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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땅속의 수분이 표층부터 점차 동결되

어 계절동토가 생성되며, 이러한 동결층의 물리적 특성을 연

구하기 위해서 전기, 전자기, 탄성파, 레이더 등의 지구물리학

적 조사방법이 적용되고 있다(Hauck and Kneisel, 2008). 지

표 근처에 지진파 속도가 빠른 동결층이 존재할 경우, 속도

뒤집힘 현상이 발생하여 동토층 하부에서는 임계굴절이 일어

나지 않는다(Dobrin, 1976). 초동주시 토모그래피(first-arrival

travel-time tomography)는 층구조를 가정하지 않으므로 속도

뒤집힘 층 문제를 이론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으나, 파원과 수

신기 수가 제한된 일반적 상황에서는 동결층 하부의 정확한

속도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고분

해능 반사파 탐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Malkova et

al., 2008; Skvortsov et al., 1992),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

되는 단점이 있다. 한편 에너지가 지표면 부근에 집중되어 천

부 S파 속도구조를 효율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표면파 탐사

방법(Park et al., 1999)은 속도 뒤집힘 층이 존재할 경우에도

표면파 분산곡선이 확실히 구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Jung, 2000).

이 연구에서는 계절동토가 형성되는 농한기인 겨울철에 굴

절파 및 표면파 탐사를 이용하여 천부 P파속도(vp) 및 S파속

도(vs)를 연구할 경우에, 동결층에 의한 속도 뒤집힘 층 문제

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이를 위

해 동토가 형성된 겨울철과 동토가 형성되기 이전인 가을철

에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현장자료획득변수를 사용하여 천

부 탄성파 탐사자료를 기록하고 동결층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 기록 및 처리

중생대 쥐라기 흑운모 화강암인 춘천 화강암이 넓게 분포

하는 강원도 춘천시 용산리 지역(Fig. 1)에서 길이 46 m의 동

일한 측선을 따라 2012년 1월 7일(자료 1; Fig. 2a)과 2012년

11월 18일(자료 2; Fig. 2b) 두 차례에 걸쳐 굴절된 P파와 표

면파 자료를 동시에 기록하였다. 수신기는 24개의 4.5 Hz 수

직 지오폰을 사용하였으며, 측선을 따라 2 m 간격으로 설치

하였다. 측선 양끝 지오폰에서 11 m 떨어진 두 지점을 원격

타격점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사이를 2 m 간격으로 5 kg의

해머를 타격하여 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46개의 공통 발파점

자료를 기록하였다. 각 타격점에서 3회 수직 겹쌓기 하였으며,

기록계 McSeis-SX를 이용하여 1 ms의 고르기 간격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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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

Fig. 1. Location map showing the seismic profile for both seismic

refraction and surface-wave methods (solid lines), shot stations (X),

and an agricultural well (crossed empty circle). Inset map shows the

study area in Chunche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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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ms 동안 기록하였다. 자료 1과 2는 동일한 자료획득 변

수를 적용하여 기록하였다.

겨울철에 기록한 자료 1은 표층에서 겉보기 vp가 930 m/s

인 고속도 층이 보이는데(Fig. 2a), 이는 가을철에 기록한 자

료 2(Fig. 2b)의 겉보기 vp가 350 m/s인 점을 감안할 때, 직

접파가 동결된 표층을 통과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속도

초동은 탄성파가 동결된 층 사이를 가이드된 파동형태로 전

파하여 생성된 것이며, 차동주시는 동결층을 굴절하여 두 번

째 층에서 임계굴절되어 지표에 도달한 시간이다. 국내 겨울

철 동결층의 깊이가 1 m 미만이므로, 초동주시와 차동주시

파선 경로의 차이에 의한 차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동결층 하부 속도구조 결정을 어렵게 하는 초동주시 대

신 차동주시를 역산에 사용하였고, 자료 2의 경우는 초동을 사

용하였다. 경로 차이에 의한 효과는 뒤에 기술할 ‘분석 및 토

의’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다. 

자료처리는 포맷변환, 파원-수신기 위치정보 입력, 초동/차

동 주시결정, 속도분석, 고도자료 입력, 토모그래피 역산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시결정은 주시곡선의 평행성 및 양단

주시의 일치성 등에 유의하였다. 초기모델은 vp가 300 m/s

부터 2,600 m/s까지 하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20개의 층으로

구성하였다. SIRT (Simultaneous Iterative Reconstruction

Technique) 방식으로 10회 반복 역산하여 속도 토모그램을 계

산하였으며, 관측주시와 모델주시의 평균 제곱근 오차는 자료

1이 2.06 ms, 자료 2가 1.25 ms에 각각 수렴하였다. 

표면파 분산곡선 역산을 위해서는 포맷변환, 파원-수신기

위치정보 입력, 공통 중간점 모음, 분산곡선 작성, 위상속도

분석, 역산의 순서로 자료를 처리하였다. 공통 중간점 교차상

관법(Common Midpoint Cross-correlation)을 사용하여, 1 m

간격으로 트레이스들을 중첩하여 공통 중간점 교차상관 모음

Fig. 2. Shot gathers at profile distance of 19 m in (a) Data 1

recorded during the winter of 2011 and (b) Data 2 recorded during

the autumn of 2012. Both first- and second-arrival times on Data

1 are indicated in blue and red ticks, respectively, and only first-

arrivals (red ticks) are indicated on Data 2.

Fig. 3. The best-estimate dispersion curves (red solid line)

superimposed on phase velocity spectra of artificial surface waves

on (a) Data 1 and (b) Data 2.

Fig. 4. One-dimensional v
s
 structure at profile distance of 22 m for

Data 1.

Fig. 5. (a) P-wave velocity tomogram with contour lines by second-

arrival traveltime inversion for Data 1, (b) velocity difference plot

between the velocity tomograms for Data 1 and 2, (c) S-wave

velocity section for Data 1 derived by the CMPCC method, and

(d) the geological log at well B-1 at 2 m W of the NNW end of

surve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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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작성하였고, 모서리 주파수 9.7 ~ 50.0 Hz 구간에서

각 주파수별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위상속도를 읽어 분산

곡선을 작성하였다(Fig. 3). 자료 1의 경우, 초기모델은 vs가

레일리파 위상속도의 1.08 배이며, 파장의 1/3이 유효깊이라

는 가정(Asten and Henstridge, 1984)하에, vs 범위가 171 ~

1,272 m/s인 15개 수평층으로 구성하였다. 

역산은 초기모델에서 얻어진 이론적인 분산곡선과 측정된

자료로부터 얻어진 분산곡선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비선형

최소제곱 역산법(Xie et al., 1999)을 적용하였다. 10번의 반

복역산을 통해 각 공통 중간점에서 1차원 vs 구조를 구하였으

며(Fig. 4), 평균 제곱근 오차범위는 겹쌓기 및 벌림범위에 따

라 6.6 ~ 86.7 m/s였다. 역산 후 얻은 1차원 vs 구조를 보간

하여 2차원 vs 단면을 얻었다(Fig. 5c). 자료 2는 지표면의 결

합 불량으로 신호 에너지가 지하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

해서 신뢰할 만한 분산곡선이 작성되지 못함에 따라 역산을

수행하지 않았다.

분석 및 토의 

자료 1의 경우, 측선의 북북서쪽 끝으로부터의 거리(이하

‘측선거리’) 19 m 지점에서의 초동은 표층의 동결로 인하여

930 m/s의 높은 겉보기 vp를 갖지만, 차동의 겉보기 vp는 370

m/s로, 자료 2의 초동 겉보기 vp인 350 m/s와는 20 m/s 정도

의 차이만을 보인다(Fig. 2). 자료 1의 차동주시와 자료 2의

초동주시의 시간절편은 각각 34.9 ms와 39.5 ms로, 4.6 ms의

비교적 작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vp = 350 m/s인 상부층이

vp = 1,800 m/s인 굴절면 위에 수평하게 놓여있는 단순한 수

평 2층모델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약 0.8 m의 깊이 차이가 된

다. 이는 측선 북북서쪽 끝에서 서쪽으로 2 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시추공의 주상도(Rural Groundwater Net, 2012; Fig.

5d)에 기록된 연암 깊이 8 m의 10%에 해당한다. 

자료 1의 차동을 이용하여 구한 속도 토모그램(Fig. 5a)과

자료 2의 초동을 이용하여 구한 속도 토모그램의 차이(Fig.

5b)는 총 720개의 셀에서 −0.1 ~ +0.2 m/s의 범위로 계산되어

두 토모그램이 거의 같음을 지시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

에서 겨울철 동결층의 두께가 1 m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할 때, 이 연구와 유사한 환경에서 겨울철 자료의 차

동주시를 이용한 굴절파 토모그래피 결과는 동결층이 없을

때 기록한 초동을 이용하여 구한 역산 결과와 동결층 하부에

대한 유사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자료 1의 공통 중간점 겹쌓기 중첩도가 가장 큰 측선거리

22 m 지점에서의 레일리파 위상속도 스펙트럼(Fig. 3a)은

12.5 ~ 47.2 Hz 구간에서 기본모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자료 2의 경우(Fig. 3b)는 기본모드가 11.4 ~ 24.0 Hz 구간에

서만 잘 나타나고, 24.0 ~ 49.5 Hz 구간에서는 오히려 고차모

드 에너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동결층의

영향으로 자료 1에서는 지표의 파원과 수신기 결합이 양호하

였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주파수가 많이 발생하고 적

게 감쇠되었으나, 자료 2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주파수가 적게

발생되고 많이 감쇠된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

중채널 표면파 탐사방법은 지표가 동결된 겨울철에 오히려

양호한 자료를 기록할 수 있으며, 속도 뒤집힘 현상이 해석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므로 동절기에 적용하기에 좋은 탐사

방법으로 판단된다.

분산곡선 역산결과는 vs에 따라 4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상부로부터 층 1은 두께(h) = 1 m, vs가 360 ~ 620 m/s, 층

2는 h = 2 m, vs가 70 ~ 260 m/s, 층 3은 h = 2 m, vs가 260 ~

350 m/s로 구해졌다. 층 4는 깊이 5 m에 있는 vs가 350 ~

1,210 m/s인 기반암층으로 역산 해석된다. 층 1을 제외하고

지층의 하부로 갈수록 vs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북북

서에서 남남동으로 갈수록 층 3의 두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측선에서 2 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시추공의 주상

도(Fig. 5d)와 비교하면, 층 1은 동결된 토사층, 층 2는 미동

결 사력층, 층 3은 왕자갈 및 풍화토층, 층 4는 풍화암질 기

반암으로 해석된다.

결 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철 동결층의 두께가 1 m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겨울철에 기록한 자료의 차동

주시를 이용한 굴절파 토모그래피 해석법은 동결층 하부 지

층의 P파속도에 관한 신뢰할 만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중채널 표면파 탐사방법은 지표가 동결된 경우에 오히려

양호한 자료를 기록할 수 있고 속도 뒤집힘 층에 대한 해석

이 가능하여, 동절기에 천부 지층의 S파속도를 구하는 효율

적 탐사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기상청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CATER 2012-

804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히며, 현장자료 기록에 도

움을 주신 강원대학교 탄성파실험실의 박영환, 김우중, 정진

훈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참고문헌

Asten, M. W., and Henstridge, J. D., 1984, Array estimator and

the use of microseisms for reconnaissance of sedimentary

basin, Geophysics, 49(11), 1828-1837.

Dobrin, M. B., 1976. Introduction to Geophysical Prospecting,

McGraw-Hill.

Hauck, C., and Kneisel, C., 2008, Applied Geophysics in

Periglacial Environ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0.



66 박이슬·한아림·김기영

Jung, H., 2000, Two Dimensional Shear Wave Velocity Using

the Inversion of Surface Waves, Korea Earth Science Society,

21, 675-682.

Malkova, G. V., Skvorstov, A. G., Sadurtdinov, M. R., and

Tsarev, A. M., 2008, Seismic surveys applied to study

unfrozen ground in onshore Pechora bay, State and Prospects

of Engineering-Geological Permafrost Studies. Proc. Internat.

Conference. Tyumen, 311-313.

Park, C. B., Miller, R. D., and Xia, J., 1999, 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Geophysics, 64, 800-808.

Rural Groundwater Net, www.groundwater.or.kr (retrieved:

2012.01.07)

Skvortsov, A. G., Goriainov, N. N., Tsarov, A. M., Hunter, J. A.,

Burns, R. A., and Pullan, S. E., 1992, High-resolution shear-

wave reflection technique for permafrost engineering appli-

cations. New results from siberia, 62th Ann Internat. Mtg.,

Soc. Expl. Geophys, 382-383.

Xia, J., Miller, R. D., and Park, C. B., 1999, Estimation of near

surface shear-wave velocity by inversion of Rayleigh waves,

Geophysics, 64, 69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