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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rmal-Hydraulic-Mechanical Coupled Numerical Analysis 
Code for Complex Behavior in Jointed Rock Mass Based on Fracture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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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Cheol Lee, Tae-Young Ko, Hee-Suk Lee, Jin-Moo Lee

Abstract In this study, it was aimed to develop a thermal-hydraulic-mechanical coupled fracture mechanics code 
that models a fracture initiation, propagation and failure of underground rock mass due to thermal and hydraulic 
loadings. The development was based on a 2D FRACOD (Shen & Stephasson, 1993), and newly developed T-M 
and H-M coupled analysis modules were implemented into it. T-M coupling in FRACOD employed a fictitious 
heat source and time-marching method, and explicit iteration method was used in H-M coupling. The validity of 
developed coupled modules was verified by the comparison with the analytical result, and its applicability to the 
fracture initiation and propagation behavior due to temperature changes and hydraulic fracturing was confirmed by 
test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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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암반 내 균열 생성, 진전, 파괴 등과 같은 지하 암반의 역학적 거동과 이들 균열을 통한 지하수 유동 

및 온도 변화에 기인한 열응력이 역학적 거동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한 수치해석코드를 개발하였

다. 개발된 수치해석코드에서는 기존의 2차원 FRACOD(Shen & Stephasson, 1993)에 열-역학 및 수리-역학 상호

거동을 모델링하기 위한 해석모듈을 개발하여 추가하였다. 열-역학 연계를 위해서는 가상열원법과 시간전진기법

을 도입하였으며, 수리-역학 연계에서는 양해법에 의한 반복기법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결과와 해석해와의 비

교를 통해 개발된 해석모듈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해석사례를 통해 온도변화에 따른 열균열 발생 및 수압파쇄과

정에서의 균열 진전 양상과 같은 절리암반 복합거동을 잘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열-수리-역학적 상호작용, 파괴역학, 수치해석, FRACOD, 절리암반

1. 서 론

심부 지하공간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로 방

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 CO2 지층처분, 지열에너지 개

발, 압축공기 및 LNG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지하저장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 및 사업에서 암석역학의 역

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심부 지하공간 활용분야에서

는 지하공동 주변 암반의 역학적 안정성 뿐만 아니라 

고온 폐기물 및 저온 저장물질이 주변 암반에 유발하는 

열응력(thermal stress), 지하공동 굴착에 따른 주변 암

반의 역학적 변형과 이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의 변화, 
열유동(heat transfer)등이 상호작용하는 복합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의 경우, 고열을 발생하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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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M-C coupled behavior in CO2 geological sequestration(김형목 외, 2008)

기물로 처분공동 주변 암반의 온도상승을 유발하고 이

는 열응력 발생 및 열팽창과 이에 기인한 암석물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지하수 유동경로에 해당하는 암

반 내 균열의 역학적 변화는 수리유동 양상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유효응력의 변화를 가져와 역학적 변형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암반 온도상승은 암반 내 유동 유체

의 점성도 변화뿐만 아니라 열대류(heat convection)를 

통해 수리유동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변의 복잡한 열-수리-역학적 상호작용 

현상을 규명하고 실제 처분장 설계 및 성능평가에의 적

용을 위한 수치해석코드 개발 및 검증을 목적으로 한 

DECOVALEX(International co-operativ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COupled models and their VALidation 
against EXperiments in nuclear waste isolation) 프로

젝트가 수행되고 있다(황용수, 1997, 이희석, 2007).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의 CO2 

의 심지층 처분을 위해서는 주입층 및 주입층상부의 불

투수성 덮개암의 역학적 안정성 및 누출가능성이 평가

되어야 한다. 주입 후의 저장층 내 CO2의 거동 파악을 

위해서는 열-수리 유동해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저장

층 내 CO2와 광물과의 화학적 반응과정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Figure 1은 CO2 지층처분 과정에서의 열-수
리-역학-화학적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극저온 상태의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를 지하 암반공동에 저장할 경우, 냉열 전달로 인

해 저장공동 주변 암반에 추가적인 역학적 변형이 발생

하고 주변 지하수 유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ice ring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한 저온 조건에

서의 열-수리-역학적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용

수치해석코드인 UDEC(Itasca, 2010)을 이용한 수치해

석기법이 개발된 바 있다(박의섭 외, 2009).
기존의 열-수리-역학적 상호작용 파악을 위한 수치해

석기법은 주로 연속체 모델을 기초로 하여 개발되어 왔

으며 암반 내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한 균열 생성, 진전 

및 파괴거동을 모사하는 시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암반 내 균열 생성, 진전, 파괴 등과 

같은 지하 암반의 역학적 거동과 이들 균열을 통한 지

하수 유동 및 온도 변화에 기인한 열응력이 역학적 거

동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한 수치해석코드 

개발을 목표로 기개발된 FRACOD(Shen & Stephasson, 
1993)에 열-역학 및 수리-역학 해석모듈을 추가 개발하

고 개발된 해석모듈의 검증 및 적용사례를 소개하였다.

2. FRACOD 기본이론

FRACOD는 암반 내 균열 생성, 진전 및 파괴 양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개발된 해석코드로 변위 불연속 경계

요소법(Displacement Discontinuous Boundary Element 
Method)에 근간하여 기존의 균열전파기준인 G-기준을 수

정한 F-기준(F-criterion)을 채택하고 미소파괴음(acoustic 
emission) 발생을 재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FRACOD 
코드는 Shen & Stephansson(1993)에 의해 개발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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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ple Sub-region type (b) Dual Boundary type (c) Displacement Discontinuity type

Fig. 2. Three different types of boundary element fracture analysis methods(한국암반공학회, 2005)

Fig. 3. A crack in an infinite elastic body and its discreti-
zation by the displacement discontinuity elements (Shen 
& Stephasson, 1993)

양한 암반공학적 안정성 해석(Shen, 2008, Stephansson 
et al., 2003, Rinne et al., 2003, Shen & Rinne, 2007, 
Shen et al., 2011)에 적용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희석 외(2004)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2.1 변위 불연속 경계요소법

경계요소법을 이용한 균열 해석에는 크게 3가지 방법

이 제안되어 왔다(Figure 2). 다중영역 경계요소법(Figure 
2a)은 균열영역을 세부 부영역(subregion)으로 세분함

으로써 강성행렬 구성상의 수치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균열 진행방향에 대한 제약 및 계산량이 방대해 

지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중경계요소법(Figure 2b)
은 균열면을 구성하는 두 개의 경계면에 대해 한쪽에는 변

위식을 다른 한쪽에는 표면력식을 구성함으로써 수치

적 안정성을 향상시킨 방법이다. 변위 불연속 경계요소법

(Displacement Discontinuity Boundary Element Method, 
Figure 2c)은 Crouch(1976)에 의해 개발된 이후 암석 및 

파괴역학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되어 온 방법으로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균열면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과 균열전파를 위한 해석요소의 재작성(remeshing)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Figure 3은 무한탄성체 내에 위치하는 균열을 변위불

연속요소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미지수에 해당하

는 변위 불연속요소 Ds와 Dn을 구하기 위한 이산화된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 

 


 
 

 


 ∑ 

 


 
 

    (1)

여기서,   및 
 은 변위 불연속 요소(i)의 전단 및 법

선방향 응력,    및 
 는 균열 전단 및 법선방향

으로 변환된 원격 응력(far-field stress),  , …, 

는 영향계수, 및 
는 요소(j)의 변위불연속 성분을 

나타낸다.
식 (1)로부터 얻어지는 

  및 
을 이용하여 탄성체 

내 변위 및 응력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열린 균열뿐

만 아니라 접촉 및 미끄러짐 균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이희석, 2004).

• 열린(open) 균열:   =   = 0

• 접촉(contact) 균열:   =  ,   =  (여기

서, Ks 및 Kn은 균열의 전단 및 수직강성을 나타낸다)
• 미끄러짐(sliding) 균열:   =  ,   = ±  

= ± 

2.2 F-기준

암석 내 균열전파는 일반적으로 인장(모드 I)과 전단

(모드 II) 파괴모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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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finition of GI and GII for fracture growth. (a) G, the growth has both open and shear displacement; (b) GI, the 
growth has only open displacement, (c) GII, the growth has only shear displacement (FRACOM Ltd., 2010)

Table 1. Governing equations for thermo-elasticity

Constitutive equation ijijijijij TKGG δαδε
ν
νεσ +

−
+=

21
22

Transport law i
TT

i Tq κ−=

Balance law 0, =jijσ

Field equations

Navier Equation iii TKKGuG ,,
2 )3(

3
1 αε =++∇

Diffusion equation
t
TTc
∂
∂

=∇ 2

며(Figure 4) 균열전파 기준으로는 크게 응력(변형율) 
기준과 에너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FRACOD 해
석코드에서는 에너지해방율(strain energy release rate, 
G)을 바탕으로 모드 I과 모드 II 기준을 동시에 적용가

능하도록 수정보완한 F-기준을 적용하였다. F-기준은 

식 (2)와 같이 임의 방향에서의 모드 I 및 모드 II 변형

율 에너지 해방율( ,  )을 임계 변형율 에너지 

해방율( ,  )로 정규화하여 구한 값으로 F 값
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균열이 진행하게 되며 F 값이 

1.0에 도달할 때 균열 전파가 발생한다. 따라서, F-기준

은 순수한 인장 및 전단파괴 뿐만 아니라 혼합모드에서

의 균열전파에도 적용가능하다.

  

 
 

   (2)

3. 열-역학 연계해석

본 연구에서는 간접경계요소법에 근간하여 역학적 해

석을 위한 변위불연속법(displacement discontinuous 
method) 및 열전달 모델링을 위한 가상열원법(fictitious 
heat source)을 사용한다. 이러한 간접경계요소법을 이

용한 모델링은 Alehossein & Hooman(2008)에서 이용

된 중첩의 원리(principles of superposition)에 기초한

다. 간접경계요소법을 이용한 역학적 해석은 기존의 문

헌에 상세히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Ghassemi et al., 2001, 
Zhang, 2004, 한국암반공학회, 2005)에 본 장에서는 열전

달 및 열-역학 연계해석을 위한 기본이론만을 소개한다.

3.1 열탄성학(Thermo-elasticity) 기본이론

암석에서의 열응력과 역학적 변형의 상호관계는 2개
의 서로 다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온도변화는 

암석내부에 열응력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암석의 역학

적 변형 및 응력변화는 온도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열전달에 의한 암석 내부의 부피팽창 등과 같은 암석 

변형에 의한 온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온도변화가 암석의 부피팽창 및 역학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한다. 또한, 열전달 현상은 

시간의존적이기 때문에 암석내 열응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투과율이 낮은 암석의 경우, 대부분의 열전달

은 대부분 열전도(heat conduction)에 의해 발생하므로 

열대류(heat convection) 현상은 무시할 수 있다. 온도차

이로 인해 암석에서 발생하는 열응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Carslaw and Jaeger(1959)와 McTigue(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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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deal case of a point heat source in an infinite 
medium

Fig. 6. Elements along a solid body boundary

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암석의 부피팽창률이 

온도변화량에 선형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열탄

성학(thermo-elasticity)에서의 지배방정식은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Timoshenko and Goodier, 1970). 
Figure 5와 같은 무한영역에서의 점 열원(point heat 
source)에 의한 2차원 탄성해는 식 (3)～(8)과 같이 얻

어진다(Zha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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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는 열전도계수(thermal conductivity, W/m･℃), c
는 열확산계수(thermal diffusivity, m2/s), ρ는 밀도(density, 
kg/m3), cp는 비열(specific heat capacity, J/kg･℃)로 이

들 사이에는 c=k/ρcp의 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22 yxr += , ct

r
4

2
2 =ξ , )(uEi 은 지수적분

함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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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상열원법

FRACOD는 간접경계요소법의 변위불연속기법을 이

용하여 역학계산을 수행한다. Crouch(1976)은 이와 같

은 방식을 가상응력법(fictitious stress method)이라 하

였으며 열-역학 연계해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방식의 가

상열원법(fictitious heat source method)을 적용할 수 

있다.
Figure 6과 같이 대상체를 n개의 요소로 이산화하고 경

계조건을 고려하기 전의 각 요소들은 무한, 등방, 균질한 

것으로 가정한다. 시간 t0=0에서 단위세기(unit strength)
의 일정 선열원(constant line heat source)을 가정할 경

우, t 시간 경과 후의 요소(j) 중심에서의 온도, 응력 및 

변위값은 식 (3)-(8)로부터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이들 

식은 점열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열원의 경우, 이들 

식을 요소 길이에 대해 적분함으로써 식 (11)-(16)과 같

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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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16)은 지수적분함수 Ei(ξ2)를 포함하고 있어 

폐쇄형 해석해(closed form solution)를 얻기 어렵기 때

문에 수치적분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 FRACOD에서

는 수치적분과정에서 요소(j)를 동일한 길이를 가지는 

10개의 분할요소로 나누고, 각 분할요소에서 선열원은 

같은 세기를 가지는 점열원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요소

(j)상의 선열원은 10개의 점열원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

어, 식 (11)의 온도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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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x'k, y')은 a/5 세기를 가지는 (x'k, y')에서의 열

원에 의한 요소(i)에서의 온도를 나타낸다. 
식 (11)-(16)의 계산은 Figure 6에 표시된 local 좌표

(x', y')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global 좌표축(x, y)으로

의 변환은 식 (18)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온

도값은 방향에 무관하기 때문에 좌표축에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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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계요소(j)에서의 경계값 (응력 및 변위)

은 전단 방향 및 법선 방향으로 주어지므로 응력 및 변

위값은 요소(i)의 local 좌표값으로 다시 변환되어야 한

다. 이를 통해 요소 (j)에서의 선열원에 기인한 요소(i)
에서의 온도, 전단 및 수직응력, 전단 및 수직변위값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영향계수(influence coefficient)라 

한다.
가상열원법에서는 각 요소에 선열원이 작용하는 것으

로 가정하고 이들 선열원의 세기가 풀어야 할 미지값이

다. 가상선열원에 기인한 요소(i)에서의 온도, 응력 및 

변위는 개별 열원의 영향을 중첩시킴으로써 아래 식 

(19)-(23)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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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j
는 요소(j)에서의 선 열원(line heat source)의 

세기이다. Tij, Fs
ij, Fn

ij, Gs
ij, Gn

ij
는 요소(j)에서의 단위 

선 열원에 의한 요소(i) 중심에서의 온도, 응력, 변위를 

나타내는 영향계수로 식 (11)-(16)에 의해 계산된다.
가상열원의 세기 (Hj)는 열 경계조건만의 함수이므로 

식 (19)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경계에서의 온도값이 

기지값일 경우, 식 (19)를 이용하여 n개의 미지수를 포함

한 n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들 값을 식 (20)-(23)
에 대입함으로써 열응력을 고려한 변위불연속값 Ds

j 및 

Dn
j
를 얻을 수 있다.

3.3 시간전진기법

열원 및 경계조건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시간

전진(time marching)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이전 시간스텝에서의 해를 다음 시간스텝의 초기조건

으로 놓고 풀어가는 방식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공간

이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열원을 복수

의 부열원(sub-source)로 세분하고 세분된 열원이 작용

하는 시점을 상이하게 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열원 및 경계조건을 표현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해는 

각 세분된 열원의 영향을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합산

한 것이 된다. 이러한 기법은 공간이산화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영향계수행렬(coefficient matrix)
을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Figure 7은 열원 H(t)에 대한 시간전진기법의 계산방

법을 나타낸다. 시간전진기법에서 식 (19)-(23)은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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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 marching scheme for a continuous hea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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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k는 평가시간(tm)과 k번째 부열원 Hj(tk)가 작용

하기 시작하는 시간(tk) 사이의 시간간격을 나타낸다. 즉, 
tk = tm-kΔt (k = 0, m)

이는 시간전진기법이 절대시간이 아닌 열원 작용시점

과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간의 시간차이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시간전이(time translation)’ 특
성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시간 τ의 공간상의 한 점 χ
에 작용하는 열원에 의한 시간 t의 공간상의 한 점 x에
서의 응력값은 시간 0의 공간상의 한 점 χ에 작용하는 

열원에 의한 시간 t - τ의 공간상의 한 점 x에 작용하는 

응력값과 같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σij (x,t;χ,τ) = σij (x,t - τ;χ,0) (30)

식 (25)-(29)에서, 각 Hj(tk)은 가상열원으로 열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얻어진다. n개의 경계요소와 m 시간

스텝을 가지는 문제는 (n×m)개의 미지의 열원을 가지

게 되며 이들 해는 열 경계조건(온도 혹은 열유속)과 식 

(25)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시간스텝 k에서 온도값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간스텝에서의 가상열원

값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간격의 시간스텝

을 사용하는 경우 이전 시간스텝에서 이미 계산된 영향

계수(influence coefficient)를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 계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FRACOD에서의 열-역학 연계해석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tep 1: 가상열원법을 이용하여 역학적 계산과정은 고

려하지 않고 열전달 문제의 해를 구한다. 경계

에서의 가상열원값을 구한다.
Step 2: 모든 경계요소 중심에서 열응력을 계산한다. 열

응력은 경계요소에 작용하는 음의 경계응력으

로 간주되어 역학계산에서의 전체응력에 더해

진다. 변위 경계조건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Step 3: 각 요소에서 변위불연속에 대한 역학적 해를 

구한다. 여기서 구한 해는 열응력의 영향을 포

함한다. 
Step 4: 얻어진 변위불연속을 이용하여 요소 내부의 응

력 및 변위를 계산한다. 

4. 수리-역학적 연계해석

4.1 음해법(implicit)과 양해법(explicit)
수리-역학적 연계해석 방법은 크게 음해법(implicit)과 

양해법(explicit)으로 세분된다. 음해법은 암반 매질 및 

균열에서의 수리유동방정식과 역학적 방정식을 동시에 

푸는 방식으로 다공질 매질을 대상으로 Darcy 법칙을 

채용한 대부분의 유한요소해석코드는 이러한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경계요소법에서는 Zhang et al.(2001)이 

음해법을 이용하여 수압파쇄과정에서의 균열 생성 및 

유동양상을 모사한 바 있다.
양해법은 수리유동방정식과 역학적 안정해석에 순차

적 시간전진기법(time marching method)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용코드인 UDEC 및 3DEC(Itasca, 
2010)등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양해법

은 음해법에 비해 수학적으로 간단하거나 복잡한 경계

조건 등을 설정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해석과정

에서의 시간간격을 짧게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시간이 

방대해지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역학 연계해석을 위하여 양해법

을 이용하여 변위 불연속 경계요소법에 의한 암반 매질 

및 균열의 변형거동을 먼저 해석한 후 시간전진기법을 

통하여 지하수유동 계산을 실시한다.

4.2 FRACOD에서의 수리-역학적 연계해석

균열 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은 대부분 균열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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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또한, 균열로부터 암반 매질로 지하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균열간의 연결된 지하수 

유동이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균열뿐만 아니라 암반매질을 통한 지하수유동도 함

께 고려하였다.
수리유동해석은 균열의 역학적 해석에 사용되는 각각

의 변위불연속 요소(element)들을 대상영역으로 하여 

실시하며 각 영역(domain)에서의 압력차에 의해 수리

유동이 발생한다(Figure 8).

Fig. 8. Domain of division for fluid flow simulation

FRACOD에서의 수리-역학적 연계해석 과정을 요약

하면 아래와 같다. 
Step 1: 균열 내 유동은 삼승법칙(cubic law)을 따르는 

채널흐름(channel flow)으로 암반매질로의 누출

유동은 다공질매체 내 수리유동으로 표현한다. 
균열 내 연결된 서로 다른 대상영역사이의 유동

량(Q)는 식 (31)과 같이 계산된다. 한편, 균열내

부로부터 암반매질로의 지하수 유출량(Qleak)
은 암반매질내 공극수압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

하고 유효누출거리(effective leakage distance) 
내부에서 공극수압과 균열 내 압력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식 (32)와 같이 계산된다. 유효누

출거리(d)는 경과시간 및 유동이력(flow history)
에 상관없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l
PeQ Δ

=
μ12

3

 (31)

여기서, e는 균열 간극, l은 균열길이, ΔP는 압력차, µ는 

점성도를 나타낸다.

d
PPkQleak

0−
=
μ  (32)

여기서, k는 암반투수계수, d는 유효누출거리, P는 영역

내 수압, P0는 초기공극수압을 나타낸다.

Step 2: 수리유동에 의한 대상영역 내 압력변화를 계산

한다. Δt 시간동안의 유동량이 일정하다고 가정

하고 이 시간동안의 유동량 변화(유입 혹은 유

출)에 의한 압력변화를 식 (33)과 같이 계산한다.

V
tQK

V
tQKPttP leakww

Δ
−

Δ
+=Δ+ 0)(  (33)

여기서 Kw는 유체의 체적변형계수, V는 대상영역 내 체

적, Δt는 시간간격을 나타낸다.

Step 3: 유체압력변화에 따른 균열 변형량을 계산한다. 
유체압력의 증가 및 감소에 따라 균열은 열림 

및 닫힘 거동을 보인다. 유체압력을 이용하여 

균열 변형량은 식 (34)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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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균열 변형에 따른 대상영역 내 체적변형량 및 

압력변화를 계산한다. 변형후 압력은 식 (35)와 

같이 계산된다. 

V
leKttPttP w
⋅Δ

−Δ+=Δ+ )()('  (35)

여기서, P(t + Δt)는 균열 변형 이전의 초기 압력, P'(t
+ Δt)는 균열 변형 후의 압력, Δe는 균열 간극의 변화

를 나타낸다.
계산된 압력은 유동량(Q) 계산에 사용되며 지정된 시

간동안 수렴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Step 1에서 4의 과정

을 반복한다.
 

5. 해석코드 검증 및 적용 사례

5.1 열-역학적 연계해석 사례

5.1.1 2차원 무한평판 내 점열원(point heat source)
개발된 열-역학 해석모듈의 검증을 위해 2차원 무한 

탄성체 내부에 위치하는 점열원 문제를 모델링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해는 Nowaki(1962)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물성은 온도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열원은 

감쇠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물성, 
초기 및 경계조건은 Table 2와 같다.

15개의 경계요소를 이용하였으며 해석시간은 1년간

으로 설정하였다. 기하학적 대칭성을 이용하여 전체 영

역의 1/4만을 해석하고 전체 영역에서의 온도 및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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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chanical and thermal rock parameters used in 
the borehole model

Parameters Value (Unit)
Modulus of elasticity (E) 37.5 (GPa)

Poisson's ratio (ν) 0.25
Thermal conductivity (k) 10.07 (W/m℃)

Specific heat (Cp) 790.0 (Joule/(kg･℃))
Solid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 2.4×10-5 (1/℃)

Tensile strength (σt) 12.5 (MPa)
Cohesion (c) 33.0 (MPa)

Internal friction angle () 33 (°)
Fracture mode I toughness (KIIC) 1.5 (MPa m0.5)
Fracture mode II toughness (KIIC) 3.0 (MPa m0.5)

Table 2. Material properties and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example of point heat source in an infinite 2D plane

Material properties

Density () 2000 kg/m3

Shear modulus (G) 30 GPa

Bulk modulus (K) 50 GPa

Specific heat (Cp) 1000 J/kg℃
Thermal conductivity (k) 4 W/m℃

Linea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 5×10-6/℃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Initial uniform temperature (t0) 0℃
Initial stress state (σij) 0 (no stresses)

Heat source strength (H) 1.0W

(a) Temperature (b) displacement

Fig. 9. Results of FRACOD T-M calculation

를 Figure 9에 도시하였다. Figure 10은 1년 후의 온도, 
응력 및 변위의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해와 수

치해석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5.1.2 열하중에 의한 시추공 주변 변형 및 균열 진전

Figure 11은 초기 온도(T0) 200℃의 지하 암반에 반

경 0.1 m의 원형 시추공이 위치하는 해석모델로, 시추

공 내부 온도(Tw)를 80℃ 까지 급격하게 낮출 경우 열

충격에 의한 균열 발생 양상을 해석하였다. 본 해석에

서는 열응력의 영향을 살펴 볼 목적으로 외부 경계에서 

작용하는 하중 및 초기 응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해석

에 사용한 물성치는 Table 3과 같다.
Figure 12는 해석결과로 얻어진 시추공 주변 온도 및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시간경과에 따른 온도 및 응력전

파 과정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2(f)
는 인장응력에 의한 균열 발생 결과로 시추공 벽면에서 

생성된 균열이 미세균열과 결합되면서 진전되는 양상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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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ameters for coupled hydro-mechanical fracture 
analysis

Parameters Value (Unit)
Fluid bulk modulus (Kw) 2 (GPa)

Fluid viscosity (μ) 1 × 10-3 (Pa s)
Hydraulic conductivity of intact rock (k) 1 × 10-19 (m/s)

In-situ stress (σxx) 5 (MPa)
In-situ stress (σyy) 10 (MPa)

Fracture initial aperture (e0) 10 (μm)
Poisson’s ratio (ν) 0.25

Fracture shear stiffness (Ks) 100 (GPa)
Fracture normal stiffness (Kn) 100 (GPa)

Fracture friction angle ( ) 30 (°)
Fracture cohesion (c) 0 (MPa)

Fracture dilation angle ( d) 1 (°)

(a)

(b)

(c)

Fig. 10. Comparison between FRACOD and analytical results 
((a) Temperature, (b) Thermal stress, (c) Displacement)

Fig. 11. Circular borehole under thermal loading

Table 5. Parameters for hydraulic fracturing with pre-existing 
fractures

Parameters Value (Unit)
Fluid bulk modulus (Kw) 2 (GPa)

Fluid viscosity (μ) 1 × 10-3 (Pa s)
Hydraulic conductivity of intact rock (k) 1 × 10-19 (m/s)

In-situ stress (σxx) 1 (MPa)
In-situ stress (σyy) 1 (MPa)

Fracture initial aperture (e0) 10 (μm)
Fracture residual aperture (er) 10 (μm)

Intact rock Young’s modulus (E) 60 (GPa)
Poisson’s ratio (ν) 0.25

Fracture shear stiffness (Ks) 100 (GPa)
Fracture normal stiffness (Kn) 100 (GPa)

Fracture friction angle ( ) 30 (°)
Initial pore pressure (P0) 0 (MPa)

Fracture dilation angle ( d) 1 (°)
Fracture mode I toughness (KIC) 1.5 (MPa m0.5)

Fracture mode II toughness (KIiC) 3.0 (MPa m0.5)

5.2 수리-역학적 연계해석 사례

5.2.1 수리-역학 해석모듈 검증

Figure 13은 2개의 시추공이 3개의 균열을 통해 연결

된 해석모델로 시추공 직경은 1 m, 시추공 사이의 거리

는 20 m이다. 주입시추공에서 주입압 6 MPa로 일정하

게 주입하고 나머지 시추공에서의 압력은 0으로 설정하

여 정상류상태(steady state)에서의 수리-역학 거동을 해

석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변수값은 Table 4와 같다.

Figure 13은 정상상태에서의 유체압력, 균열 전단변

위, 유체속력 및 균열 간극변화를 나타낸다. 유체 주입

압에 전단변형이 유발되고 이에 따라 균열 간극이 증가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수리적 간극은 약80% 증
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균열에서의 전단변

형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의 증가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

와 잘 일치한다(Yeo et al., 1998, Kim & inoue, 2003).

5.2.2 수압파쇄 균열의 진전

본 해석사례에서는 주입에 따른 수압파쇄 균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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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 100s (b) t = 1000s

(c) t = 1×104 s (d) t = 1×105 s

(e) t = 1×106 s (f) cooling fracture pattern at t = 1×106 s

Fig. 12. Temperature (image) and stress (vector) distribution at each calculation ti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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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uid pressure (b) Shear displacement

(c) flow velocity (d) fracture aperture

Fig. 13. Steady state solution of a coupled process involving fracture fluid flow, fracture shearing and dilation

파 거동을 수치모사하였다. 암반내에 직경 100 mm의 

시추공을 굴착하고 시추공 벽면에는 미세균열이 시추

공 주변에는 4개의 기존 균열이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해석에 이용된 변수값은 Table 5와 같다.
Figure 14는 주입 15초 후의 수압파쇄 균열 전파양상

을 나타낸다. 주입압에 의해 시추공 벽면 미세균열은 기

존 균열쪽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여 기존 균열과 결합, 파괴

거동이 진전되어 가는 양상이 잘 재현되고 있다. Figure 
15는 균열전파양상과 균열 내 유체압력 및 속도를 함께 

도시한 것으로 균열 진전양상은 균열 내 유체압력 전파

양상보다 훨씬 앞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응력파의 전파속도가 균열 내 유체속도보다 훨씬 빠르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암반 내 균열 생성, 진전, 파괴 등과 같은 지하 암반의 

역학적 거동과 이들 균열을 통한 지하수 유동 및 온도 

변화에 기인한 열응력이 역학적 거동에 미치는 상호작

용을 모델링하기 위한 수치해석코드를 개발하였다. 개
발된 수치해석코드에서는 기존의 2차원 FRACOD(Shen 
& Stephasson, 1993)에 열-역학 및 수리-역학 상호거동

을 모델링하는 해석모듈을 추가하였다. 열-역학 연계를 

위해서는 가상열원법과 시간전진기법을 도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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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4. Simulated rock fracturing process due to high pressure fluid injection (blue lines are pre-existing fractures, green 
lines are slipping fractures, and red lines are open fractures with water)

수리-역학 연계에서는 양해법에 의한 반복기법을 적용

하였다. 수치해석결과와 해석해와의 비교를 통해 개발

된 해석모듈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해석사례를 통해 온

도변화에 따른 열균열 발생 및 수압파쇄과정에서의 균

열 진전 양상과 같은 균열 암반 복합거동을 잘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암석강도 특성은 고온상태에서는 감소하고 저온상태

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온도변화

에 따른 암석물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온도

변화에 기인한 열응력은 온도변화량에만 의존하기 때

문에 암반온도가 100℃에서 0℃로 감소하는 경우와 

0℃에서 -100℃로 감소하는 경우가 동일한 균열 발생 

양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온도변화에 따른 암

석물성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수리유동에 따른 열대류현상으로 대표되는 열-수리 상

호작용 설명을 위한 해석모듈을 추가 개발함으로써 완

전한 균열 암반에서의 열-수리-역학적 상호거동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3차원 해석기능으

로의 확장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해석툴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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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5. Fluid pressure distribution during fracture propagation (blue lines are pre-existing fractures, green lines are slipping 
fractures, and red lines are open fractures with water)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본사업인 ‘지하 복

공식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으로부터 지원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국제공동연구로 4개국 6개 기관이 참여하여

2007.9부터 2010.9까지 수행되었으며 참여자인 Dr. Tobias 
Backer(GeoFrames GmbH, Germany), Prof. Mikael Rinne 
(Aalto University, Finland), Prof. Ove Stephasson(GFZ 
German Research Center for Geoscience, Germany), 
Mr. Manfred W. Wuttke(Leibniz Institute for Applied 
Geosciences, Germany)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김형목, 박의섭, 신중호, 박용찬, 2008, 온실가스 (CO2) 지중저
장과 암반공학적 기술요소, 터널과 지하공간, 18(3). pp. 1-10.

2. 박의섭, 정소걸, 정용복, 김택곤, 2009, LNG 저장공동 주변
의 ice ring 형성 모사를 위한 열-수리-역학 연계의 수치해
석적 연구,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46(6), pp. 784-795.

3. 이희석, 2004, FRACOD를 이용한 취성 암석의 손상 및 
파괴에 대한 경계요소 해석, 터널과 지하공간, 14(4). pp. 
248-260.

4. 이희석, 2007,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 암반의 손상 특
성 고찰을 위한 벤치마크 시험 모델 해석, 터널과 지하공간, 
17(1), pp. 32-42.

5. 황용수, 1997, DECOVALEX 국제공동연구 현황분석, 터
널과 지하공간, 7(3), pp. 246-252.

6. 한국암반공학회, 암반공학 수치해석, 건설정보사, 2005.
7. Alehossein, H., Hooman, K., 2008, Coupled thermome-



균열 암반의 복합거동해석을 위한 열-수리-역학적으로 연계된 파괴역학 수치해석코드 개발80

김 형 목
199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
과 공학사
199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석사
2002년 동경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Tel: 042-868-3265
E-mail: kimh@kigam.re.kr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연구
본부 선임연구원

Baotang Shen
1988년 MS.D Northeast University, 
China
1991년 Ph.D student, LuleåUniversity
of Technology, Sweden. 
1995년 Ph.D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Sweden
Tel: +61-7-3327-4560
E-mail: Baotang.Shen@csiro.au
현재 Code Develper, in FRACOM ltd., 
Finalnd Senior Geotechnical Engineer,
CSIRO Exploration and Mining, Australia

박 의 섭
1989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
과 공학사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석사
200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박사

Tel: 042-868-3098
E-mail: espark@kigam.re.kr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연
구본부 선임연구원

신 중 호
1983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
과 공학사
1985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
과 공학석사
1990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
과 공학박사

Tel: 042-868-3242
E-mail: jhsynn@kigam.re.kr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환경연
구본부 책임연구원

chanical boundary element modelling (BEM). Proceedings 
of the Sir Mark Oliphant International Frontiers of Science 
and Technology Australian Geothermal Energy Conference, 
Rydges Hotel, Melbourne, 19-22 August 2008, pp. 23-27.

8. Carlaw, H. S. Jaeger, J. C., Conduction of Heat in Solids, 
Oxford University Press, 2ed., 1959.

9. Crouch, S. L., 1976, Solution of plane elasticity problems 
by the displacement discontinuity method. Int J Numer 
Methods Eng 1976; 10:301-43.

10. FRACOM Ltd., FRACOD User’s manual, 2010.
11. Ghassemi, A., Cheng, A.H.D., Diek, A., Roegiers, J.C., 

2001, A complete plane strain fictitious stress boundary 
element method for poroelastic media. Eng Anal Boundary 
Elements 2001; 25:41-8.

12. Itasca, 2010, UDEC-Universal Distinct Element Code, 
Itasca Consulting Group, Minnesota, USA.

13. Kim, H.M. Inoue, J., 2003, Analytical approach for ani-
sotropic permeability through a single rough rock joint 
under shear deformation, J. Geophys. Res., 108 (B8) 2366, 
doi:10.1029/2002JB002283

14. McTigue, D.F., 1986, Thermoelastic Response of Fluid- 
saturated Porous Rock, Journal Geophysics Research, 
Vol. 91, No. B9, pp. 9533-9542.

15. Nowaki, W., 1962, Thermoelasticity, Addison-Wesley Pub. 
Co., 628p.

16. Rinne, M., B. Shen, H.S Lee and L. Jing., 2003, Ther-
momechanical simulations of pillar spalling in SKB APSE 
test by FRACOD. GeoProc2003 Symposium. Stockholm.

17. Shen, B., Stephansson, O., 1993, Modification of the 
G-criterion of crack propagation in compression, Int. J. 
Engineering Fracture Mechanics, 47(2), pp. 177-189.

18. Shen, B., Rinne, M., 2007, A fracture mechanics code 

for modelling sub-critical crack growth and time dependency. 
In Ebertardt, Stead & Morrison (eds): Rock Mechanics: 
Meeting Society’s Chanllenges and Demands. Vol. 1, pp. 
591-598.

19. Shen, B., 2008, Borehole breakout and in situ stresses. 
SHIRMS 2008. Vol. 2, pp. 407-418.

20. Shen, B. et al., 2011, “Modelling Fracture Propagation 
from Thermal and Hydraulic Loadings”. Proceedings of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
tion for Computer Methods and Advances in Geomechanics, 
9-11 May 2011 Melbourne, Australia (accepted for publi-
cation).

21. Stephansson, O., B. Shen, M. Rinne, T. Backers, K. Koide, 
S. Nakama, T. Ishida, Y. Moro and K. Amemiya., 2003, 
Geomechanical evaluation and analysis of research shafts 
and galleries in MIU Project, Japan. The 1st Kyoto 
International Symposium on Underground Environment. 
March 17-18. Edited By T. Saito and S. Murata Kyoto 
University.

22. Timoshenko, S.P. Goodier, J.N., 1970, Theory of Elasticity 
3rd Edition. MacGraw-Hill Book Company, New York.

23. Yeo, I. W., De Freitas, M. H., Zimmerman, R.W., 1998, 
Effect of shear displacement on the aperture and per-
meability of a rock fracture, Int. J. Rock Mech. Min. Sci., 
35, 1051-1070.

24. Zhang, Q., 2004, A boundary element method for thermo- 
poroelasticity with applications in rock mechanics. M.Sci. 
Thesis, University of North Dakota.

25. Zhang, Z.X., Yu, J. Kou, S.Q. and Lindqvist, P.A., 2001, 
Effects of high temperatures in dynamic rock fracture. 
Int. J. Rock Mech. Min. Sci. & Min. Sci., Vol. 38:211-225.



터널과 지하공간 81

김 택 곤
1992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공학사
199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석사
199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박사

Tel: 02-3700-7295
E-mail: tkkim@skec.co.kr
현재 SK건설 GEOTASK팀 부장

고 태 영
1999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공학사
2001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
스템공학과 공학석사
2004년 MIT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2008년 University of Arizona 자원공학
과 공학박사
Tel: 02-3499-1589
E-mail: tyko@sk.com
현재 SK건설 GEOTASK팀 과장

이 진 무
1984년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이학사
198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질학과, 이
학석사

Tel: 02-3700-7483
E-mail: jmlee-d@skec.co.kr
현재 SK건설(주) Geotask 팀장

이 승 철
1992년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공학사
199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과 
공학석사
2003년 Univ. of Colorado Civil Eng. 
공학박사

Tel: 02-3700-8683
E-mail: sclee-a@skec.co.kr
현재 SK건설 Geotask팀 부장

이 희 석
1993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
과 공학사
199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석사
199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박사

Tel: 02-3700-7229
E-mail: hslee@skec.co.kr
현재 SK건설 GSUC팀 부장


	균열 암반의 복합거동해석을 위한 열-수리-역학적으로 연계된 파괴역학 수치해석코드 개발
	Abstract
	초록
	1. 서론
	2. FRACOD 기본이론
	3. 열-역학 연계해석
	4. 수리-역학적 연계해석
	5. 해석코드 검증 및 적용 사례
	6.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