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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을 사용한 완전 파형 역산 시 목적함수의 안정적인 수렴을 위해 참조 송

신원 부분집합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완전 파형 역산은 반복적인 파동 전파 모델링을 통해 수행되며, 송신원 개

수가 증가할수록 계산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완전 파형 역산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기법들 중 하나로,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역산 초기부터 목적함수가 진동하며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 판별에 문제가 생기

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을 이용해 모델을 갱신하되, 고정된 참조 송

신원 부분집합을 이용해 목적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Marmousi 속도 모델을 이용한 완전 파형 역산 예제를

통해 참조 송신원 부분집합을 이용하면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목적함수가 안정적으로 수렴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완전 파형 역산, 주기적 송신원 추출, 참조 송신원 부분집합

Abstract: In this study, we presented a reference-shot subset method for stable convergence of full waveform inversion

using a cyclic-shot subsampling technique. Full waveform inversion needs repetitive modeling of wave propagation and

thus its calculation time increases as the number of sources increases. In order to reduce the computation time, we can

use a cyclic-shot subsampling method; however, it makes the cost function oscillate in the early stage of the inversion

and causes a problem in applying the convergence criteria. We introduced a method in which the cost function is

calculated using a fixed reference-shot subset while updating the model parameters using the cyclic-shot subsampling

method. Through the examples of full waveform inversion using the Marmousi velocity model, we confirmed that the

convergence of cost function becomes stable even under the cyclic-shot subsampling method if using a reference-shot

subset.

Keywords: full waveform inversion, cyclic-shot subsampling, reference-shot subset

서 론

완전 파형 역산은 관측한 탄성파 탐사 자료와 수치 모델로

부터 얻은 탄성파 자료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수치 모델을

갱신하여 지하 물성을 알아내는 방법이다(Tarantola, 1984). 완

전 파형 역산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송신원을 이용한 반복적

인 파동 전파 모델링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모델링을 위한 방

대한 컴퓨터 계산이 필요하다(Virieux and Operto, 2009). 이러

한 계산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나

그 중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 한 가지는 역산을 반복할 때

모델링하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Krebs et al. (2009)은 Morton and Ober (1998), Jing et al.

(2000), Romero et al. (2000) 등이 참반사 보정에 적용한 위상

부호화 기법을 완전 파형 역산에 적용하여 역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위상 부호화를 이용해 많은 수의 송신

신호를 한꺼번에 모델링할 경우 교차 잡음 문제로 인해 역산

결과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Ben-Hadj-Ali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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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ster et al., 2011; Guitton and Díaz, 2012).

Díaz and Guitton (2011), van Leeuwen and Herrmann

(2012), Ha and Shin (2013) 등은 위상 부호화 없이 전체 중

일부 송신원을 사용하여 역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법들을 제

시하였다. 이 기법에서는 위상 부호화 기법과 달리 역산의 매

반복마다 일부의 송신원만 추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교차 잡

음 문제가 없고, 전체 송신원을 고루 이용하면서도 역산 속도

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매 반복

마다 사용하는 송신원 집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적함수 계산

에 사용하는 공통송신원모음 자료가 달라지게 되어 목적함수

값이 진동하며 수렴하고, 이로 인해 목적함수를 이용한 수렴

판별에 문제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Ha and Shin, 2013).

일반적으로 역산 종료를 위한 수렴 판단에는 다양한 기준들

이 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 최대 반복 횟수에 도달했을 때, 목

적함수 값이 일정 값 이하로 감소했을 때, 반복에 따라 목적함

수가 감소하는 정도가 작을 때, 반복에 따라 모델 매개변수가

변하는 정도가 작을 때 종료하는 조건 등이 있다. 최대 반복

횟수를 이용한 종료의 경우 역산의 수렴 여부와는 상관이 없

고, 목적함수 값이 초기값에 비해 일정 비율 이하로 감소하면

종료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이용해야 할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목적함수의 감소 정도나 모델 매개변수가 변하는 정

도를 이용해 종료하는 조건은 다양한 역산에 실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letcher, 1987).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료 조건들 중 몇 가지를 함께 사용하여 역산을 수행하게 된

다. 송신원 추출 기법을 이용한 역산에서는 추출하는 송신원

수가 작을 경우 매 반복마다 사용하는 송신원 집합이 달라짐

에 따라 목적함수가 역산 초기부터 진동하며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적함수 값을 이용한 수렴 판별에서 목적함수 값이

기준값 이하로 작아졌다가도 다음 반복에서 다시 기준값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목적함수의 감소 정도를 이용한 수렴 판

별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렴 판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에 참조 송신원 부분집합을 도입하였다. 참조

송신원 부분집합은 역산의 매 반복마다 항상 추출하는 송신원

들의 집합으로, 모델 매개변수 갱신에 사용하는 송신원 부분집

합은 매 반복마다 바뀌지만 목적함수 계산시에는 참조 송신원

부분집합에 속한 송신원만 이용하게 된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참조 송신원 부분집합을 이용한 역산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Marmousi 모델(Versteeg, 1994)을 이용한 완전 파형 역산 예제

에 이 기법을 적용하여 참조 송신원 사용 여부가 목적함수의

안정적인 수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과 참조 송신원 

부분집합 기법

시간 영역 완전 파형 역산의 l2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Tarantola, 1984).

.  (1)

위 식에서 Tmax는 총 기록 시간, u는 수치 모델링을 통해 얻

은 자료, d는 관측자료를 의미하고, s와 r은 각각 송신원과 수

신기를 의미한다. U는 전체 송신원 집합을 의미하고, 는

전체 송신원 집합의 크기를 의미한다. 위 식에서 는 상수

로, 역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뒤에 나오는 기법과

의 비교를 위해 목적함수를 전체 송신원 개수로 나누어 주었

다. 위 목적함수의 k번째 모델 매개변수 pk에 대한 최대 급경

사 방향은 다음과 같다.

.  (2)

위 식에서 S는 송신원 파동장 또는 가상 송신원, 는 역전파

된 파동장을 의미한다(Tarantola, 1984).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에서 목적함수와 최대 급경사 방향

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Ha and Shin, 2013).

.  (3)

.  (4)

위 식에서 Ci는 주기적으로 추출한 송신원의 부분집합이다.

송신원 추출 주기에 따라 송신원 부분집합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목적함수를 송신원 부분집합의 크기로 나누어

주었다. 송신원 부분집합은 역산의 매 반복마다 달라지기 때문

에 부분집합 크기가 작을 경우 목적함수의 크기가 진동하며

수렴하게 된다.

참조 송신원 집합을 이용한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에서

목적함수와 최대 급경사 방향은 다음과 같다.

.  (5)

.  (6)

위 식에서 R은 참조 송신원 집합으로, 역산을 수행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다. 목적함수 계산시 고정된 참조 송신원 집합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에서처럼 송신원 부

분집합 변경에 따른 목적함수의 진동을 방지할 수 있다. 목적

함수 계산시에는 참조 송신원 집합만을 사용하지만 최대 급경

사 방향 계산시에는 참조 송신원 집합과 주기적으로 추출한

송신원의 부분집합의 합집합에 속하는 송신원들을 사용해 역

산을 수행하여 주어진 탄성파 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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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Fig. 1은 전체 송신원 집합(U), 주기적으로 추출한 송신원의

부분집합(Ci)과 참조 송신원 집합(R)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숫자는 송신원 번호를 의미하며 Fig. 1a에는 총 송신원 개수가

12개일 때 두 개의 송신원 부분집합을 이용하는 주기적 송신

원 추출 기법을 도시하였다. 이 경우 역산의 매 반복마다 송신

원 부분집합을 바꿔가며 역산을 수행하게 된다. 총 12개의 송

신원 중 한 번에 6개의 송신원을 이용하되, 매 반복마다 송신

원 부분집합을 변경하므로 전체 송신원을 고루 이용하며 역산

을 수행할 수 있다. Fig. 1b에는 참조 송신원 집합을 이용할 경

우를 표시하였다. 이 경우 목적함수 계산시에는 참조 송신원

집합에 포함된 송신원만 사용한다. 최대 급경사 방향 계산을

위해서는 역산의 매 반복마다 C1, C2, C3 집합을 바꿔가며 사

용하되, 참조 송신원 집합에 포함된 4번과 9번 송신원은 항상

포함시킨다. 따라서 첫 번째 반복에서는 1, 4, 7, 9, 10번 송신

원, 두 번째 반복에서는 2, 4, 5, 8, 9, 11번 송신원, 세 번째 반

복에서는 3, 4, 6, 9, 12번 송신원으로 매 반복마다 5 ~ 6개의

송신원을 사용하여 최대 급경사 방향을 계산하게 된다.

수치예제

수치 예제를 통해 참조 송신원 집합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Marmousi 속도모델(Fig. 2)을 이용하였다(Versteeg, 1994). 관

측 자료 생성을 위해 시간에 대해 2차, 공간에 대해 8차 유한

차분식을 사용하여 5초간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격자 간격은

16 m, 샘플링 간격은 1 ms를 사용하였다. 48 m 간격으로 총

191개의 송신원을 사용하였고, 수신기는 16 m 간격으로 576

개를 사용하였다. 송신 신호는 최대 주파수 15 Hz의 리커 파

형을 사용하였다. Fig. 3에 관측 자료 중 하나의 공통 송신원

모음을 표시하였다.

앞에서 생성한 관측 자료를 이용해 시간 영역 완전 파형 역

산을 수행하였다. 역산에 사용한 초기 속도모델은 Fig. 4a에

도시하였다. 이어지는 예제들에서 역산을 위해 시간에 대해 2

차, 공간에 대해 2차 유한 차분식을 사용하였고, 유사 헤시안

(Shin et al., 2001)의 대각 성분을 이용해 최대 급경사 방향을

정규화하였다. 속도 모델은 최대 급경사 방법을 이용해 갱신하

되, 최대 갱신 양은 역산 진행에 따라 8 m/s에서 4 m/s까지

100회 갱신 시마다 2 m/s만큼 감소시켰다. 이 경우 해가 어느

정도 수렴하면 해 근처에서 목적함수가 진동하게 된다 (Lee

and Ha, 2018). 이를 이용해 목적함수가 더이상 감소하지 않으

면 역산을 종료하도록 하는 동시에 최대 반복 횟수를 500회로

지정하여 역산을 수행하였다.

우선 비교를 위해 전체 191개의 송신원을 모두 이용하여 역

산을 수행하였다(Table 1, Ex1). 역산 결과는 Figs. 4b, 4c와 같

다. 단층 부근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좌우 고속도층과 배

사구조 등이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산 결과는 총

322회의 반복 후 얻은 것으로, 목적함수가 어느 정도 수렴한

후 역산이 종료된 것을 알 수 있다(Fig. 4d).

이번에는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을 이용하되, 송신원을

10개씩 건너뛰며 한 번에 19 ~ 20개의 송신원을 추출하여 역

산에 이용하였다(Table 1, Ex2). 그 결과 15회 반복 후 역산이

종료되었다(Fig. 5a). 역산 결과를 보면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산이 조기에 종료된 것을 알 수 있다. 목적함수 감

Fig. 1. (a) A cyclic-shot subsampling scheme using two subsets

and (b) a cyclic-shot subsampling scheme using three subsets and

a reference subset.

Fig. 2. The Marmousi P-wave velocity model.

Fig. 3. A shot gather from a source exploded at 4.8 km from the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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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이용한 종료 조건을 제외하고 역산을 수행할 경우 500회

반복 후의 역산 결과는 Fig. 5b와 같다. 한 번에 19 ~ 20개의

송신원만 사용하였지만 전체 송신원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적함수가 역산

초기부터 진동하며 감소하기 때문에(Fig. 5d) 목적함수의 크기

를 이용한 종료 조건 사용시 앞에서 언급한 조기 종료 문제가

발생하였다.

참조 송신원 부분집합을 이용하는 경우 앞의 역산과 사용하

는 송신원 수를 맞추기 위해 분산된 10개의 송신원을 참조 송

신원으로 사용하고 주기적 추출을 위해서는 송신원을 20개씩

건너뛰어 한 번에 총 19 ~ 20개의 송신원을 사용하도록 했다

(Table 1, Ex2). 그 결과 앞의 예제들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Fig. 5c) 목적함수 또한 최대 반복 횟수에 도달할 때까

지 진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렴했다(Fig. 5d). 단, 이 경우

참조 송신원 부분집합에 속한 자료들은 역산에 항상 사용되기

때문에 역산이 다른 송신원들보다 참조 송신원 부분집합에 속

한 송신원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모든 송신원을 사용한 경우에 322회 반복 후 역산이 종료되었

지만 참조 송신원 부분집합을 사용한 경우 500회 반복까지 역

산이 종료하지 않고 잘 수렴하였다. 목적함수의 크기도 참조

송신원 집합만 사용한 경우 기존의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

의 경우에 비해 더 작았는데(Fig. 5d), 이는 목적함수 계산에

참조 송신원 집합만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역산 결

과가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에서 추출하는 송신원의 수를 증가

시키면 계산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목적함수의 진동을 감소시

킬 수 있다. Fig. 6a는 송신원을 4개씩 건너뛰며 추출하여 한

번에 47 ~ 48개의 송신원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의 결과이다

(Table 1, Ex3). 이 경우 103회 반복 후 역산이 종료했는데, 앞

의 경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 덜 수렴한 것을 알 수 있다.

500회까지 역산을 진행시켜보면 목적함수의 진동이 상당히 줄

어든 것을 알 수 있다(Fig. 5d, Fig. 6c).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신원 집합이 바뀜에 따라 작은 진동이 발생하여 역산이 조기

에 종료했다.

비교를 위해 참조 송신원 부분집합의 크기를 30으로 하고

Fig. 4. (a) The initial velocity model and (b) the inversion result

using all shots. The result was obtained after 322 iterations. (c)

Velocity profiles extracted at 3.2, 4.8, and 6.4 km from the left. (d)

The error history.

Table 1. Information on shot subsets and termination criteria of numerical examples. Ntotal is the total number of shots used per iteration, Ncyclic

is the number of shots in the cyclic subset, and Nreference is the number of shots in the reference subset.

Example 
Nubmer

Inversion 
result

Ntotal Ncyclic Nreference
Termination criterion 

imposed
Final iteration 

number

Ex1 Fig. 4b 191 - - Increased error 322

Ex2
Fig. 5a 19 ~ 20 19 ~ 20 - Increased error 15

Fig. 5c 18 ~ 20 9 ~ 10 10 Max. iteration number 500

Ex3
Fig. 6a 47 ~ 48 47 ~ 48 - Increased error 103

Fig. 6b 44 ~ 46 17 ~ 18 30 Max. iteration number 500

Ex4
Fig. 7a 18 ~ 20 17 ~ 18 2 Increased error 208

Fig. 7b 18 ~ 20 14 ~ 15 5 Increased error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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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원을 11개씩 건너뛰며 추출하여 역산을 수행하였다(Table

1, Ex3). 주기적 송신원 추출 집합의 크기는 17 ~ 18이지만 참

조 송신원 부분집합과의 합집합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사용한 송신원 개수는 44 ~ 46개가 되었다. 역산 결과는 Fig.

6b에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도 500회까지 안정적으로 해가 수

렴해간 것을 알 수 있다(Fig. 6c).

참조 송신원 집합의 크기에 따른 목적함수의 진동을 살피기

위해 매 반복에 사용하는 송신원 개수를 18 ~ 20개로 유지하

면서 참조 송신원 집합의 크기를 2와 5로 바꿔가며 역산을 수

행하였다(Table 1, Ex4). 그 결과 참조 송신원 집합의 크기가

2일 때에는 208회 반복 후, 크기가 5일 때에는 337회 반복 후

목적함수가 증가하였다(Figs. 7a and b). 앞에서 참조 송신원

집합의 크기가 10일 때 500회까지 목적함수가 단조 감소한 것

과 비교해보면, 참조 송신원 집합의 크기가 클수록 목적함수의

진동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Fig. 7c).

일반적으로 주기적 송신원 추출시 추출하는 송신원 집합의

크기가 작으면 역산 속도는 빨라지지만 역산의 정확도는 떨어

지게 된다(Ha and Shin, 2013). 참조 송신원의 경우 집합의 크

기가 너무 작으면 진동이 발생하거나 소수의 송신원에만 과적

합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크기가 너무 크면 목적함수의 진동

은 줄일 수 있으나 참조 송신원 집합에 속하지 않는 송신원의

사용 횟수가 줄어들어 전체 송신원을 골고루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최적의 주기적 추출 집합 크기와 참조 송신원 집

합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델에 따라 원하는 속도와

정확도를 고려한 경험적 선택이 필요하다.

Fig. 5. The inversion result using the cyclic-shot subsampling when

the size of a subset varies from 19 to 20. The result was obtained

(a) after 15 iterations and (b) after 500 Iterations. (c) The inversion

result using the reference-shot subset when the size of the reference

subset is 10 and that of the cyclic-shot subset varies from 9 to 10.

The result was obtained after 500 iterations. (d) The error histories.

Fig. 6. (a) The inversion result using the cyclic-shot subsampling

when the size of a subset varies from 47 to 48. The result was

obtained after 103 iterations. (b) The inversion result using the

reference-shot subset when the size of the reference subset is 30

and that of the cyclic-shot subset varies from 17 to 18. The result

was obtained after 500 iterations. (c) The error hi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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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을 이용한 완전 파

형 역산 수행 시 목적함수의 안정적인 수렴을 위해 고정된 참

조 송신원 집합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주기적

송신원 추출 기법을 이용하면 추출한 송신원 집합의 크기가

작을 경우 목적함수가 진동하며 수렴하게 되어 목적함수의 크

기나 감소 여부를 이용한 역산 종료 판단에 문제가 발생하지

만, 고정된 참조 송신원 집합을 이용하면 목적함수가 안정적으

로 수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Marmousi 속도모델을 이용

한 2차원 시간 영역 완전 파형 역산 예제들을 통해 참조 송신

원 집합을 이용하면 주기적 송신원 추출만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목적함수가 안정적으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기법은 2차원 뿐 아니라 3차원, 시간 영역 뿐

아니라 주파수 영역 등의 완전 파형 역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대 급경사 방향을 유사 헤

시안의 대각 성분으로 정규화하여 역산을 수행하였으나 다른

최적화 기법을 사용할 경우 송신원 집합 변화가 헤시안 행렬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

향에 대한 검토 및 최적의 참조 송신원 집합 선정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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