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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석유/가스 물리탐사 분야에서의 최근 추세는 3D 탄성파 탐사라 할 수 있다. 기존의 2D 자료처리와는 달리, 3D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는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

는 일반 개인용 컴퓨터(PC)를 기반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비상업용의 공유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인 “SU, SEPlib,

SEPlib3D”들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적용하는 3D 탄성파 자료처리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자료에 매우 근접한

3D 합성 탄성파 자료인 SEG/EAGE 3D 합성 자료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적용성을 시험해 보았다.

주요어: 3차원 탄성파 자료처리, SEPlib3D, SEPlib, SU, 공유 소프트웨어 시스템

Abstract: Recent trend in petroleum/gas exploration is an application of 3D seismic exploration technique. Unlike the

conventional 2D seismic data processing, 3D seismic data processing is considered as the one which requires expensive

commercial software systems and high performance computer. This paper propose a practical 3D seismic processing

methodology on a personal computer using public domain software such as SU, SEPlib, and SEPlib3D.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demonstrated by successful application to a well known realistic 3D synthetic data,

SEG/EAGE 3D salt model data.

Key words: 3D Seismic data processing, SEPliB3D, SEPlib, SU, Public domain software system

서 론

오늘날 석유 및 가스유전 탐지를 위한 물리탐사의 세계적인

추세는 산유 가능성이 높은 복잡한 지질구조를 갖는 지역에서

의 탐사 증가이며 이를 위한 정밀 지하구조 파악 및 정확한 시

추 지점 선정을 위한 필수 기법으로 3차원 탄성파 탐사 영상화

기술이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3차원 탐사를 수행하

여 정밀하게 지하구조를 분석하는 경우가 2차원 탐사만을 수

행한 경우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시추 성공률을 보이므로 석유탐

사 관련 업계에서 이미 1990년대부터 3차원 탄성파탐사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Biondi, 2006).

일반적으로 3차원 탄성파 자료는 처리해야할 자료의 방대함

과 상당한 자료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의 상용 3차

원 전용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고성능 컴퓨터에 탑재

하여 사용하거나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3차원 자료처리 용역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탄성파 자료처리 분야

의 연구를 수행하는 학계나 연구기관들에서는 최근까지도 SU

또는 SEPlib과 같은 공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들은 주로 2차원 탄성파 자료처리를 위한 시스템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3차원 자료처리에는 적용이 어렵다. 따라서

3차원 탄성파 자료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 및

연구 기관들은 매우 제한적인 부분에 국한된 연구를 수행하거

나 이미 처리된 자료에 대해서만 실험을 수행하는 등의 한계

를 갖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3차원 자료처리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일반 개인용 컴퓨터(PC)에서 저비용으

로 3차원 탄성파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3차원 자료처리 기능이 포함된 SEPlib3D

를 여타 공유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3D 탐사자료에 가까운 합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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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잘 알려진 SEG/EAGE 3D Salt model 자료에 적용해 봄

으로써 제시된 방법론의 적용성을 검토해 보았다.

본 론

3D 자료처리 과정

탄성파 자료처리 과정은 상황 및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변

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게 중합까지의 “자료처리

과정”과 구조보정을 수행하는 “영상화 과정”으로 둘로 나누

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중합까지의 “자료처리 과정”

은 자료의 잡음제거와 정렬 그리고 기초적인 속도분석까지에

해당하는 자료처리를 수행하며 거의 모든 탄성파 탐사의 경우

에 항상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상화 과정”의 주

된 처리는 구조보정으로서 해당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비용 및 정확도에 해당하는 수많은 방

법들이 존재한다. 지하 하부의 매질의 분포가 균질하거나 반사

면의 경사도 적은 경우에는 가장 단순한 중합후 시간 구조보

정의 결과 또는 중합단면 만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

으며, 복잡한 지하 속도구조 및 높은 경사를 갖는 반사면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중합전 심도 구조보정 및 이를 이용한 속도

분석까지도 요구되곤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지 2D의 경우

뿐 아니라 3D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거의 모든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에 항상 필

요한 중합까지의 자료처리 과정을 3D 탐사자료에 대하여 수

행하는 방법론을 다루고자 한다. 물론 중합전까지의 자료처리

과정 또한 자료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

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Table 1에서와 같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처리 과정을 기준으로 방법을 논하

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적인 자료처리과정은 본 논문

에서 실험을 위해 사용한 3D 합성자료의 처리에 요구되는 처

리들의 모음을 말한다.

Table 1에 정리된 자료처리 과정들은 트레이스마다 주어지

는 3차원 좌표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주로 자료처리 전반부에 수행되는 트레이스 편집,

잡음제거, 그리고 이득조절 등은 트레이스들의 위치정보와는

무관한 자료처리로서 기존의 2D 자료처리에 사용되던 프로그

램들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 과정들이다. 그러나 후반부에

주로 사용되는 CMP Binning, 속도분석, NMO보정, Muting,

그리고 Stacking 등은 트레이스들의 3차원 좌표정보에 따른 자

료처리로서 기존의 2D 자료처리를 목적으로 구현된 프로그램

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3D 좌표 체계를 사용하는 3D 자료

처리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한편 자료처리 과정 단계마다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각화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며,

특히 3차원 또는 4차원 자료를 효율적으로 시각화하는 도구들

이 필요하게 된다.

공유 소프트웨어 시스템들과 자료구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유 소프트웨어 시스템

들인 SU와 SEPlib 그리고 SEPlib3D 를 사용하여 3D 자료처리

과정을 구성하였다. 이들 공유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의 특성과

3D 자료처리에서의 적절한 활용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U (Seismic Unix) 

SU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보수과정을 거쳐 완성

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가장 안정적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어오

고 있는 시스템이다(Stockwell and Cohen, 1998). 특히 사용하

는 자료구조가 업계의 자료 표준인 SEG-Y 포맷과 Reel

header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형태인 SU 포맷을 사용하며

실제 자료의 Reel header 부분만을 제거하는 단순한 변환 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SU는 2D 자료 처

리와 각각의 트레이스들에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자료 처리들

에는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2D 자료처리에

중점을 두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3D 좌표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자료처리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SEPlib (SEP Library)

SEPlib은 SU의 전신이 되는 자료처리 시스템으로 유지보수

과정이 일반 사용자보다는 개발자들에 맞추어 있어 일반인들에

의한 활용도는 다소 떨어지나 알고리즘 연구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단순한 자료구조를 갖고 있으며, 시각화 도구들을 다수 갖

추고 있어 3D 자료처리 과정에서 QC에 필요한 그래픽 도구들

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SEPlib에서 사용되는 자료구조는 하나의 자료를 표현하는데

쌍으로 주어지는 2개의 파일인 history 파일(.H 형태의 확장자

를 가짐)과 binary 파일(.H@ 형태의 확장자를 가짐)로 구성된

다. 그리고, 모든 축 방향으로 자료 점들 간의 간격이 일정하

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자료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묘사하는

데는 각각의 축 방향으로의 자료 점의 개수, 간격, 시작점에 대

한 정보가 전부이며, 이러한 정보를 history 파일에 ascii 포맷

으로 별도로 저장한다는 단순함이 자료의 입출력과 다양한 알

고리즘 실험에 쉽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트레이스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3D 자료

Table 1. Basic 3D seismic processing procedures.

1. 트레이스 헤더 편집(취득자료 좌표 입력)
2. 트레이스 편집
3. 잡음제거(Filtering/Deconvolution)
4. 이득조절(Gain Control)

1D processing 
(Independent on 3D 
geometry)

5. CMP Binning

6. 속도분석
7. NMO 보정
8. Muting
9. Stacking

3D processing 
(Dependent on 3D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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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적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SEPlib3D (SEP Library for 3D)

한편 SEPlib3D는 유일하게 3D 좌표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3D 자료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Clapp et al., 2004). 하지만

3D 자료처리 전반에 걸친 처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핵심적인 프로그램만을 제공하고 있어 다른 2D 시스템과 함

께 사용이 필요한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SEPlib3D 의 가장 큰 특징은 3D 자료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자료구조로서, 하나의 자료를 구성하는데 3쌍(즉, 6개)의

파일을 사용하게 된다. 이들 중 한 쌍은 binary 자료 값 자체

(.H@ 형태의 확장자를 가짐)와 이들의 크기 및 각 트레이스들

의 해더정보를 별도로 저장하는 파일의 위치를 갖고 있는

History 파일(.H 형태의 확장자를 가짐)에 해당하며 또 다른 한

쌍은 binary 타입의 헤더 값(.H@@@ 형태의 확장자를 가짐)

들과 이들의 크기와 저장 형태를 묘사하는 파일(.H@@ 형태

의 확장자를 가짐)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격자 형태

로 정리된 경우에 추가되는 파일 쌍으로써 격자에 속한 트레

이스들의 위치를 담고 있는 파일(.H@@@@@ 형태의 확장자

를 가짐)과 이들 격자의 크기와 형태를 묘사하는 ascii 파일

(.H@@@@ 형태의 확장자를 가짐)에 포함된다(Table 2).

SEG/EAGE 3D 암염 모델 합성자료

본 논문에서는 제시하는 3D 자료처리 방법론을 자료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이에 대한 실험 수행 결과도 함께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자료처리 과정을 시험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G/EAGE 암염돔 모델을 선

택하였다. 사용된 모델은 SEG/EAGE salt C3 Dataset에서 Salt

Model Phase-C Classic Datasets (C3)에 해당되며 narrow

azimuth (NA)와 wide azimuth (WA) 중에서 narrow azimuth

(NA)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취득 변수들은 Table 3과 같으며,

자료 획득은 Fig. 1-a에서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다. 

Fig. 1-b는 SEG/EAGE 암염돔 모델상의 암염돔 구조 위에

각 송수신원 위치를 암염돔과 중첩시켜 평면도 형태로 도시한

것이다. Fig. 2은 각각 SEG/EAGE 암염돔 모델의 잘려진 3차

원 이미지와 같은 지역의 속도모델을 보여준다. 잘려진 단면의

구간은 각각 x = 3,520 m ~ 7,400 m, y = 1,880 m ~ 7,700 m,

z = 260 m ~ 3,500 m 이며 z=3,500 m에서 절단된 아래쪽 면이

보이고 있다.

3D 탄성파 자료처리 실험

트레이스 헤더 편집

이상적인 경우라면 탄성파 자료 취득 시에 트레이스 헤더를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

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빠져 있거나 잘못된 값이 저장되어

있기도 한다. SU의 surange와 suedit를 사용하면 현재 트레이

스에 입력되어 있는 헤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

대로 트레이스 헤더의 자료와 자료취득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정

보를 비교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입력 또는 수정을 해주어야 한

다. 특히 기본적인 자료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하는 헤

더 값들에는 dt, tracf, sx, sy, gx, gy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SU에서 제공하는 suchw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2. SEPlib3D data structure.

format ASCII Binary

name Header Format File (HFF) Header Values File (HVF)

extension .H@@ .H@@@

description
Header parameters by a table of header keys (key name, 
key type, key index)

Collection of fixed length header records describing the 
geometry and properties of the associated data records

name History File (HF) Data Values File (DVF)

extension .H .H@

description
The links of DVF, HFF, and GFF
Contains the processing history of the data set

Collection of fixed length dta records that contain the data 
values.

name Grid Format File (GFF) Grid Values File (GVF)

extension .H@@@@ .H@@@@@

description The description of the grid
Mapping information between grid cells and the 
corresponding header records

Table 3. SEG/EAGE 3D salt model geometry.

Name C3-NA

Number of Lines 50

Spacing 160 m

Shots/Line 96

Shot spacing 80 m

Number of Streamers 8 (−140 m ~ 140 m)

Number of Groups 68

Group Spacing 40 m

Min Offset 0

Max Offset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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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SEG/EAGE 합성 자료에는 dt와 tracl이

빠져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dt에는 8 milli-second를

tracf 에는 트레이스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순서대로 정수로

일련번호를 할당하는 헤더 편집을 수행하였다.

sushw < raw.su key=dt a=8000

| sushw key=tracf b=1 d=1 > data1.su 

트레이스 편집

탄성파 트레이스들 중에서 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잡음만

을 갖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트레이스들은 자

료를 디스플레이하여 살펴보고 인위적인 선택에 의해서 제거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료 디스플레이에는 SU 포맷의

자료를 전부 디스플레이 한 후 일부분을 이동 확대하여 살펴

보기 쉬운 suximage가 적당하며, 확인된 나쁜 트레이스들은

sukil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SEG/EAGE 합성

자료에서 나쁜 트레이스들 주의 일부를 Fig. 3 (a)에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자료를 모두 골라 제거하는데 사용된 명령

은 다음과 같다. 편집 후의 자료를 Fig. 3 (b)에 도시하였다.

sukill < data1.su min=380545 count=544

| sukill min=382177 count=544

| sukill min=383265 count=544 > data2.su 

이득 조절(Gain recovery)

탄성파 초기 자료(raw data)들은 에너지의 기하학적 확산

(geometrical spreading)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그 신호의 크

기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이에 대한 보정을 해주어 후기 시

간 대의 신호를 증폭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sugain을 사용하여 후기 시간대의 미약한 반사 이벤트들을 증

폭하여 드러나도록 하게 된다. Fig. 4에는 이득조절 과정 적용

전과 후의 자료 일부가 보여지고 있다.

sugain < data2.su agc=1 wagc=0.7 > data3.su

잡음제거(Noise removal)

탄성파 자료에는 때때로 원하지 않는 잡음이 포함되는 경우

Fig. 1. SEG/EAGE Salt Model (C3-NA) (a) Source-receiver con-

figuration of a shot. A thick line is a streamer line chosen as a near-

offset data. (b) The placement of the shots over the salt structure

in the model.

Fig. 2. Cut-aways of the 3D Velocity model (left) and 3D Image Volum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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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며, 이는 주파수 대역 필터링을 통해서 제거하게 된

다. 본 연구에 사용된 SEG/EAGE 합성 자료의 경우에는

30 ~ 40 Hz 대역에 강한 잡음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sufilter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하였고, 잡음 제

거 효과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suspecfx를 사용)

Fig. 5과 6에서와 같이 확인이 가능하였다.

sufilter < data3.su f=25,28,32 amps=1.,0.7,0. > data4.su

자료형식의 변환(Data Format Transformation)

지금까지의 처리 과정은 모두 1차원적인 자료처리로서 트레

이스들의 위치와는 상관없는 처리들로서 SU시스템에서 제공

되는 모듈들로 수행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후의 자료처리들

은 3차원 좌표 정보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3D 자료처리들이 대

부분이기 때문에 SU가 아닌 3D 처리가 가능한 SEPlib3d와

이들의 중간 결과들을 시각화하는데 유용한 SEPlib을 활용하

기위해서 자료변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SEPlib3D에서 제

공하는 Su2sep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Su2sep < data4.su > data4.H

이러한 명령은 단순히 출력파일 이름으로 주어진 data3.H

Fig. 4. Common shot gathers before(left) and after(right) automatic gain control (AGC) process applied.

Fig. 3. Example of the editing of the bad common shot gather t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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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앞 절의 SEPlib3D 자료 형태에

서 설명한 세 쌍 중 두 쌍의 파일들인 data3.H과 data3.H@,

data3.H@@과 data3.H@@@ 가 동시에 생성된다. 그리드 정

보 파일인 나머지 한 쌍의 파일은 Sort3D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드를 생성하여야만 추가로 생성된다.

SEPlib3D 자료 헤더 편집

필요에 따라서는 SEPlib 포맷으로 변환한 후 헤더 정보의

편집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때는 Headermath를 사

용할 수 있다. 다음은 Headermath를 사용하여 송수신기의 위

치를 meter 단위에서 kilometer 단위로, 송수신기 위치로부터

공통중심점과 오프셋의 좌표값을 추가로 계산하여 입력하는

과정을 구현한 것이다.

Headermath < data4.H > data5.H \

key1=sx eqn1=sx/1000 type1=scalar_int key2=sy eqn2=sy/

1000 type2=scalar_int \

key3=gx eqn3=gx/1000 type3=scalar_int key4=gy eqn4=gy/

1000 type4=scalar_int \

key5=cmp_x eqn5=(sx+gx)/2000. type5=scalar_float \

key6=cmp_y eqn6=(sy+gy)/2000. type6=scalar_float \

key7=offset_x eqn7=(gx-sx)/1000. type7=scalar_float \

Fig. 6. Spectra of common shot gathers before(left) and after(right) low-pass filtered.

Fig. 5. Common shot gathers before(left) and after(right) low-pass fil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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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8=offset_y eqn8=(gy-sy)/1000. type8=scalar_float \

key9=aoffset eqn9=@SQRT((sx-gx)*(sx-gx)+(sy-gy)*(sy-gy))/

1000 type9=scalar_float

CMP Binning

3D 탄성파 자료에서 공통중심점자료로의 정리는 binning 이

라는 과정으로 수행되며, 조사영역을 일정한 간격의 격자로 분

할하고 각각의 격자에 들어오는 CMP들을 공통중심점자료로

간주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SEPlib3D에서 제

공되는 Sort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서 ng1, dg1, og1은 key1방향(즉, CMP x 좌표 방향)으로의

그리고 ng2, dg2, og2는 key2 방향(즉, CMP y 좌표 방향)으

로의 격자 개수, 간격, 시작점을 각각 나타낸다.

Sort3d < data5.H nkeys=2 key1=cmp_y key2=cmp_x ng1=396

ng2=400 dg1=20 dg2=20 og1=760 og2=3780 > data6.H

앞의 자료포맷변환에 대한 설명에서와 같이, 위의 Sort3d 프

로그램실행 결과는 data6.H의 부수적인 자료로써 그리드 정보

파일인한 쌍의 파일인 data6.H@@@@과 data6.H@@@@@

을 생성하여, data6.H로 대변되는 파일은 실제로 3쌍의 파일들

로 구성된다.

속도분석

3D 자료처리 전과정에서 가장 많은 양의 계산과 그에 따른

시간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는 속도분석 단계이다. 속도

분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Binned CMP 자료들마다 해당하는 속

도 스펙트럼을 구해야 한다. 이는 Velan3d를 사용하여 Binning

이 완성된 CMP 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Velan3d < data5.H maxsize=1024 nv=250 dv=20 v0=1000

ntout=125 dtout=0.04 t0out=0 smooth=4 mute=1800 offset_

axes=2 off_keys=10 > velan.H

여기에서 nv, dv, 와 v0는 사용될 속도의 개수, 간격과 시작

값을 각각 나타내며, ntout, dtout과 t0out은 사용될 시간축의

샘플 개수, 간격과 시작 점을 각각 나타낸다. 위에서와 같이 얻

어진 속도 스펙트럼 자료(Fig. 7)로부터 각각의 CMP 위치에

서의 심도에 따른 rms 속도는 수동적인 선택이나 자동적인 추

출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SEPlib3D에서 제공되고

있다. 수동적인 피킹 작업은 다음과 같이 Rickse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3D의 경우에는 방대한 양의 CMP

가 존재하므로 속도변화가 큰 영역을 제외한 부분은 속도 분

석을 수행하는 구간 폭을 넓히거나, 또는 자동속도분석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icksep < velan.H pick=picking_file style=pick esize=4 

자동속도분석에는 Monte Carlo 기법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최적의 속도를 추출하는 방법을 구현한 프로그램인 MCvfit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2D자료의 경우에 대하여 제작되어 있

Fig. 7. 4D display using Ricksep (3D graphic tool of SEPLib) of the calculated semblance scan panel.



166 지 준·최윤경

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3D 자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입출력

부분만을 수정하여 프로그램 이름을 MCvfitxy라 하여 사용하

였다. 속도분석방법이 다음과 같다.

MCvfitxy < velan.H vmax=4100 tsurf=0.2 dvzmax=0.6

sigma=0.3 v1bnd=0.85 v2bnd=1.15 > vrms.H

여기에서 주어지는 자료처리변수들의 자세한 의미는 프로그

램 자체 설명에 나와 있다(Lumley, 1997). 이를 이용하여 추출

된 세 개의 CMP 지점에서의 RMS (root mean square) 속도들

이 속도 스팩트럼 위에 파란색 그래프로 표시되어 Fig. 8에 보

여지고 있다. 한편 속도 스팩트라로부터 추정된 RMS속도들은

이웃하고 있는 CMP들마다 변화가 극심하여 직접적인 적용보

다는 일정한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SEPlib에서 제공되는 Smooth 프로

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Smooth < vrms.H rect2=4 rect3=4 > vrms_sm.H

Smooth에서는 boxcar 함수를 입력자료와 곱말기하여 자료를

Fig. 8. Semblance scans of three CMP gathers overlain with automatic rms velocity picks.

(a) CMP position (9220, 3720) (b) CMP position (5560,3720) (c) CMP position (5560, 6180)

Fig. 9. Cube plots of RMS velocity of  (a) the original model and (b) the estimated model using autop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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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게 해주는데, 여기에서 rect2와 rect3는 2번 축방향과 3번

축방향으로의 곱말기할 boxcar 함수의 너비를 각각 나타낸다.

Fig. 9에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전 영역에 해당하는 분석된 속

도가 모델의 실제 RMS 속도 입방체와 함께 보여지고 있다.

NMO 보정

앞의 속도분석단계에서 얻어진 RMS속도를 사용하여 NMO

보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SEPlib3D에서 제공되는 Nmo3d

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 수행된다.

Nmo3d < data6.H > data7.H maxsize=1024 adj=0 velfile=

vrms_sm.H off_keys=8,9 vel_axes=2,3 data_keys=6,7

여기에서 adj는 NMO 모델링(=1)과 보정(=0) 여부를 지정

하는데 사용되며, maxsize 는 임시버퍼의 크기, velfile은 사용

될 3D RMS속도 파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off_keys는 각각의

CMP 모음자료에서 offset x와 y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사용되

는 header key의 위치를 말하며 vel_axes와 data_keys는 CMP

x와 CMP y의 위치에 해당하는 속도파일에서의 축과 자료에

서의 header key의 위치를 각각 나타낸다. 

Muting

NMO 보정이 된 자료는 초기 시간대에 NMO 연산에 의한

자료 스트래칭 효과로 인해 왜곡된 자료를 제거해야 한다. 이

는 다음과 같이 Mute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거영역을 매

개변수로 사용하여(즉, vmute 또는 tmute) 수행할 수 있다.

Mute3d < data7.H off_keys=8,9 vmute=1500 tmute=0.19 >

data8.H

Fig. 10에 임의의 한 CMP 지점에 대한 CMP 모음자료와

NMO 보정된 자료 그리고 Muting을 거친 자료를 도시하였다.

Stacking

Muting을 거친 NMO 보정된 자료는 공통중심점자료들을 모

두 더하여 주는 stacking 과정을 통해서 자료의 해상도를 높이

게 되며, 이때 얻어지는 자료는 제로오프셋 자료로 간주 할 수

Fig. 10. CMP gathers where the location of CMP_X is 6010m and the location of CMP_Y is 9500m.

(a) An original CMP gather (b) CMP gather afer NMO (c) Muted CMP gather after NMO

Fig. 11. A result of Cubeplot (3D graphic tool of SEPlib) of stacked

3D cube.



168 지 준·최윤경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SEPlib3D에서 제공되는 Stack3d 프

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Stack3d < data8.H axes=2 verb=y maxsize=1024 > stack.H

Fig. 11에 Stack을 완료한 3차원 자료 전체를 SEPlib에서 제

공되는 Cubeplot을 사용하여 수평단면 및 2조의 수직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Processing summary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든 3차원 자료처리 과정은 일반 PC

에서 수행이 가능하며, 실제로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의 제원은

CPU는 작동속도 2.33 GHz의 인텔 코어2쿼드이고 메모리는

2GByte의 크기를, 하드디스크로는 250GBytes의 크기를 사용

하였으며, 운영체제는 Fedora 10.0의 Linux를 사용하였다. 이

러한 PC의 제원은 2010년 현재 매우 낮은 사양의 데스크톱

PC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제안된 모든 3차원 자료처리 과정이 주어진 5.8 Gbyte

(총 2,314,200 트레이스) 크기의 SEG/EAGE 3D 자료를 처리

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7시간 10분 정도이다. 처리 과정들 중

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과정은 모든 CMP 점에 대한

속도분석 스펙트럼을 만드는 과정으로써 처리시간이 총 처리

시간의 90% 이상인 6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속

도분석 스펙트럼 생성 과정을 병렬처리화 한다면 제안된 3차

원 탄성파 자료처리방법론은 매우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방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유 소프트웨어 시스템인 SU와 SEPlib, 그

리고 SEPlib3D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3차원 탄성파 자료처

리 방법론은 제시하였다. 제시된 자료처리 방법론에서의 핵심

은 각 공유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장점을 융합하는 것으로서

SU에서의 안정된 1차원 자료처리모듈들과 SEPlib3D에서의 3

차원 자료 처리모듈들 그리고 SEPlib의 QC에 유용한 그래픽

도구들이 각각 특징적으로 활용되었다. 

실제 자료에 매우 가까운 3차원 합성 탄성파자료로서 3D

SEG/EAGE 자료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제시한 일련의

자료처리 실험을 통하여 일반 PC에서 적용도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최종적으로 원시 자료로부터 중합 단면도 생성까지에

이르는 3차원 탄성파 자료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모듈들과 자료처리 변수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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