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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5 kHz 또는 첩(chirp) 천부해저 지층탐사는 해양지질 조사나 엔지니어링 탐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의 너울은 탐사자료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이와 같은 너울의 영향을 보정함으로써 연속성이 향상된 탐사자료를

얻을 수 있다. 정확한 해저면의 위치 선정은 너울영향 보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원자료와 이를 엔벨로프 또

는 에너지비율자료로 변형시킨 자료들에 대해 최대 진폭값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해저면 위

치 선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파도의 잡음으로 인하여 해저면 신호가 분명하지 않은 품질이 낮은 자료에서는 개별 트레

이스에서의 자동적인 해저면 위치 선정이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 트레이스에서 구한 해저면 평균값을 고려하여 해

저면 선정범위 내에서 해저면을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 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를 보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품질이 낮은 자료의 해저면 선정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개별 트레이스에서 해저면을 선정할 때

에는 에너지비율자료를 사용한 경우에 오류가 가장 적었으며, 이전 트레이스 해저면 평균값을 고려하는 방법에서는 원자

료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 보정결과가 비교적 양호하였다.

주요어: 천부지층탐사, 해저면 위치 선정, 너울영향 보정, 에너지비율자료

Abstract: A 3.5 kHz or chirp sub-bottom profiling survey is widely used in the marine geological and engineering

purpose exploration. However, swells in the sea degrade the quality of the survey data. The horizontal continuity of

profiler data can be enhanced and the quality can be improved by correcting the influence of the swell. Accurate detection

of sea bottom location is important in correcting the swell effect. In this study, we tried to pick sea bottom locations

by finding the position of crossing a threshold of the maximum value for the raw data and transformed data of envelope

or energy ratio. However, in case of the low-quality data where the sea bottom signals are not clear due to sea wave

noise, automatic sea bottom detection at the individual traces was not successful. We corrected the mispicks for the low

quality data and obtained satisfactory results by picking a sea bottom within a range considering the previous average

of sea bottom, and excluding unreliable big-difference picks. In case of trace by trace picking, fewest mispicks were

found when using energy ratio data. In case of picking considering the previous average, the correction result was

relatively satisfactory when using raw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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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 m ~ 수십 m 깊이의 천부 해저지층을 파악하기 위하여

3.5 kHz 또는 첩(chirp) 천부지층탐사(sub-bottom profiling)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탐사는 해상에서 수행되므로

파도 또는 너울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

된다. 천부 해저지층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너울의 영향을 보정하여 줌으로써 단면도에서 지층의 연속성

을 높이고 해양 탐사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초기의 천부지층탐사는 아날로그방식으로 수행되어, 이러한

너울영향 제거를 위하여 아날로그 너울필터(swell filter)가 사

용되기도 하였다(Geyer, 1983).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천부

지층탐사자료의 디지털 취득 및 처리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

되었다(Lericolais et al., 1990; McGee, 1995; Lee et al., 1996;

Quinn et al., 1998; Lee et al., 2004). 탐사자료가 디지털로 취

득됨에 따라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를 디지털로 취득하고

전산처리를 통하여 너울영향을 제거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Lee et al., 2002). 또한, 고해상 탐사자료에 자동적인 해저면

선정을 이용한 보정 연구가 수행되었으며(Kim et al., 2003;

Kim and Kim, 2005), 이러한 너울영향 보정을 통하여 고해상

탐사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다(Gutowski

et al., 2002; Lee et al., 2004; Müller et al., 2009; Lee et al.,

2014). Lee et al. (2013)은 8채널 고해상 에어건 탐사 및 3.5

kHz 천부지층탐사 현장자료에 대한 너울영향 보정 연구를 수

행하여 너울영향 보정을 통하여 자료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

음을 보였다. 그러나 자료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저면 선정이

어려우므로 해저면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동 초동 선정은 천부지층탐사자료의 해저면 위치 선정뿐

만 아니라 토모그래피, 굴절법 탐사 또는 미소 탄성파(micro-

seismic) 탐사(Wong et al., 2009; Akram, 2011; Rodriguez,

2011; Sabbione and Velis, 2013)에서 초동을 구하는 경우 등

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Sabbione and Velis (2010)는 에너지 비

율을 이용하는 Coppens (1985)의 방법을 변형시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Chen and Stewart (2006)와 Song et al. (2013)은 안

정적인 값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윈도우를 사용하였다.

Lee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해저면 위치 선정에 원자료, 엔

벨로프자료를 사용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저면 신호의 진폭이 강하고 에너지의 변

화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비율이 큰 위치

를 찾는 STA/LTA (short term average/long term average) 비

율 방법(Allen, 1978; Wong et al., 2009)을 추가로 사용하여

현장자료에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해저면 신호가 양호한

경우와 약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트레이스별로 해저면 위치선

정 방법을 적용하는 한편, 이전에 구한 값의 평균을 고려하여

위치선정을 시도함으로써 파도 잡음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된

자료에서 해저면 위치 선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찾

아보고자 한다. 

현장 탐사 자료

너울영향 보정에 사용한 자료는 여수근해(Fig. 1의 A-A'와

B-B' 측선)에서 기존에 취득한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이며,

자료취득변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탐사장비는 음원과 수

신장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트랜스듀서(transducer)와 트

랜시버(tranceiver)로 구성된다. 3.5 kHz 천부지층탐사 디지털

자료는 A/D (analog-to-digital) 변환기를 장착한 PC기반의

KDAPS (KIGAM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System)로 기록하

였다. 발파시간간격은 0.5 s의 등시간 간격이다. 탐사속도를 ~9

km/hour (~5 knots)로 유지하여 발파간격은 ~1.25 m이다. 자

료추출간격은 0.05 ms, 기록시간은 0.25 s이다. 해저면 선정에

사용한 자료 A-A'는 발파번호(shot point:SP) 6501 ~ 7500 구

간, B-B'는 SP 31001 ~ 32000 구간으로 측선 길이는 두 측선

모두 약 1,250 m이다.

Fig. 1. Location map of 3.5 kHz sub-bottom profiling survey.

Table 1. Data acquisition parameters of 3.5 kHz sub-bottom

profiling survey.

Source/Receiver GeoAcoustics SBP

Survey vessel Tamhae II

Line A-A', B-B'

Area Off Yeosu

Shot interval 0.5 s

Recording instrument *KDAPS

Sampling interval 0.05 ms

Record length 0.25 s

*KDAPS: KIGAM Data Acquisition and Proc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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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해저면 위치 선정을 위한 

기본전산처리 및 자료변환

대용량인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의 해저면 위치 선정은

전산처리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산처리와 해저면 선정

이 용이하도록 신호의 변환작업이 필요하다. 

기본전산처리

기본적인 전산처리에는 진폭 보정과 필터링이 포함된다. 진

폭보정을 통하여 진폭이 강한 초기의 신호는 약화시키고, 후기

의 해저면 신호는 강화시킬 수 있으며, 필터링을 통하여 저주

파 및 고주파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Fig. 2에는 원자료(Fig.

2a)와 기본전산처리를 수행한 자료(Fig. 2b)를 나타내었으며

자료처리변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진폭보정 과정에서는

탄성파의 구형발산(spherical divergence) 효과와 흡수

(absorption) 효과를 보상하여 깊은 심도에서 반사되는 반사파

의 약한 신호의 진폭을 증폭시켜 준다. 구형발산에 의한 진폭

은 시간에 반비례하며 흡수에 의한 손실은 시간에 대한 지수

함수형으로 표시되므로 이들을 보상하기 위한 이득함수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여기서 t는 탄성파 도달시간, A

는 흡수에 대한 보상요소, B는 구형발산에 대한 보상요소, C

는 일정한 양의 이득을 전체 트레이스에 가감하는 역할을 하

는 요소이다. 본 자료처리에서는 A는 0.0, B는 0.1, C는 60을

사용하였다. 또한 대역필터링은 자료의 주주파수가 3.5 kHz이

므로 1500-3000-4000-8000 Hz의 사다리꼴 대역 필터를 사용

하여 수행하였다. 이 결과는 Lee et al. (2013)에 나타낸 결과

와 유사하다.

효율적인 해저면 위치 선정을 위한 자료 변환

탐사자료로부터 해저면의 위치를 자동적으로 찾아내기 위하

여 기본전산처리만 수행한 원자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해저면

선정이 용이하도록 변형시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Lee et al.

(2013)은 원자료, 엔벨로프자료 또는 상호상관을 수행한 자료

를 사용하여 해저면 위치를 선정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번 연구에서는 Lee et al. (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원자료,

엔벨로프자료를 사용하는 한편, 해저면 신호의 진폭이 강하고

에너지의 변화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비율

이 큰 위치를 찾는 STA/LTA 비율 방법(Allen, 1978; Wong et

al., 2009)을 추가로 여수에서 취득한 현장자료에 적용하여 보

았다.

원자료에서 직접 해저면 위치 선정

기본전산처리를 수행한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해저면 위

치 선정 과정은 Fig. 3a와 3b에 나타내었으며, 이 경우는 매 트

레이스에서 최대진폭을 구하고 최대진폭의 80% 기준으로 처

음 만나는 지점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해저면 위

치는 기준을 넘는 지점의 바로 직전 샘플의 위치로 하였다.

Fig. 3에는 최대값을 초록색 수평선으로 나타내었으며, 최대값

의 80% 진폭을 빨간색 수평선으로 나타내었다. Fig. 3a에는

해저면 위치를 정상적으로 선정한 경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Fig. 3b에는 해저면 하부 지층에서 해저면 신호보다 강한 반사

신호가 나타나므로 최대 진폭의 80% 기준으로는 해저면 위치

를 찾지 못하고 하부 지층의 위치를 해저면으로 잘못 선정한

경우를 나타내었다.

엔벨로프 자료로 변환

Fig. 3c와 3d는 엔벨로프자료로부터 해저면의 위치를 선정하

는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원자료와 엔벨로프자료를 함께 나타

내었다. i번째 원자료를 xi라 하고 그 힐버트 변환(Hilbert

transform)을 라 할때, 엔벨로프 Envi는 식 (1)과 같다

(Kanasewich, 1981; Sabbione and Velis, 2013). 이 경우도 최

대진폭의 80% 기준을 넘는 첫 번째 지점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x̃i

Fig. 2. Result of basic data processing of 3.5 kHz sub-bottom

profiler (SBP) data. Processing includes gain recovery and band-

pass filtering. (a) Before basic data processing. (b) After basic data

processing.

Table 2. Processing parameters of 3.5 kHz sub-bottom profiling data.

Processing procedure Processing parameters

Gain recovery (A, B, C) Gain (db) = A⋅t + B⋅20⋅log(t) + C
A: coefficient for absorption, B: coefficient for spherical divergence, C: constant gain

A = 0, B = 0.1, C = 60

Frequency filtering (trapezoid band (Hz)) 1500, 3000, 4000,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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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g. 3c에는 해저면 위치를 정상적으로 선정한 경우를 나타내

었으며, Fig. 3d에는 해저면 하부의 강한 반사신호로 인하여

최대 진폭의 80% 기준으로는 해저면 위치를 찾지 못하고 하

부 지층의 위치를 해저면으로 잘못 선정한 경우를 나타내었다.

STA/LTA 에너지비율자료로 변환

Fig. 3e는 STA/LTA 비율자료로부터 해저면의 위치를 선정

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원자료와 STA/LTA 비율자료를 함

께 나타내었다. i번째 원자료를 xi라 하고, STA/LTA 비율 ri는

식 (2)와 같다(Allen, 1978; Wong et al., 2009). 

Envi = xi

2
x̃i

2
+

Fig. 3. Sea bottom detection using trace by trace picking for the raw, envelop and STA/LTA ratio 3.5 kHz SBP data. (a) Threshold detection

of the raw input data. (b) Mispick example of the raw data. (c) Threshold detection of the envelope data. (d) Mispick example of the envelope

data. (e) Threshold detection of the STA/LTA ratio data. A green solid line represents a maximum level of the signal and the red solid line

represents an 80% level of the maximum value of th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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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 (short − term average) = ,

LTA (long − term average) = ,

ri (STA/LTA ratio) = (2)

이때 STA와 LTA 구간의 길이 ns와 nl은 ns = 20, nl = 200으

로 하였다. 이는 시간 구간으로 각각 1 ms 및 10 ms에 해당

한다. 이 경우도 최대진폭의 80% 기준을 넘는 첫 번째 지점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때 사용한 원자료는 Fig. 3b

와 3d에 나타낸 것과 동일한 자료이다. 그러나 Fig. 3b와 3d의

결과와는 달리 해저면 위치를 정상적으로 찾았음을 보여준다.

해저면 신호가 약한 자료에서 해저면 위치 선정

해저면 신호가 양호한 자료에서 위치 선정

해저면에서 반사된 신호는 대체로 진폭이 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진폭이 가장 큰 신호를 선정하거나, Fig. 3a, 3c 및 3e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대값의 일정한 비율 기준 이상의 값을

갖는 첫 번째 위치를 찾으면 된다. 우선 이와 같이 양호한 자

료로부터의 해저면 선정의 경우를 Fig. 4a에 나타내었다. 그러

나 해저면 하부에 강한 반사면이 존재하여 해저면 신호의 진

폭보다 더 큰 경우도 종종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에 하부 반사

면을 해저면으로 결정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부에 강한 반사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Fig. 4b에 나타낸 바

와 같이 최대 진폭값을 고려하여 50 ~ 80% 이상의 진폭이 나

타나는 첫 번째 만나는(Fig. 4b의 1st cross) 위치를 찾으면 해

저면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다. Fig. 5에는 최대진폭

의 60 ~ 90%의 진폭을 기준으로 한 해저면 위치선정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70 ~ 80%의 경우가 양호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80%를 해저면 위치선정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해저면 신호가 약한 자료에서 이전 평균을 고려한 위치 선정

위의 Fig. 4a 및 4b의 2가지 경우는 최대값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 보다 큰 진폭을 갖는 첫 번째 위치를 해저

면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Fig. 4c 및 4d와 같이 처음 만나는

(1st cross) 지점이 해저면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저면

이전의 잡음을 해저면으로 선정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저면의 위치를 찾을 때 이전에서 구한 해

저면 위치들의 평균값을 참고하여 해저면 선정범위(sea

bottom detection range:SBDR)를 설정하고(Fig. 4), 이 범위 안

에서 해저면을 선정함으로써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Fig. 4c

는 최대값이 해저면 하부에서 나타나는 경우이고 Fig. 4d는 최

대값이 해저면 이전의 잡음에서 나타나는 경우인데, 두 경우

모두 해저면 선정범위에서 두 번째 만나는(2nd cross) 지점을

선정함으로써 해저면을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다. 

한편, Fig. 3b 및 3d와 같이 해저면 신호가 약하고 하부의

신호가 매우 강한 경우에, 최대진폭 대비 기준값 이상으로 만

나는 지점이 해저면 선정범위에 없는 경우에는 해저면을 찾지

못하게 된다(Fig. 4e).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이전 평균을 고

려하여 해저면 선정 윈도우(sea bottom detection window:

SBDW)를 Fig. 6의 핑크색 구간처럼 좁게 설정하여 최대 진폭

의 80% 이상인 위치를 찾는다면 해저면 선정범위(Fig. 6의 연

한 갈색) 내에서 정상적으로 해저면을 찾을 수 있다. Fig. 4와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해저면 선정 윈도우(SBDW)는 최

대값과 이 값의 일정기준보다 큰 봉우리(peak)들을 찾는 범위

를 말하며 해저면 선정범위(SBDR) 보다 크게 설정하였다. 물

의 속도를 1,500 m/s로 가정하고 최대 파고의 높이를 3 m로

가정하면 해저면의 위치가 4 ms 범위에서 변하게 된다. 이 연

1

ns
-----  

j i ns–=

i

∑ xj

2

1

nl
----  

j i nl–=

i

∑ xj

2

STA

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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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a bottom detection for a seismic trace including strong sea bottom or subsurface reflector signal. (a) Strong sea bottom signal. (b)

Strong subsurface reflector. (c) Noise before sea bottom. (d) Strong noise before sea bottom. (e) Weak sea bottom and strong subsurface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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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해저면 선정범위는 이전 평균 해저면 위치에서 +/− 2

ms, 즉 +/− 40 샘플로 하였다.

품질이 낮은 자료에서 해저면 위치 선정이 어려운 경우

Fig. 4e와 같이 해저면 선정 윈도우(SBDW)를 좁게 하여도

만나는 지점이 해저면 선정범위(SBDR)에 없는 경우에는 해저

면 찾기가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값을 0으로 하

였다. 

또한, 평균값을 고려하여 해저면을 결정할 때는 해저면 자료

가 양호한 상태에서 해저면 선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

태에서 가능하나, 해저면의 위치를 해저면 선정 구간 범위 내

에서 정상적으로 찾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 구간에 잡음이 포

Fig. 5. Sea bottom detection results using different threshold for the 3.5 kHz SBP raw data with good sea bottom signal. Trace by trace

picking was used. (a) Detection results using 70 (red) and 80 (green)% threshold. (b) Detection results using 60 (blue) and 90 (orange)%

threshold. (c) Correction result using 60% threshold. (d) Correction result using 70% threshold. (e) Correction result using 80% threshold. (f)

Correction result using 90%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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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자료에서는 잡음의 위치를 해저면으로 잘못 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잡음으로부터 잘못 결정된 해저면 수심값이 평균

값을 산정할 때 포함되면, 평균값이 부정확하게 되므로, 이후

의 자료에서 평균값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해저면 위치 값이 이전에서 구한 해저면 평균값과 큰

차이가 나면서, 바로 이전의 해저면 위치와도 큰 차이가 나타

나게 되는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으므로 보정값을 0으로 하였

으며, 해저면 평균값을 구할 때에도 제외하였다. 

한편, 품질이 낮은 자료 또는 구간에서는 잡음으로부터 결정

된 불량한 해저면 위치의 영향으로 해저면 평균값이 정상적인

해저면을 벗어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해저면 찾기에 실패한 경우 또는 결정된 값

이 이전 값과 큰 차이가 나서 보정값을 0으로 한 경우와 같이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해저면 선정범위 내에서 첫 번째

만나는 지점 대신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

함으로써 불량 구간에서 평균값이 벗어나는 오류를 방지하

였다.

해저면 너울영향 보정을 위한 평균값 추정 방법

결정된 해저면 수심값에는 너울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평균값을 계산하고 평균값과의 차이를 보정

하여 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탐사 중에 실시간으로 보정을

수행할 경우나 자료처리시에 자료를 읽어가며 즉시 보정을 할

경우에는, 현재 트레이스 이전에서 결정된 수심값 들을 사용하

여 평균값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평탄한 해저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는 평균 수심값이 이전

트레이스의 수심값이 되어 해저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해저면 경사를 고려한 현 위치 트

레이스의 수심을 예측하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Lee et al.

(2013)에서 사용한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를 방법을 이용

하여 현위치 트레이스에서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연구지역의 수심이 완만하여 현재 트레이스와 이전 80개

트레이스를 사용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3.5 kHz 천부지층탐사 현장자료에 적용 결과

해저면 신호가 양호한 자료에 대한 트레이스별 위치 선정

현장에서 취득한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 중 해저면 신호

가 비교적 양호한 자료(Fig. 1의 A-A' 구간)에 대해 너울영향

보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Fig. 4a 또는 4b에 해당하

는 자료로 최대값의 80%를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해저면 선정

은 원자료, 엔벨로프자료와 에너지비율자료 3가지 자료에 대

해 각 트레이스별로 수행하였다. Fig. 7a에는 너울영향 보정

전의 자료와 이 원자료에서 구한 해저면 위치를 빨간색으로

함께 나타내었다. Fig. 7b에는 해저면 위치의 평균값을 구하여

그 차이로 부터 너울영향을 보정하여 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7c에는 엔벨로프자료에서 구한 해저면 위치를 초록색으로

나타내었으며, Fig. 7d에는 보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7e에

는 에너지비율자료에서 구한 해저면 위치를 파란색으로 나타

내었으며, Fig. 7f에는 보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7의 Fig.

7b, 7d와 7e를 비교하면 3가지 모두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나,

원자료에서 직접 구한 Fig. 7b의 경우가 해저면의 연속성이 비

교적 우수하였다.

Fig. 6. Sea bottom detection using previous average (cyan color) and sea bottom detection range (SBDR) for the raw and envelop 3.5 kHz

SBP data. Light brown color shows SBDR. Pink color shows SBD window to find peaks. (a) Threshold detection within SBDR of the raw

input data. (b) Threshold detection within SBDR of the envelop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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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신호가 약한 자료에 대한 트레이스별 위치 선정 

현장에서 취득한 3.5 kHz 천부지층탐사자료 중 해저면 신호

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료(Fig. 1의 B-B' 구간)에 대해 너울영

향 보정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Fig. 4c 또는 4d에 해당

하는 자료로 최대값의 80%를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해저면 선

정은 원자료, 엔벨로프자료와 에너지비율자료 3가지 자료에

대해 각각 트레이스별로 수행하였다. Fig. 8a에는 너울영향보

정 전의 자료와 이 원자료에서 구한 해저면 위치를 빨간색으

로 함께 나타내었다. Fig. 8b에는 엔벨로프자료에서 구한 해저

면 위치를 초록색으로 나타내었다. Fig. 8c에는 에너지비율자

료에서 구한 해저면 위치를 파란색으로 나타내었으며, Fig. 8d

에는 보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해저면 신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Fig. 7. Sea bottom detection using trace by trace picking for the 3.5 kHz SBP data with good sea bottom signal. Picking threshold is 80%.

(a) Detection result for the raw data. (b) Correction result for the raw data. (c) Detection result for the envelope data. (d) Correction result

for the envelope data. (e) Detection result for the STA/LTA energy ratio data. (f) Correction result for the STA/LTA energy rati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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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하여 개별 트레이스에 대해 3가지 형태의 자료로부

터 구한 해저면 위치들은 원자료와 엔벨로프자료에서는 해저

면이 아닌 하부의 지층을 찾은 경우가 많았다(Fig. 8). 이러한

결과는 Fig. 3b와 3d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해저면 신호의 진폭

이 작기 때문이다. 한편 에너지비율자료에서 구한 Fig. 8c의

경우에는 해저면을 잘 찾았으며, 보정 결과인 Fig. 8d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비교적 연속성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해저면 신호가 약한 자료에서 개별 트레이스에 대한 해저면

위치를 선정할 때는 에너지 비율로 변환시킨 자료를 사용함으

로써 효율적인 선정이 가능하였다.

해저면 신호가 약한 자료에 대한 이전 평균을 고려한 위치 선정 

이번에는 해저면 신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료(Fig. 1의 B-

B' 구간)에 대해 이전 평균값을 사용하여 해저면 선정범위를

구하고 이 범위 내에서 해저면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

하여 너울영향 보정을 수행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Fig. 8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원자료, 엔벨로프자료 및 에너지비율자료

이다. Fig. 9a에는 너울영향 보정 전의 자료와 이 원자료에서

Fig. 8. Sea bottom detection using trace by trace picking for the 3.5 kHz SBP data with weak sea bottom signal. (a) Detection result for the

raw data. (b) Detection result for the envelope data. (c) Detection result for the STA/LTA energy ratio data. (d) Correction result for the STA/

LTA energy rati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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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해저면 위치를 빨간색으로 함께 나타내었다. Fig. 9b에는

해저면 위치의 평균값을 구하여 그 차이로부터 너울영향을 보

정하여 준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9c에는 엔벨로프자료에서

구한 해저면 위치를 초록색으로 나타내었으며, Fig. 9d에는 보

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9e에는 에너지비율자료에서 구한

해저면 위치를 파란색으로 나타내었으며, Fig. 9f에는 보정 결

과를 나타내었다. 해저면 신호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료에 대하

여 이전 평균값을 고려하여 3가지 형태의 자료로부터 구한 해

저면 위치들은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자료, 엔벨로프자

료 및 에너지비율자료에서 모두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나, 원자

료에서 직접 구한 Fig. 9b의 경우가 연속성이 비교적 우수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엔벨로프자료 및 에너지비율자료에서 해

Fig. 9. Sea bottom detection using previous average and sea bottom detection range for the 3.5 kHz SBP data with weak sea bottom signal.

(a) Detection result for the raw data. (b) Correction result for the raw data. (c) Detection result for the envelope data. (d) Correction result

for the envelope data. (e) Detection result for the STA/LTA energy ratio data. (f) Correction result for the STA/LTA energy rati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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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면 부근의 신호 모양이 원자료에 비해 일정하지 않기 때문

으로 보인다. 

신뢰도가 낮은 해저면 위치 선정결과 제외 

이전 평균을 고려한 일정 범위에서 해저면을 선정하더라도

신호가 불량한 구간에서는 선정된 해저면 위치 값이 이전에서

구한 해저면 평균값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바로 이

전의 해저면 위치와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Fig. 10은 이와 같은 예를 나타낸 것으로 Fig. 10a에서 구한

해저면의 샘플 번호는 1275번(0.06375 s)인데 그 다음 발파에

서는 Fig. 10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앞부분의 신호가 약해져서

1286번(0.0643 s)으로 선정되는데, 이 값은 평균값인 1272번과

14샘플 차이가 나며, 이전 트레이스와 11샘플의 큰 차이가 난

다. 이 측선에서 대략적인 평균값과의 차이가 8 ~ 9샘플, 이전

트레이스와의 차이가 5 ~ 6샘플 이내에서 선정되는 것에 비해

갑자기 큰 차이의 값이 나타난 경우이다. 이와 같이 해저면 위

치 값이 이전에서 구한 해저면 평균값과 큰 차이가 나면서, 바

로 이전의 해저면 위치와도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

는 신뢰도가 낮으므로 보정값을 0으로 하였으며, 해저면 평균

값을 구할 때에도 제외하였다. Fig. 11에는 이와 같이 선정 후

제외한 해저면 값을 빨간색으로 나타내었다. 파란색은 최종적

으로 결정된 해저면 값이며, 하늘색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해저면 신호가 양호한 단면 자료에 대한 너울 영향 보정 

해저면 신호가 비교적 양호한 자료로서, Fig. 1의 탐사측선

중 일부인 A-A' 부분(SP 6501 ~ 7500 구간)에 대해 너울영향

보정을 수행하였다. Fig. 12에는 SP 6801 ~ 7000 구간에 대한

보정 전과 보정 후의 자료를 나타내었다. Fig. 12a는 보정 전

의 자료를 나타낸 것이며, 원자료와 에너지비율자료에서 해저

면을 선정한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빨간색은 원자료에서 각

트레이스별로 해저면을 찾은 결과이며 초록색은 원자료에서

이전 평균을 고려하여 해저면을 찾은 결과이다. 값이 같은 경

Fig. 10. Detected sea bottom from the 3.5 kHz SBP data is suddenly changed to deep location due to front weak sea bottom signal. Red

color shows threshold, peaks and detected sea bottom location. Cyan color shows previous average. (a) Normal sea bottom detection. (b) 4th

peak was detected as a sea bottom due to front weak signal. 

Fig. 11. Sea bottom detection results after removal of big difference pick. Red color shows first detected big difference sea bottom location.

Blue color shows final detected sea bottom after correction of big difference pick. Cyan color shows averaged sea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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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초록색으로 나타내었다. 파란색은 에너지비율자료에서

이전 평균을 고려하여 해저면을 찾은 결과이다. Fig. 12a에 확

대하여 나타낸 바와 같이 원자료에서 트레이스별로 찾은 경우

SP 6950 ~ 7000 구간의 3개 트레이스에서 오류를 보였다. 이

는 해저면 신호가 비교적 양호한 자료라도 이전 평균을 고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12b는 원자료에서 이전 평균을 고려하여 선정한 값으로 해저

면 너울 영향을 보정한 결과이며, Fig. 12c는 에너지비율자료

에서 이전 평균을 고려하여 선정한 값으로 해저면 너울 영향

을 보정한 결과이다. 원자료에서 해저면을 선정하여 보정한

Fig. 12b의 경우의 연속성이 다소 우수함을 보인다. Fig. 13에

는 SP 6501 ~ 7500 구간의 자료에 대해 너울영향 보정 전

(Fig. 13a)과 후(Fig. 13b)를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방법은

원자료에서 이전 평균을 고려하여 해저면을 찾는 방법이다.

해저면 신호가 약한 단면 자료에 대한 너울 영향 보정

해저면 신호가 약한 자료로서, Fig. 1의 탐사측선 중 일부인

B-B' 부분(SP 31001 ~ 32000 구간)에 대해 너울영향 보정을

수행하였다. Fig. 14에는 SP 31401 ~ 31600 구간에 대한 보정

전과 후의 자료를 나타내었다. Fig. 14a는 보정 전의 자료를 나

Fig. 12. The effect of sea bottom correction (SBC) of the 3.5 kHz SBP data (SP 6801 ~ 7000) with good sea bottom signal. (a) Input basic

processed data before SBC represented with detected sea bottom locations. Red bar: trace by trace picking for raw data. Green bar: previous

average picking for raw data. Blue bar: previous average picking for energy ratio data. (b) The result of SBC for the raw data by considering

previous average of sea bottom locations. (c) The result of SBC for the energy ratio data by considering previous average of sea bottom

locations.



해저면 신호가 약한 천부해저지층 탐사자료의 너울영향 보정 193

타낸 것이며, 원자료와 에너지비율자료에서 해저면 선정 결과

를 함께 나타내었다. 빨간색은 원자료에서 각 트레이스별로 해

저면을 찾은 결과이며 초록색은 원자료에서 이전 평균을 고려

하여 해저면을 찾은 결과이다. 값이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나타내었다. 파란색은 에너지비율자료에서 이전 평균을 고려

하여 해저면을 찾은 결과이다. Fig. 14a에 확대하여 나타낸 바

와 같이 원자료에서 트레이스별로 찾은 경우 전 구간의 다수

의 트레이스에서 오류를 보였다. Fig. 14b는 원자료에서 이전

평균을 고려하여 선정한 값으로 해저면 너울 영향을 보정한

결과이며, Fig. 14c는 에너지비율자료에서 이전 평균을 고려하

여 선정한 값으로 해저면 너울 영향을 보정한 결과이다. 원자

료에서 해저면을 선정하여 보정한 Fig. 14b의 경우 연속성이

다소 우수함을 보인다. Fig. 15에는 SP 31001 ~ 32000 구간의

자료에 대해 너울영향 보정 전(Fig. 15a)과 후(Fig. 15b)를 나

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방법은 원자료에서 이전 평균을 고려하

여 해저면을 찾는 방법이다.

Fig. 13. The effect of sea bottom correction (SBC) of the 3.5 kHz SBP data (SP 6501 ~ 7500) with good sea bottom signal. (a) Input basic

processed data before SBC correction. (b) The result of SBC for the raw data by considering previous average of sea bottom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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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 연구에서는 너울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을 3.5 kHz 천부지

층탐사자료에 적용하였다. 너울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해

저면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하여야 하는데, 자료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해저면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원자료에서 직접 선정하거나 엔벨로

프자료 또는 에너지비율자료로 변환하여 선정하였다. 에너지

비율자료 변환은 해저면 신호의 진폭이 강하고 에너지의 변화

가 크게 증가하는 점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비율이 큰 위치를

찾는 STA/LTA 에너지 비율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저면 선정

을 각 트레이스별로 수행하는 방법과 이전에 구한 해저면 값

의 평균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여수 근해에서 취득한 현장탐사자료 중 해저면 신호가 비교

적 양호한 자료와 해저면 신호가 약한 자료에 적용하여 보았

다. 해저면 신호가 비교적 양호한 자료에서는 원자료, 엔벨로

프자료 및 에너지비율자료에서 각 트레이스별로 해저면을 비

교적 잘 찾았다. 한편, 해저면 신호가 약한 자료에서 각 트레

이스별로 해저면을 찾을 때는 원자료와 엔벨로프자료에서는

하부의 지층을 찾은 경우가 많았으며, 에너지비율자료에서는

해저면을 성공적으로 찾았다. 그러나 해저면 신호가 약한 자료

Fig. 14. The effect of sea bottom correction (SBC) of the 3.5 kHz SBP data (SP 31401 ~ 31600) with weak sea bottom signal. (a) Input

basic processed data before SBC represented with detected sea bottom locations. Red bar: trace by trace picking for raw data. Green bar:

previous average picking for raw data. Blue bar: previous average picking for energy ratio data. (b) The result of SBC for the raw data by

considering previous average of sea bottom locations. (c) The result of SBC for the energy ratio data by considering previous average of sea

bottom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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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전 평균을 고려하여 선정범위 내에서 찾을 때에는 3가

지 방법 모두 해저면을 잘 찾았으며, 특히 원자료에서 찾은 경

우에 너울 영향 보정 후 연속성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전 평균을 고려한 일정 범위에서 해저면을 선정하더라도

신호가 불량한 구간에서는 선정된 해저면 위치 값이 이전에서

구한 해저면 평균값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바로 이

전의 해저면 위치와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잘못 결정된 해

저면 수심값이 평균값을 산정할 때 포함되면 평균값이 부정확

하게 되므로, 이후의 자료에서 평균값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저면 위치 값이 이전에

서 구한 해저면 평균값과 큰 차이가 나면서, 동시에 바로 이전

의 해저면 위치와도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신뢰

도가 낮으므로 보정값을 0으로 하였으며, 해저면 평균값을 구

할 때에도 제외하였다. 

자료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해저면 선정 방법을 사용하여

해저면 수심값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탐사자료의 너울 영향

Fig. 15. The effect of sea bottom correction (SBC) of the 3.5 kHz SBP data (SP 31001 ~ 32000) with weak sea bottom signal. (a) Input

basic processed data before SBC correction. (b) The result of SBC for the raw data by considering previous average of sea bottom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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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정함으로써, 지층의 연속성이 향상된 고품질의 천부해저

지층 탐사 단면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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