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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표면파 탐사는 매우 작은 규모의 초음파 분석부터 지질공학 규모의 분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천부 지질의 지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표면파 탐사는 기본적으로 지표면을 따라 전파하는

표면파의 분산 특성에 기초하여 매질의 전단 속도 분포를 파악하는 탐사법이다. 즉, 지하 구조가 1차원 구조라는 가정 하

에 탐사를 수행하는 표면파 탐사는, 진동수와 전파 속도의 관계인 분산곡선을 분석하고 1차원적 역산을 통해 층서구조

속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천부 지질 조사를 위한 표면파 탐사법의 기초적인 이론부터 전반적인 자료처리 과

정을 기술보고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표면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분산 특성에 대

하여 설명한 후 일반적인 표면파 자료처리 순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표면파 탐사법은 인공적인 송신원의 유무에 따라

능동 표면파 탐사법과 수동 표면파 탐사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능동 표면파 탐사법인 CSW, SASW, MASW

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하였다. 수동 표면파 탐사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술보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주요어: 표면파 탐사, CSW, SASW, MASW

Abstract: Surface wave (SW) surveys, which have been applied to numerous application fields ranging from micro-scale

ultrasonic analysis to geological scale analysis, are widely used to monitor near-surface stability. The survey method is

basically made through analysis on dispersion of SW propagating along the earth surface, in order to delineate shear

velocity structure of subsurface. SW survey data are inverted with assuming one-dimensional (1D) layered-earth in order

to recover shear wave velocities of each layer, after being analyzed to make the dispersion curve that shows phase velocity

of SW with respect to frequency. This study reviews surface wave surveys with explaining the basic theory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persion and the procedure of general data processing. Even though surface wave surveys can

be categorized into active and passive methods, this paper focuses only on active surface wave methods which includes

continuous SW (CSW), spectral analysis of SW (SASW) and multichannel analysis of SW (MASW). Passive method

will be reviewed in the subsequent paper. 

Keywords: surface wave method, CSW, SASW, MASW

서 론

탄성파에서 지표면을 따라 전파하는 표면파 존재에 대해 처

음으로 Rayleigh (1885)가 예측한 이후, 비파괴적 방법으로 밀

리미터(mm) 수준의 매우 작은 규모부터 킬로미터(km) 수준의

물성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점으로 인해 고체 물리학, 초음파

공학, 지진학 및 지질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Foti et al., 2014). 지진학자들은 지각과

상부 맨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면파를 분석하였다(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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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ing et al., 1957; Dorman et al., 1960; Dorman and Ewing,

1962; Kovach 1978; Keilis-Borok et al., 1989; Herrmann and

Al-Eqabi, 1991; Al-Eqabi and Herrmann, 1993). 표면파의 전

파 속도가 매질의 전단파 속도(Vs)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전단파 속도는 매질의 강성도(stiffness)에 대한 직접적인 지

표가 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부터(Van der Poel, 1951) 표면파

를 공학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Heisey et al. (1982)를

기점으로 표면파 탐사가 도시공학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

작하였다. 천부 지질 조사를 위해 Jones (1962)와 Ballard

(1964)가 처음으로 표면파 측정 시스템을 개발한 이후, 표면파

탐사는 천부 지질의 강성도 평가나 연약지반 탐지 등 안정성

평가에 많이 이용되게 되었다(e.g., Nasseri-Moghaddam, 2006;

Phillips et al., 2004; Park et al., 1998b; Gucunski et al., 1996).

표면파 탐사에는 인공송신원을 이용하는 능동 탐사법과 주

변의 표면파를 측정하여 해석하는 수동 탐사법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능동 표면파 탐사에는 연속 표면

파(continuous surface wave; CSW) 탐사, 2개의 수신기로부터

얻은 자료로 진동수에 따른 분산곡선을 분석하는 분산 분석

표면파(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s; SASW) 탐사, 수신

채널 개수를 12개 이상으로 늘려 해상도를 높이고 신호 대 잡

음비(S/N)를 높인 다중채널 표면파(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s; MASW) 탐사법 등이 있다(Park et al., 1999).

탄화수소 탐사를 위해 주로 수행되는 탄성파 반사법 탐사나

건설 설계 등을 위하여 지반 탐사 시 수행하는 탄성파 굴절법

탐사를 통해서도 S파(shear/secondary wave)에 대한 해석은 가

능하다. 하지만 표면파 탐사는 굴절법이나 반사법 탐사에 비해

S파 파원을 구현하고 지반의 전단속도를 해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있

다(Park et al., 1999; Foti et al., 2014; 2018). 

이러한 표면파 탐사는 국내에서도 천부 지질 구조 파악이나

지반 안정성 평가 등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표면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술한 사례가 국내에 없기 때문

에 1) 표면파 이론 및 특성과 능동 탐사법, 2) 표면파 자료처

리법에 대한 상세한 수동 탐사법, 3) 표면파 탐사를 적용한 다

양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여 표면파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보

고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 첫 단계로 표면파

의 기본적인 특성과 전체적인 해석과정, 그리고 능동 탐사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표면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해 전파 및 분산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지구물리탐사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CSW, SASW, MASW 탐사법 위

주로 표면파 탐사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전반적인 자료처리 과

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표면파의 물리적 특성

탄성체 내에서 전파하는 탄성파(seismic wave)에는 크게 실

체파(body wave)와 표면파(surface wave)가 있다. 매질 내에서

구형으로 전파하는 실체파와 달리 표면파는 유체에 접하고 있

는 고체의 표면을 따라 전파한다. 이 때 표면파의 전파 속도는

주로 S파 속도 구조에 따라 결정되며, 표면파의 파장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파 속도는 파장에 따라

(혹은 진동수에 따라) 다른 분산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표

면파의 속도 분산 특성을 이용하여 지하 내부의 S파 속도 구

조를 파악하는 탐사를 표면파 탐사라 한다. 한편, 실체파에는

고체와 유체 모두에서 전파하는 P파(primary wave)와 고체에

서만 전파하는 S파가 있다. 그래서 인공 탄성파 송신원에 의

해 발생한 실체파 중 P파는 송신원에서 수신기로 곧바로 전파

해온 직접파와 하부 층에서 각각 반사되고 굴절된 반사파와

굴절파와 더불어 공기를 따라서도 전파해 온 공기파도 측정되

지만, S파의 경우는 공기파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종파인 P파는 매질이 파의 전파 방향을 따라 진동하는 반면

횡파인 S파는 전파 방향에 수직하게 매질이 진동하기 때문에,

S파는 입자가 연직방향(중력 방향)으로 진동하는 SV 파와 수

평방향(중력에 수직방향)으로 진동하는 SH파로 분해할 수 있

다. P파와 S파의 속도는 매질의 탄성 계수와 밀도에 의해서 정

의되며, 일반적으로 탄성파 전파 시 분산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러나 다양한 광물과 공극 유체로 구성되어 있는 다공질 매질

(porous medium) 암석에는 몇몇 특별한 조건 하에서 분산 특

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논문

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어 생략하고자 한다.

표면파의 전파와 분산 특성

표면파에는 크게 매질 입자가 수평면 상에서 전파방향에 수

직하게 진동하며 에너지를 전파하는 러브파(love wave)와 입

Fig. 1. Relationship of propagation and particle motion of (a) Rayleigh and (b) Love waves, respectively (modified from Olivadot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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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수직면 상에서 전파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타원 궤적을 그

리며 진동하여 에너지를 전파하는 레일리파(rayleigh wave)가

있다(Fig. 1); 입자의 진동과 파의 전파 거동 측면에서만 본다

면 러브파는 SH파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파한다고 할 수 있다.

표면파 탐사는 주로 레일리파 거동에 기초하여 탐사를 수행하

고 수신기는 수직방향 진동을 주로 측정하게 되므로, 송신 시

에는 수직방향 진동을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탐사

에 유리하다.

지표면을 따라 전파하는 표면파의 속도는 S파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전파 심도는 파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S파 속도

가 균질하지 않을 경우 표면파의 속도는 진동수에 따라 위상

속도가 변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파의 전파 속도(V)는 파의

진동수(f)와 파장()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V = f  (1)

매질의 S파 전파속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파의 전파 속도는 진동수가 높을 경우 파장이 짧아져 비교적 얕은 심도

의 S파 속도에 영향을 받고, 진동수가 낮을 경우 파장이 길어

지게 되어 더 깊은 심도의 S파 속도에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Fig. 2). 즉, 표면파의 속도는 심도에 따른 S파의 속도 분포에

의해 결정되어 진동수에 따라 전파속도가 바뀌는 분산효과

(dispersion effect)가 나타난다. 

표면파가 전파하는 고체가 균질한 매질이라면 표면파의 속

도는 일정하지만(Fig. 3 left), 이층 구조를 가정했을 때 하부

층의 S파 속도가 크다면 파장이 길어질수록 즉, 진동수가 낮

아질 수록 표면파의 속도는 증가하게 되어 진동수에 따라 속

도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Fig. 3 right). 송신원으로부터

수신기가 멀수록 분산효과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삼각형 형

태의 파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4). 이와 같은 진

동수에 따른 표면파의 전파 속도를 도시한 것을 분산곡선이라

한다.

표면파의 기본 모드와 고차 모드

자연계의 모든 진동에는 배음이 존재한다. 기타현의 진동과

같은 두 고정단 사이에서의 진동을 생각할 때, 두 고정단의 거

Fig. 2. Short wavelengths penetrate shallow depths, whereas long

wavelengths penetrate deep depths. Dispersion effect occurs because

surface waves for different wavelengths have different S-velocities

which are assumed increasing along the depth.

Fig. 3. In a homogeneous medium (left), all the wavelengths are

sampled at the same material, and the phase velocity is constant.

When the properties change with the depth (right), the phase

velocity are varied depends on the wavelength.

Fig. 4. Comparison of theoretical waveforms between (a)

homogeneous S-wave velocity model and (b) two-layer velocity

model. Theoretical waveform for the two-layer model shows clear

dispersion characteristic rather than that of homoge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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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동일한 파장의 진동인 기본 모드(fundamental mode)뿐만

아니라 기본 모드 파장의 1/2, 1/3, ..., 1/n이 되는 진동들도 함

께 일어나게 되고, 이를 2차, 3차, …, n차 모드라 한다(여기서

n은 자연수) (Fig. 5). 이때 파장이 1/2, 1/3, 1/4, …, 1/n이 되

므로 진동수는 이의 역수인 2, 3, 4, …, n 배가 된다. 

표면파에서도 기본 모드(M0)뿐만 아니라 고차 모드들(M1,

M2, M3, ∙∙∙, Mn-1)도 함께 존재한다. 이와 같은 고차 모드 표

면파는, 진동수가 기본 모드 표면파보다 높기는 하지만 전파

속도는 기본 모드와 동일하다(Fig. 5). 그래서 동일한 진동수의

고차 모드와 기본 모드 표면파를 고려할 때, 고차 모드 표면파

는 기본 모드 표면파 보다 깊은 매질의 속도 분포에 영향을 받

게 된다. 기존 표면파 자료 해석에서는 가장 에너지가 큰 기본

모드만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고차

모드 자료까지 해석에 이용하면서 좀 더 많은 지질 정보를 얻

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면파의 분산곡선 및 자료처리

표면파 탐사법의 개별 방법에 따라 자료 취득, 분산 곡선 분

석 및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탐사법

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반적인 자료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장에서

기술한 전반적인 표면파 자료처리법 설명에 기초하여 다음 장

(4장)에서 능동 표면파 탐사의 각 탐사법(CSW, SASW,

MASW 탐사법)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을 한 뒤, 수동

표면파 탐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 취득

표면파 탐사를 위한 탄성파 에너지 송신원(seismic energy

source)으로는 큰 망치(sledgehammer)나 추 떨굼(weight drop)

같은 충격형 탄성파 송신원(impulsive source)뿐만 아니라 전

자기계식 셰이커(electromechanical shaker), 바이브로사이즈

(vibroseis) 같은 진동형 탄성파 송신원(vibratory source)도 사

용할 수 있다. 탄성파 송신원에 의해 발생한 신호를 측정하게

되면 실체파와 표면파뿐 아니라 교통잡음, 사람들의 움직임 등

의 주변 잡음(ambient noise)도 측정이 된다. 

탄성파 송신원과 수신기가 가까울 때는 ‘가까운 마당 효과

(near-field effect; 혹은 근접장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가까운

마당 효과란 벌림 거리가 파장에 비해 가까워 송신원의 종류,

모양, 방사 패턴, 송신원 인근 매질의 영향 등이 모두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기본적인 표면파 전파는 파의

형태(평면파 혹은 비평면파)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분산곡선 해석은 자료가 평면파 가정을 만족한

다는 전제하에 수행되므로 자료를 획득할 때 가까운 마당 효

과(near field effect)를 고려한 송-수신기 간격(벌림 거리)을 유

지해야 한다(Wielandt, 1993). 일반적으로 위상 속도는 평면파

형태의 레일리파만을 송신원으로 전제하는데 송신기와 수신기

거리가 탄성파 송신원의 한 파장 보다 작을 때 직접파(direct

wave) 성분과 원통형 파면(cylindrical wave front)이 자료 해석

에 왜곡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능동

탐사에서는 송-수신 벌림거리를 너무 짧게 잡지 않으며 마찬

가지로 수동 탐사에서도 자연 송신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

는 지점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주어야 한다.

표면파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반사법 탐사

나 굴절법 탐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표면파는 에너지가 커

패드형 지오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은 2개의 지오폰만을 이용하는 CSW나 SASW 탐사 보다 최

소 12개 이상의 지오폰을 필요로 하는 MASW 탐사의 자료취

득 시에 탐사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다중채널을 이용하

게 되면 잡음이 중합되면서 감쇠하기 때문에 신호대비잡음비

가 좋아져 상대적으로 신호가 약한 고차모드를 분리하여 해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탄성파 자료에서 굴

절파, 반사파와 같은 다른 탄성파 이벤트를 표면파 자료와 구

별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게 된다(Socco and Strobbia, 2004).

분산곡선

현장 자료로부터 표면파의 분산 정보를 구하는 작업은 표면

파 자료처리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분산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자료처리법이 표면파 위상속도와

진동수 혹은 파장의 관계를 도시한 분산곡선(dispersion curve)

을 구성하는 것이다. 하나의 대상 측점에 대해서 표면파 탐사

Fig. 5. Different modes of vibration mean different wavelengths,

and so different velocities, for the same frequency. In a usual

frequency range for engineering testing, many modes can exist.

Higher modes exist only above their cut-off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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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얻은 측정 자료는(Fig. 6a), 각 지오폰에서의 시간(수

직 축)에 따라 측정한 값들을 수신기 배열 간격(수평 축)에 따

라 도시하게 된다(Fig. 6b). 이 수신기 배열에서 도달한 각 진

동수별 표면파의 도달 시간 차이에 기초하여 각 진동수별 표

면파의 전파 속도를 진동수 별로 도시한 것을 분산곡선이라고

한다(Fig. 6c). 일반적으로 분산곡선은 지하 매질이 1차원 층서

구조 형태로 이루어지고 송신원은 평면파인 것으로 가정한다. 

진동수와 위상속도 범위는 최적의 기본 모드(M0) 분산곡선

을 얻는 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이다. 진동수 범위를

잘못 정하여 상대적으로 저주파 대역에 위치한 기본 모드를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진동수 범위를 너무 넓은 간격으로 설정

하여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에서 알리아스 효과(Aliasing)가 일

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신기 벌림거리 등과 같은 탐사 변

수도 분산곡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수신기 간격을 너

무 크게 하면 공간 알리아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M0 분

산곡선에서 잘못된 위상속도를 야기할 수도 있다. 

현장 자료에서 표면파가 전체 송-수신기 벌림거리 범위에서

상관성(coherency)이 크다면 “좋은” 자료이다. 지하 매질의 S

파 속도 분포가 표면파의 분산곡선 결정하게 되며 현장에서

획득한 자료가 단순한 모양을 보인다고 해도, 실제 분산곡선

이미지는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례로, 속도 모델이 여러

층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하게 되면 분산곡선은 매우 완만한

형태가 된다. 따라서 특정 분산곡선에서 이러한 분산곡선을 야

기하는 속도모델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산곡선의 역산 해석

이 필요하다.

분산곡선의 역산 해석 

표면파 탐사에서는 하나의 공통 발파점 모음(common shot

gather)에서 표면파의 분산 곡선을 구하고 이를 역산하여 이러

한 분산곡선을 줄 수 있는 1차원 층서 S파 속도 구조 모델을

얻는 것이 해석의 최종 목표이다. 표면파 탐사 자료에서 역산

은 한 측점에 대한 표면파 자료의 분산 곡선에 가장 가까운 분

산 곡선을 주는 1차원 S파 속도 모델(층서 모델)을 찾는 것이

다. 이러한 1차원 역산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초기 층서 속도

Fig. 6. Conceptual workflow of surface wave analysis: (a) Data acquisition by active method, (b) raw seismic data, (c) dispersion curve, (d)

dispersion curve inversion, and (e) 1D Vs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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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대해 1차원 수치 모델링을 수행하여 분산 곡선을 구성

한다. 이 분산곡선을 현장 표면파 자료의 분산곡선과 비교 분

석한 뒤 이에 기초하여 층서 S파 속도 모델을 업데이트 하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iteration)한다. 반복 계산을 수행하면서,

층서 구조 모델의 1차원 모델링 자료에 대한 분산 곡선이 표

면파 자료의 분산 곡선과 일정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게 되

면 반복을 멈추고 이 층서 탄성파 속도 구조를 최종 역산 결

과로 결정하게 된다.

역산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S파 속도 모델을 구한 것을 ‘최적화(optimization)’하였다고 한

다. 최적화된 역산법으로는 통계적 접근법(statistical approach)

과 결정론적 접근법(deterministic approach)이 가장 대표적이

다. 통계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것은 몬테칼로(Monte-Carlo) 방

법이며, 결정론적 접근법은 최소제곱 알고리듬(least-square

algorithm)에 기초한 행렬식 접근법으로 표면파 자료 역산에는

주로 결정론적 접근법이 더 자주 쓰인다. 그 이유는 통계적인

방법이 특정 조건 하에서는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

나 수많은 모델링으로 인해 계산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 실제

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결정론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계산 시간으로 합리적인 정확성을 가진

결과를 제공한다. 모든 접근법들은 측정된 분산곡선과의 유사

도를 비교하기 위해 정모델링을 하여 이론적인 분산 곡선을

구하며 이 과정은 반복적으로 수행되게 된다.

역산 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초기 속도 모델과 반복 계

산 횟수이다. 초기 모델을 구성할 때 반무한 공간(Half-space)

혹은 기반암까지의 깊이(ZHS)는 역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적절한 속도 구조를 가진 층서 모델을 초

기 모델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무한 공간으로부터 깊이

(ZHS)의 최적의 범위는 대략적으로 수신기 총 길이(L)와 같다

(만약, ZHS < 0.5L이면 너무 얕고 ZHS > 0.5L이면 너무 깊다).

초기 모델의 두께가 너무 얕거나 깊으면 정확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 반복 계산 횟수는 증가할수록 수치적으로 정확도가 증

가하지만 일정 횟수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물리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지나친 반복 계산 횟수는 계산 시간

만 증가하게 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반복 계산 횟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론적 접근법에서 최적화된 반복

계산 횟수는 3부터 10까지인 반면, 랜덤 문제와 같은 통계적

접근법은 몇 백 번에서 몇만 번이 될 수 있다. 

만약 표면파 탐사 자료의 역산을 통해 2차원 단면도를 얻고

싶다면, 각 탐사 기준점에서 해석한 1차원 속도 모델들을, 2차

원 단면 상의 탐사 기준점에서의 결과로 하여 사이채움

(interpolation)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채움에

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크게 겹선형(bilinear) 방법과 크리깅

(kriging) 방법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겹선형 사이채움법은 1

차원 결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수평적 경향성이 연결된 2차

원 단면을 얻는 반면, 크리깅 방법은 수평적 경향성에 적절하

지 않은 수직적 변화(각 기준점에서의 1차원 속도 모델)가 있

다면 필터를 적용하여 수직적 변화의 완화까지 수행한 2차원

단면을 얻게 된다.

표면파 탐사별 탐사법 및 해석법

표면파 탐사법에는 인공 송신원을 사용하는 수동형 표면파

탐사와 인공 송신원 없이 주변 잡음에서 발생한 표면파를 측

정하는 수동형 표면파 탐사가 있다.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능동형 표면파 탐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 수동형 표

면파 탐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소개하고자 한다.

능동 표면파 탐사법(Active method)

표면파 탐사법은 송신원과 수신기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

뉘며, 크게 인공 송신원의 사용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인

공 송신원을 이용할 경우 탐사 깊이는 자연 송신원에 비해 얕

지만(최대 10 ~ 30 m) 신호 세기가 훨씬 크고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면파 탐사에서는 인공 송신원을 이용한 탐

사법이 주로 사용된다. 인공 송신원을 이용하는 표면파 탐사법

(active method)에는 크게 연속 표면파(continuous surface

wave; CSW) 탐사, 표면파 빛띠 분석(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 SASW) 탐사, 다중채널표면파(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MASW) 탐사 등이 있다. 이외에도

Harmonic Wavelet Analysis of Wave (HWAW), Refraction

Microtremor (ReMi)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장에서는 표

면파 탐사법의 발전 과정에 따라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었던

CSW, SASW, MASW 방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탐사 방법과

특징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연속 표면파(CSW) 탐사

 탐사 방법

연속표면파(continuous surface wave; CSW) (Fig. 7) 탐사는

최초의 표면파 탐사법으로 1930년 독일에서 작은 수직 바이브

레이터를 송신원으로 사용하여 표면파 자료를 얻은 것으로부

터 시작되었다(Pelekis and Athanasopoulos, 2011). 이 방법은

1940 ~ 1950년대 유럽에서 활용되었으며(Bergstorm and

Linderholm, 1946; Jones, 1958; Jones, 1962), 1960년대 미국

에서도 정상상태 레일리파(steady-state-rayleigh-wave) 기법이

라는 이름으로 활용되었다(Richart et al., 1970). 한 개의 진동

형 송신원에서 진동을 발생시키고 한 개의 수신기에서 진동

크기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며 송신원 위치로부터 수신기 거리

를 증가시키면서 반복 측정한다. 이 때 발생시킨 신호는 단일

진동수에서 정상상태(steady-state)이어야 하고, 위상이 같은 지

점(즉, 영 위상차이)마다 수신기를 위치시켜 측정한다면 인접

한 두 측정 지점 사이의 거리는 해당 진동수의 주 파장과 같

다. 이러한 측정을 여러 개의 다른 진동수에서 반복 시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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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진동수 범위에서 분산곡선을 얻을 수 있다.

분산곡선 분석 및 해석

측정한 시계열 신호에서 연속된 두 개의 마루(crest) 또는 골

(trough) 사이의 거리를 구해 파장()을 계산하고, 식 (1)로부터

파장과 해당 진동수( f )의 곱으로 표면파 위상속도(V)를 계산

한다. 여기서 파장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지점에서 측정하여

얻은 평균적인 거리를 사용하거나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결정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진동수에 대해서 계산하면서

분산곡선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S파 속도 구조를 역산하

게 된다. CSW법이 주로 사용되던 시기에는 분산곡선을 이용

한 S파 속도 구조 역산이 경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예

를 들면, 특정 진동수에서 계산된 S파 속도는 해당 진동수에

대한 파장의 0.5배 길이에 해당하는 심도에서의 속도를 대표

한다고 가정하였다(Pelekis and Athanasopoulos, 2011). 또한,

CSW법에서는 오직 기본 모드(M0) 자료만 사용하며 주로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사용되어 측정 장비 및 컴퓨팅 작업

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다.

표면파 빛띠 분석(SASW) 탐사

탐사 방법

표면파 빛띠 분석(spectral analysis of surface wave; SASW)

탐사법은 1980년 초에 개발되었으며 공진 진동수가 낮은(1 ~

4.5 Hz) 한 쌍의 수직성분 지오폰으로 측정한다. 송신원으로부

터 일직선 상에 두 개의 수신기를 위치시켜 두 수신기에서 측

정된 위상의 차이와 거리로부터 레일리 파의 위상속도를 평가

한다(Fig. 8a). SASW 측정 시 수신기 벌림거리에 따라 위상차

이가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두 수신기의 벌림거리를 변화시

키며 반복 측정함으로써 분산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수신기 배치 방법은 대표적으로 공통 수신기 중간점 배열

(common receiver midpoint array)과 공통 발파점 배열

(common source array)이 이용된다. 공통 수신 중간점 배열 방

법은 두 수신기 사이에 중간점(midpoint)를 고정시키고 수신기

벌림거리와 함께 송신기 위치도 변경시키면서 다양한 벌림 거

리(offset)에 대한 반복측정을 수행하는 방법이다(Fig. 8a). 공

통 발파점 배열법은 발파점 위치를 고정시키고 송-수신기 거

리와 두 수신기 간 벌림 거리를 변화시키며 반복 측정하는 방

법이다(Fig. 8b). 일반적으로 공통 수신 중간점 배열법이 대칭

성 때문에 선호되며 송신원을 자유롭게 반대 방향으로 위치시

켜 측정하여 매질의 불균질성(inhomogeneity)를 보는 데 용이

할 수 있다. 반면, 공통 발파점 배열은 현장 탐사에서 좀 더 간

편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무거운 탄성파 송신원(heavy

source)을 사용할 때 유리하다(Foti et al., 2014).

분산곡선 분석 및 해석

SASW법과 CSW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SASW법은 지오폰

에서 기록한 트레이스를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

해 진동수에 따른 분산속도를 기록한 분산곡선을 구하여 자료

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SASW 자료를 취득할 때 단일 진동수

송신원이 사용되었다면 이론적으로 단일 진동수 자료만 있어

야 하겠지만, 현장 자료에는 주변에서 발생한 잡음 때문에 송

신원 진동수 이외에 다른 진동수 자료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SASW 자료는 진동수 영역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다른 진동수

의 잡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충격형 송신원과 같은 순간

적인 신호(transient signal)가 발생하면 두 개의 지오폰에서 기

록한 시간에 따른 트레이스는(Fig. 9a), 모든 진동수 성분을 포

함하므로 이를 푸리에 변환하여 진동수에 따라 자료를 분해한

Fig. 7. Typical configurations for Continuous Surface Wave (CSW)

(modified from Pelekis, 2011).

Fig. 8. SASW arrangement using (a) common receiver midpoint

array and (b) common source array (modified from Carl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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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동수에 따른 위상속도는 두 측정지점 사이에 나타나는

시간지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단일 진동수 송신원을 이용한다면 한 쌍의 측정 자료에서

두 측정 지점 간의 거리로 인하여 시간 지연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위상차이(상대위상; relative phase)가 된다(Fig. 9b;

Dziewonski and Hales, 1972). 두 측정지점 사이의 거리와 상

대위상을 알면 파장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진동수

에 대한 위상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파장이 수신기

벌림거리보다 작다면 위상차가 2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방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 진

동수의 파형은 파장 길이만큼 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측정지

점에서 파장의 배수만큼 떨어진 위치(N + x)에서 측정하면

같은 위상차가 측정되며 이를 말린 위상(wrapped phase)라고

한다. 따라서 정확한 위상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위상 펼침

(phase unwrapp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말린 위상을 펼침 위

상(unwrapped phase)로 변환하고, 이렇게 얻은 펼침 위상에 기

초하여 분산곡선을 얻어야 한다(Fig. 9b). 

기본적으로 한 쌍의 수신기를 이용한 측정 자료로는 비교적

좁은 진동수 영역의 분산곡선 밖에 얻을 수 없으며 분산곡선

의 스펙트럼을 늘리고자 한다면 다양한 수신기 벌림 거리에서

자료를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Fig. 9c). 표면파 위상속도는 각

진동수(angular frequency)와 수신기 벌림 거리의 곱을 상대위

상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경험적 분산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Fig. 9d). 마지막으로 역산을 통해 매질의 전단

속도 구조를 구할 수 있게 된다(Fig. 9e, f). SASW는 푸리에

변환을 통하여 분산곡선을 구하기 때문에 CSW법보다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SASW 탐사법 역시 레일리

파의 기본 모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를 해석할 때 한

계가 생기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일리파의 고차 모드

를 해석할 수 있는 역산 기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

다(Ganji et al., 1998).

다중채널분석 표면파(MASW) 탐사

탐사 방법

다중채널분석 표면파(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MASW) 탐사는 하나의 송신원에 대해 측선 상의 수신

점들(일반적으로 12개 혹은 24개)에 도달하는 공통 발파점 모

음(common shot gather)자료를 분석하여, 표면파의 분산 곡선

을 구한다. 이 분산 곡선을 역산하여 이 분산 곡선에 가까운

분산 곡선을 줄 수 있는 1차원 층서구조 모델을 구하는 1차원

해석을 수행하는 1차원 탐사법이다.

비록 1차원 탐사로 층서구조를 파악하지만, 측선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탐사를 수행하여 각 송신원에서의 해석 결과를 측

선 상에 사이채움한 후 도시하여 2차원 단면도를 얻을 수 있

다. 이러한 단면은 전기비저항 탐사 등과 같이 영상화가 가능

한 물리탐사 탐사법에서 하나의 측선 상에서 탐사하는 2차원

탐사를 수행한 뒤 이 자료를 역산하여 얻은 2차원 영상화 단

면과는 다르다. 

MASW 자료의 해석 과정은 먼저, 하나의 측점에 대한 공통

발파점 모음(common shot gather; Fig. 8b)에서 실체파와 표면

파를 구분하고 분산되어 도달하는 표면파들의 초동 신호들을

분석하여 표면파 분산곡선을 분석해 내는 분산곡선 분석이다.

두 번째 과정은, 측정 자료에 대한 분산곡선 분석으로 얻어낸

분산 곡선과 가장 비슷한 분산곡선을 줄 수 있는 1차원 Vs 속

도 구조를 얻기 위한 분산 곡선의 역산이다. 즉, 분산곡선 분

석과 분산 곡선 역산이 MASW 자료 해석의 핵심이다. 1차원

Vs 속도 구조들을 일정한 탐사 간격에서 획득한 자료들 마다

수행하여 2차원 단면(여러 측선을 따라 탐사를 수행했다면, 각

측선 하부의 단면들을 모으면 3차원 Vs 분포도 얻을 수 있다)

을 얻게 되면 이를 Vs 속도에 따른 암석의 종류나 지반을 구성

하는 재질(Table A1, 2) 등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Fig. 9.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ASW measur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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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곡선 분석 및 해석

MASW 자료 처리는 SASW와는 차이가 있다. 수신기 위치

에서 파의 위상을 측정하는 대신 시간-공간(t-x) 영역을 다른

영역( fk, fVR 등)으로 변환시켜 분산 영상(dispersion image)

을 만든다. 분산 영상은 에너지 축적 양상으로부터 분산 경향

을 알 수 있고 spectral maxima (ridge picking)으로부터 분산

곡선들을 추출할 수 있다. 분산곡선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수평

축에 도시하는 파의 진동수( f )에 따라 수직 축에 파수(wave

number, Kx) 값을 나타내는 fk 방법(Treitel et al., 1982), 수직

축에 파선변수(ray parameter, p)를 도시하는 fp 방법

(McMechan and Yedlin, 1981) 그리고 수직축에 파의 위상속

도(Cf )를 나타내는 위상이동 방법(phase shift method; Park et

al., 1998)이 있다. 이들 분산 곡선들은 각각 다른 특성과 해상

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위상이동 방법은 가장 높은 해

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ASW 자료 분산곡선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위상이동 분산곡선(Fig. 10)에서 CA

(computational artifacts)는 계산 오류로 가상의 공간의 시작점

으로부터 퍼진 에너지 경향성을 의미한다. 주 경향성과 같은

궤적을 따라 그 옆에 발생한 에너지 경향성을 SL (side lobe)

이라고 하다. 공기는 약 340 m/sec의 속도를 가지는데 이로 인

해 발생한 에너지 경향성은 AW (air wave)이라고 하며 유체

인 공기에는 P파만이 전파하기 때문에 표면파의 특성인 분산은

일어나지 않고, 이에 따라 AW는 수평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모든 파의 특성처럼 표면파의 분산에 있어서 기본

모드와 고차 모드들이 있다. 고차 모드(higher modes)는 기본

모드(fundamental mode) 위상 속도 분산 곡선인 M0보다 진동

수가 정수배로 증가하여 1차모드(M1)는 M0의 2배, 2차모드인

M2는 약 3배 더 큰 영역에서 분산 특성을 보이고 있다. 고차

모드가 될수록 파의 에너지가 확연히 감소하므로 기본 모드

M0가 가장 뚜렷한 분산곡선을 보여주고 M0을 제외한 고차

모드 분산 곡선 중 가장 뚜렷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은 1차

모드인 M1이다. 

수동 표면파(passive surface wave) 탐사법 

자연 송신원을 이용한 표면파 탐사법은 인위적인 송신원을

주지 않고 자연이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표면파를 측정한다. 해

머, 전기진동기 등의 인공 송신원을 사용하면 4 Hz 이하의 저

주파 대역의 표면파를 발생시키기 어렵고 가까운 마당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Yoon, 2007). 최근에 다양한 형

태의 진동트럭이 개발되어 1 ~ 4 Hz 정도의 낮은 진동수를 발

생시키는 데 성공하여 상용화된 사례가 있으나(Stokoe, 2006)

장비의 제작, 운용에 따른 비용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반면, 자연 송신원은 저주파대역에서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며, 수신기 배열에서 충분히 먼 곳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가까운 마당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긴 파장의 표면파를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어 심층부 지반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

다. 자연 송신원의 종류는 크게 도심지 주변 잡음, 도로에서 교

통 흐름 등 인간활동에 따른 잡음과 강한 바람, 천둥, 파도, 조

수간만 등에 의한 자연에서 발생하는 송신원이 있다. 이러한

자연 송신원은 에너지 자체가 해머와 같은 인공 송신원에 비

해 진동수가 낮기 때문에(Table A1) 능동 표면파 탐사법에서

인공 송신원을 이용한 방법보다는 가탐심도가 커져서 더 깊은

심부의 지질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연

송신원의 정확한 발생 지점을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수동 표면파 탐사를 수행할 때 수신기 배열법에는 2차원 형

태 배열법과 1차원 형태 배열법이 있다. 2차원 형태 배열법에

서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십자형 등 대칭적인 기하학적 형태

의 수신기 배열을 이용하여 1차원 층서구조 정보를 얻는다. 2

Fig. 10. Typical MASW dispersion curve which is phase-velocity image in frequenc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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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형태 배열법의 장점은 파가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측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발생 송신

원에 더 적합하다. 반면, 1차원 형태 배열법은 파의 발생 방향

을 예측할 수 있는 도로 주변에서 측정할 때 주로 많이 사용

하며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나 현장에서 효과적이

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표면파에 대하여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부터

자료처리 방법, 그리고 능동 표면파 탐사법 위주로 여러가지

표면파 탐사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표면파 탐사는 1차원 층

서구조에서 각 층마다 달라지는 전단속도에 의해 나타나는 분

산 특성을 이용하여 진동수와 전파 속도의 분산곡선을 분석하

여 매질의 1차원 구조를 구하게 된다. 표면파 속도가 가장 많

은 영향을 받는 것이 S파 속도이기 때문에 표면파 자료를 통

해 매질의 S파 층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매질의

고결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반 조사 분야에서는 주로 천부

지반 안정성 평가에 이용된다. 표면파 탐사법의 발전 과정에

따라 CSW, SASW, MASW 탐사법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CSW 탐사법은 2개의 지오폰을 송신원으로부터 각각 일

정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두 지오폰 사이의 거리로 인해 발생

하는 위상차이를 측정한다. 오직 레일리파의 기본 모드

(fundamental mode; M0)만 사용하였으며, 1950 ~ 1960 년대

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장비 및 컴퓨팅 능력의 한계로 제

한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2) SASW 탐사법은 CSW 탐사법과 마찬가지로 2개의 지오

폰을 사용하여 두 지오폰 사이의 위상 차이를 측정하지만 푸

리에 변환을 통하여 진동수 영역에서 분산곡선을 얻게 된다.

하지만 한가지 배열에서 얻을 수 있는 분산곡선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통 송신원 탐사법 혹은 공통 수신점 탐사법을

통해 다양한 위치에서 분산곡선을 구하여 역산을 수행하게

된다.

3) MASW 탐사법은 12 채널 혹은 24 채널의 지오폰을 이

용하여 자료의 해상도를 높이고 S/N 비를 높이는 장점으로 최

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면파 탐사법이다. 푸리에 변환

을 통해 분산곡선을 구하는 데 지오폰 개수, 즉 자료 개수가

SASW 탐사법보다 많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분산곡선을

구할 수 있다. 

표면파 탐사법은 기존 굴절법, 반사법 탐사로는 다소 해석하

기 어려웠던 매질의 S파 속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로는 포

장된 도로에서 반응 분석이 많이 이루어져 도심에서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고차 모드(higher mode)를 이용한 분산

곡선 분석 그리고 레일리파 이외에 다른 파를 이용한 연구들

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표면파 탐사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다른 탄성파 탐사법에 비해

개념 정립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번 기술보고로 표면파의 기

본적인 특성과 탐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기술보고에서는 표면파의 기본적인 특

성과 능동 표면파 탐사법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향후 수동 표

면파 탐사법에 대한 소개와 표면파 탐사법의 현장사례들에 대

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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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다중채널 분석 표면파 탐사 현장 탐사법

A.1 송신원 및 수신기

탄성파 송신원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80%는 표면파 형태로 전파하며, MASW는 이러한 표면파를

측정한다. 많은 에너지가 표면파의 형태로 퍼지기 때문에, 반

사법 탐사나 굴절법 탐사에서 측정하는 진동보다는 매우 큰

진동이 발생하게 되어 비교적 주변 잡음의 영향을 덜 받는다.

MASW 탐사에 이용되는 송신원으로는 슬레지해머(sledge

hammer), 가중추떨굼 (accelerated weight drop), 바이브로사이

즈(vibroseis), 다이너마이트(dynamite) 등이 있다(Fig. A1). 슬

레지해머를 이용할 경우 최소 5 kg 이상은 사용되어야 하며 8

kg 해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Foti et al., 2018). 망치의

질량이 줄어들면 최대 탐사심도(Zmax)도 줄어들게 되는데, 추

떨굼(weight drop)을 이용하면 적절한 환경에서는 8 kg 망치

보다 약 30 % 더 깊은 심도까지 탐사할 수 있다(Table A1).

탐사 심도는 탐사 대상 지역의 탄성파 속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탐사 심도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송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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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송신기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의 감쇠는 발생

탄성파의 중심 진동수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며 진동수가 낮을

수록 일반적으로 더 깊은 심도까지 탐사가 가능하다. 표면파만

을 고려하더라도 동일한 전파 속도 하에서는 진동수가 낮을수

록 파장이 길어져 더 깊은 심도까지 표면파가 영향을 미치면

서 지표면을 따라 전파하게 된다. 그러므로 송신원의 최대 탐

사 심도가 커진다는 것은 발생 에너지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발생 탄성파의 진동수도 낮아지는 경향이 강하다. 송신원에 의

한 탄성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오폰도 최대탐사심도를 고

려하여 적절한 중심 진동수의 지오폰을 사용하여야 한다

(Table A2). 지오폰의 중심진동수가 100 Hz 보다 크면 5 m 이

상의 심도까지 투과하는 표면파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1 ~

4 Hz의 중심 진동수를 가지는 지오폰은 100 m 심도까지 영향

을 미치며 전파하는 표면파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표면파 탐사

에서 이용하는 지오폰은 굴절법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송곳

형태를 땅에 꽂아 고정하는 일반적인 지오폰을 사용하기도 하

나 패드형 지오폰(Fig. A2a)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여, 지오폰을

꽂을 수 없는 아스팔트나 시멘트 상에서도 탐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자동차 등에 육상형 스트리머(land

streamer)를 매달아 이동하면서도 측정이 가능하다(Fig. A2b). 

A.2 탐사 장비 및 탐사 변수들

다중표면파 탐사 장비의 주요 요소로는 다중채널 측정 장비,

탄성파 송신원, 탄성파 수신기, 탄성파 케이블이며(Fig. A3) 보

조 장비로는 육상에서의 스트리머, 운행 차량, jumper cable,

radio triggering 등이 있다. MASW 탐사를 있어서 주요 매개

변수(parameter)로는 지오폰 간 거리, 총 측선 길이, 지오폰 개

수, 송신기와 첫번째 수신기 간 거리, 자료 샘플링 간격, 샘플

링 진동수, 측정 시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적으로 제시

되는 변수 예시를 Table A4 (Foti et al., 2018)에 정리하였다.

A.2.1. 탐사 변수의 결정 및 탐사 결과 도시 예

Fig. A1. Examples of (a) 12 lb sledge hammer, (b) accelerated weight drop (exploration instruments, 2019), (c) vibroseis and (d) dynamite,

respectively. 

Table A1. Maximum investigation depths and frequencies for each

MASW source (MASW, 2019).

Zmax MASW Source Frequency (Hz)

≤5 m Sledge hammer (≤2 lb  1 kg) 30 ~ 200

≤10 m Sledge hammer (≤5 lb  2.3 kg) 20 ~ 150

≤30 m Sledge hammer (≤16 lb  8 kg) 10 ~ 100

≤50 m Accelerated Weight Drop 5 ~ 50

> 50 m Passive MASW (e.g., traffic energy) 2 ~ 20

Natural Activities (e.g., tide, thunder, etc.) < 2

Table A2. Maximum investigation depths for geophone central

frequencies (MASW, 2019).

Geophone Frequency ( fG) Max. Investigation Depth (Zmax)

≥100 Hz ≤5 m

30 100 Hz ≤10 m

10 30 Hz ≤20 m

4 10 Hz ≤30 m

1 4 Hz ≤100 m

Fig. A2. (a) A pad type geophone of land streamer and (b) land

streamer pulled behind a vehicle for roadside MASW survey

(Huggins, 2004).

Fig. A3. Schematic diagram of MASW fiel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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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널표면파 탐사의 최대 탐사심도(Zmax)는 수신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전개되어 처음과 끝점의 길이, 즉 수신기 전

개의 길이(L)에 비례하는데, 일반적으로 0.5L 보다는 크고 L

보다는 작다. 일반적으로 최적의 송-수신 벌림거리(X1)는

0.25L과 L 사이의 값이 적당하다. 탐사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

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탐사 심도 Zmax를 결정한 뒤, 이 Zmax

값의 2배 정도로 수신기 전개 값을 정하게 된다. 이때, 이용하

는 채널 수(Nch)에 따라 수신기 간격 dx이 dx = L/Nch로 결정

되게 된다. 그리고 송-수신 벌림거리 X1은 X1 ≈ 0.25dxNch이

되도록 결정한다. 

24 채널 탐사 결과의 도시는 공통 발파점 모음(common

shot gather)로 나타내며, 이는 하나의 1차원 탐사의 결과 자료

가 된다. 이때 탐사 결과에 대한 기준 위치는 수신기 전개의

중간점으로 결정한다. 자료의 수직 축은 주로 밀리 초(milli

second) 단위이며, 수평 축은 측정의 측점번호(station number)

와 송신원에서의 측정 수신기까지의 거리이다. 공통 발파점 모

음이므로 송신원에서 멀어질수록 각 수신기에서 측정한 탄성

파 트레이스(seismic trace)상의 파의 도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측정 자료인 공통 발파점 모음의 상

단 헤더에는 측정번호(record number)와 측점 번호 정보가 있

다. 측점 번호를 가지를 위와 같은 공동 공통 발파점 모음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송신원당 하나씩 얻게 되어 이를 해석하여

측정의 기준점에 대한 1차원 층서구조를 분산곡선에서의 역산

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때, 측정의 기준점은 주로 수신기 전

개의 중간점으로 한다. 

만약 육상 스트리머를 자동차에 연결하여 탐사를 수행한다

면(Fig. A5 top), 각 육상 스트리머 상에서 획득한 하나의 측

점에서의 공통 발파점 모음에서 분산 곡선을 획득한 뒤, 이 분

산 곡산을 역산하여 층서 구조를 획득하면 측선 하부 2차원

단면 상의 측점 위치에 도시하게 되며(Fig. A5 middle), 일정

한 탐사 간격(Survey interval; dSR) 마다 이와 같은 1차원 해

석 결과를 도시면, 2차원 단면도를 구성할 수 있다(Fig. A5

bottom). 단, 1차원 가정 하에서 탐사를 수행하고 해석한 1차

원 결과의 연속적인 도시이므로, 2차원 탐사를 통한 2차원 영

상화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육상 스트리머를 이용

하지 않을 경우 땅에 꽂는 형태의 지오폰의 위치를 일일이 옮

Table A3. List of equipment necessary for an MASW survey (MASW, 2019).

Equipment Most Common Comments 

Seismograph
24-channel (24-bit)
(most of today’s multi-channel seismographs)

16-bit may be acceptable. A laptop computer is necessary to control 
seismograph. A rugged Toughbook is preferred.

Power Source A small car battery A dry-cell battery can also be used for several hours of acquisition.

Receivers 4.5 Hz Geophones
Geophones of 10 Hz range may be acceptable for relatively shallow 

investigation (e.g., Zmax ≤20 m). 

Source Sledge Hammer (≥8 lb) Weight-drop can further increase investigation depth

Strike Plate
Aluminum plate (e.g., 1 ft × 1 ft size with 1/2-
in thickness)

Softer plate (e.g., polyethylene) can improve energy at lower frequencies 
(therefore, Zmax).

Time Break Sensor Hammer Switch A separate geophone planted near the strike plate can also be used

Triggering Cable Hardwire Radio triggering system can be used, but watch for time delay

Seismic Cable 5-ft takeout spacing Any range in 4 ~ 8 ft takeout spacing may be acceptable

Table A4. Suggested parameters for MASW surveys (Foti et al., 2018).

Parameter Notation Suggested values Theoretical implication

Geophone spacing x 1 ~ 4 m

Aliasing → usual minimum measurable wavelength 

Minimum near-surface layer thickness/resolved depth 

Array length L 23 ~ 96 m
Maximum wavelength 
Expected maximum investigation depth 

Number of geophones N 24 or 48 Quality of the dispersion image

Off-set between source and 1st geophone x1 5 ~ 20 m
Near field and far field effects
Multiple shot locations strongly recommended

Sampling interval t 0.500 ms
Nyquist/Shannon frequency fmax = 1
2t = 1000 Hz
Picking of first arrivals (for refraction analysis)

Sampling frequency fs = 1/t

Post-trigger recording length (time window) T 2 s Record the whole surface wave train

Pre-trigger recording length  0.2 s Mitigating leakage during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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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송신원의 위치만 변경해가며 여

러 위치에서의 자료를 얻어 2차원 단면을 해석하기도 한다.

부록 B. 천부 지반 전단속도 참고 자료

Vs30은 30 m 깊이에 있는 천부 지반의 평균 전단속도를 말

하며 지진학 분야에서 현장 특성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

로 작용한다. (Anderson et al., 1996; Borcherdt, 1994; Park

and Elrick, 1998). Vs30을 규정한 대표적인 분류로는 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NEHRP), USA와

Eurocode 8 (EC8) (Table B1)가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천부

지반의 전단 특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예시:

Fig. A4. An example of MASW surveys using land streamer (top),

and a resulting 2D section (bottom), which consist of 1D inversion

results (of dispersion curves) at each survey station (middle)

(MASW, 2019).

Table B1. Site classes of subsoils and seismic rock classification for each V
s
 range according to the 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NEHRP), USA and Eurocode 8 (modified from Rahman et al., 2016).

NEHRP, USA

Site class or soil 
profile type

Description Average shear wave velocity of top 30 m (m/s)

A Hard rock > 1500

B Rock 760 1500

C Very dense soil/soft rock 360 ~ 760

D Stiff soil 180 ~ 360

E Soft soil < 180

F

Special soils requiring site-specific evaluation
(1. Soils vulnerable to potential failure or collapse under seismic loading. e.g., liquefiable soils, quick and highly sensitive clays, 
collapsible weakly cemented soils; 2. peats and/or highly organic clays (3 m or thicker layer); 3. very highly plasticity clays (8 
m or thicker layer with plasticity index >75); 4. very thick soft/ medium stiff clays (36 m or thicker layer))

Eurocode 8

Subsoil class Description of stratigraphic profile Average shear wave velocity of top 30 m (m/s)

A
Rock or other rock-like geological formation, including at most 5 m of weaker 
material at the surface

> 800

B
Deposits of very dense sand, gravel or very stiff clay, at least several tens of m in 
thickness, characterized by a gradual increase of mechanical properties with depth

360 ~ 800

C
Deep deposits of dense or medium-dense sand, gravel or stiff clay with thickness 
from several tens to many hundreds of m

180 ~ 360

D
Deposits of loose-to-medium cohesionless soil (with or without some soft cohesive 
layers), or of cohesive soil predominantly soft-to-firm

< 180

E
A soil profile consisting of a surface alluvium layer with  values of class C 
or D and thickness varying between about 5 m and 20 m, underlain by stiffer 
material with  > 800 m/s

-

S1

Deposits consisting – or containing a layer at least 10 m thick – of soft clays/silts 
with high plasticity index (PI > 40) and high water content

< 100

S2

Deposits of liquefiable soils, of sensitive clays, or any other soil profile not 
included in classes A-E or S1

-

V
s

30

V
s

30

Table B2. Expected values of shear wave velocity for soils and

rocks (Foti et al., 2018).

Geomaterial Vs (m/s)

Soft clay 80 ~ 200

Stiff clay 200 ~ 600

Loose sand 80 ~ 250

Dense sand 200 ~ 500

Gravel 300 ~ 900

Weathered rock 600 ~ 1000

Competent rock 1200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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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ry et al., 2000; Kanli et al., 2006; Rahman et al., 2016).

이외에 토양 상태에 따른 일반적인 전단속도 범위(Table B2)

와 그에 따른 수신기 벌림거리(offset) (Table B3)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B3. Suggested offset corresponding to shallow shear-wave velocities (Xu et al., 2006).

Material type
 (Vs in m/s)

Very soft
(Vs < 100)

Soft
(100 < Vs < 300)

Hard
(200 < Vs < 500)

Very hard
(500 < Vs)

Offset (m) 1 ~ 5 5 ~ 10 10 ~ 20 2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