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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공통반사표면법(CRS)

에프에스 소개 및 비전

연구영역-자원탐사 R&D

중점개발 분야

현 ㈜에프에스는 2012년 12월 기업부설연구소 창설 이래로 독일 KIT 

지구물리연구소에서 십 수년간 연구해오던 공통반사표면법 기반의 

탄성파 데이터 자료처리 기술을 전수 받아 2D, 3D 지하구조 영상화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전 : 기술이전을 토대로 연구개발후 상용화 추진

1. 공통반사표면법을 이용한 자료처리 기술

2. 탄성파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

3. 지하구조 영상화 기술

4. 대용량 데이터 병렬처리 기술

일반적으로 탄성파 자료처리에 활용되는 중첩(Stack), 구조보정, 시간-심도 변화(time-depth conversion) 등의 자료처리 과정은 탄성파 속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합 과정은 반사파의 미약한 신호를 증폭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중합을 위해서 필요한 탄성파 속도는 직접 

시추작업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지만 보통 탐사 측선상의 일부 지점의 기록을 샘플로 택하여 속도분석을 통하여 구하게 된다. 그러나 중첩 속도는 

실제 지층이 가지는 속도가 아니고 다만 우수한 중첩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델 파라미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속도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층분석 및 지하구조 영상화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 공통반사표면(CRS) 기법은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달리 속도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반사가 일어난 면을 규명하는 파장특성(wavefield attributes)을 자료로부터 계산하여 중합을 수행하므로 불균일한 지층의 속도를 

왜곡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료해석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동시에 더욱 개선된 탄성파 단면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통반사표면법 전산 알고리즘 연구개발

기존의 NMO/DMO 방법을 확장 개선하여 S/N 비율을 향상시킨 

공통반사표면법(CRS) 알고리즘 연구개발

2차원, 3차원 탄성파 데이터 자료처리

Pre-Stack Data 자료를 공통반사표면법(CRS)을 이용하여 처리

지층구조분석 이미지 뷰어 개발

공통반사표면법(CRS)에 의해서 산출된 데이터를 다차원적인 각도로 분석 가능한 이미지 viewer

Common-Reflection-Surface Method란?

h : source와 receiver 사이의 half-offset a : 수직입사각(normal incidence ray)의 각도

Rnip, Rn : NIP wave, normal wave의 반경Xm : source와 receiver의 midpoint

t0,x0 : zero-offset에서의 이동시간과 midpoint V0 : near surface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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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O  VS  공통반사표면법 NMO  VS  공통반사표면법

< Real data set : result of conventional NMO/DMO/Stack >

기존 NMO/DMO 방법을 이용하여 탄성파 데이터 자료처리 결과

< Real data set : result of Common-reflection surface Stack>

공통반사표면법(CRS) 방법을 이용하여 탄성파 데이터 자료처리 결과

“ 노이즈 제거율 향상, 정밀도 증가 “

< CRS 기법이 미적용(왼쪽)된 경우와 적용(오른쪽) 경우의 사례>

< NMO보정에 의한 자료처리 결과(왼쪽) CRS기법이 적용된 결과(오른쪽)>

“ 노이즈 제거율 향상, 정밀도 증가 “

기존 NMO/DMO 방법을 이용하여 
탄성파 데이터 자료처리 결과

공통반사표면법(CRS)방법을 이용하여 
탄성파 데이터 자료처리 결과



GeoFS – 2D SOLUTION GeoFS – 3D SOLUTION

< Data Loading Panel >

< 입력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는 histogram>

< Image Viewer를 통한 영상화된 자료>

사용자 환경 지원

자료처리 및 분석과정의 직관성과 사용 편이성을 증대하고, 자료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윈도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Linux 환경에서의 3D-CRS Processing을 기반으로 단계별 parameter 입력을 통해 산출되는 data
를 체크후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한다. 2D-CRS와 다르게 Angle 생성 단계가 추가되었다.

> UI를 통한 탄성파 자료 열기

> 멀티 threading 병렬계산을 통한 
공통반사면(CRS) 모델 변수 계산 실행

>탄성파 자료에 대한 공통반사면
(CRS) 기반 중첩 수행 실행

>공통반사면(CRS) 중첩자료 
  자동저장 기능

>히스토그램을 통한 이미지
threshold 지정

>각 트레이스마다 파의 변화를 
추적 하기 위한 wiggle 이미지 생성 기능 

>지층구조 이미지의 연구보존과 
논문자료 활용을 위한 저장기능 

>자세한 지층구조분석을 위한 지역 
확대 및 축소 기능

> Linux환경 -> Windows로 변경

> UFI(User Friendly interface)로 
   손쉬운 parameter 입력 모드

> 단계별 parameter 입력 후 
   Viewer를 통한 결과물 확인 가능

> 공통반사면(CRS) 중첩자료 
   자동저장 기능

>3D 게임 메이킹 엔진 Unity5.0을 
  이용한 Viewer 제공

>방향키와 마우스로 단순조작을 통한
  좌표이동 및 그 위치 단면 생성

>지층구조 이미지의 연구보존과 
 논문자료 활용을 위한 저장기능 

>Oculus VR 토템을 이용하여 
  Particle View 기능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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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주요 기능

지층분석을 위한 이미지 뷰어의 기능

< 3D Data 처리 흐름도 > < 단계별 pamameter 입력 UI >

< 3D Image View >

사용자 환경 지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주요 기능

지층분석을 위한 이미지 뷰어의 기능

국내 최초 공통반사표면법(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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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자료처리 구축 향후 연구 목표

DHN System MCI 350
Intel Xeon E5 1630 v3
(4 Cores, 10M Cache, 3.7Ghz)
- 32GB Memory(4x8GB DDR4)
- PCIe 3.0
(16/16/NA/8 or 16/8/8/8)
- Gigabit Ethernet x 2
- SSD(512GB in SATA3)
- HDD(4 TB in SATA3)
- Xeon Phi 3120A
 (57cores, 6GB GDDRS)
- NVIDIA Quadtro K5200
- Windows 7 PRO 64bit

◆ 공통반사표면법(CRS) 결과중 지층구조가 복잡할 경우에 Conflicting Dip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그 보완점을 위한 
Common-Diffraction-Surface method 알고리즘 연구개발

◆ GPR 탐사결과 단면에 공통반사표면법(CRS) 알고리즘 첨가를 통해 S/N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공통반사표면법(CRS)이 적용된 GPR 탐사 DATA를 계산된 속도(역산)분석을 통해 WATER-CONTENT 이미지 도출을 위한 연구개발

DHN System MCI 330
Intel Xeon E5 1630 v3
- 16GB Memory(2x8GB DDR4)
- 1 SSD 850 PRO 256GB
- 1 DVD-RW
- 1 NVIDIA Quadro K620
- 1 NVIDIA TESLA K40C with CUDA
- Windows 7 PRO 64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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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on Phi Core

CUDA Core

< 탄성파 탐사 데이터 자료처리 >

< GPR 탐사 데이터 자료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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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통반사표면법 지층구조분석시스템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3년도 산학연협력 기술 개발사업(NO.C0142915), 2014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NO.S2163314)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도룡동) CT센터 210호 

TEL. 042-471-5215 / FAX. 042-471-5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