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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tch가 없는 수직 시간차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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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tch-free Normal Moveout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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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NMO보정은 탄성파 반사법 자료처리의 핵심적인 과정이고, AVO분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료처리 단계이다.

그러나 NMO보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stretch 현상은 겹쌓기 단면의 품질을 저해하고 AVO분석의 신뢰성을 떨

어뜨린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뮤팅을 수행하지만 stretch가 없는 NMO보정 기술을 적용한다면 먼

거리 벌림 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NMO보정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stretch 현상의 원인 및 특

성에 대해 설명한다. Stretch 현상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단순화된 모형반응에 대한 NMO보정을 보여주고, 정량

적인 이해를 위해 NMO보정에 대한 이론 식을 설명한다. Stretch를 제거하는 뮤팅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기존 방법의 한

계점과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Stretch가 없는 NMO보정 기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는 역산 이론에 의해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산 기법을 통해 구현한 stretch가 없는 NMO보정

을 합성자료와 현장자료에 적용하여 실제 성능을 확인해 보았다.

주요어: NMO보정, Stretch, Stretch가 없는 NMO보정, 뮤팅, AVO분석

Abstracts: Normal moveout correction is one of the main procedures of seismic reflection data processing and a crucial

pre-processing step for AVO analysis. Unfortunately, stretch phenomenon, which is the intrinsic problem of NMO

correction, degrades the quality of stack section and reliability of AVO analysis. Although muting is applied to resolve

this problem, it makes far-offset traces more useful to develop an advanced NMO correction technique without stretch.

In this paper, easy and detailed explanations are provided on the definition and methodology of NMO correction, and

then the cause of stretch is explained with its characteristics. A graphical explanation for NMO correction is given for

the intuitive understanding of stretch phenomenon. Additionally, the theoretical formulation is derived to quantitatively

understand the NMO correction. Through explaining the muting process to remove NMO stretch,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methods are investigated and the need for a new resolution comes to discussion. We describe a stretch-

free NMO correction based on inverse theory among many different stretch-free NMO corrections. Finally, the stretch-

free NMO correction is verified through synthetic example and real data.

Keywords: NMO correction, Stretch, Stretch-free NMO correction, muting, AVO analysis

서 론

탄성파 탐사자료 처리는 1950년대 공통중간점(CMP;

Common Mid-Point) 발파 기법(Mayne, 1956, 1962)이 도입된

이후 속도 분석(velocity analysis), 수직 시간차(NMO; normal

moveout) 보정, 겹쌓기(stack)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고 있

다. 이 중 NMO 보정은 CMP 속도 분석 결과의 신뢰성 판단

(flatness를 보고 판단)이나 신호-대-잡음비(SNR) 향상, 겹반사

파 제거 등 자료처리 품질에 깊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AVO분석 등 참 진폭 보존이 필요한 해석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NMO 보정은 근원적으로 stretch현상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NMO stretch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반사파 신호가 일정한

벌림(offset) 거리에서 반사면의 깊이나 매질의 속도에 따라 다

른 NMO를 갖기 때문에 발생한다. NMO보정은 시간을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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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영 벌림 거리에서의 신호와 동일한 시간 정보를 갖는 신

호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반사 신호가 교

차하거나 먼 벌림 거리에서 매우 근접해 있는 경우 파형의 반

복이나 시간 역전, 불연속 등의 신호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이

러한 왜곡은 먼 벌림 거리에서 트레이스의 진폭 스펙트럼을

저주파로 이동시키고 띠 폭(bandwidth)을 좁게 하여 해상도를

떨어뜨린다. 결과적으로 stretch에 의해 왜곡된 자료를 그대로

겹쌓기하면 해상도가 낮아져 미세한 트랩 구조를 찾는데 문제

가 된다(Noah, 1996). 그렇다고 이 왜곡된 신호를 제거하기 위

해 뮤트(mute)를 적용하면 반작용으로 신호-대-잡음비를 저하

시키게 된다.

NMO stretch에 의한 신호 왜곡은 빠른 시간에서 크게 발생

하므로 얕은 지층의 구조 파악을 어렵게 한다. 또한, 먼 벌림

거리에서 더 심하게 발생하므로 반사 신호의 벌림 거리에 따

른 동조(tuning) 현상을 일으켜 층의 구분을 어렵게 한다. 벌림

거리에 따른 동조 현상은 반사신호의 진폭을 왜곡시켜 AVO

분석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Ursin and Ekren, 1995; Swan,

1997). 이론적으로 큰 벌림 거리에서 진폭의 정확도는 AVO 역

산 문제의 조건 수(condition number)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NMO stretch는 AVO역산 결과의 신뢰성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Downton and Lines, 2002). 따라서 stretch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Buchholtz (1972)는 NMO보정에 의해 야기되는 신호 왜곡

을 처음으로 정량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 et al.,

2013). Dunkin and Levin (1973)은 stretch 현상을 스펙트럼에

서 분석하여 stretch 현상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이론을 명확

하게 정리하였다. 이후 Barnes (1992)는 순간 주파수와 순간

파워 영역에서 stretch 현상을 규명하였고 Miller (1992)에 의

해 뮤팅과 겹쌓기 단면의 주파수 성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는 등 이론적으로 충분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Stretch 현상에 대한 이론적 규명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뮤트를 하지 않고

stretch 현상을 줄이기 위한 기법은 BMS (block-move-sum)법,

필터링 기법, 역산기법 등이 제안되었다. 이 중 BMS법은 가

장 널리 연구되어 온 방법으로 Rupert and Chun (1975)에 의

해 처음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 et al., 2013).

이후 BMS 기법은 Shatilo and Aminzadeh (2000), Brouwer

(2002), Zhang et al. (2011) 등에 의해 발전되었고 겹쌓기 속

도를 변형시킴으로써 stretch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법

들이 개발되었다(Perroud and Tygel, 2004; Masoomzadeh et

al., 2010). 필터링 기법은 일반적인 NMO보정 이후 적용되거

나 BMS기반의 기법들을 보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Byun

and Nelan, 1997; Castoro et al., 2001; Brouwer, 2002).

Claerbout (2004)는 inverse NMO stack이라는 기법을 제안하

였는데 이는 NMO보정과 겹쌓기를 역문제로 풀이한 방법이

다. Downton (2005)은 AVO 파형역산을 위해 NMO 모델링에

대한 역문제를 풀이함으로써 stretch가 없는 NMO 보정 기법

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shifted hyperbolae를 이용한 시간

스캔(De Bazelaire, 1988), 위상 스펙트럼 치환을 이용한 방법

(Lichman, 2000), 라돈 변환을 이용한 방법(Hicks, 2001) 등 다

양한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tretch가 없는 NMO기법을 이해하기

위해 역 NMO문제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먼저 수직 시간차,

NMO 보정, NMO stretch의 개념을 설명하고, stretch 현상으

로 인한 자료처리 또는 해석에서의 문제점을 언급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stretch가 없는 NMO를 역문제로 공

식화하고 이를 구현하여 합성자료에 대해 적용과정을 살펴본

다. 마지막으로 현장자료 예제를 통해 적용성을 확인한다.

본 론

수직 시간차의 개념

수직 시간차(NMO)는 탄성파 샘과 수신기 간 거리에 의한

반사파 도달 시간의 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샘과 수신기

간 거리가 x일 때, 각 수신기에 기록된 반사파 도달 시간 Tx와

영 벌림 주시 T0 (x = 0일 때의 수직 양방향 이동 시간)와의 차

이를 말하며 다음의 공식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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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0 02NMO

x
T T T

v
= + −

Fig. 1. (a) Ray-path of a reflection event for two-layer model, and (b) the corresponding traveltim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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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2층 모델에서 반사파의 이동 경로와 그에 따른 주

시 곡선, 그리고 수직 시간차를 보여준다.

Claerbout (2004)는 수직 시간차의 개념을 시각화해서 보여주

기 위해 일반 문자로 구성된 영상에 NMO보정 및 역 NMO보

정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 시간차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문자 영상에 역 NMO

보정과 NMO보정을 적용하였다(Fig. 2). 차이점은 같은 반사점

에서 반사된 신호임을 보이기 위해 모든 벌림 거리에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Fig. 2b는 역 NMO 보정을 적용

한 결과인데, 이는 동일한 반사점에서 반사된 신호가 벌림 거

리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측정되는가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반사파 신호는 영 벌림 거리일 때(Fig. 2a)와 달리 벌림 거리에

따른 시간 지연과 시간 축 압축 등의 현상을 보인다. 여기에서

관찰되는 시간 지연이 수직 시간차(NMO)를 의미한다.

수직 시간차 보정

NMO 보정은 공통중간점 자료처리의 핵심적인 과정으로 영

벌림 트레이스를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Brouwer, 2002). 개념적으로 보면 Fig. 2b와 같은 형태의 자

료가 주어졌다고 할 때 간단한 행렬 연산을 통해 Fig. 2a의 자

료를 복구해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탄성파 트레이스는

이산 자료이므로 NMO 보정을 수행하는 과정은 보간법이 필

요하다. 간단한 선형 보간법을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행렬식

으로 NMO 보정을 표현할 수 있다(Claerbout, 2004).

 (2)

여기서 [x1 x2 … x10]은 원 자료의 트레이스를 나타내고 [y1 y2

… y10]은 NMO 보정 후 트레이스를 나타낸다. 가운데 행렬의

a와 b는 선형 보간을 위한 가중치이다. 식 (2)는 예를 들기 위

해 시간 샘플 10개짜리 트레이스에 대한 NMO 보정식을 나타

냈지만 실제 탄성파 트레이스는 수백 내지 수천 샘플을 갖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y = Nx (3)

여기서 y는 NMO보정된 트레이스이고 행렬 N은 보간법이 포

함된 NMO보정 연산자, x는 NMO보정하기 전 트레이스이다.

위와 반대로 Fig. 2a의 자료를 Fig. 2b의 형태로 보정할 수

도 있는데 이 과정을 역 NMO보정이라고 하고 식 (3)에 표시

된 연산의 역 연산으로 볼 수 있다. 역 NMO보정은 근사적으

로 식 (3)의 연산자 N의 수반(adjoint)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Claerbout, 2004). 따라서 역 NMO보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4)

여기서 는 NMO보정된 트레이스를 역 NMO보정한 트레이

스를 나타내고 는 역 NMO보정 연산자이다. 식 (4)에 의

해 계산된 는 원 자료인 x를 근사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NMO stretch

NMO보정은 탄성파 자료처리에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만 기본적으로 stretch 현상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Fig. 2c는 Fig. 2a의 자료를 NMO보정한 결과인데 위쪽

가장자리를 보면 각각의 문자가 원래 크기에 비해 늘어난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NMO stretch라고 하는데 이는

NMO보정의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NMO보정은 탄성파 트레

이스의 단순한 정적 이동(static shift)이 아니라 속도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환이므로 먼 벌림 거리일수록 그리고 빠른 시

간대일수록 더 많은 stretch가 발생한다. 이론적으로 stretch는

스펙트럼을 선형적으로 압축시키고 최대 진폭은 커지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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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Original text image, (b) inverse NMO correction, and (c) NMO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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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kin and Levin, 1973), 주 주파수를 저주파수 대역으로 이

동시킨다(Yilmaz, 2001). 따라서 NMO보정은 탄성파 자료의

스펙트럼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선형 왜곡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Barnes, 1992). Brouwer (2002)는 NMO stretch가

불완전한 NMO보정에서 기인하고, 정확한 반사주시에 대해

NMO보정을 적용하면 stretch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

다. 그러나 속도가 일정하지 않거나 고주파 근사(high

frequency approximation)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stretch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자료에서는 항상

stretch가 발생한다. 

NMO stretch는 앞에서 설명한 특성 때문에 겹쌓기 단면의

해상도를 떨어뜨리고 뮤팅(muting)을 적용할 경우 겹쌓기 수

(fold number)를 줄여 높은 주파수 성분의 신호대 잡음비를 떨

어뜨린다.

Stretch 현상의 직관적 설명

Masoomzadeh et al. (2010)과 Zhang et al. (2011, 2013)은

NMO보정에서 stretch가 발생하는 구조를 그림을 통해 시각적

으로 잘 표현하였다. Fig. 3a는 두 개의 반사 이벤트를 갖고 있

는 공통중간점 모음 자료를 모사하고 있다. 반사파 펄스의 위

치를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각형 테두리를 갖

는 숫자를 순차적으로 배열하였다. 이 자료에 NMO보정을 적

용하면 Fig. 3b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영 벌림 거리에 가

까운 자료는 원 자료의 반사 이벤트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

지만 벌림 거리가 커질수록 숫자의 왜곡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두 반사 이벤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숫자의 길이

가 가장 길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사이벤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stretch가 최대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교차 지점 이후의 벌림 거리에서는 숫자들이 거꾸로 뒤집

어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반사파 펄스의 시간 역

전을 의미한다. Stretch에 의해 발생하는 시간 역전 현상은 겹

쌓기 단면의 품질이나 고해상도 속도분석, AVO 분석, 잡음 억

제(noise suppression) 등에 특히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 et al., 2013).

Stretch 현상의 정량적 이해

앞 절에서 NMO stretch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이

용하여 직관적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Dunkin and Levin

(1973)이 사용한 수학적인 방법으로 NMO stretch를 정량화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 

Fig. 4는 NMO보정에 의해 반사파 펄스가 stretch되는 현상

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 펄스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상대 시

간 좌표(τ)가 NMO보정에 의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보자.

NMO보정에 의해 시간 축 t가 새로운 시간 축 t0로 사상

(mapping)된다고 할 때, t0를 t = tA 근방에서 테일러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t0= t0(t)이고 t0A= t0(tA)이다. NMO보정 전과 후의 시

간 축에서 상대 시간 좌표를 각각 τ  = t − tA와 τ0  = t0 − t0A

라고 정의하면 식 (5)는 다음과 같다.

 (6)

펄스 폭이 전체 시간에 비해 매우 작다고 가정하면 식 (6)에

서 고차항을 무시하고 1차항만으로 근사할 수 있고 다음과 같

은 관계식을 얻게 된다. 

(7)

식 (7)의 우변에 있는 미분을 계산하기 위해 NMO보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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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to show NMO correction and stretch: a

CMP gather containing two reflection hyperbolas (a) before NMO

correction and (b) after NMO correction. (reproduced by following

Masoomzadeh et al., 2010) Fig. 4. Non-linear transform of time axis by NMO correction.



236 편석준

한 반사파 주시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

식 (8)의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고 정리하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9)

식 (9)와 같이 속도 함수(V)와 반사 이벤트의 주시(tA)가 결

정되면 식 (7)의 우변은 특정한 상수 값(a)이 되므로 NMO보

정에 의한 반사파 펄스의 변환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시간 팽

창(dilatation)으로 볼 수 있다.

(10)

따라서 임의의 반사파 펄스를 g(τ)라 하고 NMO보정한 펄

스를 g0(τ0)라고 하면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

힌다.

 (11)

또한 g0(τ0)와 g(τ)를 푸리에 변환한 함수가 각각 ,

라고 하면 주파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12)

식 (12)에 의하면 NMO보정에 의해 탄성파 트레이스의 스

펙트럼은 일정한 상수(a)배만큼 저주파수 방향으로 압축되고

동일한 상수배만큼 진폭이 증가한다. Fig. 5는 NMO보정으로

인해 stretch가 발생한 신호와 그에 의해 변하는 스펙트럼을 보

여준다.

Stretch에 대한 전통적 해결방법: 뮤팅

NMO보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stretch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오래된 해법은 뮤팅(muting)이다. 과거 탐사 자료의 양이 많지

않았던 경우에는 육안으로 판단하여 뮤팅 위치를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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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between an original wavelet (solid line) and its NMO-correction (dashed line): (a) time-domain traces and (b) amplitude

spectra.

Fig. 6. (a) A CMP gather, (b) NMO-corrected gather without stretch muting, (c) stretch muted with the maximum allowable frequency change

of (a) 50% and (b)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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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자료의 양이 많아지고 자동화된 자료처리가 필

요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량적인 관계식을 이용하여 뮤팅

이 이루어졌다(Yilmaz, 2001; Miller, 1992).

 (13)

여기서 f는 주 주파수이고 Δf는 주파수 변화량이다. 일반적으

로 석유탐사를 위한 자료처리에서는 평균 또는 최대 허용 주

파수 변화를 5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설정한다고 알려

져 있다(Yilmaz, 2001). 최대 허용 주파수 변화를 설정하면 식

(13)에 따라 각 시간대에서 최대 허용 NMO보정 시간이 결정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뮤팅하면 된다. 그러나 식 (13)의

관계식은 자료의 지배적인 주기(dominant period)가 영 벌림

거리의 왕복 주시(t0)보다 훨씬 작다는 가정 하에 유효하기 때

문에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Fig. 6은 허용 주파수 변화

를 50%와 25%로 설정했을 때 위 관계식에 따라 뮤팅을 수행

한 사례를 보여준다.

뮤팅은 NMO stretch로 발생하는 저주파 신호를 억제하고

부정확한 반사 신호를 배제하는 작업(Brouwer, 2002)으로 쉽

게 구현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Trickett, 2003). 식 (13)에서 알 수 있듯이 뮤팅이 이루어지는

NMO보정 시간은 영 벌림 주시에 비례하므로 이른 시간대에

서 겹쌓기 수를 매우 적게 한다. 겹쌓기 수가 적어지면 신호대

잡음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겹쌓기에 의해 얻

을 수 있는 겹반사파 제거 기능도 약해진다. 뮤팅에 의해 제거

되는 자료는 대부분 먼 벌림 거리 자료이므로 AVO분석의 신

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단점들을 감안하고서라도 정확한

뮤팅 값을 고르는 일은 어렵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Stretch가 없는 NMO보정

뮤팅에 의한 자료 손실 없이도 stretch가 일어나지 않게 하

려는 연구는 자료처리 품질 향상이나 AVO분석의 신뢰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크게

block-move-sum 방법, 필터링, 역산 기법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역산 기법으로 stretch가 없는

NMO보정 기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Claebout (1992)는 NMO 보정과 겹쌓기를 역산 문제로 정의

한 역 NMO 겹쌓기(inverse NMO stack) 기법을 제안하였다.

송신파형을 고려하여 역 NMO보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현할 수 있다(Downton, 2005).

  (14)

여기서 dk는 k번째 벌림 거리에서의 탄성파 트레이스를 나타

내고 는 k번째 벌림 거리에서의 역 NMO보정 연산자,

rk는 k번째 벌림 거리에서 NMO보정된 자료이다. NMO보정

은 관측된 탄성파 자료(dk)로부터 식 (14)로 표현되는 정문제

(forward problem)를 만족하는 보정된 자료(rk)를 구하는 문제

로 볼 수 있다. 이 역산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5)

여기서 α
2는 정규화 항의 가중치 계수이고 L은 stretch를 최

소화하기 위한 정규화 연산자이다.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식

(15)의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정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16)

식 (16)의 정규방정식은 켤레 기울기법(conjugate gradient

method)으로 효율적으로 풀이할 수 있다. rk의 초기 가정값은

전통적인 NMO보정으로 얻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좌변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화된 rk를 역 NMO보정하고 NMO보정

을 다시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정규화 항을 계산하여 rk와 곱

한 후 더해주면 좌변을 계산할 수 있다. 우변은 탄성파 트레이

스(dk)에 NMO보정을 적용하면 구할 수 있다. 양변이 계산되

면 켤레 기울기법으로 rk를 개선하고 오차 기준을 만족할 때

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식 (15)와 (16)의 정규화 항 Q와 계수 α는 근본적으로

NMO보정 연산이 불량 조건(ill-condition)이기 때문에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정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탄성파

탐사자료의 반사계수 특성은 산재된 반사계수(sparse

reflectivity) 모델 또는 꼬리가 긴 분포(long tailed distribution)

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Walden and Hosken,

1986; Levy and Fullagar, 1981).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여기

에서는 Downton(2005)에서 사용한 Cauchy 분포를 이용한 정

규화 항을 사용한다. 반사계수가 Cauchy 분포를 따른다고 가

정하면 정규화 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7)

 (18)

여기서 Qi,i는 Q의 i번째 대각성분이고 σn은 잡음에 대한 표

준편차, σ0은 반사계수에 대한 표준편차, ri는 반사계수이다.

반사계수 ri는 식 (16)에 대한 해인 rk의 성분이므로 비선형

구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켤레 기울기법으로 식

(16)을 풀이하고 얻어진 해를 이용하여 정규화 항을 개선한 후

다시 켤레 기울기법으로 풀이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이중 반복

구조로 이루어진다.

Stretch가 없는 NMO보정 예제

앞 절에서 설명한 stretch가 없는 NMO보정 이론을 수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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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먼저 Fig. 6a의 공통중간점 모음 자

료에 대해 stretch가 없는 NMO보정을 적용하였다. Fig. 7a를

보면 stretch가 발생하는 흔적은 보이지만 대부분 진폭이 작아

서 stretch에 의한 자료 왜곡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NMO

stretch가 겹쌓기 단면에 주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Fig. 7a와

Fig. 6b의 NMO보정 자료를 겹쌓기 하였다(Fig. 7b, c). 일반적

인 NMO보정은 stretch에 의해 이른 시간대의 신호가 길게 늘

어져 해상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Fig. 7c),

stretch가 없는 NMO보정에 의한 겹쌓기 결과는 이른 시간대

에서도 해상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자료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한 stretch없는 NMO보정 기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추가적인 수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8a는 국내 대륙붕에서 취득한 탄성파 자료에

서 한 개의 공통 중간점 모음을 선택한 것이다. 이 자료에 일

반적인 NMO보정과 stretch없는 NMO보정을 적용하여 비교하

였다. Fig. 8b는 일반적인 NMO보정을 적용한 결과로서 1초

이내의 먼 벌림 거리에서 stretch가 강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stretch없는 NMO보정을 적용한 결과는

stretch현상에 의한 늘어짐이나 과도한 진폭 변화가 확연히 적

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8d는 두 결과의 차이를 도시한

것으로 stretch에 의한 진폭 왜곡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Stretch없는 NMO보정 기법이 일반적인 NMO보정에 비해

Fig. 7. Stretch-free NMO correction: (a) stretch-free NMO-corrected

gather using the CMP gather shown in Fig. 6a, (b) its stacked trace

and (c) the stacked trace using the NMO-corrected gather shown in

Fig. 6b.

Fig. 8. Real data examples: (a) a CMP gather, (b) conventional NMO-corrected gather, (c) stretch-free NMO-corrected gather and (d) the

difference between (b) and (c).

Fig. 9. Stack sections obtained by using (a) conventional NMO

correction and (b) stretch-free NMO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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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이 결과는 NMO보정을 위한 속도가

정확해야 한다는 조건이 우선적으로 만족되어야 한다.

Stretch없는 NMO보정의 효과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겹쌓기를 수행하였다. Fig. 9는 일반적인 NMO보정과

stretch없는 NMO보정을 통해 얻은 NMO보정 모음 자료를 겹

쌓기하여 얻은 겹쌓기 단면이다. 성능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

하기 위해 뮤팅을 적용하지 않고 겹쌓기를 수행하였다. 일반적

인 NMO보정을 적용한 경우 해저면 하부의 얕은 지층에서

stretch현상에 의한 왜곡을 관찰할 수 있다(Fig. 9a). 반면에

stretch없는 NMO보정을 적용한 결과는 이러한 왜곡이 없는

단면을 관찰할 수 있다(Fig. 9b). 얕은 지층의 진폭 왜곡이 사

라짐으로써 1초에서 1.5초 사이의 저류층 구조가 더 뚜렷하게

영상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이 논문에서는 NMO보정의 개념과 이론, NMO stretch 현상

에 대한 원리 및 특징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오랜 기간 수많

은 자료처리 기법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지만 NMO보정은

아직까지 탄성파 반사법 자료처리의 핵심적인 단계로 인식되

고 있다. 그에 따라 NMO보정 기법 자체에 대한 연구와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AVO분석과 같은 정량적

해석과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AVO분석에서 NMO stretch

는 정확한 해석을 저해하고 벌림 거리에 따른 동조(tuning) 현

상으로 얇은 층서 구조에 대한 분해능을 나쁘게 한다. AVO분

석 기법이나 AVO역산과 같은 진보된 기법 개발도 중요하지만

AVO분석의 재료가 되는 자료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설명한 기본 이론과 방법론이 탄성

파 자료처리 분야와 더불어 AVO분석과 같은 정량적 해석 과

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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