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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T-Uphole tomography method was introduced for the evaluation of near subsurface shear wave velocity (Vs) distribution

map. In SPT-Uphole method, SPT (Standard Penetration Test) which is common in geotechnical site investigation was used as

a source and several surface geophones in line were used as receivers. Vs distribution map which is the triangular shape around

the boring point can be developed by tomography inversion. To obtain the exact travel time information of shear wave com-

ponent, a procedure using the magnitude summa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s was us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particle motion at the surface. It was verified that proposed method could give reliable Vs distribution map through the numer-

ical study using the FEM (Finite Element Method) model. Finally, SPT-Uphole tomography method was performed at the

weathered soil site where several boring data with SPT-N values are available, and the feasibility of proposed method was ver-

ified in the field.

Keywords : SPT, uphole test, shear wave velocity, site characterization, tomography

····························································································································································································································· 

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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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 지반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기존의 SPT-업홀 기법은 1차원 해석 기법이므로 지반이 수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수평적으로 불균질한 경우에도 SPT-업홀 기법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토모그래피 기법을 도입하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시추공-지표면 주시 토모그래피 기법으로 시추공 주변 지반의

전단파 속도 분포를 삼각형 형태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SPT-업홀 기법의 토모그래피 기법 적용을 위해 새로운 현장 시험

법 정립, 전단파 성분의 초동 정보 획득 방안 및 토모그래피 기법 프로그램의 적용 방안 등을 확립하였다. 일반적인 지반

형상을 대표하는 다층구조의 수평 모델, 상향 경사 모델, 하향 경사 모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정립된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을 수행하여 2차원적인 전단파

속도 분포를 도출하였으며 시험 측선에서 다수의 시추를 통해 파악한 지반의 2차원 형상과 비교를 통해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핵심용어 : SPT, 업홀 기법, 전단파 속도, 지반조사, 토모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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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반의 전단파 속도(VS)는 공학적으로 중요한 물성치인 전

단 탄성계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공학

분야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적용 범위 또

한 확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반의 증폭현상 평가 등의

내진 해석 및 진동 문제 등의 동적 문제에 대해서만 그 적

용이 국한되어 있었으나 굴착에 의한 지반 변형 및 기초하

부 지반의 침하 등의 정적 문제 해결에서도 전단파 속도

(VS)가 중요한 변수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현장 지반의 물

성뿐만 아니라 구조적 상태를 전단파 속도가 잘 대변하기

때문에 지반의 다짐 및 연약지반 개량효과 평가, 지반의 층

서 확인 및 연약대 파악에도 활용되고 있다(김동수 등,

1999; Stokoe 와 Rosenblad, 1999).

현장 지반의 전단파 속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로 현장

탄성파 탐사(Field Seismic Test)가 이용되고 있다. 현장 탄

성파 탐사는 현장 지반 자체가 거대한 시료로 고려되므로

현장 조건에서의 지반의 전단파 속도를 직접적으로 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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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현장 탄성파 탐사는 크게 공내 탄성파 탐사

(Borehole Seismic Test)와 표면파 탐사(Surface Wave

Test)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기법들은 탐사의 수행을 통해 1

차원적인 지반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Shear-wave Velocity

Profile)를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반은 수평적

변화가 심한 편이므로 이러한 지반의 구조적 특성 및 물성

적 특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2차원적인 전단파 속

도 분포가 요구된다. 지반의 탄성파 속도를 2차원적으로 획

득하기 위한 기법에는 탄성파 굴절법 토모그래피(Seismic

Refraction Tomography), 반사법 탄성파 탐사(Seismic

Reflection Method), 크로스홀 토모그래피 기법(Crosshole

Seismic Tomography) 등이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주로 압

축파를 이용한 암반 상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 수행되던

것으로 최근에 횡방향 가진 및 측선 배열법의 개선 등을 통

해 천부지반의 전단파 속도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김중열, 2000; 고광범 등, 2000; 조창수 등,

2002). 하지만 각각의 기법들은 현재까지는 천부 지반의 전

단파 속도를 고해상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이 소요

되거나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

제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는 천부지반의 2차원적인 전단파

속도 분포를 도출하기 위해 주로 표면파 기법들을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표면파 기법에는 MASW(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기법(Park 등, 1999), HWAW

(Harmonic Wavelet Analysis of Waves) 기법(Park 등,

2001), CAP-SASW(Common Array Point 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 기법(조성호 등, 2005) 등이 있다. 하지

만 측선 내의 지층의 형상이 수평임을 가정한 상태에서 실

험 및 해석을 수행하며, 측선을 옮겨가며 수행하여 결과를

2차원으로 확장하는 방법이므로 전단파 속도 분포를 실질적

으로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표면파를 이용하여 전

단파 속도를 간접적으로 평가를 하므로 직접 도달시간을 이

용하는 시추공 탐사법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듯 국내 지반에서 전단파 속도 분포를 2차원적으로 도

출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

는 기법들은 다분히 비효율적이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

점이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으로 천부지반의

2차원 전단파 속도 분포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1차원

SPT-업홀 기법(SPT-Uphole method)을 개선하여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을 확립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또한

기존의 1차원 SPT-업홀 기법이 수평치 않은 지반에서 적용

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이다. SPT-업홀 기법

은 시추와 동시에 수행하는 탄성파 탐사 기법으로 그림 1과

같이 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 SPT)시 지중

에서 발생하여 지표면에 도달한 탄성파의 도달시간 정보를

획득, 전파 경로를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지반의 1차원 전단

파 속도 주상도를 획득할 수 있다(김동수 등, 2003; 방은석

등, 2006). 이러한 SPT-업홀 기법에서 지표면에 추가적으로

여러 개의 감지기를 설치하고 각각의 감지기에서의 깊이별 도

달시간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시추공-지표면 주시 토모그래피

기법(Borehole to Surface Traveltime Tomography)을 적용한

다면 시추공 근처에서의 삼각형 형태의 2차원 전단파 속도

분포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SPT-업홀 기법의 최대 장

점은 간단한 지표면 가진원 설치만으로 시추와 동시에 지반

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 또한 유사한

현장 실험 구성을 바탕으로 시추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실험

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개발된 토모그래피 기법 프로그

램의 적용을 통해 2차원 속도 분포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주시 토모그래피 기법에서 중요한 요소로는 정확

한 도달시간 정보 획득 및 신뢰성 있는 토모그래피 기법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SPT-업홀 기법에서는 가진원의 특성상

극성 특성을 이용하지 못하며 압축파 성분의 간섭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전단파 도달시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시추공-지표면 토모그래피 기법의 특성상 파

선 경로 영역에 제한이 있고 천부 지반을 고해상도로 평가

하기 위해서는 도출된 결과의 정확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

문에 적합한 토모그래피 역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SPT-업홀 기법의 2차원 적용성 연구를 위

해 SPT 가진에 의한 지표면 운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단

파 성분의 도달시간 정보를 신뢰성 있게 획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수치 모델을 통한 검증을 통해 SPT-업홀 기법

에 적합한 토모그래피 역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지반의 대표적 형태로 수평 지반 모

델과 상향 및 하향 경사 지반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각 모델

에 대해 Snell의 법칙에 근거한 파선경로 추적으로 생성한

이론적 도달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대표적 토모그래피 상용

프로그램인 GeoTomCG의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 적용성

에 대해 검증하였다. 또한 대표적 유한요소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 Standard를 이용하여 동일한 3개 지반 모델에 대

해 SPT-업홀 기법 수치 모의 실험을 수행하여 지표면의 가

상 감지기 위치에서 변위 시간 이력곡선을 획득하였다. 이러

한 변위 시간 이력 곡선을 이용하여 전단파 성분의 도달시

간 정보를 제안된 방법으로 도출하여 보았으며 토모그래피

역산 결과를 각각의 모델 값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SPT-

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전

라북도 김제 현장에서 제안된 기법을 수행하여 2차원적인

전단파 속도 분포를 도출하여 보았으며 시험 측선에서 다수

의 시추를 통해 파악한 지반의 2차원 형상과 비교를 통해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검증하고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림 1. SPT-업홀 기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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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 개요

SPT-업홀 기법은 일반적인 업홀 기법에서 지중 가진원으로

SPT 타격 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시추와 동시에 시추공 주

변에 지표면 감지기의 설치만으로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획

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지반에서의 지반조사시

표준관입시험은 필수적이며 가진원의 에너지가 풍부하고 강

성이 큰 지반에서 가진이 되어 강성이 작은 표층으로 탄성

파가 전달되므로 아주 경제적으로 깊은 심도까지 탄성파 주

상도를 획득할 수 있다. 획득된 전단파 도달시간 정보를 이

용하여 1차원적인 전단파 주상도를 도출하는 SPT-업홀 분석

방법에는 감지기간 DT법과 깊이간 DT법이 있으며 시추공과

감지기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굴절 경로를 고려하여 분석

하게 된다(김동수 등, 2003; 방은석, 2001).

기존의 SPT-업홀 기법은 지층의 형상이 수평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실험 및 해석을 수행하여 1차원적인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도출하였다. 여러 개의 감지기를 사용하고 각 감지

기별로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지반이 수평

할 경우 각 감지기별 전단파 속도 주상도는 유사하게 도출되

며 지반이 수평하지 않을 경우 각 감지기별 결과는 상이하게

된다. 지반이 수평하지 않을 경우 먼 감지기 거리의 결과는

해석상 가정에 위배되므로 실제 지반의 물성치를 대변하지 못

하므로 가장 가까운 위치의 감지기 결과를 사용할수록 유리

하게 된다. 하지만, 가까운 위치의 감지기에서는 시험 심도가

깊어질수록 압축파의 영향이 심하여 전단파 성분을 제대로 획

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반이 수평하지 않을 경우

SPT-업홀 기법으로 신뢰성 있는 지반의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도출하기가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듯 지반이 수평하지

않은 지반에서 SPT-업홀 시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반의

수평적 뷸균질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은

기존의 1차원 SPT-업홀 기법과 동일하게 시추와 동시에 간단

한 지표면 감지기들의 설치만으로 현장 실험 수행이 가능하

므로 매우 경제적으로 지반의 2차원적인 전단파속도 분포의

도출이 가능하다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SPT-업홀 기법을 이용하여 2차원 전단파 속도 분포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토모그래피 기법의 적용이 요구된

다. SPT-업홀 기법은 특성상 파선 경로의 제한이 있어 삼각

형 형태로 2차원 결과가 도출되게 된다. 또한 천부지반을

고해상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출된 결과의 신뢰도가 높

아야 한다. 그러므로 적용된 토모그래피 프로그램이 초기 모

델에 의해 최종 결과가 크게 좌우되거나 입력된 도달시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계산 과정에 있어 정확성이

부족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SPT-업홀 기법

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토모그래피 역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선 추적(Ray Tracing)이라 불리는 가

정된 속도 모델에서 전파 경로를 추정하고 도달시간을 계산

하는 부분과 빠른 수렴과 정확한 최종해 산출을 위해 적합

한 차기 모델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모그래피 역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까지 많은 연

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상용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사용되

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토모그래피 기법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는 생략하였으며 현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토모그래피 프로그램인 GeoTomCG(Tweeton 등, 1992;

Tronicke 등, 2001)를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에 적용하기

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된 속도 구조 모델의 초동

정보의 계산, 실험을 통해 획득한 초동 정보와의 차이 산출

및 모델 수정 등, 3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속도 구조

모델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GeoTomCG는 Um과

Thurber(1987) 방법을 속도의 급작스런 변화에도 정확한 결

과를 줄 수 있도록 개선한 방식의 파선 추적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진원과 감지기 위치 형상 등을 고려한 제약조건을

통해 역산 과정의 유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호이겐스 원리(Huygens' Principle)에 근거한 파면 이동 모

사를 통해 기존 파선 추적에 있어 문제였던 암영대(Shadow-

zone) 문제를 없애고자 하였으며 차기 모델 결정 등의 역산

과정은 SIRT(Lytle 등, 1978)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된다.

3. 적용된 토모그래피 프로그램의 검증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을 위해 채택된 상용 토모그래

피 프로그램인 GeoTomCG에 대한 적용성 검증을 수행하였

다. GeoTomCG는 현재 국내외 현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토모그래피 프로그램으로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다. 본 논문에서는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에서 사

용하는 시추공-지표면 주시 토모그래피 방식의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으며 일반적인 지

반을 대표하는 총 3개의 검증용 지반 모델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가장 단순한 모델로 다층으로 구성된 수평

층 모델이다. 지반의 강성은 심도가 깊어질수록 점점 증가하

도록 설정하였다. 두 번째 모델과 세 번째 모델은 수평층

모델에 경사를 준 것으로 경사 방향을 달리 하여 상향 경사

모델, 하향 경사 모델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지반 모델들의

요소별 전단파 속도값은 그림 2와 같다.

검증 작업은 구성된 지반 모델에 대한 이론적 도달시간

정보를 획득한 뒤 GeoTomC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차원

속도 분포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반 모델 값과 비교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이론적 도달시간 정보는 각 모델

에 있어 그림 3과 같이 지중의 가진원으로부터 지표면 감지

기 위치까지 전파 경로를 추정하여 산출하였다. 요소 경계에

서 각 요소의 전단파 속도에 근거하여 Snell의 법칙에 의해

굴절되어 전파되도록 한 것으로 각각의 가진원, 감지기 조합

에 대하여 전파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도달시간 정보는

각 요소 내 통과거리를 고려하고 각 요소의 전단파 속도 값

을 이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다. 가상의 가진점은 1m 간격으

로 15m 깊이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가상 감지기 위치는 시추

지점으로부터 2m 간격으로 5개 위치를 설정하였다. 그림 4

에 각각의 모델에 대해 추정된 전파 경로 및 그에 따라 산

출된 도달 시간 정보를 도시하였다. 각각의 모델의 전단파

속도 형상이 다르므로 각 모델에 따라 전파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도달시간 정보 또한 다르게 산출되었

다. 이렇게 획득한 각 모델의 도달시간 정보를 가지고

GeoTomCG를 이용하여 주시 토모그래피 역산을 수행,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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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단파 속도 분포를 도출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를 그림

5에서 그림 7까지에 도시하였다. 동시에 각 감지기에서의 도

달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1차원 SPT 업홀 해석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좌측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5의 수평층 모델의 결과를 보면 우선 1차원 해석

결과는 각 감지기별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델

값과 정확히 동일한 값을 도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내

에서 점선은 모델의 형상, 굵은 숫자는 모델의 속도를 의미

한다. 1차원 해석 기법은 수평층을 가정한 상태로 간단한

계산식에 의해 명료하게 값이 도출되므로 가정사항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오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GeoTomCG

프로그램으로 토모그래피 기법을 수행하여 도출된 2차원 전

단파 속도 분포를 살펴보면 수평적인 층상구조를 잘 보여주

고 있으며 모델과 비교하여 볼 때 그 형상 및 도출된 전단

파 속도값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1차원 해석 결

과와 같이 모델과 정확히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행착오 방식의 반복적 계산을 통해 수행되는 역산

과정에 있어서 존재하는 오차문제로 인한 것이며 특히 시추

공-지표면 토모그래피 기법의 한계로 인하여 2차원 영상에서

오른쪽 아래의 파선이 지나가지 않은 영역(그림 5(b)의 c지

역)에 있어서는 초기 모델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파선이 지나가는 개수가 다른 요소에 비

해 현저히 적은 경계 영역(그림 5(b)의 b지역)에 있어서는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모델값과 상이한 값을

도출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

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은 왼쪽 윗 부분의 삼각형 형

태의 영역(그림 5(b)의 a지역)으로 한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보여지는 모든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 결과는

왼쪽 윗부분의 삼각형 형태에 국한시켜 언급하고자 한다. 그

림 6 및 그림 7의 상향 경사층 모델과 하향 경사층 모델의

결과를 보면 1차원 해석 결과가 각 감지기별로 상이한 값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1차원 해석 결과로 모델이 수평하

지 않은 것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수평층 가정을 통해 해석

하는 1차원 해석 결과의 한계로 인해 실제 모델의 2차원적

속도 분포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토모그래피 기법

을 적용하여 획득한 2차원 결과는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

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모델의 전단파 속도 분포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검증 작업을

통해 GeoTomCG 프로그램이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과

같은 시추공 지표면 주시 토모그래피 역산을 수행하는데 있

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통한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의 검증

제안한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에 대해 도달시간 정보

획득부터 토모그래피 기법의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검증을 위하여 여러 지반 모델에 대한 SPT-업홀 기법의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앞 절의 검증용 모델과 동일한 크기와

전단파 속도값을 가지는 수평층 및 상향, 하향 경사 모델에

대해 ABAQUS 수치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였

다(그림 8). ABAQUS는 대표적 유한요소 상용 프로그램으

로 지반에서의 탄성파 전파 형상을 모델링하는데 널리 사용

되고 있다. 탄성파의 전파 특성을 모델링하는 유한요소 해석

에서는 모델 내 요소의 크기와 계산 간격이 결과의 정확성

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Zerwer 등(2002)에 의하

면 탄성파 전파 특성을 모델링할 경우 적합한 요소의 크기

는 최소 파장의 0.2배 이하이어야 하며 계산 간격은 요소내

통과 시간의 1/10에서 1배 사이가 적합한 것으로 추천하였

다. 그리하여 모델의 입력 최소 속도가 110m/s, 최대 관심

주파수를 200Hz 정도로 고려할 때 최소 파장의 크기는

그림 3. Snell의 법칙에 근거한 가진원으로부터 감지기까지의 이

론적 도달시간의 산출

그림 2.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 검증을 위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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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m 정도이므로 요소 크기를 0.1m로 충분히 작게 결정하

였으며 계산 간격은 한 요소를 이동하면서 5번 이상의 계산

이 수행될 수 있도록 0.00005초로 설정하였다. 지표면으로부

터 1m 간격으로 심도 15m까지 지중에서 가진을 하고 가상

감지기 위치는 가상의 시추공으로부터 2m, 4m, 6m, 8m,

10m로 거리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앞 장의 토모그래피 검증

에서와 동일하다. 도달시간 정보는 개선된 SPT-업홀 기법(방

은석 등, 2006)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수평, 수직 방향 성

그림 4. 모델별 파선 추적 및 이론적 도달시간 정보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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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수평 모델의 이론적 도달시간 정보를 이용한 해석 결과

그림 6. 상향 경사 모델의 이론적 도달시간 정보를 이용한 해석 결과

그림 7. 하향 경사 모델의 이론적 도달시간 정보를 이용한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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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크기합의 시간 이력곡선에서 첫 번째 극대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주시 토모그래피 역산은 GeoTomCG 프

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수치해석에서는 지표면 입자 운동으로 변위 성분을 이

용하였으며 수평 모델의 수치 해석을 통해 획득한 가상 감

지기 위치에서의 입자 운동파형 일례를 그림 9에 도시하였

다. 그림 9(a)는 모든 가진 깊이와 모든 감지기 위치에서의

공간상에서의 입자 운동 형상을 모사한 것이며 그림 9(b)는

대표적으로 가진 깊이 1m, 7m, 15m에서의 각 감지기 위치

에서의 입자 변위 시간 이력 곡선을 도시한 것이다. 공간상

에서의 입자 운동 형상을 살펴보면 전단파 성분의 입자 운

동 방향이 가진원으로부터 감지기까지의 전파 경로 방향에

수직한 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위 시간 이력

곡선에서 시험 심도가 깊어질수록 수직방향에 비해 수평방

향에서 전단파 성분의 도달을 더욱 확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방향 성분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모든

측정 지점에서 전단파 성분의 도달을 더욱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방은석 등, 2006). 그림 10(b)의 깊이 1m 가

그림 8. 유한요소 수치 해석을 위한 지반 모델

그림 9. 수치해석을 통해 획득한 가상 감지기 위치에서의 입자 운동(수평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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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신호를 감지기 위치 10m에서 획득한 파형(그림 10(a))에

서 수평 및 수직 성분 각각에 있어서는 전단파 성분의 첫

극대점은 명확하나 그 위치는 서로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9c의 깊이 15m 가진의 감지기 위치 2m에

서 획득한 파형에서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

평, 수직 성분의 크기합을 이용하게 되면 두 극대점 중 어

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며 모든 가진

원 감지기 조합에 있어 수평, 수직 방향 성분의 크기합에

있어서 첫 번째 극대점이 매우 명확하여 객관적인 도달시간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였다.

방은석 등(2006)에 의해 제안된 방식의 도달시간 정보 획

득 방법은 극대점을 기준으로 한 도달시간 정보이므로 이러

한 도달시간 정보를 주시 토모그래피 기법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초동 정보로의 보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는 초동 정보를 산출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그림 10b의 깊이 8m 가진의 감지기 위치 8m에

서 획득한 파형을 보면 수평 및 수직 성분 각각에 있어 첫

극대점이 일치하며 따라서 수평성분과 수직성분을 동시에 활

용한 신호에 있어서도 첫 극대점은 같게 된다. 또한 해당

신호에서 초동 지점이 각각의 성분에 있어 매우 확실하며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계산된 극대점

과 초동 지점과의 시간차를 전체 도달시간 정보에 대해 보

정을 해 주는 방식을 취하면 전체적인 도달시간 정보를 토

모그래피 기법 적용을 위한 초동정보로 변환이 가능하다(그

림 11(a)). 이런 방식은 모든 가진원, 감지기 조합의 획득

신호상에서 전단파 성분의 주파수 특성이 유사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나 수치해석에서는 전단파 성분의 주파수 특

성이 거의 같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가진 깊이별로 토질이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획득신호의 주파수 특성이 유사

하므로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인 경우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뢰성 있는 전단파 성분

의 초동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도달된 전단파 성분의 주된 주파수를 이용한 보정 방

식을 연구 중에 있다. 보정된 초동 정보에서 1m 깊이의 정

보는 이론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값이 도출된 것으로 판

단되었으며 이는 1m 깊이의 가진에 의한 각 감지기에서의

획득 파형이 얕은 가진 깊이로 인해 전단파에 비해 표면파

성분이 주되게 되며 여기서 극대점을 이용하여 획득한 도달

시간 정보는 표면파의 도달시간 정보이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일반적으로 표면파 성분의 속도는 전단파 성분의 속도의

0.91배 정도이므로 도달시간 정보에서는 표면파 도달시간 정

보에 0.91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표면파 효과에 대해 보정하

였다(그림 11(b)). 이렇게 보정된 도달시간 정보는 앞 절에서

동일한 모델에서 Snell의 법칙에 근거하여 이론식에 의해 계

산된 도달시간 정보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

림 11(c)).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의 도달시간 정보 획득 방

법이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 적용을 위한 전단파 성분의

초동 정보 획득 방식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림 10. 획득 파형으로부터 전단파 성분의 초동 정보 획득 과정

(수평모델)

그림 11. 유한요소 수치해석을 통해 획득한 전단파 성분의 도달시간 정보 (수평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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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획득한 초동 정보를 이용하여 GeoTomCG 프로그

램을 통해 2차원적인 전단파 속도 분포를 획득하였다(그림

12). 전단파 속도 분포는 수평 모델, 상향 경사 모델 및 하

향 경사 모델에 대해서 모두 모델 형상을 잘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이론적 도달시간 정보와 수치해석을

통해 획득한 도달시간 정보가 거의 일치하였기 때문에 이론

적 도달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도출된 전단파 속도 분포(그림

7)와 각각의 모델에 있어 거의 동일한 형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확립된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을 통해

지반의 2차원적 구조 영상을 신뢰성 있게 도출이 가능하다

는 것을 말해 준다.

5. 현장 실험 수행을 통한 SPT-업홀 기법의 2차원

적용 평가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실제 현장에서 SPT-업홀 시험을 수행하여 보았다. 그림

13에 SPT-업홀 기법이 수행된 김제 시험 부지의 현황을 나

타내었다. 수평적인 층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6개소

에서 시추를 수행하였으며 표준관입시험을 1.5m 깊이 간격

으로 실시하였다. 김제 시험 부지는 풍화토가 깊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추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주상도 상

에서도 뚜렷하게 서로 다른 층으로 구분이 되지 않았으며

상부의 약간의 매립토를 제외하고는 시추 영역 전체적으로

통일 분류법 SM으로 구분되는 풍화토 지반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본 시험 부지의 수평적 강성 변화를 유추하기 위

하여 시추와 동시에 실시된 SPT 결과를 활용하였다. 그림

14에 각 시추 위치별 SPT-N치 결과를 도시하였다. 본 시험

부지에서 수행된 시추작업 및 표준관입시험은 2개 종류의

장비로 실시되었다. BH-1, BH-3 및 BH-6은 체인식 자동

해머(CME)를 사용하였으며 BH-2, BH-4 및 BH-5는 강선-

윈치식 도넛해머를 사용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표준관입시

험을 실시할 때 그 에너지 효율도 서로 다르게 된다. 그러

므로 이러한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SPT-N치 결과를 비교

하는 것이 합리적이게 된다(Kim 등, 2004). 그러므로 시추

와 동시에 각 장비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였으며 체

인식 자동 해머의 평균 에너지 효율은 69%이며 강선-윈치식

도넛해머의 평균 에너지 효율을 52%로 측정되었다. 그림

14은 에너지효율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에너지비 60%를 기

준으로 하여 보정한 N치를 도시한 것이며 N치가 50이상인

그림 12. 제안된 SPT-업홀 토모그라피 기법을 통해 도출된 전단파 속도 분포와 수치해석 모델 값과의 비교 (그림내 점선은 모델의

형상, 굵은 숫자는 모델의 속도를 의미함)

그림 13. SPT-업홀 토모그래피 수행을 위한 시험 부지 개요(전라

북도 김제 풍화토 부지)

그림 14. 시험 부지 내 총 6개 시추공에서의 SPT-N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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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선형적으로 외삽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SPT-N치 결과

를 살펴 볼 때 본 시험부지는 남동 방향으로 갈수록 강성이

커지는 즉, 앞 절의 수치해석 모델 중 상향 경사 모델과 유

사한 것으로 보여 진다.

SPT-업홀 시험은 BH-2공을 시추하는 동안 수행되었으며

측선은 6개 시추 지점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총 4

개의 감지기를 설치하였으며 시추 지점으로부터 6m, 9m,

12m, 15m에 위치하였다. 수평 성분 감지기를 보유하고 있

지 않은 상황에서 실험을 수행하게 되어 수직 방향 속도계

만을 이용하여 지중의 SPT 가진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입자

움직임을 계측하였다. 심도 20m까지 시추를 수행하였으며

총 11회에 걸쳐 시험을 수행하였다. 감지기 간격은 촘촘히

할수록 유리하나 보유하고 있는 감지기 개수 및 평가하고자

하는 부지의 영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5에 각 감지기에서 획득한 시험 깊

이별 수직 방향 속도 시간 이력 곡선을 도시하였다. 최종

시험 심도가 깊지 않았으므로 수직 성분만을 이용하여도 전

반적으로 전단파의 도달시점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였지만 6m

에 위치한 감지기의 깊은 심도에서의 파형은 압축파의 영향

으로 인하여 전단파 도달시점의 첫 극대점이 불명확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도달시간 정보를 도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

을 주게 된다. 그림 16에 모든 가진원-감지기 조합에서의 도

달시간 정보를 도시하였다. 도시된 정보는 수직성분의 극대

점을 기준으로 도출된 도달시간 정보를 앞 절에서 확립한

방법에 근거하여 초동 정보로 보정한 결과이며 동시에 트리

거(Trigger) 보정 작업도 취한 결과이다. 극대점 기준 정보의

초동 정보로 보정을 위한 기준은 가장 초동지점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감지기 4(15m)의 가진 깊이 12.41m 신호

를 이용하였으며 첫 가진 깊이가 3.45m로 깊어 표면파 효

과에 대한 보정은 제외하였다. 트리거 보정 작업은 트리거

그림 15. SPT 업홀 시험을 통해 획득한 각 감지기에서의 가진 깊이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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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표준관입시험 장비의 엔빌 하단에 장착할 경우 가진

깊이가 깊어질수록 SPT 로드의 길이가 길어져 이러한 이유

로 타격 시점이 다르게 관측되는 것을 보정하는 작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존의 관련 논문(김동수 등, 2003)에 기술되

어 있다. 그림 16에서 감지기 6m의 가진 깊이 16.91m 및

19.80m의 도달시간 정보는 다른 도달시간 정보의 형태와 비

교하여 볼 때 실제보다 조금 작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압축파 간섭으로 인하여 정확한 전단파 성분의 첫 극

대점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도달

시간 정보는 1차원 및 2차원 해석시 입력값에서 제외하였다.

기존의 1차원 해석 기법 중 깊이간 DT법을 이용하여 감

지기별로 전단파 속도 주상도를 도출하여 비교하였다(그림

17).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파 속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일 시험공에서 실시한 다운홀 실험의 결

과와도 유사하였다. 다운홀 기법은 시험공 설치 문제로 인하

여 5.5m까지만 시험 수행이 가능하였다. SPT-업홀 1차원 해

석을 수행한 4개의 감지기 결과가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

으므로 시험 부지의 층상이 수평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

으로 추정되어진다. 이는 SPT-N치의 결과로 판단한 지반의

강성 형태와는 좀 다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전단파 속도

의 크기는 지표면에서는 200m/s, 심도가 깊어질수록 점점

커져 심도 12m 이상에서는 360m/s를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전단파 속도의 증감 특성이 나타나는데 동

일 시험공에서 수행한 SPT-N치 결과와도 비교하여 볼 때

본 시험부지는 전반적으로 심도가 깊어질수록 강성이 증가

하는 지반이나 부분적 불균질 풍화에 의해 약간의 강성의

증감이 존재하는 지반으로 추정된다. 

김제 현장 실험을 통해 도출한 모든 가진원-감지기 조합의

도달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토모그래피 역산을 수행, 2차원

전단파 속도 분포를 획득하였다(그림 18). 토모그래피는 앞

절에서 검증을 완료한 GeoTomCG를 이용하였다. 획득한 2

차원 전단파 속도 분포는 심도별 전단파 속도와 증가되는

형상은 1차원 해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1차원 해석 기법에서 단지 시험 심도에 따른 강성

변화만을 추정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더욱 유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였다. 이 지역이 시추공으로부터 업홀 측선 방

향으로 경사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경사가 지표면에서는

약간 심하고 지중으로 갈수록 작아지며 따라서 수평적 불균

질 정도가 작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차원 결과에

서 시추공-지표면 주시 토모그래피의 한계로 인하여 심도가

깊어질수록 수평적인 특성을 정확히 도출하기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본 시험부지에서 수행한 SPT-업홀 토모그라피 기

법 결과에서도 전단파 속도 분포 형상의 12m이하의 결과로

층의 경사나 지반의 불균질 특성을 추정하기가 힘들다. 더욱

깊은 심도까지 지반의 수평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서는 SPT-업홀 시험의 수행 심도를 더욱 깊게 하고 지표면

감지기 개수를 증가하여 측선의 길이를 더 늘려 주여야 한

다. 본 현장 적용에서는 비교 대상 영역을 13.5m로 국한시

켰으며 이를 위해 SPT-업홀 기법을 20m까지 수행하였다.

따라서 13.5m까지의 2차원 결과는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진

다고 판단된다. 본 시험 부지에서 SPT-업홀 토모그라피 기법

그림 16. 김제 풍화토 부지 SPT-업홀 시험 감지기별 전단파 성

분의 초동 정보

그림 17. 김제 풍화토 부지 SPT-업홀 기법 1차원 해석 결과

(깊이간 DT법)

그림 18. 김제 풍화토 부지 SPT-업홀 기법 2차원 해석 결과

(주시 토모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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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을 통해 획득한 전단파 속도 분포 중 신뢰성을 가진

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그림 18 내에 점선 형태의 사다리꼴

로 표기하였다.

지반의 불균질 특성을 더욱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6개

시추 지점의 SPT-N값을 선형 보간을 통해 2차원 분포로 도

시하여 보았다(그림 19). 13.5m까지 시추를 수행하고 표준관

입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13.5m까지의 지층

형상을 추정할 수 있었다.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을 통해 도출한 전단파 속도 분포를 통해

도출된 상부 저속도층의 형태와 SPT-N치 분포도의 저강도층

의 형태와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형상에

서도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

법을 통해 획득한 전단파 속도 분포가 실제 지반의 층상 구

조를 잘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지반의

수평적 층상 구조를 확인하고자 할 때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적은 수의 시추를 수행하여도 실질

적인 지반의 수평적인 층상 구조를 도출이 가능하리라 판단

된다. 그림 20은 국내외적으로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SPT-N치와 전단파 속도의 관계식인 Imai 와 Tonouchi

(1982)의 경험식을 이용하여 SPT-N치를 전단파 속도로 변환

하여 도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SPT-업홀 토모그래피 결과

와 전단파 속도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경험식이므로

오차 정도가 어느 정도 상존한다고 볼 수 있지만 SPT-업홀

토모그래피 결과가 통계적인 값의 범주 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SPT-업홀 토모그래피 결과의 신뢰

성을 검증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다.

본 시험 부지에서 수행한 현장 실험을 통해 SPT-업홀 토

모그래피 기법으로 획득한 전단파 속도의 상대적 분포 형상

으로 지반의 구조적인 형상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전단파

속도 자체 값 또한 일반적인 공내 탄성파 탐사 수준으로 높

고 실질적인 2차원 분포를 도출이 가능하여 향후 2차원적

물성이 요구되는 지반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입

력 변수로 SPT-업홀 토모그래피 결과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제안된 기법이 현업에서 적용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검증 작업 및 기법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 제시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지반 조건에서의

추가 현장 실험 및 실내 모형 실험을 계획 중에 있다. 이와

동시에 신호 획득에서부터 결과 도출까지 일련의 과정이 자

동화 되어 있는 상용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용화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탄성파 탐사

전문가들의 현장 투입 없이도 시추 기술자들이나 관리자가

직접 간단한 신호 획득 장비 시스템의 운용을 통해 시추와

동시에 지반의 1차원 및 2차원 전단파 속도 분포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6. 결론 및 고찰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수치해석

을 통한 검증 및 현장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토모그래피 역산 프로그램 중 GeotomCG의 SPT-업홀 토

모그래피 기법을 적용 가능성을 이론적 도달시간 정보 활

용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토모그래피 기법 적용을 위하여 수평 및 수직 성분을 동

시에 활용하여 극대점 기준의 도달시간 정보를 초동 시간

으로 보정해 주는 방식의 초동 정보 도출 방안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제시된 방안은 획득신호의 주파수 특성의 유

사할 경우에만 합리적이므로 확실한 초동정보 결정을 위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수평 및 경사 지반에 대한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에

대한 수치 모의 실험을 통해 신호 획득부터 도달시간정보

도출, 토모그래피 기법 적용을 시도하였으며 정립된 기법

이 신뢰성 있는 결과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김제 풍화토 부지에서의 SPT-업홀 토모그래피 기법의 수

행을 통해 1개의 시추공을 이용한 SPT-업홀 시험의 수행

만으로 지반의 수평적 층상 구조를 모사하는 것이 가능하

며 신뢰성 높은 2차원적인 전단파 속도 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가 출연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서 위탁시행한 2004년도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04핵

심기술B01-04)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그림 19. 김제 풍화토 부지 SPT-N치 분포도 

그림 20. SPT-N치와 전단파 속도 관계식을 이용한 김제 풍화토

부지의 전단파 속도 분포도



第26卷 第3C號 · 2006年 5月 − 155 −

참고문헌

고광범, 지준, 이두성(2000) 천부탄성파 탐사 자료획득을 위한 3

차원 측선 배열 설계, 한국자원공학회지, 한국자원공학회,

Vol. 37, pp. 232-239.

김동수, 박형춘, 김성인(1999) 표면파시험과 공진주시험을 이용한

사질토지반 개량평가 시스템의 개발,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한국지반공학회, Vol. 15, pp. 41-52.

김동수, 방은석, 서원석(2003) 표준관입시험을 이용한 업홀시험에

서 전단파 속도 주상도의 도출,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한국

지반공학회, Vol. 19, pp. 135-146.

김중열(2000) 임해매립층/해성점토 경계면 규명을 위한 탄성파

이용 기술, 2000년 공동특별강연 논문집, 한국지구물리탐사학

회·한국지반공학회 지반조사위원회, pp. 48-86.

방은석, 김종태, 김동수(2006) 2방향 지표면 속도계를 활용한

SPT-업홀 기법 개선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대한토목학회,

제26권 제2-C호, pp. 109-120.

방은석(2001) 다운홀 및 업홀을 이용한 지반의 전단파 속도 주상

도의 도출, 석사학위논문, 한국과학기술원.

조성호, 장대우, 강태호, 이일화(2005) CAP SASW 기법에 의

한 지반단면의 전단강성구조 평가,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한

국지반공학회, Vol. 21, pp. 71-81.

조창수, 이희일, 서정희(2002) 탄상파 굴절법 토모그래피을 이용

한 지반의 속도 분포 해석, 물리탐사, Vol. 5, pp. 6-17.

Imai, T. and Tonouchi, K. (1982) Correlation of N-value with S-

wave velocity and shear modulus, Proceedings of the 2nd

European Symposium on Penetration Testing, Amsterdam, pp.

57-72.

Kim, Dong-Soo, Seo, Won-Seok, Bang, Eun-Seok, 2004, Energy

Ratio Measurement of SPT Equipment, international site char-

acterization(ISC-2), Porto, Portugal, Vol. 1, pp. 339-344.

Lytle, R.J., Dines, K.A., Laine, E.F., and Lager, D.L. (1978) Elec-

tromagnetic Cross-Borehole Survey of a Site Proposed for an

Urban Transit Station, UCRL-52484, Lawrence Livermore

Laboratory, Unicersity of California.

Park, C.B., Miller, R.D., and Xia, J. (1999) 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MASW), Geophysics, Vol. 64, pp. 800-808.

Park, H. C. and Kim, D. S. (2001) Evaluation of the dispersive

phase and group velocities using harmonic wavelet transform,

NDT&E Int , Vol. 34, pp. 457-467.

Stokoe, K.H. and Rosenblad, B.L. (1999) Offshore geotechnical

investigation with shear waves, in Roesset, J.M,. Ed., 1999 Off-

shore Technology Conference, OTC 10823, pp. 1-9.

Tronicke, J., Tweeton, D. R., Dietrich, P., and Appel, E. (2001)

Omproves Crosshole Radar Tomography by using Direct and

Reflected Arrival Times. Applied Geophysics, Vol. 47, pp. 97-

1005.

Tweeton, D.R., Jackson, M.J. and Roessler K.S. (1992) BOM-

CRATR-A Curved Ray Tomography Computer Program for

Geophysical Appication, USBM RI 9411.

Um, J. and Thurber, C. (1987) A fast algorithm for two-point seis-

mic ray tracing, Bull. Seismol. Soc. Am., Vol. 77, pp. 972-986.

Zerwer, A., Cascante, G., and Hutchinson, J. (2002) Parameter Esti-

mation in finite element simulations of rayleigh waves, Jour-

nal of Geotechnical and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Vol.

128, No. 3, pp. 250-261.

(접수일: 2005.11.17/심사일: 2006.3.14/심사완료일: 2006.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