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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하 공간을 개발함에 있어서 암석 블록의 거동은 낙반 사고와 같은 안

전사고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

요한 위험 요소이다. 하지만 암석 블록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 기

법인 블록 이론은 고심도 암반과 같이 지반응력의 작용이 상대적으로 큰

조건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내시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 분야의 특성 상 암석 블록의 거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

론적 방법론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형태의 심부 지하공동 및 암석 블록 모

델에 대하여, 지반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암석 블록의 안정성을 이론적

및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Kirsch해에 따른 공동 주변

에서의 응력 분포를 분석한 후, 이를 통해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지반응

력의 작용으로 인해 유도되는 응력성분의 값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Mohr-Coulomb의 전단거동식을 적용하여, 암반-블록 경계면의 전단강도

에 따른 암석 블록의 안전율 이론식을 수립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던 암반 및 절리면

변형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개별요소 수치해석 소프트웨어인 UDEC

을 활용하여 지반응력이 작용하는 암반 및 블록 모델에 대해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앞서 수립한 이론식을 통한 분석 결과

와 비교하여 암반 및 절리면 변형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접촉함수(Contact function) 형태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반응력의 작용하는 경우에서 암석 블록의 안

정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후 지하공간에서 암석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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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거동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블록 이론, 지반응력, 개별요소법, 인발력

학번 : 2014-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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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지하 공간의 활용 범위는 각종 광물자원 개발을 비롯하

여 도로, 철도, 지하철 등의 교통 분야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의

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 같이 지하 공간의

활용 빈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지하 공동의 굴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예측과 방지에 대한 필요성 역시 증가하

고 있다. 특히 지하 공동 굴착 과정에서의 낙반 사고의 경우, 근무 중인

작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

임에도 불구하고, 낙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하

공간의 개발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반 사고를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지하 공동에서의 낙반 사고 예측을 위해서는 Goodman & Shi

(1985)가 제안한 블록 이론(block theory)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블록

이론에서는 분석 대상인 현지 암반을 암반 내에 존재하는 불연속면들로

인해 생성된 블록들의 집합체로 간주하게 된다. 이 때 입력된 절리군의

분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의 굴착 시 생성되는 자유면으로 인한

불안정한 블록인 키블록(key block)의 생성 빈도 및 형상 등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 이론의 경우 암반을 강체로 가정하여 해석하므로

지반응력의 작용 및 암반의 변형으로 인한 키 블록의 변동 여부를 분석

하지 못하며(이정인, 1998), 몇몇 우세한 절리군의 방향으로 인해 생성되

는 블록만을 대상으로 하여 임의의 개별 블록에 대한 국지적인 불안정

성을 판별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송재준, 1995).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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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와 같은 블록 이론의 단점을 보완하여 암반 블록에 대한 정량적인

거동양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반응력을 고려한 암반 블록의 거동연구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Yow & Goodman (1987)은 지하 공동의 굴착 시 키블록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하여 주응력 크기, 측압비율, 전단

강도 및 전단강성이 블록 안정성에 큰 영향을 가짐을 분석하였다.

Mauldon et al. (1997)는 초기 지반응력이 작용하고 있는 지하 공동 환

경에서 예측되는 키블록의 크기 분포 및 발생가능범위를 기존의 블록

이론을 통한 예측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Chen et al. (1997)은 응력작

용 하에서 각 역학적 변수에 대한 파괴확률적 근사법(approximation of

failure probability)을 적용하여 각 변수의 분포에 따른 암반블록의 안전

율 변동을 분석하였다.

실내실험을 통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블록 거동연구의 특성상, 수치

해석기법을 적용한 암반 블록의 거동 모델을 통한 연구 역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Nomikos et al. (2002)은 원형 공동 경계부에 생성된 대칭형

암반 블록의 거동 안정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블록의 안정성 판단

기준으로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pulling force)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UDEC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상에서 언급된 국내외의 블록 거동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기존의 강체 모델을 적용하거나 단순한 공동 구조 및 블록 분포 조건을

가정하여 실제 현장에서 블록 거동의 예측을 위해 적용하기는 미흡한

연구 실정이다. 또한 수치해석을 활용한 연구의 경우 특정 조건에서의

블록 거동을 분석하는 사례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일반적이고

정량적인 수치해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반응력을 고려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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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암반 블록 거동양상 분석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2차원

원형공동 상에 위치한 암반 블록에 대해 Kirsch해와 Mohr-Coulomb 전

단강도식을 적용하여 블록 안정성 이론식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Yow &

Goodman 이 제시한 블록 안정성 영향요소들인 측압계수, 절리강성, 전

단강도 및 암반의 영률에 대해, 다양한 조건 하에서의 암반 블록 거동양

상을 UDEC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치해석 분석결과를

이론식에 적용하여 암반 및 절리면 물성에 따른 영향인자인 접촉함수

(contact function)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다른 물성조건 하

에서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론식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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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이론 및 연구동향

본 장에서는 암반 블록 안정성 연구의 기초가 되는 블록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블록 이론의 특징 및 한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의 다양한 블록 안정성 관련 연구들

중 본 연구주제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지반응력으로 인한 블록 안정

성 변동 연구 사례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았다.

2.1 블록 이론

Goodman & Shi (1985)에 의해 제안된 블록 이론은 현재 불연속면을

내포하고 있는 암반 상에 위치한 경사면, 터널과 같은 토목 구조물의 안

정성을 분석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블록 이론

하에서 암반은 수많은 불연속면(discontinuity)으로 나누어진 암반 블록

들의 집합체로 간주된다. 이 때 터널 굴착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암반

내에 자유면이 생성될 경우, 자유면에 노출된 블록들을 구성하는 불연속

면의 방향 및 암반 블록의 형태, 불연속면에서의 마찰 작용을 고려하여

블록의 안정성을 분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블록 안정성의 분석을 위해

블록 이론에서 사용되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암반 내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은 완벽하게 평면을 이룬다.

2. 암반 내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의 크기는 충분히 크다. 즉, 분석 범위

내에서 불연속면의 종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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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반을 구성하고 있는 블록들은 완전한 강체로 취급한다.

4. 암반 내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의 방향은 입력 대상 절리군의 평균적인

(대표적인) 방향으로 한다.

위와 같은 가정 하에서, 자유면에 노출된 암반 블록들은 Fig. 2.1과 같

은 기준에 따라 5종류로 분류된다. 각 분류 기준에 따른 암반 블록의 위

치 및 구조적 특징은 Fig. 2.2에 나타내었다. Fig. 2.2(a)에 제시된 블록

은 무한(infinite; Type V) 블록으로, 분석 대상 범위에서 암반과 분리된

블록으로써의 형태가 정의되지 않아 자체적인 안정성을 가진다. 무한 블

록을 제외한 블록들은 유한(finite block)으로 분류되며, 유한 블록은 주

변 블록 및 자유면과의 구조 관계에 따라 테이퍼드(tapered; Type IV)

블록과 제거가능(removable) 블록으로 구별된다. 테이퍼드 블록은 Fig.

2.2(b)와 같이 주변 블록의 거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정한

구조를 가지는 블록을 말한다. 제거가능 블록의 경우 구조적으로는 불안

정하여 자유면 방향으로의 탈락이 발생 가능한 블록을 의미하며, 블록을

구성하는 불연속면에서의 마찰 작용에 따라 3가지의 세부 분류를 가진

다. 먼저 Fig. 2.2(c)와 같이 블록에 작용하는 합력의 방향이 블록의 탈락

을 유도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한 경우를 안정(stable; Type III) 블록으

로 간주하며, 이 경우 불연속면에서 작용하는 마찰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안정성을 가진다. Fig. 2.2(d)와 (e)에 제시된 블록들의 경우, 각 블

록에 작용하는 합력의 방향이 블록의 탈락을 유도하는 방향을 가질 가능

성이 있다. 이 때 불연속면에 작용하는 마찰의 강도를 분석하여 마찰의

작용으로 인해 안정성을 가지는 (d)의 경우를 Type II인 잠재적 키블록,

안정성을 가지지 못하는 (e)의 경우를 Type I의 키블록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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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lassification of block types (Goodman & Shi, 1985)

Fig. 2.2 Geometry of each block types: (a)infinite block; (b)tapered block;

(c)stable block; (d)potential key block; (e)key block (Goodman & Shi,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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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응력조건을 고려한 블록 안정성 연구사례

블록 이론을 활용한 안정성 분석기법은 제한적인 불연속면 정보를 바탕

으로 하여, 지하공동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암반 블록의 안정성을 효과

적이고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블록 이론을 통

한 안정성 분석의 경우 현장에서 측정된 대표적인 절리군 방향을 입력

자료로 하기 때문에 개별 절리면의 위치 및 불규칙적인 절리 분포에 따

른 국지적인 암반 블록의 안정성 분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이정인 외, 1995). 또한 블록 이론에서는 암반 및 암반 블록을 강체로

가정하므로, 지반응력으로 인한 암반-블록 경계면에서의 응력 작용 및

변형 작용의 영향을 고려하기 어렵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블록 이론의

단점을 고찰하고 보완하고자 진행된 국내외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2.2.1 Yow-Goodman의 연구

Yow & Goodman (1987)은 Fig. 2.3과 같이 지반응력이 작용하는 원통

형 지하공동 상부에 위치한 피라미드형 암반 블록의 안정성을 분석하였

다. 이 연구에서 암반-블록 경계면에서의 전단거동은 Barton &

Choubey(1977)의 전단강도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tan lo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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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1)에서 은 암반-블록 경계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 은 잔류

마찰각(residual friction angle), 는 절리 압축 강도(joint compressive

strength), 는 절리 거칠기 계수(joint roughness coefficient)를 의미

한다. 여기서 수직응력 은 Bandis et al.(1983)이 제시한 쌍곡형 수직

절리강성 모델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

∆


∆


 



 (2.2)

Fig. 2.3 Geometry of cylindrical excavation pyramidal key block (Yow &

Goodman, 1987)



- 9 -

여기서 ∆는 절리 닫힘(discontinuity closure)을 의미한다. 식 (2.2)에

서 매우 강한 수직응력을 가정할 경우 ∆는 최대 절리 닫힘(maximum

discontinuity closure, )을 가지게 되며, 이 때   으로 수렴하게

된다. 반대로 수직응력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  으로 수렴하며, 따

라서 분모의 항을 무시하면 초기 수직절리강성(initial normal

stiffness)  ∆ 이다. 이를 식 (2.2)에 대입한 후 ∆에 대해

미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 및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 


(2.3)

 


∆ 





(2.4)

식 (2.4)를 로 정리한 뒤 식 (2.3)에 대입하여 절리 닫힘비율(ratio of

closure to aperture)에 대한 다음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 그 해를

통해 암반-블록 경계면에서의 응력작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2.5)

  ∆ (2.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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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 (2.1)에서 는 절리면에 대한 슈미트 해머(Schmidt hammer)

타격시험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는 Barton이 제시한  판단기준

에 따른 육안 결정 또는 Tse & Cruden(1979)이 제시한 절리면 1차 미

분의 평방평균값(root mean square of the first derivative of the

profile, ) 또는 구조함수(structure function, )와 같은 거칠기 정량화

파라미터를 통해 다음 식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log (2.8a)

     log (2.8b)

Yow & Goodman은 위의 이론식을 바탕으로 하여, 암반 블록의 안정성

에 대한 영향 요소 및 그 영향 정도를 Fig. 2.4 및 Table. 2.1과 같이 정

리하였다.

Parameter Relative influence of block stability

Discontinuity shear strength Strong

Discontinuity stiffness Weak

In-situ stress magnitude Strong

Lateral stress ratio
Strong in low stress magnitudes,

Weak in other conditions

Block slenderness Strong

Table. 2.1 Relative influence of parameters affecting stability of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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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Results of block stability analysis with different property conditions

(to be continued) (Yow & Goodma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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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Results of block stability analysis with different property conditions

(to be continued) (Yow & Goodma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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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Results of block stability analysis with different property conditions

(continued) (Yow & Goodma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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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Mauldon 등의 연구

Mauldon et al. (1997)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는 두 개의 절리군과

사각형 지하공동이 존재하는 2차원 암반 모델에 대해, 지반응력 조건과

절리군 방향에 따른 키블록의 발생가능범위 및 그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관성력(fictitious force, )의 크

기에 따른 암반 블록의 안정성을 Examine-2D 소프트웨어를 통한 수치

해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암반 블록의 안정 조건은 Mohr-Coulomb 전

단강도식에 따라 거동하는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인장분리 및 전단이동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결정하였다. 즉 각 암반-블록 경계면의 법선

및 평행 방향성분  
에 대해 식 (2.9)와 같이 표현할 경우, 암반 블록

의 안정조건은 식 (2.10)과 같이 표현된다.

  




 (2.9)

  and   and

  tan and   tan
(2.10)

여기서   는 지반응력으로 인해 각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유도되는

수직 및 전단응력을,  는 관성력으로 인해 작용하는 수직 및 전단응

력을, 는 각 절리군의 방향을 의미한다.

Mauldon 등은 본 연구에서 밀도 27 kN/, 영률(Young’s modulus) 50

GPa, 포아송비(Poisson’s ratio) 0.2의 물성을 가지는 암반의 50m 깊이에

위치한 10m*10m 정사각형 공동 주변 암반 블록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이 때 지반응력의 측압계수 조건을 각각   , 두 개의 절리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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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에 대하여 각각 tan  tan     조건에서 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5와 같다.

수치해석 결과 절리군의 분포 방향에 따라 키블록의 발생 영역 및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으며, 절리군 간의 방향이 평행함에 따라 키블록의 발

생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반응력의 측압계수가 큰

값을 가지는 경우 응력 작용으로 인해 암반 블록의 안정성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암반-블록 경계면의 절리강성을 충

분히 큰 값으로 가정함으로써 절리면 거동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

며, Examine-2D 수치해석 역시 무결암 암반 모델을 통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암반 블록의 안정성에 대한 절리면의 영향이 고려되지 못하여 이

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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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Results of Examine-2D block stability analysis with different joint

set directions and lateral stress ratio conditions (a)   (b)  

(Mauldon et al., 1997)

2.2.3 Nomikos 등의 연구

Nomikos et al. (2002)은 지반응력이 작용하는 암반 내에 위치한 대칭

형 암반 블록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평공동 천장부 및 원형공동

주변부에 위치한 암반 블록의 안정성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UDEC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Sofianos 등이 제시

한 일반적인 수직-수평 응력장 모델과는 달리 (Sofianos et al., 1999),

해당 연구에서는 Fig. 2.6과 같이 경사진 2축 응력장(inclined biaxial

stress field) 모델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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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ircular opening and symmetric rock block model in an inclined

biaxial stress field (Nomikos et al., 2002)

해당 모델에서 암반 블록에 작용하는 응력성분은 Kirsch (1898)가 제시

한 원형 공동 주변에서의 응력 분포 이론식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Kirsch 이론식을 통해 계산한 접선 방향 응력성분  , 전단응력성분 

을 블록의 중선 에 대해 적분하여, 암반-블록 경계면   상에

서 작용하는 수직 및 수평방향 응력성분   을 식 (2.11)과 같이 추정

하였다.

  


 

 

  


 

 

(2.11a)

(2.11b)



- 18 -

Nomikos 등은 암반 블록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해당 암

반 블록의 수용가능 인발력(pulling force, )을 도입하였다. 인발력이란

블록의 위치 또는 지반응력의 영향으로 인해 안정성을 가지는 블록에 대

해 암반에서의 탈락거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의 힘을 의미

한다. 여기서 인발력의 작용 방향은 동일한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블록

의 안정성을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인발력을 고려할 경우   에 작용하는 수직 및 전단 응력성분의

초기값을 각각       라 할 때, 한계평형법(limit equilibrium

method)을 적용하여 평형 응력값을 식 (2.12)와 같이 나타낸다.

















 













(2.12a)

  cos  sintan (2.12b)

  cos
  sin

 (2.12c)

  tan  or tan  (2.12d)

여기서   는 각각 방향, 방향 변위를 의미하며, 은 수직절리강

성(joint normal stiffness), 는 전단절리강성(joint shear stiffness), 는

절리마찰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이론식을 통해 계산한 수용가능 인발력의 최대값과 UDEC

수치해석 결과를 Table 2.2와 같이 제시하였다. 동일한  값 조건에

서 다른 물성조건에 관계없이 유사한 인발력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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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값이 증가함에 따라 인발력 역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

한 영률이 증가함에 따라 인발력 값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그 영

향은 절리강성에 비해 작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론식을 통

한 계산 결과는 수치해석을 통한 분석 결과에 비해 암반 블록의 안정성

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분석 과정에서 이론식이 절리면의

전단파괴 거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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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Results of theoretical and numerical analysis of pulling force with different rock mass and

joint properties (Nomikos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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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기타 연구

(1) Chen et al. 의 연구

Chen et al. (1997)은 지하공간에서 물성 자료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고 보다 적절하게 실제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암반 블록 안정성

이론식을 수립하기 위해 암반 블록의 안정성에 대한 확률론적 접근을 시

도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Fig. 2.7과 같이 터널 천장에 위치하여 수평

응력의 작용을 받는 삼각형 암반 블록에 대해, 각 물성 요소를 Table.

2.3과 같이 설정하여 암반 블록의 안정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Fig. 2.8과 같이 안전율 및 파괴확률을 제시하였으며, 불확실한 물성 자

료를 활용할 경우 안전율 분석 대신 파괴확률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보

다 보수적인 안정성 기준 설정에 적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Fig. 2.7 Cross-sectional view of an asymmetric triangular roof prism block

(Chen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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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Effect of mean lateral stress ratio and friction angle variation on

failure probability and factor of safety (Chen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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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Mean Standard deviation

 (apical angle 1)  

 (apical angle 2)  

 (joint friction angle)  

 (lateral stress ratio) 0.3 0.03

h (block height)  

R (support force)  

Table 2.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input parameters (Chen et

al., 1997)

(2) Elsworth 의 연구

Elsworth (1986)는 절리군이 존재하는 강체 암반 내에 위치한 원형 공

동에 대해, 절리군으로 인해 원형 공동 주변에 생성되는 암반 블록의 안

정성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plain strain 조건 하에서 암반-블

록 경계면에서의 작용 응력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물성 조건 및 암반 블록의 위치에 따른 암반 블록의 안정성을 분석하

여 Fig. 2.9와 같이 나타내었다.



- 24 -

Fig. 2.9 Wedge block stability vs. block location at different materal property

conditions (Elsworth,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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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계획 및 방법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지하조건에서 암반 블록의 거동양

상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암반과 블록에 작용하는 지반응

력의 작용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지반응력이 블록 거동양상에 미치는 영

향으로는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유효 수직 및 전단응력의 영향으로 인

한 고정효과(clamping effect)와 암반 및 절리면의 변형으로 인한 압출효

과(squeezing effect)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 과정에서

응력수준에 따른 영향과 암반 및 절리물성에 따른 영향이 동시에 고려되

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Kirsch해를 적용하여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응력성분을 도출한 후, 이를 Mohr-Coulomb 전단강도식에 적용하여 블

록 거동 이론식을 수립하였다. 또한 UDEC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치해

석기법을 적용하여 측압계수, 영률, 절리강성의 변동에 따른 블록의 거동

양상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Elsworth 및 Nomikos 등이 제시한 수용가능

인발력을 통한 블록 안정성 분석법을 도입하여 앞서 수립한 이론식에 적

용하였다. 그리고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된 지반응력 및 암반물성 요소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암반-블록 경계면에서의 응력 전달정도를 나타내

는 접촉함수(contact function)를 이론식에 도입하여 지반응력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론식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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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암반 블록 구조 및 응력분포

3.1.1 지하공동 및 블록 모델

본 연구에서는 암반 블록의 안정성 분석을 위해 원형 지하공동 및 공동

천장부에 위치한 대칭형 블록 모델을 사용하였다. 지하공동 및 블록 모

델 구조는 심도 100m 암반 내에 위치한 직경 10m의 원형 공동이 및 해

당 공동의 천장부에 위치한 높이 0.5m, 꼭지각 10도의 대칭 삼각형 형태

의 암반 블록이 위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암반은 공동 및 블록 경계부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등방성 무결암으로 간주하였으며, 암반 블록은 공동

경계부 및 절리간의 교점을 종점으로 하는 두 개의 단일 절리로 구성되

었다. 이와 같은 모델 구조는 Fig. 3.1에 나타내었다.

Fig. 3.1 Circular opening model (left) and symmetric rock block mode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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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암반-블록 경계면 응력분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반응력의 작용으로 인해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유도

되는 응력성분의 값을 유도하기 위해 Kirsch (1898)가 제시한 이론식을

활용하였다. Fig. 3.2와 같이 수직응력  및 측압계수 로 지반응력이

작용하고 있는 반지름 의 원형 공동 조건에서, 공동 중심 기준 에

서 작용하는 응력성분은 식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3.2 Stress components acting around circular opening in biaxial stres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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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원형공동 주변에서 작용하는 응력성분을 결정했을 때, 암반-

블록 경계면 상에서 작용하는 수직 및 전단응력은 각 응력성분들을 통해

계산한 수직 및 전단방향 응력성분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3.3

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암반-블록 경계면  , 상에 위치한 개의 등간

격점을 각각      ⋯  ,     ⋯ 라 하고, 각 경계면에서

k번째 점의 좌표를         이라 할 때,  ,에 작용하는

수직 및 전단응력은 식 (3.1)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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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a)

  



  




 (3.6b)

Fig. 3.3 Equally-intervaled stress detection points on rock-block boundaries

when   

3.2 UDEC 수치해석 모델

앞선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론식만을 활용한 암반 블록의 안정

성 해석 결과는 암반-블록 경계면에서의 절리거동을 잘 모사하지 못하

는 한계가 있으며, 해당 연구결과 역시 수치해석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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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tasca사의 개별요

소 수치해석 소프트웨어인 UDEC(Universal distinct element code) 6.0

을 활용하여, 지반응력 외에도 암반 및 절리면 물성과 같은 요소들의 변

화에 따른 블록 안정성의 거동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2.1 수치해석 모델 설정

UDEC 수치해석 모델에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값은

UDEC 소프트웨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값을 이용하였다. 암반 모

델 및 절리면 모델 생성시의 라운드(round) 값은 0.01, 모서리(edge) 값

은 0.02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라운드 값은 수치해석 과정에서 응력 등으

로 인한 블록들 간의 과도한 겹침(overlap)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적용하는 라운딩 과정에 적용된다. 라운딩 과정이란 각 블록

의 한 꼭지점에 대하여, 해당 꼭지점을 이루는 두 개의 모서리에 동시에

접하며 라운드 값을 지름으로 가지는 원의 형태로 해당 꼭지점을 변환하

는 것을 의미한다. 모서리 값은 UDEC 모델 상에서 어떤 블록이 가질

수 있는 모서리 길이의 최소값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라운드 값의 2배

이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외의 UDEC 모델 세팅은 Fig. 3.4에 제시

된 것과 같이 Model Options 창에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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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Initial setting window of UDEC 6.0

UDEC 모델 상에서 암반 및 블록의 물성은 김명균 (2015)이 분석한 거

창화강암의 평균 물성 조건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암반 모델의 구조

모델은 UDEC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Mohr-Coulomb 가소성 모델

(Mohr-Coulomb plasticity model)로 설정하였으며, 이 때 입력된 물성

조건은 Table. 3.1과 같다. 또한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절리 물

성은 UDEC database에서 제공하는 Rock:Granite – fine grained 물성

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물성 조건은 Table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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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al properties Model setting value

Unit weight   25.9

Young’s Modulus  44.0

Poisson’s ratio 0.23

Tensile strength  6.2

Friction angle  51.3

Cohesion  14.0

Table. 3.1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 mass used in UDEC

analysis (김명균, 2015)

Materal properties Model setting value

Joint normal stiffness  10.0

Joint shear stiffness  1.0

Friction angle  32.0

Cohesion  0.1

Dilation  5.0

Table. 3.2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joints used in UDEC

analysis (Itasc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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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치해석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선 3.1.1절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원형공동 및 대칭삼

각형 블록 모델에 대해 UDEC을 통한 수치해석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

치해석 분석은 40m X 40m 크기의 무결한 외부 암반 내에 위치한 원형

공동 및 블록 모델을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지반응력의 작용은

외부 암반의 경계면에서 경계조건 형태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한 모델 구조는 아래 Fig. 3.5와 같다.

Fig. 3.5 Circular opening model (left) and symmetric block model (right) in

UDEC 6.0

본 연구에서는 Nomikos 등이 제시한 인발력 개념을 도입하여 암반 블

록의 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발력(pulling force,  )이란 해당 블

록의 안정성을 최대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상적인 힘을 의

미하며, 이 때 해당 블록이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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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발력의 최대 크기를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maximum pulling force,

max)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이 큰 값을 가지는

블록의 경우, 탈락거동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보다 안정한 블록으로 간

주할 수 있다. UDEC 모델 내에서 인발력은 암반 블록의 자유면에 대해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치해석 진행 과정에 있어서, Fig. 3.4와 같이 초기 수치해석 모델 설

정을 진행한 뒤, 분석 대상이 되는 40m x 40m 크기의 전체 무결암 암

반 모델을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원형공동과 암반 블록을 구성하는 절리

면을 생성하였다. 이 때 암반 외부에서 원형공동 및 암반 블록과 연결되

는 절리면은 구성 절리(construction joint)로 생성하여 수치해석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암반 및 절리면에 대해 역학적 물성값을

할당한 뒤 해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해석 과정에서는 지반응력의 전달속도 및 응력집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응력 경계조건이 적용된 상태에서 공동

부분 암반을 굴착하지 않고 5000step을 먼저 진행하였다. 해당 단계를

통해 암반 모델이 응력평형 상태에 도달한 후 공동부분 암반 굴착 과정

을 진행하였으며, 굴착 과정에서 노출되는 암반 블록의 자유면에 대해

미리 설정한 인발력 값을 할당한 후 해석을 재개하여 해당 블록의 거동

양상을 관측하였다. 해석 과정을 진행함에 따라 암반 블록의 변위 및 암

반-블록 경계면에서 수직방향 응력작용의 유지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블

록의 탈락거동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주어진 역학적 조건

에서 암반 블록이 가지는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의 값을 분석하였다.

수치해석 분석 과정에서의 변수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반응력의

작용과 암반 및 절리면의 물성을 설정하였다. 수직응력과 수평응력이 동

일한 지반응력 조건 및 앞선 3.2.1절에서 제시한 암반 및 절리면 물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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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기본 설정으로 하여, 해당 조건들이 변화함에 따른 암반 블록의 최

대 수용가능 인발력 값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때 측압계수 조건은 0.5

에서 1.5 범위 내에서 0.1 간격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암반 영률 조

건은 기준이 되는 거창화강암의 영률의  및  조건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절리면 강성조건의 경우 수직절리강성과 전단절리강

성에 대해 2배수 간격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일정한 절리강성비율에 대한

분석 역시 진행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때의 절리면 강성조건은 아래

Table. 3.3에 제시되었다.




2.5 5.0 10.0 20.0 40.0

0.25 ●

0.5 ● ● ●

1.0 ● ● ● ● ●

2.0 ● ● ●

4.0 ●

Table. 3.3 Joint stiffness conditions used in UDEC numerical simulation

model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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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암반 블록 안정성 이론식

3.3.1 전단강도를 고려한 안전율 이론식

본 연구에서는 암반 블록의 안정성을 이론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Mohr-Coulomb 전단강도식을 활용하였다. Mohr-Coulomb 전단강도식은

암반 절리면에서 작용하는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을 선형적인 관계로 표현

한 이론식으로, 절리면 상에서 각 응력성분간의 관계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론식이다. 해당 관계를 식으

로 표현하면 식 (3.7)과 같다.

    tan  (3.7a)

  tan (3.7b)

여기서 는 최대전단응력(peak shear stress), 은 잔류전단응력

(residual shear stress)를 의미하며, 는 최대 마찰각(peak friction

angle), 은 잔류 마찰각(residual friction angle)을 의미한다. 또한  

는 각각 절리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 및 점착력(cohesion)을 나타낸다.

절리면의 전단거동 시, 전단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수직응력과 전단응력

의 관계는 식 (3.7a)를 따라 선형적으로 나타난다. 이후 전단응력이 최대

전단응력에 도달할 경우, 전단응력은 전단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여 최종적으로는 잔류전단응력에 도달한 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와 같이 Mohr-Coulomb 전단강도식을 활용한 암반 블록 안정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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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블록에 작용하는 응력요소들로 인해 유도되는

암반-블록 경계면에서의 수직 및 전단방향 응력성분의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블록에 작용하는 응력요소들은 블록 자중, 지반응력, 인발력

의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응력요소를 각 암반-블록 경계면

상에서의 응력성분으로 표현할 경우 Fig. 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3.6a와 같이 지반응력으로 인해 유도되는 절리면 수직 및 전단응력

   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Fig. 3.6b와 같이 블록 자중 및 인발력

이 작용할 때, 블록 자중 성분    및 인발력 성분   을 종

합하여 나타내면 Fig. 3.6c와 같이 표현된다.

Fig. 3.6과 같이 암반-블록 경계면 상에서 작용하는 응력성분을 정리할

때, 경계면의 전단강도는 식(3.7a)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각 경계

면에서 작용하는 응력성분을 아래첨자 로 나타낼 때, Mohr-Coulomb

전단강도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암반 블록 안전율 이론식을 수립할 수

있다.

     

    tan
(3.8)

여기서 는 암반-블록 경계면의 넓이를 의미한다. 이 때 3.2.2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암반 블록에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이 작용할 경우, 해

당 블록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율 값을 가진다고 추

정할 수 있다. 따라서   max일 경우 식 (3.8)을 통해 계산된 암반 블

록 안전율은 1로 수렴하는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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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Stress components acting on rock block (a)stress induced by

geostatic stress (b)block weight and pulling force (c)resultant stress

acting on joint surfaces

3.3.2 접촉함수를 통한 물성요소 정량화

앞서 3.3.1절에서 Mohr-Coulomb 전단강도식을 통해 도출한 암반 블록

안전율 이론식의 경우, 지반응력으로 인해 유도되는 암반-블록 경계면

응력성분이 블록으로 완전히 전달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블록 거동의 경우 암반 및 절리면의 변형, 블록의 전단방향 이동 등으로

인해 해당 응력성분이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 때 암반-블록 경계

면의 수직 및 전단방향으로 전달되는 응력성분의 비율을 정량화하여 각

각   라 할 때, 이를 수직 및 전단방향 접촉함수(contact function)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때 식 (3.8)의 암반 블록 안전율은 다음 식 (3.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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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표현될 수 있다.

      

      tan
(3.9)

여기서 접촉함수   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암반 블록 안정

성 영향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

4장에서 제시된 UDEC 수치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어진 조건에

서의   값을 도출하여 그 경향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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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해석 결과 및 분석

4.1 물성 조건에 따른 암반 블록 안정성 비교

앞서 2장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암반 블록의 안정성에 있어서 지반응

력의 크기 및 측압계수, 절리면 물성, 블록 형태와 같은 요소들이 가지는

영향이 Yow & Goodman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또한 Nomikos 등이

진행한 수치해석 연구를 통해 암반 영률 및 절리면 강성과 같은 역학적

물성조건에 따라 암반 블록의 안정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이 제시되었

다. 본 4.1절에서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암반 블록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UDEC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으

며,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한 암반 블록의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을 통해

이를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는 동일한 역학적 상태를 가지는 UDEC 모델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해석 결과들을 제외한 3회의 분석

결과에서 얻은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의 평균값으로 결정하였다. 최대 수

용가능 인발력 값의 계산은 앞선 3.2.2절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분석 과

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이 때 0.01kN 간격으로 UDEC 모델 상에서의 인

발력 적용 수준을 증가시켜가며 암반 블록의 탈락거동 여부를 분석하였

으며,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은 해당 블록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최대 인

발력 값과 탈락거동을 보이는 최소 인발력 값의 평균으로 0.005kN 단위

로 나타내었다. 본 장에서는 수치해석 결과의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래프 형태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수치해석 결과값은 Appendix

A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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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측압계수에 따른 영향

3.1.2절 및 Fig. 3.2에서 제시된 이론적 응력분포와 마찬가지로, 수치해

석 모델에서의 지반응력 역시 암반의 자중으로 인한 수직응력 성분 및

측압계수에 따른 수평응력 성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밀도 와 심도 를

가지는 암반 및 지하공동에 작용하는 수직응력  및 수평응력  성

분은 측압계수(lateral stress ratio)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4.1a)

  ∙  ∙ (4.1b)

본 절에서는 측압계수가 암반 블록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어진 측압계수 범위 내에서 암반 블록이 가지는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의 값을 다양한 물성조건 하에서 확인하였다. 수치해석 분석 과정

에서 측압계수 값은 0.5-1.5 범위에서 0.1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Fig. 4.1은 앞서 3장에서 제시한 암반 및 절리면의 기본 물성인 거창화

강암 및 fine-grained granite joint 조건 하에서 측압계수의 변화에 따른

암반 블록의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 상에서 측

압계수가 0.7 이하일 경우 인발력 값은 0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0.7이하의 측압계수 조건 하에서는 암반 블록이 자체적인 안정성을 가지

지 못함을 의미한다. 0.8 이상의 측압계수 조건 하에서는 측압계수의 증

가에 따라 암반 블록의 인발력 역시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앞서 3.1.2절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수평응력의 크기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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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암반-블록 경계면 상에서 작용하는 수직응력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암반-블록 경계면의 전단강도 역시 증가하여 암반 블록에 대한 고

정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 4.2는 각각 암반 기본 영률 조건의  ,  ,

  값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 측압계수의 변화에 따른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을 나타낸 결과이다. 모든 영률 조건 하에서 측압계수가

0.7 이하일 경우 불안정, 0.8 이상일 경우 암반 블록이 안정한 거동을 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암반의 영률이 증가함에 따라 인발력 값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반응력 조건이 동일한 경우

암반의 영률이 감소함에 따라 암반의 변형률이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

로 암반이 보다 강체에 가깝게 거동함에 따라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지

반응력으로 인한 고정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암반-블록 경계면의 수직 및 전단방향 절리강성 변화에 따른 암반 블

록의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 분석결과는 Fig. 4.3에 제시되었다. Fig. 4.3a

에 제시된 것과 같이 수직절리강성이 인 경우 1.0 이상의 측

압계수 조건에서, 인 경우 0.9 이상의 측압계수 조건에서 암

반 블록이 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의 수직

절리강성 조건 하에서는 분석 대상 측압계수 범위 내에서 암반 블록이

항상 안정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의 낮

은 수직절리강성 조건 하에서는 인발력 값이 측압계수의 증가에 따른 선

형증가 거동을 보이는 대신 각각  , 의 일정한 값을 가지며, 측

압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거동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암반-블록 경계면의 수직강성이 감소함에 따라 수직변위가 증

가하여 암반 블록에 대한 지반응력의 고정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하의 수직강성 조건에서는 수직변위의 증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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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생하는 압출효과의 크기가 보다 크게 작용하여 암반 블록의 탈락

거동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Fig. 4.3b에서는 전단절리강성이 각각     인 경우

에서 측압계수에 따른 인발력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측압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발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으며, 전단절리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발력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앞선

수직절리강성 분석결과에 비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단

절리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암반 블록의 전단방향 변위가 감소하여 블록

의 탈락거동이 보다 억제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전단절리

강성이 인 경우 높은 측압계수 조건에서 측압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발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앞서 암반 블록 안정성

의 영향요소로 제시한 절리강성비율 이외에도 절리강성의 절대크기 역시

블록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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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Pulling force vs. lateral stress ratio at default condition of

Geochang granite and fine-grained granite joint

Fig. 4.2 Pulling force vs. lateral stress ration at different Young’s modul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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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Pulling force vs. lateral stress ratio at different joint stiffness

condition (a)joint normal stiffness (b)joint shear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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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암반 영률에 따른 영향

본 절에서는 암반의 영률 조건에 따른 암반 블록의 안정성 변화를 분석

하였다. 분석 대상 암반의 영률 조건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거창화강

암 영률 조건의   값인    으로 설

정하였다.

Fig. 4.4는 각각 측압계수가 0.8, 1.0, 1.2, 1.4인 경우에 대해 암반 영률

에 따른 암반 블록의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을 나타낸 결과이다. 4.1.1절

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주어진 암반 영률 및 절리면 강성 조건 하에서는

측압계수의 증가에 따른 인발력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측압계수 조건에서 영률 변화에 따른 인발력 변화를 확인한 결과,

  일 경우 암반 영률 증가에 따라 인발력이 증가하였으며, 이외의

    인 경우 암반 영률 증가에 따라 인발력이 증가함과 동시

에 측압계수 증가에 따라 그래프 기울기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는 암반에 작용하는 지반응력 크기의 증가에 따라 암반 및 블록의 변형

이 증가하며, 낮은 측압계수 조건 하에서는 암반 변형으로 인한 암반 블

록의 고정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4.5에서는 암반-블록 경계면의 절리강성조건에 따른 암반 블록 인

발력의 거동 양상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Fig. 4.5a는 암반-블록 경계

면의 수직절리강성이 각각   인 경우에

서 암반 블록의 인발력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결과이다. 세 경우 모두 수

직절리강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발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직절리강성이

 인 경우 의 영률 조건에서 암반 블록이 가

장 큰 안정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5b는 전단절리강성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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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 경우의 인발력 분석 결과이며, 전

단절리강성 증가에 따라 암반 블록의 인발력 역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4 Pulling force vs. Young’s modulus at different lateral stress ratio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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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Pulling force vs. Young’s modulus at different joint stiffness

conditions (a)joint normal stiffness (b)joint shear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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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절리강성 비율에 따른 영향

암반 블록의 안정성에 있어서 암반-블록 경계면에서의 절리강성 비율

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Nomikos 등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Nomikos et al., 2002).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암반-블록 경계면의 절리강

성 비율 변화에 따른 암반 블록의 안정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암반-블록 경계면의 전단-수직 절리강성비(joint stiffness ratio,  )

가 각각 0.4, 0.2, 0.1, 0.05, 0.025일 때의 측압계수-인발력 그래프를 Fig.

4.6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동일한 색상으로 표현된 실선 및 점선은

서로 다른 수직절리강성 및 전단절리강성 값을 가지지만, 서로 동일한

절리강성비를 가지는 경우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적으로 절

리강성비가 증가함에 따라 암반 블록의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은 증가하

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선 4.1.1절 및 4.1.2절에서의 분석 결

과와 동일한 경향성이다. 또한 낮은 측압계수 조건에서는 서로 동일한

절리강성비에서의 인발력 분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나, 측압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절리강성 크기에 따른 인발력 분석 결과가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암반 블록의 안정성 영향 요소에 절리강성비 외에

도 절리강성 크기가 포함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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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Pulling force vs. lateral stress ratio at different joint stiffness ratio

conditions

4.1.4 절리강성 크기에 따른 영향

앞선 4.1.3절에서의 분석 결과 및 Yow & Goodman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작용하는 절리강성의 절대적

크기 역시 암반 블록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본 절에서는 Fig. 4.6에서 제시한 암반 블록의 인발력 분석 결과를

각 절리강성비 조건에 따라 나누어 Fig. 4.7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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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래프에서 절리강성 크기에 따른 인발력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

으로 큰 수직절리강성 및 전단절리강성 값을 가지는 경우 동일한 절리강

성비 조건에서 작은 수직절리강성 및 전단절리강성 값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큰 인발력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절리강성값

이 높은 경우 암반-블록 경계면의 변형으로 인한 암반 블록의 변위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ig. 4.7a와 Fig. 4.7b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암반-블록 경계면의

 값이 각각            인 경우 측압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암반 블록의 인발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절리강성비 및 낮은 절리강성크기를 가지는 암반

및 절리면 물성 조건의 경우 측압계수와 인발력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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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Pulling force vs. lateral stress ratio at different joint stiffness

magnitude under various joint stiffness ratio condition (a)joint stiffness ratio

= 0.4 (b)joint stiffness ratio = 0.2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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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Pulling force vs. lateral stress ratio at different joint stiffness

magnitude under various joint stiffness ratio condition (c)joint stiffness ratio

= 0.1 (d)joint stiffness ratio = 0.05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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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Pulling force vs. lateral stress ratio at different joint stiffness

magnitude under various joint stiffness ratio condition (e)joint stiffness ratio

= 0.025 (continued)

4.2 안전율 이론식을 통한 접촉함수 분석

4.2.1 접촉함수 관계식 수립

앞서 4.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측압계수·암반 영률·절리강성 비율·

절리강성 등의 물성을 변화시킴에 따라, 최대 수용가능 인발력으로 대표

되는 암반 블록의 안정성 역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인발력

분석 결과와 기타 응력 성분들을 앞서 제안한 안전율 이론식 (3.9)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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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식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접촉함수   를 통해 지

반응력 조건 및 암반, 절리면 물성에 따른 암반 블록 안정성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 식 (4.2)를 접촉

함수에 대해 정리하면 식 (4.3)과 같다.

 

tan
  (4.2)

  


∙ 


  tan (4.3)

여기서                       이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암반 블록 모델이 대칭형 블록 모델이기 때문이다. 여

기서 위의 식 (4,3)을 에 대한 의 일차식 형태로 생각할 때, 일차식의

기울기항과 상수항을 각각 형상계수(shape coefficient, )와 물성계수

(property coefficient, )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 때 식 (4.3)은 아래와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4.4)

  


    (4.5a)

  


  tan       (4.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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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수치해석 결과에 따른 접촉함수 결정

4.2.1절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앞선 3장에서 수립한 암반 블록 안전율

이론식을 식 (4.3)과 같이 접촉함수   에 따른 일차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해당 식을 식 (4.4)와 같이 형상계수 와 물성계수 의 형태

로 나누어서 분석할 때, 이론적으로 계산한 응력 값 및 수치해석으로 도

출한 인발력 값을 통해 각각의 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먼저 형상계수

는 아래 Table. 4.1 및 Fig. 4.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ateral stress ratio  Shape coefficient   

0.5 3.500073

0.6 3.524015

0.7 3.536171

0.8 3.543526

0.9 3.548454

1.0 3.551987

1.1 3.554644

1.2 3.556714

1.3 3.558373

1.4 3.559732

1.5 3.560865

Table. 4.1 Shape coefficient in different lateral stress ratio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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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A graph of shape coefficient vs. lateral stress ratio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암반 블록의 형상은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므로,

암반-블록 경계면의 꼭지각 는 항상 일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형

상계수 는 지반응력의 측압계수 에 따라 결정된다  .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측압계수 범위 내에서 형상계수 값을 분석한 결과,

Table. 4.1 및 Fig. 4.8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약 3.55의 일정한 형상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직방향 접촉함수와 전단방향 접

촉함수간의 비율에 있어서 지반응력의 측압계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며, 암반 블록을 구성하는 절리면의 기하학적 구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식 (4.4)에서 물성계수 를 분석하면, 일정한 암반 블록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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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건에서 는 지반응력의 측압계수 및 암반 영률, 암반-블록 경계면

의 절리강성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이 때 각 영향요소들

에 따라 값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Fig. 4.9에 제시된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측압계수 및 절리강성 조

건에서 암반 영률에 따른 값을 분석했을 때,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체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암반 영률의 차이로

인한 암반-블록 경계면에서의 수직방향-전단방향 응력 전달정도의 차이

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Fig. 4.10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동일한 절리

강성비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절리강성 크기 조건 역시 값 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암반-블록 경계면의 절리강성 비율이

동일할 경우 각 방향 응력성분의 전달정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됨을 의미

한다.

Fig. 4.11 및 Fig. 4.12에서는 동일한 절리강성비 조건에서 측압계수에

따른 의 거동 및 동일한 측압계수 조건에서 절리강성비에 따른 값

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 4.1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절리강성

비가 증가함에 따라 값 역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절리강

성비가 증가함에 따라 암반-블록 경계면에서 전단방향 유효응력성분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Fig. 4.12 역시 절리강성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측압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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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Lateral stress ratio vs. property coefficient at different joint 

stiffness conditions



- 60 -

Fig. 4.10 Lateral stress ratio vs. property coefficient at different joint

stiffness value conditions and same joint stiffness ratio = 0.4

Fig. 4.11 Lateral stress ratio vs. property coefficient at different joint

stiffness ratio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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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Joint stiffness ratio vs. property coefficient in different lateral

stres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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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지반응력이 작용하는 암반 조건에서 암반 블록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지반응력 및 물성 조건 하에서 UDEC 소프트웨어

를 활용한 DEM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론적으로 도출

한 암반 블록 안전율 이론식에 적용하여 지반응력 및 암반 물성이 가지

는 암반 블록 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접촉함수 형태로 정량화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암반 블록의 안정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암반-블록 경계면

에서 Mohr-Coulomb 전단강도식을 적용하여 암반 블록의 안전율 이론식

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안전율 이론식의 지반응력 항에 접촉함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반응력 및 암반 물성의 영향이 정량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UDEC 수치해석 결과 지반응력의 측압계수와 암반 블록의 안정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었으나, 절리강성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측압계수의 증가에 따라 암반 블록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3) 암반의 영률이 증가함에 따라 암반 블록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경향

성을 보였으나 이는 다른 분석대상 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가졌으며, 접촉함수 분석 결과 암반 영률의 변동에 따른 각 방향 응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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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전달정도 역시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4) 암반-블록 경계면의 절리강성의 경우 동일한 절리강성비율을 가지는

조건에서의 분석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접촉함수 분석 결과 역시

절리강성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전단/수직절리강성의 비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보였다.

(5) 본 연구에서는 암반 블록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요소로 예측되는

암반 블록의 위치 및 형상, 이로 인한 접촉함수의 형상계수에 따른 연구

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절리강성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지반응력의 측압계수 증가에 따른 암반 블록 안정성 감소현상 역시 충분

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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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 Result of pulling force analysis in UDEC numerical simulation

(절리강성    단위 : , 인발력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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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teral stress

ratio (K)

Pulling force,    Pulling force,   

                 

0.5 63.265 67.045 59.385 0 0 0

0.6 64.265 69.795 66.705 0 0 0

0.7 65.265 73.705 74.015 0 0 0

0.8 63.735 74.515 78.205 3.765 1.295 6.235

0.9 63.705 75.325 83.445 9.295 11.625 18.765

1.0 63.045 75.415 87.385 15.45 17.855 26.885

1.1 62.125 76.075 92.235 17.795 22.355 34.765

1.2 60.915 77.175 96.705 20.075 27.075 42.675

1.3 58.825 78.64 101.325 22.765 32.765 47.125

1.4 59.295 80.885 104.625 25.385 37.415 52.515

1.5 59.885 82.915 107.605 28.295 41.705 5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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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 stress

ratio (K)

Pulling force,    Pulling force,    Pulling force,   

                    

0.5 0 0 0 27.175 28.795 0 0

0.6 0 0 0 41.14 33.545 0 0

0.7 0 0 0 44.235 46.385 0 0

0.8 0 0 0 45.825 50.575 0 0

0.9 0 0 2.015 46.735 54.205 0.945 6.145

1.0 0 0 14.495 47.295 56.645 6.825 16.515

1.1 0 1.855 19.545 47.545 59.015 14.64 23.625

1.2 2.155 7.475 21.885 48.015 62.415 18.235 26.735

1.3 5.855 13.765 22.495 48.965 65.13 22.075 30.765

1.4 10.045 16.995 23.14 43.175 65.975 25.325 34.705

1.5 13.915 20.265 26.765 39.295 60.795 28.515 3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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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teral stress

ratio (K)

Pulling force,    Pulling force,   

                 

0.5 59.915 65.675 63.945 0 0 0

0.6 60.265 69.015 68.735 0 0 0

0.7 60.625 70.605 76.015 0 0 0

0.8 60.045 71.945 77.265 2.945 2.63 6.765

0.9 59.275 72.605 80.825 5.325 11.455 18.855

1.0 58.515 72.825 84.295 14.265 17.355 25.99

1.1 57.295 73.105 88.355 16.765 20.355 33.205

1.2 55.465 72.325 89.885 18.49 24.075 39.355

1.3 54.075 71.705 93.935 20.355 28.205 45.975

1.4 53.985 73.175 96.975 22.295 32.515 51.545

1.5 53.825 74.575 99.575 24.325 36.415 5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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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 stress

ratio (K)

Pulling force,    Pulling force,    Pulling force,   

                    

0.5 0 0 0 27.445 28.915 0 0

0.6 0 0 0 39.975 38.205 0 0

0.7 0 0 0 41.675 47.045 0 0

0.8 0 0 0 43.205 48.545 0 0

0.9 0 0 0 44.235 52.63 1.45 1.855

1.0 0 0 7.205 43.915 54.415 6.355 7.765

1.1 0.545 2.135 12.145 43.515 55.885 11.545 15.235

1.2 2.415 8.265 13.945 43.625 57.545 16.105 20.355

1.3 3.915 14.545 17.675 42.645 59.735 18.985 25.265

1.4 5.855 17.985 20.885 33.735 60.99 22.205 28.63

1.5 9.605 22.915 22.575 33.575 57.515 24.545 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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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teral stress

ratio (K)

Pulling force,    Pulling force,   

                 

0.5 55.945 65.205 67.445 0 0 0

0.6 55.855 66.945 72.015 0 0 0

0.7 56.105 68.265 75.325 0 0 0

0.8 55.97 68.975 77.385 2.295 2.48 2.515

0.9 54.885 69.205 78.295 5.355 8.705 18.385

1.0 54.885 68.605 80.235 11.265 16.355 24.515

1.1 53.445 69.105 83.105 16.295 19.515 30.545

1.2 51.295 68.645 85.99 17.885 22.795 36.63

1.3 50.385 66.075 88.645 19.045 26.235 42.545

1.4 50.265 67.265 90.145 20.645 29.545 48.015

1.5 49.825 68.475 92.765 22.13 32.415 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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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 stress

ratio (K)

Pulling force,    Pulling force,    Pulling force,   

                    

0.5 0 0 0 24.515 25.515 0 0

0.6 0 0 0 35.045 38.825 0 0

0.7 0 0 0 39.675 45.515 0 0

0.8 0 0 0 40.415 48.205 0 0

0.9 0 0 0 40.575 50.265 1.445 0

1.0 0 0 0 40.205 51.45 4.45 7.795

1.1 1.325 1.735 2.545 40.645 53.445 8.675 15.605

1.2 4.235 7.765 11.075 40.545 55.325 12.915 20.105

1.3 5.735 12.045 15.205 34.515 56.735 16.495 24.075

1.4 7.045 15.795 18.235 29.125 56.205 19.265 27.325

1.5 7.445 18.015 22.515 29.985 47.155 20.975 3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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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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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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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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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 Result of property coefficient calculation

(절리강성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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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teral stress

ratio (K)

 ,     ,   

                 

0.5 0.636611 0.649875 0.622996 - - -

0.6 0.431137 0.444206 0.436903 - - -

0.7 0.326806 0.341844 0.342396 - - -

0.8 0.260071 0.275484 0.28076 0.174327 0.170795 0.177858

0.9 0.217141 0.231014 0.24071 0.152177 0.154959 0.163484

1.0 0.185721 0.198399 0.210667 0.13694 0.139405 0.14866

1.1 0.161861 0.174386 0.188894 0.122061 0.126155 0.139721

1.2 0.143035 0.156023 0.171622 0.110414 0.116006 0.128466

1.3 0.127318 0.141572 0.157891 0.101377 0.108571 0.118901

1.4 0.116117 0.130244 0.145778 0.093928 0.1018 0.11168

1.5 0.106845 0.120666 0.135488 0.087888 0.095935 0.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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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 stress

ratio (K)

 ,     ,     ,   

                    

0.5 - - - 0.509973 0.515657 - -

0.6 - - - 0.376484 0.358534 - -

0.7 - - - 0.289337 0.293168 - -

0.8 - - - 0.234464 0.241255 - -

0.9 - - 0.143485 0.196879 0.205798 0.142207 0.148416

1.0 - - 0.135961 0.169578 0.179161 0.1281 0.138031

1.1 - 0.106251 0.123633 0.148771 0.159069 0.119229 0.127296

1.2 0.096101 0.10035 0.11186 0.132731 0.144233 0.108945 0.115734

1.3 0.089213 0.094903 0.101183 0.120225 0.131853 0.100881 0.107132

1.4 0.083389 0.088438 0.092459 0.105569 0.120468 0.093889 0.100027

1.5 0.079258 0.083069 0.08697 0.094489 0.107391 0.08802 0.09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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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teral stress

ratio (K)

 ,     ,   

                 

0.5 0.624856 0.645067 0.638997 - - -

0.6 0.421683 0.442363 0.441701 - - -

0.7 0.318539 0.33632 0.345959 - - -

0.8 0.254795 0.27181 0.279416 0.173154 0.172704 0.178616

0.9 0.211851 0.227767 0.237581 0.147437 0.154756 0.163591

1.0 0.181078 0.195745 0.2075 0.135725 0.138892 0.147742

1.1 0.157525 0.171719 0.185411 0.121137 0.12436 0.135897

1.2 0.138682 0.152149 0.166175 0.109148 0.113609 0.125814

1.3 0.123901 0.136583 0.152575 0.099644 0.105291 0.118074

1.4 0.112642 0.125199 0.140773 0.091906 0.098594 0.111046

1.5 0.103209 0.115661 0.130663 0.085506 0.092761 0.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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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 stress

ratio (K)

 ,     ,     ,   

                    

0.5 - - - 0.51092 0.516078 - -

0.6 - - - 0.373731 0.369548 - -

0.7 - - - 0.284776 0.294344 - -

0.8 - - - 0.230718 0.238353 - -

0.9 - - - 0.193894 0.203917 0.14281 0.143294

1.0 - - 0.128489 0.166114 0.176876 0.127618 0.129063

1.1 0.106574 0.108002 0.116989 0.145153 0.156259 0.11645 0.119763

1.2 0.096309 0.100981 0.105518 0.129225 0.140343 0.107243 0.110638

1.3 0.087817 0.095464 0.097716 0.115678 0.127972 0.098658 0.103176

1.4 0.081149 0.089086 0.090984 0.099392 0.117226 0.091847 0.096051

1.5 0.076672 0.084659 0.084455 0.091056 0.105423 0.085638 0.09087



- 82 -

(3)   

Lateral stress

ratio (K)

 ,     ,   

                 

0.5 0.610925 0.643418 0.651278 - - -

0.6 0.411261 0.437471 0.449453 - - -

0.7 0.310566 0.332151 0.34473 - - -

0.8 0.248969 0.267563 0.279588 0.172225 0.172489 0.172539

0.9 0.206574 0.223707 0.234561 0.147473 0.151472 0.16303

1.0 0.177327 0.191419 0.203339 0.13265 0.137867 0.146231

1.1 0.154068 0.168128 0.180697 0.120715 0.123606 0.133508

1.2 0.135351 0.14921 0.163064 0.108665 0.112587 0.123638

1.3 0.121246 0.132533 0.148769 0.098701 0.103874 0.115606

1.4 0.110208 0.121332 0.136304 0.090826 0.09665 0.108736

1.5 0.100808 0.112 0.126577 0.084188 0.09036 0.1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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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 stress

ratio (K)

 ,     ,     ,   

                    

0.5 - - - 0.500639 0.504148 - -

0.6 - - - 0.362079 0.371013 - -

0.7 - - - 0.281213 0.291618 - -

0.8 - - - 0.226728 0.237866 - -

0.9 - - - 0.189524 0.201094 0.142804 -

1.0 - - - 0.162312 0.173837 0.125666 0.129094

1.1 0.107275 0.107643 0.10837 0.142576 0.154068 0.113873 0.120095

1.2 0.097762 0.100582 0.103226 0.126765 0.13857 0.104695 0.110438

1.3 0.089126 0.093666 0.095939 0.10983 0.125814 0.096867 0.10232

1.4 0.081927 0.087653 0.08925 0.096375 0.114095 0.089923 0.095198

1.5 0.075376 0.081719 0.084419 0.088902 0.099206 0.083495 0.0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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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ehavior of rock blocks is an important factor to develop

underground space, because it can threaten the stability of

underground space and trigger accidents such as rock falling.

However, Block theory, which is generally used to analyze the

behavior of rock block, is hard to be applied to high geostatic stress

condition such as large-depth underground opening. Also it is hard to

perform a block stability test in laboratory condition, so theoretical

research which can analyze block behavior in geostatic stress

condition is insufficient.

So in this study, theoretical and numerical analysis of rock block

behavior is conducted with simple model of deep underground opening

and rock block located on opening boundary. Firstly, stress

components acting on rock – block boundaries is analyzed by using

geostatic stress condition and Kirsch’s solution. And theoretical block

stability formula is established by using shear strength of rock –

block boundaries, derived from Mohr – Coulomb shear strength

theory.

After setting theoretical block stability formula, discrete element

method(DEM) numerical simulation using UDEC 6.0 software i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rock mass and joint deformation on

rock block stability. Maximum pulling force of rock block i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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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fferent material property conditions, and numerical simulation

result is applied to theoretical block stability formula. As a result, the

effect of rock mass and joint deformation is quantified as contact

function.

The suggested block stability analysis method can be applied to

quantitatively predict the behavior of rock block in geostatic stress

condition. Also, the suggested method can be used effectively as

basic tool of analyzing rock block behavior mechanism in

underground conditions.

Keywords : Block theory, Block stability, Factor of safety, Geostatic

stress, Discrete element method, Pull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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