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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실제 매질에서 전파하는 파의 거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탄성파 모델링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실제매질은 반무

한 매질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모델링에서 반무한 매질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유한한 크기의 모형을 가정

하며, 이 경우 모형의 좌우 및 하부 경계는 가상의 경계이므로 이로부터 반사되는 인위적인 반사파들은 적절한 경계조건

을 도입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등방성 매질 뿐 아니라 이방성 매질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이방성 매질에

서의 경계를 적절히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등방성 매질의 탄성파 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스펀지 경계조건, Clayton과 Engquist가 제안한 흡수경계조건, Higdon의 흡수경계조건 세 방법을 이방성

매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형한 후 다양한 포아송의 비를 갖는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세 경계조건의 특성을 분석해 보

았다. Clayton과 Engquist의 흡수경계조건은 등방성 매질에서 포아송의 비가 클 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방성 매

질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스펀지 경계조건은 등방성 매질과 이방성 매질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

지만, 컴퓨터 메모리나 계산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비효율적이다. 이에 반해 Higdon이 제안한 경계조건은 필요로 하는 컴

퓨터 메모리와 계산시간이 적을 뿐 아니라 큰 각도로 입사되는 파에 의해 발생하는 반사파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였다.

따라서 포아송의 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이방성 매질에서는 계산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Higdon의 흡수경계조

건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탄성파 모델링, 이방성, 흡수경계조건, 스펀지경계조건

Abstract: Seismic modeling is used to simulate wave propagation in the earth. Although the earth’s subsurface is usually

semi-infinite, we cannot handle the semi-infinite model in seismic modeling because of limited computational resources.

For this reason, we usually assume a finite-sized model in seismic modeling. In that case, we need to eliminate the edge

reflections arising from the artificial boundaries introducing a proper boundary condition. In this study, we changed three

kinds of boundary conditions (sponge boundary condition, Clayton and Engquist’s absorbing boundary condition, and

Higdon’s transparent boundary condition) so that they can be applied in elastic wave modeling for anisotropic media.

We then apply them to several models whose Poisson’s ratios are different. Clayton and Engquist’s absorbing boundary

condition is unstable in both isotropic and anisotropic media, when Poisson’s ratio is large. This indicates that the

absorbing boundary condition can be applied in anisotropic media restrictively. Although the sponge boundary condition

yields good results for both isotropic and anisotropic media, it requires too much computational memory and time. On

the other hand, Higdon’s transparent boundary condition is not only inexpensive, but also reduce reflections over a wide

range of incident angles. We think that Higdon’s transparent boundary condition can be a method of choice for anisotropic

media, where Poisson’s ratio is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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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탄성파 모델링은 탄성파 탐사 및 지진파 연구에서 지하매질

을 전파해가는 파의 거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실제

지하매질은 반무한 매질이지만 탄성파 수치모델링에서는 무한

한 모형을 가정하고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유

한한 크기의 모형을 가정하게 된다. 이 경우 좌우 및 하부 경

계로부터 인위적인 반사파가 생겨난다. 이러한 반사파는 실제

매질의 경계에서 돌아오는 반사파와 뒤섞여 자료의 정확한 해

석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경계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

고 있다.

탄성파 모델링에서 경계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연구는 경계에 작용하는 응력에 점성에 의한 감쇠를 주는 방

법으로 Lysmer and Kuhlemeyer (1969)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방법은 경계에 입사하는 P파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는 보여

주지만, S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반사파는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 Cerjan et al. (1985)은 모

형의 경계 외부에 가상의 영역을 설정하고 모형의 경계에서

바깥쪽으로 진행하는 파의 진폭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스펀지 경계조건(sponge boundary

condition)이라 불리며, 매우 간편하고 적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입사각과 상관없이 인위적인 반사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상의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모형

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많은 컴퓨터 메모리가 요구되고 계

산시간이 크게 증가하여 비효율적이다. 이와는 달리 Clayton

and Engquist (1977)는 모형경계에서 파동방정식의 분산관계

식으로부터 유도된 한쪽 방향으로만 전파하는 방정식(one-way

equation)을 적용하여 모형내부로 파가 진행할 수 없게 함으로

써 추가적인 영역을 설정하지 않고 인공적인 반사파를 제거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S파와 P파의 속도의 비가

Vs/Vp<0.46일 경우 불안정하다고 알려져 있어 적용하는데 한

계가 있다(Emerman and Stephen, 1983). 이와는 독립적으로

Reynolds (1978)는 경계에서의 파동방정식을 내부와 외부로

전파하는 두 벡터의 내적 형태로 분해하여 모형 내부로 전파

하는 반사파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Clayton

and Engquist (1977)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알고리듬이 다르다.

Higdon (1991)은 Reynolds (1978)가 제시한 1차 경계조건을

여러 번 곱하여 적용함으로써 탄성파 모형경계에서 안정적으

로 P파와 S파 모두 제거하였다. 이러한 경계조건은 2차원과 3

차원 모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경계조건에 차분식을 적

용할 경우 경계와 수직인 격자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유면

경계와 인접한 격자에서도 차분식을 변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전의 방법과 달리 작은 Vs/Vp에 대해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앞서 제시한 경계 조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등방

성 매질에 대한 연구였다. 최근들어 이방성 매질에 대한 연구

(Thomsen, 1986, Tsingas et al., 1990; Faria & Stoffa, 1994;

Igel, 1995; Juhlin, 1995)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방성 매질에

서의 경계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방성 매질은 포아송

의 비가 매우 크고 복잡한 지질구조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

에 보다 안정적이어야 한다. 또한 등방성 매질에서의 경계조건

은 이방성 매질에 적용할 때 적절한 변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위의 세가

지 방법들(스펀지경계조건, Clayton과 Engquist가 제안한 흡수

경계조건, Higdon의 흡수경계조건)을 다양한 Vs/Vp를 가진

등방성 매질에 적용하여 그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안정성을 시

험하고, 각 경계조건을 변형하여 이방성 매질에 적용함으로써

어떤 방법이 이방성 매질에서 가장 효과적인가를 살펴볼 것

이다.

등방성 매질에서의 경계조건

등방성 매질에서의 탄성파동방정식

시간영역에서 이차원 탄성파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2)

여기서 ρ는 밀도를 나타내고, λ와 μ는 Lamé 상수를 나타내

며, U
x
와 U

z
는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변위이다. 이때 P파와

S파 속도는 각각 , 로 표현된다.

 

스펀지 경계조건

스펀지 경계조건은 모형 외부에 가상의 영역을 설정하여, 바

깥쪽으로 진행하는 파의 진폭을 점차적으로 감쇠시킴으로써

내부로 전파되어 돌아오는 인공적인 반사파를 제거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Cerjan et al. (1985)에 의해 시간영역에서 최

초로 시도되었으며, Shin (1995)은 이를 주파수영역으로 확장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영역에서의 과정만을 살펴볼 것

이다.

스펀지 경계조건은 스펀지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수

치적인 해를 계산한 후, 스펀지 영역에 해당하는 격자에 일정

한 감쇠상수를 곱하여 파의 진폭이 모형의 경계 바깥쪽으로

전파할수록 점차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다. 감쇠상수는 경계에

서 1이고 멀어질수록 작아지며, 이러한 과정을 매 시간단계마

다 반복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스펀지 영역의 격자를 n개

로 설정할 경우 바깥쪽으로 전파하는 파는 총 n번의 감쇠를

받게 되며, 결국 모형의 경계에서는 진폭이 모두 줄어들어 되

돌아오는 반사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감쇠상수가 너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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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내부 스펀지 경계에서 큰 감쇠가 일어나게 되어 인위적인

반사파가 생성되고, 너무 작으면 파의 진폭을 완전히 감쇠시키

지 못해 외부 스펀지 경계에서 반사파가 생성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파의 진폭을 완전히 감쇠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스펀지 영역을 넓게 설정해야 하지만 이 경우 계산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로 제한해야 한다.

Fig. 1은 표면이 자유면인 무한균질한 모형의 모식도이다.

모형의 크기는 너비와 깊이가 모두 2 km이고 P파 속도와 S파

속도는 각각 2 km/s, 1 km/s이고 밀도는 2 g/cm3이다. 송신원은

최대 주파수가 20 Hz인 1차 미분 가우스 함수를 수직방향 변

위로 가정하여 사용하였고, 분산조건과 안정조건을 만족시키

기 위해 격자간격은 10 m, 시간간격은 0.001초로 설정하였다.

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 외부에 각각 100개의 스펀지 영역

을 설정하였으며, 송신원은 모형 중앙의 표면에 배치하였다.

스펀지 영역에서의 파의 감쇠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수진기는

스펀지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표면에 10 m 간격으로 배치하

였다.

Fig. 2는 가장 효과적인 감쇠상수를 찾기 위해 각기 다른 감

쇠상수를 설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이다. 감쇠상수는 내

부의 스펀지 경계에서 모두 1이고 외부경계에서는 각각 0.9,

0.99, 0.999이며, 내부경계에서 외부경계까지 선형으로 감소한

다. 감쇠상수가 0.9일 때는 파의 진폭을 급격히 감쇠시키므로

내부에서 인공적인 반사파가 되돌아 오고, 반면에 감쇠상수가

0.999일 때는 파를 완전히 감쇠시키지 못해 외부경계에서 반

사파가 생성되었다. 따라서 0.99정도의 감쇠상수가 가장 효과

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다양한 감쇠상수를 시험해 본 결

과 0.993이 가장 적절한 감쇠상수였다.

Fig. 3은 Vs/Vp값에 따라 경계에서 파의 감쇠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Vs/Vp는 각각 0.3, 0.4, 0.5, 0.6이며, 모

든 경우에서 효과적으로 감쇠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펀지 경계조건은 Vs/Vp에 덜 민감하여 이방성 매질에 적용

할 경우 매우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Clayton과 Engquist의 흡수경계조건

Clayton and Engquist (1977)는 Paraxial Approximation

(PA)를 기반으로 하여 탄성파동방정식의 흡수경계조건을 제안

하였다. 이는 탄성파동방정식의 분산관계식으로부터 유도되

며, 모형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탄성파동 방정식을, 경계에서는

분산관계식으로부터 유도된 한쪽 방향으로만 전파하는 방정식

(one-way equation)을 적용함으로써 모형 내부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등방성 매질에 대한

연구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스펀지 경계조건과

달리 추가적인 영역을 설정하지 않고 인공적인 반사파를 제거

할 수 있으므로 메모리나 계산시간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

P파 속도가 α, S파 속도가 β인 균질한 등방성 매질에서 탄성

파동방정식의 z축(하향)방향 경계에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3)

. (4)

이 때 B1, C1, C2, C3은

A1:u
z

B1ut
+ 0=

A2:u
tz

C1utt
C2utx

C3uxx
+ + + 0=

Fig. 1. The geometry of semi-infinite homogeneous model used for

applying the sponge boundary condition.

Fig. 2. Synthetic seismograms of vertical displacements obtained when the sponge boundary condition is applied to isotropic media: 

(a) f=0.9, (b) f=0.99, and (c) f=0.999 (f is the damping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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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6)

(7)

이며, 마찬가지 방법으로 x축방향의 경계에서의 조건을 구할

수 있다.

, (8)

. (9)

, (10)

, (11)

. (12)

사용된 모형은 Fig. 1에서 스펀지영역을 제외한 것과 동일하

다. 스펀지 경계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Vs/Vp값을

가진 모형에서 모델링을 수행하여 경계조건의 안정성을 살펴

보았다. Fig. 4는 각각의 경우에서 시간이 0.8초일 때 계산된

수직변위의 스냅단면도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Vs/Vp

값이 0.3과 0.4일 경우 매우 불안정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표면에서의 합성탄성파 단면도를 작성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Vs/Vp<0.46일 경우 불안정하다는 Emerman and Stephen

(1983)의 결과와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작은 Vs/Vp값을 갖는

이방성 매질에서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igdon의 흡수경계조건

Reynolds (1978)는 경계에서의 파동방정식을 내부와 외부로

전파하는 파의 내적 형태로 분해하여 모형 외부로 전파하는

항만을 적용함으로써 인공적인 반사파를 제거하였다. 그 이후

Higdon (1991)은 Reynolds (1978)가 제시한 1차 경계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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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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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ynthetic seismograms of vertical displacements obtained when the sponge boundary condition is applied to isotropic media: 

(a) Vs/Vp=0.3, (b) Vs/Vp=0.4, (c) Vs/Vp=0.5, and (d) Vs/Vp=0.6.

Fig. 4. Snapshots obtained when Clayton and Engquist’s absorbing boundary condition is applied to isotropic media: 

(a) Vs/Vp=0.3, (b) Vs/Vp=0.4, (c) Vs/Vp=0.5, and (d) Vs/V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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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곱하여 적용함으로써 인공적인 반사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였고, 상수를 이용하여 P파 속도와 S파 속도의 비에 의

해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였다.

등방성 매질에서 일반적인 Higdon의 흡수경계조건은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 (13)

여기에서 Cp는 P파의 속도이며, βj는 P파 속도와 S파 속도

의 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m이 증가할수록 입사하는 파에

의해 발생하는 인공적인 반사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으

나, 입사각이 큰 파에 대해서 매우 불안정해진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입사각이 큰 모서리 부분에서만 2차 경계조건을 사용

하고, 나머지 경계에서는 3차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Clayton과 Engquist의 흡수경계조건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

한 모형에서 Vs/Vp에 따라 경계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

펴보았다. Fig. 5는 각각의 경우 구해진 수직변위의 합성탄성

파 단면도이다. 각각의 경우 속도의 비에 따라 β를 설정하였

고, 시간은 P파와 S파 모두가 경계에서 잘 흡수되는지 살펴보

기 위해 총 3초까지 계산하였다. Clayton과 Engquist의 흡수경

계조건에서와 달리 모든 경우 경계에서 반사되는 인위적인 반

사파를 잘 제거하였다. 따라서 β를 적절히 조절한다면 이방성

매질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방성 매질에서의 경계조건

이방성 매질에서의 탄성파동방정식

후크의 법칙(Hooke’s law)에 따르면 응력과 변화율의 관계는

(14)

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에서 Cijkl는 매질의 탄성계수이며 암석

의 이방성을 완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21개의 독립적인 탄성

계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암석의 모든 탄성계수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셰일층이나 퇴적층과 같이

하나의 축에 대해 대칭을 이루는 이방성 매질(transversely

isotropic media)로 가정한다. 이 경우 탄성파동 방정식은 5개

의 계수만으로 표현되며, 2차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계수만을 필요로 한다

. (15)

또한,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변위와 변형률의 관계는

다음식으로 표현되므로

(16)

2차원의 경우 이방성 매질에서의 파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17)

(18)

등방성 매질에서와 같이 ρ는 밀도를 나타내고, Ux와 Uz는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변위를 나타낸다. 반면, 이방성 매질

에서의 P파 속도는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등방성 매질에서의 탄성파동방정식과 비교했을 때 각 방향의

탄성 계수를 이용해 x 방향의 P파 속도는 , z 방향의

P파 속도는 , S파 속도는 로 생각할 수

있다.

스펀지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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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ynthetic seismograms of vertical displacements obtained when Higdon’s transparent boundary condition is applied to isotropic media:

(a) Vs/Vp=0.3, (b) Vs/Vp=0.4, (c) Vs/Vp=0.5, and (d) Vs/V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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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펀지 경계조건은 변위만을 이용하여 파의 진폭을 감쇠시

키는 방법이므로 이방성 매질에서의 경계조건은 등방성 매질

에서의 경계조건과 다르지 않다. Fig. 6은 이방성을 가진 무한

균질한 모형의 모식도이다. 탄성계수와 밀도는 Tsingas et al.

(1990)에서 제시된 모형 중 이방성 셰일층과 같은 값으로 설정

하였다. 등방성 모형과는 달리 P파 속도를 나타내는 각 방향

의 탄성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Vs/Vp는 일정한 범위의 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형에서는 0.56와 0.69의 값을 나타낸

다. 송신원과 수진기의 위치, 송신원의 최대파장과 형태, 격자

의 크기, 시간간격 모두 등방성 모형과 동일하다. 스펀지 영역

역시 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외부에 각각 격자 100개씩

설정하고, 감쇠상수는 등방성 매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

던 0.993을 이용하였다.

Fig. 7은 각각 모델링을 통해 구해진 수평과 수직방향의 합

성탄성파 단면도인데, 스펀지 영역을 제외하고 표시하였다. 등

방성 매질에서과 같이 인위적인 경계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

는 파들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layton와 Engquist의 흡수경계조건

Clayton와 Engquist의 흡수경계조건은 등방성 매질에서의 결

과와 같이 P파의 속도와 S파의 속도의 비가 가장 중요하다. 하

지만 이방성 매질에서의 P파와 S파 속도는 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x 방향과 z 방향의 변위에 각각 다른 경계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등방성 매질의 탄성파동방정식

으로부터 유도된 A1, A2 경계식에 각 방향의 탄성계수를 이

용해 x 방향의 P파 속도는 , z 방향의 P파 속도는

, S파 속도는 두 방향 모두 로 설정하여 각

방향의 변위에 적용하였다.

모형은 스펀지 경계조건에서 사용한 모형과 동일하고, Fig.

8에 도시한 합성탄성파 단면도를 살펴보면 경계에서 완전히

인공적인 반사파를 제거하지 못하였다. 이 모형에서 Vs/Vp값

이 0.56와 0.69로 나타나는데, 이는 등방성 매질의 경우에서

안정적인 경계조건을 보여준 값이다. 하지만, 이방성 매질에서

의 경우 각 방향의 탄성계수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불안정

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경계에서 돌아오는 인공적

인 반사파의 진폭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좀더 큰 이방성을 가

지는 매질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Higdon의 흡수경계조건

Higdon의 흡수경계조건은 Clayton and Engquist의 흡수경계

조건과 달리 매질에서의 P파 속도인 Vp와 P파 속도와 S파 속

도의 비를 표현하는 β를 이용한다. 따라서 이방성 매질에서는

x 방향의 P파 속도는 , z 방향의 P파 속도는

로 설정하고, β를 조정하여 인공적인 파를 완전히 제

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9는 다른 방법들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모형에서 계

산된 각 방향에서의 합성탄성파 단면도이다. 두 방향의 변위

모두 모델 경계에서 파가 잘 흡수되어 인공적인 반사파를 생

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좀더 복잡하거나 큰 이방성을 지닌 매

질에서도 β를 적절히 잘 조절한다면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으

로 기대된다.

결과 비교

각 경계조건의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송

C11/ρ

C33/ρ C44/ρ

C11/ρ

C33/ρ

Fig. 6. The geometry of semi-infinite homogeneous model used for

comparison of the boundary conditions in anisotropic media.

Fig. 7. Synthetic seismograms of (a) horizontal and (b) vertical

displacements obtained when the sponge boundary condition is

applied.

Fig. 8. Synthetic seismograms of (a) horizontal and (b) vertical

displacements obtained when Clayton and Engquist’s absorbing

boundary condition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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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과 500 m 떨어진 수진기에서 앞서 제시된 세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수치해를 Dirichlet 경계조건을 주었을 때의

수치해와 비교해 보았다(Fig. 10).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

펀지 경계조건과 Higdon의 흡수경계조건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Clayton과 Engquist의 방법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1은 세 경계조건의 상대적인 감쇠율을 보여

주는데, 이는 Dirichlet 경계조건을 주었을 때 경계면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인위적인 반사파의 최대진폭과 각각의 경계조건을

주었을 때 되돌아 오는 반사파의 최대진폭을 비교하여,

Dirichlet 경계조건의 감쇠율을 0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경계조

건의 감쇠율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스펀지 경계조건과

Higdon의 흡수 경계조건은 x 방향의 변위를 좀더 잘 흡수하고,

Clayton과 Engquist의 방법은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결 론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등방성 매질에서의 경계조건들을

다양한 Vs/Vp를 가진 모형에 적용하여 그 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안정성을 시험하였고, 각 경계조건을 변형하여 이방성 매질

에 적용하였다. 포아송의 비가 큰 경우 안정적이지 못한 결과

를 준다고 알려진 Clayton and Engquist (1977)의 흡수경계조

건은 등방성 매질에서 Vs/Vp값이 0.3과 0.4일 때 경계에서 값

이 발산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방성 매질에서 역시 인공적

인 반사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Cerjan et al. (1985)의

스펀지 경계조건은 적용하기 쉽고 간편하며 Vs/Vp값에 영향

을 받지 않고 입사각이 큰 파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

지만, 많은 메모리나 계산량이 필요하여 3차원 모형이나 복잡

한 모형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다. 반면 Higdon (1991)은

Reynolds (1978)가 제시한 1차 경계조건을 여러 번 곱하여 적

용함으로써 경계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반사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였고, P파 속도와 S파 속도의 비를 나타내는 상수를 사

용함으로써 Clayton and Engquist (1977)의 흡수경계조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경계조건에 차분식

을 적용할 경우 경계와 수직인 격자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

유면 경계와 인접한 격자에서도 변형할 필요가 없고, 3차원 모

형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모형이나 3차원

모형과 같이 많은 메모리나 계산이 필요하고, 포아송의 비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이방성 매질에서 Higdon (1991)이 제시

한 흡수 경계조건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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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ynthetic seismograms of (a) horizontal and (b) vertical

displacements obtained when Higdon’s boundary transparent condi-

tion is applied.

Fig. 10. Numerical solutions calculated by the finite-difference

method for (a) horizontal and (b) vertical displacements obtained at

the distance of 500 m from the source when four kinds of boundary

conditions are applied.

Table 1. The attenuation rates of artificial reflections resulting from

three kinds of boundary conditions.

Cerjan Clayton & Engquist Higdon

U
x

97.0% 68.9% 95.8%

U
z

99.2% 55.9%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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