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한국물리탐사학회 · 대한지구물리학회 공동학술대회  

2007 년 6 월 7 일(목) ~ 8 일(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암염돔 하부 구조에 대한 구조보정 연구 
 

신창수1), 고승원2), 서영탁2), 편석준3), 김성훈1), 하완수1) 
 

1)서울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css@model.snu.ac.kr 
2)한국석유공사 기술개발실 연구개발팀 

3)서울대학교 계산과학 협동과정 

 

Imaging sub-salt structures 
Changsoo Shin1), Seungwon Ko2), Young Tak Seo 2), Sukjoon Pyun 3),  

Sunghoon Kim1), Wansoo Ha1) 
1)Energy System Engineering Dept., Seoul National University, css@model.snu.ac.kr 

2)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petroleum technology institute R&D team 

3)Comput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ub-salt imaging is an unsolved hot issue in subsurface imaging area. We tested 
several important properties in imaging sub-salt structures to provide a clue to this problem. 
Reverse time migration using velocity models obtained by waveform inversion produced better 
results than that of stacking velocity analysis. Sub-salt imaging results were highly dependent 
on the size and shape of a salt structure. The results were not clear when the velocity of a salt 
structur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adjacent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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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성파 자료의 구조보정은 석유 및 가스의 시추 위치 선정과 매장 심도 추정, 매장량 평가 
등을 위한 가장 유용한 자료처리 도구로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다. 탄성파 
자료의 구조보정 기술은 NMO, DMO 방법을 이용한 전통적인 중합 기술 이후에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Kirchhoff 타입의 심도 구조보정까지 발전하였고 (Shin et al., 2003), 
최근에는 파동방정식에 기초한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이 가장 정밀한 지하구조 영상을 
제공하는 신기술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Hemon, 1978; Baysal et al., 1983; 
Loewenthal and Mufti, 1983; McMechan, 1983; Whitemore, 1983). 탄성파 자료 구조보정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 지하구조에 가장 근접한 속도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에 탄성파 속도가 매우 높은 암염층이 있는 경우, 속도 구조가 
역전되어 일반적인 속도모델링 방법으로는 암염층 및 암염층 하부의 속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파형역산 기술을 이용하여 암염층이 발달해 
있는 지하의 타당한 속도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구조보정을 실시하여 지하 
심부층까지의 영상화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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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암염돔이 존재하는 모델의 인공합성 자료에 대한 구조보정을 통하여 그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암염돔 하부의 민감도를 분석 하였다. 
암염돔을 포함하는 속도모델은 지구물리탐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벤치마킹 모델인 SEG/EAGE 3-D salt 모델의 2-D 단면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파형역산은 주파수 영역에서 입력 자료와 모델링자료의 잔차를 역전파 
시킴으로서 목적함수의 경사방향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도 모델을 추정한다. 
속도모델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Pseudo-spectral method 를 이용한 역시간 구조보정을 
실시하여 지하구조에 대한 영상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암염돔 하부 구조를 
영상화하기 어려운 이유와 영상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암염돔 
내부의 속도와 암염층의 형상이 지하 매질에서 파동의 전파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암염층 모델에 대해 파형역산과 구조보정을 수행하였다.  
 
3. 수치 예제 
3.1 SEG/EAGE Salt-dome 모델 및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 
암염돔 하부 구조의 영상화를 위해 SEG/EAGE Salt-dome 모델의 2 차원 단면(Fig. 1(a))을 
이용하여 역산을 수행하였다. 이 모델은 지표에 아주 가까운 곳까지 암염층이 올라와 
있고 단층으로 인한 암염돔의 갑작스런 돌출과 급경사 등 지하구조 영상화에 아주 
까다로운 구조들을 갖고 있다. 특히 암염층 하부 경계와 그 밑의 단층 구조들은 
영상화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암염층은 밀도는 매우 낮지만 탄성파 속도가 매우 
높아서 암염층을 통과하는 파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하게 된다. 암염층에서 생성된 
굴절파는 심부의 반사파들을 왜곡하여 정확한 영상화를 방해한다.  
Fig.1(b)의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은 파형 역산으로 얻은 속도 모델을 기초로 생성되었다. 
암염돔 하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암염돔의 구조는 비교적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더 정교한 자료 처리를 거치면 하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     (b) 
Fig. 1.  (a) True velocity of the SEG/EAGE salt-dome model and (b) reverse time migration 
images obtained by using the inverted velocity model generated by waveform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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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VA(Stacking Velocity analysis) 구조보정 
ProMAX 에서 제공하는 finite difference(FD) type, Kirchhoff type, phase shift type 의 
구조보정 알고리듬을 이용하였다. Fig. 2(a)는 SVA 의 구간속도모델을 이용하여 중합 전 
심도 구조보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암염층 상부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영상을 
제공하였으나 암염하부 구조를 정확하게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간속도에 대한 구조보정 알고리듬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실제 속도를 입력자료로 
하여 구조보정을 실시하고 이를 Fig. 2(b)에 나타내었다. Fig. 2(a), (b)로부터 중합 전 
구조보정은 속도모델에 매우 민감함을 알 수 있다. Fig. 1(b)의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역시간 구조보정의 영상이 암염돔 하부 구조를 더욱 뚜렷하게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2. (a) Prestack depth migration result using the interval velocity from SVA and (b) prestack 
depth migration image using the true interval velocity.  
 
3.3 암염돔 하부 구조 영상화를 위한 민감도 분석  

3.3.1 암염돔 내부의 속도에 따른 하부 구조 영상화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SEG/EAGE salt 모델은 암염돔 내부의 속도가 4450 m/s 인 반면, 그 
하부의 속도는 1700 ~ 1800 m/s 로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본 절에서는 암염돔 내부의 
속도를 2000 m/s 부터 4000 m/s 까지 500 m/s 간격으로 변화시키면서 모델링을 통해 
인공합성 자료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파형역산과 구조보정을 수행하였다.  
Fig.3(a)에서 볼 수 있듯이, 암염돔의 속도가 2500 m/s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지하구조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심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완만한 지질 구조에서 
파형역산이 거의 완벽한 속도 구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암염층의 
속도가 3000 m/s 이상이 되면 암염돔 하부의 구조가 왜곡되어 나타난다(Fig 3 (b),(c),(d)). 
하부 구조의 왜곡 현상은 암염층의 속도와 주변 매질의 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Fig 3(d)에서는 암염층의 속도가 주변 매질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암염돔 
상부 경계에서는 강한 반사면이 생성되고 암염돔 하부에서는 뚜렷한 지층 구조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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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3.  Reverse time migration images when the velocity of the salt structure is (a) 2500 m/s, 
(b) 3000 m/s,  (c) 3500 m/s and (d) 4000 m/s.  
 

3.3.2 암염돔 형상에 따른 하부 구조 영상화 분석  

암염돔이 위치한 심도와 위치, 크기, 형태가 구조보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SEG/EAGE 3-D salt 모델에서 4 개의 단면을 선정하였다. 각 모델은 ᆨ자 
형태의 암염층을 가진 구조, 덮개 형태의 암염층을 가진 구조, 수평으로 발달한 암염층 
구조, 수평으로 얇은 암염층을 가진 구조의 특징을 보인다.  
암염돔의 심도가 상대적으로 깊지 않고 크기가 작은 경우(Fig 4 (c), (d))에는 심도 3.5 km 
지점의 수평 퇴적층 구조가 정확하게 영상화된다. 그러나 암염층이 발달한 모델(Fig 4(a), 
(b))의 경우에는 그 하부의 수평 퇴적층이 구조보정 되지 않아 지층의 연속성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암염층이 존재하는 지질 구조에서 암염층 하부의 구조를 정확하게 
영상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영상화 방법으로는 파형역산으로 얻은 속도모델을 
이용한 역시간 구조보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SVA 구조보정의 영상보다 더욱 
뚜렷한 암염돔 하부 구조 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암염돔 하부 영상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조건의 암염돔 모델에 대해 구조보정을 수행하였다. 암염돔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 구조보정 영상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암염층의 속도가 
주변 매질의 속도에 비해 현저히 클 때 하부의 구조는 정확하게 영상화되지 않았다. 
암염돔의 크기가 클수록, 길이가 길수록 하부 구조가 심하게 왜곡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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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Reverse time migration images of (a) y=4.7 km profile, (b) y=5.8 km profile, (c) y=10.2 km 
profile and (d) y=11.4 km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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