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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적외선영상을 이용한 동결된 암석의 파괴특성 연구

박지환, 박형동*

Investigation of Frozen Rock Failure using Thermal Infrared Image 

Jihwan Park, Hyeong-Dong Park*

Abstract Mechanical energy is accumulated in the object when stress is exerted on rock specimens, and the failure 

is occurred when the stress is larger than critical stress. The accumulated energy is emitted as various forms including 

physical deformation, light, heat and sound.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test and point load strength test were 

carried out in low temperature environment, and thermal variation of rock specimens were observed and analyzed 

quantitatively using thermal infrared camera images. Temperature of failure plane was increased just before the failure 

because of concentration of stress, and was rapidly increased at the moment of the failure because of the emission 

of thermal energy. The variations of temperature were larger in diorite and basalt specimens which were strong 

and fresh than in tuff specimens which were weak and weathered.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prevent disasters 

in rock slope, tunnel and mine in cold regions and to analyze satellite image for predicting earthquake in cold 

regions.

Key words Thermal infrared image, Cold region, Low temperature chamber,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test, Point 

load strength test

초  록 암석시료에 응력이 가해질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대상 물체에 누적되고, 대상 암석에 한계응력 이상이 

가해질 경우 시료의 파괴가 발생한다. 이 때 시료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역학적 에너지는 물리적 변형뿐만 아니

라 빛, 열, 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발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10°C 저온 환경에서 섬록암, 현무암, 응회

암을 대상으로 일축압축강도 시험과 점하중강도 시험을 수행하고, 이때 발생하는 온도 변화를 열적외선카메라를 

이용해 측정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파괴 직전 파괴면에 응력이 집중되어 온도가 상승하였고, 파괴 순간 

축적된 에너지가 열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며 파괴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감지되었다. 강도가 높고 

신선한 섬록암과 현무암 시료의 온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고 풍화된 암석인 응회암 시료의 온도 

상승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저온지역에 위치한 암반사면, 터널, 광산 내부의 응력 집중 

지점을 감지해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방하는데 적용될 수 있으며, 지진예측을 위한 위성영상 분석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열적외선영상, 저온지역, 저온챔버, 일축압축강도 시험, 점하중강도 시험

1. 서 론

절대온도가 0 K(-273 °C) 보다 높은 모든 물체는 전

자기파에너지를 방출하며, 식생, 동물, 사람, 토양, 암석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0.4～0.7 μm 파장의 가시광선만 감

지할 수 있으며 이보다 큰 파장을 가지는 적외선 영역

은 감지할 수 없다. 사람은 촉감을 통해 이러한 영역의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감지할 수는 있지만 민감하지 않

으며 열에너지가 낮은 경우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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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지할 수 없다. William Herschel에 의해 최초로 적

외선이 발견된 이후 적외선 영역을 감지하기 위해 수많

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1829년 Leopoldo Nobili

가 서모커플을 제작한 이후, Macedonio Melloni는 

10 m 거리의 사람을 감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1878년에 

Langley는 볼로미터를 이용해 400 m 거리의 소를 감지

하는 데 성공하였다(Langley, 1881). 1914년에는 빙산

과 증기선을 감지하기 위해 적외선 기법이 최초로 민간

에 적용되었고(Parker, 1914), 1934년에는 산불 감지를 

위한 적외선 기법이 도입되었다(Barker, 1934). 1929년 

최초의 열적외선카메라가 군사용으로 발명되었으나

(Tihanyi, 1929), 현재와 같이 물체의 온도를 영상화하

는 카메라는 1947년 미군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다. 

이후 군사적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던 열적외선카메라

는 다양한 센서와 냉각장치의 개발로 1990년대 이후 상

용화되었으며, 현재 군사·방호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서비스, 방범 등 산업분야와 고고학, 의학, 대기학, 천

문학, 토목학 등 연구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Diakedes and Bronzino, 2008; Vollmer and Möllmann, 

2011). 또한 광산, 터널 등 지하공간에서 누전, 누수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로도 적용되고 있다(Massey, 2007).

암석에 하중을 가하면 물리적 변형뿐만 아니라 열, 소

리, 진동 등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암반공

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원거리에

서 얻기 위해 빛, 열, 미소파괴음, 라디오파 등을 측정하

는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되었다(Hardy, 1972; Martelli 

and Cerroni, 1985; Yamada et al., 1989). 이처럼 암석

에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기파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RSRM(remote sensing 

rock mechanics)라 한다(Wu et al., 2000). 이 중 열적외

선카메라를 이용해 열에너지를 감지하는 실내실험 연

구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Table 1). 

Brady and Rowell(1986)은 현무암, 화강암을 대상으로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하며 열적외선영상을 취득하였고, 

Geng et al.(1993)은 현무암, 섬록암, 돌로마이트, 화강

암, 사암, 섬장암, 응회암을 포함한 26종류의 암석을 대

상으로 일축압축시험을 시행하며 열적외선영상을 취득

하였다. Wu and Wang(1998)은 석탄광에서 채취한 석

탄과 사암을 대상으로 일축압축시험을 시행하며 응력 

증가에 따른 온도분포의 변화를 열적외선영상을 통해 

분석하였다. Wu et al.(2000)은 석탄, 섬록암, 반려암, 

화강암, 석회암, 대리암, 사암 등을 직육면체와 원통형

으로 가공하고, 이축압축시험, 일축압축시험, 인장시험, 

3점 굽힘시험 등을 수행하며 응력에 따른 온도 변화를 

열적외선카메라로 분석하였다. Wu et al.(2002)는 대리

암과 화강암을 대상으로 일축압축시험을 수행하며 시

료의 파괴 모양에 따른 온도 변화 양상을 열적외선카메

라로 분석하였다. Wu et al.(2004)과 Shi et al.(2007)은 

직육면체의 대리석 시료에 철제 탄환을 최대 30 m/s의 

속도로 발사하여 충격을 가하고 속도에 따른 열 발생을 

열적외선영상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Liu et al.(2006)은 

석회암, 반려암, 화강섬록암, 대리암을 대상으로 충격시

험, 압축전단시험, 일축압축시험, 3점 굽힘시험 등을 수

행하며 응력에 따른 온도 분포를 분석하였고, Wu et 

al.(2006)은 석탄, 반려암, 편마암, 화강암, 화강섬록암, 

함철암, 석회암, 대리암, 사암을 대상으로 이축압축시

험, 충격시험, 압축전단시험, 일축압축시험 등을 수행하

며 응력에 따른 온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해외

에서는 열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암석 시료 분석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지 않았으며 Hyun et al.(2010)이 유일한 연

구이다. 이 논문은 본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로 상온에

서 현무암, 섬록암, 화강암, 응회암을 대상으로 일축압

축시험을 수행하며 암석 시료 파괴 시 온도 변화를 분

석하였다. 이 때 열적외선카메라와 일반 광학카메라 영

상을 동시에 취득하며 일반광학카메라에서는 볼 수 없

는 전조현상을 열적외선카메라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

었고, 파괴순간 최대 0.2～2.1 °C의 온도상승이 관찰되

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위성영상을 통한 지진예측에 있어 

전조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

로 중국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의 위성영상의 온도를 분

석해본 결과 실내실험과 거의 유사한 온도 분포가 나타

났으며(Wu and Liu, 2009), 이와 같은 데이터가 축적

된다면 좀 더 정확한 지진의 발생 시기 및 위치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실내시험 연구는 모두 상온 환경

에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2009년 국내 최초의 쇄빙연구

선인 아라온호가 건조되었고, 2014년 남극대륙에 남극

장보고과학기지가 준공되는 등 극지연구에 대한 한국

의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고, 북극지역매장자원개

발을 위한 진출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극지지

역에 위치한 구조물과 인력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질재해 및 지진 예측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온 환경에서 발생가능한 재해

들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10°C의 일정한 온

도에서 일축압축강도 시험과 점하중강도 시험 등 실내

시험을 수행하였고, 열적외선카메라로 영상을 취득하여 

암석시료의 파괴 전후 온도분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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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ious studies of laboratory rock test using thermal infrared image

References Laboratory Test Rock Type Shape of Specimen

Brady and Rowell, 1986 Uniaxial loading basalt, granite Cylinder (ɸ2.2 × 5 cm
3
)

Geng et al., 1993 Uniaxial loading
basalt, diorite, dolomite, 

granite, sandstone, syenite, tuff

Cuboid (14×14×28 cm
3
)

Cylinder (ɸ5 × 11 cm
3
)

Wu and Wang, 1998 Uniaxial loading coal, sandstone Cuboid (9×10×11 cm
3
)

Wu et al., 2000

Biaxial loading

Bullet impact

Splitting

Uniaxial loading

Three-point bending 

coal, diorite, gabbro, granite, 

limestone, marble, sandstone

Cuboid (5×5×5 – 14×14×28 cm
3
)

Cylinder (ɸ5 × 10 cm
3
)

Wu et al., 2002 Uniaxial loading marble, granite Cylinder (ɸ5 × 10 cm
3
)

Wu et al., 2004 Bullet impact marble Cuboid (30×30×10 cm
3
)

Liu et al., 2006

Bullet impact

Compressively shearing

Uniaxial loading

Three-point bending 

limestone, gabbro, 

granodiorite, marble

Cuboid (5×10×15 cm
3
)

Cylinder (ɸ5 × 10 cm
3
)

Wu et al., 2006

Biaxial loading

Bi-sheared friction 

Bullet impact

Compressively shearing

Uniaxial loading

coal, gabbro, gneiss, granite, 

granodiorite, ironstone, limestone, 

marble, sandstone

Cylinder (ɸ5 × 10 cm
3
)

Cubic (7×7×7 cm
3
)

Cuboid (7×3.5×10, 5×5×10, 

5×7×15 cm
3
)

Shi et al., 2007 Bullet impact marble Cuboid (30×30×10 cm
3
)

Hyun et al., 2010
Splitting

Uniaxial loading
basalt, diorite, granite, tuff Cylinder (ɸ5 × 9-14 cm

3
)

2. 연구방법

2.1 시료채취 및 가공

열적외선영상을 이용한 동결암석의 응력 분석기법이 

잠재적으로 적용 가능한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지

질을 고려하여 연구대상 암종을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

에 의하면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의 바튼반

도의 주요 암종은 화강섬록암, 섬록암, 현무암, 라필리 

응회암, 현무암질 안산암이며(Kim et al., 2000), 본 연

구에서는 이 중 섬록암, 현무암, 라필리 응회암을 연구

대상 암종으로 선정하고 동일한 암종을 국내에서 채취

하였다. 섬록암과 현무암은 절리가 포함되지 않은 신선

한 암석을 채취하였으나, 응회암의 경우 보통 풍화의 

등급을 가지고 있었고 암석 파편과 기질 사이에 일부 

균열이 발견되었다. 섬록암은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현

무암은 강원도 철원군에서, 응회암은 전라남도 화순군

에서 채취하였다. 또한 X선 회절분석과 편광현미경을 

이용해 대상 시료의 광물학적 구성을 분석하였다. 섬록

암은 암회색의 중립질 입자 구조를 보이고 주요 구성 

광물은 사장석, 각섬석, 운모류, 석영, 미사장석이다. 육

안 및 현미경 관찰결과 광물입자 내부에는 일부 균열이 

발견되었지만 광물입자 간의 균열은 거의 발견되지 않

았다. 풍화로 인한 광물이 발견되지 않아 신선한 암석

으로 분류된다. 현무암의 구성광물은 길이 500 μm, 폭 

50 μm 내외의 침상형태를 띠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암석 

표면에 많은 공극들이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풍화로 인

한 균열이나 변색 등은 관찰되지 않아 신선한 암석으로 

분류된다. 주요 구성광물은 사장석, 감람석, 석영, 운모

류, 휘석이다. 응회암은 현무암질 암편이 포함되어있는 

역질 응회암으로 장석, 석영, 운모류, 규암, 현무암질 암

편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10 μm 이하의 세립질 입자

로 구성되어 있고 2～3 cm 직경의 암석 파편들이 관찰

된다. 육안으로도 많은 균열들이 발견되었으며 심하게 

보통 풍화된 암석으로 분류된다. 실험대상 암종에 대한 

상세내용은 Table 2에 기재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실험목적에 따라 적당한 크기 및 모양

으로 가공하였다(Appendix 1). 일축압축강도 시험용 시

료는 직경은 NX(54 mm)로, 길이는 직경의 1.5～2.5배

가 되도록 암종별로 각각 2개씩 총 6개를 제작하였다. 

점하중강도 시험용 시료 중 가공이 용이한 섬록암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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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 class, mineralogical composition of the samples under study

Rock type Diorite Basalt Tuff

Rock class Igneous Igneous Igneous

Sampling site
Goheung County,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Cherwon County, Gangwon-do, 

Republic of Korea

Hwasun County,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Mineralogical 

composition

Plagioclase, olivine, micas, 

quartz, microline

Plagioclase, olivine, quartz, 

micas, pyroxene

Feldspar, quartz, micas, 

quartz clasts, basaltic clasts

Engineering 

classification of 

weathered rock

Fresh Fresh Moderately weathered

Macroscopic 

view

Microscope 

images in 

plane-polarized 

light

Microscope 

images with 

crossed polars

무암은 약 50 mm × 50 mm × 50 mm의 정육면체로 

성형하였고, 암석 물성이 약해 정육면체로 성형이 어려

운 응회암은 직경 54.7 mm, 높이 32.8～41.6 mm의 원

통형으로 가공하였다. 점하중강도 시험용 시료는 암종

별로 각각 12개씩 총 36개의 시료를 제작하였다. 시험

편 제작은 한국암반공학회의 암석표준시험법에 따라 

수행하였다(KSRM, 2005).

2.2 저온 일축압축강도 시험

일축압축강도 시험은 한국암반공학회 표준시험법을 

따라 수행되었으며, 0.5～1.0 MPa/s의 일정한 하중을 

가하여 시료가 파괴될 때까지 약 5분이 소요되도록 속

도를 제어하였다(KSRM, 2005). 영하의 일정한 온도에

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하중기에 저온유지 챔버를 설

치하였다. ㈜지오티엠에서 제작한 저온유지 챔버는 최

저 -20°C까지 온도하강이 가능하고 영하의 일정한 온

도에서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장비 내부는 파괴 실험 시 시료의 파편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암종 당 

각각 2개의 시료를 이용하였다. 시험 전 시료를 온도 20 

± 5°C의 증류수에 48시간 동안 수침시켜 포화 상태로 

만들었고, 그 후 -10°C의 냉동 장비에 48시간 동안 동

결시켜 암석 내부의 수분이 충분히 동결되고 암석 내부

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하였다. 그 후 준비된 시료

를 차례대로 -10°C의 저온유지 챔버 내 가압장치에 거

치하였다. 시편과 금속재질 가압장치 사이의 온도 차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료를 거치한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시료와 금속 가압장치의 온도에 변화가 없을 때 

시험을 수행하였다. 일축강도강도 시험 세팅은 Fig. 2와 

같이 하중재하장비에 저온유지 챔버를 설치하고, 열적



열적외선영상을 이용한 동결된 암석의 파괴특성 연구148

Fig. 1. Thermal infrared image acquisition during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UCS) test

외선카메라로 영상을 취득하게 하였다. A는 저온유지 

챔버이며 철제 원통을 통해 하중재하장비의 하중이 시

료에 전달되도록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중에 따른 

암석시료의 온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기 위해 B

와 같이 챔버의 측면에 비치된 구멍을 통해 열적외선영

상을 취득하였다. 파괴된 암석 파편으로 인한 카메라 

렌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7.5～13 μm의 적외선 파

장에서 투과율이 100%에 가까운 게르마늄 렌즈를 카메

라 렌즈 앞에 부착하였다.

2.3 저온 점하중강도 시험

점하중강도 시험은 한국암반공학회 표준시험법을 따

라 수행되었으며(KSRM, 2005), 영하의 온도를 구현하

고 주변 온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C

의 외부환경에서 점하중시험기를 배치하고 시험을 실

시하였다. 세 가지 암종 당 각각 12개의 시료를 이용하

였다. 시험 전 시료를 온도 20 ± 5°C의 증류수에 48시

간 동안 수침시켜 포화 상태로 만들었고, 그 후 -10°C의 

냉동 장비에 48시간 동안 동결시켜 암석 내부의 수분이 

충분히 동결되고 암석 내부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도록 

하였다. 원통형으로 제작된 응회암 시료의 경우 직경방

향으로 가압하였다. 실험 세팅은 점하중강도시험기의 1 m 

앞에 열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하고 시험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일축압축강도 시험과 마찬가지로 파괴된 

암석 파편으로 인한 카메라 렌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해 7.5～13 μm의 적외선 파장에서 투과율이 100%에 

가까운 게르마늄 렌즈를 카메라 렌즈 앞에 부착하였다. 

2.4 열적외선영상 취득

열적외선영상은 FLIR사의 T360 열적외선카메라를 

이용하여 취득하였다. 본 기기는 7.5～13 μm의 분광 범

위와 1.36 mRad의 IFOV를 가지고 있다. IFOV(instan-

taneous field of view)란 열화상카메라 내부 감지기의 

픽셀 하나가 감지할 수 있는 각도로 열화상 장비의 분

정 분해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기기 내부에는 -20～ 

120°C의 온도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0～350°C

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저

온 암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120°C의 온도범

위를 가지는 센서를 이용하였다. 장비는 -15～50°C의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다. 실험 진행에 따른 암석시편

의 온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기 위해 320 × 240 

픽셀의 열적외선영상을 초당 30프레임으로 기록하였다. 

3. 저온 일축압축강도 시험

섬록암 시료의 일축압축강도는 각각 168, 160 MPa

로 평균 164 MPa로 측정되었으며, 평균탄성계수는 각

각 50.4, 55.2 GPa로 평균 52.8 GPa로 측정되었다. 현

무암 시료의 일축압축강도는 각각 108, 84 MPa로 평균 

96 MPa로 측정되었으며, 평균탄성계수는 각각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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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verage elastic modulus, load-displacement curve and stress-strain curve of rock 

specimens

Rock 

type

UCS 

(MPa)

Eav 

(GPa)
Load-displacement curve Stress-strain curve

Diorite 164 52.8

Basalt 96 29.7

Tuff 5 - - -

                       (a)             (b)            (c)             (d)

Fig. 2. Temperature variation of the Diorite specimen GD-NX-1 during uniaxial loading test. (a) Surface temperature of the 

specimen is uniformly -10°C in its initial state (σ = 0 MPa). (b) Temperature of fracture initiation area increased 

1.6°C just before the failure (σ = 160 MPa). (c) Temperature of fracture plane increased 3.5°C during failure (σ = 

168 MPa). (d) Temperature of fracture plane decreased 0.3°C after the failure (σ = 0 MPa)

26.2 GPa로 평균 29.7 GPa로 측정되었다. 응회암 시료

의 일축압축강도는 각각 9, 1 MPa로 평균 5 MPa로 측

정되었다. 시료 채취 시 이미 풍화가 진행되어 보통 풍

화의 등급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료 성형 시 

점토 부분이 녹아 나올 정도로 약한 구조를 가진 응회암 

시료의 경우 일축압축강도 시험 시 소성파괴의 거동을 

보이며 낮은 하중에서 파괴가 일어났다. 내부적으로 아

주 작은 규모의 인장 및 전단 파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발생하는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열적외선영

상에는 어떠한 온도의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고 응력-변

형률 곡선도 도출할 수 없었다. 각 시료의 일축압축강

도, 탄성계수, 하중-변위 곡선, 응력-변형 곡선 등은 Table 3

에 기재하였다.

열적외선영상 분석 결과 섬록암 시료인 GD-NX-1의 

경우 파괴 직전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의 온도가 다른 

지점의 온도보다 1.6°C 상승하였고, 파괴 순간 파괴면

의 온도는 3.5°C 까지 상승하였다. 파괴 직후 파괴면의 

온도는 -10.3°C로 초기 시료의 온도보다 오히려 0.3°C 

하강하였다(Fig. 2). 또 다른 섬록암 시료인 GD-NX-2

의 경우 파괴 직전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의 온도가 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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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3. Temperature variation of the Diorite specimen GD-NX-2 during uniaxial loading test. (a) Surface temperature of the 

specimen is uniformly –10°C in its initial state (σ = 0 MPa). (b) Temperature of fracture initiation area increased 

1.1°C just before the failure (σ = 154 MPa). (c) Temperature of fracture plane increased 1.9°C during failure (σ = 

164 MPa). (d) Temperature of fracture plane was not detected after the failure, because the fractured rock specimen 

was out of camera angle of view (σ = 0 MPa)

                       (a)             (b)            (c)            (d)

Fig. 4. Temperature variation of the Diorite specimen CB-NX-1 during uniaxial loading test. (a) Surface temperature of the 

specimen is uniformly –10°C in its initial state (σ = 0 MPa). (b) Temperature of fracture initiation area increased 

2.2°C just before the failure (σ = 96 MPa). (c) Temperature of fracture plane increased 5.1°C during failure (σ = 

108 MPa). (d) Temperature of fracture plane decreased 0.2°C after the failure (σ = 0 MPa)

                       (a)             (b)            (c)            (d)

Fig. 5. Temperature variation of the Diorite specimen CB-NX-2 during uniaxial loading test. (a) Surface temperature of the 

specimen is uniformly –10°C in its initial state (σ = 0 MPa). (b) Temperature of fracture initiation area increased 

1.0°C just before the failure (σ = 78 MPa). (c) Temperature of fracture plane increased 1.8°C during failure (σ = 

84 MPa). (d) Temperature of fracture plane was not detected after the failure, because the fractured rock specimen 

was out of camera angle of view (σ = 0 MPa)

상승하였고, 파괴 순간 파괴면의 온도가 1.9°C 상승하

였다. 파괴 직후 파괴면의 온도는 -9.5°C로 초기 온도보

다는 상승하였지만, 파괴 전과 파괴 순간에 비해 높은 

온도를 나타냈다(Fig. 3). 현무암 시료인 CB-NX-1의 

경우 파괴 직전 균열부의 온도가 2.2°C 상승하였고, 파

괴 순간 파괴면의 온도가 5.1°C 상승하였다. 파괴 직후 

파괴면의 온도는 -10.2°C로 초기온도보다 오히려 0.2°C 

하강하였다(Fig. 4). 또 다른 현무암 시료인 CB-NX-2

의 경우 파괴 직전 균열부의 온도가 1.0°C 상승하였고, 

1.8°C 상승하였다. 파괴 직후의 파괴면의 온도는 -10°C

로 초기온도와 동일하게 변화하였다(Fig. 5). 응회암 시

료인 HT-NX-1, HT-NX-2의 경우 시료 압축 시 소성파



터널과 지하공간 151

Fig. 6. Box plot showing distribution Point Load Strength of Diorite, Basalt, and Tuff specimens. Basalt specimens have 

high average Pont Load Strength, while tuff specimens have low average Point Load Strength

괴의 거동을 보였고 이로 인해 응축되는 에너지가 거의 

없어 열적외선영상에서 특이점을 찾지 못하였다.

파괴 시 시료 온도가 최소 1.8°C에서 5.1°C 상승하였

고 이는 암석시료에 가해진 하중으로 인해 축적된 에너

지가 파괴 시 구성입자 간의 마찰을 야기하며 열의 형태

로 에너지가 방출된 것이다. 평균 암석강도가 164 MPa

인 섬록암 시료의 온도 상승폭은 평균 2.7°C, 평균 암석

강도가 96 MPa인 현무암 시료의 온도 상승폭은 평균 

3.5°C로, 오히려 강도가 더 낮은 현무암 시료가 파괴 시 

온도 상승이 다소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파괴면이 열적외

선카메라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

의미한 상관관계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일축압축실험에 

의해 암석시료가 파괴될 때 파괴면은 크게 “X”, “//”, 

“|”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시료의 파괴 형태에 따라 열

이 방출되는 방식과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We et al., 

2002). 본 연구에서 GD-NX-1과 CB-NX-1 시료는 “//”

의 파괴면 형태, GD-NX-2 시료는 “X”의 파괴면 형태, 

CB-NX-2 시료는 “|”의 파괴면 형태를 가지며 파괴되었

으며, 이로 인해 시료의 강도와 온도 상승폭이 상관관

계를 가지지 않고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파괴 직후 

파괴면의 온도가 초기 온도보다 0.2～0.3°C 하강하였다.

4. 저온 점하중강도 시험

암종당 각각 12개의 시료를 시험한 결과 Fig. 6과 같

이 섬록암 시료의 점하중강도는 최대 7.9 MPa, 최소 5.8 

MPa, 평균 6.8 MPa로 나타났고, 현무암 시료의 점하중

강도는 최대 10.7 MPa, 최소 7.0 MPa, 평균 8.3 MPa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회암 시료의 점하중강도는 

최대 3.5 MPa, 최소 0.4 MPa, 평균 1.4 MPa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열적외선영상 분석 결과 Table 4와 같

이 섬록암 시료의 온도는 평균 10.6°C 상승하였으며, 

최소 4.7°C, 최대 17.5°C까지 상승했다. 현무암 시료의 

온도는 평균 6.6°C 상승하였으며, 최소 4.0°C, 최대 

10.1°C까지 온도가 상승하였다. 응회암 시료의 파괴 시 

온도는 평균 5.6°C 상승하여 가장 적은 변화폭을 보였

고, 최소 2.6°C, 최대 18.5°C의 온도 변화를 보였다. 점

하중강도 시험의 경우 가압부의 원추 끝 부분에 모든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료가 파괴될 때 가

압부와 접촉된 부분의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축압축강도 시험과는 달리 점하중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상승폭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다 (Fig. 7). 

점하중강도 시험 시 항상 가압부와 시료의 접촉점에서 

파괴가 발생하고 파괴된 시료가 파단면을 가리거나 카

메라의 시야 밖으로 벗어난 경우가 없었으므로 파괴 지

점의 온도를 감지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다. 또한 

동일 시료의 경우 점하중강도와 온도상승폭의 비례관

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암석의 강도뿐

만 아니라 암석의 구성물질도 온도상승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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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mperature variation of specimens during point load test

Rock 

type
Thermal Images / Temperature Variation(°C) Average

Diorite 10.6

8.7 4.7 5.1 5.3 10.5 12.5 11.5 18.0 8.3 17.5 7.2 11.2

Basalt 6.6

6.6 5.1 10.1 6.7 6.8 6.0 8.3 4.7 6.0 8.7 5.6 4.6

Tuff 5.6

4.5 18.5 6.0 4.2 2.6 6.1 5.0 3.6 4.7 3.8 3.8 4.3

Fig. 7. Graph showing correlation between point load strength and temperature variation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섬록암, 현무암, 응회암을 대상으로 저

온 환경에서 일축압축강도 시험과 점하중강도 시험을 

수행하고, 파괴순간과 파괴전후 암석 시료의 온도 변화

를 열적외선카메라를 이용해 측정 및 분석하였다. 일축

압축강도 시험 시 파괴 직전 파괴면의 온도가 1.0～ 

2.2°C 상승하였고, 파괴 순간 1.8～5.1°C 상승하였으

며, 파괴 직후 초기 온도에 비해 0.2～0.3°C 하강하였

다. 이는 파괴 직전까지 응축된 에너지가 파괴 순간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이고, 파괴 직후에는 시료

의 온도가 하강하게 된다. 점하중강도 시험 결과 강도

가 높은 신선한 암석인 섬록암과 현무암 시료의 온도 

변화가 강도가 낮고 풍화된 응회암 시료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점하중강도가 증가할수록 점하중파괴 시 상

승하는 온도 변화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응력이 집중되는 지점의 온도가 다른 지점의 온도에 비

해 다소 높은 것을 이용하여 저온지역의 터널 및 광산 

내부에서 향후 붕락, 붕괴 등이 발생가능한 위험지점을 

감지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지

하수 유출 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위성영상을 통해 지진 발생 지점을 

예측하는 연구에도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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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pecification of the specimens under the study

Sample ID Rock type Test Shape Size Dry weight (g)

GD-NX-1
Diorite

UCS Cylinder

54.7 mm in diameter, 118.5 mm in length 775.0

GD-NX-2 54.7 mm in diameter, 107.2 mm in length 757.5

CB-NX-1
Basalt

54.7 mm in diameter, 119.8 mm in length 713.2

CB-NX-2 54.7 mm in diameter, 120.9 mm in length 715.8

HT-NX-1
Tuff

54.7 mm in diameter, 94.8 mm in length 549.6

HT-NX-2 54.7 mm in diameter, 103.5 mm in length 580.3

GD-PL-1

Diorite

PLT

Cube

51.5 mm × 49.8 mm × 49.0 mm 254.7

GD-PL-2 54.2 mm × 50.8 mm × 45.9 mm 288.1

GD-PL-3 50.2 mm × 51.8 mm × 45.7 mm 271.5

GD-PL-4 49.1 mm × 47.4 mm × 53.1 mm 254.5

GD-PL-5 45.2 mm × 48.2 mm × 48.2 mm 257.4

GD-PL-6 47.6 mm × 48.0 mm × 50.6 mm 315.2

GD-PL-7 48.6 mm × 45.5 mm × 50.4 mm 303.2

GD-PL-8 48.9 mm × 51.8 mm × 51.3 mm 260.6

GD-PL-9 50.6 mm × 50.3 mm × 50.5 mm 255.8

GD-PL-10 49.2 mm × 46.5 mm × 49.4 mm 246.9

GD-PL-11 45.7 mm × 49.4 mm × 49.6 mm 293.9

GD-PL-12 49.9 mm × 50.4 mm × 47.3 mm 272.5

CB-PL-1

Basalt Cube

45.3 mm × 48.7 mm × 47.7 mm 322.9

CB-PL-2 47.6 mm × 51.8 mm × 47.5 mm 337.9

CB-PL-3 50.3 mm × 45.9 mm × 47.5 mm 299.7

CB-PL-4 48.5 mm × 48.6 mm × 44.1 mm 317.1

CB-PL-5 47.9 mm × 47.8 mm × 45.3 mm 268.3

CB-PL-6 50.2 mm × 50.5 mm × 50.2 mm 304.7

CB-PL-7 52.0 mm × 50.4 mm × 48.5 mm 292.6

CB-PL-8 46.9 mm × 50.2 mm × 44.9 mm 330.1

CB-PL-9 48.2 mm × 44.0 mm × 50.3 mm 333.8

CB-PL-10 48.2 mm × 46.6 mm × 45.3 mm 284.6

CB-PL-11 51.7 mm × 46.8 mm × 51.2 mm 290.5

CB-PL-12 46.9 mm × 49.0 mm × 50.3 mm 290.4

HT-PL-1

Tuff Cylinder

54.2 mm in diameter, 39.7 mm in length 203.3

HT-PL-2 54.2 mm in diameter, 38.9 mm in length 196.7

HT-PL-3 54.2 mm in diameter, 32.8 mm in length 170.0

HT-PL-4 54.2 mm in diameter, 34.7 mm in length 189.0

HT-PL-5 54.2 mm in diameter, 33.8 mm in length 164.5

HT-PL-6 54.2 mm in diameter, 41.6 mm in length 181.2

HT-PL-7 54.2 mm in diameter, 36.0 mm in length 169.2

HT-PL-8 54.2 mm in diameter, 33.4 mm in length 169.5

HT-PL-9 54.2 mm in diameter, 37.4 mm in length 211.2

HT-PL-10 54.2 mm in diameter, 35.6 mm in length 171.0

HT-PL-11 54.2 mm in diameter, 36.6 mm in length 169.3

HT-PL-12 54.2 mm in diameter, 35.5 mm in length 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