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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 대륙붕 가스전 개발을 위하여 탄화수소 가스의 부존지역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탄성파 속성분석을 이용하여 

동해 울릉분지 6-1 광구 돌고래 구조의 탄화수소 가스 

부존가능성이 높은 층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가스 부존가능성이 

높은 층은 높은 RMS 진폭 및 순간 진폭 속성 값을 나타내며 낮은 

순간 주파수 속성 값을 갖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에 탄성파 속성을 적용하였고, 시추자료를 

바탕으로 RMS 진폭, 순간 진폭, 순간 주파수 탄성파 속성을 

탄화수소 가스 부존여부 파악에 활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후 

분산에 기반한 일관성 속성을 활용하여 단층과 균열의 분포를 

파악하였고, 탄화수소 가스 분포를 파악하여 단층과 균열을 따른 

이동을 추론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질연대와 석유시스템 모델을 

바탕으로 주요 층과 층 경계면을 설정하였고 탄화수소 가스 

부존가능성이 높은 심부 층을 2차원 및 3차원 모델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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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는 2017 년 2 월 기준, 93.9%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에너지정세에 취약하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과 에너지원 확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과 함께 국내 

대륙붕에 부존하는 가스자원의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륙붕을 개발할 경우 해외자원개발의 위험요소인 국가 리스크가 

없으며 생산된 자원의 운송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 이점 또한 있다. 

국내 대륙붕 자원을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자원 탐사와 생산을 포함하는 일련의 자원개발 

경험을 통해 국내 기업의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산이 될 것이다. 

연구지역인 동해 울릉분지 남서연변부 대륙붕 6-1 광구지역은 

탄화수소의 부존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1960 년대 석유탐사가 

시작된 이후 수 회의 탄성파 탐사 및 시추작업이 수행되었고 층서 

해석, 유기지화학 분석 연구 등이 수행되어왔다. 고래 V 구조에서 

경제성 있는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2004 년 동해-1 가스전에서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였고, 이웃한 동해-2 가스전에서 2016 년 

10 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하여 일평균 28MMscf 의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가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동해-1 가스전은 2018 년 

말에 생산이 종료되고, 동해-2 가스전 역시 2019년 중순에 생산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추가 가스전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6-1 광구의 중부와 북부 지역은 추가 탐사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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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역에 부존된 탄화수소의 생성, 배출 및 집적을 규명하는 

연구 또한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Lee et al. (2005)은 울릉분지 6-

1 광구의 저류층에서 채취된 탄화수소의 지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컨덴세이트의 생성 구간을 추정하였다. Lee and Son  

(2007)은 울릉분지 남서연변부 대륙붕 지역의 고래 I, 돌고래 III-

1, 돌고래 V-I, 돌고래 VII 시추공 자료와 지질학, 석유지화학 

자료를 종합한 석유시스템 모델링을 통해 석유 및 가스의 생성, 

배출, 이동, 집적 과정을 재현했다. 이후 Son and Park (2013)은 

동일 지역인 울릉분지 남서연변부의 고래 I, 고래 V, 돌고래 I, 

돌고래 II 시추공 자료 및 단면에 대하여 1 차원 및 2 차원 

석유시스템 모델링을 통해 탄화수소의 생성, 이동, 집적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에서 제시한 2 차원 탄화수소의 집적 

모델은 시추공을 바탕으로 한 모델로서 측선 내부의 탄화수소 집적 

양상은 파악 가능하나 측선 외부의 탄화수소 집적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측선 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동해 울릉분지 6-1 돌고래 구조의 시추자료 및 3 차원 

탄성파 탐사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위치정보를 포함한다. 돌고래 구조 

내 기존 시추자료를 바탕으로 가스 부존가능성이 높은 층을 파악할 

수 있는 탄성파 속성을 검증하며, 단층과 균열을 따른 탄화수소의 

이동을 확인하고, 검증된 탄성파 속성과 단층 분포정보를 바탕으로 

탄화수소 가스 부존가능성이 높은 지층경계면을 파악하여 탄화수소 

가스 부존 2 차원 및 3 차원 모델을 구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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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2. 1. 탄화수소 가스 층의 추정 

일반적으로 탄성파 중합단면(seismic stack section)에서 주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진폭을 나타내는 명점(bright spot)은 천연가

스가 집적된 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음향계수가 큰 지층의 경우에

도 명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셋 대비 진폭변화

(Amplitude Variation with Offset, AVO)를 분석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Jang et al., 2001). AVO와 명점 분석뿐만 아니라 탄성파 

복소 트레이스 분석을 통해 순간 진폭(instantaneous amplitude), 

순간 주파수(instantaneous frequency)의 특성값을 구하여 물성변

화에 따른 지질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로부터 천연가스 부존 유

망 층을 추정할 수 있다(White, 1991). 즉 지층구조 해석과 함께 

순간 진폭(반사파 강도), 순간 위상(instantaneous phase), 순간 주

파수를 적용한 지층단면도를 작성하여 탄화수소 부존 유망층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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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탄성파 속성분석 

탄성파 탐사자료의 분석기술로서 탄성파 자료를 이용해 탄성파 특

성을 수식에 기반한 정량적인 값으로 계산하고 변환하는 일련의 분

석 과정을 탄성파 속성분석이라 한다. 1970년대 반사강도, 위상, 주

파수 등을 컬러로 도시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워크스테이션의 도

입과 함께 순간 위상의 코사인(cosine of instantaneous phase) 및 

3D 볼륨에서의 복소 트레이스 분석(complex trace analysis)과 같

은 탄성파 속성들이 연구되어왔다. 현재 지질구조, 층서구조, 암석 

및 저류층 유체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탄성파 속성이 이용

되고 있다(Kil et al., 2014).  

탄성파 속성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속성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탄성파 속성분석의 주요 방법들로는 탄화수소와 

퇴적 및 층서 환경 파악에 효과적인 순간 속성(Instantaneous 

attribute), 저류층 특성과 반사강도 파악에 효과적인 진폭 속성

(Amplitude attribute), 단층과 균열대의 파악에 효과적인 기하적 

속성(Geometrical attribut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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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일관성 

탄성파 일관성(Seismic coherency)은 구조/층서/암상의 다양성으로 

야기된 탄성파 반응의 횡방향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때의 일

관성(coherence)은 임의의 지점에서 파형 또는 트레이스 간의 유

사성 및 연속성 정도를 뜻한다. 일관성 속성을 이용해 지질학적 및 

층서적 구조와 단층을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Fig. 1). 지질학

적으로 높은 일관성을 보이는 탄성파 파형은 횡적으로 연속적인 암

상을 의미하며, 파형에서의 일관성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퇴적층 내 

단층과 균열을 의미한다. 반사면(reflector)들을 이미지화 하는 기

존의 탄성파 자료처리방법과는 다르게 일관성계수(coherence 

coefficients)를 이용해 수치적으로 분리된 3차원 탐사자료에 단층

을 표시할 수 있다. 기존의 3차원 탄성파 시간 단면(time slice)에 

비해 일관성 시간 단면에서 단층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Mike 

and Steve, 1995). 또한 meandering, point bar를 비롯한 층서적으

로 미묘한 변화를 강조하는데 꽤 효과적이다. 

일관성의 계산을 위해 상호상관(cross correlation), 셈브란스

(semblance), 분산 및 아이겐 구조(eigenstructure)를 이용할 수 

있다. 상호상관과 셈블런스 기법은 다양한 지연 시간(time lag) 및 

경사에 대하여 연산함으로써 반사층의 국부적인 경사에 대응하는 

가장 높은 일관성을 갖는 경사를 추정한다. 반면 일반적인 고유구조 

알고리즘은 계산 비용이 크다(Marfur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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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e between Time slice at 1250ms and Coherence slice at 

1250ms. Mike and Stev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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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분산 기반 일관성 

파형 유사도의 측정 법으로 분산이 널리 이용된다. 분산을 기반으로 

한 일관성 영상으로 급격한 구조 운동에 의해 형성된 복잡한 지하 

구조 또는, 단층과 같은 불연속면을 파악할 수 있다(Radon et al., 

2001). 

경사진 반사층 상을 따른 분산의 계산은 다음 식과 같다. 

var(t, p, q) =
1

𝐽
∑ [𝑢𝑗(𝑡 − 𝑝𝑥𝑗 − 𝑞𝑦𝑗) −  〈𝑢(𝑡, 𝑝, 𝑞〉]

2𝐽
𝑗=1  (1) 

위 식의 평균값〈𝑢(𝑡, 𝑝, 𝑞)〉은 다음 계산식으로 정의된다. 

〈𝑢(𝑡, 𝑝, 𝑞〉 ≡
1

𝑗
∑ 𝑢𝑗(𝑡 − 𝑝𝑥𝑗 − 𝑞𝑦𝑗)1

𝑗=1   (2) 

효율적인 계산을 위하여 위 식을 변형한 계산식을 이용할 수 있다. 

var(t, p, q) =
1

𝐽
∑ [𝑢 (𝑡 − 𝑝𝑥𝑗 − 𝑞𝑦

𝑗
, 𝑥𝑗, 𝑦

𝑗
)]

2
𝐽
𝑗=1 − [

1

𝐽
∑ 𝑢 (𝑡 − 𝑝𝑥𝑗 − 𝑞𝑦

𝑗
, 𝑥𝑗, 𝑦

𝑗
)𝐽

𝑗=1 ]
2

 (3) 

일관성을 근사하기 위해 2K+1 개의 샘플의 수직 분석 윈도우에 

걸친 분산을 합산하고, 모든 트레이스들의 에너지로 정규화하여 

분산치를 얻는다. 

𝐶𝑣 ≡   
∑

1

𝐽
∑ [𝑢𝑗(𝑡+𝑘∆𝑡−𝑝𝑥𝑗−𝑞𝑦𝑗)]

𝐽
𝑗=1

2
+𝐾
𝐾=−𝐾 −∑ [

1

𝐽
∑ 𝑢𝑗(𝑡+𝑘∆𝑡−𝑝𝑥𝑗−𝑞𝑦𝑗)

𝐽
𝑗=1 ]

2
+𝐾
𝐾=−𝐾

∑
1

𝐽
∑ [𝑢𝑗(𝑡+𝑘∆𝑡−𝑝𝑥𝑗−𝑞𝑦𝑗)]

𝐽
𝑗=1

2
+𝐾
𝐾=−𝐾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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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의 분산 추정치는 수치적으로 일관성의 셈브란스 추정치와 

동일하며 각 트레이스가 평균 트레이스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측정한다. 모든 트레이스가 같은 경우 일관성의 분산 추정치 Cv는 

0.0의 값을 갖으며, 트레이스가 같은 파형을 갖는 경우 진폭이 

다르더라도 Cv는 0.0과 1.0 사이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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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순간 주파수 

순간 주파수(instantaneous frequency) 속성을 통해 임의의 

지점에서 주파수 변화 구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순간 주파수 

w(t)는 아래 식으로 계산되어 시간영역에서 순간 주파수를 

나타낸다(Kawahara et al., 1999). 

w(t) =
𝑑𝛷(𝑡)

𝑑𝑡
      (5) 

w(t) 는 순간 주파수를 의미하며 𝛷(𝑡) 는 위상(phase) 성분을 

의미한다. 위 식은 힐버트 변환 H[𝑥(𝑡)] 을 이용해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w(t) =  
𝑑[𝑎𝑟𝑔[𝑥(𝑡)+𝑗𝐻[𝑥(𝑡)]]

𝑑𝑡
     (6) 

순간 주파수는 지질-가스 경계와 같이 주파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물성 경계를 파악할 때 유용하다. 높은 순간 주파수와 

하부에서 나타나는 낮은 순간 주파수는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가 부존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져있으며(Wang et al., 

2011) 마찬가지로 가스샌드, 컨덴세이트 및 저류층 하부의 

반사층에서 고주파수에서 저주파수로 이동하는 저주파수 암형대 

현상이 나타난다(Jang et al., 2001). 

순간 주파수 뿐만아니라 고주파수 및 저주파수 필터를 이용한 

가중치 함수로 순간 진폭을 이용하여 순간 주파수를 완만하게 

만드는 가중 평균 주파수를 이용하면 흡수율이 높은 두꺼운 층에 

의한 짧은 파장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긴 파장에 의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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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다. 

w̅(t) =  
∑ 𝐴(𝑡)𝑓𝑟𝑒𝑞(𝑡)𝑇

∑ 𝐴(𝑡)𝑇
   (7) 

 

2.2.4. RMS 진폭 

RMS 진폭은 체적 내 진폭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의 제곱근 값으로 

계산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Kim, 2015). 계산식의 k는 체적 

내 샘플의 수를 의미한다. 

RMS amplitude = √(∑ 𝑎𝑚𝑝2𝑛
𝑖 )

𝑘
    (8) 

 

층간 임피던스 차이가 높은 해저모방반사면(BSR)은 RMS 진폭 

이상대를 보이며, 다공성 퇴적물 내 존재하는 가스층 또한 높은 

RMS 진폭 값의 이상대를 보이기 때문에 RMS 진폭을 탄화수소 

부존 지시자로 이용할 수 있다(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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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순간 진폭 

위상 독립적으로(phase-independent) 진폭을 나타낸 것으로서 

엔벨로프(envelope) 또는 반사강도(reflection strength)로 불린다. 

탄성파 트레이스의 실수부와, 힐버트 변환(Hilbert transform)으로 

실수부를 변환시킨 허수부를 합성하여 생기는 복소 트레이스의 

최대 진폭을 의미한다(Kim, 2015). 순간 진폭 값의 급격한 증대는 

가스 부존 유망층을 지시한다(Taylor et al., 2000). 

힐버트 변환을 통해 나타낸 복소 트레이스는 다음 식과 같다.  

z(t) = 𝑢(𝑡) + 𝑖𝐻[𝑥(𝑡)]   (9) 

이를 바탕으로한 실수부와 허부수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순간 

진폭 값을 계산할 수 있다. 

Instantaneous amplitude = √𝑅𝑒𝑎𝑙2 + 𝐼𝑚𝑎𝑔𝑖𝑛𝑎𝑟𝑦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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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지역 

3. 1. 연구 대상지역 

3.1.1. 울릉분지 

동해는 주변해(marginal sea) 또는 후배호 분지(back-arc 

basin)로 분류되는 평균수심 1,684m, 최대수심 4,049m의 해양 

퇴적분지이다. 동해는 한국대지(Korea Plateau), 오키뱅크(Oki 

Bank), 야마토릿지(Yamato Ridge)의 지형적 고지대에 의해 

일본분지(Japan Basin), 야마토분지(Yamato Basin), 

울릉분지(Ulleung Basin)의 해양퇴적분지로 구분된다 (Kim et al., 

2005). 

울릉분지는 동해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 한국대지, 

동쪽으로 오키뱅크와 접한다. 울릉분지는 평균수심 약 1,500m를 

보이는 분지이며 대륙사면이 위치한 남쪽으로부터 심해 분지평원이 

위치한 북서쪽까지 수심이 점진적으로 깊어져 최대수심 2,300m에 

이른다(Bahk et al., 2013). 분지내 해저면의 경사는 서쪽이 

가파르며, 동쪽과 남쪽은 비교적 완만하다.  

울릉분지 및 주변 지구조의 발달은 분지에 작용하는 응력장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었다(Park et al., 2002). 후기 올리고세(28 

Ma)부터 초기 마이오세(23 Ma)까지 울릉분지 남서쪽의 

주변부로부터 후열도 확장(Back arc spreading)에 의해 분지의 

형성이 시작되었다. 분지는 초기 마이오세 이후 중기 마이오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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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까지 당겨 열림(Pull-apart opening)과 부채꼴 열림(Fan-

Shaped Opening) 단계를 통해 확장했다. 중기 마이오세 이후 동해 

전역의 응력 반전에 의해 응력이 신장력에서 횡압력으로 바뀌며 

울릉분지의 확장이 종결되었다. 중기 마이오세와 후기 마이오세의 

횡압력으로 인한 조구조 운동에 의해 구조 변형이 일어났다(Fig. 2) 

(Takano, 2002; Lee et al., 2007). 융기된 지역으로부터 삭박된 

퇴적물들은 지형적 저지대에 재퇴적 되며 울릉분지에 광역적인 

부정합을 형성했다. 플라이오세 이후로 현재까지 울릉분지 주변부는 

침강하고 있다. 올리고세에 이르러 울릉분지 내에 퇴적작용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울릉분지 남쪽 연변부에 집중적으로 퇴적이 

이루어졌다. 플라이스토세 이후 울릉분지 전역에 퇴적작용이 일어나 

천해 및 하성 퇴적층이 주로 퇴적되었다(Shin, 2000; Lee et al., 

2007) 

후기 마이오세에 작용한 횡압력에 의해 구조변형된 정도에 따라 

울릉분지는 남동부의 조구조대(Tectonic Zone)와 남서부의 

비조구조대로 구분되며, 변형대(Deformed Zone)와 

비변형대(Undeformed Zone)으로 구분되기도 한다(Park, 1998). 

변형대는 횡압력에 의해 형성된 충상단층으로 구성되며 융기부가 

이후에 대부분 삭박되었다. 반면 변형대에 비해 미약한 구조운동이 

수반된 비변형대 지역은 분지 형성 이후 분지 확장단계를 거치며 

대륙붕-대륙붕단-대륙사면-분지저로 발달한 것으로 

관찰된다(Park, 1990; Shin, 2000). 변형대는 분지쪽에 위치하며 

퇴적층후가 두껍고, 퇴적물이 분지상을 나타낸다. 반면 비변형대는 

육지로부터 가까워 층후가 변형대보다 얇고 대륙붕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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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Shin, 2000).  

 

 

Figure 2. Change of stress regimes through geologic age in East Sea. Lee and 

S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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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국내 대륙붕 6-1 해저광구 돌고래 구조 

연구 지역인 국내 대륙붕 6-1 광구는 동해 울릉분지 남쪽 수심 

200 ~ 1,500 m 해역의 대륙붕과 대륙사면에 위치한 총 면적 

12,000 km2의 해저 광구이다(Park, 1992). 6-1광구는 지구조적 

역단층을 경계로 변형된 북동부와, 변형되지 않은 남서부로 

구분된다. 1960년대 석유탐사가 시작된 이후 일련의 배사구조와 

쓰러스트 단층을 포함하는 석유·가스 유망구조가 발견되어 

돌고래와 고래로 명명되었다(Fig. 3). 그 중 돌고래 구조는 초기 

마이오세 최후기와 후기 마이오세 후기 사이에 형성되었다(Lee et 

al., 2004). 동해의 닫힘과 관련된 지각의 수축운동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후기 마이오세(12 Ma)에 발생한 필리핀 판의 섭입에 

따른 압축력이 융기와 트러스트를 수반한 북동-남서 방향의 

습곡구조를 형성하였다(Park et al., 2002). 플라이오세부터 

현재까지 분지 주변부의 침강이 계속되고 있다(Son and Park, 

2013).  

6-1 광구는 1972년 돌고래 I공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17개의 

공이 시추 되었다. 탐사 시추공 중 돌고래 I공에서 가스징후(gas 

show), 돌고래 II 및 돌고래 III 공에서는 가스를 발견하였으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Lee et al., 2005). 반면 고래 

V구조 에서 경제성 있는 가스가 발견되어 동해-I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하루 평균 4,600만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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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orae and Dolgorae structure. Lee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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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돌고래 구조의 석유시스템 

돌고래 유망 구조는 구조적 변형이 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유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피복 하중암을 

갖추고 있다. (Lee and Son, 2007)은 고래 I, 고래 VII, 돌고래 V-

1, 돌고래 III-1 시추공 자료를 바탕으로 1차원 및 2차원 

석유시스템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연구지역의 시추공 구간에 

발견되는 탄화수소는 시추심도보다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근원암에서 

배출(eruption)이 일어나 상부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Lee and Son, 2007)은 2차원 모델링 결과를 통해 탄화수소 

가스가 부력과 모세관압에 의하여 다공질 지층의 경사면을 따라 

상부로 이동했고, 상부로 이동하던 탄화수소가 단층을 만날 경우 

단층을 따라 상부구간으로 이동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형을 적게 

받은 지역에 비해 해당 지역은 횡압력을 받아 트러스트 단층 등 

구조적 변형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상부로의 가스 이동이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Son and Park, 2013)은 고래 I, 고래 V, 돌고래 I, 돌고래 II 

시추공 자료를 바탕으로 1차원 및 2차원 석유시스템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저류암 층에서 확인되는 가스는 시추공 총 

심도보다 깊은 5,000m 이심에 존재하는 근원암으로부터 생성되어 

이동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Son and Park, 2013)은 2차원 

모델링을 통해 13.8 ~ 12.5 Ma에 탄화수소의 최대 배출이 

일어났으나 양호한 덮개암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화수소는 

저류 되지 못한 채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횡압력에 의한 

융기와 10Ma 이후의 재침강으로 인해 배출된 가스는 사질암층을 



 

 
18 

 

따라 부력과 모세관압에 의해 수직 이동하며 광역적으로 형성된 

모세관압이 큰 이질 덮개암층에 의해 막히게 되고, 유실이 일어나지 

않은 채 횡압력에 의해 융기가 일어나면서 형성된 배사구조에 

집적되었다(Son and Par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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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2D Gas Saturation model of Ulleung basin through time. Lee and S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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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연구지역 내 주요 시추공 

돌고래 I공은 거대한 규모의 잘 정의된 배사구조의 탄화수소 부존을 

시험하기 위해 1972년 총심도 4,262m로 시추되었다. 석유와 가스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1972년 건공으로 분류되어 폐공되었다. 

시추공은 전기 또는 중기 마이오세부터 플라이스토세까지의 사암과 

셰일 퇴적층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Son and Park, 2013)은 

석유시스템 모델링(Fig. 6)으로부터 약 15.5 Ma, 2,200m의 

매몰심도에서부터 석유생성구간에 들어가, 현재 가스생성 단계에 

이르렀으며 근원암 내에 생성된 탄화수소는 근원암에서 저류층으로 

배출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15 ~ 11 Ma 동안 석유와 가스의 생성이 

왕성하고 탄화수소 생성량 누적 그림을 통해 융기된 이후 생성량이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Son and Park, 2013).  

돌고래 II공은 1988년 시추된 총심도 3,230m의 시추공이다. 가스 

징후(gas show)를 확인하였고, 2324 ~ 2328m 구간의 산출 

시험(Drill Stem Test)을 통해 18 MCFPD와 100 ~ 2090 bbl/D의 

물 생산을 보였다. 이후 1989년 폐공되었다. (Son and Park, 

2013)의 석유시스템 모델링(Fig. 7)에 의하면 돌고래 II공은 

가스생성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약 16 Ma, 2,800m의 

매몰심도에서 석유 생성 단계에 이르렀다. 13Ma부터 탄화수소가 

활발하게 생성되어 6.5Ma에 급속도로 생산량이 증가한 후 

줄어들어 현재까지 생성이 계속되고 있다. 시추공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가스는 시추공 심도보다 하부의 근원암을부터 이동되어 

왔다고 추정된다(Son and Par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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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III 공은 초기 및 중기 마이오세 사암 렌치 단층(Wrench 

Faulted) 배사구조의 탄화수소 유망도를 시험하기 위해 1987 년 

총심도 3216m 로 시추되었다. 실트암, 점토암 및 사암과 모래가 

혼합된 셰일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도 2350m 구간에서는 

25%이상의 투수율을 보인다. 시추공 자료를 통해 탄화수소 

징후(oil show, and gas show)를 확인할 수 있으며 1339 ~ 

1372m 의 심도에서 최대 가스가 기록된다. 두번의 산출 시험(Drill 

Stem Test)이 수행되어 두번째 산출 시험인 1359 ~ 1370m 의 

시험에서 양호한 공극률(porosity)과 투자율(permeability)을 

보였다. 건성 가스(dry gas) 1.087 ~ 2.229 MMCFPD 의 최대 

산출량을 보였다. 이후 가스 발견 시추정(gas discovery well)로서 

1987 년 폐정(plugged and abandoned)되었다. 940m 상부에는 

대륙성(continental) 환경을 보였고, 2155m 하부에는 

주변부(marginal) 환경을, 3215m 인근에는 심해 환경을 보였다.  

돌고래 III공의 폐공 후 추가 평가와 연구를 위하여 1988년 돌고래 

III-I공(TD 3,623m)과 돌고래 III-II공(TD 3,145m)이 추가로 

시추되었다. Lee(2007)은 돌고래 III-I공의 층서 자료와 물리검층 

자료, 시추코어 자료 및 지질시대 퇴적상 자료를 종합하여 630 ~ 

870 m는 플라이오세 후기로 대비되며, 870 ~ 1180m는 마이오세 

후기에서 플라이오세 전기, 2300m는 중기 마이오세를 지시함을 

밝혔다. 매몰 심도 2,000m에서 석유 생성구간에 들어갔으며 후기 

마이오세 지층이 덮개암을 이루고 있다. 또한 지층의 융기로 인한 

단층작용과 침식에 의한 부정합에 의해 트랩구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Lee and S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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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1D model of Dolgorae I well, including petroleum system events. Son 

and Par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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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1D model of Dolgorae II well, including petroleum system events. 

Son and Par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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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4. 1. 연구 자료 

4. 1. 1. 3차원 해양 탄성파 탐사자료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3 차원 해양 탄성파 탐사자료며이며 

울산시에서 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국내 대륙붕 6-1 광구의 

돌고래 I, II, III 공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2000 년 7 월부터 8 월까지 

수행된 탄성파 탐사자료이다(Fig. 7). 탐사선으로 PGS vessel M/V 

Nordic Explorer 이 이용되었으며 탐사 지역의 수심은 145 – 

956m 을 기록하며 총 426.6km2의 영역을 포함한다.  

자료취득 변수들은 아래 표와 같다. 

Source Dual Source Flip-Flop 

Gun type Sodera G airgun 

Guns per array 3 

Volume 3090 cubic inches per array 

Pressure 2000 PSI 

Source depth 6m 

Source Separation 50m 

Shot interval 50m (25m alternate) 

Table 1. Shot parameters of Dolgorae 3D seismic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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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Six Streamers 

Cable type Syntron streamers 

Cable length 3450 m 

Cable separation 100 m 

Number of groups per streamer 276 x 6 streamers 

Group interval 12.5m 

Cable depth 7m 

Hydrophone per group 16 

Fold of recording 34.5 

Near Offset 65m 

Table 2. Receiver parameters of Dolgorae 3D seismic survey 

 

 

Instruments  

Recording system Syntrak 480 MSRS 

Low-cut 3.0 Hz, 6 dB/octave slope 

High-cut 218Hz, 484 dB/octave slope 

Record length 5.632 seconds 

Table 3. Instruments parameters of Dolgorae 3D seismic survey 

 

 

Inline angle 60.00 degrees 

Crossline angle 240.00 degrees 

Inline number increment 1 

First inline number 359 

Distance between adjacent inline 12.5 meters 

Crossline number increment 1 

First crossline number 2740 

Distance between adjacent crossline 12.5 meters 

X-coordinate of inline 1 xline 1 571316.09 

Y-coordinate of inline 1 xline 1 3894040.27 

Table 4. Processing coordinates (Grid orientation) of Dolgorae 3D seismic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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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location map of 3D seismic survey. Modified from Lee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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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탐사자료처리 내역 

Dolgorae I 3 차원 해양 탄성파 탐사자료는 WesternGeco 사에서 

자료처리 과정을 수행하여 선중합 시간 구조보정된(prestack time 

migrated) 3D 탄성파 자료를 도출했다. 세부 처리과정은 (Fig. 6)와 

같다. 

후중합 처리단계(post stack stage)에서 돌고래 I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는 NE 고래 V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와 병합되었다. NE 

고래 V 3차원 탐사자료는 1999년 7월부터 8월까지 동일한 탐사 

장비를 이용한 탐사이며 동일한 취득 변수(acquisition 

parameter)를 이용한 400km2 탐사 영역을 포함하는 자료이다. 

 

Time (ms) RMS Velocity (m/s) 

0 1440 

391 1440 

711 1544 

1156 1693 

1733 1964 

2356 2291 

3149 2738 

4167 3298 

4760 3603 

5600 3941 

Table 5. Velocity function used for the prestack time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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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at from SEG-D field tapes 

Resample from 2msec to 4msec 

Recording delay correction 

Shot and channel trace editing 

Minimum phase low cut filter 

Merge of seismic and navigation data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TV2) 

Exponential gain 

Despiking 

Shot FK 

Fold equalization 

Adjacent trace sum 

Predictive deconvolution 

Shot interpolation 

Radon demultiplex 

Sort into common offset planes 

Calibrated DMO 

Trim Statics 

K-filter 

COTIM – Pre-stack time migration 

Sort for velocity analysis 

NMO correction (V2) 

Outer trace mute 

Stack (1/√fold normalization) 

Inverse migration 

Matching filter 

Time variant scaling 

Source and cable depth correction 

NE Gorae V Post stack processing 

Trace interpolation 

K Filter 

FXY filter 

Scaling 

Merge with Dolgorae I dataset after 

matching filter 

Velocity Analysis 

(V1) 

(1.0 x 1.0 km grid) 

Velocity Analysis 

(V2) 

(0.5 x 0.5 km grid) 

Figure 8. Processing flow chart of Dolgorae 3D seismic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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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3. 물리검층 자료 

탄성파 탐사자료와 시추공 검층자료로부터 속도모델을 추정한 뒤 

합성탄성파기록(synthetic seismogram)을 만들고, 탄성파 단면과 

대비(well tie)하여 탄성파 탐사자료의 정확한 깊이를 파악하여야 

한다(Kang et al., 2015). 본연구에서는 중합전 시간 

구조보정(prestack time migration) 자료처리에 쓰인 RMS 

속도모델(RMS velocity model)을 참조하여 연구지역 내 시추공 

음파검층으로부터 획득한 Short Spacing Delta Time 자료와, 

밀도자료를 기반으로 속도모델을 형성하였고, 결정론적 방법으로 

송신원 파형을 추정하여 합성탄성파기록을 형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탄성파 탐사자료의 깊이를 추정하였다.  

(Fig. 9)은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와 Short Spacing Delta Time 및 

밀도 자료를 바탕으로 형성한 돌고래 III-I공의 의 속도모델이다. 

시추공 깊이에서 1486 m/s에서부터 3643 m/s까지의 속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송신원 파형을 추정하고 합성탄성파 기록을 

만들어 돌고래 III-I공이 위치한 Inline 600, Xline 3652의 탄성파 

기록과 비교하였다(Fig. 10). 이를 바탕으로 시추공 자료에서 가스 

징후(gas show)가 확인된 구간의 깊이와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를 

비교하였으며, 지질시대와 (Lee and Son, 2007; Son and Park, 

2013)이 제시한 연구지역 내 시추공의 1차원 석유시스템 모델의 

주요 구간을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와 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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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Velocity model of Dolgorae III-I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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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Well tie of Dolgorae III-I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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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탄성파 속성분석 자료처리 

사전 자료처리를 통해 해상도와 신호대 잡음비를 비롯한 자료의 

품질이 향상된 탐사자료를 바탕으로 탄성파 속성들을 적용해야 더 

정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중합 시간 

구조보정(prestack time migration) 자료처리를 통해 신호대 

잡음비가 향상된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에 탄성파 탐사자료 

전문해석 프로그램인 페트렐(Petr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탄성파 

속성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적용한 탄성파 속성은 일관성, RMS 

진폭, 순간 진폭, 순간 주파수 속성이다.  

 

 

  

PSTM 3D 

Seismic Volume 
Coherence 

RMS Amplitude 

Instant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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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well-tie 

Figure 11. Seismic attribute analysis processing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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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 

5. 1. 탄성파 속성 검증 

탄성파 속성분석을 이용하여 연구지역인 동해 울릉분지 6-1 광구의 

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지역의 

기존 시추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RMS 진폭(RMS amplitude), 순간 

진폭(Instantaneous amplitude), 순간 주파수(Instantaneous 

Frequency) 속성이 적합한지를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3 차원 

탄성파 탐사자료 중 가스 징후(gas show)가 확인된 돌고래 II, 

돌고래 III, 돌고래 III-I 시추공 인근 가스 부존지역에서 탄성파 

속성들의 가스 지시자 로서의 이상대가 나타나는 지를 검증하였다. 

이때 RMS 진폭과 순간 진폭 속성의 경우 속성 값이 높아지는 

지역을, 순간 주파수 속성의 경우 속성 값이 낮아지는 지역을 가스 

부존으로 인한 이상대로 정의하였다. 

 

5. 1. 1. 돌고래 II 시추공 

돌고래 II 시추공은 1988년 가스 징후를 확인하였다. (Son and 

Park, 2013)은 지질학, 석유지화학 정보를 종합한 1차원 

석유시스템 모델링을 통해 돌고래 II공은 가스생성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시추 총심도보다 하부의 근원암으로부터 

가스가 이동되어 산출 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돌고래 II 시추공은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의 Inline 1135, X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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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에 위치하여 있으며 RMS 진폭(Fig. 10)과 순간 진폭(Fig. 11) 

속성을 적용한 결과를 확인한 결과로부터 이상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스층 주변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특성을 만족한다. 또한 순간 

주파수 특성을 적용한 결과(Fig. 12), 가스 부존지역 하부에서 낮은 

순간 주파수 값을 보이는 이상대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2. RMS amplitude attribute of 3D seismic data around Dolgorae II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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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Instantaneous Amplitude attribute of 3D seismic data around 

Dolgorae II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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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Instantaneous Frequency attribute of 3D seismic data around 

Dolgorae II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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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돌고래 III 시추공 

돌고래 III 시추공은 석유 징후와 가스 징후가 확인되었고, 다량의 

건성가스가 산출되었다. 3 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에서 돌고래 III 

시추공의 위치에 해당하는 Inline 540, Xline 4082 부근의 RMS 

진폭과 순간 진폭, 그리고 순간 주파수 속성을 적용하여 인근 

지역의 가스 부존에 의한 이상대를 확인하였다. 이는 각각 RMS 

진폭(Fig. 13), 순간 진폭(Fig. 14), 순간 주파수(Fig. 15)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스 부존지역에서 높은 RMS 진폭 및 순간 진폭값의 

이상대를 확인할 수 있다. 돌고래 II 시추공과 마찬가지로 낮은 값의 

순간 주파수 값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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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RMS amplitude attribute of 3D seismic data around Dolgorae III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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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Instantaneous amplitude attribute of 3D seismic data around 

Dolgorae III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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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Instantaneous frequency attribute of 3D seismic data around 

Dolgorae III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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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3. 돌고래 III-I 시추공 

돌고래 III-I 시추공은 625 ~ 740 m의 사암층 부근에서 

메탄(Methan)과 소량의 에탄(Ethan)이 혼합된 500 unit의 가스가 

발견되는 등 가스 징후를 확인하였으나 상업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아 건공으로 분류되었다.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의 Inline 600, 

Xline 3652에 대하여 RMS 진폭, 순간 진폭, 순간 주파수 속성을 

적용하였다. 가스 부존이 확인된 구간 하부에서 순간 주파수가 

감소하는 저주파수 암형대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음의 

순간 주파수 값을 통해 얇은 가스층이 존재함을 추측할 수 있다.  

가스 징후가 확인된 돌고래 II, 돌고래 III, 돌고래 III-I 시추 

자료를 통하여 RMS 진폭, 순간 진폭, 순간 주파수 속성이 가스 

부존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탄성파 속성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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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RMS amplitude attribute of 3D seismic data around Dolgorae III-I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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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기준 horizon 을 바탕으로 윈도우 10ms, largest through 

 

  

Figure 19. Instantaneous amplitude attribute of 3D seismic data around 

Dolgorae III-I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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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Instantaneous frequency attribute of 3D seismic data around 

Dolgorae III-I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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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단층을 따른 탄화수소 가스 이동 

투수성이 좋은 단층과 균열 등의 구조를 따라 가스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Nyampfumba and McMechan, 2012) 울릉분지 

6-1광구 돌고래 구조의 탄화수소는 시추심도보다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근원암으로부터 배출되어 부력과 모세관압에 의하여 

지층의 경사면을 따라 상부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Lee and 

son, 2007). 

본 연구에서는 단층과 균열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분산 기반의 

일관성 속성을 이용하여 연구지역 내 주요 단층을 파악하였다(Fig. 

21) 단층 분포의 파악과 함께, 앞서 검증한 탄성파 속성인 RMS 

진폭과 순간 진폭 및 순간 주파수를 바탕으로 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분포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탄화수소가 심부로부터 

단층을 따라 상부로 이동함을 추론하였다. 

Inline 640부터 5 간격(62.5 m)으로 Inline 655까지 4개의 탐사 

단면에 대하여 분산 기반의 일관성 속성(Fig. 21), RMS 진폭 

속성(Fig. 22), 순간 진폭 속성(Fig. 23), 순간 주파수 속성(Fig. 

24)을 적용하였다. (Fig. 22) (A) ~ (D) 전역에서 하부의 

5000ms부근 RMS 진폭 이상대는 적색의 단층 선을 따라 3500ms 

부근의 RMS 진폭 이상대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좌측에는 

탄화수소 가스 이동 흔적으로 추정되는 이상대의 선이 존재하며, 

이로부터 2500ms부근의 이상대까지의 이동을 관측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층의 경계 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50m 규모인 20개의 Inline 측선에서 단층에 의해 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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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로부터 이동함을 추정할 수 있다. 순간 진폭 속성이 적용된 

(Fig. 23)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Fig. 24)을 

통하여 (Fig. 22) 및 (Fig. 23)에서 이상대가 발견 된 동일지역에 

순간주파수 이상대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nline 

655(D)에서 Inline 640(A)로 이동함에 따라 2500ms 부근의 

저주파수 이상대가 방사형으로 확장됨을 관측할 수 있다. 이는 

일관성 속성(Fig. 21)으로부터 균열대로 추정되는 상부(1500 ms ~ 

2300 ms) 지역의 규모 차이로 인한 양상으로 추측된다. 

이상으로 RMS 진폭값이 높은 이상대, 순간 진폭 값이 높은 이상대, 

순간 주파수 값이 낮은 이상대를 이용하여 심부의 가스가 단층을 

따라 상부로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정 층을 만나 층의 

경계에 가스가 일부 집적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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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1. Seismic attribute section of (A) Inline 640, (B) Inline 645, (C) 

Inline 650, (D) Inline 655 obtained by applying the cohe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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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2. Seismic attribute section of (A) Inline 640, (B) Inline 645, (C) 

Inline 650, (D) Inline 655 obtained by applying the RMS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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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3. Seismic attribute section of (A) Inline 640, (B) Inline 645, (C) 

Inline 650, (D) Inline 655 obtained by applying the instantaneous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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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4. Seismic attribute section of (A) Inline 640, (B) Inline 645, (C) 

Inline 650, (D) Inline 655 obtained by applying the instantaneou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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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3D Seismic attribute section obtained by applying the Instantaneou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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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탄화수소 가스 부존 모델 

탄화수소 가스 부존 지층경계면 모델 형성에 앞서 RMS 진폭, 순간 

진폭, 순간 주파수 속성을 연구지역의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에 

적용하여 가스 지시자 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였고, 세 값이 

공통적으로 진폭 이상을 보이면서 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는 구간을 파악하였다. 또한 분산 기반의 일관성 속성을 적용한 

3차원 탄성파 단면에서 fault picking을 통해 연구지역 내 주요 

단층들을 파악하였다. 

연구지역인 동해 울릉분지 6-1 돌고래 구조 인근 지역의 

지질시대와 층서, 암상, 유기물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된 층서 

분류 모델(Lee, 1994; Son and Park, 2013)과 합성탄성파 모델을 

통해 파악한 심도 정보를 종합하여 연구지역의 지층 경계면(A, B, C, 

D, E)을 분류하였다(Fig. 26). 지층 경계면 (A)는 연구지역 내 

마이오세 후기에서 플라이오세 전기에 대비되는 870 ~ 1180m 

(1200ms) 부근에 광역적으로 존재하는 마이오세 중기의 

부정합면이다. (B)는 마이오세 중기부터 초기의 사암층으로 구성된 

상부의 저류층과 석유생성이 시작되는 약 2300m (2500ms)를 

경계짓는 층 경계면이다. (C)는 시추심도 최하부 중기 마이오세 

초의 세립질 암석층으로 이루어진 잠재 근원암으로 추정되는 층의 

경계면이다. (D)와 (E)는 구조적 변형을 받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스가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Son, 2007) 

심부 치밀 저류층과, 실제 가스를 배출한 유효 근원암으로 추정되는 

심부 근원암의 경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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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탄성파 자료 단면의 Horizon picking을 통해 각 지층 

경계면을 구분 지었다. RMS 진폭(Fig. 27), 순간 진폭(Fig. 28), 

순간 주파수(Fig. 29) 탄성파 속성 이상대와 단층 정보를 종합하여 

층 하부에 가스가 집적될 가능성이 높은 지층 경계면과, 지층 

구간을 선별하였다. (Fig. 27) ~ (Fig. 29) 모두 (D)층과 (E)층 하부 

구간에서 탄성파 속성 이상대가 관측되었다. 또한 심부의 유효 

근원암으로 추정되는 (E)층으로부터 단층을 따라 상부로 탄화수소 

가스가 이동하며, (C)층의 경계부를 따라 일부 집적됨을 추측할 수 

있다. 일부 탄화수소 가스의 경우 (B) 층 경계면 상부의 저류층 

추정 지역까지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심부 유효 근원암의 경계로 추정되는 (E)층과, 이로부터 단층을 

따라 탄화수소 가스가 이동되어 집적 될 것으로 추정되는 (C)층을 

을 3차원 자료 단면에서 추출하여 3차원 입체 표면 모델로 

구현하였다(Fig. 30). 이로부터 두 층의 형태와, 두 층을 잇는 단층 

면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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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Seismic attribute section of Inline 620, obtained by applying 

cohe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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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Seismic attribute section of Inline 620, obtained by applying RMS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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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Seismic attribute section of Inline 620, obtained by applying 

instantaneous amplitude 

  

(A) 

(B) 

(C) 

(D) 

(E) 



 

 
57 

 

 

 

 

 

Figure 29. Seismic attribute section of Inline 620, obtained by applying 

instantaneou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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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3D model of possible hydrocarbon gas-containing layer (C) a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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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지층 경계면 C, E의 Horizon에 탄성파 속성 값을 부여하였

다. 탐색 창(search window)을 이용하여 경계면 Horizon을 기준으

로 하부 100ms의 속성 값 탐색을 수행하였고, RMS 진폭과 순간 

진폭 속성의 경우 정점(peak) 값을, 순간 주파수 속성의 경우 저점

(trough) 값을 갖는 부여하였다. 이는 각각 (Fig. 31)의 (A) 및 (B)

와 같은 방식으로 탐색 후 부여 되었다. 이를 통해 모델 표면

(surface)을 만들어 가스 집적 모델을 구현하였다. 구현한 3차원 

모델은 (Fig. 32)와 같다.  

수평면 평탄화(Horizon flattening) 을 통해 2차원 평면으로 표현한 

모델로 도시하였다. 이는 각각 RMS 진폭(Fig. 33), 순간 진폭(Fig. 

34), 순간 주파수(Fig. 35) 속성이 적용된 2차원 평면 모델이다. 세 

2차원 평면 모델을 바탕으로 각 속성 별 이상대의 분포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최종적으로 RMS 진폭, 순간 진폭, 순간 주파

수 모델을 중첩하여 2차원 모델을 구현하였다. (Fig. 36)을 통해 가

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층을 파악할 수 있다. 

 

 

  

Figure 31. value assignment by using (A) peak and (B) trough of seismic 

attribute values within 100ms searching window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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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3D model of Instantaneous frequency and major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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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3. 2D model of possible hydrocarbon gas-containing layer 

using RMS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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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4. 2D model of possible hydrocarbon gas-containing layer 

using Instantaneous ampl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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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5. 2D model of possible hydrocarbon gas-containing 

layer using Instantaneous Frequency 



 

 
64 

 

  
(A) 

(B) 

Figure 36. 2D model of possible hydrocarbon gas-contain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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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의 탄성파 속성분석을 활용한 가스 부존 가능 층의 파악과 

모델구현 과정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탄성파 속성인 RMS 진폭, 순간 진폭, 순간 주파수를 탄화수소 

가스 부존여부 파악에 활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탄화수소 가스 

징후가 확인된 돌고래 II, 돌고래 III, 돌고래 III-I 시추구간에서 

RMS 진폭과 순간 진폭 속성의 경우 속성값이 높아지는 이상대를 

보였으며, 순간 주파수의 경우 속성값이 낮아지는 이상대를 보였다.  

2) 탄성파 속성을 활용하여 단층과 균열을 따른 탄화수소 가스의 

이동을 확인하였다. 분산 기반 일관성 속성을 이용하여 연구지역 내 

단층과 균열대를 파악하였으며 RMS 진폭과 순간 진폭, 순간 

주파수 속성을 이용하여 가스부존지역을 파악하였다. 심부 탄화수소 

가스 부존층과 천부 탄화수소 가스 부존층을 연결하는 단층의 

분포와, 경계 부근에 존재하는 탄화수소 가스를 종합하여 가스의 

이동을 추론하였다. 

3) 탄성파 속성을 활용하여 탄화수소 가스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층경계면을 파악하고, 가스 부존가능 층 모델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의 층서분류 모델과, 본 연구에서 물리검층 자료로 형성한 

합성탄성파 모델을 바탕으로 지층경계면을 설정하였으며 탄화수소 

가스부존 가능성이 높은 층에 탄성파 속성값을 부여하여 3차원 

입체 및 2차원 평면 모델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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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의 탄성파 속성분석 활용으로부터 

울릉분지 6-1 광구 돌고래 구조 연구지역 내 가스부존 가능성이 

높은 층을 파악하였고, 이를 3차원 입체 및 2차원 평면 모델로 

구현해 제시하였다. 제시된 가스부존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탄화수소 

분포를 파악하여 향후 대륙붕 가스전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추후에 광구 내 탄성파 탐사 및 탐사시추가 추가로 

실시되고, 심부의 지화학, 암상 및 가스 저류층 특성 정보가 

추가된다면 본 연구의 연구지역보다 확장된 동해 울릉분지 6-

1광구 전역의 탄화수소 가스의 이동 및 저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대륙붕 가스전 개발을 위한 중요 자료로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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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ling of possible hydrocarbon gas-

containing structure in Donghae 6-1 

block using seismic attribute analysis 

Jiho Lee 

Department of Energy System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order to develop the domestic continental shelf gas field, the presence of 

hydrocarbon gas must be identified. In this paper, I trie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hydrocarbon gas-containing layer in Dolgorae structure of 6-1 block 

Ulleung Basin, Donghae using seismic attribute analysis. This is because the 

layer with a high possibility of hydrocarbon gas existence exhibits high RMS 

amplitude and high instantaneous amplitude property values, and low 

instantaneous frequency property value. Therefore, I applied seismic attributes 

to three - dimensional seismic data and verified that RMS amplitude, 

instantaneous amplitude, and instantaneous frequency attributes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presence of hydrocarbon gas. Also, I identified the distributions 

of fault and cracks within study area by using the consistency attribute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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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variance, and deduced that the hydrocarbon gas migrates along the fault 

and cracks. Finally, I established the main layer and layer boundary based on 

the geologic age and petroleum system model, and implemented two-

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hydrocarbon gas-containing layer model 

with a high possibility. 

 

Key word : Ulleung Basin, Hydrocarbon Gas, Seismic Attribute Analysis,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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