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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seismic reflection prospecting assumes subsurface formation to be 
homogeneous media. These models are not capable of estimating small scale 
heterogeneity which is verified by well log data or drilling core. And those synthetic 
seismograms by homogeneous media are limited to explain various changes at field data. 
So we developed a inhomogeneous velocity model which can estimate inhomogeneity of 
background medium to implement numerical modeling from homogeneous medium and 
inhomogeneous medium on the model. Background medium using three autocorrelation 
functions in order to generate inhomogeneous velocity media was according to dominant 
wavelength of background medium and correlation length of random medium. And then 
we compared shot gathers. The results show that numerical modeling implemented at 
inhomogeneous medium depicts complex wave propagation of field data.
Keywords: random inhomogeneous medium, scattering, autocorrelation function, seismic 
modeling

1. 서론

탄성파 반사법 탐사를 이용하여 지구내부를 정밀하게 영상화하려는 시도는 계속 되

고 있으며, 대부분의 탄성파 탐사에서 지하구조를 균질층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모

델은 시추공 검층이나 시추 코어에 의해 확인되는 소규모 불균질성을 고려할 수 없

다. 또한 이러한 모델로 만든 합성 탄성파 단면도는 현장 자료에서 보이는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무작위 불균질 매질에 관한 연구는 단파장(short-wavelength) 불균질이 파형에 산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산란에 의해 음원 모음도상에서 진폭과 위상의 변화가 반사파의 

일관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작위 불균질 매질(random 
inhomogeneous medium)에서의 탄성파 모델링에 관한 연구로서 탄성파 탐사에 적용

된 예는 Powell (1984)이 속도 분석에서 무작위 파동장 변화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

여, 무작위 교란 매질에 의한 비쌍곡선 무브아웃(nonhyperbolic moveout)이 RMS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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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추정하는데 큰 오차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였다. Gibson and Levander (1990)은 

무작위 매질의 산란된 신호에서 중합의 영향을 시험하기 위해 음향 유한차분 모델

링을 수행하였다. Kamei et al., (2005)등은 바이모달(bimodal) 분포형태의 무작위 불

균질 매질에 의한 메탄 하이드레이트층 모델을 만들어 합성 탄성파 단면도를 작성

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현장자료에서 보이는 심한 감쇠가 산란

에 의한 부가적인 진폭 감쇠에 의한 것임을 발표하였다. 
탄성파의 산란은 전파되는 탄성파와 매질 내에 포함된 불균질성과의 상호작용에 의

해 나타난다. 이러한 산란은 신호의 왜곡과 진폭 손실을 가져와 암염돔 하부 또는 

현무암 하부등과 같은 복잡한 지역의 해석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Martini, 2001; 
Wu and Aki, 1988). 실제 지구 내부는 불균질성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야 보다 현실적인 수치 모델링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불균질 매질을 생성하는 방법과 불균질 매질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

되는 자기상관 함수, 산란 현상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양한 조건으로 생성

된 균질 매질과 불균질 매질로 이루어진 수평 4층 구조모델에 대해 유한차분 음향 

파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음원 모음도를 작성하였다. 이 음원 모음도로부터 각각 매

질 물성 변화에 따른 탄성파 전파 거동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2. 본론

불균질성을 포함하는 복잡한 매질을 설명하는 한 방법은 매질의 물리적인 특성(P파, 
S파 속도, 밀도 등)이 공간에서 통계적으로 분포하는 무작위 매질로 간주하는 것이

다. 무작위 불균질 매질에서 속도장은 평균 속도 와 변화량 의 중첩으로 간

주할 수 있다 (Klimes, 2001). 
   

    
 (1)

여기에서 는 공간의 위치 벡터이며 는 속도의 미소 변화를 의미한다. 평균 속

도 는 다음과 같다. 

           

즉, 는 매질의 평균 속도이며 평균 변화량은 0이고,   는 집합평균(ensemble 
average)을 의미한다.
자기 상관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2)
여기에서 는 지연거리(lag distance)이다. 자기상관함수는 매질의 변화 강도와 공간 

상관의 통계적 측정이며 지연거리 에 의해 매질 매개변수의 유사성 정도를 설명

한다. 만약 매질이 등방성이라면 자기상관함수는 단지   에만 의존한다. 속도 

변화의 크기는 미소 변화의 평균 제곱근으로 주어진다.
 ≡    (3)

여기에서 은 분산, 은 표준 편차이다. 상관함수의 푸리에 변환은 파워스펙트럼 

밀도함수(power spectral density function)가 되며 다음과 같다.

 
∞

∞


∞

∞


∞

∞


  (4)

여기에서 는 파수 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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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구조를 모사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자기 상관함수는 가우시안(gaussian) 함수, 
지수함수, 폰 카르만(von Karman) 함수 등의 세 가지가 있으며 가우시안 자기상관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5)
이 함수는 저주파수 대역 통과된 백색 잡음을 의미한다. 단파장 성분이 적기 때문

에 불균질 매질을 표현하기에 너무 부드러운 단점이 있다. 가우시안과 지수 함수 

매질에서, 상관길이 는 매질 불균질성의 특성 길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상

관함수의 기울기는 매질의 상관 길이와 관련이 있다. 
지수 자기상관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6)
여기에서 은 표준편차이며, 은 분산을 의미한다. 
폰 카르만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7)

여기에서 는 감마함수이고 는 허스트 수(Hurst number)이며, 는  order의 제 2
종 변형 베셀함수이다. 다른 상관함수보다 소규모 모델을 묘사하는데 보다 정확하

다고 알려져 있다. 이 함수는 단파장 성분이 많으며 통상 일반적인 지질 구조를 모

델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허스트 수가 감소하면 매질의 거칠기(roughness)가 증가

하고,   이면 공간 채움 장(space-filling field),   이면 지수함수와 같게 된다. 
  이면 부드러운 유클리안 무작위 장(euclidean random field)이 된다. 무작위 매

질은 백색 잡음을 계산한 다음, 이 스펙트럼을 상관함수의 파워 스펙트럼 밀도함수

의 제곱근으로 곱한 후 역 푸리에 변환을 하면 만들 수 있다. 
서로 다른 산란 현상이 산란체의 크기와 신호의 파장(또는 파수) 사이의 관계에 의

해 존재하고 산란 현상에 따라 주파수 의존적인 감쇠 계수도 차이가 있다(Fig. 1). 
예를 들어 레일리 산란(Rayleigh scattering,  ≤ ⋅≤ , 는 파수, 는 상관길

이)에서 감쇠 계수는 주파수의 4승에 비례한다. 공진 산란(resonance(Mie) scattering, 
 ≤ ⋅≤ )의 경우 파장이 산란체의 크기로 접근할 때 감쇠 계수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Fig. 1. The scattering regimes for which the magnitude and radi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cattering is controlled by the product of the wavenumber, k, and the size of the 

scatterer, a(radius). (from Pyrak-Nolt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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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각각의 자기상관함수로 만든 무작위 매질을 보여주고 있다. Fig. 2의 (a)는 

가우시안 자기상관 함수를 이용하여 만든 무작위 불균질 매질로 매우 부드럽게 변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b)는 지수 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하여 만든 매질이다. (c)는 

폰 카르만 자기상관 함수를 이용한 것으로 단파장 성분이 많이 포함된 무작위 불균

질 매질을 보여주고 있다.

 (a)                   (b)                   (c)
Fig. 2 Random inhomogeneous medium. (a) is gaussian ACF, (b) is exponential ACF, 
(c) is von Karman ACF in Hurst no.=0.2, correlation length=50, respectively.

수치 모델링을 수행할 모델의 크기는 ×개, 와 축의 격자 간격은 각각 10 
m로 하였다. 음원의 중심 주파수를 각각 달리하는 리커 파형을 가정하여 수치 모델

링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은 상부는 자유면(free surface), 좌우와 하부는 흡수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고 5초까지 기록하였다. 음원은 매 100 m 간격으로 총 81개, 수진

기는 매 10 m마다 위치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논문에서 수행되는 수치 모델링은 소

규모 불균질성을 가정하였다. 여기에서 소규모 불균질성은 평균값의 변화에 의한 

변화를 의미하며 상관길이의 크기가 주 파장보다 작은 것을 의미하고, 이 불균질성

은 균질매질 내에 무작위로 분포한다.
Fig. 3 (a)는 모델링에 사용된 균질 모델이며, 각 층의 P파 속도와 밀도는 제 1층은 

1,500 ㎧, 1.0 ㎏/㎥, 제 2층은 1,550 ㎧, 1.8 ㎏/㎥, 제 3층은 2,500 ㎧, 2.0 ㎏/㎥, 제 

4층은 4,000 ㎧, 2.2 ㎏/㎥, 제 2층과 3층은 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

으며, (b)는 다른 조건은 동일하며 제 3층만 불균질 매질로 바꾼 불균질 모델이다. 

(a)                                    (b)
Fig. 3. Velocity model. (a) is a homogeneous, (b) is a inhomogeneous, respectively.

음원 모음도를 작성하기 위해 Seismic Unix (Stockwell, 2005)의 모듈을 사용하였고, 
시간에 대해서는 2nd-order, 공간에 대해서는 4th-order 유한 차분 방정식을 이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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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유한차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Fig. 3의 속도 모델에서 모델링을 수행하여 보

았고, 그 결과가 Fig. 4이다. Fig. 4의 (a)는 균질 모델을 사용한 음원 모음도이며, 가

로축은 수진기 위치이고 세로축은 왕복주시이다. 결과를 보면 직접파와 굴절파가 

보이고 경계면의 일차 반사파와 다중 반사파가 나타남을 알 수 있어 수치 모델링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의 (b)는 가우시안 불균질 매질을 

사용하여 얻은 음원 모음도이다. 균질 매질에서와 달리 실제 탐사 자료에서 관찰되

는 다양한 파동 전파양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고, (c)는 폰 카르만 함수를 사용

하여 얻은 음원 모음도이다. 상관길이를 크게 함으로서 매질의 거칠기가 감소하여 

보다 부드러운 단면도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불균질 모델에 따른 합성 탄성파 단

면도의 차이는 위글 트레이스로 도시하면 보다 잘 구별되나 여기에서는 도시하지 

않았다.  

 

(a)                        (b)                       (c)
Fig. 4. Synthetic shot gather. (a) is used homogeneous velocity model, (b) is used 

inhomogeneous velocity model in gaussian ACF, (c) is used inhomogeneous velocity 
mode in von Karman ACF Hurst no.=0.2, cl=500, respectively.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불균질 매질을 생성하는 방법과 불균질 매질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

되는 자기상관 함수와 산란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균질 매질과 불균질 매질로 이루

어진 수평 4층 구조모델에 대해 음향 유한차분 방정식을 이용하여 음원 모음도를 

작성하였다.
균질 매질에서 작성된 음원 모음도는 일차 반사파와 다중 반사파, 직접파, 굴절파 

등이 잘 구현되었고, 세 가지의 자기상관 함수를 이용하여 만든 불균질 매질에서의 

음원 모음도는 실제 현장자료에서 나타나는 산란 특성이 잘 구현된 것으로 판단되

며, 특히 폰 카르만 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한 불균질 매질은 소규모 불균질성을 잘 

모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수치 모델링과 현장 자료를 비교함으로서 

암염 돔 하부 또는 현무암 하부 영상화등과 같은 복잡한 매질에서 탄성파의 거동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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