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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탐사자료의 전파형 역산에 관한 연구는 Lailly (1983)와 Tarantola (1984)가 역전파 알고리듬을 

제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탄성파 탐사자료의 전파형 역산 시 

계산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파동 방정식의 수반 행렬 특성을 적용하여 그래디언트 기법에 기초한 

알고리듬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컴퓨터의 계산능력 향상과 대용량의 메모리가 일반화됨에 따라 Hu 
et al. (2009)과 주용환(2009) 등은 보다 정확하고 적은 반복연산으로도 해에 빠르게 수렴하는 Gauss-Newton 
방법이 탄성파 탐사자료의 전파형 역산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Gauss-Newton 
방법은 근사-헤시안 행렬의 특이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라그랑지 승수와 같은 감쇠요소를 더해주게 되며 

이 감쇠요소가 역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Gauss-Newton 방법에서 사용되는 

상수로 된 라그랑지 승수는 적절한 값을 사용할 경우 반사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insufficient 
ray-coverage)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반사점의 정보가 충분한 지역의 해상도를 낮추는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산함수를 이용하여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라그랑지 승수를 계산해 주는 Active Constraint Balancing법 (Yi et al., 2003)을 불충분한 반사점 자료의 

전파형 역산에 적용해 보았다. 또한 Lee and Kim (2003)이 개발한 송신원 파동장 정규화 기법을 사용함으

로써 송신원의 정보가 없어도 적절하게 역산의 수행이 가능한 전파형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듬은 수치예제를 통하여 검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된 알고리듬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Gauss-Newton 파형 역산 기법 

일반적인 비선형 역산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는 자료의 잔차 벡터이고, J는 자코비안 행렬 또는 민감도 행렬, 는 모델 매개변수의 증분

벡터이다. 이 때 k번째 반복단계에서의 감쇠 최소자승법의 해 또는 Gauss-Newton 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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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Menke, 1984). 

                    m JTJ   JTd (2)

여기서 Jk 는 k번째 반복단계에서 모델 매개변수의 증분벡터 m와 자료의 오차벡터 d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형 연산자로 앞서 설명된 자코비안 또는 민감도 행렬을 의미한다. 또한 는 라그랑지 승수이다. 
Levenberg (1944)는 라그랑지 승수 를 “감쇠요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값이 증가할수록 잔차벡터 

d의 영향을 제한함으로써, 모델 변수 증분벡터 m을 효과적으로 감쇠시켜 역산결과가 안정적으로 수렴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Active Constraint Balancing (ACB)

대부분의 역산문제는 역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쇠요소나 평활화 조건 등의 제약조건을 적용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조건은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반면 역산의 해상도를 낮추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산의 안정성과 해상도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Yi et al. (2003)이 제안한 ACB법을 

적용하였다. ACB법은 분산함수(spread function)와 모델 분해 행렬(parameter resolution matrix)을 이용하

여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라그랑지 승수를 계산하고 이를 제약조건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자료가중을 

가한 최소자승 역산에서 사용되는 모델 분해 행렬 R은

                            
 

  
 (3)

로 주어지며, I는 단위행렬이다(Menke, 1984). 이렇게 계산된 모델 분해 행렬을 이용하여 분산함수를 계산

하고 분산정도에 반비례하게 라그랑지 승수값을 부여하게 된다(Yi et al., 2003). 분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

여기서 는 i=j 일 때만 1이고, 그 이외에서는 0인 델타함수이다. 이렇게 계산된 분산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라그랑지 승수를 계산한다. 

            log  logmin logmax  logmin 
logmax  logmin 

× log logmin  (5)

여기서 min과 max는 각각 분산함수의 최소 및 최대값이고, min과 max는 우리가 설정한 라그

랑지 승수의 최소 및 최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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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형실험

개발된 알고리듬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1(a)와 같은 7개의 층으로 구성된 배사구조 수치모형

을 설정하였으며, 분해능을 고려하여 10 × 10 m 의 간격으로 된 역산 블록을 역산에 사용하였다(Fig. 1(b)). 
또한 인위적인 경계(artificial boundary)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PML 경계조건(Chew and Weedon, 1994; 
Berenger, 1994)을 사용함으로써 인위적인 경계에서 발생하는 반사를 최소화하였다.

Fig. 1. (a) The geometric configuration of the synthetic anticline model, and (b) inversion block consisting 
of 4 elements(주용환 등, 2009). 

Fig. 2는 초기 속도모델, ACB법을 사용하지 않은 역산 결과와 ACB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역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CB법을 사용한 경우 반사면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모델의 좌측 하단과 우측 하단부 지역의 속도값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CB법

을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RMS 오차 값을 살펴보면 ACB법을 사용한 경우 더 빠른 수렴속도

를 보일뿐 아니라 더 낮은 RMS 오차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 Fig. 4는 30, 720, 1150 
m 지점에서의 속도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두 역산결과의 속도 프로파일을 비교한 

결과 충분한 반사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720 m 지점에서의 속도 정보는 두 역산 결과가 거의 일치

하지만 불충분한 반사점 정보를 가지고 있는 30 m와 1150 m 지점 하부에서는 ACB법을 사용한 결과가 

보다 정확한 속도값을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불충분한 반사면 자료의 전파형 역산을 위해 ACB법을 적용한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였

다. 개발된 알고리듬을 배사구조 모델에 적용해 본 결과, 반사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중앙부분에서는 

ACB법의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좋은 역산결과를 보였으나 반사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좌우측 하단부의 

경우 ACB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향상된 역산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CB법을 사용한 

경우 RMS 오차가 더 빠르게 수렴하고 보다 낮은 RMS 오차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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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Gradually increasing initial model, (b) inversion
result after the 20th iterations using conventional 
GN method, and (c) using GN method with 
ACB scheme.

Fig. 3. Comparisons in convergence in RMS 
misfits of iteration during the full- 
waveform inversion with linearly 
increasing-starting velocity model.

(a) (b) (c)

Fig. 4. The vertical velocity profiles of the true model, conventional GN inversion result, and inversion 
result of the GN method with ACB at (a) x=150 m,(b)x=650 m,(c)x=107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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