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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지질구조 규명에 있어 정확한 속도모델 구축이나 영상화 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자료

의 분해능을 높이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자료취득 과정에서 고주파 송신원을 사용하거나 자료처리 과정에서 곱풀기

(deconvolution)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분해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해양 탄성파 탐사에서 분해능을 저해하는 가

장 큰 원인은 도깨비파에 의한 특정 주파수 성분의 손실이다. 따라서 도깨비파를 제거하면 주파수 손실을 방지하여 광대

역 탄성파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높은 분해능의 지층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도깨비파 제거는 자료처리 과정

에서 적절한 필터를 적용하여 수행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탐사 장비의 발전과 탐사 설계의 혁신을 통해 효과적인 광대

역 탄성파 탐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해외 탐사전문 기업들은 오버/언더 스트리머나 가변 심도 스트리머와 같이 새로

운 수신기 배열을 개발하거나 이중 센서 스트리머를 이용한 도깨비파 제거 기술을 확보하여 고분해능 영상화 기술을 제

공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광대역 탄성파 탐사 장비나 기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국내 광대역 탄성파 탐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본 이론과 기술 현황을 소개하였다.

주요어: 광대역 탄성파 탐사, 분해능, 도깨비파

Abstract: In the delineation of geological structures using seismic explor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resolution

of seismic data as well as accurate velocity model building and subsurface imaging. The resolution of seismic data can

be enhanced by employing high-frequency energy sources or by applying deconvolution techniques in data processing.

In marine seismic exploration, however, the main reason for degradation of resolution is the loss of specific frequency

components due to ghosts. If we remove the ghosts, we can obtain broadband seismic data by avoiding frequency loss,

and thus providing high-resolution subsurface images. Although ghosts can be properly filtered out in the data processing

step, more effective broadband seismic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volution of seismic instruments

and the innovation of survey design. Overseas exploration companies developed brand-new configurations of receivers

such as over/under streamer and variable-depth streamer, or ghost removal techniques using dual-sensor streamer to serve

high-resolution imaging technologies. Unfortunately, neither broadband seismic instrument nor processing technique has

been studied in Korea. In this paper, we introduce fundamental theories and current status of broadband seismic

technologies to assist domestic researchers to study thos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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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탄성파 탐사는 지하구조 영상 및 물성 정보를 얻음으로써

석유·가스를 찾아내거나 생산 유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저류층

특성화 및 모니터링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탄성파 탐사자료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

인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이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resolution)이

다. 이런 이유로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을 높이기 위한 많은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탄성파 탐사에서 분해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도깨비

(ghost)파이다. 도깨비파는 해수면이나 지표면 등 자유면(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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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아래에 송신원과 수신기가 위치할 때 자유면으로부터

반사되어 기록된 신호를 의미한다(Leet, 1937; Van Melle and

Weatherburn, 1953). Fig. 1은 도깨비파를 비롯하여 해양 탐사

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반사파의 파선경로들을 보여준다. 도

깨비파는 1차 반사파와 아주 작은 시간 지연을 갖고 도달하며

위상이 반대이므로 탐사 자료에 간섭을 일으키게 된다. 전통적

인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면 약 8 ~ 80 Hz (Amundsen and

Landrø, 2013a) 정도의 주파수 대역에서 자료를 취득하게 된

다. 이렇게 제한된 주파수 대역의 자료를 얻게 되는 이유는 도

깨비파의 영향으로 특정 대역 주파수 성분들이 손실되는 현상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Sheriff and Geldart, 1995). 도깨비파에

의한 주파수 손실은 자료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

는데, 예를 들면 곱풀기(deconvolution) 과정에서 분해능을 저

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완전파형 역산(full waveform

inversion)과 같은 고급 자료처리 기술을 적용할 때에도 이러한

주파수 손실, 특히 저주파수 성분의 손실은 주기 놓침(cycle

skipping)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Pyun and Park, 2016). 따라

서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는 고분해능 영상을 얻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깨비파에 의한 주파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광대역(broadband) 탄성파 탐사 기

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광대역 탄성파 탐사는 전통적

인 방식의 탄성파 탐사보다 더 넓은 약 2.5 ~ 200 Hz에 해당

하는 주파수 성분들을 포함한 자료를 취득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다(Amundsen and landrø, 2013a). 이러한 의미의 광대

역 탄성파 탐사는 전통적(legacy)인 탐사 자료에 추가적인 자

료처리를 적용하여 수행할 수도 있으나, 발전된 탐사 장비 및

설계를 이용하여 광대역 탄성파 자료를 취득하고 처리하는 기

술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광대역 탄성파 탐사

는 도깨비파의 영향을 제거해줌으로써 손실된 저주파수 및 고

주파수 성분들을 복원시켜 전통적인 방식의 탐사를 통해 얻은

영상에 비해 매우 높은 분해능을 갖는 영상을 제공해준다

(Fig. 2).

광대역 탄성파 탐사 기술 초기에는 기존 탄성파 탐사 자료

들에서 도깨비파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광대역 탄성파 탐사

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ION GXT사의

WiBand (Zhou et al., 2012; O'Driscoll et al., 2013), WesternGeco

사의 SSD (single streamer deghosting) (Moldoveanu et al.,

2012), TGS사의 Clari-Fi (Woodburn et al., 2012), PGS사의

RBO (receiver bandwidth optimization)와 SBO (source

bandwidth optimization)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기술들은 대부분 도깨비파가 갖는 시간 지연을 사

용하여 도깨비파와 1차 반사파를 분리한다.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자료처리를 통해 광대역 탄성파

탐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광대역 탄성파 탐사는

탐사 설계와 장비, 자료 처리가 모두 포함되어야 큰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광대역 탄성파 탐사의 시초는 Haggerty (1956)가

출원한 특허라고 할 수 있다. Haggerty (1956)는 물 층 아래에

강한 반사면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해수층 되울림(water-layer

reverberation) 및 도깨비파에 의한 잡음을 오버/언더 스트리머

(over/under streamer) 방식을 사용해 제거하는 기술을 고안하

였다. 또한 하이드로폰(hydrophone)을 스트리머에, 지오폰

(geophone)을 해저면 케이블에 배치하는 형태도 제안하였다.

오버/언더 스트리머 기술은 Parrack (1976)에 의해 추가적으로

연구되었으며, 북해지역에서 수행된 2차원 탐사를 통해 도깨

비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Brink

and Svendsen, 1987). 또한, 깊은 심도에 스트리머를 견인함으

로써 나쁜 기상조건에도 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날씨에 의한

비가동시간(weather downtime)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버/언더 스트리머 기술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파동장을 분

리하는 것으로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다(Sønneland et

al., 1986; Posthumus, 1993; Amundsen, 1993). 오버/언더 스

트리머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스트리

머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 취득 기술들이 개발됨에

따라 오버/언더 스트리머는 2D 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주된 기술로 쓰이고 있다(Amundsen and Landrø, 2013b). 이

와 유사한 기술로서 Schlumberger사는 기존 오버/언더 스트리

머 기술들 보다 더 경제적인 DISCover (Kragh et al., 2010)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좀 더 정확하고 획기적인 광대역 탐사 기법은 같은 위치에

서 압력 성분과 입자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

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Pavey and Pearson (1966)에 의해 제

안되었는데, 이들은 지오폰으로 취득한 자료를 사용하여 하이

Fig. 1. Ray paths of various reflections observed in marine seismic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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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폰 자료에서 손실된 주파수 성분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 후 이러한 개념은 Berni (1982, 1984, 1985a, 1985b)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PGS사의 GeoStreamer는

지오폰과 하이드로폰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센서 스트리머

(dual sensor streamer) 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업화한 최초의 사

례라고 할 수 있다(Carlson et al., 2007; Tenghamn et al.,

2007b; Tenghamn and Dhelie, 2009). 또한 Schlumberger사는

3차원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기반의 스트

리머를 이용하여 다성분 자료를 취득하고(Paulson et al.,

2015),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료의 밀도를 높여 품질을 극대화하

거나 자료취득 단가를 줄일 수 있는 IsoMetrix 기술(Robertsson

et al., 2008)을 제안하였다.

앞서 소개한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광대역 탐사 기술이 개

발되었는데, 그 중 가변 심도 스트리머(variable depth streamer)

혹은 경사 스트리머(slant streamer)라고 불리는 기술은 Ray

and Moore (1982)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이 기술은 스트리

머의 깊이를 선형적이거나 곡선형태로 배치하여 다양한 깊이

에서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광대역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게 된

다(Soubaras and Dowle, 2010). 이 원리에 의해 개발된 대표

적인 기술이 CGG사의 BroadSeis (Soubaras and Dowle,

2010)이다.

도깨비파는 자유면에서의 반사 위치에 따라 송신원 도깨비

파와 수신기 도깨비파로 나뉜다. 앞에서 설명한 기술들은 다양

한 수신기 배열을 통해 수신기 도깨비파의 영향을 제거하는

Fig. 2. Example images and their amplitude spectra for true,

broad and narrow frequency bandwidth data: (a) true, (b)

broadband, (c) narrowband images, and (d) true, (e)

broadband, (f) narrowband amplitude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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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송신원 도깨비파의 영향을 제거하

기 위한 기술들 또한 연구되고 있다. 송신원 도깨비파 제거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기술들로는 CGG사의 BroadSource

(Siliqi et al., 2013)와 PGS사의 GeoSource (Parkes and Hegna,

2011)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서로 다른 깊이에 위치한

에어건(air-gun)들을 약간의 시간 지연을 갖고 발파하여 1차

반사파의 진폭은 증폭시키고 도깨비파는 상쇄시킴으로써 송신

원 도깨비파의 영향을 제거해주게 된다.

광대역 탄성파 탐사 기술은 자료처리 결과로 얻는 영상의

분해능을 급격하게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도화된 탐사

장비와 설계를 함께 요구하는 매우 고난이도의 탐사 기술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메이저 기업들이 주로 연구 및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Kim et al. (2016)이 다양한

목적함수를 사용해 도깨비파를 제거하는 기술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현장자료에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도깨비파의 영향을 제

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국내에서의

광대역 탄성파 탐사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광대역 탄성파 탐사 기술 개발에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대역 탄성파 탐사 이론과 기

술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먼저 탄성파 탐사에서 분해능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들과 분해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후 광대

역 탄성파 탐사에 있어 핵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도깨비파

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탄성파

탐사 자료에서 도깨비파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하였다. 또한 광대역 탄성파 탐사 자료를 취득하는 방식에 따

라 대표적인 기술들을 분류하였으며, 해당 기술들의 특징 및

장단점 등을 정리하였다.

탄성파 탐사에서의 분해능

일반적으로 광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분해능은 화면을 통해

나타내는 사진 혹은 영상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구분하기 위한

수치를 의미한다. 흔히 UHD (Ultra High Definition), QHD

(Quad High Definition), FHD (Full High Definition) 등의 용

어로 구분되며 이는 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쓰이는 점들의

개수로 정의된다. 더 많은 점들을 사용하면 더 미세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탄성파 탐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의 분해

능 또한 이와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 탄성파 탐사에서 분해

능은 취득한 자료를 통해 얼마나 얇은 두께를 갖는 층을 해석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Widess, 1973). 분해능이 낮은 경우

사진이나 영상이 뭉개지는 것과 같이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이

낮을 경우 연속적으로 쌓여 있는 얇은 층 들이 마치 하나의 층

처럼 보여 정확한 해석을 방해하게 된다. 또한 점들의 개수로

분해능을 구분하는 것과 같이 탄성파 탐사에서도 몇 가지 기

준을 사용하여 분해능을 정의하게 된다.

수직 분해능

앞에서 언급한대로 탄성파 탐사에서 분해능은 취득한 탄성

파 자료를 통해 얼마나 얇은 두께의 층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

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전파시킨 탄성파의 파장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Fig. 3는 각각 10 m와 20 m 파장을 갖는 두 쌍의 파

형이 서로 중첩되는 것을 나타낸다. 중첩시킨 결과 10 m 파장

을 갖는 파형은 나뉘어진 두 개의 파형으로 보이지만 20 m 파

장을 갖는 파형은 길게 늘어진 하나의 파형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얇은 층의 상부와 하부에서 반사된 신호

가 Fig. 3과 같이 중첩되어 나타난다면 이를 2개의 층으로 규

정할지, 아니면 한 개의 층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

하게 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레일리

(Rayleigh) 기준(Jenkins and White, 1957)과 리커(Ricker) 기준

(Ricker, 1953)이 있다. Fig. 4는 레일리 기준과 리커 기준에 따

른 임계 상태의 중첩된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Kallweit and

Wood, 1982). 레일리 기준을 적용하면 중첩되는 두 파형의 꼭

지점(peak) 사이의 거리가 단일 파형의 꼭지점-골(trough) 간격

보다 클 때 해당 층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리커 기준의 경

우 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Fig. 4(b)에 나타난 것과 같이 꼭

지점 사이의 간격이 단일 파형의 변곡점 간격보다 클 때 층을

해석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이를 정량화해서 나타내면 전파하

는 파의 파장을 λ라고 할 때, 레일리 기준은 λ/4, 리커 기준은

Fig. 3. Superposition of two waveforms when wavelengths are (a)

10 m and (b) 20 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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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4.6 두께에 해당하는 지층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때 파장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1)

여기서 v는 파의 속도이며 f는 주파수이다.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 가능한 지층의 두께가 얇아지므로 전파하는 파의 속도가

작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분해능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수직 분해능은 천부 지층에서 높고

심부로 갈수록 낮아진다. 또한, 수직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송신 파형의 주파수가 높아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수평 분해능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좁은 영역을

분해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1차 프레넬 영역(1st

Fresnel zone)을 사용하여 규정할 수 있다(Lindsey, 1989). 1차

프레넬 영역이란 반사된 파가 수신기에서 관측될 때 처음 반

사된 파의 반 파장 내에서 수신기에 도달하도록 하는 반사면

에서의 영역을 의미한다. 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반사면에

서 λ/4를 기준으로 수평 방향의 이상체를 구분할 수 없는 영

역을 나타낸다(Fig. 5). 1차 프레넬 영역도 전파하는 파의 파장

과 관계가 있으므로 1차 프레넬 영역의 반지름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Knapp, 1991).

  (2)

여기서 R은 1차 프레넬 영역의 반지름이며 h는 깊이, t0는 수

직 왕복 주시, f는 파의 주파수다. 이 식을 살펴보면 1차 프레

넬 영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의 주파수를 높여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탐사 수행 단계에서 조절할 수는

없지만 반사면까지의 깊이가 낮을수록 수평 분해능이 좋다는

사실 또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깊이가 깊을수록

속도가 커지므로 수평 분해능은 반사면의 깊이에 따라 급격하

게 낮아진다.

분해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앞에서 설명한 수직과 수평 분해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공통적으로 파의 파장을 줄이는 것이다. 탐사 과정에서 파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주파 송신원을 사용하면 된다. 하지

만 고주파 송신원의 경우 파가 전파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감

쇠가 발생하며, 탐사가 이루어진 후라면 파의 파장을 직접적으

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자료처리 단계에서 곱풀기

를 적용해줌으로써 고주파수 성분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Claerbout, 1976; Robinson and Treitel, 1980;

Yilmaz, 2001). 탄성파 탐사를 통해 얻은 탄성파 기록은 반사

λ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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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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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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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Rayleigh’s limit of resolution occurs when two adjacent

reflectors are separated by the peak-to-trough time interval. (b)

Ricker criterion states that resolution limit occurs when two

adjacent reflectors are separated by the separation between

inflection points (Kallweit and Wood, 1982).

Fig. 5. Fresnel zone geometry in 2D for zero offset data and zero

dip reflector (redrawn from Lindsey,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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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에 송신 파형(source wavelet)이 곱말기(convolution)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탄성파 기록에 곱풀기를 적용하

여 송신 파형의 효과를 제거해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파장

이 짧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분해능의 개

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곱풀기 연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잡

음과 탄성파 신호의 주파수 대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정확

한 송신 파형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것 등의 문제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이 원인들 중 송

신 파형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선 탄성파 기록을 송

신 파형으로 가정하여 사용하는 송곳 곱풀기(spiking de-

convolution)를 사용해 줌으로써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다.

도깨비파

도깨비(ghost)파란 지표 혹은 해수면과 같은 자유면(free

surface)에서 반사되어 도착하는 겹반사(multiple)파의 한 종류

이다(Leet, 1937; Van Melle and Weatherburn, 1953). 강한 에

너지를 가지며 1차 반사파(primary reflection)에 비해 아주 작

은 시간 지연(time delay)을 갖는 특징이 있다. 도깨비파가 발

생하는 원인은 탐사 설계에 있다. 해양 탄성파 탐사에서 너울

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혹은 일부 육상 탄성파 탐사 환경에서

두꺼운 풍화층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송신원 혹은 수신기를

해수면이나 지표 아래에 배치하게 된다. 이러한 탐사 설계로

인해 자유면 반사가 일어나고 도깨비파가 생성된다. 도깨비파

는 표면에서 반사되는 위치에 따라 크게 송신원 도깨비파와

수신기 도깨비파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탐사를 예로 들면,

Fig. 6(a)는 표면에서의 반사 없이 도달한 1차 반사파를 나타

내며 6(b)는 송신원 도깨비파, 6(c)는 수신기 도깨비파, 6(d)는

송신원+수신기 도깨비파를 나타낸다. 자유면의 경우 반사계수

가 −1에 매우 가까운 값을 가지므로 자유면에서 한 번 반사된

송신원 도깨비파와 수신기 도깨비파는 1차 반사파와 비교해서

반대 위상을 가지며 두 번 반사된 송신원+수신기 도깨비파는

1차 반사파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 오래 전부터 도깨비파는 탄

성파 탐사 자료 처리 과정에서 제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

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광대역 탄성파 탐사 기술의 핵심 부

분 또한 도깨비파 제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도깨비파는 강한 진폭을 가지며 약간의 시간 지연을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탄성파 기록에서 특정 주파수 성분을 상쇄시키

는 작용을 한다. 이로 인해 손실된 주파수 성분을 톱니 주파수

(notch frequency)라 하며 이는 탄성파 기록의 분해능 저하로

연결된다. 때문에 도깨비파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많은 기술

들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도깨비파 제거 기술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해수면의 반사계수와 시간 지연이

다. 해양 탄성파 탐사에서 파가 반사면에 수직 입사하는 경우

Fig. 6. Ray paths of primary and ghost reflections: (a) primary reflection, (b) source ghost, (c) receiver ghost and (d) source and receiver 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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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정한다면, 도깨비파의 시간 지연은 송신원 혹은 수신기

깊이의 2배를 물 층의 속도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Krail and Shin, 1990). 이는 근사적으로 짧은 벌림 거리(offset

distance)를 갖는 수신기들에 대해 적용해줄 수 있다. 그러나

벌림 거리가 길어지면 이러한 근사는 큰 오차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정확한 시간 지연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해수면 반대쪽(지상)에 가상의 송신원(image point)을 위

치시킴으로써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다. Fig. 7에

서 시간 지연은 발사각 θ에 따라 변하는 직각 삼각형의 높이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t는 시간 지연이며 d는 송신원의 깊이, θ는 발사각,

v는 물 층의 속도이다. 이는 수신기 도깨비파에도 똑같이 적

용될 수 있다.

시간 지연을 사용하면 톱니 주파수를 찾을 수 있다. 탄성파

신호는 디락 델타(Dirac delta)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반사 계

수에 송신 파형이 곱말기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식 (3)과 같이 나타나는 시간 지연이 포함된 신호를 빼 주면

결과적으로 도깨비파를 포함한 탄성파 신호를 얻을 수 있다.

 (4)

여기서 s(t)는 도깨비파가 포함된 탄성파 신호이며 f (t)는 송신

파형이다. 이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해 식 (4)에

푸리에 변환을 적용해 주면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ω는 복소 각주파수이며, 와 는 각각 주파

수 영역에서의 탄성파 신호와 송신 파형이다. 위의 식으로부터

진폭 스펙트럼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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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eometry of source-side ghost whose time delay is

dependent on takeoff angle θ (redrawn from Krail and shin, 1990).

Fig. 8. Amplitude spectra of recorded signals at two cables with different depths and take-off angles. The cable depths and take-off angles

are (a) 10 m and 0o, (b) 10 m and 30o, (c) 20 m and 0o, and (d) 20 m and 30o,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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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에서 진폭이 0이 되는 주파수가 톱니 주파수가 되므로

제곱근 내부의 값이 0이 되는 주파수를 찾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

여기서 fg는 톱니 주파수이며, n은 임의의 정수이다. 식 (7)을

살펴보면 톱니 주파수가 송신원 혹은 수신기가 위치한 케이블

의 깊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ig. 8

은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톱니 주파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파수

손실을 나타낸 것이다. 이 때, 깊이가 깊어지면 톱니 주파수가

낮아져 많은 영역에서 주파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식 (7)을 사용하여 톱니주파수를 계산해보면, 7.5 m 깊이

에 스트리머를 위치 시켰을 때 100 Hz에서 주파수 성분의 손

실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이보다 더 깊은 심도에 스트리머를

위치시킬 경우 이보다 더 작은 주파수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광대역 탄성파 자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

인이 된다. 발사각이 낮은 경우에도 톱니 주파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민감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톱니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 케이블 깊이를 얕게 위치할 경우

너울 등과 같은 표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잡음들의 영향을 많

이 받게 된다. 즉, 케이블의 깊이를 최적화하는 것은 도깨비파

에 의한 주파수 손실과 해수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잡음 감소

사이에 이해득실(trade-off) 관계가 있다. Fig. 9은 발사각이 0o,

즉 수직 입사할 때(Fig. 9(a))와 발사각이 70o인 경우(Fig.

9(b))에 케이블 깊이와 톱니 주파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케이블 깊이가 깊을수록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톱니

주파수가 발생하고, 먼 벌림 거리 일수록 더 높은 톱니 주파수

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대역 탄성파 탐사 기술

광대역 탄성파 탐사를 통해 취득한 탄성파 기록의 자료처리

과정은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의 자료처리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도깨비파 제거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도깨비파 제거 기술은 크게 자료 처리 과정에서 적용하는 것

과 탐사 설계를 통해 도깨비파의 영향을 줄이는 방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의 경우 일정한 깊이에 케

이블을 위치 시켜 탄성파 자료를 취득하게 된다. 여기에 전통

적인 방식의 자료처리를 수행할 경우 도깨비파에 의한 주파수

손실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해능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100 Hz 부근에서 주파수 성분 손실이 발생

하는 7.5 m 내외의 얕은 깊이로 케이블을 설치하는 방법을 사

용하지만 이는 저주파수의 추가적인 감쇠와 해수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잡음들로 인한 품질 저하를 유발한다(Soubaras and

Lafet, 2013). 이러한 이유로 도깨비파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제

거하기 위한 여러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처리를 사용한 광대역 탄성파 탐사 기술

광대역 탄성파 탐사에 적합한 장비와 탐사법이 개발되기 이

전에 광대역 탄성파 탐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법들이 개발

되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탄성파 탐사 자료에서 도깨

비파를 제거해줌으로써 분해능을 높이는 기법들이다. 가장 기

본적인 기법으로는 식 (3)에 나타난 시간 지연을 사용해 도깨

비파를 제거할 수 있는 연산자를 만드는 것이다(Kim et al.,

2016). 도깨비파 제거 연산자는 주파수-파수 영역에서 곱말기

형태로 적용된다. 수신기에 기록된 탄성파 자료 P는 상향 파

동장 Pu와 하향 파동장 Pd로 나뉠 수 있다. 이 때 상향 파동

장은 수신기 아래쪽으로부터 도달한 신호가 되며 하향 파동장

은 도깨비파이다. 도깨비파는 시간지연 2dcosθ/v를 가지며 자

유면 반사에 의해 반대 위상으로 기록되므로 P를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8)

식 (8)에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고 kz = ωcosθ/v를 대입해주

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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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onship between cable depth and notch frequency when

the take-off angles are (a) 0o and (b) 7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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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z는 z방향 파수, 과 는 푸리에 변환된 파동장을

의미한다. 이 때 괄호 안의 항이 도깨비파 연산자 G이며 다음

과 같은 식을 적용해 도깨비파가 제거된 신호를 얻을 수 있다.

 (10)

여기서 위 첨자 *는 켤레 복소수이며 ε은 발산을 막기위한 백

색 잡음(white noise)이다. 이론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도깨비파를 제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ION GXT사의 WiBand, TGS사의 Clari-Fi,

WesternGeco사의 SSD (single streamer deghosting), PGS사의

RBO (receiver bandwidth optimization)와 SBO (source

bandwidth optimization) 등이 자료처리를 이용한 광대역 탐사

기법이다. WiBand는 자료에 따라 적응성이 뛰어난 연산자를

사용하여 송신원 및 수신기 도깨비파의 영향을 제거하는 기술

이다(Zhou et al., 2012; O'Driscoll et al., 2013). 적응식 형태

로 식을 풀어 해당 케이블 깊이에 대해 최적화된 도깨비파 제

거 항을 찾아 도깨비파를 제거하게 된다. WiBand는 기존에 있

던 탄성파 자료에서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성분들을 향상시키

는 기능을 하며 흡수에 의한 고주파수 성분의 손실도 복구해

줄 수 있다. 또한, WiBand로부터 역으로 자료 취득 및 처리에

사용되는 변수를 최적화함으로써 기존의 탐사 장비들로 광대

역 탄성파 탐사로 취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TGS사의 Clari-Fi도 WiBand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방식으

로 취득한 탐사 자료에 적용하여 광대역 탄성파 탐사 효과를

얻는 기술이다(Woodburn et al., 2012). Clari-Fi는 3단계의 자

료 처리 과정을 포함한다. 첫번째 단계는 다차원 곱풀기를 적

용한 스펙트럼 영역에서의 처리로 도깨비파에 의해 손실된 주

파수 성분들을 복구하는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지구 내부

구조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고주파수 성분의 감쇠를 복구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세번째 단계는 다양한 영역에서 잡음을 감쇠

함으로써 저주파수 성분을 복구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세 단계

의 자료처리 과정을 거침으로써 WiBand와 마찬가지로 광대역

탄성파 탐사로 취득한 자료들과 유사한 분해능을 갖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자료 취득 과정에서의 광대역 탄성파 탐사 기술

앞 절에서 소개한 기술과 달리 자료 취득 과정에서부터 도

깨비파의 영향을 없애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으

로 Schlumberger사의 DISCover와 같은 오버/언더 스트리머,

PGS사의 GeoStreamer와 Schlumberger사의 IsoMetrix에 사용

되는 이중 센서 스트리머, CGG사의 BroadSeis에 사용된 가변

심도 스트리머, PGS사의 GeoSource와 CGG사의 BroadSource

에 사용된 다심도 송신원 등이 있다. 

오버/언더 스트리머

오버/언더 스트리머는 다른 깊이에 위치한 두 개의 케이블

을 사용하여 탐사를 수행하는 기술이다(Posthumus, 1993). 깊

이에 따라 신호와 도깨비파가 들어오는 시간의 차이가 오버/

언더 스트리머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0을 보면

깊은 심도에 위치한 케이블의 경우 아래쪽에서부터 전파되어

오는 신호는 얕은 심도의 케이블에 비해 더 빨리 도착하지만

위쪽에서 전파되어 오는 도깨비파는 더 늦게 도착하게 된다.

따라서 두 케이블에서 관측한 파형과 스펙트럼이 달라지고 수

신기 깊이와 파의 입사각에 따라 다른 톱니 주파수를 갖게 된

다(식 (7)). 오버/언더 스트리머 기술로 취득한 자료로부터 도

깨비파를 제거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아래 첨자 1과 2는 각각 얕은 심도와 깊은 심도에 위치한 케

이블을 의미한다. R은 케이블 2에 기록된 파동장을 케이블 1

의 깊이로 맞추기 위한 연산자로 과 같다. 깊이가 다

른 두 개의 케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도깨비파의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표면 잡음의 영향까지 최소화하는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쌍의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들에 비해 탐사 비용이 비싸며 과정 또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Schlumberger사의 DISCover는 오버/언더 스트리머 기술이

갖는 경제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이다(Kragh et al., 2010).

기본적으로 다른 깊이에 위치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은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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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imple acquisition geometry of over/under streamer (left), the corresponding signal at each depth (middle), and its amplitude spectrum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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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얕은 심도에 위치한 케이블은 최대한 중~고주파수 성분을

보존하도록 설치하며 깊은 심도엔 저주파수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 아주 적은 수의 수신기만을 배치하여 사용한다(Fig.

11(a)). Fig 11(b)를 보면 얕은 심도의 케이블에서 취득한 자료

에서 주파수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을 깊은 심도에서 취득한

자료가 성공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ISCover의 자료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얕은 심도의 케이블과 깊은 심도의 케이블에서 취득한

자료를 주어진 주파수 성분까지 합쳐준다(일반적으로 20 Hz

주변).

2) 보강된 저주파수 성분을 얕은 심도의 케이블 깊이로 재설

정해준다.

3) 2)의 결과 자료를 얕은 심도에 위치한 케이블의 배열에

따라 내삽하고 정규화한다.

4) 3)의 결과 자료를 얕은 심도 케이블의 고주파수 성분과

합쳐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대역 탄성파 자료를 얻을 수 있다.

DISCover는 특히 3차원 탐사를 수행할 때 기존의 오버/언더

스트리머 방식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중 센서 스트리머

이중 센서 스트리머는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와 같은 탐사

설계를 따르지만 하이드로폰과 지오폰을 동시에 사용하여 압

력과 입자 속도(particle velocity)를 함께 측정하는 기술이다

(Amundsen, 1993). 이렇게 취득한 신호를 적절하게 합쳐주면

도깨비파의 영향이 제거된 탄성파 자료를 얻을 수 있다

(Schneider and Backus, 1964; Claerbout, 1976). 하지만 초창

기 이중 센서 스트리머 기술은 지오폰이 아주 작은 진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스트리머 내부에 존재하는

수천 개 센서들의 방향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

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특히 저주파수 영역에서 잡음이 심각하

게 발생하였다. PGS사의 GeoStreamer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여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Tenghamn et

al., 2007b; Carlson et al., 2007).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측정 자료의 저주파수 성분에 심각한 잡음이 발생하였지만, 고

주파수 성분의 경우 매우 고품질의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Tengham et al., 2007a). 이어서 저주파수

성분에 존재하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하이드로폰에서 취득

한 자료의 저주파수 성분에서 잡음을 제거한 후 이를 지오폰

에서 취득한 자료의 고주파수 성분과 병합해 저주파수 성분

자료를 합성해내는 기술을 개발하였다(Vaage et al., 2008).

Fig. 12(a)와 (b)는 각각 하이드로폰에서 측정한 압력과 지오

폰에서 측정한 속도 파동장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서 1차 반사파는 서로 위상이 같지만, 도깨비파는 위상이 반

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두 파동장을 P-Z

Fig. 11. (a) Cross-sectional configuration of streamers for DISCover

and (b) typical amplitude spectrum at each depth.

Fig. 12. Illustration of simplified signals for dual-sensor streamer

acquisition: (a) pressure component from hydrophone, (b) particle

velocity component from vertical geophone, and (c) deghosted

signal by P-Z su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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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Barr and Sanders, 1989)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더해주면

Fig. 12(c)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도깨비파가 제거된 파동장을 얻

을 수 있다. 이를 스펙트럼에서 살펴보면 입자 속도와 압력 성

분의 진폭 스펙트럼에서 톱니 주파수가 서로 다른 위치에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13). 즉, 압력 센서에서 측정한 신

호의 손실된 성분들이 입자속도에 의해 보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soMetrix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하이드로폰에 추가로 X,

Y, Z방향의 압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3성분 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가속도계를 사용함으로써

3차원 광대역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는 기술이다(Robertsson et

al., 2008; Amundsen and Landrø, 2014). 수직방향으로의 도깨

비파 제거는 GeoStreamer에서도 사용된 것이지만 IsoMetrix는

수신기 배열의 어느 위치에서도 3차원 파동장 분리가 가능하

기 때문에 시공간 모두 광대역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가

속도계의 측정값으로부터 압력 변화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 간격이 넓은 Y방향 성분(cross-line)에 대한 내삽이 용

이하다. 이론적으로 띠 폭이 제한되어 있는 신호는 신호의 진

폭 값과 1차 미분 값을 이용하여 나이퀴스트(Nyquist) 샘플링

간격의 절반으로 내삽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Shannon,

1949). 또한 파동현상에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12)

따라서 Y방향의 가속도 성분을 알면 같은 방향의 압력 성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고, 일반적인 샘플링 이론에 비해 조밀한

내삽이 가능하다. Fig. 14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공간 알

리아스 효과(aliasing)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다.

따라서 넓은 간격의 샘플링으로도 내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

은 탐사 비용으로 더 조밀한 탄성파 자료를 얻을 수 있거나

같은 밀도의 탄성파 자료를 더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가변 심도 스트리머

가변 심도 스트리머는 깊이가 변하도록 스트리머 케이블을

설치함으로써 광대역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는 기법이다

(Soubaras and Dowle, 2010). 벌림 거리에 따라 깊이가 달라지

면 각기 다른 톱니 주파수를 갖게 되고 이러한 자료들이 서로

부족한 주파수 대역의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저주파수 및 고주

파수 성분을 향상시켜주는 기술이다. 현실적으로는 스트리머

깊이가 벌림 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리머의 기울기가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깊이가 일정

하게 유지되도록 한다(Fig. 15). 이러한 탐사 설계를 정의하기

위해 CGG사의 BroadSeis 기술은 z0와 s0 , xc의 세 변수를 사

용하였다. z0는 첫번째 센서가 위치한 지점의 깊이이며, s0는

기울어진 부분에서 케이블의 기울기로 보통 1 ~ 3% 값을 가

진다. 마지막으로 xc는 첫번째 센서로부터 케이블이 수평한

지점까지의 수평 거리이다. Fig. 16은 BroadSeis를 사용하여

얻는 신호들의 주파수 대역을 나타낸 것이다. 톱니 주파수가

서로 다른 다양한 스펙트럼의 자료들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도깨비파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고 분해능 높

은 탄성파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스트리머의 뒷부분을 깊

은 심도에 위치시킴으로써 저주파수 성분의 신호 대 잡음비가

향상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깊은 심도에 위치한 스트리머에

서 취득한 자료의 고주파 성분 손실은 가변 심도 부분에서 취

득한 자료로 복구할 수 있다(Fig. 16).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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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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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mplitude spectra of pressure (blue) and particle velocity

(green) signals.

Fig. 14. Illustration of spatial aliasing by interpolation: (a)

reconstructed waveform using pressure-only measurements by

conventional seismic survey and (b) pressure and gradients in

IsoMetrix (redrawn from WesternG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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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심도 송신원(Multi-level source)

앞에서 설명한 기술들은 대부분 스트리머 케이블 설계에 변

화를 줌으로써 수신기 도깨비파의 영향을 없애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손실된 주파수 성분들을 더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는 송신원 도깨비파의 영향 또한 제거해 주어야 한다. 다심도

송신원은 송신원 도깨비파의 영향을 제거해주기 위한 기술로

서 대표적으로 PGS사의 GeoSource와 CGG사의 BroadSource

가 있다. 

GeoSource는 다양한 깊이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발파하도

록 설계된 여러 개의 에어건(air-gun)이 모여 구성되는 송신원

배열이다(Parkes and Hegna, 2011). 송신원 배열을 구성하는

에어건들은 전통적인 탐사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규격을 사

용할 수 있다. 배열에 속한 모든 에어건의 폭발 지연 시간은 1

초 미만으로 각 에어건에 의해 기록되는 탄성파 신호가 모두

같은 반사면으로부터 반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에어건

의 깊이는 진폭 스펙트럼에서 톱니 주파수가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Fig. 17은 2개의 에어건으로 구성된

가장 간단한 GeoSource 송신원 배열과 각 에어건에서 발생하

는 파의 파선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각 에어건에 의해

발생하는 파동장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Fig. 18(a), 18(b)와 같

으며, 각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Fig. 19와 같다. GeoSource

를 사용하여 취득한 자료는 시간 지연을 갖는 신호들이 섞여

나타나게 된다. 이를 각각의 에어건 별로 분리하는 디블렌딩

(de-blending)을 수행한 후 지연 시간을 고려하여 다시 합쳐주

면 송신원 도깨비파의 영향이 줄어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디

Fig. 15. Acquisition geometry of variable-depth streamer (redrawn from CGG web).

Fig. 16. Amplitude spectra of the signals acquired by variable-depth

streamer (redrawn from CGG web).

Fig. 17. Air-gun configuration of GeoSource and ray paths of

primary and ghost waves.

Fig. 18. Illustration of simplified signals at different depths: (a)

wavefields from over source and (b) under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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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딩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취득한 자료

를 공통 채널 모음(common channel gather)으로 정렬한 후 임

시로 깊은 심도의 에어건에 대해 신호가 일직선상에 나열되도

록 한다. 이렇게 하면 일직선상에 위치한 신호들은 결맞음 신

호(coherent signal)가 되며 그 외의 신호(얕은 심도의 에어건

에 의해 발생한 신호 및 잡음)들은 비결맞음 신호(incoherent

signal)가 된다. 그 후 주파수-공간 영역 곱풀기 등을 적용하여

비결맞음 신호들을 제거하고, 누락(leakage)된 신호를 곡선요

소 잡음 감쇠 기술(curvelet noise attenuation tool)을 사용하여

채워준다(Kustowski, 2013). 이와 같은 과정을 얕은 심도 에어

건에 의해 발생한 신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준다.

BroadSource는 다른 깊이에 있는 두 개의 송신원 배열로부

터 발생시킨 신호를 사용하여 송신원 도깨비파의 영향을 없애

는 기술이다(Siliqi et al., 2013). 이 때 더 깊은 곳에 위치한 송

신원 배열이 약간의 지연 시간을 갖고 폭발한다. 위 쪽에 위치

한 송신원 배열에서 발생한 파가 아래에 위치한 송신원 배열

을 지날 때 아래에 위치한 송신원 배열에서 새로운 파가 발생

하게 된다. 이것이 중첩되면서 아래쪽으로 전파하는 파의 진폭

은 더 커지게 되고 도깨비파로 기록되는 위쪽으로 전파하는

파는 서로 상쇄간섭을 일으키므로 결과적으로 1차 반사파의

진폭은 커지고 도깨비파의 진폭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Fig. 20). BroadSource의 경우 정확한 먼 마당 신호(far-

field signature)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구

하기 위해 정확한 가까운 마당 신호(near-field signature)를 측

정해야 한다. 이러한 다심도 송신원 기술들은 다양한 수신기

배열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앞서 설명한 스트리머

관련 기술과 조합함으로써 더 좋은 광대역 탄성파 탐사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Fig. 21은 동일한 반사면에 대해 전통적인 방

식의 탄성파 탐사로 취득한 자료와 CGG사의 광대역 탐사 기

술인 BroadSeis와 BroadSource를 사용해 취득한 자료의 자료

처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결과보다

BroadSeis를 사용한 결과에서 층의 경계면이 더 뚜렷해지며

이전에 보이지 않던 얇은 층들 또한 관측할 수 있다.

BroadSource까지 함께 사용한 결과에선 이와 같은 효과가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광대역 탄성파 탐사는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 방법들이 갖는

Fig. 19. Amplitude spectra of the signals acquired by over source

(green) and under source (blue).

Fig. 20. Acquisition geometry for BroadSource.

Fig. 21. Seismic sections from conventional seismic survey, BroadSeis and BroadSeis combined with BroadSource (courtesy: CGG).



196 최우창·편석준

단점들을 극복함으로써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을 높여주고 궁

극적으로 해석 결과의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광대역 탄성파 탐사 기술의 핵심은 해양 탄성파 탐

사에서 큰 문제가 되는 도깨비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하

는가에 있다. 도깨비파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로서 자료처리에

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기법부터 스트리머와 에어건 배열 설계

를 변경하거나 고성능 센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장비 설계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광대역 탄성파 탐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분해능 지층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탐사 비

용을 절감하는 기술로 응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비단 해양탐

사 뿐만 아니라 육상 탐사에서도 결맞음 잡음(coherent noise)

과 고르기(sampling), 가까운 표면 효과(near-surface effect) 등

에 의해 주파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광대

역 탄성파 탐사 기술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Denis et al.,

2013).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광대역 탄성파 탐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이 국내에서 광대역

탄성파 탐사에 관심이 있거나 연구하려는 전공자들에게 기초

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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