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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질 탄성 무한공간에 한 비례경계유한요소법의 

동 강도행렬

Dynamic Stiffness of the Scaled Boundary Finite Element Method for 

Non-Homogeneous Elast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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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비동질 탄성무한공간에 한 비례경계유한요소법의 동 강도행렬을 해석 으로 유도하 다. 해석 역의 

비동질성은 비동질 라메터를 지수로 하는 멱함수로 고려하 다. 동 강도행렬은 진동수 역에서 다항식으로 근 개한 

후, 방사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여 각 다항식의 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도되었다. 얻어진 동 강도행렬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해 정확해가 알려져 있는 표 인 문제에 하여 비동질 라메터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유도된 동 강도행렬이 비동질공간에 한 특성을 하게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비례경계해석, 비동질 탄성 공간, 동 강도행렬, 근 개

Abstract

In this paper, the dynamic stiffness of scaled boundary finite element method(SBFEM) was analytically derived to represent the 

non-homogeneous space. The non-homogeneous parameters were introduced as an expotential value of power function which 

denoted the non-homogeneous properties of analysis domain. The dynamic stiffness of analysis domain was asymptotically 

expanded in frequency domain, and the coefficients of polynomial series were determined to satify the radiational condition. To 

verify the derived dynamic stiffness of domain, the numerical analysis of the typical problems which have the analytical solution 

were performed as various non-homogeneous parameters. As results, the derived dynamic stiffness adequatlly represent the 

features of the non-homogeneous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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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반과 같은 무한 역(unbounded domain)의 동역학

인 거동에 한 해석은 필연 으로 무한 역에 한 근사과

정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근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행

되는데 표 인 방법은 경계의 효과가 무시될 수 있는 지

까지 해석 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 인 해석은 경계에서의 의반사가 일어나기 때

문에 정 인 경우에 비해 큰 해석 역이 필요하다. 이런 

에서 의 반사를 히 처리하여 해석 역을 구조물부분으

로 한정하고, 그 외 부분은 무한 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

석을 수행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다(김재민 등, 2000; 윤정

방 등, 2007).

비례경계유한요소법(scaled boundary finite element 

method)은 이러한 근법의 하나로 비례 심(scaling center)

이라 불리는 칭 을 기 으로 해석 역의 닮음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근사하는 해석기법이다(Wolf, 2003). 이 방법은 원

래 동 지반 구조물상호작용의 해석을 하여 개발되었지만, 

반해석 (semi-analytical)인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

에 용하려는 시도(Deeks 등, 2003; Yang, 2006)가 계속

되었고 특히 정 인 문제에서는 해석법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

들을 이용한 해석법 즉, 응  해석(Doherty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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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차원공간에 한 비례경계변환(Wolf, 2003)

Ekevid 등, 2006)이나 유사경계를 갖는 경우의 해석

(Deeks, 2002b)등이 시도되었다. 한 이 해석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무한 역에 한 근법을 활용하기 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나는 일정하지 않은 물성치

를 가지는 비동질공간에 한 해석으로 이 방법의 개발 기부

터 요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연구되었다(Wolf 등, 1996; 

Doherty 등, 2003).

비동질 공간에서의 물성치의 변화를 비례 심을 기 으로 

방사방향의 멱함수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해석공간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Doherty 등(2003)등에 의해

서 처음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 면에 매입되는 원형

의 기 를 해석하기 하여 축 칭 역을 가정하고 식을 유

도하 다. 그 후 실제 공학 인 해석에 리 사용되는 반무

한평면에 한 용  거동특성에 한 연구(이계희, 2007)

와 무한요소를 이용하여 기치를 갖는 반무한평면에 한 

해석기법이 연구되었다(Lee 등, 2008). 이러한 기존의 연구

에서는 비동질무한공간  동 강도행렬에 한 각각의 근

은 이루어졌으나,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합한 근법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의 연장선

에서 비동질무한공간에 한 동 강도행렬의 유도에 해 서

술하 다. 비동질무한공간에 한 물성치의 변화는 기존의 

근방법과 동일하게 비동질 라메터를 지수로 하는 멱함수

를 이용하여 나타냈고 동 강도행렬은 진동수 역에서 근

개한 다항식으로 가정하고, 이 다항식이 방사조건을 만족

시키도록 다항식의 계수를 산정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 에서 비례경계변환과 비례경계유한

요소법의 동 강도계수에 한 기본식을 간략히 설명하고, 3

에서는 비례 심에 한 방사방향의 비동질 물성치의 변화

를 표 하고, 이에 해 근 개를 이용하여 동 강도행렬

을 유도하 다. 4 에서 유도된 동 강도행렬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해 정확해가 알려져 있는 표 인 문제에 하여 

비동질 라메터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5 에서는 결론을 제시하 다.

2. SBFEM의 기본식

2.1 기본방정식

비례경계유한요소법(scaled boundary finite element 

method)은 해석 역의 경계방향(circumferential direction)

은 유한요소법과 같은 방식으로 이산화되고, 비례 심을 기

으로한 방사방향(radial direction)으로는 비례계수를 이용하

여 나타낸다. 직교좌표계를 비례경계좌표계로 바꾸는 것은 비

례경계변환(scaled boundary transformation)이라 부르며 

기본 으로 닮은 꼴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경계에 한이산

화를 이용해 임의의 형태를 가진 경계에 하여 불연속 인 경

계조건의 도입할 수 있다.

비례경계좌표계의 심은 비례 심(scaling center)이라

고 불리며 이 비례 심과 경계사이에는 다른 경계가 올 수 

없다. 유한 역에서 비례 심은 역 내에 존재하고 경계의 

한 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석 역은 비례 심

과 경계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는 측면(side face)과 이산화 

된 경계가 이루는 폐곡선의 내부이다. 무한 역의 경우에 비

례 심은 역밖에 있다.

앞에서 언 했듯이 비례경계변환에서는 경계 S만 유한요

소와 같은 방법으로 이산화되며, 이 요소를 비례경계유한요소

라 부른다. 형 인 비례유한요소는 그림 1에서 표면 Se를 

분할하는 요소이다. 경계를 제외한 다른 역은 비례 심으

로부터의 무차원 거리 를 이용하여 닮은꼴로 나타낸다. 따

라서 경계에서는 =1이고, 비례 심에서는 =0이다. 해석

역은 유한 역에 해서는 0≤≤1이고 무한 역에 해

서는 1≤≤∞이다. 이 좌표계는 와 경계방향 좌표 , 로 

구성 되어있으며, 경계상에서의 변 는 유한요소의 형상함수 

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이 형상함수는 일반 인 유한

요소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 경계이외의 다른 에서

의 변 는 경계에서의 변 를 의 비에 따라 변환하고, 이를 

경계와 동일한 형상함수로 보간한다.

  (1)

따라서 경계와 비례 심을 잇는 선상에서의 변 는 

방사좌표 의 함수로 나타나며 해석 으로 풀 수 있다.

이와 같은 비례경계변환 후 일반 인 유한요소법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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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잔여치법이나 역학 인 방법으로 해당 미분방정식을 풀

면 탄성체의 변 방정식인 식 (2)와 같은 형태의 기본방정식

을 얻을 수 있다.

 
   

       (2)

여기서,  ,  ,  는 각각 시스템의 계수행렬이고 

 와 는 시스템의 질량과 외력벡터이다. 각 식들의 

상세한 유도과정  정의는 참고문헌(Wolf, 2003)에서 참조

할 수 있다.

비례경계유한요소법에서는 경계만 이산화되기 때문에 유한

요소법의 개념을 경계요소법에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요약

하면 비례경계유한요소법은 닮은 꼴을 이용한 반해석 인 경

계요소법이라 할 수 있다.

2.2 동 강도행렬

임의의 에 한 동 강도행렬 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난다(Wolf, 2003).

±∓  


(3)

여기서, 는 하 벡터이다. 이 부호는 각각 유한

역과 무한 역에 한 식을 나타낸다. 식 (3)을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 ∓


  
  

    (4)

식 (2)와 식 (4)를 더하면 다음과 같다.

±± 


∓ 
 

  (5)

식 (5)를 에 해서 정리하고 이들 임의함수의 

계수가 0이 되도록 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   ±  

±  
   (6a)

 ± 
 

 ± (6b)

이들 식의 경계조건은 유한 역의 경우 {RF(=0)}=0, 

무한 역의 경우 {RF(=∞)}=0이다.

동 탄성계수의 공간에 한 미분 값은 다음 식과 같다.

   (7)

식 (7)을 식 (6a)에 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   ±   

±± 
    (8)

이를 무한 역에 해 용하면 무한 역에 한 동 강도 

행렬  ∞는 다음과 같다.

 ∞   ∞   ∞

 ∞  
    (9)

2차원 문제에 해서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무한 역에 한 동 강도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

 ∞   ∞ 

 ∞  
    (10)

각 차원에 한 식을 통합하기 해 차원상수 (=2 는 

=3)을 도입하면 무한 역의 동 강도계수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 

  ∞   ∞


      (11)

여기서,  이다.

3. 동 강도행렬 유도

3.1 비동질공간의 물성치변화

해석 역의 비동질 물성치를 나타내기 하여 해석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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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치가 비동질 라메터를 지수로 하고 비례 심으로부터

의 거리 의 멱함수로 나타난다고 가정하자. 비동질 라메터

가 임의함수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들 멱함수의 조합으로 

물성치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탄성

계수와 단탄성계수는 같은 비동질 라메터 를 지수로 갖

는 멱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12a)

 


 

 (12b)

여기서, 동일한 포아슨 비 를 가정하면 탄성행렬 는 다

음과 같다.

  
 (13)

해석 역의 도는 다음과 같이 변한다.

  


  

 (14)

여기서, 아래첨자 0은 경계( 1,  )에서의 물성치를 

나타낸다. 지수 와 은 실수이며, 양수나 음수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물성치변화는 방사방향에 국한되고 원주방향에 

해서는 일반 인 유한요소법과 같다. 단 이러한 변화는 방사

방향의 요소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물성치의 변화

를 고려한 식을 탄성방정식에 입하고 가상일의 원리등에 

의하여 식을 유도하면 방사방향물성치의 변화를 고려한 변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Deeks 등, 2002; 이계희, 2007).

차원상수 s를 이용하여 2차원과 3차원에 한 식을 통합

하면 무한 역에 하여 방사방향의 물성치변화를 고려한 식

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5)

 
   

 
  


    (16)

유한 역에 해서는 식 (15)의 우변의 부호가 바 고 식 

(16)은 그 로 용된다.

모든 계수행렬  ,  ,  ,  는 경계 =1에서의 

물성치로 구성된다. 식 (15)와 식 (16)의 일반 인 형태는 

균질한 물성치를 가진 경우와 동일하지만 의 지수와 계수에 

차이가 발생한다.

비동질무한 역에서의 비례경계유한요소법의 동 강도행렬

의 유도는 균질한 물성치에 한 유도과정과 유사하다. 이러

한 역에 한 무차원동 강도행렬은 다음과 같다.

 ∞ 

∞ (17)

여기서, 임의의 에 한 무차원진동수는 다음과 같다.












(18)

여기서, 경계에서의 단  속도   이다. 따라서 

체 력에 의해 력이 소거되는 무한 역에 한 비례경계

유한요소법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19)

유한 역에 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계는  ∞  

이다.

식 (19)는 방사방향의 재료물성치가 균일한 경우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균질한 해석 역에 용된 해석기법

을 그 로 사용할 수 있다.

3.2 근 개 

비례경계유한요소법에서 무한 역에 해서는 질량행렬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동 강도행렬의 산정과정은 유한 역

의 경우보다 복잡하다. 유일해를 얻기 해서는 무한 에서

의 경계조건이 모델링되어야 한다. 이를 방사조건(radiation 

condition)이라고 부르고 동 탄성문제에서는 무한 에서 

역내로 에 지가 유입되지 않는 상, 즉 경계에서 의 반

사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한다.

방사조건은 동 강도행렬이  → ∞인 경우이므로 동 강

도행렬   ∞는 고진동수 역에서 에 한 다항

식으로 개하고 이를 내림차순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Wol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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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오른편의 처음 두 항은 상수 감쇠행렬∞와 상수 강도행

렬∞를 나타낸다(첨자 ∞는 →∞나 =1인 경우 →∞

를 나타낸다). 이 식에서 모든 계수행렬(∞, ∞, , 

(=1, 2, ..., ))은 미지수이다. 다음과 같은 고유치문제

로의 변환을 용하면 이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21)

 와  는 양정부호이고 양의 고유치행렬 을 얻는

다. 고유치벡터 는 다음과 같이 정규화된다.

     (22)

이로부터

     (23)

를 얻고, 여기서

    (24)

이다. 식 (19)의 좌측에 를 곱하고 우측에 를 곱하면 

다음을 얻는다.

∞∞∞







 ∞   

   (25)

여기서,

∞    ∞ (26)

이고

     (27a)

     (27b)

이다. 식 (20)을 식 (26)에 입하면 다음을 얻는다.

∞≈∞∞






 (28)

여기서,

∞  
 ∞ (29a)

∞  
 ∞ (29b)

  
  (29c)

식 (28)에서 근 개항의 수를 3개(=3)로 가정하면 

미분항은 다음 식과 같다.

∞  ∞











(30)

식 (28)과 식 (30)을 식 (25)에 입하고 의 내림차순

으로 정리하면 다음을 얻는다.

   



 


    (31)

여기서, 는 각각 의 2차항부터 제곱

의 역수항까지의 계수행렬과 이외의 고차항에 한 계수행렬

이다.

  ∞
   (32a)

  ∞∞∞∞∞


     ∞




∞ (32b)

  ∞∞∞
∞



∞ 
 (32c)

  ∞∞∞
∞











  ∞∞∞
∞









 (32d)

  ∞∞∞
∞




 (32e)

동일한 방식으로 고차항들의 계수행렬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조건은 →∞에서의 경계조건이기 때문에 


의 계수  의 값이 증가 할수록의 향은 속히 작

아진다.

각 계수행렬들은 임의의 함수에 해 성립해야하므로 0의 

값을 가져야 한다. 이를 식 (32a)에 용하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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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면내의 원형공동

식을 얻는다.

∞
   (33)

의 각행렬의 양의 근을 취하면 다음과 같다.

∞   (34)

감쇠행렬 ∞는 식 (29a)를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35)

각 Λ이 계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는 양정부호이다. 

식 (20)에서→∞를 고려하면 ∞는 동 강도행렬의 허수

부에 비례하고 따라서 이 한 양정부호이다. 에 지 달률 

N 은 양수이고(식 (26)) 극한에서 방사조건을 만족시킨다.

식 (32b)에 식 (34)를 입하면 다음과 같다.

∞∞ 
  







 (36)

∞에 한 선형 방정식은 Lyapunov방정식으로 나타나

며, 각 ∞의 해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Wolf, 

2003).

∞ 




 
 





(37)

여기서, 은 Kronecker delta함수이다.        

  ≠스 링상수 ∞는 식 (29b)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  
 ∞

 (38)

식 (32c)는 기지의 ∞와 식 (34)를 입하면 다음과 같

이 정리된다.

 ∞
∞



∞
 (39)

에 한 식은 식 (36)과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

유사하게   도 기지의∞  ∞ 으로부터 식 

(32d)로 결정할 수 있다.

∞
 ∞









 (40a)

∞
 ∞



 
 (40b)

계수행렬 는 식 (29c)로부터 다음과 같다.

  
 

 (41)

∞ ∞를 계산한 후의 근  거동은 식 (20)을 

따른다.

경계( = 1)에서의 고진동수 근 개(식 (20))는 다음

과 같다.

 ∞≈∞∞






 (42)

4. 수치 제

본장에서는 앞에서 유도된 식에 의해서 동 강도행렬을 구

성하고 강도와 질량에 한 비동질 라메터의 향을 분석

하 다. 해석이 수행된 제는 평면내의 원형공동의 횡방향 

변 가 가해진 경우로 진동수 역에서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탄성계수와 도에 한 비동질 라메터의 변화가 동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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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도의 변화에 따른 동 강도의 변화그림 3 근항 수의 변화에 따른 동 강도의 변화

그림 4 탄성계수의 변화에 따른 동 강도의 변화

행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해석모델은 칭조건을 

이용해 체의 1/4을 8개의 과 4개의 2차 선형경계요소

로 모델링하 다(그림 2).

일정한 물성치를 가지는 경우에 해서 이 문제의 해석

인 해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Wolf, 1996).

∞ 


 


 (43)

여기서, 와 는 각각 와  로 

나타나는 단 속도와 압축 의 속도를 나타낸다. 식 (43)

에서 첫 번째 항은 감쇠계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항은 스

링계수를 나타낸다. 의 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감쇠계수

의 경우는 진동수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는 형상을 보이고 

스 링계수는 진동수에 무 한 일정한 값을 갖는 형상을 보

여주고 있다.

고진동수 역에 한 근 개의 항수의 차이에 따른 해의 

형상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 해는 해석 역의 물성치가 

경우에 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0인 경우

( 근 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스 링계수가 큰 진폭을 

가지고 진동을 일으키나 항수가 증가할수록 수평에 가까와진

다. 2이상인 경우에는 체 인 동 강도를 나타내는데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반면에 감쇠계수의 경우에

는 근 개에 사용되는 항수에 큰 향을 받지 않는 거동을 

보여 다.

해석 역의 탄성계수에 한 비동질 라메터 값의 변화

에 따른 동 강도의 변화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이 때 값

의 변화는 -0.5에서 0.5까지를 고려하 다.

이 때 근 개에 사용한 차수는 3으로 하 다. 이러

한 비동질 라메터의 변화에 따른 스 링계수의 값은 일정한 

물성치를 가진 경우를 심으로 칭인 거동을 보인다. 비동

질 라메터의 값이 비례 심에서 멀어질수록 탄성계수가 감

소하는 경우(＜0), 고진동수에서의 스 링계수값은 감소하

고 반 의 경우(＞0)에는 고진동수로 갈수록 스 링계수값

이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  감소의 정도는 비동질 라메터

의 값이 클수록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비동질 라메터값의 변화에 한 감쇠계수의 변화

폭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모두 진동수의 증가에 따라 감쇠

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해석 역의 도에 한 비동질 라메터 값의 변화에 

따른 동 강도의 변화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이 때 값의 변화는 탄성계수에 한 비동질 라메터 값

과 동일한 범 인 -0.5에서 0.5까지를 고려하 다. 이 때 

근 개에 사용한 차수는 탄성계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3

으로 하 다. 이러한 비동질 라메터의 변화에 따른 스 링

계수의 값은 일정한 물성치를 가진 경우를 심으로 칭인 

거동을 보인 탄성계수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는 근 개에서 스 링계수에 한 식 (37)에서 탄성계수에 

한 비동질 라메터와 도에 한 비동질 라메터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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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탄성계수와 도의 변화에 따른 동 강도의 변화

한 계수를 갖는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고차항에서는 이 두 

비동질 라메터는 서로 다른 계수값을 가지지만 그 향은 

상 으로 미미하다. 비동질 라메터의 변화에 따른 감쇠계

수의 변화는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동질 라메터의 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성계수에 한 비동질 라메터와 도에 한 비동질 

라메터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경우에 해서 동 강도의 스

링계수와 감쇠계수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 각각의 

비동질 라메터를 용한 경우에 비하여 진동폭이 커진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동질 탄성무한공간에 한 비례경계유한

요소법의 동 강도행렬을 해석 으로 유도하 다. 해석 역

의 비동질성은 비동질 라메터를 지수로 하는 멱함수로 고려

하 다. 동 강도행렬은 진동수 역에서 다항식으로 근

개한 후, 방사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여 각 다항식의 계수를 

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도되었다. 수치 제에 해석결과 강

도에 한 비동질 라메터와 도에 한 비동질 라메터가 

동 강도행렬의 스 링계수에 미치는 향은 거의 동일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 링계수의 산정에 지배 인 계수행

렬에서 두 비동질 라메터가 동일한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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