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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the Rock Failure Criteria Taking Account of the 
Intermediate Principal Stress

Youn-Kyou Lee

Abstract Although the Mohr-Coulomb and Hoek-Brown failure criteria have been adopted widely in rock mechanics, 
they neglect the σ2 effect. The result of true triaxial tests on rock samples, however, reveals that the σ2 effect 
on strength of rocks is considerable, so that rock failure criteria taking into account the influence of σ2 are necessary 
for the precise stability evaluation of rock structures. In this study, a new nonlinear 3-D failure criterion has been 
suggested by combining the Hoek-Brown criterion with the smooth octahedral shape function taken from Jiang & 
Pietruszczak (1988). The performance of the new criterion was assessed by comparing the strength predictions from 
both the suggested criterion and the corresponding linear 3-D criterion. The resulting fit of the new criterion to 
the true triaxial test data for six rock types taken from the literature shows that the criterion fits the experimental 
data very well. Furthermore, for the data sets having data taken in the low σ3 range, the nonlinear failure criterion 
works better than the linear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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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암석의 파괴조건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Mohr-Coulomb식과 Hoek-Brown식은 중간주응력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러나 암석의 진삼축압축시험 결과에 의하면 암석의 강도는 중간주응력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암반구조물의 정밀한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중간주응력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파괴조건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Jiang & Pietruszczak(1988)이 제안한 팔면체면 단면 형상함수를 

이용하여 Hoek-Brown 파괴조건식에 근사하는 새로운 3차원 비선형 암석파괴조건식을 제안하였다. 대응되는 

선형파괴조건식의 강도예측 결과와 비교검토를 통해 제안한 파괴조건식의 강도예측 성능을 평가하였다. 제안한 

파괴조건식을 문헌에 보고된 6개 암종의 진삼축압축시험 결과에 적합시킨 결과 매우 우수한 적합성을 얻었다. 
특히, 구속압이 낮은 영역의 진삼축압축강도를 포함한 자료에 대해서는 선형 파괴조건식에 비해 뛰어난 적합성

을 보였다.

핵심어 중간주응력, 암석의 파괴조건식, Hoek-Brown, Mohr-Coulomb, 진삼축압축시험

1. 서 론

현재까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암석파괴조건식은 

Mohr-Coulomb(M-C)식과 Hoek-Brown(H-B)식(Hoek 
& Brown, 1980)이다. 정수압이 증가할 때 M-C식은 선

형적 강도 증가를 예측하지만 H-B식은 비선형적 강도 증

가를 예측한다. 두 식은 모두 삼축압축조건(  )
에서 파괴시 최대주응력()과 최소주응력()의 관계

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간주응력의 크기가 파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Mogi(1967, 1971)의 선구적 연구 이 후 지금까지 보고되

고 있는 암석의 진삼축압축시험(true triaxial compression 
test) 결과(Hoskins, 1969, Takahashi & Koide, 1989, 
Chang & Haimson, 2000a,b)에 의하면 진삼축압축조

건(  )의 암석의 강도는 삼축압축조건의 경우

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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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finition of Nayak & Zienkiewicz’s stress invariants, ,  ,  .

암석의 파괴거동을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중간

주응력( )을 고려한 해석이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
에 따라 암반공학적 해석과정에서 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결과들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Tiwari & 
Rao, 2006, Yang et al., 2007, Issen & Challa, 2008).
중간주응력의 크기를 고려한 암석의 파괴거동 해석을 

위해서는 를 고려한 3차원 파괴조건식의 개발이 선행

되어야 한다. Drucker-Prager 함수(Drucker & Prager, 
1952)는 지반공학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

는 3차원 파괴조건식이지만 의 증가에 따른 강도증가

를 과도하게 예측하는 단점이 있다. 암석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3차원 파괴조건식으로는 Mogi 함수(Mogi, 
1971), 수정 Wiebols-Cook 함수(Zhou, 1994), 수정 Lade 
함수(Ewy, 1999), Mogi-Coulomb 함수(Al-Ajmi & 
Zimmerman, 2005) 등이 있다. 이들 함수는 정수압의 

증가에 따라 강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선형 파괴조건

식의 범주에 속한다. Benz & Schwab(2008)은 Matsuoka 
& Nakai(1982)의 파괴조건식과 H-B파괴조건식을 결

합한 비선형 3차원 파괴함수 HBMN을 제안하였다. 한
편 언급한 3차원 암석파괴조건식 중 수정 Lade 식과 

HBMN 식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식들은 파괴함수 곡면

이 특이성(singularity)을 갖거나 볼록성이 보장되지 않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Colmenares & Zoback(2002)
은 지금까지 제안된 주요 3차원 파괴조건식의 강도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연규(2011)와 이연규 외(2011)가 파괴

함수 곡면이 특이성을 갖지 않고 볼록성이 보장되는 선

형 3차원 파괴조건식들을 제안하였다. 이연규(2011)의 

연구에서는 Jiang & Pietruszczak(1988)의 파괴곡면 단

면함수를 M-C 파괴조건식과 결합시켰으며, 이연규 외

(2011)의 연구에서는 Willam & Warnke(1974)가 제안

한 3차원 콘크리트 파괴조건식의 단면함수를 M-C함수

와 결합시킨 파괴조건식 MC-WW가 제안되었다.
구속압의 증가에 따른 암석의 삼축압축강도 증가는 

일반적으로 비선형적 특징을 보인다(Hoek & Brown, 
1980). 선형 파괴조건식들은 이러한 강도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형 파괴조건식들이 갖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H-B 조건식과 Jiang & Pietruszczak(1988)의 파

괴함수 단면함수를 결합시킨 새로운 비선형 3차원 파괴

조건식 HB-JP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문헌

에 보고되고 있는 암석의 진삼축압축시험 자료를 활용

하여 HB-JP 파괴조건식과 이연규(2011)의 연구에서 제

안된 선형 파괴조건식(이 후 MC-JP로 지칭)의 삼축압

축강도 예측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2. M-C 함수와 H-B 함수의 기하학적 표현

물체 내 임의 지점의 응력상태는 Fig. 1과 같이 주응

력 직교좌표계에서 한 점    로 표시할 수 있

다. 점 q는 다시 Nayak & Zienkiewicz(1972)의 응력불

변량 , , 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팔면체면(octahedral plane)까지의 거리이며 는 공간

대각선(space diagonal)에서 점 q까지의 거리이고 는 

축의 팔면체면에 대한 투영인 
축을 기준으로 측정

한 Lode각이다. 와 는 응력텐서 와 편차응력텐서 

로부터 각각  
 , 와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인 경우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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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C and H-B failure criteria in the octahedral and meridian sections

  tan   
     (1)

이연규(2011)에 의하면 응력불변량 , , 를 이용하

여 M-C 파괴조건식은 구간 ≤≤에서 다음과 같

이 표시할 수 있다. 




sin
 sin

sin
 sin

  (2a)

 cos sincos sin sin sin
sin  (2b)

여기서 는 암석의 마찰각, 는 암석의 일축압축강

도이다. 함수  는 M-C 함수의 팔면체면 단면형상

을 정의하는 함수이다.
한편 H-B 파괴조건식는 구간 ≤≤에서 다음

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in

coscossin (3)

여기서 과 는 H-B함수의 강도정수이다.

세 주응력  ,  , 의 순열이 6가지이므로 대칭성을 

고려하면 M-C와 H-B 파괴조건식의 팔면체면 단면

(octahedral section) 형상은 모두 Fig. 2와 같이 육각형

이 됨을 보일 수 있다. 반면에 파괴함수의 종단면을 의미

하는 자오단면(meridian section) 형상은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M-C 함수의 경우 선형이지만 H-B 함수의 경우 

비선형으로 나타난다. 그림에서 와 는 각각 삼축압축

조건(   ,   )과 삼축신장조건(    , 
  )에서 값이며 그 비  는 각각 다음과 같다.

 sin
sin  (4)

 



 


     (5)

이 때 물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의 범위는 ≤≤

이다.  일 때 M-C 및 H-B 함수의 팔면체단면 형

상은 정육각형이 되며  일 경우 정삼각형이 된다. 
M-C 함수의 경우 값이 상수이므로 파괴함수의 팔면

체면 단면형상은 정수압의 크기( )에 무관하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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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MC-JP criterion (a) in the principal stress space and (b) on the octahedral plane.

정한 형상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H-B 함수의 경우 

의 증가에 따라 값이 증가한다. 즉 정수압의 크기가 작

으면 삼각형에 가까운 단면 형상을 보이며 정수압의 크

기가 커지면 정육각형에 가까운 단면 형상을 나타낸다.

3. 중간주응력을 고려하는 3차원 파괴함수

3.1 MC-JP 파괴조건식

M-C 함수의 모서리에 접하는 새로운 형상함수로 식 (2)
의  를 대치하면 M-C 함수에 근사하는 3차원 파괴

함수를 얻을 수 있다. 이연규(2011)는 Jiang & Pietruszczak 
(1988)이 제안한 다음의 단면형상 함수   를 이

용하여 새로운 3차원 선형 파괴함수 MC-JP를 개발하

였다.

   
  
 cos


    (6)

식 (6)은     ,     을 만족

한다. h는 파괴함수 곡면의 특이성 해소를 목적으로 도

입된 상수로서 ≃∧인 경우 특이점이 해소되

고 볼록성이 보장되는 파괴조건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을 가정하였다. 이 경우 식 (6)은 

≤≤°범위에서 볼록성이 보장된다. MC-JP 함수

는 M-C 함수의 모서리에서 접하면서 부드럽게 감싸는 

형태가 된다.    일 때 MC-JP함수는 M-C 함수

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이면 Drucker-Prager 
파괴조건식과 일치한다. Fig. 3은  °,    MPa
를 가정하였을 때 MC-JP 함수를 M-C함수와 비교하여 

도시한 것이다.

3.2 HB-JP 파괴조건식

이 연구에서는 H-B 파괴조건식인 식 (3)과 Jiang & 
Pietruszczak의 단면형상 함수 식 (6)을 결합하여 중간

주응력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3차원 비선형 파괴조

건식 HB-JP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7a)

   
  
 cos


    (7b)

식 (7)은 H-B 파괴조건식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접하면

서 H-B 파괴곡면을 감싸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일 때 HB-JP함수는 H-B 함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식 

(7a)의 우변은   일 때 식 (3)의 값 즉,    을 

나타낸다.   는 파괴조건식의 팔면체면에 나타

나는 단면 형상을 정의하는 함수이다. MC-JP 파괴조건

식의 경우와 달리 가 의 함수이므로 단면형상은 정

수압 크기에 따라 변한다. 즉, 정수압의 크기가 매우 커

지면 단면형상은 원형에 가까워지지만 정수압의 크기

가 매우 작아지면 정삼각형에 근접하는 단면형상을 나

타낸다. Fig. 4는 ,   ,    MPa를 가정하

였을 때 HB-JP 파괴함수를 주응력 좌표계와 팔면체면

에 도시한 것으로 이 파괴조건식의 비선형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MPa인 경우에 비하여   MPa일 

때 팔면체 단면형상은 원형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MC-JP 파괴조건식의 경우 팔면체 단면

형상이 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사실과 잘 대

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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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HB-JP criterion (a) in the principal stress space and (b) on the octahedral plane.

Fig. 5. Influence of   on the triaxial strength   in the 
HB-JP criterion

제안한 파괴조건식 HB-JP에서 중간주응력 가 삼축

압축강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Fig. 4의 경

우와 동일한 강도정수를 가정하고 가 각각 0, 20, 40, 
60 MPa일 때 의 변화에 따른 의 변화를 Fig. 5에 

도시하였다. 비교를 목적으로 H-B 함수로 예측한 강도

도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은 H-B 파괴조건식과 달리 

HB-JP 함수가 중간주응력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반

영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4가지 경우 모두 정점

까지 강도가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HB-JP 파괴조건식이 예측하는 최대 값은 H-B 함수에 

비해 네 경우에서 각각 20.4%, 15.9%, 14.6%, 13.8% 높
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강도정수를 가정하였을 때 

구속압이 증가함에 따라 중간주응력이 H-B 강도에 대

한 HB-JP 강도의 비에 미치는 영향이 약간씩 감소됨을 

말해준다. 한편 최대 값은 변화범위의 중앙을 기준

으로 약간 우측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진삼축압축시험 자료를 이용한 MC-JP 및 HB-JP 
파괴조건식의 성능 비교

4.1 진삼축압축시험 자료

중간주응력을 고려한 선형파괴조건식 MC-JP와 이 연

구에서 개발된 비선형 파괴조건식 HB-JP의 신뢰도를 비

교 검토하기 위하여 6개 암종에 대한 진삼축압축시험 결

과를 두 파괴조건식으로 예측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택한 6개 암종 중 Yuubari 셰일과 Shirahama 
사암에 대한 자료는 Takahashi & Koide(1989)와 Al-Ajmi 
& Zimmerman(2005)의 연구에서 인용하였고, Westerly 
화강암에 대한 자료는 Chang & Haimson(2000a)의 논

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Dunham 백운암, Mizuho 조면

암, Manazuru 안산암에 대한 자료는 Mogi(2007)의 연

구를 참조하였다. 원 자료에는 파괴 시 세 주응력  , 
 , 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 제안한 파괴조

건식이 Nayak & Zienkiewicz의 응력불변량으로 표시

됨을 고려하여 세 주응력으로터 , , 을 계산하였다. 
일례로 Table 1은 Yuubari 셰일에 대한 환산결과를 보

여준다.

4.2 파괴조건식의 신뢰성 판단기준

제안한 파괴조건식의 신뢰도는 실험자료에 대한 적합

도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적합도 평

가지표로써 값에 대한 잔차표준편차(Residu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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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ue triaxial test data for Yuubari shale tested by Takahashi & Koide (1989)

(MPa) (MPa) (MPa) (MPa)  (MPa) (MPa)

161 25 25 121.82 0.00 111.04 

168 25 25 125.86 0.00 116.76 

182 35 25 139.72 0.06 124.31 

187 36 25 143.18 0.06 128.02 

175 45 25 141.45 0.12 115.18 

175 56 25 147.80 0.20 111.99 

186 66 25 159.93 0.25 118.32 

200 77 25 174.36 0.29 127.09 

194 79 25 172.05 0.32 122.07 

196 85 25 176.67 0.35 122.69 

201 96 25 185.91 0.41 125.22 

194 100 25 184.17 0.46 119.75 

186 114 25 187.64 0.58 114.06 

197 124 25 199.76 0.61 122.08 

183 133 25 196.88 0.73 114.20 

228 50 50 189.37 0.00 145.34 

239 50 50 195.72 0.00 154.32 

245 50 50 199.19 0.00 159.22 

257 69 50 217.08 0.08 161.82 

261 90 50 231.52 0.18 158.50 

266 100 50 240.18 0.22 159.91 

260 110 50 242.49 0.28 152.97 

260 122 50 249.42 0.34 150.92 

285 129 50 267.89 0.34 169.12 

266 148 50 267.89 0.47 152.95 

256 159 50 268.47 0.56 145.75 

Deviation, RSD) 지수를 도입하였다. RSD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8)

여기서 n은 진삼축압축 실험자료의 수, 는 실험값, 

는 최적식으로 계산한 값이다. 는 회귀분석의 자

유도로서 자료수와 미지 강도정수 수를 뺀 값이다(Davis, 
2002). 그러므로 RS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험자료의 

회귀분석을 통해 최적 강도정수의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MC-JP 식의 경우 와 가 대상 강도정수이고, 
HB-JP의 경우 무결암(  )을 가정하면 과 가 대

상 강도정수가 된다. 이 연구에서 고려한 파괴조건식 

MC-JP와 HB-JP에서 는 와 에 대한 비선형 양함수

이므로 최소자승법에 기초한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하

여 최적의 강도정수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 (8)
은 RSD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파괴조건식의 실험자료에 

대한 적합도가 뛰어남을 말해준다.

4.3 파괴조건식의 삼축압축강도 예측성능 비교

6개 암종에 대한 비선형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표는 각 파괴조건식에 대한 최적 강도정수 

값과 RSD 값을 보여준다. 여기서 암종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암종 간에 RSD 값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차원 

파괴조건식의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를 목적으로 2차원 

파괴조건식 즉, 중간주응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M-C식 



중간주응력을 고려한 선형 및 비선형 암석파괴조건식의 비교 고찰18

Table 2. Results of the nonlinear regressions for MC-JP and HB-JP criteria.

Rock type
Best fitting strength parameters

RSD (MPa)
for MC-JP

RSD (MPa)
for HB-JPMC-JP

  ,  MPa
HB-JP

 ,  MPa
Yuubari shale 28.58, 97

(30.67, 104)a
8.78, 71

(10.52, 72)b
3.20

(5.86)a
3.25

(5.87)b

Shirahama sandstone 36.86, 78
(39.43, 85)a

16.27, 55
(19.10, 58)b

3.24
(4.44)a

2.38
(4.14)b

Dunham dolomite 32.00, 381
(36.55, 387)a

7.88, 340
(11.58, 321)b

12.22
(22.10)a

12.82
(22.05)b

Westerly granite 50.27, 295
(52.00, 328)a

39.80, 210
(36.77, 260)b

11.33
(14.51)a

6.85
(12.09)b

Mizuho trachyte 25.79, 196
(30.36, 188)a

5.92, 163
(11.11, 124)b

5.24
(11.33)a

5.42
(11.30)b

Manazuru andesite 44.80, 297
(49.40, 284)a

24.10, 216
(46.49, 150)b

9.23
(15.46)a

8.27
(14.68)b

aResuts for M-C criterion, bResults for H-B criterion

및 H-B식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도 괄호 안에 함께 

제시하였다. 6개 암종 모두 중간주응력을 고려하는 3차
원 파괴조건식이 M-C 및 H-B 파괴조건식에 비해 적합

도가 뛰어남을 잘 보여준다. 특히 HB-JP식의 경우 H-B
식에 비해 42%~52% 정도 RSD 값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암반구조물의 정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3차원 파괴조건식의 도입이 필요함을 잘 

말해준다.
Yuubari 셰일, Dunham 백운암, Mizuho 조면암의 경

우 MC-JP 파괴조건식의 RSD가 각각 3.20 MPa, 12.22 
MPa, 5.24 MPa으로 HB-JP 파괴조건식의 경우에 비해 

적합도가 약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반면에 Shirahama 사암, Westerly 화강암, Manazuru 
안산암의 경우 HB-JP 파괴조건식의 RSD가 2.38 MPa, 
6.85 MPa, 8.27 MPa으로 MC-JP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Westerly 화강

암의 경우 MC-JP 파괴조건식의 RSD가 HB-JP 파괴조

건식의 약 1.7배이므로 HB-JP식의 적합도가 MC-JP식
에 비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HB-JP 파괴조건식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MC-JP 파괴조건식에 비해 다소 우수하다

는 것을 말해준다.
6개 암종의 진삼축압축시험 결과에 대한 HB-JP 및 

MC-JP 파괴조건식의 최적 적합곡선을 Fig. 6과 같이 

 평면에 도시하였다. Yuubari 셰일과 Shirahama 
사암의 경우는 비교를 위해 H-B 파괴조건식의 최적 적

합곡선을 함께 나타내었다. 실제 실험자료는 암석의 강

도가 중간주응력의 크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HB-JP 및 MC-JP 파괴조건식은 이러한 경

향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Yuubari 
셰일과 Shirahama 사암의 경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

이 중간주응력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는 H-B 파괴조건

식의 적합곡선은 실험결과와 일치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에서 Yuubari 셰일의 경우    MPa일 때 

H-B식에 대한 최적 강도는 약 180 MPa이지만 HB-JP
식의 최적 강도 범위는 169 MPa~193 MPa으로 최대값

은 최소값보다 약 14.3% 크다. 또한    MPa일 때 

H-B식에 대한 최적 강도는 258 MPa이지만 HB-JP식
의 최적 강도는 240 MPa~272 MPa의 범위에 있으므로 

최대값이 최소값에 비해 약 13.0% 크다. 따라서 3.2절에

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간주응력을 고려한 파괴조건식이 

예측하는 (최대강도/최소강도)비는 의 증가에 따라 조

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

축압축조건(  )과 삼축신장조건(   )
에 근접하는 영역에서는 H-B식이 암석의 강도를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Yuubari 셰

일, Dunham 백운암, Mizuho 조면암의 경우 두 파괴조

건식의 적합도 차이가 크지 않음을 Fig. 6은 분명히 보여준

다. 반면에 Shirahama 사암, Westerly 화강암, Manazuru 
안산암의 경우는 두 파괴조건식의 적합도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최소주응력 의 크기에 따른 적합도 분석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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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6. Best fitting curves for true triaxial test data: (a) Yuubari shale, (b) Shirahama sandstone, (c) Dunham dolomite, (d) 
Westerly granite, (e) Mizuho trachyte, (f) Manazuru ande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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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ahama 사암과 Westerly 화강암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의 값이 매우 작은 진삼축압축시험 결과를 포

함하는 자료에 대한 적합도는 HB-JP식이 MC-JP식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석강도의 비선형

성이 구속압이 낮은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나타나

기 때문이며 비선형 파괴조건식인 HB-JP가 이러한 강

도비선형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 론

암석의 진삼축압축시험 결과에 의하면 암석의 강도는 

중간주응력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암석의 파괴조건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M-C식과 H-B식은 중간주응력의 크기

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암반구조물의 정밀한 안정성 분

석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중간주응력을 고

려할 수 있는 다양한 3차원 파괴조건식들이 국내외에서 

제안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H-B 파괴조건식과 Jiang 
& Pietruszczak(1988)의 팔면체면 단면함수를 결합하

여 중간주응력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비선형 암석파

괴조건식 HB-JP를 제안하였다. 제안한 함수의 강도예

측 성능을 이연규(2011)가 제안한 선형 3차원 파괴함수 

MC-JP의 경우와 비교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HB-JP 파괴조건식은 주응력 좌표계에서 H-B 파괴

조건식의 모서리에 부드럽게 접하는 곡면이므로 

H-B 파괴조건식의 비선형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

시에 중간주응력의 크기를 고려할 수 있는 파괴조건

식이다. 따라서 삼축압축조건(  )과 삼축

신장조건(    )의 강도는 H-B 파괴조건식의 

강도와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2. 6개 암종에 대한 진삼축압축시험 결과를 MC-JP와 

HB-JP 파괴함수로 적합시킨 결과 두 함수의 적합도

는 2차원 파괴함수인 M-C 및 H-B 함수의 적합도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암반구

조물의 정밀한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중간주응력

을 고려하는 파괴조건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MC-JP와 HB-JP 파괴조건식의 강도예측 

성능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HB-JP 파괴함수의 적

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값의 크기에 따른 적합도 분석결과 값이 매우 

작은 범위에서 실시한 진삼축압축시험 결과들을 포

함하는 자료에 대한 HB-JP식의 적합도는 MC-JP식
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속압

이 낮은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암석강

도의 비선형이 HB-JP식에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반면에 의 값이 비교적 큰 진삼축압축시험 자

료에 대한 HB-JP식과 MC-JP식의 적합도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식이 간편한 

MC-JP 파괴조건식는 대심도 암반구조물의 안정성 

해석에 이용될 수 있고, 강도 비선형을 고려할 수 있

는 HB-JP 파괴조건식은 천심도 암반구조물의 정밀

한 안정성 해석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추후 다양한 암종에 대한 더 많은 진삼축압축시험 

자료가 축적된다면 후속연구를 통하여 HB-JP식과 

MC-JP식의 암종별 적합성과 의 변화에 따른 적합

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

임(No.2011-0014012)

참고문헌

1. 이연규, 2011, Mohr-Coulomb 파괴곡면에 근사하는 암석
의 3차원 파괴조건식 고찰, 터널과 지하공간(한국암반공학
회지), Vol. 21, pp. 93-102.

2. 이연규, 송원경, 박철환, 최병희, 2011, 3차원 파괴조건식
을 이용한 콘크리트 플러그의 안전도 평가, 터널과 지하공
간(한국암반공학회지), Vol. 21, pp. 526-535.

3. Al-Ajmi, A. M. and Zimmerman, R. W., 2005, Relation 
between the Mogi and the Coulomb failure criteria, Int 
J. Rock Mech. Min. Sci., Vol. 42, pp. 431-439.

4. Benz, T., Schwab, R., Kauther, R. A. and Vermeer, P. 
A., 2008, A Hoek-Brown criterion with intrinsic material 
strength factorization, Int. J. Rock Mech. Min. Sci., Vol. 
45, pp. 210-222.

5. Chang, C. and Haimson, B. C., 2000a, A new true triaxial 
cell for testing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 and its use 
to determine rock strength and deformability of Westerly 
granite, Int. J. Rock Mech. Min. Sci., Vol. 37, pp. 
285-296.

6. Chang, C. and Haimson, B. C., 2000b, True triaxial 
strength and deformability of the German Continental 
deep drilling program (KTB) deep hole amphibolite, J. 
Geophys. Res., Vol. 105, pp. 18999-19013.

7. Colmenares, L. B. and Zoback, M. D., 2002, A statistical 
evaluation of intact rock failure criteria constrained by 
polyaxial test data for five different rocks, Int J. Rock 
Mech. Min. Sci., Vol. 39, pp. 695-729.

8. Davis JC.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in geology. 3rd Ed. 



터널과 지하공간 21

이 연 규
1987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
과 공학사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석사
199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원공학과
공학박사

Tel: 063-469-1864
E-mail: kyoulee@kunsan.ac.kr
현재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건
설공학과 교수

John Wiley & Sons; 2002.
9. Drucker, D. and Prager, W., 1952, Soil mechanics and 

plastic analysis or limit design. Q. Appl. Math., Vol. 10, 
pp. 157-165.

10. Ewy, R., 1999, Wellbore-stability predictions by use of 
a modified Lade criterion. SPE Drill Completion, Vol. 
14(2), pp. 85-91.

11. Hoek., E. and Brown E. T., 1980, Underground 
excavations in rock, The Institution of Mining and 
Metallurgy, London.

12. Hoskins, E. R., 1969, The failure of thick-walled hollow 
cylinders of isotropic rock, Int. J. Rock Mech. Min. Sci., 
Vol. 6, pp. 99-125.

13. Issen, K. A. and Challa, V., 2008, Influence of the 
intermediate principal stress on the strain localization 
mode in porous sandstone, J. Geophys. Res., Vol. 113, 
B02103, doi:10.1029/2005JB004008.

14. Matsuoka, H. and Nakai, T., 1982, A new failure 
criterion for soils in three-dimensional stresses, IUTAM 
Conf. on Deform. and Failure of Granular Mater., Delft, 
pp. 253-263.

15. Mogi K., 1967, Effect of the intermediate principal stress 
on rock failure, J. Geophys. Res., Vol. 72, pp. 5117-5131.

16. Mogi, K., 1971, Fracture and flow of rocks under high 
triaxial compression. J. Geophys. Res., Vol. 76, pp. 
1255-1269.

17. Mogi, K., 2007, Experimental rock mechanics, Taylor & 
Francis.

18. Nayak, G. C. and Zienkiewicz, O. C., 1972, Convenient 
forms of stress invariants for plasticity. J. Struct. Div. 
ASCE, Vol. 98, pp. 949-953.

19. Jiang, J. and Pietruszczak, S., 1988, Convexity of yield 
loci for pressure sensitive materials, Comput. Geotech., 
5, 51-63

20. Takahashi, M. and Koide, H., 1989, Effect of the 
intermediate principal stress on strength and deformation 
behavior of sedimentary rocks at the depth shallower than 
2000m, Rock at great depth (V. Maury & D. 
Fourmaintraux Ed.), Vol. 1, 19-26.

21. Tiwari, R. P. and Rao, K. S., 2006, Post failure behaviour 
of a rock mass under the influence of triaxial and true 
triaxial confinement, Engineering Geology, Vol. 84, pp. 
112-129.

22. Willam, K. J. and Warnke, E. P., 1974, Constitutive 
model for triaxial behavior of concrete, Colloquium on 
Concrete Structures Subjected to Triaxial Stresses, 
ISMES Bergamo, IABSE Report, 19.

23. Yang, X.-L., Zou, J.-F. and Sui, Z.-R., 2007, Effect of 
Intermediate Principal Stress on Rock Cavity Stability, 
J. Cent. South Univ. Technol., Vol. 14(s1), pp. 165-169.

24. Yu, M.-H., Zan, Y.-W., Zhao, J. and Yoshimine, M., 
2002, A unified strength criterion for rock material, Int 
J. Rock Mech. Min. Sci., Vol. 39, pp. 975-989.

25. Zhou, S., 1994, A program to model the initial shape 
and extent of borehole breakout. Comput. Geosci., Vol. 
20, pp. 1143-1160.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