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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음향파 완전파형역산은 탄성파 탐사를 통해 얻은 관측자료와 음향파 모델링자료를 맞춤으로써 지층의 속도모델

을 고해상도로 구축하는 최적화 과정이다. 기존의 스트리머를 이용한 해양 탄성파 탐사 자료에 대한 음향파 완전파형역

산에서는 압력자료만을 활용하여 P파 속도모델을 구축한다. 그러나 최근 다성분 해저면 탄성파 탐사기술의 발달로 다성

분자료의 취득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에서 얻어지는 다성분 자료를 활용한 음향파 완전파형역산 기법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수평 및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를 활용한 효과적인 음향파 완전파형역산 전략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음향파 모델링으로 제작된 압력 및 입자가속도 자료와 민감도커널을 분석하여 파형역산 과

정에서 각 자료의 성분별 특성을 관찰하였다. 압력 자료에 함께 나타났던 직접파, 다이빙파 및 반사파가 수직 및 수평 입

자가속도 자료에서 파동의 진행방향에 따라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는 상부의 장파

장구조를,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는 하부의 장파장구조와 전체 영역에서의 단파장구조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자가속도 자료만을 활용해 음향파 완전파형역산을 수행하는 순차적 자료 활

용전략을 제시하며, 압력자료를 얻지 못하였거나 품질이 낮은 경우에도 입자가속도 자료를 활용하는 음향파 완전파형역

산을 통해 양호한 P파 속도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음향파 완전파형역산, 해저면 케이블 탐사, 다성분자료, 순차역산전략

Abstract: Full-waveform inversion (FWI) is an optimization process of fitting observed and modeled data to reconstruct

high-resolution subsurface physical models. In acoustic FWI (AFWI), pressure data acquired using a marine streamer has

mainly been used to reconstruct the subsurface P-wave velocity models. With recent advances in marine seismic-

acquisition techniques, acquiring multi-component data in marine environments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Thus,

AFWI strategies must be developed to effectively use marine multi-component data. Herein, we proposed an AFWI

strategy using horizontal and vertical particle-acceleration data. By analyzing the modeled acoustic data and conducting

sensitivity kernel analysis, we first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ata component using AFWI. Common-shot

gathers show that direct, diving, and reflection waves appearing in the pressure data are separated in each component

of the particle-acceleration data. Sensitivity kernel analyses show that the horizontal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s

typically contribute to the recovery of the long-wavelength structures in the shallow part of the model, and the vertical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s are generally required

to reconstruct long- and short-wavelength structures in

the deep parts and over the whole area of a given

model. Finally, we present a sequential-inversion strategy

for using the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s. We

believe that this approach can be used to reconstruct a

reasonable P-wave velocity model, even when the

pressure data is not available.

Keywords: acoustic full-waveform inversion (AFWI),

ocean-bottom cable (OBC), multi-component

data, sequential inversion strategy

Received: 2 December 2019; Revised: 17 January 2020;

Accepted: 21 February 2020

*Corresponding author

E-mail: juwon24@jbnu.ac.kr

Address: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do, 54896,

Kore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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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설



다성분 해저면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한 음향파 완전파형역산 전략 39

서 론

다성분 해저면 탄성파 탐사는 하이드로폰과 지오폰이 결합

된 수진기를 해저면에 설치하고 해수면 근처의 에어건에서 생

성된 파동이 전파할 때 유발되는 해수에서의 압력변화와 해저

면에서의 방향에 따른 입자운동을 동시에 측정하는 해양 탄성

파 탐사법이다. 해저면 탄성파 탐사는 측정 장비의 유형에 따

라서 해저면 케이블(ocean-bottom cable, OBC), 해저면 지진

계(ocean-bottom seismometer, OBS), 해저면 노드(ocean-bottom

node, OBN)로 구분되며(Lee et al., 2019), 기존의 스트리머를

이용한 탐사보다 접근 가능한 지역의 범위가 넓고, 원거리

(long offset) 탐사자료의 획득이 용이하며, 지층에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더 가까이에서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지오폰에서 기록되는 입자 가속도나 입자 속도와 같은 벡

터 파동장에는 하이드로폰에서 측정되는 압력장에는 없는 모

드전환 PS파가 기록될 수 있어서 지하 매질의 탄성적 특성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해양 탄성

파 탐사에서 다성분 해저면 탄성파 탐사를 통한 해양 탄성파

자료의 획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2차원 및

3차원 다성분 해저면 탄성파 탐사가 수행된 바 있다(Kim and

Byun, 2009; Kim and Byun, 2011; Park et al., 2018; Shinn et

al., 2018).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이 연구에서는 해저면 탄성파 탐사를

통해 얻은 다성분 자료를 음향파 완전파형역산(full waveform

inversion)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완전파형역산이란 관측된 탐사 자료와 모델링 자료를 맞추어

가며 고해상 지하물성모델을 구축하는 최적화 과정이다

(Tarantola, 1984; Pratt et al., 1998; Virieux and Operto, 2009;

Yoon and Shin, 2010; Choi et al., 2014; Oh and Akhalifah,

2018). 파형역산 과정에서 더욱 정확한 모델링을 위하여 다양

한 종류의 파동방정식이 이용될 수 있으나(Oh and Alkhalifah,

2016; Oh and Akhalifah, 2019), 광범위한 탐사 영역에 걸쳐서

얻은 방대한 탄성파 탐사자료를 다룸에 있어 계산상 보다 유

리한 음향파 기반 완전파형역산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Shin et al., 2019). 현재까지 다성분자료의 이용은 주로 겹반

사 제거(de-multiple), 고스트 제거(de-ghosting), 파동장 분리

(wavefield separation) 등의 목적으로 탄성파자료처리(seismic

data processing) 분야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으나, 최근 다성분

해저면 탐사자료를 이용하여 음향파 완전파형역산 결과를 개

선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Akrami (2017)와

Zhong and Liu (2019)는 음향파 완전파형역산에서 압력 자료

와 입자가속도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는 벡터기반 음향파 완전

파형역산(vector-acoustic full waveform inversion)을 제시하였

고, 이를 통해 목적함수의 수렴성을 개선하면서 고해상도의 심

부 물성구조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벡터기반 음

향파 완전파형역산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압력자료와 입

자가속도자료의 품질이 모두 양호하며 자료 성분간의 정밀한

진폭보정이 가능해야 한다. 현장에서 얻은 탐사 자료에는 모든

자료 성분이 기록되지 않거나, 자료 성분별 품질이 다를 수 있

어 이러한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료 성분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관찰

하고, 파형역산에서 나타내는 특징을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으

로 다성분 자료를 활용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파형역산의 기본적인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후

각 자료성분 별 공통송신원모음(common-shot gather) 자료를

비교하고 민감도커널(sensitivity kernel)을 분석하여 자료성분

별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어 확인된 특징에 적합한 벌

림(offset) 선택전략을 자료성분 별로 적용 및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각 방향 별 입자가속도 자료만을 활용했을 때에

도 의미있는 P파 속도구조를 구축해낼 수 있는 음향파 완전파

형역산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 수행된 수치예

제는 모두 음향파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며, 현장자료와 달리

모드변환된 PS파 등이 기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의 현

장자료 적용을 위해서는 입자가속도 성분자료에 대해 발산

(divergence)을 취하거나(Sun et al., 2004), 크리스토펠 방정식

(Christoffel equation)을 활용하여(Yan and Sava, 2009) 최대경

사방향(gradient) 계산 시 S파 성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우선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론

음향파 파동방정식

2차원 음향파 파동방정식을 1계 편미분방정식(first-orde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1)

여기서, ax, az는 입자가속도 파동장을, P는 압력 파동장을 각

각 의미하고, 밀도와 P파 속도는 , vp로 표기하였다. 수치분

산의 측면에서 유리하고 각 지점에서의 자료 성분별 파동장들

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 4차 엇격자 유한차분법(fourth-order

staggered grid finite difference method)(Virieux, 1984)을 활용

하여 식 (1)의 수치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격자점에서의 각 파

동장들과 물성 변수의 위치는 Fig. 1과 같다. 다만, 해당 연구

에서 수행한 모든 음향파 모델링에서는 균질한 밀도모델을 가

정하였다. 모델링 영역의 상부 경계에서는 모든 시간에 대해

압력파동장을 0으로 설정하여 자유면(free-surface) 경계조건을

만족시켰고, 이 외의 경계에서는 제한된 영역에서의 모델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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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발생되는 인공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해 CPML

(convolutional perfectly matched layer) 경계조건을 설정하였

다(Komatitsch and Martin, 2007; Cho and Lee, 2009).

파형역산

파형역산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목적함수는 l2-norm 기

반 목적함수 (El,2)로, 수식유도의 편의를 위해 특정 각 주파수

()에 대해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ns와 nr은 송신원과 수진기의 총 개수를, 와

는 모델링 및 관측자료 트레이스들을 각각 의미한다. 이

목적함수의 최대경사방향을 계산하기 위해서 모델물성변수

(m)에 대한 편미분을 취하면, 

(3)

와 같다. 여기서 편미분파동장(partial derivative wavefield) 행

렬의 직접적인 계산을 피하고자 수반상태기법(adjoint-state

method)을 이용하면 송신원 파동장과 수진기 파동장의 영지연

교차상관(zero-lag cross-correlation)을 통해 목적함수의 최대경

사방향을 계산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4)와 같다.

 (4)

여기서 는 자료에 맞는 모델링 연산자(modeling operator)

로 활용되는 자료성분에 대해 음향파 파동방정식을 주파수 영

역 2계 편미분방정식으로 정리하여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압

력 자료를 활용하는 파형역산에서는 식 (1)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하고,

(5)

입자가속도자료를 활용한 파형역산에서는 식 (6)과 같이 정리

하여 모델링 연산자를 구한다(Min and Shin, 2006; Gholami

et al., 2013).

(6)

여기서 fP, fx, fz는 송신원 위치에서 가해진 압력 송신원과 수

평 및 수직방향의 힘 송신원을 각각 의미하며, , , 는

주파수 영역의 압력 및 입자가속도 파동장들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주파수 기법(time-frequency method)

(Sirgue et al., 2008; Butzer, 2015; Oh and Alkhalifah, 2019)

에 따라, 송신파동장 및 수진파동장은 시간영역 모델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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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dimensional staggered-grid stencils indicating the

locations of the wavefields and model parameters for acoustic

modeling.

Fig. 2. Flowchart of time-frequency domain F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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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고 이산푸리에변환으로 각 파동장의 특정 주파수 성분

들을 추출한 후, 식 (4)처럼 주파수 영역에서 목적함수의 최대

경사방향을 계산하고 모델을 갱신하였다(Fig. 2). 따라서 물성

변수에 대한 모델링 연산자의 편미분 항 을 식

(6)에 따라 수정하면 기존의 압력자료에 대한 음향파 완전파형

역산을 입자가속도 자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시간-주파수 기법을 이용하면 시간영역 파

형역산에서 필요한 대규모 파동장 저장을 피할 수 있으며, 각

주파수에 따른 최대경사방향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다중스케

일 역산기법(multiscale approach)(Bunks et al., 1995)을 적용

하기 용이해진다.

최대경사방향의 계산 후에는 파형역산의 수렴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경사법(steepest-descent method) 대신 켤레 기울기법

(conjugate-gradient method)을 활용하였고(Brandsberg Dahl et

al., 2003; Jeong et al., 2017), Shin et al. (2001)에 의해 제안

된 유사헤시안(pseudo-Hessian) 행렬을 이용하여 파형역산의

수렴성을 향상시켰다.

자료 성분별 특성분석

음향파 모델링 및 민감도커널 분석

각 자료 성분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먼저 Fig. 3a에 제

시된 P파 속도모델에서 음향파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ig. 3a

모델은 균질한 속도 값을 갖는 2층 구조이며, 깊이에 따라 속

도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다이빙파는 생성되지 않는다. 공통송

신원모음을 자료 성분별로 비교해보면, 직접파와 반사파가 압

력 자료에서는 함께 나타나지만(Fig. 3b), 수직 및 수평 입자가

속도 자료에서는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s. 3c, 3d). 직접파는 송신원과 수진기 사이의 벌림에 상관

없이 주로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상에서만 나타난다. 반사파는

좁은 벌림에서는 주로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상에 나타나지만,

벌림이 넓어질수록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에서도 점차 강한 진

폭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3e). 다음으로 Fig. 4a

모델을 이용하여 자료 성분별 공통송신원모음을 획득하였다.

Fig. 4a 모델은 깊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매질

로 하부에 다수의 반사층을 가지고 있어 직접파와 반사파, 다

이빙파가 모두 생성된다(Fig. 4b). 이전 모델에서와 유사한 양

상으로 직접파와 반사파가 수평 및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에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이빙파는 좁은

벌림에서 주로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상에서만 나타나고, 벌림

이 넓어질수록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Figs. 4b, 4c, 4d).

이러한 자료별 특성은 파동의 종류에 따른 전파경로와 연관

이 깊다. Fig. 5는 아이코날(eikonal) 방정식을 활용하여 획득

한 주시정보를 Fig. 4a 속도 모델에 겹쳐 얻은 결과로, 파동의

종류에 따른 전파경로를 보여준다. 다이빙파의 경우, 좁은 벌

림에서는 모델의 최상부 영역을 통과하며 전반적인 파동에너

지가 수평 방향의 입자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벌림

 ( ) S m

Fig. 3. (a) Two-layered P-wave velocity model and common-shot gathers of (b) pressure, (c) horizontal particle-acceleration, and (d) vertical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s. Panel (e) shows the red contour area (c) with a wiggle trace showing the increase of reflection-wave amplitude

with offsets. Note that diving waves do not appear in the common-shot ga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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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넓어질수록 다이빙파가 통과하는 영역의 깊이가 깊어지며

다이빙파가 수진기에 입사하는 방향이 점차 수직 방향에 가까

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 반사파의 경우에는 반대로 좁은 벌림

에서는 주로 수직 방향의 입자 운동을 야기하지만, 벌림이 넓

Fig. 4. (a) Linearly increasing P-wave velocity model with layered reflectors and common-shot gathers of (b) pressure, (c) horizontal particle-

acceleration, and (d) vertical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s.

Fig. 5. Ray paths of direct (black dashed lines), diving (orange dashed lines), and reflection (red dashed lines) waves at (a) narrow and (b)

wide offsets.

Fig. 6. Sensitivity kernels for the two-layered velocity model in Fig. 2a using each data component for (a, c, and e) narrow and (b, d, and

f) wide offsets: (a, b) pressure wavefield, (c, d) horizontal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 and (e, f) vertical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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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수록 수진기에 점차 수평 방향으로 입사한다. 이러한 전파

특성으로 인하여 다이빙파와 반사파가 좁은 벌림에서는 수평

및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상에 각각 분리되어 나타나며, 벌림이

넓어질수록 반사파는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상에서 그리고 다

이빙파는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상에서 강한 진폭으로 나타난

다. 마지막으로 직접파의 경우에는 벌림 정도에 상관없이 항상

수평적인 전파 경로를 따르며, 이로 인해 항상 수평 입자가속

도 자료상에서만 관찰된다.

관찰된 자료 성분별 특성이 완전파형역산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특정 자료 성분만을 활용

했을 때의 민감도커널을 구하였다. 민감도커널은 주어진 송신

원과 수진기에 대하여 하부의 물성 변화가 가지는 민감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여기서는 해저면 탐사와 유사하게 압력 송

신원을 주고 수진기 위치에서는 서로 다른 자료성분을 이용하

여 좁은 벌림(2 km)과 넓은 벌림(8 km)의 경우에 대하여 민감

도커널을 획득하였다(Figs. 6, 7).

Fig. 2에서 획득한 압력 자료로 민감도커널을 그려보면 직접

파에 의한 상부의 타원형 커널과 반사파에 의한 토끼귀형

(rabbit-ear) 커널 및 구조보정 등시선(migration isochrone)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나타난다(Figs. 6a, 6b). 벌림에 상관없이

직접파는 수진기에서 수평 방향의 입자 운동을 야기한다. 따라

서 직접파에 의한 상부의 타원형 커널은 수평 입자가속도 자

료의 민감도커널에서만 나타나고,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의 민

감도커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Figs. 6c, 6d, 6e, 6f). 이는 최

상부 영역의 장파장속도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수평 입자가속

도 자료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 토끼

귀형 커널과 구조보정 등시선은 좁은 벌림의 조건에서는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의 민감도커널상에서 주로 나타난다(Fig. 6e).

다만, 토끼귀형 커널은 구조보정 등시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한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좁은 벌림의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를 파형역산에 활용하면 구조보정 등시선에 의한 단파장

속도모델 구축이 두드러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어서, 지하매질의 속도가 깊이에 따라 증가하는 매질(Fig.

4)에서 좁은 벌림과 넓은 벌림의 조건을 주었을 때 동일한 민

감도커널 분석을 수행하였다. 좁은 벌림의 경우 압력 자료를

활용했을 때 다이빙파에 의한 바나나형 커널과 반사파에 의한

구조보정 등시선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Fig. 7a). 반면,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의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입사하는 다

이빙파에 의해 바나나형 커널은 강하게 나타나지만 수직 방향

으로 입사하게 되는 반사파에 의해 구조보정 등시선은 상대적

으로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Fig. 7c),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의

경우에는 바나나형 커널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지만 구

조보정 등시선은 압력의 경우처럼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Fig. 7e). 따라서, 균질 이층 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좁은 벌림에서의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만 활용한다면 모델의

최상부 영역에 국한된 장파장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좁은

벌림에서의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만 활용한다면 단파장속도모

델 구축이 우세하게 나타날 것이다.

넓은 벌림의 조건에서는 Figs. 7d, 7f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나나형 커널과 구조보정 등시선이 자료 성분에 따라 뚜렷하

Fig. 7. Sensitivity kernels for the linearly increasing velocity model with reflectors in Fig. 3a using each data component for (a, c, and e)

narrow and (b, d, and f) wide offsets: (a, b) pressure wavefield, (c, d) horizontal particle-acceleration, and (e, f) vertical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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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리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다이빙파가 모델 하부

를 거치며 수진기에 수직 방향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수평 입

자가속도 자료를 활용한 경우보다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를 활

용한 경우에 모델 하부 영역에서의 에너지가 더 강하게 나타

난다(Figs. 7d, 7f). 따라서, 벌림에 상관없이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를 활용하면 속도모델의 구축이 상부에 국한되겠지만, 넓

은 벌림에서의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를 활용하면 하부의 장파

장속도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파형역산 최대경사방향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각 자료에 기록되는 파의 세기는

최종적으로 수진기에 입사되는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자료성분에 따른 파형역산 차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는 마무시(Marmousi) 모델(Fig. 9a)에서

도 주로 수평적인 반사층을 갖는 왼쪽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

여(Fig. 8a) 음향파 완전파형역산의 초기모델에서의 최대경사

방향을 구하였다. 이 모델의 크기는 7.2 km × 3.2 km이며 상

부 200 m 깊이까지는 균일한 속도를 갖는 해수로 구성하였고,

수평, 수직방향으로 모두 20 m의 격자 간격을 설정하였다. 해

저면 탄성파 탐사 환경과 유사하게 해수면 근처에서 100 m 간

격으로 70개의 압력 송신원을 주었고, 압력-가속도 파동장은

해저면 상의 모든 격자점에서 기록되었다. 송신원 파형으로는

4 Hz의 주진동수(dominant frequency)를 갖는 리커(Ricker) 파

형을 사용하였다. Fig. 8은 좁은 벌림(1 km ~ 3 km)의 자료만

사용한 경우와 넓은 벌림의 자료까지도 포함한 경우(1 km ~

7 km)에 대해 압력, 수평 및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들을 각각

이용하여 획득한 초기모델의 최대경사방향을 보여주며, 3 Hz

에서 5 Hz의 주파수 대역을 0.4 Hz 간격으로 이용한 결과이

다. 좁은 벌림에서의 자료만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 수평 및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의 최대경사방향을 비교해보면, 수평 입

Fig. 8. (a) True- and (b) initial-velocity models. First gradients from utilizing each data component for (c, e, and g) narrow (1–3 km) and (d,

f, and h) wide (1–7 km) offset ranges using (c, d) pressure data, (e, f) horizontal acceleration data, and (g, h) vertical acceler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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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속도 자료는 상부에 국한된 장파장구조를 주로 구축하고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는 단파장구조를 주로 구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넓은 벌림에서의 자료도 포함하여 파

형역산을 수행하면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의 경우에는 속도모

델의 변화 깊이가 일부 증가하고,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의 경

우에는 하부의 장파장구조가 추가로 구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부의 장파장구조는 수직 입자

가속도 자료만을 활용해서는 구축할 수 없으며, 수평 입자가속

도 자료로는 하부 영역의 물성 변화를 얻어내지 못한다.

자료 성분별 파형역산

다성분 입자가속도 자료를 이용한 음향파 완전파형역산 시

험을 위해 마무시 속도모델을 활용하였다(Fig. 9a). 이 모델의

크기와 격자 간격은 각각 17 km × 3.2 km 와 20 m이고, 활

용된 송신원의 개수는 85개로 200 m의 간격으로 해수면 근처

에 위치하며, 수진기는 해저면의 모든 격자점 상에 위치하였다.

송신원 파형은 이전 예제와 동일하게 4 Hz의 주진동수를 갖

는 리커파형을 이용하였고, 최대경사방향의 생성을 위해 3 Hz

에서 9 Hz의 주파수대역을 0.6 Hz 간격으로 이용하였다. 파형

역산에 이용된 초기모델 Fig. 9b는 가우시안 필터(gaussian

filter)를 원 속도모델에 적용하여 획득하였다. 각 자료 성분에

대한 파형역산은 활용되는 자료의 최대 벌림 거리가 점차 증

가하거나 감소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활용되는 자

료의 최대 벌림 거리가 점차 증가하는 경우에는 파형역산 초

기에 상부의 정확한 속도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으며(Ramos-Martinez et al., 2019), 반대로 활용되는 자료의

최대 벌림 거리가 점차 감소하는 경우에는 전체 모델 영역에

서의 장파장구조를 우선 구축할 수 있어 파형역산 초기에 전

역최솟값(global minimum)으로의 수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의 파형역산

앞선 수치예제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

상에서는 벌림에 상관없이 모델의 상부 영역만을 통과한 파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상부 영역에 국한된 물성 모델

의 구축이 이루어진다. Fig. 10은 수평 방향의 입자가속도 자

료만을 활용하여 음향파 완전파형역산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

주며, Fig. 10a는 파형역산에 활용되는 자료의 최대 벌림 거리

가 점차 증가할 때의 결과를, Fig. 10b는 자료의 최대 벌림 거

리가 반복수(iteration)에 따라 감소하였을 때의 파형역산 결과

를 보여준다. 각각의 파형역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수평 입

자가속도 자료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최대 벌림 거리

를 점차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역산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의 파형역산

음향파 모델링자료의 관찰을 통해,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의

좁은 벌림에서는 반사파가 강하게 나타나고, 또 넓은 벌림에서

는 모델의 하부 영역을 통과하는 다이빙파가 강하게 나타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넓은 벌림의 자료가 음향파 완전

파형역산에 포함되어야 모델 하부 영역의 장파장구조를 구축

할 수 있게 된다. Fig. 11은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에 대해 초

기에는 좁은 벌림의 자료만을 활용하다가 점차 자료의 최대

벌림 거리를 넓혀가며 파형역산을 수행한 결과(Fig. 11a)와 초

기에는 모든 벌림의 자료를 활용하다가 반복수가 증가함에 따

라 자료의 최대 벌림 거리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파형역산을

수행한 결과(Fig. 11b)를 보여준다. 각 경우에 대해 결과를 비

교해보면,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만을 이용하여 파형역산을 수

행할 때에는 자료의 최대 벌림 거리를 점차 좁혀가며 파형역

산을 수행하는 것이 지하 속도모델 구축에 효과적이다.
Fig. 9. (a) Elastic Marmousi P-wave velocity model as the true

model and (b) its initial model smoothed using a Gaussian filter.

Fig. 10. Acoustic full-waveform inversion results obtained using

only the horizontal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 (a) increasing

and (b) decreasing the maximum offset of the utiliz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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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및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의 복합 활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OBC탐사는 탐사 자료의 활용 목적과

탐사 예산 등의 이유로 모든 자료 성분을 얻지 않는 경우가 있

으며(Park et al., 2018), 경우에 따라 특정 자료성분의 품질이

낮아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활용가능한 압력 자료가 있을 때

는 압력 자료를 사용하여 음향파 완전파형역산을 수행하면 되

지만, 압력 자료를 얻지 못하였거나 자료 품질 등의 문제로 활

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자가속도 자료들로 음향파 완전파형

역산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는 수직 및 수평 입자가속도 자

료를 파형역산에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압력 자료를 이용

한 파형역산에 상응할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각 입자가속도 자료에 대한 파형역산 수치예제에서 살펴보

았듯이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는 모델의 상부 장파장구조를 구

축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는 하부의

장파장구조와 전체 영역에서의 단파장구조를 구축하는 데 효

과적이다. 또,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의 최대 벌림 거리를 감소

시키며 파형역산을 수행한 결과(Fig. 11b), 수직 입자가속도 자

료만으로도 전반적인 모델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구축된 모델의 왼쪽 상부 부분을 압력 자료만을

활용하여 파형역산을 수행한 결과(Fig. 12a)와 비교해보면, 수

직 입자가속도 자료만을 이용한 물성모델 구축이 갖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역에서는 수평적인 반사층 구조가 우

세하고, 이는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상에 상부 영역을 통과하는

다이빙파가 매우 약하게 나타나도록 한다. 이로 인해, 상부의

장파장구조보다는 단파장구조의 구축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파형역산이 갖는 비선형성 문제가 심화된다. 따라서 압력자료

를 활용한 파형역산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직

및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를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

서는 다음의 세 가지 입자가속도 자료 활용전략에 따라 파형

역산을 수행해보았다.

1) 수직 및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의 동시 활용(strategy 1)

2)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 활용 후 수직 및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의 동시 활용(strategy 2)

3)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 활용 후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의

Fig. 11. Acoustic full-waveform inversion results obtained using

only the vertical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 (a) increasing and

(b) decreasing the maximum offset of the utilized data.

Fig. 12. Acoustic full-waveform inversion results of the (a) pressure

wavefields and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s using (b) strategy 1,

(c) strategy 2, and (d) strategy 3.

Fig. 13. Model error curves for each case of acoustic full-waveform

inversion. Strategy 1 indicates the utilization of both the vertical and

horizontal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s. Strategies 2 and 3 utilize

only the horizontal particle-acceleration wavefield in the first stage

and then utilize either both wavefields or only the vertical wavefield

in the second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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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strategy 3)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서는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를 먼

저 최대 벌림 거리를 증가시키며 활용하여 모델의 상부 영역

을 우선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경우에서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가 활용될 때에는 자료의 최대 벌림 거리가 감소하도록

설정하여 장파장구조부터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자료활용 전략에 따라 획득한 음향파 완전파형역산 결과는

Figs. 12b, 12c, 12d에 나타나 있다. 또, 정량적인 파형역산 결

과의 비교를 위해 모델 오차(model error)를 계산하여 반복수

에 따른 그래프를 Fig. 13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모델 오차는

파형역산을 통해 구축된 모델과 관측자료를 제작하는 데 쓰인

실제 모델의 오차를 계산하는 것으로

(7)

와 같이 계산된다(Jeong et al., 2017; Zhong and Liu, 2019).

여기서, np는 총 모델 격자의 개수를, 와 는 파형역

산을 통해 획득한 모델변수벡터와 실제모델벡터를 의미한다.

구축된 속도모델들과 모델 오차 이력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와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를 단순히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세 번째 경우에서 가장 개선된 파형역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토 의

이 연구에서는 각 자료성분을 독립적으로 이용하여 파형역

산을 수행할 때 자료의 최대 벌림 거리를 점차 감소시키거나

증가시켜 보았다. 결과적으로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이에 따른 결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하부 영

역을 통과한 반사파나 다이빙파는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상에

약하게 기록되며, 이로 인해 넓은 벌림에서의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를 활용해도 여전히 물성모델 구축이 상부 영역에만 집중

된다. 좁은 벌림에서의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에도 작은 반사각에 의한 반사파가 약하게 기록되어 단파장구

조의 구축이 제한된다. 정리하자면,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는

벌림에 상관없이 언제나 상부 영역의 장파장속도모델을 구축

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자료의 최대 벌림 거리 변화가 결과

차이를 야기하진 않았다.

반면,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넓은 벌림에서

의 자료를 파형역산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을 때 합리적인 물

성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의 특성상

모델의 상부 영역을 통과하는 파동이 약하게 기록되며, 이로

인해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를 이용한 상부구조 구축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넓은 벌림의 자료를 파형역산 초기에 활용하

여 하부의 장파장속도모델을 먼저 구축하고, 이후 점차 자료의

벌림을 제한시켜 단파장속도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수직 및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를 모두 활용할

때에는 세 번째 경우와 같이 수평 입자가속도 자료와 수직 입

자가속도 자료를 순차적으로 이용하면 상부에서 하부로, 또한

장파장구조에서 단파장구조로 점진적으로 속도를 구하게 되어,

파형역산 결과나 모델 오차의 수렴성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

또한, 현장자료에 대한 적용의 측면에서도 제시된 전략은 큰

이점이 있다. 경우에 따라 현장자료는 자료 성분별로 상이한

전처리과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Szydlik et al., 2007),

이 때에는 자료 성분간 진폭비율이 훼손된다. 이 경우 방향별

입자가속도 자료들의 동시 역산 시 특정 자료 성분이 우세하

게 역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폭비율의 복원을 위

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한 입자

가속도 자료들의 파형역산 전략은 서로 다른 자료 성분들을

동시에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료간 진폭비율의 변화에 따

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현장자료 적용이 용이해진다.

결 론

기존의 스트리머를 이용한 해양 탄성파 탐사와는 달리 해저

면 탄성파 탐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압력자료, 수직 및 수평 입

자가속도자료를 모두 기록하며, 원거리 탐사 자료와 S파 정보

의 획득도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최근 국내외 해양

탄성파 탐사에서 OBC, OBN, OBS와 같이 해저면에서 자료를

얻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성분 자료를 활용

하는 완전파형역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는 해저면 탄성파 탐사로 얻은 다성분 자료의 특성을 관찰하

고 음향파 완전파형역산에서의 각 자료 성분에 따른 파형 역

산전략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는 입자가속도 자료들의 복합

적인 활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P파 속도모델을 구축하고자 하

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각 자료 성분에 기록되는 파의 세기는 최종

적으로 수진기에 입사하는 방향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관찰하

였고, 이로부터 수평 방향의 입자가속도 자료는 상부 영역의

장파장구조 구축에 효과적이며, 수직 방향의 입자가속도 자료

는 하부 영역의 장파장구조나 전체 영역에서의 단파장구조 구

축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수치예제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 연

구에서는 활용되는 자료의 최대 벌림 거리를 증가시키거나 감

소시키며 각 자료 성분별 파형역산을 수행하였고, 이로부터 수

직 입자가속도 자료를 파형역산에 활용할 때에는 넓은 벌림의

자료를 활용하여 하부 장파장구조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압력 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수평 및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를 활용하는

세 가지 전략에 따라 파형역산을 수행하였으며, 수평 입자가속

도 자료와 수직 입자가속도 자료를 단순히 순차적으로 활용하

2

inv true

true

1
model error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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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속도모델을 구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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