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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진으로 인한 재난은 지반운동의 증폭과 관련된 부지효과의 차이로 인해 흔히 견고한 토사나 

암반에 비해 연약한 토사 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 관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대상 영

역 전체의 토사 지층 분포의 예측을 통해 우선 파악할 수 있다. 토사는 대개 내륙에 비해 강이나 

해안 주변에서 두껍게 발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 대도시 인천을 대상으로 부지효과를 평

가하고 지진재해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구 영역 전체의 지반지층에 대해 GIS 기반의 공간예측을 

수행하였다. 약 7,000 여공의 기존 시추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GIS DB로 구축하였으며, 추가적으

로 현장답사를 통해 지표지반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구축된 지반 DB를 토대로 부지고유 지진응답 

매개변수들에 관한 공간구역화 지도들을 지역 지진대책에서의 활용을 위해 제시하였다. 지반지진공

학 매개변수별 공간 구역화 수행을 통해 인천 확장영역의 지진위험도를 평가하고, 부지분류 구역정

보를 도출함으로써 내진설계의 부지증폭계수를 결정하였다. 이 때 대상 영역 전체에 걸쳐 부지분류

에 관한 공간구역화를 부지응답 매개변수별로 수행하고 각 매개변수별 공간분포를 비교하였다. 이

에 따라 인천 행정 단위별로 부지주기의 공간구역화를 수행하였으며, 지반지진공학적 취약부지를 

평가함으로써 해안 대도시에서의 지진재해 저감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부지분류, 지반지층, 지진응답, 공간구역화, 해안도시

ABSTRACT

Earthquake-induced disasters are often more severe in locations with soft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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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firm soils or rocks due to differences in ground motion amplification. On a 

regional scale, such differences can be estimated by spatially predicting subsurface 

soil thickness over the entire target area. In general, soil deposits are generally 

deeper in coastal or riverside areas than in inland regions. In this study, a coastal 

metropolitan area, Incheon, was selected to assess site effects and provide information 

on seismic hazards. Spatial prediction of geotechnical layers was performed for the 

entire study area within the GIS framework. Approximately 7,000 existing borehole 

drilling data in the Incheon area were gathered and archived into the GIS Database 

(DB). In addition, surface geotechnical data were acquired from a walkover survey. 

Based on the built geotechnical DB, spatial zoning maps of site-specific seismic 

response parameters were created and presented for use in a regional seismic 

strategy. Site response parameter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site coefficients for 

seismic design over the entire target area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Site 

classifications and subsequent seismic zoning were assigned based on site coefficients. 

From this seismic zonation case study in Incheon, we verified that geotechnical 

GIS-DB can create spatial zoning maps of site-specific seismic response parameters 

that are useful for seismic hazard mitigation particularly in coastal metropolitan areas.

KEYWORDS : Site Classification, Geotechnical Layers, Seismic Response, Spatial Zonation, 

Coastal City

서  론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국내외의 지진 발생과 

그로 인해 야기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주요 강진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중약진 지역 국가들에서도 새삼 지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Kim, 

2011; Green et al., 2011; Lee et al., 2012; 

Sun, 2010a; Sun et al., 2014; Sun and

Chung, 2008; Sun and Chun, 2014). 특히, 

지진의 시공간적 불확실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최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도 기본적 대비 방안 수립에 관

한 본질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지진에 대한 

대비로서는 지진경보, 지진대응복구, 내진설계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며(Sun et al., 

2010), 이들 중 우선 고려 방안으로서 적극적 

개념의 내진설계는 경제성이 반영된 공학적 접

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진설계는 직접적

으로는 신규 시설물에 대한 적용을 위한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그에 따른 내진보강의 개념도 포함할 수 있다.

내진설계에서는 대상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

라 경제적 관점의 차별적인 성능 수준을 고려

하게 되며(MOCT, 1997), 지역고유의 지진발

생 환경이나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를 위

한 지진지반운동(earthquake ground motions)

을 결정하게 된다(Sun, 2010a; Sun, 2010b). 

현재 국내에서는 관리 기관이나 유관 주체에서 

주요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들을 작성하여 적

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들 대부분의 보편적 상

위 개념은 1997년에 발표된 내진설계 관련 연

구결과(MOCT, 1997)이다. 이 상위 개념의 기

준에서는 지반운동에 대해 결정 방법을 제시하

고 있으며, 그 방법에서 기준운동에 해당되는 

지진재해도(최근 지진위험지도로 변경 통용)를 

제외하고는 당시 미국 기준인 1997년 Uniform 

Building Code(UBC)(ICBO, 1997)를 직접 준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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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내진 기준 준용은 지반특성의 지역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 지반운동

의 그릇된 결정을 야기할 수 있다(Kim et al., 

2002). 최근 주요 연구결과들(Sun et al., 2005b;

Kim and Yoon, 2006; Lee et al., 2012)에서

도 지역적 지질 및 지반 조건 차이로 인한 지

진응답 특성 차이가 제시되어 왔다. 특히, UBC 

및 그 이후의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는 미국 서부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지진계측 및 피해 자료와 보완적 수치

해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되었으며(Dobry et 

al., 2000; ICC, 2000; ICC, 2006), 이 지역

의 지반은 우리나라에 비해 기반암까지의 심도

가 매우 깊고 토사 강성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

점을 가지고 있다(Sun et al., 2005a; Sun et 

al., 2005b). 이러한 지반 특성은 지형 및 지질 

조건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으며(Wills et al., 

2000; Wald and Allen, 2007), 미국서부 지

역은 지형적으로 주요 부지들이 넓은 평야지로 

구성되어 있고 단순한 지질 조건을 가지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형적으

로 평야지 보다 구릉지난 산지가 발달해 있고, 

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성토나 절토

를 통한 단지나 부지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

져 왔다.

지역적 고유지반 특성과 깊게 관련된 지표부근 

지반지질 조건에 따른 지진동 증폭(amplification

of ground motion)과 더불어 지표면이나 지하 

지형의 변화는 추가적인 증폭 요인으로 여겨지

고 있으며(Sun, 2004), 주요 지진피해 사례들

로부터도 이러한 추가 증폭 현상들이 보고되어 

왔다(Green et al., 2011).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GIS를 기반으로 수치지질도로부터 지질시

대와 암상 자료를 추출하고, 지형도로부터 고도

와 경사도 자료를 추출함으로써 지진동, 액상화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광역적 지진재해 위험

성을 평가하였다(Yoo et al., 2005; Kienzle 

et al., 2006; Kang and Kim, 2009). 또한 광

범위적 지질재해 평가를 위해서 제한된 자료의 

극대화를 통한 공간 지반 정보의 합리적 예측

보다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단순 

자료 관리 및 표출과 같은 제한적 활용에 집중

되어 왔다(Scott and Carlton, 1999; Sun, 

2004). 따라서 지역 및 부지의 고유 특성과 관

련된 증폭에 관한 지진응답은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지반 특성의 정량적 평가가 우선시 되

어야 한다. 특히, 공간 정보로서의 지반지진응

답 자료나 결과와 대상의 광역적 영역 면적을 

고려해 볼 때(Sun et al., 2008; Sun et al., 

2014),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공간 분석 기

법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 정보 도출과 제시를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중서부 해안거점 도시 

인천을 대상으로 정량적 지역 지반응답 특성을 

평가하고 지반공학적 지진재해 공간정보를 구

축하였다. 대상영역의 지역 지진위험도 예측평

가를 위해 GIS 기반의 전문가적 지반정보 시스

템을 최적화하였다. 인천 확장영역에 대해 체계

적 지반공간정보 GIS 데이터베이스(DB)를 구

축하고자, 지진응답 공간정보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 활용하였다. 지반정보 시스템을 통해 구축

된 지반 DB를 토대로 부지고유 지진응답 매개

변수별 공간구역화 지도를 구축하였다. 또한 인

천 지역의 부지분류(site classification) 기준

에 따른 지진응답 매개변수의 공간적 상호이질

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수적 측

면의 지진대응 및 내진설계 부지증폭계수 결정

이 가능한 최적의 부지분류 정보를 제시하였다.

전문가 GIS 기반 지반정보        

시스템의 최적화

본 연구의 지반정보 시스템 구축 기법(Sun 

et al., 2008) 적용의 목적은 확보된 지반 자료

에 대한 DB 기반의 정보화 구현뿐만 아니라 근

본적으로 지하 지층 정보의 합리적 예측을 통

한 수많은 지반공학 관련 분야에서의 지속적 

활용에 있다. 따라서 제한된 불연속 기지 자료

를 이용하여 공간에 분포하는 미지 자료를 연

속적으로 신뢰성 높게 보간 예측할 수 있는 방

법의 적용이 관건중의 하나이다. 지구통계학적 

보간 방법인 크리깅(kriging)은 대상 영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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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지 자료들의 거리에 따른 변화 특성을 

베리오그램(variogram)으로 정량화 및 수식화 

하여 대상 영역의 자료를 보간하며, 본 연구에

서도 크리깅을 적용한 정보 예측 및 구축을 수

행하였다.

지반을 구성하는 재료는 그 특성에 따라 여

러 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를 지반지층으

로 일컫는다(Sun, 2004; Chun et al., 2005; 

Sun, 2012). 지층은 학문적 활용 분야나 전문

가적 관점에 따라 분류 방법이나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Sun, 2004). 일반적인 현장 시추 조

사에서 지층은 형성 발달 과정과 연경도에 근

거한 기준을 병용하여 구분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또는 추가적인 시험과 분석 

후 실내에서 각 지층을 내부 구성 재료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재구분하기도 한다. 대체적으

로 지반은 지질학적 형성 과정에 따라 각 지층

이 깊이에 따라 특정 순서로 분포하게 되는데, 

하부에서부터 기반암, 풍화암, 풍화 및 잔류토, 

퇴적토 그리고 매립토의 순서가 일반적이다. 또

한, 각 지층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기반암의 

풍화 작용에 의해 풍화암과 풍화잔류토가 발달

하게 되고(Sun et al., 2006), 퇴적토의 경우 

외부 토사의 유입 퇴적 작용 그리고 매립토의 

경우 인위적인 조성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각 지층의 생성 및 발달 과정은 공간적 지층 분

포의 합리적 예측을 위한 기본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개발에서는 지반공학적 견지의 

실무적 보편성을 반영하여 지반지층을 매립토

(fill layer, FL), 퇴적토(alluvial soil, AS), 풍

화토(weathered soil, WS), 풍화암(weathered 

rock, WR), 그리고 기반암(bedrock, BR)의 총 

5 종류로 구분하였다(Sun et al., 2005c).

지반공학적 공간정보 예측을 위해서 먼저 

GIS 기반 지반정보 시스템을 통해 구축된 지점

형태의 지반정보 GIS DB로부터 공간좌표, 지

반 종류, 심도 정보를 포한한 지층 레이어를 추

출한다. 이 때 입력 지층 레이어의 공간적 상관

성을 검증하고자 베리오그램 모델링 및 교차검

증(cross-validation)을 통해 크리깅의 적용 

적합성을 평가한다. 대상 영역에 대한 지층별 

공간정보의 보간 예측에서는 기반암(bedrock) 

상부에 존재하는 4종류 지층인 매립토, 퇴적토, 

풍화토, 그리고 풍화암의 두께별 지구통계학적 

크리깅 기법으로 공간보간하여 수치 지형도로

부터 추출 구성된 지표면(surface) 하부에 지

층 구성 순서대로 배치함에 따라 각 지층간 경

계면(interface)의 공간 좌표를 부여하고 가시

적으로 출력하게 된다. 특히, 지표 및 지하 지

형 변화가 심하거나 자료가 부족한 대상 지역

의 경우, 평면 좌표를 기준으로 지층별 두께 자

료를 보간 예측하는 방법이 경계면과 같은 표

고 자료를 보간 예측하고 지층 두께로 환산하

는 방법에 비해 이차원 평면상의 지층 두께 예

측에서는 부분적으로 정확도가 높고 추가 환산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효율적이다(Chun et al.,

2005). 또한 대상 연구 영역을 포괄하는 확장

영역을 기반으로 내삽분석 후에 해당 연구 영

역을 공간 추출한다. 이를 통해 지층간 경계면 

침범 현상, 또는 외삽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를 

배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정보 시스템을 토대로 지

진위험도의 정량적 예측을 위한 종합 시스템으

로 기존 연구들(Sun, 2004; Sun et al., 2008; 

Sun, 2010b; Sun, 2012)에서 개발 및 개선되

어 온 구성 시스템을 도입 및 재구성하였다. 그

림 1은 재구성한 지반정보 시스템의 전체 요소 

구성으로서, 3 개의 일반 GIS 구성 요소와 1개

의 추가적인 지반 전문가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Sun et al., 2014). 일반 GIS 요소들과 

더불어 부지고유 지진응답을 예측하기 위해 추가 

구성한 지반공학적 분석(geotechnical analysis)

요소 내에서는 지층 두께 연산 및 기반암 심도

(depth to bedrock, H) 연산을 수행하며, 연산

된 지층별 두께와 지반 동적 특성인 전단파속

도(shear wave velocity, VS)를 종합 활용하

여 부지주기(site period, TG)를 결정한다. 이

와 같이 결정된 지역 전체의 부지주기는 지진

응답 예측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지분류와 

단주기 및 중장주기 부지증폭계수의 도출에도 

직접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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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amework architecture of the advanced GIS for the optimum estimation of 

local site effects (Source: Sun et al., 2014)

인천지역 지층 예측을 위한 GIS 기반 

공간 지반정보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는 지진공학 측면의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을 선정하고 복잡한 다각형 형상의 

행정 구역을 대상 연구 영역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행정 구역상 도서지역이 포함된 인천 행

정 영역을 포괄하므로 광범위한 평면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임의 형상의 평면 영역 

자료의 처리 및 추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

화된 사각형이나 원형 평면 영역에 대한 기법

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임의의 닫힌 형

상 영역의 자료를 처리 추출할 수 있는 기법을 

도입 개선하여 이번 연구 과정에서 적용하였다. 

인천 및 그 주변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지반 

DB를 구축한 바 있으며(Kim and Sun, 2016), 

이를 지진공학적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검토 

및 재구성하였다. 그림 2는 인천 지역의 기존 

시추조사 자료에 대해 기구축한 통합 지반 DB

의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전체 영역에 대

한 메인 화면으로서, 평면상 공간적 위치에 따

른 자료 분포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인천 

지역 지반 DB에 포함한 기존 시추조사 자료는 

약 7,000 여공이며, 추가 확보된 지표 지반지

층 자료는 총 340 여개로 구성된다. 구축 지반

정보 DB의 내재적 공간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기반암 심도를 기준으로 교차검증 기반의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를 평가한 결과, 2.1m 정도로 나타났다. 최대 

48m, 평균 16m의 기반암 심도의 특성상 지반

정보의 공간적 상관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부지분류의 신뢰도 높은 공간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은 GIS 기반의 지반정보 시스템 구축

을 통한 연구 대상지인 인천 대상 연구 영역에 

따른 확장 영역의 설정 좌표와 평면 영역이다. 

확장 영역은 동서 방향으로 41㎞ 그리고 남북 

방향으로 34㎞에 걸친 광범위한 면적이다. 일반

적으로 특정 도시에 대한 지역적 GIS 활용이나 

수치 지형도에서는 TM(Transverse Mercator)

평면 좌표계를 활용하고, GIS 결과에서는 연직 

방향 과장을 통해 명확한 가시성을 확보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미터 단위의 TM 

좌표계를 기반으로 자료의 입출력을 처리하였

다. 그림 4는 대상 지역의 확장 영역에 대해 제

한적 분포의 지반 GIS DB 자료의 공간분포이

다. 가시적으로 제시한 지반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에는 상대적 위치 확인을 위해 수계 분포, 

행정동 경계, 도로 분포, 구조물 분포 등을 지

표상 배치 요소들을 경우에 따라 중첩하여 표

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삼차원 공간 지층 정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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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anagement program with geotechnical database for Incheon

FIGURE 3. Study area, Incheon and its surroun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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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patial distribution of the geotechnical DB 

in the extended area of Incheon

FIGURE 5. Spatial distribution of the thickness of alluvial soil 

in the study area of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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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patial distribution of the thickness of weathered layer 

in the study area of Incheon

도 실무적 활용성을 고려하고 더불어 공간적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전적인 기

존 이차원 평면 등고선 지도를 대상 지역의 삼

차원 지표면에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인 구

역화 정보를 지반 공간정보 시스템 내에서 구

현하였다. 그림 5 및 그림 6은 지반공학적 지

층들로 이미 구분된 기반암 상부 지층들 중에

서 주요 지층으로서의 퇴적토 및 풍화층(풍화

토와 풍화암)의 두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각

각의 공간 구역화(spatial zonation) 정보이다. 

각 지층별 위치 및 지형적 요인에 따른 분포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및 그림 6에 

걸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상 인

천 지역에서는 연안 해안 및 하천이 가로지르

는 평야지와 일부 구릉지에서 퇴적토가 두껍게 

발달해 있고 최대 24m 두께 정도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의 풍화 작용으로 발달되는 

풍화층의 경우도 대상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발

달된 것으로 파악되며, 최대 32m 정도의 두께

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도 자료는 지반공

학 관련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에 직관적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인천 지역 부지고유 지진응답 

매개변수 기반의 공간 구역화

인천과 같이 광역적 대도시 영역에 대한 부지

고유 지반운동 증폭 정도의 지진응답 평가는 국

부 부지에 대한 해석이나 계측 분석 보다는 영

역 전체에 대한 여러 과정의 자료 처리 및 전문

가 지식을 적용하여 이루어져 왔다(Sun et al., 

2008; Sun, 2012). 이 과정의 자료 처리와 분

석에 이용되어 온 기법이 여러 형태의 GIS 도

구들이며, 전문가 지식이나 기법으로는 주로 부

지효과를 정량화하여 구분할 수 있는 부지분류 

체계가 보편적인 도입 적용 방안이다(Sun et 

al., 2008; Sun, 2010a; Sun, 2010b).

부지분류 체계에서는 대상 지역 지반특성과 

관련된 지반지진공학적 부지고유 지진응답 매개

변수들을 분류 기준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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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nceptual flow including a summary of representative VS values 

for seismic zonation of H, VS30, and TG

국내 및 미국의 부지분류 체계에서는 지하 30m

까지의 평균 VS인 VS30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

준은 부지의 기하학적 분포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지의 동적특성만을 이용하는 지표이며

(Sun et al., 2005a; Sun, 2010a; Sun, 2010b), 

이와는 달리 경험적인 간편 지표로도 고려되어 

온 기반암 심도(H)는 지반 강성인 VS에 대한 

고려 없이 부지의 기하학적 특성만을 반영하는 

지표이다(Sun, 2004; Sun, 2010a; Sun, 2010b). 

또한, 부지주기(TG)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최

근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으며(Rodriguez-Marek

et al., 2001; Sun, 2004; Kim and Yoon, 2006; 

Sun et al., 2008; Sun, 2010a; Sun, 2010b), 

대상 부지에서의 지반 동적특성 및 기하학적 특

성을 모두 반영하는 기준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지식 기법으로 제시된 세 

가지(VS30, H, TG) 지반지진공학 매개변수별 공

간 구역화 수행을 통해 대상 인천 지역의 지진위

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각 변수들의 기준 적

용을 통한 부지분류 정보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물의 고유주기는 층 당 

0.1초 정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Kim et al., 2002; Sun, 2004), Sun 

(2012)은 국내 지반에서 기반암 심도와 부지

주기의 상관관계를 각각 미터와 초의 단위에 

대해 100배 정도로 도출한 바 있다. 지반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예측된 공간 지

반지층 정보 그리고 대표화된 지반 동적특성인 

VS를 토대로 지반지진공학적 지표인 기반암 심

도(H), VS30 및 부지주기(TG)를 산정할 수 있

다. 이 세 종류 지진공학적 특성 지표 기반의 

지진위험도에 관한 공간 구역화 절차 과정을 

그림 7에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

여 지역적 지진재해 예측 및 내진설계를 수행

할 수 있다. 각 지층별 대표 지반동적 특성은 

국내 다양한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지반 조사

를 수행하여 VS의 정량적 값은 Sun et al. 

(2014)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며, 매립토는 

190m/s, 퇴적토는 280m/s, 풍화토는 350m/s 

그리고 풍화암은 650m/s로 설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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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ic description Site class
Criteria Site coefficients

H(m) VS30(m/s) TG(s) Fa Fv

Rock B < 6 ≥ 760 < 0.06 1.00 1.00

Weathered rock and very stiff soil

C

C1 < 10 < 760 < 0.10 1.28 1.04

C2 < 14 < 620 < 0.14 1.45 1.09

Intermediate stiff soil
C3 < 20 < 520 < 0.20 1.65 1.13

C4 < 29 < 440 < 0.29 1.90 1.19

Deep stiff soil D

D1 < 38 < 360 < 0.38 2.08 1.23

D2 < 46 < 320 < 0.46 2.26 1.29

D3 < 54 < 280 < 0.54 2.48 1.36

D4 < 62 < 240 < 0.62 2.86 1.43

Deep soft soil E ≥ 62 < 180 ≥ 0.62 1.50 2.00

(Source: modified from Sun, 2010a; Sun 2010b)

TABLE 1. Site classification system with H, VS30, and TG in Korea 

일반적으로 암반의 상태는 심도가 증가함에 따

라 급격하게 경도가 커지고 강성이 커질 수 있

다 할지라도, 연암부터 보통암 정도 대상 자료

가 지배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된 기반암의 

대표 전단파속도는 1,300m/s로 제시하였다.

지진 발생에 따른 지반 운동의 예측, 그리고 

이를 통한 지진재해 예측, 나아가서는 공간적 

부지에서의 내진설계나 내진성능 평가 과정에 

부지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 지반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현행 

내진 설계 기준에 부지(또는 지반) 분류 체계

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부지 분류 체계(site 

classification system)는 공학적 견지의 내진 

활용 뿐만 아니라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

기경보 및 신속대응의 지침 방안에서도 근본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지진 지반 운동은 

지역적 지반 및 지질 조건에 따라 부지 효과가 

매우 상이하게 표출될 수 있음에 따라, 지역적 

지반 특성을 반영한 지반 분류 체계에 대한 개

선 및 합리화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되어 오

고 있다(Rodriguez-Marek et al., 2001; 

Sun, 2004; Sun et al., 2005a; Sun et al., 

2005b; Sun, 2010a; Sun, 2010b; Lee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부지주기의 실질적 내진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지역에 

대한 지반 분류 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과들(Sun, 2004; Sun et al., 2005a; Sun, 

2010a; Sun, 2010b)로부터 표 1과 같은 부지

주기에 따른 지반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지역적 

내진 활용 정보 제공의 기저 방안으로 적용하였

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진

응답 매개별수들을 이용하여 부지 분류를 수행

하고 그에 따른 단주기 부지 증폭계수(Fa) 및 

중장주기 부지 증폭계수(Fv)를 결정할 수 있다.

기반암 심도(H), VS30과 부지주기(TG)를 분

류 기준으로 갖는 부지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부

지 분류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부지 증폭계수

(site coefficients)를 산정함으로써 내진 설계

를 위한 지반운동의 결정이 가능하다. 그림 8, 

그림 9 및 그림 10은 본 연구에서 인천 지역에 

대해 예측한 공간 지반지층 정보와 지반지층별 

대표 전단파속도(VS)를 개별 또는 조합 활용하

여 도출한 기반암 심도(H), VS30 및 부지주기

(TG) 기반의 부지 분류를 각각 공간구역화 정

보로 제시하였다.

지반지진공학적 특성 지표들 중 기반암 심도

를 이용한 지진위험도 관련 공간구역화 정보는 

위의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지역은 

약 48m의 최대 기반암 심도를 보이며, 주로 해

안 인접 평지에서 20m 이상으로 깊게 분포하

고 있다. 인천 지역의 산지를 제외한 주거 및 

산업 시설이 밀집한 해안 인접 평지를 포함한 

영역들에서 VS30은 대략 320m/s부터 500m/s 

정도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부지주기는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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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patial distribution of site classes based on H for seismic design 

in the study area of Incheon

FIGURE 9. Spatial distribution of site classes based on VS30 for seismic design 

in the study area of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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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patial distribution of site classes based on TG for seismic design 

in the study area of Incheon

에 인접한 평지 대부분에서 약 0.2초에서 0.5

초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특히, 부지주기 분포 

정보를 토대로 구조물의 공진 가능성에 근거한 

지진 취약도를 판단해 보면, 인천 지역 주요 부

지들의 경우 약 0.2초에서 0.5초 정도의 부지

주기 분포를 보임에 따라, 건축물 층수에 따른 

고유주기를 0.1초로 고려해 볼 때(Kim et al., 

2002; Sun, 2004), 주거와 산업 시설이 밀집

한 평지에서 2층에서 5층 정도 시설물의 지진

취약성을 예측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이 주거 영

역뿐만 아니라 산업 및 상업 중심 영역임을 감

안해 볼 때, 상당수의 건축물이나 구조물들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 수행에 따른 내진 보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표적 해안 대도시인 인천 지역에

서는 주거나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거나 산업 

시설이 위치한 하천 인근 평야지에서 지진지반 

운동의 증폭이 예상되는 다양한 부지 분류 분

포를 보이고 있다. 즉, 지반지진공학적 측면에

서 취약한 부지에 해당되는 부지 분류 C(C1∼

C4) 및 D(D1∼D4)가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부지주기에 따른 분류를 적용할 경

우 부지 분류 E까지 분포하고 있다. 비록, 그 

중에서 상당한 영역이 상대적으로 지반운동 크

기가 작게 증폭되는 부지 분류 C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부지 분포는 대상 지역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정밀 구역화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반

지진공학적 매개변수인 기반암 심도(H), VS30, 

부지주기(TG)에 따라 동일 부지에 대해서도 부

지 분류가 다소 다르게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증폭 정도의 심화는 TG, H, 

VS30의 순서임을 부지분류 분포를 통해 직관적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부지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정량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향후 광역 지역

의 세분화된 소영역에 대한 고정밀 지진위험도 

공간구역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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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patial difference between H and VS30 in the study area of Incheon

인천 지역 지진응답 매개변수의 

공간분포 비교분석

Sun et al.(2005a; 2005b)의 연구에서는 

국내 내륙 지역 고유의 지진 응답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목적으로, 다양한 부지 조건

에 대한 지진 응답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내륙의 부지 증폭계수를 재산정

하였고, Sun(2004; 2010a; 2010b)은 부지 주

기의 활용 및 기존 지반 분류의 세분화를 포함

한 기존 국내 지반 분류 체계의 여러 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Sun(2010a;

2010b)의 기존 연구에서는 보다 직관적이고 실

무적인 관점에서 지반의 기하학적 조건만을 이

용한 부지분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반

암 심도(H)와 부지주기(TG)의 상관관계를 제시

하였으며, 국내에서 기반암 심도는 대체적으로 

부지주기의 100 배에 해당하는 선형 관계(TG= 

0.01H)를 보였다. 그러나 부지고유 지진응답 

특성은 대상영역별 지반 자료의 편향적 공간 밀

집도 및 통계적 특성값 분포에 따라 동일영역 

내에서도 지역적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부지주기에 따른 지반 분류 기준에 따라

서 국부 영역에 대해 대분류 등급(B, C, D, E)

간 공간적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상

영역 광역적 예비 수준의 부지분류를 위해 지진

응답 매개변수 별 부지분류에 따른 등급 구역도

의 공간상관도를 비교분석하고 최적의 지진응답 

매개변수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인천 대상 지역의 부지고유 지진응답 매개변수 

간의 지역적 상관성을 고려하고자 그림 8∼그림 

10에서 구축한 공간 구역화 정보를 바탕으로 부

지 지진응답 매개변수간 부지분류 등급 차이분포

를 그림 11, 그림 12 및 그림 13과 같이 도출하

였다. 기반암 심도(H)와 VS30 기반의 부지분류 

공간상관성을 살펴보면 영종도와 해안 평야 일부

영역(4%)은 2단계 이상 차이를 보였으나, 44%

의 영역에 대해서 1단계의 차이를, 51%의 영역

은 동일한 부지분류로 결정되었다(그림 11). 또

한, VS30와 부지주기(TG)는 21% 이상의 평야 지

역 공간그리드를 중심으로 2단계 이상의 부지분

류 차이를, 68%의 영역에 대해 1단계의 부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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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patial difference between VS30 and TG in the study area of Incheon

FIGURE 13. Spatial difference between H and TG in the study area of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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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ite class with administrative sub-units by computing the average TG

for each unit in the study area of Incheon

류 차이를 보였으며, 동일한 부지분류로 판단된 

영역은 16%에 불과하였다(그림 12). 이에 반해, 

기반암 심도(H)와 부지주기(TG)간의 관계인 그

림 13의 경우에는 전체 영역에 걸쳐 44%는 동

일한 부지분류로 평가되었고 55% 영역은 1단계

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기반암 심도와 부지주

기에 따른 부지분류의 공간적 상이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대적으로 인천 대상 

지역에 대해서 일부 지역적 편차를 제외하고 부

지분류 기준으로써 기반암 심도가 부지주기와 비

례적 선형관계(Sun, 2010a; Sun, 2010b)와 공

간적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천 지역 지진대응 의사결정을 위한 

대표 부지분류 정보

지진 발생시 지표면 부근 지반 운동은 부지 

효과에 따라 부지별로 운동의 크기와 주파수 성

분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지진

응답 매개변수 간의 공간이질성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적 밀접한 기반암 심도와 부지주기를 기

준으로 일관성 있는 인천 지역 부지분류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부지별 고

유의 지진 응답 특성은 부지 주기로 대표될 수 

있으며(Kim et al., 2002; Sun et al., 2008), 

부지고유 지진 응답 특성이 반영된 지반 운동은 

구조물의 고유 주기 특성에 따라 공진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Sun et al., 2005a; Sun et 

al., 2005b; Sun et al., 2005c). 따라서 부지

주기를 이용한 부지고유 지진응답 예측 기법은 

부지 응답 해석과 같은 수치적 기법 없이 구조

물의 지진취약도를 포함한 지역적 지진재해 예

측을 통한 신속 지진대응과 더불어 부지별 설계 

지반운동 결정을 통한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 평

가에도 직접 활용될 수 있다(Sun, 2009). 본 

연구에서는 인천의 행정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 영역에 대해 지역적 지진재해 예측과 내진 

활용을 목적으로 공간 GIS 프레임 기반으로 구

축된 지반 정보를 토대로 부지 주기(TG) 기준

의 구역화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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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의 총 128 개의 행정동 단위에 대

해 연산한 부지주기를 토대로 부지분류를 실시

하고 삼차원 공간프레임 내에서 가시화한 불연

속 형태의 공간구역화 정보로 그림 14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14의 행정동 단위로 제시된 

부지 분류 공간분포는 대체적으로 부지 분류의 

연속 분포(그림 10)와 위치별 상대적 분포 경

향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지역적 지진 신속대

응을 위한 실질적 정보 제공 및 적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대상 연구 영역 내의 인천 행정 구역

을 대상으로 행정 단위(동)별로 공간 평면상에

서 각 해당 영역 폴리곤(polygon) 내 한정된 

공간그리드 정보에 저장된 부지 주기의 평균값

을 연산하였다. 대부분의 영역은 C등급(소분류 

부지등급 상 C1∼C4)으로 지반지진공학적 측

면에서 취약한 부지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해안 

매립영역을 중심으로 D2 분류로 대표화 됨에 

따라 상당한 면적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지반운

동이 크게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대도시 인천 지역의 공

간 GIS 기법 토대의 지반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역적 지진 응답 특성 예측을 위한 부지 주기

의 공간 구역화의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

성 높은 적용을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지반 동

적 특성에 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한 반영이 필

요하다. 또한 대표적 GIS 기법의 급속한 발달

에 따른 지속적 연계 적용 및 여러 지반지진공

학 특성이나 분석 결과의 입력 자료로서의 다

각적 활용도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범

적 최신 사례로서의 본 연구의 부지 주기에 관

한 지진재해 구역화 수행 및 활용 방안 제시는 

도시 개발에 따른 기존 지반 조사 자료가 비교

적 방대하게 확보된 국내 주요 대도시 지역들

의 지진재해 예측 그리고 내진 활용 및 지진 

신속대응 목적의 기저 정보 제공에 관한 모범 

방안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서부 해안거점 도시 인천을 

대상으로 약 7,000여개의 지반 자료를 토대로 

정량적 지역 지반응답 특성을 평가하고 지반공

학적 지진위험도 구역화를 수행하였다. 이 때 

대상영역의 지역 지진위험도 예측평가를 위해 

GIS 기반의 전문가적 지진응답 정보 시스템을 

최적화하였다. 인천 확장영역에 대해 체계적 지

반공간정보 GIS DB를 구축하고자, 지진응답 

공간정보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 활용하였다. 구

축된 지반 DB를 토대로 부지고유 지진응답 매

개변수별 공간구역화 지도를 구축하였다. 내진

설계의 부지증폭계수 결정이 가능한 부지분류

에 관한 공간구역화를 대상 영역 전체에 걸쳐 

부지응답 매개변수별로 수행하고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수적 내진설계 부지증폭계수 결정

이 가능한 부지 주기 기준의 부지분류 분포도

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인천 지역 대상 연구

로부터 지반 DB 기반 부지응답 매개변수에 관

한 공간구역화의 해안 대도시에서의 지진재해 

저감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의 활용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현재 자료 조건에서의 이러한 지반 분류 정

보만으로도 대상 영역 내 모든 부지에서의 예

비적 수준의 부지 증폭계수 산정 및 그에 따른 

설계 지반운동의 결정이 가능하다. 또한, 구축

된 지역적 부지 주기 분포 정보는 지역 내 단

지 신규개발이나 재개발 시 부지 효과를 고려

한 시설물 단지 계획의 설정과 같은 도시 개발 

의사 결정의 기초 정보로서 뿐만 아니라 설계

를 위한 지반 분류 기준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임의 부지에서의 내진 설계를 위한 예비 정보

로서도 활용 가능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연

구 대상과 같이 넓은 면적 영역의 단일 수준 지

진위험도 구역화는 예비적 수준의 정보 제시로 

한정되므로, 보다 세분화된 평면 면적 영역들에 

대한 고정밀 부지고유 지진응답 특성 구역화를 

실시하고 구역화 결과들을 종합 또는 병합하여 

광역적 지역의 지진위험도 예측 구역화로 제시

함이 신뢰도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따라서 인천 

지역과 같이 지진공학적 지반특성이 취약한 부

지들이 많은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고

정밀 기법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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