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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성파 탐사자료의 진폭변화를 분석하면 지층의 유체를 탐지하고 석유 가스 저류층의 정밀한 물성 도출이 가능

하다. 본 연구는 동해 울릉분지의 심해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하여 진폭변화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중합단면에서 반사신

호가 강하게 기록된 영역의 탄성파 공통깊이점-벌림 모음과 공통깊이점-반사각 모음을 관찰하여 진폭변화가 뚜렷한 영역

을 선별하였다. 울릉분지의 중앙부 탄성파 탐사 반사각 모음의 주시 3200과 3300 ms 구간 탄성파 신호에 대한 종축절편

과 진폭구배 속성을 계산하여 벌림에 따른 진폭 증가 및 감소를 확인하였다. 종축절편과 진폭구배를 곱한 속성과 합한

속성을 도출하여 울릉분지 퇴적층의 가스부존 가능 영역 상부와 하부 경계를 구분하였다. 가스로 포화된 퇴적층의 탄성

파 진폭변화 특성을 보이는 영역은 탄성파주시 3 s 인근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교차도표를 이용하여 울릉분지 탄성

파자료의 진폭변화를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배경매질의 종축절편과 진폭구배는 함수 퇴적층의 일반적인 특징인 반

비례관계를 보였고 가스함유 퇴적층의 진폭변화를 보이는 표본은 교차도표 단면상에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위치하였

다. 교차도표에서 선택된 표본들을 중합단면에서 추적한 결과 울릉분지 중앙부의 심해 퇴적지층 중 진폭변화 유형 3에

해당하는 영역이 수평연장 150 m 내로 분포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주요어: 각도모음, 진폭 이상속성, 종축절편, 진폭구배, 교차도표, 교차단면

Abstract: The amplitude variation with offset of seismic data can detect fluids in the sediment and resolve the petro-

physical properties of hydrocarbons in the subsurface. We analyzed and described the amplitude variation in deep sea

seismic data obtained from the Ulleung Basin, East Sea. By inspecting seismic CDP-offset and CDP-angle gathers which

show a bright reflection event, we decided a target zone for amplitude variation analysis. From the seismic angle gather

at the middle of Ulleung Basin, we recognized amplitude increase or decrease versus offset on the intercept-gradient curve.

Using the product attribute and Poisson’s ratio change attribute computed in terms of intercept with gradient, the top

and the base of gas saturated sediments were described. The area of amplitude variation suggestive of the presence of

gas saturated sediments is shown at the depth of 3 s traveltime. Anomalous features of seismic amplitude in the Ulleung

Basin were classified by the crossplot of intercept and gradient. The background trend of crossplot between intercept

and gradient shows an inverse proportional relation that is common for wet sediments. Anomalous amplitudes of Class

III fall into the first and the third quadrants on crossplots. We inferred regional gas/water saturated area with the horizontal

dimension of 150 m in the Ulleung Basin by cross-section with respect to cross-plot anomaly.

Keywords: angle gather, amplitude variation, intercept, gradient, crossplot, crosssection

서 론

탄성파 탐사자료는 지하 매질의 특성에 따른 인위적인 탄성

파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다. 탐사자료로부터 얻어진 영상화 단

면은 지하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를 통해 매질

의 정량적인 물리특성을 알기 어렵다. 석유가스의 정확한 탐지

를 위하여 매질의 정량적인 물리특성까지 파악하는 기법이 요

구되었고 탄성파 진폭을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탄성파 진폭의 분석은 입사 및 반사각도와 탄성파신호 반사

계수의 관계를 기술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Zoeppritz,

1919). 수식적으로 포아송비(Poisson’s ratio)와 반사계수가 연

결되면서 지층의 탄화수소 탐지에 진폭변화가 이용되었다

(Koefoed, 1955). 그 원리는 탄성파가 전해지는 경로에 유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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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S파 속도에 변화가 있고 이는 벌림(offset)이 있는 탄성

파 자료 상에서 진폭의 감소 또는 증가현상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Shuey (1985)는 간단하게 Zoeppritz의 수식을 근사하

여 중합전 탄성파 탐사자료에서 진폭변화를 찾는 직관적인 계

기를 만들었다. Rutherford와 Williams (1989)는 벌림에 따른

진폭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현대적인 분석기술을 정립하였다.

수식적 연구를 바탕으로 세계의 다양한 석유가스 저류층에

대한 탄성파자료 진폭분석이 수행되었다(Castagna and Backus,

1993). 현재는 탄성파 진폭 분석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현장자료의 적용도 보편적이다(Hilterman, 2001). 탄성파자료

의 진폭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지만 국내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한 진폭변화 분석 사례가 많지 않다(Yi et al.,

2011). 이는 국내 대륙붕에 상업적인 규모의 저류층 개발사례

가 적기 때문에 국내 중합전 탄성파탐사자료에 대한 진폭분석

기술 적용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간 회

사의 경우 석유가스전의 분석은 연구결과로 공개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제한적인 연구사례로 흑산분지 3차원 탄성파자료

에 대하여 진폭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정부흥,

이호영, 2008). 모형실험을 통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층과 횡적

등방성 매질에 대하여 진폭변화 반응을 연구한 결과가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가 현장 탄성파자료에 대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다(양승진 외, 2000; 하영수, 신성렬, 2011).

본 연구에서 동해 심해 탄성파 탐사자료로부터 진폭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현장자료에 대한 진폭분석 연구의 저변을 확대

하고 사례를 풍부하게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동해

퇴적층의 가스집적 양상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계

기가 될 것이다. 

탄성파 자료 및 진폭변화 분석구간 결정

연구에 이용된 탄성파자료는 2012년 동해 울릉분지의 심해

환경에서 취득되었다. 해당측선은 진북 30도 주향으로 40 km

길이이며 북동쪽 3.125 km 구간을 연구의 관심영역으로 선정

하였다(Fig. 1). 현장 탄성파 탐사는 12.5 m 간격 420 채널의

디지털 스트리머를 이용하여 반사파가 기록되었으며 25 m 간

격의 에어건 음원을 이용하여 중합수 105의 다중채널 반사법

탄성파 탐사자료이다. 탄성파 중합단면에서 해저면은 탄성파

도달시간(주시, traveltime) 2,750 ms에 기록되었고, 3,050 ms

에서 수평으로 강한 반사파가 기록되었다(Fig. 2). 심부 퇴적층

서는 3,440 ms에서 연속적으로 발달하고 그 외의 영역은 음향

공백 특성이 우세하다. 공통깊이점(CDP, Common Depth

Point) 6445의 하부 3,150, 3,200, 3,350 ms등에서 주변에 비해

강한 반사신호가 기록되었고 이를 연구대상영역으로 한정하

였다. 

중합단면 상에서 강한 반사신호가 관찰되는 등의 특이 영역

은 중합 전 탄성파 기록들을 벌림에 따라 도시하여 매질특성

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도출이 가능하다. 공통깊이점 6300,

6400 및 강한 반사특성을 보이는 6445 지점의 인접 탄성파 기

록을 벌림에 따라 도시하고 비교하였다(Fig. 3). 공통깊이점

6300의 벌림에 따른 탄성파 기록을 수직 시간차 보정(NMO,

Normal Move-Out correction)한 결과 대부분의 반사신호들이

수평으로 정렬되어 적절한 중합속도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벌림에 따라 진폭이 감소하는 일부 반사층이 주시 3,100

ms에 확인되고 공통깊이점 6299 위치의 3,460 ms 주시에서

진폭이 증가한다(Fig. 3(a)). 공통깊이점 6400 위치의 탄성파기

록은 6300 지점과 유사하게 반사기록들이 벌림에 따라 수평적

으로 정렬되었고, 진폭이 대체로 일정하다(Fig. 3(b)). 탄성파

주시 2,950, 3,150 및 3,380 ms 등에서 진폭의 감소현상이 발

견되고 진폭의 증가현상은 3,190과 3,320 ms 주시에서 확인된

다. 공통깊이점 6445의 타원으로 표시된 탄성파 주시 2,940

ms의 경우 반사신호가 가지런히 정렬되었고 양과 음의 진폭이

벌림에 따라 증가한다(Fig. 3(c)). 탄성파 주시 3,150과 3,250

ms 등의 화살 표시된 인접영역에서도 벌림에 따른 진폭 변화

가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탄성파 진폭변화는 석유 또는 가스

의 부존으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지질특성 변화, 전산처리 과

정의 인위적 신호 생성, 또는 자료 취득시의 잡음 등 다른 원

인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시적인 진폭변화를 정

량적인 속성으로 표현하여 진폭변화 특성을 다각도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울릉분지 심해 탄성파자료의 진폭 변화를 입사/반사 각도의

함수로 표현하기 위하여 탄성파 각도모음(seismic angle

gather)으로 변환하였다. 공통깊이점 6298과 6299 탄성파기록

Fig. 1. The area map of target area on the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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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cked section of seismic line.

Fig. 3. CDP-offset gather samples at the location adjacent to (a) CDP 6300, (b) 6400 and (c) 6445. Ellipse and arrows indicate amplitude

anoma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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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도모음을 살펴보면 탄성파 주시 3,420 ms의 반사신호에

서 입사각 15도 이상의 신호가 미만의 신호보다 진폭이 크다

(arrow in Fig. 4(a)). 공통깊이점 6400 인근 탄성파자료 각도

모음의 주시 3,190과 3,340 ms의 반사신호는 넓은 입사각 영

역으로 갈수록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arrows 1 and

2 in Fig. 4(b)). 반면 3번과 4번 화살표로 표시된 3,150과

3,380 ms의 주시에서 입사각이 클수록 진폭이 감소하였다. 공

통깊이점 6445의 3,260 ms 탄성파기록에서 입사각이 20도 이

Fig. 4. CDP-angle gathers at the location adjacent to (a) CDP 6300, (b) 6400 and (c) 6445. Arrows indicate amplitude anomalies.

Fig. 5. Intercept and gradient curves for different reflection event at CDP 6445. (a) events at 3,185 and 3,192 ms traveltime, (b) events at

3,242 and 3,251 ms, (c) events at 3,260 and 3,265 and (d) events at 3,295 and 3,312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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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경우 진폭증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arrow in Fig.

4(c)).

종축절편-진폭구배 분석 및 진폭변화 속성 도시

진폭변화가 현저한 공통깊이점 6445 위치의 각도 모음 탄성

파 기록의 일부 탄성파 도달시각에 대하여 종축절편(intercept)

과 진폭구배(gradient)를 계산하였다. 탄성파 주시 3,185와

3,192 ms의 반사신호는 양의 종축절편이 양의 진폭구배를 갖

고 음의 경우는 반대이므로 전형적인 유형 3의 진폭변화에 해

당하였다(Fig. 5(a), Rutherford and Williams, 1989). 이 유형

은 사암층에 가스가 저류된 경우 주로 발생하며 퇴적층이 비

교적 미고결 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탄성파 주시 3,242와

3,251 ms의 탄성파신호를 변환한 결과 양의 종축절편과 음의

종축절편을 갖는 반사신호가 모두 양수인 진폭구배를 갖는다

(Fig. 5(b)). 해당영역은 함수 퇴적층(wet sediment)으로 예상되

지만 음의 절편에서 양의 구배를 갖는 것은 유형 4의 특성이

기도 하므로 곡선만으로 매질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Castagna et al., 1998). 탄성파 주시 3,260과 3,265 ms의 곡선

은 유형 2의 양상으로 0에 가까운 종축절편과 위상역전(phase

reversal)의 특성을 보였다(Fig. 5(c)). 유형 2의 진폭변화는 일

부 가스부존 가능성을 지시하며, 퇴적층의 고결이 유형 3보다

양호한 조건에서 발견되므로 더 깊은 곳의 탄성파자료에서 나

타난다. 주시 3,295와 3,312 ms의 종축절편과 진폭구배 관계

를 분석한 결과 진폭의 변화가 거의 없고 통상의 함수 퇴적층

의 반사신호 양상을 보인다(Fig 5(d)). 공통깊이점 6445의 하

부로 갈수록 석유가스 저류층의 기저에 물로 포화된 퇴적층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특성과 일치하였다. 선정된 공통깊이점 위

치의 반사강도가 큰 심도에 대하여 종축절편과 진폭구배 분석

을 수행한 결과 가스와 물로 포화된 매질에서 보이는 진폭변

화 유형을 골고루 반영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한된 탄성파주시에서 진폭변화를 확인한 다음단계로 종축

절편과 진폭구배의 곱을 넓은 중합단면에 대하여 계산하고 진

폭변화 유무를 공간적으로 규명하였다. 가스 함유 매질의 진폭

변화 특성은 동일한 부호의 종축절편과 진폭구배를 갖는 것이

므로 두 속성을 곱하면 절대값이 큰 양의 수치가 진폭변화 극

대화 현상을 의미하게 된다. 울릉분지 탄성파자료의 공통깊이

점 6440과 6450 구간 주시 3,150 및 3,200 ms 영역이 진폭 증

가가 뚜렷한 이상 특성으로 속성단면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되

었다(Fig. 6). 가스로 포화된 퇴적매질 상부경계와 하부경계의

종축절편과 진폭구배를 곱한 속성은 각각 양의 부호를 보이므

로 상하부의 경계가 두 줄의 붉은 색 선으로 표현이 되었다.

속성단면에서 주시 3,050 ms 깊이는 공통깊이점 전반에 붉은

색 속성이 뻗어있어 물과 가스가 수평적으로 분포함을 유추할

수 있다. 공통깊이점 6430과 6450 구간의 경우 종축절편과 진

폭구배를 곱한 속성이 큰 값들이 수직적으로 이어져 있다. 

종축절편과 진폭구배의 가중 합계를 계산하여 포아송비의

변화에 비례하는 속성단면을 도출하였다(Fig. 7). 물리적으로

포아송비는 유체 포화된 저류층의 상부 경계에서 감소하고 기

저에서 증가한다. 탄성파 자료 상에서 포아송비 감소는 종축절

편과 진폭구배의 합에서 음의 큰 값으로, 포아송비의 증가는

양의 큰 값으로 표현된다(Shuey, 1985). 종축절편과 진폭구배

에 각각 0.5의 동일한 가중계수를 할당하고 합계 속성단면을

도시하였다(Fig. 7). 진폭변화가 미미한 배경매질은 0에 근접

하는 작은 값을 보이며 회색으로 표시되었다. 진폭의 감소가

뚜렷한 영역은 공통깊이점 6445의 하부 3,270, 3,350 과 3,450

ms 주시로 주황색으로 나타났다. 반사계수 및 포아송비가 증

가하며 진폭증가 이상특성을 지닌 영역은 푸른색 및 노란색으

로 표시되었고 유체가 포화된 매질의 하부에 해당한다.

교차도표 및 교차단면

Fig. 6. Product of intercept and gradient attributes from angle ga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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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절편과 진폭구배의 관계를 교차도표(crossplot)에 나타

내고 진폭변화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교차도표 작성에 이용

한 자료는 울릉분지 심해 탄성파자료 중 강한 반사신호가 나

타나는 주시 3,450, 3,370 및 3,210 ms 주변에서 선택하였다

(Fig. 8(a)). 공통깊이점 6440과 6470 구간의 탄성파 주시

3,450 ms 상부와 하부 40 ms범위의 탄성파자료를 추출하여

교차도표로 대비한 결과 종축절편이 증가할수록 진폭구배가

감소하였다(Fig. 8(b)). 퇴적층에서 전파되는 탄성파 에너지는

벌림이 커짐에 따라 감쇠되므로 일반적인 함수 퇴적층의 교차

도표는 종축절편과 진폭구배가 반비례 관계이고 2, 4사분면에

위치한다. 해당 자료들은 일반적인 함수 퇴적층의 교차도표 양

상을 보이며 일부 유형1의 진폭변화 특성이 포함되었을 가능

Fig. 7. Summation of intercept and gradient attributes from angle gathers.

Fig. 8. Crossplots of intercept and gradient, (a) A portion of the stacked section and its crossplots around, (b) 3,450 ms, (c) 3,370 ms and

(d) 3,210 ms. Sampled areas are indicated by rect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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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 공통깊이점 6430과 6470 구간의 탄성파주시 3,370

ms의 상하부 40 ms의 자료에 대한 종축절편과 진폭구배를 교

차도표에 나타낸 결과 대체로 함수 퇴적층의 반비례 경향을

보였다(Fig. 8(c)). 주시 3,450 ms 자료에 비해 심도가 얕은

3,370 ms의 자료이므로 고결정도가 낮은 퇴적층의 유형 2에

해당하는 표본이 3사분면에 일부 확인되었다. 주시 3,210 ms

인근 공통깊이점 6450과 6470 구간의 교차도표는 1, 3사분면

에 다수의 자료가 위치하며 이는 유형3의 진폭변화 특성에 해

당된다(Fig. 8(d)). 종축절편과 진폭구배를 곱한 속성에서 큰

값으로 진폭변화 특성을 보인 영역이 교차도표상에서 경향성

을 이탈한 것으로 유추된다.

교차도표에서 배경매질로 일반적인 함수 퇴적층의 경향에

해당하는 표본을 회색으로, 유형 2, 3, 4의 상부와 하부 경계

에 해당하는 자료를 노란색 및 푸른색 영역으로 구분하여 공

간적인 분포를 분석하였다. 탄성파의 진폭이 일반적으로 벌림

에 따라 감쇠되는 회색 영역은 주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

치하며 퇴적층 내에 탄화수소 부존이 희박한 매질로 예상된다

(Fig. 9(a)). 가스 부존시 진폭변화가 존재하는 유형 2, 3, 4의

자료는 교차도표상에서 기본적인 반비례 경향을 벗어나 1사분

면과 3사분면 방향으로 이동되어 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진폭 이상 현상을 보이는 탄성파 신호가 중합단면 중 어느 공

간에 위치하는지 교차단면으로 확인하였다(Fig. 9(b)). 교차단

면의 주시 3,050 ms에서 유체로 인한 진폭변화 특성을 보이는

영역의 상부와 하부 경계가 푸른색과 노란색으로 각각 표시되

어 수평적으로 분포하였다. 이는 동해 울릉분지에 광역적으로

확인되는 천부가스로 인한 탄성파 반응일 것으로 유추된다. 배

경매질에 비해 강한 반사신호가 기록된 공통깊이점 6400과

6500 구간의 하부 수직적 진폭변화 영역을 확대하여 관찰하였

다(Fig. 9(c)). 주시 3,150 및 3,210 ms의 심도 퇴적층에서 유

형 3의 가스부존 퇴적층 진폭변화 징후가 노란색으로 확인되

었다. 연구 대상영역의 진폭변화대의 규모는 공통깊이점 간격

6.25 m인 탄성파자료의 번호 6430과 6450의 구간이므로 125

m로 관측되었다(Fig. 9(c)). 이상에서 교차단면을 도시하여 전

체 중합단면 중 진폭변화를 보이는 특정 구간을 신속히 구별

할 수 있었다.

결 론

동해 심해지역에서 수행된 탄성파탐사 자료에서 진폭이 강

한 부분에 대하여 벌림에 따른 진폭 변화를 분석하였다. 진폭

의 감소와 증가는 반사각 모음에서 일부 확인되었고 종축절편

과 진폭구배 속성에서 진폭변화 유형을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동해 울릉분지 탄성파 자료의 진폭변화는 함수 퇴적층의 보편

적인 양상을 보였다. 탄성파주시 3,150과 3,200 ms의 심도에

서 강한 반사신호를 보이는 구간을 정하여 진폭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스부존 퇴적매질에서 나타나는 유형 3에 해당하였다.

울릉분지 퇴적매질의 포아송비 변화가 간헐적이고 소규모로

분포하므로 가스로 포화된 영역의 부피가 작고 산재함을 유추

할 수 있었다.

울릉분지 탄성파 탐사측선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진폭 변화

를 고찰하였으며 향후 광역적인 영역에 대하여 일련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탐사자료에 국한하여 진폭분

석의 포괄적인 적용을 수행하였지만 정확한 위치의 검층자료

를 통합하면 정량적인 분석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9. Classification of amplitude anomalies. (a) Crossplot with zoned wet sediments, top of gas and base of gas colored by grey, blue and

yellow, respectively, (b) cross section with zoned color of (a), and (c) enlarged section of (b) in a rect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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