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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주파수 송신원에 의한 공대공 탄성파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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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requency Crosswell Seismic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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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강암 내에 굴착된 2개의 시추공에서 획득한 다중주파수 송신신호에 의한 탄성파 초동신호를 분석하여 전단대

에서 탄성파 전파 거동을 고찰하였다. 사용한 송신신호의 주주파수는 10-, 20-, 40-, 56-, 80 kHz 이다. 전단대 구간에서

탄성파 신호 파형의 분명한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전단대 구간에서 국부적인 속도감소가 모든 송신 주파수 기

록에서 확인되었다. 전 구간에서 80 kHz 송신원 기록이 10 kHz 기록보다 다소 빠르게 측정되고 있으며, 최대 속도차이

를 보이는 구간은 투수율시험에서 투수율이 제일 높게 측정된 구간이다. 

주요어: 다중주파수, 전단대

Abstract: First arrival signals of multi-frequency crosswell seismic data, acquired in wells drilled in granitic rock,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behavior of the signals at the shear zones. Dominant frequencies of the sources

were; 10-, 20-, 40-, 56-, and 80 kHz. No obvious changes in the waveform at the shear zones were found; however,

at the shear zones, some degree of velocity reductions were observed in the signals of all frequency sources. The 80

kHz signal is slightly faster than 10 kHz signal in the survey region, and the velocity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gnals

were found largest at the shear zone where the permeability measured greatest in the survey interval. 

Keywords: Multi-Frequency, Shear Zones

서 론

탄성파 탐사에 의한 암석내의 전단대(shear zone)에 관한 주

제는 핵폐기물 지하저장 부지조사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하나이다. 본 연구는 그림젤 시험지역(Grimsel Test Site:

GTS) 내의 GAM (Gas Migration in Shear Zones) 연구지역에

서 실행한 고해상 다중주파수 공대공 탄성파 자료에 대한 연

구이다. 그림젤 시험지역은 핵폐기물 지하 저장에 관한 연구개

발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개발 센터이다(Kickmaier, 2002).

GAM 프로젝트는 불 균질한 암석내의 전단대에서 가스 및 유

체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기서 획득한

공대공 탄성파 자료는 주주파수가 10-, 20-, 40-, 56-, 80 kHz

송신원 기록이다. 

10 kHz 자료를 사용한 토모그래피 연구결과에 의하면 2개

의 시추공에서 전단대로 확인된 4개소 중에서 부근에 저속도

이상대가 형성된 곳은 3개소이다. 투수율 자료에 의하면 시추

공 사이에 2개의 전단대가 존재할 것으로 해석되는데, 투수율

이 높은 하부 전단대에서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저속도 이

상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이두성, 2006). 

본 연구에서는 다중주파수 기록들을 사용하여 시추공간 영

역에 존재하는 화강암 전단대 탐지 가능성 및 자료분석 방법

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다중주파수 탄성파 탐사는 주로 주파수-

속도 분산 현상을 이용한 다공질 퇴적암의 물성, 즉 공극률 및

투수율 분석을 위한 탐사로 시도되었다. 지표 탄성파 탐사에

적용되는 송신원의 주파수 범위 내에서 탄성파 속도는 송신

주파수에 독립적이며(Ward and Hewitt, 1977) 분산효과도 그

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utterman, 1962). 그러나

고주파수 영역에서 탄성파 속도는 주파수의 함수이다.

Dvorkin et al. (1994)의 연구에 의하면 다공질 암석에서 송신

신호의 주파수가 Biot의 특성주파수 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P파의 속도는 주파수에 독립적이나 고주파수 영역에서 P파의

속도는 주파수의 함수이다. 

Yamamoto et al. (1995)이 퇴적암 내에서 속도분산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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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기 위하여 다중주파수(200 ~ 5000 Hz)실험을 실시하였

다. 이 실험에서 투수성이 높은(200 darcy) 석회암과 사암 내

에서 송신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탄성파 속도가 상당히

(> 20%)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내용은 송신신호 및 데이터의 주파수 특성분석, 초동

인식을 위한 전처리, 초동신호 및 잡음분석을 통한 발췌공정의

오차분석, 구간별 주파수별 속도분석, 탄성파 거동과 전단대의

상관관계 고찰 등이다. 

공대공 탄성파 자료획득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GAM 연구 지역에 위치한 2개

시추공에서 획득한 다중 주파수 자료이다. 시추공 간격은 대략

1.5 m 이고 탐사구간은 4.6 m 이며 송신 및 수신점 간격은 모

두 0.2 m 이다. Fig. 1에서 T-1, T-24, R-1, R-24 등은 각각 송

신점 1과 24 수신점 1과 24 등을 표시한다. 기록의 시간 샘플

간격은 4 이고 기록 길이는 1024 샘플이다(이두성, 2006). 사

용한 진원은 주파수 제어가 가능한 형태로 발진기의 주주파수

(dominant frequency)를 10-, 20-, 40-, 56-, 80-kHz로 하여 자

료를 획득하였다. 수진기는 14채널 하이드로폰을 사용하였으

며, 여기서 1 ~ 12채널은 데이터 채널이고 13-채널은 송신신호

기록이다. 데이터 획득은 2 단계로 수행하였다. 1차로 수진기

배열을 R-1 ~ R-12에 설치하고 진원을 T-1에서 T-24 까지 이

동하면서 획득하고, 2차로 수진기 배열을 R-13 ~ R-24에 설치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24개 공통 송신원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송신신호 분석

Fig. 2a에 제시한 5개의 송신신호에서 보면 40 kHz 이상 고

주파 송신원에 의한 송신신호는 상대적으로 저주파 송신신호

보다 신호의 세기가 현저히 작게 나타난다. 여기 제시한 자료

는 송신원 T-24에서 발신한 송신신호로서 신호 파형을 상대적

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 기록의 RMS (root mean square) 값

을 사용하여 해당기록의 진폭을 정규화한 결과이다. 40 kHz

이상의 송신기록에서 보면 상당한 크기의 DC성분의 잡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잡음은 기록계기의 고유잡음으로 고려되므로

고주파 신호들의 낮은 신호대잡음비(S/N)는 고주파신호의 세

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Fig. 3

에 송신신호의 진폭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기록에서 보면 최

대진폭은 발진기에 설정한 주주파수 보다는 다소 낮은 주파수

에서 형성되고 있다. 

송신신호 분석은 기록의 시작시각을 도출하는데 필요하다.

각 트레이스의 실제 초동주시는 기록에서 인식되는 초동주시

(first arrival time)에서 송신신호의 시작시각(source onset

time)을 뺀 시간으로 보정해야하므로, 기록의 정확한 시작시각

(零時)을 알려면 송신신호의 시작시각이 필요하다(이두성,

2006). 일반적으로 탄성파 탐사에서 웨이브렛 형 신호의 주시

를 발췌할 때 가장 분명한 시점인 웨이브렛의 최초 피크(peak)

또는 트라프(trough)를 발췌한다. Fig. 2a에서보면 송신신호의

피크위치가 주파수가 증가함에 즉 신호의 파장감소로 인하여

빠른 시점에 형성됨을 볼 수 있다. 각 송신신호, s(t)의 피크시

점과 신호의 시작시점을 발췌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피크

시각은 10 kHz에서 424 μs이고 80 kHz에서 396 μs로 송신

주파수에 따라 최대 28 μs (7 샘플) 차이가 있으며, 발췌한 시

작시각은 392 ~ 384 μs에 분포한다. 펄스형 신호의 시작시각

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확한 시작시각의

인식은 신호의 이득(gain)조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발췌에

는 다소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Ricker, 1953; 이두성,

2007). 

Fig. 2a에서 보면 고주파수 송신신호에서 시작시각 인식은

잡음의 영향으로 피크인식에 비하여 불확실성이 다소 높다고

Fig. 1. Source and receiver geometry for the crosswell survey.

Coordinates in the figure is in cm (after Lee, 2006). 

Fig. 2. Source signals of five different frequency modes (a), and

differentiated source signal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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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시된 고주파수 기록에서 시작시각 발췌에 지장

을 주는 요소는 DC성분의 잡음이다. 본 실험에서 송신신호의

시작시각을 강조하기 위한 처리법으로 미분연산을 적용하였

다. 미분연산은 저주파 차단필터인 동시에 데이터의 변화부분

을 강조하는 연산이므로 DC성분의 잡음은 완전히 제거되고

또한 시작부분이 강조되어 송신신호의 시작시각을 발췌하기가

용이한 면이 있다. 미분연산 결과인 s'(t)를 Fig. 2b에 제시하

였다.

s'(t)의 시작시각은 모든 송신신호에서 동일하게 384 μs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공대공 탄성파 자료처리 시 송신신호의 피

크 또는 트라프 시간을 사용하여 기록의 영시를 설정하는 것

은 다소 오차유입의 가능성이 있다. 단일 주파수탐사에서 시작

시각의 미소한 오차는 해석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나(이두성, 2003), 다중 주파수탐사는 신호별 시작시간의

상이함으로 인한 오차의 유입은 매질의 물성정보를 포함할 가

능성이 있는 미세한 주파수 반응 효과를 상쇄하여 왜곡된 분

석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중주파수 탐사의 경

우는 주파수가 다른 모든 송신신호를 비교하여 일치되는 시작

시각을 도출함으로써 기록들에서 확인되는 송신 주파수별 탄

성파 초동의 주시차이를 암석물성의 주파수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초동신호분석

초동발췌는 공대공 탄성파탐사에 의한 시추공간 영역의 암

석속도 분포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

이다. 발췌된 초동값에 대한 신뢰도는 기록의 신호대잡음비

(S/N)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발췌한 초동주시를 사용한 해

석과정에서 각 기록의 S/N값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초동발췌를 위한 전처리로 대역필터(1 ~ 80 kHz)를 적용하

였고 송신신호의 시작시각인 384 μs을 기록의 영시로 조정하

였다. Fig. 4에 제시한 기록은 공동 송신원 T-24 기록으로 10

kHz와 80 kHz 기록이다. Fig. 4b의 80 kHz 기록에서 보면 원

거리 기록인 19 ~ 24 트레이스에서는 S/N이 낮아서 초동을 인

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여기서 초동발췌는

이두성(2007)에서 제시한 근사직선 시간절편법을 사용하였다.

두 기록의 초동값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80 kHz 기록의초동

이 10 kHz 기록의 초동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각 기록의 S/N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통 송신원 기록(T-24)

에 대한 주파수 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5에 도시한 5개

곡선은 각각 5개의 다중 주파수 기록의 진폭 스펙트럼이다. 진

폭 스펙트럼은 각 기록의 24개 트레이스의 진폭 스펙트럼을

중합한 결과이다. Fig. 3의 송신신호 스펙트럼과 비교해 보면,

40 kHz 이상 고주파 송신신호 기록의 주파수 대역폭이 해당

송신신호의 주파수 대역폭보다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신호와 잡음의 주파수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80 kHz 송신

원 기록(T-24)을 사용하여 잡음과 데이터 스펙트럼을 도출하

였다(Fig. 6). 여기서 잡음은 발췌한 초동 앞부분의 기록을 사

용하였고, 데이터는 전체 기록을 사용하였다. 도시된 스펙트럼

은 각각 24개 트레이스의 스펙트럼을 중합한 결과이다. 여기

서 보면, 잡음은 대체로 백색잡음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주

파수에서 S/N은 대략 3 이상으로 관찰된다. 실제로 근거리 트

레이스의 S/N 값은 이보다 높을 것이고 원거리 트레이스에서

는 이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파수와 탄성파속도

속도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T-24 기록의 초동을 발췌하고

Fig. 3. Amplitude spectra of the multi-frequency source signals. 

Table 1. Time picks (μs) for source signal.

10 kHz 20 kHz 40 kHz 56 kHz 80 kHz

1st peak of s(t) 424 408 400 396 396

onset of s(t) 392 392 392 384 388

onset of s'(t) 384 384 384 384 384

Fig. 4. A common shot gather of source at T-24; (a) 10 kHz source

mode, and (b) 80 kHz sourc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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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트레이스의 주파수별 초동주시의 시간차를 도출하였

다(Fig. 7a). 여기에 도시한 것은 10 kHz 초동주시와 20-,

40-, 56-, 80-kHz 초동주시의 차이이다. 여기서 보면 수신점의

위치가 300 cm까지 기록에서는 주파수별로 대체로 일정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 구간에서 20 kHz 기록은 10 kHz 기록

과 차이가 없고, 80 kHz 기록은 최대 12 μs으로 3샘플 차이

를 보인다. 원거리 트레이스에서는 차이가 크게 변하며 다소

불규칙하게 나타나 80 kHz의 경우 최대 8샘플차이를 보인다.

원거리 트레이스에서 시간차의 증가 이유는 첫째로 거리증가

에 따른 시간차와 둘째로 S/N값의 감소로 인한 발췌오차의 증

가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파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가 137 cm

이고 가장 긴 거리가 506 cm 이다. 

발췌된 초동주시에 대한 신뢰도는 초동발췌에 내포된 불확

실성의 척도인 식 (1)로 산출할 수 있다(이두성, 2007; Pakiser

and Steinhart, 1964). 

Δt =  (sec) (1)

여기서 W는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이고 S/N은 신호대잡음

비이다. 식 (1)을 사용하여 Δt를 산출하려면, 신호의 유효 주

파수 대역폭과 S/N이 필요하다. T-24기록에 대하여 오차의 정

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7b). 여기서 사용한 S/N 값은 각

트레이스별로 데이터와 잡음의 진폭 스펙트럼을 산출하고 최

대 진폭의 비(比)로 그 트레이스의 S/N값으로 설정하였다. 주

파수 대역폭 W는 Fig. 5를 참조하여 모든 기록에서 상수값 15

kHz를 사용하였다. 식 (1)에서보면, Δt는 W에 반비례하고

S/N의 log값에 반비례하므로 W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Fig. 5에 제시한 각 기록의 주파수 특성을 보면 여

기서 사용한 주파수 대역폭 15 kHz는 다소 보수적인 선택으

로 Fig. 7b에 제시한 각 송신원별 오차한계는 다소 크게 산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신점 깊이가 200 cm 이하인 기록의

오차한계는 대략 1 샘플, 400 cm 이하인 기록의 오차한계는

대략 2 샘플 이하로 산출되었다. 이 구간에서 송신 주파수 40

kHz 이상의 고주파 신호에서 확인되는 초동주시 시간차는 오

차한계보다 1 ~ 2 샘플 크게 보이는 기록이 다수 있다. 따라서

이 기록에서 확인되는 초동주시의 차이는 암석 물성에 의한

주파수-속도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탄성파 속도와 전단대

시추조사 자료에 의하면 연구대상 영역의 암석 내에는 Fig. 1

에 표시한 바와 같이 송신공 수신공에서 각각 2개조의 전단대

가 존재하며 수신공에서 확인된 전단대는 120~160 cm와

380 ~ 420 cm 구간이다(이두성, 2006). 전단대와 신선한 암석

영역에서 송신 주파수별 탄성파 전파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Fig. 1을 참조하여, 예상되는 전단대의 경사와 비슷한 파선들,

즉 수진점이 송신점보다 60 cm 깊은 기록들을 발췌하였다. 여

기서는 Fig. 7a를 참조하여 속도변화 인지가 예상되는 10-,

40-, 80-kHz 송신원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8에 이 3개 기록

을 도시하였다. 이 기록들은 근거리 트레이스로 S/N값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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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ectral analysis for the 80 kHz record at T-24. Solid line

and the triangular-curve denote the data- and noise spectrum,

respectively. 

Fig. 7. Difference in the first arrival time between the 10 kHz and

20-, 40-, 56, and 80 kHz data (a), and estimated picking

uncertainties (b). 
Fig. 5. Amplitude spectra of the shot record at T-24. The symbols

denote same frequencies as those shown in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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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모든 트레이스에서 초동인식에 어려움이 없다. 굵은 선으

로 표시된 수진공 내의 2개의 전단대 구간에서 신호 파형변화

의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Fig. 8의 3개 기록의 초동발췌에 대한 오차한계는 1 샘플 이

내로 무시할 정도이다. 주파수에 따른 속도변화를 고찰하기 위

하여, 직선 파선(straight ray)을 가정하여 파선별 평균속도를

산출하였다. 초동신호의 시작시간을 사용한 주파수별 속도를

각 Fig. 9a에 제시하였다. 속도곡선에서 확인된 암석의 속도분

포는 심도 260 cm까지 구간은 4,600 m/s에서 5,200 m/s로 증

가하며 전단대로 표시된 부분에서 국부적인 속도감소가 확인

된다. 260 ~ 340 cm 구간에서 최대속도가 형성되는데, 이 구간

은 송신점과 수진점의 위치가 모두 신선한 암석구간에 해당한

다. 주파수별 속도는 전 구간에서 80 kHz 송신원 기록이 가장

빠르고, 10 kHz 기록이 제일 느리게 산출되었다. 

구간별 주파수별 탄성파 속도를 고찰하기 위하여 Fig. 9a의

속도 자료로부터 10 kHz 기록의 속도를 기준으로 40 kHz와

80 kHz기록의 속도차이를 산출하였다. 80 kHz 기록의 속도는

10 kHz 기록의 속도보다 전 구간에서 2% 이상, 40 kHz 기록

은 1 ~ 2% 정도 높게 산출되었다. 속도차이 곡선에서 특이한

사항은 2개의 전단대에서 80 kHz 신호의 속도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속도차이는 하부 전단대(380 ~

420 cm)에 나타난다. 하부전단대는 투수율시험에서 투수율이

가장 높게 측정된 구간이다. 여기서 확인한 주파수-속도 분산

효과는 그 크기가 Yamamoto et al. (1995)이 다공질 퇴적암에

서 측정한 속도분산 효과에 비교하면 현저히 작다. 따라서 화

강암의 전단대 탐지를 목적으로 한 다중 주파수 탐사는 높은

S/N과 고해상 자료를 필요조건으로 한다. 즉 초동 발췌의 오

차한계가 측정된 송신 주파수별 초동 주시의 차이 보다 작아

야 한다. 

초동주시로 초동신호의 최초 피크시간을 사용하여 위와 동

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9b). 심도별 속도범위는 대체로

비슷하나 주파수-속도차이는 전단대에서 속도차이가 크게 나

타나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여기서 송신신호의 피크시

각을 기록의 영시로 하고 초동신호의 피크시각을 초동주시로

하였는데, 10 kHz 신호가 가장 빠르게 도출되었다. 이는 송신

신호와 초동신호의 상대적인 웨이브렛 폭의 차이에 기인한다.

송신신호의 시작시각에서 피크까지의 시간은 10 kHz가

40 μs이고 80 kHz가 16 μs인데 초동신호의 경우 10 kHz가

20 ~ 24 μs이고 80 kHz가 16 ~ 24 μs이다. 따라서 10 kHz의

초동주시가 80 kHz의 초동주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20 μs

이상 빠르게 측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투수성 암석에

서 이미 알려진 속도-주파수 관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사실로

서 피크 기준의 초동주시 발췌법은 속도 분산효과 분석에는

부적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단대 구간을 통과한 기록과 신선한 암석구간을 통과한 기

록들의 주파수 특성을 고찰하기위하여 Fig. 8에 도시된 기록

중에서 수신점의 위치가 280-, 300-, 320 cm인 3개 트레이스

와 380-, 400-, 420 cm인 3개 트레이스를 각각 신선한 암석 구

간 과 전단대 구간 기록으로 선택하여 송신 신호별로 주파수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0). 여기 도시한 스펙트럼은 각

구간의 3개 트레이스의 스펙트럼을 송신신호별로 정규화하고

합한 결과이다. Fig. 10a에 표시한 신선한 암석구간 기록과

Fig. 10b의 전단대구간 기록의 주파수 특성의 차이는 80 kHz

기록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신선한 암석구간에서는 대략

Fig. 8. Sorted traces of 3 different source modes; 10 kHz (a), 40

kHz (b), and 80 kHz (c). Raypaths of the traces are slanted and

parallel to each other. The receiver position of each trace is 60cm

deeper than the source position. 

Fig. 9. Velocity profile of the medium is displayed at the top row

and velocity difference from 10 kHz is displayed at the bottom row.

Velocities are derived from the onset time of the first arrival (a), and

from the peak time of the first arrival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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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kHz에서 최대진폭을 그리고 60 kHz에서 2차적으로 큰 진

폭을 보이는데 전단대 구간 기록은 30 kHz와 60 kHz 부근에

서 거의 같은 크기의 진폭을 보이며 최대값은 60 kHz 부근에

서 형성된다. 

결 론

전단대를 포함한 화강암 내의 2개 시추공에서, 주파수가 상

이한 5개의 송신신호를 사용한 공대공 탄성파 자료를 분석하

여, 주파수별 탄성파 거동과 전단대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암석물성 연구를 위한 다중 주파수 탄성파탐사 자료처리에

있어서 송신 주파수에 독립적인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의 영시

(零時) 도출은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미약한

고주파 송신신호 인식에 지장을 주는 저주파 잡음처리 및 S/N

을 증진시키는 전처리 방법으로 미분연산이 효과적임을 확인

하였고, 이 처리법을 적용하여 모든 송신신호에서 동일한 시작

시각(onset time)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전단대에서 탄성파 전파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전단대의

경사와 평행한 파선들로 구성된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1. 전 구간에서 고주파 송신신호가 저주파 송신신호보다 빠

른 속도를 보인다.

2. 모든 송신 주파수 신호가 전단대에서 국부적인 속도감소

를 나타낸다.

3. 2개의 전단대에서 고주파신호(80 kHz)와 저주파신호(10

kHz) 신호의 속도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속도차이 구간은 투수율이 제일 높게 측정된 구간인 하부 전

단대이다. 따라서 여기서 확인된 주파수-속도 분산은 암석의

투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4. 신선한 암석 구간과 전단대 구간 기록의 주파수 성분분석

결과 80 kHz 송신기록이 주파수 특성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단대 구간 기록은 비교적 고주파 성분인 60

kHz 부근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이 암시하는 고

주파(≈60 kHz) 성분의 선택적인 통과현상은 앞으로 연구 대

상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전단대에서 주파수-속도 분산효과는 그

크기가 다공질 퇴적암에서 볼 수 있는 속도분산 효과에 비교

하면 현저히 작다. 따라서 화강암의 전단대 탐지를 목적으로

한 다중 주파수 탐사는 높은 S/N과 고해상 자료를 필요조건으

로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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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mplitude spectra of the traces recorded at 280 ~ 320 (a),

and 380 ~ 420 (b). The symbols denote same frequencies as those

shown in Fig.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