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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제 육상 탄성파 탐사는 불규칙한 지표 지형이 있는 탄성 매질에서 수행되며, 이 경우 지표의 불규칙한 특성이
파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형을 고려한 탄성파 전파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주파수 영역 가중평균 유한요소법
을 이용한 2차원 탄성파 모델링을 연구하였다. 먼저 지표 굴곡이 없는 균질 반무한 공간에 대해 지표 위에 공기층이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해서 공기층의 존재가 계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불규칙 지표를 포함하는 모형
에 가중평균 유한요소법을 적용할 경우 일반적인 유한요소법의 경우에 비해 격자 개수를 적게 설정할 수 있어 계산시간
을 절약할 수 있고 수치 계산 주시에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지표면에 경사면과 계단 형태의 불규칙 지형이 있
는 균질 모형에 대한 탄성파 거동을 살펴보면 불규칙 지표면의 모서리에서 새로운 송신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레일리파가 불규칙 지표에서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불규칙 지표, 가중평균 유한요소법, 탄성파 모델링, 공기층
Abstract: Surface topography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seismic wave propagation in a reflection seismic exploration.
Effects of surface topography on two-dimensional elastic wave propagation are investigated through modeling using a
weighted-averaging (WA) finite-element method (FEM), which is computationally more efficient than conventional FEM.
Effects of air layer on wave propagation are also investigated using flat surface models with and without air. To validate
our scheme in modeling including topography, we compare WA FEM results for irregular topographic models against
those derived from conventional FEM using one set of rectangular elements. For the irregular surface topography models,
elastic wave propagation is simulated to show that breaks in slope act as a new source for diffracted waves, and that
Rayleigh waves are more seriously distorted by surface topography than P-waves.
Keywords: surface topography, weighted-averaging FEM, elastic wave modeling, air layer

서 론

다. 비균질 매질에서의 탄성파 모델링 연구는 staggered-grid
유한차분법(Virieux, 1986), 유한부피법(Hirsch, 1988), 유한요
소법(Zhang, 2002) 등을 통해 발전해왔다. 이 중 유한차분법과
유한부피법은 자유 경계면에서의 파의 거동을 계산할 때 계산
상의 어려움이 있고, 특히 불규칙한 지표 지형을 가지는 모형
에서의 자유 경계면을 표현하는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에 비해, 유한요소법은 국지 좌표계 영역에서의 평형을 맞춰주
는 것만으로 자유 경계면 조건을 만족하는 장점이 있다
(Zhang, 2002).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탄성파 파동 방정식의 수치 모델링은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모두에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시간

실제 육상 탄성파 탐사가 이루어지는 지각은 탄성매질이므
로 P파와 SV파의 거동을 함께 계산하는 탄성파(elastic wave)
모델링을 이용하면 현재 일반 육상파 탐사에 널리 쓰이고 있
는 음향파 모델링보다 지형의 정보를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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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모델링은 주파수 영역 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산화
작업이 용이하고, 기억용량과 계산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탄성 매질에서는 파의 전파가 컨벌루션 형태로 표
현되므로 시간 영역 모델링으로는 계산식 성립이 더욱 복잡해
진다(Stekl and Pratt, 1998). 또한 시간 영역의 계산에서는 송
신원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모든 계산을 반복해야 하므로 모
형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계산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모형
크기가 큰 탄성 매질에서의 파의 거동 계산에는 주파수 영역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종래의 주파수 영역
의 계산은 시간 영역의 계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기억용량과
계산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주파수 영역 탄성파 모델링 연구는
Lymer and Drake (1972)의 표면파에 대한 적용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이후 Marfurt (1984)는 혼합절충형 질량 행렬을 이용
해서, 그리고 Min (2003)은 비대칭형 복소 임피던스 행
렬과 상반성을 만족하는 가중평균 유한요소법(weightedaveraging finite-element method)을 이용, 파장당 격자수를 줄
여서 계산 속도를 향상시켰다.
이상의 탄성파 모델링 연구는 주파수 영역의 계산 속도 향상
에 중점을 둔 연구로, 실제 탄성파 반사법 탐사시 꼭 고려해야
할 불규칙 지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불규칙한 지표
기복은 탄성파 탐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지표
기복의 정도가 미소하거나 넓은 지역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하
는 경우에는 정보정(static correction)을 이용해서 불규칙한 지
형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Tessmer and Kosloff, 1994). 그러
나 지형의 불규칙성이 큰 경우에는 그 영향을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결과 신호가 심하게 왜곡된 경우에는 해석 오류를 초
래한다. 따라서 지표에서 급격한 기복이 있는 경우, 불규칙 지
형이 탄성파 신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이 연구에서는 계산속도가 향상된 Min (2003)의 주
파수 영역 가중평균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불규칙한 지표 지
형이 있는 모형에서의 탄성파 거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자유 경계면 조건식이 없는 상태에서
모형에 공기층을 포함한 경우 가중평균 유한요소법 적용이 가
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균질 반무한 매질 위에 공기층이 있
는 경우와 공기층이 없는 경우의 탄성파 거동을 비교하였다.
합성탄성파 단면을 비교하고, 특정 위치에서의 트레이스에 대
해 수치 오차를 계산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공기층을 포함하는
동일한 크기의 불규칙한 지표 지형 모형에 대해서 가중평균
유한요소법과 일반적인 유한요소법을 각각 적용하였다. 가중
평균 유한요소법과 일반적인 유한요소법의 결과 탄성파 단면
을 도시하고, 두 경우의 격자 개수를 비교하여 가중평균 유한
요소법의 속도 개선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간단한 불규칙
지형 모형에 대해서 탄성파 모델링을 수행하여 탄성파 거동
특성을 규명하고, 지형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et al.

et al.

이 론
차원 탄성파 파동방정식
균질, 등방성 매질에 대한 탄성파 파동방정식은 주파수 영역
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Pilant, 1979).

2

( λ + 2 μ )∇ ( ∇ ⋅ U ) – μ ∇ × ∇ × U – ρω 2 U = f ,

(1)

여기서 U는 변위, f는 송신원이며, λ는 Lamé 상수, μ는 전
단계수, ρ는 매질의 밀도, ω 는 각주파수이다. 3차원으로 표현
되는 (1)식을 전개한 후, 방향의 변화를 무시하면 , 방향의
변위, 즉 P파와 SV파의 거동이 결합된 다음 2차원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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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Fourier 변환된 , 방향의 변위, , 는
Fourier 변환된 , 방향의 송신원이다.
가중평균 유한요소법
(2)식과 같은 파동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중평균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다. Galerkin 법을 이용한 유한요소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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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2 M g ug + K g ug = fg .

(3)

여기서, M 은 대역 질량행렬(global mass matrix), K 는 대역
강성행렬(global stiffness matrix)을 나타내며, u 는 대역 변위
벡터이고, f 는 대역 하중 벡터이다. (3)식을 복소임피던스 행
렬 S를 이용해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g

g

g

g

( ω 2 Mg + K g ) ug = Sug =f g .

(4)

복소임피던스 행렬 S는 산재(sparse) 행렬이고, (4)식을 계산하
기 위해서는 UMF package (Davis, 1997)를 이용하였다.
가중평균 유한요소법은 사각형 기본 요소를 확장한 네 가지
크기의 사각형 요소에 대한 유한요소 파동방정식들을 선형 결
합하여 전체 파동방정식을 구성한다(Fig. 1). (3)식의 대역 질
량행렬과 대역 강성행렬을 계산하기 위해서 (a)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축과 축 방향으로 각각 한 격자간격(Δ , Δz), (b) 축
방향으로는 한 격자간격, z축 방향으로 두 배의 격자간격(Δ ,
2Δ ), (c) 축 방향으로 두 배의 격자간격, 축 방향으로 한 격
자간격(2Δ , Δ ), (d) 축과 축 방향으로 각각 두 배의 격자간
격(2Δ , 2Δ )의 네 가지 크기의 격자를 이용하는 유한요소 파
동방정식을 선형 결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Δ 와 Δz는 기본 격
자간격이고, 이 연구에서는 Δ = Δz= Δ인 정사각형 요소가 기
본 요소이다. 선형 결합에서 사용하는 가중계수는 모든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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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kinds of the rectangular element sets, (a) (Δx, Δz)-, (b)
(Δx, 2Δz)- (c) (2Δx, Δz)-, and (d) (2Δx, 2Δz)-element sets, used in
WA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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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전파각과 주파수에 대해 수치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거
쳐 구한다. 1% 오차 범위에서 주파수 영역 탄성파 파동방정식
계산시 S 파 한 파장당 필요한 격자수는 일반적인 유한요소법
의 경우 33.3개이나, 가중평균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면 5개로
줄어든다(Min et al., 2003).
물성값 계산
불규칙 지형을 사각형 격자만을 이용해 표현하려면 경사면
이 계단식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지형과 오차가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해 Baba and Seama (2002)는 사각형 요소를 이용하여
불규칙한 해저 지형을 모사할 때, 먼저 해저면 고도 정보를 이
용하여 높이가 다른 사각형 격자 형태로 지형을 모사한 후, 실
제 계산시 이용할 격자 구성에서 한 격자 내에 경계면이 있을
때 면적비로 가중평균한 물성값을 격자의 대표 물성값으로 대
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실제
지형에 되도록 근접한 물성 분포를 구현하기 위해, 5점 가우
스 구적법(Gaussian Quadrature)을 이용해서 각 요소에 대입할
물성값을 계산하였다. 하나의 사각형 요소를 국지 좌표계(국부
좌표계, local/reference coordinate)로 보냈을 때 그 요소 안에
25개의 격자점을 두어 그 위치에서의 물성값을 선형 결합하여
해당 요소의 대표 물성값을 계산하였다. 국지 좌표계에서 격자
점 위치는 x, z 방향 모두 0, ± 0.53846931, ± 0.90617985지점에
있고 이 위치에 대한 가중계수는 각각 0.06320988, 0.05318096,
0.02632521이다. 불규칙 지표 위에 놓이는 격자에서 네 종류
의 요소 각각에 대한 25점의 위치를 Fig. 2에 표시하였다. 검
은 점은 매질, 흰 점은 공기층에 위치하는 격자점이다.

수치 계산 결과
공기층의 영향 확인
평평한 지표면의 균질반무한 공간에 대한 수치 계산결과와
동일한 매질의 지표면 위에 공기층이 있는 경우의 수치 계산결

The property of each element is obtained by averaging the
values of 25 points in a corresponding set of elements; black and
white dots indicate points in the earth and the air, respectively; (a)
(Δx, Δz)-, (b) (Δx, 2Δz)- (c) (2Δx, Δz)-, and (d) (2Δx, 2Δz)-element
sets, used in WA FEM.
Fig. 2.

과를 비교하기 위해 Fig. 3과 같은 모형을 설정했다. 매질의 크
기는 x방향 3000 m, z 방향 960 m이고, P파 속도 2000 m/s, S
파 속도 1000 m/s로 포아송비는 약 0.33이며, 밀도는 2.5 g/cm
이다. 격자 크기는 Δ =12 m로 지표면 위에 공기층이 없는 경
우 250 × 80개이고, 240 m 두께의 공기층이 있는 경우 250 ×
100개이다. 송수신기는 모두 지표면에 위치하고, 송신원은 수
직방향으로 전파하는 최대주파수 15 Hz인 1차 미분 Gaussian
wavelet으로 x방향 가운데인 1500 m 지점에 위치한다. 수신기
는 x 방향 120 m 지점에서 2880 m 지점까지 24 m 간격으로
116개가 있다.
Fig. 4의 탄성파 기록은 Fig. 3에 대한 모델링 결과이다. 두
경우 모두 수평 변위와 수직 변위에서 모두 속도가 가장 빠른
P 파의 전파를 볼 수 있고, 거의 감쇠없이 균일한 진폭을 보이
며 전파하는 레일리파의 거동을 관찰할 수 있다. 전파되는 파
동의 진폭, 위상 모두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Fig. 3
의 두 모형에 대해 송신원에서 540 m, 900 m 떨어진 지점에서
수신되는 신호를 Fig. 5와 같이 비교해보았다. 진폭의 크기에
는 미소한 차이가 있지만 위상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공기층의 두께에 따른 변화를 수치적으로 확인하기 위
해 송신원에서 540 m, 900 m 떨어진 지점에서 트레이스의
rms (root mean square) 오차를 계산해 보았다. rms 오차 계산
식은 (5)식과 같다.
3

(b – a )
∑--------------------------(5)
a
∑
여기서, a는 공기층이 없는 경우의 트레이스의 진폭, b는 공
기층이 있는 경우의 트레이스의 진폭, e는 rms 오차이다.
Table 1은 공기층의 두께를 24 m, 72 m, 120 m, 240 m로 바꾸
2

e =

i

i

2

i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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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mogeneous half-space model with an air layer.

Numerical solutions, horizontal (left) and vertical (right)
displacements, for two models without (solid line) and with (cross)
an air layer, respectively. Seismograms are recorded for 2.0 seconds
with source-receiver offsets of (a) 540 and (b) 900 m, respectively.
Fig. 5.

RMS Errors of numerical solutions for homogeneous half
space models with the air layer.
Table 1.

Thickness of
air layer
24 m
72 m
120 m

Synthetic seismograms of horizontal (left) and vertical (right)
displacements for two homogeneous half-space models with (a) and
without (b) air layer, which are shown in Fig. 3.
Fig. 4.

어가며 구한 rms 오차이다. 공기층이 두꺼워질수록 오차는 작
아지고 있고, 오차 감소의 정도도 더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 결과를 통해 공기층의 물성을 요소에 직접 넣은 수치
계산이 유효함을 알 수 있고, 공기층의 두께가 수치해에 큰 영
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유한요소법과의 결과 비교
불규칙 지표 모형의 수치 계산에 가중평균 유한요소법과 종
래의 일반적인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해보았다.
모형의 전체 크기는 x방향 3000 m, z 방향 1080 m이고, 경사
면은 x방향 왼쪽으로부터 960 m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하여 폭

240 m

Distance from
a source
540 m
900 m
540 m
900 m
540 m
900 m
540 m
900 m

RMS error (%)
Horizontal
Vertical
displacements displacements
0.327802
0.335563
0.432951
0.413660
0.254558
0.271988
0.351867
0.377201
0.244130
0.258334
0.339340
0.366583
0.239945
0.248144
0.332508
0.359284

240 m, 높이 240 m로 하강하는 경사로 경사각은 45도이다
(Fig. 6). 매질의 속성은 이전과 동일하고 송신원 역시 동일한
Gaussian wavelet으로 x방향 정중앙 지표에 있고, 수신기는 x
방향으로 24 m 간격으로 120 m 지점에서 2880 m 지점까지 지
표면 위에 116개가 위치한다. 경사면에 위치하는 수신기의 x
방향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일반적인 유한요소법은 S파 한 파장당 필요한 격자 개수가
33.3개이므로 격자 크기를 Δ =2 m로 했을 때 Fig. 6의 모형 계
산에 필요한 요소 개수는 1000 × 540개가 된다. 이에 비해 가
중평균 유한요소법을 적용할 때에는 S파 한 파장당 격자가 5
개만 있으면 되므로 Δ =12 m의 요소 개수는 250 × 90개, 일반
적인 유한요소법 을 이용하는 경우의 1/36 수준이다.

지형을 고려한 주파수 영역 가중평균 유한요소법 탄성파 모델링

Fig. 6.

A homogeneous half-space model with an in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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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 지표가 있는 모형
불규칙 지표면이 탄성파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서 지표면이 계단 형태인 모형(Fig. 8a)과 지표면에 경사면
이 있는 모형(Fig. 8b)에 대해서 수치 계산을 수행하였다. 두
모형 모두 공기층을 포함한 전체 크기는 x방향 3000 m, z 방
향 1200 m이고, 격자 크기는 Δ =12 m로 동일하여 격자 개수
는 250 × 100개이다. 송신원과 수신기의 위치는 이전의 경우와
같이, 송신원은 모형 지표의 한가운데에 있고 수신기는 x 방향
간격을 동일하게 하였다.
계단 모형에서 고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x방향 왼쪽부터
960 m, 2040 m 떨어진 지점이고, 경사 모형의 경사면은 x방향
왼쪽으로부터 960 m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하여 폭 240 m, 높
이 240 m로 경사각은 45도이다(Fig. 8).
Fig. 8의 두 모형에 대한 탄성파 기록은 Fig. 9와 같다. 두
모형에 대한 단면 모두에서 강한 진폭을 가진 레일리파(R로
표시)의 전파를 확인할 수 있다. Fig. 9a에서 P파와 레일리파
가 전파하는 모습과, 계단의 모서리에서 P파와 레일리파의 반
사 굴절 양상을 볼 수 있다. 강한 진폭의 레일리파는 계단의
모서리 부분에서 새로운 송신원의 역할을 하고, 여기서부터 새
로운 P파와 레일리파가 전파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b에서
는 경사면에서 회절된 파들의 군집을 볼 수 있다. 양 쪽 결과
모두에서, 레일리파의 회절이 P파의 회절보다 더욱 강하게 나
타난다.

결 론
Numerical solutions, horizontal (left) and vertical (right)
displacements, for the model shown in Fig. 6 by WA (solid line)
and conventional FEMs (dashed line with open circle). Time-series
are collected for 2.0 seconds with source-receiver offsets of (a) 540
and (b) 900 m, respectively.
Fig. 7.

이 두 경우의 격자구성에 따른 탄성파 모델링 결과에서 송
신원으로부터 540 m, 900 m 떨어진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트
레이스를 Fig. 7과 같이 비교하였다. 송신원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수신점의 신호가 전반적으로 진동이 심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는 가중평균 유한요소법과 일반적인 유한요소법을
쓴 두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경사면이 계단
식으로 모사되면서 탄성파가 그 모서리에 회절 반사된 결과로
생각된다. 두 방법의 진폭은 좀 차이가 있지만 위상은 거의 유
사한 전파 양상을 볼 수 있다.
가중평균 유한요소법은 격자 크기에 따라 다른 종류의 유한
요소 파동 방정식을 선형 결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종래의 일반적인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는 경
우보다 기본 격자수가 1/36로 줄어드는 폭이 더 커서 전체적
으로 저장용량이나 계산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불규칙한 지표 지형이 있는 2차원 탄성 매질
에서의 탄성파 거동을 규명하기 위해서 주파수 영역 가중평균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지표 기복이 없는 균질 반무
한 매질 위에 공기층이 있는 경우와 지하 매질만 존재하는 경
우의 탄성파 모델링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공기층의 존재가
탄성파 신호의 진폭을 감소 시키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 값이
크지 않고, 위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의 물
성을 요소에 직접 대입해서 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불규칙 지표가 있는 매질에 공기층의 물성을
포함하는 모형에 대해 가중평균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경우와
종래의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경우의 탄성파 모델링 결과를 비
교하였다. 가중평균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면 분산이 일어나지
않는 오차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는 경우
만큼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총 격자 개수가 1/36
이상으로 감소하여 저장용량과 계산시간의 효율이 증대함을
알 수 있었다.
비교 연구 다음으로는, 간단한 형태의 불규칙 지표 지형이
있는 모형에 대해서 탄성파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대상 모형은
지표면에 수직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계단이 있는 모형과 비스
듬한 경사면이 있는 모형의 두 종류이다. 탄성파 기록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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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두파인 파와 파에 비해 큰 진폭으로 먼 거리까지 감
쇠없이 전파하는 레일리파를 관찰할 수 있었다 불규칙한 지표
면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탄성파가 회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감쇠가 작은 레일리파가 크게 회절하면서 마치 불규칙
지형의 모서리에 새로운 송신원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파와 레일리파의 전파 거동을 야기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
타났다 모서리 부분과 경사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회절파들
은 상대적으로 높은 진폭을 나타내서 전체 탄성파 단면 해석
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에서 불규칙 지표 지형이 있는 탄성 매질에 대
해 모델링을 수행할 때 공기의 물성을 직접 대입하여 전체 모
형을 구성하고 가중평균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상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델링을 통해 탄성파의
전파 거동을 확인하고 불규칙 지형의 존재가 탄성파 신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불규칙 지표 특성에 따른 탄성파 신호의 회절 양상을 규명하여
탄성파 탐사 결과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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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topographic models with (a) a staircase and (b) an
incline.
Fig. 8.

Synthetic seismograms of horizontal (left) and vertical (right)
displacements for the two models with (a) a staircase and (b) an
incline, which are shown in Fig. 8. P-waves and Rayleigh waves
are indicated P and R, respectively.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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