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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동발췌 방법과 이와 관련된 오차문제를 고찰하고 자료처리 전산화 측면에서 초동발췌 및 오차계산의 실용적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초동발췌 방법은 2단계로 구성된다. 1) 초동신호 중 트레이스 간 연속성이 양호한 최초의

피크(peak) 또는 트라프(trough)를 발췌한다. 2) 발췌시점 전방 일정구간의 기록을 직선으로 근사화 하고 이 직선의 시간

절편을 초동주시로 한다. 근사화 구간의 길이는 대략 초동 웨이브렛 폭의 1/4보다 다소 작게 설정한다. 초동발췌에 내재

된 오차의 정량적인 척도는 기록의 특정시점에 초동의 도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록의 길이로 정의한다. 기록의

길이를 나타내는 공식은 신호의 주파수대역과 신호대잡음비의 함수로 표시된다. 3개의 공대공 탄성파기록의 초동을 수동

및 제안한 방법으로 발췌하였고 각 트레이스의 오차한계를 계산하였다. 실험결과 제안한 근사직선 시간절편법의 우수한

성능과 발췌된 초동평가에 있어서 발췌오차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초동발췌 방법, 발췌오차, 웨이브렛 파형

Abstract: With consideration of the first arrival picking methodology and inherent errors in picking process, I propose,

from the computerization point of view, a practical algorithm for picking and error computation. The proposed picking

procedure consists of 2-step; 1) picking the first coherent peak or trough events, 2) derive a line which approximates

the record in the interval prior to the pick, and set the intercept time of the line as the first break. The length of fitting

interval used in experiment, is few samples less than 1/4 width of the arriving wavelet. A quantitative measure of the

error involved in first arrival picking is defined as the time length that needed to determine if an event is the first arrival

or not. The time length is expressed as a function of frequency bandwidth of the signal and the S/N ratio. For 3 sets

of cross-well seismic data, first breaks are picked twice, by manually, and by the proposed method. And at the same

time, the error bound for each trace is computed. Experiment results show that goo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picking

method, and the usefulness of the quantitative error measure in pick-quality evaluation. 

Keywords: first arrival picking method, picking error, wavelet form

서 론

탄성파 기록 분석은 특정신호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물리체계(physical system)에서 유효신호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잡음과 함께 측정된다. 수신된 데

이터에 포함된 신호인식문제는 수신데이터에 형태를 아는 신

호의 존재 유무에 관한 판단, 즉 신호탐지(signal detection)문

제와, 신호 특성이 미지인 경우에 신호의 파형, 진폭, 주파수,

위상, 走時 등에 대한 정보의 획득, 즉 신호추출(signal

extraction)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탄성파 기록의 초동(first

motion) 발췌, 초동신호의 우세 파장 분석 등 초동인식에 관한

문제는 신호추출에 해당한다. 

초동발췌문제는 탄성파 자료처리 기본과정의 하나로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발췌와 관계된 주제로는; 잡음이 존재한 기록

에서 초동신호에서 어느 時點이 가장 탐사목적에 맞는 주시인

가 하는 인식문제, 어느 시점이 가장 잡음의 영향이 적은가 하

는 信號對雜音 문제, 인식한 초동을 발췌하고 저장하는 전산처

리 측면에서 방법적인 문제 등 다양하다. 

초동주시 시점은 기록의 초동신호가 감지되는 최초의 시각

인데 잡음의 존재로 전산화 측면에서 이 시점의 자동인식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굴절법 또는 시추공 토모그래피 자료처리

시 초동발췌 신호로 공간적으로 연결성이 양호한 기록의 최초

피크(peak) 또는 트라프(trough) 이벤트를 초동주시로 발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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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최초의 피크 또는 트라프를 초동주시로

선택할 경우 전파거리 증가에 따른 주시의 상대적 지연(delay)

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 주시의 상대적 지연은 전파거리증

가에 따른 초동 웨이브렛(wavelet) 폭의 증가에 기인한다.

Ricker (1977)는 웨이브렛 폭의 증가에 무관한 초동주시의 도

출방법으로 접선 시간절편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수동적

인(manual) 방법으로 초동기록을 도시하고 초동신호 진폭의

변곡점(inflection point)에서 기록의 접선을 도시하고 이 직선

의 시간절편(intercept)을 초동주시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Ricker는 우세주파수가 다른 다양한 리커(ricker) 웨이브렛을

사용한 합성실험에서 시간절편에 의한 초동주시는 웨이브렛

폭에 무관함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자료처리 전산화 측면에

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초동발췌 처리공정의

전산화 측면에서 실용적인 초동발췌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Pakiser and Steinhart (1964)는 정보통신이론에 근거하여, 특

정시각에 초동신호가 도착 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필요

한 기록의 길이(시간)를 초동발췌와 관련한 오차의 정량적인

척도로 제안하였다. 초동주시의 정량적인 오차는 주시토모그

래피의 역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탐사 분해

능 산출에 필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발췌방법의 실용성과 성능분석, 그리

고 발췌와 관련된 오차의 정량적평가 등을 목적으로 송신원이

다르고 탐사 지오메트리가 다른 3개의 공대공 기록을 사용하

여 발췌 및 오차한계 산출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2

개의 국내자료; 철원(이두성, 2003)과 광주(고광범, 이두성,

2002)지역에서 획득한 기록과, 1개의 외국자료로 그림젤

(Grimsel) (이두성, 2006)지역에서 획득한 기록이다. 

탄성파 웨이브렛(seismic wavelet)

지상 또는 지하(earth)의 한 지점에 가해진 에너지에 의한 토

양/암반 등 매질의 교란(disturbance) 상태는 시간에 따라 송신

원으로부터 토양 또는 암반을 통하여 각 방향으로 전파된다.

이때 교란의 형태를 탄성파 웨이브렛이라 하며 탄성파 탐사의

경우 송신원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웨이브렛이 존재한

다. Ricker (1952)는 3개형의 웨이브렛, 즉 변위형(displace-

ment), 속도형(velocity), 그리고 가속도형(acceleration)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공하였다. 폭약 같은 탄성파 송신원에 의한 지하

매질의 순간적인 교란(transient disturbance)은 임펄스(im-

pulse) 형 신호를 발생시킨다. 임펄스 형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

서 보면 송신점 근처에서는 고주파수 성분이 우세한 신호이나

진원에서 거리가 있는 지점 기록의 우세 주파수는, 전파된 경

로와 매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송신신호의 우세 주파수 보

다는 현저히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즉 탄성파의 파형은 전파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매질의 고주파수 성분의 선택적 흡수에 기인하며 감쇄특성은

매질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파동의 감쇄특성을 고려한 파동방

정식은 Stokes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Φ는 생성함수(generating function)이고 ω0는 종파의

전이주파수(transition frequency; rad/sec), c는 종파 웨이브렛

속도이다. 전이주파수는 웨이브렛 분산(dispersion)특성을 고찰

하는데 기준이 되는 매개변수 중 하나이다. 

식 (1)로 정의되는 탄성파의 변위형-, 속도형-, 가속도형-웨

이브렛은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2)

(3)

(4)

여기서 U, V, W는 각각 변위형-, 속도형-, 가속도형-웨이브렛

형(wavelet-form) 함수이고, R =ω0r/c, T =ω0t, u = T−R/(R/2)1/2,

r은 방사방향 거리이다(Ricker, 1952). 

식 (3)과 (4)에서 보면 수신된 웨이브렛은 변수 u의 함수로

웨이브렛 폭은 에 비례하며 전파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한

다. 따라서 탄성파의 속도산출을 위한 파동의 初動走時로 파형

의 특정부분, 예를 들어 피크(peak) 또는 트라프(trough) 등을

발췌할 경우 도출되는 속도(위상속도)는 주파수의 함수이다

(Sheriff and Geldart, 1985). 

초동신호

신호탐지에 적용되는 정보통신 방법론에 있어서 잡음은 통

계적으로 정상확률과정(stationary stochastic process) 또는 비

정상확률과정(non-stationary stochastic process)로 구분되고 신

호는 일반적으로 랜덤(random)-또는 결정(deterministic)-형으

로 구분한다. 본 논문에서는 3개의 현장자료처리 시 초동발췌

와 관련된 오차의 한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잡음은 정상확률

과정인 백색 잡음(white noise;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거의 일

정한 진폭스펙트럼을 보이는 신호)으로 가정하고 신호와 잡음

모두 각각 일정한 주파수대역을 갖는 신호로 가정하였다. 

굴절법 탄성파와 시추공 주시토모그래피 탐사에 있어서 초

동의 인식 및 발췌는 매우 중요한 자료처리 공정 중 하나이다.

Fig. 1에 10 kHz 송신원에 의한 그림젤 기록일부를 제시하였

다. 이 기록의 처음 1.5 사이클은 전형적인 가속도형 Ricker 웨

이브렛과 동일한 형태로 초동신호로 인식된다. 초동신호 파형

의 특성은 초동의 走時, 초동 웨이브렛의 폭(t5−t2) 또는 우세

주파수, 초동의 진폭 등으로 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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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기록의 초동주시의 기준시각은 1) 신호가 처음으로

감지되는 時刻(t0; first kick), 2) 초동신호의 진폭이 극대가 되

는 첫 번째 시각(t2), 3) 초동 웨이브렛의 중앙 시각(t4) 등이 있

으나 실제 초동발췌는 공간적으로 연속성이 뚜렷한 최초의 이

벤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초동 t0는 신호의 세기가 최초로 급격히 증가하는 時點으로

초동주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 시점은 잡음에 민감

하여 실제자료의 경우 이러한 시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

우가 많다. 신호대잡음비(S/N)가 큰 경우도 이 시점을 육안으

로 판별할 경우 발췌시점은 기록의 이득(gain)에 관계된다.

Ricker (1952)는 합성실험에 의하여 기록의 이득을 10배 증폭

할 때마다 초동 t0가 웨이브렛 폭의 1/7 정도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동기록의 피크(t2)나 트라프(t4)는 초동신호 중 가장 뚜렷한

이벤트(event)로 이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t0 보다 상대적으로

잡음의 영향이나 이득의 변화에 덜 민감하다. 따라서 실제 자

료처리 시 이 시점을 발췌하는 경우가 많다. t2와 t4 이벤트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t4의 진폭이 우세하나 t4는 주 송신파형

(primary source signal)이 아닌 뒤에 오는 신호와 중첩되는 경

우가 있어 이벤트 인식의 불확실성이 크다. 

실용적인측면에서 보면 t0 발췌는 거의 수동적인 공정으로

자료처리 시 비교적 많은 시간 및 인력을 요구하는 반면, t2와

t4 발췌는 극대/극소점을 찾는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잡음의

영향이 타 시점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며, 처리측면에서 대략적

인 탐색창(search window)의 제공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어

발췌공정의 전산화가 용이하다. 그러나 t2와 t4를 발췌할 경우

전파거리에 따른 웨이브렛 폭의 증가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다시 말하면 t0로부터 t2 또는 t4까지 시간은 전파거리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므로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보정의 한 방법으로 Ricker (1952)는 초동신호진폭이 증

가하는 구간(진폭이 0에서부터 첫 번째 피크까지)의 변곡점

(inflection point)에서 기록의 접선을 도출하고 이 접선의 시간

절편(intercept) t1을 초동주시로 제안하였다. Ricker는 웨이브

렛 폭이 다양한 리커 웨이브렛(ricker wavelet)을 사용한 합성

실험을 통하여 t2를 기점으로 하여 도출된 t1이 전파거리에 따

른 웨이브렛 폭의 증가영향을 적절히 보완한 사실을 보고한바

있다. 

Ricker가 제시한 접선 도출방법은 수동적인(manual) 처리방

법으로 초동 웨이브렛을 충분히 증폭하여 도시하고(종이에)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리어 시간 절편을 찾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토모그래피같이 대량의 디지털 자료처리가 요구되

는 공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시간절편법을 전산화 하기위

해서는 첫째로 t0와 t2 구간기록의 변곡점을 찾아야하고 둘째

로 변곡점에서 기록의 접선을 도출해야하는데, 실제자료처리

의 경우 잡음의 존재로 상기 두 공정의 전산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굴절법 또는 시추공 탄성파기록의 경우 이벤트 인식이 가장

용이한 시각은 t2라 할 수 있으며 t2 발췌는 대화체(interactive)

피킹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윈도우환경에서 반자동 형식으로 쉽

게 발췌할 수 있다(최재경, 이두성, 2004). 본 연구에서는

Ricker가 제안한 접선 대신 전산화가 용이한 이산 최소자승

(discrete least square)법에 의한 근사직선을 고려하였다. 

근사직선도출 구간을 t2 전방으로의 N 샘플로 하면 근사직

선 시간절편은 식 (5)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Burden and

Faires, 2001).

 (5)

여기서 xi와 yi는 각각 샘플의 시간 및 진폭이다. 이 방법 적

용에 필요한 샘플 수 N은 자료처리 프로그램의 입력매개변수

로서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나 대략 초동 웨이브렛 폭의

1/4 보다 다소 작게 설정할 수 있다. 대략적인 웨이브렛 폭에

대한 정보는 t2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다. 

초동발췌오차

초동발췌와 관련된 정량적 오차의 산출은 시추공 주시토모

그래피 자료처리에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탐사목적이

시추공 사이영역의 저속도구간 탐지인 경우 초동발췌오차는

탐사의 공간분해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이때 탐

지 가능한 이상대의 최저크기는 초동발췌오차에 의하여 제한

된다. 이상대의 존재로 인한 주시의 지연이 초동발췌오차 보다

커야한다(Krajewski et al., 1989, 이두성, 2003). 따라서 탐지

하고자하는 이상대의 크기를 고려하여 최대 허용 오차한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경우 산출된 오차가 허용 오차한계 이상인 트

t1 = 

 
i 1=

N

∑ xi

2  
i 1=

N

∑ yi−
 

i 1=

N

∑ xiyi
 

i 1=

N

∑ xi

 
i 1=

N

∑ xi
 

i 1=

N

∑ yi−N  
i 1=

N

∑ xi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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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Part of a cross-well seismic record acquired from the

Grimsel Tes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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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의 초동은 역산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 초동발췌오

차는 주시토모그래피의 역산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인 주시토모그래피의 경우 반복적 역산과정에서

모델주시와 관측주시의 잔차(residual)를 사용하여 속도모델이

개선되는데 이는 각 트레이스의 관측주시에는 오차가 없다는

가정 하에 역산이 수행된다(Dines and Lyttle, 1979; 조창수 등,

1998). 이러한 반복적 역산과정의 매 단계(each iterative step)

에서 어떤 트레이스의 잔차가 그 트레이스의 초동발췌오차 보

다 작은 경우 그 잔차가 역산에 사용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트레이스의 잔차를 무시하고(잔차를 0으로

하여) 반복적인 역산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초동발췌의 오차는 초동신호의 주파수대역과 기록의 신호대

잡음비(S/N)에 상관된다. 특정지점에서 수신된 지진파 기록의

초동인식문제는 정보통신 방법론에 근거하여 고찰할 수 있다.

통신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초동발췌오차는 특정시각에 초동

신호가 도달 했는가 아닌가를 판단에 내재한 불확실성으로 계

량할 수 있다, 신호와 잡음이 모두 일정 주파수대역에 있고

(band-limited) 잡음이 백색잡음일 때 한 기록이 보유한 유효정

보는 식 (6)과 같이 표시된다(Shannon, 1949).

(bit) (6)

여기서 W는 최대 주파수(Hz), T는 기록의 길이(sec), S와 N

은 각각 신호와 잡음의 세기(power)이다. 

특정시각에 초동신호가 도착 했는가 아닌가를 판별은 문제

는 2진 신호탐지문제로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양은 1 비트이

고, 1 비트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기록의 길이 Δt는 식 (6)으

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Aki and Richards, 1980).

(sec) (7) 

Pakiser and Steinhart (1964)는 Δt를 초동발췌에 내포된 불

확실성의 척도로 제안하였다, 즉 초동발췌 오차는 Δt값에 비

례하며 W와 S/N의 함수이다. 상기 식은 시간 샘플링 간격을

시간 알리아싱(temporal aliasing) 방지에 필요한 1/2W (sec)

이하로 하고 진폭샘플링을 0 ~  범위의 정수

(integer) 단계로 양자화(quantization) 했을 때를 기준 한다. 식

(7)에서 보면 초동발췌오차는 데이터의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S/N값의 로그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S/N 보다는 주파수 대역

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적용실험

본 연구에서는 3개소에서 획득한 현장자료를 사용하여 근사

직선 시간절편법에 의한 초동발췌 및 발췌오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Geotomography 사의 Sparker 송신

원을 사용하여 광주지역에서 획득한 시추공간 자료(고광범, 이

두성, 2002), OYO사의 OWS 송신원을 사용하여 철원지역에

서 획득한 시추공간 자료(이두성, 2003), 그리고 그림젤 시험

지역에서 획득한 고해상 시추공간 자료(이두성, 2006) 이다.

근사직선 시간절편법에 의한 초동발췌

Fig. 2에 그림젤 자료의 초동 t1 도출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

기서 t1은 초동의 피크인 t2를 발췌하고 이로부터 식 (5)를 사

용하여 산출하였다. t2는 EZTOMO(최재경, 이두성, 2004)를

사용하여 반자동으로 발췌하였다. 이 기록은 송신점-수신점 거

리가 대략 1.4 ~ 5.0 m 이다. 확대된 그림에서 보면 초동 웨이

브렛 폭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t2를 초동으

로 사용할 경우 근거리 트레이스 초동에 대한 원거리 트레이

스 초동의 상대적 지연이 예상되며 지연시간은 전파거리에 따

른 웨이브렛 폭의 증가로 예측할 수 있다. 각 트레이스에서

(웨이브렛폭) 이므로, 원거리에서 t2의 상대적 지

연은 웨이브렛 폭 증가량의 1/4 정도일 것이다. 초동 웨이브렛

폭은 에 비례하며 전파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하므로(식

(4)), 전파거리가 1.4 m에서 5.0 m로 증가하는 경우 웨이브렛

폭은 대략 배 증가가 예상된다. 가장 근거리에서

웨이브렛 폭이 0.052 ms 인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원거리 기록

에서 웨이브렛 폭은 0.098 ms 이 되므로, t2를 초동으로 사용

할 경우 근거리 트레이스 초동에 대한 원거리 트레이스 초동

의 상대적 지연은 0.012 ms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록의

샘플간격이 0.004 ms임을 고려할 때 3 샘플 지연에 해당한다.

다른 2개 지역에서 획득한 자료에도 상술한 방법으로 t1을

도출하고 결과를 Fig. 3과 Fig. 4에 제시하였다. Fig. 3과 4에

제시한 기록에서 트레이스 간 연결성이 양호한(coherent) 최초

의 뚜렷한 이벤트는 트라프이다. 이 기록들은 Fig. 2 기록과는

다르게 트라프 이벤트보다 빠르고 트레이스 사이의 연결성이

양호한 피크 이벤트는 관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트라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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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imsel test data. The t1s (marked by small horizontal lines)

are derived from picked t2s. At top right a blow-up figure of traces

#9 ~ 10 are shown.



초동발췌를 위한 탄성파 신호분석연구 135

t2로 발췌하고 이로부터 t1을 도출하였다. 이 두 자료는 Fig. 2

의 자료에 비하여 시추공 간 간격이 크고(20 m와 40 m) 잡음

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Fig. 4의 경우는 이득(gain)을

다른 기록의 2배정도 높여서 도시한 화면에서 연속적인 트라

프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근사직선 시간절편법에 의한 초동(t1)이 전파거리 증

가에 따른 지연을 적절하게 보완하는가를 검토하기위하여, 산

출된 초동(t1)과 수동으로 발췌한 초동의 零時(t0)사이의 시간

차를 도시하였다. 이 비교는 육안으로 관찰한 초동(t0)은 초동

웨이브렛 폭의 증가영향에 무관하다는 가정 하에 수행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기록의 시간샘플 간격은 그림젤이 0.004 ms,

철원이 0.05 ms (0.1 ms 현장기록을 다시 샘플링 한 자료임),

광주가 0.125 ms이다. 

Fig. 5a는 그림젤기록으로 오프셋이 3.5 m인 기록을 제외하

고는 시간차가 0.004 ms 이하로 이는 1샘플에 해당한다. 위에

서 산출한 원거리 대 근거리 트레이스의 상대적 지연이 최대

3샘플 시간간격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이 실험결과는 웨이브

렛 폭의 증가 영향을 적절하게 보정했다고 할 수 있다. 

Fig. 5b는 철원기록으로 최대 시간차가 0.2 ms(4 샘플)이고

Fig. 5c는 광주기록으로 최대오차는 0.75 ms이며 대부분 트레

이스에서 오차는 대략 0.5 ms 정도이다. 광주기록의 경우 타

기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시간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

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잡음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육안으로 t0을 인식하는데 상당 수준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

음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특히 트레이스 40 ~ 45 구간의 원거

리 기록에서는 t0으로 사료되는 이벤트를 발췌하기가 어려웠

다. 실험에 나타난 기록별 시간차이는 각 기록의 정량적 초동

발췌오차와 비교함으로써 체계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Fig. 5에서보면 t0와 t1의 시간차 분포는 전파거리와 무관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는 근사직선 시간절편법이 전파거리에

따른 웨이브렛 폭의 증가 영향을 적절하게 보정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초동발췌 오차분석

상기 3개 기록에서 발췌한 초동의 오차한계를 식 (7)에 의하

여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기록의 주파수대

역 및 S/N 이다. 유효신호의 최대 주파수 대역은 기록의 진폭

스펙트럼으로부터 도출하였다. 진폭 스펙트럼이 연속적으로

최대진폭에서 20dB (>1/10) 이내의 구간을 유효 주파수 대역

으로 보고, 기록별로 다수의 트레이스 진폭 스펙트럼을 관찰

하여, 그림젤 기록은 12 kHz (7 ~ 19 kHz), 철원 기록은 2.0

kHz (0.4 ~ 2.4 kHz), 광주 기록은 2.0 kHz (0 ~ 2 kHz)로 설정

하였다. 이 주파수 대역의 차이만으로는 그림젤 기록의 오차한

계는 철원 광주기록의 오차한계의 1/6 수준이 예상된다.

Fig. 3. A common receiver cross-well data acquired from Cheolwon

area. Well separation is about 19.5 m, the receiver is at depth of

53 m, and the sources are deployed at 45 ~ 95 m with an increment

of 1m. 

Fig. 4. A common receiver cross-well data acquired from Kwangju

area. Well separation is about 40 m, the receiver is at depth of 7 m,

and the sources are deployed at 3~47 m with an increment of 1 m.

Fig. 5. Pick time difference (t1−t0) for the Grimsel data (a), the

Cheolwon data (b), and the Kwangju dat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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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트레이스의 신호대잡음비(S/N)는 잡음과 신호의 진폭스

펙트럼으로부터 도출하였으며, 신호와 잡음의 우세주파수의

진폭 비로 S/N을 산출하였다. 잡음스펙트럼은 발췌된 초동 이

전부분의 기록을 사용하여 산출하고, 신호스펙트럼은 초동신

호를 포함하는 구간을 사용하였다. Fig. 6에 철원기록의 트레

이스 21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오차 스펙트럼은

화살표 N으로 표시된(처음부터 초동 전 0.8 ms) 까지 기록을

신호 스펙트럼은 화살표 S로 표시된(처음부터 초동 후 2.4

ms) 까지 기록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잡음과 신호의 최대진폭

은 각각 18.3과 33.1이다. 

트레이스별 오차한계의 산출은 t1이 산출된 경우 기록 당 1

개의 평균 주파수대역과 잡음 및 신호스펙트럼 분석구간(초동

으로부터 시간간격)을 입력 매개변수로 하면 100 % 전산과정

이다. 따라서 t1발췌 후 산출할 수 있다. 

Fig. 7에 초동발췌오차 산출결과를 도시하였다. 여기서 보면,

3개 기록의 오차는 오프셋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볼 수 있

다. 이 분석에서 각 기록에 적용한 주파수대역 값은 각각 상수

임을 고려할 때 오프셋에 따른 오차한계의 변화는 오프셋에

따른 기록의 S/N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림젤 기록의

경우 대부분의 트레이스에서 예상오차는 2 샘플 정도이며 최

대 4샘플이다. 철원 및 광주기록은 동일한 주파수대역 값(2

kHz)을 적용 했는데 광주기록이 상대적으로 큰 오차분포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광주 기록이 철원기록에 비하여 대부분의

트레이스에서 S/N이 낮은 사실을 알 수 있다. Fig. 5c에서보

면 t0와 t1의 편차도 그림젤이나 철원기록에 비하여 다소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S/N 이 낮은 트레이스에서 t0 발췌에 불확실

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Fig. 5와 Fig. 7을 비교하면, Fig. 5에 제시된 수동발췌와 시

간절편법의 시간차이는 대체로 초동발췌 오차한계 내에 분포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동발췌의 불확실성 이론은

초동발췌의 오차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제시한 방법에 의한 오차한계 계산법은 쉽게 실

제자료처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동발췌와 이와 관련된 오차문제를 고찰하

고 자료처리 전산화 측면에서 실용적인 발췌방법 및 오차산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현장자료에 적용을 통하여 제안한 발췌방

법 및 오차의계산방법이 생산적 자료처리(production type data

processing)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초동발췌 방법은 일차로 초동신호 중

트레이스 간 연속성이 양호한 최초의 피크(peak) 또는 트라프

(trough)를 발췌하고 이 시점 전방 일정구간의 기록을 이산최

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근사화 하고 이 직선의 시간절

편을 초동주시 계산하는 방법이다. 초동발췌오차를 나타내는

공식은 신호의 주파수대역과 S/N의 함수로 표시되며 오차계산

은 초동(t1)이 산출된 경우 기록 당 1개의 평균 주파수대역과

잡음 및 신호 스펙트럼 분석구간(초동으로부터 시간간격)을

입력 매개변수로 하는 100 % 전산처리 과정이다. 

Fig. 6. S/N analysis for trace #21 of the record shown in Fig. 3.

The N and S indicate the data limit for the noise and the signal,

respectively.

Fig. 7. Uncertainty measure in first arrival picking for the Grimsel

data (a), the Cheolwon data (b), and the Kwangju dat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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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발췌오차는 시추공 주시토모그래피 탐사의 공간분해능

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개변수이며, 또한 주시토모그래피의 역

산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탐지가능 저속도 이상

대의 최저크기는 초동발췌오차에 의하여 제한되며, 발췌오차

는 반복적 역산과정에서 트레이스별 시간차(모델주시-관측주

시)의 속도모델 개선에 적용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현장자료 적용실험결과는 제안한 근사직선 시간절편법이 매

우 실용적이며, 초동발췌오차한계는 발췌결과를 평가하는 유

용한 척도가 되며, 또한 제시한 방법에 의한 오차한계 계산법

은 실제자료처리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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