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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성파 탐사를 수행할 때 경제적, 환경적 제약 또는 탐사 장비의 문제 등에 의해 탄성파 자료의 일부가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손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자료 손실은 탄성파 자료 처리와 해석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기 때문에 사라진 탄성파 자료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탄성파 자료 복원을 위해 재탐사 또는 추가적인 탐사를 진행

하는 경우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사라진 탄성파 자료를 정확히 복원하기 위한 보간 기

법 연구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술 발달에 따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머

신러닝 기술들 중에서도 서포트 벡터 회귀, 오토인코더, 유넷, 잔차넷, 생성적 적대 신경망 등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탄성

파 자료의 보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복잡한 신경망 모델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한 서포트 벡터 회귀 모델을 통해서도 뛰어난 보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했다. 추후 머신러닝 기법들을 사용하는 탄성파 자료 보간 연구들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실제 자료를 이용하며 데이터

증식, 전이학습, 기존 기법을 이용한 규제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탄성파 자료 보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주요어: 탄성파 자료 보간, 머신러닝, 서포트 벡터 머신, 유넷, 잔차넷, 생성적 적대 신경망

Abstract: We acquire seismic data with regularly or irregularly missing traces, due to economic, environmental, and

mechanical problems. Since these missing data adversely affect the results of seismic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we

need to reconstruct the missing data before subsequent processing. However, there are economic and temporal burdens

to conducting further exploration and reconstructing missing parts. Many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interpolation

methods to accurately reconstruct missing data. Recently, various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such as support vector

regression, autoencoder, U-Net, ResNet, an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have been applied in seismic data

interpolation. In this study, by reviewing these studies, we found that not only neural network models, but also support

vector regression models that have relatively simple structures can interpolate missing parts of seismic data effectively.

We expect that future research can improve the interpolation performance of these machine learning models by using

open-source field data, data augmentation, transfer learning, and regularization based on conventional interpolatio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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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실제 탄성파 탐사 자료 취득시 경제적, 환경적 제약, 탐사 장

비의 문제 등에 의해 탄성파 자료의 일부가 규칙적 또는 불규

칙적으로 손실된 자료를 획득하게 된다. 정확한 탄성파 자료

처리와 해석을 위해서는 온전한 탄성파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

에 일부가 손실된 탄성파 자료는 이후 처리와 해석 결과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탐사 또는 추가적인 탐사를 수행할 경우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손

실된 탄성파 자료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간 기법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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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손실된 탄성파 자료의 복원을 위해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탄성파 자료의 보간법으로는 쌍입방 보간법(bicubic interpolation

methods)(Keys, 1981), 파동방정식 보간법(wave-equation

based interpolation methods)(Ronen, 1987; Fomel, 2003), 주

파수 공간 예측 필터 보간법(frequency-space prediction filter

based interpolation methods)(Spitz, 1991; Naghizadeh and Sacchi,

2007), 랭크 감소 보간법(rank reduction based interpola-

tion methods)(Trickett et al., 2010; Gao et al., 2013a; Gao et

al., 2015; Ma, 2013; Chen et al., 2016), 희소 변환 보간법

(sparse transform based interpolation methods) 등이 있다. 쌍

입방 보간법은 일정한 간격의 격자들의 교차점 값들을 바탕으

로, 격자의 교차점과 사이 공간의 값이 서로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미분값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다항식을 활용하는 방

법이다(Keys, 1981). 파동 방정식 보간법은 파동 방정식을 활

용하여 손실된 탄성파 자료를 보간하는 방법으로,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손실된 탄성파 자료를 보간할 수 있다. 그러나

계산량이 많고 사전 정의된 속도 모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Ronen, 1987; Fomel, 2003). 주파수-공간 예측 필터 보간

법은 주파수-공간 영역에서 선형 탄성파 자료의 예측 가능성

을 활용하여 손실된 탄성파 자료를 보간하는 방법으로, 선형

또는 선형에 가까운 탄성파 자료의 보간에 적합한 방법이다.

주파수-공간 예측 필터 기반 방법은 윈도우 선택을 통해 비선

형 탄성파 자료의 복원에 활용할 수 있지만, 윈도우 선택에 따

라 성능이 크게 달라지고 적절한 윈도우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

가 있다(Spitz, 1991; Naghizadeh and Sacchi, 2007). 랭크 감소

보간법은 잡음 제거를 위해 사용하던 방법을 탄성파 자료의

보간에 적용한 방법으로, 윈도우 내에 존재하는 선형 신호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 랭크를 사용한다. 이 기법을 사용할 경우

탄성파 자료는 주어진 주파수 성분에서 낮은 랭크를 가지지만

손실된 탄성파 자료에 의해 랭크가 증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

로 랭크 감소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

행한다. 랭크 감소 보간법은 주로 선형 또는 선형에 가까운 신

호를 가지거나 정보정이 적용된 자료의 보간에 적합하다

(Trickett et al., 2010; Gao et al., 2013a; Gao et al., 2015; Ma,

2013; Chen et al., 2016). 희소 변환 보간법은 푸리에 변환

(Fourier-transform based interpolation methods)(Abma and

Kabir, 2006; Gao et al., 2013b), 커브렛 변환(curvelet transform

based interpolation methods)(Herrmann and Hennenfent, 2008;

Naghizadeh and Sacchi, 2010), 세이즐릿 변환(seislet transform

based interpolation methods)(Gan et al., 2015; Liu et al.,

2016) 등을 사용하여 손실된 탄성파 자료를 복원하는 방법으

로, 선형 또는 선형에 가까운 탄성파 자료의 보간에 적합한 방

법이다. 희소 변환 기반 보간법은 손실된 탄성파 자료를 복원

하는 동시에 탄성파 자료에 존재하는 공간적 알리아싱

(aliasing)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산 비용이 많

이 필요하고 적절한 파라미터 선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Abma and Kabir, 2006; Gao et al., 2013b). 이러한 기존의 탄

성파 자료의 보간법들은 주로 선형 또는 선형에 가까운 탄성

파 자료의 복원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러나 시간과 계

산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곡선 탄성파 자료의 복원을 위한 윈

도우 선택 등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탄성파 탐사 기술과 탐사 장비의 발달로 3차원 또

는 그 이상의 고차원 탐사가 가능해지면서, 탐사를 통해 획득

하는 자료의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

및 환경적 제약, 탐사 장비의 문제 등에 의해 탄성파 자료에

손실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성파 자료의 보간에 더 많

은 시간과 계산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게 머신러닝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머신러닝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컴퓨터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로, 컴퓨터가 데이터들의

숨겨진 관계 또는 패턴을 찾고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든다(Géron, 2017). 기존의 보간 기법들을 모델 기반 보간법

이라 한다면,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보간 기법들은 데이터 기반

보간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탄성파 자

료의 보간법 연구 분야에서도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등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

포트 벡터 머신은 주어진 데이터를 나누는 초평면을 활용하여

선형 또는 비선형 분류와 회귀, 이상치 탐지 등 문제를 해결하

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탄성파 자료 보간 문제는 회귀 문

제로 간주하여 서포트 벡터 회귀(support vector regression,

SVR)를 사용할 수 있다. 합성곱 신경망은 인공 신경망의 하나

로,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 머신러

닝 알고리즘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탄성파 자료를 이미지로 간

주하고 오토인코더(autoencoder), 유넷(U-Net) (Ronneberger et

al., 2015), 잔차넷(ResNet)(He et al., 2016), 생성적 적대 신경

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Goodfellow et al.,

2014) 등 다양한 구조의 합성곱 신경망 모델(Géron, 2017)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위해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모델의 훈련을 위해 인공 자료 또는 실제 자료의 일부를 규칙

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제거하여 구성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

다. 인공 자료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대

량의 데이터 세트를 얻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자

료처럼 지질학적 복잡성이 반영된 인공 자료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질학적 복잡성을 학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자료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 지질학적 복

잡성이 반영된 데이터 세트를 통해 신경망 모델이 이러한 특

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자료에는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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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존재하고, 획득한 자료에 손실된 부분이 존재하며, 손실

된 탄성파 신호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므로

대량의 데이터 세트 구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는 단점이 있다. 두 방법의 명확한 장단점 때문에, 일부 연구

자들은 전이학습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 자료 데이터 세트에서

사전 훈련을 진행하고 실제 자료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탄성파 자료의 보간법에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한 논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탄성파 자료

의 보간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과 훈련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한 보간법

탄성파 자료의 보간에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활용하는 연구에

서는 탄성파 자료 보간 문제를 회귀 문제로 간주하여 서포트

벡터 회귀를 사용한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주어진 자료를 구

분하기 위해 초평면을 사용한다. 이때 서포트 벡터 분류는 초

평면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의 사이 거리를 최대화할 수 있

는 초평면을 사용한다. 반면에 서포트 벡터 회귀는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의 사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초평면을

사용한다(Géron, 2017). 본 절에서는 서포트 벡터 회귀를 활용

하여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행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Jia and Ma (2017)는 2차원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위해, 서

포트 벡터 회귀를 활용한 가우스 서포트 벡터 회귀(Gauss

SVR) 모델과 데이터 기반 타이트 프레임 서포트 벡터 회귀

(data-driven tight frame SVR, DDTF SVR)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가우스 서포트 벡터 회귀 모델은 주어진 입

력 자료에 가우스 행렬을 활용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훈련에

사용했다. 데이터 기반 타이트 프레임 서포트 벡터 회귀 모델

은 입력 자료에 적응형 희소 변환의 근사치를 활용하는 데이

터 기반 타이트 프레임(data-driven tight frame)(Cai et al.,

2014; Liang et al., 2014; Yu et al., 2015)을 적용하여 훈련에

사용했다. 두 모델의 훈련을 위해, 선형 신호와 곡선 신호가 있

는 2차원 인공 탄성파 자료와 실제 탄성파 자료에서 패치를

추출하여 구성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다. 이때 추출한 패치의

신호의 50%, 66.6%, 75%를 무작위로 제거하여 선형 신호가

Fig. 1. Interpolation results and extracted traces of (a) and (b) the f-x prediction filter method, (d) and (e) Gauss SVR, and (g) and (h) DDTF

SVR in the field dataset. The red dotted lines represent the original traces, and the blue lines represent interpolated traces. The square zones

in (b), (e), and (h) are enlarged to (c), (f), and (i), respectively. Their signal-to-noise ratio is 34.21 dB (f-x prediction filter method), 32.20

dB (Gauss SVR), and 32.54 dB (DDTF SVR), respectively (Jia and M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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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공 데이터 세트 3개, 곡선 신호가 있는 인공 데이터 세

트 3개, 실제 자료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 3개를 구성했다. 각

각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훈련된 두 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해, 신호대잡음비 값을 사용하여 쌍입방 보간법과 주파수-공

간 예측 필터 보간법의 결과와 비교했다. 인공 데이터 세트와

실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고, 실제 데이터 세

트를 사용한 결과를 Fig. 1과 Table 1에 나타냈다. 그 결과, 선

형 신호가 있는 인공 데이터 세트에서는 서포트 벡터 회귀를

사용한 두 방법의 신호대잡음비 값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곡

선 신호가 있는 인공 데이터 세트에서는 주파수-공간 필터 기

반 방법의 신호대잡음비 값이 서포트 벡터 회귀를 사용한 두

방법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0%가 제거된 실제 데이터 세

트에서는 주파수-공간 예측 필터 보간법의 신호대잡음비 값이

서포트 벡터 회귀를 사용한 두 방법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지

만, 66.6%와 75%가 제거된 실제 데이터 세트에서는 서포트

벡터 회귀를 사용한 두 방법의 신호대잡음비 값이 기존의 방

법들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Jia at al. (2018)은 2차원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위해 서포

트 벡터 회귀를 활용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Jia

at al. (2018)은 제안한 모델의 훈련을 위해, 2차원 인공 탄성

파 자료와 실제 탄성파 자료에서 패치를 추출하여 구성한 데

이터 세트를 사용했다. 이때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패치들

중, 패치들의 분산값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탄성파 신호가 없

는 패치들을 제거하는 몬테-카를로 방법(Yu et al., 2016)을 적

용하여 훈련에 사용하는 MCSVR (Monte-Carlo SVR)모델을

제안했다. 몬테-카를로 서포트 벡터 회귀 모델의 효율성과 성

능을 확인하기 위해, 모델의 훈련에 모든 패치를 사용하는

FullSVR (Full SVR)모델, MCSVR 모델과 동일한 양의 패치

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RDSVR (random SVR)모델

을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했다. 3가지 모델의 훈련에 사용한 데

이터 세트를 구성하는 패치들의 위치를 Fig. 2에 나타냈다. 인

공 탄성파 자료 데이터 세트의 경우, 전체 패치의 약 40%를

사용한 MCSVR 모델은 40.69 dB, 무작위로 약 40%의 패치를

사용한 RDSVR 모델은 40.18 dB, 전체 패치를 모두 사용한

FullSVR 모델은 41.24 dB의 신호대잡음비 값을 보였다.

MCSVR 모델의 신호대잡음비 값은 FullSVR 모델의 신호대잡

음비 값보다 낮지만, 보간 수행 속도는 FullSVR 모델보다 10

배 이상 빨랐다. 실제 탄성파 자료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 결과,

전체 패치의 약 38%만 사용한 MCSVR 모델은 32.26 dB, 무작

위로 약 38%의 패치를 사용한 RDSVR 모델은 32.05 dB, 전체

패치를 모두 사용한 FullSVR 모델은 32.20 dB의 신호대잡음

비 값을 보였다. MCSVR 모델은 다른 두 모델보다 약간 높은

신호대잡음비 값을 보였고, FullSVR 모델보다 10배 이상 빠르

게 보간을 수행했다.

오토인코더와 유넷을 사용한 보간법

합성곱 신경망은 인간의 대뇌 피질이 사물을 인지하는 방법

을 모방하여 만든 인공 신경망 모델로, 주로 이미지 처리 분야

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머신러닝 기술이다(Géron, 2017).

합성곱 신경망 모델은 합성곱층, 역합성곱층, 풀링층 등의 구

성 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구조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합성

곱층은 입력 자료에서 특성들을 추출하여 낮은 수준의 특성이

높은 수준의 특성으로 합쳐진 특성맵을 출력하고, 역합성곱층

은 합성곱층의 반대 역할을 한다. 풀링층은 주로 합성곱 층과

역합성곱층 다음에 위치하는 구성요소로, 입력받은 특성맵에

서 패치를 추출하여 패치의 최대값 또는 평균값을 출력하여

특성맵의 가중치 개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구

조의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또한 일부 연

구자들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성능이 검증된 오토인코더, 유

넷, 잔차넷, 생성적 적대 신경망 등의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구

조를 활용한 모델을 사용한다. 오토인코더는 입력 받은 데이터

를 모델의 내부에서 재구성하여 출력으로 모방하는 신경망 모

델로, 모델 내부 표현의 크기를 제한하거나 잡음 등의 제약을

추가하여, 모델이 입력 자료를 효율적으로 모방할 수 있는 방

법을 찾도록 만든다(Géron, 2017). 유넷 모델은 생의학적 이미

지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합성곱 신경망 모델로,

수축단계와 확장단계로 이루어진 알파벳 U 형태의 구조를 가

진다(Ronneberger et al., 2015). 유넷은 수축 단계의 각 풀링

층 적용 전 결과를 확장 단계의 같은 크기의 결과에 연결시켜

확장 단계의 연산에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본 절에서는 오토

인코더와 유넷 모델의 구조를 활용하여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행하는 방법들을 설명한다.

Wang et al. (2020)은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모델을 사용하여

2차원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Wang

et al. (2020)이 제안한 모델의 구조를 Fig. 3에 나타냈다. 이

모델에 전이학습 기술을 적용하여, 인공 데이터 세트에서 사전

Table 1. The signal-to-noise ratios of the interpolation results using the bicubic method, f-x prediction filter method, Gauss SVR, and DDTF

SVR in field datasets. The ‘a’ is the inverse of the sampling ratio (1/a) (Jia and Ma, 2017).

Sampling ratio a = 2 a = 3 a = 4

Bicubic 26.42 dB 21.94 dB 17.52 dB

f-x 34.21 dB 21.58 dB 18.04 dB

Gauss SVR 32.20 dB 24.47 dB 20.83 dB

DDTF SVR 32.54 dB 25.24 dB 22.12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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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후, 중국 동부 황해의 해양 자료와 중국 서부의 타림 분

지의 육상 자료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로 훈련을 진행했다. 이

때 인공 자료와 실제 자료 신호의 30%, 50%를 무작위로 제거

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고, 모델을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

세트에 따라 CAE-30%와 CAE-50% (convolutional autoencoder,

CAE)로 이름을 붙였다. 훈련된 두 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해,

Fig. 2. The rectangles represent the sampled patch points of (a) and (b) FullSVR, (c) and (d) RDSVR, and (e) and (f) MCSVR using synthetic

data with linear events (Jia et al., 2018).

Fig. 3. The structure of the CAE model (Wang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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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로 10%, 20%, 30%, 40%, 50%의 탄성파 자료가 제거

된 데이터 세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각 결과를 커브렛 보

간법과 비교했다(Fig. 4). 그 결과 오토인코더를 활용한 두 모

델이 커브렛 보간법보다 높은 정확도로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Fig. 4. (a) The original seismic data of a marine survey, (b) the corrupted data with 50% missing traces, (c) the interpolation result and (d)

the error of CAE model, (e) the interpolation result and (f) the error of the curvelet-transform-based method (Wang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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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했다. 무작위로 10%, 20%, 30%가 제거된 데이터 세트에

서는 CAE-30%의 신호대잡음비 값이 가장 높고, 무작위로

40%, 50%가 제거된 데이터 세트에서는 CAE-50%의 신호대

잡음비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Chai et al. (2020)은 유넷 모델의 구조를 활용한 합성곱 신

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2차원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모델의 훈련을 위해, 수정된 Pluto 모델에

서 모델링을 수행하여 만든 인공 자료와 실제 자료인 Mobil

Avo Viking Graben Line 12 자료에서 패치를 추출하고

40~90%의 신호를 제거하여 구성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다.

훈련된 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해 인공 Mamousi2 모델을 이용

하여 만든 인공 자료, Mobil Avo Viking Graben Line 12, F3

자료, 북해 자료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푸리에 변환을 사용한 보간법의 일종인 FGFT (fast-generalized

Fourier transform)(Naghizadeh and Innanen, 2011)을 사용한 방

법과 결과를 비교했다. 인공 자료에 적용한 결과, Chai et al.

(2020)의 모델은 13.338 dB, FGFT는 8.3427 dB의 신호대잡음

비 값을 보였다. F3 자료와 북해 자료에 적용한 결과, Chai et

al. (2020)의 모델은 각각 11.0506 dB과 10.2548 dB, FGFT는 각

각 6.5033 dB과 4.2274 dB의 신호대잡음비 값을 보였다. 인공

자료와 실제 자료 모두에서 Chai et al. (2020)의 모델이 더 높

은 신호대잡음비 값으로 보간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Mandelli et al. (2018)은 유넷 모델의 구조를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2차원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행하

는 방법을 제안했다. Chai et al. (2020)의 유넷 모델과는 달리

Mandelli et al. (2018)의 모델은 드롭아웃과 배치 정규화를 사

용하여 유넷 모델을 구성했다. Mandelli et al. (2018)의 모델

은 입력 받은 탄성파 자료에서 패치를 추출하여 보간을 수행

한 후, 다시 하나의 탄성파 자료로 조합하여 출력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모델의 훈련을 위해, Mobil Avo Viking Graben

Line 12 자료에서 무작위로 10%, 30%, 50%를 제거하여 구성

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 일부를 테스트 세트로 나누어 테

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세트에서 진행한 결과를 랭크 감소

보간법의 일종인 다채널 특이 스펙트럼 분석(multichannel

singular spectrum analysis)(Oropeza and Sacchi, 2011)을 사용

한 방법과 비교했다. 3개의 데이터 세트로 테스트를 수행한 결

과, 유넷 모델은 각각 22.5 dB, 15.1 dB, 10.2 dB의 신호대잡음

비 값을 달성했고, 다채널 특이 스펙트럼 분석을 사용한 방법

은 각각 15.6 dB, 8.9 dB, 5.1 dB의 신호대잡음비 값을 달성했

다. Mandelli et al. (2018)의 유넷 모델이 더 적은 계산 비용

으로 더 높은 신호대잡음비 값을 달성한 것을 확인했다.

Park et al. (2019)은 유넷 모델의 구조를 활용한 합성곱 신

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공통송신원모음(common shot gather)과

공통수신점모음(common receiver gather)을 보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Park et al. (2019)은 실제 탄성파 자료를 훈련에 사

용할 때, 규칙적으로 손실된 자료를 복원할 수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통송신원모음 자료로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

여 공통송신원모음 자료와 공통수신점모음 자료를 보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Park et al. (2019)은 데이터의 고차원적 특

성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t-SNE (t-

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Maaten and Hinton,

2008)를 유넷 모델과 함께 활용하여 모델을 구성했다. 이 모델

의 훈련을 위해 해저 케이블(ocean bottom cable) 데이터의 공

통송신원모음에서 패치를 추출하고 규칙적으로 50%의 신호를

제거하여 구성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다. 훈련된 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해 규칙적으로 66%가 제거된 공통송신원모음과 공

통수신점모음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훈련된 모델로 공통송신원모음의 보간을 수행한 결과를 Fig. 5

에 나타냈다. 그 결과 아주 낮은 오차로 공통송신원모음과 공

통수신점모음의 보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잔차넷을 사용한 보간법

머신러닝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더 복잡

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깊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신경망 모델을 활용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경망 모델이 깊고 복잡해지면 그래디

언트 소실 및 폭발, 과대적합, 훈련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He et

al. (2016)은 잔차넷 모델을 제안했다. 잔차넷 모델은 특정 층

의 입력을 더 깊은 층의 출력에 더해주는 스킵 연결(skip

connection)을 활용하는 신경망 모델로, 일반적인 신경망 모델

은 훈련하는 동안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함수를 학습하지

만, 잔차넷 모델은 훈련하는 동안 입력과 출력의 차이를 구하

는 잔차함수를 학습한다. 일반적인 신경망은 모델의 초기 가중

치가 0에 가깝기 때문에 훈련 초기에 0에 가까운 값을 출력하

지만, 잔차넷 모델은 스킵 연결에 의해 훈련 초기부터 입력 자

료와 유사한 값을 출력하는 항등 함수에 가까워서 훈련 속도

가 빨라지고, 입력 자료가 모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잔차넷 모델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모델

Table 2. The signal-to-noise ratios of the Interpolation results using CAE-30% model and CAE-50% model in datasets with 10%, 20%, 30%,

40%, and 50% missing data (Wang et al., 2020).

Missing percentage 10% 20% 30% 40% 50%

CAE-30% 32.7088 dB 28.1943 dB 25.1945 dB 22.6177 dB 20.2392 dB

CAE-50% 31.5356 dB 27.6789 dB 25.2479 dB 23.2184 dB 21.5677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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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훈련을 수행하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절에

서는 잔차넷을 활용하여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행한 연구들

을 설명한다.

Wang et al. (2018)은 잔차넷을 활용한 신경망 모델을 사용

하여 공통송신원모음와 공통수신점모음을 보간하는 방법을 제

안했다. 모델의 훈련을 위해 실제 탄성파 자료의 공통송신원모

Fig. 5. (a) The corrupted CSG data with 50% missing traces, (c) the original CSG data, (e) the interpolation result, and (g) the error. (b), (d),

(f), and (h) show the f-k spectrums of (a), (c), (e), and (f), respectively (Park et al., 2019).

Fig. 6. (a) The original CRG, (b) the corrupted CRG data with 75% missing traces, (c) the interpolation result using the ResNet model, and

(d) the error (Wa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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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서 규칙적으로 75%의 신호를 제거하여 구성한 데이터 세

트를 사용했다. 훈련된 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해, 규칙적으로

75%의 신호가 제거된 공통수신점모음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테스트를 진행했다(Fig. 6). 그 결과, 잔차넷을 이용해 공통수

신점모음 데이터 세트의 연속성을 향상시키고 아주 낮은 오차

로 보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Wang et al. (2019)은 잔차넷을 활용한 신경망 모델을 사용

하여 2차원 탄성파 자료를 보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Wang

et al. (2019)이 제안한 잔차넷 모델의 구조를 Fig. 7에 나타냈

다. 이 모델의 훈련을 위해, 인공 탄성파 자료에서 규칙적으로

50%의 신호를 제거하여 구성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다. 훈련

된 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해 인공 탄성파 자료와 실제 탄성파

자료에서 규칙적으로 50%의 신호를 제거하여 구성한 데이터

세트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비교했다(Fig. 8). 그 결과,

잔차넷을 활용한 모델의 신호대잡음비가 32.87 dB로, 주파수-

공간 예측 필터 보간법의 신호대잡음비 17.0 dB의 약 2배에

가까운 신호대잡음비 값을 달성할 수 있었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사용한 보간법

생성적 적대 신경망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합성곱 신경망 모델로, 훈련 데이터와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자와, 훈련 데이터와 생성자가 생성한

가짜 데이터를 구분하는 판별자로 구성된 합성곱 신경망 모델

이다. 생성적 적대 신경망에서 생성자는 판별자를 속이는 방법

을, 판별자는 생성자의 속임수를 간파하는 방법을 각각 학습하

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즉,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적

대적으로 경쟁하면서, 최대한 원본과 유사한 가짜를 만들어내

는 신경망이다. 이러한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의 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을 개

선시킨 cGAN (condi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Mirza and Osindero, 2014), Cycle GAN (Zhu et al., 2017) 등

다양한 모델을 만들었다. cGAN은 일반적인 생성적 적대 신경

망과 동일하게 하나의 생성자와 판별자를 가지지만, cGAN의

판별자는 자료와 레이블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한다

는 차이가 있다. Cycle GAN은 두 개의 생성자와 판별자를 사

용하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이다. Cycle GAN의 첫번째

생성자는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고 두번째 생성자는 첫번째

생성자가 변환한 출력을 다시 입력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학습

한다. 첫번째 판별자는 첫번째 생성자가 만든 출력과 원래 자

료의 출력을 구분하기 위해 학습하고, 두번째 판별자는 두번째

생성자가 만든 입력과 원래 자료의 입력을 구분하기 위해 학

습한다. 본 절에서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탄

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행한 연구들을 설명한다.

Fig. 7. (a) The model structure of the ResNet model and (b) the detailed structure of the ResNet block (Wa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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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et al. (2018)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을 활용한 모

델을 사용하여 2차원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행하는 SIGAN

(seismic data interpolatio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모

델을 제안했다. SIGAN 모델의 생성자는 잔차넷, 판별자는 합

성곱 신경망을 활용하여 구성했다. SIGAN 모델의 훈련을 위

해, 60~80%의 신호가 제거된 탄성파 자료로 구성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다. 훈련된 SIGAN 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해,

10회, 500회, 2,000회 반복횟수를 적용하여 훈련된 모델에 동

일한 데이터 세트를 적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비교

했다. 그 결과, 반복횟수가 높아질수록 훨씬 낮은 오차로 탄성

파 자료를 보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Chang et al. (2019)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을 개선시킨

cGAN 모델을 사용하여 2차원 탄성파 자료를 보간하는 TF-

CGAN (condi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in time

and frequency domain) 모델을 제안했다. TF-CGAN 모델은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여 획득한 주파수 영역의 탄성파 자료를

모델의 생성자와 판별자에 추가적인 정보로 사용하는 구조로,

모델의 구조를 Fig. 9에 나타냈다. 이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

60~80%가 제거된 실제 탄성파 자료로 구성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다. 훈련된 TF-CGAN 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해, 1,000

회, 3,000회, 5,000회 반복횟수를 적용하여 훈련된 모델에 동

일한 데이터 세트를 적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Fig.

10에 나타냈다. 그 결과, 반복횟수가 높아질수록 훨씬 낮은 오

차로 탄성파 자료를 보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Oliveira et al. (2018)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을 개선시

킨 cGAN 모델을 사용하여 2차원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행

Fig. 8. (a) The original field data, (b) the corrupted data with regularly 50% missing, (c) the interpolation result using the ResNet model, and

(d) the error (Wa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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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Oliveira et al. (2018)이 제안한 모델의

생성자는 유넷 모델의 구조를, 판별자는 Patch-GAN (Isola et

al., 2017)의 구조를 활용하여 구성했다. 이 모델의 훈련을 위

해, 네덜란드 북해 F3 자료에서 2차원 단면을 추출하고 4, 8,

12, 16, 20, 24 픽셀의 폭을 무작위로 제거하여 구성한 6개의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다. 이때, 전체 데이터 세트를 하나의 모

델 훈련에 사용하는 방법과, 6개의 데이터 세트를 각각 6개의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했다. 두 방법 모두 낮은 오

차로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후자의 방법

이 조금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Kaur et al. (2019)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 모델의 개선한 모

델인 Cycle GAN의 구조를 활용하여, 2개의 생성자와 1개의

판별자로 구성된 모델을 사용하여 2차원 탄성파 자료와 3차원

탄성파 자료를 보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모델의 워크플로

우를 Fig. 11에 나타냈다. 먼저 2차원 탄성파 자료를 보간하는

모델의 훈련을 위해, 멕시코 만에서 획득한 2차원 탄성파 자료

에서 패치를 추출하고 50%를 제거하여 구성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다. 훈련된 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해, 훈련에 사용하지 않

은 테스트 세트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주파수-공간 예측 필터 보

간법의 일종인 RNA (regularized nonstationary autoregression)

알고리즘(Liu and Fomel, 2011)을 사용한 결과를 Fig. 12에 함께

나타내서 비교했고 Fig. 13에서 Fig. 12의 일부를 확대하여 비

교했다. 그 결과 Cycle GAN을 사용한 모델이 RNA 알고리즘

과 유사한 보간 결과를 보이지만, Cycle GAN을 사용한 모델

이 약 100배 정도 빠르게 보간을 수행했다. 3차원 탄성파 자

료를 보간하는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는 3차원 육상 자료인

Teapot Dome 자료에서 패치를 추출하고 50%를 제거하여 구

성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다. 훈련된 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

해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세트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주파수-공간 예측 필터 보간법의 일종인 PWD (plane-wave

destruction) 알고리즘(Fomel, 2002)을 사용한 방법과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Cycle GAN을 사용한 모델이 PWD 알고

리즘과 유사한 보간 결과를 보이지만, Cycle GAN을 사용한

모델이 약 160배 정도 빠르게 보간을 수행했다.

토 의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한 탄성파 자료의 보간 기법은 모델

훈련에 많은 시간과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훈련을

마친 후에는 더 적은 시간과 계산 비용으로 기존의 방법과 유

사하거나 더 좋은 보간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기존

의 보간법들은 선형 또는 선형에 가까운 탄성파 자료의 보간

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곡선 탄성파 자료의 보간은 윈도

우 선택 등 파라미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Spitz,

1991; Naghizadeh and Sacchi, 2007). 반면에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한 방법들은 선형 탄성파 자료는 물론 곡선 탄성파 자료

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 논문에서 설명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한 탄성파 자료의

보간법 연구는 크게 서포트 벡터 회귀를 사용한 방법과 신경

망을 사용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포트 벡터 회귀는 탄

성파 자료의 보간 문제를 회귀 문제로 간주하여, 탄성파 자료

들을 데이터로 사용하여 보간했다. 이때 모델의 훈련을 위해

인공 탄성파 자료와 실제 탄성파 자료에서 의미 있는 신호가

있는 부분에서 패치를 추출하여 구성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

다.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은 신경망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간법보다 낮은 신호대잡음

비 값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신경망을 사용한 방법은 탄성

파 자료의 보간 문제를 이미지 처리 문제로 간주하고, 탄성파

자료들을 이미지로 사용하여 보간을 수행했다.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위해 오토인코더, 유넷, 잔차넷, 생성적 적대 신경망 등

Fig. 9. (a) The generator structure and (b) discriminator structure of TF-CGAN model (Cha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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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모델을 사용했다. 모델의 훈련

을 위해 2차원과 3차원 탄성파 자료를 그대로 또는 패치를 추

출하여 구성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고, 데이터 세트의 자료들

을 이미지로 사용했다. 신경망 모델을 활용한 탄성파 자료의

보간법들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성능이 검증된 머신러닝 기

술들을 활용한 모델을 사용하여 기존의 보간법들과 비슷하거

나 높은 신호대잡음비를 달성하거나, 훨씬 빠른 속도로 보간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생성적 적대 신경망 구조를 활

용한 방법들 중, cGAN 모델은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탄

성파 자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Cycle GAN 모델은 2차원

및 3차원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문에서 언급한 방법들 이외에도, 탄성파 트

레이스를 시계열 자료로 간주하고 순환신경망인 장∙단기 메모

리(Long short-term memory, LSTM)를 활용한 심층 쌍방향 장

∙단기 메모리 모델(deep bidirectional long short-term memory,

DBiLSTM)을 사용하여 탄성파 트레이스를 보간하는 연구도

있다(Yoon et al., 2020).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이 있으나 모델들의 성능 비교를 위

해서는 동일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 동일한 조건에서 훈련과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가장 뛰어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머신러닝 모델의 훈련과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 세트를 구성

하기 위해, 인공 자료와 실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 인공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

용으로 대량의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질학적 복잡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구조

의 자료들만 만들 수 있다. 실제 자료는 지질학적 복잡성이 반

영된 다양한 지질구조에서 획득한 자료이기 때문에 모델이 이

를 학습할 수 있지만, 실제 자료는 잡음이 존재하고 경제적 및

환경적 제약, 탐사 장비의 문제 등에 의해 획득한 자료의 일부

가 손실될 수 있으며, 규칙적으로 손실된 탄성파 자료는 복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리와 해석이 필수적이다. 따라

Fig. 10. The interpolation results using TF-CGAN model after (a) 1,000, (b) 3,000, and (c) 5,000 epochs training (Cha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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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제 자료를 사용한 대량의 데이터 세트 구성에는 상대적

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실제 자료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

에, Di (2018)는 탄성파 자료에 존재하는 단층, 암염 돔, 퇴적

층서 등 12개의 지질구조를 구분하는 SpiNet 모델의 훈련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네덜란드 북해의 F3 block, 미국의

와이오밍주의 Teapot dome, 뉴질랜드의 그레이트 사우스 분지

Fig. 11. The workflow of the Cycle GAN model (Kaur et al., 2019).

Fig. 12. (a) The test dataset with 50% missing and (c) the original dataset of the Gulf of Mexico. The interpolation results (b) using Cycle

GAN and (e) the RNA method. (f) The blue box shows the enlarged portion in Fig. 13 (Kaur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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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를 사용하여 구성한 SpiDat을 사용했다. Di (2018)의

SpiDat처럼, 실제 자료 구성 비용 문제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실제 탄성파 자료들을 사용하여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오픈소

스로 공개된 실제 탄성파 자료는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획득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면서 탄성파

자료의 보간, 처리, 해석 등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실제 탄성파 자료들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여 머신러

닝 모델의 훈련에 사용한다면, 실제 자료 구성의 어려움을 일

부 극복하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부족 문제와 모델 과대적합 문제는 전이학습과 데이

터 증식 기법, 기존의 모델 기반 보간법과의 결합을 통해 완화

할 수 있다. Wang et al. (2020)은 인공 자료로 사전 훈련된 오

토인코더 모델에 전이학습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자료로 훈련

하는 방법을 통해 탄성파 자료를 보간하였다. Zhang et al.

(2020)은 탄성파 자료와 관계 없는 사람, 풍경, 음식, 동물 등

으로 구성된 자연 사진 데이터 세트의 잡음을 제거하도록 사

전 훈련된 합성곱 신경망 모델에 전이학습 기술을 적용하고

푸리에 변환 보간법의 일종인 POCS (projections onto convex

sets) (Abma and Kabir, 2006)와 결합하여 구성한 모델을 사용

하여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행했다. Li et al. (2019)과

Cunha et al. (2020)은 단층 해석을 위한 데이터 증식을 위해

2차원 탄성파 자료에 수평방향 뒤집기를 적용하였고, Wu et

al. (2019)는 3차원 탄성파 자료에 시간 축을 기준으로 90oC,

180oC, 270oC 회전을 적용한 바 있다. 데이터 증식에는 이미

지 패딩, 패치 추출, 크기 조정, 회전, 뒤집기 등 다양한 방법

이 존재하지만, 탄성파 자료의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해야 한다.

결 론

이 논문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탄성파 자료의 보간

연구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구조가 복잡한 다양한 신경망

모델뿐만 아니라 구조가 간단한 서포트 벡터 회귀 모델도 기

존의 보간법과 비슷하거나 좋은 결과를 보이고 선형 및 곡선

탄성파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신경망 모델 중,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활용한 모델은 시간 영

역 탄성파 자료와 주파수 영역 탄성파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보간할 수 있고 2차원 및 3차원 탄성파 자료의 보간도 효과적

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탄성파 자료를 보간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의 훈련을 위해

인공 자료 또는 실제 자료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데이터 세트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전

이학습과 오픈소스 실제 자료들을 활용하면 단점들을 일부 극

복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증식 기술을 적용하면 데이터를 늘

리고 모델의 과대적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머신러닝

적용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

한 모델의 훈련에 인공 합성 자료와 오픈소스 실제 자료들을

함께 사용하여 탄성파 자료 보간에 적합한 기술을 찾는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간단한 인공 탄성파 자료에서 사전

훈련을 진행하는 전이학습과 데이터 증식 및 기존의 보간법을

이용해 훈련을 규제하는 방법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

고 과대적합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

해 탄성파 자료의 보간에 적합한 머신러닝 기술들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탄성파 자료의 보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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