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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를 이용할 경우, P파 뿐만 아니라 PS파를 함께 이용함으로써 공극유체의 판별, 암상의 특

성규명, 고해상도의 영상화 등에 유리한 장점들이 있다. 하지만 다성분 탄성파탐사를 통하여 획득한 수직 성분 및 수평

성분 자료에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는 P파와 PS파가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를 이용할 때 P파

와 PS파를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수철, 변중무(2011)가 제안하였던 한 개의 기준

깊이를 이용하여 반사각의 근사값을 계산하고 이를 회전 변환하여 P파와 PS파를 분리하는 방법을 분석한 결과, 다층 구

조에서 획득 된 다수의 반사파가 존재하는 자료에의 적용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개

의 기준 깊이를 이용하여 반사각의 근사값을 계산하고 이를 회전 변환을 한 뒤 중합을 하는 개선된 P파와 PS파의 분리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수평 다층 구조의 모델, 단층이 존재하는 모델, Marmousi-

2 모델 등에서 획득 된 합성탄성파탐사자료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급경사 지역이 아닌 완만한 경사의 여러 층

이 존재하는 구조에서의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의 효과적인 파 분리가 가능하였다.

주요어: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 파 분리, 회전 변환, 중합

Abstract: Multicomponent seismic data including both P- and PS-waves have advantages in discriminating the type of

pore fluid, characterizing the lithologic attributes and producing the high resolution image. However, multicomponent

seismic data recorded at the vertical and horizontal component receivers contain both P- and PS-waves which have

different features, simultaneously. Therefore, the wavefield separation of P- and PS-waves as a preprocessing is inevitable

in order to use the multicomponent seismic data successfull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evious study of the

wavefield separation method suggested by Jeong and Byun in 2011, where the approximated reflection angle calculated

only from one refernce depth is used in rotation transform, and showed its limitation for seismic data containing various

reflected events from the multi-layered structure. In order to overcome its limitation, we suggested a new effective

wavefield separation method of P- and PS-waves. In new method, we calculate the reflection angles with various reference

depths and apply rotation transforms to the data with those reflection angles. Then we stack all results to obtain the

final separated data. To verify our new method, we applied it to the synthetic data sets from a multi-layered model, a

fault model, and the Marmousi-2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separated successfully P- and PS-

reflection events from the multicomponent data from mild dipping layered model as long as the dip is not too st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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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들어 육상에서의 3성분 지오폰(geophone), 해상에서의

OBC (ocean-bottom cable), OBS (ocean-bottom seismometer)

등을 이용한 다성분 탄성파탐사(multicomponent seismic

survey)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성분 탄성파탐사에 사

용되는 3성분 지오폰은 수직 및 두 방향의 수평 성분 수신기

에서 P파와 S파를 동시에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P파 송신원

을 사용하는 탄성파탐사를 할 경우에는 P파 뿐만 아니라 경계

면에서 S파로 모드변환(mode conversion)된 PS파를 함께 획득

할 수 있으며, S파 송신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S파 뿐만 아니

라 경계면에서 P파로 모드변환 된 SP파를 함께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다성분 탄성파탐사를 하게 될 경우,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는 P파와 S파의 자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파

자료만을 이용하였을 경우보다 많은 장점을 지닌다. 즉, P파

자료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인 암상의 규명이나 공극유체

의 판별 등을 PS파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Chopra and Stewart, 2010), P파에 비해 PS파가 보다

넓은 반사면의 커버리지(coverage)를 가지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의 영상화가 가능하다. 또한, 동일 주파수의 송신원을 사

용할 때 S파가 P파보다 파장이 더 짧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영

상화가 가능하여 얇은 층의 영상화에 유리하다(정수철, 변중무,

2011).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의 경우, 일반

적인 P파를 이용한 자료처리 과정과는 다른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P파와 PS

파가 함께 존재하는 수직 성분(vertical component) 및 수평 성

분(inline-horizontal component) 자료에서 각각 P파와 PS파를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이다. 일부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의 경

우 수직 성분 자료에서는 P파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수평

성분 자료에서는 PS파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직

성분 자료를 P파, 수평 성분 자료를 PS파라고 가정을 하고 파

분리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오프셋(offset)이

증가함에 따라서 위의 가정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정

확한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의 처리를 위해서는 P파와 PS파

의 분리과정이 선행 되어야한다. 만약 정확한 분리를 하지 않

을 경우 수직 성분에서의 PS파나 수평 성분에서의 P파는 일

반적인 자료처리 과정에서 거짓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파 분리를 하지 않고 중합을 하였을 경우 같

은 층에서 반사 된 P파와 PS파의 이벤트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중합단면도상에서 실제 층보다 더 많은 층들이 나타나

게 되며, 구조보정을 통한 영상화시에도 다수의 거짓 이벤트들

을 발생시켜 해상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Al-anboori et

al., 2005; 정수철, 변중무, 2011).

국외의 경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P파와 PS파의 분리 방

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지표 탄성파탐사 및 VSP

(Vertical Seismic Profile) 탐사에서 획득한 다성분 자료의 P파

와 PS파를 분리하기 위해 Dankbarr (1985)는 수직 및 수평 성

분 수신기에서 측정 된 탄성파 트레이스들의 진폭을 입사각에

따라서 분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파수-파수 영역에서 분

리 필터를 제작하여 P파와 PS파를 분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고, 이를 수평층 모델의 합성탄성파탐사자료를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이 방법은 지표 탄성파탐사 및 VSP 탐사에 동시 적용

이 가능하고, 수직 성분 수신기와 수평 성분 수신기에 기록된

신호의 입사각에 따른 반응 특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입사각에

대한 위상변이를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합성탄성파탐사

자료에서 잡음을 10% 추가하여 파 분리를 실시하였을 때에도

파 분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약 10% 이내의

잡음에는 영향을 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입

사각에 대한 수직 성분 및 수평 성분 수신기의 진폭 분석을 통

한 분리 필터 제작이 번거로우며, 분리 필터 제작 시 P파와 S

파의 천부 속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부 속도의 수평적 변화

가 클 경우 P파와 S파의 분리가 잘 안 되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P파는 파의 진행방향과 입자의 운동방

향이 평행하고 S파는 파의 진행방향과 입자의 운동방향이 수

직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입사각 및 분극각(polarization angle)

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회전 변환을 하여 P파와 PS파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 입사각은 스넬의 법칙(Snell's law)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분극각은 호도그램(hodogram) 분

석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입사각 및 분극

각을 이용한 회전 변환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지표 탄성파탐사

자료에서 천부의 P파 속도와 S파 속도 그리고 파선변수(ray

parameter)를 이용하여 근사된 입사각을 계산하고, 이를 회전

변환하여 P파와 PS파를 분리하는 방법(Greenhalgh et al.,

1990; Al-Anboori et al., 2005), VSP 탐사에서 분극각을 이용

하여 회전 변환을 하여 P파와 PS파를 분리하는 방법(Liu et

al., 2009)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입사각 또는 분극각을

이용하여 수직 성분의 자료와 수평 성분의 자료 자체에 회전

변환 행렬을 곱하기 때문에, Dankbarr (1985)가 제안하였던 수

신기에서의 진폭의 세기 분석을 통한 분리필터의 제작이 필요

없으며, P파와 PS파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분리가 잘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신기의 진폭 분석을 따로 하지 않

기 때문에 입사각이 클 경우에 나타나는 위상변이에 대한 고

려가 안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천부 속도를 기준으로 입사각

이나 분극각을 근사하기 때문에 천부 속도의 수평적인 변화가

클 경우 P파와 PS파의 분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김기영, 이소영(2005)에 의하여 지표 탄

성파탐사에서 레일리파를 제거하고 S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극(polarization) 필터를 이용한 다성분 탐사자료의 파 분리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정수철, 변중무(2011)는 박

층 오일샌드의 영상화를 위한 다성분 역VSP 탐사자료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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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전처리 과정으로, 반사각의 근사값과 이를 이용한 회전

변환을 통하여 P파와 PS파의 분리를 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

의 경우, 각 트레이스별로 첫 번째 반사 이벤트를 기준으로 반

사각을 정하고 이를 각 트레이스 내의 전체 이벤트에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하부 반사파가 존재하고 다양한 반사각

을 가지는 이벤트들이 포함 된 다층 구조에서 획득된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수철, 변중무(2011)가 제안한 근사된 반사

각과 회전 변환을 이용한 파 분리 방법이 지표 탄성파탐사, 다

성분 VSP 탐사, 그리고 역VSP(RVSP: Reverse Vertical Seismic

Profile) 탐사 등의 세 가지 탐사 방법에 모두 적용을 할 수 있

는지 검토를 한 후, 각 트레이스별로 첫 번째 반사 이벤트를

기준으로 반사각을 정하고 이를 전체 이벤트에 적용을 하여

파 분리를 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수의 하부 반사파가 존재하는 다층

구조에서 획득된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에 효과적인, 중합을

이용한 파 분리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다양한 속도 모델에서

생성된 합성탄성파탐사자료에 적용시켜 검증하고 분석하였다.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에서의 근사된 반사각과 

회전 변환을 이용한 P파와 PS파의 분리

근사된 반사각과 회전 변환을 이용한 P파와 PS파의 분리 방법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파 분리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정

수철, 변중무(2011)에 의하여 제안 된 파 분리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의 적용성 및 한계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Fig.

1(a)는 P파와 PS파의 수평 1층 구조에서 파의 경로를 간단하

게 나타낸 모식도이다. P파의 경우 파의 진행방향과 입자의 운

동방향이 같지만, PS파의 경우 경계면에서 모드변환 에 의해

생성된 S파이기 때문에 파의 진행방향과 입자의 운동방향이

수직이다. 따라서 수신기에 기록되는 P파와 PS파의 벡터성분

을 직교좌표계에 나타낸 모식도(Fig. 1(b))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수직 성분 수신기에는 P파의 코사인(cosine) 성분과 PS파

의 사인(sine) 성분이 함께 기록되고, 수평 성분 수신기에는 P

파의 사인 성분과 PS파의 코사인 성분이 함께 기록된다. 그러

므로 수직 성분 수신기 및 수평 성분 수신기에서 기록된 자료

에 P파와 PS파가 함께 존재하게 된다.

Al-Anboori et al. (2005)은 이러한 P파와 PS파의 특성을 이

용하여 P파의 반사각과 PS파의 반사각을 계산한 후, 직교 좌

표계의 회전 변환을 통하여 P파(Fig. 1(c))를 더욱 강하게 또는

PS파(Fig. 1(d))를 더욱 강하게 하여 P파와 PS파의 분리를 실

시하였다. 이러한 회전 변환을 이용한 P파와 PS파의 분리 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회전 변환에 사용되는 P파 및 PS파의

반사각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Al-Anboori et al. (2005)이 파선변수와 첫 층의 P파 속도 및

S파 속도를 이용하여 입사각을 근사하고, 시간-공간영역 자료

에 타우피(τ−p) 변환을 적용하고 이 변환된 자료를 회전 변환

하여 파 분리를 실시한 것과 달리, 정수철, 변중무(2011)는 오

프셋과 첫 층의 깊이, 송신기의 수직하부 심도를 이용하여 역

Fig. 1. (a) The ray paths of P-wave and PS-wave for a simple one-

layer model and (b) their polarization vectors with incidence angles

in a Cartesian coordinates (x, z). The data are rotated from general

Cartesian coordinates (x, z) to ray coordinates (l, m) by using (c)

θP and (d) θPS. The angles θP and θPS indicate the P- and PS-waves

incidence angles, respectively (Al-Anboori et al., 2005).

Fig. 2. Ray paths in (a) the surface seismic survey, (b) the VSP survey and (c) the RVSP survey for a simple one-layer mod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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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 탐사에 적용 가능한 근사된 반사각을 구하는 식을 제안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간-공간영역 자료에 회전 변환을 실시

하여 P파와 PS파를 분리하였다.

지표 탄성파탐사에서는, P파의 반사각(θP)은 간단한 수평 1

층 구조에서의 파의 경로를 모사한 Fig. 2(a)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식 (1)과 같이 근사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여기서 f와 z는 각각 오프셋(offset)과 첫 층의 깊이를 의미한

다. 하지만 VSP 탐사나 역VSP 탐사와 같이 수신기 또는 송신

원이 지표면으로부터 수직하부로 내려가 위치할 경우에는 식

(1)을 적용하기가 힘들다.

VSP 탐사와 같이 수신기가 지표면으로부터 sz만큼 수직하

부에 위치할 경우, VSP 탐사에서 파의 경로를 나타낸 Fig.

2(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파의 반사각(θP)은 도형의 닮음을

이용한 식 (2)를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식 (2)에서의 는 식 (3)의 비례식을 통하여 구할 수가 있다.

 (3)

여기서 f는 송신원이 수신기와 같은 지표면에 있을 때의 오프

셋을 의미하며, z는 첫 층의 깊이, sz는 지표면으로부터 수신

기 또는 송신원의 수직하부 심도이다.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역VSP 탐사와 같이 송신원이 지표면으로부터 sz만큼 수직하

부에 위치할 경우 역시, 역VSP 탐사에서의 파의 경로를 나타

낸 Fig. 2(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경우에도 P파의 반사각

(θP)는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식 (3)을 정리하게 되면

의 계산값인 식 (4)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식 (2)에 대입한

식 (5)를 통하여 P파의 반사각(θP)을 계산할 수 있다.

 (4)

 (5)

식 (5)의 경우 VSP 탐사, 또는 역VSP 탐사에서의 근사된 반

사각을 계산한 결과이지만, 수신기 또는 송신원의 수직하부 심

도인 sz가 0이 되면 지표 탄성파탐사에서의 근사된 P파의 반

사각을 구하는 식인 식 (1)과 동일한 형태가 된다. 따라서 정

수철, 변중무(2011)가 제안하였던 식 (5)는 지표 탄성파탐사,

VSP 탐사, 역VSP 탐사의 근사된 P파의 반사각을 구하는 식으

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S파의 반사각(θP)의 경우, 식 (5)에서 계산한 P파의

반사각(θP)과 스넬의 법칙을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6)

여기서 VP1은 첫 층의 P파 속도이고, VS1은 첫 층의 S파 속도,

p는 파선변수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PS파의 반사각(θPS)은

첫 층의 P파와 S파의 속도비로 계산된다.

근사된 반사각을 계산하는 단계 다음으로 행해지는 회전 변

환 단계는, 위의 과정을 거쳐서 구한 각 트레이스(trace)의 P파

의 반사각(θP)과 PS파의 반사각(θPS)을 이용하여, 수평 성분

수신기에서 획득된 자료(X)와 수직 성분 수신기에서 획득된

자료(Z)에 회전 변환 행렬을 곱하는 식 (7)을 계산하는 단계이

며, 이를 통해 분리된 P파 자료(P)와 PS파 자료(PS)를 얻을 수

있다.

 (7)

정수철, 변중무(2011)에 의하여 제안된 파 분리 방법의 순서

도를 요약하면 Fig. 3과 같다. 입력자료로서 시간-공간영역의

수직 성분 및 수평 성분 수신기에서 획득된 공통송신원모음

자료가 사용되며, 식 (5)와 식 (6)을 통하여 P파와 PS파의

근사된 반사각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회전 변환을 하면

최종적으로 P파와 PS파가 분리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식

(7)).

θP = tan
1– f/2

z
-------⎝ ⎠
⎛ ⎞

θP = tan
1– x

sz
------⎝ ⎠
⎛ ⎞

x

sz
----

x:sz = x
f x–( )
2

------------+⎝ ⎠
⎛ ⎞: z

x

sz
----

x

sz
---- = 

f/2( )
z sz/2–( )

--------------------

θP = tan
1– f/2

z sz/2–( )
--------------------

sinθP

VP1

------------ = 
sinθPS

VS1

-------------- = p θPS→  = sin
1– sinθP

VP1

------------VS1⎝ ⎠
⎛ ⎞

PS

P
 = 

cosθPS sinθP–

sinθPS cosθP

X

Z

Fig. 3. Flowchart for the P- and PS-waves separation (Jeong and

Byu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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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첫 층의 속도와 첫 층에서 반사 된 파의 근사된

반사각을 이용하여 수평 성분 수신기와 수직 성분 수신기의

신호 자체에 회전 변환 행렬을 곱하여 파 분리를 실시하기 때

문에, 수신기 진폭의 반응 분석을 통한 분리필터(Dankbarr,

1985)의 제작 단계가 필요 없으며 각 트레이스별 파선변수 분

석을 통한 입사각 계산(Greenhalgh et al., 1990; Al-Anboori et

al., 2005)을 생략하더라도 급경사 구조가 아닌 경우 원할하게

P파와 PS파의 분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P파와 PS

파가 겹치는 곳이 있더라도 수직 성분 및 수평 성분 수신기에

서 P파와 PS파는 동일한 시간대에 존재하고 이 두 성분의 자

료를 회전 변환 식을 이용하여 가감하기 때문에 원할한 분리

가 가능하다. 하지만 각 트레이스별로 첫 번째 층에서 반사된

이벤트의 반사각의 근사값을 전체 이벤트에 적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반사 이벤트가 존재하는 다층 구조에서 획득된 자료에

적용 시 분리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합성탄성파탐사자료에의 적용

첫 층의 속도와 첫 층에서 반사 된 파의 근사된 반사각을 이

용하여 회전 변환을 하는 파 분리 방법(정수철, 변중무, 2011)

의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부 수평층과 하부 경사층이 존재하는 속도모델을 Fig. 4와

같이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성탄성파탐사자료를 생성하였

다. 이 때 사용된 탐사변수는 Table 1과 같다. 지표 탄성파탐

사와 역VSP 탐사 모두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송신원이나

수신기가 하부로 갈수록 반사각의 크기가 커지므로 발생하는

반사각의 크기에 의한 파 분리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하기 위

하여 송신원이 지표면에서 수직하부 10 m의 깊이에 위치할

때와 송신원이 수직하부 150 m에 위치하였을 때의 결과를 함

께 비교하였다.

Fig. 5(a)와 Fig. 5(b)는 각각 송신원이 지표면에서 수직하부

10 m의 깊이에 위치 할 때, 즉 다성분 지표 탄성파탐사의 수

직 성분 공통송신원모음과 수평 성분 공통송신원모음 자료이

다. Fig. 5(c)와 Fig. 5(d)는 각각 Fig. 5(a)에서 파 분리가 이루

어진 후 남은 P파의 공통송신원모음과, Fig. 5(b)에서 파 분리

후 남은 PS파의 공통송신원모음이다. P파 공통송신원 모음

(Fig. 5(c))에서는 점선으로 표시된 타원 영역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S파가 약화되고 P파만 남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PS파 공통송신원 모음(Fig. 5(d))에서는 점선으로 표시된 타원

Fig. 4. Three-layered velocity model used for the testing of the

separation of P- and PS-waves.

Table 1. Parameters used in numerical modeling with the velocity

model shown in Fig. 4.

Well location x = 50 m

Number of shots 22 (x = 50 m / z = 10 m ~ 220 m)

Source interval 10 m

Source wavelet Ricker wavelet ( fmain = 60 Hz)

Number of receivers 67 (x = 90 m ~ 750 m)

Receiver interval 10 m

Fig. 5. The synthetic surface seismic data created with the velocity

model shown in Figure 4 when the source is located at z = 10 m

and the result after applying the wavefield separation method. The

regions inside dashed ellipses indicate the main P- or PS-waves

which have to be suppressed in each gather. (a) A common shot

gather recorded at the vertical component receiver. (b) A common

shot gather recorded at the horizontal component receiver. (c) P-

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a). (d) PS-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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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파가 약화되고 PS파만 남는 것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성분 지표 탄성파탐사에 적용 시 수

평층 및 경사층에서 획득한 P파와 PS파 자료 모두 전체적으

로 분리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5(d)에서 반사

각이 임계각 근처인 약 52o 보다 커지는 지점에서는 P파가 완

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약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a)와 Fig. 6(b)는 송신원이 지표면으로부터 수직하부

150 m에 위치하였을 때의, 즉 역VSP 탐사에서 수직 성분 공

통송신원모음과 수평 성분공통송신원모음 자료이며, Fig. 6(c)

와 Fig. 6(d)는 파 분리가 이루어진 후의 P파 및 PS파만 남은

공통송신원모음 자료이다. P파 공통송신원 모음(Fig. 6(c))에서

는 점선으로 표시 된 타원 영역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S파

가 약화되고 P파만 남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PS파 공통송

신원 모음(Fig. 6(d))에서는 점선으로 표시 된 타원 영역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파가 약화되고 PS파만 남는 것을 볼 수 있

다. 하지만 PS파만 분리된 자료인 Fig. 6(d)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점선의 화살표로 표시된 첫 층에서 반사 된 P파 신호의

경우, 화살표 지점의 근사된 반사각(θP = 52o)보다 클 경우에,

P파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약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d)와 Fig. 6(d)에서 동일 수신기에서 획득한 반

사 이벤트를 비교할 경우 송신원이 수직 하부로 내려 갔을때

의 반사 이벤트의 반사각이 더 커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반사

각의 크기가 작은 Fig. 5(d)가 Fig. 6(d)보다 더 분리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오프셋이 커질수록 파 분

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반사각이 증가할수록 파 분

리가 잘 되지 않는것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반사각의 주요 결정 요소로는 송수신기의 수직 하부 심도, 층

의 깊이, 층의 경사, 오프셋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에

따라 반사각은 다양한 값을 가지게 된다. 다양한 반사 이벤트

들이 존재하는 현장 자료 등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정확히 규

명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보다 정확한 한계 분석 및 개선 방

향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근사된 반사각과 회전 변환을 이용한 P파와 S파의 분리 방법의 한계

앞에서 제시 된 P파와 PS파의 분리 방법(Fig. 3)의 경우, 반

사각을 구하는 식 (5)에서 알 수 있듯이, 첫 층의 깊이(z), 송

수신기의 수직하부 심도(sz), 오프셋( f )을 이용하여 계산된 반

사각을 전체 반사 이벤트들의 반사각으로 가정하고 회전 변환

을 실시한다. 즉 첫 번째 반사파 외에 다른 반사파의 경우에는

반사각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이용하여 회전

변환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반사파가 존재할 경우 첫

번째 반사파를 제외하고는 실제 반사각과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파 분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결과가 야기된다. 식 (5)

에서 송신원 및 수신기의 수직하부 심도(sz), 오프셋( f )은 이

미 결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근사된 반사각의 계산은 기

준 깊이인 첫 층의 깊이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수의 반사파가 존재하는 다

층 구조 속도모델인 Fig. 7을 설정하고 합성탄성파탐사자료를

생성하였다. 기준 깊이인 첫 층의 깊이(z)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에 따른 분리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준 깊이를 1층의

실제 깊이(z = 200 m), 2층의 실제 깊이(z = 300 m), 3층의 실

Fig. 6. The synthetic RVSP data created with the velocity model

shown in Figure 4 when the source is located at z = 150 m and the

result after applying the wavefield separation method. The regions

inside dashed ellipses indicate the main P- or PS-waves which have

to be suppressed in each gather. (a) A common shot gather recorded

at the vertical component receiver. (b) A common shot gather

recorded at the horizontal component receiver. (c) P-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a). (d) PS-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b).

Fig. 7. Multi-layered velocity model used for the testing of the

performance dependency on the approximated reflection angles

which are calculated from the 1st layer depth value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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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깊이(z = 360 m)를 이용하여 반사각을 계산한 후, P파와

PS파의 분리를 실시하였다.

Fig. 8(a)는 송신원이 지표면에서 수직하부 10 m의 깊이에

위치 할 때, 다성분 지표 탄성파탐사의 수평 성분 공통송신원

모음 자료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4개의 P파 반사이벤트와 4개

의 PS파 반사이벤트가 함께 존재한다. Fig. 8(b)는 식 (5)에서

P파의 반사각을 계산할 때, 기준 깊이를 첫 층의 실제 깊이

(z = 200 m)로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점선으로 표시 된

화살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 번째 P파 반사파가 많이 약

화되었고, 그 외 하부 P파 반사파들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

았다. Fig. 8(c)는 기준 깊이를 두 번째 층의 실제 깊이(z = 300

m)로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이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

된 화살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번째 P파 반사파가 가장

많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 외의 P파 반사파들은 완벽

하게 제거되지 않았다. Fig. 8(d)는 기준 깊이를 세 번째 층의

실제 깊이(z = 360 m)를 이용하였을 때의 결과이며, 세 번째

층에서 반사된 P파 반사파가 가장 많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식 (5)에서의 변수인 첫 층의 깊이(z)로 실제 각 층의 깊

이를 이용하였을 때, 사용된 깊이에 해당되는 층에서 반사된

반사파가 가장 잘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

가지 기준 깊이를 이용하여 근사된 반사각을 이용하여 파 분

리를 수행하는 경우, 여러 반사 이벤트가 존재하는 다층 구조

에서 획득된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층 구조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P파와 

PS파의 분리

다층 구조에서의 효과적인 P파와 PS파의 분리 방법

앞에서 설명한 P파와 PS파의 분리 방법(정수철, 변중무,

2011)의 경우 다수의 반사파가 존재하는 다층 구조 자료의 파

분리시 한계가 있음을 합성탄성파탐사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

다. 또한 반사각을 계산할 때 사용된 깊이의 반사면에서 반사

된 이벤트들이 반사각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분리

가 가장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 반사파가

존재하는 다층 구조에서의 합성탄성파탐사자료나 실제 현장

자료의 경우, 실질적으로 다양한 깊이에서 반사된 다수의 반사

파 신호들이 존재하며 각 반사면들의 정확한 깊이를 알기는

힘들다.

이 연구에서는, 정수철, 변중무(2011)에 의하여 제안된 파

Fig. 8. The comparison of results after applying the wavefield

separation method proposed by Jeong and Byun in 2011 with

different 1st layer depth. The synthetic surface seismic data created

with the velocity model shown in Figure 7 when the source was

located at z = 10 m. The arrow turned solid line into dashed line

indicates suppressed P-wave in each gather. (a) A common shot

gather recorded at the horizontal component receiver, and PS-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in (a) by using (b) 200, (c) 300, (d) 360

m as the depth of the 1st layer (z), in equation (5), respectively.

Fig. 9. Flowchart for the proposed P- and PS-waves separation. The

method calculates approximated reflection angles based on an initial

depth and the rotation transform of them and it repeats this process

for the increased depths with constant depth interval until the depth

reaches the final depth. All the rotated data of each iteration are

stacked to make the fin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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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방법의 실제 현장 자료에 대한 적용성을 개선하기 위하

여 첫 층의 기준 깊이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각 깊이별

로 근사된 반사각을 계산 한 후, 회전 변환을 이용하여 파 분

리를 실시하고, 이렇게 분리 된 자료들을 중합 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Fig. 9).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어느 한 층의 깊이를 이용하여 계산된 반사각을 각 트레이스

의 전체 반사이벤트에 적용하지 않고 다양한 층의 깊이를 이

용하여 계산된 반사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 트레이스의 특정

한 반사파의 분리에 치우치지 않고 다수의 반사파의 고른 분

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분리 대상이 되지 않는 살려야 되

는 신호의 경우 중합을 통하여 계속 진폭이 강해지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P파와 PS파가 분리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하지

만 이 방법 역시, 근사된 반사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급경사 구

조일 경우 파 분리에 한계가 있다.

수평 다층 구조에서의 합성탄성파탐사자료에의 적용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층 구조에서 획득한 자료에도 적용

가능한 P파와 PS파의 분리 방법을 수평층 모델(Fig. 7)을 이용

해서 획득한 합성탄성파탐사자료를 통하여 검증을 하였다.

Fig. 10(a)는 Fig. 8(a)와 동일한 자료로 파 분리전의 공통송신

원모음 자료이며, Fig. 10(b)는 Fig. 3에서 제안한 순서대로 파

분리를 실시한, 즉 기준 깊이를 1층의 깊이만을 이용하여 근

사된 반사각을 계산한 후 파 분리를 실시한 자료이다.

Fig. 10(c)는 근사된 반사각의 계산 시, 층의 정확한 깊이를 안

다고 가정하여, 기준 깊이를 실제 1층의 깊이, 2층의 깊이, 3

층의 깊이를 통하여 반사각의 근사값을 계산 한 후 각각 파 분

리를 실시하고 중합을 한 결과이다. Fig. 10(b)와 비교를 하였

을 시, 타원형의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비록 첫 층의 P파

반사파는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하부 P파 반

사파들이 고르게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d)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Fig. 9)을 이용하여 층의 깊이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기준 깊이를 200 m로부터 20 m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수직하부 심도 400 m까지 기준 깊이를 사용하

여 각 깊이별로 근사된 반사각을 계산하며 파 분리를 실시하

고 모든 결과를 중합한 자료이다. 정확한 층의 경계면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근사된 반사각을 계산한 후 파 분리를 실시한

자료인 Fig. 10(c)와 비교 시, 층의 정확한 깊이를 모른다고 하

더라도 P파 반사파들이 고르게 약화되면서 효과적으로 PS파

공통송신원모음 자료로 분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현장 자료에의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한 과정으로, 잡음

이 존재하는 자료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분석하

여 보았다. Fig. 11(a)은 Fig. 7의 속도모델을 통하여 획득한 자

료에 인위적으로 20%의 무작위 잡음을 첨가한 자료 중의 일

부로, 송신원이 수직하부 z = 10 m 에 위치할 때의 수직 성분

의 수신기에서 획득된 공통송신원모음 자료이며, Fig. 11(b)는

동일한 송신원에서의 수평 성분의 수신기에서 획득된 공통송

신원모음 자료이다. Fig. 11(c)와 Fig. 11(d)는 이 연구에서 제

안하는 방법(Fig. 9)을 이용하여 파 분리가 이루어진 후의 P파

및 PS파만 남은 공통송신원모음 자료이다. P파 공통송신원 모

음(Fig. 11(c))에서는 점선으로 표시 된 타원 영역들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PS파가 약화되고 P파만 남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PS파 공통송신원 모음(Fig. 11(d))에서는 점선으로 표시

된 타원 영역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파가 약화되고 PS파

만 남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잡음이 있는 자료라고 하더

라도 효과적인 파 분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었다.

경사층이 함께 존재하는 다층 구조에서의 합성탄성파탐사자료에

의 적용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여러 기준 심도와 그 결과들의 중합

를 이용하는 P파와 PS파의 분리 방법의 경우, 회전 변환에 사

용되는 근사된 반사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평층을 가정하

Fig. 10. The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wavefield separation

method. The synthetic surface seismic data created with the velocity

model shown in Figure 7 were used. The depth of the source was

10 m. The dashed ellipses indicate the regions where P-waves were

suppressed. (a) A common shot gather recorded at the horizontal

component receiver. (b) PS-waves after separation by using only

one layer depth (z = 200 m). (c) PS-waves after the separation by

using the true depths of three layers (200, 300, and 360 m) and

stacking of those separated results. (d) PS-waves after the separation

by increasing the depth of 1st layer (z) by 20 m from 200 m and

stacking of those results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14 정수철·변중무·설순지

고 반사각을 계산하기 때문에 경사가 커질수록 반사각의 오차

가 커지게 되어 효과적인 파 분리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12와 같이 수평층에

가까운 완만한 경사와 약 40o의 경사를 가지는 단층 모델을

설정하고, 합성탄성파탐사자료를 생성한 후, 파 분리를 실시하

였다. 합성탄성파탐사자료의 생성 시 사용된 탐사변수는

Table 3과 같다. 지표 탄성파탐사와 역VSP 탐사 모두에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송신원이 지표면에서 수직하부

10 m의 깊이에 위치할 때와 송신원이 수직하부 1,200 m에 위

치하였을 때의 결과를 함께 비교하였다.

Fig. 13(a)와 Fig. 13(b)는 각각 송신원이 지표면에서 수직하

부 10 m의 깊이에 위치 할 때 수직 성분 공통송신원모음과 수

평 성분 공통송신원모음 자료이다. Fig. 13(c)와 Fig. 13(d)는

각각 Fig. 13(a)에서 파 분리가 이루어진 후 남은 P파의 공통

송신원모음과, Fig. 13(b)에서 파 분리 후 남은 PS파의 공통송

신원모음이다. P파 공통송신원 모음(Fig. 13(c))에서는 점선으

로 표시 된 타원 영역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S파가 약화되

고 P파만 남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PS파 공통송신원 모음

(Fig. 13(d))에서는 점선으로 표시 된 타원 영역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파가 약화되고 PS파가 남는 것을 볼 수 있다. 따

라서 Fig. 13(c)와 Fig. 13(d)의 결과로부터 지표 탄성파탐사(z

= 10 m)의 경우, 단층의 경계면을 제외한 완만한 경사를 가진

층에서 반사 된 파들은 전체적으로 잘 분리가 되지만 반대 방

향의 기울기를 가지는 단층면에서 반사된 파의 경우 분리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4(a)와 Fig. 14(b)는 송신원이 지표면으로부터 수직하

Fig. 11. The sensitivity of the proposed wavefield separation

method to the random noise. The regions inside dashed ellipses

indicate the main P- or PS-waves which have to be suppressed in

each gather. (a) A vertical-component common shot gather with

20% random noises created with the velocity model in Figure 7.

(b) A horizontal-component common shot gather with 20% random

noises. (c) P-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a) by the proposed

method. (d) PS-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b) by the

proposed method. 

Table 2. Parameters used in numerical modeling with the velocity

model shown in Fig. 7.

Well location x = 50 m

Number of shots 18 (x = 50 m / z = 10 m ~ 180 m)

Source interval 10 m

Source wavelet Ricker wavelet ( fmain = 60 Hz)

Number of receivers 62 (x = 90 m ~ 700 m)

Receiver interval 10 m

Fig. 12. (a) P-wave velocity and (b) S-wave velocity models

including a fault for the testing of the performance dependency on

the slopes.

Table 3. Parameters used in numerical modeling with the velcoity

velocity model shown in Fig. 12.

Well location x = 500 m

Number of shots 2 (x = 500 m / z = 10 m, 1,200 m)

Source wavelet Ricker wavelet ( fmain = 15 Hz)

Number of receivers 248 (x = 525 m ~ 6,700 m / z = 10 m)

Receiver interval 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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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1,200 m에 위치한 역VSP 탐사에서의 수직 성분 공통송신

원모음과 수평 성분 공통송신원모음 자료이며, Fig. 14(c)와

Fig. 14(d)는 파 분리가 이루어진 후의 P파 및 PS파만 남은 공

통송신원모음 자료이다. 분리된 두 자료 모두 타원형의 점선으

로 표시된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파와 PS파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원활하게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Fig. 13(c), (d)와 마찬가지로, 단층면에서 반사

된 파의 경우 분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앞에서 언

급한 대로 반사각의 근사값을 계산할 시, 수평층을 가정하고

층의 깊이와 오프셋을 이용하여 반사각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실제 반사각과의 오차가 원인이다.

다음으로는 Marmousi-2 모델(Fig. 15)의 자료에 적용을 하

여 보았다. Marmousi-2 모델의 경우 Fig. 13의 속도 모델과는

다르게 다수의 얇은 층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단층 지역도

포함되어 있으며 화살표로 표시 된 지역에서 가스층도 함께

존재한다. 급경사가 존재하는 복잡한 구조에서는 정확한 파 분

리가 힘들다는 것을 Fig. 13과 Fig. 14를 통하여 확인하였기

때문에 단층면을 포함하지 않는 완만한 경사를 가지며 다수의

얇은 퇴적층들이 존재하는 서쪽 지역의 합성탄성파탐사자료를

통하여 파 분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에서 근사된 반사각을 계산할 시, 다중 반사파는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상부의 해수

층을 제외하고 해저면 아래의 속도만을 이용하여 육상 탐사의

경우로 속도 모델을 수정 한 후 합성탄성파탐사자료를 생성하

였다.

Fig. 16(a)와 Fig. 16(b)는 각각 송신원이 지표면에서 수직하

부 10 m의 깊이에 위치한 다성분 지표 탄성파탐사자료로서

Fig. 13. The synthetic surface seismic data created with the velocity

model shown in Figure 12 when the source is located at z = 10 m

and the result after applying the proposed wavefield separation

method. The regions inside dashed ellipses indicate the main P- or

PS-waves which have to be suppressed in each gather. (a) A

common shot gather recorded at the vertical component receiver. (b)

A common shot gather recorded at the horizontal component

receiver. (c) P-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a). (d) PS-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b).

Fig. 14. The synthetic RVSP data created with the velocity model

shown in Figure 12 when the source is located at z = 1,200 m and

the result after applying the proposed wavefield separation method.

The regions inside dashed ellipses indicate the main P- or PS-waves

which have to be suppressed in each gather. (a) A common shot

gather recorded at the vertical component receiver. (b) A common

shot gather recorded at the horizontal component receiver. (c) P-

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a). (d) PS-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b).

Table 4. Parameters used in numerical modeling with the velocity

model shown in Fig. 15.

Number of shots 1 (x = 0 m / z = 10 m)

Source wavelet Ricker wavelet ( fmain = 5 Hz)

Number of receivers 248 (x = 25 m ~ 6,200 m / z = 10 m)

Receiver interval 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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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수직 성분 공통송신원모음과 수평 성분 공통송신원모음

자료이다. 연속적인 얇은 퇴적층에 의하여 반사 이벤트들의 간

격이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Fig. 16(c)와 Fig. 16(d)는 각

각 Fig. 16(a)에서 파 분리가 이루어진 후 남은 P파의 공통송

신원모음과, Fig. 16(b)에서 파 분리 후 남은 PS파의 공통송신

원모음이다. P파 공통송신원모음인 Fig. 16(c)를 먼저 살펴보

면, 상부 타원형의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기울기가 큰 약

한 PS파들이 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부 타원형

의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가스층에서 반사된 PS파가 크게

약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S파 공통송신원 모음인

Fig. 16(d)에서는, 상부 타원형의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P

파 반사파들이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부 타원형의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가스층에서 반사된 PS파는 분리 후

에도 강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완만한 경

사의 연속적은 얇은 퇴적층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획득된 다양

한 반사파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자료에도 이 연구에서 제안

하는 파 분리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결 론

다성분 탄성파탐사자료의 처리 시, 전처리 과정으로 P파와

PS파의 분리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수철, 변중무(2011)가 제안하였던 첫 층의 깊이와

오프셋을 이용하여 각 트레이스별로 근사된 반사각을 계산한

후 이를 회전 변환하여 P파와 PS파의 분리 방법은 각 트레이

스별로 하나의 기준 깊이와 오프셋으로 계산된 반사각으로 회

전 변환을 하여 파 분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심도

를 가진 여러 층들로부터 반사된 반사 이벤트들이 존재하는

다층 구조 자료에 적용시 한계가 있다. 반사각의 계산에 사용

된 기준 깊이에 따른 P파와 PS파의 분리 양상을 분석하여 본

결과, 사용된 기준 깊이에서 실제로 반사된 이벤트가 가장 잘

분리가 되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파 분리를 위해서는, 각 트

레이스내의 여러 반사 이벤트들에 대하여 하나의 근사된 반사

각이 아닌 다양한 반사각을 사용해야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반사파가 존재하는 다층 구조 및 현

장 자료에 적용 가능한 파 분리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준 깊이

가 아닌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여러 개의 기준 깊이를 이용하

여 반사각의 근사값을 계산하고 회전 변환을 하여 P파와 PS

파를 분리 한 후 중합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방법은 지표 탄성파탐사 뿐만 아니라 VSP 탐사 또는 역VSP

탐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개발된 파분리 방법을 수평 다층 구조의 모델에서 획득한

합성탄성파탐사자료를 통하여 검증 한 결과, 효과적인 파 분리

가 이루어 졌으며, 잡음이 존재하는 자료에서도 효과적인 파

분리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층을 포함하는

구조에서의 합성탄성파탐사자료를 통하여 검증을 한 결과 급

Fig. 15. (a) P-wave velocity and (b) S-wave velocity models of the

modified Marmousi-2 elastic model. Gas saturated sand layer are

represented by asterisk.

Fig. 16. The synthetic surface seismic data created with the

velocity model shown in Figure 15 when the source is located at

z = 10 m and the result after applying the proposed wavefield

separation method. The regions inside dashed ellipses indicate the

main P- or PS-waves which have to be suppressed in each gather.

The asterisk mean PS-waves reflected from the gas saturated sand

layer. (a) A common shot gather recorded at the vertical component

receiver. (b) A common shot gather recorded at the horizontal

component receiver. (c) P-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a). (d)

PS-waves separated from the gath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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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인 단층의 경계면에서의 반사파들은 잘 분리가 되지 않았

으며 그 이외의 완만한 경계면에서의 반사파들은 잘 분리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얇은 퇴적층들이 다수 존

재하는 Marmousi-2 모델의 서쪽 지역에서 계산된 합성탄성파

탐사자료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 효과적인 P파와 PS파의 분리

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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