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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joint density and size distribution on the hydrogeologic characteristics of jointed rock masses are

addressed through numerical experiments based on the 2-D DFN (discrete fracture network) fluid flow analysis.

Using two joint sets, a total of 51 2-D joint network system were generated with various joint density and size

distribution. Twelve fluid flow directions were chosen every 30° starting at 0°, and total of 612 20 m×20 m DFN

blocks were prepared to calculate the directional block conductivity. Also, the theoretical block conductivity,

principal conductivity tensor and average block conductivity for each generated joint network system were

determined. The directional block conductivity and chance for the equivalent continuum behavior of the 2-D DFN

system were found to increase with the increase of joint density or size distribution. However, the anisotropy of

block hydraulic conductivity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density discrepancy between the joint sets, and the

chance for the equivalent continuum behavior were found to decrease. The smaller the intersection angle of the two

joint sets, the more the equivalent continuum behavior were affected by the change of joint density and size

distribution. Even though the intersection angle is small enough that it is difficult to have equivalent continuum

behavior, the chance for anisotropic equivalent continuum behavior increases as joint density or size distribution

increases. 

Key words : jointed rock mass, joint density, joint size distribution, discrete fracture network, block hydraulic con-

ductivity

본 연구는 절리의 빈도 및 길이분포가 절리암반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차원 불

연속절리망 (DFN; discrete fracture network) 유체유동 해석을 바탕으로 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두개의 절리군

을 사용하여 절리의 빈도와 길이분포를 달리하며 추계론적으로 생성한 총 51개의 DFN 시스템에 대하여 0°부터 매

30° 간격으로 총 12 방향으로 구현한 총 612개의 20 m×20 m DFN 블록에서 방향에 따른 블록수리전도도가 산정되

었다. 또한, 각각의 DFN 시스템에서 이론적 블록수리전도도와 더불어 주 수리전도도텐서, 평균 블록수리전도도 등이

산정되었다. 절리군의 빈도의 증가 또는 길이의 평균 및 표준편차 증가에 따라 임의 방향으로의 블록수리전도도는 증

가하며 DFN 시스템에 대한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절리군 간의 빈도 차이가 커지면 블록수리전도도

의 이방성 증대로 인하여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 절리군의 교차각이 작을

수록 등가연속체 특성은 빈도 및 길이분포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등가연속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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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 절리군의 교차각이 작아도 절리군의 빈도 또는 길이 분포가 증가하면 등가연속체 취급 가

능성은 높아진다.

주요어 : 절리암반, 절리빈도, 절리길이분포, 불연속절리망, 블록수리전도도

1. 서 론

다양한 규모의 절리가 분포하는 현장 절리암반 매질

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는 터널과

지하공간 건설, 이산화탄소 및 방사성폐기물 지중처분,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등 당

면한 국가적 과업의 효과적인 입안 및 성공적인 수행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Han and Um, 2016a). 절

리암반 매질에서의 유체유동 특성은 개별 절리의 수리

지질학적 특성 및 불연속절리망 (DFN; discrete

fracture network)을 형성하는 절리의 방향성, 빈도,

길이, 간극, 거칠기 등의 기하학적 속성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신선한 화성암, 변성암과 같이 매

우 낮은 투수율의 결정질 암석으로 이루어진 절리암반

의 경우, 유체유동은 DFN의 기하학적 속성에 크게 좌

우될 수 있다 (Han and Um, 2015).

현장의 절리암반에 상응하는 DFN은 현장의 절리 기

하학적 속성에 대한 조사 자료 (Priest and Hudson,

1981; Kulatilake et al., 1993)를 바탕으로 추계론적으

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DFN 모델링 기법은 그동

안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과 고도화가 이루어졌

으며 (Kulatilake et al., 1996, 2003; Heo et al.,

2006), 현장조사를 위한 기술 및 장비의 비약적인 발전

과 더불어 절리분포 및 암반구조 특성에 대한 심도 있

는 해석도 시도된 바 있다 (Um et al., 2006). 이와

같이 현장을 대표할 수 있는 정교한 DFN 구현 기술

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지만 DFN을 바탕

으로 한 수리지질학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DFN 유체유동 해석모델을 현장 규모의 절리암반 매질

에 적용하기 위한 연산 기능과 관련하여 컴퓨터의 하

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

이다.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절리암반 매질에서의 유

체유동 특성에 대한 요소이론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현장 스케일의 절리암반에 대

한 적용 및 해석을 위해서는 최신의 이론 및 기술로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Han and Um, 2016a, 2016b).

저자들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차원 DFN유체유동

해석 프로그램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확정적인 방향과

밀도 그리고 확률분포를 갖는 길이로 구성된 다양한

이차원 DFN에 대하여 블록크기 및 절리의 기하학적

속성이 수리상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절리의 방

향, 빈도, 길이, 간극 등이 복합적으로 DFN 시스템의

대표요소체적과 수리지질학적 이방성 및 등가연속체 특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Han and

Um, 2015, 2016a). 또한, 저자들은 확률분포를 갖는

절리군 (joint set)의 방향성이 DFN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절리의 연결성 및 블

록수리전도 특성이 절리의 방향 변동성에 종속됨을 보

고하였다 (Han and Um, 2016b).

절리군의 빈도 및 길이는 절리암반의 유체유동을 평

가하는데 있어서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절리군

의 빈도는 해석 차원에 따라 단위체적 (3-D), 단위면적

(2-D), 단위길이 (1-D) 당 절리수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절리군의 길이는 확률 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

(Priest, 1993). 본 연구는 절리군의 빈도 및 길이분포

가 이차원 DFN 시스템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등가유로관 연결구조에 기

반을 둔 이차원 DFN 유체유동 해석 프로그램 코드

(Han and Um, 2016a)를 사용하여 절리군의 빈도 및

길이분포 변화를 고려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2. 수치실험

본 연구는 저자들이 기존에 수행한 DFN 유체유동

수치실험 (Han and Um, 2015, 2016a, 2016b)과 관

련된 후속연구이다. DFN을 통한 유체유동의 기본 원

리 및 해석코드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본 연구의 수치

실험 조건 및 연구방법은 저자들의 선행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수치실험에 사용된 2-D DFN은

경계효과를 고려하여 32 m×32 m 영역의 중앙에서 매

30° 차이의 총 12 방향 (0°,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으로 최대수두경사

를 설정한 20 m×20 m 블록이다 (Han and Um, 2016a).

수치실험을 위한 경계조건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해

석영역의 상하좌우 경계에서 정수두 조건을 설정하였

다 (Han and Um, 2016a). 수치실험에 사용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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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N 블록에서 개별 절리의 수리간극은 0.1 mm로 동

일하며 거칠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절리군의 빈도 변화가 절리암반의 블록수리전도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본 연구의 수치실

험은 두개의 절리군을 사용하여 두 절리군 공히 빈도

를 2개/m2/set에서 4개/m2/set로 증가시킨 경우와 한

절리군의 빈도는 2개/m2/set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

른 절리군의 빈도를 2개/m2/set에서 5개/m2/set 까지

증가시킨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였다. 두 절리군의 방

향성은 선행연구 (Han and Um, 2015)에서와 같이

확정적 방향을 갖는 두개의 절리군 교차각이 90°, 60°,

30°를 이루도록 세 개의 방향그룹을 설정하였다. 각각

의 방향그룹에서 두 절리군의 빈도가 동일하게 증가하

는 경우의 절리 길이분포는 평균=0.8 m, 표준편차

=1.6 m의 감마분포이며 두 절리군 중 한 절리군만 빈

도가 증가하는 경우의 절리 길이분포는 평균=1.5 m,

표준편차=1.5의 감마분포를 부여하여 국내의 일반적

인 현장에서 나타나는 절리길이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여기서 두 절리군의 빈도가 각각 2개/m2/set이며 길이

분포가 평균=0.8 m, 표준편차=1.6 m의 감마분포로

절리군의 빈도가 가장 낮고 길이분포도 짧을 때 두 절

리군의 교차각이 90°, 60°, 30°인 모든 방향그룹에서

등가연속체로 취급하기 어려운 DFN 조건임을 선행연

구에서 논의한 바 있다 (Han and Um, 2015). 

이와 같은 DFN 시스템에 대하여 총 12 방향에 따

른 블록수리전도도 k(p)가 산정되었으며 12개의 k(p)를

사용하여 DFN 시스템을 등가연속체로 가정한 이론적

블록수리전도도 와 블록수리전도도텐서 가 추

정되었다. 또한, DFN 블록에 대한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와 k(p) 간의 상대오차

ER이 산정되었다 (Han and Um, 2016a, 2016b).

DFN 시스템의 최대 주 수리전도도 K11 및 최소 주

수리전도도 K22의 크기와 방향은 로부터 결정할 수

있으며 평균 블록수리전도도 K0는 K11 및 K22의 산술

평균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블록수리

상수 추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자들의 선행연구

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Han and Um, 2016a,

2016b). DFN 블록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산정된 k(p)로

부터 와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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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input parameters for the generated DFN systems having different joint orientation and density

DFN ID
Orientation (degrees) Density (#/m2/set) Gamma distributed trace length (m)

joint set 1 joint set 2 joint set 1 joint set 2 Mean STD

D1-1-1 45 135 2 2 0.8 1.6

D1-1-2 45 135 3 3 0.8 1.6

D1-1-3 45 135 4 4 0.8 1.6

D1-2-1 60 120 2 2 0.8 1.6

D1-2-2 60 120 3 3 0.8 1.6

D1-2-3 60 120 4 4 0.8 1.6

D1-3-1 75 105 2 2 0.8 1.6

D1-3-2 75 105 3 3 0.8 1.6

D1-3-3 75 105 4 4 0.8 1.6

D2-1-1 45 135 2 2 1.5 1.5

D2-1-2 45 135 2 3 1.5 1.5

D2-1-3 45 135 2 4 1.5 1.5

D2-1-4 45 135 2 5 1.5 1.5

D2-2-1 60 120 2 2 1.5 1.5

D2-2-2 60 120 2 3 1.5 1.5

D2-2-3 60 120 2 4 1.5 1.5

D2-2-4 60 120 2 5 1.5 1.5

D2-3-1 75 105 2 2 1.5 1.5

D2-3-2 75 105 2 3 1.5 1.5

D2-3-3 75 105 2 4 1.5 1.5

D2-3-4 75 105 2 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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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i와 pj는 각각 수두경사에 평행한 단위벡터

p의 서로 수직인 i와 j 방향으로의 성분, δij는 크로네커

델타, N은 블록수리전도도 산정을 위해 사용한 방향의

총 개수이다 (Han and Um, 2016b). DFN 블록에

대한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 여부는 와 k(p) 간의

상대오차(ER)를 도입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ER은 다

음과 같다(Han and Um, 2015).

(3)

모든 방향에서 k(p)= 인 경우 식(3)에서 ER은 0

이며, 이때 DFN 블록은 완전한 의미의 등가연속체로

취급될 수 있다(Han and Um, 2016b). 

3.절리 빈도에 따른 DFN의 블록수리전도 특성

본 수치실험에 사용된 DFN의 기하학적 속성에 대한

입력변수는 Table 1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계론적으로 생성한 총 21개의 DFN 시스템이 수치

실험에 사용되었다. Fig. 1은 두 절리군 (60° 및 120°)의

교차각이 60°일 때 절리군의 빈도 증가에 따른 DFN

시스템을 도시한 사례이다. Figs. 1(a), (b), (c)는 각각 두

절리군의 빈도가 2개/m2/set, 3개/m2/set, 4개/m2/set로

동일하게 증가한 경우를, Figs. 1(d), (e), (f)는 각각

두 절리군 중 한 절리군 (60°)은 2개/m2/set로 빈도를

고정하고 다른 절리군 (120°)에서만 빈도가 2개/m2/set,

3개/m2/set, 5개/m2/set로 증가하는 경우인데, 절리군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절리의 교차점도 증가하며 이에 따

라 유로관으로 취급된 절리의 연결성도 강화됨을 인지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의 총 21개의

DFN 시스템에 대하여 방향에 따른 k(p)를 산정하였으며

ER 및 를 추정하여 절리군의 빈도의 변화가 DFN

의 블록수리전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Fig. 2는 Table 1의 DFN 시스템에 대하여 0°에서

330°까지 30° 간격으로 총 12 방향으로 산정한 k(p)를

그래프에 나타낸 것인데, 두 절리군 사이의 교차각이

90° (D1-1-*, D2-1-*), 60° (D1-2-*, D2-2-*), 30°

(D1-3-*, D2-3-*)를 이루는 모든 조건에서 빈도의 증가

(*=1에서 3까지)로 인하여 고려한 12 방향으로의 k(p)

가 뚜렷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동

통로의 연결성이 절리의 빈도 증가에 따라 양호해진

데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두 절리군의 교차각이 90°

이며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분포를 갖는 D1-1-*의 경우

두 절리군의 빈도가 동일하게 증가함에 따라 DFN 시

스템에서 등방적 블록수리전도 특성이 발현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절리의 길이분포가 짧더라도 절리의 빈

도가 증가하면 DFN에 대한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성

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절리의 길이분포가 같

은 조건에서 두 절리군의 교차각이 60° 및 30°로 작아

짐에 따라 두 절리군의 평균인 90°-270° 방향으로 k(p)

값의 증가가 뚜렷해지며 절리빈도가 높을수록 DFN에

대한 이방적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Figs. 2(b), (c)).

두 절리군의 교차각이 90°일 때 두 절리군 중 한

절리군만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절리의 빈도가 증

가하는 절리군 방향으로 k(p)값의 증가가 두드러져 이방

적 수리전도 특성이 강해짐을 알 수 있다 (Fig. 2(d)).

그러나 두 절리군의 교차각이 60° 및 30°로 작아짐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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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1 N⁄(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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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lected example DFNs of generated joint traces on

a square window of size 20m having different joint

density; (a) D1-2-1, (b) D1-2-2, (c) D1-2-3, (d) D2-2-1, (e)

D2-2-2, (f) D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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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기와 같은 효과는 소멸되고 두 절리군의 평균

인 90°-270° 방향으로 k(p)값의 최대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Figs. 2(e), (f)), 이와 같은 결과는 절리군의 교

차각이 90°에 가까울수록 절리군 별로 서로 다른 절리

Fig. 2. Directional hydraulic conductivity, k(p), (m/s) in different flow directions for various joint orientation and density; (a)

D1-1-*, (b) D1-2-*, (c) D1-3-*, (d) D2-1-*, (e) D2-2-*, (f)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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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빈도가 전체 시스템의 수리전도 특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시한다.

본 수치실험의 총 21개 DFN 시스템에서 산정된 ER,

K0, K11/K22 값이 Table 2에 수록되어 있다. Fig. 3은

절리의 빈도 변화에 따른 DFN 시스템에 대한 ER 값

을 도시한 것인데, 두 절리군에서 빈도가 동일하게 증

가하는 경우 (D1-1-*, D1-2-*, D1-3-*) 절리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ER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두 절

리군의 교차각이 90°인 D1-1-*의 경우에는 두 절리군

의 빈도가 2개/m2/set, 3개/m2/set, 4개/m2/set로 동일

하게 증가함에 따라 ER 값이 소폭 증가한 후 50%

이상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절리군의 빈도

가 3개/m2/set에서도 등가연속체 특성을 갖지 못할 정

도로 절리군의 평균 길이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교차각이 60°인 D1-2-*의 경우, 절리군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ER 값이 급격히 감소하여 4개/m2/set

에서 등가연속체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교차각이 30°

인 D1-3-*의 경우에는 ER 값이 절리군의 빈도 변화

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두 절리군의 교차각이 등가연속체 특성을 보이기 어려

운 정도로 작은 경우에도 절리군의 빈도가 증가하면

DFN 시스템에 대한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음을 지시한다. 이에 반하여 두 절리군 중 한 절리

군만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 (D2-1-*, D2-2-*, D2-3-*)

이방적 수리전도 특성의 발현으로 인하여 ER 값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절리군 간의 빈도수 차이는

DFN 시스템에 대한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성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한다. 한편 전체적으로 D1-*-*과 D2-*-*

를 비교할 때 ER 값이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Table 2. Estimated ER, average block conductivity, anisotropy and direction of principal hydraulic conductivities for DFN

systems having different joint orientation and density

DFN ID ER Average block conductivity, K0 (m/s) K11/K22 Direction of K11 and K22 (degrees)

D1-1-1 0.1579 3.601E-07 1.297 86 and 176

D1-1-2 0.1858 7.557E-07 1.602 77 and 167

D1-1-3 0.0790 1.302E-06 1.214 123 and 33

D1-2-1 0.1840 3.490E-07 2.682 91 and 1

D1-2-2 0.1604 6.287E-07 3.191 92 and 2

D1-2-3 0.0686 1.142E-06 2.629 95 and 5

D1-3-1 0.3651 1.399E-07 6.482 89 and 179

D1-3-2 0.2106 3.507E-07 6.511 89 and 179

D1-3-3 0.1108 7.143E-07 5.266 93 and 3

D2-1-1 0.0167 1.382E-06 1.277 131 and 41

D2-1-2 0.0231 1.809E-06 1.472 135 and 45

D2-1-3 0.0252 2.353E-06 1.786 134 and 44

D2-1-4 0.0431 2.846E-06 2.273 133 and 43

D2-2-1 0.0549 1.140E-06 2.888 91 and 1

D2-2-2 0.0505 1.506E-06 2.920 98 and 8

D2-2-3 0.0790 1.925E-06 2.958 102 and 12

D2-2-4 0.0431 2.846E-06 3.217 105 and 15

D2-3-1 0.0622 6.477E-07 11.403 89 and 179

D2-3-2 0.0978 8.899E-07 9.562 91 and 1

D2-3-3 0.1285 1.218E-06 9.032 92 and 2

D2-3-4 0.0790 1.621E-06 10.163 94 and 4

Fig. 3. Estimated ER value for DFN systems having

different joint orientation and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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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DFN 그룹을 구성하는 절리의 길이분포가 길어

진 데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절리의 길이 변화에 따

른 평가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Table 2에 이방성의 척도로 제시된 K11/K22 값은

D1-1-*, D1-2-*, D1-3-*, D2-3-*에서 절리의 빈도 증

가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ER

값이 비교적 높은 본 연구의 DFN 조건에서 고려한

해석영역 크기가 대표요소체적보다 작아서 이방성의 경

향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ER 값

이 비교적 낮은 D2-1-*, D2-2-*에서는 절리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이방적 수리전도 특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4는 본 수치실험의 DFN 시스템에서 절리 빈도

의 변화에 따라 추정한 K0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방향 및 길이분포 조건에서 절리군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K0 값도 단조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DFN 시스템에서 절리의 연결성 강화로 인하여 고

려한 12 방향으로 k(p)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4.절리 길이분포에 따른 DFN의 블록수리전도

특성

절리의 길이 변화가 DFN 블록의 수리전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DFN 블록은

절리군의 평균길이가 짧을수록 유체유동에 대한 REV

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k(p)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

며 평균길이가 길수록 DFN 시스템에 대한 등가연속

체 취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Han and Um,

2015). 본 수치실험에서는 길이분포의 표준편차 변화가

DFN 블록의 수리전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수치실험에 사용한 DFN 시스템은 교차각

이 90°, 60°, 30°를 이루는 두 개의 절리군을 사용하여

각각에 대한 빈도는 2개/m2/set, 수리간극은 0.1 mm

의 확정적 값을, 또한 길이분포는 평균=1.5~2.0 m,

표준편차=0.5~2.5 m의 감마분포를 설정하였는데, 이

는 20m×20m 크기의 DFN 블록을 REV로 취급할

수 있는 조건이다 (Han and Um 2015). 절리군의 길

이 변화에 따른 수치실험에 사용된 DFN 시스템에 대

한 기하학적 속성은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Fig. 5

Fig. 4. Estimated average block conductivity for DFN

systems having different joint orientation and density.

Table 3. Summary of input parameters for the generated

DFN systems having different joint orientation and size

distribution

DFN 

ID

Orientation

(degrees)

Density

(#/m2/set)

Gamma distributed 

trace length (m)

Mean STD

L1-1-1 45 and 135 2 1.5 0.5

L1-1-2 45 and 135 2 1.5 1.0

L1-1-3 45 and 135 2 1.5 1.5

L1-1-4 45 and 135 2 1.5 2.0

L1-1-5 45 and 135 2 1.5 2.5

L1-2-1 60 and 120 2 1.5 0.5

L1-2-2 60 and 120 2 1.5 1.0

L1-2-3 60 and 120 2 1.5 1.5

L1-2-4 60 and 120 2 1.5 2.0

L1-2-5 60 and 120 2 1.5 2.5

L1-3-1 75 and 105 2 1.5 0.5

L1-3-2 75 and 105 2 1.5 1.0

L1-3-3 75 and 105 2 1.5 1.5

L1-3-4 75 and 105 2 1.5 2.0

L1-3-5 75 and 105 2 1.5 2.5

L2-1-1 45 and 135 2 2.0 0.5

L2-1-2 45 and 135 2 2.0 1.0

L2-1-3 45 and 135 2 2.0 1.5

L2-1-4 45 and 135 2 2.0 2.0

L2-1-5 45 and 135 2 2.0 2.5

L2-2-1 60 and 120 2 2.0 0.5

L2-2-2 60 and 120 2 2.0 1.0

L2-2-3 60 and 120 2 2.0 1.5

L2-2-4 60 and 120 2 2.0 2.0

L2-2-5 60 and 120 2 2.0 2.5

L2-3-1 75 and 105 2 2.0 0.5

L2-3-2 75 and 105 2 2.0 1.0

L2-3-3 75 and 105 2 2.0 1.5

L2-3-4 75 and 105 2 2.0 2.0

L2-3-5 75 and 105 2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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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3의 방향 및 길이분포 변화에 따라 추계론적

으로 생성한 총 30개의 DFN 블록 중 일부 사례를

도시한 것으로, 같은 방향성과 평균길이를 가질 때 길

이의 표준편차가 증가함에 따라 (Fig. 5(a)▷(b)▷(c)

또는 Fig. 5(d)▷(e)▷(f)) 긴 절리 개수의 증가와 더불

어 짧은 절리 개수의 증가로 인한 절리 길이의 변동성

이 뚜렷하게 인지된다.

Fig. 6은 Table 3의 절리 속성을 갖는 총 30개의

DFN 시스템에 대하여 산정한 k(p)를 도시한 것이다.

두 절리군의 교차각이 90°이며 평균길이=1.5 m 및

2.0 m인 DFN 블록에서 얻은 결과 (L1-1-* 및 L2-1-*)

에서 표준편차가 낮을 때 k(p)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

지 않지만 표준편차가 평균길이 이상으로 증가하였을

때 고려한 모든 방향에서 k(p)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차각이 60° (L1-2-* 및 L2-2-*), 30° (L1-

3-* 및 L2-3-*)인 경우에도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두 절리군의 교차각이 90°에서 60° 및 30°로

작아질수록 고려한 모든 방향으로 표준편차 증가에 따

른 k(p)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두 절리군의

교차각이 작아질수록 길이의 표준편차 증가에 의해 생

성된 긴 절리가 전체 DFN 시스템의 연결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4는 길이분포 변화에 따른 총 30개 DFN 시

스템에서 산정한 ER, K0, K11/K22 값을 수록하였다.

Fig. 7은 방향성과 평균 길이가 같은 DFN 블록을 구

분하여 절리군 길이의 표준편차 변화에 따른 ER 값을

도시한 것인데, 절리군 길이의 표준편차가 증가함에 따

라 ER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등가 연

속체 취급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리

의 평균길이가 증가에 따른 ER 값의 감소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Table 4에 수록된 K11/K22 값은 두 절리군의 교차각

이 90°에서 60°인 경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

지만, 교차각이 30°인 1-3-* 및 L2-3-* 그룹에서는 표

준편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방성이 증대된 후 일정 표

준편차 이상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절리군 길이의 표준편차 변화에 따른 K0 값을

도시한 그래프인데, 절리군 길이의 표준편차가 증가할

수록 K0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절리군 길

이의 표준편차 증가는 DFN 시스템 내에서 개별 절리

간의 연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긴 절리 개수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연결성을 저하시키는 짧은

절리를 생성하는 원인이기도하다. 그러나 Fig. 8에서와

같이 표준편차의 증가에 따른 K0 값의 증가 양상은 짧

은 절리의 발현에 따른 연결성 저하보다 긴 절리의 발

현에 따른 연결성 강화가 전체 DFN 시스템의 수리지

질학적 특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시한다.

5. 결 론

개별 절리의 수리지질학적 특성과 DFN을 구성하는

절리군의 방향분포, 빈도, 길이분포, 간극분포 등의 기

하학적 속성 변화는 절리암반 매질에서의 유체유동 특

성을 좌우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개의 절리군으로 이루어진 이차원 DFN에 대한 유

체유동 해석을 통하여 절리군의 빈도 및 길이분포 변

화가 절리암반의 블록수리전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두 절리군의 교차각이 90°, 60°, 30°를 이루는 본

Fig. 5. Selected example DFNs of generated joint traces on

a square window of size 20m having different joint size

distribution; (a) L1-1-1, (b) L1-1-3, (c) L1-1-5, (d) L2-3-1,

(e) L2-3-3, (f) L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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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모든 DFN 시스템에서 임의 방향으로의 블록

수리전도도는 절리군의 빈도 또는 길이분포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또한, 절리군의 빈도 또는 길이분포가

증가할수록 DFN 블록에 대한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

Fig. 6. Directional hydraulic conductivity, k(p), (m/s) in different flow directions for various joint size distribution and

orientation; (a) L1-1-*, (b) L1-2-*, (c) L1-3-*, (d) L2-1-*, (e) L2-2-*, (f) L2-3-*.



70 한지수 ·엄정기 ·이다혜

성이 높아지지만, 절리군 간의 빈도 차이가 커지면 블

록수리전도도의 이방성 증대로 인하여 등가연속체 취

급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두 절

리군의 교차각이 작을수록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성은

Table 4. Estimated ER, average block conductivity, anisotropy and direction of principal hydraulic conductivities for DFN

systems having different joint orientation and size distribution

DFN ID ER Average block conductivity, K0 (m/s) K11/K22 Direction of K11 and K22 (degrees)

L1-1-1 0.0697 9.475E-07 1.152 136 and 46

L1-1-2 0.0809 9.768E-07 1.247 160 and 70

L1-1-3 0.0167 1.382E-06 1.277 139 and 49

L1-1-4 0.0168 1.438E-06 1.220 144 and 54

L1-1-5 0.0255 1.478E-06 1.036 159 and 69

L1-2-1 0.1368 7.177E-07 2.471 86 and 176

L1-2-2 0.0452 7.769E-07 2.970 86 and 176

L1-2-3 0.0549 1.140E-06 2.888 89 and 179

L1-2-4 0.0141 1.333E-06 2.730 89 and 179

L1-2-5 0.0484 1.347E-06 2.884 89 and 179

L1-3-1 0.2295 1.536E-07 4.564 85 and 175

L1-3-2 0.1369 1.977E-07 8.769 88 and 178 

L1-3-3 0.0622 6.477E-07 11.403 91 and 1

L1-3-4 0.0868 8.103E-07 12.031 92 and 2

L1-3-5 0.0537 9.190E-07 11.803 92 and 2

L2-1-1 0.0400 2.072E-06 1.174 123 and 33

L2-1-2 0.0436 2.145E-06 1.129 124 and 34

L2-1-3 0.0120 1.911E-06 1.147 133 and 43

L2-1-4 0.0120 2.408E-06 1.088 126 and 36

L2-1-5 0.0241 2.485E-06 1.025 93 and 3

L2-2-1 0.0274 1.859E-06 3.150 90 and 0

L2-2-2 0.0277 1.913E-06 2.876 90 and 0

L2-2-3 0.0304 1.751E-06 2.938 89 and 179

L2-2-4 0.0216 2.249E-06 3.000 89 and 179

L2-2-5 0.0181 2.362E-06 2.893 89 and 179

L2-3-1 0.0619 9.667E-07 9.483 89 and 179

L2-3-2 0.0694 1.126E-06 11.524 89 and 179

L2-3-3 0.0696 9.827E-07 10.349 89 and 179

L2-3-4 0.0454 1.576E-06 11.542 90 and 0

L2-3-5 0.0369 1.773E-06 11.611 89 and 179

Fig. 7. Estimated ER value for DFN systems having

different joint orientation and size distribution.

Fig. 8. Estimated average block conductivity for DFN

systems having different joint orientation and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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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리군의 빈도 또는 길이분포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욱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현장

절리암반에 대한 수리지질학적 특성 연구에 있어서 주

절리군과 부 절리군의 구분 및 고려가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절리 길이의 표준편차 증가로 인해 발현된 긴 절리

는 교차각이 작을수록 유동 통로의 연결성에 더욱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절리군의 사이의 교차각이 등

가연속체 특성을 나타내기 어려운 정도로 작거나 절리

군의 평균 길이가 짧더라도 절리군의 빈도가 증가하면

DFN 블록에 대한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절리군의 빈도 또는 길이의 평균 및 표준편

차가 증가할수록 DFN 블록의 주 수리전도도와 이에

따른 평균 블록수리전도도는 증가한다. 이는 절리의 빈

도 또는 길이의 평균 및 표준편차가 증가함에 따라 유

체의 유동통로로 작용하는 절리의 연결성이 양호해질

수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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