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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변형 시 안행상 균열의 끝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균열 발달 형태 연구: 개별요소적 접근

권순달*, 유승완, 권상훈, 김기석

Pattern of Shear-induced Fracture Development in en Echelon Array : 

Discrete-element Approach

Soondal Kwon*, Seungwan You, Sanghoon Kwon, Ki-seog Kim

Abstract Rock masses include various rock discontinuities such as faults, joints, and bedding planes. These 

discontinuities appear as complex structures in geometry. In this study, growth patterns of fractures between two 

stepping shear fracture tips are numerically modeled using PFC2D (Particle Flow Code). The numerical model 

showed not only incipient growth of fractures at the tips of preexisting fractures but also subsequent growth of 

the new fractures. It is observed from all of the experiments that the incipient fractures are tensile cracks developed 

at 30～57° to the preexisting fractures and the subsequent growth of these fractures were at low angles to the 

preexisting fractures this study.

Key words Shear fracture, Discrete-element code, PFC, Numerical experiment, Fracture growthoints set

초  록 암반에는 단층, 절리, 층리 등의 불연속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불연속면은 기하학적 복합성에 

의해 복잡한 구조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스텝으로 배열된 두 전단균열의 끝에서 나타나는 구조 발달을 수치 

해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FC2D(Particle Flow Cod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전단균열의 끝에서 

형성되는 초기균열(incipient fracture)뿐만 아니라 초기균열에서 덧자라는 균열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균열

발생 시 나타나는 주변응력상태를 관찰하였다. 모든 실험 결과에서는 균열 끝에서 발생한 초기 균열 대부분이 

인장균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열의 전파각은 초기에 30～57°에서 실험이 더 진행되면 저각으로 발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전단균열, 개별요소법, PFC, 수치실험, 균열성장

1. 서 론

일반적으로 암반에 포함되어 있는 단층, 절리 등의 불

연속면들은 매우 불규칙하고 기하학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암반에 분포하는 불연속면들의 발달은 암

반 주변의 응력 상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암반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의 기하학적 분포 및 발달 형

태에 대한 정보는 암반의 거동 문제에 대한 연구에 매

우 중요하다.

단층과 같은 불연속면은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 취성 

(brittle) 변형작용을 받아 주로 발생하며(Ramsay, 1967), 

이렇게 발생된 단층(균열)은 크게 인장균열과 전단균열

로 구분된다. 인장균열(tensile crack)은 최소 주응력(σ3) 

방향에 평행하게 발달하고, 전단균열은 미끄럼작용(shear 

crack)에 의해 형성된다(Petit, 1988, Pollard and Aydin, 

1988, Reches and Lockner, 1994).

안행상 균열이 전단력을 받을 경우 기존 균열의 주변

에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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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e.g. Cottrell and Rice, 1980, Olson and Pollard, 

1989, Harris et al., 1991, Cruikshank et al., 1991, Du 

and Aydin, 1993, 1995, Rao et al., 2003, Liu et al., 

2004, Zhang & Ge, 2008, Ghazvinian et al., 2011).안

행상 균열과 같은 패턴의 단층 상호작용 시 단층과 새

롭게 형성되는 이차 단층은 지표 또는 지하에서 유체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며(e.g. Henderson, 1939, Downey, 

1984, Knott, 1993), 이러한 유체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

되는 열수광상의 형성은 단층 구조의 상호작용과 밀접

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immons and 

Graham, 2003).

앞선 연구들의 대부분은 연속체 해석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경계조건에 의한 단층 또는 전단균열의 진화과

정보다는 최초 발생 균열의 전파방향만을 확인하였으

며, 이후에 발생되는 전단균열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암반과 같은 비연속

체에 대한 해석에 사용되는 불연속체 해석인 개별요소

법(DEM, discrete element method)을 적용할 경우에 

초기 균열의 발달과정뿐만 아니라 초기균열에 덧붙여 

성장하는 균열의 파생을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균열 발생의 모든 발달 과정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PFC2D(Itasca Consulting Group, 199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두 전단균열의 상호작용에 의해 

두 균열의 끝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전단균열의 발달과

정을 초기에서 최종단계까지 살펴보고 수치해석 실험

과정에서 균열 주변에 나타나는 힘(force), 변위(displace-

ment), 응력(stress) 그리고 속도(velocity) 등의 확인을 

통해 균열의 구조적 발달과정과 두 균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PFC2D (Particle Flow Code)

1970년대 초반에 제안된 개별요소법은 연속체 역학

에 근거한 유한요소법과는 달리 개개의 입자의 독립적

인 운동을 통하여 불연속체의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한 

수치해석법의 일종으로 암반역학의 문제를 다루기 위

해 개발되었으며(이상진, 2007), 암반의 거동을 모사할 

경우 사용되어 왔다(박의섭 외, 2005, 정용훈 외 2006).  

일반적으로 개별요소법에서 사용되는 자료구조는 요

소와 경계조건으로 구분이 되며, PFC2D에서 적용된 가

정은 i) 개별요소 입자는 탄성체, ii) 입자 간 접촉 형태

는 점(point), iii) 입자 간의 결합(bond) 존재, iv) 입자 

형태는 구형(ball), v) 입자 간 중첩 허용 등이 있다. 입자

와 벽에 주어진 물리량에 대한 수치해석으로 힘(force), 

속도(velocity), 응력(stress) 그리고 변위(displacement) 

등을 측정하고, 측정된 물리량을 이용하여 결과를 해석

할 수 있다.

PFC에서 입자결합모델을 구성하여 실제 암석의 거동

을 모사할 경우 입자의 물성치 결정은 매우 어렵다. 입

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개개 입자들의 거동과 이 입자

로 구성된 모델의 거동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입자의 물성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입자의 물성

치를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실제 

암석의 거동과 비교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박의섭 

외, 2005).

이번 연구에서는 선형 접촉모델을 반영하고 결합모델

은 암석의 취성변형을 모사할 수 있는 병렬결합을 이용

하였다. 병렬결합은 두 입자 간에 시멘트물질을 통해 

접촉면에 힘과 모멘트가 균등하게 분포하는 탄성스프

링의 집합체로 거동될 수 있도록 입자들을 묶을 수 있어 

암석과 같은 형태에 적용할 수 있다(박의섭 외, 2005).

2.2 수치해석 실험장치

실험장치의 구성은 직접전단시험 장치 형태를 기본으

로 하여 수치해석 실험장치를 높이(H): 3.5 m, 넓이(W): 

10.0 m로 구성하였다. 실험장치의 벽(wall)은 총 8개로 

구성하고, 이 중에서 굵은 선으로 표현된 벽들은 0.1 m/s

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파괴를 발생시키도록 하였다. 

전단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높은 경우 벽 및 공 입자가 

쉽게 파괴되며, 낮은 경우 실험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

가 발생하여 시행착오법을 통하여 전단속도를 결정하

였다.

내부에 위치한 공(ball) 집합체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서 거시적 강도와 마찰계수에 영향을 미쳐 입자가 작을

수록 거시적 강도는 높아지고 마찰계수는 작아진다. 그

리고 입자 크기는 해석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공 입자의 반지름을 0.04 m∼0.06 m 범위

로 하고, 공의 배열은 규칙성이 없는 무작위한 배치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내부에 발생시킨 두 개의 균열은 벽 #1과 벽 #2에 각

각 연결되어 전단력을 받도록 설정하고, 전단응력과 기

계적 제어(servo mechanism)로 설정된 주어진 수직응

력의 0.05% 이내로 유지되는 수직응력, 마찰계수, 내부

변위 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Fig. 1). 

이번 실험에서는 0.1 MPa의 수직응력으로 대기압과 

동일한 상태를 적용하였으며,  Fig. 1f는 벽 #1에서의 

전단응력으로 내부의 입자들이 이동될 때 내부 공 입자

들의 밀착에 의해서 y축으로 평행하게 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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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Fig. 1. Setup for numerical experiments for fracture interaction. (a) Model assembly, (b) Enlargement of sample assembly, 

(c) Shear stress vs. displacement graph (solid and dashed curves represent stresses measured at the moving wall #1 

and fixed wall #2, respectively), (d) Normal stress vs. displacement graph (measured at wall #3), (e) Friction vs. 

displacement graph, (f) y-parallel displacement vs. displacement graph (y-parallel displacement measured at wall #3).

실험장치에서 균열은 좌․우측에서 각각 한 개씩 두 개

의 균열을 발생시켰다. 발생시킨 두 균열의 기하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수치해석 실험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기 때문에  위치와 간격 등의 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내부의 균열 A, B를 만들기 위해서 

균열 위치에 있는 공과 공 입자에 주어진 결합력을 다

른 위치에서의 결합력보다 작게 설정하여 균열을 미리 

만들도록 설정하여(Fig. 2), 두 균열에서의 D와 W의 관

계에 의해서 발달하는 균열의 진화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수치실험 장치 내 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특정지점을 

중심으로 한 특정 크기의 원 내부에서 입자들이 받는 힘

의 평균을 계산하여 응력이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측정원의 크기를 입자 평균 직경크기의 2배로 선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측정원이 커지면 더 많은 요소의 

힘을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응력값이 계산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균열 끝 인근지역에서의 응력을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에 측정원을 다소 작은 크기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균열의 진화과정 중 발생한 응력값을 확인하

기 위한 측정원(Measurement circle)의 크기가 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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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Geometric relationship of two fractures (D: distance, 

W: fracture spacing). (a) Right step, (b) Left step.

Fig. 3. Setup for measuring stress at 310 circles.

Table 1. Micromechanical properties used in this study.

Micromechanical properties Value Units

Density 2,630 kg/m
3

Friction 0.5 -

Ball radius 0.04～0.06 m

Ball normal stiffness 5.0×10
8

N/m

Ball shear stiffness 5.0×10
8

N/m

Wall stiffness 5.0×10
8

N/m

Parallel bond normal strength 1.0×10
7

Pa

Parallel bond shear strength 1.0×10
7

Pa

더 많은 요소의 힘을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응력값이 

계산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균열 끝 인근지역에서의 응

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입자 평균 직경크기 2배의 다소 

작은 크기를 사용하였다. 간격은 약 0.32 m, 총 310개

(세로 10개, 가로 31개)의 측정원을 설정하여 응력을 추

출하였다(Fig. 3). 측정된 주응력(σ1) 및 응력방향을 Con-

tour map으로 나타내어 균열 주변 및 균열이 전파되는 

끝에서의 응력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2.3 수치해석에 적용한 역학 물성 

수치해석에 적용된 미시적 역학물성을 Table 1에 정

리하였다.

실험장치의 내부물질은 Mohr-Coulomb 파괴규준식

을 따르는 물질을 모사한 것이며, 이 연구에서 적용된 

미시적 역학물성에 대해 이축압축시험(biaxial test)을 

실시하여 역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Fig. 4). 구속압(σ3)

을 3단계(0.1, 10, 30MPa)로 주었을 때 나타나는 파괴

값(σ1)을 모어-쿨롱(Mohr-Coulomb) 파괴포락선을 사

용하여 얻어진 역학물성은 점착력(8 MPa)과 내부마찰

각(21°), 그리고 탄성계수(76 GPa)이다. 일반적인 암석

에서 알려진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이부경, 1998, 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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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Biaxial test. (a) Stress-strain curve when σ3=0.1 MPa, (b) Stress-strain curve when σ3=10 MPa, (c) Stress-strain curve 

when σ3=30 MPa, (d) Failure criterion.

Fig. 5. Comparison of failure criteria (이부경, 1988, 이희근

외, 2002, Islam and Skalle, 2013).

Fig. 6. Model setup for measurement of friction coefficient. 

근 외, 2002, Islam and Skalle, 2013)을 Fig. 5에 정리

하였으며, 이번 시험값과 비교해본 결과 셰일(사암 일부 

포함)의 범위에 해당하였다.

수치 실험장치 내에 구성된 공 집합체의 절단면에 대

하여 마찰계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Fig. 6과 같은 수치 

실험장치를 구현하였다. 이 실험장치에서는 경계조건

(벽 요소)이 오른쪽 방향으로 0.1 m/s로 이동하며, 이 방

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실험장치 전체를 통과하는 한 개

의 균열을 만든 후 실험을 하였다. 이후 경계조건의 움

직임에 의해 발생된 전단력은 균열에 전해져서 균열 상

부가 하부를 미끄러지며 이동하게 되며, 적용된 미시적 

역학물성은 Table 1과 동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균열 

끝에서의 구조발달을 모델링하였으며, 구조 발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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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lot of normal stress vs. shear stress measured from 

direct shear test.

                           (a)                                                (b)

                           (c)                                                (d)

                           (e)                                                (f)

Fig. 8. Patterns of propagation of a single fracture at varying normal stress conditions. (a) σn=0.05MPa, (b) σn=0.07MPa, 

(c) σn=0.1MPa, (d) σn=0.2MPa, (e) σn=0.5MPa, (f) σn=1.0MPa.

은 마찰계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균열면 마찰계

수의 파악은 중요하다.

수직응력을 0.1 MPa, 0.2 MPa, 0.5 MPa, 1.0 MPa의 

4단계로 설정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수

직응력에 대한 전단응력을 측정하였다. Fig. 7에서는 시

험결과 측정된 전단응력과 수직응력으로 마찰계수와 

마찰각을 산정한 결과이며, 마찰계수는 1.55, 마찰각은 

57.3°이다. 

3. 수치실험 결과

3.1 한 개 균열이 있을 경우

실험장치의 구성은 Fig. 6과 동일하며, 균열의 길이를 

실험장치 넓이의 1/2인 한 개의 균열로 구성하였다. 그

리고 수직응력을 0.05 MPa, 0.07 MPa, 0.1 MPa, 0.2 

MPa, 0.5 MPa, 1.0 MPa의 6단계로 나누어 수치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든 수치실험의 결과에서 균열 끝에 주로 

인장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균열의 주된 방향은 

Fig. 8에서와 같이 수직응력 값의 차이와 상관없이 한 

방향으로 약 45°를 이루며 발달하였다. 이와 같이 한 개 

균열에서는 수직응력의 변화와 상관없이 균열이 발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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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tup for numerical experiments for varying D and W (see Fig. 2 for definition of D and W)

Experiment no. W (m) D (m) Step

L-1-1 0.49 1

left step
L-1 0.49

2L-2 0.98

L-3 1.47

R-1-1 0.49 1

right step
R-1 0.49

2R-2 0.98

R-3 1.47

Fig. 9. Summary of numerical experiments.

3.2 두 개 균열이 있을 경우

수치해석 실험장치를 사용하여 Fig. 2와 같이 두 개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균열의 끝에서 평행한 방향으로 측

정한 두 균열의 끝 간 거리(D)와 균열의 간격(W)에 의

해 발생되는 두 전단균열의 기하학적 관계를 확인하고

자 수치해석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균열에 대하여 우수향의 전단응력을 

작용시켰으며, 두 균열의 끝에 수직한 선에 대한 거리

를 고정하고 균열이 이루는 간격을 조절하여 균열의 발

달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두 균열이 배치된 위치에 

따라서 왼쪽이 아래, 오른쪽이 위에 위치할 때 왼쪽 스

텝(left step), 그리고 왼쪽이 위, 오른쪽이 아래에 위치

할 때 오른쪽 스텝(right step)으로 구분하여 수치해석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치실험의 종료는 전단응력의 급

격한 감소가 발생한 이후에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될 

때 실험을 종료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실험장치 구성

내용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수치해석 실험의 결과는 전단균열의 발생과 전파방향

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실험장치에 구현된 요소입자인 

공을 제거한 상태로 표현하였으며, 새로 발생한 균열의 

전파 방향(propagation direction)은 초기 두 균열의 끝

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clockwise)으로 측정하였다.

3.2.1 균열의 진행방향(L-1∼L3, R1∼R-3)

수치실험 결과 기존에 존재하는 균열의 끝에서 초기

에 발생하는 균열은 주로 인장균열(tensile crack)로 확

인되었다(Fig. 9).

Fig. 10과 11은 왼쪽 스텝과 오른쪽 스텝의 경우에 

실험 장치의 변위에 따라서 균열 끝에서 나타난 균열의 

전파방향이며, 이때 균열의 전파방향은 균열의 끝에서 

시계방향으로 측정한 전파각으로 나타내었다(Figs. 10a 

and 11a). 왼쪽 스텝에서는 왼쪽 균열과 오른쪽 균열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되어(Fig. 9a, b, c) 서로 교차하

지 않는다(Fig. 9b, c). 그러나 오른쪽 스텝에서는 균열

의 시작이 두 균열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Fig. 

9d, e, f) 서로 교차하며, W=1.47 m의 경우 오른쪽 균

열에서는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Fig. 11c). 

이번 수치실험에서 발생된 균열은 인장균열(tensile 

crack)에 의한 것(Fig. 12a)으로서 Du and Aydin(1993)

에서 보여준 인장균열에 의해 균열의 끝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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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tinued.

(a)

(b) (c)

Fig. 10. Directions of fracture propagation in left-step experiments. (a) Conventions of measurement of propagation angle, 

(b) Left fracture, (c) Right fracture. d: angle measured clockwise from positive x-axis for fracture A and from negative 

x-axis for fractur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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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1. Directions of fracture propagation in right-step experiments. (a) Conventions of measurement of propagation angle, 

(b) Left fracture, (c) Right fracture. d: angle measured clockwise from positive x-axis for fracture A and from negative 

x-axis for fracture B.

(a)

(b)

Fig. 12. Comparison of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nd those from Du and Aydin (1993). (a) results of this study (L-1, 

R-1), (b) Sketch of mode-I fracture paths.

초기 형태(Fig. 12b)와 유사하지만, 이 연구에서 보여지

는 균열의 성장 형태는 Du and Aydin(1993)의 연구방

법으로는 예측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

다. 하지만, 균열의 초기 진행방향이 두 연구에서 일치

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채택된 개별요소 방법이 축

적된 변형에너지의 계산이 수반된 연속체 코드 해석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2.2 실험장치 내 응력변화(L-1-1, R-1-1)

초기 상태에서의 주응력은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

으며, 전단력을 가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균열을 중심으

로 응력이 약 2.5∼3.0 MPa 크기로 집중되어 나타난다. 

왼쪽 스텝의 경우 오른쪽 스텝의 응력 패턴과 다르게 

균열 끝 사이에서 응력이 연결되고 있다(Fig. 13). 주응

력의 방향은 X축으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측정되었으

며, 배경의 음영이 진할수록 고각, 연할수록 저각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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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b) (g)

(c) (h)

(d) (i)

(e) (j)

Fig. 13. σ1 contour diagram fractures (L-1-1, R-1-1). (a)∼(e) left step, (f)∼(j) right step. 

미하고 0°를 대칭으로 90°와 -90°가 같은 색으로 나타

낸다. 측정된 주응력의 방향은 주응력과 비슷하게 초기 

상태에서는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으며, 전단력을 가

하였을 때 균열 끝 사이의 주응력 방향은 초기 인장균

열의 발달방향과 비슷하게 나타난다(Fig. 14).

4. 토의

이 연구에서는 개별요소법을 이용한 수치해석으로 전

단변형 시 두 개의 전단균열에서 새로운 균열의 진화과

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치실험에 

적용한 역학물성, 공 크기와 마찰계수의 관계, 그리고 

연구결과(균열발달, 응력변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토의

하고자 한다.

4.1 수치해석 실험의 역학물성

암석 강도는 지각의 상부에서 나타나는 취성변형과 

하부에서의 연성변형으로 변화하는 구간인 지표하부 

약 10～15 km에서 가장 강하며, 이곳에서 단층과 같은 

균열의 대부분이 시작되기도 한다(Ramsay, 1967). 그

리고 대륙지각에서 가장 흔한 암석은 화강암이다. 따라

서 화강암의 역학물성과 심도 10～15 km에서의 응력

조건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화강암의 역학물성과 상기 심도에서의 응력조건

을 적용할 경우 입자와 입자 간에 주어지는 결합력과 

수직응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석시간이 매우 오래 걸

린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시간을 고려하

여 화강암의 큰 역학물성 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역학물

성을 적용하였으며, 수직응력은 0.1 MPa로 대기압 중

의 상태에서의 균열 발생과 발달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공 집합체에 적용한 미시적 역학물성으

로 이축압축시험을 통해 확인된 거시적 역학물성은 점

착력이 8 MPa, 내부마찰각이 21°, 그리고 탄성계수는 

76 GPa로 나타났다. 확인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에 대

해서 화강암, 현무암, 석회암, 셰일, 사암 등의 값들과 

비교해 본 결과, 화강암, 현무암 그리고 석회암이 높으

며, 사암과 셰일은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Fig. 5). 사암

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점착력은 8.0～34.7 MPa, 내부

마찰각은 27.8～55.0°의 범위를 보이며, 셰일의 경우는 

점착력이 5.8～38.4 MPa, 내부마찰각은 14.4～46.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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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b) (g)

(c) (h)

(d) (i)

(e) (j)

Fig. 14. σ1 direction diagram fractures (L-1-1, R-1-1). (a)∼(e) left step, (f)∼(j) right step. 

범위로 분포한다(이부경, 1998; 이인모, 2000; 이희근 

외, 2002, Islam and Skalle, 2013). 그래서 탄성계수에 

대한 비교 또한 셰일과 사암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셰일

은 58～98 GPa, 사암은 115～195 GPa의 범위로 나타

나 이번 시험에서의 탄성계수(76GPa)는 셰일의 범위에 

속하였다(이희근과 양형식, 2002). 따라서 이번 연구에

서 사용한 역학물성은 셰일의 범위에 포함되며, 대기압

을 받고 있는 셰일에 해당되는 암석실험으로 여길 수 

있다.

4.2 공 크기와 마찰계수의 관계

본 연구에서 구성된 수치해석 실험장치에서 확인된 

마찰계수는 1.55이며, 내부마찰각으로 환산하면 약 

57.3°로 계산이 된다(Fig. 7). 이는 암석의 절리면이나 

단층면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이다. 일반적으로 불연속면

에서의 전단강도는 불연속면 표면에 나타난 요철(거칠

기)이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요철의 크기에 의

해서 내부마찰각은 달라지며, 요철이 클수록 내부마찰

각도 커지게 된다(Patton, 1966; Barton, 1976). 이러한 

이유로 수치해석 실험장치 내에 공 입자의 크기와 입자 

간의 결합력이 마찰계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마찰계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 중 일

차적으로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 크기를 

조절한 수치해석 실험으로 마찰계수를 비교해 보았다. 

입자와 입자 간의 결합력을 2배 적용하고 공의 크기를 

조절해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공의 평균 반지름이 0.05 m, 

0.075 m, 0.135 m 크기의 3가지에 대하여 계산된 마찰

계수는 각각 0.89, 1.00, 1.04로 산정되어 크기가 증가할

수록 마찰계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Fig. 15). 따

라서 공 요소의 크기를 줄이면 마찰계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3 수치해석 결과 요약

한 개의 균열이 있는 경우 수직응력의 변화와 상관없

이 약 45°로 균열이 발달하였다. 두 개의 균열이 있는 

경우 끝에서 발생한 초기 균열의 대부분은 인장균열이

며, 균열의 전파각은 초기에 35～57°로 발달하고, 수치

실험이 더 진행되면서 저각으로 형성되었다.

스텝의 종류에 따라서 기존의 두 전단균열의 상호작

용도 다르게 나타났다. 오른쪽 스텝의 경우는 균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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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riction coefficient for different ball size.

간격에 상관없이 서로 기존 균열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왼쪽 스텝의 경우는 균열의 간격이 좁을 경우(W=0.49 

m)에 왼쪽 균열에서 발생된 전단균열에 의해서 오른쪽 

균열에서 진행된 균열과 서로 연결이 되며, 간격이 넓

을 경우(W=0.98 m, 1.47 m) 서로 상관없이 개별적인 

발달을 보였다. 그리고 균열 주변의 주응력 방향이 초

기 인장균열의 발달방향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된 수치실험 결과는 2차원적

인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연에서와 같은 3차원 구조 

발달에 대한 해석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앞으로 2차원이 아닌 3차원 유형으로 모델을 

확장한다면 주향이동단층의 스텝에서 분지형성과 균열 

발달을 포함하는 구조발달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암반에 발달하고 있는 불연속면 형태 중에서 평행하

게 발달하는 안행상 균열에 전단응력이 작용하였을 경

우 두 단층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균열들의 발달

과정을 개별요소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

를 통해서 확인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치실험에서 적용한 역학물성은 이축압축시험을 

통해서 셰일의 내부마찰각, 점착력, 탄성계수와 유사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실험으로 얻

어진 결과는 셰일에 해당되는 암석을 대기압 상태에

서 적용한 실험으로 여길 수 있다.

2. 수치실험에서 마찰계수는 공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이는 미끄러짐이 일어나는 전단면 

상에 배열된 유한한 크기의 공 입자들이 요철면을 

갖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 요소의 크기를 

줄이면 마찰계수의 크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진다.

3. 응력과 마찰계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직접전단 

실험장치로 오른쪽 스텝과 왼쪽 스텝에 대해서 수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전단균열의 끝에서 발생된 초기 

균열의 전파각은 발생 초기에 30～57°의 범위를 보

이며, 실험이 더 진행되면 저각을 이루며 발달하였

다. 그리고 스텝의 형태에 따라서 전단균열 간에 상

호작용이 다르게 관찰되었다. 오른쪽 스텝은 모든 

경우에서 새로운 균열이 기존 균열과 연결되었으며, 

왼쪽 스텝은 W=0.49 m일 때 왼쪽 균열에서 발생된 

전단균열에 의해서 오른쪽 균열에서 진행된 균열과 

연결이 되며, 나머지의 경우에서는 균열 간의 연결이 

없는 개별적인 발달 형태를 보였다(Fig. 9).

4. 균열 주변의 응력 패턴의 변화는 스텝의 방향에 따

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균열의 진행방향은 주응력의 

방향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전단력이 작용하는 두 균열의 

스텝 형태와 간격에 의한 구조 발달의 상호작용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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