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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크기 및 균열의 기하학적 속성에 따른 2-D DFN 

시스템의 블록수리전도도 특성

한지수, 엄정기*

Characteristics of Block Hydraulic Conductivity of 2-D DFN System 

According to Block Size and Fracture Geometry

Jisu Han, Jeong-Gi Um*

Abstract Extensive numerical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effect of block size and fracture 

geometry on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fractured rock masses based on connected pipe flow in DFN systems. Using 

two fracture sets, a total of 72 2-D fracture configurations were generated with different combinations of fracture 

size distribution and deterministic fracture density. The directional block conductivity including the theoretical block 

conductivity, principal conductivity tensor and average block conductivity for each generated fracture network system 

were calculated using the 2-D equivalent pipe network method. There exist significant effects of block size, orientation, 

density and size of fractures in a fractured rock mass on its hydraulic behavior. We have been further verified 

that it is more difficult to reach the REV size for the fluid flow network with decreasing intersection angle of 

two fracture sets, fracture plane density and fracture size distribution.

Key words Fractured rock mass, Discrete fracture network, Block hydraulic conductivity, Representative elementary 

volume

초  록 본 연구는 블록크기 및 균열의 기하학적 속성이 균열암반의 수리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차원 등가파이프 연결구조에 기반을 둔 DFN 유체유동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개의 균열군을 사용하여 균열의 기하학적 속성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 면적빈도, 길이분포를 달리하

며 이차원 영역에 추계론적으로 생성한 총 72개의 DFN 블록에 대하여 방향에 따른 블록수리전도도가 산정되었

다. 또한, 각각의 DFN 블록에서 이론적 블록수리전도도, 주 수리전도도텐서 및 평균블록수리전도도를 추정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블록크기 및 균열의 기하학적 속성은 균열성 암반의 수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균열군의 교차각이 작을수록, 면적빈도가 낮고 길이분포가 짧을수록 DFN 시스템은 유체유동에 

대한 REV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방향에 따른 블록수리전도도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블록크

기가 커질수록 DFN 시스템에 대한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성은 높아진다.

핵심어 절리암반, 불연속균열망, 블록수리전도도, 대표요소체적

1. 서 론

다양한 규모의 균열(fracture)이 분포하는 매질에서의 

유체유동(fluid flow)에 대한 확고한 이해는 균열저류층

(fractured reservoirs) 개발, 유정 설계, 핵폐기물 저장공

동의 적합성 평가, 지열 개발, 지하 유류저장, 지하수 오

염평가, 암반구조물의 안정성 해석, 광산배수 연구 등 균

열암반(fractured rock masses)과 관련된 다양한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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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체의 광역적 유입･유출 또는 평균

적인 흐름이 주된 관점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장스케일의 유체유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안점이

다. 일반적으로 현장시험으로부터 결정된 균열암반의 수

리상수는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주로 암반에 발달한 단층 또는 절리 등의 

대･소규모 균열에 기인한다. 균열암반을 매질로 하는 유

체의 흐름특성은 개별 균열의 수리적 특성 및 불연속균열

망(DFN; discrete fracture network)의 패턴에 영향을 받

는다. 특히, 화성암, 변성암과 같이 매우 낮은 수리전도도

를 갖는 결정질 암석으로 이루어진 암반인 경우, 유체유동

은 불연속균열망의 기하학적 속성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균열암반에 대한 유체유동모델은 연

속체유체유동모델(Hsieh and Neuman, 1985, Neuman 

and Depner, 1988, Carrera et al., 1990), DFN 유체유동

모델(Long et al., 1982, Schwartz et al., Oda, 1985, 

Shapiro and Andersson, 1985, Rouleau and Gale, 1987, 

Sudicky and McLaren, 1992, Song et al., 1994) 및 등

가연속체와 DFN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모델(Andersson 

and Dverstorp, 1987, Cacas et al., 1990a,b)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중 DFN 유체유동모델은 

균열암반에 대한 유체유동을 해석하는 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며(Dershowitz and Einstein, 1987, Long 

et al., 1985, Park et al., 2007), 특히 등가수리상수를 추

정하기 어려운 지질매질에 대한 유체유동 해석에 유용하

다(Bear et al., 1993, Zimmerman and Bodvarsson, 1995). 

DFN 기반의 유체유동을 모사하기 위한 수치해석기법으

로는 유한요소법(FEM; finite element method) (Herbert, 

1996, Wilcock, 1996), 경계요소법(BEM; boundary element 

method) (Elsworth, 1986a,b), 등가파이프모델(EPM; equiva-

lent pipe model) (Cacas et al., 1990a,b, Bang et al., 

2003) 및 BEM/FEM, BEM/DEM, DEM/ FEM 등과 같

은 결합법(Dershowitz and Fidelibus, 1999, Jing and Hudson, 

2002)이 제안되었다. 이들 중 2-D 및 3-D 영역에서 균열

을 등가파이프(equivalent pipe)로 가정하는 DFN 기반

의 등가파이프모델은 여타 수치해석모델과 달리 요소화

할 필요 없이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매우 효율적으로 지

하 심부 및 천부에 대한 2-D 및 3-D 유체유동 해석을 수

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Long et al., 1982, Cacas et 

al., 1990a,b). DFN은 조사선조사, 조사창조사, 시추공로

깅 등의 현장자료를 사용하여 균열의 방향, 간격, 길이 

등의 확률밀도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추계론적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균열의 수가 많거나 모

델이 복잡해질수록 자료취득은 어려워지며, 또한 연산 

수행의 부담도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Diodato, 1994). 따

라서 DFN 유체유동모델의 현장적용에 대한 기존의 연

구는 대부분 단순한 형태의 불연속균열망을 바탕으로 수

행되었다(Rouleau and Gale, 1987, Dverstorp and Andersson, 

1989). 추계론적 DFN 유체유동모델에 의한 연구결과가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리지질학적 자료가 필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통계적 수리상수를 사용한 추계론

적 DFN 유체유동모델은 수리상수의 분산이 크거나 공간

적 변동성이 큰 경우 해석결과의 불확실성은 증대된다

(Dverstorp and Andersson, 1989). 또한, 컴퓨터 리소스

의 제약으로 인하여 해석영역은 수십 미터 이내의 규모

로 제한된다(Park et al., 2001). 이는 제한된 가용 정보

에 의존하는 균열암반에 대한 유체유동 모델링 및 연구

에 있어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법의 개발 또

는 체계적인 해석 절차의 수립이 필수불가결한 도전임을 

시사한다. 즉, 모델의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신뢰성, 예

측에 있어서 모델 오류의 수용성, 모델에 대한 이해성 등

의 모델링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체유동 모델링을 수행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체유동과 관련하여 다공성 지질매질과 균열성 지질

매질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등가연속체(equivalent con-

tinuum)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요소

체적(REV; representative elementary volume)에 관한 

것이다. 유체유동 특성과 관계된 균열암반의 REV는 수

리전도도텐서의 변동성이 거의 없는 해석영역의 최소 

크기로 정의할 수 있다. 유체는 지질매질에서 공극 또

는 균열 등의 빈 공간을 통해 유동하는데, 이들 공간 사

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첫째, 공극은 삼차원적으로 연

장되는 반면 균열은 이차원적이다. 둘째, 공극의 연결에 

의한 유효공극의 크기는 일반적인 과업현장의 규모에 

비해 매우 작다. 더구나 공극 자체의 크기범위 또한 매

우 작다. 반면에 균열은 연구지역 전체까지 연장될 수

도 있고 그 범위는 수 cm에서 수천 m까지 다양할 수 

있다. 비록 다공성 지질매질이 완전한 의미의 연속체로 

취급될 수 없지만 REV 개념을 다공성 매질에 적용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으며 실제 현장에 대한 유체유동 

모델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속체 해석법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다공성 매질의 경우 해석영역의 규

모에 따른 수리상수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에 균열성 지질매질은 비교적 균질한 균열암반의 경우

에도 균열의 연장성으로 인하여 유체유동 특성이 해석

영역의 규모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또한, 균열암반의 유체유동 특성은 균열의 연장

성 외에 방향성, 밀도, 간극, 연결성 등에 크게 좌우된다.

현장스케일의 균열암반에 대한 유체유동 해석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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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fracture geometry parameter values for the generated discrete fracture network systems in this study

DFN

ID

Orientation

(degrees)

Density

(#/m
2
/set)

Gamma distributed trace length (m)

Mean Variance Cov.

SET 1-1 45 and 135 2 0.8 1.6 1.58

SET 1-2 45 and 135 2 1.5 2.0 0.94

SET 1-3 45 and 135 2 2.0 1.5 0.61

SET 1-4 45 and 135 4 0.8 1.6 1.58

SET 1-5 45 and 135 4 1.5 2.0 0.94

SET 1-6 45 and 135 4 2.0 1.5 0.61

SET 2-1 60 and 120 2 0.8 1.6 1.58

SET 2-2 60 and 120 2 1.5 2.0 0.94

SET 2-3 60 and 120 2 2.0 1.5 0.61

SET 2-4 60 and 120 4 0.8 1.6 1.58

SET 2-5 60 and 120 4 1.5 2.0 0.94

SET 2-6 60 and 120 4 2.0 1.5 0.61

SET 3-1 75 and 105 2 0.8 1.6 1.58

SET 3-2 75 and 105 2 1.5 2.0 0.94

SET 3-3 75 and 105 2 2.0 1.5 0.61

SET 3-4 75 and 105 4 0.8 1.6 1.58

SET 3-5 75 and 105 4 1.5 2.0 0.94

SET 3-6 75 and 105 4 2.0 1.5 0.61

Fig. 1. A procedure of numerical experiments to examine 

REV and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discrete fracture 

network system

한 등가연속체모델의 핵심은 무결암과 균열 분포특성

이 결합된 효과를 대표할 수 있는 등가수리전도도텐서

(equivalent hydraulic conductivity tensor)를 결정하는 

것이다. 등가수리전도도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균열

이 분포하는 균열암반에서 REV 이상의 해석영역인 경

우 유효할 수 있지만, 대규모 균열을 포함하는 균열암

반은 REV 크기를 결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 

REV 크기는 모든 균열암반에서 동일하게 정의할 수 없

으며 심지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일부 균

열암반의 경우 스케일에 무관하게 등가연속체 특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균열암반의 

유형에 따른 REV 특성에 대한 고찰은 매우 필요하며, 

균열의 기하학적 속성의 조합 및 조건과 관련하여 균열

암반을 등가연속체로 가정한 유체유동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정립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수치실험을 통하여 통계적 특성을 갖는 균열의 

기하학적 속성이 균열암반의 REV 및 수리상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수치실험

본 연구는 블록크기 및 균열의 기하학적 속성의 변화

에 따른 균열암반의 수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차원 등가파이프 연결구조에 기반을 둔 DFN 유체유동 

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치실험 

절차는 Fig. 1에 나타나 있다. 수치실험에 사용된 DFN 

시스템은 균열의 기하학적 속성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

록 방향, 면적빈도, 길이분포를 달리하며 32 m⨯32 m 

크기의 이차원 영역에 추계론적으로 생성되었다. 생성

된 DFN에서 균열의 길이와 위치는 각각 감마분포와 포

아송분포를 따르며, 두 개의 확정적 방향성을 갖는 균

열군이 사용되었다. 또한, 각각의 균열군에 대하여 같은 

수의 확정적 면적빈도가 부여되었는데, 면적빈도는 단

위면적당 균열 트레이스 중점의 개수이다. 균열의 방향

과 면적빈도 및 길이분포를 달리하는 총 18개의 DFN 

시스템에 대한 입력변수가 Table 1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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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Selected examples of generated fracture traces on a square window of size 20 m: (a) SET 1-1, (b) SET 1-6, (c) 

SET 3-1, (d) SET 3-6

Fig. 3. 2-D square flow region with two constant head 

boundaries(Φ1 > Φ2) and two boundaries with a 

linear variation in head from Φ1 to Φ2 (after Oda, 

1985)

균열군의 방향 조합은 이차원에서 두 균열군 트레이스 

선주향 사이의 교차각이 90°, 60°, 30° 등을 이루도록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균열 트레이스의 교차각에 따른 

REV 및 수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각각의 방향 그룹에서 면적빈도는 균열군당 2개/m
2
 또

는 4개/m
2
 이며, 길이는 평균(0.8-2 m) 및 변동계수(0.61- 

1.58)의 변화에 따른 감마분포이다. Fig. 2는 이 연구에

서 사용한 18개의 DFN 중 대표적인 시스템을 도시한 

것으로, 방향성, 면적빈도 및 길이분포에 따른 균열 연

결성의 변화를 육안으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여기

서 블록의 크기는 경계효과(Bang et al., 2003)를 고려

하여 32 m⨯32 m 영역에 생성한 DFN의 중앙에 위치

한 20 m⨯20 m 이다.

수치실험을 위한 해석영역의 좌우경계는 정수두(Φ1 

및 Φ2) 조건이 부여되었는데,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

이 Φ1이 Φ2보다 크다. 해석영역의 상하경계는 Φ1에서 Φ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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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20 m 15 m⨯15 m 10 m⨯10 m 5 m⨯5 m

Fig. 4. Example DFN blocks of sizes 5 m⨯5 m, 10 m⨯10 m and 15 m⨯15 m from center of the 20 m⨯20 m

Fig. 5. Construction of the analysis domain by rotating the boundary as well as the hydraulic gradient at every 30 degrees

까지 선형으로 감소한다.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의 해석영역에서 최대수두경사(I)의 방향(p)은 Φ1경계

로부터 Φ2경계로 향하며, I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I
L





 (1)

이때 p 방향으로의 블록수리전도도 k
(p)
는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k
p 
IL

Qou t
 (2)

여기서, Qout은 수두경사 방향으로 단위시간당 총 유

출량이다. DFN 시스템에서 방향에 따른 k
(p)
는 해석영

역의 경계와 수두경사를 회전함으로써 산정할 수 있다.

해석영역은 블록의 크기가 DFN의 수리적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1의 18개 DFN에 

대하여 각각의 32 m⨯32 m 영역 중심에서 최소 5 m⨯

5 m 에서 최대 20 m⨯20 m 까지 한 변이 5m씩 증가하

는 정사각형의 DFN 블록이다(Fig. 4). 이와 같이 구성

된 총 72개(18⨯4)의 DFN 블록에 대하여 x축을 기준

으로 Fig. 5에서와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매 30° 간격으

로 회전하면서 12 방향(0°,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으로 구현한 총 

864개 DFN 블록에서 k
(p)
가 산정되었다. DFN을 구성

하는 모든 균열 트레이스는 0.1 mm의 수리간극을 갖는 

선형의 등가파이프로 취급하였다. 무결암의 수리전도도

는 균열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그 효과가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치밀한 결정질

암에서만 유효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DFN 블록에서 Qout을 산정하

기 위하여 2-D 등가파이프모델을 적용하여 유체유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은 등가파이프와 이들의 연결 

교점(node)으로 이루어진 등가파이프 연결구조의 전형

적인 예를 보여준다. 교점 m과 n을 연결하는 등가파이

프를 통한 유체유동은 수두손실(Hm-Hn)을 야기하며, 

2-D 층류(laminar flow) 조건에서 개별 등가파이프의 

유량(Qmn)은 수두손실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가정하

고 비례상수(conductance) Cmn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Qmn
 l

gbe
h



mn

Hm
Hn

 Cmn
Hm

H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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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wo dimensional equivalent linear pipe discrete fracture fluid flow model (after Priest, 1993)

여기서, g, eh, b, ν, l 는 각각 중력가속도, 유효수리간

극, 2-D 단면의 수직 방향으로의 단위 두께(2-D 해석 

시 b=1), 동점성도, 등가파이프의 길이이다. 개별 등가

파이프의 컨덕턴스 Cmn은 유효수리간극과 등가파이프 

길이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등가파이프 주위의 

매질이 불투수성 및 비압축성이며 유체는 등가파이프

를 통해서만 흐른다고 가정하면 연결망 교점에서 유체

의 순이득 및 순손실이 없으므로 ΣQmn=0 이다. 따라서 

해석영역 경계에 위치한 교점의 전수두 값이 주어지면 

등가파이프 연결구조 내부 교점의 전수두는 Eq. (3)을 

이용하여 산정될 수 있다. 교점의 수가 많지 않은 단순

한 연결망의 경우 대수적 소거법을 사용하여 해석영역 

내부 교점의 전수두를 산정할 수 있지만 교점의 수가 

많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치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

합하다. 이 연구에서는 SOR(successive over-relaxation)

법을 사용하여 블록 내부의 모든 교점에서 전수두를 구

하고 DFN 블록에 대한 Qout을 산정하였다.

3. 블록크기 및 기하학적 속성에 따른 k
(p)
의 변화

균열성 암반의 수리전도도는 블록크기에 영향을 받으

며 일반적으로 블록크기가 실험실 스케일에서 현장 스

케일로 확대됨에 따라 평균 수리전도도는 증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Kulatilake and Panda, 2000). Fig. 7

은 본 연구의 수치실험을 통하여 DFN의 블록크기 및 

기하학적 속성의 변화에 따라 매 30° 방향으로 산정한 

k
(p)

 중 두 균열군 트레이스의 교차각이 90°, 60°, 30°를 

이룰 때 각각에 대하여 균열의 최소 면적빈도 및 최소 

평균길이를 갖는 DFN 시스템(SET 1-1, SET 2-1, SET 

3-1)과 최대 면적빈도 및 최대 평균길이를 갖는 DFN 

시스템(SET 1-6, SET 2-6, SET 3-6)에 대한 결과를 그

래프에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방향에 따른 블록수리전

도도는 블록크기의 증가에 따라 단조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가장 작은 블록크기(5 m × 5 m)

에서의 방향에 따른 블록수리전도도가 이보다 큰 블록

크기에서의 블록수리전도도보다 크게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DFN의 입력변수인 길이

분포를 감안할 때 가장 작은 블록의 경우 유체유동 영

역 전체를 가로지르는 등가파이프로 인하여 수두 차 방

향으로 유동통로의 연결성이 양호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블록수리전도도가 높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작은 크기의 DFN 블록을 제외하면 균열의 면적

빈도 및 평균길이가 가장 우세한 DFN(SET 1-6, SET 

2-6, SET 3-6) 그룹의 경우 블록크기에 따른 블록수리

전도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전반적

으로 가장 큰 블록크기(20 m⨯20 m)에서 블록수리전

도도가 가장 높게 산정되었다. 반면에 균열의 면적빈도

가 가장 낮고 및 평균길이가 가장 짧은 DFN(SET 1-1, 

SET 2-1, SET 3-1) 그룹의 경우에는 블록크기에 따른 

수리전도도의 변화에 대한 경향을 찾기 어렵고 불규칙

한 이방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

동통로의 연결성이 결여되어 연결구조의 형태가 블록

크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상기와 같은 결과는 균열의 면적빈도 및 

길이분포가 블록크기에 따른 유동통로의 연결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시한다.

두 균열군의 교차각이 90°(SET 1)에서 30°(SET 3)로 

작아질수록 블록수리전도도의 이방적 특성이 더욱 뚜

렷해짐을 관찰할 수 있는데, 면적빈도 및 평균길이가 

가장 우세한 DFN(SET 1-6, SET 2-6, SET 3-6) 그룹은 

트레이스 선주향의 평균인 90°(E) - 270°(W)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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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7. Directional hydraulic conductivity, k
(p)

, (m/s) in different flow directions for various block sizes of selected DFN 

systems

수리전도도가 높아지고 이에 직교하는 0°(N) - 180°(S)

방향으로 수리전도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두 균열군의 트레이스가 직교하는 SET 1-6의 경우

(Fig. 7(b)) 20 m⨯20 m 블록크기에서 수리전도도는 

방향에 따른 값의 변화가 거의 없는 등방연속체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SET 3-6의 경우(Fig. 7(f)) 

0° 방향으로의 수리전도도는 90° 방향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매우 낮게 산정되었다. 균열의 면적빈도가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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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ER values vs. different block sizes for various DFN 

systems

평균길이가 짧은 경우(Fig. 7(a), (c), (e))에도 20 m⨯

20 m 블록크기에서 수리전도도는 교차각이 작아짐에 따

라 E – W 방향으로 이방성이 증대됨을 인지할 수 있다.

4. 대표요소체적 및 등가연속체 특성

REV 크기 이하의 암반에서 유체의 거동은 연속체 보

다 개별체 특성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DFN 시스

템에 대한 REV가 정의될 수 있는 조건은 블록의 크기

에 따른 k
(p)
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야하며, 또한, 블록 

매질을 등가연속체로 취급한 경우의 방향에 따른 이론

적 블록수리전도도(


k
p )와 k

(p)
의 편차가 작아야한다

(Kulatilake and Panda, 2000). 첫 번째 조건은 블록크

기에 따른 k
(p)
의 변화를 분석하여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차원 블록에 대하여 등가연

속체 성질에 근접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안된 


k
p와 k

(p)
 간의 상대오차(ER)를 도입하여 평가할 수 있

으며 ER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Kantani, 1984, Oda, 

1985).

ER N
N

kp 


k
p



N
N

k
p (4)

여기서, N은 방향수리전도도 산정을 위해 사용한 방

향의 개수이며 본 연구에서 N=12 이다. 


k
p는 이차원 

해석영역에서 다음 Eq. (5) - (6)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Kantani, 1984).



k
pKi jpipj  (5)

Ki j
 N

N

k
ppipj i j

N

k
p (6)

여기서, Ki j 는 k
(p)
에 의해 추정된 이론적 수리전도도

텐서, pi와 pj는 각각 수두경사에 평행한 단위벡터 p의 

서로 수직인 i와 j 방향으로의 성분, δij는 크로네커 델타

이다. 모든 방향에서 k
(p)

=


k
p인 경우 Eq. (4)에서 ER은 

0이며, 이때 매질은 완벽한 의미의 등가연속체로 취급

될 수 있다. 그러나 기하학적 변동성을 갖는 균열암반 

매질이 ER=0의 등가연속체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ER이 0에 가까울수록 등가연속체 성질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k
(p)

와 


k
p  사이의 편차가 증가하여 ER이 커지면 Ki j 는 

k
(p)
에 대한 타당한 추정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

우 균열암반은 Kij의 등가연속체로 취급하기 어렵다. 

Kulatilake and Panda(2000)는 DFN 매질에 대한 등가

연속체로 취급 가능성을 ER=0.2 이하로 보고한 바 있다.

이방성을 갖는 등가연속체 매질에서의 유체유동은 

Kij에 의해 표현될 수 있으며 이차원 매질의 주 수리전

도도(principal hydraulic conductivity)는 Kij를 구성하

는 최대 및 최소 방향으로의 수리전도도이다. 이차원 

등가연속체 매질에서 K11 및 K22를 각각 최대 및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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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isotropy of hydraulic conductivity for different block sizes

DFN ID Size (m) K11/K22 DFN ID Size (m) K11/K22 DFN ID Size (m) K11/K22

SET

1-1

5 2.254

SET

2-1

5 4.921

SET

3-1

5 25.685

10 2.302 10 3.515 10 7.523

15 1.580 15 1.632 15 3.293

20 1.297 20 2.682 20 6.482

SET

1-2

5 1.137

SET

2-2

5 4.476

SET

3-2

5 52.398

10 1.274 10 3.359 10 11.801

15 1.404 15 2.336 15 9.481

20 1.220 20 2.730 20 12.031

SET

1-3

5 1.207

SET

2-3

5 5.515

SET

3-3

5 31.194

10 1.323 10 4.021 10 8.301

15 1.385 15 2.087 15 6.906

20 1.345 20 2.854 20 11.122

SET

1-4

5 1.262

SET

2-4

5 3.871

SET

3-4

5 98.412

10 1.217 10 2.950 10 7.250

15 1.051 15 2.395 15 5.327

20 1.214 20 2.629 20 5.266

SET

1-5

5 1.125

SET

2-5

5 3.698

SET

3-5

5 143.947

10 1.159 10 2.957 10 11.789

15 1.204 15 2.499 15 10.586

20 1.091 20 2.796 20 11.673

SET

1-6

5 1.262

SET

2-6

5 4.159

SET

3-6

5 462.792

10 1.206 10 3.252 10 15.207

15 1.203 15 2.550 15 10.073

20 1.144 20 2.718 20 10.936

주 수리전도도라 할 때 평균 블록수리전도도 (K0)는 다

음 Eq. (7)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장 매질의 수리

전도를 간편하게 표현하는 파라미터로 흔히 사용된다.

K
 K

K
 (7)

여기서, K11 및 K22의 크기와 방향은 Kij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Fig. 8은 본 연구의 DFN 시스템에 대하여 블록크기

에 따라 산정된 ER을 그래프에 도시한 것이다. 균열군

의 교차각이 큰 경우(SET 1=90°, SET 2=60°) 블록크기

가 증가함에 따라 ER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블록크기가 증가할수록 등가연속체 매질로 취

급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블록크기가 작을수

록 ER이 높은 경향은 DFN 영역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

으로 대규모인 균열이 우세해져서 이방적 특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균열군의 교차각이 가장 

작은 경우(SET 3=30°) ER은 SET 1 및 SET 2의 값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블록크기

에서도 높은 값의 ER이 산정되어 매질을 등가연속체로 

취급하기 어려운 DFN 시스템(SET 3-1)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균열의 면적빈도가 낮고(2/m
2
/set) 평균길이가 가장 

짧은(mean=0.8 m) SET 1-1, SET 2-1, SET 3-1은 균

열의 방향성 및 블록크기와 무관하게 비교적 높은 ER 

값이 산정되어 등가연속체로 취급할 수 없을 것으로 생

각되며, REV 또한 정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DFN 시스템을 제외하면 균열의 면적빈도를 두 배

(4/m
2
/set)로 높인 SET 1-4, SET 2-4, SET 3-4의 ER  

값이 나머지 DFN에서 산정된 ER보다 다소 높은 경향

이 있지만, 세 DFN 시스템 모두 20 m⨯20 m 블록크기

에서 ER은 10% 내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때

의 블록크기를 REV로 정하고 등가연속체로 취급하는 

데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의 모든 

DFN 시스템에서도 20 m⨯20 m에서 10% 이하의 충분

히 낮은 ER이 산정되었다.

Table 2는 블록크기에 따른 이방성의 척도로써 K11과 

K22의 비를 수록한 것인데, 균열 트레이스의 교차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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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verage block conductivity vs. fracture network 

system for block size of 20 m⨯20 m

작을수록 DFN 블록의 이방성이 증대되어 K11/K22의 값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교차각 90°인 SET 1에서는 등

가연속체로 취급하기 어려운 SET 1-1을 제외하고 블록

크기에 따른 K11/K22 의 유의미한 변화를 볼 수 없으며 

등방적 특성을 나타낸다. SET 2 및 SET 3는 블록크기

가 증가할수록 K11/K22가 감소하여 수렴하는 경향을 인

지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블록크기가 

작을수록 DFN 영역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의 균열이 우세해져서 수리전도도의 이방적 특성이 더

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규모를 고

려하여 단층 또는 대규모 절리가 발달한 경우 블록수리

전도도의 이방적 특성을 고려한 유체유동 해석이 수행

되어야 한다.

Fig. 9는 본 수치실험의 REV로 정할 수 있는 20 m⨯

20 m 블록크기에서 K0의 변화를 그래프에 도시한 것이

다. SET 1, 2, 3의 방향 그룹에서 균열의 면적빈도가 

두 배로 증가하였을 때 K0는 두 배 이상(최소 2.6배 ~ 

최대 5.1배) 증가하였다. 각각의 방향그룹에서 면적빈

도가 같을 때 균열의 길이가 길어지면 K0도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균열의 면적빈도가 높고 평균길이가 긴 

DFN 시스템(SET 1-5, SET 2-5, SET 3-5, SET 1-6, 

SET 2-6, SET 3-6)에서 높은 값의 K0가 산정되었으며 

면적빈도가 낮고 평균길이가 가장 짧은 DFN 시스템

(SET 1-1, SET 2-1, SET 3-1)에서 가장 낮은 K0를 도

출하였다. 균열의 평균길이=1.5, 분산=2.0인 SET 1-5, 

SET 2-5, SET 3-5가 평균길이=2.0, 분산=1.5인 SET 

1-6, SET 2-6, SET 3-6보다 K0가 다소 높게 산정된 이

유는 평균길이가 작더라도 분산이 높은 경우 블록크기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균열이 생성되어 블록 내의 

유체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면적빈도 및 길이분포의 값이 고정된 경우에 균

열의 교차각이 작아질수록 K0는 뚜렷이 감소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균열의 방향성, 밀도, 길이 등의 기하학적 

속성이 복합적으로 DFN의 블록수리전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FN에 대한 등가연속

체 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해서는 균열의 방

향분포, 밀도, 길이분포 등과 더불어 간극분포를 고려한 

수치실험 조건을 현장암반에 상응하도록 더욱 체계화, 

다양화하여 기하학적 속성 변화에 따른 REV 블록의 수

리적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블록크기 및 균열의 기하학적 속성이 2-D 

DFN의 수리상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의 DFN 시스템은 균열의 면적빈도가 낮거나 

길이분포가 짧을수록 블록크기에 따른 수리전도도

의 변화를 규정하기 어려우며 불규칙한 이방적 특성

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유동통

로의 취약한 연결성으로 인하여 연결구조의 형태가 

블록크기 및 방향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DFN 시스템에 대한 유체유

동 연구를 위해서는 등가의 연속체 접근법보다 개별

체 접근법이 추천된다.

2. 균열의 면적빈도가 높고 길이분포가 긴 DFN 시스템

은 블록크기가 REV에 도달하였을 때 가장 높은 블

록수리전도도 값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블록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균열이 존재하여 해석영역을 가

로지르는 경우에는 블록크기에 관계없이 높은 블록

수리전도도를 가지며 이방적 특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층 또는 대규모 절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긴 연장성의 불연속면이 발달한 경우 현

장규모를 고려하여 블록수리전도도의 이방적 특성

을 고려한 유체유동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3. 본 연구에서 이방적 블록수리전도 특성은 균열사이

의 교차각이 작아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지만 교

차각이 작아도(30°) 면적빈도와 길이분포에 따라 

REV가 정의될 수 있다. 교차각이 60° 이상인 경우

에는 블록크기가 증가할수록 매질에 대한 등가연속

체 취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등가연속체 유체유동 

해석을 위한 REV 크기는 ER 값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균열의 기하학적 속성은 복합적으로 DFN 시스템의 

수리적 이방성 및 등가연속체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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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연속체 해석을 위한 요소크기 결정 및 현장조건

에서의 수리시험 구간 설정 등의 활용성 제고를 위

한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해서는 균열의 방향분포, 

밀도, 길이분포 등과 더불어 간극분포를 고려한 수

치실험 조건을 현장암반에 상응하도록 더욱 체계화, 

다양화하여 기하학적 속성 변화에 따른 REV 블록의 

수리적 특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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