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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적으로 평활화 필터는 주변값들과의 차이를 감소시켜 함수를 정규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완전파형역산

에 평활화 필터를 적용하면 역산 해를 정규화 할 수 있으며 실제 지하 구조에 가까운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단일

평활화 계수를 사용했을 때는 지층 형태나 속도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평활화가 이루어지므로 지층간 경계면이나 단

층 등의 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 평활화 계수가 아닌 역산

반복 과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평활화 계수를 조정하는 정규화 기법을 개발하였다. 먼저 파형역산에 적합한 탐사자료의 주

파수 대역과 그에 대응하는 파수 범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파수 범위에 적합한 평활화 계수를 선정하기 위해 평활화

필터의 파수 스펙트럼에서 99백분위수에 해당하는 파수를 유효최대파수로 결정하였다. 선정된 평활화 계수를 반복역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스케일 완전파형역산을 구현하였다. 암염 모델과 같은 속도

대비가 큰 지질구조에 대해 성공적인 역산결과를 얻음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활화 계수 선택기법이 효과적인 정규

화 과정을 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작위 잡음이 더해진 인공합성 음원모음 자료에 대한 수치예제를 통해

현장 자료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정규화, 평활화, 완전파형역산, 그래디언트, 멀티-스케일

Abstract: In general, smoothing filters regularize functions by reducing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values. The

smoothing filters, therefore, can regularize inverse solutions and produce more accurate subsurface structure when we

apply it to full waveform inversion. If we apply a smoothing filter with a constant coefficient to subsurface image or

velocity model, it will make layer interfaces and fault structures vague because it does not consider any information of

geologic structures and variations of velocity. In this study, we develop a selective smoothing regularization technique,

which adapts smoothing coefficients according to inversion iteration, to solve the weakness of smoothing regularization

with a constant coefficient. First, we determine appropriate frequencies and analyze the corresponding wavenumber

coverage. Then, we define effective maximum wavenumber as 99 percentile of wavenumber spectrum in order to choose

smoothing coefficients which can effectively limit the wavenumber coverage. By adapting the chosen smoothing

coefficients according to the iteration, we can implement multi-scale full waveform inversion while inverting multi-

frequency components simultaneously. Through the successful inversion example on a salt model with high-contrast

velocity structures, we can note that our method effectively regularizes the inverse solution. We also verify that our

scheme is applicable to field data through the numerical example to the synthetic data containing random noise.

Keywords: regularization, smoothing, full waveform inversion, gradient, multi-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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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완전파형역산은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지층 속도 구조를

반복적인 계산으로 찾아가는 방법이다. 완전파형역산으로 해

를 찾기 위해서는 취득 자료와 합성 자료간 차이로 정의되는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속도모델을 반복적으로 변경 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방법론들이 제시되었다(Menke,

1984; Tarantola, 2005). 그러나 일반화된 역산 이론에 근거한

완전파형역산은 다변수 함수에 대한 야코비(jacobian) 행렬 계

산과 헤시안(hessian) 행렬 구성, 역행렬 또는 행렬식 풀이에

막대한 컴퓨터 계산 시간과 기억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

성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Tarantola (1984)는 역시간 구조보정의 역전파 알고리듬을 사

용하여 목적함수의 그래디언트를 이용한 파형역산 기법을 제

안했다. 그 이후부터 역전파 알고리듬을 이용한 많은 파형역산

기법들이 시도되었으며 특히 주파수영역에서 파형역산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Pratt et al., 1998; Pratt, 1999).

주파수영역에서 파형역산은 동시에 여러 주파수성분을 역산

에 사용하는 방식과 단일 주파수성분을 순차적으로 역산에 사

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순차

적인 주파수 역산 전략이 계산 시간을 줄이면서도 멀티-스케

일(multi-scale) 역산(Bunks et al., 1995)을 구현하여 비선형성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역산 방법은 강한 잡

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Hu

et al., 2009) 비선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따

라서 강한 잡음에 효과적이고 비선형성 문제를 완화하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서는 동시 여러 주파수 역산 기

법에 멀티-스케일 역산의 효과를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필

요하다. 이에 대한 해법은 역산 이론에서 널리 알려진 정규화

기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규화 기법은 해를 구

하기 힘든 불량조건인(ill-posed) 역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역

산 매개변수의 길이나 거칠기(roughness)에 제한을 두는 방법

이다. 특히 평활화(smoothing) 기법을 이용한 정규화 방식은

많은 역산 문제에 적용되어 왔으며(Costa et al., 2008; Hu et

al., 2009; van den Berg et al., 1999; van den Berg and

Abubakar, 2001; Guitton et al., 2012) 불량 조건인 역산 문제

에서 물리적으로 타당한 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Scales

et al., 1990). 평활화 필터는 높은 주파수(또는 파수)성분을 감

쇠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Liu, 1993) 평활화 정도를 조절

함으로써 멀티-스케일 역산을 구현할 수 있다. Sirgue and

Pratt (2003)은 완전파형역산에서 그래디언트에 낮은 파수 통

과 필터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평활화 정규화 기법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동시 여러 주파수 완전파형역산으로 멀티-스

케일 기법의 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멀티-스케

일 기법의 효과는 반복역산에 따라 변화하는 평활화 계수를

갖는 정규화 기법을 통해 구현되고, 평활화 계수는 유효최대파

수를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결정된다. 각 필터계수에 대한 유효

최대파수는 평활화 필터의 파수 스펙트럼을 정량화하여 도출

되고, 역산에 사용할 주파수를 고려하여 정규화를 위한 필터계

수가 결정된다. SEG/EAGE 암염 모델을 이용한 수치모형 실

험에서 평활화 정규화 기법을 적용하여 동시 여러 주파수 완

전파형역산을 수행하였으며, 단일 필터 계수가 적용된 역산 결

과와 선택적 필터 계수가 적용된 역산 결과를 비교하여 비선

형성 문제의 완화를 확인하고 잡음이 포함된 자료를 역산함으

로써 잡음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한다. 

평활화 필터

본 논문에서는 정규화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 목적함수의 그

래디언트에 평활화 필터를 적용한다. 이론적으로 평활화 필터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Liu, 1994). 

(1)

여기서 vs는 평활화를 적용한 함수, sa는 커널 함수, a는 평활

화 계수, v는 본래 함수이며, 평활화 계수는 평활화 정도를 의

미한다. 커널 함수는 박스카(boxcar) 함수나 가우스 함수 등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포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식 (1)과 같

이 곱말기 형태를 갖는 평활화 연산은 긴 신호에 적용할 때 컴

퓨터 계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자승법을 이용하

면 평활화 연산은 함수의 미분값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최소화 문제는 변분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2)

여기서 w(x)는 값의 범위가 0부터 1사이인 가중 함수로 본 논

문에서는 편의상 1로 설정하였다. 식 (2)는 삼중대각선형계

(tridiagonal linear system)가 되어 평활화 필터 계수의 길이에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계산된다. 식 (2)에 의해 정의되는 평활

화 연산은 파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k는 파수, V(k)는 파수 영역으로 푸리에 변환된 함수,

는 평활화 필터의 파수 스펙트럼을 의미한다. 평활

화 필터는 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진폭이 작아지는 파수 스펙

트럼을 갖고 있고, 평활화 계수가 커질 수록 파수 스펙트럼은

더욱 급격히 작아지는 특성을 갖는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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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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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활화 계수와 유효최대파수

본 논문에서는 평활화 필터에 의한 함수의 파수 스펙트럼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해 유효최대파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유효최대파수는 평활화 필터의 파수 스펙트럼에서 전체

파수 범위의 99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파수로 정의한다. 평활

화 필터의 파수 스펙트럼은 식 (2)의 좌변 두 번째 항으로 나

타낼 수 있으므로 파수 스펙트럼 분포의 분위수(Q)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kNyq는 주어진 공간 샘플링 간격에 대한 나이퀴스트 파

수이고 ke는 구하고자 하는 유효최대파수이다. Fig. 1에서 예

측 할 수 있듯이 평활화 계수가 커짐에 따라 유효최대파수 값

은 작아진다(Table 1). 평활화 계수가 커질수록 높은 파수 성

분이 더 많이 감쇠되어 유효최대파수가 작아진다. 이러한 특성

은 역산 시 그래디언트에 평활화 선처리 기법을 적용 할 때 유

효한 파수 범위를 정하는 정량적인 기준이 된다.

완전파형역산

완전파형역산의 목적함수는 관측 자료와 합성 자료의 차이

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5)

여기서 는 l2 노옴, m은 탄성파 속도 또는 밀도를 나타내

는 매개변수, dobs는 관측 자료, dmod는 합성 자료이다. Tarantola

(1984)가 제안한 최대 급 경사법(steepest descent method)을

적용하면 역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6)

여기서 는 목적함수 E(m)의 그래디언트, an는 구간 길

이(step-length), n은 반복 횟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영역에서 여러 주파수성분을 동시에

사용하여 역산을 수행하였고 수렴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헤시

안(Shin et al., 2001), Hps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식 (6)은 다음

과 같은 형태로 변형된다.

(7)

여기서 는 상한 노옴(supremum norm)을 의미하고 ifreq는

주파수에 대한 인덱스, nf는 주파수 개수이다.

정규화

순수 그래디언트 기반 완전파형역산에서 정규화 기법은 선

처리(Preconditioning) 형태로 적용 될 수 있다(Guitton et al.,

2012). 선처리 적용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변수를 도입함으로

써 구현한다.

m = Sp (8)

여기서 S는 선처리 연산자를 의미하고 p는 새로운 역산 변수

가 된다. 이 경우 완전파형역산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9)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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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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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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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d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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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ctan ake( )

arctan akNy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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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 1. Wavenumber spectrums when the smoothing coefficients

are 0.5, 2.5, 5, 7.5, and 10 respectively.

Table 1. Maximum effective wavenumbers corresponding to each

smoothing coefficient.

Smoothing coefficient (a) Effective wavenumber (ke)

0.5 21.09

1.0 18.08

1.5 15.84

2.0 14.11

2.5 12.7

3.0 11.54

3.5 10.58

4.0 9.81

4.5 9.11

5.0 8.53

5.5 7.95

6.0 7.5

6.5 7.12

7.0 6.73

7.5 6.42

8.0 6.09

8.5 5.84

9.0 5.58

9.5 5.33

10.0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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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는 벡터 m과 dmod를 연결시켜주는 모델링 연산자이

다. 식 (9)의 목적함수에 대해 새로운 벡터 p는 다음과 같이

반복 역산이 이루어진다.

(10)

여기서 S'는 S의 수반행렬이다. 식 (6)으로부터 식 (7)로 확장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식 (10)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11)

따라서 식 (11)에 의하면 개별 주파수에서 구한 그래디언트를

유사 헤시안 행렬로 나누어주고 여러 주파수성분이 동일한 가

중치를 갖도록 가중 평균된 최종 그래디언트에 선처리를 적용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선처리로서 평활화 필터를 사용하고

역산을 수행하게 된다.

수치예제

잡음이 없는 자료의 역산 결과

완전파형역산에 평활화 선처리를 적용할 경우 얻게 되는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EG/EAGE 암염 모델(Aminzadeh et

al., 1994)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먼저 잡음이 없는 인공합성

자료를 이용하여 역산을 수행하였다. 평활화 필터를 이용한 정

규화 기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평활화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역산 결과와 단일 평활화 계수를 적용한 역산 결과 그리

고 유효최대파수에 근거하여 선택적 평활화 계수를 적용한 역

산결과를 비교하였다. 역산에 사용한 암염 속도 모델은 수평

거리 15.6 km, 심도 4.18 km이며 격자 간격은 20 m이다(Fig.

2(a)). 인공합성자료를 얻기 위하여 주파수영역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였다. 송신원은 100 m 간격으로 총 156개를 사용하였

고 수진기는 20 m 심도에 20 m 간격으로 총 780개를 사용하

였다. 송신원은 최대 주파수가 10 Hz인 1차 가우스 미분 함수

를 사용하였다. 초기 속도 모델은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

가 1.5 km/s에서 4 km/s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도록 설정하였

다(Fig. 2(b)). 목적함수는 l2 노옴을 사용하였으며 총 500번 반

복을 거쳐 역산 결과를 얻었다. 평활화 선처리를 적용하지 않

은 경우 암염층 상부 구조는 정확하게 영상화되지만 암염층

내부 속도와 하부 구조는 정확하게 역산되지 않는다(Fig.

2(c)).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자료에 대해 역산을 수행하면서 그

래디언트 선처리 과정으로 평활화 기법을 추가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적용한 평활화 기법은 라플라스 함수를 커널 함수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충분한 평활화 효과를 보기 위하여

평활화 계수를 10으로 고정하고 반복 역산과정에서 일정하게

적용하였다. Fig. 3(a)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평활화를 적용하지

않은 역산결과와는 다르게 암염층 형태와 속도 값을 보다 정

확하게 역산하였으며 주변 퇴적층 속도도 실제 값으로 수렴하

였다. 그러나 주변 퇴적층들 사이 경계면과 단층 구조들이 평

활화 효과때문에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복 역산과정에서 평활화 계수 크기를 조절하

였다. 평활화 계수 크기를 선택하기 위하여 먼저 Sirgue and

Pratt (2004)이 제안한 주파수 선택 전략 방법을 사용하였다.

파수 범위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몇 개의 주파수만을

선택하였고 선택된 주파수에 해당하는 역산 반복 단계를 결정

한 뒤 주파수(파수)에 해당하는 평활화 계수를 선정하였다. 평

활화 계수 선정은 Table 1의 유효최대파수에 따라 결정하였

다. 선정된 평활화 계수는 10, 7.9, 0.2로 역산 반복이 진행됨

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도록 사이채움 하였다(Fig. 4). 역산

결과를 보면 단일 평활화 계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해상도가

Fig. 2. (a) The SEG/EAGE salt model, (b) the starting velocity

model, and (c) the inverted velocity model without a smoothing

regu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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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고 잘 보이지 않던 단층이나 지층 경계들이 뚜렷하게

영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 3(b)). 또한 암염층 구조 및 속

도가 정확하게 역산되었고 암염 하부에 나타나는 사암층 구조

와 단층들이 정확하게 역산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잡음이 있는 자료의 역산 결과

선택적 평활화 계수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공합성자료에 무작위 잡음을 추가한 뒤 같은 방식으로 역산

을 수행하였다(Fig. 5). 합성된 음원자료는 음원에서의 트레이

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가

400이 되도록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였다. 평활화 기법을 사용

하지 않은 역산 결과에서는 잡음 영향을 받아 대부분 구조에

서 무작위 잡음에 의한 속도 왜곡이 관찰되었다(Fig. 6(a)). 또

한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일 평활화 계수를 이용한 정규

Fig. 3. The inverted velocity model applied regularization with (a)

constant and (b) low pass filtered smoothing coefficients.

Fig. 4. Assigned smoothing coefficients with respect to number of

iterations.

Fig. 5. A shot gather contained random noise.

Fig. 6. The inverted velocity model applied (a) no regularization,

conventional regularization with (b) stationary and (c) variable

smoothing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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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법이 적용된 역산도 수행하였다. 무작위 잡음으로 인하여

암염 주변 퇴적 구조를 정확하게 역산하지 못하였지만 암염

내부 속도는 평활화 기법을 추가하지 않은 역산 결과보다 정

확하게 얻을 수 있었다(Fig. 6(b)). 앞서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유효최대파수를 고려하여 결정된 평활화 계수를 적용하여 역

산을 수행 했을 때에는 평활화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

다 무작위 잡음에 따른 영상화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단일 평

활화 계수를 사용했을 때 보다 층간 경계와 단층이 선명하게

영상화되어 암염돔 속도와 구조를 가장 정확히 나타냈다(Fig.

6(c)).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그래디언트 기반 2차원 주파수영역 완전파형

역산에서 선택적 평활화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정규화 기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가우스-뉴턴법과 같이 야코비 행

렬을 직접 계산하는 최소자승 역산 기법과 달리 그래디언트만

을 이용한 파형역산에서는 명시적인 정규화 기법의 적용이 어

렵기 때문에 그래디언트의 선처리를 적용하여 정규화 기법을

구현하였다. 평활화 정규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역산 해의 안

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선형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평활화

계수를 반복역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멀티-스케일 역산

효과를 구현하였다. 멀티-스케일 역산을 정량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평활화 필터의 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유효최대파수

를 구하고 그에 따라 평활화 계수를 선택하여 주파수 선택 전

략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암염 모델에

대한 역산을 통해 복잡한 지질구조에 대한 완전파형역산의 정

규화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규화를 포함하지 않았

을 때 보다는 평활화 정규화 기법을 포함하여 역산을 수행했

을 때 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렴하였다. 단일 평활화 계수를

적용하는 것보다 반복역산에 따라 감소하는 평활화 계수를 적

용했을 때 더욱 정확한 역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잡

음을 포함한 인공합성자료 역산 예제를 통해 현장 자료에 대

한 적용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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