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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new explicit spectral element method for the simulation of SH-waves in semi-infinite domains. To 

simulate the wave motion in unbounded domain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infinite extent to a finite computational domain of 

interest. To prevent the wave reflection from the trunctated boundaries, perfectly matched layer(PML) wave-absorbing boundary is 

introduced. The forward problem for simulating SH-waves in PML-truncated domains can be formulated as second-order PDEs. The 

second-order semi-discrete form of the governing PDEs is constructed by using a mixed spectral elements with Legendre- 

gauss-Lobatto quadrature method, which results in a diagonalized mass matrix. Then the second-order semi-discrete form is 

transformed to a first-order, whose solutions are calculated by the fourth-order Runge-Kutta method. Numerical examples showed 

that solutions of SH-wave in the two-dimensional analysis domain resulted in stable and accurate, and reflections from truncated 

boundaries could be reduced by using PML boundaries. Elastic wave propagation analysis using explicit time integration method may 

be apt for solving larger domain problems such as three-dimensional elastic wave problem more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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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성 의 수치해석은 지진공학, 지반조사, 비 괴검사, 

구조물의 손상평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으로 발 해 

왔다(Epanomeritakis et al., 2008; Kang et al., 2011; 

2013). 이러한 연구는 구조체의 미지 물성 분포를 도출하는 

탄성 의 역해석(inverse analysis)을 심으로 지속 으로 

발 해 왔는데(Chew et al., 1990; Pratt et al., 1999; 

Operto et al., 2004; Epanomeritakis et al., 2008), 

특히 고차원 해석의 경우 컴퓨터 메모리와 계산 시간 면에서 

고도의 연산 기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정된 계산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여 규모 문제의 수치해석에 용될 수 있는 

계산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반무한 역에서의 탄성   수치해석을 해서는 원래의 

역을 신할 수 있는 유한 해석 역이 필요하다. 이를 해 

2차원 해석 역의 경계에서 반사 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치  

동흡수 경계조건인 perfectly matched layer(PML)(Kang 

and Kallivokas, 2010)를 도입하 으며 혼합유한요소법

(mixed 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해 PML을 경계로 

하는 유한 역에서의 SH 의 거동을 계산하는 정해석

(forward analysis)을 수행하 다.

이 논문에서는 2차원 반무한 역에서의 SH   거동을 

계산하기 해 PML을 고려한 시간 역 동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외연  수치  기법을 제시한다. 우선 동방정식의 

수치해를 구하기 해 Legendre-Gauss-Lobatto 수치 분 

기반 스펙트럴 요소를 사용해 질량행렬을 각화한다. 그리고 

2차 미분방정식 시스템으로 표 되는 semi-discrete form을 

1차 미분방정식 시스템으로 변환하고 Runge-Kutta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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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a) Semi-infinite domain; (b) Two-dimensional 

PML-truncated computational domain

이용한 외연  시간 분을 통해 이 시스템의 수치해를 구한다. 

외연  시간 분법은 내연  시간 분법에 비해 해의 안정성이 

낮지만 계산 속도가 빠르고 효율 이라는 장 이 있다.

수치 제를 통해 외연  시간 분법을 이용한 SH 의 정해석 

결과를 도출하고 해석 역에서 PML로 인한 반사 의 감쇠

효과를 확인한다. 그리고 외연  시간 분법과 내연  시간

분법의 비교를 해 Runge-Kutta 방법을 사용한 정해석 

결과를 정해  Newmark- 방법을 이용해 구한 수치해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토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법은 

코드의 병렬화를 통한 탄성 의 최  해석에 용될 수 있다.

2. PML을 경계로 하는 SH 의 정해석

이 논문에서는 Fig. 1(a)와 같은 반무한 탄성 역에서의 

SH   거동을 계산하고자 한다. SH 의 거동을 계산하기 

해 반무한 탄성 역의 양 측면과 아래 부분에 PML을 도입

하여 Fig. 1(b)와 같은 유한 해석 역을 구성하 다. PML을 

경계조건으로 하는 2차원 유한 역에서의 SH  거동은 

다음과 같은 기-경계값 문제로 표 될 수 있다(Kang and 

Kallivoka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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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은 변 ()와 응력이력()이 혼합된 연립미분

방정식으로서 PML을 포함하는 2차원 역에서의 SH  지배

방정식을 나타낸다(Kang and Kallivokas, 2010). 여기서 

()는 매질의 도를 포함하는 정규화된 변 이고, 

   는 응력의 시간에 한 분값으로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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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매질의 탄성  속도이며, , , , 
, 

는 다음과 같은 식들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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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각각 축 ( 1,2) 방향으로의 소멸

(evanescent wave)와 진행 (propagating wave)에 한 

감쇠함수이고, 
는 이러한 감쇠함수를 역의 특성길이 로 

나눠 정규화한 함수이다. 감쇠함수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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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에서 은 일반 역의 길이이고, 는 PML을 포함

하는 해석 역 체 길이이며, ( )은 PML의 

길이를 나타낸다. 은 동이 PML 끝의 고정단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반사 의 크기를 나타내는 탄성 의 이론  반사

계수이다. 식 (2a)와 (2b)는 경계조건이고 식 (2c)~(2f)는 

기조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경계값 문제에서 변 ()와 응력( )은 

혼합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동방정식 (1a)와 

(1b)에 가 치 함수 , , 를 곱하고 체 역에 

해 분한 후 식 (2a), (2b)의 경계조건을 용하면 다음과 

같은 변분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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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에서 변 와 응력의 근사함수인 와 , 는 

∈와 ∈ , ∈ 의 함수공간에 속하고 서로 다른 

기 함수(basis function) 와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한 가 치 함수 , ,  

역시 기 함수 와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11a)

≃
 (11b)

≃
 (11c)

≃ (12a)

≃ (12b)

≃ (12c)

식 (11)과 (12)를 식 (10)에 입하면 

 형태의 운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운동방정식을 

계산하여 각 노드의 변 와 응력을 계산할 수 있다. 운동방정

식의 질량행렬, 감쇠행렬, 강성행렬, 힘벡터, 해벡터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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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연  시간 분법을 이용한 SH  정해석

이 장에서는 4차 Runge-Kutta 방법과 Legendre- Gauss- 

Lobatto 수치 분법을 이용하여 SH 의  거동을 계산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3.1 4차 Runge-Kutta 방법

Runge-Kutta 방법은 1차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서 

이 수치 분 방법을 이용해 앞서 유도한 semi-discrete 형태의 

운동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Runge- 

Kutta 방법들 에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4차 Runge- 

Kutta 방법을 이용하 다. 4차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해 

1차 미분방정식의 해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된다.

  (18)

    (19a)

    

∆  

∆ (19b)

    

∆  

∆ (19c)

   ∆ ∆ (19d)

    


   ∆ (20)

여기서, 은 변수 의 시간에 한 1차 미분이다. 식 (19)에서 

는 번째 시간이고, 는 번째 시간에서의 변 이며 ∆
(  )는 시간 증분을 나타낸다. , , , 는 기울

기에 의한 의 증분을 나타내는데, 식 (20)을 사용하여 각각

의 증분에 가 치를 곱해 번째 시간에서의 변  을 

계산할 수 있다.

앞서 유도된 운동방정식을 Runge-Kutta 방법으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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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Location of 

nodes

Location of 

integration 

points

Weights

Quadratic

-1 -1 1/3

0 0 4/3

+1 +1 1/3

Table 1 Legendre-Gauss-Lobatto quadrature rule

해서는 2차 미분방정식 시스템을 1차 미분방정식 시스템

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그 게 변형된 미분방정식 시스템의 1차 

미분항에 한 계수행렬을 단 행렬 로 만든 후 Runge-Kutta 

방법에 의해 해를 구할 수 있다.

첫째로, SH  운동방정식을 1차 미분방정식 시스템으로 

표 하기 해 2차 미분방정식 시스템인 

에서 을 로 치환한다. 그러면 2차 미분방정식 시스템을 

식 (21)과 같이 2개의 1차 미분방정식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행렬 형태로 표 하면 식 (22)와 같다.

  (21a)

 (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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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식 (22)에서 1차 미분항의 계수행렬을 단 행렬로 

만들기 해 질량행렬 을 단 행렬 로 변형시킨다. 질량행렬 

을 단 행렬 로 만들기 해서는 을 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질량행렬 을 각화하기 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집 질량을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높은 정확도를 확보

하기 해 이 논문에서는 Legendre-Gauss- Lobatto 수치

분법을 이용해 질량행렬 을 각화하 으며, 이를 해 9개의 

노드를 가진 2차원 사각형 요소를 사용하여 방정식의 변   

응력 해를 근사시켰다.

3.2 Legendre-Gauss-Lobatto 수치 분 기반 

스펙트럴 요소법

Legendre-Gauss-Lobatto 수치 분법은 고차원의 수치 

분을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9  

사각형 유한요소 국부좌표계의 각 방향에 해 3개의 분 을 

사용해 수치 분을 수행하 으며, 이에 한 노드의 치, 

분 의 치, 가 치를 Table 1에 나타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Legendre-Gauss-Lobatto 수치 분법은 한 

요소에 해 노드의 치와 분 의 치가 같다. Legendre- 

Gauss-Lobatto 수치 분법에서 분 의 치와 가 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 (Legendre-Gauss-Lobatto points):

      ′    ≤ ≤ (23)

가 치(Legendre-Gauss-Lobatto weights):

 


 




  … (24)

식 (23), (24)에서 은 Legendre-Gauss-Lobatto 수치

분법의 차수를 나타내고, 분 의 개수+1로 표 할 수 

있다. 차 Legendre-Gauss-Lobatto 수치 분법의 경우 

21차 다항식까지 정확하게 분할 수 있다. 은 르장

드르 다항식(legendre polynomials)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다.

   (25a)

   (25b)

 




 (25c)

Legendre-Gauss-Lobatto 수치 분법에서 사용되는 기

함수 역시 르장드르 다항식이 포함된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26)

이 논문에서는 Legendre-Gauss-Lobatto 수치 분법을 

사용해 식 (13)~(15)의 질량행렬 , 감쇠행렬 , 강성행렬 

를 구성하 다. Legendre-Gauss-Lobatto 수치 분법을 

사용하여 질량행렬 을 각화하면 식 (21)을 다음과 같은 

2개의 1차 미분방정식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

  (27a)

 (27b)

식 (27)을 식 (28)과 같이 행렬 형태로 표 할 수 있고, 

식 (29)의 기조건을 이용하여 Runge-Kutta 방법에 용

하면 변 ()와 응력()을 구할 수 있다.













 


 












 





 (28)

   (29a)

   (2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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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0) (b) B(10,0)

(c) C(20,0) (d) D(30,0)

Fig. 5 Time history of displacement at sampling points

(a)  0.2s (b)  0.4s

(c)  0.6s (d)  0.8s

Fig. 6 Snapshots of displacement

4. 수치 제

4.1 SH  정해석 결과

이 논문에서 제시한 2차원 역에서의 SH  정해석 알고리

즘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해 Fig. 2와 같이 수직방향으로 

균질한 물성을 갖는 반무한 고체 역의  거동을 계산하 다. 

해석 역의 도는 2200kg/m3이고 탄성  속도는 100m/s

이다.

Fig. 2 Schematic of a homogeneous semi-infinite 

solid medium

Fig. 3과 같이 제로 사용된 탄성 역의 크기는 60m× 
30m이며, 탄성 역의 양 측면과 아래 부분에 6m 길이의 

PML을 도입하 다. 해석 역의 요소 길이는 탄성 역과 

PML에서 각각 1m, 0.5m이다.

Fig. 3 A two-dimensional PML-truncated domain

Fig. 4는 반무한 역의 표면에 가해진 하 의 시간이력을 

나타낸다. 체 해석 시간은 2s이고, 시간 단계는 0.0025s이다. 

시간에 해 Gaussian 분포를 가지는 하 을 탄성 역 표면 

-2m≤≤2m 치에 작용시켰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 된다.

    (30)

Fig. 4 Time history of a surface stress load 

Fig. 5는 하 이 가해졌을 때 Runge-Kutta 방법을 이용

하여 계산한 해석 역 표면( 0m)에서의 변 응답의 시간

이력을 나타낸다. Fig. 5는 각각 A(0,0), B(10,0), C(20,0), 

D(30,0) 치에서 변 응답의 시간이력을 나타내며 각각의 

치를 Fig. 3에 표시하 다.

Fig. 6은 각각  0.2s, 0.4s, 0.6s, 0.8s일 때 체 해석

역에서의 SH 형을 나타낸다. Runge-Kutta 방법과 PM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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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0) (b) B(10,0)

(c) C(20,0) (d) D(30,0)

Fig. 9 Comparison of the displacement  calculated 

in the PML-truncated and enlarged domains

(a) A(0,0) (b) B(10,0)

(c) C(20,0) (d) D(30,0)

Fig. 10 Comparison of the displacement  calculated 

in the PML-truncated and fixed domains

Fig. 7 Two-dimensional enlarged domain

Fig. 8 Two-dimensional fixed boundary domain

연동한 해석 결과 반무한 역에서 SH 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이 양 측면과 하단의 PML 역에서 

효과 으로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PML의 반사  감쇠 효과

2차원 역에서 PML에 의한 반사  감쇠 효과를 검증하기 

해 Fig. 7, 8과 같은 두 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SH  

거동을 계산하 다. Fig. 7은 기존의 해석 역에서 PML을 

제거하고 ,  방향으로 각각 5배씩 확 한 역으로서 체 

해석시간 2s 동안 기존의 해석 역에 반사 가 도달하지 않도록 

설정하 다. Fig. 8은 기존의 해석 역과 크기는 같지만 PML

이 없이 고정 경계조건을 가지는 역이다.

Fig. 9는 PML 역과 확장된 역에서 계산한 변 응답의 

시간이력을 A(0,0), B(10,0), C(20,0), D(30,0) 치에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두 변 응답을 비교한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PML을 경계조건으로 하는 정해석 알고리즘의 반사  감쇠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Fig. 10은 PML 역과 고정된 경계조건을 갖는 역에서 

계산한 변 응답의 시간이력을 A(0,0), B(10,0), C(20,0), 

D(30,0) 치에서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두 변 응답을 

비교한 결과 고정된 경계로부터 발생하는 반사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PML의 도입으로 반사 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외연  시간 분 결과와 내연  시간 분 결과의 비교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한 외연  시간 분 방법의 타당

성을 검토하기 해 이 방법을 사용해 구한 결과를 New-

mark- 방법을 이용한 내연  시간 분 결과와 비교하 다. 

Fig. 3과 같은 역에서 SH 의 거동을 계산하 으며, 

하 은 식 (30)과 동일한 Gaussian 형태를 사용하 다. 각 

해석 역의 노드  요소 정보를 Table 2에 나타냈다.

Fig. 11은 A(0,0), B(10,0), C(20,0), D(30,0) 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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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type

No. of nodes No. of elements

Regular 

domain

PML 

domain

Regular 

domain

PML 

domain

PML-truncated 

domain; 

explicit

9-node 7,381 6,984 1,800 1,728

PML-truncated 

domain; 

implicit

8-node 5,581 5,256 1,800 1,728

Enlarged 

domain; 

implicit

8-node 135,901 129,960 44,700 43,500

Table 2 Mesh information in the wave propagation 

analysis

(a) A(0,0) (b) B(10,0)

(c) C(20,0) (d) D(30,0)

Fig. 11 Comparison of the displacement  calculated 

by the developed explicit method and the Newmark- 

method

Fig. 12 Time history of a unit impulse load

(a) (10,0) (b) (20,0) (c) (30,0) (d) (30,10) (e) (30,20)

Fig. 13 Comparison of exact solution and approximate solutions

Runge-Kutta 방법과 Newmark-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변 응답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변 응답을 비교한 결과 

두 가지 방법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 외연  시간 분법의 정확

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외연  시간 분법과 내연  시간 분법의 정확도를 검증

하기 해 Runge-Kutta 방법과 Newmark- 방법을 이용

하여 계산한 근사해와 SH 의 정해를 계산하여 비교하 다. 

SH 의 정해는 시간 역 SH 의 Green’s function을 사용

하여 식 (31)으로 계산하 고 trapzoidal rule을 이용하여 

분하 다. 하 은 Fig. 12와 같은 단  충격하 을 사용

하 다.

 










 (31)

  


(32)

여기서, 는 단탄성계수를 나타내고 는 Heaviside step 

function을 나타낸다. 는 정해를 계산하고 싶은 치를 나타

내고 과 는 분포하 이 시작되는 지 과 끝나는 지 을 

나타낸다. 는 계산하고자 하는 시간을 나타내고 는 계산

하고자 하는 치에 탄성 가 도달하는 시간으로서 식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은 하 이 가해지는 지 으로부터 계산

하고자 하는 치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는 단 속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계산한 정해를 Runge-Kutta 

방법과 Newmark- 방법을 통해 계산한 변 응답과 비교

하여 Fig. 13과 Table 3, 4에 나타냈다.

Fig. 13은 (10,0), (20,0), (30,0), (30,10), (30,20) 

치에서 정해와 근사해의 시간이력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각각의 치에서 정해와 근사해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ig. 13(a)에서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한 해석 결과에 떨림 상이 발생하 다. 이는 외연  

시간 분 방법이 내연  시간 분 방법에 비해 해의 안정성이 

낮아서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Table 3은 (10,0), (20,0), (30,0), (30,10),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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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Time of maximum 

displacement()

Exact

solution(m)

Solution of 

Runge-Kutta 

method(m)

Solution of 

Newmark- 

method(m)

Error of 

Runge-Kutta 

method(%)

Error of 

Newmark- 

method(%)

(10,0) 0.1225 -1.044e-6 -1.060e-6 -9.776e-7 1.549 6.3477

(20,0) 0.2225 -7.550e-7 -7.544e-7 -6.857e-7 0.082 9.1750

(30,0) 0.3225 -6.213e-7 -6.173e-7 -5.494e-7 0.652 11.5791

(30,10) 0.3375 -6.238e-7 -6.123e-7 -5.388e-7 1.845 13.6257

(30,20) 0.3800 -6.119e-7 -5.999e-7 -5.096e-7 1.953 16.7189

Table 3 Errors obtained by the developed explicit method and the Newmark- method at peak point

Location Time()
Exact

solution(m)

Solution of 

Runge-Kutta 

method(m)

Solution of 

Newmark- 

method(m)

Error of 

Runge-Kutta 

method(%)

Error of 

Newmark- 

method(%)

(10,0) 1.0 -7.558e-8 -5.836e-8 -5.575e-8 22.788 26.242

(20,0) 1.0 -7.672e-8 -6.001e-8 -5.660e-8 21.782 26.226

(30,0) 1.0 -7.875e-8 -6.116e-8 -5.818e-8 22.329 26.123

(30,10) 1.0 -7.918e-8 -6.263e-8 -5.851e-8 20.905 26.113

(30,20) 1.0 -8.053e-8 -6.355e-8 -5.957e-8 21.093 26.025

Table 4 Error obtained by the developed explicit method and the Newmark- method in 

치에서 최  변 가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정해와 근사해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각각의 치에서 변 를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한 결과 모든 치에서 Runge-Kutta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Newmark- 방법을 사용한 결과보다 오차가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는  일 때 (10,0), (20,0), (30,0), (30,10), 

(30,20) 치에서 정해와 근사해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경우 해석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오차가 크게 발생하 다. 동일한 

방법으로 오차를 계산한 결과 Runge-Kutta 방법의 경우 

약 22%의 오차를 나타낸 반면 Newmark- 방법의 경우 

약 26%의 오차가 발생하여 Runge-Kutta 방법으로 계산한 

해의 정확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균질한 2차원 반무한 탄성체를 상으로 

PML 경계조건이 도입된 역에서 스펙트럴 요소법과 외연  

시간 분법을 이용한 SH  정해석 알고리즘을 제시하 다. 

그리고 2차원 탄성 역에 한 SH 의 거동을 계산하는 

수치 제를 통해 정해석 알고리즘을 검증하 다.

Legendre-Gauss-Lobatto 수치 분법을 기반으로 한 

스펙트럴 요소법을 사용해 질량행렬 을 각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미분방정식 시스템의 동방정식을 1차 미분방

정식 시스템으로 변환하 으며 외연  시간 분 방법인 Runge- 

Kutta 방법에 용하여 수치해를 계산하 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구한 변 응답을 확장된 역과 

고정된 경계조건을 가진 역에서의 변 응답과 비교하여 PML 

경계에서 동이 감쇠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리고 내연  

시간 분법  하나인 Newmark- 방법을 이용한 변 응답 

 정해와 비교하여 제시한 외연  스펙트럴 요소법의 정확도 

 안정성을 검증하 다.

이 논문의 연구는 3차원과 같은 고차원의 탄성  수치해석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기반 연구로 코드의 병렬화를 통한 

계산 성능의 최 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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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이 논문에서는 스펙트럴 요소법과 외연  시간 분법을 이용해 SH 의  거동을 계산하는 수치해석 기법을 제시한다. 

2차원 역에서의 탄성  해석을 해 해석 역을 유한 역으로 한정하고 동이 반사되지 않도록 수치  동흡수 경계조

건인 perfectly matched layer(PML)를 도입하 다. PML이 포함된 시간 역 동방정식의 유한요소해법을 해 스펙트럴 

요소법을 용하 고 Legendre- Gauss-Lobatto 수치 분법을 사용하여 질량행렬을 각화하 다. 2차 미분방정식 시스템

의 동방정식을 1차 미분방정식 시스템으로 변환하 고 병렬화를 통한 탄성  해석 성능의 최 화를 해 외연  시간 분

법인 4차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해 해석 역에서의 변 응답을 계산하 다. 2차원 해석 역에서 SH 의  거동을 계

산하는 수치 제를 통해 제시한 외연  스펙트럴 요소법의 정확성을 검증하 고 PML로 인한 반사 의 감쇠효과를 확인하

다. 외연  시간 분법을 통한 탄성  해석 기법은 3차원 역과 같은 규모 문제에서의 탄성  수치해석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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