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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ismic anisotropy can be an obstacle when we interpret the seismic data from the seismic survey and
monitoring in the sedimentary basins. In this study, we discuss the inaccuracy of the conventional
isotropic monitoring algorithm in strong VTI media in causing reflectivity point differences because
it offsets differences without considering anisotropic media. To mitigate its shortcomings, we propose
a reverse-time migration algorithm for the 4D seismic data regarding vertically transverse isotropic
(VTI) media and confirm that this proposed anisotropic monitoring algorithm based on elliptical
anisotropy can properly correct the monitoring results. Finally, we improve the accuracy of
reflectivity point depth by adapting the anisotropic equation in the pseudo-acoustic wave equation and
controlling the offset distance. We compare the efficiency between elliptical anisotropy and VTI of the
proposed monitoring algorithm using the synthetic monitoring data from a complex 3D geological
model.
Key words : 4D seismic monitoring, seismic anisotropy, pseudo-acoustic wave equation

요약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대상이 되는 퇴적분지에 대한 등방성 탄성파 영상화 및 모니터링 기술 적
용 시 전파 방향에 따른 속도 차이를 유발하는 지층의 이방성이 탐사 자료의 영상화 결과를 왜곡시
킬 수 있다. 탄성파 이방성 중 지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특성은 횡등방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횡등
방성을 고려한 시간경과 탄성파 지층모델에 대하여 유사 음향파동방정식 기반의 참반사보정 기술
을 제안한다. 횡등방성이 강한 지역에서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시, 이방성을 고려하지 않은 파동
방정식을 이용하면 탄성파 이방성에 의해 오프셋 거리에 따른 반사점의 깊이에 차이가 생겨 실제
반사점의 깊이보다 영상화 된 반사점의 깊이가 높게 관측되는 모니터링 결과 해석의 부정확성을
논의하고, 타원형 이방성을 가정한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모니터링 알고리듬 개발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복잡한 3차원 지질구조를 가정한 가상의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을 통
해 제안하는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오프셋 거리에 따른 반사점의 깊이 오차를 수정하여 정확성을
높였고, 타원형 이방성과 횡등방성의 알고리듬을 비교하여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논의한다.

주요어 :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탄성파 이방성, 이방성 음향파동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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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로써,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연
구는 2010년 이후로 육상과 해양에 적합한 부지를 탐사하
기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2013년 시
작한 포항 분지 해상 중소규모 CO2 저장실증 프로젝트를
통하여 2017년 국내 최초로 이산화탄소 주입 실증에 성공
하였으나(Kwon, 2018),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국내 CCS 프로젝트는 한동안 중지된 상태였다.
CCS에 적합한 저류층을 보유한 동해 가스전의 생산이 종
료되어 감에 따라 지진 피해 가능성이 적은 먼바다에서의
CCS 프로젝트가 다시 활발하게 논의 중이지만, 국내 이산
화탄소 모니터링 기술 실증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지중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모니터링 역량이
우수한 노르웨이와의 국제 공동연구(2022 한-북유럽 협력
사업)를 위한 기초연구로,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4차원
이방성 탄성파 모니터링 알고리듬을 확보하는 것이다.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은 반복적인 3차원 탐사를
통해 획득한 모니터링 자료로부터 3차원 탄성파 영상화를
수행하여 저장층의 물성 변화에 따른 반사도의 변화를 추
정하는 기법이다(Lumley, 2010). 노르웨이 슬라이프너 프
로젝트에서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은 최근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사업에서 주입 후 이산
화탄소의 거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Chadwick et al., 2004; Arts et al., 2008).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의 핵심은 3차원 탄성파 탐
사자료를 반복 영상화하여, 탐사 자료의 변화를 통해 지하
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으로, 대량의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
를 영상화하기 위한 구조보정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에서는 주입 이산화탄소에 의
한 약한 신호의 변화를 통해 이산화탄소의 정확한 공간적
인 분포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자료를 중합
하여 신호 대 잡음비를 향상시킬 수 있면서 공간적으로 정
확하게 영상화 할 수 있는 구조보정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
서 3차원 구조보정에 따른 계산량, 정확성, 신호 대 잡음비
향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키르히호프 구조보정(Kirchhoff
migration) 방법과 역시간 구조보정(Reverse-Time Migration,
RTM) 방법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3차원 탐
사자료의 영상화 과정에서 계산 효율성과 영상의 분해능을
고려하면 키르히호프 구조보정(Buske, 1999)이 더 선호되
는 반면, 영상화의 반복성과 정확성을 고려하면 수치모델
링을 기반으로 한 역시간 구조보정(Baysal et al., 1983)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역시간 구조보정은 왕복 주시 파동 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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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사용하기에 계산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하
나, 모든 반사파를 구현하기 때문에 복잡한 지질구조를 파
악하는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최근 고성능 컴퓨
팅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3차원 역시간 구조보정이 점점 키
르히호프 구조보정을 대체하고있으며(Chang and McMechan,
1989; Yoon et al., 2003; Dussaud et al., 2008), 역시간 구
조보정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Perrone et al., 2011; Crawley et al., 2012;
Oh et al., 2021). 역시간 구조보정은 파동장 연산자를 계산
하여 반복적으로 활용하므로, 정확한 지층 영상 도출이 반
복 요구되는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에 적합하다. 따라
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역시간 구조보정을
기반으로 한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역시간 구조보정 결과의 품질은 입력 속도 정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하공간의 방향에 따라 탄성파의 속
도가 달라지는 이방성이 강한 지역의 지층을 영상화 할 경
우, 탄성파 이방성에 의해 오프셋에 따라 도달시간이 달라
지기 때문에(Veeken, 2013), 등방성(isotropy)을 가정한 영
상화에서는 먼 오프셋 자료를 배제해야 한다. 하지만 신호
대 잡음비가 낮은 탐사자료의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자료
를 이용해야 중합(stacking) 과정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향
상될 수 있다. 또한 4차원 시간경과 모니터링 시, 주입 이산
화탄소에 의한 반사파의 진폭 변화는 작기 때문에, 보다 많
은 자료를 이용해야만 주입 이산화탄소에 의한 반사도 변
화를 증폭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방성이 강한 지역의 시간
경과 모니터링에서는 이방성을 고려한 영상화 기술을 이용
하여 모든 오프셋 자료를 영상화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시간경과 모니터링 알고리듬은
기존의 등방성 파동방정식을 이방성을 고려한 파동방정식
으로 대체함으로써 구현 가능하다. 이때, 어느 정도 수준의
이방성까지 고려하는지에 따라 역시간 구조보정에 소요되
는 계산량에 큰 차이가 있다. 고성능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에는 회전된 사방정계 형태의 탄성 이방성 매질
까지 영상화가 가능하다(Oh and Alkhalifah, 2018). 실제
지구 지층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성 매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성이 강한 지층 하부의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방성 매질을 고려한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구조보정을 해주어야 한다. 4차원 모니터링에서
는 부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탄성파 이방성이 나
타날 수 있으며, 역시간 구조보정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서는 해당 CCS 부지의 이방성-탄성 특성과 모니터링 자료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이방성 파동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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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halifah(2000)는 유사미분연산자를 이용한 횡등방성
매질에 대한 유사음향파동방정식을 제안하였으며, Duveneck
et al.(2008)은 유사음향파동방정식의 공간 4차 미분 항을
피하기 위하여 탄성파동방정식으로부터 횡등방성 매질에
대한 음향파동방정식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Duveneck et
al.(2008)의 방법은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많고, 비타원형
횡등방성 매질에 송신원이 존재할 경우, S파 잡음이 발생한
다는 한계점이 있다. Xu and Zhou(2014)는 Alkhalifah
(2000)의 유사음향파동방정식을 개선하여, 음향파동방정
식을 등방성항과 이방성 보정항으로 분리한 구형분리 기반
의 음향파동방정식을 제안하였으며, Xu et al.(2015)는 이
를 더 개선하여 음향파동방정식을 타원형 이방성항과 비타
원형 보정항으로 분리한 타원형분리 기반의 음향파동방정
식을 제안하였다.
북해 지역은 횡등방성이 강한 지역으로(Banik, 1984), 본
연구에서는 횡등방성을 가정하기에 용이한 타원형 분리 기
반의 이방성 음향파동방정식(Xu et al., 2015)을 기반으로
한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알고리듬을 제안한다. 단순한 횡
등방성 주입 모델을 가정한 시간경과 모니터링을 통해 이
방성이 강한 지역에서 획득된 탐사자료에 대한 이방성 모
니터링 알고리듬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타원형 이방성을
가정하는 것이 계산량 측면에서 더 효율적임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횡등방성이 강한 북해지역의 3차원 주입모델
에 대한 시간경과 이방성 탄성파 모니터링의 적용성을 검
증한다.

횡등방성을 고려한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탄성파 이방성
이방성이란 방향에 따라 매질의 물성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매질의 이방성에 의해 탄성파의 전파 과정에서
방향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탄성파 이방성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기존의 탄성파 탐사는 미임계반사(subcritical
reflection) 영역 내의 반사파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 최
근에는 영상 품질 향상 및 역산 적용성 향상을 위해 먼 오프
셋까지수진기를배치하여초임계반사(supercritical reflection)
영역의 자료까지 획득하고 있다. 미임계반사는 반사각도
가 작아서 거의 수직 방향의 전파 성분이 우세한 반면, 굴절
파나 초임계반사파는 수평 방향의 전파 성분이 상대적이
커지게 된다. 탄성파 이방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파동
의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먼
거리의 오프셋에서 기록된 자료를 영상화에 이용하고자 한
다면, 등방성 가정을 통한 하나의 P파 속도로는 미임계반사
파와 초임계반사파 모두를 정확하게 보정하는 것이 어렵
다. 따라서 이방성이 강한 지역에서 유가스 탐사나 이산화

탄소 지중저장 모니터링을 위한 탄성파 탐사 자료가 획득
된다면, 이방성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영상화 알고리
듬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가스 탐사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부지 탐사의 대상이
되는 퇴적분지에서 이방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
지가 있다(Oh, 2020). 첫 번째는 셰일처럼 암석(또는 이를
구성하는 광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방성이다. 두 번째
는 얇은 지층이 교호하는 퇴적분지에서, 이러한 수직적인
층서 구조의 변화가 탄성파 신호의 파장에 비해 너무 작을
때 발생하는 겉보기 이방성이다(Backus, 1962). 세 번째는
퇴적분지 내에 수직적인 균열대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존재할 때 유발되는 이방성이 있다. 퇴적 분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이방성은 종등방성(Horizontal Transverse Isotropic,
HTI)과 횡등방성(Vertical Transverse Isotropic, VTI)이
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원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인에
의해 횡등방성이 흔하게 나타나며, 세 번째 원인은 종등방
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퇴적분지는 대부분 퇴적층으로 되어있어 횡등방성
이 흔하게 나타난다. 횡등방성 매질에서는 일반적으로 수
평 방향의 탄성파 속도가 수직 방향의 속도보다 빠르다. 횡
등방성 매질에서의 P파의 위상속도 변화는 이방성 변수 ,
를 이용하여 쉽게 표현할 수 있다(Thomsen, 1986). 횡등
방성 매질에서의 전파 각도에 따른 P파의 위상속도(, phase
velocity)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Fomel and Grechka, 2001):
    sin  cos   sin 

(1)

는 P파의 수직 속도로 0도의 각도로 전파하는(즉, 수
직 방향) 위상속도  와 같다. 횡등방성의 정도는 이방
성 변수 과 의 크기에 의해 정의된다. 식 (1)에서, 는 파동
이 입사하는 각도로 이방성 변수 은 sin 의 계수이기 때
문에 수직 방향에 대해 90도의 각도(즉, 수평 방향)로 전파
하는 파동의 속도를 가장 빨라지게 한다. 이방성 변수 는
sin   cos 의 계수이기 때문에 45도의 전파 속도를 달라
지게 한다. 2차원에서 과 의 크기가 같을 경우, 파면은 완
전한 타원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타원형
이방성(elliptical anisotropy)라고 한다. 따라서 횡등방성
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오프셋에 따라 이방성의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 오프셋 자료까지 활용한 탄성파 영상
화 및 모니터링에서는 이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미임계반사 영역의 작은 반사 각도를 가지는 반사파는
주로 수직 방향으로 전파하기 때문에 이방성의 영향이 적
다. 하지만 오프셋이 커질수록 이방성 변수 에 의해 파동
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고, 더 먼 오프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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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는 이방성 변수 에 의해 파
동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Fig. 1은 여러 가지 이방
성 변수에 의한 파면의 변화를 보여준다.

켜 획득한 수신기 파동장()의 상호상관(Fig. 2)을 통하

횡등방성을 고려한 3차원 역시간 구조보정
탄성파 영상화 과정에서 이방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파
동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역시간 구조보정 방법이 유리하
다. 등방성 파동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3차원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은 다음과 같은 3차원 등방성 훅의 법칙
(Hooke’s law)에 의한 음향 파동방정식을 기반으로 파동장
을 예측한다:

IC ISO  x, y, z    SISO  t , x, y, z  RISO  t , x, y, z 

2

2

2

여 지하의 반사면 정보인 구조보정 영상(Imaging condition,
IC)을 얻을 수 있다(Zhou et al., 2018):

s

.

(3)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방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수평 방향의 전파 속도가 수직 방향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
문에, 오프셋이 커짐에 따라서 이방성의 영향이 커지게 된
ISO
다. 등방성 파동방정식으로 계산한 구조보정 영상( )
은 모든 오프셋이 자료에 대해서 동일한 수직 속도로 깊이
정보를 추정하기 때문에, 오프셋이 커질수록 실제보다 더
느린 속도가 적용되어 추정된 반사면의 깊이가 더 얕아지
게 된다. 이러한 횡등방성에 의한 오차는 오프셋이 커짐에
따라서 반사면의 깊이가 얕아지는 결과를 준다, 따라서 오
프셋 영역(offset domain)이나 각도 영역(angle domain)에
서 반사면 정보를 확인할 경우, 하키 스틱 효과(hockey
stick effect)가 발생하여 실제 반사점 위치에서 모든 신호
가 중합되기 어렵다(Veeken, 2013).

2

1  p  p  p  p



f.
v 2 t 2 x 2 y 2 z 2

t

(2)

이 때, 는 압력파동장, , , 는 공간 변수, 는 시간 변수
이며, 는 매질의 P파 속도, 는 에어건과 같은 음향 송신원
의 파형을 나타낸다. 등방성 파동방정식 기반의 역시간 구
조보정은 식 (3)과 같이 송신원으로부터 온 송신원 파동장
( )와 수신기에서의 기록된 신호를 역시간으로 전파시

(a)

(b)

(c)

(d)

Fig. 1. The wavefronts of the P-wave depending on different anisotropic parameters (modified from Fomel and Grechka, 2001). The
dashed lines indicate the wavefronts from the isotropic P-wave in (a).

(a)

(b)

(c)

Fig. 2.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mechanism of reverse-time migration: (a) source wavefields, (b) receiver wavefields and (c)
imaging condition (red point) obtained by the cross-correlation between source and receiver wave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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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성을 고려한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자료의 구조보정 기술개발

파동방정식 기반의 역시간 구조보정에서는 식 (2)로 표
현된 파동방정식을 이방성을 고려할 수 있는 파동방정식으
로 바꾸어 주면 손쉽게 이방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유사음향파동방정식(Kosloff et al., 1989; Zhou et
al., 2006; Bakker and Duveneck, 2011)이 개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Xu et al., (2015)가 제안한 타원형분리 기반
의 이방성 음향파동방정식을 사용하였다:

165
VTI

시한다. 최종적으로 이방성을 고려한 구조보정 영상 
은 다음과 같이 이방성 음향파동방정식을 이용해 계산한
송신원 파동장과 수신기 파동장의 상호상관으로 구현될 수
있다:

IC VTI  x, y, z    SVTI  t , x, y, z  RVTI  t , x, y, z 
s

t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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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
식 (2)와 비교하여, 는 수직 방향 P파 속도이고, 




로 정의되는 파수 영역에서의 위상 방향 벡터이


며,  , 와 는 각 방향에 따른 성분이다. 이때, 수평 방향
성분은     이다. 이방성 변수 과 는 전파 방향
에 따른 P파 속도의 차이를 결정하며,  는 각 지점에서의
비타원적인 전파 특성을 보정하기 위한 상수이다. 과 가
같은 타원형 이방성에서는   이 되고, 이방성 음향파
동방정식 (4)는 등방성 음향파동방정식 (2)와 매우 유사해
진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타원형 이방성에 대한
이방성 음향파동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와
시간은 등방성 음향파동방정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메모
리,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타원형 이방성으로 횡등방
성을 근사할 경우, 3차원 영상화 또는 4차원 모니터링에서
추가되는 계산량이 거의 없어 매우 효율적일 수 있음을 지

타원형 이방성을 가정한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은 식 (4)
에서 타원형 이방성을 가정하여(  즉,    ) 계산한
송신원 파동장과 수신기 파동장으로 계산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완전파
형역산(Full-waveform inversion, FWI)을 기반으로 한 알
고리듬을 이용하였다(Virieux an Operto, 2009).
이방성을 고려한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을 이용하면 지구 내부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추정할 수 있다(Lumley, 2010; Park
et al., 2021).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을 하려면 2가지 가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지구의 지질학적인 시간 척
도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주입 행위가 너무 짧아서 주입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은 정적인 상태로 근사 될 수 있다는 것
이고, 두 번째는 주입된 이산화탄소가 매질의 물성(특히, P
파 속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저장층의 주입 전 물
성과 이산화탄소의 물성을 고려했을 때, 주입된 이산화탄
소에 의해 P파 속도의 변화가 발생해야 하고, 이산화탄소가
주입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물성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액체로 포화된 염대수층에 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주
입하면, P파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4차원 시간경과 모니
터링 기술을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Fig. 3은 역시간 구조보정을 기반으로 한 4차원 탄성파 모
니터링의 적용 과정을 보여준다. 주입 전 기준탐사

Fig. 3. Flowchart showing the overall procedure in 4D time-lapse seismic monitoring based on reverse time migration. Blue and green
arrows indicate isotropic and anisotropic monitoring procedur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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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5 km/s로 설정하고, 이방성 변수에 따라 총 세 가지 모
델을 만들어 비교하였다. 각 모델에서 이방성 변수 (, )는
각각 (0, 0), (0.5, 0.5), (0.5, 0)이다. 첫 번째 모델은 등방성
모델, 두 번째 모델은 타원형 이방성 모델, 세 번째 모델은
횡등방성 모델에 해당한다.
Fig. 4는 각각의 모델에서 파동 전파 순간포착 영상을 보
여준다. 등방성 모델의 경우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파면이 구형으로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순간포
착 영상 단면에서 빨간색 원은 등방성 모델링에서 획득된
파면이다. 이방성 모델에서는 이 0.5로 매우 큰 값을 가지
므로 수평 방향으로 훨씬 빠르게 전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타원형 이방성 모델에서는 x-z, y-z 평면에서 타원형의 파
면이 형성되고, VTI의 경우 가 –0.1로 설정되어 식 (1)에
따라 대각 방향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수직 단면에서 파면
이 마름모 형태로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방성 변수 의 영향에 비해 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
지 않다. 이는 전파 각도에 따른 P파 위상속도에 대한 식 (1)
에서도 직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방성 변수 의 각도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는 sin2θ cos2θ은 45도 방향에서 최대
값이 0.25이다. 따라서 동일한 이방성 변수 과 가 주어진
다고 하더라도, 가 P파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의 1/4배이
다. 따라서 등방성 음향파동방정식과 비교하면 거의 같은
계산 비용으로, 타원형 이방성을 가정한 이방성 음향파동방
정식만으로도 횡등방성에 의한 P파 속도의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할수있으며(Alkhalifah, 2016; Oh and Alkhalifah, 2019),
횡등방성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되는 계산량과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횡등방성으로의 완전한 근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baseline)로부터 구조보정 영상( , )을 획득하
고, 주입 후 반복적인 모니터링 탐사(monitoring survey)를
통해 구조보정 영상(,  등)을 획득한다. 이방성
을 고려한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알고리듬은 기존의 등방성 역시간 구조보정을 통해 획득한
구조보정 영상(

ISO

)을 이방성 역시간 구조보정을 통해 획

VTI
득한 구조보정 영상( )으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된다. 4
차원 탄성파 모니터링에서도 타원형 이방성만을 고려했을
때, 구조보정 영상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와 시간
이 등방성 역시간 구조보정과 거의 같으므로, 매우 효율적
이다.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에서의 횡등방성의 영향
이번 장에서는 지하 매질의 횡등방성이 4차원 탄성파 모
니터링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4차원 탄성파 모
니터링 기술은 3차원 구조보정을 통한 지하 반사면의 변화
를 추정하는 것이며, 3차원 구조보정은 송신원 파동장과 수
신기 파동장의 수치모델링을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결국 이방성의 영향을 수치모델링 측면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델링에서의 횡등방성의 영향
파동 전파 과정에서의 횡등방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간단한 3차원 균질 매질을 가정하였다. 수치 모델은 가
로, 세로, 깊이가 모두 4 km인 정육면체 형태로 설정하였고,
각 방향으로의 공간격자 간격은 20 m로 설정하였다. 모델
의 정중앙에 위치한 송신원의 파형은 최대 주파수가 10 Hz
인 1차 미분 가우스함수로 가정하였으며, 매질의 P파 속도

(a)

(b)

(c)

Fig. 4. Snapshots from (a) isotropic model, (b) elliptical anisotropic model, and (c) VTI model at 2 sec. Epsilon and delta are 0.5
and 0 in the elliptical model (b). In VTI (c) model, epsilon is the same as that in the elliptical model, and the delta is set at -0.1.
Red circles indicate the wavefronts obtained by isotropic modeling in (a). To compare wave speeds, we used red circles to indicate
the wavefronts in the isotropic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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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에서의 횡등방성의 영향
이제 역시간 구조보정 기반의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에서의 횡등방성의 영향을 확인한다. 횡등방성 매질에서
는 모든 수평방향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평층에 대한
3차원 횡등방성 모델은 임의의 방위각에 대한 2차원 횡등
방성 모델로 근사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계산을 위하
여 본 수치 예제에서는 2차원 공간 기반의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수치 예제를 수행하였다.
2차원 모델(Fig. 5)은 가로 8 km, 깊이 2 km로, 공간격자

간격은 가로와 깊이 방향 모두 20m, 총 기록 시간은 2초로
설정하였다. 시간 격자의 간격은 0.002초이며, 최대 주파수
가 10 Hz인 리커파형(ricker wavelet)을 송신원으로 사용하
였다. 총 100개의 송신원이 표면에 80 m 간격으로 설치되고,
400개의 수신기가 모든 표면 격자에 설치되었다고 가정하
였다. 수치모델의 배경 속도는 2층 모델을 가정하였으며, 첫
번째 층의 P파 속도는 1.5 km/s, 두 번째 층의 P파 속도는 3
km/s로 설정하였다. 가로 2 km 너비, 두께 0.2 km로 이산화
탄소가 주입되었다고 가정하여 두 번째 층 상부에 P파 속도

(a)

(b)

(c)

(d)

Fig. 5. 2-layers VTI model: P-wave velocities (a) before and (b) after injection and anisotropic parameters (c)  and (d) .

(a)

(b)

(c)

(d)

(e)

(f)

Fig. 6. Time-lapse seismic monitoring results: isotropic monitoring (a and d), elliptical anisotropic monitoring (b and e), and VTI
monitoring (c and f) with only short-offset (0~2 km) data (a, b, and c) and with long-offset (2~4 km) data (d, e,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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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소시켰다. 첫 번째 층의 이방성 변수 (, )는 (0.3, 0.1)
이고 두 번째 층은 등방성으로 가정하였다. 주입 유체인 이
산화탄소도 등방성을 보이기 때문에 주입 후에도 두 번째 층
에서의 이방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이
수치 예제를 통해서 강한 이방성이 존재하는 첫 번째 층에
의해 두 번째 층 상부에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모니터링이 적
절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Fig. 6은 횡등방성 자료에 대한 등방성 기반, 타원형 이방
성 기반, 횡등방성 기반의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
의 오프셋에 따른 정확도 차이를 보여준다. 오프셋이 짧은
(0~2 km) 자료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수직 속도 성분이
우세한 미임계반사파 위주로 모니터링이 수행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이 유사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준다. 즉, 탐사자
료의 오프셋이 짧을 경우, 등방성 기반의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알고리듬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긴(2~4 km) 오프셋 길이의 자료만 사용하였
을 경우에는 수평 속도 성분이 우세하기 때문에 등방성 기
반의 모니터링 자료에서 반사파의 위치가 왜곡되어 나타난
다. 이는 오프셋이 길어질 경우, 등방성 기반의 시간경과 탄
성파 모니터링 기술은 하키 스틱 효과에 의해 먼 오프셋 자
료에서 추정된 주입 이산화탄소의 깊이가 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오프셋 자료가 정확한 깊이에서 반사점을 형
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긴 오프셋 자료만을 사용할
경우, 파장이 긴 반사파가 주로 영상화 되어 정확한 지층 내
부 구조의 파악이 어렵다. 횡등방성 기반의 시간경과 탄성
파 모니터링 기술은 모든 오프셋 자료가 주입 이산화탄소
의 깊이를 동일하게 추정할 수 있다. Fig. 7은 획득된 모든
오프셋(0~4 km)을 사용하여 모니터링한 결과로, 횡등방성
을 가정했을 때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한 속도 변화를 반
영하는 반사신호들이 잘 중합됨을 관찰할 수 있다. 실제 현
장 자료에 대한 적용을 고려해 본다면, 주입 이산화탄소에
의한 진폭 변화는 배경 잡음이나 다른 비반복성 요인에 비
해 매우 작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입 이산화탄소에서 반사된 신호의 신호 대 잡음비를 향
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횡등방성 기반의 시간경과 탄성

(a)

파 모니터링 기술은 보다 많은 오프셋 자료를 이용함으로
써 신호 대 잡음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타원형 이
방성 기반의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은 횡등방성 기반의 탄
성파 모니터링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준다. 이는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이방성 변수 의 의한 영향이 그리 크지 않기 때
문이다. 하지만 횡등방성 기반의 이방성 음향파동방정식
에서 매 시간간격마다 식 (5)의  를 계산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타원형 이방성으로 횡등
방성을 근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북해 볼브 유전지역의 가상의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현실적인 3차원 지질 모델에 대한 이방성을 고려한 4차
원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북
해 볼브 유전지역의 저류층에 가상으로 이산화탄소가 주입
되었다고 가정하였다. 4차원 시간경과 모니터링에 사용한
변수는 Table 1과 같다. 400개의 송신원과 1600개의 수신
기가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Fig. 8은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Equinor에 의해 제공된
볼브 유전지역의 P파 속도, 이방성 변수 모델이다(Szydlik

Table 1. Parameters for 4D time-lapse seismic monitoring of
virtual CO2 injection in Volve oilfield
Parameter
Survey area
Grid size
Recording time
Time sampling
Number of sources
Number of receivers
Source wavelet
Fmax of source wavelet
Frequency range
Frequency interval

(b)

Value
Inline
Crossline
Depth

11.0 km
6.0 km
4.5 km

50 m
5 s
0.002 s
400
1600
Ricker function
10 Hz
5~10 Hz
0.2 Hz

(c)

Fig. 7. Time-lapse seismic monitoring results: (a) isotropic monitoring, (b) elliptical anisotropic monitoring, and (c) VTI monitoring
with the offsets from 0 to 4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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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8. (a) P-wave velocity model before injection, differences in P-wave velocity after (b) 1st injection, and (c) 2nd injection and the
anisotropic parameters, (d)  and (e) .

(a)

(d)

(b)

(c)

(e)

(f)

st

Fig. 9. 4D time-lapse seismic monitoring results after 1 injection using isotropic (a, b and c) and VTI (d, e and f) approximations with
offset ranges of 0~2 km (a and d), 2~4 km (b and e) and 4~6 km (c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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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0. 4D time-lapse seismic monitoring results using isotropic (a and d), elliptical anisotropic (b and e), and VTI (c and f)
approximations after 1st injection (a, b, and c) and 2nd injection (d, e, and f).

et al., 2006). Szydlik et al.(2006)에 따르면 북해 볼브지역
의 저류층인 약 3 km 깊이에 존재하는 Hugin 사암층 상부
로 강한 횡등방성이 존재한다. 저류층인 Hugin 사암층에
가상으로 2단계의 이산화탄소 주입이 이루어졌다고 가정
하여 P파 속도를 감소시킨 주입 후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전 수치 예제와 마찬가지로, 주입 전후 배경 지층은 정적인
상태이고 이산화탄소의 주입이 저장층의 이방성 변수에 영
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방성 모델
은 모든 주입 단계에서 동일하다.
Fig. 9는 사용한 오프셋에 따른 등방성 기반 시간경과 탄
성파 모니터링과 횡등방성 기반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의 차이를 보여준다. 오프셋은 각각 0~2 km, 2~4 km, 4~6
km로 총 3가지 경우를 비교하였다. 0~2 km 오프셋은 이방
성의 영향이 적은 미임계반사파 위주로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이 수행되기 때문에 두 알고리듬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Fig. 9a and d). 2~4km 오프셋 거리에서
부터 이방성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등방성 기반
의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에서는 주입 이산화탄소의 상
부 반사면이 실제 반사면보다 더 상부에서 나타났다(Fig.
9b and e). 이는 실제로 이방성에 의해 빠른 속도로 전파한
반사파를, 등방성 가정에 의해 더 느린 속도로 구조보정했
기 때문에 나타난 하키스틱 효과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오
한국자원공학회지

차는 4~6 km 오프셋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 더 명확하
게 구분된다(Fig. 9c and f).
Fig. 10은 0~6 km 의 전체 오프셋 자료를 사용했을 때, 등
방성 기반, 타원형 이방성 기반, 횡등방성 기반의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준다. Fig. 9에서 확인했던 먼
오프셋 자료에서의 왜곡에 의해 등방성 기반 시간경과 모
니터링 결과는 주입 이산화탄소의 수직적인 분포를 추정하
는데 오차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횡등방성 기반의 시간경
과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은 보다 정확하게 주입 이산화탄
소의 깊이 정보를 추정하였으며, 보다 많은 오프셋 자료가
중합되면서 짧은 오프셋 자료만을 이용한 등방성 기반 시
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결과(Fig. 9a)와 비교했을 때, 반사
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신호 대 잡음비가 더 낮
은 상황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타원형
이방성 기반의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 결과는 횡등방성
기반의 탄성파 모니터링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즉, 등방성
기반 시간경과 탄성파 모니터링과 거의 유사한 계산량으로
이방성에 의한 왜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규모 4
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문제에서 보다 효율적인 알고리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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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방성 매질을 고려한 4차원 탄성파 모니
터링 알고리듬을 제안하였다. 이방성이 강한 상부 지층 아
래로 이산화탄소가 주입될 때, 기존의 등방성 모니터링 알
고리듬은 이방성에 의해 오프셋에 따라 추정되는 반사면의
깊이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주입 이산화탄소의 깊이 정보
의 왜곡이 발생되며, 주입층 반사면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타원형분리 기반의 이방성 음향파동방
정식을 이용한 이방성 모니터링 알고리듬은 모든 오프셋
자료로부터 동일한 심도 정보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입층 반사면에서 중합이 잘 되어 보다 정확한 깊이 정보와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타원형 이방성을 가
정한 모니터링 알고리듬은 등방성 모니터링과 거의 같은
계산량으로 횡등방성을 근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
제 모니터링 자료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의 이방
성 정보를 추정하기 위한 다변수 역산 기술이 같이 활용되
어야 하며, 노르웨이와의 후속 공동연구를 통하여 이를 검
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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