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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석회암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종우*, 김민식, 김평기, 노승재, 박  찬, 조영도, 박삼규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Limestones Distributed in Jecheon
Jong Woo Kim*, Min Sik Kim, Pyoung Gi Kim, Seung Jae Nor, Chan Park, 

Young Do Jo, Sam Gyu Park

Abstract In order to evaluate the physical properties of rock which might serve as a database for both mining and 
civil works, a lot of laboratory tests for Jecheon limestones were conducted to find unit weight, absorption ratio, 
porosity, elastic wave velocity,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tensile strength, 
shore hardness, friction angle and cohesion. On investig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both the gray limestone 
and the clayey limestone distributed in the studied region, the clayey limestone turned out to have more weak 
mechanical properties which might come from low unit weight, high absorption ratio and high porosity of rocks. 
The failure criteria of Jecheon limestones were discussed by means of both Mohr-Coulomb criterion and Hoek-Brown 
criterion. Regression analyses of the physical properties obtained from a lot of laboratory tests were also conducted 
by means of both linear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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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석회암 지반에서 광산개발이나 토목공사를 수행할 때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는 

암석의 기초 물성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천지역 석회암을 대상으로 수많은 실내 역학시험을 실시하여 암석의 

단위중량, 흡수율, 간극률, 탄성파 속도, 쇼어경도, 일축압축강도, 인장강도, 영률, 포와송비, 점착력, 내부마찰각 

등의 각종 물리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연구 지역에 분포하는 회색석회암과 이질석회암의 역학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질석회암은 회색석회암에 비하여 단위중량은 작고 간극률과 흡수율은 크게 나타나 각종 역학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되었다. 또한 Mohr-Coulomb 파괴기준과 Hoek-Brown 파괴기준을 적용하여 제천 

석회암의 파괴조건을 해석하였으며, 여러 가지 물성간의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물성 상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핵심어 석회암, 물리적 성질, 일축압축강도, 파괴조건, 회귀분석

1. 서 론

충청북도 제천, 단양 지역과 강원도 삼척, 태백, 영월, 
정선 일대에 넓게 분포하는 조선누층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회암층이다. 조선누층군은 북한에서는 평남

지역, 남한에서는 옥천대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며 한반

도 면적의 약 8.8%를 차지한다(한국지구과학회, 2009). 
석회암은 시멘트의 주원료로서 유용한 광물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자체 내에 크고 작은 공동을 포함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목 공사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암반이다. 
최근 충북과 강원도의 산악지역에 도로나 철도를 건

설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석회암 지역에 터널, 교
량, 사면 등의 구조물 시공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국내 석회암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

데, 김영화와 김기주(1999)는 제천지역 갑산층 석회암

지역에서 코어물성과 검층물성을 비교하였고, 염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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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ologic formation of this studied region

Period  Rocks Formation

Quarternary 
period    

Alluvial layer 
～ Unconformity ～

Jurassic 
period

Ore body(Skarn)
Acidic dyke

Granite(Jecheon granite)
- Intrusion -

Ordovician 
period

Lime-silicate rock
Silty limestone

Limestone

Samtaesan 
formation

Dolostone Hongwalli 
formation

등(2010)은 석회암 지대에서 공동과 연약대를 현장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황인백과 추진호(2006)
는 석회암 지역을 관통하는 어느 터널에 대해 각종 물

리탐사 방법으로 공동을 조사하고 터널의 안정성을 검

토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Jeon et al.(2002)은 

석회암 공동이 터널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실

험을 통해 연구하였으며, 임수빈 등(1998)은 교량 기초

의 설계를 위하여 제천지역 석회암 암반의 변형계수를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각종 연구들은 석회암의 공동

과 구조물에 주된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석회석 광산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석회암의 

역학적 성질에 대한 기초적인 실험이 실시되어 각종 물

성 값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선우춘 등, 2004, 윤용균과 

이홍우, 2007, 임한욱 등, 2000, 임한욱 등, 2001, 원연

호 등, 2004, 윤용균 등, 2011, 이상은과 장윤호, 2010, 
김종관 등,  2010).
한편, 암석의 물리적 성질들은 상호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다. 이에 관한 많은 국외 연구가 제시되

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주요 암

석류의 역학적 특성(이정인 등, 1982, 이희근 등, 1983), 
강원도 둔내지역 화강암의 역학적 특성(지정배와 김종

우, 1997), 독도 암석의 역학적 성질(박찬 등, 2008) 등
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국내 암석의 물리적 성질에 관

한 연구들은 꾸준히 수행되고 있지만 암석은 불균질하

고 이방성을 가진 재료이므로 아직까지 모든 물성을 규

명하여 변형거동을 예측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더
욱이 암석의 물성은 암석 종류나 풍화 정도에 따라 민

감하게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석회암 지반에서 광산개발이나 토목공

사를 수행할 때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는 암석의 

기초 물성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천지역 금성면 일대

에서 채취한 석회암을 대상으로 수많은 역학시험을 실

시하여 암석의 단위중량, 흡수율, 간극률, 탄성파 속도, 
쇼어경도, 일축압축강도, 인장강도, 영률, 포와송비, 점
착력, 내부마찰각 등의 각종 물리적 성질을 구하였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회색석회암과 이질석회암의 역학

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고, Mohr-Coulomb 파괴기준

과 Hoek-Brown 파괴기준을 적용하여 제천 석회암의 

파괴조건을 해석하였으며, 여러 가지 물성간의 단순회

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물성 상호간의 관련성

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내 암석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연구 중의 하나로서, 국내 석회암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대상지역과 시험시료

2.1 위치 및 지질

본 연구에서는 충북 체천시 금성면에 위치한 ㈜ 
NMC몰랜드 광산에서 코어 형태로 채취한 암석 시료에 

대해 실내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광산은 몰리브덴을 

주로 채광하는 광산으로서 제천시 중심지로부터 남측 

약 7 km 지점에 위치한다.
이 지역의 석회암은 고생대 캄브리아기에서 오르도비

스기 중엽에 이르는 동안 한반도에 퇴적된 해성층인 조

선누층군에 속하며 몰리브덴 광체의 하부에 주로 존재

한다. 본 지역의 지질계통도는 Table 1과 같다.

2.2 시험시료

본 광산의 갱도 내 두 지점에서 각각 시추작업(NX, 
L=400m)를 실시하였으며, 채취된 시추 코어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은 석회암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 

지역의 지층은 석회암, 스카른, 석회규산염암, 백운암, 
석영반암, 돌로마이트 층이 분포하며, 몰리브덴 광체는 

석회암층 또는 스카른 및 석영반암층 내에 협재되어 있

었다.
한편, 시추코어에서 나타난 석회암은 크게 두 가지 종

류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회색을 나타내는 일

반적인 석회암(이하 “회색석회암”이라고 함)이고 둘째

는 밝은 회색을 나타내며 이질이 협재되어 있는 석회암

(이하 “이질석회암”이라고 함)이다. 전체 석회암 중에

서 약 90%는 회색석회암이었고 이질석회암은 약 10%
에 불과하였다.
한편, 두 개의 시추공에서 채취된 NX규격의 시추 코

어를 가공하여 암석의 물리적 성질을 구하기 위한 시험

편들을 제작하였다. 일축압축강도 시험편, 압열인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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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specimens

Tests Rock type Number of 
specimens

Uniaxial 
compressive test

Gray limestone 66
Clayey limestone 7

Subtotal 73

Brazilian
test

Gray limestone 48
Clayey limestone 7

Subtotal 55

Triaxial 
compressive test

Gray limestone 78
Clayey limestone 6

Subtotal 84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domestic limestone

Region
Unit 

weight
(kN/m3)

Porosity
(%)

Absorption 
ratio
(%)

P-wave 
velocity

(m/s)

S-wave 
velocity

(m/s)

UCS
(MPa)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Tensile 
strength
(MPa)

Friction 
angle

(°)

Cohesion
(MPa) Reference

Jecheon 111~152 47~53 8~10 47~49 18~25 선우춘 등, 
2004

Jecheon 26.7 0.10 6170 2980 92 45 0.15 7.2 46 18 윤용균 등, 
2007

Gangneung 27.1 0.19 4350 93 49 0.26 9 44 19 임한욱 등, 
2000

Gangneung25.9~26.8 101~164 47~57 0.23~0.27 9~15 51~57 10~22 임한욱 등, 
2001

Uljin 70~109 36~49 7~10 37~44 14~20 선우춘 등, 
2004

Dnayang 27.3 5510~5790 2830~2990 83~92 31~33 7~8 48~54 13~15 신희순 등, 
1996

Youngwol 66~124 36~67 0.22~0.27 4~11 원연호 등, 
2004

Samcheok 27.1 0.42 4340 2830 111 47 0.26 8 윤용균 등, 
2011

Unknown 27.2 0.27 4550 2840 69 43 0.22 11 이상은 등, 
2010

Unknown 27.2 5216 73 32 0.22 6.5 김종관 등, 
2010

도 시험편, 삼축압축강도 시험편은 각각 한국암반공학

회 표준암석시험법을 따라 제작하였으며(한국암반공학

회, 2005), 각 시험별 시험편의 수량은 Table 2와 같다. 
여기서 회색석회암에 비하여 이질석회암의 시험편 수

량이 작은 것은 본 지역에서 채취된 두 가지 석회암의 

산출 빈도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3. 암석의 물리적 성질

3.1 국내 석회암의 물성 조사

석회암은 50% 이상의 탄산칼슘(CaCO3)을 함유한 암석

으로 화학적 퇴적암 또는 유기적 퇴적암의 일종이다. 석회

암의 주성분 광물은 회백색, 회색, 암회색을 나타내는 방

해석이며, 국내의 경우에는 조선누층군에 주로 분포한다.
Table 3은 국내 석회암의 물리·역학적 특성에 관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정리하여 

요약한 것이며, 표의 비고란에 참고문헌의 출처를 기재

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석회암은 지역에 따

라 매우 다양한 물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에 기재된 각 지역의 암석은 각각의 연구에서 필요한 

물성 값만을 구하였기 때문에 이 표는 수많은 공란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임의의 지역에 분포하는 석회암

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에서 채취한 암석 시험편에 대한 체계적인 실내 물성시

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내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3.2 일축압축시험

일축압축시험은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한국암반공학회, 2005), 이 시험편을 

사용하여 암석의 단위중량, 간극률, 흡수율, P파 속도, 
S파 속도, 영률, 포아송비 등의 다양한 물성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으로서 지름 50.2 mm, 길이 

100.4 mm 규격의 일축압축시험편을 총 73개 제작하고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위의 물성들을 구하였다. 
세부적인 시험방법은 한국암반공학회 표준암석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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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Jecheon limestones obtained from uniaxial compressive tests

Rock type
(Number of 
specimens)

Items
Unit 

weight
(kN/m3)

Porosity
(%)

Absorption 
ratio
(%)

P-wave 
velocity

(m/s)

S-wave 
velocity

(m/s)

UCS
(MPa)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Gray 
limestone

(66)

Average 26.7 0.77 0.27 4869 3148 66 57 0.23 
S.D. 0.46 0.47 0.15 514 574 32 29 0.03 

Maximum 27.8 2.44 0.90 5988 4687  158 140 0.30 
Minimum 26.2 0.13 0.05 3375 2221 14 19 0.15  

Clayey 
limestone

(7)

Average 26.4 2.09 0.78 4178 2694 48 49 0.24 
S.D. 0.29 0.65 0.24 477 375 20 31 0.03 

Maximum 26.8 2.57 0.96 4844 3123 79 110 0.28  
Minimum 25.9 0.79 0.30 3661 2201 16 19 0.19  

Overall
limestone

(73)

Average 26.7 0.89 0.32 4803 3104 65 56 0.23 
S.D. 0.45 0.62 0.22 547 572 31 29 0.03 

Maximum 27.8 2.57 0.96 5988 4687  158 140 0.30 
Minimum 25.9 0.13 0.05 3375 2201 14 19 0.15  

  

Fig. 1. Distribution of 8 different physical properties obtained from uniaxial compressive tests

(한국암반공학회, 2005)에 따라 실시하였다.
Table 4는 시험에서 얻어진 암석의 물성들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회색석회암과 이질석회암의 암종별 물

성 값과 이들을 통합한 전체 석회암의 물성 값을 각각 

나타내었으며, 각 암석의 물성 값은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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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hysical properties of Jecheon limestone obtained 
from Brazilian tests

Rock type
(Number of 
specimens)

Items
Tensile 
strength
(MPa)

Shore 
hardness

Gray limestone
(48)

Average 5 43 
S.D. 2 6 

Maximum 10 57  
Minimum 2 28 

Clayey limestone
(7)

Average 5 44 
S.D. 2 5 

Maximum 8 50  
Minimum 2  37  

Overall
limestone

(55)

Average 5 43 
S.D. 2 6 

Maximum 10 57  
Minimum 2 28 

Table 6. Physical properties of Jecheon limestone obtained 
from triaxial compressive tests

Rock type
(Number of 
specimens)

Items
Friction 

angle
( ° )

Cohesion
(MPa)

Gray limestone
(78)

Average 47 12 
S.D. 3 4 

Maximum 52 19 
Minimum 40 6 

Clayey limestone
(6)

Average 44 11 
S.D. 1 1 

Maximum 45 11 
Minimum 43 10 

Overall
limestone

(84)

Average 47 12 
S.D. 3 4 

Maximum 52 19 
Minimum 40 6 

Table 4에서 회색석회암의 측정 자료 개수는 66개이고, 
단위중량은 26.2∼27.8 kN/m3

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
균값은 26.7 kN/m3, 표준편차는 0.46 kN/m3

이다. 또한 

회색석회암(자료수 66)의 평균 단위중량은 26.7 kN/m3, 
이질석회암(자료수 7)의 평균 단위중량은 26.4 kN/m3

이며, 전체 석회암(자료수 73)의 평균 단위중량은 26.7 
kN/m3

이다.
Fig. 1은 총 73개 석회암 시험편의 물성 분포를 나타

낸 것으로, Table 4에 나타난 8가지 물성별로 히스토그

램과 정규곡선을 표시한 것이다. 당초 시험 암석들은 

모두 비슷한 외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암석의 불균질성

으로 인해 각종 물성 값들은 어느 정도 흩어짐이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자료들의 표준편차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한편, Table 4에서 일축압축강도는 회색석회암 66 

MPa, 이질석회암 48 MPa로 나타나, 회색석회암이 이

질석회암에 비하여 다소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3 압열인장시험과 삼축압축시험

압열인장시험은 암석의 간접인장강도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암반공학회, 2006).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으로서 지름 50.1mm, 길이 25.2mm 규격의 시

험편을 총 55개 제작하고 압열인장시험을 실시하였으

며, 이 시험편을 사용하여 암석 반발경도의 일종인 쇼

어경도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삼축압축시험은 암석의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을 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속압의 크기를 달리한 시험

편의 개수는 5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3개 이상

의 시험편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한
국암반공학회, 2006).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으로서 지

름 50.1mm, 길이 100.2mm 규격의 시험편을 총 84개 

제작하고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정 심도

에 위치한 암석의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을 구하기 위하

여 임의의 한 지점에서 시험편을 3개씩 제작하고 이들

에 대해 구속압을 2.5, 7.5, 12.5 MPa 또는 5.0, 10.0, 
15.0 MPa로 달리 적용하여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

다. 구속압의 크기를 달리 적용한 3가지 시험편에 대한 

삼축압축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임의의 한 지점에 위치

한 암석에서의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을 구하였으며, 이
렇게 구해진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의 총 자료 개수는 28
개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구속압을 2.5, 5.0, 7.5, 

10.0, 12.5, 15.0 MPa의 6가지로 적용하여 실험함으로

써 삼축압축시험에서 구속압의 크기 영향을 살펴보고

자 하였으며, 아울러 Mohr-Coulomb 파괴기준과 Hoek- 

Brown 파괴기준을 적용하여 제천 석회암의 파괴조건

을 해석하였다.
압열인장시험과 삼축압축시험의 세부적인 시험방법

은 한국암반공학회 표준암석시험법(한국암반공학회, 2006)
에 따라 실시하였다. Table 5는 압열인장시험, Table 6
은 삼축압축시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Table 4와 

마찬가지로 암석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각종 물성 값들

은 어느 정도 흩어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6은 회색석회암과 이질석회암의 암종별 물

성 값과 이들을 통합한 전체 석회암의 물성 값을 각각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Table 5에서 시험편 개수 48
개인 회색석회암의 인장강도 평균값은 5 MPa이고, 시
험편 개수 7개인 이질석회암의 인장강도 평균값도 5 
MPa이었다. 또한 Table 5, 6에서 보면, 전체 석회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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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physical properties between gray limestones and clayey limestones

Rock type
Unit 

weight
(kN/m3)

Porosity
(%)

Absorption 
ratio
(%)

P-wave 
velocity

(m/s)

S-wave 
velocity

(m/s)

UCS
(MPa)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Tensile 
strength
(MPa)

Shore 
hardness

Friction 
angle
( ° )

Cohesion
(MPa)

Gray 
limestone 26.7 0.77 0.27 4869 3148 66 57 0.23 5 43 47 12

Clayey 
limestone 26.4 2.09 0.78 4178 2694 48 49 0.24 5 44 44 11

Overall 
limestone 26.7 0.89 0.32 4803 3104 65 56 0.23 5 43 47 12

(a) Distribution of P, S wave velocity

(b) Distribution of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Young's 
modulus

Fig. 2. Comparison of physical properties for respective 
limestones

평균 인장강도는 5 MPa, 쇼어경도는 43이고, 내부마찰

각은 47°, 점착력은 12 MPa이다. 여기서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은 28가지 서로 다른 심도에 위치한 석회암 시료

들로부터 구한 물성 값들을 평균한 것이다.

3.4 회색석회암과 이질석회암의 특성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지역 석회암은 회색석회암과 이

질석회암으로 구분되며, 전체 석회암 중에서 약 90%는 

회색석회암이고 이질석회암은 약 1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질석회암의 측정 자료 수는 회색석회암의 자

료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Table 7은 이 두 가지 석회암의 평균 물성을 비교한 

것으로서 이 표는 Table 4, 5, 6에서 발췌하여 제작한 

것이다. 여기서 이질석회암은 회색석회암에 비하여 단

위중량은 작고 간극률과 흡수율은 크게 나타나 상대적

으로 간극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구조적 특성은 각 암석의 역학적 성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예를 들어 이질석회암의 탄

성파 속도와 일축압축강도는 회색석회암에 비하여 작

게 나타났으며 영률과 포아송비 등의 변형 특성도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2(a)는 두 가지 석회암과 전

체석회암의 탄성파 속도를 비교한 것이고 Fig. 2(b)는 

일축압축강도와 영률을 나타낸 것이다.

3.5 제천석회암의 파괴조건

Mohr-Coulomb 파괴조건과 Hoek-Brown 파괴조건

은 암석의 파괴이론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1), (2)식
은 위 두 가지 파괴조건식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tan (1)

   


  (2)

(1)식에서 는 점착력, 는 내부마찰각이다. 또한 (2)

식에서 과 은 각각 파괴시의 최대 및 최소주응력이

고 는 무결암의 일축압축강도이다. 과 는 Hoek- 
Brown 파괴조건식의 강도정수로서, 무결암의 경우 

는 1이며 은 삼축압축시험을 통해 구해지는 상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암석물성시험 자료처리용 프로그램인 

RocData Ver. 4.0을 이용하여 총 84회의 삼축압축시험 

모두를 분석하였다. Fig. 3은 각 시험에 의해 작성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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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hr circles obtained from triaxial compressive tests

84개의 Mohr 응력원들을 나타낸 것으로, Mohr-Coulomb 
파괴조건 함수와 Hoek-Brown 파괴조건 함수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먼저 Mohr-Coulomb 파괴조건을 적용하여 구한 점착

력은 14 MPa, 내부마찰각은 46°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7
에 표시된 전체 석회암의 점착력 12 MPa와 내부마찰각 

47°와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의 오차도 발견되는데, 이
는 각 방법의 특징에 기인한다. 즉, 전자는 84개 자료 

모두를 총괄적으로 해석하여 얻어진 값인데 비해, 후자

는 84개 자료를 3개씩 묶어 28개의 자료군으로 나눈 후 

이를 통계 처리하여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Hoek-Brown 파괴조건을 적용하여 구한 

은 11.46으로 나타났다. 이는 Hoek and Brown(1997)
이 제시한 암종별 값에서 석회암의 값과 부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물성 값들은 신뢰성이 있다

고 생각된다.

4. 물성간 상호관련성

4.1 회귀분석

암석의 물성들은 상호간에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

는 것으로 알려진다. 예를 들어 암석의 영률은 일축압

축강도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증가하며, P파 속도와 S
파 속도는 서로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각 지역에 분포하는 특정 

암석에 대해 물성 간의 상호관계를 선형이나 비선형적

으로 회귀 분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지정배와 김

종우, 1997, 박찬 등, 2008, 이종석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제천지역 석회암의 물성 간 상호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내 시험으로 구한 각종 물성 값

들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2개 이

상의 정량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하나의 변수

가 나머지 다른 변수들로부터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통

계적 기법이다. 회귀분석에는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이 있는데,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가 단순회귀분

석이고,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다중회귀분석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상호관련성 여부

를 조사하였으며 물성 간 회귀식과 결정계수 등을 구하

였다.
한편, Table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

룬 이질석회암 시험편의 개수는 회색석회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어 이질석회암의 물성 자료만 가지고 회

귀분석을 하면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본 

지역의 석회암은 주로 회색석회암이며 이질석회암은 

회색석회암층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광산 개발이나 토목 구조물 설계를 위한 공학적인 관점

에서 보면 두 가지 석회암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색석

회암과 이질석회암의 시험자료를 통합한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SPSS ver. 18.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4.2 일축압축강도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는 각종 암반 분류의 첫 번째 요

소일 뿐만 아니라 암반공학에서 기본적으로 취급되는 

가장 중요한 물성 중 하나이다. 또한 슈미트해머시험이

나 점하중 시험 등은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구하는 현

장 시험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회암의 일축압축강도와 기타 물성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결과 값들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는 일축압축강

도와 P파 속도, 영률, 포아송비 등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다.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된 물성 간 회귀식은 다음

과 같다.

                     (3)

                        (4)

                         (5)

한편,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일축압축강도와 관련성이 

큰 물성으로 나타난 P파 속도, 영률, 포아송비 등에 대

해서는 다중회귀분석도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구해진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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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wave velocity in regard to UCS

(b) Young's modulus in regard to UCS

(c) Poisson's ratio in regard to UCS

Fig. 4. Relation between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other physical properties

Fig. 5. Relation between P and S wave velocities

4.3 탄성파 속도와 영률

암석의 탄성파속도 중에서 P파 속도는 일축압축강도

와 함께 우리나라 국토해양부 표준품셈의 암반 분류상 

한 가지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암석의 영률

은 암반의 변형특성을 알려주는 기본적인 파라미터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회암의 탄성파

속도 및 영률과 기타 다른 물성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실험결과 값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P파 속도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 P파 속

도는 S파 속도와 가장 관련성이 크게 나타났다. Fig. 5
는 P파 속도와 S파 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통해 구해진 회귀식은 (7)식과 같다. 또한 

(8)식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구해진 것이다.

                       (7)

          

   (8)

한편, 석회암의 영률은 일축압축강도, P파 속도, 포아

송비 등과 관련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구해진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9)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천지역 석회암을 대상으로 수많은 

역학시험을 실시하여 암석의 단위중량, 간극률, 흡수율, 
탄성파 속도, 쇼어경도, 일축압축강도, 인장강도, 영률, 
포와송비, 점착력, 내부마찰각 등의 각종 물리적 성질을 

구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 분포하는 회색석회암과 이질

석회암의 역학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고, Mohr-Coulomb 
파괴기준과 Hoek-Brown 파괴기준을 적용하여 제천 석



제천지역 석회암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362

회암의 파괴조건을 해석하였으며, 여러 가지 물성간의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물성 상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축압축시험 73회, 압열인장시험 55회, 삼축압축시

험 84회를 실시하여 얻어진 제천석회암의 평균 물

성은 단위중량 26.7 kN/m3, 간극률 0.89%, 흡수율 

0.32%, P파 속도 4803 m/s, S파 속도 3104 m/s, 쇼
어경도 43, 일축압축강도 65 MPa, 인장강도 5 MPa, 
영률 56 GPa, 포와송비 0.23, 점착력 12 MPa, 내부

마찰각 47°이었다.
2. 이질석회암은 회색석회암에 비하여 단위중량은 작

고 간극률과 흡수율은 크게 나타났으며, 각종 역학

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되었다.
3. 삼축압축시험의 결과를 Hoek-Brown 파괴조건식에 

적합시켜 구한 파괴상수 은 11.46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이 파괴조건식의 제안자가 제시한 석회암의 
값과 부합하였다.

4. 물성 상호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회귀분석에

서 석회암의 일축압축강도는 P파 속도, 영률, 포아송

비 등과 밀접한 상호 관계를 보였다.
5. 이 연구의 결과는 석회암 지반에서 광산개발이나 토

목공사를 수행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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