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30, No.1, 2020, pp.87-97

https://doi.org/10.7474/TUS.2020.30.1.087 ISSN: 1225-1275(Print) ISSN: 2287-1748(Online)

ORIGINAL ARTICLE

파괴인성의 축소모형실험 적용 연구 

김종관*

한국광물자원공사 볼레오사업실 선임과장

Application of Fracture Toughness for Scaled Model Test 

Jong-Gwan Kim*

Senior Manager, Boleo Department, Korea Resources Corporation

*Corresponding author: jkkim@kores.or.kr

ABSTRACT

Received: February 3, 2020

Revised: February 25, 2020

Accepted: February 25, 2020

Fracture toughness of rock is a constant that can indicate the initiation and propagation of 

cracks due to blasting, excavation, etc. Scaled model tests have been applied to the behavior 

of tunnels and the stability of limestone mines. Through the scaled model, damaged zone 

evaluation due to blasting is also carried out, and the scale factor is not applied to the 

failure-related factors. In this study, DCT (diametral compression test) and finite element 

method ATENA2D numerical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to determine whether the scale 

factor could be applied to the fracture toughness of rock. The theoretical values of the scale 

factor applied to the fracture toughness of the rock and the DCT test results and the numerical 

results are 0.21~0.46, 0.40, and 0.99MPa  respectively, so these three value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scale factor. It is necessary to derive a suitable scale factor in 

consideration of the length, time, and mass to which the scale factor is applied, as well as the 

values of the scale factor of major design factors such a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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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암석의 파괴인성은 발파, 굴착 등으로 인한 균열의 개시와 전파를 나타낼 수 있는 상수이다. 터널의 거동, 

석회석 광산의 안정성 평가 등에 축소모형실험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축소모형을 통해 발파로 인한 

손상영역평가도 이뤄지고 있는데, 파괴 관련 인자에 대한 축소율 적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DCT(diametral compression test) 값과 유한요소법인 ATENA2D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암

석의 파괴인성에 축소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암석의 파괴인성에 이론적으로 계산된 축소율

을 적용한 값과 DCT 시험결과 및 수치해석 결과가 각각 0.21~ 0.46, 0.40, 0.99MPa 로 편차가 있

으므로 암석의 파괴인성에 축소율을 적용 시에는 이 세 가지 값을 고려하여 적합한 축소율을 도출해야 

하고, 축소모형 제작 시 축소율 적용 대상이 되는 길이, 시간, 질량과 함께 이로부터 산출되는 일축압축강

도, 밀도 등의 주요 설계인자들의 축소율이 적용된 값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파괴인성, 축소모형실험, DCT시험, 시멘트 모르타르, 유한요소법

Ⓒ The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2020.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88 ∙ Jong-Gwan Kim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30, No. 1, 2020

1. 서 론

파괴인성(fracture toughness)은 균열의 개시와 전파에 대한 재료 고유의 상수로서 선형파괴역학(linear fracture mechanics)에

서 가장 중요한 재료상수 중의 하나이다. 발파로 인한 손상영역평가를 위해 축소모형실험(scaled model test)을 실시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암반의 강도에 축소율(scale factor)을 적용하여 축소모형재료의 강도를 결정한다(Yang et al., 2007). 그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축소모형실험은 주로 터널과 관련하여 록볼트(rock bolt) 보강효과 검토(Kim, 2018), 단층대에 위치한 근접병설터널의 안

정성평가(Hwang et al., 2018) 등이 있었으며, 도심지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지반함몰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설계인자의 상

관성 분석을 위해 축소모형실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Beak and Kim, 2017). 또한 석회석 광산의 편간 필라 불일치에 따른 안정성

평가(Kim and Yang, 2016) 등에도 적용되었다.

한편 암석의 파괴는 암석 내부에서의 균열 성장, 전파의 과정을 거쳐 발생되며, 효율적인 굴착, 발파, 파쇄 등의 작업을 위해 암석

파괴역학을 고려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암석 내 균열의 성장 및 전파의 특성을 파악하고(Bieniawski, 1968, Cotterell, 

1972, Ingraffea, 1977), 시험편의 크기, 하중재하, 형상 등의 인자들이 파괴인성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Atkinson, 1976, Barker, 1983, Kobayashi et al., 1980, Otsuka and Kobayashi, 1982, Schmidt, 1976). 국내에서 시행된 연

구는 대부분 기존에 제안된 다양한 시험법에 대해 측정방법, 영향변수 및 시험조건 등의 기준을 재검증하기 위한 실험(Chang and 

Lee, 1999, Kim et al., 1992, Ko et al., 2019, Yang and Kim, 2007a, Yoon and Jeon, 2003)과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제안

한 모드 Ⅰ 파괴인성 시험법인 Chevron Bend 시험에 대해 수치해석적으로 파괴인성의 균열 전파 양상을 모사하여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도 하였다(Jeong, 2007). Yang and Kim(2007b)은 국내 암석의 파괴인성 값을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한 바 있다.

발파로 인한 터널의 최외곽공의 균열 전파 양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나 대규모 발파를 모형실험으로 재현하고자 할 때에 대부분 

재료의 강도에 축소율을 적용시켜 모형을 제작하게 된다(Yang et al., 2007). 발파 균열 발생이 재료의 강도보다는 파괴인성과 같은 

파괴역학과 관련된 인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의 

파괴인성 시험과 수치해석을 통해서 파괴인성을 구하고, 일반적인 암석의 파괴인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축소율이 적용될 수 있

는지 검토하였다. 기존의 길이[L], 질량[M], 시간[T]의 축소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파괴인성의 축소율과도 비교하였다.

2. DCT 시험법

선형 탄성역학에서 경화한 시멘트 풀이나 고운 모래가 포함된 고강도 시멘트 모르타르와 같은 취성 재료는 균열의 선단의 응력확

대계수가 파괴인성에 도달했을 때 균열이 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콘크리트 재료의 파괴인성은 재료 고유의 상수로 가정되어지나, 

선형 탄성파괴역학에 기초하면 시험편의 크기에 상당히 의존적이어서 실내에서 실험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편을 이용하여 선형 탄

성파괴역학으로부터 유효한 파괴인성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Atahan et al., 2005). 노치(notch)를 가진 실린더 형태

의 시험편은 파괴인성 산출에 적합한 시험편이라고 하여, Fig. 1과 같은 디스크 시험편을 이용한 DCT(diametral compression test)

를 제안한 바 있다(Atahan et al., 2005). 이 방법은 중앙에 노치가 있는 디스크 시험편에 직경방향 하중을 작용시키며, 여기서 2a는 

노치의 길이, 2R은 디스크 시험편의 직경을 나타낸다. Park et al.(2004)은 이 시험법은 노치 경사 각도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모드 

Ⅰ 조건뿐만 아니라 혼합모드 조건 하에서도 쉽게 응력확대계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Atahan et al.(1997)은 모드 Ⅰ 하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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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다른 크기의 노치가 있는 디스크 시험편에 Bazant(1996)가 제안한 크기효과(size effect) 법칙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러시

아의 연구진들에 의해서도 이 시험법의 적용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연구가 이뤄졌다(Libatskii, 1967, Yarema and Krestin, 1966, 

Yarema et al., 1984).

                               (a) Mode Ⅰ (b) Mode Ⅱ

Fig. 1. DCT disk specimens (Atahan et al., 2005)

Atkinson et al.(1982)은 디스크 시험편의 응력확대계수를 모드 Ⅰ, Ⅱ에 대해 식(1), (2)와 같이 제안하였다. 이후 Yarema et 

al.(1984)은 모드 Ⅰ하중 조건일 경우의 응력확대계수를 식(3)으로 제안하였으며, Atahan et al.(2005)은 식 (3)을 식 (4)와 같이 Y

＝KⅠX 의 선형 방정식의 형태로 Y는 f(a/R), X는  
가 되며 X, Y에 대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통해서 파괴인성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식(4)에서 초기 균열의 크기는 응력확대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정규화된 파괴하중을 구하기 위

한 해는 정규화된 균열의 함수로써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Libatskii, 1967, Yarema and Krestin, 1966, Yarema et a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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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Ⅰ( ) : 모드 Ⅰ 파괴인성, KⅡ( ) : 모드 Ⅱ 파괴인성, P : 작용 하중, R(mm): 시험편의 반지름, t(mm) : 

시험편의 두께, a(mm) : 노치 길이의 절반, NⅠ과 NⅡ : 노치 길이(2a)와 시험편의 지름(2R)의 비율과  노치의 경사각(β)에 따라 결

정되는 응력확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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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괴인성 시험 및 수치해석

3.1 시험편 제작

축소모형실험에서 축소율이 적용된 모형재료의 강도를 구현하기 위해 암석에 비해 강도가 낮은 석고나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사

용하여 모형을 제작한다. 축소율에 따라 강도 값의 변화를 물과 시멘트의 비율에 따라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DCT 시험을 위한 

시험편을 물과 시멘트의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세 가지 경우의 배합 비를 적용하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시험편의 직경(2R)과 두

께(t)는 기존 연구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축 압축 시험기를 이용한 하중재하 등을 고려하여 각각 100 mm, 50 mm로 하였으

며,  노치 길이(2a)와 시험편의 지름(2R)의 비율(a/R)은 0.1, 0.2, 0.4, 0.6으로 다양하게 하였다. 시험편 중앙의 노치는 두께 2 mm

의 철판을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28일간의 수중양생과정을 거쳐 시험편 제작을 완료하였다. 총 12개의 케이스에 대해 케이스별

로 시험편을 3개씩 제작하여, 36회의 시험을 실시하였다(Table 1, Fig. 2). 

Table 1. Experiment case

case water : cement : sand water/cement ratio (%) notch length/2×radius (a/R)

case a-1 0.45 : 1 : 2.45 45 0.1

case a-2 0.45 : 1 : 2.45 45 0.2

case a-3 0.45 : 1 : 2.45 45 0.4

case a-4 0.45 : 1 : 2.45 45 0.6

case b-1 0.55 : 1 : 2.45 55 0.1

case b-2 0.55 : 1 : 2.45 55 0.2

case b-3 0.55 : 1 : 2.45 55 0.4

case b-4 0.55 : 1 : 2.45 55 0.6

case c-1 0.65 : 1 : 2.45 65 0.1

case c-2 0.65 : 1 : 2.45 65 0.2

case c-3 0.65 : 1 : 2.45 65 0.4

case c-4 0.65 : 1 : 2.45 65 0.6

(a) case a-1, a-2, a-3, a-4 (b) case b-1, b-2, b-3, b-4 (c) case c-1, c-2, c-3, c-4

Fig. 2. Specimens for experiments (Yang and Kim,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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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험결과

본 시험을 통해 영향인자로 고려한 노치의 길이와 시험편의 지름의 비율 및 시멘트 모르타르 배합비에 따른 하중(Pcr)값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Fig. 3과 같이 DCT 시험을 통해 총 36개의 시험편에 대해 하중을 구하고, 식 (4)를 이용하여 X값과 Y값을 계산

하였다(Table 2). 선형회귀분석으로 X-Y 그래프로 도식하여 그래프의 기울기와 상관계수(R2)를 나타냈다(Fig. 4, Table 3).

Fig. 3. DCT specimen crack initiation under loading (Yang and Kim, 2007a)

Table 2. Experiment results

No. case a/R a (mm) R (mm) t (mm) Pcr (kN) X Y

1 case a-1 0.1 10 100 50 16 0.06 0.32 

2 case a-1 0.1 10 100 50 17 0.05 0.32 

3 case a-1 0.1 10 100 50 16 0.06 0.32 

4 case a-2 0.2 20 100 50 12 0.07 0.47 

5 case a-2 0.2 20 100 50 10 0.09 0.47 

6 case a-2 0.2 20 100 50 12 0.07 0.47 

7 case a-3 0.4 40 100 50 11 0.08 0.79 

8 case a-3 0.4 40 100 50 7 0.13 0.79 

9 case a-3 0.4 40 100 50 10 0.09 0.79 

10 case a-4 0.6 60 100 50 8 0.11 1.22 

11 case a-4 0.6 60 100 50 9 0.10 1.22 

12 case a-4 0.6 60 100 50 9 0.10 1.22 

13 case b-1 0.1 10 100 50 15 0.06 0.32 

14 case b-1 0.1 10 100 50 12 0.07 0.32 

15 case b-1 0.1 10 100 50 11 0.08 0.32 

16 case b-2 0.2 20 100 50 8 0.11 0.47 

17 case b-2 0.2 20 100 50 12 0.07 0.47 

18 case b-2 0.2 20 100 50 11 0.08 0.47 

19 case b-3 0.4 40 100 50 8 0.11 0.79 

20 case b-3 0.4 40 100 50 10 0.09 0.79 

21 case b-3 0.4 40 100 50 11 0.08 0.79 

22 case b-4 0.6 60 100 50 8 0.11 1.22 

23 case b-4 0.6 60 100 50 8 0.11 1.22 

24 case b-4 0.6 60 100 50 7 0.13 1.22 

25 case c-1 0.1 10 100 50 12 0.07 0.32 

26 case c-1 0.1 10 100 50 14 0.06 0.32 

27 case c-1 0.1 10 100 50 12 0.07 0.32 

28 case c-2 0.2 20 100 50 11 0.08 0.47 

29 case c-2 0.2 20 100 50 8 0.11 0.47 

30 case c-2 0.2 20 100 50 8 0.11 0.47 

31 case c-3 0.4 40 100 50 7 0.13 0.79 

32 case c-3 0.4 40 100 50 8 0.11 0.79 

33 case c-3 0.4 40 100 50 9 0.10 0.79 

34 case c-4 0.6 60 100 50 8 0.11 1.22 

35 case c-4 0.6 60 100 50 8 0.11 1.22 

36 case c-4 0.6 60 100 50 7 0.1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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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case별 회귀분석 그래프는 Fig. 4와 같으며, 그래프의 기울기는 파괴인성 KⅠ으로 case a가 0.43 로 case b, case c

에 비해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Table 3). 그러나, 시험조건별 결과 값의 편차가 크지 않고, 선형회귀분석의 상관계수가 0.52~0.61

로 낮게 나타났다.

(a) case a (b) case b (c) case c

Fig. 4. Regression analysis for 3 cases

Table 3. Regression equation and KⅠ

case regression equation R² KⅠ( ) 

case a y = 13.5x - 0.54 0.61 0.426

case b y = 12.1x - 0.50 0.52 0.382

case c y = 12.0x - 0.30 0.59 0.378

3.3 수치해석

DCT시험 및 회귀분석으로 확인한 물/시멘트 비율의 변화에 따른 파괴인성 값을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앞서 시험

을 통해 얻어진 하중 값은 경험식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으로 결정되었다. 수치해석에서는 시험편의 크기대로 물/시멘트 비율에 따

른 일반적인 물성 값을 적용하여 파괴 시의 하중 값을 획득하였으며, 이 값을 DCT 시험 결과에 적용한  동일한 경험식을 통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파괴인성 값을 도출하였다. 수치해석은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인 ATENA2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으며, 수치모델 및 입력물성은 각각 Fig. 5 및 Table 4와 같다. ATENA2D는 콘크리트 재료의 거동을 모사하는데 적합한 프로그램

으로 알려져 있다(André and Rafael, 2016, Randi et al., 2018, Tesi, 2014). 수치해석 입력물성의 경우 시편에 대해 별도의 물성실

Fig. 5. Model for numerical analysis



Application of Fracture Toughness for Scaled Model Test ∙ 93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30, No. 1, 2020

험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Table 5의 O et al.(2000)의 물/시멘트(water/cement) 비에 따른 물성 값을 토대로 본 연구에 적용된 물/시

멘트 별 물성치를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물/시멘트 비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의 물성 값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멘트 모르타르 

배합비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4. Numerical analysis properties

case water : cement : sand water/cement (%) UCS (MPa) density (g/cm3)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ase a 0.45 : 1 : 2.45 45 45.75 1,892 21.15 0.248

case b 0.55 : 1 : 2.45 55 29.55 1,827 16.05 0.251

case c 0.65 : 1 : 2.45 65 20.60 1,782 12.89 0.219

Table 5. Physical properties of cement for various mixing ratios (O et al., 2000)

no. water/cement (%) UCS (MPa) density (g/cm3)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1 25 80.2~97.1 2,000 45.95 0.174

2 30 71.1~76.0 1,947 34.32 0.169

3 35 61.2~67.9 1,940 31.95 0.164

4 40 54.5~55.4 1,930 24.30 0.238

5 50 34.6~37.0 1,854 18.01 0.258

6 60 22.9~24.5 1,800 14.09 0.243

7 70 14.5~18.3 1,763 11.70 0.194

수치해석 결과로 Cracking contour를 Fig. 6과 같이 나타냈으며, 하중재하에 따른 파괴시의 균열의 너비(width)와 전파

(propagation) 양상을 확인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case별 Pcr과 식 (4)에서  


을 X, a/R의 함수인  f(a/R)을 Y라

고 할 때, X, Y 및 KⅠ값은  Table 6과 같다. 시험결과와 비례하지는 않으나 시멘트 모르타르 배합비의 변화로 인한  KⅠ값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a) case a-1 (b) case a-2

Fig. 6. Numerical analysis results (cracking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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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a-3 (d) case a-4

(e) case b-1 (f) case b-2

(g) case b-3 (h) case b-4

(i) case c-1 (j) case c-2

(k) case c-3 (l) case c-4

Fig. 6. Numerical analysis results (cracking contour)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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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umerical analysis results

case a/R Pcr (kN) X Y KⅠ ( ) 

case a-1 0.1 22.8 0.04 0.32

1.53
case a-2 0.2 20.1 0.04 0.47

case a-3 0.4 18.3 0.05 0.79

case a-4 0.6 15.3 0.06 1.22

case b-1 0.1 17.8 0.05 0.32

0.83
case b-2 0.2 14.5 0.06 0.47

case b-3 0.4 13.0 0.07 0.79

case b-4 0.6 10.4 0.09 1.22

case c-1 0.1 13.8 0.06 0.32

0.60
case c-2 0.2 11.7 0.08 0.47

case c-3 0.4 9.38 0.09 0.79

case c-4 0.6 7.97 0.11 1.22

3.4 축소율 적용

축소모형실험을 설계함에 있어 축소율 적용인자의 하나로 파괴인성을 고려한다면,  차원해석에 고려되는 길이[L], 시간[T], 질

량[M]의 세 가지 기본 차원을 기준으로 식 (5)와 같이 파괴인성의 차원을 나타낼 수 있다. Yang et al.(2007)은 도폭선(detonating 

cord)의 폭력을 축소하여 발파 축소모형실험을 실시한 바 있어, 이때 산정된 기본 차원의 축소율을 식 (5)에 적용하였다. 길이, 시간, 

질량의 축소율은 각각 1/3, 1/1.73, 1/35.6이며, 식 (5)에 의해 산정된 파괴인성[ML-0.5T-2]의 축소율은 1/6.89이다. 

 ×   
 ×   


   ×   

 




                     (5)

여기서, [L] : 길이의 축소율, [T] : 시간의 축소율, [M] : 질량의 축소율 

Yang and Kim(2007b)이 정리한 국내외 암석의 파괴인성 중에서 국내의 암석(화강암, 대리암)에 대한 모드 Ⅰ 파괴인성의 평균

값은  1.47MPa 이며, 식 (5)의 파괴인성의 축소율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물성을 갖거나 해당 지역의 암반의 거동이나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로 하여 축소모형을 제작을 가정할 경우, 이때 축소모형의 파괴인성은 0.21MPa 가 된다. 이는 Table 3의 시

험결과로부터 얻어진 KⅠ 평균값은 0.40MPa 로  축소율이 적용된 파괴인성에 비해 약 1.9배 정도 크며, Table 6의 수치해석 

결과 평균값은 0.99MPa 로 약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암석 중에 중국 대리암의 모드 Ⅰ 파괴인성 값은 3.2MPa

 (Yang and Kim, 2007b)로 축소율 1/6.89 적용 시 0.46MPa  로, 시험결과의 평균값과는 0.06MPa 의 차이를 보이

며, 수치해석 결과의 평균값이 약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시멘트 모르타르의 모드Ⅰ 파괴인성 시험법인 DCT(diametral compression test) 시험을  이용하여 축소모형실험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시멘트 모르타르의 파괴인성을 구하고, 물/시멘트 비(%)를 45, 55, 65로 달리하면서 파괴인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

멘트 모르타르의 물의 비율을 증가시킴에 따라 파괴인성은 0.43에서 0.38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한요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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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TENA2D 수치해석으로 확인된 값도 1.53에서 0.60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이지만 시멘트 모르타르

의 배합 비율 및 양생시간 등에 따라 파괴인성 값의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및 중국에서 조사한 암석의 파괴인성 값에 이론적으로 계산된 축소율을 적용한 값은 각각 0.21, 0.46 이며, 시멘

트 모르타르의 시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의 평균값은 각각 0.40, 0.99MPa 로 축소율을 적용한 값과 비교 시 편차가 있음이 확

인되었다. 따라서 암석의 파괴인성에 축소율을 적용 시에는 축소율로 계산된 값, 시험결과, 수치해석 결과를 고려하여 적합한 축소

율을 도출해야 하며,  축소모형 제작 시 축소율 적용 대상이 되는 길이, 시간, 질량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산출되는 일축압축강도, 밀

도 등의 주요 설계인자들의 축소율이 적용된 값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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