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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2 geosequestration has been attracting worldwide attention as a solu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South Korea, the Pohang CCS demonstration project started in 2013. Although a small 

amount of CO2 was successfully injected in early 2017, the demonstration stage for geophysical 

monitoring could no longer continue because of the Pohang earthquake that occurred in November 

2017.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4D seismic time-lapse monitoring technology 

based on frequency-domain reverse-time migration to synthetic 4D time-lapse seismic data 

considering monitoring acquisition, which is planned for application in the Pohang CCS 

demonstration project. Assuming that the velocity drops because of injected CO2 in the three 

monitoring stages, the amplitude variations caused by injected CO2 are detected well using the 

planned monitoring system in the Pohang CCS demonstration project.

Key words : 4D time-lapse seismic monitoring, frequency-domain reverse-time migrati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Pohang CCS demonstration project

요 약 

2013년부터 포항 영일만에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실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2017년 초 소

규모 이산화탄소 주입에 성공하였지만,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모니터링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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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주파수영역 역시간 구조보정을 기반으로 한 4차원 시간경

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의 국내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

젝트에서 계획했던 모니터링 탐사를 가정한 수치모델링을 통해 인공합성 탐사자료를 획득하였다. 

이산화탄소 주입을 총 3차로 가정한 속도 모델에서 획득한 인공합성 모니터링 탐사자료에 주파수

영역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 적용 결과, 포항 영일만 지중저장 프로젝

트에서 40개의 수신기를 이용해 설계되었던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영하여 주입 이산화탄소에 의한 

저장층에서의 진폭 변화 감지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주파수영역 역시간 구조보정,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

서   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표적

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다

양한 대책기술들이 논의되고 있다(IPCC, 2018). 그 중 이

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망한 기술로, 대량의 이산화탄

소를 포집하여 적합한 조건을 갖는 심부 지하 지층구조에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는 노르웨이의 Sleipner 프로젝트(Kongsjorden et 

al., 1998), 캐나다의 Weyburn-Midale 프로젝트(Whittaker 

and Gilboy, 2003), 독일의 Ketzin 프로젝트(Schilling et 

al., 2009), 알제리의 In Salah(Ringrose et al., 2013) 등 세

계 곳곳에서 다양한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이산화탄소 주

입 전 지중저장 부지선정 과정과 이산화탄소 주입 후 거동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Arts et al., 2008; Torp and Gale, 2004; Iding and 

Ringrose, 2009; Mayer et al., 2013).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에서 주입된 이산화탄소가 지

표면으로 누출될 경우 생태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

며, 주입 이산화탄소가 단층을 재활성화 시키면서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Grigoli et al., 2018; Kim et al., 2018; 

Stork et al., 2015). 따라서 지속 가능한 이산화탄소 지중저

장을 위해서는 저장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

동 파악을 위한 다양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4D 

time-lapse seismic monitoring)은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

한 지하 매질의 물성변화를 감지하여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모니터링 하는 기술이다. 탄성파 탐사는 지하 지층의 반사

면(reflector)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탄성파 신호의 왕

복주시(two-way traveltime)와 진폭(amplitude)을 수신기

에서 기록하여, 지하 매질을 통과하는 탄성파의 속도, 반사

면의 깊이 등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주로 유･가스전 탐사를 

목적으로 기술이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 탐사를 목적으로 3차원 탄성파 탐사가 활발

하게 수행되고 있다(Ma et al., 2017; Park et al., 2018). 또

한 탐사지역의 이산화탄소 주입에 의한 지하 물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Urosevic et al., 2010; Whittaker 

et al., 2011; Cheong and Kim, 2020).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이산화탄소 주입 전 기준 탐사자료(baseline data)와 

주입 후 모니터링 탐사자료(monitoring data)를 획득하는

데, 모니터링 탐사는 이산화탄소 주입기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수행된다. 노르웨이의 Sleipner 프로젝트는 4차원 시

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이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로, 해저 약 1,012 m에 위치한 염대수층에 이산화탄소

를 주입하였다(Kongsjorden et al., 1998; Chadwick et al., 

2009). 1994년에 3차원 기준 탐사가 수행되었으며, 1999

년부터 2016년까지 주입기간에 반복적으로 모니터링 탐사

가 수행되었다(Arts et al., 2008; Furre et al., 2017). 획득한 

기준 탐사자료와 모니터링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4차원 시

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탄성파 영상에 

드러난 진폭 변화로부터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파악

할 수 있었다(Arts et al., 2008). 2000년에 시작된 캐나다의 

Weyburn 프로젝트에서는 지하 약 1,450 m에 위치한 저류

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였다(Davis et al., 2003). 기준 

탐사는 1999년에 3차원 탄성파 탐사가 수행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반복적인 모니터링 탐사가 수행

되었다(White, 2009). 마찬가지로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탐사자료로부터 탄성파 진폭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이산화탄소 주입에 의한 영향과 석유 생산

으로 인한 영향 또한 확인되었다(White, 2009).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지중저

장 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2017년 초에 소규모 이산

화탄소 시험 주입에 성공하였으며(Kwon, 2018), 2016년 

하반기에 기준 탐사를 위한 3차원 해저면 탄성파 탐사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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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Park et al., 2018). 그러나 2017년 11월에 리히터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하여 안전성 문제로 포항 영일

만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후속 연구인 모니터링 실증 단계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에서 수행예정이었던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영한 

가상의 모니터링 수치예제를 통하여, 4차원 시간경과 탄성

파 모니터링 기술의 국내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3차원 

탄성파 영상화 기술로는 정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주파

수영역 역시간 구조보정을 이용하였으며, 이산화탄소 주입 

후 각 모니터링 단계별 영상과 주입 전 영상의 차이를 계산

하여 주입 이산화탄소의 거동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한다.

역시간 구조보정을 이용한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은 이산화탄소 주

입 전-후로 획득한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로부터 구축한 

탄성파 단면을 이용하여, 저장층 내의 이산화탄소 거동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은 잡음 수

준 이상의 물성 변화가 감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감지

가능성 분석 단계, 기준 탐사와 동일한 탐사의 반복성을 유

지하기 위한 탐사설계 및 자료획득 단계, 동일한 영상화 알

고리듬을 적용하여 각 탐사자료의 영상을 계산하는 자료처

리 단계, 감지된 물성 변화에 대한 정량적 해석을 통해 원인

을 규명하는 해석 및 분석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Nam and 

Kim, 2011).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은 각 탄성파 탐사

자료로부터 추정된 지하 영상단면의 차이를 계산하여, 이

산화탄소 주입에 의한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이며, 모니터

링의 성공을 위해서는 탄성파 탐사를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

하고, 정확한 영상화 알고리듬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을 위한 탄성파 탐사자

료의 영상은 구조보정(migration) 기법과 같은 다양한 영상

화 기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3차원 구조보정 기법 중, 

키르히호프 구조보정(Kirchhoff migration)은 경사진 지

층에 대한 정확성과 계산량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으나

(Schneider, 1971; French, 1975), 다중 전파경로를 고려하

지 못한다는 한계점(multipathing problem)이 있다(Gray 

et al., 2001). 반면에 역시간 구조보정(reverse-time migration, 

RTM)은 파동방정식을 계산함으로써 반사면을 영상화하

는 기술로(Hemon, 1978; Baysal et al., 1983), 다른 구조보

정 방법에 비해 많은 계산량이 요구되지만 가장 정확하게 

지하 영상을 추정할 수 있다. 역시간 구조보정에서는 주어

진 속도 모델에서의 수치모델링을 통해 각 지층의 반사도

에 따른 올바른 진폭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Vigh et al., 

2009), 주입 전-후의 진폭 변화를 정량적으로 해석해야 하

는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에 적합한 영상화 기법이다. 

최근 고성능 컴퓨터의 발전으로 3차원 역시간 구조보정 기

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Huang et al., 

2011; Duan et al., 2018).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에서도 역시간 구조보정 기법을 적용한다면, 역시간 구조

보정 영상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진폭 변화로부터 보다 정

확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하지만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을 위한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은 3차원 파동방정식의 수치모델링이 필요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의 규모와 가용한 

계산자원을 고려하여 역시간 구조보정 알고리듬의 적용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탐사영역이 너무 넓거나, 고주파수 

신호의 모델링이 요구되어 모델 격자가 작아져야 할 경우 

수치모델링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키르히호프 구조보정

과 같이 계산량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구조보정 기술을 고

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3차원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시간영역 역시간 구조보정 기

술은 각 송신원 별로 모델링이 수행되기 때문에 수천 개 이

상의 송신원을 다루는 3차원 탄성파 탐사에서는 다수의 송

신원 자료를 병렬처리 할 수 있는 대규모의 클러스터가 요

구된다. 또한 공간-시간에 대한 방대한 송신원 파동장을 저

장하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며(Nguyen and McMechan, 

2015; Oh et al., 2018), 이는 알고리듬의 정확성을 떨어뜨

릴 수 있다. 반면에 3차원 주파수영역 역시간 구조보정 기

술에서는 각 주파수 별로 모델링을 수행한 후, 송신원 별 파

동장은 단순한 행렬곱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다수의 송

신원을 다루는 3차원 탐사자료에 대하여 장점이 크다. 또한 

3차원 역시간 구조보정에 사용하는 주파수는(일반적으로 

100개 이내) 송신원 수에 비해 적고, 각 주파수 별 모델링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적은 수의 계산노드로도 주파수 

별 병렬화를 통해 영상화 알고리듬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

다. 하지만 주파수영역에서는 파동방정식을 행렬화하여 

해를 계산해야 하므로, 대규모의 3차원 영역에서는 역행렬 

계산에 요구되는 메모리가 단일노드의 메모리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시간영역 역시간 

구조보정은 영역분할법(domain decomposition)(Bohlen, 

2002)과 같은 기술을 적용한다면, 수백 대 이상의 컴퓨터가 

병렬 연결된 대규모 클러스터가 활용 가능한 환경일 경우 

대규모의 3차원 부지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영상화를 수행

할 수 있다(Oh and Alkhalifah, 2019). 이처럼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 3차원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은 각각의 장단점

이 존재하기 때문에, 탐사규모와 주어진 계산자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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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소규모 3차원 저장부지(1.2 km × 1 km × 1.25 km)에 대

해 20개 코어로 구성된 단일노드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

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주파수영역 역시간 

구조보정 알고리듬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차원 주파수영역 역시간 구조보정

3차원 주파수영역 음향파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


  (1)

여기서 는 주파수영역에서 압력파동장, 는 각주파수를 

의미한다. 는 기준 탐사자료를 통해서 예측된 P파의 속

도, 와 는 각각 공간 벡터 및 탄성파 송신원 함수를 의미

한다. 각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영역 파동방정식을 행렬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p f  (2)

여기서 행렬 S는 임피던스(impedance) 행렬이며(Kim et 

al., 2011), p와 f는 각각 주파수영역에서의 압력 파동장과 

송신원 벡터를 의미한다. 모델링 행렬 S는 공간 2차 정확도

의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 FDM)을 이용하

여 구성되었으며, 식 (2)의 행렬식은 인텔사의 PARDISO 

(parallel direct sparse solver interface)(Parallel Direct Sparse 

Solver Interface, 2021)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모델 경계

에서의 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PML(perfectly matched 

layer)(Bérenger, 1994) 기법을 적용하였다. 주파수영역에

서 파동방정식의 해는 송신원 위치가 바뀔 때 모델링 행렬

의 역행렬과 송신원 벡터의 곱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단일

노드 워크스테이션에서도 다수의 송신원을 사용하는 3차

원 탄성파 탐사자료의 영상화가 가능하다. 또한 MPI(message 

passing interface)를 이용한 주파수 별 병렬화를 통하여 소

규모의 클러스터에서 활용한다면 알고리듬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역시간 구조보정에서 임의의 지점 i에서의 영상화 조건

(imaging condition, IC)은 식 (2)를 통해 계산된 송신원 파

동장(p)과 수신기에서 역시간으로 전파하여 획득한 역전

파된 파동장을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IC
 












p p






Rep b 

 (3)

여기서 와 은 각각 총 주파수 개수 및 총 송신원 개

수를 의미하며, s와 위 첨자 T는 각각 송신원 번호와 벡터의 

켤레 전치(conjugate transpose)를 의미한다. Re는 복소수 

값의 실수부분을 의미한다. 수신기 자료(d)로부터 역전파

된 파동장(b)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 Sd (4)

본 연구에서는 완전파형역산(full waveform inversion, 

FWI)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가상헤시안 행렬(Shin et al., 

2001)을 이용하여 구면발산 효과를 보정해주는 영상화 조

건을 이용하였으며, 임의의 지점 i에서의 영상화 조건은 식 

(5)와 같다.

IC
 












f
 f









Re f
 b 

 (5)

이때, i지점에서의 송신원 파동장으로 사용된 가상송신원

(virtual source, f)(Pratt et al., 1998)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f

   

S p (6)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

링 과정을 Fig. 1에 도시하였다. 이산화탄소 주입 기간 동안 

지구가 정적인 상태(static earth)이고, 탄성파 탐사가 이상

적으로 동일하게 수행된다고 가정하면, 구조보정 영상에

서 나타나는 변화는 주입 이산화탄소에 의해 유발된 것이

다.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해 지층의 탄성파 속도가 감소

하고, 이로 인하여 주입 이후에 해당 지층 경계면에서의 반

사계수가 커지기 때문에, 구조보정 영상에서 나타나는 진

폭 변화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역시간 구조보정을 기반으

로 한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에서는 기준 탐사자

료(d0)와 각 모니터링 탐사자료(d1, d2, d3 등)의 역전파된 파

동장을 계산하여, 식 (5)을 통해 구조보정 영상(IC0, IC1, 

IC2, IC3 등)을 계산할 수 있으며, (IC1 - IC0), (IC2 - IC0), (IC3 

- IC0)을 계산하여 각 모니터링 단계별 지층의 진폭 변화를 

추정함으로써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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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workflow of 4D time-lapse seismic monitoring based on reverse-time migration.

Fig. 2. Location map of the survey area (modified from Song et al., 2015) and 3D seismic survey acquisition geometries with three 

different monitoring systems (Case-I, Case-II, Case-III). In Case-I, which was used for the real 3D baseline survey in 2016, 40 

ocean-bottom receivers are installed with 4C receivers. In Case-II, which was planned for monitoring surveys in the Pohang CCS 

demonstration project, 56 ocean-bottom receivers are installed with 4C receivers and additional 2C receivers (filled black circles). 

In Case-III, which is for a future extended monitoring survey, 100 ocean-bottom receivers are uniformly installed on the sea 

bottom. The blue line is the source line chosen to visualize CRGs in Fig. 5. Among the 40 receivers in Case-I, the common receivers 

in Stage-I, Stage-II, and Stage-III (also the baseline) are colored in yellow, orange, and red, respectively. 

이산화탄소 주입 모델 구축

연구지역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영역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4차

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의 소규모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포항 영

일만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에 적용 예정이었던 모

니터링 시스템을 반영한 가상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한

다.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Fig. 2)의 3

차원 기준 탐사자료는 2016년 3월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의 물리탐사선 탐해 2호를 이용하여 주입지점에서 북동측

으로 350 m 떨어진 400 m × 350 m 장방형 해역에서 획득되

었으며, 40개의 Hydro-Geophone OBS (Ocean-Bottom 

Sensor) 수신 시스템과 269 inch
3
의 에어건 송신원이 이용

되었다(Shinn et al., 2018; Park et al., 2018). 스트리머 1개

당 Hydro-Geophone OBS 8개를 약 50 m 간격으로 설치하

였으며, OBS 배열 스트리머는 100 m 간격으로 배치되었

다. 적은 수의 수신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에어건 송신원 

발파 횟수(1,104번)를 늘려 획득 자료의 양을 늘리고자 하

였으며, 송신원은 OBS 설치 면적의 9배인 1.2 km × 1.05 km 

면적에 대하여 25 m 간격으로 발파되었다(Fig. 2). 동일한 

방식으로 3차원 탐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주입 후 모니

터링을 수행할 계획이었지만,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하

여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모니터링 탐사가 수행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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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a) P-wave velocity model before injection and (b) RTM result using the baseline data with 40 receivers (Case-I). (c) CRG of 

the baseline data. The receiver location corresponds to the red circle in Fig. 2. The blue rectangle indicates a part of the CRG to show 

the differences from the modeling data in Fig. 5.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주입 시나리오를 가정하

여,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인공합성 탄성파 탐사자료를 획득하고 역

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

술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산화탄소 주입모델

경북 영일군에 위치하는 포항분지(Fig. 2)는 제3기 마이

오세 퇴적분지로 분지 내부에 정단층이 다수 존재하는 지

역이다(Woo et al., 2003).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지중저

장 부지의 저장층은 공극률이 우수한 역암 및 사암층이며, 

상부에는 덮개암 역할을 하는 두꺼운 이암층이 존재하며, 

분지 확장과정에서 형성된 정단층과 다수의 퇴적동시성 정

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ong et al., 2015; 

Choi et al., 2017). 가상의 주입 시나리오를 가정하기 위해

서는 연구지역에 대한 3차원 속도 모델이 필요하지만, 아직 

탐사지역에 대한 정밀한 3차원 속도 모델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지역과 지질학적으로 유사하면서 이

산화탄소 저장에 용이한 저장구조를 가지는 볼브 유전지역

의 3차원 속도 모델을 활용하였다(Equinor 제공). 볼브 유

전지역은 다수의 정단층들로 둘러싸인 그라벤(Graben) 구

조이며, 공극률이 큰 사암으로 이루어진 저류층 위로 치밀

하고 두꺼운 이암층이 존재한다. 연구지역에 맞게 축소한 

볼브 유전지역의 속도 모델, 기존에 계획했던 40개의 수신 

시스템(Case-I in Fig. 2)을 가정하여 획득한 인공합성 기준 

탐사자료,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화 결과는 Fig. 3과 같다. 

볼브 유전지역의 속도 모델(Fig. 3(a))은 주입 저장층의 깊

이와 저장층 및 덮개암의 구조가 연구지역과 유사하여

(Shinn et al., 2018)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 검증을 

위한 가상의 시나리오 작성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저장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기존에 존재하였던 지

층 내 공극수가 유압에 의해 밀려나고 이산화탄소가 채워

지는데, 이때 이산화탄소는 주변 공극수보다 가벼워 지층 

내에서 위로 이동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하여 주입

된 이산화탄소는 저장층 내의 상부 공간부터 채워지며, 이

산화탄소가 채워진 영역은 P파의 속도가 감소한다. 이산화

탄소 주입 단계는 Fig. 4와 같이 총 3차로 설정하였다. 주입 

이산화탄소에 의한 P파 속도의 감소는 가스만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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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4. P-wave velocity models after injection (a), (c), and (e) and their velocity differences (b), (d), and (f) with baseline model (Fig. 

3a) on Stage-I (a) and (b), Stage-II (c) and (d), and Stage-III (e) and (f).

(Gasmann’s equation)(Gassmann, 1951)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Wang et al., 1998). 그러나 인공합성 모니터링 탐

사자료를 획득할 때 사용된 속도 모델이 영일만 지역의 실

제 속도와 다르기 때문에, 연구지역에서 이산화탄소 주입

에 따른 유의미한 속도 감소율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각 모니터링 단계별로 이산화탄소가 저

장된 지역에 대해서 임의로 6%의 P파 속도 감소율을 가정

하였으며, 이는 P파 속도가 약 4 km/s, 공극률이 약 10%인 

저장층이 이산화탄소가 100% 포화되었을 경우의 감소율

에 해당한다(Vera, 2012). 향후 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실증지에 대한 모니터링에서는 지중저장 부지의 물성정보

를 바탕으로 저장층의 속도, 공극률, 이산화탄소 포화도 등

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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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5. CRGs for one shot line (a), (b), and (c) and their differences (d), (e), and (f) with baseline data (Fig. 3c) on Stage-I (a) and 

(d), Stage-II (b) and (e), and Stage-III (c) and (f). The source line and the locations of common receivers are shown in Fig. 2 (CRG 

geometry).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적용

가상의 주입 시나리오에 따라, 주파수영역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인공합성 기준 탐사자료(Fig. 3(c))와 3번의 인공

합성 모니터링 탐사자료(Fig. 5(a), 5(b), 5(c))를 획득하였

다. 모니터링 탐사자료와 기준 탐사자료의 차이에서 주입 

이산화탄소에 의한 반사파를 확인할 수 있다. 가상의 모니

터링 탐사에서도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

트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영하여, 총 40개의 수신기와 총 

1,104번의 송신원 발파 수가 기준 탐사와 동일하게 사용되

었다(Case-I in Fig. 2).

역시간 구조보정 수행에 사용된 입력 변수들은 Table 1

에 나열하였으며, 이는 인공합성 탐사자료를 획득하기 위

해 수치모델링에서 사용한 변수와 동일하다. 수치예제를 

수행하기 위한 모델 크기는 수평방향 1.2 km, 수직방향 1 km, 

탐사심도 1.25 km이다. 모델링에서 사용한 모델 격자 간격

은 12.5 m로 설정하였으며 송신원은 해수면에, OBS의 수

심은 12.5 m로 설정하였다. 탐사자료의 총 기록 시간은 5 

초이며, 시간간격은 0.004 초이다. 송신원 파형은 최대주파

수가 30 Hz인 1차미분 가우스 함수(first derivative of 

Gaussian function)를 사용하였다. 역시간 구조보정에 사

용된 탐사자료의 주파수 대역은 5~30 Hz이며, 주파수 간격

은 0.2 Hz 이다. 구조보정을 위한 속도 모델은 파형역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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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eling parameters for generating synthetic 

monitoring data and conducting RTM

Parameter Value

Survey area

Inline 1.2 km 

Crossline 1 km

Depth 1.25 km

Grid sampling 12.5 m

Recording time 5 s

Time sampling 0.004 s

Number of sources 1,104

Number of receivers 40

Source wavelet
The first derivative of 

Gaussian function

Frequency range 5 ~ 30 Hz

Frequency interval 0.2 Hz

(a) (b)

Fig. 6. 4D time-lapse monitoring results, showing the difference between monitoring RTM image and baseline RTM image (Fig. 3b), 

using the monitoring systems Case-I (a), (c), and (e) and Case-II (b), (d), and (f) on injection Stage-I (a) and (b), Stage-II (c) and (d), 

and Stage-III (e) and (f). The receiver locations in Case-I (40 receivers) and Case-II (56 receivers) are shown in the xy-plane in (a) and (b).

나 토모그래피를 통해 장파장 속도 구조를 추정했다는 가정 

하에, SU(Seismic Unix)(Center for Wave Phenomena, 2021)

에 포함된 smooth3d를 이용하여 주입 전 속도 모델(Fig. 

3(a))에 대해 각 방향으로 평활화 거리를 10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실제 모니터링 탐사자료로부터 각 주입시기 

별 속도 모델을 추정하는 것은 탐사자료의 비반복성에 의

한 속도의 오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탐사자료로

부터 속도 모델을 추정했다는 가정 하에 각 모니터링 탐사

자료의 구조보정에서도 동일한 속도 모델을 사용하였다.

기준 탐사모델인 Fig. 3(a)에 대하여 수치모델링을 통해 

획득한 인공합성 기준 탐사자료의 공통 수신기 모음(Com-

mon Receiver Gather, CRG)은 Fig. 3(c)와 같다. 인공합성 

기준 탐사자료(Fig. 3(c))를 이용한 3차원 역시간 구조보정

을 수행한 영상화 결과는 Fig. 3(b)와 같다. 고주파수의 신

호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수치분산을 피하기 위하여 더 

작은 격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링 행렬(S)이 커져 

역행렬 계산에 필요한 메모리 요구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주파수영역 3차원 모델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이 낮아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의 분해능을 더 이상 높이기 

어려웠다. Fig. 5는 각 모니터링 단계별로 획득한 탐사자료

(Fig. 5(a), 5(b) and 5(c))와 기준 탐사자료와의 차이(Fig. 

5(d), 5(e) and 5(f))를 보여준다. 각 모니터링 단계별 탐사

자료(Fig. 5)에 대하여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을 구한 후 기

준 탐사자료의 영상(Fig. 3(b))과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

(Fig. 6(a), 6(c) and 6(e)), 주입 이산화탄소에 의한 속도 변

화(Fig. 4(b), 4(d) and 4(f))로 야기되는 구조보정 영상의 수

평적인 진폭 변화가 잘 감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직적

인 진폭 변화도 감지가 되었지만 저장층 내에서의 다중반

사파에 의해 저장층 하부에도 진폭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

에, 정확한 깊이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수신기 수가 제한되어 탐사지역 중앙에 몰려있

기 때문에, 모델 외곽 부분에서의 변화는 반사파 신호가 기

록되기 어려워 진폭 변화가 잘 감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

계점을 예상했기 때문에,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지중저

장 프로젝트에서는 기준 탐사에 활용한 40개의 4성분 수신

기 외에 16개의 2성분 수신기를 추가하여 모니터링 탐사를 

수행할 계획이었다(Kwon,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영하여(Case-II in Fig. 2), 수

신기 2줄을 추가한 총 56개의 수신기를 사용하여 가상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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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e) (f)

Fig. 6. 4D time-lapse monitoring results, showing the difference between monitoring RTM image and baseline RTM image (Fig. 3b), 

using the monitoring systems Case-I (a), (c), and (e) and Case-II (b), (d), and (f) on injection Stage-I (a) and (b), Stage-II (c) and (d), 

and Stage-III (e) and (f). The receiver locations in Case-I (40 receivers) and Case-II (56 receivers) are shown in the xy-plane in (a) and (b) 

(Continued).

(a) (b)

Fig. 7. 4D time-lapse monitoring results, showing the difference between monitoring RTM image and baseline RTM image (Fig. 

3b), using the monitoring system Case-III on (a) Stage-I, (b) Stage-II, and (c) Stage-III. The receiver locations in Case-III (100 

receivers) are shown in the xy-plane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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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7. 4D time-lapse monitoring results, showing the difference between monitoring RTM image and baseline RTM image (Fig. 

3b), using the monitoring system Case-III on (a) Stage-I, (b) Stage-II, and (c) Stage-III. The receiver locations in Case-III (100 

receivers) are shown in the xy-plane in (a) (Continued).

니터링을 수행하였다(Fig. 6(b), 6(d) and 6(f)). 주입정과 

가까운 남서쪽 부근의 영상이 다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

였으나, 본 연구에서 역시간 구조보정에 사용한 주파수 대

역(5~30 Hz)에서는 큰 차이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최종

적으로 100개의 수신기를 탐사지역에 균등하게 분포시켜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Case-III in Fig. 2), 모델 외곽 부

분에서의 수평적인 감지 가능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하지만 40개의 수신기만을 사용했을 경

우에도, 모델 중앙부에서의 이산화탄소의 전반적인 거동을 

모니터링 하는 데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포항 영일만에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

지에서 계획되었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정하여,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3차원 탄성파 영상화 알고리

듬으로는 다수의 송신원 자료를 영상화하는 데 유리한 주

파수영역 3차원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이

산화탄소 주입 전 기준 탐사모델과 주입 후 모니터링 탐사

모델을 구축한 뒤 수치모델링을 통하여 인공합성 모니터링 

자료를 획득하였다. 수치예제에 사용된 탐사조건은 기존

의 포항 영일만 3차원 탄성파 탐사에 사용된 송신원과 수신

기의 위치를 이용하였으며, 기존의 탐사조건보다 수신기

의 개수를 늘린 개선된 탐사조건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

였다. 기존의 탐사조건을 사용한 경우, 수치모델링을 통해 

획득한 공통 수신기 모음과 역시간 구조보정을 이용한 모

니터링 결과로부터 이산화탄소 주입에 의한 수평적인 변화

가 감지되었다. 개선된 탐사조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신

기를 56개와 100개를 각각 배치하였으며, 100개의 수신기

를 배치한 경우에서는 탐사영역의 외곽까지 수평적인 변화

가 감지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탐사조건을 사용한 경

우의 모니터링 결과는 개선된 탐사조건을 사용한 모니터링 

결과와 유사한 진폭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국내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에서 수행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의 적용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실제 3차원 탄성파 탐사에서 사용되는 수

신기의 개수를 보다 늘린다면 개선된 모니터링 결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부지에서 수행되는 모니터링 탐사는 주입 기간에 걸

쳐 반복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송신원 파형의 변화, 송신

원 및 수신기 위치의 오차, 배경잡음 등에 의한 비반복성

(non-repeatability) 요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

서는 인공합성 탐사자료를 사용하여 수치모델링에 사용되

는 P파 속도의 작은 변화로도 진폭 변화를 탐지할 수 있으

나, 현장 탐사자료에 존재하는 비반복성 요소에 의한 영향

이 진폭 변화보다 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주입에 의한 진

폭 변화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시간경

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을 현장에서 획득된 모니터링 자

료에 적용할 경우에는 비반복성 요소에 의한 영향을 줄이

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요구된다. 탐사자료를 영위상 자

료(zero phase)로 변환하여 자료처리 과정을 수행하면 진

폭 스펙트럼 영향을 줄여 송신원 파형 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탐사자료에 라돈 필터(Radon filter) 

등의 전처리(pre-processing) 기법을 적용하면 겹반사(mul-

tiple)와 같은 잡음의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Na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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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1). 비반복성 요소는 이 외에도 현장에서 수행되

는 탐사환경에 따라 다양하므로, 현장에서 자료 취득 시 탄

성파 탐사를 가능한 동일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에 실패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각 비반복성 요소의 영향

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알고리듬을 개선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해저면 수신기에서 기록된 압력 성분만을 가정하

여, 음향파동방정식을 사용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

나, P파와 S파가 모두 기록되는 변위 성분을 이용하여 탄성

파동방정식 기반의 역시간 구조보정을 적용한다면 모니터

링의 정확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주파수영역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4차원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은 추후 국내 이산화

탄소 지중저장 부지에서 모니터링 탐사가 수행될 때 적용

되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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