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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학적 목적의 지반조사에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고 또한
통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천해저에서 지층 경계에 대한 분해능이 뛰어나며 지층 형태 파악이 용이한 2
개의 부머와 단일채널 스트리머를 이용한 탄성파탐사 반사법과 지층의 물리적 특성 가운데 중요한 성질인 탄성파 속도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개의 에어건과 4 m 간격의 24채널 해저면 수신케이블을 제작하여 이용한 굴절법을 동시에 수행함으
로써 보다 정확한 지질정보 획득을 시도하였다. 단일채널 반사법 탐사자료는 통상적인 전산처리과정을 통하여 해상도 및
품질이 향상된 2차원 고해상 탄성파 단면도를 얻었고, OBC (Ocean Bottom Cable) type의 수진기를 이용하여 얻은 굴절
법 탐사자료는 토모그래피 방법을 통하여 속도 단면도를 구하였다. 두 가지 탐사 결과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 단계로서
반사법 탄성파 단면도는 굴절법에서 얻은 속도정보를 이용하여 심도 전환된 단면도를 얻었고, 이로부터 3차원 기반암 심
도 단면도와 퇴적층 두께 분포도 등에 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천해저 지반조사 분야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
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지질정보가 파악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천해저, 지반조사, 탄성파탐사 반사법, OBC, 굴절법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estimate the physical properties of survey area and delineate the geological basement

in marine site survey for the design of offshore structure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high quality data by means of
engineering site survey, it is necessary to apply several survey techniques and carry out the integrated interpretation to
each other. In this study, we applied single channel seismic reflection method and OBC (Ocean Bottom Cable) type
seismic refraction method at shallow marine. We used a dual boomer-single channel streamer as a source-receiver in
seismic reflection survey and airgun source-the developed OBC type streamer in seismic refraction survey. We made 24
channels OBC type streamer which has 4m channel interval and each channel is composed of single hydrophone and
preamplifier. We tested the field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and applied the typical seismic data processing
methods to the obtained reflection data in order to enhance the data quality and image resolution. In order to estimate
the geological velocity distribution from refraction data, seismic refraction tomography technique was applied. Therefore,
we could successfully perform time-depth conversion using the velocity information as an integrated interpretation. The
proposed method could provide reliable geologic information such as sediment layer thickness and 3D basement depth
map.
Keywords: marine site survey, single channel seismic reflection method, OBC (Ocean Bottom Cable), seismic refra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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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탄성파 탐사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지역 지층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질공학적 기반암 분포를 조사하는 것은 해
양 토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해양 탄성파탐사는 반사법
탐사와 굴절법 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층 경계에 대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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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능이 높아 지층구조에 대한 단면을 정밀하게 나타낼 수 있
는 반사법 탐사는 심부 탐사를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다중채널
의 디지털 기법을 이용하여 보다 높은 해상도를 가진 탄성파
단면의 제작이 가능하여 최근 천해저에도 적용하여 좋은 성과
를 거두었다(이호영 등, 1992; 2002). 탄성파 굴절법 토모그래
피는 지층의 물리적 특성인 속도를 파악할 수 있어 그 속도에
의한 지하영상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표토층 및 풍화대 깊
이, 연암 또는 기반암의 심도, 단층 파쇄대나 연약지반의 위치
및 규모, 지질경계 등을 파악, 지하 속도분포를 도출함으로써
지반 공학적 특성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고광범 등, 2002;
조창수 등, 2002). 천해저에 대하여 국내·외에서는 Cha 등
(2003)과 Good 등(1999)은 해저에 음원을 발생시키고 OBC
형태의 수진기를 이용한 굴절법 탐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한편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조사들이 단일방법으로 수
행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현장에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정확
도와 정밀도에 한계가 있고, 획득한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목
적의 품질 좋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탐사기
술이 동시에 적용되고, 또한 탐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상호 연
관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천해저에 탄성파 반사법 탐사와 굴절법 탐사기술을 동시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반사법 탐사는 기존의 상용화된 단
일채널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굴절법 탐사는 OBC-type의
수진기 케이블을 설계·제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OBC를
이용한 굴절법 탐사는 해저면에 음원과 수진기 케이블을 위치
시키고 발파지점을 따라 음원을 이동시키면서 탐사를 수행하
였다.

성렬 등, 2005). 굴절법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 음원으로는
휴대, 조작 및 운용이 용이한 10 in 의 소형 에어건을 사용하였
고 압축공기의 압력은 약 2,000 psi로서 해저 바닥에서 발파하
였다. 수진기로는 Fig. 1과 같이 24 채널의 스트리머를 설계
제작하였는데 일정간격으로 납덩이를 메달아 해저 바닥에 스
트리머가 위치하여 OBC 방식의 자료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
고, 스트리머는 선상 및 해저까지의 연결부분 길이가 약 80 m,
24채널에서 채널간격 4 m로서 92 m 등 총 172 m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굴절법 탐사에서 중요한 신호인 선두파의 진폭은
3

자료취득 시스템
자료 취득을 위해 구성된 반사법 탐사장비와 굴절법 탐사장
비는 Table 1과 같다. 반사법 탐사에 사용된 음원과 수진기는
듀얼부머와 단일채널 스트리머이며, 기록장치와 음원조절장치
로 Chirp II Workstation과 Transceiver를 사용하였고 동시에
PC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료 취득 시스템을 운용하였다(신
Table 1.

(a) A drawing and (b) photograph of 24 channel OBC-type
streamer.
Fig. 1.

Data acquisition system.

Survey method
Receiver
Source
Recorder
Source control system
Essential equipment
Positioning system

Reflection
Single channel streamer
Dual-boomer
Chirp II workstation
Chirp II transceiver

Refraction
24 channel OBC-type streamer (Hydrophone)
Air-gun (10 in3)
Mcseis-SX (24CH, OYO)
Air-gun controller
High Pressure Koder Compressor (200 kg/cm2) & Radio Linker
Trimble DGPS (Navipac), Garmin DGPS (Fuga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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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각 채널별로 한 개의 하이드로폰과
함께 전치증폭기(preamplifier)를 동시에 설치하여 자료의 품질
을 향상시켰다. 기록장치는 OYO사의 McSeis-SX 24채널 육
상용 굴절법 탐사기를 사용하였다. 소노부이를 이용한 통상적
인 해양 굴절법탐사에서는 한척의 탐사선으로 자료취득을 실
시하지만 OBC 방식의 해양굴절법 탐사에서는 탐사효율을 높
이기 위하여 음원을 위한 선박과 스트리머 설치를 위한 선박
이 필요하며 두 척의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음
원조절기에서 발생된 트리거 신호는 에어건의 솔레노이드 밸
브를 작동시켜 탄성파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탄성파 기록장치
에 트리거 신호를 전송해야하므로 이를 위하여 무선장비
(Radio Linker)를 사용하였다. 음원의 위치와 스트리머의 정확
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Trimble사와 Garmin사의 DGPS
를 사용하였다.

현장 적용
자료 취득
천해저 탄성파 탐사 반사법과 굴절법의 동시 적용 연구를
위한 현장 시험 탐사로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부산 동삼동 매
립지 앞바다에서 탐사를 수행하였다. Fig. 2는 현장자료 취득
을 위한 조사지역과 탐사 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먼저 조사
지역의 지층구조 및 퇴적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탄성파 반사
법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반사법 탐사 후 제작된 천해저용
OBC 형태의 스트리머를 이용한 천해저 굴절법 탐사를 수행하
였다. 천해저 반사법 탐사와 OBC 형태의 스트리머를 이용한

Survey area and survey lines (grid-line: reflection, dot-line:
refraction).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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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법 탐사의 현장자료취득 과정을 Fig. 2a와 Fig. 2b와 같이
모식도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구성은 항측, 음원, 수진기, 그
리고 기록장치로 구분된다. 반사법 탐사는 소형선박을 이용하
여 음원과 수진기를 탐사선 후미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견인
하면서 탐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굴절법 탐사는 해저면
에 음원과 수진기 케이블을 위치시키고 발파지점을 따라 음원
을 이동시키면서 탐사를 수행하였다. 현장 탐사에 사용한 자료
취득변수는 Table 2에 반사법과 굴절법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먼저 반사법에서는 발파 간격을 0.5 sec의 등시간
간격으로 하고 탐사속도를 약 2 ~ 3 노트(knots)로 유지함으로
써 약 0.5 ~ 1 m 마다 발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샘플링 간
격은 0.122 ms로 하였으며 기록시간은 0.5 sec(4096개)이다.
굴절법 탐사에서 해저 바닥에 설치된 24채널 스트리머는 채
Table 2.

Data acquisition parameter.

Survey method
Reflection
Refraction
Survey area
Offshore of the Dongsam-dong reclaimed land
Source
Dual-boomer
Air-gun
Receiver
Single channel streamer OBC-type 24CH streamer
Preamplifier
20 dB
20 dB
Record length
500 ms
500 ms
Sampling interval
0.1 ms
0.1 ms

Layout of shallow marine seismic survey: (a) reflection and
(b) refraction survey.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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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간격 4 m로 고정되어 있어 측선의 길이가 92 m이다. 먼저
한척의 선박에서 측선 상 해저 면에 스트리머를 설치한 후 토
모그래피 해석을 위해서 또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OBC형태의
수진기 전방 100 m에서 발파를 시작하여 20 m 간격으로 후방
100 m까지 약 300 m의 길이에 16개 지점에서 발파를 하였다.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발파점에서 5번의 발파
를 실시하여 자료를 중합하였다. 기록시간은 해저 바닥에 음원
과 수진기가 설치되었고 반사법 자료로부터 예상된 기반암의
심도로부터 추정되는 굴절파가 도달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500 ms로 하였다.
자료 처리

Fig. 4.

data.

Amplitude spectrum of a single channel seismic reflection

천해저 단일채널 탄성파탐사 반사법 자료는 별도의 자료처
리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개략적인 지질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
나 이득회수, 디지털 필터링, 정보정, 다중반사파제거, 구조보
정, 디콘볼루션등의 자료처리 과정을 통하면 자료품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신성렬 등, 2004; 2005). Fig. 4는 취득한 현장
자료에 대역필터에 의한 디지털필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FFT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주된 신호는 약
200 Hz와 2000 Hz 사이에 있으며 2000 Hz보다 높은 고주파수
는 백색잡음(white noise) 상태를 보이므로 대역필터는 사다리
꼴 모양으로 꼭지점 주파수(corner frequency)가 0-200-15002000하여 필터를 설계하였다. Fig. 5는 대역필터 전과 후의 반
사법 현장자료를 나타낸 것으로 필터링 후 고주파 잡음이 매
우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2 ~ 18 ms 부근에서 해저면
의 반사신호와 그 하부에서 퇴적지층과 매우 심한 기복의 변
화를 보이는 기반암을 관찰할 수 있다.
취득된 굴절법 탐사자료로부터 굴절파의 초동시간을 발췌하
기 위하여 간단한 자료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형발산과 감
쇠에 의하여 탄성파의 진폭이 음원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작
아지기 때문에 각 채널 별로 적절한 이득을 주어야 한다. 주파
수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하여 필터링을 위한 적정 대역을 설
정한 후 불필요한 주파수 대역대의 신호를 제거한다. Fig. 6은
연구지역에서 획득한 탄성파탐사 굴절법 자료의 일부로서 점
선은 발췌된 초동을 나타낸 것이다. 탄성파 기록에서는 직접파
와 기반암으로의 굴절파가 미약하게 보이며, 직접파 이후에는
천해저 환경에서 발생된 다중 반사파가 큰 진폭을 가지고 있

Band-pass filter effect of seismic reflection data: (a) before and (b) after filtering. Low-cut filter of 200 Hz and high-cut filter of 1,500
Hz were applied. Yellow solid line indicates sea bottom and green line basement boundary.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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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쉽게 관찰 된다. Fig. 7은 두 탄성파 자료에서 발췌한 초동
을 이용하여 작성한 주시곡선도이며, 개략적으로 퇴적층과 기
반암의 2층 구조로 가정하여 해석하면 1층 속도가 약 1,600
m/s, 2층 속도가 약 2,000 m/s 내외로 나타난다.
자료해석
굴절법 탐사자료로부터 발췌된 초동주시와 발파점과 수진점

The refraction seismic data: (a) shot No. 4 (b) shot No. 11.
The dotted line is first arrival time.

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굴절법 토모그래피를 통하여
지층의 속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Fig. 8은 굴절법 토모그

Fig. 7.

The travel time curve of the acquired seismic refraction data.

Fig. 8.

Flow chart of the seismic refraction tomography.

Fig. 6.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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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ave velocity tomogram obtained from refraction travel time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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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의 흐름도를 나타내었으며, 탄성파 굴절법 토모그래피는
불균질한 지반의 속도 분포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반복 해석법
이 사용하였고, 파선추적에 의해 계산된 이론 주시와 측정된
초동주시의 RMS (root-mean-square)오차를 반복적인 방법으
로 줄여나가 오차가 만족할 만큼의 크기로 수렴된 상태에서
반복을 종료하였다. 오차의 수렴 상황은 초기 모델의 설정방법
이나 속도 값을 수정한 알고리즘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전산처리 과정에서 순서대로 오차의 수렴 상황을 항상 확인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RMS 오차가 5% 내로 수렴하게 되면
반복을 종료하였다. 초기 속도모델의 형태는 반사법 자료를 이
용하고 속도값은 해수의 속도 1,500 m/s, 기반암 위의 퇴적층
속도를 1,600 m/s, 기반암 속도를 2,000 m/s로 설정하였다. 속
도분포 모델을 실제 지반에 가깝게 설정할수록 반복 계산

Fig. 10.

Flow chart of the integrated seismic interpretation.

횟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의 품질도 향상된
다. Fig. 9는 굴절법 토모그래피의 최종 결과인 속도분포 단면
도이다.
천해저에서 얻어진 반사법 자료를 자료처리 및 해석하여 시
간 단면도 및 퇴적층의 기하학적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굴
절법 자료를 통하여 그 퇴적지층의 속도분포를 계산할 수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두 자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자료
를 통합 해석하고자 하였다. 즉 탄성파 탐사 반사법의 자료처
리과정에서 시간 단면도를 심도 단면도로 변환할 때 필요한
속도정보를 굴절법탐사 자료의 역산을 통하여 얻고자 하였으
며 이것은 Fig. 10과 같이 천해저 반사법 및 굴절법 탐사자료
의 통합 해석의 흐름도로 나타낼 수 있다.

Fig. 12.

The depth contour map of bedrock.

The comparison of (a) seismic reflection section and (b) velocity tomogram obtained from refraction data. Basement horizon by depth
conversion is superposed on velocity tomogram using refraction tomography.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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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a)는 대표적인 측선의 반사법 자료를, Fig. 11(b)는
굴절법 토모그래피 역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반사법 자료에
해저면과 기반암층에 대한 지층 경계면을 해석하여 나타내었
고 또한 심도전환 후 역산결과 굴절법 단면도에도 중첩시켜
나타내었다. 두 자료의 비교 결과 반사면의 기하학적 형태와
속도분포가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정확한
심도전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모든 측선에
적용하여 정확한 기반암 심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굴절법 자료
에서 구한 속도를 이용하여 시간-심도 전환을 하였으며, 수심
정보 등을 고려하여 7 ~ 35 m 내외의 Fig. 12와 같은 기반암층
심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는 지층의 형태 및 경계에 대한 분해능이 뛰어난 반
사법과 지층의 중요한 물리적 특성인 탄성파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굴절법 탐사를 병행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지질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특히 굴절법 탐사의 경우 굴절 신
호 수신이 최대한 용이하도록 OBC-type의 수진장비를 제작하
였고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탐사자료를 취득하였다. 반사법 및
굴절법 탐사자료의 전산처리 및 굴절법 토모그래피를 통하여
탄성파 단면도와 속도 단면도를 얻었고, 마지막으로 탐사결과
에 대한 통합적 해석을 시도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천해저 지층탐사에 반사법 및 굴절법 해양 탄성파탐사를
동시에 수행하여 지반공학적 목적에 적합한 탐사자료를 획득
하였으며, 취득한 탐사자료의 처리 분석한 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함으로서 정확한 지질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다.
2) 천해저에 적합한 OBC-type의 굴절법 해양 탄성파 탐사용
수진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현장 시험탐사를 통하여 지층
경계의 굴절파 신호를 확인하였고 굴절법 해양 탄성파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3) 단일채널 탄성파탐사 반사법 자료에 대하여 전산처리과
정을 통하여 퇴적층 및 기반암의 지층 경계면에 대한 해상도
와 품질을 높일 수 있었고, 2차원 탄성파 단면도에 나타난 퇴
적층 및 기반암 경계면을 발췌한 후 조사구역을 입체적인 3차
원 분포도로 나타내어 지질구조적인 해석이 보다 용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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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사법으로 얻은 탄성파 단면도와 굴절법 탐사자료의 파
선토모그래피로부터 얻은 속도분포 단면도를 비교하였을 때,
두 단면도의 형태 및 기반암 심도, 퇴적층 두께가 매우 유사하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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