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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반 침하, 도로 안전성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지하 공동 분포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GPR) 탐사가 활                 

발히 진행되면서 자료의 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모든 자료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직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해석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량적 해석이 가능한 속성 분석법이 제안되고                

있다. 탄성파 해석에서 많이 사용해온 속성 분석 중 GPR 자료에 적용할 수 있는 속성으로는 복소 트레이스(complex trace)와 유사성                 

(similarity)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 영상처리 기술의 발달로 개발된 새로운 속성인 모서리탐지 속성, 이미지 질감 속성 등도 적용성이 있                 

다. 이 논문에서는 GPR 자료 속성분석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GPR에 적용할 수 있는 속성 분석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개념에 대                   

해 기술한 뒤, 속성분석에 기초한 해석법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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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ground-penetrating radar (GPR) surveys have been actively employed to obtain a large amount of data on occurrences such 
as ground subsidence and road safety. However, considering the cost and time efficiency, more intuitive and accurate interpretation 
methods are required, as interpreting a whole survey data set is a cost-intensive process. For this purpose, GPR data can be subjected 
to attribute analysis, which allows quantitative interpretation. Among the seismic attributes that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field 
of exploration, complex trace analysis and similarity are the most suitable methods for analyzing GPR data. Further, recently proposed 
attributes such as edge detecting and texture attributes are also effective for GPR data analysis because of the advances in image 
processing. In this paper, as a reference for research on the attribute analysis of GPR data, we introduce the useful attributes for GPR 
data and describe their concepts. Further, we present an analysis of the interpretation methods based on the attribute analysis and 
pas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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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정부는 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지반 붕괴 사고가 빈번        

해짐에 따라 붕괴 전 지반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을 찾아 되메우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도로 하부 지하 매설        

물의 노후에 의한 누수와 손상으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중에 의해 그 공간이 무너지면서 공동이 지표로       

점차 상승하게 되면서 지반 침하가 발생하게 된다). 도심지에       

서의 지반 붕괴는 재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하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탐지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GPR)는 비파괴적    

인 물리탐사법으로, 고 진동수의 전자기파인 레이더파를 송신      

원으로 하여 매질의 전자기적인 특성에 따라 반사되는 파를       

수신한다. 탐사심도는 낮으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Davis and Annan, 1989). 하지만 지하의 다        

양한 매질과 경계면에서 반사 혹은 회절이 발생하고, 도심 특        

성상 다양한 잡음이 복잡하게 나타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탄성파와 GPR은 다른 종류의 송신원을 이용하며 서로 다른       

물성에 기초하지만, 근본적으로 송신된 파가 물성이 다른 경계       

면에서 반사, 투과 혹은 회절 등을 발생시키는 파동 이론은 동         

일하다(Ursin, 1983; Tillard and Dubois, 1995; Dubois and       

Nuzzo, 1992; Fisher et al., 1992). GPR은 전자기파를, 탄성파        

탐사는 탄성파를 사용하는 점 외에 두 탐사는 대상체에서 반        

사된 파를 시계열에 따라 수신하여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탄        

성파에서 사용되던 자료 처리나 해석 기법들을 부분적으로      

GPR에 적용시켜 왔다(Baker et al., 2001). 

탄성파 탐사에서는 탄성파기록(seismogram)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 외에도 시간, 진폭, 진동수, 감쇠 등 여러 속성을 해석          

하는 정량해석(quantitative interpretation)을 통해 탄성파 해석     

을 객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이어져왔다. 특히 석유가 호황이      

었던 1970년대 초반에는 명점(bright spot)을 찾는 데 다양한       

속성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Taner and Sheriff, 1977). 속성      

분석은 가시적 정보뿐 아니라 미시적 정보도 정량적, 정성적으       

로 해석할 수 있다(Zhao et al., 2013). 속성분석은 2차원 정보         

를 넘어 3 차원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해석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Marfurt et al., 1998;         

Chopra and Alexeev, 2006). 

GPR 탐사는 석유 탐사처럼 깊은 심도를 탐사하지는 않지만       

지반 침하 조사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에서 빠른 시        

간에 탐사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시추를 할 수 없을       

때, 혹은 오염지 탐사를 위해 광역적 범위를 탐사하는 등 넓은         

지역을 빠른 시간에 탐사할 필요가 있을 때 많이 적용되어 왔         

다. 이 경우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         

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료 처리와 해석 이전에 직접적으로        

이상대에 대한 반응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        

되고 있다. 특히 토목 분야, 고고학, 환경오염 등 다양한 분야         

로 적용성이 확대되면서 비전문가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        

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탄성파 탐사에서 속성 분석은 복소 트레이스(complex trace)      

를 이용한 분석이 비교적 초기에 적용되었는데, 이는 탄성파       

자료의 해석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해석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다. Young et al. (1997)이 탄성파에서 사용되는        

속성분석을 GPR에 처음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GPR 자료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지하 구조나 매설물 등을 해석하는        

데 또다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탄성파에서 사용되는 속성 분석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들 속성분석기법 중 GPR에 적용할 수 있는 속성        

분석법들에 대해서는 개념과 적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 이어서, 여러 적용 사례에 기초하여, GPR 자료의 속         

성 분석의 적용성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 탐사를 통한 해석 연         

구들을 소개함으로써 GPR 자료의 속성분석에 대한 이해를 돕       

고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탄성파 속성분석

탄성파 속성이란 “직접 측정하거나 논리와, 경험에 기반한      

추론을 통해 탄성파에서 얻은 정보(Taner, 2001)”라고 할 수       

있다. 자료의 특징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속성에는, 현재 약 200 여개 이상의 종류가 있다          

(Fig. 1). 이러한 속성 분석을 통해 지질학적 구조, 층서, 암석         

공극 내 유체 특성을 해석할 수 있다(Chopra and Murfurt,        

2005). 탄성파 속성을 나누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시간, 진폭,       

진동수, 파의 감쇠를 기반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이       

다(SEG wiki). 

시간 속성에는 속도, 경사-방위각(dip-azimuth), 곡률    

(curvature), 거칠기(roughness), 일관성(coherence)과 연속성   

(continuity) 등이 있는 반면, 진폭 속성에는 순간 진폭, 평균 진         

폭, 평균 에너지, 최소 평균 제곱(root mean square, RMS), 진         

폭, 최대 크기, 벌림거리 대비 진폭 변화(amplitude variations       

versus offsets, AVO)가 대표적이다. 

감쇠 속성에는 Q-값(Q-factor)과 기울기 스펙트럼 진동수     

(slope spectral frequency)가 있고, 진동수 속성에는 단독적이      

기 보다는 대개 진폭 속성을 시간 혹은 거리에 대해 차분하여         

이용하며 순간 진동수, n차 주진동수(dominant frequency), 광      

대역 띠폭(spectral bandwidth), 반응 진동수(response frequency)     

가 있다. 대부분의 속성분석은 중합 후(post-stack)의 자료를      

이용하지만 중합 속도(Stacking velocity)나 AVO의 경우에는     

중합 전(pre-stack) 자료를 이용한다. 

GPR 자료 적용성 낮은 탄성파 속성

탄성파 탐사에서 다루는 탄성파는, GPR에서 다루는 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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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 레이더(radar)파와 동일하게 파동 방정식에 기초하지만,     

탐사 방법과 수신 자료의 형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전자기파        

와 탄성파의 물리적 현상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        

해 모든 탄성파의 속성들을 GPR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탄성파 실체파인 P파와 S파 사이에서 반사 시 발생하는 모        

드변환(mode conversion)이라는 현상이 탄성파 AVO에 큰 영      

향을 준다. 그러나 전자기파의 반사에서는 모드 변환이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파의 AVO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탄성파 모드변환은 반사 경계면에서의     

연속 조건에 기초하여 유도되는 조프리츠 방정식으로 설명된      

다). 설령 GPR에서 반사파의 거리대비 진폭을 분석하여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해도, GPR 탐사 시에 벌림 거리를 늘려          

가며 탐사하는 것보다 송수신기 간격을 일정하게 탐사하는 경       

우가 더 많기 때문에 AVO 분석은 적용성이 높지는 않다. 

탄성파 반사법과 달리 GPR 탐사의 대상 심도인 천부 표토        

부근에는 토양, 자갈 등과 같이 물성이 다양한 매질 등이 많         

고, 도심지의 경우에는 매립토가 많기 때문에, GPR 반응에는       

잡음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탄성파에 비해 GPR에서 이용하       

는 레이더파는 파장이 매우 짧으면서도 (매우 빠른 전파 속도        

로 인한) 반사 시간도 매우 짧기 때문에 반사파의 간섭이 잘         

일어나게 되어 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위상을 이용하여 구하는 경사(dip), 방위각       

(azimuth), 파장과 파수에 대한 속성을 GPR 반응에서 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GPR 자료 적용성 높은 탄성파 속성

탄성파 속성 중 복소 트레이스를 이용하여 구하는 순간 진        

폭, 순간 속성, 순간 진동수 등을 복소 트레이스 분석이라고 한         

다. 속성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순간 진폭 속성은 탄성         

파 탐사에서 명점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된다. 순간 위상은 서         

로 다른 매질의 관계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하 매질의 불          

연속성, 절리, 첨멸(pinch out)같은 이상 매질을 보는 데 사용        

되었다. 순간 진동수는 가스 저류층, 파쇄대 영역, 얇은 층서        

구조를 찾을 때 유용하다. 저류층에서는 미고결 사암층에서 낮       

은 진동수가 나타나고, 파쇄대에서도 낮은 진동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층서구조 중 얇게 쌓인 셰일층에서는 높은 진동수,       

두꺼운 층의 지형에서는 낮은 진동수가 나타난다. 탄화수소      

저류층에서는 가스-물 경계면에서 급진적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다.

반응 속성은 잡음에 취약하지만 탄성파에서 사용되는     

Sweetness와 겉보기 극성을 표현할 수 있다. Sweetness는 반응       

진폭을 반응 진동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속성이고, 겉보기 극성       

은 트레이스를 순간 진폭 스케일링하고 난 후 순간 진폭이 최         

대일 때의 순간 위상으로 겉보기 극성을 알 수 있다(Taner et         

al., 1979).

이 외에도 진폭과 급격한 변화에 의한 대비와 독립적인 속        

성인 질감 속성(texture attribute) (Haralick et al., 1973)은 상        

Fig. 1. Conventional seismic attributes. The gray highlights indicate the attributes that are highly applicable to ground-penetrating radar data 

(modified from SEG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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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최근 개발된 속성 중 하나로 회색도 동시발생 행렬        

(gray-level co-occurrence matrix, GLCM) 알고리듬을 기반으     

로 계산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료를 해석한다(Love and     

Simaan, 1984). 이는 기존의 속성과 달리 통계학적으로 패턴을       

분류하는 방법을 이용함으로써(Chopra and Marfurt, 2007) 영      

상 분석을 통해 진폭의 패턴을 정의하고 공간적 배열을 묘사        

할 수 있기 때문에(Gao, 2003), 기존의 방법보다 보다 효과적        

으로 탄성파를 분석하여 복잡한 저류층 층서도 해석할 수 있        

다. 질감 속성을 통해 질감 균질성(textural homogeneity)를 나       

타내는 에너지(energy), 하나의 텍셀(texel)이나 복셀(voxel)로    

다른 텍셀을 예측하는 엔트로피(entropy), 주변 셀의 진폭 차       

이를 계산하는 대조(contrast), 그리고 진폭의 전반적인 부드러      

운 변화를 나타내는 균질성(homogeneity) 등의 속성을 구할      

수 있다. 

GPR 자료 적용 속성 분석 이론

GPR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속성들에 기초한 해석에 대해 살        

펴보기에 앞서, 이들 속성들의 정의를 알아본다. 즉, 복소 트레        

이스 분석, GLCM의 통계 특성을 반영하는 질감 속성, 공간적        

시간적으로 트레이스의 유사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유사성     

(similarity), 이미지의 급격한 변화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불      

연속면을 파악할 수 있는 모서리탐지(edge detection) 기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복소 트레이스(complex trace) 속성

현장 탐사에서 획득한 트레이스(x(t))를 힐버트 변환(Hilbert     

Transform)하면 허수 성분(y(t))을 얻을 수 있다. 

 (1)

여기서 힐버트 변환은 식 (2)와 같다.

  (2)

x(t)와 이를 힐버트 변환하여 얻은 y(t)를 더함으로써 복소 트        

레이스(z(t))를 얻을 수 있다(Fig. 2a). 

(3)

z(t)는 복소수이므로 크기(a(t))와 위상( (t))을 식 (4)와 식       

(5)로 정의할 수 있다.

 (4)

(5)

이때 a(t)와 q(t)를 각각 순간 진폭(instantaneous amplitude)      

와 순간 위상(instantaneous phase)이라 한다. 한편 x(t)와 y(t)       

는 순간 진폭과 순간 위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x(t) = a(t) cos (t) (6)

y(t) = a(t) sin (t) (7)

복소 트레이스(z(t))를 시간에 따른 시간-복소 평면 그래프로      

도시하면, 시간 축에 수직한 복소 평면 상에는 복소수인 z(t)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시간 축을 따라 회전하며 진행하        

는 형태가 된다(Fig. 2b). 이러한 회전을 생각할 때, 트레이스        

에서 나타나는 반사파는 회전의 속도뿐 아니라 반사계수의 크       

기에 따라 회전의 반경도 결정된다. 이 회전을 복소 평면의 시         

간-실수면으로 정사형 시키면 그 변화는 실제 트레이스인 x(t)       

와 동일한 형태가 되고, 실수-허수면으로 정사형 시키면 힐버       

트 변환한 y(t) (식 (1))가 된다(Fig. 2a). 

순간 진폭(Instantaneous Amplitude, envelope)

포락선(envelope)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순간 진폭(식 (4))      

은 트레이스를 통해 반사파의 세기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아         

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Anstey, 2005). 매질의 경계면에서 임     

피던스가 커질수록 경계에서 반사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순       

간 진폭도 커지는 원리를 이용한 속성분석이다. 순간 진폭은       

y t  = H x t  

H u t   = 
1


---  

–




u  
t –
----------d

z t  = x t  + iy t  = a t  exp i t  

a t  = x
2

t  y
2

t +  = z

 t  = arctan
y t 
x t 
----------

Fig. 2. Real and imaginary parts of a complex trace and the 

complex trace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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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세기를 의미하며 반사파형의 최대 지점을 연결한 함수와       

동일하다. 트레이스(x(t))는 시계열에서 진폭 변화인 반면, 식      

(4)에서 알 수 있듯 순간 진폭은 복소수의 크기와 동일하기 때         

문에 진폭정보만 가지고 위상에 대한 정보는 내포하지 않아       

위상과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다.

순간 진폭을 시간에 따른 미분을 수행함으로써 각각의 정량       

적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1차 미분은 에너지 흡수, 선명도         

(sharpness), 불연속성을 알 수 있으며, 2차 미분은 층의 경계        

가 뚜렷이 보여주면서 반사 진폭의 세기에 민감하지 않아 진        

폭이 작더라도 퇴적 환경의 큰 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 

순간 위상(Instantaneous Phase)

순간 위상(식 (5))은 [, ] 사이의 값으로 진폭과 독립적이        

기 때문에, 반사 신호의 크기가 작더라도 위상에 대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보통 트레이스는 사인곡선의 연속인데 위상이       

바뀌는 경우 이 사인 곡선에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즉, 반사         

파의 위상을 분석하면 매질의 불연속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반사파의 크기는 서로 다른 두 매         

질 사이의 임피던스(Z)에 의해 정의되는 반사 계수(R)에 의해       

정의되는데, 레이더파를 이용하는 GPR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      

전율(e)로 정의된다(파가 1층에서 2층으로 진행). 

(8)

반사가 일어나는 경계면에서 1층의 유전율(1)이 2층의 유전      

율(2)보다 더 작은 경우 반사계수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반사파의 위상은 반전된다. 

순간 위상에 코사인을 취한 값은 위상이 0o 일 때 +1의 값          

을, 90o 일 때는 감소하는 방향의 0의 값을, 180o 일 때 -1의           

값을 그리고 90o 에서 상승하는 방향의 0의 값을 가지게 되         

어(Fig. 3) [1, 1]의 값만 남게 된다. 그래서 순간 위상은, 진          

폭에 대한 정보 없이 수신 트레이스를 최대 1로 정규화 한 것          

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자동이득제어(automatic gain control,      

AGC)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순간 진동수(Instantaneous Frequency)

순간 위상을 시간에 대해 1차 미분한 후, 2π 로 정규화 한 것           

을 순간 진동수(instantaneous frequency, f (t))라고 한다.

 (9)

시간에 따른 위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순간 진동수는 파의       

위상이 역전되지 않더라도 파의 변화 속도를 알 수 있기 때문         

에 반사체 혹은 층서의 경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반사체가 많은 경우 반사된 파는 중첩되어 복합적 반사가 일        

어난다. 순간 진동수는 이 복합적 반사에 의한 진동수 패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층의 연속성이나 두께 혹은 층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GPR 신호에서 위상이 역전되거나, 매질 차이에 의해 위상       

의 변화 속도가 갑자기 달라질 때 스파이크가 발생한다. 위상        

의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위상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순간 위상도 큰 변화가 없지만, 위상이 역전되면 진행 방향을        

벗어나기 때문에 스파이크 같은 형태가 발생하게 된다. 일정       

시간 영역을 푸리에 영역으로 변환시킨 후 진동수를 계산하여       

각 반사를 순간 진동수에 대해 도시하면 스펙트럼 분석이 가        

능하며 자료의 진동수 성분도 분석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순간         

진동수의 크기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진동수가 순간 주 진동         

수가 된다. 순간 진동수는 지하의 층이나 매질이 변할 때, 특         

히 토양 내 수분함량에 의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평균 속성 및 반응 속성

순간 속성은 순간의 짧은 시간에 대한 변화를 정량화 하기        

때문에, 미분과 관련이 있고 종종 노이즈처럼 보이기도 한다.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게 되면 높은 진동수 성분이 부각되는        

반면 층의 연속성과 연관성이 많은 낮은 진동수 성분은 감소        

하게 된다. 따라서 순간 속성들은 왜곡되거나 불연속적으로 보       

일 가능성이 높으며, 알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 없는 스파이크        

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터를 이        

용하여 자료처리를 하게 하는데, 중간값 필터링, 순간 진폭의       

최대값을 이용하는 필터링, 순간 진폭의 크기나 크기의 제곱근       

을 이용한 가중평균 필터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3가지 필터링을 통해서 얻은 속성을 평균속성이라고 한다.       

중간값 필터링은 겉보기 잡음과 스파이크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이다. 순간 진폭의 최대값을 이용      

하는 법이나 가중 평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순간 진폭의 최        

소값에서 스파이크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파이크를     

제거하며 이 두 필터링을 통해 시간 변화 스펙트럴 평균의 의         

미를 가진 속성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평균 속성에 기초하         

여 반응 속성도 얻을 수 있다.

필터링을 한 자료에서 순간 진폭의 최고 값을 이용하여 반        

응 속성(response attribute)인 반응 진폭(response frequency),     

반응 위상(response phase)과 반응 진동수(response frequency)     

을 구할 수 있다(Bodine, 1984). 순간 진폭의 인접한 두 골 사          

R = 
z2 z1–

z2 z1+
------------ = 

1 2–

1 2+
--------------------

 f t  = 
1

2
------

d t 
dt

------------

Fig. 3. (a) Shpaes of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and (b) cosine of 

the instantaneous phase with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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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순간 진폭이 최대 일 때를 반응 진폭이라 하며, 반응         

진폭에서의 순간 위상이 반응 위상이 되고, 이 때의 순간 진동         

수가 반응 진동수가 된다. 반응 진동수는 탄성파에서 간섭에       

의한 특이점(singularities)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이론적으      

로 이 값은 전파하는 송신파형의 특성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일         

정한 위상이 없는 반사 파형을 가정하면, 반응 위상은 반사의        

극성을 나타내는 트레이스의 위상과 동일하고, 반응 진동수는      

파형의 스펙트럼 진폭으로 가중된 평균 스펙트럴 진동수와 동       

일하게 된다. 이런 속성을 통해 GPR에서는 타겟 이벤트에서       

의 신호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복소트레이스 속성 성분의 유기성

순간 위상에서의 불연속은 순간 진폭의 최소값과 상응하기      

때문에 순간 진폭과 순간 위상은 서로 의존적이다. 순간 위상        

의 코사인 값은 반사면의 반사계수의 차이를 포함한 불연속성       

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트레이스가 불연속일 때 순간 진동수는       

위상의 변화에 의해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반사 피크에서는 파       

형 간섭을 일으켜 상대적 진폭 변화의 불연속이 나타나게 한        

다. 이 역시 진동수의 일부분이며 이 값은 위상이 양에서 음,         

혹은 음에서 양으로 변할 때 모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동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료처리의 과정에서       

이러한 스파이크는 필터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매질의 경계에서 반사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위상이 역전       

되지 않아 위상의 불연속을 확인할 수 없지만 시간에 따라 위         

상이 변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순간 진동수가 스파이크       

로 나타나게 된다. 이 때는 순간 진동수는 양의 값을 가진다.         

반면, 반사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순간 위상이 양의 방         

향에서 역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상의 불연속과 더불어       

음의 값을 가진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된다(Fig. 4). 따라서 반        

사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영역에서 타겟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순간 위상과 순간 진동수 분석을 통해 층의 불연         

속성, 반사 계수의 변화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질감 속성(texture attribute)에 기초한 속성

기존 속성 분석들은 수신 자료의 진폭과 이를 이용하여 수        

학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했던 반면, 이미지 영상처리 기법이       

발달하면서 영상에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기법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Chopra and Alexeev, 2006). 질감에는 에너지      

(energy), 엔트로피(entropy), 대조(contrast), 균질성(homo-   

geneity)이 있다. 이미지의 흑백을 기반으로 각 픽셀을 회색도       

(gray level)에 따라 값을 지정한 후 특정 거리나 방향에 따라         

상대적 빈도수에 대한 i × j 크기의 2차원 행렬을 만드는데, 이          

를 동시발생 행렬(co-occurrence matrix, COM)이라 한다. 이      

COM 행렬의 성분 간의 관계를 통해 거리와 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통해 GLCM를 구성한다.

(10)

예를 들어 회색도로 그림의 각 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COM(식 (10)) 행렬이 있다고 하면, 거리와 방향을 각 d 와         

Fig. 4. (a) Real and imaginary parts of the trace, (b) instantaneous amplitude with (a), (c) instantaneous phase, and (d) instantaneous frequency. 

Red circles indicate reverse instantaneous phase with a negative instantaneous frequency. Green circles indicate instantaneous phase changing 

without reversal with a positive instantaneou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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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을 때 P(0,d ), P(45,d ), P(90,d ), P(135,d )을 나타내            

는 모든 방향의 COM 행렬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거리 d 와          

각도  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0,1) 일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1)

GLCM과 GLCM의 전치행렬(GLCMT, 식 (12))의 각 요소를      

더함으로써 대칭 행렬(symmetrical matrix, 식 (13))을 구할 수       

있다. 

(12)

(13)

GLCM에서도 파의 연속성, 진폭의 세기에 대한 정보를 추       

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한 연속적 반사인 경우 GLCM의         

값들이 대각선 가까이 분포한다. 진폭이 작으면 회색도의 중간       

값 근처에서 값이 나타나고, 불연속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반사       

는 분포 형태가 대각선으로부터 넓게 분포한다(Chopra and      

Alexeev, 2006).

이 대칭 행렬의 모든 요소의 합으로 대칭 행렬을 정규화 하         

면 비로소 공간 관계성을 가진 셀에 대해 회색 정도의 조인트         

확률 발생(joint probability occurrence)를 나타낼 수 있는 P 행        

렬(식 (14))로 다시 나타낼 수 있다.

(14)

위 식과 같은 구성한 행렬 P 를 이용하여 다양한 속성들을         

계산할 수 있다. 

 에너지(Energy)

각 셀의 이미지의 균일성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같은 수학적       

으로 GLCM 요소들의 제곱의 합으로 구하며, GLCM의 각 요        

소들이 같다면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Energy = (15)

여기서 각 i 와 j 는 각각 P 행렬의 행과 열을 나타낸다.

 엔트로피(Entropy)

이미지의 복잡성과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속성으로 에너지와     

반대의 값을 가진다. 균질하지 않을수록 커지는데 GLCM은      

셀이 각각의 회색도로 나눠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작은 값을       

가진다. 

Entropy = (16)

 대조(contrast)

이미지의 대조 혹은 주변 셀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이는 속성으로 국소적 변화(local variation)를 측정하며

Contrast = (17)

로 계산할 수 있다. 진폭의 변화가 크면 큰 값을 가지고, 균질          

성(homogeneity)과 반비례하는 성질을 가진다. 여기서      

가 셀 사이의 거리와 동시에 가중치를 의미한다.

 균질성(homogeneity)

이미지의 각 셀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속성으로 평활도      

(smoothness)를 보이기도 한다. GLCM 요소가 GLCM 대각성      

분에 얼마나 근접하게 분포해 있는지를 측정하며, GLCM의      

값들이 대각 성분 근처에 집중되어 있으면 큰 값을 가지게 된         

다. 따라서 반사 연속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대각 행렬로부터       

멀어질수록 가중치가 감소하며 값이 커지게 된다. 

Homogeneity = (18)

유사성(Similarity)에 기초한 속성

단층과 관련된 탄성파 자료의 불연속성에 대한 정보 향상을       

위해 제시된 유사성은(Bahorich and Farmer, 1995), 주변 트레       

이스의 파형 유사성에 기초하여 두 트레이스가 얼마나 유사한       

지 판단한다(De Rooji and Tingdahl, 2002). 보통 병렬, 직렬        

(cross-line, in-line)에 위치한 주변 트레이스와의 유사성을 판      

단한다. 각 트레이스를 u(x, y, z)와 v(x, y, z)라고 하면 유사성          

(S)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19)

여기서 t 는 기록시간이다. 유사성은 두 트레이스가 유사할수       

록 1의 값에 가까워지고, 다를수록 0의 값에 가까워진다. 불균        

질성인 경우에는 유사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복잡한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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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다. 

모서리 탐지 기법에 기초한 속성 

모서리 탐지 기법은 영상 처리에서 사용해 오던 속성으로       

진폭에서 측면의 위상 변화의 불연속성을 탐지함으로써 신호      

의 모서리를 추출하는 기법이다(Harris and Stephens, 1988).      

모서리 탐지법은 잡음에 의한 불연속성도 반사파의 불연속성      

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2차원 혹은 3차원 단면에 적용하기 전        

에 잡음을 반드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잡음을 제거한다면 반        

사의 경계, 이상 신호의 경계 해석을 통해 이상체 신호가 시작         

되는 부분을 추출할 수 있다.

단순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오류 함수인 Gaussian smoothed      

step edge( f (x))는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르며 모서리 흐림(blur)         

효과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한다. 

(20)

여기서  는 모서리의 흐림 정도(blur scale)을 의미하여 최적        

의 변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적의 변수를 이용하면 원         

래 영상을 손상 없이 처리할 수 있다. (1차원 이미지라고 가정         

했을 때) 모서리 왼쪽의 세기(Il)와 모서리 오른쪽은 세기(Ir)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1)

(22)

하지만 이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이벤트를 반       

드시 제거해야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GPR 속성 분석에 기초한 해석법

GPR 자료의 속성분석 별 해석 특징, 기존 해석 방법과의 차         

이를 비교 분석한다. 

순간 진폭

순간 진폭은 정량적 해석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폭에 영향을 주는 유전율이 매질간 차이가 크거나 전기전도       

도 변화가 큰 매질에서는 순간 진폭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전기전도도의 변화가 큰 영역은 전도성 혹은 비 전도        

성 오염물이 유출된 경우, 오랜 시간동안 이상체가 매몰되거나       

(Fig. 5) 그 안에서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분해된 경우 등이 있          

다. 한편 유전율은 공극률과 수포화도의 함수로 볼 수 있다.

전기전도도에 의한 변화는 유류 오염지역에서 잘 드러난다.      

전기전도도가 낮은 소수성 액체(Non-aqueous phase liquid,     

NAPL)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오염 초기에는 주변 매질보다 순       

간 진폭이 크게 나타난다(Figs. 6b, 7b).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 생분해가 진행되어 전기전도도가 증가하게 되어 GPR 신호       

의 감쇠가 커지고 순간 진폭이 작아지게 된다(Atekwana et al.,        

2000, Atekwana et al., 2002). 이런 오염영역은 순간 진폭이        

주변보다 두드러지게 감소하게 되며(Fig. 6c) 이런 영역을      

‘shadow zone’이라고 한다. 

연속된 영역에서의 오염영역이 비 오염영역보다 순간 진폭      

의 크기가 작게 나타난다(Figs. 8b, 8c). 포화대가 오염되었을       

 f x  = 
Ir Il–

2
------------ erf

x

2

----------- 
  + 1 

  + Il

Il =  
x –

lim f x 

Ir =  
x –

lim f x 

Fig. 5. Three-dimensional visualization by means of the isoamplitude 

surfaces of the complex trace amplitude using difference thresholds 

of (a) 50% and (b) 40%; an arrow denotes a linear anomaly due to 

a ditch in the bedrock (Nuzzo et al., 2002).

Fig. 6. (a) Prerelease of light nonaqueous phase liquid (b) image after 2 weeks, showing a high amplitude because of nonconductive light 

non aqueous phase liquid (LNAPL) and (c) image after 66 months, showing a low-amplitude zone (shadow zone) created because of 

biodegradation (Hwa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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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생분해로 야기된 2차 전도성 플룸에 관련된 토양에서 레        

이더파의 높은 감쇠율로 인해 지하수면에서의 순간 진폭이 오       

염 영역보다 크게 나타나며 오염영역에서는 강한 에너지 감쇠       

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매질의 강도에 따라서도 순간 진폭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       

다. 강도가 공극 내 함수량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인 유전율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강도가 클수록 반사       

파의 진폭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된다(Fig. 9b). 매질 안에 완전         

한 빈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도 공기에 의해 유전율 차이가 커         

지기 때문에 반사계수가 증가하여 반사 진폭과 그에 따른 순        

간 진폭도 같이 증가한다(Fig. 10b). 또한 이상체가 오랜 시간        

동안 매몰되어 화학적 반응을 통해 주변 토양과 물성이 달라        

진 경우에도 진폭의 변화가 발생하며(Fig. 11c), 순간 진폭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진폭인 RMS 진폭과 평균 최대 진폭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Figs. 12a, 12c) 이상체의 위치를 파악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순간 위상, 순간 진동수

순간 위상은 파가 진행하는 방향에 동일한 매질에서는 연속       

적으로 나타나고, 매질이 달라지는 경계에서 위상의 불연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직적 경계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Forte       

and Pipan, 2008). 순간 위상을 분석하면 구조물의 위치나 층        

서 구조의 위치와 두께 그리고 층의 변화도 파악할 수 있다         

(Figs. 12d, 13b, 14b). 암석 혹은 토양의 공극이 공기로 포화         

되었을 때의 경계도 위상의 변화에 의한 순간 위상이 이상이        

발생한다(Fig. 10c). 그러나 탐사 대상의 크기가 작거나 수평적       

연속성이 낮으면 순간 위상의 변화와 순간 위상의 코사인 값        

Fig. 7. (a) Ground-penetrating radar survey result from the light 

nonaqueous phase liquid spilled sand box, (b) instantaneous 

amplitude, (c) similarity slice of three-dimensional data at a depth 

of 0.05 m, and (d) cross section of (c) (Lu et al., 2021).

Fig. 8. (a) Ground-penetrating radar profile received from a contaminated area to a noncontaminated area. The white box indicates the shadow 

zone created as the effect of a gasoline (light nonaqueous phase liquid) contamination, (b) and (c) are the instantaneous amplitudes from 

noncontaminated areas (trace 450461) and contaminated area (trace 800811), and (d) and (e) are instantaneous frequency from the same 

area with (b) and (c), respectively (Liu and Oristagli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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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잡하게 되어 순간 위상만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순간 위상 혹은 그의 코사인 단면을 시간          

-공간 위치와 최대 진폭을 함께 정의하여 수평 위상의 연속성        

의 정보를 확인하기도 한다(Dossi et al., 2015).

순간 위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순간 진동수는 매질의       

경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Figs. 8d, 8e, 10d, 15b),       

순간 위상의 변화 속도나 방향이 달라지는 영역에서 음 혹은        

양의 값으로 스파이크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매질        

Fig. 9. (a) Plan view of the explored bridge with different strengths. (b) Maximum amplitude and (c) maximum absolute amplitude for the 

centers of each deck, where blue indicates the SE leg and red shows the NE leg (Morris et al., 2019).

Fig. 10. At gem-bearing zones in the Himalaya pegmatite mine: (a) the ground-penetrating radar amplitude to identify gems that have not 

been excavated and the (b) instantaneous amplitude, (c) instantaneous phase, and (d) instantaneous frequency of the area corresponding to (a) 

(Patterson and Coo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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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파할 때의 지시자가 될 수 있다(Zhao et al., 2016b). 

유사성과 질감속성

GPR 트레이스를 유사성과 함께 겹쳐 보면, 일관성 있는 반        

사체에서는 유사성이 크게 나타나고 균질하지 않은 큰 영역에       

서는 작게 나타난다. 기존의 복소 트레이스에 기초한 속성보다       

더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여 기존 속성들과 복합적으로 사용하       

여 보다 나은 해석을 할 수 있다(Figs. 7d, 15c). 일반적으로         

GPR은 연속적인 두 트레이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크지 않아 유사성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동        

일한 위치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나, 안테나 배열에 따른        

Fig. 11. (a) Amplitude time-slice overlays instantaneous amplitude with (b) homogeneity and (c) energy. Green triangles indicate that the block 

may be associated with the building foundation, the almost continuous features marked by white triangles are probably related to wall remains, 

and the cyan triangles can be interpreted as ancient roads/passageways. Then, the main structures can be interpreted as shown in (d) (Zhao 

et al., 2016a).

Fig. 12. For an ancient kiln, (a) the root-mean-squared amplitude is 

high and (b) the maximum peak time is also high. For the ancient 

tomb, the (c) average peak amplitude of demarcated by the white 

dashed line is higher than the other area and (d) a continuous event 

at the instantaneous phase determines the boundary (Zhao et al., 

2012).

Fig. 13. (a) Ground-penetrating radar amplitude and the arrows (a, 

b, c, and d) show examples of reflection at different locations, (b) 

cosine of the instantaneous phase, with the dashed white line 

indicating the transitional zone between discontinuous shallow 

structures, and (c) the similarity attribute calculated for the cosine 

of the instantaneous phase (Zha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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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oeniger and Tronicke,       

2010). 또한 유사성의 경계로 매질의 경계를 파악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Fig. 13c).

공동이나 파이프처럼 원통형의 타겟은 포물선의 형태로 반      

사파 반응이 나타나지만 지하에 매몰된 구조물이나 지층구조      

는 앞선 타겟과 달리 포물선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모서리 탐지 기법을 통해 구조의 외관을 파악하고, 질감 속성        

을 통해 범위와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질감 속성 중 에너지          

와 엔트로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며, 대조는 균질성과 반비례       

관계이다. 연속적으로 반사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대상체에서      

는 높은 엔트로피와 낮은 균질성이 동일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Figs. 16b, 16c의 검정색 타원), 반대로 진폭이 작게 나타나는        

대상체는 낮은 엔트로피와 높은 균질성이 나타난다(Fig. 16b,      

16c의 노란 점선). 진폭이 크더라도 저주파의 불연속성 반응이       

라면 엔트로피는 낮게, 균질성은 높게 나타나는(cyan of Figs.       

16b, 16c) 특징을 보인다(Zhao et al., 2016b). 매질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균질성이 대조성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상체      

를 보이기 때문에(Zhao et al., 2016a; Figs. 17b, 17d) 균질성         

과 대조성이 상호적인 관계이더라도 균질성을 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질감 속성은 이벤트 신호의 모양이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       

기 때문에 신호가 간섭되거나 진폭의 변화가 크더라도 이상체       

를 구분할 수 있다(Gao, 2011). 이 속성을 적용하고자 할 때         

모서리 탐지 기법을 우선 적용하면, 이상체로부터의 이벤트로      

이상체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더 자세히 봐야        

할 곳을 특정 지을 수 있어 효율적일 것이다(Fig. 18b).

분야별 GPR 속성분석 적용 및 사례

Fig. 14. (a) Processed amplitude profile, (b) corresponding cosine 

phase profile, (c) picked horizons, (d) and those horizons identified 

as the second phases of reflections with at least two recognized 

phases (the five main reflectors are marked H1H5). Positive 

amplitudes are marked in green, and negative amplitudes are shown 

in red using 500 MHz antenna (Dossi et al., 2015).

Fig. 15. (a) First derivative of the amplitude, (b) instantaneous frequency, (c) similarity, (d) homogeneity by gray level cooccurrence matrix 

(GLCM) from Mt. Nanin in the Alps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firn and debris are quite distinct (Zhao et al.,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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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 속성분석은 유적지, 교량, 지질, 광산 등 GPR이 활용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획득한 자료에 적용할 수 있다. 

오염지 

전기적 성질이 잘 드러나는 오염지에는 유류 오염, 침출수       

등이 있다. 그 중 전기전도도와 유전율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유류 오염 지역에서 속성 분석의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속성 특성

유류로 오염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비전도성       

매질이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세기가 강하게 나타나며 주변 토       

양에서의 GPR 반응보다 더욱 강한 진폭의 특성을 가지게 된        

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류는 유출된 토양 매질의 유기        

물과 생물학적 분해가 일어나 전기전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감쇠가 강하게 일어나고, 진폭의 세기가 약해진다.      

따라서 진폭을 이용한 속성인 순간 진폭이나 유사성을 적용하       

면 유류로 오염된 영역을 특성화 할 수 있다. 주입 전과 직후          

에서 진폭이 증가하였다가 시간경과에 따른 후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Fig. 6). 

한 측선에서도 오염지역과 비 오염지역에서의 순간 진폭과      

순간 진동수의 반응이 달리 나타난다(Liu and Oristaglio,      

1998). 생분해로 인해 오염 지역에서 반사파 진폭의 크기가 더        

욱 약해지고, 지하수보다 더 아래 위치한 영역에서 더 강한 에         

너지 감쇠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트레이스를 파형 변환       

(wavelet transform)하여 진동수 차원을 더했을 때 모든 진동수       

성분까지 동시에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푸리에 변환을 이용        

Fig. 16. (a) Amplitude profile, (b) entropy, and (c) homogeneity 

from an archeological site (Zhao et al., 2016b).

Fig. 17. Results of a two-dimensional texture analysis of an 

archeological profile: (a) reflection amplitude, (b) contrast, (c) 

entropy, (d) homogeneity, and (e) interpretation (Zhao et al.,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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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진동수 분석보다 scaling에 따라 트레이스 자체를 여       

러 트레이스로 확인할 수 있다(Fig. 8). 순간 진동수는 신호가        

잡음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순간 진폭과       

동일하게 오염된 지역에서 진동수의 전체적인 경향이 비 오염       

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탐사 사례

유기 오염물에 의한 전자기적 물성 변화에 의한 GPR 적용        

성과 해석법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실험들이 수행되었으며 속       

성 분석을 적용하여 전자기파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도 하였다. 3.5 m 두께의 대수층이 점토질 실트 아래 존재하         

고, 매 년 0.5 ~ 1.5 m 의 변화를 보이는 시험 부지에 자유면            

대수층이 존재하는 1.8 m 심도에, DNAPL의 종류인 염소계       

용매(PCE, TCE, TCM)를 파이프를 이용하여 50 ℓ를 주입한       

뒤 66 개월에 걸쳐 지구물리학적 변화를 모니터링한 사례가       

있다(Hwang et al., 2008). 이 실험에서는 pulseEKKO 100 시        

스템의 200 MHz 안테나를 이용하여 GPR 시험을 수행한 결        

과, 주입된 DNAPL에 의한 GPR 신호는 29 개월부터 점차 줄         

어들어 66 개월이 되었을 때는 전부 줄어들었다. 이 때, 순간         

진폭에서 GPR 신호 감소가 잘 드러났으며, 시간에 따른 순간        

진폭의 차이를 이용하여 감소 정도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48.2 cm × 46.8 cm × 50 cm 크기의 수조에 석영과 물의 혼            

합물에 100 ml 디젤을 누출시키는 실내 실험에서는(Lu et al.,        

2021) 생분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GPR 신호의 반사진       

폭이 더 커졌다. 기존의 GPR 단면에서는 크게 구분되지 않던        

영역에서 순간 진폭에서는 다른 매질보다 진폭이 더 크게 나        

타났다. 3D 단면에서 각 디젤이 주입된 가운데 영역 매질에서        

는 유사성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디젤과 석영의 경계에서는       

유사성이 급격히 떨어졌다(Fig. 7).

미국 Michigan 주의 Wurtsmith 공군의 1,500 ft × 1,500 ft         

규모 기지에서 지하수위 아래까지 유출된 가솔린을 조사하기      

위해 100 MHz 안테나를 이용하여 총 16 개의 측선에 걸쳐         

GPR 탐사를 수행하였다(Liu and Oristaglio, 1998). 그 중 한        

측선의 700th ~ 1050th 트레이스에서는 가솔린이 누출된 영역       

에 shadow zone이 명확하게 나타났으며(Fig. 8a), 오염된 영역       

인 800th ~ 811th 트레이스와 오염되지 않은 영역인 450th ~         

461th의 트레이스를 스펙트럼 변환하여 순간 진폭과 순간 위상       

의 속성을 이용하여 오염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의 나타       

나는 GPR 반응을 비교하였다. 

사회 기반 시설

속성 특성

사회 기반 시설 중 가장 중요한 교량에서 취득한 GPR 자료         

에 복소트레이스 분석을 적용하여 교량의 콘크리트 강도를 정       

량적으로 해석하고 피복의 안정성까지 해석할 수 있다(Morris      

et al., 2019).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는 형태의 다리에서 각각        

탐사하여 최대 진폭, 절대값 상태에서의 최대 진폭, 그리고 최        

대 강도, 전파 속성으로는 총 에너지의 속성을 이용하여 각 다         

리와 그 연결에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강도가 더       

큰 다리(SE)에서 최대 진폭이나 절대값을 씌운 트레이스의 크       

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Figs. 9b, 9c). 순간 진동수는 강도가 더         

큰 SE에서 더 낮게 나타나며 주 진동수도 SE에서 1.06 GHz,         

NE에서 1.33 GHz로 순간 진동수와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순간 위상의 코사인을 표시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수평      

적 위상 연속성을 확인함으로써 시간-공간적 위치와, 최대 진       

폭을 해석하여 활주로 아스팔트 두께까지 확인할 수 있다(Fig.       

14). 순간 위상은 진폭이 작은 이벤트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        

에 극성을 판단하는 데 용이하다. 따라서 알고리듬으로 반사파       

의 극성을 해석하고, 같은 대상체에서 반사된 신호를 묶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알고리듬은 트레이스에서 연속적 수평       

신호가 n개 이상 일 때를 필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 반           

응을 해석할 수 있다. 이 자료를 주변의 여러 트레이스로 평균         

하여 2차 위상을 구함으로써 5개의 층을 구분할 수 있고, 아         

스팔트가 깔린 심도를 파악할 수 있다. 

탐사 사례

구조물 안전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비파괴적으로 GPR를 이      

용하여 미국 Princeton 대학교 캠퍼스안에 있는 보도교인      

Streicher Bridge를 조사를 수행하였다(Morris et al., 22019).      

하나의 다리에서 둘로 갈라지는 형태의 다리(Fig. 9a)로, 건축       

지연으로 인해 SE 방향의 다리(SE)가 NE 방향의 다리(NE)보       

다 2달가량 늦게 건축되어 서로 다른 경화 조건으로 인해 압         

축강도가 SE가 59 MPa, NE가 51 MHz로 다른 물성을 가지         

게 되었다. GSSI의 2.6 GHz 안테나를 이용하여 SE 에서는 19         

개 측선, NE에서도 20 ~ 38의 19개 측선을 15 cm 간격으로          

3 m에 걸쳐 측정하였다. 유전율은 전자기파의 속도에 따라 변        

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SE와 NE의 유전율을        

상대적으로 NE에서 크게 나타났다. 더 강한 콘크리트일수록      

매질 내 공극이 작아 전자기파의 산란과 분산이 주 매질로 전         

파되기 때문에 진동수 감쇠가 더 크게 일어난다.

Fig. 18. (a) Ground-penetrating radar data reflected from the cavity 

and (b) edge detection (Kim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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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의 두께를 확인하고자 Mala Geoscience의 500 MHz      

와 1.6 GHz 듀얼 차폐 안테나를 이용하여 탐사하였다(Dossi       

et al., 2015). 속성 중 순간 위상과 극성을 추출할 수 있는 알           

고리듬을 개발하여 자동적으로 순간 위상의 코사인으로 반사      

의 극성(Fig. 14c)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코사인이더라        

도 진폭이 음의 값인지 양의 값에 따라 대상체가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하지만 위상이 잡음에 취약하다보니 잡음이 섞이거나 간섭       

이 일어나면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유적지

검층이나 시추 같은 직접 탐사가 어려운 고고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물리탐사를 적용하고 있는데, 특히 고해상도의 정보를      

비파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GPR 탐사가 많이 적용되고 있        

다. GPR 탐사 자료에 대한 속성분석을 통해 대상체의 정보를        

해석한 다양한 사례가 있다.

속성 특성

가마(kiln)의 크기나 점화실 같은 주변 환경을 순간 진폭을       

통해 주변 매질과의 신호 차이로 존재를 구분할 수 있다. 건조         

한 토양, 식물 잔해, 깃털 등으로 이루어진 고분은 주변 매질         

과의 차이, 수포화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매질이 모여       

있는 형태에서는 같은 형태의 위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매질의 경계를 구분한다(Fig. 12). 고분은 수포화도가 낮       

기 때문에 주변 매질에 비해 전기전도도가 낮아 반사진폭이       

크고(Fig. 12c), 인위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주변 보다 일정한       

매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위상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Fig.      

12d).

3차원으로 구성한 순간 진폭을 임계값을 설정하여 동일진폭      

(iso-amplitude)을 도시하기도 한다. 신호대 잡음 비가 작은 경       

우, 포락선(envelope)과 에너지를 추출하여 x-, y-, z- 방향의       

에너지와 순간 진폭을 중합(stack)하고 동일 진폭을 그림으로      

써 과거 유적의 흔적을 찾았다(Fig. 5). 이렇게 하면 선형적 이         

상체가 아주 잘 나타나며, 3차원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순간 진폭은 반사체에서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그 중 동일한 진폭의 크기를 보여주는 iso-amplitude의 기준값       

(threshold)에 따라 볼 수 있는 이상체가 달라지는데, 기준값이       

낮을수록 반사 크기가 작은 이상체도 확인할 수 있어 50% 기         

준값일 때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도랑의 신호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5b). 

유적지 중 옛날 건물의 잔해를 탐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GPR은 건물의 잔해나 벽의 잔해의 경우 진폭이 강하게 나타        

난다(Fig. 13a). 또한 순간 위상의 코사인의 변화를 통해 불연        

속적으로 나타나는 밑에 층의 경계를 파악하고, 유사성으로 층       

이 바뀐 구역에서 일관성있고, 확장된 매립된 구조물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다. 

질감 속성만으로 구분하기 힘들었던 자료는 순간 진폭과 함       

께 겹쳐서 해석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영         

상 내 대상체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Zhao et al., 2016a). 기          

존의 진폭 자료에서는 명확한 해석하지 못했던 진폭 자료(Fig.       

11a)에서 질감속성 중 균질성(Fig. 11b)과 에너지(Fig. 11c)를      

순간 진폭과 겹침으로써 매몰되어 있는 건물 기조, 벽, 도로를        

구분할 수 있다(Fig. 11d). 질감 속성을 균질한 영역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데(Zhao et al., 2016) 연속적인 진폭이 큰 반        

사는 대조성과 엔트로피가 크고 에너지와 균질성은 낮게 나타       

난다.

탐사 사례

고대 중국의 작은 나라의 궁전 유적이 있는 지역에서 궁전        

의 벽, 무덤, 가마를 조사하기 위해 PulseEKKO PRO System        

의 250 MHz 차폐형 안테나는 이용하여 탐사하였다(Zhao et       

al., 2012). 가마는 주변 토양과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GPR에        

반응이 나타나지만 두 가마가 크기와 위치다 달라 시간 단면        

에서 크기는 추정하기 어렵다. RMS 진폭으로 가마의 방(A)과       

점화실(B)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였다(Fig. 12b). 최대 진폭      

시간은 간섭이 커서 진폭으로 구분하기 모호한 영역에서 사용       

될 수 있고, 이 최대 진폭이 나타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최대         

진폭 시간으로 가마방(red)과 점화실(yellow)이 위치한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에서도 고대 Messapian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상      

당히 잘 보존된 Lecce 지역의 유적지에서 Massapian의 흔적을       

찾기 위해 GPR 탐사를 수행하였다(Nuzzo et al., 2002). GSSI        

SIR-System2의 200 MHz와 500 MHz 안테나를 이용하여      

10,000 m2에 걸쳐 1 m 간격의 측선으로 개략 탐사를 한 후,          

유적지 혹은 문화재가 의심되는 네 지역으로 줄여 좀 더 정밀         

탐사를 수행했다. 기반암 중 포물선의 형태가 나타나는 영역이       

과거 채석의 흔적으로 판단하였고, 평균 절대 질폭에서도 해당       

영역이 주변 영역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탐        

사방향-시간의 2D 단면보다 3D나 시간 단면을 통해 영상화하       

여 이상체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하면 선형적 이상체가 아주        

잘 나타나며, 3차원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하       

지만 이는 임계값을 결정하는 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        

문에 해석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항구도시였던 Aquileia는 정복으로      

인해 버려져 0.5 ~ 4.0 m의 깊이에 도시가 매몰되었다(Zhao        

et al., 2013; Zhao et al., 2016a). 이에 대한 흔적을 찾기 위해           

Mala Geoscience GPR 시스템의 250 MHz의 안테나를 이용하       

여 2.5D GPR 탐사를 수행하였다. 탐사 측선은 총 41 개로 각          

0.5 m 간격을 두고 0.05 m 마다 각 트레이스를 취득하였다.         

취득한 자료를 공간 기반의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공간적 대상       

체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거리-시간 단면과 시간에      

따른 단면에서 순간 진폭, 순간 위상의 코사인, 모서리 탐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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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 진동수, 유사성, 에너지에 대한 속성 분석을 하였다(Fig.        

13). 기존의 속성 분석과 더불어 질감 속성을 적용하여 해석하        

기 어려웠던 정보에서 좀 더 특징적인 정보를 해석하였다       

(Zhao et al., 2016b). 또한 50 ns 에서는 시간 단면을 해석을          

진폭을 순간 진폭, 유사성, 그리고 균질성을 함께 해석함으로       

써, 매몰되어 있는 대상체의 길이를 해석하고, 수직적인 특징       

을 해석하였다.

GPR에서의 질감 속성은 Zhao et al. (2016a)가 최초로 GPR        

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유적지 내부를 해석하였다. 회색도 결       

정이 질감 속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논문          

에서는 4, 9, 16를 비교하였다. 16은 해상도는 좋지만 광범위        

한 자료 해석을 위해 적합한 9를 선택하여 대조와 엔트로피        

그리고 균질성을 통해 같은 측선에서 같은 영역에서 이상체       

신호가 동시에 나타남을 통해 지하 매설 유적을 분석하였다       

(Fig. 17). 질감 속성들은 자료처리를 한 트레이스보다 이상체       

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반사 패턴에 따른 반사 유적의 반사         

체 경계로 그 위치와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

지질구조

속성 특성

층 사이의 경계를 특성화 함으로써 지질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순간 진폭의 미분은 GPR 신호의 시간적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주 경계과 불연속면을 강조해주며, 수평적인 연속적 층       

을 해석할 수 있다. 순간 진폭을 1차 미분함으로써 층의 경계         

를 분석하여 만년설 층(firn layer)과 암설층(debris layer)의 경       

계를 해석하였다(Fig. 15a). 순간 진동수는 파의 전파의 효과와       

퇴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Fig. 15b). 천부층에서 매우 낮은       

순간 진동수들이 나타나고, 일반적인 감쇠가 일어나는 70 ns       

의 경계에서 순간 진동수의 변화가 암설층과 만년설 층을 구        

분할 수 있도록 한다. 유사성도 동일한 매질이라면 비슷한 값        

을 가지지만 동일하지 않다면 다른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매질        

의 경계뿐 아니라 같은 층 내에서의 구조도 확인할 수 있다         

(Fig. 15c). 유사성과 비슷하게 균질성도 같은 매질에서 높은       

값, 층의 경계와 구조에서 낮은 값으로 지질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Fig. 15d). 속성 분석은 큰 규모의 지층의         

경계 말고도 작은 광물 포켓을 찾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광          

물 포켓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함보석(germ-bearing) 포켓은      

안에 공기와 함께 차 있기 때문에 포켓에서 순간 진폭이 크게         

나타나며(Fig. 10b), 공기의 유전율 변화에 의해 위상이 변하       

게 된다(Fig. 10c). 

탐사 사례

이탈리아 북동쪽에 위치한 알프스 중 Mt. Nanin에서 내부       

구조 영상화와 만년설에 의한 계절 별 변화를 모니터링을 위        

해 8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500 MHz의 차폐 안테나를 이용          

하여 0.1 m 간격으로 탐사하였다(Zhao et al., 2016b; Fig. 15).         

기존 GPR 수신 단면에서는 만년설 내의 구조나 데브리층과의       

경계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진폭의 변화, 진동수의       

변화를 통해 구조를 파악할 수 하였다. 

암맥이 큰 경우는 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찾을 수 있지만 광        

산 개발 후 규모가 작아 회수되지 않은 광물을 속성분석을 통         

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Patterson and Cook,       

2000). 페그마타이트 암맥이 크게 존재하는 샌디에고의 히말라      

야 광산을 테스트 베드로 이용하여 missed pocket을 찾았으며       

기존 GPR 탐사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구조를 순간 진폭과 위        

상의 변화를 이용하였다. 

이완영역

속성 특성

지하 이완영역에 의한 공동은 주변 매질에 비해 공기의 비        

율이 높기 때문에 주변 토양과 유전율 차가 발생한다. 공기의        

유전율은 1에 가깝기 때문에 이완영역은 주변 토양보다 유전       

율이 낮아진다. 공동 모사실험장에서 획득한 GPR 자료에 모       

서리 탐지 기법을 적용하여 회절원에 의한 이벤트 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지반 침하에 원인이 되는 지하 공동에 대해 신뢰        

도 높은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Fig. 18). 그러나 이를 위해서         

는 모서리 탐지 기법을 적용하기 전 이득제어나 진동수 필터        

등이 모서리 탐지 기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필터         

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Kim et al., 2017). 

물이 누수된 영역에서 GPR 탐사 후 속성 분석을 적용한다        

면, 누수가 발생한 영역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유전율이 커지        

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의 전자기파의 진폭이 크게 발생한다.       

반사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순간 위상의 변화와 함        

께 음의 값을 보이는 순간 진폭 반응을 수반할 것이다.

탐사 사례

가로, 세로 높이가 6 m, 4 m, 2.5 m 크기의 실험 부지 안에            

가로, 세로 높이 1 m, 1 m, 0.5 m 크기의 얼음을 1.5 ~ 2.0 m              

심도의 토조 중앙부에 배치하여 융해된 얼음이 지하수위를 상       

승시켰을 때 공동이 발생하도록 구성하여 탐사를 진행하였다      

(Kim et al., 2017). 탐사는 얼음 융해 전, 후, 지하수위 변화 후           

에 대해 총 3번 탐사하였으며 종방향 8개, 횡방향 9개 측선의         

3차원 탐사를 수행하였다. 생성된 공동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는      

포물선의 형태를 띠고, 그 신호의 경사에 따라 신호의 성분 크         

기가 다를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모서리 탐지 기법을 적용        

하였다. 

결 론

이 논문에서는 GPR에 적용할 수 있는 탄성파에서 사용되던       

전통적인 속성분석과 영상처리 기법의의 발전으로 개발된 이      

미지 속성을 소개하고, 이 속성들을 적용한 연구들을 소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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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힐버트 변환으로 구한 복소 트레이스는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순간 진폭의 속성은 반사의 세기를 해석할 수 있         

고, 순간 위상과 순간 진동수를 이용하여 반사된 신호의 성질        

을 구분함으로써 기존의 자료에서는 해석하기 모호했던 위상      

과 임피던스 정보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복소 트레이스        

는 앞선 속성에서 더 나아가 가중 평균 진동수, 겉보기 극성,         

평균 속성 등의 정보까지 해석할 수 있다. 트레이스 자체를 해         

석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지 처리 기법을 기반으로 한 모서리        

탐지 기법, 질감 속성은 다각화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기존의 GPR은 자료처리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GPR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대해지는 자료양을 전부 해석하는 데 한       

계가 발생할 수 있어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속성 분석으로 자        

료 해석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밀한 자료         

처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해석에서 찾을 수 없거나       

반응이 모호한 경우 그리고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속성 분석은 잡음, 간섭 등에 의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         

문에 취득한 자료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속성을 겹쳐 보임으로써 동일한 위치에서의 다양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속성분석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         

용 사례 분석을 통해서, GPR 탐사자료 해석의 정확도 및 객         

관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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