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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구물리학계는 Tarantola 가 제안한 완전파형역산을 통해 지하 속도모델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기법은 시간 및 주파수
영역의 목적함수의 거동이 비선형적이고 저주파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지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라플라스 영역 역산이다.
라플라스 영역 역산은 완전파형역산에 필요한 부드러운 초기속도모델을
생산하며, 부족한 저주파수 데이터 조건에서도 robust한 역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편 큰 조건수(condition number) 때문에 수렴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형 기저함수를 라플라스 영역 역산에 도입하여
파라미터 수를 줄인 역산으로 수렴 속도 문제를 극복하려 하였다. 기법의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Blocky 파라미터 역산법과 그 결과를
비교하였고, 조건수 문제 개선여부를 수치화하기 위해 기존 라플라스
역산법과 model resolution matrix와 spreading function 값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면서 수렴에 빠르게 도달하였지만, 그리드
크기를 줄일수록 수렴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기대된
대각우세(Diagonally dominant) 한 속성이 resolution matrix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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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고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리드를 조절하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추가적 smoothing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Keywords: Waveform inversion, Laplace domain, Radial basis function,
Model resolution

학번: 2016-2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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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파형 역산의 개요

파형역산은 지하구조와 지하 물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어내는 기술로, Laily(1983)과 Tarantola(1984)가 역전파(Backpropagation)
기법을 통해 계산량을 줄임으로써 활발하게 도입되었다. 이후 파형역산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주파수영역, 시간영역 역산 등 여러 역산 기법이
지하구조 영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완전파형역산은 잔여 오차들을 역전파
시키고 순방향으로 전파된 파동장을 연관시켜 반복 계산을 통해 속도
모델을 개선하는 수치적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주파수 영역의
완전파형역산(Full waveform inversion)은 L2 크기(norm)을 이용한
목적함수를 사용하며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를 찾아간다.

이때 목적함수는 다수의 극솟점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Bunks et al.,
1995; Plessix, 2009). 이처럼 완전파형역산의 풀이 대상은 비선형성(Nonlinearity)이 강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수치적 반복계산으로 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수의 극솟점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되면 최적의 해를 찾기
12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러한 multimodality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Low frequency Data)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탄성파 데이터 내의 저 주파수 데이터의 양이 매우 적으며, (Symes, 2008;
Virieux and Operto 2009.) 노이즈의 크기가 주파수가 감소할수록 더
커진다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역산을 방해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기 모델이 역산의 목적인 실제 모델와 충분히
유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를 통해 다수의 극솟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모델을 얻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 회절
토모그래피법(refraction tomography)과(Sirgue & Pratt 2004; Operto et al.
2004) 반사 토모그래피법 (Shen et al. 2005a) 그리고 속도 분석법(Hicks &
Pratt 2001) 등이 쓰인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고속도층인 암염
돔(salt dome)구조나 복잡한 속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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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라플라스 영역 역산의 개요 및 도입

초기모델을 얻기 위해 제시된 역산 기법 중 하나가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이다. 주파수 영역 역산에 비하여 라플라스 영역의 로그 목적함수가 더
적은 극솟점을 가진다 (Shin & Ha, 2008). 이는 robust한 역산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 데이터의 섭동에 역산 결과가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주파수 영역 역산이 균질 초기속도모델(Homogeneous)로부터
역산하지 못하는 데 반해 라플라스 역산은 속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라플라스 역산의 robust함을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초기모델 외에도 장파장 속도 모델은 전통적으로 구하기
어려웠다. (Gauthier el al., 1986; Mora, 1987; Cao et al., 1990; Crase et al.,
1990; Shin and Min, 2006)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Sirgue and
Pratt(2004)은 저주파수 밴드로부터 역산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노이즈의
크기는 지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은 실현하기 어려웠다.

라플라스 파형역산(Laplace domain waveform inversion)은 새로운
역산 알고리즘으로 기존 완전파형역산(Full waveform inversion)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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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보완한다. 라플라스 영역의 파동장은 주파수영역의 감쇄된 파동장의
0주파수 성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감쇄하지 않은 0주파수 성분으로
역산을 하는 것은 푸아송(Poisson) 방정식을 역산하는 것과 동치이다.
따라서 이 역산 알고리즘은 robust하고 초기 모델에 덜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라플라스 파형역산은 저주파수가 부족한 현장자료로부터
우수한 장파장 초기속도모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역산을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라플라스 파형 역산 기법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감쇄계수를 이용한
파동장을 바탕으로 역산을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드러운 모델을
얻을 수 있고 이는 모델링에 이점이 있다. 해상도에 한계는 있지만
완전파형역산을 나중에 적용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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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방사형 기저함수 적용

그러나 라플라스 파형역산은 조건수(Condition Number)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큰 조건수는 방정식의 우변의 작은 변화, 노이즈 등에도 해가
크게 바뀐다는 의미이다. 또한 큰 조건수는 행렬이 특이 행렬(singular
matrix)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반복해서 해를 찾는 데 애로사항이
되며 역산이 수렴조건에 도달하는 데 더 많은 루프를 돌게 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역산 기법을 사용할 때 계산량이 증가하며, 이는 비용의 증가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형 기저함수를 도입한 새로운 라플라스 역산법을
제시하였다. 속도 파라미터를 직접 역산하지 않고 더 적은 수의 새로운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역산을 수행하여 간접적으로 속도모델을 구하였다.
라플라스 역산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건수 문제를 해결하여 더 빠른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새 역산법을 BP benchmark model, Chevron model에 적용하였다.
역산법을 이용하여 수렴에 도달하는 데 더 적은 루프 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새 기법의 resolution을 정량화하여 비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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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ke(2012)가 제안한 resolution matrix를 사용하였다. 기존 역산법과
방사형 기저함수를 적용한 기법의 resolution matrix를 비교하였고 행렬의
해상력을 정량화 하기 위해 spread function 값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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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2.1 라플라스 파동장

라플라스 역산에서 사용되는 감쇄 파동장(Damped wavefield)을 시간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1)

u(t)는 시간 영역에서의 파동장, s는 양의 실수값인 라플라스
감쇄계수(Laplace damping constant), 그리고 t는 시간이다. 이러한 감쇄
파동장으로부터 라플라스 파동장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영역의 감쇄
파동장을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한 결과를 0 주파수에 가깝게
근사하면 된다. 상수 s에 대해 감쇄된 시간영역 파동장 U(s,t)은 식 (2.2)와
같다. 0 주파수 근사를 통해 식 (2.3)의 라플라스 영역 파동장을 얻는다. 이는
장파장 속도 구조를 구성하는데 성공적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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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3)에서 우리는 라플라스 영역 파동장이 라플라스 상수 s로 감쇄된
파동장의 0 주파수 성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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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사형 기저함수

2.2.1 정의
방사형 기저함수(Radial Basis Function)는 거리에만 함수값이 의존하는
함수들을 통칭한다. 식 (2.4) 의 정의를 만족하며 연속인 모든 함수를 방사형
기저함수라 한다.

(2.4)

대표적으로 가우시안(Gaussian) 함수와 다중 정방형(Multiquadratic) 함수
그리고 박판(Thin-plate spline: TPS)등이 있다.

(2.5)

본 연구에서는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식 (2.8)과 같이
쓸 수 있으며, 수식 가운데에 위치한 R 행렬이 함수의 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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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spreading)을 결정한다. 등방성(isotropic)인 가우시안 함수라면 R은
상수가 곱해진 단위행렬이 된다.

(2.6)

(2.7)

(2.8)

2

통상적인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할 경우 R 행렬은 r I 가
된다.
c 는 거리의 기준이 되는 중심점(center)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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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응용분야 및 사례

부드러운 특성과 대칭성 때문에 방사형 기저함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이를 사용하여 보간 및 효율적인 근사(approximational
efficacy)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Buhmann, 2003). 또한 거리를 바탕으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방사형 기저함수는 차원 확장이 쉽다. Function
reconstruction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며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 및 타
적용분야에서 우수한 보간법으로 쓰였다. 한가지 이유는 보간시
유일성(uniqueness)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는 Micchelli’s theorem에
밝혀져 있다. 이에 따르면 많은 종류의 방사형 기저함수가 보간시 유일성을
보장한다. 그 이유는 다른 보간법과 달리 kernel matrix를 분석해 보면 대칭
행렬을 얻을 수 있고 non-singular하기 때문에 유일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우수성 때문에 보간에 자주 쓰인다. 그리고 산란된 데이터에 대한
고차 보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 분야에서도
빈번히 사용되었다. 해당 분야에 적합함이 Girosi(1992)에 의해 밝혀졌는데
이 역시 방사형 기저함수의 차원확장성과 부드러움(smoothness) 때문이다.
지구물리 분야에서는 Hardy(1971)가 가장 먼저 모델링에 적용하였다.
Mesh-free한 이점을 이용하여 모델링에 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었다
(Marti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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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속성

2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함수 보간(Function interpolation)을 할 때 illposedness는 빈번히 관찰되며, 근사 함수를 결정하는 데 큰 문제 중 하나다.
기존 스플라인 보간법(Spline interpolation)이나 다항함수 보간(Polynomial
interpolation)은 보간함수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는 singularity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때 방사형 기저함수를 도입한 보간법은 기저함수에
직교성(orthogonality)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많은 보간법과 달리 확장된
차원에서도 well-posed 거동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Hardy(1968)가
성공적으로 2차원 보간에 도입한 이후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나아가 미분된 형태도 well-posed 되어 있으며 노드(node)가 산란형 분포,
좌표계에 상관없이 또 차원이 확장되어도 이 성질을 유지한다. 이는 보간
행렬방정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N개의 측정점(Datapoint)을 지나는
보간함수를 나타내는 행렬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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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식 (2.9)의 행렬방정식을 간단히 쓰면 식 (2.10)로 나타낼 수 있다. 함수값이
존재하는 지점의 개수가 N이면 A는 N x N 행렬이 되며 보간함수는 N 개의
지점에 대해서 데이터 값과 일치해야 한다. Micchelli’s theorem에 따르면
가 어떠한 경우에도 식 (2.10)은 유일해를 가진다. 이는 A 행렬의 nonsingularity가 절점의 차원, 분포에 상관없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Martin et
al. 2015).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방사형 기저함수는 가우시안,
IMQ(Inverse multiquadratic), MQ(Multiquadratic), IQ(Inverse Quadratic)
등이다. 수학적으로 완전단조(Completely monotone)하면 위의
행렬방정식은 유일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식(2.5)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방사형 기저함수는 이를 구성하는
shape 파라미터를 가진다. shape 파라미터의 크기에 따라 선형시스템의
조건수(condition number)가 달라지며 이에 주의해야 한다. 가우시안의
경우 α, IMQ의 경우 ε가 shape 파라미터이다. 통상적으로 조건수의 크기가
6

8

10 ~ 10 사이에 위치하도록 shape 파라미터를 조절한다. (Marti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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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0)의 선형 행렬방정식을 풀면 c, 가중치 정보를 나타내는 벡터를
구할 수 있다. 이 벡터로 기저함수를 선형 결합하여 구하고자 하는
영역(domain)의 근사함수를 구성한다. 구성된 근사함수는 부드러운 속성을
유지하며 shape 파라미터의 크기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방사형 기저함수의 종류에 따라 수렴 속도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구분적(Piecewise)으로 부드러운 박판(TPS)의 경우 대수적(algebraically)으로
수렴하며 수렴 속도는 방사형 기저함수의 부드러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무한히 부드러운 방사형 기저함수인 가우시안 등은 구분적으로 부드러운
함수와 달리 부드러운 정도와 데이터 포인트의 수에 따라 수렴 속도가
달라진다. spectral하게 수렴한다. 부드러운 정도는 shape 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지며, Maydch는 shape 파라미터의 크기를 줄이면 RBF 근사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짐을 밝혔다. 그러나 shape 파라미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선형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고정된 shape 파라미터에 대해
데이터의 수가 증가하면 조건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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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적용의 필요성

방사형 기저함수는 부드러운 속성이 있으며 이는 shape 파라미터로
조절 가능하다. 나아가 방사형 기저함수가 가진 부드러움(smoothness)는
불연속적인 속도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모델링에서
불필요한 반사파가 생성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절 가능한 shape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수렴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원하는
해상도에 맞춰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역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차원이
증가하여도 O(hn+1)로 선형으로 수렴속도가 증가하여 다른 방법에 비해서
계산적으로 우수하다. 본 연구에서 방사형 기저함수를 라플라스 역산에
적용하여 기존 라플라스 역산이 해결하지 못하는 조건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대표적으로 방사형 근사함수가 잘 나타내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알려져 있다:

l

다변수 함수

l

많은 데이터로부터 구성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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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데이터가 도메인(domain)에서 흩어져(scattered)있는 경우

이는 탄성파 탐사의 근사조건과 유사하며, 이러한 정보로부터 라플라스
영역 역산에 방사형 기저함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라플라스 역산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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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라플라스 영역 파형역산을 위한 라플라스 모델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링은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이다.
6차 order로 전개하였다.
구속되지 않은 균질한 등방성 매질 환경을 가정했을 때, 라플라스
영역에서의 파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hin and Cha, 2008).

(2.11)

c는 속도, x는 2차원의 경우 (x, z)벡터 그리고 u(x,t)는 시간영역의
압력장(pressure field) 그리고 f(x,t)는 시간영역의 송신원 함수(source
function) 이다.
양변에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면 식 (2.12)를 얻는다.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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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라스 영역의 파동장과 송신원은 각각 식 (2.13), (2.13)이다.
(2.13)

(2.14)

식 (2.12)를 행렬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식 (2.15)로 쓸 수 있다.

(2.15)

M은 Mass matrix, K는 stiffness matrix, u 는 파동장(wavefield) 그리고 f는
송신원 벡터(source vector)를 의미한다. (Marfurt, 1984)
위의 행렬 방정식에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라플라스 영역 및 주파수 영역 역산에서는 식 (2.16)와 같이 파동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다.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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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2.18)

s 는 양의 감쇄계수를 말한다. 라플라스 영역의 파동장을 얻기 위해서
수식(2.17)의 S 행렬을 분해(factorize)하였고 전진 후진 대입을 통하여
파동장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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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3.1 방사형 기저함수를 이용한 속도 모델 구축 및 역산
적용

(3.1)

기저함수 개수와 동일한 개수의 스텐실 노드의 방사형 기저함수값의
선형결합으로 업데이트에 사용될 속도모델을 구성한다.

속도모델 구축시 사용된 방사형 기저함수는 2차원 가우시안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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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된 함수의 중심은 x=(xj , yj)이다. 이러한 방사형 기저함수를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각 함수의 분산의 크기도 같게 두었다. 그러나 방사형
기저함수는 무한한 정의역을 가지므로, 도메인 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 하지만 확률분포를 기준으로 생각하였을 때 3
이내에 99.73%이상의 영역이 포함되므로 3

범위

범위에 대해

절단하여(truncate) 근사해도 정확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방사형 기저함수를 도입한 천문물리학 분야의 선행연구
역시 3

window를 이용하여 수행된 바 있다 (Bendinelli, O., G.

Parmeggiani, and F. Zavatti.,1987). 이에 따라 3
계산영역으로 설정하여 역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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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를 유효한

Figure 3.1: Introducing 3

margin from the center of the window

maintaining sufficient precision and abating computational burden

모델 오차 함수(model misfit function)을 다음과 같이 식 (3.3)으로
정의한다. 라플라스 영역 역산의 특징인 감쇄 파동장 때문에 값의 차는 매우
작은 숫자이므로, 대신 비율을 계산하는 로그목적함수의 값을 최소화 하는
해를 찾는다.

(3.3)

그래디언트 계산을 위해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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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쇄법칙(chain rule)을 이용하여 α에 대한 모델 오차함수의 그래디언트를
구하면 식 (3.7)을 얻는다.

(3.7)

식 (2.1)에 나타난 속도와 α, 기저함수간의 선형 결합 관계를 이용하여 식을
전개하기 위해 식(2.1)의 양변을 α에 대해 편미분하면 식 (3.8)을 얻는다.

(3.8)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식 (3.9)를 통해 목적함수를 알파로 편미분한 최종
그래디언트가 기저함수와 속도에 대한 그래디언트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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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역 전파(Backpropagate)하여 얻은 속도에 대한 그래디언트에 대해 가중
결합하여 계산하면 최종 알파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얻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래디언트 스케일링 기법은 제약일반화최소자승법 CGLS(Conjugate Gradient method for Least Squares)이다. 이를 통해 벡터
업데이트량을 구하여 알파 값을 업데이트 한다. 업데이트 된 α 값을
기반으로 업데이트 된 속도 모델을 식(3.1) 로부터 얻는다. 다음
반복계산(iteration)을 위하여 구해진 모델로 모델링을 한 후 다음 알파를
계산하고 다시 속도를 업데이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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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치예제에 대한 역산 결과

3.2.1 합성모델1: BP 2004 Benchmark model (12x83km)

Figure 3.2: BP 2004 Benchmar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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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의 설명에 입각하여, 방사형 기저함수를 적용한 라플라스 영역
역산을 BP 모델(Billette and Brandsberg-Dahl, 2005)에 적용하였다. BP
속도모델은 가로 67km, 깊이 12km의 합성 모델이다. 이는 Billete 와
Brandsberg-Dahl(2005)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파장 성분에서 큰
변화가 있으며 얕은 깊이에 저속도 이상대(anomaly)가 위치한다.

데이터는 2차원 라플라스 영역에서 6차 유한차분 모델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경계부분에서의 반사파 생성을 막기 위해 PML
경계조건(PML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또한 라플라스 변환은
수치적분법 중 하나인 사다리꼴 적분(Trapezoidal Approximations)을
사용하였다.

라플라스 영역 파동장은 라플라스 감쇄 상수와 속도모델의 영향을
받는다. 라플라스 영역의 그린 함수(Green’s function)를 분석하면 작은 감쇄
상수는 하부 영상, 큰 감쇄 상수는 천부 영상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Shin and Cha, 2008). 따라서 주파수 영역의 저주파수 성분과
마찬가지로 작은 감쇄 상수의 데이터가 효과적인 역산에 꼭 필요하다. 이로
인해 적절한 라플라스 감쇄상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
연구에서 가능한 최소 라플라스 상수는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Sh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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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2008). 본 연구에서는 Kwon(2017)이 제안한 효율적인 라플라스 상수
선택 방법에 입각하여 라플라스 상수를 선정하고 역산을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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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Coarse grid(2km)
a)

b)

Figure 3.3 (a) RBF result with starting velocity of 1km/sec (b) RBF result
with starting velocity of 3km/sec (B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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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a) 와 그림 3.3(b)는 각각 각각 1km/sec, 3km/sec 의 균질 속도
조건에서 2km의 크기의 coarse grid로 방사형 기저함수 역산을 적용한
결과이다.

충분한 수렴이 될 때까지 돌린 결과이며, 초기조건에 따라 성긴(coarse)
그리드의 경우 다른 속도모델로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함수의 성질처럼
부드러운 속도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리드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해상도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수렴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만약 평균 초기속도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역산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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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Result of three different sizes of grid(2km, 1km, 500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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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3.4 RBF result with same starting velocity model: (a) grid size 2km
(b) grid size 1km (c) grid size 500m (BP model)

그림 3.4 (a), (b), (c)은 동일 초기속도 모델(3km/sec)에 대해 그리드 크기를
2km, 1km, 500m로 달리하여 역산을 수행한 결과이다. Maydch의
연구결과에서처럼 데이터포인트 수가 증가할수록 선형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영향 때문에 역산 속도가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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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합성모델2: Chevron model

Chevron model은 석유회사 Chevron에서 역산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합성자료로, 정답에 해당하는 이미지는 회사 내부 기밀이라 알 수 없다.
하지만 모르는 해에 대해서 역산을 하였을 때에도 해당 알고리즘의 그리드
사이즈에 따른 수렴 패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찰하고, 기존
역산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Chevron model에도
방사형 기저함수를 적용한 라플라스 역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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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Coarse grid(2km)

Figure 3.5 RBF result with coarse grid size(Chevron model)

BP모델과 마찬가지로 성긴 그리드(2km)에 대해서 먼저 역산결과를 얻었다.
기존 역산법에 비해 전체 루프를 6번 돈 후 수렴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빠르게 더 나은 속도모델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리드 사이즈 때문에
해상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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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Result of three different sizes of grid(1km, 500m, 250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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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3.6 RBF result with same starting velocity model: (a) grid size 1km
(b) grid size 500m (c) grid size 250m (Chevron model)

이상대로 추정되는 부분이 덩어리진 형태로 최종 이미지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드 사이즈를 감소시킬수록 수렴에 도달하는 데 더 많은
루프가 필요하였고, 엷은 세로줄 형태의 artefact가 나타났다. 그리드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고속도층이 더 선명해지며 하부로 업데이트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정 깊이 이상에서는 유의미한 업데이트가
없었다. 그 이유는 라플라스 파동장의 통과 깊이의 한계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당 초기모델을 얻은 후 최종 역산결과는 초기모델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 역산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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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esolution matrix 분석

3.3.1 Model Resolution Matrix란

Model resoluton matrix란 모델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행렬이다. 모델 파라미터와 데이터 간 선형관계를 가정했을 때
모델벡터 m과 데이터 벡터 d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렬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다.

(3.10)

이 분석과정에서는 위 선형방정식을 만족하는 아래와 같은 해가 있다고
가정한다.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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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데이터로부터 모델을 예측하기 위해서 역행렬 또는 유사
역행렬(pseudoinverse), generalized inverse를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예측된 모델과 실제 모델간 연관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Wiggins,
1972).

(3.1
2)

(3.13)

R은 M x M 인 model resoultion matrix이다(Menke, 2012). R=I인 경우
모델 파라미터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행렬이
단위행렬이 아닌 경우 모델 파라미터의 예측치는 실제 모델 파라미터의
가중평균이 된다. Resoultion 행렬은 데이터 커널의 함수이며 선험적 정보(a
priori information)에만 의존하므로 데이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해당 알고리즘의 유의미함을 실험 이전에 분석하는데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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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Resolution Matrix와 조건수(Condition number)와의
상관관계

이론에 따라 테일러 전개하여 목적함수의 성분을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다. 오차항이 기저함수의 가중결합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4)

이는 Woodward가 제안한 Raypath theory(1992)를 적용한 것이다. 실제
모델과 모델링된 속도모델의 차이가 관측된 데이터와 모델링된 데이터의
차이를 선형가중결합으로 근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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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역산방법의 해상, 결정력(resolution)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가우스 뉴턴법을 이용한 업데이트 식인 식(3.16)을 이용하여 역산의 model
resolution matrix을 포함한 행렬방정식 식(3.17)을 구성할 수 있다.

(3.16)

(3.17)

식 (3.17)에 해당하는 Resolution matrix를 다시 쓰면, 식 (3.18)을
얻는다.

(3.18)

Resolution matrix와 조건수와의 관계를 가정하기 위해 선형가정을
만족하는 연산자 L을 근사하는 파라미터를 도입하여 식(3.19)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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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근사파라미터가 선형 연산자에 가까워지면 식 (3.19)의 우변의
오차항이 0에 가까워지므로 Resolution matrix는 식(3.20)과 같이
단위행렬에 근접한다.

(3.20)

가중된 선형회귀법에서 근사파라미터와 연산자간의 상대오차는
유계이며 이는 조건수에 비례하므로(Trefethen and Bau, 1997) 조건수가
증가할수록 행렬 R이 단위행렬로부터 멀어짐을 알 수 있다.(권정민, 2017)
따라서 Resolution matrix를 통해 조건수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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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Matrix 분석 적용

Data kernel로부터 방사형 기저함수로 파라미터화 한 역산의 resolution
matrix를 분석해 보았다.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alpha에 대한 수식을 변환하였다. 결과로 얻어진 두개의 M x

M 행렬을 시각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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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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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3.7: (a) Resolution matrix of conventional LWI (b) Resolution matrix
of LWI using Radial Basi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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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Resolution matrix

방사형 기저함수를 적용한 방정식에 대응하는 행렬에서 대각 성분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 이미지에서 대칭 행렬로
나타나야 했음에도 이미지로부터 비대칭인 거동인 artifact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ure 3.7). 이는 numerical 한 문제인 것으로 예상한다.
Psuedoinverse 알고리즘이 불안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3.3.3.2 Spread of model resolution

행렬 이미지로부터 Resolution matrix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정량화 하지는 못한다. 이 때 spreading function을 이용하여 resolution을
수치화 할 수 있다.
Spreading function은 행렬의 대각부분에 값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수치화한 정보로, 이 값이 작을수록 수식으로 나타나는 해의 결정력,
해상도(resolution)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수식은 식(3.21)과 같다.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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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ing을 정량화 하는 위 식은 Backus-Gilbert spread function이라
불린다. Backus and Gilbert, 1967, 1968). 일반적으로 dirichlet spread
function이 쓰이나 이는 비대각성분의 위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Backus-Gilbert spread function을 사용하였다. Weigthing
function은 대각성분에 0의 가중치와 대각성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큰
가중치가 주어지도록 설계하며 적합한 함수를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quadratic) 가중함수를 사용하였다.

(3.22)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Spreading value는 기존 역산법이 26.02, 방사형
기저함수를 사용한 경우가 76.03 이다.
방사형 기저함수의 행렬 이미지에서 대각성분이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RBF의 spreading function value가 더 우수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spreading value는 더 큰 값을 나타냈다. 첫 열 근방에 나타난 artifact
때문에 이 값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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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완전파형역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라플라스 영역
역산법은 저주파수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부드러운 속도모델을
성공적으로 역산해 냈다. 하지만 큰 조건수 등 수렴속도 문제를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사형 기저함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매개변수를 역산하여 우회적으로 속도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방사형 기저함수는 부드러운 속성과 빠른 수렴속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도입하였을 때 구해야 하는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BP Benchmark 모델에 적용한 결과 동일 오차에 대해 방사형
기저함수를 적용한 라플라스 영역 역산이 기존 라플라스 영역 역산에 비해
빠르게 수렴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Homogeneous 조건에서도 역산이
가능하여 라플라스 영역 역산이 가진 장점인 robustness를 보존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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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형 기저함수 적용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Resoultion matrix와
spread function의 값을 조사하였다. 매개변수화를 통해 Resolution
matrix의 개선을 기대하였고 행렬 이미지에서 기존 역산법에 비해
대각성분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량분석의 하나인 spread
function의 값은 RBF가 더 큰 값을 나타내어 기존 역산법의 해상도가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방사형 기저함수를 적용한 역산법은 새로운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라플라스 역산의 느린 수렴 속도를 개선하였으나 해상도 기존에
비하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해상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합한
기저함수 파라미터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초기모델을 빠르게 만드는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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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place domain waveform inversion using radial basis
function

The complete waveform inversion proposed by Tarantola enables
efficient construction of the underground velocity model. However, the
behavior of the objective function in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 is
nonlinear and has a limitation of low-frequency data. The Laplace domain
inversion is proposed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Laplace domain inversion yields a smooth initial velocity model
needed for complete waveform inversion and has the advantage of
robust inversion even under poor low-frequency data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isadvantage that the convergence is slowed due
to a large number of condition numbers.
In this study, I tried to overcome the convergence problem by
introducing the radial basis function(RBF) into the inversion of the
Laplace domain to reduce the number of parameters. In order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technique, we compared the conventional
62

inversion and its results. In order to quantify the improvement of the
condition number problem, we compared the existing Laplace inversion,
model resolution matrix and spreading function. As a result, the number
of parameters decreased and the convergence quickly reached. However,
there was a disadvantage that the convergence speed was slower as the
grid size was reduced. Also, the expected diagonally dominant properties
did not appear in the resolution matrix and worsened. However, there is
an advantage that the grid can be adjusted to speed up and no
additional smoothing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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