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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지하 매질의 속도 이방성을 규명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하 단면을 해석하는 탄성파 이방성 토모

그래피(seismic anisotropic tomography)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이는 지하 매질을 대칭축이 기울어진 횡등방성(Tilted

Transversely Isotropic) 매질로 가정하여 지하의 속도 구조와 더불어 이방성 구조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개발된 알고리듬은 이방성 토모그래피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역산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여 역산 매개 변수를

역속도비, 역속도 그리고 이방성 대칭축 방향으로 설정하였고, 의사 베타 변환(pseudo-beta transform)을 통해 이방성 계

수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ACB (Active Constraint Balancing) 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역산 제한조건을 적용하였다.

특히, 기존의 등방성 토모그래피에서 사용하던 프레넬대(Fresnel volume)를 고려한 역산 기법을 이방성 토모그래피로 확

장하여 파선 토모그래피에 비해 넓은 범위의 전파각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이방성 토모그래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

개발된 이방성 토모그래피 알고리듬을 복잡한 수치 모델에 적용하여 알고리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현장 자료에 적

용하여 시추 결과 및 지질 정보들과 일치하는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개발된 이방성 토모그래피 알고리듬을 통해 지하

매질의 속도 정보와 이방성 정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지하 구조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탄성파 속도 이방성, 이방성 토모그래피, 횡등방성, 의사 베타 변환, ACB법, 프레넬대, 전파각 영역

Abstract: In this study, seismic anisotropic tomography algorithm was developed for imaging the seismic velocity

anisotropy of the subsurface. This algorithm includes several inversion schemes in order to make the inversion process

stable and robust. First of all, the set of the inversion parameters is limited to one slowness, two ratios of slowness

and one direction of the anisotropy symmetric axis. The ranges of the inversion parameters are localized by the pseudo-

beta transform to obtain the reasonable inversion results and the inversion constraints are controlled efficiently by ACB

(Active Constraint Balancing) method. Especially, the inversion using the Fresnel volume is applied to the anisotropic

tomography and it can make the anisotropic tomography more stable than ray tomography as it widens the propagation

angle coverage. The algorithm of anisotropic tomography is verified through the numerical experiments. And, it is applied

to the real field data measured at limestone region and the results are discussed with the drill log and geological survey

data. The anisotropic tomography algorithm will be able to provide the useful tool to evaluate and understand the

geological structure of the subsurface more reasonably with the anisotropic characteristics.

Keywords: seismic velocity anisotropy, anisotropic tomography, pseudo-beta transform, ACB method, Fresnel volume,

propagation angle coverage

서 론

주시 정보를 이용하여 지하 매질을 영상화 하는 시추공간

주시 토모그래피의 경우 2개의 시추공을 송신과 수신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전파각 영역(propagation angle coverage)이 넓

게 형성된다. 이로 인해 이방성의 영향이 지표 탐사에 비해 크

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추공간 주시 토모그래피의 자료처리 시

이방성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방성 토모그래피 연

구에 있어서 어려움은 등방성 토모그래피에 비해 자료량의 증

가는 거의 없이 역산 매개 변수의 양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의 불안정성과 계산 비용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 계산 비용의 증가는 점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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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고 있으나 해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이방성 토모그래피

의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토모그래피에서는 이방성 효과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왔다. Cosma et al. (1991)은 파

선의 방향에 따라 주시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이방성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Yanagidani et al. (1986)은 타원 이방성

가정을 통해 이방성 암편에 대한 주시를 보정한 후, 일반적인

토모그래피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후 편집이나 보정이 아닌 모

델링과 역산에서 이방성을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듬들이 제안

되었는데 이들은 안정적으로 해를 찾기 위해 지하 매질을 적

절한 이방성 대칭 구조로 가정하고 지구 물리적으로 타당한

역산 제한조건을 구성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Pratt and

Chapman (1992)은 Kelvin-Christoffel의 산란 방정식(pertur-

bation equation)을 이용하여 탄성파 이방성 토모그래피를 수행

하였는데 최소 자승 역산(least square inversion)에서 적절한

평활화 제한조건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역산을 수행하고자 하

였고, Watanabe et al. (1996)은 지하 매질을 타원 이방성으로

가정하여 역산 매개 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방성 토모그래

피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도 Cho and Kim (1997)에 의해 레

이다 탐사에 대해 이방성 토모그래피가 적용된 바 있으나 이

는 직선 파선을 가정함으로써 속도 변화가 급격한 매질에 대

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방성 토모그래피가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면서 이방성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법들을 사용하여 역산을 수행하였

다. 매질을 약 TTI (weak Tilted Transversely Isotropy)로 가정

한 후, 역산 매개 변수를 1개의 역속도(slowness), 2개의 역속

도 비와 1개의 이방성 각도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매개변수

의 설정을 통해 최대, 최소 역속도로 역산을 수행하는 방법들

에서 나타나는 속도 역전에 의한 역산의 불안정성을 방지하였

다. 역산 결과를 지구 물리적으로 타당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

해 역산 매개 변수에 대해 의사 베타 변환(pseudo beta

transform)을 적용하였고 역산을 위한 주시 모델링으로 직접

전파법(direct calculation)을 사용하여 역산 모델의 변화에 따

른 주시 계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급격한 속도 변화에 따른

파선의 굴곡을 고려하였다. 역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

활화 제한(smoothness constraint) 조건, 최소 구조 제한

(minimum structure constraint) 조건 등을 적용하였으며 평활

화 제한조건은 ACB 법(Active Constraint Balancing method;

이명종, 2000)을 통해 라그랑지 곱수(Lagrangian multiplier)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의 해상도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프레넬대(Fresnel volume)를 고려하여 역

산에서 사용되는 파선 경로 및 파선 전파 방향을 파동 경로와

파동 전파 방향에 대한 것으로 확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역산

의 안정성과 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방성 주시토모그래피 역산 이론

역산 모델 변수 및 자료 구조

Thomsen (1986)은 TI (transverse isotropy) 매질에서의 q-P

파의 위상 속도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이방성 계수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 (1)

여기서, 

,

α0는 P파의 최저 속도, β0는 S파 최저 속도, θ는 위상각을 나

타낸다. 또한, ε와 δ*는 이방성 계수로 이 값들이 0에 가까워

지면 등방성 매질을 의미한다. 위 식은 약 이방성 가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근사된다(Thomsen, 1986). 

.  (2)

역산 매개 변수의 데이터 영역으로의 변환이 선형적 또는

선형에 가까운 형태일 경우에만 그 해가 안정적으로 구해진다.

일반적인 토모그래피의 경우 그 역산 매개변수를 속도가 아닌

역속도를 이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이방성 역산의

경우에 역산 매개변수 설정을 위해 위상속도(phase velocity)

방정식을 군속도(group velocity) 방정식으로, 이를 다시 역속

도(slowness) 관련 식으로 변환 시킬 필요성이 있다. 먼저, 군

각과 군속도에 관련된 식으로의 변환은 Byun et al. (1989)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이는 절삭된 푸리에 급수(truncated

Fourier series)를 이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근사되어 표현되

어진다.

.  (3)

이 식은 군각에 대한 함수이기는 하지만 역속도의 제곱에

대한 식으로 역산을 선형화하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이항 급

수(binomial series) 전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  (4)

위 식을 군각 0o, 90o, 45o에 대한 역속도 값인 Smax, Smin, S45

로 각각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진다.

S(φ) = Sminsin
2φ+Smaxcos2φ+(4S45−2(Smax+Smin))sin

2φcos2φ. (5)

식 (5)에 의해서 역산 매개 변수를 {Smin, Smax, S45, ηtilt}지

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역산 과정에서 Smin, S45, Smax의 값이

서로 역전될 수 있으며 이는 ηtilt가 공간적으로 급격히 변하도

록 하여 역산이 불안정 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역산 매개 변수를 {α, β, S45, ηtilt}로 지

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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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역속도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S(φ) = αS45sin
2φ+βS45cos2φ+(4−2(β+α))S45sin

2φcos2φ, (6)

여기서, α, β는 각각 Smin/S45, Smax/S45이다. 따라서 α는

0 ~ 1의 범위 값을 가지면 β는 1보다 큰 값을 갖게 된다. α와

β는 매개 변수의 변환을 통해 역산에서 각각의 범위 값으로

한정되어진다.

자코비안(jacobian) 구성

모델과 자료 관계식 로부터 모델 변량(pertur-

bation)과 주시 잔차(residual)와의 관계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이 선형화 될 수 있다.

, (7)

여기서, Ti는 i 번째 파선에 해당하는 주시, lik는 i 번째 파선

중 k 번째 역산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길이이며, Sk는 k 번째

역산 매개 변수의 역속도에 해당한다. 또한 ΔTi는 측정으로 얻

은 주시 와 현재 역속도 모델로부터 계산되어진 주시

과의 차( )에 해당하며 ΔSk는 개선될 역속도 값

과 현재 역속도 값 와의 차에 해당한다. 여기서, 역속

도 관련식은 식 (6)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8)

여기서, αk와 βk는 에 대한 최소 역속도와 최대 역속도의

비를 나타내며 αk는 0 ~ 1의 범위에 분포하고, βk는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약 이방성 가정을 고려하게 되면 αk와 βk의 범

위는 보다 한정될 수 있다. 이 때 역속도의 변량과 각각 역산

매개변수들의 편미분은 다음과 같다.

,  (9)

,

,

,

 ,

여기서, 이고 경사각 ηtilt와 파선 방향 ψray는

Fig. 1과 같다.

최소 속도 축 또는 최대 역속도 축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방

성 대칭축이 수평축에 대해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ηtilt의

범위는 +π/2 ~ −π/2와 같으며 시계방향으로 양, 반시계 방향으

로 음의 값을 갖는다. 파선의 진행방향 ψray는 수직축에 대해

반시계방향으로 양, 시계방향으로 음의 값을 가지며 그 범위는

+π/2 ~ −π/2가 된다. 이 때, 식 (9)의 φ에 대한 ηtilt의 미분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10)

식 (9)를 이용하여 식 (7)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바뀐다.

. (11)

역산 매개 변수 P를 {α, β, S45, ηtilt}로 구분할 경우 위 식

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

 (12)

등방성 매질에서는 역산 셀을 지나는 파선의 길이만으로 자

코비안이 구성 되었으나 이방성 매질에서는 위 식처럼 각 매

개변수에 대한 편미분 값과 역산 셀을 지나는 파선의 길이를

이용하여 역산에 사용될 자코비안 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 따

라서 역산을 위해 파선 경로 및 각 파선에 대한 각 격자에서

의 전파 방향을 모델링을 통해 구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

는 Kumar et al. (2004)에 의해 제안된 초동 주시 모델링 알고

리듬을 통해 파선 경로 및 전파 방향을 구하였다.

모델 변수 변환

역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해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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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를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델 변수 중 α, β, S45는 역속도 비와 역속도 값으로 항상 양

의 값을 가진다. 또한, α와 같이 0 ~ 1의 구간 값으로 존재하

는 경우 역산 매개 변수를 상한과 하한의 구간 값으로 한정 할

수 있는데 이는 의사 베타 변환(pseudo-beta transform)을 이용

하여 수행된다(Eppstein et al., 2001). 의사 베타 변환은 다음

과 같이 정의 되어 진다.

,  (13)

여기서, y는 변환된 매개변수, p는 변환되는 매개변수, U는 p

의 상한, L은 p의 하한, w는 모델 매개 변수 확률분포의 비대

칭성(skewness)을 나타낸다.

w는 모델 변환된 매개 변수의 확률 분포의 비대칭성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적절히 큰 값을 설정할 경우 변환된 y의 범

위를 양의 범위로 치우치게 조절할 수 있다. Fig. 2는 w가 1.5

와 100 일 때 p와 y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w = 1.5의 경우

에 비해 w = 100의 경우가 y값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 베타 변환이 적용된 역산 매개 변수에 대해 최소

구조 제한조건을 적용할 때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게 된다.

w = 1.5인 경우, 제한조건으로 변환된 역산 매개 변수 y의 L2

노옴(norm)을 최소화 할 경우 Fig. 2에서처럼 p에 대해서 0으

로 최소 구조 제한조건이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p가 0.4로 제

한되도록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w를 큰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p값이 0에 가까운 값으로 제한되도록 할 수 있

게 된다. 변환된 매개 변수는 아래 식의 역 의사 베타 변환을

통해 원래 매개 변수로 환원되어진다.

.  (14)

의사 베타 변환을 통해 매개 변수를 변환하면 역산 계산 시

자코비안 행렬 J는 A로 변환되어진다.

.  (15)

여기서, Aij는 변환된 자코비안 행렬, Jij는 매개 변수 p에 대

한 자코비안 행렬, pj는 j 번째 역산 블록의 매개 변수, Uj는

매개 변수의 상한, Lj는 매개 변수의 하한을 뜻한다.

위와 같이 베타 변환을 수행하게 되면 변환되는 매개변수 p

가 최소일 때 변환된 매개변수 y도 최소가 되고 p가 최대일

때 y도 최대가 되는 함수가 된다. 하지만 그 반대로 p가 최소

일 때 y가 최대, p가 최대일 때 y가 최소가 되는 변환이 필요

하다면 위의 식 (13) ~ (15)의 U와 L의 위치를 바꾸어 U를

p의 하한, L을 p의 상한으로 대입해 주면 된다. 이 연구에서

역산 매개변수 중 역속도 비 α는 0에서 1의 범위를 가지면서

제한조건으로 1에 가까운 즉, 등방성에 가까운 해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의사베타 변환의 상한과 하한

을 바꿈으로써 변환된 영역에서 최소 구조 조건이 등방성에

가까운 해의 조건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델

변수 중 α, β, S45에 대해서는 의사 베타 변환을 수행하였으며

주기성을 갖는 ηtilt에 대해서는 변환 없이 사용하여 역산 결과

의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또한, 자료 영역에 대해

서는 주시 자료가 양의 값을 가지므로 다음의 식 (16)과 같이

로그 함수를 이용한 변환을 통해 역산의 안정성과 수렴성을

높였다.

, (16)

.

제한조건 설정과 목적 함수 구성

일반적으로 지구물리 역산 수행을 위한 목적 함수는 예측

오차 벡터의 노옴과 여러 제한조건의 놈을 라그랑지 곱수

(Lagrangian multiplier)를 이용하여 합한 형태로 구성되어진

다. 제한조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지구 물리 역산에 사용되어

지는 제한조건은 평활화 제한조건(smoothness constraint)과 최

소 구조 제한조건(minimum structure constraint)이 있다. 제한

조건을 포함하는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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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racteristic curves of inversion parameter versus

pseudo beta transformed inversion paramet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skewness w. Solid line is for the case of w = 1.5 and
dashed line for the case of w = 100.



불균질 횡등방성 매질에서의 탄성파 주시토모그래피 233

여기서, e는 자료 오차, p는 역산 매개변수, Λ, λ는 라그랑지

곱수에 해당한다.

목적함수에 포함된 제한조건의 적절한 적용은 역산의 결과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목적 함수에

포함된 제한조건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설정을 위해 제한조건

의 형태를 바꾸어가며 역산의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이

방성 주시 토모그래피에서 역산 문제는 자료의 수가 역산 매

개 변수의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부족 결정 문제(under-

determined problem)가 되어, 행렬의 영공간(null space)이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족 결정 문제는 역산의 안정성을 저하

시켜 지구물리학적으로 타당한 해를 얻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역산을 안정화하면서 지구 물리학적으로 타당한 해를 얻기 위

해 적절한 제한조건을 두게 되며, 제한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은

역산의 안정성 및 얻어진 해의 타당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방성 탄성파 주시 토모그래피에서 사용되어야 할 제한조

건은 역산 매개 변수의 공간적인 연속성, 이방성 정도의 최소

화, 매개 변수들의 개선 속도의 조정 및 송신 정적 효과의 최

소화이다. 이러한 매개변수들에 대한 제한조건은 역산의 안정

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설명한 모델 변수 변환을 수행한 상태

에서 적용되므로 α, β, S45, ηtilt에 대해 매개 변수에 대한 의

사 베타 변환이 적용된 역산 매개 변수 { }에 대

해 제한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첫째로, 역속도 및 역속도 비 ( )와 이방성 대칭축

기울기( )에 대해 평활화 제한조건을 설정하였다. 평활화

제한조건은 지하 매질이 공간적으로 부드럽게 변화한다는 가

정을 바탕으로 하며 역산 매개 변수의 공간적 1차 미분 또는

2차 미분이 최소화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

차 미분에 대한 평활화 연산자를 사용하였다.

2차 미분에 대한 유한 차분으로 매개변수의 변화정도를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8)

이는 한 매개 변수의 상, 하, 좌, 우의 매개 변수들을 이용한

미분을 의미하며 이는 행렬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9)

이를 이용하여 목적함수에 추가시킬 제한조건 항을 구성하

면 다음과 같다.

.  (20)

이는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1)

.  (22)

.  (23)

.  (24)

위 식에서 Λ1, Λ2, Λ3, Λ4는 라그랑지 곱수로 목적함수에서

제한조건이 차지하는 비중을 결정하는 인자이다. 이 연구에서

는 역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의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평

활화 제한조건에 대한 라그랑지 곱수를 ACB (Active Con-

straint Balancing) 기법(이명종, 2000)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두 번째 제한조건으로, 이방성을 최소화하는 제한조건을 두

었다. 이방성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α와 β는 1에 가까운 값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β는 1보다 큰 값을 그 범위로 하기 때문

에 의사 베타 변환 후 에 대해 최소 구조 제한조건을 적용

할 수 있고 α는 0 ~ 1의 범위를 가지므로 상한과 하한을 바꾸

어 의사 베타 변환을 수행한 후 에 대해 최소 구조 제한조

건을 적용하게 된다.

.  (25)

. (26)

여기서 는 단위행렬이고, 와 는 개선 이전의 매개

변수, 와 는 개선 이후의 매개변수를 나타낸다. 라

그랑지 곱수 λ5, λ6은 ACB 법 적용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평활화 제한조건에 적용한 라그랑지 곱수와 달리 상수의 곱으

로 표현된다.

추가적으로 S45와 이방성 대칭축의 기울기 ηtilt의 개선 속도

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역산 매개변수 중 대칭

축 기울기의 개선 속도를 조절하여 역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용한다. 이를 목적함수에 추가시킬 수식으로 표현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  (27)

.  (28)

위의 제한조건들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탄성파 이방성 토모

그래피에서 사용할 목적 함수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30)

 

프레넬대를 이용한 자코비안 변환

일반적인 탄성파 주시 토모그래피는 주파수가 무한히 크다

는 가정인 파선 근사를 사용하게 된다. 이 때 역산에 사용되는

자코비안은 식 (7)과 같이 셀 당 통과한 파선의 길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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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연구에 사용된 모델링 기법을 이용할 때 송신 횟수만큼

의 모델링을 통해 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파

동은 주파수 영역의 폭을 가지게 되며 선으로 가정된 파선뿐

만 아니라 파선의 주변의 영역까지 파동의 전파에 영향을 주

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파동장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Watanabe et al. (1999)에 의

해 탄성파 주시 토모그래피에 적용된 바 있는 프레넬대

(Fresnel volume; Cerveny and Soars, 1992)를 고려한 방법을

이방성 토모그래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

은 과정을 통해 적용되어진다. 먼저 송신으로부터 각 격자로

전파된 주시와 각 위치로 전파된 방향을 계산한다. 기존의

Watanabe의 방법은 각 격자에서의 전파 주시만을 이용하였지

만 이방성 토모그래피의 경우 전파각에 대한 변수가 추가되므

로 주시 뿐 아니라 각 격자로의 전파 방향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모델링 알고리듬은 Kumar et al. (2004)에

의해 제안된 알고리듬으로 TTI (tilted transversely isotropic)

매질에서 정확한 파선 경로 및 주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치 않다. 송신에 대한 주시 및 전

파 방향의 계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신점을 새로운 송신 위

치로 하여 각 격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시 및 전파 방향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구해진 송신 위치, 수신 위치로부

터의 주시를 이용하여 송신 위치로부터 임의의 점을 경유하여

수신점에 이르는 주시 τSP + τPR를 구하게 된다. 송수신 위치,

각 지점에서의 주시 와 프레넬대와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 Fig.

3이다.

Fig. 3에서 τSR은 송신 위치로부터 수신 위치까지의 최단 주

시, τSP는 송신 위치에서 임의의 점까지의 주시, τPR은 임의의

점에서 수신 위치까지의 주시를 나타낸다. 여기서, 은 상반성

(reciprocity)에 의해 수신 위치로부터 임의의 지점까지의 주시

τRP와 같아진다. 위 과정에서 계산된 주시 τSP + τPR에서 송수

신 위치 간 최단 주시 τSR를 뺀 지연 주시 τSP + τPR − τSR로부

터 1/2f의 문턱값(threshold)을 경계로 프레넬대를 정의하게

된다. 즉, τSP + τPR − τSR≤1/2f를 만족하는 영역을 프레넬대로

정의하게 된다. Fig. 4는 τSP + τPR − τSR≤1/2f를 만족시키는 프

레넬대로부터 파동 경로를 구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프레

넬대를 이용하여 파동장 개념으로 역산을 수행할 경우 식 (7)

은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  (31)

여기서, mik= (ΔAik/Ai)li이고, Ai는 i번째 파선이 이루는 프레

넬대의 면적을 의미하고 ΔAik는 i번째 파선 중 k번째 격자에

해당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프레넬대 내에서는

ΔAik/Ai의 가중치가 차별 없이 적용되는데 이를 개선하여

Watanabe et al. (1999)은 아래와 같은 가중 함수를 이용하

였다.

 (32)

여기서, Δt는 τSP + τPR − τSR로 송신 위치와 수신 위치로부터

전파한 파의 주시 모델링 결과로부터 구해진다. 이 가중함수를

이용하여 위의 식 (31)을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  (33)

여기서, Wik는 i번째 파선의 k번째 격자에 대한 가중계수를 의

미하고 Wi는 ΔWik의 k에 대한 합으로 표현되어진다. 여기서,

li는 파선 i의 총 길이를 의미하며 송신에서 수신으로의 파선

을 계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위 식 (33)은 파선 i의 총 길이

li를 ΔWik/Wi의 비율로 프레넬대에 대해 배분한 형태이다. 여

기서 식 (33)을 연립 방정식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ΔSk의 각 편

미분항을 구하여야 한다. 식 (9)의 편미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는 고주파 가정의 경우 파선의 각 격자에서의 방향을 알아야

했듯이 프레넬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프레넬대에서의 파동장

전파 방향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시 계산 시에 얻어

진 전파 방향 정보를 이용하였다. 송신위치에서 전파한 파의

각 격자 내에서의 방향 벡터 와 수신 위치에서 전파한 파

의 방향 벡터 의 차 − 를 이용하여 송신에서 수신으

로 전파하는 파동장의 전파 방향을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ΔSk을 구성하는 각 편미분 값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식

(33)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Fig. 5는 − 를 이용하여 파

동장의 전파 방향을 계산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 로부

터 계산된 파동장 전파 방향에서 프레넬대에 속하는 것만을

취하여 ΔSk 계산에 사용하게 된다. 프레넬대를 적용하여 역산

을 수행할 경우 Fig. 5와 같이 프레넬대 내에서 전파 방향이

동일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역산 수행 시에 전파

각의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이를 통해 보다 정

확한 해를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파선을 이용하였을 경우와 프레넬대를 이용했을 경

우에 대해 각각 역산 셀 당 전파각의 범위(propagation angle

coverage)를 도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매질은 등방

ΔTi =  
k

∑ mikΔSk

w = 1 2– fΔt, 0 Δt 1/2f≤ ≤( ),
w = 0, Δt 1/2f>( ),

ΔTi =  
k

∑ mikΔSk =  
k

∑
ΔWik

Wi

------------liΔSk

kik

s

kik

r
kik

s
ki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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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ik

r

kik

s
kik

r

Fig. 3. The source is positioned at point S, the receiver at point R,

and Fresnel volume is defined as the area of P satisfying τSP + τPR −

τSR≤1/2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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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균질 매질이고 송수신 배열은 시추공간 토모그래피 송수신

으로 설정하였으며 전파각의 범위는 최대 전파각과 최소 전파

각의 차이로 정의 하였다. 파선의 밀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전파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방성 역산의 정확도가 높아

지게 되는데 Fig. 6을 살펴보면 파선을 사용한 토모그래피의

경우에 비해 프레넬대를 사용하여 역산을 수행한 경우가 역산

단면 전체적으로 전파각의 범위가 넓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프레넬대를 사용하여 역산을 수행하면 평활화된 결과뿐만

아니라 각 셀에 해당하는 전파각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이방성

토모그래피로 얻어지는 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주시 모델링 자료에 대한 이방성 토모그래피 적용

Fig. 4. The procedure to calculate Fresnel volume. Fresnel volume is calculated from τSP, τRP, and τSR.

Fig. 5. The procedure to calculate propagation direction of wave path. It is calculated by − , namely, difference between , the

direction from source and , the direction from receiver.

kik

s
kik

r
k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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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

r

Fig. 6. Propagation angle coverage per inversion cell. It is assumed
that medium is homogeneous and isotropic; (a) the case of ray
tomography, (b) the case of tomography using Fresnel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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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듬을 복잡한 모델에 적용시켜 보

았다. 구성한 모델은 고생대의 사암, 셰일과 탄층으로 구성되

는 퇴적 소윤회층(cyclothem)으로 설정하였으며 하부의 기반

암 층은 변성암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퇴적층 내부에 저각의

트러스트 단층(thrust fault)을 포함시켰으며 탄층 내부에 물로

포화된 공동을 설정하였다. 구성된 모델의 모식도와 물성은

Table 1로 정리하였다.

위 표와 같은 모델에 대해 이방성 토모그래피를 수행하여

등방성 토모그래피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이방성 토모그래

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인

두 개의 시추공을 각각 송수신 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

른 하나는 시추공 내 송수신에 추가로 지표 송수신을 사용한

경우이다.

등방성 토모그래피를 수행한 결과는 Fig. 7의 (a)와 같다. (a)

에서는 저속도 층인 탄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단층

으로 인해 지층이 교란된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부 기반

암에서는 이방성의 영향에 의해 송신공 하부로 저속도 이상대

가 존재하는 것 같은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Fig.

7(b)의 이방성 시추공간 토모그래피의 경우 반복적으로 나타나

는 지층 양상뿐만 아니라 심도 15 ~ 20 m에 존재하는 단층에

대해서도 속도층이 어긋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부 편

마암 층의 이방성 방향 및 속도도 대체적으로 실제 모델과 유

Table 1. Complex geological model designed for numerical test. It has four layers, one cavity and one geologic event. Sedimentary layers

consist of ① sandstone, ② shale, ③ coal and thrust fault and these three layers cycle periodically. Coal layer has ⑤ cavity filled with water.

The basement of the model is ④ gneiss. ① ~③ are VTI media and ④ is TTI media. Source and receiver hole are positioned at 0 m and
15 m, respectively.

Model Layer α0  (m/sec) ε δ ηtilt ( o )

① sandstone 4000 0.2 −0.1 90

② shale 3500 0.2 −0.1 90

③ coal 3000 0.2 −0.1 90

④ basement (gneiss) 5500 0.1 −0.1 −45

⑤ cavity (filled with water) 1500 0 0 −

Fig. 7. Tomographic results for the model of Table 1. (a) is a result of isotropic tomography. (b) ~ (c) are results of anisotropic tomography.

(b) used only hole to hole data and (c) used additional data of surface to hole and hole to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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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TTI 매질로 나타나고 있으며 편마암 상부의 퇴적층에

서는 VTI (vertical transverse isotropy) 매질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탄층 내 공동의 영향은 단면 내에서는 확

인할 수 없으며 지표면 근처의 상부 지층에 대해서도 송수신

배열에 의해 나타나는 인공적인 영향(artifact)들이 나타나고

있다.

Fig. 7의 (c)는 전파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송신공에서 지

표로, 지표에서 수신공으로의 자료를 추가하여 역산한 결과이

다. 상부의 지층부터 단층 양상과 하부의 편마암 특성까지 해

를 잘 찾아가고 있으나 탄층 내의 공동 영향은 뚜렷이 나타나

지 않는다. 실제로 공동이 존재하는 위치의 탄성파 속도는

2880 m/sec로 2900 ~ 3200 m/sec의 분포를 보이는 다른 탄층

에 비해 다소 낮게 형성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공동의 유무

를 판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생대 탄층과 폐갱도 분포와 관련되어 탄성파 토모그래피를

수행할 경우 단순히 갱도의 저속도 분포를 탐사의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채탄 방식 및 채굴적 현황에 대한 정보와 같

은 광산 정보들을 다각적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 자료에 대한 이방성 토모그래피 적용

개발된 이방성 토모그래피 알고리듬을 현장 자료에 적용하

였다. 탐사는 삼척시 미로면을 통과하는 교량의 기초 지반조사

를 위해 수행되었으며 탐사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고생대 석회

암 층에 해당한다. 조사는 2000년에 교량 시공 중 석회 공동

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 기초에 대해 수행 되었는데

그 중 송수신 시추공 간격과 송수신 심도의 비가 1:3 이상으

로 설정된 단면에 대해 이방성 토모그래피를 적용하였다. 이방

성 토모그래피로부터 얻은 결과는 시추로부터 얻은 정보와 함

께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탐사 대상지의 대략적인 위치는 Fig.

8과 같다. 탐사 지역을 통과하는 오십천은 전형적인 사행천의

형태를 보이며 “S”자 형태로 곡류하는데, 대상 교량은 이 오

십천을 지나도록 설계되었다. 탐사 지역의 지층은 개략적으로

상부의 자갈, 모래로 이루어진 하상 퇴적층과 기반암인 고생대

하부에 해당하는 조선계대석회암통의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사에 사용된 장비는 크게 송신장치와 수신장치로 구성되

는데 송신장치는 강력한 탄성파신호를 생성하면서 지연 시간

을 최소화 시킨 개량된 탐사용 전기뇌관(시간지연이 0.002 ms

이하)을 이용하였고 수신장치는 1 m 간격의 48채널로 구성된

하이드로폰과 독일 DMT의 Summit compact System을 사용

하였다. 측정 변수로 한 송신 당 샘플의 개수는 1024개, 샘플

링 간격은 0.03125 msec로 설정하였다.

이 탐사에서는 2차원 결과단면의 공간적인 분석을 위해 교

각기초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4개소를 시추하여 탐사단면을 구

성하였다. 구성된 탐사 단면과 탐사 위치는 Fig. 9와 같다. 각

단면의 송수신 시추공 정보는 Table 2와 같다.

획득된 자료는 Fig. 10과 같다. Fig. 10은 M9-2 단면에서 송

신 심도 26 m일 때의 공통 송신 취합 단면이다. 점선으로 도

시된 선이 발췌된 초동 주시를 나타내며 송신 심도 부근에 최

소 주시가 존재하는 포물선 형태를 보인다. 이 때 초동 발췌는

전 단면에 대해 수동으로 수행하였다. 

Table 2. The configuration of the boreholes used in this survey. 

Tomography
Section

Source Hole Receiver Hole Source and
Receiver step (m)

HTH Distance
(m)Borehole Depth Borehole Depth

M9-1 P9하-4 45.0 m P9하-1 50.0 m 1.0 11.7

M9-2 P9하-2 45.0 m P9하-3 50.0 m 1.0 12.1

Fig. 8. The site map of the tomography survey. The structure of
bridge was under construction in this site at 2000. The geology of
the site consists of alluvial sediment and limestone.

Fig. 9.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tomography sections and the

boreholes. Boreholes are positioned at 4 edges of the pier's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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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당시에는 등방성 토모그래피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

과는 Fig. 11과 같다. Fig. 11의 결과 단면들은 좌측이 송신공,

우측이 수신공이 놓이도록 배치하였다. Fig. 11의 결과에 따르

면 (a) M9-1 에서는 퇴적암/경암 경계가 송신공 4 m에서 수신

공 14 m로 급격히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수신부의 경암 상

단에 국부적 저속도 구간이 분포한다. 이 저속도 구간은 시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Fig. 11의 (b) M9-2

에서는 퇴적층/경암 경계가 8 m에서 결정되나 수신공 심도 16

까지 저속도 구간이 나타났다. 조사 당시 이 구간을 연암 구간

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초 양식을 말뚝 기초로 제안

하여 말뚝 하단이 경암 상부에 놓이도록 설정하였다. 이 또한

시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송신공 하부에 저

속도 구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실제 시추결과에 비해 과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탄성파 속도 단면과 시추 결과와의 불일치는 매질의

이방성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이

방성 토모그래피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기존 자료를 재처리 하

여 보았다. 탄성파 이방성 토모그래피를 수행하기 전에 획득된

주시 자료로부터 개략적인 이방성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직선

파선을 가정한 후 전파각에 대한 탄성파 진행 속도 그래프를

구성하여 보았다. 구성된 그래프는 Fig. 12와 Fig. 13과 같다.

이는 발췌된 주시를 송수신간 직선 거리로 나눈 속도와 그 전

파 방향을 이용하여 도시한 것이다. 동일한 암 분류인 경암에

대해서만 고려하기 위해 이 분석에서는 M9-1은 송신 심도 8

m, 수신 심도 16 m 보다 깊은 주시 자료만을 사용하였고, M9-

2는 송수신 심도 10 m 보다 깊은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M9-1

단면에 대한 결과인 Fig. 12에서 점으로 표시된 자료들의 분포

상태는 원형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보다 정량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타원 방정식으로의 회귀분석을 통해 최대

속도, 최소 속도, 이방성축의 기울기를 구하면 각각 5640

m/sec, 5370 m/sec, 48° 해당한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이방성

크기 a(a = (Vmax−Vmin)/Vmin)는 0.05로 M9-1의 경암부는 거의

등방성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9-2

의 결과인 Fig. 13에서 타원 방정식으로 회귀하여 얻은 장축,

단축, 이방성축의 기울기는 각각 5900 m/sec, 5070 m/sec,

−45o 로 이방성 크기 a는 0.16에 해당한다. 이는 M9-2의 경암

부는 약 이방성 매질로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이방성 토모그래피를 적용하여 Fig.

1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최저 속도 단면에 대해 속도 구조를

살펴보면 Fig. 14 (a)인 M9-1 단면에서 경암은 4500 m/sec 이

상의 속도를 보이며 (b) M9-2 단면에서는 송신공 15 m 주위

의 저속도 구간을 제외한 경암 전 영역에서 4500 m/sec 이상

의 속도를 보여 탐사 단면 내의 경암 구간은 비교적 양호한 암

반 상태로 추정된다.

암경계에 대해 살펴보면 Fig. 14의 (a)에서 퇴적암/경암 경계

가 Fig. 11의 등방성 토모그래피 결과에 비해 더 급격하게 변

하는데 이를 이방성 방향과 속도 단면의 양상으로 추정할 때

Fig. 14(a)의 점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단면 바깥쪽으로 발달한

파쇄대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또한 Fig. 14의 (b)의 암선을 살

펴보면 Fig. 11(b)의 수신공 심도 8 ~ 16 m 부근의 연암층에

해당하는 저속도 구간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결과로 판단되는

교각의 기초는 경암 상단에 놓이게 되어 이전 조사 결과에서

제안한 기초와는 달리 직접 기초로 판단된다.

이방성 토모그래피 결과에서 퇴적층의 이방성 분포를 살펴

보면 Fig. 14(b)의 경우 VTI 매질의 특성을 보이며 수평한 퇴

적 구조를 보이지만 (a)에서는 이방성 크기도 작고 그 방향도

퇴적암/경암 경계선에 수직하게 기울어져 있다. 이는 좁은 구

역에서의 급격한 퇴적 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 파쇄대에 의한

교란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암 내부의 이방성을 살펴보면 그 방향은 Fig. 14(a), (b) 각

각 단면의 가로 축에 대해 반시계 방향으로 35 ~ 60o로 나타나

며 그 크기는 (b)가 (a)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이는 이방성 대

칭축의 방향이 (b) 단면의 방향에 가깝게 정렬되어 (a) 단면에

서는 이방성 크기가 작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Fig. 12에

서 이방성이 미미하여 등방성 매질에 가깝게 나타나고 Fig. 13

에서 약 이방성이 나타났던 결과와 유사하다.

이방성 토모그래피 결과는 등방성 토모그래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방성에 의한 속도 단면의 왜곡을 막아 개선된 속도

영상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단면의 이방성 특성을 고려한 해

석이 가능하여 층리나 절리의 방향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 제

공 및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지반의 속도 이방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방성 토모그래피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듬

Fig. 10. The shot gather at 26 m source depth of M9-2 section. The

hydrophone string is spreaded from 3 m to 50 m depth at 1m
intervals. The dot line is the trend of the first arrival time picked
ma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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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polar plot of the velocity versus propagation angle of
tomographic section M9-2 with assuming the straight ray from
source to receiver. The solid line is curve fitting with elliptic

function. The velocity of major axis is 5900 m/sec, that of minor
axis 5070 m/sec and the angle of anisotropy symmetric axis −45°.

It shows that the hard rock of M9-2 is a weak anisotropic medium
as the anisotropy ratio is 0.16.

Fig. 14. Results of anisotropic tomography. The anisotropic ratio (a)

and the direction of the symmetric axis are plotted on the minimum
velocity section. The dashed line of (a) is the fracture to be

estimated from velocity structure and anisotropic direction. (a) M9-

1 section, (b) M9-2 section.

Fig. 12. The polar plot of the velocity versus propagation angle of
tomographic section M9-1 with assuming the straight ray from
source to receiver. The solid line is curve fitting with elliptic

function. The velocity of major axis is 5640 m/sec, that of minor
axis 5370 m/sec and the angle of anisotropy symmetric axis 48°. It
shows that the hard rock of M9-1 is almost an isotropic medium as

the anisotropy ratio is 0.05.

Fig. 11. Results of isotropic tomography. The bar graphs at both
sides of the velocity sections indicate the rock type and R.Q.D of
source and receiver boreholes respectively. (a) M9-1 section, (b)

M9-2 section.



240 정창호·서정희

은 안정적이면서 실재에 가까운 지하 구조의 속도 이방성을

규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법들을 사용하였다.

(a) 약 TI 매질에 대한 토모그래피 역산 매개 변수를 군각

45o에서의 탄성파 역속도 S45, S45에 대한 최대 최소 탄

성파 역속도 비율 α, β와 이방성 대칭축 ηtilt로 구성하

여 속도의 역전 및 대칭축의 공간적인 불연속이 생기지

않게 하였다.

(b) 의사 베타 변환을 통해 이방성 계수가 범위 내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탄성파 속도 비율은 α가

0 ~ 1, β가 1 ~ 2의 범위를 가지도록 설정하였으며 최소

구조 제한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사 베타 변환의

w 크기를 조절하     였다.

(c) α, β, S45에 대해서 평활화 조건, α, β에 대해 이방성을

최소화하는 제한조건 등 역산 매개 변수 및 역산 매개

변수의 변화값에 대해 8가지의 제한조건을 사용하였으

며 α, β, S45, ηtilt의 평활화에 대해서는 ACB를 사용하

여 그 크기를 조절하였다.

(d) 프레넬대를 이용한 토모그래피 기법을 이방성 토모그래

피에 대해서 확장 적용하였다. 파선 경로를 프레넬대를

이용하여 파동 경로로 확장하고 파선을 따라 결정된 전

파각을 프레넬대 내에서의 전파각으로 확장하여 이방성

토모그래피에 적용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파선의 전파

각을 프레넬대로 확장하는 것은 각 역산 매개 변수들에

대해 전파각 범위를 넓게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역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

개발된 이방성 토모그래피 알고리듬을 복잡한 수치 모델 및

현장 자료에 적용하여 알고리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복잡

한 수치 모델링 자료에 개발된 이방성 토모그래피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등방성 토모그래피 결과에서 나타나던 속도 왜곡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매질의 이방성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고생대 석회암 지대에서 획득된 현장 자료에 적용하여

지질 자료 및 시추 자료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개

발된 알고리듬은 이방성 매질에서의 속도 및 이방성 구조를

영상화함으로써 지하 구조의 보다 정확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많은 현장 적용을 통해 지반 해석 및

설계에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 현장의 지질 특성에

따른 지반의 이방성 분포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분석하면 이방성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이명종, 2000,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를 이용한 지하구조의 3차
원 영상화, 공학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Byun, B. S., Corrigan, D., and Gaiser, J. E., 1989, Anisotropic
velocity analysis for lithology discrimination, Geophysics, 54,
1564-1574.

Cerveny, V., and Soars, J. E. P., 1992, Fresnel volume ray
tracing, Geophysics, 57, 902-915.

Cho, S. J., and Kim, J. H., 1997, Radar traveltime tomography
in anisotropic media - in the application of limestone area,
EAGE, 59th Conference and Technical Exhibition.

Christoffel, E. B., 1877, Über die Fortpflanzung von Stössen
durch elastische feste Körper, Annali di Mathematica, 8, 193-
243.

Cosma, C., Heillkinen, P., Keskinen, K., and Korhonen, R.,
1991, Site characterization and validation-Result from
seismic crosshole and reflection measurements, Stage 3. Strpa

Project Technical Report, '91-07.
Eppstein, M. J., Dougherty, D. E., Hawrysz, D. J., and Sevick-

Muraca, E. M., 2001, Three-Dimensional Bayesian Optical
Image Reconstruction with Domain Decomposition, IEEE

Trans. Med. Imag., v.20, 147-163.
Kelvin, Lord (William Thompson), 1856, On stresses and

strains (XXI. Elements of a mathematical theory of elasticity,
Part 1),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166,
481-489.

Kumar, D., Sen, M., and Ferguson, R. J., 2004, Traveltime
calculation and prestack depth migration in tilted transversely
isotropic media, Geophysics, 69, 37-44.

Pratt, R. G., and Chapman, C. H., 1992, Traveltime tomography
in anisotropic media-II. Application, Geophys. J. Int., 109,
20-37.

Thomsen, L., 1986, Weak elastic anisotropy, Geophysics, 51,
1954-1966.

Watanabe, T., Hirai, T., and Sassa, K., 1996, Seismic traveltime
tomography in anisotropic heterogeneous media, Journal of

Applied Geophysics, 35, 133-143.
Watanabe, T., Matsuoka, T., and Ashida, Y., 1999, Seismic

traveltime tomography using Fresnel volume approach, Proc.

SEG. Expanded Abstracts.
Yanagidani, T., Yamada, H., and Terada, M., 1986, The

observation of water infiltration into rock by seismic
computer tomography, Proc. JSCE, 370, 169-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