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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강암 석산에서 1번 면, 2번 면 및 3번 면으로 알려진 세 직교하는 분할면의 강도 특성을 검토하

였다. R, G 및 H 공시체는 거창 및 합천 지역에서 분포하는 쥬라기 화강암류의 블럭 샘플로부터 획득하였

다. 이들 세 공시체의 장축의 방향은 세 면 각각에 수직이다. 세 면에 대한 판별에 유용한 주요 사항은 다음

과 같다. 첫째, R, G 및 H 공시체의 일축압축강도와 관련된 세 그래프의 스케일링 특성을 보여 주는 도면을

작성하였다. 강도의 증가에 따라 세 공시체의 그래프는 H < G < R의 순으로 배열한다. 공시체 내부의 조직

균일도를 지시하는 세 공시체에 대한 그래프의 경사각을 비교하였다. H 공시체(θH, 24.0°~37.3°)에 대한 상기

한 각이 세 공시체 중에서 가장 낮다. 둘째, 두 공시체의 평균압축강도의 조합을 나타내는 RG, GH 및 RH

공시체의 세 그래프와 관련된 스케일링 특성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이들 세 그래프는 GH <

RH < RG의 순으로 배열한다. 섯째, 강도차(Δσt)와 경사각(θ) 사이의 상관도를 작성하였다. 위의 두 파라미터

는 -0.003의 지수(λ)를 갖는 지수함수의 상관성을 보여 준다. 두 화강암에서, RH-그래프의 경사각(θRH)이 가

장 낮다. 넷째, 세 공시체에 대한 세 종류의 압축강도 그리고 각 공시체에 가해진 압축하중에 평행 배열하는

두 조의 미세균열에 대한 다섯 파라미터 사이의 상관 관계를 보여 주는 여섯 유형의 도면을 작성하였다. 거

창 및 합천화강암에 대한 이들 도면으로부터, 빈도수(N, 0.872) 및 밀도(ρ, 0.874)와 함께 총 길이(Lt)에 대한

상관계수(R2)의 평균값(0.877)이 가장 높다. 또한, 세 공시체의 최소(0.768) 및 최대(0.804)의 압축강도에 비하

여 평균압축강도와 관련된 상관계수의 값(0.829)이 보다 높다. 다섯째, 거창화강암의 세 공시체에서 발달된 상

기의 두 조의 미세균열과 평행한 방향으로 측정한 압열인장강도의 분포 특성을 도출하였다. 관련 도면으로부

터, R, G 및 H 공시체에 해당하는 이들 인장강도에 대한 세 그래프는 H(R1+G1) < G(R2+H1) < R(R1+G1)

의 순을 보여 준다. 인장강도에 대한 세 그래프의 배열순과 압축강도에 대한 세 그래프의 배열순과 상호 부

합한다. 따라서, 세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상기한 세 유형의 인장강도와 상호 비례한다. 여섯째, 상기한 세 그

래프에서 도출한 각 누적수(N=1~10)에 해당하는 세 인장강도 그리고 각 그래프에 해당하는 다섯 파라미터의

값 사이의 상관 계수를 도출하였다. 10개의 상관도에서 도출한 각 파라미터에 대한 상관 계수의 평균값은 밀

도(0.763) < 총 길이(0.817) < 빈도수(0.839) < 평균 길이(Lm, 0.901)  중앙 길이(Lmed, 0.903)의 순으로

증가한다. 일곱째, 세 공시체에 대한 일축압축강도 그리고 압열인장강도 사이의 상관도를 작성하였다. 상기한

상관도는 세 종류의 압축강도 그리고 다섯 그룹(A~E)의 인장강도를 근거로 아홉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관련

도면으로부터, 최소압축강도를 제외한 평균 및 최대압축강도와 함께 인장강도가 증가할수록, 상관계수의 값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핵심어: 1번 면, 2번 면 및 3번 면, 일축압축강도, 스케일링 특성, 압열인장강도, 배열순

Abstract: The strength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orthogonal splitting planes, known as rift, grain and

hardway planes in granite quarries, were examined. R, G and H specimens were obtained from th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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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of Jurassic granites in Geochang and Hapcheon areas. The directions of the long axes of these

three specimens are perpendicular to each of the three planes. First, The chart, showing the scaling

characteristics of three graphs related to the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s of R, G and H specimens, were

made. The graphs for the three specimens, along with the increase of strength, are arranged in the order

of H < G < R. The angles of inclination of the graphs for the three specimens, suggesting the degree of

uniformity of the texture within the specimen, were compared. The above angles for H specimens(θH,

24.0°~37.3°) are the lowest among the three specimens. Second, the scaling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three graphs of RG, GH and RH specimens, representing a combination of the mean compressive strengths

of the two specimens, were derived. These three graphs, taking the various N-shaped forms, are arranged

in the order of GH < RH < RG. Third, the correlation chart between the strength difference(Δσt) and the

angle of inclination(θ) was made. The above two parameters show the correlation of the exponential

function with an exponent(λ) of -0.003. In both granites, the angle of inclination(θRH) of the RH-graph is

the lowest. Fourth, the six types of charts, showing the correlations among the three kinds of compressive

strengths for the three specimens and the five parameters for the two sets of microcracks aligned parallel

to the compressive load applied to each specimen, were made. From these charts for Geochang and

Hapcheon granites, the mean value(0.877)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s(R2) for total density(Lt), along

with the frequency(N, 0.872) and density(ρ, 0.874), is the highest. In addition, the mean values(0.829)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ssociated with the mean compressive strengths are more higher than the

minimum(0.768) and maximum(0.804) compression strengths of three specimens. Fifth,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Brazilian tensile strengths measured in directions parallel to the above two sets of

microcracks in the three specimens from Geochang granite were derived. From the related chart, the three

graphs for these tensile strengths corresponding to the R, G and H specimens show an order of H(R1+G1)

< G(R2+H1) < R(R1+G1). The order of arrangement of the three graphs for the tensile strengths and that

for the compressive strengths are mutually consistent. Therefore, the compressive strengths of the three

specimens are proportional to the three types of tensile strengths. Sixth, the value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three tensile strengths corresponding to each cumulative number(N=1~10) from the

above three graphs and the five parameters corresponding to each graph, were derived. The mean value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each parameter from the 10 correlation charts increase in the order of

density(0.763) < total length(0.817) < frequency(0.839) < mean length(Lm, 0.901)  median length(Lmed,

0.903). Seventh, the correlation charts among the compressive strengths and tensile strengths for the three

specimens were made. The above correlation charts were divided into nine types based on the three kinds

of compressive strengths and the five groups(A~E) of tensile strengths. From the related charts, as the

tensile strength increases with the mean and maximum compressive strengths excluding the minimum

compressive strength, the value of correlation coefficient increases rapidly.

Keywords: Rift, grain and hardway plane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s, Scaling characteristics,

Brazilian tensile strengths, Order of arrangement

서 론
 

화강암류 석산에서는 암체 내부에 잠재하는 분리가

용이한 면을 이용하여 정방형의 암괴를 채석한다. 이

러한 고유의 방향성은 소위 “결”(rock cleavage)이라

고 지칭된다. 화강암체의 상대적인 할석의 용이도는

일반적으로 3번 결(hardway) < 2번 결(grain) < 1번

결(rift)의 순으로 되며, 세 종류의 채석면은 일반적으

로 상호 수직관계를 형성한다. 영어권의 석산에서는

이들 결에 대한 면 구조의 용어로 리프트 면(rift

plane) ·그레인 면(grain plane) ·하드웨이 면(hardway

plane)으로 호칭한다(Park, 2007). 이 연구의 본문에서

는 상기한 결과 관련된 기존 용어의 기재 상, 리프

트 ·리프트 면은 1번 결 · 1번 면, 그레인 ·그레인 면

은 2번 결 · 2번 면 그리고 하드웨이 ·하드웨이 면은

3번 결 · 3번 면의 의미로 각각 기술하였다(Park,

2015a, 2015b, 2016a, 2016b, 2016c).

이러한 세 채석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 사례(Peng

and Johnson, 1972; Kudo et al., 1987; Chen et

al., 1997; Jang and Oh, 2001; Oda et al., 2002;

Lee et al., 2001; Seo and Park, 2003; Fujii et

al., 2005; Lin and Takahachi, 2008; Dai and Xia,



쥬라기 화강암류에서 발달된 1번 면, 2번 면 및 3번 면의 역학적 특성 275

Vol. 33, No. 3, 2020

2010; Kim, 2015; Venkateswaran et al, 2015;

Zhuang et al., 2016; Kim et al., 2020; Zhuang

et al., 2020)에서는 일축압축강도 ·압열인장강도와 관

련된 다양한 역학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거창 ·합천화강암의 ① R · G · H-공시체에 대한

일축압축강도(X축)-공시체의 누적수 그래프(Y축) 그

리고 ② 두 공시체의 평균압축강도를 조합한 RG ·

GH · RH-공시체에 대한 평균압축강도-공시체의 누적

수 그래프를 통하여 일축압축강도(σc)에 대한 다양한

스케일링 특성(scaling characteristics)을 도출하였다.

둘째, 거창 ·합천화강암의 여섯 공시체에 대한 최소

(최저) ·평균 ·최대압축강도 그리고 공시체에 가해진

압축하중(공시체의 장축)과 평행 배열하는 두 조의 미

세균열에 대한 빈도수(N), 총 길이(Lt), 평균 길이

(Lm), 중앙 길이(Lmed) 및 밀도(ρ) 사이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섯째, 거창화강암에 대한 ① R · G · H-

공시체의 일축압축강도에 대한 세 그래프 사이의 배

열순 그리고 ② 세 공시체의 압축하중과 평행 배열하

는 두 조의 미세균열과 평행한 압열인장강도(R1+

G1 · R2+H1 · R1+G1)에 대한 세 그래프 사이의 배열

순을 상호 대비하였다. 넷째, 상기한 압열인장강도에

대한 세 그래프에서 도시한 각 누적수(N=1~10)에 해

당하는 세 압열인장강도 그리고 각 그래프에 해당하

는 상기한 두 조의 미세균열에 대한 파라미터의 값

사이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다섯째, ① 세 공시체의

최소 ·평균 ·최대일축압축강도 그리고 ② 압축하중과

평행 배열하는 두 조의 미세균열과 각각 평행한 압열

인장강도를 대상으로 한 다섯 그룹(A~E)별 최소 ·평

균 ·최대 강도 사이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미세균열 ·일축압축강도/압열인장강도 그리고 일축

압축강도 ·압열인장강도 사이의 상관성 분석을 통하

여 양자 사이의 신뢰도의 제고와 함께 여섯 결 및

세 채석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기할 수 있다. 연구대상 암석은 외견상 색상과 조직

이 균일한 거창(Park, 2015a, 2015b, 2016a, 2016b,

2016c) ·합천(Park et al., 2001; Park, 2011) 지역의

쥬라기 화강암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료 및 분석방법

암석시료의 실내 처리

화강암 석산에서 채석한 화강암 블록으로부터 암석

시료 채취과정, 실내 일축압축강도시험을 위한 NX

코어의 공시체 및 압열인장시험을 위한 원반형 시험

편 그리고 박편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Park,

2015b). ① 석산에서 1번 면 · 2번 면 · 3번 면에 평행

하게 채석된 약 1.2 m 크기의 정방형의 암석 블록에

서 약 35 cm 크기의 암석블록을 채취하였다(암석블록

의 채취단계). ② 샘플링된 암석블록에 대하여 대형

암석절단 톱을 이용하여 상기한 세 채석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암석의 표면을 절단하여 평평하게 하였다

(암석블록 표면 절단 단계). ③ 세 채석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표면을 절단한 상기 암석블록을 다수의 정

방형 암석시료로 분할하였다(암석블록 분할 단계). ④

이와 같이 분할된 암석시료에서 1번 면(R-공시체), 2

번 면(G-공시체), 3번 면(H-공시체)과 직교하는 방향

으로 NX 규격의 코어 공시체(직경 5.4 cm)를 제작하

였다. 이들 공시체의 상하부의 단면에서는 분포 특성

이 상이한 여섯 방향의 미세균열(결)을 내포한다(공시

체 제작 단계). ⑤ 이들 세 방향의 코어 공시체에서

10개의 원반형 시험편을 각각 제작하였다. 시험편의

규격은 직경이 5.4 cm, 두께는 직경의 0.5배이다. 모

두 30개의 시험편(test specimen)을 제작, 간접적인

압열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원반형 시험편 제작 단

계). ⑥ 암석시료에서 1번 면 · 2번 면 · 3번 면에 각

각 평행하게 박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박편의 크기

는 2 cm×3 cm이며, 박편의 두께는 면구조 측정의 용

이성을 위하여 일반 박편의 3~4배(약 0.1 mm)로 제

작하였다(박편 제작 단계) (Fig. 1).

미세균열의 분석방법

세 방향의 채석면과 평행하게 제작된 박편의 확대

사진(×6.7)을 통하여 상호 직교하는 두 조의 미세균

열(결)을 각각 측정할 수 있다. 석영내 미세균열 및

유체포유물, 장석내 미세균열 및 벽개면, 흑운모의 벽

개면 그리고 입자경계 미세균열 등의 다양한 요소가

검토되었다. 그러나 석영 및 장석 입자 내부의 미세

균열을 제외한 다른 요소는 결의 방향성과 상관성이

결여되었으며, 본문에서는 미세결구(microfabric), 특

히 미세균열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박편의 확대사진

을 통하여 석영 및 장석 입자의 내부에서 분포하는

미세균열의 길이(L) 및 빈도수(N)를 측정하였다(Fig.

1a).

①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각각 다섯 개의 측선을

설정한 후, 이들 측선과 교차(조사선법)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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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선과 ±7.5° 이내의 방향각()을 갖는 길이 1 mm

이상의 미세균열을 측정하였다(Fig. 1b). ② 측선으로

포획된 단위면적(3.2 cm2)의 내부에서 여섯 결의 방향

과 평행 배열하는 미세균열(1 mm 이하 및 이상)을

모두 대상(전체법)으로 하였다(Fig. 1c). 즉 조사선법

과 차별화하여 전체법에 의한 미세균열의 파라메타를

획득하였다. 거창화강암의 박편의 확대사진(Fig. 1a)

그리고 조사선법(Fig. 1b) 및 전체법(Fig. 1c)에 의하

여 도출한 미세균열의 스케치 결과를 Fig. 1의 (b),

(c)에 도시하였다.

Fig. 1. Sketch of microcracks parallel to the six directions of rock cleavage on rift plane (1), grain plane (2) and

hardway plane (3). (a) Photomicrograph of thin section of the Geochang granite cut parallel to three planes.

Black, mottled, and white areas represent quartz, feldspar and biotite, respectively. (b) and (c) Map of micro-

cracks from (a). (c) The preferred orientation of microcracks in the quartz and feldspar parallel to the six

directions of rock cleavages. (d) Specimen preparation for strength test(Par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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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모식도

세 방향의 채석면과 평행하게 제작된 박편 상에서

상호 직교하는 두 조의 미세균열을 각각 측정하였다.

채석면과 미세균열과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결의 모식

도(Fig. 1d)에서 1번 면에 평행하는 박편에서는 그레

인 1(grain 1, G1)과 하드웨이 2(hardway 2, H2), 2

번 면에 평행하는 박편에서는 리프트 1(rift 1, R1)과

하드웨이 1(hardway 1, H1) 그리고 3번 면에 평행

하는 박편에서는 그레인 2(grain 2, G2)와 리프트

2(rift 2, R2)의 미세균열을 각각 측정할 수가 있다

(Park et al., 2001, 2004; Park, 2007, 2011, 2015a,

2015b, 2016a, 2016b, 2016c).

① 결의 모식도에서 제시한 여섯 방향과 평행 배열

하는 미세균열을 분리하여 스케치한 결과, ② 표면을

절단한 정방형 암석블록에서 세 면과 직교하는 방향

으로 제작한 공시체를 이용하여 원반형 시험편을 제

작하는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면 Fig. 1d와 같다.

여섯 방향의 미세균열에 대한 
파라미터의 값

① 거창화강암에 대한 전체법(Park, 2015b) 그리고

② 합천화강암에 대한 기존의 조사선법(Park et al.,

2001; Park, 2011)의 자료를 활용한 전체법을 통하여

도출한 여섯 방향별 미세균열의 빈도수, 총 길이, 평

균 길이, 중앙 길이 및 밀도를 종합하면 Table 1과

같다. 각 방향에 대한 밀도는 개개 미세균열의 밀도

를 모두 합산한 결과이다. 

 

압축하중과 평행 배열하는 두 조의 미세균열에 대한 

파라미터의 값

거창 ·합천화강암의 R · G · H-공시체의 수직단면은

(2번 면 · 3번 면), (1번 면 · 3번 면), (1번 면 · 2번

면)을 각각 내포한다. 이들 공시체에 대한 일축압축강

도시험 시, 하중과 평행하게 배열하는 두 조의 미세

균열에 대한 빈도수, 총 길이 및 밀도의 합, 평균 길

이 및 중앙 길이 그리고 세 공시체 사이의 비는

Table 2와 같다. 

R(G2 · H2) · G(R2 · H1) · H(R1 · G1)-공시체에서

는 수직의 두 방향의 결을 형성하는 미세균열이 내

재한다. 여기서 R1 · R2는 1번 결의 미세균열(rift

microcrack), G1 · G2는 2번 결의 미세균열(grain

microcrack), H1 · H2는 3번 결의 미세균열(hardway

microcrack)을 각각 의미한다. 여섯 방향에 대한 명칭

은 결의 모식도(Fig. 1d)를 기준으로 하였다. 상기한

다섯 파라미터의 값은 H < G < R-공시체의 순으로

감소한다(Table 2).

Table 1. Summary of microcrack length statistics for six directions of rock cleavages

Specimen
Rock 

cleavage
N

Total length

(mm)

Mean length

(mm)

Median length

(mm)

Density 

(ρ)

H

Rift 1
72(a) 158.56 2.20 2.14 0.364

(57)(b) (108.21) (1.89) (1.68) (0.207)

Grain 1
32 63.87 1.99 1.84 0.113

(55) (105.19) (1.91) (1.63) (0.220)

G

Rift 2
72 145.37 2.01 1.87 0.287

(49) (88.19) (1.80) (1.55) (0.172)

Hardway 1
25 43.08 1.72 1.63 0.064

(20) (33.21) (1.66) (1.34) (0.069)

R

Grain 2
41 62.75 1.53 1.52 0.094

(27) (28.30) (1.04) (1.20) (0.029)

Hardway 2
37 51.05 1.47 1.36 0.063

(22) (38.85) (1.76) (1.74) (0.058)

Total
279 524.68 1.88 1.68 0.985

(230) (401.95) (1.74) (1.50) (0.755)

(a): Geochang granite, (b): Hapcheon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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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축압축강도와 압열인장강도의 측정

세 방향의 일축압축강도(거창 · 합천화강암) 

결의 모식도에서 제시한 상호 직교하는 세 방향의

결의 면과 수직의 방향으로 하중을 가하여 일축압축

강도(σc)를 측정하였다. 강도시험을 위한 NX 코어(직

경 5.4 cm ×길이 10.8 cm)는 상기한 1번 면 · 2번

면 · 3번 면에 각각 수직되게 제작하였으며, R · G · H-

공시체로 각각 명명하였다. 여기서 R은 1번 면, G는

2번 면 그리고 H는 3번 면에 수직인 축을 각각 의미

한다. 강도시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하였

다. 거창 ·합천화강암의 개개 공시체에 대한 두 일축

압축강도(Seo and Park, 2003) 사이의 강도차, 평균

강도, 세 공시체 사이의 강도비, (평균 강도/전체적인

평균 강도)의 값 및 각 공시체별 이방성 계수를 정리

하면 Table 3, 4와 같다. 

Table 2. The values of parameters for two sets of microcracks parallel to compressive loads applied to H, G and R

specimens

Specimen Two sets of microcracks N
Total length

(mm)

Mean length

(mm)

Median length

(mm)

Density 

(ρ)

H Rift 1 + Grain 1
104(a) 222.4 2.14 1.97 0.477

(112)(b) (213.4) (1.90) (1.63) (0.427)

G Rift 2 + Hardway 1 
97 188.4 2.08 1.93 0.351

(69) (121.4) (1.75) (1.47) (0.241)

R Grain 2 + Hardway 2 
78 113.8 1.458 1.457 0.157

(49) (67.1) (1.37) (1.79) (0.087)

Ratio

H 1(a) 1 1 1 1

G 0.93 0.84 0.97 0.98 0.73

R 0.75 0.51 0.68 0.74 0.32

(H) (1)(b) (1) (1) (1) (1)

(G) (0.61) (0.56) (0.92) (0.90) (0.56)

(R) (0.41) (0.31) (0.72) (1.09) (0.20)

(a): Geochang granite, (b): Hapcheon granite

Table 3.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s of Geochang

granite 

Specimen

No. H G R

1 1,589 1,768 -

2 1,792 1,887 2,048

(2)-(1) 203 119 -

Mean 

strength(A)
1,690.5 1,827.5 2,048

Ratio 1 1.08 1.21 

(A)/1,816.8 0.93 1.00 1.12

An(%) 12.0 6.5 -

Anisotropy coefficient(An, %)={(Maximum value)-(Minimum
value)/(Mean value)}×100. 
Unit of strength: (kg/cm2).

Table 4.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s of Hapcheon

granite

Specimen

No. H G R

1 1,706 2,211 2,180

2 2,230 2,215 2,340

(2)-(1) 524 4 28

Mean 

strength(A)
1,968 2,213 2,260

Ratio 1 1.12 1.15 

(A)/2,140.4 0.91 1.03 1.05

An(%) 26.6 0.1 7.0

Unit of strength: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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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방향의 압열인장강도(거창화강암)

결의 모식도에서 제시한 여섯 결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하중을 가하여 압열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압열인장시험을 위하여 각 방향별로 5개의 원반형 시

험편(총 30개)을 사용하였다(Park et al., 2017). 거창

화강암에 대한 H · G · R-공시체의 장축과 평행 배열

하는 두 조의 미세균열(R1 · G1, R2 · H1, G2 · H2)

과 평행한 여섯 방향의 압열인장강도에 대하여 강도

값이 증가하는 순(그룹 A→그룹 E)으로 배열하면

Table 5와 같다. 

R·G·H-공시체의 
일축압축강도 특성 

거창화강암

① R · G · H-공시체의 일축압축강도(kg/cm2)를 기

재하면, H(1,589, 1,792, 평균 강도: 1,690.5) < G

(1,768, 1,887, 평균 강도: 1,827.5) < R(2,048)의 순

(0.82:0.89:1)으로 증가한다. (최대 강도-최소 강도)의

값은 459 kg/cm2 이다. ② 두 공시체 사이의 강도차

((2)-(1))(Δσc, kg/cm2)는 G(119) < H(203)의 순이다.

③ 세 공시체 사이의 강도비는 1(H):1.08(G):1.21(R)

이다. ④ 세 공시체에 대한 (평균 강도/전체적인 평균

강도)의 값은 H(0.93) < G(1.00) < R(1.12)의 순이

다. ⑤ 세 공시체의 이방성 계수(An, %)는 G(6.5) <

H(12.0)의 순이다(Table 3).

합천화강암

① R · G · H-공시체의 강도(kg/cm2)를 기재하면, H

(1,706, 2,230, 평균 강도: 1,968) < G(2,211, 2,215,

평균 강도: 2,213) < R(2,180, 2,340, 평균 강도:

2,260)의 순(0.87:0.97:1)으로 증가한다. (최대 강도-최

소 강도)의 값은 634 kg/cm2이다. ② 두 공시체 사이

의 강도차((2)-(1))(kg/cm2)는 G(4) < R(28)≪ H(524)의

순이다. ③ 세 공시체 사이의 강도비는 1(H):1.12(G):

1.15(R)이다. ④ 세 공시체에 대한(평균 강도/전체적인

평균 강도)의 값은 H(0.91) < G(1.03) < R(1.05)의 순

이다. ⑤ 세 공시체의 이방성 계수(An, %)는 G(0.1)

< R(7.0) < H(26.6)의 순이다(Table 4). 

두 화강암 사이의 공통적인 규칙성

① R · G · H-공시체의 평균 강도(kg/cm2)는 H <

G < R의 순이다. ② 두 공시체 사이의 강도차((2)-

(1))는 G < H, G < R < H의 순이다. ③ 세 공시

체 사이의 강도비와 (평균 강도/전체적인 평균 강도)

의 값은 H < G < R의 순이다. ④ 세 공시체의 강

도에 대한 이방성 계수(An, %)는 G < H(거창화강

암), G < R < H(합천화강암)의 순이다. 이러한 순

위의 공통적인 규칙성은 세 채석면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Table 3, 4). 

일축압축강도-공시체의 누적수 그래프

R · G · H-공시체에 대한 일축압축강도-공시체의 누

적수 그래프를 작성하여 강도의 스케일링(척도화) 특

성을 도출하였다. 일축압축강도(X축)는 오름차순, 공

시체의 누적수(Y축)는 내림차순으로 각각 정리하여

등간격-등간격 좌표계에 도시하였다. 일축압축강도의

Table 5. Brazilian tensile strengths of Geochang granite

Group

Specimen

H G R

Rift 1 Grain 1 Rift 2 Hardway 1 Grain 2 Hardway 2

A 73 85 87 76 98 72

B 91 87 87 82 99 104

C 91 94 88 93 100 110

D 92 99 97 99 107 113

E 93 105 99 108 112 115

Strength range 73~105 76~108 72~115

Mean strength

(92 <)(N)
96.6(N=5) 99.2(N=5) 111.4(N=9)

Unit of strength: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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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을 R · G · H-공시체의 세 부집단으로 세분, 이

들 부집단 사이의 배열성을 검토하였다(Fig. 2).

일축압축강도의 종합적인 분포형태

거창화강암: 세 방향의 강도를 모두 종합한 그래프

(Y=-0.009X+19.63, R2=0.94)의 전체적인 분포형태를

도출하였다. 그래프에서 공시체는 H, G, H, G, R(H

→R)의 배열순을 갖는다. 그래프의 전 구간은 기울기

가 상이한 상부구간(U, upper section) ·중앙구간(M,

middle section) ·하부구간(L, lower section)으로 분

할하였다. 중앙구간은 급경사(-)(G~H)의 형태를 취

하며, 상부구간 및 하부구간 사이의 경계를 형성한다.

중앙구간~하부구간에서는 상향곡선(upward curved

line)의 형태를 갖는 멱법칙 함수의 분포형을 취한다

(Fig. 2a). 

합천화강암: 세 방향의 강도를 모두 종합한 그래프

(Y=-0.007X+17.86, R2=0.63)의 전체적인 분포형태를

도출하였다. 그래프에서 공시체는 H, R, G, G, H,

R(H→R)의 배열순을 갖는다. 중앙구간은 급경사(R~H)

를 형성하며, 중앙구간~하부구간에서는 멱법칙 함수

의 분포형을 취한다(Fig. 2b). 

R · G · H-그래프의 배열순과 경사각 

일축압축강도의 모집단을 R · G · H-공시체의 세 부

집단으로 세분, 이들 부집단 사이의 배열성을 검토하

였다(Fig. 2c, d).

거창화강암: R · G · H의 세 그래프는 하위영역 H

< G < 상위영역 R의 순으로 배열한다. 압축강도는

H-공시체(H1 · H2: 수평 배열, R1 · G1: 수직 배열)

< G-공시체(G1 · G2: 수평 배열, R2 · H1: 수직 배열)

< R-공시체(R1 · R2: 수평 배열, G2 · H2: 수직 배열)

의 순으로 증가한다. 즉 1번 결 및 2번 결이 수직

배열하는 H-공시체의 강도가 가장 낮은 반면, 1번 결

이 수평 배열하는 R-공시체의 강도가 가장 높다.

세 그래프 사이의 배열 간격이 좁을(넓을)수록 그

리고 그래프의 경사각(θ)이 증가(감소)할수록 압축하

Fig. 2. Distribution of the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cumulative number of specimens graphs. R, G and H-speci-

mens: The long axes of three cylindrical specimens are perpendicular to the planes of rift(R), grain(G) and

hardway(H), respectively. Geochang granite: θH(37.3°), θG(52.8°). Hapcheon granite: θH(24.0°), θG(89.1°),

θR(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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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평행 배열하는 미세균열의 강도(magnitude)를

포함하는 조직적인 균일도가 보다 높음(낮음)을 시사

한다. 두 그래프의 경사각은 θH(37.3°) < θG(52.8°)의

순으로 증가하여 (H-1, H-2)에 비하여 (G-1, G-2)

사이의 조직적인 균일도가 높다(Fig. 2c).

합천화강암: R · G · H의 세 그래프는 하위영역 H

< G < 상위영역 R의 순으로 배열하며, 상호 중첩한

다. 압축강도는 H-공시체 < G-공시체 < R-공시체의

순으로 강도가 증가한다. 세 그래프의 경사각은 θH

(24.0°) < θR(55.2°) < θG(89.1°)의 순으로 증가하며, 두

공시체(H-1, H-2) 사이의 조직적인 균일도가 가장 낮

음을 시사한다. 거창 ·합천화강암에서는 공통적으로

G-공시체(G-1, G-2)에 대한 그래프의 경사각이 가장

큰 특성이 있다(Fig. 2d).

평균압축강도-공시체의 누적수 그래프

거창 ·합천화강암의 R · G · H-공시체에 대한 평균

압축강도(Fig. 2)를 상호 조합하여 RG(R과 G), GH

(G와 H), RH(R과 H)의 세 평균압축강도-공시체의

누적수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두 화강암에 대한 세

그래프 사이의 ① 공통적인 배열성(하위영역 GH-그

래프 < 중간영역 RH-그래프 < 상위영역 RG-그래프),

② 공통적인 분포형태(두 유형의 N자 형태, G-H-R-

G), ③ 이들 세 그래프의 경사각(θ), ④ GH-그래프와

RH-그래프가 이루는 교차각(α), RH-그래프와 RG-그

래프가 이루는 교차각(β)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거창화강암: 두 공시체 사이의 평균압축강도의 차이

값(kg/cm2)은 G-H(137) < R-G(220.5)≪ R-H(357.5)

의 순이다. 세 그래프(경사각)는 GH-그래프(θ: 57.4°)

< RH-그래프(31.2°) < RG-그래프(44.7°)의 순이며,

전체적으로 N자의 분포형태를 취한다. GH-그래프와

RH-그래프가 이루는 교차각은 26.2°(α), RH-그래프와

RG-그래프가 이루는 교차각은 13.5°(β)이다. 

교차각 α, β: ① 교차각 : 평균 강도의 차이값

(G-H)이 감소(증가)하여 GH-그래프의 경사각이 증가

(감소)하며, 평균 강도의 차이값(R-H)이 증가(감소)하

여 RH-그래프의 경사각이 감소(증가)할수록 교차각

는 증가(감소)한다. ② 교차각 : 평균 강도의 차이

값(R-H)이 감소(증가)하여 RH-그래프의 경사각이 증

가(감소)하며, 평균 강도의 차이값(R-G)이 감소(증가)

하여 RG-그래프의 경사각이 증가(감소)할수록 교차각

는 증가(감소)한다(Fig. 3). 

합천화강암: 두 공시체 사이의 평균압축강도의 차이

값(kg/cm2)은 R-G(47)≪ G-H(245) < R-H(292)의 순

이다. 세 그래프(경사각)는 GH-그래프(θ: 41.7°) <

RH-그래프(36.8°) < RG-그래프(77.9°)의 순이며, 전체

적으로 N자의 분포형태를 취한다. RG-그래프와 RH-

그래프가 이루는 교차각은 41.1°(), RH-그래프와

GH-그래프가 이루는 교차각은 4.9°()이다(Fig. 3). 

종합: GH · RH · RG의 세 그래프는 경사각(), 각

Fig. 3. Distribution of the mean compressive strength-cumulative number of specimens graphs. Symbols of R, G and

H are the same as the ones in Figs. 1 and 2. θ: angle of inclination of graph. α and β: intersection angle

between two graphs. Geochang granite: α(26.2°), β(13.5°). Hapcheon granite: α(4.9°), β(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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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조합에 따라 여러 형태의 N자를 형성한

다. 이러한 N자의 형태는 미세균열(결)의 강도를 반

영하는 세 방향(공시체) 사이의 일축압축강도에 대한

다양성에 기인한다.

평균압축강도의 차이값과 그래프의 
경사각 사이의 상관도

 

Fig. 3의 R과 G(R-G), G와 H(G-H), R과 H(R-H)

사이의 평균압축강도의 차이값(Δσc) 그리고 RG, GH,

RH-그래프의 경사각(θ) 사이의 상관도를 작성하였다

(Fig. 4).

① 거창화강암: 상관도에서는 부(-)의 상관성이 나

타난다(Y=83.6e-0.0028X, R2=0.998). 평균압축강도의 차

이값은 G-H < R-G≪ R-H의 순이다(Fig. 4a). ② 합

천화강암: 상관도에서는 부()의 상관성이 나타나며

(Y=89.8e-0.0031X, R2=0.999), 평균압축강도의 차이값은

R-G≪ G-H < R-H의 순이다(Fig. 4b).

종합: ① 거창 ·합천화강암에 대한 지수함수의 지

수(λ) 및 상관계수(R2)는 0.0028~0.0031 및 0.998~

0.999의 범위이다. ② 강도의 특성이 상이한 두 지역

의 화강암을 종합한 상관도에서는 부()의 상관성이

나타난다(Y=87.2e-0.003X, R2=0.998). ③ 거창화강암에

서는 평균압축강도의 차이값인 G-H와 R-G의 값이

근접하는 반면, 합천화강암에서는 G-H와 R-H의 값이

보다 근접하는 동시에 R-G의 값이 보다 좌측 배열하

는 차이점이 있다. ④ R과 H 사이의 평균압축강도의

차이값(R-H)이 가장 큰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⑤ 이러한 배열순은 R · G · H-공시체에서 내재하는

수직 결과 수평 결의 배열성(Fig. 1d)과의 상관성을

시사한다(Fig. 4c).

일축압축강도와 미세균열의 다섯 파라
미터 사이의 상관도

거창 ·합천화강암의 R · G · H-공시체에 대한 최

소 ·평균 ·최대압축강도(Table 3, 4) 그리고 압축하중

과 평행 배열하는 두 조의 미세균열에 대한 빈도수

(N), 총 길이(Lt), 평균 길이(Lm), 중앙 길이(Lmed)

및 밀도(ρ)(Table 2) 사이의 상관도를 작성하였다(Fig.

5). 상관도에서는 모두 부(-)의 상관성이 나타난다. 이

들 세 유형의 상관도에서 도출한 상관계수(R2)의 평

균값이 증가하는 순으로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거창 · 합천화강암을 종합한 세 유형의 상관도 

① 최소압축강도-다섯 파라미터: 상관계수는

0.389(Lmed) < 0.685(Lm) < 0.826(ρ) < 0.843(N) <

0.889(Lt)의 순으로 증가하며, 평균값은 0.726이다

(Fig. 5A-a). 세 유형의 상관도 중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다. ② 평균압축강도-다섯 파라미터: 상관계수는

0.444(Lmed) < 0.701~0.713(N, ρ, Lm) < 0.771(Lt)의

순으로 증가하며, 평균값은 0.681이다(Fig. 5B-a). ③

Fig. 4. Correlation chart between strength difference

and angle of inclination. Symbols of parame-

ters are the same as the ones in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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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압축강도-다섯 파라미터: 상관계수는 0.307~0.353

(N, Lmed, ρ) < 0.414(Lt) < 0.512(Lm)의 순으로 증가

하며, 평균값은 0.386이다(Fig. 5C-a). 한편 파라미터

별 상관계수의 평균값 중에서 평균 길이, 빈도수, 밀

도(0.628~0.630)와 함께 총 길이의 평균값(0.691)이

가장 높다(Fig. 5A, B, C-a).

거창화강암의 세 상관도: 최소(0.954) ·평균(0.958) ·

최대압축강도(0.961)와 관련된 세 유형의 상관도에서

각각 도출한 다섯 상관계수의 평균값은 0.954)~0.961

의 범위이다. 파라미터별 상관계수의 평균값은 0.905~

0.908(Lmed, Lm) < 0.987(N) < 0.996~0.999(Lt, ρ)의

순으로 증가한다. 한편 파라미터별 상관계수의 평균

값 중에서 빈도수(0.987)와 함께 총 길이와 밀도의

평균값(0.996~0.999)이 높다. 세 상관도에서 도출한

상관계수가 0.90~0.95 그리고 0.98 이상인 횟수(N)를

보면, 중앙 길이(2) 및 평균 길이(3) 그리고 빈도수

(3), 총 길이(3) 및 밀도(3)의 순이다(Fig. 5A, B, C-

b).

합천화강암의 세 상관도: 최소(0.582) ·평균(0.702) ·

최대압축강도(0.648)와 관련된 세 유형의 상관도 중

에서 평균압축강도와 관련된 상관계수의 평균값

(0.702)이 가장 높다. 한편 파라미터별 상관계수의 평

균값 중에서 밀도(0.749)와 함께 빈도수와 총 길이의

평균값(0.760~0.762)이 높다. 평균압축강도의 상관도

에서 상관계수가 0.90 이상인 횟수는 빈도수(1), 총

길이(1) 및 밀도(1)이다(Fig. 5A, B, C-c). 

종합: ① 거창 ·합천화강암의 최소((A+D/2, 0.768) ·

최대((C+F)/2, 0.804) ·평균압축강도((B+E)/2, 0.829)

별 두 상관도에서 도출한 다섯 상관계수의 평균값은

0.768~0.829의 범위이다. 최소 ·최대압축강도에 비하

여 평균압축강도와 관련된 평균값이 높고, 밀도

(0.905)와 함께 총 길이와 빈도수의 평균값(0.972~

0.978)이 높다. ② 거창 ·합천화강암에 대한 여섯 상

관도의 다섯 파라미터에 대한 전체적인 상관계수의

평균값은 중앙 길이(0.596) < 평균 길이(0.784) < 빈

도수, 밀도 및 총 길이(0.872~0.877)의 순으로 증가

한다(Table 6).

압열인장강도-시험편의 누적수 그래프
 

거창화강암에 대한 R · G · H-공시체의 장축과 평행

배열하는 두 조의 미세균열과 평행한 압열인장강도

(R1+G1 · R2+H1 · R1+G1)(Table 5)를 이용한 세 유

형의 그래프를 작성하였다(Fig. 6).

Table 6. Value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ompressive strengths and microcrack length-related parameters 

Rock

name 

Compressive 

strength 

Median

length

(mm)

Mean

length

(mm)

Frequency
Total length

(mm)
Density (Mean) Remark

Geochang and 

Hapcheon 

granite

Maximum 0.307 0.512 0.347 0.414 0.353 0.386 Fig. 5C-a

Mean 0.414 0.713 0.701 0.771 0.706 0.661 B-a

Minimum 0.389 0.685 0.843 0.889 0.826 0.726 A-a

(Mean) 0.370 0.636 0.630 0.691 0.628 0.591 -

Geochang

granite

Minimum(A) 0.897 0.902 0.982 0.993 0.999 0.954 5A-b

Mean(B) 0.907 0.907 0.984 0.994 0.999 0.958 5B-b

Maximum(C) 0.909 0.915 0.987 0.996 0.999 0.961 5C-b

(Mean) 0.905 0.908 0.984 0.994 0.999 0.957 -

Hapcheon 

granite

Minimum(D) 0.003 0.462 0.869 0.826 0.750 0.582 5A-c

Maximum(F) 0.839 0.857 0.444 0.504 0.597 0.648 5C-c

Mean(E) 0.022 0.664 0.973 0.950 0.902 0.702 5B-c

(Mean) 0.288 0.661 0.762 0.760 0.749 0.644 -

(A+D)/2 Minimum 0.450 0.682 0.925 0.909 0.874 0.768 -

(C+F)/2 Maximum 0.874 0.886 0.715 0.750 0.798 0.804 -

(B+E)/2 Mean 0.464 0.785 0.978 0.972 0.950 0.829 -

- (Mean) 0.596 0.784 0.872 0.877 0.874 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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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rrelation chart between mean compressive strength and value of parameter for two sets of microcracks

parallel to the compressive load. The values of parameters from total method are the same as the ones in

Table 2. Geochang granite: medium grained texture, Hapcheon granite: coarse grained texture. 

Fig. 6. Distribution of the tensile strength-cumulative number of test specimens graphs. Tensile strengths parallel to

two sets of microcracks in each specimen are the same as the ones in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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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그래프의 배열순: 세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H(R1+G1) < G(R2+H1) < R(R1+G1)의 순으로 배열한

다. 이러한 배열순은 시험편의 누적수가 5 이하인 고

강도의 영역(N5)에서 보다 명확하다. 세 그래프는

고강도(저강도)의 영역으로 갈수록 발산(수렴)하며, Y

축에 근접할수록 다시 수렴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들

세 그래프의 배열순에 따른 강도(kg/cm2)의 범위(강

도가 92 이상인 빈도수)는 73~105(N=5) < 76~108

Table 7. Value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ensile strengths and microcrack length-related parameters

Cumulative 

number(N) 
Density

Total length

(mm)
Frequency

Mean

length

(mm)

Median

length

(mm)

Mean Remark

10 0.127 0.194 0.232 0.402 0.411 0.273 -

7 0.578 0.667 0.710 0.859 0.866 0.736 -

9 0.701 0.781 0.818 0.935 0.940 0.835 -

6 0.701 0.789 0.818 0.935 0.940 0.836 -

8 0.847 0.907 0.932 0.994 0.995 0.935 -

(Mean) 0.590 0.667 0.702 0.825 0.830 0.723 -

2 0.847 0.907 0.932 0.994 0.995 0.935 -

5 0.888 0.938 0.959 0.999 0.999 0.956 Fig. 7a

1 0.989 0.999 0.998 0.954 0.950 0.978 b

3 0.983 0.998 0.999 0.963 0.960 0.980 c

4 0.970 0.993 0.998 0.978 0.976 0.983 d

(Mean) 0.935 0.967 0.977 0.977 0.976 0.966 -

Mean 0.763 0.817 0.839 0.901 0.903 0.844 -

Fig. 7. Correlation chart between tensile strength and value of parameter for two sets of microcracks parallel to the

compressive load. Three tensile strengths corresponding to each cumulative number are the same as the ones

in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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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 < 72~115(N=9)의 순이다(Fig. 6).

일축압축강도에 대한 세 그래프의 배열순과의 대비:

상기한 고강도의 영역에서의 압열인장강도에 대한 세

그래프의 배열순(R1+G1 < R2+H1 < R1+G1) 그리고

일축압축강도에 대한 세 그래프의 배열순(H < G < R)

(Fig. 2c)은 상호 부합한다(Fig. 6).

상기한 세 그래프에서 시험편의 각 누적수(N=

1~10)에 해당하는 세 압열인장강도(Fig. 6) 그리고 각

그래프에 해당하는 두 조의 미세균열에 대한 빈도수,

총 길이, 평균 길이, 중앙 길이 및 밀도(Table 2) 사

이의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Table 7).

누적수별 인장강도 그리고 미세균열의 파라미터 사이

의 상관계수: 누적수별 상관도를 통한 상관계수의 평

균값은 0.273(N=10) < 0.736(N=7) < 0.835~0.836(N=9,

6) < 0.935(N=8, 2) < 0.956(N=5) < 0.978(N=1) < 0.980~

0.983(N=3, 4)의 순으로 증가한다. 상기한 저강도 그

리고 고강도 영역에 대한 상관계수의 평균값은 0.723

(N=6~10) < 0.966(N=1~5)의 순이다. ① 총 10개의

상관도에서 도출한 파라미터별 평균값 그리고 ② 상

관계수가 0.950 이상인 빈도수는 밀도(0.763, 3) < 총

길이(0.817, 3) <빈도수(0.839, 4) <평균 길이(0.901,

6) 중앙 길이(0.903, 6)의 순으로 증가한다(Table 7).

상기한 누적수별 상관도 중에서 고강도 영역(N=1~5)

에 해당하며, 상관계수의 평균값이 0.950 이상인 네

상관도(N=5, 1, 3, 4)를 제시하였다(Fig. 7).

일축압축강도와 압열인장강도 
사이의 상관도

① 거창화강암의 R · G · H-공시체에 대한 최소 ·평

균 ·최대일축압축강도(Table 3) 그리고 ② 압축하중과

평행 배열하는 두 조의 미세균열과 각각 평행한 두

압열인장강도에 대한 최소 ·평균 ·최대 강도(Table 5)

사이의 아홉 상관도를 작성하였다. 각 상관도에서는

압열인장강도에 대하여 다섯 그룹(A~E)별로 최소 ·평

균 ·최대 강도를 구분하였다(Fig. 8).

양(+)의 상관성을 보여 주는 아홉 상관도에서 도시

한 다섯 그룹에 대한 상관계수의 평균값이 증가하는

순서로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최소압축강도: ① 최소압축강도-최소인장강도 사이

의 상관도: 상관계수(R2)는 그룹 A(0.13) < 그룹

B(0.59) < 그룹 C(0.64) ≪ 그룹 D, E(0.99)의 순으

로 증가하며, 평균값은 0.67이다(Fig. 8A-a). ② 최소

압축강도-평균인장강도 사이의 상관도: 상관계수는 그

룹 B(0.62) <그룹 C(0.74) <그룹 D(0.94) <그룹 A,

E(0.99)의 순으로 증가하며, 평균값은 0.86이다(Fig.

8A-b). ③ 최소압축강도-최대인장강도 사이의 상관도

: 상관계수는 그룹 B(0.65) <그룹 C(0.81) <그룹 D

(0.85) <그룹 A(0.93) <그룹 E(0.99)의 순으로 증가

하며, 평균값은 0.84이다(Fig. 8A-c). 

평균압축강도: ④ 평균압축강도-최소인장강도 사이

의 상관도: 상관계수는 그룹 A(0.13) < 그룹 B(0.60)

< 그룹 C(0.65) < 그룹 D, E(0.99)의 순으로 증가하

며, 평균값은 0.67이다(Fig. 8B-a). ⑤ 평균압축강도-

평균인장강도 사이의 상관도: 상관계수는 그룹 B

(0.63) <그룹 C(0.75) <그룹 D(0.94) <그룹 A, E

(0.99)의 순으로 증가하며, 평균값은 0.86이다(Fig.

8B-b). ⑥ 평균압축강도-최대인장강도 사이의 상관도

: 상관계수는 그룹 B(0.66) <그룹 C(0.81) <그룹 D

(0.85) <그룹 A(0.94) <그룹 E(0.99)의 순으로 증가

하며, 평균값은 0.85이다(Fig. 8B-c). 

최대압축강도: ⑦ 최대압축강도-최소인장강도 사이

의 상관도: 상관계수는 그룹 A(0.14) <그룹 B(0.61)

< 그룹 C(0.66) < 그룹 D, E(0.99)의 순으로 증가하

며, 평균값은 0.68이다(Fig. 8C-a). ⑧ 최대압축강도-

평균인장강도 사이의 상관도: 상관계수는 그룹

B(0.64) <그룹 C(0.76) <그룹 D(0.95) <그룹 A, E

(0.99)의 순으로 증가하며, 평균값은 0.87이다(Fig.

8C-b). ⑨ 최대압축강도-최대인장강도 사이의 상관도

: 상관계수는 그룹 B(0.67) <그룹 C(0.82) <그룹 D

(0.86) <그룹 A(0.94) <그룹 E(0.99)의 순으로 증가

하며, 평균값은 0.86이다(Fig. 8C-c). 

종합: 아홉 상관도 중에서 최소 ·평균 ·최대압축강

도-최소인장강도 사이의 상관도에서 도출한 상관계수

의 평균값(0.67~0.68)이 공통적으로 낮다(Fig. 8A, B,

C-a). 이외 최소 ·평균 ·최대압축강도-평균 ·최대인장

강도 사이의 상관도에서 도출한 상관계수의 평균값

(0.84~0.87)이 상대적으로 높다(Fig. 8).

다섯 그룹 사이의 상관계수의 변화

아홉 상관도에 대하여 다섯 그룹별(A→E) 상관계

수에 대한 평균값을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그룹

별 평균값은 그룹 B(0.63) <그룹 A(0.69) <그룹 C

(0.74)≪ 그룹 D(0.93) <그룹 E(0.99)의 순으로 증가

한다. 상관계수가 0.94 이상인 빈도수는 그룹 B,

C(0) <그룹 A(5) <그룹 D(6) <그룹 E(9)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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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rrelation chart between compressive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The value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the same as the ones in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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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

종합: ① 최소 ·평균 ·최대압축강도 그리고 ② 평

균 ·최대인장강도 사이의 상관성(0.86~0.87)이 높다

(Fig. 8A-b, B-b, C-b, C-c). 이중 최대압축강도 그리

고 평균인장강도 사이의 상관성(0.87)이 다소 높다

(Fig. 8C-b). 상기한 네 상관도 중에서 평균인장강도

와 관련된 상관도의 빈도수(N=3)가 많은 특성이 있

다(Fig. 8A, B, C-b). 아홉 상관도에서 최소 ·평

균 ·최대압축강도 그리고 그룹 E에 속하는 최소 ·평

균 ·최대인장강도 사이의 상관계수는 공통적으로 0.99

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Table 8).

토 론

이 연구에서는 거창 ·합천화강암에 대한 세 방향의

일축압축강도 그리고 거창화강암에 대한 여섯 방향의

압열인장강도의 평가 결과와 병행하여 미세균열의 파

라미터 값과 상호 대비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두 화강암에 대한 R · G · H-공

시체 사이의 상대적인 강도 평가에서 ① 일축압축강

도, 공시체 사이의 강도비 및 (평균 강도/전체적인 평

균 강도)의 값이 보다 클수록, ② 세 일축압축강도-시

험편의 누적수 그래프(거창 ·합천화강암) 사이의 배

열성(H < G < R)의 측면에서 보면, 보다 우측의 상위

영역에서 배열할수록, ③ 세 압열인장강도-시험편의

누적수 그래프(거창화강암) 사이의 배열성(H(R1+G1)

< G(R2+H1) < R(R1+G1))의 측면에서 보면, 보다 우

측의 상위영역에서 배열할수록, 수직 결(수평 결)의

상대적인 강도를 낮게(높게) 평가한다. 

결의 강도 평가에서 상기한 사항 중에서 적어도 하

나 이상으로 해당 결의 상대적인 강도와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축압축강도 ·압

열인장강도와 관련된 그래프의 스케일링 특성 그리고

미세균열의 파라미터 사이의 상관성 등은 세 채석면

에 대한 사전 인식에 유용하다. 

결 론

① 거창 ·합천화강암의 R · G · H-공시체에 대한 일

축압축강도의 그래프를 통한 스케일링 특성을 검토하

였다. ② 일축압축강도 ·압열인장강도 그리고 미세균

열의 길이와 관련된 다섯 유형의 파라미터 사이의 상

관도를 작성하였다. ③ 거창화강암의 일축압축강도

·압열인장강도에 대한 스케일링 특성을 상호 대비하

였다. ④ 일축압축강도 그리고 압열인장강도 사이의

아홉 유형의 상관도를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

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거창 ·합천화강암의 R · G · H-공시체에 대한 일

축압축강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세 공시체의 평

균 강도(kg/cm2)는 H < G < R의 순이다. 2) 두 공시

체 사이의 강도차((2)-(1))는 G < H(거창화강암), G <

R < H(합천화강암)의 순이다. 3) 세 공시체 사이의 강

도비와 (평균 강도/전체적인 평균 강도)의 값은 H <

G < R의 순이다. 4) 세 공시체의 이방성 계수(An, %)

는 G < H(거창화강암), G < R < H(합천화강암)의 순이

다(Table 3, 4). 

2. R · G · H-공시체에 대한 일축압축강도-공시체의

누적수 그래프를 작성하여 강도의 스케일링(척도화)

Table 8. Values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ompressive strengths and tensile strengths by five groups

Group
Mean Remark

A B C D E

0.130 0.597 0.644 0.996 0.993 0.672 Fig. 8A-a

0.135 0.605 0.651 0.997 0.994 0.676 B-a

0.145 0.618 0.664 0.998 0.996 0.684 C-a

0.937 0.658 0.811 0.850 0.990 0.849 A-c

0.941 0.666 0.817 0.856 0.991 0.854 B-c

0.999 0.628 0.749 0.946 0.992 0.862 A-b

0.947 0.679 0.828 0.865 0.994 0.862 C-c 

0.999 0.638 0.756 0.949 0.993 0.867 B-b

0.997 0.649 0.767 0.955 0.995 0.872 C-b

Mean: 0.692 0.637 0.743 0.934 0.993 0.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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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도출하였다. 1) 거창 ·합천화강암의 그래프에

서 공시체는 H, G, H, G, R(H→R) 그리고 H, R, G,

G, H, R(H→R)의 배열순을 갖는다. 2) 두 화강암에

대한 그래프의 중앙구간은 급경사를 형성하며, 중앙

구간~하부구간에서는 상향곡선의 형태를 갖는 멱법칙

함수의 분포형을 취한다(Fig. 2).

3. R · G · H-공시체에 대한 세 그래프 사이의 배열

순을 검토하였다. 1) 거창 ·합천화강암의 세 그래프

는 H < G < R의 순으로 배열하며, 이 순위는 압축강

도의 순과 부합한다. 1번 결 및 2번 결이 수직 배열

하는 H-공시체의 강도가 가장 낮고, 1번 결이 수평

배열하는 R-공시체의 강도가 가장 높다. 2) 세 그래

프 사이의 배열 간격이 보다 좁고, 그래프의 경사각

(θ)이 증가할수록 공시체 사이의 조직적인 균일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거창 ·합천화강암에서는 공통적으

로 G-공시체(G1, G2)의 그래프의 경사각이 가장 크

다(Fig. 2).

4. R · G · H-공시체에 대한 평균압축강도를 상호 조

합하여 RG(R과 G), GH(G와 H), RH(R과 H)에 대

한 세 평균압축강도-공시체의 누적수 그래프를 작성하

였다. 1) 거창 ·합천화강암의 세 그래프는 GH < RH

< RG의 순이며, 전체적으로 N자의 형태를 취한다. 2)

이들 세 그래프는 경사각(), 각(), 각(β)의 조합에

따라 여러 형태의 N자를 형성한다. 이러한 특성은 미

세균열의 강도를 반영하는 세 방향 사이의 일축압축

강도에 대한 다양성에 기인한다(Fig. 3). 

5. R과 G(R-G), G와 H(G-H), R과 H(R-H) 사이

의 평균압축강도의 차이값(Δc) 그리고 RG, GH,

RH의 세 그래프의 경사각 사이의 상관도를 작성하였

다. 1) 강도의 특성이 상이한 두 지역의 화강암을 종

합한 상관도에서는 부()의 지수함수(=-0.003)의 상

관성을 도출하였다. 2) 거창 ·합천화강암의 평균압축

강도의 차이값은 G-H < R-G≪ R-H의 순 그리고 R-

G≪ G-H < R-H의 순이다. 이러한 배열순은 두 화강

암의 세 공시체에서 각각 내재하는 미세균열의 배열

성과 강도와의 상관성을 시사한다. 두 화강암에서는

R과 H 사이의 평균압축강도의 차이값(R-H)이 가장

크다(Fig. 4). 

6. 거창 ·합천화강암의 R · G · H-공시체에 대한 최

소 ·평균 ·최대압축강도 그리고 압축하중과 평행 배

열하는 두 조의 미세균열에 대한 수(N), 총 길이(Lt),

평균 길이(Lm), 중앙 길이(Lmed) 및 밀도() 사이의

상관도를 작성하였다. 1) 압축강도의 종류에 따른 세

유형의 상관도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거

창 ·합천화강암을 종합한 세 유형의 상관도에서 도출

한 사항을 요약하였다. 최소압축강도-다섯 파라미터:

상관계수는 0.389(Lmed) < 0.685(Lm) < 0.826(ρ) < 0.843

(N)< 0.889(Lt)의 순으로 증가하며, 평균값은 0.726이

다. 세 유형의 상관도 중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다. 평

균압축강도-다섯 파라미터: 상관계수는 0.444(Lmed) <

0.701~0.713(N, ρ, Lm) < 0.771(Lt)의 순으로 증가하

며, 평균값은 0.681이다. 최대압축강도-다섯 파라미터

: 상관계수는 0.307~0.353(N, Lmed, ρ) < 0.414(Lt) <

0.512(Lm)의 순으로 증가하며, 평균값은 0.386이다.

파라미터별 상관계수의 평균값 중에서 평균 길이, 빈

도수, 밀도(0.628~0.630)와 함께 총 길이의 평균값

(0.691)이 가장 높다. 2) 거창화강암에 대한 세 상관

도에서 도출한 사항을 요약하였다. 최소 ·평균 ·최대

압축강도와 관련된 세 유형의 상관도에서 각각 도출

한 다섯 상관계수의 평균값은 0.954(A)~0.961의 범위

이다. 파라미터별 상관계수의 평균값은 0.905~0.908

(Lmed, Lm) < 0.987(N) < 0.996~0.999(Lt, ρ)의 순으

로 증가한다. 한편 파라미터별 상관계수의 평균값 중

에서 빈도수(0.987)와 함께 총 길이와 밀도의 평균값

(0.996~0.999)이 높다. 3) 합천화강암의 세 상관도에

서 도출한 사항을 요약하였다. 최소(0.582) ·평균

(0.702) ·최대압축강도(0.648)와 관련된 세 유형의 상

관도 중에서 평균압축강도와 관련된 상관계수의 평균

값(0.702)이 가장 높다. 한편 파라미터별 상관계수의

평균값 중에서 밀도(0.749)와 함께 빈도수와 총 길이

의 평균값(0.760~0.762)이 높다. 4) 거창 ·합천화강암

의 최소(0.768) ·최대(0.804) ·평균압축강도(0.829)별

두 상관도에서 도출한 다섯 상관계수의 평균값은

0.768~0.829의 범위이다. 최소 ·최대압축강도에 비하

여 평균압축강도와 관련된 평균값이 높고, 밀도

(0.905)와 함께 총 길이와 빈도수의 평균값(0.972~

0.978)이 높다. 거창 ·합천화강암에 대한 여섯 상관도

의 다섯 파라미터에 대한 전체적인 상관계수의 평균

값은 중앙 길이(0.596) <평균 길이(0.784) <빈도수,

밀도 및 총 길이(0.872~0.877)의 순으로 증가한다

(Table 6, Fig. 5).

7. 거창화강암에 대한 R · G · H-공시체의 압축하중

과 평행 배열하는 두 조의 미세균열과 평행한 압열인

장강도(R1+G1 · R2+H1 · R1+G1)를 이용한 세 유형

의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1) 세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H(R1+G1) < G(R2+H1) < R(R1+G1)의 순으로 배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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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배열순은 시험편의 누적수가 5 이하인 고

강도의 영역(N5)에서 보다 명확하다. 세 그래프는

고강도(저강도)의 영역으로 갈수록 발산(수렴)하며, Y

축에 근접할수록 다시 수렴하는 형태를 취한다. 2) 세

그래프의 배열순에 따른 강도(kg/cm2)의 범위(강도가

92 이상인 빈도수)는 73~105(N=5) < 76~108(N=5) <

72~115(N=9)의 순이다. 3) 고강도의 영역에서의 압열

인장강도에 대한 세 그래프의 배열순(R1+G1 < R2+

H1 < R1+G1) 그리고 일축압축강도에 대한 세 그래프

의 배열순(H < G < R)은 상호 부합한다. 4) 상기한

세 그래프에서 시험편의 각 누적수(N=1~10)에 해당

하는 세 압열인장강도 그리고 각 그래프에 해당하는

상기한 두 조의 미세균열에 대한 빈도수, 총 길이,

평균 길이, 중앙 길이 및 밀도 사이의 10 상관도를

작성하였다. 누적수별 상관도를 통한 상관계수의 평

균값은 0.273(N=10) < 0.736(N=7) < 0.835~0.836(N=9,

6) < 0.935(N=8, 2) < 0.956(N=5) < 0.978(N=1) < 0.980~

0.983(N=3, 4)의 순으로 증가한다. 상기한 저강도 그

리고 고강도 영역에 대한 상관계수의 평균값은 0.723

(N=6~10) < 0.966(N=1~5)의 순이다. 총 10개의 상관

도에서 도출한 파라미터별 평균값 그리고 상관계수가

0.950 이상인 빈도수는 밀도(0.763, 3) <총 길이(0.817,

3) < 빈도수(0.839, 4) < 평균 길이(0.901, 6)  중앙

길이(0.903, 6)의 순으로 증가한다(Table 7, Fig. 6,

7).

8. 거창화강암의 R · G · H-공시체에 대한 최소 ·평

균 ·최대일축압축강도 그리고 압축하중과 평행 배열

하는 두 조의 미세균열과 각각 평행한 두 압열인장강

도를 대상으로 한 다섯 그룹별 최소 ·평균 ·최대 강

도 사이의 아홉 상관도를 작성하였다. 1) 양(+)의 상

관성을 보여 주는 아홉 유형의 상관도에서는 최소 ·

평균 ·최대압축강도 그리고 평균 ·최대인장강도 사이

의 상관성(0.86~0.87)이 높다. 이중 최대압축강도 그

리고 평균인장강도 사이의 상관성(0.87)이 다소 높다.

상기한 상관도 중에서 평균인장강도와 관련된 상관도

의 빈도수(N=3)가 많다. 2) 아홉 상관도에서 최소 ·

평균 ·최대압축강도 그리고 그룹 E에 속하는 최소 ·

평균 ·최대인장강도 사이의 상관계수는 공통적으로

0.99로 가장 높다(Table 8,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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