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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o propose simplified methods for estimating the cohesion and internal friction angle of volcanic rocks 

in Jeju Island using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or Brazilian tensile strength, the estimated values of cohesion 

and internal friction angle from triaxial and uniaxial compression tests and Brazilian tests were compared in terms of 

estimation accuracy. This study proposed simplified methods for estimating the cohesion and internal friction angle using 

the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or Brazilian tensile strength of volcanic rocks in Jeju Island. According to the 

findings, among the proposed simplified methods, the method using uniaxil compressive strength was most desirable 

to accurately estimate the cohesion and internal friction angle of volcanic intact rocks in Jeju Island.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화산암의 일축압축강도·압열인장강도를 이용하여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간편하게 추정하

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제주도 화산암석에 대한 삼축압축시험, 일축압축시험 및 압열인장시험의 결과로부

터 각각 산정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서로 비교·분석하였으며, 퍼센트 오차 평균값을 이용하여 그 추정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주도 화산암의 일축압축강도·압열인장강도를 이용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다양한 간이 추

정법을 제안할 수 있었으며, 제안된 방법 중에서 삼축압축시험 결과로부터 산정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에 가까운, 

다시 말해서 정도가 높은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일축압축강도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eywords : Brazilian tensile strength, Cohesion, Internal friction angle, Jeju Island,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Volcanic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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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주도의 지반은, 토사로 이루어진 얇은 표층 아래에 

여러 차례의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생성된 용암류 암반, 

화산쇄설층 및 공동이 불규칙하게 발달된 층상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마다 다양한 지질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용암류 암반은, 용암 속에 존재하던 휘발성

분이 빠져나가지 못하여 굳으면서 형성된 기공(Vesicle)

이 불규칙적으로 발달한 다공성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

한 제주도의 독특한 지반특성으로 인하여, 제주도에서

는 오래전부터 대규모 토목공사 및 지하수 개발에 있어

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으며(Kim, 2007), 최

근에 들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의 건설 및 항만･공항 

등의 산업 인프라 확충에 대비하여 제주도 화산암석 및 

암반에 대한 공학적 관점에서의 물리･역학적 특성 및 

설계에 반영할 지반강도정수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제주

도의 여러 지역에서 채취된　화산암석 및 암반의 물리･

역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Kim and Choi, 1991; Eum, 2002; Kim, 2007; Nam et 

al., 2008a, 2008b, 2009; Cho et al., 2009; Moon et al., 

2014; Yang, 2014, 2015a, 2015b, 2016, 2020; Yang and 

Sassa, 2016, 2017; Yang and Boo, 2019; Moon and Yang, 

2020; Park and Moon, 2020).

암반의 설계강도정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

의 암석 공시체는 물론 이에 대한 일축압축시험, 인장시

험 및 삼축압축시험 등 다양한 강도시험이 요구되며, 비

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암석의 경우 이 밖의 

지반을 구성하는 재료와 달리 재성형이 불가능하기 때

문에 한정된 수의 암석 공시체를 이용하여 암석의 강도

정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암

석 공시체를 이용한 강도시험방법(e.g. multi-stage test), 

또는 저렴하고 신속한 시험을 통하여, 암석 또는 암반의 

역학적 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에서 이루

어져 왔다(Bieniawski, 1974; Kahraman, 2001; Chang et 

al., 2006; Hoek, 2007; Zhang, 2010; Briševac et al., 2016; 

Kim, 2018; Aladejare et al., 2021). 

제주도 화산암의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추정과 관련

하여, 암석의 다공성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인 흡수율(Absorption) 또는 유효공극률(Effective porosity), 

그리고 압열인장강도(Brazilian tensile strength, 이하 BTS)

와 일축압축강도(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이하 UCS)

를 이용한 연구 등(Yang, 2015b; Yang and Sassa, 2016, 

2017; Moon and Yang, 2020)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암

석 공시체에 대한 물성시험 없이 압열인장시험 또는 일

축압축시험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 강도시험

을 함께 수행하는 예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Moon and Yang(2020)의 제주도 화산암의 BTS와 UCS

를 이용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추정과 관련하여, 제

주도 화산암의 흡수율(유효공극률)과 겉보기비중 사이

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선형 관계(Yang, 2014, 2015a)에 

있어서 선형 회귀 (1)에 해당하는 제주도 화산암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위에서 설명한 제주도 화산

암의 흡수율(유효공극률)과 겉보기비중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부연하자면, 제주도 화산암은, 흡수율(유효공

극률)과 겉보기비중 사이의 관계로부터 두 개의 선형 관

계(선형 회귀(1), 선형 회귀(2))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각의 선형 관계에 따라 제주도 화산암의 UCS,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등의 공학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Yang, 

2014, 2015a, 2015b).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화산암의 흡수율과 겉보기비

중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개의 선형 관계에 각각 해당하는 

제주도 화산암을 대상으로, UCS･BTS를 이용하여 점착

력과 내부마찰각을 간편하게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

시하기 위하여, 제주도 화산암석의 UCS와 BTS로부터 

산정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그리고 UCS 또는 BTS로

부터 각각 추정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삼축압축시

험 결과로부터 산정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과 각각 비

교하였으며, 퍼센트 오차 평균값을 이용하여 그 추정 정

도를 분석하였다.

2. Mohr-Coulomb 파괴기준

이 장에서는, Mohr-Coulomb 파괴기준에 대해서 간단

히 설명하고, Piratheepan et al.(2012)에 의해 제안된 BTS

와 UCS를 이용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추정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2.1 삼축압축시험 결과를 통한 Mohr-Coulomb 파괴기준

암반역학의 파괴기준들 중의 하나인 Mohr-Coulomb 

파괴기준은 수식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적어도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구속압력 아래에서 이루어진 삼축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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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hr-Coulomb failure criterion in terms of normal and 
shear stress

Fig. 2. Mohr circles for the stress states of Brazilian test and 
uniaxial compression test

시험 결과를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직응력과 전단

응력 평면상에 Mohr원을 도시함으로써, Mohr-Coulomb 

파괴 포락선과 인장강도를 나타내는 최대인장기준선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Mohr-Coulomb 파괴 포락선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n (1)

여기서, 는 전단 파괴면을 따라 발생하는 전단응력 

또는 전단강도, c는 점착력, 은 전단면에 작용하는 수

직응력, 그리고 는 내부마찰각을 의미한다.

또한 Mohr-Coulomb 파괴기준은 식 (2)와 같이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으

며, 식 (2)는 식 (3)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sin

 cos

sin

sin
 (2)

  (3)

여기서, 는 UCS, 는 최소 주응력과 최대 주응력 

사이에 존재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내

부마찰각과 점착력은 식 (4)와 식 (5)를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sin 



 (4)

 
cos

sin
 (5)

2.2 압열인장시험과 일축압축시험 결과를 통한 Mohr- 

Coulomb 파괴기준

암석에 대한 압열인장시험과 일축압축시험의 수행 시, 

등방성 암석 공시체의 중심에 작용하는 최소 주응력()

과 최대 주응력()을 식 (6)과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Jaeger et al., 2007), 이러한 응력상태를 나타내

는 Mohr원을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의 평면상에 도시하

면, Fig. 2와 같다.

 



 ,  




 

: Brazilian test (6)

 ,   : Uniaxial compression test   (7)

여기서, 는 인장강도, P는 파괴하중, D는 암석 공시체

의 직경, t는 암석 공시체의 길이, 는 UCS를 나타낸다.

Fig. 2에 도시된 Mohr원으로부터 식 (8)과 식 (9)와 

같은 삼각함수를 얻을 수 있으며, 식 (8)과 식 (9)로부터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의 관계식을 식 (10)과 식 (1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sin 
cot


 (8)

sin 
cot


 (9)

 sin

 sin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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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for Pyoseonri basalt, Trachy-basalt and Scoria (Kim, 2007)




(MPa)




(MPa)




(MPa)

 


(MPa)



′

(MPa)




(R2)

Mohr-Coulomb UCS-BTS

c
(MPa)

ϕ

(degree)
c
(MPa)

ϕ

(degree)

Pyoseonri
 basalt

0 41.19

40.09 3.32 5.07
21.050
(0.826)

4.63 50.12 9.04 41.43
5 42.53

10 101.72

20 182.65

Trachy
-basalt

0 183.08

178.17 10.33 15.74
35.499
(0.837)

19.99 61.01 30.88 51.76
5 173.64

10 331.10

20 454.44

Scoria

0 20.79

20.23 2.37 3.61 4.54 34.70 6.26 26.49
5 28.14

10 57.93

20 89.96



: Minimum principal stress, 


: Maximum principal stress, 


: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corrected by Eq. (12), 


: Brazilian tensile 

strength measured by Brazilian test, 

′ : Brazilian tensile strength corrected by Eq. (13), 


: Hoek-Brown constant, which was calculated from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over a confining stress 

 ranging from 0 to 0.5


, c: Cohesion, ϕ : Internal friction angle.

3. 제주도 화산암의 삼축압축시험 결과를 다룬 기
존의 연구  

이 장에서는, 제주도 화산암 암석에 대한 삼축압축시험 

결과 등을 다룬 기존의 연구를 간단히 서술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표에는, 암석의 삼축압

축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2.1장에서 기술한 방법을 통하

여 산정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과, 삼축압축시험 결과 

중에서 ≤  인 압축파괴영역에 적어도 4개의 

결과를 포함하는 암석을 대상으로,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

하여 도출된 Hoek-Brown 계수(mi)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각의 암석에 대한 UCS와 BTS를 암석 공시

체의 직경 또는 형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아래에 기술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정하였으며, 교정된 UCS와 BTS를 이

용하여, 2.2장에서 기술한 방법으로부터 산정된 점착력

과 내부 마찰각을 함께 나타내었다.

UCS의 교정과 관련하여, Hoek(2007)은 암석 공시체

의 직경에 대한 영향을 교정하기 위하여 식 (12)를 제안

하고 있다. 그리고 BTS의 교정과 관련하여, Thuro et al. 

(2001)에 의하면, BTS는 암석 공시체의 직경에 대한 영

향 보다는 형상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Yu et al.(2006)는 

암석 공시체의 형상을 고려한 BTS의 교정식을 식 (13)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Table 1, 2 및 3에 각각 나타낸 

는 식 (12)에 의해 교정된 직경이 50mm인 암석 공시

체의 UCS 값이며, ′는 식 (13)에 의해 교정된 BTS 값

을 나타내고 있다. 

 



 (12)

여기서, 은 직경(D)이 50mm인 암석 공시체의 UCS 

(C-UCS), 는 측정된 UCS를 나타낸다.

′   (13)

여기서, ′는 암석 공시체의 형상(t/D)을 고려한 BTS 

(C-BTS), 는 측정된 BTS를 나타낸다.

Kim(2007)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일대에서의 시

추를 통하여 채취된 각각의 표선리 현무암, 조면암질 현

무암 및 스코리아에 대한 암석 공시체(D: 43mm, H: 86mm; 

H: 암석 공시체의 높이)를 제작하여, 비중, 흡수율 등의 물

성시험 및 일축압축시험, 압열인장시험(t/D=2), 삼축압축

시험 등의 강도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암석에 대

한 물성 및 강도 값을 보고하고 있다. 표선리 현무암, 조

면암질 현무암 및 스코리아에 대한 다양한 강도시험의 결

과를 Table 1에 각각 정리하였다(여기서, 스코리아에 대한 

삼축압축시험 결과의 경우, ≤   범위 안에 드

는 자료의 수가 적은 관계로 스코리아의 mi값은 제외함). 

제주 광역경제권 R&D사업의 제주 해역 특성에 적합

한 해상풍력발전기의 설치를 위한 지반설계기술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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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for basalts sampled in northeastern, southeastern and northwestern Jeju Island (Yang, 
2015b, 2016, 2020)

Borehole
No.

Depth
(m)




(MPa)




(MPa)




(MPa)




(MPa)



′

(MPa)




(R2)

Mohr-Coulomb UCS-BTS
c
(MPa)

ϕ

(degree)
c
(MPa)

ϕ

(degree)

JB-1
4.0
~ 4.5

0.0 51.85

52.25 3.05 3.44
20.375
(0.933)

8.44
50.06

7.48 58.05
5.0 78.12
10.0 118.42
15.0 164.64

BH-1
12.2
~ 12.6

0.0 132.13

132.32
22.659
(0.926)

19.11
55.23

5.0 157.76
10.0 224.33
15.0 279.95

BH-8
8.8
~ 9.5

0.0 52.68

52.72 3.10 3.51
28.657
(0.956)

8.29 53.13 7.61 57.80
5.0 92.20
10.0 138.08
15.0 188.02

BH-9
9.5
~ 10.0

0.0 40.53

40.54 3.43 3.86
28.003
(0.953)

6.57 51.62 7.40 49.88
5.0 76.29
10.0 117.57
15.0 164.34

BH-1
4.6 
~ 5.0

0.0 244.3

250.00 16.65 17.99
16.419
(0.997)

43.27 50.99 37.87 56.29
5.0 283.1
10.0 326.1
15.0 362.8

BH-3
3.6 
~ 4.0

0.0 68.0

68.18 6.81 7.82
9.008
(0.995)

16.14 39.22 14.25 44.62
5.0 90.2
10.0 112.5
15.0 134.6

BH-5
9.3 
~ 9.7

0.0 114.8

114.98 7.66 9.04
18.546
(0.993)

20.53 50.62 18.43 54.44
5.0 152.6
10.0 195.3
15.0 230.7

BH-7
9.0
~ 9.4

0.0 79.9

80.16 4.73 5.52
13.802
(0.993)

16.32 45.58 11.81 57.16
5.0 109.5
10.0 140.8
15.0 169.5

BH-10
9.6 
~ 9.9

0.0 117.8

117.84 7.28 8.46
12.582
(0.996)

24.07 45.55 17.83 56.33
5.0 147.5
10.0 178.2
15.0 207.4

HBH-1
4.7 
~ 5.0

0.0 73.5

73.45
16.693
(0.990)

14.21 47.72
5.0 106.7
10.0 140.9
15.0 173.6

HBH-3
8.4 
~ 8.9

0.0 67.9

67.95 5.18 5.89
16.087
(0.989)

13.39 46.96 11.62 52.23
5.0 100.2
10.0 131.9
15.0 164.5

HBH-5
5.3 
~ 5.7

0.0 94.9

94.79 6.07 6.91
19.157
(0.990)

17.09 50.39 14.48 56.03
5.0 133.5
10.0 171.9
15.0 210.6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s (

) of the intact rocks in Southeastern and Northwestern offshore were estimated by Mohr-Coulomb failure 

criterion in terms of principal stresses, namely 







. 

Diameters of the intact rock specimens used in the uniaxial and triaxial compression tests and Brazilian tests (Avg.±SD): 50.35±0.65 
(Northeast), 50.56±0.26 (Southeastern offshore), 49.73±0.86 (Northwestern offshore).
The D/H ratios of the intact rock specimens used in the uniaxial and triaxial compression tests (Avg.±SD): 0.49±0.01 (Northeast), 0.46±0.03 
(Southeastern offshore), 0.48±0.03 (Northwestern offshore).
The t/D ratios of the intact rock specimens used in the Brazilian tests (Avg.±SD): 0.49±0.02 (Northeast), 0.62±0.05 (Southeastern offshore), 
0.52±0.02 (Northwestern off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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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for the basaltic intact rock specimens sampled at G port in Jeju Island (Moon and 
Yang, 2020)

Borehole
No.

Depth
(m)




(MPa)




(MPa)




(MPa)




(MPa)



′

 (MPa)




(R2)

Mohr-Coulomb UCS-BTS

c
(MPa)

ϕ

(degree)
c
(MPa)

ϕ

(degree)

NB-8 11

0 128.58

129.49 12.71 14.35
16.335
(0.986)

23.26 49.74 26.38 45.66
5 162.12

10 200.51

15 239.86

NH-11 10

0 78.31

78.86 7.65 8.65
14.560
(0.990)

15.67 46.28 15.95 45.96
5 109.24

10 139.57

15 171.74

Diameter of the intact rock specimens used in the uniaxial and triaxial compression tests and Brazilian tests: 52mm.
The D/H ratios of the intact rock specimens used in the uniaxial and triaxial compression tests (Avg.±SD): 0.514±0.003
The t/D ratios of the intact rock specimens used in the Brazilian tests (Avg.±SD): 0.496±0.005.   

일환으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제주

도 북동부 육･해상, 남동부 해상 및 북서부 해상에서 시

추가 이루어졌으며, 채취된 암석에 대하여 KS 및 ASTM 

시험규정에 입각한 다양한 물성 및 강도시험이 수행되었

다(Yang, 2014, 2015a, 2015b, 2016). 제주도 북동부 육･

해상, 남동부 해상 및 북서부 해상에서 채취한 현무암 암

석의 다양한 강도시험 결과를 Table 2에 각각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남부 G 항(port) 지반조사를 통하

여 채취된 현무암에 대한 KS 및 ASTM 시험규정에 입

각한 다양한 강도시험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이 장에서는, Table 1, 2, 및 3에 나타낸 제주도 화산

암의 교정일축압축강도(이하 C-UCS)와 교정압열인장

강도(이하 C-BTS)로부터 산정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C-UCS 또는 C-BTS로부터 각각 산정된 점착력 및 내부

마찰각을 삼축압축시험 결과로부터 산정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과 각각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부터 산정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추정 정

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값에 대한 퍼센트 

오차(Percent error, PE)와 PE의 평균(이하 PEavg)을 식 

(14)와 식 (15)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여기서, PEavg의 

값이 작을수록, 삼축압축시험 결과로부터 산정된 점착

력 및 내부마찰각에 가까운 값을 추정하고 있음을 의미

하며, 본 연구에서는 정도가 높은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을 추정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ˍ

ˍˍ × (14)

 




  



 (15)

여기서, 는 삼축압축시험 결과로부터 계산된 값, 

는 삼축압축시험 이외의 결과로부터 계산된 값, N

은 데이터의 수를 각각 나타낸다.

4.1 일축압축강도와 압열인장강도를 이용한 점착력 및 내
부마찰각의 추정

Table 1, 2, 및 3에 나타낸 제주도 화산암의 C-UCS

와 C-BTS로부터 산정된 점착력(cUCS-BTS) 및 내부마찰

각(ϕUCS-BTS)과 삼축압축시험 결과로부터 산정된 점착력

(cM-C) 및 내부마찰각(ϕM-C)의 관계를 Fig. 3에 나타내었

다. cUCS-BTS와cM-C의 관계(Fig. 3(a)) 및 ϕUCS-BTS와 ϕM-C의 

관계(Fig. 3(b))를 통하여, 위의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하

여 산정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은 각각 1:1의 관계를 

나타내는 파선 주위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관계의 PEavg값은 23.43%와 13.09%이었다. 여

기서, Fig. 3에 나타낸 Kim(2007), Northeast, G port의 

암석은, 서론에서 설명한 제주도 화산암의 흡수율과 겉

보기비중의 관계에 있어서 선형 회귀 (1)에 해당하며, 

Southeast 및 Northwest offshore의 암석은 선형 회귀 (2)

에 각각 해당한다(Yang, 2014, 2015a). 

한편, 위의 결과(특히, Fig. 3(a))에서 Kim(2007)의 데

이터가 그 밖의 데이터에 비해 1:1 관계를 나타내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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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hesion

(b) Internal friction angle

Fig. 3. Comparisons between the strength parameters obtained 
from triaxial compression test results and the strength 
parameters estimated by both corrected brazilian tensile 
strength and corrected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Fig. 4. Relation between corrected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cohesion

Fig. 5. Relation between corrected brazilian tensile strength and 
cohesion

선에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Kim(2007)에서 

수행한 강도시험에서 사용된 공시체의 규격과 Table 2

와 3에 나타낸 강도시험에서 사용된 공시체의 규격의 

상이(相異)에 따른 영향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설

명하자면, Kim(2007)의 데이터는 BX규격의 시추공으로

부터 채취된 암석 공시체에 대한 강도 값이며, 압열인장

시험의 경우 공시체의 형상이 t/D=2인 공시체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Table 2와 3에 나타낸 데이

터는 NX규격의 시추공으로부터 채취된 암석 공시체에 대

한 강도 값이며, 압열인시험의 경우 KS 시험규정에 따

라 공시체의 형상이 t/D≈0.5인 공시체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Table 2 and 3; KS 시험규정: t/D=0.5~1). 

이러한 이유로, Fig. 3(a)와 3(b)에 Kim(2007)의 데이터

를 제외한 경우의 PEavg값을 함께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관계의 PEavg값은 13.66 %와 11.68 %로서, Table 1, 2, 

및 3에 나타낸 모든 데이터에 대한 PEavg값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추정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Table 1, 2 및 3에서 제시

된 모든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Kim(2007)의 데이터를 

제외한 경우에 대한 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4.2 일축압축강도 또는 압열인장강도를 이용한 점착력의 
추정

이 장에서는, 제주도 화산암의 C-UCS 또는 C-BTS를 

각각 이용하여 점착력을 추정하고, 그 추정 정도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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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percent error averages of the estimated values of 
cohesion from corrected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or corrected brazilian tensile strength excluding the 
results of Kim (2007)

보고자 한다. Fig. 4와 Fig. 5에 각각 나타낸 제주도 화산

암의 C-UCS와 점착력(cM-C)의 관계, 그리고 C-BTS와 

점착력(cM-C)의 관계를 통하여, Table 1, 2 및 3에 나타낸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관계의 결정계수(R
2
)는 0.7

이상으로 높은 상관관계에 있으며, Kim(2007)의 데이터

를 제외한 경우, 각각의 관계의 결정계수(R
2
)는 보다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C-UCS 

또는 C-BTS를 이용하여 점착력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

으며, Kim(2007)의 데이터를 제외한 경우의 선형 회귀

식을 이용할 경우, 보다 정도가 높은 점착력을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UCS 또는 C-BTS로부터 각각 추정된 점착력의 추

정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Kim(2007)의 데이터를 제

외한 경우의 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C-UCS 또는 C-BTS

로부터 각각 추정된 점착력의 PEavg값을 Fig. 6에 나타

내었다. 또한, Fig. 6에는 4.1장에서 검토한 C-UCS와 

C-BTS로부터 산정된 점착력의 PEavg값(Kim(2007)의 데

이터를 제외한 경우)도 함께 나타내었다. Fig. 6의 결과

로부터, C-UCS와 점착력의 선형관계를 이용하여 추정

된 점착력의 PEavg값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는 삼축압축시험 결과로부터 산정된 점착력에 가

장 가까운 값을 추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점착력을 추정하기 위해 제시된 3가지의 방법 

중에서 정도가 높은 점착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Fig. 4

에 나타낸 C-UCS와 점착력 사이의 선형 관계를 이용하

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4.3 일축압축강도 또는 압열인장강도를 이용한 내부마찰
각의 추정

이 장에서는, C-UCS 또는 C-BTS를 각각 이용하여 내

부마찰각을 추정하고, 그 추정 정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C-UCS 또는 C-BTS를 각각 이용하여 내부마찰각

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C-UCS 또는 C-BTS와 

내부마찰각(ϕM-C) 사이의 각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

지만, C-UCS 또는 C-BTS와 ϕM-C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Fig. 4에 나타낸 C-UCS와 

점착력(cM-C) 사이의 선형 관계와 식 (5)를 내부마찰각

에 대하여 나타낸 식 (16)을 이용하여 내부마찰각을 직

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os













 






  









sin













 






 













 (16)

아래에서는, C-UCS 또는 C-BTS를 이용하여 간접적

으로 내부마찰각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 한다. Hoek-Brown 계수(mi)는 암석의 마찰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Hoek, 2007), Yang(2016)은 내부마찰각

과 mi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Yang(2020)에 의하면, 제주도 현무암의 C-UCS 또

는 C-BTS를 이용하여 mi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Table 1, 2 

및 3에 나타낸 제주도 화산암의 mi와 ϕM-C의 관계와 이

에 대한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회귀식 및 

Kim(2007)의 데이터를 제외한 경우의 비선형 회귀식을 

Fig. 7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Yang(2020)이 제시한 C-UCS

와 mi/C-UCS의 관계 및 C-BTS와 mi/C-BTS의 관계에 

대하여 Kim(2007)의 데이터를 제외한 경우의 비선형 

회귀식을 추가하여 Fig. 8과 Fig. 9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8과 Fig. 9에 나타낸 각각의 관계에 있어서, 위에서 

수행한 분석결과와 같이 Table 1, 2 및 3에 나타낸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관계의 결정계수(R
2
)에 비해 Kim 

(2007)의 데이터를 제외한 경우의 결정계수(R
2
)가 높으

며, Fig. 8과 Fig. 9에 나타낸 비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C-UCS 또는 C-BTS로부터 mi를 추정할 수 있으며, Fig. 

7에 나타낸 비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mi로부터 내부마

찰각을 추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수행되

는 내부마찰각의 추정 방법에 따른 추정 정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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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 between Hoek-Brown Constant and internal friction 
angle

Fig. 8. Relation between corrected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C-UCS) and mi/C-UCS (Adapted from Yang (2020))

Fig. 9. Relation between corrected brazilian tensile strength (C-BTS) 
and mi/C-BTS (Adapted from Yang (2020))

Fig. 10. The percent error averages of the estimated values of 
internal friction angle from Eq. (16), Hoek-Brown constant 
and both corrected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corrected brazilian tensile strength excluding the results 
of Kim (2007)

분석에서는 Kim(2007)의 데이터를 제외한 경우의 비선

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된 내부마찰각에 대하여 검

토하고자 한다.  

위에서 기술한 내부마찰각의 추정 방법에 따른 추정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Fig. 4에 나타낸 C-UCS

와 점착력(cM-C) 사이의 선형 관계를 이용하여 식 (16)으

로부터 추정된 내부마찰각, C-UCS 또는 C-BTS로부터 

추정된 mi를 이용하여 추정된 내부마찰각의 PEavg값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또한, Fig. 10에는, 4.1장에서 C-UCS

와 C-BTS로부터 산정된 내부마찰각에 대한 PEavg값도 

함께 나타내었다. Fig. 10의 결과를 통하여, 식 (16)으로

부터 추정된 내부마찰각의 PEavg값이 가장 작은 값을 나

타내고 있으며, 이는 삼축압축시험 결과로부터 산정된 

내부마찰각에 가장 가까운 값을 추정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내부 마찰각을 추정하기 위

하여 제시된 4가지의 방법 중에서 정도가 높은 내부마

찰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Fig. 4에 나타낸 C-UCS와 

점착력 사이의 선형 관계와 식 (16)을 이용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화산암의 일축압축강도･압열

인장강도를 이용하여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주도 화산암석의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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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강도와 압열인장강도로부터 산정된 점착력 및 내

부마찰각, 그리고 일축압축강도 또는 압열인장도로부터 

각각 추정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삼축압축시험 결

과로부터 산정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과 각각 비교･분

석하였으며, 퍼센트 오차의 평균(PEavg)을 이용하여 그 

추정 정도를 살펴보았다.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다.

(1) 제주도 화산암의 일축압축강도･압열인장강도를 이

용하여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추정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위의 다양한 방법으로부터 추정된 점착력 및 내부

마찰각에 대한 PEavg값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주

도 화산암에 대한 삼축압축시험 결과로부터 산정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에 가장 가까운 점착력과 내

부마찰각(정도가 높은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추

정하기 위해서는, Fig. 4에 나타낸 일축압축강도와 

점착력의 선형 관계와 식 (16)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방법은, 제주도 화산암에 

대한 예비설계에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제주도 화산암의 정도가 높은 점

착력과 내부마찰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Fig. 4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연암과 경암에 해

당하는 제주도 화산암의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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