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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eismic data is often contaminated with high-energy, spatially aliased noise, 
which has proven impractical to attenuate using Fourier techniques. Wavelet filtering, 

however, has proven capable of attacking several types of localized noise simultaneously 

regardless of their frequencies. In this study a 2-D stationary wavelet transform is used 

to decompose seismic data into its wavelet components. A threshold is applied to these 

coefficients to attenuate high amplitude noise, followed by an inverse transform to 

reconstruct the seismic trace. The stationary wavelet transform minimizes the 

phase-shift errors induced by thresholding that occur when the conventional discrete 

wavelet transform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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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 탄성 탐사는 해  지층의 층서  구조를 

연구하는 데 기 인 자료를 제공하며, 탐사자료

의 분석을 통하여 기반암 심도, 퇴 물의 물성  

퇴  주기, 그리고 지층의 경계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장에서 얻은 원시 자료에

는 직 , 다  반사 와 같은 일 성 잡음과 무

작  잡음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자료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잡음을 억제하기 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동일 지 에 한 탄성  트 이스

들을 합 (CDP stacking) 함으로써 신호  잡

음비를 높일 수도 있으나 스 커와 같은 음원을 사

용하는 경우 장비의 기계  성능 상 음 를 발생시

킬 때마다 트 이스간 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작  잡음은 감소하지만 신호의 형태는 왜곡되는 

단 을 갖는다.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는 방법으

로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방

법[1] 는 K-L (Karhunen-Loéve) 변환방법
[2],[3]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들 방법은 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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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된 특성을 갖는 많은 수의 트 이스들로부터 

공통 인 신호를 추출하는 데 효과 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4]. 

  본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속히 발 하여 

디지털 신호처리, 이미지 로세싱, 신호  이미

지 압축 등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웨이 릿 변

환방법을 이용하여 수평 으로 일 성 있는 신호는 

증진시키고, 일 성이 떨어지는 잡음은 제거하고자 

한다. 웨이 릿 변환방법을 탄성 탐사 자료의 잡

음 감쇠에 이용한 사례는 Ioup and Ioup
[5], 

Miao and Cheadle[6], Zhang and Ulrych[7]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탄성 탐

사 자료처리를 트 이스별로 수행하거나 트 이스

의 수평  배열 평면인 x-t (수평거리-왕복주시) 

평면에서 수행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x-t 평면으로 표시되는 탄성

탐사 단면을 2차원 행렬로 장한 후, 여기에 2-D 

웨이 릿 변환을 용하여 해양 탄성 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수직  각선 방향 성분의 잡음을 

수평성분의 잡음에 비해 상 으로 더 많이 감쇠

시킴으로써 지층의 수평 경계면에 한 반사 신호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이 게 함으로써 많은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해양 탄성 탐사 자료 해석의 정확성

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D 웨이 릿 변환

  웨이 릿 변환이란 시계열 신호를 모웨이 릿

(mother wavelet)을 이용하여 분해하여 웨이

릿 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말한다. 1-D 웨이 릿 

계수   는 모웨이 릿 를 병진(shift)시키거나 신

축률(scale)을 달리하면서 연속 으로 는 2의 승

수(dyadic)인 와   ( ,   , ∈)를 

사용하여 이산 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

  그러나 식(1)과 같이 분이 포함되어 있는 계산

은 비용이 많이 드는 단 이 있어 신에 역통과 

필터와 고역통과 필터를 구한 후 이를 시계열 신호

와 컨벌루션하여 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일반 으

로 이산 웨이 릿 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이라 하며, 이 때 역통과 필터를 거

친 웨이 릿 계수를 근사 계수(approximation 

coefficients), 고역통과 필터를 거친 웨이 릿 계

수를 상세 계수(detailed coefficients)라 한다. 

근사 계수는 다시 웨이 릿 변환을 거쳐 다음 단계

(level)의 근사 계수와 상세 계수로 분해가 가능하

다
[8]. 

  웨이 릿 변환에 사용되는 모웨이 릿은 처리하

려는 자료에 따라 선택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교

성과 칭성을 갖는 Coiflet-3 웨이 릿을 사용하

다. Table 1은 웨이 릿 변환에 사용되는 Coiflet-3 

웨이 릿의 역통과 분해(decomposition) 필터

의 필터 계수 를 나타내며, 필터 계수의 길이 

은 18이다. 고역통과 분해 필터는 역통과 분해 필

터의 QMF(Quadrature Mirror Filter)이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길이 인 역통과 분해 필터를, 

는 고역통과 분해 필터를 각각 나타낸다. 

  시계열 신호 와 Table 1에 보인 역통과 분

해 필터 를 식(3)과 같이 컨벌루션하면 근사 계

수 를 얻을 수 있다. 

                                  (3)

  마찬가지로, 시계열 신호  와 식(2)에서 얻은 

고역통과 분해 필터 를 식(4)와 같이 컨벌루션하

면 상세 계수 를 얻을 수 있다. 

                                 (4)

  2-D 이산 웨이 릿 변환(DWT)은 역통과 필

터와 고역통과 필터를 2차원 행렬로 구성되어 있는 

시계열 자료의 행과 열에 차 용함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단계의 근사 계수는 4개

의   단계 계수(1개의 근사 계수와 수평, 수직, 

각선 등 3개의 상세 계수)로 분해된다.

Table 1 Lowpass decomposition filter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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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oiflet-3 wavelet

   

1 -0.0000 10 -0.0718

2 -0.0001 11 0.4285

3 0.0005 12 0.7938

4 0.0011 13 0.4052

5 -0.0026 14 -0.0611

6 -0.0090 15 -0.0658

7 0.0159 16 0.0235

8 0.0346 17 0.0078

9 -0.0823 18 -0.0038

  그러나 이 게 구한 DWT는 시불변(time 

invariant) 변환이 아니라는 단 을 갖고 있다. 

이는 비록 신호 를 주기  신호로 확장을 하더

라도 병진시킨 신호 의 DWT는 일반 으로 

DWT를 병진시킨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탄성 탐사 자료 의 

DWT를 구함에 있어서 신호의 왜곡을 최소하 하기 

하여 Stationary 웨이 릿 변환(SWT)이라 불리

는 시불변 웨이릿 변환을 사용하 다[9]. 

  Fig. 1에 2-D SWT 변환과정을 도시하 다. 그

림에서 는 역통과 필터를, 는 고역통과 필터

를 각각 나타낸다. 2차원 행렬로 구성되어 있는 

단계의 근사 계수( 기치는 원시자료 임) 의 

행을 역통과 필터 와 컨벌루션하고 이 게 얻

은 행렬의 열을 다시 역통과 필터 와 컨벌루션

하면 단계의 근사 계수 을 얻을 수 있다. 

Fig. 1 Decomposition step of the 2-D SWT.
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의 행을 고역통과 필터 

와 컨벌루션하고 이 게 얻은 행렬의 열을 다시 

고역통과 필터 와 컨벌루션하면 단계의 수

직 상세 계수 
 을 얻을 수 있다.

3. 탄성  자료의 잡음 감쇠

3.1 잡음 감쇠 방법

  웨이 릿 변환을 이용하여 잡음을 감쇠하는 기법

은 신호()에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측정자료

()를 웨이 릿 변환을 통해 웨이 릿 계수(, 

 ,  ,  )를 구하고, 이를 웨이 릿 변환 

역에서 잡음 제거를 한 상세 계수 필터링 과정

을 거쳐 새로운 웨이 릿 계수(′, ′, 
′)를 구한 후 이를 근사 계수()와 함께 역변

환하여 재구성된 신호(′ )를 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  자료의 수평 성분을 강조

하기 하여 웨이 릿 변환에 앞서 트 이스 합

(stacking)을 수행하 으며, 잡음 성분이 포함되

어 있는 상세 계수를 조정하기 하여 문턱값() 

이내의 계수를 0으로 하고 문턱값 이상의 계수를 

문턱값 만큼 작게하는 Soft Threshold (ST) 기법을 

사용하 다. ST를 용하기 의 계수를 라 

할 때, 문턱값 를 용한 후의 계수  ′ 는
 ′   

  ≤

 (5)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문턱값 는 상세 계수의 

표 편차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상세 계

수에 포함되어 있는 상 으로 작은 잡음에 의한 

웨이 릿 계수를 제거하여 잡음이 어든 상태의 

신호로 재구성된다. ST 기법은 문턱값 이상의 계수

를 문턱값 만큼 이지 않는 Hard Threshold (HT)

기법에 비해 사이드 로 와 같은 신호 왜곡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웨이 릿 계수를 이용해 신호를 재구성하기 해

서는 역웨이 릿 변환과정이 필요하며, 이 역시 필

터를 이용한 컨볼루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역웨

이 릿 변환을 한 역통과 재구성 필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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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배열된 역통과 분해 필터()이며, 고역통과 

재구성 필터()는 식(2)로 표 되는 고역통과 분

해 필터를 역배열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

다.

   

        

          (6)

따라서 과   역시 QMF임을 알 수 있다. 

3.2 합성자료의 잡음 감쇠

  Fig.2는 합성자료를 이용한 잡음감쇠 효과를 보

여 다.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않은 원시 자료 (a)

는 3 개의 지층경계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번째 

지층은 단층에 의해 수직으로 분리되어 있다. 

Fig.2(b)에 보이는 지층 단면은 잡음감쇠 효과를 

보기 하여 원시자료에 S/N비가 5인 백색잡음을 

무작 로 포함시킨 것이다.

  Fig.2(c)에 나타낸 지층단면은 Coiflet-3 모웨

이 릿을 이용한 2-D SWT를 과정을 거쳐 잡음을 

감쇠시킨 결과이다. 단층을 보이는 제2 지층의 

앙부와 좌우 경계부를 제외하고는 원시자료와 매우 

유사하게 잡음이 감쇠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불연속 지층에서 신호 왜곡 상이 일부 나타

나는 것은 원시 자료가 수평성분이 우세하기 때문

에 웨이 릿 변환으로 얻은 근사 계수도 수평 인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신호 왜곡 상은 상세 계수

에 용하는 문턱값()을 조정하여 어느 정도 일 

수는 있으나, 이는 잡음 감쇠 효과를 함께 이는 

결과를 래하게 되어 한 문턱값의 설정이 

요하게 된다. 

  잡음이 포함된 합성 자료에서 잡음이 효과 으로 

감쇠되었는지는 Fig.2(d)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

리된 잡음을 도시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분리된 잡음이 무작  값을 보

이는 것은 원시 자료에 무작 로 포함시킨 백색잡

음이 효과 으로 감쇠되었음을 보여 다.

(b) Noisy Image(a) Original Image

(c) De-noised Image (d) Separated Noises

Fig. 2 Comparison of the synthetic seismic image 
and the de-noised image by soft thresholding

3.3 장자료의 잡음 감쇠 

  장자료의 잡음 감쇠에 사용한 탄성  자료는 

Fig.3a와 같다. 평탄한 해 면이 주시 30 msec 

정도에 나타나며, 퇴 층 내에 가스 침투(gas 

seep)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잡음이 주시 

30~60 msec 내의 여러 곳에서 찰된다. 탄성  

단면 하부에는 복반사 상이 간헐 으로 나타나

며, 굵은 자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회 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Fig.3b는 2-D 웨이 릿 변환을 사용해 잡음을 

감쇠시킨 탄성  단면을 보여 다. 웨이 릿 변환

을 하여합성  분석에 사용된 Coiflet-3 웨이

릿을 모웨이 릿으로 사용하 으며, 분해 단계도 

벨 3까지로 설정하 다.

  웨이 릿 계수를 조정함에 있어 식(3)과 같이 주

어지는 ST 기법을 사용하 으며, 원시 자료의 질

과 잡음의 정도, 그리고 재구성된 탄성  단면의 

신호왜곡 정도를 고려하여 수직  각선 상세 계

수의 문턱값을 수평 상세 계수의 문턱값에 비해 5

배 이상 크게 설정하여 탄성  탐사 단면의 수평성

분이 수직  각선 성분에 비해 상 으로 강조

되도록 하 다. 

  원시 자료인 Fig. 3a와 잡음 감쇠 후의 자료인 

Fig. 3b를 비교하여 보면 후자가 자에 비해 

체 으로 잡음이 감쇠되고, 수평성분이 강조되었음

을 볼 수 있다. 잡음 감쇠 과정을 통하여 Fig.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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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①에 나타나는 수  잡음이 Fig. 3b의 ①과 같

이 거의 제거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Fig. 3a의 ②

와 같이 지층 내에 나타나는 가스 침투에 의한 잡

음 역시 상당 분분 제거되었음을 볼 수 있다(Fig. 

3b의 ②). 

(a) Before noise attenuation

(b) After noise tenuation

⑤

④

③

①

①

②

② ③

④

⑤

Fig. 3 Comparison of marine seismic sections: (a) 
Original seismic section, (b) De-noised 
seismic section by 2-D SWT. The numbered 
points are compared each other for noise 
attenuation effect

  그러나  Fig. 3a의 ③과 같이 나타나는 해 면

의 수면에 한 복반사 신호는 감쇠의 정도가 미약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해 면이 거의 수평인데다, 

잡음 감쇠 과정에서 수평 성분을 상 으로 덜 감

쇠시켰기 때문에 주로 수평 성분으로 이루어진 복

반사 신호는 상세 계수의 ST 기법만으로는 효율

으로 제거될 수 없음을 보여 다. 반면에 천해  

해양 탄성 탐사 단면에 주로 수평 으로 나타나는 

복반사 신호는 주변 잡음이 제거됨으로써 오히려 

식별이 용이하게 되는 장 도 있다. 이러한 상은 

Fig. 3a의 ④와 같이 반사 신호  잡음으로 인해 

악하기 힘든 해 면에 한 지층의 반향 가 

Fig. 3b의 ④에서는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층 내

에 반 으로 분포하고 있는 무작  잡음도 Fig. 

3a의 ⑤와 Fig. 3b의 ⑤의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원시 자료에 비해 상당히 감쇠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수평 성분이 훨씬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4. 결  론

  해양 탄성 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무작  

잡음을 제거하고 수평성분을 강조하기 하여 2-D 

웨이 릿 변환을 용하 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트 이스 합된 탄성  자료에 2-D 웨이

릿 변환을 용함으로써 각각의 분해 단계마다 1

개의 근사 계수와 3개의 상세 계수(수평, 수직, 

각선 상세 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이 게 얻은 상세 계수는 근사 계수에 비

해 고주 의 잡음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Soft 

Threshold (ST)기법을 이용해 무작  잡음을 제

거할 수 있었다. 

  셋째, ST 기법을 용함에 있어 수직  각선 

상세 계수에 용하는 문턱 값을 수평 상세 계수에 

용하는 문턱 값에 비해 5배 이상 크게 용함으

로써 역 웨이 릿 변환으로 얻어진 재구성된 탄성

탐사 단면의 수평성분이 수직  각선 성분에 

비해 상 으로 강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넷째, 재구성된 탄성 탐사 단면의 수평성분이 강

조되어 나타남으로써 해수면 는 해 면에 의해 

발생되는 복반사와 반향  신호들 한 주  신호

에 비해 강조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복반사 는 반향 가 지층의 반사 로 오인되어 

지층 해석에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

며, 복반사 는 반향  치를 정확히 악함으로

써 이를 제거하는 알고리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 사용된 2-D 시불변 웨이 릿 

변환은 특정 주 수 역의 신호만 통과 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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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푸리에 변환 기법만으로는 감쇠시키기 힘든 

잡음을 효율 으로 감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2-D 이산 웨이 릿 변환이 갖는 상 변화

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 2-D 웨이 릿 변환을 이용한 다양한 해

양 탄성 탐사 자료분석 방법 개발될 것으로 기

되며, 이는 해  지층구조 해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  기

  본 논문은 동아 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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