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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약지반의 층서 파악을 위해 대상 지역 전체에서 취득되는 다중채널 표면파 탐사(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MASW)와 지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피에조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ation Test; CPTu)

자료를 지구통계학적으로 복합 분석하였다. MASW 자료는 지반 강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

개의 측선에 대해 자료를 취득하고 연구 지역 시료의 실내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CPTu는 대상지역 내 6개 지점

에서 취득하였고 선단저항(q
c
) 및 간극수압(u) 자료에 지구통계학적 복합 분석을 적용하여 3차원 물성 분포를 확보하였다.

복합 분석은 MASW 자료와 선단저항 및 간극수압의 공간적 상관성에 따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순차 가우시안 공동

위치 시뮬레이션(Sequential Gaussian Co-Simulation; COSGSIM) 기술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CPTu 자

료 취득 위치와 다른 2개 지점에서 시추가 이루어졌으며, 이 지점에서 SPT N 값과 시추 주상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자료를 복합 분석 결과의 지반 공학적 정확도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복합 분석을 통해 확보한 3차원 선단저항 및 간

극수압 분포도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2개의 시추 지역에서 획득한 지반 조사 자료와 비교한 결과, 매우 상관성이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연약지반, 다중채널 표면파 탐사, 피에조콘관입시험, 지구통계

Abstract: In order to delineate the soft ground distribution, an integrated geo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MASW (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which has the information of overall region and CPTu (Piezo Cone

Penetration Test) which provides the direct information of the measuring point of the ground. MASW results were known

to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ground stiffness. This correlation was confirmed through the comparison of MASW

data obtained from two survey lines to the laboratory test with extracted soil samples. 3D physical property distribution

in the study area was acquired by geostatistical integrated analysis with the data of tip resistance (q
c
) and pore pressure

(u) from the CPTu obtained at 6 points within the study area. The integrated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the

COSGSIM (Sequential Gaussian Co-Simulation) technology which can carry out the sim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patial correlation between the MASW results and both tip resistance and pore pressure. Besides the locations of CPTu,

borehole investigations were also conducted at two different positions. As a result, the N value of SPT and borehole

log could be secured, so these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geotechnical engineering accuracy of the integrated

analysis result. For the verification of reliability of the 3D distribution of tip resistance and pore pressure secured through

integrated analysis, the geotechnical information gained

from the two drilling areas was compared, and the

result showed extremely high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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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수공업단지, 송산그린시티 등 해안지역에 대단위로 조성

되는 단지사업에 있어서 연약지반에 대한 조사는 지반 개량

범위의 결정 등 연약지반의 분포 양상을 파악함으로서 공사

기간 및 비용을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지반구조물 등의 거동을 평가하는데 활용

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

해 현장에서는 주로 시추조사를 통한 주상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반의 공학적 특성 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 기법은 대상이 되는 지반에 대한 굴착이나 관입 여

부에 따라 비파괴 조사 기법, 관입 조사 기법 그리고 시추 조

사 기법으로 분류 할 수 있다(Sun et al., 2006). 관입 조사 기

법과 시추조사는 비파괴 지반조사 자료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조사 지역 한 위치에서의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

문에 현장의 연속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연속

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탐사 방법 중 지반조사에 널

리 쓰이는 MASW는 2차원 단면의 형태로 시추조사보다 넓

은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MASW는 표면파를 이용하여 지반의 S파 속도 분포를 파

악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지층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다. Park et al. (1999), Jung (2000, 2001), Hayashi

and Suzuki (2001) 등은 다중 채널 자료를 이용하여 SASW

(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 방법의 약점을 극복하고

자 표면파의 분산곡선을 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레일리파의 분산에 있어 다른 고차모드나 실체파

들로부터 기본모드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SASW 방법에

서 나타나는 공간 알리아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ASW 탐사는 일반적으로 송신원을 직접 발생시키는 능동형

(active) 탐사와 주변의 산업기계장치나 도로 교통에 의해 자

연적으로 발생되는 잡음을 송신원으로 사용하여 저주파수 성

분의 자료를 획득하는 수동형(passive) 탐사로 나뉜다. 이 연

구에서는 능동형 탐사와 수동형 탐사를 동일한 두 개의 측선

에서 수행하였고, 두 탐사를 통해 획득된 분산 곡선을 혼합하

여 탐사심도를 높여 연약지반의 층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MASW로 획득되는 전단파 속도는 지반공학 측면에서 지반

의 동적 특성으로 평가에 사용되는 물성이다. Stokoe et al.

(2003)은 전단파 속도를 통한 연약지반의 파악, 지반의 다짐

효과, 연약지반 개량 판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단파별 지층

상태를 제시하였다. Simonini and Cola (2000)와 Rix and

Mayne (1993)는 전단파 속도가 강성과 관련된 물성치로서 전

단강도 및 강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Kim et al. (2003)은 시추공 내 탄성파 시험으로 공내에서 송

신하고 지표면에서 수신하는 상향식 측정방법인 업 홀 시험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렇듯 전단파 속도가

지반 개량 및 평가에 널리 이용될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원

위치 시험의 공간적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MASW와 지반

조사 자료와의 복합 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역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MASW 탐사결과와

연구 지역의 직접적인 지반 정보인 피에조콘 관입시험

(Piezocon penetration test; CPTu) 자료의 공간적 상관성을 복

합적으로 파악하여 지구통계학적 순차 가우시안 공동위치 시

뮬레이션을 적용함으로써 연약지반 층서에 대한 정보를 나타

내고자 하였다. COSGSIM (Sequential Gaussian Co-Simula-

tion)은 직접적인 분석 자료와 더불어 부가 자료가 존재할 때

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Remy et al., 2009). 즉, 물리탐사나 원격탐사 자료처럼 전역

에 걸쳐 분포된 자료와 시추공과 같이 정확하지만 지역 정보

만을 갖고 있는 자료가 동일한 조사 위치를 공유할 때 매우

효율적으로 자료를 융합 할 수 있는 지구통계학적 기술이다

(Caers, 2011). 

지구통계학적 평가를 위해 획득한 연구 지역의 직접적인

자료는 6공의 정적 전자식 피에조콘 관입시험(CPTu) 결과를

이용하였다. 광역 자료는 MASW를 통해 확보하였고, 연구

지역의 전단파 속도와 CPTu를 통해 획득한 선단저항과 간극

수압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COSGSIM에 의한 복합

해석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으

로 추정된 미측정 지점에 대한 지반 분류 결과의 신뢰성 검

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MASW측선과 떨어져 있고

CPTu 자료 획득 지점과 다른 지점에서 2공의 시추 조사를 수

행하였고, 시추 주상도와 N값 비교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안

하는 방법의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히

MASW자료를 선단저항으로 변환한 결과와 이 연구에서 제시

한 COSGSIM기술을 통해 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복합분석 방법의 효율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지역 및 현장 시료 실내 실험

연구지역은 서해안에 위치한 시화호 간척지 지반으로 바닷

물을 빼낸 뒤 지반을 조성한 시화호 동측지구에 위치하고 있

다(Fig. 1(a)). 이곳은 해안지반을 개량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이고, 현장 지반상태는 간척 사업으로 인해 넓게 충적층

이 드러난 상태이다. 현장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측선

은 Fig. 1(b)와 같다. 총 2곳의 MASW 측선과 2공의 시추조

사, MASW 탐사 측선과 동일 선상에서 6공의 CPTu 자료를

획득하였다. BH-1과 BH-2는 각각 25, 22 m 심도까지 시추가

수행되었고, CPTu는 대부분 심도 16 m 이내에서 자료를 취

득하였다. MASW 탐사를 통해 획득되는 전단파 속도와

CPTu자료와의 상관성 분석 이전에 현장 시료의 실내실험을

통해 연구 지역 지반의 전단파 속도 분포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료는 연구 지역의 Fig. 1(b)에 도시한 두 곳의 시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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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BH-1, BH-2로부터 총 4개의 점성토 시료를 채취하여 실

내 실험을 하였다. 연구지역은 시추 주상도를 통해 지하수위

가 0 m 임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대상 시편들은 모두 포

화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에 시추 시료의 채취

위치와 심도에 따른 함수비(w), 비중(GS) 그리고 간극비(e)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측정한 기본 물성값을 통해 점성토 현장

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4가지 종류의 시료에 대하여 지

반 물리정수를 측정하였다.

지반 물리정수 실내 실험은 하이브리드 계측셀을 이용하여

압축지수, 압축파 속도와 전단파 속도 등 총 3개의 지반 물리

정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단파 속도를 통한 상

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단파 속도의 실험 결과

를 도시하였다(Fig. 2). 전단파는 5 V, 20 Hz의 square파와 적

절한 진도수의 Sin파를 입력 신호로 사용하고 각각의 전파시

간(travel time)을 기록하여 속도를 산출하였다. Fig. 2(a)는

BH-2에서 심도 3.0 ~ 3.8 m, Fig. 2(b)는 심도 13.0 ~ 13.8

m에서 추출한 시료에 대해 측정한 전단파 트레이스이다. 전

단파의 경우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파의 도달 시간이 짧

아지면서 전단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현장 연약지반에서의 MASW 탐사 시 전단파 속도

가 심도에 따라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동일 위치에서 확보한

CPTu 자료와 비교하여 MASW 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Table 2는 NEHRP (National Earthquake Hazard

Reduction Program, BSSC, 2003)에서 전단파 속도별 지반을

분류한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MASW 탐사를 통해 획득한

전단파 속도를 Table 2의 지반 분류 기준을 근거로 하여 연

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with land reclamation at satellite image (a) and detailed survey map showing observation MASW lines,

geotechnical investigation of CPTu (B1-B6) and bore-hole (BH-1, BH-2) (b).

Table 1. Properties of tested soils.

Log No. Depth (m) w (%) GS e

BH-1
7.3 ~ 8.1 36.5 2.61 0.952

12.0 ~ 12.8 28.5 2.64 0.752

BH-2
3.0 ~ 3.8 39.0 2.62 1.021

13.0 ~ 13.8 24.4 2.66 0.649

Fig. 2. Shear wave traces for different stress levels: (a) sampling

depth: 3.0 ~ 3.8 m and (b) sampling depth: 13.0 ~ 13.8 m for B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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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역 시추 자료 및 CPTu 자료와의 상관성 분석을 정성적

으로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연구 지역 지반의 층서를 확

인하는데 활용하였다. 

MASW 탐사 및 CPTu 자료 분석

현장 MASW 탐사 

이 연구에서는 총 2개의 측선에 대한 MASW 탐사가 수행

되었다. 능동형과 수동형 탐사 모두 수행되었고, Geometrics

사의 Geode를 이용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능동형 탐사는

샘플링 간격 0.5 ms, 2초 동안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하

였다. 지오폰은 4.5 Hz 24개를 2 m 간격으로 설정하여 설치

하였고, 송신원은 4 kg의 나무 해머를 사용하여 총 138 m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Line 1, 2 모두 각각 세 번씩 측선

을 전개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는데, 각 측선마다 지오폰은

고정시키고 지오폰 사이사이를 송신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고

정된 수신기 배열(fixed receiver configuration)을 이용하여서

탐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측선마다 11개의 분산곡선

을 획득하였고 한 라인 당 총 33개의 분산곡선을 이용하여 자

료를 해석하였다. 일반적인 end-on 방식의 배열보다 분산곡선

의 수가 적어 분해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MASW 탐

사 수행 전에 획득한 시추 주상도 정보를 통해 연구 지역의

지반이 수평적인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속한

탐사를 위해 고정된 수신기 배열을 사용하여 자료를 취득하

였다. 수동형 탐사는 측선 간격 5 m, 24 ch 지오폰을 사용하

여 샘플링 간격 2 ms, 30초 동안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

의 건설 장비 이동에 의한 자연적인 잡음을 송신원으로 하였

다. 또한, 능동형 탐사 각 측선의 지오폰 배열 중간점을 기준

으로 Line 1, 2 모두 3번씩 전개하여 한 측선 당 30회씩 자

료를 취득하였다. MASW 탐사는 심도에 따른 지층의 전단파

속도 추정에 표면파의 분산 특성을 이용하여 왔다. Park et

al. (1999)은 단일 수신기를 사용하는 기존의 SASW 방식을

다중 수신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정밀한 표면파의 분산곡선

을 도출 할 수 있는 MASW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

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arkseis (Park, 20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산곡선 분석을 수행하고 연구지역의

전단파 속도 2차원 단면을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MASW

Table 2. Seismic site classification based on shear-velocity (Vs) ranges (BSSC, 2003).

Site Class S-Velocity (Vs) (ft /sec) S-Velocity (Vs) (m/sec)

A
(Hard Rock)

> 5,000 > 1,500

B
(Rock)

2,500 ~ 5,000 760 ~ 1500

C
(Very Dense Soil and Soft Rock)

1,200 ~ 2,500 360 ~ 760

D
(Stiff Soil)

600 ~ 1,200 180 ~ 360

E
(Soft Clay Soil)

< 600 < 180

F
(Soils Requiring Add’l Response)

< 600, and meeting some additional conditions < 180, and meeting some additional conditions

Fig. 3. Dispersion images obtained from MASW surveys: (a)

dispersion image of passive survey, (b) dispersion image of active

survey, (c) two sets of image data are combined to enlarge the

frequency range of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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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는 능동형 탐사를 많이 사용하지만 수동형 탐사를 통해

탐사심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은 Parkseis

에서 능동형과 수동형 탐사의 분산곡선을 혼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탐사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

Fig. 3(a)는 수동형 탐사의 분산곡선을 나타낸 그림이고,

Fig. 3(b)는 능동형 탐사의 분산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3(c)는 능동형과 수동형 탐사의 분산곡선을 혼합한 그림을 나

타내고 있다. 능동형과 수동형 탐사 방법을 사용하여 저주파

와 고주파 영역의 에너지를 모두 혼합하여 신뢰성 있는 분산

곡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혼합된 분산곡선을 적용하

여 Line 1, 2에서의 전단파 속도 단면을 생성하였다. 

Fig. 4(a)는 Line 1 측선의 능동형만을 이용한 2차원 단면

이고 Fig. 4(b)는 능동형과 수동형을 혼합한 분산곡선을 이용

하여 그린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능동형 자료만을 사용한 결

과 탐사깊이가 13 m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Table 2의 자료

를 고려하였을 때 8 m까지는 전단파 속도가 180 m/s 아래로

점토층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8 ~ 12 m 까지는 200 ~ 300

m/s의 모래층으로 구분되어지는 속도 분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시추 주상도를 통해 확인

된 점토층과 모래층의 경계는 Fig. 4(b)에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내었으며, BH-1에서 14.8 m, BH-2에서 13.8 m로 나타

나고 있어 능동형 탐사로는 점토층과 모래층이 나뉘는 심도

까지 탐지를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능동형과 수동

형 자료를 혼합하여 탐사심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Fig. 4(b)에

서 수동형 탐사를 이용하여 그린 분산곡선에 따라 심도가 늘

어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에서 전단파 속도에 따른 지반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20 m 이후부터 풍화암이나 연암을 나

타나는 500 m/s 이상의 전단파 속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혼합된 분산곡선을 사용해 나타낸 Line 1 자료를 통해

점토층과 모래층을 정성적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5(a)는 Line 2의 능동형만을 이용하여 그린 2차원 단

면이고, Fig. 5(b)는 능동형과 수동형을 혼합한 분산곡선으로

그린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Line 1과 마찬가지로 능동형 자

료만을 사용하여 그린 결과 탐사깊이가 12 m 정도 나타나고

있고, Table 2의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10 m 까지는 대부분

점토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동형 탐사 방법과

혼합하여 나타난 Fig. 5(b)도 Line 1과 마찬가지로 탐사깊이

가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Line 2에서 빨간색 점선으

로 표시된 점토층과 모래층의 경계 아래인 15 m 이하부터

400 m/s 이상 전단파 속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시추 주상

도에서 모래층으로 나타난 심도에서 기준 속도보다 크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동형 탐사의 자료가 부족하여 깊은 심

도의 지반 정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MASW탐사 결과를 통해선 대략적인 속도 분포를 구분

할 수 있었지만, 연약지반 평가를 위해 중요한 요소인 지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높

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연구지역에서 연약지반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점토층의 경우 모래층과 탄성파 속도의 차

이가 크지 않아서 구분이 더욱 어렵다. 이를 위해 지반 강도

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CPTu 자료와 비교 분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총 두 개의 측선에서

구한 전단파 속도 분포 단면을 CPTu 6개 공의 선단저항과 간

극 수압자료와 비교하였다. 광역 물리탐사 자료와 직접적이지

만 지역적인 데이터간의 공간적 상관성을 확인하여 보다 정

Fig. 4. 2-D shear-velocity map (Line 1) is obtained from multi

channel active source (a), active and passive source combined (b).

Dashed line indicate the depth of clay in the borehole log.

Fig. 5. 2-D shear-velocity map (Line 2) is obtained from multi

channel active source (a), active and passive source combined (b).

Dashed line indicate the depth of clay in the borehole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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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지반의 층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단파 속도와 CPTu 자료와의 상관성 분석

Sun et al. (2006)은 탄성파 피에조콘을 활용하여 대표적 퇴

적 지층 발달 지역인 부산과 인천을 대상으로 현장 시험 자

료들의 통계학적 모델링을 통해 전단파속도와 표준관입시험

의 타격수(N 값) 및 선단저항력(qt), 주면마찰력( fs)과 간극수

압계수(Bq)로 구성되는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전단

파속도 결정을 위한 경험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동일한 위치에서 획득한 MASW 탐사의 전단파 속도와

CPTu의 선단저항 및 간극수압 자료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확

인하고 이를 통해 연약지반의 층서를 3차원적으로 파악하고

자 하였다. 물리탐사 자료와 CPTu 자료를 3차원으로 구현하

고, 지구통계학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지구통계모델링 소프트

웨어인 SGeMS (Stanford Geostatistical Modeling Software,

Remy et al., 2009)를 이용하여 공간 좌표를 생성하였다.

MASW 측선과 CPTu 위치를 포함하는 140 × 40 × 35 m의

모델링 격자를 구성하고, 전단파 속도와 CPTu 자료를

SGeMS에 구현하였다. 동일한 위치에 구성된 전단파 역산 결

과 값과 CPTu 자료는 산점도를 통해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산점도 분석을 위해 각 측선에서 계산된 전단파 속도를

CPTu 위치에 맞춰 1 m 간격으로 데이터를 뽑아 CPTu 자료

와 대응시켜 산점도를 도시하였다. Fig. 6(a)는 전단파 속도와

선단저항간의 산점도이고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

는 0.62의 값을 보이고 있다. Fig. 6(b)는 전단파 속도와 간극

수압의 산점도이며, 간극수압과의 상관계수는 0.64로 전단파

속도와 유사한 수준의 상관성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62 정도일 경우, 매우 큰 상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전체적인 경향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상관계수의

특성 상,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또한,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전역적으로 얻어진 물

리탐사 결과를 시추공에서 획득한 물성값으로 직접적으로 변

환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까지 전역적인 물리탐사 결과를 시추공 자료와 같은 지역적

결과의 해석에 활용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직접적으로 적용하

여 변환한 사례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역적인 자료를 활용한 결과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상관계수를 값의 변환에 직접적

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공간적 분포의 추정에 전역

적인 탐사 자료의 상관성을 활용하는 지구통계학적 시뮬레이

션 기술인 COSGSIM을 소개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MASW

탐사 결과와 CPTu 자료의 공간적 상관성을 이용하면 원위치

시험을 통해 획득한 좁은 영역의 직접적 정보를 전역적으로

표출 할 수 있는 COSGSIM 방법을 이용 할 수 있다.

COSGSIM을 수행하기 위해 전단파 속도만을 이용한 3차원

영상화를 먼저 수행하고 선단저항과 전단파 속도, 간극수압과

전단파 속도를 동시에 이용한 3차원 영상화를 시도하였다.

전단파 속도와 CPTu 자료를 이용한 3차원 영상화

전통적인 지구통계학은 분포형 데이터들을 거리에 따른 상

관성을 계산하여 미지의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주요하게 쓰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물리탐사 자료의 역산

결과를 시추공 자료와 복합적으로 적용한다면 시추공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 물리탐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할 수 있다.

물리탐사의 역산 결과는 해석 대상에 대한 부가적 수준의 정

보를 포함하게 되며, 전체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이다(Oh and Han, 2010). 만약 고려하고 있는 속성과 연관성

이 높으면서 보다 많은 지점에서의 자료 이용이 가능한 부가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 자료들을 실제 공간 예측에 직접적으

로 이용할 수 있으며, 표본이 없는 지점에서의 값 예측에 수

반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

Fig. 6. Scatter plot between shear-velocity and CPTu test results:

(a) tip resistance versus s-wave velocity, (b) pore pressure versus s-

wav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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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MASW 탐사를 통해 얻은 전단파 속도로 사용하고,

CPTu 자료는 표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앞선 부가 자료와 표

본 자료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전단파 속도와 선단저항, 간극

수압 자료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COSGSIM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Line 1, 2로 나타낸 MASW 자료를 전체 모델링 그

리드에 적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단파 속도를 조건부 시

뮬레이션의 하나인 순차가우시안 시뮬레이션(Sequential

Gaussian Simulation; SGSIM)을 이용하여 3차원 영상화를 수

행하였다.

전단파 속도를 이용한 SGSIM

순차 시뮬레이션은 자료의 공간적인 상관관계가 반영되면

서 자료의 불균질성을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나

타내므로 추정값의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다. SGSIM를 수

행하기 위해 Fig. 7(a)는 MASW 탐사 결과인 Line 1, 2의 배

리오그램을 나타내고 있고, Fig. 7(b)는 배리오그램을 통해 확

인된 변수들이다. SGSIM을 하기 위해선 시뮬레이션 자료가

Fig. 7. Variogram result of shear wave velocity. (a) azimuth = 90,

dip = 10, (b) parameter of variogram. 

Fig. 8. Histogram of each data. (a) shear wave velocity, (b) Transformed results of shear wave velocity, (c) after simulation e-type, (d) Back

trans histogram after simulation of shear wave velocity data.



194 지윤수·오석훈·임은상

가우스 분포를 띄어야 하는데 연구지역 전단파 속도의 히스

토그램은 가우스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Fig. 8(a)). 이를

위해 가우스 분포 형태로 변환시킨 것이 Fig. 8(b)이다. 가우

스 분포를 이용하여 5개의 시뮬레이션을 생성하였고, 이를

SGeMS의 도구인 E-type(기대값)을 이용하여 실현 값들을 평

균값으로 나타내어 전체영역을 생성하였다. SGSIM를 수행

한 후 E-type 전단파 속도 히스토그램은 Fig. 8(c)이다. 최종

E-type 자료는 원래 전단파 속도의 분포 형태로 평균과 분산

을 되돌려 원본 자료와 비교를 통해 시뮬레이션이 원래의 값

을 잘 보전하는지 확인 하였다(Fig. 8(d)). 

SGSIM으로 표출한 결과는 단순히 전단파 속도만을 갖고

전체 영역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반공학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전단파 속도를

이용한 SGSIM 자료와 선단저항, 간극수압 값의 상관성을 고

려하는 COSGSIM 방법을 적용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실제

시추공 위치에서 선단저항과 간극수압의 양상이 신뢰성 있게

추정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순차 가우시안 공동위치 시뮬레이션(COSGSIM)

두 가지 이상의 물성들 간의 공간적 상관성을 분석하여

추정하는 기술은 CoKriging이라 불리우며(Remy et al.,

2009), COSGSIM은 코크리깅(CoKriging) 기술에 의존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이다. 코크리깅은 두 물성의 공간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므로 기존의 크리깅(Kriging) 보다 정확한 추정

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두 물성간의 공간적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상호 배리오그램(Cross variogram)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두 물성간에 상관성이 확실하더라도

변수의 크기나 샘플 수의 차이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이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 변수와

종속 변수의 분포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호 배리오그램을 구

하는 방법이 제안되는데, 두 물성 간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Markov Model 1과 Markov Model 2로 나뉠 수 있다. Model

1은 주 변수에 비해 종속 변수의 수가 적을 때 사용하며

Model 2는 종속 변수가 주 변수보다 수도 많고 공간적으로

더 널리 퍼져 있을 때 사용한다. Markov Model 1은 식 (1)

과 같은 Markov 사슬의 형태를 고려하게 된다. 

(1)

즉, 주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의 의존성은 동일한 위치의

주 변수에 한정된다. 이것은 식 (2)와 같이 두 물성 사이의 상

호 배리오그램이 단순히 주 변수의 배리오그램에 비례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2)

여기서 C12는 변수 Z1과 Z2사이의 공분산이며, C11은 주

변수의 공분산이다. 이와 같이 Model 1에 대한 상호 배리오

그램은 C11에 대한 공분산(배리오그램)과 두 물성 간의 상관

성만 필요하게 된다.

Model 2의 경우 Model 1과 달리 종속 변수가 더 넓은 범

위에 많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물리탐

사 자료나 인공위성 자료가 종속 자료로 쓰이는 경우에 해당

한다. 이 연구의 자료들은 Model 2의 조건에 부합한다. 이 경

우 Markov 사슬은 Model 1과 반대로,

 (3)

로 나타나게 되며(식 (3)), 상호 배리오그램 역시

 (4)

로 나타난다(식 (4)). 이것은 두 물성 간의 상호 배리오그램은

종속 변수의 공분산에 비례하며 두 물성의 상관도를 이용하면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Model 2를 적용하기 위해서

는 두 물성의 상관계수와 종속 변수의 배리오그램 모델이 필

요하게 된다.

SGSIM과 다르게 COSGSIM은 상관성이 있는 확률 변수

Z1(u)과 Z2(u)를 이용한다(식 (5)). 주 변수(Z1(u))에 대한

COSGSIM 결과는 주 변수와 종속 변수(Z2(u))의 상관도에 따

른 가중치 값에 따라 달라진다. 상관계수는 같은 위치에서의

데이터를 갖고 상관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처럼

전역적인 물리탐사 데이터와 지역적인 CPTu 데이터들이 공

간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상관성이 0 이라면,

종속 변수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 λn+1도

0 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상관성이 1 이라면 종속 변수는 추정

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갖기 때문에

주 변수에 영향을 끼쳐 추정하고자 하는 확률변수 를

생성할 수 있다. 

 (5)

따라서, COSGSIM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배

리오그램 및 상관계수를 확인하고, 부가 자료들을 포함하는

크리깅을 어떻게 사용할지 안다면 SGSIM 알고리즘에 적용

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rkov Model 2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전단파속도와 CPTu 자료를 이용한 COSGSIM

전단파 속도에 대한 SGSIM을 수행 한 후, 지역적 특성을

갖는 CPTu 자료와 전역적인 자료를 나타내는 전단파 속도

간 공간적 위치가 일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COSGSIM 방법

을 수행하였다. Fig. 9(a)는 선단저항과 전단파 속도를

COSGSIM한 결과이다. 각각의 COSGSIM의 실현 횟수를 5

E Z2 u( )|Z1 u( ), Z1 u h+( )( ) = E Z2 u( )|Z1 u( )( )

C12 h( ) = 
C12 0( )

C11 0( )
---------------C11 h( )

E Z1 u( )|Z2 u( ), Z2 u h+( )( ) = E Z1 u( )|Z2 u( )( )

C12 h( ) = 
C12 0( )

C11 0( )
---------------C22 h( )

Z1

*
u( )

Z1

*
u( ) =  

α 1=

n

∑ λ
α

Z1 u
α

( ) + λ
n 1+ Z2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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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으로 하였고, 최종 그림은 E-type을 이용하여 평균값으로

작성되었다. Fig. 9(a)는 전체 영역이 선단저항값을 나타내고

있다. COSGSIM으로 예측한 선단저항 분포와 실제 BH-1과

BH-2의 시추 주상도를 Fig. 9(c)와 같이 index로 나누어서 비

교하였다. Fig. 1(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BH-1과 BH-2는

MASW 측선에서 벗어나 있고 CPTu 측정 지점과도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어 추정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고 판단된다. BH-1과 BH-2에서 파란 부분은 점토를, 주황색

과 빨간색은 모래와 풍화암, 연암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

로 선단저항은 점토보다 모래에서 높게 나타난다. Fig. 9(a)에

서도 선단저항 값이 0 ~ 200 kPa인 부분에서 시추 주상도는

점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b)는 간극수압

분포를 BH-1과 BH-2 시추 주상도와 비교한 그림이다. 간극

수압이 0 ~ 200 kPa 영역과 점토 부분의 양상이 비슷하게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Fig. 9(a)와는 다르게 점토층과 모래층으

로 구분되어 지는 시추공 심도에서 완만하게 변화하는 양상

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극수압의 경우 점토에서는 상승

하다가 모래에서는 소산하게 되는데 CPTu를 수행한 심도가

모래가 나타나는 지점보다 위에 위치하여 간극수압과 모래의

상관성이 시뮬레이션에 적용되지 않은 원인이라 생각된다.

COSGSIM을 통해 도출된 이미지는 전체 영역의 분포 형태를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이미지만을 갖고 분석

하는 것에는 COSGSIM의 적용성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 확인을 위해 BH-1과 BH-2가 수행된 동일한

위치에서 COSGSIM으로 계산된 값을 추출하여 시추 주상도

와 N값을 직접 비교하였다. 

Fig. 10은 BH-1 위치에서 COSGSIM을 이용한 지구통계학

적 복합 해석을 통해 추출한 선단저항 값(Fig. 10(a))과 간극

수압 값(Fig. 10(b))을 시추공(BH-1)에서 SPT 시험으로 획득

한 N값(Fig. 10(c)) 및 시추 주상도(Fig. 10(d))와 같이 도시

한 그림이다. 시추 주상도에서 14.8 m 까지는 점토가 우세하

고, 19.9 m 까지는 모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래가 나타나는 지점에서 N값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추 주상도와 N값이 잘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COSGSIM을 통해 실현된 선단저항값은 2 ~ 12

m 까지는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12 m 이후부터 선단

저항이 증가하고 있고, N값도 12 m 부근에서 미세하게나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점선으로 된 원은 선단저항과

N값이 변화하는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연구지역의 지층은

변화가 일정하므로 두 영역의 변화 양상은 상관성이 좋은 것

으로 판단된다. 이는 실제 시추 주상도 및 N값과 정확히 일

치하지는 않지만 점토로 나타나는 심도에서 선단저항 값이

일정하고, 점토와 모래가 나뉘어지는 심도에서 값의 변화 양

상이 N값과 주상도에 나타난 경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

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심도가 깊어질수록 잘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MASW 수동형 탐사를 수행할

때 충분한 분산곡선을 얻지 못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간극수압자료는 BH-1에서 측정된 시추자료와 다소 완만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심도가 깊어질수록 전반적으로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모래층을 만나면서 그 경향이 사라

Fig. 9. Sequential Gaussian co-Simulation results of tip resistance & pore pressure with shear wave velocity: (a) COSGSIM result of tip and

shear wave displayed with BH-1 & BH-2, (b) COSGSIM result of pore pressure and shear wave displayed with BH-1 & BH-2, (c) index

number of borehole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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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간극수압은 선단저항이나 SPT 시험결과와 달리

보다 넓은 영역에 영향을 받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투수성이 비교적 큰 모래층을 만나면서 수

압의 소산이 발생하면서 증가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BH-2 위치에서 COSGSIM을 이용한 지구통계학

적 복합해석을 통해 추출한 선단저항 값(Fig. 11(a)), 간극수

압 값(Fig. 11(b))와 시추공(BH-2)에서 SPT 시험으로 획득한

N값(Fig. 11(c)), 시추 시료로 확인된 시추 주상도(Fig. 11(d))

를 도시한 그림이다. BH-1과 마찬가지로 BH-2에서도 시추

주상도와 N값은 점토와 모래로 나뉘는 부분에서 한번 변화

하고 풍화토로 나타나는 지점에서도 N값이 상승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OSGSIM에서 추출된 선단저항값은 11 m 지점

에서부터 증가하여 시추 주상도에서 모래로 바뀌는 위치와

N값과 비슷한 변동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에서도 점선으로 된 원은 선단저항과 N값이 변화하는 영역

을 표시한 것이다. 점토와 모래로 변화하는 영역에서 선단저

항값이 N값 보다 낮은 심도에서 변화하지만 값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선단저항같이 지반의 강도

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료가 시뮬레이션에서 잘 추정되고 있

Fig. 10. Comparison of COSGSIM results and geotehnical investigation data at BH-1 position: (a) tip resistance from COSGSIM, (b) pore

pressure from COSGSIM, (c) N value from SPT, (d) borehole log. Dashed circle indicate the increasing area of tip resistance and N value. 

Fig. 11. Comparison of COSGSIM results and geotehnical investigation data at BH-1 position: (a) tip resistance from COSGSIM, (b) pore

pressure from COSGSIM, (c) N value from SPT, (d) borehole log. Dashed circle indicate the increasing area of tip resistance and 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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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실제 지반은 시추 주상도처럼 갑자기 변화하

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단저항과 N값이 심도에 따라 값

이 증가하는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COSGSIM이 신

뢰성 있는 자료를 추정한 것이라 판단된다. 간극 수압은 심도

가 깊어지면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단파

속도와 간극수압의 상관성 분석시 대부분 점토로 나타나는

심도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추정값이 심도에 따라 선형적으

로 변화한 것이라 생각된다. 점토와 모래의 간극수압은 일반

적으로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연구 지역에서의 간극수

압 추정은 점토와 모래 각각에 대해서 상관성이 좋은 자료와

의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OSGSIM과 전단파 속도만으로 추정한 결과의 비교

Fig. 12(a), (c)는 시추공 BH-1과 BH-2위치에서 COSGSIM

을 통한 복합분석 결과(COSGSIM Tip)와 상관관계식을 이용

해서 전단파 속도를 선단저항으로 변환한 결과(Correl. Tip)를

N값과 같이 나타내었고, 시추 주상도(Fig. 12(b), (d))와 비교

하여 도시하였다. 상관관계식은 Fig. 6(a)를 통해 도출된 결과

를 이용하였다. Fig. 12(a), (c)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관관계

식으로 계산된 선단저항보다 COSGSIM으로 추정된 선단저

항이 실제 N값 및 심도에 따른 변동 양상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COSGSIM에 의한 선단저항 값과 시추 조

사에 의한 N값은 점토로 나타나는 영역에서 변화가 크게 나

타나지 않고, 모래가 나타나는 심도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비슷하게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로부터 추정된 결과는

지층과의 유사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실제

측정된 CPTu를 통해 점토의 선단저항 범위는 500 kPa 아래

인 것으로 판단할 때, COSGSIM으로 추정된 선단저항이 상

관관계식으로부터 나온 선단저항보다 신뢰성이 더 높다고 할

Fig. 12. Comparison of N value, COSGSIM and conversion of MASW data by correlation equation into tip resistance displayed with borehole

log: (a) and (b) for BH-1, and (c) and (d) for BH-2. 

Fig. 13. 3D image of Sequential Gaussian co-Simulation results

about tip resistance: (a) tip resistance range of 0 ~ 350 kPa, (b) tip

resistance range of 600 ~ 1000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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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전단파속도와 CPTu 자료 복합분석을 통해 추정한 층서 분포

Fig. 13은 최종적으로 두 측선의 MASW 자료와 6공의

CPTu를 이용하여 COSGSIM 기반의 복합분석 방법으로 미측

정 지점의 선단저항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한 것을 나

타내고 있다. 앞선 결과를 통해 선단저항과 MASW를 통한

COSGSIM을 이용하였을 때 시추 조사 자료와 상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선단저항의 분포 범위에 따라 점토와

모래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13(a)는 선단저

항이 0 ~ 350 kPa의 범위를 갖는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심

도가 낮은 곳에서 대부분의 값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b)는 600 ~ 1000 kPa의 영역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영역은 전체적으로 점토 보다 깊은 심도에 분포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 지역의 시추 주상도에서 볼 수 있

듯이 심도 0 ~ 14 m 까지는 점토가 우세하고, 15 m 아래로

는 모래와 풍화토, 연암 등 강도가 큰 지반이 분포하는 것으

로 보았을 때 점토와 모래를 COSGSIM으로 추정된 선단저

항을 이용하여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지구통계학적 복합해석으로 추정된 선

단저항 값이 실제 BH-1과 BH-2에서 측정된 N값 및 시추 주

상도와 잘 맞는 것을 알 수 있었고, CPTu를 수행하지 않은

지점에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따라서 CPTu와 같은 직접적인 자료와 전역적 물리탐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구통계학적 복합해석을 이용한다면 지반

정보를 3차원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간척지 연약지반의 평가를 위해 CPTu 및 MASW 탐사를

수행 하였다. CPTu자료를 통해 현장 지반의 선단저항, 간극

수압 자료를 확보하였고, MASW 탐사를 실시하여 연구지역

의 전단파 속도를 획득하였다. 또한 두 가지 자료의 복합분석

된 최종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 자료로부터 독립된 2개

지점에서 시추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주상도와 N값에 대

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MASW 탐사의 탐사깊이를 높이기 위

해 능동형 탐사와 수동형 탐사를 동일한 측선에서 수행하여

분산곡선의 혼합을 통해 연구지역의 전단파 속도를 약 30 m

깊이 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시추와 CPTu자료 같이 연구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물성

자료들은 원위치 시험이기에 넓은 영역의 공간적 분포를 파

악하기가 쉽지 않고, 물리탐사는 넓은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직접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각 자료

들의 장점을 통합하기 위해 공간적 상관성 분석 및 지구통계

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지역 연약지반의 층서구조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ASW 탐사 결과인 전단파 속

도와 CPTu에서 획득한 선단저항과 간극수압 자료의 공간적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상관성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두 자료

를 복합 해석할 수 있는 지구통계학 시뮬레이션 기법중 하나

인 COSGSIM에 적용하였다. 

지구통계학적 복합분석을 통해 확보한 3차원 자료들의 신

뢰성 검증을 위해 시추 조사만 이루어진 위치에서 획득한 시

추 주상도와 N값 자료를 갖고 상호 비교하였다. 시추 조사

위치에서 추정된 선단저항 자료는 N값의 변화 및 시추 주상

도를 통해 확인되는 점토와 모래가 변화하는 심도에서 추정

값과 거동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정된 간극수압은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선단저항 결과보다는 민감도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CPTu시험에 있어서 지

반강도 등을 평가할 경우에는 선단저항이 주요 평가 항목이

고 간극수압은 지층이 변할 때 변동하는 것으로서 층서구분

에 활용되는 보조적인 항목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과로 보

인다. 또한, 단순히 전단파 속도에 상관관계식을 적용하여 추

정한 결과보다, 두 가지 자료를 복합적으로 처리하여 분석한

결과가 실제 지반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 하

였다. 이를 통해 지구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물리탐사 자

료와 원위치 시험 자료들을 통합하면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

는 연약지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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