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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ult is a geological structure that can be a migration path or a cap rock of hydrocarbon such as oil and gas,

formed from source rock. The fault is one of the main targets of seismic exploration to find reservoirs in which

hydrocarbon have accumulated. However, conventional fault detection methods using lateral discontinuity in seismic

data such as semblance, coherence, variance, gradient magnitude and fault likelihood, have problem that

professional interpreters have to invest lots of time and computational costs. Therefore, many researchers are

conducting various studies to save computational costs and time for fault interpretation, and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attracted attention recently. Among various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many researchers are

conducting fault interpretation studies using the support vector machine, multi-layer perceptron, deep neural

networks an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lgorithms. Especially, researchers use not only their own convolution

networks but also proven networks in image processing to predict fault locations and fault information such as

strike and dip. In this paper,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se studies, we found that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based on the U-Net from image processing is the most effective one for fault detection and interpretation.

Further studies can expect better results from fault detection and interpretation using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along with transfer learning and data augmentation.

Keywords: fault detection, machine learning, support vector machine, deep neural network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단층은 근원암에서 형성된 석유 가스 등의 탄화수소가 이동하는 통로이자 탄화수소를 가두는 덮개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질구조로, 탄화수소가 축적된 저류층을 찾기 위한 탄성파 탐사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유

사성, 응집성, 분산, 기울기, 단층가능성 등 탄성파 자료의 측면 방향 불연속성을 활용하는 단층 감지 방법들은 전문

지식을 갖춘 해석자가 많은 계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단층 해석에

필요한 계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단층 해석에는 다양한 머신러닝 기술들 중 서포트백터머신, 다층퍼셉트론, 심층 신경망, 합성

곱 신경망 등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합성곱 신경망을 활용한 연구는 독자적인 구조의 모델을 사용한 연

구뿐만 아니라,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성능이 검증된 모델을 활용한 연구 및 단층의 위치와 주향, 경사 등의 정보를

함께 해석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현재까지 단층 위

치 및 단층 정보 해석에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영상 처리 분야에서 검증된 U-Net 구조를 바탕으로 한 합성곱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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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합성곱 신경망에 전이학습 및 데이터 증식 기법을 접목하면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단층

감지 및 정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단층 탐지, 기계 학습, 서포트벡터머신, 심층 신경망, 합성곱 신경망

1. 서 론

근원암에서 형성된 석유 · 가스 등 탄화수소가 이동

하는 통로의 역할과 탄화수소를 가두는 덮개암의 역할

을 할 수 있는 지질구조인 단층은 탄화수소가 축적된

저류층을 찾기 위한 탄성파 탐사의 주요 대상이다. 탄

성파 영상에서 단층은 측면 방향 불연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층의 위치 해석을 위해 유사성

(Marfurt et al., 1998; Hale, 2009), 응집성(Marfurt

et al., 1999; Gersztenkom et al., 1999; Li and

Lu, 2014; Karimi et al., 2015; Wu, 2017), 분산

(Van Bemmel and Pepper, 2000; Randen et al.,

2001), 기울기(Aqrawi et al., 2011), 단층 가능성

(Hale, 2013; Wu et al., 2016)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측면 방향 불연속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

문 지식을 갖춘 해석자가 많은 시간과 계산 비용을 투

자해야 하는 작업이다. 최근 탄성파 탐사 장비와 기술

의 발달로 3차원 탄성파 탐사가 가능해지고 획득하는

자료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연구

자가 단층 위치 해석에 필요한 시간과 계산 비용을 절

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컴퓨팅 기술 발달에 따라 인공지능의 한 분야

인 머신러닝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에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 학습할 수 있는 능

력을 부여하는 연구 분야로, 컴퓨터가 주어진 자료들

의 숨겨진 관계를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든다.

탄성파 자료 처리 분야의 연구자들도 이러한 머신러닝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단층 위치 해석을 위해

서포트벡터머신, 다층퍼셉트론, 심층 신경망, 합성곱 신

경망 등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서포트

벡터머신은 선형 혹은 비선형 분류와 회귀, 다층퍼셉

트론과 심층 신경망은 복잡한 비선형 분류와 회귀, 합

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한번 훈련을 진행한 머신러닝 모델은 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과 계산 비용

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훈련된 모델 구조의 일부 또

는 전체를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

델의 구조로 사용하는 전이학습을 통해 훈련에 필요한

시간과 계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머신러닝 기

술들을 활용하고 있다(Géron, 2017). 국내 탄성파 탐

사의 경우 머신러닝을 활용한 탄성파 자료의 잡음 제

거, 내삽 및 신호 향상(Hwang et al., 2000; Lee et

al., 2018; Choi et al., 2019; Lee and Shin, 2019a;

Lee and Shin, 2019b; Park et al., 2019), 탄성파

주시 토모그래피 계산에 필요한 초기 모델 생성(Kim

and Yoon, 1999) 등의 연구는 진행 되었지만, 탄성파

자료에 존재하는 단층 위치 예측을 위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단층 위치 해석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의 훈련을 위

해서는 인공 자료 또는 실제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

인공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탄성파 자료에 존재하는

모든 단층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화(Labeling)한 자료

를 비교적 쉽게 대량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인

공 자료에는 실제 자료에 존재하는 지질학적 복잡성을

반영하기 힘들고, 해석자의 경험과 지식이 반영되지 않

기 때문에, 모델이 이러한 정보를 학습할 수 없다. 실

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지질학적 복잡성과 해석자의

경험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지만 실제 자료에 존재하

는 모든 단층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화하는 것이 불

가능하거나 훈련 자료 구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

요하다. 두 방법의 명확한 장단점 때문에, 일부 연구자

들은 인공 자료로 훈련된 모델에 전이학습을 적용하여

구성한 모델을 실제 자료로 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 탄성파 자료의 단층 위치 해석을

위해 다양한 구조의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한 논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

하는 방법과 가장 적합한 머신러닝 기술을 알아본다.

2.서포트벡터머신과 다층퍼셉트론 모델을 사용

한 단층 위치 해석

복잡한 신경망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간

단한 구조를 가지는 서포트벡터머신 분류기와 다층퍼

셉트론 모델을 탄성파 자료의 단층 위치 해석에 사용

하여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 서포트벡터머신

은 선형 혹은 비선형 분류와 회귀, 이상치 탐색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머신러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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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다. 서포트벡터머신 분류기는 주어진 데이터셋을

구분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구분하는 초평면을 사용

한다. 이때 많은 초평면 중, 초평면과 가장 가까운 데

이터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초평면을 사용

한다. 다층퍼셉트론은 가장 간단한 인공 신경망 구조

중 하나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은닉

층이 존재하는 구조를 가진다. 다층퍼셉트론 모델은 입

력된 데이터셋으로 은닉층에서 출력을 계산하고 정답

과의 오차를 계산한다. 이후 각 은닉층이 오차에 기여

한 정도를 측정하여, 오차가 감소하도록 은닉층의 가

중치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Di et al. (2017)과 Zheng et al. (2014)은 탄성파

자료의 단층 위치 해석 문제를 이진 분류 문제로 간주

하여, 서포트벡터머신 분류기와 3개의 은닉층을 가지

는 다층퍼셉트론 모델을 구성하고 단층과 관련된 많은

특성을 함께 사용하는 단층 위치 해석 방법을 제안하

였다. 서포트벡터머신 분류기는 단층 위치 해석을 위

해 경계 검출, 기하학적 특성, 질감 등으로 분류되는

단층과 관련된 14개의 특성을 사용하였다. 다층퍼셉트

론 모델은 단층 위치 해석을 위해서 유사도, 주파수,

굴곡도 등 단층과 관련된 22개의 특성을 사용하였다.

구성한 두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 각각 뉴질랜드 그레

이트 사우스 분지 자료와 미국 서부 텍사스의 스트래

턴 자료를 사용했다. 그 결과, 훈련된 두 모델은 사용

한 특성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 보다 더 높은 정확도

로 단층의 위치를 해석했다. Di et al.(2019)은 서포트

벡터머신 분류기와 다층퍼셉트론 모델의 성능 비교를

위해서 뉴질랜드의 그레이트 사우스 분지의 자료로부

터 경계 검출, 기하학적 특성, 질감 등 14개의 특성을

추출하여 사용했다(Fig. 1). 그 결과, 다층퍼셉트론 모

델이 더 높은 정확도로 더 많은 단층을 해석했다.

3.심층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 단층 위치 해석

심층 신경망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다수의 은닉

층이 존재하는 인공 신경망으로, 은닉층의 개수가 많

을수록 신경망의 깊이가 깊다고 표현한다. 심층 신경

망은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가지는 데이터셋의 분류와

회귀에 사용된다. 심층 신경망 모델은 은닉층에서 입

력 데이터의 특성을 추출하여 출력을 계산하는 다층

퍼셉트론 모델과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심

층 신경망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닉층

의 개수와 은닉층의 뉴런 개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지만 최적의 은닉층 개수와 은닉층의 뉴런 개수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델의 성능

이 감소할 때까지 은닉층과 뉴런의 개수를 증가시키거

나, 처음부터 대량의 은닉층과 뉴런으로 시작하고 적

절한 개수로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한다.

Fig. 1. The fault detection results using 14 attributes-based

(a) Support Vector Machine (SVM) classifier and (b)

Multi-Layer Perceptron (MLP) model in the Great south

basin data set of New Zealand. The MLP result is better

than that of the SVM classifier (Di et al., 2019).

Table 1. Results of 10 deep neural network models having

different structures

AUC IoU

Number 

of Hidden 

layers

Nodes per 

layers

Faults per

model

0.902 0.311 5 768 4

0.893 0.294 5 640 4

0.836 0.220 7 640 4

0.833 0.218 8 512 4

0.854 0.246 7 512 2

0.849 0.227 6 512 2

0.820 0.219 6 512 2*

0.718 0.130 4 1024 1

0.897 0.395 4 512 1

0.919 0.384 4 256 1

The AUC and IoU show performance of each model. The

asterisked case used 10,000 samples for training and 2,000

samples for test. The others used 16,000 samples for training

and 4,000 samples for test. (Araya-Polo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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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ya-Polo et al. (2017)은 심층 신경망 모델을 3

차원 탄성파 자료의 단층 위치 해석에 사용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Araya-Polo et al. (2017)은 단층 위치

해석 문제를 이진 분류 문제로 간주하고, 2~20개의

은닉층과 256~2,048개의 뉴런을 가지는 총 10개의 서

로 다른 구조의 심층 신경망 모델을 구성했다. 이때

하나의 모델을 구성하는 은닉층의 뉴런 개수를 일정하

게 설정했다. 구성한 모델들을 단층이 존재하는 3차원

인공 자료로 훈련과 테스트를 진행하여 각각의 성능을

비교했다(Table 1). 그 결과, 은닉층 4개와 256개의 뉴

런를 사용한 모델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 단층 위치

해석

합성곱 신경망은 대뇌의 시각 피질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모방하여 만든 인공 신경망으로, 이미지 처리 분

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신경망 모델이다. 일반적

으로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층, 역합성곱층, 풀링층 및

완전연결층을 활용하여 모델을 구성한다. 합성곱층은

합성곱 신경망 모델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입력받

은 데이터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저수준의 특성이 고수준

의 특성으로 합쳐진 특성맵을 출력한다. 역합성곱층은

합성곱층의 역할을 반대로 수행한다. 풀링층은 입력받은

특성맵에서 패치를 추출하고, 패치의 최댓값 혹은 평균

값을 출력하여 처리할 특성맵의 가중치 개수를 줄인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

을 보이기 때문에 탄성파 단면 영상을 사용한 단층 위

치 해석에 사용된다. 단층 위치 해석을 위해서는 직접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구성하여 사용하거나, 이미지 처

리 분야에서 성능이 검증된 U-Net (Ronneberger et

al., 2015)과 같은 모델의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합성곱 모델의 결과에 이미지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결과를 향상시키거나, 단층의 위치, 경사와 주향을 함

께 해석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U-Net을 사용

한 경우와 단층의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까지 해

석한 연구는 뒤에서 살펴보고, 본 절에서는 독자적인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 단층 위치 해석 연구에

대해 알아본다.

Huang et al. (2017)은 합성곱층, 풀링층, 완전연결

층으로 구성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구성했다. 이 모

델은 단층 가능성, 단층의 경사, 단층의 주향 등을 포

함한 단층과 관련된 9개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사용하

였다(Table 2). 그 결과, 단층 가능성과 단층의 경사를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Guo et al. (2018)은 9개의 합성곱층으로 이루어진

모델과 인공 2차원 탄성파 이미지로 구성된 자료를 사

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단순한 구조의 모델을 사

용했지만, 평면 단층과 원뿔 형태의 단층이 있는 인공

자료(Fig. 2)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Zhao and Mukhopadhyay (2018)과 Pochet et al.

(2018)은 합성곱 신경망 모델로 2차원 탄성파 이미지의

단층 위치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두 모델의 훈

련을 위해서 Zhao and Mukhopadhyay (2018)은 무작

위로 단층이 추가된 SEAM (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ists advanced modeling) 모델 (Fehler and

Larner 2008)에서 단면을 추출해 데이터셋을 구성했다.

Pochet et al. (2018)은 인공 탄성파 이미지를 패치로

나누어 데이터셋을 구했다. 훈련된 모델의 성능을 확인

하기 위해서, Zhao and Mukhopadhyay (2018)은 훈련

에 사용하지 않은 SEAM 모델의 단면을, Pochet et al.

(2018)은 네덜란드 근해 F3 지역의 자료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두 모델 모두 높은 정확도

로 단층의 위치를 해석했다. Zhao and Mukhopadhyay

(2018)의 모델을 사용한 결과를 응집성을 사용한 결과

와 비교했을 때, 잡음이 더 적었고 높은 정확도로 단

층의 위치를 해석해낼 수 있었다.

Zhou et al. (2019)은 합성곱 신경망 모델로 3차원

Table 2. Results using attribute-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Huang et al., 2017)

Attribute Name Precision Recall F
measure

Accuracy

Log-scaled stack 0.6756 0.6324 0.6533 0.8027

Local dip 0.7057 0.4857 0.5754 0.7199

Planarity 0.7163 0.7343 0.7252 0.8540

Maximum curvature 0.5203 0.6212 0.566 0.7857

Dip curvature 0.5122 0.6381 0.5683 0.7907

Shape index 0.4244 0.6179 0.5032 0.7746

Fault likelihood 0.8399 0.8342 0.8370 0.9120

Fault dip 0.8178 0.8325 0.8251 0.9068

Fault azumuth 0.3500 0.7501 0.4773 0.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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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이미지의 단층 위치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 인공 자료로 3차원 탄성

파 큐브를 형성하고 여러 점을 선택하여 구성한 데이

터셋을 사용하였다. 모델은 데이터셋의 각 점을 기준

으로 3개의 단면(종방향, 횡방향, 시간)을 사용하여 각

점들의 단층 유무를 해석하였다. 훈련된 모델의 성능

을 확인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의 그레이트 사우스 분지

의 자료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높

은 정확도로 단층 위치를 해석했다. 

Xiong et al. (2018)은 합성곱 신경망 모델(Fig. 3)

을 사용하여 3차원 탄성파 이미지의 단층 위치를 해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의 모든 풀링층에서

가장 높은 픽셀값에 지역 응답 정규화(Local response

normalization)을 적용하였다.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 사

우디 아람코에서 제공한 실제 자료로 3차원 탄성파 큐브

를 만들고 여러 점을 선택하여 구성한 데이터셋을 사용

하였다. 이 모델은 Zhou et al. (2019)의 모델과 유사하

게, 각 점을 기준으로 3개의 단면(종방향, 횡방향, 시간)

을 사용(Fig. 4)하여 각 점들의 단층 유무를 해석하였다.

훈련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자료를 사

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응집성을 사용한 방법보

다 높은 정확도로 단층의 위치를 해석할 수 있었다.

Cunha et al. (2020)은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

하여 2차원 탄성파 이미지의 단층 위치를 해석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인공 자료로 훈련된 모델

에 세 가지 전이학습을 적용해 구성한 모델이다. 첫

Fig. 2. (a) Three slices of synthetic seismic cube data with two planar faults and a conical fault. (b) Prediction result of the

trained model (Guo et al., 2018).

Fig. 3. The architecture of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using the Local response normalization (Xiong et al., 2018).

Fig. 4. The input point O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onsists of inline, crossline, and time slices (Xio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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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완전 미세 조정(Full fine tuning)으로, 훈련된

모델의 가중치를 모델의 초기 가중치로 사용하는 전략

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훈련된 모델을 각각 서포

트벡터머신, 다층퍼셉트론과 함께 특성 추출기로 사용

하는 전략이다. 세 가지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 뉴질랜

드의 그레이트 사우스 분지 자료로 구성한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데이터 증식 기술인 수평방향 뒤집기를 적

용했다. 세 가지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자료만 사용하여 훈련을 진행한 모델과 함께 실제 자

료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전

이학습을 적용한 세 가지 모델이 더 높은 정확도로 단

층을 해석했고, 세 가지 방법 중 서포트벡터머신 분류

기를 사용한 방법의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Di (2018)는 실제 자료에 존재하는 단층, 암염 돔,

퇴적 층서, 가스 기둥 등을 포함한 12개의 지질구조를

식별화하여 구성한 SpiDat 데이터와 합성곱 신경망 모

델인 SpiNet 모델을 이용해 전이학습을 수행했다. Di

(2018)는 SpiDat으로 훈련된 SpiNet 모델의 가중치를

초기 가중치로 사용하여 단층 위치 해석을 위한 합성

곱 신경망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 훈련에 SipDat의 단

층 자료를 사용하였다. 훈련된 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

해서 뉴질랜드의 그레이트 사우스 분지 자료를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SpiNet과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

과, SpiNet보다 월등히 높은 정확도로 많은 단층의 위

치를 해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U-Net 모델을 활용한 단층 위치 해석

U-Net (Ronneberger et al., 2015)은 생의학적 이

미지 분할을 위해 개발된 합성곱 신경망으로, 수축 단

계와 확장 단계로 이루어진 U자형 구조를 가진다. U-

Net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축 단계의 풀링층이 적

용되기 전 결과를 반대편 확장 단계의 같은 크기에 연

결시켜 확장 단계의 연산에 사용하는 것이다. 본 절에

서는 탄성파 자료의 단층 위치 해석에 이미지 처리 분

야에서 뛰어난 성능이 증명된 U-Net 모델의 구조를

활용한 연구들을 설명한다. U-Net 모델은 단층 위치

해석 문제에 사용하기에 필요 이상으로 구조가 복잡하

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연구자들은 계산 효율을 위하

여 U-Net 구조를 단순화하여 사용하였다. 

Wu et al. (2019a)은 U-Net 모델을 간소화한

FaultSeg3D 모델(Fig. 5)을 사용하여 3차원 탄성파 이

미지의 단층 위치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Wu

et al. (2019b)은 FaultSeg3D 모델에 잔차 블록 3개를

추가하여, 3차원 탄성파 이미지의 단층 위치, 평활화된

탄성파 이미지, 법선 벡터를 함께 해석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이 두 가지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 습곡과

단층이 존재(Fig. 6)하는 인공 탄성파 데이터셋을 사용

하였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데이터 증식을 위해 깊이나

시간 축을 기준으로 90°, 180°, 270° 회전을 적용했다.

훈련된 두 가지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덜란

드 근해 F3 지역의 자료, 코스타리카 오사반도 자료 등

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FaultSeg3D에 적용한

결과를 단층 가능성과 비교했다(Fig. 7). 그 결과, 두가

지 방법 모두 단층 가능성을 사용한 방법보다 잡음이

적었고 더 높은 정확도로 단층의 위치를 해석했다.

Chang et al. (2019)과 Li et al. (2019)은 U-Net

모델을 간소화한 모델을 사용하여 2차원 탄성파 자료

의 단층 위치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두 모델

의 훈련을 위해 실제 자료로 구성한 데이터셋을 사용

Fig. 5. The architecture of FaultSeg3D model for fault detection in 3D seismic data cubes (Wu et al.,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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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Li et al. (2019)은 데이터 증식 기술인 수평

방향 뒤집기를 적용했다. 훈련이 진행된 두 모델의 성

능 확인을 위해, 실제 자료를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두 방법 모두 높은 정확도로 단층의 위치를 해

석했고, Chang et al. (2019)의 결과는 응집성을 사용

한 방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Chang et al. (2018)은 U-Net 모델을 간소화한

SFDU-Net (Seismic fault detection U-Net) 모델을

사용하여 2차원 탄성파 자료의 단층 위치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FDU-Net 모델은 인공 자료로 훈련

된 모델의 가중치를 초기 가중치로 사용하는 전이학습을

적용하여 구성한 모델이다. 이 모델의 훈련을 위해 실

제 자료로 구성한 데이터셋을 사용했다. 훈련된 모델

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자료로 테스트를 진행

했고, 그 결과 높은 정확도로 단층의 위치를 해석했다.

6.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 단층의 위치

와 기타 정보 해석

탄성파 자료의 단층 위치 해석에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이 보인 우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연구자가

단층의 위치와 단층의 기타 정보를 함께 해석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본 절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

하여 단층의 위치와 여러 가지 단층의 정보를 함께 해

석하는 방법들을 설명한다.

Wu et al. (2018)과 Wu et al. (2019c)은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탄성파 이미지의 단층 위치와

단층의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Wu et

al. (2018)의 모델은 2차원 탄성파 이미지에서 단층의

위치와 경사를 함께 해석하고, 단층이 없는 클래스를

포함하여 17개의 클래스로 분류하였다(Fig. 8). Wu et

al. (2019c)의 모델 FaultNet3D는 Wu et al. (2018)

과 동일한 구조로 3차원 탄성파 이미지에서 단층의 위

치, 주향, 경사를 함께 해석하고, 단층이 없는 클래스

를 포함하여 577개의 클래스로 분류하였다. 두 모델의

훈련을 위해 각각 습곡과 단층이 존재하는 2차원과 3

차원(Fig. 6) 인공 탄성파 데이터셋을 사용했다. 훈련된

두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브라질 캄포스 분

지 자료와 뉴질랜드의 오푸나케 지역의 자료로 테스트

를 진행했다. 두 방법 모두 유사성과 단층가능성을 사

용한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단층의 위치를 해석

했다(Fig. 9). Wu et al. (2019c)의 FaultNet3D 모델

의 결과를 Wu et al. (2019a)의 FaultSeg3D 모델의

결과와 함께 비교한 결과, FaultNet3D 모델이 더 높

Fig. 6. Generation of a 3D synthetic data for FaultSeg3D. First, Wu et al. (2019a) created a 3D random reflectivity (between

-1 to 1) model having horizontal layers. They added (b) folds and (c) planar shearing to the reflectivity model. Then, they

added (d) planar faults to the reflectivity model. Finally, they (e) convolved the reflectivity model with the Ricker wavelet

and (f) added some random noise to the final 3D synthetic seismic image (Wu et al.,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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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 architecture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for estimating fault orientation in a 2D seismic patch. This

model classifies the input 2D seismic patch into 17 classes including no-fault class (Wu et al., 2018).

Fig. 7. (a) A 3D view of a subset extracted from the Netherlands offshore F3 block seismic data. Fault detection results using

(b) the trained FaultSeg3D, (c) fault likelihood and (d) thinned fault likelihood. (Wu et al.,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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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확도로 단층의 위치를 해석했다.

Zhao (2019)는 2개의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

여 3차원 탄성파 이미지에서 단층의 위치, 주향, 경사

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번째 모델로 단층

의 위치를 해석하고, 두번째 모델은 해석한 단층의 위

치로 단층의 주향과 경사를 해석하였다. 두 모델의 훈

련을 위해 습곡과 단층이 존재(Fig. 6)하는 인공 탄성

파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데이터 증식 기술인 무작위

자르기, 뒤집기 등을 적용했다. 훈련된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뉴질랜드의 그레이트 사우스 분지 자료

와 네덜란드 북해 자료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집성을 사용한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단층의

위치를 해석했다.

7. 토 의

앞에 소개한 연구들에서 서포트벡터머신과 다층퍼셉

트론 모델은 신경망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

하기 때문에, 심층 신경망 모델과 합성곱 신경망 모델

에 비해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구

조가 단순한 만큼 빠르게 모델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단층 위치 해석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특

성들을 신경망 모델에 적용하기 전에, 비교적 구조가

간단한 서포트벡터머신과 다층퍼셉트론 모델에 적용하

여 단층 위치 해석에 가장 적합한 특성 및 특성 조합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심층 신경망 모델은 모델을 구성하는 은닉층 개수와

뉴런 개수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결하고

자 하는 문제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한 모델을 사용해

야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심층 신경망 모델은 구조를

쉽게 변경하기 위해서, 한 모델의 모든 은닉층의 뉴런

개수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사용했다. 이때 합성곱 신

경망의 합성곱층과 유사하게, 심층 신경망의 얕은 은

닉층의 저수준 특성이 깊은 은닉층의 고수준 특성에

합쳐질 수 있도록, 은닉층 깊이에 따라 뉴런의 개수를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포트벡터머신 분류기, 다층퍼셉트론 모델 그리고

심층 신경망 모델과 유사하게, 합성곱 신경망 모델도

탄성파 자료에서 단층과 관련된 특성을 이용하여 단층

위치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합성곱 신경망이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앞선 연구들은 탄성파 자료 자체를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 탄성파 자료를 이미지로 사용하여 단층의 위치

해석을 수행하는 모델은 입력한 탄성파 이미지와 같은

크기로 해석한 단층의 위치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탄

성파 이미지를 작은 패치로 추출하고 패치 중앙의 단

층 유무를 출력한다. 전자의 경우, 모델은 합성곱층과

풀링층으로 입력 이미지를 하향 추출(downsampling)하

Fig. 9. (a) Wu et al. (2018) extracted patches to generate a training dataset. They applied (b) the train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c) 1-semblance and (d) fault likelihood to estimate fault orientation in given seismic image. The result of the

train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is clearer than the others (Wu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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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합성곱층을 통해 하향 추출한 이미지를 다시 상

향 추출(upsampling)하는 구조를 가진다. 후자의 경우,

하향 추출한 이미지를 복원할 필요 없이 단층의 유무

만 해석하기 때문에 역합성곱층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차원 탄성파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전자는 3차원 탄

성파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단층의 위치를 해석하

지만, 후자는 한 점을 기준으로 3개의 단면(종방향, 횡

방향, 시간)을 사용하여 단층의 유무를 해석한다. 후자

의 방법을 사용한 모델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지만, 아직 같은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결

과를 비교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두 방법 중 어떤 방

법이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이러한 주제의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8. 결 론

본문에서 언급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탄성파 자

료에 존재하는 단층의 위치 해석에 가장 적합한 머신

러닝 기술은 합성곱 신경망인 것을 확인했다. 특히 많

은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성능이 검증된 U-Net 모델

의 구조를 활용한 모델들이 2차원 · 3차원 탄성파 자

료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인공 자료로 구성

된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진행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이

실제 자료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

했고,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여 단층의 위치 이외의

추가 정보도 함께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상 처리 문제에서

뛰어난 성능이 검증된 U-Net 모델의 구조를 활용한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여 2차원 및 3차원 탄성

파 자료에 존재하는 단층의 위치를 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데이터 확보를 위해 탄성파 자

료를 이미지로 간주하고 이미지 패딩 및 패치 추출,

크기 조정, 회전 등의 데이터 증식 등의 기술을 적용

하여 탄성파 이미지 데이터셋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하고 어떤 형식으로

신경망에 입력할 것인지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기존에 영상 분야에서 학습된 신경망을 이용하

는 전이학습을 적용하고 효율적인 신경망 구조에 대한

연구를 더하면 단층 위치 및 기타 정보 해석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단층 위치 및 정보

추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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