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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성파 탐사를 통해 취득된 자료는 적절한 자료처리 및 해석 과정을 거쳐 석유, 가스 자원의 부존여부를 파악하

는데 활용할 수 있다. 자원의 부존여부를 지시하는 탄성파 속성은 진폭 정보로부터 도출되며, 이 때 탄성파 고유 감쇠를

표현하는 Q 값은 탄화수소 지시자로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Q 값을 산출하는 기법의 정확성이 자원 부존여부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탄성파 감쇠를 표현하는 Q 값을 산출하고 오

차율을 분석하였다. 실제 현장자료를 모사하기 위해 무작위 잡음을 추가한 자료에 대하여 스펙트럼 진폭 비교법과 최대

주파수 이동법을 이용하여 Q 값을 산출하고 오차율을 분석하였다. Q 값을 산출한 결과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여 신호대

잡음비가 90 dB 일 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비교적 정확한 값을 산출하였으나, 무작위 잡음의 크기가 증가할 경우 최대

주파수 이동법이 스펙트럼 진폭 비교법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Q 값, 최대 주파수 이동법, 스펙트럼 진폭 비교법, 무작위 잡음

Abstract: The data acquired from seismic exploration can be used to detect the existence of oil and gas resources through

appropriate processing and interpretation. The seismic attributes indicating the existence of resources are extracted from

amplitude information, where the Q-factor representing intrinsic attenuation plays an useful role of hydrocarbon indicator.

So, the accuracy of Q-factor estimation is very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resources. In this study, we

calculated the Q-factor and analyzed the error rate through a numerical example. To mimic real data, random noise was

added to the synthetic data. With the noise-added data, the Q-factor was estimated and the error rate was analyzed by

using the spectral ratio method (SRM) and peak frequency shift method (PFSM). Both methods provided a relatively

accurate Q-factor when the signal-to-noise ratio was 90 dB. However, the peak frequency shift method (PFSM) produced

better results than the spectral ratio method (SRM) as the level of random noise increased.

Keywords: Q-factor, Peak frequency shift, Spectral ratio method, Random noise

서 론

최근 석유/가스 및 자원개발 목적의 탄성파 탐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개발에 이용되는 탄성파 탐사는 방대한

양의 탐사자료와 이에 대한 자료처리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련의 자료처리과정을 거친 뒤 자료해석

의 단계에서 탄화수소 부존 여부의 파악은 고해상도의 탄성파

단면도가 필요하고 이는 탄성파 속성분석 등과 자료해석 분야

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와 관련업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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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해상 탄성파 단면도를 얻기 위해 탄성파 감쇠에 관한 연

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탄성파 자료에 대한 해상도의 증

가와 직접적인 탄화수소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직접적인 탄화수소 지시자의 역할을 하는 탄성파 감

쇠는 흡수(absorption), 산란(scattering) 등의 이유로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손실을 감쇠량으로 구분하고, 특정 주파수에서의

감쇠량을 감쇠계수(attenuation coefficient)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무차원 변수인 Q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Lee, 2014). 무

차원 변수인 Q 값은 매질의 고유 특성이며 석유/가스 자원개

발을 위해 필요한 공극률, 유체투과도 등의 매질의 고유물성

유추와 탄성파 탐사 자료로부터 유가스 부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Toksöz et al., 1979; Castagna et

al., 2003; Byun et al., 2011).

Q 값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진폭 감쇠법, 시간-이동

법, 스펙트럼 진폭 비교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일반

적으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Q 값이 산출되는

방법인 스펙트럼 진폭 비교법이 주로 사용된다(Kim et al.,

2014; Li et al., 2015). 스펙트럼 진폭 비교법은 중심주파수 부

근에서의 선형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주파수 구간을 선

정 후,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1차 회귀방정식을 통하여 기울기

값을 도출한 뒤, 이벤트별 초동시간을 이용하여 Q 값을 산출

하게 된다. 이벤트별 초동시간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력을 요구하며, 잡음이 포함된 트레이스에서의 초동시간

선정은 어려움이 존재한다(Li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모사하기 위해 잡음이 포함된

탄성파 트레이스에서 주파수 변화량을 통해 Q 값을 산출하는

최대 주파수 이동법과 주로 사용되어지는 스펙트럼 비교법을

이용하여 잡음의 크기에 따른 산출정확도와 오차를 분석하였

다. 지층의 심도에 따라 Q 값이 증가하는 모델을 대상으로 하

여 산출하였으며, 탄성파 자료처리 프로그램인 Seismic

Unix(SU)를 이용하여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펙트럼 진폭 비교법과 최대 주파수 이동법은 간략하

게 SRM과 PFSM 으로 표현하였다.

스펙트럼 진폭 비교법

SRM은 실내시험방법으로 Toksöz et al. (1979)에 의해 개발

되었으며, P파와 S파에 해당하는 Q 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

된다. 이는 지하의 기하학적 구조와 수진기의 배열에 의한 외

부감쇠와 탄성파와 다공성 매질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결과인

고유감쇠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Tarif and Bourdie,

1987). 또한 SRM은 암석코어와 매질의 Q 값 산출 연구

(Toksöz and Johnston, 1981)와 수직입사탐사(Vertical Seismic

Profiling)의 자료로부터 Q 값을 산출하는 연구(Haase and

Stewart, 2003) 등에 이용되어 왔다. SRM을 이용하여 Q 값을

산출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감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기준매질의 진폭과 비교매질의 진폭 신호를 이

용하여 두 매질의 진폭 스펙트럼 비를 통해 상대적인 감쇠정

도를 측정한 후, 최종 Q 값을 산출한다(Kim et al., 2014). 기

준매질과 비교매질에서의 감쇠에 의한 탄성파 신호의 진폭 스

펙트럼은 식 (1),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1)

(2)

Ar, As는 기준매질과 비교매질의 진폭 스펙트럼, f는 주파수,

tr, ts는 기준매질과 비교매질의 이벤트에 해당하는 초동시간

을 뜻한다. 두 매질의 진폭의 비는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

으며, Q 값을 산출하기 위해 자연대수를 적용한 식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4)

자연대수를 취한 값 와 주파수 f의 관계를 최소제곱

법을 이용한 1차 회귀방정식으로 나타내고(y = ax + b) 기울

기 a값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비교매질의 최종 Q

값을 산출할 수 있다. 

(5)

최대 주파수 이동법

PFSM은 Zhang and Ulrych (2002)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반

사되어 돌아오는 탄성파의 주파수 변화량을 통하여 Q 값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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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waveform depending on Q-factor(dominant

frequency: 3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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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방법이다. Fig. 1과 같이 설정된 Q 값에 따라 진폭 스

펙트럼이 감쇠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6)

식 (6)은 Q 값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 식으로 사용된다.

식 (6)에서의 fp는 이벤트의 최대 주파수, fm는 사용된 음원

의 최대 주파수, t는 이벤트의 최대 주파수에 해당하는 시간

정보이다. 식 (6)은 지하 매질이 2층 구조의 경우에 사용하는

식이며 여러 개의 층이 존재할 경우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식 (7)에서의 ηn과 βn은 각각 와,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fpn, τn은 각각 n번

째에 해당하는 층에 대한 이벤트의 최대 주파수 정보와, 이벤

트의 최대 주파수에 해당하는 시간 정보이다. 식 (7)을 이용하

여 각 층별 Q 값을 산출한다.

잡음이 없는 합성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모형실험 자료는 Li et al. (2015)와

달리 파선추적 알고리즘(ray-tracing algorithm)을 기반으로 한

탄성파 모델링 프로그램인 NORSAR-2D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생성하였다. 지층의 속도와 밀도, Q 값 등을 입력할 수

있고 실제 탄성파의 운동역학적 거동과 관련된 반사계수, 투과

계수, 기하학적 확산효과, 비탄성 감쇠 등에 따라 탄성파가 지

층을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진폭의 변화를 구현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Lee, 2014). 이후 생성된 자료에 대하여 탄성파 자

료처리 프로그램인 Seismic Unix (SU) 를 이용하여 무작위 잡

음(random noise)을 추가하였다. 이후 SRM과 PFSM을 이용하

여 Q 값을 산출하고 정확도와 오차율을 분석하였다. 5층 수평

모델에 대하여 Fig. 2와 같이 음원-수진기의 간격이 20 m인

탐사를 통해 자료를 취득한 뒤 수치모형실험을 진행하였다. 기

하학적 확산손실, 반사계수, 투과계수 등 추가적인 감쇠의 영

향들을 부여하여 실제 현장자료와 유사한 조건에서 Q 값의 산

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사용된 지층모델은 수평 5층 모델이며 심도에 따라 Q 값이

Q = 
πtfp f m

2

2 f m

2
f p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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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 = 
πτn

ηn βn–( )
------------------,  n 2≥

ηn = 2 f m

2
f p

2
–( ) f pm

1–
f m

2–

βn = π  
k 1=

n 1–

∑ τkQk

1–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survey type.

Fig. 3. Physical properties of 5-layers model. (a) P-wave velocity,

(b) Density and (c) Q-factor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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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모델로 구성하였고, 각 층의 물성정보는 Fig. 3과 같

다. 생성된 모델에 대하여 Table 1과 같은 탐사 변수를 통하여

수치모형실험 자료를 생성하였다. SRM의 경우 수치모형실험

에 사용된 중심주파수 50 Hz를 기준으로 ± 30 Hz 주파수 구

간을 선정 후 선형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기울기 값을 도출한

뒤 Q 값을 산출하였다. PFSM은 시간-주파수 정보를 동시에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 중 요소파 변환법을 적용하였다. 요소

파 변환법은 수중음향 신호처리, 비파괴 검사, 레이더 신호 및

음성 신호처리, 영상자료처리, 자료 압축 등 여러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으며(Jang et al., 1999), 해양 탄성파 탐사 분야에서

도 적용되고 있는 신호처리 기법이다(Tobback et al., 1996).

파형요소 변환법 중 본 논문에서는 단시간 푸리에 변환법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을 적용하였다. 이는 신

호 전체에 대한 푸리에 변환이 시간변화에 대응한 주파수 변

화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짧은 간격의 시간 즉,

시간과 주파수영역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창 함수(window

function)를 이용하여 각 시간에서의 주파수를 구하는 방법이

다(Shin et al., 2008). 생성된 자료로부터 SRM과 PFSM을 이

용하여 Q 값을 산출할 때 필요한 정보인 각각의 이벤트별 초

동 시간은 Table 2와 같다. SRM과 PFSM을 통해 얻어진 결과

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산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PFSM을 이

용한 경우 설정된 값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SRM을 이용하여 산출된 경우 하부 층으로 갈수록 오차가 크

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Q 값을 산출 하기

위해 필요한 이벤트별 초동시간 선정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무작위잡음이 추가된 합성자료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에 탄성파 자료처리 프로

그램인 Seismic Unix (SU)를 통하여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여

각각의 방법에 대한 Q 값 산출 정확도 및 오차율을 분석하였

다. 무작위잡음은 잡음의 한 종류이며 측정 자료에서 신호를

제외한, 일관성 없이 나타나는 에너지로 정의할 수 있다. 취득

된 탄성파 트레이스에 Seimisc Unix (SU)의 suaddnoise 명령

어를 이용하여 기존 자료의 신호대 잡음비를 각각 10 dB, 50

dB, 90 dB 크기로 재생성 하였으며 추가된 탄성파 트레이스는

Fig. 5와 같다. SRM과 PFSM을 이용하여 산출된 Q 값은 각각

Fig. 6과 같으며 결과 값에 대한 오차율은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산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SRM은 무작위 잡음의 크기가 커

짐에 따라 이벤트 신호가 묻혀 정확한 초동 시간 선정이 어렵

기 때문에 설정된 값과의 큰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Fig. 5(b)의 경우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기 전과 유사한 데

Table 1. Modeling parameter for synthetic data.

Parameter Value

Number of samples 1001

Sampling interval (s) 0.001

Source wavelet Ricker wavelet

Dominant frequency (Hz) 50

Table 2. Picking time of event from numerical modeling data.

Random noise Event Time

Without random 
noise

1st event 0.0672496

2nd event 0.1259140

3rd event 0.1721780

4th event 0.2112880

90dB

1st event 0.0686804

2nd event 0.1263910

3rd event 0.1721780

4th event 0.2122420

50dB

1st event 0.0682035

2nd event 0.1240060

3rd event 0.1726550

4th event 0.2127190

10dB

1st event 0.0739269

2nd event 0.1273450

3rd event 0.1759940

4th event 0.2117650

Fig. 4. Comparison of the Q-factor calculation using for SRM and

PFS without a random noise from source-receiver interval 20 m

synthetic data of 5-layers horizont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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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로 볼 수 있지만 큰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최소제곱법

을 이용한 1차 회귀방정식으로부터 구하는 기울기 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울기 값은 사용된 음원의 중심주파수로

부터의 최적선형구간을 통하여 Q 값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또

한 SRM의 경우 기울기 값을 계산할 때 선형성을 보이는 주파

수 구간의 선정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선정된 주

파수 구간에 따라 계산되는 Q 값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Q 값의 계산이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Kim et al., 2014).

PFSM의 경우 이벤트에 대한 최대주파수의 정보와 시간정보만

필요하므로 SRM보다 정확한 산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20%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Li et al. (2015)에 따르면

SRM은 쉽게 Q 값을 산출할 수 있지만 잡음의 크기에 따라 정

확도가 달라지며 PFSM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Q 값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된 두 가지의 방법

SRM과 PFSM은 주파수 영역에서 1차 회귀방정식의 기울기

값과 최대 주파수 값을 이용하며 무작위 잡음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트레이스의 주파수 정보 또한 변경되므로 오차가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실제 탄성파 트레이스를 모사하기 위해 수치모형

실험을 통해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고

두 가지의 방법 SRM과 PFSM을 이용하여 탄성파 감쇠를 표

Fig. 5. Time domain waveform amplitude with random noise.

(a) without random noise, (b) S/N = 90 dB, (c) S/N = 50 dB, (d)

S/N = 10 dB

Fig. 6. Comparison between Q-factor estimation for synthetic data

5-layers horizontal model with added random noise. (a) spectral

ratio method (b) peak frequency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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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Q 값의 산출 정확도와 그 값에 대한 오차율을 분석하

였다. 수치모형실험의 결과, 무작위 잡음이 포함된 경우 SRM

보다 PFSM의 방법이 정확한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무

작위 잡음이 추가됨으로 인해 이벤트 구간의 신호에 해당하는

주파수 정보가 다양하게 삽입이 되고, 신호와 잡음의 구분이

불가능하여 SRM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확한 결과 값을 산출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SRM의 경우 Q 값을 계산하기에 앞서 초동시간 선정 후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 1차회귀방정식을 통해 얻어진 기울기의 값에

따라 산출되는 Q 값이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작위 잡음을 크기에 따라 추가시키고 각각의 방법을 이용

하여 산출된 Q 값의 정확도와 오차율을 비교해 봄으로써

SRM보다 PFSM의 방법이 더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FSM은 무작위 잡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20% 이내의 오차율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파수의 변화량을 이용하

여 Q 값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무작위 잡음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모형실험의 결과로 분석해 볼 때 무작위 잡음이

작을 경우 정확한 Q 값 산출이 가능하며 이는 고해상도 탄성

파 탐사자료에 적용하였을 때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탄성파 감쇠 특성에 대한 수치모형실

험의 자료는 향후 수직탄성파탐사 및 반사법 탐사자료에서의

정량적 Q 값 산출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고, 현장에서 취득된 다양한 자료의 적용을 통해

석유/가스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등의 자원개발목적의 탐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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