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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세계적으로 장기 해양 관측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웨이브글라이더를 이용하여 천해저 굴절법 탐사의 적용가능

성을 시험하였다. 굴절파 기록을 위해 웨이브글라이더에 무게 추가 달린 단일채널 스트리머와 탄성파를 기록하는 상용 소

프트웨어를 탑재하였다. GPS 정밀 시간동기 신호와 RF(radio frequency) 통신을 이용하여 트리거 동기화 및 실시간 자료

품질 관리를 수행하였다. 웨이브글라이더가 설정 지점에 위치하게 되면, 설계된 측선을 따라 2,000 J 용량의 스파커를 2

초 간격으로 발파하면서 탐사하였다. 첫 시험탐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저 천부지층 탄성파 굴절파를 취득할 수 있었다.

주요어: 천해저, 해저 탄성파 탐사, 탄성파 굴절법, 웨이브글라이더

Abstract: The applicability of refraction survey has been tested using a wave glider widely used in long-term ocean

observations around the world. To record seismic refractions, a single channel streamer with metal weight and a seismic

recording system were mounted on the wave glider. We used GPS precise time synchronization signal and radio frequency

(RF) communication to synchronize shot and recorder triggers and to control acquired data quality in real time. When

the wave glider is positioned close to the set point, a 2,000 J sparker is exploded along the designed track at 2 second

intervals. Through the test survey, we were able to successfully acquire refractions from the subsurface.

Keywords: shallow marine, marine seismic survey, seismic refraction, wave glider

서 론

탄성파 굴절법 탐사는 지하에서 굴절되어 가장 빨리 돌아오

는 신호의 시간을 이용하여 지층의 물리적 특성인 탄성파 전

파속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댐, 도로, 해상 대교 등 대규

모 구조물 설치를 위한 기반 조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Jou

et al., 2009; Lee et al., 1992). 해저 탄성파 굴절법 탐사는 해

상이라는 특별한 조건에 의해 탐사 목적, 대상, 수심에 따라 적

용 탐사 방법 및 취득탐사시스템들이 달라진다. 국내에서 활용

된 취득탐사시스템들로서는 하이드로폰(hydrophone)과 FM 송

신장치가 부착된 소노부이(sonobuoy) 시스템, 하이드로폰 및

다성분 지오폰(multi-component geophone)이 탑재된 해저면

탄성파 지진계(OBS; Ocean Bottom Seismometer) 시스템, 하

이드로폰 또는 지오폰 어레이(array)로 이루어진 케이블을 활

용한 해저면 케이블(OBC; Ocean Bottom Cable) 시스템 등이

있다. 

특히, 군사용 목적으로 잠수함 탐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노부

이를 활용하여 수행한 해저 굴절법 탐사방법은 콜롬비아 대학

교(Columbia University)에 의해 1963년에 처음 시도되었다

(Houtz et al., 1968). 국내에서는 1984년에 한국지질자원연구

원에서 도입하여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Le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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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를 통해 해상도 향상 및 해석의 전산자동화 연구가 이루

어졌다. Jou et al. (2009)는 소노부이 시스템을 제작하여 시험

탐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해수면에 위치하는 소노부이는 진

수 지점에서 고정되지 않고 해류 및 조류의 영향을 받아 표류

되기 때문에 미리 설계한 측선에서 벗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측선마다 소노부이를 진수 및 회수해야 하는 불

편함이 있으며, 전산처리 시 연속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트레이

스(trace)별로 나누어줘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Lee et al.,

1992). 최근에는 OBS, OBC 탐사시스템들의 개발 및 도입과

소노부이 시스템의 수입과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인해 소노부이

를 이용한 해저 굴절법 탐사가 수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많

은 비용과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OBS 및 OBC 탐사는 엔

지니어링 탐사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노부이를 이용한

해저 굴절법 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탐사 방법이 요구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사례에서는 소노부이 시스템을 이용한 해저 굴절법

탐사 방법의 단점들을 대체하여 천해지역에서 비교적 경제적

이며 손쉽게 해저 굴절법 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질

자원연구원과 오션테크㈜에서는 해양 무인 관측시스템들 중

하나인 웨이브글라이더(wave glider)를 활용하였다. 최근 수중

글라이더(underwater glider)는 추진 시스템 없이 부력만으로

조절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소요 전력이 작아 범세계적으로 다

양한 해양 관측 자료를 장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Nam et al.,

2014; Austin, 2013), 국내에서도 Park et al. (2012)에 의해 동

해 횡단 사례가 보고 되었으며, 수중글라이더 개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저 굴절법 탐사에서 활용된 웨이브

글라이더는 Liquid Robotics 사의 상용화 제품으로서 미리 설

정한 해상 지점으로 이동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웨이브글라이더에 수진기를 장착하면 소노부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며, 웨이브글라이더에 장착된 GPS 시

스템을 통해 소노부이와는 달리 정확한 위치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웨이브글라이더는 원격으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선마다 진수 및 회수할

필요가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웨이브글라이더를 활용하여 해

양굴절파 탐사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해양대학교

부근의 천해지역에서 탐사를 수행하였다.

웨이브글라이더

웨이브글라이더 개요

웨이브글라이더는 추진시스템 없이 오직 부력만을 조정하여

심층과 표층을 오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구 전력이 작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대양에 대해 자동 관측이 가능하다.

CTD 센서, 해류 측정 센서, 생물 및 화학 센서 등을 글라이더

에 탑재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해양 자료를 장기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표층에 도달하게 되면 인공위성에 관

측 자료를 전송하면서 GPS로부터 위치 정보를 얻는다(Park,

2013).

Liquid Robotics사에서는 2011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2

대의 웨이브글라이더를 진수하고 하와이에서 회수한 뒤, 다시

오스트레일리아로 재진수시켜 2012년 12월에 한 대의 웨이브

글라이더(파파 마우(Papa Mau)호)를 회수하였으며, 2013년 2

월 나머지 웨이브글라이더(벤자민(Benjamin)호)를 회수한 태

평양 횡단 사례가 있다. 이 기간 동안 해수표층의 염분을 측정

하여 인공위성 자료와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다(Villareal and

Wilson, 2014). 이 연구에서 활용된 웨이브글라이더는 일반적

인 의미의 수중 글라이더와는 달리 해수면에 항상 떠 있는 수

상무인시스템(unmanned surface vehicle)의 한 종류이다. 전자

시스템들의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태양 전지 패

널과 파도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프로펠러가 동시에 장착된

점이 보편적인 웨이브글라이더와의 차이점이다. 

Fig. 1(a)는 이 연구사례에서 활용된 웨이브글라이더의 구조

도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웨이브글라이더

는 해수면에 위치하여 태양 전지 패널과 각종 센서들을 장착

Fig. 1. (a) Assembly diagram of the wave glider (modified from

Tracy and Cara, 2014) and (b) photograph of the wave glider used

in this study. The tail part of the wave glider is installed on the

single channel str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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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본체와 수중에서 해류의 흐름에 의해 전력을 생산

하며 이동을 유도하는 글라이더, 그리고 이를 연결해주며 전원

선 역할을 하고 있는 엄빌리컬 케이블(umbilical cable)로 구분

할 수 있다. 웨이브글라이더는 하부구조체인 글라이더의 핀

(fin)에 의해서 해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원격 접속

을 통해 웨이브글라이더에 이동지점을 설정하게 되면 웨이브

글라이더는 자율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해황에 따라 다르지만,

운항속도는 해수면 상대속도 1 ~ 3 노트(knots)이다(Liquid

Robotics, 2017).

웨이브글라이더를 이용한 굴절파 탐사시스템

천해저 탄성파 굴절법 탐사를 수행하기 위해 Fig. 1(b)와 같

이 웨이브글라이더 후미에 단일 채널 스트리머를 장착하였으

며, 본체에 자료기록시스템을 탑재하였다. 활용된 단일 채널

스트리머는 Falmouth Scientific사의 제품으로서 24개의 입자

소자(ele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7 m이다. 탐사

중에 수중에서 스트리머가 수중으로 수직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스트리머 말단에 무게 추를 설치하였다. 자료기록은 천해

저 탄성파 탐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용화 소프트웨어

SonarWiz 5를 컴퓨터에 설치하여 웨이브글라이더에 탑재하

였다.

음원시스템과 웨이브글라이더의 자료기록시스템의 발파시

간을 동기화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GPS의 정밀 시간동기

(PPS; Pulse Per Second) 신호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OBS

및 소노부이 탐사자료처럼 탄성파자료가 연속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트리거 동기화(trigger synchronization)를 통해

탄성파 반사법 탐사와 같이 발파 당 1개의 트레이스가 기록될

수 있다. 

RF (radio frequency) 통신의 활용으로 탐사선에서 웨이브글

라이더에 설치된 기록시스템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취득 소프트웨어의 운용을 통해 자료취득변수, 탐사자료

기록 시작과 종료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탐사자료의 품질관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 할 수 있다.

현장조사 및 결과

이 시험탐사의 목적은 웨이브글라이더를 이용하여 천해저

지역에서의 탄성파 굴절법 탐사의 현장 적용성을 판단하는 것

이 때문에 수심이 30 m 이내인 부산 영도에 위치한 해양경찰

부두와 한국해양대학교 사이에서 수행되었다(Figs. 3(a) and

(b)). 천부 퇴적층과 기반 구조를 영상화하기 위한 탄성파 굴절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음원의 에너지가 큰 에어건 형태의

음원이 선호되지만, 컴프레셔와 대형 발전기 등이 요구되기 때

문에 한정적인 공간의 소형탐사선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

서 이 연구사례에서는 탄성파 음원을 스파커로 선택하였으며,

활용된 스파커는 SIG사 제품으로서 2,000 J의 에너지로 음파

를 발생하였다. 굴절법 탐사에서는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에 비

해 상대적으로 짧은 측선을 따라 짧은 발파간격으로 많은 수

의 발파를 하여야 한다(Jou et al., 2009). 발파 간격을 2 s로

설정하고 탐사선 속도를 3.5 knots에서 운용하여, 거리로는 3.6

m에 한 번씩 발파가 되었다.

Fig. 3(b)는 탐사선과 웨이브글라이더의 항적도를 나타낸 것

으로 노란색 선은 탐사선의 항적이며, 빨간색 선은 웨이브글라

이더의 항적이다. 탐사선의 항적을 발파번호 100 간격으로 구

분하였다. Fig. 3(c)는 Fig. 3(b)의 녹색 점선의 사각형에 대한

확대그림으로 웨이브글라이더의 항적도이며, 마찬가지로 발파

번호 100 간격으로 구분하였다. 직경 100 m 이내에서 시계방

향으로 회전한 것을 관측할 수 있다.

탐사 방법은 기존의 소노부이를 이용한 탄성파 굴절법 탐사

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측선 중앙부에 웨이브글라이더를 진

수시킨 후, 웨이브글라이더가 미리 설정한 지점에 위치하게 되

Fig. 2. Schematic diagram of seismic data acquisition system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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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tudy area map, (b) survey tracks of the survey vessel and wave glider, and (c) the enlarged survey tracks of the green dotted

line rectangle from (b). The yellow line shows a track of survey vessel towing a seismic source. The red line shows a track of wave glider

with a receiver.

Fig. 4. Photographs of (a) the launch of wave glider, (b) the survey of wave glider, (c) the track and position monitoring of wave glider and

(d) the real time monitoring of seis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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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탐사선에서 스파커를 예인하며 탐사를 수행하였다. Fig. 4

는 현장자료취득 사진으로서, Fig. 4(a)는 웨이브글라이더의 진

수 장면이다. Fig. 4(b)는 현장자료취득 중인 웨이브글라이더

의 사진이며, Fig. 4(c)는 웨이브글라이더의 위치를 모니터하는

사진으로서 노란 점은 웨이브글라이더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

는 것이며, 빨간색 점은 미리 지정한 웨이브글라이더의 위치이

다. 마지막으로 Fig. 4(d)는 웨이브글라이더에서 취득한 탄성

파 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사진이다. 

Fig. 5는 시험탐사에서 취득된 탄성파 자료를 도시한 것이며,

빨간색 화살표는 굴절파를 나타낸다. 트레이스 번호 230부터

470까지의구간에서 주시 90 ~ 160 ms에 걸쳐 굴절파가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탐사의 전산처리에서는 웨이브

글라이더의 이동에 대한 위치 보정이 수행되지 않았다. 배와

글라이더의 상대거리를 고려하면 단면에서 정점 좌측에 나타

나는 굴절파는 경사가 급하고 실제 속도보다 낮게 측정되는

반면 정점 우측에 나타나는 굴절파는 경사가 완만하여 실제

속도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굴절파의 기울기로부터 도출된 대

략적인 기반암 속도는 약 4,074 m/s로 추정되며 위치보정을

비롯한 자료처리를 통하여 정확한 천부층 탄성파 속도가 도출

될 것이다. 탄성파 단면상에서 푸른색 화살표로 표시된 일정

간격으로 잡음이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웨이

브글라이더 하부의 날개 또는 전기적인 잡음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소노부이를 활용한 탄성파 굴절법 탐사 방법

을 대체하기 위하여 해양 장기 관측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

율무인잠수정의 종류인 웨이브글라이더를 응용하여 탄성파 굴

절법 탐사를 수행하였다. 수진기로는 무게 추가 달린 단일채널

스트리머를 웨이브글라이더 후미에 장착하여 미리 설정한 지

점에 위치시키고 탐사선을 이동시키며 탄성파 음원을 발파시

켰다. 이를 위해 GPS 시간을 이용하여 트리거를 동기화하였

으며, 웨이브글라이더에 탑재된 기록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

하여 탐사선에서 탐사 자료의 품질 관리를 실시간으로 수행하

였다.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부근의 천해역에서 스파커 탄성파

음원을 사용하여 시험탐사를 수행하였으며, 기록된 탄성파 자

료에서 천부퇴적층으로부터 굴절된 신호를 확인하였다. 이 시

험탐사를 통해 엔지니어링 탐사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전산처리과정에 웨이브글라이더는 위치를 유지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음원과 수진기간의 거

리 변화 보정과정과 하부 글라이더의 핀에서 발생되는 잡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위치보정 및 장비

내부의 잡음이 성공적으로 제거되면, 웨이브글라이더는 해양

굴절법 탐사에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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