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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contrast to the seismic explorations for oil and gas development, elementary seismic data 

processing techniques have been applied to seismic surveys in engineering. Additional seismic data 

processing is required for high-resolution seismic data to enhance its resolution. Therefore, 

deghosting and designature methods on high-resolution seismic data were investigated to eliminate 

the ghost and the effects of the source signature. For successful deghosting, the objective function 

based on the L1-norm was used to estimate the ghost delay time. In the case of designature, the source 

signature with the homogeneous three-dimensional (3D) Green's function was efficiently estimated, 

and the effects of the source signature were eliminated by using a newly defined source wavelet. The 

deghosting and designature were implemented on synthetic seismic and field datasets. Through the 

deghosting, the ghost delay time can be estimated by the L1-norm based objective function, and the 

ghost signal can be eliminated. In addition, the bandwidth of the amplitude spectrum was broadened 

by resorting the distorted frequency components. The results of the designature showed that the 

zero-phased traces were generated by eliminating the effects of the original source signature and 

convolving the newly defined zero-phased source wav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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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엔지니어링 목적의 고해상 탄성파 탐사는 석유탐사 목적의 탄성파 탐사에 비해 기본적인 자료처리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고해상 탐사자료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처리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해 고스트를 제거할 수 있는 디고스

팅과 송신파형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디시그니쳐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성공적인 디고스

팅을 위해 고스트 지연시간을 L1-norm 목적함수를 활용하여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였다. 디시

그니쳐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연산을 위하여 균질매질에서의 3차원 그린함수를 이용하여 음원을 추

정하고, 새롭게 정의된 파형요소를 콘볼루션하여 기존 송신파형의 영향을 제거하였다. 합성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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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자료에 대해 디고스팅과 디시그니쳐를 수행하였다. 디고스팅 적용 결과, L1-norm 목적함수를 

통해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고스트 신호가 제거됨에 따라 왜곡된 주파수 성분이 

복원되어 진폭 스펙트럼 대역이 넓어짐을 확인하였다. 디시그니쳐의 경우, 기존 송신파형의 영향

을 제거하고 새로운 영위상(zero-phase)의 파형요소를 콘볼루션함으로써 영위상 트레이스가 생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디고스팅, 디시그니쳐, 고해상 탄성파 탐사

서   론

고해상 탄성파 탐사는 높은 주파수 대역의 음원을 활용

하여 높은 해상도의 지질구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해

양 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정성 평가, 지하 매설물 탐지 등 해

양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과거에 고해상 탄

성파 탐사는 단일채널 아날로그 자료를 획득하여 지하매질

에 관한 대략적인 구조를 확인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

으로 단일채널 아날로그 탐사뿐만 아니라, 다중채널 디지

털 탐사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 석유개발 목적의 탐사자료 

처리에 사용되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Lee et al., 

2004; Lee et al., 2019). 그러나 석유탐사 목적의 탄성파 탐

사자료의 처리기법은 상당히 고도화된 반면, 엔지니어링 

목적의 고해상 탄성파 탐사의 자료처리는 주로 빈닝

(binning), 공통 중심점 모음(Common-Mid-Point gather), 

NMO보정(Normal-Moveout correction), 중합(stacking) 

등의 기본적인 자료처리 기법만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

다. 안정성 평가나 지하 매설물 탐지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높은 해상도의 지하 지질구조 영상화가 필수

적이어서 탐사자료의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처리 

기법 적용이 요구된다.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상도를 저하시키는 여러 요인 중 

고스트(Ghost)는 해수면으로부터 반사되어 기록되는 매우 

짧은 주기를 갖는 신호를 의미한다(Lindsey, 1960). 해수층

과 공기층의 급격한 임피던스 차이로 인해 해수면의 반사

계수는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되어 해수면에서 반사되어 

기록되는 고스트는 일차 반사파에 대해 역전된 위상을 갖

는다. 또한 추가적인 전파경로로 인해 시간 지연이 발생하

게 되는데, 이 시간 지연에 의해 고스트는 일차반사파에 뒤

따라 기록되어 탐사자료의 해석을 어렵게 한다. 탐사자료

에 기록된 고스트는 고스트 지연시간의 역수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상쇄간섭을 일으켜 유의미한 주파수 대역의 주

파수 성분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탐사자료의 해상도를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된다. 석유개발 목적의 탐사자료에 대해서

는 크게 자료취득과정에서 고스트 신호를 억제하는 기법

(Posthumus, 1993; Carlson et al., 2007; Soubaras and 

Dowle, 2010)과 취득된 자료에 대해 고스트를 제거하는 기

법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Grion et al., 2015; Hardwick 

et al., 2015; Zarkhidze et al., 2016; Sun and Verschuur, 

2018). 석유탐사자료와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분야의 고

해상 탐사자료 처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상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고스트를 제거하는 디고스팅 기법이 필요하다.

또한, 탐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음원 송신파형의 영향

도 탐사자료 해상도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어건 

발파 시 발생하는 버블 효과(bubble effect)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송신파형의 영향을 제거하

고 원하는 파형요소로 변환하는 과정인 디시그니쳐를 적용

할 수 있다(Poole et al., 2013). 디시그니쳐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근거리 파형요소(near-field signature)로부터 직접 

계산하거나 또는 정교한 모델링 소프트웨어(PGS사의 

Nucleus, Oakwood Computing Associates Ltd의 Gundalf 

등)를 통해 원거리 파형요소(far-field signature)를 모사해

야 한다(Ziolkowski et al., 1982). 많은 연구들이 파형요소

들을 모사하여 디시그니쳐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석유

탐사 자료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Haavik and Landrø, 

2016; Davison and Poole, 2015). 그러나 소형선박을 활용

하여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는 경우, 근거리 파형요소

를 기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원거리 파형요소를 계산하

기 어렵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송신파형을 추정할 수 있는 기

법을 토대로 송신파형의 영향을 제거하는 디시그니쳐 기법

이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에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에의 디고스팅과 

디시그니쳐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디고스

팅의 경우에는 음원 고스트를 제거하는 것을, 디시그니쳐

는 음원 파형요소의 영향을 제거하고 트레이스를 영위상으

로 만드는 과정인 제로 페이징에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은 

먼저, 디고스팅과 디시그니쳐에 대한 이론을 간략히 소개

한 후, 합성자료를 이용하여 수치실험을 진행하였다. 디고

스팅 수치 예제로는 변동이 포함된 고스트 지연시간을 기

반으로 생성된 고스트를 목적함수 기반과 음원심도를 가정

했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디시그니쳐의 경우에

는 그린함수를 이용한 음원추정과 영위상을 갖는 새로운 

송신파형을 활용하여 알고리듬의 적용가능 여부를 판단하

였다. 수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

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서 취득한 고해상 탄성파 탐사

자료에 디고스팅과 디시그니쳐를 적용함으로써 현장자료

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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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고스팅 이론

고스트가 포함된 탄성파 트레이스는 일차반사파와 고스

트 연산자의 콘볼루션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탄성파 트레

이스와 고스트 연산자를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하면 각각 

식 (1,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여기서, 는 각주파수(angular frequency), 는 탄성

파 트레이스의 주파수 성분, 는 일차반사파의 주파수 

성분, 는 고스트 연산자의 주파수 성분, 은 해수면의 

반사계수, 는 허수(  ), 그리고 는 고스트의 지연

시간을 의미한다. 디고스팅 즉, 고스트 제거는 식 (3)과 같

이 탄성파 트레이스에서 고스트 연산자를 디콘볼루션하는 

결정론적 디고스팅 기법(deterministic deghosting 

method)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켤레 복소수, 그리고 은 0으로 나눠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안정화 요소이다. 고스트 제거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스트 지연시간의 추정이 

필수적이다(Zhang et al., 2016). 정확한 고스트 지연시간

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1-norm 기반의 목적함수

를 사용하여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고자 하였다(Kim et 

al., 2016). L1-norm 기반의 목적함수는 식 (4)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4)

여기서 는 디고스팅이 적용된 트레이스, 는 해당 트레

이스의 샘플을 의미한다. 고스트는 일차반사파와 거의 유

사한 진폭을 갖는 반대위상의 신호이기 때문에 고스트가 

존재하는 경우 트레이스는 추가 신호를 포함하고 있다. 즉 

해당 목적함수를 계산하게 되면 큰 값을 갖는다. 그러나 성

공적으로 고스트가 제거되면 일차반사파만이 존재하기 때

문에 목적함수의 값이 최소가 되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

여 목적함수를 기반으로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고자 하

였다. 

디시그니쳐 이론

디시그니쳐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송신파형 추정을 

위해 근거리 파형요소 또는 원거리 파형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송신파형을 기록하는 것은 어렵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완전파형역산, 역시간 구조

보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송신파형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디시그니쳐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송신파형 추정은 탄성

파 자료에서 직접파에 대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식 (5)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여기서,  는 직접파의 주파수 성분, 는 그린

함수,  는 실제 송신파형의 주파수 성분을 의미한

다. 직접파는 그린함수와 송신파형의 콘볼루션으로 나타

낼 수 있으므로 직접파에 그린함수를 디콘볼루션하여 송신

파형을 추정할 수 있다. 완전파형역산이나 역시간 구조보

정에서의 위 방법을 활용한 송신파형 추정은 디락 델타 함

수(Dirac delta function)를 활용한 수치모델링을 통해 그린

함수를 계산하여 송신파형을 추정한다(Kim et al., 2013). 

그러나 수치모델링 자체의 계산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디시그니쳐를 위한 송신파형 추정에서는 해당 방법을 적용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oo et al.(2011)

이 제안한 방법과 유사하게 균질매질에서의 3차원 그린함

수를 활용하여 송신파형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3차원 그린

함수를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6)

여기서, 은 임의의 위치, 

은 송신원의 위치, 그리고 는 

배경매질의 속도를 의미한다. 실제로 탄성파 탐사를 수행

할 때 이용되는 송신원은 점 송신원이므로, 3차원 그린함수

를 이용하였다. 수치모델링을 통해 그린함수를 계산하는 

기법에 비해, 3차원 그린함수를 이용할 경우 매우 적은 계

산량으로 송신파형을 추정할 수 있다. 

디시그니쳐는 추정된 송신파형을 이용하여 탐사자료에 

대해 디콘볼루션을 수행한 후, 영위상을 갖는 임의의 송신

파형을 콘볼루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식 (7)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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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Velocity model and (b) density model.

(a) (b)

Fig. 2. (a) Synthetic data with random noise (SNR: 5), (b) its 

amplitude spectrum.

(a) (b)

Fig. 3. (a) Synthetic data (Fig. 2a) with ghost signal and (b) its 

amplitude spectrum.

여기서, 는 디시그니쳐가 적용된 트레이스의 

주파수 성분, 는 추정된 송신파형의 주파수 성분, 

그리고 는 영위상을 갖는 새로운 송신파형이다. 

합성자료에의 디고스팅 및 디시그니쳐 기법 적용

디고스팅 기법 적용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에 디고스팅 기법을 적용하기 위

해 2차원 유한차분 파동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수치모델

링을 활용하여 탄성파 자료를 생성하였다. 자료 생성에 사

용된 음원으로는 중심 주파수 200 Hz를 갖는 리커 파형요

소를 사용하였으며, 속도 및 밀도 모델은 수층을 포함한 총 

4층구조의 모델을 이용하였고(Fig. 1), 채널은 401개, 시간 

간격은 0.0001초, 격자 간격은 1 m, 그리고 총 기록시간은 

0.4초이다. 합성자료 내 직접파는 수층속도로 구성된 균질 

속도 및 밀도매질을 이용하여 모델링한 합성자료를 통해 

제거하였다. 생성된 탄성파 합성자료에 신호대 잡음비 5에 

해당하는 백색잡음을 추가하였다. 합성자료 및 진폭 스펙

트럼은 Fig. 2와 같다. 소규모 고해상 탐사를 수행할 때, 수

신기는 심도조절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해수면에 매우 근접

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원 고스트 제거만을 고려

하였다.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스트 신호를 모사하기 

위해 식 (2)와 같이 표현된 고스트 연산자를 이용하였다. 고

스트 신호 생성에 사용된 고스트 지연시간은 음원 깊이 5 m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환경적 변수로 인한 고스트 

지연시간의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0.0003 ~ 0.005 ms 사이

의 시간지연을 추가적으로 가감하였다. 해수면의 반사계

수는 -0.9로 가정하였다. 백색잡음과 고스트 신호가 추가된 

탄성파 합성자료와 진폭 스펙트럼은 Fig. 3과 같다. 일차반

사파에 뒤이어 역전된 위상을 갖는 고스트 신호가 모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Fig. 3(a)), 고스트 지연시간의 역수

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고스트 노치가 발생하여 주

파수 성분을 상쇄시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Fig. 3(b)).

L1-norm 목적함수를 이용한 디고스팅은 고스트 지연시

간 추정을 위한 음원 심도의 범위를 3 m ~ 7 m(0.04 m 간격, 

101개 구간)로 설정하여 해당 심도에 따른 고스트 지연시

간을 계산하였으며, 매 고스트 지연시간에 따른 디고스팅

이 적용된 트레이스의 L1-norm 값을 계산하여 최소가 되는 

지점의 고스트 지연시간을 최적값으로 간주하였다.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에의 디고스팅 및 디시그니쳐 적용

제58권 제5호

437

(a) (b)

Fig. 4. Deghosted data by using (a) nominal source depth and 

(b) estimated ghost delay time by L1-norm objective function.

(a) (b)

Fig. 5. Amplitude spectrum of deghosted data by using (a) 

nominal source depth and (b) estimated ghost delay time by 

L1-norm objective function.

(a)

(b)

(c)

Fig. 6. Objective functions for estimated ghost delay time. (a) 

50
th

 channel, (b) 150
th

 channel, and (c) 250
th

 channel.

L1-norm 목적함수를 이용한 디고스팅 결과와 비교하기 위

해 음원 심도가 5 m로 가정된 상황에서의 고스트 지연시간

을 이용하여 고스트 제거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Fig. 4는 음원 심도를 5 m로 가정하여 디고스팅을 수행한 

경우와 L1-norm을 통해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여 디고

스팅을 수행한 경우의 결과를 나타낸다. Fig. 4(a)의 경우 

정확하지 않은 고스트 지연시간으로 인해 일차반사파에 뒤

이어 상당한 떨림 효과(ringing effect)가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L1-norm을 기반으로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여 디고스팅을 수행할 경우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고스트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4(b)). 보다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각 결과의 진폭 스펙트럼을 Fig. 5와 같

이 도시하였다. Fig. 5(a)의 경우 실제 고스트가 발생시킨 

노치와 고스트 제거 연산자가 보상하는 노치의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 성분들이 증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스트 지연시간이 정확하게 추정되지 

않을 경우 특정 주파수 성분들의 증폭으로 인해 탐사자료 

전반에 걸쳐 떨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Fig. 5(b)의 

경우, 보다 더 정확한 고스트 지연시간으로 인해 노치 주파

수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이 정확히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고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의 진폭 스펙

트럼(Fig. 2(b))과 매우 흡사한 것을 통해 고스트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50번째, 150번째 그리고 

250번째 트레이스에서의 디고스팅 수행에 사용된 L1-norm 

값을 도시하였다(Fig. 6). Fig. 6과 같이 목적함수 값이 최소

가 되는 지점의 고스트 지연시간을 활용하였다. 해당 트레

이스에서의 실제 고스트 지연시간은 각각 7.09, 5.43, 6.67 

ms이며, L1-norm 목적함수를 통해 추정된 고스트 지연시

간은 각각 7.09, 5.44, 6.67 ms로 상당한 정확도로 추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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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Synthetic dataset for designature test. (a) original 

dataset, (b) dataset muted reflection signal.

(a)

(b)

Fig. 8. True source wavelet for generating the synthetic data 

and estimated source wavelet by analytic Green's function. (a) 

1
st
 channel, (b) 21

st
 channel. 

Fig. 9. Newly defined source wavelet for source designature.

Fig. 10. Designatured data.

디시그니쳐 기법 적용

현장자료에 디시그니쳐 기법을 적용하기 앞서, 3차원 유

한차분 파동방정식에 기반한 수치모델링을 활용하여 합성

자료를 생성하였다. 합성자료 생성에 사용된 송신파형은 

240 Hz의 최대 주파수를 갖는 1차 미분 가우스 신호이다. 

자료는 총 100채널, 근거리 오프셋은 80 m, 채널간격은 1 

m, 시간간격 0.1 ms, 그리고 총 기록시간은 0.2 s이다.

합성자료 생성에 사용한 모델은 2층구조 속도모델 이용

하였다(0 ~ 80 m : 1,500 m/s, 80 ~ 200 m : 2,500 m/s). 생성

된 자료와 디시그니쳐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일차반사파를 

뮤팅한 자료는 Fig. 7과 같다. 

3차원 그린함수와 직접파 신호를 활용하여 디시그니쳐

를 수행하기 위한 음원 추정을 수행하였다. 실제 사용된 송

신파형과 송신파형 추정을 통해 도출된 송신파형은 Fig. 8

에 도시한 바와 같다. 기존 송신파형과 거의 유사하게 송신

파형이 추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된 송신파형을 이

용하여 탐사자료를 디콘볼루션하고, 영위상을 갖는 새로

운 송신파형을 콘볼루션하여 디시그니쳐를 수행하였다. 

해당 예제에서는 영위상을 갖는 송신파형으로서, 80 Hz의 

지배 주파수를 갖는 리커 파형요소를 이용하였다(Fig. 9). 

디시그니쳐 기법이 적용된 탐사자료는 Fig. 10과 같다. 전

체적으로 신호의 위상이 영위상 형태로 변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원자료와 디시그

니쳐 기법이 적용된 자료에서 1번 및 21번 채널의 트레이스

를 추출하여 도시하였다(Fig. 11). 원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탐사자료의 직접파 및 일차반사파 신호의 위상이 영위상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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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1. Traces extracted from data. (a) original trace at 1
st

channel, (b) designatured trace at 1
st
 channel, (c) original trace 

at 21
st
 channel, (d) designatured trace at 21

st
 channel.

Fig. 12. Illustration of EOS-streamer system operating 

through 10-ton class small vessel(black circle : used channel 

for numerical example).

Fig. 13. Common receiver gather (1
st
 channel of 3

rd
 streamer) 

for deghosting.

현장자료에 대한 디고스팅 및 디시그니쳐 기법 적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현장 탐사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서 개발된 EOS-Streamer 

시스템을 활용하여 취득되었다. EOS-Streamer는 10톤급 

소형 선박을 활용하여 3차원 탄성파 자료취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형화 및 경량화가 이루어진 4채널 스트리머 4조

로 구성된 초고해상 탄성파탐사 시스템이다(Fig. 12) 이는 주 

컨트롤러(Main Controller), 탄성파 음원(Source System), 

수진 시스템(Receiver System), GPS 측위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료취득은 2019년 포항 인근 해역에서 이루어졌다. 4조

의 4채널 스트리머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시간 샘플링 간격

은 0.1 ms, 총 시간 샘플링 개수는 6000개이다. 본 연구에서

는 전체 탐사자료 중 3번째 스트리머의 1번 채널을 기준으

로 분류된 공통 수신기 모음에 대해 기록시간 0.4초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된 자료에 디고스팅

과 디시그니쳐 기법을 적용하기 전, 너울에 의한 잡음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역통과필터(20-50-750-1000 

Hz)를 적용하였다.

디고스팅 기법 적용

현장자료에 디고스팅을 적용하기 전, 직접파 신호를 뮤

팅하였다(Fig. 13). 디고스팅을 수행하기 위한 변수설정으

로는, 우선 해수면의 반사계수는 -0.95로 가정하였다. 그리

고 고스트 지연시간의 추정을 위한 음원 심도 범위는 0.5 ~ 

1.5 m 내 0.01 m 간격으로 선정하였다. 앞선 합성자료 예제

와 마찬가지로 목적함수 기반의 디고스팅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음원 심도를 1 m로 가정하여 디고스팅을 추가로 수행

하였다. 각각 디고스팅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Fig. 14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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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mplitude spectra of original dataset(black line), 

deghosted data by source nominal depth(blue line), and 

estimated ghost delay time by L1-norm objective function(red 

line).

Fig. 16. Field dataset for designature.

(a)

(b)

(c)

(d)

Fig. 14. Deghosted data with (a) nominal source depth, and (b) 

estimated ghost delay time by L1-norm objective function, (c) 

enlarged figure for yellow box in (a), (d) enlarged figure for 

yellow box in (b).

다. 전체적으로 일차반사파에 바로 뒤이어 기록되던 고스

트 신호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음원 심도를 고정

하여 디고스팅을 수행한 결과에서 보다 더 떨림현상이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원

자료와 각 결과의 진폭 스펙트럼을 도시하였다(Fig. 15). 

L1-norm 목적함수를 통해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여 디

고스팅을 수행한 결과는 주파수 대역이 보다 더 넓어짐과 

동시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음원 심도를 고정하여 디고스팅을 수행한 결과는 특정 

주파수 성분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폭된 주파수 성분으로 인해 탐사자료 상에서 떨림 현상

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며, 이는 곧 탐사자료의 품질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디시그니쳐 기법 적용

디시그니쳐 적용에 사용될 현장자료는 Fig. 16과 같으며, 

탐사자료에 디시그니쳐를 적용하기 위해 먼저 일차반사파

를 뮤팅한 후, 직접파를 이용하여 송신파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송신파형을 이용하여 탐사자료를 디콘볼루션한 후, 

지배 주파수 250 Hz의 영위상을 갖는 파형요소(Fig. 17)를 

새로 정의하였다. 이 파형요소를 기존 송신파형이 디콘볼

루션된 트레이스에 콘볼루션하여 디시그니쳐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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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Newly defined source wavelet.

Fig. 18. Designatured field dataset.

(a) (b)

(c) (d)

Fig. 19. Traces extracted from data. (a) original trace at 100
th

 channel, (b) designatured trace at 100
th

 channel, (c) original trace at 

200
th

 channel, (d) designatured trace at 200
th

 channel.

다. 디시그니쳐를 수행한 결과(Fig. 18)를 확인해보면, 전

체적으로 모든 트레이스별 직접파의 위상이 균일하게 형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원자

료와 디시그니쳐 기법이 적용된 자료에서 100번째 및 200

번째 트레이스를 추출하였다(Fig. 19). 원자료의 트레이스

와는 달리 디시그니쳐를 적용한 트레이스는 영위상을 갖는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 탄성파 탐사 자료에 대해 디고스

팅과 디시그니쳐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먼저 디고스팅은 고스트로 인해 상쇄된 주파수 성분을 

복원함으로써 자료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성공적인 디고스팅을 위해서는 정확한 고스트 지

연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타 목적함수

에 비해 강인한 L1-norm 기반의 목적함수를 활용하여 고스

트의 지연시간을 추정하였다. 백색잡음과 고스트를 모사

한 합성자료에 대해 목적함수를 이용하여 디고스팅을 수행

한 결과 상당한 정확도로 고스트 지연시간을 추정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특정 고스트 지연시간을 가정하고 수행한 

디고스팅 결과와 비교했을 때, 목적함수 기반의 디고스팅 

결과에서는 고스트로 인해 상쇄된 주파수 성분이 복원되었

으며 탄성파 자료상에서 고스트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자료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지질자원실증센터에서 취득한 현장자료에 디고스팅

을 적용하였다. 음원 심도를 고정하여 수행한 디고스팅 결

과에서는 특정 주파수 성분이 증폭되어 탐사자료 전반에 

걸쳐 떨림현상이 발생하였다. 반면 L1-norm 목적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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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 디고스팅 결과에서는 일차반사파에 뒤이어 기

록된 고스트 신호가 약화되었으며, 더 넓은 진폭 스펙트럼

을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L1-norm 목적함수 기반

으로 한 디고스팅을 통해 고스트를 효과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시그니쳐는 탐사자료에서 송신파형의 영향을 제거하

고 자료처리 수행자가 원하는 파형요소 형태(일반적으로 

영위상)로 변환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3차원 유

한차분 모델링으로부터 제작된 합성자료에서 직접파에 대

해 균질 매질에서의 3차원 그린함수를 활용하여 음원 추정

을 수행하였다. 실제 사용한 송신파형과 유사하게 추정된 

송신파형을 이용하여 트레이스를 디콘볼루션하고, 새롭게 

정의된 영위상 파형요소를 콘볼루션하여 디시그니쳐를 수

행하였다. 디시그니쳐가 적용된 트레이스는 영위상의 신

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자료와 마찬가

지로, 현장자료에도 디시그니쳐를 적용하여 송신파형의 

영향이 제거된 영위상의 신호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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