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험 2. 시료 제작

(1) 목 적

암석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를 제작하고 시료 제작시 필수조건 등을 알아

본다.

(2) 실험기구 및 시료

다이아몬드 절삭기, 그라인더 또는 사포, 버어니어 캘리퍼스, 암석 코아

(3) 사용법

시편은 지름이 약 54 mm인 NX 코아보다 작지 않은 원통형을 사용한다. 암석

코아를 준비하여 일축압축강도 시험편은 높이와 직경의 비가 2.5∼3.0, 삼축압축강

도 시험편은 높이대 직경비가 2.0∼3.0이 되도록 절삭기로 코아를 절단한다. 시료

의 직경은 암석내부의 최대 입자크기보다 최소한 10배는 되어야 한다.

점하중 시험은 diam eteral test의 경우는 시료의 길이대 직경의 비가 1.0 이상으

로, axial test의 경우는 시료의 길이가 시료의 두께의 0.3∼1배가 되도록 제작한다.

압열인장시험은 일반적으로 시험편의 두께가 직경에 비해 0.5∼1.0인 시험편을

사용한다. 즉, NX 시험편의 경우 시험편의 길이는 대략 25∼40 mm가 좋다.

일축 및 삼축 시험시 시편의 양끝은 압축을 가할 때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매끄

럽게 처리한다. 시편 단면의 편평도는 0.02 m m이내여야 하며 축에 대한 수직도는

0.001 radian (약 3.5m in)이하이거나 50 mm에 대해 0.05 m m이하이어야 한다.

시편의 옆면은 매끄럽고 갑작스런 불연속이 없어야 하며 시편의 전체 길이에 대

해 직선도가 0.3 m m 이내여야 한다.

⑥ Capping m aterial이나 기계적인 성형외에 다른 처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시료

는 30일 이내로 가능한 한 자연상태의 함수비를 유지하도록 보관하여 이용한다.

⑦ 시편의 개수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나 최소한 5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평균값으

로 압축강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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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이아몬드 절삭기(Rock Cutter).

그림 4. 암석 코아(Rock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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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 조건

시험편의 단면의 모양

단면모양에 의한 영향으로 단면적이 같아도 변의 수가 작을수록 압축강도도 작아

진다. 이는 모서리가 많을수록 지지하중에 대한 유효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종횡비

원주시험편의 길이 대 직경의 비를 가로-세로비 또는 종횡비 또는 세장비(H / D)

라고하며, 종횡비가 클수록 압축강도는 작아진다. 임의의 직경(D)과 길이(H)의 원주

형 시험편의 압축강도로부터 D/ H=1인 압축강도로 환산하는 공식은 ASTM 및

KSF2519호에 의해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S c =
S c

'

0 .778 + 0 .222 ( D / H )

1:2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으며, 한국공업규격 KSE3033호에서는 각주는 a/ H

=2로 원주는 D/ H=2∼3으로 하되 정방형각주의 한변의 길이는 2∼7cm , D는 2∼

10cm로 규정되어 있다. 종횡비가 6이상이면 좌굴현상이 발생한다.

S c =
0 .889S c

'

0 .778 + 0 .222 ( D / H )

체적효과

시편내에 존재하는 절리는 강도를 저하시키는데 시편이 클수록 절리수는 비례하

여 증가하므로 강도가 저하된다.

표면효과

시편이 작으면 강도가 저하되는데 이는 시편 제작시 표면이 연약해지기 때문이

다. 따라서 시험편의 강도가 시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임계크기로 제작할 필요

가 있다.

시험편의 정형도

표면이 요철이 있거나 평탄하지 않을 때나 이물질이 접촉시 불균일한 응력분포가

발생되어 응력집중현상이 발생된다.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과의 접촉상황 (단면구속효과 또는 단면효과)

접촉면에서의 응력은 주변모서리에서보다 더 크다. 가압판과 암석과의 탄성계수

가 다르므로 시편의 단면은 구속된다. 이 구속력은 전단력을 발생시킨다. 인장응력

은 중앙부와 외곽부에 집중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축응력은 진짜 주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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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일축응력상태가 아니며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압축강도가 아니다. 마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약품인 감마제, 윤활유를 바르거나 테프론, 비닐 등을 넣어 전

단응력을 감소시킨다.

재하속도

하중속도가 증가하면 압축강도는 증가한다. 즉, 동하중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동하중이란 f / f m ≥0 . 1 일때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f n는 시험편 고유진동수, f 는

재하시의 진동수이다. ISRM에서는 정하중하의 변형률속도는 10 - 5 ∼ 10 - 4 / s 가 적

당하다고 제안하였다. 압축강도 시험시 1∼10kg/ cm 2 / s 이하는 영향이 없다. 한국공

업규격인 KSF3033호에서는 파괴가 5∼10분 정도에서 일어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도

온도가 증가하면 강도는 저하된다.

습윤도, 건조정도, 침수

암석이 액체에 포화되었을 때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는 액체의 표면장력에 반비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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