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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저면 탄성파 탐사는 4성분 수신기를 해저면에 설치하여 자료를 측정하는 자료 취득 기법으로 기존의 탄성파

탐사 자료 취득 기법보다 향상된 품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해저면 탄성파 탐사는 자료 취득 비용이 매우 높

아 사용할 수 있는 수신기의 개수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자료 취득에 적은 수의 수신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저

면 탄성파 탐사로 취득한 자료는 트레이스 간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간 알리아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수신기 개수가 적은 해저면 탄성파 자료의 영상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러 이미징(mirror imaging)

알고리즘을 사용해 키르히호프(Kirchhoff) 참반사 보정을 구현하였다. 미러 이미징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향/하

향 파동장을 분리한 후 하향 파동장을 사용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P-Z summation 기법을 사용해 파동장을 분리하였

다. 수치 예제를 통해 미러 이미징 알고리즘을 사용한 참반사 보정 결과가 전통적인 참반사 보정 결과보다 더 넓은 범위

를 영상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천부 지층에서 그 효과가 뚜렷함을 볼 수 있었다.

주요어: P-Z summation, 미러 이미징, 하향 파동장,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

Abstract: Ocean-bottom seismic survey is a seismic acquisition technique which measures data by installing 4-component

receiver on the sea floor. It can produce more improved data in quality than any other acquisition techniques. In the

ocean-bottom seismic survey, however, the number of receivers is limited due to high cost. Since only a small number

of receivers are used for acquisition, ocean-bottom seismic data may suffer from discontinuities of events over traces,

which can result in spatial aliasing.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Kirchhoff migration using mirror-imaging algorithm

to improve the quality of ocean-bottom seismic image. In order to implement the mirror imaging algorithm, the

seismograms should be separated into up-going and down-going wavefields and the down-going wavefield should be used

for migration. In this paper, we use the P-Z summation method to separate the wavefield. Numerical examples show

that the migration results using mirror imaging algorithm have wider illumination than the conventional migration,

especially in the shallow layers.

Keywords: P-Z summation, mirror imaging, down-going wavefield, Kirchhoff migration

서 론

OBN (Ocean Bottom Node) 또는 OBC (Ocean Bottom

Cable) 탐사 등 해저면 탄성파 탐사는 오랜 시간동안 탄성파

탐사에 이용되어왔다. 해저면 탄성파 탐사에서는 주로 4성분

케이블 또는 노드를 해저면에 설치하며 수신기는 입자속도

(particle velocity)를 측정할 수 있는 3성분 지오폰과 압력

(pressure)을 측정할 수 있는 하이드로폰으로 구성된다(Ikelle

and Amundsen, 2005). 해저면 탄성파 탐사는 기존의 탄성파

자료취득 방법에 비해서 향상된 품질의 벡터 성분 자료를 얻

을 수 있고 연한(soft) 해저면에서 수신기 결합이 좋다. 또한 4

차원 탄성파 탐사와 같은 반복적인 탐사에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복잡한 지형이나 구조물 등의 장애 요소가 많을 때 유

리하다(Alerini et al.,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저면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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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탐사에는 자료 취득 과정에서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제한

된 개수의 수신기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일례로

OBN 탐사의 경우 수신기 간격을 400 m 정도로 사용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Alerini et al., 2009). 자료 취득에 적은 수의

수신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저면 탄성파 탐사로 취득한 공

통 송신원 모음(common shot gather; CSG)은 트레이스 간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고 공간 알리아싱(spatial aliasing)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공통 중간점 모음(common mid-

point gather; CMG)과 공통 영상 모음(common image gather;

CIG)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Ronen et al., 2006). 그렇기 때

문에 해저면 탄성파 탐사에서는 수신기를 적게 쓰는 대신 송

신원을 촘촘하게 여러 개를 사용하여 탐사를 수행하며, 이때

파동장을 각각의 송신원마다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송신원과

수신기의 상반성(reciprocity)을 이용해 송신원의 개수가 적고

수신기의 개수가 많은 자료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한다(Aki

and Richards, 2002; Moghaddam et al., 2012). 그러나 상반성

을 이용한 경우에도 송신원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탄성파 탐

사 자료 영상에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자료취득

과정에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처리 과정에서 우회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은 해저면 탄성파 탐

사 자료를 겹반사파가 아닌 일차 반사파를 포함하는 상향 파

동장(해수면에서 반사되지 않은 내부 겹반사파 제외)과 겹반

사파가 주로 포함된 하향 파동장을 분리한 후 각각 따로 참반

사 보정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해저면 탄성파 탐사 자료는 수신기의 개수가 적고 간격이

넓기 때문에 해수면 기인 겹반사파 제거(surface related

multiple elimination; SRME) 등의 일반적인 겹반사파 분리 기

법의 적용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 파동장과 하향 파동

장을 분리해 일차 반사파와 겹반사파를 분리하는 기법을 사용

하며 주로 P-Z summation 기법이 사용된다. P-Z summation

기술은 이론적으로는 오래 전에 정립되었으며(White, 1965)

기본적인 원리는 지오폰과 하이드로폰에서 각각 측정되는 압

력과 수직방향 입자속도를 이용해 상향/하향 파동장을 분리하

는 것이다(Barr and Sanders, 1989). 압력과 수직 입자속도를

더하여 상향 파동장을 얻을 수 있고 하향 파동장은 두 성분을

빼서 얻을 수 있다. 이때 압력성분과 수직 입자속도는 진폭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성분의 진폭을 맞추기 위한 비례

인자(scale factor)가 필요하다(Ikelle and Amudsen, 2005). 초

기에 개발된 P-Z summation은 비례 인자가 수직 입사만을 고

려한 방법으로 다른 입사각에서는 제대로 파동장 분리가 이루

어지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파수-파수 영역, 타우-피

(tau-p) 영역에서 P-Z summation을 수행하여 모든 각도에서 적

용할 수 있게 되었고(Bale, 1998; Schalkwijk et al., 1999), 음

향파 자료 뿐만 아니라 탄성파 자료에서도 적용되었다

(Schalkwijk et al., 1999). 또한 합성 자료가 아닌 현장 자료에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비례 인자를 사용한 P-Z

summation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 인자 대신 닮음 필터(matching filter)(Lee and Pyun,

2018)를 적용해 압력성분과 수직 입자속도의 진폭을 맞출 수

있다(Xia et al., 2006).

P-Z summation을 이용해 분리한 상향 파동장은 전통적인

참반사 보정에 사용할 수 있고 하향 파동장을 사용한 참반사

보정은 겹반사파를 사용한 참반사 보정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깊이 영역에서 겹쌓기 전 키르히호프 참

반사 보정(Pre-stack Kirchhoff depth migration) 기법을 사용하

였으며 하향 파동장을 사용한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은 미러

이미징(mirror imaging)이라고 불리우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미러 이미징은 해수면 위에 해수층과 깊이가 같은 가상의 해

수층이 있다고 가정한 후 수신기를 가상의 해수면에 배열해

하향 파동장을 마치 지하에서 반사된 후 수신기에 도달하는

상향 파동장처럼 취급하는 방법이다. 미러 이미징을 적용하면

하향 파동장의 파선 경로가 상향 파동장보다 좁은 입사각을

갖고 더 넓은 영역의 반사면에 도달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천부층에서 더 넓은 범위의 영상을

얻을 수 있고 해수층 및 해저면에서의 자료취득 흔적을 제거

할 수 있다. 미러 이미징은 겹반사파를 이용한 영상화 기법 중

해저면 탄성파 탐사 자료에 특화된 기법으로 해저면 탄성파

탐사자료의 특성인 성긴 격자(sparse grid) 문제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보인다(Godfrey et al., 1998; Ronen et al., 2005; Pica

et al., 2006; Grion et al., 2007; Muijs et al., 2007; Alerini et

al., 2009; Pacal, 2015).

본 논문에서는 파동장 분리 기술 중 해저면 다성분 탐사 자

료에 적합한 P-Z summation 기법과 미러 이미징에 대한 이론

을 소개한 후, 분리된 하향 파동장을 이용해 미러 이미징을 수

행하고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P-Z summation에 대한 몇 가지 이론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그 중 공간-시간 영역에서 수행한 결과와 주파수-파

수 영역에서 수행한 결과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미러

이미징에 사용된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에서 잡음을 감소시

키는데 중요한 요소인 참반사 보정 영상화 틈(migration

aperture)에 대해 설명한 후 해저면 탄성파 탐사 자료 취득 구

조에 적합한 영상화 틈을 찾아 적용하였다. 미러 이미징에 대

한 검증을 위해 수치 예제에서 상향 파동장을 이용한 전통적

인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과 미러 이미징을 간단한 수평 3층

모델과 복잡한 속도 모델에 각각 적용해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론

P-Z summation

White (1965)는 파동장의 압력성분과 입자속도 성분을 더하

면 수신기 측 해수면 겹반사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

개하였다. 압력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상향/하향으로 전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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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동장의 방향성에서 자유롭고 모두 같은 극성을 갖는다

(Dash et al., 2009). 반면에 입자속도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상향/하향으로 전파하는 파동장의 부호가 다르다. Fig. 1은 해

저면에서 지오폰과 하이드로폰을 이용해 상향/하향 파동장을

측정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이다. 지오폰과 하이드

로폰에서 측정된 해저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상향 파동장의 극

성이 같다면 해저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 파동장은 서로 반

대되는 극성으로 측정된다(Barr and Sanders, 1989, Wang et

al., 2009).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하이드로폰에서 측정되는 압력성분과

지오폰에서 측정되는 입자속도를 더할 경우 극성이 같은 상향

파동장만 남게 되고 두 성분을 뺄 경우 극성이 다른 하향 파

동장만 남게 된다. 이를 압력성분 P와 수직 입자속도 Z의 합

이라 하여 P-Z summation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Ikelle and Amundsen, 2005).

(1)

 (2)

여기서 는 상향 파동장, 는 하향 파동장을 나타내며,

P는 압력, V는 수직 입자속도, F는 비례 인자를 나타낸다.

F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ρ는 물의 밀도, qP와 qS는 각각 P파와 S파의 수직 느

리기 벡터(slowness vector), p는 수평 느리기 벡터, 그리고

VS는 S파의 속도를 나타낸다. 식 (3)은 탄성 매질에서의 비례

인자를 나타내고, 이를 음향 매질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RPP는 첫 번째 반사면에서의 반사계수, 은 수직 느

리기 벡터를 나타내며 와 같다. 또한 파가 수직

입사 뿐이라고 가정할 경우 비례 인자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할 수 있다.

 (5)

식 (1)과 (2)는 공간-시간 영역(Barr and Sanders, 1989;

Dash et al., 2009)과 파수-주파수 영역(Schalkwijk et al.,

1999)에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타우-피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례 인자를 사용해 식을 나타낼 수 있다(Bale, 1998;

Edme and Singh, 2009). 

(6)

여기서 r은 해저면의 반사 계수를 나타내며 cosθ는 파선 변수

p와 해수층 속도 c를 이용해 으로 구할 수

있다. 타우-피 영역에서 P-Z summation을 수행할 경우 입사각

을 고려할 수 있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식 (4)의 비례 인자를

사용한 공간-시간 또는 파수-주파수 영역에서 수행한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타우-피 영역

은 사용하지 않고 공간-시간 영역과 파수-주파수 영역에서의

P-Z summation 결과만을 비교하였다.

공간-시간 영역과 파수-주파수 영역에서 적용한 P-Z

summation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Fig. 2의 수평 6층 모델을 사

용해 모델링을 수행한 후 P-Z summation을 적용하였다. 각 층

의 P파 속도와 밀도는 Fig. 2에 표시한 값과 같으며 S파 속도

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P-Z summation 비례 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S파는 0으로 가정하였다. 이때 OBC나 OBN 등의 해

저면 탄성파 탐사를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해저면 경

계 바로 아래 격자에 수신기를 배열한 후 모델링을 수행해야

한다(Ikelle and Amundsen, 2005). 모델링에는 송신 파형으로

최대 주파수가 40 Hz인 리커(Ricker) 함수를 사용하였다. 모델

링을 수행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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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hydrophone and geophone installed

at ocean-bottom and the polarities of pressure and vertical particle

velocity for up- and down-going wavefields.

Fig. 2. Six-layered veloc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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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은 엇격자 유한 차분법을 사용하였으며 공간-시간 영

역과 파수-주파수 영역에서의 P-Z summation 결과를 비교하

기 위해 두 가지 수신기 배열로 수행하였다. Fig. 3(a), (b)는

Fig. 2의 6층 속도 모델 해저면에 601개의 수신기를 배열한 후

모델링한 수직 입자속도와 압력성분이다. 그리고 Fig. 3(c), (d)

는 11개의 수신기만을 이용해 얻은 모델링 결과이다. Fig. 3의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P-Z summation을 수행하였다. 먼저

601개 수신기를 사용해 얻은 자료에 P-Z summation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4(a), (b)는 공간-시간 영역에서의 P-Z summation 결과

를 나타내며, Fig. 4(c), (d)는 각각 파수-주파수 영역에서 분리

한 상향/하향 파동장을 나타낸다. Fig. 4(a)와 (c)의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에 제거되지 않은 하향 파동장이 남아있다. 그러나

파수-주파수 영역에서 분리하는 경우(Fig. 4(c)) 공간-시간 영

역(Fig. 4(a))보다 상대적으로 더 먼 벌림 거리까지 제거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보면 파수-주파수 영역에서 분리한 결과가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수신기의 개수가 충

분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해저면 탄성파

탐사는 수신기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고 간격이 넓기 때문에

Fig. 3. (Image display) Seismograms obtained from six-layered model with 601 receivers: (a) vertical velocity component, (b) pressure

component. (Wiggle trace display) Seismograms obtained from the same model with 11 receivers: (c) vertical velocity component, (d) pressure

component.

Fig. 4. The results of P-Z summation in the space-time domain and wavenumber-frequency domain: (a) Separated up-going wavefield and

(b) down-going wavefield calculated in the space-time domain. (c) Separated up-going wavefield and (d) down-going wavefield calculated in

the wavenumber-frequenc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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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자료를 파수-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문제

가 발생한다. 공간 방향으로 샘플링 간격이 넓기 때문에 알리

아싱이 발생하게 되고, 파수-주파수 영역에서 P-Z summation

을 수행한 후 다시 공간-시간 영역으로 변환하면 파동장 분리

가 성공적이지 못하게 된다(Fig. 5).

Fig. 5는 Fig. 3(a), (b)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신기의 개수만

적게 사용한 결과인 Fig. 3(c), (d)를 공간-시간 영역과 파수-주

파수 영역에서 각각 P-Z summation을 적용한 결과이다. Fig.

5(a), (b)의 공간-시간 영역에서 분리한 결과와 비교하면 Fig.

5(c), (d)의 파수-주파수 영역에서 분리한 결과에 수직 입자속

도와 압력성분에 존재하지 않는 신호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의 결과로 보아 수신기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

는 해저면 탄성파 탐사 자료에서는 파수-주파수 영역이 적합

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간

-시간 영역에서의 P-Z summation을 사용하여 파동장을 분리하

였다.

그러나 식 (1)과 (2)를 사용하여 파동장 분리를 하면 수신기

측 고스트(receiver-side ghost)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고 남게

되며 송신원 측 고스트(source-side ghost)는 제거되지 않는다

(Hoffe et al., 2000; Pacal et al., 2015).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수신기 측 고스트는 식 (1)과 (2)에서 사용된 비례 인자인 F를

대신해서 닮음 필터를 사용해 완전히 제거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8)

여기서 A는 닮음 필터를 나타낸다. 위 식은 기존의 P-Z

summation에서 수직 입자속도와 압력성분의 진폭을 맞추기

위해 비례 인자를 사용했던 것 대신에 닮음 필터를 이용해 진

폭을 맞추는 것이다. 이때 닮음 필터는 압력성분과 수직 입자

속도의 트레이스를 일치시키도록 설계해야 한다(Xia et al.,

2006). 닮음 필터를 적용할 경우 가까운 벌림 거리 자료만 제

대로 분리되는 기존의 P-Z summation 결과보다 더 먼 범위의

벌림 거리 자료까지 분리되면서 수신기 측 고스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송신원 측 고스트는 P-Z summation을

적용한 후 해수면 기인 겹반사파 제거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

여 제거할 수 있다(Pacal et al., 2015).

미러 이미징

일반적으로 해저면 탄성파 탐사에서는 비용문제로 적은 수

의 수신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수신기 개수가 많은 스트리머

방식의 탐사보다 좋지 않은 참반사 보정 영상을 얻게 된다. 특

히 수심이 얕은 부분에 반사면이 있는 경우 더 좋지 않은 결

과가 나타난다(Grion et al., 2007).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향

파동장을 이용해 영상화를 했던 전통적인 참반사 보정과 다르

게 수신기 고스트로 대표되는 하향 파동장을 사용하여 참반사

보정을 수행한다. 이를 미러 이미징이라고 부르며 미러 이미징

은 같은 수의 송신원과 수신기를 사용할 경우 전통적인 참반

사 보정보다 더 넓은 영역을 영상화 할 수 있다(Pacal et al.,

2015). 전통적인 참반사 보정과 미러 이미징을 비교하기 위해

그 원리를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었다(Fig. 6, 7). 참반사 보

정 알고리즘으로는 깊이 영역 겹쌓기 전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 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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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P-Z summation in space-time domain and wavenumber-frequency domain using a sparse receiver array. Separated (a) up-

and (b) down-going wavefields calculated in space-time domain. Separated (c) up- and (d) down-going wavefields calculated in wavenumber-

frequency domain. Red arrows indicate unwanted artifacts generated from Fourier transform of under-sampled data.



파동장 분리와 미러 이미징을 이용한 해저면 탄성파 탐사 자료의 참반사 보정 영상 개선 117

Fig. 6(a)는 상향 파동장에 대한 파선 경로를 나타내며 이 경

로를 따르는 파동장은 전통적인 참반사 보정에서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Fig. 6(b)는 해저면 탄성파 자료의 전통적인 참반사

보정 과정에서 주시(traveltime)를 계산하는 송신원 위치를 나

타낸 그림이다. 전통적인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에서는 속도

모델을 분할하는 격자를 생성하고 모든 격자점에서 주시를 계

산해야 한다. 이 때 주시 계산을 위한 송신원의 위치는 탄성파

자료를 얻을 때 사용한 송신원과 수신기 위치가 된다. 해저면

탄성파 탐사의 경우에는 송신원은 해수면 근처에 위치하고 수

신기는 해저면에 위치하므로 Fig. 6(b)와 같은 송신원에 대해

주시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한 주시를 이용해 참반사 보정을

수행할 경우 Fig. 6(c)와 같이 파가 반사된 경계면을 영상화 할

수 있다. 

미러 이미징에 대한 원리는 Fig. 7과 같다.

Fig. 7(a)는 하향 파동장에 해당하는 파선 경로를 나타내며

이 경로에 해당하는 파동장이 미러 이미징에서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전통적인 참반사 보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시를

구할 때 송신원으로 사용되는 수신기의 위치이다. 실제 해수층

과 같은 두께를 갖는 가상의 해수층이 실제 해수면 위에 있다

고 가정하고 이 가상의 해수층 표면에 수신기가 위치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정한 수신기의 위치는 실제 해수면을 중심

으로 실제 해저면 수신기의 위치를 대칭 이동한 것과 같다

(Fig. 7(b)). 송신원 측 주시는 실제 송신원의 위치 즉, 가상의

해수층이 실제 해수층과 만나는 실제 해수면 위치에서 구한다.

전통적인 참반사 보정과 마찬가지로 계산한 주시를 이용해 참

반사 보정을 수행하면 Fig. 7(c)와 같이 반사면을 영상화 할 수

있다. Fig. 7과 같이 미러 이미징을 수행할 경우 Fig. 6의 전통

적인 참반사 보정 결과보다 더 넓은 영역의 영상을 얻을 수 있

Fig. 6. Principle of conventional migration: (a) Ray path of up-going wave, (b) source locations for calculating source- and receiver-side

traveltimes, and (c) the imaging condition.

Fig. 7. Principle of mirror imaging: (a) Ray path of down-going wave, (b) source locations for calculating source- and receiver-side traveltimes,

and (c) the imag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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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원리는 전통적인 참반사 보정과 미러 이미징에 대한 파

선 경로를 통해 알 수 있다(Fig. 8).

Fig. 8(a)는 전통적인 참반사 보정의 자료취득 구조

(acquisition geometry)를 나타낸다. 해저면 탄성파 탐사를 수행

할 때 송신원은 해수면에 위치하며 수신기는 해저면에 위치한

다. 이 경우 Fig. 8(a)에 표시된 빨간색 원에 해당하는 지층 경

계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미러 이미징에서 송신원은

기존 위치와 같지만 수신기가 가상의 해수층 위에 있으므로

송신원에서 전파하는 파가 지층 경계면에 입사하는 위치가 달

라지게 된다(Fig. 8(b)). 따라서 Fig. 8(b)에 표시된 빨간색 타

원으로 표시한 더 넓은 영역이 영상화 된다. 같은 수의 송신원

과 수신기를 사용할 경우 미러 이미징을 사용한 결과가 더 넓

은 영역을 영상화 할 수 있고, 특히 송신원과 수신기가 위치하

는 천부층이 더 넓게 나타난다.

참반사 보정 영상화 틈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 알고리즘은 송신원과 수신기로부터

영상 격자점에 도달하는 주시를 계산하고 두 주시를 합하여

송신원으로부터 회절점을 지나 수신기에 도달하는 주시를 계

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주시에 해당하는 탄성파 자료의 신호

(진폭 값)를 영상 격자점에 누적하는 방식으로 영상화를 수행

한다. 모든 송신원과 수신기 쌍에 대해 이 작업을 반복하기 때

문에 참반사 보정 수행 시 타원형 모양의 등시간선(isochron)

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등시간선 중 공통 중간점에

위치한 신호의 진폭을 사용하기 위해 전체 탄성파 신호를 사

용하지 않고 송신원과 수신기의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일

정 거리만큼의 틈에 속하는 자료만 사용한다(Kabbej et al.,

2005). 이때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에서는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의 영상화 틈이 아닌 원뿔 모양의 영상화 틈을 사용해야

바람직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Fig. 9).

일반적인 스트리머 방식의 자료취득 구조에서는 Fig. 9처럼

송신원과 수신기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틈을 지정해줄 수 있지

만 수신기가 해저면에 고정되어 있는 해저면 탄성파 탐사 자

료의 특성상 이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면에 위치한

수신기를 송신원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한 후 중심점을

설정하였다. 또한 수신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송신원의 수

평 거리 위치가 수신기 전체 배열의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중

심점이 아닌 송신원의 위치를 기준으로 영상화 틈을 지정해주

었다(Fig. 10). 

Fig. 10은 해저면 탄성파 탐사를 가정했을 때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영상화 틈 설정 방식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실제 수신

기는 해저면에 위치해 있지만 중심점을 설정하기 위해 해수면

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한 후 영상화 틈을 지정해주었다. Fig.

10(a)는 송신원의 수평 위치가 수신기 배열 외부에 있는 경우

를 나타낸 그림으로 앞선 Kabbej et al. (2005)의 논문과 동일

하게 중심점을 정해준 후 양 옆으로 영상화 틈을 지정하였다.

이와 다르게 Fig. 10(b)에서는 송신원의 위치가 수신기 배열

Fig. 8. Illumination of (a) up- and (b) down-going waves. The up-going waves have narrower illumination zone than the down-going waves.

Red ellipses mimics illumination zone.

Fig. 9. Concept of migration ape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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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위치해 있으므로 송신원을 기준으로 영상화 틈을 지정

해주었다.

수치 예제

수평 3층 모델

P-Z summation과 미러 이미징 기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수평 거리 6 km, 깊이 3 km 크기를 갖는 3층 수평 속도

모델을 사용하였다. 속도 모델의 격자 크기는 수평, 수직 모두

동일하게 10 m이다. 모델의 1층은 1500 m/s, 2층은 2500 m/

s, 3층은 3000 m/s의 P파 속도를 가지며(Fig. 11) S파 속도는

모든 층에서 0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일차 반사파 및 겹반사

파가 실제 지하구조와 유사하게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속도모

델과 밀도모델을 함께 사용하였다(Fig. 11, 12).

수평거리 10 m 지점에서 30 m 간격으로 해수면 아래 10 m

깊이에 200개의 송신원을 배열하였고, 수평거리 2,000 m 지점

부터 100 m 간격으로 해저면에 20개의 수신기를 배열하였다.

이때 수신기는 해저면 탄성파 탐사 방식을 모사하였고 정확한

파동장 분리를 위해 해저면 바로 아래에 배열하였다. Fig. 11

의 빨간색 별 모양은 송신원의 위치를 나타내고 역삼각형 모

양은 수신기의 위치를 나타낸다. 탄성파 신호는 총 6초 동안

기록하였고 송신 파형은 최대 주파수가 30 Hz인 리커 함수를

사용하였다. Fig. 13은 Fig. 11의 속도모델과 Fig. 12의 밀도모

델을 사용하여 모델링한 탄성파 자료의 수직 입자속도와 압력

성분을 보여준다.

Fig. 13의 수직 입자속도와 압력성분 자료를 이용하여 식

(1)과 (2)에 따라 상향 파동장과 하향 파동장을 분리하였다. P-

Z summation은 공간-시간 영역에서 수행하였고 비례 인자는

식 (4)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례 인자를 구하는데 필요한 수직

느리기 벡터( )는 해수층 P파 속도의 역수를 사용하였다. P-

Z summation을 적용한 상향/하향 파동장은 Fig. 14와 같다.

Fig. 14(a)를 보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인 직접파(direct

wave)가 14(b)보다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신기

가 송신원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직접파가 하향 파동장이

기 때문이다. 또한 2.15초 부근에서 발생한 신호인 하향 파동

qP
1

Fig. 10. Concept of migration aperture (used in this paper) for

ocean-bottom seismic data.

Fig. 11. Three-layered velocity model.

Fig. 12. Three-layered density model.

Fig. 13. (a) Vertical velocity component and (b) pressure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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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Fig. 14(a)에서 흐리게 나타나고 있고 2.4초 부근에서 발

생한 신호인 상향 파동장이 Fig. 14(b)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a)의 상향 파동장을 이용해 전통적인 참반사 보정을

수행하였고 14(b)의 하향 파동장을 이용해 미러 이미징을 수

행하였다. 참반사 보정은 미러 이미징에 주로 사용되는 키르히

호프 참반사 보정을 사용하였다. Fig. 15는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Fig. 11의 속도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주

시이며 주시를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SWEET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다(Shin et al., 2002).

Fig. 15(a)는 실제 송신원이 위치한 해수면에서 주시 계산을

위한 송신원이 위치한다는 가정하에 주시를 계산한 결과이고,

15(b)는 실제 수신기가 위치한 해저면 바로 아래에서 주시 계

산을 위한 송신원이 위치할 때 계산한 주시이다. 그림에서 빨

간색 별 모양은 송신원의 위치를 나타낸다. 전통적인 키르히호

프 참반사 보정과 달리 미러 이미징을 위한 주시 계산은 기존

Fig. 14. Separated wavefields using P-Z summation: (a) Up-going

wavefield and (b) down-going wavefield.

Fig. 15. Traveltime contours for conventional Kirchhoff migration

when the source is located on (a) the actual source location and (b)

actual receiver location.

Fig. 16. (a) Velocity model with pseudo water layer. Traveltime

contours for mirror imaging when the source is located on (b) the

actual source location and (c) pseudo receive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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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모델에 가상의 해수층을 덧붙인 확장된 속도 모델을 사용

한다. 여기서 가상의 해수층은 실제 해수층과 두께가 동일하고

실제 해수층 바로 위에 연속된다. 미러 이미징을 위한 송신원

은 실제 송신원 위치와 동일하고, 수신기는 실제 설치된 해저

면 위치를 실제 해수면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한 가상의 해수

층 표면에 위치해야 한다. 가상의 해수층을 추가한 속도모델과

그 속도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주시는 Fig. 16과 같다.

Fig. 14 ~ 16의 상향/하향 파동장 자료와 주시를 이용해 키

르히호프 참반사 보정을 수행하였다. 참반사 보정 영상을 최적

화하기 위해 중심점을 기준으로 양쪽 500 m 길이와 15° 각도

로 원뿔 모양의 틈을 설정하였다. 영상화 틈은 길이와 각도 변

수를 여러 가지 실험해 본 후 가장 최적의 값을 사용하였다.

상향 파동장을 이용한 전통적인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과 하

향 파동장을 이용한 미러 이미징 결과는 Fig. 17과 같다. 성능

비교를 위해 상향/하향 파동장을 분리하지 않은 압력성분을 이

용한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도 함께 수행하였다.

Fig. 17(a)는 상향/하향 파동장을 분리하지 않은 압력성분을

이용한 전통적인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 결과이다. 일반적인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의 특성처럼 수신기가 위치한 첫 번째

반사면에서 자료 취득 흔적(acquisition footprint)이 발생하였

다. 두 번째 반사면 아래에 나타나는 층은 겹반사파에 의해 존

재하지 않는 지층 경계면이 영상화 된 것이다. Fig. 17(b)는 상

향 파동장을 이용한 전통적인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 결과이

다. Fig. 17(a)와 비교하면 반사면 구조는 유사하지만 두 번째

반사면 아래에 나타나던 겹반사파 영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겹반사파가 하향 파동장이므로 P-Z

summation에 의해 분리된 상향 파동장에는 겹반사파가 없기

때문이다. Fig. 17(c)는 하향 파동장을 이용한 미러 이미징 결

과이다. 실제 미러 이미징 결과는 Fig. 16(a)의 속도모델과 같

은 크기로 가상의 해수층이 포함된 영상이지만, 가상의 해수층

은 필요 없는 부분이므로 참반사 보정 영상에서 제외하였다.

미러 이미징을 이용한 결과는 Fig. 17(a), (b)에 비해 첫 번째

해수층의 영상 범위가 더 넓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하향 파동장에 포함된 겹반사파가 영상화 되어 첫 번

째 반사면 윗부분과 전체 영상 하단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armousi-2 모델

현장자료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갖

는 Marmousi-2 모델(Martin et al., 2006)을 일부 발췌하여 사

용하였다(Fig. 18(a)). 3층 수평 모델 예제와 마찬가지로 속도

와 밀도 모델을 모두 사용하여 겹반사파가 현장자료처럼 모사

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층에서 S파 속도를 0으로 가정하

Fig. 17. Migration results using (a) conventional Kirchhoff

migration with pressure component, (b) conventional Kirchhoff

migration with up-going wavefield, and (c) mirror imaging with

down-going wavefield.
Fig. 18. The modified Marmousi-2 model: (a) velocity and (b)

dens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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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해당 모형의 격자 간격은 2.5 m이며 수평축과 수직축은 각

각 2901개, 901개의 격자를 갖는다. 해저면 탄성파 자료를 생

성하기 위해 엇격자 유한차분법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였다. 수평거리 600 m 지점부터 30 m 간격으로 해수면 바로

아래에 200개의 송신원을 배열하였고 2,500 m 지점부터 100

m 간격으로 해저면 바로 아래에 20개의 수신기를 배열하였

다. Fig. 18(a)의 별모양은 송신원 위치를 나타내고 역삼각형

모양은 수신기 위치를 나타낸다. 탄성파 신호 기록시간은 4.2

초이며 최대 주파수 90 Hz인 리커 함수를 사용하였다. Fig. 19

는 엇격자 유한차분법을 사용해 얻은 모델링 결과로 수직 입

자속도(Fig. 19(a))와 압력성분(Fig. 19(b))을 나타낸다. 상향/하

향 파동장의 비교를 위해서 전체 기록시간 중 2.24초만을 나

타내었다.

Fig. 19(a)와 (b)에 보여진 자료에 P-Z summation을 적용하

여 상향 파동장과 하향 파동장을 분리하였다. P-Z summation

은 수평 모델 예제와 동일한 식을 사용하였다. Fig. 20(a)는 분

리된 상향 파동장을 나타내며 (b)는 하향 파동장을 나타낸다.

Fig. 20(a)를 보면 수평 모델 예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인 직접파가 하향 파동장에 비해 약하게 나타나

고 있고 직접파보다 먼저 발생한 상향 파동장인 선두파(head

wave)가 하향 파동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0.5초와 1초 사이에 화살표로 표시한 신호(겹반사파)

가 하향 파동장에 비해 상향 파동장에서 흐리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0의 상향/하향 파동장 자료를 이용해 참반사 보정을

수행하였다. 전통적인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을 수행하기 위

해 구한 주시는 Fig. 21과 같다. Fig. 21(a)는 실제 송신원이 위

치한 해수면에 주시 계산을 위한 송신원이 위치한다는 가정하

에 계산한 결과이고, 21(b)는 실제 수신기가 위치한 해저면 바

로 아래에 주시 계산을 위한 송신원이 위치할 때 계산한 주시

이다. 별 모양은 송신원의 위치를 나타낸다.

수평 모델 예제와 마찬가지로 미러 이미징에 사용될 주시를

계산하기 위해 가상의 해수층을 추가한 속도 모델을 만들었

다. 확장된 속도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주시는 Fig. 22와 같다.

Fig. 19. (a) Vertical velocity component and (b) pressure component. Fig. 20. Separated wavefield using P-Z summation: (a) Up- and (b)

down-going wavefields.

Fig. 21. Traveltime contours for conventional Kirchhoff migration

when the source is located on (a) the actual source location and (b)

actual receive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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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mousi-2 속도 모델을 사용한 참반사 보정에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1000 m 길이와 15° 각도로 원뿔 모양의 틈

을 설정하였다. 앞선 수평 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상화

틈은 여러 번의 참반사 보정 실험 후에 최적의 값으로 정하였

다. 상향 파동장을 이용한 전통적인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과

하향 파동장을 이용한 미러 이미징 결과는 Fig. 23과 같다. 간

단한 모델과 마찬가지로 비교를 위해 상향/하향 파동장을 분

리하지 않은 압력성분을 이용한 키르히호프 참반사 보정도 함

께 수행하였다.

Fig. 23(a)는 파동장 분리를 하지 않은 압력성분 자료를 이

용한 참반사 보정 결과이고, Fig. 23(b)는 상향 파동장을 이용

한 전통적인 참반사 보정 결과이다. Fig. 23(c)는 미러 이미징

을 이용한 참반사 보정 영상으로 천부층 영상이 다른 두 결과

에 비해 더 넓게 영상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러 이

미징 결과는 겹반사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파동장 분리를

하지 않은 참반사 보정 결과와 동일하게 겹반사파에 의한 영

상 또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탄성파 자료의 상향/하향 파동장을 분리하는

P-Z summation 기법과 하향 파동장을 이용한 미러 이미징 알

고리즘에 대해 소개하였다. P-Z summation 기법은 파동장을

분리하는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간단한 계산만으로 구현이 가

능하다. 현장자료에 적용할 경우에도 닮음 필터를 이용해 효과

적인 파동장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신기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해저면 탄성파 탐사 자료에 적합한 기법이다. 따라서 P-

Z summation 기법을 미러 이미징과 함께 사용하면 해저면 탄

성파 탐사 자료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P-Z

summation으로 분리한 하향 파동장은 모든 차수의 겹반사파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러 이미징 영상에서 겹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P-Z summation은 수직 입사를 가정한 비례 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짧은 벌림 거리에서는 파동장 분리가 거의 완벽하지

만, 먼 벌림 거리에서는 파동장 분리가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은 전파 각도를 고려한 파수-주파수 또는 타

우-피 영역 P-Z summation을 수행하거나 닮음 필터를 이용하

여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과정에 따라 OBN 또

는 OBC 탐사 자료에 대해 P-Z summation과 미러 이미징을

Fig. 22. Traveltime contours for mirror imaging when the source is

located on (a) the actual source location and (b) pseudo receiver

location.

Fig. 23. Migration results using (a) conventional Kirchhoff

migration with pressure component, (b) conventional Kirchhoff

migration with up-going wavefield, and (c) mirror imaging with

down-going wav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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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면 천해저 지층의 고해상도 영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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