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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탄성파 속도 모델 추정 알고리즘 개발
탄성파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정확한 지하매질 속도를 추정하는 완전파형역산 알고리즘 개발

(a) 암염돔이 포함된 실제 속도모델 (b) 완전파형역산을 위한 초기 속도모델 (c) 완전파형역산을 통해 역산된 속도모델

그림 1. 라플라스-푸리에 영역 완전파형역산 예시. 

시간영역 모델링에서의 안정조건 및 분산특성 극대화 기법 개발
지하 속도 모델 구축 및 영상화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델링의 정확도 및 효율성 극대화

(a) (b) (c) (d)

그림 3. 음향파동방정식의 시간 영역 모델링 결과. (a) 1 , (b) 10, (c) 20, 그리고 (d) 30 s 시점에서의 압력장. 
각 사분면은 시간 차분간격을 나타냄. 시간 간격이 20 ms 일 때도 1 ms 의 결과와 동일하며 분산 오차를 발견할 수 없음.

이방성 매질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 개발
탄성파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방성 지하 매질의 구조를 영상화 하는 알고리즘

(a) 이방성 매질에서의 파동 전파 모델링 (b) 이방성 매질에서의 역시간 구조보정 영상

그림 2. 역시간 구조보정 예시. 

주요 프로젝트
과 제 명

1. 다양한 매질 내의 지하 구조 영상화를 위한 반복적 직접 파형 역산 원천 기술 개발

2. 포항분지 해상 소규모 CO2 주입실증 프로젝트

3. 셰일가스 파쇄효율 향상을 위한 탐사프로세스 및 실증연구

4.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산학 협력 연구단”

5. 심부 탄성파 탐사를 위한 파형역산 기술 연구

6. 이라크 육상자료를 이용한 장파장 속도모델 구축 및 역시간 심도구조보정 연구

7. 탄성파 속도모델링 및 영상화 기술-2단계

8. 탄성파 속도모델링 및 영상화 기술-1단계

9. 탄성파 파형역산 (NRL pahse 2)

10. 중합전 심도구조보정 및 주시역산 기술 개발

연구 실적(2008~)

구분 국외논문 국외발표 국내논문 국내발표 특허

계 86 71 8 15 25

국내·외 기술 교류 활동

연도 회사이름 (국가) 구분

2005 ION (미국) 기술이전

2009 TOTAL (프랑스) 기술이전

2011 BP (영국) 기술이전

2011 KNOC (한국) 기술용역

2012 KNOC (한국) 기술용역

2013 TOTAL (프랑스) 기술이전

2013 Woodside (호주) 기술용역

2013 BGP (중국) 기술이전

2015 Z-terra (미국) 기술이전

해외 인턴 실적

2014년 5월 ~ 8월: STATOIL (1명), TOTAL (1명), BGP (1명)
2015년 5월 ~ 8월: STATOIL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