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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numerical experiment related to the stress-strain analysis was performed on 3-D discrete fracture

network(DFN) systems based on the distinct element method to evaluate the effect of joint geometry on

deformability of jointed rock masses. Using one or two joint sets with deterministic orientation, a total of 12 3-D

DFN blocks having 10m cube domain were generated with different joint density and size distribution. Directional

deformation modulus of the DFN cube blocks were estimated along the axis directions of 3-D cartesian coordinate.

In addition, deviatoric stress directions were chosen at every 30° of trend and plunge in 3-D for some DFN blocks

to examine the variability of directional deformation modulus with respect to joint geometry. The directional

deformation modulus of the DFN block were found to reduce with the increase of joint size distribution. The

increase in joint density was less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irectional deformation modulus of the DFN

block in case of the effect of rock bridges was relatively large because of short joint size distribution. It, however,

was evaluated that the longer the joint size, the increase in the joint density had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he

anisotropic deformation modulus of the DFN block. The variation of the anisotropic deformation modulus according

to the variations in joint density and size distribution was highly dependent on the number of joint sets and their

orientation in the DFN block. Finally, this study addressed a numerical procedure for stress-strain analysis of jointed

rock masses considering joint geometry and discussed a methodology for practical application at the field scale.

Key words : joint geometry, jointed rock mass, discrete fracture network, deformation modulus, distinct element

method

본 연구는 절리의 기하학적 속성이 절리성 암반의 변형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삼차원 불연속절리

망(DFN; discrete fracture network) 시스템에 대한 개별요소법 기반의 응력-변형 해석과 관련된 수치실험을 수행하

였다. 1~2 개의 확정적 방향성을 갖는 절리군을 사용하여 절리의 빈도와 길이분포를 달리하며 추계론적으로 생성한

총 12개의 1000m3 정육면체 DFN 블록에 대하여 삼차원 직교좌표계의 축 방향에 따른 변형계수가 산정되었다. 또한,

일부 DFN 블록은 삼차원상에서 매 30° 간격의 선주향 및 선경사 방향을 축차응력 방향으로 설정하고 변형계수를 산

정하였다. 절리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DFN 블록의 변형계수는 더욱 저감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절리의 빈도 증가는

절리의 길이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암교 효과가 큰 경우 DFN 블록의 변형계수 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절리길이가 길수록 절리빈도의 증가가 DFN의 이방적 변형계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절리의 길이와 빈도 변화에 따른 이방적 변형계수의 변화는 DFN에 분포하는 절리군의 개수 및 방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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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좌우된다. DFN 블록의 변형 특성은 삼차원상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절리의 기하학적 속성이 고려된 응력-변형 해석을 위한 수치해석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현장규모의 실무 적

용을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주요어 : 절리의 기하학적 속성, 절리성 암반, 불연속절리망, 변형계수, 개별요소법

1. 서 론

절리성 암반(jointed rock masses)의 강도 및 변형

특성에 대한 정교한 지질공학적 평가는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사업과 같은 대규모 지하시설의 입안 및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자연 상에서 불연속 복합

매질로 취급될 수 있는 절리성 암반은 무결암(intact

rocks)과 절리(joints)로 구성되며 불연속, 불균질, 이방

성, 비선형의 탄성 매질이다(Harrison and Hudson,

1997). 따라서 절리성 암반은 무결암에 비하여 강도가

낮고 이방성이 증대되며, 또한, 동일 응력수준에서 더

많은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절리성 암반에서 무결암의 변형은 절리에 비하여 현저

히 낮기 때문에 강도 및 변형과 관련된 암반의 거동은

주로 절리와 불연속절리망(DFN; discrete fracture

network) 시스템의 방향성, 길이, 빈도 등의 기하학적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

절리성 암반의 역학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응력수준에서 절리를 포함하는 현

장규모의 암반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복

잡한 기하학적 및 역학적 성질이 내재된 수많은 절리

의 존재는 실험실이나 현장규모의 조건에서 절리성 암

반의 역학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암반의 강도 및 변형계수 등의

설계정수는 시험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암반의

규모가 증대되거나 절리를 많이 포함할수록 암반의 강

도 및 변형계수는 저감되며 대표요소체적(REV; repre-

sentative elementary volume) 이상의 암반에서는 실무

관점에서 이들의 변화가 무의미함이 다양한 현장시험과

수치해석 연구를 통하여 보고된 바 있다(Bieniawski,

1968; Pratt et al., 1972; Bieniawski and Van

Heerden, 1975; Bieniawski, 1978; Castelli et al.,

2003). Bieniawski (1978)는 현장시험 결과를 바탕으

로 절리의 분포 및 상태를 고려한 암반의 변형계수 추

정법을 제안하였지만 현장시험 결과로부터 암반의 설

계정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구지역에 한정된 국지적

인 암반모델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장 규모의 절리성 암반에 대한 등가의 역학적 물

성을 현장시험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

간, 비용 등의 제약뿐만 아니라 경계조건의 정교한 제

어를 요하는 기술적 한계가 뚜렷하므로 현재 경험적

또는 수치해석 기법 등의 간접적 방법이 적용되고 있

다. 경험적 방법은 암반의 상태를 계량화한 RMR(rock

mass classification)과 같은 암반분류 지수와 암반의

변형계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방법(Hoek and

Diederichs 2006; Zhang, 2017)인데, 이는 절리성 암

반을 등방의 연속체로 취급함으로서 절리의 기하학적

속성에 따른 이방적 변형계수를 평가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수치해석 기법은 절리성 암반에 대한 현

실적인 절리연결망을 구성하고 구성모델(constitutive

models)이 정립된 무결암과 절리의 상호작용을 고려하

여 절리성 암반에 대한 강도 및 변형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해석

은 유한요소법(FEM; finite element method)과 개별

요소법(DEM; distinct element method) 등이 주로

적용되는데, FEM은 연속체 역학에 기초하므로 현장규

모의 절리성 암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큰 변위 또는

회전을 모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Pouya and

Ghoreychi, 2001; Chalhoub and Pouya, 2008). Cundall

(1971)이 제안하고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Lemos et

al., 1985; Cundall, 1988; Hart et al., 1988) 발전시

킨 DEM은 무한 길이의 절리로 이루어진 개별 암석

블록요소의 집결체로 모사된 암반에서 응력-변형 해석

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현장의 절리성 암반

은 대부분 절리의 한끝 또는 양끝이 해석영역 내에 존

재하는 유한 길이의 절리(non-persistence fractures)를

포함하며 해석영역에서 유한 길이의 절리만으로 개별

적인 다면체의 암석 블록요소를 구성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절리성 암반의 삼차원 응력-변형 해석을

위해 제안된 유한 길이의 절리를 고려한 다면체 구성

기법(Wang and Kulatilake, 1993; Ryu et al., 2020)을

활용하여 3DEC(3D distinct element code, Itasca,

2016) 기반의 수치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절리의 기하학적 속성이 절리성 암반에 대한 DFN 시

스템의 이방적 변형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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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요소법

물질의 강성(stiffness)은 힘(force)과 변위(displace-

ment)의 관계로부터 정의되는 암석역학적 파라미터이

다. 일반적으로 절리의 강성은 무결암의 강성에 비하

여 현저히 작으므로 개별요소법은 절리성 암반을 준강

체(quasi-rigid blocks)로 가정된 암석 블록들이 변형성

이 큰 절리를 통하여 상호작용 하는 집합체로 취급한

다. 이는 암석 블록의 형상이 블록간의 접촉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요

소법 알고리즘은 준강체 블록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

하는 힘-변위 법칙(force-displacement laws)과 블록

사이에 발생한 변위를 산정하는 운동법칙(law of

motion)에 기초한다.

개별요소법에서 절리성 암반의 변형은 절리의 변형

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절리의 변형은 수직변형 보

다 전단변형이 더욱 우세하다. Fig. 1(a)는 블록 간의

접촉면에 작용하는 수직력과 이에 따라 블록 경계에서

형성된 중첩(δn)을 보여주는 모식도이다. 수직 접촉력

(Fn)은 선형의 힘-변위 법칙을 따른다는 가정 하에 다

음 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n = Knδn (1)

여기서, Kn은 절리수직강성(JKN)이다. Fig. 1(b)와

같이, 두 블록의 접촉면이 거의 평행한 자세를 보이는

경우 두 블록간의 상호작용은 두 점의 접촉으로 발생

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각의 접촉력은 식(1)을 사용

하여 정의한다. 식(1)은 블록 간의 수직 접촉력이 블록

의 상대적인 공간적 위치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단 접촉력은 접촉이 이

루어지는 변형 경로에 따라 달라지므로 블록의 점진적

인 전단변위 사용하여 두 블록 간에 작용하는 전단력

의 증분이 결정되어야한다. Fig. 1(c)에서와 같이 전단

변위(δs)에 따른 전단력(δFs)의 증분은 다음 식(2)로 나

타낼 수 있다.

ΔFs = Ksδs (2)

여기서, Ks는 절리전단강성(JKS)이다. 식(1)과 (2)로

정의된 변형 관계는 에너지 보존의 가역적 탄성변형이

며 때로는 이러한 관계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도 존재

한다. 예로서 절리면의 분리가 발생한다면 암석 블록

의 표면에서 수직 및 전단력은 사라진다. 또한, 접촉면

에서 산정된 전단력이 최대 마찰저항을 넘어서 미끄러

짐이 일어나면 최대 마찰저항 값을 전단력의 한계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 처리 단계에서, 수직

및 전단 변위의 매 증분마다 전체 블록에서 발생한 총

전단력을 평가하여 전단력이 마찰저항의 한계 보다 작

은 경우 탄성변형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식(1)과 (2)를 통하여 해석영역 내의 개별 다면체 블

록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산정되면 블록 중심의 이

동 및 블록 중심에 대한 회전은 뉴턴의 운동법칙을 사

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x 방향으로 블록 중심의 가속

도( )는 다음 식(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

여기서 는 블록에 작용하는 합력(resultant force)

의 x 성분, m은 블록의 질량이다. 블록의 이동 거리는

식(3)에 대한 수치적분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Δt

의 시간 증분에 해당하는 블록의 속도 및 이동 거리는

다음 식(4)와 같다.

= +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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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rmal and shear modes of interaction between distinct elements (after Brady and Brow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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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또는 z 방향으로의 블록 이동도 같은 방식으로 결

정할 수 있다.

절리성 암반을 추계론적으로 모사한 DFN 시스템에

대하여 개별요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석영역은 절

리 경계의 다면체 요소로 이산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DFN 시스템은 유한 길이의 절리로 이루어지므로 절리

만으로 해석영역을 이산화할 수 없다. Wang and

Kulatilake(1993)은 개별요소법을 이용한 절리성 암반

의 삼차원 응력-변형 해석을 위하여 해석영역을 유한

길이의 절리에 가상절리(fictitious joints)를 추가·결합

하여 이산화한 다면체로 구분하는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 Fig. 2는 이차원 및 삼차원 해석영역에서 가상절

리를 체계적으로 추가하여 해석영역을 다각형 및 다면

체 개별요소로 이산화한 예를 보여준다. 여기서 가상

절리는 해석영역을 요소화하여 개별요소법의 적용을 가

능케 하는 수단이므로 가상절리의 실제 역학적 거동은

알고리즘 처리 단계에서 무결암과 유사하도록 설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3. 수치실험

본 연구는 절리의 방향성, 체적빈도, 길이분포 등의

기하학적 속성 변화가 절리성 암반의 이방적 변형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별요소법 기반의 수치

해석을 이용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치실험은 개별

요소 해석을 위해 개발된 3DEC 상용코드를 활용하여

삼차원 DFN 시스템으로 모사된 절리성 암반에 대한

이방적 변형계수를 추정·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수치실험에 사용된 삼차원 DFN 시스템은 한 변이

10m인 1000m3 체적의 정육면체 영역에서 절리군의

개수 및 방향성, 체적빈도, 길이분포에 달리하며 추계

론적으로 생성하였다. 삼차원 해석영역의 크기는 절리

성 암반의 변형계수 추정과 관련된 기존의 3DEC 연

구사례(Laghaei et al., 2018)를 참고하여 REV 이상

으로 설정하였다. 생성된 DFN에서 절리의 위치와 길

이는 각각 포아송분포와 감마분포를 따르며, 단일 또

는 두 개의 확정적 방향성을 갖는 절리군이 사용되었

다. 본 연구의 총 12개 DFN 시스템에 대한 입력변수

가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Table 1에서 DFN 1-*은 경사방향/경사가 000°/30°

로 동일한 방향성의 총 15개 절리를 포함하며 절리의

평균직경은 1.5m~5.0m, 표준편차는 1.0~2.5m의 감마

분포를 따르도록 설정하여 절리의 길이가 DFN의 이

방적 변형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DFN 2-*

은 DFN 1-*과 동일한 절리의 방향 및 길이 조건에서

절리의 체적빈도를 2배로 증가시켜 절리의 빈도가 변

형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DFN 3-*은 두

개의 절리군을 사용하여 절리군의 증가에 따른 변형계

수의 변화를 평가하였는데, 첫 번째 절리군은 DFN 1-*

Fig. 2. Construction of (a) polygon and (b) polyhedra with real and fictitious joints in 2-D and 3-D, respectively (after Wang

and Kulatilake, 1993).

Table 1. Summary of joint geometry parameter values for

the DFN systems

DFN ID

Dip

direction/Dip

(degrees)

Tot. no. 

of

joints

Gamma distributed

joint diameter(m)

Mean STD

DFN 1-1 000/30 15 1.5 1.0

DFN 1-2 000/30 15 2.0 1.5

DFN 1-3 000/30 15 3.0 2.0

DFN 1-4 000/30 15 5.0 2.5

DFN 2-1 000/30 30 1.5 1.0

DFN 2-2 000/30 30 2.0 1.5

DFN 2-3 000/30 30 3.0 2.0

DFN 2-4 000/30 30 5.0 2.5

DFN 3-1 000/30 180/30 30 1.5 1.0

DFN 3-2 000/30 180/30 30 2.0 1.5

DFN 3-3 000/30 180/30 30 3.0 2.0

DFN 3-4 000/30 180/30 30 5.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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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한 방향, 빈도, 길이의 절리 조건이며 두 번째

절리군의 방향성은 180°/30°로 공액절리(conjugate

joints)를 이루도록 설정하고 첫 번째 절리군과 동일한

빈도 및 길이 조건을 부여하였다. 여기서 각각의 절리

군에 속한 절리의 개수는 15개이며 해석영역 내 생성

된 총 절리의 개수는 DFN 2-*와 동일한 30개이다.

Fig. 3은 1000m3의 정육면체 해석영역에서 DFN 3-3

조건으로 생성된 원판형 절리를 등면적의 정방형 절리

로 변환한 후 가상절리를 추가하여 다면체 개별요소로

이산화한 결과를 보여주는 예인데, 여기서 x, y, z축은

각각 북(north; 000°), 서(west; 270°), 고도(elevation)

와 일치한다.

가상절리를 추가하여 이산화한 다면체 블록요소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DFN 시스템에 대하여 개별요소법

기반의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결암, 절리,

가상절리의 구성모델이 결정되어야 한다. 무결암과 가

상절리의 역학적 거동은 tension cut-off가 설정된

Mohr-Coulomb 파괴기준(Fig. 4(a))의 선형탄성-완전소

성(Fig. 4(b)) 구성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무결암의 점

착력(c), 마찰각(Φ), 인장강도 등의 강도정수는 현장의

Fig. 3. (a) Discrete fracture network of the DFN 3-3 cube and (b) constructed polyhedral block system using real and

fictitious joints.

Fig. 4. Constitutive model for intact rock and fictitious joints; (a) Mohr-Coulomb failure criterion with a tension cut-off, (b)

stress vs. strain, (c) normal stress vs. normal displacement and (d) shear stress vs. shear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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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시료에 대한 실내 암석역학시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본 연구는 화강편마암을 대상으로 기존에

보고된 연구결과(Hardin, 1982)를 이용하였다. 무결암

의 선형 탄성 구간에 대한 변형 파라미터는 영률(E)과

포아송비(ν)의 조합 또는 전단탄성계수(G)와 체적탄성

계수(K)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는 데 반하여 가상절

리의 선형 탄성 변형은 JKN과 JKS 등의 파라미터에

의해 좌우된다(Fig. 4(c) & (d)). 가상절리의 강도정수

는 가상절리가 무결암과 유사한 역학적 거동을 하도록

JKN 및 JKS 값의 설정이 필요한데, Kulatilake et al.

(1992)는 무결암의 거동과 유사한 가상절리의 JKS 값

은 G/JKS 비가 0.008 ~ 0.012m를 만족하도록 설정하

고 JKN/JKS 비는 2 ~ 3이 적당하다고 보고하였다. 실

제 절리의 구성모델은 JKN, JKS, 절리마찰각, 절리점

착력 등에 의한 Coulomb 슬립모델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모델에 사용된 무결암, 절리, 가상절리의

역학적 파라미터 값은 Table 2에 요약하였다.

본 연구의 수치실험은 절리와 가상절리에 의하여 이산

화된 총 12개의 DFN 시스템(Table 1)에 대하여 3DEC

을 활용하여 x(north, 000°), y(270°), z(elevation)축

방향으로 1MPa의 동일한 구속압을 일정하게 유지한

후 각각의 축 방향에서 0.05 m/s의 일정속도경계조건

(constant velocity boundary condition)으로 완전소성

변형이 충분히 확인될 때까지 재하하는 방식으로 수행

되었다. Fig. 5(a)은 본 연구의 수치실험에서 설정된

응력 경로이며 Fig. 5(b)은 축차응력(Δσx, Δσy, Δσz)

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블록의 변위를 기록하기 위

해 정육면체의 해석영역에서 각각의 경계면에 설정한

Table 2. Mechanical property values used to perform

3DEC stress-strain analysis

Intact rock property Value

Density 2500(Kg/m³)

Young’s modulus 60(GPa)

Poisson’s ratio 0.25

Bulk modulus 40(GPa)

Shear modulus 24(GPa)

Cohesion 50(MPa)

Tensile strength 10(MPa)

Friction angle 40(degrees)

Joint property Fictitious joints Real joints

Joint normal stiffness 6333(GPa/m) 67.2(GPa/m)

Joint shear stiffness 2533(GPa/m) 2.7(GPa/m)

Joint cohesion 50(MPa) 0.4(MPa)

Joint tensile strength 10(MPa) 0(MPa)

Joint friction angle 40(degrees) 33(degrees)

Fig. 5. (a) Stress paths and (b) nine monitoring points on each face of DFN cube for 3DEC stress-stra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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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모니터링 포인트를 도시한 것이다. 본 연구는 모

니터링 포인트로부터 얻은 평균 변위를 사용하여 축차

응력에 의한 DFN 블록의 변형계수를 결정하였다.

4.절리의 체적빈도 및 길이가 변형계수에 미

치는 영향

본 연구의 DFN 블록에 대하여 x, y, z축 방향으로

축차응력 증가에 따라 개별요소법을 통하여 산정된 응

력-변형 관계가 Fig. 6에 나타나 있다. Fig. 6(a) 및

Fig. 6(b)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15개의 절리를 포함한

DFN 블록에서 절리의 평균직경이 각각 1.5m(DFN 1-1)

및 3m(DFN 1-3)인 경우의 x, y, z 축 방향에 따른

응력-변형 관계를 보여준다. DFN 1-1은 축 방향에 따

른 응력-변형 관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절리의 평균직경이 2배 증가한 DFN 1-3은 선현탄성

구간의 기울기와 완전소성으로 전이되는 최대 블록강

도가 z방향에서 가장 낮게 그리고 절리의 경사 방향

(000°)과 일치하는 x 방향, 절리의 주향방향(270°)과 일

치하는 y 방향 순으로 높게 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절리의 방향성은 DFN 1-1과 동일하지만 절리의

개수를 30개로 두 배 증가시킨 DFN 2-1(Fig. 6(c))의

결과와 한 절리군에 15개씩 총 30개의 공액절리를 포

함하는 DFN 3-1(Fig. 6(e))의 결과에서도 축차응력의

증가에 따른 변형계수 및 최대블록강도의 변화는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인지할 수 있는데, 이는

절리의 빈도가 증가하여도 절리의 길이가 짧아서 암교

(rock bridges) 효과가 발휘되는 경우 DFN 블록의 강도

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가능성을 지시

한다. 절리의 평균 직경이 3m인 DFN 2-3(Fig. 6(d))

Fig. 6. Calculated directional stress-strain plots of the DFN cubes obtain through 3-D distinct element stress analysis; (a)

DFN 1-1, (b) DFN 1-3, (c) DFN 2-1, (d) DFN 2-3, (e) DFN 3-1 and (f) DF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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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DFN 3-3(Fig. 6(f))의 결과는 DFN 1-3과 같이

축 방향에 따른 변형계수와 최대블록강도의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절리의 길이가 블록강도에 영향

을 미칠 만큼 길어지면 빈도의 증가가 DFN의 이방적

변형계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7은 DFN 2 블록에 대하여 절리의 평균직경이

1.5m에서 5m까지 증가할 때 z축 방향으로 축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DFN 블록에서 산정된 응력-변형 관계

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절리의 직경이 1.5m인 DFN

2-1의 경우 응력-변형 관계는 무결암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절리의 평균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응력-변형

관계에서 선형탄성 구간의 기울기가 낮아져서 변형계

수가 감소함을 뚜렷하게 알 수 있으며 최대 블록강도

또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하학적 속성 변화에 따른 DFN 블록에

대하여 x, y, z축 각 방향으로 산정된 변형계수(Ex,

Ey, Ez)는 Table 3에 요약하였으며 이를 그래프에 도

시한 결과가 Fig. 8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의 DFN

블록을 이루는 절리의 방향성은 한 절리군이 사용된

DFN 1-* 및 DFN 2-*는 x축과 일치하는 000° 경사

Fig. 7. Calculated stress-strain plot of the DFN 2-* in the

Z-direction.

Table 3. Estimated directional deformation modulus of the

DFN cubes in this study

DFN ID
Deformation modulus(GPa)

Ex Ey Ez

DFN 1-1 59.61 59.98 58.72

DFN 1-2 58.04 60.01 55.16

DFN 1-3 56.48 60.22 50.10

DFN 1-4 45.08 59.77 32.66

DFN 2-1 56.68 60.42 55.34

DFN 2-2 52.39 60.23 47.60

DFN 2-3 47.35 60.32 38.70

DFN 2-4 35.00 59.47 21.2

DFN 3-1 56.24 60.15 55.54

DFN 3-2 53.14 59.98 44.79

DFN 3-3 48.71 60.07 34.59

DFN 3-4 36.64 59.61 21.73

Fig. 8. Estimated deformation modulus of the DFN cubes

in X, Y and Z directions; (a) DFN 1-*, (b) DFN 2-* and (c)

DF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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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사용하였으며 두 절리군을 포함한 DFN 3은

경사방향이 000°와 180°(-x 방향)으로 공액절리를 형성

하는데, 모든 DFN 블록에서 절리의 주향방향인 y방향

의 변형계수(Ey)는 무결암의 영률(60GPa)과 유사한 값

을 도출하였으며 절리의 빈도 및 길이 조건의 변화에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절리의 경사방향인

x방향의 변형계수(Ex)는 DFN 1-*, DFN 2-*, DFN

3-* 모두 절리의 평균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저감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절리의 방향성이 000°/30°이고

절리의 평균직경이 5m인 경우 총 절리개수가 15개인

DFN 1-4의 변형계수 Ex는 무결암의 영률에 75% 정

도로 결정되었다. 이와 동일한 절리의 방향성 및 길이

조건에서 총 절리개수를 30로 증가시킨 DFN 2-4의

변형계수 Ex는 무결암의 영률에 58.3% 까지 저감되었

다. 공액 관계인 두 절리군을 사용하였지만 DFN 블록

에서 평균길이와 총 절리개수가 DFN 2-4과 같은

DFN 3-4의 변형계수 Ex는 무결암의 영률에 61% 정

도로 결정되어 DFN 2-4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절리빈도의 증가에

따른 변형계수의 저감효과를 뒷받침하며 절리군 개수

가 하나에서 두 개로 증가하여도 경사방향이 서로 반

대인 공액절리로 형성된 경우 총 절리개수가 동일하다

면 경사방향으로의 변형계수는 유사함을 지시한다. 한

편, z방향으로의 변형계수 Ez는 절리의 평균직경 증가

에 따른 변형계수 감소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DFN 2-4 및 DFN 3-4의 경우 Ez는 무결암의 영률

대비 각각 35% 및 36%로 유사하게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x 방향 보다 z 방향에서 절리의 길이 증

가가 변형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유의미함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수치실험 결과는 DFN 블

록의 강도 및 변형 특성이 방향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절리의 길이, 빈도와 더

불어 절리의 방향성이 절리성 암반의 이방적 강도 및

변형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는 절리성 암반

과 관련된 지질공학적 실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

소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절리성 암반의 이방적 변형계수

본 연구는 직교좌표계에서 x, y, z 방향뿐만 아니라

삼차원상의 다양한 방향으로 DFN 블록의 변형 특성

을 논의하고자 특정 DFN 조건에서 다양한 축차응력

방향에 따른 변형계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DFN 2-* 및 DFN 3-*에 해당하는 총 8개의 DFN

블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축차응력의 방향은 수평(선

경사=0°)에서 북(N=0°)을 기준으로 매 30° 간격으로

0°에서 150°까지 6개의 선주향 방향을 설정하고 각각

의 선주향 방향에 대해서 매 30° 간격으로 0°, 30°,

60°, 90°, -60°, -30° 등 총 6개의 선경사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삼차원상에서 총 36 방향을 고려하였다. 여

기서 6개의 선주향 방향에 대한 선경사가 90°이면 수

직방향(z)으로 모두 동일한 방향이므로 각각의 방향에

대한 수치연산은 수행하되 결과는 이들의 평균값을 사

용하였다. 참고로 선경사가 0°인 수평에서 축차응력 방

향으로 설정된 선주향 0°와 180°는 동일하므로 축차응

력 방향의 선주향은 0°, 30°, 60°, 90°, 120°, 150° 등

6개이다. Fig. 9는 DFN 2-3에 대하여 고려된 축차응

력의 방향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절리의 방향성을 보

여준다. 절리의 경사방향/경사가 000°/30°인 DFN 2-3

에서 축차응력 방향의 선주향/선경사가 000°/00°(north,

x축), 030°/00°, 060°/00°일 때 절리의 상대적 방향성은

각각 Fig. 9(a), Fig. 9(b), Fig. 9(c)에서와 같이 변화

Fig. 9. Joint systems of the DFN 2-3 showing relative joint orientations with respect to various deviatoric stress directions in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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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a)는 DFN 2-*에 대하여 매 30° 간격의 수

평방향으로 축차응력 증가에 따른 응력-변형 관계로부

터 결정된 변형계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Fig.

10(b)-(f)는 축차응력의 선주향이 각각 N-S, N30E,

N60E, E-W, N60W인 경우 매 30° 간격의 선경사 방

향으로 결정된 변형계수를 도시한 것이다. Fig. 10(a)에

서 절리의 평균직경이 1.5m인 DFN 2-1 블록은 축차

응력의 방향에 따른 변형계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등

방적 변형 특성을 나타내며 절리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변형계수의 이방성이 발현되고 더욱 강해져서 절리의

평균직경이 5m인 DFN 2-4 블록의 변형계수는 N-S

Fig. 10. Variation of directional deformation modulus(GPa) of the DFN 2-* o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planes; (a)

horizontal plane, (b) N-S vertical plane, (c) N30E vertical plane, (d) N60E vertical plane, (e) E-W vertical plane and (f)

N60W vertic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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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가장 작은 값이 결정되었다. 축차응력이 N-S

선주향 방향에서 매 30°의 경사 간격으로 결정된 변형

계수를 도시한 Fig. 10(b)를 살펴보면 DFN 2-1 블록

은 Fig. 10(a)에서와 같이 방향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등방적인 특성을 보이며 절리의 평균직경이 증가

함에 따라 변형계수의 전반적인 감소를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방향에 따른 변형계수의 변화가 더욱 증대되

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0(c)-(f)에서도 절리의 길이

증가에 따른 변형계수의 감소 및 변형계수의 이방성

증대가 확인된다.

Fig. 11은 DFN 3-*의 결과를 도시한 것인데, Fig.

11(a)에 나타난 수평 방향에 대한 결과는 Fig. 10(a)의

DFN 2-* 결과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000/

30 방향의 절리 30개가 분포하는 DFN 2-*와 000/30

방향의 절리 15개에 180/30 방향의 절리 15개가 추가

된 DFN 3-*의 결과가 유사하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Fig. 11. Variation of directional deformation modulus(GPa) of the DFN 3-* on the horizontal and vertical planes; (a)

horizontal plane, (b) N-S vertical plane, (c) N30E vertical plane, (d) N60E vertical plane, (e) E-W vertical plane and (f)

N60W vertic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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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차응력이 수평일 때만 유효하다는 것을 Fig. 11(b)-

(f)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Fig. 11(b)-(f) 결과를

각각 Fig. 10(b)-(f) 결과와 비교해보면 절리 길이의 증

가에 따른 변형계수의 저감효과가 축차응력의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Fig. 12는 DFN 2-1,

DFN 2-4, DFN 3-1, DFN 3-4에 대하여 삼차원 공

간상의 방향에 따라 결정된 변형계수를 입체적으로 표

현한 그림이다. DFN 2-1과 DFN 3-1의 변형계수는

공간상에서 방향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등방적 특

성을 보이며 구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절리의

길이가 짧아서 변형계수의 이방성이 발현되지 않은 경

우의 DFN은 연속체로 취급한 응력-변형 해석도 가능

하리라 판단된다. 다만 DFN 2-1, DFN 3-1의 평균

변형계수는 각각 55.61GPa, 56.93GPa로 무결암 대비

각각 7%, 5% 정도 저감되었으며, 이와 같은 강도정수

의 저감효과에 대한 실무적용 여부는 지질공학자의 공

학적 판단(engineering decision)에 맡기는 것을 추천

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절리의 길이가 가장 긴

DFN 2-4와 DFN 3-4의 변형계수는 이방성이 강하게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DFN 2-4와 DFN

3-4의 서로 다른 방향성을 반영하여 변형계수의 이방

적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이는 절

리성 암반의 변형계수가 절리군의 길이와 더불어 절리

군 개수 방향성 등의 기하학적 속성에 크게 좌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형계수의 이방적 특성을 간과할

수 없음을 지시한다.

Fig. 11 및 Fig. 12는 공액절리로 이루어진 DFN

3-*의 변형계수가 삼차원적으로 타원체의 형상과 유사

하다는 직관을 제공한다. Fig. 13은 삼차원상의 다양한

방향으로 결정된 DFN 3-*의 변형계수에 대하여 최적

의 타원체를 구상화한 결과이다. 타원체의 장축, 중간

축, 단축에 대한 크기와 방향은 Table 4에 요약하였다.

Fig. 12. Variation of directional deformation modulus(GPa) in 3-D; (a) DFN 2-1, (b) DFN 2-4, (c) DFN 3-1 and (d) DF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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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3-D plot of deformation modulus(GPa) in different directions and constructed ellipsoid by using principal values;

(a) DFN 3-1, (b) DFN 3-2, (c) DFN 3-3 and (d) DFN 3-4.

Table 4. Principal directions of deformation modulus and their magnitudes

DFN ID
Principal directions Magnitudes

(GPa)

Average deviation 

of the fit (GPa)Trend(°) Plunge(°)

DFN 3-1

Maximum 75.40 7.88 59.49

0.18Intermediate 170.59 33.16 56.30

Minimum 333.71 55.67 55.69

DFN 3-2

Maximum 254.59 4.95 57.70

0.28Intermediate 217.45 83.80 53.19

Minimum 344.27 3.73 50.27

DFN 3-3

Maximum 267.97 5.74 54.91

0.31Intermediate 212.15 79.85 49.17

Minimum 357.12 8.34 43.59

DFN 3-4

Maximum 277.09 3.17 55.05

0.43Intermediate 233.16 83.64 35.00

Minimum 6.78 5.51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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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N 3-*에서 절리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방향에 따른

변형계수와 최적 타원체의 평균편차가 증가하지만, 평

균편차는 DFN 3-4에서 최대 0.43GPa로 산정되어 변

형계수가 타원체 경계면에 매우 근접하게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등방적 특성을 띠는 DFN 3-1의 삼차원적

변형계수로 구성한 타원체는 구에 가까워서 타원체의

주방향이 무의미하지만 절리의 길이 증가로 인해 이방

성이 발현된 DFN 3-2, DFN 3-3, DFN 3-4에서 타

원체의 주방향은 서로 일치하며 주방향으로의 크기만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DFN 3-*의

변형 특성은 등가의 연속체 거동을 만족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절리의 개수 및 방향, 빈도, 길이 등의 기하학적 속

성은 절리성 암반의 강도 및 변형 특성을 좌우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절리군으로 이루어진 삼차원 DFN 블록에 대하

여 개별요소법을 활용한 응력-변형 해석을 수행하고 절

리의 기하학적 속성이 절리성 암반의 변형계수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DFN 블록의 변형계수는 절리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더욱 저감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절리의 길이가 짧

아서 상대적으로 암교 효과가 큰 경우에 절리의 빈도

증가는 DFN 블록의 변형계수 저감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절리길이가 변형계

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만큼 길어지면 절리빈도의

변화는 DFN 블록의 이방적 변형계수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절리의 길이가 짧아서 변형계수의

이방성이 발현되지 않은 경우의 DFN은 연속체로 취

급한 응력-변형 해석도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절리의

빈도 및 길이에 따른 암교의 형상 및 규모가 DFN 블

록의 변형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

속 연구가 필요하다.

절리의 길이와 빈도 변화에 따른 변형계수의 변화는

DFN에 분포하는 절리군의 개수 및 방향성에 크게 좌

우된다. 즉, 절리의 길이 및 빈도 증가에 따른 삼차원

상에서 임의 방향으로의 변형계수 저감효과는 절리의

상대적 방향성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며 유의미할 수도

또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 한 절리군이 분포하는 DFN

블록의 변형계수는 절리면 법선방향 또는 절리면과 평

행한 방향에서 절리의 빈도 및 길이의 변화에 거의 영

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질공학적 실무를 위한 국

내의 현장암반은 세 개 이상의 절리군이 분포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치해석 절차

에 따라 현장의 이방적 변형계수가 추정될 수 있다.

DFN 블록의 변형 특성은 삼차원상의 축차응력 방향

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절리의 길이, 빈도와 더불어 절리의 방향성이 절리성

암반의 이방적 강도 및 변형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고려는 절리성 암반과 관련된 지질공학적 실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다고 판단된다.

공액절리로 이루어진 DFN 블록의 변형계수는 삼차

원적으로 타원체로 구상화할 수 있으며 타원체의 주방

향과 크기가 결정되면 DFN 블록에 대한 등가연속체

기반의 응력-변형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장규모의

절리성 암반에 대한 개별요소 해석은 해석영역의 증가

와 더불어 절리개수 및 이산화된 다면체요소의 기하급

수적 증가에 따른 수치 연산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

다. 따라서 개별체 해석은 등가의 연속체 해석과 결합

하여 보완된다면 현장규모의 응력-변형 해석을 위한 새

로운 방법론이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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