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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of a rock block consisting of rock joints during excavation of an underground 

opening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mechanical stability of the opening. In this study, the 

behavior of a rock block under different geostatic stress and joint property conditions was 

analyzed quantitatively. The behavior of the rock block analyzed by 3DEC numerical analysis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theoretical calculation, and the error between the theoretical 

value and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 was analyzed  under various geostatic stress and joint 

property conditions. The result of the stability analysis of a rock block showed less than 5% of 

error with numerical simulation result, which verified the applicability of the purposed analytic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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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하공동의 굴착 과정에서 암반 절리로 인해 생성되는 암석블록의 거동 여부는 지하공동의 역학적 안정

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심도 지하공동 조건 하에서 지체응력 및 절리물성 조건

에 따른 암석블록의 거동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계산된 암석블록의 거동조건과 

3DEC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된 암석블록의 거동양상을 비교하여, 이론값과 수치해석 결과간의 오차를 

지체응력 및 절리물성 조건에 따라 분석하였다. 암석블록의 거동 안정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할 때 약 5% 이하의 오차를 보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

였다.

핵심어: 지하공동, 암석블록, 지반응력, 안정성, 개별요소법

1. 서 론

지하공동의 굴착 과정에서 암반 내 절리면의 기하학적 특성으로 인해 생성되는 암석블록의 거동 여부는 지하공동의 구조적 안정

성 및 낙반 등 붕락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암석블록의 거동 안정성 분석을 위해 절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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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하학적 분포와 암석블록의 자중만을 고려한 강체 해석이 사용되어 왔으나(Goodman and Shi, 1985), 이는 대심도 환경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체응력조건 및 이에 따른 큰 암반변형을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암석블록의 거동 분석에 있어서 강체 해석

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체응력 및 암반변형에 대한 이론적, 수치해석적 방법론을 적용한 다양한 암석블록의 거동 안정

성 분석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암석블록의 이론적 거동을 절리압축강도와 절리면 거칠기, 지반응력에 따른 절리닫힘정도로 분석하

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Yow and Goodman, 1987), 절리암반 내의 터널에 대한 암석블록의 거동을 개별요소법으로 분석하는 연

구 역시 수행되었다(Moon and Chang, 1992). 이외에도 암석블록의 거동분석을 위해 다양한 수치해석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Nomikos et al., 2002; Hwang, 2006; Menendez-Diaz et al., 2009; Cho, 2016), 해당 연구들의 경우 암석블록의 거동 분석에 강

체 해석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암석블록 분포조건에 대한 사례연구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지하공동의 개발 현장에서 암석블록의 거

동 안정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다양한 현장조건에서 암석블록의 안정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역시 수행되었으나(Kang, 2017), 해당 연구는 단순한 2차원 암석블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기하학적 구

조를 가지는 3차원 암석블록의 안정성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지체응력을 고려한 3차원 암석블록의 정량적인 거동 안정성 분석이 어려운 기존 연구들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3차원 대심도 지하공동 조건에서 암석블록의 거동조건에 대한 이론적 계산결과와 수치해석 결과간의 오차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이론적 계산결과를 보정하였다. 암석블록 거동조건의 이론식 수립을 위해 Kirsch해를 활용하여 지하공동 주변 응력분포를 

도출하였으며, 암반-블록 경계면에서의 Coulomb 전단강도식에 기초하여 암석블록의 거동조건을 결정하였다. 수치해석 분석은 3

차원 개별요소법 소프트웨어인 3DEC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지체응력 및 절리물성 조건에서 암석블록이 거동조건을 

만족하는 응력분포를 도출하였다. 이때 발생하는 이론식 계산결과와 3DEC 수치해석 결과간의 오차 발생 원인을 암반-블록 경계면

에서 작용하는 유효응력의 차이로 가정하였으며, 이를 절리면의 수직-수평 방향의 응력전달비율(stress transmission ratio)로 정량

화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현장 지체응력 및 절리물성 조건 하에서 암석

블록의 거동 안정성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예측가능 여부를 검증하였다.

2. 암석블록 거동조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체응력이 암석블록의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심도 환경에서의 3차원 지하공동 모델을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3차원 지하공동 모델은 Fig. 1(a)와 같이 심도 100 m에 위치한 직경 10 m의 원통형 터널이며, 3개의 서

로 다른 절리면으로 이루어지는 높이 0.5 m의 정사면체 형태 암석블록을 터널 중심 천장부에 생성하였다. 이때 암반에 작용하는 수

직응력성분은 심도에 따른 암반의 자중으로 결정하였으며, 수평응력성분은 수평/수직응력비율 조건을 만족하는 크기로 터널 굴착

방향과 평행 및 수직한 방향에서 작용하였다. 3DEC 수치해석을 위한 3차원 지하공동 모델은 Fig. 1(b)와 같으며, 이때 암반의 물성

조건은 아래 Table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거창화강암의 물성조건을 활용하였다.



66 ∙ Il-Seok Kang and Jae-Joon Song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29, No. 1, 2019

                                   (a) Underground opening and rock block model                             (b) 3DEC model

Fig. 1. Three dimensional model of underground opening and rock block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 mass used in this study (Kim, 2015)

Material properties
Unit weight

()

Young’s modulus

()
Poission’s ratio

Tensile strength

()

Friction angle

()

Cohesion

()

Property value 25.9 44.0 0.23 6.2 51.3 14.0

2.1 암석블록 거동조건 이론식 수립

암석블록의 이론적 거동조건을 수립하기 위해 Coulomb의 전단강도식을 적용하였다. Coulomb식은 암반 절리면의 전단강도와 

절리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간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나타낸 이론식으로, 응력이 작용하는 절리면의 거동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

다. 앞서 3개의 서로 다른 절리면을 통해 설정한 암석블록의 형태에 따라, 총 3개의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Coulomb식에 따른 전단

조건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이때 암석블록의 거동조건은 최소 1개의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Coulomb 전단강도조건을 만족하지 못

하는 경우로 결정하였다.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응력성분의 경우, 원형 지하공동 주변의 응력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Kirsch해를 적

용하여 결정하였다. 지하공동 단면상에서의 응력분포는 암반에 작용하는 수직-수평응력 성분을 far-field 응력성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지하공동 단면과 수직한 방향의 응력성분은 암반에 작용하는 수평응력 성분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한 각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응력성분을 Coulomb 전단강도식에 적용하여 암석블록의 거동조건 이론식

을 안전율의 형태로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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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는 각각 암반-블록 경계면에서의 수직, 전단방향 응력성분 및 자중성분이며,      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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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블록 경계면의 점착력, 면적, 마찰각이다. 식 (1)의 분자 성분은 Coulomb 전단강도식에 따른 암반-블록 경계면의 전단강도이

며, 분모 성분은 이론적으로 계산된 전단방향 응력성분의 크기이다. 이때 암석블록의 거동조건은 식 (1)을 통해 계산된 값이 1 

이하인 경우로 이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2 3DEC 수치해석 분석

앞서 수립한 암석블록 거동조건 이론식은 비교적 간단한 응력해석기법 및 절리면 거동해석기법을 적용하여, 지체응력의 작용에 

따른 암반 및 절리면의 변형거동을 고려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개별요소 소프트웨어인 3DEC을 활용

한 수치해석 결과를 암석블록 거동조건에 적용하여, 암반 및 절리면의 변형요소를 보다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암석블록 거동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3DEC 수치해석 결과를 앞선 암석블록 거동조건 이론식에 보다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해 분석대상 

암석블록에 작용하는 가상의 힘인 인발력(Pulling force)을 설정하였다. 인발력은 암석블록 거동조건에 따라   > 1 값을 가져 거

동 안정성을 가지는 암석블록의 탈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성분으로, 인발력의 크기 및 방향을 조절하여 암석블록이 

거동하기 시작하는 임계조건(critical state)에서의 인발력 및 지체응력 조건을 도출할 경우, 해당 조건에서의 값은 이론적으로 

1로 수렴하게 된다. 아래 Table 2, 3은 3DEC 수치해석 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절리면 물성조건을 나타내며, Table 4는 각 지체응력 

및 물성조건에서 분석된 인발력 값을 나타낸다. Table 2에 제시된 절리면 물성조건의 경우 UDEC 및 3DEC 소프트웨어에서 제공

되는 ‘Rock:Granite – fine grained’ 물성조건을 활용하였다.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 joints used in 3DEC simulation (Itasca, 2014)

Material properties
Friction angle

()

Cohesion

()

Dilation

()

Property value 32.0 0.1 5.0

Table 3. Joint stiffness conditions used in 3DEC simulation










2.0 2.5 3.0 3.5 4.0

2.0 4.0 5.0 6.0 7.0 8.0

3.0 6.0 7.5 9.0 10.5 12.0

4.0 8.0 10.0 12.0 14.0 16.0

5.0 10.0 12.5 15.0 17.5 20.0

* 

 : Joint normal stiffness  


 : Joint shear stiffness                                                                                                                               ()

Table 4. Analysis results of critical state pulling force in 3DEC










Joint normal / shear stiffness ratio (




)

2.0 2.5 3.0 3.5 4.0

2.0

1 5.725 4.825 5.445 3.265 3.295

1.1 10.41 8.675 7.615 6.155 5.93

1.2 16.245 12.755 11.005 9.585 8.615

1.3 21.125 16.355 15.195 13.095 11.985

1.4 25.875 21.67 19.655 16.315 15.255

1.5 31.105 26.875 22.935 19.785 1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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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results of critical state pulling force in 3DEC (Continued)










Joint normal / shear stiffness ratio (




)

2.0 2.5 3.0 3.5 4.0

3.0

1 6.905 5.325 6.155 3.715 3.81

1.1 12.595 9.985 8.675 7.255 6.735

1.2 19.705 14.405 13.125 11.005 10.385

1.3 24.535 19.675 17.955 14.665 13.465

1.4 29.92 24.185 22.065 18.175 16.915

1.5 35.275 30.595 27.105 23.225 21.715

4.0

1 7.655 7.845 6.315 3.815 3.945

1.1 13.075 10.425 9.115 7.175 7.335

1.2 20.495 16.63 13.045 11.625 10.695

1.3 24.955 19.845 17.645 15.815 13.485

1.4 33.205 27.165 22.595 18.795 17.415

1.5 37.435 33.475 27.565 23.855 21.785

5.0

1 9.015 9.015 7.415 4.445 4.685

1.1 15.285 11.645 10.775 8.55 8.335

1.2 23.765 18.935 15.885 14.015 11.885

1.3 30.005 23.065 21.495 18.465 16.245

1.4 37.47 30.435 26.945 21.605 20.925

1.5 44.675 39.475 31.645 26.475 24.505

()

Table 3,4 에 제시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암반 및 절리면 물성조건 하에서 지체응력의 측압계수 및 절리면 강성조건

에 따른 암석블록의 거동조건을 3DEC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2.3 암반-블록 경계면 응력전달비율 회귀분석

앞서 2.2장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2.1장에서 수립한 암석블록 거동조건 이론식은 암반 및 절리면의 변형거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EC 수치해석을 통해 도출한 임계조건에서의 인발력 값을 활용하여 이론적 거동조건을 

보정하고자 하였다. 앞서 제시한 임계조건의 정의에 따라 Table 4 와 같이 분석된 인발력 값이 작용하는 경우, 식 (1)에서 도출되는 

값은 1로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인발력 항을 포함한 식 (1)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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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에서     는 각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수직, 전단방향 인발력 성분이다. 하지만 식 (2)에 응력성분 및 인발

력 조건을 대입하여 계산할 경우, 값은 1로 수렴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암석블록의 거

동조건에서 이론식과 수치해석 결과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각 암반-블록 경계면에서의 변형거동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계

산된 응력값과 실질적인 유효응력값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식 (2)의 수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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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방향 응력성분에 대해 암반-블록 경계면에서의 이론응력 대비 유효응력 비율을 나타내는 응력전달비율(stress transmission 

ratio)을 추가하였다. 이때 식 (2)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tan
   (3)

식 (3)에서   는 각각 수직, 전단방향의 응력전달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이때 식 (3)을 응력전달비율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은 수직, 전단방향 응력전달비율의 1차식 형태로 식을 얻을 수 있다.

 


  



 
 

    tan

 ∙
  



 

         
 (4)

   ∙



  



   


  



   




  



   

    
    (5)

∴ 

 ∙
  





    

  



   


   
   (6)

식 (4)와 같이 응력전달비율간의 1차식 형태로 식을 정리한 후,       ,        , tan  tan 

tan  로 간소화하여 식 (5)와 같이 간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식 (3)에 대입하여 식 (6)과 같이 임계조건에서 응력

전달비율에 따른 암석블록의 거동조건을   = 1 조건에 맞추어 도출할 수 있다.

이때 식 (5)에서 나타나는 응력전달비율   간 1차식의 계수 은 이론적으로 도출한 암반-블록 경계면의 응력성분 및 

3DEC 수치해석을 통한 임계조건 인발력, 암석블록의 기하학적 조건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지체응력 및 절리물성 조건에 따

라 을 정량화 가능하다면 식 (6)을 활용하여   값 역시 정량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값의 정

량화를 위해 다양한 지체응력 및 절리물성 조건 하에서 암석블록의 임계조건 인발력 값을 분석한 후, 이를 통해 계산되는 값에 

대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암반에 작용하는 지체응력의 수평/수직응력비율(Lateral stress ratio,  ) 및 절리강성

비율(Joint stiffness ratio,   )에 따른 의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및 도출된 회귀식은 아래 Fig. 2,3 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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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ression curves under different joint stiffness 

ratio conditions

(b) Regression lines under different lateral stress 

ratio conditions

Fig. 2.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e coefficient of stress transmission ratio (M)

(a) Regression lines under different joint stiffness 

ratio conditions

(b) Regression lines under different lateral stress 

ratio conditions

Fig. 3.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e coefficient of stress transmission ratio (N)

3. 결과 분석

앞서 도출한 암석블록 거동조건 이론식 및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2장에서 활용한 것과는 다른 지체응력 및 절리물성을 적용

해 실제 지하공동 개발 현장에서 현장자료를 활용한 암석블록의 거동분석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서로 다른 지체응력 및 절리

강성 조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암석블록의 위치에 따른 거동분석 역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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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체응력 및 절리강성 조건에 따른 암석블록 거동 예측

서로 다른 지체응력 및 절리강성 조건에 따라 암석블록의 거동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1.0-3.0 범위에서 0.5 간격으로 설정한 수평/

수직응력비율 조건에서 수직절리강성이 10.0  일 때, 각각 1.7, 3.0, 5.0의 절리강성비율 조건 하에서 암석블록의 임계조건 

인발력 값을 계산하였다. Fig. 4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암석블록 거동조건 이론식을 활용한 분석결과와 3DEC 수치해석 결과를 나

타내었다. 수치해석 결과와 이론식간의 최대오차는 2.91 kN, 최대오차비율은 4.68%로 분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식

이 암석블록의 안정성을 일관적으로 저평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a) Joint stiffness ratio = 1.7 (b) Joint stiffness ratio = 3.0

(c) Joint stiffness ratio = 5.0

Fig. 4. Verification results under different stress and joint conditions

3.2 지체응력 및 암석블록 위치에 따른 암석블록 거동 예측

지하공동 주변부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암석블록의 거동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Fig. 5와 같이  지하공동의 단면을 나타냈을 때, 

지하공동 천장부를 기준점(  = 0°)으로 60° 범위 내에서 15° 간격으로 암석블록이 위치할 때 암석블록 거동조건 이론식의 정확도

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수평/수직응력비율 조건은 3.1절과 동일한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절리강성조건은 수직절리강성 

10.0  에 절리강성비율 3.0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Fig. 6에 암석블록 위치에 따른 이론식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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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검증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론식 적용 시 암석블록의 안정성에 대한 과소평가가 관측되었으며, 이때 최대오차는 23.541 kN, 최

대오차비율은 6.12%로 분석되었다.

Fig. 5. Locations of rock blocks in verification tests

(a)   = 0° (b)   = 15°

(c)   = 30° (d)   = 45°

Fig. 6. Verification of suggested method under different block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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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60°

Fig. 6. Verification of suggested method under different block location (Continued)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체응력 및 절리물성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암석블록의 거동조건 이론식을 도출하였다. 이는 기존 암석블록

의 거동해석기법이 강체해석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암석블록 거동해석만을 모사하여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론적 방법론과 수치해석기법을 접목하여 각 지체응력조건 및 절리물성조건에 따른 암석블록의 거동조건을 회귀적으로 분

석하여 다양한 현장조건에서도 암석블록의 거동 안정성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출한 암석블록 거동조건 이론식을 회

귀분석에 사용된 것과는 다른 지체응력 및 절리물성 조건에 대해 검증한 결과, 3DEC 수치해석을 활용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약 

5% 미만의 오차범위 내에서 암석블록의 거동양상을 예측하여 분석결과의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암석블록의 다양한 

기하학적 위치에 따른 검증결과 역시 약 6% 이내의 작은 오차수준을 보였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암석블록의 거동분석 기법이 

대상 암석블록의 안정성을 일관적으로 저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이는 검증결과에서 도출된 5-6%대의 작은 오차수준을 고려

할 때 현장 조사 자료가 가지는  부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하공동의 안정적 설계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응력분포분석 및 전단거동분석 기법인 Kirsch해 및 Coulomb 전단강도식만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추후 불연속 암반의 응력분포분석 및 절리면의 거칠기 및 수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단거동식을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

하고 범용적인 암석블록의 거동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수치해석 과정에서는 3차원 개별요소 소프트웨어

인 3DEC만을 사용하였는데, PFC3D 등 다양한 수치해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본 연구결과의 검증 역시 암석블록의 거동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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