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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파쇄시험 해석을 위한 중공원통 인장시험과 

압열인장시험 화강암 인장강도 비교

조영욱, 장찬동*, 이태종, 김광염

Comparison of Tensile Strengths in Granite Using Brazilian Tests and Hollow 
Cylinder Tests for Hydraulic Fracturing Test Interpretation

Yeonguk Jo, Chandong Chang*, Tae Jong Lee, Kwang-Yeom Kim

Abstract We conducted hollow cylinder tensile strength tests and Brazilian tests in Seokmo granite to measure tensile 
strength necessary for estimating the magnitude of the maximum horizontal principal stress in hydraulic fracturing 
stress measurements. Two different pressurization rates were used in hollow cylinder tests. Tensile strengths were 
determined to be higher at higher pressurization rate, which suggests that tensile strength should be measurement 
at the same rate used in actual in situ hydraulic fracturing tests. Considering the effect of pressurization rate and 
specimen size on tensile strength, the hollow cylinder tests and Brazilian tests yield similar results each other. This 
demonstrates that Brazilian tests can be utilized to produce representative tensile strengths for interpretation of 
hydraulic fracturing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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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압파쇄법으로 최대수평주응력 크기 규명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암반의 인장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석모도 시추공에서 회수한 화강암 시료에 대해 두 가지 실내시험(중공원통 인장시험 및 압열인

장시험)으로 인장강도를 측정하고 두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중공원통 인장시험에서는 높은 수압 

증가율 상태에서 더 높은 인장강도를 보여, 현장의 수압파쇄시험에서 보인 수압 증가율 상태에서 측정된 인장강

도나 그 증가율로 보정된 인장강도를 이용해야한다는 점을 보였다. 인장강도에 대한 수압 증가율 효과와 크기 

효과를 보정하면 중공원통 인장시험 결과는 압열인장시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압파쇄 인장강도

를 위해 압열인장강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어 수압파쇄응력측정법, 중공원통 인장시험, 압열인장시험, 인장강도, 크기효과

1. 서 론

수압파쇄 응력측정법은 지하 암반의 초기응력 텐서, 
특히 수평응력의 방향과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방

법 중 가장 직접적으로, 응력해방법과 같이 암반의 변

형물성 정보 없이 응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지하심부에

서도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여겨진다(Hubbert 
and Willis, 1957, Haimson and Fairhurst, 1967, Rummel, 
1987). 수압파쇄 응력측정법에 관한 기술적 측면들이 

1980년대에 체계적으로 집약된 이후 석유, 토목업계 및 

과학계에서 이 방법으로 암반 초기응력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Zoback and Haimson, 
198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응력지도(World Stress 
Map)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시추공 응력측정자료 중 

6% 남짓만 수압파쇄법으로 규명되었고 그 외 대부분은 

시추공벽 압축파쇄대(76%)로 규명한 자료들이다(Heidbach 
et al., 2008). 그 이유는 대부분의 수압파쇄 시험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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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얕은 심도에서 이루어져 자료의 질이 떨어지

기 때문이기도 하고, 1990년대 말부터 수압파쇄 응력측

정 자료 해석법의 신뢰성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

기 때문이기도 하다(Ito et al., 1999, Rutqvist et al., 2000).
수압파쇄 응력측정법은 시추공 내 격리된 구간에 수

압을 가하여 암반을 인장파괴 시켜 최소수평주응력에 

수직한 방향의 시추공벽 마주보는 방향으로 유도된 연직 
인장파괴 균열이 닫히는 순간의 압력(shut-in pressure)
을 이용해 발생한 균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즉, 최소

수평주응력)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규명한다. Shut-in시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균열폐쇄압력 규명 시 주의를 요하지만 현재까지 개발

된 다양한 객관적 방법들을 통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

는 오차범위로 한정지을 수 있다(Evans et al., 1988).
반면 최대수평주응력은 탄성역학 이론(Kirsch, 1898) 

해법)을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암

반의 인장강도를 이용하거나(Haimson, 1968, Cornet, 
1982, Cheung and Haimson, 1989) 수압파쇄 균열 발

생 후의 암반 인장강도는 0이라는 가정 하에 인장균열

을 다시 여는 균열개구압력(reopening pressure)을 이용

한다(Bredehoeft et al, 1976). 문제는 균열개구압력을 

이용하여 최대수평주응력을 유추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먼저 수압파쇄로 발생한 균열이 완벽히 닫혔다는 가정 

하에 Kirsch 해법을 적용하지만 인장파괴균열은 닫히더

라도 일정 정도의 잔류폭(residual crack aperture)을 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Kirsch 해법으로 정의되는 시추

공 주변 응력장이 완벽히 구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Rutqvist et al., 2000). 또한 극히 적은 양의 주입수가 

균열 내로 침투되면서 균열이 재개방되기 때문에 실제 

균열개구압력을 정확히 감지해 내기 위해서는 강성이 

매우 높은 수압파쇄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즉,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유속계)가 지표에 설치되어 수압파쇄 측

정심도와 상당한 거리를 두는 대부분의 수압파쇄 시스

템의 경우에 그것이 갖는 비강성 효과가 자료에 반영되

어 균열의 균열개구압력을 정확히 감지해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최대수평주응력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있

어서의 수압파쇄 응력측정법의 단점과 결과 해석의 모

호함 때문에 균열 발생 전의 시추공 주변 응력상태와 

암반의 인장강도를 이용해 최대수평주응력을 유추하는 

것이 그나마 결과에 대한 신뢰성 시비를 벗어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암반의 인장강도는 다양한 방법(직접인

장, 압열인장, 수압파쇄, 후프테스트, 링시험 등)으로 측

정할 수 있지만 시편성형 및 시험방법의 간편성 때문에 

압열인장시험(Brazilian test)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Erarslan 

and Williams, 2012, Ye et al, 2012). Haimson and 
Cornet(2003)는 ISRM Suggested Method에서 수압파

쇄법으로 최대수평주응력을 구하기 위해 암반의 인장

강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내시험을 통해 인장강도

를 직접 측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수압파쇄 시험조

건을 정확히 모사하지는 못하여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

만, 그래도 압열인장시험이 가장 흔히 사용된다고 제안

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 특성상 국부적 응력집중에 기

인하여 그 결과에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더욱

이 수압파쇄 응력측정을 위한 입력요소로서의 인장강

도를 위해서는 시편 형태나 압력 조건 등이 수압파쇄시

의 시추공 조건을 정확히 모사하지 않기 때문에 압열인

장강도를 최대수평주응력을 산정할 때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Haimson and Cornet, 
2003).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수압파쇄 응

력측정법에서 최대수평주응력을 유추하기 위한 시추공 

암반의 인장강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

점을 두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수압파쇄 조건하의 암반 인장강도 측정을 위한 보다 

유사한 실내시험은 시추공 형태를 모사한 중공원통

(hollow cylinder) 시편을 이용한 실내 수압파쇄 인장강

도 측정 시험이다(Ohoka et al., 1997). 기존의 연구 결

과들은 이러한 실내 중공원통 인장시험은 압열인장강

도 시험에 비해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며(Ringstad 
et al., 1994, Yamashita et al., 2010), 일반적인 시추공 

직경과 유량 시험조건에서 시편 크기 및 시간효과(Size 
and Time scale effect)의 영향이 크지 않은 신뢰성이 

높은 시험으로 알려져 있다(Haimson and Zhao, 1991). 
그러나 암석 시편의 준비와 시험절차가 압열인장시험

의 경우에 비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석모도의 지열 시추공에서 채취한 화강암 코어 시편

에 대해 압열인장시험과 중공원통 인장시험을 공히 실

시하여 시험법에 따른 인장강도 측정 결과를 비교하고 

수압파쇄 응력측정시 필요로 하는 시추공 암반 인장강

도에 미치는 몇 가지 요소(특히 주입압 증가율 및 크기 

효과)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수압파쇄 최대수평주응력 규명에 대한 간략한 
검토

수압파쇄 응력측정법은 시추공 내 응력측정 심도 구

간 상하부를 팽창성 패커(packer)로 밀폐한 뒤 해당 구

간에 일정한 유량률(injection rate)로 물을 주입함으로

써 수압을 증가시켜 시추공벽에 인장 접선응력(tensile 
hoop stress)을 유도하고 이 응력이 암반의 인장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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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할 때 인장 균열을 발생시키는 수압과 Kirsch 해법

으로 모사된 시추공 주변 응력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암

반의 초기응력텐서를 규명하는 기술이다. 시추공벽에 

인장균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시추공 주변 응력은 

Kirsch 해법으로 모사되며, 최대수평주응력의 크기는 

인장파괴 발생 순간의 시추공 균열발생압력(breakdown 
pressure, ), 원거리 최대수평주응력( ), 최소수

평주응력( ), 공극압( ), 인장강도()와의 관계로 

표현된다.

       (1)

식 (1)에서 와 은 각각 시추공압 직접 측정과 

shut-in pressure를 통해 규명하며 과 는 별도의 독

립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일련의 반복된 압력 사

이클 동안 수압파쇄 균열이 재개방압력( )에 도달하여 

재개방될 때에는 암반 인장강도가 완전히 손실되었다

는 가정 하에 (Bredehoeft et al., 1976, Zoback and 
Pollard, 1978, Karfakis, 1986) 식 (1)을 

      (2)

로 변형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수압파쇄시험에 활용

되어 왔다. 그러나 식 (2)는 균열이 재개방되기 전까지 

완벽히 닫혀 있어 무결암(intact rock) 상태와 같은 조건

이라는 가정 하에 Kirsch 해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그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서론에 

간략히 기술했듯이 이미 발생한 균열이 무결암 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닫힐 수 없고 수 m의 잔류간격을 유

지하기 때문에 균열 재개방 전에 이미 균열 내부로 수

압이 침투해 나감으로써 시추공 주위의 공극압 상태가 

균일하지 않아 Kirsch 해법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기 때

문이다(Rutqvist et al., 2000). 더구나 균열재개방이 어

느 한 압력 시점에 일괄적으로 시작된다고 가정하더라

도 균열 내로 누출되는 수량이 극히 적어 실제 재개방

압력( )을 정확히 감지해내기 힘든 단점이 있다(Ito et 
al., 1999).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진행되어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압파쇄 응력측정법을 

이용하여 최대수평주응력을 측정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원론으로 돌아가 식 (1)을 이용하는 방법

이 최선이라는 의견으로 귀결된다. 즉, 수압파쇄 시험 

구간의 암반 인장강도를 적절히 규명하는 것이 최대수

평주응력 크기를 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인장강도 시험

본 연구에서는 수압파쇄 응력측정을 위한 인장강도 

측정을 위해 중공원통 인장시험과 압열인장시험을 수

행하였다. 시험에 이용된 화강암 시료는 석모도에 2009
년 지열수 연구목적으로 굴착된 시추공(KG-1)에서 회

수된 직경 47 mm의 코어시료이다. 시추코어 확인 결과 

상부(110 m) 충적층 구간을 제외하면 전 구간 중립질 

흑운모 화강암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시추공 심도 171 
m의 풍화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암질이 매

우 양호하다. 현장에서 수압파쇄 시험이 수행되었던 7
개의 심도(140, 171, 215, 273, 336, 358, 390 m)에서 

회수된 화강암 시료(SM Granite)들에 대해 심도 별로 

각각 3회 이상의 중공원통 인장시험과 압열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3.1 중공원통 인장시험

중공원통 인장시험으로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직경 47 mm, 평균 길이 88±22 mm의 원주형 코어 시

편을 이용하였다. 시편의 상단 중앙에 코어 축과 평행

한 내공(공경 6.5 mm)을 약 60 mm 깊이로 시공한 후 

시험 중 주입수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시편 

내공의 중심부에만 수압이 가해지도록(현장 수압파쇄 

시 측정구간 상하부 밀폐효과) 상부 일정 부분에 스테

인리스 스틸 튜브(길이 약 22 mm)를 삽입하고 에폭시

로 견고히 고정시켜 시편을 완성하였다(Fig. 1a). 시편

의 상부에 물을 주입시킬 수 있는 튜브가 장착된 캡을 

씌운 후 시편 축 방향으로 10~15 MPa의 응력을 유지

한 상태에서 공내 주입(injection)하여 인장파괴를 유도

하였다. 수압 증가율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두 압력 증가율(0.4±0.05, 0.03 MPa/sec)로 공

내압을 증가시키며 시험을 수행하였다(Fig. 2). 구속압

이 없는 상태에서 인장파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때 얻

어진 암석의 인장강도는 원거리 수평응력 효과가 배제

된 수압파쇄 인장강도( )이며, 인장파괴가 발생할 때

의 최대 공내압( )과 인장강도는 한정된 시편 크기가 

보정된

 









 (3)

의 관계를 갖는다(Jaeger and Cook, 1976). 위 식(3)에
서 와 는 각각 시편의 외경과 내공의 공경이다. 참
고로 수압파쇄 응력측정법에 대한 ISRM Suggested 
Method(Haimson and Cornet, 2003)에는 이 관계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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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st setups showing (a) hollow cylinder tensile 
strength test and (b) Brazilian test

Fig. 2. Typical experimental data as a function of time from 
two type of hollow cylinder tensile strength test: (a) 
flow rate controlled test and (b) pressurization rate 
controlled test

 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단지 외경이 내경에 

비해 상당히 큰 경우에 근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3.2 압열인장시험

압열인장시험은 표준시험법(ISRM, 1978, KSRM, 2006)
에 따라 시편을 성형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은 

시추 코어 직경(47 mm)을 유지한 채 두께 17.1-22.2 
mm 범위의 디스크 시편으로 성형하여 압열인장시험 

기구(Fig. 1b)에 위치시킨 후 시편의 직경방향으로 선하

중을 일정한 재하속도(6×10-4 MN/sec)로 증가시켜 인

장파괴를 유도하였다. 일반적인 경우 압열인장강도는 

시편에 포함된 미세균열 분포양상 또는 특정 선구조에 

의한 비등방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Chen et al., 1998),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편에 따라 적어도 세 다른 방

향으로 하중을 가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시편의 

인장파괴가 발생할 때의 파단하중()을 측정하고 

 

  (4)

의 관계를 통해 압열인장강도()를 산정하였다. 식 (4)
에서 와 는 각각 시편의 직경과 두께이다.

4. 시험 결과

4.1 중공원통 인장시험

중공원통 인장시험에서 공내압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

는 내공 벽 인장응력이 암석의 인장파괴 조건에 도달하

게 되면 암석이 인장파괴 되며, 인장균열을 통해 공내

수가 누출되면서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

된다. 모든 시편의 내공벽에서 마주보는 두 방향의 인

장균열이 발생하였으며(Fig. 3) 수압이 가해진 내공의 

상부부터 공저까지 준 선형의 인장균열이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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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results from hollow cylinder tensile 
strength tests

Specimen
depth
(m)

Sample
number

Flow rate
controlled

Pressurization rate 
controlled

 (MPa)  (MPa)

171

SM171-1 5.4 4.6

SM171-2 6.8 5

SM171-3 7.3 5.2

215 SM215-1 13.8 9

390

SM390-1 11.8 8.3

SM390-2 12.7 8.3

SM390-3 14.1 10.4

Fig. 3. Tensile fractures induced by internal pressure in a borehole, simulating hydraulic fracturing tests. (a) and (b) photograph 
image of a failed specimen and (c) CT scanned image of a horizontal cross section of fractures

Fig. 4. Normalized tensile strength as a function of normalized 
pressurization rate for Seokmo (SM) granite, Lac du 
Bonnet (LdB) granite and Indiana limestone현장 수압파쇄시의 압력 증가율과 비슷하게 모사하도

록 수행한 유량제어 시험의 경우 일정한 유량률(1.6× 
10-4 l/sec)로 물을 주입하여 공내압을 증가시킨 경우 압

력-시간 곡선의 선형부분에서 압력 증가율 평균 0.4± 
0.05 MPa/sec를 보였으며(Fig. 2a) 이는 석모도 현장 

수압파쇄 시험시의 압력 증가율과 유사한 값이다. 반면 

인장강도에 대한 압력 증가율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

행된 압력제어 시험에서는 0.03 MPa/sec의 압력 증가

율로 공내압을 증가시키며 시험을 진행하였다(Fig. 2b).
서로 다른 압력 증가율 조건하에서 측정된 화강암의 

인장강도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측정된 인장강

도는 압력 증가율이 큰 시험에서 약 40±12% 정도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수압파쇄 인장강도 측정시

에 압력 증가율이 상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압력 증가율()에 따른 인장강도의 효과는 

Haimson and Zhao(1991)에 의해서도 실험적으로 규명

된 바 있다. 이들은 Lac du Bonnet 화강암과 Indiana 
석회암의 중공원통 인장시험에서 각각

  log  (Lac du Bonnet granite)      (5)

  log  (Indiana limestone)            (6)

의 인장강도-압력증가율 경험식을 유도하였다. 경험식 

유도에 이용되었던 두 암석의 자료와 본 연구에서의 석

모도 화강암 자료를 Fig. 4의 현장 수압파쇄 인장강도

(_)와 압력증가율()로 정규화 시킨 인장강도-압
력증가율 관계로 도시한 결과 자료들이 일정정도 분산

되어 있는 가운데 근사적으로 지수의 상관관계를 보임

을 알 수 있다. 이들 자료를 총괄하는 최적의 지수함수는

_  log  (7)

으로 주어지며 이는 압력증가율이 10배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23% 증가함을 의미한다. 식 (7)의 관계식으

로 본 연구에서 얻은 인장강도를 현장 수압파쇄 압력증

가율 조건으로 보정한 결과 Fig. 5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두 다른 압력증가율 하에서 측정된 인장강도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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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nsile strengths determined from hollow cylinder 
tests with two different control modes. (a) pristine 
tensile strength data and (b) adjusted tensile 
strengths with an arbitrarily chosen pressurization 
rate of 0.4 MPa/sec

Fig. 6. Typical Brazilian test result and a failed specimen. 
(a) experimental data as a function of time and (b) 
extensile fractures induced by an axial line load

히 일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간단히 기술하였듯이 중공원통 인장시험에서 

발생한 인장균열은 모든 시편에서 내공에서 마주보는 

두 방향으로 발생하였으며 실제 측정된 방향은 160-180° 
범위를 보였다. 실제 현장 수압파쇄의 경우에는 최대·최
소 수평 주응력에 의해 유도되는 공벽 접선응력의 이방

성에 따라 인장균열 방향이 조절되므로 대부분 180° 간
격으로 시추공벽 마주보는 방향의 파괴 면이 발달하게 

되지만, 외부응력이 없는 조건에서는 인장균열의 발생

이 기존 미세균열 등에 기인한 강도 불균질성에 의하여 

가장 약한 한 방향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

하고 시험 시편에서 항상 내공에서 마주보는 두 방향으

로 인장파괴가 발생한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시험편 

내 일관된 균열발달 양상은 미세균열 분포양상이 수평

응력에 의해 제어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며, 이는 또 

다른 수평응력의 방향 지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압

파쇄 인장균열은 CT스캔 단면을 통해 보다 선명히 관

찰할 수 있었다(Fig. 3c). 수압파쇄 인장균열은 전체적

으로 준평면의 파괴면으로 여겨지지만 부분적으로 두 

개 이상의 가지를 치며 발달해 있고 파면 또한 부분적

으로 두 개 이상의 가지를 치며 발달해 있고 급격한 방

향 전환 등이 동반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CT스

캔 결과 다른 색으로 구분되는 광물 경계에서 이러한 

방향의 킹크현상이 보이는 점은 외부응력의 이방성이 

없을 경우 인장 균열의 전파가 개개 광물의 역학적 특

성에 의해 상당히 조절되고 있음을 지시한다(Kranz, 
1983, Wong, 1985).

4.2 압열인장시험

Fig. 6a는 압열인장시험을 통해 얻은 시간-하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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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between Brazilian tensile strengths and 
hollow cylinder tensile strengths. Tensile strengths 
from hollow cylinder tests are corrected (a) with 
pressurization rate effect taken into account and (b) 
with effects of pressurization rate and size taken 
into account

Table 2. Summary of results from Brazilian tests and hollow cylinder tests

Specimen depth 
(m) No. of tests 

(MPa) No. of tests
 (MPa)

effect of pressurization 
rate adjusted

 (MPa)
effects of pressurization rate 

and size adjusted

140 3 9.7±2.1 3 11.8±1.9 9.9±1.9

171 3 4.8±1.0 6 6.5±0.7 5.5±0.7

215 3 11.2±1.5 4 13.8±2.1 11.6±2.1

273 3 10.3±0.7 3 10.9±1.2 9.1±1.2

336 3 10.6±1.7 3 12.9±0.4 10.8±0.4

358 3 9.9±2.8 3 11.7±1.3 9.8±1.3

390 3 8.9±2.2 6 12.6±1.4 10.5±1.4

프이다. 시간에 따라 선하중이 일정한 속도(6×10-4 MN/ 
sec)로 증가하다가 인장파괴가 발생한 후 급격히 감소

한다. 시험에 이용된 재하속도는 압력으로 환산 시에 

실제 시추공에서의 주입에 의한 압력증가율과 유사한 

값이다. 압열인장시험 대부분의 시편에서 선하중 축방

향으로 준선형의 균열이 발달하며 인장파괴가 발생하

였으나 하중제어에 따른 급격한 인장파괴로 인해 파괴 

후에 추가적으로 균열면이 발생하며 파괴되었다(Fig. 
6b). 압열인장시험에 의한 인장균열은 그 위치 및 발달 

양상이 시편 내 선구조 방향성 및 미세균열의 분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Lanaro et al., 2009, Nicksiar 
and Martin, 2013), 하중 방향을 달리하며 수행된 본 압

열인장시험에서의 모든 시편들은 하중 방향과 평행한 

비교적 일관된 양상으로 균열을 발생시키며 파괴되어 

이용된 화강암이 대체로 신선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석모도 화강암의 압열인장강도 결과는 Table 2에 열

거하였다. 각 심도에서 세 다른 방향으로 측정된 압열

인장강도는 0.7-2.8 MPa의 표준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19%의 표준편차에 해당하며 이는 이 화강

암의 강도 비등방성 척도로 여겨진다.
두 시험법(중공원통 및 압열인장시험)으로 측정된 인

장강도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시편에 대한 결과들을 Fig. 7에 비교 도시하였다. 동일 

심도 시편에 대한 압열인장강도는 수압파쇄 인장강도

에 비해 평균 24±12% 낮게 측정되었다(Fig. 7a). 이 차

이는 압열인장과 중공원통 인장시험 설정에서의 다른 

하중 유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하중이 가

해지는 암편 크기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압열인장시험 시편의 크기에 비해 중공원통 인장시험 

시편의 내경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크기 효과

에 의한 강도 차이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보

정해 주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중공원통 인장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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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ormalized tensile strength as a function of borehole 
diameter () for Lac du Bonnet (LdB) granite and Indiana 
limestone, modified from Haimson and Zhao (1991)

내경 크기에 따른 인장강도 변화에 대한 실험 연구도 

Haimson and Zhao(1991)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Lac du 
Bonnet 화강암과 Indiana 석회암에서의 내경 크기에 따

른 인장강도의 변화는 각각

  
    (Lac du Bonnet granite)    (8)

  
    (Indiana limestone)        (9)

의 경험식으로 주어졌다. 이 두 암석에 대한 크기 효과

를 통합하여 관찰하기 위하여 NX구경에서의 인장강도

로 정규화 시킨 인장강도를 내경의 크기의 함수로 Fig. 
8에 도시하였다. 시편의 인장강도는 내경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이 감소하다가 약 30 mm 이상의 내경부터는 

크기 효과가 약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경 

크기에 대한 인장강도 감소 추세는

_     (10)

로 표현되며 이를 근거로 볼 때 본 연구의 중공원통 인

장시험의 시편(내경 6.5mm)의 인장강도는 NX 크기 내

경의 시편의 경우에 비해 약 19% 높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크기 효과를 보정하여 압

열인장강도와 비교해 보면 Fig. 7b와 같이 두 다른 인장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가 상당히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암반 인장강도의 크기는 시험방법 및 속도, 시편성형

상태, 미세균열 여부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Rocco et al., 1999a, Rocco et al., 1999b, Claesson 
and Bohloli, 2002, Cho et al., 2003), 본 연구에서 측

정된 압열인장강도와 수압파쇄 인장강도의 크기는 비

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수압파

쇄 응력측정법에 적용할 시 최대수평주응력의 크기에 

대한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장

강도의 차이를 결정한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시험조건

(시편크기 또는 시험시간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실험을 

수행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수압파쇄 응력측정으로 최대수평주응력의 

크기를 규명하고자 할 때 암반 인장강도는 시추공 형태

를 모사한 중공원통 인장시험으로 측정된 결과를 이용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시추환경 및 코어회수 조건에 

따라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압열인장강도를 이용하

여도 그 크기를 일정 오차범위 내로 제한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압파쇄 응력측정법으로 최대수평주

응력의 크기를 규명하고자 할 때 필요한 요소 중 하나

인 암반의 인장강도를 실내시험(중공원통 인장시험 및 

압열인장시험)을 통해 측정하고 각 시험법으로 측정된 

인장강도 간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관찰하

였다. 수압파쇄시험으로부터 최대수평주응력을 산정함

에 있어서 인장강도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며 실제 수압파쇄와 유사한 조건하에서 인장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은 중공원통 인장시험이다. 
하지만 ISRM(2003)에서는 시험조건등의 제약을 고려

할 때 몇 가지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압열인장시험

으로부터 구해지는 간접인장강도를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공원통 

인장시험과 압열인장시험을 공히 실시하여 그 크기의 

차이에 대해 실험적으로 재조명하였으며, 시험결과 수

압파쇄시험결과 해석을 위한 인장강도로 압열인장강도

를 이용하여도 무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공원통 인장시험의 경우 주입압 증가속도가 높을수

록 인장강도가 높게 측정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실제 

현장 수압파쇄에서 보인 압력증가율 하에서 시험된 인

장강도 또는 그 압력증가율로 보정된 인장강도를 사용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시험편 내경의 차이

에 의한 크기효과도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압열인장강도와 결

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공원통 인

장시험법으로 측정한 인장강도와 더불어 시편성형 및 

시험적용이 부득이할 경우 압열인장강도를 이용하더라

도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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