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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들이 지속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분지 영일만 해상 CO2 지중저장 실증 부지에 소규모
의 CO2를 성공적으로 주입하였다. 하지만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국내 CO2 지중저장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포항분지 영일만 CO2 지중저장 실증 사업은 중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해저면 탄성파 탐
사자료를 영상화하여, 포항분지 영일만 CO2 지중저장 부지의 구조적 적합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기존의 스트리머(streamer) 탐사자료
를 이용한 영상화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해저면 탄성파 탐사자료에 역시간 구조보정 기법을 적용한 영상에서 지층의 연속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새로 획득한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을 기반으로, 포항 영일만 CO2 지중저장 부지의 저장층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주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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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wing to the abnormal weather conditions due to global warm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y has attracted global
attention as a countermeasure to reduce CO2 emissions. In the Pohang CCS demonstration project in South Korea, 100 tons of CO2
were successfully injected into the subsurface CO2 storage in early 2017. However, after the 2017 Pohang earthquake, the Pohang CCS
demonstration project was suspended due to an increase in social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the CCS project. In this study, to
reconfirm the structural suitability of the CO2 storage site in the Pohang Basin, we employed seismic imaging based on reverse-time
migration (RTM) to analyze small-scale ocean-bottom seismic data, which have not been utilized in previous studies. Compar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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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images using marine streamer data, the continuity of subsurface layers in the RTM image using the ocean-bottom seismic data
is improved. Based on the obtained subsurface image, we discuss the structural suitability of the Pohang CO2 storag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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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capture and storage, Pohang Basin, ocean-bottom seismic survey, reverse-time migration

서 론

온실가스(greenhouse gas)는 지표면에서 복사되는 적외선 복

사열을 흡수함으로써 대기 온도를 상승시켜 온실효과를 일으

킬 수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될 경우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며, 빙하의 감소와 해수면의 상승, 폭우,

폭염, 산불 등의 이상기후현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 20세기 중

반 이후 관측된 온난화의 주요원인으로 온실가스 농도의 인위

적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IPCC, 2013). 대표적 온실가스인

CO2의 배출량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O2

의 대기 중 농도 증가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WMO, 2019). 세

계 각국에서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지

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

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기술로 화력발전소와 같은 대

량의 CO2 배출원에서 CO2를 포집하여 지중에 저장하는 기술

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이 있다.

1930년대에 천연가스 속 CO2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CO2 포집기술이 처음 개발되었으며, 1972년 미국에서 처음으

로 상업적 규모의 CO2를 지하에 주입하였다(Global CCS

Institute, 2019). 그 이후 노르웨이의 Sleipner 프로젝트와

Snøhvit 프로젝트, 캐나다의 Weyburn-Midale 프로젝트, Quest

프로젝트, 미국의 Illinois 프로젝트 등 많은 프로젝트가 추진

되었다(Global CCS Institute, 2019). Global CCS Institute의

2020년 보고(Global CCS Institute, 2020)에 의하면 개발 단계

인 국내 CCS 프로젝트(Korea-CCS 1&2)를 포함하여 전 세계

에 65개의 상업적 규모 CCS 시설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CO2

지중저장 부지는 개발이 끝난 유·가스전(Jenkins et al., 2012),

심부 염대수층(Michael et al., 2010; Park et al., 2016; Furre

et al., 2017), CO2를 이용한 석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 EOR) 프로젝트의 유전 및 석탄층(Whittaker et al.,

2011)이 고려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CCS에 대한 많은

국외 사례 문헌연구들이 수행되어 왔고(Ko, 2013; Gwon,

20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 KIGAM)은 CO2 지중저장 사업의 시행착오

를 줄이기 위하여 호주의 Otway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국내

CO2 지중저장 실증기반을 구축하였다(Huh and Park, 2009;

Park et al., 2016; Cheong and Kim, 2020). 또한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을 중심으로 CO2 지중저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Lee et al., 2009; KIGAM, 2014a;

KIGAM, 2014b; Song et al., 2015), 2017년에 국내 기술력을

기반으로 포항분지 영일만 해상 CO2 지중저장 실증 부지에 소

규모의 CO2를 성공적으로 주입하였다(Kwon, 2018). 

지중에 저장된 CO2가 지표면으로 누출될 경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CO2 저장층의 상부에는 누출을

막기 위한 불투수성 덮개암층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 CO2가

암석의 틈을 따라 상부로 이동하여 대기나 해수로 누출할 위

험이 있기 때문에(Yoo et al., 2007), 천부지층으로 연결된 단

층이나 균열의 존재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CO2 지중저장

심도를 고려하여 저장층과 덮개암층의 지하 지질구조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탄성파 탐사자료를 활용한 저장층 구조 파악이

필수적이다.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자료의 처리는 전처리(pre-processing)

와 공통 중간점 모음 정렬(common mid-point gather sorting),

속도분석(velocity analysis), 수직시간차보정(normal-moveout

correction) 등의 과정을 통해 수행되며(Gazdag and Sguazzero,

1984), 최종적으로 탄성파의 왕복주시(two-way travel time)와

진폭(amplitude) 정보를 나타내는 중합단면(stack section)을 획

득할 수 있다. 그러나 CO2 지중저장 부지가 수평적으로 복잡

한 지하 지질구조를 가질 경우, 송신원과 수진기 사이의 중간

점과 실제 지층의 반사점(reflection point)의 수평적 위치가 다

르기 때문에 중합단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해저

면 탐사자료의 경우, 송신원과 수진기의 깊이가 달라서 수심이

깊을수록 스트리머(streamer) 탐사자료에 특화된 전통적인 탄

성파 탐사자료 처리는 오차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역

시간 구조보정(Reverse Time Migration, RTM)은 수치모델링

을 기반으로 파동장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속도 모델이

주어진다면 복잡한 지하 지질구조에서도 정확한 반사점을 찾

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주목 받는 기법이다(Hemon,

1978; Baysal et al., 1983). 속도변화가 심한 지질구조 및 급경

사 구조에 대하여 정확한 지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Farmer et al., 2009), CO2 지중저장 부지에서 지하 지질구조

를 파악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Yang et al., 2014;

Trainor-Guitton et al., 2019). 특히 수진기의 깊이가 다른 해저

면 탐사자료에 대해 별도의 보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

저면 탐사자료의 영상화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소규모 CO2 지중저장

부지 탐색을 위하여 2016년 포항분지 영일만 해역에서 획득한

해저면 탄성파 탐사자료에 역시간 구조보정 기법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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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제한된 길이의 스트리머 탐사자료로 획득한 영일만 지

역 지하 영상을 개선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개선된 지하 영

상을 기반으로 포항분지 영일만 CO2 지중저장 부지의 지질구

조와 단층의 존재여부, 단층의 연장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통

하여 저장층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사업

연구지역

2013년부터 추진된 포항분지 영일만 해상 CO2 지중저장 실

증 프로젝트는 포집된 CO2를 포항 영일만 해역(Fig. 1a)에 위

치하는 지중저장 부지에 주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Kwon, 2018). 2017년에 포항분지 영일만 지중저장 부지에서

약 100 톤의 소규모 CO2 시험 주입을 성공하였으며, 이는 국

내 CCS 프로젝트의 첫 성공 사례이다. 대규모 CCS 통합 실

증 사업을 위하여 2020년까지 약 2년 간 CO2 총 2만 톤을 주

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17년 11월 15일에 리히

터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하였고, 해당 지진은 포항 영일

만 CO2 지중저장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안전성 문제

로 인하여 프로젝트는 종료되었다(Ryoo and Koh, 2019).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포항 영일만 해저면 탄성

파 탐사자료에 대한 최신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영상화를

Fig. 1. (a)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modified from Song et al., 2015). The blue triangle indicates the source location of CSG and

receiver location of CRG in Fig. 4. (b) Schematic block diagram showing the configuration of the Pohang Basin floor (modified from So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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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CO2 지중저장 부지의 저장층으로서의 적합성을 재검

토하고자 한다.

포항분지는 경북 영일군의 동부 지역에 위치하며 제 3기 마

이오세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퇴적분지로, 퇴적층의 두께는 약

1 km이다(Woo et al., 2003). 포항분지는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퇴적암을 기반으로 하며, 해성 퇴적층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Lee, 2002; Yoon, 2010). Shinn et al. (2018)은 연구대상 지역

을 Fig. 2와 같은 3층 구조로 제시하였다. 가장 하부의 기반암

(BST)은 백악기 암석과 신생대 제 3기의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다(Lee et al., 2014; Shinn et al., 2018). 흥해단층 및 형산

단층과 함께 포항분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반인 U-지괴가

침강하며(Fig. 1b) 기반암의 심도는 깊어졌으며, 남쪽의 형산

단층에 인접할수록 심도가 더 깊어지는 특징을 보인다(Song

et al., 2015). 기반암의 상부에는 포항분지 형성 이후 퇴적된

두꺼운 퇴적암층이 존재하며 크게 하부의 지층(Seismic Unit-

1, SU-1)과 상부의 지층(Seismic Unit-2, SU-2)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부의 지층은 선상지-삼각주계의 퇴적환경에서 형성된

천해성 역암과 사암으로, CO2 저장층으로 적합한 공극률이 우

수한 암석이다. 그 상부의 지층은 곡강단층(Fig. 1)과 같이 북

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퇴적동시성 정단층의 형성과 해

침으로 인하여, 단층의 상반에 해당하는 영일만의 수심이 깊어

지게 되며 퇴적된 두꺼운 이암층이다(Song et al., 2015). 연구

지역에는 곡강단층 이외에도 Fig. 1a와 같이 북북동-남남서 방

향으로 발달한 다수의 퇴적동시성 정단층들(F1, F2, F3)이 존

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영일만 해역 방향으로 기반암의

심도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Yoon et al., 1991; Lee and

Song, 1995; Song et al., 2015). 

CO2 지중저장 부지로 선정된 영일만은 U-지괴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위에 언급한 것처럼 기반암과 저장층의 심도가 가장

깊어 주입된 CO2가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

족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포항신항 인근에서 탐사시추를 통해

획득한 시추코어 분석에 의하면, 해저면에서 심도 약 735 m까

지는 해양성 퇴적물로 해석되는 이암(SU-2)이 우세하며 사암

이 간헐적으로 협재하고 있다(Choi et al., 2017). CO2 주입을

위한 주요 저장층은 연구지역의 약 768 ~ 782 m에 퇴적되어

있는 역암과 사암층(SU-1)으로, 약 14 ~ 28%의 공극률을 갖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oi et al., 2017). 이 지역은 Fig. 2b와

같이 퇴적동시성 정단층과 평행한 북동방향(YY’)의 구조적 변

화는 크지 않으며, Fig. 2a의 2차원 탄성파 탐사가 수행된 남

동방향(XX’)으로는 퇴적동시성 정단층에 의한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차원 탐사가 수행된 탐사측선

을 따라 CO2 지중저장에 적합한 지질구조가 있을 것으로 기

대되었다(Shinn et al., 2018).

스트리머 탐사자료를 이용한 기존 영상화 결과

적합한 CO2 지중저장 부지 탐색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영일만 해역에서 7번의 해양 탄성파 탐사(Table 1)가

수행되었다(Shinn et al., 2018). 탐사지역은 수심이 낮은 천해

영역이며 상선과 어선이 통행하는 영일만 항내 환경을 고려하

여 75 m 길이의 짧은 스트리머 케이블이 사용되었다. 스트리

머 케이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충분한 오프셋(offset, 송신원-

수진기 간격)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Choi et al. (2017)은 스트리머를 사용하여 획득한 2014년 탐

사자료(14YC-001A)에 대한 영상화 결과(Fig. 3a)를, Shinn et

al. (2018)은 스트리머를 사용하여 획득한 2016년 탐사자료

(16YC2-001B)에 대한 영상화 결과(Fig. 3b)를 제시하였다. 전

통적인 탄성파 탐사자료 처리과정을 통해 획득한 두 탄성파

단면에서 드러난 CO2 주입 구간은 왕복주시 약 0.8 초로 예상

Fig. 2. (a) Depth structure map of the study area along XX’ and (b) YY’ lines in Fig. 1a (modified from Shinn et al., 2018). PHEW-1 (open

circle in Fig. 1a) indicates an exploration well.

Table 1. Information of seismic surveys in the study area (modified

from Shinn et al., 2018).

General information

Location Youngil Bay, Pohang, SE Korea

Vessel R/V Tamhae II (KIGAM)

Date of 1st survey 2013.11.10. ~ 2013.11.15.

Date of 2nd survey 2014.09.30. ~ 2014.10.02.

Date of 3nd survey 2015.03.25. ~ 2015.03.27.

Date of 4th survey 2015.07.07. ~ 2015.07.11.

Date of 5th survey 2016.03.29. ~ 2016.03.31.

Date of 6th survey 2016.09.22. ~ 2016.09.23.

Date of 7th survey 2018.03.20. ~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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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저장층의 향사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탐

사자료는 대용량의 에어건 송신원을 사용하여 영상의 품질이

좋지만, 두 탐사자료 모두 스트리머 길이의 제한으로 영상에

드러난 지층의 연속성이 불량하여 정밀한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다. 짧은 길이의 스트리머를 이용한 탐사의 경우 사용 가능

한 반사파 신호의 최대 오프셋이 제한되지만, 해저면 수진기를

이용할 경우 보다 먼 오프셋(far-offset)의 신호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탐사자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연구지역의 항내 환경에 따른 스트리머 탐사자료의 한

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저면 탄성파 탐사자료에 역시간 구

조보정 기술을 적용하여 영일만 CO2 지중저장 부지의 탄성파

영상화 결과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역시간 구조보정

본 연구의 목적은 포항분지 영일만 해역에서 획득한 해저면

탐사자료에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최신 영상화 기술을 적용

하여 포항분지 영일만 CO2 지중저장 부지의 지하 영상을 개

선하는 것이다. 연구지역의 해저면 탐사의 경우 송신원은 해수

면에서 발파되고 수진기는 해저면에 설치되어 심도가 다르므

로,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자료 처리과정에서 가정하는 공통 중

간점(Common Mid-Point, CMP)과 실제 공통 반사점(Common

Reflection Point, CRP)이 수평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

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자료 처리과정은 공통 중간

점 모음과 공통 반사점 모음이 같다는 가정 하에 수행되기 때

문에, 해저면 탐사자료를 처리할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저면 탐사자료는 40개라는

한정된 수의 수진기를 사용하여 취득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전

통적인 탄성파 탐사자료 처리과정으로 탄성파 영상화를 수행

할 경우 탐사자료의 수가 적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널

리 활용되고 있는 수치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을 해저면 탐사자료에 적용하여 탄성파 영상화를 수행하

였다. 역시간 구조보정에서 지하 지층의 반사점은 수치모델링

을 통해 계산된 하향파(down-going wave)와 상향파(up-

coming wave)의 영지연 상호상관(zero-lag cross-correlation)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Claerbout, 1985). 역시간 구조보정은 수

치모델링을 기반으로 하여 계산량이 크지만, 정확한 속도 모델

이 주어진다면 복잡한 지질구조에서도 정확한 지하 영상을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수진기의 깊이가 다른 해저면 탐사자료에

대해 별도의 보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저면 탐사자료의

영상화에 더욱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같은 주파수영역 음향파동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역시간 구조보정 알고리듬을 이용하였다. 

 (1)

여기서 는 주파수영역에서 파동장을 의미하며, 는 P파의

속도를 의미한다. 는 각주파수를 의미하며, 는 지하

지점에 대한 공간벡터를 의미한다. 식 (1)을 행렬 형태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Pratt et al., 1998).

  (2)

여기서 S는 모델링 연산자 행렬, 는 송신원 벡터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완전파형역산(Full Waveform Inversion,

FWI) 알고리듬을 기반으로(Virieux and Operto, 2009), 가상송

신원(virtual source)과 현장 자료를 역전파시켜 얻은 파동장으

로부터 지하구조를 영상화하였으며, 지하 k 지점에 대한 역시

간 구조보정 영상화 조건(imaging condition)은 다음과 같다.

(3)

(4)

여기서 rs는 역전파된 수진기 파동장을 의미하며, max와

nshot은 총 주파수 개수와 총 송신원의 개수를 의미한다.

Re는 실수 부분을 의미하며, 위 첨자 T와 *는 벡터의 전치

(transpose), 공액복소수를 의미한다. 주파수영역 역시간 구조

보정에서는 각 주파수별로 모델링이 수행되기 때문에 각 주파

수 성분에 대한 단일주파수 성분의 영상화 조건(k())을 먼저

계산한 후, 송신원 스펙트럼의 영향을 줄이고 모든 주파수 성

분이 골고루 영상화에 기여하도록 정규화(normalization)를 적

용한 뒤, 모든 주파수 성분에 대한 최종 영상화 조건(k)을 계

산하였다. 식 (4)에서 분모의 가상 헤시안 행렬(pseudo-

Hessian matrix)은 구면발산에 의한 감쇠효과를 보상하는 역할

을 한다(Shin et al., 2001). 는 가상송신원을 의미하며,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5)

역시간 구조보정을 이용한 포항 영일만 지하 영상화

해저면 탄성파 탐사자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수면에서의 탄성파 탐사는 75 m의

짧은 스트리머 케이블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오프셋이 짧아 반

사면을 정확하게 영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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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오프셋을 더 멀리까지 설정하여 탐사할 수 있는 해저

면 탄성파 탐사자료가 추가적으로 획득되었다. 2016년 스트리

머 탐사와 동일한 측선(16YC2-001B)에 대해 40개의 해저면

수진기(Ocean Bottom Node, OBN)가 50 m 간격으로 설치되

었으며, 총 2.5 km 측선에 대하여 12.5 m 간격으로 205번의

에어건 송신원이 발파되었다(Fig. 1a). 16YC2-001B 측선은 방

파제와 평행한 방향이며, 탐사 측선은 이 지역의 퇴적동시성

정단층(곡강단층, F1, F2, F3)의 주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CO2

지중저장에 적합한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Fig. 4는 획득된 해

저면 탐사자료(압력 성분)를 나타낸다. 하나의 공통 송신원 모

음(Common Shot Gather, CSG)에 포함된 탐사자료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공통 송신원 모음(Fig. 4a)에서는 반사파 특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공통 수진기 모음(Common Receiver

Gather, CRG)에서는 반사파 특성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Fig. 4b).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진기 수(40개)

가 제한되고, 송신원과 수진기의 심도가 달라 공통 심도 모음

이 공통 반사점 모음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탄성

파 탐사자료 처리과정으로는 영상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을 이용하여 포항

영일만 지역의 해저면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한 영상화를 수행

하였다. 

배경속도 모델 구축

수치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역시간 구조보정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파동의 운동학적 특성(kinematic property)인 도달시간

(travel time)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배경속도 모델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 지역의 지질구조를 고

려하여, 하부에서부터 기반암(BST)-저장층(SU-1)-덮개암(SU-

2)으로 구성된 1차원 3층 속도 모델을 구축하였다(Fig. 5a). 물

층의 경우, 연구지역의 수심이 얕아서 영상화에 사용할 주파수

대역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지역의 수평

적인 지질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영일만 해역에서 획득된 시추코어(PHEW-1) 분석에 의하면,

해저면에서부터 735.7 m 지점까지는 이암(SU-2 in Fig. 2)이

우세하고 855.5 m 하부에는 화산암의 기반암(BST in Fig. 2)

이 분포하며 그 사이에는 역암, 사암(SU-1 in Fig. 2)이 분포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Shinn et al., 2018) 각 지층의

깊이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각 지층의 탄성파 속

도는 반사각에 따른 공통 영상 모음(Angle-Domain Common

Fig 3. Seismic stack sections obtained using two marine streamer

data by a routine seismic imaging procedure. (a) Stack section of

survey line 14YC-001A (modified from Choi et al., 2017). (b)

Stack section of survey line 16YC2-001B (modified from Shinn et

al., 2018). Note that, in this study, 16YC2-001B is the same line

where ocean-bottom seismic data are acquired.

Fig. 4. Ocean-bottom seismic data (pressure component) acquired along the survey line, 16YC2-001B: (a) raw CSG, (b) raw CRG, (c) pre-

processed CSG, and (d) pre-processed CRG. The source location of CSG and receiver location of CRG correspond to the blue triangle in

Fig. 1a.



84 박세은 · 이향월 · 김병엽 · 오주원 · 민동주 · 김형수

Image Gather, ADCIG)을 기반으로 추정하였으며, 덮개암인

이암의 속도를 1.9 km/s, 저장층인 역암과 사암의 속도를 2.3

km/s, 기반암의 속도를 2.6 km/s로 설정한 뒤, Fig. 5a와 같이

평활화(smoothing) 하였을 때, 모델 중앙부의 ADCIG에서(G3

in Fig. 5b) 각도에 따른 반사파가 수평적으로 잘 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각 지층의 탄성파 속도

가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ADCIG에서 반사각에 따른 반사

면의 깊이가 일치하기 때문에(Fig. 5b) 역시간 구조보정 과정

에서 각 오프셋 자료가 같은 반사점에 중합(stacking)될 수 있

으며, 제시한 배경속도 모델이 운동학적으로 적합한 영일만의

속도 모델임을 의미한다. 스트리머 탐사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영상화 결과(Fig. 3)에서 저장층 상부의 수평적인 구조적 변화

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1차원 속도 모델을 이용해도 충분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스트리머 탐사자료에 대한

영상화 결과(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단층의 하반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G1, G4, G5의 위치의 ADCIG의 경

우(Fig. 5) 반사각도가 커질수록 반사면이 위로 올라가는(smile

upward) 특징이 관찰되고(white arrows in Fig. 5b), 이는 이 위

치에서의 배경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속도를 갖는 단층의 하반이 상대적으로 더 얕은 심도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층의 하반에서 추정한 1차원 속도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후속연구

에서는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자료 처리과정에서 속도분석을

통하여 추정한 속도 값의 수평적인 변화 양상을 활용하거나,

탄성파 완전파형역산 기술을 적용하여 2차원 속도 모델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검증된 배경속도 모델을 사용하

여 실제 포항 영일만 해역의 2차원 해저면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한 역시간 구조보정을 수행하였다.

역시간 구조보정 적용

탐사자료는 총 205개 송신원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며, 수진

기의 경우 탐사에서는 총 40개의 해저면 수진기가 사용되었으

나 잡음이 심한 수진기 자료를 제외하여 총 38개 수진기 자료

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배경잡음과 직접파(direct wave)의 영

향을 줄이기 위하여 각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마다 뮤팅

(muting)을 수행하였다. 이후 공통 송신원 모음(Fig. 4a)에서

보이는 가까운 오프셋(near-offset)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오

프셋이 200 m 이하인 자료를 제외하였다(Figs. 4c, 4d).

역시간 구조보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변수들을 Table

2에 나열하였다. 현장 자료에서 사용된 송신원 파형(source

wavelet)을 정확하게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송신원 파

형은 최대 주파수가 40 Hz인 리커함수(Ricker wavelet)를 사

용하였다. 하지만 식 (3), (4)와 같이 각 주파수별로 획득한 역

시간 구조보정 영상을 정규화하여 영상화 조건을 계산했기 때

문에 부정확한 송신원 스펙트럼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고자 하

였다. 탐사자료의 기록시간 길이는 총 3.997696 초이며 시간

간격은 0.000976 초이다. 역시간 구조보정에 사용한 주파수대

역은 단일주파수에서 획득한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의 구조적

일관성을 확인하여 설정하였다(Fig. 6). 수진기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능한 저주파수의 자료들까지 활용하여 지층의 연속

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5 Hz의 저주파수(Fig. 6a)에서도

구조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5 Hz 이상의 자

료의 경우 감쇠가 심하여 하부 영상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

었기 때문에(Fig. 6d), 최종적으로 5 ~ 25 Hz까지의 주파수 대

역(Figs. 6a-c)만을 사용하여 주파수영역 역시간 구조보정을 수

Fig. 5. (a) Background velocity model used in RTM and (b)

ADCIG results from the background model. The white arrows

indicate the reflectors smiling upward (low velocity), and the yellow

arrows indicate the flattened reflectors (correct velocity).

Table 2. Parameters used in RTM.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Survey area
Distance 2.5625 km

Source wavelet Ricker wavelet
Depth 1.25 km

Grid sampling 6.25 m Number of source 205

Recording time 3.997696 s Source interval 12.5 m

Time sampling 0.000976 s Number of receiver 38

Frequency range 5 ~ 25 Hz Receiver interval 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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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연구지역의 에어건 송신원의 깊이가 5 m 이고 탐사

해역 수심이 약 15 ~ 17 m 이기 때문에(Park et al., 2018),

6.25 m 격자간격에서 가장 가깝도록 송신원은 6.25 m에, 해저

면 수진기의 설치 심도는 18.75 m로 설정하여 역시간 구조보

정을 수행하였다.

포항분지 영일만 해역 2차원 해저면 탄성파 탐사자료를 이

용한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은 Fig. 7과 같다. 먼 오프셋 자료

가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확

인해보기 위하여, 오프셋에 따른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을 비교

하였다. ADCIG에서 심도 약 1 km 정도에서 나타나는 반사파

가 최대 반사각 약 40°까지 연속성이 높았기 때문에(Fig. 5b),

오프셋 700 m를 기준으로 700 m 이상의 오프셋 자료만을 이

용한 역시간 구조보정(Fig. 7a)과 700 m 이내의 오프셋 자료

만을 이용한 역시간 구조보정(Fig. 7b)을 수행하였다. 두 오프

셋 자료(Fig. 7)를 비교하였을 때, 700 m 이상의 오프셋 자료

만을 사용한 지하 영상에서 하부 지층의 연속성이 불량한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ADCIG에서 확인하였듯이 하부 영

역 속도 모델의 부정확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700

m 이내의 오프셋 자료만을 사용한 영상은 ADCIG 상에서 확

인할 수 있었던 반사파 위주로 영상화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700 m 이상의

오프셋 자료의 상호상관으로 인한 구조적 왜곡이 모든 오프셋

자료를 사용한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Fig. 8b)의 하부 영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700 m 이상의 오프셋 자

료의 후기 반사파 진폭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한된 수의 해저면 수진기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

종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Fig. 8b)에서 기존의 2016년 스트리

머 탐사자료에 대한 영상화 결과인 시간단면(Fig. 3b)과 유사

한 지질구조가 드러났다. 해저면 수진기 탐사자료의 역시간 구

조보정 영상인 깊이단면과 기존 스트리머 탐사자료의 전통적

인 처리과정을 통해 획득한 시간단면을 정밀하게 비교하기 위

하여, 스트리머 탐사자료의 영상화 결과(Fig. 3b)를 SU

(Seismic Unix)의 suttoz 명령어와 역시간 구조보정에서 사용

한 3층 속도 모델의 구간속도 값을 이용하여 깊이단면으로 변

환하였다(Fig. 8a). 스트리머 탐사자료는 75 m 이내의 오프셋

Fig. 6. Monochromatic RTM images from OBN data using only (a)

5 Hz, (b) 10 Hz, (c) 25 Hz, and (d) 30 Hz.

Fig. 7. RTM images using data with different offsets. (a) 0.7-2.25

km and (b) 0.2-0.7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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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만으로 속도분석과 수직시간차보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합과정에서 반사파 이외의 잡음에 의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해저면 탐사자료(최대 오프셋 2.2 km)는 보다 먼

오프셋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분석과 수직시간

차보정이 정확하게 수행된다면 중합과정에서 반사파 신호를

증폭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저면 탐사자료는 수진기 수가 38개로, 이를 위한 충분한 자

료가 부족하여 속도분석과 수직시간차보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5와 같이 반사각에 따른 공

통 영상 모음을 통해 비교적 정확한 배경속도 모델을 구축하

였고, 단일주파수 구조보정 영상(Fig. 6)을 분석함으로써 중합

과정에서 지층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배

제하였다. 기존의 스트리머 탐사자료의 영상화 결과(Fig. 8a)와

비교하였을 때, 최종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Fig. 8b)에서 지층

의 연속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영상화

결과에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저장층의 향사-배사

구조와 수평적으로 잘 퇴적된 상부 지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Fig. 8b)에서 기존에 알려진 정단

층(Fig. 3a)으로 추정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표면

까지의 연장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토 의

포항분지 영일만의 CO2 지중저장 부지에는 저장층으로 적

합한 공극률이 큰 역암 및 사암층과 덮개암 역할을 할 수 있

는 두꺼운 이암층이 존재하며 CO2가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심도를 갖기 때문에(Shinn et al., 2018), 주입된 CO2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지질구조만 존재한다면 CO2 지중저

장 부지로서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존 스트리머 탐사자

료를 이용한 영상화 결과인 시간단면 영상(Fig. 3)에서 저장층

의 향사구조가 발견되었으며, 그 상부에 수평적으로 퇴적된 이

암층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영일만 항내 환경으로 인한 스트리

머 길이의 제한으로 스트리머 탐사자료를 이용한 영상화 결과

에 나타나는 지층의 연속성이 좋지 않았고, 주입된 CO2의 지

중저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층의 존재여부, 지표면으로

의 연장 가능성을 해석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먼 오프셋 자료를 취득하기에 용이한 해저면

탐사자료가 추가로 획득되었지만, 수진기 수가 부족하여 속도

분석이 어렵고 해저면에 수진기가 위치하여 해수면 탐사자료

에 특화된 기존의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자료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자료로만 활용이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역시간 구

조보정 기술을 이용하였으며, 반사각에 따른 공통 영상 모음의

분석을 통하여 배경속도 모델을 구축하고, 단일주파수 구조보

정 영상 분석을 통하여 영상을 저해시킬 수 있는 주파수 대역

을 배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에서 지층의 연속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영상화 결과에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저장층

구조와 수평적으로 퇴적된 상부 지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획득한 2차원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Fig. 8b)에 의하

면, 저장층 주변에 정단층으로 추정되는 끊어진 지층들이 발견

되었으나 지표면으로의 연장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천

부지층에서도 끊어진 지층의 형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차원 배경속도의 부정확성, 구조보정 과정에서 가정한 수진기

깊이의 오차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특히 수진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탐사영역 가장자리 부분에 대한 영상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후에는 완전파형

역산을 이용하여 탐사지역의 배경속도를 추정함으로써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을 더욱 개선시키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분한 해저면 수진기가 확보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정밀하게 CO2 지중저

장 부지의 지질구조를 영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포항분지 영일만 해역 CO2 지중저장 실증 부

지에서 획득된 2차원 해저면 탄성파 탐사자료를 이용하여 역

Fig. 8. Comparison of (a) converted stack section from the streamer

data (Fig. 3b) into the space domain and (b) RTM image using

OBN data with a 0.2–2.25 km offset. Note that, for the stack

section, the horizontal axis is converted from the common midpoint

to a horizontal location in the RTM model, and the vertical axis is

converted from the two-way travel time to a depth using the time-

to-depth conversion on the assumed three-layered background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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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구조보정을 수행하였다. 해저면 수진기가 부족하고 탐사

영역 주변환경으로 인하여 탐사자료의 품질이 좋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75 m 길이의 기존의 스트리머 탐사자료보다 700

m까지 먼 오프셋의 해저면 탄성파 탐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지층의 연속성이 개선된 지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역시간 구조보정 기법을 통하여, 기존 전통적인 탄성파 탐사자

료 처리과정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획득

한 2차원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을 해석한 결과, 저장층의 향

사-배사구조를 확인하였고 천부지층은 전반적으로 수평적이고

연속적으로 퇴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장층 내부

에 정단층으로 추정되는 끊어진 지층들이 발견되었으나 지표

면까지의 연장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역시간 구조보정 영

상을 바탕으로, 포항분지 영일만 CO2 지중저장 부지는 저장층

으로서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국내 CO2 지중

저장 실증 주입부지에 대한 탄성파 탐사자료에 역시간 구조보

정 기법을 적용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지하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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