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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ain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thereby to deduce the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of rock specimens through the elastic wave velocity and the elastic 

modulus amo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measured from the rock specimens collected during 

drilling investigations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Method: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the 

laboratory with 119 granite specimens in order to deriv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rocks and elastic wave velocity and elastic modulus. Results: In the case of granit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mpressive strength of a rock and the elastic 

wave velocity and elastic modulus were found to be less reliable in the relation equation as a whole. 

And it is believed that the estimation of the compressive strength by the elastic wave velocity and 

elastic modulus is less used because of the composition of non-homogeneous particles of granite.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the compressive strength of a rock and 

the elastic wave velocity and elastic modulus was performed with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coefficient determination (R2) of simple regression analysis was 

shown between 0.61 and 0.6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0.71. Thu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en estimating compressive strength can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correlation. Also, in 

the future, a variety of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such as recovery analysi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alysis, and big data analysis can lead to more reliable results when estimating the 

compressive sterength of a rock based on the elastic wave velocity and elastic modulus.

Keywords: Seoul-Gyeonggi Region, Granite,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Elastic Wave Velocity, 

Elastic Modulu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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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물리적 특성 중 탄성파속도와 탄성계수로부터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추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119개의 화강암 시추 코아 시료를 대상으로 탄성파 속도와 탄성계수 그리고 일축압축강도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하

기 위하여 실내 암석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화강암에 대하여 탄성파속도와 일축압축강도 그리고 탄성계수와의 상호 관계를 단순회

귀와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관계식에 나타난 것처럼 신뢰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화강암의 구성 입자가 균질하지 못

하여 탄성파속도와 탄성계수를 이용한 압축강도 추정에 대한 활용성이 낮은 원인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에서 암석의 탄성파속도와 탄

성계수로부터 일축압축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단순회귀분

석은 결정계수(R2)가 0.61~0.67 이었으며 , 다중회귀분석은 0.71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추

정할 때 다소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향후 탄성파 속도와 탄성계수를 이용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추정할 때 다양한 통계분석 기

법(회귀분석, 인공신경망,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면 보다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핵심용어: 서울 ․ 경기지역, 화강암, 일축압축강도, 탄성파속도, 탄성계수, 결정계수

서 론

암석의 강도특성은 암반 사면 또는 암반상이나 지하에 축조되는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

로 활용되고 있다. 암석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일축압축강도시험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험법은 

한국산업규격(KS E: Korean Industrial Standard E, 이하 KS E, 2006), 한국암반공학회(KSRM: Korea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이하 KSRM, 2005), 국제암반역학회 표준시험규정(ISRM: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이하 ISRM, 1981), 미국표준 시험법(ASTM: 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and Materials, 이하 ASTM, 

2005; 2009)에서 규정된 시험규정에 맞게 시험편을 성형해야 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게 현 실정이다. 또한 무결

암 시료의 사용과 시료의 성형 그리고 시료 내 존재하는 미세 균열로 인한 시험값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게다가 고가이

고 중량과 크기의 한계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실험실에서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제한성으로 인

하여 일축압축시험에 의한 강도 측정보다 간편한 시험법인 점재하 시험, 슈미트해머시험, 탄성파속도 시험 등과 같은 간접적

인 방법을 이용하여 일축압축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간접 시험법은 시료 형성이 쉽고 

시험장비의 이동과 운영이 편리하여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알려져 있다.

점하중 시험은 Broch et al.(1972)이 제안한 것으로 가볍고 저가로서 현장에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정량적으로 간편하

고 쉽게 측정할 수 있을뿐더러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시험 방법의 하나이다. 점하중 시험은 성형된 시료뿐만 아니라 비성형

된 시료도 사용이 가능하여 이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실험 결과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 

분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슈미트해머 시험은 Schmidt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초기에는 콘크리트 강도 측정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암석의 강

도 측정에도 많이 사용되는 비파괴 시험이다. 이는 점하중 시험보다도 이용이 간편하고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의 상관관계

도 비교적 좋아 일축압축강도를 추정하는데 좋은 시험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슈미트해머는 N-type과 L-type의 

두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타격에너지가 작아 암석 내에 균열을 적게 발생시키는 L-type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탄성파속도 시험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재료의 밀도, 탄성정도, 공극과 공동의 유무와 강도 등을 측정하는 비파

괴 시험으로 직접법, 반간접법, 간접법의 3가지 측정방법이 있으며 그 중에서 직접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발진자와 수진자

를 시료에 대고 발진자에서 보낸 신호음을 수진자에서 받아서 탄성파가 시험 시료를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탄성

파(P파와 S파) 속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일축압축강도 측정용 시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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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축압축강도와 탄성파속도와의 관계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으나 탄성파속도를 이용하여 암석의 일

축압축강도를 추정하기에는 아직도 활용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점하중시험과 슈미트해머 시험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결과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법이 연구되고 있지만 탄성

파속도 시험에 의해 제시된 암석 강도의 활용성도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탄성파속도와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 시추조사에 의해 회수된 암석을 이용하고 있고, 그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석의 강도

를 추정하기 위하여 간편한 시험법 중에서 탄성파속도와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동향 및 방법

연구 동향

지금까지 탄성파속도 시험에 의한 다양한 연구로 일축압축강도와 탄성파속도와의 관계식을 많은 연구자들이 제안하였으

나 점하중 시험이나 슈미트해머 시험에 비해 암의 일축압축강도를 추정하는 관계식들이 부족하고 활용성도 낮은 편이다.

그동안 일축압축강도와 탄성파속도,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제시한 관계식은 해외에서는 Inoue et al.(1981)이 연암에 대하

여 일축압축강도와 P파속도와의 관계를 식 (1)과 같은 관계식을 제안하였다.

 
 (1)

여기서, 는 일축압축강도(kg/cm2), k는 체적탄성계수,ρ는 암의 단위중량(g/cm3), Vp는 P파 속도(km/sec), A는 시료

의 단면적이다.

Kahraman(2001)은 여러 종류의 암석에 대하여 식 (2)와 같은 관계식을 제안하였다.

 
    (2)

여기서, 는 일축압축강도(Mpa), Vp는 P파속도(km/sec)이다.

Yasar et al.(2004)이 터키의 탄산염 암석을 대상으로 일축압축시험과 탄성파시험을 수행한 후 제안한 P파를 활용한 일축

압축강도와 탄성계수와의 관계식은 식 (3)과 식 (4)와 같다.

   (3)

   (4)

여기서, 는 P파속도(km/sec), qu는 일축압축강도(kg/cm2), Es는 탄성계수(GPa)이다.

국내에서는 Baek et al.(2006)이 안동지역의 화강암과 여수지역의 화성암을 대상으로 제안한 일축압축강도와 탄성파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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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식은 식 (5)와 식 (6)과 같다.

 


   (5)

 


 (6)

여기서, 는 일축압축강도(kg/cm2), Vp는 P파 속도(km/sec)이다.

Lee et al.(2011)이 국내 암종별로 탄성파속도와 탄성계수와의 관계식을 식 (7) ~ 식 (9)와 같이 제안하였다.

화성암,   (7)

퇴적암,   (8)

편마암,   (9)

여기서, 는 일축압축강도(MPa), Vp는 P파 속도(km/sec)이다.

Choi et al.(2014)은 일축압축강도와 탄성파속도와의 관계를 식 (10) ~ 식 (12), 탄성파속도와 탄성계수와의 관계식은 식 

(13) ~ 식 (15)과 같이 제안하였다.

화강암  γ  (10)

변성암  γ (11)

퇴적암  γ  (12)

화강암  γ  (13)

변성암  
 (14)

퇴적암  γ (15)

여기서, 는 일축압축강도(kg/cm2), Vp는 P파 속도(km/sec), ϒ은 단위중량(kN/m3)이다.

상기와 같은 기존 연구 결과에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탄성파속도, 탄성파속도와 탄성계수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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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화강암에 대한 관계식들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 경기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을 대상으로 탄성파속도와 탄성계수를 이용한 암석의 일축압축

강도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 방법

최근까지 수행한 과업 중에서 공인기관에서 실험한 암석 시험데이터 중에서 서울 ․ 경기 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 시료에

서 취득한 119개의 일축압축강도 및 물리적 시험 자료를 추출하여 이용하였다. 시험방법은 ASTM(2005; 2009)과 ISRM 

(1981) 그리고 KS E(2006)와 KSRM(2005)에 의한 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수집하였다. 자료는 서울 ․ 경기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화강암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 2010)을 활용하여 데이

터 베이스화 하고,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이란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추정된다고 보고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통계학적 해석기법으로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독립변수를 정하면 종속변수가 생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순회귀분석은 보통 독립변수 1개와 종속변수 1개를 1:1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관계식은 식 (16)과 같다.

   (16)

여기서, 는 종속변수, β0,1은 기울기와 절편, 는 독립변수, ε는 오차항이다.

다중회귀분석은 단순회귀분석과 기본개념은 동일하지만 독립변수를 여러 개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하나의 독립

변수를 사용하는 단순회귀분석보다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는 다중회귀분석이 예측과 추정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물리적 특성은 일축압축강도, 탄성파속도(P파, S파), 그리고 탄성계수 4가지 인자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중 하나를 

종속변수(Y값)로 하고 나머지 인자들을 독립변수(X값)로 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0.05 

이하의 값을 적용하여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 ․ 경기 지역의 119개 화강암 시료에서 얻은 실내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일축압축강도와 탄성파속도(P

파, S파) 및 탄성계수를 추출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축압축강도는  , 탄성파속도의 압축파속도(P파)는 Vp, 전단파속도(S파)는 Vs, 그리고 탄성계수는 E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은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일축압축강도는 10.8~122.3MPa, P파 속도는 601 ~ 5,610m/sec, S파 속도는 

330~3,300m/sec, 탄성계수는 2.6 ~ 72GPa 범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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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tatistics analysis of the test result

Parameters



(MPa)

Vp

(km/sec)

Vs

(km/sec)

E 

(GPa)

Sample No. 119 119 119 119

Max. value 122.3 5.61 3.30 72

Min. value 10.8 0.60 0.33 2.6

Average 55.3 2.91 1.73 23

Standard deviation 27.4 1.32 0.81 91.1

앞서 기술한 기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단순회귀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래에 다양한 통계 분석적 방법이 적

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암석의 탄성파속도와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일축압축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보다 간편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쉽게 관계식을 산정할 수 있는 단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탄성파속도는 

광물의 조성, 암석의 모양, 조직과 구조 그리고 광물 입자의 크기나 형태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분석함에 있

어 성인별, 지역별, 암종별로 구분하여 관계식을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경기지역의 화강암에 대

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한 통계분석 결과로 일축압축강도()와 탄성파속도(Vp, Vs),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 

탄성계수(E)와 탄성파속도(Vp, Vs)와의 분석결과이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P wave velocity,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Parameters Equations R2



(MPa), Vp, Vs(km/sec)



=16.888Vp+6.165 0.6602



=26.506Vs+9.4603 0.6174



(MPa), E(GPa) 


=1.1866E+27.712 0.6504

E(GPa), Vp, Vs(km/sec)
E=11.694Vp-11.015 0.6768

E=18.074Vs-8.247 0.6137

Fig. 1은 일축압축강도와 탄성파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결정계수가 P파는 0.6602, S파는 0.6174로 P파가 S파보

다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암편의 내압강도나 암반등급 분류를 추정하는데 P파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는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선형관계식(a)보다 비선형관계식(b)의 결정계수가 0.5365

로 0.1이상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어 비선형관계식보다는 선형관계식이 일축압축강도를 평가 시에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Fig. 3은 변형율 정도를 나타내는 탄성계수와 탄성파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일축압축강도에서와 유사하게 P파

가 S파보다 결정계수가 0.6768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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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rrelation between 


 and Vp (b) Correlation between 


 and Vs

Fig. 1. Correlation between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seismic velocity

 

(a) Linear relation equation 


 and E (b) Nonlinear relation equation 


 and E

Fig. 2. Correlation between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a) Correlation between E and Vp (b) Correlation between E and Vs

Fig. 3. Correlation between elastic modulus and seismic velocity

 

전반적으로 단순회귀분석에 의한 결정계수(R2)가 0.6137 ~ 0.6768로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

경기 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의 광물의 조성이나 조직과 구조 그리고 광물 입자의 크기나 형태가 불균질하여 낮게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다소 신뢰성이 있는 관계식을 도출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상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Table 3은 다중회귀분석에서 일축압축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른 세가지 항에 대한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3. Significance analysis of the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Classification Compression wave velocity (Vp) Shear wave velocity (Vs) Elastic modulus (E)

Significance level (P value) 2.27E-3 9.84E-1 2.50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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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축압축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S파(전단파, Vs)의 유의 수준이 0.05를 상회하여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는데 이는 기존 연구자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Kim et al., 2018). S파 값을 제외한 원 값으로 유의 수준

이 0.05 이하인 P파 속도와 탄성계수에 대해서 다중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식을 도출하였다.

Table 4는 다중회귀 분석을 재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유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Classification Compression wave velocity (Vp) Elastic modulus (E)

Significance level (P value) 1.79E-7 1.73E-5

Regression coefficient (β) 10.148 0.576

일축압축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산출한 상관관계식은 식 (17)과 같다.

  (17)

여기서, 는 일축압축강도(MPa), Vp는 P파속도(km/sec), Es는 탄성계수(GPa)이다.

Fig. 4를 보면 다중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R2)가 0.710으로 상관관계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일축압축강도에서 관계식을 적용한 값과 실제 측정값과의 비교를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비록 신뢰성이 매우 높지

는 않지만 탄성파속도로부터 일축압축강도를 추정하는 것은 기존 연구자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상관관계식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Baek et al., 2006; Choi et al., 2014; Jang, 2010).

Fig. 4. Correlation equations between qu value and measure qu value

다중회귀분석이 단순회귀분석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단순회귀분석보다는 다중

회귀분석이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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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는 암반 구조물이나 사면에서의 설계, 시공, 안정성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단순화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암 시료의 형성이나 운반이 쉬운 일축압축

강도 시험을 수행하지만 미세 균열로 인하여 값이 비교적 작게 나오는 경향이 많아 탄성파속도나 탄성계수로부터 암석의 일

축압축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암석의 실내 실험에 의한 상관관계의 높은 신뢰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암석의 성인별, 지역별, 암종별로 구

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관계식의 활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 ․ 경기지역의 화강암으로 제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추조사에서 채취한 119개의 화강암 시료에서 얻은 일축압축강도와 탄성파속도(P파, S파), 탄성계수를 

추출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탄성파속도와 탄성계수에 의한 일축압축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탄성파속도는 S파보다는 P파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났다. 그리고 결정계수가 0.61~0.67인 단순회귀분석보다는 결정계수

가 0.71인 다중회귀분석이 신뢰성이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신뢰성 높은 결과를 획

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보다 신뢰도 높은 관계식 제안을 위해서는 암종별, 지역별로 세분화 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실험 자료들을 여러 

가지 통계분석 기법(회귀분석, 인공신경망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탄성파속도와 탄성계수로부터 일축

압축강도를 추정하는데 있어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획득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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