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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질 사암의 층리에 따른 국부적 공극특성 변화와 수리 이방성 특성

양화영, 김한나, 김경민, 김광염*, 민기복

A Study of Locally Changing Pore Characteristics and Hydraulic Anisotropy 
due to Bedding of Porous Sandstone

Hwa-Young Yang, Hanna Kim, Kyeongmin Kim, Kwang Yeom Kim*, Ki-Bok Min

Abstract Anisotropy observed in sedimentary rock such as sandstone is mainly caused by existence of bedding 
consequently influencing on its hydraulic characteristic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locally changing pore structure due to bedding on the hydraulic anisotropy of sandstone, in terms of localized 
porosity. X-ray CT scan is applied to observe the internal pore structures which is hard to be seen by other 
experimental methods. Permeability test is also conducted for samples cored at every 15° from 0° to 90° with respect 
to bedding plane. As a result, the permeability anisotropy is manifest having 1.8 of anisotropy ratio (

∘

∘

) 
and corresponds with the anisotropy of porosity due to b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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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이방성은 층리에 의한 영향이 크며, 암석의 수리적 특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층리가 발달한 다공질 사암을 대상으로, 층리구조에 의해 발생한 공극구조 이방성이 사암의 수리

이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암의 공극구조 이방성 파악을 위해 X-ray CT(computed tomography)를 

이용하여 내부 공극률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층리방향에 따른 수리이방성은 층리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

를 0°에서 90°까지 15°간격으로 코어링한 샘플을 제작하여 투수실험을 통해 파악하였다. 투수실험 결과 층리면

과 투수방향이 수직인 경우 투수율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낸 반면, 층리면과 투수방향이 평행일 때 가장 높은 

투수율을 나타내었으며, 평균 수리이등방비(
∘

∘

)가 1.8로 층리에 따른 수리 이방성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사암의 수리이방특성은 층리에 의해 공극특성이 서로 다른 층상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임을 확인하

였다.

핵심어 다공질 사암, 수리 이방성, 투수율, 엑스레이 단층촬영, 공극률

1. 서 론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셰일가스 생산, CO2

지중저장 및 심부지열 발전 등으로 인해 터널, 석유 및 

가스 생산 등에 더하여 저류층 및 지하공간의 활용도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중 구조물 건설 및 

시추 작업 시 구조물의 안정성 및 시추공벽의 안정을 

위해서는 암석의 이방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수

반되어야 한다.  
암반의 형성과정에서 생성되는 층리, 엽리와 미소 균

열의 존재로 암석의 열-수리-역학적 이방특성이 필연적

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방성이 존재할 경우 암반의 역

학적, 수리적, 열적 거동은 등방성을 가정한 경우와 차

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석유 가스 산업 및 건설 분야 

등 암반 공학의 여러 응용분야에서 이방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Amadei, 1996; Choi and Ya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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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이방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다양한 암석을 대

상으로 이방성을 규명하고자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방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층리형성각도에 따른 강도이

방성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탄성계수, 열전

도도 및 수리이방성 평가를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동향에 따라 최근에는 다공질 암석을 

대상으로 하는 수리특성 및 공극구조 분석을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암석의 강도 이방성에 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암석의 층상구조와 하중의 재하 방향

에 따른 강도의 변화를 사암, 편마암, 셰일 등 다양한 

종류의 암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Al-Harthi, 1998; 
Choi et al., 2000; Kim et al., 2001; Matsukura et al., 
2002; Baud et al., 2005; Zhang et al., 2010; Cho et 
al., 2012;). 또한, 구속압 조건에서 이방성 암석의 탄성

계수 변화 및 파괴특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구속압

이 증가할수록 이방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henevert and Gatlin, 1965; Gatelier et al., 2002; 
Louis et al., 2009). 이 외에도 탄성계수, 탄성파속도 및 

열전도도의 이방성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Kim 
et al., 2012), 횡등방성 암석의 탄성상수 도출을 위한 

이론적 연구(Kim, 1995) 및 강도해석을 위한 Mohr- 
Coulomb 파괴조건식을 제안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Lee and Choi, 2011).
암석의 투수이방성과 관련하여 Louis et al.(2005)는 

공극구조의 이방성과 입자간의 접촉방향 및 길이가 다

공질 암석의 투수이방성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임을 밝

혔다. Grattoni and Dawe(1995)는 공극구조 이방성 파

악을 위하여 구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이에 따

른 이방특성을 분석하였으며, Stewart et al.(2006)는 

Lattice-Boltzmann method를 이용하여 입자의 비구면 

형태와 배열에 따른 투수 이방성 변화를 연구하여 투수

이방성이 입자의 모양과 배열뿐 아니라 입자결합의 삼

차원 구조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투수이

방성 측정을 위해 다공질 사암을 대상으로 자화율(magnetic 
susceptibility) 측정을 통해 공극구조의 이방성과 관련

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으며(Louis et al., 2003; Benson 
et al., 2005), Choo et al.(2011)는 층리가 발달한 다공

질 사암인 베레아 사암을 대상으로 전기임피던스, 비틀

림(tortuosity)과 교결인자(cementation factor)를 측정

하여 층리의 수직 방향으로 공극의 연결성이 떨어진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David and Darot(1993)는 다공

질 암석의 공극 구조에 따른 투수특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구속압의 변화에 따른 모세관현상(capillarity), 수리전

도도, 전기전도도 측정을 수행하여 각 암석의 공극 네

트워크(pore network)특성에 따른 투수특성을 나타내

기도 하였다. 
또한, 층리의 유무 및 방향에 따라서 수리이방성에 관

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Meyer(2002)는 Small scale 
probe 투수율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층리와 수직한 방

향과 수평한 방향의 투수율비가 외관에서 층리가 관찰

되지 않는 경우 약 0.7이며, 외관상으로 확인될 때에는 

0.1~2.8로 큰 편차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X-ray CT를 이용하여 암석의 투수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 졌다. Clavaud et al. 
(2008)는 사암 및 석회암을 대상으로 추적물질(salty 
tracer)의 이동변화를 X-ray CT로 확인하고 암석내부의 

공극분포지도를 나타낸 뒤 층리면에 따른 투수이방성

을 분석하였으며, Rasolofosaon and Zinszner(2002)는 

저류암을 대상으로 추적물질을 이용하여 투수이방성과 

탄성이방성을 함께 고려하여 층리와 균열에 따른 두 가

지 이방특성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석의 이방성 및 다공질 

사암에서의 공극구조 관련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상적인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

계점이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암석의 이방성과 공극

구조의 상관성을 평가한 연구가 부족하며, X-ray CT 
장비를 도입하여 암석의 공극구조를 가시적으로 평가

한 사례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층리의 유무로 인한 공극구조의 국부

적인 특성(local property)이 암석의 투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층리가 발달한 

다공질 사암을 대상으로 투수실험 및 X-ray CT 이미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2. 횡등방성 암석의 투수율 산정 이론배경 

3차원 공간에서의 투수율은 9개의 구성요소를 포함

하는 이차텐서로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Fig. 1(a)와 

같은 3차원공간에서 Fig. 1(b)와 같이 축의 회전이 발생

하면, 회전 메트릭스에 의한 국부좌표(local coordinate) 
를 전체좌표계(global coordinate)로 좌표변환 시키기 

위하여 방향코사인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즉, ′
축과 사이의 방향 코사인이 일 때 좌표상의 투

수율 를 이차텐서의 회전변환 법칙에 따라 
′좌표 

상의 
′ 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Bear, 19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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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cal coordinate (b) Global coordinate

Fig.1. Coordinate transformation

Table. 1 Mineralogical composition of Berea sandstone

Mineral Quartz Microcline Kaolinite Albite

Composition ratio(%) 85.3 10.3 2.8 1.6

1 0 0 

Fig. 2. Photomicrograph of tested Berea sandstone specimen


′       (2)

0°와 90°에서의 투수율을 주방향(principal direction)
이라 가정하면        이 

성립하며, 회전각도에 따른 투수율 산정식을 방향코사

인에 의해 식 (3)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


  (3)

여기서 

는 층리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0°일 때

의 투수율이며, 


은 90°일 때의 투수율을 나타낸다.  

3. 투수실험 개요

3.1 샘플 준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각 변의 길이가 300 mm
인 층리가 발달한 베레아(Berea) 사암이며 공극률과 투

수율이 상대적으로 큰 다공질 암석으로 주 구성광물은 

석영과 장석이다. 광물조성 분석을 위하여 XRD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베레아 

사암의 광학현미경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베레아 

사암은 미국 오하이오주 북부에서 채석되며, 입자크기 

범위는 0.1∼0.8 mm로 나타나고 평균 입자크기는 0.2 

mm이다(Dehler and Labuz, 2007).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의 베레아 사

암블록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3 개의 베레아 사암 블

럭 모두 층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약 3°정도 

기울어진 층리면이 형성되었으며, 횡등방성 암석이라는 

가정아래에 모든 실험과 고찰이 수행되었다. 층리 형성

각도에 따라 다공질사암의 투수율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하여 Fig. 3과 같이 각 블록마다 층리면과 수평면이 이

루는 각도가 0°에서 15°간격으로 90°가 되도록 코어링 

하였으며, 각 방향에 대해서 3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각 시편의 크기는 지름 38 mm이며, 길이는 약 8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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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rectional coring (b) Cored samples of Berea sandstone

Fig. 3. Sample preparation

Fig. 4. Diagram of permeability test

로 시편의 길이가 직경의 약 2배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이미지 분석을 위한 시편은 이미지 분석의 신뢰

도를 높이고 미세공극까지 측정하기 위하여 X-ray CT 
장비의 해상도를 고려한 지름 10 mm, 길이 20 mm의 

시편을 제작하여 평가하였다. 
암석의 공극특성을 수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베레

아 사암을 이용하여 유효공극률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암석을 증류수에 24시간 수침시킨 후 포화단위중량을 

측정 한 뒤 건조 오븐에서 약 48시간을 건조시킨 후 건

조 단위중량을 측정하여 일반적인 유효공극률 산정식

에 따라 산출하였다. 측정된 유효공극률의 범위는 20.5 
± 0.4%이며, 전체 시료의 건조단위중량의 범위는 2.03
∼2.05 t/m3

으로 시편의 층리 각도와 관계없이 일정하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베레아 사암의 전

체적인 공극 분포와 밀도가 일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물리적 평가에 있어서 층리의 방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시료로 판단된다.

3.2 투수실험 조건

투수율 측정은 Fig. 4와 같이 삼축셀(Hoek cell) 내부

에 멤브레인으로 감싼 암석시편을 넣고 상부에서 일정

한 유량으로 물을 유입시킨 후 하부로 물을 배출시켜서 

측정된 압력변화를 기록하여 식 (4)의 Darcy’s Law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식 (4)에서 는 투수율(), 는 

유량(), 는 유체의 점성계수(20℃의 물의 경우 

  ·), ∆는 압력의 변화량(), 는 시편

의 단면적( )을 나타낸다. 

∆∙
∙∙  (4)

유량은 20 ml/min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입하였

으며, 유체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는 

압력 값을 압력변화량 값으로 적용하여 투수율을 산정

하였다. 실험 중 발생 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하여 각 

시료마다 두 번의 투수실험을 수행하여 투수율을 산정

하였다.
멤브레인과 암석 사이에 유체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구속압을 10 MPa로 가하여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구속

압에 따른 베레아 사암의 투수율 변화 영향은 Walls 
(1982)에 의해 수행된 바 있으며, 구속압이 없는 상태에

서의 투수율과 구속압이 10 MPa 가해졌을 때의 투수율 

비는 약 0.97로 나타났다. 따라서 베레아 사암에서 구속

압에 따른 투수율 변화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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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meability of tested rock specimens

Sample
Permeability (×10-15m2) Mean permeability

(×10-15m2) Remark
1st test 2nd test

SET1-0 103  133 118 perpendicular to bedding

SET1-15 143 166 154 

SET1-30 187 185 186 

SET1-45 182 201 191 

SET1-60 229 224 227 

SET1-75 225 231 228 

SET1-90 233 248 241 parallel to bedding

SET2-0 162 165 163 perpendicular to bedding

SET2-15 138 130 134 

SET2-30 150 158 154 

SET2-45 171 169 170 

SET2-60 256 264 260 

SET2-75 281 281 281 

SET2-90 265 261 263 parallel to bedding

SET3-0 139 137 138 perpendicular to bedding

SET3-15 163 160 161 

SET3-30 180 198 189 

SET3-45 223 212 217 

SET3-60 342 279 310 

SET3-75 231 241 236 

SET3-90 256 224 240 parallel to bedding

(a) Normal k, linear scale (b) Elliptical form ( )

Fig. 5. Permeability varying with respect to anisotropy angle.

4. 실험결과

층리형성 각도에 따른 투수율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투수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투수실험결과 층리와 물의 유입방향이 수

직일 때 최소값을 나타냈으며, 수평방향으로 갈수록 3
개의 실험군 모두에서 투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각 세트의 를 평균한 값은 1.8로 층리 각

도에 따른 투수율의 이방성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베레아 사암의 유효 공극률 결과는 모두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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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w data (b) After controling brightness and cotrast (c) Cropping (6.5 mm × 6.5 mm)

(d) Cropped image (e) After smoothing filtering (f) Final binary image

Fig. 6. Image processing for areal porosity measurement

Table 3. Detailed image acquisition condition 

Model X-ray CT scanner 225kV open type 
micro-focus X-ray tube

Voltage 80kV

Current 400㎂
Dimensions (voxels) 1024×1024×1024 

Voxel pitch (mm) 0.011906

Exposure time 2 sec.

Projection number 2000

게 약 20 %로 측정 되었지만, 층리각도에 따른 투수율

의 최소값 대비 최대값의 증가율은 약 77 %로 큰 증가

율을 보였다.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는 이유는 층리형성 

방향에 따른 것으로, 층리면이 유체의 흐름통로가 되는 

공극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횡등방성 암석의 투수율 예측 이론식에 따라 층리각에 

따른 투수율을 산정하였다. 식 (3)을 적용하기 위한 


와 


는 투수실험에서 측정된 3세트의 

와 


를 각

각 평균한 값으로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투수율 예측 이론식으로 산정된 결과를 Fig. 5에 투수

실험 측정결과와 함께 비교하여 나타냈다. 실험으로 측

정된 투수율과 투수텐서의 회전변환법칙에 따라 투수

율을 예측한 이론식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투수율을 로 표기할 경우 각도에 

따른 값은 타원을 이루게 되고, 층리각에 따른 투수율 

편차를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Fig. 
5(b)와 같이 나타내었다(Harrison and Hudson, 2001). 
타원의 장축과 단축의 비로 이방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층리의 형성각도에 따라 유

체의 통로가 되는 공극구조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5. X-ray CT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

5.1 측정방법 및 실험장비

X-ray CT는 물체의 내부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비파괴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최

근 지반재료 분석 등 다양한 연구범위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암석의 입자 및 공극의 미세구조를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 유리하므로 공극의 

구조 분석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X-ray tube는 최대 관전압 225 

kV를 갖는 마이크로(micro-focused) X-ray CT이다. 최
적의 해상도를 가진 영상을 얻기 위하여 촬영조건을 

Table 3과 같이 설정하였다. 입자와 공극의 명확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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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3D reconstruction by stacking 2D images

리를 위하여 지름 10 mm, 길이 20 mm인 암석시편을 

사용하였으며, 확대율이 약 33배가 되도록 X-ray tube
와 시편의 거리를 조정하였다. 

5.2 면공극률(Areal Porosity) 산정방법

일반적으로 암석의 공극률 측정은 암석의 포화 및 건

조 단위중량을 측정하여 산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은 시편 전체의 공극률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층리의 유

무에 따른 구간별로의 공극률 측정은 불가능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X-ray CT 이미지 분석방법을 층리의 

유무에 따른 단면의 공극률 측정에 적용하였다. 공극률

의 정의에 따라 공극률은 부피단위로 계산되어야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통해 단면에서의 공

극률을 측정하였으므로 면공극률(areal porosity)의 개

념으로 공극률을 산정하였다. 면공극률은 식 (5)와 같이 

측정한 전체 면적대비 공극의 면적의 비율로 정의하였

다.

Areal Porosity(%) = 


×          (5)

X-ray CT로 암석시편을 촬영한 이미지의 단면은 총 

1,024장이 생성되며, 각 단면에서의 면공극률을 측정하

였다. 이미지 처리를 통한 공극률 산정과정은 Fig. 6과 

같다. 촬영된 원본 이미지에서 영상의 노이즈를 제거하

기 위한 스무딩필터(smoothing filter)를 적용한 후, 경
계값(threshold value)을 조절하여 공극과 입자를 흑과 

백으로 이진화한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이

진화 이미지를 바탕으로 식 (6)을 사용하여 공극(흰색)
의 픽셀개수를 전체 픽셀개수로 나누어서 암석의 공극

률을 산정한다.  

Areal Porosity(%) = ∑ 
∑ 

×        (6)

각 단면에서의 면공극률을 측정하기에 앞서 Fig. 7과 

같이 촬영된 단면을 적층(stacking)하여 3차원 모델을 

형성하였으며,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을 추출(cropping)
하였다. 유효공극률 측정을 통해 산정된 공극률을 3차
원 상의 공극률과 일치시키는 경계값을 설정하여 모든 

단면에서 동일한 경계값(threshold)을 갖도록 하였다.

5.3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편은 육안으로 층리면이 뚜렷

하게 식별 가능한 베레아 사암으로, Fig. 8(a)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시편의 일부분을 X-ray CT 이미지 상으

로 관찰한 결과 사암 내부의 층리면을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X-ray CT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암을 구성하는 입자

의 상대적인 밀도차이에 따라서 구성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Fig. 8(b)는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갖는 입자만

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층리면과 동일하게 높은 

밀도를 갖는 입자가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층리형성각에 따른 가시적 분석 결과 층리각이 0°인 

시편에서는 밀도가 높은 층리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유체흐름을 방해 할 것이며, 층리각이 90° 방향으로 갈

수록 횡단면상으로 일정한 내부구조가 형성되어 유체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층리각이 0°인 시편에서 면공극률 산정 결과와 공극

률이 낮게 평가된 위치를 찾아 X-ray CT이미지로 암석 

내부구조를 확인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공극률이 낮

게 측정된 지점을 점선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부분에서 

입자의 밀도가 높으며 공극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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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y scale CT images for samples with respect to bedding angle 

(b) Images highlighting zones with high CT value

Fig. 8. Cross-sectional X-ray CT images of samples (size : 38 mm (dia.) × 33 mm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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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real porosity changing aspect observed on X-ray CT cross-section image for Berea sandstone with bedding angle 
of 0°. Tight zone means more porous zone where porosity is higher than average value for specimen

자의 밀도가 높다고 하여 치밀한 구역(TZ, tight zone)
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그 외 지점을 느슨한 구역(LZ, 
loose zone)으로 표현하였다. 

치밀한 구역과 느슨한 구역을 확대해서 보면 각 지점

에서의 공극크기와 밀도가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차이

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층리 형성각도가 0°
인 암석은 내부구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치밀한 구역

과 느슨한 구역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이며, 이러

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수리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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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gray scale image representing loose zone (b) Original gray scale image representing tight zone 

(c) Binary image of (a) (d) Binary image of (b)

Fig. 10. Slice images of loose zone and tight zone (D=10 mm)

Fig. 11. Areal porosity changing aspect observed on X-ray 
CT cross-section image for specimen with bedding 
inclination angle of 90°.

느슨한 구역과 치밀한 구역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하

여 횡단면이미지와 동일한 경계값을 적용한 이진화 이

미지를 Fig. 10에 나타냈다. 단면이미지 상으로 확인 할 

수 있듯이 층리면에 해당하는 치밀한 구역에서는 입자

가 조밀하게 분포되어 공극의 크기가 작게 나타나는 반

면, 층리를 포함하지 않는 느슨한 구역에서는 공극의 

분포가 높고 크기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입자와 공극을 분리하기 위하여 동일한 경계값을 적용

한 결과 느슨한 구역과 치밀한 구역의 공극분포가 상이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층리각이 90°인 시편에서의 단면이미지는 Fig. 

11과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극의 분포가 

일정하고 대체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면공극률 그래프역시 큰 편차 없이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층리형성 각도가 0°와 90°인 시편의 암석내부구조를 

가시적으로 확인한 결과 각 시편의 단면에서 공극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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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5° 30° 45° 60° 75° 90°

Fig. 12. Comparison of areal porosity changing aspect for specimens in terms of bedding inclination angle. 

Fig. 13. Tortuosity of areal porosity changing profile

도와 입자의 결합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유추

해 볼 수 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횡단면에

서의 면공극률 변화를 산출하였다. 
층리각이 0°부터 90°까지 15° 간격으로 코어링된 지

름 10 mm, 높이 20 mm인 베레아 사암 1세트의 단면 

이미지를 이용하여 각 시편의 공극률을 측정하였다. 각 

시편은 1,024장의 단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면

에서 층리 형성각에 따른 면공극률 변화를 Fig. 12에 도

시하였다. 
3차원 이미지처리 과정에서 각 시편의 면공극률은 유

효공극률 20%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경계값을 설정

하여 공극과 입자를 분리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층리면이 수평면과 평행한 0°에서는 공극률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90°방향으로 

갈수록 편차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가시적인 측정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층

리각이 0°에서는 밀도가 높은 층리면이 반복적으로 주

기를 갖고 나타나는 반면 90°에서는 어느 단면에서나 

일정한 내부 구조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측정방향에 따른 국부적인 면공극률의 변화정도를 정

량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하여 Fig. 12의 결과를 바탕으

로 각 그래프상의 면공극률 변화추이의 겉보기 길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첫 번째 슬라이스(1번)와 마지막 슬

라이스(1,024번) 사이의 겉보기 길이(1,023)를 가정하

여 변화추이 겉보기 길이를 겉보기 직선거리로 나눈 값

을 편의상 겉보기 굴곡도로 정의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층리각이 0°일 때 굴곡도

가 최댓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90°로 갈수록 점차 작아

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층리각이 0°인 시편은 

밀도가 높은 층리면이 주기적인 나타나기 때문에 단면

에서의 공극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는 곧 높은 굴

곡도를 나타낸다. 반대로 층리각이 90°방향으로 갈수록 

단면의 공극률 편차가 줄어들어 굴곡도 역시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층리면에서의 공극률은 

층리면을 포함하지 않는 단면에서의 공극률과 큰 차이

를 나타내며, 층리면과 층리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에서 

공극의 크기 및 연결성이 상이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층리형성 각도에 따라 제작된 3개 세트에서 각 시편

마다 20개의 단면을 선택하여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

로 면공극률을 측정하였다. 층리 형성각에 따라 산출한 

면공극률을 각 시편마다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계산하

여 Fig. 14에 나타내었다. 층리각도에 따라 평균면공극

률은 유효공극률과 동일하게 약 20%로 일정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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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ean areal porosity and standard deviation

Fig. 15. Correlation between COV of areal porosity and 
permeability

난 반면, 표준편차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층리각이 0°
와 15°인 시편에서 약 1.5로 가장 큰 값이 측정되었으

며, 60° 부근까지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경향

을 보였다. 층리각이 60°, 75°, 90°에서는 면공극률의 

편차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투수실험 

결과에서 층리각이 0°∼ 60°인 시편에서 투수율이 증가

하다가 60°, 75°, 90°에서 투수율이 대체로 일정하게 나

타난 것과 유사하다.
층리각도에 따른 면공극률 편차와 투수율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면공극률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

로 나눈 변동계수(COV, coefficient of variation)로 표

현하여 단면에서의 공극률 변화와 투수율의 상관관계

를 평가하였다.
Fig. 15는 변동계수와 함께 투수실험 결과를 1/로 

표현하여 면공극률 편차와 투수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투수실험 결과와 단면에서

의 공극변화에 따른 변동계수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

타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교를 위하여 투수율의 제곱

근을 역수로 취하여 나타내었다. 투수율과 변동계수에 

대한 결정계수는 0.95로 나타났으며, 변동계수의 증가 

경향과 투수율 제곱근의 역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잘 일

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시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층리의 형성

각으로 인해 면공극률의 편차가 나타나고 공극의 크기 

및 분포의 변화가 반복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암반 내에서 유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요

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결 론

층리가 발달한 다공질 사암인 베레아 사암을 대상으

로 층리방향에 따른 수리이방성을 투수실험을 통해 평

가해 보았으며, 층리의 영향에 따른 공극구조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X-ray CT 이미지 분석방법을 적용하

였다. 실내투수실험을 위하여 층리면이 수평면과 이루

는 각도를 0°부터 90°까지 15°간격으로 코어링하여 시

편을 제작하였으며, 실험의 신뢰성을 위하여 총 세 개

의 실험군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1. 투수실험 결과 층리면과 유체 유입방향이 수직인 암

석시편에서 투수율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유체의 유

입방향이 층리면과 수평한 방향으로 갈수록 점차 투

수율이 증가하여 수리 이등방비(90°/0°)가 약 1.8
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층리에 따른 수리 이등방

비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실내실험 

결과는 투수율의 텐서회전 법칙에 따라 도출된 투수

율 계산값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기 때문에 투수

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층리에 따른 공극구조가 투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X-ray CT를 이용한 가시화 분석 및 각 

시편 단면에서의 면공극률을 측정하였다. 가시적인 

평가결과 층리면에서 공극분포가 조밀한 층이 형성

되었으며, CT 값이 높은 점을 미루어 보아 밀도가 

높은 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층리면이 수

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0°인 경우 면공극률을 측정한 

결과 층리를 포함하고 있는 단면과 층리를 포함하지 

않는 단면에서의 면공극률의 표준편차가 약 1.5로 

상대적으로 큰 값이 도출되었다. 반면 층리면이 수

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90°일 때 각 단면에서의 공극

률의 편차가 약 0.5로 나타나며 점차 줄어드는 경향

을 나타냈다. 
3. 층리형성 각도에 따른 면공극률 표준편차경향과 투

수율 경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변동계수와 투수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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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근의 역수의 증가경향을 비교한 결과 결정계수가 

0.95로 높은 상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투수실험 결과를 통해 층리의 형성 방향이 암석의 

수리이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였으며, 이미지 분석을 통한 면공극률 측정에서 

층리방향과 층리의 유무에 따라 공극구조가 변하여 

단면에서의 공극률 편차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차
후 공극의 연결성 평가를 위한 연구 및 층리형성 방

향에 따른 공극의 우세 연결 방향에 대한 평가가 정

량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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