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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흑색 셰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탄성파 주시 토모그래피 탐사를 수행하였다. 흑색 셰일은 퇴적암 기원으로 속도

이방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시 토모그래피를 적용하여 정확한 역산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방성

을 역산 과정에 적용하였다. 속도 이방성 계수는 탐사에서 획득한 자료에 대하여 탄성파의 초동시간에 의한 직선파선으

로 가정한 속도와 전파각이 형성하는 이방성 타원의 형태로부터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수평방향의 전파속도가 수

직방향의 전파속도보다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도 이방성 계수는 역산 과정에 적용되어 실제 지질구조에 부합하는

속도 구조를 획득하였다. 속도 이방성을 고려한 역산은 동일한 지역에서 3개의 구간에서 수행하였고, 각각의 결과는 지

표지질 및 시추결과와 비교하여 높은 유사성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탄성파 주시 토모그래피, 흑색 셰일, 이방성, 초동시간, 전파각, 이방성 타원 

Abstract: Seismic traveltime tomography technique was conducted at a site composed of black shale. It is well known

that black shale has strong anisotropic property. Therefore, the anisotropic property of black shale has to be considered

to obtain the appropriate subsurface velocity model by an inversion process. To estimate the anisotropic constant of the

velocity of the black shale in the survey area, the relation between the velocity, which is calculated by the straight ray

path and the first arrival time, and the angle of the ray propagation was examined. The elliptically shaped relation was

found and it reveals that the black shale contains the anisotropic property of velocity. It was also noticed that the

horizontal velocity is faster than the vertical velocity. When the estimated anisotropic constant was applied in the process

of the velocity inversion for three sets of field data, we could obtain the appropriate velocity structures of the site that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the geological survey. 

Keywords: seismic traveltime tomography, black shale, anisotropy, the first arrival time, propagation angle, anisotropic

ellipse 

서 론

탄성파 토모그래피 기법은 토목,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밀한 지하 정보를 얻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물리탐사법이다.

이 기법은 대부분 지하매질이 등방성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

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방성의 정도는 미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만약 지하매질이 무시할 수 없

는 정도로 이방성을 나타내는 경우 자료처리 및 해석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 토모그래피 영상은 매우 왜

곡될 것이다(김정호 등, 2005). 이방성으로 인한 오류는 송수

신 배열 특성에 의하여 전파각이 넓게 형성되는 시추공간 탄

성파 토모그래피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정창호, 2006), 이방성

은 퇴적암, 변성암뿐만 아니라 단층, 파쇄대와 같은 불균질대

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ynn, 1996). 

본 논문에서는 이방성이 강한 흑색 셰일로 구성된 지역에서

시추공간 및 시추공−지표간 탄성파 주시 토모그래피를 수행

하고 그 결과를 시추조사 및 지질조사와 비교하여 이방성을

고려한 탄성파 주시 토모그래피가 정확한 지하 속도구조의 영

상화를 위하여 필요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탄성파 P파 속도

의 이방성을 고려한 주시 토모그래피는 속도이방성계수를 역

산에 포함하는 기법(정창호, 2006)과 적합한 속도이방성계수

를 자료에서 추출하여 고정시키고 속도만을 역산하는 기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적절한 이

방성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탐사 구간에서 획득한 모든 자료

2007년 9월 19일 접수; 2007년 10월 30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E-mail: kjselog@geeha.co.kr

Address: Subsurface Information Technologies Inc., Suit #321,

Byucksan Digital Valley II, 481-10, Gasan-dong,

Geumcheon-goo, Seoul, 153-783 Korea



394 강종석·차영호·이광배·조철현

에 대한 초동시간을 발췌하고 이를 전파각과 초동시간에 의한

직선파선으로 가정한 속도와의 관계를 도시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이방성 계수는 암석 시료로부터 획득

한 탄성계수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방성 계수

는 역산 과정에 대입되어 탄성파 토모그래피 속도 영상을 획

득하였으며, 이방성을 고려하여 얻은 속도 구조는 시추 조사

및 지질 조사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탄성파 토모그래피는 흑색 셰일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3개의 구간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방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역산결과가 정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함을 볼 수 있었다.

 

현장 개요

탐사는 ○○ 지하철 ○호선 건설공사를 위한 지반 조사 현

장에서 수행되었다. 탐사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으며, 시추조

사 및 지질조사결과, 흑색 셰일류의 퇴적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지질구조 분포 현황은 Fig. 1

에 나타내었으며, 충적층과 퇴적암이 이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단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고, 그 방향은 북북서−남남동 방향과 북동−남서 방향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단층의 경사각은 65 ~ 80° 정도로 분포

한다. 시추조사결과 조사구간의 시추공 대부분에서 매립층−

퇴적층−기반암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반암은 대부분

의 시추공에서 지표에서 10 m 이내의 심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탄성파 토모그래피는 Fig. 1의 지질도에서 확인되는 단층의

존재 유무 및 단층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행되

었다. 탄성파 토모그래피 수행지역은 전 노선에 걸쳐 수행하고

자 하였으나, 혼잡한 외부환경 때문에 점선으로 표시한 3개 구

간 A, B, C에서 수행하였다. Line A 의 경우는 STA. 30K240

~ STA. 30K500으로 탐사거리 260 m이며, Line B의 경우는

STA. 30K600 ~ STA. 30K840 으로 탐사거리 240 m이다. 마

지막으로 Line C는 STA. 31K140 ~ STA. 31K540으로 400 m

이다. 각 구간의 시추공 정보는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시추

공간 거리는 대체로 80 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추

공의 심도는 40 ~ 60 m 정도이다.

탄성파 토모그래피 탐사

자료 획득

탄성파 토모그래피 탐사는 3개 구간에서 수행되었으며, 탐

사 방법은 Fig. 2에 나타나있다. 시추공간 거리가 80 m 정도

로 비교적 먼 거리이기 때문에 송신원으로 화약을 소량 사용

하여 시추공에서 발파하고, 지표와 시추공에서 동시에 기록하

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시추공과 지표에서 동시에 자료를 취득

하는 이유는 시추공간 자료만 이용하는 경우는 파선 커버리지

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표부근의 신호를 거의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표에도 수진기를 설치함으로써 파

선 커버리지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지표 부근에도 신뢰성

있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송신원은 시추공에만 설치하였으

며, 시추공 바닥부터 시작하여 지하수위까지 2 m 간격으로, 지

하수가 없는 구간에서는 흙과 자갈 등으로 시추공을 채운 후

심도 5 m까지 송신원을 설치하였다. 또한, 시추공에서 1 m 혹

Table 1. Borehole information for seismic tomography in survey area A, B, and C.

A 구간(30K240 ~ 30K500) B 구간(30K600 ~ 30K840) C 구간(31K140 ~ 31K540)

시추공
번호

위치(m) 심도(m)
시추공
번호

위치(m) 심도(m)
시추공
번호

위치(m) 심도(m)

TB-1 30K258 41.5 TB-5 30K619 43.6 TB-9 31K138 41.5

TB-2 30K340 43.7 TB-6 30K698 44.0 TB-10 31K215 39.4

TB-3 30K428 42.7 TB-7 30K771 43.1 TB-11 31K300 63.6

TB-4 30K504 42.7 TB-8 30K844 44.2 TB-12 31K383 39.1

TB-13 31K462 40.2

TB-14 31K542 40.5

Fig. 1. Engineering geology map and location of seismic tomography survey line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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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 m 간격의 하이드로폰을, 지표에는 10 m 간격의 지오폰

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시추공에 설치하는 하이드로폰에서 48

채널의 자료를 획득하고 지표에서는 24 또는 48 채널의 자료

를 획득하였다. 

이방성 분석

탐사지역은 흑색 셰일로 구성된 곳으로 퇴적되는 환경에서

수평적으로 지층이 발달하여 이방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 흑색 셰일은 결정 구조가 판상 구조이고, Rama-

murthy and Arora (1993)의 분류에 따르면 1.1 ~ 2.0 이상의 이

방성을 가지는 것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발췌한 초동시간을 이

용하여 먼저 이방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 탄성파의 초동시간에 의한 직선파선속도와 전파각의 관계

를 도시하여 이방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탄성파 토모그래피 탐

사가 수행된 3개 구간에서 획득한 자료 중 시추공에 송신기와

수신기가 위치하는 자료만을 정리하여 직선파선속도와 전파각

의 관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이 때, 전파각은 송신점에서

수신점을 연결한 직선과 수평선사이의 각을 나타낸다. 

이론적으로 탄성파가 전파되는 매질이 등방성 매질이라면

직선파선속도와 전파각의 관계는 완전한 원형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탐사 결과 직선파선속도와 전파각의 관계는 Fig.

3과 같이 수평방향으로 속도가 빠른 타원형을 나타내었으며,

타원의 장축과 단축의 비는 약 1.35 정도 되었다. 이러한 타원

형태의 관계는 탐사구간의 매질이 강한 속도 이방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이방성을 고려하여 해

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직선파선속

도와 전파각의 관계를 도시할 때 지표부근에서 발달한 저속도

층이 깊게 분포할 경우 분석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

만 탐사구간 전체에서 지표 수미터 하부에서 흑색 셰일이 확

인되었기 때문에 Fig. 3의 결과는 대부분이 흑색 셰일의 이방

성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추정할 수 있다. 탄성파 초동시간에

의한 직선파선속도와 전파각을 이용하여 추론한 이방성 정도

를 다른 접근 방향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암석 실험을 수행하

였다. 공사구간 내에 흑색 셰일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수평방

향 탄성 계수와 수직방향 탄성계수의 비로 나누어 공사구간

내 탄성계수와 이방성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이방성 실험 결과 흑색 셰일의 이방성 계수는 1.226 ~ 1.675

의 범위를 가지며, 직선파선속도와 전파각을 이용하여 구한 이

방성 계수(1.35)가 암석실내실험 결과 취득한 이방성 계수의

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시 역산에서 이방성 계

Fig. 2. Schematic diagram of Seismic Tomography Survey.

Fig. 3. Polar plots showing the elliptic relationship between the velocity, which is calculated by the straight ray path and the first arrival time,

and the propagati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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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1.35로 설정하여 역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또

한 특이한 점은 이방성 타원의 장축 방향이 전파각 5° 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이방성의 기울기라고 판단되며, 전

체적인 층리의 방향과 유사한 범위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인접한 시추공에서 시추공 영상 촬영(BIPS)을 실시한 결과인

Fig. 4에서 보이듯이 층리의 경사가 주로 5o에서 6° 정도로 수

평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내는 것과 일치한다.

 이방성 탄성파 주시 토모그래피 해석 

이방성을 고려한 주시 토모그래피 역산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으나 몇몇 연구자에 의해 그 알고리듬이 개발되어 왔다.

Vasco et al. (1997)은 미약한 이방성을 가정하여 이방성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였으며 파쇄대를 영상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국내에서는 Jung and Kim (1999)이 간단한 이방성 모형인 타

원형 이방성 매질을 가정한 이방성 토모그래피 역산 알고리듬

을 개발하여 터널 굴착에 따른 주변 암석의 물성 변화를 파악

하는데 성공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김정호 등, 2005). 정창호

(2006)는 이방성계수를 포함한 탄성파 토모그래피 역산기법을

이용하여 석회암지역에서 얻은 탐사자료를 해석하는데 적용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GeoTom, LLC의 상용프로그램인 GeoTom

CG를 이용하여 역산을 수행하였다. 이 S/W는 3차원 탄성파

토모그래피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이방성 계수를 앞서

설명한 타원을 이용하여 구하고 이를 역산 수행 전 설정한 초

기 모형에 X, Y, Z 방향에 대하여 입력함으로 구현된다. 본 연

구에서는 앞서 확인된 이방성의 방향과 크기를 고려하여 X방

향으로는 1.345, Z 방향으로는 0.996로 설정하였다. 또한 전체

매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방성계수와 방향을 설정하였다. 지

표부근의 저속도층이 5 m 내외로 비교적 얇게 분포하고 있으

며, 시추공에서 지표까지의 최단 시간의 파선은 일반적으로 기

반암을 많이 통과하고 지표부근의 저속도층에서는 거의 수직

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파선 경로에서 지표부근의

저속도층에서 수평방향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표부근의 저속도층에 대하여도

기반암과 같은 이방성계수를 설정하여도 역산결과에는 큰 영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이방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토모그래피 영상의 왜곡

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 5에 Line A의 자료를 등방성 가정 하

에 탄성파 주시 토모그래피 역산을 수행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Fig. 5에서 나타나듯이 시추조사결과와 전혀 다른 형태의 속도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TB-1과 TB-3의 점선

부분에서는 경암임에도 매우 낮은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TB-

2와 TB-4의 점선 부분에서는 연암에서 높은 속도를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이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방성

이 큰 매질에 대한 주시 토모그래피를 수행하면, 지하 매질의

정확한 속도영상을 얻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Anisotropy ratio estimated by horizontal and vertical elastic modulus for core samples.

공 번 심도(m) 포아송비(ν )
탄성계수(× 104 MPa)

E1/E2 암종
E 1(수평방향) E2(수직방향)

TB-2 29.45 0.25 8.24 5.0 1.648

흑색 셰일

TB-4 27.5 0.25 0.67 0.4 1.675

TB-8 36.27 0.25 1.97 1.26 1.563

TB-9 31.3 0.25 7.73 5.42 1.426

TB-12 8.4 0.25 4.74 3.07 1.544

TB-14 30.35 0.25 5.86 4.78 1.226

Fig. 4. BIPS results showing the directions, spacings, and images of fractures and strafications of the boreholes TB-5-1 and TB-14-1 which

are near the survey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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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 of traveltime tomography for Line A under the isotropic assumption.

Fig. 6. Results of traveltime tomography for (a) Line A (b) Line B (c) Line C using the anistropy ratio (1.35). The velocities in the tomograms

represent the minimum velocities of vertically propagating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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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앞서 설정된 이방성 계수(1.35)를 적용하여 주시 토

모그래피 역산을 수행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이 때, 탄성파

속도는 이방성 타원의 단축방향 기준속도(최저속도)이다. 그림

에서 보듯이 Line A, Line B, Line C에서 수행한 탄성파 토모

그래피 결과는 시추 조사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

히 Line A의 결과를 살펴보면, TB-1 부근에서 상부의 경암과

하부의 연암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TB-2 하부

의 연암, TB-3의 경암부, TB-4의 연암부의 영향도 잘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TB-2 상부 경암 부위가 이방성을 고

려한 처리 후 오히려 낮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TB-2 하부에서 확인된 단층이 지표지질조사에서 토모그

래피 단면을 약간의 경사를 가지고 교차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TB-2 부근 단층의 분포 양상이 저속도 이상대로

속도단면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Line A에서 STA.

30K320 ~ 350 구간 및 STA. 30K490 ~ 500 구간에서 지표지질

조사와 시추조사에서 확인된 단층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저속도 이상대가 나타나 있으며, Line B에서도 STA.

30K680 ~ 710 구간에서 저속도 이상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부근의 시추공에서는 다른 시추공과 비교하여 암질이 좋지 않

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Line C에서 STA.

31K280 ~ 320 구간에서 단층 영향 의한 파쇄대로 예상되는 수

직방향의 저속도 이상대가 분포함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속도 이방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흑색

셰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탄성파 주시 토모그래피를 수행

할 때, 이방성을 고려하여야만 정확한 속도분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흑색 셰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탄성파 토모

그래피 탐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흑색 셰일은 이방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흑색 셰일이 가지고 있는 이방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토

모그래피 영상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시 역산을 수행

하기 전 탄성파 초동시간에 의한 직선파선으로 가정한 속도와

전파각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한 이방성 계수와 암석 시료의

탄성계수로부터 얻은 이방성 계수를 비교하여 이방성 계수

(1.35)와 방향(5°)을 역산 변수로 대입하여 탄성파 토모그래피

영상을 획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이방성 특성이 있는 흑색 셰일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에서

이방성을 고려한 토모그래피 역산을 수행한 결과 실제 지표지

질조사와 시추결과로부터 얻은 지질구조에 잘 부합하는 속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은 등방성 매질이 아니라 이방성 매질이

므로, 탄성파 토모그래피 해석하기 전에 초동시간에 의한 직선

파선으로 가정한 속도를 이용하여 이방성을 파악한 후 이를

역산 과정에 반영시킴으로 우수한 토모그래피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퇴적암류와 같은 이방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직선파선속도와 전파각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방성이 확인되

는 경우 속도 이방성을 고려한 주시 토모그래피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3. 이방성 계수는 직선파선속도와 전파각을 이용하여 1.35임

을 추정하였으며, 이는 암석 시료 실험의 결과와 부합함을 확

인하였다.

4. 본 연구에서 파선경로를 직선으로 가정하여 이방성을 구

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방성 계수보다는 근사적인 이방성 계수

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파선의 휘어짐을 고려한 이방성 계수

도출이 가능하다면 더욱 정확한 지하 영상화가 가능하리라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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