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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목적함수의 유사 헤시안을 이용한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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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파형 역산에 사용하는 로그 목적함수는 관측 자료와 모델링 자료의 로그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목적함수이다.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에서는 주로 로그 목적함수와 유사 헤시안의 대각 성분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한다. 이 때

유사 헤시안의 대각 성분이 0 또는 0에 가까운 값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레벤버그-마쿼트 알고리듬을 적용한다. 본 연

구에서는 로그 목적함수의 유사 헤시안의 대각 성분을 분석하여 음향파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에서는 유사 헤시안의

대각 성분이 0 또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지지 않음을 보였다. 따라서 로그 목적함수의 유사 헤시안을 이용한 경사 방향

정규화시 레벤버그-마쿼트 알고리듬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수치 예제에서 인공합성 자료와 현장 자료를 이용해 레벤버

그-마쿼트 기법 없이도 역산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어: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 로그 목적함수, 유사 헤시안, 레벤버그-마쿼트 방법

Abstract: The logarithmic objective function used in waveform inversion minimizes the logarithmic differences between

the observed and modeled data. Laplace-domain waveform inversions usually adopt the logarithmic objective function and

the diagonal elements of the pseudo-Hessian for optimization. In this case, we apply the Levenberg-Marquardt algorithm

to prevent the diagonal elements of the pseudo-Hessian from being zero or near-zero valu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iagonal elements of the pseudo-Hessian of the logarithmic objective function and showed that there is no zero or

near-zero value in the diagonal elements of the pseudo-Hessian for acoustic waveform inversion in the Laplace domain.

Accordingly, we do not need to apply the Levenberg-Marquardt algorithm when we regularize the gradient direction using

the pseudo-Hessian of the logarithmic objective function. Numerical examples using synthetic and field datasets

demonstrate that we can obtain inversion results without applying the Levenberg-Marquardt method. 

Keywords: Laplace-domain waveform inversion, logarithmic objective function, pseudo-Hessian, Levenberg-Marquardt method

서 론

석유 가스를 찾기 위한 탄성파 탐사에서 정확한 지하 영상

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하 물성 정보가 필요하다. 지하 물

성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속도 분석(Yilmaz, 2001), 주

시 토모그래피(White, 1989; Chapman and Pratt, 1992), 구조

보정 속도 분석(Al-Yahya, 1989; Liu and Bleistein, 1995;

Sava and Biondi, 2004), 파형 역산(Tarantola, 1984) 등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이 중 파형 역산 기법은 가상의 지하 물성 수

치 모델에서 파동 전파를 통해 얻은 신호와 실제로 관측한 탄

성파 신호의 차이를 줄여가도록 수치 모델을 최적화하는 방법

으로, 많은 연산이 필요하지만 컴퓨팅 기술 발달에 따라 최근

널리 연구되고 있는 기법이다(Virieux and Operto, 2009). 파형

역산은 필요에 따라 시간 영역(Tarantola, 1984), 주파수 영역

(Pratt et al., 1998), 라플라스 영역(Shin and Cha, 2008) 등에

서 실행할 수 있다.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은 라플라스 영역에서 관측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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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자료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간 영역이나 주파

수 영역 파형 역산과 달리 장파장 속도모델을 얻을 수 있는 기

법이다(Shin and Cha, 2008). 라플라스 영역 파동장은 송신원

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수적으로 진폭이 감소하므

로 일반적인 l2-노옴(norm) 목적함수를 사용하면 송신원 근처

의 정보만 사용하게 된다(Shin and Ha, 2008). 이에 따라 라플

라스 영역 파형 역산에서는 주로 로그 목적함수를 사용해 파

동장의 로그값의 차이를 최소화한다(Shin and Cha, 2008).

목적함수 최적화를 위해 단순한 경사 하강법(steepest descent

method)을 사용할 경우 수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충분

히 수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형 역산 연구에서

는 다양한 최적화 기법들을 연구해왔다(Brossier, 2011; Pyun

et al., 2011; Bae et al., 2012; Chung et al., 2012; Metivier et

al., 2014; Métivier and Brossier, 2016).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의 경우에도 유사 헤시안(pseudo-Hessian)의 대각 성분을

이용하는 방법(Shin et al., 2001; Shin and Cha, 2008), 가우스

뉴턴(Gauss-Newton) 방법(Kwon et al., 2017), 준 뉴턴(quasi-

Newton) 방법(Lee and Ha, 2019) 등을 적용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 연구에서는 유사

헤시안의 대각 성분을 사용해왔다. 유사 헤시안의 대각 성분을

계산하는 알고리듬이 간단하고 빠르며 다양한 실제 자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왔기 때문이다(Ha et al., 2012a).

유사 헤시안의 대각 성분 이용시 0 또는 매우 작은 값으로

경사 방향을 나누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벤버그-마쿼트

(Levenberg-Marquardt) 기법을 적용하게 된다(Levenberg,

1944; Marquardt, 1963; Pujol, 2007). 이 때 레벤버그-마쿼트

감쇄 상수라는 새로운 변수가 도입되고, 이 변수 값에 의해 역

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감쇄 상수를 선택해야 하

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에서 로그 목적함수

와 유사 헤시안의 대각 성분을 사용할 경우 레벤버그-마쿼트

기법이 필수적이지 않고, 따라서 적절한 감쇄 상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됨을 보였다. 이를 위해 먼저 로그 목적함수의 유사 헤

시안의 대각 성분을 분석하여 대각 성분에 0 또는 작은 값이

없음을 보이고 인공합성 자료 및 실제 자료 수치 예제를 통해

레벤버그-마쿼트 방법 없이 좋은 역산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로그 목적함수와 유사 헤시안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로그 목적함수

는 다음과 같다(Shin and Cha, 2008).

. (1)

위 식에서 s는 양의 라플라스 감쇄 계수, Nsrc는 송신원 개수,

Nrcv는 수신기 개수, i와 j는 각각 송신원과 수신기 일련번호,

uij와 dij는 각각 라플라스 영역에서 모델링 한 파동장과 관측

한 파동장으로, i번째 송신원의 공통송신원 모음 중 j번째 트

레이스를 의미한다. 모델링 자료와 관측자료가 같아질 때 목적

함수가 0이 됨을 알 수 있다. 모델링 자료는 다음의 라플라스

영역 파동 방정식을 풀어 얻을 수 있다.

. (2)

위 식에서 v는 P파 속도, 는 라플라시안, f는 송신원을 의

미한다. 위 식은 유한 차분법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행렬 방정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Marfurt, 1984).

Sui = fi. (3)

위 식에서 S는 임피던스 행렬이다. 식 (1)의 목적함수의 k번

째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경사 방향은 다음과 같다.

. (4)

위 식에서 파동장의 k번째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편미분값은

식 (3)을 편미분하여 얻을 수 있고(Shin et al., 2007),

, (5)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가상 송신원벡터를 정의할 수 있다.

. (6)

유한 차분법에서 임피던스 행렬을 vk로 편미분한 행렬은 k행

k열에서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 위치에서의 성분은 0이 된다.

따라서 가상 송신원벡터는 k번째 성분만 0이 아닌 값을 가지

는 벡터가 된다. 이때 0이 아닌 성분의 값은 식 (2), (3), (6)으

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7)

위 식에서 Skk는 임피던스 행렬의 k번째 대각 성분이다. 식 (6)

을 식 (4)에 대입하면 목적함수의 경사 방향은

(8)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위 식에서 ri는 수신기 위치에서만 0

이 아닌 값을 가지는 잔차 벡터로, 0이 아닌 원소는 다음과

같다.

. (9)

E s  = 
1

2
---  

i

N
src

  

j

N
rcv

 ln
uij

dij

------ 
 

2

s
2

v x 2
----------- 2

– 
 u s; x  = f s; x 

2

E s 
vk

------------- =  
i

N
src

  

j

N
rcv


1

uij

-----
uij

vk

-------- ln
uij

dij

-----

S

vk

-------ui + S
ui

vk

------- = 0

ui

vk

------- = S
1– S

vk

-------ui– 
  = S

1–
f ik

V

fik,k
V

 = 
Skk

vk

---------– uik = 
s
2

vk

3
----uik

E s 
vk

------------- =  
i

N
src

 f ik

V 
T

S
1– 

T
ri

rij = 
1

uij

-----ln
uij

dij

-----



로그 목적함수의 유사 헤시안을 이용한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과 레벤버그-마쿼트 알고리듬 197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이 위의 경사 방향을 유사 헤시안을 이용해 정규화한 후 속

도를 갱신한다(Shin and Cha, 2008).

. (10)

위 식에서 n은 반복 횟수, 는 업데이트 길이, w는 각각의 라

플라스 감쇄 계수로부터의 기여도를 조절하기 위한 가중계수

(Ha et al., 2009), 는 유사 헤시안의 k번째 대각 성분, 는

0 또는 매우 작은 값으로 나눠주는 것을 막기 위한 레벤버그-

마쿼트 방법의 감쇄 상수이다(Levenberg, 1944; Marquardt,

1963). 의 크기가 커지면 위 방법은 경사 하강법과 가까워지

게 된다. 라플라스 영역 완전 파형 역산을 위한 적절한 레벤버

그-마쿼트 감쇄 상수의 크기로는 모든 송신원에 대해 유사 헤

시안의 대각 성분을 더한 후 대각 성분의 절대값의 최대값에

c = 1.0 × 106을 곱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었다(Ha et al.,

2012a).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11)

유사 헤시안의 대각 성분의 절대값의 최대값에 곱하는 상수를

레벤버그-마쿼트 승수라 할 때, 레벤버그-마쿼트 승수가 0인

경우는 레벤버그-마쿼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된다.

유사 헤시안 성분 분석

뉴턴법을 이용한 최적화를 위해서는 헤시안을 사용하게 된

다. 로그 목적함수의 헤시안은 목적함수를 k번째 모델 파라미

터와 l번째 모델 파라미터로 두 번 편미분해서 얻을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많은 계산량으로 인해 파형 역산에서 뉴턴법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다(Pratt et al., 1998). 대신 가우스-뉴턴

법에서 사용하는 근사 헤시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hin and Min, 2006).

. (12)

근사 헤시안을 한 번 더 근사시키는 유사 헤시안은 위 식에 식

(6)을 대입하고 로 근사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Shin et al., 2001).

. (13)

위 식에서 Di는 대각 행렬로, k번째 성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Ha et al., 2012b).

. (14)

유사 헤시안의 k번째 대각 성분은 식 (13)에 식 (7)의 가상 송

신원 벡터를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 (15)

위 식에서 라플라스 감쇄 계수 s는 양의 상수이고, vk는 P파

속도이므로 일반적으로 유사 헤시안의 대각 성분이 0이 되거

나 0에 가까워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로그 목적함수의 유사 헤시안을 사용할 경우 식 (10)에 사

용한 레벤버그-마쿼트 방법은 불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식 (10)

에 식 15를 대입하고 레벤버그-마쿼트 승수 c = 0을 사용하면

(16)

이 된다. 위 식에서 은 전체 역산 영역 내에서 동

일한 상수이므로 결국 유사 헤시안을 사용하는 것은 속도를

이용해 경사 방향을 정규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

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속도가 높아지므로 경사 방향에 속도의

거듭제곱 형태의 값을 곱하면 신호가 작아지는 하부의 경사

방향에 가중치를 크게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속도

의 6제곱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 갱신 과정에서 속도가 높은

부분만 많이 갱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레벤버그

-마쿼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승수가 작다면 동일하게 해당되

는 문제인데, 최대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참고로, 로그 목적함수가 아니라 일반적인 l2-노옴 목적함수

의 경우 유사 헤시안의 k번째 대각 성분에 다음과 같이 파동

장이 곱해지게 된다.

. (17)

파동장은 0 또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질 수 있으므로 l2-노옴 목

적함수의 유사 헤시안을 사용할 경우 레벤버그-마쿼트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로그 목적함수에 l2-노옴 목적함수의 유

사 헤시안을 이용해 역산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로그 목적함수의 유사 헤시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다(Ha et al., 2012b). 이어지는 수치 예제

에서는 식 (10)에서 로그 목적함수의 유사 헤시안 사용시 레벤

버그-마쿼트 승수를 변화시켜가며 역산을 수행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치 예제

레벤버그-마쿼트 승수에 따른 역산 결과 비교를 위해 S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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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E 암염돔 모델(Aminzadeh et al., 1994)로부터 인공합성

자료를 생성하였다(Fig. 1). 총 155개의 송신원을 100 m 간격

으로 발파하고 20 m 간격의 지표 수신기에서 기록하였다. 신

호는 1 ms 간격으로 총 10초간 기록하였다. 이후 시간 영역

탄성파 기록을 라플라스 변환하여 라플라스 영역 역산에 사용

하였다. 역산에 사용한 라플라스 상수는 2부터 12 s1 까지 2

s1 간격으로 총 6개를 사용하였다. Fig. 2에 관측 자료 생성에

사용한 속도 모델과 역산에 사용한 초기 모델을 보였다. 초기

모델은 깊이에 따라 속도가 1.5 km/s에서 3.0 km/s까지 선형

적으로 변하는 모델을 사용하였다.

동일한 조건으로 레벤버그-마쿼트 승수만 1.0 × 101,

1.0 × 106, 0.0으로 달리하여 역산을 수행하였다. 레벤버그-마

쿼트 승수가 1.0 × 101인 경우는 비교적 큰 값을 사용한 경우

로, 경사 하강법에 가까운 역산이 된다. 1.0 × 106은 기존 연

구에서 제시된 값을 사용한 경우(Ha et al., 2012a), 0.0은 레

벤버그-마쿼트 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총 300번의 반

복 후 얻은 역산 결과는 Fig. 3과 같다. 모두 장파장 암염돔 속

도모델을 잘 찾아낸 것을 볼 수 있다. 레벤버그-마쿼트 승수가

1.0 × 106인 경우와 0.0인 경우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다.

1.0 × 106이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유사 헤시안의 대각 성

Fig. 1. A shot gather from the synthetic data.

Fig. 2. (a) The SEG/EAGE salt velocity model and (b) the initial

velocity model for Laplace-domain inversions.

Fig. 3. Inversion results obtained after 300 iterations using the

Levenberg-Marquardt multiplier of (a) 1.e-1, (b) 1.e-6, and (c) 0.

Fig. 4. Error histories using different Levenberg-Marquardt

multi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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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4의 목적함수

수렴 곡선에서 큰 승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역산이 충분히 수

렴하지 못하고 진동하는 결과를 보이지만 작은 승수를 사용한

경우와 승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작은 값으로

수렴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역산 예제에서는 멕시코만 현장 자료를 이용하였다

(Fig. 5). 이 자료는 총 399개의 공통송신원 모음이 존재하는

스트리머 자료로, 송신원 간격은 50 m, 수신기 간격은 25 m

이다. 4 ms 간격으로 총 12초간 신호가 기록되어 있다. 역산

을 위해 초동 신호 앞의 잡음을 제거한 후 2부터 12 s1까지

2 s1 간격으로 총 6개의 라플라스 상수를 사용하여 라플라스

변환을 수행하였다. Fig. 6a에 역산에 사용한 초기 속도모델을

제시하였다. 초기 모델은 깊이에 따라 속도가 1.5 km/s에서

3.0 km/s까지 선형적으로 변하는 모델을 사용하였고, 역산 시

물층 속도는 1.5 km/s로 고정하였다.

앞의 예제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레벤버그-마쿼트 승수만

달리하여 역산을 수행하였다. 인공합성 예제에서 얻은 결과처

럼 레벤버그-마쿼트 승수로 1.0 × 101을 사용한 경우 상대적으

로 결과가 안 좋았다(Fig. 6b). 해저면에 이상 고속도층이 존재

하고 암염돔 상부 형상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반

면에, 1.0 × 106과 0.0을 승수로 사용한 경우의 결과는 차이가

없었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확인한 암염돔 구조를 잘 찾았다

(Shin and Cha, 2009; Ha et al., 2012a). 목적함수 수렴 곡선

을 보면, 본 예제에서 사용한 승수 값에 상관없이 최종 수렴

값은 유사하지만, 1.0 × 101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1.0 × 106

과 0.0을 사용한 경우 좀 더 안정적으로 수렴해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해의 비유일성이라는 역산의 특성상 목적함수가

작은 값에 수렴했다고 역산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님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5. A shot gather from a Gulf of Mexico field dataset.

Fig. 6. (a) The initial velocity model and inversion results obtained

after 400 iterations using the Levenberg-Marquardt multiplier of (b)

1.e-1, (c) 1.e-6, and (d) 0.

Fig. 7. Error histories using different Levenberg-Marquardt multi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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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을 위해 로그 목적

함수와 유사 헤시안을 사용할 경우 레벤버그-마쿼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보였다. 로그 목적함수의 유사 헤시안의

대각 성분은 라플라스 감쇄 계수와 P파 속도로 구성되고 따라

서 0이나 0에 가까운 값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레벤버그

-마쿼트 감쇄 상수 없이 목적함수의 경사 방향을 유사 헤시안

의 대각 성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라플라스 영

역 파형 역산의 로그 목적함수를 다루었지만, 앞의 유도 과정

은 주파수 영역 파형 역산의 로그 목적함수에도 적용 가능하

다. 음향파 속도는 0이 되는 경우가 없으나 S파를 이용할 경

우 유체에서 S파 속도가 0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레벤버그-마쿼트 방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

로 해상 탐사에서 물층 속도는 갱신하지 않으므로 물층을 제

외하고 역산을 수행한다면 역시 레벤버그-마쿼트 방법을 생략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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