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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파쇄 적용을 위한 셰일의 취성의 개념 고찰 및 

취성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박정아, 박보나, 민기복*

Comparisons of Brittleness Indices of Shale and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Application of Hydraulic Fracturing

Jung-Ah Park, Bona Park, Ki-Bok Min*

Abstract Hydraulic fracturing is the key technology for production of shale gas, which is one of the major 
unconventional resources. Brittleness index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chanical properties which determine 
the efficiency of hydraulic fracturing. It was required that the production of shale gas increases with more brittle 
behavior. Confusingly, there are numerous definitions available for brittleness of rock. This paper summarizes various 
definitions of brittleness index, and presents correlation analysis of the brittleness indices by using the laboratory 
experimental results of 48 shale specimens in Korea. Generally, it shows a very weak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brittleness index (B1) which is the ratio of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to tensile strength and the brittleness 
index (B3) which is calculated by using the Youngs modulus and Poisson’s ratio. In addition, the role of Poissons 
ratio is not clear in defining brittleness indices. In conclusion, standardization of definition for brittleness index 
is required to apply it to hydraulic fracturing as a parameter for predicting th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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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대표적인 비재래에너지자원인 셰일가스 생산을 위해서는 수압파쇄가 핵심적인 기술이다. 암석의 취성도

는 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수압파쇄 효율결정의 가장 중요한 물성 중 하나이며, 셰일의 취성도가 클수록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는 관계를 보인다. 암석의 취성은 다양하게 정의되며  표준화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취성도의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실내 실험값을 이용하여 취성도를 측정하고 각기 다르게 

정의된 취성도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일반적으로 일축압축강도와 인장강도의 비율로 나타내는 

취성도와, 탄성계수와 포아송비를 이용한 취성도를 비교하였을 때 같은 암석에 대한 취성도 간에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포아송비의 경우 취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압파쇄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써 취성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성도의 개념의 

표준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어 취성, 취성도, 셰일, 셰일가스, 수압파쇄

1. 서 론

셰일가스는 대표적인 비재래에너지자원(unconventional 
resources)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매장량이 분

포하고 있으며, 특히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대규모의 상업적인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셰
일가스는 사암과 같은 다공성 저류층으로 이동하여 수

직정을 통해 생산되는 재래에너지자원(conventional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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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brittleness index near wellbore 
and production log gas (from Buller et al., 2010)

Fig. 2. The effective stress-deformation curve for brittle and 
ductile materials (from Fairhurst, 2013)

sources)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개발 및 상업적인 

생산이 지속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십여년 사이에 전 세

계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재래에

너지자원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수평시추 및 다단계 수

압파쇄와 같은 핵심기술의 진보는 공극률과 투수율이 

낮은 셰일층에서의 천연가스 회수율을 증진시키는데 크

게 기여하였다(Zoback et al., 2010). 이를 통해 가격경

쟁력을 확보한 셰일가스는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전체 천연가스 공급량 9.72 Tcf로 전체 공급량의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생산량이 급증하였으며 이 비중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4). 이러한 대규모의 급진적인 개발

로 인해 대상 지역에서는 셰일가스 생산이 야기하는 지

하수 오염, 미소진동, 지표면 토양오염 등과 같은 여러 

환경문제들(Zoback et al., 2010)이 대두되고 있지만 오

히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친환경･저비용·고효율의 

기술 또한 개발되고 있다.
수압파쇄는 고압의 유체를 주입하여 지하암반을 파쇄

함으로써 셰일층의 낮은 공극률 및 투수율을 증진시키

는 회수기법으로 수압파쇄의 효율은 암반역학적 영향

인자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압파쇄 연구에

서는 암반역학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압파쇄 

시 균열전파방향은 현지주응력의 상대적인 크기 및 방

향에 의해 결정되며, 균열의 전파 효율 및 파쇄대의 규

모는 고압의 유체주입을 통해 발생하는 인장파괴와 기

존 셰일층에 존재하는 절리나 층리를 따라 발생하는 전

단파괴 및 전단팽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암반역학

적 연구가 중요하다(Dusseault and McLennan, 2011). 
특히 셰일의 취성 정도는 셰일가스의 생산성과 직결되

는 균열전파 및 파쇄 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인자

로 주목받고 있다. Fig. 1은 셰일가스정 주변 셰일의 취

성도와 셰일가스 생산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압파쇄 시 셰일의 취성도가 클수록 파쇄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셰일가스의 생산량도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Buller et al., 2010).
취성(brittleness)이란 일반적으로 물체에 하중을 가할 

때 소성변형을 거의 동반하지 않고 갑자기 파괴상태에 

도달하는 재료의 성질로, 항복응력에 도달한 이후에 추

가응력을 거의 지탱하지 못하고 부서져 버리는 특성이

다(Jaeger and Cook, 1979). 또한 취성은 항복응력 이

후에 물체가 하중을 지지하는 능력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며 변형하는 연성(ductility)의 부족(Hetényi, 
1966, Morley, 1944)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취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취성을 평가

하는데 서로 다른 인자를 사용하여 정의한다. Bieniawski 

(1967)는 취성과 연성이 물질의 성질이 아닌 거동 또는 

과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Fig. 2는 암석이 파괴되는 전과정 유효응력-변형 곡선

을 그린 것으로 암석이 취성에 가까울수록 그래프 상에

서 OAE를 따라 취성파괴가 발생하고, 연성에 가까울수

록 OAD를  따라 연성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OAE의 면적과 OAD의 면적은 각각 취성파괴 

혹은 연성파괴가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괴 이후(OA 이후)에 암석이 연성에 

가까울수록 균열의 성장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수압파쇄 후 암반에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OAB의 면적과 같을 때, 대상 암반이 취

성에 가깝다면 취성파괴를 야기하고 남은 에너지의 양

(그림 상 회색 면적부분)은 암반 내 균열을 전파시키는

데 쓰이게 되므로 취성파괴 후에 균열을 더 빠른 속도

로 성장시키게 된다. 반면 대상 암반이 연성에 가깝다

면 OAB 수준의 에너지로는 파쇄가 발생하여도 균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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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더 큰 에너지가 암반에 전해

져야 한다. 따라서 셰일가스층에서의 균열의 생성 및 

전파속도는 해당 셰일층의 취성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취성도(brittleness index)는 이러한 암석의 특성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암반역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축압축강도를 인장강도로 나눈 값이 널

리 이용되어 왔으며, 인장강도 대비 압축강도가 클수록 

취성도는 큰 값을 가진다(Yamaguchi and Nishimatsu, 
1992). 또한 높은 취성도를 가지는 암석은 상대적으로 

균열형성과 미세입자 형성이 쉬우며, 내부마찰각이 크

다는 성질이 있다(Hucka and Das, 1974). 하지만 암석

의 취성도가 균열의 생성 및 전파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

식은 매우 다양하며 표준화되어있지 않다. Hucka and 
Das(1974)는 암석을 가지고 수행한 실내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형 및 강도 특성을 기반으로 7가지 서

로 다른 취성도의 정의 및 산정방식을 소개하였으며 실

제로 실내암석시험을 통해 서로 다른 5가지의 취성도를 

구하여 이를 비교하였다(Hucka and Das, 1974). Holt 
et al.,(2011)은 앞서 Hucka and Das(1974)의 연구에서 

밝힌 취성도의 정의에 추가로 토질역학 분야에서 통용

되는 취성도와 석유가스공학 분야에서 최근 셰일가스 

생산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취성도 등 총 8개
의 취성도를 소개하였으며 봉압의 크기나 시료의 온도, 
유체의 존재 등이 취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Holt et al., 2011). Yang et al.(2013)
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실내암석시험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취성도들을 구한 뒤 각 취성도들 간의 상관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Yang et al., 2013). Cheon et al. 
(2006)는 암반역학분야에서 제시된 21가지의 취성지수

를 제시하고 취성파괴가 암석자체의 성질보다는 주어

진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

며 취성지수의 적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

다. 이러한 사전연구들은 암석의 취성도가 사용되는 분

야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용하여 취성도

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취성도의 개념과 사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취성도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고 각 

정의들의 상호 연관성 등을 알아보고자 지난 10년간 8
개 지역(강원도 정선, 경남 사천, 경남 울주, 경북 청송, 
경북 칠곡, 대구, 전북 완주, 충남 보령)의 셰일을 대상

으로 측정한 압축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탄성파 속도 등을 이용하여 취성도를 구하고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취성도의 정의

암석의 취성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

로 다른 수식으로 제안되어 왔으며, 아래 식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인장강도

( ), 포아송비(), 탄성계수() 등 서로 다른 여러 가

지 인자들을 이용하여 취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식 (1)의 B1은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인장

강도()의 비로 정의하며(Yamaguchi and Nishimatsu, 
1992), 특히 광업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식이다(Altindag, 2002). 마찬가지로 암석의 일축압축

강도()와 인장강도()로 정의하며 두 강도의 차이가 

클수록 취성도도 크다는 성질을 반영한 식 (2)의 B2가 

있다(Hucka and Das, 1974).

 인장강도
 일축압축강도  (1)

 

   (2)

식 (3)의 B3은 시추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물리검층

자료를 이용하는 지표로 포아송비()와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정의되며 미국의 할리버튼 사에서 셰일가스

층 셰일을 대상으로 제안된 취성도이다.

  

∙max min
  min

min max
 max ∙

 특정시료의정탄성계수
 특정시료의정포아송비
max min  대상시료들의정탄성계수최댓값최솟값
max min 대상시료들의정포아송비최댓값최솟값

(3)

미국의 대표적인 셰일가스 생산지인 바넷(Barnett) 지
역은 전형적으로 취성이 큰 셰일층에 천연가스가 부존

하는 곳이므로 상업적인 천연가스 생산이 가능했는데, 
상대적으로 연성을 띠는 지역에 바넷 셰일에 적용했던 

천연가스 회수기술을 적용한 결과 상업적인 생산에 실

패를 하였다. 이후 셰일의 취성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주목하였고 그 결과 현장데이터를 바탕으로 

식 (3)을 제안하였다(Rickman et al., 2008). 식 (3)은 탄

성계수와 포아송비의 최댓값과 최솟값이 필요한 바 Fig. 3
에서처럼 측정된 탄성계수의 최댓값인 8 Mpsi와 최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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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cross plot of Young’s modulus and Poisson’s ratio 
showing the brittleness percentage increasing to the 
south west corner of the plot (from Rickman et al., 
2008)

값인 1 Mpsi를 이용하여 정규화하고, 포아송비의 최댓

값인 0.4와 최솟값인 0.15를 이용하여 정규화하여 단위

가 다른 두 물성에 대하여 백분율로 취성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Rickman 외는 하중에 의한 암석의 파괴를 포

아송비가, 암석에 균열이 생겼을 때 균열을 유지시키는 

것을 탄성계수가 각각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탄

성계수는 파괴와 관계없이 탄성영역에서 정의되고 포아

송비는 하중방향의 변형률 대비 하중에 수직한 방향의 

변형률의 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괴와 무관한 물성임

을 고려하면 적용상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B3는 암석 시료를 이용한 직접적인 실내시험 없이 

물리검층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암석의 탄성파 속도, 
밀도, 포아송비를 이용하여 취성도를 구할 수 있어서 

셰일가스 생산지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파괴 이후의 전과정 응력-변형률 곡선을 통

해 취성도를 탄성구간의 변형률과 전체 변형률의 비로 

정의하거나, 탄성구간의 변형률에너지와 전체 변형률에

너지의 비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또한 Mohr 파괴

포락선을 통해 구한 암석의 내부마찰각을 이용한 식, 
잔류전단강도와 최대전단강도를 이용한 식, 파괴 시 소

성전단변형률과 파괴 후 변형률을 이용한 식, 토질분야

에서 압밀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식 등 다양한 변수들

을 이용하여 취성도를 정의하고 있다(Coates and Parsons, 
1966, Baron et al., 1962, Hucka and Das, 1974, Bishop, 
1967, Hajiabdolmajid and Kaiser, 2003, Ingram and Urai, 
1999).

  전체변형률
탄성변형률  (4)

 총에너지
탄성에너지  (5)

  sin  내부마찰각               (6)

 max
max 

 잔류전단강도 max 최대전단강도         (7)

  

 





 파괴시소성전단변형률  파괴후변형률  (8)

  
 과압밀비           (9)

이처럼 어떤 취성도(B1-B9)의 정의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시료에 대해서 강도특성(압축강도, 인장강

도) 혹은 변형특성(탄성계수, 포아송비)과 같은 서로 다

른 물성 값으로 암석의 취성도를 산정하게 된다. 따라

서 서로 다른 정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취

성도들 간 상호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취

성도인 B1, B2, B3을 국내 셰일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내

시험결과 측정된 물성 값을 이용하여 각각 구한 뒤, 서
로 비교함으로써 취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대상이 된 총 48개의 국내 셰일의 물성 값들(일축압축

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P파 속도, S파 속

도)의 대상지역은 총 8군데이며, 심도는 0 m(노두)에서 

187 m에 이른다. B3에서 사용하는 정탄성계수와 정포

아송비는 구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

법이 있다. 먼저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실내암석시험을 

수행하여 구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물리검

층자료를 통해 얻은 탄성파 속도를 이용하여 동탄성계

수와 동포아송비를 구한 후 경험적인 관계식을 이용하

여 계산하는 것이다. 암석의 동탄성계수와 동포아송비

는 암석의 밀도와 물리검층자료로부터 측정된 P파, S파 

속도를 이용하여 식 (10), (11) (Goodman, 1989)을 적

용하여 구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Rickman et al.(2008)
의 논문에서 B3를 구하는데 적용한 식 (12)-(13) (Mullen 
et al., 2007)을 이용해서 앞서 구한 동탄성계수와 동포

아송비로부터 정탄성계수와 정포아송비를 계산했다. Mullen 
et al.(2007)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동적 계수와 정적

계수와의 관계식 (12) 및 식 (13)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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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atic elastic modulus calculated by empirical equation 
(Empirical_Estatic) versus static elastic modulus measured 
in laboratory (Lab_Estatic)

(a) (b)

Fig. 5. Relationship between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obtained from 48 shale samples in Korea. 
Magnitude of slopes indicates (a) brittleness index 1, B1 and (b) brittleness index 2, B2

  
  밀도  파속도  (10)

 

















  파속도       (11)

  
 



        (12)

    (13)

Fig. 4는 실내암석시험을 통해 구한 탄성계수(Lab_Estatic)

와 경험식 (12)를 이용하여 구한 탄성계수(Empirical_Estatic)
를 서로 비교한 결과로, 물리검층자료를 가지고 경험식

을 통해 산정한 탄성계수가 실내암석시험에서 측정된 

탄성계수보다 약간 작은 값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값에 의하면 식 (12)는 적

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석의 물성

을 탄성파 속도를 통해 산정하는 방식의 정확성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암석시험을 통해 구한 정탄성계수

와 정포아송비를 이용하여 취성도 B3,를 구하였고 이를 

일축압축강도와 인장강도를 이용한 취성도 B1 및 B2와

의 상관성을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8개 대상지역(강원도 정선, 경남 사천, 경남 울주, 경
북 청송, 경북 칠곡, 대구, 전북 완주, 충남 보령)의 48
개의 실내암석시험 물성 값들을 토대로 암석의 B1, B2, 
B3을 각각 구하였으며, 세 취성도와 탄성계수 및 포아

송비와의 상관관계와 취성도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여기서 B1은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인

장강도를 이용하여 구하였고, B3은 실내시험결과 얻은 

정탄성계수와 정포아송비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3.1 취성도 1 (B1)과 취성도 2 (B2)
B1과 B2는 식 (1)-(2)에서 언급한대로 일축압축강도

와 인장강도의 관계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Fig. 5의 (a)
에 찍힌 각 점들과 원점을 연결한 선의 기울기가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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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Relationship between Young’s modulus and brittleness indices (a) B1, (b) B2, and (c) B3

(a) (b) (c)

Fig. 7. Relationship between Poisson’s ratio and brittleness indices (a) B1, (b) B2, and (c) B3

점의 취성도 B1이, Fig. 5의 (b)에 찍힌 각 점들과 원점 

사이의 기울기는 각 지점의 취성도 B2가 된다. 먼저 B1

의 경우 일부 값을 제외하고 Fig. 5(a)에서 도출한 최소

취성도(B1,min)의 값은 5 정도이고 최대취성도(B1,max)의 

값은 20 정도로 본 실험에서 얻은 자료는 셰일의 취성

도(B1)가  5-20 정도로 나타났으며 B2의 경우 평균 0.77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셰일의 일축압축강

도 대 인장강도의 비는 대개 5-10 사이(평균 9.4)로 비

교적 낮은 값을 갖는데 이는 풍화나 셰일 내 연약면인 

층리의 존재가 압축강도의 저하에 보다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3.2 취성도와 암석의 물성(탄성계수, 포아송비)과의 

상관관계

암석의 대표 물성 값인 탄성계수 및 포아송비와 취성

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셰일의 취성도에 대한 

사전연구에서는 탄성계수와 취성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포아송비와 취성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

(Fig. 3 참고)를 보인 바 있다(Rickman et al., 2008). 
Fig. 6과 Fig. 7은 각각 탄성계수와 포아송비를 x축으로 

하였을 때 y축에 서로 다른 취성도(B1, B2, B3)를 각각 

도시한 결과이다. 일부 값을 제외하고 탄성계수 값이 

커질수록 세 취성도가 모두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포아송비의 경우에는 B3는 포아송

비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데 반해 B1과 B2는 포아송비의 값과 별다른 상관관

계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축압축

시험을 수행할 때 강도가 높고 취성을 띠는 암석은 대

개 높은 탄성계수 값을 갖는 경향이 관측되는데, 실제

로 Fig. 5의 (a)에서 분석된 결과를 보면 강도특성을 반

영한 취성도(B1과 B2)는 탄성계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강도와 포아송비의 연

관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Fig. 7
의 (a)에서 나타난 것처럼 강도특성을 반영한 취성도(B1)
는 포아송비와 상관성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식 (3)에서 

제안한 물리검층자료를 통한 취성도(B3) 산정은 취성도

와 포아송비의 음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식인데, B1, B2

와 포아송비의 미약한 상관성에 미루어본다면 취성도

를 산정하는 식에서 포아송비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8은 x축을 포아송비, y축을 탄성계수로 하였을 

때 각각의 x, y 값에서의 취성도의 크기에 따라 명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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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A cross plot of Young’s modulus and Poisson’s ratio. The gray scale color indicates the magnitude of brittleness 
(a) B1, (b) B2, and (c) B3

(a) (b)

Fig. 9. Relationship between brittleness index 1 (B1) and brittleness indices 3 (B3)

달리한 그림이다. Fig. 6과 Fig. 7의 결과를 섞어놓은 

결과로 간주할 수 있으며, B3는 탄성계수와 양의 상관

관계를 갖고 포아송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래프의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취성도 값이 커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B1과 B2는 탄성계수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포아송비와는 주목할 만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 상에서 좌측 하단

으로 갈수록 취성도 값이 커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

고 하단으로 갈수록 탄성계수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취성도 값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3.3 취성도 간 상관관계

Fig. 9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통용되는 취성도인 B1

과 B3, B2와 B3의 상관관계를 각각 비교한 그림이다. B1

과 B2는 서로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여 구한 취성도로 

그 상관관계가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므로 본 논의에서

는 제외하였다. 일부 값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경향을 

볼 때는 B1과 B3 사이에는 양수의 기울기가 얻어졌으나 

두 취성도 간의 선형적 관계에 대한 상관계수가 0.118
로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고, B2와 B3 사이에는 반대로 음의 기울기가 얻어졌

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계수가 -0.262인 매우 약학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통용되는 취성도들(B1과 B3, B2와 B3) 
간에는 그 상관성이 미미하다고 생각되며 한 분야에서 

취성도가 크다고 평가되는 암석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취성도가 작다고 평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취성도의 정의 확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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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셰일의 취성도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았고, 국내 8개 지역에서 채취한 셰일 시료 48개
에 대하여 대표적인 취성도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암석의 물성인 탄성계수 및 포아송비와 각

각의 취성도 B1, B2, B3 간의 관계를 비교해보았다. 세 

취성도 모두 탄성계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포아송비와는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일축압축강도와 인장강도를 이용해서 구한 B1과 B2의 

경우에는 포아송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

며 이는 포아송비가 실제로 취성도를 산정하는데 영향

인자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강도특성을 기반으로 구한 두 가지 취성도(B1과 

B2)와 변형특성을 기반으로 한 취성도(B3) 간의 선형적 

관계에 대한 상관계수는 각각 0.118과 -0.262로 낮은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암석의 균열전파 생성 및 속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취성도에 산정에 영향을 주는 강

도특성 및 변형특성을 보다 명확히 하여 표준화 된 수

식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셰

일가스정에서 수압파쇄의 효율에 미치는 암석역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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