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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상탐사에서 얻어지는 현장자료는 바람, 파도, 조류, 배경매질의 유속 등 다양한 환경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배

경매질의 유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요소는 자료처리 단계에서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매

질의 유속정보가 파형역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배경매질의 유속정보를 고려하는 파동 방정식 모델링을 활용

하여 관측자료를 생성하고, 생성된 자료를 통해 수치 실험을 진행하였다. 수치예제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유속이 적용된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탐사자료의 유속정보를 수치적 기법으로 도출하여 역산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수정된 Marmousi2 모델에 적용하여 유속에 따른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기존의 유속을 고려

하지 않은 역산 결과와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수행한 역산 결과 비교를 통해 유속의 세기가 갱신되는 물성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탄성파 파형역산, 유속, 직접파

Abstract: Field data obtained from marine exploration are influenced by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wind,

waves, tidal current and flow velocity of a background medium. Most environmental factors except for the flow velocity

are properly corrected in the data processing stage. In this study, the wave equation modeling considering flow velocity

is used to generate observation data, and numerical experiments using the observation data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flow velocity on waveform inversion. The numerical examples include the results with unrealistic flow

velocities. In addition, an algorithm is suggested to numerically extract flow velocity for waveform inversion. The

proposed algorithm was applied to the modified Marmousi2 model to obtain the results depending on the flow velocity.

The effect of flow velocity on updated physical properties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inversion results without

considering flow velocity and those obtained from the proposed algorithm.

Keywords: Waveform inversion, Flow velocity, Direct wave

Received: 12 July 2017; Revised: 26 September 2017;

Accepted: 8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E-mail: wkchung@kmou.ac.kr

Address: Department of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727 Taejong-ro, Yeongdo-gu, Busan 49112, Republic

of Kore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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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이다운·정우근·신성렬·배호석

서 론

탄성파 파형역산은 현장에서 관측된 탄성파 자료와 초기모

델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오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초기모

델을 수정함으로써 실제와 유사한 물성모델을 얻는 방법이다.

탄성파 파형역산은 Lailly (1983)와 Tarantola (1984)에 의해

역전파 기법을 통한 효율적인 경사방향계산이 가능해졌고, 이

것을 바탕으로 탄성파 파형역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

다. Mora (1987)는 역전파 기법을 이용하여 기존에 음향매질

에서의 역산을 탄성매질로 확장했다. Pratt (1990)과 Pratt et

al. (1998)은은 시간영역에서 수행되었던 파형역산을 주파수영

역에서 수행하였다의으로. 그 후, Shin and Cha (2008; 2009)

에 의해 라플라스 영역과 라플라스-주파수 영역의 탄성파 파

형역산이 제안되었으며, Choi et al. (2008)은 주파수 영역에서

의 파동방정식을 통한 음향-탄성 결합매질에 대한 역산기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탄성파 탐사를 수행할 때, 해수에 유속이 존재하지만 기존

의 파형역산 연구는 유속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됐다. 탐사환

경에는 유속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유속을 고려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정밀한 역산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매질의 유속을 고려하고자

Kaser and Dumbser (2008)이 제안한 식을 이용하여 시간영

역에서의 2차원 엇격자 유한차분법을 이용해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배경매질 유속에 따른 파동전파 양상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역산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유속의 세

기에 따라 얻어지는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파형역산을 수행하

였다.

일반적으로 유속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유속에 따라 회전

하는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이용한 방법과 양방향 송수신을 통

한 초음파 유속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유속

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도플러 유속계의 경우 레이저

를 이용하기 때문에 탐사 시 발생하는 공기방울 및 이물질이

레이저 조사를 방해하여 유속의 측정이 어렵다(Nezu and

Nakagawa, 1993). 초음파 유속계의 경우 송수신기 간에 양방

향 신호전달이 필요하므로 해상환경 탐사에 적용하기에는 어

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장비를 이용

하지 않고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수신

기에 기록되는 직접파 구간을 이용하여 유속을 도출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도출된 유속정보를 완전파형역산에 적용하

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파형역산 수행 시 유속정보

를 도출하여 역산에 적용한 결과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역산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역산의 경우 시간영역 완

전파형역산을 수행하였으며 계산의 효율성을 위해 역전파 기

법과 유사-헤시안 기법을 사용하였다.

배경매질의 운동을 고려한 탄성파동방정식

탄성 매질에 대한 2차원 시간영역 파동방정식은 식 (1) ~

(5)와 같은 속도-응력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Officer,

1958).

(1)

(2)

(3)

(4)

(5)

여기서 ρ는 밀도, u', w'와 τ는 각 방향에 대한 속도와 응력

항이며 λ와 μ는 Lamé 상수를 나타낸다. 다음은 유체 역학 기

본 방정식으로부터 음향파동방정식의 유도 과정을 위한 기초

식이다(Hirsch, 1990).

(6)

(7)

이때 은 배경매질의 속도를 의미하고, p는 압력

을 의미한다. 선형음향파동의 전파는 매질의 작은 밀도, 속도,

압력 섭동의 작은 변화를 가정하여 유도된다. 즉 식 (8)과 같

이 분해가 가능해진다.

 and (8)

여기서 ρ0, , p0는 초기 배경흐름의 밀도, 속도,

압력을 의미하며, ρ', , 는 유체의 밀도, 속도,

압력의 변화를 의미한다. 위의 식을 선형 음향파동 및 비점성

(μ = 0), 비압축성(ρ0 = const)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환시

킬 수 있다.

(9)

(10)

식 (10)에서 음원 부분인 의 경우 v0와 ν0에 비해

매우 작은  또는 공간적으로 상수에 가까운 ν0에 의해 생

략될 수 있다. 이를 통해 Kaser and Dumbser (2008)는 다음과

ρ
∂u′
∂t
------- = 

∂τxx

∂x
--------- + 

∂τxz

∂z
--------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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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 + λ

∂w′
∂x
--------

∂2
τxz

∂t
---------- = μ

∂u′
∂z
------- + λ

∂w′
∂x
--------⎝ ⎠

⎛ ⎞

∂ρ

∂t
------ + ∇ ρν( )⋅  = 

∂ρ

∂t
------ + ν ∇⋅ ρ + ρ∇ ν⋅  = 0

∂ν

∂t
------ + ν ∇⋅( )ν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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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속을 고려할 수 있는 음향-탄성 매질에 대한 2차원 시

간영역 파동방정식을 제안하였다.

(11)

(12)

(13)

(14)

(15)

위 식을 이용하여 음향매질의 유속에 따른 탄성파 수치모델

링을 수행하였다. 위 식을 기반으로 Fig. 1(a)와 같은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해당 그림에서 p는 P파 속도를 의미하며, s는 S

파 속도, ρ는 밀도, u0는 유속을 의미한다. 1차 미분 가우스

신호를 샘으로 사용하였으며, 배경매질의 유속(u0)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스냅샷 Fig. 1(b)와 유속에 따른 파형전파 양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500 m/s의 유속을 가졌을 경우 스

냅샷 Fig. 1(c)를 확인해 보았다.

전파형역산 이론

시간영역 완전파형역산에서 l2 − norm을 이용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6)

여기서 E(p)는 모델 매개변수 p에 대한 목적함수이고, ns,

nr은 샘과 수신기의 수이다. Tmax는 총 기록 시간을 의미한다.

uij(t)와 dij(t)는 계산데이터 및 관측된 데이터를 의미하며, i는

샘 번호, j는 수신기 번호를 의미한다. 임의의 k번째 매개변수

에 대한 목적함수의 경사 방향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7)

(18)

는 편미분파동장을 의미하며, ri는 계산된 파동장과

관측된 파동장 사이의 잔차이다. 편미분 파동장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경우 상당한 계산 량이 요구된다. Shin 등(2001)는 이

러한 편미분파동장을 그린함수와 가상음원의 컨볼루션으로 아

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19)

G(t)는 그린함수를 의미하고, *는 컨볼루션 연산자를 의미한

다. Vi,k(t)는 k번째 모델 매개변수 pk에 대한 가상음원 벡터를

의미한다. 가상음원 벡터는 모델파라미터에 대한 역전파된 파

동장 및 목적함수계산에 이용된다(Tarantola, 1984). 역전파된

파동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0)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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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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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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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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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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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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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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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u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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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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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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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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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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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0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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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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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τzz

λ–
∂
∂x
-----u′ − λ 2μ+( ) ∂

∂z
-----w′ = 0

ρ
∂
∂t
----τxz + u0

∂
∂x
-----τxz + w0

∂
∂z
-----τxz

μ–
∂
∂z
-----u′ + λ ∂

∂x
-----w′⎝ ⎠

⎛ ⎞ = 0

E p( ) = 
1

2
---   

j 1=

nr

∑
i 1=

ns

∑  
0

T
max

∫ uij t( ) dij– t( )[ ]2dt

∂E p( )
∂pk

-------------- =   

i 1=

ns

∑  
0

T
max

∫
∂ui t( )T

∂pk

--------------- ri t( )[ ]dt

ri = ui1 di1– , ui2 di2– , …, uinr dinr–[ ]

∂ui t( )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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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 t( )
∂pk

------------- = G t( )*Vi k, t( )

bi t( ) = G t( )*ri Tmax t–( )

Fig. 1. (a) velocity model, snapshot of stress τ
xx

 at 214 ms : (b) 0 m/s and (c)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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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함수의 경사방향 식 (17)에 식 (19)을 대입하고, 상호상

관을 컨볼루션으로 치환하고, 컨볼루션의 교환법칙과 결합법

칙을 사용한 다음 식 (21)을 이용하면 다음 식 (22)와 같이 목

적함수의 경사 방향을 역전파된 파동장과 가상음원에 대한 식

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21)

이때 는 영지연 상호상관을 의미한다. 모델 파라미터에

의한 목적함수의 경사방향은 역전파된 파동장과 가상음원에

의해 효율적으로 계산되며, 갱신되는 매개변수의 크기의 경우

가상음원으로 구성된 유사-헤시안의 대각행렬을 통해 정해진

다(Shin et al., 2001).

(22)

(Hpi)k는 i번째 음원에 대한 k번째 유사-헤시안을 의미한다.

역산을 수행하기 위해 식 (17)와 식 (22)을 조합하여 P파 속

도에 관한 목적함수의 경사방향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정

규화하고 일정한 구간 길이(step length)로 속도모델을 갱신하

면서 역산을 수행하였다.

직접파를 이용한 배경매질의 유속정보 도출

본 연구에서는 관측된 자료의 직접파 구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속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작업 순서

는 Fig. 2와 같다. 가장먼저 초기의 유속값을 설정하였다. 초기

의 유속값을 이용하여 직접파 구간만큼의 시간동안만 모델링

을 수행하고, 모델링 값과 관측자료의 잔차를 계산하였다. 유

속의 세기를 같은 크기만큼 증가시켜서 잔차를 반복해서 계산

하였다. 반복계산에 따라 잔차가 계속 감소하다가 특정 지점을

지나는 순간 잔차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특정 지점

을 도출된 유속자료로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도출된

유속정보를 초기속도모델에 적용하여 파형역산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수치 예제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수치 예제를 통해 유속에 따른 인공합성자료

를 취득하였다. 수치실험을 위해 2차원 Marmousi2 모델을 사

용하였다(Martin et al., 2006). Marmousi2 모델의 크기는 17.0

km × 3.4 km이며 해수층의 깊이는 0.42 km로 목적에 적합하

도록 수정하였다. 유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0 m/s에서 최대 5

m/s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유속 효과의 극명한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유속을 해수층 전역에 일정 값(0 m/s, 2

m/s, 5 m/s, 10 m/s, 25 m/s, 50 m/s)으로 설정하였으며, 샘의

개수는 52개, 수신기의 개수는 850개를 사용하였다. 샘과 수신

기의 위치는 해수면 아래 20m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

며, 샘은 최대 주파수가 15 Hz인 1차 미분 가우스 함수를 압

∂E p( )
∂pk

-------------- =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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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T
max

∫
∂ui t( )T

∂pk

--------------- ri t( )[ ]dt

=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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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 t( )T

∂pk

--------------- ri 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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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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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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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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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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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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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k, t( )TVi k, t( )dt

Fig. 2. Flowchart for deriving 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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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장 송신파형으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Marmousi2을 구성

하는 모델의 P파 속도는 1.5 km/s ~ 4.6 km/s, S파 속도는 0

km/s, 밀도는 해수층의 경우 1 g/cm3, 지하매질의 경우 2 g/

cm3으로 설정하였다.

사용된 Marmousi2 모델과 초기 속도모델은 Fig. 3와 같으며

참 속도모델을 평활화하여 초기 속도모델로 사용하였다. 모델

링 수행 시 경계에 의해 생기는 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해

CMPL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먼저 유속정보를 도출하여 파

형역산에 적용하기 전, 유속에 따라 파형역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속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형역산을 수

행하였다. 

역산은 500회 반복 계산 하였으며, 역산 수행 시 Lamé 상수

를 일정한 구간 길이(step length)로 반복하여 갱신하였다. 역

산 결과는 Fig. 4와 같다. 유속이 증가할수록 천부층의 해상도

가 낮아지지만, 심층부에 따른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하였

Fig. 4. Inversion results without consideration of flow velocity. (a)

0 m/s, (b) 2 m/s, (c) 5 m/s, (d) 10 m/s, (e) 25 m/s, (f) 50 m/s

Fig. 5. Error curve according to number of iterations without

consideration of flow velocity.

Fig. 6. Depth profiles of true, initial, and inverted velocity by

inversion without consideration of flow velocity at a horizontal

position of 14 km. (a) 0 m/s, (b) 2 m/s, (c) 5 m/s, (d) 10 m/s, (e)

25 m/s, (f) 50 m/s

Fig. 3. (a) true and (b) initial veloc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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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적 낮은 유속에 대해서는 역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복횟수에 따른 오차는 Fig. 5와

같으며 실제 존재하는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파형역산 시 고

려하지 않을 때 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정밀한 비교를 위하여 수평 14 km 지점 깊이방향에 대한 물

성정보와 깊이 0.6 km 지점의 수평방향에 대한 물성정보를

Fig. 6, Fig. 7로 나타내었다.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천부층에

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모델 중

심에서 유속방향으로의 속도 정보가 실제 정보보다 비교적 높

게 갱신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속 반대방향에 대한

역산결과는 실제 정보보다 비교적 낮게 갱신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천부층에 대한 역산결과가 민

감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역산 수행 시 유

속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영향을 알아보았다.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유속을 도출하기 위해 임의의 직접파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구간 정보만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

서 제안된 기법을 통해 유속정보를 도출하였다. 갱신되는 유속

의 크기는 1 m/s로 고정하였다. 각 유속에 따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유속이 50 m/s의 경우 반복횟수에 따른 유속과 오

차곡선은 Fig. 8에 나타내었다. 도출된 유속정보의 경우 관측

Fig. 7. Horizontal profiles of true, initial, and inverted velocity by

inversion without consideration of flow velocity at a depth position

of 0.6 km. (a) 0 m/s, (b) 2 m/s, (c) 5 m/s, (d) 10 m/s, (e) 25 m/s,

(f) 50 m/s

Table 1. Results of deriving the flow velocity information.

Flow velocity Iteration Derive Results

2 m/s 3 2 m/s

5 m/s 6 5 m/s

10 m/s 11 10 m/s

25 m/s 26 25 m/s

50 m/s 51 50 m/s

Fig. 8. (a) iteration-flow velocity, (b) iteration-error curve at flow

velocity of 50 m/s.

Fig. 9. Inversion results considering flow velocity. (a) 0 m/s, (b) 2

m/s, (c) 5 m/s, (d) 10 m/s, (e) 25 m/s, (f) 5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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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잡음이 존재하지 않고 이상적인 환경에서 생성된 인공

합성자료이기 때문에 각 유속에 따라 정확한 유속정보를 도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 얻어진 유속정보를 파형역산 수행 시

초기모델에 적용한 유속의 세기에 따른 역산결과는 Fig. 9와

같다. 기존 유속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천부층에 나타났던 영

향이 감쇠되어 보다 개선된 역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유

속이 고려된 경우 전체적으로 오류가 감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복횟수에 따른 오차는 Fig. 10과 같다. 보다 정밀

한 비교를 위해 수평 14 km 지점 깊이방향에 대한 물성정보

와 깊이 0.6 km 지점의 수평방향에 대한 물성정보를 Fig. 11

과 Fig. 12로 나타내었다. 비교적 저속도인 0, 2, 5, 10 m/s에

서는 유속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유사한 오차 곡선을 나타내

고 있으며, 유속의 세기가 강한 50 m/s일 때 깊이 방향에 대

한 결과를 확인해보면 천부층에서 낮은 해상도를 나타내었던

결과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수평방향에 대한 역산결과는

모델 중심에서 유속방향으로 속도정보가 실제 정보보다 비교

적 높게 갱신된 결과를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배경매질의 유속이 파형역산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였으며, 관측자료의 직접파를 이용하여 유속정보를

도출하고 파형역산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유속의 경우 탄성파 탐사 수행 시 관측자료에 미치는 환경요

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보다 개선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판단되며, 제안된 알고리즘은 유속정보를 도출

하기 위해 기존의 장비를 이용한 방법이 아닌 수치적인 방법

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유속정보를 도출하는 기법

은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한 유속정보를 도출 할 수 있

지만, 계산시간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추후 다양한 수치해석

적 기법을 통해 유속을 도출 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되며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매질 유속에 따라 얻어진 관측자료의 유

속을 고려할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파형역산 결과를

Fig. 11. Depth profiles of true, initial, and inverted velocity by

inversion considering flow velocity at a horizontal position of 14

km. (a) 0 m/s, (b) 2 m/s, (c) 5 m/s, (d) 10 m/s, (e) 25 m/s, (f) 50

m/s

Fig. 12. Horizontal profiles of true, initial, and inverted velocity by

inversion considering flow velocity at a depth position of 0.6 km.

(a) 0 m/s, (b) 2 m/s, (c) 5 m/s, (d) 10 m/s, (e) 25 m/s, (f) 50 m/s

Fig. 10. Error curve according to number of iteration considering

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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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유속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유속이 강

한 관측자료일수록 파형역산 수행 시 알고자하는 지하매질 영

역의 유속방향에 대한 역산결과가 실제 정보보다 비교적 높게

갱신된 결과가 나타났고, 유속반대 방향에 대한 역산결과는 실

제 정보보다 낮게 갱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유속정보를 파형역산에 적용하여 수행하였을 경

우 적용한 모든 유속에서 개선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유속이 강한지역에서 파형역산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

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

경매질 유속의 특이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수치예제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인 환경에서

의 유속이 파형역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는 추후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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