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3

TUNNEL & UNDERGROUND SPACE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27, No. 5, 2017, pp. 303-311

https://doi.org/10.7474/TUS.2017.27.5.303

ISSN: 1225-1275(Print)  

ISSN: 2287-1748(Online) 

Received: Oct. 9, 2017

Revised: Oct. 25, 2017

Accepted: Oct. 25, 2017

*Corresponding Author: Jeong-Gi Um 

Tel) +82516296559, Fax) +82516296553

E-Mail) jum@pknu.ac.kr

Department of Energy Resources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45 Yongso-ro, Nam-gu, Busan 48513, South Korea

DFN 매질에 대한 등가연속체 유동모델의 적용 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다혜, 엄정기*

A Study on Applicability of Equivalent Continuum Flow Model in DFN Media 

Dahye Lee, Jeong-Gi Um*

Abstract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results obtained from DFN flow model and equivalent continuum 

flow model were conducted on total of 72 DFN blocks having various fracture geometry and domain size. A strong 

linear relation seems to exist between the two approaches under condition that normalized relative error for continuum 

behavior (ER) is less than 0.2, and the results from both methods are found to almost identical. To explore the 

field applicability of equivalent continuum flow model in DFN media, a total of 48 numerical schemes related 

to inflow of underground circular openings were implemented under various DFN configurations. The equivalent 

continuum flow model in DFN media with a constant hydraulic aperture was evaluated as valid. However, as the 

anisotropy increases due to variation of the hydraulic aperture, the results are likely to be overestimated compare 

to the DFN flow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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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다양한 기하학적 속성을 갖는 총 72개의 DFN 블록에 대하여 DFN 유동모델과 등가의 수리상수

를 사용한 연속체 모델을 각각 적용하여 두 결과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DFN을 연속체로 가정한 이론적 

블록수리전도도와 DFN 유동모델로 산정한 블록수리전도도 사이의 상대오차(ER)가 0.2 이하인 DFN 조건에서 

두 접근법 사이에 강한 선형 관계를 이루며 두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DFN 매질에 대한 

연속체 유동해석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양한 DFN 조건을 갖는 지중 원형공동에서의 지하수 

유입에 대한 모의 수치실험이 총 48회 수행되었다. 일정한 수리간극의 DFN 매질에 대한 등가연속체 유동모델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수리간극 변화로 인하여 이방성이 증대되면 DFN 유동모델에 의한 결과에 비하여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어 불연속절리망, 등가연속체 유동모델, DFN 유동모델, 수치실험

1. 서 론

다양한 규모의 절리성 암반에서 유체의 유동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암반공학 분야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단일 절리와 같은 작은 규모에서 유체의 흐름은 전통적

인 연속체 해석법에 의하여 연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다수의 절리가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장규모 조

건에서는 DFN(discrete fracture network) 유동모델을 

이용한 흐름 해석이 더욱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

성이 높지만 이에는 고도의 전산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

야 한다. 더불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절리성 암반

에 대하여 등가의 수리상수를 사용한 연속체 모델이 적

용 가능하다면 이는 DFN 유동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Han, 2016).

절리성 암반에서 유체의 흐름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절리연결망이 

전통적인 수리수문학에서의 다공성 매질과 유사하게 취

급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즉, 절리연결망 시스템에 대

하여 등가의 수리상수에 의한 연속체 모델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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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및 경계 조건을 부여하여 유체유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관련 분야의 많은 연

구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Snow(1965)는 절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고정 좌표계에서 임의의 방향성과 간극을 갖는 무한 길

이의 단일 절리에 대한 수리전도도텐서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절리연결망에 대한 수리전도도텐서는 개

별 절리로부터 얻은 수리전도도텐서 성분의 합으로 결

정하였다. 실제 현장의 절리는 유한의 연장성을 갖으며 

주위의 다른 절리와 연결되어야만 유체의 유동 통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리연결망의 수리전도도텐서를 

단순히 개별 절리의 수리전도도 성분의 합으로 정의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Rocha and Franciss(1977)는 Snow 

(1965)의 해석 기법을 보정하는 경험적인 현장 기법을 

제안하였지만 절리의 기하학적 속성을 고려하지 못하

였다. Long et al.(1982)은 불연속 절리 시스템에서 절

리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수리간극의 변화가 작을수록, 

방향성의 변화가 클수록, 해석영역이 커질수록 절리성 

암반을 등가의 다공질 매질로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선행연구(Han and Um, 

2015, 2016)를 통하여 해석영역의 크기 및 절리의 방

향, 빈도, 길이, 수리간극 등의 기하학적 속성 변화가 이

차원 DFN의 수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DFN의 이방성 및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성을 논의하였

지만 현장 적용을 위한 정량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DFN 블록에 대한 연속체 해석 조건 및 방

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하학적 

속성을 갖는 DFN 블록에 대하여 DFN 유동모델과 등

가의 수리상수를 사용한 연속체 모델을 적용하여 두 결

과 간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현장 적용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지중 공동에 대한 모의 수치실험을 수행

하여 상기 두 접근법에 의한 원형공동 내부로의 유입량

을 비교하고 절리의 기하학적 조건에 따른 연속체 해석 

결과를 고찰하였다.

2. DFN에 대한 연속체 유동모델

본 연구는 이차원 DFN 블록을 통과하는 유체의 흐름

을 평가하기 위해서 절리의 기하학적 속성 변화에 따른 

이방적 등가수리상수를 사용하여 연속체 유동모델에 

의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치실험에서 사용한 DFN

의 기하학적 속성은 선행연구(Han and Um, 2015)의 

조건과 동일하다. 절리군의 방향 조합은 이차원에서 두 

절리군 트레이스 선주향 사이의 교차각이 90°, 60°, 30° 

등을 이루도록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방향 그룹

에서 빈도는 2개/m
2
/set 또는 4개/m

2
/set, 길이는 평균

(0.8-2 m) 및 변동계수(0.75-2)의 변화에 따른 감마분

포, 수리간극은 0.1 mm 이다(Han and Um, 2015). Table 1

은 두 개의 절리군을 사용하여 절리군의 빈도와 길이분

포를 달리하는 총 18개 DFN 시스템을 요약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DFN 유동모델로 추정한 ER 값도 수록

하였다(Han and Um, 2015). ER은 DFN에 대하여 방

향에 따른 이론적 블록수리전도도와 DFN 유동모델로 

산정한 블록수리전도도 사이의 상대오차이다. 여기서 

이론적 블록수리전도도는 매질을 다공질, 이방 연속체

로 가정하고 대수학적으로 산정한 수리상수이다(Oda, 

1985). 따라서 ER은 0에서 1까지의 범위이며 0에 가까

울수록 DFN 블록이 등가의 연속체 특성을 가질 가능성

이 높지만 DFN에 대한 연속체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ER 값의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

다. 본 연구는 DFN에 대한 연속체 해석을 수행하고 ER 

값을 기준으로 DFN 유동모델에 의한 선행연구(Han 

and Um, 2015)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DFN 유동

모델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저자의 선행연구에 자

세히 수록되어 있다(Han and Um, 2015).

불균질(heterogeneous), 이방(anisotropic) 매질에서 

Darcy의 법칙을 따르는 이차원 연속체 유체 유동 지배

방정식은 정상류(steady-state flow) 조건에서 수리전도

도텐서 K의 최대 및 최소 주성분 방향이 x-y 좌표계와 

일치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식 (1)과 같은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경계

에서 수두가 정의되는 Dirichlet 또는 흐름량(또는 수리

경사)이 주어지는 Neumann 경계조건이 필요하며 대부

분의 경우 수치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Galerkin 방법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는 SEEP/W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DFN 블록

에 대한 연속체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연속체 유동해석을 위한 DFN 블록의 크기는 선행연

구에서와 같이 Table 1에 나타난 18개의 DFN 시스템

에서 각각 5 m⨯5 m, 10 m⨯10 m, 15 m⨯15 m, 20 m

⨯20 m 4개를 설정하였으며 총 72개(18⨯4)의 DFN 

블록을 대상으로 연속체 유동해석이 수행되었다. Fig. 1

은 해석영역의 경계조건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DFN 블

록의 좌우경계는 정수두(H1=10 m 및 H2=5 m)이며 상

하경계는 H1에서 H2 까지 선형으로 감소한다(H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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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fracture geometry parameters and ER values for the generated DFN systems (after Han and Um, 2015)

DFN

ID

Orientation

(degrees)
d

L ER

μ σ 5m⨯5m 10m⨯10m 15m⨯15m 20m⨯20m

DFN1-1 45 and 135 2 0.8 1.6 0.2185 0.3042 0.2060 0.1579

DFN1-2 45 and 135 2 1.5 2.0 0.0971 0.0829 0.0509 0.0168

DFN1-3 45 and 135 2 2.0 1.5 0.0773 0.0910 0.0517 0.0383

DFN1-4 45 and 135 4 0.8 1.6 0.0765 0.0368 0.0937 0.0790

DFN1-5 45 and 135 4 1.5 2.0 0.0475 0.0448 0.0634 0.0169

DFN1-6 45 and 135 4 2.0 1.5 0.0545 0.0561 0.0546 0.0215

DFN2-1 60 and 120 2 0.8 1.6 0.3160 0.1671 0.2294 0.1840

DFN2-2 60 and 120 2 1.5 2.0 0.1137 0.0631 0.0184 0.0141

DFN2-3 60 and 120 2 2.0 1.5 0.1413 0.0463 0.0365 0.0242

DFN2-4 60 and 120 4 0.8 1.6 0.1654 0.0586 0.1577 0.0686

DFN2-5 60 and 120 4 1.5 2.0 0.0727 0.0224 0.0506 0.0273

DFN2-6 60 and 120 4 2.0 1.5 0.0963 0.0344 0.0329 0.0356

DFN3-1 75 and 105 2 0.8 1.6 0.2690 0.1865 0.8414 0.3651

DFN3-2 75 and 105 2 1.5 2.0 0.1178 0.1437 0.0864 0.0868

DFN3-3 75 and 105 2 2.0 1.5 0.0678 0.1599 0.1210 0.0711

DFN3-4 75 and 105 4 0.8 1.6 0.1413 0.2324 0.3712 0.1108

DFN3-5 75 and 105 4 1.5 2.0 0.0903 0.0795 0.0383 0.0627

DFN3-6 75 and 105 4 2.0 1.5 0.0793 0.0771 0.0460 0.0732

note: d=joint density (no. of joint/m
2
/set), L=gamma distributed trace length (m), μ=mean, σ=standard deviation, ER=normalized 

relative error for continuum behavior 

Fig. 1. The scheme of the numerical analysis to determine 

the flow quantity (QC) at the lower head boundary

Um, 2015). 매질의 물성치로 사용한 이방의 수리전도

도는 선행연구(Han and Um, 2015)의 DFN 유동해석으

로 산정한 블록수리전도도텐서로부터 결정된 최대(K11) 

및 최소(K22) 주 수리전도도의 크기와 방향이다.

3. DFN 유동모델 vs. 등가연속체 유동모델

Fig. 2는 Table 1의 총 72개 DFN 블록에 대한 연속

체 유동해석과 DFN 유동해석을 수행하여 DFN 블록의 

오른쪽 경계에서의 유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각각의 방

법에 의한 결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x축은 

DFN 유동해석으로 산정한 유량(QD)이며 y축은 연속체 

유동해석으로 산정한 유량(QC)이다. 두 접근법에 의한 

결과가 더욱 일치할수록 추세선의 기울기 및 결정계수

(R
2
)는 더욱 1에 근접하게 된다. Fig. 2(a)는 모든 DFN 

블록에서의 결과를 함께 도시한 것인데, 추세선의 기울

기 및 R
2
가 각각 0.9929 및 0.9904로 1에 근접하여 두 

방법에 의한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총 72개의 비교적 많은 자료 개수에 

의한 것이며 ER 값의 범위를 세분하여 결과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Fig. 2(a)에서 삼각형으로 나타낸 ER 값이 0.2 이상

에서의 결과는 절리의 빈도가 낮고(d=2/m
2
/set) 평균길

이가 가장 짧으며(=0.8 m) DFN 블록의 크기가 15 m⨯

15 m 까지의 DFN 블록에 대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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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quantities obtained from DFN (QD) and continuum (QC) flow model; (a) for all DFN blocks in Table 1 and 

(b) for 20 m⨯20 m DFN blocks

Table 2. The linear regression models according to ER 

ranges for DFN blocks in Table 1

ER Regression Equation R
2

  0<ER≤0.1 QC=0.9956QD 0.9884

0.1<ER≤0.2 QC=0.9563QD 0.9726

0.2<ER≤1 QC=1.0036QD 0.8428

들 DFN 블록을 통한 유출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서 

두 방법에 의한 상대적인 차이가 그래프 상에서 인지하

기 어려울 수 있다. Table 2는 DFN 유동해석에서 산정

된 ER 값의 범위에 따라 0∼0.1, 0.1∼0.2, 0.2 이상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접근법 간의 상관성을 요약하

였다. 세 그룹 모두 선형 추세선의 기울기는 1에 근사하

지만 ER 범위의 증가에 따라 R
2
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ER 값이 0.2 이상의 그룹에서 0.8428로 상관성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DFN 블록의 ER 값이 0.2 

이상인 경우 등가수리상수를 사용한 연속체 해석이 적

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시한다. Fig. 2(b)는 DFN 블

록의 크기가 20 m⨯20 m인 경우 두 방법에 의한 결과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DFN3-1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서 ER 값은 0.2 이하이며 추세선의 기울기 및 R
2
는 각

각 0.9759 및 0.9969로 1에 매우 근접한 값을 갖는다. 

이는 본 연구의 DFN 시스템에서 20 m⨯20 m 크기가 

REV(Representative Element Volume)로 적합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실제 현장의 절리성 암반은 절리의 수리간극이 변동

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저자들은 수리간

극의 변동성을 고려한 DFN 유동해석을 통해 유체의 유

동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한다면 연속체 해석이 가능한 수리간극의 

조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Han and Um, 2016)와 동일하게 절

리의 수리간극이 절리군에 따라 서로 다른 일정한 값을 

갖는 경우(CASE 1)와 확률분포 특성을 갖는 경우

(CASE 2)로 구분하여 연속체 유동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선행연구의 DFN 유동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CASE 1은 한 절리군(SET2)

의 수리간극(0.1 mm)에 비하여 다른 절리군(SET1)의 

수리간극이 1, 2, 5 배로 증가하는 경우이고, CASE 2

는 두 절리군의 수리간극이 평균=0.1 mm, 표준편차

=0.0∼0.1 mm의 대수정규 분포를 갖는 경우이다(Han 

and Um, 2016). 본 연구에서는 수리간극의 변화에 따

른 유체유동 해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DFN 시스템

에서 수리간극 외에 절리의 빈도, 길이 등의 기하학적 

속성은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REV로 

취급할 수 있는 20 m⨯20 m 크기의 DFN 블록에서 절

리군 교차각은 90°, 60°, 30°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절

리의 빈도는 절리군 당 2개/m
2
, 길이는 평균=1.5 m, 표

준편차 = 2.0 m의 감마분포로 설정하였다. Table 3과 

Table 4는 각각 CASE 1과 CASE 2의 DFN 시스템에 

대한 입력변수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DFN 유동해석

을 통해 산정된 ER 값, 이방등가수리전도도(K11, K22)

의 크기 및 방향을 수록하였다(Han and Um, 2016).

Fig. 3은 Table 3과 Table 4의 총 18개 DFN 블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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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fracture geometry parameters, ER values and anisotropy for the generated DFN systems of the CASE 

1 (after Han and Um, 2016)

DFN

ID

Orientation

(degrees)

Aperture

ratio
d

L
ER

Anisotropy

μ σ K11 K22 θ

DFN1-D1 45 and 135 1 2 1.5 2.0 0.0168 1.581E-06 1.296E-06 126.47

DFN1-D2 45 and 135 2 2 1.5 2.0 0.0231 7.711E-06 2.152E-06 45.83

DFN1-D5 45 and 135 5 2 1.5 2.0 0.1179 5.020E-05 8.411E-06 47.24

DFN2-D1 60 and 120 1 2 1.5 2.0 0.0141 1.952E-06 7.149E-07 91.18

DFN2-D2 60 and 120 2 2 1.5 2.0 0.0550 8.035E-06 1.376E-06 66.44

DFN2-D5 60 and 120 5 2 1.5 2.0 0.1964 5.047E-05 4.831E-06 65.35

DFN3-D1 75 and 105 1 2 1.5 2.0 0.0868 1.496E-06 1.244E-07 87.94

DFN3-D2 75 and 105 2 2 1.5 2.0 0.0851 5.172E-06 2.344E-07 81.30

DFN3-D5 75 and 105 5 2 1.5 2.0 0.1107 2.737E-05 1.670E-06 79.23

note: Aperture ratio=SET1/SET2

Table 4. Summary of fracture geometry parameters, ER values and anisotropy for the generated DFN systems of the CASE 

2 (after Han and Um, 2016)

DFN

ID

Orientation

(degrees)
d

L Aperture
ER

Anisotropy

μ σ μ σ K11 K22 θ

DFN1-LN1 45 and 135 2 1.5 2.0 0.1 0.0000 0.0168 1.581E-06 1.296E-06 126.47

DFN1-LN2 45 and 135 2 1.5 2.0 0.1 0.0025 0.0965 2.081E-06 1.792E-06 110.91

DFN1-LN3 45 and 135 2 1.5 2.0 0.1 0.0100 0.2653 2.644E-06 2.191E-06 111.27

DFN2-LN1 60 and 120 2 1.5 2.0 0.1 0.0000 0.0141 1.952E-06 7.149E-07 91.18

DFN2-LN2 60 and 120 2 1.5 2.0 0.1 0.0025 0.0585 2.404E-06 8.452E-07 91.56

DFN2-LN3 60 and 120 2 1.5 2.0 0.1 0.0100 0.1816 2.537E-06 1.043E-06 84.94

DFN3-LN1 75 and 105 2 1.5 2.0 0.1 0.0000 0.0868 1.496E-06 1.244E-07 87.94

DFN3-LN2 75 and 105 2 1.5 2.0 0.1 0.0025 0.2587 1.639E-06 2.622E-07 87.46

DFN3-LN3 75 and 105 2 1.5 2.0 0.1 0.0100 0.4632 1.957E-06 2.901E-07 89.51

note: Aperture in mm

Fig. 3. Flow quantities obtained from DFN (QD) and continuum (QC) flow model for all DFN blocks in Table 3 and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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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linear regression models according to ER 

ranges for DFN blocks in Table 3 and Table 4

ER Regression Equation R
2

   0<ER≤0.1 QC=0.9599QD 0.9970

0.1<ER≤1 QC=0.8629QD 0.9959

서 연속체 유동해석에 의한 유출량(QC)과 DFN 유동해

석에 의한 유출량(QD)을 ER 값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

분하여 그래프에 도시한 것이다. 전체 자료에 대한 추

세선은 R
2
가 0.9965로 두 방법 간의 상관성이 매우 높

게 평가되었지만 기울기가 0.8656으로 QC는 QD의 약 

87% 정도로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는 ER 

값에 따른 상관관계를 수록한 것인데, ER 값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 두 결과 간의 차이가 더욱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앞의 수치실험 결과로부터 등

가수리상수를 사용한 연속체 해석이 적합한 ER 값의 

범위는 0.2 이하이지만, 여기서는 추세식을 얻기 위한 

자료의 개수를 고려하여 ER 값 0.1을 기준으로 결과를 

구분하였다. ER 값이 0.1 이하인 그룹은 추세선 기울기

가 0.9599이고 R
2
가 0.9970으로 연속체 해석과 DFN 

유동해석의 결과 사이의 상관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

기에 등가수리상수를 사용한 연속체 해석이 가능하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ER 값이 0.1을 넘는 그룹(대부분 

0.2 이상)에서 R
2
가 1에 근접한 상관성을 나타내지만 

추세선 기울기가 0.8629로 연속체 해석과 DFN 유동해

석의 결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DFN1-LN3, DFN2-LN3, DFN3-LN3과 같

이 수리간극의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비교적 

큰 수리간극을 갖는 절리가 분포하며 이에 따라 ER 값

이 높게 산정된 DFN 시스템은 연속체 유동해석 모델이 

현실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4. 지중 공동 모의 수치실험

치밀한 결정질의 절리성 암반에 위치한 지중 공동에

서 지하수의 유입은 절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현재 현장의 지중 공동에 대한 지하수의 

유입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속체 유동해석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DFN 유동해석 결과와의 차이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리성 암반

에 대한 등가수리상수를 사용한 연속체 유동해석의 현

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중 공동에서의 지하수 

유입에 대한 모의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해석영역의 크기는 본 연구의 DFN 시스템에서 REV

로 취급할 수 있는 20 m⨯20 m 블록이다. 다양한 규모

의 지중 공동을 고려하기 위해 20 m⨯20 m 블록 중앙

에 직경 1 m, 2 m, 4 m, 6 m의 원형공동을 설정하였으

며 공동 경계에서 경계조건은 H=0, 그리고 해석영역의 

경계조건은 앞에서의 수치실험과 동일하게 Fig. 1에서

와 같이 부여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DFN 블록은 수리

간극이 모두 일정한 경우를 고려한 Table 1의 3개 DFN 

블록(DFN1-3, DFN2-3, DFN3-3)과 절리군 별로 서로 

다른 수리간극을 고려한 Table 3의 9개 DFN 블록이다. 

이와 같이 총 12개의 DFN 조건에 각각 4 개의 원형공

동 크기를 고려한 총 48개의 원형공동에 대하여 공동 

내부로의 지하수 유입량이 각각 DFN 유동모델과 등가

수리전도도를 사용한 연속체 유동모델에 의하여 산정

되었다.

지중 공동 모의 수치실험에서의 DFN 블록은 모두 

ER 값이 0.2 이하로 등가수리상수에 의한 연속체 유동

해석이 가능한 조건이다. Fig. 4는 Table 3의 DFN1 조

건에서 D1에서 D5까지 두 절리군의 수리간극 비가 1, 

2, 5로 증가하는 경우 각각의 DFN 시스템에서 30° 간

격으로 방향에 따라 산정된 블록수리전도도 k
(p)

 값과 

등가연속체로 가정한 이론적 



  값을 그래프에 도시

한 것이다. 또한, 블록수리전도도텐서로부터 결정된 K11 

및 K22의 크기와 방향이 동 그림에 포함되어 있다. 두 

수리간극의 비가 1로 두 절리군의 수리간극이 동일한 

경우(Fig. 4(a)) 방향에 따른 k
(p)

 값과 



  값은 거의 일

치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상대오차 ER 값은 

0.0168(Table 3)이며 K11과 K22의 크기는 거의 같은 등

방의 수리전도 특성을 나타낸다. 수리간극의 비가 2인 

경우(Fig. 4(b))에도 k
(p)

 값과 



  값은 거의 일치하여 

ER 값은 0.0231의 매우 낮은 값을 갖지만 K11과 K22의 

크기는 이방적 연속체 특성을 보여준다. 수리간극의 비

가 5인 경우(Fig. 4(c))에는 k
(p)

 값과 



  값의 차이가 

발현되어 ER 값이 0.1179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방성 역시 더욱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지중 공동 모의 수치실험에 사용된 Table 3의 

DFN1-D1에 대한 DFN 유동모델(Fig. 5(a))과 DFN 블

록으로부터 산정한 K11과 K22의 크기와 방향(Fig. 4(a))

을 적용한 연속체 유동모델(Fig. 5(b))의 예시이다.

Fig. 6은 Table 1의 DFN1-3, DFN2-3, DFN3-3 블록

에서 각각 4가지 규모의 원형공동을 설정한 총 12회의 

DFN 유동해석과 연속체 유동해석 결과를 비교한 그래

프이다. 그래프의 x축은 DFN 유동해석으로 산정된 원

형공동 내부로의 지하수 유입량(QTD)이며 y축은 등가

수리상수에 의한 연속체 유동해석으로 산정된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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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m

(a)

D=6m

(b)

Fig. 5. Examples of the numerical analysis to estimate tunnel 

inflow for DFN1-D1; (a) DFN fluid flow model and 

(b) continuum fluid flow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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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unnel inflow obtained from DFN (QTD) and 

continuum (QTC) flow model for DFN1-3, DFN2-3 

and DFN3-3

(a)

(b)

(c)

Fig. 4. Calculated directional conductivity, k
(p)

, (m/s) and 

theoretical directional conductivity, 



 , (m/s) in 

different flow directions for the selected DFN systems 

of Table 3; (a) aperture ratio=1, (b) aperture ratio=2 

and (c) aperture ratio=5 (after Han and Um, 2016)

유입량(QTC)이다. 두 접근법을 사용한 수치실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추세선의 기울기는 1.1038, R
2
는 0.9535

로 산정되어 QTC와 QTD 사이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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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unnel inflow obtained from DFN (QTD) and 

continuum (QTC) flow model for DFN blocks in 

Table 3; (a) aperture ratio=1, (b) aperture ratio=2 

and (c) aperture ratio=5

할 수 있지만 연속체 유동해석 결과가 DFN 유동해석 

결과에 비하여 10% 정도 높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지중 공동에 대한 지하수 유입 평가 시 ER 값

이 0.2 이하인 경우 절리성 암반에 대한 연속체 유동해

석이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공동 규모는 해석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Table 3의 절리 기하학적 속성을 갖는 9개

의 DFN 블록에 대하여 각각 4가지 규모의 원형공동을 

포함하는 총 36개 블록에서 수행한 수치실험 결과를 두 

절리군의 수리간극 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도시한 것

이다. 두 절리군의 수리간극이 같은 경우(Fig. 7(a)) 추

세선의 기울기는 1.0524, R
2
는 0.9535로 앞에서와 같이 

QTC와 QTD 사이에 선형의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DFN 유동해석과 연속체 유동해석 간에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한 절리군의 수리간극이 다른 절리

군에 2배인 경우, 즉, 수리간극의 비가 2인 경우(Fig. 

7(b)) 추세선의 R
2
는 0.9539로 QTC와 QTD 사이에 선형

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추세선의 기울기가 

1.1881로 QTC가 QTD 보다 약 1.2배 높게 산정되었다. 

또한, 수리간극의 비가 5인 경우(Fig. 7(c))에는 추세선

의 기울기가 2.03으로 QTC가 QTD 보다 2배 정도 높게 

과대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절

리군 간의 수리간극 차이로 인한 이방적 수리전도 특성

이 DFN 유동해석과 연속체 유동해석 간의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DFN 유동모델에서 

공동 형상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수리간극을 갖는 개별 

절리와 공동 경계가 교차하는 지점의 노드(node) 분포

가 총 지하수 유입량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속체 해석에

서는 공동 경계를 이루는 모든 요소에서 주 수리전도도

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두 접근

법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공동 형상에 

따라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

가 유효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절리성 암반에 대한 연속체 유동해석의 조

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하학적 속성을 갖는 이

차원 DFN 블록에 대하여 DFN 유동모델과 등가의 수

리상수를 사용한 연속체 유동모델을 적용하여 두 접근

법 간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치밀한 결정질의 절리성 

암반에서 연속체 유동해석이 가능한 조건은 해석영역

의 크기가 REV 이상이며 DFN을 연속체로 가정한 이

론적 블록수리전도도와 DFN 유동모델로 산정한 블록

수리전도도 사이의 상대오차(ER)가 0.2 이하인 경우이

다. DFN을 구성하는 개별 절리에 대한 수리간극의 변

동성이 증대되면 ER 값도 증가하지만 ER 값이 0.2 이

하인 경우 DFN 유동해석과 연속체 유동해석 결과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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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관성을 유지한다.

등가수리상수를 사용한 연속체 유동해석의 현장 적용

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중 공동에서의 지하수 유입에 

대한 모의 수치실험이 수행되었다. 개별절리의 수리간

극이 일정하고 ER 값이 0.2 이하인 경우에는 두 접근법 

간에 상관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절리성 암반에 대한 

등가연속체 유동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리

군 간의 수리간극 차이가 증가하여 이방성이 증대되면 

ER 값이 0.2 이하를 유지해도 연속체 유동모델에 의한 

지하수 유입이 DFN 유동모델에 의한 결과에 비하여 과

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DFN 유동모델의 적용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추후 수리특성 측정 자료가 존재하는 현장을 모

델링 하여 비교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DFN 매질에 대한 연속체 유동모델의 적용성이 더욱 심

도 있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차원 해석 결과에 기초한 것이며 삼차원 해석을 위한 

요소이론 및 업스케일링 기법에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

가 추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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