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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층의 정확한 심도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해상도 정보를 주는 VSP 탐사가 많이 수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지역인 울릉분

지 지역의 UBGH09 시추공에서 국내 최초로 삼성분 지오폰을 사용하여 획득한 제로오프셋 VSP 탐사자료로부터 구간속

도를 추출하고 corridor 중합단면도를 생성하여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와 비교해 보았다. 먼저 Phase rotation을 통하여 삼

성분 지오폰으로 기록된 신호들이 실제 수직 및 두 개의 수평성분 자료들이 되도록 변환 시키고, 파동장 분리과정을 통

하여 직접파와 반사파를 분리하였다. 제로오프셋 VSP 자료의 직접파로부터 추출한 구간속도를 음파검층의 구간속도와 비

교한 결과 두 구간속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BSR 상부의 하이드레이트 층에서는 빠른 속도를 보이고 BSR 하

부에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BSR 하부에 유리가스가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로오프셋 VSP 반

사파 자료로부터 corridor 중합단면도를 생성하여 지표탄성파탐사의 CMP 중합단면도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반사이벤

트들이 잘 부합하였으며, phase rotation을 적용한 결과가 phase rotation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잘 부합하였다.

또한 transverse 성분을 이용하여 만든 corridor 중합단면도와 지표탄성파 CMP 중합단면도를 비교한 결과 지표탄성파

CMP 중합 단면도 내의 모오드 변환된 PS 반사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제로오프셋 VSP, 가스하이드레이트, Corridor 중합단면도, 구간속도

Abstract: Conventionally, vertical-seismic-profiling (VSP) survey that provides high-resolution information has mainly

performed to obtain the exact depth of the gas hydrate-bearing sediment, which is one of the key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gas hydrate. In this study, we extracted interval velocities and created corridor stacks from the first

domestic zero-offset VSP data, which were acquired with three component receivers at UBGH09 borehole in Ulleung

Basin where gas hydrate exists. Then we compared the corridor stacks with a CMP stacked section from surface seismic

data. First of all, we converted the signals recorded with three component receivers to true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s by phase rotation, and divided the data into direct waves and reflected waves by wavefield separation

processing. The trend of the interval velocity extracted from the zero-offset VSP was similar to that of the sonic log

obtained at the same borehole. Because the interval velocity of the gas hydrate-bearing sediment above the BSR was

high, and it decreased suddenly through the BSR, we could infer that free gas is accumulated below the BSR.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corridor stacks to the CMP stacked section of the surface seismic data showed that most reflection

events agreed well with those in the surface CMP stacked section and that the phase-rotated VSP data corresponded better

with the surface seismic data than the VSP data without phase rotation. In addition, by comparing a corridor stack

produced from the transverse component with the CMP stacked section of the surface seismic data, we could identify

PS mode-converted reflections in the CMP stacked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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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 가능 지역의 위치를 확인하고 시

추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지표탄성파탐사가 널리 이

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때때로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층과 그

하부에 존재하는 자유가스층을 포함하고 있는 층의 두께가 지

표탄성파탐사의 파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아 가스하이드레이

트 안정층의 정확한 심도와 두께 및 매장량 평가를 위해서는

VSP 탐사와 물리검층 등의 정밀 탐사가 필요하다. 특히 VSP

탐사의 경우는 시추공 주변의 고해상도 구조와 구간속도 추출

이 가능하고, 자료의 주파수 대역이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와 직

접 비교가 가능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에 널리 이용되어

져 왔다(Milkereit et al., 2005).

VSP 탐사 종류에는 크게 제로오프셋 VSP 탐사와 walkaway

VSP 탐사가 있으며 제로오프셋 VSP를 이용한 가스하이드레

이트 탐사의 경우 자료처리를 통하여 corridor 중합단면도를

만들어 시추공 주변의 정확한 반사면의 심도를 알 수 있고, 지

표탄성파탐사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처리

와 해석의 기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층의 구간속도

를 추출 할 수 있어 음파검층으로부터 획득한 구간속도와 비

교하여 해석이 가능하다(Walia et al., 1999). 가스하이드레이

트층의 정밀한 구조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walkaway VSP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McGuire et al., 200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상 탄성파 탐사를 통해 울릉분지 지

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가능성이 높은 5개 지점에 대해

서 2007년에 시추를 수행하고 제로오프셋 VSP를 비롯한 물리

검층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동해 울릉분지

지역의 UBGH09 시추공에서 삼성분 시추공 수진기를 사용하

여 획득한 제로오프셋 VSP 자료에 대해 자료처리를 수행하여

구간속도를 추출하고, corridor 중합단면도를 생성 후 이를 지

표탄성파탐사 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제로오프셋 VSP

VSP 탐사방법에는 송신원과 수진기의 전개와 오프셋 거리

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제로오프셋 VSP란 송

신원을 지표에 두고 수진기들은 시추공 내에 위치시키는 방법

으로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오프셋, 즉 송신원과 시추공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깝게 설치된 VSP 탐사방법이다. 삼성분

시추공 지오폰을 이용한 제로오프셋 VSP 탐사의 일반적인 자

료처리의 순서는 Fig. 1과 같다. 삼성분 지오폰을 사용하였을

경우 시추공이 편향되거나 일부 지오폰이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획득한 자료를 phase rotation을 통

하여 실제 수직 및 수평성분을 갖도록 변환시켜준다. 그 다음

으로 파동장 분리과정을 통하여 직접파와 반사파를 분리한 후

직접파로부터 구간속도를 추출하고, 반사파를 이용해서는

corridor 중합단면도를 생성한다.

제로오프셋 VSP 자료는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의 자료처리

및 해석 시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추출한 구간속도를 이

용하여 지표탄성파탐사 자료로부터 얻은 속도모델을 보정할

수 있으며, 직접파의 파형이 곧 수신기 심도에서의 송신파형을

나타내므로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처리 시 필수요소인 디컨볼루

션을 위한 송신파형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corridor

중합단면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중반사이벤트들이 제거되었

으므로 지표탄성파탐사 단면도 해석 시 corridor 중합단면도와

의 비교를 통하여 다중반사파로 인한 잘못된 해석을 피할 수

있다.

UBGH09 제로오프셋 VSP 탐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로오프셋 VSP 탐사 자료는 가스하이

드레이트 부존지역인 동해 울릉분지 지역의 UBGH09 시추공

에서 획득되었다. UBGH09 시추공의 정확한 위치는 Fig. 2에

나타나 있다. 수진기로는 삼성분 시추공 지오폰이 사용되었으

며 송신원으로는 90 in3 용량의 에어건을 사용하였고, 시추공

직상부에서 수평으로 3 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Fig. 3은

UBGH09 시추공에서 획득한 Z성분의 자료이다. 시추공 지오

폰들은 2,100~2,285 m 심도에 설치되었고 지오폰간 심도 간격

은 8, 9, 10번 지오폰 사이와 14, 15번 지오폰 사이는 5 m 이

고, 나머지 지오폰들 사이의 간격은 10 m 로 유지되었다. 실제

로는 20개의 지오폰들을 사용하여 자료를 획득하였으나, 케이

싱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오폰에 신호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

아 Fig. 3에 표시된 2,165~2,280 m 깊이에 설치된 14개의 지

오폰에서 기록된 트레이스들만 사용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하

였다.

전처리 과정

Phase rotation

삼성분 지오폰을 이용할 경우 수진기가 설치된 상황에서 각

Fig. 1. Flowchart of the zero-offset VSP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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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에 대응되는 파의 진동만을 감지 할 뿐 측정된 값들의 실

제적인 방향성을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 Fig. 4와 같이 편향

된 시추공 안에 수진기들이 위치하거나 시추공내에 수진기들

이 지표와 수직 및 수평하게 놓여있지 않다면 실제적인 수직

및 수평성분을 분리해서 측정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

phase rotation을 통하여 기록된 신호들이 실제 수직 및 두 개

의 수평성분 자료들이 되도록 변환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Benhama et al., 1988). Phase rotation의 방법은 먼저 삼성분

수진기의 수평성분 자료들의 초동부근의 진폭 값을 발췌하여

호도그램을 작성하고, 호도그램상의 값들을 최소자승법으로

근사화하여 기울기를 구한 뒤 식 (1)을 이용하여 회전각 Φ를

구한다. 계산된 Φ를 아래의 회전행렬(rotation matrix)에 대입

하여 회전변환을 시켜주고, 이 과정을 지오폰에서 기록된 모든

트레이스에 대해 각각 적용시킨다. 그 다음 수진기의 수직성분

과 수평성분의 진폭 값들을 이용하여 호도그램을 작성하고 수

평으로 변환된 자료들에 식 (2)의 회전행렬을 계산하여 수직방

향으로도 회전변환을 시켜준다(Hinds and Kuzmiski, 2001).

 (1)

 (2)

(2)

한 예로 Fig. 5는 UBGH09 시추공의 심도 2,200 m에 위치

한 지오폰 자료의 수평성분들의 호도그램이다. 측정된 진폭 값

들의 분극현상을 이용하여 생성된 호도그램으로부터 수평방향

으로의 회전각이 약 70o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는 그림을

싣지 않았지만 이 지오폰의 경우 수직방향으로의 회전각은 수

직성분과 수평성분의 호도그램 분석 결과 약 14o이다. Fig. 6

은 원래의 자료와 phase rotation을 적용한 후 변환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Fig. 6(a), (b), (c)는 삼성분 지오폰에서 기록된

원래의 X, Y, Z 성분의 자료들이고, (d), (e), (f)는 호도그램 분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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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of the borehole UBGH09 for gas hydrate prospect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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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하여 phase rotation을 적용한 후 변환된 radial,

transverse, vertical 성분 자료를 나타내고 있다. Phase rotation

을 적용시키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phase rotation을 적용

한 후의 radial 성분과 vertical 성분인 Fig. 6(d)와 (f)에서는 진

폭 변화가 거의 없지만 transverse 성분인 Fig. 6(e)에서는 진

폭변화를 볼 수 있다. Phase rotation을 적용하게 되면 radial

성분 자료에서 P파 직접파가 부각되고 S파가 감쇠하며

(Benhama et al., 1988), transverse 성분 자료에서 P파 직접파

가 감쇠하고 S파가 부각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Fig. 6(d)에서 P

파 직접파 부분과 S파 부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또한 Fig.

6(e)에서 P파 직접파의 에너지가 있던 부분이 감쇠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지만 S파 직접파가 부각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확

인 할 수 없었다. 이는 전개된 지오폰의 수가 적기 때문에 반

사파(상향파)들의 간섭의 영향으로 직접파인 하향파 이벤트들

의 경향을 각각 분리하여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파동장 분리

Fig. 7은 전처리과정 중의 하나인 파동장을 분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 7(a)는 현장에서 획득한 Z성분 자료에

phase rotation을 적용한 수직성분 자료이다. 삼성분 지오폰에

서 기록된 자료에 phase rotation을 적용한 후에 진폭 보상을

위하여 지수함수를 이용한 이득보정을 적용하고 구형발산에

의한 진폭 보정과 bandpass filter(0-5-120-140 Hz)를 적용하였

다. 여기에 초동이 도달한 시간을 발췌(picking)하여 이를 빼주

면 하향파들이 수평적으로 배열하게 되고 이 자료에 median

filter를 적용하여 수평적으로 나열된 파, 즉 하향파를 부각시킨

다. 다음으로 이를 이용하여 하향파가 부각된 자료를 median

filter 적용전의 자료에서 빼주게 되면 상향파만 분리되어 나오

게 된다. 분리된 상향파를 하향파들이 수평적으로 배열된 자료

Fig. 3. Z component of the zero-offset VSP data acquired at the borehole UBGH09. 

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phase rotation.

Fig. 5. Hodogram created with the first arrival of the trace recorded

at a receiver in the depth of 2,2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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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빼준 다음 초동 도달시간만큼 더해주면 Fig. 7(b)와 같이

하향파들로 이루어진 단면도를 얻게 되고, 분리된 상향파에 초

동 도달시간을 더해주면 하향파가 제거된 원래 VSP의 시간과

같은 위치로 돌아온 상향파만으로 이루어진 단면도를 얻게 된

다(Fig. 7(c)). 

구간속도 추출

본 연구에서는 획득한 삼성분 자료에서 P파의 성분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phase rotation을 적용한 수직 성분의 자

료를 이용하여 구간속도를 추출하였다. 구간속도 추출을 위하

여 먼저 직접파의 도달시간인 초동에 대한 발췌작업을 수행하

였다. Table 1은 각각의 수진기 심도와 발췌된 초동의 도달시

간을 나타내고 있다.

Fig. 8은 제로오프셋 VSP 자료로부터 추출한 구간속도와 음

파검층 자료를 비교한 그림이다. Fig. 8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Fig. 6. Zero-offset VSP 3-component data before and after phase

rotation. (a) X component data before phase rotation, (b) Y

component data before phase rotation, (c) Z component data before

phase rotation, (d) radial component data after phase rotation, (e)

transverse component data after phase rotation, (f) vertical compo-

nent data after phase rotation.

Fig. 7. Wavefield separation using the median filter. (a) phase-

rotated data(vertical component) before wavefield separation, (b)

downgoing waves, and (c) upgoing waves.

Table 1. Traveltimes of the direct P-waves. 

 Receiver depth (m) Time (ms)

2,165 1,490.31

2,170 1,493.36

2,180 1,499.41

2,190 1,506.11

2,200 1,512.78

2,210 1,518.74

2,215 1,521.69

2,220 1,524.35

2,230 1,531.22

2,240 1,536.37

2,250 1,542.82

2,260 1,549.16

2,270 1,554.95

2,280 1,561.63

Fig. 8. Comparison of the interval velocity extracted from vertical

component data with the acoustic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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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오프셋 VSP 자료로부터 추출해낸 구간속도는 일부 구간

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전체적으로 음파검층 자료와 비슷한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지오폰들 사이의 간격을 더 좁은 간격

으로 설치했다면 음파검층 자료와의 일치도가 향상되었으리라

예상된다. VSP 자료로부터 추출한 구간속도의 경우 2,235 m

부근에서 1,943 m/sec 의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고, 그 하부에

서는 1,549 m/sec 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본 논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이 지역 지표탄성

파 단면도 상에서 나타나는 BSR이 2,236 m 부근에서 나타나

는 것을 감안할 때 2,235 m 상부 부분은 안정된 고체 가스하

이드레이트층이고 그 하부에는 유리가스가 집적되어 있는 경

우라고 예상할 수 있다. 

S파의 속도는 유체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BSR 하부에 유

리가스가 집적되어 있어도 크게 속도변화를 나타내지 않지만

P파의 속도는 유체를 지나가게 되면 하이드레이트 층에서 나

타나던 빠른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P파와 S

파 속도비로부터 가스 집적지역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도 P파와 S파의 속도비로 가스 집적지역을 추정해보려고 하

였으나 비교적 S파 성분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transverse 성분

의 자료가 많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고, 수진기의 전개거리가

짧아서 S파 성분들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S파 도달시간을

추출하지 못하였다.

Fig. 9. Corridor mute and stack processing(vertical component). (a) shaded area represents the part for muting, (b) muted data, and (c) corridor

stack.

Fig. 10. Correlation between z component VSP corridor stack before phase rotation and surface CMP stacked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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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idor 중합단면도 생성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와 비교하기 위한 corridor 중합단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분리한 반사파들로 이루어진 자

료에 초동 도달시간을 추가적으로 가산한다. 그 결과 지표탄성

파탐사의 제로오프셋 단면도 결과와 같은 왕복주시 형태의 단

면도를 얻게 되고, 상향파들이 수평적으로 배열된다. 이렇게

배열된 상향파들에 corridor 뮤트를 이용하여 다중반사파들이

존재하는 부분을 제거시킨 후 상향파만을 중합 시켜주면

corridor 중합단면도를 얻게 된다(Fig. 9). Fig. 9(a)는 다중반사

파들을 제거하고 신호대잡음비(S/N ratio)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사이벤트들을 이용하기 위해 corridor 뮤트를 적용할 구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9(b)는 corridor 뮤트를 적용한 후 잔존

하는 반사파에 해당한다. Fig. 9(b)의 자료들을 중합하여 Fig.

9(c)의 corridor 중합단면도를 얻는다. 이때 corridor 중합을 하

게 되면 하나의 중합된 트레이스만 생성되는데 지표탄성파탐

사 자료에 삽입하여 비교 시 연속성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만

큼 복사하여 사용한다. 생성된 corridor 중합단면도는 Fig. 10,

Fig. 11, Fig. 12와 같이 지표 탄성파탐사의 CMP 중합단면도

나 시간영역 구조보정 단면도의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Fig. 10은 phase rotation을 하지 않은 Z 성분의 corridor 중

합단면도를 지표탄성파탐사의 CMP 중합단면도에 삽입하여

나타낸 단면도이다. UBGH09 시추공 위치가 CMP 2,400정도

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의 CMP 2,400의 위

치에 corridor 중합단면도를 삽입하였다. Fig. 11은 phase

Fig. 11. Correlation between vertical component VSP corridor stack after phase rotation and surface seismic CMP stacked section. Circles

represent good match for surface seismic trace data and also denote continuity of layer.

Fig. 12. Correlation between transverse component VSP corridor stack after phase rotation and surface seismic CMP stacked section. Circles

represent good match for surface seismic trace data and also denote continuity of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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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을 적용한 vertical 성분의 corridor 중합단면도를 삽입

한 단면도이다. Fig. 10과 Fig. 11을 비교하면 phase rotation을

적용한 후 생성한 corridor 중합단면도(Fig. 11)가 지표탄성파

탐사의 결과와 더 잘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심

도 3,000 m 부근의 이벤트의 경우 phase rotation을 시키지 않

은 Fig. 10에서는 지표탄성파자료에서 나타난 반사층과 잘 일

치하지 않으나 phase rotation을 적용시킨 후의 자료를 이용하

여 만든 corridor 중합단면도에서는 지표탄성파 CMP 중합단

면도에서 나타나는 반사이벤트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Fig.

11). Fig. 11에서 타원 표시된 부분의 이벤트들은 Fig. 10에서

는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와 잘 일치 하지 않지만 phase rotation

을 적용시킨 후에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와 잘 부합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Fig. 12는 phase rotation을 적용한 transverse 성분

의 corridor 중합단면도를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에 삽입한 단면

도이다. 동그라미 쳐진 부분의 이벤트들은 Fig. 11의 수직성분

이벤트들과는 잘 일치하지 않았지만 S파 성분이 강조된

transverse 성분의 corridor 중합단면도에 나타나는 반사이벤트

들과는 잘 일치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3,020 ms와 3,100

ms 근처에서 들어온 에너지들은 S파로 모오드 변환된 파가 들

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해상도의 VSP 자료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료처

리에 적용하면 제한적인 영역에서 VSP 자료와 탄성파탐사 중

합자료의 효과적인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곧 지표 탄성파

탐사 자료의 자료처리 결과에 대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어 지

표탄성파탐사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지역 동해 울릉분지

UBGH09 시추공에서 삼성분 시추공 지오폰을 이용하여 획득

한 제로오프셋 VSP 탐사자료에 자료처리를 적용하여 구간속

도를 추출하고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의 해석에 대한 참고 기준

이 될 수 있는 corridor 중합단면도를 생성하였다. 제로오프셋

VSP 자료로부터 추출한 구간속도를 음파검층 자료와 비교한

결과 두 구간속도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체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층과 하부의 유리가스로 인한 속도 역

전 현상을 2,235 m 심도부근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반

사파를 이용하여 생성한 corridor 중합단면도를 지표탄성파탐

사의 CMP 중합단면도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반사이벤트들

이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와 잘 부합하고 있었으며, phase

rotation을 적용한 corridor 중합단면도가 phase rotation을 적용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지표탄성파탐사 자료와 더 잘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transverse 성분의 corridor 중합단면

도로부터 모오드 변환된 PS파로 추정되는 이벤트들을 3,020

ms, 3,100 ms와 3,170 ms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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