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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 탄성파 탐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에는 지하 매질에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뿐만 아니라 해수면에서 되반사되

어 발생하는 고스트가 존재한다. 고스트는 특정 주파수 성분을 약화시켜 탄성파 자료의 시간 해상도를 저하시킨다. 고스

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스트의 지연시간과 해수면의 반사계수가 요구된다. 고스트 지연시간은 해

수면의 상하 움직임, 에어건과 스트리머의 움직임 및 벌림(offset) 거리 등에 의해 변하며, 해수면의 반사계수도 주파수,

평면파의 입사각 그리고 해상 상태에 따라 변한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한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

서는 고스트 제거 트레이스 및 이의 자기상관 자료의 L-1 norm, L-2 norm 그리고 첨도(kurtosis)를 비교하였다. 자기상

관자료의 L-1 norm을 계산하여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오차가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현장자료의 파고를 고

려하고 키르히호프 근사식을 이용하여 해수면의 반사계수를 계산하여 음원 및 수신기 고스트 제거에 적용하였다. 고스트

를 제거함으로써 약화된 주파수 성분을 복원하였으며 시간 해상도가 향상된 구조보정 단면을 얻었다. 

주요어: 고스트, 고스트 지연시간, 해수면의 반사계수, 고스트 노치, 광대역 탄성파 탐사

Abstract: Marine seismic data have not only primary signals from subsurface but also ghost signals reflected from the

sea surface. The ghost decreases temporal resolution of seismic data because it attenuates specific frequency components.

For eliminating the ghost signals effectively, the exact ghost delaytimes and reflection coefficients are required. Because

of undulation of the sea surface and vertical movements of airguns and streamers, the ghost delaytime varies spatially

and randomly while acquiring seismic data. The reflection coefficient is a function of frequency, incidence angle of plane-

wave and the sea state. In order to estimate the proper ghost delaytime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we compared

the ghost delaytimes estimated with L-1 norm, L-2 norm and kurtosis of the deghosted trace and its autocorrelation on

synthetic data. L-1 norm of autocorrelation showed a minimal error and the reflec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using

Kirchhoff approximation equation which can handle the effect of wave height. We applied the estimated ghost delaytimes

and the calculated reflection coefficients to remove the source and receiver ghost effects. By removing ghost signals,

we reconstructed the frequency components attenuated near the notch frequency and produced the migrated stack section

with enhanced temporal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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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통적인 해양 탄성파 반사법 탐사는 해수면 부근의 너울로

인해 발생하는 잡음을 피하기 위해 음원과 수신기(압력 센서)

를 해수면을 기준하여 일정한 깊이로 예인하며 수행된다. 이

경우 너울에 의한 잡음은 피할 수 있으나 해수면은 수층과 대

기층의 급격한 속도차이에 기반한 큰 음의 반사계수를 갖기

때문에 해수면에서 되반사되어 수신기에 기록되는 고스트

(ghost)가 발생한다. 고스트는 해수면의 반사계수로 인해 역전

된 극성을 가지며, 일차반사파에 대해 시간지연을 갖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스트는 탄성파 기록의 진폭 스

펙트럼에서 특정 주파수에 노치(notch)를 발생시켜 노치 부근

의 주파수 성분을 상쇄시키므로 탄성파 자료의 시간 해상도를

저하시킨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진기의 깊이

를 변화시키거나, 압력 센서와 속도 센서 등 이중 센서(dual

sensor)를 사용하는 광대역 해양 탄성파 탐사(broadband

marine seismic data acquisition)가 시도되고 있다(Carlson et

al., 2007; Soubaras, 2012). 또한 자료처리 과정에서 고스트를

제거함으로써, 상쇄된 주파수 성분을 복원하고, 더 넓은 진폭

스펙트럼을 형성시켜 저하된 시간 해상도를 향상시키려는 광

대역 탄성파 자료처리가 연구되고 있다(Perz and Masoomzadeh,

2014; Zhang et al., 2015).

성공적인 광대역 탄성파 자료 처리를 위해 정확한 해수면의

반사계수 및 고스트의 지연시간은 필수적이다. 해수면의 반사

계수는 해수면이 완전하게 평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사

를 하지 않기 때문에 –1 미만의 값을 갖는다(Williams and

Pollatos, 2012). 해수면의 반사계수를 –1로 가정하여 수행된

고스트 제거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다(Soubaras,

2012; Wang et al., 2012; Ferber and Beasley, 2014). 그러나

해수면의 반사계수는 주파수, 평면파의 입사각 그리고 해상 상

태에 따라 변한다(Jovanovich et al., 1983). 고스트 지연시간의

경우에도 실제 해수면은 바람, 해류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기복(undulation)을 가지며 음원 및 수신기의 깊이도 마찬가지

로 탐사가 수행되는 동안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제 고

스트가 갖는 지연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고스트 지연시

간과 해수면의 반사계수는 성공적인 고스트 제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추정하여 고스트를

제거하는 적응 고스트 제거 기법(adaptive deghosting method)

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Perz and Masoomzadeh,

2014; Jayaram et al., 2015).

적응 고스트 제거 기법을 통해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기준(criteria) 또는 목적함수(object

function)들이 제안되었다. Zhang et al. (2015)은 일정 범위내

매 지연시간을 이용하여 고스트 제거 기법을 적용한 트레이스

의 L-1 norm을 계산하여 최소가 되는 지연시간을 최적의 지

연시간으로 추정하였다. Liu and Lu (2016)는 주파수-파수 영

역에서 고스트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목적함수들을 통해 수신

기 깊이를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수신기 깊이를 통해 계산된

고스트 지연시간으로 고스트를 제거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고

스트 지연시간과 해수면의 반사계수를 공통 발파점 모음마다

각각 동일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여, 해수면 및 수신기의 움

직임으로 인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Hardwick et al.

(2015)은 주파수-파선변수 영역에서 고스트 제거 기법이 적용

된 트레이스의 자기상관도가 최소 에너지를 갖게 하는 지연시

간을 추정하였다. Grion et al. (2015)은 자기상관도에 대한 첨

도(kurtosis)를 이용하여 첨도가 최대값을 갖게 하는 지연시간

을 최적의 지연시간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상기한 각 목적함

수나 자기상관의 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는 아직 제시

되지 못했으며, 보다 정확한 고스트 제거를 위해 이들 간의 비

교를 통한 최적의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파수-파선변수 영역에서 정확한 고

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고스트 제거 기법이 적용된

트레이스 및 자기상관도에 대한 L-1 norm 및 L-2 norm 그리

고 첨도를 계산하여 고스트 지연시간 추정의 정확도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가장 정확도가 우수한 목적함수를 이용하

여 실제 현장자료에 대해 고스트 지연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확한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며, 해수면의 반사계수의 특

성을 고려하기 위해 Tolstoy와 Clay (1966)가 제안한 키르히호

프 근사식(Kirchhoff approximation equation)을 이용하여 음원

및 수신기 고스트 제거를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구조보정

단면을 얻었다. 

고스트 제거 이론

전통적인 해양 탄성파 탐사는 음원과 수신기를 해수면을 기

준하여 일정한 깊이로 예인하며 자료를 취득한다. 해수면 하부

일정한 깊이에서 발생된 음원 파동이 지하매질로 하향 전파됨

과 동시에 음원에서 해수면으로 상향 전파된 신호가 해수면에

서 되반사되어 따라가게 된다. 또한 수신기도 일정한 깊이를

갖기 때문에 지하 매질에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가 해수면에서

되반사되어 발생하는 고스트 현상이 수신기를 통해 기록된다.

일차반사파와 고스트가 함께 기록된 탄성파 트레이스는 시간

영역에서 일차반사파와 고스트 연산자와의 곱말기로 나타낼

수 있는데(Ghosh, 2000), 고스트 연산자(ghost operator)와 기

록된 파동장(wavefield)을 각각 주파수-파선변수 영역에서 나

타내면 식 (1) 및 (2)와 같다.

(1)

(2)

여기서 G는 고스트 연산자, D는 기록된 파동장, rω,p은 해수

면의 반사계수, τ는 고스트의 지연시간, ω는 각 주파수

G ω, p( ) = 1 r
ω,p– e

iωτ–

D ω, p( ) = 1 r
ω,p– e

iωτ–
( )P ω,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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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lar frequency), p는 파선변수, P는 고스트가 없는 일차반

사파를 나타낸다. 

결정론적 고스트 제거 기법(deterministic deghosting method)

은 식 (2)의 고스트 연산자를 양변에 나누어주는 즉, 고스트 연

산자를 곱풀기하여 고스트가 없는 일차반사파를 얻는 기법이

다. 이때 고스트 연산자가 0이 되는 특이점(singularity)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충분히 작은 값 ε을 고스트 제거 과정에 사용

한다. 결정론적 고스트 제거 기법을 표현한 식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G*는 고스트 연산자의 켤레 복소수를 나타낸다. 결정

론적 고스트 제거 기법을 통해 전통적인 해양 탄성파 탐사 자

료의 고스트를 제거할 때 음원 및 수신기의 기준 깊이를 입력

할 경우 고스트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Hardwick

et al., 2014). 해수면과 수신기는 탐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임의의 형태로 변하므로 고스트의 지연시간도 함께 변하게 된

다. 이러한 고스트 지연시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목적함수를 통해 최적의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는 적응 고

스트 제거 기법(adaptive deghosting method)이 요구된다(Rickett

et al., 2014).

트레이스 및 자기상관도의 각 목적함수를 통한 

고스트 지연시간 추정

고스트가 포함된 합성자료 제작

고스트 지연시간 추정에 사용되는 목적함수들을 비교하기

위해 고스트 신호가 포함된 합성자료를 제작하였다. 먼저 일차

반사파에 해당하는 4개의 이벤트를 제작하기 위해 60 Hz의 중

심 주파수를 갖는 리커 요소파(ricker wavelet)를 사용하였으며,

샘플 개수는 1,001개, 고르기 간격은 2 ms로 설정하였다. 파선

변수 p가 0.00 ms/m인 경우에 해당하는 고스트가 포함된 공

통 파선변수 모음(common ray-parameter gather)을 모사하기

위해 4개의 이벤트에 식 (2)를 이용하여 고스트 신호를 추가하

였다. 해수면의 반사계수 r은 −0.95로 모든 트레이스에 대해

동일한 값을 이용하였다. 실제 조건과 유사하도록 해수면과 수

신기의 수직위치가 변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스트 지연시간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매 트레이스의 깊이 d를 9 ~ 11 m의

범위 내에서 난수(random number)조건으로 추출하여 식 (4)를

통해 고스트 지연시간을 계산하였다.

(4)

여기서 v는 해수면 부근의 수중음파속도를 의미하며 1,500

m/s의 값을 사용하였다. Fig. 1은 위 과정을 통해 제작된 일차

반사파와 고스트가 포함된 합성자료이며, 이는 여러 번의 발파

에 대한 각각의 공통 발파점 모음의 타우-피 모음에서 파선변

수 0.00 ms/m에 해당하는 트레이스를 추출한 공통 파선변수

모음을 나타낸다. 해수면의 반사계수와 계산된 고스트의 지연

시간을 통해 제작된 고스트가 포함된 합성자료에 seismic

un*x (Cohen and Stockwell, 2015)의 모듈중 하나인 ‘suaddnoise’

를 이용하여 잡음을 추가하였다. 잡음은 가우시안(Gaussian)

확률분포에 따라 발생하며, 잡음의 크기는 입력한 신호대잡음

비에 반비례한다. 합성자료에 잡음을 포함시키기 위해 입력된

신호대잡음비는 100, 50, 20, 10이다. 

트레이스 및 자기상관도의 목적함수에 따른 고스트 지연시간의

추정 및 비교

신호대잡음비에 따른 잡음이 포함된 합성자료에 대해 트레

이스 및 자기상관도의 L-1 norm, L-2 norm 그리고 첨도를 목

적함수로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였다. 식 (5), (6)은 각각

L-1 norm과 L-2 norm을, 식 (7)은 첨도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나타낸다(White, 1988). 

(5)

(6)

(7)

여기서 xi는 트레이스 또는 자기상관도의 샘플, N은 샘플 개

수를 나타낸다. 트레이스 및 자기상관도의 샘플 개수는 각각

1,001개 및 50개이다. 합성자료의 고르기 간격이 2 ms이기 때

P ω, p( ) = D ω, p( )
G

*
ω, p( )

G ω, p( )G
*
ω, p( ) + ε

2
---------------------------------------------------

τ = 
2d 1 p

2
v
2

–

v
--------------------------

x 1 = Σ xi

x 2 = Σxi

2

K̂x = 
Σxi

4
/N[ ]

Σxi

2
/N[ ]

2
---------------------

Fig. 1. Synthetic seismogram with ghost signal with randomly

varying dela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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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0 s ~ 2 s까지의 트레이스 및 0 ms ~ 100 ms까지 트레

이스를 지연시켜가며 계산한 자기상관도를 이용하여 각 목적

함수들을 계산하였다.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설정

한 범위는 수신기의 기준 깊이(nominal depth)인 10 m로 계산

된 노치 주파수의 ± 15%의 범위내 100개의 주파수의 역수값

을 고스트 지연시간으로 이용하였다. 사용된 해수면의 반사계

수는 고스트 신호를 추가할 때 사용된 값 –0.95를 사용하였

다. 식 (3)을 이용하여 고스트를 제거할 때, 고스트 연산자가

0이 되어 특이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분모에

더해주는 안정화 요소(stabilization factor) ε은 자료의 신호대

잡음비가 높으면 작은 값을, 낮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사

용한다(Liu and Lu, 2016).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잡음의 크기에

따른 안정화 요소는 Table 1과 같다.

각 목적함수를 통해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할 때 L-1 norm

과 L-2 norm의 경우에는 계산한 값이 최소가 되는 지연시간

을, 첨도의 경우 최대가 되는 지연시간을 최적의 지연시간으로

간주하였다. Table 2는 잡음 수준에 대해 트레이스 및 자기상

관도에 대한 각 목적함수를 통해 추정된 주파수 RMS 오차값

을 나타낸다. 먼저 동일한 잡음 수준에 대해 비교해보면 트레

이스와 자기상관도 두 경우에서 L-1 norm이 L-2 norm 및 첨

도에 비해 상당히 작은 오차를 갖는 것을 보인다. 이를 통해

L-1 norm이 L-2 norm과 첨도에 비해 추정된 지연시간의 정확

도가 가장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목적함수에 대해

잡음 수준별로 추정된 지연시간의 오차를 비교하면, 목적함수

종류에 상관없이 잡음 수준이 클수록 추정된 지연시간의 오차

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스트를 제거하기 앞서

잡음 수준을 낮춰 신호대잡음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처리과정

이 요구되며, 신호대잡음비가 향상되었다면 세 목적함수중 추

정된 지연시간의 오차가 가장 적었던 L-1 norm을 사용하는 것

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는 잡음수준 50에 해

당하는 잡음이 포함된 합성자료에 대해 자기상관도와 트레이

스의 L-1 norm을 통해 각각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고, 이

값을 잡음이 없는 합성자료에 적용하여 고스트 제거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다. Fig. 2(a)와 Fig. 2(b)를 비교하였을 때 고스

트 제거 시 정확하지 않은 지연시간으로 인해 반사 이벤트에

뒤이어 발생하는 떨림 현상(ringing effect)이 Fig. 2(a)의 경우

가 Fig. 2(b)에 비해 적게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트

레이스의 L-1 norm보다 자기상관도의 L-1 norm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상관도의 L-1

norm을 이용하여 현장자료에 존재하는 음원 및 수신기 고스트

신호 제거를 수행하였다. 

Table 1. Stabilization factors for applying deghosting process to

synthetic seismogram containing noise with different SNRs.

Noise scale (1/SNR) Stabilization factor, ε

0.01 0.01

0.02 0.05

0.05 0.1

0.1 0.15

Table 2. RMS errors of notch frequencies estimated using different object functions for the deghosted trace and its autocorrelation.

Noise scale (1/SNR)
RMS error (Autocorrelation, Hz) RMS error (Trace, Hz)

L1 L2 Kurtosis L1 L2 Kurtosis

0.01 0.16662 0.36438 0.30300 0.18708 0.27947 0.20113

0.02 0.20082 0.51352 0.41468 0.26737 0.32654 0.28984

0.05 0.41259 0.82543 0.67613 0.57579 0.68504 0.61464

0.1 0.91407 1.36140 1.14429 1.01953 1.25144 1.08815

Fig. 2. Comparison of the deghosted synthetic seismolograms obtained by applying deghosting processing to noise-free synthetic seismogram

using delaytime estimated by L-1 norm of (a) autocorrelation of synthetic trace with 50 SNR noise level and (b) synthetic trace with 50 SNR

noi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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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자료의 음원 및 수신기 고스트 제거 처리

자료취득변수

이 연구에 사용된 현장자료는 2005년도에 동해 지역에서 취

득된 자료로서 기록시간은 7.168 s, 고르기 간격은 1 ms, 사용

된 음원의 용량은 1,035 in3다. 발파간격은 25 m, 수신기 간격

은 12.5 m이며, 탐사시 설정한 음원 및 수신기 기준 깊이는

각각 5 m와 7 m이다. 발파점(shot point) 6,700번부터 7,125

번까지의 총 426개의 공통 발파점 모음을 사용하였다. 

기본전산처리

음원 및 수신기 고스트를 제거하기 앞서 Landmark사의 소

프트웨어인 Promax/Seisspace를 이용하여 기본전산처리를 수

행하였다. 탐사를 통해 얻은 SEG-D 파일과 항측자료인

UKOOA P1/90파일을 결합하여 자료에 헤더정보를 입력하였

고, 너울에 의해 발생한 저주파수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4-

6-200-250 Hz의 범위를 갖는 대역통과 필터를 적용하였다. 계

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2 ms의 고르기 간격으로 다시 고르기

(resampling)를 수행하였으며, 스트리머 길이 3,000 m 중 1,250

m에 해당되는 100개의 채널로 축소시킨 공통 발파점 모음을

사용하였다. 

경사중합 변환

주파수-파선변수 영역에서 현장자료에 존재하는 음원 및 수

신기 고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426개의 공통 발파점 모음을

경사중합(slant stack)을 통해 타우-피 영역으로 전환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최소 및 최대 파선변수는 각각 –0.000471

s/m와 0.000471 s/m이며 최대 주파수 fmax는 250 Hz다. 파선

변수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공통 파선변수 모음을 얻었고, 푸

리에 변환을 통해 주파수-파선변수 영역으로 전환하였다.

수중음파속도 추정

음원 및 수신기의 기준 깊이를 통해 각 고스트의 기준 노치

주파수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수중음파속도를 추정하였

다. 각 공통 발파점 모음에 존재하는 직접파 신호를 이용하여

1,480 ~ 1,560 m/s의 범위내의 수중음파속도로 LMO 보정

(Linear Moveout Correction)을 적용한 직접파 신호의 닮음

(semblance)을 계산하였다(Koo et al., 2011). 닮음이 최대가 되

는 지점의 수중음파속도를 해당 공통 발파점 모음의 수중음파

속도라 가정하였으며 이를 해수면의 반사계수 및 음원과 수신

기 기준 노치 주파수 계산에 사용하였다. Fig. 3은 공통 발파

점 모음별로 추정된 수중음파속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해수면 반사계수 추정

해수면의 반사계수가 주파수와 평면파의 입사각 그리고 해

상 상태에 대한 함수임을 고려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66

년 Clay와 Tolstoy가 발표한 해수면의 반사계수에 대한 키르

히호프 근사식을 이용하였으며 파선변수 영역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코사인 부분을 변형하면 식 (8)와 같이 표현된다(Clay

and Tolstoy, 1966).

(8)

여기서 R은 해수면의 반사계수, r0은 해수면이 평평한 경우의

반사계수(r0 = −1), σ는 해수면의 RMS 진폭으로서, 식 (9)을

통해 계산된다(Jovanovich et al., 1983).

(9)

H1/3은 유의파고(significant wave height)를 나타낸다. 최대

파고는 유의파고의 1.53 ~ 1.84배임을 고려하여 유의파고를

계산하였다(Longuet-Higgins, 1952). 이 연구에 사용된 탐사자

R ω, θ( ) = r0e

ω
2

v
2

------– σ
2
1 p

2
v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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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 H1/3/2.83

Fig. 3. Sea-surface water velocities estimated by finding the

maximum semblance of LMO corrected direct waves in each shot

point. 9-Point moving average was applied.  

Fig. 4. Sea-surface reflection coefficient calculated by Kirchhoff

approximation equation in shot point 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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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취득할 시 관측된 최대파고는 1.5 m이며, 최대파고가 유

의파고의 1.69(범위의 평균값)이라 가정하면 유의파고는 1.183

m이다. 계산된 유의파고를 통해 얻은 σ는 0.418의 값을 갖는

다. 따라서 주파수-파선변수 영역에서 주파수와 입사각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면의 반사계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Fig. 4는 발

파점 6,900번에 대한 해수면의 반사계수를 나타낸다.

고스트 지연시간 추정

고스트 지연시간 추정을 통한 고스트 제거는 음원 고스트를

제거한 후 수신기 고스트를 제거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각

공통 파선변수 모음에 따라 식 (4)를 이용하여 음원 및 수신기

의 기준 깊이에 대한 기준 노치 주파수 fsrc, frcv를 계산하였다.

음원 고스트 제거의 경우 0.85 fsrc ~ 1 fsrc의 범위를, 수신기 고

스트 제거의 경우 1 frcv ~ 1.15 frcv의 범위 내에서 고스트 지연

시간을 변화시켜가면서 자기상관도의 L-1 norm을 계산하여

가장 최소가 되는 경우의 고스트 지연시간을 구하였다.

고스트 제거 처리 결과

Fig. 5는 원자료와 고스트 제거를 위해 음원 및 수신기 기준

깊이인 5 m와 7 m를 이용한 결과 그리고 자기상관도를 통해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한 기법에 대한 공통 발파점 모음 및

진폭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Fig. 5(a)는 흰색의 해저면 신호에

뒤이어 검은색의 음원 및 수신기 고스트 신호가 기록된 것이

확인되며, 다른 일차반사파 신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두 고

스트 신호가 기록된 것이 확인된다. 이로 인해 Fig. 5(d)의 진

폭 스펙트럼에서 각각의 고스트 지연시간의 역수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이 상쇄되어 발생하는 노치현상이 약 115 Hz 및

135 Hz 부근에서 확인된다. 음원 및 수신기 기준 깊이를 통해

고스트 제거를 시도한 경우를 확인해보면 Fig. 5(b)는 Fig.

5(a)와 달리 일차반사파 신호에 뒤이어 기록되었던 고스트가

약화된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공통 발파점 모음 전반에 걸쳐

떨림 현상이 상당히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Fig. 5(e)를 확인해

보면 고스트 노치에 의해 상쇄된 주파수 성분이 음원 및 수신

기의 기준 깊이를 통한 고스트 제거에서는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다른 주파수 성분인 약 155 Hz 부근의 신호

가 비정상적으로 증폭된 것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으

로 증폭된 주파수 성분이 공통 발파점 모음에서 떨림 현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확한 고스트 지연

Fig. 5. The shot gathers (a) without deghosting processing, (b) after deghosting processing using the source and receiver nominal depth and

(c) after deghosting processing using the ghost delaytime estimated by L-1 norm of autocorrelogram. (d)-(f) are the amplitude spectra of (a)-

(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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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고스트 제거 과정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기상관도의 L-1 norm을 통해 고스트 지

연시간을 추정한 결과의 경우 Fig. 5(c)는 전반적으로 음원 및

수신기 고스트 신호들이 상당히 제거되어 모음이 간결해진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5(b)에서 상당히 발생하였던 떨림 현

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Fig. 5(f)에서도 고스트에 의해 상

쇄되었던 주파수 성분이 정확하게 복원되어 진폭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형태를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Fig. 5의 공통 발파점 모음을 통해 제작한 구조보

정 단면 및 진폭 스펙트럼이며 전체 단면중 일부분을 확대하

여 도시하였다. Fig. 6(a)는 일차반사파와 음원 및 수신기 고스

트 신호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지층에서 반사되어 기

록된 신호의 정확한 해석이 어려워 보인다. 음원 및 수신기의

기준 깊이를 통해 고스트를 제거한 구조보정 단면인 Fig. 6(b)

는 Fig. 6(a)에 비해 고스트가 약화된 것이 확인되나 단면 전

반에 걸쳐 떨림 현상이 상당히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CDP 7,700 ~ 8,200 및 3.2초 부분을 확인해보면 떨림 현

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실제 반사이벤트를 구분하기 어렵다. 반

면 음원 및 수신기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여 고스트를 제

거한 구조보정 단면 Fig. 6(c)의 경우 Fig. 6(a)에 비해 고스트

가 상당히 약화된 것이 확인되어 고스트에 의해 잘 확인되지

않았던 실제 반사이벤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Fig. 6(b)에서

떨림 현상이 특히 심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 비교해 보았을

때도 Fig. 6(c)는 떨림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반사이벤트

가 명확하게 두드러진 것이 확인된다. 즉, 고스트 신호가 상당

히 제거됨으로써 자료의 시간 해상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6(d)의 진폭 스펙트럼을 확인해보면 고스트에 의해

상쇄된 주파수 성분이 음원 및 수신기 기준 깊이를 이용한 경

우에서는 일부 복원 되었으나 상쇄된 주파수 성분이 아닌 다

른 주파수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된 것이 확인된다. 반면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한 경우의 진폭 스펙트럼은 상쇄된 주

파수 성분을 정확하게 복원하여 진폭 스펙트럼이 보다 더 넓

은 주파수 대역을 갖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외부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고스트 지연시간

을 추정하기 위해 트레이스 및 자기상관도에 대한 각 목적함

수를 이용하여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 및 비교하였다. 공통

파선변수 모음을 모사한 합성자료에 대해 각 목적함수를 이용

하여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였다. 먼저 목적함수의 종류에

상관없이 신호대잡음비가 낮을수록 추정된 고스트 지연시간의

Fig. 6. The migrated stack sections of (a) data without deghosting processing, (b) deghosted data using source and receiver nominal depth and

(c) deghosted data using ghost delaytime estimated by L-1 norm of autocorrelation. (d) The amplitude spectra of three migrated stack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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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한 신호대잡음비의 조

건하에서 L-1 norm을 통해 추정된 지연시간이 L-2 norm 및

첨도를 이용한 경우보다 오차가 적었으며, L-1 norm을 이용하

는 경우 자기상관도를 이용하는 것이 트레이스를 이용하는 경

우보다 더 정확하게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였음을 확인하

였다. 원자료와 음원 및 수신기의 기준 깊이를 이용한 경우 그

리고 자기상관도의 L-1 norm을 이용하여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여 고스트를 제거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수면의 반사

계수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키르히호프 근사식을 이용하였

다. 기준 깊이를 이용한 경우 정확하지 않은 고스트 지연시간

의 결과물인 떨림 현상이 자료 전반에 걸쳐 발생하였다. 기준

깊이를 이용하는 경우 실제 변화하는 고스트 지연시간을 충분

히 고려하기 어려웠다. 반면 자기상관도의 L-1 norm을 통해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한 결과는 고스트 신호가 상당히 약화

되었으며 고스트에 의해 상쇄된 주파수 성분이 복원되어 넓은

주파수 대역의 진폭 스펙트럼을 형성하였다. 변화하는 고스트

지연시간을 자기상관도의 L-1 norm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정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고스트가 제거되어 시간 해상도가 향상

된 구조보정 단면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자기상관도의 L-

1 norm을 목적함수로 하는 적응 고스트 제거 기법을 통해 해

수면의 기복이나 수신기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스트

지연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여 고스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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