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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인공 절리면의 생성과 이에 대한 거칠기 특성 평가

최승범, 이수득, 전석원*

Generation of a 3D Artificial Joint Surface and 

Characterization of Its Roughness

Seung-Beum Choi, Sudeuk Lee, Seokwon Jeon*

Abstract Roughness of a joint surfa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ameters that affects the mechanical and 

hydraulic behavior of rock mass. Therefore, various studies on making constitutive model and/or roughness 

quantification have been conducted in experimental and empirical manners. Advances in recent 3D printing 

technology can be utilized to generate a joint surface with a specific roughness. In this study, a reliable technique 

to generate a rough joint surface was introduced and its quantitative assessment was made. Random midpoint 

displacement method was applied to generate a joint surface and the distribution of 

 was investigated to assess 

its roughness. As a result, a certain roughness can be embodied by controlling input parameters and furthermore 

it was able to generate a joint surface with specific roughness anisotropy. 

Key words Roughness, random midpoint displacement, 

 distribution, anisotropic ratio of roughness

초  록 절리면의 거칠기는 암반의 역학적, 수리적 거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를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 모델 및 거칠기 정량화 연구가 실험적, 경험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은 특정 거칠기를 갖는 절리면을 생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적합한 절리면 생성 

기법을 소개하고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프랙탈 이론에 따른 랜덤중점변위법을 적용하였으며 생성된 절리면

의 거칠기 평가는 

의 분포를 계산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입력변수 제어를 통하여 목표로 한 거칠기를 

구현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특정 거칠기 이방성비를 갖는 절리면을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거칠기, 랜덤중점변위법, 

 분포, 거칠기 이방성비

1. 서 론

절리면의 거칠기는 암반의 역학적, 수리적 거동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어 왔다. 이 중 Barton의 경험식
1)
은 가장 

널리 적용되는 모델 중 하나이며 식 (1)과 같이 절리거

칠기계수(Joint Roughness Coefficient, JRC)를 도입하

여 거칠기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tan log



 (1)

Barton & Choubey는 절리면에 대한 전단시험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역산하여 JRC를 구했으며 그 후, 10개

의 표준 절리면 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ISRM(국제암

반공학회)에서는 해당 절리 시험편과 가장 유사한 형상

을 띈 프로파일의 거칠기 값을 육안으로 비교하여 사용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2)

. 그러나 이러한 시각적 비교평

가는 사용자의 경험과 주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3)

 

거칠기 지수를 정량화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절리면의 전단 거동에 대한 거칠기의 영향을 정

량화하려는 실험적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
4)

.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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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 = 1 (b) GL = 2 (c) GL = 3

Fig. 1. Generation sequence of random midpoint displacement method (After Seo & Um)

한 실험은 특정 거칠기를 갖는 절리면을 확보하기 위하

여 다수의 암석 블록에 쐐기를 사용하여 인장절리를 생

성하거나 혹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은 절리면으로 부

터 모르타르 복제시험편 성형을 위한 몰딩틀을 제작해

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

은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특정 거칠기를 갖는 삼차원 절리면의 점군 자

료(point cloud)을 생성한 후 이를 프린팅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복제시료의 거칠기를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프린팅 기술에 적용하기 적합

하도록 프랙탈 이론을 이용하여 삼차원 인공 절리면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정량적인 거칠기 평가를 수행하였

다. 입력변수 제어를 통해 특정 거칠기를 구현했으며, 

거칠기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본 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는 향후 3D 프린터를 활용한 절리의 역학/

수리적 연구 진행의 기반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2. 프랙탈 이론에 따른 인공 절리면의 생성

브라운 함수(fractional Brownian function)를 이용한 

프로파일 생성기법은 이미 소개된 바 있으며
5-6)

 본 논문

에서는 이 중 랜덤중점변위법(random midpoint displace-

ment)을 적용하였다. 해당 기법은 점군 생성이 용이하며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을 간

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편의상 정사각형 단면을 가정하고 생성할 시험

편의 길이(L)를 설정한 후, 사각형의 각 꼭짓점 높이를 

설정한다. 이때 각 꼭지점의 높이를 동일하게 설정하면 

정상 프로파일(stationary profile), 다르게 설정하면 비

정상 프로파일(non-stationary profile)로 구분된다. 각 좌표 

사이의 간격(interval)을 고려하여 생성단계(Generation 

Level, GL)을 설정하면, 좌표 간 간격은 식 (2)와 같다.

∆ ∆ 





 (2)

Fig. 1(a)의 중점 
  의 좌푯값은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3)

은 정규 난수로서, 설정한 GL 수준에 따라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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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사각형의 한 변 위에 위

치한 점의 좌표는 상하좌우 인접한 2점의 중점으로 계

산한다.

  



     (4)

는 생성될 값의 진폭을 결정하며 는 허스트 지

수(Hurst exponent)로서 3차원 생성의 경우 프랙탈 차

원(fractal dimension, D)과  의 관계를 갖는

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3차원 절리면을 생성할 수 있다.

3. 생성된 절리면의 거칠기 산정

상술한 것처럼 절리면의 거칠기를 정량화하려는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절리면 프로파일의 점 좌표

를 취득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거나
7-9)

, 프랙탈 이

론을 적용한
10)

 정량화 지수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 결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JRC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11)

 

실험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이 중 가장 널리 적용되

는 거칠기 파라미터는 Myers(1962)의 프로파일 일차미

분 평균제곱근(

, root mean square of 1st derivative)

이며 식 (5)와 같다.













 



 








  



  


  (5)

Tse & Cruden(1979)은 Barton이 제시한 표준 프로

파일의 점 좌표를 취득하여 

를 계산한 후, JRC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7)
(식 (6)). 그러나 Yang et al.(2001)

은 이 과정에서의 등방변환(isotropic transformation)이 

절리면 프로파일의 자기 유사성(self affine)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2)

 수정된 관계식을 제안하였

다(식 (7)).

 log  and   (6)

 log     (7)

식 (7)은 기존의 식인 식 (6) 보다 다소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수정된 JRC 변환식

을 적용하였다.

2차원 거칠기 파라미터는 절리면의 한 단면을 선정하

여 계산되므로 그 절리면 전체를 온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3차원 거칠기 파라미터 산정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4,9,13)

 그 효용성 면에서 

아직 2차원 파라미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

에서 적용한 거칠기 산정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3차원 

절리면을 생성한 후 x, y 축 방향으로 각각 단면을 나누

고 각 방향에서 생성된 모든 단면에 대하여 식 (5), (6)

을 적용하여 JRC의 분포를 산정하였다. 

4. 생성된 절리면 거칠기의 특성 분석

4.1 거칠기 구현을 위한 입력변수 결정

랜덤중점변위법에 의하여 생성된 절리면의 거칠기는 

절리면 길이(L), 생성단계(GL), 거칠기 진폭() 그리고 

허스트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현교와 엄정기(2012)는 각 변수들이 2차원 절리면의 거

칠기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 파라미터를 적용하여 분

석하였다
5)

. 3D 프린팅을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목표 

시험편의 기하학적 조건과 3D 프린터의 분해능(식 (2)

의 점 간격 고려) 등 시험환경을 고려하면 절리면의 길

이와 생성단계는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는 L = 110 mm, GL = 8 조건을 적용하여, 점 간격 

약 0.43 mm (∆ ∆ 





≃)의 정사각형 시

료를 생성하였다.

이미 결정된 2개의 변수를 제외하면 와 에 따라 

시험편의 거칠기가 결정된다. 그러나 

와 다르게 JRC

는 0 ~ 20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입력변

수 , 의 값이 제한된다. 프랙탈 차원과 관련된 허스

트 지수()는 0 ~ 1의 범위를 갖고, 진폭()에 대한 제

한은 없으나 본 논문에서는 0 ~ 10의 수준을 갖도록 설

정하였다. 두 입력변수를 변화시키며 계산한 JRC 값은 

Fig. 2와 같다. 는 프로파일의 진폭을 결정하므로 가 

증가할수록 JRC가 증가하며 는 프랙탈 차원을 결정

하므로 가 증가할수록 JRC는 감소한다. 이를 활용하

면 특정 JRC를 구현시키는 입력변수 조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JRC = 5.0, 8.5, 12.2, 17.1, 20.7

에 근접한 절리면을 생성하기 위하여 Table 1의 조합을 

사용하였다. 마지막 절리면은 JRC의 범위를 초과하지

만 해당 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의미로 목푯값으로 

설정하였다. 목표로 한 거칠기를 구현할 수 있는 입력

변수 조합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

론적, 경험적 관계식을 제시함에 있어 JRC의 범위 및 

시험편의 길이, 점 간격 등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기 어

렵기 때문에 시행착오적 방법을 통해 목표로 한 거칠기

를 구현하는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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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D surface plot (b) Contour plot

Fig. 2. Calculated JRC considering constraint conditions (L = 110, GL = 8)

Table 1. Combination of input parameters for embodying 

specific JRC

Target JRC  H

5.0 3 0.7

8.5 7.5 0.8

12.2 3 0.6

17.1 7 0.7

20.7 3 0.5

4.2 절리면의 JRC 산정

Table 1의 조합을 랜덤중점변위법에 적용하여 5가지 

서로 다른 거칠기를 갖는 절리면을 생성시켰다. 상술한 

것처럼 한 변의 길이가 110 mm인 정사각형 형태이며, 

점 간격은 각 축 방향으로 약 0.43 mm, 절리면을 구성

하는 점의 수는 66,049개( )이다. x, y

축 방향으로 각각 257개(  )의 단면 프로파

일을 추출하고 각 단면마다 JRC를 계산하여 그 분포를 

도시하였다(Fig. 3).

목표로 한 JRC와 분포의 평균, 최빈값 등 통계량 사

이에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비교

적 목푯값과 유사한 수준의 거칠기를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Fig. 3). 거칠기 분포형태는 정규분포와 

유사하며 그 형태, 평균, 표준편차, 최빈값을 축 방향별

로 계산한 결과, 방향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점의 변위 값 생성 시 사용한 난수

가 정규분포를 따르며 중점을 둘러싼 네 점의 평균으로 

변위를 계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3 거칠기 이방성비(anisotropy ratio) 구현

자연 절리면은 일반적으로 그 측정 방향에 따른 거칠

기 이방성을 보인다. 그러나 Fig. 3과 같이 본 논문에서 

생성된 인공 절리면은 각 축 방향에 따른 거칠기 분포 

평균값에 큰 차이가 없다. 특정 거칠기 이방성비를 갖

는 절리면을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술한 것처럼 인공 절리면의 거칠기는 시험편 길이

(L)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시험편의 길이가 증

가하면 거칠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 이를 

이용하여 이방성비를 구현하는 방법은 먼저 정사각형 

시험편이 아닌 각 방향 길이가 다른(Lx, Ly) 직사각형 

시험편을 생성한다. 이 절리면을 사용자가 필요한 면적

만큼 절단하여 사용하면 Lx, Ly에 따른 이방성비를 구

현할 수 있다. Fig. 4는 그 예를 보여준다. 먼저 256 x 

128 mm의 직사각형 시험편을 생성하였다(GL = 8, H = 

0.55,  = 3). 랜덤중점변위법의 알고리즘 상, 축 방향 

점(그리드)의 숫자는 같으나 점 간격(interval)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를 계산하면 점 간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리면 생성 후, 

축 방향 점 간격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내삽을 진행

하였다.

이를 왼쪽, 중앙, 오른쪽 부분으로 나눈 후, 각 부분의 

가로, 세로 방향 거칠기 분포를 측정한 결과가 Fig. 5와 

같다. 검은색 분포는 세로 방향으로 측정한 거칠기 분

포, 붉은색 분포는 가로 방향 분포를 나타내며, 가로 방

향 거칠기는 길이 효과로 인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칠기 이방성비를 계산하면 각각 1.66, 2.04, 

2.10을 나타내어 초기 시험편 길이비와 유사하며 다만 

왼쪽 부분이 국부적으로 큰 거칠기 부분이 포함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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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urface Distribution along x axis Distribution along y axis

(a) Target JRC = 5.0

(b) Target JRC = 8.5

(c) Target JRC = 12.2

(d) Target JRC = 17.1

(e) Target JRC = 20.7

Fig. 3. Generated joint surfaces and their JRC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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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 example of embodying roughness anisotropy

(a) Distribution of Part 1 (b) Distribution of Part 2 (c) Distribution of Part 3

Fig. 5. JRC distribution of the Part 1, 2 and 3 (black histogram denotes the distribution of JRC along y axis, the red denotes 

the distribution along x axis)

(a) JRC variation due to length ratio (b) Relationship between anisotropic ratio and length ratio

Fig. 6. Roughness and anisotropic ratio variation due to length ratio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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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작은 이방성비가 계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분적인 이방성비 차이를 나타내긴 하지만, 형상 확인 

후 적당한 부분을 선택하면 비교적 초기 길이비와 비슷

한 이방성비를 구현시킬 수 있다.

Fig. 6은 직사각형 시험편의 길이비를 변화시키며 측

정한 시험편의 거칠기와 그에 따른 이방성비를 나타낸

다. 세로축 방향의 거칠기는 그 길이를 고정했기 때문

에 변화가 없으나 가로축 방향 거칠기는 길이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방성비 역시 길

이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

을 볼 수 있다.

방향에 따른 세밀한 이방성비 변화를 확인하려면 절

리면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변환을 시키며 그 이방성비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전변환 이후 

기존 그리드에 맞도록 점 좌표의 내삽을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점 간격이 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적용

한 

은 샘플링 간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점 간

격 영향이 없는 다른 거칠기 파라미터를 적용한 추가연

구가 요구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랜덤중점변위법을 따라 삼차원 인공 

절리면을 생성하고 이에 대한 거칠기 특성평가를 수행

하였다. 먼저 프랙탈 이론에 따른 랜덤중점변위법을 소

개하고 

를 이용하여 생성된 절리면의 거칠기 분포를 

평가하였다. 시험 목적에 맞는 절리 시험편의 기하학적 

형상(L, GL)을 결정하면, 나머지 입력변수(H, )를 제

어하여 거칠기를 정량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했

으며 그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름을 보였다. 또한 초기 

시험편의 가로, 세로 길이비를 제어하여 특정 거칠기 

이방성비를 갖는 절리면을 생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는 향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절리면 생성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방향에 따른 이방

성비 특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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