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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구물리탐사 자료의 잡음은 물리탐사 자료를 왜곡시켜 잘못된 결과 해석을 유도한다. 잡음을 만들어내는 원인
으로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며 만들어지는 잡음과 자연 현상 및 기기 소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잡음제거 방법들은 요소파 변환이나 필터링 과정에서 개인의 주관과
높은 계산 비용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 전처리 및 잡음제거를
위한 개선된 신경망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인공신경망, 합성곱 신경망, 오토인코더, 잔차 및 파형신경망의 다
양한 유형의 신경망과 탄성파, 시간영역 전자탐사, 지표투과레이더 및 자기지전류의 잡음을 분석하고, 훈련 과정에 실제
로 이용한 인공 신경망과 제시된 핵심 해결책을 분석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선된 신경망이 지구물리탐사 자
료의 잡음제거에 유용한 기법임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심층 학습, 잡음제거, 물리탐사 자료
Abstract: Noises can distort acquired geophysical data, leading to their misinterpretation. Potential noises sources
include anthropogenic activity, natural phenomena, and instrument noises. Conventional denoising methods such as
wavelet transform and filtering techniques, are based on subjective human investigation, which is computationally
inefficient and time-consuming. Recently, many researchers attempted to implement neural networks to efficiently
remove noise from geophysical data.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analyze different types of neural networks,
such as artificial neural network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utoencoders, residual networks, and wavelet neural
networks, which are implemented to remove different types of noises including seismic, transient electromagnetic, groundpenetrating radar, and magnetotelluric surveys. The review analyzes and summarizes the key challenges in the
removal of noise from geophysical data using neural network, while proposes and explains solutions to the
challenges. The analysis support that the advancement in neural networks can be powerful denoising tools for
geophys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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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구물리탐사법은 물리적 현상에 기초하여 지하 매질의 물
성 분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잡음
(noise),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잡음이나, 혹은 측정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 등으로 인해, 측정 자료의 왜곡이 일어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탐사 방법 별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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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잡음을 파악하고 이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 제거해주
는 것은 물리탐사 자료처리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전통적으로
탄성파 탐사에서 탄성파 신호는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 국소 푸리에 변환(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 요소파 변환(wavelet transform), FX 곱풀기
와 같은 필터링 방법들을 활용하여 잡음을 제거하며(Chen and
Ma, 2014; Mousavi and Langston, 2016; Naghizadeh, 2012;
Neelamani et al., 2008; Zhu et al., 2019), 자기지전류
(magneto-telluric, MT) 탐사 자료는 원거리기준점(remote
reference) 자료를 이용한 방법을 주로 적용한다 (Chave et al.,
1987; Egbert, 1997; Gamble et al., 1979). 시간영역전자(timedomain electromagnetic, TEM)탐사 자료는 칼만 필터(Kalman
filter)와 앙상블 경험적 모드분해법(ensemble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EEMD) 등을 활용한다(Ji et al., 2018; Li et
al., 2017; Liu et al., 2017).
이러한 기존의 전처리 방법들은 작업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고 방대한 양의 자료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
요로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 시 필터링 변수를 결정하는데 사람이 개입하여 적합한
가정과 문턱값(threshold)을 설정해야 하고, 많은 양의 자료와
겹반사(multiple) 반복으로 인한 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경제적
한계가 있으며(Mandelli et al., 2019; Richardson and Feller,
2019; Zhu et al., 2019), MT 자료 잡음과 TEM 자료 결합 제
거도 마찬가지로 같은 한계가 있다(Carbonari et al., 2018;
Manoj and Nagarajan, 2003). 특히 TEM 잡음 제거에 활용되
는 칼만 필터는 비선형 자료에는 효과가 적고, EEMD는 저주
파수 대역을 제거하므로 고주파수의 잡음은 제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Andersen et al., 2016; Lin et al., 2019; Wu et
al., 2019).
전통적 잡음제거 기법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신경망(neural
network, NN)을 활용한 이미지 잡음 제거와 잡음 분류 방법을
기반으로 지구물리 자료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신경망(artificial NN, ANN)은 1980년대
처음 이미지 잡음 제거와 같은 이미지 자료 처리에 대해 적용
된 이후로 효율성과 성능면에서 발전하였고(Tian et al., 2020),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심층신경망(deep NN, DNN), 특
히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N, CNN)이 2차원 이미지
자료를 입력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이즈 제거 기
술로 널리 사용되었다(e.g., Lo et al., 1995; Jain and Seung,
2009; Goodfellow, 2016; Zhao, 2016; Gai and Bao, 2019;
Sheremet et al., 2018; Tian et al., 2019).
국내에서 Jo and Ha (2020) 가 심층 학습을 이용한 탄성파
신호 잡음 처리에 관하여 리뷰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탄성파
자료를 포함하여 전기전자 탐사 자료 처리에 활용되는 다양한
신경망 적용 사례들을 정리 및 분석하여 서로 다른 신경망 알
고리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잡음 종류에 대한 포괄적인 잡음

제거 지식도 기술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신경망은 역전파
(back-propagation, BP) 신경망(BP ANN)을 포함하는 인공신
경망(Andersen et al., 2016; Manoj and Nagarajan, 2003;
Zhang et al., 2010)과 합성곱 신경망(Mandelli et al., 2019; Yu
et al., 2018; Zhao et al., 2019), 합성곱 오토인코더
(convolutional auto-encoder, CAE)(Zhu et al., 2019), 오토인코
더(auto-encoder)(Lin et al., 2019), U-Net (Mandelli et al.,
2019; Richardson and Feller, 2019), 잔차신경망(Residual NN,
ResNet)(Richardson and Feller., 2019; Yu et al., 2018; Zhao
et al., 2019), 파형신경망(wavelet NN, WNN)(Chen et al.,
2005; Wu et al., 2019)과 같은 심층신경망들로 지구물리 자료
처리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위의 지도 학습
방법들 외에, 실제값이 필요 없는 자기 조직화 지도(selforganising map, SOM)와 같은 비지도 학습 방법이 자료 처리
에 적용된 사례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물리탐사 자료의 잡음제거에 사용된 신경망
방법론들에 대해 2장에서 간략히 소개한 뒤 3장에서 신경망을
활용한 탄성파 반사법, 수동형 탄성파, GPR, TEM, MT 와 같
은 각 지구물리 탐사 방법을 기준으로 잡음 제거 방법, 잡음
종류에 대한 비교, 훈련 절차와 최적화 방법들, 물리탐사에서
의 신경망 자료 처리 시 한계점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마지
막으로 토의 및 결론에서 주요 요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잡음 제거를 위한 심층 신경망 적용
인공신경망은 FFNN(feedforward artificial NN) 라고도 하며,
입력층(input layer),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
으로 구성된 신경망이다. 한편, DNN은 ANN의 “더 깊은
(deeper)” 버전이다. 일반적으로 ANN의 목표는 훈련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의 출력 자료와 레이블(label) 또는 실제값
(ground-truth)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함수 근사치
를 얻는 것이다(Goodfellow, 2016). 이는 실제값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지도학습으로 분류된다.
훈련 중 각 입력 자료는 가중값(weight)과 편향(bias)을 곱하
여 은닉층에서 처리한 후, 활성 함수를 사용하여 모두 더하여
처리한다. 대표적인 활성 함수로는 시그모이드(sigmoid), 쌍곡
선 탄젠트(hyperbolic tangent), 소프트맥스(softmax) 및 ReLU
(rectified linear unit) 등이 있다(Rajaraman and Ulman, 2011).
출력층의 결과를 포함한 입력 계층으로부터의 계산하는 것을
정전파(forward propagation)라고 한다(Fig. 1). 역전파를 반복
적으로 수행하면서 오차를 최소화하여 각 은닉층의 최적의 가
중값과 편향을 찾는다.
평균 제곱오차(the mean squared error, MSE)는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손실함수(loss function)로,
1 n
2
L = --- i = 1Yi – Ŷl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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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velopment of artificial (deep) neural networks that are
used in studies on geophysical data denoising.

al., 2018).

Fig. 1. The architectur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shows the
forward and back-propagation process.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transfer learning in the deep
neural network. For the geophysical denoising, the field data can be
input in the testing process, whereas the training process can be
either: a) synthetic data (ground-truth) with additional noise which
is similar to the field noise, b) modeling based on field conditions,
or c) some part of field data with ground-truth from other
conventional denoising methods.

Yi 와 Ŷi 는 각각 신경망과 실제값으로부터 출력되는 값이다.
한편, 몇 가지 최적화 알고리듬을 사용함으로써 손실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Ruder, 2016). 이러한 손실 함수에는 확률적
경사 강하(stochastic gradient descent, SDG)(Gower et al.,
2019; Hardt et al., 2016; Nemirovski et al., 2009; Nemirovski
and Yudin, 1983; Robbins and Monro, 1951), 모멘텀(Qian,
1999), 아담(A Method for Stochastic Optimization, Adam)
(Kingma and Ba, 2015), AdaGrad (Duchi et al., 2011), 그리
고 RMSProp (Tieleman and Hinton, 2012) 등이 있다. 또한,
훈련된 네트워크는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으로 불리는 새
로운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초기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Fig. 2; Donahue et al., 2013; Kaya et al., 2019; Yu et

인공 지능의 발전으로, 기본적인 ANN 뿐 아니라 합성곱 신
경망, 오토인코더, U-Net, 잔차 네트워크(residual network), 파
형신경망 같은 심화된 ANN을 지구물리 탐사 자료에서 잡음
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Fig. 3).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Fukushima (1988)이 처음 소개한 합성곱신경망은 여러 지도
학습법들이 발전, 향상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Alom et al.,
2019). CNN은 입력 자료가 격자 형태의 구조일 때 적용하는
ANN에 특성화된 기법으로, ANN은 시간 경과 자료같은 1차
원 격자 형태나 이미지같은 2차원 자료에 사용된다(Goodfellow, 2016). 이 때 합성곱(컨벌루션 혹은 곱말기라고도 함)은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수학적 연산(operation)으로써 은닉층에
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사용한다.
기본적인 CNN의 은닉층은 합성곱, 최대 풀링(max
pooling), 분류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성곱과 최대 풀링층은
특징 추출층이라고도 불리며, 분류층은 완전 연결 층(fully
connected layer)이라고 한다(Fig. 4)(Alom et al., 2019). CNN
의 장점을 이용하여 곱말기 연산자를 기반으로 한 CAE, UNet, ResNet 같은 신경망들이 개발되었다.
오토인코더(auto-encoder), 합성곱 오토인코더와 잡음제거 오토
인코더
기본적인 오토인코더는 인코더(encoder)와 디코더(decoder)
로 구성되며, 합성곱 오토인코더는 연결층을 합성곱층으로 바
꾸면서 오토 인코더의 기본적 구조를 바꾼다(Zhang, 2018). 오
토인코더는 이미지에서 잡음을 제거 하기 위해 사용해 왔고,
망은 무작위 잡음이 있는 이미지와 잡음이 없는 이미지로 훈
련시키며, 이를 잡음제거 오토인코더(denoising autoencoder,
DAE)라고 한다(Fig. 5)(Zhang, 2018).
U-Net
다운 샘플링과 업 샘플링 단계(Fig. 6)(Ronneberger et al.,
2015)로 구성된 U-Net의 기본적인 개념은 일반적인 합성곱망
이 단일 클래스의 레이블로 구성되므로, 업 샘플링은 각 픽셀
에 지정된 클래스 레이블을 제공하고, 출력 해상도를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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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rchitecture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from Alom et al., 2019).

Fig. 5. Architecture of (a) simple autoencoder (AE), (b) convolutional autoencoder (CAE), and (c) denoising autoencoder (DAE).

구조적으로 U-Net은 CAE와 유사하지만, CAE와는 달리 각
인코더에서의 입력값이 디코더에 직접 상응한다는 장점이 있
어(Mandelli et al., 2019) 이미지의 해상도를 유지하고 정밀하
게 재구성하는 데 이점이 있다.
잔차 신경망(Residual neural network, ResNet)
DNN는 복잡하고 기울기 소실 문제(vanishing gradient
problem)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ResNet와 잔차 네트워크가
개발되었다(Ebrahimi and Abadi, 2018; He et al., 2016). 기울

기 소실 문제는 DNN에서 은닉층이 많아 복잡해지면, 이로 인
한 과도한 학습이 야기되는 것으로(Yamada et al., 2016), 최적
화가 잘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ResNet은 CNN에서와 같은
간단한 건너뛰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Fig.
7). 잡음 제거에 있어서 ResNet은 실제값보다는 잡음의 특징을
학습하고 예측하도록 훈련시켰다(Zhao et al., 2019). 따라서
ResNet은 잡음을 찾고자 하고, ResNet으로 예측한 잡음과 현
장 잡음 자료의 차이로 실제값을 구했다. ResNet은 훈련 과정
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다(Ebrah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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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rchitecture of U-Net.

Fig. 7. Additional skip connection into CNN in ResNet.

and Abadi, 2018).
파형신경망(wavelet neural network, WNN)
파형신경망은 FFNN과 파형 분해 기법에 기초하여 구성되
었으며,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활성 함수를 파형 기반 함수
(wavelet basis function)로 이용한다(Fig. 8)(Wu et al., 2019;
Zhang and Benveniste, 1992). 역전파는 WNN의 최적화 함수
를 찾기 위하여 수행된다. 활성함수로 파형 기반 함수를 사용
하기 때문에 은닉층에서의 출력 변수는 모웨이블릿(mother
wavelet), 계수인자(scaling factor), 전달인자(translation factor)
가 있다(Wu et al., 2019).
자기 조직화 지도(self-organising map, SOM)
자기 조직화 지도는 입력 자료의 차원을 줄일 수 있고, 실제
값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에 비지도 학습으로 분류된
다(Carbonari et al., 2018). SOM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류할
때, 사각형 또는 육각형의 격자 노드 집합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단순하고 대칭구조를 가지고 있는 육각형이 많이 사용된
다. SOM 알고리듬은 입력값 사이의 가장 작은 유클리드 거리

Fig. 8. The architecture of wavelet neural network, which uses a
wavelet basis function as the activation function in the hidden
layers.

를 찾는 최고 조합 단위(best matching unit, BMU)를 얻기 위
해 훈련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 갱신하는 과정에서 가우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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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사용한다. SOM 결과는 클러스터 간의 거리와 입력값의
클러스터를 함께 나타낸다.

물리탐사 자료의 잡음제거를 위한 딥러닝 적용 사례
심층학습을 이용한 잡음제거는 합성 및 실제 현장 자료를
포함한 탄성파 반사법, 수동형 탄성파, TEM, GPR 및 MT 탐
사법의 수치 실험 자료 및 현장 자료를 포함한 여러 연구 사
례에서 적용되었다.
탄성파 반사법 탐사
탄성파 자료의 잡음제거에 대한 연구 사례는 다른 탐사법
자료 사례에 비해 매우 다양하며 잡음의 형태도 여러 가지 유
형으로 나눌 수 있다. 탄성파 자료 잡음 형태로는 무작위
(random) 잡음(Yu et al., 2018; Mandelli et al., 2019; Zhang
et al., 2010), 선형 및 다중 결맞음(coherent) 잡음(Yu et al.,
2018), 스파이크 형태(spike-like) 잡음(Mandelli et al., 2019),
혼합(blending) 잡음(Richard et al., 2019), 너울(swell) 잡음
(Zhao et al., 2019) 등이 있다. 무작위 잡음은 보통 바람 운동,
전기적 잡음과 같은 환경 간섭에 의해 발생하며, 이러한 잡음
은 스파이크 같은 특성을 나타내어 훨씬 복잡할 수 있다. 한
편, 선형 잡음, 구름파(ground-roll wave)과 다중 반사파 같은
결맞음 잡음은 송신원에 의해 발생한다. 혼합 잡음은 이전 발
파 송신원으로 인한 신호가 기록되는 중에 다른 발파가 시작
되어 두 개의 송신원에 의한 신호가 중첩되면서 생성된다. 너
울 잡음은 해양 표면의 오랜 기간 변화로 발생하는 일관성 없
는 잡음으로 주로 낮은 진동수 영역에서 나타나며 진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합성 자료의 잡음제거
발파 모음 영역에서 불규칙한 탄성파 자료의 잡음을 제거하
기 위해 수치 실험을 이용한 잡음 제거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
험을 하였다(Mandelli et al., 2019). 리커 요소파(ricker
wavelet) 모델에 스파이크형 잡음과 백색 가우시안 잡음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AWGN)을 각각 추가하고 UNet을 활용하여 잡음 제거 시험을 하였다. U-Net 훈련에서는
잡음을 포함한 자료와 깨끗한 자료를 아담 알고리듬을 이용하
여 최적화하였다. 특히 AWGN 모델의 경우, 요소파 방법이나
f-x 합성곱 방법과 같은 다른 잡음 제거 방법으로 얻어진 실제
값을 활용하여 U-Net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해당
훈련 결과 동일한 시간 동안 잡음을 제거하는 데 있어 U-Net
으로 훈련 시킨 알고리듬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잡음제거
알고리듬을 이용하는 것 보다 25% 빠름을 보였다. 이 훈련을
현장 모델에 적용할 때는 취득한 발파 모음 중 임의의 집합을
선택하여 기존의 잡음 제거를 수행하고 다른 현장 자료를 바
탕으로 U-Net을 훈련시켜 나머지 자료도 잡음을 제거하는 방

식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장 자료의 잡음 제거
CNN, U-Net, ResNet을 이용한 대부분의 잡음 제거 과정은
전이학습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잡음의 종류는 무작위 잡음,
선형 잡음, 다중 잡음, 너울 잡음, 그리고 혼합 잡음으로 나눌
수 있다(Yu et al., 2018; Zhao et al., 2019; Richardson and
Feller, 2019). 대부분의 연구 사례에서는 비슷한 신경망 기법
을 사용하나, 훈련 과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오
차 비용함수(error cost function)의 비교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
행하였다(Zhang et al., 2010).
(1) CNN과 ResNet을 이용한 잡음 제거
Yu et al. (2018)은 SEG에서 얻은 탄성파 반사파 모델링 결
과에 무작위잡음, 선형 잡음, 다중 잡음을 각각 추가하여 잡음
을 가진 모델을 만들었다. 참모델과 잡음이 합쳐진 모델에서
잡음 차이를 CNN을 이용하여 찾으며 CNN은 작은 뱃치 확률
적 경사 하강법(a mini-batch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을 사용한 최소값 최적화(minimum optimization)를 이용
하였다. 예측한 잡음이 CNN의 결과로 나타나고, CNN 과정에
서 잡음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개변수인 편향과 가중값
을 구할 수 있다. 이 매개변수를 전이학습을 이용하여 현장 자
료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참모델로 구한 자료를 실제 자료에 적용하는 것을 전이학습
이라고 한다. 이는 처음부터 무작위 잡음의 가중값을 구하는
것 보다 더 빠르고 쉽게 네트워크 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
작위 잡음의 훈련 결과는 경우 실제 잡음과 너무 큰 차이가 있
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모델처럼 자료의 부분 구조를
이용하였다. 현장 자료의 일부를 기존의 잡음제거인 커브릿 잡
음제거 방식(curvelet denoising)을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한 후
자료처리 전과 후의 차이를 이용하여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구
해 잡음을 추출하였다. 이 최적화된 매개변수를 나머지 현장자
료에 적용하여 잡음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료처리를
수행하여 좋은 자료를 얻었다(Fig. 9).
해양 탄성파 탐사 시 발생하는 너울 잡음의 제거를 위한 연
구로, Zhao et al. (2019)은 CNN의 더 깊은 버전으로 잔차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Only2Noise 네트워크를 개발하
였다. 훈련 과정을 위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너울 잡음을 획득
하여 잡음을 합성 탄성파 자료에 추가한 것을 훈련 자료로 사
용하였다. 이후 훈련의 최적화를 위해 Adam을 사용하였으며,
최적화 이후 훈련된 네트워크는 현장 자료에 적용해 기존의 잡
음제거 방법과 비교하였다. 멕시코 만에서 취득한 실제 스트리
머 자료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검증하였으며, 기존 잡음제거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더 효과적으로 너울 잡음을 제거하였다.
(2) ResNet과 U-Net을 사용한 혼합 잡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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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을 감쇠 시키기 전 정적 보정과 사이 채움을 이용하여 획
득한 지오메트리를 정규화 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3) ANN과 BP의 잡음제거 오차 함수 분석
Zhang et al. (2010)은 역전파 인공신경망에서 기존의 최소
평균제곱(least mean square, LMS) 오류 함수가 아닌 최소 절
삭 제곱(least trimmed squares, LTS)과 최소평균 로그제곱
(least mean log squares, LMLS)를 이용해 탄성파 잡음을 제거
했다. LMS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1
E = --- l dk – ok2
l k=1
Fig. 9. (a) Test set of noisy field data, (b) result from using Curvelet
denoising with threshold parameter of sigma = 0.2, and (c) denoised
result from CNN transfer learning (from Yu et al., 2018).

(2)

여기서 d 와 o 는 각각 원하는 출력값(desired output) 과 신
경망을 통해 생성한 결과를 의미한다. LTS는 회귀 모형을 알
수 없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 기법으로 고전
적인 회귀 분석법의 대안으로 사용되는데,
1
1
ELTS = --- h rk2 = --- h dk – ok2
l k=1
l k=1

(3)

여기서 r은 잔차를 h 는 절삭(trimming) 상수로 절삭 백분율
α 를 의미하며, 0 < α < 50% 로 정의했을 때 다음과 같이 설
정할 수 있다.
h = l1 – a + 1

Fig. 10. Results of denoising two different field data series (upper
and lower). The network outputs the predicted noise shown in the
3rd column, whereas the estimated denoised signals, shown in the
2nd column, are obtained by subtracting the estimated noise from
the input (from Richardson and Feller, 2019).

Richardson and Feller (2019)는 탄성파 자료의 혼합 잡음 제
거를 위해 U-Net에 현장 자료와 혼합 잡음을 추가한 수치 모
델을 사전 학습한 ResNet을 통합한 후 훈련하였다. 무작위의
파속을 가진 20개의 음향 자료를 만들고 가우시안 노이즈 및
실제 현장 자료 중 일부를 합성 자료에 추가해 현장의 실제 잡
음을 구현하고 리커 요소파를 사용했으며 훈련의 최적화를 위
해 Adam를 이용해 U-Net을 학습시킨 후 4개 지역의 2D 해양
탄성파 현장 자료에 적용하였다. 해양 탄성파 자료에는 혼합
잡음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고 공통 중간점 모
음으로 분류한 뒤 수직 시간차 보정을 적용하였다(Fig. 10). 해
양 탄성파 자료에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주요 잡음은 제거되
었으나 일부 반사파 신호들 역시 제거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4)

훈련 자료에 이상값이 있을 경우 LMS 알고리듬을 이용한
인공 신경망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으며 이때 이상값의 영향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향함수 방식(influence function
method)을 사용하는데 이를 적용해 새로운 오류 함수를 도입
한 것이 LMLS이다.
1
ELMLS = --- kl = 1log 1 + dk – ok2
l

(5)

훈련과 실험을 위한 탄성파 자료는 0과 1 사이 값으로 정규
화 했으며 실험에 사용한 자료는 심부에서의 탄성파 자료로
평균과 차의 분산이 0인 무작위 잡음을 추가해 사용하였다.
중앙값 필터(median filter), 요소파 변환 필터(wavelet
transform filter), BP ANN의 기존 방식들과 LTS, LMLS를 이
용한 결과의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 SNR)를 비교
하였다.
SNR 값을 통해 이 연구에서 제안한 두 방법이 이전의 방법
들 보다 잡음의 분산에 상관없이 탄성파의 잡음 제거에 효과
적임을 보여준다.
수동형 탄성파(Passive seismic) 탐사 자료
탄성파로부터 얻은 탄성파 자료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Zhu
et al. (2019)는 심층신경망을 기반으로 DeepDenoiser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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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mparison of STA/LTA results. i) and iii) are noisy signal and its STA/LTA result, while ii) and iv) are a denoised signal from
DeepDenoiser and its STA/LTA result (from Zhu et al. 2019).

하였다.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훈련용 샘플들의 신호와 잡음 자료 분포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영상 함수를 마스크(mask)로 신호와 잡음을 구분하도록 만들
었다. 이 기법은 잡음이 있는 자료에 STFT를 통해 실수와 허
수로 나누고 시간-진동수 단면으로 나타내어 이를 마스크와
합성곱하여 신호와 잡음으로 나눈다. 훈련용 자료로는 매우 좋
은 신호대잡음비를 가진 지진 파형 샘플과 잡음이 섞였지만
탄성파 자료가 아닌 샘플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잡음제거 기법
인 STA/LTA 방법과 정확도와 비교하였다. 이후 실제 탄성파
자료에도 적용하였을 때 STA/LTA 방법보다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11). 하지만 DeepDenoiser 기법은 마
스크로 인해 인풋으로 넣은 잡음 섞인 신호보다 더 큰 신호를
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마스크 형태에 따라 잡
음제거 결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EM 탐사 자료
TEM 탐사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생성된 2차 자기장을 측정
하는 탐사법으로 주변 잡음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Lin et
al., 2019). 이러한 주변 잡음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성되는
데, 대표적으로 지표에 노출된 전력선, 지중매설 전력선, 철제
울타리, 파이프 라인 등에 의한 결합(coupling) 잡음이 있다.
이 중 지중매설 된 시설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은 용량 결합
(capacitive coupling), 전력선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은 갈바닉
결합(galvanic coupling)으로 구분하고 있다(Andersen et al.,
2016). TEM 항공 탐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신기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낮은 진동수 대역의 동작 유도 잡음(motioninduced noise)과 난류(turbulence) 또는 비행체의 급가속 및 급

감속에 의한 높은 진동수 대역의 동작 유도 잡음이 나타난다
고 보고되고 있다(Wu et al., 2019). 이러한 잡음에 영향을 받
은 자료는 역산 시 부정확한 전기전도도 구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자료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잡음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진동수 통과 필터(highpass filtering), 다항식 피팅(polynomial fitting), 앙상블 경험적
모드분해법 기법, 요소파 변환, 칼만 필터 등의 기법을 활용하
여 처리한다. 하지만, 일부 결합 잡음과 항공 탐사에서 높은 진
동수 대역의 동작 유도 잡음은 자료에서 잡음의 유무를 판단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람이 일일이
모든 자료를 점검하고 처리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Lin et al., 2019). 특히, 자료의 양이 방대한 항공 TEM 탐사
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크게 대두된다.
(1)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2차장 신호대잡음비
Lin et al. (2019)의 연구에서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잡음 처
리 기법이 개발된 바 있으며, 이후부터 이 기법을 SFSDSA
(secondary field signal denoising stacked autoencoder)라 한다.
알고리듬 훈련을 위하여 실제 현장에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
였으며, 훈련 과정에서 잡음이 심한 신호를 사용하였고, 역산
을 통해 실제값를 얻었다. 결과의 최적화를 이용해서 Adam
알고리듬을 사용하였다. SFSDSA의 결과물로 특성(features)을
추출한 뒤 잡음이 많은 신호를 재구성하였다.
그 후, 요소파 변환과 칼만 필터를 사용한 잡음제거의 결과
와 비교 검증하였다(Fig. 12). 검증결과 개발한 SFSDSA 기법
의 잡음 제거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알고
리듬을 활용하여 광산 TEM 탐사 결과에 적용하였다. 미가공
자료 그래프와 SFSDSA 알고리듬 적용 그래프를 비교하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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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from denoising SFS from a) Karman filer, b) wavelet transform filter, and c) secondary field signal denoising stacked
autoencoder (from Lin et al., 2019).

음제거의 결과로 그래프의 겹침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ANN과 BP를 이용한 갈바닉결합 및 용량 결합 잡음제거
Andersen et al. (2016)은 ANN의 입력자료로 측정위치 주변
의 갈바닉 결합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신호와 영향을 받은 신호
를 이용하여 알고리듬을 훈련하였다. ANN 알고리듬의 결과값
중 -1은 잡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료, +1은 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료로 구분하였으며, 훈련 자료로 실측 자료에서
사람의 손으로 결합 자료를 제거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
료를 지도학습으로 구별한 뒤 최적화 함수로 LevenvergMarquardt 알고리듬을 사용하였다.
개발한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결합잡음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으며, 개발된 알고리듬을 이용, 실제 ATEM 탐사 자료
에 적용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먼저, 그림에서 파란색
점선은 전력선을 나타내고, 하늘색 점은 사람의 손으로 구분된
결합되지 않은 자료이며, 검은 점은 ANN 알고리듬으로 구분
된 결합되지 않은 자료이다(Fig. 13). 여기서 기존의 자료처리
결과와 ANN 알고리듬을 통해 구분된 자료 들을 서로 잘 일
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두색으로 칠해진 측선에서의 결
합 영역 구분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세 영역(A와 B, C로 구
분)을 각각 기존의 자료처리 결과와 ANN 자료처리 결과 공통
적으로 잡음에 영향을 받은 자료로 선별해 냄을 알 수 있다
개발한 ANN 알고리듬을 활용하여 자료처리한 결과와 수동
으로 수행한 자료처리 결과와 비교했을 때(Fig. 14), 결합에 의
한 잡음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역산 결과에서 저비저항 이상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ANN과 수동적으로 자료
처리를 수행한 결과 잡음에 의해 발생한 저비저항 이상이 제
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진동수 대역 잡음(low frequency motion-induced noise,
LFM)을 처리한 뒤, HFM 잡음이 많이 포함된 A 파트와 잡음
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B 파트로 나누어 B 파트를 WNN의
훈련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후 A 파트의 자료를 이용해 네트
워크가 잡음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자료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WNN 방식을 적용한 잡음 제거 후
에도 일정 수준의 잡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나, 잡음을 추가한 당시의 자료에 비해 HFM에 해당하는 잡
음이 매우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WNN을 이용한 높은 진동수의 잡음 제거
Wu et al. (2019)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TEM (helicopterborne TEM, HTEM)에서 발생하는 높은 진동수 대역의 잡음
(high frequency motion-induced noise, HFM)을 제거하기 위해
WNN 방법을 사용하였다. 훈련 자료로 합성 자료에 잡음을 추
가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합성 자료는 일반적인 기법으로

GPR 탐사 자료
GPR은 반사체에서의 반사 신호뿐 아니라 전자기적 잡음도
같이 수신된다. 이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Chen et al. (2005)
은WNN를 적용하여 잡음제거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WNN이 파형 변환의 시간-진동수 현지화의 성질이 있어,
ANN, 자가학습(self-learning), 결함허용(fault-tolerance)를 특

Fig. 13. The sounding positions for the airborne TEM survey. The
blue-dashed color is a power line, the red lines are the flight lines,
the black dots are uncoupled soundings from ANN results, and the
light blue dots are uncoupled sounding from the manual process.
The green highlight is a line survey shown in Fig. 14 (from Anderse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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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between the ANN and manual processing of the airborne TEM data (from Andersen et al., 2016)

징화 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잡음제거에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였다. 1차원 WNN을 GPR에 적
용하기 위해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의 구조로 나눈다. 입력층
에서 활성함수는 선형으로 존재하고, 입력층에서 은닉층까지
의 가중값은 하나만 이용한다. 은닉층에서의 활성함수는 두 가
지를 이용하는데 Haar 요소파와 계수 함수(scaling function)이
다. 출력층은 은닉층으로부터의 신호를 재구성하여, 은닉층에
서 출력층까지의 가중값을 파형분해계수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최소제곱오차 함수를 이용한 기울기 감소 알고
리듬을 이용하여 WNN을 훈련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한 잡음
제거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한 결과, 잡음 제거뿐
아니라, 그 두 경계면에서의 반사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WNN을 이용한 잡음 제거 알고리듬은 잡음 제거와 함께
지질학적 정보를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
MT 탐사 자료
MT 탐사는 매우 가변적인 자연 전자기장을 바탕으로 자료
를 측정하므로 송전선, 전기 철도와 같은 인공적인 전자기 현
상에 의한 매우 다양한 잡음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외에 기상
조건, 장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전통적으로
는 MT 자료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타겟 이상체가 있는 장소

외에 이상체가 없는 장소에서도 MT 탐사를 수행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원거리기준점(remote reference) 방법을 이용하지만,
두 측정 지점이 멀어 지질 조건이 다를 경우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원거리기준점을 위해 측정한 자료에도 잡음의 영향이 발
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각 시계열 중합(timeseries stack)에 대해 자료처리 수행 시 편집자의 주관이 반영
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점을 가지는데, 인공지능을 활
용하여 자료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위의 문제점들을 보완 가
능하다. MT 자료 처리에 활용된 기계학습법은 지도 학습 방
법인 ANN (Manoj and Nagarajan, 2003)과 비지도 학습 방법
인 SOM 방법(Carbonari et al., 2018)이 있으며, 각 방법 별 적
용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지도학습을 이용한 ANN
Manoj and Nagarajan (2003)은 ANN 수행 전 x, y 전기장,
x, y, z 자기장의 총 5개의 시계열 자료를 개별 채널에서의 패
턴 평가를 위해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한 뒤 라벨링을 수행하
여 실제값을 만들고 정규화한 각 채널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
장과 자기장의 진폭 비와 상관 매개변수를 구하여 마찬가지로
라벨링을 수행하고 자료의 2/3는 훈련 자료, 나머지는 시험 자
료로 활용하였다. ANN 훈련은 일정 오차 수준 이하에 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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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results of magnetotelluric (MT) apparent resistivity and phase value between the manual and ANN editing (From Manoj
and Nagarajan, 2003).

때까지 진행되고, 훈련 이후 다른 현장 자료에 훈련된 신경망
을 적용한 자료 처리 결과가 사람이 자료 처리한 결과와 비슷
하게 나타남을 검증함으로써, 해당 인공 신경망이 MT 자료 처
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5).
(2) 비지도학습을 이용한 SOM
MT 자료 처리 시 Carbonari et al. (2018)은 SOM 방법을 적
용하기 전에 먼저 MT 자료를 이산파형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 분해하여 잡음을 제거한 뒤, n DWT 계수의
N 무작위 조합(하위 집합)을 사용하여 파장 스케일에 대한 임
피던스 텐서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SOM을 이용해 임피
던스 텐서를 클러스터링하여 필터링하면 U-matrix를 얻을 수
있는데, U-matrix는 여러 개의 육각형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육각형의 크기는 한 클러스터의 자료의 수와 비례하고 클러스
터링 육각형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육각형들은 색을 점차적
으로 변화를 주어 유클리드 거리를 구현하였다. 따라서 클러스
터링 육각형의 크기가 작고 주변 육각형들의 색이 진할수록
잡음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SOM으로 분류된 자료
들을 추가적인 필터링을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신호로 인
식된 자료만 겉보기 전기비저항 자료로 변환된다. 해당 SOM
클러스터링 기법은 1D MT 수치 실험을 통해 잡음이 없는 자
료와 인위적인 잡음을 추가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잡음
수준과 유형에 대해 적용 가능성이 검증되었고, 실제 현장자료
에도 적용하여 현장 적용가능성 또한 검증된 바 있다.
토의
지도학습 DNN은 훈련 과정의 자동화 및 높은 계산 능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신뢰
성있는 필요한 자료의 양, 현장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실제값

그리고 적합한 하이퍼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것이다. 자료가 적
은 경우에는 과적합으로 인해 예측 자료를 잘못 해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훈련 과정에 사용될 신뢰성 있는 실제값을 구하
는 방법들 중 대표적인 4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패턴 인식 등을 기반으로 실제 값에 대한 레이블
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다. 잡음은 일반적으로 파워 스
펙트럼의 진동수가 더 높기 때문에 패턴 인식을 이용해 시간
영역의 자료를 진동수 영역 혹은 시간-진동수 영역으로 변환
하여 여러 인접한 측정값의 선이나 점들 간의 비교를 통해 잡
음으로 인한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며
잡음 자료에 레이블을 위한 임계 값을 쉽게 설정할 수 있지만
전문가적인 지식을 많이 요하며 잡음이 많은 신호에는 적용하
기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는 역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값을 실제값으로 사용
하는 방법인데, 잡음 제거 과정은 측정한 자료에서 잡음을 제
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반적으로 잡음이 제거된 자료는
역산 과정에 입력값으로 사용되므로 이 방법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수치 자료를 생성하고 잡음을 추가하
여 깨끗한 자료와 잡음이 포함된 자료를 각각 훈련 과정에 입
력값으로 사용하여 이후 현장 자료에 대한 전이학습을 수행하
는 방법이다. 해당 방법은 현장 탐사 지역과 수치 모델이 유사
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기존의 잡음 제거 방법을 이용
하여 일부 현장 자료의 잡음을 제거해 깨끗한 자료를 생성하
고 이를 훈련 과정에서 실제값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현장 자
료에 전이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과 결합하여 잡음이 제거된 실제값 자료를 획득하고 이후
훈련된 신경망으로 그 외의 나머지 자료에 대해 자동적으로
잡음제거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지도 학습 방법들을 통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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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 있는 실제값을 구할 수 있다.
위의 지도 학습 방법들과는 다르게 실제값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지도 학습을 통하여 잡음 제거를 수행할 수도 있다. 비
지도 학습 방법에서는 추가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자료 전처리
및 후처리 과정이 중요한데, 잡음 성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찾기 위하여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분석을
통해 잡음 클러스터를 선택하여 입력된 파라미터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후처리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실제값의 사용 외에도 은닉층의 수나 반복 횟수, 활성화 및
최적화 함수와 같은 하이퍼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 역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이퍼파라미터를 결정할 때는
Adam 및 SGD 최적화 프로그램처럼 가장 많이 사용되며 훈련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들을 관련 선행 연구와 유
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계산 시간은 자료의 양 및 모델의 크
기처럼 선택한 하이퍼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훈련 모
델의 최적화가 이뤄지면 추가적인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기존의 잡음제거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DNN 모델을 훈련해
최적화를 달성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하지만 그
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GPU를 사용하거나 이미 많이 사
용되고 있는 훈련된 DNN 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잡음제거
결과를 비교해보면 DNN을 이용한 방법들은 기존의 잡음제거
방법에 비해 계산 비용이 적게 들고 사람의 개입이 적지만 기
존 방법의 결과와 유사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이루어지고 있다.
전이학습은 이전에 수행된 훈련 과정으로부터 최적화된 가
중값을 잡음제거의 초기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학습법
대비 학습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신
호에 비해 잡음은 비슷한 경향을 가져서 더 예측하기가 쉽기
때문에 신호가 아닌 잡음을 예측하는 잔차 학습은 좀 더 정확
한 예측이 가능하여 잡음제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전이학습과 잔차학습을 인공신경망법에 병합해서 사용
하면 잡음제거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DNN은 특징학습(feature learning)을 기반으로 잡음제거 과정
을 자동화하여 물리탐사 자료에서 좀 더 일관된 자료처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더 다양한 심층 학습 기법이 적용되면서 계
산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계속되
고 있다. DNN이 기존의 잡음제거 방법들에 비하여 다양한 자
료에 대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활용
되고 있는 탄성파 자료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탐사 자료에도
적용되어 효과적인 잡음제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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