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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울릉분지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역 파악을 위하여 2005년과 2006년에 탐해2호를 사용하여 2차원 및
3차원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였다. 탐사장비는 항측시스템, 기록시스템, 스트리머 케이블, 음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로
1,000 m 이상의 대수심 환경 및 해저면 하부 500 msec 구간에서의 속도분석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3 km 길이의 스트리
머와 1,035 in3 용량의 동조 에어건 음원을 사용하였다. 현장탐사자료취득과정에서 음원파형분석, 2차원 저급중합, RMS
잡음 분석, 주파수-파수 스펙트럼 분석 등의 일련의 품질관리를 수행하였다. 음원의 품질기준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음원파형을 계산하고, 건제거시험을 통하여 에어건 고장시의 음원파형변화를 확인하였다. 실시간 품질 분석을 통하여 일
부 탄성파 자료에서 너울잡음, 패러티 오류, 스파이크 잡음 및 조목잡음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탐사자료의 품질이 전
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차원 탐사 시 불가피한 현장상황에 의해 조목잡음의 영향을 받은 탐사자료
에 대해 FK 필터링 및 누락 트레이스 복원 기법을 적용한 품질향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취득자료의 적합 판정 및 현장
탐사 지속이 결정될 수 있었다. 탐사자료가 품질기준을 벗어나는 탐사해역에서도 현장자료처리를 통하여 잡음제거 가능
성을 제시함으로써 해양탄성파탐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요어: 가스하이드레이트, 탄성파 탐사, 2차원, 3차원, 자료취득, 품질관리, 조목잡음
Abstract: To identify the potential area of gas hydrate in the Ulleung Basin, 2-D and 3-D seismic surveys using R/V

Tamhae II were conducted in 2005 and 2006. Seismic survey equipment consisted of navigation system, recording system,
streamer cable and air-gun source. For reliable velocity analysis in a deep sea area where water depths are mostly greater
than 1,000 m and the target depth is up to about 500 msec interval below the seafloor, 3-km-long streamer and 1,035
in3 tuned air-gun array were used. During the survey, a suite of quality control operations including source signature
analysis, 2-D brute stack, RMS noise analysis and FK analysis were performed. The source signature was calculated to
verify its conformity to quality specification and the gun dropout test was carried out to examine signature changes due
to a single air gun's failure. From the online quality analysis, we could conclude that the overall data quality was very
good even though some seismic data were affected by swell noise, parity error, spike noise and current rip noise.
Especially, by checking the result of data quality enhancement using FK filtering and missing trace restoration technique
for the 3-D seismic data inevitably contaminated with current rip noises, the acquired data were accepted and the field
survey could be conducted continuously. Even in survey areas where the acquired data would be unsuitable for quality
specification, the marine seismic survey efficiency could be improved by showing the possibility of noise suppression
through onboard data processing.
Keywords: Gas hydrate, Seismic, 2-D, 3-D, Data Acquisition, Quality Control, Current Rip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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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는 물분자와 가스가 결합된
고체 형태로, 극지의 영구 동토지역과 같이 매우 낮은 온도 환
경이나 심해저 퇴적층과 같은 저온 고압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여러 가스의 하이드레이트가 심해 해양 환경에서 안
정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중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심해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99% 이상을 차지하여, 통상 메탄하이드레이
트(methane hydrate)로 불린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재래형 석
유자원을 대체할 에너지자원으로서의 유망성 뿐만 아니라 잠
재적인 지구 온난화 및 해저면 안정성에의 영향 등의 측면에
서 주목받고 있다(Max ., 2006).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
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동해 울릉분지를 대상으로 광역
조사를 수행하여 총 12,366 L-Km의 2차원 탐사자료가 취득되
었다. 또한 2001년 및 2002년에 한국석유공사의 지원으로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은 대륙붕 제6-1광구에서 약 1,100 L-Km의
탐사자료를 취득하였으며, 2003년에 한국석유공사에서 외국
Veritas사에 의뢰하여 약 900 L-Km의 가스하이드레이트 2차
원 탐사자료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을 지시하는
해저면모방반사면(Bottom Simulating Reflector, BSR)의 광범
위한 분포와 음향공백대(acoustic blanking zone) 및 가스 분출
구조(gas seepage structure) 등의 존재가 확인됨에 따라 동해
울릉분지내에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허
대기, 2005). 2005년 산업자원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
석유공사 및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
단을 출범시킴으로써 본격적인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가 시작
되었으며, 2005년과 2006년에 동해 울릉분지에서 가스하이드
레이트 2차원 및 3차원 탄성파 탐사가 수행되었다.
et al

Fig. 1. Layout of 2005 2-D gas hydrate survey.

해양탄성파탐사는 대규모의 탐사선, 장비, 인력 및 비용이
투입되는 작업으로, 효율적인 탐사수행을 위해서는 수중장비
전개기술, 탐사장비 운용기술 및 문제해결능력 등을 보유하여
야 한다(박근필 외, 1999). 또한 실시간 품질관리를 통하여 스
트리머(streamer) 및 음원 등의 장비 문제와 기타 외부적인 잡
음 요인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탐사자료의 품질수준을 확
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대륙붕 6-1광구 및 북부해역에서의 가
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과
2006년에 탐해2호를 사용하여 수행된 2차원 탄성파 탐사와 3
차원 탄성파 탐사 현장자료취득 내용과 실시간으로 수행된 선
상 품질관리 결과 및 파악된 주요 잡음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
한 탐사자료가 품질기준을 벗어나는 탐사해역에서도 현장자료
처리를 통하여 잡음제거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해양탄성파탐
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

현장탐사자료취득
탐사시스템
2005년에 대륙붕 제6-1광구 및 북부해역에서 탐해2호를 사용
하여 수행된 2차원 반사법 탄성파 탐사는 한 줄의 스트리머와
단일 음원을 이용한 탐사로서(Fig. 1), 탐사장비는 항측시스템,
기록시스템, 스트리머 케이블, 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측시스템은 탄성파탐사시 정밀위성항측시스템(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DGPS), 음향거리측정기
(acoustic ranging system)와 컴퍼스(compass) 등을 이용하여
탐사선과 음원 및 스트리머의 위치를 측정, 계산하며 계획된
측선에 따라 탐사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시키고 모든 장비
의 시간을 일치시켜 정밀한 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비로
서 WesternGeco사의 TRINAV 항측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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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측자료는 UKOOA 표준형식 P1/90으로 작성하였다.
기록시스템은 항측시스템에서 보내온 발파신호(closure)에
따라 에어건(air gun)의 발파를 유도하고 스트리머로부터 전달
된 디지털 탄성파 신호를 자기 테이프에 기록하는 장비로서,
TRIACQ 기록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탄성파탐사자료는 10 GB
용량의 IBM 3590 테이프에 SEGD 8048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스트리머 케이블(streamer cable)은 스트리머 내의 하이드로
폰(hydrophone)을 통하여 지층에서 반사되어 온 신호를 감지
하는 것으로 Nessie-3 스트리머를 사용하였다. 스트리머 케이
블은 탄성파 신호를 수신하는 100 m 길이의 액티브 섹션
(active section)과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버블(bubble)의 조합
으로 구성되며, 양 끝에 장력을 완충시킬 수 있는 각각 2개씩
의 스트레치(stretch) 섹션을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0개의 액티브 섹션과 15개의 버블로 구성된 3 km 길이의 스
트리머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또한 스트리머 케이블을 일정 심
도로 유지하고 휘어짐(feathering)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스
트리머 케이블에 컴퍼스 버드(compass bird)를 약 300 m 간격
으로 장착하였다.
음원으로는 2,000 psi의 고압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음파를 발
생시키는 Bolt 사의 에어건을 사용하였으며, 버블(bubble)이 약
화된 임펄스(impulse)형 음원 제작을 위하여 용량이 다른 6개
의 에어건을 하나의 어레이(array)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용량
은 1035 in 이다.
2006년에 수행된 3차원 반사법 탄성파 탐사 역시 2005년 2
차원 탄성파 탐사와 동일한 항측시스템, 기록시스템, 스트리머
케이블, 음원 등을 사용하였다. 3차원 탐사자료 취득을 위하여
3 km 길이의 스트리머 케이블 2조를 사용하였으며, 음원으로
1035 in 용량의 에어건 어레이 2조를 사용하였다(Fig. 2). 이
3

3

Fig. 2. Layout of 2006 3-D gas hydrat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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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스트리머 및 음원 조합에서는 이상적인 경우 한 측선의
탐사로부터 4조의 공통 중간점(common-midpoint, CMP) 탐사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자료취득변수
2001년부터 2004년에 수행된 2차원 광역 기초탐사에서는
약 250 ~ 1,000 in 용량의 음원과 600 m ~ 1,000 m 길이의 스
트리머가 사용되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특정한 온도, 압력
조건으로 결정되는 안정영역 내에서 존재하게 되고, 동해 울릉
분지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을 지시하는 BSR은 대체로
해저면 하부 200 m 내외에서 나타나므로, 이러한 탐사대상 심
도(target depth)를 고려하면 음원의 용량은 적절하였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1,000 m 이상의 대수심 환경을 고려하면 짧은
스트리머로 인하여 속도 분석의 신뢰도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Lee
., 2005). 따라서 울릉분지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지역 파악을 위한 2차원 탄성파 탐사에서는 3 km 길이의 스트
리머를 사용하였으며, 음원은 1,035 in 용량의 에어건 어레이
를 사용하였다. 음원 발파간격은 25 m이며, 수진기 그룹 간격
은 12.5 m, 채널 수는 240이다. 고주파수 신호 기록을 위하여
샘플링 간격은 1 msec로 설정하였으며, 기록시간은 7초이다. 음
원의 심도는 5 m, 스트리머의 심도는 7 m, 탐사선의 탐사속도
는 약 5 노트(knots)로 유지하였다. 음원 어레이 중앙에서 1번
채널까지의 거리인 최근거리 오프셋(nearest offset)은 160 m이
다. 2차원 탄성파 탐사의 주요 자료취득 변수는 Table 1에 나타
내었다.
3차원 탄성파 반사법 탐사의 주요 자료취득 변수는 대부분 2
차원 탐사와 동일하다(Table 1). 두 스트리머의 간격은 100 m,
두 음원 간격은 50 m이며, 우현과 좌현의 두 음원은 25 m 마다
3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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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acquisition parameters of 2-D and 3-D gas
hydrate survey.
Table

1.

parameters
streamer length
number of streamer
streamer separation
streamer depth
number of channel (per streamer)
group interval
record length
sample interval
recording filter
recording format
source volume
number of source
source separation
source depth
source pressure
shooting interval
nearest offset

2-D
3 km
1

3-D
3 km
2
100 m
7m
240
12.5 m
7 sec
1 msec
3/18 - 360/72
(Hz/dB/Oct)
SEG-D 8048
1,035 in3
2
50 m
5m
2000 psi
25 m
165 m

−

7m
240
12.5 m
7 sec
1 msec
3/18 - 360/72
(Hz/dB/Oct)
SEG-D 8048
1,035 in3
1
−

5m
2000 psi
25 m
160 m

교대로(flip-flop) 발파되었다. 최근거리 오프셋은 165 m이다. 탐
사면적은 인라인(inline) 방향 25 km, 크로스라인(crossline) 방향
16 km로 400 km 이며, 측선방향은 0 및 180 의 남북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측선간격은 100 m, 총 측선 수는 160개로 설계하
여, prime 측선은 총 16,000 CMP L-Km이다. 하나의 기본 빈
(bin) 크기는 6.25 m × 25 m이나, 현장 자료취득 시 인라인 방향
으로 2배 확장하여 12.5 m × 25 m 크기의 빈을 기준으로 실시
간 비닝(realtime binning)을 하였으며, 커버리지(coverage) 분석
을 통하여 커버리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infill 탐사를 실시하
였다.
2차원 및 3차원 탄성파 탐사의 항측변수로 Bessel 1841 타
원체 및 도쿄 기준좌표계(Tokyo datum)를 사용하였으며, 현장
탐사 및 항적도 작성을 위한 투영도법은 129 E를 중앙 경선
(central meridian)으로 하는 UTM 투영법을 사용하였다.
현장탐사결과
2005년 가스하이드레이트 2차원 탐사에서는 총 6,690 LKm의 탐사자료를 취득하였다. 2006년 3차원 탐사에서는 400
Km 의 해역에서 prime 측선 16,000 CMP L-Km와 infill 측선
7,045 CMP L-Km를 합하여 총 23,045 CMP L-Km의 탐사자
료를 취득하였다(Fig. 3). Infill 탐사량은 prime 탐사량의 약
44% 정도이다.
현장탐사 수행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기상대기
(weather standby)로 파악되었다. 2차원 현장탐사기간 82일 중
기상대기기간이 36%, 3차원 현장탐사기간 122일 중 기상대기
기간은 45%에 달하였다. 또한 2차원 탐사 시에는 많은 어선
활동 및 밀집된 어망 분포로 인하여 빈번히 현장탐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었다. 결과적으로 2차원 탐사 시 하루 평균 82 L2

o

o

o

2

Track chart of 2-D gas hydrate survey in 2005 and 3-D
survey area in 2006 (box).
Fig. 3.

Km의 탐사자료를 취득하였으며, 3차원 탐사 시에는 하루 평
균 189 CMP L-Km의 탐사자료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현장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탐사선 및 탐
사장비의 유지관리, 탐사인력의 기술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과
거의 기상정보 수집 및 분석, 어업활동 분석 등을 통한 최적
탐사기간 선정, 불가피한 어업활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품질관리
현장탐사 시에 음원특성분석, 2차원 저급중합(brute stack),
근거리 트레이스 단면 출력, 알·엠·에스(Root Mean Square,
RMS) 잡음 통계 분석, 주파수-파수(Frequency-Wavenumber,
FK) 스펙트럼 분석, 현장 테이프 품질관리 등으로 이루어진 일
련의 품질관리를 수행하였다. 2차원 저급중합에서 해수층 속
도 및 탐사대상 심도를 고려하여 1480 m/s의 단일 중합속도를
적용하였다. 본 품질관리의 목적은 어선 활동, 불량한 날씨, 기
타 잡음 등에 의한 한계측선을 파악하기 위한 정량적인 탐사
자료 품질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자료처리를 수행하
기 이전에 탐사자료의 품질을 관리하며, 해저면 하부 500
msec 구간의 탐사대상 심도에 대한 자료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음원파형분석
단일 에어건의 파형(signature)은 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신호
대잡음 비(signal-to-noise ratio)를 얻을 수 없으며, 기포 펄스
로 인해 단일 에어건으로부터 이상적인 임펄스형 탄성파 파형
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해양탄성파탐사에서는 용량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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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gun dropout test (ZTP : Zero-to-Peak Amplitude,
PTP : Peak-to-Peak Amplitude, PBR : Primary-to-Bubble Ratio).
Table 2.

Guns out
Full array
400
235
155
125
90
30

ZTP
(bar-m)
17.4
13.5
13.9
14.6
14.8
15.0
15.7

(a) Source configuration and (b) signature for 2-D and 3D gas hydrate surveys.

다른 여러 에어건을 동시에 발파시키는 동조 에어건 어레이
(tuned air-gun array)를 사용한다(Dragoset, 2000). 2차원 및 3
차원 탐사에 사용된 음원은 400, 235, 155, 125, 90, 30 in 용
량의 에어건 6개가 3 m 간격으로 구성된 단일 어레이이다. 음
원의 품질기준으로 최대진폭(zero-to-peak amplitude, ZTP), 최
대진폭과 최소진폭의 차이(peak-to-peak amplitude, PTP), 일차
파형과 기포에 의한 이차 파형의 크기의 비(primary-to-bubble
ratio, PBR)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음원파형계산을 통하여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 2차원 및 3차원 탐사에서 PTP는 최소 25 bar-m 이상,
PBR은 최소 10 이상을 음원 품질기준으로 하였다. Fig. 4는
사용된 음원구성 및 시간 영역 파형과 주파수 스펙트럼이다.
음원은 해수면 하부 5 m에 위치하고, 기록필터는 3 Hz / 18
dB/Oct ~ 360 Hz / 72 dB/Oct를 적용하였다. ZTP는 17.4 barm, PTP는 33.6 bar-m, PBR은 14.8로서 양호한 파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원이 해수면 하부 5 m에 존재하므로, 150 Hz에
서 노치(notch)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현장탐사에서 에어건 고장으로 해당 에어건 발파가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될 때에는 파형 계산을 통하여 음원품질기준에 위
배되는지를 확인하여 탐사 중단 또는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정 에어건을 제거했을 때의 음원특성을 계
산하는 건제거시험(gun dropout test)을 실시한다(Table 2). 큰
용량의 에어건이 고장 날 경우 송신파형의 ZTP, PTP 크기가 감
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레이의 양끝에 위치한 에어건이
고장 날 경우에는 PBR이 약간 감소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나, 중
간에 위치한 에어건이 고장 날 경우에 PBR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간 위치의 에어건이 고장 날 경우 버블이 상쇄되
지 못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6개의
에어건 중에서 임의의 1개의 에어건이 고장 날 경우에도 제시
3

PBR
14.8
14.0
11.9
11.8
12.5
13.4
15.3

된 품질기준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질의 탐사자료
획득을 위하여 400 및 235 in 의 에어건이 고장 날 경우에는 탐
사를 중단하고 해당 에어건을 수리하였으며, 다른 에어건이 고
장 날 경우에는 해당측선탐사 종료 후 수리를 하였다.
2차원탐사 품질관리
RMS 분석은 신호의 크기가 충분히 약한 특정 구간의 탄성
파 신호로부터 RMS 값을 계산하여 탄성파 자료에 포함된 주
변잡음(ambient noise) 분포 및 불량 트레이스, 음원문제, 탄성
파 간섭, 선박, 조류 변화, 해상 상태 등에 의한 케이블 잡음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변잡음의 RMS 분석 윈도우는 초
동이 도달하기 이전의, 신호가 존재하지 않는 초기시간 윈도우
로 설정되어야 하며, 배경잡음(background noise) RMS 분석
윈도우는 주변잡음의 조건에 가까운 후기시간 윈도우로 설정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변잡음의 RMS 분석구간은 스트리머의
마지막 100개의 채널의 0 ~ 500 msec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배경잡음의 RMS 분석구간은 전 채널의 6500 ~ 7000 msec 구
간으로 설정하였다. 통상 양호한 해상상태에서 주변잡음의
RMS 평균은 6 ~ 10 μBars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탐사지역의 수심은 대부분 1,500 m 이상이었으며, 음원
발파 간격은 9 ~ 11초, 기록시간은 7초이었다. 이러한 조건에
서 강한 다중반사파가 배경잡음 RMS 분석구간에 존재하였으
며, 다음 발파자료의 주변잡음 RMS 분석구간에도 여전히 잔
여에너지로 존재하였다. Fig. 5(a)와 (b)는 측선일련번호 043
측선의 저급중합자료이다. Fig. 5(a)는 강한 해저면 다중반사파
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며 Fig. 5(b)는 약한 다중반사파에 영향
을 받는 지역이다. 따라서 강한 다중반사파에 영향을 받는 오
른쪽에서는 배경잡음의 RMS 수준이 높으며, 약한 다중반사파
에 영향을 받는 왼쪽에서는 낮음을 알 수 있다(Fig. 5(c)). 또
한 이전 발파에 의한 잔여 다중반사파가 초기 시간에 존재하
는 경우에도 주변잡음의 RMS 값이 증가하였다.
2차원 탐사자료 주변잡음의 RMS 분석 결과 RMS 수준이
4.89 ~ 56.59 μBars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평균 14.89 μBars
를 보였다. 배경잡음의 RMS 값은 대부분의 측선에서 10
3

Fig. 4.

PTP
(bar-m)
33.6
26.1
26.8
28.1
28.8
28.9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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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of a brute stack section showing strong multiples (a) and weak multiples (b) at late time. (c) RMS profile showing high
background RMS values due to strong multiples (right) and relatively low background RMS values due to weak multiples (left).
Fig. 5.

Fig. 6.

Swell noise effect. (a) RMS profile showing strong swell noises. (b) Brute stack section showing the swell noise effect.

이상을 보였으며, 평균 23.09 μBars이다. 이러한 높은
RMS 값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탐사지역의 탐사상황
이 RMS 분석의 가정에 위배되어 RMS 분석이 탐사자료에 포
함된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RMS 평균 및 표준편차의 변화(variation) 양상은 파도
에 의한 너울잡음(swell noise)의 존재 및 수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차원 탐사 측선 94개 중 약 20%의 탐사측선이 너울잡음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약 12%의 측선은 심한 너울잡음의 영
향을 받았다. 이러한 측선에 대해 배경잡음의 RMS 표준편차
는 40 μBars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Fig. 6(a)는 RMS 프로
파일에 나타난 너울잡음의 영향을 보여준다. Fig. 5(c)의 RMS
프로파일과는 달리 Fig. 6(a)의 RMS 프로파일이 불규칙하고

μBars

심하게 변화함으로써 탐사자료가 너울잡음의 영향을 받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 6(b)는 같은 측선에 대한 중합단면이다.
해저면 상부 및 하부에서 너울 잡음의 효과가 분명히 확인되지
만, 중합효과(중합수 60)로 인하여 해저면 하부 500 msec 구
간의 지층 연속성은 충분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탐사 중 일부 측선은 어구 및 어선을 피하면서 발생된 선회잡

음(turning noise) 및 스트리머 케이블에 다른 물체가 걸려서
발생되는 잡음의 영향을 받았다.
2차원 탐사자료에 대한 실시간 품질 분석 결과 전반적인 자
료 품질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너울잡음의 영향
을 받은 측선에서도 중합효과로 인하여 탐사대상 심도구간의
지층 연속성은 충분히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품
질이 심하게 저하된 구간은 실시간으로 저급중합자료를 검토
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심해환경 하에서 절대적인 RMS 수준
은 높았으나, RMS 분석을 통하여 스트리머와 음원 관련 문제
점 및 너울잡음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3차원탐사 품질관리
3차원 탐사에서 취득된 모든 측선의 주변잡음의 RMS 값의
평균값은 6.24 μBars로 전체적인 잡음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부적합 측선을 제외하면 잡음 수준은 5.79 μBars 수준으로 낮
아졌다. 우현 스트리머의 주변잡음의 RMS 값은 6.17 μBars,
좌현 스트리머의 경우 6.31 μBars로 측정되어 좌현 스트리머
가 우현 스트리머에 비해 잡음수준이 다소 높았다. 하지만 적
합 측선만 고려한다면 두 스트리머의 주변잡음의 RMS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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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ample of a shot gather showing the spike noise
caused by electrical leakage (a) and brute stack section showing the
spike noise effect (b).
Fig.

7.

5.79 μBars로 동일하므로 스트리머 섹션의 상태는 매우 양호
하며, 스트리머 균형(ballasting) 작업이 세심하게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3차원 탐사지역의 수심은 1,600 ~ 1,900 m 범위이며, 음원발
파 간격과 기록 시간은 2차원 탐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강한
다중반사파가 배경잡음 RMS 분석구간에 존재하여, 배경잡음
의 RMS 값은 모든 측선에 대해 10 μBars 이상의 수준을 보
였으며, 전체 측선에 대한 배경잡음의 RMS 평균값은 13.81
μBars로 주변잡음의 RMS 평균값보다 2배 정도 높았다. 따라
서 3차원 탐사의 경우에서도 배경잡음의 RMS 분석은 탄성파

신호가 잡음수준으로 충분히 감쇠된 상태라는 기본 조건을 충
족시키지는 못하지만, RMS 평균 및 표준편차의 변화양상은
너울잡음의 존재 및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였다. 일부 측선
은 너울잡음에 영향을 받아 배경 RMS 평균 및 표준편차 프로
파일이 불규칙하고 심하게 변하며, 표준편차가 10 ~ 20 μBars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2차원 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
급중합자료를 검토한 결과 품질 저하가 심하지 않음이 확인되
었다. 너울잡음이 심한 경우에는 탐사를 중단하였다.
3차원 탐사 중에 좌현 스트리머의 리드인(lead-in) 케이블과
스트리머 섹션을 연결하는 볼 조인트(ball joint) 부분에 문제
가 발생하여 좌현 스트리머에 전기 누설(electrical leakage)이
발생되었다. 대부분의 측선에서 전기 누설은 일정한 수준을 유
지하여 스파이크 잡음(spike noise)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일부
발파자료에서 스파이크 잡음이 간헐적으로 확인되었다. 전기
누설에 의한 스파이크 잡음은 파도가 높을 때 좌현 스트리머
의 볼 조인트 부분에 순간적으로 과도한 장력이 유발됨에 따
라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7(a)는 전기 누설 상태의
순간적인 변화에 의해 발생된 스파이크 잡음으로 영향을 받은
발파자료의 실질적인 예이다. 스파이크 잡음은 비슷한 시간에
모든 채널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b)
는 저급중합자료 상에 나타난 스파이크 잡음 효과를 보여준다.
같은 시간에 모든 채널에 걸쳐 발생되는 스파이크 잡음은
NMO 보정 시 과보정 형태를 보이므로 중합 단면에서 웃는 모

The noise effect due to current rip. (a) A shot gather
contaminated with current rip noise. (b) The brute stack section. (c)
The RMS display showing the pattern of current rip noise. The
portion of streamers affected by current rip is moving backward.
(d) The RMS profile showing the high RMS noise level caused by
current rip.
Fig.

8.

The spectral analysis of the current rip noise. (a) The shot
data and (b) their frequency spectrum. Rip noises up to 40 Hz are
present in the severely affected portion and rip noises up to 10 Hz
are present in the side propagating portion.
Fig. 9.

양(smile)으로 나타난다. 간헐적인 스파이크 잡음에 영향을 받
은 발파자료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제거하면 되지만, 한 측선에
서 5%이상의 발파자료가 스파이크 잡음에 영향을 받으면 해
당 측선에 대해 탐사자료를 다시 취득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탐사측선에서 좌현 스트리머 자료에 대한 저급 중합 자료를
만들어 잡음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였다.
탐사자료에서 파악된 다른 형태의 전기적인 잡음은 패러티
오류(parity error)이다. 패러티 오류는 버블의 고장이나, 어구
에 걸려 찢어진 스트리머 섹션 내부로의 해수 침투 때문에 유
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스파이크 잡음이 같은 시간에 모든
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하여, 본 탐사에 사용된 하나의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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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은 16개 채널을 통제하므로 패러티 오류는 특정한 채널에서
시작해서 16개 채널마다 영향을 미친다. 실시간 품질관리를
통하여 패러티 오류가 확인되면 패러티 오류를 유발하는 채널
을 제거하고 예비송신선(spare transmission line)으로 우회시킴
으로써 해당되는 한 개의 채널을 제외한 다른 채널들은 정상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패러티 오류가 인접채널로
확산되면 탐사를 중단하고 스트리머를 회수하여 교체하였다.
현장탐사 초기 및 후기 기간의 일부 측선의 탄성파 자료는
탐사해역에 형성된 조목(潮目, current rip)의 영향을 받았다.
조목은 난류·한류와 같이 성질이 다른 수괴가 합류되는 곳에
서 발생되는데, 탐사선이 조목구간을 통과할 때 탐사선 및 수
중장비가 좌우로 심하게 밀리며 정해진 측선에서 이탈하였으
며 스트리머의 심도는 불안정하게 위아래로 오르내렸다. 또한
양호한 커버리지 결과를 얻기 위하여 탐사선 진로를 조정함에
따라 스트리머는 뱀 모양으로 휘어졌으며 스트리머 구부러짐
잡음(bending noise)이 심하게 발생되었다. Fig. 8에 조목이 탄
성파 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Fig. 8(a)의 발파 자료
에서 조목에 의해 스트리머의 특정 부분이 심하게 영향을 받
고 잡음이 앞뒤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b)는
조목잡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중합자료이며, Fig. 8(c)에 나타
낸 RMS 단면에서 탐사선이 조목 구간을 통과함에 따라 조목
이 스트리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앞쪽에서 점차 뒤쪽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Fig 8(c)에서 가로축은 발파점 번호이며,
세로축은 채널 번호이다. Fig. 8(d)에 나타낸 RMS 프로파일에
서 조목에 의해서 RMS 잡음 수준이 40 ~ 80 μBars 이상으로 매
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조목잡음은 탐사장비 운영기술과는 무관
한 외부 잡음에 기인한 것으로 자료취득 과정에서는 조절방법
이 없기 때문에 현장탐사의 지속을 위해서 적절한 자료처리기
법을 통한 조목잡음의 감쇠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실시간 품질관리를 통하여 일부 탄성파 자료가 조목잡음 및
너울잡음에 영향을 받았지만 탄성파 자료의 전반적인 품질은
매우 양호하였다. 전기누설에 의한 패러티 오류 및 스파이크
잡음은 일부 발파점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므로 추후의 자료
처리과정에서 편집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 심해 환경에서 절
대적인 배경 RMS 수준은 높았지만 RMS 분석을 통하여 스트

Fig. 10.

Stack data after bandpass filtering only.

리머 및 에어건 문제 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조목잡음 감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목잡음은 조목구간을 통과하는
스트리머의 특정 채널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부분을 중심으
로 스트리머의 앞뒤로 전파된다. 조목잡음이 포함된 자료에 대
한 주파수 분석 결과, 조목잡음에 심하게 영향을 받은 부분에
서 잡음의 주파수대역이 0 ~ 40 Hz에 이르며, 앞뒤로 전파되
는 잡음은 10 Hz 미만으로 확인되었다(Fig. 9). 또한 발파자료
내 조목잡음의 경사 형태를 살펴본 결과 조목잡음에 심하게
영향을 받은 부분의 경사는 일관성이 없었으나, 양쪽으로 전파
되는 조목잡음은 1,100 ~ 1,200 m/s의 속도로 전파하였다.
조목잡음에 영향을 받은 발파자료는 높은 잡음 수준을 보임
에도 불구하고, 탐사대상 심도가 해저면 하부 500 msec 구간
임을 고려하면 중합자료는 대상 심도의 반사이벤트를 추적하
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Fig. 10). 그러나 절대적인 잡음
수준은 품질기준을 크게 초과하나 잡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이기 때문에 탐사자료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FK 필터
링과 누락 트레이스 복원(missing data restoration) 기법을 이
용한 조목잡음 감쇠를 시도하였다(Fig. 11). 우선 좌우 전파 조
목잡음의 정점 부근에서는 조목잡음의 주파수 범위가 0 ~ 40
Hz에 이르러 탄성파 반사신호의 스펙트럼과 중복되며, 일관성
있는 경사 형태를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일부 트레이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좌우 전파 조목잡음이 1,100 ~ 1,200 m/s의
경사 형태를 보여 탄성파 신호의 무브아웃(moveout)과는 분명

Fig. 11.

Flowchart for current rip noise removal.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2/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 취득 및 품질관리

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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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between the original shot gather (left) and final processed shot gather (right). The difference is shown in the middle part.

Comparison of the stack data between after bandpass filtering only (left) and after final processing (right). The difference is shown
in the middle part.
Fig. 13.

한 차이를 보이므로, 편집된 발파자료에 FK 필터링을 통하여
좌우 전파 조목잡음을 제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편집된 트
레이스를 채우기 위하여 누락 트레이스 복원 기법을 적용하였
다. 이를 위해 Promax 소프트웨어의 Infill Data 모듈을 사용
하였으며, 발파점마다 영향을 받은 채널들이 변하는 점을 고려
하여 공통오프셋 영역(common-offset domain)에서의 적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Infill Data 모듈은 τ-p 순변환 및
역변환을 통하여 누락 트레이스를 내삽하는 모듈이다. 내삽된
자료의 진폭 및 수평적 연속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통 오프셋 영역, 발파점 영역 및 공통 중간점 영역에서 각각
2차원 공간 필터링(2-D spatial filtering)을 적용하였다. 각 영
역에서 공간 필터링을 적용한 이후, 내삽된 트레이스 부분을
제외한 모든 다른 트레이스는 원 FK 필터링 후의 트레이스로
교체함으로써 탄성파 신호의 왜곡을 없애고자 하였다. Fig. 12
와 13에 나타낸 발파자료 및 중합자료에서 일부 신호의 손실
을 확인할 수 있으나, 조목잡음이 상당히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2와 13의 중간 부분에 나타낸 두 자료의 차이에서
품질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탐사종료 후 전산처리 과정
에서는 최적화된 처리기법을 통하여 보다 나은 품질향상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탐사 중에 수행된 본 자료
처리는 취득자료의 적합 및 현장탐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자료처리를 통하여 조목잡음
이 자료처리를 통해 감쇠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조목 구
간에서 취득된 자료의 적합 판정 및 현장탐사의 지속적인 수

행이 결정될 수 있었다.

결 론
국내 대륙붕 6-1광구 및 북부해역에서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과 2006년에 탐해2호
를 사용하여 각각 2차원 탄성파 탐사와 3차원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였다. 단일 스트리머와 단일 음원을 사용한 2차원 탐사
결과 총 6,690 L-Km의 탐사자료가 취득되었으며, 2조의 스트
리머와 2조의 음원을 사용한 3차원 탐사결과 400 Km 면적의
해역에서 총 23,045 CMP L-Km의 탐사자료가 취득되었다.
탐사장비는 항측시스템, 기록시스템, 스트리머 케이블, 음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주로 1,000 m 이상의 대수심 환경 및 해
저면 하부 500 msec 구간 내에서의 속도분석의 신뢰도를 고
려하여, 3,000 m 길이의 스트리머가 사용하였으며, 음원으로
1,035 in 용량의 동조 에어건 어레이를 사용하였다.
현장탐사자료취득과정에서 음원신호분석, 2차원 저급중합,
근거리 트레이스 자료분석, RMS 잡음 통계 분석, 주파수-파수
스펙트럼 분석, 현장 테이프 품질관리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품질관리를 수행하였다.
음원파형의 최대진폭, PBR 기준에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
하여 음원파형을 계산하였으며, 현장탐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에어건 고장시의 음원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제거시험을
수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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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심 환경에서 강한 다중반사파로 인하여 잡음수준
의 절대적인 크기는 높았지만 평균 및 표준편차의 변화
양상으로부터 너울잡음 패러티 오류 스파이크 잡음 및 조목
잡음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차원 저급중합자료를 검토한 결과 탐사자료의 품질은 전반
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잡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측선에서도 저
급중합단면의 품질이 크게 저하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특
히 차원 현장탐사 초기 및 후기 기간에 탐사해역에 조목구간
이 형성되어 조목잡음을 피할 수 없었으나 필터링과 누락
트레이스 복원 기법을 적용한 잡음감쇠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취
득자료의 적합 판정 및 현장탐사의 지속이 결정될 수 있었다
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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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연구 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현장탐사자료취득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자원연구부 연
구원들과 탐해 호 선박직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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