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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 탄성파 탐사 시 깊은 심도의 지하구조를 영상화하기 위해서는 원거리 벌림자료의 취득 및 처리가 필수적이

다. 이러한 원거리 벌림자료에 대해 일반적인 자료처리를 적용하게 되면 탄성파 이방성으로 인해 과도한 수직 시간차 늘

어짐과 비쌍곡선 무브아웃 현상이 발생하여 정확한 지하구조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7년 울릉분

지 해역의 심부 지질구조 파악을 위하여 5.7 km 스트리머와 해저면 지진계를 이용해서 2차원 해양·해저면 복합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트리머를 이용해 취득된 원거리 벌림자료에 대해 속도와 이방성 변수의 순차 반복

적인 갱신을 통해 실제 지질구조를 반영한 속도 및 이방성 변수를 최종적으로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방성 참반사보

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등방성 참반사보정과 달리 탄성파 이방성의 영향으로 인해 긴 벌림거리 트레이스에서 비쌍곡

선 무브아웃을 보이던 반사파 에너지가 수평으로 잘 정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사에너지의 늘어짐이 줄어들어 반

사면 모양 및 위치 왜곡 문제가 해소되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참반사보정 단면을 획득할 수 있었다.

주요어: 해양 탄성파 탐사, 탄성파 이방성, 원거리 벌림자료, 자료처리

Abstract: The acquisition and processing of long-offset data are essential for imaging deep geological structures in marine

seismic surveys. It is challenging to derive an accurate subsurface image by employing conventional data processing to

long-offset data owing to the normal moveout (NMO) stretch and non-hyperbolic moveout phenomena induced by seismic

anisotropy. In 2017,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conducted a simultaneous two-dimensional

multichannel streamer and ocean-bottom seismic survey using a 5.7-km streamer and an ocean-bottom seismometer to

identify the deep geological structure of the Ulleung Basin. Herein, the actual geological subsurface structure was obtained

via the sequential iterative updating of the velocity and anisotropic parameters of the long-offset data obtained using a

multichannel streamer, and anisotropic prestack Kirchhoff migr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updated velocity and

anisotropic parameters as input parameters. As a result, the reflection energy in the long-offset traces, which showed non-

hyperbolic moveout owing to seismic anisotropy, was well aligned horizontally and NMO stretches were also reduced.

Thus, a more precise and accurate migrated image was obtained, minimizing the distortion of reflectors and mispositioned

reflect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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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존의 탄성파 탐사자료에 의하면 울릉 분지의 지각은 북쪽

으로 갈수록 그리고 한국 연안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경향

을 보이며(Kim et al., 2005) 퇴적물의 두께는 울릉분지 남동

쪽 주변부로 갈수록 두꺼워져 최대 약 12 km에 이른다(Lee et

al., 2001). 일반적으로 탄성파 중합도 상의 가장 깊은 반사면

인 음향 기반암(acoustic basement)은 실제 기반암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울릉분지의 대륙 주변부와 퇴적층이 두껍

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성암 혹은 변성암과 같은 결정질

암이나 단단하게 고화된 퇴적암으로 구성된 기반암의 특성상

음향 기반암이 곧 지질학적 기반암(geological basement rock)

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Yoon et al., 2015) 이들의 경우 상부

퇴적층의 임피던스에 비해 하부 기반암의 임피던스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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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기반암 하부로 투과하는 탄성파 에너

지가 매우 작아 기존의 짧은 스트리머와 작은 용량의 음원

(에어건)으로 탐사한 자료로는 기반암 하부의 영상을 도출하기

가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큰 음원과 심부

까지 진행하여 돌아오는 파를 수진하기 위해 긴 음원-수진기

벌림거리의 탄성파 탐사를 수행한다(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14). 일반적으로 원거리

벌림(long-offset) 탄성파 탐사라 함은 탐사 대상의 심도에 비

해 음원과 수진기 간의 거리가 더 긴 탐사 방법을 말하는데, 이

렇게 긴 오프셋을 가진 자료는 기존의 짧은 오프셋 자료를 처

리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과도한 NMO 늘어짐(NMO

stretch)이나 비쌍곡선 무브아웃(non-hyperbolic moveout), 모드

변환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최종 중합단면의 품질을 떨어뜨리

게 된다(Lin and Zhou, 2003). 특히 매질의 물성이 방향에 따

라 달라지는 이방성(anisotropy)의 영향으로 기존의 2차항까지

만 근사된 주시방정식(Taner and Koehler, 1969)만을 사용한

공통 중간점 모음상에서의 동보정(normal moveout)으로는 반

사파가 정렬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3차까지 근사화 된 식을

사용해야 한다. VTI와 같은 횡등방성 매질에서는 수평, 수직

속도의 관계를 정의하는 과 의 관계식으로 구성된  (eta)

를 이용하여 매질의 이방성을 정의할 수 있으며(Alkhalifah

and Tsvankin, 1995), 이렇게 비쌍곡선 무브아웃이 고려된 식

을 통해 현장자료에서 분석된  값은 횡등방성 매질 참반사

보정의 입력값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등방성만을 가정하여 속도분석 및 참

반사보정을 수행해오던 방법과는 달리 원거리 벌림을 가지는

동해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지질구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속도와 이방성 변수를 반복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구조보정과 적용하지 않은 즉, 등방성만 고려한

구조보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탄성파 자료취득

연구에 사용된 탄성파 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탐해2

호를 이용하여 2017년 취득한 해양탄성파 탐사 자료이다. 탐

사지역은 포항을 중심으로 동쪽 연안에서 시작하여 울릉도 동

남부까지 이르는 해역이며, 탐사측선은 포항 앞 연안에서 시작

하여 북동-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약 225 L-km의 긴 측선으

로 설계되었다(Fig. 1). 충분한 탐사 심도 및 광각(wide-angle)

데이터 취득을 위해 456 채널의 수진기(hydrophone group)를

사용하여 탐사자료를 취득하였다. 각 수진기는 12.5 m 간격

배열로 총 5.7 km까지 연장하였고 해수면으로부터 7 m 수심

에 위치되도록 진수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의 기반암 분포가

예상되는 5 km 이하의 심부까지 충분히 탄성파가 진행할 수

Fig. 1. Study area and the survey line (17OB-101).



동해 해역 원거리 해양탄성파 탐사자료의 이방성 분석을 이용한 전산처리 15

있도록 2,289 in3의 용량을 가지는 에어건을 해수면 하부 5 m

심도에서 매 25 m 마다 발파하여 자료를 취득하였다. 취득한

탄성파 신호는 1 ms 간격으로 7초까지 기록하였으며, 울릉도

해역에서 동해 연안 방향으로 탐사 중 다수의 어선과 어구 등

으로 인하여 더이상 원거리 자료를 취득할 수가 없어 계획한

측선 중 약 166 km의 탐사자료만을 취득하였다. 현장탐사는

장비 규격 등의 취득변수를 국제 석유가스탐사 기준에 부합하

도록 품질을 관리하여 취득하였다. 

전산처리

취득한 해양 탄성파 탐사 자료의 주요 전산처리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Landmark사의 Promax/Seisspace 2D로 2/3차원

기본 전산처리 및 다중반사파 제거, 구조보정 등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한다. 이방성 변수 도출을 위한 전처리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상대적으로 두께의 변화가 심한 울릉분지의 퇴적층 전

반에 걸쳐 진폭의 왜곡을 최소화한 다중 반사파 제거에 주안

점을 두었다. 우선 지형정보 결합, 이득회수, 트레이스 편집,

저급중합, 속도분석, 중합 및 다중반사파 제거와 같은 기본 전

산처리를 수행하고, 이방성 분석을 위한 반복적인 겹쌓기전 참

반사보정 적용과 이방성 변수() 추출을 통해 현장자료에 대

한 정밀한 속도정보와 이방성 변수분포를 도출하였다(Fig. 2).

최종적으로 이방성 구조보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지질정보를

반영한 영상과 등방성을 가정한 구조보정을 통해 획득한 영상

을 비교하였다.

기본전산처리

기본전산처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14)이 제안한 심해 탄성

파자료 처리방법을 바탕으로 심해 원거리 벌림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 처리를 수행하였다. 먼저 취득한 SEG-D 형태

의 원자료와 P1/90형태로 품질관리 과정을 거친 항측자료를

통합하여 지형정보가 헤더에 포함된 음원모음 자료를 작성하

고, 이득회수(gain recovery)에 사용할 변수를 결정하기위해 다

양한 변수 조합을 적용하여 최적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계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4 ms 간격으로 다시 고르기(resampl-

ing)을 수행하였다. 탐사지역 해저지형의 전체적인 변화와 포

괄적인 퇴적층서 양상의 확인을 위하여 1,480 m/s의 상속도를

이용한 저급 겹쌓기 단면(brute stack)을 작성하였다(Fig. 3).

겹쌓기 단면 상에서 공심점 1에서 2000에 해당하는 울릉도 주

변지역과 공심점 25,600과 27,414에 해당하는 동해 연안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2.9 ~ 3.0 s 부근에 해저면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수층의 탄성파 전달 속도를 고려하여

볼 때 수심 2,100 ~ 2,200 m에 해당하며 항측자료 상에서도

Fig. 2. Workflow of processing of long-offset seismic data.

Fig. 3. Brute stack section using a constant NMO velocity (1480 m/s).



16 주용환·김병엽

동일한 수심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해저면 도

달시간의 2배에 해당하는 5.8 ~ 6.0 s 부근에는 강한 겹반사파

가 관측되지만 해당 자료는 심해에서 취득되어 일차반사파와

겹반사파의 시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적 겹반사파로 인

한 천부 지하구조에서 발생한 반사파의 오염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지형정보가 결합된 음원모음 상에 나타나는 해저면 다중반

사파는 깊은 수심으로 인하여 겹반사파가 1차 반사파에 겹쳐

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라돈필터를 적용하여 제거하였다. 이는

시간-공간영역의 탄성파 자료를 타우-피(-p)영역으로 변환하

면 겹반사파를 1차 반사파와 구별되도록 쉽게 분리할 수 있어

잔여 겹반사파 제거에 효과적이다. 우선 라돈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시간-공간 영역의 자료는 시간-속도를 축으로 하는 셈블

런스 단면을 계산하게 되고, 이 때 1차 반사파들은 시간차가

0에 가깝지만 겹반사파 등의 신호는 상대적으로 큰 시간차 값

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료에 라돈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은

잡음에 해당하는 특정 시간차에 모인 다중 반사이벤트를 원

탄성파 자료에서 감산(subtraction)하거나 원신호만을 추출하

여 보존하는 두가지 방법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

간차 신호를 보존에 따른 인위적인 이벤트의 발생과 반사신호

의 손실이 적은 감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Fig. 4는 총

6,745개의 음원모음 중에서 4,950번 음원모음 단면의 라돈 필

터 적용 전후를 비교하여 도시하고 있으며, 라돈필터의 적용을

통해 상부 반사파들은 잘 보전되면서 점선으로 표시된 5.8 s

이후에 보이던 겹반사파가 적절하게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과 라돈 필터를 적용한 탄성파 기

록은 원자료에 비해 겹반사파가 제거되면서 가려져있던 반사

파 신호가 명확해졌으며 셈블런스 값이 상대적으로 각 속도값

에 집중되기 때문에 라돈필터가 적용된 음원모음에 대하여 속

도분석을 다시 수행하였다.

등방성 겹쌓기전 시간영역 참반사보정

라돈필터를 적용하여 겹반사파가 최소한으로 억제된 자료는

단면상의 반사파들을 실제 반사면의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이

후 이방성 변수  추출과 속도 갱신(update)을 수행하기 위하

여 겹쌓기 전 Kirchhoff 시간영역 참반사보정을 적용하였다.

최종 구조보정 영상은 해당 주시의 진폭을 계속 더하여 참 반

사점에 위치시키는 것으로, 먼저 참반사보정 수행 전에 식 (1)

과 같이 표현된 아이코날 방정식(Eikonal equation)을 이용하

여 파의 전파시간(travel time)을 계산하게 된다(Rickett and

Fomel, 1999).

Fig. 4. Effect of Radon filtering for the 4950th shot gather: original data set (left) and filtered outpu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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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달시간을 위한 속도는 앞서 무브아웃 속도분석을 통해 구

한 RMS 속도를 이용하였으며 심도 지점의 증가값은 6.25 m

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계산될 전파시간의 벌림 증가량과

샘플 비율(sample rate)은 각각 30 m와 40 ms로 설정하였다.

전파시간은 7초까지 4 ms 간격, 매 10번째 공심점마다 계산된

다. 설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등방성 매질에서의 주시를 계

산하여 전파시간 단면을 얻었다. 이렇게 계산된 전파시간 단면

은 2차원 겹쌓기전 시간영역 참반사보정의 입력자료로 사용하

였다. Kirchhoff 참반사보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도로 표현된

최대 경사값은 90을 사용하였다. 최대 경사값은 간극(aperture)

와 유사하지만 참반사보정 중합(migration summation)을 위한

입력자료의 최대 각도를 의미한다. 또한 참반사보정 간극은 0

초에는 0 m, 3초에는 5,000 m까지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해양탄성파 탐사자료는 공심점 모

음이 27,419개, 총 길이가 166 km에 해당하는 대용량의 자료

로 4 ms 간격으로 다시 고르기를 수행하였지만 데이터의 크

기가 12 GB에 달하여 병렬화 된 클러스터 머신을 이용하여

참반사보정을 수행하였다. 병렬화 알고리듬을 이용한 2차원

겹쌓기 전 참반사보정을 수행한 겹쌓기 단면 중 일부를 Fig. 5

에 도시하였다. 참반사보정을 통하여 잘못된 곳에 위치한 반사

점과 회절점이 이동하여 층서의 연결성이 잘 나타나고 지층의

구조가 보다 명확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첫 공심점에서

공심점 3,000 사이의 울릉도 주변 지역 사면에서 발생한 많은

회절점 및 반사점들이 원 반사점 위치로 이동하였고(Fig. 5a),

공심점 13,100 ~ 13,500, 3.1 ~ 3.6 s 사이에 나타나는 배사구

조(Fig. 5b)와 공심점 20,000 ~ 21,800, 3.4 ~ 4.9 s 사이에 보

이는 경사 구조가 잘 보정된 것을 알 수 있다(Fig. 5c). 

속도분석 및 이방성 변수 η 추출

2차원 겹쌓기 전 시간영역 참반사보정이 수행된 자료는 잘

못된 곳에 나타났던 반사 및 회절된 에너지가 원 반사점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다시 속도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향상된 속

도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참반사보정이 수행된 탄성파 자료는

이미 공심점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심점 250개

마다 9개의 공심점 탄성파 기록을 묶어 대표모음(supergather)

을 작성 후 전계산(pre-computing)을 수행하여 각 묶음마다 선

형적으로 일정한 탄성파 속도를 할당한다. 이를 토대로 셈블런

스 속도분석 모듈을 통해 겹쌓기 속도를 다시 취득하였다. 이

방성 변수 는 다음과 같이 횡등방성 매질에서 수평, 수직적

인 속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 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

다(Alkhalifah and Tsvankin, 1995). 

 (2)

이방성 변수 의 추출 전에 적절한 가이드 함수를 구하기

위해 우선 참반사보정이 된 공심점 모음자료에 띠통과필터

(bandpass filter)와 FK 필터를 적용하고 역 NMO 보정을 수행

하여 기존에 등방성으로 무브아웃보정 된 자료를 보정 전 자

료로 변환하였다. 이를 다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을 설정

하여 이를 이용하여 3-term NMO를 수행하여 적절한  범위

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3차항 NMO는 식 (3)과 같은 관

계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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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grated sections at (a) CMP 1–3000, (b) CMP 13100–13500, and (c) CMP 20000–21800 generated by the isotropic prestack Kirchhoff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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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t는 실제 반사파 전파 시간, t0은 영벌림일 때의 전파

시간, x는 송신원과 수신기의 오프셋, v는 이벤트의 RMS 또

는 중합속도, 그리고 를 각각 의미

한다. 

탐사지역에 대한 이방성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울릉분지

인근 제주도 심부 지층의 경우 P파 및 S파 속도가 최대 속도

에 비해 약 10% 감소한다는 특성을 활용(Kim and Kim,

2017), 탄성파 이방성의 영향을 적게 미치는 를 0으로 가정

하면 제주도 심부 지층의 은 약 0.1으로 계산할 수 있다. 탐

사지역은 제주도 심부지층에 비해 심도가 비교적 얕기 때문에

대략적인 초기  값 범위를 0.05 내외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0, 0.45, 1.2, 2.2, 3.2초에서 각각 0, 0.015, 0.035, 0.040, 0.045

로 심도에 따라 초기  값이 점차 증가하도록 하였다. 먼저 

값 발췌 구간은 0 ~ 7 s까지 전체 구간으로 설정하였고,  분

석을 위한 창의 길이는 40 ms, 창의 증가량은 20 ms로 설정

하였다. 최소 와 최대  값은 각각 0.0과 12.0, 의 증가량

은 0.25로, 발췌를 위한 최소 셈블런스(%)는 5.0을 사용하였으

며, 앞서 구한 겹쌓기 속도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입력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발췌를 수행하게 되면 각 시간

창마다 최소  값에서 최대  값까지 범위에서 셈블런스 값

을 계산하고 저장한다. 모든 셈블런스 값이 계산되고 나면 각

시간에서의 최대 셈블런스를 전체  영역에 대하여 찾게 되고,

이렇게 구한 최대 셈블런스 값과 그 때의  값은 각각 저장되

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보다 정밀한  발췌를 위하여 제약

조건을 사용하게 된다. 입력 매개변수인 발췌를 위한 최소 셈

블런스(%)를 제약조건으로 사용하면 이보다 적은 셈블런스 값

을 가지는 부분의 시간 샘플(time sample)을 확인하고 그  값

은 음의 값으로 설정하게 된다. 음수로 된  값은 그 주변의

시간 샘플자료로 보간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값을

발췌하게 된다. 

이방성 겹쌓기전 시간영역 참반사보정

앞서 계산된 이방성 변수  값과 다시 계산된 겹쌓기 속도

를 이용하여 Kirchoff 이방성 겹쌓기전 시간영역 참반사보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이코날 방정식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전

파시간을 계산하되 이방성 변수인  파라미터 파일을 함께 입

력자료로 사용한다. 각 아이코날 방정식을 이용해 계산된 각

격자에서의 전파시간은 3차항이 포함된 NMO수식을 이용하

여 이방성 매질에서의 전파시간으로 보정된다. 이를 위하여 심

도 증가량은 6.25 m, 전파시간 계산을 위한 벌림의 증가량과

샘플 비율은 동일하게 30 m와 40 ms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앞서 재 분석된 속도파일과  파일은 안정적인 참반사보정을

위하여 평활화(smoothing)를 거친 후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최종 출력 파일은 0에서 7 s까지 4 ms 간격을 가지며 공심점

1 ~ 27,419까지 10개씩 결과를 출력하였으며 결과 영상의 벌

림값은 탐사 시 사용된 최소 벌림값 168.75 m에서 최대 벌림

값 5,818.75 m까지 50 m 간격으로 출력 및 저장하였다. 입력

매개변수는 앞선 등방성 참반사보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참반사보정이 완료된 자료를 중합하여 겹쌓기

단면을 얻었다. 

속도정보와 이방성 변수 η 순차반복 갱신 및 참반사보정 재적용

이방성 참반사보정을 적용한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속도갱신을 수행하게 되는데, AVO와 속도 반복법(AVO &

Velocity Iteration, AVEL)을 적용하여 속도를 재분석하였다

(Swan, 2001). AVEL 기법은 겹쌓기전 공심점 모음 자료의

AVO분석을 이용하여 고해상의 속도분석을 수행하는 기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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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the reconstructed anisotropic parame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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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AVO A&B 분석과 AVO 속도분석 두 단계로 수행된다. 먼

저 AVO A&B 분석은 AVO 속성인 A, B를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4)

여기서 는 입사각, A( )는 입사각에 따른 진폭의 함수, A는

영벌림(zero-offset)에서의 진폭, B는 AVO 기울기 또는 그래디

언트(gradient)를 의미한다. 구해진 A와 B값은 AVO 속도분석

단계에서 상관 통계(correlation statistics) 기법에 의해 각각

, , , 를 계산하며 RE와 IM는 실수

부와 허수부, *는 켤레복소수를 의미한다. 이 때 A와 B의 켤

레복소수 곱의 허수부값의 부호가 NMO 속도가 너무 크거나

작은지를 의미하게 되며, 상관값의 허수부가 널(null)값을 가지

는 경우 최적의 NMO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동분석을 통

해 기존 입력 속도를 최적의 NMO 속도로 갱신하여 저장한다.

AVEL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도 자르기(angle mute)와

FX 디콘볼루션, 띠통과 필터, 자동 이득 되돌림 등의 전처리

가 필요하다. 갱신된 속도정보를 이용하여 이방성 변수를 재

추출하게 되는데, 기존에 계산한  단면을 가이드 함수(guide

function)로 사용하면 보다 정밀한  단면을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갱신된 속도 및  값을 입력하여 앞서

설명된 이방성 겹쌓기 전 시간영역 참반사보정을 재수행하며,

이방성 참반사보정을 위해서는 많은 계산량과 시간이 소요되

므로 참반사보정이 수행된 단면을 확인하여 속도와 의 갱신

에 따른 참반사보정 단면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2 ~ 3회 반

복 수행하는 자료처리 공정을 구축하고 이를 현장자료에 적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 및  갱신과 참반사보정을 2회 반

복하였다. 이렇게 속도와  갱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탄성파 이방성으로 인해 왜곡된 속도를 보다 정확한 속도로

갱신할 수 있으며, 반복적 갱신을 통해 속도 정보의 정확성이

향상되는 만큼  값도 더욱 정확해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획

득된  값은 대체로 4 ~ 5 s에 분포하는 기반암을 따라 높은

이방성 값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상부지층 구간에서는  값이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6).

Fig. 7은 최종적으로 갱신된 속도 및 를 이용하여 참반사

보정이 수행된 겹쌓기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겹쌓기 단면 상

에서 등방성 참반사보정을 수행한 단면에 비해 전반적으로 반

사면의 연결성이 향상되고 속도 및  값의 오차로 인해 두껍

게 나타났던 심부 기반암 하부의 반사에너지가 보정되어 그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Fig. 5

와 비교 시, 반복적인 속도 및  갱신을 통하여 검은색 화살

표로 표시된 부분에서 나타나던 인공잡음들이 적절하게 제거

되었으며 이로 인해 왜곡되었던 상부의 반사면들도 노랑색 화

살표와 같이 잘 보정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등방성 참

반사 보정과 이방성 참반사 보정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도시

한 20,580번째 공통중간점 모음 단면이다. 등방성 참반사보정

수행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탄성파 이방성의 영향이 상대적

으로 적은 가까운 거리 벌림 부분은 반사파 에너지들이 수평

하게 잘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벌림거리가 멀어질수록 탄

성파 이방성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원거리 벌림 부분은 참

반사보정 후에도 반사파 신호의 정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 반복적인 분석 및 속도 갱신을 통해 계산된 이방성 변

수와 속도정보를 이용하여 이방성 참반사보정을 수행하면 등

방성 참반사 보정이 수행된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사파

에너지들이 더 수평하게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하여 보다 정확한 겹쌓기 단면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 A + Bsin
2


A
2

B
2

RE AB
*

  IM AB
*

 

Fig. 7. Migrated sections at (a) CMP 1–3000, (b) CMP 13100–13500, and (c) CMP 20000–21800, generated by an anisotropic prestack

Kirchhoff migration with th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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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심부의 지하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먼거리에서 탄성파 탐사

자료를 취득하게 되면 근거리 탄성파 탐사 자료에 비해 지하

매질의 이방성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기본 자료처리와 등방성 참반사보정만을

수행하게 되면 매질의 이방성 특성으로 인하여 자료처리의 오

차가 발생하며 왜곡된 겹쌓기 단면을 제공하여 해석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이방성 분석 및 속도정보

갱신과 이방성 참반사보정의 반복적 수행은 보다 정확한 속도

정보의 추출과 이방성 변수 의 추출을 가능하게 해주며, 반

복적 갱신을 통해 탄성파 이방성의 영향이 최소화 된 속도와

보다 정확한  값을 추출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갱신된 속도

정보와  정보는 이방성 참반사보정의 입력값으로 사용되어

탄성파 이방성의 영향으로 반사면 모양이 왜곡되거나 잘못된

위치에 반사에너지가 모이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지하 구조를 모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획득한 속도 및  단면을 활용하

여 참반사보정 속도 분석(migration velocity analysis, MVA)의

입력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더 정밀한 속도 및 이방성 변수

추출을 위한 전파형 역산(full waveform inversion, FWI) 및 토

모그래피 역산(tomographic inversion)의 초기모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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