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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에서는 심부 소형 터널의 탐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탐사법이 응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탄성파 자료 처

리에서는 주로 주시를 이용한 주시역산법이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측정 시추공간의 짧은 거리와 초동의 피킹 오차 등에

의해서 터널의 정확한 위치 해석은 매우 부정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파동원에 의한 진폭법을 이용한 오차 토모그

램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론 모형자료와 실제 현장 자료에서 여러 개의 파동원을 조합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터널의 위치

를 계산하였다. 

주요어: 탄성파탐사법, 터널 감지, 주시역산, 복수파동원, 진폭법, 오차 토모그램

Abstract: Several prospecting methods have been used to detect deep seated small tunnel in Korea. Tunnel interpretation

of seismic method has been performed mainly by wave traveltime inversion method. But it often gives inacurate solution

for the exact tunnel position because of the short distance between two measuring boreholes and picking errors of first

arrivals. In this study, “error tomogram” was proposed to detect tunnel position and applied to theoretical and field dat

using multi-source amplitude data.

Keywords: seismic method, tunnel detection, traveltime inversion, multi-source, amplitude method, error tomogram

서 론

국내에서는 심부의 소형 지하 터널을 탐사하기 위하여 이

론모형 연구 및 현장 측정이 여러 탐사 방법으로 추진되어 왔

다(서백수 등, 2005; McCann, 1986). 주시역산은 탄성파가

격자(mesh)를 통과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매질

의 속도를 연립방정식을 통하여 풀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

에서 보면 터널의 크기가 작고 터널과 모암의 속도 차이가 클

경우, 탄성파가 직진하여 도착하는 것보다 터널 주변을 타고

넘어서 도착하는 것이 더 빨리 도착함을 알 수 있으므로 주

시역산에 의한 계산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서백수

등, 2006). 또한 전파형역산의 경우에는 주시역산의 초동자료

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시간대의 파형을 비교하는 관계로

매우 정확한 자료를 요구할 뿐 아니라, 전파양상을 그대로 재

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실용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한현철, 1998). 

본 연구의 대상은 심부 터널의 크기가 알려져 있고, 주위

모암이 균질한 암석인 경우이며 터널 및 모암의 전파속도를

알 수 있는 경우로 국한하다. 이론적인 비교분석에 필요한 자

료는 유한차분법 등을 통하여 손쉽게 계산해 낼 수 있는 파

동의 도달시간인 초동주시와 진폭자료이다. 소형 심부 터널의

경우에는, 터널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터널 내부와 주위 모

암의 전파 속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

고 시추공간의 거리가 20 m 내외여서 초기도달시간(first

arrival time)의 차이가 매우 작고, 자료 발췌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시역산을 통한 터널의 위치

추적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모형을 계산하는데

있어 기존 역산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Becht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초동주시보다 크기의 차이가 많은

진폭을 사용하고,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한 오차 토모그

램을 사용하여 터널의 위치추적을 시도하였다. 터널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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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방법으로 여러 곳을 가상터널로 지정하여, 각 가상터널

의 위치에 대하여 유한차분법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

과와, 실제 측정 자료를 대조하여 그 중에서 가장 잘 일치하

는 결과를 보이는 터널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우선 하나의

터널을 가진 터널 모형을 가정하여 이 터널을 찾아가는 이론

적인 모형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살펴보고, 실제상황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자료에 적용하여 보았다.

오차 토모그램의 이용

자료처리는 터널 위치와 터널 및 모암의 전파속도가 정해

져 있는 기준모형에 대한 계산 자료인 “목표자료”를 먼저 구

하여 놓고, 가상의 터널을 설정해서 구한 “추정자료”를 비교

하는 것이다. 1 m 간격으로 터널의 위치를 옮겨 이론적 자료

(추정자료)를 구하고, 터널이 존재할 경우의 자료(목표자료)와

의 각 수신점별 자료의 오차의 제곱의 합을 구한다. 이를 토

모그래피(tomography) 방법처럼 위치별로 오차에 따른 색깔

을 달리 주어 어떤 분포 형태를 보이는가를 분석하며 이를

“오차 토모그램”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중앙에 터널이 있다

고 가정하고 모형의 한쪽에 파동원이 존재하는 기준모형에

대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대편에 배열되어 있는

수신기 Ri(i = 1, 2, …, n)에서의 트레이스(trace)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 트레이스 자료에서 최대 진폭과 같은 필요한 목

표자료 Ai(i = 1, …, n)를 찾는다. 기준모형에서 터널의 위치

가 임의의 지점 α로 달리하는 가상모형에 대하여 얻어지는

추정자료를 ai

α(i = 1, …, n)라 하면, 두 자료간의 오차의 제곱

의 합(Sα)은 

(1)

으로 나타내진다. 여러 지점의 α에 대하여 S
α가 최소가 되는

α(α∗)를 찾는 것이다.

즉

α
*= Smin

α (2)

이며, 이 α*가 찾으려는 터널의 위치로 추정할 수 있다. 

모형연구(Modelling)

이론 모형은 Fig. 1에서와 같이 시추공간의 거리는 20 m,

심도는 40 m로 내부 정중앙에 터널이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그 규모는 2 m×2 m (가로×세로)로 하였다. 모암의 탄성

파 속도는 5,000 m/s이며 터널의 탄성파 속도는 340 m/s이

다. 왼쪽 시추공에는 심도 65 m, 75 m, 85 m 지점에 파동원

이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오른쪽 시추공에는 0.5 m 간격으로

수신기를 배열하여 수신기의 갯수를 변화하면서 계산하였으

며, 총 80개의 파선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론적 자료

는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계산을 행하였으며 격자(mesh) 간

격은 0.125 m로 하였다(서상용, 1982). Fig. 2는 Fig. 1의 모

형에 대해 계산된 합성 탄성파 단면의 예로서 파동원이 75 m

에 위치할 때의 결과이다.

 단일 파동원을 이용한 분석

파동원의 심도를 각각 65 m (1/4 지점), 75 m (1/2 지점),

S
α

 =  
i 1=

n

∑ ai

α

−Ai( )
2

Fig. 1. Tunnel model.

Fig. 2. Synthetic seismogram for tunnel model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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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m (3/4 지점)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Fig. 3(a), (b)는 파동

원의 심도가 각각 65 m, 85 m 일 때 지하 터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오차 토모그램이며, 오차가 파동원을 중심으로

등고선 형식으로 작아짐을 볼 수 있다. 이때 x, y축은 각각

시추공 간의 거리와 심도를 나타내며, 색채 기둥(color bar)의

단위는 상수를 나타낸다. Fig. 4(a), (b), (c)는 지하 터널이 존

재하는 경우로서 파동원의 심도가 65 m이고 수신기가 각각

A (1번~ 80번), B (41번 ~ 80번), C (1번 ~ 40번)로 이동하였

을 때의 오차 토모그램이다. 

A와 B의 경우에는 수신기의 범위 내에 지하터널의 영향이

감지될 수 있지만 C의 경우에는 터널에 관한 정보를 수신기

에서는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한 B의 경우에는 A의

경우보다 파동원에서 터널 방향으로 수신기가 집중적으로 위

치하기 때문에, Fig. 4(b)의 오차 토모그램에서는 Fig. 4(a)에

비해 오차의 상한이 반 이상 줄어듦(28.709에서 12로)을 볼

수 있다. Fig. 5는 역시 지하 터널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파동

원의 심도가 85 m이고 수신기가 80개 일 때의 오차 토모그

램이며, 파동원의 심도가 65 m인 Fig. 5에서와 같이 터널의

위치에서는 저오차(lower error) 대역이 파선의 방향에 따라

길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Fig. 6(a), (b)는 파동원의 심도가 75 m이고 수신기가 80개,

40개 일 때의 오차 토모그램이며, 수신기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림에서와 같이 오차 상한이 줄어듦(22.902에서 12,127로)

을 볼 수 있다. 

Fig. 3. Amplitude error tomograms by single source for model

without tunnel. 

Fig. 4. Effects of number of receivers and the position of receiver set on amplitude error tomogram.

Fig. 5. Amplitude error tomogram by single source at 85 m depth

for the tunnel model (shown in Fig. 1).

Fig. 6. Effects of the receiver set on amplitude error tomogram by

single source at 75 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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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단일 파동원을 이용한 오차 토모그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오차 대역은 파동원과 터널을 연결하는 방향

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으며, 이 저오차 대역을 더 좁혀야 정

확한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오차 대역

을 좁히고, 보다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으로는 (a) 터널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힌 수신점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b) 전

범위 수신점 자료를 사용하되 터널을 중심으로 가중치

(weight)를 높여 이용하는 방법, (c) 송신점의 수를 늘려 자료

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a)와 (b)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전체 수신점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저오차대역이 좁게 나타남

을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터널의 위치를 개략적

이나마 사전에 인지하여야만 가능할 것이다. 터널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에는 수신점을 좁혀 여러 차례 분석을 하는 방법

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80개의 수신점 대신

에 40개의 수신점을 이용하여 수신 번호 1-40, 수신 번호 11-

50, 수신 번호 21-60, 수신 번호 31-70, 수신 번호 41-80의 순

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상기 오차 토모그램들을 살

펴보면 터널을 통과하는 탄성파 자료가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오차 대역이 작게 나타나 보

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정확한 위치를 좁혀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복수 파동원을 이용한 분석

단일 파동원의 방법이 터널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는 한

계가 있는 관계로 복수 파동원이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단일 파동원 자료를 살펴보면 저오차 대역이 파동원과

터널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분포함으로 위치가 상이한 파동원

의 자료를 모으면 교차점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파동원의 조합을 A (10 m, 20 m, 30 m의 자

료를 이용할 경우), B (10 m, 30 m), C (10 m, 20 m), D (20

m, 30 m)로 정하여 계산하였다. Fig. 7(a), (b), (c), (d)는 터

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파동원의 조합이 각각 A, B, C, D

일 때의 오차 토모그램을 보여준다. A의 경우에는 오차 토모

그램 대부분의 영역에서 계산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B의 경

우에는 좌측 중앙부분, C의 경우에는 좌측 하단부분, D의 경

우에는 좌측 상단 부분에 계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

이 많음을 볼 수 있다. 파동원간에 거리가 먼 B의 경우에는

오차 토모그램의 좌측 중앙부근에 계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므로 현장자료 획득에서는 파동원의 간격도 염두에 두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장 탐사시 터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계산하여 장

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Fig. 8(a), (b), (c), (d)는 터널이

존재할 경우, 파동원이 각각 A, B, C, D 일 때의 오차 토모

Fig. 7. Amplitude error tomograms by different source combination

A, B, C and D for model without tunnel.

Fig. 8. Amplitude error tomograms by different source combination

A, B, C and D for tunnel model (shown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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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며 모든 그래프에서 터널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4개의 조합 모두 터널 위치를 중심으로 좁은 범위의 저

오차 대역을 보임으로써 정확한 터널의 위치를 추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C, D의 조합은 파동원의 위치

가 터널에서 다소 치우쳐 있어도, 터널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

을 보여 주므로,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되면 이 방

법의 효용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주

시 역산이나 전파형 역산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실제 자료가 불량할 경우, 이것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론적 자료와는 달리 실제 자료는 매우 불량하여 초동

주시 및 진폭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 또한 전체 파형을 비

교하는 전파형 역산은 현장 자료에 적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제시된 방법은 많은 파동원

의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전 시간대에 걸친 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측정된 자료 중 잘 나온 자료 일부만 가

지고, 그것에 대한 초동 주시와 진폭만 구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본다.

현장자료 분석

 연구대상 터널은 경기도 한 지역에 위치하며 터널 주위에

T1-T6까지 6개의 시추공이 위치한다. 터널의 크기는 가로, 세

로 각각 2 m이며, 터널의 깊이는 지표에서 약 75 m에 위치

한다. 시추공 간의 거리는 13.6 m이고, 각각의 시추공에는 1

개의 파동원과 71개의 수신기가 위치하였다. 파동원으로는

Vibroseis를 사용하였고, 수진기로는 간격이 1 m인 24채널

hydrophone을 사용하였으며 ABEM MK-6를 사용하여 자료

를 획득하였다. 측정 방법은 수신기를 지표에서 63 m지점에

서부터 1 m 간격으로 24개를 고정시키고, 파동원을 지표에서

60 m지점부터 1 m 간격으로 이동하면서 자료를 측정하였다.

그 중에 2개의 시추공인 T2-T4의 시추공 자료를 이용하여 상

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자료처리를 하였다. Fig. 9, Fig. 10

은 파동원이 각각 75 m (터널의 중심 부분)와 위쪽 방향으로

9 m 이동한 66 m에 위치하였을 경우의 현장자료이다. 

이때 Fig. 9(a), Fig. 10(a)은 현장 자료(raw data)이며, Fig.

9(b), Fig. 10(b)는 현장 자료를 트레이스별 정규화(trace

normalize)한 것이다. 파동원이 터널의 중심 부분에 위치한 자

료인 Fig. 9에서는 주시 및 진폭의 발췌가 가능하지만, 파동원

의 위치가 9 m 이동한 자료인 Fig. 10(a)의 아래 부분은 에

Fig. 9. Field data when source position is 75 m depth. 
Fig. 10. Field data when source position is 66 m depth. 

Fig. 11. Amplitude error tomograms by different source

combination A, B, C and D for fiel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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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의 약화로 자료의 발췌가 불가능하다. 트레이스별 정규화

한 Fig. 10(b)의 우측 부분은 초동 부분의 진폭과 얼마 후에

나타나는 진폭 등에 의해서, 자료처리에 필요한 진폭점을 찾

기가 매우 힘들다. 일반적으로 자료처리에 요구되는 진폭자료

는 초동의 위치와 거의 일치하나 정규화 등과 같은 작업에 의

해서 전체자료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하

여 이 부분을 자동으로 계산하기는 큰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

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파동원의 위치를 각각 심도 66 m (모형 상

1/4 지점), 75 m (1/2 지점), 84 m (3/4 지점)로 하고, 이 자

료들을 이용하여 상기의 자료처리 방법에 의해서 터널의 위

치를 추정하였다. 자료처리는 3개의 파동원 자료를 이용하는

복수 파동원 조합 A 계산결과는 Fig. 11(a)에서 볼 수 있으며,

중앙부분에 터널의 위치가 정확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조

합 B의 계산 결과인 Fig. 11(b)에서는 터널의 위치가 약간 오

른쪽으로 이동되었으나 터널 위치 추정에서는 큰 무리가 없

음을 알 수 있다. 조합 C, D의 계산 결과인 Fig. 11(c), (d)에

서는 터널의 위치가 각각 중앙에서 좌상단 방향, 좌하단 방향

으로 이동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이론계

산에서와 같이 파동원의 위치에 의한 파선방향에 의한 영향

으로 생각된다.

결 론

이상과 같은 연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이론 자료 처리에는 조합 A, B, C, D 모든 조합에서 터

널의 위치가 정확하게 계산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합 B

의 경우(파동원의 위치가 65 m, 75 m인 경우) 터널의 위치

가 좌측 시추공 근처에 존재할 경우에는 터널의 계산이 불가

능할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파동원의 간격은 예상되는 터널

의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조합의 결과

와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2) 현장 자료 처리에서 조합 A, B에서는 터널의 위치를 정

확하게 볼 수 있으나 조합 C, D에서는 파동원의 위치에 의

한 자료의 발췌오차에 의해서 터널의 위치가 야간 이동하여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지역을

탐사하는 현장자료에서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앞으로 현장 적용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 현장 자료 처리에 있어, 파동원과 터널과의 위치에서 각

도가 클수록 좋은 자료 획득이 매우 힘들다. 이것은 거리에

의한 파동 에너지의 약화로 보이며, 보다 강력한 파동원의 사

용을 권장하고 싶다. 또한 정확한 진폭 자료값을 얻기 위하여

트레이스별 정규화를 할 경우 파동원의 위치가 66 m, 84 m

(터널의 중앙 부근은 75 m)에 위치한 자료들은, 초동 진폭값

보다 얼마 후에 나타나는 진폭값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료 피킹에 주의를 요한다. 

4) 실제 자료는 이론적 자료와는 달리 매우 불량하여 초동

주시 및 진폭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오차 토모그램 방법은 이것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다. 이 방

법은 많은 파동원의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전 시간

대에 걸친 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측정된 자료 중 잘 나

온 자료 일부만 가지고, 그것에 대한 초동 주시와 진폭만 구

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주시역산과의

병행 연구가 더 진행되면 현장자료처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 터널 위치가 거의 중앙 부근에 위치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터널의 위치가 시추공 부근에 위치

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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