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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simple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breccia and clay content and shear strength in fault cores. The results of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performed for each rock (andesitic rock, granite, and sedimentary rock) and three levels of normal stress (σ
n
=54,

108, 162 kPa), reveal that the shear strength is proportional to breccia content and inversely proportional to clay

content. Furthermore, as normal stress increases, the shear strength is influenced by the change in component

content, correlating more strongly with clay content than with breccia content.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ch considers both breccia and clay content, the shear strength is found to be more sensitive to the change in

breccia content than to that of clay. As a result, the most suitable regression model for each rock is proposed by

comparing the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R²) estimated from the sim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ose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proposed models show high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of R²=0.6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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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안산암질암, 화강암 및 퇴적암에서의 단층핵 시료에 대한 직접전단시험과 입도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각력 및 점토 함량과 전단강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수직응력(σ
n
=54,

108, 162 kPa) 및 암종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단강도는 각력의 함량과 비례 관계를 보이며, 점토의 함

량과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암종에서 전단강도는 각력보다 점토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수직응력이

증가할수록 각력과 점토 함량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력과 점토의 함량을 동시에 고려한 다

중회귀분석에서 전단강도는 점토보다 각력 함량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단순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부터 산정된 회귀모형들의 결정계수(R²)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암종별로 가장 적합한 회귀

모형을 제안하였고, 제안된 모형들은 0.624~0.830의 높은 결정계수를 보인다. 

주요어 :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각력과 점토의 함량, 전단강도, 단층핵

1. 서 론

단층핵(fault core)은 단층 작용 동안에 가장 많은

변위가 집중된 구간으로서 일반적으로 점토(gouge), 파

쇄암(cataclasite) 및 각력(breccia)으로 구성되어 있다

(Gudmundsson et al., 2010). 이 구성물질들은 지각의

마찰로 인해 암석이 파쇄 및 풍화 작용을 심하게 받았

기 때문에 대부분 세립의 연약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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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지구조적 작용 및 풍화 과정에 따라 구성

성분이 변형 및 변질되어 기반암과 다른 특성을 보이

고, 주변 암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를 가진다

(Bieniawski, 1993; Norwegian Rock Mechanics Group,

2000; Riedmüller et al., 2001; Kahraman and Alber,

2006; Stille and Palmström, 2008). 특히, 암석의 파쇄

가 심할수록 구성 비율이 증가하는 단층 점토는 불연

속면 및 암반의 거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Blenkinsop, 1991; An and Sammis,

1994; Woo, 2012). 또한, Henderson et al. (2010)은

노르웨이의 Basal 전단대에서 채취한 단층 각력을 대상

으로 실시한 링 전단시험으로부터 각력이 우세한 단층핵

이 기질이 우세한 단층핵에 비해 잔류 전단강도가 높다

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단층핵 구성물

질의 특성은 단층뿐만 아니라, 단층을 포함하고 있는 암

반의 거동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단층핵의 구성물질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은 마찰

거동에 대한 영향 인자(Morrow et al., 2000; Saffer

and Marone, 2003; Moore and Lockner, 2004;

Tesei et al., 2012)와 전단시험을 이용한 마찰계수 분

석(Ikari et al., 2007; Ikari et al., 2009; Haines,

2013)과 같이 주로 단층점토에 대한 실내시험을 통해

전단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

다. 또한, Heilbronner and Keulen (2006)은 단층핵

입자의 불규칙한 형상이 전단강도를 저하시키는 경향

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Abe and Mair (2009)는 수치

해석을 이용해 단층핵 구성 입자의 크기, 모양 및 배

열 등이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단층

핵 내 입자 형상의 영향(Storti et al., 2003; Kim et

al., 2016)과 수치해석을 이용한 연구(Mair and Abe,

2008; 2011) 등도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Brekke and Howard (1972)는 단층핵 내 구성 물질

이 암반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터널 굴착

시 발생될 수 있는 공학적 문제를 구분하여 설명하였

고, Stille and Palmström (2008)은 단층핵이 불균질

한 물질이고, 지질학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요소들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 성분에 따라 다른 분석 결과

가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

구자들은 지질공학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위해요

소 중 하나인 단층핵 구성물질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

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한편, Moon et al. (2014)과 Yun et al. (2015)은

국내 단층대에서 채취한 단층핵 시료를 대상으로 입도

와 전단강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한 바 있다. Moon

et al. (2014)은 단층핵에 대한 실내시험 결과를 바탕

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력 및 점토의 함량과 수

직응력, 전단강도간의 상관관계식을 산정하였고, Yun

et al. (2015)은 경주, 울산 지역에서 채취한 단층핵

시료를 대상으로 입도에 따른 단층핵의 전단강도 범위

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들은 단층핵의 각력 및 점토의

함량과 수직응력, 전단강도간의 관계식을 제안한 것으

로서 상대적으로 실내시험이 용이한 입도를 이용해 전

단강도를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이 연구들은 분석에 이용된 시료의 수가 제한적이

고, 단층핵의 모암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산암질암, 화강암 및 퇴적암 단층

대에서 채취한 단층핵 시료를 대상으로 각력 및 점토

의 함량과 전단강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각 단층핵에 대한 직접전단시험과 입도시험으

로부터 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전단강도에 미치는 각력 및 점토

의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력 및 점토의 함량

과 전단강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회귀모형을 제안하였다.

2. 단층핵의 시료 채취 및 산출상태

본 연구에 이용된 단층핵 시료는 총 179개(안산암질암

82개, 화강암 49개, 퇴적암 48개)로서 국내에 분포하는

단층대 32개 지점에서 채취하였다. 안산암질암 단층핵 시

료는 경북 경주, 양산 및 포항 등에 위치하는 단층대에

서 채취하였으며, 화강암은 울산과 경북 경주, 충남 논산

등에서 채취하였다. 퇴적암 단층핵 시료는 경북 영덕과

포항, 충북 단양 등에 위치하는 단층대에서 채취한 것으

로서, 대부분 이암과 셰일로 구성된 쇄설성 퇴적암이다.

시료 채취는 전단상자 규격(직경 80 mm, 높이 30 mm)

의 샘플러를 이용하였다(Fig. 1). 이 방법은 현장에서 채

취된 시료를 별도의 작업 없이 바로 직접전단시험에

이용함으로써 직접전단시험을 위한 시료 준비 과정 중

에 발생할 수 있는 시료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단층핵 중 몇몇 시료의 야외 산

출상태를 암종별로 살펴보면, 경북 포항(양산 단층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안산암질 단층핵은 노두 상에 발

달한 폭 약 1 m 내외의 단층대 내에 점토와 파쇄암

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두께 10 cm 내외의 흰색 단층

점토 주변으로 회색의 단층점토 및 파쇄암이 분포하며,

부분적으로 직경 1~2 cm 내외의 각력을 포함하고 있

다(Fig. 2a). 특히, 흰색의 단층점토 우측부에 회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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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점토와의 경계가 뚜렷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단층핵의 경우 신생대

제3기 장기통 범곡리층군에 속하는 곳으로 기반암은

안산암 및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층핵 부분은

Fig. 1. Sample equipments used to minimize disturbance of fault core during specimens preparation for the direct shear test.

Fig. 2. Representative outcrop photographs of the fault cores used in this study. (a) and (b) in andesitic rock are composed of

mixed gouge and cataclasite of various colors, and the fault breccia and damage zone are partially observed. (c) and (d) of

granite in Ulsan Fault are developed with low dip of reddish brown and pinkish gouge with a maximum thickness of 30 cm,

and no cataclasite or breccia is observed. (e) in the Cretaceous sedimentary rock is composed of whitish gouge and greenish

gray cataclasite and (f) located in Danyang is contains dark gray to black gouge due to the influence of coaly shale.



68 윤현석 · 문성우 · 서용석

암회색과 적색의 점토 및 파쇄암이 혼재되어 있고, 단

층핵 아래에 부분적으로 손상대(damage zone)가 관찰

된다(Fig. 2b). 손상대는 단층핵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으로서 단층대의 외곽부에 위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Fig. 2b와 같이 명확한 경계 없이 단층핵과 혼재되어

나타나는 혼합대(mixed zone)로 나타난다(Caine et

al., 1996; Heynekamp et al., 1999; Faulkner et

al., 2003; Shipton et al., 2006). 또한 Fig. 2a와 달

리 암회색과 적색 단층점토 사이의 경계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두 번 이상의 단층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Fig. 2c와 2d는 울산 단층대 내에 위치하는 화강암

단층핵으로서 최대 30 cm 두께의 점토층이 경사 20°

내외의 저각으로 발달하고 있다. 적갈색과 담홍색의 단

층점토가 교호하거나 혼재되어 분포하며, 파쇄암이나

각력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Choi et al. (2015)은 이

단층점토에 대한 방사성 연대측정을 통해 최후기 단층

운동 시기를 3만 3천년전 이후라고 발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붕적층이 퇴적된 이후에도 반복적인

단층 운동을 겪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 화강암 단층핵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500 m 이

격된 곳에는 백악기 퇴적암이 위치하며, 이 퇴적암층

내에 수 cm 두께의 흰색 단층점토와 회녹색의 파쇄암

이 혼재되어 산출된다(Fig. 2e). 충북 단양에 위치하는

단층핵은 기반암인 탄질 셰일의 영향으로 암회색 내지

검은색을 띄고 있으며, 두께 10 cm 내외의 점토를 함

유하고 있다(Fig. 2f). 단층핵 주변으로는 기반암과 손

상대가 혼재되어 분포한다.

3. 실내시험 및 결과

3.1. 직접전단시험 및 전단강도

단층핵의 전단강도를 산정하기 위해 직접전단시험을

실시하였다(ASTM D 3080-11). 전단시험은 직경

80 mm, 높이 30 mm의 전단상자를 이용하였고, 수직응

력(σn) 54, 108, 162 kPa 하에서 실시되었다. 전단속

도는 ASTM에서 제시한 속도 범위인 시료 직경의

0.5~2.0%/min을 준용하여 1 mm/min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동일한 지점에서 채취한 단층핵 시료라도 서론에

서 언급한 것처럼 각력의 모양, 크기, 입도 등에 따라 전

단강도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시험 결과 값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지점에서 다수의 시료를 채취하였

고, 각 수직응력마다 1~3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3은 직접전단시험으로부터 산정된 각 수직응력

에서의 전단강도 범위를 상자그림(box pot)을 이용해

나타낸 것이다. 상자그림은 그룹별로 데이터의 양이 많

Fig. 3. Box plots for shear strength of fault cores in andesitic rock, granite, and sedimentary rock under normal stress (a)

54 kPa, (b) 108 kPa, and (c) 162 kPa. The gray boxes are IQRs (inter-quartile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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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각 그룹의 사분위수 범위(interquartile range,

이하 IQR)와 수염범위(whisker range)를 비교함으로써

데이터의 분포를 쉽게 가시화할 수 있다(Tukey, 1970).

직접전단시험 결과, σn=54 kPa에서 전단강도의

IQR은 안산암질암에서 23.7~45.3 kPa, 화강암에서

22.4~45.7 kPa, 퇴적암에서 23.8~45.4 kPa로 세 암종

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중앙값과 평균값도 서로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3a; Table 1). σn=108 kPa

에서의 IQR은 σn=54 kPa에서와 달리 화강암에서

61.7~70.0 kPa로 가장 좁은 범위를 보이고, 퇴적암에서

46.9~87.7 kPa로 가장 넓은 범위를 보인다(Fig. 3b;

Table 1). 그러나, 중앙값과 평균값은 화강암(각각

63.7 kPa와 68.0 kPa)과 퇴적암(각각 65.0 kPa과 67.1 kPa)

이 서로 유사하고, 안산암질암(각각 49.4 kPa와 52.5 kPa)

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σn=162 kPa에서도

IQR은 σn=108 kPa과 동일하게 화강암이 87.4~

121.1 kPa로 가장 좁은 범위를 보이고, 퇴적암에서

27.1~126.8 kPa로 가장 넓은 범위를 보인다(Fig. 3c;

Table 1). 퇴적암의 전단강도가 넓은 IQR을 보이는 것

은 다양한 퇴적 물질로부터 생성된 지질학적 기원의

특성상 화성 기원의 안산암질암 및 화강암에 비해 상

대적으로 구성 성분이 불균질하고 다양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σn=162 kPa에서의 중앙값과 평균값은

퇴적암에서 78.9 kPa로 안산암질암(각각 103.5 kPa와

103.1 kPa)과 화강암(각각 114.2 kPa와 107.5 kP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암종에서

의 전단강도 산정 결과는 Table 1에 요약하였다.

3.2. 입도분석

입도분석은 직접전단시험이 완료된 각 단층핵 시료

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Fig. 4a). 입도분석 시험은 건

조 시 점토물질이 덩어리로 뭉쳐지는 현상을 최소화하

고, 각 구성물질들을 확실히 분리하기 위해 체분석 방

법(ASTM D422-63)과 흙의 씻기 시험방법(ASTM

D1140-17)을 함께 적용하였다(Fig. 4b). 또한, 각력의 크

기는 지질학 분야에서 연구자마다 직경 0.1~0.5 mm

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고(Spry, 1969; Higgins, 1971;

Laznicka, 1988; Snoke et al., 1998; Clark and

James, 2003; Koša et al., 2003; North American

Geologic-map Data Model Science Language Technical

Team, 2004; Woodcock and Mort, 2008),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토질분야에서 흔히 이용

Table 1. Shear strength values of fault cores in andesitic rock, granite, and sedimentary rock under normal stress (σ
n
) 54 kPa,

108 kPa, and 162 kPa. Abbreviations of rock type are as follows: andesitic rock (AR), granite (GR), and sedimentary rock (SR)

Shear strength

value (kPa)

σn=54 kPa σn=108 kPa σn=162 kPa

AR GR SR AR GR SR AR GR SR

Minimum  8.0 12.7 16.3 17.2 57.3  29.4  47.7  50.7  16.4 

First quartile 23.7 22.4 23.8 40.3 61.7  46.9  62.9  87.4  27.1 

Median 37.9 35.9 33.2 49.4 63.7  65.0 103.5 114.2  78.9 

Third quartile 45.3 45.7 45.4 62.1 70.0  87.7 127.6 121.1 126.8 

Maximum 74.1 78.2 59.7 98.9 95.3 112.7 213.3 154.2 191.1 

Average 36.9 37.9 34.5 52.5 68.0  67.1 103.1 107.5  78.9 

Standard deviation 15.4 18.2 13.5 18.9 10.3  26.2  43.9  28.5  58.1 

Fig. 4. Photographs showing (a) a fault core specimen after the direct shear test and (b) the procedure of sieve test (using

sieve No. 4 and No. 200) and soil wash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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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흙의 통일분류법(ASTM 2487-17)을 바탕으로 구

분되었다. 이 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방법 중

하나로서 토질 및 지질공학 분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ASTM의 기준에 따라

No.4 체와 No.200체를 이용하여 각력(≥4.75 mm), 모

래(4.75~0.075 mm), 점토(≤0.075 mm)로 각각 분류

하였다. 

입도분석 결과, 단층핵 내 각력의 함량은 안선암질

암과 퇴적암에서 각각 최대 39.3 wt.%와 43.9 wt.%

로 산정되었으나, IQR은 각각 2.8~17.2 wt.%, 0.8~

19.9 wt.%로 대부분 20.0 wt.% 이하의 함량을 보인다

(Fig. 5a; Table 2). 화강암은 IQR이 0.0~4.0 wt.%로 세

암종 중 가장 적은 각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값과

평균값(각각 0.5 wt.%와 4.6 wt.%)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점토의 함량에 대한 IQR은 화강암에서

44.2~86.2 wt.%로 가장 넓은 범위를 보이고, 중앙값과

평균값도 화강암에서 각각 59.1 wt.%와 62.8 wt.%로

가장 높게 산정되었다(Fig. 5c; Table 2). 모래의 IQR

은 화강암에서 12.1~48.9 wt.%로 가장 넓은 범위에

분포하나, 중앙값과 평균값은 세 암종이 유사한 값을

보인다(Fig. 5b; Table 2). 점토 함량의 최댓값은 안산

암질암에서 97.6 wt.%, 화강암에서 99.8 wt.%, 퇴적

암에서 99.5 wt.%로 100 wt.%에 근접한 값을 보인다.

각 암종에서의 입도분석 결과는 Table 2에 요약하였다.

Fig. 5. Box plots for particle size of fault cores in andesitic rock, granite, and sedimentary rock. The gray boxes are IQRs

(inter-quartile ranges). 

Table 2. Results of particle size analysis for fault cores in andesitic rock, granite, and sedimentary rock. Abbreviations of

rock type are as follows: andesitic rock (AR), granite (GR), and sedimentary rock (SR)

Results of

particle size

analysis (wt.%)

Breccia

(≥4.75 mm)

Sand

(4.75~0.075 mm)

Clay

(≤0.075 mm)

AR GR SR AR GR SR AR GR SR

Minimum  0.0  0.0  0.0  2.3  0.2  0.5 21.2  9.5 12.4 

First quartile  2.8  0.0  0.8 27.7 12.1 25.1 38.2 44.2 34.7 

Median  8.8  0.5 10.1 38.3 39.2 36.8 53.2 59.1 47.9 

Third quartile 17.2  4.0 19.9 45.0 48.9 46.3 62.3 86.2 69.5 

Maximum 39.3 31.4 43.9 65.4 73.7 62.9 97.6 99.8 99.5 

Average 10.8  4.6 12.7 36.7 32.6 33.1 52.4 62.8 54.2 

Standard deviation  9.7  8.5 13.2 13.0 22.2 18.7 17.6 27.1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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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귀분석

단층핵 내 각력 및 점토의 함량과 전단강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직접전단시험과 입도분석 결

과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각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상관성을 규명할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이다. 본 절에서는 각력 및 점

토의 함량과 전단강도 사이의 상관성을 다각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

다. 회귀분석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Origin과 통

계 소프트웨어인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이용하였다.

4.1. 단순회귀분석

Figs. 6~8은 각 수직응력(σn=54, 108, 162 kPa)에

서의 암종별 각력의 함량과 전단강도, 점토의 함량과

Fig. 6. Results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shear strength and content of breccia and clay in (a) andesitic rock,

(b) granite, and (c) sedimentary rock under normal stress 54 kPa. The dotted lines are the UCI (upper confidence interval)

and LCI (lower confidence interval) for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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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강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단순회귀

분석 결과와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squared),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을 함

께 도시하였다. 결정계수는 회귀식의 적합도를 나타내

는 방법으로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이 전체

변동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즉,

결정계수가 클수록 회귀모형에서의 각 독립변수(각력

및 점토함량)가 결정계수(전단강도)를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신뢰 구간은 실내시험으로부터 획득한 전

단강도 값과 회귀식으로부터 추정된 전단강도 값의 표

준편차를 이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회귀모형을 만족

하는 데이터를 확률(95%)로 계산하여 상한(UCI, upper

confidence interval)과 하한(LCI, lower confidence

interval)을 설정한 것이다.

분석 결과, 모든 수직응력에서 단층핵의 전단강도는

각력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점토의 함량이 증

Fig. 7. Results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shear strength and content of breccia and clay in (a) andesitic rock,

(b) granite, and (c) sedimentary rock under normal stress 108 kPa. The dotted lines are the UCI (upper confidence interval)

and LCI (lower confidence interval) for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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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Figs. 6~8). 결정계수

는 σn=108 kPa일 때의 화강암 점토와 σn=162 kPa

일 때의 화강암 각력에서 각각 0.549, 0.552로 산정되

어 다른 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이

지만(Figs. 7b and 8b), 그 외에는 0.610~0.830으로

산정되어 단층핵의 불균질성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높

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수직응력에

서 암종별 결정계수를 비교하면, σn=54 kPa과

σn=108 kPa일 때, 각력의 경우 퇴적암이 각각 0.704,

0.659로 세 암종 중 가장 높은 결정계수를 보이며, 점토

에서도 퇴적암이 가장 높은 결정계수를 보인다(Fig. 9).

σn=162 kPa에서는 각력의 경우 안산암질암에서

0.637, 점토는 퇴적암에서 0.830으로 가장 높은 결정계

수를 보인다. 반면, 화강암은 각 수직응력에서 각력과

Fig. 8. Results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shear strength and content of breccia and clay in (a) andesitic rock,

(b) granite, and (c) sedimentary rock under normal stress 162 kPa. The dotted lines are the UCI (upper confidence interval)

and LCI (lower confidence interval) for 95% confidenc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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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 모두 가장 낮은 결정계수를 보여 다른 암종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을 보인다. 또한, 수직응력

이 54, 108, 162 kPa로 증가할수록 각력의 함량과 전

단강도 사이의 결정계수는 감소하지만, 점토의 함량과

전단강도 사이의 결정계수는 화강암의 σn=108 kPa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9). 

한편, 단순회귀분석에서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

여주는 각력과 점토의 회귀계수(Figs. 6~8의 slope)를 비

교하면, 화강암 각력의 회귀계수가 수직응력 108 kPa

에서 약 0.81로 다른 수직응력에서의 회귀계수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일 뿐(Fig. 7b; Fig. 10a), 안산암질암과

퇴적암에서 각력의 회귀계수는 수직응력이 증가할수록

큰 값을 가진다(Fig. 10a). 또한, 점토의 회귀계수는 세

암석 모두에서 수직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Fig. 10b). 이는 각력과 점토 함량의 작

은 변화에도 전단강도 값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으로서,

수직응력이 클수록 각력과 점토 함량의 변화가 전단강

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안산암질암, 화강암 및 퇴적암에서 단층

핵의 전단강도는 각력의 함량과 비례적인 관계이고, 점

토의 함량과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또한, 전단강도

는 수직응력이 증가할수록 각력보다 점토에서 높은 상

관성을 보이고, 회귀계수의 변화를 볼 때, 수직응력이

증가할수록 각력과 점토의 함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다중회귀분석

상기의 단순회귀분석에서 각력과 점토는 모두 전단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2개의 변수가 전단강도에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분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단강도에

대한 각력과 점토 함량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일반적

인 단순회귀모형과 비슷하나 독립변수가 다수일 때,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게 동시에 미치는 영향을 모

델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각력의 함

량( )과 점토의 함량( )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단강

도를 종속변수( )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각 독립변수(각력과 점토의 함량)가

변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종속변수(전단강도)가 갖

는 값(절편), 과 는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다. 

x1 x2

ŷ

ŷ b0 b1x1 b2x2+ +=

b0

b1 b2

Fig. 9. Comparative analysis of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R²) estimated from simple regression analysis. 

Fig. 10.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n content of (a) breccia and (b) clay in each normal stress

(σ
n
=54, 108, and 162 kPa) estimated from simple regression analysis. Abbreviations of rock type are as follows: andesitic

rock (AR), granite (GR), and sedimentary rock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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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s 3~5는 각 수직응력에서 암종별로 산정된 다

중회귀분석 결과로서, 단층핵의 전단강도에 미치는 각

력과 점토의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estimate)와 회귀식

의 결정계수(R-squared), 그리고 산정된 각 회귀계수

및 회귀식들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유의확률(Pr과 P-

value)을 요약한 것이다. 유의확률은 가설 검정에 대한

Table 3.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ing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breccia

and clay) for each rock type under normal stress 54 kPa

Rock type
Regression 

coefficients
Estimate Pr(>|t|)

Adjusted

R-squared
P-value

Andesitic rock

Intercept 44.416 2.091E-04 ***

0.725 1.003E-08Breccia  0.894 0.003 **

Clay -0.361 0.023 *

Granite

Intercept 52.283 2.517E-06 ***

0.719 6.288E-07Breccia  1.112 0.004 **

Clay -0.305 0.010 *

Sedimentary rock

Intercept 40.024 3.153E-04 ***

0.751 1.434E-06Breccia  0.605 0.030 *

Clay -0.276 0.028 *

Pr(>|t|) : 0 < *** < 0.001 < ** < 0.01 < * < 0.05 < . < 0.1 < < 1 (signif. : < 0.05.)

※signif. : p-value < 0.05 

Table 4.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ing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breccia

and clay) for each rock type under normal stress 108 kPa

Rock type
Regression 

coefficients
Estimate Pr(>|t|)

Adjusted

R-squared
P-value

Andesitic rock

Intercept 70.304 3.462E-09 ***

0.762 3.376E-10Breccia  0.979 0.001 **

Clay -0.504 2.121E-04 ***

Granite

Intercept 73.288 2.976E-07 ***

0.630 2.000E-03Breccia  0.544 0.050 •

Clay -0.125 0.163 

Sedimentary rock

Intercept 87.883 2.661E-04 ***

0.753 1.815E-04Breccia  0.620 0.131 

Clay -0.578 0.023 *

Pr(>|t|) : 0 < *** < 0.001 < ** < 0.01 < * < 0.05 < . < 0.1 < < 1 (signif. : < 0.05.)

※signif. : p-value < 0.05 

Table 5.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ing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breccia

and clay) for each rock type under normal stress 162 kPa

Rock type
Regression 

coefficients
Estimate Pr(>|t|)

Adjusted

R-squared
P-value

Andesitic rock

Intercept 158.853 2.432E-06 ***

0.797 5.084E-07Breccia   1.812 0.002 **

Clay  -1.426 0.001 **

Granite

Intercept 137.995 5.511E-05 ***

0.687 4.000E-03Breccia   1.707 0.094 •

Clay  -0.639 0.036 *

Sedimentary rock

Intercept 165.198 3.276E-04 ***

0.811 9.702E-05Breccia   0.711 0.397 

Clay  -1.431 0.003 **

Pr(>|t|) : 0 < *** < 0.001 < ** < 0.01 < * < 0.05 < . < 0.1 < < 1 (signif. : < 0.05.)

※signif. : p-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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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산정된 회귀식 및

회귀계수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 즉, 회귀모

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유의확률은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 0.05 이하일

때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이는 오류를 최대 5%까지 허

용하겠다는 의미로 매우 보수적인 범위에 속한다.

각 수직응력에서의 결정계수는 σn=54 kPa일 때,

0.719~0.751, σn=108 kPa일 때, 0.630~0.762, σn=

162 kPa일 때, 0.687~0.811로 산정되어 다중회귀분석

에서도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Tables 3~5). 각력과 점

토에 대한 회귀계수를 비교하면, σn=54 kPa일 때 안

산암질암에서 각각 0.894와 –0.361, 화강암에서 각각

1.112와 –0.305, 퇴적암에서 각각 0.605와 –0.276으로

각력의 회귀계수가 점토보다 큰 값을 가진다(Table 3).

따라서 각력과 점토의 함량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전

단강도는 점토보다 각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σn=108 kPa에서의 회귀계수도 모든 암

종에서 각력이 점토보다 큰 값을 가지나, 화강암의 경

우 각력과 점토에 대한 회귀계수의 유의확률(Pr)이 각

각 0.050, 0.163으로 유의순준 0.05 이상이기 때문에

회귀식에 대한 적합성이 떨어진다(Table 4). 화강암 회

귀식의 유의확률(p-value)은 2.0×10-3으로 유의수준을

만족하지만, 각 회귀계수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을 만

족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σn=108 kPa에서의 화강암 다중회귀모형은 적용할 수

없다. σn=108 kPa에서의 퇴적암과 σn=162 kPa의

화강암, 퇴적암에서도 회귀식은 유의수준을 만족하지만,

각력 함량에 대한 회귀계수의 유의확률이 모두 0.05

이상이기 때문에 다중회귀모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Tables 4 and 5). 이러한 원인은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에 이용한 데이터의 편차가 크거나, 데이터의 수가 너

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σn=108 kPa과 σn=162 kPa에서 화강암 및 퇴적암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단

층핵 시료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5. 회귀모형의 제안

Fig. 11은 각 수직응력에서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산정된 각 회귀모형들의 암종별 결정계

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단순회귀모형들만 살펴보면,

σn=54 kPa일 때 안산암에서의 각력과 점토의 결정계

수는 각각 0.690과 0.644, 화강암에서 각각 0.644와

0.616으로 산정되어 각력이 점토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

이지만, 퇴적암에서는 점토(R²=0.706)가 각력(R²=0.704)

보다 약간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또한, σn=108,

162 kPa에서 결정계수는 σn=108 kPa의 화강암에서만

각력(R²=0.624)이 점토(R²=0.549)보다 높고, 그 외에

는 모두 점토의 결정계수가 각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σn=54 kPa일 때의 안산암질암과

화강암, σn=108 kPa일 때의 화강암을 제외하면, 단순

회귀모형을 이용한 전단강도의 산정은 점토의 함량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중회귀모형에서는 화강암의 결정계수가 각 수직응

력에서 0.719, 0.630, 0.687로 산정되어 단순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세 암종 중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인

다(Fig. 11). 또한, σn=162 kPa의 퇴적암을 제외한

모든 다중회귀모형에서 단순회귀모형보다 높은 결정계

수를 보여 각력과 점토의 함량을 동시에 고려할 때 전

단강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4.2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중회귀모형 중

σn=108, 162 kPa에서의 화강암과 퇴적암은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단강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

Fig. 11. Comparative analysis of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R²) estimated from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bbreviations of rock type are as follows: andesitic rock (AR), granite (GR), and sedimentary rock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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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지 않은 모형들이다. 따라서 이 4개 모델들의 전

단강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σn=108 kPa의 화강암은 단순회귀모형

중 각력이 점토보다 높은 결정계수를 보이기 때문에 각

력을 이용하여 전단강도를 산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이외의 모델들은 각력보다 점토를 이용한 단순회귀모형

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각 수직응력과 암종에서 단층핵의 전단강도를

산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회귀모형을 Table 6에 요약

하였다. 제안된 모형들은 결정계수 0.624~0.830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6. 결 론

국내에 분포하는 안산암질암, 화강암 및 퇴적암 단

층대에서 채취한 단층핵을 대상으로 각력 및 점토의

함량과 전단강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접전단시험으로부터 산정된 전단강도를 분석한 결

과, σn=54 kPa 하에서는 세 암종에서 모두 유사하며,

σn=108 kPa인 경우 안산암질암에서 가장 낮은 중앙값

과 평균값을 보인다. 반면, σn=162 kPa에서의 중앙값

과 평균값은 안산암질암과 화강암이 유사하고 퇴적암

에서 가장 낮게 산정되었다. 각력 함량은 안산암질암

과 퇴적암에서 대부분 20 wt.% 이하이고, 화강암은

대부분 4.0 wt.% 이하로 분석되었다. 반면, 점토 함량

은 화강암이 다른 암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력 및 점토 함량과 전단

강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단강도는 각력

의 함량과 비례 관계를 보이며, 점토의 함량과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각 암종별 전단강도는 σn=54 kPa일 때

안산암질암과 화강암, σn=108 kPa일 때 화강암을 제외

하면, 대부분 각력보다 점토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또한, 수직응력이 증가할수록 결정계수는 각력의 경우

낮아지고, 점토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각력과

점토 함량의 변화가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수직응

력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력과 점토가 동시에 전단강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각력에 대한 회귀계

수가 점토보다 높은 값을 보여 각력 함량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통계적으

로 적합하지 않은 몇몇 모형을 제외하면, 다중회귀모

형들의 결정계수는 단순회귀모형보다 높은 값을 보인

다. 따라서 단층핵의 전단강도는 각력과 점토의 함량

을 동시에 고려할 때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부터 산정된 회귀

모형들의 결정계수를 암종별로 비교·분석하여 단층핵의

전단강도를 산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회귀모형을 제안

하였고, 제안된 모형들은 0.624~0.830으로 높은 결정

계수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단층핵의 전단강도는 각력 및 점토의

함량뿐만 아니라, 수직응력, 암종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이, 단층핵의 전단강도는 각력 및 점토함량 외에도 다

른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영향 인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낮은 강도로 인해 실험적인 분석에 많은 제약이 있는

단층핵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상대적으로 시료 채취 및 시험이 간편한 입도분석을

이용함으로써 전단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able 6. Regression equations for the shear strength of fault core estimated by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ormal stress Rock type Regression equation R-squared

σn=54 kPa

Andesitic rock τ=0.894x1−0.361x2+44.416 0.725

Granite τ=1.112x1−0.305x2+52.283 0.719

Sedimentary rock τ=0.605x1−0.276x2+40.024 0.751

σn=108 kPa

Andesitic rock τ=0.979x1−0.504x2+70.304 0.762

Granite τ=0.809x1+63.720 0.624

Sedimentary rock τ=−0.856x2+111.758 0.741

σn=162 kPa

Andesitic rock τ=1.812x1−1.426x2+158.853 0.797

Granite τ=−0.925x2+161.250 0.637

Sedimentary rock τ=−1.689x2+188.244 0.830

※Note: τ=shear strength of fault core, x1=content of breccia, and x2=content of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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