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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성파 탐사 영상에 적절한 평활화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무작위 잡음이 제거되고 신호의 연속성이 증가되어 보

다 정밀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자료의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탄성파 탐사자료를 평활화 하기 위해서 최근

까지 활발하게 연구 및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SOF-EP (Structure-Oriented Filter-Edge Preserving) 기법이다. 이

기법은 자료의 진폭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확산되는 원리를 이용하며, 수평층과 같은 연속성이 있는 구조에서는 층을

따라 확산 혹은 평활화가 일어나게 해줌으로써 층 내의 연속성을 증가시키고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단층과 같은 불연속적인 주요 구조 경계에서의 확산 혹은 평활화를 막기 위하여 연속성 결정 인자를 설정함으로써

평활화 기법의 정밀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연속성 결정인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온 구조지향 닮음(structure-

oriented semblance) 기법의 경우, 사용하는 필터의 크기나 자료의 양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

어지는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SOF-EP 기법을 구현하고, 현장자료에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음으로 효율적으로 연속성 결정인자를 계산할 수 있는 모서리 반응 기법(corner response method)을 제

안 및 적용하여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약 6000배 이상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평활화, 필터, 구조지향, 구조 텐서, 모서리 반응, 확산

Abstract: To interpret the seismic image precisely, random noises should be suppressed and the continuity of the image

should be enhanced by using the appropriate smoothing techniques. Structure-Oriented Filter-Edge Preserving (SOF-EP)

technique is one of the methods, that have been actively researched and used until now, to efficiently smooth seismic

data while preserving the continuity of signal. This technique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diffusion occurs from large

amplitude to small one. In a continuous structure such as a horizontal layer, diffusion or smoothing is operated along

the layer, thereby increasing the continuity of layers and eliminating random noise. In addition, diffusion or smoothing

across boundaries at discontinuous structures such as faults can be avoided by employing the continuity decision factor.

Accordingly, the precision of the smoothing technique can be improv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structure-oriented

semblance technique, which has been used to calculate the continuity factor, it takes lots of tim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filter and data. In this study, we first implemented the SOF-EP method and confirmed its effectiveness by applying

it step by step to the field data. Next, we proposed and applied the corner response method which can efficiently calculate

the continuity decision factor instead of structure-oriented semblance. As a result, we could confirm that the computation

time can be reduced by about 6,000 times or more by applying the corner respons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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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탐사자료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필터 등을 적용하는

평활화(smoothing) 기법들은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고 자료의

연속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기존에 자료를 평

활화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이동

평균법(moving average) 등이 있으며,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무작위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주변 신호와의 연속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료처리 과정은 무작위 잡음이 포

함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해석을 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들은 자료 전체에 동일한 필터가 적용되

기 때문에 단층(fault)이나 암염돔(salt dome) 혹은 가스 침니

(chimney)와 같은 불연속적인 구조들이 있는 자료에 적용하게

될 경우, 구조들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면서 정확한 해석을 어렵

게 할 수 있다. 특히나, 최근 해석 기술들의 발전으로 자동 추

적(auto-tracking) 기법들을 이용하여 층의 경계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자동화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질학

적 구조를 유지하며 자료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Weickert (1998)는 방향성을 고려한 평활화 기법인 이방성

확산 기법을 가장 먼저 자료처리 분야에 적용 및 제안하였으

며, 그 후, Fehmers and Hocker (2003)는 SOF-EP (Structure-

Oriented Filter-Edge Preserving) 혹은 반 고흐 필터(Van Gogh

filter)로 불리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탄성파 탐사자료에

서 경계를 분석하여 주요 경계를 유지하면서 방향성을 고려한

확산을 통해 평활화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 이때, 경계의 위치

에서 확산의 연속성을 결정하는 인자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

이 있으며, 주로 닮음(semblance)이나 결맞음(coherency)이 이

용되었다(Gersztenkorn and Marfurt, 1999). 특히, Hale (2009)

은 보다 정확한 연속성 결정 인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구조지

향 닮음(structure-oriented semblance) 기법을 제안 및 적용하

였고, 최근까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Zhou et al., 2014). 그

러나 이 방법은 사용하는 필터의 크기나 자료의 양에 따라 많

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대한 3차원 탄성파 탐사 자료에

적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Fehmers and Hocker (2003)가 제안한 SOF-

EP 기법을 소개하고 그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SOF-EP

기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먼저 위치에서의 방향정보를 얻기 위

한 기법인 구조 텐서(structure tensor)에 대해 소개하고, 추출

된 방향을 기반으로 탐사자료를 평활화 하기 위한 기법인

SOF (Structure-Oriented Filter)에 대해 수식적으로 설명한 후,

최종적으로 자료로부터 불연속한 구조를 추출하기 위한 기법

인 구조지향 닮음을 적용한 SOF-EP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마

지막으로 소개된 방법들을 알고리듬으로 구현하여 현장 자료

에 단계적으로 적용 및 비교해 봄으로써 그 효과를 확인하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연속성 결정 인자를 보다 빠르게 계

산해 주는 모서리 반응 기법(corner response method)을 도입

및 적용하여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Structure-Oriented Filter-Edge Preserving

(SOF-EP)

구조 텐서

탄성파자료를 방향에 따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며,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자료의 기울기 벡터(gradient

vector)를 구하는 것이다. 각 자료의 임의의 위치에서 공간과

시간 방향으로 1차 변화율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

여기서, g
x
와 g

z
는 각각 x 방향과 z 방향(시간방향)으로의 1차

변화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울기 벡터는 크게 두 가지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첫 번째로 기울기 벡터는 특정 위치에서 평균적인 방향성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Fig. 1과 같이 속도가 하

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층서구조에 의한 반사면이 있을 때, 반

사면 위쪽에서는 파란색 화살표와 같이 아래쪽 방향으로 기울

기 벡터가 계산되며, 반사면 아래쪽에서는 빨간색 화살표와 같

이 위쪽 방향으로 기울기 벡터가 계산된다. 이때, 그림에서 보

여지는 점선 영역에 대한 평균적인 방향성을 계산하게 되면,

두 벡터가 상쇄되어 국부적으로 방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되게 된다. 두 번째로, 잡음이 존

재하는 자료에서 기울기 벡터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Fig. 2(a)와 같이 잡음이 없는 깨끗한 자료에서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신호를 추출하게 되면, Fig. 2(b)와 같다. 여기서 기

g = gx, gz[ ]
T

Fig. 1. Example illustration for explaining the limitation of gradient

vector when calculating average direction. Blue arrow indicates the

gradient vector at the upper location from the horizontal reflection

and the red one indicates that at the lower location from it. The

dashed box represents the area where we calculate the averag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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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 벡터인 1차 미분 값을 계산하게 되면, Fig. 2(c)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호가 변화하는 위치를 명

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ig. 2(d)와 같이 무작위 잡음

이 섞여 있는 자료에서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신호를 추출

하게 되면, Fig. 2(e)와 같으며, 여기서 기울기 벡터인 1차 미

분값을 계산하게 되면, Fig. 2(f)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잡음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확한 변화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울기 벡터는 무작위 잡

음에 큰 영향을 받으며, 무작위 잡음이 있는 경우, 정확한 기

울기 변화를 계산할 수 없고, 계산 결과를 통한 해석이 불가능

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기울기 벡터의 곱으

로 표현되는 구조 텐서(structure tensor)를 이용하는 것이다.

구조 텐서는 영상 처리 및 컴퓨터 비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

료의 방향성을 안정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되어 왔으며,

임의의 위치 i에서의 2차원 구조텐서, T[i]는 다음과 같이 수

식적으로 표현된다(Harris and Stephens, 1988). 

, (2)

여기서, w[r]은 r 값에 따른 거리 가중치를 의미한다. 주어진

범위에서 합이 1이 되게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함수

가 많이 사용된다. 

구조 텐서의 효과를 앞서 언급한 기울기 벡터의 한계와 비

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평균적인 방향성을 효과적으

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3(a)와 같이 단층과 가스

침니와 같은 특이구조를 포함하는 탄성파 탐사 단면이 있을

때, 201개의 시간샘플과 486개의 트레이스에서 23개의 시간샘

플과 54개의 트레이스에서의 평균 방향벡터를 계산해보았다.

이때, 기울기 벡터를 기반으로 g
x
와 g

z
의 합성벡터 방향을 도

시하면, Fig. 3(b)와 같이 주요한 구조가 손상된 방향 정보를

얻게 되지만, 구조 텐서를 기반으로 평균적인 방향성을 계산하

여 주 고유벡터 방향에 대해 도시하면, Fig. 3(c)와 같이 단층

과 주요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텐서를 이용할 경우, 특정 위치에서 평균

적인 방향성을 기울기 벡터를 이용할 경우 보다 정확하게 계

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잡음이 있는 자료에서 계산된 1차 미

분값을 기반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예시(Fig. 2(f))에

서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후, 1차 미분을 구하게 되면 Fig.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앞서 분석이 불가능했던 결과

와 달리 변화되는 위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구조

T i[ ] = 
txx txz

tzx tzz

txx =  
r

∑w r[ ] gx 1 r–[ ]( )
2

tzz =  
r

∑w r[ ] gz 1 r–[ ]( )
2

txz = tzx =  
r

∑w r[ ]gx i r–[ ]gz i r–[ ]

Fig. 2. Example for showing limitation of gradient vector in the

noisy data: (a) input image, (b) signal extracted from (a) along the

red arrow, (c) the 1st derivative of (b), (d) input image with random

noise, (e) signal extracted from (d) and (f) the 1st derivative of (e)

(modified from lecture note of Robert Collins, http://

www.cse.psu.edu/~rtc12/CSE486/ lecture06.pdf). 

Fig. 3. (a) Original seismic section (No. of time samples = 201 and

No. of traces = 486). Average orientation sections (b) calculated

using gradient and (c) calculated using structure tensor approach

(No. of time samples = 23 and No. of traces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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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서를 구할 때, w[r]을 이용하여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무작위 잡음이 있는 자

료에서 방향성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구조 텐서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2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구조 텐서의 고유값 분

석을 통해 고유값 및 고유벡터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

료의 방향성을 분석 하는 것이다. 각각의 구조 텐서 마다 고유

값 분석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자

료의 위치마다 정확한 방향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모서리 반응(corner response)이라고도 불리우는 R 값

을 계산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때의 모서리 반응은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 = det T − k(traceT)2, (3)

여기서, det T은 식 (2)에서 계산된 T 행렬의 행렬식(determi-

nant) 값을 의미하며, T 행렬의 두 개 고유값의 곱인 λ1λ2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trace T은 T 행렬의 대각합(trace)을 의미

하며, T 행렬의 두 개 고유값을 더한 λ1+ λ2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또한 k는 자료에 따라 경험적으로 적용되는 값으로 이

연구에서는 평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도

록 설정하였다. 따라서, 모서리 반응은 고유값 분석 없이 단시

간 안에 계산이 가능하며, R 값을 기준으로 R이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면 평면(flat), R이 음의 값을 가지면 선형 경계(linear

edge), 그리고 R이 양의 값을 가지면 모서리(corner)로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 추가적인 자세한 분류 원리에 대한 설명은

Kim et al. (2017)에서 찾아볼 수 있다. 

Structure-Oriented Filter (SOF)

SOF 기법은 열의 전도나 유체의 확산 등을 표현하는 확산

의 개념을 자료 내의 진폭의 확산으로 표현하여 자료를 평활

화 하는데 적용하였으며 수식적으로 그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Fick’s law (Fick, 1855)를 기반으로

탄성파 탐사의 진폭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확산됨을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 (4)

여기서 j는 유속벡터(flux vector)를 의미한다. 이때, D는 확산

텐서(diffusion tensor)를 의미한다. D는 앞서 소개된 구조 텐서

를 기반으로 계산되며, D의 형태에 따라 확산의 형태가 결정

된다. 그리고 는 탄성파 탐사 자료 진폭의 기울기를 의미

한다.

다음으로, 진폭의 평균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연속 방정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열

역학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유사하다.

. (5)

여기서, τ는 확산시간(또는, 확산단계)과 관련된 변수로 탄성

파 탐사 기록 시간과는 무관하며, 확산시간이 경과될수록(확산

단계가 진행될수록) 자료 내 진폭의 확산이 많이 일어남을 의

미한다. 즉, τ가 클수록 더 많은 평활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식 (4)를 식 (5)에 대입하여 정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최종 확산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 (6)

이때, 확산시간의 변화량( )만큼 확산단계가 거듭되면서

확산이 일어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확산시간 변화

량을 이용할수록, 확산이 진행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다 세

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산의

형태는 확산 벡터, D의 형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Fig. 5(a)와 같은 자료가 있을 때, D가 스칼라(scalar) 값을 가

지며 탄성파 탐사 자료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값을 가진다면,

Fig. 5(b)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확산

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진폭이 감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만약 D가 스칼라 값을 가지며, 탄성파 탐사 자

료의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게 되면, 임의의 위치에서 모

든 방향으로 확산이 동일하게 일어나지만 위치마다 확산의 정

도가 다르게 되어 Fig. 5(c)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Fig.

5(b)와 달리 진폭이 보전되면서, 잡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마다 다른 정도의 확산이 일어나긴 하지만, 여전

히 등방성 확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산시간이 경

과되면 층서 구조가 손상됨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

가 자료의 위치마다 값이 다르며, 텐서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

자료의 위치마다 이방성 확산이 발생하게 되어 Fig. 5(d)와 같

j = D– ∇u

∇u

∂u

∂τ
------ = ∇j–

∂u

∂τ
------ = ∇ D∇u( )

∂τ

Fig. 4. (a) Signal with random noise, (b) gaussian filter, (c) signal

after applying convolution with gaussian filter, and (d) 1st derivative

of (c) (modified from lecture note of Robert Collins, http://

www.cse.psu.edu/~rtc12/CSE486/lecture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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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Fig. 5(c)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자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층서 구조를 따라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잡음이 제거되면서 평활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Fig. 5(a)의 자료에서 수직적으

로 존재하는 단층의 구조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OF 기법이 적용된 Fig. 5(d)의 경우 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평

활화 되었기 때문에 단층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

라서, 이를 보완하고 단층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평활화를

적용하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이 SOF-EP 방법이다. 

Structure-Oriented Filter-Edge Preserving (SOF-EP)

단층과 같은 주요 구조를 유지하면서 탄성파 탐사 자료를

평활화 하기 위해서는 자료로부터 단층의 위치를 미리 추출한

뒤, SOF 기법을 적용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Fehmers

and Hocker (2003)는 식 (6)에 연속성 결정 인자인 ε 항을 추

가해 주어 그 효과를 얻고자 하였으며,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식 (7)과 같다.

, (7)

여기서, 연속성 결정 인자, ε는 0 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단층과 같은 불연속 구조에서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수평

층과 같은 연속적인 구조에서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ε 값을 계산하는 방법들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주로 닮

음이나 결맞음을 계산하여 적용해주는 방법들이 대부분이었으

며, 최근에는 정확한 닮음 값을 적용하기 위하여 구조지향 닮

음 기법이 개발 및 적용되었다(Hale, 2009, Zhou et al., 2014).

구조지향 닮음은 가중 닮음(weighted semblance)의 일종으로

가중 닮음은 식 (8) 또는 식 (9)과 같이 일반화하여 수식적으

로 표현할 수 있다. 

, (8)

또는, , (9)

여기서, f는 탄성파 탐사 자료와 같은 입력 자료를 의미하며,

j는 입력자료의 위치 인덱스를 의미한다. 또한, h와 는 평

활화 필터를 의미하며, i는 필터의 위치이동 량을 의미한다.

이때, 고유벡터의 방향으로 고려하여 필터를 적용해주는 방법

이 구조지향 닮음이며, 식 (10)와 같이 표현된다. 

. (10)

예시를 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면 Fig. 6(b)와 같다. 그림에

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단층이 있는 위치에 값이 0 가까운 값으

로 계산되며, 반대로 연속성이 있는 층서 부분에서 1에 가까

∂u

∂τ
------ = ∇ εD∇u( )

ε i[ ] = 
Σjh i; j[ ] f j[ ]( )

2

Σjh i; j[ ]  f j[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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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 = 
 f 〈 〉

2

f
2

〈 〉
-----------

·〈 〉

ε1 = ε2,1 = 
 f 〈 〉2

2
〈 〉1

f
2

〈 〉2〈 〉1
-------------------

Fig. 5. Different kinds of diffusions applied to seismic data: (a)

input, (b) linear diffusion, (c) nonlinear isotropic diffusion (Perona

and Malik, 1990), and (d) nonlinear anisotropic diffusion (taken

from Fehmers and Hocker, 2003).

Fig. 6. (a) Input data and (b) result of structure-oriented semblance (taken from Hal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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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값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

된 닮음 값을 고려한 SOF 기법에 적용해 주면, 단층과 같은

불연속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잡음을 제어하고 연속성을 향

상시키는 SOF-EP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

를 통해 이러한 SOF-EP의 효과를 확인해보면 Fig. 7과 같다.

Fig. 7(a) 혹은 (e)와 같이 단층이 존재하는 입력자료에 단순히

SOF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확산단계가 증가하면서 Fig. 7(b)

~ (d)와 같이 평활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Fig. 5(d)와 같

이 전체적으로 잡음이 제어되고, 연속성이 증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보였던 예시들과 마찬가지로 단층의 위

치에서도 수평층 방향으로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계를 정

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된다. 그에 반해 계산된 닮음 값을 이

용하여 경계를 보존하면서 SOF-EP 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확

산단계가 증가하면서 Fig. 7(h)와 같이 효과적인 평활화 결과

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초기 입력자료인 Fig. 7(e)와 비교하였

을 때, 확연하게 잡음이 제거되고, 연속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Fig. 7(d)와 비교하였을 때, 주요한 단층의 정보

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자료 적용 및 효과적인 ε값 추출 방법 제안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SOF-EP 기법의 알고리듬을 구현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탄성파 탐사자료에 적용해보았다.

알고리듬 적용에 사용된 탄성파 탐사자료는 Fig. 8(a)로 수평

적으로 퇴적된 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큰 단층과 가스 침니와

같은 불연속적인 구조가 존재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

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활화 기법인 이동평균기법과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확산 기법, 그리고 방향성을 고려한

확산 기법(SOF 기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와 효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가장 먼저 Fig. 8(b)와 (c)는 이동평균기법을 적용한

결과로 각각 윈도우 크기를 5개, 7개 사용한 결과이다. 이동평

균기법의 경우 윈도우 크기가 커질수록 강력한 평활화 효과를

가져오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평활화를 강하게 적용할

수록 잡음이 제거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뭉개 지며, 자료의

진폭 또한 주변의 진폭과 상쇄되면서 작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확산 텐서 D를 스칼라 값을 가지며 모든 공간에 대해 일정한

값을 갖도록 설정한 등방성 선형 확산 방정식을 이용하여 방

향에 대한 고려 없이 자료에 적용하게 되면, Fig. 8(d) 혹은

8(e)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8(d)와 8(e)는 각각 100

번째와 200번째 확산단계에서의 결과이다. 이동평균기법과 비

교하였을 때,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산이 많이 진행될수록 기존에 존재하던 가스 침

니와 같은 구조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진폭이 작아지면서 평

활화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확산 텐서 D를 텐서의

형태를 가지며, 공간에 따라 다른 값을 갖도록 설정한 이방성

비선형 확산 방정식을 적용하게 되면, 유사한 진폭을 가지는

구조를 따라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Fig. 8(f) 혹은 (g)에서와

같이 앞선 결과들에 비하여 진폭이 유지되면서, 주변의 무작위

Fig. 7. Anisotropic diffusion on 3D seismic without (a-d) and with (e-h) edge preservation. From top (a and e) to bottom (d and h): 0 (input),

1, 4, and 9 diffusion steps, respectively. By applying more diffusion steps, undulating reflections are gradually straightened and random noises

vanish (taken from Fehmers and Hock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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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들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Fig. 8(g)를 확대한 Fig. 8(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 단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향성만을 고려한 확산 방정

식을 적용하게 되면, 필터 적용 후 단층에서 연속성이 생기게

된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동 추적 기법과 같은 자동 분석 시

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단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층으

로 해석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연속성을 결정하는 인자인 ε 값을 이용하는

SOF-EP 기법을 구현 및 적용해 보았다. 먼저 ε 값을 얻기 위

하여 자료로부터 구조 텐서를 추출하여 고유벡터를 획득하였

으며, 이를 기반으로 방향을 고려한 윈도우를 설정하고 거리에

따른 가중을 설정하여 닮음 값을 구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Fig. 8. (a) Input data, (b) moving average with window size 5, (c) moving average with window size 7, (d) diffusion smoothing without

considering direction when the 100th diffusion step, (e) diffusion smoothing without considering direction when the 200th diffusion step, (f)

diffusion smoothing with considering direction when the 100th diffusion step, (g) diffusion smoothing with considering direction when the

200th diffusion step, and (h) enlarged section of the dashed box marked 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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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및 불연속적인 영역에서는 0에 가까운 값이 대응되며, 연

속성이 큰 영역에서는 1에 가까운 값이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획득된 ε 값을 이용하여 이방성

확산 방정식(Anisotropic diffusion, or SOF-EP)을 적용해보았

다. Fig. 10(a)는 필터를 적용하기 전의 자료이며, Fig. 10(b)는

연속성을 결정하는 인자를 고려하지 않고 확산 방정식을 적용

한 결과이고, Fig. 10(c)는 연속성을 결정하는 인자를 고려하여

확산 방정식을 적용한 결과이다. 연속성을 결정하는 인자를 고

려하지 않은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명확하게 단층과 침니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주변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구조지향 닮음 기법을 이용하여 ε 값을 계산할 경우,

먼저 각 위치에서의 방향성을 분석한 후, 각 위치마다 방향에

따른 윈도우를 설정하여 닮음 값을 계산해 주어야 하기 때문

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나, 윈도우의 크기가 커

지거나 자료의 크기가 큰 경우,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

다. 이에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며 효율적으로 단시간에 ε 값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는 앞서 기술한 구조 텐서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모서

리 반응값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의 경우, 구조 텐서의 고유값

분석과정 없이 행렬식과 대각합 성분 만으로 평면, 경계, 모서

리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불연속적인 구조

들은 자료에서 모서리와 같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효과적으

로 적용이 가능함을 예상할 수 있다. Fig. 10(a)에서 보이는 입

력자료를 바탕으로 모서리 반응을 계산한 결과는 Fig. 11과 같

다.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단층 및 불연속적인 구조들이 모서

리로 분류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속성이 있

는 층서 경계들은 선형경계나 평면으로 분류되어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때, 계산된 모서리 반응의 값을 연결성 인자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0과 1사의 값으로 변환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R 값이 모서리로 분류되는 값을 기준으로 모서리

에 해당하는 값이 0에 가까운 값을 갖도록 설정하고 나머지

영역은 1로 설정하여 연결성 결정 인자, ε 값으로 사용한 결과

Fig. 9. The structure-oriented semblance of Fig. 8(a).

Fig. 10. (a) Input data and results of anisotropic diffusion on the

seismic section (b) without and (c) with edge preservation.

Fig. 11. The corner response of Fig.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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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ig. 12(c)와 같다. 구조지향 닮음을 통하여 계산된 결과

(Fig. 12(b))와 마찬가지로 단층과 가스 침니 및 하부 불연속적

인 구조들을 유지하면서 수평적으로 발달한 층서구조에서의

잡음만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주목

할 점은 동일한 프로세서에서 계산한 결과 201개의 시간샘플

과 486개의 트레이스를 갖는 Fig. 12(a)의 자료에 대하여 구조

지향 닮음을 계산하는데 약 1796.63초 (≈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반면, 모서리 반응 값을 계산하는데 약 0.27초 정도 밖

에 걸리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약 6000배는 빠르게 계산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탄성파 탐사자료를 효과적으로 평활화하기

위해 개발된 SOF-EP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론을 바탕

으로 구현한 알고리듬을 현장자료에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의 방법들과 달리 방향성을 고려한 SOF 기법의 경우,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이벤트 내의 연속성을 증가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속성 결정인자를 확산 방정식

에 추가함으로써 단층과 같은 불연속적인 구조의 경계를 효과

적으로 유지하면서 평활화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속성 결정인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된 구조지향

닮음 기법의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3차원탄성파자

료와 같은 대용량의 자료에 적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판

단할 수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조 텐서의 분석 방

법 중 하나로 알려진 모서리 반응값을 이용하여 연속성 결정

인자를 계산 및 적용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구조지향 닮음 방

법을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얻으면서 시간을 효과적으

로 단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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