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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동결-융해 풍화에 따른 석회암의 물성 및 미세구조 변화 분석

박지환, 박형동*

Variation of Physical and Microstructural Properties of Limestone 

caused by Artificial Freezing and Thawing

Jihwan Park, Hyeong-Dong Park*

Abstract Physical and microstructural properties of Pungchon and Maggol limestone were investigated quantitatively 

during 50 cycles of artificial freezing and thawing test. There were decrease in dry weight and P,S-wave velocity, 

and increase in absorption rate in both rock types. Porosity, pore volume, equivalent diameter, throat thickness and 

pore orientation were analyzed using X-ray computed tomography images. Porosity increased, and initiation and 

expansion of pores were investigated as weathering progresses. Physical and microstructural variation in Maggol 

limestone was larger than that of Pungchon limestone because Maggol limestone has more pores and microcracks 

at initial state. As this study analyzes physical and microstructural properties of rock specimens comprehensively, 

it can be applied to further rock weathering study and can be used as fundamental data of construction and resource 

development in cold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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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풍촌석회암과 막골석회암을 대상으로 –18 ~ +32°C의 온도범위에서 총 50회의 인공적인 동결-융해 풍화 

시험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물리적 성질과 미세구조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가지 암종 모두 건조무

게와 P,S파 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흡수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X선 단층촬영 영상 

분석 결과 실험 후 공극률이 증가하였으며, 공극부피, 등가직경, 국부두께, 방향성 등 여러 지표에서 공극의 

생성 및 확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막골석회암의 물리적·미세구조적 변화가 풍촌석회암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기 상태의 막골석회암이 더 많은 공극과 미세균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암석의 

물리적 성질과 미세구조적 성질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암석의 풍화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온지역의 건설, 자원개발 활동에 기초자료로써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동결-융해, 인공풍화, X선 단층촬영, 공극구조, 물리적 성질

1. 서 론

석회암을 포함한 탄산염 암석의 경우 산성 물질에 민

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화학적 풍화작용에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jna, 2003; Kump et al., 

2000). 하지만 물리적 풍화작용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한국의 겨울철과 같이 0°C를 기준으로 기

온이 크게 오르내려 결빙과 융해의 교차 빈도가 높은 

지역은 동결-융해 작용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다(Chatterji 

and Christensen, 1979; Goudie, 1999). 동결-융해 작용

에 의한 풍화는 암석 내부의 공극, 균열, 절리 등에 내재

된 수분이 결빙과 융해를 반복하며 주변 암석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기존 균열의 확장과 새로운 균열의 생

성을 통해 암석의 물리적 성질을 약화시킨다.

실내실험을 통한 암석의 동결-융해 풍화 연구는 다수

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Table 1과 같이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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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ious domestic studies of artificial freeze-thaw weathering tests

Rock type Granite Granite Mudstone Trachyte Basalt, diorite
Sandstone, 

andesite
Granite Granite

Shape of specimen

Cylinder 

(ɸ54 × 27 mm
3
)

(ɸ54 × 80 mm
3
)

Cylinder

(ɸ50 × 100 mm
3
)

Cylinder

(ɸ50 × 100  mm
3
)

Cylinder

(ɸ40 × 80 mm
3
)

Cylinder

(ɸ54 × 130 mm
3
)

Cylinder

(ɸ35 × 90 mm
3
)

(ɸ55 × 200 mm
3
)

Cylinder

(ɸ54 × 110 mm
3
)

Cylinder

(ɸ20 × 40 mm
3
)

Temp. variation -20°C ~ 20°C -25°C ~ 70°C -16°C ~ R.T. -20°C ~ 20°C -10°C ~ 10°C -19°C ~ 17.3°C -15°C ~ R.T. -20°C ~ 40°C

Repetition 75 100 55 50 40 2000 140 100

Density � � � �

Porosity � � � �

Absorption � � � �

Vp � � � � � �

Vs � �

UCS � � � �

Young’s modulus �

Tensile Strength �

Microstructure Photograph Photograph SEM CLSM

References
Kim and Park, 

1999

Park et al., 

2003

Um and Shin, 

2009

Cho et al., 

2009

Park et al., 

2010

Kang et al., 

2011

Um, 

2012

Jeong et al., 

2013

* R.T.: room temperature

이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Kim and Park(1999)

은 화강암을 대상으로 –20 ~ +20°C의 온도범위에서 75

회의 동결-융해를 반복하며 밀도, P파 속도, 압축강도, 

인장강도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Park et al.(2003)은 화

강암을 대상으로 –25 ~ +70°C의 온도범위에서 100회

의 동결-융해를 반복하며 흡수율, P파 속도, S파 속도, 

일축압축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의 변화를 측정하였

다. Um and Shin(2009)은 이암을 대상으로 –16°C에서 

동결, 상온에서 융해를 총 55회 반복하며 비중, 흡수율, 

공극률, P파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고해상도 디지

털 영상을 이용해 미세균열의 증가를 관찰하였다. Cho 

et al.(2009)는 조면암을 대상으로 –20 ~ +20°C의 온도

범위에서 50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하며 밀도, 흡

수율, 공극률, P파 속도, 일축압축강도의 변화를 측정하

고,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을 이용해 미세균열의 밀도를 

분석하였다. Park et al.(2010)은 현무암과 섬록암을 대

상으로 –10 ~ +10°C의 동결-융해 반복 과정을 40회까

지 수행하며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의 변화를 측정

하고, 주사전자현미경 영상을 취득해 미세구조의 변화

를 관찰하였다. Kang et al.(2011)은 사암과 안산암을 

대상으로 –19.0 ~ +17.3°C의 동결-융해 시험을 약 2000

회 반복하며 P파 속도와 일축압축강도의 변화를 관찰하

였고, Um(2012)은 각기 다른 풍화등급을 가지는 화강

암을 대상으로 –15°C에서 동결하고 상온에서 융해하는 

과정을 최대 140회 반복하며 공극률, 흡수율, P파 속도, 

S파 속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Jeong et al.(2013)은 

화강암 시료에 대해 –20 ~ +40°C의 동결-융해 반복 과

정을 100회까지 수행하며 공극률과 건조무게를 측정하

였고, 공초점레이저주사현미경을 이용해 시료 표면 거

칠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해외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동결-융해 과정에서 발생

하는 암석시료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

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Table 2). Wiman(1963)은 점

판암, 편암, 화강암, 규암, 편마암을 대상으로 –7 ~ +6°C

의 아일랜드식 온도조건과 –30 ~ +15°C의 시베리아식 

온도조건에서 최대 36회의 동결-융해 반복과정을 수행

하며 건조무게와 공극률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Potts(1970)

은 사암, 이암, 셰일, 역암을 대상으로 –8 ~ +8°C의 아일

랜드식 온도조건과 –30 ~ +15°C의 시베리아식 온도조

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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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며 무게 손실과 탄성계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Lautridou and Ozouf(1982)는 백악과 석

회암을 한 변이 90 mm인 정육면체와 직경 80 mm의 원

통형으로 가공한 후 –8 ~ +20°C와 –28 ~ +20°C의 두 

가지 온도범위에서 동결-융해 풍화 시험을 최대 5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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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ious foreign studies of artificial freeze-thaw weathering tests

Rock type
Slate, schist, granite, 

quartzite, gneiss

Sandstone, 
mudstone, shale, 

conglomerate

Dolostone, 
limestone

Chalk, limestone
Sedimentary, 
igneous and 

metamorphic rocks

Chalk, limestone, 
sandstone, siltstone

Tuff
Limestone, marble, 

travertine
Limestone, rhyolite, 

tuff, granite

Shape of specimen
Rock pieces
(22 ~ 305 g)

Rock pieces

Rock pieces
Cube

(50×50×50 mm
3
)

Rectangle
(50×50×150 mm

3
)

Cube
(90×90×90 mm

3
)

Cylinder
(ɸ80 × ? mm

3
)

Cube
(50×50×50 mm

3
)

Cylinder
(ɸ50 × 100 mm

3
)

Cylinder
(ɸ30 × 60 mm

3
)

Cube
(50×50×50 mm

3
)

Rectangle
(40×40×160 m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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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C ~ 18°C -18°C ~ 5°C -20°C ~ 20°C -20°C ~ 20°C

Repetition 36 200 200 500 1000 80 1 20 1400

Weight � � � � � �

Density � �

Porosity � � � � � �

Absorption 

Vp � � � �

Vs

UCS � � �

Young’s modulus � �

Schmidt hardness �

Microstructure Fracture density Digital camera

References Wiman, 1963 Potts, 1970
Fahey and Gowan, 

1979
Lautridou and 
Ozouf, 1982

Matsuoka, 1990
Nicholson and 

Nicholson, 2000
Chen et al., 2004 Yavuz et al., 2006 Ruedrich et al., 2011

까지 실시하고 전체공극률, 공극크기분포. 투수계수, 압

축강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Matsuoka(1990)는 28개

의 퇴적암, 18개의 화성암, 1개의 변성암을 한 변이 50 

mm인 정육면체로 가공한 후 –20 ~ +20°C의 온도범위

에서 최대 1000회의 동결-융해를 수행하며 건조무게, P

파 속도, 공극률 등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암석의 함수

율이 0.92이상일 때 동결-융해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

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아내었다. Nicholson and Nicholson 

(2000)은 백악, 석회암, 사암, 실트암을 직경 50 mm, 길

이 100 mm의 원통형으로 가공한 후 –18 ~ +18°C 온도 

범위에서 80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하며 건조무게

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모든 균열을 2차원 직사각형으

로 가정한 후 전체시료에 대한 균열밀도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Chen et al.(2004)는 용결응회암을 직경 30 

mm, 길이 60 mm의 원통형으로 가공한 후 다양한 함수

율을 가지도록 설정하고 –18 ~ +5°C의 온도범위에서 

동결-융해 실험을 1회 수행하였다. 그리고 실험 전후 일

축압축강도, P파 속도, 공극율의 변화를 관찰하고, 디지

털 카메라를 이용해 균열의 확장을 관찰하였다. Yavuz 

et al.(2006)은 석회암, 대리암, 트래버틴을 한 변이 50 

mm인 정육면체로 가공한 후 –20 ~ +20°C의 온도범위

에서 20회의 동결-융해를 반복하며 P파 속도, 일축압축

강도, 슈미트경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Ruedrich et 

al.(2011)은 석회암, 유문암, 응회암, 화강암을 40 mm 

× 40 mm × 160 mm의 직육면체로 가공한 후 –20 ~ 

+20°C의 온도범위에서 최대 1400회까지 동결-융해 인

공풍화를 수행하며 건조무게, 공극률, P파 속도, 탄성계

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동결-융해 풍화에 관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만 초

점을 맞추었으며, 미세구조를 분석한 기존 연구도 암석 

표면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하면 암석 내부의 공

극 및 균열을 3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

한 동결-융해 풍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Ruiz de Argandoña 

et al.(1999)는 백운석을 한 변이 50 mm인 정육면체로 

가공한 후 총 7회의 –15 ~ +10°C의 동결-융해 과정을 

거치며 P파 속도와 공극률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때 

1 mm 간격으로 50장의 2차원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취

득하고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Zhang et al.(2004)

는 이암을 직경 50 mm, 높이 50 mm인 원통형 시료로 

가공한 후 –15 ~ +15°C의 온도 범위에서 최대 25회의 

동결-융해 과정을 거치며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취득하

였다. 이 때 시료마다 5장의 영상을 얻어 2차원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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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a) Macroscopic view, (b) microscope images in plane-polarized light (x10) and (c) microscope images with crossed 

polar (x10) of Pungchon limestone

수행하였다. De Kock et al.(2015)는 석회암을 대상으

로 –12 ~ +20°C의 온도범위에서 최대 84회의 동결-융

해 시험을 수행하였다. 직경이 9 mm의 원통형 시료로 

20.4 µm 해상도의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취득하며 정량

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인 

Park et al.(2014)은 현무암, 섬록암, 응회암을 대상으로 

–20 ~ +10 °C의 온도 범위에서 최대 150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하였다. 직경 54 mm의 원통형 시료를 이용해 

P파 속도, S파 속도, 건조무게, 공극률의 변화를 측정하

였고, 직경 24.6 mm의 원통형 시료를 이용해 X선 단층

촬영 영상을 취득하고 시료 내부의 정량적인 변화를 분

석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 영상을 이용해 시료 표면에

서 발생하는 균열의 발달, 공극의 확장 등을 정성적으

로 분석하였다.

대한민국에는 강원도(정선, 영월, 태백, 삼척), 충청북

도(제천, 단양), 전라북도(화순), 경상북도(문경, 울진) 

등지에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의 석회암 지대가 널리 분

포하고 있다. 석회암은 과거부터 시멘트 산업과 철강 

산업에 사용되어 국내 산업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석

회암은 관광자원 및 문화재, 건물 등 주변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석회암 지대에 발달한 석회동굴은 관광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국내 석조문화재의 약 2%가 

석회암을 포함한 탄산염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Do and Cho, 2013), 건물외벽 마감재로도 널리 이용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부에 노출된 석회암은 한국의 

겨울철 기후에서는 필연적으로 동결-융해에 의한 풍화

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연구

하기 위해 국내의 대표적인 석회암인 풍촌석회암과 막

골석회암을 채취해 대상지역의 온도를 실험실 환경에

서 모사하여 인공적인 동결-융해 풍화를 수행하였다. 

반복 횟수 증가에 따른 암석 시료의 물리적 성질을 측

정하였고,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해 공극, 균열 등 

미세구조의 변화를 3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지역 및 시료채취

풍촌석회암층은 캠브리아기에 형성되었고, 묘봉층의 

상부, 화절층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유백색, 암

회색, 담홍색의 괴상 석회암으로 구성되어있고, 석회암

역암과 어란상 및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이 협재되어있

다(Park and Han, 1986). 본 연구에 사용할 시료는 강

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천곡동굴 주변 풍촌석회암층에

서 채취하였다(37°30’N, 139°06’E). Fig. 1(a)와 같이 

육안관찰 결과 담황색의 세맥 및 변질부가 일부 발견되

었고, 노두에도 균열이 관찰되었으나 점토는 발견되지 

않아 공학적으로 약간 풍화 상태로 분류되었다. Fig. 1(b)

와 (c)와 같이 편광현미경을 이용해 대상 시료의 광물학

적 구성을 분석한 결과 50 µm 내외의 아각상의 돌로마

이트 결정이 관찰되었고 소량의 공극이 발견되었다. 완

전건조 상태에서 시료의 초기 밀도는 2,690 g/cm
3
로 측

정되었고, 공극률은 0.0059로 측정되었다.

막골석회암층은 오르도비스기에 형성되었고 300 ~ 

400 m의 두께를 가지며 태백산 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시료는 충청북도 단양군에 위치한 

노동동굴 주변 막골석회암층에서 채취하였다(36°57‘N, 

128°23’E). 주로 판상 또는 괴상의 돌로마이트질 석회

암, 돌로마이트로 구성되고, 일부 탄산염 각력암이나 평

력암이 협재되어 있다. 단양지역에서는 흥월리층의 하

부, 두무동층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상부에는 회색 

석회질 사질 셰일이 발달하고 하부와 중부에는 회색 괴

상의 석회암와 담회색 고회질 석회암이 협재하고 있다

(Ryu et al., 1997). 육안관찰 결과 담황색의 세맥 및 변

질부가 일부 발견되었고, 노두에도 균열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점토는 발견되지 않아 약간 풍화상태로 분류된

다. 편광현미경을 이용해 대상 시료의 광물학적 구성을 

분석한 결과 채취한 막골석회암 시료는 돌로마이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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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a) Macroscopic view, (b) microscope images in plane-polarized light (x10) and (c) microscope images with crossed 

polar (x10) of Maggol limestone

(a) (b)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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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회암이었다. 10 µm 내외의 분홍빛을 띄는 아원상의 

돌로마이트 결정이 대부분이었고 결정 사이에 일부 공

극구조가 관찰되었다. 퇴적 당시 조직은 식별되지 않았

다. 완전건조 상태에서 시료의 초기 밀도는 2,670 g/cm
3

로 측정되었고, 공극률은 0.0067로 측정되었다.

채취된 시료는 직경은 37.62 mm, 길이는 직경은 1.5~ 

1.9배가 되도록 각각 2개씩 한국암반공학회의 암석표준

시험법에 따라 가공하고(KSRM, 2005), 풍촌석회암 시

료는 C-1과 C-2, 막골석회암 시료는 N-1과 N-2로 명명

하였다.

2.2 인공 동결-융해 시험

기상청에서 일별 최고 및 최저기온을 제공하는 1992

년에서 2014년까지 풍촌석회암 채취지역인 동해시의 

온도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최고기온은 37.1°C, 최

저기온은 –14.0°C로 기록되었고, 연중 최고기온의 평균

은 34.6 °C, 연중 최저기온의 평균은 –10.1°C로 기록되

었다. 매년 평균 71.2일은 동결-융해의 영향을 받았으

며, 평균 4.1일은 영하의 온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3(a)). 기상청에서 일별 최고 및 최저 기온을 

제공하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막골석회암 채취지

역인 단양군의 기온을 분석해본 결과, 최고기온은 

38.7°C, 최저기온은 –23.5°C로 기록되었고, 연중 최고

기온의 평균은 35.0°C, 연중 최저기온의 평균은 –19.2°C

로 기록되었다. 매년 평균 114.9일은 동결-융해의 영향

을 받았으며, 평균 17.4일은 영하의 온도가 유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3(b)). 

이와 같은 온도 분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32°C

를 최댓값으로, -18 °C를 최솟값으로 하는 동결-융해 

사이클을 설정하였다. 이 때 Fig. 4와 같이 –18°C에서 

12시간을 유지하고, 32°C에서 8시간을 유지해 시료 내

부까지 동결-융해에 의한 영향이 충분하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 온도범위는 암석의 동결-융해 내구성을 평

가하기 위해 ASTM과 ISO에서 제안한 표준시험법에 

제시된 값과도 일치한다(ASTM, 2004; ISO, 2007). 또

한 온도 상승 및 하강 시 광물 간 열팽창계수의 차이 

때문에 광물입자 간 응력이 발생하고 온도변화율이 

2.0°C/min보다 크면 열팽창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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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cycles used for the experiment

게 된다(Hall, 1999). 본 연구에서는 온도변화율을 0.83 

°C/min으로 설정하여 광물 간 열팽창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동결-융해에 의해 발생하는 균열을 집중

적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시험 전 암석 시료를 증류수

에 24시간 포화시켜 완전포화상태로 만든 후 수분의 이

탈이 없도록 연성의 방수재질 피복으로 밀봉 처리하였

다. 이와 같은 동결-융해 사이클을 총 50회 반복하며 매 

10회마다 시료의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였고, 초기 상태

와 50회 반복 후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취득하였다.

2.3 물리적 성질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동일 시료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

하기 위해서 시료의 보존이 필요했다. 따라서 파괴시험

은 수행하지 않았고, 비파괴 물성평가 기법 중 하나인 

탄성파측정법을 이용해 P파와 S파 속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시료의 건조무게와 포화무게를 이용해 흡수율을 

계산하였다. 흡수율은 식 (1)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

기서 A는 시험편의 건조 무게(g), B는 시험편의 표면건

조 포화상태의 무게(g)을 나타낸다. 모든 시험은 한국암

반공학회의 암석표준시험법에 따라 수행하였다(KSRM, 

2005).

흡수율



× (1)

2.4 X선 단층촬영 영상 분석

X선 단층촬영은 대상 시료에 대한 수천 장의 2차원 

영상을 취득한 후 컴퓨터처리과정을 통해 대상 시료 내

부의 3차원 정보를 얻는 기법이다. 물체를 파괴하지 않

고 시료 내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로 

의학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산업 및 연구 분

야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토양과학, 환경지질학, 

고생물학, 석유지질학, 퇴적학, 구조지질학, 지질공학, 

암석학 등 지질관련분야에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Carlson, 2006). 비파괴기법이라는 장점 때문에 본 연

구에서와 같이 시료 내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

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X선 단층촬영 영상 분석 과정은 Fig. 5와 같다. X선 

단층촬영 기기는 광원과 감지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

상 시료를 투과하며 감쇄된 에너지를 측정하여 물체의 

밀도 정보를 추출한다(Fig. 5(a)). 이 때 시료가 360° 회

전하며 모든 방향에 대해 수천 장의 수직방향 2차원 영

상들이 얻어지고 되고(Fig. 5(b)), 컴퓨터 처리과정을 

통해 수천 장의 수평방향 2차원 영상들로 재구성하게 

된다(Fig. 5(c)). 이러한 2차원 영상들을 순서대로 쌓아

주면 3차원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Fig. 5(d)). 이 중 

우리가 원하는 분석영역인 ROI(region of interest)를 

지정하고 그 부분만 추출하고(Fig. 5(e)), 이진화(binarization) 

기법을 이용해 한계값 이하의 픽셀은 공극, 한계값 이상

의 픽셀은 암석으로 지정하여 공극과 암석을 분리한다

(Fig. 5(f)). 그 후 공극의 골격을 추출하여 공극의 두께

나 연결성 분석에 이용할 수 있고(Fig. 5(g)), 공극의 구

조를 3차원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Fig. 5(h)). 이를 통해 

암석 내부 공극의 크기, 방향, 연결성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1,2와 N-1,2 총 4개의 시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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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5. Quantitative analysis from X-ray CT images. (a) Schematic of X-ray CT apparatus, (b) 2D raw data of vertical 

cross-section, (c) reconstruction to 2D horizontal cross-secton, (d) setting region of interest, (e) extracting region 

of interest, (f) binarization, (g) skeletonization, (h) construction of 3D pore structure

50회의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하며 초기 상태와 50회의 

동결-융해를 마친 후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취득하였다. 

SkyScan사의 1173 high-energy micro CT 모델을 이용

해 35.15 µ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영상을 2000장 이

상 취득하였다. 취득한 영상은 Fig. 5와 같은 순서로 분

석을 수행하였다. ROI는 500 × 500 × 1000 복셀로 설정

하였고 시료의 촬영 방향을 고려해 실험 전과 후 완전히 

동일한 ROI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공극률, 

등가지름(equivalent diameter), 국부두께(local thickness), 

방향성 등의 항목에 대해 정량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진화 과정을 통해 공극과 암석으로 구분된 영상에 대

해 공극으로 분류된 복셀만 추출하여 부피의 분포를 정

량적으로 분류하고 공극률을 계산하였다. 불규칙한 형

태의 공극의 부피를 같은 부피를 가지는 구형의 직경으

로 표현한 등가지름의 개념을 이용해 공극의 분포를 분

석하였다. 또한 국부두께 계산 방법을 사용해 공극의 

두께 분포의 정량적 분포를 나타냈다. 추출된 골격 중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공극의 외벽에 접하는 최대 크

기의 내접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의 직경을 국부두께로 

결정한다(Delerue et al., 1999). 또한 추출된 공극의 골

격에서 각 공극 내부에 위치한 골격이 향하는 방향을 

이용해 각 공극의 방향성을 추출하였고, 이를 통해 동

결-융해 풍화 과정으로 인해 균열의 발달 또는 성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생되는지 알아보았다.

3. 결과

동결-융해 실험 후 건조무게, 흡수율, 탄성파속도 등 

모든 물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띄었다(Fig. 6). Fig. 6(a)

와 같이 모든 시료에서 건조무게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

였다. C-1의 건조무게는 초기 164.42 g이었으나 50회

의 동결-융해 반복 과정을 거친 후 164.38 g으로 0.02% 

감소하였고, C-2의 건조무게는 초기 188.50 g에서 188.49 

g으로 0.01% 감소하였다. 이처럼 풍촌석회암 시료의 

건조무게는 평균 0.02% 감소하였다. N-1의 건조무게는 

208.12 g에서 동결-융해 후 208.07 g으로 0.02% 감소

하였고, N-2의 건조무게는 188.63 g에서 188.57 g으로 

0.03% 감소하여, 막골석회암의 건조무게는 평균 0.03% 

감소하였다. Fig. 6(b)와 같이 C-2를 제외한 모든 시료

에서 흡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C-1의 흡수

율은 초기 0.18%으로 측정되었으나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과정을 거친 후 0.21%로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C-2의 흡수율은 50회의 동결-융해를 거친 후에도 초기

와 같은 0.11%로 유지되어 풍촌석회암 시료의 흡수율



인공 동결-융해 풍화에 따른 석회암의 물성 및 미세구조 변화 분석442

(a) (b)

(c) (d)

Fig. 6. Variation on physical properties of limestone specimens: (a) Dry weight, (b) absorption, (c) P-wave velocity, (d) 

S-wave velocity

은 평균 8.33% 증가하였다. N-1의 흡수율은 초기 

0.33%에서 실험 후 0.37%로, N-2의 흡수율은 초기 

0.21%에서 실험 후 0.24%로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막

골석회암 시료의 흡수율은 평균 13.20% 증가하였다. 

Fig. 6(c)와 (d)와 같이 모든 시료에서 탄성파속도도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C-1의 경우 50회의 동결-융해 

반복 과정을 거치는 동안 P파 속도는 5,318 m/s로 일정

하게 유지되었지만, S파 속도는 2,286 m/s에서 2,019 

m/s로 12% 감소하였다. C-2의 경우 P파 속도는 초기 

5,729 m/s에서 실험 후 5,478 m/s로 4% 감소하였고, S

파 속도는 2,459 m/s에서 2,296 m/s로 7% 감소하였다. 

이처럼 풍촌석회암 시료의 P파 속도와 S파 속도는 인공 

동결-융해 시험 후 각각 평균 2.19%, 9.16% 감소하였

다. N-1의 경우 P파 속도는 초기 5,232 m/s에서 실험 

후 4,869 m/s로 7% 감소하였고, S파 속도는 2,138 m/s

에서 2,050 m/s로 4% 감소하였다. N-2의 경우 P파 속

도는 실험 전후 5,626 m/s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S

파 속도는 초기 2,765 m/s에서 실험 후 1,967 m/s로 

29% 감소하였고, 특히 40회와 50회의 동결-융해 과정

을 거친 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막골석회암 시료의 P

파 속도와 S파 속도는 평균적으로 각각 3.47%, 16.48% 

감소하였다. N-1을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S파 속도가 

P파 속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풍촌석회암에 

비해 막골석회암에서 더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동일 시료에 대해 초기상태와 동결-융해 과정을 50회 

거친 후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취득하여 그 변화를 분석

해보았다. 공극률은 ROI 내부 전체 복셀의 개수에 대한 

공극이 차지하는 복셀의 개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

한다. 풍촌석회암 시료의 공극률은 초기 0.0059에서 풍

화시험 후 0.0081로 약 36% 증가하였다. 다양한 모양

을 가지는 공극의 모양을 구로 가정한 후 그 지름을 계

산한 등가 지름은 Fig. 7(a)와 같이 100 µm이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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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350 µm, 350 ~ 400 µm, 400 µm이상으로 8개

의 범위로 분류하였다. 전체 공극의 개수는 44,944개에

서 54,674개로 약 22% 증가하였고, 모든 분류 범위에

서 공극의 개수가 증가하였다. 대체적으로 부피가 큰 

공극일수록 공극의 빈도가 더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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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Variation on distribution of equivalent diameter of Pungchon limeston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a) graph shows that the number of pores was increased and (b) picture shows that the number and size of 

pores were increased after 50 freeze-thaw cycles

(a) (b)

Fig. 8. Variation on throat thickness of Pungchon limeston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a) 

graph shows that the number of throats was increased and (b) picture shows that the number and size of throats 

were increased after 50 freeze-thaw cycles

Fig. 9. Variation on pore orientation of Pungchon limeston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였다. 분류 범위에 따라 최소 13%에서 최대 98%의 증

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Fig. 7(b)의 가시화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인 공극의 개수가 증가하였고 

기존에 존재하던 공극의 부피도 증가하였다. 또한 공극

의 국부두께를 계산한 결과 Fig. 8(a)와 같은 분포를 나

타내었다. 모든 범위에서 공극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Fig. 8(b)는 ROI내부 위치는 공극의 국부두께를 가시화

한 것으로 얇을수록 푸른색에 가깝고, 두꺼울수록 붉은

색에 가깝게 나타난다. 공극의 빈도뿐만 아니라 두께의 

변화도 있음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9와 같

이 동일 시료에 대해 동결-융해 전후 공극의 방향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방향에 대해 그 빈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115° 또는 295° 방향을 중심으로 공극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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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Variation on distribution of equivalent diameter of Maggol limeston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a) graph shows that the number of pores was increased and (b) picture shows that the number and size 

of pores were increased after 50 freeze-thaw cycles

(a) (b)

Fig. 11. Variation on throat thickness of Maggol limeston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a) 

graph shows that the number of throats was increased and (b) picture shows that the number and size of throats 

were increased after 50 freeze-thaw cycles

막골석회암 시료의 공극률은 0.0067에서 0.0101로 

약 50% 증가하였다. 등가지름은 Fig. 10(a)와 같이 100 

µm이하, 100 ~ 150 µm, 150 ~ 200 µm, 200 ~ 25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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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8개의 범위로 분류하였다. 전체 공극의 개수

는 50,070개에서 61,628개로 약 23% 증가하였고, 모든 

분류 범위에서 공극의 개수가 증가하였다. Fig. 10(b)의 

가시화 영상에서도 정성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분류 범위에 따라 최소 14%에서 최대 153%의 증가폭

을 나타냈다. 풍촌석회암과 마찬가지로 부피가 큰 공극

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극의 국부두께

를 계산한 결과 Fig. 11(a)와 같은 분포가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범위에서 빈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는 Fig. 11(b)의 가시화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극의 빈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공극의 국부두께도 증가하였다. Fig. 12와 같이 동일 시

료에 대해 동결-융해 전후 공극의 방향성을 분석한 결

과 모든 방향에 대해 그 빈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150° 

또는 330° 방향을 중심으로 공극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

타났다.

4. 토의

기존 연구에서는 동결-융해에 의해 발생한 균열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모든 균열을 2차원 직사각형으

로 가정한 후 전체시료에 대한 균열밀도의 변화를 분석

하거나(Nicholson and Nicholson, 2000), 시료 표면에 

대한 2차원 균열의 변화를 관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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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ariation on pore orientation of Maggol limestone 

specimen at initial state and after 50 freeze-thaw 

cycles

(Um and Shin, 2009). X선 단층촬영기법을 이용한 기

존 연구들은 2차원 단면 영상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시료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였고 정확히 동일한 

평면을 비교하는 것도 어려웠다(Argandona et al., 1999; 

Zhang et al., 200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X선 단층촬

영기법을 이용해 동일 시료에 대한 3차원 영상을 취득

하여 시료 전체에 대한 미세구조 변화를 높은 해상도로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시료에 대한 물성을 

비파괴 분석기법을 이용해 연속적인 변화를 정량적으

로 평가하여 미세구조적 변화와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물리적 성질 측정 결과 풍촌석회암과 막골석회암 시

료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막골석회암 시료에서 

더 큰 변화가 감지되었다. 건조무게는 감소하는 경향을 

띄었으나 그 변화정도가 0.03%로 미미하여 유의미한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흡수율은 증가하는 경향

을 띄었고 풍촌석회암인 C-2 시료의 흡수율은 동결-융

해 과정이 반복될 때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다른 

시료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띄어 50회

의 동결-융해를 반복한 후에는 12 ~ 17% 증가하였다. 

포화된 암석이 동결되면 암석 내의 균열, 공극 등에 내

재된 수분이 얼음으로 상변화를 하게 된다. 이 때 발생

하는 부피 증가에 의해 주변 암석에 응력을 가하게 되

고 그 결과 기존에 존재하던 균열이 확장되거나 일부 

입자가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실험 결과와 같이 건조무게가 감소하고 흡수

율이 증가하게 된다. 

P파와 S파 속도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P파 속도에 비

해 S파 속도의 감소율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탄성파 속

도 측정은 간편하고 빠르게 암석을 파괴하지 않고 암석

의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

다.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지만 고

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S파는 진행방향에 수

직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고체만 통과할 수 

있고 액체와 기체는 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파의 성질 때문에 강하고 치밀한 암

석일수록 탄성파 속도는 빠르게 측정되고, 풍화가 진행

될수록 느리게 측정된다. 암석 내부에 균열이 많이 발

달할수록 P파 또는 S파가 진행할 때 균열 부위는 느리

게 진행하거나 우회하므로 전체시료에서 속도가 느리

게 측정된다. Um and Shin(2009)는 동결-융해에 의한 

미세균열의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박스 프랙탈 차원 분

석을 통해 측정하고, 이러한 미세균열의 증가가 P파 속

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X

선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해 공극과 미세균열의 증가를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탄성파 속도가 감소된 것으로 판

단된다.

물리적 성질 분석 결과 두 가지 암석의 초기 물성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X선 단층촬영 영상 분석 결

과 초기상태에서 막골석회암이 풍촌석회암에 비해 초

기 공극의 수가 약 10% 더 많고 초기 공극률 또한 

0.0008만큼 더 높았다. 또한 편광현미경 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막골석회암에서 광물과 광물 사이에 공극

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미세구조의 차이는 동

결-융해 풍화에 영향을 미쳐 50회의 인공풍화 후 풍촌

석회암의 공극률이 36% 증가한 것에 비해 막골석회암

의 공극률은 50% 증가하였다. 공극 부피와 등가직경 

분석 결과 두 가지 암종 모두에서 50회의 동결-융해를 

거친 후 공극의 빈도 및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나, 막골석회암에서 조금 더 큰 변화를 보였다. 암석 

내부에는 수많은 미세균열과 공극이 분포하고 있다. 암

석을 포화시키면 이러한 공동 내부에 수분이 가득 차게 

되고 이러한 암석 내 수분이 동결되면 부피팽창에 의해 

미세균열 또는 공극을 확장시키거나 서로 병합시켜 그 

크기가 확장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 육

안으로 확인되는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일부 입자가 

탈락될 수 있으며 전체 암석의 물리적 성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무암, 섬록암, 응회암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

행 연구에서 주사전자현미경과 X선 단층촬영 영상을 

통해 기존 균열의 확장과 공극의 병합을 확인할 수 있

었고(Park et al., 2015),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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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의 방향성 분석은 현지에서 시료 채취 시 방향성

에 대한 표기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료의 방향을 

임의로 설정하여 각도로 표기하였고, 실내시험 전과 후

에 같은 각도로 X선 단층촬영 영상을 분석하였다. 막골

석회암의 경우 Fig. 12와 같이 모든 방향으로 공극 빈도

가 증가하였으나 특히 150° 또는 330° 방향을 중심으로 

공극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인공풍화 전 

공극들이 가지는 방향성인 층리의 방향(170° 또는 350°)

과 유사하게 공극이 생성 및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풍촌석회암의 경우 Fig. 9와 같이 모든 방향으로 공극

의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특히 115° 또는 295° 방향을 

중심으로 공극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풍촌석회

암은 막골석회암에 비해 층리가 덜 발달한 대신 세맥이 

더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다. 이는 동결-융해 시 인공풍

화 전 공극들이 가지는 방향성인 층리 방향(60° 또는 

240°)보다 세맥의 방향(120° 또는 300°)에 더 영향을 많

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밀폐된 공간에 구속된 수분은 압력에 의한 영향으로 

어는점 하강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암석 내 공극 또

는 균열 내부의 수분은 0°C 이하의 환경에서도 얼지 않

고 과냉각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De Kock et al., 2015). 

이 때 물의 어는점 내림은 식 (2)와 같다(Camuffo, 2014).






 (2)

여기서 r은 얼음결정의 직경, ρ는 얼음의 밀도, L은 

융해잠열을 의미한다. 따라서 얼음결정의 직경이 작을

수록, 즉 공극의 크기가 작을수록 어는 점 내림 현상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고 영하의 온도에서도 과냉각 상태

의 물로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공극의 부피가 작을수

록 동결-융해 시 영향을 적게 받아 Fig. 7과 Fig. 10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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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하의 온도에서 공극, 균열, 절리 등의 공동에 내재된 수

분이 얼음으로 상변화를 할 때 생기는 9.05%의 부피증

가에 의한 것으로 공동의 91%이상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을 때 발생한다. 이 때 이상적인 환경에는 최대 207 

MPa의 응력을 주변 암석에 가해줄 수 있으나 실제 환

경에서는 10 ~ 100 MPa의 압력을 주변에 가해주게 된

다(Bland and Rolls, 1998; Davidson and Nye, 1985). 

두 번째는 암석에 미동결수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에서는 포화상태의 시료에 대한 동

결-융해 과정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피팽창에 의한 영

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여 년간의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시료를 채취한 장소에서 풍촌석회암은 연평균 71.2회, 

막골석회암은 연평균 115.0회의 동결-융해 과정을 거치

게 된다(Fig. 3). 현지 환경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

더라도 현지 암반의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을 수 

있고, 암반의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더라도 내부의 수분

은 과냉각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암석을 완전 포화상태로 만든 후 동결-융해 실내시험을 

수행하였고 온도도 현지 환경에 비해 더 큰 변화를 주

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내시험은 실제 

환경보다 다소 과장된 결과를 나타내게 되며 실내시험

의 반복 횟수와 현지 환경에서 발생한 동결-융해 반복 

횟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

지만 실내시험을 통해 현지 환경에서 일어나는 동결-융

해에 의한 영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암석 약

화로 발생 가능한 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

동일한 암석에 대해 물리적 성질과 X선 단층촬영 영

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직경 37.62 mm의 시

료를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X선 단층촬영 영상의 해

상도는 35.15 µm로 설정되었다. 해상도가 낮아 (공간

해상도 35.15 µm) 공극 구조 분석을 아주 정밀하게 수

행하지 못하였다. 공극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 µm 해상도의 고해상도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직경 10 mm 내외로 가공해야 하고 동일 장비를 

이용해 최대 5 µm의 해상도의 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실제로 동일 기기를 이용해 직경 10 mm의 사암 시료 

영상을 취득한 결과 6.04 µm의 영상을 취득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가공된 시료가 전체 암석에 대

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

려우며 시료의 개수를 늘려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채취한 시료 내부에 균열이 다소 포함되어 

있어 원기둥 형태로 가공 시 균열에 의한 파손이 일어

나 암종 별로 2개의 시료만 확보 가능하였다. 향후 연구

에서는 추가적인 시료 채취를 통해 시료의 개수를 늘린

다면 물리적 성질 측정 시 신뢰성을 더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50회의 동결-융해 시험

만 수행하였는데 향후 반복 횟수를 늘림으로써 암석의 

물성 약화 경향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X선 단층촬영 영상 취득 횟수도 늘려 미세구조 변화와

의 상관성 분석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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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암석 동결-융해 분석에 많

이 시도되지 않았던 X선 단층촬영 분석 기법을 도입하

여 암석의 미세구조를 3차원적으로 분석하였고, 공극

률, 공극부피, 등가직경, 국부두께, 방향성 등의 정보를 

추출하였으며, 기존에 많이 이용되는 인자인 탄성파속

도, 흡수율, 건조무게 등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물리적 

성질도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풍촌석회

암의 경우 공극률은 초기 0.0059에서 0.0081로 증가하

였고, 총 공극의 개수도 약 22% 증가하여 새로운 공극

들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극부피와 등가직경은 

분류 범위에 따라 공극의 빈도가 13 ~ 106% 증가하였

고, 국부두께 분석 결과 모든 범위에서 공극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방향성 분석 결과 모든 방향으로 균열이 

성장하였으나 특히 115° 또는 295° 방향으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막골석회암의 경우 공극률은 초

기 0.0067에서 0.0101로 증가하였고, 총 공극의 개수도 

약 23% 증가하였다. 공극부피와 등가직경은 분류 범위

에 따라 공극의 빈도가 14 ~ 153% 증가하였고, 국부두

께 분석 결과 모든 범위에서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방향성 분석 결과 모든 방향으로 균열이 성장

하였으나 특히 150° 또는 330° 방향으로의 성장이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물리적 성질 변화 측정 결과 풍촌석

회암의 경우 건조무게는 약 0.02% 감소하였고, 흡수율

은 8.33% 증가하였으며, P파 속도와 S파 속도는 각각 

2.19%, 9.16% 감소하였다. 한편 막골석회암의 경우 건

조무게는 약 0.03% 감소하였고, 흡수율은 13.2% 증가

하였으며, P파와 S파 속도는 각각 3.47%, 16.48% 감소

하였다. 이처럼 50회의 동결-융해 후 막골석회암이 풍

촌석회암에 비해 물리적 성질과 미세구조적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초기 상태에서 막골석회암의 공극

이 더 많이 분포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X선 단층촬영 기법은 시료를 파괴하지 않고도 고해

상도의 3차원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와 같이 동일 시료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적용 가능하다. X선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한 

3차원 공극모델링은 공극 구조의 변화 분석뿐만 아니라 

시료 내부 유체 흐름의 분석 활용된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석회암 지대의 겨울철 동결-융해에 의해 암석이 

받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온 지역 토양 내부의 얼음 결정 성장 연

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석회암반 지대의 건설 및 

유지보수 활동, 겨울철 암반사면의 안정성 분석, 석회암 

재질로 만들어진 석조문화재의 보존 등의 분야에도 간

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쇄빙연구선인 아

라온호를 건조하고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등 극지 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향후 극지를 포함한 저온지역에서의 건

설 및 자원 개발 활동에도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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