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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균질매질과 자유면 경계에서 선형입자운동을 하는 파를 타원형 입자운동을 하는 파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새로운

분극필터를 다성분 복소트레이스 분석법에 근거하여 개발하였다. 균질매질에서의 입자운동을 모사한 합성파를 통해 이 필

터의 성능을 검증한 결과, P파와 레일리파의 수평성분/수직성분 진폭비 CL과 CR를 알고 있을 경우, 이 분극필터는 레일

리파 성분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이상적인 결과를 보인다. 이 분극필터 결과의 수직성분 오차는 CR/CL에 따라 증가하고,

수평성분 오차는 CR·CL에 따라 증가한다. 특히 수직성분 오차는 CL과 CR의 적용값/모델값 비율(CL'/CL와 CR'/CR)이 작

을 때 급격히 증가하며, 입사각이 작을 때는 CR'/CR에, 클 때는 CL'/CL에 각각 민감하다. S파와 레일리파가 중첩되어 있

는 경우는, 입사각이 P파 입사각의 보각인 경우와 동일하다. 

주요어: 다성분 복소트레이스 분석, 분극필터, 실체파, 레일리파

Abstract: We developed a novel polarization filter to separate linearly polarized waves from elliptically polarized waves

in an infinite homogeneous medium and at the free surface using methods of multicomponent complex trace analysis.

Sensitivity to filter parameters were examined using synthetic data simulating particle motions in a homogeneous medium.

For known amplitude ratios of horizontal-to-vertical components of P and Rayleigh waves CL and CR, respectively, the

polarization filter precisely removes Rayleigh waves. Errors i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s of the filtered results

increase with the ratio CR/CL and the product CR·CL, respectively. The vertical component errors also increase rapidly
as the ratios of applied-to-modeled values of CL and CR (CL'/CL and CR'/CR) decrease, and are sensitive to CR'/CR 

and

CL'/CL for small and large incidence angles, respectively. Errors of the filter are exactly the same for shear waves when

the incidence angle is the supplementary of P-wave incidence angle.

Key words: Multicomponent complex trace analysis, polarization filter, body waves, Rayleigh waves 

서 론

다성분 탄성파 탐사방법은 자료획득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지층의 공극률, 암상, 공극수 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고, 지질구조에 의한 이방성을 밝히며, 2차원 자료의

경우 측방 반사파를 구별하는 등의 많은 긍정적 효과로 인하

여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Tatham and McCormack, 1991).

그러나 이 탐사방법은 각 성분별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 수

신기 배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레일리파 등의 일관성 잡

음에 의한 신호/잡음비가 크게 낮아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진파 파동장을 3차원적으로 기록한 후, 지진

파 위상별 입자운동의 차이를 이용하여 각 성분을 분리해 내

는 분극필터(polarization filter)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각 지진파 종류에 따른 입자운동 차이에 기인한 분극필터는

공분산법(covariance method; Gal'perin and Frolova, 1960;

Archambeau and Flinn, 1965; Flinn, 1965; Kanasewich,

1981)과 다성분 복소트레이스 분석법(multicomponent complex

trace analysis; René et al., 1987; Kim, 1987; 김기영과 이소

영, 2005)에 기초한 필터들이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공분산법 분극필터는 최근 특이해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알고리즘을 접목한 방법(Lui, 1999;

Franco and Musacchio, 2001; Meersman and Kendall, 2005)

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다. 각 지진파들의 입자운동을 구별

하는데, 공분산법은 선형 분극된 실체파와 타원 분극된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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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 사이의 선형성 정도(rectilinearity; Flinn, 1965), 다성분

복소트레이스법(René et al., 1987)은 수직과 수평성분 사이의

순간위상차(instantaneous phase difference) 등을 이용한다.

P파, S파, 레일리파, 러브파 등의 도달시간이 서로 다를 경

우, 접근방법에 상관없이 현재까지 개발된 분극필터들은 독립

된 지진파들의 위상을 식별하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아직 어떤 방법도 완벽하

지 못하며, 특히 구분해 내려는 신호가 다른 지진파보다 진폭

이 작은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근거리 옵셋에서는 많은 P파와 S파 반사이벤트들이 레일리파

나 러브파와 거의 같은 시간대에 도달하며, 깊은 경계면에서

반사된 P파는 비교적 얕은 경계면에서 반사된 S파, 혹은 모

드 변환(converted)된 PS파 등과 도달시간이 거의 일치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의 일반적 자료처리 방법

에서는 전체자료의 1/2 내지 1/3에 해당하는 레일리파 도달

이후의 모든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P파와 SV파(이하 S파)가 진폭이 큰 레일리파

와 함께 존재하는 신호/잡음비가 낮은 자료에서도, 복소트레

이스 분석법에 기초하여 지진파의 선형운동과 타원형운동의

양을 각 샘플마다 정확히 계산하는 이론을 개발한다. 아울러

이에 기초하여 원하는 실체파 신호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MCCT (Multi-Component Complex Trace) 분극필터 알고리

즘을 개발하고, 합성자료에 적용하여 필터성능을 분석한다.

또한 실제자료에서는 실체파 및 레일리파의 수평/수직성분 진

폭비를 정확히 예측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들 예측 진폭비의 오차가 필터결과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

석한다. 

MCCT 분극필터의 이론적 배경

다성분 복소트레이스

다성분 복소트레이스는

, (1)

으로 정의되며(René et al., 1987), 여기서 실수 트레이스

는 벡터량으로 서로 직각인 다성분 자료를 나타낸다. 또

한 허수 트레이스인 는 이 다성분 실수 트레이스를 힐버

트 변환하여 위상을 π/2 이동시킴으로 구해진다.

각주파수 ω인 단일주기 지진파를 가정하면, 실수인 수직성

분과 측선방향 수평성분은 각각

 
,  (2)

와

,  (3)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Avw와 θvw는 수직성분의 진폭과

초기위상을 나타내며, Ahw와 θhw는 수평성분의 진폭과 초기위

상을 각각 뜻한다. 수직성분과 수평성분 위상차 φ는 P파의 경

우(즉, w=p)에 0 rad, S파의 경우(즉, w=s)에 −π rad, 레일리

파의 경우(w=r)에 π/2 rad가 된다. 한편, 실수 트레이스를 힐버

트 변환하여 구한 허수 트레이스의 수평 및 수직성분은 각각

,  (4)

와

,  (5)

가 된다.

P파와 레일리파의 중첩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의 순간위상차가 각각 0, π, π/2 rad인

P파, S파, 레일리파가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간위상

차가 더 이상 전형적 범주에 놓이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하

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바로 이점 때문에 여러 종류의 지진

파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분극필터들이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기록된 수직성분 rv(t)과 수평성분 rh(t)을 P파,

S파, 레일리파 등의 합으로 표시하고, 지진파 종류별로 수직

성분의 이상 트레이스(quadrature trace) qv(t)로부터 수평성분

rh(t)을, 또 수평성분의 이상 트레이스 qh(t)로부터 수직성분

rv(t)을 예측함으로써 입자운동 모양이 다른 각 지진파들의 성

분을 서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P파와 레일리파가 중

첩되어 있다면, 기록된 수직성분 rv(t)는

,  (6)

이 되고, 수평성분 rh(t)는

 
, (7)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아래첨자 p와 r은 각각 P파와

레일리파를 뜻한다. 또한 이들을 힐버트(Hilbert) 변환하여 구

한 이상 트레이스의 수직성분 qv(t)는

,  (8)

이고, 수평성분 qh(t)는

,  (9)

이 된다. 여기서 P파와 레일리파의 수평과 수직성분의 진폭비

CL과 CR, 즉 

,  (10)

와

,  (11)

c t( ) = r t( ) + iq t( )

r t( )

q t( )

rvw t( ) = Avwsin ωwt θvw+( )

rhw t( ) = Ahwsin ωwt θhw+( )

qvw t( ) = Avwcos ωwt θvw+( )

qhw t( ) = Ahwcos ωwt θhw+( )

rv t( ) = rvp t( ) + rvr t( )

rh t( ) = rhp t( ) + rhr t( )

qv t( ) = qvp t( ) + qvr t( )

qh t( ) = qhp t( ) + qhr t( )

CL = 
Ahp

Avp

-------

CR = 
Ahr

Av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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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 수 있다면, 

, (12)

, (13)

, (14)

, (15)

등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각 위상별 수직 및 수평 성분을 기록

된 수직 및 수평성분과 이들의 이상 트레이스들의 함수로 표

시할 수 있다.

상기 식 (10)~(15)로부터 레일리파의 수직 및 수평은 각각

,

 (16)

와

,  (17)

로 구해진다. 따라서 P파의 수직 및 수평성분은 식 (1)과 (2)

로부터 각각

 , (18)

와

,  (19)

로 구해진다. 

순수한 P파 운동의 경우에 식 (12)와 (14)의 관계식을 이용

하면, 식 (16)의 분자 부분이 0이 된다. 그러나 순순한 레일

리파 운동의 경우에는, 식 (13)과 (15)로부터 식 (16)이

,  (20)

이 되어, 이 MCCT 분극필터가 이 수직성분에 대하여 정확한

관계식임을 입증한다. 또한, 식 (12)와 (14)의 관계식을 이용하

면, 이 필터가 수평성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식임을 유사하게

증명할 수 있다.

S파와 레일리파의 중첩

P파가 레일리파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와 유사하게

S파가 레일리파와 함께 기록되어 있을 경우의 수직 트레이스

 ,  (21)

와 수평 트레이스

,  (22)

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CS는 S파 수평성분/수직성분 진폭비

로, 즉

,  (23)

이다. 등방성 매질을 통과하는 동일한 파선 경로의 경우에 SV

파의 입자운동이 파선 진행방향에 수직이므로,

,  (24)

이 된다. 식 (21)을 식(18)과 비교하면, CL 대신에 −CS를 사용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S파의 입자운동이 P파의 입자

운동 방향과 직각으로, 서로 보각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합성자료에 적용

정현파 시험자료

MCCT 분극필터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

해 각각 단일 주파수(mono-frequency)를 갖는 P파, S파, 레일

리파를 합성하였다. 식 (6)와 (7)에서 P파 운동을 모사한 정

현파의 수직, 수평성분은 주파수 30 Hz와 입사각(incidence

angle) 30o, S파는 주파수 20 Hz와 입사각 30o, 레일리파는 주

rhp t( ) = CLrvp t( )

rhr t( ) = CR– qvr t( )

qhp t( ) = CLqvp t( )

qhr t( ) = CRrvr t( )

rvr t( ) = CL

2

rv t( ) − CLrh t( ) −CLCRqv t( ) + CRqh t( ){ }/ CL

2

CR

2

+( )

rhr t( ) = CR– qv t( ) qh t( ) CRrvr t( )–{ }– /CL[ ]

rvp t( ) = rv t( ) − CL

2

rv t( ) −CLrh t( ) −CLCRqv t( ) + CRqh t( ){ }

/ CL

2
CR

2
+( )

rhp t( ) = rh t( ) + CR qv t( ) qh t( ) CRrvr t( )–{ }– /CL[ ]

rvr t( ) = rv t( )

rvs t( ) = rv t( ) − CS

2
rv t( )+CSrh t( )+CSCRqv t( )+CRqh t( ){ }

/ CS

2
CR

2
+( )

rhs t( ) = CS– rvs t( )

CS = 
Ahs

Avs

-------

CS  = CL

1–

Fig. 1. Applications of the polarization filter to mono-chromatic

sinusoidal waves to simulate ideal (a) P-, (b) S-, and (c) Rayleigh-

wave motions. The excellent output data of the filter with input data

(a)-(c) are shown in (d)-(f), respectively.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s are indicated in solid and dotted lines, respectively.

Hodograms of the sinusoidal waves are shown on the right of each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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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10 Hz와 0.7의 타원율로 수직분극이 되도록 각각 설정

하였다(Fig. 1). 이 그림에서 실선과 점선은 각각 수직과 수평

성분을 나타내며, 각 그림의 오른쪽의 호도그램은 입자운동을

보여준다. 여기서 P파 파선의 입사각은 René et al. (1987)에

서 정의된 경사각(tilt angle)과 같으며, S파 입자운동의 경사

각과는 보각을 이룬다. P파(Fig. 1a)와 S파(Fig. 1b) 경사각이

각각 30o, 60o이고 레일리파(Fig. 1c)의 타원율이 0.7이므로

필터 매개변수는 과 이다. 

MCCT 분극필터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Fig. 1의 정현

파 자료에 적용하였다. Fig. 1a의 P파 운동을 모사한 선형분

극된 자료에 이 분극필터를 적용시킨 결과(Fig. 1d)는 입력자

료(Fig. 1a)와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수직과 수평성분의 RMS 오차 크기의 승수가 10−6과 10−7 정

도로 거의 영(0)에 가까와서, P파 운동을 거의 완벽하게 통과

시켰음을 나타낸다(Table 1). 또한 Fig. 1c의 타원분극된 자료

에 이 필터를 적용시킨 결과(Fig. 1e)도 수직 및 수평성분의

크기가 승수 크기가 10−4 정도로 사실상 0으로 계산되어, 레

일리파 운동을 정확히 차단하였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방법으

로 Fig. 1b에 적용된 필터 결과(Fig. 1f)도 RMS 오차가 수직

과 수평성분 모두 10−7 정도의 승수로 계산되어, 잘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1). 

레일리파가 P파와 중첩된 형태(Fig. 2a)와 S파와 중첩된 형

태(Fig. 2b)를 모사하기 위하여, 타원운동 정현파(Fig. 1c)와

선형운동 정현파(Fig. 1a와 1b)를 각각 등가중 합산하였다.

P파와 레일리파 운동이 중첩된 경우(P+R)와 S파와 레일리파

가 중첩된 경우(S+R)의 호도그램은 모두 더 이상 전형적인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 필터 적용 결과(Fig. 2c와 2d)는 레일

리파 운동은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고 P파와 S파 선형운동만

통과시켰으며, 각 정현파 트레이스의 오른쪽에 그린 호도그램

은 이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RMS 오차의 승수는 수직과

수평성분 모두 10−4 정도로 매우 작다(Table 1). 

MCCT 분극필터를 기존의 SVD 필터와 비교하기 위하여,

레일리파가 P파 및 S파와 중첩된 상황를 모사한 Fig. 2a와 2b

의 중첩된 정현파 자료를 이용하여 시험하였다(Fig. 2e와 2f).

선형분극된 신호가 장축 상에 기록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첫

번째 주성분(the first principal component)과 이의 고유벡터

(eigenvector)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재구성한 결과, 수직

(Fig. 2e) 및 수평성분(Fig. 2f) 모두에 저주파가 유입된 만족

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인다. SVD 필터 결과의 RMS 오차는

수직과 수평성분 모두 10−1 정도의 승수로 이번에 개발된 분

극필터 결과의 RMS 오차보다 훨씬 크다(Table 1). 각 트레이

스 우측 끝에 도시한 호도그램은 선형의 모습을 보이나, 경사

각이 각각 20o와 44o으로 모델값과 10o와 24o 차이가 난다. 이

러한 이유는 장축 상의 선형운동이 타원형운동 위에 중첩되

어 있기 때문이며, 신호/잡음비가 감소할수록 SVD 필터의 성

능은 급격히 감소한다. 

2차원 합성자료

실제와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을 모사하기 위하여, 샘플링 간

격 0.5 ms, 근거리 옵셋 3 m, 수신기 간격 1 m, 기록길이

512 ms인 24채널 자료를 합성하였다. 군속도 20~60 m/s, 위

CL = 1/ 3 CR = 0.7

Table 1. RMS errors of the MCCT and SVD polarization filters

with sinusoidal input waves.

Input Data Components MCCT Filter SVD Filter

Pure P
V 1.18E-06 2.42E-07

H 6.79E-07 8.51E-08

Pure S
V 4.61E-07 1.73E-07 

H 7.95E-07 1.87E-07

Pure R
V 3.51E-04

H 2.02E-04

P+R
V 3.51E-04

H 2.02E-04

S+R
V 1.78E-04 0.45

H 3.08E-04 0.45

Fig. 2. Applications of the polarization filter to overlapped

sinusoidal waves to simulate superposition of (a) P- and Rayleigh-

wave motions and (b) S- and Rayleigh-wave motions.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s are indicated in solid and dotted lines,

respectively. Hodograms of the sinusoidal waves are shown on the

right of each data. The filtered output for (c) P and (d) S waves

indicate the excellent performance while the SVD filter shows much

inferior results for (e) P- and (f) S-wave 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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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도 70 m/s, 주파수 대역 5~40 Hz인 파형을 파원으로부터

원뿔 모양으로 생성하여 레일리파를 모사하였으며, 이 표면파

의 수평성분/수직성분 진폭비인 CR는 0.7로 선택하였다. P파

는 수직성분과 수평성분의 위상차가 0 rad인 30 Hz 최소위상

리커 파형요소(Ricker wavelet)를 사용하고, CL=0.6인 입사각

31o를 가정하여 모사하였다. 필터 효과를 쉽게 판별하기 위하

여, 이 리커 파형요소의 최대 진폭이 모든 트레이스의 330 ms

시간대에 놓이도록 하였다(Fig. 3a와 3b). 

MCCT 분극필터를 적용시킨 결과는, 필터 매개변수 CL과

CR를 알고 있을 경우에 선형운동은 위상이나 진폭의 변화없

이 통과시키고 타원형운동은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는 정현파

시험결과와 유사한 우수한 결과를 보여준다(Fig. 3c와 3d). 다

만 힐버트 변환시 발생하는 가장자리 효과 때문에 레일리파

가 시작하는 부분에 인위적인 필터잡음이 발생하였다. 

필터변수별 민감도 분석 

MCCT 분극필터는 P파, S파, 레일리파의 수직 및 수평성분

진폭비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여 적용하느냐에 성취도가 결

정된다. 따라서 필터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간

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필터변수 CL과 CR의 예측오차에 따

른 필터의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 

Fig. 3. Application of the filter to 24-channel synthetic data comprising dispersive Rayleigh waves and reflected P waves of 30-Hz Ricker

wavelets near 330 ms.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s of input data are shown in (a) and (b), respectively. The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s of output data in (c) and (d), respectively, show excellent performance of the polarization filter although relatively weak filter

noise is occurred just before the arrival of Rayleigh waves due to the edge effect caused during the Hilbert transform.

Fig. 4. Root-mean-squares errors of the polarization filter with respect to adopted values vs. model values of parameters CL and CR for the

(a) vertical and (b) horizontal components. The P- and Rayleigh-wave motions are assumed to be tilted by 30o and 0o from the vertica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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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변수 CL과 CR의 적용값/모델값 비율인 CL'/CL와

CR'/CR에 따른 필터 성취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0.0~+2.0 범

위에서 Fig. 2a와 2b의 중첩된 정현파를 대상으로 이상적 필

터결과와 계산된 필터결과의 RMS 오차를 계산하였다(Fig.

4). 이 분극필터 결과의 수직성분 RMS 오차는 CL'/CL과

CR'/CR가 0.0에 근접할 때 급격히 증가하며, 이와 반대로

CL'/CL와 CR'/CR의 비가 모델값보다 큰 경우(CL'/CL>1.0,

CR'/CR>1.0)는 완만하게 증가한다(Fig. 4a). CL'과 CR'가 모델

값의 2배인 경우(CL'/CL=CR'/CR=2.0)에도 RMS 오차는 0.35

보다 크지 않다. 이 분극필터 결과의 수평성분 RMS 오차는

모델값의 주변에서 완만하게 변하나(CL'/CL=CR'/CR=1.0),

CL'과 CR'가 모델값의 2배인 경우(CL'/CL=CR'/CR=2.0)에

RMS 오차는 0.4보다 커진다(Fig. 4b). 

입사각에 따라 MCCT 필터의 성취도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입사각이 10o인 경우

(Fig. 5a와 5b)와 80o인 경우(Fig. 5c와 5d)를 비교하였다. 필

터의 수직성분은 입사각이 작을 때는 레일리파 수평/수직 성

분 진폭 오차비 CR'/CR (Fig. 5a), 클 때는 P파 수평/수직 성

분 진폭 오차비 CL'/CL (Fig. 5c)에 각각 더 민감하다. 수평성

분의 경우는, 입사각이 작을 때는 CR'/CR (Fig. 5b), 클 때는

CL'/CL (Fig. 5d)의 값이 1.0보다 작아짐에 따라 빠르게 증가

한다. 

또한 모델 변수 CL, CR의 절대크기 역시 MCCT 필터 성

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2a와 2b의

중첩된 정현파를 대상으로 CL과 CR의 값에 따른 이상적 필

터결과와 계산된 필터결과의 RMS 오차를 계산하였다(Fig. 6).

여기서 CL과 CR의 값의 범위를 0.0~+2.0로 정하였고, CL'/CL

와 CR'/CR의 값은 0.5 (Fig. 6a와 6b)와 2.0 (Fig. 6c와 6d)인

경우를 선택하였다. 필터 결과의 수직성분 RMS 오차는

CR/CL 비에 따라 증가한다(Fig. 6a와 6c). CL'/CL=CR'/CR=0.5

인 경우(Fig. 6a)의 RMS 오차는 CL'/CL=CR'/CR=2.0인 경우

(Fig. 6c)의 2배이다. 이는 앞서 Fig. 4a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분극필터 결과의 수직성분 RMS 오차가

CL'/CL과 CR'/CR 가 0에 근접할 때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수평성분의 경우는 변수 CL과 CR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인다(Fig. 6b와 6c). 그러나 수직성분

Fig. 5. Root-mean-squares errors of the polarization filter with respect to adopted vs. model values of parameters CL and CR. The P-wave

motions are assumed to be tilted by 10o and 80o from the vertical for the upper and lower figures, respectively. The left and right figures are

for the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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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정반대로 수평성분의 RMS 오차는 CL'/CL=CR'/CR=0.5

인 경우(Fig. 6b)가 CL'/CL=CR'/CR=2.0인 경우의 1/2임을 보

인다. 

토 의

수신기는 지중이 아닌 지면에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Fig. 6. Root-mean-squares errors of the polarization filter with respect to absolute values of parameters CL and CR. The ratios of CL'/CL= CR'/

CR are 0.5 for Figs. 6a (vertical component) and 6c (horizontal component) in the left and 2.0 for Figs. 6c (vertical component) and 6d

(horizontal component) in the right, respectively.

Fig. 7. Hodograms of linearly polarized P waves superimposed on elliptically polarized Rayleigh waves (a) before and (b) after rotation. The

output hodogram of polarization filter is shown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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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지면에서 반사되거나 모우드 변환되는 에너지

등이 존재하여 균질 매질 내에서의 입자운동과는 차이를 보

이게 된다. 거의 수직으로 P파의 입자운동의 경우 모우드 변

환된 S파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으며, 자유면에서의 진폭 반

사계수가 −1에 가까워서 수직성분의 진폭이 거의 2배로 증폭

되고 수평성분은 입사파와 반사파가 서로 상쇄되어 기록되지

않는다(Aki and Richards, 2002). 따라서 식 (6)은

, (25)

으로 바뀌며, 식 (15)를 식 (25)에 대입하여

 

, (26)

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거의 수직으로 S파의 입자운동의 경우 모우드 변환된

P파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으며, 자유면에서의 진폭 반사계수

가 +1에 가까워서 수평성분의 진폭이 거의 2배로 증폭되고

수직성분은 입사파와 반사파가 서로 상쇄되어 기록되지 않는

다(Aki and Richards, 2002). 따라서 식 (7)은

,  (27)

으로 바뀌며, 식 (13)를 식 (27)에 대입하여

 

, (28)

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다.

지진파가 통과하는 매질의 불균질성으로 인하여, 레일리파

의 장축이 수직으로부터 기울어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며,

이런 경우에도 MCCT 분극필터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Fig. 7은 P파와 레일리파가 중첩된 합성자료에서 레일리파 성

분의 타원체가 수직으로부터 30o 기울어져 있을 경우를 가상

하여 나타낸 호도그램이다. 이 경우, 변수는 P파와 레일리파

의 수평/수직 진폭비인 CL 및 CR 뿐만 아니라 타원축의 경사

각이 또한 미지수가 되어, 앞에서 제시한 관계식의 해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레일리파의 진폭이 큰 경우, 경사진 타원체

(Fig. 7a)의 경사각만큼을 먼저 회전시키고(Fig. 7b), 이 분극

필터를 적용시켰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7c). 이 때 회전각은 수평 및 수직성분을 제곱한 후, 이

값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1차방정식의 기울기로부터 간단히

구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MCCT 분극필터를 실제자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필터변수 CL과 CR를

정확히 구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균질 매질에서의 P

파나 S파의 수평/수직 성분 진폭비는 파선모델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혹은, 탐사 자료의 경우는 주로 다중채널을 사용하

기 때문에, CL은 주파수-파수 영역에서의 파동장 성분 분해

(wavefield decomposition)를 통하여 구한 경사각 θ

,  (29)

로부터 비교적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Yilmaz, 2002). 여기서

v는 표층에서의 P파 속도, kx는 각파수, ω는 각주파수를 각각

뜻한다. 레일리파의 수평/수직 성분 진폭비는 좀 더 정교한 탄

성모델링기법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으나, 레일리파의 진폭이

강할 때는 기록자료에서 수평 및 수직성분의 순간진폭

(instantaneous amplitude)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결 론

균질 매질에서 선형 분극된 실체파와 타원형 분극된 레일

리파가 중첩되어 기록된 경우에 이들을 따라 분리해 내기 위

한 이론을 다성분 복소트레이스 분석법에 기초하여 개발하였

고, 자유면 경계가 존재하는 경우의 식을 구하였다. 이를 기

초하여 제안한 균질매질에서의 MCCT 분극필터는, 실체파와

레일리파의 수평/수직 성분 진폭비 CL과 CR를 알고 있을 경

우, 레일리파 성분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이상적인 결과를 보

인다. 

이 필터 결과의 수직성분 RMS 오차는 CR/CL  비에 따라 증

가하고, CL과 CR의 적용값/모델값 비율(CL'/CL와 CR'/CR)이

작을 때 더욱 급격히 증가하며, 입사각이 작을 때는 CR'/CR에,

클 때는 CL'/CL에 각각 더 민감하다. 수평성분 RMS 오차는

두 필터변수의 곱인 CL·CR 따라 증가하며, 적용값이 모델값

에서 멀어질수록 증가율이 더 커지고, 입사각이 작을 때는

CR'/CR, 클 때는 CL'/CL의 값이 1.0보다 감소함에 따라 빠르

게 증가한다. S파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의 RMS 오차는 P파

와 입사각이 보각일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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