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험 6. 일축압축강도 측정

(1) 목 적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한다. 신선암(intact rock)의 강도 분류와 특성에 주로

사용된다.

(2) 실험기구 및 시료

압축시험기, 다이아몬드 절삭기, 버어니어캘리퍼스, 암석 연마제

(3)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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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를 준비하여 직경(D)을 측정하고 높이와 지름의 비가 2.5∼3.0이 되도록 절삭기

로 코아를 절단한다. 직경은 암석내부의 최대 입자크기보다 최소한 10배는 되어야

한다.

시편의 양끝은 압축을 가할 때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매끄럽게 처리한다. 시편

단면의 편평도는 0.02 mm이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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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ping m aterial이나 기계적인 성형외에 다른 처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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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기에 시편을 넣은 후 하중을 가한 뒤에 5∼10분내에 파괴가 되도록(하중속

도 0.5∼1.0 MPa/ sec) 하중을 가하여 파괴시의 하중(P)를 기록한다. 시편의 최대 하

중은 N ewton (혹은 kN, MN) 단위로 1% 오차 이내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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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압축강도를 결정한다.

일축압축강도는 시험중 가한 최대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c = P
A

여기서 P는 파괴시의 하중이고 A는 시료의 단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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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단면적을 계산할 경우 시편의 지름은 윗부분, 중간, 아래부분에서 각각 직각

이 되도록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사용한다.

(4) 시험결과의 적용

① 수치해석(num erical analysis) 또는 이론적인 해(analytic solution) 등을 이용한

지하공동, 터널 및 사면해석 시 입력자료로 사용한다.

② 경험적인 암반분류법(RMR, Q-system, RSR 등)에 입력자료로 사용한다.

(5) 결과 분석 및 검토

암석의 암석학적 서술 및 층리, 엽리 등의 이방성에 대한 하중방향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시료의 출처(채취위치, 깊이, 방향, samp ling 날짜와 방법, 저장시간 및 환경)를

알아본다.

시험편의 개수, 시험의 높이와 지름, 함수량 및 포화도 등을 알아본다.

일축압축강도 시험 결과 암석의 파괴 유형을 묘사하고 파괴각을 조사해 본다.

그리고 파괴포락선을 그려본다.

측정된 일축압축강도에 상응하는 암반분류법(RMR)에서의 값을 구해본다.

표 6. 압축강도에 의한 암분류.

Dee re & Mille r (1966) ISRM (1979) 건설부

te rm stre ngth (MPa ) te rm stre ngth (MPa) te rm stre ngth (kg/cm2 )

ve ry high

high

me dium

low

ve ry low

＞ 200

100∼200

50∼100

25∼50

＜ 25

extre me ly strong

ve ry strong

strong

medium strong

we a k

ve ry wea k

extre me ly we a k

＞ 250

100∼250

50∼100

25∼50

5∼25

1∼5

0.25∼1

극경암

경 암

보통암

연 암

풍화암

＞ 1600

1300∼1600

1000∼1300

700∼1000

3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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