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ived: 8 March, 2022

Accepted: 21 March, 2022

Ⓒ 2022 The Korean Society of Engineering 
Ge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

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OPEN ACCESS

*Corresponding author: Jeong-Gi Um

E-mail: jum@pknu.ac.kr

경상분지 백악기 화강암 암반에 대한 삼차원 

수리전도텐서 추정사례

엄정기1*ㆍ이다혜2

1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2한국농어촌공사 기술기준부 대리

Estimation of 3-D Hydraulic Conductivity Tensor 

for a Cretaceous Granitic Rock Mass: A Case 

Study of the Gyeongsang Basin, Korea

Jeong-Gi Um1*ㆍDahye Lee2

1Professor, Department of Energy and Resources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Assistant Manager, Technology Standard Department,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bstract

A workflow is presented to estimate the size of a representative elementary volume and 3-D hydraulic 

conductivity tensor based on fluid flow analysis for a discrete fracture network (DFN). A case study is 

considered for a Cretaceous granitic rock mass at Gijang in Busan, Korea. The intensity and size of 

joints were calibrated using the first invariant of the fracture tensor for the 2-D DFN of the study area. 

Effective hydraulic apertures were obtained by analyzing the results of field packer tests. The represen-

tative elementary volume of the 2-D DFN was determined to be 20 m square by investigating the vari-

ations in the directional hydraulic conductivity for blocks of different sizes. The directional hydraulic 

conductivities calculated from the 2-D DFN exhibited strong anisotropy related to the hydraulic 

behavior of the study area. The 3-D hydraulic conductivity tensor for the fractured rock mass of the 

study area was estimated from the directional block conductivities of the 2-D DFN blocks generated 

for various directions in 3-D. The orientations of the principal components of the 3-D hydraulic 

conductivity tensor were found to be identical to those of delineated joint sets in the study area.

Keywords: fractured rock mass, discrete fracture network, hydraulic conductivity tensor, fluid flow 

modeling, representative elementary volume

초 록

본 연구는 부산 기장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흑운모 화강암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DFN(discrete 

fracture network) 유동해석 기반의 REV(representative elementary volume) 크기 및 삼차원 수리전도

텐서 추정을 위한 워크플로우를 제시하였다. 연구지역을 대표하는 이차원 DFN에 대하여 절리텐서의 일

차불변량을 이용하여 절리의 빈도 및 길이가 보정되었다. 현장수압시험을 수행하여 선형의 등가유로관

으로 취급된 현장의 절리에 대한 유효수리간극이 추정되었다. 연구지역의 이차원 DFN 블록에 대한 REV

의 크기는 블록 크기에 따른 지향적 블록수리전도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20 m × 20 m으로 결정하였다. 

연구지역의 이차원 DFN에 대하여 산정된 지향적 블록수리전도도는 현장의 수리적 거동과 관련하여 강

한 이방성을 지시한다. 다양한 방향으로의 이차원 DFN에서 산정된 지향적 블록수리전도도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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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의 절리성 암반에 대한 삼차원 수리전도텐서가 추정되었다. 삼차원 수리전도텐서의 주성분 방향은 현장에서 구분된 주 절리군의 방

향과 일치한다.

�����절리성 암반, 불연속절리망, 수리전도텐서, 유체유동모델링, 대표요소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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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리, 단층, 암맥, 층리면 등의 역학적 분리면은 지각 어디에서나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자연상의 절리는 복잡한 네트워

크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하 암반의 역학적 및 수리지질학적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절리의 주요 영향

에 대한 확고한 이해는 건설인프라, 지열 및 비전통 셰일가스 개발, 지하수 관리,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의 다양한 공학 프

로젝트와 관련하여 도전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Rutqvist and Stephansson, 2003; Tsang et al., 2005). 매우 복잡한 지층

구조에서 유체 흐름의 채널 경로를 형성하는 자연 절리의 중요성은 절리성 암반에 대한 수치해석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절

리 네트워크(discrete fracture network, DFN)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이끌었다(Herbert, 1996).

절리성 암반에 대한 모델 수립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한 삼차원 DFN 시스템에 대한 기하학적 표현이다. 자연

상에서 절리는 다양한 규모의 파괴를 유발하는 특정 역학 조건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심부의 현지응력장에 영향을 받으며 

교차절단, 분기, 종단, 휨, 간격 및 군집 등의 다양한 속성이 복잡하게 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Schultz, 2000). 이와 같은 

지각 내부에 발달한 DFN의 삼차원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은 거의 불가능하며 현장자료는 대부분 일차원 시추공 로

깅 및 이차원 노두 맵핑 등의 극히 제한된 노출면으로부터 얻어진다. 따라서 절리성 암반의 기하학적 속성은 일차원 및 이

차원에서 삼차원으로 또는 작은 표본으로부터 전체 해석영역을 추정하는 다양한 외삽법을 통하여 기재되었다.

투수율이 매우 낮은 결정질 암석이 분포하는 절리성 암반에서 DFN은 유체 흐름의 주요 통로로 작용하며(Berkowitz, 

2002), 이때 유체 흐름은 절리 기하구조의 공간적 연결성과 개별절리의 투수량계수(transmissivity)에 크게 좌우된다. 그

러나 현장에서 흔히 수행되는 대수층 양수시험 또는 패커시험 결과를 이용한 수리지질학적 연구는 지하수가 연속체 매질

을 통해 흐른다는 가정에 기반한다(De Marsily, 1985; Hsieh et al., 1985). 양수시험 또는 패커시험은 시험정이 다공성 매

질에 설치된 경우에 유용하지만 절리군이 체계적으로 발달한 절리성 암반 매질에 대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수리지질학 

분야에서 빈번히 이용되는 다공성의 연속체 가정은 대표요소체적(representative elementary volume, REV) 내의 평균적 

유체 흐름에 기반한 것인데(De Marsily, 1985), 다공성 매질의 REV 규모가 작더라도 절리성 암반에 대한 REV는 상대적

으로 매우 클 수 있고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Kulatilake and Panda, 2000). REV의 규모가 양수정과 관측정 사

이의 거리보다 큰 경우 또는 REV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의 절리성 암반은 등가의 연속체 해석에 기반을 둔 연구방법의 적

용이 어려우며, 절리성 암반에 대하여 등가의 연속체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암반의 수리적 거동에 관한 REV의 도출

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리적 거동에 대한 REV는 암반의 수리전도텐서(hydraulic conductivity tensor)가 일정하게 유지되

는 규모로 정의할 수 있으며 암반에 대한 등가의 연속체 해석은 REV 이상의 규모에 대하여 대칭의 2차 정부호 수리전도

텐서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절리성 암반에 대한 유체유동모델은 연속체 유동모델, DFN 유동모델 및 등가의 연속체와 DFN을 결

합한 하이브리드모델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Han and Um, 2015). 이들 중 DFN 유동모델은 절리성 암반에 대

한 유체 흐름을 해석하는 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며, 특히 등가수리상수를 추정하기 어려운 지질 매질에 대한 유

체유동 해석에 유용하다(Bear et al., 1993; Zimmerman and Bodvarsson, 1995). DFN 기반의 유체유동을 모사하기 위한 

수치해석기법으로는 유한요소법, 경계요소법, 등가유로관모델(equivalent pipe model, EPM)이 제안된 바 있다(H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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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2015). 저자는 등가유로관모델을 이용한 수치실험을 통하여 DFN 블록의 크기 및 절리의 기하학적 속성이 블록수리

상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절리의 방향, 빈도, 길이, 간극 등이 DFN 시스템의 REV와 수리적 이방성 및 등가연속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Han and Um, 2015, 2016a, 2016b; Han et al., 2017). 본 연구는 등가유로관모델의 현

장적용 제고를 목적으로 경상분지에 관입한 백악기 화강암이 분포하는 절리성 암반에 대하여 수리적 거동과 관련된 REV

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REV 이상의 절리성 암반 규모에 대하여 등가의 연속체로 가정한 삼차원 

수리전도텐서를 결정하는 작업흐름(workflow)을 제시하였다.

����	
�

절리를 통과하는 비압축성의 유체 흐름은 식 (1)의 Navier-Stokes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Zimmerman and Yeo, 

2000).

∙∇ ∇
∇  (1)

여기서, ρ는 유체의 밀도, u는 속도 벡터, μ는 점성도, p는 수압이다. 식 (1)의 첫 번째 항은 비선형 유동과 관련된 관성력 

항, 두 번째 항은 점성력 항, 세 번째 항은 압력구배(pressure head gradient)와 관련된 항이다(Kim and Yeo, 2019).

Fig. 1은 불투수성의 암석 매질에 발달한 평탄하고 평행한 절리 틈으로 가정된 등가유로관을 따라 흐르는 정상류 조건의 

유체 흐름을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유체가 Y 및 Z 방향으로 흐름이 없고 X 방향으로 절리 수리간극(eh)의 상하부 경계면

과 평행하게 흐른다면 식 (1)의 Navier-Stokes 방정식은 식 (2)와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2)

식 (2)에 대하여 0에서 eh 구간까지 적분하고 경계조건으로 절리 수리간극의 상하부 경계인 y = 0 및 y = eh에서 u = 0을 

적용하면 등가유로관에서 유속과 유량(Q)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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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식 (4)에서 b는 Z 방향으로 유로관의 폭, l은 유로관의 길이, p1 및 p2는 각각 유로관 입구 및 출구의 수압이다. 또한, 식 

(4)에서 압력구배를 수두구배(△H)로 치환하여 등가유로관의 컨덕턴스 C(conductance)를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 g는 

중력가속도, ν는 유체의 밀도와 관련된 동점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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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이차원 DFN에서 절리를 등가유로관으로 취급하였을 때 교차점인 노드(node)와 등가유로관의 연결구조를 나

타낸 모식도이다. Hi는 ith 노드에서의 전수두이며 ith 노드와 jth 노드를 연결하는 등가유로관의 유량 및 컨덕턴스는 각각 

Qij 및 Cij이다(Han and Um, 2016b). 등가유로관 주위의 암석매질이 불투수성 및 비압축성이며 유체가 등가유로관을 통

해서만 흐른다고 가정하면 이차원 DFN의 jth 노드에서 유체의 순이득 및 순손실이 없으므로 ΣQij = ΣCij(Hi-Hj) = 0이며 

jth 노드의 전수두 Hj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Han and Um, 2016b).

H j 



i  



Cij


i  



CijH 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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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원리 일대이며 이천리층을 관입한 백악기 흑운모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절리성 

암반이 분포한다. 연구지역 화강암의 주 구성 광물은 석영, 장석 및 흑운모 등이며, 4개의 NX 코어시료에서 측정된 공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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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흡수율의 평균값은 각각 0.50% 및 0.19%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연구지역의 암석매질이 치밀, 견고한 결정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암석매질을 통한 지하수의 흐름이 극히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시한다. 따라서 연구지

역의 수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등가유로관모델에 기반한 개별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장의 절리성 암반에 대한 DFN을 구현하기 위하여 암반 노출면에 대한 조사선 조사(scanline survey) 및 시추공 검층

이 수행되었으며 조사 ‧ 기록된 절리 데이터를 분석하여 절리군이 구분되었다(Choi et al., 2010). Table 1은 연구지역의 절

리성 암반에서 구분된 세 개의 절리군에 대하여 방향성, 빈도 및 연장성 분석을 수행하고 몬테칼로 모사기법을 이용하여 

추계론적으로 생성된 삼차원 DFN으로부터 이차원 단면을 구성하였을 때 단면 방향에 따른 절리 트레이스의 기하학적 속

성을 요약하였다. 이차원 영역에서 절리 트레이스의 면적빈도 및 길이분포는 절리의 방향성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로서 주향이 N06E인 절리군 1의 절리는 남북수직단면보다 동서수직단면과 교차할 확률이 높으며 이에 따라 동서수직

단면의 면적빈도(#/m2) 값이 남북수직단면보다 더욱 높다. 또한, 경사가 가장 완만한 절리군 3의 면적빈도 값은 두 수직단

면보다 수평단면에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Fig. 3은 연구지역의 삼차원 DFN으로부터 15 m × 15 m 영역의 수직단면 

및 수평면으로 이차원 DFN을 가시화한 결과이며 이를 위한 상세한 절차 및 방법론에 관한 사항은 선행연구(Choi et al., 

2010; Noh and Um, 2012)를 참고할 수 있다.

	
������%�����&�	�����'�������	����&������������	���(���)�����

Direction of

cross section
Joint set #

Joint mean orientation (deg.) 2-D joint density

(#/m2)

Joint trace length (m)

Dip dir. Dip Mean Cov.

N-S

vertical

1 276 55 1.63 1.04 0.47

2 347 74 2.98 0.88 0.35

3 139 31 2.78 0.87 0.34

E-W

vertical

1 276 55 2.53 1.08 0.45

2 347 74 2.13 0.87 0.36

3 139 31 2.79 0.86 0.35

Horizontal

1 276 55 2.14 1.13 0.50

2 347 74 2.33 0.89 0.42

3 139 31 1.48 0.90 0.42

cov. = coefficient of variation (s.d./mean).

��$ �#$ �'$

���������)����������������	������'�����$��)%�����#$�*)+��������
��	
������'$���!,���(	��-	�����������
��	
�



46 ∙ 엄정기ㆍ이다혜

현장 규모의 DFN 시스템은 많은 개수의 절리를 포함하며, 등가유로관모델에서 절리 개수의 증가는 수치 연산과 관련

된 시간을 가중하는 주요인이다. Wang et al.(2001)은 절리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빈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현장 규

모의 이차원 DFN 시스템을 보정하고 DFN 유동모델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평가 사례를 보고한 바 있는데, 이때 DFN 시스

템에 대한 보정은 필드에서 정성적으로 관찰한 절리의 간격 및 길이에 대한 경험적 판단에 근거하였다. 저자는 절리텐서

(fracture tensor)의 성분 및 일차불변량이 이차원 DFN 시스템의 블록수리전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절리의 빈

도 및 길이의 함수인 절리텐서의 일차불변량이 절리의 빈도 및 길이를 보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

다(Um, 2019).

절리텐서는 절리의 방향성, 빈도, 길이분포 등의 기하학적 속성을 통합하여 정량화 할 수 있으며 절리를 원판형으로 가

정할 때 k번째 절리군에 대한 삼차원 절리텐서(Fij
(k))의 일반형은 식 (6)과 같다(Oda, 1982).


 



∞




 (6)

여기서, ρν는 단위체적당 절리개수(체적빈도), r은 절리의 길이, n은 절리면 수선 방향으로의 단위벡터, f(n,r)은 n과 r의 

확률밀도함수, Ω/2는 단위반경의 반구표면에 대응하는 입체각, ni 및 nj (i, j = 1,2,3)는 각각 서로 직교하는 i 및 j 방향으로 

벡터 n의 성분이다(Um, 2019). 이차원 절리텐서는 절리의 방향 및 길이분포가 서로 종속되지 않을 때 식 (6)으로부터 식 

(7)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max






  (7)

여기서, ρ는 절리의 면적빈도, θ는 절리 트레이스의 방향과 수평방향 사이의 각도, ni 및 nj (i, j = 1,2)는 각각 서로 직교하

는 i 및 j 방향으로 벡터 n의 성분, f(r) 및 f(θ)는 각각 r 및 θ의 확률밀도함수이다(Um, 2019). 식 (7)의 절리텐서는 이차원 

직교좌표계에서 행렬로 표현하면 식 (8)과 같다.

F  



 


 

 
 (8)

여기서, Fxx, Fxy, Fyx, Fyy는 절리텐서 F의 성분이다. F는 Fij와 Fji가 서로 같은 대칭행렬이므로 좌표변환을 통하여 서로 직

교하는 두 방향으로 절리텐서의 주성분(principal components) F1 및 F2가 결정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절리텐서의 일차 불

변량(first invariant, F0)은 식 (9)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Kulatilake et al., 1994).

     (9)

여기서, E(r2)은 절리군에서 절리 길이 제곱의 기댓값이다. 이차원 DFN 시스템의 F0는 절리의 빈도와 길이의 함수이며, 식 

(9)의 F0와 절리의 빈도 및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F0를 상수로 고정하면 빈도의 변화에 따른 길이가 추정될 수 있다

(Um, 2019). Um(2019)은 이차원 DFN에 대하여 절리텐서의 일차불변량을 이용한 보정 전후의 블록수리전도 특성이 서로 

매우 유사함을 보고한 바 있다. Table 2는 Table 1에 수록된 절리의 빈도 및 길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F0 값과 이에 따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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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DFN 시스템의 빈도 및 길이를 수록하였다. F0에 의해 보정된 이차원 DFN은 평균적으로 절리 트레이스의 면적빈도

를 약 0.5배로 줄었을 때 길이가 약 1.8배 정도 증대되었다. Fig. 4는 연구지역의 이차원 DFN에 대하여 F0 값을 이용한 보

정 후의 빈도 및 길이를 바탕으로 이차원 DFN을 구현한 결과인데, 보정 전의 Fig. 3과 비교하여 절리 트레이스 개수의 감

소와 길이의 증가를 뚜렷이 인지할 수 있다. Fig. 4의 이차원 DFN에서 절리 트레이스의 연결구조는 선형의 등가유로관 연

결망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등가유로관모델을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절리성 암반에 대한 블록수리전도 특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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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cross section
Joint set #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Density

(#/m2)

E(r2)

(m2)
F0

Density

(#/m2)

E(r2)

(m2)
F0

N-S

vertical

1 1.63 1.32 2.15 0.78 2.77 2.16

2 2.98 0.88 2.62 1.70 1.56 2.65

3 2.78 0.84 2.34 1.60 1.46 2.34

E-W

vertical

1 2.53 1.42 3.59 1.30 2.77 3.60

2 2.13 0.85 1.81 1.14 1.59 1.81

3 2.79 0.82 2.29 1.47 1.55 2.28

Horizontal

1 2.14 1.59 3.40 1.16 2.94 3.41

2 2.33 0.93 2.17 1.35 1.61 2.17

3 1.48 0.95 1.41 0.92 1.53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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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지역의 이차원 DFN에 대한 수리적 REV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절리성 암반의 남북수직면, 동서수직

면 및 수평면 등의 3개 단면에서 각각 최소 5 m × 5 m 크기의 정사각 해석영역을 설정하고 두 변을 각각 5 m씩 5단계로 증

가시켜 최대 25 m × 25 m 크기까지 총 15개(3단면 × 5단계) 단면의 DFN을 고려하였다. 또한, 각각의 15개 단면에 대하여 

매 30° 간격으로 12방향(Fig. 5)을 지정하여 총 180개의 DFN 블록이 구현되었다. 수치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해석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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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경계에 정수두(Φ1 > Φ2)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상하경계는 Φ1에서 Φ2까지 선형으로 감소한다(Fig. 5).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의 해석영역에서 최대수두경사(I)는 I = (Φ1-Φ2)/L이며 최대수두경사의 방향(p)으로 단위시간 당 총 유량이 

Qout일 때 p방향으로의 지향적(directional) 블록수리전도도(k(p))는 k(p) = Qout/IL이다. 이 연구에서는 SOR(successive over-

relaxation)법을 적용하여 DFN 블록 내부의 모든 등가유로관 노드에서 전수두(식 (5))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DFN 블록의 

Qout 및 k(p)를 계산하는 알고리듬(Han and Um, 2016b)을 사용하였다. 이때 노드의 전수두 산정에 필요한 유효수리간극 eh

은 현장조사와 현장 수압시험(packer permeability test) 결과를 바탕으로 식 (10)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Priest, 1993).

 ≈






 





 (10)

여기서, Qt는 현장수압시험을 통하여 평가하며, λ는 시추공 방향으로의 1-D 절리빈도(#/m), h는 수압시험 구간의 길이, 

H0는 주입압에 따른 압력수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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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장에 설치된 4개소의 NX(Φ76) 수직 시추공을 대상으로 심도 5~11 m 구간에서 수행된 총 12회의 수압시

험 결과를 이용하여 eh를 추정하였다. Table 3은 수압시험으로부터 평가된 현장 암반의 투수계수(K) 및 루전(Lugeon) 값

을 요약하였다. 수압시험에 의한 현장의 투수계수는 최소 4.81E-07 m/s에서 최대 7.73E-06 m/s 범위로 나타났으며 평균 

5.47E-06 m/s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현장수압시험 결과로부터 식 (10)을 이용하여 추정된 eh는 절리군 1, 2, 3에서 각각 

0.30 mm, 0.14 mm, 0.10 mm이다.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치밀한 결정질 화강암은 투수계수가 절리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지하수 흐름이 없는 매질로 가정하였으며 절리는 절리군 마다 일정한 유효수리간극을 갖는 선형의 등가유로관으로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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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ehole ID Depth (m) Permeability K (m/sec) Lugeon value

BH-1

6~7 6.77E-06 64.42

8~9 6.99E-06 66.54

10~11 7.14E-06 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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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ehole ID Depth (m) Permeability K (m/sec) Lugeon value

OB-1

6~7 6.99E-06 66.56

8~9 6.80E-06 64.75

10~11 6.74E-06 64.19

OB-2

6~7 2.04E-06   8.79

8~9 8.68E-07   8.73

10~11 4.81E-07   0.63

OB-3

6~7 7.73E-06 73.62

8~9 7.11E-06 62.71

10~11 7.46E-06 71.00

Kantani(1984)와 Oda(1985)는 이차원 DFN 블록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산정된 k(p)로부터 DFN 블록을 등가의 연속체

로 가정한 이론적 블록수리전도도(
kp

) 및 블록수리전도텐서(K ij )를 결정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유도하였다.

kpK ijp ip j  (11)

K ij N
N

kpp ip j  ij
N

kp (12)

여기서, pi와 pj는 각각 수두경사에 평행한 단위벡터 p의 서로 수직인 i와 j 방향으로의 성분, δij는 크로네커 델타, N은 블

록수리전도도 산정을 위해 고려한 방향의 총 개수이다(Han and Um, 2016b).

DFN 블록에 대한 등가의 연속체 취급 가능성은 kp와 k(p) 간의 상대오차(ER)를 도입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ER은 다

음과 같다(Han and Um, 2015).

ER N
N

kp kp


N
N

kp (13)

고려한 모든 방향에서 k(p) = 
kp인 경우 식 (13)의 ER은 0이며, 이때 DFN 블록은 완전한 의미의 등가연속체로 취급될 

수 있다(Han and Um, 2016b). 이차원 DFN 시스템의 최대 주 수리전도도 K11 및 최소 주 수리전도도 K22의 크기와 방향은 

식 (12)의 K ij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평균 블록수리전도도 K0는 K11 및 K22의 평균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블록수리상수 추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자의 선행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Han and Um, 2016a, 2016b).

Fig. 6은 연구지역의 남북수직면, 동서수직면 및 수평면에서 이차원 DFN 블록(해석영역)의 크기를 5단계로 증가시키

면서 각 크기 단계마다 매 30° 방향으로 총 12방향에 대하여 k(p)를 산정한 결과이다. Fig. 6a는 남북수직면의 DFN에 대한 

방향에 따른 k(p)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5 m × 5 m의 수직 영역에서 k(p)는 수직 상향방향을 기준으로 30° ↔ 210° 방향으로 

최소값을 나타내며 90° ↔ 270° 방향으로 최대값으로 증가하고 120° ↔ 300° 방향에서 다시 감소하다가 150° ↔ 300° 방

향에서 또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방향에 따라 값이 매우 불규칙한 이방적 특성을 나타냈다. 이처럼 특정 방향으로 k(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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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크게 산정되어 방향에 따른 값의 차이가 현저하게 발현된 이유는 DFN을 구성하는 절리의 길이분포에 비해 

5 m × 5 m의 해석영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에 기인한다. 이는 해석영역의 규모가 작으면 해석영역의 폭과 유사한 길이

의 절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절리의 방향성이 DFN의 블록수리전도 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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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수직면에서 지향적 k(p)의 변화는 DFN 블록의 크기를 10 m × 10 m로 확장하였을 때 5 m × 5 m 블록의 결과와 비교

하여 다른 양상으로 도출되었다. 30° ↔ 210° 및 120° ↔ 300° 방향은 DFN 블록의 크기가 증대돼도 k(p) 값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이외의 고려한 모든 방향은 k(p)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 m × 15 m 이상의 블록 크기에서 산정한 k(p)는 상대

적으로 매우 작은 값이 도출되어 같은 그래프에서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오른편에 확대하여 새로이 도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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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5 m × 15 m 크기 이상의 DFN 블록에서 지향적 k(p)는 블록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하며 120° ↔ 300° 

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타원형의 이방성을 나타냈다. 또한, 블록 크기가 20 m × 20 m일 때와 25 m × 25 m인 경우를 비교하

면 고려한 모든 방향에서 k(p)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서로 유사함을 인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지역의 남북수직

단면에서 20 m × 20 m의 블록 크기가 이차원 DFN에 대한 수리적 REV로 적합할 수 있다는 직관을 제공한다.

Fig. 6b에 나타난 동서수직단면의 결과도 블록 크기를 5 m × 5 m에서 10 m × 10 m로 확장하였을 때 대부분의 방향에서 

k(p)의 급격한 저하가 관찰되었으며, 블록 크기가 25 m × 25 m까지 단계별로 증가함에 따라 k(p)는 감소하여 타원형으로 수

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블록 크기에 따른 k(p)의 변화 양상은 Fig. 6c에 나타난 수평단면에서 얻은 결과에서도 

유사하다. 특히, 수평면에서 구성된 등가유로관의 방향(Fig. 4c)은 절리의 주향 방향을 반영하며, 20 m × 20 m의 블록 크

기에서 절리군 1의 주향방향(N06E)과 유사한 NS 방향(0° ↔ 180°)으로 유체 흐름이 가장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절리군 1의 유효수리간극이 가장 크고 절리 트레이스의 연속성이 타 절리군보다 양호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블록의 크기와 방향에 따른 k(p)의 변화 양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크기 단계별 DFN 블록에서 산정

된 지향적 k(p) 값으로부터 식 (11) 및 식 (12)를 통하여 kp
 및 K ij를 산정하였다. 또한, 연구지역의 이차원 DFN 시스템에 

대한 수리적 REV의 크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등가연속체 취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p와 k(p) 간의 상대오차 

ER(식 (13))이 산정되었는데, DFN에 대한 등가연속체 취급 기준은 ER = 0.2 이하로 설정하였다(Han and Um, 2016a, 

2016b). Table 4는 블록 크기에 따라 산정된 ER 값과 이차원 수리전도텐서의 주성분 및 이들의 평균 블록수리전도도를 수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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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cross section

DFN block size

(m2)
ER

2-D principal hydraulic conductivity (m/sec) Avg. block conductivity

K0K11 K22

Horizontal

5 × 5 0.1353 7.6938E-05 1.9215E-05 4.8077E-05

10 × 10 0.0630 3.0125E-05 4.7070E-06 1.7416E-05

15 × 15 0.2077 1.2984E-05 5.4520E-06 9.2180E-06

20 × 20 0.0859 1.0296E-05 2.9082E-06 6.6019E-06

25 × 25 0.1211 7.3194E-06 2.1162E-06 4.7178E-06

N-S

vertical

5 × 5 0.3839 7.0305E-05 2.8625E-05 4.9465E-05

10 × 10 0.2500 2.5571E-05 8.4106E-06 1.6991E-05

15 × 15 0.1955 1.4408E-05 5.0723E-06 9.7403E-06

20 × 20 0.0597 9.2501E-06 3.4207E-06 6.3354E-06

25 × 25 0.1338 7.4962E-06 2.6055E-06 5.0508E-06

E-W

vertical

5 × 5 0.1346 8.4837E-05 6.0081E-06 4.5423E-05

10 × 10 0.2143 2.3296E-05 8.5174E-06 1.5907E-05

15 × 15 0.1447 1.0186E-05 3.1868E-06 6.6862E-06

20 × 20 0.1858 7.9550E-06 2.8146E-06 5.3848E-06

25 × 25 0.1655 5.5004E-06 2.2612E-06 3.8808E-06

Fig. 7a는 블록 크기에 따라 산정된 ER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수평면, 남북수직면, 동서수직면 모두 20 m × 20 m 이상의 

블록 크기에서 ER이 0.2 이하임을 알 수 있다. Fig. 7b에 도시한 평균 블록수리전도도는 수평면, 남북수직면, 동서수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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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내며 블록 크기의 증가에 따른 평균 블록수리전도도의 감쇠 패턴도 세 단면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10 m × 10 m DFN 블록의 평균 블록수리전도도는 5 m × 5 m DFN 블록의 평균 블록수리전도도 대비 

35% 내외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후 블록의 크기 증가에 따른 평균 블록수리전도도는 감소 폭이 점점 줄어들어 20 m × 

20 m 이상에서 수렴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블록 크기에 따른 ER 및 평균 블록수리전도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연구지역에 대한 수리적 REV 크기는 20 m × 20 m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REV 이상의 DFN은 등가연속체로 취급

할 수 있다.

Block size (m2) Block size (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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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지역의 삼차원 수리전도텐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삼차원 공간에서 수직 방향(elevation)을 회전축으로 

하여 30° 간격으로 설정된 6개의 수직단면에 대한 이차원 DFN을 구현하였으며 각각의 DFN에 대하여 Fig. 5와 같이 30° 

간격의 12방향으로 k(p)를 산정하였다. 이때 DFN 블록의 크기는 연구지역의 REV로 결정된 20 m × 20 m이다. 6개 수직단

면의 주향은 각각, NS, N30E, N60E, EW, N60W, N30W이며, k(p)의 방향 수는 산술적으로 72(= 6 × 12)로 계산되지만, 

각 수직단면의 상향인 0° 방향(plunge = -90°)과 하향인 180° 방향(plunge = 90°)은 6개 수직단면에서 중첩되므로 본 연구

에서 고려한 방향의 수는 총 62개이다. 이처럼 설정된 62방향의 선주향(trend) 및 선경사(plunge)는 삼차원 공간에서 각각 

30° 간격을 유지한다. Table 5는 총 62방향으로 산정된 k(p) 값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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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k(p)
Estimated

k(p)

(m/s)

Direction of k(p)
Estimated

k(p)

(m/s)

Direction of k(p)
Estimated

k(p)

(m/s)

Trend

(deg.)

Plunge

(deg.)

Trend

(deg.)

Plunge

(deg.)

Trend

(deg.)

Plunge

(deg.)

0 -90 8.04E-06 30 -90 8.04E-06 60 -90 8.04E-06

0 -60 3.66E-06 30 -60 1.02E-05 60 -60 1.11E-05

0 -30 6.46E-06 30 -30 8.03E-06 60 -30 6.53E-06

0 0 8.40E-06 30 0 1.11E-05 60 0 8.24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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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k(p)
Estimated

k(p)

(m/s)

Direction of k(p)
Estimated

k(p)

(m/s)

Direction of k(p)
Estimated

k(p)

(m/s)

Trend

(deg.)

Plunge

(deg.)

Trend

(deg.)

Plunge

(deg.)

Trend

(deg.)

Plunge

(deg.)

0 30 9.46E-06 30 30 6.99E-06 60 30 5.23E-06

0 60 5.92E-06 30 60 3.48E-06 60 60 3.90E-06

180 90 8.04E-06 210 90 8.04E-06 240 90 8.04E-06

180 60 3.66E-06 210 60 1.02E-05 240 60 1.11E-05

180 30 6.46E-06 210 30 8.03E-06 240 30 6.53E-06

180 0 8.40E-06 210 0 1.11E-05 240 0 8.24E-06

180 -30 9.46E-06 210 -30 6.99E-06 240 -30 5.23E-06

180 -60 5.92E-06 210 -60 3.48E-06 240 -60 3.90E-06

90 -90 8.04E-06 120 -90 8.04E-06 150 -90 8.04E-06

90 -60 8.96E-06 120 -60 1.25E-05 150 -60 9.13E-06

90 -30 5.76E-06 120 -30 7.56E-06 150 -30 7.55E-06

90 0 6.30E-06 120 0 8.47E-06 150 0 9.57E-06

90 30 2.93E-06 120 30 3.94E-06 150 30 5.60E-06

90 60 2.93E-06 120 60 3.50E-06 150 60 4.35E-06

180 90 8.04E-06 300 90 8.04E-06 330 90 8.04E-06

180 60 8.96E-06 300 60 1.25E-05 330 60 9.13E-06

180 30 5.76E-06 300 30 7.56E-06 330 30 7.55E-06

180 0 6.30E-06 300 0 8.47E-06 330 0 9.57E-06

180 -30 2.93E-06 300 -30 3.94E-06 330 -30 5.60E-06

180 -60 2.93E-06 300 -60 3.50E-06 330 -60 4.35E-06

Note: Downward plunge is positive.

Fig. 8은 총 62방향으로 산정한 k(p)를 삼차원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구성한 그림인데, 여기서 음(-) 부호의 k(p) 값은 방향

이 반대임을 의미한다. 또한, Fig. 8은 삼차원상에서 k(p) 값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NW 및 NE 향의 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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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하였다. 삼차원상에서 k(p)는 뚜렷한 이방성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지역에 발달한 절리의 기하

학적 속성과 유효수리간극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REV 크기의 이차원 DFN에서 산정한 지향적 k(p)가 

장축(K11)과 단축(K22)을 갖는 타원 형태임을 논의하였는데(Fig. 6), 삼차원상에서 62 방향으로 산정한 k(p)는 타원체로 형

상화할 수 있다.

Fig. 9는 Table 5의 62개 k(p) 값을 사용하여 최적의 타원체를 구현한 결과이다. 타원체의 장축, 중간축, 단축의 크기는 

삼차원 수리전도텐서의 주성분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추정한 삼차원 수리전도텐서의 크기와 방향이 Table 6

에 요약되어 있다. 최대 주 수리전도도 K1과 중간 주 수리전도도 K2의 비(K1/K2)는 1.05로 서로 유사하며, K1과 최소 주 수

리전도도 K3의 비(K1/K3)는 3.01이다. 이는 K1 및 K2가 K3의 3배 정도임을 의미하며 연구지역의 절리성 암반을 등가연속

체로 가정한 삼차원 수리전도텐서가 K1, K2, K3를 주성분으로 하는 납작한 원반형의 타원체 형태임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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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 1.1263E-05 m/s K2 = 1.0713E-05 m/s K3 = 3.7469E-06 m/s

Trend Plunge Trend Plunge Trend Plunge

324° 45° 204° 26° 96° 33°

Fig. 10은 Table 6에 수록된 삼차원 수리전도텐서의 주성분(K1, K2, K3) 방향(선주향, 선경사)을 등각투영망에 작도한 

결과인데, K1, K2, K3의 방향이 서로 직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영망에 작도된 대원은 K1과 K2 방향벡터를 함께 포함하

는 면에 해당하며 경사방향/경사가 275°/57°이다. K1과 K2를 포함하는 면의 방향성은 연구지역에서 구분된 세 절리군

(Table 1) 중 절리군 1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효수리간극 eh가 가장 크고 절리의 연장성이 가장 양호한 절

리군 1의 절리면을 따라 K1과 K2 방향이 형성됨을 지시하며, 이는 절리군 1로 구분된 절리가 연구지역의 결정질 화강암 암

반에 대한 지하수 흐름에 주 통로로 작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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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K2

K3

(0°)

(90°)

(18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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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질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절리성 암반에 대하여 DFN 기반의 등가유로관모델을 활용하여 결정한 삼차원 수리전도

텐서는 연구지역의 수리지질학적 연구를 위한 등가의 연속체 해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치밀한 결정질의 절리성 

암반에서 연속체 유동해석이 가능한 조건은 REV보다 큰 규모의 해석영역에서 ER이 0.2 이하인 경우이며, ER 값이 0.2 

이하일 때 DFN 유동해석 결과가 등가의 연속체 유동해석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Lee and 

Um, 2017). 현장의 삼차원 수리전도텐서 추정을 위하여 이차원 DFN 단면에서 해석된 지향적 수리전도도를 바탕으로 삼

차원으로 확장하는 본 연구의 워크플로우는 현재의 전산 하드웨어 성능과 수치연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큰 장점

이 있지만, 절리성 암반에 대한 지하수 유동해석에 있어서 이차원 해석이 갖는 근본적 한계도 간과할 수 없다. 절리성 암반

의 역학적 등가물성과 관련하여 이차원 해석이 삼차원 해석보다 과대평가되는 이차원 모델의 한계가 보고된 바 있는데

(Min and Thoraval, 2012), 수리적 등가물성에 대해서도 이차원 및 삼차원 해석의 비교를 통하여 이차원 모델의 한계를 정

량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절리를 선형의 등가유로관으로 취급하고 현장 수압시험 결과로부터 

유효수리간극을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절리의 거칠기에 따른 등가유로관의 굴곡도(tortuosity)가 수리상수에 미

치는 영향도 논의되어야 한다.

 ��

본 연구는 부산 기장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흑운모 화강암 암반에 대하여 등가유로관모델을 통한 DFN 유체유동 해석

을 수행하고 절리성 암반의 수리적 REV의 크기 및 삼차원 수리전도텐서를 추정하였다. 등가유로관모델은 수치연산 수행

에 있어서 전산 하드웨어의 성능에 영향을 받으며 현장적용을 위한 해석영역의 확장에 따른 절리 개수 증가로 인하여 해석

이 불가한 경우도 빈번하다. 연구지역의 DFN은 절리텐서의 일차불변량을 이용하여 절리의 빈도 및 길이가 보정되었다. 

연구지역 분포하는 치밀한 결정질 화강암은 공극률 및 흡수율이 각각 0.50% 및 0.19%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으며 수리지

질학적으로 지하수 흐름이 없는 불투수 매질로 가정할 수 있다.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절리는 현장수압시험을 통하여 추정

된 유효수리간극을 갖는 선형의 등가유로관으로 취급하였다. 연구지역의 수리적 거동을 대표하는 REV의 규모는 20 m × 

20 m 영역으로 분석되었으며 REV 크기 이상의 DFN은 등가의 연속체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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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N으로부터 추정된 지향적 블록수리전도도와 삼차원 수리전도텐서는 현장의 수리적 거동과 관련하여 이방성을 지시

하며, 이는 절리군의 개수, 방향, 빈도, 크기 등의 기하학적 속성과 유효수리간극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지역의 삼차원 수리전도텐서는 최대 주 수리전도도 K1과 중간 주 수리전도도 K2의 비(K1/K2)가 1.05이며 K1과 최소 주 수

리전도도 K3의 비(K1/K3)가 3.01인 원반형의 타원체로 결정되었다. 연구지역에서 K1과 K2 방향벡터를 함께 포함하는 면

의 방향성은 유효수리간극이 가장 크고 연장성이 가장 양호한 절리군의 방향과 일치한다. 현장 규모의 삼차원 수리전도텐

서를 결정하기 위한 본 연구의 워크플로우는 수리지질학적 연구를 위한 등가의 연속체 해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절리를 거칠기가 없는 선형의 등가유로관으로 가정하고 이차원 해석을 통하여 삼차원 수리전도텐서 추정하였

는데, 이에 따른 한계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심도 있는 논의 및 고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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