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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기반 개별요소모델을 통한 암석의 강도 및 변형 특성 모사

박정욱, 이윤수, 박 찬*, 박의섭

Numerical Simulation for Characteristics of Rock Strength and 
Deformation Using Grain-Based Distinct Element Model  

Jung-Wook Park, Yun-Su Lee, Chan Park*, Eui-Seob Park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troduces a numerical technique to simulate the mechanical behavior of brittle rock, 
based on a grain-based model combined with Universal Distinct Element Code (GBM-UDEC). Using the technique, 
the microstructure of rock sample was represented as an assembly of deformable polygonal grains, and the failure 
process with the evolution of micro tensile cracks under compression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strength and deformation, the behaviors of the simulated model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observations 
in the laboratory-scale experiments of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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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GBM-UDEC(grain based model combined with Universal Distinct Element Code) 모델을 

통해 암석의 역학적 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수치해석기법을 소개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암석의 광물학적 구조를 

다각형 입자의 집합체로 표현하고, 압축하중 하에서 암석의 파괴 특성 및 인장균열의 전파 양상를 살펴보았다. 
제시된 수치해석모델은 단축압축강도시험 및 간접인장강도시험을 통해 관찰되는 암석의 역학적 거동 특성을 

합리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grain-based model (GBM), UDEC, 다각형 입자, 암석 모델링

1. 서 론

암석은 여러 광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불균질 재료

로써, 압축하중 하에서 균열의 개시 및 성장, 취성파괴

와 같은 역학적 거동은 암석의 광물학적 구조적 특징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많은 연구로부터 암석의 손상

이 주로 인장균열의 개시, 누적 및 상호 연결에 기인하

며, 전단균열은 인장균열이 충분히 발생한 이후에 파괴 

거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irhurst와 Cook, 
1966, Fonseka 외, 1985; Martin과 Chandler, 1994). 인

장균열은 암석구조의 불균질성에 기인한 국부적인 응력

집중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점차 성장하여 상호 연결

되면서 결국 암석의 거시적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암석의 파괴특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수치모델이 제안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암석의 광물학

적 구조나 점진적 인장균열의 발생 등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는 못한 상태이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

속체 모델의 경우, 실내실험이나 현장시험에서 얻어진 

거동 특성에 기초하여 구성방정식을 정의하게 되므로 

암석 재료 특유의 불균질성이나 이방성을 근본적으로 

재현하기 어렵고, 비선형 파괴포락선(non-linear failure 
envelope)이나 스폴링(spalling), 슬래빙(slabbing)과 같

은 취성파괴를 모사하는 데 많은 한계점을 지닌다(Martin, 
2014). Cundall(2001)은 유한요소법이나 유한차분법과 

같은 연속체적 접근법의 가장 큰 단점으로서 1) 재료의 

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구성방정식이 다수의 파라미터

와 모호한 가정을 수반한다는 점과 2) 균열이나 파괴면

의 생성과 같은 자연현상을 적절히 모사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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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oronoi model (b) ball model

Fig. 1. The ball/sphere and voronoi polygon model to represent rock particles/blocks (Martin, 2014)

Fig. 2. Jointed system produced by voronoi tessellation generator in UDEC (UDEC, 2011)

점을 지적하고, 향후 암반공학 및 지반공학 분야에서 

입자 스케일의 불연속체 접근방식이 연속체 접근법을 

대체할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Potyondy와 Cundall 
(2004)은 원형 또는 구형의 입자결합모델(bonded-particle 
model)과 개별요소법의 결합을 통해, 암석의 거동을 미

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

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모델의 거동이 오직 입자

간의 결합력 및 간단한 응력-변위 관계식만으로 정의되

고, 입자의 결합손실(미세균열)을 통해 암석의 점진적 파

괴과정을 직접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시적 관점에서 암석 구조를 모델링하기 위한 연구

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Particle Flow 
Code(PFC, Potyondy와 Cundall, 2004)와 같이 원형 또

는 구형 입자들의 집합체로 표현하는 방법, RFPA2D(Tang, 
1997)와 같이 사각형 입자구조로 표현하는 방법, voronoi 
tessel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불규칙한 형태 및 크기를 

갖는 다각형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조암광물

의 불규칙한 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voronoi 다이어그

램과 같이 임의형태의 다각형을 이용하여 암석 구조를 

모델링하는 방식이 불필요한 가정을 축소할 수 있는 가

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Fig. 1). Lan 외(2010)
는 voronoi tessel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광물입자 스케

일에서 암석 구조를 모델링한 뒤 상용프로그램인 Universal 
Distinct Element Code(UDEC, Itasca, 2011)를 이용해 

압축하중을 받는 암석의 파괴 거동을 모사하였다. 그들

은 이러한 접근법에 의한 수치모델을 Grain-based Model 
(GBM)-UDEC 모델로 명명하고, 이 모델이 암석의 광

물구조의 불균질성으로 인한 복잡한 파괴거동을 모사

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피력

하였다. Shin (2010) 역시, 기존의 수치해석기법으로는 

모델링이 어려웠던 암반의 스폴링(spalling) 문제를 이 

수치모델을 통해 매우 정교하게 모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GBM-UDEC 모델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해 실험실에서 수행된 단축압축강도시험 및 간접

인장강도시험 결과를 재현하였다. 암석의 광물학적 구

조를 다각형 입자의 결합체로 표현하였고, 이 과정에서 

Potyondy와 Cundall(2004), Potyondy(2010)가 제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생성된 다각형 메쉬를 UDEC(Itasca, 
2011)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단축압축강도시험 및 간

접인장강도시험을 모사하였으며, 압축하중을 받는 암석

의 응력분포와 미세균열 전파를 살펴봄으로써 상기한 

수치모델의 활용성을 살펴보았다.

2. Grain-Based Distinct Element Model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an 외(2010)는 voronoi tessel-
lation 기법을 통해 다각형 입자 메쉬를 생성하고, UDEC 
해석을 통해 암석의 파괴거동을 모델링하였다. Voronoi 
tessellation이란 공간을 분할하는 기법 중 하나로, 평면 

위에 임의의 시드점(random seed point)들을 분포시킨 

후 가장 인접한 두 개의 점을 선택하여 수직이등분선을 

그린 뒤, 이들을 폐합하여 평면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Voronoi 다각형은 평면상에서 여러 시드점 중 특정한 한 

시드점과 가장 가까운 점들의 집합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UDEC 내에도 voronoi tessellation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블록을 이루는 변들의 평균 길이를 입력하면,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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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disk packing using PFC2D (b) contacts between adjacent particles

(c) nodes at internal-void centroids (d) generated polygonal mesh

Fig. 3. Generation of polygonal mesh produced by disk packing algorithm of PFC2D

와 같이 손쉽게 voronoi 다각형 메쉬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voronoi tessellation은 평면상 임의 위치에 있는 

시드점(random seed point)들을 사용하므로 구성된 다

각형들의 크기가 대체로 균등분포(unifiorm distribution)
를 따르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Lan 외(2010)는 조암광

물의 다양한 크기분포를 해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크기

별로 원형 입자군을 생성한 뒤 입자의 중심점을 시드값

으로 사용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암광물의 다양한 크기 분포를 반영

하기 위하여 Lan 외(2010)와 같이 원형입자를 이용하되, 
voronoi tessellation이 아닌 Potyondy(2010)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다각형 메쉬를 생성하였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각형 입자 메쉬의 생성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상용프로그램인 PFC2D
를 이용하여 크기 및 조성비에 따라 원형 입자군을 생

성하였다. (a)는 일정영역 내에 생성된 세 종류의 원형

입자군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입경비와 면적비가 각각 

5:3:2, 25:40:35가 될 수 있도록 초기모델을 생성한 후 

Potyondy와 Cundall(2004)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

든 입자가 인접한 입자 및 경계와 최소 세 지점에서 접

촉점을 갖도록 disk-packing을 실시하였다. (b)는 인접

한 두 입자간의 접촉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각 선분은 

두 입자의 중심을 연결한 것이다. 인접한 선분들은 그 

내부에 공극을 포함하는 다각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c)
와 같이 다각형의 중심점(node)을 구한 뒤, 원형입자를 

중심으로 이들을 연결하면 (d)와 같이 각 원형입자에 

대응하는 다각형입자로 이루어진 메쉬를 얻을 수 있다. 
상기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암광물의 입경 분포 및 조

성비를 반영한 다각형 메쉬를 구성한 뒤, FISH 함수를 

이용해 UDEC에서 해석모델을 생성하였다. UDEC에서 

각 다각형은 변형이 허용되는 요소(deformable zone)들
로 다시 분할한 뒤 탄성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블록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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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RD graph on Hwangdeung granite

접촉면은 절리(joint)로 가정하고 area contact - Coulomb 
slip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4.1절에서 자세

히 기술하기로 한다. 

3. 암석시료의 광물학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암석 시료는 국내에서 채취된 황등

화강암으로 그 광물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 
(X-ray diffractometer) 정량분석 및 편광현미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Fig. 4는 XRD 정량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얻은 광물성분 분석 그래프이며, Fig. 5는 네 지점의 편

광현미경 사진을 보여준다. XRD 정량분석은 직경 1 
cm의 홀을 가진 알루미늄 원반형 홀더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부착한 후 분말시료를 코팅하고 X선을 투과하

여 시료의 무게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써, 대상 시료의 

주요 광물성분은 조장석(44.6%), 석영(25.9%), 정장석

(20.4%), 흑운모(8.8%) 순으로 나타났고 자철석과 백운

모가 0.2 % 미만으로 소량 검출되었다. 
현미경 관찰에서 역시 조장석, 석영, 정장석, 흑운모 

등이 주로 관찰되었다. 몇몇의 석영 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1.0 mm 이내의 입경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소 큰 편차를 갖는 불규칙한 입경 분포를 보였다. 
편광현미경 사진의 이미지분석을 토대로 주요 조암광

물의 등가입경(equivalent diameter)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4. GBM-UDEC 모델을 통한 압축하중 하의 암석 
거동 모델링

4.1 Grain-Based Model
주요 조암광물인 조장석, 석영, 정장석, 흑운모의 조

성비 및 크기분포를 반영하여 황등화강암의 광물학적 

구조를 모델링하였다. 먼저 PFC2D를 이용하여 130 mm 
× 55 mm 영역에 조성비가 44.6:25.9:20.4:9.1인 원형 

입자군을 발생하였으며, 이때 각 광물의 입경은 Table 1
에 나타낸 평균 ± 표준편차 범위 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르도록 하였다. Table 2와 Fig. 6은 각

각 실제 암석과 수치모델로부터 얻은 조성비 및 입경분

포를 비교한 것이다. 실제 암석 시료에서 조성비와 입

경이 모두 작게 나타났던 흑운모를 제외하면,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수치모델의 입경이 더 작은 

표준편차를 보였으나, 평균값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

었다. 
실내시험의 경우, 직경과 길이가 53.5 mm, 106.8 mm

인 NX 코어 시료가 사용되었으나, 이 크기를 적용하는 

경우 광물입자의 입경이 너무 작아 UDEC 프로그램의 

최대 메모리를 초과하는 overflow 에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 PFC 등과 같은 유사한 

모델에서도 실제 광물의 입자크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재현가능한 수준의 입자크기를 설정한 뒤 미세물성을 

조정함으로써 암석 유사재료를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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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tion 1 (b) section 2

(c) section 3 (d) section 4

Fig. 5. Images of mineral grain structure observed in polarization microscope (Ab: albite, Qz: quartz, Bt: biotite, Ms: muscovite, 
Prt: perthite, Or: rothoclase, Mag: magnetite) 

Table 1. Equivalent diameter of mineral grains for Hwangdeung granite 

Mineral Mean 
(mm) Standard deviation (mm) Maximum 

(mm)
Minimum 

(mm)

Albite 1.04 0.26 1.30 0.60 

Quartz 0.95 0.61 2.13 0.32 

Orthoclase 0.62 0.26 1.14 0.41 

Biotite 0.34 0.11 0.54 0.20 

Table 2. Comparison of mineral composition ratio between rock sample and grain-based model

Mineral
Composition ratio (%)

Rock GBM Relative error (%)

Albite 44.6 44.7 0.22

Quartz 25.9 26.1 0.77

Orthoclase 20.4 19.0 6.86

Biotite 8.8 10.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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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ck sample (b) grain-based model

Fig. 6. Comparison of mineral size between rock sample and grain-based model

(b) groups of deformable blocks 

(a) microstructural model (c) groups of joints

Fig. 7. Generation of grain-based model

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광물스케일의 암석 구조를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부득이하게 

해석영역의 크기를 줄여 20 mm × 40 mm의 모델을 사

용하였다. Fig. 7은 생성된 해석모델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의 광물입자에 대응하는 각 다각형 블록은 몇 개의 

zone 요소로 다시 분할하였다. 각 다각형에는 탄성모델

을 적용하여 변형은 허용되지만 파괴되지는 않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자간의 접촉

면에는 절리 요소(joint)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area 
contact - Coulomb slip 모델을 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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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put parameters for minerals 

Mineral Density
(ton/m3)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Albite 2.62 69.0 0.28

Quartz 2.65 94.5 0.08

Orthoclase 2.57 89.0 0.25

Biotite 3.05 33.8 0.36

Area contact - Coulomb slip 모델의 거동은 강성(수
직강성, 전단강성) 및 강도(인장강도, 마찰각, 점착력) 
파라미터들을 통해 정의된다. 불연속면의 수직강성을 

이라고 할 때, 각 계산스텝에서 불연속면에 작용하는 

수직변위증분 ∆과 유효수직응력 증분 ∆은 식 (1)
의 관계를 따르며, 여기서 압축과 관련된 파라미터는 

음의 부호를 갖는다.

∆ ∆  (1)

불연속면의 유효 수직응력이 인장강도( )보다 크면 

인장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수직응력은 0이 된다. 
마찬가지로, 불연속면의 전단응력 증분(∆ )은 탄성 

전단변위(∆ )와 전단강성( )을 통해 식 (2)와 같이 정

의된다.

∆ ∆  (2)

그러나 상기 식은 전단응력이 전단강도보다 작을 때

에만 유효하며, 만약 전단응력이 전단강도에 도달하면, 
전단균열 및 미끄러짐(slip)이 발생한다. 이때의 전단응

력은 식 (3)과 같이, 전단변위( ) 방향으로 전단강도의 

크기와 동일한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 max  (3)

위 식에서 전단강도 max는 마찰각()와 점착력( )에 

의해 식 (4)와 같이 표현된다.

max tan (4)

따라서 인장균열이 발생한 불연속면의 경우에는 수직응

력이 0이 되므로 점착력만이 전단응력에 저항하게 된다.

4.2 미시변수 조정(micro-parameter calibration)을 통한 
단축압축시험 및 간접인장강도시험 모사

일반적으로 입자모델을 통해 암석의 거동 특성을 모

사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수준에서 암석의 강도 및 변

형 특성을 재현하기 위한 미시변수 결정(micro-parameter 
calibraion)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

각형 모델의 경우 입자 내부와 입자간의 접촉면에 관련

된 물성을 미시변수(micro-parameter)로 정의할 수 있

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암석의 압축강도, 
인장강도, 탄성정수 등을 재현하였다. 

광물 입자에 대응하는 다각형 블록의 경우, 문헌에 제

시된 측정치(Robertson, 1988, Christens, 1995, Mavko 
외, 2003, Whitney 외, 2007)를 참고하여 입력물성을 

결정하였다(Table 3).  
본 연구에서는 해석모델에 네 종류의 광물을 사용하

였으므로, 광물간 접촉면은 Table 4와 같이 총 10가지 

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Fig. 7(c)와 같이, joint 
요소들을 종류에 따라 분류한 뒤, 서로 다른 수직강성 

및 전단강성을 부여하였다. Table 4는 해석모델을 통해 

암석에 대한 실내시험 결과를 모사할 수 있도록 조정된 

접촉면의 입력물성이다. 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하여 

상이한 광물간의 접촉면 강성은 동일 광물간의 접촉면 

강성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예를 들면, 
Table 4에서 조장석-석영(Type 2)의 접촉면 강성은 조

장석-조장석(Type 1), 석영-석영(Type 5) 강성의 평균

치에 0.9를 곱한 값이다. 전단강성-수직강성 비율, 마찰

각, 점착력 및 인장강도는 접촉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수치를 적용하였다. 
Fig. 8은 수치해석 결과를 실험실에서 얻어진 암석시

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수치해석의 경우, 원형입자 

발생 시 시드(seed)값을 달리하여 생성된 5개의 시험편

을 사용하여 각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7(a)는 단축

압축강도시험 결과 중 한가지의 결과를 암석의 시험결

과와 비교한 것이다. 수치모델이 암석의 단축압축강도

는 물론, 탄성계수 및 포아송비, 파괴 후 부피팽창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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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put parameters for interface between minerals obtained from calibration procedure

Interface/Contact Normal 
stiffness, (N/m) Ks/Kn

Friction
angle
( ° )

Cohesion
(MPa)

Tensile
strength 
(MPa)Type Mineral 1 Mineral 2

1 Albite Albite 1.43E+14

0.64 30 35 18.0

2 Albite Quartz 1.26E+14

3 Albite Orthoclase 1.28E+14

4 Albite Biotite 1.13E+14

5 Quartz Quartz 1.37E+14

6 Quartz Orthoclase 1.26E+14

7 Quartz Biotite 1.10E+14

8 Orthoclase Orthoclase 1.42E+14

9 Orthoclase Biotite 1.12E+14

10 Biotite Biotite 1.07E+14

(a) Uniaxial compression test (b) Brazilian tensile strength test

Fig. 8. Calibration of micro-parameters using UCS and Brazilian test

Table 5. Comparison of experimentally obtained and numerically simulated strengths

TEST Lab. TEST Grain-based model Relative error of mean value (%)

UCS (MPa) 178.2 (±4.3) 181.5 (±5.4) 1.9

Tensile strength (MPa) 7.4 (±0.6) 7.2 (±0.8) 2.7

은 변형 특성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모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FC로 대표되는 원형 입자결합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암석의 인장강도 및 내부마찰각을 구현

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특히 인장강도가 압축강도에 비

해 너무 커 암석의 거동을 모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는 점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Cho 외(2007)는 인접한 여러 입자들을 결

합해 강체로 가정하는 clump logic을 제안하기도 하였

다. 다각형 입자모델은 직관적으로도 원형 입자모델에 

비해 암석 구조를 모델링하기에 더 타당하고, 취성재료

인 암석의 역학적 거동을 모사하는 데 있어 더 활용도

가 높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Table 5는 실내시험과 수치해석에서 얻어진 단축압

축강도와 인장강도를 비교한 것으로 각각 5개의 시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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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stimated evolution of micro tensile cracks in 
uniaxial compression test

(a) at axial strain of 0.15% (b) at axial strain of 0.40%

(c) at axial strain of 0.60% (d) at axial strain of 0.75%

Fig. 10. Evolutions of micro tensile cracks and vertical stresses displayed at different strain levels

에 대한 평균값과 상대오차를 나타내었다. 수치해석 결

과가 더 높은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면, 3.0% 
이하의 근소한 오차를 보였다. 변형 특성을 나타내는 

탄성계수와 포아송비는 측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수치로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실내시험과 수치

해석에 수행된 각 5회의 모든 실험에서 Fig. 8(a)에 나타

낸 변형 특성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4.3 인장균열 모니터링

본 연구에서는 개별요소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단축

압축강도시험 중 광물입자간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미

세 인장균열(micro tensile crack)의 개시와 전파 양상

을 살펴보았다. 앞서 4.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접촉

면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이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수직

응력이 0이 되는 순간을 미세균열의 발생으로 정의하

고, 모든 time step에서 미세 인장균열 발생 지점을 모

니터링하였다. 
Fig. 9는 단축압축강도시험의 응력-변형률 곡선과 함

께 인장균열의 발생빈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장균열 

개시시점 및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을 함께 표시

하였다. 초기상태에는 탄성 선형거동을 보이다가 약 0.15%
의 변형률이 발생한 시점에서 인장균열이 개시되었다. 
인장균열은 0.40% 수준의 변형률 이후 급격히 발생빈도

가 증가하다가 결국 시료는 거시적 파괴에 도달하였다.
Fig. 10은 변형률이 0.15%(균열개시), 0.40%(균열성

장), 0.60%(단축압축강도 발현 시), 0.75%(단축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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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ip angles of micro tensile cracks monitored at 
stress levels of crack coalescence and peak strength 
stages

발현 후)일 때 인장균열 위치와 수직응력 분포를 보여

준다. 변형률이 0.15%인 시점에서 몇몇 국부적인 영역

에 독립된 균열이 개시됨을 확인할 수 있고, 변형률이 

0.40%인 시점에는 균열이 점차 증가하다 수직한 방향

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수직

응력은 151.7 MPa로서 압축강도의 약 85% 응력 수준

에 해당되며, 균열이 성장하여 연결됨에 따라 응력-변
형률 곡선이 비선형 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거시적인 파괴에 이를 때까

지 인장균열은 수직방향으로 성장하며, 입자구조의 불

균질성으로 인해 국부적으로 수직응력이 500 MPa 이
상 집중되는 지점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단축압축강도

를 기록한 이후에는 재료의 거시적 파괴로 인해 폭발적

인 부피팽창이 발생하였고, 대체로 본 연구에서 적용된 

수치모델이 암석 실내시험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들을 합리적 수준에서 모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은 인장 균열의 연결 시점과 단축압축강도 발

현 시점에서 모든 인장 균열의 경사를 측정한 뒤 각 시

점에서 발생한 총인장균열에 대한 상대빈도(%)로 표현

한 것이다. 앞서 Fig. 10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70° 이
상의 고경사를 갖는 접촉면에서 주로 인장균열이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균열이 성장하여 연결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남을 관찰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암석의 역학적 거동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비교적 새로운 수치해석기법인 GBM-UDEC 모델

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입자 스케일에서 암석의 

광물학적, 역학적 특성을 재현하였다. 조암광물의 구성

비 및 크기분포를 적용하여 암석 구조를 모델링하고 단

축압축강도시험과 간접인장강도시험을 수행한 결과, 실
험실 수준에서의 암석의 강도와 변형특성을 상당히 근

접하게 모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GBM-UDEC 모
델은 향후 실험실 수준에서 암석의 구조적, 물리적 불

균질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괴 거동을 예측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입자크기로 인

한 거동의 크기효과 문제나 계산속도 등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답이 제시된다면,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암

반공학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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