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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of an accurate velocity mode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in seismic data
processing for hydrocarbon exploration. Because deep neural networks have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in the field of geophysics recently,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predict velocity models
using regula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Herein, we propose a neural network with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al layers and an encoder–decoder structure to construct a velocity model. This
network is trained using a supervised learning approach, and we predict P-wave velocity models from
time-domain wavefields. In this network structure,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perform
spatial-oriented convolutions independently for each input channel. These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can improve network performance while significantly reducing the number of model
parameters as compared with regular convolutions. Synthetic velocity models generated for training
contain various geological features, including folds, faults, and salt-dome structures. We compare a
network with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and a network with regular convolutions based on the
same training conditions and hyperparameters. Experiments demonstrate that the network with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is more efficient than the network with regular convolutions for
constructing a seismic velocity model.
Key words : deep neural networks,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velocity model building

요약
정확한 속도 모델 구축은 석유 가스 탐사를 위한 탄성파 자료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
다. 최근 심층 신경망 기법이 지구물리학 분야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일반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
하여 속도 모델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출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속도 모델 구축을 위해 깊이별
분리 합성곱 층과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가진 신경망을 제안하였다. 이 신경망은 지도 학습 방식으
로 훈련되며 시간 영역 파동장으로부터 P파 속도 모델을 예측한다. 이 신경망 구조의 핵심 부분인
깊이별 분리 합성곱은 입력 채널 별로 독립적으로 공간 방향의 합성곱을 수행한다. 깊이별 분리 합
성곱을 이용하면 일반 합성곱에 비해 모델 매개변수 수를 크게 줄이면서 신경망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훈련을 위해 생성한 합성 속도 모델들은 습곡, 단층 및 암염 구조 등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
을 포함한다. 깊이별 분리 합성곱을 이용한 신경망과 일반 합성곱을 이용한 신경망을 동일한 하이
퍼파라미터 및 훈련 조건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깊이별 분리 합성곱 신경망이 일반 합성
곱 신경망보다 속도 모델 구축 문제에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심층 신경망, 깊이별 분리 합성곱, 속도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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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확한 속도 모델 구축은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에서 가
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속도 모델의 품질은 역시간 구
조보정(Baysal et al., 1983) 및 기타 탄성파 영상화 기법
(Bunks et al., 1995)에 큰 영향을 끼친다. 심해저 석유 가스
탄성파 탐사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지질 구조를 해석해
야 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탄화수소 탐사의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며, 정확한 탄
성파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품질의 속도 모델이 요
구된다. 이러한 속도 모델을 얻기 위한 기존 방법에는 대표
적으로 속도분석, 구조보정 속도분석, 주시 토모그래피, 전
파형 역산(Tarantola, 1984) 등이 있다. 석유 가스 탐사에 주
로 사용하는 지표면 주시 토모그래피는 크게 굴절주시 토
모그래피와 반사주시 토모그래피로 구분할 수 있으며
(Zhang et al., 1998), 전파형 역산은 시간 영역(Tarantola,
1984; Gauthier et al., 1986; Mora, 1987), 주파수 영역
(Pratt and Worthington, 1990; Pratt et al., 1998) 및 라플라
스 영역(Shin and Cha, 2008) 역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탄성파 탐사 자료의 주시 정보만 이용하는 주시 토모그래
피와 달리, 전파형 역산은 탐사 자료의 진폭과 주시를 함께
이용한다. 그러나 주시 토모그래피 및 전파형 역산 모두 하
나의 속도 모델을 계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량 조
건(ill-posed)을 가진 역해석 문제에 해당하며, 역산 결과가
초기 속도 모델에 따라 참 속도 모델에 수렴하지 못할 수 있
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Virieux and Operto, 2009).
최근 심층 신경망 기법이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하고 비
선형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
라 지구물리학 분야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심층 신경
망이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는
여러 은닉층을 쌓은 인공 신경망으로 심층 신경망을 이용
하면 높은 수준의 유용한 표현을 학습할 수 있다. 보편적 근
사치 정리(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에 따르면 단
하나의 은닉층을 가진 다층 피드포워드(feedforward) 신경
망이라도 은닉층의 유닛 수가 충분히 많다면 임의의 연속
적인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Hornik et al., 1990). 이러한 점
에 영감을 받아 탄성파 속도 모델 구축 문제에도 심층 신경
망 기법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출판되어 왔다. Yang and Ma
(2019)는 UNet 구조에서 탄성파 자료에 맞게 수정한 신경
망을 사용하였으며, Wu and Lin(2019)은 인코더-디코더
(encoder-decoder) 구조를 가진 합성곱 신경망에 CRF
(conditional random field)을 추가하여 역산 성능을 향상
시켰다. Wang and Ma(2020)는 대량의 자연 이미지를 속도
모델로 변환하여 파동 방정식을 학습하도록 유도한
VMB_Net을 제안하였으며, Li et al.(2020)은 인코더-디코

더 구조에 특성 생성기(feature generator)를 추가한 SeisInvNet
을제안하였다. Liu et al.(2021)은 대량의 합성 속도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하며 기존 SeisInvNet
을 개선하였다. 이 연구들은 이미지 처리에 널리 사용하는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시간 영역 파동장으로부터 직접 속
도 모델을 구축하였다(Yang and Ma, 2019; Wu and Lin,
2019; Wang and Ma 2020; Li et al., 2020; Liu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속도 모델 구축을 위해 인코더-디
코더 구조를 가진 Tomography_CNN을 제안한다. 이 신경
망에서는 일반 합성곱을 사용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깊이
별 분리 합성곱을 사용하였다. 이 신경망 구조의 핵심 부분
인 깊이별 분리 합성곱은 입력 채널 별로 독립적으로 공간
방향의 합성곱을 수행한다. 깊이별 분리 합성곱을 이용하
면 일반 합성곱보다 모델 매개변수 수와 연산 횟수를 크게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해진다. 신경망 훈련시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습곡, 단층 및 암
염 구조를 가진 합성 속도 모델을 대량으로 생성하였다. 그
런 다음, 생성된 합성 속도 모델을 이용해 인공 수치 모델링
을 수행하여 시간 영역 파동장을 얻었다. 탄성파 속도 모델
구축 문제에 깊이별 분리 합성곱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하이퍼파라미터 및 훈련 조건을 가
지고 깊이별 분리 합성곱으로 구축한 신경망과 일반 합성
곱 신경망으로 구축한 신경망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론

일반적으로 탄성파 탐사에서 지표면 아래 지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탄성파 송신원을 통해 인공 지진파를 일으
키고 수신기를 통해 탄성파 기록을 취득한다. 본 논문에서
는 일정한 밀도를 가진 시간 영역 2차원 음향파 파동 방정
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  ∂  ∂ 

 

 
 ∂
∂
∂

(1)

위 식에서 는 P파 속도이며,  는 파동장, 는 탄성파 송신
원이다. 심층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속도 모델 구축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Θ

(2)

 는 예측한 속도 모델을 나타내며,  은 비선형
위 식에서 
연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심층 신경망,  는 입력 탄성파
기록, Θ는 모델 매개변수인 신경망의 가중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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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 완료된, 또는 모델 매개변수가 최적화된 신경망에
탄성파 기록을 입력하면 속도 모델을 출력한다. 완전 파형
역산의 경우 실제 탐사로 얻은 데이터와 수치 모델링을 통
해 얻은 데이터의 오차를 이용해 목적 함수를 정의하고, 목
적 함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속도 모델을 반복적으로 갱
신함으로써 최적화한다. 이와 달리, 심층 신경망은 참 속도
모델과 예측한 속도 모델의 오차를 손실 함수로 정의하고,
손실 함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모델 매개변수를 반복적으
로 갱신함으로써 신경망 가중치를 최적화한다. 따라서 완
전 파형 역산은 초기 속도 모델이 필요하지만 심층 신경망
기법은 대량의 데이터 세트 및 적절한 신경망 설계가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손실 함수(loss function)를 정의하기 위해
평균 절대 오차(mean absolute error, MAE), 평균 제곱 오
차(mean square error, MSE) 및 구조 유사성 지수(Structural
Similarity Index, SSIM)을 도입하였다. 먼저 MAE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는 i번째 참 속도 모델이며, 
  는 i번째 예측된 속도 모

델이다. 그리고 MSE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이미지 재구성 문제에서 MAE 및 MSE은 대표적인 손실
함수로 사용되지만 이러한 평가 지표들은 이미지의 각 위
치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므로 이미지의 지역 구조 및 세부
사항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지의
지역 구조 및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는 SSIM을 도입하
였다(Wang et al., 2004).
        

   
          

 
    
    
  


 



(6)

최종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Zhang and Lin,
2020; Liu et al., 2021).
(7)

        

깊이별 분리 합성곱
일반 합성곱과 깊이별 분리 합성곱(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연산은 다음과 같다(Kaiser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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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11)

위 식에서 는 가중치의 집합,  는 출력,  는 커널의 크기,
은 입력의 채널, 은 출력의 채널, 는 입력의 높이,  는 입
력의 너비, ⊙는 원소별 곱을 나타낸다. 식 (8)은 일반 합성
곱, 식 (9)은 점별 합성곱, 식 (10)은 깊이별 합성곱, 식 (11)

(5)

여기서  와  는 각각 두 이미지 내의 윈도우(window)를 의
미하고  와  는  및  윈도우의 국소 평균,  와  는 표
준편차,   는  와  의 교차 공분산을 나타낸다. 이 평가 지
표는 추출한 두 이미지 윈도우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SSIM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유사
성이 높다. SSIM의 경우 손실 함수 값이 감소하는 방향으
로 모델 매개변수를 갱신하도록 다음과 같이 손실 함수를
정의하였다.
한국자원공학회지

Fig. 1. Example of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 operation
with four input channels and 3 × 3 separable convolution.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comprise depthwise and
pointwise conv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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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깊이별 분리 합성곱을 나타낸다. 식 (11)에서 볼 수 있듯
이, 깊이별 분리 합성곱은 깊이별 합성곱 및 점별 합성곱의
조합이다. 이 연산은 먼저 입력 채널별로 공간 방향의 합성
곱을 수행한 다음, 점별 합성곱을 통해 출력 채널을 합친다.
이를 통해 공간 방향 특성의 학습과 채널 방향 특성의 학습
을 서로 분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깊이별 분리
합성곱을 사용하면 일반 합성곱보다 모델 매개변수 수와
연산 횟수를 크게 줄여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해진다. Fig. 1
에 4개의 입력 채널을 가진 3 × 3 크기의 깊이별 분리 합성
곱 연산 예시를 보였다.
Tomography_CNN
탄성파 탐사 자료로부터 바로 P파 속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깊이별 분리 합성곱 신경망인 Tomography_CNN을
설계하였다. 이 신경망의 구조는 앞선 사례들(Yang and
Ma, 2019; Wu and Lin, 2019; Wang and Ma 2020; Li et al.,
2020; Liu et al., 2021)과 마찬가지로 인코더-디코더 구조
를 따른다. 먼저 인코더는 탄성파 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압
축을 통해 추상적인 표현을 학습하면서 특성(features)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디코더가 추출된 특성으로부터
지표면 아래 속도 모델을 재구성한다.
이 신경망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코더의 경
우 맥스풀링(maxpooling)을 통해 입력 자료 크기를 점차
감소시키면서 채널의 수를 64개, 128개, 256개, 512개,
1024개로 증가시킨다. 이는 자료를 압축함으로써 계산량
을 줄이면서 동시에 유용한 특성을 최대한 많이 추출하기
위함이다. 인코더 마지막 층에는 무작위로 특성을 20% 만
큼 버리는 드롭아웃(dropout)을 추가하였다. 디코더에서
는 압축된 자료 크기를 최종적으로 속도 모델 크기가 되도
록 점차 증가시키면서 채널의 수를 1024개, 512개, 256개,
128개, 64개로 감소시킨다. 이 때 전치 합성곱(trans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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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olution) 및 업샘플링(upsampling)의 조합을 사용함
으로써 체커보드 문제(checkerboard artifacts)를 완화하였
다(Odena et al., 2016). 마지막 층에서는 1 × 1 크기의 커널
을 가진 일반 합성곱 층을 통해 채널의 크기가 1인 속도 모
델을 출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신경망에는 총 9개의 합성곱 블록과 4개의 전치 합성
곱 층이 사용되었으며, 각 합성곱 블록에는 5 × 5 크기의 깊
이별 분리 합성곱 및 쌍곡탄젠트(hyperbolic tangent) 활성
화 함수, 그리고 신경망의 입력과 출력의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래디언트 문제를 완화할 수 있
는 배치 정규화(Loffe and Szegedy, 2015) 기법을 적용하
였다. 하나의 블록 내에는 배치 정규화, 활성화 함수 및 합
성곱 층을 배치하였으며 하나의 블록마다 총 세 번의 합성
곱 연산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신경망의 가중치 초기
화는 쌍곡탄젠트 활성화 함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Xavier
Glorot 초기화를 사용하였다(Glorot and Bengio, 2010).
탄성파 속도 모델 구축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 분할(semantic
segmentation) 문제에 활용되는 이미지 간 번역(translation)
모델과 달리 입력 이미지와 출력 이미지의 영역이 서로 다
르다. 속도 모델 구축의 경우 탄성파 자료 영역에서 속도 모
델 영역으로 영역 변환을 수행해야 하며 입력과 출력 이미
지 크기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신경망을 입력 및 출력 이미
지 크기에 맞게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10 × 5
까지 압축함으로써 입력 이미지 크기와 출력 이미지 크기
가 서로 다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망을 설계하였
다. 맥스풀링과 업샘플링의 매개변수만 조정하면 입력 또
는 출력 이미지 크기가 변경되어도 그에 맞춰 신경망을 사
용할 수 있다. Tomography_CNN의 구조는 Fig. 2에서 볼
수 있으며, 같은 신경망 구조에서 깊이별 분리 합성곱을 일
반 합성곱으로 대체한 심층 신경망을 Tomography_nCNN

Fig. 2. Architecture of Tomography_CNN. ConvBlock performs three convolution operations, i.e., batch normalization, hyperbolic
tangent activation, and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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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명명하였다. 일반 합성곱으로 구축한 Tomography_
nCNN의 총 모델 매개변수 수는 134,653,351개이지만 깊이
별 분리 합성곱으로 구축한 Tomography_CNN의 총 모델
매개변수 수는 17,674,261개이다. 이러한 감소 정도는 합성
곱의 커널 크기, 합성곱 층의 개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old structure
velocity model

Fault structure
velocity model

Salt structure
velocity model

합성 데이터 생성
심층 신경망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훈련 데이터 세트의 양과 품질이다. 이상적으로는 대량의
실제 탄성파 탐사 자료를 가지고 신경망을 훈련할 경우 최
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탐사 자료를 대량
으로 얻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수동으로 레이블링을 수행
할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부정확한 레이블을 신
경망에 주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
며 훈련 데이터의 품질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지
질학적 특징을 포함하는 합성 속도 모델을 직접 생성하였
으며, 인공 수치 모델링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시간 영역 파
동장을 얻음으로써 훈련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균일한 밀도를 가진 등방성 2차원 속도 모델에 초
점을 맞추었으며 시간 영역 파동장은 2차원 음향파 파동 방
정식을 이용해 생성하였다.
탄성파 속도 모델
합성 속도 모델에 최대한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을 포함
하기 위해 습곡, 단층 및 암염 구조 모델을 가지는 총 12개
의 클래스를 가진 합성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였다. 각 구조
모델마다 4 ~ 7개의 경계면을 가지며 각 클래스마다 3,000
개의 속도 모델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였다. 총 36,000개의
인공 속도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속도 모델의 층 수는 5 ~ 8
개가 된다. 습곡 구조 모델의 경우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여
층 인터페이스의 굴곡을 무작위로 생성하도록 설계하였으
며 단층 및 암염 구조 모델은 생성된 습곡 구조 모델을 기반
으로 단층을 추가하거나 암염을 추가하였다. 단층면은 평
면으로 가정하여 한 개 또는 두 개의 단층을 임의의 위치와
기울기를 가지도록 추가하였으며 암염의 모양은 가우스 함
수를 사용하여 정의한 뒤, 모델 하부로부터 상부층을 위로
밀어내는 형태로 임의의 위치에서 생성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3에 생성된 인공 속도 모델의 예시를 보였다. 모든 속
도 모델은 격자 간격이 10 m로, 너비가 1 km, 깊이가 1 km
인 100 × 100 크기의 격자를 가진다. 배경 속도 값은 층이
깊어질수록 1.5 km/s에서 최대 4 km/s 까지 증가하며 속도
모델을 생성할 때마다 해저 층 속도에 무작위로 변동을 주
었다. 암염에서의 P파 속도는 4.5 km/s이다. 서로 인접한 경
계면은 최소 8개의 격자 이상 떨어져 있으며 인접한 층 사
한국자원공학회지

Fig. 3. Examples of velocity models in training data; 36,000
synthetic velocity models can be classified into 12 classes,
and each class contains 3,000 velocity models.

이의 속도 차이는 최소 300 m/s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출력 데이터로 사용되는 속도 모델의 크기는 1 × 100 × 100
(속도 모델 채널 × 너비 격자 개수 × 깊이 격자 개수)이 된다.
시간 영역 파동장
시간 영역 파동장은 식 (1)을 이용해 시간 2차 공간 8차 유
한 차분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총 기록 시간은 1 s, 샘플
링 간격은 1 ms, 송신원 파형은 최대 주파수가 40 Hz인 리
커 파형(Ricker wavelet), 경계 조건은 Keys 경계 조건
(Keys, 1985)이다. 인공 수치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는 Fig. 4
에 나타내었다. 하나의 속도 모델마다 50 m 간격으로 19개
의 공통송신원모음을 생성하였으며 지표면의 수신기는 10
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따라서 시간 영역 파동장을 사용
하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는 19 × 1,000 × 100(송신원 개수
× 시간 샘플 개수 × 수신기 개수)이 된다. 각 입력 채널에 각
각의 공통송신원모음을 할당하였고, 각각의 공통송신원모
음은 서로 독립적이므로 각 채널별로 공간 합성곱을 수행
하는 깊이별 분리 합성곱이 적절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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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Example of shot gathers excited at offsets of (a) 200 m, (b) 400 m, (c) 600 m, and (d) 800 m.

신경망 훈련
본 절에서는 Tomography_CNN과 Tomography_nCNN
의 훈련 조건 및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에 대해
설명한다. 깊이별 분리 합성곱으로 구축한 신경망과 일반
합성곱으로 구축한 신경망의 비교 분석을 위해 합성 데이
터 세트 및 하이퍼파라미터는 서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동일한 합성 데이터 세트를 각각 훈련 데이터 세트에 80%,
검증 데이터 세트에 10%,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 10%만큼
균등하게 할당함으로써 신경망이 특정 유형의 속도 모델에

대해서만 훈련되지 않도록 분배하였다. 신경망에 주입될
훈련 데이터 세트는 28,800쌍,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 세트
는 각각 3,600쌍이 되며, 시간 영역 파동장에 표준화를 적
용하여 입력 데이터 분포를 평균 0, 표준 편차 1의 값을 갖
도록 조정하였다. 하이퍼파라미터의 경우 초기 학습률이
0.0005인 아담(Adam) 옵티마이저(Kingma and Ba, 2015)
를 사용하였으며, 배치 크기는 20으로 총 50번의 에포크
(epochs)를 가지고 두 신경망을 훈련하였다. 모든 에포크
중 가장 낮은 검증 손실을 가진 모델을 저장하였으며 에포
크가 진행될 때마다 학습률을 3%씩 감소시키는 학습률 스

Table 1. Results of Tomography_nCNN with regular convolutions after training
Train loss

0.0905

Validation loss

0.1506

Train MAE

0.0273

Validation MAE

0.0378

Train MSE

0.0034

Validation MSE

0.0066

Train SSIM

0.9401

Validation SSIM

0.8938

Table 2. Results of Tomography_CNN with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after training
Train loss

0.0738

Validation loss

0.1423

Train MAE

0.0215

Validation MAE

0.0347

Train MSE

0.0026

Validation MSE

0.0064

Train SSIM

0.9503

Validation SSIM

0.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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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Training and validation loss curves of Tomography_nCNN with regular convolutions: (a) loss, (b) mean absolute error, (c)
mean squared error, and (d) structural similarity index.

(a)

(b)

(c)

(d)

Fig. 6. Training and validation curves of Tomography_CNN with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a) loss, (b) mean absolute
error, (c) mean squared error, and (d) structural similarity index.

한국자원공학회지

155

깊이별 분리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탄성파 속도 모델 구축
Label

Prediction

Label

(a)

Prediction

Label

(b)

Prediction

(c)

Fig. 7. Prediction results of test data: left column, label; right column, prediction by Tomography_nCNN with regular convolutions.
Velocity models with (a) fold, (b) fault, and (c) salt structures.
Label

Prediction

(a)

Label

Prediction

(b)

Label

Prediction

(c)

Fig. 8. Prediction results of test data: left column, label; right column, prediction by Tomography_CNN with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Velocity models with (a) fold, (b) fault, and (c) salt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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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줄러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Nvidia Geforce RTX 3090
GPU 한 장을 이용해 수행하였으며 심층 학습에 사용된 코
드는 PyTorch 1.8.1 버전 환경에서 실행하였다.
신경망 훈련 결과, 일반 합성곱을 사용한 Tomography_
nCNN의 훈련 시간은 에포크 당 약 20분 7초가 소요되었다.
훈련 및 검증 손실 함수 그래프는 Fig. 5(a)에 나타내었다.
훈련 및 검증 MAE, MSE, SSIM 그래프는 각각 Fig. 5(b),
(c), (d)에 나타내었다. 가장 낮은 검증 손실을 가진 모델을
저장하였고, 해당 손실 및 정량적 평가 지표 값들은 Table 1
에 정리하였다. 이에 반해, 깊이별 분리 합성곱을 사용한
Tomography_CNN의 훈련 시간은 에포크 당 약 8분 33초
가 소요되었다. 훈련 손실은 Tomography_nCNN의 결과
보다 약간 더 작은 값으로 수렴하였으며 해당 손실 함수 그
래프는 Fig. 6에 나타내었다. 가장 낮은 검증 손실을 가진
모델을 저장하였으며, 해당 손실 및 정량적 평가 지표 값들
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깊이별 분리 합성곱을 이용한 경
우 일반 합성곱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훈련 시간은 절반 이
하이고 최종 손실 값도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깊이별 분
리 합성곱을 사용하면 총 모델 매개변수 수가 134,653,351
개에서 17,674,261개로 감소하여 신경망의 수용력(capacity)
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 합성곱보다
모델 매개변수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Chollet, 2017a).

결

과

훈련된 두 신경망 중 먼저 일반 합성곱을 이용한 Tomography_nCNN을 사용하여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서 속도
모델을 예측하였다. 테스트 손실은 0.1524가 나왔으며, 테
스트 MAE는 0.0383, MSE는 0.0068, SSIM은 0.8927가 나
왔다. 예측한 속도 모델은 Fig. 7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참 속도 모델과 유사한 예측 결과를 볼 수 있다. 층의 개수
및 인터페이스 형태, 암염의 위치 및 형태 등은 정확하지만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구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참 속도 모델은 불연속적인 값으로 할당되어 있는 반면
에 신경망은 연속적인 값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단층의

경우 신경망이 다소 흐릿하게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단층을 포함한 훈련 데이터 쌍을 증가시키거나
심층 신경망 설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테스트 데
이터에서 하나의 속도 모델을 예측하는 시간은 약 11 ms가
걸렸다.
다음으로, 깊이별 분리 합성곱을 사용한 Tomography_
CNN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서 속도 모델을 예측
하였다. 그 결과, 테스트 손실은 0.1437로 상대적으로 더 작
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테스트 MAE는 0.0351, MSE는
0.0065, SSIM은 0.8979가 나왔다. 예측한 속도 모델은 Fig. 8
에서 볼 수 있다. 일부 단층 예측 결과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테스트 데이
터에서 하나의 속도 모델을 예측하는 시간은 약 7 ms가 걸
렸다. 두 신경망의 테스트 손실 및 정량적 평가 지표 값들은
Table 3에 함께 정리하였다.

잡음 예제
앞의 테스트는 모두 인공 합성 자료를 이용해 수행한 것
으로, 실제 자료에 포함된 잡음의 영향이 배제되어 있다. 신
경망의 잡음에 대한 견고성을 검증하기 위해 잡음이 포함
된 자료에 대한 실험을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을 이용
해 수행하였다. 먼저 속도 모델의 경우 3.1절에서 설명한 내
용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총 3,600개를 생성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시간 영역 파동장은 3.2절의 조건에 따라 생성하
였다. 이를 통해 생성한 시간 영역 파동장에 신호대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가 5인 무작위 잡음을 추가하였다
(Fig. 9). 전이 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 세트는 2,880쌍, 검
증 및 테스트 데이터 세트는 각각 360쌍으로 나눴으며, 잡
음이 있는 시간 영역 파동장에 표준화를 적용하였다. 초기
학습률만 5×10-5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하이퍼파라미터
는 잡음이 없는 경우와 같은 값을 가지고 전이 학습을 수행
하였다. 훈련이 끝난 뒤,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서 속도 모델
을 예측한 두 신경망의 결과는 Fig. 10에 나란히 제시하였
다. Fig. 10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신경망 모두 무작위 잡음에
대해 학습을 성공적으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잡음이

Table 3. Results of Tomography_nCNN and Tomography_CNN from test dataset.
Tomography_nCNN

Tomography_CNN

Test loss

0.1524

Test loss

0.1437

Test MAE

0.0383

Test MAE

0.0351

Test MSE

0.0068

Test MSE

0.0065

Test SSIM

0.8927

Test SSIM

0.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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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9. Example of noisy shot gathers excited at offsets of (a) 200 m, (b) 400 m, (c) 600 m, and (d) 800 m. Noisy data with SNR
(signal to noise ratio) is approximately 5 dB.
Label

Prediction

(a)

Label

Prediction

(b)

Fig. 10. Prediction results of noisy test data: left column, label; right column, prediction by (a) Tomography_nCNN with regular
convolutions and (b) Tomography_CNN with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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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Tomography_nCNN and Tomography_CNN from noisy test dataset.
Tomography_nCNN

Tomography_CNN

Test loss

0.1644

Test loss

Test MAE

0.0392

Test MAE

0.0379

Test MSE

0.0073

Test MSE

0.0071

Test SSIM

0.8821

Test SSIM

0.8845

없는 경우보다는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 합성곱을 사용한 Tomography_nCNN의 경
우 테스트 손실은 0.1644가 나왔으며, 테스트 MAE는
0.0392, MSE는 0.0073, SSIM은 0.8821가 나왔다. 깊이별
분리 합성곱을 사용한 Tomography_CNN의 경우 테스트
손실이 0.1605, 테스트 MAE는 0.0379, MSE는 0.0071,
SSIM은 0.8845가 나왔다. 해당 테스트 손실 및 정량적 평
가 지표 값들은 Table 4에 함께 정리하였다.

토

의

훈련된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속도 모델 구축의 경우 기
존의 역산 방법들과 달리 사전 지식이나 지구물리학적 모
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부정확한 초기 속도 모델로 인한
지역 최소값(local minima) 수렴 문제도 없으며 일단 신경
망 훈련만 완료되면 하나의 속도 모델을 예측하는 비용은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경망 훈련 비
용은 훈련 데이터 세트의 크기 및 모델 매개변수 수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훈련 비용 또한 심층 학습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깊이별 분리 합성곱으
로 구축한 신경망이 일반 합성곱으로 구축한 신경망보다
훈련 비용을 절약할 뿐 아니라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유사
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탄성파 이미지는 RGB 채널을 가지
는 자연 이미지와 달리 입력 채널(송신원 개수)별로 독립적
이다. 따라서 일반 합성곱보다 입력 채널 별로 공간 방향의
합성곱을 수행하는 깊이별 분리 합성곱의 사용이 합리적이
며, Chollet(2017b) 또한 입력 이미지가 공간상의 위치는
상관관계가 크지만 채널 별로는 매우 독립적인 경우 깊이
별 분리 합성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였다.
잡음 예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
고도 전이 학습을 통해 성공적으로 잡음을 학습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예측 결과로부터 잡음이 신경망 성
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잡음에 대
한 민감도 연구가 필요하다.
심층 신경망 훈련에 사용되는 합성 속도 모델은 실제 속
도 모델보다 단순하고 지질학적 특징이 덜 풍부하다는 단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 사용한 인공 속도 모델은
한국자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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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밀도를 가진 등방성 2차원 속도 모델로 한정하였으
며 해당 시간 영역 파동장은 음향파 파동 방정식에 기반하
여 생성하였다. 실제 자료는 3차원이며 이방성 및 밀도 등
매질의 여러 가지 물성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속도 모델은 최대 2개의 단층만 포함하며 층 인터페이스 구
조 및 암염 형태도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학
습 방식으로 훈련되는 신경망의 특징을 고려하면 인공 합
성 자료는 자동으로 대량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앞으로 실제 지질 구조와 더 유사한 인공 속도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훈련된 신경망을 현장 자료에 바로 적용하
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훈련에 사용한
인공 속도 모델은 1 km × 1 km 크기를 가진다. 현장 자료의
크기를 가지는 합성 속도 모델을 가지고 시간 영역 파동장
을 생성하는 경우, 송신원 개수, 기록 시간 및 샘플링 간격
등에 따라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이
는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하는 심층 학습에 큰 제약
이 된다. 따라서 시간 영역 파동장이 아닌 다른 형태의 탄성
파 자료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다. 또한, 현장 자료에서의 송수신기 배열 정보도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수신기 배열을 고정하고 신경망을 훈련하였
으므로 해당 정보는 학습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송수신기
배열 정보가 포함된 훈련 데이터 세트 준비 및 해당 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신경망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를 위해 한 장의 GPU 카드만 이용해
신경망 훈련을 수행한 경우의 시간을 제시하였는데, 여러
장의 GPU 카드를 이용해 병렬로 훈련을 수행하면 더 빠르
게 신경망을 훈련시킬 수 있다.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은 나
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 같은 심층 신경망도 더 빠른
GPU와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훈련하여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
로 2차원 속도 모델 구축 문제만 다루었는데, 이는 대량의 3
차원 속도 모델을 가지고 신경망을 훈련하기에는 아직
GPU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차원 적용은 앞으로 수
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2차원 문제
에 대한 연구를 먼저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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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속도 모델을 얻는 기존 역산 방법들은 하나의 속도 모델
을 예측하는 데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초기 속도 모델에
따라 역산이 실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심층 신경망 기
법을 이용한 속도 모델 구축은 초기 속도 모델을 필요로 하
지 않으며, 훈련이 완료되면 하나의 속도 모델을 예측하는
비용은 무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속도 모델 구
축을 위해 깊이별 분리 합성곱을 사용하고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가진 Tomography_CNN을 제안하였다. 일반 합성
곱을 사용한 경우와 달리 깊이별 분리 합성곱을 사용한 결
과, 출력 속도 모델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총 매개변수 수
를 크게 줄임으로써 신경망 훈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
다. 추후 연구에서 심층 학습을 이용한 탄성파 속도 모델 구
축 기법의 현장 자료 적용을 위해서는 더 많고 다양한 훈련
자료 및 그에 따른 대량의 연산이 필요한데, 깊이별 분리 합
성곱을 이용해 훈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단,
심층 신경망을 현장 자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송수신기
배열 변화, 잡음 민감도, 복잡한 훈련 속도 모델, 현장 자료
크기의 훈련 데이터 등 실제 자료의 특징을 고려한 추가 연
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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