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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계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기계 학습 기법을 지구

물리학적 문제에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심층 학습 기법이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심층 학습 기법을 이용한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 적용

사례를 조사하고 소개하였다. 감쇠하고자 하는 잡음 유형에 따라 일관성 잡음 적용사례, 무작위 잡음 적용사례, 일관성

잡음 및 무작위 잡음 적용사례로 분류하였고 해당 잡음 제거에 사용된 심층 학습 기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표적인 심

층 학습 기법인 심층 신경망은 탄성파 잡음 제거에 사용된 기존 기법과 달리 잡음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며 매개변수

를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따라서 기존 기법에 비해 일반화 문제에 덜 민감하며 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연구 사례를 통해 계산 비용이나 잡음 제거 성능 측면에서도 심층 학습 기법이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보여주었

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탄성파 잡음 제거에 사용된 심층 학습 기법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주요어: 심층 학습, 잡음 제거, 일관성 잡음, 무작위 잡음, 심층 신경망

Abstract: Recent rapid advances in computer hardware performance have led to relatively low computational costs,

increasing the number of applications of machine-learning techniques to geophysical problems. In particular, deep-learning

techniques are gaining in popularity as the number of cases successfully solving complex and nonlinear problems has

gradually increased. In this paper, applications of seismic data denoising methods using deep-learning techniques are

introduced and investigated. Depending on the type of attenuated noise, these studies are grouped into denoising

applications of coherent noise, random noise, and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types of noise. Then, we investigate the

deep-learning techniques used to remove the corresponding noise. Unlike conventional methods used to attenuate seismic

noise, deep neural networks, a typical deep-learning technique,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ise independently and

then automatically optimize the parameters. Therefore, such methods are less sensitive to generalized problems than

conventional methods and can reduce labor costs. Several studies have also demonstrated that deep-learning techniques

perform well in terms of computational cost and denoising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pplications covered

in this paper, the pros and cons of the deep-learning techniques used to remove seismic noise are analyzed and discussed.

Keywords: deep learning, denoisng, coherent noise, random noise, deep neural networks

서 론

탄성파 자료 취득 과정에서 수신기에는 주요 반사파 신호뿐

만 아니라 잡음도 함께 기록된다. 기록하기 원하는 신호 외의

다른 모든 신호는 잡음으로 간주하며 탄성파 잡음에는 일관성

의 유무에 따라 크게 일관성 잡음 및 무작위 잡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Yilmaz, 2001). 일관성 잡음이란 송신원에서 발생하는

잡음으로 탄성파 기록상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

로 선형 잡음에 속하는 그라운드 롤, 유도 파(guided waves),

측면 산란 에너지(side-scattered energy) 등이 있으며, 석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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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탐사에 주로 사용되는 반사법 탄성파 탐사의 경우 회절파,

굴절파, 다중반사파 등이 일관성 잡음에 포함된다. 무작위 잡

음이란 주변의 환경적인 간섭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일관성이

없는 잡음으로, 그 예로는 백색 잡음, 이미징 잡음, 너울 잡음

등이 있다. 이러한 잡음들은 탄성파 자료 해석을 어렵게 만드

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참반사보정 또는 역산 수행 시 원

치 않는 인공잡음(artifacts)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잡음 제

거 작업은 정확한 탄성파 자료 해석을 위한 필수적인 전처리

단계이며 지금까지 다양한 잡음 제거 기법들이 제안되어 왔다

(Yilmaz, 2001). 

기존 잡음 제거 기법에는 필터링, 예측 및 변환 기법으로 크

게 세 가지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f-x 디컨벌루션

(Canales, 1984)의 경우 이 문제를 f-x 영역에서의 선형 예측

문제로 변환하였고 이러한 예측 기법은 t-x 예측(Abma and

Claerbout, 1995)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Cadzow 필터링

(Trickett, 2008)과 특이 스펙트럼 분석(Oropeza and Sacchi,

2011)은 주로 선형 탄성파 이벤트가 있는 데이터를 목표로 하

며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는 랭크 감소 기법에 기초한다. 또한

특정 변환 영역에서 신호와 잡음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점을 이용하는 변환 기법에는 라돈 변환(Liu and Marfurt,

2004), 파형요소 변환(Deighan and Watts, 1997), 커블릿 변환

(Yarham and Herrmann, 2008), seislet 변환(Chen, 2016) 등이

있다. 이러한 기존 기법들은 성능이 대부분 만족스러운 편에

속하나 엄격한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이 있으며, 잡음 제거 결과물이나 계산 비용 측면에서도 보완

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계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기계 학습 기법을 지구물리학

적 문제에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심층 학

습 기법이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잡음 제거 기법

의 경우, 사전 지식이 필요하거나 엄격한 가정 아래 지구물리

학적 모델을 만들고 매개변수를 수동으로 조정해야 하는 반면,

심층 학습 기법은 사전 지식 및 지구물리학적 모델을 구할 필

요가 없으며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신경망을 훈련시킴으로써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따라서 기존 기법에 비해 일

반화 문제에 덜 민감하며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잡음의

특징을 학습하므로 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 학습 기법을 이용한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 적용사례를 잡음별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연구 동향을 분

석한다. 그런 다음, 잡음 제거에 사용된 심층 학습 기법의 장

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심층 학습의 전망

을 제시하고자 한다. 

심층 학습 기법 개요

기계 학습과 심층 학습

기계 학습이란 샘플과 기댓값이 주어졌을 때 데이터 처리

작업을 위한 유용한 표현을 찾는 알고리즘으로서 인공 지능의

하위개념을 말한다(Chollet, 2018). 심층 학습은 기계 학습의

하위개념으로 여러 비선형 변환 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

준의 유용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심층 학습

기법은 1940년대부터 제시되었으나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

다가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훈련이 잘 안 되

던 한계를 극복하는 알고리즘들이 제시되었고 새로운 알고리

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정보화

로 인해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Goodfellow et al., 2016). 그에 따라 심층 학습 기법을

사용하여 회귀, 예측 및 얼굴 인식과 같은 이미지 분류 문제

등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owley et al., 1998). 특히 의료 영상

의 분류 문제에서 정상 생물 조직과 병에 걸린 생물 조직을 구

별하는데 심층 학습 기법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Greenspan et al., 2016), 탄성파 탐사 이미지 처리 분야에도

적용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앞서 언급한 심층

학습이 가진 능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심층 신경망이다. 심층 신경망이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2

개 이상의 은닉층을 포함하는 인공 신경망을 말한다. 이러한

심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크게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도 학습이란 훈련 데이터에 우리

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입력)와 레이블(출력)을 제공한 뒤, 새

로운 데이터를 입력하였을 때 최대한 레이블에 가까운 출력을

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학습 방법이다. 비지도 학습은 반

대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입력받고 훈련시킨 후, 데이터로

부터 새로운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학습 방법이다. 

이 절에서는 탄성파 이미지 잡음 제거에 사용된 여러 심층

Fig. 1. The architecture of the denoi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nCNN) method (Yu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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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이 논문에 소

개할 연구 사례에서 사용한 심층 신경망을 크게 분류하자면,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de-noi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nCNN) (Zhang et al., 2017), 적대적 생성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Goodfellow et al.,

2014), 초고해상도 잔차 신경망(super-resolution residual network,

SRResNet) (Ledig et al., 2016)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신

경망 알고리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알고리즘에는 전이 학습

(transfer learning), 온라인 사전 학습(online dictionary learning,

ODL)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Fig. 1)은 총 세 종류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1) Conv+ReLU (1층): 합성곱 층+활

성화 함수인 ReLU (rectified linear units), 2) Conv+BN+ReLU

(2 ~ 16층): 합성곱 층+배치 정규화+ReLU, 3) Conv (17층):

합성곱 층으로 구성된 심층 신경망이며 잔차 학습(residual

learning) (He et al., 2016)을 사용한다. 매우 깊은 신경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잔차 학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잡

음 제거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훈련 속도도 가속할 수

있다. 이 신경망 구조를 감쇠시키고자 하는 잡음의 유형에 맞

게 일부 수정한 알고리즘들도 있는데 그 예로, 3차원 잡음 제

거 합성곱 신경망(3D-DnCNN), 심층 잔차 신경망(deep

residual network, DRN)을 이용한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

너울 잡음 감쇠를 위한 Only2Noise (Zhao et al., 2019), f-x 영

역에서 복소수 값을 갖는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인

ComplexNet (Kim et al., 2019)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적대적 생성 신경망(Fig. 2)은 생성기(generator)

와 판별기(discriminator)로 구성된 2개의 신경망 조합인데 먼

저 생성기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결과를 출력하면 판별기가 그

결과를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비교한다. 그런 다음, 판별

기가 생성기의 결과와 레이블을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생성

기와 판별기를 반복 훈련시킨다. 이 신경망 구조를 이용한 기

법들도 탄성파 이미지 잡음 제거에 적용되었으며 그 예로

cGAN (conditional GAN)과 CycleGAN (cycle-consistent GAN)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초고해상도 잔차 신경망(Fig. 3)은 이미지의 고

주파수 성분을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미지

의 작은 이동에 덜 민감한 신경망이다. 초고해상도 잔차 신경

망은 물체가 이미지에서 위치가 변하더라도 물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므로 이는 물체를 식별하는데 중요하다.

이 신경망 구조를 이용한 기법에는 심층 초고해상도(very-deep

super-resolution, VDSR) 신경망 등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잡음 제거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들은 거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을 살펴보는 것을 권장

한다. 

Fig. 2. The components (analogy) of the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method. 

Fig. 3. The architecture of the super-resolution residual network (SRResNet), where k indicates the kernel size, n indicates the number of

feature maps, and s indicates the stride for each convolutional layer (modified from Ledi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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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학습 기법을 이용한 잡음 제거 적용 사례

본 논문에서는 심층 학습 기법을 이용한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 적용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잡음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일관성 잡음을 제

거하는 연구 사례, 두 번째는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는 연구 사

례, 마지막으로 일관성 잡음 및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는 연구

사례로 분류하였다. 일관성 잡음과 무작위 잡음은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심층 학습 기법의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감쇠

시키고 싶은 잡음의 유형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나 일관성

잡음과 무작위 잡음을 동시에 감쇠시키는 기법도 제안되었으

며 또한 무작위 잡음 감쇠에 사용한 심층 신경망의 구조를 수

정하지 않고 일관성 잡음 감쇠에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일관성 잡음 적용사례

Li et al. (2018)은 심층 학습이 자동으로 그라운드 롤의 특

징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성곱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그라운드 롤 잡음 감

쇠에 적용하였다. 새로운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만드는 대신에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이 신경

망은 서로 연결된 17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합

성곱 층(1층)과 마지막 합성곱 층(17층) 사이에는 5개의 모듈

이 있으며 각 모듈에는 한 개의 합성곱 층, 한 개의 배치 정규

화 층, 한 개의 ReLU 층이 있다. 저자는 깨끗한 데이터 대신

잡음을 레이블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잔차 학습에 해당한다. 그

런 다음, 이 신경망을 151개의 송신원을 가진 공통 송신원 모

음에 적용하였는데, 첫 번째 송신원과 100번째 송신원을 사용

해 훈련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다. 신경망을 훈련시킨 후,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을 전체 공통 송신원 모음에 적용한 결과,

뛰어난 성능으로 그라운드 롤을 제거하였다. 비교를 위해 기존

방법인 LTFD (local time-frequency decomposition) 방법을 전

체 공통 송신원 모음에 적용하였는데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

망의 잡음 제거 효과는 LTFD 방법에 필적하였다. 그러나

LTFD 방법의 경우 잡음 제거 성능은 좋지만 수많은 매개변수

를 포함하고 있어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 계산 시간의 거의

100배에 달하였다.

Jia et al. (2018)은 그라운드 롤과 반사파를 모두 훈련 입력

데이터 및 출력 데이터로 넣은 후,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적용

하여 그라운드 롤을 반사파에서 분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

하였다. 그라운드 롤은 보통 높은 진폭, 저주파수 대역, 낮은

겉보기 속도, 낮은 위상 속도의 특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기

존 방법들은 주파수 영역 또는 f-k 영역으로 변환시킨 후, 주

파수 및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그라운드 롤과 반사파를 서

로 분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그라운드 롤을 감쇠시키

는 동안 반사파의 저주파수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단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그라운드

롤이 제거된 반사파의 저주파수 부분을 얻은 후, 반사파의 고

주파수 부분과 합쳐 분리된 반사파를 얻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따라서 합성곱 신경망은 반사파의 저주파수 부분을 그라운드

롤에서 분리하는데 사용된다. 합성곱 신경망 모델에서 분리된

반사파와 그라운드 롤의 출력값의 상대적 차이를 크게 하기

위해 차별적(discriminative) 손실 함수를 도입하였으며, 인공

및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 테스트 결과, 반사파와 그라운드

롤을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Fig. 4). 

Zheng et al. (2020)은 가우스 잡음(gaussian noise)뿐만 아니

라 선형 잡음 감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잡음 제거 합성곱 신

경망을 개선시켰다. 인공 데이터 예제에서 진폭이 큰 선형 잡

음을 신호에 추가하여 인공 데이터를 최대한 현장 데이터에

가깝게 만들었고 무작위 잡음을 배경 잡음으로 설정하였다. 신

경망을 훈련시킨 후, 개선된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의 잡음

제거 결과와 원래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 및 f-k 필터링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개선된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과 원래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은 거의 모든 선형 잡음 에너지를 억

제하면서 신호에 손상을 주지 않지만 f-k 필터링의 경우, 잔류

잡음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였다. 두 번째 Marmousi 모델 예제

에서도 높은 진폭을 가진 선형 잡음을 추가하였다. 잡음 제거

결과, 개선된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은 신호와 선형 잡음을

잘 분리하지만 원래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 빨간색

원을 보면 잔류 선형 잡음이 존재한다(Fig. 5e). f-k 필터링의

경우 선형 잡음의 일부분은 억제하지만 잔류 잡음이 여전히

존재한다(Fig. 5g). 또한 f-k 필터링은 신호에 손상을 주는 것

Fig. 4. Field seismic data experiment result: (a) a field land seismic

gather with ground-roll contamination, (b) separated ground-roll

noise, and (c) separated reflection using the proposed method (Jia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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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었다(Fig. 5h). 개선된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은

복잡한 잡음 패턴에서도 뛰어난 잡음 제거 결과를 달성하지만

원래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과 f-k 필터링은 선형 잡음에 대

해 좋은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Xie et al. (2018)은 육지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에 심층 학

습 기법을 적용하였다. 저자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 구조를 채

택하여 잔차 신경망을 가지는 24층 신경망을 총 2개 만들었다.

적대적 생성 신경망은 2개의 신경망 중 하나는 생성기, 다른

하나는 판별기의 역할을 수행하며, 생성기의 결과와 레이블을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두 신경망을 경쟁시킨다. 두 신경망 중

1차 심층 신경망은 퍼셉트론 유닛(perceptron unit)이 없는 순

수 합성곱 신경망 기반으로 일단 훈련되면 어떠한 크기를 가

진 입력 데이터도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현장

데이터 실시간 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훈련 데이터에는 3차

원 인공 탄성파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잡음은 다양한 실제 데

이터로부터 초동 신호가 기록되기 전에 있는 부분을 사용하였

다. 4주간의 훈련 뒤, 실제 육상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단 수

초 만에 그라운드 롤 및 일관성 잡음이 성공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라운드 롤 제거 시 인공잡음이 발

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는 제안한 모델이 아직 입력 데

이터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언급하

였다. 

Si et al. (2020)은 적대적 생성 신경망에서 파생된 cGAN과

CycleGAN을 사용하여 공통 송신원 모음에 있는 그라운드 롤

을 제거하였다. cGAN은 생성기와 판별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어 모델을 만든다. 이와 달리, CycleGAN은 두 개의 생성기

와 두 개의 판별기를 사용하여 서로 적대적으로 훈련한다. 작

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공 및 실제 탄성파 자료를 포함하는

훈련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고 신경망을 훈련시킨다. 그런 다

음, 그라운드 롤이 있는 원본 데이터를 생성기에 입력으로 넣

게 되면 신경망은 잡음이 없는 순수한 신호를 생성하는 능력

을 가지게 된다. 적용 결과, cGAN은 그라운드 롤을 대부분 감

쇠시켰으며 곡선 이벤트의 에너지를 잘 보존하였다(Fig. 6d).

기존 방법인 S 변환의 경우 그라운드 롤 노이즈를 거의 제거

할 수 있지만 곡선 이벤트의 에너지도 같이 감쇠시켰다(Fig.

6e). 그리고 cGAN와 CycleGAN을 비교하는 경우, cGAN이

그라운드 롤을 상당히 감쇠시키면서 특히 특정 시간 영역 구

간에서 반사파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러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CycleGAN이 더 훈련하기 어려우

며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 데이터가 필

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Li et al. (2019)은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일부 수

Fig. 5. The Marmousi model: (a) raw data, (b) the raw data with linear noise, (c) the denoising result using the improved DnCNN, (d) the

residual image from the improved DnCNN, (e) the denoising result using the original DnCNN, (f) the residual image from the original DnCNN,

(g) the denoising result using f-k filtering, and (h) the residual image using f-k filtering (Zheng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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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다음, 그라운드 롤 감쇠에 적용하였으며 이 신경망이 자

동으로 그라운드 롤을 높은 효율로 분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서로 연결된 20개 층으로 구성된 이 신경망은 첫 번째

합성곱 층과 마지막 합성곱 층 사이의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에는 하나의 합성곱 층, 하나의 배치 정규화 층

그리고 하나의 ReLU 층이 있다. 인공 모델 테스트의 경우, 훈

련 세트는 그라운드 롤 잡음으로 오염된 신호를 입력으로 사

용하며 그라운드 롤 모델을 레이블로 사용하였다. 훈련 세트는

약 2만 개의 훈련 쌍을 포함하며 적용한 결과, 그라운드 롤이

성공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데이터 테

스트의 경우, SMCA (seislet based morphologic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실제 육상 데이터에 적용하여 레이블 데이터

를 만들었다. 원본 육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분리된

그라운드 롤을 레이블로 사용하여 약 50,000개의 훈련 쌍을

가진 훈련 세트를 생성하였다. 적용한 결과, 그라운드 롤은 원

본 데이터로부터 성공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안된 합성곱 신경망은 그라운드 롤 잡음을 제거하는 능력이

SMCA 방법과 비슷했지만 계산 속도는 SMCA 방법보다 300

배 빨랐다.

Zhao et al. (2019)은 너울 잡음 감쇠를 위해 설계한 심층 학

습 기법인 Only2Noise을 소개하였다.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장

주기를 가진 너울 잡음은 낮은 주파수와 높은 진폭을 가지는

잡음이다. 너울 잡음의 높은 진폭은 유용한 신호를 가릴 수 있

으므로 깨끗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안된 심

층 학습 모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다. 첫 번째, 순수

한 너울 잡음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다. 현장 데이터 세트에서

얻은 오염된 너울 잡음 모델을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두 번

째, 일관성 잡음을 감쇠시키는 기존 알고리즘에서 영감을 받아,

감쇠된 탄성파 자료를 예측하기보다는 너울 잡음을 학습하고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세 번째, 심층 학습 기법이 주

요 반사파 신호를 손상시키지 않고 너울 잡음을 제거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너울 잡음 감쇠에 기존 심

층 학습 잡음 제거 모델을 직접 적용하면 물리적 의미가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너울 잡음이 가진 일관성

Fig. 6. A raw seismic record: (a) the original data, (b) the original data with ground-roll noise, (c) the difference section obtained by subtracting

panel (a) from panel (b), (d) the denoised result given by conditional GAN (cGAN), (e) the denoised result given by the S transform, and

(f) the difference section obtained by subtracting panel (d) from panel (b) (Si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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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이용하여, 깨끗한 이미지보다는 너울 잡음을 학습하고

추출하기 위해 잔차 신경망을 가진 모델인 Only2Noise를 설계

하였다. Only2Noise는 손상된 입력 데이터로부터 예측한 잡음

을 빼서 탄성파 이미지를 얻는다. 너울 잡음 모델을 얻기 위해

너울 제거 작업 절차를 실제 데이터 일부분에 적용한다. 그런

다음, 원본 데이터에서 너울 잡음이 제거된 데이터를 빼서 너

울 잡음 모델을 얻는다. 얻은 너울 잡음 모델은 깨끗한 인공

데이터에 추가되어 오염된 탄성파 모델을 얻는다. 데이터의

30%를 훈련 세트로, 10%를 검증 세트로, 나머지 60%를 테스

트 세트로 무작위로 선택하여 훈련시킨다. 멕시코 만에서 얻은

현장 데이터에서는 인공 모델을 통해 훈련된 Only2Noise 방법

과 기존 방법을 비교하였다. Only2Noise 기법은 비록 주요 반

사파의 손상이 약간 존재하지만 너울 잡음 패턴을 감지할 수

있었다. 공통 채널과 중합 결과를 비교하는 경우 장점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방법으로 잡음 제거된 공

통 채널 결과와 비교할 때, Only2Noise 모델은 특정 위치에서

더 많은 너울 잡음을 감쇠시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

합 결과 비교를 통해 제안된 방법이 보다 선명한 이미지 품질

로 너울 잡음을 제거할 수 있으며 지질학적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Fig. 7).

무작위 잡음 적용사례

Zhang et al. (2018)은 잔차 학습을 사용한 합성곱 신경망 구

조에 풀(pool) 층을 추가하여 계산량을 줄이고 훈련 시간을 감

소시킨 신경망 모델을 제안하였다. 훈련 데이터는 400개의 버

클리 분할 데이터 세트(Berkeley segmentation dataset, BSD)

와 4,744개의 워털루 탐사 데이터베이스(Waterloo exploration

database)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각 이미지를 256×256의 크기

로 자른 후 깨끗한 이미지에 백색 가우스 잡음을 추가하여 잡

음이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인공 데이터 예제에서는 각각

40, 35, 25, 20 Hz의 리커 파형요소로 만든 4개의 탄성파 이벤

트로 구성된 잡음이 없는 인공 탄성파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비교를 위해, 파형요소 잡음 제거 방법인 기존 방법과 제안된

합성곱 신경망을 잡음이 있는 인공 이미지에 적용하였다. 기존

방법은 일부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지만 잔류 잡음은 여전히

존재하며 탄성파 이벤트의 감쇠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안된 합성곱 신경망은 더 많은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고 상당한 양의 탄성파 이벤트를 복구할 수 있었다. 현

장 탄성파 자료의 경우, 166개의 트레이스를 가진 공통 송신

원 탄성파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이 현장 탄성파 이미지에 제

안된 합성곱 신경망과 기존 방법을 적용한 결과, 제안된 합성

곱 신경망이 기존 방법에 비해 탄성파 이벤트를 좀 더 효과적

으로 복구하며 배경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Fig. 7. Field data. A stack results comparison of (a) corrupted raw

data, (b) the denoised data using the conventional method, and (c)

the denoised data using Only2Noise (Zhao et al., 2019).

Fig. 8. Field seismic images: (a) the noisy image, (b) the denoised result using the wavelet denoising method, and (c) the denoised result

using the proposed CNN (Zha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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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8).

Si and Yuan (2018)은 탄성파 자료의 무작위 잡음을 감쇠시

키기 위해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신경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추가 기능을 도입하는

데, 첫 번째 기능은 잔차 학습이다. 잔차 학습을 적용하면 층

이 매우 깊어지더라도 신경망을 쉽게 훈련 시킬 수 있으며 정

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기능은 배치 정규화인데 이

는 기울기 소멸 문제를 해결하면서 훈련 속도 증가, 초기화에

대한 낮은 민감도 등 많은 이점을 가진다. 저자는 가우스 백색

잡음을 추가한 인공 탄성파 이미지를 가지고 신경망을 훈련시

킨 후, 균열(rift)이나 곡률(curvature)이 있는 이벤트를 포함한

인공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하였다.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

과 f-x 디컨벌루션의 잡음 제거 성능을 비교한 결과, 잡음 제

거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 단층 및 곡률을 가진 이벤트와 같은

급격한 불연속성에 직면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경계면 처리가 매우 뛰어나면서 경계면의 확장은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에, f-x 디컨벌루션의 경우 경계면의 확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은 신호의

진폭을 거의 손실시키지 않고 배경에 있는 작은 잡음도 모두

제거하였으나 f-x 디컨벌루션은 선형 및 곡률을 가진 이벤트를

필터링하였다. 마지막으로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의 평균 계

산 시간은 약 0.008초인 반면에 f-x 디컨벌루션의 평균 계산

시간은 0.1초보다 크다. 데이터양이 증가함에 따라 두 방법의

시간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Zhang et al. (2018)은 심층 잔차 신경망을 이용하여 탄성파

무작위 잡음을 감쇠시키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신호 모델과 사

전 정보에 의존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제안한 방법은 신호의

사전 구조를 추정할 필요가 없다. 심층 합성곱 신경망에 심층

잔차 신경망을 사용하면 최적화가 간단해지며 신경망 층의 깊

이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정확도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레이블은 이방성 확산 필터링(anisotropic diffusion fil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얻으며, 그 중에서 좋은 샘플을 선별하여 얻

는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는 실제 데이

터이다. 훈련이 끝난 후, 크로스라인 방향으로 200개의 트레이

스를 가진 400 ms 타임 슬라이스와 400개의 트레이스를 가진

1000 ms 타임 슬라이스로 구성된 두 가지 실제 데이터를 테

스트에 사용하였다. 적용한 결과, 출력 신호의 경우 무작위 잡

음이 효과적으로 감쇠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프로파일에 있는

층의 미세한 구조는 물론 가장자리도 잘 유지되었다. 게다가

반사파 이벤트의 수평 일관성도 눈에 띄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제안한 신경망이 유효 신호를 잘 보

존한다고 판단하였다.

Liu et al. (2018)은 2차원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을 3차원

잡음 제거 합성곱 신경망으로 확장시킴으로써 3D 중합 후 탄

Fig. 9. The profile of the removed noise: (a) noise removed by the conventional method at crossline = 6.5 km, (b) noise removed by the

proposed method at crossline = 6.5 km, (c) noise removed by the conventional method at inline = 11 km, and (d) noise removed by the

proposed method at inline = 11 km (Liu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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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파 자료 내 무작위 잡음을 억제하는데 적용하였다. 백색 잡

음을 제외하고, 지표면 부근 불균일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잡음

에는 이미징 잡음과 산란 잡음이 있다. 이는 3D 탄성파 무작

위 잡음이 일반적으로 가우스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탄성파 잡음의 특징을 고려하여 저자는 샘플

검사(screening)를 추가한 3D 잡음 제거 합섭곱 신경망을 제안

하였다. 실제 탄성파 자료 중 샘플 검사를 통해 신호 대 잡음

비율이 높은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선택하는데, 이 때 신뢰

성 있는 샘플을 얻기 위하여 기울기 구조 텐서(gradient structure

tensor)에 기반한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 유사도가 높은 샘플을

선택한다. 나머지 데이터는 테스트에 사용된다. 적용 결과, 기

존 방법과 제안한 방법 모두 무작위 잡음을 잘 억제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검은 사각형 상자에 있는 이미징 잡음

에 대해서는 제안한 방법이 더 나은 억제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9). 이는 기존 방법이 일반적으로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

로 잡음 제거를 수행하지만 심층 학습은 전체 데이터로부터

잡음 구조를 학습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경망 훈련이 완료되면

계산 속도는 기존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을 확인하였다.

Zhang and Baan (2019)은 탄성파 이미지가 아닌 자연 이미

지를 사용하여 훈련시킨 신경망을 실제 탄성파 이미지에 적용

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심층 신경망 기법을 소개하였다. 자연

이미지는 건축물, 꽃, 과일, 사람, 동물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잡성이 탄성파 이미지의

복잡성을 능가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자연 이미지와

탄성파 이벤트는 모두 공간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 만약 신경

망에 잡음이 있는 자연 이미지를 깨끗한 자연 이미지로 매핑

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마찬가지로 탄성파 이미지 잡음도 제거

하여 깨끗한 탄성파 이미지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이미지 내 고주파수 성분을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고해상도 잔차 신경망을 훈련에 사용하였다. 291

개의 자연 이미지에서 무작위로 128×128 크기의 패치를 추출

하여 신경망을 훈련시키고 추출한 각 패치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백색 가우스 잡음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입력-목표 쌍

은 잡음 수준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미지 패치가 되며 출력

이미지가 입력 이미지보다 잡음 정도가 심할 수 있다. 인공 탄

성파 모델에 강한 백색 가우스 잡음을 추가한 뒤 제안한 방법

과 f-x 디컨벌루션과 비교하였다. f-x 디컨벌루션의 경우 3개

의 이벤트가 복구되지만, 잔류 저주파수 잡음은 이벤트의 연속

성을 여전히 파괴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경우 이벤트가 보다

명확하고 연속적으로 복구되며, 상대적으로 잔류 잡음이 적었

다. 그리고 일부 이벤트의 에너지는 f-x 디컨벌루션 적용 후 더

감쇠되었지만 제안한 방법의 경우, 일관성 있는 에너지의 손실

이 확실히 없으며 f-x 디컨벌루션보다 SNR이 크고 평균 제곱

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는 작았다. 그런 다음, 실제 지

표면 마이크로 탄성파 자료에 제안한 방법과 f-x 디컨벌루션을

적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이 횡방향으로 일관성 특징을 더 잘

강화시키며 저주파수 잡음을 더 많이 감쇠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0c). 

Kim et al. (2019)은 f-x 영역에서 잔차 합성곱 신경망

(ResNet)을 이용한 탄성파 잡음 제거 작업 절차를 소개하였다.

심층 합성곱 신경망 구조에 잔차 학습을 적용하면 최적화가

간단해지며, 이미지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물체를 좀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입력과 출력은 복소수 값을 가진 신

호이며, 컴플렉스 빌딩 블록(complex building blocks)들로 구

성된 신경망(ComplexNet)을 구현하였다. ComplexNet의 목표

는 스펙트럼 세기를 강화시키면서 간단한 잡음 제거 과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잡음 제거 작업 절차는 잔차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훈련, 검증 및 테스트로 구성된다. 다른 진폭, 극성

(polarities) 및 기울기 구조를 가진 50개의 인공 탄성파 기록을

생성한 다음, 총 550개의 탄성파 기록(인공 기록 50개×11개

잡음 수준)을 만든다. t-x 영역에서의 잡음이 있는 입력 신호

와 깨끗한 입력 신호에 고속 푸리에 변환을 적용함으로써 각

각 훈련 데이터 입력 및 출력으로 잡음이 있는 자료와 깨끗한

자료의 쌍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무작위로 전체 데이터의 80%

를 훈련 데이터에 넣고, 검증 데이터에는 20%만큼 넣었다. 기

울어진 선형 반사체가 있는 탄성파 기록에 ComplexNet을 적

Fig. 10. Field surface micro-seismic data example: (a) the field data, (b) the denoising result after f-x deconvolution, and (c) the denoising

result after using the proposed method (Zhang and Ba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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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실제 데이터의 진폭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양의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Fig. 11c). 또한 t-x 영역이 아닌 f-x 영역

에서 잡음을 제거하기 때문에 중첩된 반사체의 기하학적 구조

와 진폭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잔차 합성곱

신경망이 잡음 제거 과정을 가속화 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로

잡음과 신호를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잡음 제거 후 일

관성 있는 신호를 연속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주장하였다.

Liu et al. (2020)는 대량의 데이터 세트 훈련을 통한 심층

합성곱 신경망으로 탄성파 자료의 잡음을 성공적으로 제거하

였다. 합성곱 신경망의 뛰어난 잡음 제거 능력은 훈련 데이터

품질에 크게 의존하는데, 깨끗한 탄성파 자료는 현장에서 얻기

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저자는 비지도 학습으로 훈련시킨

심층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잡음 제거 방법을 제안하였다. 5

층으로 구성된 이 신경망은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필터 수는

2배로 증가하는 반면 출력 크기는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는 다

른 크기를 가진 신경망 층에서 일부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능

력을 향상시키면서 계산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유지하게 만

든다. 그리고 생성기 신경망을 도입하였는데 이 신경망은 잡음

에 높은 임피던스를 제공하고 유효 신호에는 낮은 임피던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생성기는 잡음이 있는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그 자체로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중합 전 현장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Cardzow 필

터링 방법보다 심층 합성곱 신경망 방법이 더 많은 무작위 잡

음을 제거하였으며 정확도도 높았다(Fig. 12). 또한 중합 후 현

장 데이터 예제에서는 기존 기법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원호

모양의 잡음도 잘 억제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Jin et al. (2018)은 탄성파 자료 잡음 감쇠를 수행하기 위해

비지도 학습을 사용한 13층 및 100층으로 구성된 심층 잔차

신경망을 제안하였다. 인공 데이터에 서로 다른 수준을 가진

가우스 백색 잡음을 추가한 다음, 데이터를 패치 단위로 무작

위로 자르고 이러한 패치들을 훈련 샘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서로 겹치는 이미지 패치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며 겹치는 모든 영역을 색인화하기 위해서는

Fig. 11. Noise attenuation of seismic records with curvilinear reflectors: the magnitude and the real and imaginary parts of the data in the f-

x domain for (a) the desired signal without noise, (b) the data with noise, and (c) the denoised data using ComplexNet (Kim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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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 복잡성을 갖는 2D

Kaiser 윈도우 기반 마스킹(masking) 연산자를 도입하였다. 이

연산자는 윈도우를 축과 추출된 패치를 따라 원본 이미지를

스캔하는 필터로 사용하며 원본 이미지와 같은 크기를 갖는

단수 값(single-value)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 단수 값 이미지는

필터링 되면서 마스크로서 사용된다. 그런 다음, 해당 패치와

겹치는 영역의 값을 더한 후, 마스크를 약수(divisor)로 사용하

여 픽셀을 기준으로 분할함으로써 윈도우는 패치로부터 이미

지를 복구한다. 인공 데이터 테스트 결과, 100층 신경망이 13

층 신경망보다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Fig. 13). 이에 따라 저자는 심층 잔차 신경망이 일관성 특징

을 유지하면서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는 이상적인 잡음 제거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일관성 잡음 및 무작위 잡음 적용사례

Yu et al. (2019)은 일관성 및 무작위 잡음 등 일반적인 탄성

파 잡음 감쇠에 적용할 수 있는 심층 학습 기법에 대해 소개

하였다. 탄성파 자료는 강한 지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웃

Fig. 12. Denoising results for a pre-stack common reflection point (CRP) gather: (a) original gather, (b) the denoising result using Cadzow

filtering, (c) the noise removed using Cadzow filtering, (d) the denoising result using the proposed method, and (e) the noise removed using

the proposed method (Liu et al., 2020).

Fig. 13. Denoising results using 13-layer and 100-layer deep real networks (DRN): (a) the clean image (left) and the image with white noise

(right), (b) the denoised image using the 13-layer network (left)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ean image and the denoised image using

the 13-layer network (right), and (c) the denoised image using the 100-layer network (left)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ean image and

the denoised image using the 100-layer network (right) (Ji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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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샘플들은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 합성곱 신경망은 서로 공

유되는 지역 합성곱 필터를 통해 상관관계를 이용할 수 있으

므로 수많은 매개변수의 사용을 피할 수 있다. 데이터 세트는

유사훈련(pseudotraining) 세트를 사용하여 생성하였으며 깨끗

한 데이터 세트는 인공 또는 기존 잡음 제거 방법을 통해 획

득하였다. 데이터 세트는 훈련 세트, 검증 세트, 테스트 세트로

구성되며 검증 및 테스트 세트의 크기는 훈련 세트의 약 25%

였다. 무작위 잡음 예제에서 비교를 위해 f-x 디컨벌루션, 커블

릿 방법 그리고 NLM (nonlocal mean) 방법을 사용하였다. 합

성곱 신경망은 테스트 방법 중 가장 뛰어난 잡음 제거 성능을

달성하였고 훈련 시간은 대략 9시간이며 CPU에서 각 방법의

잡음 제거 계산 시간은 0.08초(f-x 디컨벌루션), 0.24초(커블릿),

5.46초(NLM), 1.68초(합성곱 신경망)이며 GPU에서 합성곱 신

경망은 0.008초였다. 선형 잡음 예제에서는 무작위 잡음 상황

과 같은 신경망 구조를 가진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선형 잡음은 제거되었으며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훈련

시간은 약 5시간이며 잡음 제거 계산 시간은 CPU에서 0.13초,

GPU에서 0.008초였다. 인공 현장 데이터 세트에는 이전의 훈

련된 합성곱 신경망으로 테스트하였다. 선형 잡음이 성공적으

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합성곱 신경망이 인

공 훈련 데이터 세트로 훈련을 받더라도 현장 데이터 세트에

서 선형 잡음을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작위 잡음과 선

형 잡음이 있는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여 두 가지 유형의 잡음

상황에서의 합성곱 신경망 성능을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 합

성곱 신경망이 무작위 잡음과 선형 잡음을 모두 감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중반사파 예제에서도 합성곱 신경망 구

조는 역시 이전 테스트와 동일하며 그 결과, 주요 반사파에 영

향을 주지 않으면서 다중반사파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

훈련 시간은 약 6시간이며 계산 시간은 CPU에서 0.34초,

GPU에서 0.007초이다. 실제 데이터 예제의 경우, 훈련 세트는

입력으로 잡음이 있는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며, 출력으로는 커

블릿 방법을 사용하여 잡음이 제거된 결과를 사용하였다. 훈련

시간은 약 7시간이며, 잡음 제거 계산 시간은 CPU에서 11.95

초, GPU에서 0.02초이다. 이는 합성곱 신경망 방법이 사람의

개입 없이 적응적으로 잡음 감쇠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마지막으로 산란된 그라운드 롤을 포함한 실제 데이터 예

제의 경우, 마찬가지로 신경망 구조는 이전 테스트와 동일하다.

그 결과, 그라운드 롤의 에너지를 제거하면서 패치 단위로 그

라운드 롤을 분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Fig. 14). 합성곱 신

경망 방법은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데, 이는 신경망이 산업체 방법으로 깨끗한 데이터를 얻는 훈

련 세트로부터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Wang and Nealon (2019)은 해양 탄성파 이미지에 대해 중

합 후 탄성파 이미지 강화와 탄성파 잡음을 감쇠시키기 위해

심층 3차원 합성곱 신경망을 제안하였다. 훈련 입력 데이터에

인공 잡음을 추가하지 않는 대신 송신원 수를 감소시켜 만든

부분 중합을 사용하고 레이블 데이터는 전체 중합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훈련 입력 데이터가 레이블 데이터보다 높은 수준

의 잡음을 가지는 효과를 가지며, 이 때 잡음에는 일관성 잡음,

참반사보정 인공잡음, 무작위 잡음 등이 포함된다. 훈련 데이

터 세트는 멕시코만으로부터 얻은 현장 탄성파 자료를 통해

만들었으며, 신경망의 과대적합을 피하고 훈련 데이터 세트에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을 포함하기 위해 수평 뒤집기 및 90° 회

전을 통해 7배 증식시켰다. 합성곱 신경망을 훈련시킨 다음,

SEAM I (SEG advanced modeling I) 인공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된 신경망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훈련된 신경망의 출력

이미지는 입력 이미지보다 훨씬 깨끗하며 지질학적 구조 또한

강화시키면서 해석을 더 용이하게 하였다(Fig. 15). 그리고 단

층뿐만 아니라 회절점부터 암염돔 측면, 암염돔 하부, 해저 퇴

적층까지 서로 다른 규모의 지질 구조도 심층 신경망이 잘 보

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훈련된 신경망은 각각의 개별

오프셋 또는 각도를 분리된 3D 볼륨으로 처리하므로 중합 전

또는 중합 후 이미지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신경망

이 잡음을 잘 감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각 각도 볼륨에서 낮

은 진폭을 가진 반사파를 강화시키면서 반사각-공통 이미지

모음(angle-domain common-image gathers)을 좀 더 쉽게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저자는 제안한 기

법이 신경망의 구현 및 매개변수화도 간단하면서 참반사보정

Fig. 14. Ground-roll attenuation example: (a) the original data, (b) the denoised data using the proposed CNN, (c) the industry-provided

denoised data, (d) the difference between panels (b) and (c), and (e) the frequency spectra of one trace (distance = 1.1 km) from the data in

panels (a), (b), and (c) (Yu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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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이고 유연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단,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샘플링할 때 얕은 지역 정보와 깊은 지

역 정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발생하기 때문에 잡음 제

거와 구조 연속성 사이의 절충으로 적절한 크기의 격자가 필

요하다고 언급하였다.

Xu et al. (2019)는 심층 초고해상도 신경망의 구조를 수정

하지 않으면서 다른 유형의 잡음을 억제할 수 있는 전이 학습

전략을 소개하였다. 심층 신경망을 훈련시킬 때, 입력 데이터

에 사용되는 실제 탄성파 자료의 양은 충분하지만 출력 데이

터로 사용되는 깨끗한 데이터는 부족하다. 현재 해결책으로는

인공 모델을 사용하거나 주파수 영역 잡음 제거 방법을 통해

출력 레이블을 만들지만 둘 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나 온라

인 사전 학습(online dictionary learning, ODL)은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ODL은 짧은 시간 동안 탄성파 특성(features)

사전을 적응적으로 구축하며 희소(sparse) 표현을 통해 깨끗한

데이터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심층 초고해상도 신경망은

저해상도 이미지로부터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저자

가 소개하는 Seis-Res Net은 41층 심층 초고해상도 신경망으

로 구성되는데, 남중국해 해양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며 무

작위 및 일관성 잡음(잡음이 있는 탄성파 자료와 ODL 잡음

Fig. 15. The left column, panels (a), (d), and (g) displays 11% partial stacks as the input to the trained CNN. The middle column (b), (e),

and (h) displays the predicted outputs from the trained CNN. The right column (c), (f), and (i) displays the full stacks as the ground truth.

The top two rows display cross sections, and the bottom row displays a depth slice at 6990 m (Wang and Neal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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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결과 간의 차이)을 출력으로 사용하였다. 훈련이 끝난 후,

2개의 해양 데이터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커블릿 방법과 비교

하였다. 무작위 잡음 제거 예제의 경우, 커블릿 방법은 무작위

잡음을 제거할 수 있지만 신호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는 없었

다. 하지만 Seis-Res Net은 그러한 단점 없이 신호의 대부분을

복구할 수 있었다. 일관성 잡음 제거 예제의 경우, 전이 학습

전략을 통해 Seis-Res Net 신경망의 매개변수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사용할 수 있었다. 적용 결과, Seis-Res Net이 특히 급

경사 및 단층 지역에서 신호 대 잡음 비율을 향상시키면서 모

든 이벤트를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Fig. 16).

토 의

지금까지 조사된 연구 사례들은 감쇠시키고 싶은 잡음의 유

형에 초점을 맞춰 심층 신경망 기법들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

하였다. 심층 신경망 기법들은 기존 기법과 달리 사전 지식이

필요하거나 지구물리학적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신경망을 훈련시킴으로써 신경망 매개변수를 자

동으로 최적화한다. 따라서 연구 사례에 적용한 심층 학습 기

법들은 기존 기법에 비해 일반화 문제에 덜 민감하며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잡음의 특징을 학습하므로 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일반화와 관련하여 훈련

데이터의 잡음과 새로운 데이터의 잡음이 다소 다르더라도 새

로운 잡음이 학습한 잡음의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상당한 잡음 제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

운 유형의 잡음이라면 잡음 제거 효과가 떨어지게 되며, 이러

한 경우 새로운 잡음을 이용한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

신경망은 학습 방법(지도 학습 또는 비지도 학습)에 따라 서

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다. 먼저 지도 학습 방식으로 학습하는

경우, 레이블을 가진 대량의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일반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인공 모델 또는 기존

기법으로 감쇠시킨 실제 데이터로 레이블을 만든다. 하지만 인

공 모델로 만든 레이블은 실제 데이터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

이 있으며 기존 기법으로 감쇠시켜 만든 레이블을 사용할 경

우 신경망의 잡음 제거 성능이 기존 기법의 성능을 뛰어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훈련 레이블을 만드는 과정은 고도의 인적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대량의 훈련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특히 기존 기법으로 레이블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한 인적 노

동력과 시간을 소요한다. 반면 지도 학습 방식의 장점으로는

실제 문제를 잘 대표하는 대량의 훈련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

고 신경망이 잘 훈련된다면 기존 기법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

지면서 계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한 레이블 데이터가 기존 기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생성

된 경우, 기존 기법보다 더 뛰어난 잡음 제거 성능을 가질 수

있다.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학습하는 경우에는 레이블 데이터

가 없기 때문에 출력물을 시각적으로 비교하거나 오차가 아닌

다른 정량적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잡음 제거 성능을 평가해

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 없다

는 점은 큰 장점이며 비지도 학습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로부

터 새로운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기법

의 성능을 초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계산 비

용도 일반적으로 기존 기법에 비해 적다. 하지만 지도 학습과

마찬가지로 비지도 학습도 실제 문제를 잘 대표하는 훈련 데

이터가 필요하며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를 조정하는

작업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실험이다. 

전반적으로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에 심층 학습 기법을 적

용한 사례들의 주요 논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기법보다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면서 기존 기법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지거나 혹은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는 기

법을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한다. 심층 신경망 기

법이 기존 기법과 달리 엄격한 가정, 지구물리학적 모델, 사전

지식 등에 의존하지 않고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비선형적인 문

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탄성파 자

료 잡음 제거에 적용한다. 또한 매개변수를 수동이 아닌 자동

으로 최적화할 수 있어 인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Fig. 16. Coherent noise attenuation example: (a) the noisy data, (b)

the denoising result by Seis-ResNet, and (c) the coherent noise

removed by Seis-ResNet (Xu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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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성파 잡음 제거는 이미지 처리 분야에 포함되므로 이미

지 처리에 적합한 심층 신경망 기법인 합성곱 신경망, 적대적

생성 신경망, 초고해상도 잔차 신경망 등을 채택한다. 이러한

심층 신경망 구조를 감쇠시키고자 하는 잡음 유형에 맞게 그

리고 기존 알고리즘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수정을 하였다. 그런 다음, 개선된 신경망들은 저자들이 따로

이름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잡음 제거에 최적화된 매개변수 및

하이퍼파리미터를 가진다.

3) 심층 신경망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레이블 데이터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깨끗한 레이

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인공 모델을 사용하거나 기존 기법으

로 잡음을 제거한 실제 데이터를 레이블로 사용한다. 그러나

인공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다르며 기존 기법으로는 실제

데이터의 잡음을 100% 제거할 수 없어 완전히 깨끗한 레이블

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깨끗한 데이터 대신 잡음 모델을

레이블로 사용하는 방법, 잡음이 있는 이미지를 레이블로 사용

하는 방법, 탄성파 이미지 대신 자연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방성 확산 필터링, 샘플 검사 등과 같은 추가 도구를

사용하여 좋은 샘플을 선별하여 레이블로 사용하는 방법 등

레이블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비지도 학습을 채택한 연구 사례들은 레이블

데이터를 구할 필요가 없다.

Table 1은 본 논문에서 조사된 연구 논문들을 잡음 유형별

및 학습 방법별로 분류한 표이다. 대부분 연구 사례는 지도 학

습이며 비지도 학습 사례는 별로 없다. 많은 신경망 알고리즘

자체가 지도 학습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경망을

이용한 기법들은 자연적으로 지도 학습 방식을 따르게 된다.

비지도 학습 사례를 보면 심층 신경망에 추가적으로 생성기

(generator) 신경망을 도입하는 경우(Liu et al., 2020)와 2D 카

이저 윈도우 기반 마스킹 연산자를 도입하는 경우(Jin et al.,

2018) 모두 레이블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잡음이

있는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규칙이나 패턴을

찾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용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의

연구 동향은 첫 번째, 완전한 레이블을 가진 고품질 탄성파 훈

련 데이터 세트 구축, 두 번째, 어떤 탄성파 잡음 유형에도 적

용할 수 있는 심층 신경망 모델의 일반화,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고려한 3차원 탄성파 자료 적용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연구 사례들은 우수한 성과를 달

성하였지만 잡음 제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며

발전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지도 학습의 경우

완전한 레이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계

산 비용뿐만 아니라 잡음 제거 성능에서도 강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군집화, 특성

추출, 차원 축소 등과 같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데이터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 심층 신경망에 적용

하는 방법도 고안할 수 있다. 심층 신경망 기법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

의 성능과 심층 학습 기법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더욱 정확하

고 효율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갈 것이다. 잡음 제거

기술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존재하며 데이터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심층 학습 기법은 앞으로도 큰 관심과 인기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심층 학습 기법을 이용한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 적용사례를 잡음 유형별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현재까지

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잡음 유형별로는 일관성 잡음을

제거하는 연구 사례,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는 연구 사례, 마지

막으로 일관성 잡음 및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는 연구 사례로

분류하였다. 연구 사례들은 심층 학습 기법을 탄성파 자료 잡

음 감쇠에 적용하기 위해 잡음 제거 심층 신경망을 채택하였

다. 잡음 감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심층 신경망에는 합성곱

신경망, 적대적 생성 신경망, 초고해상도 잔차 신경망 등이 있

으며, 각 연구에 관심 있는 잡음을 감쇠시키고자 이러한 신경

망 구조를 일부 수정한 심층 학습 기법들은 기존 기법과 비교

하는 실험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였다. 기존 기법과 비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articles reviewed in this paper

Noise type

Learning method
Coherent noise Random noise Coherent noise & random noise

Supervised

Li et al., 2018
Jia et al., 2018
Xie et al., 2018
Li et al., 2019
Zhao et al., 2019
Zheng et al., 2020
Si et al., 2020

Zhang et al., 2018
Si and Yuan, 2018
Zhang et al., 2018
Liu et al., 2018
Zhang and Baan, 2019
Kim et al., 2019

Yu et al., 2019
Wang and Nealon, 2019
Xu et al., 2019

Unsupervised
Jin et al., 2018
Liu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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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지 않은 사례들은 다른 정량적 평가 지표를 통해 심층 학

습 기법의 뛰어난 성능을 증명하였다. 

지도 학습 방식으로 학습하는 심층 신경망의 경우, 레이블을

가진 대량의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또한 훈련 데이터의 품질도 중요하며 기존 기법으

로 얻은 레이블로 훈련한 신경망은 기존 기법의 성능을 능가

하기 어렵다. 하지만 훈련된 신경망은 기존 기법보다 계산 속

도가 훨씬 빠르며 일반화 문제에 덜 민감하다. 비지도 학습 방

식으로 학습된 심층 신경망의 경우, 레이블 데이터를 구할 필

요가 없으며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규칙이나 패턴을 찾

아내는 능력을 통해 기존 기법의 성능을 능가할 수 있다. 그러

나 레이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출력물을 시각적으로 비교하

거나 다른 정량적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성능을 평가해야 한

다는 단점이 있었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는 완전한 레이블을 가진 훈련 데이터

세트 구축 연구, 어떤 탄성파 잡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심층

신경망 일반화 성능 향상 연구 및 3차원 탄성파 자료 적용 연

구를 예상할 수 있다. 기존 기법과 달리 데이터에 따라 유연하

게 적응하며 발전 가능성이 유망한 심층 학습 기법은 앞으로

도 다양한 분야에서 큰 관심과 인기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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