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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성파의 수치 모델링은 유한한 경계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반사파의 제거를 위한 경계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파수영역의 탄성파 수치 모델링에 CFS-PML (Complex Frequency Shifted-Perfectly Matched Layer)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다. 수치모델링 검증을 위해 Lamb’s Problem의 해석해와 수치모델링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일치하였다. 모
형 내의 운동에너지, 최대크기오차, 그리고 스펙트럼오차를 통하여 CFS-PML경계조건이 기존의 흡수경계조건들 보다 유
한경계에서 발생한 인공적인 반사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CFS-PML경계조건의 변수 kmax와 αmax
의 최적값은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주파수에 따른 함수로 정의된 αmax를 변수로 갖는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을 제안하여 기존 PML경계조건, CFS-PML경계조건, 그리고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의 성능을 운동
에너지, 최대크기오차, 스펙트럼 오차로 비교하였다. 기존 PML경계조건에서 나타난 스쳐가는 입사각에 대한 반사파 문제
가 CFS-PML경계조건, 그리고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에서는 개선되었다.
주요어: CFS-PML, 주파수영역, 유한요소법, 탄성파모델링
Abstract: Absorbing boundary conditions are used to mitigate undesired reflections that can arise at the model’s truncation
boundaries. We apply a complex frequency shifted perfectly matched layer (CFS-PML) to elastic wave modeling in the
frequency domain. Modeling results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our implementation is superior to other absorbing
boundaries. We consider the coefficients of CFS-PML to be optimal when the kinetic energy becomes to the minimum,
and propose the modified CFS-PML that has the CFS-PML coefficient αmax defined as a function of frequency. Results
with CFS-PML and modified CFS-PML are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with those of the classical PML technique
suffering from large spurious reflections at grazing incidence.
Keywords: CFS-PML, frequency-domain, FEM, elastic wave modeling

서

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흡수경계조건(Clayton and Engquist,
1977; Higdon, 1991), 스폰지경계조건(Cerjan et al., 1985;

탄성파의 수치모델링은 복잡한 매질로 전파하는 탄성파를

Shin, 1995)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계조건들은
경계면에 스쳐가듯 거의 평행인 입사각(스쳐가는 입사각,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Drossaert & Giannopoulos,
2007a). 탄성파 수치 모델링 방법으로는 유한차분법(Virieux,

grazing incidence)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모든

1986), 유한요소법(Bao et al., 1998), 그리고 SEM(Komatitsch
& Tromp, 1999)이 있다. 실제 전파가 일어나는 반무한 영역은

입사각에 대하여 저주파수의 에너지를 반사하였다(Komatitsch
and Martin, 2007).

수치 모델링 과정에서 계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유한한 영

Berenger (1994)는 맥스웰 방정식에 대하여 PML (Perfectly

역으로 제한되는데, 이로 인해 관심 영역의 경계에 도달한 파
는 실제 반무한 매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반사파를 생성한다.

Matched Layer)경계조건을 도입하였고, 이산화 되지 않은
PML경계조건은 모든 입사각, 모든 주파수에 대하여 0인 반사
계수를 가졌다. 이러한 PML경계조건은 시간영역 파동방정식
에 대하여 Chew and Liu (1996), Collino and Tsogk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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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산화 된 PML경계조건은 큰 입
사각, 즉 경계를 스쳐가는 입사각에 대하여 여전히 불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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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를 보였다(Collino and Monk, 1998; Komatitsch and
Martin, 2007; Zhang and Shen, 2010). 이러한 현상을 맥스웰
방정식의 모델링에서 Roden and Gedney (2000)가 개선하였고,
Berenger (2002)는 이를 CFS-PML (complex frequency shifted
PML)이라 하였다. 이후 Drossaert and Giannopoulos (2007a,
b), Cho and Lee (2009)는 이를 시간영역 탄성파 수치 모델링
에 적용하였다.
주파수영역 탄성파 모델링은 본래 Tarantola (1984)에 의하
여 시간영역에서 제안되었던 완전파형역산에 대하여 Pratt
(1990)의 연구 이후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Virieux and Operto,
2009). 이 연구에서는 주파수영역의 탄성파 수치 모델링에
대하여 CFS-PML경계조건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Lamb’s
Problem의 해와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CFS-PML경
계조건의 최적 변수를 도출하고, CFS-PML경계조건의 변수를

향에 대한 2차 함수로 두었다. 예를 들어 xj 방향으로 시작되
는 유한경계에 대하여 κj , dj 와 αj 는 다음 식 (4)과 같다.
κj = κmaxξ(xj)
dj = dmaxξ(xj)
αj = αmaxξ(xj)
ξ(xj) = (1 – xj/L)

식 (1)에 식 (2)를 대입하여 약형식(weak formulation)으로 나
타내고 정리하면, 식 (5)와 같고, 이때 기저함수는 식 (6)과 같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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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영역의 탄성파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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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영역에서의 2차원 파동방정식은 다음 식 (1)과 같다.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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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 ûiφ i
i=1
N

여기서 ũ 과 ṽ 는 주파수영역에서의 x1 방향, x2 방향에 대한
변위이며, ω 는 각주파수이고, ρ 는 밀도, λ 와 μ 는 라메의
상수이다.
Komatitsch and Martin (2007)에 따라, CFS-PML경계조건
이 적용된 xj 방향에 대한 편미분연산자는 다음 식 (2)와 같이
허수 i를 포함하여 복소수영역에서 표현된다.
1- -----∂
∂ = -------∂x̃j ηj ∂xj

N

∑∑∫[–ρω η1η2φiφj]ûidx1dx2

변형하였다. 그리고 변형된 CFS-PML경계조건, CFS-PML경
계조건, 기존의 PML경계조건, 그리고 고전적인 흡수경계조건

∂ṽ ∂ũ ⎞ ⎫ ∂ ⎧ ∂ũ
2
∂ -⎧μ⎛-----∂ṽ ⎫
– ρω ṽ – -----⎨ ⎝ - + -------⎠ ⎬ – -------⎨λ ------- + (λ + 2μ)------- ⎬ = 0
∂x
∂x
∂x1⎩
∂x2 ⎭
1
2 ⎭ ∂x2 ⎩ ∂x 1

(4)

단, L은 PML영역의 길이이다.

주파수영역 모델링의 장점을 이용하여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인 Clayton and Engquist (1977)의 경계조건, Higdon (1991)의
경계조건의 성능과 비교하였다.

2

ṽ = ∑ v̂iφ i

(6)

i=1

식 (5)을 보면, 유한요소법으로 표현된 파동방정식의 일반적인
강성행렬과 질량행렬에 x1와 x2방향으로의 CFS-PML경계조건
을 구현하는 변수 η1 와 η2 가 곱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식 (5)를 행렬로서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때,
g

g

K 와 M 는 ηj 가 포함된 강성행렬과 질량행렬이다.
(2)

g

g

[K + M ]

û
=0
v̂

(7)

이 때, ηj 는 식 (3)과 같다.
dj
ηj = κj + -------------αj + iω

해석해를 통한 수치해의 검증
(3)

여기서 κj 는 1보다 큰 실수, dj 는 감쇠함수, αj 는 0보다 크
거나 같은 실수이며, 모두 xj 방향에 대한 함수이다.
이 논문에서는 CFS-PML경계조건의 κj , dj 와 αj 를 xj 방

반무한 매질에 대하여 CFS-PML을 적용한 주파수영역 탄성
파 모델링의 결과를 Lamb’s Problem의 해와 비교하여 검증하
고자 하였다. 해석해는 Berg et al. (1994)의 포트란 코드
EX2DDIR을 사용하여 얻었다. 코드 EX2DDIR은 Cagniar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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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p 기법을 기반으로, 변위나 속도에 대하여 임의의 진원시
간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수치해의 검증을 위하여 P파 속도

Fig. 2의 (a)와 (b)이고, 수신기 B에서 기록된 수평성분 변위 ux
와 수직성분 변위 uz는 각각 Fig. 2의 (c)와 (d)이다. Fig. 2에

를 3.2 km/s, S파 속도를 1.847 km/s, 그리고 밀도는 2 g/cm3으
로 설정하였다. 관심영역은 x 방향과 z 방향 요소 각각 150개

서 실선으로 표시된 수치해가 각 성분에 대하여 점선으로 표
시된 해석해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로 이루어지며, 여기에 CFS-PML경계조건이 x와 z 방향 각
10개 요소씩 더해진다. 송신원의 위치는 왼쪽 경계에서
0.5 km, 깊이 0.4 km이고, 진원시간함수는 가우스함수의 1계
미분을 따르며 최대 주파수가 18.475 Hz이다.
송신원과 수신기 A, B는 Fig. 1과 같이 위치하였고, 수신기
A에서 기록된 수평성분 변위 ux와 수직성분 변위 uz는 각각

CFS-PML경계조건과 타 흡수경계조건의
적용 결과 비교
Fig. 3과 같은 영역에 대하여 Clayton and Engquist (1977)
의 경계조건, Higdon (1991)의 경계조건, 그리고 CFS-PML경
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Higdon (1991)의 경계조건은 시
간영역 탄성파 모델링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CFS-PML경계조
건을 제외한 x 방향과 z 방향 요소는 각 150개이며, PML경계
조건이 적용된 요소의 개수는 x 와 z 방향 각 10개이다. 그리
고 지표면의 송신원은 수직 방향의 힘으로 Fig. 3의 오른쪽 경
계에서 0.5 km, 왼쪽 경계에서 1 km 떨어져 위치한다. P파 속
도는 3 km/s, S파 속도는 1.73 km/s, 그리고 밀도는 2 g/cm3으
로 설정하였고, 송신파형은 가우스함수의 1차 미분 함수를 따
르며 최대주파수는 17.3 Hz이다.
Fig. 4 (a)는 Clayton and Engquist (1977), (b)는 Higdon

Fig. 1. Material properties and locations of the source (
receivers ( ).

) and

(1991), 그리고 (c)는 CFS-PML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얻은 탄성
파 모델링의 결과이다. 지표면에서 기록된 수평성분의 신호의

Fig. 2. Computed synthetic seismograms of the ux (left) and uz (right) that are shown as dotted lines in the figures (a) and (b) for the receiver
A and (c) and (d) for the receiver B, respectively. The computed synthetic seismograms are the same as analytic solutions shown as solid
lines in the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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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값과 최소값의 각 3%씩 클리핑하여 도시하였다(기록된
신호를 확대하여 표시하였다). 지표면에서 얻은 수평 성분의

너지를 계산한 결과이다. 점선은 Clayton and Engquist (1977),
쇄선은 Higdon (1991), 그리고 실선은 CFS-PML경계조건이

합성 탄성파 기록을 최대이다. Fig. 4 (a)에서는 유한경계에 의
해 발생한 인공적인 반사파가 뚜렷이 보이며, (b)에서도 화살

적용된 탄성파 모델링의 결과로 계산한 운동에너지이다. Fig.
4 (a)에서 볼 수 있듯 Clayton and Engquist (1977)의 경계조

표로 표시된 반사파가 관찰된다. 그러나 CFS-PML경계조건이

건은 인공적으로 존재하는 유한경계에서 발생한 반사파를 충

적용된 (c)에서는 반사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경계조건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관심영역내

분히 제거하지 못하였으므로, Fig. 5에서 운동에너지도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덜하다. 이에 비하여 Higdon (1991)의

의 운동에너지, 최대크기오차(maximum value error), 그리고
스펙트럼오차(spectrum error)를 정의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경계조건과 CFS-PML경계조건에서 계산된 운동에너지는 파
가 영역을 벗어났다고 예상되는 1초 이후부터 뚜렷이 감소하

식 (8)과 같이 운동에너지 Ek 를 정의하였다.

고 있다. 또한, CFS-PML경계조건이 적용된 결과로 계산한 운

2
Ek = 1
---∫ ρ v dΩ
2Ω

(8)

여기서 Ω 는 모델링을 수행하는 관심영역이고, ρ 는 밀도,
v 는 입자의 속도 벡터이다. 경계조건이 이상적으로 적용되었

동에너지가 가장 작은 값을 보인다.
다음으로, 최대크기오차는 식 (9)와 같다.
⎧ u(t) – uref(t) ⎫
e(t) = 20log10⎨ ------------------------------⎬
[ uref(t) ] ⎭
⎩ 0Max
≤t≤t

(9)

max

다면, 시간에 따라 파동이 관심영역을 벗어나 전파하므로 운동
에너지 Ek 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후 사라져야 한다.

여기서 u(t) 는 모델링 된 결과로서 시간 t에 따른 변위이고,
uref(t) 는 파가 유한경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관심영역을 충

Fig. 5는 이 절에서 다룬 Fig. 3의 영역에서 시간에 따라 에

분히 넓혀 수행한 결과로 인위적인 반사파가 기록되지 않은
기준변위이다. 따라서 최대크기오차 e(t) 는 전체 시간 tmax 에
대한 기준변위 최대값에 대하여 인위적인 경계에서 발생한 반
사파의 크기를 데시벨 단위로 보여준다.

Fig. 3. Homogeneous model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boundary conditions such as Clayton and Engquist (1977), Higdon
(1991) and CFS-PML.

Fig. 5. Time evolution of the kinetic energy in the model with the
boundary conditions of Clayton and Engquist (1977) (dotted line),
Higodn (1991) (dashed line), and CFS-PML (solid line).

Fig. 4. Synthetic seismograms with the boundary conditions of (a) Clayton and Engquist (1977), (b) Higdon (1991), and (c) CFS-P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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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에 걸쳐서CFS-PML경계조건의 스펙트럼오차가 Clayton
and Engquist (1977)경계조건, Higdon (1991)경계조건의 스펙
트럼오차보다 작은데 이는 전 주파수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반
사파를 제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CFS-PML경계조건 변수의 최적화
Fig. 6. Maximum value error on a logarithmic scale, presen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ference and modeled results with the
boundary conditions of Clayton and Engquist (1977) (dotted line),
Higdon (1991) (dashed line) and CFS-PML (solid line).

CFS-PML경계조건에는 식 (3)과 식 (4)에서 볼 수 있듯이
κmax, dmax, 그리고 αmax를 최대값으로 하는 변수를 갖는다. 여
기서 dmax는 기존 PML경계조건에서도 존재하는 변수로서,
Collino and Tsogka (2001)가 제안한 경험식으로 계산된다. 따
라서 CFS-PML경계조건에서 새로 도입된 κmax와 αmax의 최적
값을 계산하였다.
시간영역의 탄성파 모델링에 대하여 Drossaert and
Giannopoulos (2007a)는 컨볼루션 기법이 도입된 CPML경계
조건에서 전체 관심영역에 대한 최적의 κmax와 αmax의 값을 고
찰하였다. 또한, Drossaert and Giannopoulos (2007b)는 재귀

Fig. 7. Spectrum error on a logarithmic scale, presen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ference and modeled results with the boundary
conditions of Clayton and Engquist (1977) (dotted line), Higdon
(1991) (dashed line), and CFS-PML (solid line).

Fig. 6은 Fig. 3의 영역 왼쪽 경계와 가장 가까운 지표면, 즉

적분에 기반한 CFS-PML경계조건인 CFS-RIPML에서 두 지
점에 대한 κmax와 αmax의 최적값을 산정하였다. Drossaert and
Giannopoulos (2007b)에서 구한 두 지점의 κmax와 αmax 최적값
은 서로 다른 값이었다. 그러므로 CFS-PML경계조건의 변수
에 따른 성능 평가를 위하여 앞서 식 (8)과 같이 전 영역에 대
하여 정의된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였다. 파동이 발생하여 모형
을 빠져나가서 이론적으로 모형 내 운동에너지가 존재하지 않

선은 Clayton and Engquist (1977)의 경계조건, 쇄선은 Higdon

는 시각을 tc라 하고, 시각 tc에서 운동에너지가 작을수록 CFSPML경계조건의 성능이 좋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Fig. 8은 κmax와 αmax의 변화에 따라 계산된 운동에너지의 등

(1991)의 경계조건, 그리고 실선은 CFS-PML경계조건의 최대
크기오차이다. CFS-PML경계조건의 최대크기오차는 대부분의

치선도이다. 운동에너지가 기록된 시각 tc는 2 초이고, 관심영
역의 크기, 송신원의 위치, P파의 속도, S파의 속도, 밀도, 그

시간에서 Clayton and Engquist (1977)의 경계조건과 Higdon
(1991)의 경계조건의 최대크기오차에 비하여 20 ~ 60 dB의 차

리고 PML경계조건의 두께는 앞 절에서 이용된 모델 Fig. 3의
조건과 동일하다. Fig. 8에서 κmax는 3, 그리고 αmax는 10일 때

이를 보이며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CFS-PML경계조

최소의 운동에너지가 계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치실험

건의 적용 결과, 참조모델의 최대크기에 대한 오차의 비율이
다른 경계조건에 비하여 10 ~ 1000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 사용된 Fig. 3의 모델과 같은 조건에서 CFS-PML경계조건
의 최적 변수는κmax는 3, 그리고 αmax는 10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펙트럼 오차는 다음 식 (10)와 같이 정의된다.

또한, 주파수영역 탄성파 모델링에 대한 CFS-PML경계조건은
κmax보다 αmax의 값에 더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송신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0.5 km 떨어진 지표면에서 기록된
탄성파 신호를 이용하여 계산된 최대크기오차이다. 여기서 점

⎧ ( f ) – ũref ( f ) ⎫
ẽ( f ) = 20log 10⎨ ũ
-------------------------------- ⎬
⎩ ũref ( f ) ⎭

(10)

여기서 ũ 와 ũref 는 상기한 시간영역의 u 와 uref 를 주파수영
역으로 변환한 것이다. 따라서 스펙트럼 오차 ẽ 는 해당 주파

CFS-PML, 기존 PML 및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의 성능 비교
CFS_PML경계조건과 기존 PML경계조건을 살펴보고, 이를

수마다 경계조건이 적용된 결과와 인공적인 반사파가 없는 기
준변위와의 차이를 보여준다.

통하여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을 제안하여 그 성능을 비교

Fig. 7은 최대크기오차를 계산한 위치와 같은 곳에서 스펙트
럼오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여기서 점선은 Clayton and Engquist

하고자 하였다. 기존 PML경계조건은 CFS-PML경계조건에서 식
(3)의 ηj = κj + dj/(αj + iω ) 가 κj를 1, αj를 0으로 놓은 경우에 해

(1977)의 경계조건, 쇄선은 Higdon (1991)의 경계조건, 그리고
실선은 CFS-PML경계조건의 스펙트럼오차를 나타낸다. 전 주

당한다. CFS-PML경계조건은 분모에 있는 αj 가 0이 아닌 값
을 가지므로, 낮은 각주파수 ω 에서는 상대적으로 αj 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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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PML경계조건에 비하여 CFSPML경계조건의 흡수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αj 가 주파수에 관한 함수가 되면, 시간영역의 모델링에서는
콘볼루션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 적용이 수월치

(Correia and Jin, 2005).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본래 공간에
대하여 최대값 αmax을 갖는 함수이며 주파수에 대해서는 상수

않다. 그러나 이 논문은 주파수영역의 모델링이므로 간단히
αj 를 주파수의 함수로 변경할 수 있다. CFS-PML경계조건 또

로 정의되었던 αj 를 낮은 주파수에서는 고주파수에 비하여 작
은 최대값 αmax을 갖도록 변형하였다. 변형된 CFS-PML에서
αmax는 최대주파수의 1/7이 되는 주파수까지 주파수에 비례하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는 값으로 설정되며, 이를 그래프로 간략히 나타내면 Fig. 9와
같다. 세로축 alpha는 αmax이며, 직선 A는 기존 PML경계조건,

계조건이 적용된 결과 Fig. 4 (c)와 육안으로 보기에 매우 유
사하다. 따라서 위의 세 경계조건의 차이점을 뚜렷이 보기 위

A'는 CFS-PML경계조건, 그리고 A''는 이 논문에서 변형된

하여 Fig. 10과 같이 기록된 신호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각 8%

CFS-PML경계조건의 αmax를 나타낸다.

씩을 클리핑하여 도시하였다(기록된 신호를 확대하여 표시하
였다). Fig. 10에서 (a)는 PML경계조건, (b)는 CFS-PML경계

기존 PML경계조건과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을 Fig. 3과
같은 영역에 적용하여 얻은 합성 탄성파 기록은 CFS-PML경

조건, 그리고 (c)는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이 적용된 수평
성분의 합성 탄성파 기록이다. Fig. 10 (a)에서 유한경계와 근
접한 부분에 쇄선으로 표시된 인공적인 신호가 있고, (b)와 (c)
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PML경계조건이 적용된 경계에
파가 큰 입사각으로 입사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시간
영역에 대한 탄성파 모델링에서 기존의 PML경계조건(Collino
and Tsogka, 2001)의 한계로 지적된 바와 일치한다(Komatitsch
and Martin, 2007; Zhang and Shen, 2010). Komatitsch and

Fig. 8. Contour plot of the kinetic energy as a function of the κmax
(kappa) and αmax (alpha).

Fig. 9. Graph showing the concept of αmax as a function of frequency. A, A’, A’’ stand for the conventional PML, the CFS-PML
and the modified CFS-PML, respectively.

Fig. 10. Synthetic seismograms with the boundary conditions of (a) the conventional PML, (b) CFS-PML, and (c) the modified CFS-P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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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세 경계조건 모두에서 운동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감
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후기 시간의 운동에너지
양상으로 보아 기존의 PML경계조건, CFS-PML경계조건,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의 순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Fig. 12 (a)와 (b)는 각각 최대크기오차와 스펙트럼오차이다.
점선은 기존 PML, 쇄선은 CFS-PML, 실선은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이 적용된 결과이다. 계산에 쓰인 신호가 기록된
곳은 앞 절에서 살펴 보았던 Fig. 6과 Fig. 7의 최대크기오차

Fig. 11. Time evolution of the kinetic energy in the model with the
boundary conditions of the conventional PML (dotted line), CFSPML (dashed line), and the modified CFS-PML (solid line).

와 스펙트럼오차를 계산한 위치와 같다. Fig. 12 (a)에서 초기

Martin (2007)은 시간영역의 CFS-PML에 해당하는 CPML을
이용하여 스쳐가는 입사(grazing incidence)로 인한 반사파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 (b)에서는 앞서 지적한 분모의
αj 로 인하여 저주파수 부분에서 CFS-PML경계조건의 오차가

문제를 해결하였다. 주파수영역의 탄성파 모델링에서는 스쳐

PML경계조건의 오차보다 크다.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의

가는 입사에 의한 반사파의 문제가 CFS-PML경계조건의 적용
으로 Fig. 10 (b)와 같이 해결되었다. 그리고 Fig. 10 (c)에서는

오차는 1 Hz 부근의 주파수에서는 작은 αj 로 인하여 PML경
계조건과 유사한 값을 갖고, 그 이상의 주파수에 걸쳐서는

이 논문에서 변형한 CFS-PML경계조건 또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CFS-PML경계조건과 유사하게 거동하며 PML경계조건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시간과 후기시간에서 PML경계조건이 CFS-PML경계조건과
변형된 CFS-PML경계조건보다 참조모델에 대하여 오차가 크

세 경계조건의 정량적인 비교를 위하여 앞 절에서 수행한
방법대로 시간에 따른 운동에너지의 변화, 최대크기 오차,
그리고 스펙트럼 오차를 이용하였다. Fig. 11은 시간에 따른
운동에너지의 변화로서, 점선은 기존의 PML, 쇄선은 CFSPML 그리고 실선은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에 의한 결

결

론

탄성파의 수치 모델링 과정에서 관심영역의 크기를 제한함
에 따라, 유한한 경계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반사파의 제거를
위하여 경계조건이 필요하다. 최근 시간영역의 탄성파 수치 모
델링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개선된 PML경계조건들이 적용되
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파수영역의 탄성파 수치 모델링에
대한 CFS-PML경계조건을 고찰하였다. CFS-PML경계조건이
적용된 주파수영역 탄성파 모델링의 식을 유도하고, Lamb’s
Problem에 대하여 수치해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CFS-PML
경계조건은 Clayton and Engquist (1977)의 경계조건과
Higdon (1991)의 경계조건 보다 유한경계에서 발생한 인공적
인 반사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였다. CFS-PML경계조건의 성
능은 모형 내의 운동에너지, 최대크기오차, 그리고 스펙트럼오
차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의 PML경계조건이 확장
된 CFS-PML경계조건의 변수 κmax와 αmax의 최적값을 운동에
너지의 계산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변수 αj 의 특성
을 고찰하여 주파수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 αmax를 변수로 갖
는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을 제안하였다.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은 주파수영역 모델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으
로 기존 PML경계조건, CFS-PML경계조건, 그리고 변형된

Fig. 12. With the boundary conditions of the conventional PML
(dotted line), CFS-PML (dashed line), and the modified CFS-PML
(solid line), (a) maximum value error on a logarithmic scale,
presen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ference and modeled results,
(b) spectrum error on a logarithmic scale, presen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ference and modeled results.

CFS-PML경계조건의 성능을 운동에너지, 최대크기오차, 스펙
트럼 오차로 비교하여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FSPML경계조건과 변형된 CFS-PML경계조건은 기존 PML경계
조건보다 스쳐가는 입사각에 대하여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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