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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지질 조사 또는 엔지니어링 목적의 해양 탄성파 탐사에서 해상의 너울로 인하여 탐사자료의 품질이 저하된

다. 1 ~ 2 m의 너울은 탐사 중에 종종 발생하는데, 1 m 이내의 정밀도를 요하는 고해상 해저탐사자료에서 이를 보정하

여 줌으로써 탄성파 단면도의 수평적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8채널 고해상 에어건 탐사자료와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에 대하여 너울영향 보정을 적용하였다. 너울영향을 효율적으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탐사자료에 나타나

는 해저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저면 수심값 추출을 위하여 해저면 부근의 최대

진폭을 이용하거나 최대진폭값의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지점을 해저면 위치로 추출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품질이 낮

은 자료에 대해서는 수심값 추출이 용이하도록 엔벨로프 또는 해저면 요소파(wavelet) 신호와 상호상관을 수행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수심값으로부터 평균값을 구한 후, 그 차이를 보정하여 주었다. 시험 적용된 에

어건 탐사자료에서는 약 0.8 m, 2종의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에서는 각각 약 0.5 m와 약 2.0 m 범위의 너울영향을

보정하였다. 자료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해저면 수심값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탐사자료의 너울 영향을 보정함으로써 지

층의 연속성이 향상된 고품질의 고해상 해저 탄성파 단면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주요어: 고해상, 해저 탄성파 탐사, 천부지층탐사, 해저면, 해저면 수심값 추출, 해저면 보정, 너울영향보정

Abstract: The seismic data quality of marine geological and engineering survey deteriorates because of the sea swell.

We often conduct a marine survey when the swell height is about 1 ~ 2 m. The swell effect correction is required to

enhance the horizontal continuity of seismic data and satisfy the resolution less than 1 m. We applied the swell correction

to the 8 channel high-resolution airgun seismic data and 3.5 kHz subbottom profiler (SBP) data. The correct sea bottom

detection is important for the swell correction. To detect the sea bottom, we used maximum amplitude of seismic signal

around the expected sea bottom, and picked the first increasing point larger than threshold value related with the

maximum amplitude. To find sea bottom easily in the case of the low quality data, we transformed the input data to

envelope data or the cross-correlated data using the sea bottom wavelet. We averaged the picked sea bottom depths and

calculated the correction values. The maximum correction of the airgun data was about 0.8 m and the maximum correction

of two kinds of 3.5 kHz SBP data was 0.5 m and 2.0 m respectively. We enhanced the continuity of the subsurface

layer and produced the high quality seismic section using the proper methods of swell correction.

Keywords: high-resolution, marine seismic survey, subbottom profiling, sea bottom, sea bottom detection, sea bottom

correction, correction of swell effect

서 론

해양지질 조사 또는 엔지니어링 목적의 해양탐사에 이용되

는 고해상 해저 탄성파 탐사는 천부 지층 구조를 정밀하게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탐사가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파도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하여 자료의 품질이 저하된

다. 파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탐사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종

종 1 ~ 2 m의 파도에서 수행되는 경우도 많다. 천부지층탐사

에 사용되는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상도는 1 m 이내의

정밀한 탐사가 요구되는데, 너울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 탄성파

단면도에서는 지층구조의 정밀한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

서 너울영향에 의한 해저면 떨림을 보정하여 줌으로써 탄성파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정밀한 지층구조의 파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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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석유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부 탄성파 탐사는 탐사심도가

깊으며, 상대적으로 수직 해상도가 낮고, 수신기를 해수면 아

래 일정 깊이로 유지하여 탐사를 수행함으로써 약한 파도 또

는 너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저면 이하 수십

~ 수백 m를 대상으로 탐사를 수행하는 고해상 해저 탄성파 탐

사와 보다 천부탐사를 목적으로 하여 수 ~ 수십 m를 대상으

로 하는 3.5 kHz 또는 첩(Chirp) 천부지층탐사(subbottom

profiling)에서는 이러한 파도 또는 너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초기의 3.5 kHz 천부지층탐사는 아날로그방식으로 수행하

여 이러한 너울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너울필터

(swell filter)가 사용하기도 하였다(Geyer, 1983). 개인용 컴퓨

터와 주변기기의 발달로 3.5 kHz와 첩 천부지층탐사탐사의 디

지털 자료 전산처리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McGee,

1995a, 1995b; Quinn et al., 1998; Bull et al., 1998). 또한 다

중채널 고해상 탐사도 디지털 자료로 취득하게 되었다(Lee et

al., 1996; Lee et al., 2003; Kim and Kim, 2006). 3.5 kHz 천

부지층탐사자료를 디지털로 취득하고 전산처리를 통하여 너울

영향을 제거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Lee et al., 2002), 고해상

탐사자료에 자동적인 해저면 추출을 이용한 보정 연구가 수행

되었다(Kim et al., 2003; Kim and Kim, 2005).

본 연구에서는 너울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을 8채널 고해상

에어건 탄성파 탐사자료와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에 적용

하고자 한다. 

너울영향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탐사자료에서 해

저면 위치의 정확한 추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상에

파도가 있는 상태에서 취득된 탐사자료의 해저면 신호는 일부

구간에서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저면의 신호가

불량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래의

탄성파 트레이스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와 엔벨로프(envelope)

또는 해저면 신호와 상호상관을 수행한 자료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고, 또한 탄성파 트레이스에서 해저면 위치를 효율적으

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각 트레이스에서 추출

된 수심으로부터 너울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수심값을 평균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너울의 영향이 포함된 탄성파 단면도와 제거된

탄성파 단면도의 품질을 비교함으로써 해저면 보정(sea

bottom correction; SBC)의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한다.

현장 탄성파 탐사 자료

너울영향 보정에 사용한 자료는 여수근해(Fig. 1의 A-A' 측

선)에서 취득한 8채널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와 2종의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이다. 탐사장비 배열은 Fig. 2에 나타내

었으며, 자료취득변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8채널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는 30 in3 용량의 에어건을 음

원으로 사용하고, 8채널 고해상 스트리머를 수신장치를 사용

하여 취득한 것이다. 원래 등거리 발파가 이루어져야 하나 탐

Fig. 1. Location map of 8 channel airgun seismic and 3.5 kHz

subbottom profiling survey.

Fig. 2. Survey layout.

Table 1. Data acquisition parameters.

High-resolution 8 channel 
seismic survey 

3.5 kHz subbottom 
profiling survey

Source 30 in3 air gun Transducer

Survey Vessel Tamhae II Tamhae II

Line A-A' B-B', C-C'

Area Off Yeosu Off Yeosu

Receiver
8 channel high-resolution

streamer cable
Transducer

Group interval 5 m -

Nearest offset 20 m -

Gun depth 2 ~ 3 m -

Shot interval 2 s (~ 5 m) 0.5 s

Recording instrument *KDAPS *KDAPS

Sampling interval 0.1 ms 0.05 ms

Record length 1.0 s 0.25 s

*KDAPS: KIGAM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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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의 속도를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등시간

간격으로 발파함으로써 등거리 간격의 발파와 유사하도록 한

것이다. 발파시간간격은 2 s로 등시간 간격으로 하고, 탐사속

도를 ~9 km/hour(~5 knots)로 유지함으로써 발파간격은 ~5 m

이다. 자료추출 간격은 0.1 ms, 기록시간은 1.0 s이다. 음원과

수진기 첫 번째 채널과의 거리는 20 m이며, 그룹간격은 5 m

이다.

2종의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는 여수근해(Fig. 1의 B-B'

와 C-C' 측선)에서 탐사를 수행한 것이다. 탐사장비는 음원과

수신장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트랜스듀서(transducer)와

트랜시버(tranceiver)로 구성된다. 발파시간간격은 0.5 s의 등시

간 간격으로 하고, 탐사속도를 ~9 km/hour(~5 knots)로 유지하

여 발파간격은 ~1.25 m이다. 자료추출간격은 0.05 ms, 기록시

간은 0.25 s이다.

전처리 방법

대용량인 탄성파 자료의 수심값 추출은 전산처리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해저면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탄성파 자료의 기본적인 전산처리가 필요하다.

고해상 에어건 탄성파 탐사자료의 원자료(raw data)에는 초

기 시간의 진폭이 크고 후기 반사신호는 약하므로, 진폭 보정

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저주파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

거하여야 한다. Fig. 3에는 원자료(Fig. 3(a))와 진폭보정과 디

콘볼루션, 대역통과 필터링 전산처리를 수행한 자료(Fig. 3(b))

를 나타내었다.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는 진폭 보정과 필

터링을 수행하였다. Fig. 4에는 원자료(Fig. 4(a))와 전산처리를

수행한 자료(Fig. 4(b))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자료처리변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탄성파 신호가 양호한 상태에서는 탄성파 트레이스에서 해

저면 신호의 위치를 찾는데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다. 해저면 부근의 구간을 미리 정해 주고, 그 사이에서

최대 진폭을 갖는 위치를 결정하거나, 최대진폭값의 일정 기준

을 넘어서는 지점을 해저면 위치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Fig. 5(a)는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의 해저면 부근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Fig. 5(b)는 해저면 부근의 일정 구간 내에서

최대 진폭을 갖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Fig. 5(c)는 최대

진폭값의 일정 기준(여기서는 80%를 사용함)을 넘어서는 지

점을 해저면 위치로 추출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결정 구

간과 결정된 해저면 위치는 신호상에 뾰족하게 나타내었다. 이

방법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 해저면 수심값 추출 방법에서

자세히 하고자 한다. Fig. 5(b)와 Fig. 5(c)의 방법은 Fig. 5(a)

의 기본전산처리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여 수행한다. 

그러나 해상의 일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탐사한 경우 탄

성파 신호가 매우 불규칙하며, 해저면의 신호가 변형되어 최대

값이나,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위치가 일정하지 않게 된다. 이

러한 경우에 해저면 신호는 뚜렷하지 않더라도 해저면 부근의

Fig. 3. Result of basic data processing of 8 channel airgun seismic

data. Processing includes gain recovery, deconvolution and band-

pass filtering. (a) Before basic data processing. (b) After basic data

processing.

Fig. 4. Result of basic data processing of 3.5 kHz subbottom

profiler (SBP) data. Processing includes gain recovery and band-

pass filtering. (a) Before basic data processing. (b) After basic data

processing.

Table 2. Data processing parameters.

Processing procedure High-resolution 8 channel seismic data 3.5 kHz subbottom profiling data

Gain recovery (A, B, C) Gain(db) = A⋅t + B⋅20⋅log(t) + C 0, 0.1, 60 0, 0.1, 60

Deconvolution (operator length in ms, lag in ms, window in ms) 6, 0.1, 20-120 -

Frequency filtering (trapezoid band (Hz)) 40, 80, 1200, 2400 1500, 3000, 400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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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폭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탄성파 트레이

스의 엔벨로프(envelope)를 구하여 이 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

함으로써 다소 부정확하지만 해저면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

Fig. 5(d)에는 해당시간 전후로 5개의 시간샘플자료를 제곱하

여 합한 값으로 엔벨로프를 구하고, 최대값의 80% 이상이 되

는 지점을 구한 결과이다. 엔벨로프는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신호를 해저면으로 결정하는 오류는 적으나, 해저

면 신호들이 종합된 신호이므로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정

확성은 다소 떨어진다. 

또 다른 방법은 해저면 요소파 신호를 추출하고, 이와 상호

상관을 수행한 자료를 사용하여 해저면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

다. 상호상관 수행시 해저면과 일치되는 위치에서 상호상관 값

이 크게 증가하므로 이를 이용한다. Fig. 5(e)에는 상호상관을

계산하여 최대 진폭인 지점을 해저면으로 결정한 것을 나타내

었다. 이 방법은 해저면 신호가 변형될 경우 정확한 위치를 찾

지 못할 수 있다.

해저면 수심값 추출 방법

입력 신호로부터 해저면 위치, 즉 수심을 결정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해저면 부근의 신호에서 진폭이 최대인 점을 사용

하였다. 이 방법은 Fig. 6의 좌측에 나타내었으며, 해저면의 위

치는 신호에서 최대값을 나타나는 지점이다. 탄성파 탐사자료

신호의 진폭은 대체로 해저면 부근에서 가장 큰 경우가 대부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지층에서는 해저면 하부에서

강한 반사층이 존재하여 해저면 신호의 진폭보다 더 큰 경우

도 종종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에 수심을 하부층의 깊이로 결

정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저면 신호는 그 이

전의 신호에 비하여 매우 커지므로, 해저면 부근에서 최대 진

폭을 구한 후, 이 최대값의 50 ~ 80% 이상의 진폭값이 나타

나는, 즉 크게 증가하는 부분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두 번째로 사용하였다. Fig.

6의 좌측신호에서 처음 만나는 값(1st cross value)에 해당한다.

위의 2가지 방법으로 수심값을 결정할 때, Fig. 6의 우측 신

호와 같이 신호 품질이 불량한 트레이스에서는 해저면에서 벗

어나는 값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즉 Fig. 6의 우측 신호에

서 최대값(largest value)은 해저면이 아닌 하부 지층에서 나타

나며, 처음 만나는 값은 해저면 이전에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를 고려하여, 구한 값을 해저면 평균값과 비교하여 평균값으로

부터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진폭 또는 두

Fig. 5. Original and processed sea bottom signals for the sea

bottom detection of 3.5 kHz SBP data. (a) Raw input data. (b)

Peak detection of input data. (c) Threshold detection of input data.

(d) Threshold detection of envelope data. (e) Peak detection of

cross correlation data.

Fig. 6. Sea bottom detection methods to find the location of sea

bottom from seis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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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만나는 값을 해저면 평균값과 다시 비교한 후 일정한 범

위 내에 들어 오면 이 값을 수심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매

우 불량한 트레이스에서는 3번째, 4번째 값도 평균값의 근접

한 범위에서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실패로 결정하고 해

당 트레이스에서는 수심보정을 하지 않고 인접 수심의 평균값

을 해당 수심으로 결정하였다. 

평균값을 고려하여 수심을 결정할 때는 해저면 자료가 양호

한 상태에서 해저면 추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잡음으로부터 잘못 결정된 해저면 수심값이 평균값

을 산정할 때 포함되면, 평균값이 부정확하게 되므로, 이후의

자료에서 평균값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안정된 상태의 수심값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값은 제외시켰다. 

해저면 너울영향 보정 방법

결정된 수심값에는 너울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거하

기 위하여 평균값을 계산하고 평균값과의 차이를 보정하여 주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중채널 자료에서는 평균값을 구할때

채널별로 구하였다. 탐사 중에 실시간으로 보정을 수행할 경우

나 자료처리시에 자료를 읽어가며 즉시 보정을 할 경우에는,

현위치 트레이스 이전에서 결정된 수심값 들을 사용하여 평균

값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평탄한 해저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평균 수심값이 이전 트레이스

의 수심값이 되어 해저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를 이용함으로써 해저면 경사를 고려한 현 위치 트

레이스의 수심을 예측하여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8채널 고해상 에어건 현장 탄성파 탐사자료에 적용 결과

현장에서 취득한 8채널 고해상 에어건 탄성파 탐사자료에

너울영향 보정을 적용하여 보았다. Fig. 1의 탐사측선 중 일부

인 A-A' 부분, 발파번호 3601 ~ 4200 구간에 대해 너울영향

보정을 적용하였다. Fig. 7에는 에어건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

저면 신호를 나타내었다. 해저면 신호는 대부분 쉽게 구별되

나, FFID 3823의 3번 채널의 신호는 매우 미약하다. 그러나,

해저면 신호의 진폭이 결정 구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해저면 위치를 결정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입력자료는 Table 2

의 기본전산처리를 수행한 자료이며, 해저면 추출방법은 Fig.

5(c)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저면 추출구간의 최대진폭의 60%

보다 큰 진폭 지점을 추출하였다. 

일부 구간인 발파번호 3821 ~ 3870 구간의 자료에서 추출

한 해저면 수심값은 Fig. 8에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추

출한 수심값으로부터 산출한 평균값은 Fig. 8에 파란색 실선으

로 표시하였다. 평균값은 매 트레이스에서 이전의 10개를 이

용하여 선형회귀방법으로 구하였다. 추출한 수심값에서 평균

값을 뺀 값은 −0.6 ~ 0.5 ms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해수에서의 탄성파 전파속도 1,500 m/s를 적용하

면 왕복주시 1.1 ms는 약 0.8 m에 해당하며, 현장탐사시 이정

도의 높이의 너울 또는 파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 전산처리과정에서 해저면의 너울영향 보정 효과를 Fig. 9

에 나타내었다. Figs. 9(a)~9(d)는 너울영향 보정을 하지 않은

Fig. 7. Sea bottom signals in 5 shot gathers of high-resolution 8 channel airgun seismic data.

Fig. 8. Sea bottom correction result of 8 channel high-resolution

airgun seis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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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서, Fig. 9(a)는 발파점 모음, Fig. 9(b)는 공심점 모음,

Fig. 9(c)는 공심점 모음자료에 수직시간차(normal moveout:

NMO) 보정을 한 것이며, Fig. 9(d)는 중합을 한 자료이다.

Figs. 9(e)~9(h)는 너울영향 보정을 수행한 자료로서, Fig. 9(e)

는 발파점 모음, Fig. 9(f)는 공심점 모음, Fig. 9(g)는 공심점

모음자료에 NMO 보정을 한 것이며, Fig. 9(h)는 중합을 한 자

료이다. 발파점 자료에서 해저면 수심을 추출하여 너울효과를

보정한 결과 각 단계별로 해저면의 위치가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음을 보인다. 특히 NMO를 수행한 자료에서 보정 결과를 확

실히 볼 수 있으며, 중합 결과에서도 해저면의 신호가 뚜렷해

졌음을 볼 수 있다. 

해저면 너울영향 보정을 발파번호 3601 ~ 4200 구간에 적

용한 결과를 Fig. 10과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0에는 채

널 1의 입력자료와 해저면 수심값 추출과정을 나타내었다.

Fig. 10(a)는 해저면 수심값을 추출하기 위하여 기본전산처리

를 수행한 1번 채널자료이다. Fig. 10(b)는 해저면 수심값을 추

출하여 보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노란색은 수심값을 추

출하기 위한 범위를 나타낸다. 추출된 수심값이 크게 변하거

나, 해저면의 진폭이 매우 약하여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 범위

를 단계적으로 크게 하였으며, 불안정한 경우가 계속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해저면에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되도록 하였

다. 결정값이 안정적일 때는 해저면에 녹색으로 표시하였다.

Fig. 11에는 8채널의 자료를 중합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Fig. 11(a)는 너울영향 보정 전을 Fig. 11(b)는 보정 후를 나타

Fig. 9. The effect of sea bottom correction (SBC) at each procedure of data processing of 8 channel airgun seismic data. (a) Shot gather

without SBC. (b) CDP gather without SBC. (c) CDP gather after normal moveout (NMO) without SBC. (d) Stack section without SBC. (e)

Shot gather with SBC. (f) CDP gather with SBC. (g) CDP gather after NMO with SBC. (h) Stack section with SBC.

Fig. 10. The effect of sea bottom correction (SBC) in the 1st channel

of airgun seismic data. (a) Input data after basic data processing. (b)

The result of SBC. Yellow line shows sea bottom detection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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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Fig. 10(b)와 Fig. 11(b)의 해저면 너울영향을 보정

한 후의 단면도에서 지층 신호의 연속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5 kHz 천부지층탐사 현장자료에 적용 결과

현장에서 취득한 2종의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에 너울영

향 보정을 수행하였다. 하나는 비교적 양호한 자료(Fig. 1의

B-B' 구간)이며, 다른 하나는 너울영향이 크고, 비교적 불량한

자료(Fig. 1의 C-C' 구간)이다.

비교적 양호한 자료로서, Fig. 1의 탐사측선 중 일부인 B-B'

부분(발파번호 1701 ~ 2700 구간)에 대해 너울영향 보정을 적

용하였다. Fig. 12에는 발파번호 2101 ~ 2300 구간에 대한 보

정 전과 보정 후의 자료를 나타내었다. Fig. 12(a)는 보정 전의

자료로서, Table 2의 기본전산처리를 한 자료이다. Fig. 12(a)

에는 해저면에 너울 영향이 나타나 있다. Fig. 12(b)와 Fig.

12(c)는 해저면 너울 영향을 보정한 자료이다. 자료추출 방법

은 Fig. 5(c)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저면 추출구간 내 최대진

폭의 50%(Fig. 12(b))와 80%(Fig. 12(c)) 기준점 보다 큰 진폭

지점을 추출한 것이다. 

발파번호 2101 ~ 2300 구간의 자료에서 추출한 해저면 수

심값은 Fig. 13에 나타내었다. 50% 기준점으로 추출한 수심값

은 주황색 점선, 80% 기준점으로 추출한 수심값은 파란색 점

선으로 나타내었으며, 산출한 평균값은 각각 주황색과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평균값은 매 트레이스에서 이전의 40개

를 이용하여 선형회귀방법으로 구하였다. 추출한 수심값에서

평균값을 뺀 값은 발파번호 2100 ~ 2300 구간에서 −0.4 ~ 0.3

ms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해수에서의 탄성파 전파속도 1,500

Fig. 11. The effect of sea bottom correction (SBC) in the stack

section of 8 channel airgun seismic data. (a) Input data after basic

data processing. (b) The result of SBC. 

Fig. 12. The effect of sea bottom correction (SBC) of the 3.5 kHz

SBP data. (a) Input data after basic data processing. (b) The result

of SBC using 50% threshold detection. (c) The result of SBC using

80% threshold detection. 

Fig. 13. Comparison of sea bottom correction result according to

the different threshold value in the 3.5 kHz SBP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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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를 적용하면 왕복주시 0.7 ms는 약 0.5 m에 해당하며, 현장

탐사시 약한 너울 또는 파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Fig. 12(c)의 80% 이상으로 한 경우에 해저면이 보다 고르

게 보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Fig. 1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의 해저면 신호 특성 때문이다.

해저면 신호에 3 ~ 5개의 봉우리가 나타나는데 50% 기준점으

로 추출하는 경우 첫 번째 봉우리의 높이에 따라 만날 수도 있

고, 지나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저면 부근 신호의 최대값의

80% 기준점으로 할 때 두 번째 봉우리에서 대부분 만나게 된

다. 이 경우에 다른 방법인 Fig. 5(b)에 해당하는 최대값의 위

치를 찾는 경우에도 최대값의 위치가, 두번째 또는 세 번째 봉

우리로 불규칙하므로, 일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

해저면 너울영향 보정을 발파번호 1701 ~ 2700 구간에 적

용한 결과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Fig. 15(a)는 해저면 수심

값을 추출하기 위하여 기본전산처리를 수행한 입력자료이며,

Fig. 15(b)는 최대진폭값의 80% 기준으로 해저면 수심값을 추

출하여 보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해저면 너울영향을 보정

한 후의 단면도인 Fig. 15(b)에서 지층 신호의 연속성이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4. The sea bottom signals of the 3.5 kHz SBP data. The

location of sea bottom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hreshold value.

Fig. 15. The effect of sea bottom correction (SBC) of the 3.5 kHz

SBP data. (a) Input data after basic data processing. (b) The result

of SBC. Yellow line shows sea bottom detection window.

Fig. 16. The effect of sea bottom correction (SBC) of the low

quality 3.5 kHz SBP data. (a) Input data after basic data

processing. (b) The result of SBC of input data using 80%

threshold detection. (c) The result of SBC of envelope data using

80% threshold detection. (d) The result of SBC of cross correlation

data using peak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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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너울 영향이 크고 비교적 불량한 자료로서, Fig. 1

의 탐사측선 중 일부인 C-C' 부분(발파번호 4001 ~ 6000 구간)

에 대해 너울영향 보정을 적용하였다. Fig. 16은 발파번호

5001 ~ 5200 구간에 대한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Fig. 16(a)는 보정 전의 자료로서, Table 2의 기본전산

처리를 한 자료이다. Fig. 16(a)에는 해저면에 너울 영향이 크

게 나타나 있다. Figs. 16(b)~(d)는 해저면 너울 영향을 보정한

자료이다. Fig. 16(b)는 기본전산처리를 수행한 Fig. 16(a) 자

료에 대하여, 최대진폭값의 80% 기준점보다 큰 진폭 지점을

추출하여, 평균 심도값에 대한 차이를 보정한 것이다(Fig. 5(c)

에 해당하는 방법). Fig. 16(c)는 엔벨로프 자료에 대하여 해저

면 추출구간 내 최대진폭의 80% 기준점 보다 큰 진폭 지점을

추출하여 보정한 것이다(Fig. 5(d)에 해당하는 방법). Fig.

16(d)는 상호상관 자료에 대하여 최대값 해저면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보정한 것이다(Fig. 5(e)에 해당하는 방법). 

발파번호 5001 ~ 5200 구간의 자료에서 추출한 해저면 수

심값은 Fig. 17에 나타내었다. 최대진폭값 80% 기준 추출방법

을 사용한 Fig. 16(b)의 수심값은 파란색 점선, Fig. 16(c)의 엔

벨로프 자료로 추출한 수심값은 녹색 점선, Fig. 16(d)의 상호

상관 자료에서 추출한 수심값은 주황색 점선으로 나타내었으

며, 산출한 평균값은 각각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평균값은 매

트레이스에서 이전의 40개를 이용하여 선형회귀방법으로 구하

였다. 추출한 수심값에서 평균값을 뺀 값은 발파번호 5001 ~

5200 구간에서 −1.25 ~ 1.40 ms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해수에

서의 탄성파 전파속도 1,500 m/s를 적용하면 왕복주시 2.65

ms는 약 2.0 m에 해당하며, 현장탐사시 약 2.0 m의 큰 너울

또는 파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가지 보정 방법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Fig.

16(b)의 최대진폭값 80% 기준으로 추출한 경우가 비교적 양호

하였으며, Fig. 16(c)와 Fig. 16(d)의 경우 연속성이 다소 좋지

않았다. 특히 Fig. 16(d)의 상호상관방법에 의한 수심값은 Fig.

17에서 보면 FFID 5050 부근에 값이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있

다. 이것은 해저면 신호에서 진폭이 가장 큰 봉우리 위치가 변

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상호상관방법에서 이 위치를 찾기 때문

이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3가지 방법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Fig. 17에서 보면 자료가 불량한 부분에서는 해저

면 추출이 어려웠고, 신호가 양호한 다른 부분에서는 높은 너

울이 있어도 3가지 방법에서 모두 양호한 수심값을 찾았다. 

해저면 너울영향 보정을 발파번호 4001 ~ 6000 구간에 적

용한 결과를 Fig. 18에 나타내었다. Fig. 18(a)는 해저면 수심

값을 추출하기 위하여 기본전산처리를 수행한 입력자료이며,

Fig. 18(b)는 최대진폭값의 80% 기준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사

용하여 보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가 불량하여 불안정

한 지점들을 해저면에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내었다. 해저

면 너울영향을 보정한 후의 단면도인 Fig. 18(b)에서 지층 신

호의 연속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너울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을 8채널 고해상

에어건 탄성파 탐사자료와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에 적용

Fig. 17. Comparison of sea bottom correction result of the 3.5 kHz

SBP data including large swell effect, using the original data and

transformed data which are envelope and cross correlation data.

Fig. 18. The effect of sea bottom correction (SBC) of the low

quality 3.5 kHz SBP data including large swell effect. (a) Input

data after basic data processing. (b) The result of SBC. Yellow line

shows sea bottom detection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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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너울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해저면 수심을 정확하

게 추출하여야 하는데, 자료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적

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신호 상태가 양호한 8채

널 고해상 에어건 해저탐사자료의 너울영향 보정을 위하여, 기

본전산처리를 수행한 자료를 해저면 추출을 위한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으며, 해저면 추출 방법은 해저면 추출구간에서 최대

진폭값의 60% 이상 기준을 사용하였다. 추출한 해저면 수심값

에서 평균값을 뺀 보정값은 −0.6 ~ 0.5 ms의 범위를 나타내어

약 0.8 m에 해당하는 너울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를 보정한 결

과, 연속성이 양호한 탄성파 단면도를 산출하였다.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에서는 해저면 신호에 3 ~ 5개의

봉우리가 나타나는데 최대값의 위치를 찾는 경우에, 최대값의

위치가, 두번째 또는 세 번째 봉우리로 불규칙하므로, 일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 최대값의 50% 진폭과 만나는 기준점으로

추출하는 경우 첫 번째 봉우리의 높이에 따라 만날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저면 부근 신호의 최대값의 80%

기준점으로 할 때 두번째 봉우리에서 대부분 만나게 되며, 가

장 양호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추출한 수심값에서 평균값을 뺀

보정값은 −0.4 ~ 0.3 ms의 범위를 나타내어 약 0.5 m 너울의

영향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보정한 후 단면도의 품질이 향상

되었다.

너울영향이 크고 상태가 불량한 3.5 kHz 천부지층탐사에 대

하여 입력신호를 그대로 사용한 결과와 엔벨로프와 상호상관

자료로 변형시킨 후 해저면을 추출한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3

가지 모두 비숫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원래의 입력신호를 사

용하고 최대값 해저면 추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연속성이 약

간 좋았다. 엔벨로프나 상호상관자료로 해저면 추출하는 방법

은, 신호가 매우 불량하여 원래 신호로 해저면 추출이 어려운

경우에 대략적인 해저면 추출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정확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출한 수심값에서 평균값을 뺀 보정값

은 −1.25 ~ 1.4 ms의 범위를 나타내어 약 2.0 m 너울의 영향으

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보정한 후 단면도의 품질이 향상되었다.

자료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해저면 수심값 추출 방법을 사

용하여 해저면 수심값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탐사자료의 너

울 영향을 보정함으로써, 지층의 연속성이 향상된 고품질의 고

해상 해저 탄성파 단면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한계 유가스전 탐사시스템 및 유망구조도출 기

술개발(심해저 유가스전 탐사 및 자료처리기술 개발)” 연구과

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Bull, J. M., Quinn, R., and Dix, J. K., 1998, Reflection

coefficient calculation from marine high-resolution seismic

reflection (chirp) data and application to an archaeological

case study, Marine Geophysical Research, 20, 1-11.

Geyer, R. A., 1983, CRC Handbook of geophysical exploration

at sea, CRC Press, Inc, Florida, 77-122.

Kim, H., and Kim, J., 2006, Marine seismic survey using a

mult-source system, Proceedings of 2006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101-106. 

Kim, J. C., Lee, H. Y., Kim, J. S., and Kang, D. H., 2003,

Suppression of swell effect in high-resolution marine seismic

data using cross-correlation scheme, Journal of the Korean

Geophysical Society, 6, 31-38.

Kim, J.-H., and Kim, H.-D., 2005, Automatic bottom detection

and horizontal distance correction of the high-resolution marine

seismic profil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Offshore and

Polar Engineering Conference, 273-277.

Lee, H.-Y., Koo, N.-H., Park, K.-P., Kim, J.-K., Kim, W.-S., and

Kang, D.-H., 2002, Supression of swell effect in 3.5 kHz

subbottom profiler data, The Sea (Bada), 7, 95-99.

Lee, H.-Y., Koo, N.-H., Park, K.-P., Yoo, D.-G., Kang, D.-H.,

Kim, Y.-G., Seo, G.-S., Hwang, K.-D., Kim, J.-C., and Kim,

J.-S., 2003, Resolution of shallow marine subsurface structure

image associated with acquisition parameters of high-resolution

multi-channel seismic data, Geophysical Exploration (Mulli-

Tamsa), 6, 126-133.

Lee, H.-Y., Hyun, B. K., and Kong Y. S., 1996, PC-based

acquisition and processing of high-resolution marine seismic

data, Geophysics, 61, 287-296.

McGee, T. M., 1995a, High-resolution marine reflection profiling

for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purpose, part A: Acquiring

analogue seismic signals, Journal of Applied Geophysics, 33,

271-285.

McGee, T. M., 1995b, High-resolution marine reflection profiling

for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purposes, part B: Digitizing

analogue seismic signals, Journal of Applied Geophysics, 33,

287-296.

Quinn, R., Bull, J. M., and Dix, J. K., 1998, Optimal processing

of marine high-resolution seismic reflection (chirp) data,

Marine Geophysical Research, 20, 1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