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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성파 자료 취득 시 신호와 함께 기록되는 다양한 형태의 잡음은 탄성파 자료의 정확한 해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탄                  

성파 자료의 잡음 제거는 탄성파 자료 처리 과정 중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기계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잡음 제거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탄성파 잡음 제거 모델을 이용하여 중합 전 탄성파 자료의 잡음 제거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총                   

세 가지의 비지도 학습 기반 기계 학습 모델을 비교하였다. 세 가지의 비지도 학습 모델은 N2NUNET, PATCHUNET, DDUL로 각각 서로                  

다른 신경망 구조를 통해 정답 자료 없이 탄성파 잡음을 제거한다. 세 가지 모델들을 인공 합성 및 현장 중합 전 탄성파 자료에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한 후 그 결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세 가지 비지도 학습 모델 모두 인공 합성 및 현장 자료의 탄성                    

파 잡음을 적절히 제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 N2NUNET 모델이 가장 낮은 잡음 제거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PATCHUNET과 DDUL                
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DDUL이 정량적으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주요어
탄성파 잡음, 탄성파 자료 처리, 비지도 학습, 잡음 제거

ABSTRACT
When acquiring seismic data, various types of simultaneously recorded seismic noise hinder accurate interpret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attenuate this noise during the processing of seismic data and research on seismic noise attenuation. For this purpose, 
machine learning is extensively used. This study attempts to attenuate noise in prestack seismic data using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Three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models, N2NUNET, PATCHUNET, and DDUL, are trained and applied to synthetic 
and field prestack seismic data to attenuate the noise and leave clean seismic data. The results ar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nalyzed and demonstrated that all three unsupervised learning models succeeded in removing seismic noise from both synthetic and 
field data. Of the three, the N2NUNET model performed the worst, and the PATCHUNET and DDUL models produced almost 
identical results, although the DDUL model performed slightly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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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탄성파 탐사를 통해 지층의 구조나 지하 매질의 물성과 같        

은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수신기에 수신된 탄성파 기        

록들 중에서 원하는 신호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탄성       

파 탐사에서 목적하는 종류의 신호 외 다른 신호들은 모두 잡         

음으로 취급되는데, 잡음은 탄성파 신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 주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확한       

탄성파 자료 분석 및 해석을 위해서는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        

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탄성파 자료 취득 시 기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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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선박 소음, 장비 운용 과정 등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관성 없이 수신기에 기록되는 신호들을 무작위 잡음이       

라 하며, 다중 반사파, 표면파, 유도파 등 일관성 있는 물리 법          

칙에 의해 생성되는 잡음을 일관성 잡음이라 한다(Dondurur,      

2018). 탄성파 자료에는 여러 형태의 잡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탄성파 잡음 제거를 위해서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자료 처        

리 절차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현재도 효과적인 잡음 억제를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최근 계산 자원 성능의 향상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발달        

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기계 학습을 활용하는 연구가 널리 수         

행되고 있다. 탄성파 탐사 분야에서도 기계 학습을 이용한 연        

구가 탄성파 자료 처리(Jia and Ma, 2017; Jun et al., 2020; Si,           

2020), 지층 속도 구조 도출(Schuba et al., 2019; Fabien-        

Ouellet and Sarkar, 2020; Zhou and Brown, 2020), 층서 및 단          

층 해석(Zhang et al., 2014; Kumar and Sain, 2018; Di et al.,           

2019; Li et al., 2019)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탄성파 탐사 자료처리 과정 중 탄성파 잡음을 더욱 효과적으        

로 제거하기 위한 기계 학습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기계 학습은 크게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으로 나뉘는데,        

정답이 있는 자료(target value, label)를 이용해 학습하여 새로       

운 데이터나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학습 방법을 지도 학        

습이라 한다. 지도 학습은 명확한 정답이 주어진 상황에서 모        

델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에 용이하며,      

목푯값이 정답 자료이므로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탄성파 자료의 잡음 제거에도 지도 학습 방법        

을 이용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Si and Yuan (2018)은        

잔차 학습(residual learning)을 사용하여 잡음이 포함된 자료를      

입력 자료로, 잡음이 없는 깨끗한 자료를 타겟 자료로 활용한        

지도 학습 기반의 Denoi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nCNN) (Zhang et al., 2017) 모델을 통해 인공 탄성파 자료         

단면의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학습 과정을       

가속화하고, 잡음 제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치 정규화       

(batch normalization, BN) 및 잔차 학습을 적용하였으며, f-x       

deconvolution (Canales, 1984)과 비교한 결과 DnCNN 모델이      

더 효과적으로 잡음 제거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Li et al.          

(2018)은 DnCNN 모델 성능 및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CNN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들은 제안된 DnCNN 모델을 지도 학습       

을 이용하여 학습시켜 일관성 잡음 중 하나인 그라운드 롤        

(ground-roll)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Jun et al. (2020)은 신호       

대 잡음 비(S/N)가 매우 낮은 고주파수 탄성파 자료의 무작위        

잡음 제거를 위한 효율적인 지도 학습 자료 구축 방법을 제안         

하였다. 그들은 현장 자료에서 추출한 실제 잡음과 인공 합성        

자료를 조합하여 현장 탄성파 자료의 잡음 특성을 가지는 지        

도 학습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제안된 방법으로 구축한 학습       

자료가 잡음 제거를 위한 인공 신경망 학습에 유효함을 보였        

다. 하지만 지도 학습은 정답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         

으나 학습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        

며 양질의 학습 자료를 구축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구축된 학습 자료와 학습된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 자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 잡음 제거 성능이 저하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비지도 학습은 정답 자료가 없는 학습 자료를 통해 진         

행되는 학습 방법으로, 정답 자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        

도 학습에 비해 학습 자료 구축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이 적          

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비지도 학습의 경우 정답이 없         

기 때문에 학습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지도 학습에 비해 학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상당수의 기계 학습 기반 탄성        

파 잡음 제거 연구들은 지도 학습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지도        

학습을 위한 탄성파 자료는 자료에 정답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 과정이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시간       

및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도 학습의 경우 사전에 만들어        

진 정답(주로 기존 알고리즘들을 이용한 잡음 제거 결과)을 상        

회하는 잡음 제거 성능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최        

근에는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탄성파 잡음 제거 연구가 늘어        

나고 있는 추세다. Liu et al. (2021)은 UNET (Ronneberger et         

al., 2015) 모델 기반의 비지도 학습을 이용하여 탄성파 단면의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저자들은 Noise2Noise     

(N2N) (Lehtinen et al., 2018) 방법과 유사하게 동일한 신호에        

서로 다른 잡음 정보가 포함된 학습 자료를 구축하여 비지도        

학습을 통해 잡음 제거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하나의 탄성파       

단면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입력 및 출력 자료를 구축하는 방         

법을 통해 유사한 신호를 가지지만 서로 다른 잡음 정보를 포         

함한 학습 자료를 구축하였고, 잡음이 없는 정답 자료를 사용        

하지 않으면서도 탄성파 단면의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였      

다. Saad and Chen (2021)은 압축(encoding)-팽창(decoding)     

방식을 이용한 비지도 학습을 통해 탄성파 자료의 무작위 잡        

음을 제거하였으며 패칭 기법(patching technique) (Chen et      

al., 2019; Wang et al., 2020) 기반의 학습 자료 구축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들은 2차원의 입력 자료를 활용하는 합성곱 기       

반 UNET 모델 대신 드롭아웃(dropout), 연결(concatenate) 계      

층을 사용하는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인공 신      

경망인 PATCHUNET 모델을 제안하였다. 패칭 단계(patching     

stage)와 언패칭 단계(unpatching stage)로 구성된 패칭 기법은      

학습 패치들 간 매우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치도록 학습 자료를         

생성하므로 PATCHUNET은 학습 결과로 도출된 자료들을 중      

첩시키고 평균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상쇄시킨다. 저자들은 제      

안한 모델을 이용해 탄성파 자료의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현장 자료에 적용 결과 무작위 잡음이 효과적으로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Yang et al. (2021)은 Deep-Denoising      

AutoEncoder (DDAE) (Saad and Chen, 2020) 모델을 기반으       

로 한 비지도 학습 모델인 Deep-Denoising Unsuper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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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DDUL)을 제안하였다. DDUL은 드롭아웃 대신 배      

치 정규화를 사용하였으며 PATCHUNET보다 더 많은 완전 연       

결 계층을 이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DDUL은 PATCHUNET      

(Saad and Chen, 2021)과 동일하게 패칭 기법을 통해 학습자        

료를 구축하였으며, 입출력 과정에서 압축 및 팽창 단계를 거        

치며 잡음을 제거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저자들은 DDUL 모       

델을 인공 합성 자료 및 현장 자료에 적용하였으며 신호 손         

상을 줄이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잡음을 제거할 수 있음을 보        

였다.

위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해에서 취득한 소규       

모 고주파수 중합 전 탄성파 자료의 무작위 잡음 제거를 위해         

비지도 학습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비지도 학습 모델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여러 모델들 중 모델 형태가 서로 유사하        

여 모델 간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학습 자료 생성 및 학          

습 수행이 직관적이어서 적용이 용이한 UNET 기반의 비지도       

학습 모델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세 가지의 비지        

도 학습 모델은 N2N 기반의 UNET (Liu et al., 2021) (이하          

N2NUNET) 모델, 패칭 기법을 이용하는 다층 퍼셉트론 모델       

인 PATCHUNET (Saad and Chen, 2021) 모델과 DDUL       

(Yang et al., 2021) 모델이며 각각의 모델을 이용하여 인공 합         

성 및 현장 중합 전 탄성파 자료로부터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         

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         

다. 우선 연구에 사용한 세 가지 종류의 비지도 학습 기반 잡          

음 제거 모델의 구조와 학습 자료 구축 방법을 각각 소개한다.         

그리고 인공 합성 자료와 현장 자료를 이용한 수치 실험을 통         

해 세 가지 방법들의 잡음 제거 효과를 비교하고 각 방법들의         

현장 자료 적용성을 검토한다. 토의에서는 각 방법의 주요 특        

성들을 분석하고 논의한다. 

비지도 학습 기반 탄성파 잡음 제거 모델

N2NUNET

N2NUNET 모델은 탄성파 자료의 인접 트레이스 간 신호는       

서로 매우 유사하지만 무작위 잡음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는 점을 이용한 비지도 학습 방법이다(Liu et al., 2021). 이         

방법은 비지도 학습 기반의 잡음 제거 방법인 N2N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N2N은 잡음이 없는 정답 자료 대신 잡음이 포         

함된 자료를 타겟으로 학습을 수행해도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       

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일한 신호를 가지지만 서로 다른 특         

성의 잡음이 포함된 학습 자료 세트가 필요하다. 탄성파 자료        

의 경우 지층 구조의 변화가 심하지 않거나 수신기 간격이 좁         

은 경우 자료 수집 시 N 번째와 N+1 번째 수신기에 수신된          

정보의 무작위 잡음은 서로 다르나 신호가 서로 유사하기 때        

문에, N2N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Liu et al. (2021), Jun and Cho (2022) 등의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 연구에 이미 사용되어 탄성파 자료에 대한 적용성이 검        

증되었다. Liu et al. (2021)에서는 해당 모델을 CNN       

denoising model로, Jun and Cho (2022)에서는 Convolutional      

Auto-Encoder로 언급하였으나 해당 방법이 N2N과 유사한 특      

성을 가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른 모델들과의 구분을 위해       

해당 모델을 N2NUNET이라고 지칭하겠다. 

N2NUNET을 위한 학습 자료는 하나의 탄성파 자료를 홀수       

Fig. 1. The training data sampling strategy for the N2NUNET model (Liu et al., 2021).



74 김수정 · 전형구

번째 트레이스와 짝수 번째 트레이스로 나누고 각각의 모음을       

학습의 입력 자료와 타겟 자료로 두는 방법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합 전 탄성파 자료의 잡음 제거가 목적         

이므로 각 공통 송신원 모음을 홀수 번째 트레이스와 짝수 번         

째 트레이스 모음으로 나누고 둘 중 하나의 모음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입력 자료로, 나머지 하나의 모음을 타겟 자료로 사        

용하였다. Fig. 1에서 N2NUNET 모델의 학습자료 구축 방법       

을 확인할 수 있다. 

Liu et al. (2021)이 제안한 N2NUNET 모델은 기본적으로       

UNET 구조를 따르지만 중합 후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에 최         

적화를 위해 입력과 출력 자료의 크기, 특성 맵(feature map)        

의 수 등에 변화를 주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N2NUNET 모델         

의 구조는 Liu et al. (2021)의 구조를 따르지만 몇몇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중합 전 탄성파 자료의 크기는        

(24,4000)이므로 Liu et al. (2021)의 구조를 동일하게 사용하       

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출력 자료의 크기, 층의 수, 각         

층에서 포함된 합성곱 계층의 수를 변경하였다. 본 연구의       

N2NUNET 모델은 크게 압축과 팽창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압         

축 단계의 각 층은 3개의 합성곱 계층, 3개의 배치 정규화 계          

층, 3개의 활성화 함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성곱, 배치        

정규화, 활성화 함수 순서로 배치되어 있으며 활성화 함수로는       

Rectified Linear Unit (ReLU)를 사용하였다. 한 층의 연산이       

끝난 후 다음 층으로 이동 시 맥스 풀링(Maxpooling)을 통해        

자료의 가로, 세로 크기를 각각 절반으로 줄였으나 기존       

UNET 과는 달리 특성 맵의 수를 두 배로 늘리지는 않았다.         

Liu et al. (2021)은 적은 수의 특성 맵 사용이 탄성파 자료의          

형태를 더 잘 추출한다고 주장하며 압축 단계에서 48개의 특        

성 맵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압축 단계에서 동일한       

수의 특성 맵을 사용하였다. 팽창 단계의 각 층은 압축 단계와         

동일하게 3개의 합성곱-배치 정규화-활성화 함수 계층이 존재      

한다. 또한 팽창 단계에서 다음 층으로 이동 시 전치 합성곱         

(transpose convolution)을 통해 자료의 가로, 세로 크기를 각각       

두 배로 늘려주었으며 압축 단계의 정보를 팽창 단계로 전달        

하기 위해 연결 계층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2NUNET       

의 손실 함수로 평균 제곱 오차(mean square error, MSE), 최         

적화 기법으로 Adam을 사용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        

한 N2NUNET 모델의 모식도이다.

PATCHUNET

PATCHUNET은 UNET 모델 기반의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      

는 비지도 학습 모델로 잡음이 있는 입력 자료로부터 스스로        

학습하며 잡음을 제거하는 Self2Self (S2S, Quan et al., 2020)        

방식과 유사한 학습 방법이다. S2S 방식의 잡음 제거는 입력        

자료를 여러 개의 독립적인 압축-팽창 인공 신경망 모델로 학        

습하고 예측 결과를 평균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이때 모델에       

포함된 큰 비율의 드롭아웃이 동일 학습 자료로 학습한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에 무작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일 자료에 대한 예측 결과들을 평균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적인 신호는 증폭되고 상대적으로 비일관적인 잡음은 상      

쇄되므로 잡음 제거가 수행된다. PATCHUNET도 S2S와 유사      

하게 드롭아웃을 압축 계층에 추가하여 모델을 구축한다. 반       

면, 동일 자료를 여러 개의 모델로 학습하고 예측 결과를 평균         

하는 것이 아니라 탄성파 단면을 패칭 기법을 통해 분할하여        

각 학습 패치가 서로 상당 부분 중첩되도록 학습 자료를 구축         

하고 최종적으로 예측 결과들 중 중첩되는 부분을 평균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패칭 기법은 입력 자료의 공간적인 일관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2차원 탄성파 자료를 서로 중첩되는 작은        

패치들로 분할하는 방법으로(Chen et al., 2019) 학습 자료를       

생성하는 패칭 단계와 패칭 단계의 역과정을 통해 예측 결과        

를 원래 탄성파 자료 형태로 되돌리는 언패칭 단계로 구성된        

다. 패칭 단계에서는 우선 (M,N)의 크기를 가지는 창을 이용        

해 패치를 추출하며 특정 이동 거리(shift size) 만큼 창을 이동         

하면서 연속적으로 패치를 추출한다. 이때 패치들이 서로 중첩       

되는 영역을 가지도록 이동 거리를 설정하며, 생성된 패치들을       

Fig. 2. The architecture of the N2NUNE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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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에서 1차원으로 차원 변환하여 학습 자료를 구축한다.      

PATCHUNET은 비지도 학습이므로 입력과 타겟에 동일한 자      

료를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한다. 학습된 모델로 예측된 결과는       

패칭된 학습 자료와 동일한 크기의 1차원 형태를 가진다. 이        

결과들을 원래 위치의 2차원 탄성파 자료로 재구성하는 단계       

가 언패칭이며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예측 자료들 간 중첩된       

부분은 평균한다. 이때 대부분의 학습 자료에서 신호는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지만 잡음은 무작위한 특성을 가지므로 각       

각의 예측 자료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의 신호는 잘 회복되는         

반면 잡음은 잘 회복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잡음이 제거되는       

효과를 가진다. Fig. 3은 패칭 기법의 모식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인 PATCHUNET의 구조는 입력      

층, 숨은 층(압축 및 팽창, 연결 계층), 출력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숨은 층에 속하는 압축 및 팽창은 각각 6개의 층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압축 단계와 그에 상응하는 팽창 단계를 서로        

연결시켜 압축 계층에서 추출된 정보들을 팽창 계층에 누락       

없이 전달하고자 하였다. UNET과 PATCHUNET은 매우 유사      

한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UNET과 PATCHUNET       

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UNET의 경우 2차원의 패치를 학        

습 자료로 사용하여 2차원의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하는 반면       

PATCHUNET은 1차원의 패칭된 학습 자료를 사용하여 다층      

Fig. 3. A schematic of the (a) patching and (b) unpatching methods (Saad and Chen, 2021).

Fig. 4. The architecture of the PATCHUNET model (Saad and 

Che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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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셉트론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Fig. 4는 본 연구에 사용한       

PATCHUNET 인공 신경망 구조이다. 압축의 각 층에 0.1의 비        

율을 가지는 드롭아웃 계층이 존재하며, 활성화 함수는      

Exponential Linear Unit (Elu)를 사용하였다. 압축 계층의 뉴       

런 개수(n)는 1층(Le1)에서 6층(Le6)까지 128, 64, 32, 16, 8, 4         

로 순차적으로 감소한다. 팽창 단계는 압축 단계와는 달리 드        

롭아웃 계층이 없으며 활성화 함수는 압축과 동일하게 Elu를       

사용하였고 뉴런 개수는 1층(Ld1)에서 6층(Ld6)까지 4, 8, 16,       

32, 64, 128로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최종 출력 층의 활성화 함         

수는 linear이며 본 연구에서는 Saad and Chen (2021)과 동일        

하게 2,304개의 요소를 가지는 1차원 값을 출력하였다.      

PATCHUNET의 손실 함수는 평균 제곱 오차이며 최적화 기법       

은 Adam을 사용하였다.

DDUL

세 번째 잡음 제거 방법인 DDUL (Yang et al., 2021)은         

DDAE (Saad and Chen, 2020)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제안된        

모델로서, 앞서 설명한 모델인 PATCHUNET(Saad and Chen,      

2021)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지만 완전 연결 계층의 수가        

더 많아 계산량이 더 크다. DDUL은 PATCHUNET과 동일한       

방식으로 패칭된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 하였으며 예측       

결과는 언패칭 단계를 통해 2차원 탄성파 자료로 복원된다.       

Fig. 5는 본 연구에 사용한 DDUL 인공 신경망 구조이며 신경         

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DDUL의 압축 단계는 총 6개의 압축 블록(encoding block,       

E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블록은 2개의 완전 연결 계        

층, 2개의 배치 정규화 계층, 2개의 활성화 함수 계층을 포함         

하고 있다. 이때 매개변수의 가중치 분포 편향(internal      

covariate shifts)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 연결 계층과 활성화 함        

수 계층 사이에 배치 정규화 계층이 있도록 구성되었다. 활성        

화 함수로는 Leaky Rectified Linear Unit (Leaky ReLU)가 사        

용되었으며 뉴런 개수(n)는 1층(Ebe1)에서 6층(Ebe6)까지 128,     

64, 32, 16, 8, 4 순으로 순차적으로 감소한다. 팽창 단계 또한          

총 6개의 팽창 블록(decoding block, D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축 블록과 동일하게 각각의 팽창 블록은 2개의 완전 연결        

계층, 2개의 배치 정규화 계층, 2개의 활성화 함수 계층이 있         

다. 또한 압축과 팽창 계층 사이에는 압축 단계 각 층마다 추          

출된 자료의 보존 및 손실 방지를 위해 연결 계층이 추가되었         

다. 활성화 함수는 Leaky ReLU를 사용하였으며 뉴런 개수는       

1층(Dbd1)에서 6층(Dbd6)까지 4, 8, 16, 32, 64, 128개 순으로        

순차적으로 증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마지막 출력 계층의 뉴런      

개수는 총 2,304개이며 활성화 함수는 Linear이다. DDUL의      

손실 함수와 최적화 방법은 PATCHUNET과 동일하게 MSE      

및 Adam이 사용되었다.

수치 예제: 인공 합성 자료

학습 자료 생성

인공 합성 자료를 이용한 수치 실험을 위해서 엇격자 유한        

차분법(Graves, 1996)을 이용한 음향파 모델링을 수행하여 인      

공 합성 자료를 생성하였다. 인공 합성 자료 생성을 위한 배경         

속도 모델로 Marmousi-2 모델(Martin et al., 2006)을 사용하       

였으며, 송신원 간격은 12.5 m로 총 315개, 수신기 간격은        

6.25 m로 송신원 당 수신기 개수는 24개, 기록 시간은 총 1 s           

로 0.25 ms의 간격을 가진다. 생성된 인공 합성 자료에 Jun et          

al. (2021)의 연구에서 취득한 현장 잡음 자료를 추가하여 현        

장 탄성파 자료를 모사한 공통 송신원 모음을 생성하였으며       

이때 인공 합성 자료와 현장 잡음 자료의 진폭 비는 0.6:0.4 ~          

0.99:0.01의 범위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총 315개의 공통      

송신원 모음이 생성되었으며 Saad and Chen (2021)의 학습 및        

테스트와 동일하게 전체 자료 중 80%인 252개의 공통 송신원        

모음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학습 자료로, 나머지 20%인 63개       

는 테스트 자료로 활용하였다. Fig. 6은 잡음 추가 전후의 인         

공 합성 자료 예시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탄성파 자료 잡음 제        

거를 위해 대표적인 모델 세가지를 비교하였다. 따라서 생성된       

인공 합성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모델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생         

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첫번째로 N2NUNET의 경우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모델이며 2차원 형태의 패치로 학습 자료를 구        Fig. 5. The architecture of the DDUL model (Yang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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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해야 한다. 우선 (24,4000) 크기의 중합 전 탄성파 자료를        

(24,400) 크기로 분할하였으며, 충분한 양의 학습 자료를 확보       

하기 위해서 시간 축 방향으로 50개 샘플씩 이동하며 자료를        

추출하였다. N2N 방식은 동일한 신호에 서로 다른 잡음을 가        

지는 두 가지 패치를 입력 및 출력 자료로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식이므로 학습 자료 또한 동일한 신호에 서로 다른 잡음을        

가지는 두 가지 패치를 짝으로 구성해야 한다. 탄성파 자료가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얻어진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짝수 번째      

와 홀수 번째 트레이스를 각각 추출하여 패치를 만들고 각 패         

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학습의 입력 및 타겟 패치로 사용하        

였으므로 입력 및 타겟 패치의 크기는 각각 (12,400)이며 총        

18,324개의 학습 패치 쌍이 생성되었다. Fig. 7a는 입력 패치        

와 타겟 패치 예시이며, 각각을 보면 입력 패치와 출력 패치         

내에 탄성파 반사 신호는 서로 매우 유사하지만 잡음은 서로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TCHUNET과 DDUL은 N2NUNET 과는 달리 다층 퍼셉      

트론 방식이므로 입력 및 출력 자료로 1차원 자료를 활용한        

다. 입력과 출력은 동일한 자료이며 공통 송신원 모음을 2차        

원의 패치로 나눈 후 각 패치를 다시 1차원으로 바꾸는 패칭         

단계를 통해 학습 자료를 생성하였다. Saad and Chen (2021)        

과 Yang et al. (2021)의 방법과 유사하게 (24,96) 크기로 추출         

한 2차원 패치를 2,304개의 값을 가지는 1차원 자료로 변형하        

였으며, 이때 시간 축 방향 4개의 샘플 간격으로 매우 조밀하         

게 이동하며 2차원 패치를 추출하여 총 246,203개의 학습 자        

료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패치들은 서로 매우 많은 부분이 겹        

치기 때문에 학습이 수행될 때 S2S 형태의 비지도학습과 유사        

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Fig. 7b는 추출된 패치와 1차원으로        

변형된 입력 자료의 예시이다.

인공 신경망 학습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총 3가지의 인공 신경망을 각각        

학습하였다. GPU 기반의 Keras 2.7.0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       

하였으며 NVIDIA RTX 3090 GPU 1개를 사용하였다. 세 가        

지 모델 모두 오차가 충분히 작아져 수렴했다고 판단될 때까        

지 학습을 수행하였으며 그중 오차가 가장 낮은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다. 학습된 모델을 테스트 자료에 적용하여 잡       

음 제거 성능 비교를 수행하였다. N2NUNET은 합성곱 신경       

망을 활용하므로 어떤 크기의 자료가 입력되더라도 학습된 모       

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시 모델의 입력 자료 크기를 특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된 모델을 직접 (24,4000) 크기의       

테스트 자료에 적용하여 잡음 제거를 수행하였다. PATCHUNET      

과 DDUL은 학습된 모델을 패칭된 1차원 테스트 자료에 적용        

한 후 언패칭 단계를 거쳐 (24,4000) 크기의 잡음이 제거된 공         

통 송신원 모음을 복원하였다. 

구축한 인공 합성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모델에 대한 학습을        

Fig. 6. The synthetic seismic data (a) before and (b) after adding 

noise.

Fig. 7. The training data for the (a) N2NUNET and (b) PATCHUNET and DDUL models. After this training, the models were tested using 

synthetic data.



78 김수정 · 전형구

수행하였으며 잡음 제거 결과 및 예측된 잡음, 그리고 잡음이        

제거된 자료와 예측된 잡음 간의 지역 유사도(Local Similarity)       

(Fomel, 2007) 결과를 이용해 잡음 제거 성능을 비교하였다.       

Figs. 8a-h는 비교를 위한 잡음이 없는 정답 자료, 실제 잡음         

Fig. 8. A comparison of the denoised results and the local similarities for synthetic seismic data. (a) The clean data. The denoised results 

generated using the machine learning models (b) N2NUNET, (c) PATCHUNET, and (d) DDUL. (e) The noisy data. The noise removed by 

the models (f) N2NUNET, (g) PATCHUNET, and (h) DDUL. The local similarity maps of (i) the clean data and the denoised data generated 

by (j) N2NUNET, (k) PATCHUNET, and (l) DD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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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모델을 이용한 잡음 제거 결과와 제거된 잡음을 보여         

준다. 잡음 제거 전 공통 송신원 모음은 Fig. 6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지도 학습의 경우 정답 자료가 없는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잡음이 제거된 결과와 예측된 잡음간의 지역       

유사도를 이용하여 각 모델의 잡음 제거 학습 성능을 비교하        

기도 하므로(Chen and Fomel, 2014; Saad and Chen, 2020) 본         

연구에서도 지역 유사도를 이용하여 각 모델의 잡음 제거 학        

습 성능을 비교하였다. 잡음 제거 결과와 예측된 잡음의 지역        

유사도는 Figs. 8i-l에 도시되어있다. Fig. 8f의 N2NUNET모델      

로 예측된 잡음의 경우, 잡음 제거 전 공통 송신원 모음의 무          

작위 잡음이 상당부분 억제된 것처럼 보이나 직접파와 해저면       

반사파 및 해저면 아래 반사파 중 일부(0.5 ~ 0.8 s)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TCHUNET과 DDUL을 이용하여 예       

측된 잡음 Fig. 8g와 Fig. 8h는 N2NUNET만큼의 큰 진폭의        

반사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탄성파 반사파로 보이는 약       

한 신호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지도 학습         

모델들이 자료의 압축-팽창을 통해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제 반사파의 진폭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지역 유사도의 경우 N2NUNET은 직접파와 해저면      

반사파 및 해저면 아래 반사파 중 일부에서 높은 값을 가진         

다. PATCHUNET과 DDUL의 경우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지지       

만 PATCHUNET의 해저면 아래 반사파 중 일부(0.3 ~ 0.4 s,         

0.6 ~ 0.8 s)가 DDUL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 정답 잡음과 지역 유사도에 해당하는       

Fig. 8e와 Fig. 8i를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결과들과 직접 비교         

하였을 때 DDUL 모델 결과인 Fig. 8h, Fig. 8l이 정답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수치 예제: 현장 자료

학습 자료 생성

비지도 학습 기반 탄성파 무작위 잡음 억제 방법의 중합 전         

현장 자료에 대한 적용성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        

해에서 취득한 스파커 송신원 탄성파 자료(Jun et al., 2021)에        

각각의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현장 자료의 송신원 간격은 약       

13 m 이며 수신기 간격은 6.25 m이다. 각 송신원 당 수신기          

개수는 24개이며 0.25 ms 간격으로 총 1초간 신호를 기록하였        

다. 취득된 현장 자료에 50-80-400-500 Hz의 통과 대역을 가        

지는 주파수 필터와 송신원 모음 간 송신 에너지 차이를 보정         

하기 위한 진폭 정규화만 적용하였으므로 상당수의 무작위 잡       

음이 여전히 포함된 상태이다. 인공 합성 자료와 마찬가지로       

전체 1,200개의 현장 공통 송신원 모음 중 80%인 960개를 무         

작위로 선택하여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나머지 240개는      

테스트 자료로 활용하였다. 비지도 학습의 경우 학습과 테스트       

자료를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으로 사용       

할 지도 학습 모델(DnCNN)과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학습과       

테스트 자료로 분리하였다. Fig. 9는 현장 자료 수치 예제에 사         

용한 현장 자료의 일부이다. 취득된 현장 자료는 인공 합성 자         

료를 이용한 학습 자료 생성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각 모델에         

맞게 처리되었다. N2NUNET의 경우 인공 합성 자료 예제와       

동일한 크기인 (24,400) 크기의 학습 패치 및 테스트 패치를        

생성하였으며 이때 패치 추출을 위한 이동 간격은 시간 축 방         

향으로 100 샘플이다. 학습에 사용한 학습 패치 쌍의 수는 총         

35,520개이며 Fig. 10a는 현장 자료를 이용해 구축한 입력 패        

치와 타겟 패치이다. PATCHUNET과 DDUL 학습을 위한 학       

습 자료도 인공 합성 자료를 이용한 수치 실험과 유사하게        

(24,96) 크기로 2차원 패치를 추출하고 2,304개의 값을 가지는       

1차원 자료로 변형하여 구축하였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보유한        

계산 자원의 메모리를 고려하여 패치 생성 시 4개가 아닌 8개         

간격씩 이동하며 학습자료를 생성했다는 점이다. 총 469,440      

개의 학습 자료를 생성하여 모델 학습을 수행하였다.

인공 신경망 학습

구축된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각 모델에 대한 학습을 수행        

하였으며 인공 합성 자료 수치 실험과 동일한 장비 및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학습된 신경망은 테스트 자료에 적용되어 중       

합 전 현장 탄성파 자료의 무작위 잡음을 제거하였으며       

N2NUNET의 경우 (24,4000) 크기의 테스트 자료에 직접 학습       

된 모델을 적용하였고, PATCHUNET과 DDUL은 (2304) 크기      

로 패칭된 테스트 자료에 학습된 모델을 적용한 후 언패칭을        

통해 무작위 잡음이 제거된 (24,4000) 크기의 공통 송신원 모        

음으로 복원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해 탄성파 무작위 잡음 제        

거에 널리 사용되는 지도학습 기반의 DnCNN (Zhang et al.,        

2017) 모델을 통해서도 잡음을 제거하였으며 지도 학습 기반       

Fig. 9. The field seism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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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nCNN 모델을 이용한 잡음 제거의 구체적인 절차는 Jun        

et al. (2021)에 제시되어 있다. 

각 모델에 대한 학습이 완료된 후 학습된 비지도 학습 모델         

들과 Jun et al. (2021)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학습된 DnCNN        

기반 지도 학습 모델을 테스트 자료에 적용하여 잡음 제거 학         

습 성능을 비교하였다. 각 모델을 통한 잡음 제거 결과, 예측         

된 잡음, 잡음 제거 결과와 예측된 잡음의 지역 유사도는 Fig.         

11에 도시되어 있으며 잡음 제거 전 공통 송신원 모음은 Fig.         

9에 도시되어 있다. 세 가지 비지도 학습 방법 모두 공통 송신          

원 모음 내 무작위 잡음을 상당 부분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         

각 방법을 통해 예측된 잡음들을 비교해 보면 지도 학습을 이         

용하여 예측된 잡음(Fig. 11e)에는 탄성파 반사파로 보이는 신       

호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비지도 학습을 이용해 예측된 잡        

음에는 반사파가 일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그중        

N2NUNET의 잡음 예측 결과인 Fig. 11f의 경우 직접파와 해        

저면 반사파 및 해저면 아래 반사파 중 일부(0.17 ~ 0.3 s)가          

예측된 잡음에 포함되어 있다. PATCHUNET (Fig. 11g)과      

DDUL (Fig. 11h)의 잡음 예측 결과는 N2NUNET만큼 큰 진        

폭의 반사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접파 및 해저면 반        

사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지도 학습 모델들이         

자료의 압축-팽창을 통해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실제 반       

사파의 진폭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 유사도의 경우 N2NUNET은 직접파 부분에서 높은 값       

을 가지는 반면 해저면 부분에서는 낮은 값을 가진다. 이는 지         

역 유사도 계산 과정에 수행되는 공간 평활화가 예측된 잡음        

중 해저면 부분을 왜곡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PATCHUNET      

과 DDUL의 지역 유사도는 서로 유사하지만 PATCHUNET의      

지역 유사도가 0.2 s 근처에서 더 높은 값을 가지는 반면         

DDUL의 지역 유사도는 직접파 부분에서 더 높은 유사도를       

가진다. 잡음이 가장 적절히 예측된 것으로 보이는 지도 학습        

결과(Fig. 11i)에서도 직접파 및 0.3 s 부분에서 일부 강한 지         

역 유사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도 학습에서         

고주파수 신호를 잡음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으로(Jun et al.,      

2021) 보인다. 

토의 

본 연구에 사용한 세 가지 비지도 학습 모델의 잡음 제거 성          

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인공 합성 자료 수치 예제 결과에         

대해 최대 신호 대 잡음비(Peak Signal to Noise Ratio, PSNR)         

와 구조 유사도(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 SSIM)를      

계산하였다(Hore and Ziou, 2010). PSNR은 정답 자료와 잡음       

이 제거된 자료의 진폭 크기를 직접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자         

료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값이 클수록 정답 자료와 잡음        

이 제거된 자료가 유사함을 지시한다. PSNR 값이 낮다는 것        

은 잡음이 제거된 자료의 진폭이 정답 자료와 차이가 나거나        

잡음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SSIM은 정답 자       

료와 잡음이 제거된 자료의 구조적 유사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두 자료 간의 구조적 유사도가 클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         

고 구조적 유사도가 낮을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만약        

잡음 제거 과정에서 잡음으로 인한 신호 왜곡이 적절히 억제        

되었다면 높은 SSIM 값을 가지겠지만 잡음 제거 과정에서 신        

호의 형태가 더 변형되었다면 SSIM은 낮은 값을 가질 것이        

다. 학습된 각 비지도 학습 모델들을 테스트 자료에 전체 적용         

하고 PSNR과 SSIM 값을 계산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잡음 제        

거 전(Noisy(input)) 자료에 대해서도 PSNR과 SSIM을 계산하      

였다. 각각의 계산 결과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PSNR 값을 비교해 보면, DDUL이 33.2858로 가장 높은 값        

을 가지고 N2NUNET이 26.2243으로 가장 낮은 값을 가지며       

PATCHUNET은 32.9721로 DDUL과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낮은 값을 가진다. 이는 N2NUNET의 잡음 제거 성능이 가장        

떨어지며 특히 신호의 진폭을 회복하는 성능이 가장 낮다는       

Fig. 10. The training data for the (a) N2NUNET and (b) PATCHUNET and DDUL models. After this training, the models were tested using 

fiel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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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N2NUNET의 경우 강한 반사 신호들이 남아       

있는 것을 도시된 예측 잡음 및 지역 유사도(Figs. 8f, 8j)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N2NUNET이 압축-팽창 과정을 통해 신호        

의 크기를 적절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SSIM 값도       

Fig. 11. A comparison of the denoised results and the local similarities for the field seismic data. The denoised results generated using the 

machine learning models (a) DnCNN (Jun et al., 2021), (b) N2NUNET, (c) PATCHUNET, and (d) DDUL. The noise removed by the models 

(e) DnCNN, (f) N2NUNET, (g) PATCHUNET, and (h) DDUL. The local similarity maps of the denoised data generated by (i) DnCNN, (j) 

N2NUNET, (k) PATCHUNET, and (l) DD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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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NR 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N2NUNET이 0.7205로 가       

장 낮은 값, PATCHUNET이 0.7976으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        

며 DDUL은 0.7923으로 PATCHUNET과 유사하지만 조금 낮      

은 값을 가진다. N2NUNET의 SSIM이 가장 낮은 이유는       

N2NUNET의 학습 자료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N2NUNET       

의 경우 공통 송신원 모음 내 인접한 트레이스를 각각 입력 자          

료와 타겟 자료로 설정하기 때문에 입력 자료와 타겟 자료의        

신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하 매질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학습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       

다. 본 연구에서 학습에 사용한 인공 합성 자료의 경우 비교적         

구조가 복잡한 Marmousi-2 모델이므로 인접한 트레이스 간      

신호의 유사도가 충분히 높지 않다. 따라서 N2NUNET을 이       

용한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 결과에서 신호의 왜곡이 크게 발         

생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반면 PATCHUNET과 DDUL의      

경우 입력 자료와 타겟 자료가 동일한 자료이므로 불필요한       

신호의 왜곡 없이 잡음 제거가 가능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높       

은 SSIM이 계산되었다. 

인공 합성 자료 테스트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잡         

음 제거 전 자료의 PSNR이 잡음 제거 후의 PSNR 결과들 보          

다 더 높다는 점이다. PSNR은 신호의 값을 비교하여 잡음 제         

거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인데 잡음 제거 후에 PSNR이 감소하        

였다는 것은 비지도 학습 기반의 잡음 제거 방법을 통해서 탄         

성파 자료의 진폭을 정확히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나        

타낸다. 비지도 학습은 정답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답에 대한        

정보 없이 신호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을 통해 잡음 제거를        

수행한다. 잡음과 다른 성질을 가지는 신호의 특성이 제대로       

학습될 경우 잡음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신호의 정        

확한 진폭 값은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의 압축-        

팽창 과정에서 신호를 회복할 때 신호의 진폭 값을 완벽히 회         

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측된 잡음 결과에서 잡음뿐       

만 아니라 진폭이 적절히 회복되지 않은 신호도 함께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SSIM의 경우 신호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        

이 아니라 형태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폭을 제대로 회        

복하지 못하더라도 잡음만 적절히 제거되었다면 높은 값이 도       

출된다. 

인공 합성 자료의 경우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과       

비교 목적의 잡음 없는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장 자료를 이용한 수치 예제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Saad and Chen (2020)은 신호와 잡음의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비용 함수를 구성하였다. 신호와 무작      

위 잡음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잡음이        

제거된 신호와 제거된 잡음 간의 상관 계수가 낮아지는 방향        

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모델 학습을 수행하였고 해당 목적       

함수가 탄성파 잡음 제거에 적절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Saad and Chen (2020)의 가정에 따라 현장자료에서 제거된 잡        

음과 신호 간의 상관계수가 낮은 경우 잡음 제거가 효과적으        

로 진행되었다고 전제하고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CC) (Benesty et al., 2009; Schober et al., 2018)         

를 통해 비지도 학습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습한 세 가지 비지도 학습 모델과 비교를 위한         

지도 학습 모델(DnCNN)의 잡음 제거 결과에 대한 PCC를 계        

산하고 그 수치를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수치는 Table 2에 있다.

N2NUNET, PATCHUNET, DDUL의 PCC값은 순서대로    

0.2470, 0.2449, 0.1670이다. 인공 합성 자료 결과와 유사하게       

DDUL이 가장 낮은 PCC 값을 가져 잡음 제거 성능이 가장 높          

음을 알 수 있고 N2NUNET이 가장 높은 PCC 값을 가지므로         

잡음 제거 성능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PATCHUNET의        

경우 DDUL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지지만 N2NUNET보다는 낮       

은 값을 가진다. DnCNN은 0.2232의 PCC 값을 가지며       

DDUL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진다. 이는 DnCNN을 통한 잡음        

제거에서 신호의 고주파수 성분 또한 잡음으로 예측되었는데      

(Jun et al., 2021) 잡음으로 간주된 고주파수 성분과 잡음 제         

거 후의 신호가 서로 어느정도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각 비지도 학습 모델을 이용한 인공 합성 자료와 현장 자료         

의 수치 실험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세 가지의 비지도 학습         

모델 중 N2NUNET이 가장 낮은 잡음 제거 성능을 보여주며        

DDUL이 가장 높은 잡음 제거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N2NUNET은 잡음 제거 과정에서 신호의 왜곡        

Table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field seismic data analyzed using the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models (N2NUNET,                 

PATCHUNET, and DDUL) and the supervised machine learning model (DnCNN). The best result is highlighted.

Method N2NUNET PATCHUNET DDUL DnCN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2470 0.2449 0.1670 0.2232

Table 1. Average PSNR (dB)/SSIM results for the synthetic data using the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models (N2NUNET, PATCHUNET,                 

and DDUL) and noisy input data. The best results are highlighted.

Method N2NUNET PATCHUNET DDUL Noisy(Input)

PSNR [dB] 26.2243 32.9721 33.2858 33.7603

SSIM 0.7205 0.7976 0.7923 0.7336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를 위한 비지도 학습 연구 83

이 발생하며 지하 매질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왜곡의 정도가       

커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탄성파 자료 처리에 적용하고자 한다       

면 지하 매질의 구조 변화가 매우 작거나 수신기 사이 간격이         

매우 좁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PATCHUNET은 DDUL과 상당히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었으     

나 인공 합성 자료의 PSNR이나 현장 자료의 PCC 값 비교를         

통해 볼 때 잡음 제거 성능이 DDUL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          

으로 판단된다. DDUL의 경우 가장 양호한 잡음 제거 성능을        

보여주지만 비지도 학습의 특성으로 인해 신호의 진폭을 완벽       

히 회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비지도 학습 모델과 DnCNN을 이용한 지도 학습을 비교해 보        

면, 지도 학습의 경우 신호의 진폭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잡음        

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 자료 구         

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대상 자료에 맞는 적절한        

학습 자료를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        

면 비지도 학습의 경우 학습 자료 구축이 매우 간단하며 양호         

한 잡음 제거 결과를 도출하지만 압축-팽창 과정에서 신호의       

진폭을 정확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잡음 제거를 주시 토모그래피를 위한 주시 추        

출 전 자료나 자동 이득 회수 적용 전 자료 등 신호의 절대적           

인 진폭 값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면 적은 시간         

과 비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잡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탄성파 자료의 정확한 분석 및 해석을 위해서는 탄성파 자        

료 처리 과정 중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탄성파 자료의 잡음 제거는 탄성파 자료 처리 과정 중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탄성       

파 잡음 제거 방법을 이용하여 중합 전 탄성파 자료의 잡음 제          

거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생성된 인공 합성 자료와 동해에서       

취득한 스파커 송신원 탄성파 자료를 대상으로 모델들을 학습       

하고 잡음 제거를 수행하여 비지도 학습 모델들의 탄성파 잡        

음 제거 성능을 비교하였다. 세 가지의 비지도 학습 모델인        

N2NUNET, PATCHUNET, DDUL 모두 UNET 구조에 기반하      

였으며 탄성파 자료에 적합하도록 변형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N2NUNET은 하나의 공통 송신원 모음을 두 부분으로 분        

할하여 입력 자료와 타겟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PATCHUNET      

과 DDUL은 조밀하게 추출된 2차원 패치를 1차원으로 변형하       

여 학습자료를 구축하는 패칭 기법을 이용하였다. N2NUNET,      

PATCHUNET, DDUL 세 가지 모델을 인공 합성 자료 및 현         

장 중합 전 탄성파 자료에 적용 하였으며 잡음 제거 결과를 지          

역 유사도, PSNR, SSIM, PCC 등의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분        

석 결과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탄성파 자료 잡음 제거에는 세         

모델 중 DDUL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2NUNET       

은 가장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PATCHUNET은 DDUL과      

학습 결과가 거의 유사하였으나 DDUL이 정량적으로 근소하      

게 높은 성능을 보였다. 지도 학습 방법인 DnCNN을 통한 잡         

음 제거와 비교한 결과 비지도 학습도 잡음의 특성을 잘 예측         

하여 잡음을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나, 비지도 학습의 특성상 탄성파 자료의 실제 진폭을 정확히        

회복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도 학습       

을 위한 양질의 학습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지도         

학습이 더 신뢰할만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진         

폭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잡음 제거에 높은 효율이 필요         

한 경우, 또는 양질의 정답이 있는 학습 자료를 구축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비지도 학습을 이용한 잡음 제거가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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