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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국내 석유탐사 기술의 자립화 및 선진화를 위해 시추위치 선정에 활용되는 

탄성파 자료 전산처리 분야의 기술자립화를 이룩할 필요가 있다. 탄성파 자 

료의 국내 전산처리 역사가 이미 십여전에 달하였으나 관련 기술 수준은 선 

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탄성파 자료 전산처리 기술을 향상시 

키고자 한국자원연구소를 위시한 국내 유관 기관들은 과거 수차에 걸쳐 구 

미 각국으로 부터 유명 소프트 웨어를 도입하여 활용해 보았으나 그다지 성 

공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석유탐사가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분야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계속 개발되며 일단 도입한 소프트 웨어의 활용기 

간 Oife cycle) 이 극히 짧았기 때문이다. 즉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만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며， 따라서 국내 고유의 자료처리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자료처리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국내 유일의 석유탐사 자료처리 소프트 혜어인 

Geobit을 개발하여 국내 대륙붕 3 광구 탐사 자료 처리에 적용하므로써 그 

성능을 평가 받았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방대한 탄성파 탐사 자료에 대 

한 정밀한 속도분석 및 AVO 분석 같은 탄화수조 직접 탐지 기술 그리고 

3D 탐사 자료 처리 기술을 활용한 시추지점의 정확한 선정 및 지하 채널구 
조 규명 기술을 개발하여 선진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였다. 아울 

러 유층구조 모형 실험을 통해 탐사자료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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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 독자적인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이 

용하여 탄성파 자료처리를 수행함으로써 탄성파 자료처리 기술의 자립화 및 

선진화를 이룩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의 석유탐 

사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금년도 연구 목표는 

이미 양산체제 능력을 갖춘 Geobit을 선진 기술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대화식 탄성파 속도 분석에서는 방대한 탄성파 탐사 자료에 대한 속도 분석 

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속도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산처리 

공정들 즉， 슈퍼게더 조립， 셈블런스 계산， 동보정， 뮤트， 중합 등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화식 속도 분석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한다. 

천연가스 분석을 위한 AVO 분석 연구에서는 자체기술로 개발된 컴퓨터 시 

스템이 방대한 량의 탄성파 탐사자료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 타당성 여부와 탄성파 탐사자료 처리을 위한 소프트 워1 어와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 워l 어와 성능 비교 평가 그리고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보관하 

고 있는 탄성파 탐사자료 보관 필요성과 새로운 자료처리 기술의 개발 시 

기존 탐사 자료에 적용하여 새로운 유망구조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차원 석유 탐사 자료 전산 처리 연구에서는 3D 탐사 자료처리에 대한 기 

초 연구와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대륙붕 군산분지에 대한 3D 탐사 자 

료 처리를 실시하고 향후 기술 개발 자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천부 향사구조 특성에 따른 배사형 유층구조 분해능 연구에서는 탄성파 단 

면도를 왜곡시키는 천부 지층구조의 영향을 규명하여 자료 기술을 개발하고 

자 한다 

3. 연구 추진 방법 

Geobit 소프트혜어는 이미 지난 연도에 국내 대륙붕 3 광구 107R 측선에 대 

해 자료를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 받았다. 금년도에는 일반적인 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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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보다는 정밀한 속도 분석 그리고 AVO 탄화수소 직접 탐지법 등 정밀 

탐사자료 처리와 3D 탐사 자료 처리를 위한 매개변수 분석 연구를 시도함으 

로써 선진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갖춘 자료처리 소프트 워l 어를 개발하고자 

한다. 

대화식 탄성파 속도분석에서는 방대한 탄성파 탐사 자료에 대한 속도분석을 

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속도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산처리 

공정들 즉， 슈퍼게더 조립， 셈블런스 계산， 동보정， 뮤트， 중합 등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화식 속도분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분석구간의 속도와 뮤트 함 

수를 변화시켰을 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셈블런스와 동보정 및 중합을 검토 

하고 이러한 수정과 검토를 신속히 반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속도 

분석 이 가능하도록 한다. 

천연가스 탐지를 위한 AVO 분석 연구에서는 측선 83-50에 대한 AVO 분석 

사전 전산처리를 수행하였다. 이 자료처리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자료 처리 

단계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은 자료 처리 단계가 포함된다. F-K 필터링， 
DMO , 고주파수 통과 필터링과 음원의 세기 보정과 수진기의 감도 보정， 최 

대 중첩도를 얻기 위한 트레이스 분류 등을 특수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러한 특수 처리 전산 처리 및 자료보정은 S!N비를 높여 잡음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은 AVO 분석 연구에서는 AVO 정보를 

왜곡 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시험을 거쳐 특수 전산 처리와 보정을 

수행하여야한다. 

3 차원 석유 탐사 자료 전산 처리에서는 탐사 대상 지역의 모든 3D 탐사 자 

료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고성능 자료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 

체 개발된 2D 자료 처리 소프트 웨어와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ProMAX 

를 이용하여 국내 대륙붕 제 2 광구 군산 분지의 3D 탐사 자료 처리를 실시 

하고자 하였다. 

천부 향사구조 특성에 따른 배사형 유층구조 분해능 연구에서는 다양한 탄 

성파 전달 특성을 수치모형 실험과 비교하여 유층구조에서 탄성파 전달 특 

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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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대화식 탄성파 속도 분석 연구에서는 직접파와 굴절파등 천부 잡음을 제거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뮤트 함수 영역 변환법을 새로 고안하 역동보정 

법과 같이 정밀 전산처리뿐만아니라 동보정과 역동보정시 발생하는 자료의 

내삽오차를 없애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이것으로 부터 정밀 대화 

식 속도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천연가스 탐지를 위한 AVO 분석 연구에서는 AVO 특성이 부각되도록 특수 

한 자료처리를 한 다음 그림이나 도면으로 표시되는 AVO 속성도를 제작하 

였다. AVO 속성도는 공심점 영역과 공통 옵셋 영역에 대해 제작하였다. 또 

본 연구과정에서 유사 공통 주시 진폭 단면도와 DHI 중합도를 제작하는 방 

법을 개발하였으며 대상 탄성파 자료에 적용하여 이를 이용한 AVO 속성도 

를 제작하였다 

3 차원 석유 탐사 자료 전산 처리 연구에서는 총 65 개 3D 탐사 측선중 10 

개의 항측자료를 입력자료로 공통격자 빈링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3 측선에 

해당하는 현장 자료를 읽어서 자료처리를 실시 하였다. 자료처리 결과 조류 

의 영향으로 스트리머의 휩 현상을 나타내는 페더링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페더링의 영향은 플렉스블 빈링을 실시하여 격자 내의 폴드 

수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 처리는 3D 탐사자료의 특성을 나타 

낼 수 있는 in- line 방향의 중합 단면도를 작성하였으나 입력자료의 부족으 

로 x-line 방향의 중합 단면도와 단위 시간 단면도는 작성하지 못했다. 입력 

자료가 충분할 경우 탐사 대상 지역의 입체 지질구조 단면도를 작성할 수 

있다. 

천부 향사구조 특성에 따른 배사형 유층구조 분해능 연구에서는 파선 추적 

법에 의해 파선과 주시곡선으로 부터 배사구조에서의 반사파는 향사구조에 

서 발생한 다중반사파 섞여 약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축소 모형 실험의 결과는 유한요소법에 의해 P 파 및 S 파 

의 거동을 확인함으로써 신뢰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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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질적 

대화식 속도 분석 연구에서는 방대한 탄성파 탐사 자료에 대한 속도 분석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속도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산처리 공 

정들 지원하는 대화식 속도분석 프로그램 xva를 개발하였다 

천연가스 탐지를 위한 AVO 분석 연구에서는 AVO 특성이 부각되도록 특수 

한 전산 처리를 한 다음 그림이나 도면으로 표시되는 AVO 속성도를 제작하 

였다. AVO 속성도는 공심점 영역과 공통 옵셋 영역에 대해 제작하였다. 또 

한 유사 공통 주시 진폭 단면도와 DHI 중합도를 제작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대상 탄성파 탐사 자료에 적용하여 이를 이용한 AVO 속성도를 제작하였다. 

이상의 준비 과정이 끝나면 제작된 모든 AVO 속성도를 종합하여 측선의 

AVO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대상자료의 각각의 AVO 속성도를 상호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석유 가스층의 전형적인 AVO 특성을 규명하였다. 

3 차원 석유 탐사 자료 전산 처리 연구에서는 총 65 개 3D 탐사 측선중 10 

개의 항측자료를 입력자료로 공통격자 빈링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3 측선에 

해당하는 현장 자료를 읽어서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결과 조류의 

영향으로 스트리머의 휩 현상을 나타내는 페더링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고 이러한 페더링의 영향은 플렉스블 빈링을 실시하여 격자 내의 폴드 수 

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 처리는 3D 탐사자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in-line 방향의 중합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천부 향사구조 특성에 따른 배사형 유층구조 분해능 연구에서는 다양한 천 

부 지층에 대한 축소모형을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여 수치모 

형 실험과 비교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6. 기대 효과 

대화식 속도분석 연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완성으로 인하여 정밀 탄성파 

속도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AVO 분석 등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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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탐지를 위한 AVO 분석 연구에서는 AVO 분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한 유사 공통 주시 진폭 단면도와 DHI 중합도 제작 및 해석은 

AVO 이상대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탄성파 탐사 자 

료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3 차원 석유 탐사 자료 전산 처리에서는 3D 탐사는 습곡， 단층， 암염 돔 구 

조 등 복잡한 지층구조의 정확한 해석에 절대적이고 특히 시추지점 선정에 

적용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그 적용사례 

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기술 수준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3D 자료 취득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져 양질의 탐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3D 자료 처리 기 

술 자립화가 머지 않아 실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천부 향사구조 특성에 따른 배사형 유층구조 분해능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 

층모텔에서 획득한 자료들로 부터 천부 지층에 대한 탄성파 전달 특성을 확 

인할 수 있으므로 국내 대륙붕 유층구조 탐지를 위한 탐사자료 처리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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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탄성파 자료처리에서 속도분석은 아직까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수 
작업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자료처리 담당자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소 
모하는 지루하고 힘든 전산처리 과정 중 하나이다. 탄성파 자료처리 양산 체제를 
갖추려면 대용량 초고속 컴퓨터는 물론 속도분석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좋은 
툴을갖추어야만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탄성파 속도분석법은 일팔식 속도분석법과 대화식 속도 분석등 
두가지가 있다. 일괄식 속도분석법에서는 각 속도 분석점마다 셈블런스 컨투어， 
슈퍼게더 및 중합 패널등을 일괄 작성하여 도변화 시킨 후 분석자가 그 도면을 
보고 속도 함수를 결 정 하는 방법 이 다. DISCO와 Geovecteur등 80년 대 에 유행 한 

전산처리 소프트웨어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도변 분석 
시 아주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고 속도분석 결과도 정밀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90년대에 와서 워크스테이션의 고속 그래픽 기능을 이용한 대화식 속도분석 기 
술이 개발되었는데 미국 CogniSeis사의 Focus와 LandMarkj Advanced Gephysics 
사의 ProMAX등이 그러한 예이다. 

알려진 소프트웨어들은 사용 라이선스도 고가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가 완 
전치 못하여 실제 탄성파 속도분석에 몇가지 불편이 있었다. 즉 이들 프로그램은 
기존 일괄식 속도분석법과대동소이한내용을그래픽 화면으로처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이 절약 외에는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다 프로그램의 주 기능은 속도 
스펙트럼에서 속도점 노드를 선택하는 기능이며， 입력자료에 있을 수 있는 잡음 
을 재거하여 다시 속도 스펙트럼을 수정하는 기능은 없다 잡음이 많은 자료의 경 
우 잡음의 제거없이 계산한 스펙트럼과 잡음을 제거한 후의 스펙트럼은 많은 차 
이가 나는데 그러한 고려없이 부정확한 속도 스펙트렴을 이용해서 단순히 속도 
함수를 선정한다면 정밀 속도분석은 불가능할 것이다. 

방대한탄성파탐사자료에 대한속도분석을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속 
도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산처리 공정들 즉， 슈퍼게더 조립， 셈블런스 계 
산， 동보정， 뮤트， 중합등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화식 속도분석 프로그댐이 필요하 

다. 분석 구간의 속도와 뮤트함수를 변화시켰을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셈블런스와 
동보정 및 중합을 검토하고 이러한 수정과 검토를 신속히 반복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정확한 속도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방대한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한 속도분석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속도 분석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산처리 공정들 즉， 슈퍼게더 조럽， 셈블 
런스 계산， 동보정， 뮤트， 중합등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화식 속도분석 프로그램 
xva를 작성하였다. 

대 화식 속도분석 에 서 는 분석 구간의 트레 이 스들을 고속으로 참조해 야 하는데 이 
를 위해 간단한 트레이스 인텍스 파일을 설계하고 그것을 만드는 프로그램과 라 
이브러리 함수들을 작성하였다. 

직접파와 굴절파등 천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효파적인 수단인 뮤트 함수 영역 

1 , 4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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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법을 새로 고안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은 이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본 영역 변 
환법은기존 알려진 역동보정법과같이 정밀 전산처리가가능할뿐만아니라동보 
정과 역동보정시 발생하는 자료의 내삽 오차가 없으며 계산 시간이 크게 단축되 
기 때문에 정밀 대화식 속도 분석에 사용 가능하다. 

프로그램 xva는 28개의 소스 파일로 구성된 패키지인데 줄 수는 12,029 , 단어 수 
는 34 ,990 , 글자 수는 304 ，073이다. 본 패키지는 Geobit 탄성파 자료처리 패키지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므로 Geobit가 미리 설치된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xva는 X-Window와 Motif 환경하에서 작동한다. 프로그램 메뉴는 Motif 
표준 스타일에 따라 작성하였는바 지원하는 모든 메뉴의 기능과 사용법을 기술하 
였다. 

본 프로그램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정밀 탄성파 속도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스층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AVO(Amplitude Versus Offset) 
단면도등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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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f the various seismic data processing sequences, the velocity analysis is the 
most time consuming and man-hour intensive processing steps. For the produc
tion seismic data processing, a good velocity analysis tool as well as the high 
performance computer is required. The tool must give fast and accurate velocity 
analysis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ches in the velocity analysis, batch and interac
tive. In the batch processing, a velocity plot is made at every analysis points. 
Generally, the plot consisted of a semblance contour, super gather, and a stack 
pannel. The interpreter chooses the velocity function by analyzing the velocity 
plot. The technique is highly dependent on the interpreters skill and requires 
human efforts. As the high speed graphic workstations are more popular, various 
interactive velocity analysis programs are developed. Although, the programs 
enabled faster picking of the velocity nodes using mouse, the main improvement 
of these programs is simply the replacement of the paper plot by the graphic 
screen. 

The velocity spectrum is highly sensitive on the presence of the noise, especially 
the coherent noise often found in the shallow region of the marine seismic data. 
For the accurate velocity analysis, these noise must be removed before the spec
trum is computed. Also, the velocity analysis must be carried by carefully choos
ing the location of the analysis point and accuarate computation of the spectrum. 
The analyzed velocity function must be verified by the mute and stack, and the 
sequence must be repeated almost always. 

An interactive velocity analysis program, xva(X-Window based Velocity Analysis) 
is written. The program handles all processes required in the velocity analysis 
such as composing the super gather, computing the velocity spectrum, NMO 
correction, mute , and stack. Most of the parameter changes give the final stack 
via a few mouse clicks thereby enabling the interactive processing. 

A simple trace indexing scheme is introduced and a program making the index of 
the Geobit seismic disk file is written. The index is used to reference the original 
input, i.e. , CDP sort, fast and randomly. 

A transformation techinique of the mute function between the T-X domain and 
NMOC domain is introduced and adopted to the program. The result of the 
transform is simliar to the remove-NMO technique in suppressing the shallow 
noise such as direct wave and refracted wave. However, it has two improvements, 
i.e. , no interpolation error and very high speed computing time. By the intro
duction of the technique, the mute times can be easily designed from the NMOC 
domain and applied to the super gather in the T-X domain, thereby pro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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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accurate velocity spectrum interactively. 

The xva program consists of 28 files , 12,029 lines, 34,990 words and 304,073 
characters. The program references Geobit utility libraries and can be installed 
under Geobit preinstalled environment. 

The xva program runs on X-Window jMotif environment . The program menu is 
designed according to the Motif style guide. The functions of the main menus 
and their submenus are described. The usage guide is also included. 

The program allows fast and accurate seismic velocity analysis , which is neces
sary computing the AVO(Amplitude Versus Offset) based DHI(Direct Hydrocarn 
Indicator) , and making the high quality seismic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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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절 제 론
 

탄성파 탐사자료 전산처리에서 대부분의 공정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실시하나 속 
도분석만은 수작업이 공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처리 양산체 
제를 갖추려면 대용량 초고속 컴퓨터와 더불어 속도분석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 
는 물이 필수적이다. 과거 속도분석 자동화를 위해 그래프 이론을 이용한 방법 3) 이 
발표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대신 일괄식 속도분석법 또는 대화식 
속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1 

일팔식 속도분석법에서는 각 속도 분석점마다 셈블런스 컨투어， 슈퍼게더 및 중 
합 패널등을 일팔 작성하여 도변화 시킨 후 분석자가 그 도면을 보고 속도 함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DrSCO와 Geovecteur등 80년대에 유행한 전산처리 소프트웨 
어들이 이 방법을사용했다.그러나이 방법은도면 분석시 아주많은수작업이 필 
요하고 속도분석 결과도 정밀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90년대에 와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려고 워크스테이션의 고속 그래픽 기능을 이용한 대화식 속도분석 
프로그램 들이 개 발되 었는데 미 국 CogniSeis사의 Focus와 LandMarkj Advanced 
Gephysics 사의 ProMAX등이 그러한 예이다. 

알려진 소프트웨들은 사용 라이선스도 고가일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가 완전 
치 못하여 실제 탄성파 속도분석에 몇가지 불편이 있었다. 즉 이들 프로그램은 기 
존 일괄식 속도분석법과 동일한 내용을 그래픽 화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종이 절약 외에는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다. 프로그램의 주 기능은 속도 스 
펙트럼에서 속도점 노드를 선택하는 기능이며， 입력자료에 있을 수 있는 잡음을 
재거하여 다시 속도 스펙트럼을 수정하는 기능은 없다. 그러나 잡음이 많은 자료 
의 경우 잡음의 제거없이 계산한 스펙트럼과 잡음을 제거한 후의 스펙트럼은 많 
은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고려없이 부정확한 속도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속도 함 
수를 선정한다면 정밀 속도분석은 불가능할 것이다. 

방대한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한 속도분석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속 
도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산처리 공정들 즉， 슈퍼게더 조립， 셈블런스 계 
산， 동보정， 뮤트， 중합등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화식 속도분석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결국 분석 구간의 속도와 뮤트함수를 변화시켰을때 그로부터 얻어지는 셈블 
런스와 동보정 및 중합을 검토하고 이러한 수정파 검토를 신속히 반복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정확한 속도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화식 속도분석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그 작 

동 원라와 기능 및 사용법을 기술한다. 

한편 본 대화식 속도분석에서는 분석 구간의 트레이스들을 고속으로 입력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텍스 파일이 필요하다. 또 잡음이 많은 자료의 속도 스렘 

트럼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뮤트의 중요성을 검토해보고 속도 분석시 뮤트 함 
수를 쉽게 선정하는 방법과 자료처리 기술등을 논하고자 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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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트레이스 인텍싱 

대화식 속도분석은 기존 일괄식 속도분석과는 달리 속도분석을 진행하면서 분석 
에 필요한 처 리 상수를 수정 한다. 수정 이 예 상되 는 처 리 변수들로는 기 준속도(reference 
velocity)와 뮤트함수， 그리고 속도분석 위치등이며， 만일 이들이 바뀌면 원자료로 
부터 다시 슈퍼게더의 작성， 뮤트， 속도 스펙트럼 계산， 속도 선택， 동보정 및 중 
합등 일련의 자료처리를 다시 실시해야한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대화식 속도분석에서는 원자료인 공심점 취합을 반복해서 참 
조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팔식 자료처리와 같이 자료 참조가 순차적으로 이루 
어진다면 계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그 결과 대화식이란 본래의 의미를 상 
실하게 된다. 대화식 자료처리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사용자가요구하는대로 
즉시 또는 수초 안에 그것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공심정 취합으로부터 사용자의 명령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임의의 
CDP를 직접 고속으로 참조하도록 간단한 인텍스 파일을 설계하고， 그것을 만드 
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또 일반 전산처리 프로그램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작성하고자 한다. 

본 인텍스 파일은 디스크에 존재하는 탄성파 자료에 대해 모든 트레이스의 위 
치 (byte offset)와 기타 중요한 트레이스 헤더를 차례로 나열해 놓은 것이다. 각 트 
레이스 인텍스는 하나의 행을 차지하며 발파번호(sp) ， 공심점 번호(cdp) ， 찬넬번 
호(trc) , 수진기 거리 (dist) , 그리고 트레이스의 파일내 위치 (byte offset)등 5개의 
변수가공백으로분리되어 적힌다. 인텍스파일은프로그램 오류점검이 용이하도 
록 바이너라 (binary) 파일 대신 텍스트(text)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Fig. 1은 

CDP 순으로 분류된 공심점 취합의 인텍스 파일 내용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mkseishdrdb는 공심정 취합으로부터 이상의 인텍스 파일을 만든다. 프 

로그램은 -1 옵션으로 지정한 입력파일 또는 stdin에서 공심점 분류된 Geobit 디 
스크 파일을 일어서 각 트레이스별 인텍스를 -0 옵션으로 지정한 출력파일 또는 
stdout에 기 록한다. 

스트럼 (stream) 업출력법으로 열어놓은 Geobit 1) 디스크 파일로부터 임의의 트레 
이스를 직접 읽기 위해서 gbu_dtrcrdO라는 함수(Fig. 2)를 만들었다. 본 함수는 
4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각각 입력 트레이스 버퍼 (trc) , 트레이스 크 
기 (size) , 스트럼 포인터 (fpi) , 그러고 트레이스의 파일내 위치( offset) 이다. 

본 함수는 공심 점 취 합으로부터 슈퍼 게 더 (supergather)를 만들거 나， 또는 트레 。
스 일부를 고속으로 중합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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띈펀뿔뜰I숨보보需歸l 
훌41 460 22 1350 2299248 
242 460 24 1450 2305760 
243 460 26 1550 2312272 
244 460 28 1650 2318784 
245 460 30 1750 2325296 
246 460 32 1850 2331808 
247 460 34 1950 2338320 
248 460 36 2050 2344832 
249 460 38 2150 2351344 
250 460 40 2250 2357856 
251 460 42 2350 2364368 
252 460 44 2450 2370880 
253 460 46 2550 2377392 
254 460 48 2650 2383904 

Fig. 1: Content of a simple index file showing SP, CDP, TRC , DIST , and byte
offet respectively. 

제 3 절 속도분석과 뮤트의 관계 

탄성파 속도 스펙트럼은 잡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특히 주시가 작 
은 천부에는 직접파와 굴절파등 일판성 잡음이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놓아둔채 
속도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속도분석을 수행한다면 정확한 중합속도를 얻을 수 없 
다. 여기에서는 뮤트의 적용 여부에 따른 속도 스펙트럼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Fig.3은 48 찬넬 24 fold 자료중 CDP 898 부터 901까지 4개 의 공심 점 을 수직 중 
합(vertical stack)하고 편집하여 만든 슈퍼게더 (supergather)로부터 뮤트의 적용 
없이 직접 계산한 속도 스펙트럼이다. 그림의 왼쪽은 스펙트럼이고 오른쪽은 슈 
퍼게더이다. 속도 스펙트럼의 수평축은 속도이며 단위는 m/sec이다. 스펙트럼과 
슈퍼게더 사이의 그래프는 각 시간별 최대 semblance를 표시한다. 

Fig.4의 좌측은 위의 속도 스펙트럼으로부터 선태한 속도함수 결과이다. 여기에 
서 시간 100 msec의 속도 1,500 m/sec는 스펙트럼 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본 자 
료가 해상 탄성파자료이므로수중의 탄성파속도를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한 것이 
다. 그림의 슈퍼게더는 선택한 속도함수를 이용하여 NMO 보정을 실시한 결파이 
며， 또 여기에는 직접파와 굴절파등 천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뮤트함수를 한꺼 
번에 표시하였다. 본 뮤트는 속도스펙트럼 계산과는 무관한 동보정 후 뮤트(mute
after-NMO) 이다. 그림의 가장 우측은 속도 분석점 부근의 CDP 21개를 중합한 결 
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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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Directly read a trace at offset. returns number of bytes read 
*1 

int gbu_dtrcrd(void *trc , int size , FILE *fpi , long offset) 
{ 

int nb; 
1* to avoid conversion problem *1 
static int minimum_size sizeof(GbTraceHeader); 

if (size < minimum_size) { 
fprintf(stderr , "gbtrcrd: invalid size\n"); 
exit (1); 

} 

if (fseek(fpi , offset , OL)) 

return -1; 
nb fread(trc , 1 , size , fpi); 
if (nb < minimum_size) 1* no trace header *1 

return -1; 
1* resolve endian problem *1 
if (endian_conflict) 

Gsyab4((char *)trc , (char *)trc , nb); 
return nb; 

} 

Fig. 2: The function gbu_dtrcrdO to directly read a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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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velocity spectrum without mute. The pannel shows semblance(left) , 
maximum semblance(middle) , and the supergathe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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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velocity analysis pannel showing the velocity function(left) , NMO cor
rected supergather with the mute-after-NMO times(center) , and the stack(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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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뮤트를 적용치 않은 상태에서 속도 스펙트럼을 계산하면 그것이 매 
우 부정확함을 알 수 있고， 그러한 현상은 천부에서 특히 심하다. 즉 정확한 속도 
분석을 위해서는 천부에 있는 잡음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뮤트를 미라 
적용해야한다. 

Fig.5의 오른쪽은 슈퍼게더의 천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할 뮤트함수。|고 
왼쪽은 뮤트를 적용한 후 슈퍼게더로부터 계산한 속도 스펙트럼이다. 

그럼에 표시한 뮤트함수는 주로 굴절파 잡음을 제거하도록 선정한 것이다. 새로 
얻은 스펙트럼은 뮤트를 전혀 적용치 않은 결과보다 양호함을 알 수 있고 그러한 
현상은 천부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Fig.6은 새로 얻은 스펙트럼으로부터 선태한 속도함수와 동보정한 슈퍼게더， 그 
러고 속도 분석점 주변 21개의 CDP들에 대한 중합결파이다. 

슈퍼게더에 뮤트를 적용하지 않고 직접 속도 스펙트럼을 계산한 것파 뮤트를 적 
용한 후 스펙트럼을 계산한 것등 두가지 속도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 결 
과 정확한 속도분석을 하려면 반드시 뮤트를 실시해야함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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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velocity spectrum with mute. The spectrum is computed after applying 
the mute shown in the superg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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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velocity analysis pannel showing the revised velocity function (left) , 
the NMO corrected supergather and the mute-after-NMO times(center) , and the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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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뮤트함수의 변환을 이용한 속도분석 

탄성파 속도분석에 뮤트가 매우 중요함을 알았다. 그러나 동보정되지 않은 슈퍼 
게더에서 뮤트를 결정하는 것은 그 기준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다. 

한편 뮤트함수의 선정은 일반 T-X 영역보다 동보정된 영역에서 훨씬 쉽다. 이러 
한 이유는 T-X 영역에서는반사파가쌍곡선을 이루는반면 동보정 역역에서는반 
사파가 수평을 이루기 때문이다. 

속도분석시 역동보정은 뮤트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이것은 슈 
퍼게더에 개략적인 속도 또는 일차 속도분석 결과 얻어진 속도를 이용해서 동보 
정을 실시하고， 거기에 뮤트를 적용한 후 다시 역동보정을 실시하여 표준 T-X 영 
역으로 환원시켜 잡음이 제거된 슈퍼게더를 얻는다. 얻어진 슈퍼게더를 이용하여 
다시 스펙트럼의 계산파 속도함수 선택을 실시한다. 

그런데 역동보정법은 자료의 영역변환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삽오차와 영역 
변환에 따른 과다한 계산시간등 단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자료 역동보정법과 같이 뮤트함수의 선정이 용이하면서도 그것이 갖 
고있던 단점을 보완한 뮤트함수 영역변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Fig.7의 우측의 슈퍼게더에는 2개의 뮤트함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중 상부의 함 
수는 Fig.6의 슈퍼게더에 표시한 뮤트함수를 드대로 옮긴것이고， 하부의 함수는 
상부 함수를 앞에서 선택한 속도를 이용하여 T-X 영역으로 변환시킨 것이다. 따 
라서 T-X 도메인의 슈퍼게더에 하부 함수를 이용하여 뮤트를 실시하면 마치 역 
동보정법에서 사용하는 슈퍼게더를 얻을 수 있다. 

본 뮤트함수 영역변환법은 기존 역통보정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슈퍼게더에 대한 동보정 ， 뮤트， 역동보정등을 차례로 적용할때 발생하는 
내삽오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두째 기존 역동보정법이 슈퍼게더 자체를 역동보 
정함으로써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본 방법은 뮤트함수만을 T-X 영역으 
로 변환시킴으로써 계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Fig.8의 좌측은 본 뮤트함수 영역변환법을 이용하여 다시 계산한 속도 스펙트럼 
과 그로부터 추출한 속도 함수이고， 중앙은 동보정한 슈퍼게더와 뮤트함수를 표 
시하며， 우측은 중합도이다. 본 방법에따라 천부의 직접파와 굴절파등을 효과적 
으로 제거함으로써 매우 정확한 속도분석 결과를 얻게되었고， 이는 동보정한 슈 
퍼게더와 중합단면도등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특히 중합단면도 120 msec 
부근의 해저면은 그러한 효과가 아주 투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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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ransform of a mute function from NMOC domain to T-X domain. The 
lower mute function is designed from the NMOC domain during the preliminary 
velocity analysis. The upper mute function is the transform of the lower function 
to T-X domain using the velocity, the result of the previous analysis, shown in 
the spectrum window. The velocity spectrum is recomputed after applying the 
transformed mute function to the superg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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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velocity analysis by mute time transform. The mute time, shown in 
the middle pannel, is designed from the previous velocity analysis. The mute 
function is transformed to the T-X domain and used for muting the supergather. 

The spectrum, shown in the left pannel, is recomputed. The velocity function is 
picked again. The supergather is NMO corrected. Nearby traces are then stacked 
to give the final stack, shown in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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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xva 프로그램 가능 

대화식 그래픽 속도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 xva(X-window based Velocity Analy
sis)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X-Window6)와 Motif4) 환경에서 작동한다. 또 프로그 
램은 Motif 스타일5) 에 따라 작성된 각종 윈도우와 메뉴를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xva 프로그램 이 제공하는 메뉴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설명한다. 

5.1 xva의 주 메뉴 

xva의 주요 기능은 윈도우 상단에 있는 메뉴 바(MenuBar) 에 표시된 주 메뉴들 속 
에 포함되어 있다. 주 메뉴는 xva 윈도우의 상단에 표시한 바와 같이 FILE, VIEW , 
VELOCITY, MUTE , STACK , OPTION , HELP등 7개 풀 다운(pull down) 버 튼 
이다. Fig. 9는 하나의 속도 분석점에서 속도 분석을 완료한 결과인데 상단에는 
xva의 주 메뉴 버튼들이 나와있고 그중 VELOCIY 메뉴의 부속 메뉴를 보여준다. 

5.2 FILE 메뉴 

프로그램 xva의 FILE 메뉴는 Fig. 10에 표시된 바와 같이 “Set Up" , “Add Middle 
CDPs to VAP" , “Make Full Stack" , “Plot Stack" , “Quit" 등 5개 의 부속 메 뉴를 
거느린다. 

그럼에서 “Set Up"은 희미한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본 메뉴의 기능이 현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음을 뭇한다. 즉， “Set Up"은 새로운 라인을 시작하는 경 
우에만작통한다. 

Fig. 11은 “Set Up" 메뉴를 활성화시켰을때 나오는 파일 선돼 팝업 웰 위셋이다. 
좌중앙의 제일 큰 윈도우는 디렉토리 선택 박스이고， 우중앙의 윈도우는 파일 선 
택 박스이다. 이 메뉴에서 속도 분석의 원자료인 공심점 분류 파일명을 지정한다. 

본 그림은 jhomejsysuhjl724jdatajdsort.dsk를 선택하고 있다. 원하는 파일을 선 
택한 후 “OK" 버튼을 눌러 선택을 종료한다. 

Fig. 12는 공심점 분류 자료를 선돼한 후 나오는 초기 속도 분석점 선택 메뉴이다 
윈도우의 상부에는 총 CDP 수， CDP 범위， 최대 중합도 그리고 최대 중합도를 갖 
는 CDP 범위등이 출력된다. 메뉴의 중앙에 있는 3개의 회전 (spin) 박스는 속도 
분석점의 시작， 끝， 그리고 증분을 지정하는데 각 박스 속의 숫자는 양단의 화살 
표를 눌러서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 속도 분석점의 선택 방법은 본 메뉴를 이용하 
는 초기 선택과 후에 나오는 중합 모드의 선택 등 두가지가 있다. 

Fig.9의 “Make Full Stack" 메 뉴는 측선 의 모든 분석 점 들에 서 속도 함수를 선 택 한 
후 완전 중합 단면 도를 만들 때 사횡한다. “Plot Stack" 은 다시 “Edit Job File" 과 
“Submit Job"등 두개의 부속 메뉴를 거느라는데 이는 완전 중합 결과로부터 탄 
성파 단면도를 제작하는데 사용한다. “Quit"는 xva 작업을 종료 또는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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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snapshot showing the xva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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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snapshot showing the FILE menu and its submenus. 

Fig. 11: A FileSelection Widget for selecting sor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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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electing initial velocity analysis points 

할때 사용하며， 이 경우 현재의 모든 작업 내용은 xva 작업 디렉토리의 파일들에 
기 록된 다. 한편 동보정 속도는 파 일 nmo.vel , 상부 뮤트는 파 일 topmute.xtl , 하부 
뮤트는 파일 bottommute.xtl에 기록되며 ， 그밖의 변수들은 파일 config.xva에 기 

록된다. 

xva 작업 디렉토리는 XVA_WORKING_DIRè}는 환경 변수로 지정하며 만일 그 
것이 정의되어있지 않으면 xva 명령을 입력할 당시의 디렉토리가 바로 xva 작업 
디렉토리가된다. 

5.3 VIEW 메뉴 

VIEW 메 뉴는 Fig. 13에 표시 된 바와 같이 “N ext Right VAP" 와 “N ext Left VAP" 
등 두개의 푸쉬버튼(push button) 부속 메뉴와， “Change Height" , “Spectrum 
Width" , “Stack Width" , 및 “Change Gain" 등 4개 의 캐 스케 이 드(cascade) 부속 
메 뉴， 그리 고 “Hide Time Scale" 파 “Hide Big Time Scale" 등 두개 의 토글(toggle) 

버튼 부속 메뉴를 거느린다. 

“Next Right VAP"는 속도 분석점을 다음 분석점으로 이동 시킬때 사용한다. 예 

를 들어 속도 분석 위치가 CDP 100 부터 1,000 까지 100 씩 증가하며， 현재의 분 
석 위 치 가 CDP 100 이 라면 “N ext Right VAP" 는 CDP 200 이 된 다. “Next Left 
VAP" 는 “N ext Right VAP" 의 반대 방향으로 속도 분석 위 치 를 이 동시 킨 다. 본 
푸쉬 버튼 메뉴를 사용해서 속도 분석 위치를 이동 시키는 방법 외에 xva 윈도우 
의 하단에 표시된 수평 스크롤 바(scroll bar)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멀리 
떨어진 분석점 간의 이동에 특히 유효하다. 

“Change Height" 캐스케이드 버튼은 xva 윈도에 표시되는 자료의 높이를 변화시 
키 는 기 능을 한다 “Enlarge" , “Shrink" 이‘1 / 4 Enlarge" , “1/4 Shrink" 등 4개 의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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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snapshot showing the VIEW menu and its submenus. 

다운(pull down) 메뉴가 있으며 처음 두개는 높이를 2배로 확대 또는 축소 시키 
고， 나중 두개는 1. 25배로 확대 또는 축소시킨다. 

“Spectrum Width" 캐스케 이드(cascade) 버튼은 xva 윈도우중 스펙트럼 윈도우의 
폭을 확대 또는 축소시킨다. xva의 나머지 윈도우 즉， 슈퍼게더와 중합 윈도우는 
스펙트럼 윈도우가 사용하고 남는 공간을 전부 사용하므로， 결국 이 메뉴는 xva의 
3개 부속 윈 도우의 폭을 동시 에 변 화시 킨 다. 본 버 튼은 “Wider" , “Narrower" , 
“Slightly Wider" , “Slightly Narrower" 등 4개 의 풀 다운 메 뉴를 갖는데 처 음 두개 
는 스펙트럼 윈도우의 폭을 현재보다 20나중 두개는 확대 또는 축소율이 비율이 
10그런데 실제로 확대 축소된 스펙트럼 윈도는 위의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 
는데 그 이유는 슈퍼게더와 중합 윈도우의 트레이스 간격을 항상 pixel의 배수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 나온 “Stack Width" 캐스케이드버튼은흐릿한글자로표시되어 있으며 이 
는그기능이 일시 정지되어 있음을뜻한다. 이 버튼은완전 중합을실시한후탄성 
파 단면도 표시 모드로 들어간 상태에서 비로소 활성화된다. 본 버튼은 “Wider" , 
“Narrower" , “Slightly Wider" , “Slightly Narrower" 등 4개 의 풀다운 메 뉴를 갖는 
데 처음 두개는 완전 중합 단면도의 트레이스 간격을 2배로 확대 또는 축소시키 
고， 나중 두개는 그 간격은 1 pixel 만큼 확대 또는 축소시킨다. 

“Change Gain" 캐 스케 이 드 버 튼은 “Increase 6 dB" , “Decrease 6 dB" , “Increase 
3 dB" , “Decrease 3 dB"등 4개의 풀다운 메뉴를 거느린다. 이 메뉴는 슈퍼게더와 
중합 단면도의 트레이스 이득을 변화시킨다. 

두개의 토글 버튼 “Hide Time Scale" 과 “Hide Big Time Scale" 은 스펙트럼 윈도 
우의 시간 눈금을 감추는데 사용한다. 전자는 협소한 시간 눈금을 후자는 광대한 
시간 눈금을 각각 제어한다. 

35-



Fig. 14: A snapshot showing the SPECTRA menu and its submenus. 

5.4 SPECTRA 메뉴 

SPECTRA 메뉴는 Fig. 14에 표시된 바와 같이 “Make Spectrum"와 “Make All 
Spectra" ) 및 “Remake All Spectra"등 3개의 푸쉬 버튼 부속 메뉴를 거느린다. 

“Make Spectrum"은 현재의 속도 분석점에서 속도 스펙트럼을 다시 계산한다. 
“Make All Spectra"는 정의된 모든 속도 분석점을 검사하여 속도 스펙트럼이 없 
으면 계산해서 집어 넣는다. “Remake All Spectra"는 모든 스펙트럼을 다시 계산 
한다 

5.5 VELOCITY 메뉴 

VELOCITY 메뉴는 Fig.9의 상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Copy Previous Velocity" ’ 
“Delete Velocity Function") “Apply NMO Correction") “Remove NMOC" 등 총 
4개의 푸쉬 버튼 부속 메뉴를 거느린다 

“Copy Previous Velocity" 버튼은 바로 이전에 작업한 속도 분석점의 속도 함수 
를 현재의 속도 함수로 복사한다. “ Delete Velocity Function" 버튼은 현재 작업중 
인 속도 함수를 지 운다 “Apply NMO Correction" 버 튼은 현재 의 속도 함수를 이 
용해 슈퍼게더를 동보정 시킨다. “Remove NMOC" 버튼은 동보정된 슈퍼게더를 
다시 T-X 영역으로 환원시킨다. 

5.6 MUTE 메뉴 

MUTE 메뉴는 Fig. 15에 표시된바와 같이 “Copy Previous Mute") “Delete Mute 
Function" ) “Apply Mute" ) “Remove Mute" ) 그 러 고 “Transform Mute Function" 
등 다섯 개의 푸쉬 버튼 부속 메뉴를 거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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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 snapshot showing the MUTE menu. 

“Copy Previous Mute" 는 바로 이 전 에 작업 한 속도 분석 점 의 뮤트 함수를 현 재 의 
뮤트 함수로 복사한다. “ Delete Mute Function"은 현재 작업중인 뮤트 함수를 지 
운다. 뮤트에는 상부 뮤트와 하부 뮤트 두 종류가 있는데 둘중 하나만을 수정할 
수 있다. 수정할 뮤트의 종류는 둬에 나오는 OPTION 메뉴에서 선택한다. “Apply 
Mute"와 “ Remove Mute"는 메뉴만 설정한 상태이며 아직 프로그램 코딩을 완성 
하지 않았다. 이들 기능이 없더라도 속도 분석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한 
다 “Transform Mute Function"은 뮤트 함수의 영역을 변환시킨다. 즉， T-X 영역 
에서 작성한 뮤트 함수를 동보정 영역으로， 또 동보정 영역에서 작성한 뮤트 함수 
를 T-X 영역으로 변환 시킨다. 뮤트 함수의 작업 영역은 둬에 나오는 OPTION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다. 

5.7 STACK 메뉴 

STACK 메뉴는 Fig. 16에 표시된바와 갇이 “VAP Stack"와 “ Make Overlay" 등 

두개의 푸시 버튼 부속 메뉴와 “Show Stack" 토글 버튼， “Add VAP" , “ Remove 
VAP" , “Toggle Overlay"등 3 찬넬 라디오 버튼， 그러고 “Show VAP Stack" 토글 
버튼등을거느린다. 

“VAP Stack" 푸쉬 버튼은 현 속도 분석점 주위의 몇몇 CDP들을 부분 중합한다 
이 버튼은 FILE 메뉴에 나오는 “ Make Full Stack" 이 탐사 측선 전부를 일괄식으 
로 중합하는데 반해 측선의 일부만을 신속히 중합함으로써 선정한 속도 함수와 

뮤트등이 타당한지를 간단히 검사하는데 사용된다. 

프로그램 xva 화면은 “속도 분석 모드”와 “중합 모드”등 두개의 모드를 갖는데 푸 
쉬 버 튼 “ Make Overlay" 는 중합 모드에 서 만 작동한다. 즉， 중합 모드에 서 이 버 튼 
을 누르면 가장 최근 분석 위치의 부분 중합 결과를 전체 중합 단면도에 끼워 넣 
은 상태를 보여준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의 제 l 버튼을 누르면 원래의 전체 중합 
도로 바뀌고 다시 마우스 제 3 버튼을 누르면 끼워넣은(overlay) 화면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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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 snapshot showing the STACK menu. 

본 메뉴는 속도 분석 결과를 중합도 상에서 검사하는데 유용하다. 

토글 버 튼 “Show Stack" 은 xva 화변 을 속도 분석 모드에 서 중합 모드로 또는 그 
반대로바꾼다. 

라디오 버튼 “Add VAP"는 중합 모드에서 속도 분석점을 추가하는데 사용한다. 
화면에 표시된 중합 단면도에서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시킨 후 제 1 번 버 
튼을 누르면 새로운 속도 분석점이 추가된다. 라디오 버튼 “Remove VAP"는 중 
합 모드에서 속도 분석점을 삭제한다. 삭제할 분석점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킨 후 
제 1 버튼을 누르면 해당 분석점이 삭제된다. 라디오 버튼 "Toggle Overlay"는 부 
분 중합과 전체 중합을 교대로 보여주는 상태로 바꾼다. "Toggle Overlay" 가 선 
택된 상태에서 제 1 버튼을 누르면 전체 중합도가 나오고， 제 3 버튼을 누르면 제 
3 버튼을 누르면 부분 중합도가 전체 중합도 위에 포개진 상태로 나온다. “ Add 
VAP" , “Remove VAP" , “Toggle Overlay"는 3개가 한조를 이루는 라디오 버튼 세 
트이다. 즉， 3개의 버튼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 

“Show VAP Stack" 토글 버 튼은 속도 분석 모드에 서 화면 의 가장 오른쪽에 나오 
는 부분 중합 윈도우의 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버튼이 Fig. 16와 같이 눌러진 
상태이면 부분 중합 윈도우를 화변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분 중 
합 윈도우가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 부분 중합 윈도우를 화면에서 삭제하면 스펙 
트럼 윈도우와 슈퍼게더 윈도우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5.8 OPTION 메뉴 

프로그램 xva의 OPTION 메뉴는 다섯개의 푸쉬 버튼과 세개의 캐스케이드 버튼， 
그리고 네개의 토글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7) 

Fig. 18은 푸쉬 버튼 “General Options ... "를 선택할때 나오는 팝엽 (pop up)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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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A snapshot showing the OPTION menu. 

이다. 사용자는 각 위셋 안에 해당 파일 명을 써넣고 “accept" 버튼을 눌러 선택 
을완료한다. 

메뉴는 “NMO Velocity File" , “Guide Velocity File" , “Top Mute File’, 그러고 
“Bottom Mute File"을 지정하는 TextEdit 위켓들로 구성되어 있다. 

Fig. 19는 푸쉬 버튼 “Super Gather Options ... "를 선택할 때 나오는 팝업 메뉴이 
다. 이 것 은 “Number of CDPs per Super Gather" 와 “Minimum Number of Dots 
per Trace"등 두개의 OptionMenu 위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슈퍼게더를 만들때 각 속도 분석점 주위의 CDP를 몇개 조합해서 만둠으로써 중 
합도를 높이거나 신호대 잡음 비를 높일 수 있다. “Number of CDPs per Super 
Gather" 메 뉴가 제 공하는 CDP의 수는 1 ， 2 ， 4 ， 8등 4가지 이 다. “Minimum N umber 
of Dots per Trace"는 슈퍼게더를 화변에 표시함에 있어서 최소 트레이스 간격을 
픽셀 단위로 지정한다. 선택 가능한 옵션은 2, 3, 4, ... , 12 까지 총 11개이다. 

Fig. 20은 푸쉬 버튼 “Make Spectrum Options ... "를 선택할 때 나오는 팝엽 메뉴 
인데 이것은 총 8개의 옵션 메뉴를 거느린다. 

첫번째 옵션 “Number of Velocities to Scan"은 속도 스펙트럼을 계산할 때 사용 
할 속도 함수의 수를 지정한다. 선택 가능한 값으로는 41 , 61 , 81 , 101 등 4가지가 
있다. 

두번째 옵션 “Output Sample Rate"는 속도 스펙트럼 결과의 시간 간격을 지정한 
다. 선 돼 가능한 값으로는 8, 20, 40 msec 등 3가지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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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 “General Options" popup menu. 

Fig. 19: The “Super Gather Options" popup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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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he “Make Spectrum Options" popup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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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옵션 “Output Length" 는 속도 스펙트럼의 시간 길이를 지정한다. 선택 가 

능한 값은 2000 , 3000 , 4000 , 5000 , 및 입 력 길 이 등 총 5가지 이 다. 

네번째 옵션 “Window Length"는 속도 스펙트럼 계산시 시간 윈도우의 폭을 지 
정 한다 선 택 가능한 값은 40 , 60 , 80 , 100, 120, 140, 160, 200 msec등 8가지 이 다. 

다섯번째 옵션 “Radius of the Velocity Scan"은 속도 스펙트럼 계산시 사용항 속 
도 영역의 반경 ， 즉 기준속도에서 최소및 초대 속도까지의 폭을 dB 단위로 지정 
한다. 선택 가능한 값은 2, 3, 4, 5, 6, 9등 6가지이다. 예로써 이 값을 6 dB로 지 
정하는 경우 또 임의의 시간에서 기준 속도가 2000 mjsec라면 최저 속도는 1000 
mjsec , 최 대 속도는 4000 mjsec가 된 다 

여섯번째 옵션 “Stretch Limit"는 동보정시 발생하는 웨이브렛 스트레칭을 고려 
하여 자동 뮤팅을 실시할 기준을 지정한다. 선택 가능한 값은 1.5, 2.0 , 4.0 , 그러고 
Out퉁 4가지이다. 

일곱번째 옵션 “Tapering Length"는 스트레치 뮤트에서 적용할 삼각형 테이퍼링 
길이를 msec 단의로 지정한다. 선택 가능한 값은 0, 20 , 40 , 80 등이다. 

여닮번째 옵션 “Power of N ormalization"은 중합법으로 스펙트럼을 계산할때 사 
용할 정규화 지수이다. 선택 가능한 값은 0.5 , 0.8 , 1.0 등이다. 

“Make Spectrum Options" 는 이 상의 8개 옵션 메 뉴 외 에 2개 의 토글 버 튼 옵션 을 
제공한다. “Enable Top Mute" 옵션을 선택하면 스펙트럼 계산시 상부 뮤팅을 실 
시하고 “Enable Bottom Mute" 옵션을 선택하면 하부 뮤팅을 실시한다. 두 옵션 
은 독립된 것으로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Fig. 21은 푸쉬 버튼 “Contouring Options ... "를 선택할 때 나오는 팝업 메뉴인데 ， 

이것은 5개의 옵션 메뉴와 2개의 회전 박스(spin box)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것은 속도 스펙트럼을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지정한다. 

첫번째 옵션 “Lowest Contour Level" 은 컨투어링할 최저치를 지정한다. 선택 가 
능한 값은 0.1 , 0.2 , ... 0.8 등 8가지 이다. 두번째 옵션 “Highest Contour Level"은 
화면에 표시할 최대치를 지정한다. 선택 가능한 값은 1.2, 1.3, ... , 1.9 등 8가지 이 
다. 여기에서 컨투어렁하는 값은 계산된 셈블런스를 적당한 시간 윈도우 간격(예. 
500 msec)으로 자동 이 득 보정 한 것 이 다. 

세번째 옵션 “N umber of Colors"는 칼라 코딩에 사용할 총 색의 수를 지정한다. 
선돼 가능한 값은 16, 32 , 64 등 3가지 이다. 

네번째 옵션 “C이or for Lowest Contour"는 최저치에 배당할 색갈을 지정하고， 다 
섯 번 째 옵션 “C이or for Highest Contour" 는 최 대 치 에 배 당할 색 갈을 지 정 한다. 
선 택 가능한 색 갈은 Red , Yellow , Green , Cyan , Blue , Magenta등 6가지 이 다. 

회전 박스 세트 “Saturation"은 최저 및 최대 칼라의 채도를 지정한다. 회전 박스 
세트 “Intensity"는 최저 및 최대 칼라의 명도를 지정한다. 칼라 스케일의 중간 색 
들의 HSV 값은 이들로부터 선형 내삽한다. 최종 칼라 스케일은 각 색들의 H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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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The “Contouring Options" popup menu. 

섭
 



Fig. 22: The “ Make Stack Options" popup menu. 

를 RGB로 변환시켜 얻는다. 

Fig. 22는 푸쉬 버튼 “Make Stack Options ... "를 선택할 때 나오는 팝업 메뉴인데， 
이것은 4개의 옵션 메뉴와 3개의 독럽된 토글 버튼， 그리고 3개의 토글 버튼이 한 
조를 이루는 하나의 라디오 버튼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메뉴는 중함에 관한 
변수들을 지정한다 

첫번째 옵션 “Stacking Radius"는 부분 중합 영역의 반경， 즉 속도 분석점과 양 
단 사이에 있는 공심점 수를 지정한다. 선택 가능한 값은 10 CDPs , Half VAP 
Increment, VAP Increment 등 3가지 이 다. 

두번째 옵션 “Normalization Powcr" 는 중합시 적용할 정규화 지수이며 선택 가능 
한 값은 0.5 , 0.8, 1.0 등이다. 

세번째 옵션 “Stretch Limit"는 동보정 후 스트레치 뮤팅을 적용할 기준을 지정하 
는데 선 택 가능한 값은 1.5, 2.0 , 4.0 , Out 등 4가지 이 다. 

네번째 옵션 “Trapering Length"는 뮤탱이 사용할 테이퍼링 길이를 지정하는데 
선 택 가능한 값은 0, 20 , 40 , 80 msec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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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글 버튼 “Enable Top Mute" 를 선택하면 중합에 앞서 상부 뮤팅을 실시하고. 토 
글 버튼 “ Enable Bottom Mute"를 선택하면 중합에 앞서 하부 뮤팅을 실시한다. 
토글 버 튼 “Allow Lateral Velocity Change" 를 선 택 하면 부분 중합 시 에 도 이 웃 
속도 분석점의 속도를 고려하게 된다. 

“Make Spectrum Option" 메뉴에는 3개의 라디오 버튼이 있다. “Apply ì\ lute 
Before NMO" 를 선 택 하면 동보정 이 전 에 뮤트를 실 시 하고 “Apply Mute After 
NMO" 를 선 택 하면 동보정 이 후에 뮤트를 실 시 하며 “Use Stretch Mute" 를 선 택 
하면 별도의 뮤트 공정은 수행하지 않는 대신 동보정시 스트레치 뮤트를 실시한 
다. 

프로그램 xva의 OPTION 메뉴에는 3개의 캐스케이드 버튼이 있는데 이는 'Edi t 
Velocity Options" , “Edit Mute Options" , “Mute Domain" 등 이 다. “Edit Velociη 
Options" 캐 스케 이 드 버 튼은 “Edit NMO Velocity" , “Edit Reference Velocitγ“ 

“Disable Velocity Editing" 등 3개 의 라디 오 버 튼으로 구성 된 풀 다운 메 뉴를 제 
공한다 

“Edit Mute Options" 캐 스케 이 드 버 튼은 “Edit Top Mute" , “Edit Bottom Mutp" 
“Disable Mute Editing" 등 3개 의 라디 오 버 튼으로 구성 된 풀 다운 메 뉴를 제 공 
한다. 

“l'vlute Domain" 캐 스케 이 드 버 튼은 “ Ivlute in Normal ’‘ 과 “ Ì\tIute in NMOC 등 
2개의 라디오 버튼 풀 다운 메뉴를 제공한다. 

이밖에 xva의 OPTION 메뉴에는 4개의 토글 버튼이 있다. “Show Previous Ve
locity" 토글 버튼을 선택하면 이전 분석점에서 속도가 화면 백그라운드로 표시된 
다 “Auto Copy Velocity" 토글 버 튼을 선 택 하면 이 전 분석 점 의 속도 함수를 자동 
적요로 신규 분석점의 속도로 복사된다. “Auto Copy Top Ì\fute ‘· 토글 버튼을 선 

택 하면 상부 뮤트 함수가 자동적 으로 복사된 다. “ Enable NMO Cursor" 토글 버 
튼을 선택하면 임의의 시간과 속도쌍에 대해 NÌ\10 쌍곡선을 슈퍼게더에서 볼 수 
있다. 본 NMO 커서는 마우스를 스펙트럼 윈도우에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제 2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나타나고 버튼을 떼면 사라진다 N l\10 커서는 동 
보정 영역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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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xva 프로그램 사용법 

6.1 업력 자료 준비 

프로그램 xva를 이용해서 속도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입력 자료는 공심점 분 
류된 탄성파 자료이다. 공심점 분류는 Geobit의 sort 모줄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그 결과는 Geobit의 dskwrt 모줄을 이용해서 출력시킨다. Geobit 탄성파 자료처 
리 패키지를 이용해서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 임의의 측선에 대한 공심점 분류 자 
료는 측선 디렉토리 하부의 부속 디렉토리인 data 디렉토리에 기록한다. 예로써 
측선 1724의 공심점 분류 자료는 1724/sort.dsk라는 파일명을 갖는다. 

6.2 작업 디렉토라 설정 

xva 프로그램은 속도분석중 환경파일과 작업파일등 다양한 파일을 만드는데 이 
를 단일 디렉토리 및 그 하부 디렉토리에 기록한다. 따라서 xva 프로그램 사용에 
앞서 사용자 속도분석 작업 디렉토리를 만들어야한다. 본 속도분석 작업 디렉토 
리는 측선 디렉토리 속에 만드는 것이 좋다. 만일 속도분석 작업 디렉토리 이름을 
veloc i ty t'.} 정했다면 측선명과 조합한 디렉토리명은 1724/velocity이 된다. 

프로그램 xva는 이상의 속도분석 작업 디렉토리를 환경 변수 XV LWORKING_DIR으 
로부터 읽어 드린다. 다라서 상기 환경 변수를 사용자 환경 초기화 파일에 반영하 
는 것이 좋다. 만일 사용자 웰이 C 웰이라면 홈 디렉토리의 .login에 

setenv XVA_WORKING_DIR "$HOME/1724/velocity" 

만일 Bourne 웰이라면 홈 디렉토리의 . profile에 

export XVA_WORKING_DIR="$HOME/1724/velocity" 

와 같은 라인을 넣으면 된다. 만일 상기 환경 변수가 정의되어있지 않으면 xva 명 
령을 수행할 당시의 디렉토리가 바로 속도분석 작업 디렉토리가 된다. 

6.3 Set Up 

속도분석의 맨 첫 파정은 입력 자료인 공심점 분류된 디스크 파일의 지정과 초기 
속도분석점들을 선택하는 “Set Up" 이다. 이것은 FILE 메뉴의 첫번째 부속 메뉴 
인 “Set Up"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시작된다. 공심점 분류된 디스크 파일 지정은 
Fig. 11 에 표시된 팝업 대화 윈도우(popup dialog winodw)에서 실시한다. 본 윈도 
우의 OK 버튼을 눌러 입력 파일을 선정하면 계속해서 초기 속도분석점들을 선택 
하기 위한 Fig. 12와 같은 팝엽 대화 윈도우가 나타난다. 속도분석점들의 시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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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그러고 증분을 결정한 후 accept 버튼을 누르면 속도분석을 위한 “Set Up" 
과정이 완성된다 

6.4 속도스펙트럼 계산 

“Set Up" 과정 을 마치 면 프로그램 xva는 자동적 으로 맨 처 음 속도분석 점 에 서 슈 
퍼게더를 만들고， 기준 속도 함수를 이용해서 속도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화면에 
보여준다. 이상의 계산에 필요한 각종 변수들은 $GBTROOT/app-defaults 디렉토 
리에 있는 X 윈도우 환경 파일 XVa에 정의되어 있고， OPTION 메뉴를 통하여 변 

경이 가능하다. 일단변경된 변수들은 xva 프로그램을종료시킬때 속도분석 작업 
디렉토리의 config.xva 라는 파일에 기록되고 이는 동일한 측선에 대한 차후 속 
도분석 작엽시 다시 사용된다. 

6.5 속도함수선택 

프로그램 xva 화면은 여러가지 윈도우를 동시에 표시하는데 이중 화면의 좌측에 
나타나는 스펙트럼 윈도우가 동보정을 위한 탄성파 속도의 선택에 가장 중요하 
다. 스펙트럼 윈도우는 속도 셈블란스를 칼라 코딩으로 보여주며 그림의 종축은 
시간이고， 횡축은 탄성파 속도이다. 

셈블란스 노드(node) 선택은 마우스의 제 1 버튼을 이용하고， 노드 삭제는 제 3 버 
튼을 사용한다. 마우스 포인터를 셈블란스 윈도우내 봉우리 (peak) 의 정점에 옮겨 
놓고 1번 버튼을 누르면 시간과속도 쌍， 즉 속도점이 선태된다. 한편 노드를 찾기 

가 어려우면 면적 선택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노드 근처에 마우스를 옮기고 1번 
단추를 누른 상태 에 서 마우스를 이 동시 키 면 기 존의 화살표 커 서 (cursor) 주위 에 
사각형 커서가 나타나는데 계속 마우스를 움직여서 사각형 커서가 봉우리 전체를 

감싸도록 만든 후 누르고 있던 단추를 놓으면 사각형 커서 내에서 가장 셈블란스 
가 큰 점을 자동적으로 선택된다. 

일단 선택한 노드를 삭제려면 노드로부터 5 픽셀 이내에 마우스를 올겨놓고 3번 
버튼을누른다. 

노드의 선택 작업중 그에 상응하는 T-X 쌍곡선을 슈퍼게더에서 볼 수 있다. 마우 
스를 스펙트럼 윈도우의 아무 곳에나 가져다놓고 2번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T-X 
쌍곡선 즉 ， NMO 커서가 슈퍼게더에 나타난다. 본 NMO 커서는 노드 선택시 슈 
퍼게더를 활용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스펙트럼 윈도우의 가장 오른쪽에는 각 시간별 최대 셈블란스 곡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속도점의 선택파 삭제를 수행할 수도 있다. 마우스 버튼 
1은 노드 선택 마우스 버튼 3은 노드 삭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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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동보정파 뮤트선택 

속도 함수를 선택한 후에는 VELOCITY 메뉴의 “Apply NMO Correction" 버튼 
을 눌러 슈퍼게더를 동보정 시킨다. 이때 선태한 속도 함수는 개략적인 것이므로 
동보정이 완전치 못할 수 있으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슈퍼게더 윈도우에서 직접파와 굴절파등 천부 잡음을 제거하는 상부 뮤 
트(top mute)용 뮤트 함수를 선돼한다. 뮤트 노드 선택은 마우스 버튼 1과 3을 사 
용하는데 1은 선택 3은 삭제이다. 

만일 탐사선의 엔진 잡음등의 영향으로근거리 트레이스에서 잡음이 심하다면 하 
부 뮤트(bottom mute)를 수행한다. 이때는 뮤트 함수 선택 모드를 하부 선택 모드 
로 바꿔야하는데 이것은 OPTION 메뉴의 “Edit Mute Options" 케스케이드 버튼 
에 딸려있는 “Edit Bottom Mute"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하부 뮤트 모드 
에서 다시 상부 뮤트 모드로 돌아오려면 OPTION 메뉴의 “Edit Mute Options" 
버튼에 부착된 “Edit Top Mute" 버튼을 누른다. 

뮤트 함수를 선택한 후에는 SPECTRA 메뉴의 “Make Spectrum" 버튼을 눌러서 
속도 스펙트럼을 다시 계산한다. 새로운 스펙트럼은 잡음을 제거한 슈퍼게더를 
사용한 것이므로 초기 스펙트럼보다 훨씬 정확하다. 새로운 스펙트럼으로부터 속 
도 함수 선택， 동보정， 뮤트 함수 선택등을 반복한다. 

6.7 부분 중합 

속도 함수와 뮤트 함수를 선정한 후 STACK 메뉴의 “VAP Stack" 버튼을 선태하 
면 속도 분석정 주위의 일부 CDP에 대한 중합 단변도가 계산되며 그 결과가 화 
면의 가장 오른쪽에 표시된다. 부분 중합할 총 CDP 수는 기본적으로 21개인데 이 
는 OPTION 메뉴의 “Make Stack Options ... " 버튼이 제공하는 팝엽 대화 윈도우 
에서 변경시킬 수 있다. 

부분 중합도로부터 선돼한 속도 함수와 뮤트 함수에 대해 만족하면 VIEW 메뉴 
의 “Next Right VAP" 버튼을 선택하여 다음 속도 분석점의 속도 분석을 실시한 
다. VIEW 메뉴를 이용하면 속도 분석점을 좌우로 하나씩 이동 시킬 수 있고， 화 
면의 하단에 나오는 수평 스크롤 바를 이용하면 속도 분석점 여러개를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다. 새로운 속도 분석점으로 이동하면 프로그램 xva는 미리 계산된 
슈퍼게더와스펙트럼 및 부분중합이 있는지 여부를을검사하고만일 없다면 이들 
을 자동적으로 계산한 후 화면에 표시해준다 

6.8 완전 중합 

초기 설정한 속도 분석점들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면 FILE 메뉴의 “Make Full 
Stack" 버튼을 선택하여 측선 전부를 중합시킨다. 또 중합 후에는 FILE 메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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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Stack" 캐 스케 이 드 버 튼의 부속 메 뉴 “Edit Job File" 과 “Submit Job" 버 
튼을 이용해서 중합단면도를 제작한다. 

6.9 속도 분석점 추가 

완전 중합 후에는 단면도 결과를 검토하여 적당한 장소에 속도 분석점을 추가시 
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xva 화면을 중합 모드로 바꿔야 한다. STACK 메 
뉴의 “Show Stack" 토글 버 튼을 누르면 xva가 속도 분석 모드에 서 중합 모드로 
또 중합 모드에서 속도 분석 모드로 전환된다. 

중합 모드에서 마우스 버튼은 3가지 기능중 하나를 수행한다. 첫째는 속도 분석 
점 추가이고 둘째는 속도 분석점 삭제이며 세째는 오버레이 전환이다. 이들 3가 
지 기능은 STACK 메뉴의 라디오 버튼 세트로 묶여있는데 작업에 앞서 이 버튼 
을 확인해서 마우스 버튼 모드를 원하는 상태로 바꿔야 한다. 

속도 분석점 추가는 중합 모드에서 마우스를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킨 후 1번 버 
튼을 누르면 된다. 속도 분석점 삭제는 분석점 삭제 모드에서 마우스를 삭제할 분 
석점으로 이동시킨 후 1번 단추를 누르면 된다. 

오버레이는 전체 중합 단면도 위에 부분 중합 단면도를 포캔 것이다.STACK 메 
뉴의 “Toggle Overlay" 는 전체 중합 단면도와 포개 진 중합 단면 도를 교대 로 화면 
에 보여줌으로써 부분 중합 단면도와 전체 중합 단면도가 달라서 둘 중 하나를 선 

택해야 할때 그 판정에 도움을 준다. 버튼 1을 누르면 전체 중합 단면도가 나오고 
버 튼 3을 누르면 포개 진 중합 단면 도가 나온다. Fig. 23은 측선 1724에 대 한 속도 
분석 후 얻은 실진폭(true amplitude) 중합 단면도다. 단면도 제작에 적용된 공정 
은 동보정， 뮤트， 그러고 중합뿐이다 층서 해석용 중합단면도는 이밖에 중합 후 
디콘， 시변 필터 및 이득보정등이 추가된다. 

6.10 속도분석 결파 

속도 분석 결과는 속도 함수와 하부 및 하부 뮤트 함수등 세가지인데 이들은 속 
도 분석 작업 디렉토리의 nmo.vel , topmute.xtl , botmmute.xtl 이라는 파일 
에 기록된다. 

속도 함수 결과는 각 분석점의 CDP 번호와 일련의 시간속도 쌍들이다. 뮤트 함 
수 결과는 각 분석점의 CDP 번호와 일련의 거리시간 쌍들이다. 이들 결과는 탄 
성파 중합을 위한 동보정과 뮤트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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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결 흐 .. '-

탄성파 자료처리 양산체제를 갖추려면 대용량 초고속 컴퓨터와 더불어 속도분석 
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툴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는 방대한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한 속도분석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속도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산처리 공정들 즉， 슈퍼게더 조립， 셈블 
런스 계산， 동보정， 뮤트， 중합등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화식 속도분석 프로그램 
xva를 작성하였다. 

대화식 속도분석에서는 분석 구간의 트레이스들을 고속으로 입력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간단한 트레이스 인텍스 파일을 설계하고 그것을 만드는 프로그램 
mkseishdrdb를 작성하였으며 또 여타 전산처리 모줄들이 트레이스의 무작위 입 
력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도 작성하였다 

직접파와 굴절파등 천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뮤트 함수 영역 
변환법을새로고안하였으며，본프로그램은 이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본 영역 변 
환법은 기존 알려진 역통보정법과 같은 작엽을 수행하나 동보정과 역동보정시 발 
생하는 자료의 내삽 오차가 없으며 계산 시간이 크게 단축되기 때문에 대화식 속 
도 분석에 사용 가능한 기법이다. 

프로그램 xva는 28개의 소스 파일로 구성된 패키지인데 줄 수는 12 ,029 , 단어 수 
는 34,990, 글자 수는 304 ，073이다. 본 패키지는 Geobit 탄성파 자료처리 패키지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므로 Geobit가 미리 설치된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xva는 X-Window와 Motif 환경 하에 서 작동한다. 프로그램 메 뉴는 Motif 
표준 스타일에 따라 작성하였는바 지원하는 모든 메뉴의 기능과 사용법을 기술하 
였다. 

본 프로그램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정밀 탄성파 속도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AVO(Amplitude Versus Offset) 분석등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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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탐지를 위한 AVO 분석 연구 

정부흥·서상용·장성형 

A VO analysis for direct hydrocarbon 

detection 

Bu-Heung Chung . Sang-Yong Suh . Seong-Hyung Jang 

ABSTRACT 

Seismic line 83-50 surveyed in the Korean continental shelf are selected 

for the amplitude variation with offset (AVO) analysis. This line has 

drilling sites chosen for the hydrocarbon exploration. Natural gas zone 

was detected at the bore hole on this line. 

In Korea, there are a few case history applied for the A VO 뻐alysis ， and 

thus the study of A VO attributes in the vicinity of these natural gas zones 

have not been carried in detail. The reasons for these were came out from 

the followings. previously, because of the missing petroleum production 

sites in korea. the research of A VO not so attractive in korean and the 

others are security problem and the grand expenditure for proving the 

su야r computer and seismic processing software. All of these are obstacle 

from the promoting the A VO research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nclude to investigate the computer capability 

and safety and seismic processing software quality framed and developed 

by ourselves. excepting the promotion of A VO study. 

-55-



To investigate the A VO attributes of seismic line, the seismic field data 

were preprocessed to get norma1 move-out(NMO) corrected common depth 

point(CDP) gathers and CDP stack section. NMO corrected CDP gathers be 

employed as the input data for A VO ana1ysis and CDP stack section be 

used as a unit of DHI plots. 

As the results of extra processing for A VO ana1ysis, various kinds of 

display for A VO attributes are presented in the view of different domain. 

such as resorted CDP gathers and common offset gathers with the offset 

of every 150m. In additon to them, two techniques are developed in this 

study; colored amplitude spectra on CDP gathers and colored direct 

hydrocarbon indicator(DHI) plots on stack section. A11 of these displays 

were used to interpret A VO attributes of each seismic line. 

As the result, it shows that the A VO anoma1Y zones are coincident with 

the depth of the gas zones of lines 83-50. 

At the center of target reflectors from lines 83-50 the A VO anoma1y is 

not observed a1though its each side shows the A VO anoamlies. This 

phenomena is interpreted to the results of the phase change associted with 

the thin bed, which is verified by the physica1 modeling.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we can reduce the misinterpretation of A VO anoma1Y which 

is not related to the hydrocarbon indicator using the cross checking with 

relevent A VO attributes dis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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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르르 

석유탐사를 위한 탄성파탐사는 지표면 또는 해상에서 발생시킨 탄성파가 

지하 지층의 경계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파형올 기록하고 이를 전산처리 

하여 지하구조를 규명하는 것이다. 탄성파 반사법의 초기에는 한 개의 파원에 

대해 한 개의 수진기를 사용하여 파형을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후 

신호 대 잡음의 비를 높이기 위하여 한 개의 파원에 대하여 거리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진기를 사용하면서 탄성파 탐사방법과 자료처리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파원과 수진기 사이의 거리에 따른 진폭변화 (A VO: Arnplitude 

Variation with Offset)를 분석하는 연구 역시 다중채널(multi channel)자료 취 

득방법을 이용한 탄성파 탐사자료 처리방법 중의 하나이다. 

Zoeppritz (1919)는 지층 경계면의 탄성파 반사 및 굴절계수는 입사층과 반 

사층의 물성특성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올 발견하고 이를 계산하는 방정식올 

세웠다. 이 Zoeppritz 방정식은 초기의 석유탐사 자료처리에 응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으나 석유가스를 함유한 사암층에서는 파원의 입사각이 커짐에 따라 

반사파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이 방정식올 이용한 가스층 직접탐 

지 방법 ( Ostrander.1984)이 제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결과 

Zoeppretz 방정식은 탄성파탐사에 응용하기 쉬운 여러 가지 근사식으로 변형 

되 고 옹용되 었다(Bortfeld， 1961; Richards, 1976; Shuey, 1985; Backus,1993). 

미국의 석유회사 ARCO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1년에 시추한 29개의 탄 

성파 탐사측선 중 17개 측선의 시추결과는 AVO 이상 (anomaly)과 일치하였 

으나 12개 측선은 AVO 이상과 일치하지 않았다 (변복섭， 1994). AVO 이상과 

일치한 17개의 시추공 중 12개는 경제성이 있는 가스전으로 판명되었으며， 2 

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머지 3공에은 유정이 없었다. 그리고 AVO 이 

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12개 시추공 중 3곳에서는 경제성있는 가스전이 발견되 

었다. 이와같은 사실을 근거로 할 때 AVO 이상은 가스전 탐지를 위한 직접적 

이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왜곡될 수 있는 원인이 많고 복잡하므로 

AVO 분석과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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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VO ‘이상을 왜곡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자료처리 기술 

발전과 AVO 특성올 상세히 규명할 수 있는 이론 및 기술올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AVO 분석을 왜곡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 

지이다. Backus and Castagna(1993)는 진폭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층 경계면의 물성차이에 의한 반사계수의 변화 외에도 AVO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원에 의한 잡음， 음파의 진행과정이나 자료처리 과정에서 발 

생하는 잡음， 옵셋과 관련된 잡음 그리고 옵셋과 관련없는 잡음으로 분류하고 

발생원인에 따라 이들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올 제시하였다. 그러나 통일한 형 

태와 성인이 같은 지층이 없는 것 같이 같은 종류로 분류되는 잡음도 일관적 

인 잡음제거 방법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시추대상 지역마 

다 최적 AVO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 방법과 해석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탐사 자료처리 및 AVO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립 기술로 실용화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국내 대륙붕 탄성 

파 탐사자료 중 83-50 측선에 대한 AVO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택한 탄성파 

측선은 석유가스가 발견된 시추공을 지나며， 길이는 시추공의 위치를 기준으 

로 전 후 약 2 km이다. 

본 연구의 범위와 목적은 AVO 분석 방법을 국내 대륙붕 탐사자료에 적용 

하여 여러 가지 AVO 속성도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대륙붕의 석유 

가스 부폰층의 AVO 특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AVO 분석 기술의 자립에 있다. 

2장에서는 AVO 분석을 위한 탄성파 자료처리 과정과 중간 결과에 대해 

논하였다.3장에서는 AVO 분석올 위한 속성도 제작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논 

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정리한 DHI (Direct Hydrocarbon 

lndicator) 제작 방법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의한 DHI 

중합도를 제작하여 측선의 AVO 특성올 분석하였다. 5장에는 본 연구과정을 

통해 수행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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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AVO 분석을 위한 탄성파 탐사자료 처리 

AVO 분석은 옵셋 변화에 따른 진폭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수진기에 기록된 진폭변화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함은 모든 자료처리 

과정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현장자료는 AVO 정보 외에도 구형발산에 의한 

에너지 감쇠， 파원세기의 변화， 수진기 커플링， 다중반사， 표면파 중첩， 전파경 

로에 의한 에너지손실， 기타 잡음 둥， 탄성파 진폭에 영향을 주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반사계수가 왜콕되어 있다(Ostrander， 1984; Dey-Sarkar, et al. , 

1986). 

이러한 지층 경계면의 반사계수를 왜곡시킨 잡음들은 자료처리 과정올 통 

해 대부분 제거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잡음제거를 위한 자료처리 

과정은 목표 반사면의 반사파형을 손상시키거나 변질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AVO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 시， 매 단계의 자료처리가 목표 반사면의 진폭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도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Resnik, 1993). 

제 1 절 전산시스댐 및 소프트웨어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장비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하드웨어 

는 개인용 컴퓨터이며， 재원은 200 MHz 펜티엄 프로세서， 128 MByte 주메모 

리， AHA2940U SCSI 컨트롤러에 연결된 80 GByte 하드디스크이다. 이 저장 

공간은 약 7007~ 의 탄성파 자기테이프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소프트웨어는 GEOBIT (서상용， 1994)를 사용 하였다. GEOBIT는 탄성파 

중합단면도와 구조보정 단면도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AVO 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보조 분석 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우선 AVO 

분석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개발하여 GEOBIT 모률에 첨부하여 

사용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것들은 “XVA"와 “DHI" 모률이다. XVA 

(X -window velocity an떠ysis)는 정 밀 한 속도분석 을 X-window 터 미 날에 서 

대화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DHI는 영 옵셋 절면， AVO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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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를 이용하여 DHI 값을 산정하고， 크기에 따라 색깔 별로 중합 단면 

도 상에 중첩하여 도시하므로서 AVO 이상대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중합 
도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제 2 절 탄성파 자료취득 

탐사자료처리에 필요한 자료취득변수는 기록포멧， 취득시간 간격， 발파 지 

연시간， 파원과 스트리머 심도， 발파간격， 수진기 그룹 갯수와 그룹사이의 간 

격이다. 측선 83-50의 탄성파탐사 모식도는 Fig. 2- 1과 같다. 2차원 탄성파 

탐사장치 구성은 탐사선， 파원 발생장치인 공기총(air gun)그룹， 지층의 경계 

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파형을 기록하는 수진기 그룹으로 구성된다. 탐 

사선 중앙부에 안테나가 있으며 이 안테나는 인공위성 자료를 수신하여 탄성 

파 파원의 발생 위치 및 수진기배열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발파위치는 

탄성파 중합 단면도 제작 시 파원의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안테 

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표기추세는 안테나 위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 연구 대상의 자료에 대한 음원위치 결정은 안테나 위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 3 절 탐사자료 입력 

본 연구에 적용한 AVO 분석을 위한 자료처리 과정은 Fig. 2-2와 같다. 자 
료입력 단계에는 자기테이프 자료를 판독하여 하드디스크에 기록한다. 자료기 

록올 위한 미디어로는 최근에는 대용량이며 부피가 적은 카트리지 형태를주로 

사용하나 90년대 초반까지도 릴 형태의 1/2인치 자기테이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대상자료는 모두 1/2인치 자기테이프에 기록된 자료이며， 기록형 

태는 SEG-B 이다. 이 자료는 멀티플렉스 자료이므로 자료 입력단계에서 디멀 

티플렉스 변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디스크에 기록한다. 

입력과정을 통해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자료는 GEOBIT 포멧이며 일단 입 

력된 자료의 입 · 출력은 이 포뱃을 이용한다. 그러나 자료처리 결과를 다른 

전산실의 소프트웨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탄성파 자료의 공통 입 · 출력 형태 

인 SEG-Y 포뱃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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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진폭보정 

GEOBIT에 의해 입력된 파원모음은 Fig. 2-3과 같으며， 기록시간에 따라 

심한 진폭의 감쇠현상올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탄성파 에너지의 구형발산과 

지층의 에너지 흡수에 의한 감쇠현상에 기인한다 Fig. 2-4는 파원 모음의 

107R 트레이스에 대해 구형발산 보정과 흡수 보정 계수를 선정하기 위한 시험 
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시험올 위해서 입력 파원 모음을 10개 복사하고 복 

사자료의 각각에 다른 변수를 사용한 결과를 출력하여 상호 비교하므로써 가 

장 최적의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Fig. 2-4의 첫 번째 복사자료는 입력자 

료 그 자체이며 두 번째 복사자료는 입력자료에 구형발산 보정올 수행한 결과 

이다. 세 번째 복사자료부터 열 번째 복사자료까지는 주시 1 sec까지는 진폭 

보정을 않고 1-2 sec에서 4-32 dB까지 4 dB씩 증가시키면서 각각 진폭 보 

정한 결과이다. 6번째 복사자료를 가장 적당한 보정 계수로 선정하였으며 이 

를 위해 사용한 16 dB를 흡수 보정 계수로 사용하였다. 이 보정 계수의 

의미는 2 sec에서 1 sec 진폭의 2.5 배가 되도록 보정하는 것이다. 이 후 각 

모률에 대한 자료처리 계수는 Fig. 2-4와 같은 형태의 시험올 거쳐 최적의 

계수를 선정한다. 

제 5 절 CDP 모음 

진폭 보정 계수가 결정되면 CDP 모음을 얻기 위한 자료분류를 한다. 탄성 
파 자료는 CDP 모음 외에도 여러 가지 전역변수 (glob머 parameter)를 기준으 
로 모음할 수 있다. Fig. 2-5는 2차원 탄성파탐사의 모음 종류의 모식도이 

다. 횡으로 파원 (s)축을 정하고 종으로 수진기 (g)축을 정하면 트레이스들은 

파원과 수진기축의 평면상에 점들로 표시된다. 파원 (s)와 수진기 (g)축에 대 

해 시계방향으로 45。 회전시킨 축을 각각 CDP (y)와 옵셋 (h)축이라고 하 

면， 각 축에 평행한 트레이스들을 선택하여 4가지 모음을 얻을 수 있다. 즉 파 

원 (s)축과 평행한 트레이스의 모음은 공통 수진기 모음이 되고 수진기 (g)축 

과 평행한 트레이스 모음은 공통 파원 모음이 된다. 또 옵셋 (h)축에 평행한 

모음은 CDP 모음이 되며， CDP (y)축에 평행한 모음올 하면 공통 옵셋모음올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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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은 옵셋(h)축에 평행한 트레이스 모음 즉 CDP 모음 중 250과 

300 번째 CDP의 주시 2 sec까지 옵셋 별로 표시한 것이다. 좌측 첫 번째 트 

레이스는 파원과 300 m 떨어진 수진기의 반사파 기록이며， 마지막 트레 

이스는 옵셋 3250 m 기록이다. 이와 같이 분류된 CDP 모음을 입력자료로 

하여 AVO 분석올 왜곡시킬 수 있는 잡음 제거를 위한 시험올 하고， 얻은 최 

적변수를 이용하여 입력자료를 처리하며 이 결과는 다음 자료 처리의 입력 자 

료로 사용한다. 

제 6 절 디콘 및 고주파 필터링 

Fig. 2-7은 디콘볼루션 시혐의 결과이다. 연산자 길이를 320 ms , 캡을 

32 ms로 하고 백색 잡음을 10% 섞어 디콘볼루션을 실시한 후 40-60 Hz 

대역필터를 사용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Fig. 2-6과 비교하면， CDP 300의 

목표심도 1150 ms 부근의 반사면에서 디콘 효과에 의한 상의 분리와 주시 

1500 ms 부근의 다중반사 신호가 현저히 약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AVO 효과는 주파수와 무관하므로 (Koefoed, 1955), 직접파와 굴절파의 간 

섭을 제거하기 위하여 40-60 Hz 대역통과 필터를 사용 하였다. 이 필터의 

효과는 CDP 250과 CDP 300의 직접파와 굴절파 간섭이 심한 근접 트레이스 

의 시작 부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 7 절 F-K 필터링 

목표 반사면의 파형이 다른 파원의 간섭 (seismic interference)이나 기계적 

인 원인에 의한 일관성 잡음(coherent noise)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F-K 필터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CDP 모음에서 경사， 기울기가 다른 반사파 

파형 및 일관성 잡음들은 2차 FIT(Fast Foutier Transform)를 수행 하면 주 

파수와 파수의 영역에서 각각의 기울기에 따라 분리되어 부채살은 모양의 방 

사형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F-K 영역의 스돼트럼에서 잡음에 대한 기울기 

를 결정하여 팬 필터 (fan filter)를 설계하고， 이 필터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 

거하는 과정을 F-K 필터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K필터는 옵셋의 증 

가에 따라 에너지를 감소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Resnick. 1993).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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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Input CDP gathers for deconvolution and high-p잃s fil ter analysis. 



본 연구 대상자료와 같이 다른 파원의 간섭이나 기계적인 잡음에 의한 오 

염이 없는 자료는 F-K 필터링을 할 필요가 없다 

제 8 절 DMO 보정 

Fig. 2-8은 디콘과 고주파수 통과 필터 (Fig. 2-7)를 사용한 결과를 입력자 

료로 하여 DMO(dip moveout) 처리한 결과이다. CDP 모음은 파원과 수진기 

의 중간지점을 반사점으로 가정하고 모읍한 것이다. 그러나 반사면이 경사를 

이루고， 경사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CDP 모읍상의 반사파 기록 위치는 경사 

의 정도에 따라 이동되어있다. 이 신호를 본래 반사점 위치로 되돌려 주는 과 

정이 DMO 보정이다. DMO 보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CDP 모음을 경 

사 반사면의 속도를 이용하여 NMO (norrnal moveout)보정하고 공통 옵셋에 

의한 분류를 시행한다. 그리고 공통 옵셋 영역에서 DMO 보정올 수행하고， 다 

시 원래의 CDP로 재분류하고 NMO 보정값을 제거하면 DMO 보정을 마친 

CDP 모음을 얻게된다. Fig. 2-8의 결과는 Fig. 2-7에 비해 결과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DMO 보정은 일반적으로 암염 (solt-dome)같이 경사가 매우 급하게 

변하는 지층에 사용하므로 본 자료처리 과정에 사용하지 않았다. 

제 9 절 속도분석 및 중합 

탄성파 속도는 AVO 분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동보정， 중 

합， 구조보정， 시간 단면도 심도변환과 같은 자료처리 시 사용된다. 탄성파 자 

료처리에서 정의되는 속도의 종류로는 평균속도(VM ), 알.엠.에스 속도 

( VRMS) , 중합속도 ( κ) ， 구간속도 ( Vi)가 있다(A1 Cha1abi, 1973; Cordier, 

1985). 

평균속도는 지표 또는 해수변에서 지층의 경계변까지의 평균속도를 말하 

며， 주시과 옵셋의 함수인 돼= 감+ X 2 j V~로 표시된다. 여기서 T는 주시， 

V는 속도를， X는 옵셋을 지시하며 아랫 첨자 M은 평균올 의미한다. 임의의 

지층 경계변까지 평균속도는 r-x2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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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CDP gathers of Fig. 3-6 after deconvolution and high-pass filtering. 



이 직선의 기울기는 l/V~로 표시되므로 직선의 경사를 이용하여 평균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근사 주시를 옵셋과 알.엠.에스 속도의 함수로 표시하면 

Tx=(돼+짧) 1/2 (2-1) 

과같다. 

또 VRMS를 Vi로 표시 하면 

VRμ's 

훌야 T i ]1/2 

￡1Ti 
(2-2) 

이다 (Dix, 1955). 여기서 Ti는 층의 수직주시 Vi는 2층의 구간속도를 각각 

지시한다. 

옵셋(X)이 커짐에 따라 지연되는 주시 L1t를 NMO라 하고 NMO 보정을 위 

한 속도를 중합속도라 한다. 중합속도는 

Vs = [X2 / (1찢- 돼)] 1/2 (2-3) 

으로 표시된다. 중합속도는 옵셋(X)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므로， 수진기의 배열 

간격에 의해 중합속도의 정밀도가 좌우된다. 한편 지층의 매질이 동방성일 경 

우에는 평균속도， 알.엠.에스 속도， 중합속도가 같으나 다층구조 일 경우에는 

상호 달라진다. 

CDP 모음에서 임의의 지층에서 반사된 파형은 식 (3.3)에 적합하는 쌍곡선 

올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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쩍=돼+~짧 (2-4) 

여기서 To , Vs는 각각 영 옵셋 주시 시간과 중합 속도를 지시한다. 그러므 

로 임의의 중합 속도에 대하여 옵셋(X) 의 주시 시간을 구할 수 있으며 ， 이를 

CDP 모음의 실제 시간과 비교하여 중합 속도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식 (3.4)를 이용하여 CDP 모읍 상의 쌍곡선과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갖는 
중합속도를 찾는 과정을 속도 분석이라 한다. 여러 가지 중합 속도에 의한 쌍 

독선올 계산하고， 쌍곡선 상의 각 트레이스의 진폭값을 합산하여 속도와 시간 

축으로 표시하면 Fig. 2-9 좌측 그림과 같은 스펙트럼을 얻게 되고， 이 스펙트 
럼 상에서 가장 큰 진폭값을 따라 속도를 얻으면 최적의 중합속도를 얻게 된 

다. 이와 같은 속도분석에서 얻은 최적의 중합속도를 이용하여 NMO 보정를 

하면 Fig. 2-10과 같은 CDP 모음을 얻게 되고 여기에 직접파와 굴절파에 의 
해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고 중합하면 Fig. 2-11과 같은 CDP 중합 단면도를 
얻게 된다. 

Fig. 2-11은 측선 83-50의 CDP 중합 단면도이 며 왕복주시 1150ms 부근에 
매우 강한 목표 반사면이 있다. 이 반사면에 대해 다음 장에서 AVO 특성올 

고찰한다. 그리고 이들 중합도는 4장에서 기술하는 DHI 중합도 제작시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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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AVO 속성도 제작 및 분석 

AVO 관찰과 분석은 각종 AVO 속성이 표시된 도면을 이용한다. 이들 도 

면에는 정모텔링과 역산을 수행한 결과를 도시하는 포아송비 및 기타 지충의 

물성에 관한 도면들이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는 탄성파 탐사자료 

만을 이용한 AVO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AVO 속성도를 제작 

하였다. 

첫째， 파원 모음으로부터 CDP 분류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 종 전처리 

과정을 마친 CDP 모음의 도면이다. 둘째， 공통 옵셋 단면도에서 목표반사변의 

진폭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매 150 m 간격의 공통 옵셋 단면도들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시도한 각 측선에 대한 유사 공통 주시 진폭 단면도들이다. 넷째， 

각 단면도 하나 하나가 AVO 이상의 지시자가 될 수 있는 영 옵셋 반사계수 

단면도， AVO 기울기 단면도， CDP 진폭값과 최소자승 적합 직선과의 상관관 

계도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DHI 중합도로 정의한 절편 × 기울기 × 

상관계수의 값올 크기에 따라 색으로 구분하여 CDP 중합도에 중첩하여 도시 

하는 중합도이다. 

본 연구에서 AVO 분석을 위해 새로 시도한 “유사 공통 주시 진폭 단면 

도”는 타임슬라이스(Time slice)와 비슷한 개념이나 타임슬라이스는 CDP를 

종축， 옵셋을 횡축 그리고 주시를 수직 축으로 한 3차원 좌표계에서 CDP와 

융셋 평변에 평행이므로 같은 주시의 진폭 값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유사 공 

통 주시 진폭 단면도는 목표 반사 면의 기울기에 따라 다른 주시의 진폭 값올 

사용한다. 그러므로 공통 주시 진폭 단면도와 구별하기 위하여 위의 이름을 

택했으며， 제작과정과 적용 결과는 해당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제 1절 CDP 모음에서 AVO 분석 

CDP 모음(~ayne， 1962, 1967)은 탄성파 자료처리의 핵심적인 기술로 

“Common Depth Point" , “Common Datum Point" 퉁 몇 가지로 표기된다. 

CDP 모음은 AVO 분석에 이용되는 경우에 탐사 현장 자료인 파원 모음에 비 

1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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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파원 모음은 한 개의 파원에 대한 

각 수진기 그룹들의 기록을 옵셋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즉 파원 모음의 각 

트레이스들은 반사점이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스 상호간의 진폭 비교는 의미가 

없다. 반면， CDP 모음은 같은 반사점에 대해 옵셋이 다른 트레이스의 모음이 

므로 AVO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파원 모음은 NMO 보정에 의해 같은 

층의 진폭이 수평으로 정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사면 각각의 진폭을 주시 

(T) 와 옵셋(X)의 평면에 도시하면 쌍곡선 형태의 주시 곡선을 이루나 

(Hubral & Krey , 1980), 이 주시 곡선은 쌍곡선 함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에 비해 CDP 모읍에서 같은 반사면의 진폭배열은 횡적 속도변화를 무시하면， 

완벽한 쌍곡선이 되고 NMO 보정을 하면 같은 반사면의 진폭들이 수평으로 

정렬된다. 이와 같은 CDP 모읍의 특성 때문에 CDP 모음에서 AVO 이상 관 

찰은 매우 효과적이다. 

CDP 모음의 각 트레이스들은 파원과 수진기 중간점을 기준으로 한 개의 

파원에 대해 대칭인 한 개 수진기의 기록을 말하며 한 개의 CDP 모음에는 N 

개 파원에 대한 N개 수진기 기록이 있다. 즉 N개 트레이스의 모음이다. 여기 

서 N은 한 개의 CDP 모음에 포함될 수 있는 트레이스 개수를 말한다. 중첩수 

N은 수진기의 간격(GJ ， 파원 발파 간격 ( SJ 및 수진기 그룹수(Gη)의 함수이 

며 N=G끼 x Gd 2S ，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발파간격 ( Si)과 수진기간격 

( GJ은 같거나 상호 2배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발파 간격과 수진기 간격이 

같으며， 이 때 중첩도는 수진기 갯수의 1/2이다. 발파간격이 수진기 간격의 

1/2인 경우 최대 중첩수가 되며， 이 때 중첩수는 수진기 개수와 같게 된다. 

본 측선의 발파 간격과 수진기 간격이 각각 25 m이므로 중첩도는 수진기 

갯수의 1/2이다. AVO 분석올 위해서는 최대 중첩도가 이상적이므로 인접한 

CDP 모음을 합성하여 최대 중첩도 CDP 모음을 만들었다. Fig. 3-1은 AVO 

분석 구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연계 퇴적암층의 P파 엄계각의 최대값인 

30 . 보다 적은 구간과 (Koefoed, 1955), 직접파 또는 굴절파의 간섭을 피하는 

구간 중 입사각이 25 . 보다 큰 트레이스를 선택하여 AVO 분석의 최대 옵셋 

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선택 기준에 40개 트레이스를 선택하였으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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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의 왕복 주시는 1150 ms, 최대 입사각은 25.18 . , 옵셋거리는 1274 m였다. 

AVO 분석을 위한 이상적인 자료 취득방법은 발파간격을 수진기 간 거리 

의 1/2로하여 최대 중첩 CDP 모음을 얻는 것이나， 실제로는 탐사현장의 여건 

즉 탐사기간과 탐사물량， 탐사선 속도와 스트리머 심도유지， 압축공기 제조능 

력 ， 기록장비 성능 둥 때문에 최대 중첩 CDP 모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러므로 최대 중첩도가 못되는 CDP 모음은 반사점 위치가 다른 인접한 

CDP 모음을 합성하여 인위적인 최대 중첩 CDP 모음을 얻는다. 즉 측선의 각 

CDP들은 2개의 CDP를 1개로 합성하였으므로 12.5 m의 반사점이 서로 다른 

트레이스들의 모음이 된다. 이러한 반사점이 다른 트레이스로 구성된， AVO 

분석을 위한 CDP들은 목표 반사면의 반사 계수가 크고 경사가 적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합도가 낮고， 반사면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파형 

이 쌍곡선 모양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정방법을 개발하여 응용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공통옵셋 모음에서 AVO 분석 

Fig. 3-1은 CDP 모음의 특성인 각 측선 목표 반사변에서 쌍곡선 모양을 

잘 나타내고 있으나 AVO 관찰에는 적합하지않다. 그러므로 각 CDP 모음에 

대한 중합 속도를 구하여 NMO 보정 후， 목표 반사면을 따라가며 AVO를 관 

찰하였다. 먼저 관찰 대상 지역을 정밀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Fig. 2-11의 각 

측선 주변 반사면올 Fig. 3-2와 같이 확대하였다. 측선의 AVO 관찰올 위해 

Fig. 3-2에 서 설정 한 AVO 관찰 구간은 CDP 260부터 CDP 380까지 이 다. Fig. 

3-3은 각 구간 사의의 CDP를 20개 간격으로 선택하고 선택된 CDP에서 목표 

반사변을 기준으로 100 ms 구간올 확대하여 AVO 관찰한 자료이다. 

측선의 시추 위치는 Fig. 3-2에서 CDP 310 근방이며 가스발견 지역이다. 

CDP 260 이하의 구간에서는 반사면의 진폭이 현저하게 감소됨올 알 수 있고， 

또 CDP 380 이상에서도 진폭의 찌그러짐과 상의 변환을 관찰할 수 있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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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의 CDP 260, CDP 280에서는 주시 1190 ms 부근이 목표반사면이다. AVO 
이상을 관찰할 수 없고 반사면의 진폭 역시 매우 불규칙하며 정렬상태도 불량 

하다. 이러한 현상은 지층 상 • 하 반사면의 물성의 차이가 적고 반사점이 서 

로 다른 CDP 합성오차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CDP 300과 CDP 360 
에서 AVO 이상을 명백히 관찰할 수 있다. CDP 360에서 보이는 현상， 즉 옵 
셋의 증가에 따라 진폭이 커지는 현상은 AVO 이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CDP 320과 CDP 340에서는 AVO 이상이 예상되나， 뚜렷한 잡음에 의한 오염 
이나 다른 반사면의 파형에 의한 간섭도 없으면서 AVO 이상 현상은 보이지 
않고， 강한 반사진폭만 보인다. 이 현상은 예상밖의 결과이며 추가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CDP 300과 CDP 360에서 보이는 AVO 이상은 목표 반사면이 석유 
가스 부존층 임을 시사한다. 

CDP 모음에서 AVO 관찰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AVO 정보 
를 얻을 수 있으며， AVO 해석의 기본자료이다. 그러나 1개의 CDP 모음은 목 
표 반사면의 1점에 대한 기록이므로 탐사거리 1 Km의 AVO 관찰을 위해서 
는， 발파 간격이 25 m 일 경우 80개의 CDP 모음이 필요하다. 즉， 거시적이 

며 일관성있는 AVO 분석 및 해석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을 l장의 도면에 
표시한 AVO 속성도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공통 옵셋 모음 
(common offset gather) 중합도를 제 작하였다. 

공통 옵셋 모음은 AVO 관찰 대상 구간의 모든 CDP에서 옵셋이 같은 트 
레이스들로 재 분류한 것이다. 근접 옵셋 트레이스들 만을 모아놓은 도변은 

파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진기들의 기록이 되며， 다음 트레이스들의 모음 

은 트레이스 간격만큼 더 떨어진 수진기들의 기록이 되고， 마지막 트레이스들 

의 모음은 파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수진기들의 기록이 된다. 이 각각의 도 

면에서 목표반사면의 진폭의 크기를 차례로 비교하여 보면 파원으로부터 수진 

기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른 목표반사변 전체의 진폭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측선의 공통 옵셋 모음에서 AVO 관찰을 위해 Fig. 3-4에 근접 옵셋 300 
m부터 1500 m까지 150 m 간격으로 9개의 공통 옵셋 단면도를 제시하였다. 
옵셋 300 m에서 목표 반사면을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 CDP 3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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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 Input CDP gathers for AVO analysis of Lin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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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 Enlarged stack section of Fig. 3-11 (A) to define the range of 
AV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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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NMO corrected CDP gathers for AVO analysis on Line A from 
CDP 260 to CDP 380 at every 20 cd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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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 Common offset gathers of Line A selected every 150m offset 
interval from 3QO m to 1500 m near targe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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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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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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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360에서 주위의 진폭보다 약간 강한 진폭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지점 

이 진폭 이상대이다. 옵셋의 증가에 따라 진폭의 증가 모양을 관찰할 수 있다. 

옵셋 1200 m 이 후에는 반사면 모양이 약간 변형되는 모양을 보인다. 이는 

읍파의 전파 경로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주시 오차로 사료된다. 이상의 

AVO 관찰 결과， 측선 A의 목표반사변은 옵셋의 증가에 비례하여 진폭이 증 

가하는 특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석유가스 부존 층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AVO 이상이다. 

제 3 절 유사 공통 주시 진폭 단면도 

CDP 모음의 AVO 관찰은 목표반사면의 l개 점에 대한 AVO 분석이며， 공 

통 옵셋 단면도는 매 옵셋에 대한 단면도이기 때문에 전체 옵셋에 대한 AVO 

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옵셋 단면도를 상호 비교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 공통 

주시 진폭 단면도”로 명명한 방법을 개발하고 AVO 관찰과 분석에 적용하였 

다. 공통 주시 진폭 단면도는 전체의 공통옵셋 진폭 단면도 모음을 횡으로 절 

단한 형태의 진폭변화도인 바， 목표반사면이 경사가 없는 평면일 경우에는 

AVO의 관찰에 유효하나， 경사진 경우에는 목표반사면 전반에 걸친 AVO를 

관찰할 수 없다. 

반면， 유사 공통 주시 진폭 단변도는 목표반사변의 경사를 따라가며 진폭 

값올 계산하여 CDP를 Y축 옵셋을 X축으로 한 평면에 색으로 구별하여 표시 

함으로써 목표반사면 전체의 진폭변화를 한눈에 관찰하기 위한 진폭변화도이 

다. 측선의 유사 공통 주시 진폭 단면도는 Fig. 3-5과 같으며 제작 과정은 다 

음과같다. 

Fig. 3-2에서 단면도의 종축구간을 CDP 260 -380으로 정하고， 횡축구간은 

트레이스 40개로 정하였다. CDP 260부터 CDP 380까지 목표반사면올 따라 

진폭정점을 연결하는 선올 긋고 이 선을 기준으로 :t 15 ms 주시 구간을 반사 

면의 진폭값을 계산하는 구간으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선택된 

자료는 121개 CDP가 되고， 각 CDP에는 40개의 트레이스가 있으며， 각 트레 

m m 



이스는 30 ms 주시 구간 즉 자료취득 간격이 2 ms 이므로 16개의 진폭값을 

표시하는 숫자로 구성된다. 

이상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고 ASCII 파일로 출력한다. 각 트레이스의 진 

폭값을 나타내는 숫자 중 양수만을 선택하여 합하면 목표반사면의 파형의 크 

기가 되며 이 값을 각 트레이스의 진폭값으로 간주 한다. 이 결과를 PGPLOT 

(Pearson，1997)올 이용하여 120 x40개의 진폭값을 96개의 색으로 배분하여 

CDP와 트레이스 축에 도시하면 Fig. 3-5과 같은 유사 공통 주시 진폭 단면도 

를 얻는다. CDP 300지점과 CDP 360 지점에서 선명한 AVO 이상을 보인다. 

이 결과는 CDP 모음과 공통 옵셋 단면도 관찰과 일치하며 잡음에 의한 오염 

정도도 매우 적어 AVO 이상올 나타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상으로， 유사 공통 주시 단면도에서 진폭변화를 관찰하였다. 측선 주변의 

넓은 지역의 목표반사변에 대한 AVO를 한 장의 단면도를 통하여 관찰할 수 

있었으며， 유사 AVO 현상은 CDP 모음과 상호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상 규명 

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러나 Fig. 3-5은， 종의 수진기 감도 균둥화와 횡의 파 

원세기의 균동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규칙 잡음 영향이 많음올 볼 수 

있다. 여기서 파원세기와 수진기 감도의 균일화 보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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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arget reflector’s AVO spectra of Lin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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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탄화수소 직접지시자 

(Direct Hydrocarbon Indicator) 

탄화수소 직 접 지 시 자(DHI; direct hydrocarbon indicator)는 CDP 중합도 

상에 여러 종류의 AVO 속성도를 중첩시킨 새로운 단면도 상에 나타나는 

AVO 이상을 말한다. 이 AVO 이상대와 일치하는 지층은 석유가스 부존층인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므로 DHI 도면의 외부 형태는 

CDP 중합도와 비슷하며 DHI 도변에 표시되는 속성에 따라 영 옵셋 중합도 

AVO 기울기 중합도， 상관계수 중합도， 유사 S파 중합도， 포아송비 중합도 둥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AVO 속성도에 표시되는 속성값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NMO 보정한 

CDP 모음으로부터 얻는다. CDP 모음에서 공통 주시의 진폭값과 sin 26 관계 

를 최소자승 적합법을 이용하여 일직선으로 구하면 이 직선으로부터 자료 취 

득 시간에 대한 3가지 AVO 정보 즉， 영 옵셋 절편(P) ， AVO 기울기 (G) ， 상관 

계 수(C)를 얻는다 (Shuey, 1985). 

영 옵셋 절면(P)은 기울기 직선과 영 옵셋 트레이스와 만나는 점의 진폭값 

을의미하며 탄성파의 수직입사각에 대한 반사계수의 의미를 갖는다. 이 반사 

계수의 값을 매 자료 취득 시간에 대해 구하고 CDP 중합도와 같은 형태로도 

시하면 영 옵셋 중합도가 된다. 이 중합도는 P파의 수직반사계수를 나타내므 

로 P파 중합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한다. 

AVO 기눌기(G)는 입사각이 커짐에 따른 진폭의 변화정도를 나타낸다. 그 

러므로 영 옵셋 중합도에서 입사각 커짐에 따라 절대 진폭값이 증가하는 

AVO 이상대를 보기 위해서는 영 옵셋 절편(P)의 부호와 AVO 기울기 (G)를 

곱한 값을 도시한다. 왜냐면， 부호 pxG값은 P > 0, G > 0 이거나 P < 0, G 

< 0 일 때 부호 pxG의 값은 양(+)이며 옵셋에 따른 진폭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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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C)는 각 트레이스 진폭 값에 대한 최소자승 적합 직선의 상관관 

계 값이다. 각 트레이스의 진폭 값들과 적합 직선이 일치된 경우에는 상관계 

수값이 l이 되며 전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계수 값이 0이 된다. 그러 

므로 GxC 값은 최소자승 적합직선의 잔여 보정의 의미를 갖는다. 

석유가스를 함유한 사암층은 큰 진폭의 반사면과 AVO 이상을 동시에 보 

이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위에서 정의한 AVO 속성들의 곱한 값 pxGxC 

과 석유가스층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pxG x C 값을 CDP 

각각의 자료취득시간에 대해 계산하고 크기에 따라 색으로 분류하여 CDP 중 

합도 위에 표시하면 지층 경계변의 AVO를 관찰할 수 있는 단면도가 만들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PxG x C 값을 DHI 값으로 정의하고 이 값의 크기에 따 

라 색으로 구분하여 CDP 중합도상에 표시한 단면도를 DHI 중합도라고 명명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HI 값 계산 요소 중에서 영 옵셋 절편 값 만을 표시한 트 

레이스모음올 “영 옵셋 중합도 기울기 값만의 트레이스모음올 “기울기 중합 

도 기울기와 트레이스 진폭 값과의 상관관계를 표시하는 트레이스모음을 

“상관 중합도”라고 각각 명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중합도를 제작하고 그 특 

성을 언급하였다. 또， 입사각의 증가에 따른 DHI 값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 

여 측선 C의 CDP 230부터 CDP 490까지를 DHI 분석 대상구간으로 선택하고， 

입사각을 10 。 부터 35 。 까지 5 。 씩 증가시키면서 DHI 중합도를 제작하였다. 

제 1 절 CDP 모음에서 AVO 절편과 기울기계산 

CDP 모음에서 옵셋을 x , 자료취득 시간을 t로 정의하면， 임의의 자료취득 

점 (x， t)의 반사계수는 

R(t, x) = A (t) + B(t)sÎn 2()(t, x) (4-1) 

와 같은 근사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Shuey， 1985). 여기서 A는 절편 ， B는 

% 



AVO의 기울기， 6는 입사각이다. 

(4-2) 

식 (4-1)를 N개의 옵셋 X i. (i = 1, ... N)에서 전개하면 

sin 2 ()( t, xl) 
sin 2 ()( t, X2) 

sin 2()(t, XN) 
(짧 ) 

---‘ 
1li 

---1lA 

R(X1) 
R(X2) 

R(XN) 

B를 포함하는 N개 방정식이다. 미 

그것올 구하는 방법으로 최소자승 

상기 식의 최소자승해는 

이 되는데， 이 식은 2개의 미지수 A와 

지수의 수보다 많은 방정식이 주어졌올 때 

법 Oeast squares method)이 흔히 사용된다. 

S2xD2-54XD 

5~- Nx 54 
(4-3) 

(4-4) 

A= 

B S2xD - Nx D2 
5~-Nx54 

D 느 2'--52. 54. D , 및 이며， 여기에서 

(4-5) 

(4-6) 

(4-7) 

S2= &lsm28(t Xi) 

54= 용lsm48(t， xJ 

D= &lR(Xt) 

D2 = &1R(Xt) sm 28( t,xt) (4-8) 

이다. 

Fig. 4-1은 측선의 CDP 360의 목표반사면의 주시에 대한 절면과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옵셋을 X , 진폭올 Y축으로한 평면에 각 트레 

이스의 진폭 값을 표시하였으며， 최소자승법에 의한 선형적합직선을 구슬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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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Linear fit of amplitude versus offset and standard deviation of CDP 
360 of Lin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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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하였으며， 그 표준편차를 사각사슬로 표시하였다. 여기서 선형적합직선 

을 영 옵셋까지 외삽하여 절면 값을 구하고， 선형적합직선의 기울기는 진폭기 

울기 값이된다. 

제 2 절 선형상관 (Linear Correlation) 

DHI를 제작하기 위한 절편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자승 적합법을 

이용하였다. 일직선으로 표시되는 최소자승법의결과는 트레이스 진폭 값과 차 

이가 있으며， 그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선형상관계수Oinear correlation 

coefficent)가 이용된다. 즉， 두 개의 수열 (Xi. Yi.i = 1, ... ，N)의 선형상관계수 r 
。

L. 

Eixl-강)(Yi-y) 
r= -y 후(Xt-J)2V 후(Yi-고) 2 

(4-9) 

으로 표시되며， 여기서 Xi는 각각의 트레이스에 해당하는 sin 28 값이며， 

Yi는 각각의 트레이스 진폭 값이다. X. Y 는 각각 Xi. Yi의 평균값이다. 

식 (4.9)값은 1 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r의 값이 1인 경우 즉， 완전양상 

관(complete positive correlation)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며 측정값 

들이 모두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그러나 Y의 값은 기울기의 크기와는 무관하 

다. r값이 1일 경우 즉， 완전음상관 (complete negative correlation)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 r값이 0일 경우는 x와 y사이의 관계를 정의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함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 상관계수 r는 관계 강 

도를 표시하는 수단이 되며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옵셋에 따른 진폭값과 그 

최소자승적합 자료 사이의 r값은 잔류 보정값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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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DHI 제작 및 해석 

본 연구의 대상자료인 측선 83-50의 DHI 중합도를 제작하기 위해， 앞 절 

에서 언급한 이론과 부록에 첨부한 단위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개발한 

GEOBIT의 “ DHI" 모률을 이용하였다. Table 4-1은 “ DHI" 모률을 이용하여 

DHI 값을 계산하는 GEOBIT 작업파일의 예시이다. 이 작업파일의 수행내용 

은 NMO 보정한 CDP 모음올 입력자료로 하여 DHI값을 계산하고 계산 결과 

를 하드디스크에 기록하는 것이다. 

DHI 모률에서 절편， 기울기， 상관계수 그리고 중합 단면도 진폭값은 변수 

a, b, c, d로 각각 정의된다. 각각의 변수값으로 할당된 수치는 각 변수의 지수 

로 인식되어 가중치 역할을 한다. DHI 값은 가중치가 반영된 3개 변수값을 

곱하여 얻는다. 이 때 “띠” 변수값은 입사각 계산시 사용되는 중합속도이다. 

“ window" , “ rnintrc" , “ maxdeg" 변수는 각각 DHI 계산구간올 제한하는 변수들 

이며， 주시 구간， 최소 트레이스 갯수， 최대입사각을 의미한다. “envelope" 변 

수는 토글변수로， 정의된 경우에는 트레이스 진폭값을 봉투함수값으로 대체하 

여 사용한다. 

Fig. 4-2(A) '" (D)는 측선 A의 CDP 230부터 CDP 490까지 구간과 주시 

800ms부터 1600ms까지 각 성분별 DHI 중합도이다. 즉 Fig 4-2(A)는 진폭 

대 sin 20의 절편값 만을 계산한 영옵셋 중합도이며， Fig. 4-2(B)는 기울기 중 

합도， Fig. 4-2(C)는 상관계수 중합도이다. 이들을 비교하여 보면， 절면중합도 

나 중합 진폭도에 비해 기울기 중합도와 상관계수 중합도가 AVO 이상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진폭의 기울기 성분과 상관계수 성분이 절편과 

중합 단면도의 진폭성분보다 DHI 값 산정에 더욱 중요한 변수임올 시사한다. 

DHI 값은 최대입사각의 범위를 결정하는 변수인 “ smaxdeg" 변수값에 따 

라 많은 영 향을 받는다. Fig. 4-3(A) '" (E)은 측선 C에서 CDP 420부터 CDP 

780까지 주시 600ms부터 1400 ms까지 범위를 대상으로 입사각을 10 ‘ 부터 

35 。 까지 5 .씩 증가시키면서 DHI 값올 계산한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입사 

각을 10 .이하로 제한한 경우， DHI 값은 어떤 경향도 보이지 않으며 불규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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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A) . Display of intercept value calculated from extrapolating to zero
offset trace by a linear fitted straight line. The fitted line has relation of 
reflection amplitude versus sin2 e on NMO-corrected CDP gather of Lin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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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을 포함한다. 미미한 진폭의 변화에 의한 기울기의 부호가 자주 반전되면 

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입사각이 15 . 와 20 .로 중가하면서 불규칙한 

잡음온 현저히 감소하며， 목표반사면인 lα)0 ms 주변에 AVO 감쇠현상이 두 
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AVO 이상대가 없는 지역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입 

사각이 25' 부근에 이르면 목표반사면의 반사계수가 클 때 인접반사변의 음파 

가 확장되거나 찌그러지는 현상올 반영하는 유사 AVO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 

하고， 이러한 현상은 입사각이 30 .이상이 되면， AVO 이상 해석오류를 유도할 
수 있올 정도로 강해진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DHI 값의 산정 시 입사각 변수는 DHI 해석의 성 
패를 화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사전에 속도분석 둥올 통해 목표반사면의 

P파임계각올 고려하여 DHI 값 산정을 위한 입사각 변수를 결정해야 함올 보 
여준다. 

“DHI" 모률의 최적변수를 선택하고 CDP 각각의 자료취득시간에 대한 
DHI 값을 산정한다. 생성된 DHI 값의 변화를 색으로 구별하여 보기 위해서는 
GEOBIT의 다른 프로그램인 “XSV"를 이용한다. “XSV"를 실행하여 DHI 값 
파일을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XSV"의 선태기능올 이용하면 DHI 값의 크기 
에 따라 색으로 표현되는 색스돼트럼올 만들 수 있다. 그리고 “XSV"의 파일 

기능올 이용하여 색스돼트럼 위에 CDP 중합도를위글형태로 중첩하여 도시하 
면 Fig. 4-4와 같은 DHI 중합도를 얻는다. 

Fig. 4-4에서 중합도 상부에 직접파와 굴절파의 영향으로 사료되는 간헐적 
인 유사 AVO 이상 잡음이 보이나 무시할 정도이다. 목표반사면의 CDP 300 
지점과 CDP 360 지점을 중심으로 강한 AVO 이상대가 형성되어 있음올 볼 
수 있오며 이는 다른 영역애서 AVO 관찰 결과와 일치한다. 또， 석유가스가 
발견된 시추결과와도 일치한다. 목표반사면 하부에 상부와 유사한 AVO 이상 
이 형성된 모습올 보인다. 중합 단면도 상에서도 목표반사면 하부의 다른 반 

사면의 폰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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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 The DHI stack section of Line A. The DHI value is the product 
of the intercept, the gradient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ackground 
is the stack section displayed with the wiggle line. 



제 5 장 결 료코-

본 연구팀에서 구축하고 개발한 전산시스템의 능력과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국내 대륙붕의 석유탐사 자료 중 시추공을 지나면서 천연가 

스가 발견된 탄성파 탐사측선 83-50을 선택하여 AVO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본 연구의 수행 시 사용한 컴 퓨터 는 Linux 2.0.30 버 전의 OS를 사용하 
며，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을 88Gbyte 보유하여 본 자료의 처리의 처음부터 끝 
까지 자료의 입력과 출력올 하드 디스크에서 하드 디스크로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신속한 자료처리를 할 수 있었다. 

- 본 연구의 수행 시 사용한 프로그램은 주로 GEOBIT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 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임으로 다른 필요한 프로그램 묘률올 만들고 

본 프로그램인 GEOBIT에 같이 컴파일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XVA" , 

“ DHI", “XSV" 동의 프로그램들을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도 만 

족할만한 수준이였다. 

- 본 AVO 분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한 “유사공통주시 진폭단면도” 

와 “DHI 중합도” 제작 및 해석은 AVO 이상대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측선의 CMP 모읍과 공통옵셋 단면도에서 AVO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비교 • 분석하였다. AVO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올 규명하고 해 

결방법 또는 피할 수 있는 방법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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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석유 탐사자료 전산 처리 

장성형·서상용·정부흥 

3D Seismic Data Processing 
Seong-hyung Jang • Sang-yong Suh • Bu-heung Chung 

Abstract 

It is difficult to find out small stratigraphic structure, direction and size of faults 

using 2D seismic exploration. For the accurate geologic subsurface imaging it is 

necessary 3D seismic technique. As it is possible to acquire the 3D seismic data 

in domestic , it need to develop the 3D data processing technique. The 3D data 

processing technique is necessary for the accurate imaging complex geological 

structure like dips, syncline, dome and stratigraphic structure, etc. If this tech

nique can be applied to choose the drilling point and find subsurface channels, 

we can reduce economic risk. 

In this research we study basic 3D data processing and process the 3D seismic 

marine date which was acquired at Block 2 of Korea continental shelf. In the 

3D data processing, we performed CMP binning to 10 lines among the 65 lines 

navigation data. Since lack of seismic field data, 3 lines seismic data were only 

processed. After processed we knew that feathering which is streamer’s bending 

due to currents were a little big. After performed flexible binning we made CMP 

fold in each cell to be higher. We got the stack section to the in-line dircetion, 
but we could not get stack to x-line direction and time slice due to lack of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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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data. 

After binning to common cell gather, the processing technique are similar to the 

2D data. The processing technique to 2D seismic data are already developed by 

KIGAM , Geobit , and we had successfully performed mass production over Block 

3 of Korea continental shelf. We will develop the 3D processing technique without 

forign processing technique if we develop 3D binning technique 

For taking stack section to the in-line and x-line direction and time slice , we 

should process all data over the survey at the same time in 3D data processing. 

After this goes well , we can get the earth cube which can be applied find out 

subsurface channel and the drilling point . For this work it is necessary high 

performance and huge computer system.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huge 

file system , FS144GII , for the 3D seismic data processing. It is base for 3D data 

technique without forign processing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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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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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의 층서구조 발견이나 유층구조의 정확한 형태파 

악， 단층의 넓 이와 방향 확인 등에는 2 차원 탐사로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한계 

를 극복하고 정밀한 지하 지층구조를 영상화 하기 위해 3 차원 탐사기술이 필요하 

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3D 탐사 자료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자료처 

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3D 탐사 자료 처리기술은 경사， 습곡， 돔 등 복 

잡한 구조에 대한 정밀한 영상화에 필수적이면 해저 채널이나 시추지점 선정 등 

에 적용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3D 자료처리에 대한 기초 연구와 더불어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국 

내 대륙붕 군산분지에 대한 3D 탐사자료처리를 실시하여 향후 기술개발 자립화 

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자료처리는 총 65 개 측선 중 107H 의 항측자료를 입력자 

료로 공통격자 빈링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3 개 측선에 해당하는 현장자료를 읽어 

서 자료처리를 실시 하였다. 자료처리 결파 조류의 영향으로 스트리머 휩 현상을 

나타내는 페더링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페더링의 영향은 플렉스 

블 빈링을 실시하여 격자내의 폴드 수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 

는 3D 탐사자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In-line 방향의 중합단면도를 작성하였 

으나 입력자료의 부족으로 X-line 방향의 중합 단면도와 시간에 따른 지층 단면도 

(time slice)는 작성하지 못했다. 

3D 탐사 자료 처리는 공통격자에 따른 반사점 분류가 끝나면 통상적인 2D 탐사 

자료 처리와 유사하다. 현재 2D 탐사자료 처리가 자체 기술로 개발되어 대량의 지 

층 단면도 양산이 실현되었으므로 3D 빈링 기술을 개발할 경우 국내에서도 자체 

기술에 의한 3D 탐사자료처리가가능할것이다. 

3D 탐사자료 처리는 탐사 대상지역의 모든 자료를 동시에 처리해야만 in-line 및 

x-line 방향의 중합 단면도를 작성할 수 있고 또한 단위 시간별 단면도 (time s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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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작성할수 있다. 3D 탐사자료의 목표인 입체 탄성파단면도작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지하 채널 구조 확인이나 시추지점의 정확한 선정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업은 고가의 대용량， 고성능 자료처리 시스템이 필수적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체 기술로 3D 탐사 자료 처리 시스템 FS144GII를 개발하 

여 막대한 외화 절감을 이루였으며 3D 탐사 자료 처리 기술 자럽화를 워한 기초 

를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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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 프료 
L-

석유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하 지질구조를 확인하는데 주로 2차원 탐사가 이루어 

져 이미 대규모의 유층구조 발견에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현재도 꾸준히 탐 

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의 층서구조 발견 

이나 유층구조의 정확한 형태 파악， 단층의 넓이와 방향 확인 등에는 2 차원 탐사 

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2 차원 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밀한 지하 지층 

구조를 영상화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20 년전부터 3 차원 탐사기술이 개발 

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3 차원 자료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3 차원 탐사자료처 

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2차원 석유탐사자료에 대한 기술 개발이 꾸준히 

이 루어 져 자체 기 술로 Geobit(서 상용 등) 1991)를 개 발하게 되 었고 국내 대 륙붕 

석유탐사 자료에 대해 자료처리를 실시하여 지층단면도를 작성하였다 (서 상용 

등) 1997). 국내에서도 3차원 탐사자료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자료처 

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되어 본 연구에서는 3 차원 자료 처리에 대한 기초 연구 

와 아울러 이미 기술 축적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3차원 탐사자료 처리를 실시하 

고 향후 기술 자럽화에 대비하고자 한다. 

3차원 탐사자료 처리는 일반적인 2차원 탐사자료 처리가 이루어진 후 특정 지역 

에 대한 정멀 지층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이때의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 

을 말한다. 한국자원연구소 탐해 2호로 부터 국내 대륙붕 2 광구 군산 분지에 대 

해서 3차원 자료 취득을 실시하였으며 취득 자료에 대한 자료 처리를 실시하였다 

자료처리에 이용된 소프트웨어는 ProMAX 7.0 이며 각 모률에 대한 매개변수 분 

석과 출력은 자체기술로 개발된 Geobit를 이용하였다. 

3D 탐사 자료 처리는 탐사 대상 지역의 모든 자료를 동시에 읽어들여 자료 처리 

를 해야만 in-line 및 x-line 방향의 중합 단면도 작성이 가능하고 단위 시간 별 단 

면도 (time slice) 작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고가의 대용량，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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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처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자체 기술로 대용량 3D 

자료 처리 시스템인 FS144GII 를 개발하여 자료 처리에 활용하였다 

-122-



제 2 절 3 차원 탐사자료처리 개요 

2 차원 탄성파 탐사자료 단면도는 지하 지층들이 수평할 때만 실제 지질구조를 나 

타내고 지하 지층들이 경사， 습곡， 돔， 단층 등 복잡한 구조를 갖는 경우 탄성파 단 

면도는 실제 지질구조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측선 방향에 따라 CDP점이 변하 

고 종합속도가 달라져서 두 측선의 교차점에서 심도가 다른 현상 (mis-tie) 이 발생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복잡한 지질구조의 경우 그 실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 

러 음원과 여러 수진점에서의 반사파를 획득하는 3 차원 탐사를 수행하고 실제 지 

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3 차원 자료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3D 탐사 자료처리 

는 2D 탐사자료의 경우와 달리 탐사 형태 (geometry)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탐사단계 설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밀한 지질 단면도 작성을 위해서는 구 

조보정 을 위 한 충분한 측선 길 이 (migration aperature) 와 공간 얼 리 어 싱 (spatial 

aliasing) 을 고려하여 격자 크기와 측선의 길이를 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본 

적인 개념을 고찰해 본다. 

2.1 탐사자료의 특성 

탄성파 탐사에서 트레이스는 음원과 수진기의 위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음원 

과 수진기의 좌표는 직교 좌표계에서 수평축으로 X ， ν 그러고 수직축으로 z로 정 

의 된다. 음원의 위치는 2 차원벡터 8= (xs ， νs) 이고 수진기 위치는 9 = (xg ， νg)로 

표시된다. 음원과 수진기가 x 한 방향으로 위치하는 경우 z축을 inline 이라 하고 

ν축을 cross-line 이라 한다. 위와 같은 정의를 따르면 3D 선중합 자료의 형태는 

4D (x s , νs ， X g, ν'g) 그리 고 음원 모음도 (shot gather)는 5D (t , X s , νs ， X g, νg )로 정 의 

된다. 여기서 t는 기록시간이다. 각각의 탐사자료를 음원과 수진기의 좌표로 나타 

내면 

• 9+ 8 
m=--

2 
,. 9 - s .. -

2 

이며， 여기서 벡터 rñ (xm ， νm)은 음원과 수진기의 중간점 (midpoint) , 벡터 

h = (Xh , Yh)는 중간옵셋 (half-offset) 이다 중간옵셋 벡터 (h)를 절대 중간옵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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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와 음원 수진기 방향 ()h으로 표현하면 h = (COS()h , Sin()h) 이다. 음원-수진기 방 

향은 트레이스 방위 또는 자료 방위 ( data-azimuth)라 하기도 한다. 자료취득 형 

태는 물리적인 환경(육상， 해상)이나 지하 구조의 복잡성 그리고 탐사의 전체적인 

문제에 따라 다르게 된다. 

각 격자의 크기와 중간점을 고려하면 중간점의 위치가 어느 격자에 포함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음원의 좌표는 항측자료에 의해 결정되며 수진기 위치는 스트리 

머 내의 수진기 개수 및 간격과 스트리머의 페더링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스트리머가 해류등에 의해 굴곡 되었을 경우 테일부이 및 스트리머내의 몇 

군데에 설치된 콤파스 자료를 이용하여 최적곡선 (curve fitting) 에 의해 굴곡형태 

를 파악하여 각 수진점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각 격자내의 중간점에 대한 옵셋 

l이 일정하면 속도분석이 정확히 될 수 있다. 경사진 2층 구조의 경우 l의 방향도 

속도분석과 관련이 있어 여러 방향의 l을 얻도록 해야한다. 즉 경사각 6인 지층에 

서 경사방향과 ￠ 각도의 측선에 대한 중합속도 애는 

q‘ U 
μ
w
 

q‘ m 
U 
-8 

;
ι
 

-M -1i --
λ
V
 

U (2 - 1) 

이다 (Levin , 1971) . l 이 주향 방향 (4))인 경우 Uφ =v 이고 중간점은 l의 중점 이며 

영주시 to는 MP에서의 경사면에 수직인 심도가 D일 때 to = 2D/ v 이다 l 이 경 

사 방향일 경우 반사점은 중간점으로부터 다음 식의 6x 만큼 이탈 된다. 

Az = (l/ 2)2 -r 8 -----… D 
(2 - 2) 

또한 영주시 to는 

to = 잔므수으x 8in ()) 
U 

(2 - 3) 

이다. 즉 l의 방향에 따라 반사점과 영주시 및 중합속도가 다르며 이러한 현상 때 

문에 두 측선의 교차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속도분석， 중 

함， DMO 및 구조보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격자내에 여러 방향의 

lo]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양 승진， 1995) . 

m 

μ
 



2.2 구조보정 을 위 한 여 유측선 (migration aperture) 

실제 탐사대상 지역은 모든 폴드 수를 포함할 수 있게 측션을 설정해야 한다. 그 

러나 모든 방향에서 탐사목표 지점보다 넓게 선정할 필요없이 경사가 급한 지역 

에서만 다른 지역보다 탐사 영역을 크게 선정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탐사대상 지 

역이 3km x 3km 인 곳에서는 9km x 9km 정도 확장한다. 3D 탐사 설계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구하고자 하는 지하 지충구조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지층 구 

조가 수평일 경우 반사점은 CMP 상에 위치하지만 지층 구조가 수평이 아닐 경우 

반사점은 CMP 상에 위치하지 않는다 (Fig. 2-1) . 반사점과 CMP 가 일치하지 않 

는 경우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구조보정이라 한다. 즉 ， 구조보정은 반 

사파나 산란파를 원래 지질학적 위치에 나타나게 하는 작업이다 (Sheriff, 1973). 

다시 말하면 중합 단면도로 구성된 업체 지질영상 단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탐 

사 설계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 탐사대상지역을포함하는폴드수고려 

• 자료처리시 구조보정에 필요한 여유측선 고려 

따라서 측선의 끝부분이 스트리머의 중간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 

우 자료처리시 구조보정을 위해 측션을 연장하여 기록해야 한다. 대부분 탄성파 

탐사에서 측선은 경사 방향이다. 3D 탐사에서 평행 방향으로 기록된 대부분의 탄 

성파 탐사 측선은 경사 방향으로 기록된다. 3D 탐사에서는 탐사대상 지역의 주위 

여유측선이 필요하다. 이는경사방향여유측선 를허용하기 위해 경사측선의 길 

이가 증가되어야 할 뿐아니라 좀더 많은 측선이 주향 방향의 여유측선에 추가 되 

어 야한다 (Fig. 2- 2) . 

2.3 수진기 및 측선간격 결정 

수진기의 간격은 공간 얼리어싱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근접해야한다. 음원 모음 

단면도에서 공간 얼리어성이 발생하게 되면 f-k 같은 변환파정에서 열리어싱이 발 

생하게 되어 여러 혼합잡음 (coherent noise levels)을 줄이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공간얼리어싱은탐사자료에 폰재하는주파수나경사에 대해 적절하게 샘 

m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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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a) Raypath with flat reflector. (b) Raypath moving updip. (c) Aper
ture A, the additional distance to be recorded to provide data for migration 
process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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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he 3-D aperture window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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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링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수진기에서 얼리어싱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는 유사경 사 (apparent dip) 이 다. 유사경 사는 지 질 학적 경 사에 다소 영 향 

을 받지만 이는 주로 음원-수진기 거리 와 파선의 함수에 영향을 받는다. 가장 긴 

음원 수진기 거리에서 해저면 반사파는 지질학적 경사가 "0" 일지라도 얼리어싱 

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공간 열리어싱은 탐사자료의 주파수 폭에 좌우된다. 경 

사층에서 반사된 파면이 2개 음원 A 와 B 에 도착하였을 때 수진기에 기록되는 

현상은 Fig. 2- 3 과 같다. 수진기 A 와 B 7~ 6.x 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상향 

파가 A에 수진되고 B에서 1/ 2 파장보다 큰 곳에 도달하게 되면 얼리어성이 일어 

난다 6.x 를 매질의 속도， 지층경사 그리고 주파수의 함수로 나타내면 

sine = 떤 
ax 

6.x = _À_ _ V -
2 sin e 2 f max sin e (2 - 4) 

이다. 여기서 U 는 대상지역의 매질의 속도이고， À는 파장， fmax 는 최대 주파 수 

그러고 6 는 최대 경사각이다. 수진기의 위치가 6.x 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속도， 

경사각， 주파수에 의한 반사파는 공간 열리어싱이 일어난다. 경사가 존재하고 읍 

원-수진기 간격에 따라 반사파 NMO 보정이 증가하는 모든 수진기에서 가장 경 

사가 급한 파변의 도달 경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간 얼리어성을 극 

복하기 위해서 수진기 간격을 dx 의 1/ 2 로 하면 식 (2-1)은 

6.x = V 

4fmax sin e (2 - 5) 

이다. 예를 들어 V = 3000m/ s , f = 20Hz , sin e = 0.5 인 탐사지역에서 위식을 

적용하면 6.x 는 75 m 보다 작아야 한다. 이것은 in-line 수진기 뿐아니라 cross

line 수진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3D 탐사시 측선 간격을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측선 간격 6.L 또한 v/4fsine 보다작게 해야한다 (Evans ， 1997) . 즉， 

6.L < __ v_ sin e 
i ‘I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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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 의해 경사각에 따른 측선 간격의 허용치 변화 결과는 Fig. 2- 4 에 있다. 

또한 탐사대상 지역이 v = 3000m/ s , B = 10, fmax = 60Hz 이면 측선 간격은 

6L = 3000/ 4 x 60 sin(10) = 12m 이 고 6 가 15。 면 6 L = 50m , B 가 5。 이 면 

6 L = 143m 가 된다. 보통 6L 이 50m 이면 어느 정도 정밀한 해양 3D 탐사라 할 

수있다. 

2 .4 격자 크기 결정 

CMP 격자는 3D 자료처리에서 중합에 이용되는 탄성파 트레이스 모음 영역을 말 

한다. 격자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S/ N 비와 CMP 간격에 의해 결정된다.CMP 간 

격은 경사， 주파수 그러고 속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사파의 S/ N 비와 수평 및 수 

직 해상도는 격자의 크기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중합 단면도의 왜곡현 

상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격자는 같은 수의 트레이스와 같은 크기의 옵셋을 포함 

해야 한다. 격자의 크기는 해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아야 하지만 너무 작을 

경우 빈링에 포함되지 않는 트레이스가많아진다. 탐사자료 취득간격은 자료처리 

나 해석시 열리어싱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작게 한다. 격자 크기는 수평해상도와 

S/ N 비와 관계한다 격자 크기가 증가하면 폴드 수가 증가하고S/N 비는 커지는 

반면 넓은 면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평 해상도가 감소하게 된다. 

3D 탐사에서는 수진점 간격이 12.5 mrv 35 m 인 스트라머를 이용하여 50rv100 m 

간격의 측선에 따라 탐사하므로 탐사시의 격자크기는 보통 6.25 m x 25 m 정도 

이며 자료처리 빈링을 위한 격자 크기는 보통 12.5 m x 12.5 m 또는 25 m x 25 

m 정도이다. 

2.5 CMP 빈령 

3D 자료처리에서 탐사 대상지역을 적당한 크기의 격자로 나누고 각 격자내에 충 

분한 폴드 수를 유지할 수 있게 반사점을 분류하는 과정을 CMP 빈링 이라한다. 

격자 크기가 결정되면 각 격자 내에 음원-수진기 중간점에 해당하는 트레이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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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Derivation of the threshold frequency for spatial aliasing. Spatial alias
ing occurs when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arrivals at receivers A and 
B is one-half period (T /2) 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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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Determination of optimum line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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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되고 이러한 자료들이 중합 단면도 작성에 이용된다. 중합 단면도의 왜곡 

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격자들은 같은 수의 트레이스와 같은 크기의 옵셋 

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탐사 측 선은 일반적으로 조류의 영향으로 휩 현상이 발 

생하게 되어 반사점이 허용 폴드 수보다 적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폴드 수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용된다. 

2.5.1 동적 번 링 (Dynamic binning or elastic binning) 

자료처리 과정에서 격자 크기를 바꾸어 이웃하는 격자에서 필요로하는 트레이스 

들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주향 방향에서 SjN비가 예상했던 것 만큼 좋지 않은 경 

우 주향 방향에서 격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격자를 늘여서 트레이스를 중 

합할 수 있다 경사 방향으로 1개의 격자의 폭， 주향 방향으로 2개의 격자 폭으로 

빈링을 실시하면 Sj N 비와 주향 방향으로 반사면 (지층경계면)의 연속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최종 중합 단면도는 2개의 이웃하는 CMP 측선을 빈링 자료로 선 

택할 경우 자료 처리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동적 빈링은 최소한 폴드 수를 채 

우기 위해 보통 실시하며 공간 해상도가 허용하는 빈링내에서 실시한다. 

2.5.2 정 적 빈 령 (Static binning) 

격자크기가 CMP 와 측선간격에 의해 결정된 크기 그대로 빈리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격자는 최소 폴드 수와 옵셋 범위， 방위각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 최소 폴드수 · 해양탐사에서 문제되지 않으나 육상탐사에서는 문제 발생 

• 옵셋 · 해양 및 육상탐사에서 문제 발생 

- 육상에서 : 지형에 따라서 완전한 옵셋 범워 유지하기가 지형에 따라 제 

한적이다. 

- 해양에서 · 스트리머 페더링 영향으로 옵셋 빈링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 

고 먼 옵셋 트레이스 일수록 이웃하는 격자속에 놓이게 된다 

• 방위각의 범위 (full range of azimuths) :해양탐사에서는 탐사형태가 주로 음 

원과 수진기가 일직선 (off-end) 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빈링하기가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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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탐사에서는 음원 위치를 원하는 모든 방위에 따라 수진기를 배치할 수 

있기때문에 모든 방위에서 자료취득이 가능하다. 

항측자료가 정확할 경우 폴드 수 와 빈링은 매우 규칙적이다. 조류와 장애물이 존 

재할 경우 스트리머는 일반적으로 둬쪽에 선형으로 따라가게 되어휩 현상이 일어 

나고 이러한 편차를 페더링 ( feathering) 이 라한다. 만약 페더 각도가 10。 이고 스트 

리머의 길이가 3600 m 라면 스트리머의 끝에서 휩 정도는 tan 10 x 3600 = 634.7m 

으로약 634m 정도이고음원과수진기의 중간점에 서 휩 정도는 tan 10 x 1800m = 

317.18m 로 약 317 m 이다 (Fig. 2- 5). 따라서 측선 간격 이 100 m 씩 일때 반사점 

들은 3 개측선 이상까지의 면적 변위를 차지함을 알 수 있으므로 빈링할 때 in-line 

방향으로 최소한 3 개 측선 까지 포함하여 빈링을 실시 해야함을 알 수 있다. 

2.5.3 플헥스블 번령 (ftex binning) 

격자의 크기가 옵셋의 크기에 따라 크게 잡는것을 말하며 그 형태는 Fig. 2-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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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jar = tan 10 * 3600 = 634.7 m 

x_midpoint offset = tan 10 * 1800 = 317.38 m 

Fig. 2-5 When feather angle is 100 , midpoint associated with the rece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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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able featherina as a result of currents smears depth point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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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탐사자료 전산처리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탑해 2호를 이용하여 황해 대륙붕 제 2광구 지역에서 3 차 

원 탄성파 탐사자료를 취득하였다. 취득된 자료는 6 km x 10 km 지역에 65개 측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측선 한 개의 자료크기는 약 1.5GB 정도로 현장자료만 

약 74 ,5 GB 정도이다 3차원 탐사자료 처리는 모든자료를 동시에 처리하고 자료 

처리가 끝난후 탐사대상지역에 대한 업체적인 지층구조를 규명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107~ 측선에 대해 공통격자망 (common binning)을 실시하였고 이중 3개 측 

션 (측선번호 120i, 122, 124)의 현장자료를 이용하여 실질적 인 자료처 리를 실시 

하였다. 

3차원 탐사자료 처리는 현장자료 준비단계와 자료처리 단계로 이루어 실시한다. 

현장자료 준비단계에서는 3 차원 자료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항측자료의 입력과 

정확한 빈링을 하기 위한 형태 (geometry)를 결정하고 현장자료를 입력하는 과정 

이다. 일단 형태가 결정되고 빈렁이 무사히 마치게 되면 자료처리 과정은 통상적 

인 2 차원 자료처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Fig, 3-1) , 자료처 

리에 이용된 시스템은 2개의 CPU , 1 GB 기억용량， 16 GB 보조기억 장치로 이루 

어진 SUN E3000 이며 72 GB의 디스크 어레이를 파일서버로 보유하고 있다. 자 

료처리에 이용된 소프트웨어는 PROMAX 7,0 파 Geobit 이다. 

3.1 현장자료 준비 

현장자료 준비단계에서는 항측자료 업력과 형태 매개변수 결정 그러고 3 차원 탐 

사자료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빈링 과정이 있다. 

3.1.1 항측자료 및 현장자료 업 력 

3 차원 탐사자료 처리는 읍원의 위치와 수진기의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된 항측자 

료를 읽어 들임으로써 시작된다 전체 65 개 측선에 대한 항측자료는 UKOOA 형 

식으로 변환되었으며 이중 45 개 측선을 이용하여 자료취득의 형태를 확인하였 

다， Fig, 3-2 는 자료취득시의 음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서 x ,y 좌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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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navigation data 

Make geo lTletry data base 

Read field data vvith Geo lTletry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Shot dornain deconvolution 

Filtering before stack 

Stack along to in-line direction 

Fig. 3-1 A Flow chart for 3 D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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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A source location map for surve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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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M 좌표이다. 자료취득시 이용된 geometry는 Fig. 3-3와 같으며 매개변수 는 

Table 1 에 있다 

Table 1. Field parameter for data acqusition. 

Group Interval 25 m 

Shot Interval 25 m 

Streamer length 3000 m 

N umber of streamer 2 

N umber of channel 240 x 2 

Sampling rate 2 ms 

Record length 8 sec 

빈링을 위한 격자크기를 25 m x 25 m 로 하였으며 일반적인 빈링 의 결과는 Fig. 

3-4에 있으며 이때 매개변수 들은 Table 2 에 있다 

Table 2. Result of Binning 

Bin size 

Number of Bins to in line direction 

Number of Bins to cross line direction 

Number of mid points 

Maximum fold 

Before flexible binning After flexible binning 

25 m x 25 m 

170 

499 

4000000 

270 

25 x 25 

170 

499 

4000 000 

60 

그럼에서 보듯이 빈링 후 공통격자내에 들어 있는 반사점인 중합도는 "0" 에서 

" 265" 까지 비정규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 5 에 음원과 수진 

기 위치에 따른 중합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합도 분포를 균등하게 하 

기위해 여러 빈링 방법중 격자의 크기가 옵셋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는 플렉스블 

빈링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Fig. 3-6 이다. 그럼에서 보듯이 최대 중합도가 

60으로 균등하게 빈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In-line (항해방향) 20-40 에서 

중합도가 많이 비어 있는데 중합도를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먼곳에서 In-line 반 

사점을 가져오게 되면 넓은 면적을 나타나게 되어 수평해상도가 떨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In-line 방향으로 4개 씩 중첩하여 플렉스블 빈령을 실시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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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1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mp line slc1 

Source 1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mp line s2c1 

Vessell 50 m 100 m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mp line slc2 

Source 2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cmp line s2c2 

Cable 2 ---------------------------------------------------

Fig. 3-3 A dual-source, dual-streamer survey design with 4 CMP lines are shown. 

Fig. 3-4 Attribute analysis for CDP fold and bin coverage to 45 survey lines 
before fl.exible binning are shown. Maximum fold is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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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he CDP fold in the bins to 45 lines after fl.exible binning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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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Attribute analysis for CDP fold and bin coverage to 45 survey lines 
before fiexible binning are shown. Maximum fold i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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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45개 측선에 대한 형태 결정과 빈링 결과는 자료취득의 신뢰성을 확인하 

는데 이용된다. 

본 연구는 3차원 탐사자료 처리기술 습득단계로 탐사 대상 지역의 일부지역 (1 km 

x 6 km)에 대해서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위 지역에 대한 항측자료를 다시 읽어 

서 나타낸 음원의 위치는 Fig. 3-7 에 있으며， 빈링 결과는 Fig. 3- 8, 각각 CDP 

격자에 해당하는 폴드수의 정도는 Fig. 3- 9 에 그리고 플렉스블 빈링 결과는 Fig. 

3- 10 에 있다. 이때의 격자 크기와 매개변수는 Table 3 과 같다. Fig. 3→11은 격자 

와 중간점 (Mid point)을 확대한 그림이다 

Table 3. Result of Binning (1 km x 6 km area) 

Before fiexible binning After fiexible binning 

Bin size 25 m x 25 m 

N umber of Bins to in line direction 170 

N umber of Bins to cross line direction 499 

Number of mid points 1 000000 

Maximum fold 270 

Fig. 3- 12 는 플렉 스블 빈 링 후 중간점 분포로 In line 방향과 Xline 방향에 대 해 

서 나타내었다. In line 방향 17 과 36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합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은 배의 운항이 일적선으로 진행 하였을지라도 

조류의 영향으로 수진기의 휩 현상 ( feathering) 이 발생하여 음원에 근접한 수진 

기 위치보다 먼쪽의 수진기 위치가 훨씬 멀어지기 때문에 나타난다. 중합도를 높 

히기 위해 In line 4개씩 중첩하여 플렉스블 빈링 을 실시하였다. 항측자료를 읽고 

형태와 빈링 과정이 끝나면 현장자를 읽어 각 자료의 헤더에 형태 를 입력하여 이 

후 자료처리에 이용한다. 취득된 현장자료는 SEGD 형식으로 샘플간격 2 ms , 기 

록시간 8 sec 동안 IBM 3480 (240MB) 테이프에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탐 

사대상지역이 황해분지 2광구로 해저면이 약 80 m 정도로 깊지 않고 심부에 지층 

경계면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샘플링 간격을 4 ms로 기록시간을 4120 ms로 단축 

-140-



~9S2ooo.()’-

3981000.0-

SSôOSOO.()-

3980000.0-

3979500.0-

---
------。

。

짧
 
짧
 

-t 

? 

M잉
 
”s 

φ
ι
r
i
ν
F
-
F

〔
‘
‘
-
-
ν
Q
υ>

397ôOOO.0-

3977500.0-

3$77000.0-

3976500.0-

397600。‘ 0-

3975500 ‘ 0 -

3975000.0-

67200 
r 

666000.00 
r 

668000.0。
X Coordinate 

1 
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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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Attribute analysis for CDP fold and bin coverage to 10 lines before 
flexible binning are shown. Maximum fold is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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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The CDP fold in the bins to 10 lines after ftexible binning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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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Attribute analysis for CDP fold and bin coverage to 10 lines before 
flexible binning are shown. Maximum fold is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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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Zoomed midpoint locations in the b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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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CDP fold coverag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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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장자료를 읽어 들였다-

3.2 자료처리 

항측자료와 자료처리를 위한 형태 선정작업 후 CDP 빈링 그리고 플렉스블 빈링 

이 끝나면 SEGD 형식으로된 현장자료를 읽어들임으로 써 본격적인 자료처리가 

시작된다. 일단 cdp 빈렁 이 끝나고 현장자료가 무사히 읽혀지면 통상적인 2차원 

탐사자료처리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처리를 위한 매개변수 분석은 Geobit을 이용하여 결정하였으 

며 이를 Promax 각 모률의 매개변수 값으로 적용하였다. 취득된 자료의 잡음상태 

와 전반적인 지층구조를 확인해보기 위해 최근접 트레이스 단면도를 작성하였고 

현장자료에 대한 전처리 과정으로 구형확산보정， 구간필터링， 음원영역에서 역대 

합을 실시하였으며， 전처리 과정이 끝난 후 공통격자 모음 단면도 (Common Cell 

Gathers) , 속도분석과 NMO 보정을 실시한 후 중합단면도를 작성하였다. 

3.2.1 최근접 트해야스 단연도 

현장자료로 읽어들인 음원 단면도는 Fig. 3-13 에 있다. 그럼에서 보듯이 2개의 

음원에 240 채널로 이루어진 스트리머를 이용하여 자료취득을 실시하였으므로 하 

나의 음원에 해당하는 음원 모음 단면도는 (shot gathers) 480 채널로 이루어져 있 

다. 모든 음원 단면도에서 음원에 가장 근접한 첫번째 트레이스들만 모아서 최근 

접 트레이스 단면도 (Fig. 3- 14) 를 작성하게 된다. 최근접 트레이스 단면도로 부 

터 탐사 대상지역의 개략적인 지질구조와 자료취득시 발생한 잡음의 정도， 불발 

음원의 유무등을 확인한다. 

3.2.2 이득회수 철정 

음원의 에너지는 전파됨에 따라 기하학적 발산 효과 때문에 진폭이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보정을 실시한다. 탄성파 에너지가 음원으로 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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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Raw shot gathers at shot point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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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A near trace gathers for 3 survey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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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에 반비례 하기 때문에 탄성파의 진폭도 반비례한다 또한 속도가 균일하다 

면 진폭은 시간에 반비례한다. 자료처리에 이용된 모률은 다음과 같으며 그 결과 

는 Fig. 3-15 에 있다 이 그림은 한 개의 읍원에 480 채념로 이루어져 있는 음원 

모음 단면도를 120 채널로 하여 매개변수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vel lib 1 cdp 1 100 1500 1000 2000 3000 3000 4000 4000; 
dskrd fn . . /data/shotone; 
trdup 2; 
if (dupx >= 2) 

{ 
sphdiv vl 1; 

} agc wlen 5OO; 

sort slot 480 dupx trc sp; 
dskwrt fn .. /data/sphdiv; 

3.2.3 자동이득조절 (AGC) 

자동이득조절은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는 진폭을 모든 시간 영역에 대해 

일팔적으로 지수함수역으로 보정해주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이용된 모률은 다음 

과 같으며 Fig. 3- 16 가 그 결과이다. 

dskrd fn .. /data/shotone.dsk; 
trdup 4; 
if (dupx==2) agc wlen 500; 
if (dupx==3) agc wlen 1000; 
if (dupx==4) agc wlen 1500; 
sort slot 5000 dupx sp trc; 
dskwrt fn .. /data/agc; 

3.2 .4 디 콘 (Deconvolution) 

수중 다중반사파를 포함한 단 주기 다중반사파와 해저면 다중반사파를 비롯하여 

천부 다중 반사파 들을 제거하고 모든 파형 요소를 텔타함수 형태로 하기 위해 

디콘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파이크 디콘을 이용하였으며 예측거리와 필터 

길이 따른 매개변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이용된 모률은 다음과 같다. Fig. 

3- 17 은 예측길이 따른 결과이고 Fig. 3- 18 은 필터길이 따른 결과이다. 위 결과 

로 부터 예측길이를 8, 필터길이를 200으로 선택하여 자료처리에 적용하였다. 
decon analysis 

dskrd fn .. /data/shotone.dsk; 
if (trc 1) hdlist monitor sp t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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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Shot gather and its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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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Tests of automatic gain correction. A shot gather and its AGC are 
show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 input gather: (b)- (d) AGC parameter of 
500 , 1000 and 15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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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Tests of deconvolution parameters. (a) input gather: (b )- ( e) predic
tion lags of 4, 6, 8 and 1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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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Tests of deconvolution parameters. (a) input gather: (b )- ( e) decon
volution operator length of 60, 100, 200 and 28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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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dup 5; 
if Cdupx 2){ 

decon window 1 2 oplen 60 gap 4; 
a~c wlen 1000; 

if Cdupx 3) { 
decon window 1 2 oplen 60 gap 6; 
a￥c wlen 1000; 

if Cdupx 4) { 
decon window 1 2 oplen 60 gap 8; 
rgc vlen 1000; 

if Cdupx 5){ 
decon window 1 2 oplen 60 gap 10; 
agc wlen 1000; 
} 

sort dupx sp trc slot 3000; 
dskwrt fn . . /data/decona; 

dskrd fn . . /f Ctrc 1) hdlist monitor sp trc; 
trdup 5; 
if Cdupx 2) { 

decon window 1 2 oplen 60 gap 6; 
￥gc wlen 1000; 

if Cdupx == 3) { 
decon window 1 2 oplen 160 gap 6 ; 
￥gc wlen 1000; 

if Cdupx == 4) { 
decon window 1 2 oplen 200 gap 6; 
￥gc wlen 1000; 

if Cdupx 5){ 
decon window 1 2 oplen 280 gap 6; 
쁨c 찌len 1000; 

sort dupx sp trc slot 600; 
dskwrt fn . . /data/deconb; 

3.2.5 중합천 펼터링 

현장자료는 배에서 나는 기계음， 기록장치의 진동， 탐사선의 흔들럼 ， 조류등 주변 

환경 에 좌우되는 여러가지 잡음이 동시에 기록 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잡음 

들은 음원의 고유진동수와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파수 특 

성에 따른 잡음은 다양한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는것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때 이 

용된 모률은 다음파 같으며 Fig. 3- 19 이 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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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Tests of filtering before prestack. 
filtering with some various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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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공통격자 포음 단연도 (Common cell Gathers) 

구형확산보정， 중합전 필터링， 디콘등 전처리 과정이 끝나면 속도분석 및 중합단 

면도 작성을 위해 격자내에 들어 있는 모든 반사점들에 대해 분류하는 과정이 필 

용하다.3차원 탐사자료 처리는 항측자료와 자료취득 형태로 부터 빈렁이 이루어 

질 때 자료처리를 위한 데이타 베이스가 결정된다 음원의 위치와 수진기의 위치 

는항측자료로부터 결정되있으므로격자의 크기와빈링 방법에 따라격자내에 반 

사점의 갯수인 폴드수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미 정의된 격자내에 들어있는 반사점 

에 해당하는 트레이스를 발혜하여 공통격자 모음 단면도를 작성한다 (Fig. 3-2이 

Fig. 3- 20 에서 보듯이 격자내의 반사점이 다양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3.2.7 속도분석 , NMO 보정 

공통격자 단면도가 작성되면 중합단면도를 작성하기 위해 이에 대한 NMO 보정 

이 필요하지만 모든 단면도에 적용할 경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특별히 지 

질구조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적용할 필요가 없어 이들중 대표적인 

것을 선택하여 공통모음 단면도를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CDP 2125에서 20717 

까지 CDP 를 500 씩 증가하여 11개의 공통격자 모음 단면도를 중합하여 슈퍼게 

더를 만들었다 이와같이 작성된 슈퍼게더는 속도분석에 이용되어 중합단면도를 

작성하기 위한 속도값에 적용된다. Fig. 3- 21 은 속도분석과 결정된 속도값으로 

NMO 보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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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Common Cell gathers with CDP bin number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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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1 Semblance, velocity picking and NMO results are shown (by ProMA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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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중합단연도 

super gathers 를 。l 용하여 속도분석 이 끝나면 모든 공통 격 자 모음 단면 도에 적 

용하여 NMO에 보정을 실시한 다음 중합단면도를 작성하게 된다.3차원 자료처 

리는 2차원 자료처리와 달리 in-line 방향과 x-line 방향에 대한 중합단면도 작성이 

가능하다. 두 방향의 중합단면도가 무사히 작성되면 3차원 탐사의 특색을 잘 나 

타낼 수 있는 시간에 따른 지질구조 단면도 (time slice) 와 지질구조의 업체영상 

(earth cube) 작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입력자료의 부족으로 in-line 

방향의 중합단면도만 나타내였다. Fig. 3- 22 부터 Fig. 3- 28 까지는 in-line 별 중 

합 단면도를 나타낸다. Fig. 3-22는 in-line 21 에서 중합 단면도로 입력자료의 부 

족으로 극히 일부 지역에 대한 지층구조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Fig. 3- 23 은 

in-line 37 에서의 중합 단면도로 역시 전 측선에 대해 지층구조를 보여주지 못한 

다. Fig. 3- 24 부터 Fig. 3- 26 는 각각 in-line 38, 39 , 40 으로 어 느정 도 양호한 중 

합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3- 27 과 Fig. 3- 28 은 각각 in-line 41 과 42 로 

전 측선에 대한 중합 단면도를 보이고 있지만 공통격자에 들어있는 반사점의 폴 

드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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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Stack section at the in-line 21 with CDP bi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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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 Stack section at the in-line 37 with CDP bi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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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Stack section at the in-line 39 with CDP bi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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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Stack section at the in-line 40 with CDP bi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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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Stack section at the in-1ine 41 with CDP bi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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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Stack section at the in-line 42 with CDP bi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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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7펴 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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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탐해 2호를 이용하여 황해 대륙붕 제 2광구 지역에서 3D 

탄성파 탐사 자료를 취득하였다. 취득된 자료는 6km x 10km 지역에 65 개 측선으 

로 약 75 GB 의 자료 크기이다. 이와 같이 방대한 탐사자료 처리에는 고성능 자료 

처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자료처리에 이용된 시스템은 SUN E3000 으로 2 CPU , 

1GB 메모리 ， 16 GB 보조기억 장치에 그리고 자체 개발한 144GB 의 대용량 파 

일서버 FS144GII 로 구성되어 있다. 3D 자료처리 소프트 웨어는 Landmark 사의 

Promax 7.0 을 이용하였으며 각 공정별 매개변수 분석은 자체 개발한 탄성파 탐 

사자료 처리 소프트 웨어인 Geobit 2.3.3 을 이용 하였다. 

자료처리는 총 65 개 측선중 107~ 의 항측자료를 입력자료로 공통격자 빈링을 실 

시하였으며 실제 3 개 측선에 해당하는 현장자료를 읽어서 자료처리를 실시 하였 

다 자료처리 결과조류의 영향으로스트리머 휩 현상을나타내는페더링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페더링의 영향은 플렉스블 빈링을 실시하여 격자 

내의 폴드 수를 높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는 3D 탐사자료의 특성 

을 나타낼 수 있는 In-line 방향의 중합단면도를 작성하였으나 입력자료의 부족으 

로 X-line 방향의 중합 단면도와 시간에 따른 지층 단면도 (time slice)는 작성하지 

못했다. 업력자료가 충분할 경우 탐사 대상지역의 업체 지질구조 단면도를 작성 

할수 있을 것이다. 

3D 탐사는 습곡， 단층， 암염 돔 구조 등 복잡한 지층구조의 정확한 해석에 절대적 

이고 특히 시추지점에 선정에 적용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선 

진국에서는 그 적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기술 수준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3D 자료취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양질의 탐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3D 

자료처리 기술 자럽화도 머지 않아 실현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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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 향사구조 특성에 따른 

배사형 유층구조 분해능 연구 

-탄성파 모형실험을 중심으로-

김중열， 김유성 , 현혜자 

Study of structural(syncline) effect of the near surface 

on the resolution of anticline oil trap structure 

by seismic modeling 

Jung-Yul Kim, Yoo-Sung Kim, Hye-Ja Hyun 

Abstract 

Specific near surface structure effect is one of the subjects which cannot 

be ignored in seismic reflection method for petroleum exploration, because 

it can deteriorate significantly the resolution of deeper reflectors in seslmlc 

section. So, KASH model was built for physical modeling in this work. 

The model consists of particular syncline structure(half circle type) at the 

lower boundary of weathered layer and anticline structure below the 

weathered layer. Th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by the roll along 

technique used often in field works. Due to the specific shape(syncline 

structure) of the lower boundary of weathered layer, it is anticipated that 

-173-



the consistency of ref1ection events wi11 be lost in the measured seismograms. 

Moreover in some source- receiver configurations, the seismic waves ref1ected 

at the upper boundary of anticline structure might not be arrived to a given 

receiver array. Thus, the present work is most1y focussed on the study of the 

ref1ection 뻐d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caused simply by specific layer 

boundaries (syncline and anticline sσucture) of discontinuity of first order, with 

the aim of reconstructing the ref1ection horizons. 

At the first stage of this work, various seisrnic arrivals recognized in 

the measured seismograms were analyzed through ray diagrams and 

traveltime- distance curves derived from ray tracing method. It was shown 

that the syncline structure gave rise to two distinct groups of traveltime

distance hyperbolas, where one of them wi11 be prone to degrade the 

resolution of stack result. Furthermore, the anticline structure would easily 

split the wave propagation in a11 directions and hence the corresponding 

reflection events could be hardly detected within some soure- receiver 

geometries. To discriminate the behavior of P and S wave propagation, 

both FEM algorithms- the one is based on acoustic modeling and the other 

on elastic modeling- were applied and the results were contrasted in the 

seismograms and snapshots as wel l. Through it, for example, P and S 

wave ref1ections of the upper boundary of anticline structure derived from 

the physical modeling could be we11 ascertained by FEM modeling. 

The resu1ts in this study wi11 provide not only an opportunity for 

developing data pocessing techniques but a1so an interpretation guide for 

the future oi1 exp10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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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탄성파 모형실험 (seisrnic modeling)은 수치모형실험 (numerical modeling) 과 

축소모형실험 (physical modeling)분야로 나눌 수 있다. 축소모형실험은 물리적 

인 탄성파 전달상태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보다 현장실험에 근접될 수 있으 

며， 수치모형실험은 파동방정식에 근거하여 합성 탄성파기록을 얻게 된다. 축 

소모형실험은 현장실험에서 응용되는 측정기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측정데이터에서는 탄성파의 물리적인 전달현상을 얻게 되므로 석유탐사 현장 

실험 테이터 자료 해석 및 수치모형실험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다(김중열 외， 1994). 

지난 수년간 본 과제 수행과정중 다양한 유층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그들 중 표토층문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다(김중열 외， 1988, 1994, 

1997). 당해년도에는 표토층의 특이한 구조적 특성(예: 향사구조)에 따른 탄 

성파 전달 현상에 대한 연구를 구체화함으로써 그로 인한 하부 배사형 유층구 

조 분해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향사형 표 

토층 하부에 배사구조를 가진 유층구조 모형이 제작되어 축소모형실험이 수행 

되었다. 또한， 이러한 모형에 대한 탄성파 전달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종 수치모형실험이 응용되었다. 우선， 파선 이론(ray method , 김중열 

외 , 1990; Cerveny, V. and Psencik, 1., 1981; Cerveny, V. and Ravindra , R., 

1971)에 의해 얻어진 파선경로와 그에 대한 주시곡선을 통해 측정데이터에서 

인식되는 각종 파들이 분석되었고， 유한요소법 수치모델링 (finite element 

method, 신창수 외， 1993)으로부터 획득된 snapshots을 통해 파면 진행상태 

관찰 및 그의 합성 탄성파기록에서는 P. S 반사파 및 각종 변환파들의 식별을 

위해 축소모형실험 데이터와의 상호 비교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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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탄성파모형질혐 

제 1 절 축소모형 (KASH model) 제작 및 측정과정 

본 과제 당해년도에는 표토층의 구조적인 형태(예: 향사구조)의 특성으로 인 

해 유발되는 탄성파 전달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하부에 존재하는 oil 

trap 배사구조 분해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Fig. 1은 이를 위해 선정된 축소모형 (KASH modeD으로 향사형 (syncline 

structure) 표토층과 그 하부에는 oil trap을 유사화한 저속도층의 배사구조 

(anticline structure)로 구성 되 어 있다. 이 와 같은 지 층구조에 서 는 단지 구조 

적 특성으로 인해 그를 투과한 탄성파가 주어진 수진기배열 범위 내로 도달되 

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산처리에서 얻게되는 탄성파 단면도에서는 하부 지층 

구조가 왜곡되거나 혹은 연장성을 잃게 되어 탄성파 자료해석시 큰 오류를 유 

발할 수도 있다. 또한 표토층과 기반암사이의 높은 반사계수(약 0.7)는 투과 

되는 탄성파 에너지에 대해 차폐 효과를 줄 것이다. 향사형 표토층모형 좌우 

의 수평 경계면의 심도는 전달되는 탄성파 주파장의 약 4배에 달하며， 향사형 

경계면에서 중앙의 심도는 약 1 l.7배이다. 모형 측면 가장자리에는 흡수성이 

강한 매질을 부착하여 소위 side reflection의 도달을 큰원적으로 봉쇄하였다. 

축소모형실험에서 수행되는 측정과정은 현장탐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ro11-

along 방법 이 며 그 결과 도합 83개 shot gather(83shot x 40channels 3220 

traces)에 달하는 측정데이터를 얻었다. 그의 기본 발생원 수진기 배열은 Fig. 

2에 나타난 바 수진기는 총 407B(수진기간의 간격 15mm， 발생원과 수진기간 

의 offset: 120mm)로 구성되어 지표면상에서 15mm 간격으로 이동하고 있다. 

상기 측정과정을 위한 위치 변호(station No.)와 발생원 번호(shot No.)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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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에서 각 위치의 간격 (station distance)과 수진기간 

의 간격(channel distance)는 동일하게 선정되었다. 

제 2 절 축소모형실험 측정데이터 

모형실험의 단위에서 mrn, kHz , mm/μs는 현장탐사에서 각각 m, Hz , 

km/sec에 해당한다. 발생원의 주 주파수는 약 60Hz이며， 그의 방사형은 수직 

단일힘 점원의 것과 유사된다 측정데이터는 샘플링 간격 L1t=l μs 로 도합 

2048 샘플이 얻어 졌으나， 탄성파 기록은 1600μs까지만 선정하여 표현하였다. 

편의상， 향사형 표토층 경계면과 그 하부 배사구조 유층 상.하부경계면의 

index를 1, 2 및 3로 두었다. 예를 들면， 탄성파의 파선진행을 따라 향사형 

표토층 경계면에서 반사된 P반사파는 P1P1 , 표토층 하부 배사구조 상부 경계 

면을 포함한 두 번째 층 하부 경계변의 반사파는 P1P2P2P1 , 배사구조 하부 

경계면의 반사는 P1P2P3P3P2P1으로 표기하였다. 

Fig. 3은 shot No. 1 에 대해 측정된 탄성파 기록이다. 이 때 발생원은 측선 

의 끝부분에 놓여 있으며 그 수진기배열의 일부는 표토층의 수평 경계면 상 

부에， 일부는 향사형 경계면 상부 지표변에 위치해 있다. Fig. 3의 위 그림은 

AGC (automatic gain controD가 적용되기 이전의 기록으로 도달된 탄성파의 

상대적인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체 기록의 최대값으로 정규화된 

(normalized) 표현이다. 또한 아래 두 그림은 AGC 적용 이후의 것으로 각 

기록은 그의 최대값으로 정규화한 것(중간 그림)과 주어진 임의의 값으로 전 

체 기록을 정규화한 것(아래그림)을 나타내고 있다. 탄성파 기록을 살펴보면， 

표토층 수평 경계면으로부터의 P 및 S반사파들(CD，@)은 각각 일관성을 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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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시곡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변환파들((2): P1S1 ,@: SlP1)도 

큰 에너지를 띄며 뚜렷하게 인식되고 있다. 두 번째 층 하부 경계면에 대한 P 

반사파(@의 느린 주시)의 주시곡선은 발생원으로부터 먼 수진기배열에서는 

그의 연장성을 앓고 있다. 이는 표토층의 향사형 구조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 

된다. 배사구조의 상부 경계면에 대한 P반사파(@의 빠른 주시)도 극히 일부 

구간에서 미약하게 관찰되며 그 하부 경계면에 대한 반사파(@)는 거의 인식 

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약하다. 표토층에서 다중반사되어 두 번째 층 하부 경 

계면에서 반사된 P다증반사파((7))들도 괄목할만한 에너지를 보이고 있다. 또 

한， 두 번째 층 하부에서 반사되는 S반사파(@)와 두 번째 층에서 다중반사된 

P파(@)는 거의 동일한 주시을 나타내고 있다. 그외에 선두파(head wave)도 

관찰되고 있다. 

기본 발생원 수진기배열 위치가 이동함에 따라 측정되는 탄성파 기록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 shot 6 - shot 15, shot 26 - shot 35, shot 36 - shot 

45, shot 46 - shot 55, shot 56 - shot 65에 대한 기록을 차례로 Fig. 4에 나 

타내고 있다. Shot구간별로 특징적인 탄성파의 도달을 살펴보면， 발생원이 

주로 표토층의 수평 경계면 상부에 위치하는 shot 6 - shot 15에 대한 탄성 

파 기록에서는 첫 번째 층에 대한 P 및 S반사파(CD.@)와 변환파((2))들이 일 

관된 주시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 층 하부 경계변에 대한 P반사파 

((5)) 와 다중반사파(@)에 대한 주시곡선은 발생원이 중앙으로 이동함에 따 

라 표토층 향사구조의 영향으로 점차 그 연속성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발생원들이 표토층의 향사구조 우측 가장자리 상부 주변에 위치하는 

shot26 ~ shot35에 대한 탄성파 기록에서는 향사구조 경계면에 대한 P 및 S 

반사파(CD，@)들이 발생원-수진기배열과는 상반되는 주시독선 형태를 띄며 

나타나고 있으며 전산처리에서 잡음으로 제거될 PS 변환파((2))도 괄목할만 

한 에너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두 번째 층 하부 경계면에 대한 반사파는 

인식되지 않고 있다. 발생원의 위치가 향사구조 중앙부로 이동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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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36 ~ shot45에 대한 탄성파 기록에서도 역시 향사구조 경계변에 대한 P 

반사파(CD)는 일관된 주시곡선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발생원이 점차 향사 

구조 중앙부로 이동됨에 따라 발생원으로부터 먼 수진기배열에서는 표토층 

좌측의 수평 경계면에 대한 PS변환파((2))가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발생원이 향사구조 중앙부 상부근처에 위치하는 경우(shot45)에는 두 번째 

층 하부 경계면에 대한 P반사파((5))도 다시 인식되기 시작한다. 특히， 

shot41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특이한 파의 도달도 관찰된다. 발생원의 위치 

가 향사구조 중앙 상부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층 하부 경계변에 대 

한 P반사파((5))가 뚜렷하게 인식되고 있다가 발생원이 중앙부로부터 향사구 

조 좌측 가장자리 상부로 이동됨에 따라 점차 그에 대한 주시곡선은 그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shot46 ~ shot55에 대한 탄성파 기록 참조). Shot56 ~ 

shot65에 대한 탄성파 기록에서는 표토층 수평 경계변에 대한 P 및 S반사 

파(CD，@)와 각종 변환파((2)，@)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번째 층 하 

부 경계면에 대한 P반사파((5))는 발생원이 향사구조의 죄측 가장자리 상부 

로 이동됨에 따라 점차 뚜렷하게 인식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상기 탄성파 기록들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각종 탄성파 

의 전달을 파선 추적법 (ray tracing method)에 의해 파선경로에서 계산된 

주시곡선과 축소모형실험 측정데이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탄성파 전달에 

대한 이해를 높히고자 하며 또한 P 및 S파의 탄성파 전달 현상을 구별하 

여 관찰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 수치모형실험 (FEM numerical modeling)을 

응용함으로써 그로부터 얻게되는 snapshots에서는 모형내에서의 탄성파 거 

동을 관찰하며 그 합성 탄성파기록은 축소모형실험 측정데이터와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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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축소- 및 수치모형실험 결과의 상호비교 

연구 

축소모형실험 측정데이터에서 관찰되고 있는 다양한 탄성파 전달을 분석 

하기 위해 파선추적법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 도합 6개의 발생원-수진기 

배열이 선정되었다(Fig . 5 참조) . 

Fig. 6에는 향사구조를 갖는 표토층 하부 경계면에 대한 반사파 P1P1 및 

변환파 P1S1 , SlP1의 파선 경로들이 선정된 도합 6개 발생원-수진기배열에 

대해 차례로 표현되고 있다. SlSl 반사파의 경로는 P1P1 반사파의 경로와 

동일하다. 발생원 수진기배열 위치에 따라 향사형 하부 경계면 반사면의 범 

위가 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향사구조의 좌우 급경사 부분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반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파선의 교차현상도 보여지 

고 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사용된 파선추적법은 high frequency 

zero order approximation (Cerveny and Ra- vindra, 1971)에 근거 를 두고 

있기 때문에 1 ;Ì (", 파장) 미만의 층서변화에서 파생될 수 있는 회절 

( diffraction)현상 등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축소모형실험과 같은 물리적 

인 탄성파 전달현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탄 

성파 전달(예: 회절파 등)은 이후에 응용될 FEM numerical modeling을 통 

하여 작성된 합성 탄성파기록과 축소모형실험 측정데이터에서 상호 대조가 

가능할 것이다. 

Fig. 7에는 배사구조 상부 경계면을 포함하고 있는 두 번째 층 하부 경계 

변에 대한 P반사파 및 배사구조 하부 경계면에 대한 P반사파의 파선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표토층의 향사구조는 전달되는 탄성파의 진로를 크게 변화 

시키며 또한 하부 배사구조의 상부 경계면은 그에 입사되는 탄성파를 모든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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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KASH model 

Ray path(PIPl reflection) diagrams for the 6 source-receiver 

arrangements shown in Fig. 5 are dep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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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diagram for PlSl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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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tinued) 

Ray path(PlSl reflection) diagrams for the 6 source- receiver 

arrangements shown in Fig. 5 are dep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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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diagram for SlPl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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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tinued) 

Ray path(SlPl re f1 ection) diagrams for the 6 source- receiver 

arrangements shown in Fig. 5 are dep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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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diagram for PIP2P3P3P2Pl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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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tinued) 

Ray path(PIP2P3P3P2Pl reflection) diagrams for the 6 source-

receiver arrangements shown in Fig. 5 are dep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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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원-수진기배열에서는 반사파가 전혀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몇몇 

발생원-수진기배열에서도 일부 반사점 구간에 대한 P반사파만이 도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사구조 하부 경계변에 대한 P반사파는 파선경 

로에서 극히 일부 발생원-수진기배열에서만 인식되고 있다. 

도달되는 탄성파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예시한 파선 경로를 토대 

로 계산된 주시곡선들을 측정 데이터와 대조하고자 한다. Fig. 8에는 발생 

원이 표토층의 수평 경계면 상부에 위치하고 수진기배열이 표토층의 수평 

경계면과 향사형 경계면을 모두 포함하는 상부에서 측정된 shot No. 4에 대 

한 탄성파 기록과 파선추적법에 의해 계산된 주시곡선이 대조되고 있다. 여 

기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주시독선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미 Fig. 6의 파선경로에서 관찰된 바， 표토층의 수평 경계면에서 기인된 주 

시곡선들과 이와는 상반되는 표토층의 향사형 경계면에 의해 초래된 주시독 

선들로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향사형 경계변에서 전달된 탄성파 

의 진폭은 아주 미약하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층 하부 경계면에 

대한 P반사파((5)의 느린 주시)는 표토층의 향사구조의 영향으로 발생원으로 

부터 먼 수진기 배열에서 그 주시곡선이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배사구조 상 

부 경계면에 대한 P반사파((5)의 빠른 주시)도 미약하게나마 인식되고 있다. 

그외， 표토층에서 다중반사된 파((7))들도 괄목할만한 에너지를 보이고 있다. 

Fig. 9에는 shot No. 29에 대한 탄성파 기록과 파선기법의 주시독선이 상호 

대조되고 있다. 이는 발생원이 향사구조 우측 가장자리 상부에 위치하며 대 

부분의 수진기배열은 향사구조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표토층에 대한 P 

반사파(CD)는 향사형 경계면에서 반사되었기 때문에 shot No. 4에 비해 상 

당히 늦은 주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토층의 구조적 특성(향사구조)으 

로 인해 두 번 입사된 파(PlSlP1. SlPIPl)의 도달도 산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발생원에서 먼 수진기배열에서는 괄목할만한 에너지를 띈 변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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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sured seismogram(upper part) derived from shot 4 and the 
corresponding traveltime-distance curve (lower part) estimated 
by using ray tracing method are contrasted. L1t=l 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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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sing ray tracing method are contrasted. Ll t=:::l μs. 

-204-

Time 

KASH model Fig. 



P1S1 의 도달도 보여지고 있으며 일부구간에서는 변환파 P1S1과 SlP1 의 주 

시가 교차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층 하부 경계변에 대한 P반사파은 

주어진 수진기배열 범위내에 거의 도달되지 않고 있다. Fig. 10에는 발생원 

이 표토층 향사구조내 우측 상부에 위치하며 수진기배열은 향사형 경계면과 

수평 경계면 상부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는 shot No. 40에 대한 탄성파기록 

과 파선기법의 주시곡선이 비교되고 있다. 탄성파기록에서는 향사형 표토층 

에서 도달된 P1P1반사파의 에너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배사구조 

상.하부 경계면에 대한 P반사파는 인식되지 않고 있다(Fig. 7의 파선경로 참 

조) . 변환파 P1S1는 표토층의 수평 경계면과 향사형 경계면에 대한 것들로 

전혀 다른 주시영역에서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에너지가 괄목할만하 

다. 또한， 두 번째 층에 대한 각종 변환파들의 도달도 국부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특이한 탄성파의 도달이 큰 에너지를 갖고 인식되고 있다(화살 

표로 표시) . 이는 표토층의 향사구조의 특이성으로부터 유발되어진 두 번 입 

사된 파(P1S1Pl)의 도달로 주시곡선과 파선경로 분석을 통하여 규명되었다 

(Fig. 10의 파선경로 참조) . 발생원위치가 거의 표토층 향사구조 중앙 상부 

에 위치할 경우인 shot No. 47에 대한 탄성파 기록과 파선기법에 의한 주시 

곡선이 Fig. 11에 나타나 있다. 표토층 하부 경계면에 대한 P반사파(CD)는 

발생원으로부터 가까운 수진기배열에서는 향사형 경계면으로부터， 먼 수진 

기배열에는 향사구조 좌측 수평 경계면으로부터 기인된 것들로 분리되어 나 

타나고 있다. 배사구조 유층 상.하부경계변에서 반사된 탄성파(@의 빠른 주 

시， @)도 다른 발생원의 기록에서 보다 비교적 연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Fig. 7의 파선경로 참조) . 두 번째 층 하부 경계면으로부터 S반사파(@)도 

인식되고 있다. 또한 변환파인 SlP1은 향사형 표토층의 영향으로 P1S1보다 

빠른 주시로 도달되고 있다(Fig. 6의 파선경로 참조). Shot No. 55는 발생 

원이 표토층 향사구조내 좌측 상부에 있으며， 그의 수진기배열은 거의 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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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traveltime-distance curve (lower part) 

estimated by using ray tracing method are contrasted. L1t=l 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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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좌측 수평 경계면 위에 있다. Fig. 12에 나타나 있는 탄성파기록과 파선 

기법의 주시곡선에서는 표토층 향사구조 경계면과 수평 경계면에서 반사 및 

변환된 파가 분리되어 관찰되며 배사구조 상.하부 경계변에서 기인되는 탄 

성파의 도달은 주어진 수진기배열에서 인식되지 않고 있다(Fig. 7의 파선경 

로 참조) . 국부적으로 각종 변환파 및 다중반사파의 도달도 인식되고 있다 

Fig. 13은 발생원이 표토층 향사구조 좌측 가장자리에 있고 그의 수진기배 

열은 표토층의 수평 경계변에 위치한 경우(shot No. 65) 에 대한 탄성파 기 

록 및 주시곡선으로 표토층의 수평 경계변에서 도달된 탄성파((1)，(2)，@，@) 

는 shot 4에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사구조 경계면에서 전달된 반 

사 및 변환파는 늦은 주시로 분리되어 관찰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층 하 

부 경계변에서 도달되는 반사파((5))는 탄성파기록에서 발생원에서 가까운 

수진기부터 연속성을 띄며 나타나고 있으나， 파선경로에 의해 계산된 주시 

곡선에서는 알고리즘의 한계로 인하여 먼 수진기 일부구간에서만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파선추적법에 의한 주시곡선과 측정데이터의 대조를 통하여 

각종 탄성파의 전달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상기 모형 (KASH 모형)에 대한 P 및 S파의 탄성파 전달 현상을 

구별하여 관찰하고 또한 파선추적법에서 알고리즘의 한계로 인하여 인식되 

지 못했던 회절파를 규명하기 위하여 향사형 표토층 및 배사형 유층 상.하 

부 경계변에 대한 탄성파의 도달이 가장 뚜렷하고 연속성있게 관찰된 shot 

No. 47 측정된 데이터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양한 수치모델링 합성 

탄성파기록과 비교 연구하였다. 

개략적인 탄성파의 주시 및 진폭을 관찰하기 위하여 파선이론에 근거한 

합성 탄성파기록(synthetic seismograms)과 그에 따른 주시곡선들을 대조하 

여 Fig. 1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각 층에 대한 P파 반사파((1)， (5),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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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sured seismogram(upper part) derived from shot 
and the corresponding traveltime-distance curve (lower part ) 
estimated by using ray tracing method are contrasted. L1 t = 1 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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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는 측정데이터와 잘 일치하고 있다. 배사구조 유층 상.하부경계면에서 

도달되는 주시곡선((5)， @)이 그 연속성을 앓고 있는 것은 사용된 파선기법 

의 응용 한계성(회절파에 대한 알고리즘의 부재)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는 

Fig. 7에 나타낸 파선추적에 의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변환파((2)， 

@) 및 S반사파((4)， @)에 대한 도달도 관찰되고 있다. 

축소모형실험의 측정데이터와 P 및 S파의 전달 현상을 분리하여 관찰하 

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치모델링 (FEM numerical modeling; 신창 

수， 1993)이 응용되 었다. 우선 스칼라 파동방정 식 (scalar wave equation)에 

근거를 둔 파면의 진행 상황을 Fig. 15에 나타내었다. 여기에서는 S파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P파의 거동만을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 150ms에서는 발생원 위치가 향사형 표토층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으로 치 

우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200 ms에서는 표토층의 향사구조의 양쪽 모 

서리에서 발생되는 회절파가 인식되고 있으며 t=250ms에서는 표토층의 향 

사구조의 경계변에 도달한 파들이 투과 내지 지표로 반사되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t=300ms에서는 향사구조에서 반사된 파들이 서로 교차하 

고 있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t= 350ms에서는 지표로 반사되고 

있는 향사형 하부 경계변에 의한 특징적인 파면이 관찰되고 있다. 

t=400ms에서는 표토층 하부의 배사구조 유층 상부경계면에서 P파면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t=450ms에서는 향사구조로 

부터 반사된 파가 다시 지표로부터 반사되고 있으며 또한 배사구조 하부경 

계변에서 반사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t= 500ms에서는 배사구조의 양쪽 

수평 경계면에서의 반사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t=700ms까지 진행되 

면서 각종 다중반사 현상도 보이고 있다 Fig. 16은 탄성 파동방정식 

(elastic wave equation)에 근거를 둔 파면 진행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여 

기서는 P파 및 S파의 전달현상도 관찰될 수 있다. t= 150ms에서는 P파와 

S파가 뚜렷이 분리되어 전달되고 있으며 또한 지표변에 의해 유도된 S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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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00 t=350 

t=250 t=400 

Fig. 15. KASH model 
The wave field snapshots(vertical components) at twelve 
different time steps from shot47 are displayed by using 
FEM based on the scalar wav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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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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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50 t=300 

t=200 t=350 

、ι .,# 

t=250 t=400 

Fig. 16. KASH model 
The wave field snapshots(vertical components) at twelve 
different time steps from shot 47 are displayed by using 
FEM based on the elastic wav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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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0 t=650 

t=550 t=700 

Fig. 1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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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파(김중열 외， 1988)도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발생원의 파면 진행은 바 

로 수직 단일힘에 의한 P 및 S의 방사형에 해당하며 동시에 축소모형실험 

에서의 발생원 특성과 거의 동일하다. t=300ms에서 S파면의 향사구조 양 

쪽 모서리에서의 회절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진행될수록 P파면과 

S파면이 서로 교차하는 등의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향사형 표 

토층의 구조적 영향으로 인하여 유발된 각종 다중반사에 의해 파면들이 서 

로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관찰되며 이는 표토층 하부 배사구조 유층 

에서 반사되는 탄성파의 도달을 차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Fig. 17에는 축소모형실험에 의해 측정된 기록(L1t=l μS) ， 스칼라 파동방 

정식에 근거를 둔 FEM 수치모델링 결과(중간 그림)와 탄성 파동방정식에 

근거를 둔 FEM 수치모댈령 결과(아래그림)를 상호 대조하고 있다. 스칼라 

파동 방정식에 의한 결과에서는 S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축소모형실험 

의 탄성파기록에서 단지 P파에 관계된 파들만이 인식되고 있다. 탄성 파동 

방정식에 의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축소모형실험에서 측정된 데이터와 

훌륭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단지 축소모형실험에서는 각 매질의 흡수성 

이 그 자체로써 반영되기 때문에 주시가 길어짐에 따라 다소 저주파수의 탄 

성파도달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기대된 회절파는 축소 및 수치모형실험데 

이터에서 상호 잘 인식되고 있으며 표토층 하부 배사구조 유층 상.하 경계 

면에서 도달되는 탄성파의 전달도 일치하고 있다. 축소모형실험에서는 P1S1 

변환파가 SlP1 변환파보다 상대적으로 큰 반면 FEM 결과에서는 SlP1 변 

환파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사형 표토층 하부 배사구조 유층에 대한 탄성파 전달을 보 

다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Fig. 18에 나타나 있는 수치모형이 설정되었 

다. 발생원 수진기배열은 동일하게 하였으며 단지， 향사형 표토층 하부에 배 

사구조 유층이 없는 구조이다. Fig. 19에서는 향사형 표토층에서 기인되는 

반사파 및 변환파의 도달이 축소- 및 수치모형실험 데이터에서 잘 일치되어 

-218-



47) No. (Shot Data Model Physical 

t。

•
F 

φ
←
 •N 

φ
N
 ←
η
 φ
η
 

。z 

φ
 
U 

。
」·F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O 

47) No. (Shot Data Model Acoustic FEM 

ι。

•• 

φ
←
 •N 

φ
N
 ←
η
 ω
η
 

。z 
@ 
U 

。
」
뉴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O 

47) No. (Shot Data Model Elastic FEM 

ill 

•• 

φ
←
 •N 

@N 

←
η
 ω
η
 

。z 
@ 

。
。
」·•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O 

(microsec.) 

17. KASH model 
Results from physical and numerical modeling(FEM) are 
contrasted. Upper part: measured seismogram from shot 47. 
Lower two parts: synthetic seismograms from shot 47. The one 
was caused by FEM acoustic modeling, the other by FEM elastic 
modeling. 

Time 

-219-

Fig. 



ACrYI (p= 1.1 95 g1cm~. a .p =2.16. 1.24 m빼JS) 

짧강Z?擁 빼mí빠 

47 
i 

i 

N
N。| 

18. KASH model is simplified to the extent that the anticline 
Acryl plate embedded in the Aluminum p1ate is replaced as 

the surrounding medium(A1uminum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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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ASH model 
Results from physical and numerical modeling(FEM) are 
contrasted. Upper part: measured seismogram from 
Lower parts: synthetic seismogram from shot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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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다. 향사형 표토층 하부에 배사구조 유층이 없는 모형에 대한 

수치모형실험 결과에서는 표토층을 투과한 탄성파가 두 번째 층 하부 경계 

면애서 전반사됨에 따라 큰 에너지의 반사파가 뚜렷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전반사된 탄성파가 향사형 표토층내에서 다중반사펌으로써 이로 인한 규칙 

적인 주시가 관찰되고 있다 

낌
 



제 3 장 결언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현장에서 관찰되는 특이한 표토층 구조(향사형 구 

조) 및 그 하부 배사구조를 대상으로한 축소모형 (KASH모형)을 제작하고 동 

시에 측정함은 물론 나아가서 그에 수반되는 제반 특징적인 탄성파 전달 현 

상을 수치모형실험(파선추적법， FEM numerical modeling 등)에 의해 분석 

함으로써 석유탐사 단면해석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정된 축소모형 (KASH모형)에 대한 측정에서는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 

는 roll - along 기 법 이 사용되 었으며 그 결과 도합 83개 shot gather 

(83shot x 40channels =3320 traces) 에 달하는 측정 데 이 터 를 얻 게 되 있 다. 

3 기본 발생원 수진기배열이 지표변에서 이동됨에 따라 표토층의 향사형 

하부 경계변에 의한 반사파 반응이 측정된 탄성파기록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즉， 표토층 경계면이 수평을 나타낼 경우에는 제반 반사파의 

도달이 각자 일관성을 띈 단일 주시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표토 

층 내부 다중반사에 의해 초래된， 이전과 거의 유사한 또 다른 주시곡선 

도 뚜렷이 관찰되고 있었다. 한편 향사형 경계변에서는 주어진 발생원

수진기배열하에 서로 위치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반사점 군들이 형성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종 반사파의 도달은 서로 상반된 형태를 갖는 여 

러 개의 주시곡선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발생원 

이 헝:사형구조의 중앙부에 근접할 때에는 향사형 경계변에 두 차례나 

입사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된 탄성파기록은 전 

체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탄성파 도달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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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토층 하부 배사구조 상부 경계변은 그에 입사되는 탄성파를 모든 방향 

으로 분산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면의 극히 일부 반 

사점 구간만이 일관성을 띈 주시곡선을 초래할 수 있슴이 기대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배사구조 하부 경계변에 대한 반사파의 도달은 더구나 극 

히 일부 수진기배열에서만 인식될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된 탄성파기록 

에서는 바로 상기 탄성파전달 현상이 뚜렷이 반영되고 있슴이 관찰되었 

다. 

c 축소모형실험 측정데이터에서 P 및 S파의 탄성파 전달 양상을 구별하여 

관찰하기 위해서 음향 파동방정식 (acoustic wave equation) 및 탄성 파 

동방정식 (elastic wave equation)을 기초로한 두 개의 FEM 수치모델링 

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들은 각각 snapshots과 합성탄성파 기록들로 표 

현되어 상호 대조되었다 Snapshots분석에서는 표토층내에서의 다중반 

사파들의 발달로 인하여 표토층 하부 배사구조 상부경계면에 대한 반사 

파들의 전달이 차폐되는 효과가 시각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괄목할만한 다중반사파의 발달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에너지를 갖는 배사구조 상부 경계면에 대한 반사파의 도달이 측정데이 

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선정된 모형에서 배사구조만이 없는 모형에 대한 FEM elastic 모델 

링 합성 탄성파기록과 측정데이터를 비교하여 배사구조 상부 경계면에 

대한 반사파 도달을 재확인함으로써 중합단면에서의 배사구조에 대한 재 

현 가능성이 점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표토층의 구조적인 특이성(예: 향사구조)인한 탄성파 

전달현상과 그 하부 배사구조 유층 분해능 연구를 축소 및 수치모형실험을 

통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석유탐사 자료해석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에 대 

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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