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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shear strengths categorized

by breccia content of 5 wt.% (Case-I), 10 wt.%, (Case-II) and 15 wt.% (Case-III) in fault c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breccia contetnt and shear strength was quantitatively classified by calculating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hear strength for each population in each case and then the grouping the breccia contents that had a

statistically similar effect on the dispersion of shear strength. As a result, shear strength was clearly classified into

group 1 (breccia content of 0-15 wt.%) and group 2 and 3 (breccia coantent of 15-30 wt.% and 30 wt.% or more)

in Case-III. Shear strength of the standard line at breccia content of 15 wt.% were determined to be 43.6 kPa, 77.6 kPa,

and 118.6 kPa at each normal stress (54 kPa, 108 kPa, and 162 kPa),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range of cohesions is 0-43.6 kPa at breccia content of 15 wt.% or less, and 0-70.0 kPa at 15 wt.% or more.

Distribution range of friction angles is 0-45.7 ° at breccia content of 15 wt.% or less, and 16.7-57.5 ° at 15 wt.%

or more.

Key words : analysis of variance,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shear strength, breccia content, fault core

본 연구에서는 단층핵의 각력(≥4.75 mm) 함량에 따라 각각 5 wt.% (Case-I), 10 wt.% (Case-II) 및 15 wt.%

(Case-III) 단위로 전단강도(최대 전단강도)에 대한 모집단을 분류한 후, 각 Case에 대한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과 다중비교분석(multiple comparis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각 수직응력(54 kPa, 108 kPa, 162 kPa)

에서 모집단별로 전단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전단강도의 분산에 통계적으로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각력

함량을 그룹화함으로써 각력 함량과 전단강도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전단강도는 각력 함

량을 15 wt.% 단위로 범주화한 Case-III에서 집단 1(각력 함량 0~15 wt.%)과 집단 2,3(각력 함량 15~30 wt.%와

30 wt.% 이상)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었다. Case-III의 각력 함량 15 wt.%에서 분류 기준이 되는 전단강도를 산정한

결과, 수직응력별(54 kPa, 108 kPa, 162 kPa)로 각각 43.6 kPa, 77.6 kPa, 118.6 kPa로 산정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

으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분포 범위를 산정한 결과, 점착력의 분포 범위는 각력 함량 15 wt.% 이하에서 0~43.6 kPa,

15 wt.% 이상에서 0~70.0 kPa이며, 내부마찰각의 분포 범위는 각력 함량 15 wt.% 이하에서 0~45.7°, 15 wt.%

이상에서 16.7~57.5°로 산정되었다.

주요어 : 분산분석, 다중비교분석, 전단강도, 각력 함량, 단층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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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단층 작용 동안에 암석의 마찰 및 파쇄로 인해 생성

된 단층 각력(fault breccia)은 단층점토(fault gouge)와

함께 단층핵(fault core)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다. 단

층 각력은 일반적으로 단층 작용의 지속 및 반복, 영

향 범위 등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달라지며(Sammis

et al., 1987; Chester et al., 1993; Caine et al.,

1996; Rawling and Goodwin, 2003; Storti et al.,

2003; Bill and Storti, 2004), 야외 노두에서 단층점

토와 혼합된 망상(anastomosing)의 형태로 산출되기

때문에 불규칙한 입도를 가진다(Blenkinsop, 1991;

Mitra, 1993; Chang and Choo, 1998; Stewart et

al., 2000; Billi et al., 2003; Otsuki et al., 2003;

Shigematsu et al., 2004). 각력의 입도 특성에 영향을

받는 단층핵 구성 성분들의 비율은 기질과의 강도 차

이를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 단층핵의 역학적 특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Sonmez et al., 2004; Medley,

1994; Kahraman and Alber, 2006). 특히, 단층핵의

마찰 특성과 각력의 함량(Lindquist, 1994; Roadifer

et al., 2009; Henderson et al., 2010; Kato and

Hirono. 2016), 형상(Mair et al., 2002; Kim et al.,

2016) 및 크기(Morgan, 1999; Frye and Marone,

2002; Hazzard and Mair, 2003; Anthony and Marone,

2005; Mair and Abe, 2008)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실험적 분석, 수치해석적 방법 등을 통해 각

력이 단층핵의 마찰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상기의 연구들은 제한된 지

역에 분포하는 일부 시료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단층

의 전단 특성에 대한 영향 인자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Liu et

al. (2007)는 단계식 판별 분석(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하여 단층핵의 전단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론적 방법을 제안하였고, Moon et al.

(2014)과 Yun et al. (2015; 2019)은 다수의 단층핵

시료를 대상으로 각력과 전단강도 사이의 여러 회귀모

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단층핵의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인자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나, 통계적 분석에 이용된 시료

의 수가 너무 적거나, 분산이 심한 데이터에 대해 명

확히 설명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즉, 동일한 지역에서

채취된 다수의 시료일지라도 직접전단시험을 통해 획

득한 전단강도는 동일한 수직응력에서 다양한 값을 보

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직응력 하에서도 각력의 영

향으로 인해 낮은 전단강도가 산출될 수도 있다(Fig. 1).

이는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이 달

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단층핵의 불균질성으로 인

한 실험 데이터의 높은 분산은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

도를 저하시킬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층핵의 각력(≥4.75 mm) 함량에

따라 분산의 차이를 보이는 전단강도(최대 전단강도)를

정량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통계학적 방법인 분산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nce)과 다중비교분석(multiple

comparis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각력 함량을 각각

5 wt.%, 10 wt.% 및 15 wt.% 단위로 범주화한 후,

그에 따른 전단강도를 모집단으로 한 세 가지 Case에

대해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각 Case에

서 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비교분석을 통해 전단

강도의 평균과 분산에 통계적으로 유사한 영향을 주는

각력 함량을 그룹화 하였다. 또한, 각 Case에 대한 분

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각력 함량에 따른 전단강도를

명확히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Fig. 1. Examples showing dispersions of shear sterngth in fault cores. Even for fault cores sampled at the same fault zone

(Ulsan Fault Zone), (a) the shear strength may be vary under the same normal stress and (b) may be lowered at relatively

high normal stress depending on the breccia content. The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breccia content for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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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분포범위를 제안하였다.

2. 단층핵의 야외산출상태

Fig. 2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단층핵 시료의 야외산

출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울산(Fig. 2a)과 양산 단층

대(Fig. 2b~2d)에서의 단층핵은 대부분 점토로 구성되

어 있고, 각력은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각력이 상대적

으로 적게 관찰되는 단층핵은 단층대 내에서 일정한

방향 및 폭을 가지며, 단층핵의 폭도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난다(Fig. 2a~2c). 반면, 각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단층핵은 대부분 폭이 수 cm이고, 손상대

(damage zone)에 근접하여 위치하거나, 손상대와 혼재

되어 산출되는 특징을 보인다(Fig. 2d). 일반적으로 광

역적 규모에서의 손상대는 단층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

지만, Fig. 2d와 같이 단층핵과 혼재되어 산출되는 경

우도 흔하다(Caine et al., 1996; Heynekamp et al.,

1999; Faulkner et al., 2003; Shipton et al., 2006).

Sibson (1975)에 의하면, 단층대에서 단층 각력과 점

토의 구성은 단층 작용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계속적인 단층 작용이 발생하면 각력의 함

량이 감소하고, 구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각력

함량이 매우 적은 Fig. 2a의 경우, 제4기 붕적층이 퇴

적된 이후에 반복적인 단층 운동이 있었고,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을 통해 측정된 최후기 단층 운동 시기는

33,275±355 cal yr BP로 분석된 바 있다(Choi et

al., 2015). 또한, Fig. 2b의 단층은 방사성연대측정으로

부터 19.6±1.86 Ma와 26.1±2.55~27.9±3.46 Ma 시

기에 두 번의 뚜렷한 천부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im et al., 2017).

3. 단층핵의 각력 함량 및 전단강도

단층핵의 전단강도와 각력 함량을 산정하기 위해 국

내에 분포하는 단층대 36개 지점에서 총 246개의 단

층핵 시료를 채취하여 직접전단시험과 입도분석을 수

행하였다. 실내시험은 Yun et al., (2019)의 연구 후,

추가적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다수의 단층핵 시료를 분

석하여 통계학적 분석의 확률론적 오차를 최소화하였

다. 또한, 각 수직응력(54, 108, 162 kPa)에서 전단강

도의 차이를 명확히 분류할 수 있는 각력 함량의 기준

을 찾기 위해 5 wt.%, 10 wt.%, 15 wt.% 단위로

각력 함량을 범주화하고, 각 Case에서의 각력 함량과

전단강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2. Representative outcrop photographs of the fault cores analyzed in this study. Fault cores on the outcrop appear in

various colors and breccias are partially observed within fault cores except for (a) (modified from Yun et al., 2019). (a)-(c),

which contains a lot of gouge, has a constant width on the outcrops. The mean of breccia contents for these fault cores were

analyzed as (a) 1.6 wt.%, (b) 8.4 wt.%, (c) 10.3 wt.%, and (d) 15.8 wt.%, respectively, from particle siz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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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직접전단시험 및 입도분석

직접전단시험을 위한 시료는 시료 준비 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단상자 규

격(직경 80 mm, 높이 30 mm)의 샘플러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Fig. 3a과 3b). 시험 전 시료는 48시간 이

상 충분히 포화시켰으며, ASTM D 3080-11의 규정을

준용하여 1.0 mm/min (시료 직경의 0.5~2.0%/min)

의 속도로 직접전단시험을 진행하였다(Fig. 3c와 3d).

직접전단시험은 무작위로 선별된 시료에 대해 수직응

력(σn)을 54, 108, 162 kPa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단층핵의 입도 분석은 직접전단시험이 완료된 시료

를 대상으로 완전히 건조시킨 후 수행되었다(Fig. 3e).

건조는 점토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단층핵의 특성

을 고려하여 광물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약 40oC에

서 24시간 이상 실시되었다. 건조 작업이 완료된 시료

는 전체 건조무게를 측정한 후, 체분석 방법(ASTM

D422-63)에 의한 입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체분석

과정 중 점토의 점착성으로 인해 뭉쳐져 있는 입자를

분리하기 위해 흙의 씻기 시험방법(ASTM D1140-17)

을 함께 적용하였다(Fig. 3f). 

단층 각력의 크기는 Spry (1969)와 Sibson (1977)

이 ‘breccia (>5 mm)’, ‘fine-breccia (1~5 mm)’,

‘micro-breccia (<1 mm)’로 세분화한 이래로, 2 mm

이상 (Laznicka, 1988; Woodcock and Mort, 2008),

0.125 mm 이상 (North American Geologic-map Data

Model Science Language Technical Team, 2004)

등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Snoke et al.,

1998; Clark and James, 2003; Koša et al., 2003).

Twiss and Moores (1992)는 이와 관련하여 공공의

합의 없이 연구자마다 다른 범주로 정의된 각력의 분

류는 가이드라인으로만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각력의 크기가 지질학 분야에서 명확히 정의되

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토질분야에서

흔히 이용되는 흙의 통일분류법(ASTM 2487-17)을 준

용하여 직경 4.75 mm 이상을 각력으로 분류하였다.

이 방법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분류방법 중 하나이고,

토질 및 지질공학 분야의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3.2. 각 수직응력에서의 각력 함량에 따른 전단강도

직접전단시험과 입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수직

응력에서의 전단강도와 그에 따른 각력 함량을 분석하

Fig. 3. Photographs showing the processes of sampling and laboratory tests (modified after Yun et al., 2019). (a) and (b)

Sample equipments used to minimize disturbance of fault core during specimen preparation for the direct shear test. (c)

Saturation of specimen conducted before direct shear test. Specimens were saturated for at least 48 hours. (d) Apparatus for

direct shear test. Particle size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f) sieve test method (ASTM D422-63) and soil-washing

test method (ASTM D1140-17) on (e) specimens which direct shear tests were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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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석 결과, 단층핵의 각력 함량은 대부분 20

wt.t% 이하에 분포하며, 각력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이는 전

단 발생 시 각력 함량이 높을수록 전단면에 분포하는

각력에 모멘트(회전)가 발생될 확률이 높고, 그에 따라

입자 사이의 마찰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Gutierrez

and Muftah, 2011). 통계분석 결과, 수직응력이 54,

108, 162 kPa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 전단강도는 증가

하며, 각력의 평균 함량은 각각 11.0, 9.6, 8.8 wt.%,

표준편차는 ±11.6, ±11.5, ±12.0으로 산정되어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3. 각 Case별 각력 함량에 따른 전단강도

각력 함량을 5 wt.%, 10 wt.%, 15 wt.% 단위로

범주화하고, 각 Case에 대한 전단강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수직응력별로 분석하였다. 각력 함량을 5 wt.%

단위로 구분한 Case-I에서 전단강도의 표준편차는 수직

응력 54 kPa에서 4.3~15.5, 108 kPa에서 19.8~34.5,

162 kPa에서 28.4~48.8로 산정되었고, 각력 함량을

10 wt.% 단위로 구분한 Case-II에서 전단강도의 표준

편차는 수직응력 54 kPa에서 11.2~15.5, 108 kPa에

서 19.9~29.1, 162 kPa에서 31.3~40.5로 산정되었다

(Table 2). 또한, 각력 함량을 15 wt.% 단위로 구분한

Case-III의 경우, 전단강도의 표준편차는 수직응력 54

kPa에서 13.0~14.2, 108 kPa에서 20.5~29.1, 162 kPa

에서 38.5~45.0으로 산정되었다. 세 가지 Case에서

수직응력이 54, 108, 162 kPa로 증가함에 전단강도의

표준편차는 증가하며, 표준편차의 범위는 Case-I에서

Case-III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5를 보면, Case-I의 경우, 각 집단별 전단강도의

Fig. 4. Relationships between breccia content and shear strength at normal stress (σ
n
) of (a) 54 kPa, (b) 108 kPa, and (c)

162 kPa. Shear strength is proportional to breccia content at all normal stress. 

Table 1. Shear strength and breccia content of fault cores measured from the direct shear test (under normal stress (σ
n
) of

54 kPa, 108 kPa, and 162 kPa) and particle size analysis

Normal

stress

(σ
n
, kPa)

Number

of

specimens

Shear strength (kPa) Breccia content (wt.%)

Min. Max. Mean
Standard

deviation
Min. Max. Mean

Standard

deviation

 54 97  8.0  86.2 37.8 ±17.4 0.0 56.0 11.0 ±11.6

108 83 17.2 149.8 65.4 ±26.8 0.0 49.1  9.6 ±11.5

162 67 16.0 213.3 92.7 ±46.8 0.0 45.9  8.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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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가시적으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Case-II와 III의 경우, 각 집단별로 전단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및

다중비교분석(Multiple comparison analysis)

Fig. 4와 5에서 각력과 전단강도 사이의 관계를 가

시적으로 확인하였으나, 데이터들이 연속적으로 분포하

고, Case-I의 경우 각 집단별로 전단강도의 차이가 불

명확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산을 쉽게 판별할 수 없

다. 따라서 전단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각력 함량을 정량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Table 1과

2에서 분석된 전단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를 이

용하여 Case-I~III에 대한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

산분석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계산하여 상호간의

특성을 비교할 때 흔하게 활용되는 분석으로서, 모집

단의 수가 세 개 이상일 때 F 검정을 통해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Fisher, 1924). 또한, 분산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각 집단(범주화된 각력 함량)들

사이의 전단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전단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집단을 그룹화 하였다.

분산분석을 위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

였으며, 모집단 내에서 종속변수(전단강도)를 설명하는

Table 2.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shear strengths at each normal stress (σ
n
=54 kPa, 108 kPa, and 162 kPa) in

case-I (categorized by breccia content of 5 wt.%), case-II (categorized by breccia content of 10 wt.%), and case-III
(categorized by breccia content of 15 wt.%). N is number of specimens and std. is abbreviation of standard deviation

Case

Group no.

(Breccia- content, 

wt.%)

σ
n
=54 kPa σ

n
=108 kPa σ

n
=162 kPa

N Mean Std. N Mean Std. N Mean Std.

I

1 (0~5) 41 26.8 11.0 39 55.6 19.8 34 79.6 40.6

2 (5~10) 13 32.3 11.2 11 56.9 20.9 14 74.0 28.4

3 (10~15) 15 39.5 15.5 13 62.0 22.8 5 100.9 48.8

4 (15-20) 12 50.8 13.5 6 70.0 22.8 4 106.2 29.3

5 (20~25) 4 45.0 4.3 5 89.1 25.2 2 176.3 31.3

6 (25~30) 5 66.1 10.1 2 119.6 34.5 - - -

7 (30 or more) 7 61.5 14.3 7 103.2 23.5 7 156.9 40.5

II

1 (0~10) 54 28.1 11.2 50 55.9 19.9 48 77.9 37.2

2 (10~20) 27 44.6 15.5 19 64.5 22.5 9 103.2 39.0

3 (20~30) 9 56.7 13.5 7 97.8 29.1 2 176.3 31.3

4 (30 or more) 7 61.5 14.2 7 103.2 23.5 7 156.9 40.5

III

1 (0~15) 69 30.6 13.0 63 57.1 20.5 53 80.1 38.5

2 (15~30) 21 53.4 13.5 13 85.0 29.1 6 129.5 45.0

3 (30 or more) 7 61.5 14.2 7 103.2 23.5 7 156.9 40.5

Fig. 5. Dispersion of shear strength at each normal stress

(σ
n
=54 kPa, 108 kPa, and 162 kPa) in (a) case-I

(categorized by breccia content of 5 wt.%), (b) case-II

(categorized by breccia content of 10 wt.%), and (c) case-

III (categorized by breccia content of 1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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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각력 함량)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원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다. 

4.1. Case-I (각력 함량을 5 wt.% 단위로 범주화한

경우)

분산분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귀무가설(H0, null

hypothesis)과 대립가설(H1, alternative hypothesis)을

설정해야 한다. 

Null hypothesis H0 : µ1 = µ2 = ... = µi

Alternative hypothesis H1 : Not all means are

equal

여기서 µi는 i번째 집단의 평균으로서, Case-I의 모

집단 수(i)는 7이다(Table 2). 분산분석을 통해 집단들

의 평균이 적어도 하나 이상 다르게 분석되면, 귀무가

설(H0)이 기각되고 대립가설(H1)이 채택된다. 본 연구

에서 귀무가설은 ‘범주화된 각 각력 함량(i)별 전단강도

에 차이가 없다’이고, 반대로 대립 가설은 ‘범주화된 각

각력 함량(i)별 전단강도에 차이가 있다’이다. 

설정된 가설을 전제로 Table 2의 각 수직응력(54,

108, 162 kPa)에서 모집단 별로 계산된 전단강도 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총분산, 집단 간 분산 및 집단 내 분

산을 산정하였다(식 1~식 3; Table 3). 

 (1)

 (2)

 (3)

여기서, SST (sum of squares total)는 총분산으로

서, 각 수직응력에서의 개별 전단강도 값( )과 전단강

도의 전체 평균( )의 차이에 대한 제곱합이다. SSB

(sum of squares between groups)는 집단 간 분산으

로서, 각 집단(범주화된 각력 함량)들의 전단강도 평균

( )과 전단강도의 전체 평균( ) 사이에 얼마나 차이

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SSW (sum of

squares within groups)는 집단 내 분산으로서, 개별

전단강도 값( )과 각 집단들의 전단강도 평균( )의

차이에 대한 제곱합이다. Case-I에서 산정된 각 분산

값은 Table 3과 같다.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분산분석은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F 검정을 이용한

다. F 검정은 F 통계량(Fc, 식 4)과 F 임계값(F, 식 5)

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Fc > F 일 경우, 범주화된 각

력 함량별로 전단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5)

여기서, MSB (mean squares between samples)

는 집단 사이의 평균 분산이고, MSW (mean squares

whithin samples)는 집단 내의 평균 분산이다. 또한,

i-1과 n-i는 각각 SSB와 SSW의 자유도(df)이다. F는

이들 자유도에 대한 유의수준(α, significance level)에

서의 확률분포 값으로서, α는 일반적으로 0.05를 기준

SST xij x–( )
2

j 1=

n

∑
i 1=

k

∑=

SSB n xi x–( )
2

i 1=

k

∑=

SSW xij xi–( )
2

j 1=

n

∑
i 1=

k

∑=

xij

x

xi x

xij xi

Fc
MSB

MSW
-------------

SSB i 1–⁄

SSW n i–⁄
---------------------= =

F F
α

i 1– , n i–( )=

Table 3. Results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r shear strength at each normal stress (σ
n
=54 kPa,

108 kPa, and 162 kPa) in case-I (categorized by breccia content of 5 wt.%). df is degree of freedom and P-value is
significance probability

Normal

stress (σ
n
)

Sum of squared df Mean square Fc F P-value

54 kPa

Between groups  15,568.9 (SSB)  6 2,594.8 (MSB) 17.4 2.2 2.9E-13

Within groups 13,422.0 (SSW) 90 149.1 (MSW)

Total 28,990.9 (SST) 96

108 kPa

Between groups 23,571.3 (SSB)  6 3,928.5 (MSB)  8.5 2.2 4.7E-07

Within groups 35,224.9 (SSW) 76 463.5 (MSW)

Total 58,796.2 (SST) 82

162 kPa

Between groups 54,624.6 (SSB)  5 10,924.9 (MSB)  7.5 2.3 4.9E-05

Within groups 87,675.7 (SSW) 60 1,461.3 (MSW)

Total 142,300.3 (SST) 65

※ Significant level : p-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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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이 기준 값은 검정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

을 최대 5%까지 허용하겠다는 의미로서, 매우 보수적

인 범위에 속한다. 또한, 분산 분석에서 확률 값(P-

value)이 5%이하인 경우에도 대립가설 H1을 채택한다.

즉, 분산 분석에서 대립가설(H1)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F 검정 또는 P-value의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Case-I

의 경우, Fc 값은 수직응력 54, 108, 162 kPa에서

각각 17.4, 8.5, 7.5로 산정되어 각 F 값 2.2, 2.2,

2.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또한, P-value도

0.05 이하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각 수직응력에서 각력

함량에 따른 전단강도 사이의 평균과 분산에 통계적으

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의 분산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비교분석

을 수행하였다.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분산 분석은

각 집단들의 평균이 적어도 하나 이상 다르게 분석되

면, 귀무가설(H0)이 기각되고 대립가설(H1)이 채택된다.

즉, Case-I의 경우, 7개 집단 중 전단강도에 서로 차

이가 있는 집단들이 존재하지만, 각 집단 사이의 구체

적인 차이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전단강도에 차이

가 있는 집단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다중비교분

석을 수행하였다. 다중 비교 분석은 두 집단 사이의

평균을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유사한 특성을 가

지는 집단끼리 그룹화하는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

서는 다중비교를 위한 검정방법 중 Scheffé (1959)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확률을 산정하였다(식 6). 이 방

법은 각 집단 내 표본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

하는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방법이다. Scheffé

(1959)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확률 5% 이하인 경우,

두 집단의 전단강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분류될 수 있다.

(6)

여기서, 는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집단의 전단

강도 평균값에 대한 차이이다. i는 모집단 수이며, i-1

과 n-i는 각각 SSB와 SSW의 자유도(df)이다. 또한,

MSW는 식 (4)에서의 집단 내의 평균 분산이고, ni와 nj

는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들의 전단강도 데이터 수이다.

Case-I에 대한 다중비교 분석을 수행하여 유의확률

을 산정한 결과, 수직응력 54 kPa에서 집단 1은 집단

4,6,7과의 분석에서 유의확률 0.05 이하로 산정되어 통

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Table 4). 반면, 집단 1과 집

µi µj– i 1–( )f0.05 i 1– , n i–( )MSW 1 ni 1 nj+ +⁄( )≥

µi µj–

Table 4. Results of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between groups in case-I. The shades indicate that there is statistically a

difference in shear strength between groups

Normal

stress (σ
n
)

Group no. 2 3 4 5 6 7

54 kPa

1 0.921 0.076 2.7E-05 0.244 1.1E-06 5.9E-07

2 0.870 0.033 0.764 3.9.E-04 0.001

3 0.462 0.996 0.011 0.024

4 0.995 0.487 0.759

5 0.367 0.593

6 0.999

108 kPa

1 1.000 0.989 0.883 0.111 0.016 3.0.E-04

2 0.999 0.962 0.275 0.036 0.006

3 0.997 0.461 0.067 0.017

4 0.903 0.255 0.275

5 0.822 0.973

6 0.988

162 kPa

1 0.999 0.927 0.883 0.046 - 0.001

2 0.870 0.818 0.040 - 0.002

3 1.000 0.364 - 0.297

4 0.489 - 0.490

5 - 0.995

6 -

※ Significant level : p-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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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3,5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집단 1(각력 함량 0~5 wt.%)의 전단강

도 평균과 분산은 집단 4(각력 함량 15~20 wt.%),

집단 6(25~30 wt.%) 및 집단 7(30 wt.% 이상)의

전단강도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어 서로 분류가 가

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 1의 전단강도 평균과 분

산은 집단 2(각력 함량 5~10 wt.%), 3(각력 함량

10~15 wt.%) 및 5(각력 함량 20~25 wt.%)와 통계

적으로 차이가 없어 유사한 집단으로 그룹화할 수 있

다는 의미이다. 집단 2의 전단강도 값들도 집단 1과

동일하게 집단 4,6,7과의 분석에서 유의확률 0.05 이하

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서로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집단 1과 2의 분석에서 동일한 그룹이

었던 집단 3은 집단 6과 7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집단 3의 경우 집단 1,2와 함께 그룹화

될 수 있고, 집단 6,7과도 함께 그룹화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다중비교분석을 통해 분석된

Case-I의 수직응력 54 kPa에서의 전단강도는 집단

1,2,3,5, 집단 3,4,5 및 집단 4,5,6,7로 그룹화되어 다수

의 중복된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분

류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Fig. 6). 수

직응력 108 kPa과 162 kPa의 다중비교분석 결과에서

도 각 집단별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Case-

I의 모델은 각력 함량에 따른 전단강도를 분류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Table 4에서

분석된 Case-I의 다중비교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서, 통계적으로 유사한 전단강도를 보이는 집단들을 그

룹화한 것이다.

4.2. Case-II (각력 함량을 10 wt.% 단위로 범주화

한 경우)

Case-II는 각력 함량을 10 wt.% 단위로 구분한 것

으로서, 모집단 수(i)는 4이다(Table 2). Table 2의 수

직응력에서 모집단 별로 산정된 전단강도 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직응력 54 kPa의

경우, Fc 값과 F 값은 각각 26.8, 2.7로 산정되었다

(Table 5). 따라서, Fc > F를 만족하기 때문에 10

wt.% 단위로 구분된 각 전단강도의 평균과 분산은 서

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직응력

108 kPa과 162 kPa에서도 Fc 값은 각각 15.7과

12.7이고, F 값은 각각 2.7과 2.8로 산정되어 각 집단

들 중 하나 이상의 전단강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중비교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전단강도에 대한 구

체적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직응력 54 kPa의 경우,

집단 1의 전단강도는 집단 2,3,4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집단 2의 전단강도

Fig. 6. Groups with statistically similar range of shear

strengths at each normal stress analyzed from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for case-I.

Table 5. Results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r shear strength at each normal stress (σ
n
=54 kPa, 108 kPa,

and 162 kPa) in case-II (categorized by breccia content of 10 wt.%). df is degree of freedom and P-value is significance
probability

Normal

stress (σ
n
)

Sum of squared df Mean square Fc F P-value

54 kPa

Between groups  13,437.1 (SSB)  3 4479.0 (MSB) 26.8 2.7 1.4E-12

Within groups 15,554.4 (SSW) 93 167.3 (MSW)

Total 28,991.5 (SST) 96

108 kPa

Between groups 21,960.1 (SSB)  3 7,320.0 (MSB) 15.7 2.7 4.2E-08

Within groups 36,837.0 (SSW) 79 466.3 (MSW)

Total 58,797.1 (SST) 82

162 kPa

Between groups 54,254.1 (SSB)  3 18,084.7 (MSB) 12.7 2.8 1.4E-06

Within groups 88,046.2 (SSW) 62 1,420.1 (MSW)

Total 142,300.3 (SST) 65

※ Significant level : p-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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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 3과 동일한 집단으로 그룹화 되고, 집단 4와

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집단 3의 경우 집단 4와도

동일한 집단으로 그룹화 되어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7). 수직응력 162 kPa에서도

집단 1,2와 집단 2,3,4로 그룹화되어 집단 2가 중복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Case-II의 모델도 각력

함량에 따른 전단강도를 분류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Case-III (각력 함량을 15 wt.% 단위로 범주

화한 경우)

Case-III은 각력 함량을 15 wt.% 단위로 구분한 것

으로서, 모집단 수(i)는 3이다(Table 2). Table 2의 수

직응력에서 모집단 별로 산정된 전단강도 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직응력 54 kPa의

경우, Fc 값과 F 값은 각각 36.1, 3.1로 산정되었다

(Table 7). 따라서, Fc > F를 만족하기 때문에 15

wt.% 단위로 구분된 각 전단강도의 평균과 분산은 서

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직응력

108 kPa과 162 kPa에서도 모두 Fc > F를 만족하고,

P-value도 0.05 이하로 산정되어 각 집단들 사이의 전

단강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중비교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전단강도에 대한 구

체적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수직응력에서 집단

1과 집단 2,3 사이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8과 Fig. 8). 따라서 Case-III의 모델

은 각력 함량에 따른 전단강도를 분류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확률도 4.1E-09~0.018로

매우 낮게 산정되어 각 집단의 전단강도 사이에 차이

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Results of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between
groups in case-II. The shades indicate that there is
statistically a difference in shear strength between groups

Normal 

stress (σ
n
)

Group 

no.
2 3 4

54 kPa

1 1.3E-05 5.7E-07 1.7E-07

2 0.121 0.028

3 0.910

108 kPa

1 0.531 1.4E-04 1.4E-05

2 0.010 0.002

3 0.974

162 kPa

1 0.340 0.008 5.3E-05

2 0.116 0.056

3 0.937

※ Significant level : p-value < 0.05 

Fig. 7. Groups with statistically similar range of shear

strengths at each normal stress analyzed from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for case-II.

Table 7. Results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r shear strength at each normal stress (σ
n
=54 kPa,

108 kPa, and 162 kPa) in case-III (categorized by breccia content of 15 wt.%). df is degree of freedom and P-value is
significance probability

Normal

stress (σ
n
)

Sum of

squared
df Mean square Fc F P-value

54 kPa

Between groups  12,585.9 (SSB)  2 6293.0 (MSB) 36.1 3.1 2.4E-12

Within groups 16,405.6 (SSW) 94 174.5 (MSW)

Total 28,991.5 (SST) 96

108 kPa

Between groups 19,332.0 (SSB)  2 9,666.0 (MSB) 19.6 3.1 1.2E-07

Within groups 39,465.1 (SSW) 80 493.3 (MSW

Total 58,797.1 (SST) 82

162 kPa

Between groups 45,369.6 (SSB)  2 22,684.8 (MSB) 14.7 3.1 5.6E-06

Within groups 96,930.8 (SSW) 63 1,538.6 (MSW)

Total 142,300.3 (SST) 65

※ Significant level : p-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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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층핵의 전단강도 분류 

4장에서의 분산분석 및 다중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모델로 분석된 Case-III에 대해 각력 함량 15 wt.%를

기준으로 전단강도를 분류하였다. 각력 함량 15 wt.%

에서의 분류 기준선(Standard line)은 집단 1(각력 함

량 0~15 wt.%)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전단강도로서,

Table 2의 Case-III에서 분석된 집단 1의 전단강도 평

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산정하였다. 표준편차는 데이

터의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들의 평균적인 분산 정도를

평균적으로 나타낸 지표로서, 집단 1(각력 함량 0~15

wt.%)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합은 집단 2와 3의 전단강

도 값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집단 1에서의 전단강도

값에 대한 분산을 고려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력 함량 15 wt.%에서의 분류 기준선

은 집단 1의 각 수직응력(54, 108, 162 kPa)에서 전

단강도 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합으로 결정하였다

(Fig. 9와 Table 9). 그 결과, 기준이 되는 전단강도는

각 수직응력에서 각각 43.6 kPa, 77.6 kPa, 118.6 kPa

로 산정되었다. 상부 한계선(Upper limited line)과 하

부 한계선(Lower limited line)은 각 수직응력에서의

전단강도 값 중 최댓값(각각 86.2 kPa, 149.8 kPa,

213.3 kPa)과 최솟값(각각 8.0 kPa, 17.2 kPa, 16.0 kPa)

으로 각각 결정하였다(Table 1). 각 수직응력별로 적용

된 분류기준선 및 상·하부 한계선의 전단강도와 추세

선의 회귀식은 Table 9에 요약하였다.

Fig. 9와 Table 9에서 각 수직응력별로 산정된 전단

강도와 추세선을 바탕으로 단층핵의 점착력과 내부마

찰각을 산정하였다.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은 각력 함량

15 wt.% 이상과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될 수 있는 모

Fig. 8. Groups with statistically similar range of shear

strengths at each normal stress analyzed from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for case-III.

Fig. 9. Shear strength classified at each normal stress (54 kPa, 108 kPa, and 162 kPa) by breccia content of 15 wt.% from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Table 9. Reference values at each normal stress (54 kPa, 108 kPa, and 162 kPa) applied for classification of shear strength in

Fig. 9. These values were determined from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ase-III in Table 2. The unit is kPa

σ
n
=54 kPa σ

n
=108 kPa σ

n
=162 kPa Regression quation

Upper limited line 86.2 149.8 213.3 y = 1.18x +22.7

Standard line 43.6 77.6 118.6 y = 0.69x +5.0

Lower limited line 8.0 17.2 16.0 y = 0.07x +5.8

Table 8. Results of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between

groups in case-III. The shades indicate that there is

statistically a difference in shear strength between groups

Normal 

stress (σ
n
)

Group 

no.
2 3

54 kPa
1 4.1E-09 3.8E-07

2 0.372

108 kPa
1 4.6E-04 8.3E-06

2 0.222

162 kPa
1 0.018 4.3E-05

2 0.461

※ Significant level : p-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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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경우의 수를 포함한 것으로서, 각 범위에서 수직응

력 54 kPa과 162 kPa의 전단강도 최댓값과 최솟값을

이용해 산정하였다. 그 결과, 각력 함량 15 wt.% 이

하에서 내부마찰각의 분포 범위는 0~45.7°이고, 점착

력은 0~43.6 kPa에 분포한다(Fig. 10). 각력 함량 15

wt.% 이상의 경우, 내부마찰각은 16.7~57.5°에 분포하

고, 점착력은 0~70.0 kPa에 분포한다. 내부 마찰각의

경우, 분포 범위가 넓어 단층암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범위에 분포하지만, 점착력은 암석을 대

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보다 낮은 값을 보인다.

Fig. 11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단층핵의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관계 및 분포 범위를 제안한 도표이다.

본 연구의 분산분석에 이용되지 않은 단층핵 시료를

이용하여 적용성을 검증한 결과, 상부 한계선을 약간

초과하는 2개의 데이터(각력 함량 28.7 wt.%과 35.6

wt.%)가 존재하지만, 다른 시료들은 각력 함량에 따른

점착력과 내부 마찰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분산분석 및 다중비교분석을 통해 분류

기준선으로 결정된 각력 함량 15 wt.%는 단층핵의 전

단특성을 잘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에서 중복되는 영역은 (점착력 0~27.7 kPa 구간에서

내부마찰각 16.7~45.7°) 각력 함량에 관계없이 점착력

과 내부마찰각이 분포할 수 있는 영역이다. 

6. 결 론

단층핵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력은 전단강도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하나이다. 특히, 각력 함량

을 이용한 분석법은 전단강도 산정을 위한 실내시험보

다 시료 준비 및 분석 방법이 용이하기 때문에 두 인

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면 전단강도를 추정하

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적 방법인 분산분석과 다중비

교분석을 이용하여 전단강도의 평균과 분산에 차이가

없는 각력(≥4.75 mm) 함량을 그룹화함으로써 각력

함량과 전단강도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류하였

Fig. 10. (a) Friction angle and (b) cohesion of fault cores estimated based on shear strength under normal stress (σ
n
) of

54 kPa, 108 kPa, and 162 kPa and trend lin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on fault rock, the ranges of friction angle are

similar but the cohesions are relatively low.

Fig. 11. Regions of cohesion and friction angle classified by breccia content of 15 wt.% in fault cores. The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breccia content for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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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수직응력(54kPa, 108, 162 kPa)에서 각력 함량

을 각각 5 wt.% (Case-I), 10 wt.% (Case-II) 및

15 wt.% (Case-III) 단위로 범주화한 후, 그에 따른

전단강도를 모집단으로 하여 분산분석과 다중비교분석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전단강도는 각력 함량을 15

wt.% 단위로 범주화한 Case-III에서 집단 1(각력 함량

0~15 wt.%)과 집단 2,3(각력 함량 15~30 wt.%와

30 wt.% 이상)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Case-III의 각력 함량 15

wt.%에서 산정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류 기

준이 되는 전단강도를 산정한 결과, 각 수직응력에서

각각 43.6 kPa, 77.6 kPa, 118.6 kPa로 산정되었다.

또한, 상부 한계선(Upper limited line)과 하부 한계선

(Lower limited line)은 각 수직응력에서의 전단강도

값 중 최댓값(각각 86.2 kPa, 149.8 kPa, 213.3 kPa)

과 최솟값(각각 8.0 kPa, 17.2 kPa, 16.0 kPa)으로

각각 결정하였다. 

각 수직응력에서 각력 함량 15 wt.%를 기준으로 분

류된 전단강도 값을 이용하여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분포 범위를 산정한 결과, 점착력은 각력 함량 15 wt.%

이하에서 0~43.6 kPa에 분포하고, 15 wt.% 이상에서

는 0~70.0 kPa에 분포한다. 내부마찰각은 각력 함량

15 wt.% 이하에서 0~45.7°에 분포하고, 15 wt.% 이

상에서는 16.7~57.5°에 분포한다. 또한, 분석에 이용되

지 않은 단층핵 시료를 이용하여 적용성을 검증한 결

과,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은 대부분 제안된 범위에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적 분석 결과의 불확실성을 최

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단층핵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단강도에 미치는 각력의 영향에 대

해 기존의 선형적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실험 데이터

의 분산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분류를 수행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점토로 구성된 단층

핵의 특성 상 각력이 대부분 40 wt.% 이하에 분포하

기 때문에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한 분석 대상의 적용

범위를 점토 함량, 구성광물, 물리적 특성 등으로 확장

하고, 다양한 인자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면 단층핵의 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인자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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