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Geophysics and Geophysical Exploration

Vol. 11, No. 4, 2008, p. 279~285

279

도미퇴적분지 해양탄성파 탐사자료 최적 전산처리 변수도출

정순홍1·김원식1
*·구남형1·유동근1·이호영1·신원철1·박근필1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자원연구부

Optimal Determination of Marine Seismic Data Processing Parameter 

for Domi-Sediment Basin 

Snons Cheong1, Wonsik Kim1
*, NamHyung Koo1, DongGeun Yoo1, 

Hoyoung Lee1, Wonchul Shin1 and KeunPil Park1

1Petroleum and Marine Resources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요 약: 한반도 남해 제주도 남동부해역 도미분지에 대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7년 2차원 해양탄성파 탐사를 수

행하였다. 탐사의 목적은 한반도 해역의 대륙붕에서 기반암의 구조를 파악하고 대륙붕 내의 자원부존 가능성을 분석하고

자 함이다. 기반암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합단면 및 구조보정 단면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나 탐사해역의 수심은 평균 100 m 내외로 해수면과 해저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중반사파가 일부 구간에서 강하게 기록

되어 기초전산처리 기법만으로는 중합단면에서 기반암의 구조가 명확히 분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미

분지 2차원 탄성파 자료에 대한 최적의 전산처리 변수를 도출하고자 하였고 특히 페그레그 해저면 다중반사파(peg-leg

multiple)를 제거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다. 탄성파 자료 전산처리의 주요 단계는 최소위상 예측 디콘볼루션(minimum phase

predictive deconvolution), 속도분석 및 레이던 필터(Radon filter)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마다 중합단면을 계산하여 적용

한 전산처리 변수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자료처리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이 도미분지 탄성파 자

료 전산처리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도미분지, 기반암, 탄성파탐사 전산처리, 중합단면, 다중반사파

Abstract: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 (KIGAM) carried out 2 dimensional multi-channel seismic

surveys for Domi-Basin of east-southern part of Jeju Island, South Sea, Korea in 2007.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acoustic basement and the potential of energy resources in the Korean shelf. It is essential

to produce fine stack and migration section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basement. However a basement can not be

clearly defined where multiples exist between sea surface and seafloor. This study aimed at designing the optimal data

processing parameter, especially to eliminate the peg-leg multiples. Main data processing procedure is composed of

minimum phase predictive deconvolution, velocity analysis and Radon filter. We tested the efficiency of processing

parameter from stack sections of each step. Our results confirmed that processing parameters are suitable for the seismic

data of Domi-Basin. 

Keywords: Domi-Basin, Acoustic Basement, Seismic Data Processing, Stack Section, Peg-leg Multiples

서 론

탄성파 탐사자료의 전산처리는 여러 전산처리과정을 조합하

는 과정이며 탐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양하게 설계하여야 한

다. 일반적으로 기반암 구조 파악 등 기초 지질조사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 지질해석을 위한 층서 구분이 용이하도록 전산

처리를 수행한다. 또한 석유가스자원의 탐사 및 부존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탐사자료 전산처리는 속성분석 또는 입사-반사각

대비 진폭변화특성 분석(AVA, Amplitude Variation with Angle)

기술 등을 적용한다. 석유가스자원의 매장량 계산 또는 안정적

인 시추설계를 위하여 보다 정밀한 지질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속도 역산과 같은 특수 전산처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적인 탄성파 탐사자료의 전산처리는 지질해석을 위한

중합단면을 작성하며 포괄적인 해저지질 구조 및 층서 발달양

상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전산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탄

성파 탐사자료의 음원 모음과 지형(항측)자료 통합, 불량 신호

의 선별 제거, 디콘볼루션, 수평 및 수직적 속도 분석, 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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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moveout), 중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실

진폭 회수, 주파수대역 필터 적용, 구조보정 등이 추가될 수 있

으며 종합적으로 탐사목적에 부합하는 해양탄성파 탐사자료

전산처리과정을 설계하게 된다(김기영 외, 1991).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7년에 도미분지에

서 취득한 1,153 L-km 자료에 대하여 기초 전산처리를 단계

별로 수행하면서 기반암 분석에 적합한 탄성파 단면을 얻을

수 있는 매개변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취득된 탄성파 자료는

전반적으로 품질이 양호하나 해저면 도달주시 간격의 다중반

사파가 반복 기록되어 층서구분 및 기반암 해석에 어려움을

주므로 다중반사파 제거를 자료처리의 주목적으로 설정하였다.

탄성파 탐사 자료취득 및 전산처리 적용흐름

기본 전산처리의 대상지역인 제주도 남부 해역 도미 분지

탐사 대상해역은 위도 32o30'에서 34o00', 경도 126o30'에서

128o30' 근방에 해당하며,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과 인접한다. 따라서 해당 탐사지역의 기반암과 퇴적층

발달양상 파악은 한일 영해 접경의 자원 부존에 대한 연구 기

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탐사해역은 Fig. 1의 푸른색 다

각형과 같고 붉은 실선이 전산처리를 위한 대표측선이다. 대표

측선에 대하여 전산처리 매개변수를 시험하고 도미분지에 가

장 적합한 매개변수를 산출하면 이는 연구지역 전반의 인접

측선에 대하여 유사하게 이용 가능하다. 측선은 6,103개의 송

신원에 대하여 96개 수신원 배열에서 탄성파를 기록한 자료이

며 음원간격이 25 m, 수신그룹의 간격이 12.5 m이므로 통상

의 빈닝에서 평균 24 폴드가 확보되었다. 반사파의 기록은

2 ms 간격으로 6초까지 기록되었으며 공심점(CDP, Common

Depth Point) 간격은 6.25 m이다.

자료처리 흐름은 지형정보 및 탄성파 기록 일치, 트레이스

편집, 예측 디콘볼루션, NMO, 속도분석, 레이던 필터 등으로

구성된다. 도미분지의 기반암 파악을 위한 전산처리의 첫 번째

과정은 항측정보와 탄성파 기록 합산을 통한 송신원 모음자료

(shot gathers with geometry) 제작이다. 두 번째는 트레이스 편

집으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불량 트레이스를 제거 또는 보완

하는 과정이다. 불량 탄성파기록의 편집은 육안으로 가능한 경

우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탄성파 트레이스마다 속성값을

계산하여 정상적인 속성값을 벗어나는 트레이스를 확인하고

제거하거나 보정하였다. 그 후 송신원 모음자료를 공심점 모음

(common depth gather*)으로 재정렬하고 2 dB/sec의 실진폭

회수와 4-8-60-80 Hz의 주파수대역 필터를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처리된 탄성파 기록에 대하여 본 자료의 가장 큰 특성인

다중반사파 제거를 위한 자료처리과정을 수행하였다. 다중반

사파 제거에는 최소위상 예측디콘볼루션, 레이던 필터를 적용

하였다. 다중반사파를 제거하는 대표적 기술은 탄성파의 주기

적인 특성(Periodic property)을 이용하는 방법과 파선매개변수

영역 변환(ray-parameter domain transform)을 이용하는 방법

이 있다. 예측디콘볼루션 필터는 주기성을 직접 이용하는 보편

적인 방법으로 탄성파 기록의 지연된 값과 탄성파 기록을 상

호상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역필터를 설계하는 방법이다. 제주

분지의 탄성파 기록은 천해의 해수층에서 발생되는 다중 반사

파가 주기적이므로 최소지연 예측디콘볼루션 필터를 적용하였

다. 파선매개변수 영역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은 FK 필터와 레

이던 필터가 주로 이용되는데 시간−거리 영역의 자료를 다른

영역으로 변환하는 경우 다중반사파와 일차반사파가 전파되는

매질의 탄성파 속도가 상이한 특성에 착안한 방법이다. 본 연

구에서는 변환 과정에서 실진폭 보존에 안정적인 레이던 필터

의 제주분지 탄성파자료에 적합한 매개변수를 도출하였다.

Fig. 1. Survey area map of 07AQ seismic exploration project. Solid

red line indicates sample test line (07AQ-015) of the first sequence.

Fig. 2. Application steps for minimum phase predictive deconvolu-

tion and radon modules and corresponding seismic stack sections as

products.

*수평 층서구조에서는 공통 중간점 모음 common midpoint gather과 동일하나 경사구조에서는 경사 동보정을 수행하여야 공통 중간점으로 반

사이벤트가 보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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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속도분석의 다중반사파와 관련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경우로 구분하여 중합단면

을 제작하고 도미분지 자료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산처리 대상 영역의 탄성파 전파속도가

일정한 상속도로 가정하고 중합한 <저급 중합(Brute stack)>,

속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엔엠오 처리한 <중합>, 예측디콘볼

루션 필터와 통상의 속도분석이 조합된 <디콘볼루션 중합> 레

이던 필터와 속도분석 결과를 적용한 <레이던 중합> 및 디콘

볼루션 필터와 레이던 필터를 거친 후 속도분석 결과를 적용

한 <디콘 및 레이던 중합>의 다섯 가지 중합단면을 도출하고

전산처리 변수를 비교하였다(Fig. 2).

　

단계별 중합단면 작성

저급 중합

해저 매질의 탄성파 진행속도가 일정한 상속도 1480 m/s로

가정하여 저급중합을 수행한 탄성파 지질단면은 Fig. 3으로 양

방향 주시 150 ~ 200 ms 부근에 해저면 반사파(SB, sea-

bottom reflection signal)가 기록되어 있다. 탐사진행 방향은 진

북을 기준으로 0o이고 해저면은 대체로 평탄한 가운데 남측으

로 수심이 깊어진다. 주시 300 ~ 350 ms에서 강한 해수면 다

중 반사파가 관측되고(M1, multiple1) 이는 해저면 일차반사이

벤트와 극성이 반대이다. 이벤트 SB와 M1의 주시 차이는 수

심 100 ~ 110 m 해수에서 탄성파가 1,480 혹은 1,500 m/s 속

도로 송신음원과 최근접 수진기 사이를 진행하는 경우의 왕복

소요 시간 130 ~ 150 ms와 일치한다. 기반암 반사이벤트인

R(reflection signal of basement)은 본 탐사자료 전산처리의 규

명목표이지만 상속도 저급중합 단면에서는 진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기반암 하부 페그레그 다중반사파(M2: multiple2, M3:

multiple3)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심부 층서 및

기반암 해석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대

상 탐사지역에서 저급 중합보다 더욱 명확히 기반암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처리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합

속도분석을 적용한 중합단면은 반사 이벤트를 선택적으로

가중하므로 층서구조의 구별이 용이하다. 속도분석 결과는 탄

성파 중합단면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처리과정인 NMO

의 입력자료가 된다. 정확한 속도가 계산되었을 경우 반사 이

벤트가 수평으로 잘 정렬되어 중합을 하였을 때 실제 반사이

벤트를 올바른 위치에 계산할 수 있다. 중합 속도분석을 위하

여 탄성파 트레이스의 공심점 중합모음을 이용하여 셈블런스

(semblance) 단면을 제작하고 속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속도분

석 간격(supergather interval)은 1,500 m로 설정하고 중합속도

를 계산하였다. 중합속도에 따라 NMO를 수행하고 중합하여

탄성파 단면을 도출하였다(Fig. 4). 저급중합단면과 비교하면

속도분석을 거친 중합단면은 왕복주시 400 ~ 500 ms 위치에

기반암으로부터 반사된 신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R). 또한 중

합단면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공심점모음 500 ~ 3,000 사이의

수직 하부에 층서 부정합이 발달함을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다중반사파인 M1, M2, M3 역시 부각되어 수평 방향으로 발

달하고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산처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소위상 예측 디콘볼루션

탄성파 기록은 지하매질의 반응특성과 탄성파 송신신호가

콘볼루션(convolution, 대합)되어 생성되므로 탐사자료의 처리

시 송신신호의 효과를 배제하여 지하매질의 반응특성을 추출

Fig. 3. Brute stack section of 07AQ-015 without deconvolution and Radon filter by constant stacking velocity of 1,480 m/s till 500 ms two-

way travel time and 1,500 m/s after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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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술이 필요하다(Yilmaz, 2001). 본 논문에서는 Landmark

사의 ProMax2D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Wiener-Levinson 알고

리즘을 적용한 최소위상 예측 디콘볼루션 모듈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장탐사에서 송신 파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

로 탄성파가 최초 도달시각 주변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집중되

는 최소위상 파형임을 가정하고 최소자승기법을 통하여 예측

필터를 설계한다. 

예측 디콘볼루션은 탄성파 이벤트의 파형을 압축하여 반사

경계면의 도달시간 및 진폭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특성 외

에 주 반사파형 후 발생하는 다중반사파형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기성을 가진 다중반사파에 효율적이므로

Fig. 4의 중합에서 보이는 페그레그 다중반사파 제거에 적용하

기로 하였다. 예측 디콘볼루션은 파형을 계산하는 연산자길이

(operation length)와 예측거리(prediction lag)의 두 가지 변수

로 주로 구성된다. 여러 변수 시험결과 연산자의 길이는 320

ms, 예측 거리는 32 ms, 백색잡음(white noise) 수준은 0.1이

최적의 매개변수로 판단하였다. 

예측디콘볼루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입력자료로 음원

의 파형이 필요하므로 탄성파기록의 자기상관으로부터 이를

계산하였다(Fig. 5). Fig. 5의 좌측은 원 자료의 현장기록 자기

상관도로 양방향 주시 약 150 ms에 다중 반사파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시간은 Fig. 4의 단면에 기록된 해저면 일차반사

파와 다중반사파의 주시차이와 일치한다. 최소위상 예측디콘

볼루션을 적용한 자기상관도는 Fig. 5의 우측과 같고 다중반사

파로 인한 이벤트가 제거되었다. 

자기상관도를 바탕으로 각 송신원 모음마다 디콘볼루션을

적용하여 다중반사파가 억제된 저급중합을 작성하였다(Fig.

6). 저급 중합단면과 비교하여 디콘볼루션 적용 후 다중 반사

Fig. 4. Stack section of 07AQ-015 with stacking (RMS) velocity. In the section, various multiples (M1, M2, and M3) appear periodically with

primary reflection event (R).

Fig. 5. Auto correlograms before (left) and after (right) minimum phase predictive decon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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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 현저히 소멸되었지만 해저면 직하부의 신호들이 복잡한

형태로 변환되었다. 이는 탄성파 신호가 자기상관을 최대로 하

는 파형압축 과정에서 저주파 다중반사파가 제거됨에 따라 상

대적으로 작은 파형들이 복잡하게 생성된 영향이다. 특히 SB

와 R 사이의 퇴적층 및 Fig. 6의 M2, M3 다중반사파가 존재

하는 영역의 탄성파 신호들은 파형압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

로 감쇄되었기 때문에 층서구분의 해상도가 저하되었다.

레이던 필터

레이던 필터는 다중반사파의 주기성을 직접 이용하기보다

평면파를 입사각에 따라 분류하여 다중반사파를 구분하는 방

법으로 경사중합(slant stack)과 속도중합(velocity stack)과 유

사하게 탄성파 기록을 재분류한다. 레이던 필터의 경우 오프셋

에 따른 진폭 손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인데 탄성파기

록을 파선변수 영역으로 쌍곡선형 변환(hyperbolic move-out)

하고 일차반사파와 다중반사파를 분리할 수 있다(Beylkin,

1987).

도미분지 자료의 다중반사파 제거를 위하여 Promax2D 모

듈 중 레이던 필터를 적용한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다. 입사각

에 대한 속도 비인 P 값은 −50에서 450까지 80등분하였고 최

소자승해를 구하기 위한 백색잡음은 3%, 사용된 주파수는

5 ~ 80 Hz까지로 선정하였다. 레이던 필터는 다중반사파에 해

당하는 탄성파 신호를 계산하여 오프셋−시간영역으로 역변환

하고 원자료(raw data)에서 이를 제거하는 기법이다. 일반적으

로 일차반사파를 추출하여 역변환하는 경우 다중반사파 외의

신호에 포함된 유용한 정보가 손상되고 인공잡음이 생성되므

로 다중반사파를 제거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

변환된 탄성파 기록 중 다중 반사파가 뚜렷이 구별된 1,200

번째 공심점 모음을 Fig. 7에 나타내었다. 일차반사파의 경우

속도분석을 통해 할당된 지층속도에 따라 NMO되어 거의 수

평으로 정렬 되었다. 그러나 왕복주시 320 ms에 기록된 다중

반사파의 경우 낮은 속도의 매질을 통하여 전파되었으므로 오

프셋에 따라 이벤트가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형성한다. 일차

반사파와 다중반사파가 구분되도록 주시에 따라 신호를 발췌

한 경계를 녹색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레이던 분석결과를 이용

하여 탄성파 기록에 필터가 적용된 전후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Fig. 8). 좌측의 입력자료는 필터링 전의 원자료이며 중앙은

레이던 분석에서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이고 우측의 출력자료

는 필터링 후의 탄성파 기록이다. 왕복주시 350 ms 부근에 존

재하는 극성이 역전된 다중반사파가 필터링을 통해 제거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디콘볼루션을 적용하지 않은 지형자료 통합 탄성파 음원모

Fig. 6. Seismic stack section of 07AQ-015 with minimum phase predictive deconvolution module using RMS (stacking) velocity.

Fig. 7. Separation of primary and multiples during Rad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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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레이던 필터를 적용하고 중합단면을 도출하였다(Fig. 9).

중합속도를 적용하여 NMO 보정을 수행하였으므로 기반암의

위치 식별이 가능하지만 주기적인 다중반사파 M2가 확연하다.

M1의 다중반사파는 해수층에서 전파된 낮은 속도의 탄성파에

기인하므로 레이던 필터 적용 후 적절하게 제거되었고 M3 다

중반사파도 필터링을 통해 억제되었다. 레이던 필터를 적용한

중합단면 Fig. 9는 예측디콘볼루션 적용 중합단면 Fig. 6에 비

해 고주파 신호로 인한 파형 산란이 적다. 예측디콘볼루션 필

터와 레이던 필터의 상이한 특성을 인지하고 선택적으로 적용

하는 경우 전산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위상 예측 디콘볼루션 및 레이던 필터

최소위상 예측 디콘볼루션을 적용한 탄성파자료에 레이던

필터가 추가된 결과는 Fig. 10과 같다. 중합단면에 잔존하던

다중 반사파가 제거된 결과를 보인다. 최소위상 예측 디콘볼루

Fig. 8. CDP gathers for Radon filter. The input data is raw data

(left), modeled data means separated multiples by Radon analysis

(middle), and filtered data is subtraction of modeled data from input

data (right).

Fig. 9. Seismic stack section of 07AQ-015 with Radon filter module by RMS (stacking) velocity.

Fig. 10. Seismic stack section of 07AQ-015 with minimum phase predictive deconvolution module and Radon filter by RMS (stacking)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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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중합과 비교하여 공심점 900 ~ 2,000 위치의 왕복주시 350

ms 심도에 존재하는 다중반사파와 공심점 4,800 ~ 5,800 위치

왕복주시 550 ms 심도 하부에 존재하는 다중반사파 M2, M3

등이 최소한으로 억제되었다. 레이던 중합단면과 비교하면 주

기적인 다중반사파가 현저하게 억제되었으며 부정합 층의 퇴

적양상 파악에 유리하다. 디콘 및 레이던 중합단면의 일부 구

간에서 간헐적인 다중반사파는 잔존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구목적을 충족하는 해상도가 확보되었다. 

저급중합과 전산처리를 조합하여 적용한 중합을 확대하여

비교하면 다중반사파의 제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기반

암이 뚜렷이 인지된다(Fig. 11). 시간 축으로 350 ms에 선명

한 다중반사파를 전산처리를 통해 제거하였으며 500 ms 정도

에 존재하는 다중반사파가 제거되면서 기반암 반사 이벤트가

더욱 명확히 도시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심점 1,300 주변 주

시 900 ~ 1,000 ms의 반사경계면은 저급중합에서 전혀 분석되

지 않으며 공심점 1,700에 있는 절리면이 자료처리를 거치면

서 더욱 명확해졌다. 이는 East China Shelf Basin이 발달되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단층 배열을 확인한 지질해석에 부합한

다(신원철 외, 2007) 함몰구조는 Late Cretaceous에 형성되었

으며 제주분지 남부에서는 탄성파 단면의 주시 2.0 초까지 발

달한다. 대상 지역의 탄성파 탐사자료 전산처리의 수행과정에

서는 지질구조 발달상황을 고려하여 전산처리 기법을 일관되

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료처리 변수

들은 유용할 것이다.

결 론

도미분지의 기반암 해석을 위하여 2차원 탄성파 탐사자료를

전산 처리하여 중합단면을 작성하였다. 전산처리 과정은 지형

자료 통합, 트레이스 편집, 최소위상 예측 디콘볼루션, 실진폭

회수, 주파수대역 필터, 레이던 필터, 속도분석, NMO 및 중합

으로 구성되었다. 다중반사파로 인한 중합단면의 품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소위상 예측 디콘볼루션 필터와 레이던 필

터, 속도분석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제주해역 도미분지의 탄성파 탐사자료에 나타나는 다중반사

파 제거는 일차적으로 최소위상 예측 디콘볼루션 필터를 적용

하고 추가적으로 레이던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

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도미분

지의 탄성파 탐사자료 전산처리를 수행하면 고품질의 탄성파

지질단면을 체계적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특징적인

탐사 측선을 선별하여 파동 전파 모델링을 이용한 정밀 다중

반사파 감쇠를 시도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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