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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의 3차원 불연속균열망(DFN)에 관한 연구 및 민감도분석

박정찬, 박승훈, 김하영, 김건영, 권상기*

Sensitivity Analyses of Three-Dimensional Discrete Fracture 

Network Modeling of Rock Mass

Jung Chan Park, Seung Hun Park, Ha Yung Kim, Geon-Young Kim, Sangki Kwon*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meters of the discontinuity in Discrete Fracture Network 

model such as fracture intensity, fracture orientation, fracture size, fracture shape etc. In this paper, FracMan code 

was used to model and analyze 3D DFN. A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inear fracture intensity measure (
) and parameters of the discontinuity in 100 m × 100 m × 100 m 

model area. As a result the sensitivity analysis showed that key parameters affecting fracture intensity are fracture 

orientation (Trend / Plunge). Conversion factor(
) for 

, to calculate volumetric fracture intensity measure (
), 

is derived in case of vertical well and horizontal well when trend is 10°, 30°, 60°, 90°, 120°, 150°, 180° (7cases) 

and plunge is 5°, 15°, 30°, 45°, 60°, 75°, 85° (7cases).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an be used effectively for 

modeling and understanding DFN model.

Key words Discontinuous rock masses, 3D Discrete Fracture Network, Fracture intensity, FracMan cod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불연속암반의 모사기법인 3차원 불연속균열망(Discrete Fracture Network, DFN)모델의 

구성 및 해석 코드인 FracMan을 이용하여, DFN모델에서의 불연속면의 밀도(fracture intensity), 불연속면의 방향

성(fracture orientation), 불연속면의 크기(fracture size), 불연속면의 모양(fracture shape) 등의 불연속면의 특성인

자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00 m × 100 m × 100 m 모델영역에서 균열의 선형밀도(


)와 불연속면을 

구성하는 인자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불연속면의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불연속면의 방향성 인자인 선주향(Trend)과 선경사(Plunge)로 나타났다. 불연속면의 

체적밀도(


)의 계산을 위해서 불연속면의 선주향이 10°, 30°, 60°, 90°, 120°, 150°, 180° 인 7가지 경우와 선경사

가 5°, 15°, 30°, 45°, 60°, 75°, 85°인 7가지 경우에서의 수직, 수평시추일 경우에 관한 

의 환산인자(


)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불연속균열망 모델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불연속암반, 3D 불연속균열망(DFN), 불연속면의 밀도, FracMan코드

1. 서 론

현재 국내에서는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공간의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터널, 

지하철, 지하주차장 등과 같은 기존의 지하공간 개발에

서부터 석유 및 LPG 지하비축기지, 식품저장고, 방사

성 폐기물 처분장 등으로 지하공간의 활용 형태와 범위

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서는 암반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이

해가 요구된다.

암반의 역학적, 수리적, 열적 거동은 절리(joint), 층리

(bedding), 단층(fault)과 같은 다양한 불연속면의 분포

특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즉, 불연속면은 암반의 

강도 및 탄성계수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불

연속면의 발달 정도 및 특성에 따라서 불연속 암반에 



암반의 3차원 불연속균열망(DFN)에 관한 연구 및 민감도분석342

Fig. 1. Conceptual models for discontinuous rock masses (modified from Golder Associates, 2009)

위치한 구조물의 역학적 안정성은 영향을 받게 된다. 

암반 내의 지하수와 같은 유체의 유동은 암반블럭(rock 

block) 자체를 투과하기보다는 대부분이 불연속면을 통

해 이동하므로, 불연속면의 특성은 암반의 수리적인 거

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현장히터시험을 통해 

권상기 등(2011)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불연속면의 분포 

및 특성은 암반의 열적 거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지하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및 운영을 위

해서는 현지 암반을 불연속면들에 의해 분리된 암석 블

록들의 집합체로 간주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불연

속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분석 작업인 불

연속면의 특성화 작업은 필수적이다. 불연속면의 특성

화 작업은 전통 및 비전통 석유 및 가스 분야의 경제성

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불연속면의 분포 특성은 석유 회수율을 예측하는 데 중

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Nelson, 2001).

하지만 노두조사 또는 시추공 자료로부터 측정되는 

1, 2차원 균열자료를 통해서 암반 내 불연속면의 3차원

의 분포를 정확하게 모사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보다 정확한 3차원 불연속면의 분포를 얻기 위해 현

장 지질조사를 통해 획득된 불연속면의 특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적 확률분포를 이용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Priest, 1993).

본 연구에서는 불연속면의 특성인자(불연속면의 방향

성, 크기, 모양 등)의 분포특성을 통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FracMan 코드를 이용하여, 불연속암반의 특성

을 대표하는 불연속면의 밀도(fracture intensity)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를 규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를 통해 불연속면의 특성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고, 1차원 균열자료를 바탕으로 3차원 불연속균

열망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직 및 수평공에 대한 

환산인자(conversion factor)의 범위를 도출하였다. 

현재 비전통에너지 자원인 셰일가스 및 오일샌드분야

에서는 개발과 생산을 위한 수평공(horizontal well)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Alexander et al., 2011). 

따라서 수직 시추를 통해 얻어진 1차원의 불연속면 자

료를 통해 수평공 구간의 불연속면 특성을 추정하는 방

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1차원 불연속면의 

밀도에 대한 수직 및 수평공의 환산인자는 수평공 구간

의 불연속면 특성을 이해하고, 3차원 암반균열망 모델

링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2. 3차원 불연속 균열암반 모델링 

2.1 Dual Porosity Model and Discrete Fracture Model

불연속암반을 모사하는 기법으로는 두 가지 이론적인 

개념모델(이원공극-Dual Porosity 모델과 불연속균열망

-Discrete Fracture Network 모델)이 연구되었다. Fig. 1

은 Warren과 Root(1963)가 제안한 이원공극모델과 불

연속균열망을 보여준다(Long et al., 1982).

이원공극모델은 실제 불연속암반을 단순화하는 개념

모델(Conceptual Model)이다. 반면에 불연속균열망은 

실제 불연속암반을 최대한 근접하게 모사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조사된 불연속면의 방향(fracture orientation), 

크기(fracture size), 밀도(fracture intensity), 간극(fracture 

aperture) 등의 불연속면들의 특성에 관한 통계적인 자

료를 바탕으로 불연속면의 분포를 모사하는 추계학적

(stochastic)인 모델링기법이다.

불연속균열망은 통계적 처리를 통해서 최적의 분포함

수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불연속암반을 특성화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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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acture Intensity measures (Dershowitz and Herda, 1992) 

Dimension of 

Sampling Region

Dimension of Measurement

Number of 

Fractures

[D=0]

Fracture

Length

[D=1]

Fracture

Area

[D=2]

Fracture

Volume

[D=3]

Line 

[D=1]


 

[ / ]




Linear

Measures

Area 

[D=2]




[ /]




[ /]




Areal

Measures

Volume 

[D=3]




[ /]




[/]


Volumetric

Measures

(a) P10

(Linear fracture intensity)

(b) P21

(Areal fracture intensity)

(c) P32

(Volumetric fracture intensity)

Fig. 2. Fracture intensity (P10, P21, P32) built in FracMan

문에 이원공극모델보다 실제에 더욱 적합하다고 보고

되고 있다(Long et al., 1991). 국내에서도 불연속균열

망을 통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박종성 등(2007)이 

EDZ에서의 지하수 유동 특성에 관한 수리적인 연구를 

위해서 3차원 불연속균열망을 적용시켰고, 민기복 등

(2011)은 불연속균열망을 통해서 균열암반의 역학적 및 

수리적 성질에 암반 초기응력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

였다.

2.2 불연속면의 밀도 

불연속면의 밀도(fracture intensity)는 노두조사 방법

인 조사선법(scanline survey)과 조사창법(window survey)

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해당 조사구역의 차원과 측정

된 불연속면의 차원에 따라서 Table 1과 같이 불연속면

의 밀도를 정의하고 분류할 수 있다. 


의 아래첨자 

A는 조사대상 구역의 차원(1D-line, 2D-surface, 3D- 

volume)을 의미하고, 아래첨자 B는 측정된 불연속면의 

차원(0D-count, 1D-line, 2D-plane, 3D-volume)을 표현

한다. 즉, 


은 조사구역에서 측정된 불연속면의 개수

를 조사선 길이로 나눈 값이고, 

은 조사구역에서 측

정된 불연속면의 길이의 합에서 조사구역의 넓이로 나

눈 값, 

는 조사구역에서 측정된 불연속면의 넓이의 

합에서 조사구역의 부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본 연구

에서는 Fig. 2와 같이 불연속면의 밀도를 표현하는 방

법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현방식인 


, 


, 


를 이용하였다.

2.3 불연속면의 방향성

불연속면의 방향성은 불연속망을 해석하기 위한 기초

적인 자료이자, 암반사면의 안정성평가법인 평사투영법

(Stereographic projection method)에서는 핵심 요소로

서 작용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3차원 공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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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racture orientation system (trend / plunge) 

(a) Fisher K = 50

(P32 1.0, trend 30, plunge 30) 

(b) Fisher K = 300

(P32 1.0, trend 30, plunge 30) 

Fig. 4. Effect of Fisher parameter K on a randomly generated joint set

서 불연속면의 방향은 선주향(trend)과 선경사(plunge)

로 나타낼 수 있다. Fig. 3과 같이 선주향은 불연속면의 

법선벡터가 수평면(xy평면)상에서 북쪽방향(y축의 양의

방향)과 시계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의미하며, 선경사는 

불연속면의 법선벡터가 수평면과 수직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의미한다.

불연속면의 방향성에 관한 분포모델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실제 암반의 불연속면의 방향성

에 관한 대표적인 분포모델로는 Fisher 분포(Fisher, 1953),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 Bingham 분포(Einstein 

& Baecher, 1983)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연속면

의 방향성 분포를 Fisher 분포로 가정하였다. Fisher 분

포는 모집단이 하나의 대표 방향을 중심으로 대칭적으

로 분포한다. 따라서 불연속면의 방향성이 대칭 형태로 

분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Fisher 분포가 가장 적합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Fisher 분포의 확률밀도함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cos 

 (1)

여기서 는 평균벡터로부터의 각편차(angular deviation), 

는 Fisher 상수로서 불연속면의 군집도를 나타내며 

값이 크면 클수록 불연속면들이 매우 밀집해 있고, 값

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넓게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Fig. 4는 FracMan을 이용하여 값만 50과 300

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한 뒤 불연속균열망을 생성하였

다. 각각의 stereonet을 통해서 극점들의 밀집된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향성 자료(pole)

의 개수가 대략 30개 이상일 경우에 값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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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rcular model of fracture in FracMan (b) Fracture size distribution applied to the modeling : 

negative exponential distribution 

Fig. 5. Fracture shape and size

이 계산할 수 있다(Fisher, 1953).

≃
 

  
 (2)

여기서 은 불연속면의 방향성 자료의 개수, 은 모든 

불연속면의 방향성 자료의 벡터 합의 크기를 의미한다.

2.4 불연속면의 모양

실제 암반에서의 불연속면은 일정하지 않은 모양으로 

존재한다. 불연속면의 모양은 불연속면 간의 연결성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 유체흐름 또는 암반의 열적, 역학

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실제 불연속암반에서 

불연속면의 모양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3차원 불연속균열망 생성을 위한 불연속

면 모양의 가정은 불가피하다. 다각형의 모양이 가장 

받아들일 만한 개념적인 모델이지만 각각의 다각형의 

많은 수의 꼭짓점과 모서리 때문에 계산의 어려움이 따

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원형, 

타원형, 정사각형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정된다

(Jing et al., 2007).

대표적인 균열망 해석 프로그램인 NAPSAC에서도 

불연속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가정된다. 국내에서도 

서준우(2009)는 불연속암반 및 저류층 내의 불연속면의 

모양을 직사각형의 형태로, 노영환 등(2013)은 불연속

면의 모양을 원형으로 생성시켜 3차원 불연속균열망을 

해석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불연속균열

망에서 불연속면의 모양을 Fig. 5(a)와 같이 원형으로 

가정하였다.  

2.5 불연속면의 크기

3차원 불연속균열망을 모사할 때는 현장조사를 통하

여 측정된 균열의 길이(trace length)자료를 통계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가장 유사한 분포모델을 찾아서 이를 모

사하게 된다. 실제 암반내의 불연속면의 크기에 대한 

확률분포 함수는 대수정규분포(Baecher et al., 1977, Priest 

and Hudson, 1981, Kulatilake et al., 1993), 음지수분

포(Baecher et al., 1977, Priest and Hudson, 1981, 

Kulatilake et al., 1993) 그리고 멱함수분포(Hatton et 

al., 1994, Cladouhos and Marrett, 1996)에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5(b)과 같이 불연속면의 크기에 대한 분포를 음지수분

포(Negative Exponential Distribution)로 가정하여 3차

원 불연속균열망을 구성하였다.  

3. 민감도 분석 결과

3.1 3차원 불연속 균열암반 모델링 프로그램 

미국의 Golder Associates사의 FracMan은 3차원 불

연속균열망을 기반으로, 광산에서는 광획붕락법(block 

caving)현장에서 더 정확한 붕락과정을 예측하고(Rogers 

et al., 2015), 석유 및 비전통에너지 분야(Dershowitz et 

al., 2011, Cottrell, 2012), 지하공간 개발(Fox et al., 2007, 

Lim et al., 2011) 등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불연속균열망을 이용한 수리해석을 위

해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코드이다

(이영훈, 1999, 박정균, 2012, 김동휘, 2013).

FracMan은 불연속암반의 균열망에 대한 자료 분석

(Discrete feature data analysis), 지질 모델링(Geo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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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properties of discontinuities

(fracture intensity, orientation, size and shape)

� FracMan 

�

Generate three-dimensional fracture model

�

Save fractures data 

(coordinate of center point, radius, trend and plunge) 

�

Import fractures data 

� P10 Program

�

Designate the well points

�

Calculate P10 values

Fig. 6. The flow chart of fracture intensity (P10) calculation 

Fig. 7. 1D-fracture intensity (P10) calculation program

modeling), 지하수 흐름(Flow) 등 통합적인 분석도구를 

제공한다. 실제 현장에서 획득한 균열자료를 바탕으로 

통계기법을 활용하여서 실제 암반을 모델링할 수 있도

록 한다. FracMan에서는 불연속면의 방향, 크기 등의 

불연속면의 특성인자에 관한 다양한 분포모델을 지원

하고 있다. 불연속면의 방향에 관한 대표적인 분포모델

로는 Fisher 분포, Bingham 분포, 정규분포 등이 있고, 

불연속면의 크기와 모양에 관한 분포모델로는 정규분

포, 지수분포, 대수정규분포, 균일분포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절차는 Fig. 6과 같이 FracMan을 통해 3차

원 불연속균열망을 생성하고, 생성된 각각의 불연속면

들의 좌표(x, y, z), 방향성(선주향/선경사), 크기 등의 

불연속면의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직접 코딩하여 만든 

프로그램에 불러와서 선형밀도(


)를 구하게 된다.

FracMan에는 선형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내

장되어 있으나 다수의 지역에서 선형밀도를 구하고, 민

감도 분석에 필요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해서 Fig. 7과 같이 Visual Basic 언어를 이용

하여 선형밀도 계산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다. 

3차원 불연속균열망에서 수직정(vertical well)과 수

평정(horizontal well)에 교차하는 불연속면들을 찾고, 

선형밀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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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Procedure of calculation of P10

Fig. 8(a)와 같이 3차원 공간상에 위치하는 다양한 불

연속면들 중에서 xy평면의 특정 위치에서 수직으로 내

린 z축에 교차하는 불연속면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불연

속면들을 xy평면에 투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FracMan

을 통해 생성된 불연속면은 반지름이 r을 갖는 원형으

로서, xy평면에 투영시킬 경우에는 타원형이 된다. 따

라서 이 투영된 타원 안에 수직정의 x, y좌표가 위치하

는지 여부를 통해 교차하는 불연속면을 찾게 된다.

3차원의 불연속면을 xy평면에 투영시키기 위해서는 

Fig. 8(b)처럼 불연속면의 선주향과 선경사의 각도가 0°

일 때의 법선벡터[1,0,0]에 각 불연속면의 선주향과 선

경사의 값을 식 (3)의 회전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곱해

주게 된다. 여기서 선주향은 z축, 선경사는 y축 회전변

환 행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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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변환된 불연속면의 법선벡터의 좌표를 이용하여 

Fig. 8(c)에서의 타원의 장축(major axis), 타원의 단축

(minor axis) 그리고 타원의 장축과 y축과 이루는 각도

()를 구하게 된다. xy평면에 투영된 각도 만큼 틀어

진 타원을 식(4)의 회전변환 행렬을 이용하여, 장축이 

y축이고 단축이 x축인 타원의 방정식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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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xy평면에 내린 z축에 교차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이 타원의 방정식에 수직정의 x, y좌표를 

대입하여 식 (5)를 만족하는 불연속면들을 찾고, z축의 

길이로 나누어 선형밀도를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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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ting 3D DFN model

(b) Location of the sampling points (c) Sampling P10

Fig. 9. DFN model generation of 25 sampling points in 100 m × 100 m × 100 m modeling region

여기서  는 수직정의 위치,  은 각 불연속면의 

xy평면에서의 좌표, 은 불연속면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3.2 민감도 분석을 위한 해석영역 및 입력정수

3차원 불연속균열망에서 불연속면의 밀도와 균열인

자 간의 상관관계 및 불연속면의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고자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FracMan을 통해 생성된 3차원 불연속균열망은 통계적

인 방법에 의해서 생성된다. 따라서 입력정수의 크기나 

분포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모델을 생성한다고 하여도, 

각각의 모델들은 동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민감도 분석

의 신뢰를 높이고자 동일한 입력값에 대해 3가지 불연

속균열망 모델을 생성하였고, 각 모델에 Fig. 9와 같이 

z축으로 총 25개의 가상의 수직정을 내려서 각 위치의 

선형밀도를 산출하였다. 즉, 민감도분석에 사용되는 데

이터는 75개의 수직정에서(3가지 불연속균열망 모델 × 

25개의 가상의 수직정) 얻은 선형밀도의 산술평균을 이

용하였다.

모델의 해석영역은 100 m × 100 m × 100 m의 영역

으로 설정하였고, 해석영역에 생성되는 3차원 불연속균

열망의 체적밀도(


)를 0.5, 1.0, 1.5로 변화를 주어 각

각을 전수 분석하였다. 이는 체적밀도의 변화에 따른 

불연속면의 밀도와 각 인자 간의 관계에 대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불연속면의 모양과 크기는 불연속면의 밀도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3.3절 참조). 따라서 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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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put data for 3D Discrete Fracture Network model generation 

Parameter Input data

Region size 100 m × 100 m × 100 m

Fracture data Case-1 Case-2 Case-3

Intensity (P32) 0.5 1 1.5

Orientation

Trend 10°, 30°, 60°, 90°, 120°, 150°, 180° (7cases)

Plunge 5°, 15°, 30°, 45°, 60°, 75°, 85° (7cases)

Distribution Fisher-distribution

Dispersion (Fisher K) 50

Shape Circular shape

Size 3 m

Size Distribution Exponential-distribution

(a) P10 value comparison according to 

fracture shape changes

(b) P10 value comparison according to 

fracture size changes

Fig. 10. Relationship between fracture intensity and parameters of discontinuity (shape and size)

속면의 모양은 원형, 불연속면의 크기는 3 m(반지름)로 

설정하였다. 불연속면의 방향성 인자인 선주향은 10°, 

30°, 60°, 90°, 120°, 150°, 180°씩 7가지, 선경사는 5°, 

15°, 30°, 45°, 60°, 75°, 85°씩 7가지를 택하여 3차원 

불연속균열망을 생성한 뒤 불연속면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고,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2 참조).

3.3 불연속면의 모양 및 크기

3.3.1 불연속면의 모양

3차원 불연속균열망에서 불연속면의 모양이 불연속

면의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불연속

면의 모양은 4각형(shape 4), 6각형(shape 6), 8각형(shape 

8) 그리고 원에 가까운 30각형(shape 30)으로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Fig. 10(a)는 체적밀도가 커질수록 선형밀도가 증가

하는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체적밀도가 증가할수록 

불연속면의 수가 매우 많아지므로, 선형밀도의 편차가 

다소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편차는 

미미한 수준이고, 30각형에서 직선적인 증가 양상을 보

임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불연속균열망에서 불

연속면의 모양을 원형의 형태로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

을 진행하였다. 

3.3.2 불연속면의 크기

불연속면의 크기가 불연속면의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층과 같은 매우 큰 불연속면을 

제외한다면 실제 암반에서 수십 미터의 크기를 갖는 절

리들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반지름의 평

균이 각각 3 m, 6 m, 10 m, 15 m까지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실시하였고, 불연속면의 크기에 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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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는 2.5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암반에 적

합한 음지수분포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0(b)는 불연속면의 모양은 원형, 체적밀도는 

0.5, 불연속면의 선주향은 10°로 고정한 뒤에, 선경사가 

5° ~ 85°인 구간에서 반지름의 평균이 3 m, 6 m, 10 m, 

15 m인 경우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는 모든 불연

속면의 크기에서 동일한 경향과 그 값들의 차이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연속면의 크기는 불연속면의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불연속균열망에서 불연속면의 

크기에 대한 분포를 음지수분포로, 반지름의 평균을 3 m

로 구성하여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3.4 불연속면의 방향성

3.4.1 불연속면의 방향성(선주향)

불연속면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인자 중의 하나인 선주

향과 선형밀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Fig. 11, Fig. 12

과 같다. 체적밀도의 변화에 따른 관계의 동일성 여부

와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체적밀도가 0.5, 1.0, 1.5일 

때의 결과도 함께 분석하였다.

Fig. 11은 xy평면에 z축 방향으로 가상의 수직선을 

내릴 경우의 결과이다. 선주향과 선형밀도의 관계는 선

경사의 모든 해석구간(plunge 5° ~ 85°)에서 동일한 경

향을 나타내었다. 즉, 불연속면의 선주향은 선형밀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적밀

도가 0.5, 1.0, 1.5인 경우에도 모두 동일한 경향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2는 yz평면에 x축 방향으로 가상의 수평선을 

그을 경우에서 선형밀도를 구한 결과이다. 선주향과 선

형밀도의 관계는 선경사가 5° ~ 75°구간에서 동일한 경

향을 보였다. 하지만 xy평면에 z축 방향으로 가상의 수

직선을 내린 결과와 달리 선주향의 방향에 따라 선형밀

도가 영향을 받는다. 

선주향이 90°를 기준으로 선주향이 90°로 갈수록 선

형밀도가 작아지고, 선주향이 180°로 갈수록 선형밀도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경사가 85°일 

경우에는 선형밀도가 선주향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경사의 값이 증가할수록 선

주향의 각 구간에서의 선형밀도의 편차가 줄어들기 때

문이다.

yz평면에 수직방향으로 선형밀도를 계산한 경우에서

도 체적밀도가 커질수록 단지 선형밀도의 최댓값과 최

솟값의 편차만 크게 나타났을 뿐 모두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2 불연속면의 방향성(선경사)

불연속면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인자인 선경

사와 선형밀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Fig. 13, Fig. 14

와 같다. 체적밀도의 변화에 따른 두 인자 간 관계의 동

일성 여부와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체적밀도가 각각 

0.5, 1.0, 1.5일 때의 결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Fig. 13은 xy평면에 z축 방향으로 가상의 수직선을 

내린 경우에서의 구한 결과이다. 선경사와 선형밀도와

의 관계는 선주향의 모든 구간(10° ~ 180°)에서 선경사

의 각도가 커질수록 선형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또한 체적밀도가 0.5, 1.0, 1.5인 경우에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xy평면

에 수직으로 시추할 경우에, 선경사의 방향에 따라 선

형밀도가 영향을 받는다.

Fig. 14는 yz평면에 x축 방향으로 수평시추일 때 선

형밀도를 구한 결과이다. 선경사와 선형밀도의 관계는 

선주향의 각도가 90°일 경우를 제외하고 선주향의 모든 

구간에서 선경사의 값이 증가할수록 선형밀도가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적밀도가 0.5, 1.0, 

1.5인 경우에도 모두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따라서 yz평면에 수평시추를 할 경우에, 

불연속면의 선경사의 방향은 선형밀도에 영향을 준다.

3.5 선형밀도(P10)의 환산인자

실제 암반에서의 노두조사를 통해서 3차원 불연속균

열망을 모사하게 된다. 3차원 불연속암반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체적밀도를 필요로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체적밀도의 측정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1차원의 노두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형밀도를 계산하여, 식 (6)과 

같이 선형밀도에 환산인자(


)를 곱하여 체적밀도를 

계산한다(Wang, 2005).



 




 












cos







 

 (6)

여기서 

은 


의 환산인자이며, 는 조사선과 불

연속면의 법선벡터 간의 입체각도이다.   

 





sin sin  cos coscos
sin
 

cossin
  

   (7)

여기서 는 Fisher 상수, 는 조사선과 불연속면의 

법선벡터 간 입체각도, 는 불연속면의 법선벡터와 

Fisher 분포의 평균 극점벡터간의 입체각도, 는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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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unge = 5° (b) plunge = 15°

(c) plunge = 30° (d) plunge = 45°

(e) plunge = 60° (f) plunge = 75°

(g) plunge = 85°

Fig. 11. Relationship between P10 and trend with variation of P32 in xy-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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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unge = 5° (b) plunge = 15°

(c) plunge = 30° (d) plunge = 45°

(e) plunge = 60° (f) plunge = 75°

(g) plunge = 85°

Fig. 12. Relationship between P10 and trend with variation of P32 in yz-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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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nd = 10° (b) Trend = 30°

(c) Trend = 60° (d) Trend = 90°

(e) Trend = 120° (f) Trend = 150°

(g) Trend = 180°

Fig. 13. Relationship between P10 and plunge with variation of P32 in xy-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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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end = 10° (b) Trend = 30°

(c) Trend = 60° (d) Trend = 90°

(e) Trend = 120° (f) Trend = 150°

(g) Trend = 180°

Fig. 14. Relationship between P10 and plunge with variation of P32 in xy-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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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version factor (C13) for P10 in case of vertical well

Fracture orientation distribution : Fisher-distribution, Dispersion(K) : 50 Fracture size : 3 m,  

 distribution : Exponential-distribution 

     trend

plunge
10° 30° 60° 90° 120° 150° 180°

5° 0.070923 0.070897 0.07122 0.072909 0.071322 0.071442 0.071685

15° 0.037279 0.036188 0.036849 0.03697 0.038001 0.036703 0.037371

30° 0.019333 0.019845 0.019369 0.019211 0.019452 0.019356 0.019556

45° 0.013744 0.01371 0.013689 0.013643 0.013779 0.013828 0.013791

60° 0.011194 0.011253 0.011183 0.011286 0.011115 0.011187 0.011196

75° 0.010027 0.010041 0.010038 0.010134 0.010055 0.01004 0.009901

85° 0.009698 0.009736 0.009512 0.009756 0.009666 0.009743 0.009669

Table 4. Conversion factor (C13) for P10 in case of horizontal well

Fracture orientation distribution : Fisher-distribution, Dispersion(K) : 50 Fracture size : 3 m, 

 distribution : Exponential-distribution 

     trend

plunge
10° 30° 60° 90° 120° 150° 180°

5° 0.010223 0.011447 0.019128 0.085316 0.019036 0.011483 0.010028

15° 0.010497 0.011937 0.019763 0.084518 0.020077 0.011895 0.010285

30° 0.011748 0.013203 0.021917 0.083179 0.022536 0.013066 0.011552

45° 0.014192 0.016039 0.027484 0.0855 0.027475 0.016285 0.01403

60° 0.020301 0.022828 0.038907 0.087053 0.038612 0.022892 0.019869

75° 0.038114 0.042733 0.062681 0.084038 0.061938 0.043245 0.03822

85° 0.07303 0.077641 0.084028 0.085667 0.082596 0.075292 0.079083

분포의 평균 극점벡터와 조사선과의 입체각도이다. 가 

 이므로 

는 에서는 


   

 이고, 에서는 

    이다.

앞서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통해 불연속면

의 방향성이 특정한 조건일 때의 선형밀도의 환산인자

를 도출하였다. 선형밀도의 환산인자를 계산하는 과정

은 불연속면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선주향을 10°, 30°, 

60°, 90°, 120°, 150°, 180° 그리고 선경사를 5°, 15°, 

30°, 45°, 60°, 75°, 85°로 일정하게 고정시킨 뒤에 각 

경우에서 체적밀도가 0.5, 1.0, 1.5에 해당하는 3차원 

불연속균열망을 생성시킨 이후에 각 균열망의 선형밀

도를 계산하였다. 즉, 체적밀도를 고정시켜 선형밀도를 

역으로 구하였고, 

 





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선형밀도의 환산인자를 계산하였다.

Table 3과 Table 4는 일정한 선주향과 선경사일 때의 

수직, 수평에 관한 선형밀도의 환산인자를 도출한 것이

다. 도출된 결과는 불연속면의 크기에 대한 분포가 음

지수분포로, 평균크기가 3 m에 대한 환산인자를 나타

낸 것이다. 하지만 식 (6)과 3.3.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연속면의 크기는 불연속면의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선형밀도

의 환산인자는 다른 불연속면의 크기에도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불연속균열망(3D DFN)에서의 

불연속면의 특성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불연

속면의 밀도(fracture intensity)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를 규명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

직 및 수평시추일 경우에서, 체적밀도(


)값을 계산하

기 위한 선형밀도(


)의 환산인자(


)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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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원 불연속균열망에서 불연속면의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불연속면의 방향성임을 확

인하였다. 수직시추 경우에서는 선주향에 대한 영향

은 미미하였고, 선경사의 각도가 커질수록 불연속면

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평시추 경

우에서의 불연속면의 밀도는 선주향과 선경사에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체적밀도의 값의 변화에 따른 

불연속면의 밀도와 방향성과의 상관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적밀도의 크기를 각각 0.5, 

1.0, 1.5로 불연속균열망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모

든 체적밀도에서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2. 불연속면의 모양을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원으로 

가정했을 때, 각 조건에서의 불연속면의 밀도의 차

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불연속면의 모양은 불연

속면의 밀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

였다.

3. 불연속면의 크기가 3 m, 6 m, 10 m, 15 m일 경우에

서 불연속면의 크기와 불연속면의 밀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불연속면의 크기는 불연속면의 밀도

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불연속면의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불연속면

의 방향의 값을 일정하게 변화시킨 후에, 불연속면

의 선형밀도에 대한 수직 및 수평공의 환산인자를 

도출하였다. 환산인자를 활용하여 1차원의 노두자료

로부터 계산된 선형밀도로부터 체적밀도를 예측하

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수평공 구간의 불연속

면 특성을 이해하고, 모사하는 작업을 위한 기초자

료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3차원 불연속균열망을 구성하고 이

해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 및 수평 시추일 경우에서의 불연속

면의 특성인자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다양한 

시추 각도에 따른 불연속면의 특성인자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향후 필요하겠다. 향후 연구로는 FLAC3D

코드를 이용하여 3차원 불연속균열망을 기반으로 불연

속암반의 수리-역학적 연동해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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