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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pplication of the machine learning technique is expanding to the field of seismic exploration. For the purpose of feasibility 

assessment, we applied the machine learning technique to seismic sequence identification, which is important in seismic interpretation. 

From among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techniques used in image analysis, we applied four models to seismic data obtained in the 

F3 block, offshore Netherlands, which have yielded remarkable results. One of the four models was ResNet34. The others were encoder–

decoder models: U-Net, Residual U-Net, and FD U-Net. We first performe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predicted images and then 

conducted quantitative analysis using pixel accuracy, mean class accuracy, mean intersection over union, and frequency weighted IU 

equations. The numerical results showed that ResNet34 had the lowest accuracy and that the encoder–decoder type models had higher 

accuracy. Considering the number of parameters required for calculation and the learning time, we confirmed that U-Net is the most 

effici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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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머신 러닝 기술은 탄성파탐사 분야로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탄성파 해석에서 중요한 탄성파 층서 구분에 머신 러닝

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미지 분야에 탁월한 결과를 보여온 합성곱 신경망 기법 중 4가지 모델을 네덜란드 F3 block에 적용시

켰다. 4가지 모델은 ResNet34 모델, 인코더-디코더 형태를 가지는 U-Net, Residual U-Net, FD U-Net이다. 예측된 이미지의 정성적 분

석 수행 후 정량적 분석을 위해 pixel accuracy, mean class accuracy, mean intersection over union, frequency weighted IU의 수식을 활

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ResNet34의 정확도 결과가 가장 낮았고, 인코더-디코더 형태를 가지는 모델들이 높은 정확도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계산에 필요한 파라미터수와 학습시간을 고려 할 때 U-Net이 가장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머신 러닝, 합성곱신경망, 탄성파층서구분, 인코더-디코더 모델, 네덜란드 F3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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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상 분석(facies analysis), 속성분석(attribute analysis), 

구조분석(structure analysis)과 같은 탄성파 단면을 활용한 

연구는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탄성파 층

서면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탄성파 층서를 구분하기 위

해서는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반사 지점을 발췌(picking) 또

는 추적(tracking)하여 층서를 구분한다(Onajite, 2013). 

2-D 뿐만 아니라 3-D 탐사에서 획득되는 탄성파 자료는 일

반적으로 그 양이 방대하며, 해석자는 반복되는 해석 작업

을 수행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제한된 인력, 비용, 시간의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많은 경우 방대한 탄성파 자료 중 일

부만을 해석한 후 반사면을 자동 발췌 하는 방법을 수행하

는데, 해석결과는 전체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핵심내용

들을 요약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통적인 자동 발췌 방법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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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잡한 지질구조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약한 반사면

과 불연속면에서 발췌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2-D 탄성파 단면과 시추공 자료를 통합시키는 경우 부정확

한 자동 발췌 부분이 포함될 경우 자료간 교차지점에서의 

불일치를 발생시키게 된다. 최근에는 국부지역의 경사각

과 방위각 정보를 활용하여 목표지점의 반사면을 자동 발

췌하는 딥-드라이븐(dip-driven) 방법, 탄성파 속성값을 가

지는 작은 패치들을 비교하여 전체를 구현해내는 층서 패

치(horizon patch) 방법, 탄성파 자료를 시뮬레이션하는 전

역 최적화(global optimization)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Cho 

et al., 2020).

최근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계산 자원의 발전 덕분에 많

은 분야에서 머신 러닝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탄성파 

분야에도 머신 러닝을 적용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Choi et al., 2020). 탄성파 탐사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탄성

파 상 분석(Wrona et al., 2018; Keynejad et al., 2019), 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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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서 머신 러닝

이 적용되었다.

합성곱 신경망은 학습 자료의 특징을 추출할 때 공간적

인 정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Zhang et al.(2018)은 도로 이미지 자료

를 활용하여 도로를 추출하기 위해 Residual U-Net을 제안

하였고, U-Net과의 비교에서 더 높은 정확도로 도로 이미

지를 추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Zhang et al.(2019)은 홍

채이미지 자료를 활용하여 FD U-Net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해당 연구에서 FD U-Net이 U-Net 보다 더 정

확하게 홍채이미지를 분류해 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탄성파 층서 구분을 위해서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을 활용한 세그멘테이션 분류 연구

가 다수 수행되었다. Chevitarese et al.(2018)은 AlexNet 

(Krizhevsky et al., 2012)과 VGGNet(Simonyan and Zisser-

man, 2014)을 공개 탄성파 자료인 네덜란드 F3 block 및 

Penobscot 자료에 적용하여 높은 정확도로 주요 층 및 암염

돔 층을 분류하였다. Dramsch and Lüthje(2018)은 F3 block

의 탄성파 자료에 Waldeland CNN(Waldeland and Solberg, 

2016), VGG16, ResNet50(He et al., 2016a) 기법을 적용하

여 Waldeland CNN 기법과 VGG16 기법이 암상분류에 효

과적이고 ResNet50 기법은 과적합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Qian et al.(2018)은 오토인코더(Auto-encoder) 

네트워크와 비지도학습전략(unsupervised training strategy)

의 두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중합전 탄성파 자료의 상(facies)

을 분류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Zhao(2018a)는 ResNet34 

모델과 U-Net (Ronnenberger et al, 2015) 모델을 비교하여 

U-Net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laudah et al.(2019a)은 학습 자료를 패치(patch) 또는 섹

션(section)으로 구성하고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하여 

DeconvNet(Noh et al., 2015)을 이용한 머신 러닝 비교 연

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모

델을 동일한 탄성파 자료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

하여 탄성파 층서를 구분하는데 적합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용된 합성곱 신경망 기법은 ResNet34, U-Net, 

Residual U-Net(Zhang et al., 2018), Fully Dilated convolution 

combining U-Net(FD U-Net)(Zhang et al., 2019)의 4가지

모델이다. 정확도 평가를 위해서 Pixel Accuracy(PA), Mean 

Class Accuracy(MCA), Mean Intersection Over Union(MIU), 

Frequency Weighted IU(FWIU)의 4가지 정량적 수치를 

계산하였다.

CNN 기계학습 모델과 방법

합성곱 신경망은 학습 자료의 특징을 추출할 때 공간적

인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지 분

류 수행 시 합성곱 신경망 기법은 각 픽셀들의 강도 값 정보

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픽셀들 간의 패턴이 가지는 특징

도 함께 활용하여 피처 맵을 추출한다. 탄성파 자료도 일종

의 물성 분포를 영상화한 3D 토모그래피(tomography) 이

미지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곱 신경망을 탄성파 자

료에 적용시킬 수 있다(Zhao, 2018a). 합성곱 신경망은 특

징 추출과 토폴로지(topology)가 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합성곱층(convolutional layer)과 특징을 강화시키고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풀링층(pooling layer) 등이 사

용된다(Yi, 2019).

ResNet34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망의 깊이가 깊을수록 학습 결과는 

좋아지지만(Szegedy et al., 2015) 동시에 층이 깊어질수록 

경사 값이 너무 작아져 학습의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도 발

생한다(Bengio et al, 1994; Glorot and Bengio, 2010). 이

에 He et al.(2016a)은 망을 깊게 하여도 학습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Residual learning 방법을 고안하여 ResNet을 제안

하였다. Residual learning은 2개의 합성곱 층 마다 skip- 

connection을 연결하는데, 이 연결을 통해 입력 값을 출력

에 바로 더해주는 작업을 수행한다. ResNet은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맥스 풀링, 드롭 아웃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추출된 특징을 최종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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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etwork architecture of ResNet34.

Fig. 2. Network architecture of U-Net. In this study, unlike in 

the original U-Net model, the number of layers and feature 

maps was reduced.

완전연결층(fully-connected layer)을 사용한다. ResNet의 

합성곱 층은 3×3 필터를 사용하며, 각 층 내에서 동일한 피

처 맵 개수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층 안의 합성곱 연산에서 

같은 수의 필터를 사용한다. 또한, 학습 중 피처 맵의 크기

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필터의 수를 두 배로 늘려 층 당 시

간 복잡도(the time complexity per layer)를 유지시켜준다.

Zhao(2018a)는 34개의 층 수를 가지는 ResNet34 모델을 

활용하여 탄성파 상 해석을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해당 모델을 활용하여 탄성파 층

서구분을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델의 구조는 Fig. 1

과 같으며, 각 층마다 피처 맵의 개수는 증가하나 크기를 감

소시켜 계산 량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자료의 다양한 특

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Fig. 1의 “n × n conv”

는 n × n 의 커널 크기로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는 합성곱 블

럭을 의미한다. Resnet34의 합성곱 블럭은 배치 정규화, 

Rectified Linear Unit(ReLU) 활성화함수, 합성곱 순서의 

full pre-activation(He et al., 2016b) 구조를 가진다.

U-Net

Ronneberger et al.(2015)은 머신 러닝의 학습 속도를 개

선하고,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레이블(Label)로 표현하고

자 U-Net 모델을 고안하였다. U자 형태를 가지는 이 모델

은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인코더 부분과 반대로 이

미지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디코더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 영역이 수평적인 관계에 있을 때, 

인코더 부분의 출력물을 디코더의 입력 값에 결합(Con-

catenate) 하여 사용한다.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U-Net 

모델 구조이며 기존의 U-Net 구조에서 피처 맵의 개수와 

층의 개수를 감소시켰다. U-Net은 3×3 합성곱을 사용하고, 

제로 패딩(zero-padding)을 통해 같은 층의 피처 맵 크기를 

동일하게 유지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운 샘

플링 단계에서 맥스 풀링을 통해 피처 맵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각각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업 샘플링 단계에서 전

치 합성곱(transpose convolution)을 통해 피처 맵의 가로

와 세로의 크기를 각각 2배로 증가시킨다. 기존 U-Net은 배

치 정규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Zhou and Yang(2019)의 연

구 등 최근 U-Net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배치 정규화를 사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다른 모

델들인 Residual U-Net과 FD U-Net은 배치 정규화를 사용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등한 비교를 위해 U-Net에도 배치 

정규화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U-Net의 

합성곱 블록은 합성곱, 배치 정규화, ReLU 활성화 함수의 

순서로 구성되어있다. 

Residual U-Net

U-Net의 틀을 유지하면서 층이 깊어짐에 따라 학습 효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Zhang et al.(2018)은 U-Net

에 residual learning을 적용한 Residual U-Net을 제안하였

다. Residual U-Net 네터워크는 인코더, 브릿지, 디코더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Fig. 3) 각 부분은 모두 2개의 3×3 합

성곱과 identity mapping을 기본 residual unit으로 가진다. 

합성곱 블럭은 배치 정규화, ReLU 활성화 함수, 합성곱의 

순서로 구성되어있다. Identity mapping은 배치 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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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etwork architecture of Residual U-Net.

Fig. 4. Network architecture of FD U-Net.

Fig. 5. Location of the Netherlands F3 block in the North Sea 

and 3-D seismic cube used in this paper.

ReLU 활성화 함수, 1-D 합성곱으로 구성되어 해당 층의 입

력과 출력을 연결시킨다(He et al., 2016a; He et al. 2016b). 

FD U-Net

기존 U-Net의 합성곱 대신 확장 합성곱(dilated convolution)

을 사용하여 파라미터의 수를 늘리지 않고 이미지의 공간

적인 특징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Zhang et al.(2019)

에 의해 제안되었다. FD U-Net의 구조는 Fig. 4에 나타나 

있다. 합성곱 블록은 합성곱, 배치 정규화, ReLU 활성화 함

수로 구성되어있다. 네트워크 모델의 모든 풀링과 업 샘플

링은 기존 U-Net과 동일하고, 네트워크 안 마지막 층의 1×1 

합성곱을 제외한 모든 3×3 합성곱들을 확장 비율(dilation 

rate) 2의 확장 합성곱으로 대체하였다. 확장 합성곱은 Yu 

and Koltun(2015)에 의해 고안된 방법으로, 필터 내부에 제

로 패딩을 추가하여 필터를 적용시키는 공간 영역을 늘리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제로 패딩의 부분이 0 값을 가지기 

때문에 계산 파라미터를 늘리지 않아 기존 합성곱과 동일

한 연산량을 가지지만 더 넓은 수용 영역(receptive field)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실험 및 평가

실험 데이터

본 연구는 탄성파 층서 구분를 위한 머신 러닝 모델 학습 

및 검증에 네덜란드 F3 block 자료를 활용하였다. Fig. 5에

서 네덜란드 F3 block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원시 데이

터 셋은 1987년 네덜란드 해안에서 약 180 km 떨어진 the 

central graben basin 지역에서 취득된 3-D 해양 탄성파 자

료이며, 384 m
2
의 탄성파 시간 영역 구조보정 3-D 자료로 

총 651개의 인라인(inline)과 951개의 크로스라인(crossline)

을 가진다. 탄성파 자료는 1848 ms까지 기록되었고, 샘플

간격은 4 ms, 격자(bin) 크기는 25 m×25 m이다. 그리고 탄

성파 자료와 함께 4개의 시추(검층) 자료, 8개 해석 층서 자

료를 포함한다. 해당 자료는 다운랩, 탑랩, 온랩, 잘림구조

를 포함하는 대규모 시그모이드형태의 층서를 특징적으로 

가지고, 명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Silva et al., 2019). 

본 논문에 사용된 3-D 탄성파 영상을 Fig.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료 및 시험자료

4가지의 합성곱 신경망 모델들은 네덜란드 F3 해역에서 

취득된 자료의 일부분을 활용해 학습되었다. 학습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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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A seismic section used in training and (b) its labeled section with six different sequences. Patches used for (c) ResNet34 

and (d) encoder–decoder model training. (c) and (d) are patches of size 64 × 64. The red and green square boxes are cropped from 

images (a) and (b), respectively.

Fig. 7. Seismic sections with a size of (a) 701 × 255 and (b) 401 

× 255. The red squares represent sizes of 633 × 185 and 336 

× 184, respectively, and were used to test the four different 

CNN models. 

레이블은 10개의 층의 종류에 따라서 0~9 까지의 값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다. Alaudah et al.(2019a)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탄성파상분석 연구에서 F3 block의 인라인 100에

서 700 범위와 크로스라인 300에서 1200 범위의 자료를 활

용하여 인공지능 학습과 검증 자료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Alaudah et al.(2019b)가 활용한 F3 block 자료 중 

인라인 300에서 700 범위와 크로스라인 300에서 1000 범

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401개의 인라인 중 3개 간격으

로 134개의 인라인을 제외하고 남은 267개 인라인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검증자료는 학습 자료를 제외한 인라

인 134개와 크로스라인 701개 중 각각 13개씩 무작위로 선

택하여 총 26개 라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시험자료는 학

습 자료와 검증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인라인과 크로스라인 

자료 중 무작위로 각각 100개의 자료를 선택하여 총 200개 

라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Fig. 10(a)와 

Fig. 11(a)와 같은 단순한 수평적인 층서 형태와 Fig. 9(a)와 

Fig. 12(a)와 같이 수평층서 및 하층부에 복잡한 구조를 포

함하는 지질학적 구조로 구성되어있다. 인라인 시험자료

의 경우 지층의 형태 및 탄성파 진폭값으로 나타나는 층의 

성질이 학습 자료와 유사하지만 크로스라인 시험자료의 경

우 학습 자료와 비교적 다른 지층의 형태를 가진다.

총 9개의 해석 층서 중 왕복주시 1.02s 까지의 6개 층 자

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한된 학습 자료의 양

을 늘려주기 위해 각 인라인 단면을 20개 픽셀 간격으로 이

동하며 64×64 픽셀 크기의 작은 패치(Patch)들로 나누어 

총 85440개의 패치들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Fig. 6(a), 

(b), (c), (d)). 검증자료 또한 64×64 픽셀 크기의 작은 패치

로 나누었으며, 총 6370개의 패치를 생성하여 검증에 활용

하였다. 4가지 모델 모두 동일한 입력 자료 패치들을 이용

하여 학습을 수행하였으며, 레이블 자료는 신경망 구조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우선 ResNet34 학습을 

위해서 64×64 픽셀 크기 패치의 가운데 지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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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a) Validation accuracy curve and (b) validation loss 

curve of four models: ResNet34, U-Net, Residual U-Net, and 

FD U-Net.

층서를 레이블 자료로 사용하였다(Fig. 6(c)). 반면 나머지 

인코더-디코더 모델들을 위해서는 64×64 픽셀 크기의 탄

성파 패치와 동일한 영역에 해당하는 탄성파 층서 값을 레

이블 자료로 사용하였다(Fig. 6(d)). Fig. 6(d)의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64×64 크기의 각 픽셀에 해당하는 층서

값이 레이블값으로 활용된다.

학습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 자료와 비슷한 성질

을 가지는 인라인 자료와 학습 자료와 성질이 다른 크로스

라인을 사용하여 두 번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7(a)와 

(b)는 각각 701×255과 401×255 픽셀 크기를 가지는 인라

인과 크로스라인 탄성파 자료의 예시이다. 해당 자료에서 

빨간 사각형 범위의 자료를 시험에 활용하였다. 

학습 수행

학습 수행을 위해 GeForce GTX 1080 Ti GPU 카드 1개

를 가진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였다. 학습은 4가지 모델 모

두에 대해 동일하게 200 에포크(epoch)를 수행하였다. 배치 

크기는 ResNet34의 경우 100을 사용 하였고 U-Net, Residual 

U-Net, FD U-Net은 128을 사용하였다.

정확도 평가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Alaudah et al.(2019a)의 

탄성파 상분석 논문에서 사용된 4가지의 수식을 활용하였

다. 이 수식들은 컴퓨터비전에 주로 이용되는 평가 수식이

다. 아래의 식 (1) 에서 식 (6)의 

는 예측 결과에서 i 번째 

층서로 예측된 픽셀을 나타내고, 

는 정답 레이블의 i 번째 

층서의 픽셀을 표시한다. 

∩ 


는 정확하게 분류된 픽셀을 

나타낸다.  ∙ 은 해당 세트의 개수를 말한다. 식 (1)은 Pixel 

Accuracy(PA)로 전체 층서에 대해 제대로 분류된 픽셀을 

나타낸다. 식 (2)는 Class Accuracy(CA)로 개별 층서 내에

서 올바르게 분류된 픽셀을 말한다. 식 (3)은 Mean Class 

Accuracy(MCA)로 CA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층서의 개수이다. 식 (4)와 (5)는 각각 Intersection Over 

Union(IU)과 그것의 평균값인 MeanIU를 나타낸다. IU는 



와 


의 합집합인 데이터 세트에 대해 교집합이 되는 데

이터 세트의 비율을 말하며, 이 수식은 두 데이터 셋이 얼마

나 겹치는 가를 측정한다. 식 (6)은 Frequency Weighted 

IU(FWIU)로 층서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IU를 구하

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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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분석

앞서 설명한 4가지 합성곱 신경망들을 학습시키고 학습

된 모델들을 시험자료에 적용하였다. Fig. 8(a)와 (b)는 각각 

검증 정확도(validation accuracy)와 검증 손실(validation 

loss)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가로축은 학습이 진행되는 에

포크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정확도와 손실 값을 나타낸다. 

ResNet34, U-Net, Residual U-Net, FD U-Net 4가지의 학

습 모델 모두 총 에포크 200번이 진행되는 동안 검증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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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line 13 with size of 633 × 185. (a) Its seismic section and (b) labeled data. The predicted results on (c) ResNet34, (d) 

U-Net, (e) Residual U-Net, and (f) FD U-Net. Yellow dotted boxes indicate good results in the order of U-Net, Residual U-Net, 

and FD U-Net. 

도의 값은 개선되고 있으며 손실값이 발산하지 않고 잘 수

렴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8(b)에서 ResNet34

의 경우 과적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ResNet 

모델이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맥스 

풀링, 드롭 아웃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8(a)와 (b)의 정확도값과 손실값은 모델에 따라 계산되

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ResNet34, U-Net, Residual U-Net, FD U-Net의 학습 결

과 중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총 200번의 동일한 학

습 횟수를 적용하고, 그 중 검증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델을 

선정하였다. 최종 시험자료에 적용 된 최적의 모델은 ResNet34, 

U-Net, Residual U-Net, FD U-Net의 순서대로 각각 101번

째, 199번째, 177번째, 197번째 모델이 사용되었다.

Fig. 9와 Fig. 10은 인라인을 활용한 학습 시험의 결과이

다. 전체 시험에 사용된 인라인 자료의 개수는 총 100개이

나 본 연구의 결과분석을 위해 무작위로 2개의 인라인 예측 

결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적용 결과를 살펴보았

다. Fig. 9와 Fig. 10의 결과 이미지 내의 (a)~(f)는 각각 시험

에 사용된 탄성파 이미지, 해당 탄성파의 정답 레이블, 

ResNet34 모델의 예측 결과, U-Net 모델의 예측 결과, 

Residual U-Net 모델의 예측 결과, FD U-Net 모델의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 Fig. 9와 Fig. 10의 (c) ResNet34 예측 이

미지의 경우, 다른 모델의 예측 결과 이미지에 비해 상대적

으로 현저하게 부정확한 층서 구분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의 노란 점선 박스 부분에서 U-Net, Residual 

U-Net, FD U-Net의 순서대로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은 ResNet34를 제외한 나머지 세 모델의 결과

가 비슷하게 층서를 잘 예측한 것으로 확인된다.

2개의 인라인에 대해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고 시험 결과

들을 정량적으로 비교 해 보았다. Table 1은 인라인 시험자

료 전체에 대한 4개 모델의 정량적인 수치를 나타낸다. 4개

의 모델에 대해 PA, MCS, MIU, FWIU의 정확도를 (%)단

위로 확인할 수 있다. ResNet34의 결과가 인코더-디코더 

형태를 가지는 나머지 3가지 모델과 비교하여 모든 정확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정확도를 가진다. 반대로 U-Net

의 경우 네 가지 평가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Residual U-Net과 FD U-Net은 각각 두번째와 세번째로 높

은 정확도를 보인다. ResNet34를 제외한 나머지 U-Net, 

Residual U-Net, FD U-Net 모델의 정확도 평균은 순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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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line 304 with size of 633 × 185. (a) Its seismic section and (b) labeled data. The predicted results on (c) ResNet34, (d) 

U-Net, (e) Residual U-Net, and (f) FD U-Net. 

Table 1. In-line test results of four model architectures tested on the Netherlands F3 dataset

Models PA (%) MCA (%) MIU (%) FWIU (%) Avg.

ResNet34 97.69 94.17 90.26 95.58 94.43

U-Net 99.34 98.95 97.35 98.70 98.58

Residual U-Net 99.24 98.58 97.21 98.51 98.39

FD U-Net 99.09 98.57 96.76 98.21 98.16

로 98.58%, 98.39%, 98.16%이다.

Fig. 11과 Fig. 12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층서의 특징을 

가지는 크로스라인 자료를 활용한 학습 시험의 결과이다. 

전체 시험에 사용된 크로스라인 자료의 개수는 총 100개이

나 본 연구의 결과분석을 위해 무작위로 2개의 크로스라인 

예측 결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하였다. Fig. 

11과 Fig. 12 내의 (a)~(f) 이미지 구성은 인라인과 동일하

다. 간단한 층서 형태를 나타내는 Fig. 11의 예제의 경우, 예

측결과 이미지에서 4가지 모델 모두 층서 예측을 잘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Fig. 12의 경우처럼 다소 복잡한 층

들은 예측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Fig.12(a)의 

하부에 존재하는 복잡한 지층 형태가 학습시 자료에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12는 앞서 인라인의 

시험 결과와 같이 (c) ResNet34 예측 이미지의 경우, 다른 

모델의 예측 결과 이미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부

정확한 층서 예측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의 

노란 점선 박스로 표시된 부분에서 U-Net의 결과가 다른 

모델들의 결과보다 좋고, FD U-Net의 결과가 그 다음으로 

좋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라인을 이용한 시험과 마찬가지로 크로스라인 시험 결

과에도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Table 2는 크로스라인 

시험자료 전체에 대한 4개 모델의 정량적인 수치를 나타낸

다. ResNet34와 U-Net의 결과가 인라인 시험 결과와 동일

하게 각각 가장 낮고 높은 정확도값을 가진다. 반면에 Residual 

U-Net과 FD U-Net은 크로스라인 시험 결과에서 각각 세번

째와 두번째의 정확도 값을 가지는데, 이는 인라인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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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ross-line 192 with size of 336 × 184. (a) Its seismic section and (b) masking data. The predicted results on (c) ResNet34, 

(d) U-Net, (e) Residual U-Net, and (f) FD U-Net. 

Fig. 12. Cross-line 614 with size of 334 × 184. (a) Its seismic section and (b) masking data. The predicted results on (c) ResNet34, 

(d) U-Net, (e) Residual U-Net, and (f) FD U-Net. Yellow dotted boxes indicate that the result of U-Net is better than those of the 

other models and that the result of FD U-Net is second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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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ross-line test results of four model architectures tested on the Netherlands F3 dataset

Models PA (%) MCA (%) MIU (%) FWIU (%) Avg.

ResNet34 97.49 93.29 88.31 95.31 93.60

U-Net 98.33 95.91 92.28 96.82 95.83

Residual U-Net 98.18 95.15 91.65 96.55 95.38

FD U-Net 98.20 95.59 91.91 96.59 95.57

Table 3. Total number of parameters used in training and 

the time of 200 epochs

Models Train params Time (min)

ResNet34 21,292,360 178

U-Net   537,766 143

Residual U-Net   560,280 184

FD U-Net   537,766 207

도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두 모델의 정

확도 값의 차이가 근소하므로 순위 비교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ResNet34를 제외한 나머지 U-Net, 

Residual U-Net, FD U-Net 모델의 정확도 평균은 순서대

로 95.83%, 95.38%, 95.57%이다. 크로스라인의 평균 정확

도는 인라인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나지만 95%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라인으로만 구성

된 학습 자료로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이 상대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크로스라인 시험 자료에 대해서도 층서 분

류를 비교적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Table 3은 모델별로 학습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수와 총 

200회 에포크가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별 학습에 사용된 파라미터의 수는 ResNet34, U-Net, 

Residual U-Net, FD U-Net의 순서대로 각각 21,292,360개, 

537,766개, 560,280개, 537,766개가 사용되었고 총 200번

의 에포크가 진행되는데 사용된 시간은 순서대로 178분, 

143분, 184분, 207분이 소요되었다. U-Net의 경우 학습시

간이 가장 짧으며, 파라미터 수와 시간을 고려할 때 가장 효

율적으로 학습을 수행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F3 block의 탄성파 이미지를 활

용하여 머신 러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U-Net이 나머지 

모델들에 비해 근소하게 더 좋은 정확도를 가진다고 판단

된다. Zhang et al.(2018), Zhang et al.(2019), 본 연구의 3

가지 실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세 경우 모두 U-Net 기반의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해당하지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적

용되는 머신 러닝 모델의 결과가 근소하게 뒤바뀔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어떠한 모델이 가장 확실하게 우월하다

고 확정 지을 수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Table 3의 결과

에서도 확인 하였듯이 U-Net의 학습 파라미터수가 가장 작

았고 학습 시간이 가장 짧았기 때문에 U-Net이 가장 효율

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결   론

탄성파 층서를 구분하는 것은 단층, 암염돔, 명점 등의 특

정 구조를 정의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중요한 

해석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머신 러닝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네덜란드 F3 block 공개자료를 활용하여 탄

성파 층서 분류를 위한 몇 가지의 합성곱 신경망 모델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ResNet34, U-Net, Residual U-Net, 

FD U-Net의 4가지 모델 중 층서 구분 연구를 위해서는 

ResNet34 모델 보다 U자 형태를 가지는 U-Net, Residual 

U-net, FD U-Net의 인코더-디코더 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

로 확인 되었다. 이는 결합을 통해 인코더 과정에서 추출된 

정보가 디코더 모델에 추가되는 인코더-디코더 모델의 특

징적인 과정이 탄성파 층서 구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인코더-디코더 모델 중 U-Net 모델

이 가장 높은 정확도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 자료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인라인과 다른 성

질을 가지는 크로스 라인 두 자료 모두에 대해 인코더-디코

더 모델이 비교적 정확히 층서 구분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학습 시간 및 학습 파라미터를 고려할 때 학습 효

율도 U-Net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앞서 결과 분석의 마지막에 언급하였듯이 다양

한 연구 사례에서 모델별 정확도 차이가 근소하며, 적용되

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탄성파 층서 구분에서 머신 러닝 기법의 적용

은 기존 해석 방법의 시간과 인력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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