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험 5. 슈미트 발발계수 측정

(1) 목 적

슈미트 반발계수를 측정하고 반발계수와 압축강도의 관계를 통하여 압축강도를

추정하여 본다. 또한 슈미트 해머(Schm idt Ham m er)의 사용법을 익힌다.

(2) 실험기구 및 시료

다이아몬드 절삭기, 슈미트 해머(F-650형), 사포, 암석재료 3∼4종, 바이스

(3) 실험 방법

① 약 15cm×15cm×45cm의 평면을 가진 암석시편을 준비한다. (불연속면이 없는

암석코아도 시편으로 사용가능) 또는 준비된 암석코아를 길이가 4D (D는 코아의 직

경)되게 절단한다.

② 준비한 시편을 바이스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시험을 하기전에 먼저 슈

미트 해머를 보정하여야 하는데, test anvil을 사용하여 평균치를 구하여야 한다.

③ 시편의 측정면이 평면이면 측정기와 측정면이 직각이 되도록하고 원통형 코아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아 직경의 수직면 또는 측정기가 지름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반발경도를 구한다. (한 면에 4회씩)

④ 코아 양끝에서 약 0.5D씩 절단하여 다시 코아를 바이스에 고정하고 코아 직경의

수직면을 슈미트 해머로 타격하여 반발경도를 구한다.

⑤ 한지점에서 중복되게 측정하지 않도록 한다.

⑥ 측정치는 크기순으로 하여 상위 50%의 측정치들을 평균하여 다음 표 5와 같은

보정치를 더하여 반발경도를 구한다.

⑦ 반발경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는 실험에 의한 관계식에서 추정한다. 그러나 충

분한 실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 다

음의 관계식은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한 것임)

F = 13 R 0 - 184

F = 10 R 0 - 110

F = 13 .9 R 0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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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는 콘크리트 압축강도(kg/ cm 2)이고 R0는 측정치의 기준 반발강도로 측정경

도에 보정치를 합한 값이다.

표 5. 슈미트 반발계수의 보정치

Re bound va lue

Correction fo r Inclina tion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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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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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분석 및 검토

암석의 근원지, 심도 및 위치 그리고 광물조성 및 입도 등의 암석학적 특징을

기술한다.

상위 50%를 평균하여 슈미트 반발계수를 구한다.

쇼어경도와의 상호관계를 알아본다.

슈미트 반발계수에 의한 압축강도 추정에서 보정치를 선택한 이유를 기술하고

실제 압축강도와 비교한다.

실험한 측정치들만으로 슈미트 반발계수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을 구해보고 위

의 추정식과 비교해 본다.

슈미트 해머의 적용성과 장점 및 그 한계성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5) 슈미트 해머의 사용법

슈미트 해머는 대상체의 경도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대상체를 파괴하지 않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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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강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기 시공된 콘크리트의 강도 추정과

unlined tunnel의 굴착 벽면 암석의 강도를 추정하는데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암석과 콘크리트의 경도는 그 구성 재료들의 형태와 양, 결합력에 따라 다른데

경도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기 보다는 재료 거동의 개념이다.

(a) 슈미트 해머의 원리 및 구성부품

슈미트 해머는 해머를 시험편에 대고 누르면 p lunge가 해머속으로 밀려들어가 스

프링에 에너지가 축적되어 규정 에너지 수준에 도달하면 저절로 방출되어 시험편에

충격을 가한다. 이 때 시험편의 표면 강도의 차이에 따라 반발하는 정도가 다른데,

이렇게 하여 얻어진 rebound의 높이가 그 물체의 경도가 된다. 슈미트 해머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며 모델의 종류는 충격에너지의 차이로 나누는데 본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델은 그림 8과 같은 충격에너지가 0.74 Nm인 L-typ e hamm er이

다.

(b) 측정면 선정 방법

① 콘크리트 구조체 및 현장 암반면

기 시공된 콘크리트 구조체 및 현장 암반면의 반발경도 측정은 대상면을 선정하

고 종횡으로 약 3 cm 간격으로 5개의 줄을 그어 그 교차점을 측정점으로 선정한

후 사포로 측정점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반발계수를 측정한다. 25개의 교점 가운데

20개점을 측정하는데 측정치의 평균치라고 생각되어 지는 값보다 5이상의 편차를

갖는 값이 나올 때는 이 값은 무시하고 다른 점을 추가로 측정한다.

② 암석 코아

다이아몬드 절삭기를 이용하여 코아를 직경의 3.5D 길이로 절단하고 직경면에 4

개의 측점을 잡아 반발계수를 측정하고 다시 양끝에서 0.5D씩 절단하여 다시 직경

면에서 반발계수를 측정하여 총 16개의 측정점으로부터 반발계수를 측정한다. 이때

최종적으로 코아의 길이는 2.5D가 될 것인데 이것은 차후에 이 코아를 일축압축시

험에 사용하여 얻어진 일축압축강도와 슈미트 해머의 반발계수와 관계를 추정해 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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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슈미트 반발경도의 특징

① 밀도가 증가하면 Schmidt 반발경도는 증가한다.

② 반발경도가 크면 일축압축강도는 증가한다.

③ 반발경도가 증가하면 인장강도는 증가한다. 암석의 광물조성 및 구조에 따라 달

라진다.

④ 퇴적암보다는 화성암의 반발경도가 더 크다.

⑤ 풍화가 진행될수록 Schm idt 반발경도는 감소한다.

⑥ 반발경도가 증가할수록 탄성계수와 변형계수는 증가한다. 반발경도를 이용하여

암석의 굴착방법을 선정하기도 한다.

그림 8. 슈미트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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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슈미트 반발계수와 압축강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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