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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brittle failure and applied stress conditions using finite difference method and 
discrete element method was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brittle failure were classified into the initiation stress, 
extent and depth. FLAC3D and PFC3D were adopted as FDM and DEM, respectively. Numerical experiments were 
performed under triaxial stress conditions and compared with the previous experiments. The CWFS model in FDM could 
simulate the V-shaped failure well. The magnitude of the differential stress perpendicular to the opening axis and the 
extent/depth of failure were linearly proportional. Spalling could be simulated as particle separating in DEM. The crack 
initiation stress in DEM can be a good indicator of when failure starts in the experiment or field. PFC3D can reflect the 
effects of 3D stress conditions, but there were difficulties in distinguishing the depth and extent of fail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lect appropriate numerical methods in assessing brittl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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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높은 현지응력이 작용할 때 발생 가능한 취성파괴에 대하여 유한차분법과 개별요소법을 이용하여 재하된 

응력사이와의 관계를 평가하였다. 취성파괴는 파괴개시시점, 파괴범위와 파괴심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유한차분법

으로 FLAC3D, 개별요소법으로 PFC3D
를 사용하였다. 삼축응력조건에서 취성파괴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기존 모형실

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유한차분법에서 사용된 CWFS 모델이 v-형태의 취성파괴를 잘 모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동 축에 수직한 축차응력의 크기와 파괴범위/파괴심도가 선형 비례함을 보였다. 개별요소법의 경우 스폴링를 입자

탈락으로 모사할 수 있었으며, 수치실험의 균열개시응력이 모형실험이나 현장관찰의 파괴개시시점에 대한 좋은 지

시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PFC3D
는 FLAC3D

와 달리 3차원 응력조건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으나, 취성파괴의 

정도를 표현하는 파괴심도와 파괴범위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취성파괴를 예측 또는 평가하는 

데 있어 해석목적에 맞는 수치해석방법의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취성파괴, 유한차분법, 개별요소법, CWF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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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취성은 암석에 응력이 가해질 때 극히 일부만 변형하고 

파괴되는 성질을 뜻하며 다양한 암반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파괴현상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역학적 특성이다. 취성을 정의

하고 정량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취성지수(brittleness index)

가 제안되고 있으며, 그 중 일축압축강도 대 인장강도의 비

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취성이 암석 자체의 특성 뿐 아니라 

기하형상, 크기, 응력조건 등 형상학적, 환경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여러 다양한 취성지수

가 제안된 것으로 사료된다(Aubertin et al., 1994; Andreev, 

1995; Feng et al., 2019). 

암반구조물의 파괴는 현지응력의 크기, 암반강도 그리고 

암반 내 존재하는 불연속면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

적으로 취성파괴(brittle failure)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높은 현지응력이 작용하여 굴착공간 주변에 생성된 유도응

력에 의해 파괴되는 경우이다. 반대로 낮거나 중간 수준의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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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the failed (notch) region for tunnels of different size and shape (Martin et al., 1999).

Fig. 1. Examples of tunnel instability and brittle failure as a 
function of RMR and the ratio of the maximum far-field stress 
to the unconfined compressive strength (after Hoek et al., 
1995).

현지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파괴과정이 불연속면의 분포 특

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현지응력의 크기와 암반강도

가 취성파괴의 결정적인 변수라 할 수 있다. Fig. 1은 Hoek 

et al.(1995)이 제안한 응력수준과 암반등급에 따른 지하공

동의 파괴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중간 수준의 응력에서 생

성된 균열은 암반구조물 굴착면 주변에 국부적으로 형성되

었으나 높은 수준의 응력에서 발생한 균열은 더 넓은 범위

에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1의 사각형으로 표시된 영

역이 취성파괴가 발생 가능한 영역을 의미한다. 

취성파괴는 지하구조물의 형상과 현지응력의 작용방향 

등에 따라 암반의 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굴착면 등의 특

정 영역에 집중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Fig. 2는 형상과 

현지응력의 크기, 방향에 따른 취성파괴 발생가능 영역과 

형상을 제시한 것으로, 한 변이 긴 직사각형 단면을 갖는 지

하구조물이더라도 현지응력의 크기, 방향과의 관계에 따

라 상대적을 안정할 수 있다.

근래 다양한 분야에서 고심도에서 건설되는 지하암반구

조물이 증가함에 따라 취성파괴 현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결정질암에 건설된 지하연구실험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이나 수로터널 등에서도 취성파괴가 보

고되고 있다. 취성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프리카 금

속광산, 캐나다 AECL의 URL 시험터널, 스웨덴 URL의 처

분공 주변 기둥, 스위스의 Gotthard 터널 등과 국내의 도수

터널, 지하유류비축기지 등이 있다(Ortlepp, 1997; Martin, 

2001; Lee et al., 2004; Andersson et al., 2009). 특히 국내

의 여수 지하유류비축기지에서 발생한 취성파괴의 경우 심

도가 150 m인 저심도 구간에서도 현지응력 크기와 측압비 

등의 영향으로 스폴링과 같은 취성파괴가 발생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암반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 응력조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취성파괴의 파괴

개시시점(failure initiation stress), 파괴범위(extent of failure) 

및 파괴심도(depth of failure) 등과 같은 취성파괴의 특성

이 규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구조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취성파괴와 재하된 응력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

로 평가하고자 유한차분법(FLAC
3D

)과 개별요소법(PFC
3D

)

을 이용한 수치실험을 실행하였다. 사용된 유한차분법에

서는 CWFS(Cohesional Weakening Frictional Strengthening)

모델을 사용하여 취성파괴 예측가능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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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i-linear failure envelope (Kaiser et al., 2000).

(a) Individual strength components and their dependency on 
confinement

(b) Contribution of each component toward the overall strength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trength component in 
a cohesive geomaterial with interlocked structures (after 
Hajiabdomajid, 2001).

수치해석방법

해석기법

유한차분법(FLAC
3D

)

지하암반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취성파괴 현상을 예측하

기 위하여 유한차분법 프로그램인 FLAC
3D
를 이용하였다. 

취성파괴는 암반의 최대강도 이후 지지력이 급격히 감소하

는 거동에 따른 결과로 구조물의 안정적 설계에 있어 중요

한 요인이기 때문에 최대강도 이후의 거동을 고려해야 한

다는 기존 연구(Aglawe, 1999)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유

한차분법을 이용한 수치실험은 Hajiabdolmajid et al.(2002)

와 Martin(2014)이 제안한 변형률연화(strain softening)모

델의 일종인 CWFS모델을 사용하였다. 

CWFS 모델은 토질역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던 상호연

결구조(interlocked structure)를 암석에 적용한 것으로 암

석의 일반적인 강도가 입자경계의 흡착력(grain boundary 

adhesion) 또는 구속압과 무관한 점착력(cohesion), 구속압

과 비선형적 관계인 상호연결강도(interlocking strength) 

구속압과 선형적인 관계인 마찰강도(frictional strength)로 

구성되어있다는 이론을 근거로 제안되었다(Cheon et al., 

2007). Fig. 3은 구속압에 따른 강도 구성 요소들의 모식도

를 나타내며, 재료에 따라 점착력과 상호결합강도의 형태

는 서로 다른 형태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다.

CWFS 모델에서는 암석이 손상을 받음에 따라 암석의 

강도구성요소인 점착력이 약화되어 점차 잔류점착력으로 

안정화되고, 이후에 마찰강도가 발현된다. 재료에 따라 점

착력과 마찰강도가 발현되는 소성한계변형률(plastic strain 

limit)은 각각 다르고 경암의 경우 소성변형률의 초기단계

에서 발현된 마찰강도는 무시할 정도로 작아 0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도 초기 파괴과정에서 마찰

강도의 발현은 잔류값으로 안정화되는 소성한계변형률보

다 점착력이 더 늦은 속도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Hajiabdolmajid et al., 2002).

Kaiser et al.(2000)는 구속압에 따른 파괴발생양상을 압

열인장파괴인 취성파괴와 전단파괴로 구분하고, 구속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이중선형(bi-linear) 파괴모델을 제

안하였다. 이 모델에서 구속압이 낮은 경우 취성파괴 거동

을, 구속압이 높은 경우 전단파괴로의 거동 변화가 발생하

여 이들 사이는 취성파괴 한계선에 의해 상호 연결된다. 취

성파괴 한계선은 재료에 따라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다. 

Fig. 4는 Kaiser et al.(2000)가 제안한 이중선형 파괴모델

을 도시한 것이다. 이 파괴모델에 있어 손상경계(damage 

threshold)가 취성파괴의 파괴개시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WFS 모델의 입력변수는 Martin 

and Chandler(1994)가 제안한 손상제어시험(damage-con-

trolled test)을 통해 소성변형률의 함수로 표현되는 점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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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ement mortar 
(After Cheon et al., 2006)

Properties Cement mortar

Bulk specific gravity 2.02

Absorption ratio (%) 0.32

P-wave velocity (m/sec) 3,590

S-wave velocity (m/sec) 1,840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38

Brazilian tensile strength (MPa) 3

Young’s modulus (GPa) 11.5

Poisson’s ratio 0.21

Cohesion 9

Friction angle (°) 40

Table 2. Cohesion and friction angle changes with plastic 
strain (After Cheon et al., 2007)

Plastic strain () Cohesion (MPa) Friction angle (°)

80 161.0 3.1

143 166.5 4.5

180 169.2 5.4

210 159.0 10.6

498 140.0 18.1

2,562 40.5 65.4

8,447 23.0 74.5

18,571 19.5 75.2

34,159 23.0 70.7

71,016 15.4 55.9

과 마찰력이다. 손상제어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eon 

et al.(2007)과 Jang et al.(2015)에 제시되어 있어 본 논문

에서는 생략한다. 

개별요소법(PFC
3D

)

취성파괴를 모사하기 위해 유한차분법과 더불어 입자결

합모델인 PFC
3D

를 사용하였다. PFC
3D
는 개별요소법을 통

해 구상입자(spherical particle)의 운동과 상호작용을 모사

하는 상용 해석프로그램으로 임의의 크기를 갖는 개별적인 

구상입자들의 집합체로 역학적 거동을 모사할 수 있다. 

PFC
3D
에서 입자들은 상호간 접촉점의 힘을 통하여 다른 입

자나 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때 접촉모델은 임의의 접촉

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거동을 지배한다. 접촉 모델은 다

양한 종류가 있고 그 중 병행결합모델(parallel bond model)

은 각 접촉에서 미끄러짐이 없는 상태로 회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입자의 회전보다 입자들 간의 인장에 의해 결합이 떨어

지는 암석과 같은 물질에 병행결합모델이 가장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해석모델

수치실험에 의해 예측된 결과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Cheon et al.(2006)이 수행했던 진삼축 모형실험결과를 이

용하였다. Cheon et al.(2006)이 수행한 모형실험은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 290 mm의 정육면체 모형실험체에 60 

mm 크기의 원형공동을 중간까지 형성한 후 삼축방향에서 

하중을 가하여 공동주변에 발생한 취성파괴현상을 재현하

였다. 이에 수치실험에서도 모형실험에 사용된 모형실험

체와 동일한 크기의 해석모델을 구현하였다. 수치실험은 

모형실험과의 비교를 고려하여 모형실험에서 수행된 실험

순서를 따랐다. 삼축방향의 응력이 가해지기 전에 원형공

동을 중간까지 굴착하고 공동 축에 평행한 수평재하응력, 

SH1과 공동 축에 수직한 수평재하응력, SH2을 미리 결정된 

값으로 가한 후 공동 축에 수직한 연직재하응력, Sv(Sv > 

SH1 > SH2)을 응력제어방식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증가시

켰다 PFC
3D

에 의한 수치실험결과는 해석모델의 지름에 들

어가는 입자의 개수로 정의되는 분해도(resolution)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해석 목적, 정밀도 및 해석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당한 분해도의 선정이 필요하

다. PFC
3D
해석에서 분해도와 관련하여 Jung(2005)은 분해

도가 25 이상이면 일정한 탄성계수 및 일축압축강도의 값

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

모델은 25의 분해도를 갖도록 최소 입자의 반지름은 3 mm, 

최대 입자와 최소 입자의 비는 1.5로 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입력변수 산정

유한차분법

수치실험에 사용된 입력변수는 Cheon et al.(2006)이 수

행했던 진삼축 모형실험체의 재료인 시멘트 모르타르의 물

성을 사용하였다. Table 1은 시멘트 모르타르의 물리적, 역

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CWFS 모델의 입력변수는 손상제

어시험을 통하여 구했으며, 손상제어시험의 결과는 Cheon 

et al.(2007)이 수행했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 손상파라

미터()는 암반의 손상을 내타내는 지수로서 재하 - 제하의 

증분에서 발생되는 영구적인 소성체적변형률로 정의되고, 

최대강도(peak strength, P())는 일정 손상파라미터에서

의 최대응력을 의미한다. 균열손상응력은 체적변형률이 

감소하는 지점의 응력을 의미하며, 최대강도의 약 70% ~ 

80% 수준에서 발생하였다. 최대강도와 균열손상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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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cro-parameters used in PFC3D modeling

Parameter Description value

 Ball density[kg/m3] 2,020




Ball-ball contact modulus[GPa] 9.7






Ball stiffness ratio 2.1

 Parallel-bond radius multiplier 1.0






Parallel-bond modulus [GPa] 9.7






Parallel-bond stiffness ratio 2.1

 Ball friction coefficient 1.5



 Parallel-bond normal strength, mean [MPa] 35



 Parallel-bond normal strength, std. dev [MPa] 15



 Parallel-bond shear strength, mean [MPa] 37



 Parallel-bond shear strength, std. dev [MPa] 15

Fig. 5. Comparison of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test 
between PFC3D modeling and Laboratory test.

부터 소성체적변형률에 따른 점착력과 마찰각이 산정되었다.

Table 2는 손상제어시험으로부터 결정된 소성변형률

(plastic strain)의 변화에 따른 점착력과 마찰각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FLAC
3D
의 변형률연화모델을 통해 CWFS 

모델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개별요소법

일반적으로 입력변수의 결정은 일축압축시험과 PFC
3D

에 의해 수행된 일축압축모사시험을 비교하여 결정되나, 

해석목적에 따라 인장강도시험이나 삼축압축시험과의 비

교를 통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경우 구속압이 작

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취성파괴에 대한 예측

이 주된 목적이므로 일축압축시험을 모사하여 입력물성을 

결정하였다. Fig. 5는 PFC
3D
를 통한 모델링 결과와 실험값

을 비교한 것이다. 결정된 입력변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

으며 최적의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10회의 반복해

석을 통해 얻은 평균값으로부터 입력변수를 결정하였다.

수치실험에 의한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취성파괴의 특성을 파괴개시시점과 파괴

범위, 파괴심도로 구분하고, FLAC
3D
와 PFC

3D
에 의한 수치

실험을 통해 재하응력의 크기, 재하응력과 원형공동의 방

향에 따른 취성파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특히 FLAC
3D
에 

의한 수치실험의 경우 구성모델에 따른 취성파괴현상의 예

측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파괴개시시점은 공벽에서 취성파

괴가 관찰되기 시작하는 응력수준으로, 파괴범위와 파괴

심도는 Fig. 6에서 각각 와 로 정의된다.

유한차분법에 의한 결과분석

응력조건에 따른 파괴특성

공벽에서 취성파괴가 관찰되기 시작하는 응력수준으로 

정의된 파괴개시시점은 FLAC
3D
의 경우 Sv에 평행한 공벽

에서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시점의 Sv의 크기에 해당하며, 

파괴범위와 파괴심도는 유한차분망에서 소성영역으로 나

타난 요소(zone)의 높이와 깊이에 해당한다. 응력조건의 

변화에 따른 파괴특성은 CWFS 모델로 수행한 수치실험에 

대하여 분석한 것으로 Sv, SH1, SH2의 응력조건에 대하여 2

가지 경우로 나눠 파괴특성을 알아보았다. Sv와 SH1이 일정

하고 SH2의 크기가 변할 때와 Sv와 SH2가 일정하고 SH1의 크

기가 변할 때의 파괴특성은 각각 Fig. 7과 Fig. 8에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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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termination of the extent and depth of brittle failure 
around a circular hole (a: radius of circular opening).

Sv

SH1

SH2

(a) SH2 = 4.50 MPa (b) SH2 = 6.95 MPa

(c) SH2 = 9.26 MPa (d) SH2 = 12.50 MPa

Fig. 7. Comparison of failure characteristics with different 
SH2.

Sv

SH1

SH2

(a) SH1 = 0.1 MPa (b) SH1 = 1.5 MPa

(c) SH1 = 2.5 MPa (d) SH1 = 4.5 MPa

Fig. 8. Comparison of failure characteristics with different 
SH1.

다. 먼저 Fig. 7에서 공동 축에 수직한 수평재하응력, SH2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접선응력이 감소하고 결과적으

로 공벽에서 발생되는 파괴범위와 파괴 심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SH2가 클수록 공동 천단과 하

부에서 발생한 인장영역이 감소하며, 공저에 의한 아치효

과가 증가하여 전단파괴가 발생한 영역이 공저로부터 많이 

이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에서 공동 축에 평행한 

수평재하응력, SH1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입구의 경계부에

서 발생한 파괴심도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SH1

은 천단부의 인장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크기에 따

라 인장파괴의 범위와 깊이가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다. 그

러나 SH1의 크기는 다른 재하응력에 비해 취성파괴의 특성

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

라서 파괴범위와 파괴심도는 공동 축에 수직한 응력조건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응력조건에 따른 파괴개시시점의 

변화에 대한 수치실험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수치

실험은 Sv > SH1 > SH2인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파괴개시시점은 SH2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뚜렷한 증가현상을 보이나 SH1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WFS 모델의 파괴기준이 취성

파괴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소성 변형률에 따른 재료물성의 

변화를 반영하지만, Mohr-Coulomb이나 Hoek-Brown 파

괴기준과 마찬가지로 중간주응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동 축에 평행한 재하응력이 증

가함에 따라 파괴개시점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세 

방향에서 작용하는 응력이 유한차분망의 최대주응력과 최

소주응력을 증가시켜 파괴기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CWFS 모델의 경우 아직 3차원 해석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3차원적인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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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ilure initiation stress from FLAC3D modeling with 
different stress conditions (stress condition: SH1 > SH2)

No. of 
test

 SH1 (MPa)  SH2 (MPa)
Failure initiation 

stress (MPa)

1 4.50 0.1 24.16

2 6.95 0.1 24.16

3 9.26 0.1 24.24

4 4.50 1.5 24.82

5 6.95 1.5 24.82

6 9.26 1.5 24.90

7 4.50 2.5 25.24

8 6.95 2.5 25.24

9 9.26 2.5 25.28

10 4.50 4.5 26.08

11 6.95 4.5 26.08

12 9.26 4.5 26.08

13 6.95 6.95 26.88

14 9.26 6.95 26.88

Fig. 9. Depth of failure with differential stress from FLAC3D 
modeling.

Fig. 10. Extent of failure with differential stress from FLAC3D 
modeling.

Fig. 11. Principal stress in the opening sidewall with different 
opening direction under same initial stress condition.

Fig. 9와 Fig. 10은 Sv가 35 MPa인 응력조건에서 산정한 

파괴심도와 파괴범위를 공동 축에 수직한 축차응력(Sv - 

SH2)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축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파

괴범위와 함께 파괴심도가 증가하나 SH1의 영향은 거의 없

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FLAC
3D
에 의한 해석은 파괴개

시시점을 예측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손상제어시

험과 현장조건에 대한 역해설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공동 

축에 수직한 응력조건에 따른 파괴범위와 파괴심도의 예측

을 위한 좋은 평가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원형공동의 방향에 따른 파괴특성

재하응력조건과 원형공동의 위치에 따른 취성파괴의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4을 고려하여 Table 5와 같이 

SH1와 SH2가 일정한 상태에서 Sv를 증가시키면서 수치실험

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파괴개시시점은 원형공동의 방

향에 영향을 받으나, 공동 축에 수직한 수평재하응력, SH2

의 크기가 파괴개시시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은 원형공동이 최소 재하응력, S3와 평행한 

경우와 30°경사를 이룬 원형공동 공벽의 한 지점에서의 최

소, 중간, 최대주응력을 도시한 것이다. 경사를 이룬 원형공

동의 최대주응력은 평행한 경우에 비해 약간 작은 값을 나

타내나 중간주응력과 최소주응력은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응력조건이라도 경사를 이룬 경

우 최소주응력의 증가에 따라 파괴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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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ening parallel to S3 (b) Opening parallel to S2

(c) Opening inclined 30° to S3 (d) Opening inclined 30° to S2

Fig. 12. Comparisons of failure characteristics with different 
opening direction under same initial stress condition.

Table 5. Failure initiation stress from FLAC3D modeling with 
different stress conditions (stress condition: SH2 > SH1)

No. of 
test

SH1 (MPa) SH2 (MPa)
Failure initiation 

stress (MPa)

1 0.1 4.50 26.00

2 0.1 6.95 26.80

3 0.1 9.26 27.44

4 1.5 4.50 26.00

5 1.5 6.95 26.80

6 1.5 9.26 27.44

7 2.5 4.50 26.00

8 2.5 6.95 26.80

9 2.5 9.26 27.44

10 4.5 4.50 26.08

11 4.5 6.95 26.88

12 4.5 9.26 27.48

13 6.95 6.95 26.88

14 6.95 9.26 27.52

15* 2.5 9.26 28.24

16** 2.5 9.26 27.12

17* 4.5 9.26 28.40

18** 4.5 9.26 27.20

*: Opening 30° inclined with S3, **: Opening 30° inclined 
with S2

높은 응력수준에서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Table 5).

Fig. 12는 동일한 응력조건(최대 재하응력, S1: 35 MPa, 

중간 재하응력, S2: 9.26 MPa, 최소재하응력, S3: 2.5 MPa)

에서 재하응력과 원형공동과의 관계에 따른 취성파괴현상

을 보여준다. 최소 재하응력과 평행한 경우(Fig. 12(a)), 30°

경사를 이룬 경우(Fig. 12(c)) 그리고 중간 재하응력과 평행

한 경우(Fig. 12(b)), 30°경사를 이룬 경우(Fig. 12(d))에 대

해 비교한다. 중간 재하응력과 평행한 경우가 동일한 응력

조건에서 파괴영역이 가장 컸으며, 원형공동이 경사를 이

룬 경우에서는 평행한 경우에 비해 전단파괴영역이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원형공동의 방향에 따라 파

괴개시시점이나 파괴영역이 다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Table 4에서 Table 5까지의 결과로부터 공동 축에 수

직한 수평재하응력, SH2가 파괴개시시점과 파괴영역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별요소법에 의한 결과분석

응력조건에 따른 파괴특성

모형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균열개시응력(crack initiation 

stress)을 파괴개시시점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균열개시응력은 모델이 파괴될 때까지 발생한 균열의 10%

가 발생했을 때의 응력에 해당한다. Table 6은 PFC
3D
에 의

해 구해진 최대강도(peak strength)와 균열개시응력을 나

타낸 것이다. Table 6과 Fig.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SH1, 

SH2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해석모델의 최대강도와 균열

개시응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FLAC
3D
와 달리 

SH1의 크기에도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는 SH1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PFC
3D
에서 입자사이의 결합력이 커

져 입자분리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14는 균열개시응력에 대한 응력조건의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최소자승법에 의해 구한 평면방정식을 도시 한 

것이고 평면방정식은 식 (1)과 같다. 식 (1)에서 균열개시응

력은 SH2보다 SH1(SH2 > SH1)에 의해 영향을 더 받음을 알 수 

있다. Fig. 14의 격자망은 평면방정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검은 점은 수치실험에서 구해진 균열개시응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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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eak strength and crack initiation stress measured from PFC3D modeling with different stress condition (stress condition: 
SH2 > SH1)

No. of test SH1 (MPa) SH2 (MPa) Peak strength (MPa) Crack initiation stress (MPa)

1 0.1 4.50 45.70 21.40

2 0.1 6.95 47.80 23.80

3 0.1 9.26 50.10 25.75

4 1.5 4.50 49.20 24.90

5 1.5 6.95 51.30 25.90

6 1.5 9.26 53.50 28.90

7 2.5 4.50 50.50 25.70

8 2.5 6.95 52.50 27.20

9 2.5 9.26 55.10 30.10

10 4.5 4.50 52.20 29.25

11 4.5 6.95 57.33 32.67

12 4.5 9.26 59.78 34.34

13 6.95 6.95 59.13 33.89

14 6.95 9.26 62.75 39.01

(a) Peak strength

(b) Crack initiation stress

Fig. 13. Peak strength and crack initiation stress from PFC3D

modeling.
Fig. 14. Crack initiation stress from PFC3D modeling with 
different stress conditions (stress condition: SH2 > S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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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자로 구성된 PFC
3D
는 스폴링과 같은 분리현상을 

입자탈락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은 SH1 = 1.5 MPa, S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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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view

(b) Top view

Fig. 15. Particle displacement and Crack distribution in 
PFC3D at Sv = 20 MPa.

(a) Front view

(b) Top view

Fig. 16. Particle displacement, Crack distribution in PFC3D at 
Sv = 35 MPa.

Fig. 17. Crack initiation stress from PFC3D modeling with 
different stress conditions (stress condition: SH1 > SH2).

= 4.5 MPa인 응력조건에서 Sv의 변화에 따라 공동주변에

서 발생한 변형 및 파괴특성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이다. 

Fig. 15와 Fig. 16은 Sv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 균

열의 양상과 입자의 변위벡터를 도시한 것이다. 균열모습

은 전체 모델에서 나타나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균열은 개

개의 입자결합에서 수직성분(normal component)의 결합

과 전단성분(shear component)의 결합이 깨진 상태를 나타

낸다. Fig. 15는 Sv가 20 MPa에 해당될 때 발생된 현상으로 

균열이 전 지역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나 원형공동의 

측벽부에서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은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v를 35MPa까지 증가시켰을 때 측벽에

서 많은 균열이 집중되어 발생하였으며 공동 주변에서 관

찰되는 변위벡터의 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측벽에 집중된 결합력으로 인해 일부는 공 내부로 이동하

려는 양상을 보인다(Fig. 16).

원형공동의 방향에 따른 파괴특성

동일한 응력조건에서 원형공동의 방향에 따른 취성파괴

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6을 고려하여 Table 7과 

같이 개별요소법을 이용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6은 원형공동이 중간 재하응력에 평행한 경우에 대하여 수

행한 것이며, 재하응력과 30 °의 경사를 이룬 원형공동의 

경우(Table 7의 15* ~ 18**)는 재하응력에 평행한 원형공

동에 비해 더 높은 균열개시응력을 나타낸다. 이는 취성파

괴는 압축으로 인한 인장균열에 의해 발생하는 데, 원형 공

동이 경사를 이룬 경우 압축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전단력

이 작용하여 인장균열의 발생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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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eak strength and crack initiation stress measured from PFC3D modeling with different stress conditions (stress condition: 
SH1 > SH2)

No. of test SH1 (MPa) SH2 (MPa) Peak strength (MPa) Crack initiation stress (MPa)

1 4.50 0.1 43.23 21.17

2 6.95 0.1 44.90 23.46

3 9.26 0.1 45.66 23.52

4 4.50 1.5 47.45 24.13

5 6.95 1.5 48.98 26.18

6 9.26 1.5 49.86 27.98

7 4.50 2.5 49.33 25.89

8 6.95 2.5 51.07 27.89

9 9.26 2.5 51.97 29.98

10 4.50 4.5 52.20 29.25

11 6.95 4.5 55.11 31.07

12 9.26 4.5 56.69 32.57

13 6.95 6.95 59.13 33.89

14 9.26 6.95 61.56 37.05

15* 9.26 2.5 54.47 30.13

16** 9.26 2.5 51.33 29.80

17* 9.26 4.5 57.70 35.83

18** 9.26 4.5 55.62 33.26

*: Opening 30° inclined with S3, **: Opening 30° with S2.

파괴의 개시시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FLAC
3D
에 의한 결과와 같이 원형공동의 방향보다 원형공

동에 작용하는 재하응력의 크기가 균열개시응력에 더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 (2)는 Table 6의 결

과로부터 파괴개시시점에 해당하는 균열개시응력과 응력

조건에 대해 최소자승법으로 구한 평면방정식을 나타낸다. 

식 (1)과 달리 식 (2)에서 균열개시응력은 SH1보다 SH2에 의

해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 재하응력이 

공동 축에 수직하게 작용하거나, 또는 공동 축에 평행하게 

작용하더라도 균열개시응력에 주된 영향을 주는 인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성파괴의 개시시점을 평가할 때 3차원

적인 해석이 가능한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Fig. 17에 균열개시응력과 응력조건에 대해 도

시하였다. 그림에서 격자망은 식 (2)의 평면방정식을 나타

내고, 검은 점은 수치실험에서 구해진 균열개시응력을 나

타낸다. 



 

 
 

 
 














 







 

 
(2)

토   의

본 연구에서는 수치실험을 통해 해석기법에 따른 취성파

괴 현상의 예측가능성을 평가하고 3차원 응력조건에 따른 

취성파괴 특성을 알아보았다. 유한차분법에 의한 수치실

험은 FLAC
3D
가 사용되었으며, 변형률연화 모델인 CWFS 

모델이 이용되었다. CWFS 모델에 의한 해석결과는 Mohr- 

Coulomb 모델에 비하여 Cheon et al.(2006)이 수행한 모형

실험에서 관찰된 v-형태의 파괴형상을 잘 모사하였다. 

FLAC
3D
의 경우 파괴영역이 동일한 응력조건에서 모형실

험과 다르게 곡률에 따른 크기효과가 존재하지 않아 파괴

영역이 과장된 경향을 보였다. CWFS 모델을 이용한 수치

실험으로부터 공동 축에 수직한 수평재하응력, SH2의 크기

가 클수록 파괴개시를 위한 응력수준은 증가함을 보였으

며, 파괴범위와 파괴심도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냈다. 특

히 파괴범위와 파괴심도는 공동 축에 수직한 축차응력과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WFS 모델

의 파괴기준이 중간주응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3차원 

해석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별요소법에 의한 수치실험은 PFC
3D

가 사용되었고, 



유한차분법과 개별요소법을 활용한 취성파괴 특성 평가

제56권 제6호

593

Fig. 18.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and physical model test 
results in bi-linear envelope (modified from Kaiser et al., 2000).

PFC
3D
에 의한 해석결과로서 응력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공

벽에서 입자의 탈락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SH1과 

SH2가 증가함에 따라 균열개시응력과 최대강도는 증가하

였다. 균열개시응력이 취성파괴의 개시시점을 나타내는 

좋은 지시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균열개시응력

은 원형공동의 방향에 관계없이 해석모델에 작용하는 최소 

재하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8

은 PFC
3D
의 수치실험에 의해 구해진 최대강도와 균열개시

응력 그리고 취성파괴가 발생한 모형실험결과를 Kaiser et 

al.(2000)이 제안했던 이중선형 파괴포락선(bi-linear failure 

envelop)을 수정하여 도시한 것이다. 이중선형 파괴포락선

은 실내 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Hoek-Brown의 마찰 파라미

터 m, s를 사용한 기준과 취성 파라미터(m = 0)를 사용한 기

준에 의해 도시한 것으로, 구속압이 낮은 응력조건에서는 

취성파괴기준이 적용되며 구속압이 증가함에 따라 Hoek- 

Brown의 파괴기준을 적용하는 파괴모델이다. 이중선형 

파괴포락선에서 취성파괴기준과 Hoek-Brown의 파괴기

준과의 연결을 위해 Sv/SH2 = 10, Sv/SH2 = 20의 기준식이 

제시되었다. 취성파라미터는 Martin(1994), Castro(1996), 

Diederichs(1999)에 의해 현장에서 관찰된 결과를 바탕으

로 제시된 기준을 같이 도시하였다. 그리고 Fig. 18에서 작

게 표현된 검은 원은 실내 시험에서 얻은 일축압축강도와 

삼축압축강도를, 크게 표현된 검은 원은 모형실험에서 스

폴링이 발생한 응력조건을 나타낸다. 모형실험결과에서 

스폴링이 발생하기 위한 응력조건은 현장경험에 바탕을 둔 

기준식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FC
3D
의 

모사에 의한 균열개시응력이상에서 파괴가 관찰되어 균열

개시응력이 취성파괴 개시시점을 평가하는 좋은 지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취성파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기준식(Sv/SH2 = 10, Sv/SH2 = 20

과 두 기준식 사이의 영역)은 취성파괴의 발생영역을 과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결과로부터, PFC
3D
는 FLAC

3D
와 달리 3차원 응력

조건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으나, 취성파괴의 정도를 표현

하는 파괴심도와 파괴범위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

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취성파괴현상을 모사하는데 있어 유한차분법인 

FLAC
3D
를 이용하는 경우 CWFS 모델이 적합함을 알 수 있

고, 손상제어시험으로부터 구한 입력변수는 현장이나 모

형실험에 의한 역해석 결과를 반영할수록 보다 정확한 해

석이 될 수 있다. CWFS 모델의 파괴기준이 중간주응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3차원 해석보다는 2차원해석에 의

한 보수적인 해석이 적합하리라 판단된다. PFC
3D
는 모사

시험에 의해 입력물성을 산정하여 3차원 응력조건의 영향

을 반영 할 수 있다. 또한 공벽에서 입자의 탈락현상과 균열

발생양상을 모사할 수 있다. 또한 PFC에서의 균열개시응

력은 취성파괴의 개시시점을 나타내는 좋은 지시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FLAC
3D
에 비해 파괴 범위

와 파괴심도를 평가하기가 난해하므로, 취성파괴를 예측

하는 데 있어 해석목적에 맞게 유한차분법과 개별요소법의 

장점을 살린 해석이 필요할 것 이다.

결   론

고심도 암반구조물에서 발생 가능한 취성파괴의 예측가

능성을 알아보고자 유한차분법(FLAC
3D

)과 개별요소법

(PFC
3D

)에 의한 수치실험을 수행하여, 기존의 진삼축 모형

실험결과와 현장관찰결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FLAC
3D
를 이용한 수치실험을 통해 CWFS 모델에 따

른 취성파괴현상의 예측가능성을 알아본 결과, CWFS 

모델이 모형실험 및 현장에서 관찰된 v-형태의 파괴

형상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CWFS 모델의 입력변수는 재하-제하의 반복에 의한 

손상제어시험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으며, 현장결과

나 모형실험결과로부터 역해석을 수행하여 입력변수

를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CWFS 모델을 이용한 수치실험으로부터 공동 축에 

수직한 수평재하응력(SH2)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파

괴개시를 위한 응력수준은 증가하며, 파괴범위와 파

괴심도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괴범위

와 파괴심도는 공동 축에 수직한 축차응력(Sv - SH2)

과 선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CWFS 모델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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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기준은 Mohr-Coulomb이나 Hoek-Brown 파괴기

준과 같이 중간주응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3차원 

응력조건의 영향을 고려할 수는 없었다.

4) PFC
3D

에 의한 해석결과 공동 축과 평행한 수평재하

응력(SH1)과 공동 축에 수직한 수평재하응력(SH2)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개시응력과 최대강도는 증가하였

으며, 응력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공벽에서 입자의 탈

락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모형실험과의 비교를 통

하여 균열개시응력이 취성파괴의 개시시점을 나타내

는 좋은 지시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PFC
3D

는 FLAC
3D

와 달리 3차원 응력조건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으며, 파괴개시시점에 해당하는 균열개

시응력은 원형공동의 방향보다 해석모델에 작용하는 

최소 재하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괴심도와 파괴범위

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취성파

괴를 예측하는 데 있어 해석목적에 맞게 유한차분법

과 개별요소법의 장점을 살린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6) PFC
3D
의 수치실험에 의해 구해진 최대강도와 균열개

시응력을 이중선형 파괴포락선에 도시한 결과, PFC
3D

에 의한 균열개시응력이 취성파괴 개시시점을 평가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취성파

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기준식

(Sv/SH2 = 10, Sv/SH2 = 20과 두 기준식 사이의 영역)은 

취성파괴의 발생영역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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