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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치 영역의 포물선 지배 방정식의 근사 차수와 수치 영역 경계의 비국소적 경계 조건의 근사 차수가 

서로 다를 때 음파 해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으로 보였다. 우선 평면파 분석법을 이용해 비국소적 경계 조건을 반 무 

한 매질 영역으로 변환했다. 그리고 실제 수치 영역과 반 무한 매질 영역의 경계에서 해석적 반사 오차를 유도했다. 지 

배 방정식과 비국소적 경계 조건의 해석적 오차가 간단한 대수 식으로 표현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수적인 오차 식 

을 유도하고 그 경향을 고찰했다. 지배 방정식이 일반적인 고차 포물선 방정식일 때는 대수적인 오차 식은 보다 복잡하 

게 표현되며 수치적 방법을 이용해 그 특성을 고찰했다. 최종적으로 지배 방정식의 차수에 따른 비국소적 경계 조건의 

정밀도를 유도하고 해석적 반사 오차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논의했다. 본 연구의 핵심 공헌은 포물선 방정식과 비국 

소적 경계 조건의 근사 차수가 다를 때 해석적 오차 추정 방법과 사용한계를 제시했다는데 있다.

핵심용어: 고차 포물선 방정식, Pad 근사법, 비국소적 경계 조건, 정규 포물선 방정식.

투고분야 수중 음향 분야 (5.1)

This paper shows the analytic error caused by the inconsistency of the approximation order between the non 

local boundary condition (NLBC) and the parabolic governing equation. To obtain the analytic error, we first 

transform the NLBC to the half space domain using plane wave analysis. Then, the analytic error is 

derived on the boundary between the true numerical domain and the half space domain equivalent to the 

NLBC. The derived analytic error is physically expressed as the artificial reflection.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 of the analytic error for the grazing angle, the approximation order of the PE or the NLBC. 

Our main contribution is to present the analytic method of error estimation and the application limit for the 

high order parabolic equation and the NLBC.

Key words ： High order parabolic equation, Pade approximation, Non local boundary condition, Standard 

parabolic equation.

ASK sutyect classification: Underwater Acoustic (5.1)

I. 서론

해양은 물리적으로 무한 영역이나 수치 해석을 하는 

경우 유한 영역으로 취급된다. 수치 영역의 유한성으로 

인한 오차를 없애기 위해 일반적으로 유한 영역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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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절한 방사 경계 조건 (Radiation boundary 

condition)을 부가한다 [1]. 파수 적분법이나 정상 모드 

법에 기반한 일부 모델의 경우 깊이 방향을 해석 해에 

근거해 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방사 조건을 넣어줄 필 

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깊이 방향을 유한 차분 

법이나 유한 요소법을 이용해 계산하는 포물선 방정식법 

에는 방사 조건의 부여가 필수적이다 [2],

포물선 방정식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깊이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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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 조건은 바닥에 임의의 거짓 바닥 (False bottom)을 

넣어주는 것이다 [2-3], 거짓 바닥으로는 주로 상부 매 

질과 음향확적 물성치는 같고 감쇠계수만 깊이 방향에 

따라 증가하는 매질을 이용한다. 만약 거짓 바닥의 감쇠 

계수의 증가를 급격히 하는 경우 인위적인 반사가 생겨 

방사 조건의 성능이 떨어지며 역으로 감쇠계수를 너무 

천천히 증가시키면 거짓 바닥의 두께가 커지게 되어 수 

치적인 효율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심해 해양 환경에 

서는 전체 해석 영역 깊이의 U3에 해당하는 영역을 거 

짓 바닥으로 부가해야 하며 천해 환경의 경우 거짓 바닥 

의 두께는 더 두터워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2], 거짓 

바닥으로 인한 수치 비용 (Computational cost)은 전체 

계산 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3], 이러한 

전통적인 방사조건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연 

구 중의 흐m로 비국소적 경계조건 (Non-local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1][4-8].

포물선 방정식에 대한 비국소적 경계조건은 1982년 

Papadakis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4-5], 그는 정규 

포물선 방정식 (Standard parabolic equation) 에 대한 

비국소적 경계조건을 유도했다. 1991년 Marcus는 

Papadakis와 유사하나 보다 일반적인 비국소적 경계조 

건을 발표했다 [6], 비국소적 경계조건은 Papadakis에 

의해 탄성바닥에 대해 확장되었고 한 방향 Helmholtz 

방정식 (One-way Helmholtz equation) 에 대한 경계조 

건도 유도되었다 [7]. Brook과 Thomson은 수직 파수의 

근사를 통해 고차 포물선 방정식에 대한 비국소적 경계 

조건을 유도했다 [8].

일반적으로 비국소적 경계조건을 얻기 위해서 포물선 

방정식을 거리방향에 대한 푸리에 혹은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스펙트럴 영역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변환 

된 스펙트럴 영역에서 경계 면의 깊이에 대한 임피던스 

조건을 부가하고 다시 역 변환을 취해 실제 영역에서 경 

계 조건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 실제 영역 경계조건은 

임피던스와 물리량간의 컨벌루션 적분식으로 표현되며 

당연히 비국소적인 경계 조건이 된다. 아래의 식 ⑴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도된 NtD (Neumann to 

Dirichlet) 비국소적 경계 조건의 일종이다 [8].

P(r,z丄o) = j等(，•-/,%_0)[嘉 j (°

여기서 r은 거리 Z는 깊이를 나타낸다. P는 zTd-0에 

서 음압을 나타내고 Z(s,Zgo)는 ztU + 0에서의 임피던 

스이다. d는 경계 면의 깊이로 수치 영역의 하부 경계를 

나타낸다.

식 ⑴에서 보는 것처럼 비국소적 경계조건은 수치 영 

역을 절감하는 대신 두 종류의 부가적인 계산비용이 필 

요하다. 첫째는 식 ⑴의 대괄호 안의 임피던스의 역 변 

환에 드는 계산 비용이며, 둘째는 대괄호와 음압의 미분 

치 간의 컨벌루션을 계산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이다. 특 

히 첫 번째의 경우 컨벌루션의 각 점마다 수치적으로 임 

피던스를 역 변환해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며 

결과적으로 수치 효율 면에서 비국소적 경계 조건의 성 

능을 저하시킨다.

다행히 정규 포물선 방정식, 1차 Pad 포물선 방정식 

또는 Claerbout포물선 방정식, Helmholtz 방정식에 대 

해서는 임피던스 역 변환의 해석적인 식이 존재한다. 아 

래 식 ⑵-⑷는 각각의 방정식에 대응하는 NtD비국소 

적 경계조건이다 [8-9],

P"顼"!쯔 I，砧)두护 ⑵

P(r，4_o)~ ：偌(，・-，",％0)5 (丿0(卽)-丿丿,(々)用 ⑶ 

P(r,砧) ~ [쯜(r -F,Zu)e*%(况州 ⑷

여기서 는 zTd + 0에서 음향학적 물리량으로 

계산되는 상수이다.

식 ⑵-⑷는 식 ⑴과 달리 컨벌루션 적분의 계산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위의 식들 

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식 ⑵는 정규 포물선방정식, 식 

⑶은 1차 Pad 포물선 방정식 또는 Claerbout포물선 방 

정식, 식 (4)는 Helmholtz 방정식이 지배방정식으로 사 

용될 때 적용할 수 있는 경계 조건이다. 만약 지배방정 

식으로 고차 차수의 포물선 방정식을 사용한다면 엄밀하 

게 말해 식 (2)-⑷는 사용될 수 없다. 이때는 식 ⑴로 

돌아가 직접 임피던스의 역 변환을 구하며 비국소적 경 

계 조건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분할 비국소적 경계 조건 

과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3][10], 어떤 

경우든 막대한 양의 수치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기존 연구자들은 고차 포물선 방정식을 풀 때 

도 식 (2)-⑷를 적용했다. Brooke등은 고차 포물선 방 

정식에 저차의 비국소적 경계 조건인 식 ⑵와 식 ⑶을 

적용해 수중에서 저주파 음파 전달을 모사했다 [8] [11]. 

그들은 고차 포물선 방정식에 저차의 경계 조건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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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좋은 결과를 준다고 서술하고 있다. Levy는 깊이 

방향으로 굴절률이 증가하는 매질에 대해 정규 포물선방 

정식에 대한 비국소적 경계 조건을 유도하고 저차 포물 

선 방정식과 결합해 전자기파 전달을 모사했다 [9], 

Hyaric은 고차 포물선 방정식에 식 ⑷와 유사한 한 방 

향 Helmholtz경계 조건을 적용했다. 그는 수치실험을 

통해 식 (4)의 경계조건은 저차의 포물선 방정식에 대해 

서 오차를 보이나 8차 의 포물선 방정식에서는 거의 정 

확한 해를 준다고 밝히고 있다 [12].

위의 연구자들은 모두 수치적인 검증을 통해서만 식 

⑵-⑷의 경계 조건이 차수가 다른 포물선 방정식에 사 

용해도 의미있는 결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수치 예제로 선택한 환경에서는 그들의 결론이 맞을지 

모르나, 일반적인 경우에 관해서는 경계 조건과 지배방 

정식의 근사 차수의 불일치가 수치 해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아직까지 불일치의 영향에 

대한 어떠한 해석적인 추정도 없었고 근사 차수가 다른 

비국소적 경계 조건의 사용 한계를 제시한 연구는 시도 

되지 않았다 [3],

본 연구에서는 비국소적 경계 조건과 지배방정식으로 

써 포물선 방정식의 근사 차수의 불일치가 해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으로 보였다. 본 연구의 방법을 이용하면 

불일치의 영향에 대해 해석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식 

⑵-(4)의 비국소적 경계 조건의 사용 한계도 쉽게 보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본 연구에 

이용된 포물선 방정식을 유도했고 III장에서는 평면파 분 

석법을 이용해 수치 영역의 하부 경계에서 불일치의 영향 

을 접지각에 따른 평면파 반사계수로 표현하고 그 효과를 

분석했다. IV장에서는 차수의 불일치가 반사 오차에 미 

치는 효과를 도식적으로 고찰했다. V장은 결론이다.

피 포물선 방정식의 유도

음압을 P 라고 할 때 이차원 사각 좌표계에서 

Helmholtz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z)g( 1 -쪽) + p{x,z) A(_J— 隼) + k2(X,z)p 드 0
ox p(x, z) ox dz p(xtz) &z (5)

여기서 Q(x,z)는 매질의 밀도, k(x,z) = <y/c(x,z)이며 

매질 파수를 나타낸다.。는 각주파수, c(x,z)는 매질의 

음속이다.

미소 공간에 대해 거리 독립이라 가정하고 임의의 음 

속을 勺라 하고 임의의 파수를 命 =s/Co라 한다. 이때 

식 ⑸의 방정식을 입사파와 전달파에 해당히는 항으로 

분리해 전달파만을 취하면 다음과 같다.

쯔小 Ep ⑹

여기서 * 느"焉으)]로 표현되는 연산 

자이다.

식 ⑹은 자체로는 완전한 한 방향 Helmholtz방정식 

이다. 식 ⑹에서 岸 연산자를 어떻게 근사하느냐에 

따라 포물선 방정식의 형태가 달라진다. 가장 간단한 정 

규 포물선 방정식은 식 ⑹의 깊이 방향 연산자에 Taylor 

근사를 취해。0)항까지 고려하며 다음과 같다.

即=丿為(1 + §” 

ox 2 (7)

식 (7)의 정규 포물선 방정식은 거의 수평 방향의 포물 

선 근사 (Paraxial approximation)를 취한 것으로 넓은 

범위의 각도까지 포함하려면 X의 고차 항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Taylor 근사의 차수를 높이 

는 방법이 있으나 적용할 수 있는 수치 해법의 제약 때 

문에 부분분수 형태로 변화시켜 근사하는 Pad 근사법 

을 사용한다. 아래의 식은 Pad 법으로 근사한 포물선 

방정식이다.

쪼 F 喧急 p (8)

2 .2, ma 、匸 2/ m兀、
여기서 "" = w7Tsm 成7京, 如 = cos (2a77T) 이다[13].

식 (8)의 포물선 방정식은 M차 차수의 포물선 방정식 

으로 불리며 o(xw)의 항까지 취한 것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阮 =*로 놓고 매질의 물성은 깊이 

방향으로 일정하다고 할 때, 깊이 방향의 연산자 X는 다 

음과 같이 단순화 된다.

1 a2
乂=1潔 ⑼

위의 가정과 더불어 라 가정하면 식 (6)-⑼ 

로부터 각각 다음과 같은 분산 관계식들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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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0)

쏫지 (11)

虹=气卜% =(12)

여기서 식 (10)은 정규 포물선 방정식, 식 (11)은 M차 

포물선 방정식, 식 (12)는 한 방향 Helmholtz 방정식에 

대한 분산 관계식이다.

식 (10)-(12)에서 보면 포물선 근사의 방법에 따라 매 

질의 분산 관계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분산 

관계식의 변화는 도파관 매질에서 음파의 위상속도나 군 

속도에 영향을 주어 음장의 위상변화를 가져온다 [14], 

또한 어떤 2층 매질이 있을 때 두 매질의 음향학적 물성 

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차수로 포물선 근사되었다면 그 

경계에서 Snell의 위상 일치 조건이 자명하게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도 추정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포물선 

근사의 불일치가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면파 

분석법을 이용해 해석하겠다.

그림 1 . 실 수치 영역의 비국소적 경계 조건과 변환 영역의 반 무한 매질 영 

역의 동일성

Fig. 1. The eq니ivalence between the NLBC in the real numerical 

domain and the half-space domain in the transformed 

domain.

III. 평면파 분석법을 이용한 바국소적 

경계조건 배석

평면파 관점에서 수치 영역의 비국소적 경계 조건은 

같은 근사 차수를 만족하는 반 무한 영역 매질로 치환할 

수 있다. 즉, M차 근사 차수의 비국소적 경계 조건은 동 

일한 차수의 포물선 지배 방정식으로 모사되는 반 무한 

영역 매질로 변환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림 1은 물리 영 

역에서 '수치영역+비국소적 경계 조건'이 파수 영역에 

서 '수치영역+반 무한 영역 매질' 과 동등하다는 것을 도 

식화한 것이다. 해양 환경의 경우 수치 영역의 상부 경 

계는 압력 소멸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우리는 바닥 경계 

조건만을 고려해 문제를 그림 1의 좌측과 같은 2층 매질 

로 단순화한다. 2층 매질의 물리적인 음향학적 물성은 

동일하다. 실제 물리 영역에서는 그림1의 상부매질은 수 

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하부매질은 비국소적 경계 

조건으로 응축되는 부분이다. 만약 상부 매질의 지배 방 

정식이 M차 포물선 방정식이고, 하부 매질 역시 M차 포 

물선 방정식이라면 두 매질의 경계에서 반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경계에서 반사계수가 0이므로 이론적으로 완벽 

한 방사 경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 

사 차수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인위적인 반사가 발생할 

것이다.

음압이 평면파라 가정할 때 그림 1의 상부 매질에서 

음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i(X, z)=次京(次*血假+ Re-并血心) (13)

여기서 時 평면파 반사계수 Q는 접지각, Q은 반사 

각을 나타낸다. *는 매질의 파수이고 은 포물선 근사 

의 차수에 따라 분산 관계식에서 결정되는 상부 매질의 

수평 파수이다.

한편 하부 매질의 음장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a(x,z) = Teie*血々 (14)

여기서 丁은 평면파 전달계수, Q는 전달각을 나타낸 

다. 此 상부 매질과 동일한 매질의 파수이고 妇는 역시 

포물선 근사의 차수에 따라 분산 관계식에서 결정되는 

하부 매질의 수평 파수이다.

두 매질의 음장은 각각 경계 면인 z = 0에서 음압과 깊 

이 방향 속도에 대한 연속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음압의 연속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진다.

(15)

仁=* (16)

i + R = T (17)

식 (15)-(16)은 위상의 일치 조건에 의한 것이고 식 

(17)은 식 (15)-(16) 이 성립할 때 음압의 연속 조건에서 

얻어진다. 특히 식 (16)은 Snell의 법칙으로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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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Snell의 법칙에서는 두 매질 

의 음속의 차이와 접지각에 의해 전달각이 결정된다. 만 

약 두 매질의 음속이 같다면 접지각과 전달각은 동일하 

다. 이것은 실제 현실에서 관찰되는 물리 현상이다. 그 

러나 본 유도에서는 두 매질의 음속이 같더라도 접지각 

과 전달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순수하게 두 매질 

간의 포물선 근사 차수의 불일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근원적으로 분산 관계식의 불일치에 원인이 있다.

한편 깊이 방향 속도의 연속 조건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진다.

sin g_R sin 6r=T sin Ot Q8)

식 (15), (17), (18)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평면파 반 

사계수를 얻을 수 있다.

& _ sinQ. -sin^

sinQ.+sinQ (19)

여기서 Q는 식 (16)에 의해서 결정된다.

식 (⑼의 반사계수는 명백히 포물선 근사 차수의 불일 

치에서 발생하는 반사이며 수치 해의 오차 성분이 된다. 

물론 두 매질 사이의 근사 차수가 같은 경우 식 (19)는 당 

연히 0이 된다. 이때는 비국소적 경계 조건이 완벽한 방 

사 경계 조건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근사 차수가 

다른 경우 식 (19)에 의해 입사각에 따라 인위적인 반사 

가 발생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3가지의 간단한 환경에 

서 반사 오차의 특성을 고찰한 후 이어서 고차 근사 차수 

에 대해 식 (19)의 해석적인 식을 유도할 것이다.

3.1. 한 빙향 Helmholtz 방정식/정규 포물선 방정식

상부 매질은 한 방향 Helmholtz 방정식이 지배방정식 

이고 하부 매질은 정규 포물선 방정식이 지배방정식인 

경우를 생각한다. 이때 위상 조건인 식 (16)은 분산 관계 

식인 식 (10)과 식 (12)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似 = ，T kcos Q = *(1 - ■丄*으) (2Q)

식 (20)을 정리하면, Sin0,=j2(l-cosR) 가 되고 식 (19) 

에 넣어 해석적인 반사계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5厂"。鴻只2 (21) 

식 끼)은 한 방향 Helmholtz 방정식이 지배 방정식이 

고, 정규 포물선 방정식이 비국소적 경계 조건으로 사용 

될 때 경계 조건의 반사 오차를 의미한다. 이 반사 오차 

는 식 (狗에서 보듯 접지각에 의존적이다. 재미있는 점 

은 但 t 0 일 때 식 (21)의 오차는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다. 즉, 낮은 접지각 영역에서는 두 매질간의 근사 차수 

의 불일치의 오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파 

모드 (Radiation mode)인 0珀 服72에서 식 (21)은 크 

기는 언제나 음수라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엔 음향학적 물성 차이에 의한 반사처럼 역전 원 

리 (Reciprocity principle) 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한다. 즉, 정규 포물선 방정식이 

상부 매질이고 한 방향 Helmholtz 방정식이 흐］부 매질 

이다. 이때 식 (16)은 k" ；y)= kcos。, 이 되어 식(19) 

에 넣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5/34-cos^*

电5 = 2 + j3 + c°sy (22)

식 (22)도 식 (19)처럼 낮은 접지각 영역에서 근사 차 

수 불일치의 오차가 작아진다. 0, t 0 에서 반사계수는 0 

에 가깝다. 식 (19)와 비교해 흥미로운 점은 식 (22)는 

전파 모드에서 언제나 양수의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 

러나 식 (19)와 식 (22)를 비교해 보면 역전 원리 

(Reciprocity principle)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포물선 근사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반 

사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3.2. 한 방향 Helmholtz 방정식/1차 포물선 방정식

유도과정은 3.1 절과 동일하다. 이때 식 (16)은

,a (1/2)*曲、
C°S ' - 1 夢 _(1/4)砂血湿 이 되며 식 (⑼는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Jl + cosQ -yj4/(3-cos^)

5s = Jl + c。泡+$/(3-c。鴻) (23)

근사 오차인 식 (23)도 3.1 절의 식 (19)처럼 낮은 접지 

각 영역에서 작은 크기를 가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식 (23)을 구할 때와 동일한 과정으로 두 매질을 바꿔 

서 반사계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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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cos2 ^)/(3 + cos2

1 + 78(1 +COS2 6；. )/(3 +cos2 6!) (24)

역시 식 (24)는 식 (23)과 역전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다. 그리고 3.1 절에서 관찰한 것과 유사하게 전파모드에 

대해 식 (23)는 언제나 0 이하의 음수인 반면 식 (24)은 

0 이상의 양수이다.

3.3. 정규 포물선 방정식/1차 포물선 방정식

본 절에서는 상부 매질은 정규 포물선 방정식, 하부 

매질은 1차 포물선 방정식으로 모사되는 2층 매질에서 

대한 반사 오차# 유도한다. 이 경우 식 (16)에서 

”，尸血2幻(l/2)®sinp、
-二戸一)= 约 * _(1 /打)声固 °,)이 되고 식 (⑼는 다음 

과 같이 유도된다.

1-2시5-海啓
~ = l + 2/^-cos^. (25)

두 매질을 바꾸었을 때 반사 오차는 다음과 같다.

_ 1-2/J3 + cosM

&5=声碍諄》 (26)

전파 모드에서 식 (25)의 반사 오차는 언제나 0이상의 

양수이고, 식 (26)의 반사 오차는 0이하의 음수라는 것 

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3.1 절 식 (21), (22), 3.2절의 

식 (23), (24)와 위의 두 식을 고찰할 때 하나의 규칙성 

을 발견할 수 있다. 비국소적 경계 조건의 근사 차수가 

지배 방정식의 차수보다 높은 경우 언제나 반사 오차는 

양수가 된다. 역으로 비국소적 경계 조건의 근사 차수가 

보다 낮은 경우 반사 오차는 음의 값을 갖는다. 바닥의 

음향 임피던스가 0에서 무한대로 증가함에 따라 반사계 

수가 -1 에서 1로 변화흐]듯, 경계 조건의 근사 차수의 증 

가에 따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4. 3가지 경우에서 바국소적 경계 조건의 정밀도

지금까지 유도한 반사 오차는 모두 낮은 접지각에서 0 

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그러나Taylor 근사를 이용해 

Q to 근처에서 반사 오차의 정밀도를 비교해 보면 미세 

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21) ： 시
*(「(/)政...)-* 部
V2(l-(l/8)^+....) + V2 (27)

식 (23) ： /如阡“1.시4-»。

、/公1一(1/&)矿+(1/384对+…)一、庞(1 — (1/8泪：+(13/384)#+....) 

、左(1-(1/8就+(1/384)6卩+....) +、/5(1-(1/8对+(13/384用4+....) 
+ t啊) (容)

식 (25)：&皿“我项 二"。+。(盼 (29)

식 (27)과 식 (28)을 보면 지배 방정식의 차수가 같아 

도 경계 조건에 따라 정밀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역으로 식 (28)과 식 (29)에서는 경계 조건의 차수가 

같아도 지배 방정식의 차수가 다르다면 정밀도가 달라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사 차수의 불일치 

에서 오는 오차가 단순히 비국소적 경계 조건이나 또는 

지배 방정식의 차수,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기인하 

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상관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로만 판단하면 반사 오차의 정 

밀도는 지배방정식과 비국소적 경계 조건 중에 차수가 

낮게 근사된 부분에 의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마 

치 체인 룰 (Chain rule)에서 쇠사슬에서 가장 약힌起 부 

분이 전체 쇠사슬의 특성을 결정하듯 지배 방정식과 비 

국소적 경계 조건도 근사 차수가 낮은 부분이 수치 해의 

오차 정밀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 관찰의 일반적인 증 

명은 다음 장에서 보일 것이다. 한편 식 (22), 식 (24), 

식 (26)의 두 매질이 바뀌었을 때의 반사 오차의 정밀도 

는 각각 위의 식 (27)-(29)와 같다. 이것은 식 (16)의 위 

상 일치 조건을 Taylor 근사를 이용해 접지각의 다항식 

으로 전개한 후 급수의 역전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보일 

수 있다[15]. 이처럼 두 매질이 역전 되었을 때도 같은 

오차 정밀도를 갖는다는 것은 반사 오차가 순수하게 지 

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의 상대적인 차수의 불일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3.5. M차 포물선 방정식/SPE or OWH or IstPE
본 절에서는 3.1-3.3절의 논의를 일반화 하겠다. 상부 

매질은 M차 포물선 방정식이 지배방정식이고 하부 매질 

은 정규 포물선 방정식, 한 방향 Helmholtz 방정식, 1차 

포물선 방정식 중 하나라고 한다. 특별히 상부 매질의 

M-8인 경우 M차 포물선 방정식은 한 방향 

Helmholtz 방정식과 같다고 볼 수 있고, ” = 1이고 

4=1/2, 4 = 0 으로 놓는다면 M차 포물선 방정식은 정규 

포물선 방정식으로 취급할 수 있다 [2],

본 절에서 상정한 2층 매질은 식 (2)-⑷에서 표현된 

각각의 비국소적 경계 조건을 고차 포물선 방정식에 적 

용한 것과 같으며 실제 수치모델에서 많이 응용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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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앞 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식 (頂)의 위상 조건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All

，由

而

，以‘平”；摄(1-军4) (MthPE/SPE)

养氏严摄c翊
' k ^bmk2sin 0t

，"終祝； ] = 面 쏘의性一] (MthPEfl stPE)

' k ^bmk sin 0t k _h,A2 sin

2F

(MthPE/OWH)

(30)

식 (30)에서 각각의 경우에 sinQ는 해석적으로 구해지 

며 약간 복잡해지긴 하지만 식 (西)의 반사계수도 역시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 다음의 식들은 각각에 해당하 

는 반사계수이다.

I -如si/。,)]

1+户导顶*in%)] (31)

1丘侦/如血％,)12£%汕2。」(1一如血20,)]

Y hi=1 mJ_________________________

I 士
Xl _&sin/)l2_£a，，,sin%, _ftmsin2^,)]

/切彤 L하*

-fe으而 s 瘟씃馬

니邕宀 5 編論 (33)

위의 식 (31)-(33)은 일반화된 식으로 역시 4 to일 

때 반사 오차가 0에 가까워진다. 위의 식에 대해 접지각 

영역에서 반사 오차의 정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Taylor 

근사를 취하면 다음과 같다.

높일수록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식 (34)와 같은 경계 조 

건에서는 지배 방정식의 차수가 해의 정확성을 좌우한 

다. 식 (35)는 1차 포물선 방정식에 의한 경계 조건을 갖 

는 경우다 식 (33)에 비해 오차의 정밀도는。(路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지배 방정식의 차 

수를 높이더라도 경계 조건의 大]수가 1차이기 때문에 오 

차 정밀도는 항상。여)이 된다. 물론 지배 방정식의 차수 

가 1차라면 오차는 0이 된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매질이 역전 된 경우에 대해서 생 

각한다. 이때는 M차 포물선 방정식이 하부 매질의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경우는 실제 수치 해석에서 사용되지 않는 

다 왜니하면 이때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식 ⑴을 직접 계 

산해야 하므로 수치적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 

러나 특별히 지배방정식과 경계 조건의 역전 관계를 비교 

하기 위해 고려해 보았다. 동일한 유도과정에 따라 식 

(16)의 위상조건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知一滂으)=紺-£戸으띔嗔万] (SPE/MthPE) 
2矽

腥湖卄名쏘쁘紛 ©WHMhPE)

印 T고흘羿匀脚成醫으丿 StPE/MthPE) (36) 
妒一枇sin似. 幻k -吳sin 0t

식 (36)에서 sin。,을 구하기 위해서는 sinQ 에 대한 고 

차 다항식을 풀어야 한다. 그러므로 임의의 M차 항에 대

0.2(------ !------ 1--- ! ＜一一' ! I ! !

•R“，，性，시so *。)

&*如＜시心 a °+°(骅) (34)

&""，，"시0,项＞=° (M-1)

« 0 + 0(6**) (M*l) (35)

위 식에서 Taylor 근사를 계산할 때 MATLAB의 

MAPLE 루틴을 이용했다 [16],

위의 일반화 된 결과를 살펴보면, 앞 절에서 고찰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식 (33)에서 

보면, 지배 방정식의 차수와 관계없이 오차의 정밀도는 

언제나 0(世)이다. 정규 포물선 방정식은 언제나 M차 포 

물선 방정식보다 낮은 근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결과이다. 식 (34)는 식 (33)과 반대의 경우다. 경 

계 조건은 근사 차수가 무한대인 완전한 한 방향 

Helmholtz 방정식을 따른다. 이때 지배방정식의 차수에 

따른 오차의 정밀도는。(矿*)으로 지배 방정식의 차수를

-、"飞 10 20 30 40 50 60 70 80 90
접 지각 (아

(b)

그림 2. 접지각에 따른 해석적 반사 오차; (a) 정규 포물선 지배 방정식과 

다양한 비국소적 경계 조건, (b) 다양한 포물선 지배 방정식과 정 

규 포물선 방정식의 비국소적 경계 조건 (X/Y：X의 지배방정식과 

Y의 경계 조건, SP：정규 포물선 근사, NP：N차 Pa從 포물선 근 

사, 0W：한방향 Helmh이tz 근사

Fig. 2. The analytic reflection errors as functions of the gra키ng 

angle for the following cases； (a) Standard parabolic 

governing equation and several NLBCs, (b) Several 

parabolic governing equation and standard parabolic 

NLBC. (X/Vthe governing equation of X and the NLBC 

of Y, SP： Standard approximation, NP： N th-order Pad6 

approximation, OW： One-way Helmholtz approx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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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해석적인 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Bisection법으로 식 (36)의 해를 구하고 식 

(19)의 반사 오차를 구했다[17]. 한편, 이와 같이 두 매질 

이 역전된 경우의 오차 정밀도는 3.4절에서 언급한 것처 

럼 급수의 역전 공식에 의해 각각 식 (33)-(34)와 동일

10 20 30 40 50 60 70 80 90
접 지각 (珥)

(a)
0.2

服s

저‘0.05

SP/OW

1P/OW

OW/OW

(b)

그림 3. 접지각에 따른 해석적 반사 오차; (a) 한방향 Helmoh히tz 지배 

방정식과 다양한 비국소적 경계 조건, (b) 다양한 포물선 지배 방 

정식과 한방향 Hel까!히tz 비국소적 경계 조건 (X/Y：)(의 지배 

방정식과 Y의 경계 조건, SP：정규 포물선 근사, NP：N차 Pad。 

포물선 근사 OW： 한방향 Helmholtz 근사

Fig. 3. The analytic reflection errors as functions of the grazing 

angle for the following cases； (a) One-way Helmh이tz 

governing equation and several NLBCs, (b) Several 

parabolic governing equation and one-way Helmholtz 

NLBC. (X/Y：the governing equation of X and the NLBC 

of Y, SP： Standard approximation, NP： N th-order Pad6 

approximation, OW： One-way Helmholtz approximation).

%지각我) 60 70 80 90

(b)

그림 4. 접지각에 따른 해석적 반사 오차; (a) 1차 Fade 포물선 지배 방 

정식과 다양한 비국소적 경계 조건. (b) 다양한 포물선 지배 방정 

식과 1차 Pad。포물선 비국소적 경계 조건 (X/Y：X의 지배방정 

식과 Y의 경계 조건, SP：정규 포물선 근사 NP：N차 Fade 포물

선 근사, OW： 한방향 Hehnholtz 근사
Fig. 4. The analytic reflection errors as functions of the grazing 

angle for the Allowing cases； (a) 1st Pad。parabolic 

governing equation and sever지 NLBCs, (b) Several 

parabolic governing equation and 1st Fade parabolic 

NLBC. (X/Y：the governing equation of X and the NLBC 

of Y, SP： Standard approximation, NP： N th-order Pad© 

approximation, OW： One-way Helmholtz approximation).

하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유도한 반사 오차를 도 

식적으로 논의하겠다.

IV. 차수 불일치가 반사 오치에 미치는 효과

그림 2는 정규 포물선 방정식이 비국소적 경계 조건으 

로 사용될 때,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역전된 경우의 

반사 오차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2(a)에서는 지배 방정 

식으로 정규 포물선 방정식을 사용하고 비국소적 경계 

조건의 차수를 정규 포물선 근사, 1차 Pad 포물선 근 

사, 2차 포물선 근사, 4차 포물선 근사, 6차 포물선 근 

사, 8차 포물선 근사, 한방향 Helmholtz 근사 순으로 변 

화시켜가며 반사 오차의 거동을 관찰했다. 그림에서 보 

듯SP/SP일 때 당연히 반사 오차는 0이 된다. 그러나 지 

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의 차수가 달라지면 반사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a)에서 기호로 표시하 

지 않았으나 SP/1P와 SP/0W사이에는 SP/2P, SP/4P, 

SP/8P의 곡선이 차례로 겹쳐있다. 즉 1차 Pad 포물선 

근사보다 높은 차수의 경계 조건일 때 반사 오차는 급격 

하게 한 방향 Helmoltz 근사의 경계 조건인 경우로 수렴 

한다.

그림 2(b)는 수중음향에서 많이 적용되는예로써 정규 

포물선 방정식을 비국소적 경계 조건으로 갖는 경우를 살 

펴보았다. 그림 2(a)와 마찬가지로 지배방정식과 경계 조 

건의 차수의 불일치가 커지면서 반사 오차는 커진다. 그 

림 2(b)에서 유의할 점은 적어도 15도 이내의 접지각에서 

는 불일치의 정도에 상관없이 언제나 반사 오차는 0에 가 

깝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그림 2(a)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 중 낮은 근사 차수를 갖 

는 부분이 전체 해의 정밀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림 3은 한방향 Helmholtz빙•정식이 비국소적 경계 

조건으로 사용될 때,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역전된 

경우의 반사 오차를 도시한 것이다. 근사 차수는 그림 2 

와 같이 증가시켰다. 해당하는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 

의.관계는 그림 우측에 기호로 표시했다. 기호로 표시하 

진 않았으나 그림 3(a)에서 0W/0W와 OW/2P사이에는 

0W/8P, 0W/6P, 0W/4P이 차례로 놓여 있다. 마찬가지 

로 그림 3(b) 에서도 1P/0W와 0W/0W사이에 2P/0W, 

4P/0W, 6P/0W, 8P/0W이 차례로 놓여 있다. 그림 2와 

마찬가지로 지배방정식과 경계 조건의 차수가 같을 때는 

반사 오차는 0이 된다. 그러나 차수의 불일치가 커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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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반사오차는 커지게 된다. 그림 3에서 해의 정밀도는 

포물선 근사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림 3(a)의 0W/2P이상의 경우 그림 3(b)의 

2P/0W이상에서는 모든 접지각에 걸쳐서 반사 오차는 0 

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즉 2차 이상의 포물선 방정 

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한방향 Helmholtz 

경계 조건은 충분한 방사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2와 3에서 지배방정식의 차수가 경계 

조건보다 높은 경우 반사 오차는 음의 값을 갖고, 낮은 

경우는 양의 값을 갖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1차 Pad 포물선 방정식이 비국소적 경계 조 

건으로 사용될 때,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역전된 경 

우의 반사 오차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4의 표기는 그림 

2와 3과 같다. 그림 우측의 기호가 생략된 부분은 그림2 

와 3처럼 순서대로 곡선이 겹쳐서 놓여있다고 보면 된 

다. 그림 4는 앞서 논의했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여준 

다. 그림 4(a)와 4(b)에서 반사 오차는 지배방정식과 경 

계 조건의 차수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양수에서 음수, 

혹은 음수에서 양수로 변화한다. 0의 값은 지배방정식과 

경계조건의 차수가 같을 때 나타난다 또한 SP/1P와 

1P/SP의 경우 해의 정밀도는 15도 이내인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낮은 차수가 해의 정밀도를 결정한다는 원리 

를 따른다. 지배 방정식이나 경계 조건의 근사 차수가 

SP보다 높은 경우는 40도까지 해의 정밀도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1차 Pad 포물선 근사의 정밀 

도와 일치하며 역시 앞서 말한 정밀도의 낮은 차수 결정 

원리를 만족한다.

그림 2, 3, 4를 전반적으로 관찰할 때 반사 오차는 낮 

은 접지각 영역에서 0에 가까우며 높은 접지각으로 갈수 

록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차수의 불일치가 발생 

하더라도 최대 반사 오차는 |0.이을 넘지 않는다. 이러 

한 경향을 관찰할 때,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수행한 수 

치 검증에서 비국소적 경계 조건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 

던 원인을 고찰할 수 있다. 해양 도파관에서 음파 전달 

실험을 하는 경우 낮은 접지각 영역이 지배적이므로 차 

수의 불일치에 의한 오차의 영향이 비교적 적게 반영된 

다. 게다가 높은 접지각 영역에서 인위적으로 반사되는 

성분도 그 크기가 매우 작아 대부분의 경우 전체 음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유도된 평면파 반사 계수 오 

차는 경계 조건의 오차를 보여주는 양이며 실제 공간에 

서 물리적인 반사 오차를 나타내는 물리 량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다. 참고로 물리적인 반사 오차는 구면파 반 

사 계수로 표현되며 평면파 반사 계수의 적분 변환을 통 

해 계산할 수 있다.

V. 결론

우리는 수치 영역의 포물선 지배 방정식의 근사 차수 

와 수치 영역 경계의 비국소적 경계 조건의 근사 차수가 

서로 다를 때의 오차를 보이고 정밀도를 유도했다. 본 

논문에서 얻은 결론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의 근사 차수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반사 오차의 거동은 둘 중 낮은 차수를 

갖는 쪽에 의해 지배된다. 둘째, 정규 포물선 근사 차수 

의 비국소적 경계 조건을 사용할 때 반사 오차는 포물선 

지배 방정식의 차수와 상관없이 언제나。仞2)의 정밀도 

를 갖는다. 한방향 Helmholtz 근사 차수의 경계 조건에 

대해서는 지배 방정식의 차수에 따라 반사 오차는 

。叩勺의 정밀도를 갖고, 1차 Pad 포물선 근사 차수의 

경계 조건에 대해서는 지배 방정식의 차수와 상관없이 

언제나 0(6〃의 정밀도를 갖는다.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의 근사 차수가 깉은 경우는 반사 오차는 0이 된다. 

셋째, 전달 모드에서 최대 반사 오차는 접지각이 90도일 

때 발생하며 그 크기는 10.21 이내이다.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의 근사 차수의 불일치가 작을수록 최대 반사 

오차는 작아진다. 넷째, 높은 근사 차수의 지배 방정식 

과 낮은 근사 차수의 경계 조건의 경우 반사 오차는 언 

제나 음의 값을 가지며 반대의 경우는 언제나 양의 값을 

가진다. 다섯째, 근사 차수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반사 

는 역전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식 (2)-⑷의 비국소적 경계 조건의 오차 

추정을 위한 해석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사용 한계를 제 

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차후 수치 산란 모 

델에 응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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