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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 속도 및 수분포화가 암석의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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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train Rate and Water Saturation on the Tensile Strength of Rocks
Woo-Jin Jung

Abstract Hopkinson’s effect tests were carried out for various strain rates on three different types of rock in both 
saturated and dry state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strain rate and water saturation on tensile strength. The 
tensile strength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strain rate not only in dry state but also in saturated state. It 
was also especially recognizable that the dynamic tensile strength of rock in the dry state was proportional to 
approximately a one-third multiple of strain rate no matter what the type of rock. It was found that water saturation 
decreased tensile strength in the dry state of sandstone and tuff, both with high porosity,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could be recognized between the dry and the saturated states of granite, which has a low porosity of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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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암석의 인장강도에 미치는 변형률 속도 및 수분포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조상태 및 포화상태 

3종류의 암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률 속도에서의 홉킨슨효과를 이용한 인장파괴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

과 건조상태뿐만 아니라 포화상태에서도 변형률 속도가 증가할수록 암석의 인장강도는 증가하였다. 특히, 건조

상태에 있어서 암석의 동적인장강도는 암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변형률 속도의 약 1/3승에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분포화의 영향으로 공극률이 높은 사암과 응회암은 건조상태와 비교하여 인장강도가 감소

하였으나, 공극률이 0.49%로 낮은 화강암은 건조상태와 포화상태와의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핵심어 암석, 인장강도, 동적하중, 변형률 속도, 수분포화

1. 서 론

발파작업은 안전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토

목․광산분야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폭약

의 폭굉시 수반되는 진동․소음․비석 등의 문제점도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발파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발파에 의한 파괴현상을 정확히 이

해하고, 대상이 되는 암석의 성질을 정확히 알아야 한

다. 특히, 발파에 의한 암석파괴상태를 정량적으로 예측

하기 위해서는 암석강도의 평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의 발달에 힘입어 발파현

상과 같은 동적파괴현상의 수치해석이 자주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수치해석에는 파괴의 판단기준

이 되는 암석의 인장강도를 정적인 값을 사용하는 경우

가 많았으며, 보다 정확한 수치해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는 동적 인장강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10-1/s 
이하의 비교적 느린 변형률 속도의 영역에서는 변형률 

속도의 증가와 더불어 영률 및 인장강도가 증가하고
1), 

파괴 변형률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2) 이와 같은 정

적 조건에서의 인장강도의 변형률 속도 의존성은 응력

부식파괴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3) 한편 10-1/s 이상의 

빠른 변형률 속도 영역에서는, 암석의 종류에 따라 다

르지만 정적인장강도보다 1.2~3.27배 인장강도가 증가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4) 그러나 이 결과는 하나의 응력

속도에서만 구한 인장강도로서 넓은 범위에서의 응력

속도와 암석의 인장강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은 아니다.
또한 10-1/s 이하의 변형률 속도의 영역에서는 암석을 

수분으로 포화시킴으로써 강도가 저하되고, 영률 및 그 

외의 변형특성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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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rock samples

Sample
Diameter[mm] Length[mm]

Porosity
[%]

Water 
content

[%]

Density
ρ

[g/cm3]

P-wave 
velocity

CO

[km/s]

Fracture 
toughness

KIC

[MPam1/2]

Young’s 
modulus

E
[GPa]Static Dynamic Static Dynamic

Kimachi sandstone 60 20 31.9~41.8 240~480 16.54 9.89 2.00 2.71 0.90 6.5

Tage tuff 60 20 29.0~37.2 240~480 28.79 17.35 1.76 2.38 0.84 4.5

Inada granite 60 20 29.7~31.6 240~480 0.49 0.31 2.58 3.95 1.99 56.8

High-speed camera

Data recorderBlasting machine

Laser vibration
meter

Detonator

Compress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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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Tensile fracture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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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Hopkinson’s effect test Fig. 2. Effect of shock absorber on the displacement velocity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수분의 영향에 의해 함수상태의 정

적인장강도는 감소되지만, 관성효과의 증대에 의해 동

적인장강도는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6) 그러나 암석

의 동적조건에서의 수분의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

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0-1/s 이하의 변형률 속도에서의 인장

강도를 정적인장강도, 100/s 이상의 변형률 속도에서의 

인장강도를 동적인장강도로 각각 정의하고, 3종류의 암

석에 대해서 정적 및 동적인장강도를 건조상태와 포화

상태에서 실험적으로 구하여, 인장강도에 미치는 변형

률 속도 및 수분의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2. 실험방법 및 시료

2.1 정적인장강도

시료는 Kimachi 사암, Tage 응회암, Inada 화강암 3
종류의 암석을 사용하였다. 건조상태 시료는 사암, 응회

암은 65°C에서 120시간, 화강암은 105°C에서 72시간 

항온조 내에서 건조후 24시간 진공펌프로 건조하였다. 
또한 포화상태 시료는 건조상태 시료를 물을 채운 데시

케이터 내에서 진공상태로 24시간 침지시킨 것을 사용

하였다. Table 1에 시료의 크기와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암석의 정적인장강도는 압열인장시험으로 측정하였으

며, 재료시험기를 사용하여 4~11 종류의 변형률 속도에

서의 정적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2.2 동적인장강도

시료는 상기와 같이 3종류의 암석을 사용하였다. 
Table 1에 시료의 크기와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암석의 동적인장강도는 홉킨슨효과를 이용한 방법
4)

으로 측정하였다. Fig. 1에 실험방법 모식도를 나타내었

다. 실험은 시료의 한쪽 끝 면에 정밀뇌관의 폭발에 의

한 충격압력을 가하고, 다른 쪽 끝 면에서의 변위속도

를 레이저 진동계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또한, 뇌관에 

의해 입사한 충격파에 의해 가장 처음 생성된 파단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속카메라로 촬영하였다. 변형

률 속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시료와 뇌관과의 사이에 

완충재로서 길이가 다른 PMMA(아크릴수지, Polymethyl 
Methacrylate)를 사용하였다. Fig. 2는 시료의 한쪽 끝 

면(이하 자유면)에서 계측한 변위속도 파형으로서, 완
충재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변위속도의 피크치까지의 

상승시간이 길어지고, 피크치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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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Water saturation on the displacement velocity

또한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분포화의 영향으로 

변위속도가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변형률 속도는 레이저 진동계로 계측된 자유면에서의 

변위속도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식(1)에 나타낸 것과 같

이 변위속도를 변위개시부터 변위속도가 최대가 되는 

시간까지 적분하여 시료의 변위를 구하고, 얻어진 변위

를 시료 전체의 길이로 나누어 변형률을 구하였다. 그
리고 식(2)에 나타낸 것처럼 변형률을 최대변위속도까

지의 시간으로 나누어 변형률 속도를 구하였다. 여기서 

실제로 계측되는 변위속도는 자유면에서의 변위속도이

며, 자유면에 입사하는 응력파의 파내 입자속도의 2배
가 되므로, 파단면에서의 변위속도는 계측된 자유면 변

위속도의 1/2값을 사용하였다.7)

 







 (1)

 

  (2)

여기서 는 변형률, 는 변형률 속도, L은 시료길이, tp
는 최대변위속도까지 시간, v(t)는 변위속도의 함수이다.

동적인장강도는 파단면에서의 입사압축응력파와 자

유면에서 반사된 반사인장응력파와의 합성치가 되며, 
식(3)에 나타낸 것처럼, 자유면에서의 변위속도로부터 

구했다.8)

  

    (3)

여기서 SD는 동적인장강도, v(tp)는 자유면에서의 최

대변위속도, Δt는 반사응력파의 자유면으로부터 파단

면까지의 전파시간, v(tp+Δt)는 파단시의 자유면에서의 

변위속도, ρ는 암석의 밀도, cp는 탄성파속도이다.

3. 실험결과

3.1 변형률 속도의 영향

Fig. 4~Fig. 6에 3종류의 암석의 건조상태에서의 변

형률 속도와 인장강도의 관계를 각각 나타내었다. 3종
류의 모든 암석에 있어서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동적인장강도(SD)와 변형

률 속도()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관계가 얻어졌다.

사 암 :   ×   (4)

응회암 :   × 
  (5)

화강암 :   × 
  (6)

이 관계를 그림에서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이 관계로

부터 건조상태에서의 동적인장강도와 변형률 속도와의 

관계는 정적인장강도와 변형률 속도와의 관계와는 다

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 정적파괴의 경우 암석 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파

괴에 이르는 것과는 달리, 동적파괴의 경우는 반사인장

응력파의 피크 부근의 좁은 영역에서 최대응력집중이 

발생하고, 이 영역 내에서 파단면이 형성된다. 즉 암석 

내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반드시 파괴에 관계하지 않는다

고 할 수 있다.9) 그리고 동적인장파괴의 경우, 파단면 

내의 응력이 인장강도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균

열 확장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장강도가 증가한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식(4)~(6) 으로부터, 건조상태에서

의 동적인장강도는 암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변형률 

속도의 약 1/3승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관계

에 대해서는 Ross6)
가 불균질 재료의 콘크리트를 대상

으로 실시한 균열형성에 대한 고찰과 같은 방법으로, 3
종류의 다른 입자구성을 갖는 암석에 대하여 미소균열

파괴선단에서의 관성효과를 고려한 동적선형파괴역학

에 근거하여 고찰한다.
균열이 새롭게 생성되기 위해서는 식(7)~(8)로 표현

되는 시료가 변형할 때에 시료내부에 축적되는 변형률 

에너지 U와 운동에너지 KE와의 합, 즉 외부로부터 가

해지는 에너지가 식(9)로 표현되는 표면에너지 Γ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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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 between strain rate and tensile strength for 
sandstone in the dry state

Fig. 5. Relation between strain rate and tensile strength for 
tuff in the dry state

Fig. 6. Relation between strain rate and tensile strength for 
granite in the dry state

커야한다. 즉, 균열형성에 의한 파괴성립조건은 식(10)
과 같이 된다.












 (7)


 




 (8)



    (9)

≥ (10)

여기서 KE는 운동에너지, U는 변형률 에너지, Γ는 

파괴표면에너지, ρ는 밀도, S는 파괴 입자경, 는 변형

률 속도, 는 피크응력, B는 체적탄성률, 는 탄성파

속도, 는 파괴인성이다.
여기서 암석의 파괴가 입계를 따라 분리․파괴하는 입

계파괴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고변형률 속도 조건

에서의 파괴는 시료에 고속으로 가해지는 에너지에 의

해, 동일 크기의 결정입자를 따라서 균열이 형성되고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Fig. 3에 나타

낸 것과 같이, 파괴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료의 변형은 

탄성적으로 거동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인장파

괴시의 피크응력 은 식(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여기서 는 파괴시간이다. 또한 결정 입자경, 즉 균

열길이는 탄성파속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결

정 입자경 S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2)

일반적으로 U는 KE의 15배 이상이므로 KE의 기여

는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파괴성립 조건을 다음과 같

이 단순화 시킬 수 있다.







≥





 (13)



터널과 지하공간 123

Fig. 7. Relation between strain rate and tensile strength for 
sandstone

Fig. 8. Relation between strain rate and tensile strength for tuff

Fig. 9. Relation between strain rate and tensile strength for 
granite

결국 파괴강도 는 식(11)~식(13)으로부터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4)

이상과 같이 이론적으로도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인

장강도는 변형률 속도의 1/3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식(14)에서의 파괴인성 KIC, 밀도  및 탄성

파속도 C0에 Table 1에 나타낸 실험치를 대입하여 계산

한 결과, 파괴응력과 변형률 속도 간의 비례계수는 사

암이 5.09, 응회암이 4.46, 화강암은 10.66으로 나타났

다. 이 비례계수는 식(4)~식(6)에 나타낸 실험치의 비례

계수와 거의 일치하므로, 식(14)를 이용하여 동적인장

강도의 예측이 가능해졌다고 판단된다.

3.2 수분의 영향

Fig. 7과 Fig. 8에 사암과 응회암의 포화상태에서의 

변형률 속도와 인장강도와의 관계를 건조상태의 결과

와 함께 나타내었다. 사암과 응회암은 포화상태에서도 

건조상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동적인장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수분포화의 

영향에 의하여 건조상태와 비교하여 정적인장강도 및 

동적인장강도가 저하되었다. 이것은 암석 내의 공극이 

압력을 받아 공극에 존재하는 수분이 쐐기작용을 하여 

입자간의 간극, 균열을 넓히고, 또한 수분에 의해 교결

물질이 용해되어 입자간의 마찰계수, 결합력이 저하되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5) 정적인강도는 3.31×10-6/s~
3.31×10-2/s의 변형률 속도 범위에서 사암은 55%~57%, 

응회암은 65%~68%가 저하하였고, 또한 동적인장강도

는 사암은 3.1×100/s~9.1×100/s 의 변형률 속도 범위에

서 42%~51%, 응회암은 2.0×100/s~5.6×100/s의 변형률 

속도범위에서 16%~53%가 저하하였다.
Fig. 9에 화강암의 포화상태에서의 변형률 속도와 인

장강도와의 관계를 건조상태의 결과와 함께 나타내었

다. 건조상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형률 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동적인장강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화강암

은 다른 2종류의 암석과는 달리, 정적인강강도 및 동적

인강장도는 건조상태와 포화상태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이것은 화강암의 경우 공극율이 0.49%로서 매

우 작기 때문에 포화상태에 있어서도 수분의 영향이 작

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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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암석의 인장강도에 미치는 변형률 속도 및 수분포화

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건조 및 포화상태

의 암석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형률 속도에서 압열인

장시험 및 홉킨슨효과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암석의 인장강도는 건조상태뿐만 아니라 포화상태

에 있어서도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

다. 특히, 건조상태의 암석의 동적인장강도는 암석

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변형률 속도의 약 1/3승에 비

례하였다.
2) 선형파괴역학에 근거하여 도출된 동적인장강도와 

변형률 속도와의 관계식에 의해 동적인강강도의 예

측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수분포화의 영향에 의해 공극률이 큰 사암과 응회암

은 건조상태와 비교하여 정적 및 동적인장강도가 저

하되었다. 그러나 공극률이 작은 화강암은 정적 및 

동적인장강도에서도 건조상태와 포화상태와의 사이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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