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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적합기법을 이용한 터널의 파괴시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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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Failure Time of Tunnel Applying the Curve Fitting Techniques
Yong-Kyun Yoon, Young-Do Jo

Abstract The materials failure relation,  , where  is a measurable quantity such as displacement and 
the dot superscript is the time derivative, may be used to analyze the accelerating creep of materials. Coefficients, 
A and , are determined by fitting given data sets. In this study, it is tried to predict the failure time of tunnel 
using the materials failure relation. Four fitting techniques of applying the materials failure relation are attempted 
to forecast a failure time. Log velocity versus log acceleration technique, log time versus log velocity technique, 
inverse velocity technique are based on the linear least squares fits and non-linear least squares technique utilizes 
the Levenberg-Marquardt algorithm. Since the log velocity versus log acceleration technique utilizes a logarithmic 
representation of the materials failure relation, it indicates the suitability of the materials failure relation applied 
to predict a failure time of tunnel. A linear correlation between log velocity and log acceleration appears 
satisfactory(R=0.84) and this represents that the materials failure relation is a suitable model for predicting a failure 
time of tunnel. Through comparing the real failure time of tunnel with the predicted failure times from four curve 
fittings, it is shown that the log time versus log velocity technique results in the best prediction.

Key words Materials failure relation, Accelerating creep, Failure time of tunnel

초  록 가속 크리프 거동을 보이는 재료의 파괴를 설명하기 위하여 재료 파괴식( , 는 변위와 같은 

측정가능한 양을 나타낸다)이 사용된다. 상수 A와 는 주어진 측정 자료를 곡선적합하여 얻는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 파괴식을 이용하여 터널의 파괴시간을 예측하였고, 재료 파괴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4가지 곡선적합기법이 

사용되었다. 4가지 곡선적합기법 중 로그속도-로그가속도기법, 로그시간-로그속도기법, 역속도법은 선형최소자

승법을 이용하고 비선형최소자승기법은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로그속도-로그가속도기법은 

재료 파괴식을 대수형태로 만들어 해석을 하기 때문에 터널의 파괴시간 예측에 재료 파괴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로그속도-로그가속도기법에 따른 자료의 상관계수가 0.84로 비교적 높게 나

타났기 때문에 재료 파괴식을 터널의 파괴시간 예측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실제 파괴시간과 

4가지 곡선적합기법으로부터 얻은 예측 파괴시간을 비교한 결과 로그시간-로그속도기법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재료 파괴식, 가속 크리프, 터널의 파괴시간

1. 서 론

Voight(1988, 1989)가 제안한 재료 파괴식(Material 
failure relation)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하중 하에서 

가속 변형 특성을 보이는 암석, 콘크리트, 흙, 얼음, 폴
리머 등과 같은 여러 재료의 파괴거동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터널이나 사면과 같은 구조물도 파괴거동이 

가속적인 크리프 특성을 보이는 경우 재료 파괴식을 이

용하여 파괴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ukuzono(1990)는 대규모 사면 모형 시험기를 이용

하여 파괴가 발생할 때까지 인공적인 강우를 적용하면

서 표면 변위를 측정한 결과 측정된 변위가속도에 대한 

로그값과 변위속도의 로그값이 비례한다는 실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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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dealized creep curve(After Jaeger & Cook, 1976)

제시하였으며, 실험식을 이용하여 사면의 파괴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역속도법(Inverse velocity method)을 

제안하였다. Voight는 Fukuzono가 제시한 식이 사면의 

파괴뿐만 아니라 여러 재료의 파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반적인 재료 파괴식을 제안하였으며, 
1982년 St. Helens 산의 화산 폭발에 앞서 측정된 경사

각 변화와 단층 변위에 재료 파괴식을 적용하여 파괴시

간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Voight, 1988, 1989). 
Cornelius & Scott(1993)와 Crosta & Agliardi(2003)도 

사면 파괴시간을 예측하기 위하여 재료 파괴식을 적용

하였다. 상기에서 화산 폭발 시기나 사면 파괴 시기를 

예측하기 위하여 재료 파괴식을 적용하는 경우 재료 파

괴식을 시간-역속도 식으로 변환한 역속도법을 적용하

였다. Cornelius & Voight(1995)와 Sousa(1996)는 파

괴 시기를 예측하기 위하여 역속도법뿐만 아니라 변위, 
변위속도, 변위가속도 자료에 다양한 곡선적합기법을 

적용하여 파괴시간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면 파괴나 화산 폭발 시기 예측에 

사용되어온 재료 파괴식을 터널 파괴 예측에 사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해석 대상 터널은 미국의 

Waste Isolation Pilot Plant(WIPP)내의 시험터널로서 

파괴 시까지 계측한 수직 변위를 분석하였다. 로그속도-
로그가속도기법, 로그시간-로그속도기법, 역속도법, 비
선형최소자승법의 다양한 곡선적합기법을 적용하여 재

료 파괴식의 적용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각 방법의 적

용에 따른 예측 파괴시간을 상호 비교하여 어느 방법이 

파괴시간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를 평가하였다.

2. 재료 파괴 예측

균열 전파가 일어날 정도의 일정한 크기의 응력이 암

석에 가해지는 경우 암석은 변형이 계속적으로 발생하

는 크리프 특성을 보이게 된다. 가해지는 응력 수준에 

따라 크리프 곡선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안정한 균열 전

파 영역에서 불안정한 균열 전파 영역으로 변형이 지속

될 정도의 일정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크리프가 가속되

어 파괴에 이르는 Fig. 1과 같은 이상적인 크리프 거동

을 보인다. 그림에서 는 일정 응력의 적용에 따라 순

간적으로 발생하는 탄성변형률을 나타낸다.
Voight(1988, 1989)는 Fig. 1과 같이 가속적인 크리프 

거동이 나타나는 경우 파괴를 예측할 수 있는 (1)식과 

같은 일반적인 재료 파괴식을 제시하였다. (1)식은 암석

뿐만 아니라 흙, 금속, 콘크리트, 얼음, 폴리머와 같은 

일반적인 재료가 가속적인 크리프 특성을 보이는 경우 

재료의 최종적인 파괴시기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1)

여기서 는 변형률이나 변위와 같은 물리적인 변수

이고, 와 는 시간 도함수로서 각기 속도와 가속도를 

나타낸다. A는 양의 값을 갖는 상수로서  값에 따라 

차원이 달라지며, 는 무차원 상수이다.
실내시험이나 현장계측을 통해 자료를 획득하는 경우 

변위(또는 변형률)나 변위속도(또는 변형률속도)의 형

태로 된 자료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식을 나 

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1)식을 적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인 경우,  ⋅
    (2)

≠인 경우, 
   

  
    (3)

여기서   일 때  로서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1)식을 이중적분하면 다음 식들을 얻을 수 있다.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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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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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fluence of  (b) Influence of A

Fig. 2. Variations of acceleration with time

여기서   일 때   이다.

(3)식을 시간 t에 대해 정리하고 →∞인 경우의 극

한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재료의 파괴시간( )을 계산하

는 식을 얻을 수 있다.

  lim
→∞


    

 

  
 

  

 (7)

(7)식에서  , 는 보통 맨 마지막에 측정된 자료에 

대한 시간과 속도를 나타낸다.
A, 가 가속도의 가속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

기 위하여 (2), (3)식을 (1)식에 대입하면 다음 식들을 

얻을 수 있다.

인 경우, ⋅ ⋅
    (8)

≠인 경우, 
⋅  

  
    (9)

Fig. 2(a)에는 A=0.1,   ,  로 하고 

가 0.0, 0.5, 1.0, 1.5, 2.0, 2.5인 경우의 시간에 따른 가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 증가

함에 따라 가속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 가속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b)에는 Fig. 2(a)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하

여 ,   ,  이고 A를 0.5, 1.0 1.5, 
2.0, 2.5로 변화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A가 증가함에 따라 가속도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지만 가속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그래프의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해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미국 New Mexico주 남동쪽에 위치하

며 심도 650m인 암염층에 설치된 초 우라늄 방사성 폐

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분시설인 Waste Isolation 
Pilot Plant(WIPP) 내의 한 공동에서 측정된 변위 자료

를 해석 대상으로 하였다(권상기 외, 1999).
Fig. 3(a)에는 변위 측정이 시작된 후 파괴 시까지 

2,856.1일 동안 측정된 변위 자료가 표시되어 있다. 파
괴시간 예측 결과가 실제 파괴시간과 유사한 값을 보이

기 위해서는 3차 크리프 구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

존 연구 결과(윤용균 외, 2009)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는 2차 크리프와 3차 크리프 구간을 해석 대상으로 하

였다. Fig. 3(b)에는 2차 크리프와 3차 크리프를 포함하

는 구간인 2,000～2,856.1일 중에서 선정한 32개의 변

위 자료가 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3(b)에 제

시된 변위 자료에 다양한 곡선적합기법을 적용하여 파

괴시간을 예측하였다.
현장이나 실험실에서 측정되는 자료는 변형률이나 변

위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속도()와 가

속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전진차분법을 적용하여 

속도와 가속도의 근사값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10)

≈ 

  

  

   (11)

여기서 는 측정된 변형률(또는 변위)의 개수로 1부
터 까지를 뜻하고, 는 계산된 속도의 개수로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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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ole data(0～2,856.1 days) (b) Selected data(2,000～2,856.1 days)

Fig. 3. Vertical displacement observations(After 권상기 외, 1999)

Fig. 4. Logarithm of acceleration versus logarithm of velocity

까지를, 는 계산된 가속도의 개수로서 1부터 

까지를 뜻한다. 동일한 시간에서 가속도와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다음과 같이 가속도가 계산

된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서 계산된 값으로 변환할 필요

가 있다.



  
  (12)

4. 곡선적합기법

4.1 로그속도-로그가속도기법

(1)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13)

Fig. 3(b)에 제시된 변위를 (10)～(12)식을 사용하여 

변위속도와 가속도로 전환한 후   그래프 

상에 도시하여 선형최소자승법을 적용하였다. 회귀직선

의 기울기로 부터 를 구하고, y절편으로부터 를 구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재료 파괴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터널의 파괴 예측에 재료 파괴식을 적용하는 것

이 적합한 지를 평가할 수 있다.
Fig. 4에는 로그속도-로그가속도 자료에 선형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다. 음수에 대한 로그 값

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의 가속도를 제외한 22개의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 결과 , 
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0.84였다. 상관계수

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료 파괴식을 적용하

여 터널의 파괴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를 (7)식에 대입하여 구한 예상 파괴시

간은 2871.6일로 나타나 실제 파괴시간인 2,856.1일과

는 약 15.5일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 방법은 주어진 변

위 자료에 전진차분법을 적용하여 속도와 가속도를 구

하기 때문에 자료의 흩어짐이 커지고, 음수로 나타난 

가속도 값을 배제함으로 인해 실제 변형 거동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4.2 로그시간-로그속도기법

   (  : 파괴시간),  →∞을 가정하고 (3)식
에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14)

상기 식은 선형 로그시간-로그속도의 형태를 나타내

기 때문에 선형 최소자승법을 적용하면 A, 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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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ar least squares fit through complete data set (b) Linear least squares fit through eleven data points ending 
at a failure day

Fig. 6. Linear inverse velocity method

Fig. 5. Logarithm of velocity versus logarithm of time

Fig. 5에는 로그시간-로그속도 그래프에 선형최소자

승법을 적용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다. 상관계수는 0.93
으로 나타나 선형 로그속도-로그가속도 적합 기법보다 

상관성이 높았으며, 계산 결과 , 로 나

타났다. A, 를 (7)식에 대입하여 파괴시간을 구한 결

과 예상 파괴시간은 2857.8일로 계산되었으며, 실제 파

괴시간인 2,856.1일과는 1.7일 차가 나타나 거의 정확

하게 파괴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

기 위해서는 파괴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괴시간까

지 측정된 자료에 대한 사후 해석을 하는데 유용한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4.3 역속도법

시간에 따른 역속도의 변화 경향을 도해적으로 분석

하여 파괴시간을 예측하는 역속도법은 Fukuzono(1990)

가 제안하였다. 파괴 시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고 가정

하고 측정된 변위를 역속도로 변환한 후 이들 점들을 

잇는 선분(직선 또는 곡선)을 시간 축까지 연장하여 구

한 교차점으로부터 예상 파괴시간을 얻을 수 있다.
(3)식의 역수를 취하고    ,  →∞를 가정하

면 시간에 따라 역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다음과 

같은 역속도식을 얻을 수 있다.

 
 
  

 


 (15)

(15)식에서 인 경우 그래프는 선형을 나타내고, 
인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를, 인 경우

는 위로 볼록한 형상을 나타낸다. 아래로 볼록한 역속

도 거동을 보이는 자료에 선형식을 적용하는 경우 얻어

진 예상 파괴시간은 실제 파괴사간보다 작게 나와 보수

적인 결과를 보이고, 반대로 위로 볼록한 거동을 보이

는 자료에 선형식을 적용하는 경우 예상 파괴시간이 실

제 파괴시간 보다 커져 덜 보수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보통 는 2에 가까운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형 역속도법을 사용하여 예상 

파괴시간을 구하였다. Fig. 6(a)에는 모든 측정자료를 

대상으로 한 시간-역속도 그래프에 선형 최소자승법을 

적용한 결과가 나타나 있으며 상관계수는 0.75였다. 예
상 파괴시간은 3,142.2일로 나타나 실제 파괴시간 2,856.1
일과는 286.1일의 차이를 보였다. Fig. 6(b)에는 상대적

으로 선형성을 나타내는 파괴시간에 인접한 11개의 측

정 자료를 이용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시되어 있다. 상관계수는 0.96이고 예상 파괴시간은 2,851.5
일로 나타나 실제 파괴시간인 2,856.1일과는 4.6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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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나타났다.
역속도법을 사용하는 경우 Fig.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시간 측정 자료에 의해 회귀직선의 기울기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Fig. 6(b)와 같이 

전체 측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파괴시간에 인접

한 측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예상 파괴시간을 

얻는데 유리하다.

4.4 비선형최소자승법

(3)식과 (6)식은 변수 A, 에 대해 비선형적인 관계

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선형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A, 
을 구할 수 있다. 선형최소자승법에서와 같이 비선형

최소자승법도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매개변수

를 구하는 것이지만, 반복적인 방법에 의해 매개변수를 

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잔차의 제곱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김현동, 

2007, Press et al., 1992).

 
  



 
  (16)

여기서 는 측정값, 는 독립변수 , 매개변수 

로 구성된 회귀모델이다. 은 측정된 자료의 개수이

다. 의 초기가정값을 가정한 후 각 반복단계에서 매개

변수 를 새로운 예측값 로 대체한다. 비선형함수 

를 매개변수에 대한 선형모델로 변환하기 위

하여 Taylor 급수 전개에서 1차 도함수까지만 취하면 

를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 (17)

여기서  


이다. 잔차의 제곱합인 가 최

소가 되기 위해서는  의 관계가 성립해야 됨으

로 (17)식을 (16)식에 대입하여  을 구하여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18)

여기서 는 Jacobian 행렬, 와 는 각기 번째 

성분으로 와 를 갖는 벡터이다. (18)식을 사용

하여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매개변수를 찾는 방

법을 Gauss-Newton 법이라 한다.
Gauss-Newton법은 수렴이 늦고, 진동이 심하며, 항

상 수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damping 계수를 도입한 

Levenberg-Marquardt법이 비선형최소자승법에 자주 사

용된다. Levenberg-Marquardt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9)

여기서 는 damping계수이고, 는 단위행렬이다. (19)
식에서 가 커지면 steepest descent법이 되고, 가 0으
로 작아지면 Gauss-Newton법이 된다. (19)식을 사용하는 
경우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값에서 먼 경우에는 steepest 
descent법이 사용되고, 최소값에 가까운 경우에는 Gauss-
Newton법이 사용된다.

Levenberg-Marquardt법을 사용하여 매개변수를 구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매개변수 a의 초기값을 

가정하고 잔차의 제곱합(E(a))을 구한다. 다음에 적절한 

을 선정한 후 (19)식을 이용하여 를 구한 후 새로운 

잔차의 제곱합()을 구한다. 면 

를 증가시켜 반복 계산하고, 면 를 감

소시켜 반복 계산한다. 잔차의 제곱합이 한계값 이내로 

들면 계산을 마친다.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을 이용한 비선형최

소자승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3)식과 (6)식을 매개변수 

a의 비선형함수로 표시하면 각기 다음과 같다.

    


    


  



   

  





 (20)

여기서  ,   ,    ,    이다.

    





 (21)

여기서  ,   ,   이다.
본 연구에서는 (20), (21)식에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매개변수 a를 구한 후 이로부터 

A, 를 결정하였다. Fig. 7(a)에는 변위 자료에 비선형

최소자승법을 적용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다. 해석 결과 

, 로 나타났다. A, 를 이용하여 구한 

예상 파괴시간은 2867.7일로 나타나 실제 파괴시간인 

2,856.1일과는 11.6일의 차이를 보였다. Fig. 7(b)에는 

변위속도 자료에 비선형최소자승법을 적용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으며, 해석 결과 , 로 나타

났다. 예상 파괴시간은 2,865.2일로 나타나 실제 파괴시

간과는 9.1일의 차이를 보여 변위 자료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정확한 파괴시간 예측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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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lacement (b) Velocity

Fig. 7. Nonlinear least squares fit

5. 결 론

구조물의 변형 거동이 시간 의존적 거동을 보이면서 

동시에 가속적인 변형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재료 파괴

식을 사용하여 파괴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면의 파괴나 화산 폭발 시기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온 재료 파괴식이 터널에도 적용 가능한지

를 평가하기 위하여 터널의 파괴시기 예측에 재료 파괴

식을 적용하였다. 해석 대상 터널은 미국의 초 우라늄 방

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인 Waste Isolation Pilot Plant(WIPP) 
내의 시험터널로서 측정이 시작된 후 파괴가 발생한 

2,856.1일까지 측정된 수직 변위를 대상으로 다양한 곡

선적합기법을 적용하여 파괴시간을 평가하였다.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로그속도-로그가속도기법을 적용한 결과 A=2.32,  
=2.02, R=0.84로 나타났으며, 계산된 예측 파괴시

간은 2,871.6일로 실제 파괴시간과는 15.5일의 차이

를 나타냈다. 로그속도-로그가속도기법은 재료 파괴

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 파괴식의 

실제 적용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
석 결과 상관계수가 0.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터널 파괴를 예측하는데 재료 파괴식을 적용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로그시간-로그속도기법을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 A=84.26, 
=2.71, R=0.93, 예측 파괴시간은 2,857.8일로 나

타나 실제 파괴시간과는 1.7일의 차를 보여주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거의 정확한 파괴시간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파괴시간이 자료 

처리에 이용된다는 면에서는 사전 예측보다는 사후

해석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전체 측정 자료에 역속도법을 적용하여 해석한 결과 

예측 파괴시간은 3,142.9일로 나타나 실제 파괴시간

과 286.8일의 차를 보여주었다. 전체 자료를 가지고 

해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

기 때문에 시간-역속도 간의 관계가 선형적인 특성

을 보이는 파괴시간에 인접한 11개의 자료만을 가지

고 해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96, 예측 파괴시간은 

2,851.6일로 나타나 실제 파괴시간과는 4.5일의 차

가 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상기의 결과를 볼 때 역

속도법을 3차 크리프 특성을 나타내는 구간의 자료

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경우 상당히 정확한 파괴시간

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Levenberg-Marquardt 알고리즘을 적용한 비선형최

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변위 자료를 해석한 결과 A=6.05, 
=2.21, 예측 파괴시간은 2867.7일로 나타나 실제 

파괴시간과는 11.6일의 차를 나타냈다. 또한 변위속

도에 대한 해석 결과 A=7.05, =2.29로 나타났으며, 
예측 파괴시간은 2,865.2일로 실제 파괴시간과는 

9.1일의 차이를 보여 변위 자료를 이용하는 것 보다

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곡선적합기법 중에서 로그시간-
로그속도기법이 가장 정확한 파괴시간을 예측한 것으

로 나타났지만 이는 예상 파괴시간을 구하는데 있어 실

제 파괴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평가법이라 할 수 

있다. 로그시간-로그속도기법을 제외하고 전체 자료에 

대한 해석 결과 가장 정확한 예측 결과를 보여준 사전

예측 곡선적합기법은 변위속도에 비선형최소자승법을 

적용한 경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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