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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구조의 불확실성이 고려된 1차원 확률론적 

지반응답해석

1D Probabilistic Ground Respon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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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In this paper, the stochastic 1D site response analysis method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and considering thespatial variation of shear 

wave velocity profile isproposed. To consider thespatial variation of shear wave velocity profile for 1D site response analysis, the proposed 

method generates random shear wave velocity profiles representing the target site, and Monte Carlo simulation is used to calculate 

the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site response analysis results such as thepeak ground acceleration. Through the field applica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fiel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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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반암에서 지반을 통과하여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지진파에 의한 지반 

증폭 현상은 대상 지반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1,2]. 지반 응답해석[3]을 통한 지진 증폭현상의 평가는 대상 지반을 대

표하는 하나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결정한 후 다양한 지진파에 대해 결정

론적인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지반응답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지반의 1차원 전단파 속도 (또

는 전단탄성계수) 주상도의 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단파 속도 

주상도의 구조는 다양한 현장 탄성파 시험[4-9]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결정론적 해석을 위해서는 대상부지 한곳에서 획득된 전단파 속도 주상도

를 사용하거나, 또는 다수의 실험 수행을 통해 결정된 전단파 속도 주상도들

의 단순 평균을 사용한다. 이러한 단일한 대표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사용한 

지반 응답 해석결과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중 해석에 사용되는 지반 전단파 속도 주상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큰 

영향을 준다[10]. 지반 전단파 속도 주상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은 지반 조

사의 한계 및 이에 따라 고려되지 못한 지반 물성치의 공간 변동성 등에 의

해 발생한다[11]. 이러한 불확실성은 확률론적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고려

될 수 있다.   대상 지반 구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지반 응답 해석

은 대상 지반에 존재 가능한 다양한 지반 구조를 생성하고 생성된 지반 구조

들에 대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12-15].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대상 지반에 존재 가능한 모든 전단파 속

도 주상도들의 생성은 대상부지 층상구조가 횡방향으로 매우 유사한 경우, 

즉 횡방향으로 지반을 구성하는 층의 개수가 거의 일정하며 각 층의 두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대상부지의 여러 위치에서 결정 된 전단파 속

도 주상도들을 구성하는 각 층의 두께 및 속도값에 대하여 통계적 평가를 통

해 수행될 수 있다[10]. 그러나 실제 현장 실험시 얻어지는 주상도들은 횡방

향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더라도 층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고 층 두께가 매

우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주상도 

생성방법의 적용은 경우에 따라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주상도 생

성방법은 PS-suspension logging 시험이나 CPT 시험과 같은 실험 결과에

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하모닉 웨이브릿 변환을 이용한 전단파 속도 주상도 생성방법[16]을 활용

한 전단파 속도 주상도들의 생성 및 생성된 전단파 속도 주상도들에 대한 몬

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확률론적 1차원 지반응답해석 방법을 제안

하였다. 2장에서는 하모닉웨이브릿 변환을 이용한 물성치의 공간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이 고려된 대상 지반에 존재 가능한 전단파 속도 주상도 생성 

방법 및 이를 활용한 확률론적 지반응답해석을 설명하였으며, 3장에서는 

제안된 방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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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ear wave velocity profile

(a) Structure of shear wave velocity profile of site

(b) Standard deviation of magnitude and phase angle

(c) Random shear wave velocity profile which can exist in the site

Fig. 2. Generation of random shear wave velocity profile for 

probabilistic geotechnical analysis

2. 지반 구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지반

응답해석

2.1 불확실성이 고려된 대상 지반에 존재 가능한 지반 구조의 생

성 방법

지반응답 해석을 위해서는 Fig. 1과 같은 대상지반의 전단파 속도 주상

도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단파 속도 주상도는 다양한 탄성파 시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층상구조를 이루는 전단파 속도 주상도는 식 (1)에서

와 같이 서로 독립인 다양한 파수(wave number: k) 성분들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cos     (1)

 

여기서, 는 길이 또는 깊이와 같은 공간 좌표를 나타내며, 는 에 따른 

전단파 속도의 분포이다. 

는 를 구성하는 각각의 파수 성분을 나타

내며, 식 (1)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진폭 변조된 신호의 형태를 가진다. 



는 에 따른 파수, 성분의 크기를 나타내는 크기 함수이며,   




는 에 따른 파수,성분의 위상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위상 함수이다. 식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파수 성분의 형태는 크기 함수와 위상함수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각 파수성분에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은 크기 함수와 위상

함수의 불확실성에 의해 결정된다. 

대상 지반에 존재 가능한 다양한 전단파 속도 주상도는 다음과 같은 과

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먼저 대상 지반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에 하모닉 

웨이브릿 변환[17]을 수행하여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구성하는 파수 성분

들의 공간상 분포를 Fig. 2(a)와 같이 결정한다. 이때 결정된 각각의 파수 성

분들의 크기와 위상에 대해 Fig. 2(b)를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부여한다. 대

상지반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상 지반에서 얻어진 전단

파 속도 주상도들에 대해 Fig. 2(a)와 같이 각 파수성분들을 결정한 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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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ear wave velocity profiles (b) 2D shear wave velocity map

Fig. 3. Shear wave velocity profiles and 2D shear wave velocity map determined by HWAW method in 00 site

파수성분들을 구성하는 크기와 위상들의 분산을 Fig. 2(b)와 같이 결정한

다. 불확실성의 부여는 결정된 분산값을 이용하여 정규확률분포를 가지는 

무작위 값을 Fig. 2(a)에서 결정된 각 파수 성분의 크기와 위상에 부가한다. 

크기와 위상에 불확실성이 부가된 파수성분들에 대해 역하모닉 웨이브릿 

변환을 수행하여 불확실성이 부가된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Fig. 2(c)와 같

이 결정한다. Fig. 2(b)의 결과를 이용한 각 파수 성분의 크기와 위상을 위한 

무작위 값 생성과정과 Fig. 2(c)와 같이 생성된 무작위값과 역하모닉 웨이

브릿 변환을 이용한 존재 가능한 전단파 속도 주상도 생성과정을 N회 반복

하여, 대상 지반에 존재 가능한 N개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결정한다.

2.2 지반 구조의 불확실성이 고려된 확률론적 지반응답해석

전단파 속도 주상도 구조의 불확실성이 고려된 지반응답 해석은 몬테카

를로 방법을 이용한 확률론적 지반 응답 해석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몬테

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확률론적 지반응답 해석은 2.1장에서 결정된 N개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들에 대해 지반응답 해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

해 N개의 해석 결과값들(최대지반가속도, 지반의 고유주기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어진 지진에서 대상지반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응답 

결과값들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와 누적확률밀도함수와 같은 확률분포를 결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확률분포를 통해 지반응답 결과값들의 발생 확률을 결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선택된 설계값보다 큰 지반응답 결과값들이 발생할 확

률을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반 전단파 속도 주상도 구조의 불확실성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해석 또는 설계 결과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정된 N개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에 대한 지반응답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SHAKE9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현장 적용

제안된 방법의 현장적용성을 보이기 위하여 00현장에 제안된 방법을 적

용하였다. 대상 부지내 10개의 위치에서 표면파 시험이 수행되었다. Fig. 3

은 표면파 시험을 통해 결정된 전단파 속도 주상도들과 이 주상도들을 사용

하여 결정된 2차원 전단파 속도 지도이다. 실험에서 결정된 전단파 속도 주

상도들을 보면 깊이에 따라 전단파 속도가 유사한 변화 유형을 보이면 증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층의 개수 및 층두께를 가지

는 다양한 주상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2차원 전단파 속도 지도를 보면 10m 

이하의 지층에서는 층상구조의 횡방향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으나 10m보

다 깊은 지층에서는 10m이하 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층상구조의 횡방

향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대상 전단파 속도 주상도의 불확실성이 고려된 확

률론적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하기 위하여 2장에서 제안된 방

법을 그림3에 주어진 전단파 속도 주상도들에 적용하였다. Fig. 4는 대상 

부지에서 결정된 전단파 속도 주상도들중 하나에 하모닉 웨이브릿 변환을 

적용하여 결정된 공간(또는 깊이)에 따른 각 파수 성분들의 크기와 위상을 

나타내는 크기 공간-파수 지도와 위상 공간-파수 지도이다. 이러한 변환을 

통해 얻어진 각 위치에서의 크기 및 위상의 공간-파수 지도를 사용하여 각 

파수성분들의 크기와 위상이 가지는 분산을 결정한다. Fig. 5는 대상 부지

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가 가지는 파수 성분별 위상 및 크기의 분산을 나타낸

다. 이러한 분산은 파수 성분별 위상 및 크기의 공간에 따른 불확실성을 나

타낸다. Fig. 5에서 결정된 파수성분의 크기와 위상에 대한 분산으로 표현

되는 대상 부지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크기 및 위상의 공간-파수 지도에 대

한 역 하모닉 웨이브릿 변환을 통해 대상 부지에 존재 가능한 500개의 전단

파 속도 주상도들을 Fig. 6(a)와 같이 결정하였다..

결정된 500개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는 SHAKE91을 사용한 확률론적 

지반응답 해석에 사용되었다. 확률론적 지반응답해석에서는 지진파의 불

확실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지진파를 생성하여 지반응답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지반 구조의 불확실성이 고

려된 확률론적 지반응답해석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상 지진을 

Hachinoe 지진 하나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Fig. 7과 8은 지반응답 해석을 수행하여 결정된 다양한 결과값들중 지표

면 최대 가속도값(PGA)과 지반 고유주기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 및 누적확

률밀도함수이다. 확률 밀도함수는 주어진 대상값이 발생할 빈도수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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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gnitude depth-wave number map (b) Phase depth-wave number map

Fig. 4. Space-Wave number map 

(a) Variance of amplitude (b) Variance of phase

Fig. 5. Variance of amplitude and phase of wave number component

Fig. 6. Random shear wave velocity profiles determined 

내며, 누적확률밀도함수는 대상값보다 작은 값들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

다. 이러한 분포로부터 대상지반의 고유주기가 어떤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나, 설계나 해석을 위해 선택된 지표면 최대 가속도 값보다 큰 지표면 최대 

가속도 값이 대상 지반 구조의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결정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계에 특정 지표면 최대 가속도 사용시 발생할 수 있

는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가 가능하다. 본 현장적용의 결과를 보면, 

대상지반에서 실험을 통해 결정된 10개 전단파 속도 주상도들의 단순평균

을 통해 결정된 결정론적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사용하여 지반응답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PGA는 0.18g이고 지반고유주기는 0.12sec로 Fig. 7과 8에 

수직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을 보면 결정론적 해석을 통해 얻어진 PGA

보다 큰 PGA가 발생할 확률은 약 29%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

해 지반 구조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가능한 지반응답해석 결과의 위험도를 

확률값의 형태로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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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PGA

(b)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f PGA

Fig. 7. Probability distributions of PGA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period

(b)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f period

Fig. 8. Probability distributions of period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반 구조의 불확실성이 고려된 확률론적 지반응답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반 물성치의 공간 분포 불확실성에 의한 지반 구조의 

불확실성은 하모닉 웨이브릿 변환을 통한 지반 구조의 파수 성분으로의 분

석 및 각 파수 성분에 존재 가능한 불확실성의 부여를 통해 대상 지반에 존

재 가능한 다양한 존재 확률을 가지는 지반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 구조들의 

생성 및 생성된 지반 구조들을 사용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과

적으로 지진에 의한 지반응답해석에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반에 존재 가능한 불확실성이 고려된 지반 구조의 생성 및 생성된 지반 

구조들에 대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확률론적 지반 응답 해석

을 위해 SHAKE91을 사용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적용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안된 방법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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