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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동결-융해 작용에 의한 암석의 풍화는 고위도 지역과 고산 지

역을 포함한 저온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중위도 지역에

서도 겨울철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로 인해 지질재해, 구조물 손

상,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특징적인 지형을 형성하기

도 한다. 이와 같은 동결-융해 풍화를 연구하기 위해 많은 실내

실험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되어 왔고 미세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연구도 대부분 표

면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동결-융해 실내시험을 수행하며 물리적

성질과 미세구조적 성질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상관성을 도출

하였다.

이를 위해 남극 세종과학기지, 국내 석회석 산지, 화순 공룡발자

국화석 산지의 지질 및 기후 조건을 모사하여 동결-융해 풍화 실

내시험을 수행하였다. 동결-융해 반복 횟수에 따른 변화를 통계적

으로 분석한 결과 동결-융해의 반복에 따라 일축압축강도 감소,

점하중강도 감소, 탄성계수 감소, 건조무게 감소, 건조밀도 감소,

흡수율 증가, 탄성파속도 감소 등 물리적 성질의 약화가 관찰되었

다. 주사전자현미경 영상에서 광물입자의 탈락, 공극의 연결, 균열

의 확장 등이 관찰되었고, 표면에서 관찰되는 시료의 약화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였다. X선 단층촬영 기법을 통해 취득한 3차원 고해

상도 영상 분석 결과 공극률 증가, 등가직경의 빈도 및 크기 증가,

국부두께의 빈도 및 증가가 확인되었고, 균열방향성 분석을 통해

균열 성장 및 공극 생성 방향에 기존에 존재하는 층리 또는 세맥

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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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자적인 실험설계 및 분석기법, 다양한 실내실

험을 통해 물리적 성질과 미세구조적 성질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였

다. 특히 고해상도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한 암석시료의 정량

적 분석 기법은 암석 풍화뿐만 아니라 비전통 에너지자원, 이산화

탄소지중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하다. 본 연구는 저온지

역에서의 구조물 건설 및 유지보수, 자원개발활동과 동토지역에서

간절기에 발생하는 지질재해 방재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석조문

화재 훼손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주요어 : 동결-융해, 실내실험, 균열성장, 주사전자현미경,

X선 단층촬영

학 번 : 2010-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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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풍화작용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발생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리고 사

람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입히기 않기 때문에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러나 풍화작용은 암석의 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인간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암석이 동결-융해를 포함한 물리적 풍화작용을 받으면 암석의 성분이

변화하지는 않지만 더 작은 파편으로 쪼개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처음의 암석이 작은 부피를 가지는 여러 개의

암석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전체 표면적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증

가한 표면적은 화학적·생물학적 풍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을 만들어주고 풍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동결-융해에 의한 풍화는 북미, 북유럽, 러시아, 남극을 포함한 고위도

지역과 티베트 고원과 알프스 산맥을 포함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강하

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저온 지역에서 특히 봄과 가을같이 물의 어는점

인 0°C를 기준으로 기온이 자주 오르내리는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로의 표면에 포트홀(pothole)을 형성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

고, 건물외벽에 손상을 가하기도 한다. 애추를 형성하고 뾰족한 모양의

풍화산물을 생성하는 등 특징적인 지형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Davies, 2001),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석조문화재의 표면을 훼손시키

거나 장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Grossi et al., 2007). 또한 지속

적인 동결-융해의 반복은 암반 사면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쳐 산사태,

낙석 등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인명·재산 피해를 입할 수 있다(Matsuoka et al., 1998).

국내의 대부분 지역은 겨울철 0°C를 기준으로 기온이 자주 오르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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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후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포트홀은 겨울철 국내 도로에도 활발하

게 발생하여 서울특별시 동절기 보수의 22%를 차지하고 있고(조명환

등, 2013), 동결-융해 작용으로 인한 석조문화재 훼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가 건설된 이후

국내 극지연구는 빙하, 대기, 생명, 지질, 운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해왔다. 2009년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건조되고 2014년 남극대륙에

남극 장보고과학기지가 완공되는 등 극지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점

점 증대되고 있다. 극지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연구활동 및 기지 건설과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저온 환경에서 암석의 물성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

수적이다.

미국지질조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천

연가스의 30%가 북극권에 매장되어 있으며(Gautier et al., 2009), 향후

이러한 지역에 매장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온상태 암석의 물성변

화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미국, 러시아, 독

일, 일본 등 극지연구 분야의 선진국에서는 향후 극지지역에서의 구조물

건설과 자원 개발을 염두에 둔 지질공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cFadden and Bennett, 1991; Phukan, 1985; Vinson et al., 1996).

이처럼 동결-융해로 인한 암석 물리적 풍화 연구는 향후 저온환경에

서 이루어질 연구, 자원개발, 건설, 시설물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국내 겨

울철에 발생하는 도로유실, 문화재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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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동결-융해에 의한 암석의

물리적 풍화를 물리적 성질과 미세구조적 성질 변화 분석을 통해 메카니

즘을 해석하고 새로운 분석 기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목표

는 다음과 같다.

(1) 남극 세종과학기지, 국내 석회석 산지, 화순 서유지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등 다양한 환경의 지질 및 기후 조건을 모사하여 실험실 환경에서

동결-융해로 인한 물리적 풍화를 분석한다.

(2)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여 동결-융해에 따른 암석 시료의 역학

적 성질 변화를 분석하고, 주사전자현미경과 X선 단층촬영기법을 이용해

미세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이 때 암석시료의 물리적-미세구조적 변화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관관계를 도출한다.

(3) 주사전자현미경과 X선 단층촬영을 통해 얻은 영상들을 영상처리기

법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분석 기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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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결-융해 암석 풍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암석의 풍화는 지표의 암석이 자연적·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제자리에

서 붕괴되고 분해되는 것으로 화학적 변화없이 암석이 분리되는 물리적

풍화작용, 암석의 구성성분이 변화하는 화학적 풍화작용, 동물·식물·미생

물 등 생명체에 의해 발생하는 생물학적 풍화작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저온 지역에서는 물리적 풍화작용이,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는

화학적 풍화작용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등 기후 조건에 따라 각 풍화작

용의 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각각의 작용들이 개별적으로 작용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작용은 복합적으로 발

생한다.

물리적 풍화작용은 상부 하중의 제거, 동결-융해, 습윤과 건조, 광물

간 열팽창, 결정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 결과 화학적으로

는 변화가 없지만 원래의 암석은 작은 파편들로 쪼개지게 되고 암석의

표면적을 늘이게 된다. 이렇게 노출된 면은 외부의 수분, 공기와 반응하

며 암석의 풍화를 가속화한다.

이 중 동결-융해에 의한 풍화(freezing and thawing)는 암석 내부의

물이 얼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변 암석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의미

하며, 결빙풍화(frost weathering) 또는 동결쐐기작용(ice wedging) 등으

로도 불린다. 암석의 공극, 균열, 절리 등에 내재된 수분이 물의 어는점

이하의 온도에서 얼음으로 상변화를 하게 되면 약 9.05%의 부피팽창이

발생한다. 이 때 주변의 암석에 응력을 가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암석은 점차 약화되고 결국엔 파괴에 이르게 된다

(Fig. 2.1). 수분의 상변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물의 어는점을 기준

으로 온도가 변화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북미, 북유럽,

러시아, 그린란드 등 고위도 지역의 봄, 가을철 또는 한국을 포함한 중위

도 지역의 겨울철에 활발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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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Process of freeze-thaw weat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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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결-융해로 인한 암석 풍화 연구의 역사

2.1.1. 실내실험의 필요성

동결-융해로 인한 암석 풍화에 대한 연구는 1900년대 초반부터 꾸준

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저온 지역에 위치한 암석에 대한 지속적인 관

찰은 접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또한 자연상

태에서는 풍화에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바람, 염분, 태양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도 많이 받아 이와 같은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실내실

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내실험은 실제 현장과 다른 점들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동결-융

해에 의한 암석의 풍화는 규모에 따라 “microgelivation”과

“macrogelivation”으로 분류된다(Fig. 2.2; Matsuoka, 2011).

microgelivation은 불연속면이 포함되지 않는 무결암에서 입상 붕괴 또는

소규모 박리의 형태로 발생하고, µm ~ m 단위의 풍화산물을 생성하는

동결-융해 풍화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높은 공극률을 가지는 시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macrogelivation은 암반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절

리와 같이 큰 규모의 불연속면에서 발생하고, cm ~ m 단위의 암석을 풍

화산물로 생성하는 풍화를 뜻한다. 공극률이 낮고 강도는 높지만 불연속

면을 포함하는 암반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Fig. 2.2 Comparison between laboratory test and field investigation

(modified from Matsuoka(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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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실내실험과 현장조사의 괴리 때문에 실내실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종종 제기되어 왔다. 일부 학자들은 대부분의 실내실험에서

실험 전 시료를 먼저 물에 포화시키는데 이는 실제 현장과는 큰 차이가

있고, 눈이 녹거나 비로 인해 50% 이상의 함수율을 지니는 암석이 갑작

스런 동결 과정을 거칠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하였다(Wiman, 1976). 따라

서 실험자가 설정한 함수율은 현지 암반의 함수율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

고 높은 함수율로 인해 자연적인 풍화에 비해 동결-융해에 의한 풍화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또한 현지 상태의 암반(rock mass) 내에는 단

층, 절리, 층리, 균열, 절개면 등 수많은 불연속면이 존재하지만 실내실험

을 위해 소규모로 가공한 무결암(intact rock) 내에는 불연속면이 최소한

으로 분포하는데 수분들은 주로 불연속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무결암을

이용한 실내실험 시 동결-융해에 의한 영향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현지 암반에 대한 정보를 정밀하게 수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탄성파 장비 등을 이용해 암반의 정보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초기 암반의 상태와 동결-융해를 거친 후 암반의 상

태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현지 암반에

서 표면의 함수율이 하부 암반의 함수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위치에

따라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암반 전체의 함수율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

움이 따른다.

실내실험을 이용하면 대상 암석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미세구조적 성

질에 대한 정보를 정밀하게 취득할 수 있고, 인공풍화에 따른 이러한 요

소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동결-융해 시 암석의

초기 함수율을 설정할 수 있고, 원하는 온도 및 습도 범위를 정밀하게

조절가능하다. 이 때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요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 하에서 동결-융해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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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물리적 성질 변화를 분석한 기존 연구

암석의 물리적 성질에는 건조무게, 밀도, 공극률, 흡수율, 탄성파속도,

강도, 경도, 탄성계수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동결-융해로 인한 암석

의 물리적 성질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실내실험은 Tricart(1956)가 최초

로 수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Table 2.1). Wiman(1963)은

점판암, 편암, 화강암, 규암, 편마암을 대상으로 -7 ~ +6°C의 아일랜드식

온도조건과 -30 ~ +15°C의 시베리아식 온도조건에서 최대 36회의 동결-

융해 반복과정을 수행하며 건조무게와 공극률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Potts(1970)은 사암, 이암, 셰일, 역암을 대상으로 -8 ~ +8°C의 아일랜드

식 온도조건과 -30 ~ +15°C의 시베리아식 온도조건에서 최대 200회의

동결-융해 반복과정을 수행하며 시료의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다. Fahey

and Gowan(1979)은 백운암과 석회암을 정육면체와 직육면체 형태로 가

공한 후 -25 ~ +20°C의 온도 범위에서 200회의 동결-융해 과정을 수행

하며 무게 손실과 탄성계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Lautridou and

Ozouf(1982)는 백악과 석회암을 한 변이 90 mm인 정육면체와 직경 80

mm의 원통형으로 가공한 후 -8 ~ +20°C와 -28 ~ +20°C의 두 가지 온

도범위에서 동결-융해 풍화 시험을 최대 500회까지 실시하고 전체공극

률, 공극크기분포. 투수계수, 압축강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Matsuoka(1990)는 28개의 퇴적암, 18개의 화성암, 1개의 변성암을 한 변

이 50 mm인 정육면체로 가공한 후 -20 ~ +20°C의 온도범위에서 최대

1000회의 동결-융해를 수행하며 건조무게, P파 속도, 공극률 등의 변화

를 측정하였다. Altindag et al.(2004)는 응결 응회암을 직경 54.7 mm의

원통형으로 가공한 뒤 –20 ~ +20°C의 온도범위에서 55회의 동결-풍화

인공풍화를 수행하며 입축압축강도, 점하중강도, P파 속도 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Yavuz et al.(2006)은 석회암, 대리암, 트래버틴을 한 변이

50 mm인 정육면체로 가공한 후 -20 ~ +20°C의 온도범위에서 20회의 동

결-융해를 반복하며 P파 속도, 일축압축강도, 슈미트경도의 변화를 관찰

하였다. Ruedrich et al.(2011)은 석회암, 유문암, 응회암, 화강암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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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 40 mm × 160 mm의 직육면체로 가공한 후 -20 ~ +20°C의 온도

범위에서 최대 1400회까지 동결-융해 인공풍화를 수행하며 건조무게, 공

극률, P파 속도, 탄성계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Bayram(2012)는 석회암

을 직경 54 mm의 원통형 시료로 가공한 후 -20 ~ +20°C의 온도범위에

서 25회의 동결-융해 인공풍화 시험을 수행하고, 일축압축강도의 약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Fener and İnce(2015)는 터키의 안산암을 직경

42 mm의 원통형 시료로 가공한 후 –18 ~ +32°C의 온도 범위에서 최대

30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하며 P파 속도, 일축압축강도, 점하중강도,

인장강도 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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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type
Slate, schist, granite,

quartzite, gneiss

Sandstone,

mudstone, shale,

conglomerate

Dolostone, limestone
Chalk,

limestone

Sedimentary, igneous

and metamorphic

rocks

Shape of specimen Rock pieces Rock pieces
Rock pieces

Cube, Rectangle
Cube, cylinder Cube

Temp. variation
-7°C ~ +6°C

-30°C ~ +15°C

-8°C ~ +8°C

-30°C ~ +15°C
-25°C ~ +25°C

-8°C ~ +20°C

-28°C ~ +20°C
-20°C ~ +20°C

Max. Repetition 36 200 200 500 1000

Weight ü ü ü ü

Density ü

Porosity ü ü ü

Absorption

Vp ü

Vs

UCS ü

Young’s modulus ü

Schmidt hardness

Tensile strength

References Wiman(1963) Potts(1970) Fahey and Gowan(1979) Lautridou and Ozouf(1982) Matsuoka(1990)

Table 2.1 Previous studies of artificial freeze-thaw weathering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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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ontinued)

Rock type Ignimbrite
Limestone, marble,

travertine

Limestone, rhyolite,

tuff, granite
Limestone Andesite

Shape of specimen Cylinder Cube Rectangle Cube, cylinder Cylinder

Temp. variation -20°C ~ +20°C -20°C ~ +20°C -20°C ~ +20°C -20°C ~ +20°C -18°C ~ +32°C

Max. Repetition 55 20 1400 25 30

Weight ü

Density

Porosity ü ü ü

Absorption ü

Vp ü ü ü ü

Vs

UCS ü ü ü ü

Young’s modulus ü

Schmidt hardness ü

Tensile strength ü ü

References Altindag et al.(2004) Yavuz et al.(2006) Ruedrich et al.(2011) Bayram(2012) Fener and İnc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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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미세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기존 연구

동결-융해로 인한 암석 풍화 연구는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되었으나 미세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꾸준히 이

루어져왔다.

Ruiz de Argandoña et al.(1999)는 백운암을 한 변이 50 mm인 정육면

체로 가공한 후 7회의 동결-융해 인공풍화 과정을 거치며 공극률과 P파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 때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해 시료의

단면에서 2차원 균열의 변화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Nicholson and

Nicholson(2000)은 백악, 석회암, 사암, 실트암을 직경 50 mm, 길이 100

mm의 원통형으로 가공한 후 -18 ~ +18°C 온도 범위에서 80회의 동결-

융해 시험을 수행하며 건조무게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모든 균열을 2차

원 타원형으로 가정한 후 전체시료에 대한 균열밀도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Chen et al.(2004)는 용결응회암을 직경 30 mm, 길이 60 mm의 원통

형으로 가공한 후 다양한 함수율을 가지도록 설정하고 -18 ~ +5°C의 온

도범위에서 동결-융해 실험을 1회 수행하고 실험 전후 일축압축강도, P

파 속도, 공극률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시료 표면에서 발생한 균열을 관찰하고, 균열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Zhang et al.(2004)은 사질 이암을 직경 50 mm로 가공한 후 -15 ~

+15°C의 온도 범위에서 최대 25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하고 각 시

료마다 X선 단층촬영 영상을 5장씩 취득하여 2차원적인 균열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Martínez-Martínez et al.(2013)은 석회암 시료를 한 변이 40

mm인 정육면체 형태로 가공한 뒤 최대 96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거치

며 부피, 공극률, 강도, 탄성계수, P파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시료 표면에 나타난 균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

해 미세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reire-Lista et al.(2015)는 화강암을

대상으로 최대 280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하며 흡수율, P파 속도, S

파 속도, 공극률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광학현미경과 형광현미경을 이용

해 균열 밀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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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국내 연구동향

김성수와 박형동(1999)이 화강암을 대상으로 –20 ~ +20°C 온도에서

최대 75회의 동결-융해 인공풍화 시험을 수행하며 밀도, P파 속도, 일축

압축강도, 인장강도의 변화를 측정한 것을 시작으로 다수의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박진동과 민경원(2003)은 국내 화강암, 석회암, 대리암, 현무

암을 직경 54 mm의 원통형 시료로 가공한 후 –20 ~ +20°C 온도범위에

서 총 30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후 공극률, 흡수율, P파

속도, 일축압축강도 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박연준 등(2003)은 화강암

을 대상으로 –25 ~ +70°C의 온도범위에서 100회의 동결-융해를 반복하

며 흡수율, P파 속도, S파 속도, 일축압축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의 변

화를 측정하였다. 엄정기와 신미경(2009)은 이암을 대상으로 –16°C에서

동결, 상온에서 융해를 총 55회 반복하며 비중, 흡수율, 공극률, P파 속

도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을 이용해 미세균열의 증

가를 관찰하였다. 특히 박스프랙탈 차원 기법을 이용해 미세균열의 밀도

를 정량화하였다. 조태진 등(2009)은 조면암을 대상으로 -20 ~ +20°C의

온도범위에서 50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하며 밀도, 흡수율, 공극률,

P파 속도, 일축압축강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을 이

용해 미세균열의 밀도를 분석하였다. 강성승 등(2011)은 사암과 안산암

을 대상으로 -19.0 ~ +17.3°C의 동결-융해 시험을 약 2000회 반복하며 P

파 속도와 일축압축강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정종택 등(2013)은 화강

암 시료에 대해 –20 ~ +40°C의 동결-융해 반복 과정을 100회까지 수행

하며 공극률과 건조무게를 측정하였고,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을 이용

해 시료 표면 거칠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Um et al.(2014)은 직경 54

mm의 원통형으로 가공한 풍화된 편마암을 대상으로 –21°C에서 동결,

상온에서 융해를 최대 150회 수행하며 비중, P파 속도, 흡수율을 측정하

였고, 박스프랙탈 차원 기법을 이용해 미세균열의 밀도를 정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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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Previous studies of artificial freeze-thaw weathering tests in Korea.

Rock type Granite Granite
Granite, limestone,

marble, basalt
Mudstone

Shape of specimen Cylinder Cylinder Cylinder Cylinder

Temp. variation -20°C ~ +20°C -25°C ~ +70°C -25°C ~ +70°C -16°C ~ R.T.*

Max. Repetition 75 100 55

Weight

Density ü ü ü

Porosity ü ü

Absorption ü ü ü

Vp ü ü ü ü

Vs ü

UCS ü ü ü

Young’s modulus

Schmidt hardness

Tensile strength ü

Microstructure Photograph

References 김성수와 박형동(1999) 박연준 등(2003) 박진동과 민경원(2003) 엄정기와 신미경(2009)

*R.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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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ontinued)

Rock type Trachyte Sandstone, andesite Granite Gneiss

Shape of specimen Cylinder Cylinder Cylinder Cylinder

Temp. variation -20°C ~ +20°C -19°C ~ +17.3°C -20°C ~ +40°C -21°C ~ R.T.*

Max. Repetition 50 2000 100 150

Weight

Density ü ü ü

Porosity ü ü

Absorption ü ü

Vp ü ü ü

Vs

UCS ü

Young’s modulus

Schmidt hardness

Tensile strength

Microstructure Photograph CLSM Photograph

References 조태진 등(2009) 강성승 등(2011) 정종택 등(2013) Um et al.(2014)

*R.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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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로운 연구 기법의 필요성

Schwarzl and Staverman(1956)은 육안으로 보이는(macroscopic) 관찰

만으로는 파괴현상을 이해할 수 없고, 미세구조의 분포가 전체 암석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결-융해로 인한 암석의 약화

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성질의 변화뿐만 아니라 암석 내부 미세구

조의 변화를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

는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미세구조를 고려한 기존 연구는 디지털카메라 또는 현미경을 이용하여

시료 표면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료 내부에서의 미세구조 변화는 고려

할 수 없었고(Chen et al., 2004; Martinez-Martinez et al., 2013;

Freire-Lista et al., 2015), 시료 내부의 변화를 고려한 연구도 표면의 균

열을 토대로 내부의 균열을 타원형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시료 내부에

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Nicholson and

Nicholson, 2000). 국내에서도 미세구조를 고려해 박스 프랙탈 차원 기법

을 이용해 미세균열의 밀도를 분석한 사례가 있었고(엄정기와 신미경,

2009; 조태진 등, 2009; Um et al., 2014),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을 이

용해 표면 거칠기의 변화를 분석한 사례도 있었지만(정종택 등, 2013),

이들은 모두 시료 표면에서의 미세구조의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시료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구조의 3차원적인 변화는 아직 연구된 사례가 없

다.

X선 단층촬영 기법을 이용해 시료 내부의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하려

는 시도는 있었으나 시료 전체에 대한 3차원 정보는 얻지 못하였고 2차

원 단면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Ruiz de Argandona et al., 1999;

Zhang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동결-융해 풍화 실내시험을 수행하며 일축압축강도, 점

하중강도, 탄성계수, 건조무게, 흡수율, 공극률, 탄성파속도 등 물리적 성

질의 변화를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사전자현미경 영상을 취득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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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표면에서의 미세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취득

하여 시료 내부에서 미세구조의 3차원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

해 동결-융해 풍화 작용에 의한 암석의 미세구조의 변화와 물리적 성질

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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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질 및 기후 환경에서 발생되는 동결-융해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환경, 국내 석회석 산지, 화

순 공룡발자국화석 산지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대

한민국의 남부 및 중부 지역뿐만 아니라 남극의 기후조건까지 고려할 수

있었다. 또한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등의 화성암과 석회암, 셰일 등 퇴

적암을 모두 연구할 수 있었고, 특히 퇴적암의 경우 동결-융해 시 암석

내부의 층리, 세맥 등이 암석의 물성과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다.

3.1.1.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환경

가. 지질조건

대한민국의 남극기지인 세종과학기지는 서남극 남쉐틀랜드 군도의 킹

조지섬에 위치하고 있다. 남쉐틀랜드 군도는 남극반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 km 떨어져 있으며 이 군도의 가운데에 킹조지섬이 위치하고 있

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경위도는 62°13'S, 58°47'W이다. 세종기지는 킹

조지섬의 남서쪽에 있는 바튼반도의 북서쪽 해안에 있으며, 1988년에 건

설되어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극지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기지의 건설 이후 점차 극지연구에 대한 영역이 확대되었고 실제로

빙하, 대기 및 기상, 생물자원, 지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우세한 암종은 화강암

질 섬록암 및 섬록암, 현무암, 라필리 응회암, 현무암질 안산암이다

(Davies, 1982; Kim et al., 2000; Lee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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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할 경우 많은 제약이 따른다. 마드리드 환

경보호의정서와 남극조약체제(The Antarctic Treaty System)를 포함한

여러 국제협정에 따라 평화적인 목적의 과학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각국이 국내법으로 당사국 국민들의 남극활동에 대한 일정한 허가요건을

마련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남극활동 개시 예정

일의 60일 전까지 남극활동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The Antarctic

Treaty, 1959;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008). 또한 남극에는

차량, 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수십 kg에 이르는

암석시료를 한국으로 운반하는데도 무리가 있고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

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처럼 남극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절차

가 까다롭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에서 동일한 암종을 채취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섬록암은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현무암은 강원도 철원군에서, 라필리

응회암은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채취하였다(Fig. 3.1).

Fig. 3.1 Location map to show the sampling si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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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회절분석과 편경현미경 분석을 통한 광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섬록암은 암회색의 중립질 입자 구조를 보이고 조암광물은 사장석, 감람

석, 운모, 석영과 미사장석이다. 육안 및 현미경 관찰 시 광물입자 내부

에는 일부 균열이 발견되었지만 광물입자 간 균열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

다. 풍화로 인한 광물이 발견되지 않아 신선한 암석으로 분류된다(Fig.

3.2).

현무암에서는 세립질 반자형 또는 아원상의 감람석과 길이 500 μm,

폭 50 μm 내외 침상형태의 사장석이 관찰되었고 그 외 운모, 휘석, 불투

명광물도 관찰되었다. 현미경 상에 불규칙한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기공

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용암류 내에 포함되어 있던 기체가 빠져나간 자리

이다. 이로 인해 현무암은 다공상구조를 가지게 되고 육안 관찰으로도

많은 공극들이 관찰되었다. 이로 인해 높은 공극률을 나타낸다. 풍화로

인한 균열이나 변색 등은 관찰되지 않아 신선한 암석으로 분류된다(Fig.

3.3).

라필리 응회암은 현무암질 암편이 포함되어있는 역질 응회암으로 장

석, 석영, 운모류, 규암, 현무암질 암편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10 μm

이하의 세립질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2～3 cm 직경의 암석 파편들이 관

찰된다. 육안으로도 많은 균열들이 발견되었으며 보통 풍화된 암석으로

분류된다(Fig.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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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Thin section microscopy images of diorite specimen(x10) (a) in plane-polarized light and (b) with crossed

p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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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Thin section microscopy images of basalt specimen(x10) (a) in plane-polarized light and (b) with crossed

p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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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Thin section microscopy images of tuff specimen(x10) (a) in plane-polarized light and (b) with crossed

p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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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조건

세종 남극과학기지는 기후학적으로는 고위도 저압대에 속하며, 대체로

중위도 편서풍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비교적 온난한 해양성 한대 기단

과 남극 대륙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남극 기단이 만나 남극 전선이 형성

되는 곳이다. 기지 주변의 기온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기상기구의

정규 지상관측소로 등록된 남극 세종기지의 기상관측소(62°13‘S,

58°47’W)에서 1988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한 기온값을 이용하였다(극지

연구소, 2007). 이를 이용해 19년간 월별 기온의 평균값과 월별 최고 기

온 중 최고값, 월별 최저 기온 중 최저값을 이용해 Fig. 3.5와 같은 그래

프를 만들었다. 1월 평균기온이 2.2℃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7월 평균기온이 -5.3℃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별

평균기온은 여름(12,1,2월)에 1.7℃, 겨울(6,7,8월)에 5.0℃로 연 평균 1.

6℃이며 연교차는 7.6℃로 나타난다. 7월의 평균 기온이 –5.3°C로 가장

낮았고, 1월의 평균 기온이 2.2°C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년 평균 기온

이 0℃ 주위에서 변화하므로 동결-융해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

추측된다. 특히 평균기온이 0℃에 가장 근접한 4, 10, 11월에 동결-융해

에 의한 물리적 풍화 작용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4년 7월

24일 최저기온이 -25.4°C로 가장 낮았고, 2004년 1월 24일 최고기온이

13.2°C로 가장 높았다. 연평균 강수량은 540.6 mm로 봄에 107.3 mm로

제일 적고 여름이 166.0 mm로 제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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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Air temperature of King Sejong Station from 1998 t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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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국내 석회암 산지

석회암을 포함한 탄산염 암석의 경우 산성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화학적 풍화작용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

만 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한국의 겨울철

과 같이 0°C를 기준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내려 결빙과 융해의 교차 빈

도가 높은 지역은 동결-융해 작용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 대한민국

에는 강원도(정선, 영월, 태백, 삼척), 충청북도(제천, 단양), 전라북도(화

순), 경상북도(문경, 울진) 등지에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의 석회암 지대가

널리 분포하고 있다. 석회암은 과거부터 시멘트 산업과 철강 산업에 사

용되어 국내 산업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석회암은 관광자원 및 문화재,

건물 등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석회암 지대에 발달한 석회동굴

은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국내 석조문화재의 약 2%가 석회암을

포함한 탄산염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도진영과 조현구, 2013), 건

물외벽 마감재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부에 노출된 석회

암은 한국의 겨울철 기후에서는 필연적으로 동결-융해에 의한 풍화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석회암인 풍촌석회암과

막골석회암을 대상으로 동결-융해에 의한 물리적 풍화를 분석하였다.

가. 지질조건

풍촌석회암층은 캠브리아기에 형성되었고, 묘봉층의 상부, 화절층의 하

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유백색, 암회색, 담홍색의 괴상 석회암으로 구

성되어있고, 석회암역암과 어란상 및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이 협재되어

있다(박병권과 한상준, 1986). 본 연구에 사용할 시료는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천곡동굴 주변 풍촌석회암층에서 채취하였다(37°30’N, 139°06’E).

Fig. 3.6(a)와 같이 육안관찰 결과 담황색의 세맥 및 변질부가 일부 발견

되었고, 노두에도 균열이 관찰되었으나 점토는 발견되지 않아 공학적으

로 약간 풍화 상태로 분류되었다. Fig. 3.6(b)와 (c)와 같이 편광현미경을

이용해 대상 시료의 광물학적 구성을 분석한 결과 50 μm 내외의 아각상



- 27 -

의 돌로마이트 결정이 관찰되었고 소량의 공극이 발견되었다. 완전건조

상태에서 시료의 초기 밀도는 2,690 g/cm3로 측정되었고, 공극률은

0.59%로 측정되었다.

막골석회암층은 오르도비스기에 형성되었고 300 ~ 400 m 의 두께를

가지며 태백산 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시료는 충청

북도 단양군에 위치한 노동동굴 주변 막골석회암층에서 채취하였다

(36°57‘N, 128°23’E). 주로 판상 또는 괴상의 돌로마이트질 석회암, 돌로

마이트로 구성되고, 일부 탄산염 각력암이나 평력암이 협재되어 있다. 단

양지역에서는 흥월리층의 하부, 두무동층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상부

에는 회색 석회질 사질 셰일이 발달하고 하부와 중부에는 회색 괴상의

석회암와 담회색 고회질 석회암이 협재하고 있다(유인창 등, 1997). 육안

관찰 결과 담황색의 세맥 및 변질부가 일부 발견되었고, 노두에도 균열

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점토는 발견되지 않아 약간 풍화상태로 분류된다.

편광현미경을 이용해 대상 시료의 광물학적 구성을 분석한 결과 채취한

막골석회암 시료는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이었다. 10 μm 내외의 분홍빛을

띄는 아원상의 돌로마이트 결정이 대부분이었고 결정 사이에 일부 공극

구조가 관찰되었다. 퇴적 당시 조직은 식별되지 않았다. 완전건조 상태에

서 시료의 초기 밀도는 2,670 g/cm3로 측정되었고, 공극률은 0.67%로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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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a) Macroscopic view, (b) microscope images in plane-polarized light(x10) and (c) microscope images with

crossed polars(x10) of Pungchon lim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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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a) Macroscopic view, (b) microscope images in plane-polarized light(x10) and (c) microscope images with

crossed polars(x10) of Maggol lim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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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조건

기상청에서 일별 최고 및 최저기온을 제공하는 1992년에서 2014년까지

풍촌석회암 채취지역인 동해시의 온도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최고기

온은 37.1°C, 최저기온은 -14.0°C로 기록되었고, 연중 최고기온의 평균은

34.6 °C, 연중 최저기온의 평균은 -10.1°C로 기록되었다. 매년 평균 71.2

일은 동결-융해의 영향을 받았으며, 평균 4.1일은 영하의 온도가 유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8(a)). 기상청에서 일별 최고 및 최저 기온을

제공하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막골석회암 채취지역인 단양군의 기온

을 분석해본 결과, 최고기온은 38.7°C, 최저기온은 -23.5°C로 기록되었고,

연중 최고기온의 평균은 35.0°C, 연중 최저기온의 평균은 -19.2°C로 기록

되었다. 매년 평균 114.9일은 동결-융해의 영향을 받았으며, 평균 17.4일

은 영하의 온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8(b)).

Fig. 3.8 Freezing and thawing conditions in study area: (a) Donghae-si

which is sampling site of Pungchon limestone and (b) Danyang-gun which

is sampling site of Maggol lim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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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천연기념물 제487호로 지정되어 있는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 산

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서유리에 위치하고 있다(Fig. 3.9;

35°10'09"N, 127°05'23"E). 1999년 5월 화순온천단지 내 채석장에서 발견

되었고 그 지속적인 발굴 및 학술조사가 수행되어 왔다(허민 등, 2003).

관리사무소, 안내표지판, 관람로 등이 설치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다. 2000년에 전라남도 기념물 제180호제 지정되고 2007년에는

천연기념물 제487호로 지정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다. 하

지만 발굴된 이후 15년간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동결-융해로 인한

물리적 손상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된 지하수로 인해 노출

된 화석의 풍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화석산지의 북쪽과 서쪽에 위

치한 암반사면에 특별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리적 풍화로 인해 암

반의 물성이 약화될 경우 암반사면에서 대규모의 낙석이 발생하거나 일

부 사면이 붕괴될 수 있다. 이 경우 화석산지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고

관람객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Fig. 3.9 Location of the Dinosaur tracksite of Seoyu-ri, Hwasun

County(35°10'09"N, 127°05'2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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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질조건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는 중생대 백악기 사이에 형성된 산

지로 1,800여점의 다양한 공룡발자국과 73개 이상의 보행렬이 대단위로

발견되어 대표적인 공룡발자국화석 산출지로 알려져 있고, 연흔, 건열,

식물화석, 흔적화석 등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

대상지역은 중생대 백악기 장동응회암으로 알려져 있고, 응회질 각력

암, 응회질 셰일, 사암, 황록색 또는 황회색 셰일 및 사암, 녹색 세립질

응회암 및 화산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동응회암은 적색 역암, 사암, 셰

일, 응회암으로 구성된 오예리층과 회록색 세립 응회암과 화산력 응회암

으로 이루어젼 만월산 응회암층 위에 놓여있고, 조립질 및 세립질 응회

암이 혼재하는 적벽응회암과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무등산용암, 역암, 사

암, 셰일, 응회암, 역질 사암, 이암으로 구성된 연화리층 아래에 놓여있

다.

본 연구지역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어 있어 화석산지 내에서 암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500m 떨어진 주변지역에서 동일한 지층의 암석 시

료를 채취하였다.

더 자세한 광물학적 분석을 위해 채취한 암석에 대한 X선 회절분석과

편경현미경 분석을 통한 광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3.10). 해당

시료는 대부분 몬모릴로나이트, 고령토 등 점토입자로 구성되어있으며

조장석, 석영, 정장석, 운모, 녹니석 등이 발견된다. 대부분 1/256 mm이

하의 입자인 점토 또는 1/256 ~ 1/16 mm이하의 실트이며 엽상구조를 보

이므로 이토셰일(mudshale) 또는 점토셰일(clayshale)로 분류된다. 미립

점토입자들의 퇴적으로 인한 엽층리가 발달되어 박리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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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Thin section microscopy images(x5) of the specimen sampled at dinosaur tracksite of Seoyu-ri (a) in

plane-polarized light and (b) with crossed po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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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조건

본 연구에서는 화석산지가 처음 발굴된 1999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

지 대상 지역의 기온을 분석하였다. 최고기온은 2012년 8월 5일 37.7°C

로 기록되었고, 최저기온은 2001년 1월 15일 –18.6°C로 기록되었다. 연

중 최저기온의 평균은 –12.8°C, 연중 최고기온의 평균은 35.1°C였다. 매

년 평균 68.3일의 동결-융해가 발생하였고, 평균 16.5일은 영하의 온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된 이후 2015년 9월 현재까지 총 1,092회

의 동결-융해 과정이 반복되었다.

Fig. 3.11 Freezing and thawing conditions in the dinosaur tracksite of

Seoyu-ri, Hwasu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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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질공학적 문제

본 화석산지는 N68E ~ N75E 방향으로 15 ~ 18° 기울어져 있고, 약

3,400 m2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화석산지의 전경은 Fig. 3.12와 같다. 두

개의 암반사면과 하나의 토양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쪽 암반사면

(slope 1)은 300-80의 주향-경사를 가지고 있고, 남동쪽 암반사면(slope

2)는 200-80의 주향-경사를 가지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Fig. 3.12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낙석 또는

암석의 붕락이 발견되었다(Fig. 3.13). 약 10m 높이에서 발생된 낙석은

10 ~ 30 cm의 크기였고 이로 인해 공룡발자국 화석에도 직간접적 피해

를 입힐 수 있었다. 또한 푸른색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지하수의 유입이

발견되었다(Fig. 3.14). 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붕괴 또는 불완전한

설치로 인해 암반사면에서 유입된 지하수가 화석산지로 흘러들고 있었

다. 이로 인해 일부 지점에서는 지의류가 서식하였다. 지속적인 지하수

유입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풍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Fig. 3.12 A general view of dinosour tracksite. The site is surrounded by

two rock slopes. Slope 1 faces south with very steep slope(300-80), and

Slope 2 faces northeast with very steep slope(200-80). There are also

rockfall/collapse and water inflow in some spots(modified from DAUM 3D

map laboratory: http://map.daum.net/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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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Rockfall and collapse in the dinosaur tracksite of Seoyu-ri, Hwasu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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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Water inflow in the dinosaur tracksite of Seoyu-ri, Hwasun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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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공 동결-융해 실내실험

3.2.1. 시료 가공

채취된 시료는 시험목적 별로 구분하여 가공하였다(Table 3.1). 섬록암

시료는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파괴용 시료를 6개 제

작하였다. 직경 54 mm, 길이 132 ~ 140 mm의 원통형으로 제작하였다.

점하중강도 측정을 위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0 mm인 정육면체 시

료를 12개 제작하였다. 또한 P파 속도, S파 속도, 건조무게, 흡수율 등의

물리적 성질을 비파괴방법으로 측정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비파

괴용 시료를 직경 54.7 mm, 길이 115.4 ~ 118.4 mm의 원통형으로 2개

제작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영상을 이용해 암석 표면에서의 미세구조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가로 5 mm, 세로 5 mm, 높이 3 mm의 직육면체

시료를 2개 제작하고 관찰면을 연마하였다. X선 단층촬영용 시료는 지름

24.6 mm, 길이 16.5 mm의 원통형으로 가공한 후 시료의 중앙에 지름 2

mm, 깊이 7 mm의 구멍을 뚫었다(Fig. 3.15). 이 같은 형태의 시료의 아

래와 위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판으로 밀폐시킨 후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가공된 구멍 내 수분의 동결-융해 시 주변 벽면에 가해지는 응력이 극

대화되도록 하였다.

현무암 시료는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파괴용 시료

를 직경 54 mm, 길이 128 ~ 139 mm의 원통형으로 6개 제작하였다. 점

하중강도 측정을 위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0 mm인 정육면체 시료

를 12개 제작하였다. 또한 P파 속도, S파 속도, 건조무게, 흡수율 등의

물리적 성질을 비파괴방법으로 측정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비파

괴용 시료를 직경 54.7 mm, 길이 114.9 ~ 120.5 mm의 원통형으로 2개

제작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영상을 이용해 암석 표면에서의 미세구조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가로 5 mm, 세로 5 mm, 높이 3 mm의 직육면체

시료를 2개 제작하고 관찰면을 연마하였다. X선 단층촬영용 시료는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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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mm, 길이 17.7 mm의 원통형으로 가공한 후 시료의 중앙에 지름 2

mm, 깊이 7 mm의 구멍을 뚫었다.

응회암 시료는 P파 속도, S파 속도, 건조무게, 흡수율 등의 물리적 성

질을 비파괴방법으로 측정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비파괴용 시료

를 직경 54.7 mm, 길이 99.2 ~ 104.7 mm의 원통형으로 2개 제작하였다.

점하중강도 측정을 위해 직경 54.2 mm, 길이 32.8 ~ 41.6 mm의 원통형

시료를 12개 제작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영상을 이용해 암석 표면에서

의 미세구조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가로 5 mm, 세로 5 mm, 높이 3

mm의 직육면체 시료를 2개 제작하고 관찰면을 연마하였다. X선 단층촬

영용 시료는 지름 24.6 mm, 길이 14.5 mm의 원통형으로 가공한 후 시

료의 중앙에 지름 2 mm, 깊이 7 mm의 구멍을 뚫었다.

풍촌석회암과 막골석회암 시료는 동일 시료에 대한 물리적 성질과 미

세구조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직경 37.6 mm, 길이 58.9 ~ 67.1 mm의

원통형 시료를 각각 2개씩 제작하였다. P파 속도, S파 속도, 건조무게,

흡수율 등 물리적 성질과 X선 단층촬영 기법을 통한 미세구조적 성질을

분석하였다.

화순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에서 채취한 셰일 시료는 P파 속도, S파 속

도, 건조무게, 흡수율 등 물리적 성질을 비파괴방법으로 알아보기 위해

직경 37.8 mm, 높이 53.6 ~ 57.5 mm의 원통형으로 2개 제작하였다. X선

단층촬영 기법을 통한 미세구조적 성질을 높은 해상도로 분석하기 위해

시료의 크기를 직경 9.7 mm, 길이 10.9 ~ 14.9 mm로 제작하였다.

남극 세종과학기지 모사 실험 결과 파괴 시험의 한계점이 발견되어 석

회암 시료와 화석 산지 셰일 시료의 경우 비파괴시험 위주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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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The schematic design of the specimens and set up for X-ray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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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pecification of the specimens.

Rock type Use Shape Size
Number of

specimens

Diorite

UCS

Young’s modulus
cylinder Φ54 × 135.4 mm3 6

PLT cube 50 × 50 × 50 mm 12

P-wave velocity

S-wave velocity

dry weight

absorption

cylinder Φ54.7× 116.9 mm3 2

SEM hexahedron 5 × 5 × 3 mm 2

X-ray CT cylinder
Φ24.6 × 16.5 mm3

with 7 mm depth hole
1

Basalt

UCS

Young’s modulus
cylinder Φ54 × 135.8 mm3 6

PLT cube 50 × 50 × 50 mm 12

P-wave velocity

S-wave velocity

dry weight

absorption

cylinder Φ54.7× 117.7 mm3 2

SEM hexahedron 5 × 5 × 3 mm 2

X-ray CT cylinder
Φ24.6 × 17.7 mm3

with 7 mm depth hole
1

Tuff

P-wave velocity

S-wave velocity

dry weight

absorption

cylinder Φ54.7× 102.0 mm3 2

PLT cylinder Φ54.2× 36.3 mm3 12

SEM hexahedron 5 × 5 × 3 mm 2

X-ray CT cylinder
Φ24.6 × 17.7 mm3

with 7 mm depth hole
1

Limestone

(Pungchon)

P-wave velocity

S-wave velocity

dry weight

absorption

X-ray CT

cylinder Φ37.6 × 58.9 mm3 2



- 42 -

Table 3.1 (Continued)

3.2.2. 온도 조건

각 시료의 채취 장소의 기온을 고려해 동결-융해 온도를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온도변화율이 2.0°C/min을 초과하면 광물 간 열팽창

으로 인한 풍화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Hall, 1999), 수분의 동결-

융해에 의한 암석의 물성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시료의 온도 변화율

을 1°C/min미만으로 설정하여 광물 간 열팽창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공기의 온도가 시료의 내부까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직경 54 mm의 NX코어 암석시편의 중앙부에 직경 2

mm, 깊이 80 mm의 구멍을 뚫은 후 온도센서를 시편 내부에 장착하고

그 틈을 동일 암종의 암석 가루를 채워줌으로써 구멍을 통해 이동하는

열의 양을 최소화하였다. 그 후 시편의 표면에 또 하나의 온도센서를 장

착하여, 시편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가 균질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

정한 결과 약 4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동결 또는 융해 시

온도 유지 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여 시료의 내부까지 온도가 전

파되도록 하였다.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시료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기후를 모사

하여 기지의 연중 최저기온의 평균인 -20°C를 최솟값으로, 연중 최고기

온의 평균인 10°C를 최댓값으로 하는 동결-융해 사이클을 설정하였다.

시료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시료 외부의 온도가 내부까지 전파되는 시간

Limestone

(Maggol)

P-wave velocity

S-wave velocity

dry weight

absorption

X-ray CT

cylinder Φ37.6 × 67.1 mm3 2

Shale

P-wave velocity

S-wave velocity

dry weight

absorption

cylinder Φ37.8 × 55.6 mm3 2

X-ray CT cylinder Φ9.7 × 12.9 mm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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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므로 시험 시 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동결-융해 유지시

간을 적용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영상 취득용 시료와 X선 단층촬영용

시료는 10°C에서 1시간을 유지하고, -20°C까지 1시간동안 온도를 하강시

킨 후, -20°C에서 1시간을 유지하고, 10°C까지 1시간 동안 온도를 상승

시키는 총 4시간 주기의 동결-융해 사이클을 설정하였다. NX코어 시료

의 경우 10°C에서 4시간을 유지하고, -20°C까지 1시간동안 온도를 하강

시킨 후, -20°C에서 4시간을 유지하고, 10°C까지 1시간 동안 온도를 상

승시키는 총 10시간 주기의 동결-융해 사이클을 설정하였다(Fig. 3.16).

시료의 온도 변화율은 0.5°C/min으로 설정하여 급격한 열팽창에 의한 균

열 생성을 최소화하였다. 동결-융해 주기 반복 횟수의 경우 크기가 작은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대상의 시료는 상대적으로 짧은 동결-융해 주기의

반복실험을 통하여 물리적 풍화로 인한 일부 시료의 파괴 발생 및 입자

탈락 등 풍화현상이 충분히 관찰되고 분석이 가능하도록 150회의 인공풍

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동결-융해 실험주기가

긴 NX코어 시료의 경우 물성측정 결과로부터 풍화현상 및 암종별 차이

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50회까지 인공풍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X선 단층촬영용 시료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3.16 Temperature cycle which simulated King Sejo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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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촌석회암과 막골석회암의 경우 시료채취지역의 온도 분포를 고려하

여 Fig. 3.17과 같이 -18°C에서 12시간을 유지하고, 32°C에서 8시간을

유지하는 총 22시간의 동결-융해 사이클을 설정하였다. 동결 및 융해 시

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시료 내부까지 동결-융해에 의한 영향이 충분하

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 온도범위는 암석의 동결-융해 내구성을 평가

하기 위해 ASTM과 ISO에서 제안한 표준시험법에 제시된 값과도 일치

한다(ASTM, 2004; ISO, 2007). 온도변화율을 0.83°C/min으로 설정하여

광물 간 열팽창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Fig. 3.17 Temperature cycle for limestone specimens.

화순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에서 채취한 셰일의 경우 대상지역의 연중

최저기온의 평균과 연중 최고기온의 평균을 이용해 Fig. 3.18과 같이

-13°C에서 4시간을 유지하고, 35°C에서 4시간을 유지하며, 증온 및 감온

에 각각 1시간이 소요되는 총 10시간의 동결-융해 사이클을 설정하였다.

온도변화율은 0.8°C/min으로 설정하여 광물 간 열팽창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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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Temperature cycle that simulated the dinosaur tracksite of

Seoyu-ri, Hwasun County.

3.2.3. 수분 조건

시편을 24시간동안 물에 완전 침수 포화시켜 함수율을 100%로 만든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포화된 시료는 동결-융해 실험 전 표면을 연성의 방

수재질 피복으로 밀봉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상온에서 용해된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여 반복 사이클을 수행하는 동안 수분의 변화가 없도록 제

어하였다.

3.2.4. 인공풍화 장비의 제작

본 연구에서 고려한 인공풍화 실험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동결-융해 반복사이클 실행을 위해 주기설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챔버의 온도와 시료의 온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

어야 한다. 셋째, 동결-융해 사이클에서 센서의 설정값을 미리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온도범위는 연구 대상지역의 기후환경에 준하여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온도변화율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온도 및 습도 조건을 주기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실내인공풍화장치를 구비하여 실내환경시험시설을 구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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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제원은 상세 제원은 Table 3.2와 같다.

Table 3.2 Specification of the freeze-thaw simulator.

Items Specifications
Chamber volume 100L

Temperature range -20℃ ~ 150℃

Humidity range
55-95% RH (15℃)
40-95% RH (30℃),
30-95% RH (70℃)
30-95% RH (70-85℃)

Heating time 55min (-15℃ → 120℃)
Cooling time 60min (20℃ → -15℃)

Cooler Plate fin cooler
Temperature sensor Pt 100

Humidity sensor Electronic sensor
Air flow Sirocco fan

Water tank capacity 9L
Interior Dimension
(W × D × H, mm) 500 × 380 × 530

Exterior Dimension
 (W × D × H, mm) 650 × 1,000 × 1,030

Power consumption AC220V, 14.4A
Weight 130±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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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리적 성질의 변화

암석의 물리적 성질은 암석 및 암반의 공학적 등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광산개발, 터널굴착, 시추, 발파 등 다양한 개발 활동

에 있어 필수적으로 조사되어야한다. 암반에 가해지는 응력으로 인해 발

생하는 균열발생이나 파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암석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성질은 암석을 구성하는

각각의 광물의 성질에도 영향을 받지만 광물의 조성, 구조적 특징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장에서는 동결-융해 실내실험의 반복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점하중

강도, 탄성계수, 건조무게, 건조밀도, 흡수율, 탄성파속도 등 다양한 물리

적 성질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1. 일축압축강도

Table 4.1과 같이 직경 54 mm의 섬록암과 현무암 시료에 대해 각각

2개씩 초기상태, 20회의 동결-융해, 40회의 동결-융해를 거친 후 일축압

축강도 측정시험을 수행하였다. 일축압축강도 시험은 한국암반공학회의

표준시험법을 따라 수행되었고(한국암반공학회, 2005), 0.5 ~ 1.0 MPa/s

의 속도로 일정한 하중을 가하여 시료가 파괴될 때까지 5-10분이 소요

되도록 속도를 제어하였다. 시험결과는 Eqn. 4.1과 같이 파괴하중을 시

험편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MPa 단위로 환산하였다.

  


(Eqn.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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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 일축압축강도

A: 시료의 단면적

P: 시험편의 파괴하중

Table 4.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UCS test.

Rock type Sample ID Freeze-thaw repetition

Diorite

GD-1
0

GD-2

GD-3
20

GD-4

GD-5
40

GD-6

Basalt

CB-1
0

CB-2

CB-3
20

CB-4

CB-5
40

C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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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록암의 일축압축강도 시험 결과 Fig. 4.1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얻

을 수 있었다. 곡선에서 ×로 표기된 것은 파괴지점을 의미한다. 동결-융

해 횟수의 증가에 따른 일축압축강도의 변화를 Fig. 4.2의 그래프로 도시

하였다. 동결-융해 과정을 거치지 않은 GD-1,2 시료의 일축압축강도는

각각 150, 148 MPa로 평균 149 MPa로 측정되었고, 20회의 동결-융해

과정을 거친 GD-3,4 시료의 일축압축강도는 각각 109, 128 MPa로 평균

118.5 MPa로 측정되었고, 40회의 동결-융해 과정을 거친 GD-5,6 시료의

일축압축강도는 각각 111, 148 MPa로 평균 129.5 MPa로 측정되었다. 20

회 또는 40회의 인공풍화를 거친 시료의 일축압축강도가 초기상태의 일

축압축강도에 비해 20 ~ 30 MPa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연구대상 시료의

수가 적어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료 간의 불균질성에 의한 영

향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Fig. 4.1 Stress-strain diagram of the diorite specimens. “×” means failure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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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Variation on UCS of diorite specimens depending on freeze-thaw

cycles.

현무암의 일축압축강도 시험 결과 Fig. 4.3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얻

을 수 있었다. 곡선에서 ×로 표기된 것을 파괴지점을 의미한다. 동결-융

해 횟수의 증가에 따른 일축압축강도의 변화를 Fig. 4.4의 그래프로 도시

하였다. 동결-융해 과정을 거치지 않은 CB-1,2 시료의 일축압축강도는

각각 94, 80 MPa로 평균 87 MPa로 측정되었고, 20회의 동결-융해 과정

을 거친 CB-3,4 시료의 일축압축강도는 각각 87, 70 MPa로 평균 78.5

MPa로 측정되었고, 40회의 동결-융해 과정을 거친 CB-5,6 시료의 일축

압축강도는 각각 89, 60 MPa로 평균 74.5 MPa로 측정되었다. 동결-융해

과정이 거듭될수록 일축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연

구대상 시료의 수가 적어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강도 값 간의 편

차가 큰 것으로 보아 불균질성에 의한 영향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무암 시료의 경우 산재된 기공의 분포가 전체 시료의 강도에 큰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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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Stress-strain diagram of the basalt. “×” means failure of the

specimen.

Fig. 4.4 Variation on UCS of basalt specimens depending on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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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탄성계수

탄성계수는 일축압축강도 시험 시 얻어지는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계

산할 수 있다. 계산방법에 따라 접선탄성계수, 평균탄성계수, 할선탄성계

수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탄성계수를 이용하였다. 평균탄성계

수란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직선구간의 평균기울기를 의미하며 Eqn. 4.2

와 같이 계산된다(한국암반공학회, 2005).

 ∆
∆

(Eqn. 4.2)

Eav: 평균탄성계수

∆σ: 변형률의 변화량

∆ε: 응력의 변화량

이를 이용하여 Fig. 4.1과 Fig. 4.3의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평균탄성

계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섬록암의 탄성계수는 Fig. 4.5와 같이 동결-

융해 과정을 거치지 않은 GD-1,2 시료는 각각 46.33, 61.06 GPa로 평균

53.70 GPa로 측정되었고, 20회의 동결-융해 과정을 거친 GD-3,4 시료는

각각 48.36, 43.76 GPa로 평균 46.06 GPa로 측정되었고, 40회의 동결-융

해 과정을 거친 GD-5,6 시료는 각각 37.77, 58.24 GPa로 평균 48.00

GPa로 측정되었다. 초기상태 시료의 탄성계수가 20, 40회의 동결-융해

과정을 거친 시료의 탄성계수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현무암의 탄성계수는 Fig. 4.6과 같이 동결-융해 과정을 거치지 않은

CB-1,2 시료는 각각 23.31, 34.52 GPa로 평균 28.92 GPa로 측정되었고,

20회의 동결-융해 과정을 거친 CB-3,4 시료는 각각 80.92, 37.95 GPa로

평균 59.44 GPa로 측정되었고, 40회의 동결-융해 과정을 거친 CB-5,6

시료는 각각 22.76, 43.30 GPa로 평균 33.03 GPa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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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k(1997)은 비파괴방법을 이용해 동일한 시료를 대상으로 동결-융

해 풍화에 의해 탄성계수가 5 ~ 30%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섬록암 시료의 경우 동결-융해 후 탄성계수가 10 ~ 14% 감소

하였으나, 파괴시험의 특성 상 동일한 시료에 대한 물성 변화를 지속적

으로 관찰할 수 없었고 시료 자체의 물성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으로 판단된다. 현무암 시료의 경우 동결-융해 반복 횟수와 탄성계수가

큰 상관성이 없이 변화하였고 시료 간 불균질성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

은 것으로 보인다.

Fig. 4.5 Variation on Young’s Modulus of diorite specimens depending on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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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Variation on Young’s Modulus of basalt specimens depending on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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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점하중강도

점하중강도 시험은 암석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

로 시료에 점하중을 가하여 인장강도를 발생시키고 암석을 파괴하는 방

법이다. 원주형, 직육면체 등으로 성형된 정형화된 시험편뿐만 아니라 불

규칙한 형태의 시료에도 적용할 수 있고, 현장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암

석의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점하중강도지수는 Eqn. 4.3과 같이 계산된다.

 




(Eqn. 4.3)

Is: 점하중강도지수

P: 파괴하중

De: 시험편 등가 직경

이때 시험편 등가 직경(De)은 직경방향으로 가압한 원기둥 시료의 경

우 실제 직경과 등가 직경을 동일하게 설정하고(Eqn. 4.4), 직육면체 시

료의 경우 Eqn. 4.4와 같이 계산한다.





(Eqn. 4.4)

W: 직육면체 시료의 가로 길이

D: 직육면체 시료의 세로 길이

이렇게 계산된 Is는 시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정을 거쳐야 한

다. 보정된 점하중강도지수 Is(50)은 직경 50 mm의 원주형 시료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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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방향으로 가압하였을 시 얻어지는 점하중강도지수로 정의된다. 그

후 Eqn. 4.5과 같이 보정된 점하중강도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값들은 10회 이상의 시험을 통해 얻은 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의 평균으로 나타낸다.

  


×  (Eqn. 4.5)

Is(50): 보정된 점하중강도지수

본 연구에서는 한 변이 50 mm인 정육면체 형태로 가공된 각각 12개

의 섬록암과 현무암 시료와 직경 54.7 mm인 12개의 응회암 시료를 대상

으로 점하중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암종별로 각각 3개의 시료가 포함

되도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0, 50, 100, 150회의 동결-융해 반복 과정

을 거친 후 점하중강도를 측정하였다. 그룹을 분류할 시 시료에 대한 탄

성파속도를 미리 측정하여 그룹간 초기 물성의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시

험은 한국암반공학회 표준시험법을 따라 수행되었다(한국암반공학회,

2005). 원통형으로 제작된 응회암 시료의 경우 직경방향으로 가압하였다.

세 가지 암종 모두 이방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성면에 대

한 가압 방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동결-융해 시험의 반복에 따른 암석의 점하중강도지수 변화는 Fig.

4.7과 같다. 섬록암 시료의 점하중강도는 초기 상태에서 평균 7.01 MPa,

50회의 동결-융해를 반복한 이후 평균 6.33 MPa, 100회 반복 이후 6.86

MPa, 150회 반복 이후 6.84 MPa로 측정되었다. 150회 반복 이후 초기

상태에 비해 점하중강도가 2.4% 감소하였다.

현무암 시료의 경우 초기 상태에서 평균 9.80 MPa, 50회의 동결-융해

를 반복한 이후 평균 8.46 MPa, 100회 반복 이후 7.54 MPa, 150회 반복

이후 7.50 MPa로 측정되었다. 동결-융해 과정을 반복할수록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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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150회 반복 이후 초기 상태에 비해 점

하중강도가 23.5% 감소하였다.

응회암 시료의 경우 초기 상태에서 평균 2.82 MPa, 50회의 동결-융해

를 반복한 이후 평균 1.06 MPa, 100회 반복 이후 1.18 MPa, 150회 반복

이후 0.47 MPa로 측정되었다. 동결-융해 과정을 반복할수록 지속적으로

강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150회 반복 이후 초기 상태에 비해 점

하중강도가 83.3% 감소하여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다.

가장 공극률이 낮고 치밀한 구조를 가지는 섬록암에서는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점하중강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높은 강도를

가지지만 다공성구조로 인해 높은 공극률을 가지는 현무암의 경우 섬록

암에 비해서 큰 변화를 보였다.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공극률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채취 시 이미 보통 풍화의 풍화등급을 가지고 있던 응회암의

경우 다른 암석에 비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Fig. 4.7 Variation on point load strengths of diorite, basalt and tuff

specimens depending on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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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조무게

시료에 반복적인 동결-융해를 가하게 되면 미세균열의 발생이나 성장

에 의해 암석시료의 일부 또는 광물입자가 탈락할 수 있으며 이는 시료

전체의 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험편의 건조무게는 105±3°C의

온도로 24시간 건조시킨 후 실내에서 30분 동안 식힌 후 무게를 0.01 g

의 정밀도로 측정하여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록암, 현무암, 응

회암, 석회암, 셰일 시료에 대해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시험을 수행하

며 건조무게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암종 당 각각 2개의 시료를 이용해

건조무게를 측정하였고, 초기 건조무게에 대한 실내시험 후 건조무게의

감소율의 평균값을 이용해 Fig. 4.8의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섬록암(GD)의 초기 건조무게는 각각 759.01 g, 778.52 g으로 측정되었

으며, 50회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한 후 각각 756.91 g, 776.44 g으로 측

정되어 평균 0.27%의 감소율을 보였다. 현무암(CB)의 초기 건조무게는

각각 676.66 g, 713.82 g으로 측정되었으며, 50회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

한 후 각각 673.98 g, 711.29 g으로 측정되어 평균 0.38%의 감소율을 보

였다. 응회암(HT) 시료의 경우 초기 건조무게는 각각 558.33 g, 582.11

g, 50회 동결-융해 시험 후 각각 548.65 g, 569.36 g으로 다른 시료보다

상대적으로 큰 평균 1.96%의 감소율을 보였다.

풍촌석회암(PL)은 초기 건조무게가 각각 164.42 g, 188.50 g으로 측정

되었고, 50회의 반복 시험 후 각각 164.38 g, 188.49 g으로 측정되어 평

균 0.01%의 감소율을 보여 거의 변동이 없었다. 막골석회암(ML)은 초기

건조무게가 각각 208.12 g, 188.63 g으로 측정되고, 50회의 반복 시험 후

각각 208.07 g, 188.57 g으로 측정되어 평균 0.03%의 감소율을 보여 거

의 변동이 없었다.

화순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에서 채취한 셰일(HS) 시료는 초기 건조무

게가 각각 154.41 g, 143.60 g으로 측정되었고,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시험 후 각각 154.37 g, 143.53 g으로 측정되어 평균 0.04%의 감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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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동결-융해 시 암석 내부의 균열에 내재되어있던 수분이 상변화를 하

는 과정에서 수분의 부피 팽창 또는 결정화로 인해 균열 주변의 암석이

응력이 받게 되고 입자의 탈락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암

석의 건조무게가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모든 시료의 건조무게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띄었다.

공극률이 낮고 치밀한 구조를 가지는 섬록암, 풍촌석회암, 막골석회암

의 경우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건조무게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

다. 높은 강도를 가지지만 다공성구조로 인해 높은 공극률을 가지는 현

무암의 경우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공극률이 높

을 뿐만 아니라 채취 시 이미 보통 풍화의 풍화등급을 가지고 있던 응회

암의 경우 육안으로도 일부 입자의 탈락이 확인되었고 건조무게도 약

2%로 가장 많은 감소량을 보였다.

Fig. 4.8 Variation on dry weight of diorite(GD), basalt(CB), tuff(HT),

limestone(PL, ML) and shale(HS) specimens depending on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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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건조밀도

건조밀도는 4.4에서 측정한 건조무게에 시료의 부피를 나눠주어 Eqn.

4.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qn. 4.6)

ρd: 건조밀도

Ms: 건조무게

V: 겉보기 부피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석회암, 셰일 시료에 대해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시험을 수행하며 건조밀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암종 당 각각 2개

의 시료를 이용해 건조밀도를 측정하고, 초기 건조밀도에 대한 실내시험

후 건조밀도의 감소율의 평균값을 이용해 Fig. 4.9의 그래프를 도시하였

다. 건조밀도와 건조무게의 감소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섬록암(GD)의 초기 건조밀도는 각각 2,792 kg/m3, 2,793 kg/m3으로 측

정되었으며, 50회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한 후 각각 2,784 kg/m3, 2,786

kg/m3으로 측정되어 평균 0.27%의 감소율을 보였다. 현무암(CB)의 초기

건조밀도는 각각 2,506 kg/m3, 2,521 kg/m3으로 측정되었으며, 50회 동결

-융해 시험을 수행한 후 각각 2,496 kg/m3, 2,512 kg/m3으로 측정되어

평균 0.38%의 감소율을 보였다. 응회암(HT) 시료의 경우 초기 건조밀도

는 각각 2,395 kg/m3, 2,366 kg/m3, 50회 동결-융해 시험 후 각각 2,354

kg/m3, 2,314 kg/m3으로 다른 시료보다 상대적으로 큰 평균 1.96%의 감

소율을 보였다.

풍촌석회암(PL)은 초기 건조밀도가 각각 2,674 kg/m3, 2,716 kg/m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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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되었고, 50회의 반복 시험 후 각각 2,674 kg/m3, 2,715 kg/m3으로

측정되어 평균 0.01%의 감소율을 보여 거의 변동이 없었다. 막골석회암

(ML)은 초기 건조밀도가 각각 2,676 kg/m3, 2,651 kg/m3으로 측정되고,

50회의 반복 시험 후 각각 2,675 kg/m3, 2,651 kg/m3으로 측정되어 평균

0.03%의 감소율을 보여 거의 변동이 없었다.

화순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에서 채취한 셰일(HS) 시료는 초기 건조밀

도가 각각 2,399 kg/m3, 2,392 kg/m3으로 측정되었고,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시험 후 각각 2,399 kg/m3, 2,391 kg/m3으로 측정되어 평균 0.04%

의 감소율을 보였다.

모든 시료의 건조밀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띄었다. 동결-융

해 과정이 반복되면 시료 내부의 공극 또는 미세균열의 밀도가 늘어나고

일부 입자가 탈락하기 때문에 건조밀도가 감소하게 된다. 가장 약한 강

도와 느슨한 구조를 가지는 응회암(HT) 시료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

났고, 높은 강도와 치밀한 구조를 가지는 섬록암(GD), 풍촌석회암(PL),

막골석회암(ML) 시료에서는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초기

물성이 약하고 느슨한 구조를 가지는 암석일수록 동결-융해에 의한 건

조밀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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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Variation on dry density of diorite(GD), basalt(CB), tuff(HT),

limestone(PL, ML) and shale(HS) specimens depending on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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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흡수율

흡수율은 자연 상태에서 암석이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의미한다. 암석 내의 공극, 균열 등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암

석의 풍화가 진행될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공극률이나

투수계수보다 측정하는 방법이 간편하고 빠르고, 공극률과 투수계수와

거의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 물리적 특성 중 하

나이다.

흡수율은 Eqn. 4.7과 같이 계산된다.

 


×  (Eqn. 4.7)

WA: 흡수율

A: 시험편의 건조무게

B: 시험편의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무게

시험편의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무게(B)는 20±5°C의 증류수에 48시간

수침시킨 후 시험편을 꺼내어 표면을 젖은 천으로 닦은 후 무게를 0.01

g의 정밀도로 측정하여 얻을 수 있다. 흡수율은 시험편 각각에 대한 흡

수율과 평균값을 0.01% 정밀도로 기록한다.

본 연구에서는 암종당 각각 2개의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석회암, 셰

일 시료에 대해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시험을 수행하며 흡수율의 변화

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Fig. 4.10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섬록암(GD)의 흡수율은 초기상태에서 각각 0.20%, 0.17%로 측정되었

고, 50회의 동결-융해 시험 후 0.23%, 0.21%로 측정되어 평균 0.13배 증

가하였다. 현무암(CB)의 흡수율은 초기상태에서 각각 1.63%, 1.75%로 측

정되었고, 50회 반복 후 1.76%, 1.85%로 측정되어 약 0.07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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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회암(HT)의 흡수율은 초기상태에서 각각 2.60%, 2.49%로 측정되었고,

50회 반복 후 4.02%, 4.62%로 측정되어 약 0.7배 증가하였다.

풍촌석회암(PL) 시료의 흡수율은 초기상태에서 각각 0.18%, 0.11%로

측정되었고, 50회의 동결-융해 시험 후 각각 0.21%, 0.11%로 측정되어

약 0.08배 상승하였다. 막골석회암(ML) 시료의 흡수율은 초기상태에서

각각 0.33%, 0.21%로 측정되었고, 50회 시험 후 각각 0.37%, 0.24%로 측

정되어 약 0.13배 상승하였다. 셰일(HS) 시료의 흡수율은 초기상태에서

각각 2.18%, 1.94%로 측정되었고 50회의 시험 후 각각 2.56%, 2.32%로

측정되어 평균 0.19배 상승하였다.

모든 시료에서 흡수율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기 흡

수율이 높은 시료일수록 동결-융해에 의한 흡수율 증가율이 크게 나타

났다. 초기 흡수율이 아주 낮은 섬록암, 풍촌석회암, 막골석회암의 흡수

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초기 흡수율이 약 2.5%로 가장 높은 응회암의

경우 다른 시료들에 비해 큰 변화율을 보였다.

Fig. 4.10 Variation on absorption rate of diorite(GD), basalt(CB), tuff(HT),

limestone(PL, ML) and shale(HS) specimens depending on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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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탄성파속도

탄성파속도 측정은 간편하고 빠르게 암석을 파괴하지 않고 암석의 강

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동일한 시료의 물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때 유용하게 적용된

다. P파 속도와 S파 속도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와 전파도달시

간을 이용해 Eqn. 4.8, 4.9와 같이 계산된다(한국암반공학회, 2005).

  


(Eqn. 4.8)

  


(Eqn. 4.9)

vp: P파 속도

vs: S파 속도

tp: P파 전파도달시간

ts: S파 전파도달시간

d: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

연구에 사용한 기기는 Proceq에서 제작한 Pundit Lab 모델로 0.1 ~

9999 ㎲ 범위에서 0.1 ㎲의 해상도로 탄성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24 ~ 500 kHz 주파수의 트랜스듀서를 지원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P파

속도는 54 kHz의 주파수로, S파 속도는 250 kHz의 주파수로 측정하였

다.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석회암, 셰일을 원통형으로 각각 2개씩 제작한

다음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시험을 수행하며 매 10회마다 P파 및 S파

속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초기 속도에 대한 현재 속도의 감소량을 Fig.

4.11과 4.12의 그래프로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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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록암의 P파 속도는 초기상태에서 각각 4,280 m/s, 4,328 m/s로 측정

되었고 동결-융해 과정을 반복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50회 반복

후 각각 4,089 m/s, 4,072 m/s로 측정되어 평균 5% 감소하였다. S파 속

도는 초기상태에서 각각 2,680 m/s, 2,812 m/s로 측정되었고 동결-융해

과정을 반복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50회 반복 후 각각 2,494 m/s,

2,430 m/s로 측정되어 평균 10% 감소하였다.

현무암의 P파 속도는 초기상태에서 각각 4,633 m/s, 4,599 m/s로 측정

되었고 동결-융해 과정을 반복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50회 반복

후 각각 4,082 m/s, 4,012 m/s로 측정되어 평균 12% 감소하였다. S파 속

도는 초기상태에서 각각 2,736 m/s, 2,620 m/s로 측정되었고 동결-융해

과정을 반복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50회 반복 후 각각 2,372 m/s,

2,063 m/s로 측정되어 평균 12% 감소하였다.

응회암의 P파 속도는 초기상태에서 각각 3,694 m/s, 3,586 m/s로 측정

되었고 동결-융해 과정을 반복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50회 반복

후 각각 3,087 m/s, 3,096 m/s로 측정되어 평균 15% 감소하였다. S파 속

도는 초기상태에서 각각 2,480 m/s, 2,446 m/s로 측정되었고 동결-융해

과정을 반복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50회 반복 후 각각 2,063 m/s,

2,070 m/s로 측정되어 평균 16% 감소하였다.

풍촌석회암 시료의 P파 속도는 초기상태에서 각각 5,318, 5,729 m/s로

측정되었고 동결-융해 과정을 반복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50회 반

복 후 각각 5,318 m/s, 5,478 m/s로 측정되어 평균 2% 감소하였다. S파

속도는 초기상태에서 각각 2,286 m/s, 2,459 m/s로 측정되었고 동결-융

해 과정을 반복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50회 반복 후 각각 2,019

m/s, 2,296 m/s로 측정되어 평균 9% 감소하였다.

막골석회암 시료의 P파 속도는 초기상태에서 각각 5,232 m/s, 5,626

m/s로 측정되었고 동결-융해 과정을 반복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50회 반복 후 각각 4,868 m/s, 5,626 m/s로 측정되어 평균 3% 감소하였

다. S파 속도는 초기상태에서 각각 2,138 m/s, 2,765 m/s로 측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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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융해 과정을 반복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50회 반복 후 각각

2,050 m/s, 1,967 m/s로 측정되어 평균 16% 감소하였다.

셰일의 P파 속도는 초기상태에서 각각 4,291 m/s, 4,158 m/s로 측정되

었고 동결-융해 과정을 반복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50회 반복 후

각각 4,136 m/s, 4,003 m/s로 측정되어 평균 4% 감소하였다. S파 속도는

초기상태에서 각각 2,099 m/s, 2,063 m/s로 측정되었고 동결-융해 과정

을 반복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50회 반복 후 각각 1,764 m/s, 1,753

m/s로 측정되어 평균 15% 감소하였다.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지만 고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S파는 진행방향에 수직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특성 때문

에 고체만 통과할 수 있고 액체와 기체는 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통

과할 수 없다. 또한 암석 내부에 균열이 많이 발달할수록 P파 또는 S파

가 진행할 때 균열 부위는 느리게 진행하거나 우회하므로 전체시료의 속

도는 느리게 측정된다. 이와 같은 파의 성질 때문에 탄성파속도는 강하

고 치밀한 암석일수록 빠르게 측정되고, 약하고 구조가 느슨한 암석일수

록 느리게 측정된다. 따라서 물리적 풍화가 진행될수록 탄성파속도는 감

소하는 경향을 띄게 된다.

P파 속도를 이용해 Table 4.2와 같이 암석을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이용된 시료 중 풍촌석회암과 막골석회암은 아주 높음 등급으로 분

류되었고, 섬록암, 현무암, 셰일은 높음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응회암은

보통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후 아주 높음 등급인

풍촌석회암과 막골석회암의 P파속도 감소량이 가장 작았고, 높음 등급인

섬록암, 셰일, 현무암 순으로 P파속도 감소량이 작게 나타났다. 그리고

보통 등급으로 분류된 응회암의 P파속도 감소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50회 반복 후에는 낮음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동결-융해에 의한

P파속도의 감소량은 초기 암석의 물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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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Variation on P-wave velocity of diorite(GD), basalt(CB),

tuff(HT), limestone(PL, ML) and shale(HS) specimens depending on

freeze-thaw cycles.

Fig. 4.12 Variation on S-wave velocity of diorite(GD), basalt(CB),

tuff(HT), limestone(PL, ML) and shale(HS) specimens depending on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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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 (km/s) Description

<2.5

2.5 ~ 3.5

3.5 ~ 4.0

4.0 ~ 5.0

>5.0

Very low

Low

Moderate

High

Very high

Table 4.2 Classification of P-wave velocity(Ano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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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물리적 성질 간 관계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P파속도, S파속

도, 건조밀도, 흡수율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경험식을 도출하여 물리적

성질 간 상관성 분석을 하였다.

P파속도와 S파속도는 모든 암석에 있어서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경향

을 보였다(Fig. 4.13(a)). 일반적으로 P파는 S파보다 약 2배 빠르게 진행

되며 이로 인해 둘은 선형적 비례관계를 가지게 된다. 각 암종별 P파속

도와 S파속도 간의 상관관계를 경험식으로 표현하면 Table 4.3과 같다.

셰일의 경우 동결-융해를 거듭할수록 P파속도에 비해 S파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고, 현무암이 가장 느리게 증가하였다. 응회암의 경우 가

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

Rock type Equations R2-value

Diorite

Basalt

Tuff

Pungchon Limestone

Maggol Limestone

Shale

VS = 0.868VP + 986

VS = 0.460VP + 533

VS = 0.578VP + 314

VS = 1.032VP – 3352

VS = 0.797VP - 1930

VS = 1.176VP - 2985

0.64

0.46

0.85

0.62

0.54

0.56

Table 4.3 Empirical equations between VP and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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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융해 풍화가 진행될 때 입자의 탈락, 균열의 확장 등이 발생하는

데 이로 인해 건조밀도는 감소하고 흡수율은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건조밀도와 흡수율 간의 상관관계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가진다(Fig.

4.13(b)). 모든 암석의 측정값들을 고려하였을 때 밀도가 높을수록 흡수

율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밀도가 높은 암석에 공극 또는 균열이

적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Fig. 4.13(c)와 (d)와 같이 탄성파 속도와 건조밀도는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암석 내부에 균열이 많이 발달할수록 건조밀도는 감소하고, P파

또는 S파는 진행 시 균열 부위는 느리게 진행하거나 우회하므로 밀도가

낮은 암석에서 탄성파 속도는 느려지게 된다.

암석의 물리적 풍화가 진행되면 흡수율이 증가하고 탄성파속도는 감소

하게 된다. 이로 인해 Fig. 4.13(e)와 (f)와 같이 탄성파 속도와 흡수율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축압축강도, 점하중강도, 탄성계수의 경우 파괴시험에 의해 값이 도

출되기 때문에 동일한 암석의 물성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

며 시료의 양도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동결-융해로 인한

암석의 물성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비파괴시험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

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용한 탄성파 속도와 흡수율의 경우 공극률에

비해 측정방법이 간단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건조무게와 건조밀도에

비해 물성 값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암석의 동결-융해 진

행상황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한 물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결-융해에 의한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시료

를 완전 포화시킨 후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 환경에서

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석회석 산지의 경우 실제 환

경에서는 수분의 함유량이 적어 실험 결과에 비해 훨씬 적은 영향을 받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화순 공룡발자국화석 산지의 경우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환경이므로 실제 환경에서도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동결-융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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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Relation between physical properties.



- 73 -

5.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세구조적 변화 분석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은 대상시료에

가속된 전자빔을 쏘아 발생되는 이차전자, 후방산란전자, X선 등 여러

가지 신호를 분석하여 시료에 대한 형태, 구조, 성분 정보를 얻는 기법으

로 재료, 부품, 생체 등 다양한 대상물의 확대 관찰 및 분석에 이용되고

있다. 주사전사현미경에서 이용하는 전자파는 광학현미경에서 이용하는

가시광선에 비해 훨씬 짧은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분해능

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고배율 관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주사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은 1 nm에 이르기 때문에 50 ~ 60만 배까지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윤존도 등, 2005). 따라서 나노미터 단위의 미

세한 분석에 주로 이용되지만 10 ~ 100배의 저배율 관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저배율 관찰시 시계가 넓어져 관찰 대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연구에 이용된 기기는 JEOL사의 JSM-6700F FE-SEM 모델로 최소

1.0 nm의 분해능 및 0.5-30 kV의 가속전압을 선택할 수 있고, 25배에서

650,000배까지 확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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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고배율 영상을 이용한 시료표면 관찰

섬록암과 현무암, 응회암 시료를 대상으로 완전포화상태에서 50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하고 초기 상태와 실내실험 후 시료 표면의 변화

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하였다. 섬록암과 현무암 시료는 1,000

배 확대영상을, 입자가 작은 응회암 시료는 3,000배 영상을 이용하였다.

이 때 고배율 영상의 특성 상 시계가 좁아 동일 지점의 모니터링에 어려

움이 있어 거의 비슷한 재질의 두 지점을 비교하였다.

섬록암 시료의 초기 상태 영상에서 광물과 광물 사이의 결합이 치밀하

고 화살표로 표시한 지점과 같이 광물 입자 간 간극이 거의 발견되지 않

았다(Fig. 5.1(a)). 하지만 50회의 동결-융해 시험 후 광물 입자 간 간격

이 더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상의 중심부를 보면 물리적 풍화로 인해

일부 입자가 탈락한 것 같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Fig. 5.1(b)).

현무암 시료의 초기 상태 영상에서 광물입자의 경계가 50회의 동결-

융해를 거친 후보다 더 치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내실험 후

영상에서 물리적 풍화로 인해 탈락한 작은 크기의 광물 조각들이 다수

발견된다(Fig. 5.2).

응회암 시료의 초기 영상을 보면 1 ~ 3 μm 크기의 알갱이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Fig. 5.3(a)). 하지만 실내실험 후 영상을 보면 원으로 표

시한 부분과 같이 광물 입자들의 탈락으로 인해 오목한 표면이 발견된다

(Fig. 5.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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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s(× 1,000) of diorite specimen: (a) at initial condition and

(b)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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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s(× 1,000) of basalt specimen: (a) at initial condition and

(b)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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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s(× 3,000) of tuff specimen: (a) at initial condition and

(b) after 50 freeze-thaw cycles.



- 78 -

5.2. 저배율 영상을 이용한 동일 지점 변화 관찰

고배율 관찰의 경우 광물 입자를 아주 높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었지만 좁은 시계로 인해 동일 지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동일 지점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취

득하여 동결-융해에 의한 시료 표면에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50배의 저배율 확배영상을 이용해 시료 전체에 대한 관찰을 수행하였다.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시료를 각각 2개씩 준비하여 총 150회의 동결-

융해 시험을 수행하고 50회까지는 매 10회마다, 그 이후로는 25회마다

암석시료 전체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응회암 일부 지점에 대해서는 균

열 발달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150배 확대 영상을 취득하였다.

섬록암 시료 중 GD-SEM-1 시료의 경우 시료의 입자 조직이 치밀하

고 암석 표면에 특징적인 지점이 없어 암석의 물리적 풍화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배율 영상을 취득하여 비교적 큰 규모의

풍화현상만 관찰할 수 있었으며 더 작은 광물 단위의 풍화현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이로 인해 특정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GD-SEM-2 시료

의 경우 100회의 동결-융해 과정을 거친 후 입자의 탈락이 발견되었다

(Fig. 5.4).

현무암 시료의 경우 CB-SEM-1, CB-SEM-2 시료 모두에서 입자의

탈락 현상과 공극의 연결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B-SEM-1 시료의 경우 0회에서 40회까지 표면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나

40회에서 50회 구간에서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의 입자가 탈락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5). CB-SEM-2 시료의 경우에도 0회에서 10

회 구간에서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

의 공극이 입자의 탈락으로 인해 한 개의 큰 공극으로 합쳐지는 것이 관

찰되었다(Fig.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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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회암 시료는 암석의 강도가 약하고 공극률이 높으며 느슨한 구조를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물의 동결-융해에 의한 물리적 풍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HT-SEM-1의 경우 시료 표면에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

가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지점의 영상을 첨부하였다. 초기 단

계부터 느슨한 조직을 가진 부분이 동결-융해를 반복 중에 약화되었으

며 50회에서 75회 사이에 대규모의 입자 탈락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75

회에서 100회 사이에 붉은색 원으로 표시한 지점의 입자가 추가적으로

탈락되었다. 125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반복한 후에는 시료의 일부가 파

괴되어 더 이상의 관찰이 불가능하였다(Fig. 5.7). HT-SEM-2 시료의 경

우 초기 단계부터 시료 자체에 대각선 방향으로 큰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결-융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이 균열의 틈이 점차

확장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료의 경우 물리적 풍화가 심

하게 발생될 것이라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30회 동결-융해를 반복한 후

부터 150배의 영상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균열의 틈이 넓어

지고 입자의 탈락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100회의 동결-융해 반복

까지는 가시적인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으나 125회의 반복을 거친 후 붉

은색 원으로 표기된 곳의 시료 입자가 일부 탈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150회의 동결-융해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제거되었

다. 또한 우측 하단에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서도 입자의 탈락이

발생하면서 균열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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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s(× 50) of diorite specimen(GD-SEM-1): (a) initial condition, (b)

after 10 cycles, (c) after 20 cycles, (d) after 30 cycles, (e) after 40 cycles, (f) after 50 cycles, (g) after 75 cycles,

(h) after 100 cycles, (i) after 125 cycles, and (j) after 150 cycles. A particle collapsing was occurred after 10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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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s(× 50) of basalt specimen(CB-SEM-1): (a) initial condition, (b)

after 10 cycles, (c) after 20 cycles, (d) after 30 cycles, (e) after 40 cycles, (f) after 50 cycles, (g) after 75 cycles,

(h) after 100 cycles, (i) after 125 cycles, and (j) after 150 cycles. A particle collapsing was occurred after 4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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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s(× 50) of basalt specimen(CB-SEM-2): (a) initial condition, (b)

after 10 cycles, (c) after 20 cycles, (d) after 30 cycles, (e) after 40 cycles, (f) after 50 cycles, (g) after 75 cycles,

(h) after 100 cycles, (i) after 125 cycles, and (j) after 150 cycles. A particle collapsing was occurred after 4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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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s(× 50) of tuff specimen(HT-SEM-1): (a) initial condition, (b)

after 10 cycles, (c) after 20 cycles, (d) after 30 cycles, (e) after 40 cycles, (f) after 50 cycles, (g) after 75 cycles,

(h) after 100 cycles. A particle collapsing was occurred after 75 freeze-thaw cycles, and another particle was

detached after 100 freeze-thaw cycles. The specimen was partially destroyed after 125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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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hotographs(× 150) of tuff specimen(HT-SEM-2): (a) after 30 cycles, (b)

after 40 cycles, (c) after 50 cycles, (d) after 75 cycles, (e) after 100 cycles, (f) after 125 cycles, and (g) after 150

cycles. The crack was propagated as weathering progressed. Particle was detached incompletely after 125

freeze-thaw cycles, and the crack was propagated after 150 freeze-thaw cycles as the particles was detached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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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상처리를 통한 공극률 추정

앞의 절에서 정성적으로 분석한 시료 표면에서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Fig. 5.9와 같다.

먼저 취득한 주사전자현미경 영상에서 분석을 원하는 영역인

ROI(region of interest)를 설정하고(Fig. 5.9(a)), 그 부분을 추출해낸다

(Fig. 5.9(b)). 그 후 Sharpening 필터를 이용해 영상에서 공극과 암석의

경계를 더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하고(Fig. 5.9(c)), 영상 내에서 강도를 x

축으로 빈도를 y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도시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픽셀

들은 두 개의 그룹으로 분포하게 되는데 이를 구분 할 수 있는 최소값을

문턱값으로 설정한다(Fig. 5.9(d)). 이에 따라 문턱값보다 낮은 강도를 지

니는 픽셀은 공극으로, 문턱값보다 높은 값을 지니는 픽셀은 암석으로

설정하면 Fig. 5.9(e)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점과 같이 공극 부위만

추출해낼 수 있고, 최종적으로 Fig. 5.9(f)와 같은 이진화된 영상이 얻어

지게 된다.

이렇게 이진화된 영상을 이용하여 Eqn. 5.1과 같이 전체 시료의 표면

적에서 공극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계산한 후 이를 1.5제곱을 하여

3차원적인 공극률을 추정하였다.

  


×   (Eqn. 5.1)

ne: 추정된 공극률

Atotal: 전체 면적

Apore: 공극이 차지하는 면적

이와 같은 기법을 이용해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시료 각각 두 개를

대상으로 최대 150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하며 반복 횟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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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때 문턱값은 섬록암 시료는 104, 현무암

시료는 85, 응회암 시료는 83으로 동일 암종 시료에 대하여 동일한 문턱

값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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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Process of quantitative analysis from SEM images. (a) setting region of interest(ROI), (b) cropped ROI

image, (c) image after smoothing filtering, (d) setting threshold from intensity-count graph, (e) extracting pores

from the image and (f) binariz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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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록암 시료의 공극률은 Fig. 5.10과 같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GD-SEM-1의 공극률은 초기 0.24%로 측정되었고 동결-융해 실험 진행

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150회 반복 후 0.44%로 측정되어 약 0.8배

증가하였다. GD-SEM-2의 공극률은 초기 0.22%로 측정되었고, 150회에

반복 후 0.46%까지 상승하여 약 1.1배 증가하였다.

현무암 시료의 공극률도 Fig. 5.11과 같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다

공상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초기 공극률이 다른 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CB-SEM-1 시료의 공극률은 초기 3.17%로 측정되었

고 150회 반복 후 4.37%로 측정되어 약 0.4배 증가하였다. CB-SEM-2

시료의 공극률은 초기 3.38%로 측정되었고 150회 반복 실험 후 5.00%로

측정되어 약 0.5배 증가하였다.

응회암 시료의 공극률은 Fig. 5.12와 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약한 강도와 느슨한 구조를 가지는 암석의 특성 상 다른 시료에 비해 상

대적으로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HT-SEM-1 시료의 공극률은 초기

0.99%로 측정되었고, 50회의 동결-융해 과정 후 1.83%로 선형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75회의 동결-융해를 거친 후 5.64%로 급

격이 상승하였고 100회 반복 후 7.83%로 측정되었으며 그 이후 시료의

파괴로 인해 더 이상 관찰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Fig. 5.7과 같이 75회와

100회 반복 후 대규모 입자 탈락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HT-SEM-1

시료는 100회의 반복 후 공극률이 초기값에 비해 약 7배 증가하여 가장

큰 변화폭을 나타냈다. HT-SEM-2 시료의 공극률은 초기 0.21%로 측정

되었고, 150회 반복 후 1.01%로 측정되어 약 3.8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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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Variation on estimated porosity of diorite specimen as

freeze-thaw weathering progresses.

Fig. 5.11 Variation on estimated porosity of basalt specimen as

freeze-thaw weathering prog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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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Variation on estimated porosity of tuff specimen as freeze-thaw

weathering progresses.

공극률의 증가는 물리적 성질의 변화와도 상관성이 있다. 이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P파속도, S파속도, 건조밀도, 흡수율과 공극률 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경험식을 도출하였다.

공극률이 증가할수록 탄성파의 속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Fig.

5.13). P파속도와 공극률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1과 같다. 모든 암종

에 대해 P파속도가 증가할수록 공극률은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 가지 암종 중 응회암의 공극률이 P파속도에 따라 가장 민감

하게 변화하였다. S파속도와 공극률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2와 같다.

P파속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암종에 대해 S파속도가 증가할수록 공극률

이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P파속도의 변화에 따라 응회암이 가장 민감

하게 반응하였고, 섬록암의 변화폭이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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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Relationship between (a) the estimated porosity and P-wave

velocity and (b) the estimated porosity and S-wave velocity.

Rock type Equations R2-value

Diorite

Basalt

Tuff

ne = -0.0005VP + 2.21

ne = -0.0008VP + 6.89

ne = -0.0009VP + 3.64

0.92

0.66

0.94

Table 5.1 Empirical equations between P-wave velocity(VP) and

estimated porosity(ne).

Rock type Equations R2-value

Diorite

Basalt

Tuff

ne = -0.0004VS + 1.39

ne = -0.001VS + 6.98

ne = -0.001VS + 3.67

0.88

0.89

0.85

Table 5.2 Empirical equations between S-wave velocity(VS) and

estimated porosity(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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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밀도는 암석의 물리적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

고, 공극률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두 인자는 음적 선형관계를

보였다(Fig. 5.14(a)). 암종 별 건조밀도와 공극률의 상관관계는 Table

5.3과 같다.

Rock type Equations R2-value

Diorite

Basalt

Tuff

ne = -0.01ρd + 35.77

ne = -0.06ρd + 141.96

ne = -0.001ρd + 24.14

0.85

0.79

0.70

Table 5.3 Empirical equations between dry density(ρd) and

estimated porosity(ne).

흡수율은 자연상태에서 암석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며

암석 내의 공동 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흡수율과 공극률은 선

형적으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5.14(b)). 암종 별 흡수율과 공극

률의 상관관계는 Table 5.4와 같다.

Rock type Equations R2-value

Diorite

Basalt

Tuff

nS = 380.38WA - 0.45

nS = 385.65WA - 3.18

nS = 22.95WA - 0.1

0.92

0.88

0.54

Table 5.4 Empirical equations between absorption rate(WA) and

estimated porosity(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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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4 Relationship between (a) the estimated porosity and dry density

and (b) the estimated porosity and absorp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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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X선 단층촬영 기법을 이용한 미세구조적 변화 분석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암석 내부에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미세구조적

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선 단층촬영(X-ray Computed Tomography,

X-ray CT) 기법을 이용하였다. X선 단층촬영은 대상 시료에 대한 수천

장의 2차원 영상을 취득한 후 컴퓨터처리과정을 통해 대상 시료 내부의

3차원 정보를 얻는 기법으로 시료 표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료 내

부의 변화까지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다. 대상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시료 내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로 의학용으로 골밀도

를 추출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으나 마이크로 단층촬영 기법의 개발과 함

께 근래에는 산업 및 연구 분야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특히 토양과

학, 환경지질학, 고생물학, 석유지질학, 퇴적학, 구조지질학, 지질공학, 암

석학 등 지질관련분야에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Carlson, 2006). 마이

크로 단층촬영은 기존 의학용 단층촬영과는 달리 작은 물체에 대해 아주

좋은 해상도로 3차원 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광물학적

분석 시 수행되는 전처리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비파괴기

법이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동일 시료의 변화를 3차원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며 암석 내부의 공극 또는 균열의 발달, 국

부적 파괴, 변형, 유체의 흐름 등을 분석하는 연구에 다수 적용되고 있다

(Mukunoki et al., 2006; Van Stappen et al., 2014; Yokota et al., 2006).

동결-융해 시험 시 시료 내부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

으나 2차원 단면을 이용해 시료 전체에 대한 3차원적인 분석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Ruiz de Argandona et al., 1999; Zhang et al., 2004). 본 연구

에서는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석회암, 셰일 시료를 대상으로 50회의 동

결-융해 시험을 수행하며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취득하고 3차원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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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데이터 취득 및 전처리

X선 단층촬영 기기는 Fig. 6.1과 같이 광원과 감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사이에 분석대상 물체를 놓고 회전을 시켜주면 전 방향에 대한 2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초기 에너지와 감쇄된 에너지의 비교를 통

해 Eqn. 6.1과 같이 물체의 밀도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exp  (Eqn. 6.1)

i0: 광원에서의 X선 강도

i: 감지기에서의 X선 강도

μ: 대상물체의 선형감쇠계수

x: X선 경로의 길이

Fig. 6.1 Composition of X-ray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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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Fig. 6.2(a)와 같이 대상 시료를 측면에서 바라본 것과 같은

수백 ~ 수천 장의 영상이 얻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영상들은 직접 분석

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Fig. 6.2(b)와 같이 대상 시료를 상하에서 바

라본 것과 같은 단면 영상으로 변환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재형성

(reconstruction) 과정이라 한다.

재형성 시 Fig. 6.3과 같이 여러 개의 연립방정식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각 픽셀의 값을 할당하게 된다. 그림 상에는 한 변이 두 픽셀로 이

루어진 간단한 영상을 예시로 표현하였지만 실제 영상에는 한 변이 수

백 ~ 수 천 픽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광염 등, 2011).

이렇게 재형성된 영상들을 Fig. 6.4(a)와 같이 순서대로 포개어 주면

Fig. 6.4(b)와 같은 3차원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관심영역(ROI, Region

Of Interest) 설정을 통해 Fig. 6.4(c)와 같이 원하는 영역만 추출하여 분

석할 수 있다.

Fig. 6.2 (a) 2D raw images of vertical cross-section and (b)

reconstructed images of horizontal cros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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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Principle of assignment of pixel value in CT image

(modified from 김광염 등(2011)).

Fig. 6.4 (a) Construction of 3D CT image, (b) Volume rendering and

setting ROI, and (c) Cropped R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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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SkyScan사의 SkyScan 1173 high-energy micro-CT

모델을 이용하여 영상을 취득하다. 본 기기는 130 kV의 X선 광원을 가

지고 있으며, 2240 × 2240 픽셀의 평면 감지기를 가지고 있다. 직경 140

mm, 높이 200 mm의 시료까지 영상을 취득할 수 있고, 수 kg의 시료도

적치할 수 있어 암석 시료의 분석에 적절하였다. 최대 5 μm 공간해상도

의 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직경 24.6 mm, 높이 14.5 ~ 17.7 mm로 가공한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시료 영상은 12.50 μm의 공간해상도로 취득되었고, 직경 37.6 mm, 높이

58.9 ~ 67.1 mm로 가공한 석회암 시료 영상은 35.15 μm의 공간해상도로

취득되었고, 직경 10.0 mm로 가공한 셰일 시료 영상은 6.04 μm의 공간

해상도로 취득되었다(Fig. 6.5).

Fig. 6.5 Photographs of the specimens for X-ray CT: (a) Diorite, (b)

basalt, (c) tuff, (d) Pungchon limestone, (e) Maggol limestone and (f)

s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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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극률

시료의 공극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암석과 공극을 구분해주어야 한

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진화(binarization)라 하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

다. X선 단층촬영 영상 취득 시 재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자

료 처리 과정에서 하나의 픽셀 값은 주변 픽셀 값의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암석과 공극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smoothing 현상

이 발생한다(이민휘, 2007). 이를 제거하기 위해 Fig. 6.6(a)의 영상에서

Sharpening 필터를 이용해 각각의 픽셀에서 접하는 주변 26개 픽셀의

평균값을 제거하여 암석과 공극의 경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한다

(Fig. 6.6(b)). 그 후 Fig. 6.6(c)와 같이 가로축은 강도, 세로축은 개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도시한다. 일반적으로 암석을 나타내는 그룹과 공극

을 나타내는 그룹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때 두 그룹 사이에 위치한 최소

값을 문턱값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문턱값보다 큰 강도를 가지는 픽셀은

암석으로 간주하여 1의 값을 배정하고, 문턱값보다 작은 강도를 가지는

픽셀은 공극으로 간주하여 0의 값을 배정한다. 이 때 문턱값은 섬록암은

25, 현무암은 68, 응회암은 35, 풍촌석회암은 102, 막골석회암은 104, 셰

일은 52로 설정하였다. 그 후 이를 영상으로 나타내면 Fig. 6.6(d)와 같

이 이진화된 영상이 얻어진다. 이렇게 얻어진 영상을 겹쳐주면 시료 전

체에 대한 3차원 공극구조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체 픽셀의 개수에서 공극으로 분류된 픽셀의 비율을 계산하면

공극률을 측정할 수 있다. 기존 캘리퍼 방법 또는 부력 방법을 이용할

경우 서로 연결된 공극들의 부피만을 고려한 유효 공극률만을 구할 수

있지만, X선 단층촬영을 이용해 공극률을 측정할 경우 고립된 공극들까

지 포함한 모든 공극들의 부피를 고려한 전체 공극률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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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Process of binarization: (a) Cropped ROI image, (b) Image after

filtering, (c) setting threshold and (d) binary image.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시료에 대해 이진화 과정을 수행하고 3차원 영

상에서 공극구조의 변화를 가시화하였다. 섬록암 시료에 대해 50회의 동

결-융해 사이클을 적용한 결과 육안상으로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 6.7). 현무암 시료에서는 인공적으로 뚫은 구멍 주변에 균열이 발

생 및 확장되는 것이 발견되었고(Fig. 6.8), 응회암 시료에서는 인공 구멍

주변뿐만 아니라 시료 곳곳에서 입자가 탈락된 것이 확인되었다(Fig.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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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Variation on pore structure of a diorite specimen at initial condition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Black

means pore or crack and white means rock specimen. There was no remarkabl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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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Variation on pore structure of a basalt specimen at initial condition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Black

means pore or crack and white means rock specimen. The arrows indicate newly detected pores or cracks after

freeze-thaw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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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Variation on pore structure of a tuff specimen at initial condition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Black

means pore or crack and white means rock specimen. The arrows indicate newly detected pores or cracks after

freeze-thaw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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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X선 단층촬영영상을 이용해 대상 시료의 공극률도 측정하였다.

X선 단층촬영영상을 이용한 공극률 측정 결과 섬록암 시료의 초기 공극

률은 1.9%로 측정되었으며 이 수치는 선형적으로 상승하여 50회의 동결

-융해 반복 후 2.5%에 도달하였고, 현무암 시료의 공극률은 초기 11.0%

에서 50회 동결-융해 반복 후 12.2%로 소폭 상승하였다. 응회암 시료의

초기 공극률은 9.4%로 측정되었으나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후 14.3%에

도달하였다.

또한 캘리퍼 방법을 이용한 공극률 측정을 병행하여 X선 단층촬영영

상을 이용한 공극률 측정의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캘리퍼 방법을 이용한

측정은 한국암반공학회의 암석표준시험법에 따라 수행하였다(한국암반공

학회, 2005). Fig. 6.10에서 각 암석시료에 대해 X선 단층촬영을 이용한

공극률 측정값을 실선으로, 캘리퍼 방법을 이용한 공극률 측정값은 점선

으로 표기하였다. 섬록암 시료의 초기 공극률은 1.9%로 측정되었고, 50

회 동결-융해 후 공극률은 2.4%로 측정되었고, 현무암 시료의 초기 공극

률은 11.1%, 50회 동결-융해 후 공극률은 12.9%로 측정되었으며, 응회암

시료의 초기 공극률은 8.5%, 50회 동결-융해 후 공극률은 13.4%로 측정

되었다. 그 결과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 공극률 값은 대체적으로 유사하

게 나타났으나 응회암의 경우 최대 1.8%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세 가지

시료 모두에서 공극률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띄고 있었고, X선

단층촬영 영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 응회암 시료는 공극률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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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0 Porosity changes of diorite, basalt and tuff specimens.

풍촌석회암, 막골석회암과 셰일 시료의 경우 초기 상태와 50회의 동결

-융해 반복 후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취득해 공극률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풍촌석회암 시료의 공극률은 초기 0.59%에서 50회의 동결-

융해 반복 후 0.81%로 약 0.4배 증가하였다. 막골석회암 시료의 공극률

은 초기 0.67%에서 50회 반복 후 1.01%로 약 0.5배 증가하였다. 셰일 시

료의 공극률은 3.28%에서 5.32%로 0.6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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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등가직경

불규칙한 형태의 3차원 공극의 부피를 같은 부피를 가지는 구형의 직

경으로 환산한 것을 등가직경(equivalent diameter)이라 한다. V의 부피

를 가지는 공극의 등가직경은 Eqn. 6.2와 같다.

 




(Eqn. 6.2)

de: 등가직경

V: 공극의 부피

본 연구에서는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석회암, 셰일 시료에 대해 등가

직경 분석을 수행하고 50회의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

다.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시료는 800 × 800 × 800 복셀의 ROI 영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석회암 시료는 500 × 500 × 1000 복셀의

ROI 영역을 대상으로, 셰일 시료는 800 × 800 × 1,000 복셀의 ROI 영역

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섬록암 시료의 등가직경은 Fig. 6.11과 같이 50 μm이하, 100 ~ 150 μ

m, 150 ~ 200 μm, 200 ~ 250 μm, 250 ~ 300 μm, 300 ~ 350 μm, 350 ~

400 μm, 400 ~ 450 μm, 450 ~ 500 μm, 500 μm이상으로 10개의 범위로

분류하였다. 전체 공극의 개수는 76,826개에서 85,516개로 약 11% 증가

하였고, 모든 분류 범위에서 공극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대체적으로 부피

가 큰 공극일수록 공극의 빈도가 더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분류

범위에 따라 최소 3%에서 최대 270%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Fig.

6.12의 가시화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인 공극의 개수가 증

가하였고 기존에 존재하던 공극의 부피도 증가하였다.

현무암 시료는 Fig. 6.13과 같이 50 μm이하, 100 ~ 150 μm, 15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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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 200 ~ 250 μm, 250 ~ 300 μm, 300 ~ 350 μm, 350 ~ 400 μm, 400 μ

m이상으로 8개의 범위로 분류하였다. 전체 공극의 개수는 42,617개에서

70,613개로 약 66% 증가하였고, 모든 분류 범위에서 공극의 빈도가 증가

하였다. 분류 범위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150%의 증가폭을 나타냈

다. 다른 암석시료들과는 달리 크기가 작은 공극 범위에서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공성 구조로 인해 균열이 많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6.14의 가시화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인 공극의 개수가 증가하였고 기존에 존재하던 공극의

부피도 증가하였다.

응회암 시료는 Fig. 6.13과 같이 50 μm이하, 100 ~ 150 μm, 150 ~ 200

μm, 200 ~ 250 μm, 250 ~ 300 μm, 300 ~ 350 μm, 350 ~ 400 μm, 400 μ

m이상의 8개 범위로 분류하였다. 전체 공극의 개수는 15,853개에서

25,521개로 약 61% 증가하였고, 모든 분류 범위에서 공극의 빈도가 증가

하였다. 분류 범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109%의 증가폭을 나타냈

다. 100 μm이하의 범위에서 공극의 개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새로운

공극 또는 균열이 많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은 포로시미터를 이

용해 공극의 크기 분포를 측정한 기존 연구에서도 반복적인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10 ~ 100 μm의 미세균열이 많이 형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Petersen et al., 2004). Fig. 6.16의 가시화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인 공극의 개수가 증가하였고 기존에 존재하던 공극의 부피도 증

가하였다.

풍촌석회암의 등가 지름은 Fig. 6.17과 같이 100 μm이하, 100 ~ 150 μ

m, 150 ~ 200 μm, 200 ~ 250 μm, 250 ~ 300 μm, 300 ~ 350 μm, 350 ~

400 μm, 400 μm이상으로 8개의 범위로 분류하였다. 전체 공극의 개수는

44,944개에서 54,674개로 약 22% 증가하였고, 모든 분류 범위에서 공극

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대체적으로 부피가 큰 공극일수록 공극의 빈도가

더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분류 범위에 따라 최소 13%에서 최대

98%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Fig. 6.18의 가시화 영상에서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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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전체적인 공극의 개수가 증가하였고 기존에 존재하던 공극의

부피도 증가하였다.

막골석회암 시료의 등가직경은 Fig. 6.19와 같이 100 μm이하, 100 ~

150 μm, 150 ~ 200 μm, 200 ~ 250 μm, 250 ~ 300 μm, 300 ~ 350 μm,

350 ~ 400 μm, 400 μm이상으로 8개의 범위로 분류하였다. 전체 공극의

개수는 50,070개에서 61,628개로 약 23% 증가하였고, 모든 분류 범위에

서 공극의 개수가 증가하였다. Fig. 6.20의 가시화 영상에서도 정성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분류 범위에 따라 최소 14%에서 최대 153%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풍촌석회암과 마찬가지로 부피가 큰 공극의 증가폭

이 더 크게 나타났다.

셰일의 등가 지름은 Fig. 6.21과 같이 100 μm이하, 100 ~ 150 μm, 150

~ 200 μm, 200 ~ 250 μm, 250 ~ 300 μm, 300 ~ 350 μm, 350 ~ 400 μm,

400 μm이상으로 8개의 범위로 분류하였다. 전체 공극의 개수는 26,468개

에서 29,911개로 약 13% 증가하였고, 모든 분류 범위에서 공극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Fig. 6.22의 가시화 영상에서 전체적인 공극의 개수가 증가

하였고 기존에 존재하던 공극의 부피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밀폐된 공간에 구속된 수분은 압력에 의한 영향으로 어는점 하강 현상

이 발생한다. 따라서 암석 내 공극 또는 균열 내부의 수분은 0°C 이하의

환경에서도 얼지 않고 과냉각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De Kock et al.,

2015). 실제로 Matsuoka(2001)은 닫힌 계에서 약 3°C정도의 어는점 하강

현상은 발견하였고, Dunn and Hudec(1972)은 점토질 암석에서 최대 영

하 20°C에서 물이 얼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때 물의 어

는점 내림은 Eqn. 6.3과 같다(Camuffo, 2014).

 


(Eqn.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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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어는 점 내림

r: 얼음결정의 직경

ρ: 얼음의 밀도

L: 융해잠열

얼음결정의 직경이 작을수록, 즉 공극의 크기가 작을수록 어는 점 내

림 현상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고 영하의 온도에서도 과냉각 상태의 물

로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공극의 부피가 작을수록 동결-융해 시 영향을

적게 받아 대부분의 시료에서 공극의 부피가 작을수록 변화폭이 적게,

공극의 부피가 클수록 변화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동결-융해에 의한 풍화는 크게 두 가지 메카니즘에 의해 발생한다. 첫

번째는 부피팽창에 의한 것으로 영하의 온도에서 공극, 균열, 절리 등의

공동에 내재된 수분이 얼음으로 상변화를 할 때 생기는 9.05%의 부피증

가에 의한 것으로 공동의 91%이상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을 때 발생한

다. 이 때 이상적인 환경에는 최대 207 MPa의 응력을 주변 암석에 가해

줄 수 있으나 실제 환경에서는 10 ~ 100 MPa의 압력을 주변에 가해주

게 된다(Bland and Rolls, 1998; Davidson and Nye, 1985). 두 번째는 암

석에 미동결수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에서는 포

화상태의 시료에 대한 동결-융해 과정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피팽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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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 Variation on equivalent diameter of diorite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Fig. 6.12 Visualization of equivalent diameter distribution in 3D at diorite

(a) at initial state and (b)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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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 Variation on equivalent diameter of basalt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Fig. 6.14 Visualization of equivalent diameter distribution in 3D at basalt

(a) at initial state and (b)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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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5 Variation on equivalent diameter of tuff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Fig. 6.16 Visualization of equivalent diameter distribution in 3D at tuff

(a) at initial state and (b)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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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7 Variation on equivalent diameter of Pungchon limestone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Fig. 6.18 Visualization of equivalent diameter distribution in 3D at

Pungchon limestone (a) at initial state and (b)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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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9 Variation on equivalent diameter of Maggol limestone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Fig. 6.20 Visualization of equivalent diameter distribution in 3D at

Maggol limestone (a) at initial state and (b)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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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1 Variation on equivalent diameter of shale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Fig. 6.22 Visualization of equivalent diameter distribution in 3D at shale

(a) at initial state and (b)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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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부두께

이진화된 영상에서 공극 내의 중심점을 따라 서로 연결된 선을 추출하

면 마치 실과 같은 구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골격(skeleton)이라 한

다. 이렇게 추출된 공극에서 가장 가까운 점, 즉 추출된 골격 중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공극의 외벽에 접하는 최대 크기의 내접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의 직경을 국부두께(local thickness)로 결정한다(김광염과 김경민,

2014; Delerue et al., 1999). 국부두께를 통해 암석 내 공극의 두께를 정

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섬록암 시료의 국부두께는 Fig. 6.23과 같은 분포특성을 보였다. 섬록

암은 단단하고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른 암종보다 초기 국부두께

가 얇게 나타나 10 μm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그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50회의 동결-융해 시험 후

모든 범위에서 국부두께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른 암종

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다.

현무암은 다공성암석이므로 Fig. 6.24와 같이 초기 국부두께가 0 ~ 150

μm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여 다른 암종에 비해 두껍게 나타났다. 50

회의 동결-융해 시험 후 모든 범위에서 국부두께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10 μm 부근의 빈도가 높게 늘어났는데 이는 새로운 공극의 형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응회암의 국부두께는 Fig. 6.25와 같이 20 μm 부근에 가장 많이 분포

하고 있었고 50회의 동결-융해 후 모든 범위에서 국부두께의 빈도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풍촌석회암의 국부두께는 Fig. 6.26과 같이 나타났고, 50회의 동결-융

해 후 모든 범위에서 국부두께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막골

석회암의 국부두께는 Fig. 6.27과 같이 나타났고, 풍촌석회암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셰일의 국부두께는 Fig. 6.28과 같이 5 μm와 10 μm 부근에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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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 이후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른 시료에 비해 더 높은 해상도로 영상을 취득하였기 때문

에 전체적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후 모든 범

위에서 국부두께의 빈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6.23 Variation on local thickness of diorit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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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4 Variation on local thickness of basalt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Fig. 6.25 Variation on local thickness of tuff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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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6 Variation on local thickness of Pungchon limeston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Fig. 6.27 Variation on local thickness of Maggol limeston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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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8 Variation on local thickness of shal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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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균열방향성

추출된 골격의 방향을 이용해 각 공극 또는 균열이 가지는 방향성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 석회암, 셰일 시

료에 대해 균열방향성을 추출하고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실험 시 암석

내 균열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달하는 지 분석하였다. 현지에서 시료 채

취 시 방향성의 대한 표기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료의 방향을 임

의로 설정하여 각도로 표기하였고, 실내시험 전과 후에 같은 각도로 X선

단층촬영 영상을 분석하였다.

단단하고 치밀한 구조를 가진 섬록암의 경우 시료자체의 이방성을 가

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Fig. 6.29와 같이 모든 방향으로 균열이 성장하

였다. 초기상태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4.3 ~ 6.9%의 균열이 고루 분포하

고 있었고, 50회 반복 후에도 모든 방향으로 4.4 ~ 6.3%로 균열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Fig. 6.29 Variation on crack orientation of diorit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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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의 현무암의 경우 Fig. 6.30과 같이 초기상태에서는 모든 방향으

로 4.5 ~ 6.5%의 균열이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후에도 모든 방향으로 4.6 ~ 6.8%의 균열이 고루 분포하였다. 모든 방향

으로 균열의 빈도가 1.6 ~ 2.3배로 높아져 방향에 따른 균열의 발생 차이

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균열의 생성이 활발하게 발

생하였으나 특정한 방향성은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Fig. 6.30 Variation on crack orientation of basalt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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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균열이 다소 존재하고 보통 풍화의 등급을 띄었으며 암석 자

체의 물리적 성질도 가장 약하게 측정되었던 응회암 시료의 경우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Fig. 6.31과 같이 초기상태에서는 3.9 ~ 7.1%의 균열

이 분포하고 있었고 40° 또는 220° 방향으로 가장 많은 균열이 분포하고

있었다.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후에는 각 방향으로 4.7 ~ 6.4%의 균열

이 분포하였고 여전히 40° 또는 220° 방향으로 가장 많은 균열이 분포하

고 있었다. 모든 방향으로 균열이 성장하였으나, 동결-융해 전과 후 모

두 40° 또는 220° 방향으로 균열이 지배적으로 발달하였다.

Fig. 6.31 Variation on crack orientation of tuff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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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촌석회암의 경우 Fig. 6.32와 같이 초기상태에서는 4.4 ~ 6.7%의 균

열이 분포하고 있었고 30° 또는 210° 방향으로 가장 많은 균열이 분포하

였다.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후에는 각 방향으로 4.3 ~ 6.5%의 균열이

분포하였고 여전히 30° 또는 210° 방향으로 가장 많은 균열이 분포하고

있었으나, 특히 115° 또는 295° 방향을 중심으로 공극의 성장이 뚜렷하

게 나타났다. 풍촌석회암은 세맥이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는데 동결-융해

시 기존 공극들이 가지는 방향성인 층리 방향(60° 또는 240°)보다 세맥

의 방향(120° 또는 300°)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Fig. 6.32 Variation on crack orientation of Pungchon limeston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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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골석회암의 경우 Fig. 6.33과 같이 초기상태에서는 4.4 ~ 6.8%의 균

열이 분포하고 있었고 0° 또는 180° 방향으로 가장 많은 균열이 분포하

였다.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후에는 각 방향으로 4.3 ~ 6.9%의 균열이

분포하였고 여전히 150° 또는 330° 방향으로 가장 많은 균열이 분포하고

있었다. 모든 방향으로 공극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특히 150° 또는 330°

방향을 중심으로 공극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인공풍화 전

공극들이 가지는 방향성인 층리의 방향(0° 또는 180°)와 유사하게 공극

이 생성 및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33 Variation on crack orientation of Maggol limeston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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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은 Fig. 6.34와 같이 초기상태에서는 4.1 ~ 6.7%의 균열이 분포하

고 있었고 50° 또는 230° 방향으로 가장 많은 균열이 분포하였다. 50회

의 동결-융해 반복 후에는 각 방향으로 4.5 ~ 7.3%의 균열이 분포하였고

여전히 60° 또는 240° 방향으로 가장 많은 균열이 분포하였다. 동결-융

해 시험 후 모든 방향으로 공극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기존 층리

면의 방향으로 가장 높은 공극 빈도를 보였다.

Fig. 6.34 Variation on crack orientation of shal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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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 논문에서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국내 석회석 산지, 화순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의 환경을 모사하여 동결-융해의 반복에 따른 암석의 풍화

현상을 실내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물리적 성질의 변

화와 미세구조적 성질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독자적인 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일축압축강도, 탄성계수, 점하중강도, 건조무게, 건조밀도, 탄성파속도

등 물리적 성질은 암석의 동결-융해 과정이 반복될수록 약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물리적 성질 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

과 탄성파속도가 증가할수록 건조밀도는 증가하고 흡수율은 감소하였고,

건조밀도와 흡수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2) 주사전자현미경 영상을 이용해 동결-융해 풍화에 의해 발생한 광물

입자의 탈락, 분리된 공극의 연결, 균열의 확장 등을 정성적으로 관찰하

였다. 또한 영상처리를 통해 공극률을 추정하고 동결-융해의 반복에 따

른 공극률의 증가를 관찰하였다. 초기부터 균열의 밀도가 높고 강도가

약했던 응회암 시료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3) X선 단층촬영 기법을 이용해 암석 시료 전체에 대한 고해상도의 3차

원 밀도 정보를 취득하고 영상처리를 통해 동결-융해에 의한 내부 공극

및 균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극률, 등가직경, 국부두께 등의

항목에서 미세구조의 약화를 분석하였고, 방향성 분석을 통해 균열의 확

장 방향이 기존 균열 또는 층리, 관입 세맥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암석 시료에서 공극의 크기가 클수록 동결-융해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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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어는 점 내림 현상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4) 추정 공극률, 공극률, 등가직경, 국부두께 등 모든 미세구조 분석 항

목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 응회암 시료의 물리적 성질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미세구조의 변화가 적게 나타난 섬록암과 석회암 시료의

물리적 성질 변화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암석의 내부에 새로

발생되거나 확장된 균열 또는 공극이 암석의 물리적 성질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는 실내실험, 극지연구, 재해분석, 문화재

보존 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암석 물성을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사

전자현미경 영상과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영상처리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상관성을 도출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암석의 정량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다양한 실내실

험에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하다.

(2) X선 단층촬영 기법을 이용한 암석 공극구조 분석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암석 풍화, 비전통에너지자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X선

단층촬영 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점점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최근 극지 환경 연구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대중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또한 북극권에는 전세계 미발견 석유와 천연가스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자원개발의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일련의 실험결과는 극지환경을 포함한 저온지역에서 구

조물 건설, 유지, 보수와 자원개발활동 등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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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기지 주변의 지질 및 기후 조건을 모사하여 기지 주변에서 발생

되는 동결-융해에 의한 암석의 풍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암반 물

성의 변화를 예측하여 새로운 건물의 건설 또는 기존 건물의 유지보수

활동에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4) 북반구에서 계절성 동토지대의 최대면적은 전체 육지 면적의 51%에

이를 만큼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

다. 이러한 지역은 간절기에 낙석, 산사태, 지반침하 등 각종 지질 재해

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지질재해의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5) 외부 환경에 노출된 석조문화재는 동결-융해에 의한 물리적 풍화에

취약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위도의 온대에 위치한 환경에서는 겨울철

에 발생된 물리적 풍화로 인해 여름철 화학적 풍화가 가속화되어 문화재

의 훼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석조문화재 보존 연구

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는 현재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산지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겨

울철 동결-융해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화석산지

에서 발생되는 동결-융해에 의한 암석 풍화를 분석하여 현재 추진 중인

보호각 건설에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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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ation on phys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s of rock

caused by freeze-thaw cycles

Jihwan Park

Departmen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ock weathering caused by freeze-thaw action frequently occurs

in mid-latitude regions in winter as well as in high-latitude and

alpine regions. The weathering can damage to buildings, structures

and cultural heritages, cause geological disasters and form

distinguishing geomorphology.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to

investigate freeze-thaw rock weathering. However, most researchers

have focused on variation on physical properties or on the rock

surface. In this research, phys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of

rock specimen is analyzed comprehensively to overcome the limit of

previous studies.

To understand this process in cold regions, geological and climatic

condition of Antarctic King Sejong station, limestone produc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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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and Hwasun dinosaur footprint site is simulated in

laboratory.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point load strength,

Young's modulus, dry weight, dry density and elastic wave velocity

were decreased and absorption rate was increased as freeze-thaw

weathering progressed. I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particle detachment, pore connection and crack propagation/expansion

were detected and deterioration of rock surface is analyzed

quantitatively using estimated porosity. Using X-ray computed

tomography, three-dimensional high resolution images were acquired.

Frequency and size of equivalent diameter and local thickness were

increased and porosity was increased as weathering progressed. The

effect of existing bedding plane and vein in rock specimen on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was also analyzed.

In this research, variation on phys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s of rock is analyzed comprehensively using

independent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tic technique. Especially,

quantitative analysis using X-ray computed tomography can be

applied to unconventional energy resources and carbon capture

sequestration as well as rock weathering.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to engineering in cold regions, includ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structures, resources development and prevention of

geological disaster. This research can also be used to understand the

decay of historical stone monuments in cold .

keywords : freeze-thaw, laboratory test, crack growth,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X-ray 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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