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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이 포함된 여수근해 고해상 에어건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한 

예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선정 및 너울영향 보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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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품질의 고해상 해저 탄성파 탐사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해상의 파도가 매우 낮은 환경에서 탐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약간의 파도가 있는 상태에서 탐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자료의 품질이 저하된다. 이러한 경

우에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해저면 신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자동적으로 파도 또는 너울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탄

성파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파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잡음이 포함되거나 해저면 신호가 약해진 자료에

서는 해저면 위치 선정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이 연구에서는 해저면의 위치를 예상하여 좁은 선정 범위를 설정한 후

이 범위 내에서 해저면의 위치를 선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오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저면 예상 위치는 다

중채널 자료에서 각 채널별로 이전에 선정한 해저면의 위치들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채널별로 산출한 해저면 예

상 위치를 샷모음 내에서 다른 해저면 예상 위치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잡음이 포함된 여수근해 8채

널 고해상 에어건 탐사자료에 적용한 결과, 해저면 신호 이전의 잡음이나 이후의 강한 반사 신호를 선정하는 오류가 현

저하게 감소되었으며, 약 2.5 m의 너울영향을 보정한 고품질의 탄성파 단면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주요어: 너울영향 보정, 해저면 위치 선정, 해저면 예상 범위, 잡음이 포함된 자료, 여수근해 탐사자료

Abstract: In order to obtain high-quality high-resolution marine seismic data, the survey needs to be carried out at very

low-sea condition. However, the survey is often performed with a slight wave, which degrades the quality of data. In

this case,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quality of seismic data by detecting the exact location of the sea bottom signal

and eliminating the influence of waves or swells automatically during data processing. However, if noise is included or

the sea bottom signal is weakened due to sea waves, sea bottom detection errors are likely to occur. In this study, we

applied a method reducing such errors by estimating the sea bottom location, setting a narrow detection range and

detecting the sea bottom location within this range. The expected location of the sea bottom was calculated using

previously detected sea bottom locations for each channel of multi-channel data. The expected location calculated in each

channel is also compared and verified with expected locations of other channels in a shot gather. As a result of applying

this method to the noisy 8-channel high-resolution air-gun seismic data acquired off Yeosu, the errors in selecting the

strong noise before sea bottom or the strong subsurface reflected signal after the sea bottom signal are remarkably reduced

and it is possible to produce the high-quality seismic section with the correction of ~ 2.5 m swell effect.

Keywords: swell effect correction, sea bottom detection (SBD), sea bottom expected range (SBER), noisy data, seismic

data acquired off Yeosu

서 론

고해상 천부 해저 탄성파 탐사는 해양에서 퇴적층과 기반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질 조사와 원자력 발전소 부지조사와

같은 엔지니어링 목적의 탐사에 널리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고해상 탐사는 천부의 지층을 대상으로 하며, 보다 높은 수평

및 수직 해상도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석유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심부 탄성파 탐사와는 구별된다. 높은 해상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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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수행할 때, 해상의 파도와 너울

은 탐사자료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고품질의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 해상의 파도와 너울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탐사를 수

행하여야 하지만 1 ~ 3 m 파고의 해상에서 탐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도 또는 너울로 인하여 음원

과 반사파를 수신하는 수진기가 출렁거려 탐사자료의 품질이

낮아진다. 이와 같은 너울영향을 보정함으로써 탄성파 자료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1980년대의 천부 탐사에서는 이와 같은 너울영향을 보정하

기 위하여 아날로그 너울필터(swell filter)를 사용하였다

(Geyer, 1983). 컴퓨터의 발달로 천부 고해상 해저 탄성파 탐

사자료가 점차 디지털로 취득되었으며, 전산처리도 수행하게

되었다(Lericolais et al., 1990; Lee et al., 1996; Lee et al.,

2004). 또한 소규모의 다중채널 디지털 탐사도 수행되었다(Lee

et al., 1996; Nissen et al., 1999; Pugin et al., 1999; Morend

et al., 2002; Lee et al., 2003; Lee et al., 2004; Lee et al.,

2014). 자료가 디지털로 취득됨에 따라 너울영향의 보정도 자

료처리 과정에서 수행 가능하게 되었다. 3.5 kHz 천부지층탐

사자료에 대한 너울영향을 제거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Lee

et al., 2002), 자동적인 해저면 선정을 이용하여 너울영향을 보

정함으로써 탐사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Gutowski et al., 2002; Kim et al., 2003; Lee et al., 2004;

Kim and Kim, 2005; Müller et al., 2009; Lee et al., 2014).

자동 초동 선정(automatic first arrival picking)은 반사법 탄

성파 탐사자료 뿐만 아니라 굴절법 탐사자료, 토모그래피와 미

소 탄성파(microseismic) 탐사(Wong et al., 2009; Akram,

2011; Rodriguez, 2011; Sabbione and Velis, 2013)에서도 활용

된다. 초동 선정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료를 에너지

비율 자료로 변형하여 사용(Coppens, 1985; Sabbione and

Velis, 2010)하였으며, 여러 개의 윈도우를 사용(Chen and

Stewart, 2006; Song et al., 2013)하였다. Lee et al. (2013)은

국내의 에어건 및 3.5 kHz 현장 탐사자료에 대해 너울영향 보

정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Lee et al. (2015)은 해저면 신호가

약한 3.5 kHz 자료에 대해 엔벨로프 및 STA/LTA (short term

average/long term average) 비율 방법(Allen, 1978; Wong et

al., 2009)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해상에 파도가 있는 상태에서 취득된 탐사자료의 해

저면 신호는 약하거나 일정하지 않다. 이와 같이 잡음이 많은

Fig. 1. Field survey area off the coast of Yeosu, Korea, and seismic track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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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는 기존의 트레이스별 선정 방법만으로는 해저면 위

치 선정의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자동적인 너울영향 보정은

해저면 추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며, 해저면 위치

를 잘못 보정할 경우 해저면을 왜곡시켜 오히려 품질이 저하

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너울영향의 보정을 위해 해저면 선

정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성파 트레이스에서 해저

면 신호가 도달하는 위치를 예상하고 그 부근의 일정 범위 내

에서 찾는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해저면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찾지 못하는 일부 불량한 트레이스에서는

보정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예상 위치로 대체함으로써 너울영

향 보정 시에 오류 위치에 의한 과도한 해저면의 왜곡을 방지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Lee et al. (2013)과 Lee et al.

(2015)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나 너울영향이 큰 다중채널 에어

건 탐사자료에 적용되지 못하였고, 해저면 예상 위치를 해저면

위치의 평균값에만 의존하여 잡음이 심한 자료에서 예상 위치

가 해저면의 위치를 벗어나면 정상적인 해저면의 선정이 어려

웠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중채

널에서 채널별로 선정한 예상 위치를 샷모음(shot gather)에서

비교하여 검증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예상 위치의 오류를 방지

하고자 한다. 또한 이전 트레이스에서 선정된 해저면 위치값들

로부터 해저면의 예상 위치(sea bottom expected location,

SBEL)를 구하고, 이 예상 위치로부터 구한 해저면 예상 범위

(sea bottom expected range, SBER)에서 해저면을 선정할 때

오류가 감소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 m

이상의 너울영향 등 잡음이 포함된 여수근해 8채널 고해상 에

어건 현장 탐사자료에 대해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여 해저면

위치 선정의 적절성과 너울영향 보정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현장 탄성파 탐사 자료

여수근해에서 취득한 8채널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Fig. 1

의 측선 A-A'의 일부)를 너울영향 보정 시험에 사용하였다. 고

해상 탄성파 탐사의 배열은 Fig. 2에 나타내었고, 탐사에 사용

된 장비와 자료취득변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탄성파 음원은 30 in3 에어건이며, 수진기는

40 m 길이의 그룹간격 5 m인 8채널 고해상 스트리머이다. 음

원과 수진기 첫 번째 채널과의 거리인 벌림(offset)은 20 m이

Fig. 2. Layout of the high-resolution seismic survey using an air-gun and an 8-channel streamer cable.

Table 1. Survey equipment and acquisition parameters.

Survey vessel (tonnage) Tamhae II (2000 ton)

Source Bolt Air-gun 30 in3

Compressor Hamworthy 425E, 400 cfm

Receiver 8-channel high-resolution streamer

Recording instrument KDAPS* 

Positioning system TRINAV DGPS 

Offset to 1st channel 20 m

Group interval 5 m

Sample interval (Sample frequency)0.1 ms (10 kHz)

Record length 0.8 s

Shot point interval 2 s (~5 m)

Gun depth ~2 m

Streamer depth 0 ~ 0.5 m

*KDAPS: KIGAM in-house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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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파 시간 간격은 2 s이며, 탐사속도를 ~9 km/hour (~5

knots)로 하여 발파간격은 약 5 m에 해당한다. 자료추출 간격

은 0.1 ms, 기록시간은 0.8 s로 하여 디지털 자료를 기록하였

다. 너울영향 보정에 사용한 측선 A-A'는 발파수가 11,984개,

측선 길이는 약 60 km이다.

트레이스별 해저면 위치 선정 방법

너울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저면 위치 선정이

필수적이다. 수많은 탄성파 트레이스에서 해저면 위치 선정은

전산처리를 통하여 규칙적이며,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해저면 신호가 강하고 분명하면 위치선정이 용이하나,

해상에서의 파도로 인하여 해저면 신호가 약하고 일정하지 않

으면 위치선정이 어렵고 오류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저

면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자 하는데, 우선 트레이스별 해저면 선정 방법(Lee et al.,

2013; Lee et al., 2015)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전처리 

현장 탄성파 탐사자료에서 해저면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선

정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 탄성

파 탐사자료에 기록된 신호의 진폭은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

초기 시간 신호의 진폭이 크고 후기 신호는 약하므로, 후기 신

호를 보상하는 진폭 보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필요

한 저주파 및 고주파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대역통과(band-

pass) 필터링이 필요하다. Fig. 3에는 현장자료(Fig. 3a)와 이득

회수, 디콘볼루션과 대역통과 필터링의 전처리를 수행한 자료

(Fig. 3b)를 나타내었다. 0.07 s 부근에서 전산처리한 자료(Fig.

Fig. 3. Results of basic processing of the 8-channel air-gun seismic data, including gain recovery, deconvolution and bandpass filtering. (a)

Before basic data processing. (b) After basic data processing.

Table 2. Data processing flow and parameters.

Gain recovery (A, B, C) 
Gain (dB) = At + B20log(t) + C

0, 0.25, 30

Deconvolution (operator length in 
ms, lag in ms, window in ms)

6, 0.1, 20 ~ 120

Frequency filtering 
(trapezoid band (Hz))

40, 80, 1200, 2400

Static correction swell correction

CMP sorting Shot interval: 5 m, CMP interval: 
2.5 m

NMO correction (time (s) -velocity 
(m/s) pairs)

(0.05, 1480), (0.1, 1550), (0.2, 
1600), (0.3, 1800), (0.5, 2500), 
(1.0, 3000)

Stacking Four-fold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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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의 해저면 신호가 현장자료(Fig. 3a)의 신호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료처리변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임계값 위치 선정 방법

탄성파 트레이스에서 해저면 신호의 위치를 일정한 규칙성

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다. 처음에 해저면 위치를 포함하는 구

간을 정해 준다(Fig. 4). 이 구간을 해저면 선정 구간(sea

bottom detection window: SBDW)이라 하며, 이 구간 내에서

최대 진폭을 구하고, 최대진폭값의 일정 비율값인 임계값을 설

정한다. 탄성파 트레이스에서 신호의 진폭이 임계값보다 작은

값에서 임계값보다 커지는 지점인 임계값 위치들을 구하고 이

중 하나의 임계값 위치를 해저면 위치로 선정한다. Fig. 4에서

최대값은 녹색 선으로 나타내었으며, 최대값의 60%인 임계값

은 빨간색 선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임계값을 최대값의

60%로 하였으나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해저면 이전의 잡음이 큰 경우에는 이 값을 크게

하고, 하부의 강한 신호의 진폭이 해저면 신호의 진폭에 비하

여 매우 큰 경우에는 이 값을 작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Fig.

4a와 4b에는 첫번째 임계값 위치가 해저면 위치인 경우를 나

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양호한 자료에서 해저면 신호는 최대값

을 갖는 경우(Fig. 4a)가 대부분이지만 해저면 하부에 강한 반

사층이 존재할 때 하부의 신호가 더욱 강한 경우(Fig. 4b)도 있

다. 이러한 경우에 최대값을 찾기보다 임계값으로 만나는 지점

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면, 해저면 하부지층의 진폭이 더 강한

경우도 정상적으로 해저면을 선정할 수 있다(Fig. 4b). 또한

Fig. 4c와 4d에서는 첫번째 만나는 임계값 위치가 해저면의 위

치가 아니고 강한 잡음의 위치이다. 그러나 두번째 만나는 임

계값 위치에서 해저면 위치를 찾을 수 있다. Fig. 4e의 경우는

하부의 강한 신호의 위치가 선정되지만 임계값의 비율을 더욱

낮게 설정하면 해저면을 찾을 수 있다. 

원자료 또는 변형된 자료에서 해저면 위치 선정

탐사자료로부터 해저면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찾아내기 위하

여 전처리만 수행한 원자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해저면 선정이

용이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Lee et al., 2013;

Lee et al., 2015).

전처리를 수행한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해저면 위치 선정

예를 Fig. 5a에 나타내었으며, 이 경우는 최대진폭의 60% 기

준의 첫번째 임계값 지점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해저면 선정이 용이하도록 엔벨로프자료로 변환하여 해저면

위치선정을 시도하였다. Fig. 5b는 엔벨로프자료로부터 해저면

의 위치 선정 예를 나타낸 것이다. 엔벨로프자료는 Hilbert

transform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i번째 원자료를 xi라 하고 그

Hilbert transform을 라 할때, 엔벨로프 Envi는 식 (1)과 같

다(Kanasewich, 1981; Sabbione and Velis, 2013). 이 경우도

최대진폭의 60% 기준을 넘는 첫 번째 지점을 결정하는 임계

값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1)

또한 해저면 선정이 용이하도록 STA/LTA 에너지 비율

(Allen, 1978; Wong et al., 2009) 자료로 변환하여 해저면 위

치선정을 시도하였다. Fig. 5c는 STA/LTA 비율자료로부터 해

저면의 위치 선정 예를 나타낸 것이다. STA/LTA 비율자료는

short-term window와 long-term window 내에서 에너지의 비율

x̃i

Envi = xi

2
x̃i

2
+

Fig. 4. Sea bottom detection (SBD) within a sea bottom expected range (SBER) with a threshold (red line) in case of the seismic trace

including a strong sea bottom signal or a subsurface reflected signal. (a) Strong sea bottom signal. (b) Normal sea bottom signal, strong

subsurface reflected signal. (c) Noise above sea bottom signal. (d) Strong noise above sea bottom signal. (e) Weak sea bottom signal, strong

reflected subsurfac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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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계산되었다. i번째 원자료를 xi라 하고, STA/LTA 비율

ri는 식 (2)와 같다(Allen, 1978; Wong et al., 2009). 이때 STA

와 LTA 구간의 길이 ns와 nl은 ns = 15, nl = 150으로 하였

다. 이는 시간 구간으로 각각 1.5 ms 및 15 ms에 해당한다. 이

경우도 최대진폭의 60% 기준을 넘는 첫 번째 지점을 결정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STA (short  term average) = ,

LTA (long  term average) = ,

ri (STA/LTA ratio) = (2)

오류 사례

Fig. 4c와 같이 해저면 이전에 잡음이 있는 경우나 Fig. 4d

와 같이 해저면 이전에 매우 강한 잡음이 있는 경우, 그리고

Fig. 4e와 같이 해저면 신호가 약하며 하부에 강한 반사면이

있는 경우 등 신호 품질이 불량한 트레이스에서는 첫번째 임

계값 위치를 선정하면 해저면 선정에 오류가 발생한다. 즉

Fig. 4c에서 최대값(largest value)은 해저면이 아닌 하부 지층

에서 나타나며, 처음 만나는 임계값 위치(1st crossing)는 해저

면 이전에 나타난다. Fig. 4d에서 최대값은 해저면 이전에 나

타나며, 처음 만나는 임계값 위치도 해저면 이전에 나타난다.

또한 Fig. 4e와 같이 최대값과 처음 만나는 임계값 위치는 모

두 해저면 하부에 나타난다. 

원자료, 엔벨로프자료 및 STA/LTA 에너지 비율자료의 위치 선

정 오류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해저면 하부에 강한 신호가 있는

경우, 원자료에서는 해저면을 선정하지 못하였는데(Fig. 6a),

엔벨로프(Fig. 6b)와 STA/LTA 에너지 비율(Fig. 6c)로 변환한

자료에서는 해저면을 정상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해저면 이전에 잡음이 있는 경우, 원자료에

서는 해저면을 정상적으로 선정하였으나(Fig. 7a), 엔벨로프자

료(Fig. 7b)와 STA/LTA 비율 자료(Fig. 7c)에서는 잡음 부분을

1

ns
-----  

j i ns–=

i

 xj

2

1

ns
-----  

j i nl–=

i

 xj

2

STA

LTA
-----------

Fig. 5. Sea bottom detection (SBD) with a threshold of 60% of the maximum amplitude in case of the strong sea bottom signal. The range

of the SBD window is 0.05 ~ 0.12 s. (a) Raw data. (b) Envelope data. (c) STA/LTA energy ratio data.

Fig. 6. Sea bottom detection (SBD) with a threshold of 60% of the maximum amplitude in case of the strong subsurface reflected signal.

The range of the SBD window is 0.05 ~ 0.12 s. (a) Raw data. (b) Envelope data. (c) STA/LTA energy rati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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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또한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해저면 하부의 강

한 신호의 에너지가 큰 경우, 원자료(Fig. 8a)와 엔벨로프자료

(Fig. 8b)에서는 해저면을 선정하였으나, STA/LTA 비율 자료

(Fig. 8c)에서는 하부의 강한 신호 부분을 선정하였다.

예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선정 방법

이전 트레이스 해저면 값을 고려한 예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위치

선정 방법

자동적인 너울영향 보정은 해저면 추출이 성공적으로 이루

어져야 가능한데, 잘못 선정된 해저면 위치를 사용하여 너울영

향을 보정하면 해저면을 왜곡시켜 오히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런데 잡음이 많은 자료에서는 트레이스별 선정 방법만

을 사용하면 해저면 위치 선정의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

나, 탄성파 트레이스에서 해저면 신호가 도달하는 위치를 예상

하고 그 부근의 일정 범위 내에서 찾는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Fig. 4와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해저면이 예상되는 큰

Fig. 7. Sea bottom detection (SBD) with a threshold of 60% of the maximum amplitude in case of the noise before sea bottom signal. The

range of the SBD window is 0.05 ~ 0.12 s. (a) Raw data. (b) Envelope data. (c) STA/LTA energy ratio data.

Fig. 8. Sea bottom detection (SBD) with a threshold of 60% of the maximum amplitude in case of the subsurface reflected signal including

strong energy. The range of the SBD window is 0.05 ~ 0.12 s. (a) Raw data. (b) Envelope data. (c) STA/LTA energy ratio data.

Fig. 9. Sea bottom detection (SBD) for the raw data in case of the strong subsurface reflected signal (Fig. 6a) and the sea bottom expected

range (SBER). The range of the SBD window is 0.05 ~ 0.12 s. The SBER is 0.0663 ~ 0.070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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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즉 해저면 선정 윈도우(sea bottom detection window,

SBDW) 보다 더 좁은 범위인 해저면 예상 범위(sea bottom

expected range, SBER)를 구하여 이 범위에서 해저면을 선정

하면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Lee et al., 2013; Lee et al.,

2015). 이러한 좁은 해저면 예상 범위는 해저면 예상 위치(sea

bottom expected location, SBEL)를 구하고 해저면 심도 변화

의 최대 범위를 가감하여 설정하였다. 

해저면 예상 위치는 채널별로 이전 샷의 트레이스들에서 선

정한 해저면 위치값들로부터 구하였다. 탐사지역의 해저면이

평탄하다고 가정하면 해저면 신호는 이전 트레이스에서 선정

한 해저면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 트레

이스에서 선정한 해저면 위치값들을 이용하여 기준이 되는 해

저면 예상 위치를 구하였다. 해저면 신호가 약하거나 잡음이

심한 트레이스의 경우, 선정범위 내에 임계값 위치가 없어서

해저면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예상

위치값을 해저면 위치로 선정하였다.

다중채널 샷모음에서 예상 위치 검증 방법

잘못 선정된 오류가 있는 해저면 위치값이 포함될 경우 예

상 위치가 원래의 해저면 위치를 벗어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예상 범위에서 해저면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해저면의 예상 위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채널에서 채널별로 선정한 예상 위치를 샷모음(shot

gather)에서 비교하여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Lee

et al. (2013)과 Lee et al. (2015) 연구에서는 해저면 예상 위

치를 해저면 위치의 평균값에만 의존하여 잡음이 심한 자료에

서 예상 위치가 해저면의 위치를 벗어나면 정상적인 해저면의

선정이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해저면 예상 위치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8개 채널에서 채널별로 선정한 해저면 예상

위치들의 적절성을 다중채널 탐사의 장점을 이용하여 샷모음

에서 다시 검증하였다. 샷모음에서 구한 예상 위치들에 대해

NMO (normal moveout) 보정을 수행하면 영 벌림(zero offset)

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되는데 오류가 있는 채널의 예상 위치

값은 큰 편차를 보인다(Fig. 10). 편차가 큰 값을 제외하는 기

준은 너울영향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이 연

구에서는 NMO 보정 후 예상 위치들의 표준편차가 0.3 ms 이

상인 경우에 편차가 큰 값을 나머지 예상 위치값들의 평균값

으로 대체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채널에서

새로 포함된 해저면 위치값의 신뢰성이 낮으므로 해당 채널에

서 구한 해저면 위치값도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예상 위치에서의 해저면 선정 과정 요약

전반적인 해저면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해저면 선정 윈도우(SBDW)에서 최대값을 구하고 최대값

의 일정 비율 값인 임계값보다 신호의 진폭이 커지는 임계

값 위치들을 구한다.

② 임계값 위치들 중 예상 범위(SBSR) 내에서 해저면 위치값

을 구한다. 

- 만일 이전 평균값이 정해지지 않아 예상 범위를 설정하

지 못한 경우에는 첫번째 임계값 위치를 해저면 위치로

선정한다.

- 예상 범위 내에 임계값 위치가 없는 경우에는 예상 위치

를 해저면 위치로 선정한다.

③ 새로 구한 해저면 위치값을 이전에 구한 해저면 위치값들

에 포함하여 채널별로 새로운 예상 위치와 예상 범위를 구

한다.

④ 채널별로 구한 해저면 예상 위치값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샷모음에서 NMO 보정을 수행하고 편차가 큰 해저면 예상

위치값은 제외하며 평균값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채널에서 구한 해저면 위치값도 평균값으로 대체한다.

Fig. 10. The sea bottom expected location (SBEL) calculated in each channel is compared and verified with expected locations of other

channels in a shot gather. (a) SBEL in a shot gather before NMO correction. (b) SBEL after NMO correction. Large deviated SBEL showed

in a circle in (b) is removed and replaced with an average value. Large deviated SBEL showed in a circle in (a) is removed and replaced

with a hyperbola value corresponding to an average value 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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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너울영향 보정 방법

선정한 해저면의 위치값들에는 파도와 너울의 영향이 포함

되어 있다. 해저면에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경

우 대체로 해저면은 완만하게 변한다. 이러한 경우 탄성파 트

레이스에서 파도와 너울의 영향이 포함되어 기복이 심하게 나

타나는 해저면 위치값들을 평균하면 완만한 해저면을 구할 수

있고, 완만한 해저면과의 차이값을 보정하여 너울영향을 보정

할 수 있다(Lee et al., 2013; Lee et al., 2015). 이 연구에서 사

용한 탐사자료의 탐사지역도 완만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

용하였다. 또한 사용한 탐사자료는 8채널의 다중채널 자료이

므로 각 공통중간점 분류와 중합을 하기 전 단계에서 채널별

로 완만한 파도 또는 너울의 영향이 제거된 해저면 값을 구하

고, 이 값과의 차이를 보정하여 주었다. 

탐사 종료 후 보정을 수행할 때에는 전후의 트레이스로부터

완만한 해저면 값을 구할 수 있으나, 탐사 수행 시에 실시간으

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전 트레이스에서 구한 해저면 위치값

들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때 평탄한 해저면에서는 단

순하게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으나, 경사가 있는 해저면에 대

해서는 평균 수심값이 이전 트레이스들의 수심값에 가까워지

므로 해저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방법

으로 구한 현 위치의 해저면값(Lee et al., 2013; Lee et al.,

2015)을 이용하여 너울영향을 보정하였다.

현장자료에 대한 해저면 선정 시험

현장자료에 대한 트레이스별 해저면 선정

여수근해에서 취득한 8채널 고해상 에어건 탄성파 탐사자료

50개 샷모음 자료(Fig. 1의 측선 A-A' 중 B-B'의 일부)에 대해

트레이스별 해저면 선정을 시도하였다. 50개 샷모음 자료에

대해 이득회수, 디콘볼루션과 대역통과 필터링의 전처리를 우

선 수행하였으며 자료처리변수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 전처리를 수행한 원자료와 엔벨로프 및 에너지 비율로 변형

한 자료를 사용하여 트레이스별 해저면 위치 선정을 수행하고

채널 1의 결과를 각각 Fig. 11a, 12a와 13a에 단면도와 함께

나타내었다. 트레이스별 위치 선정 결과에서는 3가지 방법에

서 모두 오류가 발생하였다(그림에서 원으로 표시). 원자료에

대한 선정 오류가 다소 많았으나(Fig. 11a) 변형된 자료에 대

한 선정 결과(Fig. 12a와 13a) 역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현장자료에 대한 이전 트레이스 해저면 값을 고려한 예상 범위에

서의 해저면 위치 선정

앞에서와 동일한 50개 샷모음 자료에 대해 전처리를 수행한

원자료와 엔벨로프 및 에너지 비율로 변형한 자료를 사용하여

이전 트레이스 해저면 값을 고려한 예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위치 선정을 수행하였다. 해저면 예상 위치는 이전 트레이스에

서 선정된 해저면 위치를 최대 101개를 포함하여 선형회기 방

법으로 구하였다. 또한 채널별로 구한 해저면 예상 위치는 다

중 채널의 샷모음에서 예상 위치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보정

Fig. 11. Sea bottom detection (SBD) results by the trace–by-trace and expected range methods for the raw data (50 shots, channel 1). The

threshold was 60% of the maximum amplitude. (a) SBD result by the trace-by-trace method for the raw data. (b) SBD result by the expected

range method for the raw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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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예상 범위 설정은 물의 속도를 1,500 m/s, 최대 파고

를 3 m로 가정하여, 예상 위치의 +/ 2 ms, 즉 +/ 20 샘플

범위로 하였다. 

예상 범위에서 해저면 선정을 수행한 채널 1의 결과를 각각

Fig. 11b, 12b와 13b에 단면도와 함께 나타내었다. 예상 범위에

서의 해저면 선정한 결과는 3가지 방법에서 모두 양호하였다.

Fig. 11b에 나타낸 원자료에 대한 해저면 선정 과정을 자세

히 보기 위하여 Fig. 14에는 해저면 선정을 수행할 때 구한 해

Fig. 12. Sea bottom detection (SBD) results by the trace–by-trace and expected range methods for the envelope data (50 shots, channel 1).

The threshold was 60% of the maximum amplitude. (a) SBD result by the trace-by-trace method for the envelope data. (b) SBD result by

the expected range method for the envelope data. 

Fig. 13. Sea bottom detection (SBD) results by the trace–by-trace and expected range methods for the STA/LTA energy ratio data (50 shots,

channel 1). The threshold was 60% of the maximum amplitude. (a) SBD result by the trace-by-trace method for the STA/LTA energy ratio

data. (b) SBD result by the expected range method for the STA/LTA energy rati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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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면 예상 위치(하늘색)와 예상 범위(주황색)를 나타내었다. 파

란색은 예상 범위 내에서 구한 해저면 위치를 나타낸다. 예상

범위 내에서 해저면신호의 위치 선정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었

음을 보여준다. 선정한 해저면 위치값에서 예상 위치값을 뺀

값은 −1.7 ~ 1.1 ms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해수에서의 탄성파 전파속도 1,500 m/s를 적용하면 왕복주

시 2.8 ms는 2.1 m에 해당하며, 현장탐사 시 이 구간에서의 최

대 너울 또는 파도 높이로 추정할 수 있다. 

Fig. 15에는 50개 샷모음 자료의 모든 채널에 대해 선정한

해저면 위치(파란색)를 해저면 예상 위치(하늘색)와 함께 나타

내었다. 첫번째 샷모음에서는 이전에 구한 해저면 위치값이 없

어 첫번째 임계값 위치를 해저면 위치로 선정하고 이 값들을

그대로 예상 위치로 하였으나 8채널 샷모음 검증과정에서 채

널 4와 채널 8의 2개의 값이 신뢰성이 낮아 2개를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채널 8의 경우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후의 해저면 선정은 선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에 해저면

예상 위치의 신뢰성이 낮은 경우에도 샷모음에서 다른 채널에

서의 결과와 비교 검증하는 샷모음 검증 과정을 통하여 예상

위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Table 3에는 전처리를 수행한 원자료 50개 샷, 400개 트레이

스에 대해 예상 범위에서의 위치 선정을 수행하였을 때 선정

한 임계값 위치의 종류를 나타내었다. 첫번째 임계값 위치 348

개와 그 외의 임계값 위치 40개, 총 388개 97.0 %가 예상 범

위 내에서 선정되어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10개 트레이스에

서는 해저면을 찾지 못하였고, 2개 트레이스에서는 예상 위치

의 신뢰성이 낮아 총 12개 트레이스에서는 해저면을 선정하지

못하여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전체 트레이스 400개 중

Fig. 14. Sea bottom detection (SBD) by the expected range method for the raw data (50 shots, channel 1). The threshold was 60% of the

maximum amplitude. Cyan: sea bottom expected location; orange: expected range; blue: detected sea bottom within expected range.

Fig. 15. Sea bottom detection (SBD) results for all channels of the 50-shot 8-channel air-gun data. Cyan: sea bottom expected location; blue:

detected sea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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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에 해당한다. 

트레이스별 선정에서는 첫번째 임계값 위치만 선정할 수 밖

에 없으나, 예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선정 방법으로 트레이스별

선정에서 찾지 못한 첫번째 이외의 임계값 위치 40개를 선정

하였고, 그 밖의 신뢰성이 낮은 12개의 위치를 예상 위치로 대

체함으로써 선정 오류를 최소화 하였다. 따라서 Fig. 11b, 12b

와 1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0.069 s의 해저면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정 결과를 얻었다.

다중채널 샷모음에서 예상 위치 검증 방법 효과 분석

Fig. 11b, 12b와 13b는 예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선정과 다중

채널 샷모음에서 예상 위치 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양호

한 결과이나, 예상 위치 검증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예상 위치

가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오히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Fig.

16a에는 앞에서와 동일한 전처리를 수행한 원자료 50개 샷모

음 자료(8번 채널)에 대해, 예상 위치 검증 방법을 사용하지 않

았을 때, 정상적인 해저면 선정에 실패한 사례를 나타내었다.

이는 초기에 선정된 해저면 위치가 잘못되어 이로부터 구한

해저면 예상 위치가 실제 해저면 위치를 벗어나는 오류가 발

생함으로써 이후의 해저면 선정 결과가 잘못된 사례이다. 한편

Fig. 16b에는 이와 같은 예상 위치의 오류를 다중채널 샷모음

에서 예상 위치 검증을 통하여 다른 채널들의 예상 위치 평균

으로 대체하여 바로잡음으로써 해저면 선정이 정상적으로 수

행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예상 위치가 잘못 설정되는 사례는 초기 트레이스와 같이

이전의 예상 위치값이 없어 첫번째 임계값 위치를 해저면으로

선정한 경우나 잡음이 많은 자료에서 잡음으로 인하여 위치값

이 부정확해지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다중채널 샷모음에서

예상 위치 검증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현장자료에 대한 너울영향 보정

Fig. 11b, 12b와 13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정된 해저면 위

치에는 파도 또는 너울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어 해저면 위치

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탐사 지역의 해저면은 대체로 완

만한 편이므로 선정된 해저면 위치를 해저면 예상 위치값으로

보정함으로써 너울영향을 보정하였다. 즉 예상 범위를 설정하

기 위하여 이전 트레이스에서 선정된 해저면 위치를 최대 101

개를 포함하여 선형회기 방법으로 구한 해저면 예상 위치값과

선정된 위치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너울영향을 보정하였다. 

Table 3. Sea bottom detection (SBD) results for the 50 shot-data

using the 60% threshold expected range method. The raw data was

used as an SBD input data.

Number of shots 50

Number of channels 8

Total number of traces 400

Number of traces in which the first peaks were found 
within sea bottom expected ranges (SBER)

348

Number of traces in which other peaks were found within SBER 40

Number of traces in which no peak was found within SBER 10

Number of traces in which expected locations were reset 2

Fig. 16. (a) In case of wrong sea bottom expected location (SBEL), sea bottom detection (SBD) within a sea bottom expected range (SBER)

is performed in a wrong way for the raw data (50 shots, channel 8). (b) After correcting SBEL by comparison and verification with expected

locations of other channels in a shot gather, SBD within a SBER is performed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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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와 동일한 50개 샷모음 자료에 대하여, 전처리를 수

행한 원자료에 대해 너울영향 보정을 수행하였고, 채널 1의 결

과를 단면도 50개 트레이스와 함께 Fig. 17에 나타내었다.

Fig. 17a에는 트레이스별 해저면 선정 결과와 예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선정 결과를 보정 전의 채널 1 단면도와 함께 나타내

었다. 빨간색 원으로 나타낸 위치들은 트레이스별 선정 결과

해저면 부근에서 벗어난 오류들을 나타내며, 녹색 위치선은 예

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선정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결과를 나

타낸다.

해저면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빨간색 원으로 나타낸 오류

값(Fig. 17a)들이 포함된 트레이스별 선정 결과를 그대로 사용

하여 너울영향을 보정한 결과는 Fig. 1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너울의 영향이 정상적으로 보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상 범

위에서의 해저면 선정 결과(Fig. 17a의 녹색 위치선)에 따라

너울영향을 보정한 결과는 Fig. 17c에 나타낸 바와 같이 너울

의 영향이 정상적으로 보정되었다. Fig. 17d는 8채널 자료에

대하여 너울영향 보정을 수행하고 4 폴드(fold)의 중합을 수행

한 탄성파 단면도 100개 트레이스를 나타낸 것으로 0.068 s 부

Fig. 17. The effect of sea bottom detection and swell correction for the noisy 50-shot 8-channel air-gun seismic data. (a) Sea bottom detection

results using the trace by trace (red color) and expected range (green color) methods are represented on the channel 1 seismic data before

swell correction. Mispick results using the trace by trace method are represented with red circles. (b) The channel 1 seismic data after swell

correction using the trace by trace method. (c) The channel 1 seismic data after swell correction using the expected range method. (d) The

8-channel stacked seismic data after swell correction using the expected rang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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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해저면에서 너울영향이 양호하게 보정되었으며, 0.09 s 부

근의 하부 지층의 연속성도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자료에 대한 너울영향 보정 단면도 

제작 및 효과 분석

해저면 위치 선정 및 너울영향 보정 단면도 제작

여수근해에서 취득한 8채널 고해상 에어건 탄성파 탐사자료

300개 샷모음 자료(Fig. 1의 측선 A-A' 중 B-B' 부분)에 대해

해저면 위치 선정과 너울영항 보정이 포함된 자료처리를 수행

하였다. 측선 B-B'의 길이는 약 1.5 km이며 탄성파 단면도를

Fig. 18에 나타내었다. 8채널의 300개 샷모음 에어건 자료의

전산처리과정에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득회수, 디컨

볼루션, 필터링의 기본전산처리와 너울영향 보정, 공통 중간점

모음(CMP gathering), 수직 시간차(normal moveout, NMO)

보정 그리고 중합이 포함된다. 자료처리 시에 샘플간격은 현장

취득자료와 동일하게 0.1 ms로 하였다. NMO 보정은 Table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략적인 단일 속도를 적용하였다. 

해저면 위치 선정과 너울영향 보정을 공통 중간점 모음 이

전에 샷모음에서 수행하였다. 이득회수, 디컨볼루션, 필터링의

전처리를 수행한 원자료에 대해 트레이스별 해저면 선정과 예

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선정을 수행하였다. 예상 범위에서의 해

Fig. 18. The effect of swell correction for the noisy 300-shot 8-channel air-gun seismic data. (a) The channel 1 seismic data before swell

correction. (b) The channel 1 seismic data after swell correction using the trace by trace method. (c) The channel 1 seismic data after swell

correction using the expected range method. (d) The 8-channel stacked seismic data after swell correction using the expected rang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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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면 선정에서 해저면 예상 위치는 이전 트레이스에서 선정된

해저면 위치를 최대 101개를 포함하여 선형회기 방법으로 구

하였다. 예상 범위 설정은 물의 속도를 1,500 m/s, 최대 파고

를 3 m로 가정하여, 예상 위치의 +/ 2 ms, 즉 +/ 20 샘플

범위로 하였다. 

너울영향을 보정하지 않은 300개 샷모음 자료의 채널 1의

탄성파 단면도 300개 트레이스를 Fig. 18a에 나타내었고, 트레

이스별 해저면 선정 및 너울영향을 보정한 채널 1의 탄성파

단면도는 Fig. 18b에 나타내었다. 한편 예상 범위에서 해저면

선정 및 너울영향을 보정한 채널 1의 탄성파 단면도는 Fig.

18c에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한 4 폴드의 중합 탄성파 단면도

600개 트레이스는 Fig. 18d에 나타내었다. 

트레이스별 선정의 경우 해저면 선정에 오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보정한 Fig. 18b의 탄성파 단면도에서 일부 지층의

연속성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오류값의 영향으로 해저면의 모

양이 정상적으로 보정되지 못하였다. 반면에 예상 범위 내에서

해저면을 선정하여 너울영향을 보정한 Fig. 18c에서는 해저면

과 지층의 연속성이 향상되었으며, 너울의 영향이 보정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너울영향을 보정한 8채널 자료의 4 폴드

의 중합 단면도인 Fig. 18d에서는 신호대잡음비(S/N ratio)가

증가되어 품질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상 범위에서 해저면 위치 선정 및 너울영향 보정 효과 분석

300개 샷모음 자료에 대해 예상 범위 내에서 선정한 해저면

위치값에서 예상 위치값을 뺀 값은 −1.9 ~ 1.5 ms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해수에서의 탄성파 전파속

도 1,500 m/s를 적용하면 왕복주시 3.4 ms는 2.55 m에 해당

하며, 현장탐사 시 이 구간에서의 최대 너울 또는 파도 높이로

추정할 수 있다. 

8채널의 300개 샷, 2,400개 트레이스에서의 자세한 해저면

선정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첫번째 임계값 위치 2,191

개와 그 외의 임계값 위치 175개, 총 2,366개 98.6 %가 예상

범위 내에서 선정되어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31개 트레이스

에서는 해저면을 찾지 못하였고, 3개 트레이스에서는 예상 위

치의 신뢰성이 낮아 총 34개 트레이스에서는 해저면을 선정하

지 못하여 예상 위치값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전체 트레이스

2,400개 중 1.4 %에 해당한다. 

잡음이 많이 포함된 탄성파 탐사자료에서 트레이스별 해저

면 선정으로는 불가능하였던 너울영향 보정이 예상 범위에서

의 해저면 선정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보정되었는데, 이

는 2,400개 트레이스 중 175개 트레이스에서 첫번째 임계값

위치가 아닌 임계값 위치를 해저면 예상 범위에서 새로 선정

하였고, 잡음이 포함된 34개의 트레이스에서는 예상 위치로

대체함으로써 해저면 선정 오류를 방지하였기 때문이다.

결 론

너울영향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해저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출하여야 하는데 잡음이 포함된 자료에서는 용이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임계값에 의한 해저면 위치 선정 방법과 이전

트레이스에서 선정한 해저면 값으로부터 구한 예상 위치를 이

용하는 예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위치 선정 방법을 사용하여

잡음이 포함된 8채널 고해상 에어건 탄성파 샷모음 자료에 대

해 중합 이전에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너울영항을 보정하

였다.

잡음이 포함된 자료에서 트레이스별 해저면 선정 방법을 사

용한 결과, 원자료보다 엔벨로프나 에너지 비율로 변형한 자료

에서 다소 양호하였으나 모든 트레이스에서 성공하지는 못하

였다. 그러나 예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선정 방법을 사용한 결

과, 원자료와 변형된 자료의 모든 트레이스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이 방법에서는 올바른 해저면의 예상 위치를 구

하는 것이 중요한데, 채널별로 구한 해저면 예상 위치를 다중

채널 샷모음에서 비교하여 크게 벗어나는 값을 제외함으로써

해저면 예상 위치를 재차 검증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여수근해 8채널 고해상 에어건 탄성파 탐사 자료 중 300개

샷모음 자료에 대해 해저면 위치를 선정하고 너울영항을 보정

하는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잡음이 많이 포함된 탄성파 탐사

자료에서 트레이스별 해저면 선정으로는 불가능하였던 너울영

향 보정이 예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선정 방법을 사용하여 효

과적으로 보정되었는데, 이는 2,400개 트레이스 중 175개 트

레이스에서 첫번째 임계값 위치가 아닌 임계값 위치를 해저면

예상 범위에서 새로 선정하였고, 잡음이 포함된 34개 트레이

스에서는 예상 위치로 대체함으로써 해저면 선정 오류를 방지

하였기 때문이다.

300개 샷모음 자료에 대해 예상 범위 내에서 선정한 해저면

위치값에서 예상 위치값을 뺀 값은 −1.9 ~ 1.5 ms의 범위를

나타내어 약 2.5 m에 해당하는 너울의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너울영향을 보정하여 지층의 연속성이 향상되

었다. 또한 너울영향을 보정한 8채널 자료의 4 폴드의 중합 단

면도에서는 S/N 비 증가에 의한 품질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예상 범위에서의 해저면 선정 방법을 사용

하여 중합 이전에서 너울영향을 보정함으로써, 고해상 해저 8

Table 4. Sea bottom detection (SBD) results for the 300 shot-data

using the 60% threshold expected range method. The raw data was

used as an SBD input data.

Number of shots 300

Number of channels 8

Total number of traces 2,400

Number of traces in which the first peaks were found within sea 
bottom expected ranges (SBER)

2,191

Number of traces in which other peaks were found within SBER 175

Number of traces in which no peak was found within SBER 31

Number of traces in which expected locations were rese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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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에어건 탄성파 탐사자료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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