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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기계학습은 탄성파 해석 분야에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탄성파 해석에서 중요한 탄성파 층서 구분을 수                  

행하는 합성곱 신경망들의 개발도 수행되었다. 하지만 지도 학습의 경우 대량의 학습 자료가 필요하며, 비용과 시간의 한계로 탄성파 층                 

서구분의 지도학습은 학습 자료의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료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탄성파 단면에 패치 분할                  

과 자료증강을 적용하였다. 또한 패치 분할로 손실될 수 있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깊이를 고려할 수 있는 인공 채널을 생성하여 추                   

가하였다. 실험을 위한 학습 모델로 U-Net을 사용하였으며, 층서 구분을 위한 학습 자료가 제공되는 F3 block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과 예                  

측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료증강과 인공 채널의 추가로 패치 기반의 층서 구분 학습 모델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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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studies demonstrate that machine learning has expanded in the field of seismic interpretation. Man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have been developed for seismic sequence identification, which is important for seismic interpretation. However, expense and 
time limitations indicate that there is insufficient data available to provide a sufficient dataset to train supervised machine learning 
programs to identify seismic sequences. In this study, patch division and data augmentation are applied to mitigate this lack of data. 
Furthermore, to obtain spatial information that could be lost during patch division, an artificial channel is added to the original data 
to indicate depth. Seismic sequence identification is performed using a U-Net network and the Netherlands F3 block dataset from 
the dGB Open Seismic Repository, which offers datasets for machine learning, and the predicted results are evaluated. The results 
show that patch-based U-Net seismic sequence identification is improved by data augmentation and the addition of an artificial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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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하구조 규명을 위한 탄성파 단면 해석에서 층서해석은 가       

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이다(Lee et al., 2019). 전통적인       

탄성파 층서 해석은 탄성파 단면에서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반       

사 지점을 발췌(picking) 및 추적(tracking)하는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Onajite, 2013). 일반적으로 2-D 및 3-D 탄성파 탐사에       

서 얻어지는 다량의 탄성파 단면을 해석자가 모두 해석하기에       

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많은 양의 탄성파 단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일부만을 해석하거나, 자동추출 알고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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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방법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한 해석         

결과는 전체적인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알고리듬의 오류      

로 해석자가 다시 수정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가        

지고 있다(Moon et al., 2020).

최근 탄성파해석 분야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에 기계학습을 활용하고 있다(Choi et al., 2020, 2021). 탄        

성파 상 분석(Wrona et al., 2018; Keynejad et al., 2019), 저          

류 층 특성화(Chaki, 2015; Tian and Daigle, 2018; Smith et         

al., 2019), 단층해석(Zhang et al., 2014; Xiong et al., 2018;         

Kumar and Sain, 2018), 암염구조 해석(Guillen et al., 2015;        

Shi et al., 2019; Sen et al., 2019), 탄성파 속성분석(Zhao,         

2018b; Griffith et al., 2019)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탄성파 층서 구분을 위한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으며, Chevitarese      

et al. (2018)은 AlexNet (Krizhevsky et al., 2012)과 VGGNet        

(Simonyan and Zisserman, 2014)을 탄성파 자료에 적용하여      

높은 정확도로 주요 층 및 암염돔 층을 분류하였다. Qian et         

al. (2018)은 오토인코더(Auto-encoder) 네트워크와 비지도 특     

징 학습(unsupervised feature learning), 비지도 패턴 인식      

(unsupervised pattern recognition)을 활용하여 중합전 탄성파     

자료의 상(facies)을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Zhao     

(2018a)는 ResNet34 모델과 U-Net (Ronnenberger et al, 2015)       

모델을 비교하였으며, Alaudah et al. (2019)은 DeconvNet      

(Noh et al., 2015)을 이용한 기계학습 연구를 수행하였다.       

Moon et al. (2020)은 ResNet34와 인코더-디코더(encoder-     

decoder) 구조를 갖는 U-Net, FD-UNet, Residual U-Net을 비       

교하여 U-Net이 층서구분에 효율적인 학습 모델임을 보였다.

탄성파탐사 해석에 지도학습 방식의 기계학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학습자료가 필요하다. 충분한 양의 학습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숙련된 전문가의 작업에 의존하기 때문       

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료        

증강을 적용하거나(Alaudah et al., 2019; Li et al., 2019;        

Guillon et al., 2019), 합성 자료를 이용한 학습 자료 생성 방          

법(Pochet et al., 2019; Wu et al., 2019; Cunha et al., 2020;           

Liu et al., 2020; Qi et al., 2020; Wu et al., 2020; Yuan et al.,              

2020)들이 소개되었다.

부족한 자료의 수를 보완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패치 분할이       

있다(Misra et al., 2020). 패치 분할은 영상을 패치 형태로 잘         

라 학습 자료를 구성함으로써 해석된 단면보다 많은 수의 학        

습 자료를 구성할 수 있지만, 패치 기반의 CNN은 패치의 위         

치를 고려하지 못하는(Kao et al., 2020) 특성으로 인해 공간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         

점이 있다. 실제로 Alaudah et al. (2019)의 연구는 단면을 학         

습 자료로 이용한 경우 패치 형태의 학습 자료를 이용할 때보         

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해석이 완료된 충분        

한 학습자료를 얻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제적 적용을         

위해서는 패치 분할과 함께 지층의 깊이 정보를 고려할 수 있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층서구분을 위한 기계학습의 적용시 학습 자       

료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학습 모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위해 Moon et al. (2020)에서 층서 구         

분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된 U-Net을 이용하였으며, 층서 구분      

을 위한 학습 자료가 제공되는 Alaudah et al. (2019)의 F3         

block 자료를 이용하였다. 학습 자료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료증강과 패치 분할을 적용하였고, 깊이를 고       

려할 수 있는 채널의 추가를 통해 패치 분할 과정에서 손실되         

는 공간 정보를 보완하여 층서구분 예측 결과를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학습 조        

건을 달리한 4 가지 학습 모델에 대해 기계학습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 방법 및 자료

학습자료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과 평가를 위해 공개자료       

인 네덜란드 F3 블록자료를 사용하였다. 네덜란드 F3블럭 자       

료는 1987년 네덜란드 the central graben basin 지역의 16 km         

× 24 km 크기의 F3 block에서 취득된 3-D 해양 탄성파 자료          

이다. 이 자료는 651 개의 종방향(inline) 측선과 951 개의 횡         

방향(cross-line) 측선의 3-D 시간 영역 구조보정자료로,     

Alaudah et al. (2019)은 상 분석(facies analysis)과 3차원 모델        

링을 수행하여 인공지능을 위한 자료로 변환하였다.

Alaudah et al. (2019)의 자료는 종방향 300번 ~ 700번, 횡         

방향 300번 ~ 1000번 측선으로 이루어진 탄성파 큐브 형태의        

훈련용 자료와 큐브 외부의 종방향 100번 ~ 299번 측선과 횡         

방향 1001번 ~ 1200번 측선이 시험자료로 구성되어있다(Table      

1). Fig. 1에는 전체 학습 자료의 측선 구성을 나타내었다. 시         

험자료 1은 훈련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치이지만, 지층       

Table 1. The configuration of training, validation and test data to be used for machine learning.

Line direction Number of images Image size Line numbers

Training/Validation data
Inline 401 701 × 255 300 ~ 700

Cross-line 701 401 × 255 300 ~ 1000

Test data 1 Inline 200 701 × 255 100 ~ 299

Test data 2 Cross-line 200 601 × 255 1001 ~ 1200



3차원 탄성파자료의 층서구분을 위한 패치기반 기계학습 방법의 개선 61

의 연속성으로 인해 훈련자료와 인접한 측선의 탄성파 단면은       

훈련자료와 유사한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시험자료 2의 경우        

Fig. 1에 붉게 표시된 영역과 같이 훈련자료에 인접하지 않은        

위치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시험자료의 구성을 통해 표시되지       

않은 위치에서 학습 모델의 외삽(extrapolation) 성능을 확인      

하고, 표시된 위치에서 아직 보지 못한 자료에 대한 예측 성능         

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자료 전처리

Fig. 2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층서 구분 신경망의 학습 과         

정을 나타내었다. 3차원 큐브 형태의 훈련자료를 2차원 단면       

으로 분할하였고, 90%와 10%의 단면을 각각 훈련자료와 검       

증자료로 분할하였다. 훈련에 앞서 부족한 학습자료의 수를 증       

가시키는 방법으로 자료증강과 패치 분할을 적용하였고, 학습      

을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인공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을 적용         

하였다. 

자료증강은 가로와 세로 방향의 크기를 0.8 ~ 1.2배로 변환        

하는 무작위 크기 변환을 적용하였으며, 훈련자료의 탄성파단      

면의 수가 4배가 되도록 하였다. 패치 분할은 탄성파 단면 영         

상을 가로, 세로 64픽셀의 크기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패치 분        

할 과정에서 20픽셀의 stride를 적용하여 패치 간 중복이 존재        

하도록 하였고, 패치 분할을 통해 종방향과 횡방향 측선의 탄        

성파 단면 한 개를 각각 320개와 170개의 패치로 자료의 수를         

늘렸다.

 패치 분할을 적용하는 경우 원래 자료의 공간 정보 손실이         

발생하여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Kao et al., 2020). 탄       

성파 단면의 경우 일반적인 영상과 달리 각 픽셀의 시공간적        

위치가 정해지며, 깊이 혹은 이벤트의 시간 정보는 단면의 해        

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치 기반 학습은 전체 영상을 패치         

형태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패치의 위치 정보가 손실될 수 있        

으며, 손실되는 위치 정보는 층서 해석에서 층의 순서가 바뀌        

는 형태의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Alaudah et       

al., 2019).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의 극복을 위해, 깊이 방향의 공        

간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채널을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2        

차원의 탄성파 단면은 가로 방향의 거리와 세로 방향의 깊이        

Figure 1. Location of the F3 block and the train–test split of the F3 block dataset used in this study. The area marked in red in Test data 2 

was not covered by the training data.

Figure 2. A schematic of the proposed method to prepare training and validation data. After preprocessing of the data and the addition of an 

artificial channel to the sections, the input patches were extracted to train the U-Net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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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시간의 축으로 나타내며, 동일 탐사의 모든 단면에 대해        

같은 세로축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패치의 세로 방        

향 위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가상의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학습자료의 두 번째 채널로 사용하였다(Fig. 2). 이 가상 영상        

은 다음의 Eq. (1)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1)

여기에서  와  는 임의의 상수로   = 600,   = 300을 사               

용하였으며, Z와 z는 세로축에 따라 깊이 혹은 시간을 나타내        

며 각각 최대값과 해당 픽셀의 값을 의미한다.

학습 모델

이 연구에서는 층서구분을 위해 CNN을 기반으로 하는 영       

상 분할 알고리즘인 U-Net을 사용하였다(Ronneberger et al.;      

2015). Moon et al. (2020)의 연구에서 U-Net은 층서구분에 대        

한 예측 결과와 학습 시간의 효율성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로, 특징을 추출하는 디코더(decoder)와 특성맵을 원      

본 영상의 크기로 복원하는 인코더(encoder)로 구성된다. 이      

구조는 일반적인 디코더-인코더 형태의 네트워크와 유사하지     

만, 다운 샘플링(down sampling)과 업 샘플링(up sampling)으      

로 구성되어 디코더와 인코더가 직접 연결되는 skip-      

connection을 지닌다는 특징이 있어, 깊은 네트워크에서도 원      

본 영상의 미시적인 정보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Mandelli et        

al., 2019).

Fig. 2에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 모델인 U-Net의 구        

조를 나타내었다. 이 구조는 3 단계의 풀링(pooling)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성파 단면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여 층서구       

분을 수행한다. 각 단계는 3 × 3 크기의 필터로 2회의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며 zero-padding을 적용하여 연산 과정에서 특성      

맵의 크기를 유지하였다. 합성곱 연산 후 ReLU 활성화 함수        

를 통해 비선형성을 부여하였으며, 배치 정규화를 적용하여 출       

력 특성맵을 정규화 하였다. 수축경로(contracting path)에서 과      

적합(over fitting)을 막기위해 5%의 Dropout을 적용하였고, 2      

× 2 max pooling을 적용하여 특성맵의 크기를 줄이고 채널의        

수를 2배로 늘리는 다운 샘플링을 수행하였다. 확장경로      

(expanding path)에서는 Transpose convolution을 이용하여 업     

샘플링을 수행하였다. 영상 분할을 위해 softmax 활성화 함수       

를 이용하여 특성맵의 분류를 수행하였다.

앞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위해 자료증강과 채      

널추가의 적용을 달리하여 4가지 학습 모델(Table 2)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모델은 동일한 설정을 이용하여 학습       

하였으며, 배치크기는 150, 에포크 총 횟수는 200회, 옵티마이       

저는 Adam을 사용하였다. 에포크의 반복마다 0.001의 고정      

학습률(learning rate)을 사용하였고, 손실 (loss)은 원-핫 인코      

딩(one-hot encoding)된 레이블과 크로스 엔트로피(cross    

entropy) 함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전체 에포크 중 검증자       

료의 정확도가 최대가 되는 에포크 때의 모델을 최적 모델로        

선택하였으며, 선택된 최적 모델의 성능 검증에는 시험자료를      

패치 형태로 분할하지 않은 탄성파 단면을 사용하였다.

정량적 평가 지표

예측 결과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PA (Pixel Accuracy), FW-        

IoU (Frequency Weighted Intersection over Union), BF-score      

(Boundary F1 score)의 3가지 정확도 계산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인 PA는 가장 간편한 계산 방법으로 아래의 식을 이용         

하여 구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TP (True Positive)와 TN (True Negative)은 각각 맞        

게 예측된 특정 클래스의 픽셀 수와 다른 클래스의 픽셀 수를         

의미하고, FP (False Positive)와 FN (False Negative)는 각각       

잘못 예측된 특정 클래스의 픽셀 수와 다른 클래스의 픽셀 수         

를 의미하는 것으로 PA는 영상에서 올바르게 예측된 픽셀과       

전체 픽셀의 비율을 나타낸다.

두 번째, FW-IoU는 객체 인식이나 영상 분할에서 여러 개        

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다중 분류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FW-       

IoU는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픽셀 수를 가중치로 반영한 IoU        

의 가중 산술 평균으로 구할 수 있으며, IoU는 아래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3)

IoU의 계산은 Eq. (2)의 PA 계산식에서 TN항을 제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의 영향을 제거한 정확도를 의        

미한다. 이번 연구와 같이 여러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다중        

분류의 경우, 각 클래스 별 IoU값의 산술 평균인 mean-IoU나        

클래스의 가중 평균인 FW-IoU을 이용하여 모델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불균형이 큰 경우 mean-IoU는 비율이       

적은 클래스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므로 이 연구에서는       

FW-IoU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두가지 방법은 영역을 기준으로 오차를 평가하는 것       

C z  = sin 2
Z

 Z z–  z+
---------------------------- 
 

z

 
 
 

PA = 
TP TN+

TP TN FP FN+ + +
------------------------------------------

IoU = 
TP

TP FN FP+ +
------------------------------

Table 2. The four training data sets used for machine learning in           

this study.

Case No. Training data

1 Original seismic data

2 Augmented original seismic data 

3 Original seismic data with an added channel

4 Augmented original seismic data with an added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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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반적인 영상 분류 등의 정확도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만, 탄성파 단면 층서구분의 경우 층서 영역의 픽셀단위 정확        

도 보다, 영역의 경계 정확도가 중요하므로, 영역경계에 대한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BF-score(Csurka et al., 2013)를 도        

입하였으며, 이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Eq. 4).

(4)

여기에서 P
c 와 R

c 는 경계에 대한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        

(recall)을 의미하며,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Eq. 5 and        

Eq. 6).

(5)

(6)

여기에서 와 는 각각 예측과 ground truth의 지층 경        

계를 말한다. 는 해당되는 픽셀의 수를 말하며, d(a, b)는        

a 와 b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  는 허용 오차로 실험에서는          

깊이 방향 50 m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는 Iversons 괄호        

표기법으로 괄호 안의 값이 참이면 1, 거짓이면 0의 값을 갖         

는다. Eq. (4)에서 BF-score는 경계면에 대한 정밀도와 재현       

율의 조화 평균으로 자료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효       

과적으로 모델을 평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Forman et       

al., 2010).

결과 분석

훈련결과

앞서 설정한 4가지 학습 방법에 따라 훈련된 학습 모델 훈         

련 결과의 정확도와 손실을 Fig. 3에 나타냈다. Fig. 3a는 기본         

적으로 주어진 탄성파 학습자료만을 훈련자료로 학습한 경우      

의 훈련 정확도와 검증 정확도 곡선을 나타내며, Fig. 3b는 깊         

이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의 채널을 추가한 훈련자료로 학습하       

였을 경우의 훈련 정확도와 검증 정확도 곡선이다. Fig. 3c와        

d에는 각각 기본 탄성파 학습 자료만을 사용한 경우, 채널을        

추가하여 사용한 경우의 손실 곡선을 나타냈다. Fig. 3에서 네        

가지 방법 모두 훈련과 검증 정확도가 증가하면서 손실 값은        

감소하였으므로, 모델 학습은 적절히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만, 자료증강을 적용한 경우 적용전보다 훈련 정확도와 검증       

정확도가 모두 낮아지고, 손실 값은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이       

는 자료증강으로 인해 학습 모델의 성능 저하로 보일 수 있으         

나, 자료증강을 적용할 시 정확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무작위       

크기 변환으로 인해 기존 자료와 다소 차이가 나는 자료의 생         

성 영향으로 판단된다.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시험 자료에 대        

한 실험에서는 자료증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 학습 모        

델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뒤의 시험자료에 대한       

예측과 함께 기술하였다.

Fig. 3a와 b는 채널을 추가한 효과를 보여준다. 두 모델의 가         

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훈련 과정 중 나타나는 불규칙한 변        

화의 정도이다. 검증 정확도 곡선을 살펴보면 훈련 반복 중 정         

확도가 급히 낮아지는 구간이 존재하고, 이 구간에서 손실 값        

BFscore = F1

c
score = 

2 P
c

R
c 

P
c

R
c

+
------------------

P
c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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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accuracy and loss curves for the training and validation data with or without augmentation. The accuracy curves for the model 

trained with (a) original data and (b) original data with an added channel. The loss curves for the model trained with (c) original data and 

(d) original data with an added channel. The accuracy and loss curves demonstrated less variability when the model was trained using 

augmented data and data with an added channel.



64 이동욱 · 문혜진 · 김충호 · 문성훈 · 이수환 · 주형태

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층서 구분을 위한 학습이 불안정        

함을 보여준다. Fig. 3b인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 정확도의 감소        

정도가 줄어들었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정확도 비교를 보다 확실히 하기위해 각 훈련 방법의 최대        

정확도를 Table 3에 나타냈다. Table 3을 보면, 자료증강을 적        

용하는 경우 훈련 정확도와 검증 정확도가 자료증강을 적용하       

지 않은 경우보다 감소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증        

강의 적용은 훈련에 사용되지 않는 자료에 대한 예측 성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자료에 대한 예측 성능이 훈련자료보다      

커지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에서 채널을 추가한         

학습 모델의 경우 채널의 추가 전보다 훈련 정확도와 검증 정         

확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채널의 추가를 통해 보다 정확        

히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측 결과 분석

종방향 측선의 시험자료는 학습 모델의 외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탄성파 탐사의 자료는 지층의 연속성으로       

인하여 인접한 측선의 탄성파 단면은 유사한 지형을 포함하       

며, 포함된 지형은 측선번호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한다. 위에       

서 구한 4가지 학습 모델의 외삽 성능을 확인하기위해 종방향        

시험자료 200개 측선의 단면을 모두 예측한 후 각 단면마다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Fig. 4는 4가지 모델의 예        

측 결과에 대한 (a) PA, (b) FW-IoU, (c) BF-score를 각각 나          

타낸다. 가로축은 예측을 수행한 단면의 측선 번호이며, 세로       

축은 예측 단면과 레이블을 이용하여 계산한 층서 구분의 정        

확도를 의미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측선 번호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측선의 번호가 증가할수록 훈       

련자료와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시험자료는 훈련자료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형의 유사성이 줄어들어 예측 정확도는      

낮아진다.

Fig. 4에서 자료증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자료증강을 적용한 모델은 전체 측선에 대한 예측 성능이 향        

상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영상 분할의 기계학습과 마찬가지로      

Table 3. The maximum training and validation accuracies following        

training of the model by each of the four training datasets.

Case No. Training data Train accuracy
Validation 
accuracy

1 Original 99.60% 99.46%

2 Original + aug 99.18% 99.24%

3 Channel-added 99.64% 99.49%

4 Channel-added + aug 99.29% 99.33%

Figure 4. The comparison of the prediction accuracy for all validation test data in the inline direction assessed by (a) PA, (b) FWIoU and 

(c) BF score. The horizontal axis demonstrates the line numbers of the inline sections, and the vertical axis demonstrates the accuracy of the 

predicted result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model trained using augmented data with an added channel demonstrated the highest overall 

accuracy for all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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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서구분 학습 모델에도 자료증강이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훈련 결과에서 훈련자료 내부에 위치하여 자료의 유사성       

이 높은 검증자료에 대한 정확도는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자         

료증강을 통해 훈련자료와 유사성이 적은 자료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 4에서 채널을 추        

가하여 학습한 모델의 예측 결과 정확도를 살펴보면 가까운       

측선에서는 기본 자료만 사용한 경우보다 낮은 정확도의 결과       

를 보이지만, 멀리 위치한 측선에서 더 높은 정확도의 예측을        

수행한다. 이 결과는 채널추가를 통해 보다 훈련자료와 다른       

형태의 자료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생성함을 의미한다. 자        

료증강과 채널추가를 모두 적용한 경우, 가까운 측선에서는 다       

른 방법들과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 하지만, 멀리 위치한 측선        

에서는 정확도 향상이 크게 나타났으며, 다른 개선 방법들보다       

큰 향상을 보였다.

Table 4는 시험자료의 모든 측선에 대한 각 훈련 설정 별 평          

균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증강만 적용한 경우, PA는       

1.5%, FW-IoU는 2%, BF-score는 2.5%의 성능 개선이 있다.       

채널추가만을 적용한 경우 PA와 FW-IoU는 약간의 성능이 개       

선되었고, BF-score는 2.5%의 성능 개선이 있다. 또한 자료증       

강과 채널추가를 모두 적용한 경우, PA는 3%, FW-IoU는 5%,        

BF-score는 6%의 성능 개선이 있어 다른 방법들 보다 큰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위의 정확도 향상을 고려할 때, 자료증강       

은 모든 평가 지표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채널추가는 BF-        

score의 향상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가지 모델 결과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종방향 295번,       

130번 측선에 대한 단면 예측 결과를 분석하였다. Fig. 5a와 b         

는 각각 종방향 295번 측선의 탄성파 단면과 레이블 자료이        

며, Fig. 5c, d, e와 f는 각각 기본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한 모           

Table 4. The average prediction accuracies for the inline test data          

following training of the model by each of the four training datasets.

Case No. Training data PA FW-IoU BF-score

1 Original 87.86% 78.92% 71.61%

2 Original + aug 89.10% 80.91% 74.36%

3 Channel-added 88.15% 79.09% 74.17%

4 Channel-added + aug 91.06% 83.87% 77.84%

Figure 5. The predicted results for inline section 295. The actual results are shown as (a) the seismic section and (b) the corresponding color- 

coded schematic. The remaining figures show the results predicted by the model trained using (c) original data, (d) augmented original data, 

(e) data with an added channel, and (f) augmented data with an added channel. The results predicted by the model trained using augmented 

data with an added channel were the most accurate at the deepest level of the section. 



66 이동욱 · 문혜진 · 김충호 · 문성훈 · 이수환 · 주형태

델의 예측 결과, 채널을 추가하여 학습한 모델의 예측 결과, 자         

료증강만을 적용하여 학습한 모델의 예측 결과 그리고 채널추       

가와 자료증강을 모두 적용하여 학습한 모델의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 295번 측선의 단면은 훈련자료에서 상대적으로 가      

까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예측이 잘 수행되었다. Fig. 5에서 주        

목할 점은 단면의 우측 심부 예측 결과로, 일부분이 상위 층으         

로 잘못 분류되어 있다. 채널을 추가한 경우와 자료증강을 적        

용한 경우 이러한 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두 가          

지를 모두 적용한 경우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종방향 130번 측선의 자료와 시험 결과를 나타낸        

다. 위의 결과와 달리 훈련자료에서 멀리 위치한 측선으로 예        

측 결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상위 지층의 경계면의 예측        

은 잘 수행되었지만, 심부 지층의 내부에 불규칙한 형태의 잘        

못 예측된 부분들이 존재한다. Fig. 6c와 d인 자료증강을 적용        

하지 않은 경우 심부 지층 내부에서 작은 크기의 이상 예측들         

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료증강의 적용으로 이        

상 예측이 감소하였다(Fig. 6e와 f). 이 결과는 채널추가에 대        

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채널추가를 통한 깊이 정보의 정규        

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심부에         

서 상위 지층으로 잘못 예측되는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Fig.       

6c와 e), 채널을 추가한 경우 이러한 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Fig. 6d와 f). 심부 지층을 상위 지층으로 잘못         

예측하는 문제는 패치 기반 학습으로 패치의 깊이 정보 손실        

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깊이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의 추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Alaudah et al. (2019)의 연         

구에서 단면형태의 학습자료를 사용한 방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위의 Fig. 4의 정확도 평가 결과에서 130번 측선은 BF-score        

의 차이에서 채널추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Fig. 6c와 e에        

서 관찰되는 심부의 층을 상위 층으로 잘못 예측하는 부분에        

서는 고립된 형태의 구조 존재로 지층 경계면이 증가하여 BF-        

score는 줄어든다. 하지만, PA와 FW-IoU의 경우 영역에 대한       

정확도로 이와 같은 차이는 구분하기 어렵다. 이처럼 심부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예측의 유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BF-      

score가 보다 유리하게 나타났다.

Figure 6. The predicted results for inline section 130. The actual results are shown as (a) the seismic section and (b) the corresponding color- 

coded schematic. The remaining figures show the results predicted by the model trained using (c) original data, (d) augmented original data, 

(e) data with an added channel, and (f) augmented data with an added channel. The results predicted by the model trained using data with 

an added channel were more accurate than those obtained when the original data were used fo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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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측선의 시험자료는 학습 모델의 외삽 성능과 아직       

보지 못한 자료에 대한 예측 성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          

료이다. 종방향 측선의 시험자료를 이용한 성능 평가와 마찬가       

지로 4가지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횡방향 측선의 시험자료를       

예측하고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Fig. 7). 횡방향 측선의 시험       

자료는 측선번호가 작을수록 훈련자료에 가깝게 위치하며, 이      

전의 종방향 측선 결과와 다르게 훈련자료에 가까이 위치한       

측선의 정확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는 횡방향 측선의 시험자료       

는 외삽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위치의 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이         

며, 자세한 분석은 뒤의 단면 예측 결과와 함께 기술하도록 하         

겠다. 정확도 곡선의 1100번에서 1125번 측선은 정확도가 높       

게 나타난다. 이는 해당 측선에서 단순한 2층 구조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가 다시 나타나는      

1125번 측선 이후로는 종방향 측선의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훈련자료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예측 정확도가 낮아지는 모      

습을 보여주었다.

Fig. 7의 훈련자료와 가까운 위치에서 자료증강을 적용한 모       

델의 예측 결과는 자료증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 큰 성능 증가를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 위치한        

측선에서 자료증강을 적용하지 않은 모델보다 높은 예측 정확       

도를 보여, 자료증가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널을        

추가한 학습 모델은 종방향 측선의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훈        

련자료와 거리가 가까운 측선에서는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모       

델과 유사한 정확도를 보이고, 훈련자료와 거리가 먼 측선에서       

채널을 추가하지 않은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Table 5는 횡방향 측선의 시험자료의 모든 측선에 대한 각        

훈련 설정 별 평균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종방향 측선의 결         

과와 다르게 자료증강만 적용한 경우, 성능의 향상은 크지 않        

았다. 채널추가만을 적용한 경우 PA와 FW-IoU는 1.3%, 2.4%       

의 성능이 개선되었고, BF-score는 4.5%의 성능 개선이 있다.       

횡방향 측선에서는 채널추가 모델의 훈련자료 인접 측선 성능       

이 낮지 않아 BF-score 뿐 아니라 PA와 FW-IoU의 성능 개선         

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단순한 자료증강의 적용과 달리        

채널추가와 자료증강을 모두 적용한 모델의 경우 더 높은 성        

능을 나타냈으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        

임을 보여주었다. 

Figure 7. The comparison of the prediction accuracy for all validation test data in the crossline direction assessed by (a) PA, (b) FWIoU and 

(c) BF score. The horizontal axis shows the line numbers of the crossline sections, and the vertical axis shows the accuracy of the predicted 

result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model trained using data with an added channel demonstrated higher accuracy overall than those obtained 

using the original data for training.

Table 5. The average prediction accuracies for the crossline test data          

following training of the model by each of the four training datasets.

Case No. Training data PA FW-IoU BF-score

1 Original 92.33% 86.88% 72.10%

2 Original + aug 92.81% 88.27% 72.73%

3 Channel-added 93.70% 89.30% 76.59%

4 Channel-added + aug 94.59% 91.18% 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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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udah et al. (2019)은 패치 형태의 학습자료에 자료증강       

을 적용한 예측 정확도에서 PA와 FW-IoU는 각각 86.2%와       

75.7%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자료증강 만을 적용한 경우       

PA와 FW-IoU의 평균 정확도는 각각 90.8%와 84.3%이고, 채       

널추가의 경우 PA와 FW-IoU는 각 90.5%와 83.2%로 모든 경        

우에 있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모델에 대한 자세한 비교를 위해 횡방향 1040번 측선에 대        

한 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Fig. 8은 횡방향 1040번        

측선의 예측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8a는 1040번 측선의        

탄성파 단면도로 단면의 좌측은 훈련자료 횡방향 측선의 연장       

선상에 위치한 부분이고, 단면의 우측에 표시된 부분은 종방향       

측선 시험자료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지역으로 훈련자료와 연      

관성이 적은 부분이다. 횡방향 측선의 시험자료는 종방향 측선       

의 시험자료와 다르게 훈련자료와 연관성이 큰 부분과 적은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종방향 측선의 시험자료는 훈련자료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단면으로만 구성되어 외삽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횡방향 측선의 시험자료는 훈련자료와 유사한 부      

분 외에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을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횡         

방향 측선의 시험자료에 대한 예측 성능은 훈련자료와의 거리       

외에도 새로운 자료의 포함에 영향을 받았다. Fig. 8b는 1040        

번 측선의 레이블 자료를 나타낸다. Fig. 8c, d, e와 f는 각각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한 모델의 예측 결과, 채널을 추가        

하여 학습한 모델의 예측 결과, 자료증강을 적용하여 학습한       

모델의 예측 결과 그리고 채널추가와 자료증강을 모두 적용하       

여 학습한 모델의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 1040번 측선은 상대        

적으로 훈련자료에 인접한 단면으로 훈련자료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지역인 단면의 좌측은 예측이 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증강과 채널추가를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일부       

불안정한 예측을 보이며, 모두 적용한 경우 실제 지층에 가까        

운 예측을 수행한다. 반면, 단면 우측은 종방향 측선 시험자료        

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지역으로 훈련자료와 연관성이 적은 부       

분이다. 이 위치의 상부는 4가지 방법 모두 부정확한 예측을 보         

이지만, 채널추가의 경우 심부의 지층이 지표까지 이어지는 현       

상을 방지한다. 자료증강 적용의 경우 지층 상부는 보다 일부        

Figure 8. The predicted results for crossline section 1040. The actual results are shown as (a) the seismic section and (b) the corresponding 

color-coded schematic. The remaining figures show the results predicted by the model trained using (c) original data, (d) augmented original 

data, (e) data with an added channel, and (f) augmented data with an added channel. The area not covered by the training data in Test 2 is 

marked with a red rectangle in Figure 1. The results predicted by the model trained using augmented data with an added channel are the 

closest to the color-coded schematic shown in Figure 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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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예측을 보인다. 하지만, 종방향 측선의 결과와 동일하       

게 작은 크기의 이상 예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패치 기반의 신경망 학습으로 층서 구분을       

수행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위한 학습 모델로 층서 구분에 대한 학습의 시간 효율과 성능         

이 좋은 U-Net을 선택하였으며, 학습에는 층서 구분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자료를 제공하는 네덜란드 F3 블록 자료를       

이용하였다. 학습 자료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패치 분할과       

자료증강을 이용하여 학습 자료의 수를 늘리고, 패치 분할 과        

정에서의 공간 정보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공간 정보를 줄 수         

있는 인공 채널을 추가하였다. 적용된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자료증강과 인공 채널 추가의 적용 유무에 따른 4가지        

훈련자료 전처리 과정에 대해 모델을 학습 후 결과를 비교하        

였다.

학습 결과, 자료증강과 인공 채널 추가를 통해 모델의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무작위 크기 변환의 자료증강을 적용        

하여 학습 자료의 수를 4배로 늘린 결과 예측 단면에서 지하         

구조의 연속성이 증가하였으며, 인공 채널 추가는 패치 분할로       

인해 공간 정보 손실이 발생하여 심부 지층이 상위 지층으로        

잘못 예측되는 경우를 줄여주었다.

연구에서 제안한 자료의 공간 정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인공 채널의 추가 과정은 기존의 학습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        

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CNN 기반의 다른 신경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통상적으로 자료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탄성파 자료 해석 분야의 기계학습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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