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험 8. 점하중 강도 측정

(1) 목 적

암석의 강도에 따른 분류를 위한 index를 알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index

는 일축압축강도와 상관관계가 있어 강도를 구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실험기구가

운반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과 실험실에서 모두 실험이 가능하다.

(2) 실험기구 및 시료

점하중 시험기, 시편, 다이아몬드 절삭기, 버어니어캘리퍼스

가압장치

Model PLT-10의 가압장치는 45 kN (10,000lbs)의 하중을 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며, 가압판(p laten)의 형태는 60 o 의 원추형으로서 반경이 5 mm이어야 한다. 시

험 도중 지지대의 변형은 없어야 하며 가압판의 축은 ±0.2 m m내에서 일직선을 유

지해야 한다.

하중측정장치

Load cell, 유압 gauge, ram에 연결된 transducer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오차

범위는 ±5 %이내여야 한다.

두께측정장치

시료의 두께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직접 읽을 수 있는 자를 장치하거나 변형

transducer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험의 종류

Diam etral test

그림 13의 (a)에서와 같이 코아의 지름방향으로 가압하여 index를 구하는 시험이

다. 시료는 길이 대 지름의 비가 1.0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가압하는 점은 시료의

길이 중앙부분으로서 축은 지름과 일치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10개 이상의 시료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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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al test

그림 13의 (b)에서와 같이 코아의 길이방향으로 가압하여 indexd를 구하는 시험

이다. 시료는 길이(D)가 시료의 두께(W)의 0.3배에서 1배인 것을 사용한다. 10개 이

상의 시료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Block or irregular lum p test

그림 13의 (c), (d)와 같은 형태의 시료를 가지고 행하는 시험으로서 시료의 크기

는 50±35 m mwjd도이어야 한다. 이때 D/ W비는 0.3에서 1.0이어야 하지만 1.0에

가까울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가압점의 위치는 모서리 부분을 피해야 하

며 가능한 시료와 가압판의 점촉 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시험에서는 시료의

두께(D), 너비(W), 파괴시의 하중(P)이 기록되어야 한다. 단, 너비(W)가 일전하지 않

을 경우에는 평균값을 취한다.

그림 13. 각 시험법에 요구되는 시편 형상. (a) diam etral test,

(b) axial test, (c) block test, (d) irregu lar lum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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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방법

암석 코아를 준비하여 각 실험 방법에 맞게 다이아몬드 절삭기로 절단한다.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코아의 직경, 두께, 길이를 측정한다.

코아를 각 시험법에 맞게 가압기에 넣는다.

핸드 펌프를 이용하여 시료가 10∼60초 사이에 파괴될 수 있도록 가압속도를 조

절하면서 가압한다.

파괴시의 하중을 기록한다.

(5) Strength index Is (50) 계산 및 일축압축강도 추정

시험에서 얻은 시료 두께(D), 너비(W), 파괴시의 하중(P)으로부터 strength index

Is를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I s = P
D e

2

여기서 De
2은 diam etral test에서는 D 2이고, axial 또는 block 그리고 lum p test에서

는 4A/ π이며 A는 W×D로서 가압판 접점축이 포함된 면의 단면적이다.

에서 구한 index는 D의 함수로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치로 보정하기 위하여 D가 50 m m일 때의 index Is (50)으로 보정해 주어야 한

다. 그 식은 다음과 같으며, F는 correction factor이다.

I s (50) = F I s

F = (D e

50 )
0 .45

(D e

50 )
0 . 5

10개의 시료에서 얻어진 Is (50)값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버리고 나머지 값을 평

균하여 Is (50) 평균값을 구한다.

Is (50)과 일축압축강도와는 평균적으로 20∼25배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Is (50)으로부터 일축압축강도(qu )를 다음식으로 구할 수 있다.

q u = 24 I s (50)

(6) 결과 분석 및 검토

이방성과 연약면의 현지에서의 방향을 명시한다.

시험시의 수분 함량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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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과 P, D, W, D e , Is , Is (50)등을 명시한다.

Is (50)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본다.

시편의 파괴양상을 묘사해 본다.

Is (50)을 이용하여 단축압축강도를 추정해 본다.

그림 14. 점하중 강도시험에 대한 크기 보정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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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점하중 강도 분류(Franklin , 1972)

등 급 점하중 강도 (MPa ) 일축압축강도 (MPa)

초극경암 (EH)

극 경 암 (VH)

경 암 (H)

보 통 암 (M)

연 암 (L)

극 연 암 (VL)

초극연암 (EL)

> 10

3∼10

1∼3

0.3∼1

0.1∼0.3

0.03∼0.1

< 0.03

> 160

50∼100

15∼60

5∼16

1.6∼5

0.5∼1.6

< 0.5

그림 15. 점하중 시험기.

- 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