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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T-Uphole test is a seismic field test using receivers on ground surface and a SPT (Standard penetration test) source in

depth. Even though this method is simple and economic, it makes hesitate to apply in real field that it is difficult to obtain reli-

able travel time information of shear wav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SPT impact source.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in this paper, modified SPT-Uphole method using two component surface geophones was suggested.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finite element method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surface motion induced by in-depth vertical

source, and comparison study of the various methods which determine the travel time information in SPT-Uphole method was

performed. In result, it is thought that the most reasonable method is using the first local maximum point of the root mean

square value signals of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 in time domain. Finally, modified SPT-Uphole method using two

component surface geophones was performed at the site, and the applicability in field was verified by comparing wave veloc-

ity profiles determined by the SPT-Uphole method with the profiles determined by SASW method and SPT-N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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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SPT-업홀 기법은 표준관입시험시 발생하는 지중의 타격 에너지를 가진원으로 이용하고 지표면에 설치된 감지기로 신호를

획득, 지반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기존의 SPT-업홀 기법은 수직 성분의 지표면 속도계만을 이용하였으

므로 SPT(Standard Penetration Test) 가진의 특성상 발생하는 압축파 성분 등의 간섭 및 가진 방향과 감진 방향의 불일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단파 성분의 도달시간 정보를 정확히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SPT 가진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입자 운동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고찰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도달시간

정보 획득을 위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교 연구 결과 SPT-업홀 기법에서 도달시간 정보 획득 방법은 수직 성분과 방

사 방향의 수평 성분인 2방향 성분을 동시에 활용하여 전단파 성분의 도달을 명확히 하고 그 전단파 성분의 첫 극대점을

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2방향 지표면 속도계를 이용하여 개선된

SPT-업홀 기법을 수행하였으며 2방향 감지기 사용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핵심용어 : 탄성파 탐사, SPT, 업홀 기법, 전단파 속도, 지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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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에 의한 부지 증폭 현상 평가시 지반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는 가장 중요한 영향 요소 중 하나이다. 지반의 전단

파 속도는 지반공학적 측면에서 내진 해석, 진동 등의 동적

문제뿐만 아니라 굴착 및 기초지반의 변형 등의 정적 문제,

연약 지반의 압밀 및 다짐에 의한 지반 개량 효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 되고 있다. 지반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장 탄성파 탐사가

적용되고 있으며 더욱 손쉽게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현업

에서 지반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롤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되

고 있는 현장 탄성파 시험으로 공내 탄성파 탐사(Borehole

seismic test)에는 크로스홀 기법(Crosshole seismic

method), 다운홀 기법(Downhole seiscmic method), 음파

검층(Sonic logging), 업홀 기법(Uphole seismic method)

등이 있으며(김기석 등, 2002) 표면파 탐사(Surface wave

test)에는 SASW(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 기

법(Stokoe 등, 1994), MASW(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기법(Park 등, 1999), HWAW(Harmonic

Wavelet Analysis of Waves) 기법(Park 등, 2001) 등이 있

다. 이러한 탐사 기법들은 각각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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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탐사 목적 및 조건에 따라 적합한 탐사 기법을 선정하

여 현업에 적용되고 있다.

SPT-업홀 시험은 기존의 일반적인 업홀 기법을 개선한 것

으로 가진원으로 표준관입시험시 발생하는 지중 타격 가진

을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SPT-업홀 기법은 시추 위치

주변에 지표면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현장 실험 수행

이 가능하므로 매우 경제적이며 많은 노동력이 요하지 않는

다. 일반적인 공내 탄성파 탐사 수행시 가장 문제시 되었던

그라우팅을 요하는 시험공이 필요 없으며 결과 분석 기법이

비교적 간단명료하며 신뢰성 있는 결과의 획득이 가능하다

(김동수 등, 2003). 일반적인 업홀 기법에서는 가진원 등의

문제로 인하여 압축파 속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행되어 왔

지만 SPT-업홀 기법으로는 전단파 속도 주상도의 도출이 가

능하여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지반공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SPT-업

홀 기법을 수행하여 신호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표준관입시

험시 발생하는 가진원의 특성상 시추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영

역일수록 압축파의 간섭이 심하여 발생된 전단파 성분의 도

달시간 정보를 신뢰성 있게 획득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따라

서 압축파의 간섭이 야기 되지 않도록 시추지점으로부터 일

정 거리를 떨어뜨려 감지기를 설치하고 신호를 획득하여야

했다. 하지만 시추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 감지기 위치를 시

추지점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릴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일반

적인 지반은 수평적으로 균질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사진

지층 구조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SPT-업홀 기법은 지반이

수평하다고 가정하고 1차원 해석을 수행하므로 감지기 거리

가 멀수록 가정 사항이 위배될 확률이 높아 해석 결과의 신

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SPT-

업홀 기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PT-업홀 시험의 현장 적용성 증대를 위하

여 시추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영역에 있어서 압축파의 간섭

으로 전단파 성분의 도달시간 정보를 신뢰성 있게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추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가진지점에서 감

지기 위치로 전파되는 전단파 성분의 도달 시간 정보를 더

욱 정확하게 도출하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SPT-

업홀 기법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지중의 가진원

에 의한 지표면 여러 지점에서의 입자들의 시간 및 공간상

의 움직임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획득한 시간 이력 곡선

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도달시간 정보 획득 방법의 비교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전단파 속도 주상도 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경상남도 창원

부지에서 개선된 방식의 SPT-업홀 기법을 수행하였으며, 동

일 부지에서 수행한 SASW 기법 결과 및 SPT-N치와 비교

하여 개선된 방식을 통해 획득한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자 하였다.

2. SPT-업홀 기법 소개 및 기존 기법의 문제점

일반적인 토목 구조물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에서 시추 작

업은 필수적이며 이와 동시에 표준관입시험이 1m 혹은

1.5m 간격으로 수행되고 있다. SPT-업홀 기법은 이러한 시

추작업과 더불어 수행되며 단지 지표면에 몇 개의 속도계만

을 설치하여 표준관입시험이 수행될 때 마다 지중에서 발생

된 가진에 의해 지표면까지 도달된 탄성파 신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현장 시험이 수행된다. 획득된 신호의 파형을 이용

하여 도달시간 정보를 도출하고 SPT-업홀 해석 기법을 통해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결정하게 된다(방은석, 2001). 시추

작업에 큰 방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법의 수행이 가능

하므로 크로스홀, 다운홀 기법과 같이 시추 후 시험공 설치

작업이 필수적이며 많은 인력 및 시간을 추가적으로 소요하

면서 수행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시추공 탄성파 탐사에 비하

여 매우 경제적이다. 또한 가진원으로부터 감지기까지의 전

단파 성분의 도달시간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표면파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전단파

속도 주상도롤 도출하는 SASW, MASW, HWAW 기법 등

의 표면파 기법들에 비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용되는 지표면 감지기(Surface Receiver)는 표면파

기법 수행시 주로 사용되는 4.5Hz나 1Hz 속도계를 사용하

여도 무방하나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굴절법 및 반사법

등의 지표면 탄성파 탐사(Surface Seismic Survey)에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28Hz나 10Hz의 공진주파수를 가지는 속도

계가 적합하다. 신호 획득 장비(Data Acquisition System)는

탄성파 탐사에 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다채널 탄성파 탐사

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획득 신호를

관리하거나 신속한 결과의 도출 및 양호도 판단을 위해서는

노트북 기반의 신호 획득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본 연구에서는 Geospace사의 10Hz 속도계를 사용하였으며

신호 획득 장비는 노트북 기반으로 작동되는 Nicolet사의

Liberty를 사용하였다.

그림 1에 SPT-업홀 기법의 모식도를 도시하였다. 지반 조

사에 사용되는 표준관입시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SPT-업

홀 기법의 장점이라 할 수 있지만 SPT 가진원의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단점도 존재 한다. SPT 타격에 의한 지중에서

의 시료 채취기의 움직임 방향이 수직방향이므로 가로방향

으로는 입자운동방향이 수직이고 파의 진행방향은 수평인 전

단파 즉, SV파가 주로 발생하며 세로방향으로는 입자방향과

그림 1. SPT-업홀 기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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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향이 같은 압축파 즉, P파가 주로 발생하게 된다. 그

러므로 가진원과 감지기 위치에 따라 압축파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단파 성분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2는 김동수 등(2003)에 의해 기술된 SPT-업홀 관련

기존 논문에 기술된 내용 중 전라북도 김제 풍화토 부지에

서 수행한 SPT-업홀 시험 수행 결과로 각 감지기에서의 가

진 깊이별 획득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SPT-업홀 기

법에서는 수직방향 감지기만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전단

파가 도달되는 상황이 잘 관찰되지만 6m에 위치한 감지기

1의 신호에서는 가진 깊이 13.93m 이하에서, 9m에 위치한

감지기 2에서는 19.80m에서 압축파 성분에 의해 전단파 도

달 시점이 불명확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SPT

타격 가진의 특성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압축파 성분에 의해 간섭이 거의 없는 감지기 3(12m)이나

감지기 4(15m)의 획득 신호를 이용하여 전단파 속도 주상도

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지반은 불균등 퇴적, 풍화 등에 의하여 수평적으로

균질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게 되며 습곡 등의 지각활동에

의해 토층에 경사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림 3(a)에서와 같

이 수평한 지반에서는 압축파 영향이 존재하는 가까운 감지

기 신호를 제외하고 먼 감지기 신호를 이용하여도 1차원 해

석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그림 3(b)와 같은 수

평하지 않은 지반의 경우 먼 감지기 신호를 이용할 경우 1

차원 해석 기법 상 지반이 수평하다는 가정 사항에 위배 되

므로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추 지점으

로부터 가까운 영역에서 SPT 가진에 의한 압축파의 간섭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SPT-업홀 현장 시

험을 통해 전단파 성분의 도달시간 정보를 신뢰성 있게 획

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2. SPT-업홀 기법 감지기별 획득 신호 (김제 풍화토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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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을 통한 SPT 가진에 의한 지표면 입자

움직임 고찰

기존 SPT-업홀 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일

환으로 SPT-업홀 기법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

해석의 주안점은 지중에서의 수직 하중에 의한 탄성파의 전

파 특성 파악 및 그에 따른 지표면에서의 입자 운동 특성의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수치해석은 대표적 유한요소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 Standard를 사용하였다. 그림 4(a)와

같이 200m/s의 전단파 속도를 가지는 15m 두께의 층과

400m/s의 전단파 속도를 가지는 45m의 두께의 층으로 구성

된 지반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실제 SPT-업홀 시험에서 지중

가진에 의하여 탄성파가 구형(Spherical Shape)으로 전파되

므로 이러한 형상을 실질적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모델의 요

소 형태는 4절점 축대칭 요소(Axisymmetric Element)를 사

용하였다. 또한 모델 경계에서의 반사파를 줄이기 위하여 모

델 경계에 무한요소(Infinite Element, IE)를 첨부하였다. 탄

성파의 전파 특성을 모델링하는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모델

내 요소의 크기와 계산 간격이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해 주

는 중요한 요소이다. Zerwer 등(2002)에 의하면 탄성파 전

파 특성을 모델링할 경우 적합한 요소의 크기는 최소 파장

의 0.2배 이하이어야 하며 계산 간격은 요소내 통과 시간의

1/10에서 1배 사이가 적합한 것으로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모델의 입력 최소 속도가 200m/s, 최대 관심 주파수를

200Hz 정도로 고려할 때 최소 파장의 크기는 1m 정도이므

로 요소 크기를 0.1m로 충분히 작게 결정하였으며 계산 간

격은 한 요소를 이동하면서 5번 이상의 계산이 수행될 수

있도록 0.00005초로 설정하였다. 대칭축 상에서 깊이 3m부

터 30m까지 3m 간격으로 마지막 가진은 39m에서 실시하

였다. 수직방향으로 가진을 하였으며 각각의 가진시마다 지

표면 가상의 감지기 위치에서 지표면 움직임을 획득하였다.

가진 지점에서부터 2m 간격으로 16m까지 총 8개 지점에서

가상의 감지기 위치를 설정하여 지표면에서의 입자 운동을

기록하였다. 발생된 탄성파는 구형으로 전파 되지만 축대칭

요소를 사용하였으므로 지표면의 움직임 중 횡단의 움직임

(Transverse Motion)은 파악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지중

에서 수직으로 가진된 탄성파는 지표면으로 이동하면서 수

직방향 성분(Vertical Motion)과 방사방향의 수평 성분

(Radial Horizontal Motion)으로 움직임이 지배적이기 때문

에 횡단의 움직임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지표면에

서의 움직임은 수직방향 성분과 방사방향의 수평성분을 기

준으로 획득하였다. 그림 4(b)에 깊이 21m에서 수직 방향으

그림 3. 수평층 가정을 통해 1차원 해석을 수행하는 SPT-업홀 기법의 문제점

그림 4. SPT-업홀 기법 수치해석 모델 및 가진에 의한 파형 전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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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진 했을 경우 가진 뒤 0.0085 초 및 0.0325초에서

모델내에서 가진원으로부터 탄성파가 전파되어 나가는 형상

을 도시하였다. 이렇게 지중 가진에 의해 퍼져 나간 탄성파

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며 각각의 가

진 지점으로부터 감지기 위치별로 다른 입자 운동 특성을

보이게 된다.

그림 5와 6에 가진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즉, 감지기 위치

가 각각 6m, 16m의 경우에 지표면에서의 획득 신호를 모

든 가진 깊이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SPT-업홀

시험 수행시에 지표면 감지기로 속도계를 주로 활용하므로

수치해석을 통해 획득한 신호의 종류 또한 지표면에서의 속

도 시간 이력곡선을 이용하였다. 실제 실험에서는 가진 심도

가 깊어질수록 전파 경로가 길어지므로 획득되는 파형의 크

기가 전반적으로 작아질 것이나 본 그림에 도시된 파형은

동일 신호 상에서 압축파와 전단파의 상대적인 크기를 효율

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최대 크기에 정규화하여 표현하였다.

감지기 위치가 6m인 경우 수직성분의 깊이별 획득 신호를

살펴보면 앞서 김제 현장 실험 결과의 예(그림 2(a))처럼 가

진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축파 성분이 커지고 전단파 도달시

점이 불명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감지기 위

치가 먼 16m의 경우에는 가진원 깊이가 깊은 경우에도 압

축파 성분 외에 전단파 성분의 도달이 감지기 위치 6m의

경우보다는 명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수평 성분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감지기 위치 16m의 획득 신호 중 얕은 깊이

가진에 의한 것은 전단파 성분의 도달 시점이 불명확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지표면 입자의 수직 및 수평 성분의 시간 이력 곡선을

공간 평면상의 2차원적 움직임으로 도시하여 보았다(그림 7).

세로축은 가진 깊이를 가로축은 감지기 위치를 나타내며 전

체 가진원 깊이에 대한 각 감지기 위치에서의 움직임을 동

시에 도시한 그림이다. 대표적으로 깊이 6m, 15m, 24m에서

의 수직 방향 가진에 의한 지표면 움직임 특성을 8m의 감

지기 위치에서 살펴보면, 크게 감지기 위치에서 가진원 방향

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입자운동과 감지기 위치에서 가진원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의 입자운동으로 나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란한 방향으로의 입자운동은 압축파 성분의

움직임이며 수직한 방향으로의 입자운동은 전단파 성분의 움

직임이다. 가진 깊이가 깊어질수록 전단파 성분의 움직임이

수직방향에서 수평방향으로 전환되어 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모든 감지기 위치에서도 동일하게 나

타난다.

위와 같은 현상들은 그림 8과 같이 요약되어 진다. 그림

 그림 5. SPT-업홀 기법 수치해석을 통해 획득한 6m 감지기 위치에서의 깊이별 획득 신호

그림 6. SPT-업홀 기법 수치해석을 통해 획득한 16m 감지기 위치에서의 깊이별 획득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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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은 지중에서의 수직 방향의 가진 특성 및 가진 지점으로부

터 지표면까지의 탄성파의 전파 경로를 도시한 것이다. 지중

에서 수직 방향으로 타격이 가해지면 상하방향으로 압축파

성분이 주되게 발생하며 좌우방향으로는 전단파 성분이 주

되게 발생하여 지표면으로 전파되게 된다. 그리하여 가진원

으로부터 가까운 수평거리 영역에 있어서는 압축파 성분에

의한 간섭이 크게 된다. 전단파 성분은 지중의 가진원과 지

표면의 감지기 위치의 각도에 따라서 수평성분과 수직성분

의 비가 달라지게 되며, 가진 깊이가 얕고 감지기 거리가

멀수록 수직 성분이 주되게 되며 가진 깊이가 깊고 감지기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평 성분이 주되게 된다. 또한 지반의

강성이 지표면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제

지반에서는 전파 경로는 굴절되어 진행되게 되므로 전단파

성분은 수직 성분 보다 수평 성분이 더욱 주된 형태로 지표

면에 전달되게 된다. 즉, 지중의 수직 방향 가진에 의해 지

표면에 전달된 전단파 성분은 비단 수직 방향 성분만이 존

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원 및 감지기 위치에 따라서는 수

평 방향 성분이 더욱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므로 SPT-업홀 시험에서 전단파 성분의 특성을 규

명하기 위해서는 수직 방향 성분뿐만 아니라 수평 방향 성

분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 도달시간 정보 획득 방법 비교 연구

SPT-업홀 기법의 수행 단계는 일반적인 현장 탄성파 탐사

와 같이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현장 실험을 통한

양질의 신호 획득이며 2단계는 획득 신호로부터 도달시간

정보의 도출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도달시간 정보로부터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결정하는 일이다. 각 단계마다 최종

결과의 신뢰성에 관련되어 중요하지 않은 단계가 없으며 각

단계별 수행의 결과물은 다음 단계의 수행에 사용되고 그

정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김동수 등

(2003)에 의해 감지기간 DT법 및 깊이간 DT법 등의 1차원

업홀 해석 기법으로 정립되었으며 그림 9와 같이 Visual

Basic으로 프로그래밍 되었다. 1차원 업홀 해석기법은 도달

시간 차이 정보를 사용하므로 입력치로 사용되는 도달시간

정보는 반드시 초동 정보(First Arrival)일 필요는 없으며 어

떤 기준점에 대한 도달시간 정보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므

로 기존의 SPT-업홀 기법에서는 전단파 성분의 도달시간 정

보를 획득할 때 수직 성분 신호의 전단파 성분의 첫 극대점

을 이용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도달시간 정보 획득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달시간 정보 획득 방법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획득한 가진 깊이별 획득 신호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도달시간 정보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도달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1차원 SPT-업홀 해석 기법을 수

행하고 해석한 결과를 수치해석 모델값과 비교하는 방식을

그림 7. 지중에서의 수직 방향 가진에 의한 지표면 입자운동

그림 8. 지중에서의 수직 방향 가진에 의한 지표면 입자운동



第26卷 第2C號 · 2006年 3月 − 115 −

취하였다. 도달시간 정보의 획득은 1) 수직 성분의 초동 지

점 추정을 통한 도달시간의 산정, 2) 수평 성분의 초동 지

점 추정을 통한 도달시간의 산정, 3) 수직 성분의 극대점을

기준으로 한 도달시간의 산정, 4) 수평 성분의 극대점을 기

준으로 한 도달시간의 산정, 5)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의

크기 합의 극대점을 기준으로 한 도달시간의 산정 등, 총 5

개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10에서 그림 14에 걸쳐 각각의

방법을 통해 획득한 도달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도출한 전단

파 속도 주상도를 좌측에 도시하였다. 각 그림의 우측에는

16m 감지기 위치에서의 가진 깊이별 획득 신호를 이용하여

도달시간 정보 획득 방식을 도시하였다.

그림 10과 11의 수직 성분 및 수평 성분의 초동 지점 추

정을 통해 획득한 도달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전단파

속도 주상도는 수치해석 모델 입력치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오차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SPT-업홀 기법에서는

가진원의 특성상 역방향 가진이 불가능하므로 전단파의 극

성 특성을 활용할 수 없고, 또한 압축파에 의한 간섭이 클

경우 정확한 초동 지점을 확인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전단파 성분의 초동 지점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사람의 주관에 따라 초동 지점의 기준이 매

우 달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SPT-업홀 기법에

있어서 도달시간 정보 획득 방법으로 초동 지점의 유추 방

그림 9. SPT-업홀 1차원 해석 프로그램(Uphole1D ver1.0)

그림 10. 수직 성분의 초동 지점 추정을 통한 도달시간의 산정 및 1차원 SPT-업홀 해석 결과

그림 11. 수평 성분의 초동 지점 추정을 통한 도달시간의 산정 및 1차원 SPT-업홀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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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수직 성분 및 수평 성분의 극대점을 이용하여 도달시간

정보를 산출하여 해석한 결과는 수치해석 모델 입력치와 비

교하였을 때 초동 지점을 유추한 결과보다는 오차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2와 13). 우선 극대점을 기

준으로 도달시간 정보를 획득할 시에는 초동 지점을 유추하

는 방법에 비해 그 기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관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특이한 사항은

수직 성분의 극대점을 이용하였을 경우는 깊은 심도에서 오

차가 발생하였고 수평 성분의 극대점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는 얕은 심도에서 오차가 더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수직성분에서는 가까운 감지기의 결과일수록 오차는 더

욱 크며 수평성분에 있어서는 먼 감지기의 결과일수록 오차

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획득한 신호의 양호도와 관

련된 것으로 앞 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직성분의 경

우 깊은 가진 심도일수록 압축파의 간섭으로 인해 전단파

성분이 불명확하였으며, 수평성분의 경우에는 얕은 심도에서

전단파 성분의 형태가 수평 성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단

파 성분의 극대점을 이용하였을 시에도 정확한 도달시간 정

보 획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수직성분과 수평성분 획득 신호를 개별적으로 이

용하여 도달시간 정보를 산출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그림 14와 같이 시간 이력곡선 상에서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의 크기합 성분의 첫 극대점을 이용하는

방안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림 14에서 첫 극대점은 그림 7

의 공간 평면상의 입자 움직임에 있어서 전단파 성분의 첫

극대점과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획득한 도달시간 정보를 이

용하여 결정된 전단파 속도 주상도는 약간의 수치해석적 오

류를 고려할 때 모든 감지기 결과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며

수치해석 모델의 입력치와도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얕은 심도에서부터 깊은 심도까지 전단파 도달

시간 정보를 확실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극대점

을 이용하는 방법이므로 주관에 의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

지 않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 SPT-업홀 기법에서 문제시

되었던 가까운 감지기 결과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수직, 수

평 성분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므로 SPT-업홀 기법에서 신뢰성 있는 도달시간

정보 획득을 위해서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을 동시에 활용하

그림 12. 수직 성분의 극대점을 기준으로 한 도달시간의 산정 및 1차원 SPT-업홀 해석 결과

그림 13. 수평 성분의 극대점을 기준으로 한 도달시간의 산정 및 1차원 SPT-업홀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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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이를 위해서 현장 실험

단계에서부터 수직 성분과 방사 방향의 수평성분으로 구성

된 2방향 지표면 속도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5. 현장 시험의 수행 및 신뢰성 검증

개선된 SPT-업홀 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창원

부지에서 현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5에 시험 부지에 대

한 개요를 도시하였다. 시추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로 8m와

16m 위치에 수직방향 성분(Vertical Component)과 방사방향

의 수평성분(Radial Horizontal Component), 횡단방향의 수

평성분(Transverse Horizontal Component)으로 구성된 3방

향 지표면 감지기를 설치하였다. 시추 종료 심도인 깊이

15m까지 총 9회에 걸쳐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지표면에 설치된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획득하였다. 대

표적 표면파 기법인 SASW 기법을 SPT-업홀 측선을 따라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깊이별 SPT-N치와 더불어 SPT-업홀

기법 결과와의 비교 작업을 수행하여 개선된 SPT-업홀 기법

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창원 시험 부지에서 지중 가진에 의한 지표면 입자의 움

직임을 관찰해 보기 위하여 그림 16과 같이 3방향 지표면

속도계에 대한 시간 이력 곡선과 공간 평면상에서의 2차원

입자 움직임을 도시하여 보았다. 앞 절에서 추측한 바와 같

이 지중의 수직 가진에 의해서 지표면의 입자 운동은 수직

방향과 방사 방향의 수평 방향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SPT-업홀 기법 수행을 위해서 2방향 성분의 속도

계만을 사용하여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사방향

의 수평성분의 크기가 수직 성분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가진 깊이에 비해 감지기 위치가 가까워서 수치

해석 결과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전파 경로상 수직 성분보

다는 수평 성분에 더욱 지배적이게 되기 때문이다. 수직방향

성분에서 전단파 성분 도달 전에 확인되는 압축파 성분이

수평방향 성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수치해석 결과에서 고찰한 바이며 수평 성분 신호의

동시 사용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창원 시험 부지에서 SPT-업홀 시험을 통해 획득한 감지기

위치 8m 및 16m에서의 깊이별 신호를 수직성분 및 수평성

분, 그리고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의 크기합에 대해 각각 그림

17에 도시하였다. 각각의 시험 심도는 가진시 SPT 시료채취

기의 선단부가 위치한 깊이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이용한

신호의 가진 심도를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림

17의 가진 심도는 정확히 1.5m 간격이 아닌 것을 볼 수 있

다. 깊이별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을 보면 앞 절의 수치해

그림 14.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의 크기 합의 극대점을 기준으로 한 도달시간의 산정 및 1차원 SPT-업홀 해석 결과

그림 15. 경상남도 창원 시험 부지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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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직 성분에서는 가진 심도가 깊어질

수록 전단파에 비해 압축파 성분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수평 성분에서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수직 성분에 비해서

전단파 도달 시점이 분명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 실

험을 통해 획득한 신호를 이용하여 도달시간 정보를 획득하

려 할 때 수치해석 결과에서와 같이 수직 성분이나 수평 성

분 어느 하나를 이용할 경우 전단파 성분의 첫 극대점이 모

호할 경우가 존재하였으나 2방향 성분을 동시에 활용할 경

그림 17. 2방향 지표면 감지기를 이용하여 경남 창원 부지에서 수행한 SPT-업홀 기법의 획득 신호

그림 16. SPT 수직 가진에 의해 발생한 지표면 입자의 3방향 움직임(가진 깊이 12m, 감지기 위치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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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전단파 성분의 첫 극대점을 결정하기가 용이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7). 이렇게 획득한 도달시간 정보를 가지

고 깊이간 DT법을 이용하여 SPT-업홀 1차원 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를 동일 부지에서 수행한 SASW 기법 결과

와 비교하여 보았다(그림 18). 본 연구에서는 SPT 로드에

부착 가능한 로드셀을 트리거 장치로 사용하였으며, 트리거

장치를 가진지점에 바로 위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깊이간 DT법 적용시 타격시 로드 길이 차이에 대한 보

정 작업을 기존 논문(김동수 등, 2003)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수행하였다.

감지기 위치 8m의 깊이별 수직 방향 신호 중 깊이 15m

에서 압축파 성분에 비해 전단파 성분이 작게 도달되어 전

단파 성분의 첫 극대점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불행

히도 동일 지점의 수평 성분 신호에서도 전단파 성분이 잘

획득되지 않아서 2방향 성분을 동시에 활용한 경우에도 전

단파 성분의 도달시간 정보를 정확히 획득할 수 없었으며

이는 최종 결과인 전단파 속도 주상도에 영향을 주어 감지

기 위치 8m의 깊이 15m의 결과는 16m 위치 결과에 비해

상당히 크며 동일 깊이의 SASW 기법결과와도 차이가 났다.

하지만 다른 깊이에서는 2방향 성분을 같이 활용함으로써

전단파 성분의 도달시간 정보를 산출하는데 매우 용이하였

으며, 이는 더욱 신뢰성 있는 전단파 속도 주상도 도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얕은 깊이에서 수평 성

분 파형이 양호하지 않아 전단파 성분의 정확한 도달시간

정보 산출이 어려웠으며 SASW 기법 결과 및 다른 결과들

과 경향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6m 위치

에서의 수평성분 이용 결과는 획득 파형이 전체적으로 양호

하지 않은 이유로 다른 결과들과 상이한 값을 보인다. 하지

만 전체적으로 2방향 성분을 동시에 활용한 결과는 서로 유

사하며 SASW 기법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수직성분만을 이용한 결과도 2방향 성분을 동시에 이용한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압축파에 의한 간섭

효과가 크지 않아 수직성분만으로도 전단파 성분의 도달시

간 정보를 신뢰성 있게 획득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본 실

험에서 김제에서 수행한 실험의 결과 파형(그림 2)에서와 같

이 압축파에 의한 간섭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본 부

지의 지하수위가 높아 압축파가 물의 압축파 속도로 진행되

어 지반의 전단파 성분에 비해 도달시간도 빠르고 주파수

성분 자체도 전단파에 비하여 고주파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까운 감지기 위치(8m)에 비하여 시험 종료 심도가 15m에

불과하였으므로 깊은 심도의 가진원과 가까운 감지기 조합

에서 발생하는 압축파의 간섭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

문이다.

본 현장 실험을 통해 기존 SPT-업홀 기법에서 문제시 되

었던 가까운 감지기 위치 결과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수직,

수평 성분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개선 사항으로 인하여 향후 SPT-업홀 기법의

현장 적용성을 증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가까운 감지기 영역 뿐만 아니라 모든 가진원, 감지

기 조합에 있어서 전단파 성분의 도달시간 정보를 더욱 정

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2차원 해석을 위한 토

모그라피 기법 적용에 있어서 도달시간 정보 구축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PT-업홀 시험에서 문제시 되었던

신뢰성 있는 도달시간 정보 획득 방법에 대해 고찰하여 보

그림 18. 2방향 지표면 감지기를 이용하여 경남 창원 부지에서 수행한 SPT-업홀 기법 1차원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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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ABAQUS 수치해석을 통해 지중 수직 가진에 의한 지표

면 입자 움직임을 살펴 본 결과 지표면 각 위치에서 가

진위치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압축파 성분이 가진 위치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전단파 성분의 움직임이 주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2.수직성분과 수평성분의 시간 이력곡선 상에서의 크기합 정

보의 극대점을 이용하는 방안이 어느 하나의 성분을 이용

하는 방법에 비해 도달시간 정보의 객관적 획득이 가능하

며 정확성 또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직성분만

을 이용하는 기존 SPT-업홀 기법에 비해 수평성분을 동시

에 사용함으로써 시추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영역에서 압축

파의 간섭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실제 현장에서 SPT-업홀 시험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2방향(수직성분, 방사방

향 수평성분) 지표면 감지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야 한다.

3.실제 현장 실험을 통해 2방향 지표면 감지기를 사용하여

SPT-업홀 기법을 수행, 검증해 본 결과 제안된 방안이 더

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개선 사항으로 인하여 향후 SPT-업홀 기법의 현장

적용성을 증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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