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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 시험편의 광물조성과 기본마찰각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이봉현, 이승중, 최성웅*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Basic Frictional Angle and 
Mineral Composition for Granite Sample
Bong-Hyun Lee, Seung-Joong Lee, Sung-Oong Choi*

Abstract Basic frictional angle is a parameter that can estimate shear strength of rock, and is a design parameter 
employed in slope stability analysis. Basic frictional angle generates various results in accordance with mineral 
composition, apart from rock surface roughness itself. This paper describes the correlation of basic frictional angle 
and mineral composition. The basic frictional angle is measured with the aid of the modified tilt testing apparatus, 
and its reliability is improved by the statistical method. Also, mineral composition is identified through the 
photographic analysis on rock specimen, and verified through the thin se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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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본마찰각은 전단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매개변수로, 사면의 안정성 해석 등에 이용되는 설계정수이다. 
이러한 기본마찰각은 암석 표면의 거칠기 외에도 광물조성에 따라 다른 결과값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마찰각과 표면 광물조성이 갖는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마찰각의 측정은 기존 기울기 시험을 수정, 
보완하여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인 기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시료의 사진 분석을 통하여 광물의 조성

을 확인하였으며, 박편사진을 이용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핵심어 기본마찰각, 기본마찰각 시험, 광물조성

1. 서 론

기본마찰각은 암석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 중 간단

한 기울기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마찰각으로써, 불
연속면의 특성과 잔류마찰각을 추정할 수 있는 매개변

수이다(Barton and Choubey, 1977). 또한 사면붕괴에 

대한 안정성 해석뿐만 아니라 터널 굴착시 암반블록의 

파괴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설계정수로 이용된다.
선행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본마찰각을 측정하기 위하

여 건조 및 습윤 조건하에서 대상 시료들을 다양한 형

태(longitudinally cut of cylindrical sample, cylindrical 
sample, square sample, disklike sample)로 제작하여 

기본마찰각 시험을 수행하였다(Patton, 1966; Barton, 
1971, 1973, 1976; Coulson, 1972; Stimpson, 1981; 
Park and Jeon, 2006; Alejano et al., 2012). Alejano 외 

(2012)는 선행 연구들에서 적용된 시험방법들을 비교분

석하기 위해, 원통형 시료를 이용하는 Stimpson (1981)
의 시험방법과 디스크형 시료에 의한 시험방법을 같은 

암종에 대해 적용한 결과, 12~14° 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사례들을 종합하여 암

종별 기본마찰각을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조사된 연구

사례들의 암종별 분포범위가 서로 상이하고, 같은 암종

의 시료 내에서도 2~9° 의 오차범위를 갖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Alejano 외 (2012)는 

기본마찰각 시험에 대한 규정화된 시험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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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sting procedure

(a) Measuring machine 

(b) Software

Fig. 2. Automatic system to measure basic frictional angle

기본마찰각은 대상 시료의 마찰면의 조건 즉, 마찰면

의 면적과 마찰면의 거칠기 등에 따라 좌우된다. 암종

별 기본마찰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

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암석의 마찰면에 

대한 광물함량 분석과 이에 따른 마찰각의 변화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세립질의 균질한 암석을 제외하고, 
암석 내에 다양한 크기의 광물 입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같은 암종의 시료 내에서도 절단된 마찰면에 분포하는 

입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마찰각의 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같은 암종의 마찰면의 광물함

량에 따라 마찰면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기본마찰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들로 인한 결과값의 오차

를 최소화하고자, 대상 시료의 기초절삭 이후, 두 마찰

면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마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
료의 마찰이 발생한 각도를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

록, 기본마찰각 자동화 측정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또한 

두 마찰면에 분포하는 광물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각 마

찰면을 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유색광물과 무색광물에 

따라 색상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미경 박편 분석을 추

가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완하였다.

2. 시험방법

본 연구에서 광물함량과 기본마찰각의 상관성을 검토

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시험방법을 구축하였다.
두 지역에서 채취된 화강암 시료를 디스크형으로 성

형한 후, 기본마찰각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 디지

털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상 시료의 상·하 마찰면에 대한 

사진을 획득하였다. 획득된 마찰면의 사진은 현미경 박

편사진과 대조하여 유색광물과 무색광물의 색상범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색상범위로부터 시료사진 전체에 

대한 광물함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본마찰각 

시험 결과와 광물함량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광물함량

에 따른 기본마찰각의 연관성을 확인해보았다.

3. 기본마찰각 시험

3.1 기본마찰각 자동화 측정시스템

선행 연구자들은 암석시료의 기본마찰각 측정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장비들을 자체 제작하여 시험에 이용

하였다. 이러한 기본마찰각 시험장비는 보통 수동으로 

기울임 판을 제어하거나 모터를 이용하여 시료의 미끄

러짐을 유도하여 마찰각을 측정하였지만, 각각의 방법

들은 실험적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을 갖고 있다. 수동 구동에 의한 측정 방법은 일정

한 속도로 기울임 판을 기울일 수 없고, 시료가 미끄러

짐이 발생하는 순간에 정확히 정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모터를 이용할 경우 일정한 속도로 기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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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ylindrical sample (Stimpson, 1981) (b) Longitudinally cut of cylindrical sample

(c) Square sample (d) Disklike sample

Fig. 3. Various specimen types of basic frictional angle test

Table 1. Properties of granite specimens

Rock type
Density

( )
P-wave
(sec)

Young’s
modulus () Poisson’s ratio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

Granite A 2,629 3,900 57 0.22 155
Granite B 2,670 3,500 53 0.23 147

판을 제어할 수 있지만, 미끄러짐이 발생한 순간을 육

안으로 확인한 후 모터의 구동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마

찰각 측정시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두 구동 방

법 모두 마찰각 측정시 일반적인 각도기를 이용하기 때

문에 측정자의 주관적인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 기본마찰각 자동화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모
터 구동을 이용해 일정한 속도로 기울임 판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고, 레이저 모듈과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상부 시료가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기울임 판이 정지하도록 구성하였다(Fig. 2(a)). 또한 기

울임이 시작한 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각

도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기울임 판에 각도센서를 

부착하였으며, 반복적인 측정이 요구되는 본 시험의 편

의성을 위해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용 프

로그램을 제작하였다(Fig. 2(b)).

3.2 기초시험 및 시험편 성형

선행 연구에서는 기본마찰각을 측정하기 위해 Fig. 3
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시료들을 제작하여 시험에 이용

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료의 형태가 기본마찰

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Fig. 3(a)의 Stimpson 
(1981)에 의한 원통형 시료와 Fig. 3(d)의 디스크형 시

료를 제작하여 기초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통

형 시료가 약 7∼10° 정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Alejano 외 (2012)가 수행한 시험결과와 

상응하는 결과로써, 이러한 차이는 마찰면의 거칠기와 

마찰면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원통형 시료는 마찰면적이 선 접촉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면 접촉을 이루는 디스크형 시료보다 이

론상 기본마찰각이 더 작게 나타나야 하지만, 마찰면의 

거칠기의 영향으로 기본마찰각이 크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 두 시료의 마찰면의 거칠기를 분석한 결과, 원통

형 시료에서 미세한 굴곡이 관찰되었다. 이는 코어 채

취기의 회전력과 이로 인해 시료에 전달되는 진동 등의 

영향으로 시료 표면의 미세한 굴곡이 형성되어 마찰면

의 거침효과를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디스크

형 시료는 절삭 후 연마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원통형 시료보다 거칠기의 영향이 작아 마찰각

이 작게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춘천시 인근 지역 화강암(Granite 

A)과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지역 화강암(Granit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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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nite A-10

(b) Granite A (total)

Fig. 4. Basic frictional angle of Granite A

(a) Granite B-5

(b) Granite B (total)

Fig. 5. Basic frictional angle of Granite B

을 대상으로 기본마찰각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지역

의 화강암에 대한 기본물성은 Table 1과 같다. 두 지역 

화강암은 시료의 직경과 높이의 비가 2:1이 되도록 디

스크형으로 각각 10 set 씩 제작하였다. 또한 마찰면의 

거칠기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료 절삭과정

에서 형성될 수 있는 절삭 날의 절삭흔적과 미절삭된 

돌기 등을 제거하고자 각 set의 마찰면을 고르게 연마하

였다.

3.3 기본마찰각 시험결과

각 화강암에 대한 기본마찰각을 결정하기 위해 각 set 
시료에 대하여 50회 반복시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반복시험에 의한 결과값은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대표값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전체 데이터에 대

한 평균으로 대표값을 선정할 경우, 최고값과 최저값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가중치로 계산되기 때문

에, 특정 데이터로 인하여 대표값이 과대 또는 과소평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험 결과값에 대한 정밀한 분석

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분포형태를 먼저 검토하고 대표

값을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화강암의 기본마찰각과 그에 따른 

빈도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었으며, 확률밀도함수

를 이용하여 각 시료의 기본마찰각을 결정하였다. Fig. 
4(a)와 Fig. 5(a)는 각각 Granite A-10과 Granite B-5에 

대한 그래프이다. 각 시료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는 시험

결과에 대하여 가장 적합성이 높은 함수식으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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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basic frictional angle test for granites

Specimen No. Basic frictional angle (°) Specimen No. Basic frictional angle (°)

Granite A-1 15.80 Granite B-1 15.12 

Granite A-2 17.22 Granite B-2 16.88 

Granite A-3 15.53 Granite B-3 15.94 

Granite A-4 16.53 Granite B-4 18.44 

Granite A-5 19.31 Granite B-5 17.07 

Granite A-6 18.21 Granite B-6 17.95 

Granite A-7 18.34 Granite B-7 18.34 

Granite A-8 18.51 Granite B-8 19.21 

Granite A-9 18.21 Granite B-9 17.83 

Granite A-10 20.22 Granite B-10 19.35 

Fig. 6. Process for making thin section

였고, 이에 대해 카이제곱 분포(Chi-squared distribution) 
해석을 통하여 그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확률밀도함수로부터 분석된 화강암A와 화강암B의 

기본마찰각은 각각 15.53~20.22°와 15.12~19.35°의 범

위를 나타냈으며, 전체 시험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화강

암A는 17.28°, 화강암B는 17.10°의 대표값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4(b)와 Fig. 5(b) 및 Table 2). 결과

적으로 두 화강암의 기본마찰각 차이는 0.18°로서, 거
의 유사한 값을 갖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편광현미경 박편분석과 마찰면의 사진에 대한 
광물함량 추정

4.1 편광현미경에 의한 광물함량 분석

일반적으로 박편에 의한 광물함량 분석은 사진촬영 

조건 즉, 대물렌즈와 접안렌즈의 배율에 따라 가로와 

세로 각각 약 15~30 mm 크기의 박편에 대한 모드분석

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마찰각과 마찰면에 분포하는 광물

함량과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마찰면 전체에 대한 광물

함량 분석이 필요하다. 다양한 크기를 갖는 광물입자가 

마찰면에 존재할 경우, 한 장의 박편사진만으로는 분석 

영역이 작기 때문에, 입자가 큰 단일 광물에 대한 단편

적인 분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

확한 광물함량 분석을 위해 40배의 고배율 조건에서 촬

영한 20장의 박편사진을 이어 붙여 8 mm × 8 mm 영
역에 대한 광물함량을 분석하였다(Fig. 6). 또한 사진 

분석 시 이미지의 최소단위인 픽셀(pixel)을 이용하였으

며, 1포인트 당 0.2 mm 씩 이동하면서 총 1,600타점의 

점계수를 실시하였다. 이는 모드분석과 동일한 분석법

으로, 본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화강암에서 관찰되는 조암광물은 석영, 
흑운모, 정장석, 사장석, 백운모, 감람석, 각섬석 등이 

대표적이다(Lee, et al.,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광물들의 잘 알려진 광학적 특성들을 바탕으로 Fig. 7 
및 Fig. 8에서와 같이 광물을 판별하였다. 판별된 광물

들은 Adobe사의 Photoshop CS6 (2012)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광물들의 영역을 구분하였고, 전체 이미지의 픽

셀에 대한 각 광물별 픽셀 수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Table 3).
그 결과 화강암A에서 석영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

냈으며 정장석, 사장석, 흑운모 순으로 높은 함량을 확

인하였다. 화강암B에서는 사장석이 가장 많았고 석영, 
정장석, 흑운모 순서로 함량이 높았다. 그 외 백운모와 

감람석, 각섬석은 일반적인 박편사진 보다 비교적 큰 

영역인 8 mm × 8 mm의 본 시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

으며, 이는 전체 시료로 분석 영역을 확대하여도 관찰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양을 갖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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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ed nicols (b) Parallel nicols (c) Specimen
Fig. 7. Crossed (a) and parallel (b) images of thin section, respectively. Photo image (c) of rock surface for Granite A-1 

(8 mm × 8 mm; Bt: Biotite, Fsp: Feldspar, Qz: Quartz)

(a) Crossed nicols (b) Parallel nicols (c) Specimen

Fig. 8. Crossed (a) and parallel (b) images of thin section, respectively. Photo image (c) of rock surface for Granite B-1 
(8 mm × 8 mm; Bt: Biotite, Fsp: Feldspar, Qz: Quartz)

Table 3. Mineral composition of granites

Rock type Biotite (%) Quartz (%) Orthoclase (%) Plagioclase (%) Total (%)

Granite A-1 14.19 38.05 35.26 12.50 100.00

Granite B-1 5.29 35.44 20.56 38.71 100.00

4.2 마찰면의 사진을 이용한 유/무색 광물의 함량 

추정 

광물의 색상범위 이용한 함량 분석의 적용성 검토

편광현미경 박편사진으로부터 분석된 각 광물이 시료

사진에서 나타내는 색상범위를 검토하고자, 박편사진에

서 각 광물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시료사진과 비교분석하였다. 유사한 색상의 분리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사진의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였으며, 
이로부터 분석된 각 광물들의 대조 사진은 Fig. 9와 

Fig. 10이다.

흑운모는 시료사진 상에서 검정색 계열의 색상범위를 

나타냈으며, 추출된 박편사진과 함량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진회색 또는 연회색 계열의 

색상범위를 나타내는 석영과 연녹색 또는 흰색 계열의 

색상범위를 갖는 장석류는 수치적으로 계산되는 함량

은 비슷하지만, 대조되는 이미지와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육안으로 관

찰되는 석영이 타 광물에 비해 높은 투과도를 갖기 때

문에, 마찰면의 표면 내부에 존재하는 타 광물들이 투

과되어 석영 본래의 색상이 왜곡되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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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otite in thin section image (b) Biotite in rock surface image (c) Quartz in thin section image

(d) Quartz in rock surface image (e) Feldspar in thin section image (f) Feldspar in rock surface image

Fig. 9. Comparison of thin section image and rock surface image for each mineral in Granite A-1 (8 mm × 8 mm)

(a) Biotite in thin section image (b) Biotite in rock surface image (c) Quartz in thin section image

(d) Quartz in rock surface image (e) Feldspar in thin section image (f) Feldspar in rock surface image

Fig. 10. Comparison of thin section image and rock surface image for each mineral in Granite B-1 (8 mm × 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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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osition of each mineral for granites

Mineral type
Granite A-1 (8 mm × 8 mm) Granite B-1 (8 mm × 8 mm)

Thin section Rock surface Thin section Rock surface

Biotite (%) 14.16 14.26 5.85 5.93

Quartz (%) 38.14 38.88 36.12 43.24

Feldspar (%) 47.70 46.86 58.03 50.83

Total (%) 100.00 100.00 100.00 100.00

(a) Mafic minerals in thin section image (b) Mafic minerals in rock surface image

(c) Felsic minerals in thin section image (d) Felsic minerals in rock surface image

Fig. 11. Comparison of thin section image and rock surface image for mafic/felsic minerals in Granite A-1 (8 mm× 8 mm)

즉, 흑운모 주변의 석영은 흑운모와 유사한 색상을 나

타내고, 석영보다 투과도가 낮은 장석류 주변에서는 장

석류와 유사한 색상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타 광물에 

비해 다양한 색상범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화강암들 내에는 사장석, 미사장석, 정장석 등 여러 

가지 장석류가 존재하며 광물의 정출조건 또는 풍화정

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각각의 장석

에 대한 색상범위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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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fic minerals in thin section image (b) Mafic minerals in rock surface image

(c) Felsic minerals in thin section image (d) Felsic minerals in rock surface image

Fig. 12. Comparison of thin section image and rock surface image for mafic/felsic minerals in Granite B-1 (8 mm × 8 mm)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각 광물에 

대한 개별적인 색상분석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색상범

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유색광물과 무색광물로 광

물함량 분석을 제한하였다.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두 

지역 화강암의 주된 광물조성은 흑운모, 석영, 정장석, 
사장석으로 흑운모를 제외한 나머지 광물들은 모두 밝

은 색을 띠는 무색광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각 광물별

로 세분화시킨 박편사진과 시료사진을 Fig. 11 및 Fig. 
12와 같이 재조합하였으며, 이로부터 유색광물과 무색

광물에 대한 함량을 분석하였다(Table 5). 
편광현미경 박편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두 화강

암의 박편사진에서 흑운모를 제외한 기타 유색광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나, 본 박편사진은 

전체 시료면적에서 극히 작은 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 유색광물의 존재 유무를 이 사진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체 시료사진에 대한 육안관찰 결

과, 기타 유색광물의 특징적인 색을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시료사진에서 분석된 흑운모의 색상범위를 기

준으로 유색광물을 분석하였다.
8 mm × 8 mm 영역에 대한 박편사진과 시료사진을 

비교분석한 결과, 시료사진에서 유색광물의 함량이 화

강암A에서는 0.10%, 화강암B에서는 0.08%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료사진에서 

마찰면의 표면에 유색광물이 무색광물에 투과되어 나

타나기 때문에 유색광물의 함량이 박편사진보다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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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osition of mafic/felsic minerals for granites

Mineral 
type

Granite A-1 Granite B-1

Thin section Rock surface Thin section Rock surface

8 mm × 8 mm 8 mm × 8 mm Estimate for 
total area 8 mm × 8 mm 8 mm × 8 mm Estimate for 

total area

Mafic (%) 14.16 14.26 9.68 5.85 5.93 9.10

Felsic (%) 85.84 85.74 90.32 94.15 94.07 90.90

Total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a) Mafic minerals

(b) Felsic minerals

Fig. 13. Mafic/felsic minerals in rock surface image for 
Granite A-1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화강암A는 약 0.70%, 화강암B는 1.36%

의 낮은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료사

진에 대한 광물함량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되어 각 시료사진에서 분석된 색상범위를 기

준으로 전체 시료사진에 대한 함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찰면 전체에 대한 유/무색 광물의 함량 분석

마찰면 전체사진에 대한 함량분석 결과, Granite A-1
은 8 mm × 8 mm 영역의 시료사진에서보다 유색광물

의 함량이 4.58%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Granite B-1은 3.17%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Granite A-1의 경우,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색광물의 입자 크기가 다양하고, 불규칙한 분포특성

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8 mm × 8 mm 영역 내에 

입자가 큰 유색광물이 포함되어 있어, 유색광물의 함량

이 전체 시료사진에 대한 분석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Fig. 11과 Fig. 13). 하지만 Granite B-1의 경우, 
Granite A-1과 다르게 비교적 균질한 입자 크기의 유색

광물이 마찰면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8 mm × 8 mm 영역 내에서는 소량의 유색광물

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료사진에서 분석된 

함량보다 낮게 나타난 것이다(Fig. 12와 Fig. 14). 이로

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좁은 영역에 국한된 분석결과

로부터 마찰면 전체에 대한 광물함량을 추정한다는 것

은 전체 분석결과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기

본마찰각과 광물함량의 상관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광물입자의 크기에 비례하여 분석영역의 범위를 결정

하고, 마찰면의 광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영역을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두 화강암에 대한 유색광물과 무색광물의 함량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각 시료에서 분석된 

광물함량은 상하 마찰면에 대한 분석결과를 평균값으

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암석 내에서도 

각 시료에 따라 유색광물의 함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화강암A의 경우, Granite A-1 시료가 9.68%로 가장 낮

은 함량을 보였으며,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낸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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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fic minerals (b) Felsic minerals

Fig. 14. Mafic/felsic minerals in rock surface image for Granite B-1

Table 6. Composition of mafic/felsic minerals for granites

Specimen No.
Mineral composition (%)

Specimen No.
Mineral composition (%)

Mafic Felsic Mafic Felsic 

Granite A-1 9.68 90.32 Granite B-1 9.15 90.85 

Granite A-2 9.94 90.06 Granite B-2 7.17 92.83 

Granite A-3 13.43 86.57 Granite B-3 9.77 90.23 

Granite A-4 14.93 85.07 Granite B-4 9.35 90.65 

Granite A-5 14.47 85.53 Granite B-5 7.42 92.58 

Granite A-6 13.50 86.50 Granite B-6 8.99 91.01 

Granite A-7 12.34 87.66 Granite B-7 7.79 92.21 

Granite A-8 10.88 89.12 Granite B-8 8.89 91.11 

Granite A-9 15.06 84.94 Granite B-9 7.69 92.31 

Granite A-10 13.17 86.83 Granite B-10 9.48 90.52 

A-9와 5.38%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화강암B의 경우, 
유색광물의 함량은 7.17~9.48%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화강암A 보다 3.07% 낮은 2.31%의 함량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색광물의 

입자크기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화강암B에 비해 화

강암A의 유색광물의 입자크기가 다양하고 불규칙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시료의 마찰면에 따라 달라지는 함량

의 편차가 화강암B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찰면에 존재하는 광물의 입자크기와 분

포형태에 따라, 같은 암종 내에서도 광물함량이 달라지

는 것을 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5. 기본마찰각과 광물함량의 상관성 검토

두 화강암에 대한 기본마찰각과 유색광물의 함량의 

상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Fig. 15와 같이 각 화강암에 

대한 기본마찰각과 유색광물의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화강암A와 화강암B는 동일하게 유색광물의 함량과 

기본마찰각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약 15~20° 의 유사한 기본마찰각을 나타내고 있

다. 이는 두 화강암이 동일한 광물조성을 갖기 때문에 

유사한 기본마찰각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유색

광물의 함량이 기본마찰각과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화강암A와 화강암B는 각각 9.68~15.06%, 

7.17~9.77%의 유색광물 함량의 범위와 5.5%,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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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anite A

(b) Granite B

Fig. 15. Relationship between basic frictional angle and 
mafic mineral composition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강암

B에 비해 화강암A에 비교적 큰 크기를 갖는 유색광물

의 입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마찰면에 산발적으로 분포

하기 때문이다. 반면, 화강암B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크기의 유색광물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나타내며 

마찰면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화강암A의 경우 화강

암B에 비해 높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고찰 및 토의

선행 연구에서 측정된 화강암의 기본마찰각의 범위는 

26~39° 로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두 화강암의 기본마

찰각과 약 8~11°의 차이를 나타냈다(Coulson, 1972; 
Alejano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암석을 절삭한 후 

마찰면에 대한 별도의 연마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선행 연구의 마찰면의 조건보다 매끄러워 시료의 미끄

러짐이 유리하게 발생한 것이다. 즉, 암석의 기본마찰각

은 암석의 종류뿐만 아니라, 마찰면의 조건(면적, 거칠

기 등)에 따라 그 결과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

의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마찰각 측정 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구축된 자동

화 측정시스템은 일정한 기울임 속도와 디지털 각도 측

정, 시료의 움직임 감지 등의 장점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수행하도록 고안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기본마찰각 시험의 결과값이 선행 사례보다 좁

은 범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모든 시료에 대해 기본마찰각 측정 전 마찰면에 

추가 연마를 실시하여, 마찰면의 인위적인 거칠기를 최

소화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값이 선행 

사례의 기본마찰각 범위보다 약 10~22° 낮은 값을 갖

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과 후처리 외에, 동일한 암종을 대표하

는 기본마찰각을 산정하기 위해 히스토그램과 확률밀

도함수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 사례의 경우 

모든 결과값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대표값을 결정한 반

면, 본 연구에서는 빈도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대

표값을 결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이와 같은 보완으로 시료에 대한 정확한 기본마찰각

을 측정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본마찰

각 측정이 두 종류의 화강암에 국한되었고, 시료들의 

형상 및 크기가 동일하여 다양한 암종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본마찰각 자동화 측정시스템을 이용

하여 두 화강암 시료에 대한 기본마찰각을 측정하였으

며, 박편분석과 사진 분석을 통해 기본마찰각과 광물함

량의 상관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기본마찰각 측정시 고려되는 요소들

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본마찰각 자동화 측

정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마찰면의 굴곡과 돌기를 제

거하기 위해 연마작업을 실시하여 거칠기를 최소화 

하였다. 또한 시험 결과값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산

술평균이 아닌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해 신뢰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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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마찰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화강암A는 17.28°, 
화강암B는 17.10°의 대표값을 확인하였다.

2. 시료 표면의 광물함량분석을 위해 박편을 제작하여 

사진을 획득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은 시

료 사진과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박편사진과 시료

사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40 배율의 박편사진 20
장이 조합된 8 mm × 8 mm 영역을 분석영역으로 

설정하였고, 시료사진 또한 이와 같은 위치와 크기

로 분석영역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분석영역으로 유

색광물과 무색광물의 함량을 수치와 사진으로 비교

대조한 결과 높은 일치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것을 바탕으로 전체 시료 사진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 전체 시료 사진에 대한 유색광물의 함량은 

화강암A에서 9.68%, 화강암B에서 9.10%로 약 0.6%
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3. 앞서 측정된 기본마찰각과 추정된 유색광물 함량을 

이용하여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화강암A와 화강암

B에서 유색광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기본마찰각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유색광물을 다

량 함유하고 있는 암석 즉, 어두운 색을 띄는 화강암 

일수록 기본마찰각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8 mm × 8 mm의 분석영역을 설정하

여 유색광물과 무색광물의 함량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

문에 전체 시료 사진에 대한 유색광물의 함량과 분포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본 연구를 기

초로 다양한 암종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된다

면, 광물함량과 기본마찰각의 상관성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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