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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돌출부의 크기 및 경사각이 전단파괴 형상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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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previous studies have insufficiently investigated the shear behavior and fracturing characteristics, 

experimentally in respect to the change of size of tooth-shaped surface asperity such as length and slope angle in a broad 

rang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the length and slope angle of a tooth-shaped surface asperity on the fracturing 

characteristics and the interface shear strength by using direct shear test apparatus. A total of 36 interface direct shear tests 

were conducted by changing the three types of slope angle of surface asperity, four type of length, and three types of normal 

stress. The shape of fractured surface after the test was quantified by using a three-dimensional surface roughness 

measurement apparatus. Through the experimental test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fractured shape of surface asperity 

according to the normal stress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fractured length and height were quantified at each slope angle 

of surface asperity under a certain normal stress condition.

Keywords: Tooth-shaped asperity, Shear behavior, Size effect, Fractured shape, Surface asperity

초 록: 기존의 연구에서 삼각형 돌출부의 크기 즉 돌출부 길이 및 돌출부 경사각 변화에 따른 전단거동 및 파괴 형상 특성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적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전단시험기를 사용하여 삼각형 돌출부의 전단거동에 있어서 돌출부의 길이 

및 경사각 특성이 표면 돌출부의 파괴 형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돌출부 길이는 4가지로 변환하였고, 

수직응력은 3가지로, 그리고 돌출부 경사각은 3개의 각도로 변환하면서 총 36회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을 수행한 시편은 3차원 

형상측정기를 사용하여 파괴 형상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수직응력 변화에 따른 돌출부의 파괴 형상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각각의 경사각에서 돌출부의 길이를 변화시켜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특정 수직응력 하에서 돌출부가 파괴되

는 길이 및 높이를 정의하였다.

주요어: 삼각형 돌출부, 전단거동, 크기효과, 파괴형상, 표면 돌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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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atton (1966)은 돌출부 거칠기를 정형화하여 수직

응력과 최대 전단강도의 상관관계를 이중선형 모델로 

제시하였다. 규칙적인 톱니 형태의 돌출부로 실험을 

실시한 Patton (1966)은 기본 마찰각과 돌출부의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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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rect shear test apparatus

Fig. 2. Test specimen

를 전단모델에 반영하였다. 이를 확대하여 절리면 전

단거동 관점에서 보면, Patton (1966)의 이중선형 모델

은 비선형적인 실제 암석 절리면에서의 전단파괴 포

락선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Ladanyi and 

Archambault (1970), Barton (1973), Goodman (1976), 

Bandis et al. (1983), Qiu et al. (1993), Hong (2005), 

Lee et al. (2006) 등이 파괴 포락선의 비선형적 특성을 

고려한 경험적 전단모델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Yang and Chiang (2000)이 Patton (1966)과 유사하게 

삼각형 돌기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암반 절리면

에서의 점진적인 전단거동을 표면 형상의 손상 특성

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삼각형 돌출부를 이용한 수

치해석적 연구에 대해서는, Kim et al. (2012a)는 입자

와 비파쇄 삼각형 돌출부에서의 전단거동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Kim et al. (2012b)는 삼각형 돌출부의 

파쇄가 전단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수치해석적

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조사하여 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돌출부의 크기 즉 돌출부 길이(λ) 및 돌출부 

경사각(i°) 변화에 따른 전단거동 및 파괴 형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

전단시험기를 사용하여 돌출부 전단면의 전단거동에 

있어서 돌출부의 길이 및 경사각 특성이 표면 돌출부

의 파괴 형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돌출부 길이(λ)는 4가지로 변환하였고, 

수직응력(σn)은 3가지로, 그리고 돌출부 경사각(i)은 

3개의 각도로 변환하면서 총 36회의 시험을 수행하였

다. 시험을 수행한 시편은 3차원 형상측정기를 사용하

여 파괴 형상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수직응력 변화에 따른 돌출부의 파괴 

형상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경사각에

서 돌출부 길이를 변화시켜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특

정 수직응력 하에서 돌출부가 파괴되는 길이 및 높이

를 정의하고자 한다. 

2. 시험 장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돌출부의 크기 및 경사각이 돌출부 

파괴 형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 및 경사각의 돌출부를 지닌 시편을 우선

적으로 직접전단시험기를 사용하여 돌출부 전단시험

을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된 시편을 3차원 형상측정기

로 파괴된 형상을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2.1 직접전단시험기 및 시편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직접전단시험기는 Fig. 1과 같이 

전단 상자가 150 × 150 × 200 mm (가로 × 세로 

× 높이)로 구성되어 있다. 수평하중은 로드셀 (load 

cell)로, 그리고 수평변위와 수직변위는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이용하여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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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ree-dimensional surface roughness measurement 

apparatus

(a) Before test

(b) After test

Fig. 5. Measurement of fracturing characteristics

Fig. 3. Definition of λ and i

였다. 전단 변형율은 속도 조절시스템에 의하여 

1.0~10 mm/min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 

모든 시료에서 3 mm/min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삼각형 표면 돌출부 시편은 

모래와 석고 그리고 물의 배합비를 2 : 5 : 5로 하였다. 

모래는 주문진 여과사(KS L 5100)를, 석고는 도자기

형재용석고(KS L 9001)를, 물은 증류수를 사용하였

다. 시편의 크기는 Fig. 2와 같이 가로 150 mm, 세로 

150 mm, 높이 200 mm인 직육면체 형태로 직접전단

시험에 사용한 내부 전단 상자의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시편의 돌출부 부분은 시편의 몰드 가운

데에 홈을 내어서 돌출부 길이(λ)와 돌출부 경사각(i°)

을 변화시킨 돌출부 판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

하였다. 돌출부 길이(λ) 및 각도(i)의 정의는 Fig. 3과 

같다. 사용한 시편의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Φ

100 mm × 200 mm 크기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일축압

축시험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시편의 일축압축강도는 

5.1 MPa이었다.

본 연구에서 시험에 적용한 변수는 돌출부 각도(i°), 

돌출부 길이(λ), 수직응력(σn)으로, i는 10, 20, 30°로 

변화시켰고, λ 는 4.5, 5.5, 6.5, 7.5 cm로 변화시켰으며, 

마지막으로 σn 은 100, 200, 400 kPa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총 36회의 돌출부 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

였다.

2.2 3차원 표면형상 측정기

삼각형 돌출부가 직접전단시험 전･후에 변화하는 

형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4과 같이 3차원 형상측정

기를 사용하였다. 시험기를 사용하여 표면 형상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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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rect shear test apparatus with test specimen

정한 예로 Fig. 5(a)는 직접전단시험을 시행하기 전의 

시편 형상이고, Fig. 5(b)는 직접전단시험을 마치고 

난 후의 파괴된 시편 형상이다.

2.3 시험 순서

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삼각

형 돌출부 시편을 만들었다. 시편의 제작은 미리 결정

된 배합비로 배합한 혼합 재료를 몰드에 붙고 24시간 

동안 몰드 안에서 건조 시킨 후, 몰드와 시편을 분리시

켜 총 15일 동안(목표 강도가 도달할 때까지) 자연건조 

시켰다. 이때 시편에 공극이 생성되는 것을 최소화하

기 위해 고무망치로 계속해서 두드려 주었다. 시편이 

굳은 후, 직접전단시험기의 하부판에 삼각형 돌출부 

시편의 하부를 고정시킨다(Fig. 6). 그 후 상부판을 

하부판 위에 고정시킨 다음, 수직응력을 가한다. 이때 

수직응력은 일정하중조건을 적용하였다. 전단 속도 

3 mm/min로 전단변위가 40 mm (최대 돌출부 길이 

75 mm의 1/2보다 크게 전단변위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가 될 때까지 전단을 계속시켰다. 40 mm의 전단

변위가 일어난 후, 직접전단시험기를 분리하여 파괴

된 시료를 3차원 형상측정기를 이용하여 그 형상을 

측정하고 전단파괴 전의 시료 형상과 비교･분석하

였다.

3. 직접전단시험 결과

3.1 전단 변형에 따른 전단강도 특성

기존의 연구에서는 돌출부 전단거동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돌출부의 경사각만을 고려하

고, 돌출부의 크기 즉, 돌출부 길이의 영향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돌출부 길이

가 돌출부 전단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

여 돌출부 경사각을 각각 10, 20, 30°로 고정한 다음에, 

각각의 수직응력 100, 200, 400 kPa에서 돌출부 길이 

변화(4.5, 5.5, 6.5, 7.5 cm)에 따른 전단거동을 연구하

였다. 수직응력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100 kPa에서는 

미끄러짐에 대한 전단 거동을, 400 kPa에서는 돌출부

가 완전히 전단되는 완전전단파괴를, 그리고 200 kPa

은 두 가지 거동의 중간 거동을 보기 위해서 선정하였

다. 본 논문에서 미끄러짐이란 전단과정 중에서 돌출

부가 파괴되지 않고 미끄러져 올라탐으로써 수직변위

(dilation)가 발생하는 과정을 말한다.

Fig. 7은 돌출부의 경사각을 10°로 고정시키고 수직

응력을 100, 200, 400 kPa로 변화 시켰을 때, 돌출부 

길이(λ)에 따른 전단변위-전단응력의 관계를 보여주

고 있다. 모든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돌출부 길이가 

4.5 cm에서 7.5 cm로 증가할수록 전단응력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돌출부의 경사각이 

10°인 시편의 전단응력은 돌출부의 경사각이 20°, 30°

의 시편과 비교했을 때 최대전단강도를 보이고 난 

후 전단응력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보인다. 경사각 10°에서 수직응력이 100 kPa

일 때(Fig. 7(a))는 돌출부 길이에 따른 전단응력의 

차이가 다른 그래프에 비해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전단이 진행되는 동안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여 전

단응력 값이 증가･감소를 반복하였다. 미끄러짐 현상

에 의하여 그래프 모양이 전체적으로 톱니모양을 이

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사각 10°에서 수직응력

이 200 kPa, 400 kPa일 때(Figs. 7(b), (c))는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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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σn =100 kPa

(b) σn =200 kPa

(c) σn =400 kPa

Fig. 7. Shear stress-displacement curves for i=10°

(a) σn =100 kPa

(b) σn =200 kPa

(c) σn =400 kPa

Fig. 8. Shear stress-displacement curves for i=20°

로 높은 수직응력을 주었기 때문에 미끄러짐 현상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고, 돌출부 길이가 4.5 cm에서 

7.5 cm로 증가할수록 전단응력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수직응력 400 kPa에서는 최대 

전단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단응력 값이 최

대 전단강도를 지나고 난 후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Yang and Chiang, 2000)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단변위에 따른 수직변위도 관찰하

였는데, 수직변위 결과로 보아 수직응력이 200 kPa과 

400 kPa에서는 전단파괴가 발생하여, 돌출부 길이가 

클수록 전단강도가 증가하는 것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유는 돌출부 길이가 크다는 것은 동일한 

수직응력에서도 발생하는 수직변위를 그만큼 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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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σn =100 kPa

(b) σn =200 kPa

(c) σn =400 kPa

Fig. 9. Shear stress-displacement curves for i=30°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돌출부 길이가 클수록 상부

로 올라가는 수직 높이가 커짐에 따라 전단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Fig. 8은 돌출부의 경사각을 20°로 고정시키고 수직

응력을 100, 200, 400 kPa로 변화 시켰을 때, 돌출부 

길이에 따른 전단변위-전단응력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돌출부의 경사각이 20°인 시편에서는 돌출부의 

경사각이 10°인 시편과 비교하여, 돌출부 길이가 증가

할수록 전단응력이 증가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사각 10°에서 수직응력이 100 kPa일 때 

(Fig. 7(a))는 미끄러짐 현상 때문에 그래프가 톱니바

퀴 모양이었지만, 경사각 20°에서 수직응력이 100 

kPa일 때(Fig. 8(a))는 돌출부가 미끄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경사각을 가졌기 때문에 미끄러짐 

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경사각 10°에서는 최대

전단강도 이후 전단응력이 대체적으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였지만, 경사각 20°에서 최대전단강도 이후 전

단응력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돌출부의 경사

각이 10°인 경우와 동일하게 돌출부 각도와 길이가 

동일할 경우, 수직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전단강

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는 돌출부의 경사각을 30°로 고정시키고 수직

응력을 100, 200, 400 kPa로 변화 시켰을 때, 돌출부 

길이에 따른 전단변위-전단응력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돌출부의 경사각이 30°인 시편은 경사각이 20°

인 시편과 동일하게 돌출부 길이가 증가할수록 전단

응력이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미끄러

짐 현상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경사각 20°인 

경우와 경사각 30°인 경우를 비교하면, 경사각이 30°

인 시편의 전단변위-전단응력 그래프가 최대전단강도 

이후 전단응력이 더 급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2 전단면 마찰각 특성

돌출부 경사각이 10°, 20°, 30°일 때의 돌출부 길이

에 따른 전단면 마찰각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때 

적용한 수직응력은 100, 200, 400 kPa이다. 전단면 

마찰각의 결과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돌출부 길이가 

4.5 cm이고, 돌출부 경사각이 10°, 20°, 30°인 시편의 

점착력 값으로 돌출부 길이가 5.5 cm, 6.5 cm, 7.5 

cm의 점착력 값을 보정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돌출부 

길이를 가질 때, 돌출부의 경사각이 10°에서 30°로 

증가할수록 전단면 마찰각이 커졌고, 동일한 돌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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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iction angle according to λ

i (°) λ (mm) Friction angle (°)

10

45 28.24

55 33.96

65 37.71

75 40.96

20

45 35.21

55 43.24

65 46.46

75 53.15

30

45 39.99

55 45.23

65 53.81

75 58.30

(a) λ=4.5 cm  (b) λ=5.5 cm

(c) λ=6.5 cm (d) λ=7.5 cm

Fig. 10. Surface asperity shape after test for i=10°

의 경사각을 가진 시편에서는 돌출부 길이가 증가할

수록 전단면 마찰각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점착

력 값을 특정 길이로 보정한 것은 돌출부 길이 변화에 

따른 전단면 마찰각의 변화를 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만약 절리면 전단 거동 등에 적용한다면 이러한 보정

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전단면 마찰각은 보정된 값이므로 이를 직접적으

로 절리면 전단 모델에 적용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단면 마찰각은 돌출부를 완전히 올라타는 

경우와 돌출부가 완전히 전단되는 두 가지 경우의 

중간 영역에서 산정된 결과로서, 따라서 이를 직접적

으로 Patton (1966)의 이중선형모델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결과이다.

4. 3차원 형상측정기를 이용한 파괴
형상 특성

돌출부의 경사각이 10°, 20°, 30°일 때, 수직응력을 

100, 200, 400 kPa로 변화를 주어 돌출부 길이에 따른 

파괴형상을 Fig. 10, Fig. 11, Fig. 12에 각각 나타내었

다. 3차원 형상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파괴형상의 

특징은 Fig. 13에서 보인 바와 같이 돌출부 파괴면의 

수평거리(λf)와 돌출부 파괴면의 수직높이(λh)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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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λ=4.5 cm  (b) λ=5.5 cm

(c) λ=6.5 cm (d) λ=7.5 cm

Fig. 11. Surface asperity shape after test for i=20°

(a) λ=4.5 cm  (b) λ=5.5 cm

(c) λ=6.5 cm (d) λ=7.5 cm

Fig. 12. Surface asperity shape after test for i=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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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efinition of λf and λh

Table 2. λf and λh according to σn for i=10°, 20°, 30°

i=10°

λ (mm)
σn=100 kPa σn=200 kPa σn=400 kPa

λf (mm) λh (mm) λf (mm) λh (mm) λf (mm) λh (mm)

45 36.4 1.01 41.8 0.58 45 0

55 32 2.02 45.5 0.87 55 0

65 33.9 2.89 46.1 1.73 49.8 1.16

75 38.5 3.47 45.5 2.6 55.4 1.73

i=20°

λ (mm)
σn=100 kPa σn=200 kPa σn=400 kPa

λf (mm) λh (mm) λf (mm) λh (mm) λf (mm) λh (mm)

45 40.2 1.16 41.6 0.87 44.4 0.43

55 23.4 6.36 26.9 5.64 31.5 4.91

65 24.5 7.66 29.7 6.65 37.6 5.84

75 25.9 9.31 32.2 8.09 35 7.23

i=30°

λ (mm)
σn=100 kPa σn=200 kPa σn=400 kPa

λf (mm) λh (mm) λf (mm) λh (mm) λf (mm) λh (mm)

45 41.3 1.45 42.5 1.16 45 0

55 25.7 8.38 32.7 6.94 34.1 6.53

65 28.7 10.98 37.1 8.38 39.9 7.8

75 25.2 14.68 41.1 9.83 43.4 9.39

정할 수 있다. 일부 시편은 수평으로 전단되지 않고 

비스듬하게 잘려나갔다. 이런 경우의 파괴된 돌출부

의 수평거리와 수직높이는 파괴면이 평행하게 나타난 

구간과 파괴전 시편의 형상이 만나는 점을 이어 파괴

된 돌출부의 수평거리와 수직높이를 측정하여 결과 

값을 얻었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으로 파괴형상을 

측정하였으나, 돌출부 파괴면의 수평거리와 돌출부 

파괴면의 수직높이를 시료 폭을 따라 평균하여 2차원

적으로 산출하였다. Table 2는 Fig. 10, Fig. 11, Fig. 

12의 결과를 숫자로 도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돌출

부의 경사각이 같고 돌출부 길이가 동일할 때, 수직응

력을 증가시키면 돌출부 파괴면의 수평거리는 점점 

증가하고 돌출부 파괴면의 수직높이는 점점 감소하였

다. 단, 돌출부 길이가 4.5 cm인 시편은 돌출부의 경사

각, 수직응력에 관계없이 거의 모두 파괴되었다.

Fig. 14는 돌출부의 경사각이 10°, 20°, 30°일 때, 

수직응력에 따른 돌출부 파괴면의 수평거리와 돌출부 

파괴면의 수직높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돌출

부의 경사각이 10°이고 σn이 100 kPa일 때, λ에 관계없

이 λ f 는 32∼38.5 mm, σn이 200 kPa일 때, λ f 는 

45.5∼46.1 mm, σn이 400 kPa일 때, λ f 는 49.8∼55.4 

mm이었다. 돌출부의 경사각이 20°이고 σn이 100 kPa

일 때, λ f 는 23.4∼25.9 mm, σn이 200 kPa일 때, 

λ f 는 26.9∼32.2 mm, σn이 400 kPa일 때, λ f 는 31.5

∼37.6 mm이었다. 돌출부의 경사각이 30°이고 σ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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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λf for i=10° (b) λh for i=10°

(c) λf for i=20° (d) λh for i=20°

(e) λf for i=30° (f) λh for i=30°

Fig. 14. λf and λh according to normal stress

100 kPa일 때, λ f 는 25.2∼28.7 mm, σn이 200 kPa일 

때, λ f 는 32.7∼41.1 mm, σn이 400 kPa일 때, λ f

는 34.1∼43.4 mm이었다. 단, λ가 4.5 cm인 시편은 

완전 파괴되었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돌출부의 경사각이 동일하고 수직응력이 같을 때, 

돌출부 길이에 관계없이 돌출부 파괴면의 수평거리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값을 가졌고, 돌출부 파괴면의 수

평거리의 차이는 9 mm 내외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돌출부 길이가 증가할수록 돌출부 파괴면의 수직높이

의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정한 돌출부 

파괴면의 수평거리가 구현될 때까지의 돌출부 파괴면

의 수직높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전단시험을 시행하기 전의 돌출부 시편의 높이

를 h라 하고, 직접전단시험을 시행하고 난 후의 돌출부 

시편의 파괴면 높이를 λh 라 하여, λh / h 값을 Fig. 

15에 나타내었다. λh / h의 값이 1.0에 가까워질수록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고, λh / h의 값이 0.5일 경우에

는 미끄러짐과 완전 전단파괴의 중간단계인 전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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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10°

(b) i=20°

(c) i=30°

Fig. 15. λf / h according to normal stress

구간이고, λh / h의 값이 0.0에 가까울수록 완전 전단파

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수직응력을 아무리 작게 

하여도 완전 미끄러짐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돌출부

의 경사각이 같고, 동일한 수직응력 조건에서 λh / 

h의 값은 돌출부 길이가 증가할수록 그 값이 커졌다. 

또한 돌출부의 경사각이 같고, 동일한 돌출부 길이 

조건에서 λh / h의 값은 수직응력이 증가할수록 그 

값이 작아졌다.

5. 결 론

본 연구는 평면과 평면이 접하는 접촉면에서의 전

단파괴 형상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돌출부 크

기 및 경사각에 따른 전단강도 및 파괴 형상 특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돌출부의 경사각이 동일하고 수직응력의 조건이 

같을 때, 돌출부 길이가 증가할수록 전단응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 돌출부 경사각이 10°

인 경우, 돌출부 길이가 증가할수록 전단응력이 

증가하나, 다른 돌출부 경사각과 비교했을 때, 그 

증가폭이 작았다. 이는 전단과정에서 돌출부의 경

사각이 작아 미끄러짐 현상이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돌출부 경사각이 10°인 경우 전단응력이 최대 전단

응력을 지나간 후 대체적으로 일정한 값으로 수렴

하였다. 그러나 다른 경사각에서는 경사각이 증가

할수록 최대 전단응력 이후 전단응력이 더 급하게 

감소하였다.

3. 돌출부의 경사각이 같고 돌출부 길이가 동일할 

때, 수직응력을 증가시키면 돌출부 파괴면의 수평

거리는 점점 증가하고 돌출부 파괴면의 수직높이

는 점점 감소하였다.

4. 돌출부의 경사각이 동일하고 수직응력이 같을 때, 

돌출부 길이에 관계 없이 일정한 돌출부 파괴면의 

수평거리를 보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돌출부 파괴

면의 수평거리의 차이는 돌출부 길이에 관계없이 

9 mm 내외이다. 단, 돌출부 길이가 4.5 cm인 시편

에서는 수직응력, 돌출부의 경사각에 관계없이 모

두 파괴되었다.

5. 돌출부의 경사각이 동일하고 수직응력이 같을 때, 

돌출부 길이가 증가할수록 돌출부 파괴면의 수직

높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정한 돌출

부 파괴면의 수평거리가 구현될 때까지의 돌출부 

파괴면의 수직높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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