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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2-D wavelet analysis is applied to bathymetric data from the KR1 area of Korea Deepsea
Mining Area. The wavelet analysis is one of the quantitative methods to analyze the topography. The
wavelet allows us to create filters to select for topography in a continuous variety of shapes, sizes, and
orientation. The 2-D Linear B-spline filter, 100 BS and 100 NF, is convolved with bathymetric data to
identify the location of abyssal hills and abyssal troughs in bathymetry. In addition, the 2-D derivative of
Cubic B-spline filter, 60 BS and 60 NF, is applied to bathymetric data to find the slope of abyssal hill in
bathymetry. These filters were rotated 5o counterclockwise from NS to match the dominant orientation of
seafloor lineament. Both filters result in good match with abyssal hills, troughs, and slopes. This method
can apply to fault, fold, and other lineament structures description with variable size. The result of
application shows that wavelet analysis of bathymetric data could be used with fundamental data of
geophys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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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저면 수심자료에는 다양한 크기의 해저구릉, 해저계

곡, 해저산 등에 대한 정보가 내재해 있다. 이러한 수심자

료를 이용한 해저지형 분석 방법 중 정량적인 분석 방법

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Fox and Hayes

(1985)는 주파수 영역에서 통계 모델을 이용하여 남서태

평양의 해저산 분포 및 크기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Shaw(1992)는 중앙대서양 해령(Mid-Atlantic Ridge, MAR)

에서 획득한 Sea Beam 수심자료에서 단층을 추출해내는

방법으로 곡률(curvature)법을 이용하였다. Little and Smith

(1996)는 웨이브렛 분석을 이용하여 중앙대서양 해령

(MAR)의 해저 수심자료와 해저면 음향영상 자료(side-

scan sonar)에서 단층면(fault scarp)을 인지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웨이브렛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태평양 심해저 지형자료를 대상으로 웨이브렛 디지털 필

터 알고리즘이 작성되었다(정 등 2006; 한국해양연구원

2007). 웨이브렛 분석 방법은 해저면 분석 방법 중에서 정

량적인 해저지형 분석 기법의 하나로 연구지역의 지형 특

성에 알맞은 필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망간단괴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이 UN으

로부터 할당받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광구 중 KR1 광구

지역의 수심자료를 대상으로 웨이브렛 디지털 필터 알고

리즘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B-Spline 함수를 이용*Corresponding author. E-mail : msjung@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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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웨이브렛 필터를 적용하여 2-D 수심자료에서 일정 방

향으로 반복적으로 발달한 해저구릉과 해저곡의 위치 및

경사면의 위치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지형 특성은 구조의

방향 및 연결성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지

구물리 해석의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다.

2. 연구지역 특성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광구는 북동태평양의 클라리온-클

리퍼톤 균열대(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사이에

위치하며, 약 2,500 km 동쪽에는 동태평양 해령(East

Pacific Ridge, EPR)이 존재한다. 클라리온-클리퍼톤 균열

대 사이의 해저면은 수 개의 해저산이 발달해 있으며, 해

저 지판이 서쪽으로 확장해가면서 인장과 수축의 힘에 의

해 복잡한 구조가 형성되었다(Goff 1993; Macdonald et

al. 1996).

연구지역인 KR1 광구지역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광

구 중의 하나로, KR1 광구의 북쪽에는 클라리온 균열대

(Clarion fracture zone)가, 남쪽에는 클리퍼톤 균열대

(Clipperton fracture zone)가 위치하며, 북쪽의 클라리온

균열대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다. Fig. 1은 연구지역의 위

치 및 분석에 사용된 지형자료를 도시한 것이다. KR1 광

구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지형구조는 주로 북북서-남남동

(NNW-SSE)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 연구지역의 해저면은

전반적으로 평탄하지만 국부적으로 심한 지형변화를 나타

내고 있으며, 연구지역 내 선형구조는 동태평양 해령의 방

향과 일치하고 있다. KR1 광구지역의 지형은 북북서-남남

동(NNW-SSE) 방향으로 해저구릉(abyssal hill)과 해저곡

(abyssal trough)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규모가 작은 해저산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KR1

광구지역의 남쪽 지역 수심이 북쪽 지역에 비해 약 200~

300 m 정도 더 깊다. 

Fig. 1. (a) Study Area in the Clarion-Clipperton zone of NE Pacific, (b) Multibeam bathymetric data of the KR1 area

collected in 2006 using EM120 aboard R/V Onn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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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자료

2006년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간동안 대한민국 단독

개발광구 KR1 광구지역에서 정밀해저 지형탐사를 실시하

였으며, 이때 사용된 측정장비는 한국해양연구원 온누리

호에 탑재되어 있는 Kongsberg Simrad의 EM120 장비가

사용되었다. EM120의 총 빔의 개수는 191개이며, 조사측

선은 동서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측선의 간격은 7~8'으로,

측선간의 자료 중첩율을 약 30%를 유지하여 최외각 빔의

왜곡에 대비하였다. 좌·우현의 최대 탐지 대역폭이 좌우

각각 10 km까지 가능한 65o의 빔 주사각도를 선택하였으

나, 실제 탐지 대역폭은 약 6~9 km로 나타났다. 다중빔 음

향탐사자료에서 외각 빔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측

선조사 실시 전에 수층별 수온염분기록계(CTD)를 운영하

여 획득된 수층별 음속자료를 이용하였다. 탐사 중 선저

5 m에 설치된 실시간 음속 측정기를 통하여 정점에서의

관측치와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최고 2 m/s의 속도차를 나

타내었으나, 재측정 요구 수준인 5 m/s에 미치지 못하는

값으로 획득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한국해양연구원 2007).

획득된 다중빔 음향탐사자료는 Kongsberg Simrad의 전

용 소프트웨어인 Neptune(Bathymetric post-processing,

Kongsberg Maritime AS, 2004)을 사용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한국해양연구원 2007). Neptune을 통해 자료

처리된 수심자료를 ascii 형태로 변환하여 범용 다중빔 자

료 처리 소프트웨어인 GMT(Generic Mapping Tools,

Wessel and Simth 2006)와 MB-system(Caress and Chayes

2006)을 이용하여 100 m 간격으로 격자화하여 도면을 작

성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형태로 변환하였다. 

4. 웨이브렛 필터 디자인

웨이브렛 분석 방법의 원리는 지형자료와 웨이브렛의

컨볼루션(convolution)으로 표현되고, 그 결과는 웨이브렛

과 자료사이의 상관성을 나타낸다. 웨이브렛 분석은 위치

와 주파수 대역에서 공간 계열을 에너지로 분해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전체의 신호를 통해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서

에너지를 구하는 푸리에 분석과는 대조된다.

웨이브렛 필터의 설계를 위한 첫 단계는 자료의 특성에

적합한 웨이브렛 함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웨이브렛 함수

의 선택은 자료의 특성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그 폭과 형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웨이브렛 함수는

적분값이 0이 되고, 적분 가능한 함수여야 하며(Kumar

and Foufoula-Georgiou 1994),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웨이

브렛 함수에는 Morlet 웨이브렛, Haar 웨이브렛, B-spline

웨이브렛과 Daubechies 웨이브렛 등이 있다. Little and

Smith(1996) 및 정 등(2006)에서는 B-spline 웨이브렛 함

수를 이용한 Linear B-spline 웨이브렛과 Cubic B-spline

함수의 미분 웨이브렛을 적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도 동

일한 B-spline 웨이브렛 함수를 적용하였다. 해저구릉과

해저곡을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해저구릉

은 높은 값으로 해저곡은 낮은 값으로 나타내는 Linear

B-spline 웨이브렛을 이용하였다. 또한 해저구릉 및 해저

곡의 경사면을 인지하기 위해 해저구릉이 시작하는 곳에

서 양의 최대치를 보이고, 해저구릉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음의 최대치를 나타내는 Cubic B-spline 함수의 미분 웨이

브렛을 이용하였다. 

Linear B-spline 함수, N2(x)는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Little 1994; Little and Smith 1996).

(1)

식 (1)에서 x는 공간 변수를 나타내고, 2는 spline의 차

수이다. Linear B-spline 웨이브렛 W2는 B-spline 함수를

이동시키고, 가중치를 주어 더해 식 (2)와 같이 만들 수

있다. 

(2)

또한 Cubic B-spline 함수 N4(x)는 식 (3)과 같이 정의

되며, Cubic B-spline 미분 웨이브렛은 N4(x)를 미분연산

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다(Little 1994).

(3)

Fig. 2는 Linear B-spline 웨이브렛과 Cubic B-spline 미

분 웨이브렛을 1-D로 표현한 그림과 지형요소를 간단한

모델로 구성하여 웨이브렛 필터를 적용한 후 나타나는 반

응을 도시한 그림이다. Fig. 2(a) Linear B-spline 웨이브렛

의 경우는 구릉의 중심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며, Fig. 2(b)

Cubic B-spline 미분 웨이브렛의 경우는 경사면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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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최소값을 보이며, 해저사면의 추출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지형자료에 적용할 2-D 필터는 일정한 방향으로

발달한 선형의 지형특성을 인지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만

들었으며, 1-D ridge-edge를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웨이브

렛을 중첩하여 만들 수 있다. 2-D 필터는 우선 원하는 크

기의 1-D 웨이브렛을 만든 후, 적절한 크기의 2-D 필터를

만들기 위해 1-D 웨이브렛을 중첩하고, 가장자리 효과

(edge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닝창(Hanning window)

을 필터에 적용한다. 필요에 따라서 전체 필터를 지형의

우세한 방향으로 회전하여 필터를 작성한다. Fig. 3은 2-D

Linear B-spline 웨이브렛 필터와 Cubic B-spline 미분 웨

이브렛 필터를 나타낸 그림이다. 웨이브렛 필터를 적용하

고자 하는 지역에 해저구릉과 해저곡이 북북서-남남동 방

향(약 N5oW)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필터를 반

시계 방향으로 5o 회전하여 적용하였다(Fig. 3). 필터의 적

용은 실제 지형자료와 웨이브렛 필터와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컨볼루션 계산은 연산시간을 절감하

기 위해 FFT를 이용하여 공간주파수 영역에서 두 함수의

곱을 계산하여 수행하였다.

2-D 필터의 크기는 웨이브렛의 길이(BS)와 이 1-D 웨

이브렛 필터의 중첩 횟수(NF)를 조절하여 설정하여야 한

다. BS는 해저구릉의 너비에 따라 설정하여야 하며, NF는

해저구릉의 길이에 따라 조절하여야 한다. 따라서 NF가

큰 필터를 적용하면, 선형으로 길게 뻗은 지형을 추출하기

쉽고, NF가 작은 필터를 적용하면, 짧고 굴곡진 지형이

더 잘 추출된다(Little 1994). 따라서 연구지역에 발달한

지형특성에 따라 BS와 NF를 조절하여야 한다. 연구지역

인 KR1 광구지역에서 지형적 특성이 조금씩 다른 곳에서

2개의 측선(Fig. 1)을 설정하여 각각의 적당한 BS를 추정

하였다. BS를 10에서 120까지 다양하게 적용하여 비교하

였다. Linear B-spline 웨이브렛 필터의 경우에는 BS가

20, 60, 100인 경우를 비교하여 Fig. 4에 도시하였으며,

Cubic B-spline 미분 웨이브렛 필터의 경우는 BS가 20,

Fig. 2. (a) Linear B-spline wavelet and its 1-D convolu-

tion with 1-D ridge, (b) derivative of Cubic B-

spline wavelet and its 1-D convolution with 1-D

ridge.

Fig. 3. A 3-D mesh plot and contour/gray scale plots of (a) the 2-D Linear B-spline wavelet filter (BS=100, NF=100,

and counterclockwise rotation of 5 degree) and (b) the 2-D derivative of Cubic B-spline wavelet filter (BS=60,

NF=60, and counterclockwise rotation of 5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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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0인 경우를 비교하여 Fig. 5에 도시하였다.

Fig. 4는 연구지역에 적당한 BS를 추정하기 위해, BS가

20, 60, 100인 Linear B-spline 웨이브렛 필터를 적용한 결

과를 비교한 것으로, 두개의 측선(Fig. 1)에서 수심자료와

결과값을 추출한 것이다. BS가 20, 60, 100의 경우 모두

에서 해저구릉에서는 높은 값으로, 해저곡에서는 낮은 값

으로 지형의 굴곡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BS가 20,

60인 경우에는 국부적인 지형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

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BS가 100인 경우가 해

저구릉과 해저곡을 추출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NF는 지형이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길게 나타나있는 점

을 고려하여 50에서 120까지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90,

100인 경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 중 100

인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Fig. 5는 BS가 20, 40, 60인 Cubic B-spline 함수의 미

분 웨이브렛 필터를 적용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며, Fig. 4

와 동일한 두 측선에서의 수심자료와 필터 적용 결과값을

추출한 것이다. BS가 20, 40, 60인 경우 모두에서 경사면

의 위치를 잘 반영하고 있으나, BS가 20 및 40인 경우는

국부적인 지형 특성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 복잡한 양

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60인 경우가 경사면의 위치를 추

출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NF는 지형이 북북서-

남남동 방향으로 길게 나타나 있는 점을 고려하여 50, 60,

70을 적용하여 보았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그

중 60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5. 필터 적용 결과

Fig. 6과 7은 KR1 광구지역의 지형자료에 Linear B-

spline 웨이브렛 필터와 Cubic B-spline 미분 웨이브렛 필

터를 적용한 결과를 도시한 그림이다. 웨이브렛 필터 적용

결과를 이용하여 해저지형 분류시, 추출하고자 하는 지형

특성과 무관한 결과 값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쳐

필터 적용 결과에 문턱값(threshold)을 설정하였다. 이 문

턱값은 지형자료의 해저구릉과 해저곡의 위치와 가장 잘

부합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값으로 선택되었다.

KR1 광구지역의 지형자료에서 해저구릉과 해저곡의 위

치를 추출하기 위해 Linear B-spline 웨이브렛 필터를 적

용하였다(Fig. 6). 원하는 구조를 추출하기 위한 필터를 선

택하기 위해 필터의 크기와 길이를 다양하게 적용해 본

Fig. 4. Comparison between the bathymetry (above) and

result (below) applying the Linear B-spline

wavelet filters with variable BS values to bathy-

metry along (a) Line 1 and (b) Line 2 of Fig. 1.

Fig. 5. Bathymetry(above) and result(below) applying the

derivative of Cubic B-spline wavelet filters with

variable BS values to the bathymetry along (a)

Line 1 and (b) Line 2 of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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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지역에 적합한 필터는 100 BS×100 NF의

Linear B-spline 웨이브렛 필터이다. 필터를 추출하고자 하

는 구조의 우세한 방향과 맞추기 위해 반시계 방향으로 5o

회전하여, 원하는 지형 특성만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디자인된 Linear B-spline 웨이브렛 필터를 연구

지역에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최대값을 1로 정규화 하

였다. 또한, 결과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지형특성을 잘 나

타내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적으로

문턱값을 설정하였다. 해저곡에 해당되는 부분은 −0.05

이하로, 해저구릉은 0.05 이상으로 문턱값을 설정하였다.

이 문턱값은 원하는 구조를 잘 부각시키고, 잡음은 감쇠시

키는 역할을 한다. Fig. 6에서 해저곡은 검은색, 해저구릉

은 회색으로 나타내었다. 해저구릉과 해저곡의 위치는 지

형도(Fig. 1)에 나타난 위치와 일치한다.

Fig. 7은 Cubic B-spline 미분 웨이브렛 필터의 적용

결과인 해저사면의 위치를 도시한 그림이다. Linear B-

spline 웨이브렛 필터와 마찬가지로 여러 조합의 BS와

NF의 필터를 적용하여 적합한 필터인 60 BS×60 NF의

Cubic B-spline 미분 웨이브렛 필터를 선택하였다. 또한

지형구조가 주로 발달한 방향인 N5oW로 필터를 회전하

였으며, 필터 적용 결과를 최대값을 1로 정규화 하였다.

Cubic B-spline 미분 웨이브렛 필터 적용 결과에서 문턱

값은 −0.08 이하와 0.08 이상으로 설정하여 도시하였다

(Fig. 7). 여기서 부호는 경사면의 방향을 나타낸다. 즉

양의 값은 해저구릉의 서쪽사면을, 음의 값은 해저구릉

의 동쪽사면을 의미한다. Fig. 7에서는 경사면의 방향을

분리하여 도시하지 않고, 다만 경사면의 위치만을 도시

하였다.

Fig. 8은 Linear B-spline 웨이브렛 필터 적용 결과와

Cubic B-spline 미분 웨이브렛 필터 적용 결과를 같이 도

시한 그림이며, 검은색은 해저곡, 짙은 회색은 해저구릉,

밝은 회색은 해저사면을 지시한다. 또한 수심자료에서 해

저산의 위치를 계수화하여 결과 그림에 같이 도시하였다.

Fig. 6. Application of Linear B-spline wavelet filter

shown in Fig. 3(a) to bathymetric data of KR1.

Fig. 7. Application of the derivative of Cubic B-spline

wavelet filter shown in Fig. 3(b) to the bathymet-

ric data of KR1.

Fig. 8. Result applying the Linear B-spline wavelet to the

KR1 bathymetry overlain by the result applying

the derivative of Cubic B-spline wavelet. The

dark gray, black and light gray indicate hills,

troughs, and slop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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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의 및 결론

웨이브렛 이론을 이용한 디지털 필터를 심해저 광물자

원 개발광구 중 KR1 광구지역의 수심자료에 적용하였다.

Linear B-spline 웨이브렛 필터와 Cubic B-spline 함수의

미분 웨이브렛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적절한 변수로 디자

인된 필터를 지형자료에 적용하여 선형으로 발달된 해저

구릉과 해저곡의 위치 및 해저구릉 경사면의 위치를 추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0 BS×100 NF의 Linear B-spline 웨

이브렛 필터를 적용하여 KR1 광구지역에 발달한 해저구

릉과 해저곡의 위치를 도시하였다. 해저구릉과 해저곡의

경사면의 위치는 60 BS×60 NF의 Cubic B-spline 미분

웨이브렛 필터를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KR1 광구지역에

발달한 지형구조는 주로 북북서-남남동(NNW-SSE) 방향

으로 분포하고 있어 웨이브렛 필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5o

회전하여 적용하였다.

연구지역인 KR1 광구지역에 발달한 지형은 대체로 규

모가 큰 해저구릉과 해저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어 웨

이브렛 필터의 크기(BS, NF)를 Linear B-spline 웨이브렛

필터의 경우 100 BS×100 NF로, Cubic B-spline 미분 웨

이브렛 필터의 경우는 60 BS×60 NF로 디자인하여 적용

하였다. 필터 크기를 이보다 작게 조절하여 적용한 경우에

는 너무 세밀한 구조까지 나타나 오히려 분석에 방해가

되었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웨이브렛 필터의 크기는 선형

구조의 규모가 큰 경우에 적당하며, 작은 규모의 선형 구

조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크기의 필터에 의해서는 추출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형구조의 규모에 따라 필터 크기를

조절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웨이브렛 필터를 실제 수심자료에 적용할 때 경계면에

서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지역보다 넓은

범위의 수심자료를 택하여 필터 적용 후 원하는 연구지역

만을 선택하여 도시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계조건

을 포함시키는 해결방안을 고려하여 필터를 디자인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지역의 범위가 큰 경우에

는 소구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구역에 맞는 웨이브렛 필

터의 크기(BS, NF)를 선택하여 적용한 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문턱값의 설정과 각 구역의 경계면에서 발

생하는 오차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또한 같은 지역에

서 웨이브렛 필터의 크기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규모의

지형구조를 추출하여 같이 도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웨이브렛 필터 방법을 이용한 지형분석

을 KR1 광구지역의 EM120 수심자료에 적용하였다.

Little and Smith(1996)는 웨이브렛 분석을 해저면 음향영

상 자료(side-scan sonar)에서 단층을 인지하는데 이용하였

다. 연구지역인 KR1 광구지역에서의 음향영상 자료에 필

터를 적용하여 단층의 인지 및 수심자료의 웨이브렛 필터

적용 결과와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웨이브렛 필터를 수심자료에 적용하여 추출된 지형구조

는 분석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

차로 판단된다. 이러한 해저지형의 특성을 추출하여 지도

로 작성함으로서 구조의 방향 및 연결성 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지구물리 해석의 기초자료로서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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