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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리파 분산을 역산하여 구한 횡파속도를 이용한 춘천시의 부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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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Characterization using Shear-Wave Velocities Inverted from 
Rayleigh-Wave Dispersion in Chu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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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춘천시 인구 밀집지역의 지반특성 파악 및 분류를 목적으로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고유진동수 1 Hz인
수직성분 속도센서 4대와 4.5 Hz 수직 지오폰 24개를 이용하여 춘천시계 내의 50 지점(산림지 4 곳 포함)에서 레일리파
를 기록하였다. 확장된 공간자기상관함수법으로 얻은 레일리파 분산곡선을 두께 1 m인 40개 수평층의 횡파속도(vs) 모델
로 역산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풍화암질 기반암의 깊이(Db) 및 횡파속도( ), 토양층의 평균 횡파속도( ), 깊이 30
m까지의 횡파속도(vs30)를 각각 산출하였다. 46개 저고도 측점에서 구한 Db, , , vs30는 각각 5 ~ 29 m, 404 ~ 561
m/s, 208 ~ 375 m/s, 226 ~ 583 m/s의 범위를 갖는다. 이는 국내 내진설계기준에 따르면 단단한 토사지반 SD와 매우 조밀
한 토사지반 및 연암지반인 SC에 해당한다. vs30의 대표적 지시자를 파악하기 위해 토지피복 종류, 기반암 암상, 지표면
경사도 및 지표 고도와의 상관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좋은 지시자인 고도와의 상관성(r = 0.41)도 미약하게 나
타나서,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춘천시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횡파속도, 레일리파 분산, 공간자기상관함수, vs30, 고도

Abstract: To reveal and classify site characteristics in densely populated areas in Chuncheon, Korea, Rayleigh-waves were
recorded at 50 sites including four sites in the forest area using four 1-Hz velocity sensors and 24 4.5-Hz vertical
geophones during the period of January 2011 to May 2013. Dispersion curves of the Rayleigh waves obtained by the
extended spatial autocorrelation method were inverted to derive shear-wave velocity (vs) models comprising 40 horizontal
layers of 1-m thickness. Depths to weathered rocks (Db), shear wave velocities of these basement rocks ( ), average
velocities of the overburden layer ( ), and the average velocity to a depth of 30 m (vs30), were then derived from
those models. The estimated values of Db, , , and vs30 for 46 sites at lower altitudes were in the ranges of 5 to
29 m, 404 to 561 m/s, 208 to 375 ms/s, and 226 to 583 m/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Korean building code for
seismic design, the estimated vs30 indicates that the lower altitude areas in Chuncheon are classified as SC (very dense
soil and soft rock) or SD (stiff soil). To determine adequate proxies for vs30, we compared the computed values with
land cover, lithology, topographic slope, and surface elevation at each of the measurement sites. Due to a weak correlation
(r = 0.41) between vs30 and elevation, the best proxy of them, applications of this proxy to Chuncheon of a relatively
small area seem to be limited.

Keywords: shear-wave velocity, Rayleigh-wave dispersion, spatial autocorrelation method, vs30, elevation

서 론

지진에 의해 발생된 지진파는 지표면과 기반암 사이의 토양

층에서 증폭되며, 그 정도는 진원이나 진앙으로부터 동일한 거

리의 부지일지라도 지표 부근 물질과 횡파속도(vs) 등의 동역

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이 지진파가 기반암 상부

의 지층을 통과함에 따라 지진동이 증폭되는 현상을 부지효과

라고 한다. 따라서 부지 증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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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까지 vs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지를 일반적으로 구분

한다. 국내에서는 Borcherdt (1994)가 제안한 지하 100 ft (약

30 m)까지 평균 횡파속도(vs30)에 의해 나눈 지반분류를 토대

로 제정한 NEHRP (BSSC, 1997) 규정과 ICBO (1997)의

UBC (Uniform Building Code)를 국내 내진설계기준(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1997)에 반영하여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퇴적층이 두꺼운 미국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된

vs30이 퇴적층이 얇은 국내 지반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0 m보다 얕은 깊이까지의 평균

vs 사이의 상관관계가 연구된 바 있다(Sun et al., 2007). 또한

지역적인 지반상태에 따라 크게 변하는 지진과 같은 지질 재

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영향범위가 넓으므

로 광역적 면적에 대한 지반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적,

시간적 제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지표면 경사도와 같은 지시자(proxy)를 이용한 간접

적 방법을 이용해 지반을 분류하는 연구가 국내에서도 수행되

고 있다(Sun, 2009; Kang and Kim, 2011; 2012).

천부 vs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직탄성파 탐사, 음파검층, 천

부 굴절파 탐사, 표면파 탐사와 같은 다양한 지구물리학적 탐

사방법이 수행된다. 하지만 시추공에서 측정하는 탄성파 탐사

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환경오염의 우려

가 있고, 굴절법을 이용하여 vs을 구하는 경우에는 신호가 잡

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변 잡음이 매우 작은 곳에서만 적

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또한 적절한 횡파를 효율적으로 발

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vs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보다

레일리파 분산곡선을 이용하여 vs를 역산하여 구하는 표면파

탐사가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Xia et al., 1999; Hayashi
and Suzuki, 2004; Park et al., 2005; Kim et al., 2012). 

20 Hz 이상의 레일리파 분산곡선은 능동적 방법으로 획득한

표면파 탐사 자료에서 잘 나타나는 반면, 그 이하의 저주파에

서는 수동적인 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서 잘 나타난다

(Park et al., 2005). 수동적 방법으로는 상시미동(microtremor)

을 이용한 공간자기상관함수(Spatial Autocorrelation method;

SPAC) 분석법(Aki, 1957), 주파수-파수(f-k) 분석법(Capon,

1969) 등이 사용되고 있다. 능동적으로 신호를 발생시켜 기록

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표면파 스펙트럼 분석법
(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 Nazarian and Stokoe,

1984)과 다중채널 표면파 분석법(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Park et al., 1999)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주요도시의 지진 위험도 평가의 기초

가 되는 지구물리학적 부지분류 연구의 일환으로, 춘천시의 비

교적 인구가 밀집된 저고도 지역을 중심으로 표면파를 기록하

였다. 확장된 공간자기상관법(ESPAC; Okada, 2003)으로 레일

리파 분산곡선을 구하고 이를 역산하여 토양층과 기반암의 vs,

기반암의 깊이, vs30을 각각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춘천시 부

지를 구획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vs30의 지시자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 토지피복 유형, 암상, 지표면 경사도, 고도

등과 vs30의 상관성을 비교하여, vs30을 측정하지 않은 지역에

까지 확대 적용 가능성을 타진코자 하였다.

배경이론

공간자기상관함수(SPAC) 분석법

상시미동은 인간의 활동과 자연현상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며, 이러한 변화는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하며 반복

관측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상시미동은 시간 및 공간

영역에서 정상평형 추계론적(stationary stochastic) 현상으로

다룰 수 있다(Aki, 1957; Toksöz, 1964; Okada, 2003). 기준 관

측소 A(0, 0)와 이 관측소로부터 거리 r 만큼 떨어진 관측소

B(r, )에서 각각 기록된 상시미동 사이의 공간자기상관함수

S(r,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즉,

, (1)

또는

 

, (2)

으로, 여기서 E는 기대치 연산자이며, 는 각주파수

의 상시미동 공간자기공분산함수를 뜻한다(Henstridge,

1979). 한편, 관측소 A(0, 0)에서 공간자기공분산함수의 방향적

평균은 상시미동의 파워스펙트럼 h0()와 0종 1차 베셀함수

J0(rk)의 곱 형태인

, (3)

로 나타낼 수 있으며, k는 각파수를 뜻한다. 따라서 관측소

A(0, 0)에서 기록한 레일리파 SPAC 함수의 방향적 평균은

, (4)

이므로, h0()으로 정규화한 각주파수 인 SPAC 함수 계수는

, (5)

또는

, (6)

이 된다. 따라서 각주파수 의 SPAC 함수 계수 는 위상속

도 c()의 함수가 되며, 이는 배열 하부의 지하구조를 반영하

는 고유한 값을 가져, 각각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위상속도로부

터 위상속도 스펙트럼을 작성할 수 있다.

레일리파 분산곡선의 역산

S r,   = E XA t, 0, 0 XB t, r,   

S r,   =  
–



∫ g , r,  d

g , r,  

g , r  = h0  J0 rk 

S r  =  
–



∫ h0  J0 rk d

 , r  = g , r /h0  

 , r  = J0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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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f인 레일리파의 위상속도는 층상구조 모델의 경우,

층의 개수 N, 각 층의 종파속도 vpi, 횡파속도 vsi, 밀도 i, 층

의 두께 hi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Schwab and

Knopoff, 1972). 즉,

.

(7)

식 (7)에 테일러 전개를 적용하고, 2차항 이상을 제거하면, N

개 층의 모델을 통과하는 i번째 주파수에서의 측정된 위상속

도 와 계산된 위상속도 의 차이인 ci를 1차 편미분

방정식의 근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i = 1, 2, ..., M, (8)

으로 표현된다. 미지수 개수를 역산 전에 (4N-1)에서 N으로 줄

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층의 두께 h를 고정시키고, vpi와 i

는 vsi의 함수로 가정한다. 이는 vsi가 레일리파 위상속도에 미

치는 영향이 vpi와 i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Xia et

al., 1999). 따라서 와 의 차인 ci는

i = 1, 2, ..., M, (9)

으로 나타내어지며, 식 (9)의 해는 감쇠최소자승법(Marquart,

196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즉, 

. (10)

여기서 는 최소자승 해이며, G는 모델의 M × N 계수행렬

이고, 는 해를 안정시키기 위한 가중치행렬을 의미한다. 그

리고 P는 식 (9)의 위상속도 잔차 M으로 구성된 열벡터이다.

현장 자료 기록

춘천시의 지질은 1,115 km2에 달하는 시역에 전반적으로 분

포하는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이를 관입한 중생대 화성

암류로 크게 분류되며, 북한강 유역에 넓게 분포하는 제4기 충

적층이 이 층들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Lee et al., 1974; Fig.

1). 레일리파 기록 위치는 지질도상의 지표지질에 따라 흑운모

화강암 19곳, 충적층 25곳, 편마암 3곳, 편암 2곳, 규장암/장석

반암인 지점에 1곳 등이다. 고도 70 ~ 1,430 m인 이 측점들은

환경부에서 발행한 2000년도 대분류 토지피폭도 상의 농업지

에 29곳, 시가지에 13곳, 산림지에 4곳, 나지에 4곳 분포한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3).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4일간, 고유진동수 1 Hz

인 수직성분 속도센서 4대로 25개 측점에서, 그리고 중첩된 2

곳을 포함한 27개 측점에서는 고유진동수 4.5 Hz인 수직 지오

폰으로 레일리파를 기록하였다. 시가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자료의 신호/잡음비가 비교적 높고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아 주간 시간대에 기록하였으며,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에서

는 상시미동의 정상성을 방해해서 교통 및 잡음이 최소인 야

간에 조사하였다.

1 Hz 수직센서를 이용한 경우의 수신기 배열은 중심에 1대

의 지진계를 고정하고 원주 상에 3대의 지진계를 정삼각형이

되도록 배치하였으며, 250 Hz로 샘플링하여 5분간 이동식 기

록계(Taurus)로 상시미동을 기록하였다(Fig. 2a). 반경은 5 m

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10, 20, 40 m로 확장하면서 실시하였으

며, 아날로그 신호를 수치화하는 과정에 2,132 Hz 샘플률로

디멀티플렉스한 신호를 연속적인 FIR(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를 적용하여(Nanometrics, 2007), 250 Hz 샘플률의 수치

자료로 기록하였다.

4.5 Hz 수직 지오폰을 사용하였을 경우, 배열은 조사지의 지

형적 특성에 따라 선형 및 ‘L’ 자 배열을 적용하고, 조사측선

을 따라 12 또는 24개 수신기를 2 ~ 4 m 간격으로 설치하여

능동식 및 수동식 탐사를 수행하였다(Table 1). 이 때 본 조사

에 앞서 선행조사로 실시했던 한 곳(측점 32; Fig. 2b)을 제외

한 모든 측점에서 동적 기록범위 114 dB를 갖는 기록계

(Geode)를 이용하여 2 ms 샘플률로 8초간 기록하였다. 능동식

탐사의 경우에 레일리파 신호는 8 kg 나무 해머를 이용하여 지

c = c f; vp1, vs1, 1, h1; vp2, vs2, 2, h2; ; vpN, vsN, N 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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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locations of 50 recording sites in Chuncheon,
Korea for the ESPAC method (solid circles) and well B-1 (cross)
used for the comparison of basement depths. The location map is
superimposed on a simplified geologic map where lithology com-
prises Precambrian gneiss and schist (white background), Mesozoic
granite (orange), and Quaternary alluvium (yellow) as well as
water-covered area (blue) (Lee et al., 1974). Sources recorded at
sites 18 (red circle) and 32 (green circle) shown in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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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수직으로 1회 타격하여 발생시켰다.

자료처리

현장에서 기록한 자료는 ESPAC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하는 순서에 따라 처리하였다(Fig. 3). 1 Hz 수직센서를 사용

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전처리과정으로 기록계에 저장된

MiniSEED 형식의 자료를 SAC (Seismic Analysis Code) 형식

으로 변환한 후, 위치와 성분에 따라 분류하고, 길이가 1024개

인 블록으로 나누어 푸리에 변환을 하였다. 1 Hz 및 4.5 Hz

수신기로 기록한 모든 자료의 파워스펙트럼을 구하고, 수신기

위치 정보를 입력하였다. 주파수 영역에서 식 (6)을 이용하여 구

한 ESPAC 함수(Fig. 4a)로부터 레일리파의 위상속도를 계산하

고, 위상속도 스펙트럼에서 주파수별로 에너지의 진폭이 최대가

되는 위상속도를 선택하여 분산곡선을 작성하였다(Fig. 4b).

분산곡선 역산에 사용한 초기모델은 최하부의 반무한 층 위

에 두께 1 m의 40개 균질한 층으로 구성하였다. Thomson-

Haskell법(Thomson, 1950; Haskell, 1953)을 이용한 순차모델

과정에서 레일리파 위상속도를 계산하고, 식 (10)의 비선형 최

소자승 과정을 통해 1차원 vs를 역산하였다. 이때 vs는 레일리

Fig. 2. Microtremors recorded at (a) site 18 using four 1-Hz vertical
velocity sensors with radii indicated on the right side of traces and
(b) a seismic record generated by a sledge-hammer at site 32 using
24 4.5-Hz vertical geophones at 2 m intervals.

Table 1. Acquisition parameters.

Source Microtremor
Microtremor

or 5 kg Hammer

Receiver Type 1-Hz vertical
velocity sensors

4.5 Hz vertical 
geophones

Recorder Nanometrics Taurus ABEM MK-6
Geometrics Geode

Receiver Array radius
5, 10, 20, 40 m

geophone interval
2-4 m

Number of Channels 4 12 or 24
Record Length 5 min 2,048 or 8,192 ms
Sampling Interval 4 ms 1 or 2 ms

Fig. 3. Processing sequence for the ESPAC analysis of microtremor
data.

Fig. 4. (a) The averaged spatial autocorrelation functions with
distances between pairs of geophones of 2 to 46 m and (b) the best-
estimated dispersion curve by picking the maximum amplitude for
each frequency (red solid curve) at sit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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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위상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종파속도 vp와 밀도 의 영향

보다 크기 때문에, vp와 vs의 경험식(Kitsunezaki et al., 1990)
, (11)

및 vp와 의 관계식(Ludwig et al., 1970),

r = 1.2475 + 0.399vp  0.026vp
2, (12)

을 이용하여, vs의 함수로 치환한 후 식 (9)와 같이 잔차를 구

하고 역산하였다(Fig. 5a). 여기서 vp와 의 단위는 각각 km/

s와 g/cm3이다. 20회 역산한 후, 위상속도의 평균 제곱근 오차

는 10% 미만으로 수렴하였다.

자료 분석

지반의  vs 특성

춘천시 경계 내의 총 50곳 측점에서 기록한 레일리파 자료

를 ESPAC 분석법으로 구한 vs로부터 기반암의 깊이(Db) 및

횡파속도( ), 토양층의 평균 횡파속도( ), vs30을 각각 구하

였다. 역산으로 구한 vs 단면에서 기반암 깊이를 신뢰성 있게

구하기 위해서, 춘천시 68 개 농업용 시추공으로부터 구한 풍

화암질 기반암 깊이를 등방성 선형 배리오그램을 적용한 단순

크리깅 방법으로 보간하여 기반암 분포도를 만들고(Fig. 6), 이

를 역산된 vs와 비교하였다. 기반암 경계는 물리적 물성이 뚜

렷이 변하는 미고결층과 고결층의 경계인 풍화암면에 해당한

다. 분석 결과, vs가 풍화암의 범위인 400 ~ 700 m/s 구간

(Keçeli, 2012)에서 깊이에 따른 vs 변화율이 변하는 (즉, 2차

미분값이 최소가 되는) 깊이와 시추 주상도 상의 Db가 대략

일치하였다(Fig. 5a). 이는 풍화도 차이에 따른 기반암 내의 vs

차이가 압밀현상에 의한 미고결층 내에서의 vs 증가보다 훨씬

작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기준으로 결정한 Db는 산림지를 제외한 저고도 지역

에서 5 ~ 29 m의 범위를 가지며, 95% 신뢰구간에서 14.5 ± 0.7

m로 나타난다(Fig. 7a). 단 기반암의 깊이가 신뢰성 있는 분석

범위를 초과하는 3개 측점자료는 Db, , 의 분석 및 도면

작성 시 제외하였다. 가장 얕은 곳은 산과 농지의 경계 부근이

었으며, 북한강과 소양강가의 큰 Db는 두꺼운 퇴적층의 영향

으로 보인다. 또한 시가지와 중북부의 지내리 지역에서도 20

m 이상의 Db 지역이 분포한다. 

한편 역산된 는 전체적으로 403.6 ~ 560.5 m/s의 비교적

균질한 속도 분포를 보이며, 95% 신뢰구간에서 515.4 ± 4.4

vp = 1,290 + 1.11vs

vs
b vs

s

vs
b vs

s

vs
b

Fig. 5. Shear-wave velocities at site 32 (a) derived by inverting the dispersion curves in figure 4b and (b) from the SH walkaway data. The
lithologic log of nearby well B-1 (Fig. 1) is on the right of inverted vs  profile in (a). The dashed-dotted line indicates the interpreted Db

based on the criterion of minimum second vertical derivative in the vs range of 400 and 700 m/s. Apparent velocities for both direct and
critically refracted waves at the basement boundary are indicated on the SH-wave data in (b).

Fig. 6. Map for basement depths (Db) estimated using information
only from 68 geologic wells (black crosses) in Chu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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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값을 갖는다(Fig. 7b). 도심 속에 봉의산이 위치한 측점

38을 기준으로 동서방향으로 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데, 이는 측점 서쪽과 북쪽에서 각각 북동-남서 방향과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 북한강과 소양강에 의한 차별풍화나 지질구

조의 영향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다(Fig. 1). 또한 이 두 강이

만나는 의암댐의 동쪽과 남쪽을 중심으로 < 450 m/s인 지

역이 분포한다. 

한편 는 208.2 ~ 375.0 m/s의 비교적 넓은 범위에 걸쳐 분

포하며, 95% 신뢰구간에서 285.9 ± 6.6 m/s의 값을 가진다

(Fig. 7c). 농지가 넓게 분포하는 중북부와 가 작게 분포하

는 의암댐 부근에서 는 작은 값을 가지며, 산림지와 접하는

부근의 농지는 대체로 높은 값을 갖는다. 

vs30은 전체적으로 225.7 ~ 582.9 m/s의 범위에 놓이며(Fig.

7d), 95% 신뢰구간에서 401.6±12.6 m/s의 값을 갖는다. 이는

춘천시 저고도 지역의 지반이 360 < s30 < 760 m/s인 SC와

180 < s30 < 360 m/s인 SD에 해당하여 매우 조밀한 토사지

반 및 연암지반과 단단한 토사지반(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1997)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SC는 시가지를 포함한 춘천시 전역에 고루 분포하지

만, SD는 시가지의 북부, 동부, 남부 3 방향에 위치한 농지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또한 소양호와 북한강 부근과 북한강 수계

내의 섬에 분포한다.

그러나 이상의 지반의 vs 특성은 지반 증폭에 의해 직접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밀집지역인 시가지와 일부

농지를 중심으로 야외에서 측정된 자료에 근거하며, 측점 수가

전체적인 면적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은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지속적인 측정을 통하여 꾸준히 측점 밀도를 높이고 범

위를 넓힘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vs30 지시자

대표적 지시자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면적에 대한 vs30 분포

를 효과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방법이 시 단위의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 지시

자(proxy)를 찾아보고,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대표적 지시자

vs
b

vs
b

vs
s

vs
b

vs
s

Fig. 7. Maps for (a) basement depths (Db) estimated using information from both 68 geologic wells and the ESPAC analysis at 46 sites, (b)
the vs of the basement rocks ( ), (c) the average vs  of the overburden material ( ), and (d) the average vs to 30 m depth (vs30) in
Chuncheon, Korea. Land cover is categorized into three districts, i.e., downtown area (red circles), agricultural district (yellow circles), and
unoccupied soil outcrops (cyan circles). Locations of site 38 (red star) on the Bongui mountain and sites (black circles) excluded for Db, ,
and  analyses are also indicated in figure (a), (b), and (c).

vs
b vs

vs
b

v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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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로는 지표면 경사도(Wald and Allen, 2007), 지표 고도

(Chiou and Youngs, 2008), 지표면 형태(Matsuoka et al., 2006),

지질 암상(Wills and Clahan, 2006; Yong et al., 2012) 등이 있

는데, 이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종류, 기반암 암상, 지표면 경사

도, 고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시, 자료의 분포 폭을

넓히기 위하여 산림지에서 측정한 4개 측점 자료까지 포함시

켜 모두 50개 측점자료를 이용하였다. 

토지피복 종류

환경부에서 분류한 토지피복별 종류와 vs30와의 관계를 고

찰하기 위해 농업지 29 곳, 시가지 13 곳, 산림지 4 곳, 나지

4 곳에서 각각 측정한 vs30을 분석하였다. 농업지, 시가지, 산

림지, 나지에서의 vs30은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417.5 ±

16.2, 397.5 ± 18.5, 575.4 ± 21.9, 300.1 ± 33.9 m/s의 값을 가진

다(Fig. 9a). 따라서 산림지에서 가장 높고, 주로 매립지인 나

지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갖는다. 이러한 양상은 대부분의 농업

지와 시가지가 작은 vs를 갖는 제 4기 충적층으로 덮여 있는

데 반해(Fig. 1), 산림지의 경우 기반암이 얕게 분포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반암 암상

기반암 암상에 따라서 화강암 43 곳, 편마암 6 곳, 규장암/

장석반암 1 곳에 측점이 위치하며, vs30 값은 95% 신뢰수준에

서 화강암, 편마암, 규장암/장석반암에 따라 각각 402.7 ± 14.5

m/s, 506.4 ± 16.2 m/s, 421.4 m/s로 나타난다(Fig. 9b). 화강암

류 기반암에서 대체로 낮은 vs30을 보이는데, 이는 춘천지역

화강암의 풍화가 많이 진행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규

장암/장석반암의 경우는 측점 수가 1개 지점에 불과하여 통계

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지표면 경사도

지표면 경사도와 vs30 사이의 상관관계는 몇몇 학자들에 의

해 발표된 바 있으며, Allen and Wald (2009)가 미국의 샌프

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세인트루이스 지역과 타이완의 타이

베이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춘천시는 대부분

이 산악지형으로, 1 × 1 km 격자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평

균 경사도가 4.2o (7.3%)로 경사도가 4.0o 이상인 활동성구조

(active tectonic)에 해당한다. 격자 크기가 0.9 × 0.9 km인 30

초각(arcsecond)의 분해능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Allen and

Wald (2009)의 수정된 활동성 구조의 결과와 vs30간의 관계와

비교하였다(Fig. 10a). 역산하여 구한 vs30과 지표면 경사도의

분포는 대부분 Allen and Wald (2009)의 세분화된 지반분류상

C2-D3에 해당하나, 넓게 산포되어 있음을 보인다.

수치지형도의 공간적 분해능은 지표면 경사도에 직접적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방형 격자간격이 0.1, 0.2,

0.3, 1.0, 2.0 km인 수치지형 자료로부터 계산한 지표면 경사

도와의 상관성을 양대수 및 선형 비율에서 계산하였다. 양대수

비율에서 vs30와 지표면 경사도의 상관계수는 0.18, 0.20, 0.19

0.04, 0.22으로 나타나고, 선형 비율에서 각각 0.12, 0.17, 0.18

0.05, 0.22으로 분석되었다. Allen and Wald (2009)의 경우, 정

Fig. 8. Micro-zonation of Chuncheon based on vs30, composed of
only two classes; ‘stiff soil’ (SD; yellow) in the central part and
‘very dense soil and soft rock’ (SC; grey) in the rest part.

Fig. 9. Estimated vs30 categorized by (a) land cover and (b) surface geology. Vertical bars indicate ranges of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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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 격자간격 1.0 km에서 상관성이 가장 좋았지만, 춘천시의

경우는 오히려 vs30와의 상관성이 가장 낮은 특징적 모습을 보

인다. 또한 선형 비율보다 양대수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

은 상관성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상관계수가 0.22 이하로

매우 작은 값을 보여 이들 사이에 상관도가 존재한다고 보

기 어렵다(Fig. 10a). 따라서 춘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에는 경사도가 vs30의 지시자로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지표 고도

GPS로 측정한 측점의 대략적인 고도와 vs30의 상관관계를

양대수 비율과 선형 비율에 따라 분석하였다. 양대수 비율과

선형 비율에서 상관계수가 각각 0.35와 0.41로 나타나서, 선형

비율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관도를 보인다(Fig. 10b). 미

국, 타이완, 일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외국의 연구 결과

(Ancheta et al., 2013)와 원주시의 경우(Kim et al., 2014)는

vs30의 예측을 위해 여러 지시자를 이용할 경우에 정확성이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춘천시의 경우에는 고도를 제외한 다

른 지시자들의 상관도가 매우 낮아서 고도만을 vs30의 지시자

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로부터 제시하는 vs30과

고도(E) 사이의 선형 경험식은 

, (13)

으로, 여기서 vs30(E)와 E의 단위는 각각 m/s와 m이다.

다른 지시자보다 지표 고도와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으나, 여전히 0.5 이하로 상관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

안할 때,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시자를 이용한

vs30 예측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의 춘천시에 적용할 경

우에 높은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부득이

식 (13)을 이용하여 vs30를 구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넓

은 오차범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토 의

이 연구에서는 분해능이 높은 수직 탄성파탐사로 vs를 측정

하지 않고 레일리파 분산곡선을 역산하여 구하였으므로, 지표

굴절법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 검증을 실시

하였다. 특히 레일리파 분산곡선에 대한 민감도가 그리 높지

않은  (Fig. 5a)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32번 측점에서

SH파 walkaway 방식으로 구한 와 비교하였다(Fig. 5b). 이

비교목적의 야외실험에서는 지면에 측선방향으로 고정시킨 40

kg의 H-형 철골의 측면을 5 kg의 해머로 측선에 수직하게 타

격하여 SH 파를 발생시켰으며, 지면에 고정된 1 m 간격의 24

개 8 Hz 수평 지오폰으로 수신하였다. 0.25 ms 샘플률로 1.024

s 동안 기록한 후 파원을 이동시켜, 지오폰 설치위치를 중심으

로 양방향으로 옵셋 범위가 1.5 ~ 53 m가 되도록 하였다. 

굴절파의 겉보기속도는 정방향(동서 방향)과 역방향(서동 방

향)의 경우에 각각 474 m/s와 487 m/s으로 거의 같게 구해져

서 굴절면이 경사가 매우 작음을 보인다. 이 두 굴절법의 겉보

기속도로 구한 는 480 m/s로, ESPAC법을 통해 구한 인

507.3 m/s보다 5% 정도 낮은 값을 보인다. 또한 토양층의 경

우, 굴절법과 ESPAC법을 통해 구한 는 각각 236 m/s와

252 m/s로, 굴절법으로 계산한 가 ESPAC법을 통해 구한

보다 6% 정도 작게 나타난다.

탐사 깊이가 충분하였는지는 판단하기 위해서, Boore

(2004)가 제시한 방법으로 5 m, 10 m, 20 m 깊이까지의 vs, 즉

vs5, vs10, vs20를 이용하여 vs30를 구하고, 이를 분산곡선 역산

으로 구한 vs30과 비교해 보았다(Table 2). 이 때 경험식은 Sun

vs30 E  = 302  m/s + 0.9s 1– E

vs
b

vs
b

vs
b vs

b

vs
s

vs
s

vs
s

Fig. 10. Scatter plots with trend lines showing correlations of vs30  with (a) topographic slope of 2 × 2 km grid data and (b) surface elevation
(m). The rectangles in (a) indicate ranges for sites B through E classified by Allen and Wald (2009) based on vs30. 

Table 2. s30 derived from inversion of Rayleigh-wave dispersions
and computed using average  over depths of 5, 10, and 20 m.

Average vs30 R2

Computed 
vs30

vs5 492.6 0.53

vs10 437.2 0.82
vs20 427.0 0.99

 Inverted vs30 42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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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7)이 국내 부지 72개소 자료로부터 구한 선형 관계

식을 사용하였다. 계산에 사용한 vs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결정

계수가 커져서 vs20의 경우에는 0.99에 이른다. 이는 이번 분

석에 사용한 레일리파 분산곡선을 이용하여 30 m 깊이까지

vs를 역산한 결과가 탐사 깊이에 별 문제가 없음을 지시한다

. 이는 파장의 1/2 ~ 1/3 정도가 탐사 깊이인 표면파 스펙트

럼 분석법(SASW)이나 다중채널 표면파 분석법(MASW)보

다 ESPAC 방법으로 레일리파 분산곡선을 구할 경우에는 탐

사 깊이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이 방법

으로 최대 배열간격의 10 ~ 20 배에 해당하는 파장까지도 지

하 경계를 탐지하는데 이용된 바 있다(Matsuoka et al.,
1996). 

결 론

강원도 춘천시의 50 지점에서 ESPAC 방법으로 레일리파를

기록하고, 도출한 분산곡선을 역산하여 천부 지반의 vs를 산출

하였으며, 토지피복 종류, 기반암 암상, 지표면 경사도, 지표

고도에 따른 vs30의 변화와 상관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산림지(4 개소)를 제외한 춘천시 저고도 지역의 Db, ,

, vs30의 범위는 각각 5 ~ 29 m, 403.6 ~ 560.5 m/s, 208.2 ~

375.0 m/s, 225.7 ~ 582.9 m/s으로 산출되었으며, 95% 신뢰구

간에서 각각 14.5 ± 0.7 m, 515.4 ± 4.4 m/s, 285.9 ± 6.6 m/s,

401.6 ± 12.6 m/s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산출한 vs30을 이용하여 건설교통부 기준에 따라 지반을

분류하면, 시가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춘천시 저고도 지역 지반

은 SC에 해당하고, SD는 시가지의 주변의 농지 및 소양호와

북한강 부근, 북한강 수계 내의 섬에 분포한다.

3. 토지피복의 유형에 따라서는 vs30이 95% 신뢰구간에서

농업지, 시가지, 산림지, 나지에서 각각 417.5 ± 16.2, 397.5 ±

18.5, 575.4 ± 21.9, 300.1 ± 33.9 m/s로 평가되어, 산림지에서

가장 높고, 매립지를 포함한 나지에서 가장 낮은 vs30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기반암의 암상에 따라서는 vs30이 95% 신뢰구간에서 화

강암, 편마암, 규장암/장석반암에 따라 각각 402.7 ± 14.5,

506.4 ± 16.2, 421.4 m/s로 평가되었다. 

5. vs30의 지시자로는 상관성이 매우 낮은(r < 0.22) 지표면

경사도보다 상관도가 높은(r = 0.41) 고도가 적당하나, 상대적

으로 적은 면적의 춘천시에 적용할 경우에 높은 신뢰성을 기

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6. 레일리파로부터 구한 vs는 SH파 굴절법 자료에서 해석한

 및 와 비교할 때, 오차가 5 ~ 6% 정도로 작아 거의 일치

하였고, 30 m까지의 평균값 vs30도 vs20로부터 산출한 값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아서(R2 = 0.99) 적용한 방법의 탐사 깊이가

적합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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