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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지진원 구역에 대한 정밀 지질구조 규명을 위해 MT 탐사를 적용하였다. 경주지역의
MT 측정자료는 조사지역 인근의 지하철, 전력선, 공장, 주택, 농경지에서 발생된 전기적 잡음과 철도, 도로에서의 차량잡
음 등으로 인해 측정자료 왜곡이 심하게 발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와 인접한 4개소의 MT 탐사
자료에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차량잡음이 포함된 시계열을 분류하였다. 고속열차 잡음이 포함된 시계열에 대해서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 서포트 벡터 머신과 랜덤 포레스트 3가지의 분류모델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대형트럭
잡음이 포함된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는 Hx 성분, Hy 성분과 Hx & Hy 합성성분 크기에 대한 3가지의 샘플 자료를 준
비하였으며 랜덤 포레스트 분류모델을 구성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량잡음 제거 효과 분석을 위하여 차
량잡음 제거 전후의 시계열, 진폭 스펙트럼과 겉보기비저항 곡선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량잡음이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 대역과 차량잡음 제거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요어: MT 시계열 자료, 차량잡음 제거, 고속열차 잡음, 대형트럭 잡음, 랜덤 포레스트
Abstract: We performed a magnetotelluric (MT) survey to delineate the geological structures below the depth of 20 km
in the Gyeongju area where an earthquake with a magnitude of 5.8 occurred in September 2016. The measured MT
data were severely distorted by electrical noise caused by subways, power lines, factories, houses, and farmlands, and
by vehicle noise from passing trains and large trucks. Using machine-learning methods, we classified the MT time series
data obtained near the railway and highway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inclusion of traffic noise. We applied three
schemes,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upport vector machine, and random forest, to the time series data for the highspeed train noise. We formulated three datasets, Hx, Hy, and Hx & Hy, for the time series data of the large truck noise
and applied the random forest method to each dataset. To evaluate the effect of removing the traffic noise, we compared
the time series data, amplitude spectra, and apparent resistivity curves before and after removing the traffic noise from
the time series data. We also examined the frequency range affected by traffic noise and whether artifact noise occurred
during the traffic noise removal process as a result of the residual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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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기지전류(MagnetoTelluric, MT) 탐사는 주파수가 매우 낮
은 자연장을 송신원으로 이용하여 지하의 전기비저항 영상을
획득하는 탐사방법으로 심부 지질구조 규명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리탐사 방법이다. 국내에서도 지진활동이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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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단층대를 중심으로 경상분지의 심부 지질구조 규명을 위
해 다수의 MT 탐사가 적용되었다(Lee, 2006; Han, 2012). 또
한, 포항, 제주도, 울릉도 등에서의 지열자원 조사(Lee et al.,
2005; Lee et al., 2008; Lee et al., 2019)를 비롯하여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탐사(Kim and Oh, 2013), 심부 터널 지반조사
(Kwon et al., 2006)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 부지조사(Lee
et al., 2009) 등 심부탐사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지진원 구역에 대
한 정밀 지질구조 규명을 위해 MT 탐사를 적용하였다. 하지
만 대구 및 부산광역시의 지하철에서 발생한 전기적 잡음, 조
사지역 인근의 전력선, 공장, 주택, 농경지에서 발생된 전기적
잡음과 철도, 도로에서의 차량잡음 등으로 인해 측정자료 품질
이 불량하였다. MT 탐사는 크기가 미약한 자연장을 송신원으
로 이용하므로 조사지역 인근의 전자기 잡음에 의한 측정자료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원거리기준점 자료를 이
용한 Robust processing 기법을 적용하여 잡음의 영향을 최소
로 한다(Chave et al., 1987; Chave and Jones, 2012). Uchida
et al. (2005)는 포항지역에서 획득한 잡음이 매우 심한 MT 탐
사자료에 일본의 원거리기준점 자료를 이용한 자료처리를 적
용하였으며, 일부 측점에서는 0.1 ~ 10 Hz 대역에서 근거리
잡음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였으나 잡음 영향이 큰 측점에
서는 자료처리 결과 품질이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광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기법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잡음이 심한 MT 탐사 자료처리에서도 기
존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Robust 기법에서 한발 나아가서 시계
열 자료에서 직접 잡음을 분리하거나 제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Li et al. (2018)은 Fractal-Entropy와 Cluste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MT 탐사 시계열에서 삼각형, 사각형 또
는 펄스 형태의 잡음에 의해 왜곡된 시계열과 잡음 간섭이 없
는 시계열을 각각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Manoj and
Nagarajan (2003)은 인공 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시계열 자료
를 자동으로 편집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기법을 연구하였다.
Carbonari et al. (2018)은 자기조직화지도(Self-Organizing
Map)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인공잡음에 오염된 시계열 구간
과 오염되지 않는 시계열 구간을 판별하여 최적의 겉보기비저
항 곡선을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Sim (2020)은 랜덤 포
레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고속철도와 대형트럭 잡음을 분류하
고 파형 변환(wavelet transform) 기법을 적용하여 차량잡음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Sim (2020)은 차량잡음 분류에
3가지 특성값을 이용하였으며, 대형트럽 잡음 분류에 1개소 측
점에서 얻어진 Hx 성분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기법 중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Random Forest 기법을 적용하여 MT 탐사 시계열에서 고속열
차 잡음과 대형트럭 잡음이 포함된 윈도우 시계열을 분류하는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분류모델 성능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im (2020)의 연구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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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4개소 측정자료에서 얻어진 Hx 성분, Hy 성분과 Hx &
Hy 합성성분 크기에 대해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특성값의 분
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특성값을 4개로 확장시켰다. 또한, 잡
음분류에 사용된 특성값, 합습자료와 분류모델이 잡음분류 성
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였다. 고속열차 잡음이
포함된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Stochasitc
Gradient Descent, SGD),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과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RF) 3가지
의 분류모델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대형트럭 잡음
이 포함된 시계열 자료에 대해서는 Hx 성분, Hy 성분과 Hx
& Hy 합성성분 크기 3가지의 샘플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랜덤
포레스트 분류모델을 구성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분류된 차량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차량잡음 파형을 피
팅하고 이를 원시계열에서 제거해주면 된다. 원시계열에는 차
량잡음 외에 MT 신호, 인공적인 전자기 잡음, 배경잡음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적절한 피팅 기법의 선정이 중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필터링에 의한 파형 왜곡이 작은 중앙값 필터를 사
용하여 잡음파형을 피팅하고 원 시계열에서 피팅값을 제거하
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량잡음 제거 효과 분석을 위하여 차량잡음 제
거 전후의 시계열, 진폭 스펙트럼과 겉보기비저항 곡선을 비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량잡음이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 대역과
차량잡음 제거 시 겉보기비저항 변화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MT 탐사 현황 및 차량 잡음 특성
MT 탐사 자료의 등급별 분류
2016년 9월 12일에 경주지역에서 지진 관측사상 최대인 규
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경주지진을 발생시킨 지진원의
분포범위 및 심도를 비롯한 심부 지하구조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하여 미소지진 관측과 함께 물리탐사가 적용되었다. 특히,
경주지진의 진원 깊이는 16 km 내외로 심부에 위치하여 물리
탐사 기법 중 MT 탐사가 적용되었다. MT 탐사는 경주시 내
남면에 위치한 진앙지를 중심으로 40 km × 40 km 구역을 대
상으로 3차원 조사가 가능하도록 격자형태로 측점을 배치하였
으며, 2018년과 2019년에 약 155 측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
였다.
경주지역은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교통 요충지로 경
부 고속철도를 비롯한 중앙선, 동해선, 동해남부선 철도가 지
나가며, 경부 고속도로, 동해 고속도로, 4, 20, 35번 국도를 비
롯한 다수의 도로가 조사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
주지역에서 획득한 다수의 MT 탐사 측점이 도로 및 철도에서
1 km 이내의 거리에 분포하고 있다(Fig. 1). MT 탐사 자료에
대한 자료처리를 실시하고 겉보기비저항과 위상곡선을 작성하
였으며, 주파수 대역별 측정 자료의 누락 정도와 곡선의 연속
성을 바탕으로 MT 자료에 대한 품질 등급을 A, B, C로 구분

232

권형석·류경호·심익현·이춘기·오석훈

Fig. 1. Location map of the magnetotelluric (MT) survey site in Gyeongju city. The orange, green, and purple circles denote the MT data
quality grades. The locations of the town and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routes are superimposed on the map.

하였다. MT 측정자료는 산악지형에 비해 철도나 도로 인근에
위치한 자료의 품질이 불량하게 나타나는 바 운송 인프라와
관련된 선로, 열차, 차량 등이 MT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예상된다(Fig. 1). 한편, Fig. 1에서 붉은색과 노란색 원은
경주 시내지역과 경주의 소규모 마을의 위치를 도시한 것으로
이 지역에서도 공장, 건축물, 가정에서의 전력 사용과 논, 밭에
설치된 전기펜스 등에 의한 각종 전기적 잡음으로 인해 MT
탐사 자료의 왜곡이 심하게 발생되어 자료 품질이 C등급으로
불량하게 나타났다.
MT 시계열에서의 차량 잡음 특성
경부 고속철도 인근에 위치한 KJM 211 측점에서 측정된 전
기장과 자기장 수평성분 시계열을 보면, 7시 22분과 47분에
Ey 성분에만 진폭이 큰 음의 펄스 파형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
러한 파형은 수 십분 간격으로 주간(6시 ~ 18시)과 야간(18시
~ 24시) 시간대에 관측되고 있으며 심야(0시 ~ 6시) 시간대에
는 관측되지 않는다(Fig. 2a). 측점 위치가 경부 고속철도와 직
선거리로 470 m 이격되어 있는 바 고속열차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서 고속열차 운행시간과 음의 펄스 파형 관측시간을
비교하였다. MT 자료 획득 기간인 2018년 8월 기준 경주역을
통과하는 KTX와 SRT 열차시간표를 보면, 신경주역에 상행선
31편, 하행선 33편이 운행되어 수십 분 간격으로 열차가 통과

Fig. 2. Examples of MT time series that contain artificial traffic
noise events caused by moving vehicles such as (a) passing trains
or (b) passing cars. The solid boxes indicate the individual traffic
noise events.

하고 있다(Table 1). 고속열차의 신경주역 도착시간과 음의 펄
스 파형 관측시간을 비교하니 상행선의 경우 4 ~ 5분 전에 음
의 펄스 파형이 관측되고 하행선의 경우 5 ~ 6분 후에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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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ime schedule for the high-speed trains arriving at Shin-Gyeongju Station from Seoul to Busan (left) and from Busan to Seoul (right)
in August 2018.
Time

Type

Time

Type

Time

Type

Time

Type

07:16
07:30
07:42
08:30
08:41
09:28
10:02
10:17
11:06
11:49
12:07
12:51
13:07
14:07
14:18
15:01
15:17

KTX
SRT
KTX
SRT
KTX
SRT
KTX
SRT
SRT
KTX-SC
KTX
SRT
KTX
KTX
SRT
SRT
KTX-SC

15:37
16:37
17:36
18:06
18:16
19:02
19:32
19:55
20:38
20:50
21:31
21:46
22:43
23:36

KTX
KTX-SC
SRT
KTX
SRT
SRT
KTX
SRT
KTX
SRT
SRT
KTX
SRT
KTX

05:50
05:59
06:46
07:20
08:06
08:36
09:15
09:30
10:40
10:51
11:06
12:46
13:05
13:31
14:50
15:01
15:16

KTX
SRT
KTX
SRT
KTX
SRT
KTX
SRT
SRT
KTX
SRT
SRT
KTX
SRT
KTX
SRT
KTX

16:36
16:50
17:11
17:20
17:56
18:10
18:22
19:05
19:25
19:50
20:41
21:06
21:16
22:06
22:55
23:06

SRT
KTX
SRT
KTX
KTX-SC
SRT
KTX
KTX
SRT
KTX
KTX
SRT
KTX
KTX
KTX
SRT

펄스 파형이 관측된다. KJM 211 측점은 신경주역에서 남쪽방
향으로 8 km 거리에 위치하므로 음의 펄스파형이 경부 고속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하였다. Ey 성분
에서 음의 펄스 파형이 관측된 시간이 7시 22분과 47분인데
(Fig. 2a),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하행선이 5 ~ 6분 앞서서
신경주역에 도착한다(Table 1). KJM 211 이외에도 경부 고속
철도 인근에 다수의 MT 측점이 위치하는데 다른 측점에서는
이와 같은 음의 펄스 파형이 관측되지 않지만, KJM 211 측점
에서만 관측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철도 인근에서 MT 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열차
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으며 주로 선로에 흐르는 DC 또는 AC
누설전류(stray current)로 인해 전기장에 60 Hz의 정수 배의
주파수를 갖는 성분, 즉 조화 성분(harmonic component)이 관
측되며, 근거리 효과(near-field effect)로 인해 0.5 ~ 5 Hz 대역
인근의 MT dead-band에서 겉보기비저항은 선형적으로 증가
하고 위상은 0으로 접근하는 MT 탐사 결과의 왜곡이 발생된
다(Chave and Jones, 2012; Meng et al., 2019). 이와 같은 국
지적인 전자기 잡음에 의한 MT 자료의 왜곡은 원거리 기준점
자료를 이용한 Robust processing을 통해 제거가 가능하지만,
근거리에서 강한 전자기 잡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잡음이
MT 신호로 오인되어 Robust processing으로 제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Uchida, 2005). 이에 Chave and Thomson (2004)
과 Varentsov et al. (2003)은 복수의 원거리 기준점 자료를 이
용하여 잡음에 의한 MT 자료의 왜곡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MT 자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잡음
을 시계열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KJM 211 측점에서는 Ey 성분의 고속철도 잡음 외에도 자

기장 수평성분에서 크기가 다른 다수의 사인 펄스 파형이 관
측된다(Fig. 2b). KJM 211 측점에서 동쪽방향으로 경부 고속
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그 거리는 약 170 m이다. KJM 211
측점에서 관측되는 사인 펄스 파형의 자기장이 인근 고속도로
를 지나가는 차량에 의한 잡음이라는 것은 이동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의 변화에 대한 수치 계산과 현장 실험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Wang et al. (2018)은 삼축 자기장 센
서로 구성된 차량 탐지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센서에서 관측
된 자기장 성분으로부터 차량 통과여부를 탐지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Markevicius et al. (2014)은 차량 형태를 모사한 자
기모델을 구성하고 차량 이동에 따른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
를 차종별로 수치적으로 계산하였다.
차량 탐지 시스템의 경우 차량과 탐지기 간의 거리가 수 m
이내로 매우 가까운 반면에, MT 탐사 측점은 100 m 이상 이
격되어 있으므로 차량을 단순한 자기쌍극자로 모사할 수 있다.
원형루프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을 임의의 지점 P에서 측정
하는 경우(Fig. 3a), P 지점이 원형루프와 충분히 먼 거리에 위
치한다면 원형루프는 x 축 방향의 자기쌍극자로 간주될 수 있
다. 여기서 x 축을 차량 진행방향, y 축을 차량과의 수평거리,
z 축을 차량과의 수직거리라고 간주하면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먼 거리에서의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
화를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x 축 방향의 자기쌍극자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의 성분은 식 (1)과 같이 정리된다
(Lorrain and Corson, 1970).
m
2
Hx = ------------33cos  – 1
4R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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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chematic diagram for the calculation of the magnetic
field at point P due to a circular loop and (b) calculated magnetic
field responses at a fixed point located at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the magnetic dipole source.

m
Hy = ------------33sin cos cos
4R

(1b)

m
Hz = ------------33sin cos sin
4R

(1c)

여기서 m은 자기모멘트, R은 자기쌍극자와 관측지점까지의
거리, 는 관측지점이 차량과 수평방향으로 이루는 각도로 관
측지점에 근접할수록 90° 에 근사하며, 는 수직방향으로 이
루는 각도로 관측지점의 고도와 관련된다.
차량이 임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지구에서 발생되는 지구
자기장이 유도자기장을 발생시키는데(Lan and Shi, 2009;
Markevicius et al., 2014), 차량에서 발생되는 유도자기장은 차
량의 이동방향을 비롯하여 지구자기장의 편각(declination)과
복각(inclination)에 의해 달라진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
장 크기나 파형 면적과 같은 특성값을 이용하여 차량잡음을
탐지하므로 위상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경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100 km/sec의 속도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측점 KJM 211에서의 자기

장의 수평방향 성분을 계산하였다(Fig. 3b). 여기서 Hx 성분은
차량 진행방향이 남북방향이며, Hy 성분은 차량과 수평거리
방향인 동서방향이다. 계산된 자기장 곡선을 KJM 211 측점에
서 관측되는 자기장 파형(Fig. 2b)과 비교하면 그 양상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바 자기장에서 관측되는 사인 펄스 파형은
측점 인근의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하였
다. 한편, 자기장 파형을 보면 크기가 큰 소수의 사인 펄스 파
형과 함께 크기가 작은 다수의 사인 펄스 파형이 관측되는데,
크기가 큰 파형은 대형트럭, 크기가 작은 파형은 소형 자동차
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Lan et al. (2011)과 Wang et
al. (2018)에 따르면 이동 차량의 종류나 거리에 따라 발생되
는 자기장의 크기가 달라지며, 이를 이용하여 이동차량 종류를
분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경부 고속도로에는 매우 많은 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통행 속도나 군집 정도도 매우 다양하므로 자기장의 수평성분
에서 관측되는 파형도 매우 다양한 위상을 가지는 사인 펄스
파형 형태를 가진다. 다양한 위상을 가지는 펄스 파형을 보다
단순화하는 방법으로는 자기장의 개별 성분 대신 합성성분의
크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Daubaras and Zilys (2012)은
주차장에 다수의 센서를 설치하고 차량 이동에 따른 자기장의
Hx, Hy, Hz 성분과 전체 합성성분 크기에 대한 공간적인 분포
를 측정하였으며, Hx 성분과 Hy 성분에서는 폭이 좁은 두 개
의 피크 파형이 관측되는 반면에 합성성분 크기는 폭이 큰 하
나의 피크 파형이 관측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Hx 성분이
나 Hy 성분에 비해 Hx와 Hy의 합성성분 크기가 보다 단순한
파형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Fig. 3b), 이에 따라 Hx 성분, Hy
성분과 함께 Hx & Hy 합성성분 크기를 이용하여 차량잡음
분류를 시도하였다.

Random Forest 기법을 이용한 차량 잡음 분류
기계학습 자료 생성, 전처리 및 성능평가 지표
기계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MT 시계열에서 고속열차와 대형
트럭에 의해 발생되는 차량 잡음을 분류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와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측점에서 기계학습 자료를 생성시
켰다. 고속열차의 경우 KJM 211 측점의 Ey 성분에서만 차량
잡음 이벤트가 관찰되어서 한 측점의 48시간 자료만 이용하였
으며, 대형트럭에 의한 차량잡음은 조사지역의 다수 측점에서
관찰되는데, 고속도로와 인접한 4개 측점의 93시간 자기장 자
료를 이용하였다(Table 2). 4개 측점의 위치는 경부 고속도로
인근에 KJM 211, 231, 251 측점, 동해 고속도로 인근에 KJM
197 측점이 위치하며, 인근 고속도로와의 거리는 각각 약 170,
260, 380, 340 m 정도이다(Fig. 1).
Fig. 4는 고속열차 잡음을 분류하기 위하여 MT 탐사 측정자
료인 전기장 Ey 성분에 대한 시계열에서 윈도우 샘플 자료와
특성값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고속열차 잡음은 파형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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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window data samples extracted from the MT time series for the passing train and passing truck datasets.
Dat type

Site No.

Measuring
time (hour)

No of sample

No of
traffic event

Passing Train (Ey)

KJM 211

48

2,879

236 (8.2%)

KJM
KJM
KJM
KJM

15
48
15
15

1,798
5,759
1,798
1,798

24 (1.3%)
1,310 (22.7%)
35 (1.9%)
996 (55.4%)

93

11,153

2,365 (21.2%)

Passing Truck
(Hx, Hy)

197
211
231
251

Sum

이 약 1분 내외인 점을 고려하여(Fig. 2a) 윈도우 길이를 2분
으로 선정하고 1분씩 중첩되도록 윈도우 샘플 자료를 생성하
였으며, KJM 211 측점의 48시간 시계열로부터 2,879개의 자
료를 생성하였다. Fig. 4a를 보면 파란색과 초록색의 윈도우
구간이 도시되어 있는데 2분 길이의 파란색 윈도우에서 자료
를 생성하고 1분 이동하여 초록색 윈도우에서 자료를 생성하
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을 나타낸다.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차량잡음 파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시계열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통상 시계열에서 다수의
특성값을 추출하여 기계학습에 적용한다. 차량 탐지를 위한 특
성값에 대한 연구사례를 보면, Wang et al. (2018)은 자기장의
Hy 성분과 Hz 성분의 위상차, Lan et al. (2011)은 파형 면적
과 음양 피크의 각도, Markevicius et al. (2016)은 최대값, 상
호상관 등 12개의 특성값을 이용하였다.
고속열차 잡음은 다른 전자기적 잡음과 달리 큰 크기의 음
의 진폭을 가지는 단일 펄스 파형양상의 특성을 보이며 차량
의 길이가 길수록 긴 지속시간을 갖는다. 이에 고속열차 잡음
분류를 위한 자료에서 특성값은 최소값, 윈도우 시계열 면적,
파형 폭과 대표 파형과의 상호상관 4가지를 사용하였다(Fig.
4b). 상호상관 이외의 특성값은 크기 변동이 심해서 로그 값을
사용하였으며, 4가지 특성값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보면 전반

Fig. 4. (a) Extraction of feature data from a window data sample
for the passing train dataset. Panels (b) and (c) show illustrations
of four types of features and their histograms.

적으로 정규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Fig. 4c).
대형트럭에 의한 차량잡음 이벤트는 파형 폭이 30 ~ 40초
정도이며, 이를 고려하여 윈도우 길이를 1분으로 선정하고 30
초씩 중첩되도록 윈도우 샘플 자료를 생성하였다(Fig. 2b). 대
형트럭 잡음에 대한 윈도우 샘플 자료는 15시간 기준 1,798개
가 되며 4개소의 MT 측점에서 11,153개의 샘플 자료를 생성
하였다. 고속열차 잡음분류에는 Ey 성분만 이용되는데 반해,
대형트럭 잡음분류에는 Hx 성분, Hy 성분 또는 Hx & Hy 합
성성분 크기가 사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자료에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대형트럭 잡음분
류를 위한 기계학습에도 고속열차와 유사하게 최대값, 윈도우
시계열 면적, 파형 폭과 대표 파형과의 상호상관 4가지의 특
성값을 사용하였다. 다만, 파형양상이 복잡한 Hx 성분 또는
Hy 성분 자료에서는 최대값 대신 최대값-최소값을 사용하였으
며, 대표 파형은 수치적으로 계산한 Fig. 3b의 파형을 사용하
였다.
잡음분류에 사용될 특성값을 추출한 이후에는 특성값 자료
를 학습자료와 시험자료로 분류한다(Table 3). 고속열차의 경
우 KJM 211 측점의 2,879개 자료 중 75%인 2,159개 자료를
학습자료로 사용하였으며 25%인 720개 자료는 시험자료로 사
용하였다. 고속열차 잡음이 포함된 자료 비율은 학습자료가
8.7%, 시험자료가 6.8%로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 대형트럭의
경우 전체 11,153개 자료 중 80%인 8,922개 자료를 학습자료
로 사용하였으며, 20%인 2,231개 자료를 시험자료로 사용하였
다. 대형트럭 잡음이 포함된 비율은 학습자료와 시험자료 모두
21.2%로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에서는 측정자료 값의 크기가 오차나
분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므로 특성값 간의 크기 차
이를 최소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값 크기 편차로 인한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학습자료를 분류한 이후에 Standard
scaler를 사용하여 각 특성값 별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
이 되도록 크기를 조절하였다.
Table 4는 차량잡음 이벤트 라벨 값을 기준으로 학습자료에
대한 4가지 특성값과의 상관계수를 정리한 것으로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값이 차량잡음 분류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고속열차 잡음분류의 상관계수는 최소값, 시계열 면적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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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number of train and test data samples for the passing train and passing car datasets.
Data type

Data set

No of sample

w/o event

with event

Passing Train
(Ey)

Entire data
Train data
Test data

2,879
2,159
720

2,643 (91.8%)
1,972 (91.3%)
671 (93.2%)

236 (8.2%)
187 (8.7%)
49 (6.8%)

Passing Truck
(Hx, Hy)

Entire data
Train data
Test data

11,153
8,922
2,231

8,788 (78.8%)
7,030 (78.8%)
1,758 (78.8%)

2,365 (21.2%)
1,892 (21.2%)
473 (21.2%)

Table 4. The correlation coefficient value between each feature data and traffic noise events in the passing train datasets.
Noise Event

Data set

Min/Max
value

Time Series
area

Cross Corr.

Wavelet
width

Passing Train
Passing Car

Ey data
Hx & Hy data

38.3%
50.3%

37.3%
43.7%

41.6%
46.5%

10.0%
25.1%

Noise Event

Data set

Max-Min
value

Time Series
area

Cross Corr.

Wavelet
width

Passing Car

Hx data
Hy data

53.5%
52.0%

32.3%
46.4%

21.8%
19.2%

19.5%
16.0%

상관이 38.3%, 37.3%와 41.6%로 높은 수치인데 반해 파형 폭
은 10%로 낮은 값을 보인다. Hx & Hy 합성성분 크기를 이용
한 대형트럭 잡음 분류에서는 최대값, 시계열 면적과 상호상관
이 50.3%, 43.7%와 46.5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파형 폭도
25.1%의 양호한 수치를 보인다. Hx 성분 또는 Hy 성분을 이
용한 경우에는 최대값-최소값과 시계열 면적은 30% 이상의
높은 수치인데 반해 상호상관과 파형폭은 20% 내외의 값을
보인다.
Fig. 5는 차량잡음 분류 학습에 사용되는 학습자료에서 4가
지 특성값 중 파형 폭을 제외한 3가지 특성값 자료의 3차원 산
점도를 도시한 것으로 오렌지색이 차량잡음이 없는 샘플 자료,
파란색이 차량잡음이 포함된 샘플 자료를 나타낸다. 산점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차량잡음 샘플 자료가 차량잡음이 없는 샘플
자료와 일정 정도 혼재되 있어서 경계값 부근에서 분류가 쉽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트럭 샘플 자료는 특성값이 폭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잡음이 포함된 샘플을 음성으로 또는
잡음이 없는 샘플을 양성으로 잘못 분류하는 비율이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물리탐사 자료에 대한 역산이나 기계학습의 회
귀분석에서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역산 방법
의 성능을 평가한다. 이에 반해 분류기법에서는 예측된 분류가
실제와 맞는지 여부만 판별할 수 있으므로 오차행렬(confusion
matrix) 형태로 결과를 출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지표를
사용한다. 오차행렬에서 가로축은 예측 값, 세로축은 실제 값
을 나타내며, 각각의 샘플에 대한 예측 결과가 차량잡음 이벤
트 포함 여부에 대한 실제 결과와 일치하는 정도를 숫자로 표
시한다(Fig. 6). 분류기법에서는 오차행렬을 기반으로 4가지의

Fig. 5. 3D scatter diagram of feature values from (a) the Ey train
dataset to classify passing train events and (b) the Hx & Hy train
dataset to classify passing truck events. Orange and blue circles
denote feature values without and with traffic noise events,
respectively.

평가지표를 산출하여 분류모델의 성능을 평가한다.

Random Forest 기법을 이용한 도심지 MT 시계열 자료의 차량 잡음 분류

Fig. 6. Schematic diagram of the confusion matrix and evaluation
values.

정확도(Accuracy) =

실제와 일치한 샘플 수
전체 샘플 수

=

TP + TN
Total

TP
실제 양성인 샘플 수
=
정밀도 (Precision) =
TP + FP
양성으로 예측한 전체 샘플 수
재현율 (Recall) =

F1-score =

양성으로 예측한 샘플 수
실제 양성인 전체 샘플 수
2

1/Recall + 1/Precision

= 2×

=

TP
TP + FN

Precision × Recall
Precision + Recall

(2a)

(2b)

(2c)

(2d)

정확도는 전체 샘플 중 참 값을 예측한 비율을 나타내는데
양성에 비해 음성이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분류모델이 90%
이상의 수치를 보여줘서 성능평가 지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정밀도는 양성으로 판정한 샘플 중 실제 양성인 비율로 양성
예측의 정확도를 나타내며, 재현율은 실제 양성 샘플 중 양성
으로 판정한 비율로 민감도라도 한다. 일반적으로 양성 판정
조건을 엄격하게 하면 정밀도는 증가하나 경계값 인근의 일부
양성을 음성으로 판정하게 돼서 재현율은 저하된다. 따라서 판
정 경계값 선정 시 정밀도와 재현율 간의 상호절충(trade-off)
이 필요한데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인 F1-score를 평가
지표로 사용한다.
크기가 작은 차량잡음 이벤트는 MT 탐사 결과에 미치는 영
향이 크지 않으므로 분류모델에서 이를 차량잡음이 없는 샘플
로 분류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연장 송신
원을 사용하는 MT 탐사에서는 잡음에 비해 MT 신호의 크기
가 크지 않는데, 작은 규모의 차량잡음을 분류하다가 MT 신
호를 차량잡음으로 오인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기계학습을 이용한 고속열차 이벤트 분류
차량잡음 이벤트 분류에 적합한 분류모델에 대한 고찰을 위
하여 고속열차 이벤트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 SGD, SVM과
RF 3가지의 분류모델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SGD
분류모델은 매 스텝마다 한 개의 샘플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그 하나의 샘플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매
반복에서 적은 데이터만 처리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빠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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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불안정한 단점이 있다(Geron, 2017). SVM 분류모델은
매우 강력하고 선형이나 비선형 분류, 회귀, 이상치 탐색에도
사용될 수 있는 다목적 기계학습 방법으로 복잡한 분류 문제
에 잘 들어맞으며 작거나 중간 크기의 데이터 셋에 적합하다
(Geron, 2017). 한편 RF 분류모델은 결정 트리의 단점인 학습
자료의 과대적합(overfitting)을 완화하고자 다수의 결정 트리
(Decision Tree)의 앙상블(Ensemble)로 무작위로 각기 다른 서
브셋을 만들어 일련의 결정 트리 분류기를 훈련시켜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클래스를 분류기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간단
한 방법임에도 강력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이다(Geron,
2017).
본 연구에서는 Geron (2017)이 제시한 파이썬 기반의
Scikit-Learn 분류모델을 사용하여 차량잡음 이벤트가 포함된
샘플을 분류하였다. SGD, SVM과 RF 분류모델로 각각
SGDClassifier, SVC, RandomForestClassifier를 사용하였으며,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 값은 GridSearchCV 결과를 참조
하여 선정하였다.
3가지 분류모델을 이용하여 고속열차 이벤트가 포함된 샘플
자료를 분류하였으며, 전체 샘플의 판별 결과를 나타내는 오차
행렬 성분 값과 이를 이용한 성능평가 지표를 비교하였다
(Table 5). 성능평가 지표는 학습자료로 훈련된 분류모델에 학
습에 사용하지 않은 시험자료를 적용한 결과이다. 먼저 고속열
차 잡음으로 예측한 샘플 중 실제 고속열차 잡음 샘플의 비를
나타내는 정밀도는 SGD가 63.0%, SVM이 80.9%, RF가
81.3%이다. 한편 실제 고속열차 잡음 샘플 중 고속열차 잡음
으로 예측한 샘플 비를 나타내는 재현율은 SGD가 69.4%,
SVM이 77.6%, RF가 79.6%이다. SGD 분류기법은 초매개변
수 값에 따라 정밀도와 재현율의 변동이 심하여 매우 불안정
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반해, SVM과 RF 분류기법은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SVM과 RF 기법의 평가지표
Table 5. Comparison of the confusion matrix values and performance
metrics and scores for the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support vector machine (SVM), and random forest machine-learning
methods applied to the passing train test dataset.
Confusion
matrix value

SGD

SVM

Random Forest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Positive

651
20
15
34

662
9
11
38

662
9
10
39

Evaluation
value & score

SGD

SVM

Random Forest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ROC AUC score

95.1%
63.0%
69.4%
66.0%
95.4%

97.2%
80.9%
77.6%
79.2%
95.4%

97.4%
81.3%
79.6%
80.4%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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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정밀도, 재현율과 F1-score에서 RF 기법이 SVM에 비
해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시험자료에 3가지 분류모델을 적용한
결과로부터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ROC)을 작성하였다. ROC 곡선은 다양한
분류 임계값에서 참 양성율과 거짓 양성율이 이루는 곡선을
나타내는데, 양성 샘플과 음성 샘플의 특성 분포 차이가 클수
록 (0,1) 지점에 가까워지며 곡선 아래의 면적(Area Under the
ROC Curve, AUC)를 측정하여 분류모델을 비교한다. 완벽한
분류모델은 AUC가 1이고, 완전한 랜덤 분류기는 0.5로 1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분류모델로 평가된다. Table 5의 AUC
score와 Fig. 5의 ROC 곡선을 보면 SGD와 SVM은 95.4%로
다소 완만한 곡선을 보여주며, RF는 각각 96.2%로 (0,1) 지점
에 보다 가까운 곡선 양상을 보인다.
RF 기법을 이용한 대형트럭 이벤트 분류
대형트럭 잡음 이벤트는 Hx 성분과 Hy 성분에 각각 나타나
므로 Hx 성분, Hy 성분과 Hx & Hy 합성성분 크기 자료에 랜
덤 포레스트 분류모델을 적용하여 잡음 분류를 시도하였다.
RF 분류모델을 이용하여 대형트럭 이벤트가 포함된 3가지
샘플 자료를 분류하였으며,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시험자료를
적용하여 성능평가 지표를 산정하였다(Table 6). 먼저 대형트
럭 잡음으로 예측한 샘플 중 실제 대형트럭 잡음 샘플의 비를
나타내는 정밀도는 Hx 성분, Hy 성분과 Hx & Hy 합성성분
크기 자료가 각각 80.6%, 75.7%, 73.7%이다. 한편 실제 대형
트럭 잡음 샘플 중 대형트럭 잡음으로 예측한 샘플 비를 나타
내는 재현율은 Hx 성분, Hy 성분과 Hx & Hy 합성성분 크기
자료가 각각 77.4%, 67.9%, 69.8%이다. 3가지 종류의 샘플 자
료에 RF 분류모델을 적용한 결과로부터 ROC 곡선을 작성하
였다(Fig. 8). AUC score는 Hx 성분, Hy 성분과 Hx & Hy 합
Table 6. Comparison of confusion matrix values and performance
metrics and scores for the Hx, Hy, and Hx & Hy passing truck test
datasets with the random forest machine-learning method.
Confusion
matrix value

Hx

Hy

Hx & Hy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Positive

1,670
88
107
366

1,655
103
152
321

1,640
118
143
330

Evaluation
value & score

Hx

Hy

Hx & Hy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ROC AUC score

91.3%
80.6%
77.4%
79.0%
94.0%

88.6%
75.7%
67.9%
71.6%
91.2%

88.3%
73.7%
69.8%
71.7%
91.2%

Fig. 7. Comparison of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s
for the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support vector machine
(SVM), and random forest machine-learning methods applied to the
passing train test dataset.

Fig. 8. Comparison of ROC curves for the Hx, Hy and Hx & Hy
passing truck test datasets with the random forest machine-learning
method.

성성분 크기 자료가 각각 94.0%, 91.2%, 91.2%로 Hx 성분 자
료가 가장 우수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성능평가 지표와 ROC 곡선 결과를 종합하면 Hx 성분 자료
가 Hy 성분자료나 Hx & Hy 합성성분 크기 자료에 비해 유
의미한 범위에서 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차량잡음에
의한 자기장 성분의 시간 변화 양상을 보면 차량방향과 평행
한 Hx 성분은 파형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반해, 차량방향과
수직한 Hy 성분과 Hx & Hy 합성성분 크기는 비교적 단순한
파형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Fig. 3). 이러한 파형 양상이 잡음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4가지 특성 중 최대값,
시계열 면적과 파형 폭에 대한 3차원 산점도를 작성하여 3가
지 자료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다(Fig. 9). 산점도를 보면 Hy
성분과 Hx & Hy 합성성분 크기는 산점도가 거의 동일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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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러한 성분별 차이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고
속도로 인근의 차량잡음 탐지 시에서는 차량방향을 고려해서
기계학습에 적용할 자료를 차별화하는 방법도 시도해볼 가치
가 있다고 판단된다.
차량 잡음 제거 및 효과 분석
기계학습을 통해 분류된 차량잡음이 포함된 윈도우 시계열
에서 차량잡음을 제거한 후에 제거 전후의 시계열, 진폭 스펙
트럼과 겉보기비저항 곡선을 비교하여 차량잡음이 MT 탐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
차량잡음이 포함되면 잡음 크기에 비례해서 진폭이 증가한다.
겉보기비저항은 전기장과 자기장 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전
기장 진폭이 증가하면 겉보기비저항도 증가하고, 자기장 진폭
이 증가하면 겉보기비저항은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MT 탐사에서는 원거리기준점 자료를 이용하여
현장 인근의 전자기 잡음의 영향을 제거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에서 직접 차량잡음을 제거하고 그 영향을 고찰하고자
원거리기준점을 이용한 자료처리를 대신 현장자료만을 이용한
자료처리 결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고속철도와 대형트럭이 포함된 시계열에서 이를 제거한 후
의 시계열을 비교하였다. Fig. 10에서 위쪽 그림은 원 시계열
자료, 아래쪽 그램은 차량잡음 제거 후 시계열이며, 기계학습
으로 분류된 차량잡음을 파란색 박스와 주황색 파형으로 구분
하여 도시하였다. 고속철도와 대형트럭에 의한 차량잡음은 필
터링에 의한 파형 왜곡이 작은 중앙값 필터를 사용하여 잡음
파형을 피팅하고 원 시계열에서 피팅값을 제거하는 방식을 사
용하였다.
고속열차와 대형트럭의 주요 주파수 대역을 확인하기 위하
여 차량잡음 제거 전후의 진폭 스펙트럼을 비교하였다.
Fig. 9. 3D scatter diagrams of the feature values of Log(Max Min),
Log(TS Area), and Log(Width) for the (a) Hx, (b) Hy, and (c) Hx
& Hy datasets to classify the passing truck events. The orange and
blue circles denote the feature values without and with traffic noise
events, respectively.

상을 보여주고 있는 바, 두 자료의 분류모델 결과는 상호상관
특성에서의 차이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Table 6).
Hx 성분과 Hy 성분 자료의 파형 폭을 보면 Hx 성분이 보다
좁은 범위에 밀집되어 있으며 다른 특성 값과 함께 차량잡음
샘플자료의 분류가 Hy 성분에 비해 용이해 보인다(Fig. 9).
본 연구에서 적용한 차량잡음 샘플 자료에 대한 RF 분류모
델 적용 결과를 보면 차량 진행방향과 평행한 성분에서 다소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4개소의 MT 측점 자료 중 3개
소가 남북방향의 경부 고속도로에 위치하고 1개소만 동북동
방향의 동해 고속도로에 위치하고 있다(Fig. 1). 만약 대형트럭
잡음분류 자료에 남북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추가된

Fig. 10. Comparison of the time series data with traffic noise events
and after removing traffic noise events for (a) passing train events
(Ey) and (b) passing truck events (Hx). The blue boxes denote the
detected traffic noise events.

240

권형석·류경호·심익현·이춘기·오석훈

Fig. 11. Comparison of the amplitude spectrum for the time series
data in Fig. 9 before and after removing traffic noise events from
passing high-speed trains (HSTs) for (a) passing train events (Ey)
and (b) passing truck events (Hx). The amplitude spectrum for
midnight or remote reference data are shown as reference curves
without traffic noise. The blue boxes denote the frequency bands
affected by the traffic noise events.

Fig. 11a에서 파란색 실선은 고속열차 잡음이 포함된 시계열의
진폭 스펙트럼이며, 주황색은 제거 후 진폭 스펙트럼, 노란색
은 고속열차가 운행되기 이전인 새벽 5시 ~ 6시 시계열의 진
폭 스펙트럼이다. 주파수 별 제거 전후 진폭 크기를 보면 0.1
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고속열차 잡음 제거로 진폭이 감
소되고 있다. Fig. 11b에서 파란색과 주황색은 대형트럭 이벤
트 제거 전후 진폭 스펙트럼이며, 노란색은 동일 시간대 일본
원거리 기준점 자료의 전폭 스펙트럼이다. 진폭 스펙트럼 크기
를 보면 0.02 ~ 0.2 Hz 주파수 대역에서 제거 전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대역이 대형트럭의 영향이 큰 주파수
대역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차량잡음 제거 전후 겉보기비저항을 비교하였으며, 차량잡
음 제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처리 시 원거리기준점 자

Fig. 12. Comparison of the apparent resistivity curves before (upper) and after (lower) removing traffic noise events for time series data in
Fig. 9: (a) passing train events (Ey) and (b) passing truck events (Hx). The blue boxes denote the frequency bands affected by the traffic
noise events.

Random Forest 기법을 이용한 도심지 MT 시계열 자료의 차량 잡음 분류

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일 측점에서의 측정자료만 사용하였다.
고속열차 잡음은 Ey 성분에서만 관찰되므로 Ex/Hy 곡선(파란
색 원)에는 변화가 없으며, Ey/Hx 곡선(빨간색 원)에서만 변화
가 관찰된다. Ey/Hx에 대한 겉보기비저항 값을 보면 고속열차
잡음 제거 후 0.1 Hz 이하 주파수대역에서 겉보기비저항이 감
소한다(Fig. 12a). 이는 고속열차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0.1 Hz 이하 전기장의 진폭 스펙트럼이 증가하는데(Fig. 11a),
고속열차 잡음 제거를 통해 전기장의 진폭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겉보기비저항이 감소한 것이다.
대형특럭 잡음 제거 전후 겉보기비저항을 보면 차량잡음 제
거 후 0.02 ~ 0.2 Hz 주파수대역에서 겉보기비저항이 증가한
다(Fig. 12b). 대형특럭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0.02 ~ 0.2
Hz 주파수대역에서 자기장의 진폭 스펙트럼이 증가하는데
(Fig. 11b), 대형트럭 잡음 제거를 통해 자기장의 진폭이 낮아
지며 이로 인해 겉보기비저항이 증가한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철도 등 운송인프라에 인접한 경주
지역에서 획득된 MT 탐사 시계열 자료에서 고속열차와 대형
트럭 등과 같은 차량잡음을 기계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제거하
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MT 시계열에 나타나는 차량잡음은 고속열차의 경우 Ey 성
분에 큰 규모의 펄스 형태로 나타나며, 대형트럭의 경우 Hx와
Hy 성분에 사인 펄스 형태의 파형으로 나타나는데 차량의 규
모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이벤트가 관측된다. 먼저, MT 시계
열에서 고속열차 잡음이 포함된 시계열을 분류하기 위하여 경
부 고속철도 인근에 위치한 KJM 211 측점에서 2분 길이의 윈
도우 샘플 자료 2,879개를 추출하였다. 대형트럭 잡음의 경우
경부와 동해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4개의 측점에서 1분 길
이의 윈도우 샘플 자료 11,153개를 추출하였다. 차량잡음이 포
함된 윈도우 샘플 자료는 고속열차가 236개(8.2%)이며, 대형
트럭이 2,365개(21.2%)이다.
차량잡음 분류를 위한 샘플 자료에서 4가지의 특성값을 추
출해서 기계학습에 적용하였다. 고속열차의 특성값은 최소값,
시계열 면적, 파형 폭과 대표 파형과의 상호상관이며, 대형트
럭의 특성값은 최대값(또는 최대값-최소값), 시계열 면적, 파형
폭과 대표 파형과의 상관이다. 4개의 특성값과 차량잡음 유무
에 대한 라벨값으로 구성된 배열을 기계학습에 적용하기에 앞
서 학습자료와 시험자료를 별도로 분리하는데, 고속열차 잡음
분류에서는 25%, 대형트럭 잡음 분류에서는 20%의 자료를 시
험자료로 사용하였다.
고속열차 잡음 분류를 위해 확률적 경사 하강법(SGD), 서포
트 벡터 머신(SVM)과 랜덤 포레스트(RF) 기법을 학습자료에
적용하여 분류모델을 구성하였다. 3가지 분류모델에 시험자료
를 적용하여 성능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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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밀도는 SGD가 63.0%, SVM이 80.9%, RF가 81.3%이며,
재현율은 SGD가 69.4%, SVM이 77.6%, RF가 79.6%이다.
SGD는 초매개변수 값에 따라 정밀도와 재현율의 변동이 심한
불안정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RF 기법이 정밀도, 재현율,
F1-score와 ROC 곡선의 AUC score에서 SVM 기법에 비해 근
소하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대형트럭 잡음 분류를 위해 Hx 성분, Hy 성분, Hx & Hy
합성성분 크기 샘플 자료에 RF 기법을 적용하여 분류모델을
구성하였다. 3가지 분류모델에 시험자료를 적용하여 성능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정밀도는 Hx 성분
이 80.6%, Hy 성분이 75.7%, Hx & Hy 합성성분 크기가
73.7%이며, 재현율은 Hx 성분이 77.4%, Hy 성분이 67.9%,
Hx & Hy 합성성분 크기가 69.8%이다. 정밀도, 재현율, F1score와 AUC score 등 여러 평가지표에서 Hx 성분이 Hy 성
분이나 Hx & Hy 합성성분 크기보다 3 ~ 7% 정도 높은 수치
를 보여주는데 차량 이동방향과 같은 방향인 Hx 성분의 파형
폭이 좁아서 차량잡음 샘플 자료를 좁은 범위로 밀집되게 만
들어서 분류가 용이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자료에서는
남북방향 도로에서의 자료가 우세해서 Hx 성분의 분류 결과
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측점 인근의 고속도로나 국도 방향에
따라 Hy 성분이나 Hx & Hy 합성성분 크기의 분류 성능이 우
수할 수 있으므로 Hx 성분의 분류 결과가 우수하다는 본 결
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차량잡음이 포함된 윈도우 시계열에서 차량잡음을 제거한
후에 제거 전후의 시계열, 진폭 스펙트럼과 겉보기비저항 곡선
을 비교하여 차량잡음이 MT 탐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하였다. 차량잡음은 필터링에 의한 파형 왜곡이 작은 중앙값
필터를 사용하여 잡음파형을 피팅하고 원 시계열에서 피팅값
을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차량잡음 제거 전후 진폭 스
펙트럼을 보면 고속열차 잡음 제거 후 0.1 Hz 이하 주파수 대
역에서 진폭이 감소되었으며, 대형트럭 잡음 제거 후 0.02 ~
0.2 Hz 주파수 대역에서 진폭이 감소되었다. 차량잡음 제거 후
겉보기비저항 곡선을 보면 고속열차 잡음 제거 후 0.1 Hz 이
하 주파수 대역에서 겉보기비저항이 감소되었으며, 대형트럭
잡음 제거 후 0.02 ~ 0.2 Hz 주파수 대역에서 겉보기비저항이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잡음 분류에 기계학습에 널리 적용되는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적용하였는데, 인공신경망, 심층신경망,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같은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면 분류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측결과가 실제와 다른 샘플의 특성값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고찰을 통해 특성값의 수정이나 조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영역에서의 4가
지 특성값만 사용하였는데, 윈도우 시계열 샘플에 대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특성값과 같은 다른 특성값을 추가한다면 보다 향
상된 분류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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