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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성파 탐사는 속도와 밀도 같은 지하 매질 물성 정보를 파악하고 지하 지층 구조를 영상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 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성능 검증을 위해 다양한 기준 모델이 사용되며, 정확도의 경우 참 물성 데이터와의 평균 제곱
근 오차(Root Mean Squre Error, RMSE)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RMSE는 수치적으로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적인 품
질과의 상관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지각시스템을 반영한 FR-IQA (Full Reference Image Quality
Assessment) 기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지하 물성 정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FR-IQA 기법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물성 정보 도출 알
고리즘으로 완전 파형 역산을 선정하여 세 가지 기준 모델에서 수치예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선정 된 FR-IQA 기법들을 이용하여 물성
정보 도출 알고리즘 정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주요 구조 정확성 평가 시 암염모델 하부 구조의 경우 구조적으로 좋지 않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RMSE 값은 감소하며 결과의 부정확성을 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몇몇 FR-IQA의 경우 결과의 부정확성을 수치적
으로 표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인간 지각 시스템, 완전 참조 이미지 품질 평가, 탄성파 파형 역산, 정확성 평가

ABSTRACT
Subsurface physical properties can be obtained and imaged by seismic exploration, and various algorithms have been developed for this
purpose. In this regar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has been widely used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developed
algorithms. Although RMSE has the advantage of being numerically simple, it has limitations in assessing structural similarity. To
supplement this, full-reference image quality assessment (FR-IQA) techniques, which reflect the human visual system, are being
investigated. Therefore, we selected six FR-IQA techniques that could evaluate the obtained physical properties. In this paper, we used
the full-waveform inversion, because the algorithm can provide the physical properties. The inversion results were applied to the six
selected FR-IQA techniques using three benchmark models. Using salt model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version results were not
satisfactory in some aspects, but the value of RMSE decreased. On the other hand, some FR-IQA techniques could definitely improve
th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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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탄성파 탐사는 사용되는 송신원의 주파수 대역과 적용 되는

탐사 깊이에 따라 다양하게 엔지니어링 설계, 석유 가스 자원

탐사, 지진연구 등에 활용 될 수 있다(Yilmaz, 2001). 이러한

탄성파 탐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지하 매질 물성 정

보를 파악하고 영상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양한

수치해석 알고리즘이 개발 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속도 분석,

주시 토모 그래피(Bording et al., 1987; Berryman, 1991; Lee,

2009; Lee, 2011), 완전 파형 역산(Lailly and Bednar, 1983;

Tarantola, 1986; Mora, 1987; Pratt, 1990; Pratt et al., 1998;

Kim et al., 2019), 역시간 구조보정(Baysal et al., 1983; Chang

and McMechan, 1987; Kwak et al., 2011) 등이 있다. 지하 물

성 정보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알고리

즘 개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크게 계산 효율과 정확도로 평가할 수 있다. 계산 효율

은 계산 시간과 계산 비용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계산 시간과

비용의 경우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수행하면서 사용된 컴퓨팅

환경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성능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정확도의 경우 특정 위치에서의

깊이 방향에 대한 수직적 정보, 특정 깊이에서의 수평 방향에

대한 정보 등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연구자

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 정확도에 있어서도 결과

데이터에 대한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통해 수치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있

다. 하지만, 정량적 정확성 측정법인 RMSE를 통한 평가를 할

때, 알고리즘 결과 데이터의 RMSE가 감소한다는 정보를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Wang and Bovik, 2009). 그 이유는 RMSE의 경우 수치

의 단순한 부적합에 의한 결과이므로, 신호의 수치적 특성에만

의존할 뿐 구조적인 정보 추출에 적합한 인간 지각 체계

(Human Visual System, HVS)의 인지 특성을 잘 반영하지 않

기 때문에, 구조적인 품질과의 상관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Girod, 1993; Eckert and Bradley, 1998; Wang

et al., 2002).

전자공학 분야에서 HVS를 반영한 다양한 이미지 품질 평가

(Image Quality Assessment, IQA)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Wang et al., 2004; Tao et al., 2009; Mittal et al.,

2012). IQA는 이미지의 품질을 점수로 산출하여 객관적인 이

미지 품질 평가를 돕는다. 이는 영상촬영, 전송, 압축 및 복원

과 같은 영상처리시스템에서 이용되고 있다(No et al., 2012).

IQA는 참조 영상의 의존도에 따라 FR-IQA (Full Reference

IQA), RR-IQA (Reduced Reference IQA), NR-IQA (No

Reference IQA)로 구분된다(Wang et al., 2004). FR-IQA는 기

존의 훼손되지 않은 영상과 훼손된 영상을 이용하여 영상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RR-IQA는 훼손된 영상과 추가적

인 경로 또는 훼손된 이미지에서 결합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제공되는 훼손되지 않은 영상의 정보를 사용하여 영상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NR-IQA는 참조 영상의 정보 없이 훼손된

영상만을 가지고 영상에 대한 품질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Moorthy and Bovik, 2011).

본 연구에서는 지하 매질 물성 정보 도출 알고리즘으로 탄

성파 완전 파형 역산 방법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탄

성파 완전 파형 역산은 지하 매질의 초기 물성 모델을 선정하

고, 선정한 물성 모델에서 수치 계산된 탄성파 움직임과 실제

탄성파 움직임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지하 매질의 물성 정보

를 갱신하여 최종적으로 실제 물성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Virieux and Operto, 2009). 일반적으로 지하 매질 물성 정보

도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준 모델에 해당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기준 모델에 대한

성능이 검증된다면, 그다음 단계로써 현장 자료에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검증한다. 파형 역산 결과 검증은 역산

반복 횟수에 대한 파동장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수행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하 매질의 정확한 물성 값을

알 수 없는 현장 자료와는 달리 기준 모델의 경우 지하 매질

의 정확한 물성 값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준 모

델을 통한 알고리즘 성능 검증에서는 지하 물성 정보 값 자체

를 비교하는 방법도 널리 사용된다(Brossier et al., 2009; Jun

et al., 2015). 본 논문은 현장 자료에 대한 적용의 전 단계인,

기준 모델에 대한 지하 매질 물성 정보 도출 알고리즘 검증의

정확성 평가를 다루고자 하므로 지하 물성 정보 값 자체를 비

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존에 연구된 IQA 기법을 지하 물

성 정보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의 정확성 평가에 적용하고자 한

다. 따라서, 기준 모델에 대해 시간 영역에서 완전 파형 역산

을 수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참 물성 모델은 IQA

의 관점에서 정확한 원본 이미지에 대응되기 때문에 앞서 언

급한 세 종류의 IQA 기법 중 FR-IQA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완전 파형 역산의 반복 계산 데이터에 IQA 기법을 적용하기

에 앞서, 적용 가능성 여부를 평활화 모델을 통해 확인하였다.

기준 모델 중 하나인 Marmousi2 (Martin et al., 2006) P파 전

달 속도 모델에 평활화 반경을 10단계로 적용하여 평활화 왜

곡 크기에 따른 속도 모델 데이터의 FR-IQA 값을 확인하였

다. 적용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FR-IQA는 SSIM (Structural

Similarity) (Wang et al., 2004), MS-SSIM (Multiscale Struc-

tural Similarity) (Wang et al., 2003), FSIM (Feature Similarity)

(Zhang et al., 2011), VIF (Visual Information Fidelity) (Sheikh

and Bovik, 2006), MAD (Most Apparent Distortion) (Larson

and Chandler, 2010), GMSD (Gradient Magnitude Similarity

Deviation) (Xue et al., 2013)로 총 6가지이다. 

각 FR-IQA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후, 세 가지 기준

모델의 완전 파형 역산 반복계산 데이터를 FR-IQA를 이용하

여 평가하였다. 기준 모델은 Marmousi2 모델, SEG/E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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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thrust 모델(Aminzadeh et al., 1994) 크로스 라인(cross-

line) 11.5 km 지점, SEG/EAGE 암염돔 모델(Aminzadeh et

al., 1994) 크로스 라인 4 km 지점으로 모두 2차원 P파 속도

모델을 사용했다. FR-IQA를 완전 파형 역산 반복계산 데이터

에 적용하여 반복계산이 수행됨에 따라 갱신되는 속도 모델의

평가값을 확인하였고, 기존의 단순 수치적 부적합을 이용한 정

확성 평가 방법인 RMSE와 최대 신호대 잡음비(Peak Signal-

to-noise Ratio, PSNR)의 평가값과 비교하였다. 완전 파형 역

산과 같은 지하 매질 정보 도출 알고리즘은 지하 매질의 특정

구조에 대한 정확성 평가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Marmousi2

모델과 SEG/EAGE 암염돔 모델에서 수행한 완전 파형 역산

반복계산 데이터의 특정 구조를 추출하여, 특정 주요 구조의

역산 진척도를 FR-IQ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론

단순 부적합을 이용한 정확성 평가법

RMSE는 식 (1)과 같이 원본 데이터와 왜곡 데이터간 픽셀

값 차이를 제곱한 값을 평균하여 계산한 평균 제곱 오차(Mean

Squre Error, MSE)에 제곱근 하여 계산한다. 

, (1)

여기서, r은 원본 이미지, d는 왜곡이미지를 의미하며, M과

N은 각각 수직, 수평방향의 픽셀수를 의미한다. 첨자 i와 j는

수직, 수평 방향의 픽셀 인덱스를 의미한다. 

PSNR은 식 (2)와 같이 최대 신호 출력과 표현 품질에 영향

을 미치는 오차 값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미지 품질을 평

가한다. 단위는 데시벨(dB)이다.

PSNR(r, d) = 10log10(Peak signal2/MSE(r, d)), (2)

여기서, r은 원본 이미지, d는 왜곡이미지를 의미한다. Peak

signal은 최대 신호 값으로, 0에서 255사이의 정수 값으로 표

현되는 이미지 데이터의 Peak signal은 255가 된다. MSE는 평

균 제곱 오차이다. 이 때문에, 기존 평가 방법인 RMSE와 유

사한 결과값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PSNR은 원본 데이터

와 왜곡 데이터가 유사할수록 무한대에 가까워지며, 상이할수

록 0에 가까워진다(Hore and Ziou, 2010). 이 두 가지 방법은

계산이 간단하고 명확한 물리적 의미를 가지며 수학적으로 편

리하기 때문에 유용하지만, 구조적이고 시각적인 품질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Wang et al., 2004).

HVS가 반영된 완전 참조 이미지 품질 평가(FR-IQA) 알고리즘

인간 지각 시스템의 특성 및 전략을 이용하는 다양한 IQA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다(Wang et al., 2004; Tao et al.,

2009; Mittal et al., 2012). 본 연구는 이러한 IQA 알고리즘을

지하 매질 물성 정보 영상을 도출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 완

전 파형 역산의 정확성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써 제안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현장자료가 아닌 참 속도모델이 존재하는

기준 모델에서 이루어지는 완전 파형 역산에 대한 정확성 평

가에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확한 참조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IQA 적용이므로, 서론에서 언급한 세 가지 종류의

IQA (FR-IQA, RR-IQA, NR-IQA) 중에서 FR-IQA를 선정하

였다. 다양한 FR-IQA 알고리즘 중에서, 지하 매질 물성 정보

영상이 입력값이 되어야 하므로 채널이 1개인 회색조 영상

(Gray scale image)을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하 매질의 물성 정보는 위치에 대한 정

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텍스처의 이동을 용인하는 FR-IQA

알고리즘은 제외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HVS가 반영 된

FR-IQA 방법으로 SSIM, MS-SSIM, FSIM, VIF, MAD, GMSD

를 다룬다.

SSIM은 식 (3)과 같이 구조적 유사성 지수 측정값으로 원본

이미지와 왜곡 이미지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수치화 하여 나타

내는 방법이다. 

, (3)

여기서, r은 원본영상의 평균값, d는 왜곡 영상의 평균값,

r은 원본영상의 분산값, d는 왜곡영상의 분산값, rd는 원본

영상과 왜곡영상의 공분산을 의미한다. 식 (3)의 

는 평균 밝기를 비교하는 식이고, 식 (3)의 는 신

호의 최대 값과 최소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콘트라스트 및 구

조를 비교하는 식이다. 따라서, 두 이미지의 평균 밝기, 콘트라

스트, 구조를 비교하여 두 이미지 사이의 구조적인 유사도를 0

에서 1 사이의 실수 값으로 산출해준다. 유사할수록 1에 가깝

고 상이할수록 0에 가까운 값이 산출된다. C1, C2는 안정화 상

수로, 분모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경우나 불안정한 값을 도

출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

서 SSIM을 적용할 때 매트랩(Matlab) 내장함수를 이용하였으

며, 이에 의해 계산 된 C1, C2 값을 사용하였다. Wang et al.

(2004)이 개발한 SSIM은 이미지 품질평가 분야에서 가장 영

향력 있는 알고리즘 중 하나이며, 다양한 변형 및 발전된

SSIM 알고리즘들이 연구되어 있다(Wang et al., 2003; Wang

and Li, 2010; Zhang et al., 2011; Liu et al., 2011; Ren et al.,

2017). 완전 파형 역산에서 반복 계산을 통해 갱신되는 예상

속도모델의 잡음 및 구조 변형은 이미지 검증에 이용되는 다

양한 잡음 중 가우시안(Gaussian blur) 잡음과 유사하다고 판

단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SSIM 알고리즘 중에서는 Reisenhofer

et al. (2018)의 연구에 따라, 가우시안 잡음에 대해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된 MS-SSIM과 FSIM을 추가적으로 적용해보았

RMSE r, d  = 
1

MN
---------  

i=1

M

  

j=1

M

 rij dij– 
2

SSIM r, d  = 
2rd C1+  2rd C2+ 

r

2
d

2
C1+ +  r

2
d

2
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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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rd C1+ 

r

2
d

2
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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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rd C2+ 

r

2
d

2
C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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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S-SSIM은 SSIM에 스케일 스페이스의 개념을 추가한

방법으로, 여러 스케일에서 SSIM점수를 산출한 후 가중곱 하

여 최종 스코어를 얻는 방법이다. FSIM은 원본 이미지와 왜

곡 이미지를 그대로 비교하게 되었을 때 불필요한 정보들까지

비교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저차원적인 주요 특성을 이용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MS-SSIM과 FSIM 모두 SSIM과

마찬가지로 원본 이미지에 대한 왜곡 이미지의 유사도가 0에

서 1사이의 실수 값으로 나타나며, 유사할수록 1에 가깝고 상

이할수록 0에 가까운 값이 된다. 

VIF는 시각정보충실도로, 원본 이미지에 존재하는 정보량과

왜곡 이미지에 존재하는 원본 이미지에 대한 정보량을 이용하

여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VIF의 원리에 대한 모식도는

Fig. 1과 같다. 이 그림에서 C는 원본 이미지의 신호, D는 왜

곡된 이미지의 신호, E는 HVS에 의해 인지된 원본이미지의

신호, 그리고 F는 HVS에 의해 인지된 왜곡 이미지의 신호를

의미한다. 원본 이미지의 신호(C)와 HVS에 의해 인지된 원본

이미지의 신호(E)의 상호 정보량,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신호

(C)와 HVS에 의해 인지된 왜곡 이미지의 신호(F)의 상호 정

보량의 비율을 계산하여 왜곡된 이미지의 품질을 평가한다.

MAD는 왜곡 이미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보이는 인간의 전

략과 습관을 모사한 FR-IQA 방법이다. Larson and Chandler

(2010)는 인간이 이미지 품질을 평가할 때 취하는 전략을 다음

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하였다. 첫 번째, 인간은 간신히 인지

될 정도(near-threshold)의 왜곡을 가진 이미지의 경우, 왜곡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인간은 분명히 보일 정도

(supra-threshold)의 왜곡을 가진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 본래의

내용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MAD는 위 두 가지 전략을 대

해 모사하였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한 편이다. 그에

따라 다양한 왜곡에 대한 정확도는 우수하지만, 다른 IQA 기

법들에 비해 계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다(Xue et

al., 2013).

GMSD은 지역 품질맵(GMS)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이미

지 품질을 평가한다. GMS 맵은 식 (4)와 같다.

, (4)

여기서 m은 경사 규모(gradient magnitude)를 의미하며, 아래

첨자 r과 d는 각각 원본 데이터와 왜곡 데이터를 의미한다.

경사 규모는 원본 혹은 왜곡 데이터와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에

대한 필터를 곱말기 연산하여 구하게 된다. i는 픽셀 위치를

의미한다. c는 안정 상수이면서, 낮은 경사 규모에 대한 민감

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GMSD를 제안한 Xue et al.

(2013)에 따르면 c = 0.0026으로 설정 하였을 때 가장 정확한

평가값을 도출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GMSD를 적용

할 때 c = 0.0026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GMS 맵에 대한 표

준편차를 구하여 식 (5)와 같이 최종 GMSD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 (5)

여기서, N은 픽셀수를 의미하며 GMSM은 GMS 맵의 평균값

을 의미한다. GMSD는 다양한 이미지 왜곡에 대해 정확한 평

가를 해내며, 간단한 알고리즘 구조 덕에 계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Xue et al. (2013)은 SSIM과 비교하여도 GMSD가 훨

씬 간단한 알고리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Table

1은 Xue et al. (2013)이 인텔 코어(Intel Core) i7-2600M

CPU@2.7GHz, 그리고 4G RAM 환경에서 GMSD와 다른 5

가지의 IQA 기법들을 512 × 512 크기의 이미지에 대해 수행

하여 계산 시간을 정리한 자료이다. 확인 결과, MAD가

2.0715초로 가장 느리고, GMSD는 0.0110초로 계산 속도가 굉

장히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되는

다른 FR-IQA 기법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GMSD, SSIM,

MS-SSIM, FSIM, VIF, MAD 순으로 계산 속도가 빠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 속도 차이는 실제 역산에

소요되는 계산 시간에 비하면 무시할만한 정도로 판단된다.

수치 예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준 모델에서 완전파형 역산을 수행

한 결과에, 단순 부적합 크기 비교법인 RMSE와 PSNR, 그리

고 앞서 간단히 서술한 6가지 FR-IQA평가 방법(SSIM, MS-

GMS i  = 
2mr i md i  + c

mr

2
i md

2
i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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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SD = 
1

N
----  

i=1

N

 GMS i  GMSM– 
2

Fig. 1. Block diagram of the Visual Information Fidelity (VIF)

index (Sheikh and Bovik, 2006). C is the signal of the original

image, D is the signal of the image distorted by the distortion

channel, E is the signal of the original image recognized by HVS,

and F is the signal of the distorted image recognized by HVS.

Table 1. Running time of the computing IQA models (Xue et al.,

2013).

Models Running time (s)

MAD1) 2.0715

VIF2) 1.1745

FSIM3) 0.5269

MS-SSIM4) 0.1379

SSIM5) 0.0388

GMSD6) 0.0110

1) Most Apparent Distortion, 2) Visual Information Fidelity, 3) Feature

Similarity, 4) Multiscale Structure Similarity, 5) Structure Similarity, and

6) Gradient Magnitude Similarity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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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 FSIM, VIF, MAD, GMSD)을 적용하였다. 지하 매질

물성 데이터에 대한 FR-IQA 적용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확

인해본 후 완전 파형 역산의 반복 계산마다 얻어지는 예상 속

도모델 데이터를 FR-IQ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실험 1. 지하 물성 정보 데이터 대한 FR-IQA의 적용 가능성 확인

완전 파형 역산 과정과 같이 반복적으로 참 속도 모델에 가

까워지는 양상을 보이는 데이터에 대해, FR-IQA가 일정한 경

향성을 도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완전 파형 역산 데

이터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참 물성 모델이 존

재하는 상황에서의 완전 파형 역산 수행 시 초기 물성 모델은

참 물성 모델을 평활화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초기 물

성 모델부터 시작하여 점차 물성 모델이 갱신되어가는 모습이

마치 평활화 필터가 점차 약하게 적용되는 모습과 유사하다.

따라서, 참 속도 모델에 평활화 왜곡 크기를 단계적으로 적용

하는 방식으로 완전 파형 역산 과정과 유사한 물성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FR-IQA를 이용해 이 물성 데이터들을 평가하여

지하 물성 정보 데이터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험

을 수행하였다.

지하 매질 물성 데이터에 대한 FR-IQA 적용 가능성 확인에

사용된 지하 매질 물성 데이터는 기준 모델 중 하나인

Marmousi2 P파 전달 속도 모델을 선정하였다. 격자 수는

1701 × 351개, 격자 간격은 10 m로 설정하였다. 참 속도 모델

은 Fig. 2와 같다. 

그리고 참 속도 모델에 평활화 왜곡을 10단계로 적용하여

총 10개의 왜곡된 속도 모델 데이터들을 생성하였다. 왜곡된

속도 모델 데이터 이미지들은 Fig. 3과 같다. 평활화는 Seismic

Unix (Cohen and Stockwell, 2000) 프로그램의 smooth2 함수

를 이용하여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mooth2 함수의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 평활화 거리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이를

평활화 거리(r)로 표현하였다. 평활화는 400 m 거리에서 40 m

Fig. 2. P-wave velocity of the Marmousi2 model.

Fig. 3. Smoothed Marmousi2 P-wave velocity models from (a) to (j) were assumed as the number of inversion iterations from 1 to 10.

Parameter “r” indicates the smooth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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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까지 40 m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평활화 필터가 약하게

적용될수록 속도 모델 데이터는 덜 왜곡될 것이다. FR-IQA가

덜 왜곡된 속도 모델 데이터를 높은 품질의 데이터로 평가한

다면, 지하 매질 물성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

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평활화 모델에 대한 IQA 적용 실험 결과는 Fig. 4와 같다.

본 실험에서는 평활화 필터를 이용하여 역산을 수행하며 갱신

되어가는 데이터를 모사하였다. 따라서 x축의 1에서 10으로

역산의 반복 계산 수행 번호로 가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평활

화 적용 거리가 400 m에서 40 m로 작아지게 된다. 이는 역산

반복 계산 과정이 진행되며 속도모델이 갱신되는 것과 유사하

다고 가정하였다. 반복 계산 수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속도 모

델 단순 부적합 측정법과 FR-IQA 모두 우 상향이나 우 하향

의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지하 매질 물성 정보 데이터에

대해 FR-IQA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IQA점수 자체의 크기가 이미지 품질과 무조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FR-IQA 방법이 유사도를 도출하

는 방법인지 오차의 정도를 도출하는 방법인지에 따라서 FR-

IQA 평가값의 크기와 이미지 품질이 비례하거나 반비례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품질 평가 그래프에 녹색 화살표를 함께 도시한다. 녹

색 화살표는 각 데이터 평가 방법의 높은 품질에 대한 평가값

경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PSNR는 잡음이 감소할수록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수가 클수록 높은 품질의 데이터이다. 그

에 따라 PSNR의 녹색 화살표는 우상향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

다. 유사도를 도출하는 SSIM, MS-SSIM, FSIM, VIF는 0에서

1사이 값으로 표현이 되며, 1에 가까울수록 즉, 값이 클 수록

높은 품질의 이미지이다. 그에 따라 이들의 녹색 화살표 역시

우 상향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오차의 정도를 도출하는

RMSE, MAD, GMSD는 0에 가까울수록 높은 품질의 이미지

이다. 그에 따라 이들의 녹색 화살표는 우 하향의 방향을 나타

내고 있다. 

실험 2. FR-IQA를 이용한 완전 파형 역산 알고리즘 정확성 평가 

높은 품질의 데이터에 대한 절대적인 FR-IQA 값 기준치를

정의하기 어렵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R-IQA 상대적인

적용을 위해, FR-IQA를 완전 파형 역산 반복계산 데이터마다

적용하여 역산 진행에 따른 FR-IQA 값의 변화를 확인하여 역

산 진척도를 평가하였다. 

세 가지 기준 모델에 대해 시간 영역 완전 파형 역산을 수

행하여 FR-IQA 입력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세 가지 기준 모델

은 Marmousi2 모델, SEG/EAGE Overthrust 모델, SEG/EAGE

암염돔 모델의 P파 전파속도모델을 사용하였다. Overthrust 모

델과 암염돔 모델은 수층을 추가하여 세 가지 모델 모두 동일

하게 수중환경 탄성파 탐사를 모사하였다. 세 가지 모델에 대

한 모델 변수와 역산 변수는 Table 2와 같다.

음원과 수신기는 해수면 아래 20 m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으며, 음원은 Marmousi2 모델의 경우 최대주파수가 11

Hz, 나머지 경우 최대주파수가 12 Hz인 1차 미분 가우스 함수

를 압력장 송신파형으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완전 파형 역산

은 목적함수로 l2 norm을 사용하였고, 최적화 기법으로 최대

경사법을 사용하여 일정 구간 길이(step length)로 P파 전달 속

도모델을 갱신해주었다. 초기속도모델은 Seismic unix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참 속도모델을 평활화 하여 사용하였다. 반복

Fig. 4. Evaluation of accuracy of the velocity models with 10-step smoothing filters using (a) RMSE, (b) PSNR, (c) SSIM, (d) MS-SSIM,

(e) FSIM, (f) VIF, (g) MAD, and (h) GMSD. The green arrow indicates the direction of higher imag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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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관측 데이터 차이에 의해 계산된 오차가 첫 번째 오차

에 대해 0.5% 미만이 될 때까지 수행하였다. 그에 따라,

Marmousi2와 암염돔 모델은 701회, Overthrust 모델은 601회

반복계산을 수행하였다. 세 가지 속도모델에서의 역산 수행에

대한 참 속도모델, 초기 속도모델, 역산 결과 속도모델은 Figs.

5-7과 같다.

참 속도모델 데이터인 Figs. 5c, 6c, 7c를 원본 데이터에 입

력하고, 초기 속도모델 데이터 Figs. 5a, 6a, 7a에서 최종 결과

속도모델 데이터 Figs. 5b, 6b, 7b까지 갱신되어가는 역산 반

복계산 데이터들을 왜곡 데이터에 입력하여 FR-IQA 값을 산

출하였다. 완전 파형 역산 수행 결과로 참 속도모델과 유사한

최종 예상속도모델을 얻을 수 있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산 반복계산 데이터에 대한 모든 RMSE, PSNR, 그리고

FR-IQA값은 Figs. 8-10과 같다. 확인 결과, 세 가지 기준 모델

모두 역산 반복계산이 진행될수록 RMSE가 감소하고 PNSR

이 증가하며, FR-IQA 값 역시 녹색 화살표와 동일한 방향으

로 산출되었다. 이로써, 지하 매질 물성 정보 도출 알고리즘의

정확성 평가 방법으로써 FR-IQA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Table 2. Modeling and Inversion parameters

Velocity model Marmousi2 SEG/EAGE Salt SEG/EAGE Overthrust

Model size 17.0 km × 3.5 km 12.0 km × 4.0 km 20.0 km × 4.25 km

Grid size 10.0 m 10.0 m 12.5 m

Number of grids 1701 × 351 1201 × 401 1601 × 341

Number of receivers 1701 1201 1601

Recording time 7.0 s 8.0 s 7.0 s

Number of shots 40 40 80

Shot interval 0.400 km 0.270 km 0.225 km

Maximum
source frequency

11.0 Hz 12.0 Hz 12.0 Hz

Source function First derivative Gaussian function

Optimizing method Steepest Descent Method

Misfit function l2 norm

Step length 5 m/s fixed

Number of iterations 701 701 601

Fig. 5. (a) Initial, (b) inverted, and (c) true velocity models of

Marmousi2 P-wave velocity model for FWI. Fig. 6. (a) Initial, (b) inverted, and (c) true velocity models of SEG/

EAGE salt model crossline 4 km sliced 2D P-wave velocity model

for F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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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실험 3. FR-IQA를 이용한 특정 구조 정확성 평가

탄성파 탐사는 지하 매질의 영상 및 물성 정보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특히 정확한 영상화가 요구되는 특정 구조

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석유나 가스의 존재가 유망한 저

류 구조가 있다. 따라서, 지하 매질 물성 정보를 도출하는 알

고리즘은 특정 구조를 정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

모델들에는 정확한 영상화가 요구되는 주요 특정 구조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Marmousi2 모델과 암염돔 모델에서 특정 구조

를 4가지 선정하였다. 선정한 4가지 특정 구조는 Marmousi2

모델의 가스샌드(gas sand) 구조, Marmousi2 모델의 저류층

덮개암(oil cap) 구조, 암염돔 모델의 암염돔 상부 구조, 암염

돔 모델의 암염돔 하부 구조이다. 각 구조의 전체 속도모델에

대한 위치는 Fig. 11의 표시된 백색 상자와 같다. 입력 데이터

는 실험 2에서 수행하였던 완전 파형 역산 반복계산 데이터에

서 Fig. 11에 표시된 구조를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각 4가지 구조에 대한 참 속도모델과 예상 속도모델은 Fig.

12와 같다. Fig. 12a는 Marmousi2 모델의 가스샌드 구조로 예

상 속도모델(오른쪽)이 참 속도모델(왼쪽)과 구조적으로 유사

하게 도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조는 Marmousi2

모델의 천부에 위치하여 해상도가 높은 예상 속도모델을 도출

할 수 있었다. Fig. 12b는 Marmousi2 모델의 저류층 덮개암

구조로, Marmousi2 모델의 심부에 위치하여 Fig. 12a구조에

비해 해상도가 떨어지지만 예상 속도모델(오른쪽)이 참 속도

모델(왼쪽)과 구조적으로 비교적 준수하게 도출되었다. Fig.

12c는 암염돔 모델의 암염돔 상부 구조로, 단층과 암염돔 상부

경계 부분이 구조적으로 양호하게 도출되었다. Fig. 12d는 암

염돔 모델의 암염돔 하부 구조로 하부에 위치한 단층 구조가

명확히 도출되지 않았으며, 예상 속도모델(오른쪽)을 참 속도

모델(왼쪽)과 비교하였을 때 구조적으로 매우 불량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4가지 구조에 대한 모든 완전 파형 역산 반복계산 데이

터를 단순 부적합 비교법 및 FR-IQA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Fig. 7. (a) Initial, (b) inverted, and (c) true velocity models of SEG/

EAGE overthrust model crossline 11.5 km sliced 2D P-wave

velocity model for FWI.

Fig. 8. Evaluation of accuracy of the updated velocity models during FWI iterations with the Marmousi2 model using (a) RMSE, (b) PSNR,

(c) SSIM, (d) MS-SSIM, (e) FSIM, (f) VIF, (g) MAD, and (h) GMSD. The green arrow indicates the direction of higher imag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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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valuation of accuracy of the updated velocity models during FWI iterations with the SEG/EAGE salt model using (a) RMSE, (b)

PSNR, (c) SSIM, (d) MS-SSIM, (e) FSIM, (f) VIF, (g) MAD, and (h) GMSD. The green arrow indicates the direction of higher image quality.

Fig. 10. Evaluation of accuracy of the updated velocity models during FWI iterations with the SEG/EAGE overthrust model using (a) RMSE,

(b) PSNR, (c) SSIM, (d) MS-SSIM, (e) FSIM, (f) VIF, (g) MAD, and (h) GMSD. The green arrow indicates the direction of higher image

quality.

Fig. 11. Location of a selected section in (a) Marmousi2 and (b) SEG/EAGE salt models. White boxes represent the selected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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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결과는 Figs. 13-16과 같다. 녹색 화살표와 반대 방

향의 경향성을 보이는 정확성 평가 방법은 붉은색 화살표를

이용하여 강조하였다. 구조적으로 역산 결과가 준수했던 Figs.

12a-c에 해당하는 Marmousi2 모델의 가스샌드 구조(Fig. 13),

저류층 덮개암 구조(Fig. 14), 그리고 암염돔 모델의 암염돔 상

부 구조(Fig. 15)에서 RMSE의 감소, PSNR의 증가로 수치적

인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반복 계산이 진행될수록

Fig. 14e를 제외한 FR-IQA값 역시 녹색 화살표와 같은 경향으

로 도출되었다. Figs. 13, 14의 모든 정확성 평가 방법들은

Marmousi2 가스샌드 구조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Marmousi2

저류층 덮개암 구조에 대해 낮은 품질 점수를 부여하였다.

Fig. 12d에 해당하는 암염돔 하부 구조에서의 역산 결과는

암염돔 하부의 단층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아 구조적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Fig. 16a의 RMSE

값은 감소세를, Fig. 16b의 PSNR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구조

적으로 좋지 못한 역산 결과라는 사실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FR-IQA 방법들 중 일부는 Figs. 16c-e,

16g와 같이 녹색 화살표와 반대의 경향으로 값을 나타내고 있

Fig. 12. True and inverted models of four specific sections selected for the Marmousi2 and salt models. The sections represent (a) Marmousi2

gas sand section, (b) Marmousi2 oil cap section, (c) upper salt dome, and (d) lower salt dome.

Fig. 13. Evaluation of accuracy of the updated velocity models during FWI iterations in the Marmousi2 gas sand section using (a) RMSE,

(b) PSNR, (c) SSIM, (d) MS-SSIM, (e) FSIM, (f) VIF, (g) MAD, and (h) GMSD. The green arrow indicates the direction of higher imag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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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암염돔 하부 역산 결과가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속도모델이 역산 과정에서 단순 수치적으로는 알맞

게 갱신 되었을 지라도, 몇몇 FR-IQA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수치적인 차이만으로 완전 파형 역

산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FR-IQA가 완전 파형 역산 정확성

평가에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Figs. 16c-e, 16g와 같이 오히려 녹색 화살표와 반대 경향을 보

이는 FR-IQA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지만 그 중

에서 SSIM (Figs. 15c, 16c) 및 FSIM (Figs. 15e, 16e)의 경우

암염돔 하부의 수치가 암염돔 상부의 수치보다 높게 나타난

다. 역산 결과는 암염돔 상부가 암염돔 하부에 비해 더 정확해

보이므로 SSIM과 FSIM에서 암염돔 상부의 수치가 하부의 수

치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Fig. 16c에 해당하는 SSIM과 Fig. 16e에 해당하는 FSIM은

Figs. 12c, 12d를 비교하였을 때 결과가 상대적으로 불량해 보

이는 암염돔 하부에 대한 점수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검

토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지하 매질 물성 정보 도출 알고리

Fig. 14. Evaluation of accuracy of the updated velocity models during FWI iterations in the Marmousi2 oil cap section using (a) RMSE, (b)

PSNR, (c) SSIM, (d) MS-SSIM, (e) FSIM, (f) VIF, (g) MAD, and (h) GMSD. The green arrow indicates the direction of higher image quality.

The red arrow indicates the trend of FR-IQA score and is in a direction opposite to that of the green arrow.

Fig. 15. Evaluation of accuracy of the updated velocity models during FWI iterations in the upper salt dome section using (a) RMSE, (b)

PSNR, (c) SSIM, (d) MS-SSIM, (e) FSIM, (f) VIF, (g) MAD, and (h) GMSD. The green arrow indicates the direction of higher imag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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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정확성 평가에 MS-SSIM과 MAD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 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 매질 물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알고리즘

의 정확성 평가에 IQA기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지하 매질

물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으로는 완전 파형 역산을 선

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지하 매질 물성 데이터에 대

한 FR-IQA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고, 적용 가능성이 확

인된 FR-IQA를 완전 파형 역산 반복 계산 데이터에 적용하여

반복 계산 진행에 따른 FR-IQA 값을 확인하였다. 

지하 물성 매질 데이터에 대한 FR-IQA 알고리즘의 적용 가

능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평활화 필터가 단계적으로 적용된 평

활화 모델들에 대한 FR-IQA를 확인하였다. 적용성이 가능성

이 검토된 FR-IQA 알고리즘을 대표적인 지하 매질 물성 정보

도출 알고리즘 중 하나인 완전 파형 역산의 반복 계산 데이터

에 적용하였다. 석유 탐사 분야에서 지하 매질 물성 정보 도출

알고리즘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기준 모델 중 Marmousi2 모

델, SEG/EAGE Overthrust 모델, SEG/EAGE 암염돔 모델을

선정하여 시간 영역 완전 파형 역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기준 모델에 대한 완전 파형 역산 반복 계산 진행에 따

른 FR-IQA 경향을 확인하였다. 반복 계산이 진행되며 속도 모

델 RMSE가 감소되고 PSNR이 증가함에 따라 FR-IQA도 높

은 품질에 대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지하 매질 물성 정

보 도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평가할 때 특정 주요 구조에 대

한 정확성 평가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파형 역산 반복

계산에 따른 FR-IQA 점수 경향을 모델의 주요 구조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Marmousi2 모델의 가스샌드 구조, 저류층 덮개암 구조, 암

염돔 모델의 암염돔 상부구조의 완전 파형 역산 수행 결과는

구조적으로 양호하게 도출되었고, 단순 부적합을 이용한 평가

법이나 FR-IQA를 이용한 평가법 모두 반복계산이 진행 될수

록 참 속도모델과 유사해진다고 평가하였다. 암염돔 하부구조

에 대한 파형 역산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단순 부적합 계산법인 RMSE나 PSNR을 이용하

여 모델 부적합의 수치적인 비교를 하였을 때는 구조적 부 정

확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으나, MS-SSIM, MAD를 이용한

경우 구조적 부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다. 지하 매질

물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알고리즘 결과 데이터의 특정 구조에

대한 정확성 평가 시 FR-IQA가 보조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FR-IQA를 이용한 평가를 통해

새롭게 개발되는 지하 매질 물성 정보 도출 알고리즘의 정확

성 판단에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FR-IQA 기법들은 HVS가 반영된 평가 방

법으로, 육안을 통한 정확성 평가의 정량화 역시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지하 매질 물성 정보 데이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FR-IQA 방법의 기본값으로 설정된 변수들을 조

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확성 평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참 속도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현장 자료에 대한 적용을 위해서는 참

조 영상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이미지 품질 평가인 NR-IQA

Fig. 16. Evaluation of accuracy of the updated velocity models during FWI iterations in the lower salt dome section using (a) RMSE, (b)

PSNR, (c) SSIM, (d) MS-SSIM, (e) FSIM, (f) VIF, (g) MAD, and (h) GMSD. The green arrow indicates the direction of higher image quality.

The red arrow indicates the trend of the FR-IQA score and is in a direction opposite to that of the green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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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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