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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78년 10월 7일 규모 5.0의 지진 발생으로 구조물 피해가 발생한 홍성 지역을 대상으로 지

진 부지효과 관련 지진 지반운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질 및 지반 조건에 관한 지반 특성을 평가

하였다. 현장에서는 16 개소의 부지에 대해 시추조사와 전단파속도 분포를 획득하기 위한 탄성파 

시험의 다양한 지반 조사를 수행하였다. 홍성 및 인근에서의 지반 조사와 추가 수집을 통해 확보

한 지반 자료를 토대로, 지반 정보 관련 전문가 시스템을 공간 GIS 기법을 적용하여 구축하였다. 

소도시 지역의 지진운동 평가 목적의 GIS 기반 지반정보 시스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하여, 기반암 

심도 및 부지 주기와 같은 지반 특성 변수의 공간 지진재해 구역화 지도를 홍성읍 행정 영역 전

체에 걸쳐 작성하고 지진 취약도의 공간 분포를 확인하였다. 부지 주기 기반의 부지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내진설계 시 부지 증폭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 구역화를 수행하였다. 홍성 지역의 

지진재해 구역화 연구로부터 지반 조사 기반의 GIS가 내륙 소도시의 지진 지반운동의 지역적 예

측에 매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지층, 부지주기, 부지분류, 내진설계, 공간구역화, 부지효과

ABSTRACT

Site characterization on geological and geotechnical conditions was performed for 

evaluating the earthquake ground motions associated with seismic site effects at a small 

urbanized area, Hongseong, where structural damages were recorded by an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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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agnitude 5.0 on October 7, 1978. In the field, various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s composed of borehole drillings and seismic tests for obtaining shear wave 

velocity profile were carried out at 16 sites. Based on the geotechnical data from site 

investig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in and near Hongseong, an expert system on 

geotechnical information was implemented with the spatial framework of GIS.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GIS-based geotechnical information system to assess the 

earthquake motions in a small urban area, spatial seismic zoning maps on geotechnical 

parameters, such as the bedrock depth and the site period (TG), were created over the 

entire administrative district of Hongseong town, and the spatial distributions of seismic 

vulnerability potentials were intuitively examined. Spatial zonation was also performed 

to determine site coefficients for seismic design by adopting a site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G. A case study of seismic zonation in the Hongseong area verified that the 

GIS-based site investigation was very useful for regional prediction of earthquake 

ground motions in a small urbanized inland area.

KEYWORDS : Geotechnical Layers, Site Period, Site Classification, Seismic Design, Spatial 

Zonation, Site Effects

서   론

최근 해외의 대규모 지진 발생 및 그에 따

른 주거 산업 밀집 지역들에서의 지진재해 상

황을 고려해 볼 때(Lin and Chai, 2008; 

Poland, 2010), 시공간적으로 불확실한 모호

성을 보이는 지진에 대해 지역적 고유의 지반 

지진 민감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체계적 지

진재해 대책 수립 적용이 국가적 측면에서 필

요하다. 국가나 지역의 지진재해 대책 수립 

과정에서 우선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항목

이 바로 대상 영역 내에서의 지진 지반운동

(earthquake ground motion)의 결정이다

(Sun et al., 2005). 지반운동은 특정 시설물 

부지에 국한하여 국부적 평가나 넓은 영역에 

대한 지역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다(선창

국과 정충기, 2008). 전자의 경우 주로 대상 

부지에 대한 철저한 지반 조사를 수행하고 이

를 토대로 부지고유 지진 응답 해석이라는 수

치 해석을 실시하여 지진 지반운동을 평가하

는 방법이 주류를 이룬다(Dobry et al., 
2000). 후자의 경우 전자와 같은 평가 결과 

및 실제 지진 계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고 이를 토대로 지역적 예측 지반 특성 지표

와 지진 지반운동과의 경험적 관계를 이용하

여 지반운동을 결정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Field et al., 2000). 평가의 신뢰도 및 정밀

도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부적 기법이 높

을 수 있으나 대상이 영역적으로 매우 제한된 

부지가 되므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평면 영역에 대한 지진 지반운동 평가를 

위해서는 대개 지역적 평가 기법으로서의 경

험적 관계가 활용된다(Sun et al., 2008).

지진 지반운동의 크기나 주파수(주기) 분포

와 같은 특성은 해당 부지의 지반 특성에 따

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지진 시 기반암

(bedrock)에 도달한 지진동은 그 상부의 토

사층을 통과하면서 부지별 고유의 지질 조건 

및 지반 동적 특성과 관련된 부지효과(site 

effects)에 따라 특정 주기 부근에서 증폭

(amplification) 또는 감폭(deamplification)

되어 지표면의 지진 지반운동으로 표출된다

(Sun et al., 2005). 공학적 견지의 시설물 

내진설계나 내진성능평가 시에 적용되는 부지 

지반 특성에 따른 경험적 지반운동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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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로 부지 분류 체계이며(Dobry et al., 
2000), 이 부지 분류 체계를 토대로 부지고

유 지진응답 평가가 가능하다(Ghasemi et 
al., 2009). 부지 분류 체계 내에는 지반 특성

의 정량적 지표로서의 부지 분류 기준이 포함

되어 있으며, 부지 종류 별로 서로 다른 지반

운동으로 결정된다.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지반 특성의 합리적 

예측은 일차원적인 지반 조사 자료의 산발적 

이용만으로는 불가능하며(선창국과 정충기, 

2008),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같이 체계적 

통합 DB 관리 및 공간 처리의 복합적 기능 

수행이 가능한 정보 기술의 활용이 반드시 필

요하다(Kunapo et al., 2005). 본 연구에서

는 지역적 지진재해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한 

근본적 정보 제공 기법 확립의 일환으로, GIS 

기법과 지진공학 전문가 지식의 복합 적용을 

통해 1978년 지진이 발생한 소규모 내륙 도

시인 홍성읍 영역 대상의 지진위험도 정보를 

구축 제시하였다.

기존의 GIS 기반 부지 지진 응답 

평가 사례 고찰

GIS를 이용한 부지효과로서의 부지고유 지

진 응답의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는 대

상 평면(또는 지표면) 영역에 지진공학적 전

문가 기법을 통해 결정된 등수준의 지진 응답 

정도를 구분하여 표출하는 지진(재해) 구역화

(seismic zonation)의 최종 형태로 제시되어 

왔다(Sun et al., 2008). 국내 보다는 강진 

발생 국가를 포함한 해외에서 주로 수행되어 

온 지진 구역화는 국내의 경우 최근 극히 제

한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Sun, 2004). 해

외의 경우 주로 미국 서부의 강진 발생 지역

들에 대해 지진 방재 체계의 기저 활용을 위

한 지진 구역화 정보가 제시되어 왔다. San 

Francisco 만 주변과 Los Angeles 주변 지

역이 대표적인 지진 구역화 대상이다(ABAG, 

1995; Sun, 2004). 이 지역들에서의 대상 정

보는 매우 넓은 영역에 대한 지진 발생시 지

표면 부근 진동의 증폭 크기에 관한 평면적 

분포로서, 현행 국내외 부지 분류 기준인 지

표면부터 지하 30m까지의 평균 전단파속도

(VS30)와 같은 증폭 관련 지반지진공학 지표

의 분포를 이용하였다(Field et al., 2000).

기존 주요 대상이었던 강진 발생 지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중약진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Sun et al., 2005). 그렇다 할지라도 시

공간적 불확실성 내제의 지진에 대한 체계적 

대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유럽의 주요 

국가들 역시 비교적 지진 발생 및 그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역

에 대한 지진 구역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중약진 지역의 경우 대표적 GIS 기반 

부지효과 평가는 스페인 Barcelona와 스위스 

Basel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Jimenez 

et al., 2000; Fah et al., 2001). 유럽 내의 

강진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의 Celano 및 그리

스의 Thessaloniki에 대해 지진 구역화가 이

루어 졌다(Apostolidis et al., 2004; 

Martinelli et al., 2008). 이러한 유럽 도시 

지역들의 경우 지반 증폭 정도 평가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 부지 조사와 평

가 기법 보완을 실시하여 초기 정보를 갱신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해외의 지진 구역화 정보 

연구 사례들은 대부분 이차원 기반의 정보 제

시로 한정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지층 정보 예측 기법의 적용 없

이 지표면 부근 지질 분포 자료나 제한된 공

간 분포의 기존 시추 조사 자료를 토대로 대

상 지역 전체의 지반 특성을 단순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GIS를 이용한 부지고유 지진 응

답 평가를 수행해 왔다. 기존의 이러한 지진 

구역화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현실성

을 부여한 삼차원 GIS 기법 기반의 정보 시

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대상 지역 

부지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반 특성 조사 수행 

및 이 특성 자료를 토대로 전체 영역으로의 

공간 지층의 효율적 예측 기법을 도입 적용하

여(선창국과 정충기, 2008), 지반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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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technical information system)을 구축

하고 부지 분류 체계의 적용을 통한 부지고유 

지진 응답의 합리적 평가를 도모하였다.

지반운동 결정을 위한 부지 주기 

토대의 부지 분류 체계

지진 발생시 지표면 부근 지반운동은 국부

적 부지효과에 따라 부지별로 운동의 크기와 

주파수 성분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기반암에 도달한 지진파는 토사층을 통과하면

서 해당 부지고유의 동적 응답 특성에 따라 

특정 주기(주파수) 성분의 지진파가 증폭되어 

지표면에 도달하고, 구조물에 지진 하중으로 

작용한다(선창국 등, 2008). 부지별 고유의 

지진 응답 특성은 일반적으로 부지 주기(site 

period, TG)로 대표되며(Sun et al., 2008), 

부지고유 지진 응답 특성이 반영된 지반 운동

은 구조물의 고유 주기 특성에 따라 공진 현

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진공학적 

현상적 특성에 따라 지반 특성 고려한 부지 

주기의 지역적 예측을 통해 부지고유 지진 응

답을 간편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신뢰성 높게 

평가한다. 또한, 그에 따른 해당 부지에서의 

구조물의 취약도와 같은 지진 재해를 평가할 

수 있다(Kienzle et al., 2006).

부지 주기는 지하 암반(기반암) 상부에 분

포하는 여러 토사 지층 전체의 기본 공진 주

파수에 해당되는 주기이다(선창국과 정충기, 

2008). 따라서 부지 주기는 토사 지층 전체

의 두께인 기반암 심도(bedrock depth, H)와 

직접 관련이 있고 각 토사 지층의 동적 특성

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동적 

특성이 다른 여러 토사 지층으로 구성된 현장 

원위치에 대한 부지 주기는 각 토사 지층 두

께와 지층의 동적 특성이자 강성인 전단파속

도(shear wave velocity, VS)를 이용하여 산

정하게 된다. 식 (1)은 부지 주기(단위는 초

(s))의 계산식이며, Di와 VSi는 각각 기반암 

심도(H)까지의 i번째 지층의 두께(H＝∑Di)

와 평균 전단파속도이다.

T G= 4 ∑
n

i = 1

D i

V Si
 (1)

부지 주기의 지역적 예측 평가는 대상 지역

에 위치한 구조물의 지진 취약도 예측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여러 

연구 성과(Rodriguez-Marek et al., 2001; 

Sun, 2004; Kim and Yoon, 2006; 선창국, 

2010)로 제시되고 있는 부지 주기 기반의 부

지 분류 체계를 이용하여 부지 증폭계수 결정

과 이로부터의 지진 지반운동 결정에도 활용

될 수 있다. 특히, 선창국(2010)은 국내 지역 

고유의 지진응답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

할 목적으로, 다양한 부지 조건에 대한 지진 

응답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

여 국내 부지 증폭계수(site coefficients)를 

재산정하고 부지 주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지 분류 체계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

다. 또한, 선창국(2010)은 현행 미국 및 국내

의 부지 분류 C와 D(건설교통부, 1997; 선창

국 등, 2005b)에 대해 국내 일반적 부지가 

이 두 분류의 경계 부근에 밀집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이 두 분류를 각각 4 단계로 세분함

으로써 국내 지반에 대한 체계적 보완을 병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분류 체계(건설

교통부, 1997)와는 달리 지하 지층의 기하학

적 조건을 이용하는 국내 부지 분류 체계인 

표 1을 도입하고 대상 지역에 대한 부지 분류 

정보를 GIS 기법을 적용하여 구축 제시하였

다. 이로부터 대상 내 모든 부지의 내진설계

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지진 지반운동을 결

정할 수 있는데, 부지 분류 체계를 통한 부지 

효과 평가는 부지 주기를 이용하여 대상 위치

의 분류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단주기 증폭계

수(Fa) 및 중장주기 증폭계수(Fv)를 결정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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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국내 부지 증폭계수 결정을 위한 부지 주기에 따른 부지 분류 체계(선창국, 2010)

부지 조건 부지 분류 분류 기준, TG (s)
부지 증폭계수

Fa Fv

보통암 B < 0.06 1.00 1.00

풍화암 또는 매우 
견고한 토사

C

C1 < 0.10 1.28 1.04

C2 < 0.14 1.45 1.09

견고한 토사
C3 < 0.20 1.65 1.13

C4 < 0.29 1.90 1.19

깊고 견고한 토사 D

D1 < 0.38 2.08 1.23

D2 < 0.46 2.26 1.29

D3 < 0.54 2.48 1.36

D4 < 0.62 2.86 1.43

깊고 연약한 토사 E ≥ 0.62 1.50 2.00

홍성 지역의 GIS 기반 지반정보 

시스템 구축

최근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반 자료의 종

합 관리와 더불어 지진, 홍수 등의 재해 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 방안으로 국내외에서 광범

위하게 지반 정보 GIS가 개발․구축되고 있다

(Lee and Choi, 2003; Sun, 2004; 장용구 

등, 2007). 지반 정보는 그 의미와 내용이 매

우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지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지층이다(Sun et al., 2008). 본 연구

에서는 국내 내륙의 지진피해 발생 소도시 지

역에 대해 내진공학 측면의 부지 분류 정보를 

도출하고자 체계적인 지반 조사를 수행하고 

특성 자료를 확보하고 기존의 지반공학적 정

보 시스템 기법과 GIS 기능들을 복합 도입 

적용하여 공간 지층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측

하였다.

1. 지반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GIS 환경 및 

전문가 지식 기법

지반공학적 범용 활용 목적의 지반정보 시

스템의 구현을 위해서는 공간상에 분포하는 

지반 특성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공간 기지 

자료 토대의 미지 자료에 대한 신뢰성 높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시적 

및 수치적 출력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복합적 기능의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

적 GIS 소프트웨어의 상호 보완적 활용과 더

불어 GIS와 연계된 전문가적 분석 기법의 병

용이 요구된다(Gangopadhyay et al., 1999; 

Sun, 2004). 본 연구에서는 지반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적 GIS 소프트웨어로서 

미국 CTech 개발사의 EVS-Pro(CTech, 

2008)와 미국 Autodesk 사의 AutoCAD 제

품군(Autodesk, 2007)을 이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활용적 및 보완적 기능으로서 범용 편

집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자료의 공간적 보

간 예측 연산을 위한 Visual BASIC 코드 기

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나 산업 시설이 밀집

한 평지나 매립지에 대해서 기존 지반 조사 

자료가 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

게 되므로, 제한적 자료를 이용한 주변 부지

의 합리적 지층 정보 예측을 위해서는 자료가 

부족한 산지나 시설물 부재 지역들에 대한 추

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미지 정

보의 예측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료간 내삽이 

자료의 외삽에 비해 신뢰도가 높으므로, 관심 

대상 영역 보다 더 넓은 영역의 자료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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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간 확장 예측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대

상 영역의 정보를 추출하는 방안 적용이 합리

적이다(선창국과 정충기, 2006; Sun et al., 
2008). 이러한 개념들을 지반-지식

(geo-knowledge) 및 확장 영역(extended 

area)이라고 정의하며(선창국과 정충기, 

2006), 본 연구 과정에서 적용하였다. 확장 

영역은 대상 연구 영역(study area)를 평면

상에서 포함하는 영역이다. 지반-지식 개념에 

근거한 지표면 부근 지층 자료의 추가 획득 

목적의 현장 부지 지표 조사(site visit)는 확

장 영역에 걸쳐 주로 산지나 자료 부족 지역

들을 대상으로 수행된다(Sun et al., 2008).

지반정보 시스템은 삼차원 GIS 기법을 근간

으로 하며, 데이터베이스(database), 공간 분

석(spatial analysis) 및 가시화(visualization)

의 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 중 데이터

베이스 요소 내에는 확보되거나 수행된 지반 

조사 자료 그리고 대상 지역의 층서학적 특성

을 고려한 지형 분석 및 현장 답사로부터 추

가 확보한 지표 지층 자료로 구성되는 지반-

지식 자료가 포함된다. 공간 분석 요소에서는 

지층 발달(landform) 특성별 베리오그램

(variogram) 모델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개

선된 지구통계학적 크리깅(geostatistical 

kriging) 기법으로 지층 두께 자료의 공간 영

역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여(Jian et al., 
1996; 천성호 등, 2005),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지반 지층의 공간 정보화 시스템의 신뢰

성을 증대시켰다(천성호 등, 2005; 선창국과 

정충기, 2006).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제시

한 지반정보 시스템 전체 구성과 같이 일반적

인 GIS 구성과 연계하여 지반지진공학적 자

료 생성을 위한 전문가적 연산 목적의 지반 

분석(geotechnical analysis) 요소를 추가 구

성하였다. 지층 두께 연산 및 이를 통한 기반

암 심도 연산을 수행하며, 연산된 지층별 두

께와 지반 동적 특성인 전단파속도(VS)를 종

합 활용하여 부지 주기(TG)를 산정한다.

FIGURE 1. GIS 기반의 지반정보 시스템 구성

2. 대상 소도시 홍성읍에 대한 지반조사 및 추

가 자료 확보

홍성읍 지역은 북위 36.60도, 동경 126.67

도 정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지방 

소도시 지역으로서, 1978년 10월 7일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에 의해 실제 부지에서 구조

물 피해 사례들이 발생했던 대표적 계기지진 

피해 지역이다(과학기술처, 1979). 역사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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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내에서도 여러 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던 역사지진 피해 지역이기도 하다

(Sun et al., 2005). 이와 같은 계기 및 역사 

지진 피해 발생 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홍성읍 지역을 GIS 적용 

기반의 지진공학적 부지응답 특성 평가를 위

한 시범 영역으로 선정하고, 대상 지역의 부

지 특성 평가와 자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

반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 지반조사 자

료를 수집함과 더불어 자료 분포 현황을 고려

한 현장 답사를 통해 지표 지층 자료를 추가 

확보하였다.

지반조사 위치는 지질 및 지형 자료를 분석

하고 고찰하여 대상 연구 영역인 읍 경계 내

에서 산지 3 개소, 구릉 6 개소 그리고 평야 

7 개소의 총 16 개소로 결정하였다(선창국 

등, 2006). 이 중 6 개소에서는 표준관입시험

(standard penetration test, SPT)이 병행된 

시추조사와 시추공 탄성파 시험(borehole 

seismic test)을 수행하였다. 표면파를 이용

한 탄성파 기법인 SASW(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 시험은 1 개소를 제외한 

15 개소에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반조사를 

통해 홍성 지역의 일반적 지반지층 발달 현황

을 파악하고 동적 특성인 VS 분포를 결정하였

다.

행정 구역상의 홍성읍 경계 내부 영역을 연

구 영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포괄하는 확장 영

역을 동서와 남북 방향 각각 8.0 km로 설정하

였다. 확장 영역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웹기반 지반 자료 제공 서비스인 지반정보통합 

DB 시스템(GeoInfo 지반정보, 2009)으로부

터 기존 시추조사 자료를 수집 및 검토 보완하

여 활용 가능 자료를 선별하였다. 뿐만 아니

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장 영역 내의 구조물 

지반조사 자료를 확보하였다. 전체적으로 약 

100 여 개소의 위치에 대한 자료를 깊이에 따

른 지층변화 분포에 관한 적용 자료로 확보하

였다. 또한, 수행 및 수집된 지반조사 자료의 

위치 분포를 분석하고 자료 부족 위치들을 대

상으로 지표 지층 자료 획득을 위한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지진공

학적 관점의 기존 지층 구분 방안(선창국 등, 

2005a; Sun and Chung, 2008)을 반영하고 

실무적 보편성을 고려하여 조사 확보된 지층을 

매립토(fill), 퇴적토(alluvial soil), 풍화토

(weathered soil), 풍화암(weathered rock), 

그리고 기반암(bedrock)의 총 5 종류로 구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 확보된 자료는 수

행된 지반조사 자료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으며, 위치 분포는 그림 2의 공간 

GIS 적용을 통한 가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표 지형은 반투명 표출 기능을 적용하고 위

치의 상대적 참고를 위해 확장 영역에서의 하

천 수계 레이어(layer) 중첩 가시화하였는데, 

이 연구의 결과 표출 그림들의 경우 도로나 

건물 레이들을 선별적으로 중첩하였다. 더불

어, 연구 영역에 해당되는 홍성읍 행정 경계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본 연구를 위

해 직접 실시된 SPT 병행의 시추조사 부지 6 

곳의 위치(부지명은 H1부터 H6)를 강조하여 

제시하였는데, 시추공 탄성파 시험(borehole 

seismic test) 수행 부지들에 해당된다. 이 

주요 6 개소 부지들에서 결정된 전단파속도

(VS) 분포들과 각 부지별 지층 구성 및 SPT

의 N 값 분포는 그림 3에 제시하였으며, N 

값이 50을 넘는 경우는 모두 50으로 나타내

었다(Oh and Sun, 2008). 더불어, 그림 2에

서 도심부의 주요 조사 자료 부지를 연결하는 

대표 단면선을 설정하여 세부적인 지하 지층 

분포를 그림 4와 같이 확인하였다. 기반암 심

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도 일부 확인되

었으나, 대체로 도심 내부의 경우 30 m에서 

40 m정도 기반암 심도를 보였고 일부 부지에

서는 40 m 이상으로도 조사되었다. 본 연구

의 가시적 표출은 TM 투영 평면 좌표계 기반

의 미터(m) 단위로 구성하였으며, 연직 방향

은 가시적 강조를 위해 3 배 과장하였다. 동

서 및 남북 방향은 각각 X 및 Y 축에 해당되

고, 연직 표고 방향은 Z 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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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홍성 확장 영역(8.0 km × 8.0 km)에서의 지반 자료 위치 분포

FIGURE 3. 홍성 도심 시추공 탄성파 시험 부지들의 시험 및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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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홍성 도심 주요조사부지 연계 단면의 지층 구성 확인

3. 지반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홍성 지역의 

공간 지층 정보

홍성의 확장 영역에 대해 구축된 지반 DB

의 지층 자료를 토대로 확장 영역 전체의 공

간 지층 정보를 보간 예측하여 연구 영역의 

종합적 지반 정보 구현을 위한 기초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홍성 지역에 대한 공간 

지층 정보는 분류된 5 종류 지층으로 구분하

여 보간 예측하였다. 평면상의 직사각형인 확

장 영역을 대상으로 크리깅 보간된 지층 정보

로부터 그보다 작고 복잡한 폐합 형상인 연구 

영역의 지층 정보를 추출하여 공간 확장 예측

된 지층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그림 5는 보간 예측된 확장 영역 전체의 공간 

지층 정보로부터 홍성읍에 해당되는 연구 영

역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개념적으로 가시

화한 지반정보 시스템 구축 결과이다. 연구 

영역 공간 지층 정보의 지표면에는 하천, 도

로 및 건물을 중첩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적용 기법과 같은 일부 지반 및 

지질 전문가 GIS 소프트웨어들에서는 삼차원 

지반에서 임의 단면 지층 분포의 확인 기능들

을 제공한다(Sun et al., 2008). 그림 6은 

GIS 기반의 공간 지반정보 시스템에서 대상 

홍성 연구 영역에 대해 지표지형 변화 확인을 

위한 위성영상의 중첩 구현(좌측 그림)과 삼차

원 지층 단면 분포 확인을 위한 가시적 기능 

구현(우측 삽입 그림들)의 연속적 표출 결과이

다. 위성영상 중첩의 지역적 지형을 파악해 보

면 홍성은 대체로 노년기 지형에 해당된다. 지

표면 중첩 영상에 표시된 W-E 및 S-N 직선

은 대상 영역의 일반적 지층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 삽입된 단면 기준선으로서, 지표면 지형 

변화에 따른 홍성 지역의 지하 지층 구성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대표 기준선들을 따

라 공간 지층의 단면 절단을 통해 지형 변화에 

따른 연직 방향 지층 변화를 그림 6의 우측 삽

입 그림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평지와 

구릉지에서 퇴적토 보다는 풍화토와 풍화암으

로 구성된 풍화지층(weathered layer)이 두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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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홍성의 확장 영역으로부터 연구 영역(홍성읍) 공간 지층 정보 추출

FIGURE 6. 홍성 지역 대표 단면들의 지형 변화에 따른 지하 지층 분포 확인

게 발달하여 분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

은 국내 중서부 지역 노년기 지형의 안정적 풍

화 환경 하에서의 지층 발달 특성에 해당된다

(이금삼과 조화룡, 2000; 선창국 등, 2006).

홍성읍 지역에 대한 지반정보 시스템의 대

표적 결과인 삼차원 공간 지층 정보는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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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내에서는 가상적 현실성(virtual reality) 

및 가시성이 뛰어날 수 있으나, 현업이나 실

무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Sun, 2004). 이러한 실무적 접근성의 단점

을 보완하고 공간적 가시성도 손상시키지 않

기 위하여 삼차원 공간 지반 지층 정보를 재

가공하여 지층의 두께 및 심도에 관한 특성 

정보를 지표면 투영의 가시적 구역화

(zonation) 지도로 GIS의 일반적 기능 적용

을 통해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 정

보는 각 지층의 두께, 인접 지층의 조합 두께 

그리고 각 지층까지의 심도를 포함한 기반암 

심도이다.

가능한 여러 대상 중 대표적인 정보로서의 

풍화대 두께와 기반암 심도(H) 분포를 가시

적으로 구현한 삼차원 지도를 그림 7로 제시

하였다. 상대적 위치 파악을 위해 지표 배치

의 수계 레이어도 중첩 표현하였다. 풍화토와 

풍화암의 종합인 풍화지층의 두께 분포(그림 

7(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평지와 

완만한 구릉지에서 오랫동안의 안정적 풍화 

발달 환경(선창국 등, 2006)으로 인해 풍화

지층이 최대 40 m를 초과하는 두꺼운 분포로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도 자료는 지반

공학 관련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에 직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반공학 뿐만 

아니라 지진공학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매

개 변수(Sun et al., 2008)로 인지되고 있는 

기반암 심도 분포(그림 7(b))의 경우, 홍성 

지역의 기반암 상부 토사 지층의 발달이 주로 

풍화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전반적인 분포 

경향은 풍화지층 두께(그림 7(a))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a) 풍화지층 두께 분포 (b) 기반암 심도 분포

FIGURE 7. 홍성읍 영역의 대표적 지층 분포에 관한 공간 구역화 정보

홍성읍 행정 영역으로 구성되는 대상 연구 

영역에서 기반암 심도는 평지와 구릉지가 접

하는 양상의 중심 지역에서 최대 약 50 m 정

도 깊이까지 예측되었다. 주변 산지에서는 얇

은 토사층 분포로 인해 기반암 심도가 얕고 

상대적으로 북쪽과 서쪽에 비해 남쪽과 동쪽 

산지의 기반암 심도가 얕게 나타났다. 북쪽과 

서쪽의 산지의 경우 시추조사 자료보다는 지

표 지층 확보 자료가 주류를 이루므로, 보다 

개선된 공간 지층 정보 예측을 위해서는 이 

지역 산지와 구릉지에 대한 시추조사 자료 확

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GIS 

기반 지반정보 시스템 내에서 구축된 지층 두

께 및 심도 분포의 삼차원 구역화 지도는 탁

월한 가시성이 확보된 정보로서(선창국과 정

충기, 2008), 지역적 의사 결정을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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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홍성 지역 풍화지층 및 풍화토와 풍화암의 평균 전단파속도 분포

양한 지반지진공학 관련 분야에서의 효율성 

높은 실무적 활용이 가능하다.

홍성 지역의 부지 주기에 따른 

지진공학적 공간 구역화

지진 발생시 지표면 부근 지반 운동은 부지 

효과에 따라 부지별로 운동의 크기와 주파수 

성분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지별 고유의 지진응답 특성은 부지 주

기(TG)로 대표될 수 있으며(Kim et al., 
2002; Sun et al., 2008), 부지고유 지진응

답 특성이 반영된 지반 운동은 구조물의 고유 

주기 특성에 따라 공진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Sun et al., 2005). 또한, 최근에는 현행 

내진설계 기준의 부지 효과에 따른 지반 운동 

결정의 합리적 개선의 일환으로 기반암 상부 

토사층의 두께와 그의 동적 특성을 모두 고려

한 부지 주기를 국부적 부지 효과의 정량적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Rodriguez- 

Marek et al., 2001; Sun, 2004; Kim and 

Yoon, 2006). 따라서 부지 주기를 이용한 부

지고유 지진응답 예측 기법은 부지 응답 해석

과 같은 수치적 기법 없이 구조물의 지진 취

약도를 포함한 지역적 지진재해 예측과 더불

어 부지별 설계 지반운동 결정을 통한 내진설

계 및 내진성능평가에도 직접 활용될 수 있다

(선창국, 2009).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 

지진 피해 지역인 홍성읍의 행정 영역 전체에 

대해 지역적 지진재해 예측과 내진 활용을 목

적으로 공간 GIS 프레임 기반의 구축 지반정

보를 토대로 부지 주기에 대한 구역화를 수행

하였다.

광범위한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식 (1)을 

적용한 부지 주기의 산정을 위해서는 영역 내 

임의 부지의 깊이별 지층 두께 분포 및 해당 

지층의 VS에 관한 정량적 값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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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공간 구역화를 통한 홍성읍 영역의 부지 주기 분포

반암 상부 4개 지층(매립토, 퇴적토, 풍화토, 

풍화암)에 대한 두께 정보를 부지 주기 산정

의 기저 자료로 활용하였다. 더불어 공간 분

포 VS 정보도 필요하므로, 대상 홍성 지역에

서는 여러 부지들에서 현장 탄성파 시험을 수

행하여 깊이 증가에 따른 VS 분포를 획득하였

다. 이를 토대로 홍성 각 지층별 대표 VS를 

결정하였다. 그림 8에는 홍성의 대표적 지층

으로서의 풍화지층에 대한 평균 VS 분포를 표

준편차(SD)를 고려한 분포들과 함께 좌측 그

래프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풍화지층을 이루

는 풍화토와 풍화암의 대표 VS 결정을 위한 

분포 범위 확인 과정도 그림 8의 우측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지층별 분석을 통

해 홍성 지역의 퇴적토, 풍화토 및 풍화암의 

VS를 각각 330 m/s, 350 m/s 및 450 m/s

로 설정하였다. 매립토의 VS는 홍성 내의 시

험 결과와 기존 국내 VS 연구 결과(Sun, 

2004)에 따라 350 m/s로 설정하였다. 부지 

주기의 계산 과정에 직접 요구되지는 않지만 

참고 자료로 기반암의 VS는 기존 사례들(Sun, 

2004; Sun and Chung, 2008; 선창국, 

2009)과 같이 1,000 m/s로 결정하였다.

대상 영역 내 임의 위치에서의 지층 두께와 

각 지층별 VS 자료를 입력 변수로 하여 식 

(1)에 따라 GIS 프레임 내에서 홍성읍 영역

에 대한 부지 주기를 연산하고 이의 정량적 

분포 수준에 따른 공간 분포를 가시적으로 제

시하게 된다. 본 연구 대상인 홍성 지역에 대

한 부지 주기의 연산 결과를 공간 GIS 기법 

내에서 그림 9와 같이 가시적으로 표출하여 

지진재해에 관한 공간 구역화를 수행하였다. 

상대적 공간 위치 확인을 위해 지표상 배치의 

수계 및 건물 레이어들도 중첩 제시하였다.

홍성읍 영역의 부지 주기 분포 정보를 토대

로 영역 내 위치별 부지고유 지진응답 특성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다. 홍성 지역의 부지 주

기에 관한 전반적인 위치별 값의 분포(그림 

9) 경향은 기반암 상부 지층 두께가 부지 주

기 산정의 주요 변수임에 따라 앞서 제시된 

기반암 심도 분포(그림 7(b))와 대체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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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홍성읍에서의 부지 주기에 따른 지진공학적 부지 분류 정보

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인 홍성읍의 경우 외곽 행정 경계부

의 산지나 구릉지에 비해 주거와 산업 시설이 

밀집한 시내 중심부의 평지와 구릉지에서 부

지 주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약 3 

초에서 5 초 정도의 범위를 보인다. 따라서 

층수에 따른 건물 고유 주기를 0.1 초로 고려

해 볼 때(Kim et al., 2002; Sun et al., 
2008), 3 층에서 5 층 정도의 중규모 건축 

구조물의 지진 시 공진으로 인한 취약성을 예

측할 수 있다. 지방 소도시로서의 홍성읍의 

구조물 분포 현황을 고려해 볼 때, 부지 위치

에 따라서는 일부 건축 구조물들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78년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상당수 구조물들이 3 층 내지 5 층 정도

의 건축물이었는데(과학기술처, 1979), 이와 

같은 지역적 부지 응답특성에 상응하는 구조

물 피해 사례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의 경우도 도시 영역 

전체에 대한 부지 주기의 지역적 평가는 대상 

영역에 위치한 구조물의 지진 취약도 예측 뿐

만 아니라 대상 영역 내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나 내진성능평가 목적의 부지 분류에 활

용될 수 있다(Sun et al., 2008; 선창국, 

2010).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실질적 유용성이 

확보되는 이러한 적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인 선창국(2010)의 국내 부지 

증폭계수 결정을 위한 부지 주기 토대의 부지 

분류 체계(표 1)를 도입 적용하였다. 즉, 이미 

구축된 홍성 지역의 부지 주기에 관한 공간 

구역화 정보(그림 9)를 공간 GIS 프레임 내

에서 표 1의 부지 분류 경계에 해당되는 부지 

주기로 구분 표출하여, 홍성읍 내 임의 부지

에서의 부지 증폭계수 결정이 가능한 부지 분

류에 관한 공간 구역화 정보로 그림 10에 지

표 배치의 도로 레이어와 함께 제시하였다. 

이 정보를 토대로 홍성읍 영역 전체에 걸쳐 



Seismic Site Classes According to Site Period by Predicting Spatial Geotechnical Layers in Hongseong46

실제 부지 선정을 통한 내진설계 이전에 예비

적 수준의 내진설계 확인을 위한 설계 지반운

동 결정이 가능하다. 더불어 구역화된 정보로

부터 특정 위치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

한 기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홍성 지역 부지 분류 정보(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상 영역의 주거

와 산업이 밀집된 평지 및 구릉지 대부분은 

건설교통부(1997)의 현행 부지 분류 C 및 D

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분류 분포는 지진 발

생 시 분류 C 및 D에 해당되는 부지들에서 

지진동이 증폭되어 지표면 부근 시설물에서의 

큰 피해 가능성을 의미한다. 부지 분류 C는 

표 1의 세분화된 부지 분류 체계의 하위 4 단

계의 세분류(C1부터 C4)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부지 분류 D는 홍성의 부지 주기가 최

대 약 0.47 초로서 0.54 초(D3와 D4의 경계 

값)를 초과하는 부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네 

단계 중 상위 세 단계 분류(D1, D2 및 D3)

로만 평가되었다. 부지 분류 C 및 D에 해당되

지 않는 주변 산지의 일부 부지들은 증폭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 분류 B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부지 분류 정보를 토대로 대상 지역 

내 모든 부지에서의 부지 증폭계수 산정 및 

그에 따른 내진설계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설계 지반운동의 결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적용 부지 분류 체계(표 1)에 근거한 그림 

10(범례 참조)의 공간 구역화 정보로부터 국

내 대표적 계기 지진 피해 지역인 홍성의 부

지 증폭계수를 시내 중심지에서 단주기 증폭

계수(Fa)의 경우 최대 2.48 정도 그리고 중장

주기 증폭계수(Fv)의 경우 최대 1.36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주기 증폭계

수가 중장주기 증폭계수에 비해 크게 예측된 

것은 국내에서 보편적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

는 내진설계 기준(건설교통부, 1997)과는 상

반되는 현상인데, 국내 지역에 대한 기존 연

구 결과(Sun, 2004; Sun et al., 2005; 선창

국, 2010)를 반영하여 부지 주기에 따른 부

지 분류 체계(표 1)를 공간 구역화에 적용하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도시들에서의 부

지 주기 기반 공간 구역화를 통한 부지 분류

와 설계 지반운동의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국내 다양한 지반 조건 부지들에 대

한 종합적 특성 평가를 병행한 부지 효과의 

정량적 체계화가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본 연구에서의 홍성 지역 

대상의 GIS 기반 공간 지반정보 시스템 구축 

및 이의 적용을 통한 부지 주기 토대의 지역

적 부지 지진응답 예측과 지진공학적 유용 정

보 제공 절차 기법은 국내 도시로의 확대 적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국내 대표적 계기 지진 피해 지역인 홍성 

지역에 대한 부지고유 지진응답에 따른 지역적 

재해 가능성 예측과 내진 활용을 위한 공간 정

보 제공을 목적으로, GIS 기법 토대의 지반정

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지 지진응답 특성 지

표인 부지 주기에 관한 공간 구역화를 수행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소규모 도시인 홍성 지역에 대해 현장 탄

성파 시험을 포함한 지반 조사를 총 16 

개소에서 수행하고 연구 영역인 홍성읍 

행정 영역을 포함하는 8 km × 8 km의 

확장 영역 내에서 약 100 개소에 대한 

기존 시추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반

조사 자료 부존 위치들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로부터 추가적으로 지표 지층 

자료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였다.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지 자료

로 삼차원 GIS 프레임 내에서 지구통계

학적 크리깅 기법의 적용을 통해 연구 영

역에 대한 공간 지층 정보를 보간 예측함

으로써 지반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삼차원 지층 분포 정보로부터 홍성 연구 

영역의 홍성의 노년기 지형 특성과 관련

된 토사 두께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대체

로 홍성 중심지에서 풍화지층이 두껍게 

발달하고 있었다. 또한, 실무적 활용 목적



홍성 지역의 공간 지층정보 예측을 통한 부지주기 토대의 지진공학적 부지분류 / 선창국 47

의 지층 두께 정보 및 기반암 심도에 관

한 지표면 투영의 삼차원 공간 분포 정보

를 구축 제시하였다.

(2) 홍성 지역에 대해 구축된 공간 지층 정보

와 수행된 현장 탄성파 시험으로부터 도

출된 지층별 대표 전단파속도를 이용하여 

부지고유 지진응답 특성 및 그에 따른 지

역적 지진재해 가능성 예측을 위한 부지 

주기의 공간 구역화를 GIS 기법 적용을 

통해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홍성읍 영역 

전체에 대해 지표 지형 변화에 따른 부지

별 지진응답 차이를 확인하였다. 구축된 

부지 주기 구역화 정보로부터 대상 영역 

중앙 평지 및 구릉지에서의 부지 주기 분

포가 0.3 초에서 0.5 초 정도를 보이고, 

그에 따라 3 층에서 5 층 정도 중규모 

건축 구조물의 지진 취약 가능성을 직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 국내 지역의 부지 효과 평가 및 정량화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고찰하여 부지 

증폭계수 결정이 가능한 부지 주기 기반

의 부지 분류 체계를 도입 적용하였으며, 

GIS 기법 프레임 내에서 홍성읍 전체에 

걸쳐 임의 부지에서의 부지 분류에 따른 

증폭계수 결정이 가능한 공간 구역화 정

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 대상 영역 

내의 주거와 산업 시설이 밀집한 평지 및 

구릉지에서 대부분 부지 분류 C 및 D로 

구분되었으며, 단주기 지반 증폭계수는 

최대 2.48 정도 그리고 중장주기 지반 

증폭계수는 최대 1.36 정도로 예측되었

다. 이와 같이 지진공학적 정량화 정보 

제공이 가능한 본 연구의 홍성 지역에 대

한 절차 기법은 향후 국내 도시 지역으로

의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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