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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육상 탄성파 탐사자료에서 쉽게 관찰되는 그라운드 롤은 표면파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일관성 잡음이다. 반사파

자료처리 과정에서 그라운드 롤은 잡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거하게 되는데, 반사 신호와 중첩되는 경우 반사파 신호음

이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 신호음 손실을 줄이면서 그라운드 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카루넨-루베 변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균질 탄성매질에서 구한 인공자료 수치

모형 실험에서 그라운드 롤이 뚜렷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장자료 적용실험에서는 띠통과 필터링 결과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장자료에서 여러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라운드 롤에 대해 선

형 수평정렬 모음(Linear moveout gather)을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여길 수 있다. 이에 비해서 특이값 분해 필터링

결과는 그라운드 롤이 상당부분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값 분해 필터링은 반사파를 중심으로 정규 수평정

렬 모음(Normal moveout gather)을 계산하기가 쉬워 카루넨-루베 변환 필터링 보다 그라운드 롤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어: 육상 탄성파 탐사, 표면파, 그라운드 롤, 카루넨-루베 변환, 특이값 분해 

Abstract: Ground roll is a surface wave which is usually observed in the land seismic data. It is one of the typical

coherent noise. During the reflection data processing, ground roll is removed because it is considered as noise. This

removal process often causes the loss of reflection signals if the ground roll overlaps reflection signals. In this study,

we look over Karhunen-Loeve Transform (KLT) and analyze its effects to suppress the ground roll appropriately while

reducing the reflection loss. Numerical tests in homogeneous elastic media show that the ground roll has been properly

rejected. However, the field data application reveal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suppression of ground roll when compared

to band-pass filtering. This can be considered that it is hard to calculate horizontally aligned gathers in the field data

because the ground roll contains a wide range of frequency bands. On the contrary, the result of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filtering shows that the ground roll has been significantly reduced. It is thought that the SVD

filtering performs better in the ground roll suppression than KLT because it is easy to calculate the horizontally aligned

gathers in the SVD filtering.

Keywords: seismic, surface wave, ground roll, Karhunen-Loeve transform, SVD

서 론

육상 탄성파 자료에서 신호대 잡음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인 잡음으로 그라운드 롤(Ground roll)을 들 수 있다. 그라운드

롤은 표면파를 말하며 일관성 잡음(Coherent noise)에 해당한

다. 또한, 반사파 신호음 보다 진폭이 매우 강하며 보통 100 ~

1000 m/s 속도 범위와 10 Hz 정도 저주파수 대역으로 반사파

나 굴절파 보다 주파수 대역이 현저하게 낮다. 그라운드 롤은

Received: 28 June 2019; Revised: 23 October 2019; 

Accepted: 19 November 2019

*Corresponding author

E-mail: shjang@kigam.re.kr

Address: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rsources, Petroleum and

Marine Division, 124 Gwahak-ro Yuseong-gu, Daejeon, 34132, Korea

ⓒ2019,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해 설



178 장성형·이동훈

천부 지층에서 주로 생성되며 레일리 파(Rayleigh wave)와 러

브 파(Love wave)를 들 수 있다. 레일리 파는 P파와 수직성분

S파인 SV파로 구성되어 있다. 러브 파는 파의 진동이 진행 방

향과 수직인 S파 수평성분(SH)만을 지닌 표면파로 P파, S파

보다 속도가 느리고 레일리 파 보다는 속도가 빠르다(Sheriff,

2002). 엔지니어링 설계나 환경지구물리탐사에서 레일리 파는

잡음이 아닌 신호음으로 여기고 이를 천부 지하 속도구조를

구하는데 활용 한다(Kim, 1999; Park et al., 2007). 표면파 다

중채널 분석(Multichannel Analysis of Surface Wave: MASW)

기술은 레일리 파를 주요 신호음으로 여기고 천부 S파 속도를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Park et al., 2007; Cho, 2008). 여

기에서는 탄성파 반사파 탐사에서 잡음으로 여기는 그라운드

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라운드 롤을 줄

이는 방법으로 크게 자료를 취득할 당시에 적용하는 방식과

자료취득 후 자료처리를 수행할 때 적용하는 방식을 들 수 있

다. 자료를 취득할 때 적용하는 방법은 음원-수진기 배열법을

조절하여 특정 파수(wave number)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초기

에 발생하는 그라운드 롤을 억제한다(McKay, 1954; Holzman,

1963). 단점으로는 특정 파수를 제한할 때 반사파 정보도 일부

기록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음원-수진기 배열은 현

장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

생한다(Shieh and Herrmann, 1990). 이 연구에서는 자료처리

를 통해 잡음으로 여기는 그라운드 롤을 줄이는 방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자료처리 과정에서 표면파 잡음을 제거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i) 주파수 영역에서 반사파와 표면

파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과 ii) 최적화 모델문

제 기반으로 파동장에서 표면파 잡음을 분리하고 시간-공간

영역 음원모음에서 산술적으로 빼주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주파수 통과 필터링, 띠통과 필터

링(Yimaz, 2001), 다중채널 필터링(Galbraith and Wiggins,

1968), 주파수-속도 필터(Treitel et al., 1967; Harlan et al.,

1984), 주파수-파수 필터링 등을 들 수 있다. 고주파수 통과필

터를 적용할 경우 임피던스 역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

사파 저주파 성분도 동시에 제거되기도 한다. 띠통과 필터링을

적용할 경우 반사신호와 표면파 잡음 사이의 주파수가 중첩되

는 정도에 영향을 받아 주파수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

대역에서 에너지가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신호대 잡

음비를 약화시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Yilmaz, 2001). 띠통

과 필터링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면파 잡

음의 저주파수 성분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때, 저

주파수 대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주파수 경계면이 정

확하게 구분되지 못할 경우 주 반사파를 제거하는 경우도 발

생하게 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주파수 경계면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맞춤필터(matched filtering)를 적용하기도 한다

(Bancroft, 2002). 일반적으로 표면파 잡음은 굴절파, 반사파와

일부 유사한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고 있어 표면파 진폭이 반

사파 진폭 보다 훨씬 클 경우에 주파수-파수 필터를 적용하면

반사파 신호음도 동시에 제거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심각한 신

호음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Benoliel et al., 1987; Liu,

1999). 주파수 영역에서 표면파 억제방법은 반사파와 표면파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지만 표면

파가 공간 알리어싱(spatial alias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반사

파와 표면파가 중첩된 경우 분리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최적화 문제를 기반으로 한 두 번째 방법에는 라돈 필터링

(Russell et al., 1990a, 1990b), 카루넨-루베 변환(Liu, 1999;

Jones and Levy, 1987), 커브릿(Curvlet) 변환(Li, et al., 2018),

파형요소 변환(Deighan and Watts, 1997), 위너(Wiener) 필터

링을 응용한 최소제곱 필터링(Karsli and Bayrak, 2004, 2008),

가중 엘원 놈(L1-norm)을 이용한 방법(Yarham, 2008), 비정상

(non-stationary) 탄성파 자료 분석과 시간-주파수 분석 기술을

조합한 경우(Liu and Formal, 2010), 최소제곱 최소화(Least

square minimization) 알고리즘(Naghizadeh and Sacchi, 2018),

지역 시간-주파수(local time-frequency)에서 신호음과 잡음의

직교화(orthogonalization) 알고리즘(Chen et al., 2015), 사전학

습(Dictionary Learning) 알고리즘(Turquais et al., 2017) 등 다

양한 방법이 해당한다. 선형 라돈 필터링은 시간-거리 영역으

로 구성된 탄성파 자료를 라돈영역(-P) 영역으로 변환하고 표

면파 잡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한 후 시간-거리 영역으로

역변환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방식이다(Russell et al., 1990a,

1990b; Hu et al., 2016). 탄성파 간섭파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곳의 수진기에서 기록된 신호의 교차상관으로 그린함수를 구

하는 탄성파 간섭파 이론을 적용하는 것으로 표면파 잡음을

첫 번째 수진기에 기록된 직접파와 두 번째 수진기에 기록된

파동장의 상호상관으로 구하여 음원모음에서 빼주는 방법이다

(Curtis et al., 2006; Dong et al., 2006). 맞춤필터 방법은 저주

파수 통과필터 방식으로 초기 표면파 잡음을 추정하고 음원모

음의 표면파 잡음과 초기 표면파 잡음이 일치하는 파동장을

구하기 위해 최소제곱 방법을 적용하여 맞춤필터를 구한다. 이

후 음원모음에 표면파 잡음을 빼주는 방법으로 표면파 잡음을

제거한다(Bancroft, 2002). 적응 빼기방법(Adaptive subtraction

method)은 초기 추정한 표면파 잡음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방법

으로 국소 직교화(local orthogonalization)를 적용한다. 이 방법

은 첫 번째로 띠통과 필터를 적용하고 띠통과 필터로 손상된

반사파를 복원하기 위해 표면파 잡음과 주 반사파를 직교화

한다. 이후 음원모음에서 표면파 잡음을 빼주는 방식이다

(Chen et al., 2015). 파형요소 변환을 일반화 한 커브릿 변환

은 영상자료를 각각 다른 스케일과 각도로 분해하는 것으로

탄성파 자료처리에서는 탄성파 이벤트를 경사와 주파수 성분

에 따라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Li et al., 2018). 반사파와 표

면파 잡음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커브릿 패널을 만들고 표

면파 잡음이 없는 커브릿 패널과 표면파 잡음을 포함하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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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 패널 차이로 반사파 신호는 유지하고 표면파 잡음을 억

제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파형요소 변환은 영상자료를 각

각의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비정상 변환을 말한다. 정상변

환인 푸리에 변환과 달리 영상과 파수를 동시에 변환한다. 잡

음을 포함하고 있는 탄성파 자료를 다양한 해상도로 분해

(mulit-resolution decomposition)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 탄

성파 자료 분석에 푸리에 변환보다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카루넨-루베 변환(Karhunen-Loeve Transferm:

KL 변환) 기본원리를 살펴 보고 그라운드 롤을 억제하는데 적

용하고자 한다. KL 변환 결과를 인공 탄성파자료와 현장자료

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 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Bekare and Baan, 2007; Porsani et al.,

2010) 필터링, 주파수-파수 필터링 결과와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KL 변환

KL 변환은 시계열에서 나타나는 주성분을 활용하여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고유영상 처리(Eigen-image processing) 분

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Andrews and Hunt, 1977). 고유영

상 자료처리 분야에 이용하는 KL 변환은 주성분 변환, 고유벡

터 변환 또는 호텔링(Hotelling) 변환으로 알려져 있다

(Hotelling, 1933, Anderson, 1967; Loeve, 1955). KL 변환은

디지털 영상의 통계적 방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주로 디지

털 영상자료를 압축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다. 또한 얼

굴, 홍체, 지문인식과 같은 영상자료 처리분야(Levy and

Linderbaum, 2000)에서도 활용 되고 있다. 탄성파 자료처리 분

야에서 KL 변환 적용사례는 Hemon and Mace (1978)이

NMO 보정된 CDP 자료에 적용하여 반사 신호음을 분리하는

데 처음으로 활용하였다. 탄성파 수직탐사(Vertical Seismic

Profiling: VSP) 자료에서 상향파와 하향파 분리(Freire and

Ulrych, 1988), 다중반사파 제거(Ulrych et al., 1983), 고도차보

정(Kirlin and Done, 1999) 등에도 활용되었다. KL 변환 방법

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Kramer and

Mathews (1956) 방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탄성파 자료와 같은 시계열 자료 xi(t)에 대한 KL 변환을

j(t)로 정의하면

 (1)

이다. 여기서 aij는 변환행렬 A의 요소로 n × n 인 정방행렬이

다. j(t)는 정규직교 기저(orthogonal basis)를 중심으로 구성

할 수 있으므로 역변환을 실시하면 시계열 xi(t)는 

 (2)

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m개의 기저함수를 이용하여 식 (2)를

근사식으로 나타내면 

(3)

이다. 여기서 bij는 역변환 행렬 B의 요소이고, m은 기저함수

의 개수이다. 이때 m은 n 보다 항상 작은 값이다. 역변환을 통

해서 재구성하는 시계열 xi(t)는 기저함수 시계열의 가장 작은

수를 이용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오차를 가장 적게 나타내

는 m을 결정하기 위해 식 (4)와 같이 오차제곱을 최소화하는

변환 행렬 A와 B가 필요하다.

.  (4)

식 (1)에서 행렬 A의 행은 공분산 행렬 Γ의 정규화된 고유

벡터로 나타내면

 
 (5)

 
이다. 여기서 ij는 공분산 행렬 Γ의 요소이다. xi(t)를 탄성파

트레이스 자료라 하고 탄성파 자료를 행렬로 표시하면 X =

xi(t), i = 1, ..., n 이다. 식 (5)를 공분산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Γ = XX T (6)

이다. xi(t)는 행렬 X의 i 번째 행에 해당한다. 공분산 행렬 Γ

는 대칭이고 양의 준정부호(positive semi-definite) 행렬이므로

행렬 B를 구하기 위해 고유벡터와 고유 값을 이용하여 공분

산 행렬을 스펙트럴 분해하면 

Γ = RΛRT (7)

이다. 여기서 행렬 R은 공분산 행렬 Λ의 고유벡터, 행렬 R의

행은 정규화된 고유벡터 τj로 

Γτj = λjτj  (8)

를 만족한다. 고유 값 Λ는 대각행렬 1, 2, …, n 이고,

와 같이 고유 값이 가장 큰 값에서 작은 값

순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된다. 식 (3)에서 정의된 기저요소를

이용하여 식 (4)의 오차를 나타내면 

 

 (9)

 

이다. Λ의 고유 값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므로 첫 번째

기저함수는 전체 신호 에너지를 재구성 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이를 첫 번째 주성분이라 말한다. 두 번째 기저함수는 두

번째 주성분과 연계되어 시계열 에너지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

와 같은 기본 원리를 통해 KL 변환은 주어진 시계열 자료에

서 간섭성을 갖지 않는 주성분을 구하게 된다. j 번째 고유 값

j t  =  

i 1=

n

 aijxi t , j = 1,... n

xi t  =  

j 1=

n

 bijj t , i = 1,... n

x̃i t  =  

j 1=

m

 bijj t , i = 1,... m

 m  =  

i 1=

n

  
0

T

 xi t  x̃i t – 
2
dt

ij =  
0

T

 xi t xj t dt

1 2
 n  

 m  =  

j m 1+=

n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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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j 번째 주성분내에 존재하는 간섭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

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에서 그라운드 롤과 같은 간섭 에너지

를 재구성하는 것은 큰 값의 고유 값과 관계가 있는 주성분을

이용하여 원래 신호음을 재구성 하는 것이다. 반대로 입력 탄

성파 신호의 간섭이 적은 에너지는 작은 값의 고유 값에 해당

하는 주성분을 이용하여 신호음을 재구성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성파 자료에서 간섭성 정보를 분리하는 것은 공분산 행렬

Λ의 큰 고유 값으로 구성되는 주성분만을 이용하여 역변환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최적의 주성분 개수를 결정하는 것은 주

관적이지만 주성분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10)

을 이용할 수 있다(Jones and Levy, 1987). 한편, 식 (7)의 행

렬 Λ의 주성분은 다음과 같은 행렬의 행으로 나타낼 수 있다.

 
Ψ = RT

X.  (11)

 
만약 Ψ의 상부 m개의 행을 선택하여 행렬 Ψ ' 구성하고 나

머지 nm 행을 “0”으로 하면 그라운드 롤에 해당하는 간섭

에너지는

X' = RΨ '  (12)

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라운드 롤 간섭 에너지 X'는 탄성파

자료 X에서 빼주고, 자료압축을 통해 역방향 변환을 수행하고

정방향 변환을 정확하게 되돌리기 위해 시간축에 따라 각각의

트레이스를 이동한다. KL 변환 필터를 탄성파 음원모음 또는

CDP 모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형 수평정렬을 적용하여 수

평 정렬된 음원모음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수치 모형실험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수치모형 실험

KL 변환을 적용하여 그라운드 롤을 제거하는 과정을 수치

예제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속도모델은 3층 단순 지층모델

로 크기는 가로 3.5 km, 세로 3 km 이며, 지표면에 수진기를

40 m 간격으로 61 개를 설치하였다(Fig. 1). 음원과 첫 번째

수진기 간격은 300 m, 신호음 기록 시간 간격은 1 ms, 기록시

간은 4 s 그리고 음원의 최대주파수는 20 Hz로 설정하였다.

인공 음원모음은 균질 탄성파동 방정식의 해를 유한차분법으

로 구하고 이 가운데 수직성분을 음원모음으로 이용하였다. 직

접파보다 속도가 작고 진폭이 큰 그라운드 롤을 생성하기 위

해 Lamb 문제를 해석적(Schiel and Protazio, 1989)으로 계산

하였다. 이때 속도모델과 밀도는 Fig. 1의 1층 속도모델 값을

적용하였고 최대주파는 10 Hz 설정하였다. 수치모형 실험에

적용한 음원모음은 탄성매질 파동장에 해석적으로 구한 레일

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하였다(Fig. 2). 그림에서 보듯이 그

라운드 롤 제거 모형실험을 적용하기 위한 직접파, 반사파, 그

리고 표면파가 적절하게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

모델링은 P 파와 수직방향 S 파가 결합한 레일리 파를 정확하

게 표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탄성파 현장자료의 그라운드 롤

은 주파수 성분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만 여기에서 적용한 인공합성 음원모음 자료에는 균질 속도모

델을 적용하여 단일 주파수의 표면파만 포함하고 있는 단순한

자료이다. 따라서 수치모형실험 결과와 현장자료 적용에는 많

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KL 변환을 이용하여 그라운드 롤

을 억제하는 과정은 i) 시간영역 음원모음에서 그라운 롤 속도

예측, ii) 주파수 영역 음원모음에서 최대 주파수 영역 예측,

iii) 선형 수평정렬 적용(Linear Moveout: LMO), vi) KL 변환

적용하여 그라운드 롤 추출, v) 음원모음에서 그라운드 롤 빼

기, vi) 역 선형 수평정렬 적용(Reverse Linear Moveout:

RLMO)으로 볼 수 있다(Fig. 3). Fig. 3 (b)는 KT 변환과 유사

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SVD 필터링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KL 변환 필터는 그라운드 롤을 음원모

음에서 직접 추출하여 빼 주는 과정이다. 이에 비해서 SVD 필

 m  = 100

j
 

j 1=

n



j
 

j 1=

m



--------------

Fig. 1. A geological model.

Fig. 2. A synthetic shot gather including surface waves in the

homogeneous elastic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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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주 반사파를 음원모음에서 추출하고 그 외 기록된 신호

음을 빼주는 과정이다. 인공자료에 대한 수치 모형실험에서는

20 번째 수진기에 기록된 신호음을 이용하여 그라운드 롤 억

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Fig. 4(a)는 인공 음원모음에서

20번째 수진기에 기록된 신호음을 나타낸 것이다. 직접파, P

파와 S 파 반사파가 기록되어 있고, 1 s에서 고진폭의 그라운

드 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오른쪽에는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음을 나타낸 것으로 10 Hz 이하 저주파수 성분이 포함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b)는 KL 필터를 적용한 결

과로 그라운드 롤이 억제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오른쪽에는

KL 필터링 결과를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낸 것으로 10 Hz 이

하 저주파수 성분이 억제 된 것을 보여준다. Fig. 4 (c)는 SVD

Fig. 4. Single trace example for suppresing ground roll. (a) A synthetic trace at the 20th receiver with ground roll in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 (b) a trace after suppressing ground roll by KL filter, (c) a result of SVD filter, and (d) a result of FK filtering. The left column is

time domain and the right one is its frequency domain.

Fig. 3. Processes for the ground roll suppression using (a) KL filter

and (b) SV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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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직접파를 포함하여 그라운

드 롤은 상당부분 억제되었지만 입력 음원모음과 비교 했을

때 1.3 s 부근에서 반사파 신호음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사파를 중심으로 NMO를 적용할 때 P 파와 S 파를 분

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음향 파동장을 이용할 경우 NMO 적용 결과 수평정렬 음원모

음을 좀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므로 저주파수 성분도 정확

하게 억제할 수 있다. 그림의 오른쪽은 주파수 영역에서 SVD

필터링 결과를 나타낸다. 입력 음원모음 보다는 저주파수 성분

이 많이 억제되었지만 상당 부분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 (d)는 주파수-파수 필터링 결과이다. 왼쪽 그림은 시간영역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주파수 영역에서 결과이다. 입력 음원모

음보다 그라운드 롤은 줄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Fig. 5와 Fig. 6에서는 모든 수진기 신호음을 기록한 음원모음

에 KL 필터, SVD 필터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 하였다.

Fig. 5 (b)는 입력 음원모음 (a)에서 그라운드 롤에 대해 선형

수평정렬을 적용한 결과이다. 이때 시간영역 음원모음에서 그

라운드 롤 속도를 계산하고, 주파수 영역에서 최대 주파수를

결정하여 분산곡선 분석을 위한 초기 값을 선정하였다. 분산

곡선 분석을 통해 주파수-속도 함수를 결정하고 선형 수평정

렬을 적용하였다. (c)는 선형 수평정렬 모음에 KL 변환을 적

용하여 그라운드 롤만을 추출한 것이다. (d)는 음원모음에서

그라운드 롤을 제거하고 역 선형 수평정렬을 적용하여 음원모

음으로 변환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직접파와 반사파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그라운드 롤은 상당 부분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SVD 필터링을 적용하여 그라

운드 롤을 억제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Fig. 6

(b)는 반사파에 대해 셈블런스 크기에 따라 결정한 반사파 속

도를 이용하여 NMO를 적용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반

사파 쌍곡선은 수평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그라운드 롤은 직선

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c)는 NMO 결과만 추출한 것이고 (d)

는 역 NMO 적용한 음원모음으로 SVD 필터 결과이다. 그라

운드 롤이 제거된 반사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파와 주반

사파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반사파 도달 이전 신호음 삭제 기

능(Top Muting)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Fig. 7은 KL 필터링,

SVD 필터링 그리고 FK 필터링 결과를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 (a)는 KL 필터링 결과이며 (b)는 SVD 필터링 결과 그리

고 (c)는 주파수-파수 필터링 결과이다. 입력 음원모음에 세 가

지 방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그라운드 롤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파수-파수 필터링 결과는 반

Fig. 5. A synthetic gather, liner moveout, and KL filter results. (a)

is a shot gather including ground roll, (b) is the result of linear

moveout to surface wave, (c) is extracted ground roll, and (d) is the

result after applying KLT.

Fig. 6. A synthetic gather, normal moveout, and SVD filter results.

(a) is a shot gather including ground roll, (b) is the result of normal

moveout to reflections, (c) is extracted reflection waves, and (d) is

the result after applying SVD fiter.



카루넨-루베 변환을 이용한 탄성파 그라운드 롤 억제 효과 183

사파와 중첩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있다. KL 필터

링 결과는 그라운드 롤을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

해 SVD 필터링 결과는 반사신호음 자체를 향상시키는 방식으

로 그라운드 롤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KL 변환은 그라

운드 롤을 주성분으로 간주하고 이를 음원모음에서 반사신호

음을 빼주는 방식이며, SVD 필터링은 반사신호음을 주성분으

로 여기고 음원모음에 잡음을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장자료적용

육상 탄성파 탐사자료에 KL 필터링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SVD 필터링, 주파수-파수 필터링 결과와 비교하였다. 현장자

료는 Yilmaz (2001)의 육상 탄성파 탐사자료로 콜로라도 광산

대학에서(http://www.cwp.mines.edu/cwpcodes) 공개하였으나

최근 접근할 수 없게 되었으며, “wiki.seg.org”에서 향후 공개

예정인 현장자료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Yimaz 자료중 25번

음원모음 자료에 KL 필터를 적용하여 그라운드 롤 억제 상태

를 분석하였다. 현장자료는 2 ms 간격으로 4.3 s 동안 기록되

었으며, 수진기는 50 m 간격으로 96 개로 구성되었으나 여기

에서는 42 개 수진기에 기록된 신호음을 이용하였다. 본 현장

자료에 반사파 도달시간 이전 잡음 삭제, 띠통과 필터링(10-

20-100-120), 진폭보정과 같은 기본 자료처리 과정을 적용한

후 KL 필터링, SVD 필터링, 주파수-파수 필터링 결과와 비교

하였다(Fig. 8). 그림 (a)는 음원모음, (b)는 띠통과 필터링, (c)

는 KL 변환필터 적용 결과 그리고 (d)는 SVD 필터링 적용 결

과, (e)는 주파수-파수 필터링 결과이다. 음원모음에는 그라운

드 롤이 직접파, 굴절파, 반사파 보다 큰 진폭으로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현장 음원모음에는 인공합성 음원모음에 기

록된 그라운드 롤과 달리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천부에 집중

되어 있다. 그림 (b)는 굴절파 부분을 제거한 후 띠통과 필터

링(10-20-100-120 Hz)을 적용한 결과이다. 그림 (c)는 그라운

드 롤을 중심으로 선형 수평정렬을 적용한 후 KL 변환을 적

용한 결과이다. 선형 수평정렬에 필요한 주파수-속도 함수는

분산곡선 분석을 통해 결정하였다(Table 1). KL 필터링 결과

는 띠통과 필터링 결과와 유사하여 그라운드 롤 억제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균질 탄성매질 단일 주파수

모델에서 구한 음원모음 자료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형태로 그

라운드 롤이 기록되어 있어 비교적 선형 수평 정렬된 음원모

음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 공분산 행렬의 주성분을 명확하

게 구할 수 있는 반면, 현장자료의 경우 그라운드 롤은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고 있어 수평 정렬된 음원모음을 구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그라운드 롤 억제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SVD 필터링은 반사 신호음을 중심으로 속도분석을

실시하고 NMO을 적용하여 수평 정렬 CDP 모음을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라운드 롤 억제효과가 KL 변환보다 크게 나타난

다. 주파수-파수 필터링은 음원모음을 주파수-파수 영역으로

변환하여 그라운드 롤에 해당하는 영역을 제거하고 역변환하

여 반사파 신호음을 향상시킨 것이다. 현장에서 그라운드 롤은

Fig. 7. Comparison of KL, SVD, and FK filtering for the reduction

of ground roll in the homogeneous elastic media. (a) KL filtering

result, (b) SVD filtering, and (c) FK filtering.

Fig. 8. Results of field data application for suppression ground roll.

(a) raw shot gather, (b) band pass filter, (c) KL filter, (d) SVD filter,

and (e) FK filtering.

Table 1. Frequency-velocity function from dispersion analysis.

Frequency (Hz) Velocity (m/s)

6 784

9 645

11 571

16 445

24 492

32 459

46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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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고 있고 주반사파와 중첩되는 부분

이 존재하여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육상 탄성파 자료에서 그라운드 롤은 반사파 신호음에 비해

속도와 주파수가 현저하게 낮으며 진폭이 매우 커 신호대 잡

음비를 낮추는 대표적인 잡음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라운드 롤

을 억제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KL 변환 기본원리를 살펴보

고 그 효과를 수치모형 실험과 현장자료 적용을 통해 분석하

였다. KL 변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평 정렬된 음원모음 또

는 CDP 모음이 필요하다. 선형 수평정렬에 필요한 주파수-속

도함수는 그라운드 롤 자체를 대상으로 분산곡선 분석을 통해

구하였다. 수치모형 실험에서 그라운드 롤이 적절하게 제거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장자료 적용실험에서는 띠통과

필터링 결과에 비해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균질 탄성매질에서 단일 주파수로 구한 인공 음원모음

에 존재하는 신호음이 직선과 같이 일정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수평 정렬된 음원모음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반면에 현장자료에서와 같이 다양한 주파수가 결합하여 나타

나는 그라운드 롤의 경우 수평 정렬 음원모음이 쉽지 않아 억

제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이값 분해를 이용하는

SVD 필터링의 경우 반사파를 대상으로 NMO 보정을 적용하

여 수평 정렬 음원모음 또는 CDP 모음을 계산하므로 KL 변

환 필터링 보다 그라운드 롤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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