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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채널 소구경 음파검층에서 정확한 속도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다채널 석유검층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STC 방법을 물성을 달리하는 콘크리트 재질로 제작된 3개의 NX 모형공에서의 3 채널 음파검층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취득에 이용한 음원의 주 주파수가 측정된 음파파형 및 진폭스펙트럼 그리고 속도분석기법으로

서의 STC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적절한 음원의 주 주파수의 선택과 셈블런스 투영을 포함한 STC

기법 적용으로 모드별 속도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론적 모형 및 모형 시추공 시험자료를 이용한 STC

기법에 대한 연구 결과, 소구경 천부검층에서 4개의 수진기 조합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동피킹 방법을

효과적으로 병행한다면 3개 수진기에서의 적용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어: 음파, STC, 주 주파수, 모형실험, 소구경검층

Abstract: Slowness time coherence (STC) technique has been applied to 3-receiver slim hole sonic log using 3 NX sized

concrete model holes of different physical properties. We analyzed the effects of different source center frequencies on

the wave forms, their amplitude spectra, and their STC results. We could determine the sonic velocity of each mode

accurately by the application of STC method with the semblance projection and efficient selection of center frequency.

Theoretical model and experimental model hole studies indicate that 4-receiver condition is the most ideal for STC in

near surface slim hole sonic log. The result also indicates that favorable STC result can be obtained from three-receiver

sonic log provided with the help of the first arrival picking method.

Keywords: sonic wave, STC, source frequency, model experiment, slim hole log

서 론
 

지구물리검층은 시추공 주변의 암반 물성들을 원위치상태에

서 측정하는 물리탐사 방법이다. 그 중에서 음파검층은 지반의

원위치 탄성파속도를 제공해 주는 검층방법으로, 음파 발생장

치와 수진장치로 구성된 검출기를 이용하여 심도에 따른 시추

공 주변의 구성 암반의 P파 및 S파 속도 분포를 파악하는 효

과적인 검층법이다(Keys, 1989). 동적 탄성계수의 산출과 투수

율의 추정 등 다방면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에

서는 특히 지반조사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음파검층 자료에서 P파와 S파의 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

처리 기법은 크게 초동을 피킹하는 방법과 파형의 일관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초동피킹법이 전통적인

방법임에 비하여 파형의 일관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초기 상관

(correlation)기법으로부터 셈블런스(semblance)기법을 거쳐 다

양하게 발전하면서 지금도 일관성 최적화를 위한 노력이 많이

추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일관성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용 음원

에 따라 단극음원(monopole source)의 비분산성파(nondisper-

sive wave) 처리방법과 쌍극음원(dipole source)의 만곡S파

(flexural wave), 즉 분산성파(dispersive wave) 처리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비분산성파의 처리방법으로는 셈블런스기법

의 Slowness Time Coherence (이하 STC; Kimball and Marzetta,

1984) 방법 외에 Nth-Root 방법(McFadden et al., 1986)과

Maximum Likelihood 방법(Hsu, and Baggeroer, 1986) 등이

있다. 음파 속도가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분산효과를 고려하는

분산성파의 처리기법으로는 첫 번째 수진기에서 획득된 파형

으로부터 다음 수진기에서 예상되는 이론적 모델파형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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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각 수진기에서의 실측파형과 비교하여 위상차가 최소

가 되는 조건에서 S파의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Tang et al.,

1995)과 STC 기법에 분산파의 특징을 활용하여 셈블런스를

계산하는 DSTC (Dispersive Slowness Time Coherence) 방법

(Kimball, 1998)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P파나 S파에 대

한 적절한 구간(window)을 설정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상호상

관(cross-spectrum)을 구하여 최대 진폭을 보이는 주파수 대역

에서의 위상차를 계산함으로써 속도를 결정하는 Ingram et al.

(1985)의 방법 등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 현장자료의 적용

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동피킹 방법

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음파검층의

자료 처리 방법들이 많은 수의 수진기(receiver)를 사용하는 석

유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2개의 수진기로 구성된 음

파검층 장비가 주로 보급된 국내 상태에서는 적용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확한 S파속도

결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케이싱이 설치된 시추공에서의 속

도 측정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전통적으

로 적용되어 오던 초동피킹법이 한계를 보이고 3 채널 이상의

음파검층기 국내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파형의 일관성을 최대화하여 속도를 결정하는 통계학

적인 자료처리방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채널 파형자료의 처리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존의 STC 방법을 2개 또는 3개의 수진기로 구성되

는 토목 검층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한계를 판

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NX 크기의 3개 모형 실험공에서 단극 음원을 사용한 음파자

료를 얻고 STC 방법을 적용, 분석하였으며 음원의 주 주파수

(center frequency: 이하 주 주파수)가 파형 및 STC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소구경 시추공에서의 효율적인 구간속

도 산출과 연관된 일련의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료 획득

STC 기법의 적용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캠퍼스에 위치한 모

형 실험공 시설 중에서 3개의 NX공(KLW-1, 2, 3)을 이용하여

음파검층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에서 KLW-1과 KLW-3은

KLW-2에 비하여 1.4미터 후방에 위치한 것이나 도면 작성의

편의상 동일 면에서의 입면도로 도시한 것이다. 각 모형공은

각 콘크리트 블록의 한가운데 위치하며, 전체 심도인 약 5 m

중에서 2.3 ~ 4 m 구간이 밀도검층 교정구간(calibration zone)

으로(김지훈 등, 2005) 이 구간에서 음파검층 자료를 취득하였

다. 따라서 시험공을 중심으로 0.6 m 이상의 측정심도가 확보

되어, 각 모형공에서의 음파검층 자료는 유체로 채워진 시추공

주변의 균질무한체 조건을 충족(Paillet and Cheng, 1991) 하

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모형공 KLW-1, KLW-2 및 KLW-3 교

정구간의 밀도 구성은 각기 1.89 g/cm3 (low density model)

2.17 g/cm3 (medium density model) 및 2.59 g/cm3 (high den-

sity model)이다. 

장비는 Mount Sopris사의 MGX II 시스템과 2SAA-1000/F

Fig. 1. Sectional (a) and planar (b) views of model boreholes.

Table 1. Monopole data acquisition parameters in borehole KLW-3. 

Source Center
Frequency (kHz)

Hold-off
Time

Sampling
Interval

Sample 
Number

Stack
Interval

Stack
Number

Depth
Increment

1, 5, 10, 15, 20, 30 50 μs 4 μs 512 50 μs 2 10 cm



모형공에서의 음파실험을 통한 STC 기법의 적용과 특성 비교 301

음파손데를 사용하였다. 2SAA-1000/F 음파손데는 1 ~ 30 kHz

의 다양한 주 주파수 대역을 갖는 1개의 음원발생기(trans-

mitter)와 3개의 수진기로 구성된다. 음원과 첫 번째 수진기와

의 거리는 3 ft이며 수진기 사이의 거리는 1 ft이다. 음원은 시

추공 축방향에 대칭구조를 가진 단극음원(monopole source)과

비대칭인 쌍극음원(dipole source)을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료 취득시 음파손데의 이동 속도는 중합 간격(stack interval)

과 샘플 수 등을 고려하여 1 m/min 내외로 하였으며 상향식

측정이 이루어졌다. 실험은 단극음원을 중심으로 하고 보조 자

료로서 쌍극음원을 이용한 측정을 병행했다. 자료취득에 이용

한 음원의 주 주파수는 1 kHz, 3 kHz, 5 kHz, 10 kHz, 15

kHz, 20 kHz 및 30 kHz 이다. 

음파 파형의 분석 및 속도 결정 

Fig. 2는 모형공에서 측정된 음파 파형의 예로서 Table 1에

서 제시된 자료취득 변수와 15 kHz의 단극음원 주 주파수를

사용하여 KLW-3 모형공의 교정구간 중심부분에서 획득된 자

료이다. 획득된 음파 파형의 특징은 음원과 수신기 간의 거리

가 짧아 P파와 S파의 도착시간 차이가 매우 작게 나타나며, P

파가 충분히 감쇄하지 못한 상태에서 S파가 도착함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P파가 충분히 감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S파 도착

은 Leaky mode의 P파 및 유사 레일리파의 영향과 함께 현장

음파자료로부터 S파의 초동을 결정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콘크리트 시험체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 있어서

는 P파와 S파 및 스톤리파에 해당되는 파형이 잘 관찰되고 있

으며 S파와 스톤리파에 겹쳐져 나타나는 유사 레일리파의 존

재도 비교적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속도 결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었으며 파형관찰에서 P파 및 S파 신

호가 강하게 인지된 주 주파수 15 kHz의 단극음원 자료를 이

용하여 기존의 수동적 초동 피킹으로 얻어진 각 모드별 속도

는 P파, S파 그리고 스톤리파에서 각기 3.8 km/s, 2.2 km/s 그

리고 1.35 km/s로 나타났다. 

한편 Fig. 3은 모형공 KLW-3에서 음원의 주 주파수를 달리

사용하여 얻어진 음파 파형들과 각 파형에 대한 진폭스펙트럼

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윗부분의 주 주파수별 파형들은 주 주

파수 10 kHz와 15 kHz에서 유사 레일리파가 강하게 들어오

고 있음을 보이며, 특히 10 kHz 주 주파수에서의 S파와 15

kHz 주 주파수에서의 P파 신호 강화가 주목되고 있다. S파는

10 kHz 이상의 주 주파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

며 특히 10 kHz와 15 kHz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주 주

파수 15 kHz에서 강하게 나타난 P파는 20 kHz 및 25 kHz에

이르기까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Fig. 3의 아래 부분에 제시된 각 주 주파수별 진폭스펙트럼

에서는 주 주파수 10 kHz와 15 kHz에서 공통적으로 7 ~ 15

kHz 주파수대의 진폭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료취득에

이용한 음원의 주파수 대역과 관계없이 주파수 7 ~ 15 kHz 범

Fig. 2. An example of open hole sonic waveforms recorded at

2.16 ~ 2.46 m in borehole KLW-3. P, S, ST, and PR represent P,

Shear, Stoneley and pseudo Rayleigh waves, respectively.

Fig. 3. Waveforms and amplitude spectra obtained from different center frequencies in borehole KL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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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주 주파수가 이 범위에 속하거나 가

까울 때 신호가 특히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도 설명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모형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났다. 

STC의 적용 및 속도 결정

기본 원리

STC방법은 음파 파형으로부터 속도를 구하는 상호상관의

한 형태로, 여러 수진기간의 일관성을 측정함으로써 P파와 S

파 등 각 모드의 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Kimball and

Marzetta, 1984). 일반적으로 단극음원의 자료를 사용하며 Fig.

4와 같이 각 수진기에서 획득한 파형에 적절한 시간 윈도우를

설정한 후, 윈도우의 기울기를 바꾸어 가며 파형의 일관성을

측정함으로서 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TC 방정식

은 음파가 단위거리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인 단위거리통과

시간(slowness: s; 이하 통과시간)과 음원으로부터 첫 번째 수

진기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인 도달시간(arrival time: τ)의 함

수로 정의되며, 각 통과시간과 도달시간에 대한 일관성 값인

ρ는 식 (1)과 같이 나타난다. 이때, M은 수진기 수이고, Tw는

윈도우 폭(window width), z
m
은 m번째 수진기임을 표시하고,

γ
m
은 m번째 수진기 파형의 진폭을 나타낸다.

 (1)

한편, 위의 식 (1)을 수진기가 3개인 조건으로 한정하여 풀

어 쓰면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단,

식 (1)과 (2)에서 ρ2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서, 주어진

윈도우 폭(Tw) 범위 내에서 수진기 파형 간의 일관성이 가장

좋을 때가 1에 근접하며, 일관성이 없을수록 0에 근접한 값을

보인다. 따라서 윈도우 폭(Tw)과 통과시간 (또는 수진기 사이

의 지연시간: △t)을 잘 조정함으로써 가능한 1에 가까운 ρ값

ρ
2
s,τ( )=

1

M
-----  

t=0

Tw

∫  

m 1=

m

∑ rm t+s zm z1–( )+τ[ ]

2

dt

 

m 1=

m

∑  
t=0

Tw

∫ rm t+s zm z1–( )+τ[ ]
2
dt

--------------------------------------------------------------------------------------

ρ
2
s,τ( )=

1

3
---

 
t=0

Tw

∫ rx1 t( ) rx2 t( ) rx3 t( )+ +[ ]
2
dt

 
t=0

Tw

∫ rx1 t( )( )
2

rx2 t( )( )
2

rx3 t( )( )
2

+ +[ ]dt

-------------------------------------------------------------------------------------------------

rx1 t( )=r1 t τ+[ ]

rx2 t( )=r2 t s z2 z1–( ) τ+ +[ ]

rx3 t( )=r3 t s z3 z1–( ) τ+ +[ ]

Fig. 4. Schematic figure for STC computation.

Fig. 5. Comparison of STC results before (a) and after (b ~ f) application of band pass filter (data from borehole KLW-3 with 10 kHz center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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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대(maximum)를 찾고, 각 극대점으로부터 각 모드의 통

과시간(s) 또는 속도를 구하게 된다.

STC 극대와 모드별 속도 

전술한 방법에 따라 각 모형공에서 주 주파수 1 kHz, 5

kHz, 10 kHz, 15 kHz, 20 kHz, 및 30 kHz의 단극음원으로부

터 얻어진 음파자료에 STC 기법을 적용한 후, 그 일관성 값을

등치선도(contour map)로 나타내었다(Fig. 5 and Fig. 6). STC

등치선도는 세로축을 검층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과

시간 대신 일반 지구물리분야에서 잘 사용하는 속도로 바꾸어

나타내었다. 적용된 윈도우 폭은 150 µsec이다. Fig. 5는 측정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STC 결과(Fig. 5a)가 만족스럽지

못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터링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한

것(Fig. 5b ~ f)이다. 필터링에서는 여러 대역통과필터(band

pass filter)를 적용하였으나 그 중에서 모서리주파수(corner

frequency)를 3 kHz, 9 kHz, 12 ~ 18 kHz, 및 30 kHz로 한 필

터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5에서는 주 주파수

10 kHz 음원의 파형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필터링 효과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으로 1) 앞서 제시된 파형관찰에서

15 kHz 내외의 주 주파수에서 P파 및 S파 신호가 강하게 인

지되었음과 2) 진폭스펙트럼 관찰에서 7 ~ 15 kHz 주파수가

가장 탁월한 주파수영역으로 나타났으며 3) 다음에 제시될 주

주파수별 STC 결과 중에서 15 kHz 이상의 중심 주파수에서

선명한 STC 극대가 관찰되었음이 함께 감안된 결과이다. 

Fig. 6은 3개 모형공에서 얻어진 STC 등치선도로서 P파, S

파 및 스톤리파에 해당되는 STC 극대의 존재를 공별로 비교

하여 제시하고 있다. 모형공 사이의 원활한 비교를 위하여 일

관성 값을 동일한 축척으로 표시하였다. 3개 모형공 모두에서

주 주파수 20 kHz의 음원 자료가 이용되었다. 가장 낮은 밀도

모델인 모형공 KLW-1(a)에서는 주시 350 µs와 600 µs 일대

에 형성된 2개의 극대점으로부터 2.9 km/s와 1.8 km/s의 속도

값을 얻고 이들을 P파, S파 신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주 주

파수 15 kHz 음원자료로부터의 초동 피킹으로 얻은 P파와 S

파 속도에 대비시킬 수 있었다. 중밀도의 모형공 KLW-2(b)에

서는 P파속도 3.4 km/s와 S파속도 2.0 km/s를 얻었으며, 고밀

도의 모형공 KLW-3(c)에서는 P파속도 3.7 km/s와 S파속도

2.1 km/s를 얻었다. 여기에서 음원의 주 주파수 선택은 P파 및

S파 극대점이 가장 잘 나타난 것으로 하였으나 음원의 주 주

파수가 15 ~ 20 kHz인 경우, 음원 주 주파수가 속도값에 미치

는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STC로 얻은 모든 모드의 속도분포

는 초동 피킹에 의하여 결정된 속도 값과도 거의 일치함을 보

였다. 한편 모든 모형공에서 약 1.5 km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STC 극대와 1.3 km/s 내외의 속도에서 미미하게 변화하는

STC 극대는 각각 유체파와 스톤리파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속도값의 분포는 음파 자료의 품질 분석의 일환으로

시도된 STC 투영(Hsu and Chang, 1987)으로 보다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었다. Fig. 7은 KLW-2 모형공에서 수행된 STC

투영의 예로서 150 µs에서 300 µs에 이르기까지 50 µs 간격

의 4가지 윈도우 폭을 사용하여 구해진 STC 결과를 통과시간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Fig. 6b에서 제시된 STC 등치

선도에 대비되는데, Fig. 7에서 200 µs 윈도우 폭의 STC 결과

를 속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 Fig. 6b에 해당된다. 그 결과, 4

개의 매우 일관성 높은 극대점이 얻어졌으며 첫 번째, 두 번째

및 4번째 극대가 각기 P파, S파 및 스톤리파에 해당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톤리파와 S파 보다는 뚜렷하지 못하지만 일관

Fig. 6. Comparison of STC contour maps obtained from boreholes KLW-1, KLW-2 and KLW-3. P, S, F and ST represent P, S, fluid, and

Stoneley waves, respectively. 

Fig. 7. Projected semblance as a function of slowness for three-

receiver arrays in borehole KLW-2. Numbers in the legend represent

the window width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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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면에서 거의 P파 경우에 비견될 수 있는 세 번째 극대의

존재가 유체파이다. 4개의 윈도우 폭을 적용한 결과는 P파의

윈도우 폭 300 µs 경우만 제외하면 모두가 거의 동일한 결과

를 보였으며 초동피크나 일반적인 STC 방법에 비하여 보다

정확한 속도결정이 가능했다. 모형공에서 결정된 각 모드의 속

도값은 Table 2에 제시되었다. 

STC 특성 분석

주 주파수의 영향

얻어진 STC 결과는 주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 그 특성이 달

라질 수 있다. Fig. 8과 Fig. 9는 주 주파수를 달리하여 얻어진

STC 등치선도로서 각기 가장 낮은 밀도(KLW-1)와 가장 높은

밀도(KLW-3)의 모형공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모든 공에서 1

kHz, 5 kHz, 10 kHz, 15 kHz, 20 kHz 및 30 kHz의 주 주파

수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중심주파수 효과의 비교를 위하

여 일관성 값을 동일한 축척으로 표시하였다. 동일한 대역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3 kHz, 9 kHz, 18 kHz, 30 kHz의 모서리주

파수를 적용하였다. 

가장 밀도가 낮은 모형공에서 얻어진 STC 등치선도(Fig. 8)

에서는 주 주파수별 극대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나타

나나 P파, S파 및 스톤리파의 속도에 대비되는 3 종류 STC 극

대의 존재는 인지할 수 있었다. 스톤리파는 주 주파수의 높고

낮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 주파수 영역에서 거의 동

일하게 뚜렷한 양상의 STC 극대를 보인다. P파의 경우에는

15 kHz 이상의 주 주파수에서 안정된 STC 극대가 인지되고

있는 반면에 10 kHz 이하의 주 주파수 영역에서는 극대가 왜

곡되어 P파속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며 특히 I kHz에

서는 심한 노이즈로 극대점 형성이 매우 불량하게 나타났다.

S파의 STC 극대는 전 구간에 걸쳐 나타나나 안정된 STC 극

대는 역시 15 kHz 이상의 주 주파수 영역에서 인지되었다. 높

은 밀도 모형공(KLW-3)에서 얻어진 STC 양상(Fig. 9)은 전반

적으로 밀도가 낮은 모형공에서의 결과(Fig. 8)에 비하여 극대

점 형성 상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며, 아울러 각 모드가 잘

나타나는 주 주파수의 크기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 주

파수 크기가 감소되는 경향은 P파의 STC 극대가 5 kHz 주 주

파수에서도 비교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에서 잘 나타난다. 중

간 밀도의 모형공 KLW-2에서의 결과 또한 제시된 전반적인

경향 내에 있음을 보였다. 

이상의 관측 결과에 따라 주 주파수에 따른 각 모드별 특성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1) P파의 경우 중심 주파수가 높

은 영역에서 STC 극대가 양호하게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15

kHz 이상의 주 주파수에서 극대의 존재가 잘 관찰되었다. 2)

S파 또한 주 주파수가 높은 경우에 잘 관찰되나 P파에 비하면

주파수 영역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수진기 수의 영향

수진기 수가 STC에 미치는 영향 내지 한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이 연구에서는 각 수진기 위치에서의 이론적 모형파형을

구하고 이들의 조합이 만드는 STC 결과를 유도하고 그 결과

를 비교해 보았다. 각 수진기에서의 모델 파형 계산에서는 균

질 등방의 무한체인 지층 속에 유체로 채워진 시추공이 존재

Table 2. Sonic velocities from STC analysis in boreholes KLW-1,

2 and 3.

KLW-1 KLW-2 KLW-3

Vp 2.89 km/s 3.42 km/s 3.73 km/s

Vs 1.78 km/s 2.03 km/s 2.14 km/s

VStoneley 1.24 km/s 1.30 km/s 1.35 km/s

Fig. 8. STC contour maps from center frequencies ranging from 1 to 30 kHz for monopole source in borehole KL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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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순 모델로 가정했으며(Table 1) 음원은 시추공 중심에

놓여 있는 하나의 점원으로 가정하였다. 이론적 모델파형 유도

를 위한 음원 함수는 Chen et al. (1996)에 의해 제시된 주파

수 영역에서의 체적변화함수를 적용했다. 

파형 모델링을 위한 전반적인 계산 과정은 Kurkjian and

Chang (1986)의 방법을 따랐으며 3단계로 구분하여 1) 반사장

(reflection field) 계산, 2) 직접장(direct field) 계산, 3) 직접장

과 반사장의 합산 후 를 곱하기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반사장 계산 과정에서는 이산파수법(discrete wavenumber

method)을 이용한 파수적분(k integral)과 이산푸리에변환

(discrete Fourier transform)에 의한 주파수적분(ω integral)을

수행하여 공간-시간 영역에서의 반사장 계산이 이루어졌다. 음

원 및 수진기 위치는 사용 장비에서의 위치와 동일하게 하여,

첫 번째 수진기(RX1)는 음원(TX)으로부터 3 ft 떨어져 있고

그 이후 수진기 간의 간격을 1 ft로 설정하였다. P파주시(tα)와

S파주시(tβ) 계산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단, z는 음원- 수진

기 거리, a는 수진기-공벽 거리, Vp는 지층 P파 속도, Vs는 지

층 S파속도, 그리고 Vf는 유체속도이다.

 (3)

 (4)

Fig. 10은 모형공 KLW-2의 물성변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모

델 파형들이며, Fig. 11은 그 모델 파형을 사용하여 얻어진

STC 결과들이다. Fig. 11a에서는 1번과 2번째 수진기에서 얻

어진 두 파형만으로 STC를 수행한 경우이며 (b)는 3번째 수

진기까지의 3개 파형, 이후 4, 6, 8 10번 수진기까지의 4개 파

형(c), 6개 파형(d), 8개 파형(e) 및 10개 파형(f)을 이용한 STC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는 역시 STC 기법이 석유시

추공에서의 음파검층과 같이 수진기의 수가 많은 경우에 효과

적인 자료처리 방법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아울러 주어진 환

경에서의 STC 적용에서 가장 민감한 수진기 수의 경계가 4개

로 나타난 점이 주목되었다. 즉, 수진기가 4개 이상인 경우에

는 수진기 수 증가에 따른 개선의 정도가 미미한 반면에 수진

기 수가 3개와 2개로 줄어짐에 따라서는 STC 결과가 현저하

게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시추심도가 짧은 토목이나 지하

수관련 소구경 시추에서 수진기 수의 증대가 큰 부담이 됨을

감안할 때, 4개의 수진기가 가장 합리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 결과는 3개의 수진기 경우에도 적용의 가능성이 충분

하며 3개의 수진기를 사용한 금번 모형공 실험에서 나타난 양

호한 STC 결과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천부토목시추

공에서 예상되는 암질 조건이 콘크리트 모형공에 비하여 좋지

e
ω

I
t
max

tα=
z

vp

----+2a
vp

2
vf

2
–

vpvf

-------------------

tβ=
z

vs

----+2a
vs

2
vf

2
–

vsvf

-------------------

Fig. 9. STC contour maps from center frequencies ranging from 1 to 30 kHz for monopole source in borehole KLW-3.

Fig. 10. Theoretical model waveforms expected from monopole

sonic log with 10 receivers in KL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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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을 감안한다면 3 채널 음파검층에서의 STC 적용에 추가

적인 한계를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초동 피킹 방법과 연계

한 보다 세심하고 계획적인 적용이 전제된다면 암질 악화 사

태가 자주 예상되는 토목조사시추공에서도 적용의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2채널 음파검층에서의 STC

활용은 그 자체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초동피킹 방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 언

음파검층을 사용하여 획득한 파형으로부터 정확한 속도분석

을 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다채널 석유검층에서 많이 이

용되고 있는 STC 방법을 NX 공경의 3 채널 음파검층에 적용

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진 3개의

모형공에서 주 주파수 1, 5, 10, 15, 20 및 30 kHz의 단극 음

원을 사용하여 얻어진 파형은 자료획득에 사용된 음원 주 주

파수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STC 또한 적용된 중심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 STC 극대의 값의 크기 및 형태에서 차

이를 보였다. 대체로 P파는 중심 주파수가 15 kHz 이상으로

적용된 경우에서 STC 극대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S파는 P파

에 비하면 약간 낮게 나타나는 편으로 10 kHz 이상의 주 주

파수에서 잘 관찰되며 S파속도가 작을수록 나타나는 주 주파

수 영역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획득된 음

파 파형과 진폭스펙트럼 분석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주 주파수의 선택에 따라 STC에 의한 모드

별 속도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였으며 특

히 초동피킹 방법과 셈블런스 투영법의 병용으로 각 모형공에

서의 음파속도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 얻어진 P

파 및 S파의 속도는 모형공 KLW-1에서 2.89 km/s와 1.78 km/

s, 모형공 KLW-2에서 3.42 km/s와 2.03 km/s, 모형공 KLW-3

에서 3.73 km/s와 2.14 km/s로 제시되었다. 모델에 따른 스톤

리파의 속도도 각기 1.25 km/s, 1.3 km/s 및 1.35 km/s로서 주

어진 지층 밀도 및 P, S파 속도 값으로부터 예상되는 스톤리

속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수진기에서 예상되는 이론적 모형파형의 조합이 만

드는 STC를 분석한 결과는 시추심도가 짧은 일반적인 토목

또는 지하수관련 검층에서 4개의 수진기 조건이 가장 이상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수진기 조건에서는 초동피킹 방법

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며, 반대로 2개의 수진기 경우에는 초

동피킹 방법의 보조수단으로서 STC 방법의 활용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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