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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의 탄성파속도 거동특성과 역학 parameter와의 상관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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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elocity of Elastic Wav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s

Jong-Suok Lee, Jong-Kyu Moon, Woong-Eui Choi

Abstract Analysis of correlation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at elastic wave velocity have studied on Korean rock 
data after checking population size and Chi-square method. Behavior characteristics are quite different from each 
rock and mechanical parameters at elastic wave velocity. This study shows it is necessary to analize correlation 
to rock behavior characteristics for correct answer from natural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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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에서는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군의 10개 암종-1,417개의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탄성파속도와 각종 

역학적 parameter간의 상관성해석을 시행하였다. 해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암종과 역학 parameter간의 거동특성이 

상의함을 구명하였으며, 거동이 동일한 암종들을 모집단으로 상관성 해석을 하였다. 각종 시험자료는 표본의 규모

검정과 Chi-Square검정을 거친 후 해석에 임하였다. 도출된 추정식들은 95% 신뢰도가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퇴적암, 화강암, 편마암, 표본규모, 카이제곱 검정, 거동특성, 상관성

1. 서 론

암석의 역학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시험을 시행할 때 

시험방법과 시험장비에 따라 암석들의 역학적 반응특

성 즉 역학적 거동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지각을 형성하고 있는 각종 암석(한국암)을 

대상으로 일축압축강도(Uniaxial Compressive Stress Test, 
UCS), 간접인장시험(Indirect Tensile Stress-Brazilian 
Test, BRZ), 탄성계수(Elastic Modulus Test, E), 점하

중강도지수(Point Load Test, PLT), Schmidt Hammer 
타격시험 및 L.A 마모율시험(L.A. Abrasion Test, ABR)
을 본 실험실에서 시행한 결과, 참값에 가까워지는 정

밀도, 각 암종간의 결과값의 근접성, 표현되는 그림의 

형태들이 각 시험방법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였다. 
본 연구는 탄성파속도시험 결과와 타 시험 결과의 상

이함과 그 유용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화성암종의 

화강암, 안산암, 유문암을, 변성암종의 편마암, Hornfels 
및 퇴적암종의 사암, 셰일, 이암, 석화암, 응회암을 대상

으로 탄성파속도시험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암석은 한국의 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

구원-2001)의 암석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전국에 산재한 

106개 지역의 10개 암종, 1,417개 블럭을 대상으로 하였

다. 이들을 대상으로 탄성파속도시험을 독립변수로 정하

고 일축압축강도, 탄성계수, 간접인장강도 및 L.A. 마모

율시험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나타나는 거동특성의 상이

함과 그들 종속변수들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시험한 자료들은 자연에 산재한 암석들의 물리적･역

학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험결과

의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공학적 목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료의 규모, 채취방법

의 보편성 및 시험의 정교함이 필요하다. 본고는 시험

된 자료의 표본크기에 대한 검정과 자료분포의 합리성

을 통계적 방법으로 검정후 각종 해석에 임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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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료채취지점

암   종 채취지역 블럭수 비  고

퇴   적   암

셰  일 34 226

셰일, 사암, 이암은 채취지점이 중복됨. 사  암 34 166

이  암 11 49

응회암 5 57

석회암 6 70

소  계 45 568

화   성   암

화강암 22 321

안산암 10 127

유문암 5 66

소  계 37 514

변   성   암

편마암 18 260

Hornfels 6 75

소  계 24 335

계 106 지점 1,417 블럭 약 50*40*30/160kg/개

에 따라 해석결과는 모두가 신뢰도 95%이상이 나타나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연구동향

1960년대 중반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간접적으로 쉽

고 빠르게 구하기 위하여 연구자들(D’Andrea et al., 1965, 
Deere et al., 1966)이 노력한 결과, 탄성파속도와 일축

압축강도와의 상관성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에 이 분야

의 연구는 콘크리트 강도 추정을 위한 연구(Ben Zeitun, 
1986)로 발전되었고 O’Connell(1974) 등은 건조한 암

석과 포화된 암석의 탄성파속도의 특성을 구명하게 되

었다. 1980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암석에 대한 탄

성파속도시험으로 강도를 구하는 연구(Hudson et al., 
1980, Inoue et al., 1981, Jones et al., 1981, Sassa et 
al., 1984, Ren et al., 1985, Gaviglio, 1989, Sayers, 1995, 
Le Ravalec et al., 1966, Entwisle et al., 2005, Sekiguchi 
et al., 2006, Kahraman et al., 2006)가 계속되고 있으

며, 더욱이 암석의 침투에 관한 연구(Brace et al., 1968, 
Klimentos, 1991, Gueguen et al., 2003)와 암석의 물리

적 성질을 간접적으로 규명하는 연구(Hornby et al., 1998, 
Kumar et al., 2003, Song et al,. 2004)도 지속되고 있

다. 최근의 연구 동향은 절리면의 파손된 성질을 추정

하기 위한 연구(Budetta et al., 2001)와 암석의 파괴강

성(Kahraman et alo., 2002)규명을 위한 연구로 발전하

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암석의 강도를 추정하

기 위한 연구이며 이는 특정지역 혹은 단일 암종에 대

한 연구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표본추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시료채취의 대표성에 대한 검정을 한 후 

상관성 해석을 시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국
내의 연구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암종의 분포가 다양하며 동

일 암종이 밀집 분포된 특성이 있다. 또한 수출입국을 

위한 광범위하고 거대한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암반을 

대상으로 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의 설계 

및 시공관리를 위한 암반의 물리적･역학적 parameter의 

판단이 매우 절실한 경우가 많다.
간접시험법의 특성은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쉽게 

암석의 물성을 추정하는 것임에도, 제안된 연구의 결과

는 보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탄성파속도시험을 통하여 한

국암의 특성을 암종에 따라 규명하여 실무에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다.
 

3. 시료채취 
 
연구자들은 탄성파속도시험으로 암석의 물리적･역학

적 parameter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시험을 오래

도록 시행해 왔으나, 연구 결과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정된 지역의 암석이나 특정 암석을 대상으로 연구된 결

과이므로 범용하기에 보편성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분포된 대부분의 암석을 대상

으로 시행하여 설계와 시공관리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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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료수

시    험 규   격(mm) 시료수 (개) 비      고

일축압축시험 54 × 110 4,761 NX

압열 인장시험 54 × 50 4,931 NX

L.A. 마모율 37.5 mm 이하 1,708 Coring후 발생 벌집

표 3. 시험에 사용된 기기

기기 또는 계측기 성능 및 감도 제조사

일축압축시험기 digital system. 정속 재하가능 영국 ELE-ADR(150 ton)

Brazilian 시험기 10tf, 수동형 Blacknell, England

Schmidt hammer(NR) GSR, 2.207 N/m 일본 Sanyo Testing Machine

P파 속도시험기 Contester-1000 국산, 큐시맨 인터내셔널

L A abrasion tester 722X 535, Auto-Revolution 국산

coring machine DD200(HD-30-SP),경사각 설치 독일 Hilti

core cutter 유압식, 120 mm, 660X660X700 일본 동경 이화학

grading machine disc 12 inch, 2800 rpm 영국 ELE

편평대(정반) 500X 400X 120 한국 금강정밀 정공사

digital dial gauge 9J-500ML,  1/1000 mm 일본 Mitutoyo Corp

vernier calipers 1/100 mm, 30 cm 일본 Mitutoyo Corp

dial gauge 1/100  mm 일본 Peacock

magnetic gauge arm 3 활절 일본 Mitutoyo Corp

diamond bit NX, BX 국산

strain gauge PFL-10-11-11,10 mm, 119.8Ω 일본 Tokyo Sokki Kenkyujo

data logger digital-8, analog-8 channel 국산(사양 주문제작)

valance CAS, 1/100 gr 국산

Brazilian jaw 내경 100, 120 mm 국산(사양 주문제작)

drier 150℃, 120X90X130, 4층 국산,

sieve set 75 mm∼#200 국산

water tank 80X 130X 210 국산(시료 흡수용)

수 있도록 지질도에 분포된 암종에 대하여 지역을 안배

하고, 동일 암종이라도 물리적･역학적 특성이 다른(예, 
대보 화강암, 불국사 화강암)암종의 채취비율을 고려하

였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자주 대하게 되는 암종을 대

상으로 가급적 모집단의 규모를 크게 잡아 통계적 균형

을 유지하게 한 후 결과의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배려하

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들을 표 1에 요약하였으며 퇴적암군인 셰일, 사암 

및 이암의 경우는 호상적층으로 퇴적된 곳이 많았기 때

문에 동일 장소에서 채취된 것들이 많았다.  
Schmidt hammer와 rock test hammer로 현지에서 개

략적 강도를 검정하고 연약한 암석실험의 중요성을 고

려하여 현지생산 비율에서 신선암의 채취수를 가급적 

줄였다. 그 후에 절리 등 불연속면이 표출되는 블럭을 

우선 채취하였다. 또한 동일 블럭에서 생산된 시료로 

일축압축시험, 간접 인장시험, 마모율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25∼30 cm의 NX 기준 core가 최소한 30개 이

상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40 × 50 × 30 cm(약 160 kg/
개)급의 블럭이 필요하였다.

4. 시   험

본 연구에서는 채취된 1,417블럭에서 일축압축강도, 
간접인장강도, 마모율시험 시료특성의 상관성 유지를 위

하여 길이 280∼310 mm의 동일 core에서 각 시험용 

시료를 절단 생산하여 시험에 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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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본 크기의 추정(일축압축)

N Mean SD d z n

퇴적암 568 86.4 44.9 8.6 1.96 105

화강암 321 87.0 37.2 8.7 1.96 70

안산암 127 117.6 47.7 11.8 1.96 63

유문암 66 105.3 19.7 10.5 1.96 14

편마암 260 95.0 30.6 9.5 1.96 40

Hornfels 75 199.2 76.8 19.2 1.96 61

표 5. 표본 크기의 추정(탄성파속도)

N Mean SD d z n

퇴적암 568 3.9 1.4 0.39 1.96 50

화강암 321 4.2 1.2 0.42 1.96 31

안산암 127 4.7 1.4 0.47 1.96 34

유문암 66 4.6 0.4 0.46 1.96 3

편마암 260 4.2 0.8 0.42 1.96 14

Hornfels 75 4.5 1.1 0.45 1.96 23

채취된 블럭은 H-beam(350×350×12×2000)을 300 mm 
간격으로 평행하게 용접한 편평한 면에 밴드로 양단부

를 고정시켜 층리 혹은 불연속면에 수직되는 방향으로 

NX-size로 coring하였다. UCS용 시료는 직경이 54 mm, 
길이 110 mm 기준으로 가공하였고, 간접인장강도시험

으로는 BRZ(Brazilian test)을 채택하였다. 시료는 UCS
시료로 가공한 동일한 core에서 가공하였으며 BRZ시

료는 직경 대 길이의 비가 1.0에 가깝도록 성형하였다. 
UCS, BRZ 및 ABR시료는 각각 3개를 1조로 구성하였

다. 마모시험을 위하여 ASTM(C 131-89)규정에 따른 

입도조성에 맞도록 블럭에서 coring을 한 후 남은 벌집

을 분쇄하여 시료를 확보하였다. 이들 각 시험에 소요

된 시료수를 표 2에, 사용된 기기를 표 3에 요약하였으

며 모든 과정을 ASTM(D 2845-95)와 ISRM(1978)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5. 시험값의 검정

5.1 표본 크기

지반재료의 성질은 동일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라도 

물리적･역학적･화학적 성질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암석에서는 이런 현상이 토질

시료에 비해서 더 심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암석의 화

학적 구성성분, 입자의 경도, 입자의 분급, 교질물질의 

종류, 입자의 결합면적, 간극의 크기 등에 따른 미세한 

차이로 나타나는 경우와 이로 인한 풍화도 차이에서 나

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Magma의 화학적 구성요소, 
냉각속도와 그 이후 환경여건의 차이 등, 수많은 요소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성요

소의 차이는 물리적･역학적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기에 

이로 인하여 동일 장소에서 채취한 암종이라도 물리적･
역학적 요소의 표출은 미세함에서부터 현격한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본고는 비파괴시험

의 일종인 탄성파속도시험을 통하여 암석시료의 물리

적･역학적 요소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목적으로 연구를 

시도한 바, 채취된 시료가 여러 요인에 의해 성질의 차

이가 있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

분한 표본을 확보하여야 목표로 하는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실무 적용에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대부분의 통계교재에서는 시료의 표본수가 30개 이

상이면 95%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라고 기술하

고 있다(김정년, 1985, 김우철 외 2005). 그리고 Small 
sampling theory(Gill 등, 2005)에서는 표본의 평균값, 
표준편차, t-분포 및 χ2(Chi-Square)값으로 최소 표본수

를 도출하는 식 (1)과 식 (2)를 제안하였다. 이 이론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자의 각 계수들을 적용하여도 30
개 내외의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이는 통계교재에서 제

안한 결과와 같은 규모로 귀결되고 있다. 암석의 성질을 

지배하는 parameter는 물리적･역학적으로 아주 많기 때

문에 암석의 물성을 추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식 (3)(Yamaguchi, 1970)으로 최소 표본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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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Wave Velocity의 Chi-Square(퇴적암) 

하한 상한 빈도(f) Z N(0,1) 확율분포 이론개수(k) χ2

0.15 0.89 10 -2.129 0.017 0.017 9.354 0.045

0.89 1.63 24 -1.600 0.055 0.038 21.443 0.305

1.63 2.27 38 -1.143 0.127 0.072 40.323 0.134

2.27 3.11 81 -0.543 0.294 0.167 93.893 1.770

3.11 3.85 105 -0.014 0.497 0.203 120.786 1.685

3.85 4.45 122 0.514 0.696 0.202 113.621 0.618

4.45 5.33 101 1.043 0.851 0.155 87.121 2.211

5.33 6.07 64 1.571 0.942 0.090 50.842 3.405

6.07 6.81 16 2.100 0.982 0.040 22.580 1.917

6.81 7.55 7 2.629 0.999 0.014 7.630 0.052

계 568 0.999 567.591 12.142

평 가 : χ2
값의 합계가 12.142로, 95% 신뢰수준의 자유도 7의 값이 14.067이므로 ∴ Accept, 즉 퇴적암 568개 실험값은 정규분포를 

이룬다.

여기서, Z=(X-µ)/σ, N(0,1)은 σ=0의 누적 확률분포, 이론개수 k=ΣN*확율분포, χ2=(f-k)^2/k

정을 하였다. 여기서 암석 group은 동일 거동특성을 보

이는 암석끼리 묶어 표본수 추정을 하였으나 표 4와 표 

5에서와 같이 30개 미만으로 도출되는 group도 나타난

다. 이 점은 통계적 추정방법의 한계로 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Small sampling theory와 일반적 

통계교재에서 제안한 30개 이상의 표본수 및 식 (3)으로 

추정한 표본수를 고려하여 실험한 group별 최소 표본수

인 유문암의 66개 이상의 표본으로 해석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그 실험의 결과는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축압축시험, 탄성계수실험, 간접인장강도

시험, 탄성파속도시험 및 마모율시험을 시행한 값들 중 

일축압축시험값을 예시로 표 4에 수록하였고 표 5에 탄

성파속도시험 표본수 추정을 시행한 결과를 요약하였다.
 
  


≤ 

≤  



          (1)  





≤ ≤ 

        (2)

 



 ×

 ≈



 ×

    (3)

여기서 X: 표본의 평균값

t : 신뢰도 95%때 t분포의 확률계수

s,  : 표준편차

μ: group의 평균

χ2:Chi-Square, 
 

 R=자료의 범위

d=추정치와 모수의 차이

5.2 정규분포 검정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퇴적암, 화성암 및 변성암을 

대표하는 암으로, 채취된 시료는 전체의 각 암종을 대

표할 수 있는 모집단이 되어야 자료로서, 결과의 대표

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채취된 시료가 그 집단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자료가 정규분포를 형성

하는 것이 통계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김정년, 1985). 
실측자료에 맞는 이론적인 정규분포를 추정하기 위해

서는 자료의 실측값, 그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라는 3
개의 통계적 모수를 변수로 하여 추정된 이론적 분포가 

적합한지 검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χ2(Chi-Square) 
test 또는 Kolmogorov-Shmirnov test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χ2(Chi-Square) 
test를 시행하여 실험자료를 검정하였다. 셰일, 사암, 이
암, 응회암 및 석회암을 포함한 퇴적암 자료 568개의 

탄성파속도시험값을 검정하기 위하여χ2(Chi-Square) test
를 시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종 χ2

값의 허용치는 

실험결과값의 95% 신뢰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값을 기

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들의 결과를 표 6에 요약하였다.
 
N(자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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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Wave Velocity의 Chi-Square 

지질구분 암  종 N µ σ min max 구간 df X χ2
허용값

화성암 화강, 유문안산암 514 4.3 1.2 0.6 6.9 10 7 0.7 8.246 14.067

변성암 편마, Horn. 335 4.3 0.8 1.8 6.2 9 6 0.5 9.431 14.067

표 8. 역학시험 자료의 Chi-Square(일부결과 예시)  

암 종 역학 시험 N 단위 µ σ min max 구간 df X χ2
허용값

퇴적암 L.A. 마모율 568 % 45.8 19.9 6.2 98.3 10 7 9.2 10.04 14.06

화강암 UCS 321 MPa 87.0 37.1 10.1 168.0 9 6 17.5 7.58 12.59

편마암 BRZ 260 MPa 5.9 1.7 1.6 10.4 9 6 1.0 8.66 12.59

유문암 UCS 66 MPa 105.2 19.6 63.2 143.5 7 4 11.5 6.44  9.49

(a) 한국암 (b) 퇴적암

(c) 화성암 (d) 변성암

그림 1. P-Wave Velocity의 분포

µ(평균값): 3.87 
σ(표준편차): 1.40
min(최소값): 0.15  
max(최대값): 7.50 
구간=1+3.323logN = 10

df(자유도) = 10-3 = 7
변량(X)=(max-min)/구간 = 0.74

같은 방법으로 화성암과 변성암에 대한 결과를 표 7
에 요약하였다. 표 7과 같이 화성암, 변성암의 χ2

값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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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CS (b) E

(c) BRZ (d) ABR

그림 2. 한국암에 대한 탄성파속도시험의 상관거동

허용값 이내로 도출되었으며, 탄성파 속도시험자료는 

퇴적암, 화성암 및 변성암 모두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의미는 시료채취가 강한암, 보통암, 
연한암 및 매우 풍화된 암을 고루 포함하여 채취되었다

는 사실을 뜻하며, 시험과정에서 여러 오차가 내포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여 기각 자료가 없는, 즉 이상

값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암종에 따른 UCS, E, BRZ 및 L.A. 마모율 시험값

에 대한 χ2
값의 검정도 시행되었으며 이들 결과의 무작

위 표본에 대한 예시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또한 본고의 

전체 시험자료(한국암), 퇴적암, 화성암 및 변성암 자료

별로 빈도분석을 한 결과를 그림 1에 적시하였다. 4가
지 그림들은 표준정규분포의 양상보다는 약간 편기되

는 경향은 있으나 검정결과는 정규분포로 간주할 수 있

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해석을 시행하여도 통계적 결함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고는 탄성파 속도와 각 역학시험의 parameter(일
축압축강도, 탄성계수, 간접인장시험 및 마모율시험)에 

따른 거동특성과 상관성 해석을 시행함에 따라, 종속변

수와 독립변수에 적용될 자료의 통계적 검정결과에 이

상이 없으므로 본 시험으로 도출되는 해석결과는 95% 
이상의 신뢰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거동분석

6.1 상관관계에서의 거동특성

탄성파속도 시험값과 암석의 제반 역학시험값과의 상

관성에서 암석의 거동이 각각 다르게 표출될지도 모르

기 때문에 먼저 한국암(퇴적암, 화성암 및 변성암) 전체 

자료의 거동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시

험에서는 탄성파속도 시험값과 일축압축강도, 탄성계

수, 간접인장시험값 및 L.A. 마모율 시험값 사이의 거

동을 분석해야 한다. 그림 2는 탄성파속도 시험값과 이

들 parameter와의 상관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a)
는 퇴적암, 화성암 및 변성암종에 속하는 10개 암종 

1,417개 블럭의 시험값 중 탄성파속도 시험값을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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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Wave : UCS (b) P-Wave : E

(c)P-Wave : BRZ (d)P-Wave : ABR

그림 3. 퇴적암군에서 탄성파속도시험의 상관거동

수로, 일축압축 시험값을 종속변수로 잡아 상관성을 나

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상관거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암석의 거동을 단일거동으로 해석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질학적 분류에 따른 퇴적암종, 
화성암종 및 변성암종으로 분리 해석해야 할 것인지, 
좀더 세분된 각각의 암석단위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는 

좀 더 깊이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림 2(b)는 탄성파속도-탄성계수간의 상관거동을 표

현한 것이며, 이 역시 최소 4개 이상의 개별 거동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림 2(a)와 같은 양상이라 할 수 있

다. 그림 2(c)는 탄성파속도-간접인장시험, 그림 2(d)는 

탄성파속도-L.A.마모율시험값에 대한 상관관계도이고, 
각각 최소 4개 이상의 개별거동 특성을 가진 암석들의 

집합체로 판단된다. 이상의 거동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탄성파속도시험에 대한 각 parameter와의 상관 거동분

석은 지질학적 생성원인에 따른 퇴적암, 화성암 및 변

성암을 각각의 모집단으로 정하여 분석을 해야 될 1단

계 시도와, 각각의 암종을 모집단으로 시행해야 될 2단
계 분석을 이행함으로써 그들의 거동특성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6.2 암군의 거동특성 분석

6.2.1 퇴적암군의 분석

퇴적암에 속하는 셰일, 사암, 이암, 응회암 및 석회암 

등 568개 블럭에서 생산된 NX core로 시험한 일축압축

강도, 탄성계수, 간접인장시험 및 마모율 시험성과를 각

각 종속변수로, 탄성파시험 성과를 독립변수로 한 상관

성 좌표에서의 거동을 해석한 것이 그림 3이다. 퇴적암

에서는 위의 4가지 parameter에 대한 거동이 지질학적 

생성상의 퇴적암 모집단에 대한 단일거동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탄성파속도 시험값에 대한 일축

압축강도, 탄성계수, 간접인장시험 및 마모율이 각 암석

별 거동 대신, 퇴적암의 group 거동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관성해석은 Exponential Growth 
함수에 최적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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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퇴적암의 상관성(자료:568개)

Parameter 추정식  χ2
비 고

UCS(MPa)  × 0.964 73.18

셰일, 사암, 이암, 
응회암, 석회암

E(GPa) × 0.927 30.60

BRZ(MPa) × 0.900  2.33

ABR(%) × 0.856 56.68

(a) P-Wave : UCS (b) P-Wave : E

(c) P-Wave : BRZ (d) P-Wave : ABR

그림 4. 화성암군에서 탄성파속도시험의 상관거동

있다. 또한 상관지수( )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하고 parameter의 분포가 정

규분포를 이루고 있어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결과를 표 9에 요약하였다.

6.2.2 화성암군의 분석

화강암, 안산암 및 유문암을 포함하는 화산암군 시험

값 514개를 모집단으로 한 탄성파속도와 각 parameter
와의 상관성 좌표에서는 그림 4와 같이 두 가지 거동양

상을 보이고 있다. 일축압축강도와 간접인장강도를 독

립변수로 정한 상관성에서는 화성암 전체를 단일 모집

단으로 거동을 하는 모양을 그림 4(a)와 (c)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b)와 (d)에서와 같이 탄성계수와 

마모율값과의 상관성에서는 3개 이상의 독립거동을 나

타내는 집단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탄성계수나 

마모율과의 상관성은 각 암석별로 대응시켜 해석을 해

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탄성파속도에 대한 

일축압축강도, 탄성계수, 간접인장강도 및 마모율의 상

관성은 일반적으로 Exponential Growth 함수에 최적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성파속도와의 상관성은 Exponential Growth 함수

에서는 0.801～0.957의 높은 상관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높은 상관성을 유지하고 χ2

은 비교적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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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화성암의 상관성

Parameter 추정식 N  χ2

화성암 UCS(MPa)  × 514 0.926 122.89
화성암 BRZ(MPa) × 514 0.890   2.50
화강암 E(GPa) × 321 0.882  15.27
안산암 '' × 127 0.957  18.03
유문암 '' ×  66 0.836   0.84
화강암 ABR(%) × 321 0.893   6.71
안산암 '' × 127 0.918  25.00
유문암 '' ×  66 0.801   7.54

(a) (b)

(c) (d)

(e) (f)

그림 5. 화성암군에서 탄성파속도시험의 상관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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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CS (b) E

(c) BRZ (d) ABR

그림 6. 변성암군의 탄성파속도시험의 상관거동

석결과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의 해석결

과를 표 10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6.2.3 변성암군의 분석

변성암군에서는 대종을 이루는 편마암과, 셰일이 광

역변성작용을 받아 재결정된 Hornfels를 포함시켜 2개
암종으로 변성암군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서로 이질적

인 암종이기 때문에 탄성파속도와 일축압축강도, 탄성

계수, 간접인장강도 및 마모율과의 상관성에서 서로가 

전혀 다른 거동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에 그 특성

을 도시하였다. 그림 6(a)는 탄성파속도와 일축압축강

도의 상관성을 도시하였으나 Hornfels는 가파른 거동을 

나타내는 반면 편마암은 점진적 증가 거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성계수, 간접인장강도, 마모율의 

거동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관성

해석은 각 암종의 거동특성에 따라 시행해야 될 것이다.
그림 7은 편마암과 Hornfels의 탄성파속도와 일축압

축강도의 상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Hornfels의 강도가 편마암의 강도보다 월등히 강함을 

알 수 있다. 

Hornfels의 강도는 100～350 MPa 범위에 분포되고 

있으나 편마암의 강도는 25～175 MPa 범위에 분포되

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유로 탄성파속

도 증가에 따른 압축강도 증가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거동특성을 나타내기 어렵다. 편마암과 Hornfels
에서 간접인장강도 분포범위가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리고 탄성파속도의 증가율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상관성 곡

선은 전개 특성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서

로 전혀 다른 거동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로 이

질적인 물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림 8은 간접인장강도와 마모율에 대한 편마암과 Hornfels
의 상관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마모율곡선은 두 암석 

모두 Exponential Growth 함수에 최적의 상관성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마모율값은 두 암석간에 매우 큰 격

차를 보이고 있으며 분포범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Hornfels의 마모율은 주로 30% 이하에 분포되므로 강

도가 매우 강한 암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열에 의한 

재결정으로 입자간의 접착이 용융접합이 되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 변성암군인 편마암과 Hornfels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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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neiss (b) Hornfels

(c) Gneiss (d) Horn

그림 7. Gneiss와 Hornfels의 UCS와 E의 상관성

(a)Gneiss (b)Hor

(c)Gneiss (d)Horn

그림 8. Gneiss와 Hornfels의 BRZ와 마모율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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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변성암의 상관성

Parameter 추정식 N  χ2

편마암 UCS(MPa)   260 0.951 46.33

.. E(GPa)  .. 0.900 0.59

.. BRZ(MPa)  .. 0.824 0.54

.. ABR(%)  .. 0.888 8.04

Hornfels UCS(MPa)   75 0.963 226.09

.. E(GPa)  .. 0.910 35.61

.. BRZ(MPa)  .. 0.932 3.58

.. ABR(%)  .. 0.942 14.63

(a) (b)

(c) (d)

그림 9. 신뢰도 검정(예시)

로 하여 탄성파속도시험과 각 역학시험을 시행한 결과

로 상관성을 해석하였다.
두 암석이 이질적이라 변성암군으로의 해석을 할 수 

없는 거동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각각의 암에 대하여 일

축압축강도, 탄성계수, 간접인장강도 및 마모율에 대한 

상관해석을 한 결과를 표 11에 정리하였다. 상관지수

()가 최소 0.824 이상으로 상호간의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신뢰도 검정

퇴적암, 화성암 및 변성암군의 10개 암종, 1,417개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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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요소별 신뢰도 검정(예시)

암군(종) 자료수(N) 역학요소
신뢰도(%)

오류점(개)
기대값 발현값

퇴적암 568 UCS 95 95.95 23

퇴적암 568 E 95 97.54 14

화성암 514 BRZ 95 96.30 19

편마암(변성) 260 ABR 95 98.47 4

종 실험자료를 대상으로 표본의 크기와 시료채취의 합리성

을 검정하여 각 암군 및 암종에 대한 역학적 parameter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고 상관성을 해석하였다. 이 결과들

을 아래에 도식으로 제시하고 표 9, 표 10 및 표 11에 

각각의 상관식을 요약하였다. 추정된 식들이 95% 신뢰

성을 가지도록 가설을 정하여 해석을 시행한 결과가 그 

가설에 적합하게 도출되었는지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추정식들은 각 암종별 역학 parameter별로 모두 20개가 

되며 암군(종)별-parameter별로 신뢰도 검정을 시행하

여 암종 및 각 parameter의 대표적인 4가지를 예시하여 

그림 9에 도시하였다. 각 요소마다 신뢰도는 상한 및 하

한으로 범위를 표시하고 있으며 신뢰도 곡선의 중심선

은 함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신뢰도 범위를 벗어나는 

점(오류점)들은 불규칙한 산점으로 나타나며 이들을 집

계하여 그 비율을 검토하면 당초 가설상의 기대 신뢰도

는 95%였으나 검정결과, 신뢰도가 95% 이상으로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 12에 요약하였다.

8. 결과의 검토

많은 연구자들은 암석의 물리적･역학적 parameter를 간

접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점하중시험, Schmidt hammer 
타격시험, 탄성파속도시험, L.A. 마모율시험, 압열인장

시험 등을 시행하여 보고하였다. 건설공사의 조사, 설
계, 시공 및 감리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및 해석의 어려

움 등이 내재된 이들 시험을 하기에는 여건이 허락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모집단이 빈약하고, 정규분포

를 이루는 표본추출이 실패하여 정밀도에 대한 신뢰성

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간접시험법의 활용이 현재까지

는 빈번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암석군, 암종에 따라 거동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며, 물

리적･역학적 parameter에 따라 상관거동이 상이하게 나

타나는 현상을 무시한 채 전체 암석에 대한 간접시험법

의 해석결과를 제시하였기에 추정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는 값을 도출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

되어 실험 결과가 미덥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여

러 간접시험법은 각각의 시험 방법의 특성과 결과값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시험방법의 선택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본고는 이를 극

복하여 거동특성별 해석을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사비를 산출하는 근거인 표준품셈에는 탄성파속

도 시험자료를 근거로 암석강도를 분류하고 있으나 이

는 본고의 결론을 참고한다면 실제 발현강도와 현격한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암에 대한 탄

성파속도시험의 응용에는 시험면의 확보, 함수비 처리, 
파의 진행면의 직선성 등 정도 높은 결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내 시험시에도 시료의 전처리가 

매우 까다로운 점이 있으나 시험결과의 정밀도 및 신

뢰도는 매우 우수한 시험법이라 할 수 있다(그림 9와 

표 12 참조). 

9. 결   론
  
10개 암종 1,417개의 암석시험자료를 사용하여 탄성

파속도시험에 대한 일축압축, 탄성계수, 간접인장시험 

및 L.A. 마모율에 대한 거동특성분석과 상관해석을 시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험자료는 모집단의 크기와 채취시료의 대표성에 

대한 통계적인 검정과정을 거친 후 해석을 함으로서 

결과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2. 퇴적암(셰일, 사암, 이암, 응회암, 석회암)에서는 각 

parameter(일축압축강도, 탄성계수, 간접인장시험 및 

마모율시험)와 탄성파시험 성과와의 상관성 좌표에

서는 단일거동을 한다.
3.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유문암)에서는 일축압축강

도, 간접인장강도에 대한 탄성파속도시험과의 상관

성은 단일거동을 보이고 있으나 탄성계수, 마모율과

의 상관성은 암석별 개별거동을 한다. 
4. 변성암(편마암, Hornfels)에서는 각 역학요소별, 암

석별로 개별거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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