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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종의 물리탐사자료를 이용한 복합역산은 단일 물리탐사자료를 이용한 역산과 비교시, 역산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두 탐사자료의 장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탄성파탐사자료를 이용한 역산은 유가스가 집적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의 탐지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지만 탄화수소의 직접적인 탐지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인공송신원 해양전자탐사자

료를 이용한 역산은 탄성파탐사자료를 이용한 역산결과에 비하여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유가스의 직접적인 탐지가 가능하

다. 이 연구에서는 평면파를 이용한 완전파형역산을 통하여 획득한 고해상도의P파 속도모델을 cross-gradient 기법에 기반

하여 구조적인 제약조건으로 사용하는 전자탐사 복합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듬을 유가스전 탐사에 적

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스층이 존재하는 단순구조의 모델과 배사구조에 오일저류층이 존재하는 모델의 합성

탐사자료에 적용한 결과, 전자탐사자료만을 이용한 역산결과보다 복합역산을 이용한 결과가 보다 고해상도의 전기비저항

분포의 파악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오일저류층의 정확한 매장 위치 추정과, 매장량 계산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복합역산, 완전파형역산, 인공송신원 해양전자탐사 역산, cross-gradient

Abstract: Compared with the separated inversion of electromagnetic (EM) and seismic data, a joint inversion using both

EM and seismic data reduces the uncertainty and gives the opportunity to use the advantage of each data. Seismic full-

waveform inversion allows velocity information with high resolution in complicated subsurface. However, it is an indirect

survey which finds the structure containing oil and gas. On the other hand, marine controlled-source EM (mCSEM)

inversion can directly indicate the oil and gas using different EM properties of hydrocarbon with marine sediments and

cap rocks whereas it has poor resolution than seismic method. In this paper, we have developed a joint EM inversion

algorithm using a cross-gradient technique. P-wave velocity structure obtained by full-waveform inversion using plane

wave encoding is used as structure constraints to calculate the cross-gradient term in the joint inversion. When the joint-

inversion algorithm is applied to the synthetic data which are simulated for subsea reservoir exploration, images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over those obtained from separate EM inver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eveloped joint

inversion scheme can be applied for detecting reservoir and calculating the accurate oil and gas 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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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통적인 유가스전 탐사에서 탄성파탐사자료를 이용한 완전

파형역산(full-waveform inversion; FWI)은 정확한 영상화의

필수요소인 고해상도의 분해능을 갖는 복잡한 지하구조의 속

도 정보추출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Lailly, 1983; Tarantola, 1984; Pratt and Worthington, 1990;

Abubakar et al., 2003; Shin and Min 2006; Ha et al., 2008;

Hu et al., 2009b; Virieux and Operto, 2009; Chung et al.,

2010; Joo et al., 2013). 최근에는 계산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완전파형역산이 가능한 동시송신원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rebs et al., 2009; Ben-

Hadj-Alo et al., 2011; Tao and Sen, 2013; Son et al., 2012;

Ha and Shin, 2013; Kwon et al., 2014). 하지만 이러한 탄성

파탐사자료를 이용하는 완전파형역산결과는 아직까지는 구조

보정을 위한 속도모델의 제공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간혹 역

산을 통해 얻은 속도구조를 이용하여 유가스를 직접 탐지하고

자 시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염수와 탄성파 속도 차이가 큰 가

스전에 국한되고 있다(Drufuca and Mazzottit, 1995).

반면에 인공송신원 해양전자탐사(marine controlled-source

electromagnetic; mCSEM) 역산은 해양의 유가가스전 탐사 분

야에서 탄성파탐사를 통해 파악한 유망구조내의 고비저항의

특성이 뚜렷한 신호로 나타나는 유가스전을 직접적으로 탐지

할 수 있어 최근 10여 년 새에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활

발하게 시도되고 있다(Constable, 2010; Kim, 2011; Lee et al.,

2011; Noh et al., 2012; Han et al., 2012; Kang et al., 2012).

이러한 전자탐사를 통하여 획득한 전기비저항값은 Archie의

방정식(Archie, 1942)이나 Waxman과 Smits의 방정식(Waxman

and Smits, 1968)을 이용하면 공극률뿐만 아니라 공극내 유체

포화율의 계산도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양전자탐

사자료의 역산을 통해 얻은 지하매질의 전기비저항정보는 탄

성파탐사자료의 완전파형역산을 통해 획득한 P파 속도정보에

비하여 해상도가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고해상도의 구조적인 영상화가 장점인 탄성

파탐사와 탄화수소의 직접적인 탐지가 가능한 전자탐사의 장

점을 함께 이용하기 위한 탄성파탐사자료와 전자탐사자료의

복합역산에 대한 연구들이 국외에서 시도되어 주목을 받고 있

다. 현재까지 진행 된 탄성파탐사자료와 전자탐사자료를 이용

한 복합역산의 대표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첫 번째 방법은 탄성파탐사자료와 전자탐사자료의 역산결

과인 탄성파속도와 전기비저항을 기존에 연구 된 실험식

(Archie, 1942; Waxman and Smits, 1968)을 이용하여 저류층

변수들인 공극률, 유체포화율로 변환하여 복합역산을 하는 방

법이다(Harris and Mac Gregor, 2006; Hoversten et al., 2006;

Gao et al., 2010; Gao et al., 2012). 이 방법은, 복합역산을 통

하여 저류층 변수들인 공극률과 유체포화율을 직접적으로 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스전의 위치 및 매장량 평가에 대한 직

접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지만, 사용되는 저류층변수들과의 연

결실험식이 복잡하며 다양한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을

고려한 연결실험식의 결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한 자료의 역산결과를 다른 자료의 역산에

제약조건으로 이용하는 복합역산방법이다. 이 방법은 두 역산

결과가 같은 구조에서 나온 결과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저해상

도자료의 역산 시 고해상도 자료의 역산결과를 가중치로 적용

하여 역산결과의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Hu et al.,

2009a; Gallardo et al., 2012; Moorkamp et al., 2013; Um et

al., 2014). 첫 번째 방법과는 달리 복잡한 연결실험식을 고려

할 필요가 없으며, 한 종류의 탐사자료의 역산 수행 시 다른

탐사자료는 모델제약조건으로서 역산의 목적함수에 추가가 되

기 때문에, 기존의 한 종류의 물리탐사자료만을 이용한 역산과

비교 시 계산시간과 메모리적인 문제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

는다. 그리고, 구조적인 정보를 이용하므로 탄성파탐사자료의

완전파형역산결과 외에도 구조적 유사성이 예상되는 임의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구조적인 제약조건과 마

찬가지로 이종의 물리탐사자료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해상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해상도의 자료는 해상도를 향

상시킬 수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인 Hu et al. (2009a)이 제안한

cross-gradient 제약조건을 이용한 복합역산 알고리듬을 기반으

로, 탄성파탐사자료의 완전파형역산결과를 구조적 제약조건으

로 이용한 cross-gradient에 기반한 고해상도 2.5차원 인공송신

원 해양전자탐사 복합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역산의 안

정적인 수렴을 위하여, IRLS (Iteratively reweighted least-

square) 방법(Scales and Gersztenkorn, 1988; Daubechies et

al., 2010; Ji, 2012)에 Huber 가중치(Huber, 1981)를 적용하였

고, 초기모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jumping법을 이용

하여 역산의 해를 구하였다. 개발된 알고리듬을 복잡한 지질구

조내에 존재하는 저비저항 이상체에 비해 민감도가 상대적으

로 떨어지는 고비저항 이상체인 유가스전탐사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스층이 존재하는 모델과 배사구조에 오일

저류층이 존재하는 모델의 합성탐사자료에 적용하고 이를 분

석하였다.

단일 물리탐사자료를 이용한 역산

탄성파탐사자료의 완전파형역산

전통적인 유가스전 탐사는 유가스가 집적될 수 있는 구조의

탐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탄성파탐사의 영상화를 통해 수

행되어왔다. 최근들어 정확한 영상화의 필수요소인 지하 속도

정보 추출을 위해 탄성파 완전파형역산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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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지하구조에 대해 고해상도

의 분해능을 갖는 탄성파 완전파형역산을 통해 획득한 P파 속

도정보를 복합역산의 구조적 제약조건으로 사용하였다.

P파 속도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완전파형역산 기법

은 Kwon et al. (2014)이 제안한 파선 매개변수(ray parameter)

에 따라 기울기를 갖는 평면파를 이용한 완전파형역산 기법으

로 계산시간과 메모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정규화된 파동장

을 이용하기 때문에 송신파형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없으

며(Lee and Kim, 2003), ACB (Active Constraint Balancing)법

을 이용하여 역산의 안정성과 해상도의 확보가 가능한 장점들

이 있다(Yi et al., 2003; Joo et al., 2013).

주파수 영역에서 동시 송신원을 이용한 2차원 평면파의 모

델링식은 식 (1)과 같다(Tao and Sen, 2013).

 (1)

여기서 S는 복소임피던스 행렬, u는 변위벡터, f는 송신원, ω

는 각주파수, xs는 송신원 위치벡터이다. 식 (1)의 φ은 각 송

신원들이 파선 매개변수 (p)에 따라 시간지연이 일어나는데 이

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위상 이동을 의미하므로, 이에 따라 기

울기를 갖는 평면파의 모음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내며, 식

(2)를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여기서, x0과 xmax는 평면파의 기준점들을 의미하며, s와 j는

각각 송신원과 파선 매개변수의 순번을 의미한다.

완전파형역산시, 일반 공통송신원 모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자료의 개수는 송신원의 개수와 수신기의 개수의 곱이지

만, 평면파 모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파선 매개변수와 수신기

의 개수의 곱이다. 일반적으로 파선 매개변수의 개수는 송신원

의 개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역산이 가능하다.

사용된 완전파형역산기법의 목적함수는 식 (3)과 같으며, 

 (3)

여기서 는 k번째 반복계산에서 획득 된 속도모델에서

의 측정자료와 이론자료의 오차벡터(data misfit), 은

속도모델변수벡터와 관련된 제약조건, λ는 역산의 안정화를

위하여, 와 의 비율을 조정하는 라그랑지 승

수이다.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Gauss-newton 해는 식 (4)와

같다(Menke, 1984). 

 (4)

여기서 J는 자코비안 행렬(Jacobian matrix), 상부 첨자 T는

전치 행렬(transpose matrix), We와 Wm은 각각 자료벡터와 모

델변수벡터에 가해지는 가중 행렬(weighting matrix)이며, δm

은 모델변수의 증분벡터, δd는 자료의 잔차 벡터이다. 평면파

를 이용한 완전파형역산의 알고리듬의 순서도는 Fig. 1과 같다.

Fig. 2(a)는 복합역산의 구조적 제약조건으로 사용되는 P파

속도 정보의 추출을 위한 수치 예제로서, 노르웨이 Troll 지역

의 가스 저류층 모델을 단순화 시킨 모델(Abubakar et al.,

2008)의 수평적인 크기만을 축소한 모델이다. 사용된 탐사변수

는 Table 1과 같다. 수신기는 인공송신원 해양전자탐사와 동일

한 해저하부에서 획득된 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그리고 평면파

모음으로의 변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저면에 위치하였

으며, 사용된 주파수들의 선택은 Sirgue and Pratt (2004)가 제

S x,ω( )u x,p,ω( ) =  
xs

∑ ϕ x,xs,p,ω( )f ω( )δ x xs–( )

ϕ x,xs,p,ω( ) = 
exp iωpj xsj x0–( ){ }   pj 0≥
exp iωpj xsj xmax–( ){ }   pj 0<⎩

⎨
⎧

φ m
k( )( ) = φd m

k( )( ) + λφm m
k( )( )

φd m
k( )( )

φm m
k( )( )

φd m
k( )( ) φm m

k( )( )

δm
k( )

 = J
T
WeJ + λWm[ ]

1–

J
T
Weδd

Fig. 1. Flowchart of seismic full waveform inversion using plane wave (Kwo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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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Fig. 2(b)는 역산에 사용 된 초기 P

파 속도모델, Fig. 2(c)는 완전파형역산을 통해 획득 된 P파 속

도모델이다. 역산의 반복횟수는 20번이며, 자료의 rms 오차는

0.001738의 값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하였다. 하부 1.8 ~ 2.0 km

에 위치한 1.8 km/s의 속도를 가진 가스층의 구조를 정확히 영

상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탄성파탐사자료를 이용한

완전파형역산은 지하 구조에 존재하는 이상체의 구조적인 경

계의 영상화적인 측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는 탄성파탐사자료의 역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상

도가 떨어지지는 전자탐사자료와의 복합역산에서 구조적인 제

약조건으로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전자탐사자료를 이용한 역산

탄성파탐사자료의 완전파형역산에 비하여 전자탐사자료의

역산은 공간적인 해상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유

가스가 집적될 수 있는 구조를 탐사하는 탄성파탐사와 달리,

전도체인 염수층과 부도체인 탄화수소의 성질을 이용하여 가

스뿐만 아니라 석유의 존재도 직접적으로 탐사가 가능하다. 또

한 획득 된 전기비저항값을 Archie의 방정식(Archie, 1942)이

나 Waxman과 Smits (Waxman and Smits, 1968)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공극률뿐만 아니라 공극내 유체 포화율의 계산도 가

능한 장점이 있다.

소규모의 지하수, 광체 등의 저비저항대의 이상체를 찾는 육

상 전자탐사와 달리, 전도성 매질인 해저 하부의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고비저항값을 찾는 유가스전의 탐사는 유가스층의

작은 민감도(sensitivity)로 인하여 정확한 역산결과를 안정적

으로 획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전자탐사의 경우

는 정밀한 수치모델링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정확한 역산기

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공기층과 바다층, 그리고

해저하부로 이루어진 층서구조를 일차장으로 하는 이차장 2.5

차원 인공송신원 해양전자탐사 역산 알고리듬(Kang et al.,

2012)을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듬에서 사용된 수치모형반응계

산은 해양전자탐사에서의 정밀도가 증명되었으나, 역산의 모

델변수의 갱신에 사용된 creeping법은 초기모델의 의존성이

높아 jumping방법으로 개선시켜 사용하였다. 

인공송신원 해양전자탐사자료의 역산 기법에 사용한 목적함

수는 식 (5)와 같으며 

 (5)

여기서 는 k번째 모델에서의 측정자료와 이론자료의

오차벡터, 은 모델변수와 관련된 제약조건, 그리고 λ

는 자료의 오차벡터인 와, 역산의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델변수벡터와 관련된 제약조건들인 의

비율을 조정하는 라그랑지 승수이다. 와 는

각각 식 (6)과 식 (7)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6)

 (7)

여기서 은 k번째 모델에서의 이론자료, dobs는 측정자

료, 그리고 C는 모델변수의 공간적 2차 미분을 의미하는

roughness 행렬이다. 각각의 역산 블록에서의 모델변수벡터 m

은 전기전도도(σ)로 변환한 후(식 (8)), 물리적으로 타당한 값

을 갖도록 inequality constraint (Kim and Kim, 2008)를 적용

하였다(식 (9)).

 (8)

 (9)

여기서 mmin와 mmax는 각각 식 (8)을 통하여 계산된 모델변수

벡터의 최소경계값과 최대경계값이다. 

φ m
k( )( ) = φd m

k( )( ) + λφm m
k( )( )

φd m
k( )( )

φm m
k( )( )

φd m
k( )( )

φm m
k( )( )

φd m
k( )( ) φm m

k( )( )

φd m
k( )( ) = f m

k( )( )−d
obs 2

φd m
k( )( ) = Cm

k( ) 2

f m
k( )( )

mj = 1/ρj( )

m = ln
m mmin–

mmax m–
---------------------⎝ ⎠
⎛ ⎞

Fig. 2. (a) A true P-velocity model, (b) an initial P-velocity model,

and (c) a FWI result.

Table 1. Parameters used in seismic inversion with synthetic data for

the velocity model shown in Fig. 2(a).

Parameter Value

Number of sources 197 (x = 0.1 ~ 9.9 km / z = 0.03 km)

Number of receivers 81 (x = 1 ~ 9 km / z = 1 km)

Number of ray-parameter /
Ray parameter interval

41 / 0.02

Source wavelet Ricker wavelet ( fmax = 18 Hz)

Number of model blocks 104 × 75 = 7,800

Cell size 10 × 10 m

Sampling interval / 
Recording length

0.002 s / 8.0 s

Inversion frequency 1.5, 2.7, 4.8, 7.125, 8.6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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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함수(식 (5))를 최소화하는 Gauss-newton 해에 jumping

법을 적용하면 식 (10)과 같다(부록 A 참조).

 (10)

Fig. 3(a)는 Fig. 2(a)와 동일한 구조의 노르웨이 Troll 지역

의 가스 저류층 모델을 모사한 전기비저항모델(Abubakar et

al., 2008)에서, 수평적인 크기만을 축소한 모델이다. 사용된 탐

사 변수들은 Table 2와 같다. Fig. 3(b)는 역산에 사용한 초기

전기비저항모델로써, 역산 영역인 해저하부심도 1 ~ 3 km의

전기비저항값은 1 Ωm을 사용하였다. Fig. 3(c)는 mCSEM역

산결과이다. 탄성파탐사자료의 완전파형역산결과와 비교 시,

해저하부심도 1.8 ~ 2.0 km에 위치한 20 Ωm의 가스층이 약

1.6 km ~ 2.0 km에서 약 3 ~ 6 Ωm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비저항값을 가지는 가스층을 찾아가는 과정

에서 함께 나타나는 가스층 상부의 저비저항값의 아티팩트

(artifact)들도 함께 볼 수 있다. 

수치 예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자탐사자료만을 이용한

역산의 경우, 해상도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스 저류층의 정확한

물성값과 위치를 찾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획득한 전기비저항 값을 탄화수소가 집적될 수 있는 구조

내에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물성값으로 영상화를 할 경우,

유가스전의 직접적인 탐사가 가능하다.

탄성파탐사자료와 전자탐사자료를 이용한 

고해상도 복합 역산

Cross-gradient 제약조건

Cross-gradient 제약조건은 모델의 구조적 유사성을 이용한

복합역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제약조건 중의 하나로써,

탄성파탐사자료와 전자탐사자료를 이용한 복합역산 뿐만 아니

라, 중력탐사자료, MT 탐사자료 등 다양한 물리탐사자료들을

이용한 복합역산에 사용되어왔다(Gallardo and Meju, 2003;

Tryggvason and Linde, 2006; Gallardo and Meju, 2007;

Colombo et al., 2008; Hu et al., 2009a; Doetsch et al., 2010;

Gallardo et al., 2012; Moorkamp et al., 2013; Um et al.,

2014).

전기비저항모델벡터와 P파 속도모델벡터의 cross-gradient제

약조건은 식 (11)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11)

여기서 는 k번째 반복 계산에서의 전기비저항모델벡터,

mv는 구조적인 제약조건에 해당하는 탄성파탐사자료의 완전

파형역산을 통하여 계산 된 최종 P파 속도모델벡터이다. 은

그래디언트(gradient), ×는 벡터의 외적(cross product), 그리고

φcg는 두 모델 벡터의 그래디언트값들의 외적으로 계산되는

cross-gradient값이다.

복합역산에서 cross-gradient항은 목적함수에 추가되어 최소

화되며,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cross-gradient항이 0이 될 때이

다. Cross-gradient항이 0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P파 속도모델벡터(mv)와 전기비저항모델벡터( )의

그래디언트가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존재할 때이

다. 이 경우, 벡터의 외적에 의하여 두 모델벡터의 cross-

gradient값은 0이 된다. 이는 물리적으로 두 모델벡터가 각 지

점에서 물성값의 절대값과는 상관없이 그래디언트의 방향이

동일한, 같은 구조의 경계면을 가짐을 의미한다. 만약, 두 모델

벡터가 각 지점에서 다른 방향의 그래디언트값을 가지게 된다

면, 반복계산을 통하여 cross-gradient항을 최소화시키기는 과

정에서 두 모델벡터들이 최대한 같은 방향의 그래디언트값을

가질 수 있도록 P파 속도모델벡터가 구조적인 제약조건으로

δm
k( )

 = J
T
J + λC

T
C[ ]

1–

J
T
δd−λC

T
Cm

k 1–( )[ ]

φcg mρ

k( )
, mv( ) = ∇mρ

k( ) ∇× mv

2

mρ

k( )

∇

mρ

k( )

Fig. 3. (a) A true resistivity model, (b) an initial resistivity model,

and (c) a mCSEM inversion result.

Table 2. Parameters used in mCSEM inversion only and the joint

inversion with synthetic data for the resistivity model shown in Fig.

3(a).

Parameter Value

Number of sources 6 (x = 1,2,3, 7,8,9 km / z = 0.95 km)

Number of receivers 51 (x = 0 ~ 10 km / z = 1 km)

Source type and measured 
data

J
x
 and E

x

Inversion frequency 0.1, 0.25, 0.5 Hz

Number of data 1376 (Through data selection)

Number of model blocks 24 × 17 = 408

Cell size 100 × 50 m

λem [Maximum of (JT
J)] × 0.1%

λcg 4 × λem

ρmin and ρmax 0.001 and 1000 Ω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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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여 전기비저항모델벡터 구조의 경계면을 변화시킨다.

추가적으로, 실제 구조에 근접한 P파 속도모델벡터를 따라서

변함으로서 전기비저항모델벡터에서만 존재하는 아티팩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둘째로, 두 모델벡터의 그래디언트값들 중에서 한 모델벡터

의 그래디언트값이 0이 되는 경우이다. 구조적인 제약조건인

P파 속도모델벡터에서만 아티팩트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미

cross-gradient값이 0이기 때문에, 역산에서 cross-gradient값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없다. 즉, P파 속도모델벡터에서만 나타나

는 아티팩트는 전기비저항모델벡터에서 동일한 위치에 새로운

아티팩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아티팩트가 전기비저

항모델벡터만 존재하고 P파 속도모델벡터에서는 존재하지 않

을 때에도 cross-gradient값은 0이다. 이 경우, cross-gradient항

은 구조적인 제약조건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첫 번째

경우에서 언급하였듯이 반복계산을 통하여 전기비저항모델벡

터가 실제구조와 유사한 P파 속도모델에 근접함으로서, 아티

팩트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역산에서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함수에 cross-gradient조건을 함께 이용하면, 역산의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cross-gradient값도 최소화되기

때문에, 구조적 제약조건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cross-gradient제약조건을 이용할 경우, 한 종류의 물

리탐사자료를 이용한 역산에 비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

다. 또한 수많은 가정이 포함되고, 특정한 조건에서 적용 가능

한 두 모델변수의 연결 실험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구조적인 정보를 이용하므로 탄성파탐사자료의 완전파형역산

결과 외에도 구조적 유사성이 예상되는 임의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구조적인 제약조건과 마찬가지로 이종의

물리탐사자료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해상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해상도의 자료는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는 있지

만,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탄성파탐사자료와 전자탐사자료를 이용한 복합 역산 알고리듬 개발

앞 장에서 언급한 cross-gradient를 이용한 복합 역산의 장단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구조적 제약조건으로 고해상도

의 탄성파탐사자료의 완전파형역산결과를 사용하는 2.5차원

인공송신원 해양전자탐사 복합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개발 된 복합 역산에 사용된 목적함수는 식 (12)와 같다.

(12)

여기서 은 k번째 전기비저항모델에서의 측정자료와

이론자료의 오차벡터, 은 전기비저항모델벡터와 관

련된 제약조건, 그리고 는 전기비저항모델벡터

( )와 P파 속도모델벡터(mv)와의 cross-gradient 값이다. λem

과 λcg는 각각 자료의 오차벡터인 와, 역산의 안정화

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델변수벡터와 관련된 제약조건들인

, 의 비율을 조정하는 라그랑지 승수이

다. 와 는 각각 식 (13)과 식 (14)로 계산이

가능하고, 는 식 (15)로 계산된다.

 (13)

 (14)

 (15)

목적함수(식 (12))를 최소화하는 Gauss-newton 해에 초기모

델의 의존성이 낮은 jumping법을 적용하여 모델증분벡터를 구

하면 식 (16)과 같다(부록 B 참조).

 (16)

(17)

여기서 G 행렬은 cross-gradient 목적함수 항을 전기비저항모

델벡터( )에 대하여 미분을 한 결과에서 전기비저항모델벡

터에 대한 정규화 된 미분연산자 행렬(Hu et al., 2009a; 부록

B 참조)이며, 식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속도모델벡터들의

공간적인 1차 및 2차 미분을 통하여 계산된 가중치가 공간적

인 1차 및 2차 미분연산자에 곱해진 형태이다. 또한 식 (17)의

5가지 미분연산자행렬은 모두 x에 대한 2차 미분항과 z에 대

한 2차 미분항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구조적 제약조건에 해당되는 식 (17)의 정규화된

미분연산자 행렬(G)의 대각 성분을 도식화 한 결과이다. 완전

파형역산결과에서 그래디언트값이 상대적으로 큰 가스층의 경

계면에서 cross-gradient값이 존재하고, 가스층 내부의 속도변

화가 없는 지역은 cross-gradient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의 특징을 가지는 cross-gradient 구조적 제약조건을 이용

하는 2.5차원 인공송신원 해양전자탐사 복합역산 알고리듬의

순서도는 Fig. 5와 같다. 먼저 구조적인 제약조건은 탄성파탐

사자료를 이용한 완전파형역산결과인 P파 속도모델벡터가 사

용된다. 복합역산의 목적함수에는 전자탐사역산의 목적함수에

서cross-gradient항이 추가되었다. 구조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φ mρ

k( )
, mv( ) = φd mρ

k( )( ) + λemφm mρ

k( )( ) + λcgφcg mρ

k( )
, mv( )

φd mρ

k( )( )

φm mρ

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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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 mv( )

m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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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agonal components of normalized derivative operator

matrix (G) calculated from FWI result (Fig.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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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cross-gradient 항의 계산 시 구하고자 하는 모델변수벡터

인 전기비저항 값은 반복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갱신되지만,

P파 속도모델벡터는 고정된 값이 사용된다. 따라서, 반복 계산

을 통하여 자료의 오차벡터뿐만 아니라 cross-gradient항을 최

소화 시킴으로 인하여 P파 속도모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도

록 구조적인 제약조건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향상된 전기비

저항 분포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수치예제를 통한 알고리듬의 검증

개발된 복합역산이 전자탐사자료만을 이용한 역산결과에 비

해 향상된 결과의 획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앞 장에

서 사용된 가스저류층모델인 Fig. 3에 적용을 하여 결과를 비

교하였다. 구조적 제약조건으로는 완전파형역산을 이용하여

도출된 P파 속도모델을 이용하였다. 사용된 역산 변수는 Table

2의 전자탐사자료를 이용한 역산변수와 동일하며, 새로 추가된

변수인 λcg값을 추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Hu et al. (2009a)

는 사용된 두 모델제약조건 함수들의 크기를 1:1로 동등하게

맞춰주는 λcg값을 사용하였으나, 이 값은 전기비저항모델벡터

에만 관련된 제약조건이 가중치가 적용된 L2-norm정규화 방

법(weighted L2-norm regularization: van den Berg and

Abubakar, 2001; van den Berg et al., 2003)을 사용하였을 때

에 의미있는 값이며 사용되는 제약조건에 따라 이에 대한 고

찰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기비저항모델벡터에만 관련된 제약조건으

로 모델변수의 공간적 2차 미분을 이용하였다. 모델 제약조건

으로 사용되는 roughness 행렬(C)은 중심부 블록의 값과 주변

부 블록의 값을 더하여 블록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물성값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한다. 하지만, cross-gradient 제약조건의 정

규화 된 미분연산자행렬(G)은 C행렬과는 반대로 cross-

gradient 값이 존재하는 경계부분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물성

값의 변화를 증가시킴으로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는다. 미분연

산자의 적용관점에서 살펴보면, C행렬은 중심부의 역산 블럭

에서 x방향과 z방향으로 주변 블록의 값을 모두 더해주게 되

지만, G행렬은 P파 속도모델벡터에 대한 미분값이 함께 고려

되어, 전기비저항모델벡터의 중심부 블록의 값에서 주변부 블

록의 값이 더하기 또는 빼기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

다. 만약 모델제약조건 함수들의 크기를 1:1로 동등하게 맞춰

주게되는 λcg값을 사용하게 되면 주변블록과 관련된 미분연산

자항이 0이 되거나 미세한 값이 되어, G행렬의 경계를 구분하

는 역할이 C행렬에 의하여 상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cross-gradient 제약조건의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하

여 Hu et al. (2009a)와는 달리 역산이 수렴하는 범위내에서

구조적인 제약조건의 가중치를 1:1보다 높여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식 (13)의 목적함수에서의 모델제약조건 중에서

의 값보다 값이 2배 ~ 8배가 될때의

λcg값이 합리적인 결과획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 6(a)

는 개발된 복합역산 알고리듬에서 λcg값이 λem값의 4배가 될

때의 역산결과이며, Fig. 6(b)는 전자탐사자료만을 이용한 역

φm mρ

k( )( ) φcg mρ

k( )
, mv( )

Fig. 5. Flowchart of joint inversion using cross-gradient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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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결과이다. 수직하부심도 1.8 ~ 2.0 km에 존재하는 20 Ωm의

가스층을 보다 정확히 영상화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스층 상부에 나타나는 저비저항의 아티팩트도 크게 줄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a)와 Fig. 7(b)는 정확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각 수평적인 두 지점인 x = 4.2 km와 x = 4.8 km에서의 실

제 모델의 전기비저항값과 전자탐사자료만을 이용하여 계산된

전기비저항값, 그리고 복합역산을 통하여 계산된 전기비저항

값을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검정색 실선으로 표시 된 실제

전기비저항분포에서 가스층은 두께가 0.2 km이며, 전기비저

항값은 20 Ωm이다. 가스층의 주변부 결과에 해당하는 Fig.

7(a)에서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전자탐사자료만을 이용한 역

산은 가스층을 6 Ωm로 추정하였지만, 복합역산은 실제 물성

에 보다 가까운 10 Ωm로 추정하였다. 또한 경계의 구분과 부

존위치의 비교시에도 복합역산결과가 실제모델에 가까움을 확

인할 수 있다. 중심부에 해당하는 Fig. 7(b)에서는 전자탐사자

료만을 이용한 역산결과와 복합역산결과 모두 각각 가스층의

전기비저항을 12 Ωm와 13 Ωm로 추정하였고, 주변부결과(Fig.

7(a))보다는 실제 물성에 보다 근접하였다. 하지만 주변부와 마

찬가지로 물성값의 추정, 경계의 구분과 부존위치 추정의 비교

시 복합역산 결과가 실제모델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된 수치예제를 통하여, 이종의 물리탐사자료를 이용한

복합역산은 전자탐사자료만을 이용한 역산결과와 비교 시, 정

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물성값에 좀 더 근접한 물성값을 추정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일저류층이 포함된 배사 구조에서의 자료를 

이용한 고해상도 복합역산

저류층 P파 속도모델 생성 및 합성탄성파탐사자료의 완전파형역산

앞 장에서는 개발 된 알고리듬의 검증을 위하여, 가스층이

사각형 모양의 고립이상체로 존재하는 구조에서의 자료를 이

용하여 역산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유가스전은 유망한 집

적구조내에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오일저류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유망한 구조중의 하나인

덮개암이 셰일층으로 존재하고 하부에 오일 저류층이 존재하

Fig. 6. Comparison of inversion results. (a) A joint inversion result

and (b) a mCSEM inversion result.

Fig. 7. Comparisons of true and estimated resistivity models from the mCSEM inversion and joint inversion. A vertical profiles located at

the (a) x = 4.2 km and (b) 4.8 km. Black solid line, blue solid line, and red solid lines indicate true resistivity, estimated resistivity from

mCSEM inversion, and estimated resistivity from joint inversion, respectively.



완전파형역산결과를 구조적 제약 조건으로 이용한 고해상도 전자탐사 복합역산 알고리듬 개발 195

는 배사구조의 모델을 설정한 후, 역산을 실시하였다.

오일저류층이 존재하는 배사구조의 P파 속도모델은 Fig.

8(a)와 같다. 상부 덮개암인 셰일층(A)과 오일저류층(B)의 P파

속도는 각각 2.4, 2.1 km/s이다. 사용된 파형 역산 기법은 Fig.

2의 수치예제에 사용된 기법(Kwon et al., 2014)과 동일하며,

탐사 변수 및 역산 변수들은 Table 3과 같다. Fig. 8(b)는 초기

속도모델로써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속도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완전파형역산결과를 통해 획득 된 P파 속도모델은 Fig. 8(c)이

다. 역산의 반복횟수는 20번이며, 자료의 rms 오차는 0.0086의

값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하였다. 민감도가 떨어지는 하부 외곽

지역을 제외하고 P파 속도모델이 잘 추정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사전적인 정보가 없이 B지역의 속도만으로 오일 저류층이

라고 규명하기는 힘들지만 개발된 복합역산 알고리듬에서는

완전파형역산을 통하여 획득된 구조의 경계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완전파형역산결과를 구조적인 제약조건으로 적합하다

고 판단하고, 이를 복합역산의 구조적 제약조건으로 사용하

였다.

저류층 전기비저항모델 생성 및 민감도 분석

동일한 구조에서 획득한 해양전자탐사자료의 생성을 위하

여, P파 속도모델과 동일한 구조의 전기비저항모델을 생성하

였다. Fig. 9(a)는 수치모델링에서 사용된 실제 전기비저항모델

로써, 셰일층의 덮개암(A)과 오일저류층(B)의 전기비저항값은

각각 10 Ωm와 100 Ωm이다. 모델링 격자의 크기는 100 × 50

m이며, 송신원과 수신기가 위치하는 해저면 상하부는 더욱더

정확한 반응의 계산을 위하여 더욱 조밀한 격자를 이용하였

다. 사용된 총 격자의 갯수는 공기층에 해당하는 10개를 포함

하여 120 × 91개이다. Fig. 9(b)는 역산에서 사용된 블록화 된

실제 전기비저항모델로서, 역산에 사용된 블록은 완전파형역

산결과를 토대로 가장자리부분은 성기게, 그리고 중심부는 조

밀하게 나누었다. 전체 역산영역은 해저면 하부지역이며, 사용

된 총 블록의 수는 26 × 21개이다. 모델링에 사용된 격자를 블

록화 하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곡선의 배사 구조가 계단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사각형 형태의 고립이상체 모델에서의 블

록화 과정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Fig. 8. Inversion result of reservoir model containing oil. (a) A true

P-velocity model, (b) an initial P-velocity model, and (c) a FWI

result. ‘A’ and ‘B’ indicate an upper shale cap rock and oil

reservoir, respectively.

Table 3. Parameters used in seismic inversion with synthetic data

for the velocity model shown in Fig. 8(a).

Parameter Value

Number of sources 336 (x = 0.4 ~ 11.6 km / z = 0.03 km)

Number of receivers 101 (x = 2 ~ 10 km / z = 1 km)

Number of ray-parameter /
Ray parameter interval

41 / 0.02

Source wavelet Ricker wavelet ( fmax = 18 Hz)

Number of model blocks 124 × 70 = 8,680

Cell size 10 × 10 m

Sampling interval / 
Recording length

0.002 s / 8.0 s

Inversion frequency 1.5, 2.5, 4.3, 6.2, 7.3, 12.4 Hz

Fig. 9. Resistivity model containing oil reservoir and sensitivity test

of it. (a) A true resistivity model with forward modeling mesh and

(b) a true block resistivity model with inversion blocks. (c)

Normalized integrated sensitivity map. 2D element consists of 120

× 91 (including 10 air layers) in x- and z-directions, and 22 × 16

blocks are constructed through making up the cells for the efficient

inversion.‘A’ and ‘B’ indicate an upper shale cap rock and oil

reservoir, respectively. Dashed lines in (c) indicate the boundaries

of true resistiv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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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변수 및 역산변수들은 Table 4와 같다. 설정된 탐사변수

에서 성공적인 역산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식 (18)를

이용하여 통합 민감도(integrated sensitivity) 분석을 실시하였

다(Kaputerko et al., 2007).

 (18)

여기서 S는 통합 민감도 행렬, diag는 행렬의 대각 성분, 그

리고 Jij는 i번째 자료와 j번째 모델변수벡터에서의 자코비안

행렬값을 의미한다. 실제전기비저항모델(Fig. 9(a))를 초기모델

로 설정하고 모델링에서 사용된 격자의 크기와 동일하게 블록

을 설정하여 역산을 수행한 뒤, 식 (18)를 통하여 계산된 통합

민감도값을 정규화하여 도식화한 결과는 Fig. 9(c)와 같다. 송

수신기 주변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민감도 값을 가지며, 하부로

내려갈수록 민감도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

비저항의 오일저류층이 존재하는 지역과 오일저류층의 수직상

부에 존재하는 덮개암의 위치에서 민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산에 사용될 초기 모델의 설정

과 역산에 사용될 자료의 선택, 그리고 적절한 가중조건에 대

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안정적인 역산이 가능함을 추정할 수

있다.

초기모델 결정 및 합리적인 가중치 결정

안정적인 역산결과의 획득을 위하여, 역산에 사용 할 초기

모델을 EM1D알고리듬을 이용한 1차원 역산(Kim et al.,

1997)과 내삽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먼저, x = 1, 2, 3, 4, 6,

8, 9, 10, 11 km 지점에서 각각 1차원 역산을 이용하여 수직한

방향의 전기비저항값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계산된 1

차원 역산블록의 전기비저항값을 내삽하여 2.5차원 역산의 수

직방향의 블록의 전기비저항값으로 변환한 뒤, 이를 다시 수평

한 방향으로 내삽하여 최종적으로 2.5차원 역산에 사용된 전

체 블록에서의 전기비저항값으로 변환하였다. 1차원 역산을

통하여 생성된 초기모델의 경우, 천부를 제외하고 심부로 갈수

록 정확도가 떨어지며 상부의 저비저항층에 의하여 우리의 관

심지역인 오일층 부근에서는 실제 전기비저항값보다 작은 값

을 가지기 때문에, P파 속도모델을 바탕으로 셰일층과 오일저

류층이 존재하는 지역이라고 추정된 부분인 수직하부심도 1.5

~ 2.5 km의 전기비저항 값을 약 5배로 증가시켰으며, 이 과정

들을 거친 후 생성 된 최종적인 초기 전기비저항모델은 Fig.

10(a)와 같다.

생성 된 초기모델을 이용하여 한 번의 역산을 한 뒤, 식 (19)

를 통하여 계산 된 전체 자료의 잔차벡터를 절대값을 취한 후

오름차순으로 도식화하면 Fig. 10(b)와 같다.

 (19)

여기서 r(k)는 k번째 역산에서의 잔차벡터이며, 은 k-

1번째 모델을 통하여 계산된 이론자료, dobs는 측정자료, ε은

해양전자탐사의 일반적인 잡음 수준인 10−15이다. 잔차벡터가

정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ig. 10(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호 변환점(zero-crossing) 등의 이유로 역산의 안정적인 수렴

을 저해하는 자료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외

치(outlier)자료들이 역산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식 (16)의 Gauss-newton 해에서 IRLS 방법 (Scales

and Gersztenkorn, 1988; Daubechies et al., 2010; Ji, 2012)을

적용한 식 (20)을 통하여 모델증분벡터를 계산하였다.

 (20)

여기서 Wr은 잔차벡터의 함수로써, 가중치값으로 구성 된 대

S = diag Σi Jij( )2( ) = diag J
T
J( )

1/2

r
k( )

 = 
f mρ

k 1–( )( )−d
obs

d
obs

+ε
--------------------------------

f mρ

k 1–( )( )

δmρ

k( )
 = J

T
WrJ + λemC

T
C+λcgG[ ]

1–

J
T
Wrδd− λemC

T
C+λcgG( )mρ

k 1–( )[ ]

Table 4. Parameters used in mCSEM inversion only and the joint

inversion with synthetic data for the resistivity model shown in Fig.

9(a).

Parameter Value

Number of sources 12 (x = 0, 1, 2, 3, 4, 5, 7, 8, 9, 10, 11, 12 
km / z = 0.95 km)

Number of receivers 61 (x = 0 ~ 12 km / z = 1 km)

Source type and measured 
data

J
x
 and E

x

Inversion frequency 0.1, 0.25, 0.5 Hz

Number of data 3948 (Through data selection)

Number of model blocks 26 × 21 = 546

Cell size 100 × 50 m

λem [Maximum of (JT
J)] × 0.1%

λcg 4 × λem

ρmin and ρmax 0.001 and 5000 Ωm

Fig. 10. An initial model and weighting filter for stable inversion.

(a) The initial resistivity model constructed by 1D inversion. (b)

Residuals calculated from the initial model and (c) Huber weighting

values calculated from th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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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행렬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가중치값은 Huber (1981)가

제안한 후버 가중치(Huber weighting)를 이용하였으며, 식

(21)을 통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21)

후버 가중치에서는 η값의 결정이 관건이며, 이 연구에서는

Holland and Welsch (1977)가 제안한 값인 η = 1.345 × MAD/

0.6745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MAD는 중위절대편차(median

absolute deviation)을 의미한다. Fig. 10(c)는 Fig. 10(b)의 잔차

벡터를 식 (21)에 대입하여 계산 한 후버 가중치값이다. 합리

적인 잔차벡터에 해당하는 중앙부분에서 가외치로 갈수록 가

중치가 적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후버 가중치를 이용

하게 되면, 잔차벡터의 가외치에 해당하는 자료들의 영향을 대

폭 감소시켜 보다 안정적인 역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η값

에 따라서 역산에 사용되는 자료의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와 모델에 따른 적절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해상도 복합역산을 통한 오일저류층의 규명

안정적인 역산결과를 위한 초기 모델을 결정하고 복합역산

알고리듬에 가중치 조건을 적용한 뒤, 역산을 실시하였다. 사

용한 역산변수들은 Table 4와 같다. Fig. 11은 실제 전기비저

항모델과 역산으로 추정한 전기비저항모델의 비교 결과이다.

Fig. 11(a), (c), (e)는 각각 전체 영역에서의 실제 전기비저항모

델, 이종의 물리탐사자료를 이용한 복합역산을 통하여 추정된

전기비저항모델, 그리고 전자탐사자료만을 이용한 전자탐사역

산으로 추정된 전기비저항모델이다. 복합역산결과(Fig. 11(c))

와 전자탐사역산결과(Fig. 11(e)) 모두 상부 셰일덮개암의 구조

를 잘 추정하였으며,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하부지역

에서 저비저항대의 아티팩트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오일저류층의 경우 P파 속도모델이 구조적인 경계조건

으로 적용된 복합역산결과가 구조적인 경계와 물성값을 보다

잘 추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b), (d), (f)는 Fig.

11(a), (c), (e)에서 각각 점선의 네모박스로 표시된 오일저류층

지역을 확대한 결과이다. 오일저류층의 수직적인 위치와 수평

적인 분포가 복합역산결과는 실제전기비저항모델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자탐사자료만을 이용한 역산결과는 일치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Fig. 12(a)와 Fig. 12(b)는 추정된 전기비저항값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하여 각각 x = 5.0 km와 x = 6.0 km에서 실제 모

델의 전기비저항값과 전자탐사자료만을 이용하여 계산된 전기

비저항값, 그리고 복합역산을 통하여 계산된 전기비저항값을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 12(a)에서 검정색 실선은 실제

모델의 전기비저항분포이며, 오일저류층은 수직하부심도 1.85

~ 2.0 km에서 100 Ωm로 존재한다.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 된

전자탐사자료의 역산결과는 오일저류층이 실제로 존재하는 구

간(1.85 ~ 2.0 km)에서 전기비저항값을 평균 47 Ωm로 추정하

였고, 전체 깊이에서 전기비저항의 최대값은 수직하부심도

1.85 ~ 1.9 km의 62 Ωm이다.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하면, 고

비저항대가 실제 오일저류층에 비하여 약 50 m 상부에 형성

Wr = f r
k( )( ) = 

r
k( ) 1–

   r
k( )

η>

η
1–

   r
k( )

η≤⎩
⎨
⎧

Fig. 11. Comparison of inversion esults. (a) A true resistivity model and (b) enlarged section of rectangle box in (a). (c) A joint inversion

result and (d) enlarged section of rectangle box in (c). (e) A mCSEM inversion result and (f) enlarged section of rectangle box in (d). White

dashed lines indicate oil reservoi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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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경계가 명확히 끊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에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된 복합역산결과는 실제 오일저류층

의 심도에서 평균 67 Ωm이며, 고비저항대의 최대값은 수직하

부심도 1.9 ~ 1.95 km에서 약 80 Ωm이다. 전자탐사자료의 역

산결과와 비교 시 보다 정확한 위치에서 명확히 경계를 구분

하고 실제 전기비저항값에 근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b)는 오일저류층의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x = 6.0

km지점에서의 비교 결과이다. 실제 모델에서 오일저류층은 수

직하부심도 1.8 ~ 2.0 km에서 100 Ωm로 존재한다. 파란색 실

선으로 표시 된 전자탐사자료의 역산결과는 실제 오일저류층

구간에서 전기비저항값을 평균 80 Ωm로 추정하였고, 고비저

항대의 최대값은 수직하부심도 1.8 ~ 1.9 km 에서 약 108 Ωm

이다. 반면에, 빨간색 실선으로 표시된 복합역산 결과는 실제

오일저류층 구간에서 추정된 전기비저항값이 평균 87Ωm이며,

고비저항대의 최대값은 수직하부심도 1.85 ~ 1.95 km에서 약

102 Ωm이다. 주변부의 결과(Fig. 12(a))에 비하여 중심부의 결

과(Fig. 12(b))는 두 역산결과 모두 전기비저항값이 오일저류

층의 실제 전기비저항값에 근접하였다. 하지만, 정확한 부존

깊이 추정과, 경계의 구분, 물성값의 추정 등 모든 요소들의 비

교시 전자탐사자료의 역산결과보다는 복합역산결과가 보다 정

확한 결과값을 추정하였다. 수치예제를 통하여 복합역산결과

가 전자탐사자료의 역산결과보다 고해상도의 전기비저항분포

의 파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오일저류층의 정확한

매장 위치 추정과, 매장량 계산에 보다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큰 장점이 된다. 

결 론

단일 물리탐사자료의 역산에 비하여 이종의 물리탐사자료를

이용하는 복합역산은 불확실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고 각 탐

사자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역산이 가능

하다. 이 연구에서는 탄성파탐사자료를 이용한 완전파형역산

결과인 P파 속도모델을 구조적 제약조건으로 이용한 cross-

gradient에 기반한 2.5차원 인공송신원 해양전자탐사 복합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개발된 복합역산 알고

리듬은 초기모델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jumping법

과, 가외치의 자료들이 역산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적합한

IRLS방법에 Huber 가중치를 적용하여 역산의 안정적인 수렴

을 가능하게 하였다.

복합역산에 사용 된 cross-gradient 구조적 제약조건은 구조

적 유사성에 기반하여 두 모델변수벡터가 동일한 구조일 때 0

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역산의 목적함수에 추가가 되어

이를 최소화 하는 과정에서 이종의 물리탐사자료 중에서 상대

적으로 고해상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해상도 자

료의 해상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개발된 복합역산 알고리듬을 저비저항 이상체에 비해 상대

적으로 민감도가 떨어지며 복잡한 지질구조내에 존재하는 고

비저항 이상체인 유가스전의 탐사에 적용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스층이 존재하는 단순구조의 모델과 배사구조에 오

일이 함께 존재하는 저류층 모델의 합성탐사자료에 적용하였

다. 그 결과, 전자탐사자료만을 이용한 역산결과보다 복합역산

Fig. 12. Comparisons of true and estimated resistivity models from the mCSEM inversion and joint inversion. A vertical profiles located at

the (a) x = 5.0 km and (b) 6.0 km. Black, blue, and red solid lines indicate true resistivity, estimated resistivity from mCSEM inversion, and

estimated resistivity from joint invers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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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결과가 보다 고해상도의 전기비저항분포의 파악 및

보다 참값에 근사한 전기비저항 값을 찾을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오일저류층의 정확한 위치의 추정과 매장

량 계산에 보다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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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2.5차원 인공송신원 해양전자탐사 알고리듬에서의 jumping 법

을 적용한 Gauss-newton 해

인공송신원 해양전자탐사자료의 역산 기법에 사용한 목적함

수를 정리하면 식 (A-1)과 같다.

여기서 은 k번째 모델에서의 측정자료와 이론자료의

오차벡터(data misfit), 은 모델변수와 관련된 제약조

건, 그리고 λ는 자료의 오차벡터인 와, 역산의 안정화

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델변수벡터와 관련된 제약조건들인

의 비율을 조정하는 라그랑지 승수이다. 은

k번째 모델에서의 이론자료, dobs는 측정자료, 그리고 C는 모

델변수의 공간적 2차 미분을 의미하는 roughness 행렬이다.

Jumping법을 이용하면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모델변수벡

(A-1)

φd m
k( )( )

φm m
k( )( )

φd m
k( )( )

φm m
k( )( ) f m

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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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구하는 것이므로 목적함수의 모델변수벡터에 대한 일차

미분값이 0이 될 때의 수식을 유도하면 되며, 이는 식 (A-2)와

같다.

(A-2)

식 (A-2)에서 좌변항을 k번째 모델변수벡터( )에 대하여

정리하고 나머지항들을 우변으로 이동하면 식 (A-3)이 되며,

식 (A-3)의 모델변수벡터 ( )는 k−1번째 모델변수벡터에서

k번째 모델증분벡터를 더한 항( )으로 치환이 가

능하다(식 (A-4)). 

 (A-3)

 (A-4)

식 (A-4)의 좌변항들 중에서 에 관련된 항들을 제외

하고 나머지항들을 우변항으로 이동하면 식 (A-5)가 되고, 최

종적으로 Gauss-newton 해에 jumping법이 적용 된 모델증분

벡터를 구하는 식 (A-6)을 얻을 수 있다.

 (A-5)

 (A-6)

부록 B

복합역산 알고리듬의 jumping 법을 적용한 Gauss-newton 해

복합역산 알고리듬에 사용한 목적함수를 정리하면 식 (B-1)

과 같다.

여기서 은 k번째 전기비저항모델에서의 측정자료와

이론자료의 오차벡터(data misfit), 은 전기비저항모델

벡터와 관련된 제약조건, 그리고 는 전기비저항

모델벡터( )와 P파 속도모델벡터(mv)와의 cross-gradient 값

이다. λem과 λcg는 각각 자료의 오차벡터인 와, 역산

의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델변수벡터와 관련된 제약조

건들인 , 의 비율을 조정하는 라그랑지

승수이다. 

앞서 부록 A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jumping법을 이용하면

목적함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목적함수를 모델변수벡터에

대한 일차 미분값이 0이 되는 수식을 풀면 되며, 이 식은 (B-

2)와 같다.

 (B-2)

여기서 는 cross-gradient목적함수 항인

를 모델변수벡터( )에 대하여 미분한 값이며,

식 (B-3)과 같다.

식 (B-3)의 G 행렬은 cross-gradient 목적함수항을 전기비저항

모델벡터( )에 대하여 미분을 한 결과에서 전기비저항모델

벡터에 대한 정규화 된 미분연산자 행렬이며, 속도모델벡터들

의 공간적인 1차 및 2차 미분을 통하여 계산된 가중치가 공간

적인 1차 및 2차 미분연산자에 곱해진 형태이다.

식 (B-3)을 식 (B-2)에 대입하면 식 (B-4)가 되며, 이를 정리

하면 식 (B-5)가 된다. 식 (B-5)의 좌변의 모델변수벡터( )

는 k−1번째 모델변수벡터에서 k번째 모델증분벡터가 더해진

항( )으로 치환이 가능하다(B-6).

 (B-4)

 (B-5)

(B-6)

식 (B-6)의 좌변항들 중에서 에 관련된 항들을 제외하

고 나머지항들을 우변항으로 이동하면 식 (B-7)이 되고, 최종

적으로 Gauss-newton 해에 jumping법이 적용된 모델증분벡터

를 구하는 식 (B-8)을 얻을 수 있다.

 (B-7)

 (B-8)

이 식은 부록 A에서 얻어진 단일 물리탐사자료의 역산을 수행

했을 때 얻어지는 모델증분벡터에 의한 식 (A-6)에 cross-

gradient 항만이 추가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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