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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탄성파의 감쇠정도를 표현하는 Quality factor(이하 Q값)는

암석 내 다양한 지질작용에 의해 그 값이 좌우된다(Sarma and

Ravikumar, 2000). 음원에서 발생한 탄성파가 매질을 전파할

때, 흡수(absorption), 산란(scattering) 등에 의해 에너지의 감소

가 발생하며 이러한 손실을 감쇠량으로 구분하여 특정주파수

대역에서의 감쇠량을 감쇠계수(attenuation coefficient)로 정의

하고 탄성파의 감쇠를 표현하기 위하여 무차원의 변수인 Q값

을 통해 표현한다(Lee, 2014). 이러한 Q값은 지표를 구성하는

매질의 고유특성이며 특히, 유가스 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공

극률, 유체투과도, 점도 등의 매질의 고유물성 유추와 탄성파

자료로부터 유가스 부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탄화수소의 직

접적인 지시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Toksöz et al., 1979; Castagna et al., 2003; Byun et al., 2011).

Q값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진폭감쇠법(Peselnick and Zietz,

1959), 오름시간법(Galdwin and Stacey, 1974), 스펙트럼 진폭

비교법(Toksöz et al., 1979) 등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 방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호 대 잡음비

(S/N)가 높고 실내시험법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Q값이 산출되

는 스펙트럼 진폭비교법을 기본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펙

트럼 진폭비교법을 이용한 Q값 산출과정에서 중심주파수

(central frequency) 부근의 선형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주파수

구간(frequency range)을 선정한 후,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에 의한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고 그때의 기울기 값을 이용하여 Q값을 계산한다. 하지만

선형성을 보이는 주파수 구간의 선정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을 요구하며, 선정된 주파수 구간에 따라 계산되는 Q값은 달

라지기 때문에 정량적인 Q값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 진폭비교법을 이용한 Q값 산

출 시 보다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Q값 산출을 위하여 최적의

선형성을 보이는 주파수 구간 선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최

적의 선형성을 보이는 주파수 구간의 선정을 위해 윈도우별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함수

식의 선형도를 판단하였다. 결정계수를 이용한 평가결과를 토

대로 최적의 주파수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그때의 기울기 값을

통해 Q값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그래픽기반의 언어인

LabVIEW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자동 Q-factor 산

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며, 수치 및 축소모형실험 자료를 이

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검증해보았다.

스펙트럼 진폭비교법

스펙트럼 진폭비교법은 실내시험법에서 탄성파 감쇠를 계산

하기 위해 Toksöz 등(1979)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주로 지

하의 기하학적 구조와 수진기의 배열에서 발생하는 외부감쇠

(extrinsic attenuation)와 탄성파와 다공성매질의 상호작용에 의

한 고유감쇠(intrinsic attenuation)를 구별하기 위하여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Tarif and Bourbie, 1987). 이러한 스펙트

럼 진폭비교법은 암석코어와 매질의 Q값 산출연구(Toksöz

and Johnston, 1981) 및 VSP(Vertical Seismic Profiling)탐사자

료로부터 지하매질의 Q값을 예측하는 연구(Haase and Stewart,

2003) 등에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그 방법을 응용 또는 변형

하여 다양한 탄성파 감쇠특성에 관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실험법에서 Q값 산출을 위해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스펙트럼 진폭비교법의 식을 이용하였으며 전반

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감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기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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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reference)과 형태 및 자료취득 조건을 동일하게 일치시켜

준 비교매질(sample)의 탄성파 자료 중, 신호 대 잡음비가 높

은 직접파(direct wave) 신호를 이용하여 두 매질의 진폭스펙

트럼비를 통해 상대적인 감쇠정도를 측정한 후, 비교매질의 Q

값을 산출한다. 기준 및 비교매질에서의 감쇠에 의한 탄성파

신호의 진폭 스펙트럼은 식 (1), 식 (2)와 같이 표현되며

(Toksöz et al., 1979),

(1)

(2)

여기서 Ar, As는 기준 및 비교매질의 진폭 스펙트럼(amplitude

spectrum), f는 주파수(frequency), x는 매질의 길이 혹은 거

리(distance), k는 파수(wavenumber), G는 기하학적 확산효

과에 관한 인자(geometrical factor)이며 α는 특정 주파수에서

의 감쇠계수(attenuation coefficient)이다. 감쇠계수 α는 식 (3)

과 같이 감쇠계수와 관계를 가지는 상수 γ와 주파수 f의 1차

함수로 표현한다.

(3)

Q값 산출을 위해 두 매질의 진폭 스펙트럼 비에 자연대수를

적용한 뒤 식 (3)을 대입하면, 식 (4)와 같이 진폭 스펙트럼 비

의 자연대수를 취한 값 ln 와 주파수 f 사이의 1차 함수식

을 도출할 수 있다. 

(4)

기준으로 사용하는 매질은 일반적으로 매우 큰 Q값을 가지며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구한 기울기 에서 기준매질의

값은 식 (5)와 같이 일반적인 Q 표현식을 통해 0으로 취급

해도 무방하다.

(5)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구한 기울기 값과 매질의 길이 x를 이

용하여 비교매질의 를 구하고, 이를 식 (5)에 대입하여 최종

적으로 비교매질의 Q값을 산출한다. 

최적선형구간 선정 알고리즘

일반적으로 스펙트럼 진폭비교법을 이용한 Q값 산출은 중

심 주파수 부근의 가장 선형성을 보이는 주파수 구간을 선정

한 후 기울기 값의 도출을 위하여 최소자승법에 의한 선형회

귀분석을 실시한다(Toksöz et al., 1979). 선형회귀분석은 선형

적인 상관성이 인정되는 두 개 이상의 변수사이에서 변수들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함수식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Choi, 2010). 추정된 함수식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결정

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오차제곱합(sum of

squares for error, SSE) 등의 지표가 이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결정계수를 통해 추정된 함수식의 적합도 및 선형성을 평가하

였다. 결정계수는 식 (6)과 같이 추정값( )과 평균값( )의 차

인 회귀오차의 제곱합에 대하여 표본 값(y)과 평균값( )의 차

인 총편차의 제곱합 비로 정의되며 총변동중에서 회귀직선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

계수는 0과 1사이에 값이며 1에 가까울수록 추정한 함수식이

적합함을 나타낸다(Choi, 2010).

 (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이며 정량적으로 Q값을 산

출하기 위하여 주파수 구간을 샘플간격만큼 이동하는 윈도우

를 통해 윈도우 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결정계수를 이용

하여 추정된 함수의 적합도 및 선형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전체 주파수 구간 중, 먼저 중심주파수 부근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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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overview of algorithm parameter for selection of

optimal linear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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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회귀분석을 수행할 구간(linear regression analysis range :

L.R.A range)을 선정한다.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할 구간이 선정

된 후, 해당 알고리즘의 변수인 초기 윈도우(initial window)와

윈도우 증분(window increment)의 크기를 설정한다. 설정된

윈도우는 Fig. 1에서와 같이 앞서 설정한 구간 내에서 샘플간

격만큼 연속적으로 이동하고, 이동을 마친 윈도우는 윈도우 증

분만큼 증가한다. 초기 윈도우 크기를 a, 윈도우 증분의 크기

를 b라고 할 때, k번째의 윈도우 크기(window size: w.sk)는 식

(7)과 같으며 그때의 윈도우 크기가 의미하는 주파수 범위

(frequency range: f.r)는 식 (8)과 같다.

(7)

 (Hz) (8)

윈도우는 초기 윈도우부터 선정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할

주파수 구간과 동일한 크기인 윈도우까지 증가하며, 각 윈도우

마다의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기울기 값과 결정계수를 계산한

다. 윈도우 별로 수행된 모든 선형회귀분석 결과 중 결정계수

가 가장 1에 가까운 구간을 최적선형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때의 기울기 값을 이용하여 Q값을 산출한다.

자동 Q-factor 산출 프로그램

앞 절에서 제안한 최적선형구간 선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Q값 산출을 위한 자동 Q-factor 산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그래픽기반의 언어이며 타 컴퓨터 언어에 비해 프로그램 제작

과 수정이 용이한 LabVIEW를 통하여 제작하였으며 Fig. 2를

통해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었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모

듈로 구성되며 그 구조와 작동순서는 Fig. 3과 같다. 프로그램

상에 탄성파 자료와 자료취득변수를 입력하면 탄성파 자료입

력모듈(seismic data loading module)을 통해 탄성파 트레이스

가 출력된다. 잡음에 대한 영향을 일정부분 상쇄시키며 트레이

스 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 축을 조절하

여 뮤팅을 실시할 부분의 시간을 설정하고 뮤팅 모듈(trace

w.sk = a + k 1–( )b

f.r = w.sk 1–( ) × df

Fig. 2. The LabVIEW display and function of automated Q-factor calculation program: (a) Seismic data loading module and trace muting

module, (b) frequency analysis module and calculation of Q-factor module. (a-1) Data loading path, (a-2) DAQ parameter, (a-3) Time range

setting for muting, (a-4) Raw trace data plot, (a-5) Select the muting time (front), (a-6) Select the muting time (back), (a-7) Muting time

(front & Back), (a-8) Muted trace plot, (a-9) Muted trace save path, (b-1) Frequency analysis plot, (b-2) Frequency analysis information, (b-

3) ln(A
r
/A

s
) − f plot, (b-4) Windowed ln(A

r
/A

s
) − f plot, (b-5) Input parameter for calculating Q-factor, (b-6) Result

Fig. 3. The flowchart of automated Q-factor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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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ing module)을 통해 트레이스 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

거한다. 뮤팅이 완료된 자료는 주파수 분석모듈(frequency

analysis module)을 통해 자동으로 주파수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출력함과 동시에 샘플개수와 샘플간격, 나이퀴스트

주파수등의 주파수 분석 정보가 프로그램 상에 출력된다. 주파

수 분석 후 탄성파 자료는 프로그램 상에서 ln 과 f의 그

래프로 출력되며 Q값 산출에 이용되는 주파수 구간의 선택을

위해 최적 선형구간 선정 알고리즘 변수들을 입력한다. 변수들

이 입력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

의 주파수 구간이 선정되며 그 때의 구간으로부터 도출된 기

울기 값과 입력된 거리를 이용하여 Q-factor 산출모듈

(calculation of Q-factor module)을 통해 비교자료의 Q값을 계

산한 후 그 결과가 프로그램 상에 출력된다.

프로그램 검증

본 연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수치모형실험

을 통해 생성한 자료와 축소모형실험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보았다.

수치모형실험 자료는 파선추적 알고리즘(ray-tracing

algorithm)기반의 상용 탄성파 모델링 프로그램인 NORSAR-

2D를 통해 생성하였으며 비교자료의 Q값을 달리하는 경우와

비교자료의 Q값은 고정하고 음원의 주파수(source frequency)

를 변화시키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프로그램 검증을 수행

하였다. 두 실험 모두 동일한 조건하에서 기준자료와 비교자료

를 생성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음원(source)과 수진기

(receiver)를 일렬로 배치한 탄성파 투과실험 환경을 모사하

였다. 

비교자료의 Q값을 달리하는 경우, 자료취득변수는 Table 1

과 같으며 지층의 물성은 Toksöz와 Johnston (1981)의 연구에

서 제시한 여러 매질에 대한 탄성파 속도(velocity), 밀도

Ar

As

-------⎝ ⎠
⎛ ⎞

Fig. 4.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environment in

numerical modeling test.

Table 1. Parameters of numerical modeling test according to the Q-

factor change.

Reference Case#1 Case#2

Data 
acquisition 
parameters

Source type Ricker wavelet

Source 
frequency (Hz)

40

Number of 
samples

4,000

Sampling 
interval (ms)

1.00

Record 
length (s)

4.00

Fig. 5. The seismic data generated by the numerical modeling

program: (a) Reference data, sample data of (b) Q 20 and (c) Q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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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Q값을 참고하였다. 기준자료의 Q값은 200,000인 매

우 높은 값으로 고정하고 비교자료의 Q값은 20, 100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자료는 Fig. 5와

같다. 프로그램 상에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할 구간은 전체 주

파수 구간 500 Hz 중, 중심주파수 40 Hz를 중심으로 1 Hz에

서 80 Hz로 설정하였으며 초기 윈도우는 10 Hz, 윈도우 증분

은 샘플간격으로 설정한 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선

형구간 및 그때의 기울기 값으로 Q값을 산출하였다. 프로그램

Fig. 6. Result of numerical modeling test according to the Q-factor change: (a) Frequency analysis (left: Q 20, right: Q 100), (b) the optimal

linear range (left: Q 20, right: Q 100) and (c) calculated Q-factor by program &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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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주파수 분석결과와 선정된 최적 선형구간은 Fig. 6(b)

이며 두 경우 모두 중심 주파수 40 Hz 부근에 주파수 구간이

선정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선정된 선형구간을 바탕으로 그때

의 기울기 값을 통해 산출된 Q값과 정확도(accuracy)는 Fig.

6(c)와 같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Q값은 모델링 시 입력

한 Q값과 비교했을 때, 97%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비교자료의 Q값은 고정된 상태에서 음원의 주파

수 변화에 따른 Q값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Table 2와 같이 음

원주파수 이외에 자료취득 환경 및 취득변수들은 앞선 실험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며 비교자료의 Q값이 100일 때 음원의

주파수를 4, 40, 400, 4,000 Hz의 4가지로 설정하여 자료를 생

성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Q값은 4가지 경우 모두, 모

델링 시 입력한 Q값 100과 비교하였을 때 Fig. 7과 같이 정확

도 97% 이상의 안정된 Q값을 산출하였다.

실제 탄성파 자료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축소모형

실험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제작한 프로그램에 적용시켜보았

다. 탄성파 자료는 Fig. 8과 같이 투과실험을 통해 기준매질로

는 알루미늄(aluminum), 비교매질로는 아크릴(acrylic) 시료를

이용하였으며 Table 3의 자료취득변수로 취득한 자료는 Fig. 9

와 같다. 탄성파 자료 내 잡음이 산출되는 Q값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직접파 신호의 이용과 뮤팅을 통한 자료 내 잡음 효과

상쇄등의 이유로 무시하였다. 선형회귀분석 구간은 전체 주파

수 구간 25 MHz 중, 중심주파수 1.00 MHz를 중심으로 0.51

MHz에서 1.50 MHz로 설정하였으며 초기 윈도우는 133.33

kHz, 윈도우 증분은 샘플간격으로 설정한 후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선형구간 및 그때의 기울기 값으로 Q값을 산출

Table 2. Parameters of numerical modeling test according to change

of the major frequency of source wavelet.

Case

#1 #2 #3 #4

Data 
acquisition 
parameters

Source type Ricker wavelet

Major frequency 
of 

source wavelet (Hz)
4 40 400 4,000

Fig. 7. Result of numerical modeling test according to change of

the major frequency of source wavelet.

Fig. 8. The experimental setup in the physical modeling test.

Table 3. Data acquisition parameter in physical modeling test.

Aluminum Acrylic

Data 
acquisition 
parameters

Source frequency (MHz) 1.00

Number of samples 1500

Sampling interval (µs) 0.02

Record length (µs) 30.00

Fig. 9. The seismic data acquired by the physical modeling test: (a) Reference data: aluminum and (b) sample data: acry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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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된 최적선형구간은 Fig. 10의 (b)

와 같으며 그때의 기울기 값을 통해 산출된 아크릴의 Q값은

20.78로 Toksöz와 Johnston (1981)의 연구에서 제시한 아크릴

의 Q값 20.00에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 진폭비교법을 이용한 Q값 산출 시

보다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Q값을 산출하기 위해 최적선형구

간 선정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한 자

동 Q-factor 산출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최적의 선형성을 갖

는 주파수 구간의 선정을 위해 윈도우 별 선형회귀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결정계수를 통해 추정된 함수의 선형정도를 평가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과 제작한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수

치모형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적용한 결과, 비교자료의 Q값 및

음원의 주파수 변화에 상관없이 정확도 97% 이상의 안정된 Q

값을 산출하였으며 축소모형실험 자료를 이용한 결과 역시 이

전연구에서 제시한 아크릴의 Q값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

다. 이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과 제작한 프로그램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축소모형실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실내실험법에서 매질 및 암석

코어의 Q값 산출을 위해 활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

구를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은 향후 VSP 및 반사

법 탐사자료에서의 정량적 Q값 산출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잡음이 포함된 현

장자료 상에서 주파수 구간을 선정하는 보완된 알고리즘에 대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4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No. C0237847)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이

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한계 유가스전 탐사

시스템 및 유망구조도출 기술개발사업(GP2012-029)과제에서

지원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세심

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References

Byun, J. M., Yoo, D. G., and Lee, H. Y., 2011, Estimation of Q

from Zero-offset VSP data in gas hydrate-bearing zone,

Geosystem Engineering, 14(2), 59-67.

Castagna, J., Sun, S., and Siegfrield, R., 2003, Instantaneous

spectral analysis. Detection of low-frequency shadows associated

with hydrocarbons, The Leading Edge, 22, 120-127.

Choi, J. G., 2010, Numerical Analysis, Textbooks.

Galdwin, M. T., and F. D. Stacey, 1974, Anelastic degradation

of acoustic pulses in rocks, Physics of the Earth and Planetary

Interiors, 28, 17-22.

Haase, A. B., and Stewart, R. R., 2003, Q-factor estimation

from borehole seismic data: Ross Lake, Saskatchewan,

CREWES Research Report, Vol. 15.

Lee, J. W., 2014,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Seismic

Attenuation by using spectral ratio method, MS Thesis,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Peselnick, L., and Zietiz, I., 1959, Internal friction of finegrained

limestones at ultrasonic frequencies, Geophysics, 62(2), 1163-

1167.

Sarma, L. P., and Ravikumar, N., 2000, Q-factor by spectral

ratio technique for strata evaluations, Engineering Geology,

57, 123-132.

Tarif, P., and Bourbie, T., 1987. Experimental comparison between

spectral ratio and rise time techniques for the measurements

of attenuation, Geophysical Prospecting, 35, 668-680.

Toksöz, M. N., Johnston, D. H., and Timur, A., 1979, Attenua-

tion of seismic waves in dry and saturated rocks: I. Laboratory

measurements. Geophysics, 44, 681-690.

Toksöz, M. N., and Johnston, D. H., 1981, Seismic wave

attenuation, SEG Geophysics reprint series, No. 2.

Fig. 10. Results of physical modeling test: (a) Frequency analysis and (b) the optimal linear r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