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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C를 이용한 입자와 비파쇄 평면과의 접촉면에서의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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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 behavior at the interface between particle and non-crushing 

surface by using PFC

Eun-Kyung Kim, Jeong-Hark Lee, Seok-Won Lee

ABSTRACT The shear behavior at the particle/surface interface such as rock joint can determine the mechanical 

behavior of whole structure. Therefore,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s governing its behavior and 

accurately estimation of the interface strength is essential. In this paper, PFC, a numerical analysis program of discrete 

element method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urface roughness on interface strength. The surface roughness 

was characterized by smooth, intermediate, and rough surface, respectivel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ticle 

shape and crushing on particle/surface interface behavior, one ball, clump, and cluster models were created and their results 

were compared. The shape of particle was characterized by circle, triangle, square, and rectangle,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as the surface roughness increases, interface strength and friction angle increase and the void ratio 

increases. The one ball model with smooth surface shows lower interface strength and friction angle than the clump 

model with irregular surface. In addition, a cluster model has less interface strength and friction angle than the clump 

model. The failure envelope of the cluster model shows non-linear characteristic. From these findings, it is verified that 

the surface roughness and particle shape effect on the particle/surface interface shear behavior.

Keywords: Discrete element method, particle flow code 2D, particle/surface interface, surface roughness, particle crushing

요 약 암반 절리면과 같이 입자와 연속체 평면의 접촉면에서의 전단거동은 전체 구조물의 거동을 지배할 수 있다. 암반 

설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자와 연속체 평면의 접촉면 전단거동 메커니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접촉면 전단강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체 평면의 표면 거칠기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요소법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PFC
2D

를 사용하였다. 이 때 표면 거칠기는 매끄러운 평면, 중간 거칠기 평면, 거친 평면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접촉면 전단시험에서 입자 형상 및 입자 파쇄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one ball 모델과 clump 및 cluster 모델을 

형성하여 상대적으로 비교ㆍ분석하였다. 이 때 입자의 형상은 원형, 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모델링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표면 거칠기가 클수록 접촉면 전단강도 및 마찰각이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간극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면이 매끄러운 

one ball 모델보다 작은 입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표면이 굴곡진 모델, 즉 clump 모델의 접촉면 전단강도 및 마찰각이 

크게 나타났다. 입자의 결합이 파괴되는 모델, 즉 cluster 모델의 접촉면 전단 강도 및 마찰각이 같은 형상의 clump 모델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파괴포락선은 비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연속체 평면의 거칠기 및 입자의 형상이 입자와 

평면의 접촉면 전단거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개별요소법, PFC
2D

, 입자/평면 접촉면, 표면 거칠기, 입자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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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흙 입자와 절리면, 흙 입자와 콘크리트 표면, 흙 입자와 토목섬유 등과 같이 입자/평면 접촉면에서의 

전단거동 특성은 지반 공학적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암반 절리면, 터널 라이닝, 

깊은 기초(말뚝 기초), 옹벽 구조물 등과 같은 많은 지반 구조물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입자/평면 접촉면에서 전단 강도를 결정하는 데는 시험 조건뿐만 아니라 입자 및 평면 

물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이성원 등, 2009; 

조인성 등, 2010; 김도훈 등, 2011; Potyondy, 1961; Brumund and Leonards, 1973; Uesugi et al., 

1988; Paikowsky et al., 1995; Dove et al., 1997; Lee, 1998; Frost et al., 1999).

흙 입자와 절리면과 같은 연속체 평면과의 접촉면에서의 전단 거동은 입자의 형상, 입자의 파쇄 

여부, 표면의 거칠기, 표면의 파쇄 유무 등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입자 파쇄 

관점에서 보면 입자/평면 접촉면에서 외부로부터 작용되는 응력에 의하여 입자 구조가 파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자의 파쇄는 전체 지반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구조물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응력 상태 및 재료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입자 파쇄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입자 구조는 세립화 되고, 입자 사이의 간극을 세립화 된 입자들이 메우면서 체적 압축이 

발생하고 조밀한 상태가 된다. 이처럼 입자 파쇄가 지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체적 압축에 의한 

추가적 침하뿐만 아니라 간극의 감소로 인한 투수성의 감소 그리고 입자/평면 접촉면 전단강도 특성 

변화에 따른 접촉면 마찰각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자 파쇄의 시각화를 위하여 Cundall and 

Strack(1979)에 의해 개발된 개별요소법(DEM, Distinct Element Method)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Lobo-Guerrero and Vallejo, 2005; Feda, 2002; Jensen, 1998).

본 연구에서는 개별요소법을 기반으로 하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PFC
2D

(Particle Flow Code)를 

이용하여 입자/연속체 평면 접촉면에서의 전단거동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입자 형상은 네 

가지로 즉 원형의 단일 입자 모델과 각각 입자 2개, 3개, 4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입자 결합모델을 

구성하였다. 입자 결합모델은 결합 형태에 따라 clump 모델과 cluster 모델로 구분할 수 있는데, clump 

모델은 입자 간 결합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비파쇄 입자 모델이고, cluster 모델은 입자 간 접촉점에 

부여한 결합강도 이상의 외력을 받으면 결합이 파괴되는 파쇄 입자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링을 

이용하여 입자의 파쇄가 접촉면 전단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입자 모델링과는 

달리 연속체 표면의 경우는 PFC
2D
에서 지원하는 파쇄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지는 경계요소(wall)로 

모델링 하였다. 이때, 평면은 세 가지 거칠기(매끄러운 평면, 중간 거칠기 평면, 거친 평면)를 가지는 

형상을 각각 구현함으로써 표면 거칠기가 접촉면 전단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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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직 접촉력과 파괴 조건 (b) 전단 접촉력과 파괴 조건

그림 1. 접촉점에서의 구조적 거동 (Itasca Consulting Group, 2004)

2. 해석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개별요소법(DEM)을 기본으로 하는 상용해석 프로그램인 PFC
2D
를 이용하여 

입자/평면 접촉면 전단 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별요소법은 해석 대상의 구조체를 개별적인 

구형 입자의 집합체로 모델화 한다. 개개의 구형 입자는 운동방정식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동하며, 

이 때 발생하는 입자의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해석이 이루어진다. 개별요소법을 이용하여 접촉면 

전단영역에서 발생하는 입자의 맞물림(interlocking) 효과, 입도분포 및 간극률의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입자의 파쇄를 정량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PFC
2D
에서 입자들은 상호간 접촉에서 전개되는 힘을 통하여 다른 입자 및 벽과 상호 작용하고, 

접촉은 반드시 두 개의 요소들(ball-ball or ball-wall)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의 점에서 발생한다. 

입자의 기본 형상이 원형인 PFC
2D

 내에서 입자간 접촉에서의 결합으로 불규칙 형상의 입자를 

모델링할 수 있으며, 불규칙 형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clump와 cluster 개념이다. 여기서 clump 

모델은 영구적인 결합력으로 인하여 파쇄 모사가 불가능한 반면, cluster 모델은 유한한 결합력을 

부여하여 그 이상의 외력을 받으면 결합이 파괴되어 입자 파쇄 모사가 가능하다. 접촉 결합은 수직 

성분(normal component)과 전단 성분(shear component)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그림 1(a)는 접촉점에서의 

인장력이 수직방향의 결합강도 즉, 인장강도에 도달하면 결합이 깨지고 수직 및 전단 접촉력은 

상실됨을 나타낸다. 그림 1(b)의 전단성분도 마찬가지로 전단 접촉력이 전단방향의 결합강도 즉, 

전단강도에 도달하면 결합은 깨지지만 접촉력은 그대로 존재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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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치해석에 적용한 입자 형상

3. 수치해석 모델

3.1 입자 모델링

PFC
2D

 내에서 지원하는 입자는 원기둥 또는 구형으로 2차원일 경우 단위 폭을 갖는 원기둥으로 

간주되며, 3차원에서는 구로서 모델링 되며 각각의 입자들에 물성을 부여하게 된다. PFC
2D
의 입자에 

관한 입력 변수로는 입자의 크기, 강성, 마찰계수, 입자간의 결합력 등이 있다. 본 수치해석에 사용된 

입자 형상은 그림 2와 같이 원형의 단일입자(그림 2(a)) 외에 세 가지 형상의 입자 결합 모델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2ball(그림 2(b))은 직사각형, 3ball(그림 2(c))은 삼각형, 4ball(그림 2(d))은 

정사각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나의 입자 형상을 형성하는 개개의 볼들은 단위 두께를 갖는 

원기둥으로서 볼들의 면적의 합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볼 입자의 크기는 기존의 연구결과(Jo 

et al., 2011)를 토대로 국부적 간극비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반지름을 0.36 mm로 

결정하였다. 

입자 결합 상태에 따라 비파쇄 입자 모델과 파쇄 입자 모델로 구분하여 모델링하였다. 1ball은 

단일입자로 비파쇄 입자 모델에 속하고, 2ball, 3ball, 4ball은 결합 형태를 달리 하여 비파쇄 입자 

모델인 clump 모델과 파쇄 입자 모델인 cluster 모델로 각각 모델링하였다. 이때 cluster 모델의 

결합강도는 Jo et al.(2011)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 kPa과 800 kPa을 각각 부여하여 입자 파쇄 

정도(결합강도 정도)에 따른 전단거동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one ball 모델과 clump 모델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입자 형상의 변화가 입자/평면 접촉면 

전단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고, clump 모델과 cluster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입자 파쇄가 입자/평면 

접촉면 전단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입자 생성은 전단박스 범위에서 무작위 생성 원리를 

이용하고, Hainbuchner et al. (2002)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극률 (n)은 상대밀도 80%를 기준으로 

하여 0.135(간극비, e = 0.156)를 적용하였다. 그 밖에 입력 변수들은 수치해석 보정과정(calibration)을 

통하여 적절한 값을 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얻은 입자의 물성은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입자간의 

수직 및 전단 강성은 기존의 연구결과(Jo et al., 2011)를 토대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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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입자와 연속체 평면 접촉면 모델의 입력 물성

입력 변수 값

입자 밀도(kg/m
3
) 2,650

입자의 수직/전단 강성(N/m) 1×10
8

입자의 마찰계수 0.75

평면의 수직/전단 강성(N/m) 1×10
10

평면의 마찰계수 0.364

중력(m/s
2
) 9.81

입자 반지름(mm) 0.36

입자 초기 간극률 0.135

입자 결합강도(kPa) 200/800

(a) 매끄러운 평면 (b) 중간 거칠기 평면 (c) 거친 평면

그림 3. 연속체 평면 모델링 

표 2. 연속체 표면의 형상 특성

격자 각도(°) 격자 간격(mm) 격자 높이(mm)

매끄러운 평면 - - -

중간 거칠기 평면 15 7.68 1.03

거친 평면 30 3.56 1.03

3.2 연속체 평면 모델링

연속체 평면 모델링은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특정 각도의 돌출부가 연속체 평면 전체에 

반복적으로 형성되도록 하였다. 돌출부 각도는 0°, 15°, 30°로 모델링하여, 정성적 표현으로 각각 

매끄러운 평면, 중간 거칠기 평면, 거친 평면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입력 변수들은 

수치해석 보정과정(calibration)을 통하여 적절한 값을 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얻은 평면의 물성은 

표 1과 같다. 또한 표 2에 연속체 표면 형상 특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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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끄러운 평면 (b) 중간 거칠기 평면 (c) 거친 평면

그림 4. 표면 거칠기에 따른 비파쇄 입자 모델의 응력-변위 곡선

그림 3은 입자/연속체 평면 접촉면 모델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으로, 경계요소로 구성된 연속체는 

고정시킨 채, 입자 집합체의 경계를 막고 있는 3 개의 벽을 우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접촉면에서의 

전단이 발생하게 하였다. 전단박스의 크기는 폭 60 mm, 높이 20 mm로 3차원상의 박스를 2차원의 

직사각형 단면으로 모델링하였다. 이 때 최대 전단 변위는 80 mm로 충분히 전단시켜 잔류 응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부벽은 상하로 이동이 자유로우며, servo-controlled system(Itasca 

Consulting Group, 2004)에 의하여 수직응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모델링에 사용된 입자의 형상은 그림 2에 표시되어 있고, 사용된 평면은 그림 3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입자와 평면을 실험 조건에 맞게 도시하여 놓은 것이 그림 11이다.

4. 입자/연속체 평면 접촉면 모델의 해석 결과

4.1 비파쇄 입자 모델에 대한 전단거동 특성

그림 2에 제시한 4가지 입자 형상을 비파쇄 입자(clump model)로 모델링한 후 직접전단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는 대표적으로 수직응력이 100 kPa일 때, 표면 거칠기에 따른 비파쇄 입자/평면 

접촉면의 수평변위와 전단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매끄러운 평면으로 수행한 그림 4(a)에서 

모든 형상의 입자는 전단 초기에 일정 전단강도 값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매끄러운 

평면 위에서는 입자 형상에 관계없이 모든 입자 모델은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그림 4(b), (c)와 같이 

어느 정도 거칠기를 가지는 두 평면에서는 모두 one ball 모델이 뚜렷이 가장 작은 전단강도 범위를 

보이고, 나머지 세 입자 형상의 모델은 비슷한 강도 범위에서 진동하고 있다. 이것은 one ball 모델은 

입자의 표면이 매끄러운 반면, clump 모델들은 작은 입자들의 결합으로 인해 입자의 표면이 굴곡져 

있어 맞물림(interlocking)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되듯이 연속체 평면의 표면 거칠기가 커질수록 모든 입자 형상 모델에서 최대 접촉면 전단강도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모든 평면조건에서 수직응력이 증가할수록 최대 접촉면 전단강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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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끄러운 평면 (b) 중간 거칠기 평면 (c) 거친 평면

그림 5. 비파쇄 입자 모델의 파괴포락선

표 3. 비파쇄 입자 모델의 마찰각(°)

표면 거칠기

입자 형상
매끄러운 평면 중간 거칠기 평면 거친 평면

1ball 20.04 23.93 31.09

2ball 20.04 33.81 44.47

3ball 20.04 33.93 42.52

4ball 20.04 33.83 43.16

응력-변위 곡선으로부터 그림 5와 같이 Mohr-Coulomb 파괴포락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표 3에 비파쇄 입자 모델의 연속체 평면의 표면 거칠기 및 입자 형상에 따른 접촉면 마찰각을 나타내었다. 

매끄러운 평면과 접촉하는 모든 입자들의 마찰각은 동일하게 산정되었다. 반면, 거칠기가 존재하는 

중간 거칠기 평면과 거친 평면에서는 모두 one ball 모델이 다른 입자 형상 모델보다 뚜렷이 작은 

마찰각을 보였으며, one ball 모델을 제외하고는 입자 형상에 관계없이 유사한 마찰각을 나타냈다. 

같은 입자 형상에 대하여 연속체 평면의 종류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거친 평면과 접촉하는 경우의 

마찰각이 중간 거칠기 평면과 접촉하는 경우보다 약 7 ~ 11° 정도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속체 평면의 

격자 각도가 커서 표면 거칠기가 큰 경우는 입자와 평면과의 접촉면에서 입자의 맞물림 현상을 

증대시켜 큰 마찰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4.2 파쇄 입자 모델에 대한 전단거동 특성

Cluster 모델은 입자 형상을 구성하는 입자 간에 일정한 결합강도를 부여함으로써 입자 파쇄의 

모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 제시한 세 가지 입자 형상(그림 2(b), (c), (d))에 대하여 

각각 두 가지 결합강도(200 kPa과 800 kPa) (Jo et al., 2011)에 대한 파쇄입자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림 6은 대표적으로 수직하중이 100 kPa일 때 표면 거칠기에 따른 파쇄 입자/평면 접촉면 모델의 

응력-변위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매끄러운 평면에서는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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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끄러운 평면 (b) 중간 거칠기 평면 (c) 거친 평면

그림 6. 표면 거칠기에 따른 파쇄 입자 모델의 응력-변위 곡선

(a) 매끄러운 평면 (b) 중간 거칠기 평면 (c) 거친 평면

그림 7. 파쇄 입자 모델의 파괴포락선

거칠기가 존재하는 평면 형상의 경우는 비파쇄 입자 모델에서와 같이, 모든 입자 모델에서 중간 

거칠기 평면과의 접촉면에서보다 거친 평면과의 접촉면에서 전단강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또한 

더 뚜렷한 최대 전단강도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연속체 평면이 거칠수록 전단박스 

내에서 거동하는 입자들 간의 맞물림 현상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형상의 입자 

모델에서 결합강도가 200 kPa인 경우가 800 kPa인 경우보다 전단강도가 작게 나타났다. 이는 결합강도가 

200 kPa로 작은 경우에는 입자의 파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결합이 파괴된 작은 원형 입자들이 

낱개로 거동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표면이 매끄러운 작은 원형 입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이 입자들이 

간극을 메워 맞물림 현상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비파쇄 입자 모델의 응력-변위 곡선과 

비교했을 때, 파쇄 입자 모델의 응력 범위가 전체적으로 더 작은 값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입자 파쇄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같은 형상 조건에서 결합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clump 모델(비파쇄 입자 모델)의 접촉면 전단강도가 가장 크고, 결합강도가 800 kPa로 입자의 파쇄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cluster 모델, 결합강도가 200 kPa로 입자의 파쇄가 많이 발생하는 cluster 

모델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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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파쇄 입자 모델의 마찰각(°)

입자형상 결합강도(kPa) 매끄러운 평면 중간 거칠기 평면 거친 평면

2ball

200

20.07 30.31 38.06

3ball 20.05 28.58 37.81

4ball 20.05 25.4 31.54

2ball

800

20.05 33.06 42.6

3ball 20.06 33.04 43.14

4ball 20.05 30.94 40.12

그림 7은 파쇄 입자 모델의 파괴포락선을 나타낸 것으로 비파쇄 입자 모델과는 달리 비선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전단에 의한 입자 파쇄가 전단 저항각의 저하를 유발하고, 수직응력이 

증가하면 그만큼 더 많은 입자의 파쇄 및 재배열이 발생하게 되어 dilation 현상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파쇄 입자 모델, 즉 cluster 모델의 결과는 clump 모델보다 입자의 전단 거동 

및 파쇄 현상을 실제와 더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7의 파괴포락선으로부터 

구한 각 모델의 접촉면 마찰각을 계산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매끄러운 평면에서 모든 입자들의 

마찰각은 비파쇄 입자 모델의 마찰각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입자 형상에 대하여 

결합강도가 200 kPa인 모델의 접촉면 마찰각이 결합강도 800 kPa인 모델보다 작았고, 비파쇄 입자 

모델에서와 같이, 거친 평면과의 접촉면 전단시험에서 얻은 마찰각의 크기가 중간 거칠기 평면과의 

접촉면 전단시험에서 얻은 값보다 약 6 ~ 10° 정도 크게 나타났다.

5. 수치해석 결과 분석

5.1 입자 모델에 따른 수직 변위

각 모델의 팽창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단에 따른 수직변위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여 보았다. 

그림 8은 수직응력 조건이 100 kPa일 때 연속체 평면의 표면 거칠기에 따른 연속체 평면과 비파쇄 

입자의 접촉면 전단시험으로부터 얻은 수직변위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매끄러운 평면에서의 수직변위는 

중간 거칠기 및 거친 평면에서의 수직변위에 비해 매우 작았으며, one ball 모델의 수직변위는 다른 

입자 형상의 clump 모델의 수직변위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평면의 표면 거칠기 정도에 따른 

결과를 비교했을 때, 같은 형상의 입자일 경우 거친 평면에서의 수직변위가 중간 거칠기 평면에서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전단 초기에 전단변위에 따른 수직변위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여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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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끄러운 평면 (b) 중간 거칠기 평면 (c) 거친 평면

그림 8. 비파쇄 입자 모델의 수직변위 곡선

(a) 매끄러운 평면 (b) 중간 거칠기 평면 (c) 거친 평면

그림 9. 파쇄 입자 모델의 수직변위 곡선

그림 9는 수직응력이 100 kPa일 때, 파쇄 입자 모델의 표면 거칠기에 따른 수직변위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형상의 입자 모델에서 결합강도가 작아 입자의 파쇄가 많이 발생하는 모델들의 

수직변위의 증가량이 결합강도가 큰 모델의 수직변위 증가량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파쇄된 입자들이 

간극을 메우면서 팽창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파쇄 입자 모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면의 표면 거칠기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는 거친 평면의 경우가 중간 거칠기 평면보다 입자들의 

맞물림 현상을 증가시켜 수직변위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10은 중간 거칠기 및 거친 평면에 대하여 수직응력이 100 kPa일 때 원형의 단일 입자인 one 

ball 모델과 3ball 형상을 가진 clump 모델 및 결합강도가 각각 200 kPa, 800 kPa인 cluster 모델에 대한 

수직변위 곡선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결합강도가 200 kPa인 cluster 모델은 입자 파쇄의 발생으로 원형의 

작은 입자들이 많아져 처음부터 원형의 단일입자인 one ball 모델과 유사한 거동을 보였고, 결합강도가 

800 kPa로 입자 파쇄 발생이 적은 cluster 모델은 결합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clump 모델과 유사한 

거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네 가지 모델 중 가장 큰 수직변위를 보인 것은 clump 모델이며, 

결합강도가 200 kPa인 cluster 모델은 clump 모델과 비교했을 때 팽창량이 clump 모델의 약 30% 

정도에 불과하며, 결합강도가 800 kPa인 cluster 모델은 clump 모델의 약 88% 정도 팽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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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상부 전단박스 입자들의 층 구분

(a) 중간 거칠기 평면 (b) 거친 평면

그림 10. 1ball 모델과 3ball 모델의 수직변위 곡선

5.2 입자 모델에 따른 전단 중 간극률 변화

입자와 평면의 접촉면 전단 시에 전단의 영향 범위(전단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접촉면 

전단시험 해석에서 전단이 진행됨에 따른 상부 전단박스 입자들의 층별 간극률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11과 같이 한 층의 높이를 1.44 mm로 하여 총 14개의 층으로 나누어, 전단 시험 중에 특정 

전단 변위에서 각 층에서의 간극률을 측정하여 도시하였다. 단, 첫 번째 층과 마지막 층은 경계면의 

영향을 받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PFC
2D

 내에서는 층을 나누었을 때 그 층에 포함된 입자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입자의 중심이 속해 있는 층으로 입자의 면적 전체가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보다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계산 대상층과 아래ㆍ층, 즉 세 개 층의 평균으로 간극률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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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ne ball (b) Clump

(c) Cluster_200kPa (d) Cluster_800kPa

그림 12. 매끄러운 평면과 각 입자 모델에 따른 간극률 변화

(a) One ball (b) Clump

(c) Cluster_200kPa (d) Cluster_800kPa

그림 13. 중간 거칠기 평면과 각 입자 모델에 따른 간극률 변화

그림 12 ~ 그림 14는 연속체 평면이 각각 매끄러운 평면, 중간 거칠기 평면, 거친 평면에서의 각 

입자 모델별 간극률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3의 (a)는 one ball 입자와 중간 거칠기 

평면과의 접촉면 전단시험 중, 전단 변위가 각각 0 mm(전단 시작 전), 0.77 mm(최대 전단응력 발생), 

10 mm, 80 mm(전단 완료)일 때 시료 높이에 따라 측정된 간극률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간극률 

측정은 네 개의 전단 변위 측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단 시작 전, 최대 전단응력 발생 지점, 

10 mm, 전단완료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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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ne ball (b) Clump

(c) Cluster_200kPa (d) Cluster_800kPa

그림 14. 거친 평면과 각 입자 모델에 따른 간극률 변화

(a) 중간 거칠기 평면 (b) 거친 평면

그림 15. 각 층에서의 간극률 증가량 (3ball 모델)

매끄러운 평면에서는 모든 입자 모델의 간극률의 층별 차이가 크지 않고, 전단변위에 따른 간극 

률의 변화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연속체 평면에 돌출부가 존재하는 중간 거칠기 및 거친 

평면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입자 표면이 매끄러운 원형의 단일입자인 one ball 모델과 

결합강도가 200 kPa로 입자 파쇄 발생이 활발한 cluster 모델의 간극률 변화 곡선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입자 표면이 굴곡지고 파쇄가 발생하지 않는 clump 모델과 입자 파쇄 발생이 적게 

일어나는 결합강도 800 kPa인 cluster 모델의 곡선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는 clump 및 결합강도 

800 kPa인 cluster 모델이 one ball 및 결합강도 200 kPa인 cluster 모델에 비해 전단이 진행됨에 

따라 맞물림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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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층에서의 간극률 증가량을 쉽게 알아보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3ball 모델에 대하여 초기 

간극률에서 전단 완료 시까지의 간극률 증가량을 그림 15에 도시하였다. 그 결과, 접촉면에 가까운 

층에서 간극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속체 평면의 표면 거칠기가 거친 평면의 간극률 증가량이 

중간 거칠기 평면보다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one ball 모델과 결합강도가 200 kPa인 cluster 

모델의 간극률 증가량이 유사하고, 결합강도가 800 kPa인 cluster 모델과 clump 모델의 간극률 증가량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결합강도 200 kPa인 cluster 모델의 파쇄된 입자는 one ball 모델의 입자 

크기보다 작아 더 많은 간극을 메우므로 one ball 모델보다 간극률 증가량이 작고, 결합강도가 800 

kPa인 cluster 모델은 어느 정도 입자 파쇄가 발생하여 파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clump 모델의 

간극률 증가량보다 작게 나타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속체 평면의 거칠기 변화에 따른 입자와 평면의 접촉면 전단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요소법 프로그램인 PFC
2D
를 사용하였다. 이 때 세 가지 표면 거칠기를 갖는 

연속체 평면 형상은 경계요소(wall)로 모델링하였고, 입자는 형상 및 결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입자 

모델을 구성하여 접촉면 전단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계요소인 wall로 연속체 평면을 비파쇄 표면으로 모델링한 경우, 표면 형상이 평평한 매끄러운 

평면의 접촉면 전단강도는 입자 형상에 관계없이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지며, 전단초기에 최대 

접촉면 전단강도에 도달하여, 전단완료 시까지 그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자와 

매끄러운 평면의 접촉면 전단거동의 주요 메커니즘은 미끄러짐 현상으로, 접촉면 상부에 존재하는 

입자들이 동시에 전단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격자가 존재하는 연속체 평면의 표면 

형상, 즉, 중간 거칠기 및 거친 평면의 응력-변위 곡선은 매끄러운 평면처럼 일정하지 않고 진동 

(fluctuation)되며, 표면이 거칠수록 최대 접촉면 전단강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2. 입자 형상이 접촉면 전단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one ball 모델과 clump 모델을 

비교해 보면, 입자 표면이 매끄러운 one ball 모델의 접촉면 전단강도 및 마찰각이 작은 입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표면이 굴곡진 clump 모델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입자 파쇄가 가능한 

cluster 모델은 결합이 영구적인 clump 모델에 비해 접촉면 전단강도 및 마찰각이 작게 나타났다. 

결합강도 800 kPa인 cluster 모델보다 입자 파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결합강도 200 kPa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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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모델의 접촉면 전단강도 및 마찰각이 작았다. 이는 입자의 파쇄로 인해 본래 입자 형상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입자들이 원형의 매끄러운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입자 간 맞물림 

(interlocking) 현상을 제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접촉면으로부터 어느 높이까지 전단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전단박스를 14개의 

층으로 나누어 전단이 진행됨에 따른 각 층에서의 간극률을 계산하여 보았다. 매끄러운 평면에서는 

모든 입자 모델에서 유사한 간극률 변화 곡선을 얻었다. 즉, 각 층별 간극률의 차이가 작았고, 

전단변위에 따른 간극률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간 거칠기 및 거친 평면에서는 

접촉면에 가까운 층에서 간극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one ball 모델 및 결합강도 200 kPa인 cluster 

모델보다 clump 모델 및 결합강도 800 kPa인 cluster 모델의 간극률 증가량이 컸다. 이 때 전단변위에 

따른 간극률 변화는 접촉면에서 가까운 층에서부터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같은 입자 모델에 

대하여 연속체의 평면이 거칠수록 간극률 증가량도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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