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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육상 탄성파 탐사에서 불규칙한 지표 고도차와 천부 지층의 풍화대는 자료의 반사파 신호를 왜곡시킨다. 그러므

로 일반적인 육상 탄성파 탐사 자료는 정적 보정(static correction)을 통해 이러한 왜곡을 보정해야 한다. 정적 보정을 하

기 위해 천부 지층의 속도가 필요하며, 이 속도는 굴절법 탐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육상 탄성파 탐사자료는 탐

사 현장에 대한 허가나 현장 여건 그리고 장비 보유 현황에 따라 제한된 형태로 취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송수신기 배열이 제한되어 굴절법 탐사에 적합한 자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사법 자료로 굴절법 해석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 지표 모델에서 제한된 송수신기 배열을 이용하여 얻은 반사법 자료로 굴절

주시 역산을 수행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불규칙한 지표와 평탄한 지표를 갖는 모델에 대한 역산 결과를 비교

하여 지표 고도 차이가 역산 결과의 신뢰성에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송신원 개수에 따른 역산을 통

해 극히 적은 수의 송신원이 아니라면 역산 결과의 신뢰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였다. 반면에 제한된 배열의 수

신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신기 전개영역의 중첩된 부분에서 속도왜곡이 발생함을 관찰하였고, 속도왜곡이 발생하지 않

기 위한 최소 중첩영역의 크기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 자료의 지형 조건과 송수신기 배열 정보를 이용하여 수치

모형 실험을 수행하였고, 신뢰성 분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자료 역산 결과에 신뢰할 수

있는 영역과 해석에 유의해야 할 영역을 구분하였다.

주요어: 굴절 주시 역산, 지형기복, 정적 보정, 굴절법, 육상 탄성파

Abstracts: In land seismic exploration, irregular surface topography and weathering layer in near surface distorts the

reflected signals of data. Therefore, typical land seismic data should be compensated for this distortion by static correction.

To perform the static correction, near-surface velocity is required, which can be obtained by seismic refraction survey.

However, land seismic data is often acquired in a limited form of geometry depending on the equipment availability,

accessibility condition, and permission for the survey site. In this situation, refraction analysis should be performed using

reflection data because it is impossible to acquire refraction-oriented data due to limited source and receiver geometry.

In this study, we aimed to analyze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obtained by refraction traveltime tomography when using

reflection data with a limited number of sources and receivers from irregular surface topography. By comparing the

inversion result from irregular topography with that from flat surface, we found that the surface topography affects the

reliability of the inversion results to some degree. We also found that the number of sources has little effect on the

inversion results unless the number of sources are very small. On the other hand, we observed that velocity distortion

occurred in the overlapped part of receiver arrays when using a limited number of receivers, and therefore suggested

the size of the least overlapping ratio to avoid the velocity distortion. Finally, we performed numerical tests for the model

which simulates the surface topography and acquisition

geometry of the survey region and verified the

reliability analysis of inversion results. We identified

reliable areas and suspicious area of the inverted

velocity model by applying the analysis results to fiel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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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육상 탄성파 탐사에서는 지표면의 불규칙한 고도와 천부지

층의 저속도 영향으로 반사파 자료의 연속성이 저하된다

(Ralph et al., 1976). 따라서 육상 탄성파 탐사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정적 보정 기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

적 보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정보와 천부지층에 대한 속

도정보가 필요하다. 고도정보는 탐사 시 측량이나 GPS를 통

해 얻을 수 있고, 속도정보는 올림식 탄성파 탐사(Uphole

survey)나 굴절법 탐사 등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올

림식 탄성파 탐사는 시추와 추가적인 탐사에 사용되는 비용으

로 인하여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Cox, 1999). 본 연구는 정적

보정에 필요한 속도정보를 얻기 위해 굴절 주시 역산을 이용

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정적 보정을 위한 굴절주시의 이용은 1970년 이후로 급격히

발전하여 사용되고 있다(Cox, 1999). 천부지층의 속도를 구하

기 위한 굴절법 해석기법은 양단주시법(reciprocal method)과

지연시간법, Plus-minus법, GRM (generalized reciprocal

method), 역산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Cox, 1999). Edge and

Laby (1931)가 제안한 양단주시법은 역방향 시간을 이용하여

굴절면의 위치를 찾았고, Gardner (1939)는 지연 시간(delay

time)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이 두 방법은 굴절면이 평

면임을 가정하여 실제 지층구조를 묘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Hagedoorn (1959)은 굴절면이 평면이 아닌 경우 적용할

수 있는 Plus-minus법을 제안하였지만, 이 방법도 굴절면이 단

일 속도를 가질 때에만 성립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Palmer

(1980)는 앞에서 언급한 단점들을 보완한 일반화된 방법

(GRM)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방법들은 파선

경로를 가정하여 3차원 탐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

다(Yilmaz, 2001). 이에 따라 굴절 주시 역산과 같은 좀 더 일

반화되고 역산 이론에 기초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Cox,
1999; Yilmaz, 2001).

초기의 굴절 주시 역산에는 계산이 간단한 파선추적법이 주

로 사용되었다(Pyun et al., 2005). 파선을 이용하는 것은 초동

주시와 Fréchet 미분 계산에 유용하지만, 고주파 근사를 가정

하여 음영대를 찾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Luo and Schuster,

1991). 이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한정된 현장자료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Červený and Soares (1992)가 수정된 파선추적

법을 이용한 프레넬 체적법(Fresnel volume method)을 소개하

였고, 이어서 Vasco and Majer (1993)가 보른(Born) 근사를 이

용하여 Fréchet 미분을 계산한 파동 경로(wave-path)법을 제안

하였다. 그러나 프레넬 체적법은 파선추적법과 마찬가지로 고

주파 근사를 가정하여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Vasco et

al., 1995). Luo and Schuster (1991)는 파동방정식 기반 역산

법을 제안하여 파선추적법의 단점을 보완하였지만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Pyun et al., 2005). 이를 해결하기 위해

Schuster and Quintus-Bosz (1993)가 아이코날 방정식을 이용

하여 효율적인 계산을 가능하게 했다. 최근에는 감쇠 파동장을

이용하여 계산의 효율성을 높인 굴절 주시 역산 기법(Pyun et

al., 2005)이 소개되었고 본 논문에서는 Pyun et al. (2005)의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역산을 수행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적 보정은 굴절법 탐사를 통해

천부지층 속도를 얻어서 수행할 수 있다. 굴절법 해석은 긴 벌

림거리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반사법 자료의 정적 보정을 수

행하더라도 추가적인 굴절법 탐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취득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장 여건 상 굴절법 탐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반사법 자료의 초동주시를 이용하

여 굴절법 해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측선 양단에서

굴절법 해석에 필요한 충분한 벌림거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양단의 심부 지층에 대한 속도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측선 양단 심부 지층 속도에 오차를 유발한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경우 역산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

에 초점을 두었다.

본문에서는 역산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역산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선택하여 합성자료를 만들고 역산

을 수행하였다. 먼저 육상 자료의 불규칙한 지표에서 오는 고

도차이를 인자로 하여 지형기복 유무에 따른 역산결과를 비교

하였다. 이 때 내부 지층 구조나 초기 속도 모형의 형태에 따

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지형기복 유무와 내부 지층 형태, 초

기 속도 모형 형태를 세 개의 변수로 조합하여 여덟 가지 경

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송신원 개수가 역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사법에 유리한 수신기 배열

이 굴절 주시 역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였다. 마

지막으로 합성자료 역산에 대한 신뢰성 분석 결과를 통해 현

장자료 역산의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론

주시 계산

굴절 주시 역산은 전통적으로 파선추적법을 이용한 주시 계

산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그림자 영역(shadow zone) 문제나 여

러 경로(multi-pathing 또는 caustics)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파

동방정식 기반의 주시 계산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hin et al. (2003)이 제안한 주시 계산법을 사용하였다. 주시

계산은 주파수 영역에서 수행되며 주파수 영역에서 파동장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ω는 각진동수로 두루마리 현상(wrap-around)이 없도

록 충분히 작아야 한다(Shin et al., 2003). ω는 주행거리와 속

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경험적으로 약 0.01 ~ 0.1 사

이의 값을 사용한다. 는 ε의 감쇠계수를 갖는 감쇠

( , , , )( , , , ) ( , , ) i x y z
u x y z A x y z e

ωτ ω

ω
−

=
�

�

( , , )A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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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장이며, 원래의 파동장 A(x, y, z)와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Pyun and Park, 2016).

(2)

여기서 ε은 분산 분석에 의한 경험적 수치로 정해진다(shin et

al., 2003).

식 (1)에 로그를 취하여 허수부를 분리해내고 ω로 나누어

주면 초동 주시를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3)

실제로 주파수 영역에서 감쇠 파동장 를 계산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소각진동수 ω*가 필요하다.

(4)

식 (4)에서 볼 수 있듯이 복소각진동수는 허수부의 감쇠계수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성파 신호의 진폭은 줄어들며,

만약 큰 ε을 선택한다면 초동주시 이후의 모든 신호를 감쇠

시킬 수 있다.

굴절 주시 역산

굴절 주시 역산은 관측된 자료의 초동주시와 모델링한 초동

주시의 차이를 줄이는 과정으로 수행하며, 이를 위해 주시 오

차의 l2-놈(norm)을 목적함수로 설계하였다. 역산에서의 불량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정규화 항을 포함시킨 목적함수는 다음

과 같다.

(5)

여기에서 는 l2-놈을 의미하고, τmod와 τobs는 모델링된 주시

와 관측된 주시, p는 속도 매개변수 벡터, λ
r
은 정규화 상수,

L은 공간미분 연산자이다. 정규화는 Guitton et al. (2012)과

Park and Pyun (2013)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사 헤시안(Hessian) 행렬의 대

각성분을 이용한 PCG (preconditioned conjugate gradient)법을

적용하였다(Vigh and Starr, 2008).

속도를 갱신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윗 첨자 k는 반복 횟수를 의미하고, α는 구간 길이

(step length)이며 선형 탐색(line search)법을 이용하여 구한다.

h는 켤레 방향(conjugate direction)을 의미한다(Vigh and

Starr, 2008; Ma et al., 2010). 켤레 방향의 계산을 위해서

는 Fréchet 미분이 필요하고 이는 다음과 같다(Pyun et al.,
2005):

(7)

여기서 i와 j, l은 각각 수신기와 송신원, 속도 매개변수 번호

를 의미하고, n
r
과 n

s
, n

e
는 수신기, 송신원, 매개변수의 개수

를 나타낸다.

본 론

지형기복의 영향

굴절 주시 역산 기술은 불규칙한 지표에서 적용이 가능하지

만, 지형기복에서 오는 고도차이가 역산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층이 동일한 수평층

구조일 때, 고도차가 있는 지형과 고도차가 없는 지형에서 각

각의 역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속도 모형에 대하여 지표를 따

라 10 m의 간격으로 송수신기가 위치한다고 가정하였으며, 각

각 524개의 송수신기가 사용되었다. Fig. 1은 지형기복이 없는

지표가 평탄한 모형에 대한 실험이다. 참모형은 Fig. 1a와 같

은 평활화를 적용한 수평 5층 구조이며 초기모형은 Fig. 1b로

속도가 심도에 따라 2,000 m/s에서 4,800 m/s까지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이다. 참모형과 초기모형 모두 모형의 윗부분에

공기층을 포함하고 있다. 역산은 지형기복이 있는 모형에도 적

용할 수 있는 삼각형 격자를 이용하였으며 들로네 삼각분할

(Delaunay triangulation)을 통해 생성하였다. 격자의 크기는 한

개의 삼각형 요소 면적이 약 30 m2에서 225 m2 사이에 분포

하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30도 이상이 되도록 생성하였다. 30

회 역산을 반복 수행 한 결과는 참모형의 속도 그래디언트 형

태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c). 다만 모델 양단

속도는 송수신기 배열의 한계로 오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양단 심부의 속도는 큰 오차를 보이는데, 이는 굴절

법 탐사와 달리 반사법 탐사의 경우 측선 양단에서 원거리 송

신원에 의한 자료를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Fig. 1d

는 전체 측선의 양단 송신원과 중앙 송신원에 대한 주시곡선

을 나타낸다. 역산된 모형에 대한 주시가 참모형의 주시로 수

렴하여 역산이 잘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Fig. 2는 지형기복이 있는 모형에 대한 실험이다.

참모형의 지하구조는 지형기복이 없을 때와 동일하며 톱니 모

양 지표의 최고점과 최저점 고도차이는 110 m 이다(Fig. 2a).

초기모형은 앞 예제와 마찬가지로 심도에 따라 2,000m/s에서

4,800 m/s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이고(Fig. 2b),

송수신기는 지표를 따라 10 m의 일정한 간격으로 524개가 위

치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역산한 결과 전체적으로 참모형의 속

도 그래디언트로 수렴하지만 천부층(고도 0 m 부근)의 경우

지형기복에 따라 일관되게 속도 오차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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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2c). 주시곡선을 통해 역산 결과를 확인하면 Fig. 2d와

같다. 역산 결과의 주시곡선은 참모형의 주시곡선에 수렴하지

만, 역산된 속도 모델은 천부층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지형

기복이 굴절 주시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도 역산 결과의 신뢰

성에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형기복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지층 구조나 초기

속도 모형의 형태에 따른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

형기복 유무와 내부 지층 형태, 초기 속도 모형 형태를 세 개

의 변수로 조합하여 여덟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앞서 수행한

두 가지 실험 외에 여섯 가지 실험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Fig.

3은 추가된 참모형을 나타낸다. 지형기복이 없는 경우(Fig. 3a)

와 지형기복이 있는 경우(Fig. 3b)에 대해 지층의 형태가 굴곡

이 있도록 가정하였다. 초기모형도 마찬가지로 지하구조가 굴

곡이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는 Fig. 4와

같다. 여덟 가지의 조합에 대한 지형과 지층, 초기 속도 모형

의 형태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역산을 수행하기에 앞서 네 가지 조합의 참모형에 대하여

역산이 가능한 영역을 확인해야한다. 파선추적법에 기반한 주

시 역산은 파선경로(ray-path)를 도시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

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한 굴절 주시 역산은 속도 매개변수에

Fig. 1. Tomography result for flat surface and subsurface: (a) True

velocity model. (b) Initial velocity model. (c) Inverted velocity

model after 30 iterations. (d) Traveltime plots for true velocity

model (solid line), initial velocity model (dot dashed line) and

inverted velocity model (dashed line).

Fig. 2. Tomography result for serrated surface and flat subsurface:

(a) True velocity model. (b) Initial velocity model. (c) Inverted

velocity model after 30 iterations. (d) Traveltime plots for true

velocity model (solid line), initial velocity model (dot dashed line)

and inverted velocity model (dash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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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시 민감도(또는 자코비안)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이

는 고주파 근사를 가정하는 파선추적법과 달리 탄성파 자료의

띠 제한(band-limited) 특성을 고려하는 파동방정식 기반 주시

역산 기법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Fig. 5는 하나의 송신원과

하나의 수신기가 위치할 때, 모형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Fig. 5a는 벌림거리가 작은 경우이며, Fig. 5b는 벌림거리가 클

경우를 나타낸다. 민감도를 통해 확인하면 벌림거리가 작은 경

우에는 얕은 심도의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역산이 가능하며,

벌림거리가 클 경우에는 역산 가능 영역이 넓은 범위와 깊은

심도를 갖는다. 이는 얕은 심도에 대해서는 높은 해상도의 역

산이 가능하고, 깊은 심도에 대해서는 넓은 범위를 갖지만 낮

은 해상도의 역산이 수행되는 본 알고리듬의 특징을 나타낸다.

Fig. 6은 네 가지 조합의 참모형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이

를 통해 지형기복의 유무나 지층의 형태와 무관하게 전체 측

선의 양단을 제외한 전 영역이 역산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층 형태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참모형의 지

하구조가 굴곡진 형태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3a는

지형기복이 없지만 지층의 형태가 굴곡진 모형이다. 초기모형

으로 Fig. 1b를 사용하였으며, 이전과 동일한 방법의 역산 결

과는 지층의 굴곡을 잘 나타내고 있다(Fig. 7a). 다음으로 Fig.

3b는 지형기복이 있으며 굴곡진 지층의 형태를 갖는 모형이다.

Fig. 3. (a) True velocity model with serrated subsurface and flat

surface. (b) True velocity model with serrated subsurface and

serrated surface.

Table 1. Acquisition parameters for inversion tests with different shapes of surface and subsurface.

Verification of topography effects

Surface topography Flat Serrated Flat Serrated Flat Serrated Flat Serrated

Subsurface 
stratigraphy

True model Flat Flat Serrated Serrated Flat Flat Serrated Serrated

Initial model Flat Flat Flat Flat Serrated Serrated Serrated Serrated

# of sources/receivers 524/524

Source/Recevier interval 10 m/10 m

Fig. 4. (a) Initial velocity model with serrated subsurface and flat

surface. (b) Initial velocity model with serrated subsurface and

serrated surface.

Fig. 5. Sensitivity patterns depending on different offset distance:

(a) Normalized sensitivity for a source-receiver pair with short

offset distance. (b) Normalized sensitivity for a source-receiver pair

with long offset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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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b의 초기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역산 결과는 참모형의 굴

곡진 형태를 잘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7b). 이를

통해 지층의 형태는 역산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 모형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초기모형

의 지하구조를 굴곡진 형태로 가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지

형기복의 유무에 따른 초기모형은 앞에서 제시한 Fig. 4와 같

다. Fig. 8은 앞에서 사용한 4가지 참모형(Fig. 1a, 2a, 3a,b)을

굴곡진 지층을 갖는 초기모형(Fig. 4)을 사용하여 역산한 결과

이다. 4가지 경우 모두 천부층에서는 참모형의 속도로 수렴하

여 수평한 지하구조를 갖는 초기모형(Fig. 1b, 2b)과 동일한 역

산 결과를 보인다. 반면에 심부층은 초기모형의 굴곡진 지층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어 역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현상은 Fig. 5b에서 보인 것과 같이 심부층

의 낮은 수평 해상도와 관련이 있다. 심부층은 긴 벌림거리 자

료에 의해 역산이 이루어지므로 속도 모델의 낮은 파수 성분

만 역산되고 굴곡진 형태의 높은 파수 성분은 역산 후에도 그

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앞 예제에서 수평한 초기

모형을 사용하였을 때 심부층 역산 결과에 굴곡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도 부합되는 사실이다. 이 실험을 통하여 초기모형은

역산결과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심

부 역산 결과에서 초기 모형의 높은 파수 성분이 잔존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송신원 개수의 영향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탐사 비용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송신

원 개수가 제한적일 수 있다. 역산에 대한 송신원 개수의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역산에 사용되는 송신원 개수를 변경하여

역산을 수행하였다. Table 2은 송신원 개수가 다른 두 가지 실

험의 송수신기 정보를 나타낸다. 송신원 간격이 촘촘할 때

(Test1)와 상대적으로 성길 때(Test2)를 가정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다. 두 번째 실험의 송신원을 80개로 설정한 이유는 본 논

문의 마지막 예제에서 사용한 현장자료와 동일한 밀도의 송신

원을 가정하기 위해서이다. Fig. 9는 송신원 개수에 따른 성능

비교를 위해 사용된 모형과 역산 결과를 나타낸다. 수신기는

지표 전체에 위치하며 참모형과 초기모형은 앞에서 사용한

Fig. 1a와 Fig. 1b를 사용하였다. Fig. 9a는 524개 송신원을 지

표 전체에 촘촘하게 설치한 경우의 역산 결과이며, Fig. 9b는

Fig. 6. Comparison of sensitivity coverages for different true

velocity models: Normalized stacks of sensitivities for the true

model (a) with flat surface and flat subsurface, (b) serrated surface

and flat subsurface, (c) flat surface and serrated subsurface, and (d)

serrated surface and serrated subsurface. The shaded area stands for

the sensitive region which can be inverted by refraction traveltime

tomography.

Fig. 7. Tomography results for serrated subsurface (at 30 iterations):

(a) Inverted velocity model in the case of flat surface. The true

velocity model is shown in Fig. 3a and the initial velocity model

is shown in Fig. 1a. (b) Inverted velocity model in the case of

serrated surface. The true velocity model is shown in Fig. 3b and

the initial velocity model is shown in Fig.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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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송신원을 성기게 설치하였을 때의 역산 결과이다. 두 가

지 실험 모두 참모형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산

결과의 자세한 비교를 위해 속도모형의 차이(model misfit)를

구하였다. Fig. 10a는 속도모형의 차이를 나타내며, Fig. 10b는

속도 차이를 Test1에 대한 상대오차로 표현한 것이다. 상대오

차의 RMS (Root Mean Square) 값은 0.5% 정도로 계산되었

다. 송신원 수에 따른 역산 가능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참모형

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었다(Fig. 11). 524개의 송신원의 경

우(Fig. 11a)와 80개의 송신원의 경우(Fig. 11b)의 역산 가능

영역은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Tomography results for the initial velocity model with

serrated subsurface (at 30 iterations): (a) Inverted velocity model

in the case of flat surface and flat subsurface. The true velocity

model is shown in Fig. 1a and the initial velocity model is shown

in Fig. 4a. (b) Inverted velocity model in the case of serrated

surface and flat subsurface. The true velocity model is shown in

Fig. 2a and the initial velocity model is shown in Fig. 4b. (c)

Inverted velocity model in the case of flat surface and serrated

subsurface. The true velocity model is shown in Fig. 3a and the

initial velocity model is shown in Fig. 4a. (d) Inverted velocity

model in the case of serrated surface and serrated subsurface. The

true velocity model is shown in Fig. 3b and the initial velocity

model is shown in Fig. 4b.

Table 2. Acquisition parameters for inversion tests with different

number of sources.

Test1 Test2

# of sources 524 80

Source interval 10 m 60 m

# of receivers 524 524

Receiver interval 10 m 10 m

Fig. 9. Comparison of tomography results: (a) Inverted velocity

model with 524 sources. (b) Inverted velocity model with 80

sources.

Fig. 10. Quality check of inverted velocity model: (a) Model misfit.

(b) Model relative error (Red color indicates large error and white

color indicates small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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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송신원의 수가 더욱 적을 경우에 역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였다. Fig. 12는 적은 송신원 개수를

이용하였을 때의 민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민감도를 통해 송신

원이 극히 적을 때에는 천부층의 역산에 대해 송신원의 영향

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탐 심도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역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40개 이상의 송

신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Fig. 12c).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사법 자료는 굴절법 자료에 비해 송신원 개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반사법 자료를 이용한 굴절 주시 역산에서는 송신원

개수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신기 배열의 영향

장비의 제한이 있거나 현장 여건 상 수신기 개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탐사 효율성이나 목적에 따라 수신기 배열을 다

르게 설계할 수 있다. 이 때, 수신기 배열이 반사법 자료를 취

득하도록 설계되었고 추가적인 굴절법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면, 이 자료를 이용한 굴절 주시 역산이 어떤 결과를 주는

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Fig. 13은 leap-frog 방식으로 알

려진 송수신기 배열을 가정한 모식도이다. 수신기 개수가 제한

되어 측선 전체에 수신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가정하였고 일

정한 간격으로 수신기 배열을 이동하면서 탐사를 수행하였다.

Fig. 11. Comparison of sensitivity coverage: Normalized stack of

sensitivities with (a) 524 and (b) 80 sources. The shaded area stands

for the region which can be inverted by refraction traveltime

tomography.

Fig. 12. Comparison of sensitivity coverage: Normalized stack of

sensitivities with (a) 10, (b) 20 and (c) 40 sources. 

Fig. 13. Schematic acquisition geometry for leap-frog scheme. (Red

star: sources, green arrow: receiver spread)

Fig. 14. Plots of source and receiver coordinates for all shots. The

vertical axis is the shot number and the horizontal axis is the

coordinate in x-direction. The dots represent sources and the solid

lines represents receiver spread. The solid arrow indicates the length

of a overlapped zone and the dotted arrow indicates the length of

a receiver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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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다른 수신기 배열이 사용되었고, 이 배열을 도식화

하면 Fig. 14와 같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Fig. 13에 표시된

것처럼, 서로 다른 수신기 배열 간에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

다. 역산에 대한 수신기 배열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첩 영

역의 크기를 달리하여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실험 설명을 위해

중첩비율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서로 다른 수신기 구간이 중첩되는 영역의 크기는 Fig. 14의

실선 화살표로 나타나 있으며, 한 개의 수신기 배열 길이는 점

선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다.

참모형과 초기모형은 Fig. 1a와 Fig. 1b를 사용하였다. 수신

기 배열이 절반정도 중첩될 때 Fig. 15의 원으로 표시된 부분

처럼 참모형(Fig. 1a)의 수평한 지층형태와 달리 지층이 위로

솟아 오르는 듯한 왜곡된 형태가 관찰된다. 왜곡된 형태는

Fig. 15의 화살표로 표시된 수신기 배열의 가장자리 위치와 일

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6은 중첩비율을 달리한 송수신기 배열의 측선도를 나

타낸다. 각각의 송수신기 배열을 이용하여 역산한 결과는 Fig.

17과 같다. Fig. 17a는 중첩비율이 0%일 때의 실험 결과로 수

신기 배열간 겹치는 영역이 없다. Fig. 17b는 중첩비율이 25%

일 때의 결과이다. 두 경우 모두 속도가 왜곡된 부분이 관찰되

는데 그 위치가 수신기 배열의 가장자리와 일치한다. 중첩비율

이 50%와 75%일 때의 결과를 보면 중첩비율이 증가할수록

속도왜곡 현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7c, d).

Fig. 18은 각각의 실험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역산

결과를 한꺼번에 도시한 그림이다. 중첩비율에 따라 각 수신기

배열의 길이가 다르며 이에 따라 최대 벌림거리가 다르기 때
중첩비율(%) =

서로 다른 수신기 구간이 
중첩되는 영역의 크기  × 100(%) (8)

한 개의 수신기 구간의 크기

Fig. 15. Spatial distribution of velocity distortion. The horizontal

locations of velocity distortion coincide with the edges of receiver

arrays.

Fig. 16. Acquisition geometries when the overlapping ratios are (a) 0%, (b) 25%, (c) 50% and (d) 7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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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역산 가능 심도가 달라진다. 굴절법 탐사는 일반적으로

목표 관측 심도의 5 ~ 10배에 해당하는 최대 벌림거리를 갖는

송수신기 배열을 사용하므로 역산 가능 심도를 최대 벌림거리

의 1/5로 가정하고 비교 가능한 부분을 표시하였다.

중첩비율이 작을수록 수신기 배열 구조에 따른 속도왜곡을

볼 수 있고, 중첩비율이 커짐에 따라 왜곡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9는 참모형에 대한 속도 왜곡의 상대오차를 나

타낸다. 중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오차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중첩비율에 의한 영향을 민감도를 통해 확인하였

Fig. 17. Inversion results when the overlapping ratios are (a) 0%,

(b) 25%, (c) 50% and (d) 75%, respectively. The true and initial

velocity models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14. The inverted

velocity models are those after 30 iterations.

Fig. 18. Comparison of inversion results for different overlapping

ratios. The depth of penetr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maximum

offset distance. The shaded area indicates non-illuminated zone.

Fig. 19. Model relative errors for all inversion results with different

overlapping ratios.

Fig. 20. Comparison of sensitivity coverage depending on over-

lapping ratio: Normalized stack of sensitivities for the overlapping

ratio of 0%, (b) 25%, (c) 50% and (d)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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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20은 속도에 대한 주시 민감도를 통해 각 송수신기 배

열의 역산 가능 영역을 보여준다. 중첩비율이 작을 때에는 중

첩구간의 심부에서 민감도가 작게 나타난다. 하지만 중첩비율

이 증가할수록 중첩 구간에서의 민감도가 중첩되지 않은 구간

의 민감도와 비슷해진다. 또한 중첩비율이 75%일 때의 민감도

는 전체 영역에 걸쳐 같은 심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중첩 비

율이 일정 크기 이상이 된다면 측선 전체의 양단을 제외한 부

분에서 동일한 심도의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산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신기 배열이 변할

때 중첩비율에 따라 왜곡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첩비율을 달리 하여 역산을 수행하고 역산

가능 심도 내 결과의 상대오차를 도시하면 Fig. 21와 같다. 중

첩비율이 작을 때에는 상대오차가 크고, 중첩비율이 변함에 따

라 불안정한 오차의 변화를 보인다. 또한 중첩비율이 커짐에

따라 상대오차가 작아지고 오차의 값도 안정적으로 감소한다.

이 결과는 속도왜곡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때, 상대오차가 안정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중첩비율을 허

용할 만한 수신기 배열로 생각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상대오

차가 5% 이내일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상대오차가 5% 이하

가 되는 수신기 배열은 중첩비율이 약 2/3가 되는 지점이다.

수신기 배열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수신기

배열의 최소 허용 중첩비율(minimum allowable overlapping

ratio)부터 안정된 오차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속도왜곡이 작

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산 결과를 해석할 때 본 예제

에서 정의한 최소 허용 중첩비율을 만족해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장자료 송수신기 배열 특성 분석 및 역산 결과 해석

Fig. 22는 실제 탐사한 현장자료에 대한 송수신기 배열을 나

타낸다. 본 연구에 사용된 현장자료는 무선 탄성파 탐사 장비

를 사용하여 취득한 자료로서 자료취득 변수는 Table 3과 같

다. 현장 여건과 제한된 장비 수량 때문에 Fig. 22과 같은 구

조로 자료를 취득하였고, 앞에서 정의한 중첩비율로 계산하면

중첩비율이 50%인 배열이다. 현장자료에 대한 역산결과의 신

뢰성 확인에 앞서 현장자료와 동일한 구조의 송수신기 배열에

대해 합성모형을 이용하여 송수신기 배열의 영향을 확인하였

다. 합성 모형은 Fig. 23a와 같이 수평 층서구조에 정단층이 존

재하는 형태이다. 수평한 형태의 지하구조를 가지고 속도가 선

형 증가하는 초기 모형으로 역산을 수행하였을 때(Fig. 23b),

역산 결과는 Fig. 23c와 같다. 속도모형의 차이를 보면 앞에서

실험한 결과와 같이 수신기 배열 가장자리 부분에 위치하는

속도가 왜곡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23d). Fig. 24는

초기속도모형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속도 증가율을 달

리하여 수행한 결과이다. 역산 결과는 대체적으로 Fig. 23과

유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여전히 수신기 배열 가장자

리가 위치하는 부분의 왜곡을 관찰할 수 있다.

사용된 수신기 배열의 중첩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앞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왜곡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된 현장자료의 수신기 배열로부터 얻은 자료

를 이용하여 굴절 주시 역산을 수행할 경우 Fig. 23d와 Fig.

24c에 표시된 부분의 역산 결과는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Fig. 25는 현장 자료의 송수신기 배열을 이용하여 합성자료

의 참모형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민감도를 통해 역

산을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신기 배열의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왼쪽에서 민감도가 작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송신원이 없는 구간(Fig.

Fig. 21. Root mean square (RMS) values of relative errors within

illuminated zone. The horizontal axis is the portion of overlapped

area and the vertical axis is the RMS value of the relative errors.

Fig. 22. Plots of source and receiver coordinates for real data. The

vertical axis is the shot number and the horizontal axis denotes the

coordinate in inline direction.

Table 3. Acquisition parameters for real data.

Real data info

Length of survey line 4870 m

# of sources 86

# of receivers 96

Overlapping ratio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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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으로 이 구간은 역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사법 자료

로서 전체 송신원 개수는 충분하지만 leap-frog 방식의 송수신

기 배열은 각 수신기 배열에 대해 송신원 개수가 달라 역산이

불균질하게 이루어진다. 모형의 오른쪽은 심부의 민감도가 작

게 나타난다. 이는 모형의 왼쪽 부분과 달리 천부층까지 높은

속도(Fig. 23a)로 이루어진 구조 때문에 굴절파가 깊게 침투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Fig. 26은 실제 현장자료를 이용한 굴절 주시 역산 결과이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신기 배열의 영향으로 원으로 표

시된 부분은 속도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측선의 왼쪽 부

분은 송신원 개수가 부족하여 역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측선 우측의 심부는 상부의 높은 속도 때문에 굴절파가 도달

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수신기 배열 가장자리가 위치

Fig. 23. Synthetic data inversion using the acquisition geometry of

real data. (a) True velocity model. (b) Initial velocity model. (c)

Inverted velocity model after 30 iterations. (d) Model misfit. The

arrows, circles and shaded zone indicate receiver arrays, velocity

distortions and non-illuminating zone, respectively.

Fig. 24. Another synthetic data inversion using the acquisition

geometry of real data. (a) Initial velocity model. (b) Inverted

velocity model after 30 iterations. (c) Model misfit. In the initial

velocity model, velocity gradient is higher than the previous test.

The true velocity model is identical with that shown in Fig. 19a.

Fig. 25. Normalized stack of sensitivities for the synthetic model

using the acquisition geometry of real data.

Fig. 26. Inversion result using real data. The receiver arrays,

velocity distortions and non-illuminating zone are marked with

arrows, circles and shaded zone, respectively. The rounded rectangle

at the left end indicates the zone with lack of sources. The non-

illuminating zone due to high-velocity subsurface is marked with

rounded rectangle on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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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과 송신원이 부족한 부분, 굴절파가 도달하지 않는

부분은 역산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자료취득 구조와 관련하여 굴절 주시 역산

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확인 하였다. 지형에 따른 고도 차이

는 역산 결과에 약간의 영향을 주지만, 지하 지층구조나 초기

속도모델은 역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사법 자료

를 굴절 주시 역산에 사용한다면 송신원의 개수가 충분히 많

기 때문에 굴절 주시 역산의 신뢰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

는다. 다만, 사용된 배열에 따라 송신원이 적은 구간에서는 역

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수신기의 중첩 비율에 따라

수신기 배열의 가장자리에서 속도 왜곡이 관찰되었으며, 그 부

분은 역산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현장자료에 대한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방법이 굴절 주시 역산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기법은 향후 육상 탄성파 탐사의 자료취득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지형기복이 심한 지역의 탐사자료

에 대한 정적 보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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