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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선코드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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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파선추적법을 이용하여 지진연구나 탄성파 탐사자료처리 또는 해석을 위해 합성탄성파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가

장 다루기 힘들고 실수를 유발하기 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추적하고자하는 파선들의 전파경로를 하나하나 지정해주는 것

이다. 주어진 음원으로부터 수진기에 도달하는 무수히 많은 파 중에서 중요한 위상들에 대한 파선경로를 누락하거나, 잘

못 지정하는 경우에 해석상의 커다란 오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파선추적법에서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음원이나 수진기가 지표상 또는 임의의 지층 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주어진

모델에 대해 음원과 수진점을 잇는 모든 전파경로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생성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탄성파탐사 자료해석 시 다중반사파 특성파악, 다중반사파 제거연구 및 지진분야에서는 코다 파

(coda wave) 특성연구, 분지에서의 지진파 증폭효과 연구, 모드 변환된 다중반사파의 위상식별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파선, 파선추적법, 파선코드, 탄성파, 다중반사파

Abstract: When constructing a synthetic seismogram in the earthquake study or in seismic data interpretation by using

a ray-tracing technique, the most troublesome and error-prone task is to define a suite of ray codes for the corresponding

rays to trace in advance. An infinite number of rays exist for any arbitrarily located source and receiver in a medium.

Missing certain important rays or an inappropriate selection of ray codes in tracing rays may result in wrong interpretation

of the earthquake record or seismogram. Automatic ray code generation could be able to eliminate those problems.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n efficient algorithm with which one can generate systematically all the ray codes for

the source(s) and receiver(s) arbitrarily located in a model. The result of this work could be used not only in analysing

multiples in seismic data processing and interpretation, but also in coda wave study, study on the amplification effects

in a basin and phase identification of the waves multiply reflected/refracted in earthquake study.

Keywords: ray, ray-tracing, ray code, seismic wave, multiple

서 론

파선추적법(ray tracing technique)은 파동방정식의 모든 해

를 직접 계산하는 유한차분법이나 유한요소법과는 달리 실체

파를 제외한 비균질파(inhomogeneous wave)나 회절파와 같은

파들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

러나 계산시간이 빠르고 실체파의 전파경로를 위상별로 계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진연구나 탄성파탐사 연구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토모그래피 연구에서는 역산과정에서

초동주시뿐 아니라 전파경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선추적법을 이용하여 실제

지진기록이나 탄성파탐사 기록과 유사한 합성탄성파기록

(synthetic seismogram)을 얻기 위해서는 기록상에 있는 모든

위상에 대해 음원으로부터 수진점까지의 전파경로를 하나하나

미리 입력시켜 주어야만 한다(Cerveny et al., 1988).

음원에서 발생된 파는 전파과정에서 여러 지층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사, 굴절 그리고 모드변환에 의해 무수히 많은 서

로 다른 경로를 거쳐 수진기에 도달하게 된다. 이 모든 전파경

로를 일일이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울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파선경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

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페그레그 다중반사

파(peg-leg multiples) 시뮬레이션이나 분지에서의 지진파 증폭

효과 연구에서와 같이 다중반사 횟수가 아주 많고, 모드변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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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파선경로들을 하나하나 지정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음원과 수진점을 잇는 모든 전파경로를 빠짐없이 구한

다음에 이 중에서 원하는 위상들에 대한 특정한 경로들만을

선별하여 파선추적을 수행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Hron (1972)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수평다층 구조모델에서 음원과 수진기가 모

두 지표에 있는 경우만을 고려하여 지진이나 수직탄성파탐사

와 같이 음원이나 수진기가 지하의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 후 Vered와 Ben-Menahem (1974)은

Hron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지진연구에 이용하기 위해 음원

(진원)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파선코드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Engelkemeir (1979)는

수진기과 음원 모두가 임의의 동일한 지층 내에 있는 경우에

도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들의 연

구결과는 지층모델이 수평 다층인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지층이 수평이 아니거나, 음원과 수진기가 서로 다른 층에 있

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를 좀 더 일반화하여 지층이 수평

다층구조가 아니고 수진기와 음원이 서로 다른 지층에 있는

경우에도 음원과 수진점을 연결하는 모든 파선경로를 빠짐없

이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파선코드 생성 알고리즘

기본 원리(Hron's approach): 수평 다층구조의 경우

각 층의 속도가 일정한 n개의 수평 층으로 이루어진 지층모

델에서 각 지층에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음원으로

부터 수진점까지 파의 전파경로를 지층번호의 집합으로 나타

낸 것을 파선코드(ray code)라 한다(Fig. 1). 이 때 종파는 양

수로 횡파는 음수로 나타냄으로써 특정한 전파경로를 수학적

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여덟 개의

파선 선분(ray segment)으로 이루어진 파의 파선코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8:1, −2, −2, 2, 3, −3, −2, −1}.

그림에서 음원과 수진기 모두가 지표에 있는 경우에 각 지

층을 통과하는 파선 선분의 개수는 항상 짝수임을 알 수 있다

. 여기서 음원으로부터 수진기까지 서로 다른 여러 경로를 전

파한 파들 가운데 전파경로는 다르지만 도달시간이 서로 같은

파들의 집합인 kinematic analog와 그 중에서도 특히 진폭이

같은 파들의 집합인 dynamic analog개념을 도입하면 좀 더 체

계적으로 파선코드를 구성할 수 있다. Fig. 2에서 모드변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3개의 파선은 그 경로는 서로 다르지만 같

은 층을 전파하는 횟수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전파시간이

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파선들을 같은 kinematic

analog 그룹에 속한다고 한다.

Kinematic analog

파선 선분의 개수가 2n이고 가장 깊이 통과하는 지층번호를

J라 할 때 이 전파경로에 대한 kinematic analog는 원소의 개

수가 최대 J인 다음과 같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K = {n1, n2, n3, ..., nJ}.

여기서 ni는 i번째 층을 지나는 파선 선분 개수의 반이며, ni

의 합은 n이다. 이는 수학적으로 주어진 정수 n의 구성(com-

position) − 각 원소의 합이 n이 되는 양의 정수의 집합 − 을

의미하며, 정수 n에 대한 서로 다른 구성은 총 2(n−1)개가 있다

(Lehmer, 1964). 예를 들어, 파선 선분의 개수가 8(n = 4)인 파

선경로에 대한 kinematic analog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8종

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Fig. 3).

{4}, {3, 1}, {2, 2}, {2, 1, 1}, {1, 2, 1}, {1, 1, 2}, {1, 1, 1, 1}.

따라서 파선 선분의 개수(2n)와 파선이 가장 깊이 통과하는 지

층번호(J )가 주어지면 먼저 n의 모든 구성을 계산한 후에 이

들로부터 원소의 개수가 J 이하인 것들만을 취함으로써 조건

에 맞는 모든 kinematic analog 그룹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 특정한 조건을 부여하면, 예를 들어, 2번째 지층

내에서 다중반사가 3번 일어나는 파선들만을 추적하고자하는

Fig. 1. Definition of ray code. The ray code for a ray with 8 ray

segments P1, S2, S2, P2, P3, S3, S2, S1 can be denoted as {8:1, −2,

−2, 2, 3, −3, −2, −1} in n-layered medium including half-space.

Solid line and dashed line represent P and S wave, respectively.

After Hron (1972).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kinematic analog. Two different

rays are of the same kinematic analog group if their arrival times

are the same. The two diagrams at the right are of the dynamic

analog group because the amplitudes at the receiver are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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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kinematic analog 그룹 중에서 두 번째 값이 3일 경

우만을 취함으로써 이 파선들에 해당하는 파선코드를 쉽게 작

성할 수 있다.

각 kinematic analog 그룹에 속한 서로 다른 파선경로의 개

수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Hron, 1972).

, . (1)

J = 1인 경우에는 오직 한 가지의 kinematic analog만이 존재한

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K{2,2}인 kinematic analog에 속하는 파선경로는 그림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3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Dynamic analog

Fig. 2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한 kinematic analog에는 전파

시간은 같지만 진폭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파

선경로그룹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그룹은 각 지층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사 횟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dynamic analog라 한다. 즉, 주어진 kinematic analog K = {n1,

n2, n3, ..., nJ}에서 각 층의 경계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사 횟

수 (mi)는 파선경로의 연속성에 의해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의

해 결정된다.

max(0, ni − ni+1) ≤ mi ≤ ni − 1, . (2)

따라서 경계면 i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사 횟수와 경계면

상·하부를 지나는 파선 선분의 개수로부터 주어진 kinematic

analog에 속하는 모든 dynamic analog들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D = {n1, n2, ..., nJ; m1, m2, ..., mJ−1}.

또한 주어진 kinematic analog로부터 파생되는 dynamic

analog의 개수와 각 dynamic analog그룹에 속하는 파선경로의

개수는 조합이론을 이용하여 각각 다음의 관계식에 의해 계산

할 수 있다.

, (3)

, (4)

여기서 max(i), min(i)는 각각 (2)식으로부터 계산되는 경계면

i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최소 반사 횟수의 값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kinematic analog K = {3,3}에 속하는 dynamic

analog그룹 D = {3,3; 1}에는 (4)식으로부터 총 6(= )개의

서로 다른 파선경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이 kinematic

analog에 속하는 dynamic analog그룹은 D = {3,3; 1} 외에도

D = {3,3; 0}, D = {3,3; 2} 두 개가 더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Hron이 그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kinematic analog와

dynamic analog의 개념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수평다층 구

조모델에 대해 합성탄성파기록을 계산할 때, 모든 파선경로에

대해 반응을 계산하는 대신에 각 dynamic analog에 속하는 대

표적인 파선에 대해 전파시간과 진폭을 계산한 다음 그 그룹

에 속하는 파선경로의 개수를 곱함으로써 실제 진폭을 쉽게

계산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지층이 수평

이 아닌 경우에는 각 dynamic analog그룹에 속하는 모든 파선

경로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자동 파선코드 생성

음원과 수진기가 지표상에 있는 경우

특정한 dynamic analog에 속하는 대표적인 파선경로로부터

이 그룹에 속하는 모든 파선경로를 구하는 과정은 그림을 통

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층 경계면 상부에서 반

사가 일어나는 경우로 Fig. 4는 주어진 파선경로 Fig. 4(a)로부

터 새로운 파선경로 Fig. 4(c)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지층경계면에서 상부로 반사가 일어

NK n1,n2,…,nJ( )=  
i 1=

J 1–

∏ Cn
i+1

n
i
+n

i 1+
−1

J 2≥

1 i J 1–≤ ≤

KNd
=  

i 1=

J 1–

∏ max i( )−min i( )+1

Nd n1,n2,…,nJ; m1,m2,…,mj 1–{ } = Cmi

n
i

i 1=

J 1–

∏ Cni mi– 1–

n
i 1+

−1

C1

3
C1

2

Fig. 3. Representative ray code of each kinematic analog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the 8 ray segments.

Fig. 4. A graphical representation for the first type of operation in

ray cutting and reassembly. This type of operation is applied to the

reflection from the upside. A new ray code for the same dynamic

analog can be generated by interchanging the corresponding

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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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Fig. 4(a)의 점선 원으로 표시된 반사점과 지층경계면 좌

측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절단하여 절단된 파선선분을 서로 이

동시킨 다음 각각의 절단점에 다시 연결함으로써 동일한

dynamic analog에 속하는 새로운 파선경로 Fig. 4(c)를 생성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는 그림에서 파선코드의 음영 부분을 서로

치환함으로써 주어진 파선코드로부터 동일한 dynamic analog

에 속하는 새로운 파선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Fig.

5와 같이 지층 경계면의 하부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경우로 앞

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Fig. 5(a)의 원으로 표시된 부분과

지층경계면 좌측 위에 있는 부분을 절단한 후 절단된 부분을

서로 이동시켜 각각의 절단점에 다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파

선경로 Fig. 5(c)를 생성할 수 있다. Fig. 6은 dynamic analog

그룹 D = {3,3; 1}에 속하는 6개의 서로 다른 전파경로를 앞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최대 파선 선분의 개수와 가장 깊이 통과하는

지층 번호가 주어지면 음원과 수진점을 연결하는 모든 파선

경로에 대한 코드를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중복되

거나 빠짐없이 계산할 수 있다.

다음은 주어진 최대 파선선분의 개수가 N
s
이고, 지층경계면

J까지 전파하는 모든 파선경로에 대한 파선코드를 자동 생성

하는 알고리즘을 요약한 것이다.

음원 또는 수진기가 지층 내에 있는 경우

음원이 지표에 있는 경우와 달리 수직탄성파탐사, 토모그래

피 탐사, 그리고 지진의 경우와 같이 음원이 지층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파가 존재한다. 즉, 음원으로부터 직접 지

표에 있는 수진기에 도달하는 상향파와 하향 전파되다가 하부

의 지층경계면에서 반사된 다음 상향 전파되는 파가 있다.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진기에 도달하는 모

든 파선 경로에 대한 파선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음원이 지표에 있고 수진기가 지층내부

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반 무한공간을 포함하여 5개의 지층으로 이루어진 모델에서

최대 파선 선분의 개수(N
s
)가 8인 경우에 총 22(=1+2+5+14)개

의 서로 다른 파선경로가 있다(Fig. 7(a), (b), (c), (d)).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앞서 설명한 파선코드 생성법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음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수진기까지 파선과

지층경계면의 교차점들을 순차적으로 조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의 예와 같이 수진기가 두 번째 층에 있는

경우(Fig. 7에서 ●표기) 앞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작성한 파선

코드 가운데 끝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원소가 2인 코드들만을

골라 파선코드의 마지막 1 또는 2개의 원소를 제거함으로써

원하는 파선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진기

(r)가 있는 지층번호를 L
r
이라 할 때, 음원과 수진기가 모두 지

표에 있는 경우에 작성한 파선코드들 가운데 끝에서부터 L
r

또는 L
r
+1번째 원소가 L

r
인 코드들만 선택하여 L

r
−1 또는 L

r

최대 파선선분의 개수 N
s
와 파가 가장 깊이 통과하는 지층

경계면 J가 주어졌을 때

i = 1, 2, ..., N
s
/2 대해

(a) 모든 kinematic analog 즉, i의 구성(composition)을 계산.

(b) 식 (3)과 (4)를 이용하여 각 kinematic analog에 대한 모

든 dynamic analog를 계산한 다음, 각 dynamic analog에

속하는 대표 파선코드(representative ray code)를 생성.

(3) 대표 파선코드로부터 그림 4와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반사점을 기준으로 절단 및 재조합(cutting and

reassembly) 방법을 이용하여 같은 dynamic analog에 속

하는 모든 파선코드를 생성.

Fig. 5. A graphical representation for the second type of operation

in ray cutting and reassembly. This type of operation is applied to

the reflection from the downside. A new ray code for the same

dynamic analog can be generated by interchanging the correspond-

ing portions.

Fig. 6. Illustration of the process of generating 5 new ray codes,

which are of the same dynamic analog D = {3, 3: 1}, starting from

a given representative ray code {12: 1, 2, 2, 1, 1, 2, 2, 2, 2, 1, 1, 1}. 

Fig. 7. Illustration of the process how to generate the ray codes for

the case that either source or receiver is located in the subsurface.

Assuming that the source is on the surface and a receiver is within

the second layer, we can generate the ray codes by eliminating 2

or 3 elements from the ray codes for the source and the receiver

on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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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원소를 잘라버림으로써 모든 파선코드를 중복되거나 빠

짐없이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거된 개수만큼 파선코드

의 원소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줄어

드는 원소 개수만큼 최대 파선 선분의 개수를 증가시킨 경우

까지 고려함으로써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파선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Fig. 7(e)).

한편 수진기가 반 무한공간에 있는 경우에는 Fig. 7(d), (e)

와 같이 마지막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는 파선코드(Fig. 7

에서 ○표기)만을 선별하여 L
r
−1개의 원소를 제거한 다음, 값

이 L
r
인 원소(Fig. 7(d), (e)에서 □표기)를 추가함으로써 조건

에 맞는 파선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파선코드를 작성한 후 파선코드의 원소들을 거꾸로 재배열함

으로써 최종적으로 음원이 지층 내부에 있는 경우에도 모든

파선 경로에 대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수진기와 음원

이 모두 지층 내부에 있는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을 파선코드의 양쪽 부분에 적용함으로써 조합 가능한 모

든 파선코드의 생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원과 수진기가 동일한 지층 내에 있는 경우에는

앞서 정의한 파선코드 표시법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Fig. 8과 같이 음원과 수진기가 2번째 층에

있는 경우에 Fig. 8(a)의 하향파와 Fig. 8(b)의 상향파의 파선

코드가 {3: 2, 2, 2}로 같음을 알 수 있다. 양자를 식별하기 위

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음

원으로부터 파의 전파방향이 상향인지 하향인지를 나타내는

방향식별 표시를 추가하여 {3d: 2, 2, 2}, {3u: 2, 2, 2}와 같

이 나타내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파가 전파 중에 반사, 굴

절이 어느 지층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지를 파선코드에 포함시

켜 {3: 2, 2, 2; 2, 1}, {3: 2, 2, 2; 1, 2}와 같이 표시하는 것

이다. 전자의 표시방식이 좀 더 간단하지만 파선추적 프로그램

내에서도 반사 또는 굴절이 일어나는 지층경계면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파선코드 자동생성

알고리즘에서는 후자의 방식으로 파선코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파선코드는 선두파(head wave)의 파선추

적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선코드의 인

접한 두 원소의 절대값이 같으면 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

선추적 프로그램에서 이 반사면의 상·하부 지층의 속도가 임

계굴절조건을 만족하면 이 지점에서는 반사파대신에 선두파를

추적하도록 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일단 생성된 파선코드 원

소들의 부호 조합을 통해 P파 또는 S파 음원에 대한 22n−1개의

모드변환 파(converted wave)에 대한 파선코드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음원과 수

진기가 지층 내 어느 곳에 위치하던지 간에 음원과 수진기를

잇는 모든 파선경로에 대한 파선코드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파선추적의 예

3차원 파선추적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네 개의 불

규칙한 지층으로 구성된 3차원 지층모델(Fig. 9)에 대해 파선

추적을 수행하였다. 파선추적에는 3차원 굴곡법(bending

method)(이희일, 1990)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주어진 파선

코드에 대해 경로가 다른 여러 개의 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페르마의 원리에 따라 전파시간이 가장 빠른 한 개의 파선만

을 추적하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일단 추적된 파선에 대한

모드변환파들을 추적하는 경우에는 이미 추적된 파선을 초기

파선으로 이용하면 3차원 모델에서도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차원 파선추적에서 발사법(shooting

method)은 발사각과 파선의 도착점과의 관계가 비선형적이고,

음원이나 수진기가 지층 내에 있는 경우에는 파선이 오차범위

내에서 수진기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3차원적으로 판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굴곡법을 이용하였다.

Fig. 10은 파선추적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이 복잡해지

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맨 하부의 지층경계면과 몇 개의 파선경

로만을 선택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a), (b)는 수진기와

음원이 모두 지표에 있는 통상적인 지표탄성파탐사의 경우이

Fig. 8. Downgoing wave and upgoing wave from the source. The

ray code of downgoing ray is the same as that of upgoing wave,

i.e., {3: 2, 2, 2}. To distinguish these two rays, ray code is redefined

with the index of interfaces where a ray reflects from or transmits

into, such as {3: 2, 2, 2; 2, 1} for the downgoing ray in (a) and

{3: 2, 2, 2; 1, 2} for the upgoing ray in (b).

Fig. 9. Three dimensional geologic model used for ray-tracing. Vi

means P-wave velocity of the i-th layer. S-wave velocities of each

layer are calculated from the relation of Vs = V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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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는 음원(진원)은 세 번째 층에 있고 수진기는 지표에 있

는 수직탄성파탐사 또는 지진관측의 경우, 그리고 (d)는 음원

과 수진기가 모두 지층 내에 위치하는 탄성파 토모그래피탐사

로 가정하고 파선추적을 수행한 결과이다. 파선추적을 수행한

파선 경로에 대한 코드는 각 그림의 하부에 나타내었다. Fig.

10의 예들은 음원에서 종파만 발생되고 경계면에서 모드변환

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파선 추적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음원이나 수진기의 위치

에 관계없이 음원과 수진기를 연결하는 모든 파선 경로에 대

한 파선코드를 중복되거나 빠진 것이 없이 체계적으로 생성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원 파선추적 − 분지에서의 다중반사

분지에서 일어나는 다중반사와 이들 상호간의 간섭에 의한

지진파 증폭현상을 규명하는 것은 지진학에서 아주 중요한 연

구과제이다. 왜냐하면 분지지형에서 지진피해 정도는 분지의

기하학적인 형상과 분지를 구성하고 있는 매질의 물성과 밀접

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지진피해를 예측하거나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Fig. 11은 분지에서 다중 반사된 지진파들을 파선 추적한 예

로 약 40 km 하부에서 일어난 지진에 의한 다중반사파와 모드

변환파들을 추적한 결과이다. 본 예제에 사용된 모델은 Fig. 9

의 3차원 지층모델의 중간부분을 절단하여 만든 2차원 지층모

델로 지진을 모사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백배 확장하였다. 이

경우에도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추적된

파선의 일부만을 도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반사 횟수가 아주 많은 다중반사파와 모드변환된

다중반사파들의 파선을 추적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결 론

Hron (1972)의 파선코드 자동생성 알고리즘을 더욱 확장하

여 지층 경계면이 수평이 아니고 음원과 수진기가 지층 내부

의 임의의 곳에 있는 경우에도 음원으로부터 수진기에 도달하

는 모든 파선들의 파선코드를 체계적으로 생성하는 알고리즘

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는 2차원, 3차원 지층모델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음원-수진기 배열에 대해 실제로 파선을 추적하여

생성된 파선코드 가운데 중복되거나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

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페그레그 다중반사파(peg-leg multi-

ples) 특성파악을 위한 파선추적이나, 분지에서 일어나는 다중

반사에 의한 지진파 증폭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등과 같

이 다중반사 횟수가 아주 많고, 모드변환까지 고려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특정한 조건을 부여함으로

써 추적하고자 하는 파선코드만을 선별적으로 생성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파선들의 진폭과 전파시간을 효율적

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파선추적법을 이용

하여 합성탄성파탐사 기록을 작성하거나, 지진기록 및 탄성파

탐사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연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석유탐사나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기록에서 다중반사 패

턴 규명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한 연구.

2. 지진파 기록이나 탄성파탐사 단면에서 중요한 위상 식별.

3. 지진학에서 코다 파(coda wave)와 같이 다중반사에 의해

생성되는 파의 전파경로 규명 및 진폭계산.

4. 분지에서 지진파의 다중반사에 의한 증폭현상 연구.

5. 채널파탐사.

사 사

이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본사업인 ‘실시간 지진 분

Fig. 10. Examples of 3-D ray-tracing with the ray codes selected

from and developed in this study; (a) and (b) Horizontal seismic

profiling, (c) Vertical seismic profiling, (d) Cross-hole seismic survey.

Fig. 11. Example of 2-D ray-tracing for a basin model. This model

is the vertical section of a slice at the center of the 3-D model in

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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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및 지진 재해 정량적 예측 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으며, 연구비를 지원해주신 관계기관과 심사를 맡아주신 익

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논문은 2000년

도 춘계 한국지진공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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