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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elastic impedance (EEI) is an extension of elastic impedance (EI) which is a generalization of acoustic

impedance (AI) for nonzero angles of incidence and can be tuned to be proportional to reservoir properties. In this

study, we evaluated EEI inversion by estimating the P-(Vp) and S-wave velocities (Vs), P-wave to S-wave velocity

ratio (Vp/Vs), and Poisson’s ratio of the Second Wall Creek Sand of the Teapot Dome field, Wyoming, USA. We

also applied the EEI inversion technique to estimate porosity, gamma-ray values, and density of the Second Wall

Creek Sand. Data used in the study include 3-D pre-stack seismic data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field and four

wells, selected from a large well database. The Vs logs at the wells were constructed from the Vp logs using the

empirical relationships. The percent prediction errors for the four velocity properties are less than about 5% except

for Poisson's ratio at one well, supporting that the EEI inversion can be used in the prediction of rock properties.

However, the results from the EEI inversion analysis of porosity, gamma-ray values, and density at the wells were

unsatisfactory and thus these properties, which are not directly computed from velocities, may not be suitable for

EEI inversion. 

Keywords : Teapot dome, Second Wall Creek Sand, extended elastic impedance, inversion

확장 탄성 임피던스(extended elastic impedance, EEI)는 입사각에 따른 음향 임피던스(acoustic impedance, AI)

를 일반화한 탄성 임피던스(elastic impedance, EI)를 확장한 개념으로서 다양한 저류암 물성과 대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EEI 역산을 적용하여 예측한 저류암적 물성이 실제 물성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지를 검증한

사례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EEI 역산 기법을 이용하여 미국 와이오밍주 Teapot Dome 유전의 주요 저류층 중

하나인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의 P파속도(Vp), S파속도(Vs), P파속도-S파속도 비(Vp/Vs), 포아송비(Poisson’s

ratio)와 같은 속도 물성들을 유추하고 실제 물리검층 자료와 비교하여 EEI 역산 기법의 정확도를 검증했다. 사용된

자료는 Teapot Dome 유전 남부의 3차원 공심점 모음 자료(CDP gather)와 많은 시추공에서 선택된 4개의 시추공 자

료이다. Vs 검층자료는 경험식을 통해 Vp 검층자료로부터 계산되었다. 4개의 속도 물성 EEI 예측 %에러는 한 시추

공에서의 포아송비를 제외하면 약 5%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속도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공극률, 감마선

검층값, 밀도와 같은 물성들은 시추공에서의 EEI 역산 분석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전체 자료에 EEI 역산을 적

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속도 물성의 경우 EEI 역산을 적용할 수 있지만 속도로부터 직접 계산이 되지 않는 물성의

경우는 EEI 역산 적용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Teapot dome, Second Wall Creek 사암층, 확장 탄성 임피던스,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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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성파 자료는 암상, 공극률, 유체의 변화와 같은 물

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물성을 추정하기 위

한 여러 가지 탄성파 역산 기법이 이용되고 있다. 일

반적인 탄성파 역산 기법은 탄성파 자료로부터 파형의

영향을 제거해 지층의 정보를 도출하는 것으로, 중합

후 자료로부터 음향 임피던스(acoustic impedance,

AI) 즉, P-임피던스(P-impedance)를 계산하거나 중합전

자료를 이용하여 P-임피던스 뿐 아니라, S-임피던스(S-

impedance), 밀도 등을 유추하는 것이다. Connolly(1999)

는 음향 임피던스에 입사각, 즉 오프셋 각의 변화를

고려하여 일반화한 탄성 임피던스(elastic impedance,

EI)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EI는 입사각에 따라

서 변화 폭이 지나치게 커서 저류암의 물성들과 직접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Whitcombe(2002)이 해석이

가능한 값으로 보정해 준 스케일된 EI를 제안했다. 또

한 Whitcombe et al.(2002)은 입사각을 대체하는 새로

운 χ라는 각도를 도입하여 EI를 확장시켜서 확장 탄

성 임피던스(extended elastic impedance, EEI)라고

정의했다. χ는 저류암의 물성 또는 탄성 변수와 대비

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계산된 χ와 중합전 자

료의 오프셋에 따른 진폭 변화(amplitude variation

with offset, AVO) 분석 결과를 이용해 P파속도(Vp),

S파속도(Vs), Vp/Vs, P-임피던스, S-임피던스, 라메 상수

(λ, µ) 등을 계산할 수 있고, 다른 저류암 물성도 유추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Whitcombe et al., 2002).

Whitcombe et al.(2002)은 EEI 역산으로 Central

North Sea Forties 지역의 탄성파 자료와 1개의 시추

공 자료로부터 유체 포화도와 감마선 검층값을 추정했

으며, Neves et al.(2004)은 EEI 역산으로 Central

Saudi Arabia 지역의 탄성파 자료와 3개의 시추공 자

료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의 가스층에 대한 감마선 검

층값을 추정했다. Arsalan and Yadav(2009)는 EEI 역

산으로 India 동부 해안에 위치한 Krishna-Godavari

분지의 셰일 비율(shale fraction), 지층수 총포화도

(total water saturation), 총공극률(total porosity)을

계산하여 저류층 특성을 분석했다. Awosemo(2012)는

EEI 역산으로 미국 멕시코만의 High Island 지역의

탄성파 자료와 2개 시추공 자료를 이용해 Vp/Vs, 체적

탄성률, 전단 탄성률, 라메 상수와 S-임피던스 등을 추

정했다. 이와 같이 EEI 역산 기법을 통한 여러 연구

가 수행되었지만, EEI 역산 결과가 실제로 저류암의

물성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지를 검증한 사례는 거

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와이오밍주 Teapot Dome 유전

(Fig. 1)의 중합전 및 중합후 3차원 탄성파 자료와 시추

공 물리검층자료(Figs. 2, 3)를 일차적으로 검토한 후

Fig. 1. Location of the Teapot Dome field, Wyoming,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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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암층 중에서 물리검층 신호가 가장 양호하고

뚜렷한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여 EEI 역산을 수행하고 Vp, Vs, Vp/Vs, 및 포

아송비(Poisson's ratio)를 추정했으며, 시추공 위치에서

EEI 역산 기법으로 예측된 값을 실제 물리검층자료와

비교했다. 또한 속도로부터 직접 계산되지 않는 공극

률, 감마선값, 밀도 유추에 EEI 역산을 적용해 보았다.

2. 연구지역 개요
 

연구지역인 Teapot Dome 유전은 미국 와이오밍주

Casper 지역 북부의 Powder River 분지 남서부 끝부

분에 위치하며, Powder River 분지의 서부 가장자리

를 따라 분포하는 여러 탄화수소 집적 구조들 중 하나

이다(Dolton and Fox, 1996). 유전의 면적은 약

46 km2이며(Klusman, 2005), 1908년부터 지금까지

1300여개 이상의 시추가 이루어졌다. Teapot Dome

구조는 백악기 후기부터 에오세에 이르는 Laramide

조산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Curry, 1977). Laramide

조산운동은 Rocky 산맥과 Colorado 고원 지역에 영향

을 미친 광역적 운동으로, Montana 북부에서 New

Mexico 남부, High Plains 서부에서 Utah 동부까지

영향을 주었다(Blackstone, 1980; Hamilton, 1988;

Dickinson et al., 1988; Saleeby, 2003). Teapot Dome

구조는 북서-남동 방향의 곡선령 축(curvilinear axial

hinge line)을 갖는 비대칭 배사구조이며(Fausnaugh

and LeBeau, 1997; Roth et al., 2005), 축을 기준으

로 동-북동 방향으로 최소 15° 이하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반면, 서-남서 방향으로는 최대 30°의 급격한

경사를 가진다(Roth et al., 2005). 

Teapot Dome 유전의 고생대층은 비교적 얇은 사암,

석회암, 백운암, 셰일, 증발잔류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Dennen et al., 2005). 중생대층은 주로 육성기원의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의 퇴적층과 백악기의 하성 사

암 및 셰일층, 해성 사암 및 셰일층으로 구성되어 있

다(Dennen et al., 2005). Teapot Dome 유전의 주요

저류암은 펜실베이니아-페름기의 Tensleep 사암층, 백

악기의 Shannon 사암층과 Second Wall Creek 사암

층이다(Fig. 4). Tensleep 사암층은 박층의 석회암과

증발잔류암이 포함하고 있으며 풍성기원으로 알려져 있

고(Friedmann and Stamp, 2006) 공극률이 10%에서

20% 정도이다(Harris et al., 2005).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은 육성 및 삼각주 기원으로서 두께가 약

12 m 정도이고(Friedmann and Stamp, 2006) 공극률

은 10%에서 20%의 범위이다(Harris et al., 2005).

Fig. 2. Study area, seismic data coverage and well locations.

Fig. 3. Display of 3-D seismic data used in this study.

Inline, corssline and time  slice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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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non 사암층은 하성 및 조간대 퇴적층으로서 두께

가 약 35 m이며(Friedmann and Stamp, 2006) 공극

률은 약 14%에서 20% 정도이다(Schulte, 2002).

3. 연구 자료 

본 연구에 이용된 Teapot Dome 3차원 탄성파 탐

사 자료(Figs. 2, 3)는 WesternGeco사가 2001년 1200

채널의 바이브로사이즈(vibroseis) 장비를 이용하여 취

득했으며 Excel Geophysical Services사가 자료처리를

수행했다. 수진기 그룹과 음원 그룹의 측선 간격은 각

각 67 m × 268 m, 66 m × 670 m이다. 빈(bin)

의 크기는 33.5 m × 33.5 m이고 샘플링 간격은

2 ms이다. 자료 취득 면적은 약 58 km2이며 268개의

inline과 187개의 crossline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록 구

간은 0-2초이다. 자료처리는 굴절파 정적 시간차

(refraction statics) 보정, 실진폭 회수(true amplitude

recovery), 디컨볼루션(deconvolution), 속도분석, 경사

보정(dip moveout correction) 등 일반적인 처리 과정

이 포함되었다(Aktepe, 2007). 

본 연구에 사용된 시추공 자료는 총 1300여개의

Teapot Dome 시추공 자료 중 Second Wall Creek

사암층에 도달하지 않는 600 m 이하의 시추공과 50-

60년대에 취득되어 자료 질이 낮은 시추공 등을 우선

적으로 제외한 뒤, 음향, 감마선, 밀도, 중성자 공극률

의 디지털 검층 자료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19개의

시추공을 선별했다(Fig. 2, Table 1). 음향검층 자료가

없는 시추공은 주변에 위치하는 시추공의 음향검층 자

료를 공유했다. 그리고 19개 시추공 중 역산 분석 결

과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의 물성을 잘 예측하는

4개 시추공을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 및 결과 비교에

이용했다. 탄성파 자료는 이 시추공의 분포를 고려하

여 연구지역의 구조의 남부를 포함하는 inline 105번부

Fig. 4. Generalized stratigraphic section of the Power

River Basin. Modified from Aktepe (2007).

Table 1. 19 wells analyzed in this study and their well logs.

Wells with * indicates the four wells used in final data

analysis

Well names GR ρ Vp NPHI

*43-2 √ √ √

*56-TpX √ √ √ √

*63-TpX √ √ √

*72-MX √ √ √

24-AX √ √ √

25-1 √ √ √ √

36-MX √ √ √ √

41-MX √ √ √

43-TpX √ √ √ √

51-CMX √ √ √

51-1 √ √ √

53-TpX √ √ √

56-ShX √ √ √ √

63-2 √ √ √

64-JX √ √ √ √

71-DX √ √ √

75-TpX √ √ √

85-AX √ √ √

86-J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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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0번, crossline 29번부터 181번을 선택했다

(Fig. 2). 또한 EEI는 입사각이 증가하면서 정확도가 낮

아지기 때문에 0°에서 40°의 입사각 범위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이용했다. 추가적인 탄성파 자료처리는

ProMAX3D, Seismic Processing Workshop(version

3)을 이용했고, Kingdom(version 8.7)과 Hampson-

Russell(version 9)을 이용해 중합전·후의 탄성파 자

료 해석과 EEI 역산을 수행했다. 

 

4. 자료 분석 및 결과 

4.1. 물리검층 자료 편집

밀도 검층자료는 단 간격과 장 간격으로 측정된 밀

도값의 차이로부터 계산된 밀도보정 검층자료(DRHO)

로 자료의 질을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DRHO의 절대

값이 0.15 g/cm3의 범위를 벗어나면 자료의 신뢰도가

낮으므로(Hilchie, 1989) 해당 범위의 밀도 검층자료는

제외했다. 

중성자 공극률 검층자료는 셰일에 포함되어 있는 수

소의 영향으로 저류층에 셰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공극률보다 높게 측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셰일

영향(shale effect)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셰일 부피를

계산해야 한다. 먼저, 19개 시추공의 감마선 검층자료

히스토그램(Fig. 5)으로부터 감마선 검층값의 전체 분

포를 파악한 뒤, 순수한 사암과 100% 셰일의 기준을

각각 40 API와 150 API로 가정하여 아래의 감마선

지수(gamma-ray index)를 계산했다(Asquith and

Krygowski, 2004).

 (1)

여기서 IGR는 감마선 지수, GRlog는 검층자료의 감마선

값, GRsand은 순수한 사암층의 감마선값, GRshale은

100% 셰일층의 감마선값이다. 이렇게 계산된 감마선

지수를 제3기 이전(pre-Tertiary) 지층에 이용되는 아래

의 Larionov 식(Asquith and Krygowski, 2004)에

적용하여 셰일 부피(Vsh)를 계산했다.

 (2)

최종적으로 아래의 Dewan(1983)의 식으로부터 중성

자 공극률을 보정해 주었다.

 (3)

여기서 ΦNe는 셰일의 영향이 보정된 중성자 공극률

검층값, ΦN는 중성자 공극률 검층값, ΦNsh는 셰일의

중성자 공극률 검층값이다. 

본 연구 지역의 시추공에서 S파 음향 검층 자료가

취득되지 않아서 Vp 검층자료로부터 경험식을 이용하

여 Vs 검층자료를 구성했다. Vs 검층자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감마선 검층자료를 이용하여

사암(<40 API), 셰일(>150 API), 사암과 셰일에 속

하지 않는 층으로 암상을 구분하여 사암과 셰일층은

Greenberg and Castagna(1992)의 식으로, 사암과 셰

일에 속하지 않는 층은 일반적인 쇄설성 퇴적암에 이

용되는 mudrock 관계식(Castagna et al., 1985)을 적

용했다. 각각의 경험식은 아래와 같다:

(4)

 (5)

 (6)

또한 사용된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 중 잡음이나 오

류를 나타내는 스파이크(spike)는 제거했으며, 각각의

자료에 대해 15개 샘플 구간을 이용해 이동 평균 필터

(running average filter)를 적용하여 검층자료가 탄성

파 속성들과 잘 대비되도록 하였다. 

4.2. 추가 자료처리

탄성파 자료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으

로 주파수-거리 디컨볼루션(FX deconvolution)과 주파

수 대역 향상(bandwidth enhancement) 처리를 수행

했다. 주파수-거리 디컨볼루션은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하여 시간 영역의 탄성파 자료를 주파

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IGR
GRlog GRsand–

GRshale GRsand–
---------------------------------=

Vsh 0.033 2
2I
GR

1–( )=

ΦNe ΦN Vsh ΦNsh⋅–=

Vs sand( ) 0.80416Vp 0.85588–=

Vs shale( ) 0.76969Vp 0.86735–=

Vs mudrock( ) 0.8621Vp 1.1724–=

Fig. 5. Histogram for gamma-ray values of 19 wells.

Cutoffs for clean sand and 100% shale were assumed to be

40 and 150 API,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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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les, 1984). 주파수 영역에서 복잡한 예측 필터

(prediction filter)로 생성한 임의의 신호와 실제 신호를

비교하여 그 차를 잡음으로 가정하고 이를 보정했다.

또한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의 두께는 12 m로

서 전형적인 탄성파 자료에서 중심 주파수가 약 45-

50 Hz 정도인 경우에 해당되는 해상도이다(Yilmaz,

1987). 그러나 일반적인 탄성파 탐사의 경우 주파수 범

위가 약 20 Hz에서 50 Hz로서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의 상부 경계면과 하부 경계면의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 파형 변환(continuous wavelet

transform) 기법을 이용한 주파수 대역 향상(bandwidth

enhancement)으로 자료의 해상도를 향상 시켰다

(Fig. 6). 연속적 파형 변환을 이용한 주파수 대역 향상

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고주파 증폭 기법보다 잡음의

증폭이 훨씬 작고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와 대비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mith et al., 2008). Figs. 6a

와 6b에서 보는 것처럼 증가 주파수 대역 향상 전에는

중심 주파수가 약 25 Hz이나 주파수 대역 향상 후에는

약 35 Hz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s. 6c와 6d는

수직 경로시차 보정(normal moveout correction)된

공심점 모음의 주파수 대역 향상 전과 후이다. 

4.3. 탄성파 자료 해석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은 Friedmann et al.

(2004)의 논문에서 확인된 동일 지층의 상부 경계와 직접

대비한 후 연구지역 전체에 대해서 해석했다(Fig. 7).

그리고 역산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합후 탄

성파 자료에서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의 하부경

계도 해석했다. 탄성파 단면상에서 해석된 층의 정보

가 많을수록 역산의 정확도가 향상되지만(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의

역산 결과만 분석했기 때문에 Second Wall Creek 사

Fig. 6. (a) Amplitude spectrum before bandwidth enhancement. (b) Amplitude spectrum after bandwidth enhancement. (c)

NMO-corrected CDP gather before bandwidth enhancement. (d) NMO-corrected CDP gather after bandwidth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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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층을 제외한 추가적인 지층 경계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다. 남부 지역 중 일부는 인접한 지층신호와 경계

가 불분명하여 자료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의 상부와 하부

경계를 중합후 자료에서 해석하였기 때문에 AVO 분석

을 위해서 중합전 자료에 도시하면 탄성파 반사면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합후 자료에서

해석된 경계면을 기준으로 중합후 자료, 즉 수직 경로

시차 보정된 공심점 모음에서 Second Wall Creek 사

암층의 상부와 하부 경계를 추가적으로 해석했다.

4.4. 탄성파-시추공 대비 (Seismic-to-well tie)

역산 기법으로 지층과 직접 대비되는 절대 임피던스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성파 자료와 시추공 물

리검층 자료가 최대한 잘 대비되어야 한다. 즉, 각 시

추공에서 최대한 정확한 시간-깊이 모델을 완성하기 위

해서 탄성파 자료와 시추공 자료를 직접 대비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합성(synthetic) 트레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파형의 진폭 스펙트럼(amplitude

spectrum)은 탄성파 자료로부터 통계적으로 추출하고,

위상은 영위상(zero-phase)으로 가정했다. 이때 이용된

탄성파 자료의 범위는 500 ms부터 1200 ms으로, 잡

음으로 인해 신호의 구분이 어려운 상·하 구간은 제

외하였고 파형 길이(wavelet length)는 150 ms이다.

이렇게 추출된 파형을 각 시추공의 밀도검층 자료와

속도검층 자료로부터 계산된 반사계수와 컨볼루션

(convolution)하여 합성 트레이스를 만들고, 실제 탄성

파 트레이스와 대비하여 일차적인 시간-깊이 관계를 구

성했다. 다음으로 일련의 위상 회전을 파형에 적용하

여 합성 트레이스와 탄성파 자료를 다시 대비시켜서

해당 시추공 위치에서 최고의 상관 계수를 갖는 파형

위상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탄성파 자료와 시추공

자료의 최적화된 대비를 위해 합성 트레이스를 미세하

게 조정하여, 19개의 시추공에 대해서 최종 시간-깊이

Fig. 7. Seismic profile showing top and base of the Second

Wall Creek Sand which respectively follow a peak and a

trough. See Fig. 2 for location.

Fig. 8. Seismic-to-well tie at the 43-2 well. (a) Density log. (b) P-wave velocity (Vp) log. (c) Wavelet, (d) Synthetic traces,

(e) Actual seismic traces at the well location. (f) Portion of seismic profile cross the 43-2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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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구성했다(Fig. 8). 19개 시추공 중 Vp 검층자료

가 없는 13개 시추공의 경우 인접한 시추공의 Vp 검

층자료를 이용하여 탄성파-시추공 대비를 수행했다.

4.5. 확장 탄성 임피던스(Extended elastic impe-

dance, EEI)

4.5.1. 이론

EI(Connolly, 1999)는 입사각에 따른 음향 임피던스

를 개념적으로 일반화한 것으로 역산을 통해 계산된

EI의 크기가 입사각의 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크게 변

하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한 값으로 보정해 주어야 한

다. 따라서 Whitcombe(2002)은 기존의 EI 식에 세

개의 상수 α0, β0, ρ0를 도입해 EI를 스케일링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θ는 입사각, α는 Vp, β는 Vs, ρ는 밀도,

a = 1 + sin2θ, b = − 8Ksin2θ, c = 1 − 4Ksin2θ이고,

K는 (β/α)2, α0, β0, ρ0는 대상 저류층의 평균 Vp,

Vs, 밀도이다. 

EEI는 Zoeppritz 방정식을 2개 항으로 선형화한

Shuey(1985)의 식으로부터 EI를 더욱 확장한 것이다

(Whitcombe et al., 2002). Shuey의 식에서 입사각에

따른 진폭의 변화가 입사각이 약 30도 정도까지 입사

각의 사인함수의 제곱 즉, sin2θ에 일차선형관계이다.

그런데 일차선형관계를 sin2θ의 범위 밖으로 연장하면

이론적으로 어떠한, 즉 음의 값도 포함하는 sin2θ의

값에 대해서도 Shuey의 식이 예측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sin2θ가 실제로 음의 값이나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sin2θ를 tanχ로 대체하여

그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추가로 cosχ를 곱해

스케일링된 EI로부터 EEI를 계산 한다. 여기서 변수

χ는 −90°부터 90°까지 값을 가지는 새로운 각도로서

아래의 식과 같이 EEI가 최종적으로 χ의 함수로 정의

된다.

(8) 

여기서, p = cosχ + sinχ, q = − 8Ksinχ, r = cosχ

− 4Ksinχ이다.

EEI의 중요한 이점은 χ에 따른 스케일링된 반사도

Rs(χ)로부터 대상 저류층의 물성에 상응하는 EEI 값

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식은 위에서 언급

한 2개 항으로 선형화한 Shuey의 식으로서 입사각에

따른 P파의 반사도 Rp(θ)는 sin2θ의 함수이며 A와 B

는 각각 AVO 분석을 통해 결정된 절편과 기울기이다. 

(9)

위의 식에서 sin2θ를 tanχ로 치환함으로써 아래의

식으로 변환된다. 

 (10)

다시 위의 식에 cosχ를 곱하여 스케일링된 Rs(χ)가

정의된다.

(11)

4.5.2. χ 결정 

Fig. 9는 EEI 역산 전 과정의 흐름도로서 시추공

검층자료로부터 대상 저류층 물성을 추정하기 위한 최

적의 χ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검층 자료

로부터 구한 여러 탄성 변수와 암석 물성을 EEI 값과

대비하여 각 대상물성에 대한 최적의 상관을 갖는 χ값

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χ의 범위 −90°부터 90°까지

EEI 스펙트럼을 만들어 대상 저류층 물성을 대비하여

최적의 χ값을 얻는다. χ값은 상호 상관이 이뤄지는

적용구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χ값

추정을 위해 대상 검층 자료의 적용 범위를 Second

Wall Creek 사암층으로 제한하여 χ의 정확성을 높였다.

Fig. 10은 시추공 43-2에서 계산된 χ와 해당 물성

과의 상관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는 19개 시

EI θ( ) α0ρ0

α

α0

-----⎝ ⎠
⎛ ⎞

a β

β0

-----⎝ ⎠
⎛ ⎞

b ρ

ρ0

-----⎝ ⎠
⎛ ⎞

c

=

EEI χ( ) α0ρ0

α

α0

-----⎝ ⎠
⎛ ⎞

p β

β0

-----⎝ ⎠
⎛ ⎞

q ρ

ρ0

-----⎝ ⎠
⎛ ⎞

r

=

Rp θ( ) A Bsin
2

θ+=

R χ( ) A Btanχ+=

Rs χ( ) Acosχ Bsinχ+=

Fig. 9. Flow chart for EEI invers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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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공에서 계산된 χ값으로, 실제 Vp, Vs, Vp/Vs, 포아

송비는 대부분 1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공극률과 감마선, 밀도검층 값은 각각 0.0-0.50, 0.18-

0.78, 0.41-0.99의 큰 범위를 보여서 EEI 역산을 적용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p, Vs, Vp/Vs, 포

아송비에 대해서만 EEI 역산을 적용했다. 

동일한 물성에 대한 χ값이라도 암상과 유체가 각

시추공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르고, 시추공 상태

등이 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추공에 따라

χ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시추공에

서 EEI 스펙트럼 분석을 실시한 뒤, 해당 변수에서

최적의 상관을 갖는 χ값 중 여러 시추공에서 높은 빈

도로 나온 값을 선택했다. Vp, Vs, Vp/Vs, 포아송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χ값은 각각 -90°, -90°,

36°, 37°이다. Vp, Vs의 경우 χ가 동일한데 이는

Vs가 Vp와 선형의 경험식을 통해 도출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χ값이 같아도 최종적으로 스케일링 작업이

추가되므로 예측한 Vp의 Vs값은 다르다.

4.5.3. EEI 검층 곡선 및 Rs(χ) 생성

최적의 χ값을 찾은 뒤, 식 (8)으로부터 Vp, Vs, Vp/Vs,

포아송비에 해당되는 χ값으로 각각의 EEI 검층 곡선

Fig. 10. Correlation of well logs and EEI logs as a function

of χ at the 43-2 well.

Table 2. χ value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Vp, Vs, Vp/Vs, Poisson’s ratio, density, gamma-ray values, and neutron

porosity for 19 wells.  * indicates four wells used in final data analysis

Well

Vp Vs Vp/Vs Poisson’s  ratio Density GR NPHI

χ
Correl.

coeff.
χ

Correl.

coeff.
χ

Correl.

coeff.
χ

Correl.

coeff.
χ

Correl.

coeff.
χ

Correl.

coeff.
χ

Correl.

coeff.

*43-2 -90 0.95 -90 0.97 35 1.00 37 0.98 18 0.75 21 0.29 -90 0.02

*56-TpX -90 0.97 -90 0.93 43 1.00 44 0.99 22 0.99 90 0.50 39 0.26

*63-TpX -80 0.97 -90 0.99 36 1.00 36 0.98 18 0.75 19 0.63 90 0.18

*72-MX -28 0.97 -90 0.99 34 1.00 36 0.98 18 0.64 19 0.44 -90 0.03

24-AX -90 0.95 -90 0.97 38 1.00 38 0.99 20 0.79 21 0.54 -90 0.27

25-1 -34 0.98 -90 0.99 36 1.00 36 0.99 16 0.84 21 0.67 90 0.36

36-MX -38 0.99 -90 1.00 36 1.00 41 0.98 14 0.98 21 0.59 90 0.07

41-MX -90 0.98 -90 0.99 36 1.00 38 0.99 19 0.81 17 0.18 -90 0.06

43-TpX -13 0.99 -88 1.00 32 1.00 35 0.97 20 0.52 21 0.78 90 0.11

51-CMX -15 0.95 -89 0.98 36 1.00 35 0.98 19 0.41 22 0.20 -90 0.50

51-1 -20 0.97 -90 0.99 36 1.00 38 0.99 18 0.56 19 0.42 90 0.07

53-TpX -49 0.96 -90 0.98 35 1.00 38 0.98 19 0.69 20 0.66 -90 0.03

56-ShX -5 0.98 -85 0.99 34 1.00 32 0.98 8 0.88 22 0.64 90 0.49

63-2-SX -38 0.97 -90 0.99 35 1.00 36 0.98 16 0.69 18 0.55 90 0.00

64-JX -76 0.97 -90 0.99 37 1.00 36 0.98 19 0.83 20 0.76 -90 0.31

71-DX -90 0.98 -90 0.98 38 1.00 38 1.00 19 0.94 19 0.57 -90 0.01

75-TpX -9 0.99 -83 0.98 33 1.00 34 0.99 14 0.65 22 0.54 90 0.09

85-AX -90 0.99 -90 0.99 39 1.00 39 0.99 20 0.94 19 0.40 -90 0.28

86-JX -24 0.93 -90 0.98 36 1.00 39 0.99 15 0.68 15 0.25 90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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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성하여 실제 검층자료와 비교했다(Fig. 11). 이 때

Vp, Vs, Vp/Vs, 포아송비에 해당되는 EEI 검층값은 임

피던스의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검층값의 단위

와 다르지만 직접 대비하여 관계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19개 시추공 중 대부분의 시추공에서 EEI 검층

곡선과 실제 검층 자료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특히 Second Wall Creek 사암층 구간에서는

거의 일치했다. 

최적의 χ가 확인된 Vp, Vs, Vp/Vs, 포아송비에 대

한 Rs(χ)볼륨을 구성하기 위하여 중합전 자료에 대한

AVO 분석을 실시하여 절편(A)과 기울기(B)의 탄성파

볼륨을 구성했다. 그리고 절편과 기울기 볼륨을 식

(11)에 대입하여 Vp, Vs, Vp/Vs, 포아송비 각각에 대한

Rs(χ)을 계산했다(Fig. 12). 

4.5.4. 역산 적용 및 스케일링

여러 가지 역산 기법 중에서 많은 자료 분석이 필요

없고 빠르게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colored 역

산(colored inversion, CI) 기법 (Lancaster and

Whitcombe, 2000)으로 역산을 수행했다. CI의 일차적

인 결과물은 상대 EEI이므로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로

구성한 EEI의 초기 저주파 모델을 추가하여 최종적으

로 절대 EEI를 계산했다. CI는 시추공 검층 자료로

계산된 음향 임피던스의 스펙트럼을 로그 스케일로 도

시했을 때, 전체 스펙트럼이 나타내는 선형의 관계를

Fig. 11. Log curves (black) of Vp, Vs, Vp/Vs, Poisson's ratio and EEI log curves (gray) computed for Vp, Vs, Vp/Vs, and

Poisson's ratio at the 43-2 well.

Fig. 12. (a) Rs(−90o) section for Vp and Vs. (b) Rs(36o)

section for Vp/Vs. (c) Rs(37o) section for Poisson's ratio.

See Fig. 2 f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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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Walden and Hosken, 1985). 본 연구에서는

EEI 역산이므로 음향 임피던스가 아닌 검층 자료에서

계산된 Vp, Vs, Vp/Vs, 포아송비 대한 각각의 EEI의

로그 스케일 스펙트럼에서 각각의 선형 관계를 구하고

시추공 위치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Rs(χ)의 스펙트럼에

적용하여 각각에 적용되는 연산자를 계산했다. 그리고

각각의 연산자와 각각의 Rs(χ)를 컨볼루션하여 Vp,

Vs, Vp/Vs, 포아송비에 대한 상대 EEI를 계산하고

EEI의 초기 저주파 모델을 적용하여 지층의 경계면과

대비되는 절대 EEI를 계산한 후에 -90도 위상 회전으

로 최종적으로 지층과 직접 대비되는 절대 EEI 볼륨

들을 완성했다(Fig. 9). Fig. 13은 Vp 계산을 위한 CI

연산자 계산의 예이다. 

전체 자료에 CI를 적용하기에 앞서 19개의 시추공

에 대해서 역산 분석을 수행하여 CI의 적용 가능 여부

를 확인했다. Fig. 14는 시추공 43-2에 대한 Vp의

EEI 역산 결과로서 각 패널은 차례로 검층자료의

Vp와 χ가 -90°인 EEI이고, 세 번째 패널은 역산결과

와 검층자료의 Vp를 함께 도시한 것이다. 19개 시추

공 중에서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의 Vp, Vs 검

층값을 잘 예측하는 시추공은 총 4개로 43-2, 56-

TpX, 63-TpX, 72-MX이다. 이를 제외한 시추공에서는

해당 물성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서 역산을 수행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시추공에 대해서만 CI

역산을 수행하여 최종적인 자료 분석을 수행했다. 따

라서 이 4개의 시추공 자료만을 이용해서 EEI의 초기

저주파 모델을 다시 구성했고 4개의 CI 역산의 일차적

인 결과물인 상대 EEI로부터 절대 EEI를 다시 계산했다.

계산된 절대 EEI는 단위가 임피던스로서 대응되는

Vp, Vs, Vp/Vs, 포아송비의 단위로 변환하기 위하여 4

개의 시추공에서 Second Wall Creek 사암층에 해당

하는 구간에서 계산된 각각의 검층자료의 평균값과

EEI 평균값을 교차도시하여 가장 합리적인 추세선으로

로그 모델을 선택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그 관계식

을 구했다(Fig. 15). Vp, Vs, Vp/Vs, 포아송비에 대한

각각의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Fig. 13. Computation of colored inversion operator for Vp. (a) Ln(frequency) vs. ln(EEI) plot. (b) Amplitude of spectrum of

Rs(−90o). The decaying curve fits the amplitude spectrum to behave the same way as (a). Horizontal line is spectrum

threshold for stable computation. (c) Colored inversion operator. (d) Amplitude spectrum of the colored inversion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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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

 (14)

 (15)

여기서 y1은 스케일링된 Vp, x1은 Vp에 해당되는

EEI, y2는 스케일링된 Vs, x2는 Vs에 해당되는 EEI,

y3는 스케일링된 Vp/Vs, x3는 Vp/Vs에 해당되는 EEI,

y4는 스케일링된 포아송비, x4는 포아송비에 해당되는

EEI이다. 이 관계식을 각각의 절대 EEI 볼륨에 적용

하여 Vp, Vs, Vp/Vs, 포아송비 볼륨을 구성했다(Fig. 16).

Fig. 17은 EEI로부터 변환된 Vp, Vs, Vp/Vs, 포아송비

y1 536.6ln x1( ) 1073.8–=

y2 471.6ln x2( ) 2172.7–=

y3 1.542e
0.000005x

3

=

y4 0.199e
0.00001x

4

=

Fig. 14. EEI inversion analysis at the 43-2 well. (a) Vp log. (b) EEI log computed for χ = −90°. (c) Co-display of Vp log and

EEI log computed for χ = −90°. Black line indicates the low-frequency trend. (d) Extracted wavelet. (e) Synthetic traces. (f)

Actual seismic traces at the well location.

Fig. 15. Correlation of well log data and EEI inversion results at four wells. (a) Log Vp vs. EEI Vp. (b) Log Vs vs. EEI Vs. (c)

Log Vp/Vs vs. EEI Vp/Vs. (d) Log Poisson's ratio vs. EEI Poisson'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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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에서 Second Wall Creek 사암층에 대한 각각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Vp의 경우

56-TpX 시추공을 중심으로 낮은 값들이 분포하고 북

동쪽에서 높은 값들이 확인되며 남동쪽에서 비교적 높

은 값들이 확인된다. Vs의 경우 Vp와 거의 동일한 분

포 양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Vs가 Vp와의 선형관계로

부터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Vp/Vs는 56-TpX 시추공을

중심으로 큰 값들이 분포하고 북동쪽에서 낮은 값들이

확인되며 남서쪽에서도 비교적 높은 값들이 확인된다.

Vp/Vs의 함수인 포아송비는 Vp/Vs와 거의 동일한 분

포를 보인다.

5. 토의: 비교 

검층자료와 EEI 역산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EEI로 계산된 Second Wall Creek 사암층의

Vp, Vs, Vp/Vs, 포아송비(Fig. 17)에서 4개의 시추공을

각각을 포함하는 격자와 주변 8개, 즉 총 9의 격자 값

으로부터 평균을 계산하여 시추공 위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가정했다. Table 3은 이 대표값과 시추공

의 물리검층 자료로 계산한 Vp, Vs, Vp/Vs, 포아송비,

각각의 차이, %에러이며 Fig. 18은 이 값들을 그래프

로 비교한 것이다. %에러 값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Vp, Vs, Vp/Vs, 포아송비와 같이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

된 물성의 경우 EEI 역산 예측이 매우 정확함을 알

수 있다. 특히 43-2 시추공의 포아송비를 제외하면 %

에러 값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최대 약 5% 정도이다.

Vs 검층 자료를 Vp와의 경험 관계식으로부터 계산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측 결과가 확인된 것은

EEI 기법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Vp의 예측이 매우 정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Vp로부터 계산된 Vs의 예측도 정확했기 때문일 수

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측정된 Vs 검층자료를 사용해

야 EEI 역산법의 신뢰도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수

Fig. 16. (a) EEI Vp section. (b) EEI Vs section. (c) EEI Vp/Vs

section. (d) EEI Poisson's ratio section. Corresponding log

curves are overlaid. See Fig. 2 for location.

Table 3. Log Vp, Vs, Vp/Vs, and Poisson’s ratio, EEI Vp, Vs, Vp/Vs, Poisson's ratio, prediction errors, and percent errors for the

Second Wall Creek Sand at the four wells

Well

Vp (m/s) Vs (m/s) Vp/Vs Poissonís ratio

Vp 

log EEI % Error Vs 

log EEI % ErrorVp/Vs 

log EEI % Error
Poisson’s 

ratio
EEI % Error

43-2 3960 3820 3.54 2245 2128 5.20 1.77 1.82 2.83 0.26 0.28 7.69

56-TpX 3423 3487 1.88 1780 1835 3.10 1.93 1.93 0.0 0.32 0.31 3.13

63-TpX 3809 3811 0.05 2196 2120 3.46 1.78 1.83 2.81 0.27 0.28 3.70

72-MX 3957 4036 1.98 2251 2317 2.95 1.76 1.75 0.57 0.26 0.25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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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경우 속도로 직접

계산되는 물성 예측에는 EEI 역산을 성공적으로 적용

할 수 있었지만 공극률, 밀도, 감마선 검층값에는 신뢰

할 수 있는 χ을 구할 수 없어 EEI 역산을 적용할

수가 없었다. Whitcombe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

면 EEI 역산으로 공극률이나 다른 저류암적 물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존의 연구에

서는 EEI 역산을 적용하여 예측한 저류암적 물성과

실제 검층자료를 직접적인 비교하여 EEI 역산 기법을

검증 예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저류암적 물성의 예측에 EEI 역산 기법을 적

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개의 시추공에서 역산 분석 결과가

양호한 4개의 시추공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므

로 시추공이 부족한 연구 지역의 경우 시추공의 역산

분석 결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추공의 숫자가 극히 제

한적이거나 어느 시추공도 EEI 역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시추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EEI 역

산 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EEI 역산에서 χ는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와 대비로

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시추공의 상태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암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시추공이 분

포하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암상에 대해서

EEI 기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Fig. 17. (a) EEI Vp, (b) EEI Vs, (c) EEI Vp/Vs, (d) EEI Poisson's ratio of the Second Wall Creek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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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 Vp, Vs, Vp/Vs, 포아송비와 같이 속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성의 경우 EEI 역산 예측이 매우 정확했음.

●그러나 Vs 검층자료는 Vp와의 경험 관계식으로부

터 계산했으므로 전체적으로 예측 정확도가 높은 Vp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공극률, 밀도, 감마선 검층자료에는 EEI 역산을 적

용할 수가 없었음.

●그러므로 속도로 직접 계산되는 물성이 아닌 경우

EEI 역산 기법의 적용에 신중해야 함.

● EEI 역산의 경우 χ를 결정하는데 있어 시추공의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추공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실제로 EEI 역산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시추공

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시추공

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EEI 역산 기법을 적용하기 어

려울 수 있음.

● EEI 역산 기법의 적용도를 보다 정량적으로 판단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추공이 분포하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암상에 대해서 EEI 기법을 적용해야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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