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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3D seismic imaging techniques have been highlighted 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demands on the discovery of new oil fields as well as the site characterization and CO2 monitoring in
carbon capture and storage. Because 3D seismic data can be distorted by various types of seismic
anisotropy, a 3D anisotropic seismic imaging technique is required. In this study, we explain the
geological reasons for seismic anisotropy and the influence of seismic anisotropy on 3D seismic data.
Then, we introduce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in anisotropic seismic imaging depending on seismic
modeling, full-waveform inversion, and reverse-time migration. Finally, we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trends in Korean 3D anisotropic seismic imag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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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3차원 탄성파 영상화 기술이 신규 유전 개발과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 탐사 및 모니터링에 대
한 국제 사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큰 주목을 받고 있다.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는 다양한 형태
의 탄성파 이방성에 의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이
요구된다. 본 총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탄성파 이방성의 원인과 탐사 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하고, 모델링, 완전파형역산,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을 중심으로 이방성 영상화 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
한다. 마지막으로 3차원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의 국내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한다.

주요어 : 탄성파 이방성, 3차원 탄성파 탐사, 3차원 탄성파 영상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자
원개발 분야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지만, 탄소가 배출되는 그레이 수

소 방식보다는 수소 생산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이산화
탄소 지중저장 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로
처리하는 블루 수소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50 탄소중
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완전히
탈피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기

Copyright ⓒ 2022,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241

3차원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 동향

적으로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기존에 2차원 탐사로 발견하지 못했던 복잡한 3
차원 지질구조를 가지는 지역에 대한 정밀 3차원 탄성파 탐
사를 통해 신규 유전을 발견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이 원활
히 이루어지도록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에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B안(LNG 일부 잔존 가정)에 따르면, 에너지 전
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CCS 기술로 연간 6,000만 톤의 이
산화탄소를 CCS 기술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 중 3,000만 톤
은 국내 저장소에서 나머지 3,000만 톤은 해외 저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 11월 3일에 열린 ‘한
국 CO2 저장소 유망구조 및 저장용량 종합평가 심포지엄’
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 CCS 유망 저
장소는 7.3억 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간 2,43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30년 간 저장할 수 있는 양이다. 따라서 신규
저장소 확보 및 유망 저장소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3
차원 탄성파 탐사 기술과 3차원 탄성파 영상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해가스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 퇴적분지에 본
격적인 이산화탄소 주입이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노르웨
이 슬라이프너(Sleipner) 프로젝트의 사례처럼 신뢰성 있
는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4차원
탄성파 모니터링은 반복적인 3차원 탄성파 영상화를 통해
주입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하 물성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
으로, 국내 CCS 기술의 국제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3차원 탄성파 영상화 기술의 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의 영상화는 오랜 시간과
방대한 계산자원이 요구되는 물리탐사 분야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지구는 이방성 매질이므로 탐사 지
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이방성이 나타나 탐사 자료가 왜
곡될 수 있다. 이미 3차원 탄성파 영상화에서 등방성 영상
화 기술의 한계는 충분히 인식되어 왔으며, 대형 석유기업
과 해외 대학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방성 영상화 기
술 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다. Shin et al.(2021)이 물리탐사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 연구주제
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성파 탐사 분야에서 역산
(inversion), 이방성(anisotropy), 영상화(imaging), 모델링
(modeling)의 키워드가 최상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분야가 현재 물리탐사 학계의 큰 주
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 이
방성 탄성파 영상화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정 연구
그룹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본 총설에서는 3차원 이
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의 국내외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3차원 탄성파 탐

사자료 획득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탄성파 이방성의 원
인을 설명하고, 이방성 변수가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에 미
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
발 사례를 모델링, 완전파형역산,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국내 기술 개발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을 논의할 것이다.

탄성파 이방성의 원인과 영향
탄성파 이방성의 원인
탄성파 이방성이란 균질한 매질 내에서 방향에 따라 탄
성파의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탄성파 탐사 자
료처리를 통한 영상화가 정확하게 수행되려면 탄성파의 도
달 시간이 정확하게 예측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파 방향에
따라 탄성파의 속도를 복잡하게 변화시키는 탄성파 이방성
은 때때로 지하 영상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탄성파
이방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탐사 자료 처리 시, 이방성에 의
해 심하게 왜곡된 부분을 배제하거나 이방성을 구현한 영
상화 기법을 이용하여 이방성에 의한 영향을 적절하게 고
려해주어야 한다. 자료처리 과정에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탄성파 이방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고, 해당 지
역에서 이러한 이방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
는 것이 중요하다.
탄성파 이방성은 지구의 지각, 맨틀, 내핵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Babuska and Cara, 1991).
하지만 본 총설에서는 퇴적분지 내의 수 km 깊이의 지질구
조를 규명하기 위한 탄성파 탐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방
성만 다룰 것이다. 퇴적분지에서 탄성파의 이방성을 유발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은 수평적으로 퇴적된 셰일과
같이 암석이 가지는 고유의 이방성, 수직 분해능보다 작은
규모에서 지층이 수평적으로 얇게 교호할 때 발생하는 겉
보기 이방성, 수평 분해능보다 작은 규모에서 균열망이 수
직으로 나란히 발달할 때 발생하는 이방성이 있다(Oh,
2020). 처음 두 가지 원인은 지층에 수직인 대칭축을 기준
으로, 탄성파의 수평방향과 수직 방향의 속도 차이를 유발
하기 때문에 횡등방성(Vertically Transverse Isotropy,
VTI) 매질의 대표적인 형태이며, 마지막 원인은 균열망에
수직인 대칭축을 기준으로 균열에 평행한 방향과 수직인 방
향의 속도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종등방성(Horizontally
Transverse Isotropy, HTI) 매질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
두가지 형태의 이방성이 결합된 보다 복잡한 이방성 매질을
사방정계 형태의 이방성 매질(Orthorhombic anisotropy,
ORT)이라고 한다(Fig. 1). ORT 매질에서는 세 개의 축(,
, )을 따라 P파 속도가, 이를 가로지르는 세 개의 면(, ,
)을 따라 S파 속도가 달라진다.
제5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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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세 가지 이방성 매질은 실제 퇴적분지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방성을 단순화시킨 모델이다. 암염돔이
나 과거의 지구조적 변동으로 인한 습곡이 존재하여 지층
의 경사에 변화가 생기거나 퇴적 과정에서 경사층이 형성
될 경우, Fig. 2와 같이 이방성의 대칭축은 지역적으로 회전
될 수 있다(Tilted Transverse Isotropy, TTI). 따라서 이러
한 복잡한 지질구조를 가지는 이방성 지역에서 탄성파 탐
사를 할 경우, 지역적으로는 TT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수직으로 발달된 균열망이 탐사 측선에 대해 완전히 평
행하거나 수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HTI나 ORT
매질은 탐사 측선에 대해 방위각 방향으로 회전되어 있다.
따라서 방위각 방향으로의 회전(z축 중심),  면상에서의
회전(축 중심),  면상에서의 회전(x축 중심)이 모두 결합
된 T-ORT(Tilted Orthorhombic anisotropy) 매질이 존재
할 수 있다.
하지만 T-ORT 매질은 여전히 서로 직교하는 세 개의 축
을 따라 탄성파의 속도가 정의될 수 있는 단순화된 형태이
다. 예를 들어 두 그룹의 균열망이 서로 직교하지 않는 방향

으로 발달될 경우,  면상에서 두 대칭축이 서로 수직하지 않
는(Fig. 2) 단사정계 형태의 이방성(Monoclinic anisotropy)
이 나타날 수 있다(Far et al., 2013). 또한 지층이 경사져서
TTI 매질이 형성된 이후, 지구조적 장력에 의해 수직으로
균열망이 발달한다면 ,  면상에서도 각각 단사정계 형
태의 이방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효과들이 결
합된다면 모든 대칭축이 서로 직교하지 않는 가장 복잡한
형태의 이방성 매질인 삼사정계 형태의 이방성 매질
(Triclinic anisotropy)이 형성될 수 있다.
이방성 변수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한 탄성파 이방성의 영향을 가늠하
기 위해서는 이방성의크기를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에서는 Thomsen(1986)이 제안한 이
방성 변수(, , )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
하여 먼저 탄성파동방정식을 살펴보면, 삼사정계 형태의
이방성 매질에 대한 3차원 탄성파동방정식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응력-변형률 관계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ig. 1. Vertical resolution (related to blue lines) and horizontal resolution (related to red circles) of seismic waves causing seismic
anisotropy in VTI, HTI, and orthorhombic models (Ikelle and Amundsen, 2005; Oh, 2020).

Fig. 2. Comparison of TTI, T-ORT, and monoclinic media (Modified from Li et al., 2012).

한국자원공학회지

243

3차원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 동향
  
     
       






(1)

이 때,   는 회전되지 않은 사방정계 형태의 이방성 매
질에 대한 탄성계수 행렬이며, 행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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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축,  축,  축 중심에 대해 각각 ,  , 만큼 회전 변환을
해주는 Bond 변환 행렬이다(Auld, 1973; Ivanov and
Stovas, 2016). 탄성 ORT 매질에 대한 탄성계수 행렬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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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 τ  , τ , τ , τ , τ  , τ  )은 각각  ,  ,  방향의 수
직응력과  ,  ,  단면상에서의 전단응력을 의미하며,
(  ,  ,  )는 각각  ,  ,  방향에 따른 입자의 변위이다.

보다 근사된 이방성인  면상에서의 단사정계 형태의 이
방성 매질에 대한 탄성 계수 행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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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정계 또는 단사정계 형태의 이방성은 매우 복잡한
파동 전파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료 처리 과정에서는 거
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서로 직교하는 세 방향으로
의 이방성을 갖는 ORT 매질이 회전된 형태인 T-ORT 매질
로 근사하면, 식 (4)의 탄성계수 행렬은  축,  축, z축 중심
에 대한 회전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6)

       

(7)

       

(8)



ORT 매질에서 각 탄성계수는 Thomsen의 이방성 변수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Tsvankin, 1997;
O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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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는 각 방향에 따른 체적력 송신원이다. 는 밀도
 는 탄성계수로 매질의 탄성 이방성을 결정한다.
이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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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와  는 각각 z축 방향으로 전파하는 수직 P파
속도와  면상에서  축 방향으로 입자 운동하며  축 방향
으로 전파하는 수직 S파 속도를 의미한다.  과  는 각각
 면과  면상에서의 SH파의 전파 방향에 따른 속도 변화
를 결정한다. 탄성 ORT 매질에서의 SV파와 SH파의 전파
거동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탄성파 영상화
연구에서는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아서 본 논문에서는 이
를 자세히 다루는 것을 생략할 것이다.
T-ORT 매질은 세 축이 직교한 ORT 매질이 방향에 따라
단순히 회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ORT 매질에서의 각 방향
에 따른 탄성파 속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ORT 매질
에서  축 방향으로 전파하는 수직 P파 속도와  축,  축 방
향으로 전파하는 수평 P파 속도의 비는 각각  과  에 의해

정의된다.  과  은 각각  와  면상에서의 입사각도에
따른 P파 속도의 변화를 결정하며,  는 방위각에 따른 P파
속도의 변화를 결정한다. ORT 매질에서 입사각(  )과 방위
각(  )에 따른 P파의 위상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svankin, 1997).
        sin  cos    sin  

(19)

    sin    cos      sin  cos 

(20)

    sin    cos 

(21)

탄성 VTI 매질과 y방향으로 평행한 균열망을 가진 HTI
매질에 대한 탄성계수 행렬은 각각 식 (22)와 (23)과 같으
며, 최종적으로 모든 방향으로 탄성파 속도가 같은 등방성
(Isotropic, ISO) 탄성 매질과 등방성 음향 매질에서는 각각
식 (24)와 식 (25)와 같이 표현된다.
 
       
  

   


   


 




   


   


    


(22)




   


     
   

  
   
  

  






  


   
 

(23)





한국자원공학회지





 
         
  

     







  







(24)
  







  



   



     
     

        
   
   
      



(25)

VTI 매질에서는    ,    ,    이기 때문에 식
(19)와 식 (20)이 각각     과     이 되어 모든
방위각에 따른 P파의 거동이 같아, 2차원 탐사에서 측선의
방향에 무관하게 항상 횡등방성이 나타난다. 또한   
인 경우, P파의 파면이 완전한 타원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를 타원형 이방성(elliptical anisotropy)이라고 한다. 하지
만 HTI 매질에서 2차원 탐사를 수행할 경우, 측선이 균열망
에 평행할 경우에는 등방성처럼, 균열망에 수직일 경우에
는 횡등방성처럼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식 (23)을 각각 yz, xz
단면에서의 2차원으로 근사하면 이해하기 쉽다.
탄성파 이방성의 영향
삼사정계 형태의 이방성 매질은 퇴적분지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형태의 이방성 매질로 퇴적분지의 이방
성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지만, 탄성파 영상화 과정
에서 이를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대부분의 경
우 이러한 복잡한 이방성을 고려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따
라서 탐사 지역에 복잡하고 강한 이방성이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실제로 획득된 탐사 자료가 이러한 이방성에 의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성파 탐사에서 이방성의 영향은 각 이방성 변수의 방
사패턴을 추정함으로써 분석될 수 있다(Operto et al.,
2013; Oh and Alkhalifah, 2016a; Oh and Alkhalifah, 2016b;
He and Plessix, 2017). 이방성 변수의 방사패턴은 이방성
변수 추정을 위한 다변수 완전파형역산(multi-parameter
full-waveform inversion)을 목적으로 10여년 전부터 활발
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이방성
완전파형역산 기술 동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He and
Plessix(2017)은 이방성 변수의 방사패턴을 회절패턴
(diffraction radiation pattern), 반사패턴(reflection radiation
pattern), 투과패턴(transmission radiation pattern)으로 구
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류 기준은 탐사 특성에 맞
게 이방성 변수의 영향을 예측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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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탄성 ORT 매질에서의 이방성 변수의 반사각에
따른 반사패턴을 보여준다(Oh and Alkhalifah, 2019). 예
를 들어, 반사각 0°는 수직 반사파에 대한 영향을, 반사각
180°는 다이빙파와 같은 굴절파에 대한 영향을 의미한다.
이방성 변수의 반사패턴은 식 (19) – (21)의 ORT 매질에서
의 P파의 위상속도 식과 연관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P파
의 위상속도 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  는 각각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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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의 반사패턴은 방위각 방향으로
의 변수(

의 위상 변화가 특징적이다. 하지만 각도에 따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해석적인 반사패턴으로는 이를 완벽하

방향(방위각 0°)과  축 방향(방위각 90°)으로의 입사각이
클수록(수평 전파) P파의 위상속도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
서 Fig. 3에서  과  는 각각 방위각 0°와 90° 방향에서 반
사각이 커질수록 그 영향이 커지게 된다. 반면에  과  는
45° 방향으로 입사하는 P파의 위상속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각 방위각 0°와 90° 방향을 따라 90°의 각도로 반
사되는 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는 식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위각 45°에서 가장 영향이 크며, 식
(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사각이 클수록 영향이 크기
때문에 Fig. 3과 같은 반사패턴을 가지게 된다.
T-ORT 매질에서는 방위각 방향으로 이방성 축이 회전
될 경우, 단순히 반사패턴이 회전되기 때문에 ORT 매질에
대한 반사패턴 분석이 유효하지만, 경사 방향으로 이방성
축이 회전될 경우 수평층에 대한 근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서 더욱 복잡해진다. 단사정계 형태의 이방성 변수의
반사패턴은 보다 복잡하며(Fig. 4), 식 (5)에서 추가된 4개

Fig. 3. P-P and P-SV reflection radiation patterns of elastic
orthorhombic parameters (modified from Oh and Alkhalifah,
2019). The angles outside circles indicate the reflection angle
(or the opening angle) satisfying the Snell’s law from a
horizontal reflector.

Fig. 4. P-P and P-SV reflection radiation patterns of monoclinic parameters specified in Eq. (5) (Oh and Alkhalifah, 2018a). Top
circles indicate the theoretical radiation patterns assuming a horizontal reflector, and bottom snapshots indicate the numerical
radiation patterns in the xy plane at the upper boundary of the horizontal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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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의 이론적인 반사패
게 구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턴이 유사하여 두 변수가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
 는 위상 변화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방성 축이 회
이나, 

전된 복잡한 이방성 매질에서는 수치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반사패턴 분석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회전되지 않
은 이방성 매질에서는 이방성 변수의 반사패턴에 대한 해
석적인 분석만으로도 이방성 변수가 어떤 반사각도의 신호
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다.
이방성이 실제 탄성파 탐사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방위각 방향에 따른 오프셋 대 깊이의 비
(offset-to-depth ratio)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
서 반사패턴 분석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이방성 변수 (  ,
 )와 (  ,  )는 각각 종방향 측선(inline)과 횡방향 측선

(crossline)에 따른 먼 오프셋 자료에,  는 중간 방위각의
먼 오프셋 자료에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탐사 대
상이 얕은 심도에 있고 그 상부에 이방성의 원인이 존재하
는 지역에서 원거리 탐사를 수행한다면, 먼 오프셋 자료는
이방성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먼 오프셋의
자료를 영상화에서 배제한다면 이방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방성을 고려한 영상화 기술을 통해 먼 오
프셋의 자료까지 영상화에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자료를
중합(stack)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 신호 대 잡음비를 향
상시킬 수 있다. 반면에 이방성 층이 깊은 심도에 있고, 오
프셋이 충분히 짧게 설정되었다면 기존의 등방성 영상화

기술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탐사지역의 지질학적 연구를
통한 이방성의 존재 가능성과 탐사 배열 분석을 통한 이방
성의 왜곡 가능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이방성 모델을 도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를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는 방대한 계산
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어진 계산환경을 고려하여 최선의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을 선정한 뒤, 고려할 수 없는 방
위각/오프셋 자료는 영상화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방성 탄성파 모델링 기술 연구 동향
이방성 탄성파 모델링 기술은 이방성 매질에서의 탄성파
의 거동을 이해하고, 실제 탄성파 탐사자료의 이방성 특성
을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수치모델링을 기반으
로 한 영상화 기술인 완전파형역산과 역시간 구조보정 연
구에서는 이방성을 고려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링 알고리
듬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Fig. 5는 식 (8), 식 (9), 식
(22), 식 (24), 식 (25)와 같이 탄성계수 행렬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이방성 매질에서의 탄성파 전파 양상을 보여준다.
보다 정확한 이방성 매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
은 이방성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 정
확한 이방성 모델을 가정할수록 더 많은 계산량이 요구된
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방성 탄성파 모델링 기술
의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 5. Snapshot examples of wave propagations in different anisotropic media. Note that we require more parameters to simulate
a more accurate anisotrop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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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성 탄성파동방정식
식 (1) – (4)로 표현되는 탄성파동방정식의 해는 다양한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탄성계수 행
렬의 근사도에 따라 다양한 이방성을 구현할 수 있다. 3차
원 탄성파동방정식의 모델링 연구는 엇격자 유한차분법을
기반으로 초기에는 등방성을 가정하여 수행되었다(Randall,
1988; Graves, 1996). 3차원 이방성 매질을 고려한 연구로
는 Carcione et al.(1992)가 TI 매질과 T-ORT 매질에 대한
탄성파 모델링, Igel et al.(1995)가 삼사정계 형태의 이방성
매질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Bansal and Sen
(2008)은 회전된 엇격자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단사정계
형태의 이방성 매질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3차원 탄성파동방정식 모델링은 방대한 계산량이 요구
되는 문제로, 대규모 3차원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에 적용되
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
라서 고성능 컴퓨팅 기반의 병렬화가 필수적이며, 클러스
터 환경에서 MPI(Message Passing Interface)를 이용한 영
역분할법과 같은 기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Bohlen, 2002).
Weiss and Shragge(2013)은 영역분할법 기반의 GPU
(Graphics Processing Unit)를 이용한 3차원 이방성 파동방
정식의 병렬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S파 속도가
매우 느린 매질에서는 공간 격자를 더 작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치모델링에 필요한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큰 공간 격자를 사용하
면서 발생하는 수치분산을 제거하기 위한 플럭스 보정기법
(Flux-Corrected Transport, FCT)을 적용할 수 있으나(Fei
and Larner, 1995; Wang et al., 2014; Oh et al., 2022), 진폭
과 분해능 손실이 발생하니 탄성파 영상화에 적용 시 주의
가 필요하다.
이방성 음향파동방정식
3차원 해양탐사자료와 같이 P파만을 이용한 탄성파 영
상화 과정에서 이방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탄성매질을 가정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방성 매질에서의 P
파만을 구현하기 위한 이방성 음향파동방정식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왔다. P파의 이방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Alkhalifah
(2000)은 유사미분연산자를 이용하여 VTI 매질에 대한 유
사음향파동방정식(pseudo-acoustic wave equation)을 다
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26)

이 때, P는 P파의 압력파동장이고,           
 이며,  는 다음과 같다.








 
   

    





 



(27)

위 식은 공간 4차 미분항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Duveneck et al.(2008)은 식 (22)의 VTI 매질에 탄성계수
행렬에   ,    을 대입하여, P파만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인 비타원형(anelliptical) 횡등방성의 경우, 송
신원 주변에서 S파 잡음이 발생하는데(Grechka et al.,
2004), Duveneck et al.(2008)은 송신원 주변에 얇은 타원
형 이방성 층을 할당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Xu and Zhou(2014)는 Alkhalifah(2000)식의 공간 4차
미분항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파수-파수 영역에서 미분연
산자를 재정렬하고, 다시 시간-공간 영역으로 역푸리에변환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순수음향파동방정식(pure acoustic
wave equation)을 유도하였다.
 
 ∇∙ ∇  



(28)

이 때,



                   




(29)
 ∇
이며, 위상 방향 벡터(phase direction vector)는 
∇ 로 근사되어, 매시간 간격에서의 파동장 p에 의해 계
산될 수 있다. 식 (28)의 순수음향파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등방성 파동방정식과 이방성 보정항으로 분리될 수 있다.
 
  ∇    ∇∙∆∇



∆  


(30)


              
(31)

Xu et al.(2015)는 위의 식을 파면이 구형인 등방성 성분
과 이방성의 효과가 분리되었다는 의미에서 구형분리 기반
의(spherical decomposition) 음향파동방정식이라 정의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타원형분리 기반의
(elliptical decomposition) 음향파동방정식을 제안하였다.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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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구형분리 기반의 음향파동방정식과 달리 식 (32)는 타원
형 이방성 성분과 ∆ 로 정의되는 비타원형 보정항이 분
리되어 있는 형태로, 배경모델의  과 값에 따라 횡등방성
과 타원형 이방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탄성파 영상화
에서 편의성이 높다. 또한 이방성이 강한 매질에서는 특히
수평방향에서 등방성 파면과 이방성 파면의 오차가 타원형
파면과 비타원형 파면의 오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정
확한 근사치를 제공할 수 있다(Xu et al., 2015).
Xu et al.(2015)가 제안한 타원형분리 기반의 순수음향
파동방정식은 음향 ORT 매질로 쉽게 확장될 수 있으며(Xu
and Zhou, 2014), TTI나 T-ORT와 같이 회전된 이방성 매
질에 대해서도 확장될 수 있다(Zhang et al., 2011). 이외에
도 low-rank 근사법(Song and Alkhalifah, 2013; Zhang et
al., 2019) 등이 개발되었지만, 공간 푸리에 변환이 요구되
기 때문에 영역분할법 기반의 대규모 3차원 탄성파 영상화
에서는 부적합하다. 3차원 이방성 탄성파동방정식과 달리
이방성 음향파동방정식은 요구 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파수영역 모델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Operto et al.,
2009; Operto et al., 2014), 적은 수의 주파수 자료만으로도
가능한 3차원 이방성 완전파형역산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방성 완전파형역산 기술 연구 동향
이방성 구조보정을 통한 지층 영상화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이방성 변수를 추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P
파 속도 추정을 위한 등방성 음향 완전파형역산을 확장하
여 이방성 모델링을 기반으로 이방성 변수까지 역산으로
추정하는 다변수 완전파형역산(multi-parameter full waveform inversion)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변수 완전파형역산에서는 이방성 변수를 어떻게 변수화
하느냐에 따라서 각 변수 별 방사패턴이 달라지고, 이에 따
라 역산 민감도가 변하기 때문에 최적의 변수화 방법을 찾
기 위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Operto et al., 2013).
다변수 완전파형역산의 기본 원리
다변수 완전파형역산의 기본 원리는 P파 속도 추정을 위
한 기존의 등방성 음향 완전파형역산(Virieux and Operto,
2009)과 같으나, 모델의 물성 변화 추정치인 그래디언트
(gradient) 벡터가 모델 변수의 수만큼 커지게 된다. 추정할
모델 변수의 종류를  , 모델 내 격자점의 수를  이라고 하
면  ×만큼의 그래디언트를 추정해야 한다. 번째 격자

한국자원공학회지

점에 위치한  변수(  )의 그래디언트( ∇  )는 각 관측
자료(  )와 모델링 자료(  )의 차이로 정의되는 잔차
(residual, ∆     )와 해당 변수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
는 편미분파동장(partial derivative wavefields)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  

 

∆
 









(34)

이 때,  와  은 송신원과 수신기를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지하의 물성 모델 벡터( )는 수렴할 때까지 다음 수식에 의
해 반복적으로 갱신된다.
       ∇

(35)

이 때,  는 초기 물성 모델 벡터,  와  는 갱신 크기
(steplength)와 헤시안(Hessian)을 의미한다.
하나의 물성 변수를 추정하는 등방성 음향 완전파형역
산과 비교하면, 다변수 완전파형역산은 동일한 탐사자료
로부터 여러 물성 변수를 추출해야 하므로 더 복잡한 문제
이다. 따라서 각 변수간 방사패턴을 분석하여 변수 간 트레
이드오프가 적고 모델 갱신에 유리한 변수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다변수 완전파형역산
은 식 (36)으로 표현되는 밀도까지 고려한 음향파동방정식
을 이용하여, 속도와 밀도( ) 두 가지 정보를 추정하는 것이
다(Operto et al., 2013).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다변수 완전
파형역산에서 변수화 방법 선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
를 더 복잡한 형태의 이방성 다변수 완전파형역산으로 확
장할 것이다.



 

  
  
  
 

 
 


  
 



(36)

위의 밀도를 고려한 음향파동방정식을 P파 속도와 P파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변수화 될 수 있다.



 

  
  
  
    

  
  
  




(37)

식 (36)과 (37)의 해는 같지만, 변수화 방법을 바꿈에 따
라 각 변수의 방사패턴이 변화하고 수신기에 기록된 자료
에 대한 역산 민감도가 달라지게 된다(Fig. 6). 이는 Fig. 7
의 각 변수화 방법에 따른 역산 변수의 방사패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식 (36)과 같이 속도-밀도로 변수화한 경우, P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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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등방적인 방사패턴을 가지므로 P파 속도의 변화는
표면에 위치한 모든 수신기에 민감하고, 이는 모든 수신기
의 자료가 P파 속도를 역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 밀도는 송신원 방향으로 후방 산란(back
scattering)되는 방사패턴을 가지는데 이는 송신원 주변의
오프셋이 작은 자료가 밀도를 역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속도-밀도 변수화 방법은 모든 자료
를 이용하기 때문에, P파 속도를 추정하기 용이하지만 밀도
는 반사각이 작은 자료 위주로 역산이 되어 단파장의 모델
이 추정된다(Fig. 6d의 수식 참고). 또한 두 변수의 방사패
턴이 작은 열림 각도(opening angle)에서 완전히 겹치는데,
이는 작은 오프셋 자료에서의 잔차를 이용하여 P파 속도와
밀도의 변화가 동시에 추정됨을 의미한다. 즉 두 변수 사이
에는 역산 과정에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며, 밀도 역산
은 초기 P파 속도의 오차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P파
속도의 역산은 밀도의 방사패턴과 겹치지 않는 먼 오프셋
자료까지 사용하므로 밀도 오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반면에, 식 (37)과 같은 속도-임피던스 변수화 방법을 이
용하면(Fig. 7c, 7d), 속도와 임피던스의 방사패턴이 완전
히 분리되기 때문에 속도는 큰 열림 각도(먼 오프셋), 임피
던스는 작은 열림 각도(작은 오프셋)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되게 된다. 따라서 속도와 임피던스 사이에는 트레이드오

프가 적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속도와 임피던스 모델은 비
슷한 구조를 갖지만, Fig. 6d의 수식에 따라 속도 모델은 장
파장(큰 열림 각도), 임피던스 모델은 단파장(작은 열림 각
도)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방성 완전파형역산은 밀도를 배제하더라도 어느 수준
의 이방성 모델까지 구축할 것인가에 따라 추정해야 하는
변수가 21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역산에서 고려해야 하는
독립 변수는 2차원 음향 VTI 매질에서는 3개, 2차원 탄성
VTI 매질에서는 4개, 탄성 ORT 매질에서는 9개, 3방향 모
두 회전된 탄성 T-ORT 매질에서는 12개, 삼사정계 이방성
매질에서는 21개이다. 따라서 다양한 변수화 방법이 가능
하며, 변수 간 트레이드 오프가 나타나는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적의 변수화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를 위한 기존의 연구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방성 음향 완전파형역산
이방성 음향 완전파형역산은 가장 단순한 형태인 2차원
음향 VTI 매질을 가정하여 시작되었다(Gholami et al.,
2013a; Gholami et al., 2013b). Gholami et al.(2013a)은 2
차원 음향 VTI 매질에서 가능한 6가지 변수화 방법에 대하
여, 각 변수 별 방사패턴을 분석하여 역산 민감도와 트레이
드오프를 비교하였고, Gholami et al.(2013b)은 이를 실제
합성자료와 현장자료 역산에 적용하여 역산 성능의 차이를

(a)

(b)

(c)

(d)

Fig. 6. Physical interpretation of the gradient specified in Eq. (34) for the model parameter (j) at the ith nodal point (modified from
Operto et al., 2013). (a) Partial derivative wavefields from the model parameter perturbation ( ∆  ) as a virtual source, (b) data
residuals between calculated and observed data, (c) propagation of partial derivative wavefields from the virtual source to the
receivers, and (d) expressions in the wavenumber domain with the wave speed (c) and opening an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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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이 두 연구는 어떤 변수화 방법을 사용하느냐
에 따라 역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역산을 통한 이방
성 변수 추정으로 구조보정 결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는 물리탐사 학계의 연구자들에게 큰 영감
을 준 선도적인 연구였으며, 이 후 이방성 완전파형역산 연
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Alkhalifah and Plessix(2014)는 방사패턴을 기반으로
밀도까지 고려한 2차원 음향 VTI 매질에서의 변수화 방법
을 분석하였으며, Wu and Alkhalifah(2016)와 Djebbi and
Alkhalifah(2019)는 2차원 음향 VTI 매질을 가정한 현장자
료에 대한 주파수 영역 역산을 수행하였다. Masmoudi and
Alkhalifah(2018)은 수평 속도 기반의 음향 ORT 매질에서
의 최적의 변수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Shin et al.(2019)은
압력파동장 기반의 음향 다변수 완전파형역산의 방사패턴
구현 과정에서의 오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변환된 벡터 파
동장을 이용한 2차원 음향 VTI 역산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Li and Alkhalifah(2020)은 2차원 음향 VTI 매질을 가정한
반사파 파형역산(Reflection waveform inversion, RWI)을
수행하여 다변수 완전파형역산이 가지는 각 변수 별 분해

능 차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방성 탄성 완전파형역산
탄성 완전파형역산은 등방성 가정으로도 P파 속도, S파
속도, 밀도의 3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다변수 완전파형역산
이다. Tarantola(1986)은 방사패턴을 기반으로 등방성 탄
성 완전파형역산에서의 변수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방성 탄성 완전파형역산에서의 변수화 방법 연구는
2016년부터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S파 속도와 S파와 관
련된 이방성 변수까지 존재하는 탄성 이방성 매질에서는
더 많은 변수와 P-SV파 등의 모드변환파까지 고려해야하
기 때문에 방사패턴 분석이 더 복잡하다.
Kamath and Tsvankin(2016)은 2차원 탄성 VTI 매질에
서 세 가지 P파 속도를 기반으로 한 변수화 방법을 제안하
였으며, He and Plessix(2017)는 2차원 탄성 VTI 매질에서
의 변수화 방법을 회절패턴, 반사패턴, 투과패턴에 따라 더
체계적으로 비교하였다. Pan et al.(2016)은 보다 정확한 헤
시안을 이용한 탄성 HTI 매질에서의 다변수 완전파형역산
전략을 제시하였고, Oh et al.(2020)은 탄성 TTI 매질에서

(a)

(b)

(c)

(d)

Fig. 7. Radiation patterns of the partial derivative fields from the model parameter perturbations with two different
parameterizations (modified from Operto et al., 2013). Red and yellow stars indicate the seismic sources and virtual sourc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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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성 축의 경사방향 회전각 역산을 위한 다단계 역산 전
략을 제안하였다. Oh and Alkhalifah(2016b)는 3차원 탄성
ORT 매질에서의 수평 P파 속도와 수직 S파 속도, 이방성
변수로 구성된 계층적 변수화 방법(hierarchical parameterization)을 제안하였고, 이를 확장하여 방위각 방향으로
회전된 T-ORT 매질에 대한 변수화 방법을 제안하였다(Oh
and Alkhalifah, 2018a). Podgornova et al.(2015)과 Kazei
and Alkhalifah(2018)는 특이점 분석, 분해능 행렬을 이용
하여 각각 탄성 VTI, 탄성 ORT 역산에서의 각 변수 별 분해
능 한계를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Köhn et al.(2015)은
21개 삼사정계 형태의 이방성 변수에 대한 역산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하였다. Singh and Tsvankin(2022)는 Kamath
and Tsvankin(2016)이 제안한 속도 기반의 변수화 방법을
탄성 ORT 매질로 확장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Stovas(2021)는 단사정계 형태의 이방성 매질에 대한 변수
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방성 음향 완전파형역산에 비해 이방성 탄성 완전파형
역산은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자료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적다. Owusu et al.(2016)은 VSP(Vertical
Seismic Profiling) 자료에 대해 탄성 VTI 완전파형역산을
적용하였고, Oh and Alkhalifah(2019)는 3차원 해저면 탐

사자료에 대한 탄성 ORT 완전파형역산의 성능을 검토하
였다.
이방성 음향 및 탄성 매질을 가정하여 변수화 방법에 대
한 연구가 수행되어왔고, 그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논문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적의 변수화 방법을 제안해왔다. 모든 상
황에서 항상 최고의 성능을 가진 변수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Fig. 7과 Fig. 8에서 확인한 것처럼 다변수 완전파
형역산의 변수화 방법이 달라지면, 각 변수 별 방사패턴이
달라지고 이는 해당 변수의 역산 민감도에 영향을 주기 때
문에 탐사 지역의 지질학적 특징, 탐사 자료의 기하학적 특
징(data acquisition), 각 이방성 변수 별 민감도 분석을 통하
여 상황에 맞게 최적의 변수화 방법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방성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 연구 동향
역시간 구조보정에서 모델 상의 공간(x)에서의 영상화조
건(I)은 송신원으로부터 전파한 송신원 파동장(S)과 현장
자료를 역시간으로 전파시켜 얻은 수신기 파동장(R)을 영
지연 상호상관(zero-lag cross-correlation)하여 계산할 수
있다(Zhou et al., 2018).

(a)

(b)

(c)

(d)

(e)

(f)

Fig. 8. Reflection patterns of partial derivative wavefields using six different parameterizations in acoustic VTI full-waveform
inversion (Gholami et al.,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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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방성 역시간 구조보정은 송신원 파동장과 수신기 파동
장의 전파를 위하여 이방성 모델링을 이용하는데, 이방성
이 강한 지역에서 획득한 신호의 운동학적 특성을 구현함
으로써 도달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방성 역시간 구조보정을 위한 연구는 앞서 모델링 연구
사례에서 다루었던,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이방성 모델
링 알고리듬을 개발하는 연구와도 연결된다.
이를 기반으로 이방성 음향 매질에 다양한 역시간 구조
보정 기술이 개발되고 실제 현장자료에 적용되어 왔다. 2차
원 음향 VTI 역시간 구조보정(Duveneck et al., 2008)부터
2차원 음향 TTI 역시간 구조보정(Du et al., 2007; Fletcher
et al., 2009; Huang et al., 2009; Zhang et al., 2011), 3차원
음향 TTI 역시간 구조보정(Zhang and Zhang, 2008), 3차
원 음향 ORT/T-ORT 역시간 구조보정(Zhang and Zhang,
2011)까지 다양한 이방성 매질에 대한 역시간 구조보정 기
술이 이미 개발되었으며, 앞으로의 연구는 앞서 다루었던
다변수 완전파형역산 기술을 이용하여 역시간 구조보정에
필요한 보다 정확한 이방성 배경 속도 모델을 구축하는 방
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음향 매질에서는 P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간 구조
보정의 영상화조건이 자연스럽게 PP 반사면을 의미한다.
하지만 육상 탐사자료나 해저면 탐사자료를 이용한 탄성
역시간 구조보정에서는 송신원 파동장과 수신기 파동장이
P파와 S파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식 (38)의 영상화조건
이 다양한 모드변환파의 반사 정보까지 포함하게 되어 정
량적인 구조보정이 어렵다. 따라서 이방성 탄성 역시간 구
조보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방성 모델에서 P파와 S파
를 분리하여 PP 영상화조건과 PS 영상화조건을 계산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Yan and Sava, 2009; Yan
and Sava, 2011; Wang et al., 2017; Yang et al., 2019).
역시간 구조보정은 파동방정식의 수치모델링을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다른 중합전 구조보정 방법과 비교하여 계
산량이 많고, 수치분산 문제로 3차원 역시간 구조보정에 사
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이 낮아 분해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3차원 탄성 역시간 구조보정은 S파의 수치분산
을 피하기 위해 더 작은 모델링 격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
에, 방대한 계산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3차원 탐사자료에
대한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으로의 이방성 탄성
역시간 구조보정 연구는 3차원 탄성 역시간 구조보정의 계
산량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산
자원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가장 시급한 연구주
제로 생각된다. 또한 이방성 탄성 완전파형역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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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하여 탐사지역의 보다 정확한 탄성 이방성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도 중요하다.

국내 3차원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 개발 현황
국내에서의 탄성파 탐사는 주로 2차원 탐사가 수행되어
왔다(Lee et al., 2019). 이에 따라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
술도 주로 2차원을 가정하여 발전되어 왔다. 이방성 수치
모델링 분야의 연구 사례로는 2차원 탄성 VTI 모델링에서
의 경계조건 연구(Lee et al., 2008), 2차원 탄성 TTI 모델링
에서의 경계조건 연구(Han et al., 2012), 3차원 탄성 TTI 모
델링에서의 경계조건 연구(Han et al., 2011), 3차원 탄성
ORT 모델링의 병렬화 연구(Oh, 2020) 등이 있으며, Ha
and Shin(2010)은 탄성 VTI 매질을 고려한 축소모형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방성 구조보정 분야의 연구 사례로는 2차원 음향 VTI
와 TTI 매질에서의 역시간 구조보정(Kwak et al., 2011),
GPU를 이용한 3차원 음향 TTI 매질에서의 역시간 구조보
정(Kim et al., 2013), GPU를 이용한 2차원 탄성 VTI 매질
에서의 역시간 구조보정(Choi et al., 2015), 동해 원거리 해
양탄성파 탐사자료의 이방성 자료처리(Joo and Kim,
2020), 북해 해저면 탐사 자료에 대한 음향 VTI 매질에서의
역시간 구조보정 연구(Shin et al., 2021a) 등이 있다.
국내에서 이방성 역산 분야는 과거에는 주로 육상 소규
모 탐사자료 해석을 위한 주시 토모그래피에 많이 적용되
어 왔다(Jeong and Suh, 2007; Kang et al., 2007). 2010년
전후로 국내에서도 완전파형역산 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
하였다. Lee et al.(2010)은 탄성 VTI 매질을 가정한 주파수
영역 완전파형역산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앞서 연구
동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적으로도 이방성 탄성
완전파형역산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였다. Kim and Min
(2014)은 탄성 VTI 완전파형역산의 성능 개선을 위한 라메
상수와 이방성 변수 기반의 새로운 변수화 방법을 제안하
였으며, Oh and Min(2014)은 가상송신원의 모멘트 텐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포아송비를 이용한 탄성 VTI 매질에
서의 변수화 방법을 고안하였고, Shin et al.(2021b)은 음향
VTI 매질에서의 변수화 방법에 따른 역산 성능을 비교하였다.
고성능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고 수치모델링 기반의 3차
원 영상화에 필요한 메모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2018년 이후로 국내에서도 3차원 탄성파
영상화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등방성과 이방성 역산의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Oh
and Alkhalifah, 2018b; Oh et al., 2018; Oh et al., 2021;
Kim et al., 2022). Oh and Alkhalifah(2018a)은 방위각 방
향의 회전을 고려한 T-ORT 매질에서 가상으로 획득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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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탐사자료에 대해 다변수 완전파형역산을 적용하여 성공
적으로 회전각도를 추정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시도
된 연구로 주목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Oh et al.(2020)은

2차원 탄성 TTI 매질에서 경사 방향의 회전각도를 파형역
산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Oh and Alkhalifah(2019)
는 북해 볼브 유전(Volve oilfield)에서 획득된 3차원 해저

Fig. 9. Location and geological structures of the Volve oil field in the North Sea (Faleide et al., 2010). Red lines in the left figure
indicate the plate boundaries of the area. The right bottom figure shows the geometry information of 3D ocean-bottom seismic data
acquired in 2002.

(a)

(b)

(c)

(d)

Fig. 10. Background model of the (a) P-wave velocity and (b) anisotropic parameter (  ). Reverse-time migration images using (a)
isotropic acoustic modeling and (b) elliptical anisotropic acoustic modeling. The arrows indicate the area where anisotropic
imaging shows better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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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탐사자료에 대한 탄성 ORT 완전파형역산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방성 영상화 기술을 현장 자료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존재한
다. 특히 이방성 구조보정에 필요한 이방성 변수를 추정하
기 위한 이방성 완전파형역산 기술의 현장자료에 대한 적
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 반사파의 도달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한 이
방성 변수가 완전파형역산을 통해 추정될 수 있다면, 3차원
지층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의 3차원 이방성 영상화 기술 수준
을 소개하기 위하여 북해 볼브 유전 지역에서 획득한 3차원
해저면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해 이방성 영상화 기술을 적
용하였다. Fig. 9는 북해 볼브 유전 지역의 지질학적 특징과
3차원 해저면 탐사자료의 정보를 보여준다. Fig. 10은 노르
웨이의 국영석유회사 이퀴노르(Equinor)가 추정한 이 지
역의 P파 속도와 이방성 변수 ε 모델을 평활화하여 3차원
음향 역시간 구조보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볼브 유전 지역
은 백악기 덮개암(노란색 화살표) 상부로는 수평층이 발달
해 있어 이로 인한 강한 횡등방성(Fig. 10b)이 존재하는 지
역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등방성 역시간 구조보정을 수
행한다면, 저류층의 3차원 지질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Fig.
10c). 음향 타원형 이방성(식 (32)에서 ∆   , 즉   )을
가정한 역시간 구조보정의 계산량은 음향 등방성 역시간
구조보정과 거의 같으므로, 가장 저렴한 계산비용으로 이
방성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Fig. 10c와 10d를 비교해보면,
이방성 역시간 구조보정을 적용함으로써 덮개암의 연속성
과 분해능이 개선되고(노란색 화살표), 저류층의 돔 형태의
구조가 개선되었으며(파란색 화살표), 저류층 하부 단층의
연속성이 개선되었다(빨간색 화살표).

결론 및 향후 전망
앞서 살펴본 것처럼 3차원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은
이방성이 강한 지역에서 획득된 탐사 자료의 영상화 결과
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물리탐사 분
야에서 이방성 영상화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
링, 완전파형역산, 역시간 구조보정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
내에서는 3차원 탄성파 탐사를 위한 기반이 부족하였기 때
문에, 2차원을 가정한 영상화 연구나 해외자료를 이용한 3
차원 탄성파 영상화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고품질의 3차원 탄성파 탐사자
료 획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이 3차원/4차원 해양 탄성파 탐사선(가칭 탐해 3호)을
건조 중이고, 2022년 육상 탄성파 탐사 송신원인 3만 파운
드급 바이브로사이즈(GIN30)를 도입하는 등 국내 탄성파
탐사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Fig. 11).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국내에서 획득할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에 대한
신뢰성 있는 3차원 탄성파 영상화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국내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도 전북대학교 지질·지구물리연구실은 해외 대학과의 공
동연구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3차원 이
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
로 국내 3차원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
고 있으며, 보다 개선된 3차원 탄성파 영상화 기술을 확보
하기 위하여 현재에도 해외 대학과 활발하게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onology(KAUST)와 3차원 병렬 이방
성 영상화 기술 개발, 캐나다 University of Calgary의
CREWES 팀과 3차원/4차원 육상 탄성파 탐사자료의 이방

Fig. 11. 3D/4D seismic survey vessel, Tamhae III (left), and the 30,000 pound-level vibroseis, GIN30 (right), i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South Korea (Courtesy of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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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 동향

성 영상화 기술 개발, 노르웨이의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NTNU)와 CO2 모니터링을 위한
4차원 이방성 탄성파 모니터링 기술 개발, 중국 Tongji
University와 해저면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 기술 개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는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와 격자선호 방향성에 따른
이방성 추정을 통한 상부 맨틀의 동역학적 특성 분석,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NBNL)와 지열
개발 부지의 이방성 영상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3차원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을 선도하는 해외 대학과의 활
발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완성도 있는
3차원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형 석유기업이 획득한 해외 탐사자료는 자료의
양과 품질 면에서 이미 상당 부분 검증된 자료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수행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나 핵폐기
물 저장소 탐사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지질 특성과
탐사 여건을 고려하여 3차원 탄성파 영상화 기술의 현장 적
용성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국내 고유의 3차원 이방성
탄성파 영상화 기술을 탐해 3호와 GIN30이 획득할 국내 3
차원/4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의 영상화에 활용할 수 있는 날
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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