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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series of triaxial tests to Jeju basalt were carried out and then shear strength parameters of rock were estimated 
by the Lade’s three-dimensional failure criterion. Also, the characteristics of shear strength parameters and failure plane 
which were estimated by the three-dimensional failure criterion were analyzed and this failure criterion was compared with 
the Mohr-Coulomb failure criterion. The variables of   and  are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and 

  during the failure period using the Lade’s three-dimensional failure criterion. The failure plane size of Tracy-basalt 
has the largest plane and that of Scoria has the smallest plane among other octahedral planes which is the three-dimensional 
failure plane. Also, the failure plane of Tracy-basalt is formed as a triangle and that of Scoria is formed as a circle among 
other octahedral planes. As the result of comparison with the triaxial test results and the Lade’s failure envelope and the 
Mohr-Coulomb failure envelope, the Lade’s failure envelope matched up under higher stress, while the Mohr-Coulomb 
failure envelope matched up under lower stress. Also, the Lade’s three-dimensional failure plane is larger than the Mohr- 

Coulomb three-dimensional failure plane. It means that the shear strength parameters estimated by the Lade’s failure criterion 
is larger than that of the Mohr-Coulomb failure criterion.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현무암에 대한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고 Lade(1977)의 3차원 파괴규준을 적용하여 강도정수를 산정하

였다. 그리고 3차원 파괴규준에 의해 산정된 강도정수와 파괴면의 특성을 살펴보고, Mohr-Coulomb의 파괴규준으로 산정한 

전단강도정수와 비교검토하였다. 삼축압축시험결과를 토대로 Lade(1977)의 3차원 파괴규준을 이용하여 파괴시의 
 

과  관계로부터 매개변수인   및 을 구하였다. 3차원 파괴면을 나타내는 정팔면체 평면에서 조면암질 현무암의 파괴

면이 가장 크고 스코리아가 가장 작으며, 단면형상은 조면암질 현무암이 가장 삼각형에 가깝고 스코리아가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팔면체 평면에서 삼축실험결과와 Lade의 파괴포락선 및 Mohr-Coulomb의 파괴포락선을 비교한 결과 높은 

응력하에서는 Lade의 파괴규준이 실험치와 일치하며, 낮은 응력하에서는 Mohr-Coulomb의 파괴규준이 실험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ade의 3차원 파괴면은 Mohr-Coulomb의 3차원 파괴면보다 크며, 이는 Lade의 파괴규준으로 산정된 

전단강도정수가 Mohr-Coulomb의 파괴규준으로 구한 것 보다 더 크게 산정됨을 의미한다. 

Keywords : Shear strength, Triaxial compression test, Lade’s three-dimensional failure criterion, Failure envelope, 
Octahedr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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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지역의 위치 (남정만 등, 20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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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상지역의 지질도(남정만 등, 2008a).

1. 서 론

제주도는 현무암과 같은 특수한 지질학적 조건을 가지

고 있으므로 토목 및 건축공사 수행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즉, 제주도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화산암인 현

무암에 대한 역학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조사결과가 요구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주도 현무암의 공학적 특성에 대

한 연구(엄관용, 2002; 남정만 등, 2008a)와 제주도 현무암

의 강도특성과 파괴기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남

정만 등, 2008b).

지반의 거동해석시에는 그 지반의 응력-변형 특성과 파

괴시 응력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파괴강도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지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지반속의 한 요소는 3차원 응력상태에 

놓여있게 되므로 파괴역시 3차원 응력하에서 취급되어야

만 할 것이다. 이러한 파괴강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

여는 지반속의 요소에 작용하는 3차원의 응력이 어떤 상

태에 도달하여야 파괴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정

의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판정기준을 파괴규준

(failure criterion)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파괴규준 중에서 암석에 적용할 수 

있는 Lade(1977)의 파괴규준을 이용하여 제주도 현무암

에 대한 3차원 파괴규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대한 시추를 실시하여 표선리 현

무암, 조면암질 현무암 및 스코리아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와 같이 채취된 시료를 대상으로 일련의 삼축압축시험

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를 토대로 Lade의 3차원 파괴규

준을 적용하여 강도정수를 산정하고 이를 Mohr-Coulomb

의 파괴규준으로 산정한 강도정수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대상지역 및 지질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이용된 제주도 현무암의 시료채

취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채

취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위치하

고 있으며 해발표고는 90.21m이다. 해안과의 직선거리는 

약 3.4km 정도이며, 북동쪽에 독자봉(El. 159.3m)과 통오

름이 말발굽 형태로 발달되어 있다. 특히 연구지역 바로 

북쪽에 미천굴이 용암동굴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2는 시료채취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나타낸 것이

다. 시료채취지역의 지질은 밑에서부터 반상휘석현무암과 

장석현무암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상부에 침상장석감

람석현무암이 대부분 피복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료채취지역의 대부분을 피복하고 있는 침상장석감람

석현무암(Acicular Feldspar Olivine Basalt ; FOB)은 일명 

표선리 현무암으로 불리워지며 회색 내지 암회색의 다공

질 또는 치밀질의 평탄한 대지상의 용암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암석은 감람석을 반정으로 함유하고 침상의 장석

이 특징적이며 제주도 동부 및 서부지역에 광범위하게 분

포하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그리고 중산간 이상의 지역

에서는 후기에 분출한 암석에 피복되어 지표노출이 확인

되지 않는다. 또한 본 암은 분출 및 고화될 시 점성이 낮아 

파호이호이 용암류의 산상을 보이며 이들 용암류의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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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선리 현무암 (b) 조면암질 현무암 (c) 스코리아

그림 3. 암석종류별 공시체

를 따라 다수의 용암동굴이 형성되었다. 침상장석감람석

현무암은 방사성동위원소(K/Ar) 연대측정 결과, 서귀포층

의 퇴적시기부터 퇴적이 완료된 이후까지의 시기에 걸쳐 

나타나며 대부분 서귀포층 퇴적 이후에 분출된 것으로 해

석하고 있다.

시료채취지점에는 지표에서부터 GL(-)24m까지 치밀한 

암회색의 침상장석감람석현무암이 분포하고 있다. GL(-)24

∼81m 구간은 매우 치밀한 조면암질 현무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홍갈색의 스코리아층이 2∼3매 협재되어 있다. 

GL(-)81∼91m 구간은 홍갈색의 다공질 화산쇄설층이 분

포하는데 화산쇄설물 중 소립자를 많이 포함한 채 용암이 

굳은 상태이다. GL(-)91∼157m 구간은 다공질의 침상장

석감람석현무암이 분포하는데 하부로 갈수록 치밀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3.1 시료채취 및 공시체 제작

본 연구에서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교란 및 훼손을 최소

로 한 시료를 얻고자 하였으며,  오차를 최소로 하기 위하

여 시료채취깊이를 표시하여 동일시험에는 1m 내의 동일

깊이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시료채취지

역에는 표선리 현무암, 조면암질 현무암, 비현정질 현무암, 

감람석 현무암, 서귀포층, U층 등이 분포하고 있다. 

채취된 암석시료는 diamond thin-wall bit의 탈착이 가

능한 코어링 기계를 이용하여 BX크기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암석시편으로서 공시체의 직경은 43mm, 

높이는 86mm로 제작하였다. 그림 3은 표선리 현무암, 조

면암질 현무암 및 스코리아에 대한 공시체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선리 현무암의 경우 

다공질이며, 조면암질 현무암의 경우 조직이 치밀함을 알 

수 있다. 

3.2 삼축압축시험 

본 연구에서는 표선리 현무암, 조면암질 현무암 및 스코

리아에 대한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여 3차원 파괴규준에 

적용하고자 한다. 암반에 설치되는 각종 구조물의 안정성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암반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지반에서의 거동과 

유사하게 암반 내 응력-변형률 상태를 모사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높은 응력조건 하에 있는 암석의 거동이나 그에 

따른 지압현상 또는 단층이나 습곡 등의 지질구조에 관계

되는 각종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삼축압축시험이 가

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삼축압축시험은 반무한체 

지반내의 한 요소는 축대칭상태에 있어 수평방형응력이 

연직축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으로나 동일하다는 점을 감

안하여 실내에서 재현시킨 시험이다. 즉, 삼축상태의 응력

을 고려하되 중간주응력과 최소주응력을 동일하게 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반 내에는 삼축의 주응력

이 모두 압축응력인 것이 보통이다. 삼축압축시험은 이와 

같은 응력상태를 인공적으로 조절하면서 그때의 암석 거

동을 관측할 수 있다. 

특히 삼축압축시험은 보다 정확한 지반정수를 산정할 

경우 실시된다. 삼축압축시험에서는 먼저 정수압을 구속

압(또는 봉압, confining pressure)으로서 원통형의 암석공

시체 표면에 작용시키고, 그 이후에 암석의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공시체에 축방향 하중을 가함으로서 암석의 강도

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각 다른 구속압 상태에서 일련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에 대하여 각종 파괴기준을 적

용함으로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과 같은 강도정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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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암석종류별 응력-변형 곡선

할 수 있다. 삼축압축시험으로 얻어지는 측압조건과 이에 

대한 삼축압축시험 결과는 일축압축강도 및 인장강도 측

정결과 함께 암석의 중요한 역학적 특성인 점착력과 내부

마찰각을 구하는데 이용된다. 

공시체의 직경은 43mm, 높이는 86mm로서 BX 크기를 

사용하였으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으로 하였다. 

삼축압축시험시 측방변형은 측정하지 않았으며, 삼축셀 

내의 봉압력은 각각 5, 10, 20 MPa를 사용하였고, 기타조

건은 ISRM 기준에 준하였다. 

4. 시험결과 및 고찰

4.1 응력-변형률 곡선

제주도 현무암에 대한 강도정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삼

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다. 삼축압축시험에서는 암석시료

에 먼저 구속압을 가한 후 축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하여 파

괴가 발생될 때까지 하중과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이때 구

속압은 5MPa, 10MPa 및 20MPa을 가하였다.  

그림 4는 제주도 현무암에 대한 삼축압축시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횡축에는 축변형량을 도시하고 종

축에는 축차응력을 도시하였다. 그림 4(a)은 표선리 현무

암에 대한 삼축압축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하중이 증

가함에 따라 변형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대축차응력은 구속압이 5MPa일 경우 37.53MPa, 

구속압이 10MPa일 경우 91.72MPa 그리고 구속압이 

20MPa일 경우 162.65MPa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b)

는 최대축에 대한 삼축압축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역

시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축차응력은 구속압이 5MPa일 경우 

168.64MPa, 구속압이 10MPa일 경우 321.10MPa 그리고 

구속압이 20MPa일 경우 434.44MPa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c)는 은 구속압이 5MPa일 경우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량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축차응력은 구속압이 5MPa일 경우 

23.14MPa, 구속압이 10MPa일 경우 47.93MPa 그리고 구속

압이 20MPa일 경우 69.96MPa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압열인장강도시험(Brazilian test)을 실시하여 인장

응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인장응력은 표선리 현무암

의 경우 -2.78MPa이고, 조면암질현무암의 경우 -7.28MPa

이며, 스코리아의 경우 -1.33MPa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삼축압축시험에 의한 최대축차응력 및 압열인

장시험에 의한 최대인장응력은 조면암질 현무암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표선리 현무암이 크며, 스코리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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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ade의 파괴규준(홍원표, 1999)

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Lade의 파괴규준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등방 단일경화 구성모델은 모래, 

점토, 콘크리트, 암 등과 같은 마찰물질에 적용 가능하도

록 Kim and Lade(1988)에 의해 제안된 구성모델이다. 이 

모델은 단일경화시 하나의 항복면을 가진다는 것과 소성

포텐셜면을 구분하는 소위 비관련 흐름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물체에 하중이 작용하여 변형이 발생하면 시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 변형량을 

탄성변형과 소성변형의 두가지로 분류하여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식 (1)에서 탄성거동은 Hooke의 법칙을 따른다. 

한편, 소성거동은 비관련 흐름법칙과 단일경화에 따른 

항복규준 등으로 분류하여 응력불변량의 항으로 나타낸

다. 여기서 응력불변량이란 제1응력불변량(I1), 제2응력불

변량(I2) 및 제3응력불변량(I3)으로 구분하며 각각 식 (2)에

서 식 (4)와 같다.

        (2)

 ⋅ ⋅ ⋅

 ⋅ ⋅ ⋅

   ⋅⋅ ⋅ 

(3)

  ⋅⋅

 ⋅⋅ ⋅⋅ ⋅⋅

⋅⋅ ⋅⋅ ⋅⋅ 

(4)

Lade(1977)는 마찰물질에 대한 재료의 3차원 파괴규준

은 곡선 형태의 파괴포락선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파괴규

준을 콘크리트나 암의 파괴규준으로 활용시킬 수 있도록 

확장시킨바 있다(Lade, 1982; Kim and Lade, 1988). Lade

(1977)는 흙의 파괴규준을 제1 응력불변량과 제3 응력불

변량의 항으로 식 (5)와 같이 제안하였다. 






 



  (5)

여기서, 과 m은 재료에 따라 결정되는 토질 매개변수

이다. 

위 식으로부터 얻어지는 파괴면은 주응력 공간상에서 

응력축의 원점에서 정점을 가지는 비대칭 탄알모양이며, 

정점에서의 각도는 삼축압축시험에 의해 결정되고, 의 

값에 따라 증가한다. 

식 (5)에 의해 제시된 파괴규준은 양면대수지에 파괴시

의 



과 
 의 관계를 각각 종축과 횡축의 값으

로 도시함으로서 구할 수 있다. 이처럼 삼축압축시험의 결

과치를 회귀분석하여 구한 절편과 기울기가 각각 와 m

이다.

암의 경우도 흙과 같이 마찰재료이기 때문에 위 식과 

유사한 파괴규준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암의 경우는 점착력과 인장강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응력 공간을 그림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수압축을 따라 음의 방향으로 이동시

켜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수직응력  , , 에 그림 5의 

일정응력 만큼을 더하여 파괴규준식에 대입하여야 한다.


  (6a)


  (6b)


   (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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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선리 현무암 (b) 조면암질 현무암

(c) 스코리아

그림 6. 파괴규준의 매개변수인 와 의 선정

여기서 는 무차원 정수이며 는 암의 인장강도효과

를 반영하게 된다.

세 정수  ,  및 의 크기에 따라 파괴면의 형상이 달

라지나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암의 일

축압축강도 계산시에 서로 상호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몇

몇 경위의   ,  및 의 조합은 동일한 일축압축강도로 

구하여 질 수 있다.

실험 데이터로 이들 세 정수를 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값을 설정한 후 를 수직응력에 더한 후 식 (5)에 대입

한다. 그런 후 과 을 
 과 관계를 양

면대수지상에서 구한다. 를 다시 변경하여 동일 작업을 

반복 실시하여 다른 조합의 과 을 구한다. 이때 값의 

설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의 일축압축강도보다 약간 크다는 사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6은 식 (4)에서와 같이 Lade(1977)의 3차원 파괴

규준에 의한 응력 제1불변량과 제3불변량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양면대수지에 파괴시의 
 과 관계

를 각각 종축과 횡축에 도시함으로서 계수인  및 을 

구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선리 현무암의 

경우   ,  , 조면암질 현무암의 경

우   ,  , 그리고 스코리아의 경우 

  ,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을 통하여 결정된 Lade의 파괴규준을 이용하여 

주응력공간상의 파괴면을 Triaxial plane과 정팔면체 평면

에 도시할 수 있다. 그림 7은 표선리 현무암, 조면암질 현

무암 및 스코리아의 주응력공간상의 파괴면을 Triaxial 

plane에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괴면

은 응력축의 원점에서 정수압축을 따라 음의 방향으로 이

동된 정점을 가지는 비대칭 총알모형이다. 정점에서의 각

도는 의 값에 따라 증가한다. 또한, 이 파괴면은 정수압

축에 대하여 볼록한 형태를 가지며 곡률은 값에 따라 

증가한다. 한편, 파괴시의 과 를 함께 도시한 결과 

Triaxial plane과 유사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3차원 파괴규준에 대한 분석

5.1 암종별 3차원 파괴면 분석

그림 8은 제1응력불변량(I1)이 100MPa일 경우 표선리 

현무암, 조면암질 현무암 및 스코리아의 주응력공간상의 

파괴면을 3차원의 정팔면체 평면에 도시한 것이다. 정팔

면체 평면에서 이 증가할수록 파괴면의 단면형상은 원

형에서 부드럽고 매끄러운 모서리를 가지는 삼각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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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선리 현무암 (b) 조면암질 현무암 (c) 스코리아

그림 7. Lade 파괴규준의 삼축면

그림 8. Lade 파괴규준의 정팔면체 평면

변한다. >0인 경우에는 파괴면의 단면형상은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삼각형에서 원형으로 변하게 된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정팔면체 평면은 조면암질 현무암이 가

장 크고 스코리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면형상은 조면암질 현무암이 가장 삼각형에 가깝고 스

코리아가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5.2 Lade의 파괴규준과 Mohr-Coulomb의 파괴

규준 비교

그림 9는 Lade의 3차원 파괴규준과 Mohr-Coulomb의 

파괴규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표선리 현무암, 조면암질 현

무암 및 스코리아의 주응력공간상 파괴면을 3차원의 정팔

면체 평면에 도시하였다. 그리고 삼축압축시험결과도 함

께 도시하였다. 그림 9(a)는 표선리 현무암에 대한 Lade의 

3차원 파괴규준과 Mohr-Coulomb의 파괴규준을 시험결

과와 함께 3차원 정팔면체 평면에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Lade의 3차원 파괴규준이 Mohr-Coulomb

의 파괴규준보다 항복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

결과는 두 파괴규준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9(b) 및 그림 9(c)는 각각 조면암질 현무암과 스코리아

에 대한 Lade의 3차원 파괴규준과 Mohr-Coulomb의 파괴

규준을 시험결과와 함께 3차원 정팔면체 평면에 도시한 

것이다. 조면암질 현무암의 경우 Lade의 3차원 파괴규준

이 Mohr-Coulomb의 파괴규준보다 항복면이 더 크지만 

차이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코리아의 경우 두 

파괴규준에 대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적으로 높은 응력하에서는 Lade의 파괴규준이 실험치와 

일치하며, 낮은 응력하에서는 Mohr-Coulomb의 파괴규준

이 실험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de의 파괴규준을 이용하여 표선리 현무암, 조

면암질 현무암 및 스코리아에 대한 강도정수를 산정하였

다. 그리고 이 강도정수를 Mohr-Coulomb의 파괴규준을 

이용하여 산정된 강도정수와 비교검토 하였다. 표 1은 두 

파괴규준을 적용하여 구한 강도정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de의 파괴규준으로 구한 강도정수

가 Mohr-Coulomb의 파괴규준으로 구한 강도정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파괴규준에 따라 다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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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선리 현무암 (b) 조면암질 현무암

(c) 스코리아

그림 9. 정팔면체 평면상에서 Lade 파괴규준과 Mohr-Coulomb 파괴규준의 비교

표 1. Lade 파괴규준과 Mohr-Coulomb 파괴규준으로부터 구한 강도정수

암종
Lade 파괴규준 Mohr-Coulomb 파괴규준

c  c 

표선리 현무암 5.57MPa 53.14° 5.35MPa 50.25°

조면암질 현무암 28.11MPa 65.88° 16.99MPa 60.66°

스코리아 2.82MPa 39.40° 2.33MPa 37.05°

도정수가 산정되므로, 암반의 파괴규준 선정시 신중한 결

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현무암에 대한 일련의 삼축압축

시험을 실시하여 암석의 3차원 파괴규준을 적용하였다. 

삼축압축시험 결과를 토대로 Lade(1977)의 3차원 파괴규

준을 적용하여 강도정수를 산정하였으며, Mohr-Coulomb

의 파괴규준으로 산정한 강도정수와 비교분석하였다. 이

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Lade(1977)의 3차원 파괴규준을 이용하여 파괴시

의 
 과 관계로부터 토질매개 변수

인  및 을 구할 수 있으며, 표선리 현무암의 경

우   ,  , 조면암질 현무암의 

경우   ,  , 그리고 스코리아

의 경우   ,  로 나타났다. 

(2) 주응력공간상 3차원 파괴면을 나타내는 정팔면체 

평면에서 조면암질 현무암의 파괴면이 가장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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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리아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

면형상은 조면암질 현무암이 가장 삼각형에 가깝고 

스코리아가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3) 정팔면체 평면에서 삼축실험결과와 Lade의 파괴포

락선 및 Mohr-Coulomb의 파괴포락선을 비교한 결

과 높은 응력하에서는 Lade의 파괴규준이 실험치

와 일치하며, 낮은 응력하에서는 Mohr-Coulomb의 

파괴규준이 실험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팔면체 평면에서 Lade의 3차원 파괴면은 Mohr- 

Coulomb의 3차원 파괴면보다 크게 산정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Lade의 파괴규준으로 산정된 강도정

수가 Mohr-Coulomb의 파괴규준으로 구한 것 보다 

더 크게 산정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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