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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각 문항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T, 거짓이면 F로 답안지에 표기하시오 (10). 단, 

맞으면 +2, 틀리면 -2점이며, 공란은 0점임. 

1) 이방성 암석의 구성방정식 (응력-변형율 관계식, 후크의 법칙)을 위해서 필요한 

독립정수의 개수는 탄성계수 (Elastic Modulus), 포아송 비 (Poisson’s ratio), 전단계수 

(Shear Modulus) 등 3개이다. 

2) 3차원 응력텐서는 특정방향의 평면을 취했을 때 전단응력 성분이 0 이 되는 면이 항상 

존재하고, 이에 수직인 다른 두 개의 면에서도 전단응력 성분이 반드시 0이 된다.   

3) 응력상태를 도시한 모어원의 반지름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4) 암석의 이방성은 방향에 따라 암석의 성질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5) 안정한 절리 혹은 균열도 내부 유체의 압력 증가에 따라 전단파괴(shear slip)가 일어날 

수 있다.   

 

2. 광물자원개발, 석유가스 자원개발, 지질환경공학, 심부지열자원 개발 등을 위한 암석역학 

분야와 통상적인 재료역학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 및 차이점을 논하라.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항목을 제시하되 간결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기 바람 (10). 

 

3. 일축압축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의 정의를 기술하라. 원통형 암석시료에 대한 

일축압축시험 (Uniaxial Compressive Test)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하중-변형율 곡선을 

얻었을 때 이 암석의 탄성계수, 포아송비, 일축압축강도를 구하라. 단, 시료의 직경은 5.4 

cm, 길이는 10 cm, 공극률은 10%이다.  

또한 본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10). 



 

 

4. 암석이 그림과 같은 조건의 응력을 받고 있을 때 암석의 변형율 성분 모두를 1) 

평면응력(plane stress)조건과 2) 평면변형율(plane strain)조건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구하고, 결과를 비교 설명하라. 단, 암석의 탄성계수는 50GPa, 포아송비는 0.25, 

전단계수는 20 GPa이며 평면응력 조건 및 평면변형율 조건은 xy- 면에 대해 적용된다고 

하자 (10).  

 

 

5. 암석 (rock) 및 암반(rock mass) 의 크기효과 (size effect)에 대하여 논하시오 (10). 



6. 암석 균열 (fracture) (혹은 절리 (joint))의 거칠기 (roughness)가 균열의 역학적 및 수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필요하면 수식을 제시하고 설명을 하시오 (10).  

 

7. 아래사진은 지하 4.2 km 에서 채취된 암석 코어이다. 아래 코어의 RQD를 구하고 어떠한 

기준 혹은 방법으로 구했는지 설명하라. 단, 코어의 직경은 약 10cm 이며, 암종은 

화강편마암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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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브라질리안 (Brazilian) 시험을 원통형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여 최대하중 직후 그림과 

같은 균열의 형상을 얻었다. 왜 그림의 모양이 얻어졌는 지 설명하고, 이 모양으로부터 

브라질리안 시험이 왜 인장강도 시험에 이용될 수 있는 지 설명하라. 시험 결과 

최대하중의 값은 20kN이고, 원통의 지름은 2.54cm, 길이는 약 5 cm 이며, 일축압축강도는 

150 MPa 였을 때 인장강도의 값은 얼마인가? (10)  

 

 

 

9. 2개의 불연속면 (균열) 조사 결과 경사방향(dip direction)과 경사(dip)가 각각 305/30 과 

36/80 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개략적으로 반구투영망에 도시하라 (5). 

 

 

10. 심부 지열저류층으로부터 얻은 코어로부터 다음의 실험결과를 얻었다. 모어-쿨롱 

파괴조건식 (Mohr-Coulomb failure criterion)을 이용하여 점착력 (cohesion)과 

내부마찰각 (internal friction angle)을 구하고, 계산과정을 보여라. 또한 삼축압축 

시험중의 암석의 파괴 형태는 모어-쿨롱 파괴조건식을 따를 경우 어떤 모양인지 표기하라. 

만약 지하 2km 에서 예상되는 현지 응력 (in situ stress)과 동등한 수준으로 봉압 

(confining pressure)을 가할 경우 예상되는 삼축압축강도 (triaxial compressive 

strength)는 실제로 얼마나 될지 예측하라. 또한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모어-쿨롱 파괴 

조건식의 한계점에 대해서 논하라. (20) 



 

실험결과 

실험항목 값 

일축압축강도 (MPa) 90 

인장강도 (MPa) 9 

삼축압축강도 (MPa) 

190 (봉압: 3 MPa) 

229 (봉압; 5 MPa) 

206 (봉압: 7 MPa) 

264 (봉압: 10 MPa) 

304 (봉압: 1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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