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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pid variations in the geometry (i.e., thickness) of the refractor and low velocities affect greatly the 

imaging of the reflectors of land seismic data. Conventional solutions to obtain the weathering models 

utilizes first break picking method, which requires time consuming steps and causes the human error 

in picking the first arrivals. A new interferometric approach (interferometric refraction statics, IRS) 

which utilizes the first arrival signal (S/N enhanced by refraction convolution stack) instead of first 

break picking, is tested in this study to the synthetic data from the velocity structure provided by 

surface geophysics (refraction, MASW) and borehole geophysics (tomography, SPS logging) for the 

Cheongju granitic bodies. The results of IRS approach are found to be better than the ones from 

conventional first break picking in terms of continuities and horizontal resolution of the reflectors. The 

unresolved long-wavelength statics in brute stack are much removed by IRS weathering correction 

and the overlying refractors (the base of shallow weathering zone) are incidentally delineated in the 

refraction convolution stack.

Keywords: land seismic data, weathering correction, interferometric refraction statics (IRS), refraction 

convolution stack (RCS)

초 록

풍화대의 기하학적인 변화(두께 등)와 낮은 속도는 육상 탄성파 자료의 반사면 이미징에 큰 영향을 끼

친다. 풍화대 모델을 얻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초동 시간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정확한 초동 발췌가 어렵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왔다. 초동시간 대신 굴

절 곱말기 겹쌓기로 신호대잡음비가 향상된 초동신호를 이용하는 새로운 기법인 간섭 굴절보정(IR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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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시도되었다. 이 기법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지표탐사(굴절법, 여러채널 표면파 탐사)와 시추공탐사(토모그래피, SPS 검층) 자료

에서 해석된 속도 구조를 토대로 만든 모델 자료를 이용하였다. 곱말기 겹쌓기로 향상된 초동신호를 이용하는 IRS 기법은 초동시간 발췌에 비

해 겹쌓기 단면에 나타나는 장파장 성분을 대부분 제거하여 반사면의 연속성 및 수평 분해능을 향상시켰고 굴절곱말기 겹쌓기 연산과정에서 

그 상부의 굴절면(천부 풍화대의 기저면)이 그려지는 효과가 있었다.

�����육상 탄성파자료, 풍화대 보정, 간섭 굴절보정, 굴절곱말기 겹쌓기

���

육상 탄성파 반사법 자료는 해양 자료에 비해 오랜 시간의 지질과정에 걸쳐 매질의 복잡한 교란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반사 에너지가 크게 왜곡되어 상관성 잡음 및 무작위 잡음들이 반사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궁극적

으로 신호대잡음비(S/N)가 매우 작다. 따라서 자료수집과 자료처리 과정에서 반사면의 분해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Dahl-Jensen, 1989; Kim et al., 1994).

불규칙한 지형 변화에 수반되는 발파점과 지오폰의 고도 변화 및 풍화대의 두께 변화 때문에 주행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공통 발파점모음 자료(common shot gather)에서 반사파의 쌍곡선 이탈현상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겹쌓기 단면(stack 

section)에서 수평 반사면을 장파장(long wavelengths) 형태의 반사 이벤트로 왜곡시킨다.

이와 같은 발파점 및 지오폰의 고도와 풍화대 깊이에 따른 주행시간차의 보정은 기준면(datum plane)을 설정하여 한꺼번

에 실시하는 정적인 보정(static correction: statics)으로 수행된다(Marsden, 1993; Cox, 1999; Yilmaz, 2001; Ait-Messaoud 

et al., 2005). 풍화대 보정(weathering correction: refraction statics)은 일반적으로 속도가 다른 지하경계면에서 상부로 재

굴절하는 임계굴절파의 초동 시간(first-break time)을 이용한다. 주로 일반화된 양단주시법(generalized reciprocal time, 

GRM)(Palmer, 1980), 일반화된 역산법(generalized linear inversion, GLI)(Chun and Jacewitz, 1981), 파면법(Burger, 

1992), 토모그래피법(Berryman, 1989; Woodward, 1992)을 사용한다. 즉 반사법탐사 자료에서 잡음에 속하는 굴절파가 

풍화대 보정을 위한 신호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S/N가 낮은 육상 자료에서는 정확한 초동 발췌(picking)가 어렵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왔다.

이를 보완하고자 초동시간을 발췌하는 대신 초동신호 자체를 이용하고 강화하는 IRS(interferometric refraction 

statics) 기법(Palmer, 2001; De Franco, 2005; Khatchatrian and Galbraith, 2013)이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굴절파 신호를 

곱말기(convolution)와 상관(correlation)으로 간섭시켜 초동신호를 향상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깊은 반사면(600 m 깊이)을 포함하는 모델자료에 대한 IRS 기법의 적용효과를 겹쌓기 이전 자료와 겹쌓

기 단면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더불어 청주 화강암체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고려한 모델자료(60 m 깊이의 얕은 반사면)를 

가지고 풍화대보정을 통한 반사면의 영상효과를 알아보았다.

������

IRS 기법은 굴절파의 곱말기 겹쌓기(convolution stack)로 풍화대 굴절면을 이미징(imaging)한다. 또한 풍화대로 인한 

시간차이를 보다 정확히 보정하여 그 하부의 주요 반사면들의 수평 분해능을 향상시킨다(Khatchatrian and Galbraith, 

2013). 즉, Fig. 1a에서 트레이스 -(발파점 에서 전파되어 수신점 으로 도달함으로써 얻어진 트레이스)을 트레

이스 -과 곱말기하고, 이 결과를 트레이스 -(의 위치에 수신기가 있다고 가정)와 상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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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신기 에 해당되는 지연 시간 을 얻는다. 즉, 시간영역에서 곱말기는 시간의 합이고 상관은 시간의 차이므로(Yilmaz, 

2001) 지연시간은

  
 



 
 



    (2)

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는 곱말기, ×는 상관의 연산자들이다.

수신점 에 대응되는 모든 발파점들( ,  ,  , ....)을 조합하여 합치면(겹쌓기) 굴절 곱말기 겹쌓기(refraction 

convolution stack, RCS)의 트레이스 한 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     . (3)

따라서 이러한 겹쌓기 과정으로 S/N를 향상시키면 지연시간이 그만큼 정확히 발췌될 수 있다.

굴절파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간섭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Fig. 1b). 일정한 간격의 수신기쌍( , )들

을 각각 발파점 과 발파점 와 상관시키고 이 과정을 해당 수신기쌍( , )에 대응되는 양쪽의 모든 발파점들을 조

합하여 합친다. 풍화대의 두께 변화를 보정하기 위해 상관하여 합친 양쪽 두개의 결과를 곱말기함으로써 굴절속도 겹쌓기

(refraction velocity stack, RVS)의 트레이스 한 개가 생성된다.

    ×        ×    . (4)

결과적으로 진폭은 시간깊이(time-depth) 에서 진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여기서, 는 트레이스는 수신기쌍의 거

리 



 



의 두 배를 굴절속도 로 나눈 시간이다(Khatchatrian and Galbrait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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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대의 두께 변화와 낮은 속도는 육상자료에서 대상 반사면이 깊어질수록 주행거리가 증가하여 전파 에너지를 많이 

왜곡시켜 자료의 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풍화대 보정을 통한 깊은 반사면의 분해능 향상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풍화대의 깊이 변화를 30~60 m, 강조할 반사면을 600 m 깊이에 두고 모델링한 자료를 시험하였다(Fig. 2). 모델링은 

OMNI 3D 소프트웨어(Schlumberger Ltd., 2014a)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자료 수집인자는 송신원의 중심주파수

가 40 Hz인 리커 요소파(ricker wavelet), 50 m 간격의 100 채널 수신기 배열, 100번의 한쪽 굴림 발파(end-on rolling), 최

대 겹수(maximum fold) 100, 고르기 간격(sampling time) 2 ms, 기록시간 3.5 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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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자료에 대한 IRS 적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VISTA 2D/3D 프로그램(Schlumberger Ltd., 2014b)을 이용

하여 양단 발파자료(Figs. 3a, 3b)에 대한 곱말기 겹쌓기 단면(Fig. 3c)에서 굴절면의 영상효과를 살펴보았다. 굴절면은 주

어진 모델의 수평층과 유사하며 오프셋(offset)이 감소할수록 수평층은 얕아지며 좁아지는 것으로 시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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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의 기본적인 자료처리 단계는 일반적인 처리 과정과 유사하다(Fig. 4). 곱말기 및 상관의 연산들이 진폭 변화에 민감

하므로 IRS의 적용에 앞서 트레이스들 사이의 에너지를 개괄적으로 평준화시키는 자동이득제어(automatic gain control, 

AGC), 처음부터 나타나는 직접파 등을 계산과정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진폭이 큰 잡음 시간창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뮤팅(surgical muting), 표면파를 약화시키기 위한 진동수-파수(frequency-wavenumber, f-k) 필터링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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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말기와 상관 연산 이후에도 직접파, 굴절파, 반사파의 연산과정(곱말기 및 상관)에서 생기는 인공잡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f-k 필터링을 다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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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과정에서 만들어진 RCS(Figs. 5a, 5b)에서 풍화대 굴절면과 수평층의 얕은 반사면은 각각 주어진 모델(Fig. 2)에 

근접하고 있으며 반사파의 쌍곡선 형태 또한 IRS 기법이 초동시간 발췌법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Fig. 6). 이러한 

효과는 정보정 프로파일(statics profile)에서 두 방법으로 계산된 정보정이 증감 양상은 서로 비슷하지만 미세한 시간차이

를 보이는 점에서 확인되고 있다(Fig. 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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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쌓기 단면에서도 약 750 ms에 보이는 반사면(Figs. 7a, 7b)이 IRS 기법으로 장파장 성분이 대부분 제거되어 그 분해

능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Fig.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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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가까이에 존재하는 풍화대의 두께는 위치에 따라 물성 변화가 매우 심하다. 특히 얕은 반사면(기반암 등)을 대상

으로 수행하는 토목지질조사 프로그램에서는 이에 따른 보정을 정확히 해주지 않으면 많은 오차가 발생한다. 비교적 얕은 

육상 탐사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전파에너지가 왜곡되기 쉽고 또한 천부에 상대적으로 우세한 음파, 직접파, 굴절파, 표면

파 등의 각종 잡음으로 반사 신호가 약하고 불규칙하다는 점이다. 이는 높은 진동수 에너지원의 확보가 어렵고, 얕을수록 

지질 매질이 불균질하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얕은 반사면(기반암 60 m)을 대상으로 IRS 기법의 풍화대 보정 효과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시추조사된 코어자

료와 더불어 각종 지표탐사 즉 굴절법(Kim et al., 2005), 전기비저항(Kim et al., 2005), SPS검층(Lee et al., 2011), 탄성파 

3성분(Lee, 2018)탐사가 수행되어 온 충북대학교 부지(Figs. 8a, 8b)를 대상으로 파악된 물성 정보들을 취합하여 모델링

한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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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명확한 물성정보 및 속도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교적 평탄한 구역에서 탄성파굴절법 탐사와 여러채널 표면파 

탐사(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MASW)를 실시하였다(Fig. 8b). 자료는 McSEIS-SX 시스템, 5 kg의 슬래

지 해머, 중심주파수 28 Hz의 지오폰 12개(5 m 간격), 5차례의 타격을 하였고, 원거리 타격은 양 끝 수신기에서 10 m 이격

시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파 속도구조만 활용하지만 자료수집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구역에서 3성분 

지오폰 굴절법 탐사와 표면파 탐사로 S파 속도구조를 얻어보았다. S파 속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표면파 탐사의 수집인

자는 1 m 간격의 지오폰 스트리머 24개(중심주파수 4.5 Hz), 타격은 이동간격 2 m로 35회 이동, 1 ms의 고르기 간격이다.

각각 소프트웨어 SeisImager/2D(OYO Corporation, 2003)와 ParkSEIS(Park Seismic LLC, 2014)를 사용하여 처리된 

굴절법 단면도(Fig. 9a)와 S파 단면도(Fig. 9b)에서 풍화대의 기저면은 P파 속도 800 m/s 기준으로 약 15 m로 해석하였다. 

풍화대의 P파 및 S파의 대표 속도는 각각 500 m/s, 350 m/s로서 Lee(2018)의 3성분 탐사자료에서 해석된 속도 자료(P파 

속도 405 m/s, S파 속도 374 m/s)와 비슷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모델링 자료의 풍화대 깊이와 속도는 각각 15 m와 500 

m/s, 기반암까지의 깊이와 속도는 각각 60 m와 800 m/s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얻은 속도자료들을 사용하여 모델링한 자

료의 수집인자는 송신원의 중심주파수 70 Hz인 리커 요소파, 10 m 간격의 150채널 수신기 배열과 31번의 한쪽 굴림 발파, 

최대 겹수 30, 고르기 간격 2 ms, 기록시간 2.5 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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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는 깊은 반사면 자료와 같은 단계(Fig. 4)를 거쳤으며 정적 보정에 앞서 반사파의 상관성 및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쳐 굴절파 신호도 함께 강화시켰다. 상대적으로 신호가 약한 굴절파(Fig. 10a)는 감쇠된 진폭을 보

상하는 AGC, 진동수-파수 영역에서 잡음 에너지를 제거하는 f-k 필터링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진폭의 그라운드롤

(groundroll) 약화와 함께 굴절파와 반사파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Fig.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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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 분류, 속도분석, NMO 보정 등을 차례로 적용한 후 겹쌓기 한 결과(Fig. 11a) 약 0.2 s 부근에 보이는 장파장 반사

면은 풍화대보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Yilmaz, 2001). 더 깊은 곳에서 보이는 이벤트는 

울림잡음(ringing) 및 처리과정에서 생긴 인공잡음(artifacts)에 해당된다. 초동시간을 이용한 풍화대보정은 풍화대 깊이 

변화에 따른 반사면의 장파장 성분을 약화시키고 있으나 수평 분해능은 부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Fig. 11b). IRS에 

의한 보정 효과는 Fig. 11c에서 장파장 성분이 거의 제거되어 분해능이 향상된 수평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동시

간 발췌 대신 IRS에 의한 풍화대 보정은 특히 S/N가 작은 육상탐사 자료에서 얕은 반사면(30~60 m 깊이의 풍화암 및 기반

암 등)의 분해능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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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신호가 작게 기록되는 육상자료에서는 풍화대 두께의 효과가 크므로 자료처리 과정에서 그 깊이를 정확히 파악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풍화대의 심한 두께 변화로 인한 주행시간 차이는 풍화대 하부의 수평 반사면을 장파장 이벤트로 왜

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S/N가 매우 작은 자료에서 초동시간 발췌 작업은 쉽지 않으며 그 정확성도 떨어지는 바 있다. 초동시간 발췌 대신 간섭

법(곱말기와 상관 연산)으로 초동신호를 향상시키는 IRS 기법을 깊은 반사면과 얕은 반사면을 대상으로 적용시켜 보았

다. IRS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처리는 반사파에 비해 진폭이 큰 굴절파와 직접파 및 표면파와의 곱말기 및 상관 연산

에서 생기는 인공잡음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뮤팅, f-k 필터링, 트레이스 사이의 진폭변화를 균등화하는 트레이스 균등

화 작업이 효과적이었다. IRS 기법의 적용 효과는 발파자료(shot gathers)에서 쌍곡선에 잘 부합되는 반사파와 겹쌓기 단

면도(stack section)에서 장파장 성분이 제거된 수평층의 분해능 향상으로 확인되었다.

청주 화강암체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반영한 얕은 반사면의 모델자료에 대한 IRS 보정 또한 왜곡된 장파장 성분을 대부

분 제거시켜주었다. 따라서 풍화대 하부의 풍화암 및 기반암의 경계면은 차후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원 등으로 수집한 고

분해능 탐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때 풍화대 보정에 초동신호의 S/N를 높이는 IRS 기법을 적용할 경우 그 해상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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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18-2019)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이다. 자료처리에 도움을 주신 

(주)아시아지오 이철희 대표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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