PGA:TF DHT

⑨
Yun2008 Emolo2015 JB2001

100 km Original PGA:TF MASW Emolo2015 Yun2008 JB2001
100 km Original PGA:TF(2) DHT

⑩
Yun2008 JB2001 Park2001

100 km Original PGA:TF(2) MASW Yun2008 Emolo2015 JB2001
100 km Filtered PGA:TF DHT

⑪
JB2003 Yun2008 Park2001

100 km Filtered PGA:TF MASW Emolo2015 Yun2008 JB2001
100 km Filtered PGA:TF(2) DHT

⑫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Filtered PGA:TF(2) MASW Yun2008 Emolo2015 JB2001
300 km Original PGA:TF DHT

⑬
Yun2008 JB2001 JB2003

300 km Original PGA:TF MASW Yun2008 JB2001 Emolo2015

표 3.3.28. 시추공 지진관측소 전달함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100Hz,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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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m Original PGA:TF(2) DHT
⑭

Yun2008 JB2001 JB2003
300 km Original PGA:TF(2) MASW JB2001 Yun2008 JB2003
300 km Filtered PGA:TF DHT

⑮
AB2006 Yun2008 JB2001

300 km Filtered PGA:TF MASW Yun2008 JB2001 Emolo2015
300 km Filtered PGA:TF(2) DHT ⑯ JB2003 JB2001 AB2006
300 km Filtered PGA:TF(2) MASW JB2001 Yun2008 JB2003
500 km Original PGA:TF DHT ⑰ Yun2008 JB2001 JB2003
500 km Original PGA:TF MASW Yun2008 JB2001 JB2003
500 km Original PGA:TF(2) DHT ⑱ Yun2008 JB2001 JB2003
500 km Original PGA:TF(2) MASW Yun2008 JB2001 JB2003
500 km Filtered PGA:TF DHT ⑲ JB2003 JB2001 AB2006
500 km Filtered PGA:TF MASW Yun2008 JB2001 JB2003
500 km Filtered PGA:TF(2) DHT ⑳ JB2003 JB2001 AB2006
500 km Filtered PGA:TF(2) MASW JB2001 Yun2008 JB2003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JB2003 AB2006 Park2001
Original PGA 3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TF 100 km DHT
②

Yun2008 JB2001 Park2001
Original PGA:TF 300 km DHT Yun2008 JB2001 AB2006
Original PGA:TF 500 km DHT Yun2008 JB2001 AB2006

Original PGA:TF(2) 100 km DHT
③

Yun2008 JB2001 Park2001
Original PGA:TF(2) 300 km DHT Yun2008 JB2001 JB2003
Original PGA:TF(2) 500 km DHT Yun2008 JB2001 JB2003

Filtered PGA:TF 100 km DHT
④

JB2003 AB2006 Yun2008
Filtered PGA:TF 300 km DHT AB2006 Yun2008 JB2003
Filtered PGA:TF 500 km DHT AB2006 Yun2008 JB2003

Filtered PGA:TF(2) 100 km DHT
⑤

JB2003 Park2001 Yun2008
Filtered PGA:TF(2) 3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Filtered PGA:TF(2) 500 km DHT JB2003 JB2001 AB2006

100 km Original PGA DHT

⑥

JB2003 AB2006 Park2001
100 km Original PGA:TF DHT Yun2008 JB2001 Park2001
100 km Original PGA:TF(2) DHT Yun2008 JB2001 Park2001
100 km Filtered PGA:TF DHT JB2003 AB2006 Yun2008
100 km Filtered PGA:TF(2) DHT JB2003 Park2001 Yun2008
300 km Original PGA DHT

⑦

JB2003 AB2006 JB2001
300 km Original PGA:TF DHT Yun2008 JB2001 AB2006
300 km Original PGA:TF(2) DHT Yun2008 JB2001 JB2003
300 km Filtered PGA:TF DHT AB2006 Yun2008 JB2003
300 km Filtered PGA:TF(2) DHT JB2003 JB2001 AB2006

표 3.3.29. 시추공 지진관측소 전달함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100Hz,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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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km Original PGA DHT

⑧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DHT Yun2008 JB2001 AB2006
500 km Original PGA:TF(2) DHT Yun2008 JB2001 JB2003
500 km Filtered PGA:TF DHT AB2006 Yun2008 JB2003
500 km Filtered PGA:TF(2) DHT JB2003 JB2001 AB2006
100 km Original PGA:TF DHT

⑨
Yun2008 JB2001 Park2001

100 km Original PGA:TF MASW Emolo2015 Yun2008 JB2001
100 km Original PGA:TF(2) DHT

⑩
Yun2008 JB2001 Park2001

100 km Original PGA:TF(2) MASW Yun2008 Emolo2015 JB2001
100 km Filtered PGA:TF DHT

⑪
JB2003 AB2006 Yun2008

100 km Filtered PGA:TF MASW Emolo2015 Yun2008 JB2001
100 km Filtered PGA:TF(2) DHT

⑫
JB2003 Park2001 Yun2008

100 km Filtered PGA:TF(2) MASW Yun2008 JB2001 Emolo2015
300 km Original PGA:TF DHT

⑬
Yun2008 JB2001 AB2006

300 km Original PGA:TF MASW Yun2008 JB2001 Emolo2015
300 km Original PGA:TF(2) DHT

⑭
Yun2008 JB2001 JB2003

300 km Original PGA:TF(2) MASW JB2001 JB2003 Yun2008
300 km Filtered PGA:TF DHT

⑮
AB2006 Yun2008 JB2003

300 km Filtered PGA:TF MASW Yun2008 JB2001 JB2003
300 km Filtered PGA:TF(2) DHT ⑯ JB2003 JB2001 AB2006
300 km Filtered PGA:TF(2) MASW JB2001 JB2003 Yun2008
500 km Original PGA:TF DHT ⑰ Yun2008 JB2001 AB2006
500 km Original PGA:TF MASW Yun2008 JB2001 JB2003
500 km Original PGA:TF(2) DHT ⑱ Yun2008 JB2001 JB2003
500 km Original PGA:TF(2) MASW JB2001 Yun2008 JB2003
500 km Filtered PGA:TF DHT ⑲ AB2006 Yun2008 JB2003
500 km Filtered PGA:TF MASW Yun2008 JB2001 JB2003
500 km Filtered PGA:TF(2) DHT ⑳ JB2003 JB2001 AB2006
500 km Filtered PGA:TF(2) MASW JB2001 JB2003 Yu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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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9. 진앙거리, 전달함수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

(1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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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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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0. 진앙거리, 전달함수, 실험기법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100Hz)

표 3.3.28, 표 3.3.29, 그림 3.3.59 및 그림 3.3.60에 근거하여 계측주파수 100Hz의 시추

공 지진관측기록에 대해 전달함수 기반 부지효과 고려 방법을 적용할 경우, 조남대와 박창업

(2003, JB2003) 및 연관희 등(2008, Yun2008)의 지반운동 예측식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데, 관측 PGA에 대해 1순위로 평가된 JB2003 모델보다 Yun2008 모델을 최적으로 판단하였

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으로 결정된 Yun2008 모델의 성능(대수오차 평균 + 1표준편차)을 다

음 그림 3.3.61과 같이 진앙(진원)거리, 전달함수(참조 그림 번호 ①~⑤ or ⑥~⑧)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연계되는 최적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전달함수)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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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주파수 영역 전달함수이다. 자유장 효과만 고려한 단순 전달함수도 못지않은 성능을 보인

다. 

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Yun2008 (1~5 or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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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Yun2008 (1~5 or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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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61.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의 진앙(진원)거리, 전달함수 

변수 조합에 따른 성능비교(100Hz)



- 409 -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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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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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2.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전달함수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P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100Hz)

추가적으로 VSP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을 그림 3.3.62와 같이 비교하였다. 평가에 활용된 

지진관측기록의 수는 다음 표 3.3.30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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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앙(진원)거리 DHT MASW

100 km 261 75

300 km 1388 308

500 km 1691 371

표 3.3.30. 시추공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평가에 활용된 실험기법 별 지진관측기록의 수

(100Hz)

  (2) 계측주파수 20Hz (부록 3. 그림 121~132)

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BSSA2014 AB2006 JB2003
Original PGA 300 km DHT JB2003 AB2006 Park2001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TF 100 km DHT
②

AB2006 JB2003 BSSA2014
Original PGA:TF 300 km DHT AB2006 JB2003 JB2001
Original PGA:TF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TF(2) 100 km DHT
③

AB2006 JB2003 BSSA2014
Original PGA:TF(2) 3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TF(2)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Original PGA DHT
④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Original PGA:TF DHT AB2006 JB2003 BSSA2014
100 km Original PGA:TF(2) DHT AB2006 JB2003 BSSA2014
300 km Original PGA DHT

⑤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Original PGA:TF DHT AB2006 JB2003 JB2001
300 km Original PGA:TF(2)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 DHT

⑥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2)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Original PGA:TF DHT

⑦
AB2006 JB2003 BSSA2014

100 km Original PGA:TF MASW JB2003 Park2001 AB2006
100 km Original PGA:TF(2) DHT

⑧
AB2006 JB2003 BSSA2014

100 km Original PGA:TF(2) MASW AB2006 JB2003 Park2001
300 km Original PGA:TF DHT

⑨
AB2006 JB2003 JB2001

300 km Original PGA:TF MASW JB2001 JB2003 AB2006
300 km Original PGA:TF(2) DHT

⑩
JB2003 AB2006 JB2001

300 km Original PGA:TF(2)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DHT

⑪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MASW JB2003 JB2001 AB2006
500 km Original PGA:TF(2) DHT

⑫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2) MASW JB2003 AB2006 JB2001

표 3.3.31. 시추공 지진관측소 전달함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20Hz,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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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1 변수2 변수3
그림 
참조

(부록)
1순위 2순위 3순위

Original PGA 100 km DHT
①

BSSA2014 AB2006 JB2003
Original PGA 300 km DHT JB2003 AB2006 Park2001
Original PGA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TF 100 km DHT
②

AB2006 JB2003 BSSA2014
Original PGA:TF 300 km DHT AB2006 JB2003 JB2001
Original PGA:TF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TF(2) 100 km DHT
③

AB2006 JB2003 BSSA2014
Original PGA:TF(2) 3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Original PGA:TF(2) 500 km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Original PGA DHT
④

BSSA2014 AB2006 JB2003
100 km Original PGA:TF DHT AB2006 JB2003 BSSA2014
100 km Original PGA:TF(2) DHT AB2006 JB2003 BSSA2014
300 km Original PGA DHT

⑤
JB2003 AB2006 Park2001

300 km Original PGA:TF DHT AB2006 JB2003 JB2001
300 km Original PGA:TF(2)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 DHT

⑥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DHT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2) DHT JB2003 AB2006 JB2001
100 km Original PGA:TF DHT

⑦
AB2006 JB2003 BSSA2014

100 km Original PGA:TF MASW JB2003 Park2001 AB2006
100 km Original PGA:TF(2) DHT

⑧
AB2006 JB2003 BSSA2014

100 km Original PGA:TF(2) MASW AB2006 JB2003 Park2001
300 km Original PGA:TF DHT

⑨
AB2006 JB2003 JB2001

300 km Original PGA:TF MASW JB2003 JB2001 AB2006
300 km Original PGA:TF(2) DHT

⑩
JB2003 AB2006 JB2001

300 km Original PGA:TF(2) MASW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DHT

⑪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 MASW JB2003 JB2001 AB2006
500 km Original PGA:TF(2) DHT

⑫
JB2003 AB2006 JB2001

500 km Original PGA:TF(2) MASW JB2003 AB2006 JB2001

표 3.3.32. 시추공 지진관측소 전달함수 기반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20Hz,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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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1~3 or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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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3. 진앙거리, 전달함수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2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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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4. 진앙거리, 전달함수, 실험기법 변수 조합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순위(20Hz)

표 3.3.31, 표 3.3.32, 그림 3.3.63 및 그림 3.3.64에 근거하여 계측주파수 20Hz의 시추공 

지진관측기록에 대해 전달함수 기반 부지효과 고려 방법을 적용할 경우, 조남대와 박창업

(2003, JB2003)의 지반운동 예측식이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으로 결정된 JB2003 모델의 성능(대수오차 평균 + 1표준편차)을 다

음 그림 3.3.64와 같이 진앙(진원)거리, 전달함수(참조 그림 번호 ①~③ or ④~⑥)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연계되는 최적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전달함수)은 자

유장 효과를 고려한 단순 전달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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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JB2003 (1~3 or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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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GMPE: JB2003 (1~3 or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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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5.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의 진앙(진원)거리, 전달함수 

변수 조합에 따른 성능비교(2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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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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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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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66.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전달함수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P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20Hz)

추가적으로 VSP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을 그림 3.3.66과 같이 비교하였다. 평가에 활용된 

지진관측기록의 수는 다음 표 3.3.3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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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앙(진원)거리 DHT MASW

100 km 238 70

300 km 1289 281

500 km 1627 362

표 3.3.33. 시추공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평가에 활용된 실험기법 별 지진관측기록의 수

(20Hz)

  (3) 계측주파수에 따른 최적 조합 성능 비교 

계측주파수에 따른 최적 조합의 성능을 그림 3.3.67에 비교하였다. 계측주파수 100Hz의 지

진관측기록에 대한 최적 조합은 근거리에서 20Hz의 결과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기법에 따른 차이는 마.절에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다룬다.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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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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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서(EW) 방향, 100Hz, 

지반운동 예측식(Yun2008), 

전달함수

(b) 동서(EW) 방향, 20Hz, 

지반운동 예측식(JB2003),

단순 전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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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7. 계측주파수 별 최적 지반운동 예측식과 전달함수 조합의 진앙(진원)거리, VSP 

획득 기법에 따른 성능비교

마.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평가 종합

앞서 지표와 시추공 관측소에 대해 계측주파수 100Hz 및 20Hz의 지진관측기록을 활용하여 

최적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을 지반운동 결정식과 더불어 결정하였다. 지표 관측소에 대해서는 

부지분류 기반, VS,30 기반, 전달함수 등 3가지 방법론을, 시추공 관측소에 대해서는 전달함

수 만을 적용하였다. 관측소 설치 형식,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 계측주파수에 따라 결정된 최

적의 조합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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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er Function(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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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남북(NS) 방향, 100Hz, 

지반운동 예측식(Yun2008), 

전달함수

(d) 남북(NS)방향, 20Hz, 

지반운동 예측식(JB2003),

단순 전달함수

설치 형식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 계측주파수(Hz) 지반운동 예측식 부지효과 고려 방법 

지표 

지반분류 기반 증폭계수
100 JB2003 ASCE7-16

20 BSSA2014 ASCE7-16

VS,30 기반 증폭계수
100 JB2003 ASCE7-16: Fpga

20 BSSA2014 BSSA2014:PGA

VSP 기반 전달함수
100 JB2003 선형 전달함수

20 BSSA2014 선형 전달함수

시추공 VSP 기반 전달함수
100 Yun2008 선형 전달함수

20 JB2003 단순 전달함수

표 3.3.34. 지진관측망 증폭특성을 고려한 지반운동 예측식 및 부지효과 고려 방법 최적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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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지반운동 예측식 및 부지효과 고려 방법 최적 조합의 각 성능은 DHT 결과에 

근거하여 도출되었다. 본 장에서는 전체 8가지 조합의 지반특성 획득 방법에 따른 성능을 진

앙거리(100, 300, 500 km)를 구분하여 다음 그림 3.3.68부터 그림 3.3.71까지 비교하였다.

 1) 지반특성 획득 기법에 따른 최적 조합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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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D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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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8. 지반운동 예측식 및 부지효과 고려 방법 각 최적 조합의 DHT 결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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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Performance evaluation of MA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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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MA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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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9. 지반운동 예측식 및 부지효과 고려 방법 각 최적 조합의 MASW 결과에 따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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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P-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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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P-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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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0. 지반운동 예측식 및 부지효과 고려 방법 각 최적 조합의 P-wave 결과에 따른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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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HV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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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HV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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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1. 지반운동 예측식 및 부지효과 고려 방법 각 최적 조합의 HVSR 결과에 따른 

성능

 

MASW 제외한 3가지 지반특성 획득 방법은 진앙거리 증가에 따라 실제 지진관측기록과의 

차이를 보다 크게 발생시키는 경향을 띈다. 표 3.3.13, 표 3.3.16, 표 3.3.30 및 표 3.3.33에 

나타낸 것과 같이 100 km 이내 분석에 활용된 MASW 기반 지진관측기록의 수가 다른 방법

에 비해 현저히 적어 일부 데이터의 오차에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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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앙거리에 따른 최적 조합 성능

  (1) 계측주파수 100Hz

(a) 동서(EW)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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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each method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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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그림 3.3.72. 전체 지반운동 예측식 및 부지효과 고려 방법 최적 조합의 진앙거리에 따른 

비교(100Hz) 



- 424 -

  (2) 계측주파수 20Hz

(a) 동서(EW)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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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each method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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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f each method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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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3. 전체 지반운동 예측식 및 부지효과 고려 방법 최적 조합의 진앙거리에 따른 

비교(2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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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주파수 100Hz의 지진관측기록에 대한 최적 조합의 성능은 거리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

지지 않고 안정적인 반면, 20Hz의 지진관측기록에 대한 성능은 거리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진앙거리 100 km 이내에서는 MASW에 기반한 성능을 제외하면 100Hz 지진관측기록에 대

한 성능보다 대부분의 조합에서 관측망의 증폭특성을 우수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본 절에서는 기상청 지진관측망의 증폭특성을 지반특성이 확보된 개별 지진관측소의 지진관

측기록에 기초하여 평가하였다. 개별 관측소 설치 형식(지표, 시추공) 및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관측기록의 부지효과를 각 부지효과 고려 방법을 통해 제거하여 가상의 암반노두에 대응하는 

PGA를 획득하였고, 이를 지반운동 예측식을 통해 예측되는 PGA와의 차이를 평가하여 증폭특

성을 최적으로 반영하는 부지효과 고려 방법과 지반운동 예측식 조합을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

에서 생산, 확보된 지진관측소 지반특성과 이에 기초하여 도출된 지반운동 예측식 및 부지효과 

고려 방법의 최적 조합으로 기상청 지진관측망의 증폭특성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과는 향후 천부 지반특성으로 인한 부지효과를 고려하는 진도 예측의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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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폭특성 정량화 기법 종합 기반 추가 수요 및 발전방향 제시

가. 지진관측소 부지분류 및 증폭계수(보정상수) 권고

지진관측소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및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로부터 관측소별 VS30을 결정하

였으며, VS30 결정을 위한 조사 기법, 그리고 본 과업에서 우선 적용한 대표 지반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한 지반분류 및 단주기 증폭계수를 표 3.4.1과 같이 관측소별로 제시하였다. 현재 운

영중인 관측소를 우선 적용하되 이전되어 관측이 종료된 관측소에 대해서도 목록에 포함시켰

다. 이 때 3.2절과 3.3절에서 제시하였던 관측소별 지반조사 및 지표특성, 관측기록 기준의 지

반분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표적인 지반분류체계는 Sun 

et al.(2014)과 내진설계기준연구II(MOCT, 1997), 미국설계하중기준(ASCE 7-16)을 적용

하여 각 지반분류와 단주기 증폭계수(Fa)를 결정하였다. 다만, 관측기록을 이용한 VS30 추정기

법(HVSR, P-wave)은 표 3.4.1의 VS30 결정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VS30 결정에 표 3.2.5와 

표 3.3.6의 결과를 함께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

그 결과, 본 과업의 성과인 우선 지진관측소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와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를 활용할 경우, 각 관측소별 지하구조 및 지진응답특성을 대표 매개변수와 그에 따른 지반분

류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표관측소를 대상으로 부지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계측된 

PGA를 암반노두 수준의 PGA로 변환할 때 결정된 단주기 중폭계수(보정상수)를 나눠주면 된

다. 또는 암반노두에서 계측된 PGA 대해 부지효과로 인해 증폭된 토사지반의 PGA를 변환함

에 있어 단주기 증폭계수를 곱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측소별 VS30 결정과 지반분류체계 기준

의 보정상수를 이용한다면, 국가지진관측망의 부지보정이 가능할 것이다. 기상청의 국가지진종

합정보시스템에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와 표 3.4.1의 부지보정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

양한 지표수준의 PGA값을 연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표 3.4.1을 대표적인 지진응

답 매개변수 기반의 관측소 부지분류 및 보정상수 정보로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표 3.4.1. 기상청 지진관측소 VS30 및 조사기법 및 대표 지반분류체계 기준에 따른 지반분류 

및 단주기 증폭계수

관측소

코드

관측소

명

운영

여부
조사기법1)

VS30

(m/s)
2)

Sun et. al.

(2014)

내진설계기준연구II

(MOCT, 1997),

미국설계하중기준

(ASCE 7-16)
지반

분류
Fa3)

지반

분류

Fa(MOCT

,1997)4)

Fa(ASCE 

7-16)5)

GGDB 가거도 ○ Geo-layer 289 D2 2.26 D 1.45 1.6

GDDB 가덕도 ○ Geo-layer 1044 B 1 B 1 0.9

GAPB 가평 ○ Proxy 570 C2 1.45 C 1.18 1.3

HWCA 간동 ○ Proxy 836 B 1 B 1 0.9

KAW 강릉 DHT 276 D3 2.48 D 1.4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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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

코드

관측소

명

운영

여부
조사기법1)

VS30

(m/s)
2)

Sun et. al.

(2014)

내진설계기준연구II

(MOCT, 1997),

미국설계하중기준

(ASCE 7-16)
지반

분류
Fa3)

지반

분류

Fa(MOCT

,1997)4)

Fa(ASCE 

7-16)5)

KAWA 강릉 ○ DHT 276 D3 2.48 D 1.45 1.6

GSG 강서구 Geo-layer 875 B 1 B 1 0.9

GSGA 강서구 ○ Proxy 836 B 1 B 1 0.9

YAYA 강현 ○ Proxy 480 C3 1.65 C 1.18 1.3

GAHB 강화 DHT 289 D2 2.26 D 1.45 1.6

GH2B 강화 ○ DHT 289 D2 2.26 D 1.45 1.6

GMDB 거문도 ○ Geo-layer 417 C4 1.9 C 1.18 1.3

KUJA 거제 ○ MASW 243 D3 2.48 D 1.45 1.6

KCH 거창 DHT 238 D4 2.86 D 1.45 1.6

KCH2 거창 ○ DHT 238 D4 2.86 D 1.45 1.6

GBI 격렬비도 Vs-image 2046 B 1 A 0.82 0.8

GBI2 격비 ○ Proxy 836 B 1 B 1 0.9

DAG2 경산 ○ DHT 822 B 1 B 1 0.9

GOS1 고산 Proxy 690 C1 1.28 C 1.18 1.3

GOS2 고산 ○ MASW 1291 B 1 B 1 0.9

GOCB 고창 ○ DHT 396 C4 1.9 C 1.18 1.3

KOHB 고흥 DHT 701 C1 1.28 C 1.18 1.3

KH2B 고흥 ○ DHT 701 C1 1.28 C 1.18 1.3

KOJ2 공주 ○ Proxy 570 C2 1.45 C 1.18 1.3

GWYB 광양 ○ DHT 381 C4 1.9 C 1.18 1.3

GWJ 광주 DHT 348 D1 2.08 D 1.45 1.6

GUM 구미 Geo-layer 652 C1 1.28 C 1.18 1.3

GUMA 구미 ○ Proxy 836 B 1 B 1 0.9

GUWB 군위 ○ Geo-layer 991 B 1 B 1 0.9

KMS 금산 DHT 293 D2 2.26 D 1.45 1.6

KMSA 금산 DHT 293 D2 2.26 D 1.45 1.6

KMSB 금산 ○ DHT 293 D2 2.26 D 1.45 1.6

BUS2 금정 ○ Proxy 836 B 1 B 1 0.9

IJAA 기린 ○ Proxy 690 C1 1.28 C 1.18 1.3

GIC 김천 Geo-layer 515 C3 1.65 C 1.18 1.3

GICA 김천 ○ Proxy 836 B 1 B 1 0.9

NAJ 나주 Vs-image 855 B 1 B 1 0.9

NAJA 나주 ○ Geo-layer 440 C4 1.9 C 1.18 1.3

NAWB 남원 ○ DHT 450 C3 1.65 C 1.18 1.3

NAH 남해 DHT 396 C4 1.9 C 1.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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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A 남해 ○ DHT 396 C4 1.9 C 1.18 1.3

NOW 노원구 Proxy 836 B 1 B 1 0.9

DGY2 대관령 ○ DHT 572 C2 1.45 C 1.18 1.3

DAU 대구 DHT 653 C1 1.28 C 1.18 1.3

DAGA 대구 ○ Proxy 836 B 1 B 1 0.9

TEJ 대전 DHT 446 C3 1.65 C 1.18 1.3

TEJ2 대전 ○ DHT 446 C3 1.65 C 1.18 1.3

DACB 대청도 ○ Proxy 570 C2 1.45 C 1.18 1.3

DUSB 덕유산 ○ Geo-layer 554 C2 1.45 C 1.18 1.3

DEI 덕적도 Proxy 836 B 1 B 1 0.9

DEI2 덕적도 ○ Proxy 836 B 1 B 1 0.9

DDC 동두천 DHT 757 C1 1.28 C 1.18 1.3

DDCA 동두천 ○ DHT 757 C1 1.28 C 1.18 1.3

TOH 동해 SPT 392 C4 1.9 C 1.18 1.3

TOHA 동해 ○ Geo-layer 277 D3 2.48 D 1.45 1.6

MAS 마산 DHT 822 B 1 B 1 0.9

MAS2 마산 DHT 822 B 1 B 1 0.9

CGWB 창원 ○ DHT 822 B 1 B 1 0.9

PYCA 면온 ○ Proxy 690 C1 1.28 C 1.18 1.3

MOP 목포 DHT 452 C3 1.65 C 1.18 1.3

MOPB 목포 ○ Geo-layer 908 B 1 B 1 0.9

MND 무녀도 ○ Proxy 836 B 1 B 1 0.9

KWJ 무등산 DHT 798 B 1 B 1 0.9

KWJU 무등산 ○ DHT 798 B 1 B 1 0.9

KWJ2 무등산 ○ DHT 798 B 1 B 1 0.9

MAN 무안 DHT 401 C4 1.9 C 1.18 1.3

MANA 무안 ○ DHT 401 C4 1.9 C 1.18 1.3

MGY 문경 DHT 1069 B 1 B 1 0.9

MGY2 문경 ○ DHT 1069 B 1 B 1 0.9

MUS 문산 DHT 719 C1 1.28 C 1.18 1.3

MUS2 문산 ○ DHT 719 C1 1.28 C 1.18 1.3

MIYA 밀양 ○ DHT 507 C3 1.65 C 1.18 1.3

BAR 백령도 Proxy 570 C2 1.45 C 1.18 1.3

BAR2 백령도 ○ Proxy 570 C2 1.45 C 1.18 1.3

YSU 백운산 DHT 626 C1 1.28 C 1.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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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 백운산 ○ DHT 626 C1 1.28 C 1.18 1.3

PORA 보령 ○ DHT 255 D3 2.48 D 1.45 1.6

BOSB 보성 ○ DHT 204 D4 2.86 D 1.45 1.6

BON 보은 Proxy 836 B 1 B 1 0.9

BON2 보은 ○ Proxy 836 B 1 B 1 0.9

BURB 부론 ○ Geo-layer 463 C3 1.65 C 1.18 1.3

BSA 부산 Proxy 836 B 1 B 1 0.9

BSAA 부산 ○ Geo-layer 901 B 1 B 1 0.9

PUA 부안 Proxy 836 B 1 B 1 0.9

PUAA 부안 ○ Geo-layer 567 C2 1.45 C 1.18 1.3

BUY 부여 Proxy 836 B 1 B 1 0.9

BUYB 부여 ○ Proxy 836 B 1 B 1 0.9

BGDB 비금도 ○ Geo-layer 176 E 1.5 E 2 2.4

GWL 사북 DHT 644 C1 1.28 C 1.18 1.3

GWLA 사북 ○ Geo-layer 102 E 1.5 E 2 2.4

SAC 산청 DHT 407 C4 1.9 C 1.18 1.3

SACA 산청 ○ DHT 407 C4 1.9 C 1.18 1.3

HACA 삼가 ○ DHT 469 C3 1.65 C 1.18 1.3

SAJ 상주 DHT 434 C4 1.9 C 1.18 1.3

SAJA 상주 DHT 434 C4 1.9 C 1.18 1.3

SAJB 상주 ○ DHT 434 C4 1.9 C 1.18 1.3

SMKB 새만금 ○ Proxy 836 B 1 B 1 0.9

SGP 서귀포 DHT 364 C4 1.9 C 1.18 1.3

SGP2 서귀포 ○ DHT 364 C4 1.9 C 1.18 1.3

SES2 서산 ○ Proxy 836 B 1 B 1 0.9

SEO2 서울 ○ Proxy 400 C4 1.9 C 1.18 1.3

GUS 서천 Proxy 836 B 1 B 1 0.9

SECA 서천 ○ Geo-layer 570 C2 1.45 C 1.18 1.3

SEHB 서화 Proxy 340 D1 2.08 D 1.45 1.6

SH2B 서화 ○ Geo-layer 868 B 1 B 1 0.9

YPDB 소연평도 ○ Geo-layer 772 B 1 B 1 0.9

SKC 속초 Proxy 836 B 1 B 1 0.9

SKC2 속초 ○ MASW 811 B 1 B 1 0.9

ADOA 송현 ○ DHT 563 C2 1.45 C 1.18 1.3

SWO 수원 DHT 871 B 1 B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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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2 수원 ○ DHT 871 B 1 B 1 0.9

SUCA 순창 ○ Proxy 836 B 1 B 1 0.9

SCH 순천 Vs-image 539 C2 1.45 C 1.18 1.3

SCHA 순천 ○ Geo-layer 584 C2 1.45 C 1.18 1.3

SHHB 시흥 ○ Proxy 340 D1 2.08 D 1.45 1.6

ADO2 안동 ○ DHT 702 C1 1.28 C 1.18 1.3

AMD 안마도 ○ Proxy 836 B 1 B 1 0.9

ANM 안면도 Proxy 480 C3 1.65 C 1.18 1.3

ANMA 안면도 ○ Geo-layer 703 C1 1.28 C 1.18 1.3

YAY 양양 Vs-image 964 B 1 B 1 0.9

YAYB 양양 ○ Geo-layer 366 C4 1.9 C 1.18 1.3

YAPA 양평 ○ DHT 609 C2 1.45 C 1.18 1.3

ECDB 어청도 ○ Geo-layer 680 C1 1.28 C 1.18 1.3

YES 여수 DHT 310 D2 2.26 D 1.45 1.6

YESA 여수 ○ DHT 310 D2 2.26 D 1.45 1.6

YNDB 연도 ○ Geo-layer 668 C1 1.28 C 1.18 1.3

YNCB 연천 Proxy 162 E 1.5 E 2 2.4

YC2B 연천 ○ Geo-layer 375 C4 1.9 C 1.18 1.3

YEG 영광 Proxy 570 C2 1.45 C 1.18 1.3

YEGA 영광 ○ Geo-layer 521 C2 1.45 C 1.18 1.3

YOD 영덕 DHT 767 B 1 B 1 0.9

YODB 영덕 ○ DHT 767 B 1 B 1 0.9

YOA 영암 ○ DHT 648 C1 1.28 C 1.18 1.3

YEYB 영양 ○ Geo-layer 832 B 1 B 1 0.9

YOW 영월 DHT 549 C2 1.45 C 1.18 1.3

YOW2 영월 ○ DHT 549 C2 1.45 C 1.18 1.3

YJD 영종도 Proxy 480 C3 1.65 C 1.18 1.3

YJD2 영종도 ○ Proxy 480 C3 1.65 C 1.18 1.3

YOJ 영주 DHT 426 C4 1.9 C 1.18 1.3

YOJB 영주 ○ DHT 426 C4 1.9 C 1.18 1.3

YOC 영천 DHT 713 C1 1.28 C 1.18 1.3

YOCB 영천 ○ DHT 713 C1 1.28 C 1.18 1.3

YSAB 예산 ○ Geo-layer 577 C2 1.45 C 1.18 1.3

YCH 예천 Proxy 570 C2 1.45 C 1.18 1.3

YCHB 예천 ○ MASW 701 C1 1.28 C 1.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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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B 옥계 ○ DHT 618 C2 1.45 C 1.18 1.3

OKCB 옥천 ○ Geo-layer 369 C4 1.9 C 1.18 1.3

ULJ2 온정 ○ DHT 982 B 1 B 1 0.9

WAN 완도 DHT 758 C1 1.28 C 1.18 1.3

WAN2 완도 ○ DHT 758 C1 1.28 C 1.18 1.3

JEO2 완주 ○ DHT 687 C1 1.28 C 1.18 1.3

OYDB 외연도 ○ Geo-layer 637 C1 1.28 C 1.18 1.3

YKDB 욕지도 ○ Proxy 836 B 1 B 1 0.9

YINB　 용인 ○ Geo-layer 592 C2 1.45 C 1.18 1.3

UDO　 우도 ○ Vs-image 2488 B 1 A 0.82 0.8

ULDB 울릉도 Proxy 836 B 1 B 1 0.9

ULDR 울릉도 ○ Proxy 836 B 1 B 1 0.9

USN 울산 DHT 905 B 1 B 1 0.9

USN2 울산 ○ DHT 905 B 1 B 1 0.9

UJN 울진 DHT 472 C3 1.65 C 1.18 1.3

UJNA 울진 ○ DHT 472 C3 1.65 C 1.18 1.3

WJU2 원주 ○ Proxy 836 B 1 B 1 0.9

EMSB 음성 ○ DHT 736 C1 1.28 C 1.18 1.3

EURB 의령 ○ MASW 307 D2 2.26 D 1.45 1.6

EUS 의성 DHT 506 C3 1.65 C 1.18 1.3

EUSB 의성 ○ DHT 506 C3 1.65 C 1.18 1.3

ICN 이천 Proxy 836 B 1 B 1 0.9

ICN2 이천 ○ MASW 919 B 1 B 1 0.9

IKSA 익산 ○ Vs-image 2018 B 1 A 0.82 0.8

IJA 인제 SPT 644 C1 1.28 C 1.18 1.3

IJA2 인제 ○ Proxy 836 B 1 B 1 0.9

INC 인천 DHT 485 C3 1.65 C 1.18 1.3

INCA 인천 ○ DHT 485 C3 1.65 C 1.18 1.3

IMS 임실 DHT 492 C3 1.65 C 1.18 1.3

IMSA 임실 DHT 492 C3 1.65 C 1.18 1.3

IMSB 임실 ○ DHT 492 C3 1.65 C 1.18 1.3

IMWB 임원 ○ DHT 403 C4 1.9 C 1.18 1.3

JAS 장수 DHT 338 D1 2.08 D 1.45 1.6

JASA 장수 ○ DHT 338 D1 2.08 D 1.45 1.6

JAH 장흥 DHT 263 D3 2.48 D 1.4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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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HA 장흥 ○ DHT 263 D3 2.48 D 1.45 1.6

CHO 전주 SPT 380 C4 1.9 C 1.18 1.3

CHOA 전주 ○ Proxy 836 B 1 B 1 0.9

JES 정선 Vs-image 1873 B 1 A 0.82 0.8

JESA 정선 ○ Geo-layer 572 C2 1.45 C 1.18 1.3

JEU 정읍 Proxy 836 B 1 B 1 0.9

JEU2 정읍 ○ MASW 962 B 1 B 1 0.9

JEJB 정자 ○ Geo-layer 578 C2 1.45 C 1.18 1.3

JJU 제주 Proxy 480 C3 1.65 C 1.18 1.3

JJU2 제주 ○ Proxy 836 B 1 B 1 0.9

JEC 제천 DHT 367 C4 1.9 C 1.18 1.3

JECB 제천 ○ DHT 367 C4 1.9 C 1.18 1.3

SOD 종로구 Vs-image 826 B 1 B 1 0.9

SODA 종로구 ○ Geo-layer 955 B 1 B 1 0.9

JMJ 주문진 DHT 745 C1 1.28 C 1.18 1.3

JMJ2 주문진 ○ DHT 745 C1 1.28 C 1.18 1.3

JUR 중랑구 Vs-image 2465 B 1 A 0.82 0.8

JURA 중랑구 ○ Geo-layer 792 B 1 B 1 0.9

JNPA 증평 ○ Proxy 570 C2 1.45 C 1.18 1.3

JDO 진도 Proxy 836 B 1 B 1 0.9

JDO2 진도 ○ MASW 790 B 1 B 1 0.9

JIN 진주 DHT 724 C1 1.28 C 1.18 1.3

JINA 진주 ○ Geo-layer 436 C4 1.9 C 1.18 1.3

CHR 창녕 Vs-image 729 C1 1.28 C 1.18 1.3

CHRA 창녕 Geo-layer 762 B 1 B 1 0.9

CHRB 창녕 ○ MASW 222 D4 2.86 D 1.45 1.6

CEA 천안 Proxy 836 B 1 B 1 0.9

CEA2 천안 ○ Proxy 836 B 1 B 1 0.9

CWO 철원 Proxy 836 B 1 B 1 0.9

CWO2 철원 ○ Proxy 836 B 1 B 1 0.9

CSDB　 청산도 ○ Geo-layer 510 C3 1.65 C 1.18 1.3

CHS 청송 Vs-image 1813 B 1 A 0.82 0.8

CSO 청송 Proxy 836 B 1 B 1 0.9

CSOA 청송 ○ MASW 182 D4 2.86 D 1.45 1.6

CEJ 청주 DHT 248 D3 2.48 D 1.4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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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A 청주 ○ DHT 248 D3 2.48 D 1.45 1.6

CJD 추자도 ○ Proxy 836 B 1 B 1 0.9

CPR 추풍령 DHT  B 1 A 0.82 0.8

CPR2 추풍령 ○ DHT  B 1 A 0.82 0.8

CHY 춘양 DHT 588 C2 1.45 C 1.18 1.3

CHYB 춘양 ○ DHT 588 C2 1.45 C 1.18 1.3

CHC2 춘천 ○ DHT 974 B 1 B 1 0.9

CHJ2 충주 ○ DHT 936 B 1 B 1 0.9

CIG 칠곡 Proxy 690 C1 1.28 C 1.18 1.3

CIGB 칠곡 ○ Geo-layer 539 C2 1.45 C 1.18 1.3

TBA 태백 DHT 586 C2 1.45 C 1.18 1.3

TBA2 태백 ○ DHT 586 C2 1.45 C 1.18 1.3

TANB 태안 ○ Geo-layer 651 C1 1.28 C 1.18 1.3

TOY 통영 DHT 518 C3 1.65 C 1.18 1.3

TOY2 통영 ○ DHT 518 C3 1.65 C 1.18 1.3

PYC 평창 DHT 412 C4 1.9 C 1.18 1.3

PYCB 평창 ○ Geo-layer 342 D1 2.08 D 1.45 1.6

PTK 평택 Proxy 836 B 1 B 1 0.9

PTKA 평택 ○ Geo-layer 372 C4 1.9 C 1.18 1.3

PHA2 포항 ○ DHT 787 B 1 B 1 0.9

HAD 하동 Proxy 836 B 1 B 1 0.9

HADA 하동 ○ Geo-layer 579 C2 1.45 C 1.18 1.3

HALB 한림 ○ Geo-layer 845 B 1 B 1 0.9

HAMB 함양 ○ MASW 556 C2 1.45 C 1.18 1.3

HAC 합천 DHT 267 D3 2.48 D 1.45 1.6

HCNA 합천 ○ DHT 267 D3 2.48 D 1.45 1.6

HAN 해남 DHT 237 D4 2.86 D 1.45 1.6

HANB 해남 ○ DHT 237 D4 2.86 D 1.45 1.6

HOC 홍천 DHT 413 C4 1.9 C 1.18 1.3

HOCA 홍천 ○ DHT 413 C4 1.9 C 1.18 1.3

HAWB 화성 ○ Geo-layer 293 D2 2.26 D 1.45 1.6

HWCB 화천 ○ Proxy 340 D1 2.08 D 1.45 1.6

HES 횡성 Proxy 836 B 1 B 1 0.9

HESA 횡성 ○ Geo-layer 503 C3 1.65 C 1.18 1.3

HUK2 흑산도 ○ Proxy 836 B 1 B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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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성산포 Proxy 836 B 1 B 1 0.9

GEJB 거진 ○ Geo-layer 612 C2 1.45 C 1.18 1.3

SNGB 신기 ○ Geo-layer 522 C2 1.45 C 1.18 1.3

IJBA 인제북 ○ Geo-layer 588 C2 1.45 C 1.18 1.3

GMHB 김화 ○ Geo-layer 240 D4 2.86 D 1.45 1.6

NAMB 내면 ○ Geo-layer 602 C2 1.45 C 1.18 1.3

CGIA 청일 ○ Geo-layer 584 C2 1.45 C 1.18 1.3

GMPB 김포 ○ Geo-layer 439 C4 1.9 C 1.18 1.3

GACA 개천 ○ Geo-layer 450 C3 1.65 C 1.18 1.3

JUCA 주촌 ○ Geo-layer 489 C3 1.65 C 1.18 1.3

JNYA 진영 ○ Geo-layer 453 C3 1.65 C 1.18 1.3

MSNA 밀양산내 ○ Geo-layer 460 C3 1.65 C 1.18 1.3

MLGA 물금 ○ Geo-layer 611 C2 1.45 C 1.18 1.3

YGJA 용정 ○ Geo-layer 724 C1 1.28 C 1.18 1.3

JNHA 진해 ○ Geo-layer 404 C4 1.9 C 1.18 1.3

MMD 매물도 ○ Proxy 836 B 1 B 1 0.9

GGDA 강동 ○ Geo-layer 641 C1 1.28 C 1.18 1.3

GSNA 경주산내 ○ Geo-layer 640 C1 1.28 C 1.18 1.3

GIGA 기계 ○ Geo-layer 348 D1 2.08 D 1.45 1.6

GGGA 강구 ○ Geo-layer 711 C1 1.28 C 1.18 1.3

HMGA 호미곶 ○ Geo-layer 704 C1 1.28 C 1.18 1.3

HAWA 화원 ○ Geo-layer 578 C2 1.45 C 1.18 1.3

DGLA 동로 ○ Geo-layer 443 C3 1.65 C 1.18 1.3

YGAA 용암 ○ Geo-layer 1126 B 1 B 1 0.9

SUBA 수비 ○ Geo-layer 655 C1 1.28 C 1.18 1.3

BUSA 부석 ○ Geo-layer 620 C1 1.28 C 1.18 1.3

TAHA 태하 ○ Geo-layer 953 B 1 B 1 0.9

DNBA 단북 ○ Geo-layer 908 B 1 B 1 0.9

CGDA 청도 ○ Geo-layer 686 C1 1.28 C 1.18 1.3

YALB 야로 ○ Geo-layer 481 C3 1.65 C 1.18 1.3

MALA 마령 ○ Geo-layer 745 C1 1.28 C 1.18 1.3

NJDA 난지도 ○ Geo-layer 630 C1 1.28 C 1.18 1.3

GMNA 금남 ○ Geo-layer 861 B 1 B 1 0.9

SGMA 상면 ○ Geo-layer 620 C1 1.28 C 1.18 1.3

HAIA 하일 ○ Geo-layer 534 C2 1.45 C 1.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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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

코드

관측소

명

운영

여부
조사기법1)

VS30

(m/s)
2)

Sun et. al.

(2014)

내진설계기준연구II

(MOCT, 1997),

미국설계하중기준

(ASCE 7-16)
지반

분류
Fa3)

지반

분류

Fa(MOCT

,1997)4)

Fa(ASCE 

7-16)5)

BLLA 별량 ○ Geo-layer 516 C3 1.65 C 1.18 1.3

UNCA 웅촌 ○ Geo-layer 801 B 1 B 1 0.9

NCNA 내촌 ○ Geo-layer 539 C2 1.45 C 1.18 1.3

GODA 교동 ○ Geo-layer 595 C2 1.45 C 1.18 1.3

NLDA 나로도 ○ Geo-layer 686 C1 1.28 C 1.18 1.3

HGDB 홍도 ○ Geo-layer 797 B 1 B 1 0.9

JODB 조도 ○ Geo-layer 602 C2 1.45 C 1.18 1.3

HMPA 함평 ○ Geo-layer 597 C2 1.45 C 1.18 1.3

SMWA 심원 ○ Geo-layer 403 C4 1.9 C 1.18 1.3

NACA 내초 ○ Geo-layer 578 C2 1.45 C 1.18 1.3

ISGB 익산금강 ○ Geo-layer 724 C1 1.28 C 1.18 1.3

TAIA 태인 ○ Geo-layer 500 C3 1.65 C 1.18 1.3

DGHA 동향 ○ Geo-layer 593 C2 1.45 C 1.18 1.3

CGUB 청운 ○ Geo-layer 801 B 1 B 1 0.9

YUGA 유구 ○ Geo-layer 696 C1 1.28 C 1.18 1.3

BLGA 벌곡 ○ Geo-layer 628 C1 1.28 C 1.18 1.3

CJDB 춘장대 ○ Geo-layer 521 C2 1.45 C 1.18 1.3

DKSA 덕산 ○ Geo-layer 797 B 1 B 1 0.9

CGYA 청양 ○ Geo-layer 628 C1 1.28 C 1.18 1.3

AGSA 앙성 ○ Geo-layer 854 B 1 B 1 0.9

KOSB 고성 ○ Geo-layer 521 C2 1.45 C 1.18 1.3

UJBA 의정부 ○ Geo-layer 575 C2 1.45 C 1.18 1.3

MJDB 만재도 ○ Geo-layer 700 C1 1.28 C 1.18 1.3

IJDB 임자도 ○ Geo-layer 266 D3 2.48 D 1.45 1.6

HWDB 화도 ○ Geo-layer 825 B 1 B 1 0.9

MNDB 문덕 ○ Geo-layer 717 C1 1.28 C 1.18 1.3

YEAB 예안 ○ Geo-layer 626 C1 1.28 C 1.18 1.3

PYSB 표선 ○ Geo-layer 713 C1 1.28 C 1.18 1.3

KKDA 거금도 ○ Geo-layer 589 C2 1.45 C 1.18 1.3

YSDA 여서도 ○ Geo-layer 704 C1 1.28 C 1.18 1.3

HEDA 하의도 ○ Geo-layer 887 B 1 B 1 0.9

HGSA 홍성 ○ Geo-layer 358 D1 2.08 D 1.45 1.6

GKSA 곡성 ○ Geo-layer 601 C2 1.45 C 1.18 1.3

HTDA 하태도 ○ Geo-layer 893 B 1 B 1 0.9

DGJA 당진 ○ Geo-layer 419 C4 1.9 C 1.1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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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

코드

관측소

명

운영

여부
조사기법1)

VS30

(m/s)
2)

Sun et. al.

(2014)

내진설계기준연구II

(MOCT, 1997),

미국설계하중기준

(ASCE 7-16)
지반

분류
Fa3)

지반

분류

Fa(MOCT

,1997)4)

Fa(ASCE 

7-16)5)

GLSA 결성 ○ Geo-layer 323 D1 2.08 D 1.45 1.6

WICA 위천 ○ Geo-layer 684 C1 1.28 C 1.18 1.3

JLSA 지리산 ○ Geo-layer 535 C2 1.45 C 1.18 1.3

YDGA 영동 ○ Geo-layer 885 B 1 B 1 0.9

CGAA 청안 ○ Geo-layer 568 C2 1.45 C 1.18 1.3

JGNA 증산 ○ Geo-layer 440 C4 1.9 C 1.18 1.3

LIWA 이원 ○ Geo-layer 329 D1 2.08 D 1.45 1.6

SNNA 신녕 ○ Geo-layer 590 C2 1.45 C 1.18 1.3

PGEA 평은 ○ Geo-layer 511 C3 1.65 C 1.18 1.3

JAEA 재산 ○ Geo-layer 712 C1 1.28 C 1.18 1.3

GGTA 광탄 ○ Geo-layer 777 B 1 B 1 0.9

YAGA 양동 ○ Geo-layer 562 C2 1.45 C 1.18 1.3

YOGA 영북 ○ Geo-layer 671 C1 1.28 C 1.18 1.3

YGGA 양구 ○ Geo-layer 400 C4 1.9 C 1.18 1.3

NOSA 노성 ○ Geo-layer 669 C1 1.28 C 1.18 1.3

DNYA 단양 ○ Geo-layer 560 C2 1.45 C 1.18 1.3

CGPA 청풍 ○ Geo-layer 780 B 1 B 1 0.9

SIJA 시종 ○ Geo-layer 463 C3 1.65 C 1.18 1.3

MOGA 모곡 ○ Geo-layer 705 C1 1.28 C 1.18 1.3

GUJA 구좌 ○ Geo-layer 655 C1 1.28 C 1.18 1.3

HWSA 화서 ○ Geo-layer 441 C3 1.65 C 1.18 1.3

LMGA 임계 ○ Geo-layer 1019 B 1 B 1 0.9

ASNA 아산 ○ Geo-layer 742 C1 1.28 C 1.18 1.3

JNUA 전의 ○ Geo-layer 932 B 1 B 1 0.9

HONA 회남 ○ Geo-layer 1067 B 1 B 1 0.9

GAGA 가곡 ○ Geo-layer 684 C1 1.28 C 1.18 1.3

GGSA 금강송 ○ Geo-layer 975 B 1 B 1 0.9

SLSA 설성 ○ Geo-layer 405 C4 1.9 C 1.18 1.3

BOGA 보개 ○ Geo-layer 427 C4 1.9 C 1.18 1.3

JKJA 죽장 ○ Geo-layer 538 C2 1.45 C 1.18 1.3

WNBA 원북 ○ Geo-layer 873 B 1 B 1 0.9

YGBA 양북 ○ Geo-layer 503 C3 1.65 C 1.18 1.3

SKBA 석보 ○ Geo-layer 795 B 1 B 1 0.9

SGNA 성남 ○ Geo-layer 803 B 1 B 1 0.9

GLCA 갈천 ○ Geo-layer 354 D1 2.08 D 1.4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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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

코드

관측소

명

운영

여부
조사기법1)

VS30

(m/s)
2)

Sun et. al.

(2014)

내진설계기준연구II

(MOCT, 1997),

미국설계하중기준

(ASCE 7-16)
지반

분류
Fa3)

지반

분류

Fa(MOCT

,1997)4)

Fa(ASCE 

7-16)5)

CHDA 초도 ○ Geo-layer 560 C2 1.45 C 1.18 1.3

SESA 서석 ○ Geo-layer 884 B 1 B 1 0.9

CLSA 칠서 ○ Geo-layer 955 B 1 B 1 0.9

JCUA 주천 ○ Geo-layer 587 C2 1.45 C 1.18 1.3

SNDA 신동 ○ Geo-layer 636 C1 1.28 C 1.18 1.3

JAGA 장성 ○ Geo-layer 528 C2 1.45 C 1.18 1.3

BKWA 백운 ○ Geo-layer 474 C3 1.65 C 1.18 1.3

1) VS30 결정을 위한 조사 기법: DHT(다운홀시험), MASW(다중채널 표면파탐사), SPT(표

준관입시험), Geo-layer(공학적 지층분류), Vs-image(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 

결과), Proxy(경사도, 지표고, 지질도 기준의 지표특성)

2) 그림 3.2.19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우선순위를 적용함. 조사기법별 우선순위: ①

DHT, ②MASW, ③SPT, ④Geo-layer, ⑤Vs-image, ⑥Proxy. 그 외 관측기록(HVSR, 

P-wave)을 이용한 VS30 추정 기법의 관측소별 적용결과는 표 3.3.5와 표 3.3.6을 함께 

고려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함.

3) 표 3.2.31의 지반분류별 단주기 증폭계수

4) 표 3.3.8의 지반분류별 Seismic region I(지진구역 I)에 해당하는 단주기 증폭계수

5) 표 3.3.8의 지반분류별 SS ≤ 0.25 g인 단주기 증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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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파악을 위한 추가 지반조사 필요

앞서 구축한 전국단위 지진관측소 우선순위 기반의 지반특성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시범조사, 

1차조사, 2차조사에 걸쳐서 수행된 27개소의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진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해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한 관측소를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관측소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이번 과업을 통해 지반조사가 확보된 관측소는 제외한다.

(b) 지반조사 대상 관측소 선정을 위한 관측소 분류 기준에서 4등급과 5등급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선정한다. 

(c) 이번 과업 기간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이 어려웠던 관측소 중 지반조사 현장여건이 확인된 

관측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표 3.4.2. 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추가 수요 기상청 지진관측소 목록

관측소명 관측소 코드명 위도 경도 관측소 분류

가평 GAPB 37.8441 127.495 5

간동 HWCA 38.065 127.7746 5

강현 YAYA 38.1438 128.6025 5

공주 KOJ2 36.4708 127.1447 5

기린 IJAA 37.9471 128.3247 5

면온 PYCA 37.562 128.3778 5

보은 BON2 36.5482 127.7981 5

부여 BUYB 36.2726 126.9206 5

새만금 SMKB 35.6891 126.5561 5

서산 SES2 36.7893 126.4531 5

서울 SEO2 37.4939 126.9171 5

순창 SUCA 35.3737 127.1386 5

시흥 SHHB 37.3488 126.7039 5

영종도 YJD2 37.4802 126.4395 5

옥천 OKCB 36.3479 127.7957 4

원주 WJU2 37.4034 128.0527 5

익산 IKSA 36.0592 127.0619 5

제주 JJU2 33.4305 126.5463 5

증평 JNPA 36.7956 127.562 5

천안 CEA2 36.823 127.257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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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반조사 대상 관측소 선정 기준에 따라 표 3.4.1과 같이 25개소의 관측소를 목록화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지도상에 그림 3.4.1과 같이 도시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관측소는 흰색 삼각형으로 

표시하였으며, 추가 지반조사가 필요한 관측소는 녹색 삼각형을 표시하였다. 그 결과, 추가 조사 

대상 관측소는 대체로 중부 내륙 및 서부해안, 강원 산간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존의 지진기록 기반의 증폭특성이 의심가능 관측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부지분류 

테이블 정보와 HVSR 및 P파를 이용한 간접적 증폭특성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증폭특성 의심 

관측소를 선정한 후,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 연건을 확인하기로 한다.

그림 3.4.1. 추가 수요 지반조사 대상 기상청 지진관측소 위치도

철원 CWO2 38.0834 127.5205 5

한림 HALB 33.4021 126.273 4

화성 HAWB 37.0844 126.774 4

화천 HWCB 38.2215 127.6707 5

횡성 HESA 37.5407 127.956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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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표면 수준의 진도도 산출을 위한 부지분류지도 필요

부지분류 공간레이어(그림 3.2.75)를 기준으로 전국단위 10km×10km 격자망을 구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간보간(Simple Kriging)을 적용하였다. 이때 지반분류기준은 NEHRP(1997)로 

하며, 각 격자별로 B, C, D 등급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만약 단일 격자 내 2개소 

이상의 관측소가 위치한 경우, 등급이 더 낮은(예: B등급과 C등급이 있는 경우 C등급으로 표출) 

관측소 정보를 공간보간에 이용하도록 한다. 그 결과 그림 3.4.2와 같았다. 동남권 지역의 경우, 

부산 및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C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외 지역은 모두 B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수도권 지역, 대전 및 인접지역, 지리산 및 인접 산지는 대체로 B등급이었으며, 그 

외 지역은 모두 C등급이었다. D등급으로 결정된 경우는 서해안 일부 지역과 동해안 일부, 경상북도 

내륙 일부지역이었다. 그러나 기상청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시범적으로 

부지분류지도를 표출한 것이므로, 지역적 부지효과의 공간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측소 부지 외에 다수의 밀집도가 높고, 신뢰도가 확보된 지반조사 자료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그림 3.4.2. 기상청 지진관측소 부지분류 공간레이어를 이용한 VS30 기반 부지분류지도(NEHRP,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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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정 전·후 암반노두 수준의 진도도 비교

그림 3.4.2의 부지분류지도의 증폭계수를 적용하여 암반노두 수준과 지표 수준의 PGA의 보정이 

가능하다. 그림 3.4.3과 같이 지난 2017년 포항지진 본진시의 PGA 기반 계기진도도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부터 추출 받았으며, 이를 기준으로 암반노두수준의 

계기진도도를 표출하였다. 또한 앞서 부지분류지도의 격자별 증폭계수를 곱하였때, 즉 지표 수준의 

PGA 값을 보정하였다. 나절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전국단위의 진도도 보정을 위해서는 관측소 

부지 외의 지반조사 자료의 종합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계기 진도도의 경우, GMPE(Ground 

motion prediction equation)을 이용한 지진동 예측 적용이 필수적이므로 계기지진의 지표수준 

보정값을 이용한다면, 합리적인 지표수준 진도도 표출이 가능할 것이다.

(a) (b)

그림 3.4.3. 2017 포항지진(ML5.4) 발생시 (a) 증폭효과 제거(De-amplification)된 

암반노두수준의 계기 진도도와 (b) 부지분류지도(그림 3.4.2) 적용하여 지표수준으로 증폭보정된 

계기 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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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증폭특성과 지질특성과 상관성

표 3.2.1에 제시된 지진관측소 정보 테이블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 부지분류 필드 중에서 

부지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기반암 심도(H), VS30, VS,soil 3가지 매개변수에 대하여 관측소가 

위치한 지점의 지질특성(암상 및 지질시대)과의 대비를 수행하였다. 본 과제 수행의 결과로 

지진응답 매개변수가 조사 정리된 280개소의 지진관측소를 대상으로 1:50,000 수치지질도 및 

지질조사도폭을 참조하여 223개소의 지진관측소의 지질특성을 추출하여 정리하였으며, 관측소 

부지의 대표 암종, 지질시대에 따른 매개변수의 상관성을 고찰하였다.

 (1) 지진응답 매개변수와 암상(rock lithology)와의 관계

그림 3.4.4는 부지의 암종에 따른 매개변수의 변화를 도시하였으며 223개소 지진관측소 

부지에서 조사된 암종은 총 84개이다. 암종별로는 제4기 충적층이 82개소로 관측소 부지의 약 

37 %를 차지하며 중생대 쥬라기의 흑운모 화강암이 21개소,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 편마암 

14개소 순이며 나머지 107개 관측소에 81개 암종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그림의 상단에 표시한 

바와 같이 암종에 따른 기반암 심도(H), VS30, VS,soil 은 평균값이 각각 13 m, 1123.4 m, 607.8 

m, 표준편차는 각각 10.6, 561.5, 356.6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암종과 매개변수 간의 특별한 

경향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큰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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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지진관측소 하부 암종(rock lithology)-지진응답 매개변수 관계 (a) 기반암 

심도-암종, (b) VS30-암종, (c) VS,soil-암종.

 (2) 지진응답 매개변수와 암종의 기원과의 관계

그림 3.4.5는 지진관측소 부지에 위치하는 다양한 암종들의 기원에 따른 매개변수들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223개 지진관측소 부지의 암종들은 각각 화성기원이 66개(30%), 변성기원 

43개(19%), 퇴적기원 114개(51%)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원에 따른 기반암 깊이, VS30, VS,soil 

값의 대비를 수행하였다. 암종의 기원에 따른 지진응답 매개변수는 특징적인 상관성이 보이지 

않으나 VS30과 VS,soil에서 변성기원의 암석들에서 상대적으로 큰 값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다. 

그러나 다양한 암종에 따른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이를 서로 연계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반암의 두께는 암종의 기원과는 무관하게 관측소의 공간적인 

위치에 따른 것으로 그 평균값은 13.0 m 이며 표준편차는 10.6 로 관측소의 물리적 환경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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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4.5. 지진관측소 암종의 기원-지진응답 매개변수 관계 (a) 기반암 심도-기원, (b) 

VS30-기원, (c) VS,soil-기원.

 (3) 지진응답 매개변수와 암종의 지질시대와의 관계

그림 3.4.6은 지진관측소 부지의 다양한 암종들의 지질시대에 따른 매개변수들의 변화를 

도시하였다. 223개 관측소 부지의 암석은 선캠브리아기 35개(16%), 고생도 7개(3%), 중생대 

70개(31%), 신생대 93개(42%), 시대미상 18개(8%)로 분류된다. 지질시대별 기반암의 깊이는 

선캠브리아기 14.3 m, 고생대 8.9 m, 중생대 12.4m, 신생대 14.3 m, 시대미상 11.8m로서 평균 

깊이는 12.3m 이다(표 3.7.1). 고생대 암석이 위치한 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보이나 

큰 표준편차를 고려하면 특별한 상관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VS30, VS,soil 값들도 

동일하게 큰 표준편차를 감안하면 지질시대에 따른 변화를 지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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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4.6. 지진관측소 암종의 지질시대-지진응답 매개변수 관계 (a) 기반암 심도-지질시대, 

(b) VS30-지질시대, (c) VS,soil-지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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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지진관측소 암종의 지질시대-지진응답 매개변수

선캠브리아

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시대미상

기반암 깊이

(m)

평균 14.3 8.9 12.4 14.3 11.8

표준

편차
13.3 10.5 10.9 12.5 6.2

VS30

(m/s)

평균 1219.7 1032.3 1092.1 988.7 1160.0

표준

편차
839.5 363.9 572.6 516.1 483.2

VS,soil

(m/s)

평균 769.9 612.1 584.1 550.8 553.2

표준

편차
644.8 419.1 387.4 309.3 306.9

지진관측소의 지진응답 매개변수에서 지진파 증폭효과에 중요한 매개변수는 깊이 30 m 까지의 

전단파 속도(VS30)이다. 야외에서 관찰되는 많은 암석들은 단일광물이 아닌 여러 광물들의 혼합물 

형태로 존재하며, 주 구성광물 사이의 빈 공간에 기질(matrix), 공극, 유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

서 암석의 탄성파 속도는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종류, 특성, 구성비율, 결정구조, 공극율 등 많은 

인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탄산염광물인 방해석(Calcite)로만 구성된 순수한 석회암의 

경우 방해석의 전단파속도를 3.96 km/s로 가정하고 다른 인자를 고정하고 단순하게 공극율만 

10 %에서 30 %로 변화시키면 전단파 속도는 21 % 가량 감소한다. 보통 암석들은 단일 광물이 

아닐뿐만 아니라 생성 이후 지질학적인 진화과정을 겪으면서 구성물질의 강성(stiffness)과 압축

율(compressibility)이 변화하며 공극율(porosity)과 투수율(peameability)이 다양하게 나타난

다. 이런 이유로 동일한 암석이라도 넓은 범위의 탄성파 속도가 가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지층부터 제4기 층까지 다양한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번의 지체변동에 의한 변형을 받은 복잡한 지체구조 및 높은 변성작용 때문으로 층서 대비가 뚜렷하

지 않은 시대미상의 암석들도 많이 분포한다. 본 과제를 통하여 조사 정리된 지진관측소 부지의 

지진응답 매개변수과 부지의 지질특성과의 대비를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리된 자료에서는 매개

변수들과 다양한 암종별, 기원, 지질시대 같은 지질 특성과의 뚜렷한 상관성은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기법으로 조사되고 정리된 매개변수에서 특이값(outlier) 분석, 높은 표준

편차에 대한 해석(통계적 유효성 검토)과 개별 지진관측소 부지의 지질특성에 대한 이해를 재고하

여 대비를 수행한다면 증폭특성과 지질특성의 상관성 고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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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과제의 목표 달성도는 표 4.1.1과 같이 추진 일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4.1.1. 연차별 연구추진일정

1차 연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추진 일정 연구

개발비

(단위:

천원)

책임자

(소속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국내 지반 증폭특성 

문헌연구
20,000

김한샘

(KIGAM)

2
국내 관측소 

지반조사 자료 수집
20,000

조형익

(KIGAM)

3
최적 지반조사방법 

선정
30,000

선창국

(KIGAM)

4
지반조사 우선순위 

관측소 선정
30,000

선창국

(KIGAM)

5
시범 관측소 선정 및 

지반조사
30,000

김한샘

(KIGAM)

6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한 증폭특성 

정량화

50,000
조형익

(KIGAM)

7
증폭특성 정량화 

기법 제시
20,000

김한샘

(KIGAM)

2차 연도

1
1차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73,000

이용재

(희송지오텍)

2
지반조사 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40,000

조형익

(KIGAM)

3
1차 지반정보 DB 

구축
40,000

김한샘

(KIGAM)

4
지반 물리적 특성 

자료 처리
30,000

김병일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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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측소별 증폭특성 

평가
50,000

선창국

(KIGAM)

6
1차 지진관측소 

보정계수 결정
30,000

이문교

(KIGAM)

7
지질학적 

지진증폭특성 검증
28,000

조현무

(KIGAM)

3차 연도

1
2차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99,000

이용재

(희송지오텍)

2
지반조사 자료 수집 

및 품질관리
31,000

조형익

(KIGAM)

3
1차 지반정보 DB 

구축
30,000

김한샘

(KIGAM)

4
지반 물리적 특성 

자료 처리
30,000

김병일

(KIGAM)

5
관측소별 증폭특성 

평가
50,000

선창국

(KIGAM)

6
2차 지진관측소 

보정계수 결정
40,000

이문교

(KIGAM)

7
지질학적 

지진증폭특성 검증
30,000

조현무

(KIGAM)

8
지반조사 종합해석 

기반 부지분류
40,000

선창국

(KIGAM)

9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및 보정계수 DB 

구축

50,000
김한샘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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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분야 기여도

연구개발 관련하여 각 세부분야 목표에 대한 달성도와 기여도를 평가한다면 표 4.2.1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각 세부 연구목표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연구 추진 결과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

년도
2018

국내 

지반의 

증폭효과 

연구사례 

분석 / 

관측소 

지반조사 

자료 수집

국내 지반의 증폭특성 

문헌연구

문헌연구 / 

지반조사 

자료 수집 

여부 

10%

(20백만

원)
국내 관측소 지반조사 

자료 수집

기상청 

지진 

관측소에 

대한 

지반조사 

및 

증폭특성 

정량화 

기법 설계 

최적 지반조사방법 

선정
지반조사방

법, 전국 

관측소 

조사계획, 

증폭특성 

정량화 및 

보정 기법 

제시 여부

30%

(60백만

원)

지반조사 우선순위 

관측소 선정

조사 결과 기반 

증폭특성 정량화 및 

보정 기법 제시

일부 지진 

관측소 

시범 적용

시범 관측소 선정 및 

지반조사
시범 적용 

여부

60%

(120백

만원)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한 증폭특성 

정량화

2차

년도
2019

1차년도 

설계에 

의한 1차 

지진 

관측소 

지반조사

조사 방법을 적용한 

1차 지진 관측소 

지반조사

조사대상 

관측소 

지반조사 

자료 획득 

여부

70%

(210백

만원)지반조사 자료 수집 

및 자료 해석

조사 지진 

관측소에 

1차 대상 지진 

관측소 지반의 물리적 

조사대상 

관측소 

30%

(90백만

표 4.2.1. 평가 착안점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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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료 

처리 및 

결과 산출

특성 자료 처리

보정상수 

결정 여부
원)

부지 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관측소별 보정상수 

결정

3차

년도
2020

1차년도의 

설계 

결과에 

의한 2차 

지진 

관측소 

지반조사

조사 방법을 적용한 

2차 지진 관측소 

지반조사

조사대상 

관측소 

지반조사 

자료 획득 

여부

60%

(240백

만원)지반조사 자료 수집 

및 자료 해석

조사 지진 

관측소에 

대한 자료 

처리 및 

결과 산출

2차 대상 지진 

관측소 지반의 물리적 

특성 자료 처리
조사대상 

관측소 

보정상수 

결정 여부

20%

(80백만

원)

부지 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관측소별 보정상수 

결정

시범, 1차, 

2차 

지반조사

결과를 

종합한 

부지증폭

특성 

정량화 

기법 적용

조사 지진 관측소 

지반의 증폭특성에 

의한 지진관측 영향 

평가

조사 대상 

관측소 

부지분류 / 

증폭특성 

보정 기법 

적용 / 추가 

조사 수요 

제기 여부 

20%

(80백만

원)

조사 지진 관측소에 

대한 부지증폭특성 

보정기법 적용
지반조사결과 종합 

해석을 통한 추가 

조사 수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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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연구개발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 개발된 증폭특성 보정기법의 전국 단위 확대 적용과 지진조기경보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

해 전국단위 진도 예측에 부지증폭 효과 고려

  ○ 국가지진위험지도 개발에 직접 활용될 국내 지진동 예측식(GMPE:  Ground Motion 

Prediction Equation) 개발에 계측 지진기록의 부지효과를 고려한 활용

  ○ 시나리오 지진파 작성을 위한 강지진동 예측식의 입력 변수로 관측소 지반특성이 활용될 

수 있으며 관측소 계측지진기록을 통한 검증

  ○ 지진조기경보, 지진신속대응, 지진피해예측 등에 대한 연구개발 시 위치에 따른 지진동의 

크기 예측에 부지효과의 반영이 가능하며, 관측소 계기지진기록과 지반특성을 활용한 사

전 검증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포함된 지반분류

체계 및 설계 응답스펙트럼 검증 및 개선에 활용

  ○ 연구 결과를 통해 구축될 전국 단위 지진 관측소 지반특성은 학술적 발표 및 공유를 통

해 국내 지진 관련 연구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지반특성에 따른 증폭특성 보정기법의 전국 단위 확대 적용을 통해 계기진도 정보 산출 

시 부지증폭 효과를 고려한 실제 체감 수준의 진동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국가적 내진대책 수립을 위한 국내 고유의 부지효과 정량화 기초 자료로써 활용이 기대

  ○ 도출된 지반 특성과 그에 따른 지진파 증폭특성과의 상관관계는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내진설계기준 개발 및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진관측소 부지특성 DB의 하부지반구조와 지반특성값을 연계함으로써 지진 및 지반공

학 관점의 계측 지진동의 보정과 지반해석을 위한 입력변수로 활용

  ○ 관측소 부지특성 정량화 기법은 향후 행정안전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지

반 및 지표특성 자료를 연계함으로써 전국단위의 포괄적인 지진관측환경의 지진증폭특성 

정량화 연구에 활용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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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본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한 해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영국 British Geological Survey(BGS) 관련 연구 발표자료 및 브로슈어

  ○ 프랑스 French Geological Survey(BRGM) 관련 연구 발표자료 및 브로슈어

  ○ 프랑스 Fren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Transport, Development 

and Networks(IFFSTAR) 관련 연구 발표자료 및 브로슈어

  ○ 대만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Earthquake Engineering(NCREE) 관련 연구 

발표자료 및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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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보안등급 분류  일반 과제

결정사유
 본 연구는 일반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수행하
였고 공공적 성격의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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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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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 위험 요소는 없었으며 해당 연구기관 안전조치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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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번호

구분

(논문/

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사사 

또는

중복 사사)

특기 사항

(SCI 

여부/인용 

횟수 등)

1 기타

기상청 우선순위 

지진 관측소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개발자 대한민국 - 2020.12.31 - -

2 기타

지진 관측소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데이터베이스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개발자 대한민국 - 2020.12.31 - -

3 기타

지반분류 및 지진파 

증폭특성 보정 

매뉴얼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개발자 대한민국 - 2020.12.31 - -

4 논문

GIS-Based 

Optimum 

Geospatial 

Characterization 

for Seismic Site 

Eect Assessment 

in an Inland 

Urban Area, 

South Korea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

주저자 스위스 2.217 2020.10.23 중복사사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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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기타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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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지진관측소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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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지반조사
1.1 시추조사 현장사진

BH-1(송현)

작업전경(원경)

작업전경(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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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1(송현)

표준관입시험

시료채취



- 467 -

BH-1(송현)

코아채취

작업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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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2(울산)

작업 전 전경

작업전경(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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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2(울산)

작업전경(근경)

표준관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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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2(울산)

시료채취

코아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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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2(울산)

작업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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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3(거창)

작업 전 전경

작업전경(원경)



- 473 -

BH-3(거창)

작업전경(근경)

표준관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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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3(거창)

시료채취

코아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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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3(거창)

작업 후 전경



- 476 -

BH-4(삼가)

작업 전 전경

작업전경(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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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4(삼가)

작업전경(근경)

표준관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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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4(삼가)

시료채취

코아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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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4(삼가)

작업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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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5(포항)

작업 전 전경

작업전경(원경)



- 481 -

BH-5(포항)

작업전경(근경)

표준관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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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5(포항)

시료채취

코아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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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5(포항)

작업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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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추코어 사진첩

송현관측소(ADOA), 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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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관측소(USN2), B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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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관측소(KCH2), B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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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관측소(HACA), B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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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관측소(PHA2), B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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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추주상도

송현관측소(ADOA), 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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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관측소(ADOA), BH-1



- 491 -

울산관측소(USN2), B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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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관측소(USN2), B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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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관측소(KCH2), B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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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관측소(KCH2), BH-3



- 495 -

삼가관측소(HACA), B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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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관측소(HACA), B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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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관측소(PHA2), B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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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관측소(PHA2), B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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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향식 탄성파탐사

BH-1(송현)

수진기 삽입

지표송신: P파



- 500 -

지표송신: S파

자료취득 전경



- 501 -

BH-2(울산)

수진기 삽입

지표송신: S파



- 502 -

BH-3(거창)

수진기 삽입

지표송신: P파



- 503 -

지표송신: S파

자료취득 전경



- 504 -

BH-4(삼가)

수진기 삽입

지표송신: P파



- 505 -

지표송신: S파

자료취득 전경



- 506 -

BH-5(포항)

탐사장비 세팅

지표송신: P파



- 507 -

지표송신: S파

자료취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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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표면파탐사

예천관측소

수진기 설치

케이블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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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연결

탄성파 지표송신



- 510 -

함양관측소

수진기 설치

케이블 전개



- 511 -

탄성파 지표송신

자료취득 전경



- 512 -

의령관측소

수진기 설치

케이블 전개



- 513 -

탄성파 지표송신

자료취득 전경



- 514 -

거제관측소

수진기 설치

케이블 전개



- 515 -

탄성파 지표송신

자료취득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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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관측소

수진기 설치

케이블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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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지반조사
2.1 시추조사 현장사진

BU-1(백운산)

작업전경(원경)

작업전경(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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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1(백운산)

표준관입시험

시료채취



- 519 -

BU-1(백운산)

코아채취

작업 후 전경



- 520 -

CJ-1(충주)

작업전경(원경)

작업전경(근경)



- 521 -

CJ-1(충주)

표준관입시험

시료채취



- 522 -

CJ-1(충주)

코아채취

작업 후 전경



- 523 -

SW-1(수원)

작업전경(원경)

작업전경(근경)



- 524 -

SW-1(수원)

표준관입시험

시료채취



- 525 -

SW-1(수원)

코아채취

작업 후 전경



- 526 -

JM-1(주문진)

작업전경(원경)

작업전경(근경)



- 527 -

JM-1(주문진)

표준관입시험

시료채취



- 528 -

JM-1(주문진)

코아채취

작업 후 전경



- 529 -

CC-1(춘천)

작업전경(원경)

작업전경(근경)



- 530 -

CC-1(춘천)

표준관입시험

시료채취



- 531 -

CC-1(춘천)

코아채취

작업 후 전경



- 532 -

YA-1(영암)

작업전경(원경)

작업전경(근경)



- 533 -

YA-1(영암)

표준관입시험

시료채취



- 534 -

YA-1(영암)

코아채취

작업 후 전경



- 535 -

SP-1(서귀포)

작업전경(원경)

작업전경(근경)



- 536 -

SP-1(서귀포)

표준관입시험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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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1(서귀포)

코아채취

작업 후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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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추코어 사진첩

BU-1(백운산)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백운산

지진관측소

공  번 BUS-1 심도(GL.-m) 0.0 ~ 14.5m N o . 1 / 4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백운산

지진관측소

공  번 BUS-1 심도(GL.-m) 14.5 ~ 21.0m N o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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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백운산

지진관측소

공  번 BUS-1 심도(GL.-m) 21.0 ~ 27.0m N o . 3 / 4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백운산

지진관측소

공  번 BUS-1 심도(GL.-m) 27.0 ~ 30.4m N o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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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1(충주)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충주

지진관측소

공  번 CJ-1 심도(GL.-m) 0.0 ~ 8.0m N o . 1 / 5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충주

지진관측소

공  번 CJ-1 심도(GL.-m) 8.0 ~ 14.0m N o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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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충주

지진관측소

공  번 CJ-1 심도(GL.-m) 14.0 ~ 19.7m N o . 3 / 5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충주

지진관측소

공  번 CJ-1 심도(GL.-m) 19.7 ~ 25.5m N o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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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충주

지진관측소

공  번 CJ-1 심도(GL.-m) 25.5 ~ 30.0m N o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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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1(수원)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수원

지진관측소

공  번 SW-1 심도(GL.-m) 0.0 ~ 6.9m N o . 1 / 5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수원

지진관측소

공  번 SW-1 심도(GL.-m) 6.9 ~ 12.7m N o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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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수원

지진관측소

공  번 SW-1 심도(GL.-m) 12.7 ~ 18.6m N o . 3 / 5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수원

지진관측소

공  번 SW-1 심도(GL.-m) 18.6 ~ 24.5m N o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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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수원

지진관측소

공  번 SW-1 심도(GL.-m) 24.5 ~ 30.0m N o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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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1(주문진)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주문진

지진관측소

공  번 JMJ-1 심도(GL.-m) 0.0 ~ 7.4m N o . 1 / 5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주문진

지진관측소

공  번 JMJ-1 심도(GL.-m) 7.4 ~ 13.3m N o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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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주문진

지진관측소

공  번 JMJ-1 심도(GL.-m) 13.3 ~ 19.1m N o . 3 / 5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주문진

지진관측소

공  번 JMJ-1 심도(GL.-m) 19.1 ~ 24.1m N o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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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주문진

지진관측소

공  번 JMJ-1 심도(GL.-m) 24.1 ~ 30.3m N o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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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1(춘천)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춘천

지진관측소

공  번 CC-1 심도(GL.-m) 0.0 ~ 6.5m N o . 1 / 6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춘천

지진관측소

공  번 CC-1 심도(GL.-m) 6.5 ~ 12.1m N o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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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춘천

지진관측소

공  번 CC-1 심도(GL.-m) 12.1 ~ 17.8m N o . 3 / 6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춘천

지진관측소

공  번 CC-1 심도(GL.-m) 17.8 ~ 23.4m N o . 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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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춘천

지진관측소

공  번 CC-1 심도(GL.-m) 23.4 ~ 29.0m N o . 5 / 6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춘천

지진관측소

공  번 CC-1 심도(GL.-m) 29.0 ~ 30.5m N o . 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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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1(영암)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영암

지진관측소

공  번 YA-1 심도(GL.-m) 0.0 ~ 11.5m N o . 1 / 5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영암

지진관측소

공  번 YA-1 심도(GL.-m) 11.5 ~ 17.0m N o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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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영암

지진관측소

공  번 YA-1 심도(GL.-m) 17.0 ~ 23.0m N o . 3 / 5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영암

지진관측소

공  번 YA-1 심도(GL.-m) 23.0 ~ 28.6m N o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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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영암

지진관측소

공  번 YA-1 심도(GL.-m) 28.6 ~ 30.0m N o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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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1(서귀포)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서귀포

지진관측소

공  번 SP-1 심도(GL.-m) 0.0 ~ 7.4m N o . 1 / 4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서귀포

지진관측소

공  번 SP-1 심도(GL.-m) 7.4 ~ 13.7m N o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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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서귀포

지진관측소

공  번 SP-1 심도(GL.-m) 13.7 ~ 22.0m N o . 3 / 4

용역명
‘지진관측 증폭효과 보정을 위한 지역별 지표영향 연구’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진관측소 지반분류 연구
위 치

서귀포

지진관측소

공  번 SP-1 심도(GL.-m) 22.0 ~ 30.0m N o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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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추주상도

백운산관측소(BAU), B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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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관측소(BAU), B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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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관측소(CHJ2), C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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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관측소(CHJ2), C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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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관측소(SWO2), 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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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관측소(SWO2), S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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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관측소(JMJ2), J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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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관측소(JMJ2), J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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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관측소(CHC2), C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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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관측소(CHC2), C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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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관측소(YOA), Y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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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관측소(YOA), Y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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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관측소(SGP2), SP-1



- 570 -

서귀포관측소(SGP2), S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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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향식 탄성파탐사

BU-1(백운산)

수진기 삽입

지표송신: S파



- 572 -

CJ-1(충주)

수진기 삽입

지표송신: S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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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1(수원)

수진기 삽입

지표송신: S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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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1(주문진)

수진기 삽입

지표송신: S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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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1(춘천)

수진기 삽입

지표송신: P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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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1(영암)

수진기 삽입

지표송신: S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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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1(서귀포)

수진기 삽입

지표송신: S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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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면파탐사

고산관측소(GOS2)

수진기 전개

탄성파 지표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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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관측소(JDO2)

수진기 전개

탄성파 지표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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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관측소(JEU2)

수진기 전개

탄성파 지표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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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령관측소(CPR2)

수진기 전개

탄성파 지표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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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관측소(SKC2)

수진기 전개

탄성파 지표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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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관측소(ICN2)

수진기 전개

탄성파 지표송신



부록 2. 지반분류 및 지진파 

증폭특성 보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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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반분류 및 지진파 증폭특성 보정 매뉴얼 개요

◯ 지반분류 및 지진파 증폭특성 보정 매뉴얼은 본 과제의 최종보고서의 전자파일 형태의 부

록으로 수록된다. 

◯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정량화에 특화된 지반조사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 성과지표로서 함께 도출된 지진관측소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설명 및 사용 설명이 

포함되었다.

◯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전단파속도 추정 방법과 지진응답 매개변수 변환 방법을 설

명하였다.

◯ 지진응답 매개변수 기반의 부지분류 방법과 증폭계수를 이용한 계측 PGA 보정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 지반조사를 통한 전달함수를 이용한 지진파 증폭 보정방법을 설명하였다.

◯ 지진관측기록을 활용한 지진증폭 보정 방법을 설명하고, 실지진기록과의 보정기법의 적용성 

검증 방법을 설명하였다.

◯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구축과 이용 방법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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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진관측소 지진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지반조사

1. 지반조사 방법

지진관측소 지진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지반조사 수행 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표면파탐

사, 다운홀테스트)를 중심으로 품질관리(QC)와 조사자료의 품질 향상처리(Data assurance)

를 위한 단계별 공정에 따른 지침을 정리하였다. 해당 과업이 진행됨에 있어 전반적인 업무의 

흐름은 표 2.1과 같이 대분된다.

표 2.1 지반조사 업무 흐름

구 분 내 용

1) 과업준비

① 업무협의

  ‧ 지반조사 대상관측소 선정

  ‧ 시추조사, 물리탐사 계획 및 검토

  ‧ 예비탐사 개소 확정

② 현장답사

  ‧ 지진관측소 주변 지반조사 작업여건에 대한 확인

  ‧ 지반조사 수행 시 민원발생 요소 파악

③ 시추조사 관련 부지 사용 동의 및 인허가 처리

④ 시추공 위치, 물리탐사 측선 및 측점 위치 등 세부사항 협의

2) 현장조사

① 협의된 설계에 따른 지진관측소별 지반조사 수행

  ‧ 표준관입시험 및 시료(토사/암석)채취 수행

  ‧ 시추주상도 작성

  ‧ 시추조사 후속 공정(다운홀테스트 등)을 위한 PVC 케이싱설치

  ‧ PVC 설치 시 공벽과의 밀착을 위한 토사 채움 또는 그라우팅 수행

③ 자료취득 변수 결정 후 물리탐사 및 검층 수행

④ 취득자료의 자료처리 결과에 따른 재탐사 여부 결정

⑤ 현장정리 및 종료

3) 조사 성과품

① 과업준지 단계 시 협의한 내용을 고려한 종합해석

  ‧ 시추조사 및 탐사자료 종합해석

②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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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추조사

시추조사는 지표로부터 지하 깊은 곳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험공을 굴진하여 지반

의 성상을 조사하고, 각종 실내시험에 사용할 교란 및 불교란 시료 또는 암석시료 채취 및 각종 원

위치시험을 시행하여 조사 목적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다. 

시추조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작업수를 사용하면서 드릴로드와 비트를 이용하여 지층의 연속적

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회전수세식 방법, 작업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층의 연속적

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무수보링 방법 및 나선형 오거를 이용하여 천부심도 또는 연약

지반의 교란된 토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오거보링 방법 등이 있으며 시추조사 전경은 그림 2.1과 

같다.

(a) 시추장비 세팅 (b) 표준관입시험

(c) 토사시료 채취 (d) 암석시료 채취

그림 2.1 시추조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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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식 시추조사의 굴진 구경은 NX(76mm)이며 공벽 붕괴가 없는 지층까지 Casing을 삽입하

여 공벽을 유지시킨다. 토사구간에 대해서는 흙의 경연 및 다짐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관입

시험을 수행하고, Split Barrel Sampler로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는 흙의 상태 

즉 점성토의 경우 연경도, 사질토의 경우 상대밀도와 습윤도, 색, 토질 등을 감별하여 기록 후 시료

병에 넣어 보관하고, 암석시료는 Core 회수율을 높이고, 정확한 암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Duble-Triple Tube Core Barrel 및 Diamond Bit를 사용하여 시료 채취 후 코아회수율(TCR, 

Total Core Recovery), 암질지수(RQD, Rock Quality Designation)를 측정하고 균열정도, 풍화

정도, 강도 등을 조사하여 시추주상도에 기록한다. 시추조사 흐름도 및 모식도는 그림 2.2와 같다.

(a) 시추조사 흐름도 (b) 시추조사 모식도

그림 2.2 시추조사 흐름도 및 모식도

과업은 주로 공공시설 부지 또는 산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작업 전 과업지역 공공기관 관리

담당자에게 작업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작업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시추공 굴진과 관련한 품질관리 부분은 크게 코어회수율 증대와 후속 공정을 위한 시추공 

유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시추 코어회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정리하면 표 2.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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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코어회수율 증대(95% 이상)를 위한 지침

구 분 내 용

와이어라인 삼중코어

배럴 사용(NQ3배럴)
‧ 코어배럴 내 inner tube만 와이어로 인발, 작업효율 높임

전문기술자 현장상주
‧ 경험 풍부한 기술자 상주시킴(굴진, 작업수관리, 공벽보강 등 

총괄 관리)

전문 시추인력 투입
‧ 500m 이상 시추 경험자 투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

황에 따른 신속/정확한 대응

최적비트 적용
‧ 암석의 연경도에 따라 1∼13까지의 다이아몬드 비트가 제조됨

‧ 회수된 코어상태와 굴진상황을 고려한 최적비트 교체적용

굴진속도 조절 및 굴

진장 축소

‧ 연약대 또는 파쇄대 조우 시 굴진속도 감소를 통한 코어유실 방지

‧ 통상 3m에서 1m로 축소를 통한 육안확인 빈도 높임

다음으로 시추공 유지를 위한 PVC 케이싱 설치 시 공벽사이 그라우팅 방법으로는 직경 

60mm의 PVC 케이싱을 시추심도까지 삽입하는데 PVC 케이싱의 끝은 마개로 막아 그라우팅

재가 케이싱 안으로 역류하지 못하게 조치한다. 그라우트재 주입 시 주입압력은 최대 

10kgf/cm2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시추심도 30m의 시추공을 기준 공당 예상 주입량은 

0.051m3이 된다. 물과 시멘트 몰탈의 혼합비는 3:2로 배합하고 주입 상태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해야 하며 그라우팅 작업 모식도 및 흐름도는 그림 2.3과 같다.

(a) 그라우팅 모식도 (b) 작업 흐름도

그림 2.3 시추공 유지를 위한 PVC 케이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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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채널 표면파탐사(MASW)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는 표면파의 분산특성을 이용하여 천부 전단파 속도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탐사방법이다. 조사지역에 따라 적절한 수진기 간격과 송신원을 사용하고 최대한 시추위

치에 인접할 수 있도록 측선을 설정한다. 조사지역이 평탄하지 않고 경사진 경우 이에 대한 방

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표면파탐사에 사용되는 수진기는 지표에 연직방향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경사진 비탈면에 수진

기를 설치할 때에도 비탈면에 수직이 아닌 중력 방향으로 설치한다. 보통 수진기는 송곳 모양의 발

을 지면에 고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육상 스트리머(streamer)와 같이 끌고 다닐 수 있는 장비

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림 2.4의 육상 스트리머는 수진기를 각각의 판에 고정하고 이 판을 벨트나 

선 등으로 연결하여 수진기 전체를 한꺼번에 끌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이다. 

그림 2.4 육상 스트리머를 이용한 측정 개념도

다중채널 표면파탐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1) 조사 지역에 대한 고찰을 통해 측선 설정

(2) 탐사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수진기 간격, 송신원 종류 및 위치 선정

(3) 탐사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샘플링 간격 및 개수 등 측정변수 설정

(4) 현장 탐사

  ① 측량 자료 및 줄자 등을 통한 측점 위치 선정

  ② 측점 위치에 수진기 설치 후 케이블을 이용 각 수진기 및 장비에 연결

  ③ 샘플링 간격 및 개수, 스택 방법 및 개수, 송․수신점 위치 등 입력 후 주변 잡음 및 수진

기 테스트

  ④ 수진기 감도가 좋지 않은 곳에 대해서 수진기 교체 또는 재설치

  ⑤ 발생된 탄성파의 흡수를 막기 위하여 성토층이나 표토층을 제거하여 평판이 지면에 밀

착되도록 정지작업 수행

  ⑥ 트리거를 설치한 후 트리거 케이블을 이용하여 장비에 연결

  ⑦ 해머, 중추 또는 바이브로사이즈 등을 이용하여 탄성파 발생 후 각 수진기에서 진동 측

정(해당 송신점에서의 자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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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5Hz 수진기 설치 (b) 탄성파 케이블 연결

(c) 탄성파 송신1 (d) 탄성파 송신2

그림 2.5 다중채널 표면파탐사 전경

취득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지진관측소의 위치적인 조건

에 따라 음원의 종류, 취득되는 자료의 파형 관찰, 수진기 간격, 수진기의 중심주파수, 기록시

간이 있다. 먼저 음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현존하는 여러 탄성파 송신원 중 표면파의 주파수적

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저주파수 특성의 송신원이 적합하다. 해당 송신원으로는 붐저 또는 

중추낙하(weight drop) 방법이 있으며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a) 붐저(출처: 희송지오텍) (b) weight drop(출처: GeoExpert)

그림 2.6 표면파탐사용 추천 송신원 예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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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취득하는 표면파탐사 자료는 1회의 송신으로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지는 않기에 

여러 번의 자료 중합(stack)을 통하여 자료의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잡음(noise)의 제거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표면파탐사용 수진기로는 중심주파수가 4.5Hz 이하인 수진기가 적합하며, 지

진관측소 입지에 따라 수진기 간격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수진기 간격은 1.0m 또는 

2.0m 간격을 유지하며, 표면파탐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간격을 조정하여 재탐사를 실시한다. 

수진기 간격 및 탐사측선 펼침길이 조정은 가탐심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목적심도에 

맞게 조정한다. 표면파탐사 시 1회성 타격에 의한 방법(active mode)으로 자료를 취득하다보

면 10Hz 이하의 속도구조에 대한 정보가 불량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시진동에 의한 방법(passive mode)으로 취득한 자료와의 복합해석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active mode의 경우 기록시간은 1초 이상, passive mode에서는 25초 이상으로 

자료를 기록해야 한다. 표면파탐사 복합해석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는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그림 2.7 표면파탐사 자료의 복합해석(active+passive)에 대한 이해(출처: Surfs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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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 hole Test)

하향식 탄성파탐사는 심도별 P파 및 S파의 속도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탐사방법이며, 지표

에서 탄성파를 발생시켜 시추공 안에 설치한 수진기를 통해 탄성파를 기록한다. 지표로부터 시

추종료 심도까지 매 1m 간격으로 자료를 취득해야 하며 반드시 3성분(vertical, longitudinal, 

tansverse) 수진기를 사용한다.

현장에서 다운홀 테스트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추조사 자료를 참조하여 측정간격을 결정

(2) 탐사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샘플링 간격 및 개수 등 측정변수 설정

(3) 현장 탐사

  ① 시추공에 스틸 케이싱이 되어 있는 경우 스틸 케이싱을 따라 전파되는 파가 측정되는 파가 

중첩이 되지 않게 시추공과 송신원과의 거리 결정

  ② 나침반을 이용하여 수진기의 수평성분과 일치되게 S파 타격판 위치 결정

  ③ P파 및 S파 송신원 지점에서 발생된 탄성파의 흡수를 막기 위하여 성토층이나 표토층이 존

재할 경우 이를 제거하고 평판이 지반에 잘 밀착되도록 지표면을 편평하게 정지작업 수행

  ④ S파 송신원 평판을 수진기의 수평성분 방향과 일치하게 지표에 설치

  ⑤ P파 송신원 평판을 S파 송신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지점에 설치

  ⑥ 줄자 등을 이용하여 P파와 S파 송신원 위치와 지표위에 노출된 케이싱 길이 측정

  ⑦ 케이블을 각 수진기 및 장비에 연결

  ⑧ 샘플링 간격 및 개수, 스택 방법 및 개수, 송․수신점 위치 등 입력

  ⑨ 트리거 케이블을 해머 및 장비에 연결하고 수진기를 시추공에 삽입

  ⑩ 수진기를 시추공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하며 측정하는 하향(Downhole) 탐사시에는 수진기

를 시추공 상부에 위치, 반대방향으로 측정하는 상향(Uphole) 탐사시에는 수진기를 시추공 하부

에 위치시킴

  ⑪ 햄머 또는 중추 등을 수직방향으로 가격하여 P파를 송신, 수진기에서 진동 측정(하나의 P파 

자료 획득)

  ⑫ 해머 등을 평판의 양쪽 옆면에 각각 수평방향으로 가격하여 S파를 송신하며 수진기에서 진

동 측정(두개의 S파 자료 획득)

  ⑬ 신호가 미약할 시 여러번 가격하여 이를 중합(Stack)합으로써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켜 

자료 획득

  ⑭ 양방향에 송신한 S파의 측정자료가 180ﾟ의 위상차 즉, 극성 역전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

고 극성 역전이 안 보이면 S파 재송신

  ⑮ 수진기를 다음 측정 위치로 이동한 후 ⑪∼⑭ 과정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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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5Hz 수진기 설치 (b) 탄성파 케이블 연결

(c) 탄성파 송신1 (d) 탄성파 송신2

그림 2.8 다중채널 표면파탐사 전경

하향식 탄성파탐사 수행 시 품질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으로 공벽과 케이싱 

사이의 밀착정도, P파 및 S파 타격판 설치, 3성분 수진기의 자북정렬, S파의 위상반전 확인을 

꼽을 수 있다.

공벽과 케이싱 사이의 밀착정도는 앞서 시추조사 부분(시추공 유지를 위한 PVC 케이싱 설

치)에서 다루었기에 P파 및 S파 타격판 설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하향식 탄성파탐사에서 타격판은 시추공으로부터 1∼5m 지점에 위치시킨다. P파 타격판의 

경우 방향에 상관없이 이격거리만 고려하면 되고 S파 타격판의 경우에는 나침반을 이용하여 

타격판의 장축방향이 동서 내지 남북방향이 되게 위치시킨다. 지표면과의 밀착을 위해 타격판

이 위치하는 부분은 정지작업을 실시하고 S파 타격 시에는 타격판 상부에 되도록 무거운 물체

를 올려놓거나 가능한 경우 차량으로 타격판을 밟아 지표면과의 밀착을 최대화시키는데 노력

해야 한다. 그림 2.9는 S파 타격판의 유형 및 지표면과의 밀착방법에 대한 예시이다.



- 594 -

(a) S파 타격판 유형-1(한국과학기술원) (b) S파 타격판 유형-2(경희대학교)

(c) S파 타격판 유형-3(아시아지오컨설턴트) (d) 차량을 이용한 S파 타격판 밀착

그림 2.9 S파 타격판의 형태 및 지면 밀착 방법 예시

하향식 탄성파탐사 S파 자료취득에 있어 3성분 수진기의 자북정렬 및 위상반전 확인은 반드

시 필요하다. S파는 탄성파의 전파방향에 수직인 2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S파의 초

동(first arrival)이 쉽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상반전을 확인하

며 정확한 초동을 인식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림 2.10은 P파 및 위상반전이 확인된 S파 취득자

료의 좋은 예이다. 

(a) P파 취득자료 (b) S파 취득자료

그림 2.10 하향식 탄성파탐사 취득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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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물성값 처리

  ○ SPT 에너지 효율 측정을 통한 N값 보정

표준관입시험은 시험 자체의 근복적인 한계와 시험 수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 

경험 관계의 과도한 확대 적용, 사용장비의 비표준화 등으로 그 신뢰성과 재현성에 대해서 끊

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시험 결과의 오‧남용으로 설계와 시공 품질에 적지 않게 악영

향을 미친 사례들 또한 보고된 바 있다. 많은 현장에서 표준관입시험 결과인 N값의 적용성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연약지반이나 구조물 기초분야에서는 잦은 설계변

경과 시공비 상승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자의 자격기준과 표준

화되지 않은 표준관입시험 방법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

나라에서는 1992년 이후 표준관입시험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머의 에너지 전달 

효율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지반공학회가 주

축이 되어 N값 적용의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와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문

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밖에 국제지반공학회(ISSMGE, International Society 

of Soil Mechanics and Geo technical Engineering)에서도 이 점을 중요시하여 표준관입시

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 햄머의 에너지 효율을 실측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대형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설계 시에 표준관입시험 해머의 에너지 

전달 효율을 측정하고, 보정을 통해 N값을 수정하여 해석에 적용하는 방식이 원칙으로 자리잡

아가고 있다. SPT 에너지 효율측정 시험방법 모식도 및 전경은 그림 2.11과 같다.

(a) SPT 에너지 효율측정 시험 모식도 (b) SPT 에너지 효율측정 시험전경

그림 2.11 SPT 에너지 효율측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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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입시험 시 보링로드에 전달되는 타격에너지를 측정하여 이론적 에너지(효율 100%)와 

실측에너지를 비교함으로써 N값을 보정할 수 있다. N값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변수들 중에 하나는 각각의 SPT 해머 타격시 드릴 로드 스템(Drill Rod Stem)

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전달되는 에너지의 범위는 이론적인 최대 에너지의 30∼90%가 

되며, N값은 전달되는 에너지에 필연적으로 반비례한다(Schmertmann and Palacios 1979). 

미국에서는 전달되는 에너지가 흔히 이론적 최대 에너지의 55∼60%이기 때문에 Seed et al. 

(1984)은 N60를 표준으로 추천하였다. N60 값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N60 = Nm

ERm

60

여기서 Nm은 측정된 타격 횟수,  ERm은 측정된 전달되는 에너지 비(%)이며, N60은 에너

지 비 60%에 대한 타격 횟수이다. 이와 같은 SPT 에너지 효율 측정을 통한 N값 보정을 실

시하여 지반조사 자료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산출된 S파 속도 값의 결정

하향식 탄성파탐사 결과 중 S파의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직접법(direct method), 간

접법(interval method), 수정간접법(modified interval method), 굴절경로법(refracted ray 

path method)이 있으며 신뢰도 있는 S파의 속도 산출을 위해서는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

로 산출된 속도 값을 비교해야 한다. 각각의 속도결정 방법은 그림 2.12에 나타내었다.

(a) 직접법(direct method) (b) 간접법(interval method)

(c) 수정간접법(modified interval method) (d) 굴절경로법(refracted ray path method)

그림 2.12 S파 속도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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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진관측소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테이블 구조)

지진관측소의 착공 또는 기타 목적에서 조사된 지반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력하고 지진

관측소 부지특성 평가 및 관측소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지진관측소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표

준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진관측소 부지의 지진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해서는 관측소 부지 내 

시추조사, 공내탄성파탐사, 표면파탐사 결과로부터 지반 경계조건과 주상도 형태의 층상 및 강

성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진응답 매개변수 및 연계 부지분류의 효율화를 위해 조사 

방법 및 획득 물성값의 필수속성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에 지반조사 자료 관리에 필요한 

지진관측소 부지 내 모든 자료들을 엄정하게 조사, 분류하고 특성에 따라 표준화하였다. 

지반조사 자료의 표준화란 자료를 주제에 따라 층상정보, 전단파속도 등 현장시험정보, 토사

시료의 실내시험 결과와 같은 형태로 구분하고 각 정보에 대한 필수적인 기재 항목을 선별하

여, 각 정보 간 관계성을 정립하는 것을 뜻한다. 모든 정보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데이터베

이스에 입력된다. 

그림 3.1은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의 개괄적 구조이며, 그림의 화살표는 각 테이블간의 상하

위 관계를 나타낸다. 최상위 테이블은 크게 ‘지진관측소 일반정보(T_Station)’, ‘지반조사 

DB’, ‘부지분류 DB(T_Site_Class)’로 구성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Relational data 

base model)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림 3.1. 기상청 지반특성 데이터베이스 표준안(테이블 구성, DB_sch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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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모델은 데이터 테이블, 뷰 및 인덱스와 같은 논리 데이터 구조가 물리적인 스토리지 

구조와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리 덕분에 지진관측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지

반특성 및 부지분류 정보의 논리 구조로서의 해당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

고 물리적인 데이터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

더라도 그 안에 저장된 테이블의 이름은 변경되지 않다.

각 테이블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구성되며, 관측소 코드(또는 관측소명)에 따라서 테이블간 

빠른 참조를 위해 단일 Key Filed(고유 키 필드; 관측소코드)를 구성하였다. 이중 ‘지진관측

소 일반정보(T_Station)’은 현행 운영기준의 기상청 지진관측소의 위치, 센서, 관측관련 현황 

정보가 입력되며, 하위 테이블간 연결 Key Field 인 관측소 코드를 기준으로 각 관측소별로 

하위 테이블인 지반조사 DB와 연계되어 도출되는 부지분류 DB 정보가 연결된다.

지반조사 DB로부터 지진응답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각 기초정보별로 부지분류 절차(지층정

보 기준 부지분류, 표준관입시험 기준 부지분류, 전단파속도 기준 부지분류, 전단속도 이미지 

기준 부지분류)를 적용한다. 적용결과는 개별 테이블로 구성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각 관측

소별로 기초정보에 따른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 결정 우선순위 적용 결과는 ‘부지분류 

DB(T_Site_Class)’에 일괄적으로 정리되었다.

본 과업에서는 지진관측소 부지 데이터베이스의 현업 적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

트 입력 툴로써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각 시트(Sheet)별 연결 관계와 각 열(Row)의 속

성정보인 Field명을 정의하고, 입력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구축된 지진관측소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이전되어 관측이 종료된 관측소 부지, 현행 운영중인 관측소 부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운영 중인 관측소 지반정보와 부지분류 정보를 활용하여 관측기록 기반 또는 지반조사 

기반의 계기지진 및 지진파 보정이 가능하다. 이전되어 관측이 종료된 관측소 부지의 지반조사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관측기록 및 계기진도도의 증폭특성 보정(분석)에 이용 가능하다. 제5장

의 지반조사 기반 지진증폭 보정을 함에 있어 구축된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되, 신뢰

도 높은 보정기법의 결정 및 검증을 위해서 전단파속도 주상도(VSP, Vertical seismic 

profile)를 확보된 관측소 부지에 국한하여 절차를 설명하였다.

1. 지진관측소 정보

  ○ 지진관측소 정보 테이블 구성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T_Station)은 표 3.1과 구성된다. ‘구분’정보는 데이터베이

스 내 관측소를 분류하기 위해 숫자형 변수로 입력되며, 현행 운영 여부와 이전 및 신설관측소

의 구분을 위해 기존 관측소 대비 이전된 경우 구분 번호에 이어‘-’으로 구분한다. ‘지점

명’은 기상청 지진관측소명으로 정의되며, 현재까지 관측 종료, 운영, 신설된 모든 관측소 정

보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다. ‘코드명’은 최상위 테이블인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의 Key Field로 정의되며, 관측소 고유 코드로서 중복이 불가하다. 도로명 주소는 관측

소 좌표를 기준으로 현 행정관리 도로명 주소가 입력된다. ‘좌표 및 고도’ 정보는 경위도 좌

표와 고도가 입력된다. ‘속도계’와 ‘가속도계’ 정보는 각 센서 타입과 설치깊이가 입력되

며, ‘0’인 경우 지표형 관측소로 정의된다. ‘관측시점’은 관측계시일과 관측종료일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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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종료된 관측소는 관측종료일이 기록되어, ‘운영/폐쇄’정보에 공백으로 표기된다. 

관측소별 경위도 공간좌표를 토대로 이전되어 운영 중인 관측소 중에서 이전되어 관측 종료

된 관측소와 공간상 수 m 이내로 이격된 경우, 종료 관측소에서 수행된 과거 지반조사 자료를 

대체하여 제5장의 지반조사 기반 지진증폭 보정에 이용한다.

  ○ 지반조사 결과 요약

‘과거 지반조사 결과 요약’ 정보는 ‘지반조사 일반정보(T_Project)’이하 테이블에 입력

된 주요한 지반조사 물성값 정보(전단파속도 측정 기법, 전단파속도 이미 획득 여부, 기반암 

심도 및 전단파속도 등)가 입력되도록 한다. 따라서, 지반조사가 수행되지 않은 관측소의 경

우, 공란으로 처리한다. ‘Vs 기법’은 전단파속도를 획득한 탄성파탐사 기법을 입력한다. 

‘Vs 분포도 이미지 여부’는 지반조사 보고서에 표면파탐사의 결과로서 기록된 이미지 형태

의 전단파속도 분포도 이미지의 확보 여부를 ‘○’과 공란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획득한 전

단파속도의 경우, 전체 지층 주상도 외에 암반 지층에 국한되어 측정된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지진응답변수 추정 및 부지분류에 이용하기 위해서 ‘Vs 주상도 시작 심도’와 

‘Vs 주상도 종료 심도’를 입력하다. 

‘기반암 심도’는 시추주상도 상 공학적 기반암(연암 이하; 연암, 보통암, 경암)으로 정의

된 암종의 시작 심도를 기록한다, ‘기반암 Vs’는 시추주상도와 함께 공내탄성파탐사, 표면

파탐사 등을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함께 획득된 경우, 앞서 ‘기반암 심도’와 대응되는 

전단파속도값을 입력한다. 마찬가지로 ‘풍화암 시작심도’와 ‘풍화암 종료심도’는 시추주상

도 상 풍화암이 출현한 경우에 입력하며, 시작심도와 종료심도로 구분된다. 조사연도는 시추조

사 및 탄성파탐사 조사 연도를 입력한다. 만약, 2차례 이상의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조

사연도를 입력한다. 

특히, 신규 지반조사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해당 필드정보에 입력함으로써 시추

조사 및 전단파속도 정보 테이블에 입력하기에 앞서 지진증폭특성을 전문가 관점에서 추정 가

능하다. 이전되어 현재 운영 중인 관측소 중에서 앞서 설명한 대로 동일 지역에 관측 종료된 

관측소가 수 m 이내인 경우, 지반조사 결과 요약정보를 현재 운영 관측소에 대체 입력한다.

  ○ 신규 지반조사 대상관측소 부지 및 기법 선정

‘신규 지반조사 대상관측소 부지 및 기법 선정’은 본 과업에서 연차별로 수행된 지반조사 

대상 지진관측소의 선정과 하부지반의 전단파속도 및 층상구조 파악을 위한 기법 선정방법을 

기록한다. ‘현장 여건’은 신규 지반조사 이전에 사전답사를 통해 파악된 지반조사 여건(장비 

진입, 부지협조 관련)을 입력하도록 한다. ‘관측소 분류’는 기 획득된 지반물성값을 기반으

로 지진증폭특성 정량화 기법 적용에 필요한 물성값의 획득 수준을 따라 관측소를 총 5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중 전단파속도의 토사지반, 암반지반 획득 여부에 따라서 Class 1은 모든 심도

에서 자료가 확보된 경우로 정의되며, 분석을 위해 최적의 자료 조건이다. Class 2는 암반지

반은 전단파속도 주상도(VSP, Vertical seismic profile)가 있고, 토사지반은 전단파속도 이미

지 자료만 있거나, 전체 지반에서 전단파속도 이미지 자료만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Class 3

은 암반지만에서만 전단파속도 이미지 자료만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Class 4는 토사지반의 

시추주상도가 있어 경험적 전단파속도 추정이 가능한 경우이며, Class 5는 지반조사가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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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거나, 조사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한다.  

‘조사대상’은 주로 Class 3, 4, 5를 중심으로 선정되며, 이번 과업 범위, 기간 중에 지반

조사 대상으로 고려된 지진관측소를 ‘○’로 표시한다. ‘조사기법’은 ‘조사대상’에서 

‘○’로 분류된 관측소 중에서 조사 기법에 따라 크게 A(시추조사 1식: 시추조사, 다운홀탐

사, 표면파탐사)와 S(표면파탐사)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번 과업에서는 합리적 전단파속도 주

상도 측정 및 물리값 획득을 위해 표면파탐사는 MASW를 수행, 적용하였다. ‘신규 조사 수

행’은 이번 과업에서 계획하여 수행된 연차별 지반조사 대상 관측소를 입력한다.

  ○ 지진응답 매개변수 & 부지분류(증폭계수)

‘지진응답 매개변수 & 부지분류(증폭계수)’필드는 ‘부지분류 DB’에서 정리된 결과 중

에서 관측소별 대표 지진응답 매개변수, 부지분류, 그에 따른 증폭계수가 연계되어 입력된다. 

따라서 입력 방법과 결과 해석은 ‘4. 부지분류 테이블’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표 3.1.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T_Station) 명세

필드명
설명

대분류 소분류

구분

- 관측소별 구분번호

- 이전된 관측소의 구분번호는 기존 관측소 구분

번호를 이어서 ‘-’으로 구분함(예: 前강릉:5, 

現강릉:5-1)

지점명 - 기상청 지진관측소명

코드명

- 기상청 지진관측소 코드(기본키; primary 

key)

- 중복 불가

도로명 주소 - 관측소 도로명 주소

좌표 및

고도

위도(°) - 관측소 위도

경도(°) - 관측소 위도

고도(m) - 관측소 고도

속도계

구분 - 속도계 타입(명칭)

설치깊이(m)
- 속도계 설치깊이

- ‘0’인 경우, 지표형 관측소로 정의

가속도계

형태 - 가속도계 타입(명칭)

설치깊이
- 가속도계 설치깊이

- ‘0’인 경우, 지표형 관측소로 정의

관측시점

관측개시일 - 관측계시일 기록

관측종료일
- 종료된(이전된) 관측소는 관측종료일을 기록

- 이전된 관측소에서 조사된 지반조사 자료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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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는 지표

운영/폐쇄
- 운영 관측소(○), 폐쇄 관측소(공백) 구분

- 관측종료일이 기록된 경우, 폐쇄 관측소로 구분

지반조사 

결과 요약

Vs 기법
- Vs(전단파속도) 측정을 위한 탄성파탐사 기법

(DHT, S-PS, MASW 등)

Vs 분포도 이미지 

여부

- 지반조사보고서 상에 그림파일 형태의 Vs 분포

도 이미지 획득 여부(확보된 경우: ○, 미확보된 

경우: 공란)
Vs 주상도 시작 심

도(m)
- 탄성파탐사를 통한 Vs 주상도 시작 심도

Vs 주상도 종료 심

도(m)
- 탄성파탐사를 통한 Vs 주상도 종료 심도

기반암 심도(m)
- 시추주상도로부터 확인된 공학적 기반암(연암

이하) 시작 심도

기반암 Vs(m/s) - 기반암 시작 심도에서의 Vs

풍화암 시작심도(m,

시추조사)
- 시추주상도로부터 확인된 풍화암 시작 심도

풍화암 종료심도(m,

시추조사)
- 시추주상도로부터 확인된 풍화암 종료 심도

조사연도 - 지반조사 조사 연도

신규 지반

조사 대상

관측소 부

지 및 기법 

선정

현장여건 - 신규 지반조사를 위한 사전 현장 여건

관측소 분류

- 기 획득된 지반특성값 수준에 따른 관측소 분

류

관측소 분류
전단파속도 주상도

암반 토사
Class I ○ ○

Class 2
○ VStomo.

VStomo.
Class 3 ○ -

Class 4 -
-

(시추주상도)
Class 5 - -

조사대상

- 지반 DB과 미확보된 지반조사 대상 후보 지진

관측소

- 이번 과업 범위, 기간에 지반조사 고려된 지진

관측소를 ‘○’로 표시

조사기법

- 관측소 분류에 따른 신규 적용 지반조사 기법 

분류

A: 시추조사1식(시추조사, DHT, MASW)

S: MASW
신규 조사 수행 - 신규 지반조사 수행 연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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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2차년도,3

차년도)

지진응답 

매개변수 & 

부지분류

(증폭계수)

Model
- 전단파속도 및 부지분류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대표방법(우선적용 방법)

VS30(m/s)
- 전단파속도 및 부지분류 매개변수 결정을 통한 

대표 VS30(m/s)
VS30-class_(Sun 

et al., 2014)

-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VS30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Fa(Sun et al., 

2014)

-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

(Sun et al., 2014)
Fv(Sun et al., 

2014)

-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

(Sun et al., 2014)
VS30-class_(NEHR

P, 1997)

-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VS30 기준 

부지분류(NEHRP, 1997)

Fa(NEHRP, 1997)
-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

(NEHRP, 1997)

Fv(NEHRP, 1997
-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

(NEHRP, 1997)

TG(s)
- 전단파속도 및 부지분류 매개변수 결정을 통한 

대표 TG(s)
TG-class_(Sun et 

al., 2014)

-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TG 기준 부

지분류(Sun et al., 2014)
Fa(Sun et al., 

2014)

- TG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

(Sun et al., 2014)
Fv(Sun et al., 

2014)

- TG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

(Sun et al., 2014)

H(m)
- 전단파속도 및 부지분류 매개변수 결정을 통한 

대표 H(m)
H-class_(Sun et 

al., 2014)

-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H 기준 부지

분류(Sun et al., 2014)
Fa(Sun et al., 

2014)

- H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Sun 

et al., 2014)
Fv(Sun et al., 

2014)

- H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Sun 

et al., 2014)

VS,Soil(m/s)
- 전단파속도 및 부지분류 매개변수 결정을 통한 

대표 VS,Soil(m/s)

MPSS2017_class
- 현행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VS,Soil와 

H의 조합조건) 기준 부지분류

Fa(MPSS2017)
- 현행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

Fa(MPSS2017)
- 현행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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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 입력 예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은 그림 3.2와 같이 입력된다. 앞서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

블의 구성과 각 속성별 입력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되었다. 향후 이전, 신설되는 지진관측

소를 목록에 추가할 경우 구분, 지점명, 코드명, 그리고 이후 속성정보의 순서로 입력한다.

그림 3.2.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T_Station)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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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추조사 정보

  ○ 지반조사 DB 일반 사항

시추조사 정보는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로 정의되며, 이를 시추조사 정보의 최상의 

테이블로 하여‘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 ‘전단파속도 

이미지 테이블’의 하위테이블로 구성된다. 

지반조사는 특정 현장의 지반 조건을 파악하고, 지반거동특성 해석 및 설계를 위한 지반 정

수를 획득하고자 수행한다. 이때 수행되는 지반조사의 세부적인 종류와 횟수 등은 관측소 부지

의 기존 자료 획득 여부, 현장조사 여건 및 중요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시추조사, 공내 

탄성파탐사, 표면파탐사를 수행한다. 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기본적인 현장시험인 표준관입시

험(SPT) 정보와 함께 지진의 지반전단강성의 효율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획득 방법에 따른 측

정 또는 추정 전단파속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지반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T_Project)’의 세부 항목은 표 3.2와 같다. 지진관측소 별로 

수행된 지반조사 프로젝트(보고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project_id(조사코드), 

project_name(조사명), source(자료 출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project_id는 중

복 또는 생략할 수 없다.  source 항목은 지반조사 수행 기관이나, 지반조사 보고서를 획득, 

협조 받은 기관을 입력하도록 한다.

  

표 3.2.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T_Project) 명세

필드명 설명

project_id
- 조사코드

- 중복, 생략 불가

project_name 조사명: 지반조사 사업명(보고서명)

source 출처: 지반조사 자료 획득 기관

     -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 입력 예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의 입력 예시는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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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반조사 일반정보 테이블(T_Project) 예시

  ○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

시추조사 정보는 시추조사에 대한 일반 정보(T_Borehole_Info), 층상 정보(T_Layer), 표준

관입시험 정보(T_SPT)로 구분되며, T_Borehole_Info 테이블이 상위 정보이다. 일반 정보

(T_Borehole_Info)는 표 3.3과 같이 시추지점, 시추일자, 시추자 등의 시추조사의 일반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project_id’를 참조키(Foreign key)로 하여 이에 따른 샹략 불가의 

제약조건을 따른다. 또한 ‘borehole_id’항목은 기본키(Primary key)로 정의하여 각 시추조

사 지점별로 대표되는 단일 결과만을 입력하고, 생략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다. 

‘borehole_name’은 시추공명을 입력하되 없는 경우 공란 처리한다. ‘lat.’, ‘lon’, 

‘depth’는 시추공 위치의 좌표공간상 x, y 좌표와 시추심도 정보가 입력된다. 여기서, 위치 

정보는 지반조사 지점에 대한 위치 정보, 그리고 현장의 지형 및 지물의 위치 등, 대상 지역의 

모든 정보의 공간적 위치 자료를 포괄하며,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구축 시에 사용되는 필수 정

보이다. 따라서 위치 정보는 관측소 지반물성값의 속성 정보의 각 위치를 수치적으로 정의하

고, 정의된 수치적 공간 위치에 다양한 속성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이다. 위치 

정보는 절대적 3차원 좌표, 즉 절대 XYZ 좌표로 구성되며, 시추조사 자료는 시추 조사시 측정 

자료를 이용하며, 현장조사 자료는 GPS 측량에 의해 획득할 수 있다. 현장의 지형 및 지점에 

대한 위치 정보는 실제 측량 및 GPS 측량에 의해 획득할 수 있으나, 국립지리원에서 작성하

는 수치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이를 시스템 상에 바로 접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활용되는 절대 좌표는 사용자에 의해 적용 현장 상황에 맞게 단일화하여 사용되나, 일반

적으로 경위도 좌표로 입력하며, 만약 UTM(Universal Transverse Mecator)와 

TM(Transverse Mecator) 등의 절대 좌표 체계로 입력되어 있다면, 좌표변환 툴을 이용하여 

변환된 경위도 좌표를 입력한다. 여기서, 좌표변환 툴은 국토정보플랫폼의 좌표변환툴

(http://map.ngii.go.kr/ms/mesrInfo/coordinate.do)을 참고하여 사용한다. 시추주상도 상에 

좌표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는 공란 처리한다. 

그 외 지하수위, 시추완료일, 사용장비, 시추방법, 시추자, 조사자, 위치 항목에 대해 각 속성

정보를 입력한다. 각 시추공별로 대응하여 조사된 지진관측소 코드와 관측소명을 입력하고, 이

는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의 참조키의 역할을 한다. 즉, 지진관측소를 선택, 검색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추조사 정보가 연계 조회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지진관측소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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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명은 생략하지 않는다. 또한, ‘distance’ 항목은 지진관측소와 동일 부지 내 수행된 

시추공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의미한다. 이격거리는 지진관측소와 시추공 경위도 좌표를 기준으

로 계산하여 입력한다. 

표 3.3.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T_Borehole_Info) 명세

필드명 설명

project_id
- 조사코드

- 생략 불가

borehole_id
- 시추공 코드

- 중복, 생략 불가

borehole_name
- 시추공 이름

- 생략 가능

lat. 경도

lon. 위도

depth 시추심도

b_gwl 지하수위

b_date 시추완료일

b_machine 사용장비

b_method 시추방법

b_driller 시추자

b_inspector 조사자

b_location 위치

Station_Name 시추조사 대상 지진관측소명

Station_Code
- 시추조사 대상 지진관측소_코드

- 생략 불가

Distance

- 지진관측소와 시추공 간 최소 이격 거리

- 경위도 좌표 기준 거리

- 시추공 좌표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공란 처리

     -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 입력 예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은 앞서 테이블의 필드구성 순서대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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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T_Borehole_Info)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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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

     -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 구성

층상 정보(T_Layer)는 시추 조사에 의한 층상 구분과 각 지층에 대한 세부 기술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기술 항목을 층의 색조, 밀도, 습윤도, 파쇄도, 풍화도, 강도로 구분하여 

표준화하고 추가적인 기술 사항은 비고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3.4 참조). 

‘borehold_id’는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의 참조키의 역할을 한다. 시추주상도는 다

양한 입력주체에 의해서 일관되지 않은 지층 정의 및 물성표현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토사지

반과 암반지반의 층상조건별 분류 표준안을 적용하였다.

‘eng_name’ 항목은 공학적 지반분류 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며, 표 3.5의 표준안에 

따라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된 지층명을 매립토, 퇴적토, 풍화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으

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그 외 토사지반과 암반지반의 정성적 특성을 각 속성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토사지반(표 3.6 참조)의 경우, ‘den_from’, ‘den_to’는 조밀도 및 연경도

로서 ‘매우느슨’부터 ‘매우조밀’의 특성을 갖는다. ‘moist_to’, ‘moist_from’는 습윤 

정도를 입력한다. ‘compo_main’, ‘compo_sub’는 토사지반의 구성 재료로 정의되며, 자

갈, 모댈, 실트, 점토로 구분된다. 암반지반의 층상조건별 분류 표준안(표 3.7 참조)의 경우, 

절리간격, 풍화도, 강도 등의 정보를 일관된 표현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표 3.4.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T_Layer) 명세

필드명 설명

borehole_id 시추공 코드

dep_from 층의 시작 심도

dep_to 층의 종료 심도

eng_name 공학적 지반분류
‘표 3.5. 공학적 지반분류 표준안’ 참

고

color 색조

USCS USCS명
‘표 3.8. 통일분류법에 사용되는 문

자’ 참고

compo_main 주구성 재료

‘표 3.6. 토사지반 층상조건별 분류 표

준안’과 ‘표 3.7. 암반지반 층상조건

별 분류 표준안’ 참고

compo_sub 부구성 재료

den_from 밀도1

den_to 밀도2

moist_from 습윤1

moist_to 습윤2

weather_from 풍화1

weather_to 풍화2

fracture_from 균열1

fracture_to 균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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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학적 지반분류(eng_name) 속성정보 입력방법

표 3.5. 공학적 지반분류 표준안

공학적 지반분류

매립층(FILL) -> 매립토,

모래(SAND), 점토(CLAY), 퇴적층 -> 퇴적토,

풍화토(WEATHERED SOIL), 풍화 잔류토, 붕적토 -> 풍화토,

풍화암(WEATHERED ROCK) -> 풍화암,

연암(SOFT ROCK, WEAK ROCK) -> 연암, 

보통암-> 보통암,

경암(HARD ROCK), 극경암-> 경암 으로 입력

     - 토사지반 조밀도, 연경도, 습윤도, 구성재료 속성정보 입력방법

str_from 강도1

str_to 강도2

comment 그외

표 3.6. 토사지반 층상조건별 분류 표준안

1. 조밀도 및 연경도
(영어로 표기된 경우가 많음) 2. 습윤도 3. 부구성재료 4. 주구성재료

조밀도(모래) 연경도(점토)

매우느슨

(very loose)

매우연약

(very soft)
건조 자갈 자갈

느슨

(loose)

연약

(soft)
습윤 모래 모래

보통조밀

(medium dense)

보통견고

(medium 

stiff)

젖음 실트 실트

조밀

(dense)

견고

(stiff)
포화 점토 점토

매우조밀

(very dense)

매우견고

(very stiff)
　 　 　

　
고결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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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반지반 절리, 풍화도, 강도 속성정보 입력방법

표 3.7. 암반지반 층상조건별 분류 표준안

1. 절리간격
(영어로 표기된 경

우가 많음)
2. 풍화도 3. 강도 4. 비고

매우심한균열

(highlyfractured)

완전풍화

(completelyw

eathered)

매우약함

(veryweak)
풍화토인경우는풍화도입력

풍화암인경우는습윤도입력

'심한풍화내지보통풍화상태

'->'-'로구분하여  '심한풍화-보

통풍화' 등으로 입력

'하부로갈수록신선'->'약간풍화-

신선'등으로입력

중간풍화->보통풍화로입력

낮은풍화,높은풍화->약간풍화,심

한풍화로입력

견실함,단단함->강함으로입력

균열및절리가발달->보통균열

균열및절리가매우발달->심한균

열로입력

심한균열

(fractured)

심한풍화

(hightlyweat

hered)

약함

(weak)

보통균열

(moderatelyfractur

ed)

보통풍화

(moderately

weathered

보통강함

(moderately

strong)

약간균열

(slightlyfractured)

약간풍화

(slightlyweat

hered)

강함

(strong)

괴상

(solid)

신선

(fresh)

매우강함

(verystrong

)

     - USCS 속성정보 입력방법

학술용 지층명(USCS) 항목은 통일분류법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시추주상도 상 관련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compo_main’, ‘compo_sub’항목의 입력결과로

부터 대체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 토사지반

①“학술용 지층명(USCS)”에 입력 누락된 경우, 통일분류법 기준에 따라 대체 입력

② “비고”에 “A질B” 또는 “A섞인B”을 찾고, B를 기준으로 대분류로 정의, A를 기준

으로 소분류

③ 대분류 기준

B=“자갈”, 대분류=“G”

B=“모래”, 대분류=“S”

B=“실트”, 대분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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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점토”, 대분류=“C”

B=“자갈”, 대분류=“G”

④ 소분류 기준 

B=“실트”, 대분류=“G” 인 경우(B=“자갈”), 소분류=”M”

B=NaN, 대분류=“G” 인 경우(B=“자갈”), 소분류=”W”

B=“점토”, 대분류=“G” 인 경우(B=“자갈”), 소분류=”C”

B=“실트”, 대분류=“S” 인 경우(B=“모래”), 소분류=”M”

B=NaN, 대분류=“S” 인 경우(B=“모래”), 소분류=”W”

B=“점토”, 대분류=“S” 인 경우(B=“모래”), 소분류=”C”

⑤ 입력: “학술용 지층명(USCS)”=“대분류”+”소분류”

  - 암반지반

“한글지층명”을 기준으로 “학술용 지층명(USCS)” 정의: 풍화암=“WR”, 연암 

=“SR”, 보통암=“NR”, 경암=“HR”

표 3.8. 통일분류법에 사용되는 문자

  -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 입력 예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은 앞서 테이블의 필드구성 순서대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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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T_Layer)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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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

     -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 구성

표준관입시험 정보(T_SPT)는 시험 깊이, 항타 회수, 항타 깊이로 구성된다(표 3.9 참조). 

표준관입시험은 스필릿 스푼(split spoon)을 시추공에 넣고 동일한 에너지로 타경을 가해 지

반의 저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30cm 관입될 때까지의 항타수 N값을 기록한다. 50회 타격

을 해도 관입량이 30cm가 되지 않는 경우, 50회 타격시의 관입량을 기록한다. 

‘Station_Code’는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의 참조키의 역할을 한다. 항타수인 N값

은 전단파속도와의 경험적 상관관계식으로부터 전단파속도를 추정하는데 이용된다. 이 때 관입

량이 30cm가 되지 않는 경우는 관입량과 50회 타격시까지의 선형관계로부터 30cm 관입시의 

N값을 외삽하여 추정한다. 예컨대, 50회 타격시 관입량이 10cm라면, 30cm 관입을 위해 150

회 항타수 N값이 환산된다. 이 때 기존의 변환식의 신뢰수준을 고려하여 N값은 300까지 환산

하였다. 1m 단위의 시험심도별 항타수 N값 및 외삽된 N값, 전단파속도, 지층분류는 VS30 등

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계산을 위해 시추공 코드를 기준으로 배열식 주상도 구조를 따른다. 

표 3.9.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T_SPT) 명세

필드명 설명

Station_Name 시추조사 대상 지진관측소명

Station_Code
- 시추조사 대상 지진관측소_코드

- 생략 불가

Year 조사년도

Depth(m) 시험심도

spt_n 항타수

pet_depth 항타깊이

Exp_N 외삽된 항타수

Vs_spt-based(m/s) N값과 전단파속도와의 상관관계로부터 추정된 전단파속도

Layer 단위 심도(1m)별 지층분류

     - 표준관입시험 N값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 기반 전단파속도 추정

환산된 표준관입시험 N값을 토대로 경험적 전단파속도 변환을 상관관계(표 3.10)를 이용하

였다. 퇴적토(Gravel, Sand and silt 구분), 풍화토 및 풍화암에 대한 층별 상관관계식과 전체 

지반을 종합한 상관관계식을 각각 적용한다. SPT-N값이 기록된 심도와 해당 심도에 대응하

는 시추주상도의 층상을 활용하여 SPT-N값을 전단파속도로 변환하였다. 매립토와 퇴적토는 

퇴적토(Sand and silt)에 대한 상관계식은 적용하였고, 풍화토 및 풍화암 이상 경질 암반에 

대해서는 각각 풍화토 및 풍화암에 대해 제안된 상관관계식을 적용하여 변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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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 입력 예 

표준관입시험 테이블 속성 및 구조에 따라 입력된 지진관측소 예시(KAW)는 그림 3.2와 같

다. 시추주상도 상에 기입되는 심도별 항타수(N값)과 항타깊이와 함께 외삽된 항타수(최대 

300)와 N값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로부터 추정된 전단파속도가 입력된다.

그림 3.6.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T_SPT) 예시

표 3.10. SPT-N값과 전단파속도와의 경험적 상관관계식(Sun, 2015)

Soil Type Shear Wave Velocity for Quaternary Soils (m/s)

All Soils    

Alluvial soil: Gravel    

Alluvial soil: Sand and silt    

Weathered residual soil    

Weathered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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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단파속도 정보

  ○ 전단파속도 정보 테이블 구성

전단파속도 정보는 다운홀탐사와 MASW로부터 측정, 처리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정보를 입

력할 있도록 한다. 이 때 토사지반, 암반지반, 전체 지반에 걸쳐 획득한 자료를 구분없이 입력

한다. 각 탐사지점과 대응하여 조사된 지진관측소 코드와 관측소명을 입력하고, 이는 ‘지진관

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의 참조키의 역할을 한다. 즉, 지진관측소를 선택, 검색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전단파속도 주상도 정보가 연계 조회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지진관측소 코드, 관

측소명은 생략하지 않는다. ‘Method’는 전단파속도 획득 탄성파탐사 방법을 입력한다. 예컨

대, DHT(다운홀탐사), S-PS, MASW 기법 등이 입력된다. ‘Year’ 항목은 탄성파탐사 연

도로 정의된다. ‘Depth’와 ‘Vs’는 각각 시험시도와 전단파속도 측정값이 입력된다. 

표 3.9.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T_VS_profile) 명세

  ○ 전단파속도 측정 심도가 30m 미만인 경우, VSP 기반 z심도(30m 미만)의 Vs추정 방법

특히, 전단파속도 주상도는 지표면부터 측정값이 있어 전체 토층지반을 포괄하여 측정된 결

과를 지진증폭특성 정량화를 위한 최우선(신뢰도가 높은)의 자료로 정의한다. 이 때, 토사지반

을 대상으로 측정된 전단파속도를 이용하며, 기반암 출현 심도 또는 특정 심도까지의 평균 전

단파속도(Vs,z)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기반암 이전 심도에서 탄성파탐사가 종결되

는 경우 기존 외삽에 기초한 경험식을 이용한다. 이중 Sun et al. (2007)의 제안식은 30 m까

지 z 하부 깊이별 Vs를 Vs,z로부터 확장되는 형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VS30(심도 30m 

평균 전단파속도)과 VS,Soil(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및 H(기반암 심도)를 모두 결정할 수 있다. 

필드명 설명

Station_Name 전단파속도 획득 대상 지진관측소명

Station_Code
- 전단파속도 획득 대상 지진관측 코드

- 생략 불가

Method
전단파속도 획득 탄성파탐사 방법: 다운홀(DHT), S-PS 로깅

(S-PS), MASW, SASW

Year 탄성파탐사 연도

Depth(m) 시험심도

Vs(m/s)

- 전단파속도 측정값 

- 토사지반 전단파속도 측정닶중 중 미측정 구간에 대한 회귀

식(Sun et al., 2007)을 통한 경험적 전단파속도 추정값

regressed_Vs(Y/N)

- 회귀분석식을 통해 추정된 전단파속도 적용 여부(Y/N)

- Y: 회귀식을 통해서 추정된 경우

- N: 측정 전단파속도(회귀식을 통해 추정되지 않은 경우 

‘regressed_Vs’를 입력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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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까지 Vs 추정에도 760 m/s를 초과하지 않으면, H 및 VS,Soil은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Sun et al. (2007)은 제안식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e0 및 e1은 형상계수로 정의되며, Sun et al. (2007)에서는 e0=-0.403, 

e1=30.875로 제시되었다. zd는 z 보다 깊은 심도의 깊이변수로, 30m 심도 이하의 얕은 지반

의 VS30을 연산을 위해 z는 30 m까지 제한한다. 따라서 Sun et al. (2007)의 형상계수와 제

안식을 사용하여 30 이하 z까지의 VSP에 대해서 30m까지 연장된 VSP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탐사를 통해 직접 측정된 VSP(Y)와 그렇지 않고 Sun et al. (2007) 식을 통해 추

정된 전단파속도(N)를 각 심도별로 구분하고자 ‘regressed_Vs’항목을 구성하였다. 해당 항

목은 필수정보가 아니다. 표준관입시험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관측소 코드의 관계형 데이터 구

조를 기준으로 1m 단위 심도별 전단파속도 주상도는 배열식 데이터 구조를 갖는다. 이는 지진

응답 매개변수 추정 계산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전단파속도 정보 테이블 입력 예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 속성 및 구조에 따라 입력된 지진관측소 예시(SKC2, GOS2, 

ICN2)는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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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T_SPT) 예시



- 618 -

4. 전단파속도 이미지의 디지타이징 정보

  ○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 절차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수치적으로 주어진 경우, ‘3. 전단파속도 정보’에 측정값을 입력할 

수 있다. 만약, 전단파속도의 2차원 단면분포 자료(이미지)가 공간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획득 

가능하다면, 전단파속도값 추출을 위한 디지타이징 절차에 따라 속성정보를 입력가능하다. 대

부분의 탄성파탐사 결과 자료의 형태가 .jpg, .png, .bmp 등의 확장자를 갖는 그림 파일의 형

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타이징 

과정이 마련하였다(그림 3.8. 참조). 디지타이징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하여 수행된다.

  ① 지진관측소 부지 내 측선이 전개되어 조사된 표면파탐사 결과 이미지 파일을 추출한다.

  ② 고해상도 이미지 추출을 위해 포토샵 등의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지타이

징이 필요한 전단파속도 이미지만 추출하고, 픽셀(Fixel) 조정을 통해 최소단위 픽셀

(예: 1000×1000 화소)을 조정한다. 이번 단계는 필수단계가 아니다.

  ③ 측선의 시작 좌표(경위도)와 종료 좌표(경위도)를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격자망의 

범위를 설계한다. 최대심도 기준은 표면파탐사 최대심도를 기준으로 한다. 추출된 전단

파속도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격자망의 단위격자는 경위도 좌표와 심도

값이 입력된다.

  ④ 전단파속도 이미지 위에 격자망을 중첩한다.

  ⑤ 격자망의 단위격자별로 전파속도 이미지의 색상코드(RGB)를 입력한다. 또한, 전단파속

도 이미지에 등고선이 표시된 경우, 등고선 위치서의 단위격자를 입력한다.

  ⑥ 색상코드 별 전단파속도값과의 관계를 이미지의 범례를 통해서 정의한다.

  ⑦ 단위격자멸 색상코드에 따른 전단파속도값을 변환한다.

  ○ 전단파속도 이미지 주상도 테이블

격자 파일은 측선 결과의 이미지에 좌표값과 심도에 따른 속성값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정하

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격자의 사이즈는 단면도 상부 측선 거리의 0.1%에 맞는 크기를 설정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편의상 격자 사이즈를 1m로 설정할 수 있다. 디지타이징을 통해 결정된 

심도별 전단파속도값을 기준으로 경위도 공간좌표상 지진관측소 위치와 측선(격자망) 간 이격

거리가 가장 가까운 단위격자(공간좌표, 전단파속도)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각 측선별로 주

상도 형태의 동일 경위도 좌표를 갖는 단위격자의 집합을 추출하여, 표 3.8의 ‘전단파속도 

이미지 주상도 테이블’에 입력한다.

이 때 각 탐사지점과 대응하여 조사된 지진관측소 코드와 관측소명을 입력하고, 이는 ‘지진

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의 참조키의 역할을 한다. 즉, 지진관측소를 선택, 검색할 경우, 그

에 해당하는 전단파속도 주상도 정보가 연계 조회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지진관측소 코드, 

관측소명은 생략하지 않는다. 대부분 지진관측소별로 2건 이상의 측선이 전개되므로 디지타이

징에 이용된 측선을 구분하고자, 측선명(MASW)line_name), 측선길이(MASW_length), 측선 

코드(MASW_Vs_ID), 그리고 탐사 연도 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팜선 단위격자의 심도에 

따라 전단파속도를 입력한다. 여기서 ‘MASW_Vs_ID’는 기본키(primary key)로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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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전단파속도 이미지 요약 테이블과 등고선 테이블을 연결한다.

그림 3.8. 전단파속도 이미지의 디지타이징 절차: (a) 전단파속도 이미지 추출, (b) 측선 및 

탐사심도 좌표값 설정과 격자망 설계, (c) 전단파속도 이미지와 격자망 중첩, (d) 이미지 

색상코드(RGB) 및 등고선 추출 후 단위 격자별 입력, (e) 이미지 생상코드 및 등고선값의 

전단파속도 변환

표 3.10. 전단파속도 이미지 주상도 테이블(T_VS-image_profile) 명세

필드명 설명

Station_Name 전단파속도 획득 대상 지진관측소명

Station_Code
- 전단파속도 획득 대상 지진관측소_코드

- 생략 불가능

Location 탐사지역

MASW_line_name 측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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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 입력 예

그림 3.9. 전단파속도 이미지 주상도 테이블(T_VS-image_profile) 예시

  ○ 전단파속도 이미지 요약 테이블과 전단파속도 등고선 테이블

전단파속도 이미지 요약 테이블은 지반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전단포속도 이미지와 상응하는 

조사 조건 및 결과가 정리된다. ‘MASE_Vs_ID’는 참조키의 역할을 하며, 중복되거나 생략

MASW_length(m) 측선길이

Year 탄성파탐사 연도

MASW_Vs_ID
- 전단파속도 이미지 측선 코드

- 중복, 생략 불가능

Depth(m) 시험심도

Vs(m/s) 전단파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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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다. 그 외 조사연도, 대상 지진관측소명, 탐사방법, 탐사지역명, 측선명이 입력된다. 탐

사 조건에 대해서는 측선길이, 지오폰 Channel, 지오폰 간격, 송신원, 탐사기간, 측선의 시작지

점과 종료지점의 위경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층별 전단파속도 범위가 요약 정리된

다. 전단파속도 등고선 테이블은 디지타이징 과정에서 추출된 전단파속도 등고선별 격자단위 

정보(심도, 전단파속도, 측선 시점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입력되도록 항목이 구성된다. 그 결과, 

등고선과 공간상 중첩되는 격자의 심도, 거리, 전단파속도를 재구성할 수 있다.

표 3.11. 전단파속도 이미지 요약 테이블(T_VS-image_reference) 명세

필드명 설명

Site_ID 조사코드

MASW_Vs_ID
- 전단파속도 이미지 측선 코드

- 중복, 생략 불가능

년도 조사년도

관측소 대상 지진관측소명

탐사방법 탐사방법

탐사지역 탐사지역명

측선명 측선명

측선길이(m) 측선길이

지오폰(ch) 지오폰 Channel

지오폰간격(m) 지오폰 간격

송신원 송신원(해머, 슬러지 해머, 샷건 등)

탐사기간 탐사기간

시점_위도 측선 시작지점 위도

시점_경도 측선 시작지점 경도

종점_위도 측선 종료지점 위도

종점_경도 측선 종료지점 경도

토사층 Vs(km/s) 토사층 Vs 범위 

풍화암 Vs(km/s) 풍화암 Vs 범위 

연암 Vs(km/s) 연암 Vs 범위 

보통암 Vs(km/s) 보통암 Vs 범위 

경암 Vs(km/s) 경암 Vs 범위 

극경암 Vs(km/s) 극경암 Vs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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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전단파속도 등고선 테이블(T_VS-image_contour) 명세

     - 전단파속도 이미지 요약 테이블 입력 예

그림 3.10. 전단파속도 이미지 요약 테이블(T_VS-image_reference) 예시

필드명 설명

Site_ID 조사코드

MASW_Vs_ID
- 전단파속도 이미지 측선 코드

- 중복, 생략 불가능

Digitize_id Vs 토모그래피 내 디지타이징 지점 코드

distance(m)
Vs 토모그래피 내 디지타이징 지점의 측선 시작지점(위도, 경

도)으로부터 이격거리

depth(m) Vs 토모그래피 내 디지타이징 지점 심도 

Vs(m/s) Vs 토모그래피 내 디지타이징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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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단파속도 등고선 테이블 입력 예

그림 3.11. 전단파속도 등고선 테이블(T_VS-image_contour)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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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지분류 정보 

  ○ 부지분류 테이블 구성

‘부지분류 테이블’은 ‘지반조사 DB’으로부터 ‘제4장.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반 전

단파속도 추정 및 지진응답 매개변수 변환’에 기술된 부지분류 절차에 따라서 부지분류를 위

한 관측소별 기초자료(전단파속도 주상도 및 기타 지반물성값)의 이용 방법에 따라 중간단계 

결과(지진응답 매개변수)와 최종적으로 대표 응답변수 및 부지분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각각의 기초자료에 따른 응답변수와 부지분류 결과는 ‘제5장. 부지분류 공

간레이어’에서 기술하는 공간레이어 구축 및 가시화 방법에 따라 GIS 파일 추출된다.

‘부지분류 테이블’은 크게 필드명의 대분류로서 ‘관측소 일반정보(Station)’, ‘지표특

성 및 프록시 정보(Surface & proxy_based site class)’, ‘시추공 기본정보(Borehole)’, 

‘공학적 지층 두께 정보(Geo-layer thickness)’, ‘공학적 지층 두께 기반 매개변수 및 부

지분류(Geo-layer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표준관입시험 N값 기반 매개변

수 및 부지분류(SPT-N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반 

(VSP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전단파속도 이미지 기반 매개변수 및 부지분

류(Vs-image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대표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

(Representative_site response & site class)’, ‘각 매개변수 추정기법에 따른 분산정도

(Deviation-site response)’로 구분된다. 

  ○ 관측소 일반정보(Station) 항목

‘지진관측소 일반 정보 테이블(T_Station)’의 관측소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Station_Code’가 참조키의 역할을 하며, 관측소의 위치, 위경도, 속도계 및 가속도계 설치 

심도, 지진관측소 운영여부가 연계되어 표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행 운영중인 지표

관측소를 대상으로 지진응답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 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계측 PGA의 증폭보

정계수를 연산(곱하거나, 나누거나)하여 토사지반에 증폭된 PGA나 암반노두수준의 PGA로 보

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한다.

  ○ ‘지표특성 및 프록시 정보(Surface & proxy_based site class) 항목

지표특성으로 먼저 수치표고모델로(DEM: Digital Elevation Model)부터의 지진관측소 위치

의 지표고가 입력된단. 현재까지 입력된 지표는 5m×5m의 해상도를 갖는 수치표고모델을 기준

으로 한다. 경사도는 수치표고모델로부터 %(m/m)와 경사각도 단위로 분류하여 항목을 구성

한다. 또한, 관측소 위치에서의 지질도(1:50,000 축척)로부터 지질시대명, 지질분류명, 암층명 

및 암상명, 지질기호가 각각의 속성에 맞게 입력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관측소별 추출된 지표고, 경사도, 지질도 기반 분류조건을 부지분류를 위한 프록시 인자로 

정의하고, 국내외 관련 문헌(Wald and Allen, 2007; Sun el al., 2018, Kim et al., 2018)으

로부터 프록시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4장의 “5. 지표특성(프록시) 

기반 매개변수 변환”에 기술하였다. 이 때 지표고 기준, 경사도 기준에 따라 프록시 기반 부

지분류 등급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범용적으로 국외 또는 국내 현장적용성이 충분히 검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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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기준의 부지분류 등급을 우선적으로(대표하여) 부지분류 등급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Rep_Proxy_Class’에 우선순위(1. 경사도 기준, 2. 지표고 기준, 3. 지질도 기준)에 따라 

수치표고모델 및 지질도 확보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지분류 등급을 작성한다. 

또한, 관측소 위치를 기준으로 한 지표표고모델과 지질도 중첩과 이를 통한 지표고, 경사도, 

지질분류 정보 추출 방법은 ‘ 제6장. 부지분류 공간레이어’에서 설명하였다.

  ○ 시추조사 기반 지층 두께, 표준관입시험 기반 부지분류 항목

‘시추공 기본정보(Borehole)’은 관측소 내 최인접 시추공의 ‘Borehole_id’를 참조키로 

하여 ‘시추조사 일반 정보 테이블(T_Borehole_Info)’로부터 시추공 위경도 정보를 연계한

다. ‘공학적 지층 두께 정보(Geo-layer thickness)’항목은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

(T_Layer)’로부터 공학적 지층구분(매립토, 퇴적토, 풍화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에 

따른 각 지층별 두께를 입력한다. ‘공학적 지층 두께 기반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

(Geo-layer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은 공학적 지층 두께로부터 지진응답 매

개변수를 추정한다. 먼저, 시추주상도 기준 토사지반 두께(Soil_thickness)는 매립토층, 퇴적

토층, 풍화토층 두께의 합으로 계산된다.

시추주상도 기준 기반암 심도(H)는 매립토층, 퇴적토층, 풍화토층, 풍화암층의 두께로 연산

되며, 이는 Sun et al.(2014)에 의해서 제안된 기반암 심도 기준 부지분류에 따라서 B, 

C(C1, C2, C3, C4), D(D1, D2, D3, D4)로 구분된다. ‘VS30’은 시추주상도상 공학적 구분

에 따라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를 추출하며, 30m 심도의 평균 전단파속도(VS30)를 계산한다. 

기존 국내외 문헌(NEHRP, 1997; Sun et al., 2014)로부터 ‘Vs30’기준의 부지분류 결과

를 입력한다. 부지고유주기(TG)는 층별 두께와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를 이용하여 계산한

다. ‘TG’기준의 부지분류 기준은 Sun et al.(2014)의 기준을 따른다. ‘VS,Soil토층 평균 전

단파속도로 역시 지층별 대표 전단파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국내 현행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MPSS 2017;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에서 제시하는 지반분류 기

준에 따라서 앞서 계산되어 입력된 토층 두께(Soil_thickness)와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

(VS,Soil)의 조합조건에 따라 S1, S2, S3, S4, S5, S6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참고적으로 세분화된 지층 심도별 평균 전단파속도를 추정하여 그에 따른 관측소 하부지반

의 심도방향 평균 전단파속도의 변동성을 파악하고자, 지표로부터 5m, 10m, 15m, 20m, 

25m까지의 각각의 평균 전단파속도(Vs05, Vs10, Vs15, Vs20, Vs25)를 추정하여 입력한다.

  ○ ‘표준관입시험 N값 기반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SPT-N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항목

‘표준관입시험 정보 테이블(T_SPT)’의 ‘borehole_id’를 참조키로 ‘Vs_spt-based(N

값과 전단파속도와의 상관관계로부터 추정된 전단파속도)’를 연계한다. 매개변수로서 VS30을 

추정하고, 부지분류 관련 문헌(NEHRP, 1997; Sun et al., 2014)로부터 부지분류 등급을 입

력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N값으로부터 변환된 전단파속도로부터 토층심도까지의 평균 전단

파속도(VS,Soil)를 계산한다. 기반암 심도(H)의 경우,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지

층으로 정의하고, VS,Soil과  H의 조합조건에 따라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의 지반분류를 적용하

여 입력한다. 또한, 추정된 전단파속도를 이용한 부지고유주기(TG) 계산결과와 그에 따른 부지



- 626 -

분류 등급을 입력하도록 구성하였다. 

  ○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반 (VSP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항목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T_VS_profile)’의 ‘Station_Code’를 참조키로하여, 전단파

속도 측정값 및 토사지반 전단파속도 측정값 중 미측정 구간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한 경험적 

전단파속도 추정값을 연계 받는다. ‘Method’는 역시 탄성파탐사 방법을 연계하여 입력한다. 

VS30와 VS,Soil은 직접 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기준으로 각각 30m 심도와 토

층의 평균 전단파속도를 계산한다. 이 때 기반암 심도(H) 역시 760m/s를 기준을 기준으로 전

단파속도 주상도상 이에 해당하는 심도를 기입한다. 부지고유주기(TG)는 측정된 전단파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에 따른 부지분류 등급을 기입한다.

  ○ ‘전단파속도 이미지 기반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Vs-image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항목

전단파속도 이미지로부터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기준으로 VS30과 VS,Soil을 각각 

계산한다. 지진관측소별 보통 2개 측선 이상의 표면파탐사가 수행됨에 따라 앞서 전단파속도 

이미지의 디지타이징 과정을 통해 관측소 위치와 최소 이격거리를 갖는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정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단파속도 이미지를 획득한 획득 위치(Location), 표면파

탐사 측선명(MASW_line_name), 측선길이(MASW_length(m)), 측정 연도(Year)를 입력하

여 구분한다.

앞서 설명한 항목과 마찬가지로 부지분류 관련 문헌(NEHRP, 1997; Sun et al., 2014)에 

따른 부지분류 결과를 입력하도록 ‘VS30-class’항목을 구성하였다.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

반’항목과 같이 ‘TG’, ‘TG-class_(Sun et al., 2014)’‘VS,Soil’, ‘H’,  

‘H-class_(Sun et al., 2014)’, ‘MPSS_2017_class’ 항목으로 구성된다. 

  ○ ‘대표 매개변수 및 부지분류(Representative_site response & site class)’항목

앞서 구성된 프록시 기반, 지층두께 및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 기반, SPT-N값 기반, 전단파

속도 주사도 기반.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 기반의 각각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추정 방법

과 그 결과에 따른 부지분류 방법의 우선순위(그림 3.1 참조)을 토대로 VS30을 중심으로 하되, 

부지고유주기(TG)와 기반암심도(H) 매개변수와 그에 따른 부지분류 및 증폭계수를 입력하도

록 구성되었다. ‘Model’은 우선수위 기준으로 1번 방법부터 5번 방법의 순서대로 해당 기

초자료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표방법을 입력하도록 한다. 즉, 앞서 필드명의 대분류로 구

분된 자료별 추정 방법이 입력되고, 그에 해당하는 VS30값이 결정된다. 

국내 관련 문헌의 기준(Sun et al., 2014) 및 현행 내진설계기준(MPSS, 2017)과 국외 기

준(NEHRP, 1997)에 따른 부지분류와 단주기, 장주기 중폭계수를 각각 입력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국내 관련 문헌 기준국내 관련 문헌의 기준(Sun et al., 2014)로 ‘VS30(m/s)’, 

‘TG(s)’, ‘H(m)’를 우선순위 따라 대푯값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부지분류 등급을 결정한

다. 마찬가지로 국외 기준(NEHRP, 1997)에 따라 ‘VS30(m/s)’을 기준으로 부지분류 등급

을 결정한다. 현행 내진설계기준(MPSS, 2017)를 기준으로 ‘VS,Soil(m/s)’과 ‘H(m)’에 따

른 부지분류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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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매개변수 추정기법에 따른 분산정도(Deviation-site response)’항목

앞서 구성된 테이블 항목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중 VS30, TG, H, Vs,soil의 분산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분산정도 비교 대상인 항목은 ‘공학적 지층 두께 기반 매개변수 및 부

지분류(Geo-layer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표준관입시험 N값 기반 매개변

수 및 부지분류(SPT-N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반 

(VSP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전단파속도 이미지 기반 매개변수 및 부지분

류(Vs-image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이다. 세 가지 매개변수별로 평균값

(mean), 최소값(min), 최대값(max), 표준편차(std)를 계산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표 3.13. 부지분류 테이블(T_Site_Class) 명세

필드명
설명

대분류 소분류

Station

Station_Name 지진관측소명

Station_Code
- 전단파속도 획득 대상 지진관측소_코드

- 생략 불가능
location 지진관측소 위치
Lat. 위도(Latitude)
Lon. 경도(Longitude)
Depth_velocimeter

(m)
속도계 설치 심도(m)

Depth_accelerometer

(m)
가속도계 설치 심도(m)

Run/Stop 지진관측소 운영 여부(○ 표시)

Surface & 

proxy_base

d site class

Elevation(m)

- 수치표고모델(DEM)상 지표고(m)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 입력된 DEM 해상도: 5m×5m
Elevation-Class_

(Sun et al,2018)
지표고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8)

Slope(°)
수치표고모델(DEM) 기준의 경사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Slope(m/m)
수치표고모델(DEM) 기준의 경사도(m/m)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Slope-Class_

(Wald and Allen,2007)

경사도 기준의 부지분류(Wald and Allen, 

2007)
Slope-Class_

(Sun et al,2018)
경사도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8)

Geology-age
지질도(1:50,000) 상 지질시대명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Geology-lithoname
지질도(1:50,000) 상 지질분류명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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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logy-refrock
지질도(1:50,000) 상 암층명 및 암상명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Geology-lithoidx
지질도(1:50,000) 상 지질기호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Geology-Class_(Kim 

et al,2018)

지질도도 상 지질분류명 기준의 부지분류

(Kim et al., 2018)

Rep_Proxy_Class

프록시 기준의 부지분류 우선순위에 따른 

대표 프록시 기준 부지분류

- 우선순위: 1. 경사도, 2. 지표고, 3. 지질

도

Borehole
borehole_id

- 시추공 코드

- 생략 불가
Borehole_lat. 시추공 위도(X 좌표)
Borehole_lon. 시추공 경도(Y 좌표)

Geo-layer 

thickness

(m)

Fill 공학적 지층(매립토) 두께(m)
All 공학적 지층(퇴적토) 두께(m)
WS 공학적 지층(풍화토) 두께(m)
WR 공학적 지층(풍화암) 두께(m)
SR 공학적 지층(연암) 두께(m)
NR 공학적 지층(보통암) 두께(m)
HR 공학적 지층(경암) 두께(m)

Geo-layer_

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Soil_thickness(m)
시추주상도 기준 토사지반 두께(m): 매립토

층, 퇴적토층, 풍화토층의 두께

H(m)
시추주상도 기준 기반암 심도(m): 매립토

층, 퇴적토층, 풍화토층, 풍화암층의 두께
H-class_

(Sun et al., 2014)

기반암 심도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VS30(m/s)

시추주상도상 공학적 지층만 구분된 경우,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30m 심

도 평균 전단파속도(VS30, m/s)

- 매립토층 대표 Vs: 190m/s

- 퇴적토층 대표 Vs: 280m/s

- 풍화토층 대표 Vs: 350m/s

- 풍화암층 대표 Vs: 350m/s

- 기반암층 대표 Vs: 1300m/s

- 지층별 대표 전단파속도 기준의 VS30 계

산:   
  







VS30-class_

(Sun et al., 2014)
VS30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VS30-class_

(NEHRP, 1997)
VS30 기준 부지분류(NEHRP, 1997)

TG(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부지고유

주기(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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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class_

(Sun et al., 2014)

TG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   
  



 

VS,Soil(m/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토층 평

균 전단파속도(VS,Soil, m/s)

-     
  



 
  





  
MPSS2017_class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기준의 부지분류

VS05(m/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5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05, m/s)

VS10(m/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5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10, m/s)

VS15(m/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5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15, m/s)

VS20(m/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5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20, m/s)

VS25(m/s)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 기준의 5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25, m/s)

SPT-N_ba

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VS30(m/s)

시추주상도상 SPT-N값이 확보된 경우, 

SPT-N값과 전단파속도(Vs)와의 상관관계

식을 통해 변환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

의 30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30, m/s)
VS30-class_

(Sun et al., 2014)
VS30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VS30-class_

(NEHRP, 1997)
VS30 기준 부지분류(NEHRP, 1997)

TG(s)

시추주상도상 SPT-N값이 확보된 경우, 

SPT-N값과 전단파속도(Vs)와의 상관관계

식을 통해 변환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

의 부지고유주기(s)
TG-class_(Sun et al., 

2014)

추정된 전단파속도(Vs)를 이용한 부지고유

주기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4)

H(m)

SPT-N값과 전단파속도(Vs)와의 상관관계

식을 통해 변환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

의 기반암 심도 기준인 전단파속도

(760m/s)에서의 심도
H-class_(Sun et al., 

2014)

기반암 심도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4)

VS,Soil(m/s)

SPT-N값과 전단파속도(Vs)와의 상관관계

식을 통해 변환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

의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VS,Soil, m/s)
MPSS2017_class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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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부지분류

VSP_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Method

전단파속도 획득 탄성파탐사 방법: 다운홀

(DHT), S-PS 로깅(S-PS), MASW, 

SASW

VS30(m/s)

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

준의 30m 심도 평균 전단파속도(VS30, 

m/s) 
VS30-class_

(Sun et al., 2014)
VS30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VS30-class_

(NEHRP, 1997)
VS30 기준 부지분류(NEHRP, 1997)

TG(s)
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

준의 부지고유주기(s)
TG-class_(Sun et al., 

2014)

부지고유주기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4)

H(m)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기반암 

심도 기준인 전단파속도(760m/s)에서의 심

도(m)
H-class_(Sun et al., 

2014)

기반암 심도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4)

VS,Soil(m/s)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토층 평

균 전단파속도(VS,Soil, m/s)

MPSS2017_class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기준의 부지분류

Vs-image_

based site 

response & 

site class

Location 전단파속도 이미지 획득 위치

MASW_line_name
전단파속도 이미지를 획득한 표면파탐사 측

선명

MASW_length(m)
전단파속도 이미지를 획득한 표면파탐사 측

선길이

Year
전단파속도 이미지를 획득한 표면파탐사 측

정 연도

VS30(m/s)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을 통한 전단

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30m 심도 평균 전단

파속도(VS30, m/s) 
VS30-class_

(Sun et al., 2014)
VS30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TG(s)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부

지고유주기(s)
TG-class_(Sun et al., 

2014)

부지고유주기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2014)

H(m)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을 통한 전단

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기반암 심도 기준인 

전단파속도(760m/s)에서의 심도(m)
H-class_(Sun et al., 기반암 심도 기준의 부지분류(Su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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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014)
VS30-class_

(NEHRP, 1997)
VS30 기준 부지분류(NEHRP, 1997)

VS,Soil(m/s)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을 통한 전단

파속도 주상도 기준의 토층 평균 전단파속

도(VS,Soil, m/s)

MPSS2017_class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기준의 부지분류

Representa

tive_site 

response & 

site class

Model
전단파속도 및 부지분류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대표방법(우선적용 방법)

VS30(m/s)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 및 매개변수 추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VS30

VS30-class_

(Sun et al., 2014)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VS30 기

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Fa(Sun et al., 2014)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

(Sun et al., 2014)

Fv(Sun et al., 2014)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

(Sun et al., 2014)
VS30-class_

(NEHRP, 1997)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VS30 기

준 부지분류(NEHRP, 1997)

Fa(NEHRP, 1997)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

(NEHRP, 1997)

- 국내의 지진 구역 I (Z＝0.11)

Fv(NEHRP, 1997

VS30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

(NEHRP, 1997)

- 국내의 지진 구역 I (Z＝0.11)

TG(s)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 및 매개변수 추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부지고유주기
TG-class_(Sun et al., 

2014)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부지고유

주기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Fa(Sun et al., 2014)
부지고유주기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Sun et al., 2014)

Fv(Sun et al., 2014)
부지고유주기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Sun et al., 2014)

H(m)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 및 매개변수 추정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기반암 심도
H-class_(Sun et al., 

2014)

대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한 기반암 

심도 기준 부지분류(Sun et al., 2014)

Fa(Sun et al., 2014)
기반암심도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수(Sun et al., 2014)

Fv(Sun et al., 2014)
기반암심도 기준 부지분류에 따른 장주기 

증폭계수(Sun et al., 2014)

MPSS2017_class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기준의 부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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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PSS2017)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기준의 단주기 증폭계수

- 유효수평지반가속도(S)≤0.1 인 경우

Fv(MPSS2017)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체계 

기준의 장주기 증폭계수

- 유효수평지반가속도(S)≤0.1 인 경우

Deviation-

site 

response

VS30(m/s)-mea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30의 

중앙값(m/s)

VS30(m/s)-mi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30의 

최소값(m/s)

VS30(m/s)-max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30의 

최대값(m/s)

VS30(m/s)-std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30의 

표준편차(m/s)

H(m)-mea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H의 중

앙값(m)

H(m)-mi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H의 최

소값(m)

H(m)-max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H의 최

대값(m)

H(m)-std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H의 표

준편차(m)

VS,Soil(m/s)-mea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Soil

의 중앙값(m/s)

VS,Soil(m/s)-mi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Soil

의 최소값(m/s)

VS,Soil(m/s)-max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Soil

의 최대값(m/s)

VS,Soil(m/s)-std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VS,Soil

의 표준편차(m/s)

TG(s)-mea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부지고

유주기의 중앙값(m/s)

TG(s)-min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부지고

유주기의 최소값(m/s)

TG(s)-max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부지고

유주기의 최대값(m/s)

TG(s)-std
전단파속도 측정(추정) 방법에 따른 부지고

유주기의 표준편차(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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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지분류 테이블 입력 예

부지분류 테이블 속성 및 구조에 따라 입력된 지진관측소 예시는 그림 3.12. 3.13, 3.14와 

같다.

그림 3.12. 부지분류 테이블(T_Site_Class) 예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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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부지분류 테이블(T_Site_Class) 예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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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부지분류 테이블(T_Site_Class) 예시(3/3)



- 636 -

제4장.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반 전단파속도 추정 및 지진

응답 매개변수 변환

이번 장에서는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스프레드시트)로부터 지진응답 매개변수 변환 방법과 

그에 따른 부지분류 절차를 설명하고자 한다. 획득 및 신규 조사되어 입력된 지반물성값의 전

단파속도 추정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적용 우선순위를 정의하였다(그림 4.1 참조). 이러한 5단

계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은 NGA West2(Ancheta et al., 2013)의 Site Database

의 VS30 및 VS,Z 결정 방법을 일부 따른다.

- NGA West2의 Site Database VS30 추정 방법: Code 0: 계측 (zp ≥ 30 m); Code 1: 

계측과 Extrapolation (zp < 30 m); Code 1.5: 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 SPT) N값으로부터 VS 추정; Code 2-4: Proxy 이용 (Geology, Geotechnical 

correlation, Elevation, Slope, Terrain); Code 5: VS30 map 또는 Natural Frequency 

이용

최우선의 높은 적용성을 갖는 1번 방법은 전단파속도 주상도(VSP, Vertical seismic 

profile)로 이중 공내탄성파탐사 기법으로 다운홀탐사(DWT) S-PS 로깅으로부터 측정된 전

체 지반의 VSP로 정의하였다(1.1 방법). 1.2 방법은 MASW 및 SASW 등의 표면파탐사로부

터 획득된 VSP로 정의하였다. 1.3 방법은 암반지반에 대해서만 공내탄성파탐사로부터 전단파

속도가 확보되고, 토사지반의 경우, 표면파탐사로부터 획득된 VSP를 대체하여 결정한다.

2번 방법은 표준관입시험(SPT) N값으로부터 전단파속도와의 경험적 상관관계로부터 변환

된 전단파속도를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2.1 방법은 암반지반의 VSP만 획득된 경우, 

동시에 토사지반을 포괄하는 표준관입시험 주상도로부터 전단파속도를 변환, 추정한다. 2.2 방

법은 측정 VSP가 없는 경우, N값으로부터 추정된 전단파속도를 이용한다.

3번 방법은 시추주상도의 공학적 지층두께와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로부터 지진응답 매개변

수를 추정한다.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을 기준을 공학적 지층별 

두께가 결정되며, 각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Sun et al., 2014)를 대입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측정 1번 방법의 VSP가 없거나 2번 그룹의 표준관입시험 N값이 획득되지 않은 지진관측소를 

대상으로 공학적 지층 두께 및 대표 전단파속도를 추정하여 이용한다.

4번 방법은 지반조사 보고서로부터 획득 가능한 표면파탐사의 전단파속도 이미지를 디지타

이징하여 확보한 전단파속도값으로 구성된다. 이중 4.1 방법은 암반지반의 VSP만 획득된 경

우, 동시에 토사지반을 포괄하는 전단파속도 이미지로부터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를 토사지

반 VSP로 대체하여 이용한다. 4.2 방법은 측정 VSP가 없는 경우,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를 

이용한다.

5번 방법은 지표특성인 수치표고모델 기반의 지표고, 경사도 및 지질도 기반의 지질조건을 

부지분류의 프록시로 정의하여 이용한다. 5.1 방법은 경사도를 이용한 방법, 5.2 방법은 지표

고를 이용한 방법, 5.3 방법은 지질조건으로 분류한 방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국내외 프록

시 관련 기준 중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 관련연구로부터 그 적용성이 입증된 경사도 

기준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그 외 지표고, 지질분류 조건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대부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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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지 않았거나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 이용한다. 

2번, 3번, 4번 방법의 기초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토사지반 VSP 확보 여부에 따라 소그룹으

로 분류하였다. 지진관측소별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여부에 

따라서 5가지 방법(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표 매개변수와 그에 따른 부지분류, 증폭계수

를 결정한다.

그림 4.1.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반 대표 지진응답 매개변수(VS30 등) 결정 절차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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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 전단파속도 기반 지진응답 매개변수 변환

앞서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에서 30m 심도까지 회귀식(Sun et 

al., 2007)에 따른 Vs,z 추정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번 절에는 지표부터 30m 심도까지의 토

사지반 전체를 포함하는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토대로 지진응답 매개면수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 지진응답 매개변수

     - VS30 

지반운동의 증폭 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매개변수들로는 우선 대표적으로 30 m까지의 평균 

전단파속도(VS30)를 들 수 있으며, 대상 위치의 정량적 지반 강성 분포가 고려된 VS30과는 달

리 일반적 지층 상태와 강성에 근거한 기하학적 조건을 반영하는 기반암 심도(depth to 

bedrock, H)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 부지의 기하학적 조건으로서의 기반암 

심도와 그 깊이까지의 지반 강성 변화 분포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지주기(TG)도 매개

변수이며, 최근 기반암 심도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병용 매개변수로서 대두되고 있는 기반암 

상부 토사 지층의 평균 전단파속도(VS,soil )도 부지효과의 매개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

도 VS30이 30 m를 경험적 심도로 반영한 지표라는 관점에서 이 보다 얕은 심도까지의 평균 

전단파속도들(VS10, VS15, VS20 등 또는 VSDs)도 매개변수로 고려해 볼 수도 있다(선창국, 

2010). 검토된 각 부지응답 매개변수들은 관점에 따라서는 동일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이나 용어로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부지주기(TG)는 그 역수를 취하여 공진진동수(주

파수; resonance frequency, f0)에 해당되는 탁월진동수로 표현되기도 한다. 본 과업을 위해 

검토된 부지효과 매개변수들에 대한 계산 수식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현행 분류체계에

서 주로 적용되는 VS30(단위는 m/s)은 아래 식과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di와 VSi는 각각 지

하 30 m까지의 i번째 지층의 두께와 평균 VS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 di의 총합은 30 m가 된

다.

    
  







     - VS,soil 

토사 평균 전단파속도(VS,soil)은 각각 다음의 식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di와 VSi는 각
각 기반암 상부에 분포하는 i번째 지층의 두께와 전단파속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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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G

다양한 문헌들(Rodriguez-Marek et al., 2001; Sun, 2004)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각 부지별 지반지진공학 특성 지표로서 지진시 부지의 공진 주기를 나타내는 부지 주기(site 

period, TG)도 제시하였다. 부지 주기는 각 부지의 기반암 상부 지층들의 두께와 VS를 토대로 

다음식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di와 VSi는 각각 기반암 상부에 분포하는 i번째 지층의 

두께와 VS를 의미한다. 또한, 부지주기는 기반암 심도(H=∑Di)가 깊어질수록 커지게 된다.

  
  







     - H 

기반암 심도(H)는 현행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지반분류기준에 따라서 전단파속도가 

760m/s 이상의 심도를 기반암으로 정의한다. 만약, 전단파속도 주상도(1번 방법), SPT-N값

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2번 방법),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4번 방법)에서 760m/s 이

상이 얕은 심도에서 기록되고 이하심도 지반에서 760m/s 이하인 경우, 더 깊은 심도에서 

760m/s 이상이 기록될 때에 기반암 심도로 정의한다.

1, 2, 4단계에서 각각 추출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는 1m 단위 심도에 따라 전단파속도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기반암 심도를 결정함에 있어 1m 단위로 정의한다. 예

컨대, 5m 심도에 750m/s 전단파속도, 6m 심도에 770m/s 전단파속도가 기록되었다면, 

5m~6m 지층의 전단파속도는 750m로 간주되고 6m~7m 지층의 전단파속도는 770m/s로 간

주된다. 여기서 전단파속도기반암 심도는 5m로 정의된다. 

 3번 방법의 경우 시추주상도에 기록된 공학적 기반암(연암 이하)를 기준으로 기반암 심도

를 정의한다.

  ○ 1.1 공내탄성파탐사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토층, 암반) 이용

다운홀 탐사나 S-PS 등의 공내탄성파탐사를 이용하여 지표면(심도 0m)부터 심도방향으로 

공학적 기반암까지의 토사지반 및 기반암 이하 암반지반에 이르고 30m심도이상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획득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공학적 기반암의 정의는 앞서 언급한대로 전단파속도 

760m/s 이상의 값을 갖는 심도의 지반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VS30, 

VS,soil, TG, H 의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한다. 

① 전단파속도 주상도(1m 심도 단위별 전단파속도) 상 760m/s와 근사값을 찾는다.

(예: 8m 심도에서 755m/s이고 9m 심도에서 770m/s인 경우, 근사값을 755m/s 한다) 

②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근사값의 심도를 기반암심도(H)로 정의한다.

(예: ①번 예의 경우, 8m를 기반암 심도로 정의한다.

③ 30m 심도까지의 전단파속도값을 이용하여 VS30를 계산한다.

④ 기반암심도까지의 전단파속도값을 이용하여 VS,soil을 계산한다. 30m 심도 또는 전체 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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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 760m/s 이상의 값이 없는 경우, VS,soil을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부지분류 데이터베

이스에 VS,soil를 계산하지 않고, 기입하지 않는다. 

⑤ 기반암심도까지의 전단파속도값을 이용하여 TG를 계산한다. ④번과 마찬가지로 기반암심

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기입하지 않는다.

  ○ 1.2 표면파탐사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토층, 암반) 이용

MASW나 SASW 등의 표면파탐사를 이용하여 심도방향으로 공학적 기반암까지의 토사지반 

및 기반암 이하 암반지반에 이르고 30m심도 이상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획득한 경우를 말한

다. 1.1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한다. 

  ○ 1.3 공내탄성파탐사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도(암반) & 표면파탐사 기반 전단파속도 주상

도(토층) 이용

지진관측소(특히, 시추공형 관측소) 부지에서 착공시에 조사되어 수집된 지반조사 중에서 공

내탄성파탐사를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암반부터 기록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시추주상

도 상 공학적 지층분류(매립토, 퇴적토, 풍화토,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가 함께 기록된다. 

여기서 공학적 기반암은 연암으로 정의한다. 이와 함께 동일 부지에서 표면파탐사가 함께 수행

되어 시추조상도 지층분류상 기반암 심도 내 전단파속도가 획득된 경우를 1.3 방법으로 분류

한다. 앞서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먼저 시추조사 지층정보 테이블과 전단파속도 주상도 

테이블을 읽어 들인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① 공내탄성파탐사로부터 획득한 암반지반(연암 이하)의 전단파속도 주상도와 기반암 심도 

이상(토층)에 대해서 표면파탐사로부터 획득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 들인다.

② 공내탄성파탐사의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기록이 시작된 심도(얕은 심도)를 기준으로, 해

당 심도 이상의 표면파탐사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연결한다.

(예: 다운홀시험으로부터 8m 이하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획득되고, MASW로부터 0m부터 

15m까지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획득된 경우, 0m에서 7m까지의 MASW 전단파속도 주상

도와 8m 이하의 다운홀시험 전단파속도를 연결한다)

③ 만약, 표면파탐사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최하단 심도와 공내탄성파탐사 주상도의 최상단 

심도와 이격된 경우(예: 5m 이상 이격)는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④ 통합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760m/s과 근사값의 심도를 기반암심도(H)로 정의한다.

⑤ 1.1 방법의 ③∼⑤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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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관입시험(SPT) N값 & 전단파속도 상관관계

앞서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SPT) 테이블에서 항타수 SPT-N값

의 주상도와 30cm 관입시의 N값을 외삽한 주상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표준관입시험 N

값과 전단파속도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전단파속도 추정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번 절에는 지표

부터 30m 심도까지의 토사지반 전체를 포함하는 SPT-N값과 이를 기반으로 추정된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토대로 1절에서 설명한 지진응답 매개변수 방법을 설명하였다. 특히, 1번 방법

으로부터 지진응답 매개변수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관측소)에 대해서 2번 방법을 적용한다.

  ○ 2.1 전단파속도 주상도(암반) & 표준관입시험 N값(토층) 이용 

1번 방법을 통해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중에서 암반지반에 대해서 전

단파속도 주상도가 있으며, 동일 부지(관측소)에서 표준관입시험 N값 주상도가 획득된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종합과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① 공내탄성파탐사 및 표면파탐사로부터 획득한 암반지반(연암 이하)의 전단파속도 주상도

와 기반암 심도 이상(토층)에 대해서 표준관입시험 N값 변환을 통해 획득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 들인다.

② 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기록이 시작된 심도(얕은 심도)를 기준으로, 

해당 심도 이상의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연결한다.

(예: 탐사부로부터 8m 이하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획득되고, 표준관입시헙 주상도가 0m부터 

15m까지 획득된 경우, 0m에서 7m까지의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와 8m 이하의 측

정 전단파속도를 연결한다)

③ 만약,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최하단 심도와 측정된 주상도의 최상단 심도와 이

격된 경우(예: 5m 이상 이격)는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④ 통합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760m/s과 근사값의 심도를 기반암심도(H)로 정의한다.

⑤ 1.1 방법의 ③∼⑤ 절차를 따른다.

그림 4.2는 2.1의 방법에 따라서 JAS 관측소의 표준관입시험과 다운홀 전단파속도 주상도

를 연결하여 결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예시를 보여준다. 마름모 심볼은 표준관입시험 N값 

주상도이며, 7m 이하에서 외삽된 N값을 이용하고, 7m 이하, 30m까지는 Sun et al. (2007)

의 제안식에 따라 깊이별 전단파속도를 추정하였다. 원형 심볼은 다운홀 시험을 통한 전단파속

도 결과로서 7m(연암층)부터 기록된 전단파속도가 확보된 경우이다. 7m 이하 Sun et al. 

(2007)의 제안식에 의해서 추정된 경우와 실제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경향은 크게 다

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m 심도에서 약 35m/s 정도의 근소한 전단파속도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앞선 절차에 따라서 7m까지의 표준관입시험 N값을 통해 변환된 

전단파속도와 7m이하의 다운홀 시험을 통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연결하여 지진응답 매개변

수 추정에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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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1 방법에 따라 종합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예시(JAS(장수관측소))

  ○ 2.2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없는 경우, 표준관입시험 N값(토층, 암반) 이용) 

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없는 경우 중에서 표준관입시험 N값이 토사지반 

및 암반지반, 그리고 30m 심도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를 말한다.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

를 이용하여 1.1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한다.

3. 공학적 지층 두께 &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 관계

앞서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에서 공학적 지반분류를 표준안에 따라 크게 매립토, 퇴적

토, 풍화토, 풍화암, 연암(기반암) 및 이하 보통암, 경암으로 분류하고 각 층별 시작 심도와 종

료 심도를 입력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공학적 지반분류에 따른 층별 두께와 Sun et al.(2014)

에서 제시된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값을 이용하여 지진응답 매개변수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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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 관계

각 지층별 대표 지반동적특성은 국내 다양한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VS

의 정량적 값은 Sun et al.(2014)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며, 매립토는 190 m/s, 퇴적토는 

280 m/s, 풍화토는 350 m/s 그리고 풍화암은 650 m/s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암

반의 상태는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경도가 커지고 강성이 커질 수 있다 할지라도, 연

암부터 보통암의 대상의 공학적 기반암(Engineering bedrock)의 대표 전단파속도는 1,300 

m/s로 제시하였다.

표 4.1. 국내 대표부지에 대한 층별 대표 전단파속도 속도(Sun et al., 2014)

지층명
대표 전단파속도

(m/s)
평균 전단파속도

(m/s)
전단파속도 표준편차

(m/s)

매립토 190 186 99

퇴적토 280 283 149

풍화토 350 353 151

풍화암 650 651 202

기반암(연암 이하) 1300 1289 543

  ○ 지진응답 매개변수 추정 방법  

1번과 2번 방법을 통해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중에서 시추조사 지층 

정보 테이블에 지표부터 기반암(연암)까지 지층분류와 두께가 입력된 경우를 말한다. 1절에서 

소개한 각 매개변수(VS30, VS,soil, TG, H)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다음 절차를 따른다.

① VS30은 지반분류 상 30m 심도까지의 지층별 두께와 각 지층별 대표 전단파속도를 이용

한다. 즉, VS30 식에서 di은 지반분류별 지층 두께, VSi은 대표 전단파속도로 정의된다.

② 기반암 심도(H)는 연암층 시작 심도로 정의한다.

(예를 틀어 매립토층 두께가 5m, 퇴적토층 두께가 10m, 풍화토층 두께가 5m, 풍화암층 두

께가 5m, 이하 연암층으로 구분된 경우, 기반암 심도는 25m로 정의된다)

③ VS,soil은 정의된 기반암 심도 이상의 지층별 두께(di)와 대표 전단파속도(VSi)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④ TG도 역시 정의된 di와 VSi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4.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

앞서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단파속도 이미지의 디지타이징 정보로부터 전단파속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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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의 확보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와 테이블 구성을 설명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디지타

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하여 지반응답 매개변수 결정 방법을 설명한다.

  ○ 4.1 전단파속도 주상도(암반) &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토층) 이용 

1번, 2번, 3번 방법을 통해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결정되지 않거나 지진응답 매개변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중에서 암반지반에 대해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있으며, 동일 부지(관측

소)에서 전단파속도 이미지가 확보되어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획득된 경우를 말한

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종합과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결정한다.

① 공내탄성파탐사 및 표면파탐사로, 표준관입시험으로부터 획득한 암반지반(연암 이하)의 

전단파속도 주상도와 기반암 심도 이상(토층)에 대해서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 들인다.

②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기록이 시작된 심도(얕은 심도)를 기준으로, 해당 심도 이

상의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연결한다.

(예: 8m 이하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획득되고,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0m부터 15m까지 획득된 경우, 0m에서 7m까지의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와 

8m 이하의 측정 전단파속도를 연결한다)

③ 만약,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최하단 심도와 측정된 주상도의 최상단 심도와 이

격된 경우(예: 5m 이상 이격)는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④ 통합된 전단파속도 주상도 상 760m/s과 근사값의 심도를 기반암심도(H)로 정의한다.

⑤ 1.1 방법의 ③∼⑤ 절차를 따른다.

  ○ 4.2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없는 경우,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토층, 암반) 이용

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가 없는 경우 중에서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

도가 토사지반 및 암반지반, 그리고 30m 심도 이상으로 획득된 경우를 말한다. 디지타이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를 이용하여 1.1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계산한

다.

5. 지표특성(프록시) 기반 매개변수 변환

국외 지표특성(지형, 지질)에 따른 프록시(Proxy) 기반 부지분류 기준연구(Wald and 

Allen, 2007; Allen and Wald, 2009; Wills et al., 2015; Rai et al., 2016)로부터 지형학

과 지질학 관점의 경험적 영향인자(Proxy)를 이용한 부지분류체계가 주로 강진지역을 중심으

로 제안, 적용되었다. 국내의 경우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다(선창국과 김한샘, 

2016; Sun et al., 2018). 이번 절에서는 부지분류 데이터베이스(테이블)에서 구성된 경사도, 

지표고, 지질분류 조건에 따른 부지분류 기준과 등급 결정 방법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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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특성(프록시) 기반 부지분류 기준

     - Wald and Allen (2007)의 경사도 기반 부지분류 기준

표 3.2.3은 국외 부지들에 대하여 VS30과 지형 경사를 프록시로 설정하여 도출한 경험적 부

지분류 체계로서(Wald and Allen, 2007), 자료 확보 대상 지역의 지구조적 특성에 따라 지진

과 같은 지구조적 활동이 활발한 지역(Active Tectonics)과 판 내부의 안정적 대륙 지역

(Stable Continent)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경사도(m/m)를 기준으로 B, C, D, E의 부지분

류 등급을 결정한다.

표 4.2. NEHRP의 VS30에 따른 부지분류를 위한 경험적 경사 범위(Wald and Allen, 2007)

Site Class Slope, Sp (m/m)

Class Criterion, VS30 (m/s) Active Tectonics Stable Continent

B 760 < VS30 0.138 < Sp 0.025 < Sp

C

620 < VS30 ≤ 760 0.10 < Sp ≤ 0.138 0.018 < Sp ≤ 0.025

490 < VS30 ≤ 620 0.050 < Sp ≤ 0.10 0.013 < Sp ≤ 0.018

360 < VS30 ≤ 490 0.018 < Sp ≤ 0.050 0.0072 < Sp ≤ 0.013

D

300 < VS30 ≤ 360 0.0063 < Sp ≤ 0.018 0.004 < Sp ≤ 0.0072

240 < VS30 ≤ 300 0.0022 < Sp ≤ 0.0063 0.002 < Sp ≤ 0.004

180 < VS30 ≤ 240 0.0001 < Sp ≤ 0.0022 0.00002 < Sp ≤ 0.002

E VS30 ≤ 180 Sp ≤ 0.0001 Sp ≤ 0.00002

     - Sun et al. (2018) & Kim et al. (2018)의 프록시 기반 부지분류 기준

지진관측소 부지에서의 경사도, 지표고, 지질분류 정보 추출 이후에 표 4.3의 부지분류 기준

표(Sun et al., 2018, Kim et al., 2018)에 따라서 B, C(C1, C2, C3, C4)와 D(D1, D2, 

D3, D4), E 등급을 분류한다. 경사도, 지표고, 지질분류 정보 ‘제6장. 부지분류 공간레이

어’에서 설명하며, 부지분류 기준표에 대해서는 ‘  제5장. 부지분류 및 지반특성을 활용한 

지진증폭 보정’에서 설명한다. m/m 단위로 추출된 경사도와 지표고, 그리고 1:50,000 지질

도 상에서 지질분류명 정보 토대로 등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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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지반조사 기반 지진응답 매개변수 및 프록시 기반 지진응답 매개변수 기반 부지분류 

기준표(Sun et al., 2018, Kim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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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진응답 매개변수 변동성 검토

현재(2020년)까지 수집하거나 조사된 지진관측소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지진응

답 매개변수를 추정함에 있어 앞서 소개한 우선순위 절차에 따라 동일 부지라 하더라도 추정

값의 변동성이 존재한다. 향후 관측서 신설 및 이전을 함에 따라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추

가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지반물성값과 우선순위 절차에 따른 변동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 전단파속도 획득 방법에 따른 변동성

전단파속도 획득 방법은 획득 지반물성값에 따라서 크게 공내탄성파탐사 및 표면파탐사를 

통해 측정된 전단파속도 주상도(VSP), 표준관입시험 N값 변환 전단파속도 주상도, 층별 두께

와 대표 전단파속도 이용 전단파속도 주상도,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 주상로 구분된다. 각 방

법을 구축된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적용하되, 30m 심도까지의 전단파속도 주상도

가 확보된 지진관측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현재 구축 데이터베이스 결과를 비교하면, VS30은 대부분 평균 500 m/s 내외로 결정되지만,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를 이용한 경우 평균 1500m/s 정도로 과대평가되었다. VS,soil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300m 내외였으나, 디지타이징 전던파속도를 이용한 경우 600m/s를 웃

도는 VS30가 집중되었다. TG와 H는 동일한 양상으로 대략 0.15초 내외의 부지고유주기와 

15m 내외의 기반암 심도 분포를 가졌다. 그러나 디지타이징 전단파속도의 경우, 0.05초와 

5m 정도의 값의 분포를 보였다. 이와 달리, 3번 방법은 1번과 2번 방법과 유사한 분포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그림 4.1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우선순위를 정의함에 있어 기존 문헌(NGA 

West2의 Site database)에서 제시한 획득 물성값(VSP, SPT-N, 프록시) 외에 3번 방법(지

층 두께 및 대표 전단파속도 관계)과 4번 방법(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의 순서를 정의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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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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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림 4.3. 각 지진응답 매개변수별 지반조사 물성값에 따른 변동성 분석: (a) VS30, (b) VS,soil 

, (c) TG, (d) H

  ○ 지진응답 매개변수 우선순위 방법에 따른 변동성 

그림 4.1의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방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VS30의 변동성을 비교하였다.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VS30의 편차가 유사했다. 특히, 2번 방법을 이용하였을 때 밀집도가 높은  

VS30의 추정이 가능했다. 반면에 4번 방법은 큰 편차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신규 지반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단파속도 이미지 디지타이징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내탄성파탐사 또

는 표면파탐사 결과는 전단파속도 주상도의 원시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야 하다.

그림 4.4. 지진응답 매개변수 결정 절차 및 우선순위에 따른 VS30의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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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부지분류 및 지반특성을 활용한 지진증폭 보정

1. 암반노두 수준으로 지진관측기록(PGA) 보정 필요성

계기 진도도 표출 혹은 향후 개발될 예측 진도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산출되는 진도 정보

의 공학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매뉴얼에서는 진도 정보 산출의 공학적 기준을 

암반노두로 결정하였다. 이에 지표, 시추공 지진관측소에서 각각 관측된 지진기록을 해당 관측

위치의 암반노두에 대응하는 지진관측기록으로 변환하는 절차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후 천부 부지효과를 고려한 정밀 진도 예측은 광역 부지증폭지도 혹은 지역 정밀 지반특

성의 연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지진관측소 지진증폭 보정

지반특성을 활용하여 지진관측기록을 암반노두에 대응하는 PGA로 보정하는 부지효과 고려 

방법은 다음 표 5.1에 나타내었다. 암반노두에 대한 PGA를 예측하는 지반운동 예측식과 결합

하여 활용할 시 지진관측망 전체에 대한 증폭특성을 지진관측소 설치형식, 계측주파수에 따라 

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에 제시된 각 부지효과 고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설치 형식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 계측주파수(Hz) 지반운동 예측식 부지효과 고려 방법 

지표 
관측소

지반분류 기반 증폭계수
100 JB2003 ASCE7-16

20 BSSA2014 ASCE7-16

VS,30 기반 증폭계수
100 JB2003 ASCE7-16: Fpga

20 BSSA2014 BSSA2014:PGA

VSP* 기반 전달함수
100 JB2003 선형 전달함수

20 BSSA2014 선형 전달함수

시추공
관측소

VSP 기반 전달함수
100 Yun2008 선형 전달함수

20 JB2003 단순 전달함수

* VSP = 전단파속도 주상도

표 5.1 지진관측망 증폭특성을 고려한 지반운동 예측식 및 부지효과 고려 방법 최적 조합

 (1) 내진설계기준 부지분류에 기초한 단주기 증폭계수(Fa)

 내진설계기준에서는 지진 시 천부 지반에 의한 증폭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지표면으

로부터 30 m 깊이까지의 평균 지반특성인 VS,30을 주요 변수로 하여 지반을 분류하고 

증폭특성을 부여한다. 암반노두에 기대되는 PGA 대비 VS,30에 의해 분류되는 부지종류

에 따라 증폭되는 PGA는 단주기 증폭계수(Fa)에 의해 좌우되므로, 부지분류에 따른 Fa

를 관측기록에 적용하여 암반노두화 PGA를 획득한다. 다음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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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설계하중기준(ASCE 7-16)

Site class Description VS,30 (m/s)
Fa

ASCE 7-16
SS ≤ 0.25 g

A Hard Rock VS,30  1500 0.8
B Rock 760 ≤ VS,30  1500 0.9

C
Very dense soil 
and soft rock

360 ≤ VS,30  760 1.3

D Stiff soil 180 ≤ VS,30  360 1.6
E Soft soil VS,30  180 2.4
F Soils requiring site response analysis

표 5.2 미국 설계하중기준(ASCE 7-16)의 부지분류 및 지반계수

    표 5.2의 ASCE 7-16에 의한 부지분류와 대응하는 단주기 증폭계수(Fa)는 VS,30에 

기초한다. 0.25 g의 SS (0.2초 주기 스펙트럴 가속도)이하에 대해 제시된 증폭계수를 이

용한다. 

 (2) 지반특성(VS30)에 직접 기초한 증폭계수

    VS,30을 입력변수로 증폭계수를 직접 획득할 수 있다. 다음 기준에 제시된, 지반운동 

예측식에 포함된 증폭계수 결정식을 활용할 수 있다. 

  ○ 미국 설계하중기준 해설편(ASCE 7-16 commentary)

  FPGA = exp[  ln
  

                      exp min     exp ×

                    × ln
 ]

       여기서, PGA로는 동서, 남북 방향 각 관측 PGA 혹은 기하평균을 적용할 수 있다. 

  ○ 지반운동 예측식: Boore et al. (2014, BSSA14) 

  Flin = 









expln

   ≤ 

expln

    

       여기서, c = -0.6, Vref = 760 m/s, Vc = 1,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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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순 전달함수(시추공 지진관측소)

    지표 지진관측소는 표 5.1의 3가지 부지효과 고려 방법론을 통해 증폭특성을 각기 고려

할 수 있다. 다만, 본 매뉴얼에서는 VSP에 기초한 전달함수는 제공하지 않는다. 시추공 

지진관측소에 대한 단순 전달함수는 지표 자유장 효과만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관측 PGA

에 2를 곱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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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1. 지진관측소 공간레이어

지진관측소 일반정보 테이블로부터 주요 관심 속성(관측소 운영, 타입, 센서 등)에 따른 공

간상 부류조건을 지정하여 GIS 파일 형태의 가시적 표출이 가능하다(그림 6.1). 이를 위한 도

구로서 기존의 상용 프로그램은 ArcGIS, QGIS가 있으며 이중 QGIS는 GIS 오픈 플랫폼으로

서 다양한 자료 입력, 처리, 분석의 기능을 지원한다. 본 매뉴얼의 공간레이어 추출과 가시화 

관련 방법은 QGIS 매뉴얼 관점에서 소개한다. 

  ○ 자료 입력

     - CSV 파일 입력

QGIS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도구로 데이터셋을 열 수 있습니다. 주로 ‘Layer 

▶ Add Layer ▶’ 메뉴나 (View ▶ Toolbars 메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Manage 

Layers 툴바’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모든 도구들은 결국 ‘Data Source Manager 

Toolbar’ 에 있는 ‘dataSourceManager Open Data Source Manager 버튼’이나 Ctrl+L 

조합키로 열 수 있는 단일한 ‘Data Source Manager 대화창’으로 연결된다. 현재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엑셀 기반의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CSV 파일의 입력이 가

능하다.

QGIS에는 다양한 지원 데이터 형식을 모두 로드 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관리자가 제공된

다. Open Data Source Manager 에서 ‘button on the Data Source Toolbar’ 버튼을 클

릭하십시오. 또한 Ctrl + L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다. Create a Layer from a Delimited 

Text File 다이알로그에서 Browse 을 클릭하고 다운로드한 텍스트파일의 경로를 찾는다. 

‘File format’에서 ‘Custom delimiters’를 선택하고 ‘Tab’을 체크한다. ‘Geometry 

definition’에서는 적절한 X, Y좌표가 발견되면 자동적으로 좌표를 불러온다. 여기서는 

*LONGITUDE*와 *LATITUDE*이다. 만약 잘못된 필드를 불러들이면 변경을 할 수 있다. 

‘Geometry CRS’를 기본 ‘EPSG:4326 WGS84’로 둘 수 있다. ‘OK’를 클릭한다. 그

러면 데이터가 불러들여져서 QGIS캔버스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표출된 공간레이어는 GIS 파일형식 중 Shape 파일(확장자 shp)로 저장된다.

     - Shape 파일 입력

Shape 파일은 GIS를 위한 백터 데이터 형식이다. 확장자는 shp, shx, dbf인 파일을 통칭 

Shape 파일이라고 한다. Shape 파일 형식으로 벡터 특징(점, 선, 다각형)을 설명할 수 있으

며, 지진관측소 부지의 경우, 점 형태의 Shape 파일이 입력된다. 여기서 shp, shx 확장자의 

파일은 공간데이터를 의미하며, dbf는 속성 데이터를 의미한다. Shape 파일 불러오는 방법은  

‘메뉴> 레이어(L)> 레이어 추가> 벡터 데이터’를 선택한다. 또는 상단의 탐색기에서 검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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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윈도우 탐색기에서 드래그&드롭 shp 파일을 QGIS에 끌어다 놓아도 된다. 

운영/종료
관측소

운영
종료

(a)

지표형/
시추공형
관측소

시추공형
지표형

(b)

그림 6.1. 지진관측소 속성에 따른 공간레이어 데이터베이스 예시: (a) 운영/종료 분료, (b) 

지표형/시추공형 관측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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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응답 매개변수 공간레이어

  ○ 관측소별 지표고, 경사도, 지질분류 정보 추출

관측소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동일위치에 공간상 중첩된 수치표고모델로부터 지표고, 경사도

를 추출하고, 마찬가지로 지질도(1:50,000 축척)으로부터 지질연대, 지질분류 등의 정보를 추

출한다. 추출된 정보는 지표특성(프록시) 기반 부지분류 기법에 적용된다. 해당 방법은 신규 

또는 이전 지진관측소가 발생하는 경우, 부지 지표특성 정보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 수치표고모델 기반 지표고 및 경사도 추출 방법

지진관측소 Shape 파일과 수치표고모델 Raster 파일(보통 TIFF 파일 사용)을 QGIS 상에 

불러온다. ‘Processing analysis’툴박스에서 ‘Sample raster values algorithm’을 검색

하고 찾는다. 해당 툴을 선택하면, 입력창에서 입력 포인트 레이어는 지진관측소 레이어를 선

택한다. 샘플링할 Raster 레이어로 수치표고모델을 선택한다. 이를 실행하면, 새로운 레이어 

샘플 포인트가 ‘Layer panel’에 불러와지며, 지진관측소 마지막 필드에 수치표고모델의 속

성정보(지표고)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사도의 경우, 앞선 툴박스에서 ‘Slope(경사도)’툴을 선택하고, 입력창에서는 높이값 레

이어를 수치표고모델을 선택하고, Z 비율은 일반적으로 1.0을 선택하되 하단의 ‘기복 단계를 

자동으로 생성’을 활성화시킨다. Slope Raster 레이어 파일이 저장될 위치와 파일명을 지정

하고, 이를 실행시키면 경사도 레이어가 ‘Layer panel’에 생성된다. 앞선 지표고 추출 방법

과 마찬가지로 Sample raster values algorithm’를 이용하여 지진관측소 위치의 경사도를 

추출할 수 있다. 

     - 지질도 기반 지질분류 추출 방법

지진관측소 Shape 파일과 지질도 Shape 파일을 QGIS 상에 불러온다. Layer panel 창에서 

지질도 레이어를 클릭하고, 툴바에서 ‘객체 선택’ 도구를 선택하여 지진관측소 위치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영역에 클릭한다. 전체 지진관측소의 지질분류를 추출하고자 한다면, 전체 지

진관측소를 선택한다. 메뉴에서 ‘벡터> 조사도구> 위치에 따른 선택’을 실행한다. 위치별 선

택 창에서 옵션으로‘다음의 객체를 선택’에서 추출할 대상인 지진관측소를 선택하고, ‘객체

가 다음과 교차’에서는 추출할 공간 대상으로 전체 지질도를 선택한다. 또한, 새롭게 해당 공

간의 위치정보가 선택이 되도록 ‘새 선택 만들기’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선택된 지진관측소(노란색으로 표시)에 대해서 ‘Layer panel’에서 ‘지진관측

소’레이어에 마우스를 올리고 우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실행시켜 선택된 정

보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이 때 ‘선택된 객체만 저장’옵션을 선택하여야 한다.

  ○ 대표 지진응답 매개변수별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앞서 3장과 4장에서 소개한대로 지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결정된 대표 지진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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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별 부지분류 등급을 대상으로 한 공간레이어의 표출이 가능하다. 

  ○ 관측소별 부지분류에 따른 시각화

앞서 자료입력 방법에 따라 표출된 레이어 속성을 열람한다. 스타일 탭에서 분류값을 선택한

다. 부지분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따라 관심있는 매개변수별 부지분류 필드를 선택한다. 색

상은 분류된 값에 따라 무작위로 정해지며,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기 위해서 심볼을 선택하여 

변경가능하다.

그림 6.2의 공간레이어는 Shape 파일 형태로 저장되며, QGIS나 ArcGIS 등의 상용 프로그

램과 Google earth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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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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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et 
al.(2015)

MPSS(2017)

(d)

그림 6.2. 각 대표 지진응답 매개변수별 부지분류 공간레이어 데이터베이스 예시: (a) VS30 

기준(Sun and Kim, 2017), (b) TG 기준(Sun and Kim, 2017), (c) H 기준(Sun and 

Kim, 2017), (d)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지반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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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지반특성을 활용한 

지진관측소 증폭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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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표 지진관측소] 부지분류 기반 평가(A. 그림 1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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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 설계기준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 20Hz, DHT 기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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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2. 설계기준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MOCT 1997, 20Hz, DHT 기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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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6))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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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3. 설계기준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ASCE 2016, 20Hz, DHT 기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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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8))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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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4. 설계기준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MOLIT 2018, 20Hz, DHT 기반,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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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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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5. 거리 별 설계기준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DHT 기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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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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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6. 거리 별 설계기준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DHT 기반, ⑥)



- 667 -

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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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7. 거리 별 설계기준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DHT 기반,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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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1997)) - log(GMPE)) mean (< 100 km)

DHT MASW P-wave HV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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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8.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MOCT 1997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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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6))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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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9.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 2016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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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8))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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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0.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MOLIT 2018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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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1997))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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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1.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MOCT 1997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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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6))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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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2.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 2016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⑫)



- 673 -

Residual (log(PGA/fa(2018))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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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3.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MOLIT 2018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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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1997))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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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4.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MOCT 1997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⑭)



- 675 -

Residual (log(PGA/fa(2016)) - log(GMPE)) mean (< 500 km)

DHT MASW P-wave HVSR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a) 동서(EW) 방향

Residual (log(PGA/fa(2016)) - log(GMPE)) mean (< 500 km)

DHT MASW P-wave HVSR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b) 남북(NS) 방향

A. 그림 15.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 2016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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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8))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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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6.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MOLIT 2018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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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표 지진관측소] VS,30 기반 평가(A. 그림 17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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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7.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 100Hz, DHT 기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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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PGA))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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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8.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BSSA2014(PGA), 100Hz, DHT 기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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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10Hz))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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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9.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BSSA2014(10Hz), 100Hz, DHT 기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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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20Hz))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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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20.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BSSA2014(20Hz), 100Hz, DHT 기반,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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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50Hz))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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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21.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BSSA2014(50Hz), 100Hz, DHT 기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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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100Hz))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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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22.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BSSA2014(100Hz), 100Hz, DHT 기반,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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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6:CENA))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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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23.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ASCE2016(Fa), 100Hz, DHT 기반,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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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pga(2016:CENA))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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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24.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ASCE2016(Fpga), 100Hz, DHT 기반,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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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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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25. 거리 별 증폭계수 결정식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DHT 기반,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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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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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26. 거리 별 증폭계수 결정식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DHT 기반,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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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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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27. 거리 별 증폭계수 결정식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DHT 기반,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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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PGA)) - log(GMPE)) mean (< 100 km)

DHT MASW P-wave HVSR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a) 동서(EW) 방향

Residual (log(PGA/fa(2014:PGA)) - log(GMPE)) mean (< 100 km)

DHT MASW P-wave HVSR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b) 남북(NS) 방향

A. 그림 28.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PGA)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⑫)



- 689 -

Residual (log(PGA/fa(2014:10Hz))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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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29.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10Hz)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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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20Hz))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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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30.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20Hz)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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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50Hz))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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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31.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50Hz)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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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100Hz))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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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32.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100Hz)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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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6:CENA))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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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33.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2016(Fa)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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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pga(2016:CENA))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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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34.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2016(Fpga)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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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PGA))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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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35.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PGA)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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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36.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10Hz)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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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37.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20Hz)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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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38.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50Hz)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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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39.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100Hz)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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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40.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2016(Fa)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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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41.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2016(Fpga)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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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42.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PGA)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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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43.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10Hz)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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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44.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20Hz)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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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45.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50Hz)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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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46.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100Hz)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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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47.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2016(Fa)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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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48.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2016(Fpga)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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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49.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 20Hz, DHT 기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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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50.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BSSA2014(PGA), 20Hz, DHT 기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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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51.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BSSA2014(10Hz), 20Hz, DHT 기반, ③)



- 712 -

Residual (log(PGA/fa(2014:20Hz)) - log(GMPE)) mean

< 100 km < 300 km < 500 km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a) 동서(EW) 방향

Residual (log(PGA/fa(2014:20Hz)) - log(GMPE)) mean

< 100 km < 300 km < 500 km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b) 남북(NS) 방향

A. 그림 52.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BSSA2014(20Hz), 20Hz, DHT 기반,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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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53.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BSSA2014(50Hz), 20Hz, DHT 기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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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54.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BSSA2014(100Hz), 20Hz, DHT 기반,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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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55.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ASCE2016(Fa), 20Hz, DHT 기반,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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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56. 증폭계수 결정식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Fa: ASCE2016(Fpga), 20Hz, DHT 기반,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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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57. 거리 별 증폭계수 결정식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DHT 기반,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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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58. 거리 별 증폭계수 결정식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DHT 기반,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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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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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59. 거리 별 증폭계수 결정식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DHT 기반,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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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PGA))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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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60.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PGA)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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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10Hz))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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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61.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10Hz)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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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20Hz)) - log(GMPE)) mean (< 100 km)

DHT MASW P-wave HVSR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a) 동서(EW) 방향

Residual (log(PGA/fa(2014:20Hz)) - log(GMPE)) mean (< 100 km)

DHT MASW P-wave HVSR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b) 남북(NS) 방향

A. 그림 62.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20Hz)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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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50Hz))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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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63.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50Hz)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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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100Hz))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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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64.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100Hz)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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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6:CENA))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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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65.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2016(Fa)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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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pga(2016:CENA))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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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66.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2016(Fpga)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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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PGA))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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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67.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PGA)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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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10Hz))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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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68.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10Hz)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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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20Hz))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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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69.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20Hz)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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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50Hz)) - log(GMPE)) mean (< 300 km)

DHT MASW P-wave HVSR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a) 동서(EW) 방향

Residual (log(PGA/fa(2014:50Hz)) - log(GMPE)) mean (< 300 km)

DHT MASW P-wave HVSR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b) 남북(NS) 방향

A. 그림 70.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50Hz)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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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100Hz))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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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71.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100Hz)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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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6:CENA))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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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72.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2016(Fa)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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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pga(2016:CENA))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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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73.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2016(Fpga)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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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PGA))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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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74.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PGA)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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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10Hz))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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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75.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10Hz)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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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20Hz))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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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76.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20Hz)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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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50Hz))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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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77.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50Hz)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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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4:100Hz))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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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78.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BSSA2014(100Hz)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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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a(2016:CENA))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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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79.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2016(Fa)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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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fpga(2016:CENA))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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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80.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ASCE2016(Fpga)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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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표 지진관측소] 전달함수 기반 평가(A. 그림 8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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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81.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 100Hz, DHT 기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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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82.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100Hz, DHT 기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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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filtered PGA:TF)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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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83.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Filter, 100Hz, DHT 기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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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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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84. 거리 별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DHT 기반,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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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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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85. 거리 별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DHT 기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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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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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86. 거리 별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DHT 기반,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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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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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87.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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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Filtered PGA:TF)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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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88.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Filter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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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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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89.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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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Filtered PGA:TF)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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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90.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Filter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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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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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91.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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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Filtered PGA:TF)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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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92.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Filter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⑫)



- 753 -

Residual (log(original PGA)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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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93.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 20Hz, DHT 기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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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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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94.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20Hz, DHT 기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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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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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95. 거리 별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DHT 기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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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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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96. 거리 별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DHT 기반,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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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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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97. 거리 별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DHT 기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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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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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98.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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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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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99.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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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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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00.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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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시추공 지진관측소] 전달함수 기반 평가(A. 그림 101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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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01.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 100Hz, DHT 기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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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760))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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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02.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100Hz, DHT 기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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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2))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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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03.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2), 100Hz, DHT 기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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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04.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Filter, 100Hz, DHT 기반,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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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2)) - log(GMP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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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05.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2)&Filter, 100Hz, DHT 기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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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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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06. 거리 별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DHT 기반,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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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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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07. 거리 별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DHT 기반,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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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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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08. 거리 별 전달함수 및 필터 적용 유무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DHT 기반,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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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760))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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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09.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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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2))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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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10.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2)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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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Filtered PGA:TF(760))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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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11.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Filter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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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Filtered PGA:TF(2))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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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12.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2)&Filter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100Hz,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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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760))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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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13.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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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2))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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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14.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2)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⑭)



- 775 -

Residual (log(Filtered PGA:TF(760))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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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15.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Filter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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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Filtered PGA:TF(2))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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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16.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2)&Filter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100Hz, 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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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760))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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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17.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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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2))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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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18.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2)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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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Filtered PGA:TF(760)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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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19.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Filter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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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Filtered PGA:TF(2)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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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20.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2)&Filter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100Hz, 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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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21. 전달함수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 20Hz, DHT 기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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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22. 전달함수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20Hz, DHT 기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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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23. 전달함수 별 거리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2), 20Hz, DHT 기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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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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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24. 거리 별 전달함수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DHT 기반,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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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300 km)

Original PGA Original PGA:TF(760) Original PGA:TF(2)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a) 동서(EW) 방향

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300 km)

Original PGA Original PGA:TF(760) Original PGA:TF(2)
0

0.5

1

1.5

2
1. Park2001
2. JB2001
3. JB2003
4. AB2006

5. Yun2008
6. BSSA2014
7. Emolo2015

(b) 남북(NS) 방향

A. 그림 125. 거리 별 전달함수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DHT 기반,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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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PGA)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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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26. 거리 별 전달함수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DHT 기반,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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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760))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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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27.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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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2)) - log(GMPE)) mean (< 1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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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28.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2) 및 진앙(진원)거리 100 km 이내, 20Hz,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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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760))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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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29.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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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2)) - log(GMPE)) mean (< 3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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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30.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2) 및 진앙(진원)거리 300 km 이내, 20Hz,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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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760))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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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31.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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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log(Original PGA:TF(2)) - log(GMPE)) mean (< 500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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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남북(NS) 방향

A. 그림 132. 실험기법에 따른 지반운동 예측식 성능 평가

(Original PGA:TF(2) 및 진앙(진원)거리 500 km 이내, 20Hz, ⑫)



주 의

1. 이 최종보고서는 기상청에서 시행한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상청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개발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