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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광각 탄성파 탐사자료를 이용한 BSR 부근의 P파 속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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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8년 4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동해 울릉분지 내에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유망지역을 대상으로 OBS를 이

용하여 광각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였다. 이 탐사는 광각 탄성파 자료를 통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심도에서의 2차원

탄성파 속도 분포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탐사지역의 층서구조와 기본 속도구조 도출을 위해 64채널 스트리머를 사

용한 2차원 탄성파 반사법 탐사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취득한 광각 반사파 자료는 τ −p 분석을 통해 각각의 OBS가 위

치한 지점에서의 1차원 구간속도를 구하고 이렇게 구한 속도모델은 최종 속도 분포를 도출하기위해 사용된 탄성파 주시

역산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빠른 수렴을 위한 초기 속도 모델로 활용하였다. 초기 층서 모델은 2차원 반사법 탐사에서

얻은 중합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최상위층에서부터 하위층으로 순차적으로 모델링 및 역산을 수행하는 layer stripping

방식으로 최종 속도 모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탐사지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존재로 인한 BSR 위아래 층의 속

도 역전현상 뿐만 아니라 컬럼/침니 구조에서의 속도가 주변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해저면 탄성파 기록계, 광각 탄성파 탐사, 가스하이드레이트, 주시역산, 타우−피 속도분석

Abstract: In April 2008, KIGAM carried out an ocean-bottom seismometer (OBS) survey in the central Ulleung Basin

where strong bottom simulating reflectors (BSRs) were revealed from previous surveys and some gas-hydrate samples

were retrieved by direct sampling.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estimate the velocity structure near the BSR in the

gas hydrate prospect area using wide-angle seismic data recorded on the ocean-bottom seismometers. Along with the OBS

survey, a 2-D seismic survey was performed whereby stratigraphic and preliminary velocity information was obtained.

Two methods were applied to wide-angle data for estimating P wave velocity; one is velocity analysis in the τ−p domain

and the other is seismic traveltime inversion. A 1-D interval velocity profile was obtained by the first method, which

was refined to layered velocity structure by the latter method. A layer stripping method was adopted for modeling and

inversion. All velocity profiles at each OBS site clearly show velocity reversal at BSR depths due to the presence of

gas hydrates. In addition, we could confirm high velocity in the column/chimney structure.

Keywords: Ocean bottom seismometer, wide-angle seismic survey, gas hydrate, traveltime inversion, tau-p velocity

analysis

서 론

가스하이드레이트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탄성파 탐사는 가

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 여부, 공간적인 분포 그리고 물성을 파

악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

리나라는 1996년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가스하이드레

이트 기초연구를 수행한 이래 1997년부터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지를 목적으로 한 해양물리탐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에서

2004년까지 5년에 걸쳐 동해 울릉분지 전역을 대상으로 체계

적인 탄성파 탐사를 실시한 바 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 Lee et al., 2008). 그 후 세계적으로 석유가스자원의 고

갈을 대비한 신에너지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

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스하이드레이트사업단을 설립하

여 본격적인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

다. 2005년과 2006년도에는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유망지역

에 대한 광역 2차원 및 3차원 탄성파 탐사를 각각 수행하였고

이로부터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을 지시하는 탄성파적 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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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여 시추지점을 선정한 후, 2007년에 시추지점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실물 채취에 성공하였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 Park, 2008). 

천연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저온, 고압 환경에서 메탄과 같은

가스 분자가 물 분자와 결합하여 형성된 얼음과 같은 형태의

결정으로 낮은 온도 환경을 가진 영구동토층이나 고압·저온

환경의 심부 해저 퇴적층에 주로 분포한다(Sloan, 1998; Max

et al., 2006). 이러한 천연 가스하이드레이트는 탄성파 단면상

에서 해저면 모방 반사면(bottom-simulating reflector, BSR)의

존재 여부로 그 부존을 추측할 수 있다(Shipley et al., 1979;

Spence et al., 1995; Bünz S. et al., 2005).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 하부 경계면 아래에 존재하는 자유 가스(free gas)층

에서의 탄성파 속도와 밀도는 안정영역에서의 속도와 밀도보

다 매우 낮기 때문에 두 층 사이의 경계면에서는 강한 음향 임

피던스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안정영

역의 깊이는 해저면 이하 깊이에 따라 거의 일정하게 증가하

는 지열구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탄성파 단면도에서의 안정

영역의 하부 경계면은 해저면과 평행하게 발달하며 음의 극성

을 가진 반사층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BSR이라고 하며 일

반적으로 그 위에서의 P파 속도는 증가하다가 BSR을 경계로

아래의 자유 가스층의 속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띈다

(Shipley et al., 1979; Holbrook et al., 1996).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특성으로는 BSR 이외에도

안정영역에서의 진폭 감소(amplitude blanking), 안정영역하부

에서의 반사도 증가(enhanced reflection) 등의 특성들이 있으

나 무엇보다 해저 환경에서 정확한 속도 분포를 규명하는 것

이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층의 존재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Tinivella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2005년 동해 울릉분지에서 실시한 가스하이

드레이트 2차원 탄성파 탐사를 통해 도출해낸 가스하이드레이

트 유망지역 중 실제 시추가 이루어진 2지점을 지나가는 측선

에 대한 BSR에서의 2차원 정밀 P파 속도구조를 OBS (ocean-

bottom seismometer)를 통하여 얻은 광각 탄성파 자료(wide-

angle seismic data)를 통해서 구하였다.

OBS는 3성분 지오폰(geophone)과 하이드로폰(hydrophone),

기록계, 하드디스크 및 배터리(battery) 등이 하나의 몸체 내부

에 모두 장착되어 해저면에서 독립적으로 탄성파를 기록 및

보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로 해저면에서의 지진파 감지,

인공 음원을 이용한 심부 굴절법 탐사 등에 주로 활용되어오

다가 센서와 기록장비 및 저장장치의 발달로 최근에는 석유

및 가스 탐지에 있어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OBS를 이

용한 탐사는 그 배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에서 탐

사가 가능하며 광각의 탄성파 탐사 자료를 얻을 수 있어 일반

스트리머 반사법 탐사자료에 비하여 긴 이벤트와 넓은 커버리

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속도−심도 함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며(Iyer and Hirahara, 1993), 최근 가스하이드레

이트 탐사 분야에 있어서 속도 및 층서의 규명에 많이 활용되

고 있다(Spence et al., 1995; Tinivella and Accaino, 2000;

Bünz S. et al., 2005; Jaiswal et al., 2006; Petersen et al.,

2007). 

본 연구를 위하여 2008년 4월, 울릉분지의 가스하이드레

이트 유망지역(Fig. 1)에 대하여 8대의 OBS를 이용한 광각

반사파 자료와 스트리머를 이용한 64채널 2차원 탄성파 반사

법 탐사 자료를 동시에 취득하였다. 2차원 반사법 탐사자료

로부터 기본적인 층서 정보 및 셈블런스(semblance) 속도

분석을 통해 광각 탄성파 자료 분석을 위한 초기 층서 모델을

제작하였다. 또한 각 OBS 자료를 τ −p (intercept time-ray

parameter)영역에서 분석하여 1차원 구간 속도 분포를 구하

고 이를 주시 역산을 위한 2차원 초기 속도 모델로 사용하

였다.

Fig. 1. (a) Areas for 2-D reflection and OBS survey, (b) vessel track chart and (c) OBS locations. Obtained were total 183.5 L-km of 2-D

reflection data and wide-angle reflection data sets at 13 sites on 4 survey lines using 8 OBSs. Numbers following the character ‘S’ indicate

number of sites on which OBSs are deployed (see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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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p 영역에서의 속도분석

일반적으로 2차원 반사법 자료를 이용한 속도분석은 시간−

거리 영역에서의 공통중간점 모음(common midpoint gather)

의 NMO (normal moveout) 속도분석을 통해 P파의 rms 속도

를 얻고 이를 Dix's 방정식을 이용하여 최종 구간속도를 구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Yilmaz, 2001). 하지만 수진기가 해저면에

설치되는 OBS 자료는 공통중간점 모음을 작성하기 어렵고 수

진기의 위치가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수진점 모음(com-

mon receiver gather) 자료를 가지고 속도분석을 실시해야한다.

OBS 자료와 같은 광각 반사파 자료의 공통수진점 모음을 이

용한 속도분석 방법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이 τ −p 영역에서 구

간속도를 도출하는 방법인데, 긴 오프셋(offset)의 자료의 경우

τ −p 궤적(trajectory)이 연속적이고 길어서 속도−심도 함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Diebold and

Stoffa, 1981), 각 층의 반사파 궤적은 해당 속도의 역수(slow-

ness)에 해당하는 파선변수(ray parameter, p)가 있는 지점에서

상부층의 반사파 궤적과 만나기 때문에(Stoffa et al., 1981) 층

의 구간속도를 계산하기가 쉽다.

시간−거리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탄성파 기록은 다양한

파선변수들에 의한 평면파들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기

록들을 시간절편(intercept time, τ)과 p값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을 τ −p 변환 혹은 slant stacking이라고 한다(Yilmaz, 2001).

여기서 파선변수란 수평 위상 속도의 역수이다. 시간 영역에서

의 탄성파 자료에 대한 τ −p 변환은 식 (1)과 같이 선형무브아

웃(linear moveout) 단계를 거치고 이를 오프셋 방향으로 모든

트레이스 진폭을 합하는 단계(식 (2))를 통해 이루어진다.

 (1)

 (2)

여기서 t는 시간, x는 오프셋, p는 파선변수 그리고 τ는 시

간절편이다. OBS 자료는 원래 공통수진점 모음이지만 탄성파

의 reciprocity 원리에 의해 공통발파점 모음으로 간주하여 τ −

p 변환을 수행할 수 있다. Fig. 2는 이번에 취득한 OBS 자료

중 하나의 공통수진점 모음과 이것을 τ −p 영역으로 변환한

그림이다. 이론적으로 시간−거리 영역에서 쌍곡선으로 나타

난 반사파와 직선으로 나타난 굴절파는 τ −p 영역에서는 각각

타원과 점으로 표시된다(Stoffa et al., 1981). 

τ −p 영역에서 타원으로 나타난 반사이벤트는 속도 및 파선

변수에 따라 그 타원의 궤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성질

을 이용하여 속도 및 파선변수에 따른 이론적인 타원을 계산

하고 이를 실제 자료와 상호 비교하여 타원 궤적이 가장 잘 맞

는 이론 곡선의 속도를 구하면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속도가 된다. 

등방성 매질의 반사 P파의 τ −p 궤적은 식 (3)과 같다

(Bessonova et al., 1974). 

 (3)

여기서 qp는 P파의 수직 slowness이고 Δz는 층의 두께이다.

이것을 수진기가 해저면에 위치한 OBS 자료에 적용하여 수치

적으로 풀기 위해 식 (4)와 같이 변형하였다. 

for n=1

for (4)

여기서, 는 각 층의 단방향 수직 지연시간(one-way

vertical delay time)다. 이 식을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의 궤적

과 가장 오차가 적은 궤적을 만드는 P파 구간속도(vp,i)를 각

층마다 구해나가면 수진기가 위치한 지점에서의 1차원 속도분

포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OBS가 위

치한 지점의 매질이 1차원(수평층)·등방성이라는 가정이 필

요하다.

모델링 및 탄성파주시역산

모델링과 주시역산에는 Zelt and Smith (1992)가 개발한

rayinvr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모델링 모듈과

역산모듈로 구성되어있다. 모델링 모듈에서는 2차원 매질에

대한 한 쌍의 1차 상미분방정식으로 구성된 ray tracing

equation을 Runge Kutta법을 통해 수치적으로 파선을 계산한

다. 역산모듈에서는 파선이 진행할 때마다 모델 변수들(속도

및 심도)에 대한 주시의 편미분 값들과 관측 데이터(observed

data)에 따른 진행파의 잔여 주시(travel time residuals)를 실시

간으로 계산하여 각 단계마다 계산된 이들 편미분값들과 잔여

τ = t − px

S p,τ( ) =  

x

∑ P x,τ px+( )

τpp p( ) = 2qpΔz

τpp,1 p( ) = τp ,1
0

1 p
2
vp,1

2
– ,  

τpp,n p( ) = τpp ,1 p( ) + 2  

i 2=

n

∑ τp ,i

0
1 p

2
vp ,i

2
– ,  n 2≥

τp ,i

0

Fig. 2. Common receiver gather in t−x domain (left) and its τ −p

transformation(08GH-OBS#4). Hyperbolic first arrivals and

reflection trajectories in the t−x domain mapped on the τ −p domain

as elliptic traje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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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를 감쇠 최소 자승법(damped least-square method)에 의해

새로운 모델 변수들(속도 및 심도)로 갱신한다. rayinvr 알고리

즘에서는 이 두 모듈을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최

종적인 속도와 층서구조를 도출하게 된다. 또한 반복적인 계산

을 종료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값으로 정규 오차 변수(normalized

form of the misfit parameter, χ2)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식 (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데이터 지점에서의 오차를 불확실정

도(uncertainty, σi)로 정규화한 값이다(Zelt, 1999).

 (5)

여기서, N은 전체 데이터 개수이고, σi는 di(i번째 데이터)

와 관련된 불확실정도이다. 이론적으로 χ2=1이면 부여한 불확

실정도 범위 내에서 관측 모델과 계산 모델이 일치함을 의미

한다. 

자료의 취득 및 처리

현장 탐사

2007년,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에서는 울릉분지의 가

스하이드레이트 유망지역을 선정하고 그 중 5 지점에 대해 물

리검층을 실시하였다(김길영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위의

시추지점 중 2 곳(UBGH-9 및 UBGH-10)을 선택하여 이를 지

나는 주측선, 보조측선 및 13지점의 OBS 투하위치를 설계하

고(Fig. 1) 2008년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

원의 탐사선인 탐해2호를 이용하여 2차원 반사법 탐사 및

OBS 탐사를 실시하였다. Fig. 1(c)에서 남−북 방향의 주 측선

(08GH-001)상에 8대의 OBS를 등간격으로 설치하고(1 ~ 8번

위치) 1,035 in3 용량의 에어건(airgun)을 이용하여 25 m 등간

격 발파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그룹간격 12.5 m의 64 채널

스트리머(800 m)를 사용하여 2차원 반사법 자료도 동시에 취

득하였다. 08GH-001 측선의 탐사를 종료한 후 모든 OBS를

회수하고 그 중 5대의 OBS를 동−서 방향 측선(08GH-002,

08GH-003)의 탐사를 위해 다시 투하하였다(Fig. 1(c)의 9 ~ 13

번 위치). 08GH-005 측선은 데이터 취득을 위한 측선이 아닌

OBS의 해저면 낙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측선이다. 이

번 탐사에 사용된 OBS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POBS-280모델로 수직 1 성분 및 수평 2 성분의 지오폰과 하

이드로폰을 장착하여 모두 4 성분의 자료를 200 Hz의 샘플링

간격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3개의 탐사 측선

중 중요도가 높은 남−북 측선(08GH-001)에서 취득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차원 반사파 자료 처리

2차원 탄성파 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구형발산 진폭보정

(spherical divergence amplitude correction), bandpass filter (10

~ 120 Hz)를 적용하고 셈블런스(semblance)를 이용한 속도분

석을 실시하여 여기서 얻은 NMO 속도를 이용하여 중합단면

도를 작성하였다(Fig. 3). 08GH-001 측선의 경우 2005년도 가

스하이드레이트 2차원 탄성파 조사 때 이미 탐사한 측선으로

여기에는 탄성파 단면도상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을 나

타내는 주요 탄성파적 징후인 BSR, 음향공백대(acoustic

blanking zone) 그리고 침니/칼럼(chimney/column) 구조 등이

모두 나타나 있는 지역이다. 모델링을 위한 층서 모델을 제작

하기 위해서는 BSR의 심도가 명확해야한다. 하지만 08GH-

001 측선 상에는 침니/컬럼 구조나 강한 진폭 이벤트에 의해

일부 BSR이 보이지 않는 구간이 많으므로 이를 OBS자료의

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Fig. 4는 2차원 반사

법 자료의 속도 분석을 통해 얻은 BSR 부근에서의 속도 분포

로서 BSR 아래에서의 저속도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BSR

아래쪽 약 0.25초 길이의 구간(그림에서 흰색 화살표 구간)에

서는 속도분석을 위한 명확한 이벤트의 부재로 수직적으로 등

속도구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OBS 자료 전처리 및 주시 발췌

08GH-001 측선상에 설치한 8대의 OBS중 Fig. 1(c)의 6번

χ2
 = 

1

N
----  

i 1=

N

∑
d i

obs
d i

pre
–

σi

---------------------------
⎝ ⎠
⎛ ⎞

Fig. 3. Final stack section (08GH-001) of 2-D seismic data showing

gas hydrate seismic indicators, OBS locations were marked by black

dots.

Fig. 4. Velocity profile result from semblance velocity analysis

using 2-D streamer reflection data of survey line 08GH-001.

Velocity functions were analyzed at every 500 CDPs and

interpolated linearly. Velocity unit is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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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OBS(#7) 자료는 기록계의 작동불량으로 기록되지 않

아 나머지 7개 지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OBS는 일단 해상

에서 투하를 시작하면 해저면으로 자유낙하를 하게 된다. 이때

조류, 파도 등의 영향으로 낙하하는 도중 수평적인 이동이 발

생하므로 최종적으로 해저면 착지 위치를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3지점 이상에서 탐사선과 OBS와의 거리를 측

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08GH-001 측선상의 OBS 위치를 파악

하기 위하여 동−서로 가로지르는 보조측선(08GH-005)을 설

계하고 이 측선을 따라 에어건을 발파한 후 각 OBS에 기록된

주측선의 발파자료와 보조측선의 발파자료로부터 초동을 발췌

하여 각 OBS당 4지점에서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거리 계산을

위한 해수의 속도 정보는 탐사지역에서 취득한 투하식

수온수심계(expendable bathythermograph, XBT) 자료와

Medwind 식(Medwind, 1975)을 이용하여 얻었고, 이를 통해

각 OBS의 거리를 계산하여 최종적인 위치를 계산하여 Table

1과 Fig. 5a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계

획했던 위치에서 대부분 약 100 m 범위 내외에서 착지를 하였

다. 만약 2차원 속도 분포 규명을 위한 모델링 및 역산을 수행

함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측선과 OBS의 수평적

이격(lateral drift)이 있을 경우에는 유사 3차원(2.5-D) 모델링

을 해야 한다(Zelt, 1999). 그러나 탐사 해역의 수심이 모두

2000 m 이상이고 OBS의 수평적 이동은 100 m 내외(최대 116

Table 1. Results of OBS relocation. OBS #7 failed to record data

due to recorder malfunction.

Site
No.

OBS 
No.

drift inline
(m)

drift cross 
(m)

drift distance
(m)

S1
S2
S3
S4
S5
S6
S7
S8

#1
#2
#4
#3
#6
#7
#5
#8

−6.4
−47.2
−20.8
−72.9
−39.8

−

44.7
88.6

−48.2
−53.2
116.3
50.3
51.7
−

24.8
−23.5

48.6
71.1

118.1
88.5
65.3
−

51.1
91.6

Fig. 5. (a) Results of OBS relocation on survey line 08GH-001. The

target positions are marked by circles and real positions on the

seafloor after relocation are marked by X. (b) Traveltime misfits of

the first arrivals for OBS #4 with offset when 116 m of lateral drift

occurs.

Fig. 6. Events matching between OBS hydrophone data (upper either side) and 2-D streamer data (upper center). Reflection events in OBS

data were picked comparing with strong reflection events in 2-D reflection data (A and B). Then the picked reflection events were used for

modeling and traveltime inversion. The bandpass filter (10-20-80-120 Hz) and auto gain control were applied to the OB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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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며, 이때 발생하는 주시의 오차(misfit), 즉, 계획한 지점에

정확히 OBS가 착지하여 수평적 이동이 전혀 없을 때의 초동

주시와 실제 발생한 수평적 이동에 의한 초동 주시의 차이는

2.5 ms (Fig. 5b) 이하이다. 이는 본 모델링에서 사용한 주시 발

췌(picking)의 불확실정도(uncertainty)인 10 ms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2차원으로 간주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근거

리 오프셋(near offset)의 주시는 모델링 및 역산에서 제외함으

로써 수진기의 수평적 이격으로 인한 오차의 원인을 어느 정

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시 역산을 위한 OBS 데이터의 주시 발췌를 실시하기 전

에 우선 2차원 반사법 중합자료와 OBS 공통 수진점 모음 자

료를 비교하여 BSR과 의미있는 주요 반사층을 선별하여야한

다. 이는 OBS 데이터의 주시 발췌 뿐만 아니라 모델링에 사

용되는 초기 층서모델제작에도 필요하다. Fig. 6은 OBS 자료

와 2차원 중합자료를 서로 비교한 그림으로 서로 인접한 OBS

#3과 #6의 공통수진점 모음과 그들 사이의 중합자료를 같은

시간 스케일로 나타내었다. BSR 부근의 반사 이벤트를 확대

한 것이 원으로 표시된 A와 B인데 주요 반사 이벤트들이 대

부분 잘 일치됨을 확인할 수 있다. 08GH-001 측선의 경우 총

5개의 층 경계를 선별하였는데 이는 해수층과 반사강도가 큰

1개의 층서, BSR 위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층, BSR 아래의 자

유가스층 그리고 자유가스층의 하부층 등이다. Fig. 3에서 보

면 20 km부터 50 km 사이의 3.1 ~ 3.4 초 구간에는 뚜렷한 반

사층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쇄설류(debris flow) 퇴적층이 주

요 원인이며(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 가스층의 영향으로

탄성파 단면상에 그 하부 경계가 희미해질 수도 있다(Jarchow,

1994). 이런 경우 OBS 자료로부터 거꾸로 유추해 낼 수 있는

데, 즉, P파 속도가 낮은 가스층은 그 하부 경계면에서 다시

속도가 높아지는데 이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OBS자료로부터

확인하여 그때의 시간으로 2차원 중합자료상에서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Tinivella, 2000). 2차원 중합자료와의 비교 후

선별된 최종 OBS 반사 이벤트는 Fig. 7에서와 같이 환원주시

(reduced traveltime; Sheriff, 2002) 단면상에서 발췌하여 추후

모델링과 역산에 사용된다. 

모델 시험 및 속도 분석 결과

모델 시험을 통한 τ −p 속도분석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식 (4)를 이용하여 실제 τ −p 궤적과 가장 잘

일치하는 이론 곡선을 구하여 이에 해당하는 구간 속도를 결

정하였다. 이 방법의 검증을 위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지층을 모

사한 간단한 속도모델을 만들고 이로부터 얻은 OBS 합성탄성

파탐사 자료에 본 연구에서 적용한 τ −p 영역에서의 속도분석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모델의 속도구조는 τ −p 영역에서 그 효

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1.5 km/s의 속도를 가진 해

수층, 해저면에서 0.2 km까지는 1.8 km/s의 속도를 가진 0.2

km 두께의 고속도층(BSR 위), 그 아래에 0.2 km 두께의 1.4

km/s의 저속도층(free gas 층) 그리고 나머지 층은 2.0 km/s의

Fig. 7. Event picking in OBS hydrophone section by comparison

with 2-D stacked section. Velocity reduced by 2 km/s clearly

displays BSR and far offset reflection events. BGR: base of free gas

layer.

Fig. 8. Model test to verify τ −p  velocity analysis. (a) Five-layer

velocity model used in the test. (b) Synthetic seismogram produced

with the velocity model shown in (a). (c) Result of τ −p

transformation. (d) Best fit trajectories with minimum rms errors

between theoretical curve and picked data. (e) Final 1-D interval

velocity profile (sol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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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가진 0.6 km 두께의 층을 가정하였다(Fig. 8a). 총 연

장 20 km의 모델에 OBS는 측선 중앙부에서 심도 1.8 km 해

저면에 위치시키고 이번 탐사와 마찬가지로 25 m 간격으로

총 813 개의 음원을 발생시켜 공통 수진점 모음을 합성 탄성

파 자료(synthetic seismogram)를 만들었다(Fig. 8b). 이 자료에

0 부터 0.667 s/km까지의 느리기 값(slowness) 구간을 이용하

여 τ −p 변환을 적용한 결과가 Fig. 8c에 나타나 있다. τ −p 영

역에서 1.5 km/s 층을 이동한 파에 대한 타원의 궤적(첫 번째

궤적)과 1.8 km/s의 층을 이동한 파에 대한 타원의 궤적(두 번

째 궤적)을 비교해보면 고속도층을 이동한 파의 반사 이벤트

의 궤적은 상부층(해수층)의 궤적을 가로지르게 된다. 또한 고

속도층의 궤적과 하부의 저속도층을 반사한 파의 궤적(세 번

째 궤적)을 비교해보면 거의 곡률은 비슷하나 절단시간( )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타원으로 구별된다

(Diebold and Stoffa, 1981). Fig. 8d와 8e는 각각 역산후의 최

적 궤적과 이러한 방법으로 구한 속도와 실제 입력한 모델 속

도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데이터 발췌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

의 오차와 역산 과정 자체에 포함된 오차로 인하여 원래 속도

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범위는 1 % 내외이다.

현장 자료의 τ −p 속도분석 

이번 탐사에서 기록계의 고장으로 자료를 얻지 못한 7번

OBS를 제외한 7세트의 OBS 자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득

회수(gain recovery)와 대역 필터(10-20-80-120 Hz)를 적용하

였다. τ −p 변환 시 주시가 심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굴

절파의 경우 τ −p 영역에서 강한 진폭으로 반사이벤트를 가로

질러 정확한 이벤트의 판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변환

전에 뮤팅(muting)으로 제거하고 0 ~ 0.687 s/km의 느리기 값

과 0초부터 8초까지의 τ값의 범위로 τ −p 변환을 실시하였다

(Fig. 9). 그리고 Fig. 6에서와 같이 2차원 중합 단면상에서 선

정한 주요 반사 이벤트에 해당하는 반사파 궤적을 모든 트레

이스(trace)마다 발췌하고 이때 얻은 τ, p쌍을 가지고 앞서 검

증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OBS 지점에서의 최종 1차원 구

간 속도를 구하였다(Fig. 10). 그림에서 보면 OBS #3과 #6을

τ p

0

Fig. 10. 1-D P-wave interval velocity profiles at OBS locations on 08GH-001 obtained from τ −p  velocity analysis. The upper and lower

arrows indicate seabottom and the BSR respectively. See Fig. 3 for OBS locations. 

Fig. 9. (a) Common receiver gather of OBS #4. Refraction events

were muted. (b) τ −p  transform of (a). The intercept time axis is

exaggerated between 0 and 2 seconds. (c) Enlarged box in (b) to

identify each reflection event near B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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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측선 전반에 걸쳐 BSR을 경계로(3.1초 부근) 속도의

강한 역전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OBS #3과 #6의 경우에는

주변의 강한 진폭을 가진 이벤트로 인해 BSR의 구분이 어려

워 BSR이 아닌 일반 지층 반사면을 발췌했을 가능성이 높다.

OBS#4의 경우 BSR의 심도가 주변의 BSR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탄성파 침니 주변의 고속도로 인한 풀업(pull up)

현상이 아닐까 추정된다. 

모델링 및 주시역산 결과

2차원 탄성파 반사법 자료로부터 얻은 중합단면을 토대로 2

차원 층서모델을 제작하고 여기에 τ −p 속도 분석을 통해 얻

은 P파 속도를 가지고 초기 속도 모델을 제작하였다. Fig. 11

은 이렇게 제작한 초기 모델 중 OBS가 위치한 지점을 중심으

로 한 12 ~ 40 km 구간의 층의 심도와 속도를 도시한 것이다.

주시역산에서는 이 모델의 해저면상에 7대의 OBS를 위치시키

고 파선추적법을 실시하여 주시를 얻고 이를 실제 발췌한

OBS 주시와 비교하게 된다. 이때 OBS는 음원으로, 각 발파점

은 수진점으로 간주하고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모델링과 역산

은 각 층마다 별개로 상부층에서 시작하여 하부층 방향으로

실시하는 layer stripping법을 사용하였다. 즉, 전체 모델 변수

들을 한꺼번에 역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층에서

반사된 파의 주시만 가지고 모델링과 역산을 실시하여 그 층

에 대한 최적의 속도와 경계면의 심도를 확정한 후 그 하부층

의 모델링을 실시할 때에는 상부층의 모델 변수(속도, 심도)들

을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모델 변수의 개수가 많거나 BSR 하

부층과 같은 저속도층이 존재할 경우 효과적이다(Zelt and

Smith, 1992). Fig. 12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08GH-001

측선에서 얻은 광각 OBS 반사파 자료를 통해 제2층부터 제

5층까지의 속도와 경계면 심도를 도출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다. 그림에서 파선은 매 30개마다 하나씩 그린 것이며 주시는

속도를 오프셋에 따라 2 km/s 감쇠시킨 환원주시 단면에 나타

내었다. 주시단면상에서의 검은색 선은 예측주시를 나타내며

노란색을 띈 주시곡선은 실제 발췌한 주시로 불확실정도를 나

타내는 10 ms의 두께로 표시하였다. 주시 최상층(layer 1)은

해수층으로서 해당지역의 평균 물속도(1.47 km/s)를 적용한

결과 1회의 역산만으로도 모델링을 통한 계산 주시가

χ2= 1.179 값을 가지며 관측주시에 거의 근접했다. 제2층의

경우 BSR 상부 층으로서 탄성파 중합단면상에서 그 반사층

경계가 뚜렷하여 모델링을 실시할 때 층의 일부구간의 심도는

고정시키고 속도만 변화시켰다. 제3층과 제4층은 각각 BSR

과 자유가스층의 하부경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반사층으

로 모델의 심도와 속도 모두를 모델변수로 적용하였다. 각 층

에 대한 역산 후의 rms 잔여주시와 χ2 오차는 Table 2에 나타

Fig. 11. Initial P-wave velocity and structure model for modeling

and traveltime inversion. The structure model was estimated based

on 2-D stacked section and the velocity model was derived from

τ −p  velocity analysis.

Fig. 12. Final model and its ray diagrams for each layer after

inversion. Every 30th rays are displayed in red. Yellow thick line

in time domain denotes picked real data with uncertainty of 10 ms

and solid black lines are predicted time curves. Modeling and

inversion were carried out in ‘layer stripping’ fashion (se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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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모델링 과정에서 실제 주시와 계산 주시의 차이가 아

주 클 때에는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의 해당 이

벤트의 주시를 다시 발췌하였고 3회 이상의 주시의 반복 발췌

에도 주시와 모델링의 결과의 차이가 크거나 비정상적인 속도

나 심도가 도출될 경우에는 해당 주시를 역산에서 제외시켰다.

감쇠 최소 자승법을 사용한 역산 과정에서의 감쇠인자(damp-

ing factor)는 경험적인 값을 사용하였는데, 모든 층에 대해 첫

번째 계산에서 1로 시작하여 큰 변화를 주고 연이은 계산에서

는 감쇠인자를 10배씩 증가시켜가면서 적용해갔다. 이렇게 구

한 최종 심도 모델은 Fig. 13과 같다. BSR의 하부경계 즉, 제

3층의 하부 경계면의 경우 2차원 중합단면으로부터 추정한 초

기 모델의 BSR 심도와는 차이가 많이 났으나 결과적으로 해

저면과 평행한 경향이 확실해짐을 알 수 있다. 주시 역산 후의

최종 속도 모델이 Fig. 14에 나타나있다. 여기서 OBS #4와 #5

가 위치한 지점에서의 τ −p 속도분석 결과와 주시역산 결과를

Fig. 15에서 비교하였다. Fig. 14에서 보면 13 ~ 24 km와

27 ~ 31 km 사이에서 약 2.25초 부근의 속도가 1.35 ~ 1.49

km/s로 확실히 상부층의 속도보다 낮게 나와 자유가스층으로

인한 속도 감소 현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BS

#4가 위치한 컬럼/침니구조(Fig. 3)에서의 속도가 1.76 km/s까

지 나와 주변의 속도인 약 1.57 ~ 1.6 km/s 보다 높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5에는 τ −p 속도 분석을 통해 구한 속

도구조도 같이 비교해 놓았는데 전반적인 속도 분포경향이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고찰

동해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유망지역 중 한 지점을 선택하여

64채널 스트리머를 이용한 2차원 반사파 자료와 OBS를 이용

한 광각 해저면 반사파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BSR

과 주변의 P파 속도분포를 도출하였다. 광각 OBS 탐사의 경

우 이제까지 심부 지구조 연구를 위한 굴절법 탐사에 많이 활

용되어왔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분야에

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바, 울릉분지 내의 가스하이드레이

트 유망지역에 대해 해저면 200 ~ 400 m 근처의 상대적으로

천부 반사파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탐사를 설계하였다. 2차원

반사법 탐사자료는 기본 전산처리를 통하여 중합단면도 도출

에 사용되었고 셈블런스 속도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층서 정보

Table 2. Inversion statistics.

Layer
No. of data 
points used

RMS traveltime 
residual (ms)

χ
2

 error

1 5111 11 1.179

2 3161 12 1.464

3 1891 11 1.181

4 1723 11 1.174

5 1019 9 0.837

Fig. 13. Final structural model after inversion. Dotted lines are

initial layer boundaries and solid lines are final layer boundaries.

OBS locations are marked by solid circles.

Fig. 14. Final 2-D P-wave velocity model superimposed on 2-D

stacked section. Low velocity zone below the BSR is identified at

the base of column/chimney structure (13 ~ 24 km and 27 ~ 31 km

of offset). Relative high velocities are recognized within column/

chimney structure. OBS locations are marked by white circles (see

Fig. 3). 

Fig. 15. Comparison of P-wave velocity profiles from τ −p  velocity

analysis and traveltime inversion at the location of OBS #4 (a) and

OBS #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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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본 속도 정보를 얻게 해 주었다. 광각 탄성파

OBS 자료를 이용하여 τ −p 영역에서 속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와 2차원 반사법 중합 자료를 가지고 모델링과 탄성파

주시역산을 수행하여 탐사 지역의 최종 2차원 속도 분포를 도

출하였다. 그 결과 1) 2차원 중합단면에서 일부 보이지 않았던

BSR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 자유가스층으로 예상

되는 BSR 하부의 저속도층의 분포와 그 경계면을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3) 탄성파 단면상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지시자인

컬럼/침니 구조 내부에서의 속도분포가 주변의 속도보다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OBS의 경우 광각 굴절파 및 반사

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해저면에 직접 설치되어 3성분의

지오폰과 하이드로폰 자료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어 본 연구

에서 실시한 P파 속도분포 뿐만 아니라 수평성분 지오폰으로

부터 S파의 속도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암상(lithologic

attribute)의 규명이나 공극유체의 판별 등 P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보다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 향후 가스하

이드레이트와 그 하부의 자유가스층에 대한 물성 연구에 많이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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