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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중 해저터널 후보지로 선정된 대천−원산도 지역의 부지조사를 위해 버블펄서(Bubble pulser) 음원을 이용한

단일채널 탄성파 탐사와 시추조사가 2008년 및 2009년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 단일채널 탐사자료를 정밀 처리하고

시추자료와 연계하여 후보지역의 해저터널 안정성 평가와 시공설계에 필요한 기반암 심도 및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중채널 탄성파자료에 적용되던 자료처리 기법 중 주파수-파수영역 필터링(F-K filtering)을

적용하여 교류전원잡음 등을 제거하고, 중합후 심도구조보정(post-stack depth migration) 기법을 적용하여 심도단면을 제

작하였다. 수행 결과 단일채널 탄성파자료로부터 향상된 심도영역단면을 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추자료와 통합

해석을 통하여 조사지역의 개략적인 기반암 분포와 지질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단층, 파쇄대 등의 세밀한 구조 파악

은 버블펄서 음원과 단일채널 자료의 특성상 어려웠으나, 좀 더 해상도가 높은 탄성파자료가 있을 시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이에 향후 해저터널 탐사 시 고해상자료를 얻기 위한 추천사항을 수록하였다. 

주요어: 탄성파탐사, 자료처리, 해저터널, 심도구조보정

Abstract: The Single-channel seismic survey with the source of bubble pulser and drilling survey was carried out in

2008 and 2009 for the site survey of Daecheon-Wonsando area, which was a proposed area of Korea-China subsea tunnel.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pth and characteristics of acoustic basement for the stability assessment and

tunnel design in this proposed area through combining drilling data with this single-channel seismic data after detailed

processing. For this purpose, among the data processing schemes which are usually applied to multi-channel seismic data,

we applied the F-K filtering to eliminate the AC(alternating current) noise and the post-stack depth migration to produce

depth section. As a result, we verified that the improved depth section could be obtained from single-channel seismic

data, and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basement could be analyzed in survey area through the combined analysis

with drilling data. However, we could not interpret the detailed structures, fault and fracture zone, due to the quality of

bubble pulser source and single-channel data. We expect that those detailed structures can be analyzed when higher

resolution seismic data is provided. Therefore, we recommend some items for future seismic survey of subsea tunnel to

obtain the high resolution seis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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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전세계적으로 섬과 내륙, 내륙과 내륙을 연결하는 대규

모 해저터널이 계획되거나, 시공 및 운영 중에 있다. 국내 동

북아의 통합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목포−제주간, 보

령−안면도간, 한국−일본간, 한국−중국간 등의 해저터널 프로

젝트들이 언급되거나 구상 또는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다. 해

저터널은 육상터널과는 달리 대부분의 노선이 해수면 하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 설계 및 시공단계에 있어서 많은 불확

실성과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해저터널 부지의 정밀

하고 정확한 지반 파악은 해저터널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중요

한 요소라 할 수 있다(박의섭 외, 2008).

해저터널 부지를 위해서는 파쇄대, 절리, 단층, 활성단층 등

의 구조선이 발달되지 않은 구간이 가장 최상의 조건이다. 또

한 최초지형의 파악과 굴착 및 시공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

형 발달단계 파악 등으로 건설기간 및 건설 후에 발생할 수 있

는 지반조건의 위험요소 파악, 터널의 노선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지반의 심부특성을 예상하고, 지상의 시설물과 터널의 갱구

부 위치 및 설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예상하는 것도 중요

하다. 

또한 물리탐사 자료로부터 분석해야 할 사항은 기반암의 심

도로, 이는 해저터널 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 중 하나

인 최소암반두께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수많은 해저터널 시공경험을 통하여 해저터널 최소 심도에 관

한 다양한 경험식들이 만들어졌고(Nilsen 외, 2001; Eisenten,

Z. D., 1994), 노르웨이 공공도로국(Norwegian Public Roads

Administration)에 의해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에 의하면 건설

공사 시 잠재적 불안정에 대비한 최소 암반두께를 요구하고

있다. 정밀 지반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최소 암반두께를 50 m

로 설정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상세한 지반조사가 수행되어

암반상태가 양호하다고 판정되면 최소 암반두께는 40 m 이하

로도 인정될 수 있다(박의섭 외,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대천−원산도 지역에서 취득한 단일채널

탄성파 탐사자료를 최대한 정밀하게 처리하여 고품질의 심도

단면을 제작하고, 시추자료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조사지역의

지질 및 기반암 분포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단일채널 탄성파자료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적인 1차원적 필

터링 만을 적용하여 시간영역에서 탄성파 단면을 도시하여 층

서해석 및 지형분석에 이용하였다. 심도계산 시에는 반사경계

면의 도달주시와 물의 속도 등을 고려한 상속도를 곱하여 유

추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왔다. 그리고 단일채널 탄성파탐사는

동일 시간간격 발파를 이용하는데,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등 간격 발파에 근접한 탐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왜곡된 영상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채널 탐사자료 처리 기법 중

중합후 심도구조보정 기법을 적용하여 신뢰성이 높은 심도영

역 단면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등간격으로 취득되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는 단일채널 탐사자료를 입력자료로 그대로 사

용하게 될 시 심도구조보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입력 전에 등 간격으로 재계산된 탄성파단면을 제작하여 입력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탐사자료는 교류전원 잡음이 강하게 분포하고 강한 해저

면 다중반사파가 기록된 특징이 있다. 이에 예측곱풀기

(predictive deconvolution)을 이용하여 해저면 다중반사파를 제

거하고, 또한 다중채널 자료처리에 주로 이용되던 주파수−파

수영역 필터링(F-K filtering)을 본 단일채널 탄성파자료에 적

용하여 교류전원 잡음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계산된 심도영역구조보정 단면은 조석

보정 후 시추자료와의 통합해석을 통하여 기반암의 분포와 특

성을 분석하는데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단면을 용

지에 출력하고 이를 해석하여 여러 분포도를 작성하던 방식에

서 벗어나, 조사지역의 입체적 해석을 위하여 디지털(Digital)

해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자료취득 및 특성

자료취득

2008년도에 대천−원산도 해역에서 해저하부의 기반암 심도

및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총

10개 측선 약 15.3 L-km의 탄성파자료를 취득한 바 있다. 이

때 주측선은 250m간격으로 3개를 설계하고, 검측선은 북서

(NE)−남동(SE)방향으로 500 m 간격으로 7개를 설정하여 자료

를 취득하였다. 2009년 수행한 단일채널탐사는 2008년 탐사와

동일한 음원을 사용하였으며, 43개 측선 약 42 km의 자료를

취득하였다. Fig. 1은 대천−원산도 지역에서 취득된 2008년 및

2009년의 탄성파 측선을 도시한 것이며, 붉은 지점은 시추를

수행한 지점이다. 

자료취득 시 사용된 음원은 미국 Datasonic사의 버블펄서

(bubble pulser)를 이용하였으며, 400 Hz의 주 주파수를 가지는

음원으로 사용이 편리하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료 특성

본 조사지역 탄성파자료의 특성은 교류전원에 의한 수직잡

음이 자료전반에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얕은 수심에 의한 강

한 해저면 다중반사파가 기록되고 있는 점이다. Fig. 2는 2008

년도 10번 측선을 도시한 것으로, 강한 수직잡음과 해저면 다

중반사파가 기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저면 반사파는 탄

성파 단면에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일부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는 다중반사파가 천부지형을 분석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류전원에 의한 수직잡음들도 균열

대, 절리면 구조 등 대소규모의 해저면 위험요소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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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탄성파자료의 기록간격은 100 µsec로 나이퀴스트주

파수(Nyquist frequency)가 5,000 Hz이며 2009년 탄성파자료

는 자료기록 간격이 200 µsec로 나이퀴스트주파수가 2,500 Hz

이다. 이 정도의 주파수는 해저면 하부 천부의 세밀한 지층변

화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탄성파 신호 스펙트럼의 주주파수 대역 부

근을 확대한 그림으로 2009년도 49번 측선의 자료이다. 음원

인 버블펄서의 주파수인 400 Hz에 근접한 370 Hz 부근에서

주주파수(main frequency) 대역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류전원에 잡음의 일반적인 주

파수로 알려진 60 Hz 부근에서 강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Track chart of seismic survey at Daecheon-Wonsando area in 2008 and 2009. Red points indicate the drilling site.

Fig. 2. Example of single-channel seismic data of 2008 10th line

in Daecheon-Wonsando area.

Fig. 3. Frequency spectrum of 2009 49th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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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자료

Fig. 1에 도시된 시추 지점에서 코어링(coring)을 통하여 지

질시료를 추출하였으며, 또한 시추공내에서의 다양한 현장시

험이 이루어졌다. 현장투수시험, 현장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시추공 전단시험, 시추공영상화(BIPS), S-PS 검층, 밀도 검층

등의 다양한 시추공 시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추결과를 종합하여 조사해역에 분포하는 암종은

남포층군, 태안층군, 서산층군, 화강암 등으로 분류되었다. 각

층군의 대표암종으로는 남포층군은 셰일, 슬레이트, 흑색 셰일,

탄질 셰일 등의 퇴적암으로 구성되었고, 태안층군은 편암류,

서산층군은 편마암류, 화강암 층은 중·조립질의 화강암으로

구성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수직적으로는 해저면 하부를 퇴적

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경암으로 구분하여 시추주상도를 작

성하였다(㈜엔아이에스컨설턴트, 2010). 

본 연구에서는 시추조사에서 제공한 시추주상도를 탄성파단

면과 대비하여 각 분포군층의 지역적 분포를 추정하는데 이용

하고자 하였다. 

자료처리

본 연구는 단일채널 탄성파 탐사자료를 처리하여 기존의 단

순 시간영역에서 기본적인 지형만 파악하는 단계를 벗어나, 지

질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고 기반암의 심도를 최대한 정량적으

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자료처리 시 본 자료의

특징인 다중반사파 및 교류전원잡음을 제거하는데 1차적 목적

을 두고, 최종적으로는 해석에 이용될 심도영역단면을 제작하

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탄성파 자료처리 과정의 흐름도는 Fig. 4와 같다. 자료처

리는 Landmark사의 ProMAX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수평거리 보정

일반적으로 단일채널 탄성파 탐사를 수행할 경우는 위성위

치확인시스템(GPS) 등으로 선박의 위치를 기록하게 되며, 선

박이 등속으로 운항된다는 가정 하에 등 시간 발파를 수행하

게 된다. 만일 탐사선의 운항 속력이 일정하다면 쉽게 거리로

환산하여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탐사선의 운항 속력이 일정

하지 않을 경우는 등간격 탐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탐사선의

운항 속력에 따라 탄성파 단면도의 형상이 실제의 지층구조와

다르게 영상화될 수 있다. 특히 단일채널 해양 탄성파 탐사에

서는 탐사장비의 규모와 비용측면에서 5톤 이하의 소형선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등

속으로 운항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김현도, 2004). 

본 연구에는 수평거리보정 기법(김현도 외, 2004)를 적용하

여 등간격으로 재계산된 탄성파 트레이스를 작성하고 이를 이

용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탐사 운항 시 최대

선박 속력과 1차 프레넬대(Fresnel zone) 반경을 감안하여 자

료취합 윈도우(window)를 계산하고, 각 윈도우의 내의 모든

트레이스를 중합하여 그 지점의 탄성파 트레이스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본 자료처리 과정 중 주파수-파수영역 필터링 수행을 위하

여 기본 자료처리 전에 수평거리 보정을 수행하였다. 

SEG-Y 형태로 자료변환(data format change into SEG-Y

format) 

본 탄성파 자료는 국내에서 개발된 MSDAS 프로그램으로

저장되어 고유의 포맷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MSDAS 파일을

ProMAX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기 위해서 표준 SEG-Y 포맷으

로 변환하였다. 또한 최종 자료처리 후 심도구조보정 단면을

디지털 해석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자료 또한 SEG-Y로

제작하였다.

지형정보와 자료의 헤더일치(geometry & header matching) 

현장 자료의 헤더블럭에는 파일번호, 트레이스 번호, 기록날

짜 및 시간 그리고 음원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를

지형정보(geometry)자료와 일치시켜야 공심점 모음처리 등 자

료처리에 용이한데, 여기서 지형정보는 탐사배열에 해당하는

측선의 진행방향, 음원개수, 수진기 개수, 음원과 수진기의 벌

림(offset)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 정보는 단순히

탄성파단면을 확인하는 데는 필요가 없으나, 중합 및 구조보정

등 공통중간점모음(CMP gather)을 이용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합후 심도구조보정 등을

수행하고자 하므로 지형정보를 탄성파자료 헤더와 일치시키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Fig. 4. Flowchart of seismic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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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파수영역 필터링(F-K Filtering) 

본 자료의 신호특성 중 강하게 기록된 교류전원 잡음은 일

반적으로 50 ~ 60 Hz 정도의 주파수에서 기록되게 되므로 주

파수대역필터(bandpass-filter)를 이용하여도 필터링이 가능하

며, 이 경우 기존의 단일채널탐사자료 처리에 적용하던 방식처

럼 1차원적으로 필터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교류전원잡음 외에 정확한 이유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일부 측선에서 강하게 기록된 다른 잡음들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다중채널탐사자료 처리에서 적용되던 주파수

−파수영역 필터링을 적용하였다. 

Fig. 5(a)는 2009년 49번 측선의 탄성파단면과 주파수 스펙

트럼을 도시한 그림이다. 탄성파단면에서 보면 교류전원잡음

Fig. 5. F-K filtering example of 2009 49th line. (b) seismic gather (left) and corresponding spectrum (right) before F-K filtering, (b) F-K

filtering window, (c) results after F-K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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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약간의 경사를 가진 강한 잡음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보면 약 50 Hz ~ 60 Hz에서 교류전원

잡음에 의한 스펙트럼이 보이고, 50 ~ 100 Hz 정도의 주파수

대역에서 기록된 강한 스펙트럼이 약간의 경사를 지닌 강한

잡음의 스펙트럼으로 추정된다.

Fig. 5(b)는 주파수−파수영역 필터링을 수행하는 윈도우로

다각형은 다각형 내부의 자료만을 발췌하여 필터링한다는 의

미이다. 그림에서 화살표로 나타낸 저주파 대역의 수평적으로

분포하는 부분이 제거하고자 하는 잡음에 해당하는 주파수−파

수영역 신호이다. 

Fig. 5(c)는 주파수−파수영역 필터링을 수행한 후의 탄성파

단면과 주파수 스펙트럼이다. 강한 교류전원 잡음과 기타잡음

들이 제거되었고,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도 저주파대역에서 보

이던 강한 스펙트럼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파수−파수영역 필터링을 수행한 이유는 일부 측선에

서 보이는 강한 수직 잡음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Fig. 6은 주

파수 대역필터만을 적용한 예이다. 80 ~ 160 msec 구간에서

주파수 대역필터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강한 수직잡음이 기록

되어 있는 구간을 볼 수 있다. 본 자료처리에서는 이런 수직

잡음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측선에 동일하게 주파수

−파수영역필터링을 수행하였다. 

예측곱풀기(predictive deconvolution) 

다중반사파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탄성파의 주기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예측곱풀기와 파선매개변수 영역변환(ray-parameter

domain transform)을 이용하는 주파수−파수 필터와 라돈 필터

등이 있다(정순홍 외, 2008). 이 방법들 중 단일채널 자료에 적

용될 수 있는 방법은 예측곱풀기 기법으로, 본 자료에 강하게

기록된 해저면 다중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

었다. 이 기법은 다중반사파가 기록되는 주기성을 고려하여 다

중반사파를 예측(prediction)하여 필터링하는 방법으로 본 해저

면 다중반사파 제거에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예측곱풀기는

탄성파 음원의 파형이 최소위상(minimum phase) 일 경우에

적합한 자료처리 과정으로, 본 자료처럼 버블펄서 음원을 이용

한 경우에 처리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필요한 변수는 다중반사파를 포함하는 필터의 길이인 연산

자 길이(operation length)와 다중반사파의 예측 도달시간인 예

측거리(prediction lag)이다. 테스트 결과 연산자길이 2008년

자료는 연산자 길이 80 msec, 예측거리는 16 msec, 2009년 자

Fig. 6. Seismic section after band-pass filtering. 

Fig. 7. Seismic sections of 2008 10th line. (a) the raw data and (b)

processed data after FK filtering and predictive decon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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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36 msec, 예측거리 6 msec로 하여 수행하였다. 

Fig. 7은 본 자료에 지금까지 적용한 자료 전처리 과정의 결

과를 보여주는 예를 도시하였다. Fig. 7(a)는 2008년 10번 측

선 현장 원자료이고, Fig. 7(b)는 지금까지 설명한 자료처리 과

정을 거친 자료를 도시한 것이다. 주파수−파수영역 필터링과

예측곱풀기를 통하여 강한 교류전원잡음 등이 제거 되었고, 일

부 지역의 약하게 보이는 다중반사파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해저면 다중반사파가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9

년도 자료의 경우에는 다중반사파 제거효과가 미미하였는데,

이는 탄성파자료 취득시 발생한 클리핑(clipping)현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보정(NMO, normal moveout) 

중합 후 심도구조보정의 입력자료는 중합자료를 이용하나

본 자료는 단일채널 자료이므로 동보정한 자료를 입력자료로

이용하였다. 직접파의 초동주시를 이용하여 벌림을 유추하였

는데, 각 음원별 초동주시가 큰 변화를 보이는 탐사측선은 많

지가 않아서 평균값으로 벌림을 설정하고 자료처리를 수행하

Fig. 8. Comparison of depth domain sections. (a) depth section of 2008 10th line and comparative area (rectangular box), (b) depth conversion

and (c) poststack depth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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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008년의 탐사자료는 벌림이 약 9 m, 2009년도 자료의

벌림은 약 7.8 m 정도로 판단된다. 동보정 수행 시에는 해수의

탄성파 전달속도인 1,480 m/sec를 이용하였다. 

중합후 심도구조보정(Post-stack Depth migration) 

단일채널을 이용하여 얻은 탐사자료의 경우 해저면 심도 및

기반암 심도를 유추하기 위하여 해수의 속도를 이용하여 주시

를 단순히 곱하여 심도를 계산하기도 한다. 그러나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심도영역단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심도영역 구

조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심도구조보정은 기록된 반사파, 회

절파 등 그 이벤트들이 생성된 진 위치로 옮기는 일종의 역산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암염돔, 단층, 습곡 등 복잡한 층서구

조는 중합단면 만으로는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

가 많아 심도영역 구조보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합후 심도영역 구조보정을 수행하여

심도 영역단면을 전 측선에 대하여 제작하였고, 심도구조보정

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은 2008년에 취득된 10번 측선의 음원번호 100 ~ 500

에 해당되는 지역의 심도구조보정 효과를 도시한 그림이다.

Fig. 8(a)는 10번 측선단면이며 사각형은 비교영역이다. Fig.

8(b)는 심도구조보정단면과 비교하기 위하여 시간영역 탄성파

단면을 단순 심도전환(depth conversion)한 단면이고, Fig. 8(c)

는 심도구조보정단면이다. 이 지역은 200번 트레이스를 중심

으로 수로형태의 오목구조가 해저면에서 보이고 있으며, 단층

(fault) 또는 절리(fracture)가 양안에 발달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이런 오목구조의 경우 중합단면에서는 보−타이(bow-tie)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탄성파단면상에서 오목구조 하부 및

양쪽 언저리에서 각각의 회절파가 발생하여 탄성파기록단면에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Fig. 8(b)의 심

도전환단면에서는 여러 회절파 등이 오목구조 양안 뿐 아니라

비교영역 전반에서 보이고 있으며, 실제구조인지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Fig. 8(c)의 구조보정 단면에서는 이러

한 보−타이와, 회절파 들이 제거되고 오목구조와 양안에서 회

절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층구조가 보이고 있다. 

Fig. 9는 음원번호 800 ~ 880에 해당하는 지역의 결과를 비

교한 것으로 지루(horst)구조와 지구(graben)구조가 명확히 보

이는 지역의 지루상부와 오른쪽 경계면 부근이다. 일반적으로

중합단면 등에서 지루구조 등의 볼록구조를 영상화하게 되면

실제 구조보다 폭이 더 넓게 영상화되며, 이를 심도구조보정하

게 되면 실제 구조와 같이 영상화되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Fig. 9(b)의 심도전환단면에서는 지루구조의 오른쪽 경계가 음

원번호 865번 구조에서 영상화되는데 반해, Fig. 12(c)의 심도

Fig. 9. Comparison of depth domain sections. (a) depth section of 2008 10th line and comparative area (rectangular box), (b) depth conversion

and (c) poststack depth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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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보정단면에서는 음원번호 853번 부근에서 영상화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제들을 통하여 볼 때, 단일채널 자료에서도 심도구

조보정을 수행할 경우 지질구조 분석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

다고 판단된다. 

조석보정 

본 자료처리에서 사용한 탄성파 자료는 각각 2008년 10월

28일, 2009년 9월 23일, 2009년 9월 24일에 취득되었으며, 조

석값이 최대 6.5 m 정도 차이가 난다. 본 조사지역은 수심이

얕아 조석보정이 통합해석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자료 취득 시 검조소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조 기록이 없어서 해양조사원의 보령지역 조석표에

의하여 보정을 수행하였다. 

자료해석

개요

본 연구의 전산처리를 통해 작성된 심도영역 단면을 이용하

여 대천−원산도 해역에 발달된 퇴적층과 기반암의 심도를 분

석하였다. 지하구조 분석을 위한 탄성파 자료해석은 LandMark

사의 Geographix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버블펄서(용량 500 joules)를 이용하여 취득된 탄성파 탐사

자료는 다소 긴 파형특성으로 인하여 해저면 하부 절리 및 단

층의 확인 혹은 암상분포의 구분, 분석은 용이하지 않았다. 

조사지역의 수심은 대체로 20 m 내외이며 원산도 앞에서 수

로를 이루며 최대 30 m까지 급격하게 깊어지다가 원산도에 접

근하면서 10 m로 얕아지는 양상을 보인다(Fig. 10). 음향기반

암을 중심으로 퇴적층과 기반암 층으로 구분되며 해저면과 음

향기반암 사이의 퇴적층의 층후 범위는 2 ~ 13 m로 비교적 얇

은 편이다(Fig. 11). 퇴적층은 대체로 점토질보다는 사질이 우

세하며 대체로 퇴적층 하부는 자갈 등이 분포하는 퇴적분지

기저층을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 중앙부에는 조류의 영향으로

발달된 모래로 구성된 소규모의 사주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반암 분석

기반암을 분석하기 위하여 탄성파 단면에서 음향기반암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저면까지의 퇴적구간 그리고 기반

암 하부 암반에 대한 탄성파 특성을 검토하였다. 음향기반암은

대체로 해저면과 대체로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

(원산도 앞)에서는 38 m 정도의 깊은 심도를 보인다(Fig. 12).

시추결과 확인된 기반암은 퇴적층과 풍화된 고결퇴적층, 풍

Fig. 10. Bathymetry map of Daecheon-Wonsando area.

Fig. 11. Isopach map of Daecheon-Wonsando area. 

Fig. 12. Depth structure map on the top of acoustic Basement map

in Daecheon-Wonsando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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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반암, 신선한 화강암류 기반암 등으로 구분되지만, 탄성파

단면상의 음향기반암은 탄성파 음원의 주파수 특성과 비교적

적은 음원 에너지 규모로 인하여 기반암층 하부 암상 특성이

시추결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구분되지는 않는다. Fig.

13(a)는 2009년 3-1 측선의 해석결과이고, Fig. 13(b)는 2009년

2-1 측선의 해석결과와 시추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시추결과

에서는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 경암으로 해저 하부 지

질구조를 구분하였으나, 탄성파 탐사자료 해석결과에서는 극

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풍화함의 경계면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해석한 음향기반암의 심도와 퇴적층과 풍화토의 경계

면은 시추결과와 탄성파자료 해석결과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풍화암, 연암, 경암을 구분하기 위한 탄성파

자료는 좀더 정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탐사자료를 취득하

고 처리하였을 때 그 적용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를 토대로 보령(대천항)−원산도간 취득된 탄성파 자

료에 나타난 음향기반암층 하부 암상은 음원 특성으로 인하여

뚜렷하지 않지만 2가지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특징은 불규칙한 반사면으로 인한 산란파 현상과

Fig. 13. Interpretation results with drilling data. (a) 2009 3-1 line and (b) 2009 2-1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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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암 내부에 관입·융기된 구조로 보이는 강한진폭의 반사

파형태이다. 이 반사파 특징은 해저면 하부에 분포된 퇴적층의

기저 역암으로 인한 것이거나 불규칙한 관입된 화성기원의 기

반암 상부 경계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Fig. 14(a)). 이러한

반사형태는 주로 원산도 부근에 발달된 대규모 수로 근처의

퇴적층 하부에 분포하고 있다. 

두 번째 특성은 음향기반암 하부에 나타나는 경사 층리를

보이는 반사형태로, 대체로 미고결 퇴적의 퇴적층리보다 층리

빈도수가 조밀한 고주파 특성을 보인다. 또한 퇴적기원의 미고

결 혹은 고결 퇴적층이라기보다는 절리를 보이는 편암 내지는

편마암의 분포 특성과 일치한다(Fig. 14(b)). 이 반사형태는 조

사지역 중앙에서 대천항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원산도 앞

부근 해역 탄성파단면상의 특징과는 상이한 형태로 보다 뚜렷

하고 규칙적으로 발달된다. 

이러한 탄성파 단면상의 음향기반암 반사형태 분석결과와

시추자료에 나타난 기반암 암상분포를 수평적으로 대비하였다

(Fig. 15). 앞서 언급한 2가지 형태가 각각 원산도와 대천항쪽

으로 발달하여 전반적인 기반암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추코어에서 편암(schist) 기반암으로 분석된 지역에서는 탄

성파 단면상에서 기반암 내에 평행한 반사층리면 형태가 발달

되어 있고, 시추코어에서 두터운 풍화대가 발달된 것으로 보이

는 지역에서는 탄성파단면상에서 기반암 내에 균열대 혹은 경

사층리 반사형태가 발달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추주상

도만으로는 이러한 지역적인 구분을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

며, 탄성파 단면상에서 보이는 기반암 반사단면 특징과 시추자

료와의 대비를 통하여 이러한 지역적 기반암 구분도를 작성할

Fig. 14. Specific reflection type under the acoustic basement. (a) various intrusion types of basement in 2009 01 line, 2009 01-1 line, 2008

10 line, 2009 01-2 line, 2009 01-3 line and 2008 09 line (from left) and (b) reflection type of fragmental zone in 2009 03-1 line.



대천-원산도 해저터널 부지조사를 위한 단일채널 탄성파자료의 정밀 처리 및 분석 347

수 있었다. 

결론 및 향후과제

대천−원산항 해역의 해저터널부지 안정성 사전조사에서 취

득된 단일채널 탐사자료를 정밀처리하여 기반암의 심도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에는 단일채널 탐사자료 처리 시 기본

처리 후 지형을 확인하고 심도를 주시와 개략적인 속도를 곱

하여 단순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차원 다중채널 탐사

자료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향상된 심도영역단면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당 해역의 일정 시간간격 발파로 얻어진 자료를 등거리 간

격으로 내삽하여 등간격 탄성파자료를 제작하고, 탄성파에 강

하게 기록된 수직잡음 및 다중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파

수−파수영역 필터링 및 예측곱풀기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는 조석보정 후 심도영역구조보정을 수행하여 향상된 심도영

역단면을 제작하였다. 

심도구조보정단면을 해석하고, 시추자료와 대비한 결과 다

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지역의 수심은 대체로 20 m 내외이며 원산도 앞에서 수

로를 이루며 최대 30 m까지 급격하게 깊어지다가 원산도에 접

근하면서 10 m로 얕아지며, 퇴적층은 2 ~ 13 m로 비교적 층후

가 얇다. 음향기반암은 대체로 해저면과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

으며 일부 구간(원산도 앞)에서는 38 m 정도의 깊은 심도를 보

이고 있다. 기반암층 하부 암상은 버블펄서 음원 특성으로 인

하여 뚜렷하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4가지 구역으로 구분된다.

시추자료 분석결과와 탄성파 단면을 통합해석한 결과 화강암,

편암, 편마암 기반암과 풍화대가 발달된 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지역에서 탄성파단면이 각각의 특징을 보임을 확인하

였다. 

본 자료처리 및 해석결과는 단일채널 탄성파자료를 이용하

고, 시추자료를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자료처리의

경우 다중채널탐사자료가 아니므로 자료처리에 제한이 있었으

며, 향후 에어건 등의 고품질 및 대용량 음원을 이용하고 다중

채널탐사자료를 이용하여 처리 할 경우 고분해능의 분석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버블펄서를 이용한 자

료의 경우 일반적인 탄성파 곱풀기기법으로 파형을 임펄스화

하기가 어려운데, 이를 최대한 임펄스화할 수 있는 연구를 수

행하여 적용할 경우 반사 및 절리 등의 경계면을 좀 더 세밀

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저터널 탐사 시 추천사항 

본 절에서는 향후 해저터널 부지 조사를 위한 탄성파 탐사

수행 시 적합한 탐사방법을 추천하였다. 

에어건 음원 사용

Fig. 16은 본 자료에서 이용한 버블펄서 음원을 이용한 경우

와 에어건 음원을 이용하였을 때 기록된 해저반사면을 비교한

그림이다. 에어건에 비하여 버블펄서의 경우 긴 파형을 보이고

있어 해저면 하부의 소규모 단층 및 절리 등을 분석하기에 적

절하지 않는 음원파형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저면의 매질이 사

질 또는 자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버블펄서나 스파커

의 경우 투과력이 낮아 기반암의 탐지가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에어건은 음원의 강도가 타 음원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저면의 매질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최소위상(minimum phase)에 가까운 특성을 지녀 버블

펄서에 비하여 다양한 자료처리로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에어건 이용 시 대용량의 콤프레서(compressor)와 대형발전

기가 조사선에 탑재되어야 하므로 버블펄서를 이용할 때 보다

비교적 큰 선박이 필요하나, 탐해 2호 같은 대형선박이 아닌

소형선박으로도 탐사가 가능하므로 에어건을 이용하기를 추천

한다. 

탄성파 다중채널 탐사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다중채널탐사는 석유탐사 등에서 다

Fig. 15. Geological property map of basement after comparing

seismic interpretation with drilling data.

Fig. 16. Wavelet comparison of sea bottom reflector in case of

sources of (a) bubble pulser and (b) air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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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정도 수준의 많은 채널로 취득

하는 탐사를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보통 1 km 이상의 스트리

머를 이용하므로 80채널 이상의 다중채널로 수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료취득의 목적에 따라서 48채널 또는 64채널

을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다중채널 탐사자료

는 중합으로 인한 신호대잡음비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이용하는 채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속도분석을 통하여 속도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

고 중합전 처리 과정을 통하여 탄성파 신호를 향상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이 많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중합 후 심도구조보

정보다 더 나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중합전 심도구조보정

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채널탐사와 다중채널탐사는 근본적으로 자료를

얻는 원리는 동일하나 다중채널 탐사의 경우 보통 탐해 2호

정도의 대형선박이 필요하므로 많은 탐사비용이 소요되게 된

다. 그러므로 사업 예산규모, 현장요건 등으로 대형선박 탐사

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고해상탐사를 수행하기

를 추천한다. 

고해상탐사

고해상 탐사는 음원의 간격과 수진기의 간격을 좁게 하여

고해상의 탐사자료를 얻는 방식이다. 또한 작은 채널수의 다중

채널탐사라 할 수 있어서 스트리머 길이가 아 천부지역에서도

사용하기가 용이하며 소형선박으로도 수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천부 해저지층영상의 해상도는 현장자료취득변수

에 관계되므로, 자료기록간격, 음원 및 수진기의 간격을 조절

하여 중합수를 조절하여 지층구분 해상도가 높고, 연속성이 좋

으며 잡음이 적은 단면기록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호영외, 2003). 

Fig. 17은 가덕도에서 같은 측선에 대하여 단일채널과 8채널

고해상 탐사로 취득한 탄성파 단면으로 Fig. 17(a)는 단일채널

탄성파단면이고, Fig. 17(b)는 8채널자료로부터 제작한 중합단

면도이다(김현도, 2004). Fig. 17(b)의 화살표가 지시하는 해저

면 하부 반사경계면에서 단일채널에서 파악되지 않는 해저면

하부의 반사경계면이 뚜렷하게 영상화됨을 알 수가 있다. 고해

상 탐사는 대형선박을 이용한 다중채널 탐사에 비하여 경제적

으로 다중채널의 중합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신호대잡음비 향상

과 수평 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되어 추천한다.

사 사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해저지반 조사 및 계측 기술개발”

사업과 지식경제부 “한반도 주변해역 석유가스자원 탐사 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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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mparison of seismic sections in Gadeok-do. (a) single channel section and (b) stacked section from high resolution survey of 8

chann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