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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geological stor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for CCS demonstration. To achieve the goal of CCS, storing CO2 safely and permanently in underground

geological formation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m, such as total storage capacity, stabil-

ity, etc. and establish an injection strategy. We perform the impedance inversion for the seismic data acquired from

the Ulleung Basin in 2012.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CO2 storage, we also construct porosity models and extract

attributes of the prospects from the seismic data. To improve the quality of seismic data, amplitude preserved pro-

cessing methods, SWD(Shallow Water Demultiple), SRME(Surface Related Multiple Elimination) and Radon

Demultiple, are applied. Three well log data are also analysed, and the log correlations of each well are 0.648,

0.574 and 0.342, respectively. All wells are used in building the low-frequency model to generate more robust ini-

tial model. Simultaneous pre-stack inversion is performed on all of the 2D profiles and inverted P-impedance, S-

impedance and Vp/Vs ratio are generated from the inversion process. With the porosity profiles generated from the

seismic inversion process, the porous and non-porous zones can be identified for the purpose of the CO2 sequestra-

tion initiative. More detailed characterization of the geological storage and the simulation of CO2 migration might

be an essential for the CCS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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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지중저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포집분야 일부

기술을 제외하고 저장 및 실증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의

가장 큰 목표는 지하 퇴적 암반층에 CO2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저장소의 저장용량 및 안정성

등과 같은 지중저장 대상지층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2012년에 울릉분지에서 취득한 탄성파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CO2 저장 후보 지층에 대한 탄성파 임

피던스 역산을 수행하고, 공극률의 분포와 지층의 속성을 도출하여 CO2 지중저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탄성파

자료 역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잡음제거 기법을 적용하였고, 특히 본 자료의 주파수 및 위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중반사파를 제거할 수 있는 SWD(Shallow Water Demultiple), SRME(Surface Related

Multiple Elimination), Radon Demultiple 기술을 활용하였다. 자료 역산을 위해 3개의 시추공에 대한 물리검층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탄성파 자료와의 상관도가 각각 0.648, 0.574, 0.342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 역산 모델 설정을 위한 저

주파수 모델 생성에 활용하였다. 중합 전 역산을 통해 P-임피던스, S-임피던스 및 Vp/Vs 비 값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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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검층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극률 분포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지중저장에 적합한 지층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CO2 주입 실증을 위해서는 지층에 대한 보다 세밀한 특성 분석과 모사를 통한 주입 이후 CO2 거동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CO2 지중저장, 진폭보존 자료처리, SWD, SRME, 임피던스 역산

1. 서 론

CO2 포집 및 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은 CO2를 직접 지중 퇴적 암반층에 저장하는 기

술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IEA, 2010;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2009). 또한 CCS 기술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술로서, 국내 지중저장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기술시장 선점 및 선진

국의 기술 수입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2020

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통상적 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수준으로 설

정하였고, CCS 기술 로드맵 수립을 통해 2020년까지

국내 실증을 완성하고 2030년 이후에는 경제성 확보와

함께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이다(녹색성장위원회, 2010).

해양수산부는 국내 CO2 지중저장 상용화 달성을 위해

동해 울릉분지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해양분지 내 대용

량 저장소 탐사를 수행하였고, 1차 평가를 통해 도출

된 유망 저장 지층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통해 2015

년까지 실증을 위한 저장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총 저장용량 등과 같은 연구 결과들

을 살펴볼 때, 울릉분지 내 유망 저장소가 가장 유력

하며 현재 생산 중인 가스전 시설과의 연계를 도모한

다면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O2 지중저장기술은 저장소 선정, 저장용량 산정 및

특성 분석, 정적/동적 모델 구축 및 거동 모사, 주입 후

모니터링(Measurement, Monitoring and Verification:

MMV) 기술로 크게 구분되어 진다. 위와 같은 요소기

술 적용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활용되지만, 유망

저장 지층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은 탄

성파 자료이다. 특히 개발된 저장소 내 이산화탄소 주

입 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Harris et al., 2006; Chadwick et al., 2010;

Sparlin et al., 2010). 시추공 자료가 이에 비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적용 가능한 영역이 협소하

므로, 탄성파 자료와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 지중저

장소 전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기존의 석

유/가스 개발을 위해 활용되는 탄성파 단면은 구조에

대한 영상만 제공할 뿐 지하 지층의 물리적인 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최근 들어 근원암 및 저류층 특성

파악을 위해 AVO 분석, 탄성파 자료 역산 등 탄성파

위상과 진폭을 분석하는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학적인 기법 등을 통해 지층의 암

질 및 공극률, 투수율 분포 양상 등을 추출하는데 이

용되고 있다(Shuey, 1985; Rutherford and Williams,

1989; Castagna and Backus, 1993; Hilterman, 2001).

탄성파 탐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반사파의 에너지는

지하 매질의 경계 중 임피던스 값의 차이가 큰 경우

높게 나타나며, 특히 가스 부존 지역에서 음의 반사계

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석유/가스 탐사에 활용된다

(Chopra and Marfurt, 2005). 반면, 대염수층과 같이

가스층이 존재하지 않는 지층의 경우에는 CO2 지중저

장이 가능한 사암층과 상부 덮개암 역할을 하는 셰일

층의 임피던스 차이에 의한 반사파의 높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망 저장 지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탄성파 자료 분석 기술이 많은 발전이 있는 것에

반해 국내 적용사례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김건득 외

(2005)는 탄성파 AVO 분석을 통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층의 구조파악을 시도하였고, 정순홍 외(2013a)는

동해 울릉분지 심해 탄성파 탐사자료의 진폭변화 분석

을 통해 퇴적층의 가스부존 가능 영역을 파악하였으며,

정순홍 외(2013b)는 캐나다 아퀴스토 CCS 실증 프로

젝트에서의 탄성파 속성 분석을 통해 CO2 모니터링을

위한 저장소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해 울릉분지 CO2 저장지도 구축

및 실증부지 선정을 위해 취득된 탄성파 자료의 역산

을 통해 유망 저장 지층의 특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퇴적된 지층의 CO2 저장 가능성을 검토

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임피던스,

Vp/Vs 비 및 공극률 분포 양상은 주입 거동 모사를

위한 모델 구축 및 모니터링 연구에도 활용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2. 연구지역 광역지질 및 탄성파 탐사 자료

연구 대상지역인 동해는 한국대지, 오키뱅크, 야마토

해령과 같이 주변보다 높은 지형에 의해 분리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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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해양퇴적분지인 동해(일본)분지, 야마토분지, 울릉분

지로 구성된다(Lee and Suk, 1998; Kang et al.,

2009). 울릉분지 남서 주변부는 지구조적으로 울릉분지

의 생성과 관계가 있는데 울릉분지는 후기 올리고세에

서 초기 마이오세까지 분지열개에 의해 만들어진 후열

도 분지(backarc basin)로서 수심이 100~200 m 정도

이다(Lee et al., 1999). 서쪽으로는 유라시아판, 동쪽

으로는 태평양-오호츠크판, 그리고 남쪽으로는 필리핀

판에 의해 경계 지워진다. 또한 지구조 운동이 활발하

여 동해 후열도 분지 형성과정에서 10 km 이상에 달

하는 두꺼운 제 3기 퇴적층이 발달하였다. 후기 올리

고세에 분지 열개와 해저확장이 일어났고(Tamaki et

al., 1992), 초기 마이오세시기에는 동해의 후열도 확장

운동과 화산활동이 멈춘 것으로 해석된다(Karing,

1971; Packham and Falvey, 1971, Tamaki et al., 1992).

또한, 초기 마이오세-중기 마이오세 시기에는 일본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울릉단층이 우수향 주향이동

하였으며(Karing, 1971; Packham and Falvey, 1971),

마지막으로 중기 마이오세말 이후에는 횡압력에 의한

분지 축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Jolivert

and Tamaki, 1992; Yoon and Chough, 1995). 울릉

분지는 일본 호상열도 후면 열개작용에 의해 형성된

후배호분지에 속하며, 하천에서부터 분지저 퇴적체까지

의 퇴적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울릉분지의 천부퇴적

층은 중력류에 의해 대륙사면에는 암설류 퇴적물이 넓

게 분포하고 분지평원에는 하부의 암설류 퇴적물 위에

저탁류 및 반원양성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Chough et al., 1997).

연구에서 이용된 탄성파 자료는 한국석유공사가 2012

년 8월 국가 CO2 폐기물 저장지도 구축 및 실증부지 선

정에 따른 해양지중저장 후보지 선정을 위해 수행한 동

해 울릉분지 내 심부 탄성파 탐사를 통해 취득되었다.

심부 지질구조 및 저류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 km

길이의 스트리머 및 2000 in3 이상의 음원을 사용하였

고, 정밀한 탐사를 위해 측선 간격을 250 m로 조밀하

게 취득하였다. 탐사 영역의 총 넓이는 280 km2, 전

체 80개 라인 1200 L-km이며, 주 측선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이는 18 km, 폭은 15.5 km이다. 탐사를

진행하는 동안 멀티 빔과 중력 자료 역시 취득되었고,

두 개의 독립적인 D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탐사선

및 탐사자료 위치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탐사 위치

는 Fig. 1에 도시하였고, 탐사 자료의 속성은 Table 1

에 제시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탄성파 자료 전산처리

자료가 취득된 지역의 수심이 100~150 m로 매우

낮아 CO2 지중저장 대상 지층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

Fig. 1. Map of (a) survey location and (b) seismic lines.

Table 1. Seismic data acquisition summary

구분 변수 값

Energy 

source

Shot Interval 25 m

Source Type Bolt long-life air-gun

Source Depth 5 m (± 1 m)

Source Length 15 m

Peak-Peak 30 bar-m

Streamer

Streamer Length 3,000 m

Streamer Depth 7 m (± 1 m)

Near Offset 125 m

No. of Group 240

Group Interval 12.5 m

Seismic 

Recording 

System

Record Length 7 sec

Sampling Rate 1 msec

Lowcut Filter 3 Hz

Highcut Filter 4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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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1.5초 내외의 자료에 매우 강한 다중반사파가 존재

하여 저장소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Ali et al., 2002; Hung et al., 2010).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주파수 대역은 3~400 Hz이며

샘플링 간격이 1 ms 이나, 효율적인 자료처리를 위해

2 ms로 리샘플링한 후 차단 주파수를 각각 220 Hz

(72 dB/Octave)로 설정하였다. 우선, 수신기에서 발생하

는 잡음 및 선형잡음을 제거한 후, 다중반사파 제거를

위해서 총 세 가지 기법을 적용하였는데, 다양한 변수

들에 대한 시험을 통해 각 기법 적용 시 가장 적절한

설정 값을 결정하였다. 적용된 기법들은 모두 향후에

수행될 탄성파 자료 속성 분석을 위해 진폭, 주파수

및 위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처리되었다.

탄성파 자료 전산처리는 CGGVeritas에서 개발한 소

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전체 전산처리 순서도는 Fig. 2

에 제시하였다. 해양 탄성파 탐사 자료의 정확한 속성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중 반사파를 제거하는 것

이 중요한데, 이를 제거하기 전에 음원 혹은 수신기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swell noise 및 선형 잡음을 우

선 제거하였다. swell noise는 주파수-공간 영역에서

attenuation 및 de-spiking을 수행하였고, 선형 잡음은

radon 변환을 통해 자료를 radon 영역에서 잡음을 제

거 후 역변환을 수행하였다. swell noise 제거를 위해서

는 윈도우를 51 traces × 1000 msec × 0~12 Hz로

설정하였고, 고주파수 despiking을 위해서는 81 traces

× 500 msec × 0~200 Hz로 설정하였다. Fig. 3은

107라인에 적용된 swell noise를 제거한 결과이며, 적

용 전후 자료의 차이를 살펴볼 때 2 sec 이하에 존재

하는 잡음이 많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형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자료를 radon 영

역으로 변환하고, 진폭 및 위상과 같은 반사파의 특성

을 유지하도록 처리하였다. 선형 잡음 제거 시 사용된

변수 값들은 Table 2에서 표시된 것과 같다. Fig. 4에

는 107 라인에 대한 선형 잡음 제거 적용 결과를 도

시하였는데, 오프셋이 커짐에 따라 일정한 속도에 의

해 선형으로 나타나는 선형 잡음이 효과적으로 제거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저면에서의 반향파 및 페그레그(peg-leg) 다중반사

Fig. 2. Seismic data processing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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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sult of swell noise attenuation and de-spiking:

(a) shots before swell noise attenuation, (b) shots after swell

noise attenuation and (c)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Fig. 4. The result of high resolution linear noise attenuation:

(a) shots before linear noise attenuation, (b) shots after linear

noise attenuation and (c)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Table 2. Design for high resolution linear noise attenuation

변수 값

Removable AGC 300 msec

Maximum traces 240

Reference offset 3,120 m

First frequency range

0 ~ 250 Hz

Transform range(vel) 1200 m/s

Signal velocity
2500 msec -1800 ~ 1800 m/s

4000 msec -2000 ~ 2000 m/s

Second frequency range

0 ~ 20 Hz

Transform range(vel) 300 m/s

Signal velocity -2500 ~ 2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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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SWD(Shallow Water

Demultiple) 기법을 적용하였다. 다중 반사파 예측을

위한 송신원 및 수신기의 간격은 12.5 m를 적용하였

고, 필터 길이는 24 msec, 필터 적용을 위한 시간 및

공간적인 윈도우의 크기는 각각 512 msec, 31 trace

로 설정하였다. Fig. 5는 107 라인에 대해 적용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양 탄성파 탐사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해수

면에서의 다중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SRME(Surface

Related Multiple Elimination)와 radon demultiple

기법을 적용하였다. SRME 기법에서의 필터 및 윈도

우 크기는 SWD 기법 적용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는데,

적용 결과 1 sec 부근의 불연속면이 효과적으로 제거

됨을 확인하였다(Fig. 6).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고해

상도 radon demultiple 기법을 테스트하여 결정한 최종

변수는 Table 3에서 살펴볼 수 있다. Fig. 7에 기법

Fig. 5. The result of Shallow Water Demultiple(SWD): (a)

shots before SWD, (b) shots after SWD and (c)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Fig. 6. The results of Surface Related Multiple Elimination

(SRME): (a) shots before SRME, (b) shots after SRME and

(c)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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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결과를 도시하였는데, 라인 오른쪽 2 sec 이하에

나타나는 강한 잡음이 약간 제거된 것(파란색 원)을 제외

하고는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2. 암석물리학적 분석

저장 지층의 암석물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총

3개의 시추공(Gorae-VII-1X, Gorae-IX-1, Gorae-XI-1)

에서 취득한 물리검층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2개 시

추공(Gorae-VII-1X, Gorae-XI-1)의 물리검층 자료에

나타나는 washout 효과 보정 및 물리검층 자료 수정

등의 선처리를 수행한 후, 횡파 물리검층 보정 및 예측,

암석물리학적 곡선의 추출(Vsh, Porosity, Sw), 탄성파

물성분석을 통한 암상 분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 전, 깊이에 따른 물리검층 자

료의 추세 및 Vp, Vs 상관도를 살펴보고 잘못 측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 보정하였다. Gorae-

VII-1X 및 Gorae-XI-1의 밀도 검층 자료에 대한

washout 효과를 보정하였으나 결과 분석에 큰 문제는

없는 수준이었고(Fig. 8), Gorae-IX-1 및 Gorae-XI-1

에 대한 전단파 검층 자료에 대한 보정 역시 수행하였

다. 공극률과 V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 지역

에 퇴적된 퇴적층은 미고결 상태로 판단되며(Fig. 9),

LMR crossplot을 도시해 본 결과 사암층이 다른 암상

들에 대비해 뚜렷하게 분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

3.3. 시추공 및 탄성파 자료 비교 분석

Gorae-VII-1X와 Gorae-XI-1 시추공은 탐사자료로부

터 각각 4.9 km, 3.6 km 떨어져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탐사자료 내에 위치해 있는 Gorae-IX-1 시추공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자료 보정을 수행하였다. 최적의 시간-깊이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의 작업을 수

행하였다. 첫째, 합성 탄성파 자료 생성을 위해 통계학

적 기법을 이용하여 영 위상(zero phase) 파형을 생성

하고, 둘째, 음파 검층 자료로부터 반사파들의 임피던

스를 추출한 후, 마지막으로 서로 convolution을 수행

하여 합성파형을 도출하였다(Fig. 11). 영 위상 파형의

Table 3. Design for high resolution radon demultiple

변수 값

Removable AGC 25 m

Reference Offset Bolt long-life air-gun

Transform Range 5 m (± 1 m)

Primary Keep

Time (msec) Primary Keep (msec)

0 400

2500 300

Start Aplication

for WBT < 300 msec
WBT+100 msec

Taper 250 msec

for WBT > 500 msec
2×WBT-200 msec

Taper 250 msec

Fig. 7. The result stacks before and after SRME: (a) stack

before SRME and (b) stack after S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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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10 msec, 샘플링 간격은 2 msec로 설정하였고,

horizon A~horizon B 구간과 horizon B~horizon C

구간에서 각각 추출하였다. 상부에서 추출된 파형의 경

우 고주파수 특성을 지니며, 하부의 경우는 이보다 저

주파수 특성을 지닌다. 시간-깊이 관계를 유도하기 위

해 음파 검층 자료로부터 추출된 결과와 탄성파 자료

Fig. 8. The raw and edited well log for Gorae-VII-1X. (a) raw data and (b) edi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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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추출된 결과를 비교하였고, 음파 검층의 신뢰

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탄성파 자

료에서 추출된 관계를 보정하였다. 다양한 탄성파 각

도 모음 자료 중 중간 각도(15~25o) 자료를 활용하였

는데, 작은 각의 자료는 너무 많은 잡음을 포함하고

있고 큰 각의 자료는 저주파수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

어서 NMO 보정 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생성된 파형을 활용하여 탄성파 자료와 시추공 물

리검층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Gorae-IX-1 시추공

은 870~1600 ms 구간에서 0.648의 상관도를 나타냈

고, Gorae-XI-1 시추공은 620~2500 ms 구간에서

0.574, Gorae-VII-1X는 828~2500 ms 구간에서 가장

낮은 상관도인 (0.342)를 보였다. 가장 낮은 상관도를

보인 Gorae-VII-1X는 탄성파 자료가 위치한 곳과 약

5 km 가량 떨어져 있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

로 판단된다.

3.4. 3차원 중합 전 탄성파 역산

역산을 위한 초기모델 생성을 위해 P-임피던스, S-임

피던스 및 밀도 검층 자료를 활용하였고, 탄성파 자료

와의 상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 10/15 Hz의 고주파

수 필터를 적용하였다. 각 시추공을 통과하는 P-임피던

스 초기 모델은 Fig. 12에 도시하였다. 시추공 자료

분석을 통해 추출된 밀도, P-임피던스 및 S-임피던스를

Fig. 9. Crossplot of total porosity vs. Vp. Color shows Vsh.

Fig. 10. Crossplot of lambda-rho vs. mu-rho. Color shows lithology 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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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results of well log correlation. (a) Gorae-VII-1X, (b) Gorae-IX-1 and (c) Gorae-X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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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nitial models for simultaneous inversion across wells (a) Gorae-VII-1X, (b) Gorae-IX-1 and (c) Gorae-X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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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crossplot함으로써 background wet trend를 분

석하였고,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가장 적절한 역산 변

수를 최종 선정하였다(Table 4).

동시역산 기법을 통해 P-임피던스, S-임피던스 및

Vp/Vs 모델(Fig. 13)을 생성하였고, 이는 시추공 물리

검층 자료와 매우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4). 최종적으로 생성된 P-임피던스, S-임피던스

및 Vp/Vs 결과를 공극률 검층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

써 공극률 모델을 생성하였다(Fig. 15). 그림에서 살펴

Fig. 13. The results of pre-stack simultaneous inversion. (a) P-impedance, (b) S-impedance and (c) Vp/Vs ratio.

Table 4. Pre-stack inversion parameterization

변수 값

Background wet trend

k 1.38464

kc -4.26999

m 0.254206

mc -1.41151

Pre-whitening

Zp 1%

Zs 5%

Density 10%

Number of iteratio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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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이 공극률이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이 뚜렷

하게 구별되었으며, 이는 CO2 지중저장 가능 지층을

판별하는데 매우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아직까지 높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바 추

후에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가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4. 결 론

울릉분지 내 CO2 지중저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에 취득된 탄성파 탐사 자료에 대해 잡음 제거

를 위한 전산처리 수행 후 동시 역산을 수행하고,

CO2 지중저장 가능성이 높은 지층을 도출하였다. 특히

전산처리는 신뢰도 높은 역산 결과 도출을 위해 자료

의 진폭 및 주파수 특성을 유지하면서 잡음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기법(SWD, SRME, radon demultiple 등)

을 적용하였다. 공극률과 V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탄성파 탐사가 수행된 지역의 퇴적층은 미고결 상

태로 판단되며, LMR crossplot에서는 사암층이 다른

암상들에 대비해 뚜렷하게 분리됨을 확인하였다. 시추

공 음파 검층 자료에서 추출된 합성 탄성파 자료와 역

산에 사용할 실제 탄성파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탐사

지역과 많이 떨어진 시추공을 제외하고는 상관도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탄성파 탐사 자료 동시역산을 통

해 P-임피던스, S-임피던스 및 Vp/Vs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해 공극률 분포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1.4~1.5 ms에 보이는 지층이 향후 CO2 지중저장 가

능성이 높은 지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 msec 이하 영역에서 원시 탄성파 탐사 자료의 질

이 매우 낮아 깊은 심도에서의 결과 자료 신뢰도는 매

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탐사자료와 겹치는

시추공이 하나뿐이고 나머지 두 개의 시추공은 이와

Fig. 14. Comparison between inversion logs and original logs(redline: inverted logs, blueline: original logs). (a) Gorae-VII-

1X, (b) Gorae-IX-1 and (c) Gorae-X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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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도를 보다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구축된 속성

모델은 향후 울릉분지 내 지중 저장소에 실제 CO2 주

입을 위한 계획 수립 시 매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간다

면 시추 가능 위치 탐지 및 CO2 저장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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