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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성파 자료처리 과정에서 겹쌓기는 신호대 잡음비율과 영상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

존의 겹쌓기 방법은 다양한 분포의 잡음과 특이치 잡음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제거하지는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이

치에 강인함을 보이는 중앙값 처리와 다양한 분포의 잡음 제거에 효과적인 국지적 상관을 이용한 가중 겹쌓기법을 결합

하여, 강인하면서도 최적인 가중 겹쌓기법을 소개한다. 제안한 방법을 합성 자료에 적용하여 다양한 분포의 잡음과 특이

치 잡음 모두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강인함, 최적화, 가중 겹쌓기, 잡음제거, CMP 겹쌓기

Abstract: Stacking in seismic process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signal-to-noise ratio and imaging quality

of seismic data. However, the conventional stacking method doesn't remove random noises with various distributions and

outliers up to a satisfactory level. This paper introduces a robust and optimum weighted stack method which shows both

robustness to outlier noises and optimum in removing random noises. This was achieved by combining the robust median

stacking with the optimum weighted stacking using local correlation. Application of the method to synthetic data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is very effective in suppressing random noises with various distributions including outliers.

Keywords: robustness, optimization, weighted stack, noise reduction, CMP stacking

서 론

탄성파 자료처리과정에 있어서 세 가지 핵심 단계인 곱풀기

(deconvolution), 겹쌓기(stacking)과 참반사보정(migration) 중

하나인 겹쌓기는 신호대 잡음비(signal-to-noise ratio, SNR)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Yilmaz, 2001). 전통적인 겹쌓기

는 NMO 보정된 또는 겹쌓기전 참반사보정(prestack mig-

ration)된 자료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수행되는데, 이 방법은 모

든 트레이스들의 잡음이 공간적으로는 무상관(uncorrelated)이

고,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이루며, 시간에 따라 비유

동적(stationary)이며, 같은 크기의 분산을 갖는 경우에만 최적

의 방법이다(Mayne, 1962; Neelamani et al., 2006). 하지만, 일

반적으로 실제 자료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지 못하며,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겹쌓기 기술들이 탄성파 트레이스들을

더하기에 앞서 최적화된 가중치를 구하여 개선하는 방법들로

써 제안되어 왔다.

Robinson (1970)은 잡음을 더 감소시키기 위해 잡음의 분산

에 기초한 가중치를 사용하는 겹쌓기를 제안하였으며,

Schoenberger (1996)는 최적화 방정식을 풀어 가중치를 결정하

고, 이를 이용한 다중 반사파 억제를 위한 최적화된 가중 겹쌓

기를 제안하였다. Neelamani et al. (2006)은 stack-and-denoise

(SAD)라 부르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강화된 겹쌓기를

얻기 위한 탄성파신호의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잡음의 확

률 분포를 추정하여 Trickett (2007)은 겹쌓기에 최대우도추정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을 적용하였다. Rashed (2008)

는 스마트 겹쌓기(smart stacking)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겹쌓

기에 해로운 샘플들을 제외시키고 샘플집단 분포의 중앙부분

에 더 큰 가중을 적용하여 겹쌓기된 신호의 탄성파 신호를 최

적화시키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Liu et al. (2009)은 국지적

상관도(local correlation)를 가중치 결정에 사용하여 겹쌓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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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R을 높이고 인공잡음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상

과 같이 언급한 다수의 방법들 중에서 가장 최근의 방법인 Liu

et al. (2009)이 제안한 방법이 가장 좋은 SNR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u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Liu et al. (2009)의 국지적 상관도를 가중치

결정에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개선하여, 특이치(outlier) 잡음

도 포함한 무작위 잡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이는 국지적 상관도 결정에 필요한 기준 트레이스로 전

통적인 겹쌓기 결과를 사용하는 대신에 트레이스들의 중앙값

을 사용함으로써 수행된다. 다양한 모의자료들의 예에서 개선

된 잡음제거 효과를 보여준다.

가중 겹쌓기(Weighted Stacking)

탄성파 트레이스들의 집합을 하나의 트레이스로 결합하는

문제를 탄성파 자료처리에서 일반적으로 겹쌓기라고 부른다.

이 처리는 무작위 잡음을 감쇠시키고 일관된 신호는 증폭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겹쌓기된 트레이스는 CMP

자료의 트레이스들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추정하

게 된다(Mayne, 1962):

j = (1,2,3, ..., M),  (1)

여기에서 N은 겹쌓기의 겹수(fold)를, ai,j(t)는 j-번째 CMP 자

료의 i-번째 트레이스의 시간 t에서의 표본 값을 말한다. 이러

한 기법은 의 최적의 비편향(unbiased) 추정을 제공한다.

Robinson (1970)은 탄성파 자료의 가중 겹쌓기(weighted

stacking)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j = (1,2,3, ..., M),  (2)

여기에서 는 j-번째 CMP자료의 i-번째 트레이스의

가중치를 나타내며 잡음의 분산( )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지

만 실제로 신뢰할 만한 잡음의 분산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Neelamani et al. (2006)은 LMO (leave-me-out)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잡음의 분산을 추정하였다. LMO 방법

에서는 주어진 자료의 모든 트레이스에 걸쳐서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는 신호가 이상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Liu et al.

(2009)은 시간에 따라 부드럽게 변화하는 국지적 상관도(local

correlation)를 겹쌓기의 가중치로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다른

어떤 가중겹쌓기 방법들 보다도 더 좋은 SNR 결과를 보임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좀 더 개선하여 특이치

잡음에도 강인한 최적의 가중겹쌓기 방법을 제안한다. 

Liu et al. (2009)이 제안한 최적의 가중 겹쌓기방법의 핵심

은 가중치로 사용된 시간에 따라 부드럽게 변하는 국지적 상

관도의 계산이며, 이는 Fomel이 제안한 형태 균등화(shaping

regularization) (Fomel, 2007a, 2007b)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

다. 임의의 두 신호간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일

반적으로 국지적 속성이 아닌 전체 신호에 대한 상관도이며,

국지적인 속성 추출을 위한 작은 움직이는-창(sliding-window)

을 사용한 상관계수계산 방법에서도 추가적인 다양한 매개변

수의 필요성 및 얇은 층의 특징을 추출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에 비해서, Fomel (2007b)은 국지적인 상관도의 국지성과

부드러움을 조절하기 위해서 형태 균등화(shaping regularization)

(Fomel, 2007a)를 제안하였고, 이러한 국지적 상관도는 다성분

탄성파 영상 등록(multicomponent seismic image registration)

(Fomel et al., 2005, Fomel, 2007a), 시간지연 영상 등록(time-

lapse image registration) (Fomel and Jin, 2007)과 최적의 가중

겹쌓기(Lui et al., 2009)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두 개의 이산신호(discrete signal) ai와 bi의 상관계수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되며

(3)

여기에서 N은 신호의 길이를 나타낸다. 식 (3)으로 주어지는

상관계수는 선형대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최소제곱

역산 해, γ1과 γ2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γ1 = γ1γ2, (4)

(5)

(6)

여기에서 a와 b는 ai와 bi의 벡터 표현이다. A와 B를 a와 b

를 대각성분으로 하는 행렬이라 하면, 식 (5)와 (6)을 국지화

하는 것은 역산에 정규화(regularization)를 추가하는 것과 같다.

이때 형태 정규화(shaping regularization) (Fomel, 2007b)를

사용하면, γ1과 γ2는 백터 c1과 c2로 바꾸며 다음과 같이 변형

된다.

 (7)

 (8)

여기에서, λ는 연산자 A와 B의 상대적 가중치를 조절하며, S

는 크기 조절이 가능한 가우시안 스무딩과 같은 형태 연산자

이다. 이때 백터 c1과 c2 사이의 성분별 곱이 국지적 상관도를

정의하며, 국지적 상관도는 두 신호간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

게 된다. 

탄성파 겹쌓기에서 필요한 국지적 상관도는 기준트레이스와

CMP 자료의 트레이스들과 유사한 정도이며, 이를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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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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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스는 NMO보정된 CMP 자료를 동일 가중으로 겹쌓기

함으로써 얻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기준 트레이스와 NMO보

정된 CMP자료와의 국지적 상관계수를 형태 균등화(Formel,

2007b)를 사용하여 식 (7)과 (8)을 풀어 계산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유연한 문턱값 처리(soft thresholding) (Donoho, 1995)

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는 CMP자료에 국지적 상관을 사용하

여 가중 겹쌓기를 적용 최종 겹쌓기된 트레이스를 얻게 된다.

수학적으로는 식 (2)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한다.

j = (1,2,3, ..., M), (9)

(10)

여기에서 ε는 문턱값을 말하며, 로 주어지는

j-번째 CMP자료의 가중들의 총 합에 해당되고, Hj(t)는

에 해당하는 표본의 개수를 는 j-번째 CMP자

료의 i-번째 겹쌓기전 트레이스와 기준 트레이스와의 국지적

상관도를 각각 나타낸다. 국지적 상관도 는 식 (7)과 (8)

을 사용하여 형태 균등화를 사용한 역산으로 계산하게 된다.

기준 트레이스는 주어진 CMP자료의 모든 트레이스들의 평균

을 구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방법의 성공은 국지적 상관의 정확도에 달렸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기준 트레이스의 정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

다. CMP자료에 특이치 잡음이 없다면 일반적인 겹쌓기가 충

분히 정확한 기준 트레이스를 제공해 줄 것이지만, 만약에 특

이치 잡음이 문제가 되는 자료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기준 트레이스로 일반 겹쌓기보다는 중앙값(median

value)을 기준 트레이스로 제안한다. 중앙값을 이용한 겹쌓기

결과는 일반적인 겹쌓기와는 무작위 잡음제거에서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지만, 특이치 잡음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인함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CMP 자료에 존재하는 잡음에는 다양한

분포 특성을 보이는 잡음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 일부는 특이

치 잡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잡음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억

제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국지적 상관을 가중치로 이용한 겹쌓기 기법

을 상관도를 구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겹쌓기를 기준 트레이스

로 사용한 경우와 중앙값 겹쌓기를 기준 트레이스로 사용한

경우를 다양한 모의 자료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여준다. 

실 험

제안된 방법을 모의 및 실제 자료로 설명하기 위해서 2가지

예에 대하여 적용해 보았다. 첫째 예는 5개의 트레이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정적보정(static correction)이 잘못되어 위쪽으

로 시간-이동된(time-shifted) 트레이스 하나를 갖는 간단한 경

우이다. 신호에서의 가장 큰 값은 1이며, 트레이스들에게

N(μ,σ) = N(0,0.01)의 분포를 갖는 가우시안 무작위 잡음과 첫

aj t( ) = 
1

KjHj t( )
----------------  

i 1=

N

∑wi j, ai j, t( ),  

wi j, t( ) = 
ηi j, t( ) ε,   – ηi j, ε≥
0, ηi j, ε≤⎩

⎨
⎧

Kj =  
t 0=

t

∑  
i 0=

N

∑wi j, t( )

wi j, ai j, t( ) 0≠ ηi j, t( )

ηi j, t( )

Fig. 1. Simple stacking test with five-fold gather. (a) Prestack gather. (b) Conventional equal-weight stacking method. (c) Weight used in

local-correlation weighted stacking. (d) Mean stacking based local-correlation weighted stacking. (e) Median stacking method. (f) Weighted

used local-correlation weighted stacking. (g) Median stacking based local-correlation weighted st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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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와 세 번째 트레이스에 각각 둘과 하나의 크기 1인 송곳

파를 더 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대하여 두 가지 가중 겹쌓기

방법의 결과를 사용된 가중과 그 가중을 구하는데 사용한 기

준 트레이스들과 함께 Fig. 1에 보여주고 있다. 

동등한 가중을 사용하는 겹쌓기의 결과(Fig. 1(b))에서 첫째

트레이스의 시간-이동 때문에 파형의 위쪽 부분이 왜곡된 것

과 특이치 잡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스파이크들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기준 트레이스로 삼아

국지적 상관에 기초한 가중치(Fig. 1(c))에서 시간 위치가 일치

하지 않는 첫 번째 트레이스의 신호 위치에서는 낮은 가중치

가, 다른 트레이스들에서는 탄성파 신호 위치에서의 높은 값과

아울러서 특이치 잡음 위치에서도 높은 값의 가중치가 얻어짐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중치를 사용한 결과(Fig 1(d)), 신

호의 대칭성이 유지되며 대부분의 잡음들은 기존의 동등한 가

중 겹쌓기의 결과(Fig. 1(b))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잘 제거 되

었으나, 특이치 잡음들은 제거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

하여 중앙값 겹쌓기(Fig. 1(e))은 대부분의 잡음제거 수준은 동

등한 가중을 사용한 겹쌓기와 유사하나, 특이치 잡음은 완벽하

게 제거하는 강인한 면모를 보인다. 이를 기준 트레이스로 삼

아 구한 국지적 상관(Fig. 1(f))에서도 특이치 잡음이 위치한

곳에 대한 가중치가 확연히 낮게 계산되어 가중 겹쌓기에서의

특이치 잡음 억제를 예상 할 수 있으며, 그 결과(Fig. 1(g))가

더 나은 잡음제거의 효용성을 확증해 주고 있다. 

두 방법의 결과로부터, 동등가중 겹쌓기를 기준 트레이스로

사용한 방법과 중앙값 겹쌓기를 기준 트레이스로 사용한 방법

모두 대부분의 무작위 잡음제거에 효과적이며 신호 상부의 왜

곡 수정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중앙값 겹쌓기를

사용한 방법이 추가로 특이치 잡음도 효과적으로 제거함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방법들의 잡음제거 효과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

서 잡음 없는 트레이스들에 대하여 동일가중 겹쌓기를 수행하

여 신호 트레이스를 얻었다. 따라서 j-번째 CMP의 신호대잡음

비(SNR)는 다음과 같이 추정 될 수 있다.

Fig. 2. Three common-shot gathers from synthetic data set using

Kirchhoff method.

Fig. 3. (a) One CMP gather from synthetic data set. (b) NMO-corrected gather with muting applied. (c) Result of conventional equal-weight

stacking. (d) Result of equal-weight stacking based local-correlation weighted stacking. (e) Result of median stacking based local-correlation

weighted st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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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는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 겹쌓기 결과 트

레이스이다. 간단한 예인 첫 번째 실험에서 동등가중 겹쌓기의

SNR은 5.8 dB이고, 이를 이용한 최적 가중 겹쌓기의 SNR은

9.5 dB가지며, 중앙값 겹쌓기의 SNR은 6.3 dB이고, 이를 이용

한 최적가중 겹쌓기의 SNR은 13.4 dB로 SNR이 크게 개선됨

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예는 네 개의 반사면을 갖는 2D 모의자료이며,

Kirchhoff 방법으로 모델링하였다. 자료에서 가장 큰 값의 크

기가 1이며, 트레이스들에게 N(μ,σ) = N(0,0.1)의 분포를 갖는

가우시안 무작위 잡음과 각각의 공통 송신자료에 약 10개 내

외의 크기 1인 스파이크들이 특이치 잡음의 형태로 더해졌다.

Fig. 2에 대표적인 3개의 공통송신자료가 보여지고 있다. Fig.

3에서는 하나의 CMP 자료(Fig. 3(a))와 NMO보정후 뮤팅

(muting)이 적용된 결과(Fig. 3(b)), 그리고 전통적인 겹쌓기

(Fig. 3(c)), 동등가중 겹쌓기에 기초한 가중 겹쌓기(Fig. 3(d)),

중앙값 겹쌓기에 기초한 가중 겹쌓기(Fig. 3(e))의 결과가 각각

보여지고 있다. 두 방법의 결과(Fig. 3(d)와 3(e))를 전통적인

겹쌓기의 결과(Fig. 3(c))와 비교해보면 월등히 좋은 잡음제거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든 CMP자료에 대한 겹쌓기 단면이 Fig. 4에 보여

지고 있다. 겹쌓기 단면에서는 전통적인 겹쌓기의 결과(Fig.

4(a))가 중위값 겹쌓기의 결과(Fig. 4(b))에 비해서 다소 잡음이

더 잘 제거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앞에서의 단순한 경우의 결

과와 마찬가지로, 국지적 상관을 이용한 가중 겹쌓기의 결과

(Fig. 4(c)와 4(d))들이 월등히 좋은 잡음제거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고, 동등가중 겹쌓기에 기초한 가중 겹쌓기의 결과(Fig.

4(c))보다도 중앙값가중 겹쌓기에 기초한 가중 겹쌓기의 결과

(Fig. 4(d))가 좀 더 선명하며, 연속성도 더 좋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서 중앙값 가중 겹쌓기에 기초한

가중 겹쌓기의 결과에 보여지고 있는 반사면의 수평적 연장의

길이가 짧게 나타나는 이유는 적용된 뮤팅의 영향으로 이른

시간대 많은 트레이스들이 지워져서 중앙값 또한 0값을 갖는

신호가 선택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며, 후기 시간대에 뮤팅의 영

향이 소멸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

을 구현할 때 뮤팅 구간 이외의 영역만을 중앙값처리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도록 한다면 이른 시간대에 자료가 사라지는 것

을 막을 수도 있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지적 상관을 사용한 가중 겹쌓기의 방법을

개선할 방법을 소개하였다. 기존의 국지적 상관의 계산에서는

동등가중을 사용한 겹쌓기의 결과를 기초 트레이스로 삼아 다

른 모든 트레이스들과의 국지적 상관을 얻게 된다. 이 때 겹쌓

기전 자료에 특이치 잡음이 존재하면 그 영향이 국지적 상관

의 계산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중앙값 겹쌓기의 결

과를 기초 트레이스로 사용하게 되면 특이치 잡음의 영향이

배제된 국지적 상관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한 가중 겹쌓

기 또한 특이치 잡음의 효과까지 배제한 강인하면서도 최적의

가중 겹쌓기 결과를 얻게 된다. 모의 자료에 대한 실험결과에

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중앙값에 기초한 가중 겹쌓기의 결과

가 기존의 방법보다도 추가적인 특이치 잡음제거에 효과적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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