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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해양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 향상을 위한 기계학습 기반 저주파수 성분 복원 기
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해상은 육상과 달리 지속적인 파도가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장파장 성분을 갖
는 너울 잡음이 중요한 지질 정보를 담은 신호들과 동시에 기록된다. 이러한 너울
잡음은 일반적으로 저주파수 성분들을 삭제하는 low-cut filter를 통해 제거된다.
그러나 low-cut filter는 너울 잡음뿐만 아니라 저주파수 성분을 갖는 중요한 정보
들도 동시에 제거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탄성파 자료에 저주파수 성분이 부
족할 경우, 신호 주변에 잔향 현상이 발생하여 왜곡된 자료처리 결과를 유발하고
전반적인 분해능이 하락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주파수 성분 자료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구물리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기계학습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미 국제 연구 기관에서
는 2019년부터 기계학습 기반 저주파수 예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
들을 제안해오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에 빠르게 적응하고 향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착수가 시급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해양
탄성파 자료의 고질적인 저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습 기술을 개
발하기로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 분야가 있다. 먼저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한
대량의 입력·레이블 자료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계 학습의 주
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네트워크가 과적합으로 인해 잘못 훈련되지 않도록 편향되
지 않은 학습 자료를 다량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습 자료는 합성된 탄성파 자료
이다. 이를 생성하기 위한 수치 물성 모형을 다양하게 만들고 수치 파동장 모델링
계산을 병렬화하고 low-cut filter를 위한 코드를 생성하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
을 자동화하여 효율적으로 훈련 자료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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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구 내용은 대량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탄성파
자료의 저주파수를 예측·재건하는 것이다. 파이토치(Pytorch)라는 프레임 워크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수정된 U-Net 아키텍쳐를 구현한다. 훈련된 네트워크
의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현장에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한다. 일반화 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다양한 속도 구조와 분포를 갖는 대량의 수치 모형을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위
한 코드를 개발하였다. 해당 속도 모형은 기본적으로 층서 구조이지만 기울기를 추
가할 수 있으며 무한히 다양한 형태의 습곡 구조를 포함시킬 수 있다. 속도를 구성
하는데 필요한 옵션이나 변수들은 무작위 숫자로 중복 없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에 중복성이 없지만 그 성격은 유사하므로 기계 학습을 위한 훈련 자료에 적합
하다고 여겨진다. 속도 모형뿐만 아니라 밀도 모형을 훈련 자료 모델링에 추가하였
으며, 현장 자료와의 유사성을 키우기 위해 원거리장 송신 파형을 이용하였다. 이
를 통해 훌륭한 훈련 자료를 생성할 수 있었으며, 네트워크의 훈련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훈련 자료의 부족한 저주파수 성분을 복
원하고자 하였으며,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참고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복원된 저주파
수 성분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시간-공간 영역에서의 비교뿐만 아니라 주파수-공
간 영역에서 자료를 서로 비교하고 프로파일을 추출하여 저주파수 재건된 정도에
대해 관찰하였고,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계학습 기반 저주파수 복원 기술
이 성공적으로 작동함을 검증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저주파수가 복원된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최종 탄성파 자료처리 단면을 도출
함으로써 저주파수 복원 기술의 이점을 관찰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핵심은 현장
상황을 훈련 자료에 반영시키기 위해 원거리장 송신 파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원
거리장 송신 파형은 현장에서 탐사 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기술적으로 어려
운 일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대적으로 기록이 쉬운 근거리장 송신 파형을 이용하
여 원거리장 송신 파형을 예측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근거리장 송신
파형으로 원거리장 송신 파형을 예측할 수 있다면, 온누리호를 이용한 해양 탄성파
자료의 저주파수 성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주파수 성분 예측을 통해
취득된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향후 최적화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영
상화 기법에서도 지역 최솟값에 빠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자료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양 지질 및 지구조 해석의 정확
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5 -

SUMMARY & KEYWORDS

Ⅰ. Title

Development of low-frequency reconstruction technique based on
machine learning for resolution enhancement of seismic data

Ⅱ. Necessity and purpose of study

Unlike onshore, swell always takes place in offshore so that swell
noise having long wavelength components is recorded simultaneously
with signals having important geological information. This swell noise
is usually removed using low-cut filter which deletes low frequency
components. However, the low-cut filter gets rid of not only swell
noise but also important information on low frequency components. If
low frequency components are insufficient on seismic data,
reverberations occur in vicinity of important signals which lead to
wrong processing results and poor resolutions. To solve this problem,
low-frequency reconstruction techniques are required.

With the advent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 number of studies,
which are incorporated with machine learning, have been suggested. In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 variety of approaches have already
been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frequency since
2019. To adapt to advanced and emerging techniques and to develop
new researches as soon as possible, it is urgent to begin. For these
reasons, in this study, machine learning-based technique is developed
to solve the chronic problem of insufficient low-frequency in marine
seismic data.

Ⅲ. Content and scope of study

In this study, there are two categories. First, it is to develop a
program that generates a large amount of input and label data to
train a network. One of major challenges of machine learning is to
generate unbiased training data so that it can avoid over-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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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To produce unbiased training data aplenty, we need an
automatic system for it. In this study, training data are synthesized
seismic data. To synthesize them, a variety of numerical models,
parallelization of wave propagation modeling, and low-cut filtering
codes are required. A set of these tasks should be performed efficiently
and automatically.

Secondly, it is to predict the low frequencies of seismic data after
training the network with a large number of data. Using a data
framework named Pytorch, modified U-Net is implemented. To verify
the generalization ability of the trained network, field data are
chosen. Through the generalization test, it is identified that the
machine-learning based technique is successfully developed.

Ⅳ. Results of study

This research develops a code which efficiently generate a large
number of numerical models with various velocity structures and
distributions. The velocity models basically have stratigraphic
structures and some gradient and different folded structures can be
included. Since the options and variable parameters to generate
velocities are determined with random numbers without duplication,
there is no redundancy in the training data. However, their characters
are similar so that the generated training data are considered suitable
for machine learning. Not only velocity but also density is prepared for
training data modeling, and far-field signature is used to consider the
similarity with field data. These prerequisites generate proper training
data, and training of the network is performed successfully. Through
the trained network, low-frequency components of field data are
predicted and the results are validated by comparing with target data.
Not only time-space-domain but also frequency-space domain data and
profiles are used to verify that the proposed technique results in good
estimations.

Ⅴ. Application plans

By performing seismic processing and producing post-stack
sections, advantages of low-frequency reconstruction will be presented.
The key in this study is that far-field signature is used to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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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field data. The far-field signature is
simultaneously obtained during the seismic survey, and it may be
difficult to achieve it in some cases. Hence, the far-field signature will
be predicted using near-field signature which is much easier to obtain.
If it is possible, it is expected that low-frequency components of
marine seismic data obtained from Onnuri can be reconstructed. Then,
the acquired data will be improved because of sufficient low-frequency
and chronic problem of falling into the local minima can be solved
when dealing with optimization problem. In the end, by increasing the
seismic data quality, the accuracy of geological interpretations will be
improved.

Ⅵ. Keywords

Machine learning, Low frequency, Resolution, Seismic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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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해양 지질·지구조를 구명하고 지하자원 부존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구물리 탐사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중 해양 탄성파 탐사는 탄성이라는 물리

적인 성질을 이용하는 지구물리탐사로 상당히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탐

사 방식이다. 해양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층에 인공 송신원을

위치시킨 뒤 인위적으로 지진파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지진파는 깊은 곳으로 전파

하다가 매질의 특성이 상이한 해저면 아래 지층 구조로부터 굴절·반사되어 해수면

근처로 돌아온다. 이렇게 돌아온 에너지를 해수면에서 기록한다. 취득된 자료는 다

양한 자료처리 기법을 통해 가공되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지하 구조 단면도

로 해양 지질구조를 간접적으로 재현한다. 해상은 육상과 달리 지속적인 파도가 발

생하는데, 이러한 파도는 긴 주기를 갖는 형태로 반복되며 이러한 장파장 성분을

갖는 에너지들이 중요한 지질 정보를 담은 신호들과 동시에 기록된다. 이러한 에너

지를 너울 잡음이라고 부른다. 너울 잡음은 취득 자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

타나기 때문에 명확한 지질구조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다행히도 너울 잡음

은 장파장 특성을 갖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 저주파수 성분을 제거하는 저주파

수 제거 필터(low-cut filter)를 수행하면 이러한 잡음은 쉽게 제거된다 (그림 1-1).

그림 1-1. 해양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 중 너울 잡음 제거를 위한 주파수 필터링

그러나 저주파수 성분을 제거하게 되면 너울 잡음뿐만 아니라 중요한 저주파수

성분의 자료들도 동시에 제거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탄성파 자료에 저주파수

성분이 부족할 경우 신호 주변에 잔향(reverberation) 현상이 발생하여 또 다른 잡

음처럼 자료처리의 결과를 왜곡시키고 탄성파 단면도의 전반적인 분해능이 하락하

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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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주파수 성분이 부족할 경우 신호 주변에 잔향 현상이 발생

게다가 지하 매질의 정량적인 물성정보를 제공하는 전파형 역산 시 저주파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 최솟값(local minima) 문제에 쉽게 빠지게 된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주파수 성분 자료를 예측·재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기계학습 개념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

행되고 있다. 지구물리분야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기계학습 기술을 기존 자

료처리 방식에 접목시킨 다양한 연구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림 1-3, 최우창 외,

2020)

그림 1-3. 탄성파 분야 기계 학습 연구 동향 (최우창 외, 2020)

본 연구에서도 탄성파 자료의 고질적인 저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학습 기술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미 다양한 국제 연구기관에서는 2019년부터

부족한 저주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반 접근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었

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세계적인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고, 향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

기 위해서는 기계학습에 관한 연구 개발 착수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주파수를 복원하기 위한 기계학습 기반 기술 개발을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위해 필요한 대량의 입력

및 레이블 자료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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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편향되지 않은 적합한 학습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

이다. 이러한 학습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수작업이 아닌 자동화 시스

템이 필요하다. 탄성파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수치 물성 모형을 다양하게 만들고

수치 파동장 모델링 계산을 병렬화하고 low-cut filter를 위한 코드를 생성하는 이

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자동화하여 효율적으로 학습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학습 자

료 생성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물성은 속도, 밀도, 원거리장

송신 파형이며, 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수치 모델링 방식은 2차원 시간 영역 셀 기

반 유한차분법이다. 이를 이용하여 훈련 자료를 현장 자료와 유사하게 만들어 지도

학습(supervised learning) 방식에 적합한 탄성파 자료를 만들 것이다. 두 번째 목표

는 생성된 대량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탄성파 자료의 저주파수

를 예측·재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토치(Pytorch)라는 프레임워크

(Framework)를 선택하여 수정된 U-Net 아키텍쳐 구현할 것이며 훈련 자료와 유사

한 탄성파 자료를 이용한 테스트부터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현장 자료(unseen

data)를 이용한 테스트까지 수행하면서 훈련된 네트워크의 일반화 성능을 검증할

것이다. 일반화 성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훈련

자료의 특성을 저주파수가 우세한(low-frequency dominated) 자료로 변경하여 훈련

자료의 차이에 따른 일반화 성능 검증의 결과를 관찰할 것이다.

훈련 자료를 대거 생성하는 프로그램은 본 연구인 저주파수 예측 문제뿐만 아

니라 타 자료처리 기술 분야(잡음 제거 등)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훈련 네트워크를 통해 예측된 저주파수 자료는 해양 지질·지구조

단면도의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최적화 문제 기반 영상화 기술 결과의 정확도를 향

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에서 취득했던 현장 자료에

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해당 연구 개발을 계

기로 또 다른 기계학습 기반 연구 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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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연구 현황

1. 국외 연구 현황

기계학습에 대한 적용 연구가 활발해지기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

으로 저주파수를 복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졌다. Hu (2014)는 beat-tone 역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저주파수를 복원하였고, Wu et al. (2014)와 Hu et al. (2017)은

엔벨로프(envelope) 방식을 이용하였다. 또한, Li and Laurent (2016)은 위상을 추적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그 외 광대역 송신원을 이용하여 저주파수를 예측하려는

연구들도 있었다 (Wang and Herrmann, 2016; Zhang et al., 201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여전히 실제 저주파수 성분을 예측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저주파수

성분과 고주파수 성분의 연결성을 찾기 어려웠으며, 공간상에서 근접한 트레이스들

간의 거동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실제 저주파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들은 어려운 과제였으나, 기계 학습에 대한 개념이 보편적으로 알려지

면서 기계 학습을 적용한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부족한 저주파수를 예측하기 위해 기계학습 개념을 이용한 연구는 Ovcharenko

et al. (2019)이 처음 제안하였다. 그들은 무작위의 지하 구조 속도 모형을 통해 공

통 송신원 모음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주파수 영역의 형태로 변환하여 훈련

자료를 만들었다 (그림 2-1).

그림 2-1. 저주파수 예측을 위한 주파수 영역 3차원 훈련자료 생성 (Ovcharenko et

al., 2019)

그들은 CNN을 이용하여 모델에 저주파수 성분을 예측하는 훈련을 시켰다. 2에

서 4.5Hz를 갖는 자료로부터 0.25Hz까지 갖는 자료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훈련을

통해 생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부족한 저주파수 성분을 예측하였다. 이를 전파형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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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적용하여 예측된 저주파수가 전파형 역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소개하였

다. 해당 논문은 부족한 저주파수 성분을 예측하는 가장 초기의 연구로서 합성 자

료에 국한된 연구만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훈련 자료와 테스트

자료에 쓴 자료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둘 다 인공 합성된 자료를 사용하였고, 현장

자료 적용 결과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았다.

주파수-공간 영역의 자료를 훈련 자료로 선택한 Ovcharenko et al. (2019)과 달

리 Sun and Demanet (2020)은 시간-공간 영역의 자료를 훈련 자료로 선택하였다.

입력 자료는 5Hz에서 20Hz를 갖는 자료이고 레이블 자료는 0.1Hz에서 5Hz를 갖는

자료로서 겹치는 주파수 범위가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훈련을 위해 Marmousi 속

도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테스트를 위해서는 Marmousi 속도 모형과 BP 2004 벤치

마크 모형을 이용하였다(그림 2-2). 직접파를 삭제한 자료에도 테스트를 수행하였으

며, 예측된 저주파수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파형 역산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2-2. (a) 저주파수가 부족한 자료를 이용한 역산 결과와 (b) 예측된

저주파수를 활용한 역산 결과 (Sun and Demanet, 2020).

Fang et al. (2020) 역시 시간-공간 영역의 자료를 훈련 자료로 선택하였다. 그

들은 훈련 자료를 패치로 만들어 입력 패치와 레이블 패치에 각기 다른 필터 적용

하였다. 입력 패치에는 10Hz를, 레이블 패치에는 6Hz를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로 설정하여 겹치는 주파수 영역(band)이 존재하도록 하였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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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저주파수 예측을 위한 훈련 자료 생성: (위) 입력 패치로서 상대적으로

고주파수 성분을 함유, (아래) 레이블 패치로서 저주파서 성분을 함유 (Fang et al.,

2020)

학습에 사용된 속도 모형은 Marmousi 속도 모형이고, 테스트와 일반화 검증에

사용된 모형은 Overthrust 속도 모형과 현장 자료이다. 그들은 Overthrust 속도 모

형으로부터 도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현장 자료의 부족한 저주파수 성분을 예측하였

으며, 예측된 저주파수 성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Multi-scale 전파형 역산과

최소 제곱 역시간 구조보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2-4).

그림 2-4. 재건된 저주파수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a, b) 역산 결과, (c, d)

역시간 구조보정 결과, (e) 공통 이미지 포인트 모음자료(CIP) (Fang et al., 2020)

Fang et al. (2020)은 초기에 수행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자료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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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현장 자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였지만, 대부분 다른

초기의 연구들은 대게 테스트 자료를 인공 합성 자료에 국한시켰다. 왜냐하면 훈련

자료가 순수하게 합성 자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실제 물리적인 현상이나 복잡함

을 표현하기 어렵고,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Aharchaou

and Baumstein, 2020). 실제 물리적 현상을 최대한 기계 학습에 반영하기 위해

Aharchaou and Baumstein (2020)는 해저면 수신기(Ocean Bottom Nodes; OBN)로

부터 취득된 현장 자료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해저면에서 직접 자

료를 취득하는 방식은 극저주파수(ultralow frequency) 정보를 기록하고 높은 신호

대잡음비를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면 기계 학습 기반 저주파

수 복원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OBN 자료 중 일부를 가

져와 훈련 자료 세트를 구성하였는데, 입력 자료의 경우에는 주파수 범위 4Hz에서

15Hz를 갖고, 레이블 자료의 경우에는 주파수 범위 1Hz에서 4Hz를 갖는다(그림

2-5).

그림 2-5. 공통 노드 모음 자료. (a) 저주파수 부족 입력 자료 (4-15Hz), (b) 예측된

저주파수 자료 (1-4Hz), (c) 실제 저주파수 자료 (1-4Hz) (Aharchaou and

Baumstein, 2020)

네트워크를 훈련시킨 이후에는 스트리머로 기록한 자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일반화 성능을 검증하였고 역시간 구조보정 결과 비교와 시추공 대비 분석(well-tie

analysis)을 통해 비용 효율적인 저주파수 예측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탄성파

자료에 적용한 사례는 아니지만 전자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주파수 성분 자료를

예측한 연구도 있다 (Lin et al., 2021). 그들은 역산시 고주파수 자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선형성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저주파수 자료를 기계 학습으로 예측하

였고 예측된 자료로 초기 모형을 만들었다 (그림 2-6). 그들은 수치 자료와 실험 자

료를 통해 심층 학습 기반 저주파수 예측 기법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 17 -

그림 2-6. 기계 학습을 이용한 저주파수 예측 방식과 도출된 결과물을 활용한 역산

수행 방식을 모식화한 작업 흐름도 (Lin et al., 2021)

Nakayama and Blacquière (2021)은 탄성파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

료를 복구하기 위해 트레이스 복구하는 다른 방식들과 융합하여 저주파수 자료 예

측을 수행하였다 (그림 2-7).

그림 2-7. 기계 학습을 이용한 자료 복원 연구 사례(Nakayama and Blacquière,

2021)

Hu et al. (2021)은 기계 학습에서 자료의 특징을 추출할 때 발생하는 부담

을 줄이기 위하여 bean-tone 자료를 추가로 사용하여 이중으로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점진적 전이 학습(progressive transfer learning)을 이용하

여 부족한 저주파수 성분을 예측하고 최종적으로 전파형 역산의 결과를 개선시켰다

(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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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이중 입력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점진적 전이 학습 연구 사례 (Hu et

al., 2021)

2. 국내 연구 현황

인공 지능이나 기계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국내에서는

기계학습을 탄성파 자료취득, 처리, 해석과 관련된 분야에 적용한 국외 사례들을 소

개하기 시작했다. 배우람 등(2020)은 손실된 탄성파 자료를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학습 기반 보간법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했고, 최우창 등(2020)은 기계 학습 기

술을 이용하여 탄성파 단면도로부터 단층을 해석한 국외 연구 동향과 기술들을 소

개하였다. 또한, 조준현과 하완수(2021)는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탄성파 속도 모

델을 구축한 연구들을 소개하였는데, 먼저 주시 토모그래피나 속도 분석 혹은 전파

형 역산과 같이 속도 구조를 예측하는데 기계학습을 이용한 연구 사례들(GeoDNN,

VMB-Net, InversionNet, SeisInvNet, RNN, VelocityGAN, 수정된 U-Net, CNN과

RNN 융합 네트워크)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훈련용 인공 속도 모형을 생

성하는 연구 사례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들은 선행된 국외 연

구들을 소개함과 동시에 개발된 다양한 연구 방법을 직접 비교하기도 했다. 문혜진

외(2020)는 총 4개의 합성곱 신경망(ResNet34, U-Net, Residual U-Net, FD

U-Net)을 이용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탄성파 층서 구분 기술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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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4개의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탄성파 층서 구분 기술 성능 비교 연구

사례 (문혜진 외, 2020)

최근 국내에서도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자료처리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들

이 제안되고 있다. 변중무 등(2020)은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손실된 탄성파 자료 트

레이스를 복구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다. 정확한 지질 및 지구조를 해석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여겨지는 겹반사파나 잡음을 제거하는 연구들이 제안되

었다. 남호수 외(2020)는 해저면에서 기인하는 겹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해 U-Net 아

키텍쳐를 이용하는 기계학습 관련 연구를 제안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인공 합성 자

료뿐만 아니라 현장 자료에서도 불필요한 겹반사파를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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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기계학습을 이용한 겹반사파 제거 연구 사례 (남호수 외, 2020)

전형구 외(2021)는 탐사 환경에 따라 동시에 취득되는 무작위 잡음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에서 취득한 탄성파 자료의 잡음을 성

공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현장 탄성파 탐사 중 송신원 발파 없이 잡음자료만을 직접

취득하였고 취득한 잡음자료와 인공 합성 자료를 조합하여 학습 자료를 구축한 뒤

현장 자료에 기록된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였다. 자료처리나 해석뿐만 아니라 기계

학습에서 중요시되는 적절한 훈련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들도 제안되었다 (최

우창과 편석준, 2021).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다양한 탄성파 관련 국내 연구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저주

파수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들은 아직 개발된 사례가 없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

술을 통해 국내에서도 저주파수 재건을 위한 기계학습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제안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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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훈련과 테스트를 위한 자료 생성 및 레이블링

1. 다양한 수치 모형(속도) 대량 생성 기술 개발

가. 층서 구조를 갖는 2차원 속도 모형 생성

본 연구에서는 Wu et al. (2020)이 제안한 3차원 속도 모형 제작 방법을 참고하

여 임의의 층서 구조를 갖는 2차원 속도 모형을 무작위로 생성한다. Wu et al.

(2020)은 먼저 단순한 수평 구조의 깊이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속도 분포를 구성하

고 그다음 층서에 전반적인 기울기, 습곡 형태, 단층을 추가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

는 층서 구조에 기울기와 습곡 형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치 모형을 제작한다

(Choi and Pyun, 2021).

주파수 대역이 한정적인(band-limited) 송신 파형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는 경우, 수평층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층을 구별할 수 없고, 층의 존재와 정보를

합성 자료에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층의 최소 두께를 지

정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레일리 분해능 한계(Rayleigh

resolution limit)를 기준으로 이를 결정한다.

 

여기서 은 한 지층의 두께를 의미하고,  는 송신 파형의 주기로서 매

질의 속도 ()와 송신원의 지배 주파수(, dominant freqeuncy)로 결정된다. 해양

탄성파 탐사에서는 레일리 분해능 한계를 만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속도는 수층

속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500 m/s로 지정한다. 레일리 분해능 한계를 통해

최소한의 두께를 지정한 다음, 난수를 생성하여 여러 지층의 두께를 결정한다. 지정

된 수치 모형의 크기(깊이)와 앞서 결정된 두께가 맞도록 층의 개수()는 자동적으

로 계산된다. 천부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를 갖도록 분포를 지정하고, 심부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를 갖도록 분포를 지정함으로써 심도가 깊어질수록 속도 값이

커지도록 설정한다. 이때 속도 분포는 난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수

치 모형에서 동일한 속도 분포를 가질 확률은 굉장히 적다. 각 지층의 경계면이 구

성되면 생성된 수평층에 대하여 수평 방향으로절점의 개수()를 결정한다. 수평 층

서 구조를 갖는 2차원 속도 모형()을 아래와 같이 수평축은 절점의 개수로, 수직

축은 층의 개수로 매개화한다(그림 3-1-1).



수평 층서 구조가 완성되면 2개의 변형장(shift field: , )을 이용하여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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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습곡 구조 형태를 추가한다. 여기서 은 다음과 같이 선형 함수 형태로 정의되

며, 이를 통해 층서 구조에 기울기를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기울기이며, 기울기를 결정할 때 모형의 수평 방향 중심부()를 고

정시키기 위하여 는 고정된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그림 3-1-2).

그림 3-1-1. 수평 층서 모형 예제

그림 3-1-2. 수평 층서에 기울기를 추가한 모형 예제

는 습곡 구조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개의 가우스 함수

(Gaussian function)의 합으로 구성된다.

 max
 



exp 


 

여기서 는 번째 가우스 함수의 중심이 되고, 는 번째 가우스 함수의 크기

가 되고, 는 번째 가우스 함수의 분포 정도, max는 수치 모형의 깊이를 의미한

다. , , 는 모두 난수로 결정되며,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습곡 구조를 제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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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와 는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되도록 설정한다. 가우스 함수에

max를 곱하는 이유는 습곡 구조의 휘어지는 정도를 깊이에 따라 달리 적용

하기 위함이다. 현실적으로 습곡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휘어지는 정도는 더 강해지

기 때문에 이러한 지질학적인 성격을 수치 모형에 반영한다(그림 3-1-3). 결론적으

로, 최종 속도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그림 3-1-3. 습곡 구조까지 포함한 최종 속도 모형 예제

난수를 이용하면 각기 다른 지질 구조와 속도 분포를 갖는 다양한 수치 모형을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을 위해 800개, 검증을 위해 200개, 테스트를

위해 100개 총 1,100개의 속도 모형을 생성한다.

나. 현장 자료와의 유사도 향상을 위한 밀도 모형 생성

기계 학습을 통해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학습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훈련 자료가 테스트 자료(현장 자료)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현장 유사도를 높이기 위해 2개의 층으

로 구별되는 밀도 모형을 추가한다. 해저면을 기준으로 수층은 밀도 값이 1 g/cm3

이고, 지층은 2 g/cm3으로 구성한다(그림 3-1-4). 간단한 밀도 모형을 추가함으로

써 지층과 수층 경계에서 밀도와 속도의 곱으로 표현되는 임피던스(impedance)의

차이가 증폭될 수 있으며 이는 훈련 자료가 테스트를 위한 현장 자료와 유사한 특

성을 지니도록 도와준다. 그림 3-1-5는 동일한 속도 모형을 이용하였지만 서로 다

른 밀도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된 합성 자료의 결과를 보여준다. 왼쪽의 경우 균질

한 밀도 (1 g/cm3) 모형을 이용한 합성 탄성파 자료이고 오른쪽의 경우 비균질 밀

도 모형을 이용한 합성 탄성파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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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임피던스 차이를 표현하기 위한 단순한 밀도 모형 예제

그림 3-1-5. 동일한 속도 모형과 서로 다른 밀도 모형을 이용해 합성한 송신원

모음 자료: (왼쪽) 균질 밀도 사용, (오른쪽) 그림 3-1-4에서 보여주는 비균질 밀도

사용

해저면을 중심으로 단순하게 수층과 지층을 구분 지은 것만으로도 해저면으로

부터 반사된 신호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림 3-1-6에서 보여주는 현

장 자료와 보다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송신원 모음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2차원 공간-시간 영역 셀 기반 유한 차분

법을 이용하여 파동 방정식을 풀이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3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테스를 위해 선택한 현장 자료는 Open data on SEG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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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하는 Mobil AVO viking graben line 12 자료이다(그림 3-1-6). 해당 자

료는 세계적인 오일 회사 Mobil社에서 배포한 25 line-km에 해당하는 탄성파 자료

로 1994년 SEG 연구 워크샵을 위해 사용된 자료이다. 이와 같은 중합 전 공통 송

신원 모음자료, 2개 시추공에서 취득된 자료, 원거리장(farfield) 송신원 자료를 같이

배포하고 있다(Keys and Foster, 1998; Madiba and McMechan, 2003).

그림 3-1-6. 테스트를 위해 선택된 현장 자료. Mobil AVO viking graben line

12에서 발췌한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

다. 원거리장 송신원을 이용한 송신 파형 결정

가우스 함수나 1차 미분 가우스 함수와 같은 이론에 근거한 단순한 송신 파형

을 이용하게 되면 현장에서 취득한 자료의 무작위한 특성이나 잡음들을 반영하기

어렵다. 현장에서 직접 발파된 송신 파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훈련

자료를 생성하는 일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송신 파형을 기록하는

일이나 이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탄성파 자료와 함께 원거

리장 송신 파형을 이용하여 훈련자료 생성을 위한 송신 파형을 결정하였다. 그림

3-1-7에서 보여주는 원거리장 송신 파형과 그의 진폭 스펙트럼을 보면 파동 방정

식을 수치적으로 풀기에는 높은 주파수 성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주파수 성분을 포

함한 파동 방정식 모델링은 계산 부담이 크고 분산 오차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주파수 성분만을 고려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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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제공되는 (왼쪽) 원거리장 송신 파형과 (오른쪽) 진폭 스펙트럼

제공된 원거리장 송신 파형에 코너 주파수(Corner frequency) 5Hz, 10Hz,

25Hz, 30Hz를 갖는 띠 통과 필터링을 적용하였다(그림 3-1-8). 고주파수 성분이 대

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에 시간 영역 자료에서 진동 영향(ringing effect)이 발생하였

다.

그림 3-1-8. 훈련 자료 생성을 위해 모델링에 사용한 (왼쪽) 수치 송신 파형과

(오른쪽) 진폭 스펙트럼. 코너 주파수 5Hz, 10Hz, 25Hz, 30Hz를 갖는 띠 통과

필터링을 적용한 결과

2. 음향 파동방정식 기반 합성 음향 탄성파 자료 생성

가. 2차원 시간-공간 영역 셀 기반 유한 차분법 모델링 수행

훈련자료(탄성파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2차원 시간()-공간(, ) 영역 음향

파동방정식을 선택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체적 탄성률이며 밀도와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된다. 는 압력 파동

장, 는 송신원, 는 밀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동방정식을 수치적으로 셀

기반 유한 차분법(cell-based finite difference)을 선택하였다. 통상적으로 2차원 데

카트르 좌표계(Cartesian coordinate system)를 기준으로 할 때 표준 유한 차분법은

격자점에 매질의 물성(속도, 밀도 등)값을 부여하고 파동장(wavefield)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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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에서 보이는 것처럼 셀 기반 유한 차분법은 격자점이 아닌 격자 내부인

셀에 물성을 부여하고 파동장은 격자점에 부여하는 방식이다(Min et al., 2004; Lee

et al., 2008; Lee et al., 2009).

그림 3-1-9. 셀 기반 유한 차분법의 개념을 설명하는 모식도. 셀에 물성(밀도: ,

속도: )을 할당하고 격자점에 파동장 를 할당

표준 유한 차분법은 밀도가 균질하지 않은 매질을 대상으로 모델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밀도가 불연속적으로 변하여 미분이 정의되지 않는 층 경계면에서도 직접

밀도를 차분하게 된다. 하지만 셀 기반 유한 차분법을 이용하면 밀도를 직접 미분

하지 않고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ark and Ha, 2019). 그림

3-1-9를 참고하면 셀 기반 유한 차분법을 적용한 파동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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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점에 있는 파동장은 격자점 주변에 있는 셀에 정의된 물성값의 평균을 통

해 계산될 수 있다.

나. 훈련자료 제작을 위한 합성자료 생성

지금까지 훈련 자료를 합성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 모형, 밀도 모형, 송신 파형,

모델링 기법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 모형 1,100개를 무작위로

생성하고, 밀도 모형은 속도 모형의 수층 깊이에 맞추어 단순한 모형으로 준비한다.

결과적으로 모델링 결과인 합성 탄성파 자료는 1,100개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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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빠른 계산을 위해 총 32개의 계산 노드를 활용하여 병렬로 처리한다. 하나

의 송신원 당 하나의 계산 노드에 모델링을 할당하여 총 1,100개의 공통 송신원 모

음 자료를 합성한다(그림 3-1-10). 이때 입력한 자료 취득 관련 지오메트리

(geometry)는 테스트에 사용되는 현장자료의 취득 구조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표 3-1-1. 훈련자료 생성을 위해 사용된 지오메트리 정보

No. of Channel 120

No. of Shot 1,100

Group interval 25 m

Minimum offset 260 m

Recording length 4 s

Sampling interval 1 ms

Source depth 10 m

Hydrophone depth 10 m

그림 3-1-10. 병렬 계산으로 생성한 다수의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

3. 훈련자료 생성을 위한 띠 통과 필터(Bandpass filter) 코드 개발

가. 포트란(Fortran)언어를 이용한 띠 통과 필터링 코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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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해양 탄성파 자료의 부족한 저주파수

성분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때 가지고 있는 해양 탄성파 자료는 한정적인 주파수

대역대에 진폭값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상황과 유사하도록 기계학습을

위한 훈련자료를 생성하려면 주파수 대역을 연구자의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야 한다. 탄성파 자료의 주파수 대역을 선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띠 통과 필터를

사용한다. 띠 통과 필터는 시계열 탄성파 자료를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 영역으로 자료를 변환한 다음 특정한 주파수 성분만을 필터링(통과)한

후 역 푸리에 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로 복원시켜

파형 특성을 변환시키는 기술을 가리킨다. 띠 통과 필터는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

자 편의에 따라 설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Ormsby 방식과 Buterworth 방식으

로 크게 구별된다.

Ormsby 방식은 4개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사다리꼴 모양의 필터를 사용하는 기

술로서 해당 필터를 설계하기 위해 low-cut, low-pass, high-pass, high-cut 주파수

를 선택한다. Burtterworth 방식은 주파수 대역의 상부 주파수, 하부 주파수와 상/

하부 주파수의 절사율(cutoff rate)까지 총 4개의 변수를 이용한다(Ryan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Ormsby 방식을 이용하여 띠 통과 필터를 수행한다. 해당 알

고리듬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용 프로그램 혹은 무료 배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

으나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연구자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버그에 대응하기 불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직접 코드를 구현한다. 대량

의 자료에 띠 통과 필터를 적용시키기 위해 전산 효율이 좋은 포트란 언어를 이용

하여 코드를 개발한다. 4개의 코너 주파수(low-cut, low-pass, high-pass, high-cut

주파수)를 선택하면 사다리꼴 함수가 설계되고, 각 코너 주파수 양단에 테이퍼링

(tapering)을 적용하면 깁스 현상(Gibbs phenomenon)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코너 주파수는 입력 자료의 경우 10Hz, 15Hz, 25Hz, 30Hz

이며, 레이블 자료에 적용된 코너 주파수는 5Hz, 10Hz, 25Hz, 30Hz이다(그림

3-1-11).

그림 3-1-11. 입력 자료와 레이블 자료에 일괄 적용된 코너 주파수: 검은색

실선으로 표현된 사다리꼴 함수는 입력 자료에 적용된 주파수 필터이며,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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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으로 표현된 사다리꼴 함수는 레이블 자료에 적용된 주파수 필터이다.

앞서 생성된 1,100개의 합성 탄성파 자료에 코너 주파수를 일괄 적용하여 입력

자료와 레이블 자료를 각각 1,100개씩 생성하여 훈련자료를 쌍(pair)으로 준비한다

(그림 3-1-12).

그림 3-1-12. 훈련자료로 사용될 (왼쪽) 입력 자료와 (오른쪽) 레이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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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계학습 방식을 적용한 저주파수 성분 복원

1. 파이토치(Pytorch) 기반 네트워크 학습 및 테스트 코드 개발

가. 수정된 U-Net을 이용한 네트워크 학습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주파수 성분을 재건 혹은 예측하려는 연구들은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주로 활용한다(Ovcharenko et al., 2019;

Aharchaou and Baumstein, 2020; Fang et al., 2020; Sun and Demanet, 2020;

Nakayama and Blacquiere, 202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CNN 기법 중에서 U-Net

을 기반으로한 수정된 U-Net을 사용한다. U-Net은 Ronneberger et al. (2015)에 의

해 제안된 모델로서 의학 생물학 분야에서 이미지 분할(image segmentation) 목적

으로 사용되는 CNN 중 하나이다. 해당 아키텍쳐는 그림 3-2-1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왼쪽에 수축 경로(contracting path)와 오른쪽에 확장 경로(expanding path)로

구별되는 U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

그림 3-2-1. U-Net (Ronneberget et al., 2015)의 모식도

왼쪽 수축 경로에서는 입력된 이미지가 작아지고(downsampling), 오른쪽 확장

경로에서는 특징맵(feature map)이 커진다(upsampling). 이미지가 작아질 때 각 층

(layer)에서 3x3 콘볼루션(convolution), 활성함수 ReLU(rectified linear unit), 2x2

맥스 풀링(max pooling)과 같은 일련의 작업들이 두 번씩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미지가 층을 통과할 때마다 특징채널(feature channel)의 개수는 두 배로 증가한

다. 반대로 특징맵이 커지는 확장 경로에서는 2x2 업 콘볼루션(up-convolution)으로

인해 특징채널의 개수가 반절로 감소한다. 확장 경로에서는 수축 경로와 마찬가지

로 3x3 콘볼루션과 활성함수 ReLU가 연달아 수행되는데 이때 수축 경로에서의 정

보가 연결(concatenation)되는 특징을 갖는다. 마지막 층에서는 특징 벡터(feature

vector)의 요소들을 클리스의 원하는 개수로 매핑(mapping)하기 위해 1x1 콘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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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본래의 U-Net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

고 Wang et al. (2020)이 제안한 수정된 U-Net을 이용한다(그림 3-2-2).

그림 3-2-2. 수정된 U-Net (Wang et al., 2015)의 모식도

수정된 U-Net은 기존 U-Net과 유사하게 수축 경로와 확장 경로를 대칭적으로

구성하는 U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갖지만 기존 U-Net에 비해 층이 하나 부족항

형태이므로 입력 자료인 탄성파 자료의 크기를 정해주는데 제약을 덜 받는다는 강

점이 존재한다.

나. 파이토치를 이용한 수정된 U-Net 구현

딥러닝을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framework)가 필요하며, 가장 많

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는 크게 텐서플로우(tensorflow)와 파이토치(pytorch)로 구

분할 수 있다.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 모두 기계학습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초창기에 기계학습을 시작한 사용자들은 통

상적으로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기계학습을 구현

하기 위해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지만, 요즘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파이토치

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이토치를 이용하여 기계

학습을 위한 코드를 작성한다(그림 3-2-3). 모델을 학습 시키기 위한 코드는 크게

1) 모듈을 불러오는 구간, 2) 레이어를 정의하는 구간, 3) 수축 경로를 정의하는 구

간, 4) 팽창 경로를 정의하는 구간, 5) 대칭 구조의 레이어를 연결시켜주는 구간으

로 구분한다. 먼저, 레이어는 2D 컨볼루션과 Batch normalization, ReLU로 구성된

다. 레이어가 정의되면 각 층에서 2개 레이어를 배정한다. 수축 경로에서 각 층의

연결은 max pooling을 이용하고, 팽창 경로에서 각 층의 연결은 convolution

transpose를 이용한다. 수축 경로와 팽창 경로를 연결하는 작업은 파이토치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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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라이브러리인 torch.cat을 이용한다.

그림 3-2-3. 파이토치를 이용해 작성한 수정된 U-Net 아키텍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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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저주파수 성분 예측

가. 저주파수 성분 복원을 위한 작업 흐름도 구축 및 훈련 수행

생성된 1,100개의 훈련자료는 저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입력자료와 예측하

고자 하는 저주파수가 포함된 레이블 자료의 쌍(pair)으로 구성된다. 1,100개의 훈련

자료 중 실질적인 훈련에 사용되는 자료는 총 800개이고, 검증에 사용되는 자료는

200개이고, 테스트에 사용되는 자료는 100개이다. 훈련자료와 네트워크 아키텍쳐가

준비되면 그림 3-2-4와 같은 구조로 네트워크를 훈련시킨다.

그림 3-2-4. 수정된U-Net 아키텍쳐를 이용한 네트워크 훈련 구조(Aharchaou

and Baumstein, 2020; Wang et al., 2020)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입력자료는 탄성파 자료로서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이며

패치(patch)로 잘라서 사용하지 않고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 전체를 입력한다. 탄성

파 자료의 진폭 크기는 송신원의 진폭 크기에 매우 종속적이므로, 송신원 진폭 크

기에 따라 자료의 진폭 값이 상이하다. 네트워크에서 인식할 수 있는 진폭의 크기

에 비해 탄성파 자료의 진폭 값이 상대적으로 작다면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훈련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의 절대값 범위가 1을 크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규화(normalization)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자료마다

개별적으로 정규화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정규화에 사용된 스케일 계수(scale

factor)는 입력 자료마다 각기 다른 값을 가지며, 각 입력 자료()에 해당되는

레이블 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스케일 계수(max  )로 정규화

를 적용한다.

max 

max

여기서 와 는 정규화가 적용된 결과이다. 정규화를 위한 동일한 스

케일 계수는 입력자료의 절대값의 최대값이 된다. 기계학습을 위해 결정해야하는

하이퍼 파라미터(hyper parameter)는 표 3-2-1에 기술되어 있다.

표 3-2-1. 기계학습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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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 size 25

Learning rate 0.001

No. of Epoch 100

Optimizer Adam

Loss function RMSE

그림 3-2-5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전반적인 작업의 흐름도를 간략하게 설

명하고 있다. 작업 흐름도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훈련 자료

준비를 위한 자료 생성 단계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단계이고 세

번째는 학습된 네트워크의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그림 3-2-5. 저주파수 성분 복원을 위한 전반적인 작업흐름도: 자료 준비,

네트워크 훈련, 훈련된 네트워크 검증

모델을 학습 시킬 때 매 Epoch 마다 선택된 손실 함수(loss function)로부터 훈

련 오차(training loss)와 검증 오차(validation loss)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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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 출력된 훈련 오차와 검증 오차는

100번 Epoch 동안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훈련 오차의 경우 대략 2.6%까지

오차가 감소하였고 검증 오차의 경우에는 대략 9.2%까지 감소하였다.

그림 3-2-6. 100번 Epoch 동안에 출력되는 훈련 오차와 검증 오차

나. 합성 자료를 통한 10Hz 이하의 저주파수 성분 복원 기술 검증

100번 Epoch을 거쳐 학습된 네트워크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생성해둔

1,100개의 합성 자료 중 100개의 테스트 자료를 이용하여 탄성파 자료의 저주파수

복원을 수행한다. 100개의 합성 테스트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와 동일한 위치에서의 트레이스, 진폭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검증한

다. 입력자료(그림 3-2-7(a))의 경우에는 10Hz 이하의 주파수가 부족하여 주요 반

사 신호 주변과 직접파 주변부에 불필요한 진동 효과(ringing effect)가 나타난다.

그에 비해 레이블 자료(그림 3-2-7(b))는 5Hz에서 10Hz 사이 주파수 성분이 존재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 신호 주변의 진동 현상이 없고 직접파 주변부의 신호

가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네트워크를 통해 예측된 결과(그림 3-2-7(c))는 입력

자료에 저주파수 성분이 부족했음에도 저주파수 성분이 복원되었기 때문에 탄성파

신호들의 좀 더 선명해지고 ringing 현상이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다. 주파수가 재

건된 결과의 정확성을 좀 더 자세히 검증하기 위하여 정답으로 여겨지는 레이블 자

료와 예측 자료의 차이를 계산한 뒤 비교하면 그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관

찰할 수 있다(그림 3-2-7(d)). 그림 3-2-7에서 보여지는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들

에서 동일하게 80번째 트레이스를 일괄 추출하여 예측 자료의 정확성을 직접 비교

할 수 있다(그림 3-2-8). 트레이스 비교를 통해 입력 자료에 비해 레이블 자료와

예측된 자료에서는 진동 현상이 적으며 예측된 자료가 레이블 자료와 거의 일치한

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시간 영역 자료를 이용하여 저주파수를 복원하지만, 실제로

복원된 저주파수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자료를 변환하고

주파수 복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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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2-7. 학습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주파수 성분 복원 결과: (a) 입력

자료, (b) 레이블 자료, (c) 예측 자료, (d) 레이블 자료와 예측 자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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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그림 3-2-7에서 보여주는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들의 80번째

트레이스 비교: 검은색 실선은 입력 자료, 파란색 파선은 레이블 자료, 빨간색

점선은 예측 자료로서 예측 자료가 레이블 자료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

주파수-공간 영역에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입력 자료(그림 3-2-9(a))에는 저주

파수 성분이 존재하지 않지만 예측된 자료(그림 3-2-9(c))에는 저주파수 성분이 예

측되었으며 레이블 자료(그림 3-2-9(b))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은 차이값(그림

3-2-9(d))이 도출된다. 동일한 위치의 트레이스를 선택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을 비교

하면, 네트워크가 저주파수 대부분 재건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3-2-1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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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그림 3-2-9. 그림 3-2-7에서 보여주는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의 주파수

스펙트럼: (a) 입력 자료, (b) 레이블 자료, (c) 예측 자료, (d) 레이블 자료와

예측 자료의 차이

그림 3-2-10. 64번째 트레이스의 진폭 스펙트럼 비교: 보라색 실선은 입력

자료, 초록색 실선은 레이블 자료, 노란색 실선은 예측 자료

다. 현장 자료를 통한 10Hz 이하의 저주파수 성분 복원 기술 검증

훈련된 네트워크의 일반화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훈련 자료와 동일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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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합성 자료가 아닌 현장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선택한 현

장 자료는 3장 1절에서 소개한 Open data on SEG Wiki에서 제공하는 Mobil AVO

viking graben line 12 자료이다(그림 3-1-6). 입력 자료를 만들기 위해 해당 자료

에 코너 주파수 10Hz-15Hz-25Hz-30Hz를 갖는 띠 통과 필터링을 적용한다(그림

3-2-11(a)). 실제로 현장 자료는 레이블 자료라고 불리는 정답은 없으나 현장 자료

에 코너 주파수 5Hz-10Hz-25Hz-30Hz를 갖는 띠 통과 필터링을 적용하여 참고 자

료를 준비한다(그림 3-2-11(b)). 네트워크를 통과한 예측 자료(그림 3-2-11(c))는

저주파수가 복원된 영향으로 인하여 입력 자료에 비해 기록된 반사 신호들이 스파

이키(spiky)해지며 우세한 모습을 보인다. 근 벌림거리(near-offset)에 위치한 트레

이스들 중 0.5초에서 1.5초 사이에 존재하는 신호를 비교하면 예측된 자료가 참고

자료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으며, 먼 벌림거리(far-offset)에 위치한 트레이스들 중 2

초에서 3초 사이에 존재하는 신호들을 비교했을때에도 예측 자료가 참고 자료에 가

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초대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반사 신호 또한 참고 자료와

유사하다. 그림 3-2-11(d)는 참고 자료와 예측 자료의 차이를 도시화한 모습이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현장 자료는 네트워크를 훈련 시키는데 사용되지

않은 자료(unseen data)이기 때문에 앞서 관찰한 합성 자료에 비해 예측 결과의 품

질이나 저주파수 복원된 정도는 조금 열악하다. 현장 자료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성

을 갖는 훈련 자료를 생성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현장 자료를 이용하여 훈련

된 네트워크의 일반화 성능을 검증할 때 합성 자료만큼의 완벽한 저주파수 성분 재

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림 3-2-12는 주파수-공간 영역에서의 주파수 스펙트

럼을 비교한 그림이다. 입력 자료에 비해 예측 자료의 경우 저주파수 성분이 임의

의 값으로 재건됨을 관찰할 수 있다. 참고 자료와 예측 자료의 차이(그림

3-2-12(d))는 합성 자료에 비해 큰 값을 보여주지만 동일한 위치에서 취득된 트레

이스를 추출하여 비교하면 현장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예측된 자료가 레이블 자료의

저주파수 성분 값을 적절하게 예측함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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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2-11. 현장 자료를 이용한 학습된 네트워크의 일반화 성능 검증 결과:

(a) 입력 자료, (b) 참고 자료, (c) 예측 자료, (d) 레이블 자료와 예측 자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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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2-12. 그림 3-2-11에서 보여주는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의 주파수

스펙트럼: (a) 현장 자료, (b) 참고 자료, (c) 예측 자료, (d) 참고 자료와 예측

자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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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110번째 트레이스의 진폭 스펙트럼 비교: 보라색 실선은 입력

자료, 초록색 실선은 참고 자료, 노란색 실선은 예측 자료

3. 저주파수 우세 자료를 이용한 저주파수 성분 예측

가. 저주파수 성분 우세(low frequency dominant) 훈련 자료 생성 및 저주

파수 자료 복원

훈련 자료의 특성을 바꾸어서 기존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기존

훈련 자료는 불필요할 수 있는 고주파수 성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고주파수 성

분을 제거하여 훈련 자료를 생성한다. 네트워크 훈련을 위한 입력 자료와 레이블

자료에 각각 5Hz-10Hz-18Hz-20Hz, 10Hz-15Hz-18Hz-20 Hz의 새로운 코너 주파

수를 이용하여 띠 통과 필터링을 적용한다(그림 3-2-14). 새로 도입된 훈련 자료는

이전에 사용된 훈련 자료보다 고주파수 대역이 불충분하므로 상대적으로 저주파수

성분이 우세하다(그림 3-2-15). 훈련에 자료에 적용한 코너주파수 범위만 다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험 조건과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은 모두 이전 실험과 동일하

다. 모델을 학습 시킬 때 매 Epoch마다 훈련 오차와 검증 오차를 출력함으로써 훈

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16). 새로운 실험에서 출력

된 훈련 차와 검증 오차는 100번 Epoch 동안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며 훈련 오차의

경우 대략 8.5%까지 오차가 감소하고 검증 오차의 경우 대략 22% 까지 오차가 감

소한다. 이전 실험과 비교했을 때 저주파수 성분이 더 우세한 훈련자료를 이용할

경우, 오차 감소는 소극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훈련의 정도가 부족하다거나 훈련

된 네트워크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실험에 비해 사용된 훈련 자료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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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입력 자료와 레이블 자료 준비를 위해 사용된 새로운 코너

주파수: 검은색 실선은 입력 자료에 적용된 주파수 대역, 파란색 실선은 레이블

자료에 적용된 주파수 대역

(a) (b)

그림 3-2-15. 새로운 코너 주파수를 이용하여 취득된 훈련 자료: (a) 입력 자료,

(b) 레이블 자료



- 45 -

그림 3-2-16. 100번 Epoch 동안에 출력되는 훈련 오차와 검증 오차

일반화 성능 검증을 위해 앞서 사용한 현장 자료(그림 3-1-6)에 새로운 띠 통

과 필터링(그림 3-2-14)을 적용하여 입력 자료(그림 3-2-17(a))와 참고를 위한 자

료(그림 3-2-17(b))를 준비한다.

네트워크를 통과해 나온 예측 자료(그림 3-2-17(c))는 입력 자료에 비해 주요한

반사 신호들이 우세해졌으며 참고 자료와 정성적으로 유사한 성향의 신호들을 보여

준다. 반사 신호의 연속성도 입력 자료에 비해 예측된 자료가 훨씬 더 개선된 모습

이다. 그림 3-2-17(d)는 참고 자료와 예측 자료의 차이를 도시화한 결과이며 훈련

에 사용되지 않은 그리고 성질이 조금은 상이한 현장 자료이므로, 예측 결과가 아

주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0에 수렴하는 부분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해

당 자료들을 주파수-공간 영역에서 주파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입력 자료에 비해

예측 자료의 저주파수 성분에 임의의 진폭이 재건됨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3-2-18). 참고 자료와 예측 자료의 차이(그림 3-2-18(d))가 존재하긴 하지만 동일한

위치에서 취득된 트레이스를 추출하여 비교하면 15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기

존 저주파수 성분이 복원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19). 자료가 복원된 수준은

고주파수 성분 자료가 상대적으로 더 존재하는 경우의 결과(그림 3-2-13)와 비교하

면, 저주파수 우세 자료를 훈련 자료로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훈련시킬 경우, 10Hz

에서 15Hz 사이에 존재하는 저주파수 예측 수준이 훨씬 향상됨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2-19). 결과적으로, 훈련 자료(입력 자료와 레이블 자료)가 갖는 주파수 성

분 범위에 따라 저주파수 자료 복원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저주파수 우세 자료

의 경우에 복원되는 수준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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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2-17. 저주파수 우세 훈련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된 네트워크의 일반화

성능 검증 결과: (a) 입력 자료로 사용된 현장 자료, (b) 참고 자료, (c) 예측

자료, (d) 참고 자료와 예측 자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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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b)

그림 3-2-18. 그림 3-2-17에서 보여주는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의 주파수

스펙트럼: (a) 입력 자료, (b) 참교 자료, (c) 예측 자료, (d) 참고 자료와 예측

자료의 차이



- 48 -

그림 3-2-19. 110번째 트레이스의 진폭 스펙트럼 비교: 보라색 실선은 입력

자료, 초록색 실선은 참고 자료, 노란색 실선은 예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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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목표 달성도

연구개발의

범위
연구개발 방법 및 내용

달성도

(%)

훈련과

테스트를 위한

자료 생성 및

레이블링 수행

- 다양한 속도 구조와 분포를 갖는 수치 모형을 다량

으로 생산하였으며, 이에 맞는 밀도 모형을 제작함

- 제작된 속도·밀도 모형, 원거리장 송신원(Far-field

signature)을 이용하여 2차원 시간 영역 셀 기반 유

한차분법을 통해 대량의 각기 다른 합성 자료를 생

성함

- 직접 작성한 띠 통과 필터 코드를 통해 훈련자료(입

력 자료와 레이블 자료)를 생성함

100

기계학습

방식을 적용한

저주파수 성분

복원 수행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입력 자료에 적합한 수정된

U-Net을 사용하기 위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네

트워크 모델을 훈련 시킴

- 합성 자료뿐만 아니라 훈련 자료를 이용하여 훈련된

네트워크의 정확성과 저주파수 예측 가능 여부를 확

인함

- 저주파수 성분이 우세한 탄성파 자료를 생성하였으

며 훈련된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자료의 예측하고자

하는 저주파수 성분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함

100

제 2 절 대외 기여도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이용하여 국내 지구물리·물리탐사 학회에 발

표하였으며, 현재 국제 학회 중 저명하다고 알려진 유럽 연합 지구물리·물리탐사

학회에서 해당 연구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초록을 제출한 상태이다. 해당 연구 발

표가 허가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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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향후 국내·외 석학들에게 수준 높은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에 현장 자료의 저주파

수 성분을 예측하고자 하는 상당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현재 기계학습 기반 저주파수 성분을 예측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과 중복되지

않는 연구 접근 방식으로 그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연구 기술이

현장에서 원거리장 송신 파형을 취득할 수 있는 연구 기관에서는 더욱 손쉽게 사용

될 수 있어 그 연구 가치가 높다. 4차 산업 혁명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한 기계 학

습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과 변화

에 잘 적응하였으며, 해양 탄성파 자료처리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조금 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경우 선두적인 연구 결과를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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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해양 탄성파 자료는 취득 구조의 한계나 너울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저주파수

제거와 같은 자료처리 수행 과정으로 인해 저주파수 성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자료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 탄성파 자료의 부족한 저주파수 성분을 예측하는데 성

공하였다. 기계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현장

자료의 특성을 최대로 반영한 훈련자료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때 훈련 자료는 양이

많아야 하며, 약간 차이를 가져 네트워크가 과적합 문제를 수반하지 않도록 만들어

야 한다. 그리하여 기계 학습에서는 적합한 훈련자료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합한 훈련 자료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현장에서 취득된 원거리장 송신 파형을 이용하여 적절한 훈련 자료를 생성

하였다. 원거리장 송신 파형을 현장에서 취득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

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은 국내에 많지 않다.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

여도 수심이 최소 150m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취득 여부가 결정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쉬운 근거리장 송신 파형을 이용

하여 원거리장 송신 파형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이전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원에서

도 원거리장 송신 파형을 취득하기 불가능하며, 대신에 근거리장 송신 파형은 기록

이 가능한 상태이다. 근거리장 송신 파형은 원거리장 송신 파형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거리장 송신 파형을 그대로 대체할 수 없으며, 특별한 기술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향후에는 근거리장 송신 파형을 이용하여 원거리장 송신 파형을 예측하

는 일이 필요하다. 만약 근거리장 송신 파형으로부터 원거리장 송신 파형을 예측

할 수 있다면, 조사선 중 온누리호를 이용한 해양 탄성파 자료의 저주파수 성분 예

측을 시도할 수 있다. 만약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저주파수 성분 예측을

통해 본 연구 기관에서 취득된 자료의 부족한 저주파수 성분을 예측하여, 자료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양 지질구조 및 지구조 해석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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