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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석유와 가스 등 지하자원 탐사를 위한 탄성파 탐사자료의 처리 및 해석에 있어서 이방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

요하다. 중합 및 구조보정 등 자료처리과정에 필요한 탄성파 속도를 등방성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지하지질의 속도구

조는 이방성을 가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특히 셰일층 또는 파쇄 및 절리 등 균열이 발달된 탄산염 저류층에서

이방성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수지인 베이클라이트로 만든 VTI매질을 대상으로 탄성파 축소모형실

험을 이용하여 탄성파 이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탄성파 모형실험에서 등방성 재료는 입사각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만, 이방성 매질의 경우 측정 방향 및 입사각에 따라 탄성파 P파 및 S파의 속도가 변화하였다.

측정된 탄성파 속도는 군속도로 추정되며 군속도로부터 구한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이방성계수인 ε, δ, γ를 성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방성매질에서는 이론적으로 계산된 위상속도와 측정된 탄성파속도는 비교적 잘 일치하였으며, 또한

qP, qS, SH파의 위상속도를 slowness surface에서 나타내면 측정 매질에 대한 이방성 특성이 잘 표현되었다. S파의 경우

매질과 송수신기의 측정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개의 횡파가 분극특성을 나타내며 전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이방성, VTI, 축소모형실험, 이방성 계수, 분극특성

Abstract: Although conventional seismic data processing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media are isotropic, the

subsurface is often anisotropy in shale formation or carbonate with cracks and fractures. This paper presents the

anisotropic parameter and seismic modeling in transversely isotropic media with a vertical symmetry axis using seismic

physical modeling. The experiment was successfully carried out with VTI media, laminated bakelite material, using contact

transducer of p and s-wave transmission. The variation of velocities with angle of incidence was clearly shown in

anisotropic material. Comparing these velocities with the calculated phase velocities, the (P) and (S)-wave velocity

observed in anisotropic material was a very good agreement with the calculated values. Anisotropic parameter ε, δ, γ

was estimated by using Lame's constant calculated from the observed velocity. For the purpose of testing (S)-wave

polarization, a birefringence experiment was carried out. The higher velocity was associated with the polarization parallel

to the fracture, and the lower velocity was associated with the polarization perpendicular to the fracture.

Key words: anisotropy, VTI, seismic physical modeling, anisotropic parameter, birefringence

서 론

탄성파 탐사 중합 및 구조보정 등에 필요한 속도구조를 대

부분 등방성(isotropy)이라 가정하였으나, 실제 지하구조에는

앞선 가정과는 달리 이방성(anisotropy)을 띠는 구조들이 다수

존재한다. 석유가 저류암에 축적되기 위한 여러 조건들 가운데

하나인 덮개암(cap rock)이나 근원암인 셰일지층과 파쇄 및 절

리가 발달된 탄산염암에서 이방성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

서 석유나 가스 등 지하자원탐사를 위한 다성분 지표 탄성파

탐사, VSP (Vertical seismic profiling), 시추공 토모그래피

(Crosshole seismic tomography) 등의 탐사법들을 통해 이방성

과 균열대 양상 등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얻은 탄성파 자료를

처리 및 해석함에 있어 이방성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Keith and Crampin, 1977). 이방성에 대한 관심은 현장

자료처리 분야 뿐만 아니라 탄성파 축소모형실험을 통하여 연

구가 수행되어졌으며, 국외에서 Cheadle 등(1991)은 이방성을

가지는 사방정계 결정구조의 샘플에서(Orthorhombic aniso-

tropy) 횡파의 거동에 대해 연구하였고, Ass'ad와 Mcdon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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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는 등방성 매질에 미소균열을 점차 증가시켜 횡파분리

실험을 하여 균열의 정도가 이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

구하기도 하였다. Slawinski (1996)는 스넬의 법칙을 이방성

매질에 일반화시켜, 등방성과 이방성 매질로 각각 구성된 2층

모델에서 파선추적 및 주시역산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Jianli

(2003)는 수직 횡적 등방성(VTI, vertical transversely isotropy)

매질에서의 P-S 전환파(P-S converted wave)의 특성을 수치모

형 실험과 축소모형 실험을 함께 수행하여 그 결과를 서로 비

교하기도 하였다. 또한 Shangxu (2003)은 돔구조와 절리의 형

태를 포함하고 있는 변형된 HTI 구조의 매질을 등방성 매질

사이에 삽입하고 균열대 탐지를 하는 3-D 축소모형 실험을 하

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TI매질과 TTI (Transversely isotropic

media with a tilted symmetry axis)에서의 토모그래피 역산(장

성형 등, 1993; 정창호 등, 2007)이나 이방성 매질에서의 탄성

파 거동(구준모 등, 2009) 등 수치모델링을 이용한 연구가 수

행되었지만 탄성파 축소모형실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방성 특성을 가지는 지층이 포함된 복합

지질모델과 그에 따른 다양한 탐사법 적용에 대한 탄성파 축

소모형 실험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등방성 매질인 아크릴과 수

직 횡적 등방성(VTI, transversely isotropic media with a

vertical symmetry axis) 매질인 베이클라이트를 대상으로 탄성

파 축소모형실험을 통하여 이방성 속도정보 파악에 그 중점을

두었다. 특히 VTI 매질에서 얻은 초동자료를 바탕으로 군속도

(group velocity)와 위상속도(phase velocity)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으며, 역속도(slowness)를 이용하여 qP, qS, SH-wave의 속

도변화양상을 파악해 봄으로써 해당 매질에 대한 속도분포특

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횡적 등방성 매질에서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인 복굴절(birefringence)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방성 이론

이방성 매질에서의 후크의 법칙(Hooke's law)는 식 (1)과 같다.

(1)

Table 1의 관계로부터 식 (1)을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탄성계수는 식 (3)과 같이 6 × 6의 행렬을 가진다(Love, 1927).

(3)

등방성 매질에서의 탄성계수는 식 (4)로 나타낼 수 있으며,

(4)

라메상수와의 관계로서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모든 방향에 대해 같은 물성을 가지는 등방성 매질에서는

두 개의 독립 변수로만, 즉 라메 상수인 λ와 μ로만으로도 표

현이 가능하다.

이방성은 일반적으로 적층축의 방향에 따라 VTI, HTI

(transversely isotropic media with a horizontal symmetry axis)

로 구분하며, 좀 더 세부적으로는 적층구조로 이루어진 횡적

등방성(TI)의 구조에서 수직 균열시스템의 단, 복수에 따라

Orthorhombic, Monoclinic media로 구분된다. 지각구조의 구

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Fig. 1

과 같이 수직축을 기준으로 미소체적의 수평적인 불균질성

입자로 구성된 층이 존재하거나 등방성의 박층들이 적층구조

로 쌓였을 경우인 VTI 매질의 경우만을 다루었다. 이러한

VTI 매질에서의 탄성계수는 식 (6)으로서 나타낼 수 있고

(Thomsen, 1986),

(6)

라메상수와의 관계로서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Iklle,

1996).

σij=cijklεkl

cijkl = cjikl = cijlk = cklij

C[ ]=

C11 C12 C13 C14 C15 C16

C21 C22 C23 C24 C25 C26

C31 C32 C33 C34 C35 C36

C41 C42 C43 C44 C45 C46

C51 C52 C53 C54 C55 C56

C61 C62 C63 C64 C65 C66

C[ ]=

λ 2μ+ λ λ 0 0 0

λ λ 2μ+ λ 0 0 0

λ λ λ 2μ+ 0 0 0

0 0 0 μ 0 0

0 0 0 0 μ 0

0 0 0 0 0 μ

cijkl = λδijδkl + μ δklδij δilδjk+( )

C[ ]=

C11 C11 2C66– C13 0 0 0

C11 2C66– C11 C13 0 0 0

C13 C13 C33 0 0 0

0 0 0 C44 0 0

0 0 0 0 C44 0

0 0 0 0 0 C66

=

λ 2μ  ⊥  + λ v 0 0 0

λ  ⊥ λ 2μ+ v 0 0 0

v v λ || 2μ ||+ 0 0 0

0 0 0 μ || 0 0

0 0 0 0 μ || 0

0 0 0 0 0 μ ||

Table 1. A simple method of index translation between the tensor

notation, and the matrix notation (e.g., Winterstein, 1990).

Tensor ij or kl 11 22 33 32=23 31=13 21=12

Matrix m or n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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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 (6)에서 식 (4)와는 달리 수평속도와 수직속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VTI 매질에서의 수직 및 수평속도는 다음과 같다

(Ikelle, L. T. and Amundsen, L., 2005). 

(8)

(9)

(10)

(11)

(12)

(13)

P파와 SH파의 경우 수직 및 수평속도는 C11와 C33, C44와

C66이 각각 다른 값을 가짐으로서 속도값이 달라짐을 나타내

고 있다. 하지만 SV파의 경우에는 수평속도와 수직속도가 같

음을 확인할 수 있다. 

VTI 매질에서 P, SH, SV파에 대한 탄성파 위상속도를 탄성

계수(Cmn)와 파면에 수직통과하는 대칭축의 각도인 위상각(θ )

으로 다음 식들로서 표현 할 수 있다(Daley and Horn, 1977).

(14)

(15)

(16)

(17)

(18)

(19)

(20)

앞서 나열한 위상속도를 구하는 식들과 탄성계수와의 관계를

Thomsen (1986)은 이방성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21)

(22)

(23)

등방성 매질에서의 경우, 이방성계수인 식 (21), (22), (23)의

값은 0으로 표현되며 이방성을 가지는 매질의 경우 각각의 고

유한 이방성계수로서 표현될 수 있다. Thomsen (1986)은 수많

은 암석들에 대해 이방성 계수를 측정하여, 대다수의 암석들이

일정 범위 내에 존재함을 밝혔고 그 범위가 <<1일 경우,

‘weak anisotropy’라고 칭하였다.

TI매질에서 Fig. 2와 같이 대칭축이 아닌 다른 방향, 즉 속

도가 감쇠하는 방향으로 입사하는 S파는 서로 다른 속도로 전

cijkl=λVTIδijδkl + μVTI δikδjl δilδjk+( )

+ C11 C33 2C13– 4C66–+( )δi3δj3δk3δl3

+ C13 C11– 2C66+( ) δi3δj3δkl δijδk3δl3+( )

+ C44 C66–( )

δilδj3δk3 δi3δl3δjk δikδj3δl3 δi3δk3δjl+ + +( )

λVTI = C11 2C66–

μVTI = C66

VP
V

0
o( ) = 

λ || 2μ ||+

ρ
--------------------- = 

C33

ρ
-------

VSV
V

0
o( ) = 

μ ||

ρ
------ = 

C44

ρ
-------

VSH
V

0
o( ) = 

μ ||

ρ
------ = 

C44

ρ
-------

VP
H

90
o( ) = 

λ  ⊥ 2μ  ⊥+

ρ
------------------------------ = 

C11

ρ
-------

VSV
H

90
o( ) = 

μ ||

ρ
------ = 

C44

ρ
-------

VSH
H

90
o( ) = 

μ  ⊥

ρ
--------- = 

C66

ρ
-------

ρV P

2
θ( ) = 

C33 C44 C11 C33–( )sin
2
θ D θ( )+ + +

2
----------------------------------------------------------------------------------------

ρV SV

2
θ( ) = 

C33 C44 C11 C33–( )sin
2
θ D θ( )+ + +

2
----------------------------------------------------------------------------------------

ρV SH

2
θ( ) = C66sin

2
θ + C44cos

2
θ

D θ( )
A

2
2 2B

2
AC–( )sin

2
θ+

+ C
2

4B
2

–( )sin
2
θ

⎩ ⎭
⎪ ⎪
⎨ ⎬
⎪ ⎪
⎧ ⎫

1/2

≡

A = C33 C44–( )

B = C13 C44+( )

C = C11 C33 2C44–+( )

ε = 
C11 C33–

2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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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δ = 
C13 C44+( )2

C33 C44–( )2
–

2C33 C33 C44–( )
----------------------------------------------------------------

γ = 
C66 C44–

2C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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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The VTI model has a vertical axis of rotational symmetry.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birefringence in transversely

isotropic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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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면서 분극방향이 서로 다른 두 개의 S파로 분리된다. 이

를 횡파 분리 또는 복굴절(birefringence)이라고 한다.

실험 방법

탄성파 축소모형실험은 탄성파 전파현상의 규명, 음원 및 수

신기의 다양한 배열과 지하지질구조에 따른 탄성파 진폭 등의

반응을 파악함으로써 탄성파 탐사자료를 보다 정량적으로 해

석하기 위하여 이용되어 왔다. 탄성파 축소모형실험은 음원과

수신기의 공간 위치, 모델의 기하학적 구조, 지질모델의 매질

등의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축소모형 실험에 의해서 획득

한 자료는 신뢰성이 높으며 이벤트의 상대진폭(relative ampli-

tudes)을 이용하여 매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신성렬 등,

2006). 탄성파 축소모형실험에 있어 모형제작에 사용되는 통상

적인 재료는 합성수지, 금속재료, 고무재료 등이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방법을 Fig. 3과 Fig. 5에 나타내었고,

Table 2에서는 등방성, 이방성, 횡파분리에 사용한 재료에 대

한 기본 물성을 차례로 나타내었다. 사용된 음원은 Panametrics

사의 중심주파수가 1 MHz의 트랜스듀서 V103 (P파), V153

(S파)이고, 다층구조에서 횡적 등방성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은

식 (24)와 같다. 

(24)

(25)

식 (24)의 D는 지층의 두께를 나타내며 λ는 음원의 파장을

나타내는데, 퇴적층과 같이 등방성 매질들의 다층 구조는 층의

두께에 비해 상당히 큰 파장에 대해서는 횡적 등방성을 나타

낸다(헌병구, 1995). 식 (24)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물에서 1.5

mm의 파장을 가지고, 적층 두께가 약 0.2 mm인 베이클라이

트를 선정하였다. 현장에서의 탐사 영역크기와 탄성파 축소모

형실험 간에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축소모형을 제작한 다음

지질모델의 크기, 구조 및 물성이 실제의 현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신성렬 등, 2006). 고려할 수 있는 축

소비(scale factor)는 3가지로 속도변수(ac), 모델의 크기 변수

(aλ), 주파수 변수(af )이며 이 3가지는 식 (25)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한다(Vogel et al., 1985). 실제로 재료의 속도비는

1 ~ 2의 범위값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우나 중심주파수의 변화는

용이하므로 주파수를 변화시켜 모델 축소비에 따라 크기를 결

정할 수 있다(신성렬 등, 2006). 본 실험은 식 (25)에 따라 일

반적인 석유자원탐사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에 포함되는

20 Hz에 대비하여 1 MHz 음원을 사용함으로써 1:50,000의 주

파수 증폭 및 스케일 축소비로 수행하였다. Fig. 4(a)와 같이

자체 제작한 클램프에 등방성과 이방성을 모사한 매질을 P 또

는 S파 트랜스듀서를 Fig. 4(b)에서처럼 서로 마주보게 위치시

켜 수신기는 고정한 채, 음원만 이동시켜 측정하였다. 측정간

격은 제로오프셋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측점 당 이동거리는

0.5 mm, 최대 이격거리는 50 mm로 하였다. 입사파가 분극방

D 3~10( )≈ λ×

ac = af aλ×

Fig. 3. The configuration of source and receiver in the experiments.

Table 2. The principal dimensions and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Acrylic Bakelite
Bakelite

(birefringence)

Thickness (mm) 91.27 59.65 101.76

Density (g/cm3) 1.18 1.388 1.388

Symmetry class Isotropy Anisotropy Anisotropy

Fig. 4. On the experimental devices (a), the transducers were

placed on opposite surface (b) for the seismic physical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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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서로 다른 파로 분리 되는 복굴절은 Fig. 5와 같이 수행

하였다. Fig. 5에서 처럼 음원과 수진기는 서로 마주보게 위치

시킨 후 이 둘의 위치 변화가 없도록 고정시킨다. 이 후 매질

을 5도씩 회전하여 360도를 회전하여 음원과 수진기간의 거리

는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S파의 분극 방향을 달리하여 이에 대

한 도달시간을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등방성 매질을 모사한 아크릴에 대한 탄성파기록은 Fig. 6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6에서 P파와 S파는 트랜스듀서간의 이격거리가 멀어짐

에 따라 진폭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고, Fig. 6(a)에서 P파의

바로 아래 나타나는 신호는 매질의 측면을 따라 진행된 파로

서 Fig. 6(b)의 0.035 ms 부근에서 확인할 수 있는 P파와, 0.07

ms에서의 S파에 대한 옆면을 따르는 파로 비교해볼 때 (b)의

경우 그 폭이 크고 선명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S파의 진행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에서는 입

사각에 따른 속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입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속도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등방성매질의 특성을 잘

보이고 있다. 이방성 매질을 모사한 베이클라이트에 대한 탄성

파 기록은 Fig. 8과 Fig. 9에 나타내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등

방성 매질에서와는 달리 Fig. 9에서 입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파의 속도 또한 같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파

의 진행 방향에 따른 속도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등방성매질

과 이방성 매질에 대한 각각의 실험결과는 Table 3으로서 나

Fig. 5. A schematic diagram of birefringence experiments with zero

offset and rotated media in increments of 5o.

Fig. 6. Seismograms obtained in isotropic media, (a) P-wave and

(b) S-wave.

Fig. 7. Comparisons of the variation velocity with angle of

incidence in isotropy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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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낼 수 있다. Fig. 10에서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얻은 관측값

과 식 (14)에서 (20)식까지의 식들을 통해 얻은 계산값과 비교

해 보았다. 측정된 값은 군속도, 계산된 값은 위상속도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방성인 경우에는 파의 진행 방향이 항상

wave surface에 수직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Helbig, 1994), 이

Fig. 8. Seismograms obtained in anisotropic media, (a) P-wave and

(b) S-wave.

Fig. 9. Comparisons of the variation velocity with angle of

incidence in anisotropy media.

Fig. 10. P-wave (a) and S-wave (b) velocities observed and calcu-

lated from Thomsen's equations in the anisotropic media.

Table 3. Axis velocities and anisotropic parameters of the physical

model.

Vertical velocity 
(m/s)

Horizontal 
velocity (m/s)

Birefringence
(m/s)

Anisotropic 
parameter

P S P S S1 S2 ε δ γ

Acrylic 2630 1377 2642 1377 − − 0 0 0

Bakelite 2898 1456 3999 2046 2046 1456 0.452 0.053 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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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인 경우 phase-slowness surface에서 수직인 형태를 띠고

(Rokhlin et al., 1986), 이방성 매질에서는 임의의 파면(wave-

front)의 같은 지점에서 측정을 한다면 이방성을 가지는 매질

에서의 군속도는 위상속도보다 빠른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다. Fig. 10(a)와 (b)에서 각각 P파와 S파의 측정값과 계산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값들의 형성이 비교적 흡사한 경향

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방성을 띠는 매질에 대한 탄성

파 특정자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Fig. 11에서처

럼 phase-slowness surface와 velocity surface에서 각각 살펴보

았다. Fig. 11을 통하여 이방성성매질에서 위상각에 따른 속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파들이 위상각에 따라 전파되면서

수평속도 및 수직속도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qS파와

SH파는 수직 속도는 같이 나타나지만 수평속도가 다르게 나

타나고, 속도변화의 경향 또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I구조의 대표적인 특성중 하나인 복굴절(birefringence)에

대한 실험 또한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경우 임의의 지점에서

분극방향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음원과 수신기 사이의 파 도달

시간은 일정하여야 하지만, TI구조에서 보이는 적층된 면에 대

해서 제로오프셋을 유지하여 분극방향을 5o씩 증가시켜본 결

과, Fig. 12와 같이 S파의 분리가 일어나 수직 및 수평속도가

한 지점에서 동시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축소모형실험을 이용한 등방성 및 이

방성 매질에서의 탄성파 속도정보 파악에 그 중점을 두었다.

VTI 매질에서의 탄성파 거동은 등방성 매질에서와는 달리 파

의 주행시간이 위상각에 따라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

층면에 대해 수평하게 분극된 파의 속도는 수직하게 분극된

파의 속도보다 크게 나타났고, 그 변화양상이 qP, qS는 서로

유사한 형태의 변화를 보였지만 SH파의 경우, 수직속도와 수

평속도가 같이 나타나고, 입사각 45o 부근에서 qS파와 같은 값

을 가지며 45o를 기준으로 0o와 90o 사이에서 속도가 변화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VTI 매질의 횡적으로 적층된 단면을 균열대라고 가정하여

입사파의 분극방향이 균열대의 방향에 대해 수직적인 요소와

평행한 요소가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기술은 향후 토모그래피와 VSP 등

Fig. 11. Slowness (a) and velocity (b) surface in anisotropic media.

Fig. 12. Seismograms of birefringence experiments with zero offset

and rotated media in increments of 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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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복합 지층모델에 대한 탄성파 축소모형실험과 균열대

저류층 탐사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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