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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대규모의 연안간척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해안생태계의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그 공

사 범위가 다소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여러 현장에서 간

척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간척 과정에서 바다 쪽으로 제방을 쌓

는 일이 선행되는데 여기에는 일반 흙보다 바닷물의 침식에

더 잘 견디고 간척공사 시 지반의 견고한 기초가 될 수 있도

록 지름 수십 cm 이상 크기의 사석이 제체로 사용된다. 해저

면에 사석을 매립하였을 때 간척공사의 비용 산정이나 제체

자체의 안정성 검토 등을 위해서는 매립된 제체의 분포와 형

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체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조사기법은 시추와 물리탐사이다. 하지만, 시

추의 경우 모양이 불규칙하고 단단한 사석으로 인해 굴진이

용이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 물리탐사기법으로 탄

성파굴절법, 전기비저항탐사법, GPR탐사 등을 고려할 경우 각

각 사석으로 이루어진 제체의 탄성파 속도가 제체하부의 해저

면 퇴적층보다 높으며, 제체에 해수가 침투하여 해저면과 전기

적 물성 차이가 매우 작거나 완만히 변하고, 사석에서의 에너

지 감쇠가 두드러져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어주지 못하고 있

다. 시추공간 탄성파 토모그래피(cross-hole seismic tomography)

의 경우 제체 단면 형상파악에는 효과적이지만 정해진 시추공

사이의 단면에 대한 형상만 파악할 뿐이며 제체의 전반적인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매우 크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바다로 뻗어나간 제체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상 바지선을 이용한 시추공이 필요한데 이 경우의

시추비용은 매우 고가이므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탄성파 반사법의 경우 육상 현장에서 간혹 시도된 바 있으나

불규칙한 제체로 이루어진 매질의 모양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수심이 얕은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서 매립된 사석이 얼마나

두껍게 그리고 계획된 위치에 제대로 분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체와 그 하부의 지질을 단면형태로 보여주는 천해

탄성파 탐사방법인(신성렬 등, 2008) 음향 단면조사(acoustic

profiling)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음향 단면조사에서 음파의 펄스

를 발사하는 장비는 첩소나(chirp sonar)와 스파커(sparker)를

들 수 있다. 이 중 첩소나는 보통 1 ~ 10 kHz의 주파수가 높은

펄스를 트랜스듀서(transducer)를 통해 발생시키므로 크거나

단단한 사석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에 적합하지가 않다. 이에

비해 스파커는 상대적으로 낮은 1 kHz 이하의 펄스를 높은 에

너지로 발생시키므로 첩소나가 투과하지 못하는 지층구조의

단면조사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갯벌로 이루어진 서해안지역의 해저면에 사

석을 매립한 경우 사석층을 원래의 해저면과 분리하여 정확히

구명할 수 있는지 스파커 단면조사를 수행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자료획득

사석 투하 지역에서 프랑스의 SIG사가 제작한 스파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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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하정보기술(주)에서 제작한 단채널 스트리머(streamer)를

각각 음원과 수신기로 사용하여 Table 1과 같은 자료취득변수

로 자료를 얻었다(Table 1).

자료해석

Fig. 2a는 사석을 매립한 서해안 지역에서 얻은 스파커 조사

단면이다. 이 지역은 서해안의 연안이므로 해저면은 뻘로 이루

어져 매우 평탄하다. 따라서 사석을 매립하기 전의 평탄한 해

저면은 사석을 매립한 후에는 얕아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정

한 양의 사석을 균일하게 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Fig. 2a

에서 사석매립후 해저면은 10 ~ 30 ms(7.5 ~ 22.5 m에 해당)의

범위에서 불규칙하게 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저면 아래에 평

탄한 반사면(Fig. 2b에서 B로 표시)이 인식되는데 이것이 사석

매립전의 원래 해저면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사면 A와 B 사이

에서 연속적인 경계면이 존재하지 않고 반사면 B가 부분적으

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십 cm 이상의 불규칙한 크

기를 갖는 사석이 쌓인 층내에서 발생하는 음파의 산란/회절

Fig. 1. The sparker source consisting of (a) a power supply and (b)

an electrode.

Table 1. Acquisition parameters for acoustic profiling.

Sound source Sparker charged with 500 joules

Receiver 1 channel streamer in-house manufactured

Record length 0.2 s

Sampling rate 0.05 ms

Shot rate 0.5 s

Anti-alias filter 2000 Hz

A/D range 24 bits

Navigation GPS Ashtech BR2G beacon

Fig. 2. (a) A sparker profile from a boulder-buried sea area. (b) The same profile as Fig. 2a interpreted line drawings. Lines A and B are

interpreted as top of a rubble layer and the original sea-botto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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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석층 내부의 불균질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첩소나의

경우 중심주파수가 5 ~ 6 kHz라고 가정하면(Kim et al., 2002)

음파의 파장은 0.3 m 이하이므로 사석 크기보다 작은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첩소나를 쓸 경우 상대적으로 사석에서 음

파의 산란과 반사가 증가하여(Chenne, 2002) 음파의 에너지

상당부분이 감소하므로 사석층의 탐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다. 하지만 스파커는 첩소나보다 훨씬 센 음파를 발생시키며

음파의 주파수가 1 kHz 이하이므로 파장은 1.5 m 이상이 되어

수십 cm 크기의 사석에서 회절되는 양이 많아지므로 사석층

을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조사지역에서 원래 해저면이 뻘이므로 사석층에 비해 음향

임피던스가 작아서 Fig. 2b에서 반사면 B는 음의 반사계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나 극성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Fig. 3a

는 트레이스 번호 954에서 956까지의 세 개 트레이스를 그린

것이다. Fig. 2b와 Fig. 3a를 비교해 보면 Fig. 3a에서 사석이

매립되어 새로 형성된 해저면은 20 ms 이전의 반사신호로 나

타난다. 반면에 원래 해저면 B에 해당하는 반사신호를 구분

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것은 스파커에서 방전에 의해 발생하

는 음향펄스가 수층에서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잔향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Fig. 3b는 Kaaresen(1997)이 제시한

IWM (iterated window maximization)으로 Fig. 3a에 그린 트

레이스들을 디컨볼브하여 반사계수를 추출한 것이다. 디컨볼

루션 후 음의 반사계수로 명확히 나타나는 원래의 해저면 B

를 잘 구별할 수 있다. 반사면 A와 B 사이의 간격은 최대

18 ms 정도이다. 사석층의 탄성파속도를 알 수 없으므로 물에

서의 속도인 1500 m/s로 가정할 경우 이 간격은 13.5 m에 해

당한다. 

결 론

고주파수의 음파를 이용하는 첩소나와 스파커 단면조사는

에어 건을 이용하는 탄성파 탐사에 비해 해저의 얕은 지질구

조를 상대적으로 자세히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

는 사석을 매립한 해안지역에서 1 kHz 이하 주파수의 음파를

발생시키는 스파커를 음원으로 이용하는 단면조사를 수행하여

매립된 사석층을 구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사석이 매립

된 해안지역에서 스파커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결과, 매립된 사

석층의 수평분포와 두께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

파커에서 발생하는 음향펄스는 잔향이 상당하여 사석층과 원

래의 해저면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디컨볼

루션방법을 이용하여 사석층과 원래 해저면간의 경계를 명확

히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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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hree consecutive traces (shot point 954 ~ 956) from Fig.

2a and (b) their sparse spike reflectivity computed by IWM. A and

B are interpreted as top of a rubble layer and the original sea-

bottom, respectiv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