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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과학기술 및 공학 전 분야에서 기계 학습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탄성파 탐사

분야 또한 해석, 처리, 취득 등 모든 영역에서 기계 학습을 적용한 연구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 단층 해석

은 탄성파 자료 해석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며, 기계 학습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계 학습 기법들에 대해 소개하고 단층 해석에 적합한 기법들과 그 이유를 기술하였다. 물리탐사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국제 학술대회 발표 사례들을 조사하여 연도별, 분야별 연구 현황을 정리하

였으며, 그 중 기계 학습을 사용한 단층 해석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단층 해석 기술은 입력 자료 및 기계 학

습 모델의 형태에 따라 탄성파 속성 기반 기술, 탄성파 이미지 기반 기술, 원시자료 기반 기술로 나누어 그 장단점을 기

술하였다. 

주요어: 기계 학습, 탄성파 탐사, 단층 해석, 탄성파 속성, 합성곱 신경망

Abstract: Recently, many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on the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in all branch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ies applying machine learning are also rapidly increasing in all sectors of seismic

exploration, including interpretation, processing, and acquisition. Among them, fault detection is a critical technology in

seismic interpretation and also the most suitable area for applying machine learning. In this study, we introduced variou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described techniques suitable for fault detection, and discussed the reasons for their

suitability. We collected papers published in renowned international journals and abstracts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summari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search by year and field, and intensively analyzed studies on fault

detection using machine learning. Based on the type of input data and machine learning model, fault detection techniques

were divided into seismic attribute-, image-, and raw data-based technologies; their pros and cons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machine learning, seismic exploration, fault interpretation, seismic attribut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서 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컴퓨터를 통해 사람

이 가지고 있는 지능, 즉 추론, 인지, 이해 능력 등을 구현하고

자 하는 연구 분야이다(Russell and Norvig, 2016).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56년 다트머스(Dartmouth)

대학의 워크숍에서 John McCarthy에 의해 처음 인공지능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었다(Jordan, 2019). 인공지능과 쉽게 혼용되

는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어떠한 문제를 명확한 코딩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Samuel, 1959)이다. 기

계 학습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법은 McCulloch and Pitts (1943)에 의해 처음 소

개되었으며, Rosenblatt (1958)에 의해 퍼셉트론(perceptron) 모

델이 제안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드러났지만(Minsky and Papert,

1969),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해 다층 퍼셉

트론(multi-layer perceptron, MLP)을 훈련시킴으로써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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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해결되었다(Werbos, 1974). 특히 Hinton et al. (2006)

에 의해 깊은 신경망에서 발생하는 과대적합(over-fitting) 문제

와 역전파 알고리즘의 오작동 문제가 해결된 2006년 이후로

기계 학습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컴퓨터 하드

웨어가 발전함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분야에서 기계 학습을 적

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탄성파 탐사 분야 또

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중심으로 주요 학술지 및 학회에서

기계 학습 관련 연구 발표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탄성

파 자료 취득 분야는 아직까지 기계 학습을 적용한 연구가 많

이 수행되지 않고 있는데, 주로 자료 취득 구조 최적화

(Blacquiere and Nakayama, 2019; Clay and Vardy, 2018) 또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 최소화(Pilikos and Faul, 2017)

등의 연구가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자료 처리 분야에서는 주

로 잡음 제거(Wang and Nealon, 2019; Siahsar et al., 2017),

초동주시 발췌(Pan et al., 2019; Zhu and Beroza, 2019), 자료

내삽(interpolation) (Wang et al., 2019; Jia et al., 2018) 등의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 들어 기계 학습

을 사용하여 역산을 수행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AVO (amplitude variation with offset) 역산(She et al., 2018),

전파형 역산(full-waveform inversion, FWI) (Zhu et al., 2017;

Aleardi et al., 2016) 등의 기법들에 적용되고 있다. 자료 해석

분야는 자료 취득 및 처리에 비해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수행

해야 하는 작업들이 많고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

우가 많아 기계 학습 및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기 가장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암상 분석(facies analysis) (Wrona et

al., 2018; Keynejad et al., 2019)이나 저류층 특성화(reservoir

characterization) (Smith et al., 2019; Tian and Daigle, 2018)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 기계

학습이 각광받으면서 단층 해석(Xiong et al., 2018; Kumar

and Sain, 2018), 암염 구조 해석(Shi et al., 2019; Sen et al.,

2019)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기계 학습을 사용한 연구 중 특히 해석 분야의 경우 해외 주

요 기업들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

만 국내의 경우 단층 해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이력이 없으

며 필요한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단층 해석 기술은 탄성파 해석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

는 기술이며 자체 기술을 보유할 수 있다면 매우 다양한 분야

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 축적되어 있

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계 학습 기반의

해석 기법이 필요하며,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통해 결

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국내 탄성파 탐사 분야에 기계 학습을 적용한 사례가 매우

적으며 더욱 활발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

문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계 학습 기법들에 대한 간단

한 소개와 함께 탄성파 탐사 분야에서의 연구 동향, 단층 해석

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Hinton et al. (2006)이

기계 학습 연구를 촉진시킨 이후로 탄성파 탐사 분야에서 발

표된 기계 학습 관련 연구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파악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계 학습을 사

용한 단층 해석 연구들을 입력 자료의 형태와 사용한 기계 학

습 기법에 따라 세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항목 별 주요

사례와 기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기계 학습

훈련 방식에 따른 기계 학습 기법 분류

기계 학습 기법은 훈련 방식에 따라 크게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준

지도 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의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Fig. 1). 먼저 지도 학습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 라벨(label)이라 불리는 정답을 함께 사용

하여 모델을 훈련시키는 기법으로 모델이 라벨을 정확하게 맞

출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지도 학습은 라벨의 존재가 필수적

이며(Jordan and Rumelhart, 1992), 분류(classification), 회귀

(regression)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비지도 학습

은 지도 학습과 다르게 라벨 없이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모델

이 스스로 질문과 관찰을 함으로써 학습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군

집화(clustering), 차원 축소(dimensional reduction), 시각화 알

고리즘(visualization), 이상치 탐지(outlier detection), 연관규칙

Fig. 1. Classification of machine learning algorithms using the

training method. The blue circle and red cross denote labeled data,

and the green triangle indicates unlabeled data: (a) supervised

learning, (b) unsupervised learning, (c) semi-supervised learning,

and (d) reinforcemen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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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association rule analysis) 등에 사용된다(Dy and Brodley,

2004). 준지도 학습은 다수의 라벨이 없는 데이터와 소수의 라

벨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법이다.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혼합된 형태로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훈련된 후 지도

학습 방식으로 세부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준지도 학습은 데

이터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라벨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주로 사용된다(Cozman et al., 2003). 마지막으로 강화 학

습은 에이전트(agent)라고 부르는 학습 시스템이 환경을 관찰

해서 행동하고 그에 따른 보상 혹은 벌점을 통해 최적의 정책

을 학습하는 기법으로 구글의 알파고(Silver et al., 2016)가 이

에 해당된다.

앞서 소개한 네 가지 방법들 중 단층 해석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은 지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합성 자료를 이용할

경우 단층에 대한 라벨 정보를 만들기 쉽고, 현장 자료를 사용

할 경우에는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전문가가 해석한 단

층 정보를 라벨로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만일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해 라벨을 생성하기 어려울 경우 준지도 학습

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라벨이 있는 자

료와 없는 자료들을 함께 사용해 군집화, 혹은 특성 추출을 수

행한 후, 라벨이 있는 소수 자료들과 같은 군집에 속하거나 유

사한 특성을 보이는 자료들의 집합을 단층으로 분류하는 방식

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층 라벨은 전통적인 해석 기법을 통해

제작하거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지도 학습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지도 학습의 경우 라벨을 정확히 맞추도록 훈련이 수행

되기 때문에 라벨의 불확실성이 기계 학습 모델 성능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iao et al., 2019). 즉, 전통적인 해

석 기법을 통해 제작된 라벨을 사용할 경우, 기계 학습 모델

또한 해당 기법이 갖는 잡음과 불확실성 등의 문제점들을 그

대로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강화 학습은 초동

주시 발췌(Ma et al., 2019)와 같은 일부 탄성파 자료 처리 분

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단층 해석에 사용된 사

례는 발표되지 않았다. 강화 학습 또한 사용 방식에 따라 단층

해석 분야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강화학습

은 다른 기법들에 비해 적용이 까다롭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로 아직 탄성파 탐사 분야에선 활

용한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의 정의 및 종류

심층 신경망은 인공 신경망의 한 종류로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두 개 이상의 은닉층(hidden layer)으로 이루어진 깊은

형태의 인공 신경망 구조(Fig. 2)를 의미한다(Nielsen, 2015).

각 층에 포함된 뉴런(neuron)들이 가중치를 통해 연결되어 있

고, 가중치와 뉴런 값의 선형 결합과 비선형 활성화 함수

(activation function)를 통해 복잡한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

(Goodfellow et al., 2016). 심층 신경망의 훈련은 역전파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출력층에서 계산된 출력 값과 실제 출력 값

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Lee, 1991). 심층 학

습에 대한 연구는 신경망의 층이 깊어지면서 생기는 막대한

연산량을 고성능의 GPU (graphic processing unit)를 활용하여

학습시킬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LeCun et al.,

2015). 다양한 형태의 심층 신경망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들로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과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이 있다.

합성곱 신경망은 대뇌의 시각 피질 연구로부터 시작되었으

며(Hubel, 1959; Hubel and Wiesel, 1959; Fukushima, 1980),

이미지 처리에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심층 신경망 기법이다.

2012년 개최된 ILS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

nition Challenge)에서 객체 인식과 관련해 기존 알고리즘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이며 학계의 관심을 받았다(Krizhevsky et

al., 2012). 널리 알려진 합성곱 신경망 구조는 LeNet-5 (LeCun

et al., 1998), AlexNet (Krizhevsky et al., 2012), GoogLeNet

(Szegedy et al., 2015), ResNet (He et al., 2016) 등이 있다. 합

성곱 신경망이 이미지 인식과 영상 처리에 잘 작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계층적인 구조에 있다(Géron, 2019; Goodfellow et

al., 2016).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는 합성곱 층(convolutional

layer)과 풀링 층(pooling layer)이 반복되는 형태로 설계된다

(Fig. 3). 합성곱 층은 입력 받은 데이터와 임의의 합성곱 필터

를 합성곱하여 특성맵(feature map)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

며, 풀링 층은 특성맵의 크기를 줄여 데이터를 압축하는 효과

를 준다.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추출된 특성들은 완전 연결층

(fully-connected layer)의 입력으로 사용되거나 디코더(decoder)

를 적용하여 다시 영상으로 변환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순환 신경망은 어떤 특정 부분이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순

서를 학습하기에 효과적인 심층 신경망 기법으로 다른 신경망

처럼 크기가 고정된 입력이 아닌 임의의 길이를 가진 시퀀스

(sequence)를 다룰 수 있다(Géron, 2019; Goodfellow et al.,

2016). 활성화 신호가 입력층에서 출력층까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피드포워드(feed-forward) 신경망과는 다르게 은닉층에

서 자기 자신으로의 순환 가중치(recurrent weight)를 가진 단

Fig. 2. Structure of a deep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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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뉴런을 사용한다(Fig. 4). 신경망 속 단위 뉴런의 현재 출력

결과가 이전의 계산 결과에 영향을 받으므로 샘플 간의 인과

관계가 있는 시계열 데이터의 처리에 적합한 기법이다. 기계

번역, 음성 인식, 감정 분석 등의 다양한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문제에 대해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단층 해석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의 심층 신경망 혹은 합성

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합성곱 신경망의

경우 영상 처리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법으로 영상 분할

(image segmentation) 혹은 경계 검출(edge detection) 등의 분

야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들은 탄성파 단

면으로부터 단층을 검출해 내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탄성파 자료 해석 분야에서

사용하던 속성 값들과,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해 추출한 속성을

함께 완전 연결층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단층 해석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응용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3. Structures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 CNN + FCN and (b) encoder–decoder type.

Fig. 4. Structure of a recurrent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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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분야 기계 학습 연구 동향

이 연구에서는 먼저 탄성파 탐사 분야의 기계 학습 적용 사

례를 분석하기 위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문헌 조사 대상

은 국제 학술지인 Geophysics, Exploration Geophysics, Geo-

physical Prospecting, Near-surface Geophysics,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Engineering Geophysics, Computers &

Geosciences, Journal of Applied Geophysics, Journal of Seismic

Exploration, Geophysical Journal International, Interpretation에

게재된 논문과 대표적인 탐사 지구물리학회인 SEG, EAGE 학

회 발표 초록, 그리고 학술 잡지인 The Leading Edge, First

Break에 게재된 기술논문이다. 조사 기간은 Geoffrey Hinton

토론토 대학 교수가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은닉층에서의 데이

터 처리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한 2006년 이후인 2007년부터

2019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문헌 조사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하

여 1차적으로 논문을 수집하고, 수집한 논문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검색에 사용한 키워

드는 총13개로 기계 학습을 대표하면서 탄성파 탐사 기법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사

용한 키워드들은 Neural network,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Dictionary learning, Support Vector Machine (SVM), K-mean,

Auto-encode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ecurrent Neural

Network, Long-Short Term Memory (LSTM),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이다.

수집 후 선별한 탄성파 기계 학습 적용 관련 문헌을 2007년

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로 정리하면 Fig. 5와 같다. Fig. 5를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기계 학습 적용 연구 사례가

많지 않지만 2014년 이후 소폭 상승한 후 2017년부터 폭발적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계 학습을 적

용한 사례를 탄성파 탐사 분야별로 분류하였다. 먼저 자료 취

득, 처리, 해석 분야로 분류하였고, 많은 연구가 수행된 분야는

추가적으로 세부 분야를 나누어 분류하였다. 분류에 사용한 세

부 분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의 세부 분야를 큰 분류로

보면 1 ~ 5번은 자료 해석, 6 ~ 15번은 자료 처리, 16번은 자

료 취득, 17, 18번은 앞의 세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

인 경우 또는 특별한 경우 해당한다. Table 1의 세부 항목들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의 분류에 따른 문헌의

양은 Fig. 6과 같다. Fig. 6의 그래프에서 전체 문헌의 개수는

1009개로 자료 해석 분야 539개, 자료 처리 분야 376개, 자료

취득분야에서 14개, 그 외 분야에서 80개로 자료 해석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계

학습을 적용하기 비교적 쉬운 자료 해석 분야의 연구가 가장

Table 1. Classification of research fields related to seismic exploration using machine learning

No. Category Details

1 Fault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fault analysis.

2 Salt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salt dome analysis.

3 Facies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facies classification.

4 RC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reservoir characterization.

5 Interpretation Other interpretation cases.

6 Passive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passive seismic survey.

7 Noise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noise attenuation.

8 Picking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traveltime picking.

9 Interpolation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data interpolation.

10 Processing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seismic data processing.

11 Imaging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seismic imaging.

12 AVO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AVO inversion.

13 FWI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full waveform inversion.

14 Tomo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tomography inversion.

15 Inversion Other inversion cases.

16 Acquisition Methods and examples applied to seismic data acquisition.

17 ETC. Other methods and examples.

18 General General methods and examples for seismic exploration.

Fig. 5. Historical trend of publications in seismic exploration during

200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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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

료 해석 분야에 속하는 저류층 특성화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

이 수행되었으며 암상 분석에 관한 연구가 그 다음 순서로 나

타났다.

전체 조사 범위 중 비교적 최근 발표된 2018, 2019년도의

문헌들에 대해 개별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Fig. 7). 2018

년 연구에서는 전체 기간과 동일하게 자료 해석 분야에서 가

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2019년도의 문헌 분류 결과에

서는 전체적으로 자료 해석 분야의 증가 비율보다 자료 처리

분야의 증가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해석 분

야에서는 단층 해석과 저류층 특성화 연구가 함께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년 간의 변화이므로 정확한 추세는 자료가 좀

더 축적되어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더 나은 자료 해석을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자료 처리 결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료 처리 분야에서의 연구가 자료 해석

분야와 더불어 크게 증가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단층 해

석에 기계 학습을 사용한 연구들의 연도 별 변화를 Fig. 8에

나타냈다. Fig. 8로부터 단층 해석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

하던 추세에서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단층 해석 연구가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ig. 7에서 일반적

인 자료 해석 분야의 연구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결

과로 보아 단순히 단층 해석만을 수행하는 연구에서 다양한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적인 해석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

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단층 해석은 석유탐사 분야의 저류층 해

석이나 지진과 관련한 활성단층 파악 등에 필수적이므로 꾸준

히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 학습 기반 단층 해석 기법

전통적 다중 속성 기반 기계 학습

기계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빅데이터에서 출력된 특

성 정보들을 다양한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탄

성파 탐사의 전통적인 자료 해석 기술들은 겹쌓기(stack) 단면

혹은 참반사보정(migration) 단면 등의 탄성파 영상으로부터

다양한 관련 속성들을 추출하여 자료 해석에 사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다층 피드포워드 네트워크(multi-

layer feed-forward network, MLFN)나 확률신경망(probabilistic

neural network, PNN) 등의 기계 학습 기법을 사용한 자료 해

석 연구들도 수행되었다(Hampson et al., 2001). 특히 CGG 社

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확률신경망을 사용한 암상 분류

및 물성 탐색 모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확률신경망 기

반의 기법들은 단순한 내삽이나 통계학적 기술들에 비해 실제

자료 분포를 더 잘 근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6. Statistics of publications by category in Table 1.

Fig. 7. Statistics of publications by topic in (a) 2018 and (b) 2019.

Fig. 8. Historical trend of publications on fault detection during

200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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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석에 기계 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

는 기존 자료 해석 기법들에 사용하던 탄성파 속성들을 그대

로 사용하여 기계 학습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Fig. 9). Kumar and Sain (2018)은 심층 신경망의 가장 기본

적인 형태인 완전 연결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여 단층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 처리가 완료된 고해상도의 3차원 참

Fig. 9. Workflow of fault detection using conventional seismic multi-attributes and simpl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ig. 10. Fault prediction results using three different attribute groups: (a), (c), and (e) attribute groups and (b), (d), and (f) 3D fault map

(Kumar and Sa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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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보정 영상으로부터 다양한 속성들을 추출하였으며, 추출

한 속성을 속성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 계산 효율성, 지질 구

조 검출 능력 등을 바탕으로 세 분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

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단한 속성들에 비해 비교적 고수준

속성을 사용했을 때 단층 해석 결과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Fig. 10).

Di et al. (2019)은 탄성파 단면에서 추출한 14개 탄성파 속

성을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과 다층

퍼셉트론에 적용해 단층 여부를 판단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4개 단면에서 16만개의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그 중 6만개는

단층, 10만개는 단층이 아닌 자료들이다. 라벨링(labelling)은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수행하였다. 기계 학습 기법들 중 비교

적 간단한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서포트 벡터 머

신의 경우 이러한 이진 분류 형태에 가장 최적화된 기법 중 하

나로 알려져 있다. Di et al. (2019)은 추가로 탄성파 단면으로

부터 추출한 탄성파 속성들과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해 추출한

임의의 속성들을 사용한 단층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14개

탄성파 속성을 사용한 결과는 Fig. 11a,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

해 추출한 16개 속성을 사용한 결과는 Fig. 11b와 같다. 단층

해석 결과를 보면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해 추출한 속성으로

도출한 결과가 단층 구조를 더 잘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는 기존 탄성파 속성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는 연구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통적인 탄성파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의 경우 전세계적으

로 이미 축적되어 있는 자료의 양이 매우 많으며, 각 속성들이

갖는 물리학적 또는 지질학적 의미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깊은 구조의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

한 형태의 기계 학습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Di et al. (2019)의 연구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최근 연구되고 있는 합성곱 신경망 기반 기

법들과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기반 기계 학습

합성곱 신경망을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해 추출한 속성을 완전

연결층의 입력으로 사용해 분류나 기타 작업들을 수행하는 방

식이 있으며, 완전 연결층 없이 합성곱 층 만을 사용하여 입출

력이 모두 영상 자료의 형태로 적용되는 방식이 있다(Fig. 12).

연구 초기에는 첫 번째 방식들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U-Net

(Ronneberger et al., 2015)이 발표된 이후로 U-Net 구조를 기

반으로 하는 두 번째 방식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논문

Fig. 11. Fault prediction results obtained using (a) 3D super-

attribute-based MLP classification and (b) 16 CNN attributes (Di et

al., 2019).

Fig. 12. Workflow of image-based fault detection using CNN.

Fig. 13. Network architecture of fault detection using CNN + FCN (Xio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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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 주제인 단층 해석도 이러한 두 방식으로 나눠서 조사

를 수행하였다.

Xiong et al. (2018)은 수직으로 교차하는 3차원 단면으로부

터 교차점의 단층 여부를 판단하였다. 교차하는 3개 단면을 합

성곱 신경망의 3채널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다(Fig. 13). 3차원

탄성파 영상에 Skeletonized-coherence-based autopicking 기술

을 적용하여 라벨을 생성하였으며 단층은 1, 비단층은 0의 값

을 갖는 라벨을 제작하였다.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해 자료의

특성을 추출하였고 완전 연결층에 전달하여 분류를 수행하도

록 하였다. 이 경우 앞서 예상한 것과 같이 라벨 생성에 사용

한 기법들의 잡음과 같은 단점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되는 문

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Fig. 14), 라벨의 편향이 모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단순히 단층 여부를 이진 분류 형태로 추출하는 것 외에 추

가 정보를 함께 얻음으로써 단층 영상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Wu et al. (2018)은 합성곱 신경

망을 사용해 탄성파 단면 패치로부터 단층 여부 뿐 아니라 단

층의 경사각(dip angle)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

다. 2차원 단면에서 단층은 대부분 선형으로 나타나므로 단층

의 경사각을 알면 단층 구조를 특성화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패치에서 단층 결과를 잘못 예측하더라도 주위 패치의 경사각

과 비교하여 단층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연결성이 매우 좋은

단층 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Wu et al. (2018)은 전체 단

면을 여러 개의 패치로 나누고 해당 패치의 단층 여부와 경사

각을 추출한 후 다른 패치들과 연결하여 단층 확률 영상을 생

성하였다. 생성된 단층 확률 영상은 단층 구조를 잘 근사하고

있으며, 기존 단층 추출 방식들보다 더 선명한 단층 구조를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5). Wu et al. (2018)의 연

구를 바탕으로 3차원 탄성파 자료에서 단층 여부와 경사, 방

Fig. 14. Real-data example of fault detection using CNN + FCN:

(a) fault probability cube from CNN prediction and (b) coherence

cube (Xiong et al., 2018).

Fig. 15. Fault detection example using CNN + FCN: (a) given

seismic image, (b) CNN fault probability image, (c) 1-semblance

image, and (d) fault likelihood image (Wu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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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각(azimuth angle)을 함께 찾는 FaultNet이 개발되었다

(Zhang et al., 2019). FaultNet의 구조는 12개의 합성곱 층과

256개의 완전 연결층으로 구성되며(Fig. 16), 이러한 깊은 구

조의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단층 구조를 포함하는 합성 자

료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합성 자료 제작을 위해 수평 구조

의 반사계수 모델 생성 후 습곡 구조를 만들고 전단력을 적용

하여 단층 구조를 생성하였다. 그 후 송신 파형을 합성곱 하고

인공 잡음을 추가하여 합성 자료를 제작하였다. FaultNet은

Wu et al. (2018)과 마찬가지로 경사와 방위각을 사용해 3차원

구조에서의 단층 확률 영상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고해상도

의 단층 영상을 제작하였다(Fig. 17).

Guitton (2018)은 3차원 합성곱 신경망 기법을 사용해 3차원

큐브에서 단층 해석을 수행하였다. Hale (2013)이 제안한 단층

해석 기법을 사용해 라벨을 제작하였고 단층은 (1, 0), 비단층

은 (0, 1)로 판단하는 원-핫 인코더(one-hot encoder) 방식을 사

용하였다. 다섯 개의 3차원 합성곱 층과 128개의 완전 연결층

이 이어지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설계하였고, 8 × 8 × 8의 3차

원 패치를 추출해 합성곱 신경망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다.

총 100만개의 패치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자료 중 80%는 훈련

자료로, 20%는 검증 자료로 사용하였다. 훈련된 모델을 사용

하여 759,500개 패치의 단층 여부를 예측하였고 이를 재조합

하여 3차원 단층 구조를 도출하였다(Fig. 18).

합성곱 신경망으로 추출한 단층 영상에 다양한 후처리 기법

들을 적용해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Zhao

and Mukhopadhyay, 2018). 합성곱 신경망과 완전 연결층을 사

용해 단층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단층 영상에 LoG

(Laplacian of Gaussian) 필터, 방향성 골격화(skeletonization)

등의 다양한 후처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Fig. 19의 결과를 보

면 단층 영상에서 잡음이 제거되었으며, 단층의 연결성이 좋아

져 단층 구조가 더 선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후

처리 작업을 기계 학습으로 수행하는 BASNet (Qin et al.,

2019) 등의 네트워크가 영상 처리 분야에서 매우 높은 정확도

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단층 영상 해상도 향

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Guo et al. (2018)은 앞에서 소개한 방법들이 합성곱 신경망

을 사용해 속성을 추출하고 2차적으로 단층 여부를 판단한 것

과 달리 합성곱 신경망 기법에서 곧바로 단층을 영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풀링 층을 사용하지 않고 9

개의 합성곱 층 만을 사용하여 입력 자료의 크기가 변하지 않

게 함으로써 입력 단면과 동일한 크기의 단층 영상이 추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엔 뚜렷한 단층 구조를 표현하기 위

해 소프트맥스(softmax) 층을 삽입해 픽셀의 값을 1과 0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합성자료를 사용해 모델을 훈련

시켰으며, 합성자료와 현장 자료를 모두 사용해 검증을 수행하

Fig. 16. Network structure of FaultNet (Zhang et al., 2019).

Fig. 17. (a) FaultNet probability results and (b) the corresponding fault lines automatically extracted from (a) (Zha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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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라벨은 2차원 탄성파 단면에서 단층은 1, 단층이 아닌

점은 0으로 표현하도록 수작업으로 제작하였다. 예측 결과에

서는 잡음이 나타나긴 하지만 단층의 경향을 어느정도 잘 예

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0).

U-Net 구조의 기계 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단층을 추출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U-Net은 의생물공학 분야에서 암세포

검출을 위해 설계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한 종류이다

(Ronneberger et al., 2015). 영상처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

되고 있으며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 인코더-디코더 형

태의 모델로서 기존 방식과의 차이는 인코더 과정에서 추출한

특성맵과 디코더 과정의 특성맵을 합쳐서 함께 사용함으로써

디코더 과정에서 원본 영상의 정보를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하였다는 점이다(Fig. 21). Chang et al. (2019)은

U-Net 구조를 따르면서 합성곱 유닛으로 ResNet (He et al.,

2016)의 유닛 구조를 사용하여 모델을 설계하였다. 현장 자료

에 수작업으로 라벨링을 수행하여 훈련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

른 기법들과 마찬가지로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잡

음을 단층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했지만, 기존 단층 해석에

사용되던 탄성파 속성 중 하나인 일관성(coherence)을 이용한

해석(Bahorich and Farmer, 1995)과 비교하여 더 나은 결과를

Fig. 18. (a) Heat map of fault locations superimposed with seismic data and (b) interpreted faults in red after thinning the heat map of (a)

(Guitton, 2018).

Fig. 19. (a) Artificially generated fault label, (b) output of CNN fault prediction, (c) fault prediction result after applying LoG filter and

skeletonization, and (d) final result after thresholding (Zhao and Mukhopadhy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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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다. Li et al. (2019) 또한 U-Net을 사용하여 단층 해석 연

구를 수행하였다. 2차원 탄성파 단면을 흑백 이미지로 변환하

고 수작업으로 라벨링을 수행하였다. 그 후 단층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에서 정사각형 형태의 패치를 추출하였다. 기계 학습

에서 사용하는 자료 증식(data augmentation) 기법들 중 탄성

파 볼륨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플립(flip) 기법만을 사용하였다.

데이터 증식 기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미 자료의 양이 충분

하여 일부 자료에만 적용하였고, 기존 패치는 제거하여 데이터

Fig. 20. Fault prediction result. Figures on the left are input seismic images, outputs of CNN in the middle, ground-truth labels on the right

(Guo et al., 2018).

Fig. 21. Structure of 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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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량은 유지하되 다양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얕은 구조의

U-Net 모델을 훈련시키고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예측 결과에

line segment detector (LSD) 기법(von Gioi et al., 2012)을 적

용해 연결성을 증가시켰다. 현장 자료 7개 단면에서 140개 패

치를 추출하여 모델 훈련 후 검증을 수행하였다(Fig. 22).

Wu et al. (2019)은 3차원 U-Net 구조를 사용하여 3차원 탄

성파 영상에서 단층을 추출하는 FaultSeg (2019)를 개발하였

다. 128 × 128 × 128 크기의 탄성파 영상을 입력으로 사용하

였는데, 2차원 자료와 비교해 메모리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

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구조의 U-Net 모델을 설계하여 사용

하였다(Fig. 23). 모델 훈련을 위한 자료로는 합성자료를 사용

하였는데, 총 6 단계 작업을 통해 합성자료를 생성하였다. 먼

저 0에서 1 사이의 임의의 값을 갖는 수평 구조의 반사계수 모

델을 제작하고, 수직 방향 및 수평 방향으로 전단 변형

(shearing shift)을 적용하여 습곡(fold) 모델을 만들었다. 습곡

모델에 단층을 삽입하고, 송신 파형을 합성곱 한 후 잡음을 추

가하여 최종 탄성파 영상 제작을 완료하였다. 생성된 탄성파

영상에 시간(혹은 깊이) 축에 대한 회전을 적용하여 자료의 양

을 증가시켰는데, 보간 과정 및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잡음 효

과를 억제하기 위해 90o, 180o, 270o 회전만을 적용하였다. 훈

련된 모델을 현장 취득 자료에 적용하여 검증하였고, 우도

(likelihood)를 사용한 기존 단층 해석 방법(Wu and Hale,

2016) 결과와 비교하였다(Fig. 24).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는 기법들은 극히 일부 연구를 제외

하고는 모두 합성곱 층에서 필터를 적용하여 특성을 추출하고

풀링 층에서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

정에서 단층 해석에 필요한 주요 속성들을 추출하게 된다. 이

전에 소개한 전통적 탄성파 다중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각 속성이 어떤 물리학적, 지질학적 정보를 반영하는지

는 알 수 없지만, 탄성파 단면으로부터 단층을 해석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속성들을 추출한다고 할 수 있다. 합성곱 신경

망과 완전 연결층의 조합으로 단층을 해석하는 연구들은 매우

단순한 형태부터 굉장히 깊은 구조를 갖는 모델들까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FaultNet과 같은 기술들은 기존 단층 해석 기술

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U-Net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는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U-Net 기반의 모델은 완전 연결층이 필요한 기

존 모델보다 계산해야 하는 가중치의 양이 적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면서도 영상 처리 분야에서 매우 높은 성능을 기록하

고 있다. 또한 이전 방식들의 경우 대부분 패치에서 패치 중앙

부에 위치한 한 점의 경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층 영상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점에 대해 신경

Fig. 22. (a) Original seismic image and label, (b) output images of CNN, and (c) final results after post-processing (Li et al., 2019).

Fig. 23. U-Net structure of FaultSeg (Wu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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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U-Net 기반

의 모델들은 약간의 영역들만 중첩시키면서 패치를 추출하면

되므로 전체 단층 영상 제작을 위해 필요한 패치의 양이 매우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U-Net 기반 기법의 성능이

합성곱 신경망과 완전 연결층을 사용하는 기법과 동일한 성능

을 갖는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24. (a) 3D seismic image, (b) detected fault map obtained using trained CNN model, (c) fault likelihood, and (d) thinned fault likelihood

(Wu et al., 2019).

Fig. 25. Workflow of fault detection using raw seismic data and D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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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자료 기반 기계 학습

앞서 소개한 연구들이 자료 처리가 완료된 탄성파 단면 혹

은 그 단면으로부터 추출된 속성 값을 사용하여 단층 해석을

수행한 것과 다르게 탄성파 원시 자료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사용해 단층 해석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Fig. 25). Araya-Polo

et al. (2017)은 단층 구조를 포함하는 수천개의 속도 모형을

제작하여 모델 훈련 및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각각의 속도

모델은 최소 2,000 m/s에서 최대 4,000 m/s 사이의 속도 범위

를 가지며, 140 × 180 × 180의 격자 구조를 갖도록 제작되었

다. 제작된 속도 모델에 최대 4개의 단층을 삽입하였고 단층

들은 다양한 방위각과 경사, 위치를 갖도록 설계되었다. 지도

학습을 사용하기 위해 속도 모델을 다운 샘플링하여 32 × 32

× 32의 낮은 해상도를 갖는 단층 라벨을 생성하였다. 모델링

을 수행한 후 합성된 3차원 탄성파 원시 자료에서 다량의 속

성을 추출하였는데, 추출하는 속성의 양은 자료 취득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송신원과 수신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이다. 단층 해석을 위해 10개

의 심층 신경망 모델을 설계하여 훈련시켰으며, 그 결과를 비

교하였다(Table 2). 검증 자료를 사용해 예측한 결과를 살펴보

면, 단층 영상의 해상도가 높지 않고 단층이 겹치는 부분에서

특히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단층의 유무와 단층 패턴 정도는

Table 2. Ten DNN models and test results of each model (Araya-

polo et al., 2017)

AUC1) IoU2) Hidden 

layers

Nodes per 

layer

Faults per 

model

0.902 0.311 5 768 4

0.893 0.294 5 640 4

0.836 0.220 7 640 4

0.833 0.218 8 512 4

0.854 0.246 7 512 2

0.849 0.227 6 512 2

0.820 0.219 6 512 2*

0.718 0.130 4 1024 1

0.897 0.395 4 512 1

0.919 0.384 4 256 1

1) AUC: a metric of performance describing how strong the predictor is.

2) IoU: a metric of performance measuring how clustered or scattered

a prediction is.

*This DNN model used only 10,000 training data and 2,000 test data,

while all the other models used 16,000 training data and 4,000 test data.

Fig. 26. (a) Manually generated fault label and (b) fault prediction

results using DNN (Araya-polo et al., 2017).

Table 3. Summary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s for fault detection

Category Input data Network Advantage Disadvantage

Conventional attribute-

based techniques
Attributes MLP, SVM

Physically and geologically meaningful 
attributes
Simple network and low training cost

Low accuracy

Seismic image-based 

techniques
Image

CNN + FCN High accuracy Complex network and high training cost

CNN
(U-Net)

Low training cost
Relatively lower performance than CNN + 
FCN network
(high accuracy in a specific case)

Seismic raw data-

based technique
Raw data DNN No seismic data processing required Low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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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Fig. 26). Araya-Polo et al.

(2017)의 연구는 다른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 단층 해석 성능

은 떨어지지만 자료 처리 없이 단층을 해석해낼 수 있다는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료 처리 과정에서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기계 학습을 사용하는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 분석한 기술 별 특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Table 3에 요약하였다.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탄성파 탐사 분야에서 기계 학습이 얼마나

급격하게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는지 연구논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탄성파 자료 해석 분야는 가장 먼저

기계 학습이 활성화되었고, 여전히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가지 해석 기법 중 단층 해석은 석

유탐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연구 분야로서 다른

기법과 마찬가지로 기계 학습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 중이다. 본문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기계 학습을 이용한 단

층 해석 기법은 전통적인 탄성파 속성을 사용하는 것부터 최

신의 영상처리에 사용되는 합성곱 신경망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각 방법은 나름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최근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 영상처리 방식이다. 원시 자료로부터 직접적으

로 단층 해석을 수행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지만 그 편의성에

비해 완성도 있는 결과를 얻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기계 학습을 사용한 단층 해석 기

술은 현재도 활발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서비스 기업들은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단층

해석에 기계 학습을 사용하는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

는 상황이다. 더불어 국내에 축적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탄성

파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계 학습이 매우 필

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계 학습 기법들을 사용한 단층 해

석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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