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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나머지 정적보정 기법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주행시간 분해기법과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의 적용성을 육상 탄

성파자료에서 비교 검토하였다. 모든 발파점과 수신점에 대한 임의의 나머지 정적보정값(시간차이)과 무작위 잡음이 포함

된 모델자료에서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은 주행시간 분해기법에 비해 흐트러진 반사 이벤트를 정확히 정렬시키고 보정과

정에서 출력된 발파점과 수신점의 정적보정 그래프가 입력된 값과 거의 같은 진폭으로 역전된다는 점에서 신호대잡음이

작은 자료의 반사면 향상에 보다 효과적이었다. 나머지 정적보정에 적합한 입력인자(최대허용 시간차이, 상관창, 반복횟

수)들은 공통중간점 자료외에 공통발파점 겹쌓기자료와 공통수신점 겹쌓기자료에 대한 연속 테스트를 거쳐 효과적으로 진

단할 수 있었다. 나머지 정적보정에 앞서 송수신점의 높이보정 및 풍화대 깊이보정을 실시하여 장파장 시간차이를 제거

하고 진동수-파수 필터링, 예측곱풀기, 시간변화 빛띠흰색화로 잡음을 줄여 교차상관의 오차를 최소화시킨다. 또한 나머

지 정적보정후 수직시간차 역보정을 거쳐 속도를 재분석하여 겹쌓기한 결과 저류층을 포함한 반사면들의 향상된 연속성

및 분해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지하 불균질대, 나머지 정적보정, 주행시간 분해기법,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 슈퍼 트레이스, 교차상관

Abstract: Two representative residual static methods of traveltime decomposition and stack-power maximization are

discussed in terms of application to land seismic data. For the model data with synthetic shot/receiver statics (time shift)

applied and random noises added, continuities of reflection event are much improved by stack-power maximization

method, resulting the derived time-shifts approximately equal to the synthetic statics. Optimal parameters (maximum

allowable shift, correlation window, iteration number) for residual statics are effectively chosen with diagnostic displays

of CSP (common shot point) stack and CRP (common receiver point) stack as well as CMP gather. In addition to removal

of long-wavelength time shift by refraction statics, prior to residual statics, processing steps of f-k filter, predictive

deconvolution and time variant spectral whitening are employed to attenuate noises and thereby to minimize the error

during the correlation process. The reflectors including horizontal layer of reservoir are more clearly shown in the

variable-density section through repicking the velocities after residual statics and inverse NMO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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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육상 탄성파반사법 자료에 수반되는 낮은 신호대잡음비(S/

N)는 각종 자료처리 과정에서 반사면의 연속성을 저하시킨다

(Strahler, 1981; Hatton et al., 1986; Dahl-Jensen, 1989; Marsden,

1993a; Kim et al., 1994). 특히 발파점과 지오폰의 높이, 풍화

대의 깊이 변화에 기인하는 주행시간 차이는 겹쌓기 과정

(stacking)에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바, 이들에 대한 정적보정

(statics)은 반사면의 장파장 시간차이(time shift)를 보정해준다

(Marsden, 1993b; Cox, 1999; Yilmaz, 2001; Ait-Messaoud et

al., 2005). 그러나 정적보정 후에 남아있는 국부적인 지하 불

균질대(subsurface irregularities)에 기인하는 단파장의 시간차

이는 트레이스들 사이의 교차상관(cross-correlation)을 수행하

는 나머지 정적보정(residual statics)으로 마무리하여 최소화시

킨다(Dahl-Jensen, 1989; Marsden, 1993c; Cox, 1999; Kim et

al., 2001; Yilmaz, 2001). 

나머지 정적보정 기법에는 주행시간분해(traveltime decom-

position)(Hileman et al., 1968; Taner et al., 1974), 모의담금질

(simulated annealing)(Kirkpatrick et al., 1983), 겹쌓기제곱 최

대화(stack-power maximization)(Ronen and Claerbout, 1985),

분산최대화(sparsity maximization)(Ali Gholami, 2013) 기법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주행시간 분해기법과 겹쌓기제곱 최대

화기법은 이 연구에 사용된 VISTA 2D/3D(Schlumberger Ltd,

2014b)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에 내재되어 쓰이

고 있다. 슈퍼 트레이스(super trace)를 이용해 교차상관 값을

구하는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은 파일럿 트레이스(pilot trace)

를 이용하는 주행시간 분해기법에 비해 특히 잡음이 많은 자

료에 대한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Ronen and

Claerbout, 1985).

이 연구에서는 육상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모델자료(발파점/

수신점 정적보정 값과 무작위 잡음 포함)와 실제 자료(공통중

간점 자료, 공통발파점 겹쌓기자료, 공통수신점 겹쌓기자료)에

서 두 기법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나머지 정적보정의 중요한

인자들인 최대허용 시간차이(maximum allowable shift), 상관

창(correlation window), 반복횟수(iteration number)의 적합한

값을 진단하기 위해 공통 중간점(CMP: common midpoint) 분

류 이전에 현장에서 얻은 공통발파점(CSP: common shot

point) 자료에 직접 수직시간차(NMO: normal moveout) 보정

을 하여 겹쌓기한 자료와 공통수신점(CRP: common receiver

point)으로 분류하여 겹쌓기한 자료를 이용하여, 단파장 시간

차이로 인해 나머지 정적보정이 많이 요구되는 발파점 및 수

신점 구간들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최대허용 시간차이,

상관창의 폭, 반복횟수 등을 테스트하고자 한다. 

두 기법의 정확한 비교검토를 위한 파일럿 트레이스와 슈퍼

트레이스의 교차상관의 신뢰성을 위해 나머지 정적보정에 앞

서 송수신점의 높이보정(elevation statics) 및 풍화대의 깊이보

정(refraction statics)을 실시하여 장파장 시간차이를 최대한 줄

이고 진동수-파수( f − k) 필터링으로 표면파를 완화시킨 후 예

측곱풀기(predictive deconvolution)에 이은 시간변화 빛띠흰색

화(time variant spectral whitening: TVSW)로 일관성 잡음을

줄여 이에 대한 반사 이벤트의 연속성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나머지 정적보정 자료에 수직시간차 역보정(INMO:

inverse NMO)을 수행한 후 속도를 다시 분석할 때, S/N을 높

이기 위한 자료처리 과정과 함께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이 현

장자료의 저류층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주행시간 분해기법과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

탄성파 육상자료는 해양자료에 비해 오랜 시간의 지질작용

으로 지질매질이 교란되어 있어 S/N이 작고 특히 천부에 국부

적으로 발달하는 불균질대로 인해 단파장 시간차이가 수반된

다(Figs. 1a, b). 물론 해양자료에서도 얕은 해저면의 깊이가 심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a) surface-consistent model,

picking and estimating traveltime deviations using (b) pilot trace in

traveltime decomposition method, and (c) super trace in stack-

power maximization (Ronen and Claerbout, 1985). Modified from

Ronen and Claerbout, (1985); and Yilmaz,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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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변하거나 해저 퇴적층의 속도가 급히 변할 때 단파장 시

간차이가 수반된다. 이와 같은 시간차이를 조절하는 나머지 정

적보정은 시간지연이 파의 경로와 관계없이 오직 지표상의 발

파점과 수신기의 위치에 따른다는 지표기반 방식(surface-

consistent model)으로 모델화될 수 있다(Yilmaz, 2001). 이러

한 가정은 일반적으로 육상 풍화대의 속도가 기반암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스넬의 법칙에 따라 얕은 깊이에서 파선이 수

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있다(Fig. 1a). 

주행시간 분해기법은 수직시간차 보정이 수행된(NMO-

corrected) 공통중간점 자료(CMP gather)에서 k-CMP 자료의

트레이스 ij와 파일럿 트레이스의 교차상관을 통해 발췌한 시

간차이 tij와 식 (1)의 4개 항으로 모델화된 시간차이 의 오

차 E를 최소화시키며(식 (2)) 결정되는 발파점 j의 시간차이

sj와 수신점 i의 시간차이 rj의 합 sj+ ri를 ij 트레이스에 적용

시켜 보정한다(Taner et al., 1974; Wiggins et al., 1976).

(1)

(2)

여기서 E는 오차이고 tij와 는 각각 실제 및 모델 주행시간

차이로서 tij =  + E를 만족하며, sj는 발파점 j와 관련된

시간차이, ri는 수신점 i와 관련된 시간차이, Gk는 기준 CMP

와 k번째 CMP의 주행시간 차이, 는 잔여 시간차이이다.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은 수직시간차 보정이 적용된 발파점

또는 수신점 모음의 트레이스들을 하나로 이은 슈퍼 트레이스

F(t)의 제곱과 해당 CMP 자료를 제외하고 겹쌓기한 트레이스

들을 연결시킨 또 하나의 슈퍼 트레이스 G(t)의 제곱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Δt 만큼의 시간차이를 결정하는 개념으로서, 궁

극적으로 최대 제곱(power)은 식 (3)에서 마지막 항의 교차상

관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Fig. 1c)(Ronen and Claerbout,

1985).

(3)

나머지 정적보정의 모델링

두 기법의 나머지 정적보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수평구

조에 대한 음향모델링(acoustic modeling) 자료의 반사이벤트

(Fig. 2a)에 발파점 시간차이(Fig. 2b)와 수신점 시간차이(Fig.

2c)를 각각 −6 ~ +6 ms(총 시간차이 합은 −12 ~ +12 ms) 범위

안에서 임의로 주고, 가우시안 잡음을 포함시켜 만든 자료

(Fig. 2d)를 가지고 테스트하였다. 모델링은 OMNI 3D 소프트

웨어(Schlumberger Ltd, 2014a)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사용

된 자료 수집인자는 송신원의 중심주파수가 30 Hz인 리커 요

소파(ricker wavelet), 10 m 간격의 199채널 수신기 배열과 100

번의 한쪽 굴림 발파(end-on rolling), 최대 겹수(maximum

fold) 50, 고르기 간격(sampling time) 2 ms, 기록시간 6 s이다.

주행시간 분해기법과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에 대한 나머지

정적보정의 효과를 공통중간점 자료(CMP gather), 공통발파점

겹쌓기자료(CSP stack), 공통수신점 겹쌓기자료(CRP stack)에

서 각각 살펴보았다(Fig. 3). 보정 이전 82 ms (1621 ~ 1703

ms) 폭으로 분산된 반사이벤트는 주행시간 분해기법에서 71

ms (1625 ~ 1696 ms)로 줄어들고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에서

t ′ij

t ′ij = sj + ri + Gk + Mkxij

2

E =  

ij

∑ tij t ′ij–( )
2

t ′ij

t ′ij

Mkxij

2

Power Δt( ) =  

t

∑ F
2

t Δt–( ) +  

t

∑G
2

t( ) + 2  

t

∑ F t Δt–( )G t( )

Fig. 2. (a) Synthetic common shot gather for horizontal structure. (b) Synthetic shot statics and (c) receiver statics are applied with the time

shifts from −6 ms to +6 ms to provide (d) synthetic data with random noise added. 



14 사진현·우주환·이철우·김지수

는 그 폭이 64 ms (1630 ~ 1694 ms)로서 모델에 사용된 요소

파(wavelet)의 주기 60 ms에 근접한다.

겹쌓기 단면에서 반사면의 분해능이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

으로 뚜렷하게 향상되는 것은 보정 이전과 이후의 각 발파점

과 수신점의 시간차이가 역전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차상관을 통한 나머지 정적보정이 온전히 수행되었다면, 각

발파점과 수신점에 적용되었던 시간차이 범위 −6 ~ +6 ms

(Figs. 2b, c)가 보정 과정을 거치면서 +6 ~ −6 ms 범위로 부호

가 역전되어 상쇄되어야 할 것이다. 발파점과 수신점에 대하여

5회 반복되어 계산된 정적보정 값의 그래프(Fig. 4)에서, 상쇄

진폭이 −3.3 ~ +2.8 ms로 계산되는 주행시간 분해기법에 비해

(Figs. 4a, b) −6.9 ~ +5.8 ms의 시간차이를 보이는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Figs. 4c, d)이 모델자료에 초기 입력된 정적보정

자료(Figs. 2b, c)와 부호가 반대인 거의 같은 진폭으로 상응되

는 점을 볼 때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이 주행시간 분해기법보

다 단파장 시간차이를 보다 정확히 보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상자료

나머지 정적보정의 모델자료의 평가를 토대로 두 기법의 보

정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캐나다 앨버타 주의 블랫풋

(Blackfoot) 지역(Fig. 5a)에서 약 4 km의 측선에서 얻어진

CREWES 3D 탄성파 자료(Gallant et al., 1995)의 P파 자료만

을 사용하였다. 남동-북서 방향의 평원 지대를 가로지르는 탐

사지역은 석탄층 아래 약 1550 m 깊이에 Glauconitic 저류층

Fig. 3. Reflection continuities improved by residual static correction with traveltime decomposition and stack-power maximization methods

in (a) NMO-corrected CMP gather, (b) CSP stack, and (c) CRP stack. Reflection event is best focused with stack-power maximization method.

Fig. 4. The derived (a) shot statics and (b) receiver statics from traveltime decomposition method are varied from –3.3 to +2.8 ms. (c) Shot

statics and (d) receiver statics derived from stack-power maximization method range from –6.9 to +5.8 ms which are approximately equal to

the statics (reversely signed) in the synthetic residual statics shown in Figs. 2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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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Fig. 5b)(Miller, 1996). 테스트에

사용한 자료는 200채널 시스템, 20 m 간격의 10 Hz 수직 지

오폰, 6 kg 다이너마이트 발파, 고르기 간격 2 ms, 기록시간

6s로 수집되었다(Miller, 1996).

자료처리 및 나머지 정적보정 인자의 평가

나머지 정적보정에 앞서 표면파 제거를 위한 진동수-파수

필터링(제거속도 기울기: 2100 m/s), 일관성 잡음을 줄이기 위

한 예측곱풀기(연산자 길이: 40 ms, 예측 지연: 1.7 ms, 미리

흰색화: 1%)와 시간변화 빛띠흰색화(띠폭: 10 Hz, 진동수 범

위: 0 ~ 100 Hz), 장파장 시간차이를 줄이는 송수신점의 높이

보정 및 풍화대 깊이보정을 실시하여 자료의 S/N을 높였다

(Fig. 6). Fig. 7은 나머지 보정이전에 예측곱풀기와 시간변화

빛띠흰색화를 한 경우의 효과를 살펴본 것으로서 특히 1050

ms (약 1550 m 깊이) 부근의 이벤트가 뚜렷한 경계면(저류층

의 경계면)으로 부각되는데(Fig. 7b), 이것은 S/N의 향상과 함

께 교차상관에 수반되는 시간차이를 보다 정확히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처리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머지 정적보정에 중요한 인자인 최대허용 시간차이와 상

관창은 반사이벤트의 주된 주기(dominant period) 20 ms와 뚜

렷한 반사이벤트들이 포함된 구간을 고려하여 공통수신점 겹

Fig. 5. (a) Location map and (b) columnar section of Blackfoot

field, Canada. Seismic reflection mapping is focused to investigate

the geological structures and reservoir featured Glauconitic Member

approximately at depth of 1550 m. Modified from Miller (1996).

Fig. 6. (a) Reflection events in raw data are gradually improved by subsequent processing steps of (b) f − k filtering, (c) cascaded application

of predictive deconvolution and time-variant spectral whitening (TVSW), (d) elevation and refraction statics, and (e) residual statics. 

Fig. 7. Effect of application of predictive deconvolution and TVSW showing CMP stacked data; (a) with and (b) without cascaded application

of deconvolution and TVSW. The events are overall improved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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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agnostics for maximum allowable shift tests showing the CRP stack; (a) no correction, (b) 12 ms, (c) 24 ms, (d) 48 ms, (e) 72

ms. The improved events are indicated by the white arrows. The best result is with a 12 ms shift (b). 

Fig. 9. Diagnostics for correlation window tests showing the CRP stack; (a) no correction,  (b) 200 ~ 800 ms, (c) 800 ~ 1000 ms, (d) 800

~ 1400 ms, (e) 800 ~ 2300 ms. Reflection continuities indicated by white arrows are best improved in (d). Note that correlation window (b)

including the mute zone for rejecting NMO stretches is not desirable due to low fold coverage. The best result is a 800 ~ 1400 ms window (d).

Fig. 10. Reflection continuities improved by residual static correction with traveltime decomposition and stack-power maximization methods

for (a) NMO-corrected CMP gather, (b) CRP stack, and (c) CMP stack. Compared to traveltime decomposition method, discontinuous events

in the vicinity of the  receiver numbers 50, 120, 160 (indicated by the arrows) are much improved using stack-power maximization method.



육상 탄성파자료에 대한 나머지 정적보정의 효과 17

쌓기자료(Figs. 8, 9)에 대한 연속 테스트(panel test)에서 결정

하였다. 일반적으로 최대허용 시간차이는 주기적으로 반복되

는 최곳값(cyclic picks)을 피하기 위해 주된 주기 20 ms의 절

반 이하로 결정하는데 Fig. 8에서 그에 근접하는 12 ms를 적

용할 때 반사면들의 분해능 및 연속성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큰 값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그 이상

에서 잘못된 교차상관 값이 계산될 수 있는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된 주기의 1/

2이 넘지 않는 값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12 ms (Fig. 8b)를 최

대허용 시간차이로 선택하였다. 

상관창(Fig. 9)의 경우, 교차상관의 정확성을 위해 신호가 양

호한 구간을 선택하는데 200 ~ 800 ms 구간(Fig. 9b)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유사한 연속성을 보인다. 얕은 구간의 창에서

반사면의 분해능 및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향상되지 않은 이유

는 수직시간차 보정(NMO correction) 후에 얕은 깊이에서 수

반되는 장파장 스트레치(NMO stretch)의 자르기(muting)로 인

한 중첩수의 부족으로 S/N이 작아져 교차상관 값이 정확히 계

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속도 재분석 및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의 보정 효과

주행시간 분해기법과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을 적용한 나머

지 정적보정의 효과를 CMP 모음자료(Fig. 10a), CRP 겹쌓기

자료(Fig. 10b), CMP 겹쌓기자료(Fig. 10c)를 가지고 살펴보았

다. 두 가지 기법 모두 0.8 ~ 1.6s 구간의 주요 반사면을 평탄

화시키는데, 특히 저류층에 해당하는 1s 부근의 이벤트와 1.4s

깊이의 경계면에 대한 분해능은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으로

가장 좋게 나타난다. 보정 이전 CRP 겹쌓기자료(Fig. 10b)의

수신점 50, 120, 160 부근의 불연속적인 반사면은 해당 수신

점 구간에 분포하는 천부 불균질대에 기인한 것으로서 겹쌓기

제곱 최대화기법이 주행시간 분해기법에 비해 특히 이 부근에

서의 분해능 및 연속성을 향상시켰다. CMP 겹쌓기자료(Fig.

10c)에서도 저류층을 비롯한 모든 층서의 분해능이 보다 높아

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사면의 뚜렷한 영상을 위해 나머지 정적보정을 한 후

NMO 효과를 없앤 다음(역보정) 속도를 다시 재분석하여 겹쌓

기하였다(Fig. 11). 주요 반사면은 속도 재분석에 따른 수직시

간차 보정으로 그 분해능이 향상되는데 특히 주행시간 분해기

법(Fig. 12b)보다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을 적용한 자료(Fig.

12c)에서 나머지 시간차이가 거의 제거되었다. 

Fig. 13a는 속도 재분석을 통해 새로이 작성한 CMP 겹쌓기

자료를 저류층 강조에 효과적인 짙음비례(variable density:

VD) 방법(Alistair, 2011)으로 표현한 것이다. 1.0 ~ 1.2s 사이의

반사면들은 특히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을 적용한 나머지 정

적보정 후 수직 및 수평 분해능이 향상된 수평층으로 보다 뚜

렷이 부각된다(Figs. 13b, c). ①, ②로 표시된 음진폭의 청색

이벤트들은 각각 석탄층과 저류층의 경계면이고, 그 아래 양진

폭을 갖는 주황색 이벤트 ③이 Shunda층이다. 단면에

Ostracod층을 포함한 아래 3개 Member(Fig. 5b)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해당 깊이에서 계산된 이론적인 분해능 40 m에 비

해 이들의 실제 두께가 약 5 ~ 20 m (Miller, 1996)로서 훨씬

작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결 론

단파장 시간차이와 무작위 잡음을 포함시켜 만든 모델자료

와 저류층을 포함한 육상 현장자료의 주요 반사면은 겹쌓기제

곱 최대화기법의 나머지 정적보정으로 그 연속성 및 분해능이

향상되었다.

자료처리에서는 나머지 정적보정 이전에 진동수-파수 필터

링, 예측곱풀기, 시간변화 빛띠흰색화 등의 자료처리를 수행

하여 S/N을 높여 교차상관의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은 주행시간 분해기법에 비해 공통중

간점, 공통발파점 겹쌓기, 공통수신점 겹쌓기 자료에서 모두

반사 이벤트를 모델 요소파의 주기로 압축하며 정렬시켰다. 이

와같은 보정 효과는 각 발파점과 수신점에 입력된 반사파의

Fig. 11. Main processing procedures employed for residual statics.

Repicking velocities from the inverse NMO data is included to

provide more accurate velo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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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차이 −6 ~ +6 ms가 보정 후 부호가 반대이며 크기가 같은

+6 ~ −6 ms로 출력되는 점에서도 잘 설명된다. 

최대허용 시간차이, 상관창의 길이, 반복횟수의 보정인자들

은 특히 공통수신점 겹쌓기자료에서의 인자시험으로 효과적으

로 평가되었다. 최대허용 시간차이는 요소파 주기에 큰 영향이

없었으며 상관창은 S/N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수직시간차

스트레치의 구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석탄층 및 저류층을 포함한 모든 반사 이벤트의 수직 및 수

평 분해능은 겹쌓기제곱 최대화기법의 나머지 정적보정자료에

수직시간차를 역보정한 후 속도를 재분석하여 짙음비례 방법

으로 표현한 겹쌓기 단면에서 가장 좋았다. 양의 진폭을 갖는

Shunda층에 비해 석탄층과 저류층의 진폭이 음의 값을 보이

는 것은 경계면 위아래의 음향임피던스가 역전된 것으로 해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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