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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구물리학은 그 기본 자료 중 하나로 탄성파 혹은 다른 파동, 즉 

시계열 자료를 다룬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들은 취득 환경에 따른  

수많은 개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

되지 못하고 사람의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처리과정을 거쳐야만 하

였다.  

때문에 처리방식의 자동화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 최근 범용근사

자(universal approximator)의 성질을 지닌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딥

러닝이 지구물리 분야에서도 활용되어 왔다. 딥러닝이 가지는 표현 

학습(representation learning)으로의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가 기존의 

시계열 자료에서 발견하지 못한 특성들을 추출함으로써 사람이 개

입되지 않는 자료처리 및 영상 이미지 생성 등을 연구하는 논문들

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많

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자료에 최초로 인공 신경망의 한 

종류인 autoencoder를 활용하였던 Valentine & Trampert, 2012의 연구

를 기초로 하여, 그의 연구의 한계점인 ‘위상정보로 인한 학습의 왜

곡’ 으로 인한 서로 다른 타임 윈도우가 주어졌을 때 동일한 트레이

스일지라도 제대로 트레이스가 복원이 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위상정보를 배제한 주파수영

역에서의 학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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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기존의 물리탐사 영역에서 지하영상을 추출할 시 사용되는 취득 

자료 중 탄성파, 전자파 등의 시계열 자료를 처리하는 작업은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는 지하 구조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된 날짜, 날씨, 주변 소

음 등의 여러 변수 들에 의한 많은 잡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 여러 선처리 과정을 거친 후 지하 영상화 기법에 활용되곤 한

다. 하지만 보통의 기법들이 이러한 시계열 자료에서 좁게는 시간영

역, 공간영역 그리고 주파수영역 혹은 파수-주파수영역에서 이루어

지는 것과 달리 딥러닝은 표현 학습(representation learning; 자료가 

표현되는 최적의 영역을 찾는 학습을 의미) 일종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법으로는 활용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시계열 자료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반대로 적용하면, 기존의 방법으로 걸러

내지 못했던 잡음들을 더욱 잘 제거할 수 있다. 

기존의 지하영상화의 목적은 시추 등의 직접적이고 고비용의 탐

사작업 없이 가장 실제 지하구조에 근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

되고 발전되어 왔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처리, 보정, 역산 등의 

자료 처리 및 이미지 기법들은 취득된 자료로부터 잡음나 잉여의 

정보를 제거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남겨 정확한 지하 영상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작업이 사람의 수작

업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기법에 필요한 메타 자료(meta data or 

hyper parameter)를 사람이 조절하는 조정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는 

여러 단점을 유발하는데, 첫째로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고도

의 교육 및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용에 많은 인건비가 발생



 

 
２ 

 

하며, 둘째로 수작업으로 인해 처리되는 자료의 양에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로 사람의 역량이나 편견에 따라 작업과정에서 중요한 정보

가 소실되거나, 해석이 판이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에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을 도입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

점들은 완화할 수 있다고 보인다.  

깊은 인공 신경망(Deep artificial Neural Network, DNN)을 활용한 딥

러닝(Deep Learning)은 그 유용성과 범용성때문에 머신러닝 분야에

서 근 십 여년 동안 주요 분야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시계열 자료

에 DNN을 활용하려는 시도 또한 병행되어왔다. 이러한 방법들은 크

게 두가지 분류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재귀적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주로 사용하여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을 통해 미래의 시계열 자료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은 

DNN이 특정한 시점의 시계열 자료를 생성하는 계(system)의 내부적 

관계(internal physics)를 학습할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Gashler and Ashmore, 2014). 이 방법들은 주로 특정 미래 시점의 

값을 예측하거나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시계열 자료의 이상값을 탐

지하는데 쓰인다. 다른 대표적인 방법은 주로 DNN의 일종인 auto-

encoder를 활용하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을 수행하는 것이다. 비지도학습은 라벨링(labeling)이 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으로 라벨링된 자료를 

이용하여야하는 지도학습에 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지구물리분야에서도 인공신경망을 적용하려는 시도하는 연

구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적용의 경향은 딥러닝의 폭발적인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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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2006년 Hinton의 연구가 발표된 전과 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Hinton 이전의 연구는 ‘딥러닝’이 아닌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연구로

써 현재 대두되는 것처럼 깊은 신경망과 막대한 자료들이 사용되지 

않은 연구들이었다. 이는 당시의 제한된 컴퓨터 계산능력과 인터넷

이 보편화되기 전의 적은 자료량에 따른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들은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Hinton의 

연구 이후에 등장한 ‘인공신경망’ 연구들은 대부분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들이었다. 깊은 인공신경망이 가지는 범용근사자(universal ap-

proximator)로써의 속성을 이용하여 문제를 묘사하는 방정식이나 해

결을 위한 정확한 모델이 없는 경우에도 다량의 학습 자료를 사용

해 문제를 극복하는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Giovanni Romeo, 1994; 

Mirko Van der Baan & Christian Jutten, 2000 ; Valentine & Trampert, 2012 ). 

이 논문에서는 이 중 지진 탄성파 자료에 최초로 autoencoder를 

적용한 Valentine & Trampert, 2012의 연구를 기반으로 삼는다. Valentine 

& Trampert, 2012의 연구는 지진파(탄성파) 자료에 차원축소를 

적용하여 그 특성을 올바르게 추출하고자 했던 연구로써, auto-

encdoer를 사용하여 특성추출이 가능함을 보임과 동시에 그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Valentine & Trampert, 2012에서 나타난 ‘위상 차이로 인한 

학습의 왜곡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autoen-

coder에 탄성파 자료를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잇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 폰트를 스칼라, 

굵은 폰트를 벡터, 대문자표기를 행렬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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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1.1. 인공신경망과 그 구조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이하 신경망)은 인공 뉴런

(artificial neuron or perceptron, 이하 뉴런) 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

한다. 뉴런은 신경망 이론을 이루는 가장 기본 개념으로써 신경망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된다. 이러한 뉴런은 수식 2.1과 같은 수학적 

모델로 나타내어지며 또한 다음과 같은 그림 2.1으로 일반적으로 표

현된다.  

z𝑜𝑢𝑡 = 𝑓(𝐳in
T 𝐰 + 𝑏) 

수식 2.1 

 

그림 2.1 인공신경의 도식 

 

여기서 𝐳in은 일반적으로 뉴런으로 들어오는 실수인 열벡터를 의

미하며 이 벡터 𝐳in이 가중치 열벡터 𝐰와 바이어스(bias) 스칼라 𝑏

를 만나 𝐳𝑖𝑛𝐰 + 𝑏 라는 스칼라 값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값을 흔히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이라고 알려진 함수 𝑓에 대입하여 수

식 2.1에서처럼 최종의 결과값인 스칼라 z𝑜𝑢𝑡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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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활성화 함수가 선형적이라면 이 연산 과정은 선형성을 유지하나 

비선형적이라면 이러한 연산이 모델에 적절한 비선형성을 부여하여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이 가지는 선형성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림 2.1과 같은 모양이 기존의 뇌과학에서 다루는 신경세

포의 모양을 닮았고 여러 입력을 받아 적절한 활성화를 거친 후에 

결과를 배출하는 기능 또한 신경세포의 매커니즘을 모방하였기에 

이를 인공 뉴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림 2.2 Feedforward neural network의 모식도.  

왼쪽으로부터 입력 층, 은닉 층, 출력 층이다. 

 

이러한 (인공) 뉴런은 병렬적으로 늘어 놓아 짐으로써 하나의 층

(layer)을 구성하고 그러한 층을 연결 시킴으로써 하나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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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을 구성하게 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엄밀하게는 feedforward neural network)이라고 부르

고 그 구조는 그림 2.2에 나타나있다. 여기서 𝐳𝑘는 각 k번째 층에서 

의 출력 벡터를 의미하고, 𝐖𝑘 는 각 k번째 층에서의 가중치 행렬, 

𝐛𝑘는 각 𝑘번째 층에서의 바이어스 벡터 그리고 𝑓𝑘는 각 𝑘번째 층에

서의 활성화 함수이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의 층은 크게 3가지로 분

류할 수 있는데, 입력 벡터 𝐳in이 들어오는 입력 층(input layer), 출

력 벡터 𝐳𝑜𝑢𝑡이 내보내어지는 출력 층(output layer) 그리고 그 두 층 

사이에 존재하는 은닉 층(hidden layer)들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모든 인공신경망은 입력과 출력 두개의 층을 기본적으로 가지

고, 여기에 추가적인 은닉 층의 존재 유무가 깊은(deep) 인공신경망

과 종래의(conventional) 인공신경망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 ‘Deep 

neural network’ 혹은 ‘Deep learning’과 같이 ‘deep’이라는 키워드가 

붙게 된 것은 이러한 은닉 층이 여러 층 쌓여 시각적으로 ‘깊게’ 보

이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은닉 층이 깊어질수록 학습되는 가중치들

의 숫자가 늘어나며 이는 인공신경망에 장단점을 부여하게 된다. 장

점은 학습되는 가중치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인공신경망이 더 유

연한 모델이 되며, 이는 예전에 모사할 수 없었던 복잡한 형태의 방

정식이나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신경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

점 또한 학습 되어야하는 가중치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발생되는

데 이는 곧 학습에 필요한 계산이 늘어나고 충분한 학습을 위해 더 

막대한 양의 학습자료(training data)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의 뉴런이 아니라 층으로써 수학적 구조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신경망은 결국 입력 벡터 𝐳in을 출력 벡터 𝐳𝑜𝑢𝑡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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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map) 또는 함수(fun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근사(approximate)

하고자 하는 함수를  𝑓𝑡𝑟𝑢𝑒라고 하고 근사하는 함수를  𝑓𝑎𝑝𝑝𝑟이라고 

하고, 그림 2.2에 나타난 신경망을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수식 2.2

와 같게 된다. 

 

𝐳𝑜𝑢𝑡 = 𝐳2 = 𝑓2 (𝑓1 (𝐳0T
𝐖1 + 𝐛1𝑇

) 𝐖𝟐 + 𝐛2𝑇
)

𝑇
= 𝑓𝑎𝑝𝑝𝑟(𝐳0) 

≈ 𝑓𝑡𝑟𝑢𝑒(𝐳0) = 𝐳𝑜𝑢𝑡
𝑡𝑟𝑢𝑒 

수식 2.2 

출력 벡터 𝐳𝑜𝑢𝑡는 실제 참값 벡터인 𝐳𝑜𝑢𝑡
𝑡𝑟𝑢𝑒와 어느정도 다른 값을 

가지게 되고 이 차이가 적을 수록  𝑓𝑎𝑝𝑝𝑟가 𝑓𝑡𝑟𝑢𝑒를 잘 근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𝐳𝒊는 각 층에서 계산과는 종속적인 벡터이고 

나머지 𝐖𝑘, 𝐛𝑘 , 𝑓𝑘는 신경망 모델을 구축하는 인자(parameter)값 들

이다. 따라서 어떤 크기, 값의 𝐖𝑘, 𝐛𝑘  를 지정하는 것과  어떤 종류

의 함수를  𝑓𝑘로 지정하는 가는 이 모델이 다양한 함수를 근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함수  𝑓𝑘을 적절한 비선형 함수로 선택한다

면 선형적 모델이 가지는 convexity를 어느정도 포기하게 되지만 더

욱 다양한 비선형 함수를 유연하게 모사할 수 있는 capacity를 얻게 

된다(Goodfellow, Ian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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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경망의 학습과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

즘 

대부분의 신경망의 학습은 여러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그래디언트 기반 학습(Gradient based learning)에 의해 수행된다. 그

래디언트 기반 학습이란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정의하고 그 비용

함수의 편미분 값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당연하게

도 어떤 신경망 모델을 사용하는 지와 어떠한 형태의 자료를 사용

하는 지 등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함수도 다양하다. 각 모델과 자료

에 알맞는 비용함수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실수 형

태의 자료를 사용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용함수는 MSE(Mean 

Squared Error)로써 인자들을 𝜽로 요약할 때 수식 2.3와 같다. 이번 

연구에서도 수식 2.3의 식이 사용되었다. 

𝐸(𝐳in, 𝜽 ) =
1

2
∑(𝑓𝑎𝑝𝑝𝑟(𝐳in) − 𝑓𝑡𝑟𝑢𝑒(𝐳in))

2
 

=
1

2
∑(𝐳𝑜𝑢𝑡 − 𝐳𝑜𝑢𝑡

𝑡𝑟𝑢𝑒)2 

수식 2.3 

이러한 비용함수가 정의되면 그래디언트 기반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자들, 𝜽을 학습시킬 수 있다. 한편, 최대경사법(steepest 

gradient method)이나 확률적 경사하강법(stochastic gradient method) 

등의 학습된 망의 출력 결과를 가지고 그 오차를 이상적인 결과와 

비교하여 한 층 씩 거꾸로 가중치를 갱신하는 그래디언트 기반 학

습 알고리즘들은 그 각각의 인자들을 갱신하기 위해 각각의 인자들

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구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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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역전파 알고리즘이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Rumelhart et al., 

1986a에서 소개되어 현재 딥러닝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알고리즘 

중의 하나이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그래디언트 기반 학습 알고리즘 

안에서 수행되는 서브루틴(subroutine)이며 각각의 인자에 대한 그

래디언트를 계산하는데 쓰이는 알고리즘이다(Goodfellow, Ian et al., 

2016). 이 알고리즘의 출현으로 안정적으로 은닉 층을 가진 인공신

경망을 학습 시킬 수 있었고,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 라이

브러리(tensorflow, pytorch 등등)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2.2의 신경망을 대상으로 수식 2.3과 최대

경사법(steepest gradient method)을 사용해서 역전파 알고리즘을 간

락히 수행하겠다. 먼저 역전파 알고리즘은 출력층으로부터 한 층씩 

역순으로 가면서 인자를 갱신하므로 먼저 마지막 출력층의 인자를 

갱신해야한다. 그림 2.2에서 마지막 층은 𝑘 = 2인 층 이고 여기에서 

인풋은 𝐳1 = [𝑧1
1 𝑧2

1 𝑧3
1]𝑻 , 관여하는 인자는 함수 𝑓2,  행렬 𝐖2 =

(
𝑤11

2 𝑤21
2 𝑤31

2

𝑤12
2 𝑤22

2 𝑤32
2 )

𝑻

 , 벡터  𝐛2 = [𝑏1
2 𝑏2

2]𝑻  이고 아웃풋은 𝐳2 =

[z1
2 z2

2]𝑻가 된다. 여기서 𝐳1𝑻
𝐖𝟐 + 𝐛2𝑇

= 𝐳𝒏𝒆𝒕
𝟐 𝑻

이라하면  수식 2.4처

럼 표현된다. 

𝐸(𝐳in, 𝜽 ) =
1

2
∑(𝐳𝑜𝑢𝑡 − 𝐳𝑜𝑢𝑡

𝑡𝑟𝑢𝑒)2 

=
1

2
∑ (𝑓2 (𝐳1𝑻

𝐖𝟐 + 𝐛2𝑇
)

𝑇
− 𝐳𝑜𝑢𝑡

𝑡𝑟𝑢𝑒)
2

 

=
1

2
∑ (𝑓2 (𝐳𝒏𝒆𝒕

𝟐 𝑻
)

𝑇
− 𝐳𝑜𝑢𝑡

𝑡𝑟𝑢𝑒)
2

 

수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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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갱신해야하는 인자 𝐖2, 𝐛2 로 각각 편미분하면 연쇄법칙

(chain rule)에 의해 수식 2.5을 얻게 된다. 여기서 𝐳2, 𝐳𝑜𝑢𝑡
𝑡𝑟𝑢𝑒 , 𝑓2′

,

𝐳𝒏𝒆𝒕
𝟐 , 𝑧𝒊

𝟏, 𝐖𝟐, 𝐛2는 모두 알려 진 값이 기 때문에 이 편미분 값을 계산

할 수 있고 따라서 가중치의 갱신을 수행할 수 있다.  

𝜕𝐸

𝜕𝐖2
=

𝜕𝐸

𝜕𝐳2

𝜕𝐳2

𝜕𝐳𝒏𝒆𝒕
2

𝜕𝐳𝑛𝑒𝒕
2

𝜕𝐖2
 

= (𝐳2 − 𝐳𝑜𝑢𝑡
𝑡𝑟𝑢𝑒)𝑇𝑓2′

(𝐳𝒏𝒆𝒕
𝟐 )𝑧𝒊

𝟏𝑻
 

𝜕𝐸

𝜕𝐛2
=

𝜕𝐸

𝜕𝐳2

𝜕𝐳2

𝜕𝐛2
 

= (𝐳2 − 𝐳𝑜𝑢𝑡
𝑡𝑟𝑢𝑒)𝑇𝑓2′

(𝐳1𝑻
𝐖𝟐 + 𝐛2) 

수식 2.5 

 

1.3. Autoencoder 와 CRBM(Continuous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을 이용한 선행학습 

Autoencoder는 Hinton et al., 2006에서 소개되어 현재까지 널리 쓰

이며 Autoencoder family라는 파생 신경망들의 기원이 되는 핵심 신

경망 중의 하나이다. Autoencoder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구조

는 Feed Forward Neural Network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입력 받은 

벡터가 여러 층을 걸쳐 차원이 줄어들다가 중간 층에 도달한 후에 

다시 여러 층을 걸쳐 차원이 늘어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코딩(encoding)’과 ‘디코딩(decoding)’이다. 여

기서 ‘인코딩’은 어떤 자료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redundant) 정보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디코딩’은 인코딩된 핵심적인 벡터로부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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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입력 벡터를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Autoencdoer는 처음 절반

의 층을 거쳐가며 인코딩을 수행하여 벡터를 축소하고, 나머지 절반

의 층을 거치며 디코딩을 수행한다(그림 2.3).  

 

그림 2.3 Autoencoder의 개요도.  

(created by Chervinskii, Wikipedia) 

 

이러한 형태의 머신러닝 기법은 차원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 

및 복원(reconstruction)이라고 불리며 RBM(Restricted Boltzmann Ma-

chine), Deep Brief Network, Deep Boltzmann Machine,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등의 비슷

한 목적을 가진 선행 기법들이 존재한다. 당연히도 이러한 기법 등

의 성능은 ‘얼마나 핵심적인 정보를 잘 보존하면서 인코딩을 수행하

는가’와 ‘줄어든 정보로부터 얼마나 기존의 입력을 잘 복원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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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주로 평가된다. Hinton이 제시한 autoencoder는 기존에 있었던 

기법들보다 텍스트 분류, 음성인식을 포함한 대부분의 머신러닝 적

용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Hinton et al., 2006) 큰 주

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다른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고 모델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autoencoder의 특징은 입력 벡터의 차원과 출력 

벡터의 차원이 같고, 또 각 원소의 값까지 같은 것을 학습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 수식 2.6은 수식 2.4에서 𝐳𝑜𝑢𝑡
𝑡𝑟𝑢𝑒 = 𝐳in이라는 가정을 

하여 얻어낸 것이다.  

𝐸(𝐳in, 𝜽 ) =
1

2
∑(𝐳𝑜𝑢𝑡 − 𝐳𝑜𝑢𝑡

𝑡𝑟𝑢𝑒)2 

=
1

2
∑(𝐳𝑜𝑢𝑡 − 𝐳in)2 

수식 2.6 

따라서 Autoencoder는 여타 일반적인 Feed Forward Neural Network

와는 달리 라벨링된 자료를 사용한 지도학습이 아닌 입력 벡터로 

주어지는 자기자신을 비용함수에 사용하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이 가

능하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가진다. 

하지만 Autoencoder 또한 단점을 지니는데 그것은 기존의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을 학습시킬 때처럼 무작위의 작은 값으로 

초기화된 가중치들로부터 학습을 시작하면 잘 학습이 진행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비용함수가 작은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학습된 Autoencoder는 기존의 입

력벡터와는 다른 동떨어진 결과를 산출하였다. 2006년의 Hinton의 

논문은 위와 같은 단점 또한 CRBM(Continuous Restricted Boltz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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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을 이용한 선학습(pre-training)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임

으로써 autoencoder가 차원축소에 대한 대표적인 기법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 선학습이란 본래 학습 시키고자하는 신경망의 일부분이나 

또다른 작은 신경망에서 가중치들을 미리 학습한 후에 본래 목표로 

삼은 학습의 초기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림 2.4 3개의 가시(visible) 변수와 2개의 은닉(hidden) 변수를 가진 

CRBM의 모식도.  

자료들이 은닉 층(hidden layer)와 가시 층(visible layer) 사이를 오가

며 가중치를 학습시킨다. 

 

CRBM은 이진 자료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RBM(Restricted Boltz-

mann Machine)을 -1에서 +1 사이의 실수 자료를 다루기 위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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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모델이다. CRBM(혹은 RBM) 역시 신경망 이론의 초창기에 등장

한 모델로써 그림 2.4에서 나타나듯이 깊지(deep) 않은 2 개의 층으

로 이루어진 모델이다. 이 두개의 층은 각각 특징을 지니는데 자료

를 집어넣는 층을 가시 층(visible layer)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를 

은닉 층(hidden layer)이라고 한다. 가시 층으로 입력된 자료가 은닉 

층에 전달되는 과정은 신경망과 같으며 활성함수로써 보통 sigmoid

함수를 살짝 변형한 𝜑(𝑥) =
2

1+𝑒−𝑥 − 1를 사용한다. 이러한 함수를 사

용하는 이유는 출력 값 또한 (-1,1)의 범위를 유지해주기 위함이다. 

은닉 층에서 가시 층으로 전달되는 과정 또한 이와 동일하며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수식  2.7로 정리되며 여기서 𝑣𝑖 는 𝑖번째 가시 

변수이고 ℎ𝑗는  𝑗번 째 은닉 변수이다. 𝑤𝑖,𝑗는 𝑖번째 가시 변수와 는 

 𝑗번 째 은닉 변수를 연결하는 가중치이고 𝑏𝑗
ℎ는 은닉 변수 ℎ𝑗에 대

한 바이어스이고 𝑏𝑖
𝑣는 가시 변수 𝑣𝑖에 대한 바이어스이다. 

𝑁𝑗(0,1)는 ℎ𝑗 를 계산 할 때 사용되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샘플링 

된 잡음 랜덤 값이며, 𝑁𝑖(0,1)는 𝑣𝑖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표준 정

규분포에서 샘플링 된 잡음 랜덤 값이며 𝜎는 생성된 잡음에 곱해지

는 가중치이다. 

ℎ𝑗 = 𝜑 (∑(𝑤𝑖,𝑗𝑣𝑖

𝑖

) + 𝑏𝑗
ℎ + 𝜎𝑁𝑗(0,1)) 

𝑣𝑖 = 𝜑 (∑(𝑤𝑖,𝑗ℎ𝑗)

𝑗

+ 𝑏𝑖
𝑣 + 𝜎𝑁𝑖(0,1))  

수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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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CRBM 또한 차원축소를 위한 기법 중 하나로써 가

시 층으로 입력된 자료가 그 특성을 잘 보존하면서 인코딩 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가중치를 찾는 것이 이 기법의 핵심이다.  

여기서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가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 

되었지만 이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Chen & Murray, 2003에

서 제안되었으며 MCD(Minimizing Contrastive Divergence)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MCD란 대조적 발산(contrastive divergence)을 최소화하는 방법으

로써 무작위의 작은 값을 가중치에 초기값으로 부여하고 주어진 자

료 벡터 𝐯𝟎를 가시 층에 입력하여 은닉 벡터 𝐡𝟎를 얻고 이를 반복

하여 벡터 𝐯𝟏, 𝐡𝟏를 얻어낸다. 이를 이용하면 수식 2.8과 같은 갱신 

값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𝜖는 step length(혹은 learning rate)이다. 

∆𝑤𝑖,𝑗 = 𝜖(𝑣𝑖
0ℎ𝑗

0 − 𝑣𝑖
1ℎ𝑗

1) 

∆𝑏𝑗
ℎ = 𝜖(ℎ𝑗

0 − ℎ𝑗
1) 

∆𝑏𝑖
𝑣 = 𝜖(𝑣𝑖

0 − 𝑣𝑖
1) 

수식 2.8 

이러한 CRBM을 본래의 autoencoder의 인코딩 층에 과 동일한 관

계 만큼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이번 연구에서는 autoencoder의 층

이 512-256-128-64-32-64-128-256-512 의 층을 가지는 autoencoder

가 사용되었으므로 512-256 CRBM, 256-128 CRBM, 128-64 CRBM, 64-32 

CRBM을 준비한다. 그 후 512-256 CRBM을 먼저 학습시키고, 512의 

차원을 가지던 벡터를 512-256 CRBM을 통해 256 차원을 가지는 벡

터로 모두 인코딩한다. 그렇게 인코딩 된 256 차원의 벡터를 다시 

256-128 CRBM에 입력하여 선학습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128-6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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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RBM에도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autoencoder의 인코딩 부분, 즉 

512-256-128-64-32의 가중치 부분에 필요한 초기값이 만들어지는데, 

한편 이 값은 그대로 전치(transpose)되어 32-64-128-256-512 부분

인 디코딩 신경망 부분의 가중치의 초기값으로 쓰인다. 이는 일반적

인 autoencoder가 가지는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 신경망의 대칭성

(symmetry) 덕분에 이러한 초기값 설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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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1.4. 선행연구의 방법과 문제점 

본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Valentine & Trampert, 2012이다. 이 

연구는 최초로 차원축소와 복원을 위해 autoencoder를 탄성파 자료

에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차원축소와 복원 방식이 여러 후속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이다. Valentine & Trampert, 

2012의 연구에서는 IRIS/IDA global networks에서 2000년에 발생한 

모멘트 규모 6.5이상의 지진 트레이스(trace) 중 epicentral distance, 

𝜃𝐸가 40° ≤ 𝜃𝐸 ≤ 140°인 무작위 트레이스 6000개를 뽑은 후, corner 

frequencies가 1.0 mHz, 2.0 mHz, 6.7 mHz, 7.4mHz 인 cosine bandpass 

filter를 적용하고 67.5초의 샘플링 간격을 사용하여 각 트레이스의 

차원의 512가 되도록 resampling하였다.  사람의 눈으로 품질이 좋

지 않은 트레이스를 버려 최종적으로 1700개의 트레이스를 남기고 

이중 무작위로 1000개를 훈련용 자료로 사용하고 500개를 모니터링 

자료로 사용하였다(그림 3.1).  

 

그림 3.1 Valentine & Trampert, 2012 및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탄성파 자

료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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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Valentine & Trampert, 2012에서 트레이스의 시

계열 자료를 autoencoder에 넣은 방식이다. 그들은 autoencoder의 

입력 층에 512 크기의 벡터를 각각의 시간 순서에 맞추어 그대로 

입력하였다. 입력된 벡터는 잘 학습되었고 그 복원율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acceptable)이었다. 따라서 Valentine & Trampert, 2012는 탄

성파 자료를 autoencdoer를 통해 그 핵심정보를 잘 축약하고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하나의 큰 단점을 가진다. 그것은 어떠한 

타임윈도우를 선택하는 가에 따라 그 학습과 적용의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타임 윈도우의 선택은 크게 두가지로 나

뉠 수 있는데 하나는 ‘훈련 자료(training data)에 어떤 타임 윈도우

의 선택하는가’이고 두번째는 ‘학습이 끝난 신경망 모델에 입력되는 

검증 자료(monitoring data)에 대해 어떠한 타임윈도우를 설정하는가’

가 그것이다. 만약 이 두 타임윈도우의 선택이 웨이블릿에 대해 상

대적 위치가 동일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상

대적인 위치가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훈련자료와 검증자료에 서로 다른 타임 윈도우를 적용했을때 au-

toencoder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위해서 간단한 toy 

model test를 설계하였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512-256-128-64-32-64-

128-256-512 층을 가지는 autoencoder에 간단한 웨이블릿(wavelet)

을 서로 다른 타임 윈도우를 적용하여 학습하는 실험이다. 선학습으

로는 CRBM을 이용하였다. Toy model test는 크게 두 개의 test로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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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toy model test는 다음과 같다. 먼저 훈련용 자료로 가우시

안 파형으로 이루어진 웨이블릿 500개를 준비한다. 이 웨이블릿들은 

512개의 time step 중 오직 [0,255] 사이의 위치에만 위치한다(그림 

3.2). 

    

그림 3.2 첫번째 toy model test에 사용된 훈련 자료 가우시안 웨이블릿

들. 

1000개의 훈련 자료 웨이블릿들이 모두 [0,255] 사이의 time step에 분

포해 있다. 

반면에 검증용 자료 또한 동일한 가우시안 웨이블릿을 사용하기

는 하지만 그 웨이블릿의  위치가 (256,511) 에만 분포하는 웨이블

릿 500개를 준비한다(그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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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첫번째 toy model test에 사용된 검증 자료 가우시안 웨이블릿

들.  

1000개의 훈련 자료 웨이블릿들이 모두 [256,511] 사이의 time step에 

분포해 있다. 

학습 영역인 [0,511] 안에 두 그룹의 웨이블릿들이 서로 포함되며, 

위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는 동일한 가우시안 

웨이블릿들에 다른 타임 윈도우를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첫번째 toy model test의 목적은 같은 웨이블릿이지만 서로 다른 위

치에 존재하는, 즉 다른 타임 윈도우에 속하는 두 그룹의 웨이블릿

들 중 한 그룹 만을 학습 자료로 사용하였을 때 다른 그룹을 복원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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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의 결과는 학습된 autoencoder가 얼마나 입력 자료를 잘 복원

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를 보면 학습된 autoencdoer

가 훈련 자료를 입력으로 받을 때 훈련 자료가 분포하는 전 구간에 

걸쳐 시각적으로, 또한 낮은 오차(error)를 통해서도 입력 자료와 같

게 출력 자료를 잘 복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오차는 입력

한 자료와 출력(복원)된 자료 벡터의 mean squared error를 뜻한다. 

반면에 그림 3.5을 보면 학습된 autoencoder가 훈련자료를 입력으로 

받을 때 훈련 자료가 분포하는 전구간에 걸쳐 시각적으로, 또한 높

은 오차를 통해서도 입력 자료 벡터와는 현저하게 다른 출력 벡터

를 복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부분만 가중치가 학습되는 현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그림 3.6을 보면 512-256 입력 층의 가중치 행렬을 확

인할 수 있다. 각 행은 512 입력 층의 각 노드와 대응되고, 각 열은 

256 입력 층의 각 노드와 대응된다. 여기서 0이 아닌 가중치는 모두 

1~256 행 사이에 분포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열

에는 고르게 분포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512 입력

층에서 일부분의 뉴런만이 활성화되어도 256 입력층에 전부 영향을 

끼치고, 이에 따라 autoencoder가 웨이블릿을 잘 학습한 것처럼 보

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웨이블릿(여기서는 가우시안 웨이블릿)을 일

반적으로 학습한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나타나는 웨이블릿만을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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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첫번째 Toy model test의 훈련 자료를 이용한 복원.  

훈련 자료가 분포하는 전 범위에서 복원이 잘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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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첫번째 Toy model test의 검증 자료를 이용한 복원. 

훈련 자료가 분포하는 전 범위에서 복원이 잘 이뤄지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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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첫번째 Toy model test에 사용된 autoencoder의 512-256 

층 사이의 가중치 행렬(512 by 256)의 시각화. 

검정색 부분은 0 값을 뜻하고, 하얀색 부분은 밝음의 정도에 따라 

절대값이 큼을 의미한다. 

 

두번째 toy model test는 첫번째 toy model test를 보강하는 내용이다. 

첫번째 toy model test에서 같은 타임 윈도우 안에서 다른 시점에 배

치된 웨이블릿들은 autoencoder가 같은 웨이블릿으로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복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가능한 하나의 반론

을 생각해본다면 애초에 입력 자료 벡터들에 타임 윈도우 후반부의 

입력이 하나도 없었기에 복원이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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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첫번째 toy model 

test를 변형한 두번째 toy model test를 수행하였다. 

 

 

그림 3.7 두번째 toy model test에 사용된 훈련 자료 트레이스들. 

가우시안 웨이블릿과 리커(ricker) 웨이블릿을 사용하였다. 1000개의 

훈련 자료 중 500개는 위의 그림처럼 후반부[256,511]에 리커 웨이

블릿들이 존재하고, 다른 500개는 아래 그림처럼 전반부[0,255]에 가

우시안 웨이블릿이 존재한다. 

 

두번째 toy model test에 사용된 훈련 자료 1000개 중에 절반 500

개는 첫번째 toy model test에서 사용한 전반부에만 가우시안 웨이블

릿이 존재하는 트레이스들이고 나머지 500개는 새롭게 추가된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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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만 리커 웨이블릿이 존재하는 트레이스들이다(그림 3.7). 따라서 

첫번째 toy model test와는 다르게 타임 윈도우 후반부에도 입력 값

이 들어가 autoencoder의 첫 층의 전 뉴런의 가중치를 학습시킨다. 

 

 

그림 3.8 두번째 toy model test에 사용된 검증 자료 트레이스들. 

가우시안 웨이블릿과 리커(ricker) 웨이블릿을 사용하였다. 1000개의 

검증 자료 중 500개는 위의 그림처럼 전반부[0,255]에 리커 웨이블

릿들이 존재하고, 다른 500개는 아래 그림처럼 전반부[256,511]에 가

우시안 웨이블릿이 존재한다. 

 

검증 자료 트레이스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000개의 트레이

스 중에 500개는 첫번째 toy model test에 사용되었던 타임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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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에만 가우시안 웨이블릿이 존재하는 트레이스들이고, 나머지 

500개는 새롭게 추가된 전반부에만 리커 웨이블릿이 존재하는 트레

이스들이다(그림 3.8). 이러한 검증 자료를 학습된 autoencoder로 복

원하는 과정을 통해 첫번째 toy model test와 마찬가지로 같은 타임 

윈도우의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웨이블릿들이 잘 복원 되는지

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방법은 첫번째 toy model test와 같이 CRBM

을 사용한 선학습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학습결과는 그림 3.9와 그림 3.10에 나타난다. 첫번째 toy model 

test와 같이 훈련자료에서는 복원이 잘 이루어졌지만, 검증 자료에서

는 복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첫번째 toy model test에서 

첫 입력 층에서 학습 되지 않았던 가중치들이 입력자료의 변경으로 

인해  다른 웨이블릿 자료에 의해 학습되더라도 검증 자료를 잘 복

원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첫번째 toy 

model test에서는 훈련 데이터의 타임 윈도우의 전반부에 존재하는 

가우시안 웨이블릿을 잘 복원했지만, 검증 데이터의 타임 윈도우의 

후반부에 존재하는 가우시안 웨이블릿은 잘 복원하지 못하였다. 이

는 똑같은 웨이블릿이라도 타임 윈도우에서의 위치가 다르다면 복

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Valentine & Trampert, 2012에서와 

같은 방식의 학습은 일반적인 탄성파 웨이블릿을 학습하는 것이 아

니라 특정 타임 윈도우에 의해 잘려진 정보를 학습한다고 볼 수 있

다는 것이다. 또 두번째 toy model test에 의해 이 논지는 강화되며, 

여타 다른 웨이블릿, 이 경우에는 리커 웨이블릿에 의해 그 가중치 

부분이 학습되더라도 원래 일반적인 가우시안 웨이블릿의 정보를 

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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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두번째 Toy model test의 훈련 자료를 이용한 복원. 

훈련 자료가 분포하는 전 범위에서 복원이 잘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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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두번째 Toy model test의 검증 자료를 이용한 복원. 

훈련 자료가 분포하는 전 범위에서 복원이 잘 이뤄지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３０ 

 

실제로 Valentine & Trampert, 2012의 연구를 재현하여 검증 자료의 

타임윈도우를 변화시켜가며 복원의 정도를 확인하면 이러한 문제점

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11을 보면 Valentine & Trampert, 2012의 

훈련 자료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100 time step 만큼 시간지연

이 있는 타임 윈도우가 같은 지진 트레이스에 적용된 모습이다. 이

러한 두 개의 타임 윈도우로 얻어진 두 개의 벡터를 Valentine & 

Trampert, 2012의 방법대로 학습된 autoencoder에 넣고 복원시키면 

그림 3.1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보면 지연(lag)가 0인 

타임 윈도우가 적용된 입력 벡터에서는 그 복원이 아주 잘 일어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연이 100인 타임 윈도우에서는 웨이블

릿의 주요 부분이 충분히 학습되어 있지 않은 앞부분으로 이동하여 

그 복원의 결과가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자료

들은 그들의 주요 부분이 중앙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작은 타임 윈

도우의 변경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자료의 SNR이 좋지 않거

나 타임 윈도우 선정에서 큰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원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림 3.11 Valentine & Trampert, 2012의 훈련 자료 트레이스 중 하나.       

100 time step 만큼의 지연(lag)가 두 타임 윈도우 사이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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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그림 3.1.11의 두 벡터와 이 벡터들을 Valentine & Trampert, 

2012의 autoencoder로 복원시킨 결과. 

위쪽 그림이 lag:0의 타임 윈도우가 적용되었을 때, 아래쪽 그림이 

lag:100의 타임윈도우가 적용되었을 때이다. 

 

1.5. 개선방안 

이전 단락에서 언급했던 문제는 위상(phase)를 신경망 모델이 학

습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다. 같은 트레이스 일지라도 타임 윈

도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위상이 달라진다. 그림 3.13을 

보면 지연이 10 time step 만큼 나는 두 벡터가 있다. 이를 시간영역

에서 보면 크게 다른 점이 없다. 한편, 이 두 벡터를 이산푸리에 변

환을 통해 주파수영역으로 옮기면 그 둘의 주파수의 성분은 동일하

지만 위상 성분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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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같은 트레이스에 10 time step만큼의 지연을 뒀을때 나타

나는 진폭들. 

시간영역에서의 진폭(위), 주파수영역에서의 진폭(중간), 주파수영역

에서의 위상(아래) 

 

기존의 방식, autoencoder의 입력 층에 타임 윈도우에 의해서 잘려

진 벡터 전체를 한번 넣고 학습시키는 방법은 이러한 위상의 차이

를 학습하지 못함을 이전 장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극복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크게 나누자면 

새로운 종류의 신경망인 복소수 신경망(complex-valued neural net-

work)을 사용하는 방법(A. Hirose & S. Yoshida, 2012), 주파수 성분의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Giovanni Romeo, 1994) 그리고 시간영역에서 

여러 타임 윈도우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시도되었거나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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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방법은 주파수 성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림 3.13과 같이 주어진 트레이스를 이산 푸리에 변환을 통해 주파

수영역으로 옮기고 이 중 위상성분은 그대로 보존한 뒤, 주파수영역 

벡터만 훈련 자료로 삼아 autoencoder에 학습시키는 방법이다(그림 

3.14). 이 방법을 고안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대체로 주어진 탄성파(지진) 자료가 일정한 주파수 범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영역에서 자료를 관측할 때 필요한 차원보다, 

훨씬 적은 차원으로 자료의 특성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두번째로는 이전 장부터 언급해 왔듯이 기존의 autoencoder

는 위상의 정보를 잘 습득하지 못하기에 차라리 학습의 방향을 왜

곡시키지 않도록 위상을 배제하고 학습을 한다면 주파수 부분의 정

보라도 올바르게 학습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림 3.14 연구에 사용된 기법의 흐름도 

학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CRBM을 사용하여 선학습을 수행하였

으며 autoencoder의 모델과 훈련 자료 및 검증자료는 신뢰성있는 비

교를 위해 Valentine & Trampert, 2012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

습시킬 때는 learning rate를 0.005~0.001로 서서히 감소시키며 학습

하였고, batch size는 100개, 잡음은 0.05 ∗ N(0,1)을 사용하였다.  

  

푸리에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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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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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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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논의 

 

결과는 이 연구의 직접적인 선행 연구였던 Valentine & Trampert, 

2012의 재현 결과와 정량적으로 비교를 수행하였다. 먼저 훈련된 

autoencoder를 사용한 검증 자료의 오차 및 그 누적 분포는 표 4.1

와 그림 4.1에 나타나 있다. 모든 검증 자료에 대한 입력 벡터와 복

원 벡터의 mean square error가 주파수영역만을 사용했을 때가 시간

영역에서 학습시켰을 때보다 더 낮았다. 또한 단순히 전체의 오차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림 4.1에서 보듯이 오차가 컸던 입력 벡터들

의 숫자가 줄어들고 오차가 [0,2] 구간으로 들어가는 벡터들이 많아

짐을, 즉 더 안정적으로 복원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영역 

(Valentine & Trampert, 2012) 

주파수영역 

(Our method) 

오차

(Error) 
1.668E+00 1.016E+00 

표 4.1 Valentine & Trampert, 2012와 본 연구의 검증결과 오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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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Valentine & Trampert, 2012(왼쪽)와 본 연구(오른쪽)의 검증

결과 누적 오차 비율 비교 

당연히도 개개의 트레이스 마다 복원 정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

림 4.2는 본 연구의 기법으로 복원한 검증 자료 트레이스 중 가장 

복원이 잘된 결과를 보여준다. 주파수영역에서의 입력 벡터의 주파

수 분포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주파수영역에서의 

복원이 잘 이루어졌다. 

 

그림 4.2 본 연구의 사용된 검증 자료 중 가장 복원이 잘 된 샘플. 



 

 
３６ 

 

반면 그림 4.3은 가장 복원이 잘 되지 않은 검증자료 샘플을 보여

준다. 이 검증자료 벡터의 주파수영역 표현을 보면(가운데) 그림 4.2

의 주파수영역에 비해 확연하게 급격한 변화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복원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시간영역(위)에서의 강조 표시된 부분처럼 기존에는 없었던 섭동

(perturbation)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 본 연구의 사용된 검증 자료 중 가장 복원이 잘 되지 않은 

샘플 

한편 그림 4.4를 보면 시간영역에서의 복원과 주파수영역에서의 

복원을 비교하는데, 시간영역에서의 복원 결과가 좋았던 트레이스

(위), 중간 정도였던 트레이스(가운데), 좋지 않았던 트레이스(아래)

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다. 세 개의 트레이스를 모두 보더라도 복

원 오차가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시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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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복원 결과가 좋지 않았던 트레이스의 경우에는 확연하게 복

원 결과가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주파수영역에서 학습된 autoencoder가 시간영역

에서 학습된 autoencoder보다 더 탄성파 트레이스의 특징들을 잘 학

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시간영역에서 위상이 가지는 지역적인 

특성을 학습함으로써 일반적인 트레이스의 특성이 왜곡되는 현상이 

주파수영역의 학습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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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시간영역에서의 복원과 주파수영역에서의 복원을 비교.     

시간영역에서 가장 복원 결과가 좋았던 트레이스(위), 중간 정도의 

오차를 지녔던 트레이스(가운데), 가장 오차가 컸던 트레이스(아래) 



 

 
３９ 

 

 

그림 4.5 395번 검증 자료 트레이스에 지연: 0(위)일 때와 지연: 20(아

래)일때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에서의 복원 트레이스와 오차.   

 

 

Conventional method 는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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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21번 검증 자료 트레이스에 지연: 0(위)일 때와 지연: 20(아

래)일때 시간영역과 주파수영역에서의 복원 트레이스와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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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Valentine & Trampert, 2012와 본 연구의 기법의 결과가 

검증 결과의 타임 윈도우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확인한다. 

그림 4.5는 시간영역에서 학습된 autoencoder가 좋은 복원 결과를 

냈던 트레이스이다. 지연이 0일 때(위)는 두 autoencoder 모두 좋은 

복원결과를 냈다. 하지만 지연이 20일 때(아래)는 시간영역에서 학

습된 autoencoder를 이용해 복원할 때 트레이스의 초반부에서 복원 

오차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은 시간영역에서 학습된 

autoencoder가 나쁜 복원 결과를 냈던 트레이스이다. 지연이 0일 때

(위)는 시간영역에서 학습된 autoencoder는 주파수영역에서 학습된 

autoencoder에 비해 약 1.5배의 복원 오차를 가졌다. 더욱이 지연이 

20일 때(아래)는 주파수영역에서 학습된 autoencoder는 복원오차가 

지연이 0일 때에 비해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시간영역에

서 학습된 autoencoder는 복원 오차의 비율이 약 50%정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각적으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지연(lag)을 

달리한다는 것은 결국 타임 윈도우를 바꾼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잘려진 벡터가 가지는 주파수성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위

상에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위상 정보를 학습하지 않는 auto-

encoder에서는 지연의 변화가 복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 뉴런 및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의 개

요와 학습방법을 간략히 설명하고 기존에 연구되었던 autoencoder를 

이용한 탄성파 트레이스의 차원축소의 문제점인 ‘위상정보에 의한 

학습의 왜곡’을 밝힌 후 이를 개선하는 학습 방법으로 ‘위상정보를 

제거한 주파수영역에서의 탄성파 자료 학습’을 제시하였다. 타임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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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로 인한 신경망 학습의 왜곡은 시계열 자료를 다루는 데, 특히 

지속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관측하는 연구 및 산업에서 꼭 해결해

야하는 문제이다. 머신러닝을 시계열 자료를 다루는데 적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계열 자료를 다루는 작업을 자동화하겠다는 의

도를 기저에 둔다. 따라서 타임 윈도우를 고르는 작업 또한 자동화 

되어야 하며, 이는 항상 일정한 타임 윈도우를 선택하는 것은 힘들

고 항상 어느 정도의 섭동은 고려 되어야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기존의 연구방법처럼 타임 윈도우의 변화에 학습이 왜곡될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시계열 자료를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위상 정보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은 이 학습 기법의 단점

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탄성파 트레이스 및 시계

열 자료의 위상 특성을 이해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세계적으로 아직 지하영상화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연구는 진입단

계이며 학계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계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앞 다투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작게는 

지하 수m의 영상화에서, 크게는 지진파 자료를 이용한 수백km의 영

상화 기술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 활용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작게는 

건축·토목을 위한 지반탐사로부터, 중규모로는 미소지진 연구, 자원

탐사, 지열에너지 등에 활용되며 대규모로는 화산의 활동이나 지구 

내부 및 해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한 산·학계에서의 선도적인 기술력 축적은 앞으로 추후 

지하영상화 및 이를 활용하는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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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Geophysics deals with seismic waves or other waves, time series data, as 

its basic data. Although geophysical techniques that deal with these time-

series data have evolved over the last 100 years, the data obtained have 

numerous individu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acquisition environ-

ment, so that most of the processes are not processed in a general way but 

in processed in a manual way . However, in recent years, Deep Learning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with properties of universal approximator 

in the field of machine learning has solved problems such as object recog-

nition and spatial recognition that cannot easily catch the common prop-

erties by human judg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field of geophysics, 

there are also published articles studying the processes of data processing 

and image generation that do not involve human intervention by extracting 

characteristics that we have not found in existing time series data by uti-

lizing such deep running. However, these studies are still in its infancy and 

contain many deficienci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earch of Valentine 

& Trampert, 2012, which firstly used an autoencoder as a kind of artificial 

neural network, we have pointed out a problem that a trace cannot be re-

constructed even if the same trace is given due to 'distortion of learning 

due to phase information' in their stduy. And we proposed 'Learning in the 

frequency domain excluding phase information' as an alternative to over-

come the limitations. 

 

Keywords: autoencoder,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time series, seis-

mic wave, dimensionality reduction 

Student number: 2016-21284 

 


	1.서론
	2.이론
	1.1.인공신경망과 그 구조
	1.2.신경망의 학습과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
	1.3.Autoencoder와 CRBM(Continuous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을 이용한 선행학습

	3.연구방법
	1.4.선행연구의 방법과 문제점
	1.5.개선방안

	4.결과 및 논의
	5.참고문헌
	6.Abstract


<startpage>10
1.서론 1
2.이론 4
 1.1.인공신경망과 그 구조 4
 1.2.신경망의 학습과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 8
 1.3.Autoencoder와 CRBM(Continuous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을 이용한 선행학습 10
3.연구방법 17
 1.4.선행연구의 방법과 문제점 17
 1.5.개선방안 31
4.결과 및 논의 34
5.참고문헌 43
6.Abstract 44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