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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imensional µm-Scale Pore Structures of Porous Earth Materials: 

NMR Micro-imaging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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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지표-지각환경을 구성하는 지질매체의 구조와 성질의 정량적-체계적 이해를 위한 예비연구로, 매

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모양, 크기, 충전 밀도가 공극 구조의 특성과 매질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입자의 모양이 구형인 글래스 비드와 모양이 불규칙한 실리카 젤을 이용하여 입자 크기와 공극

률이 서로 다른 다양한 다공성 매질을 준비하였고,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을 이용하여 약 50 µm의 분해능

으로 삼차원 영상을 획득하였다. 분석 결과, 지름 약 0.2∼1.3 mm 크기의 입자로 구성된 다공성 매질의 

비표면적은 2.5부터 9.6 mm
2
/mm

3
, 공극률은 0.21에서 0.38, 투수율은 11.6에서 892.3 D이며, 이는 일반적

인 미고결 샌드가 갖는 값의 범위에 해당된다. 비표면적, 공극률, 투수율의 관계는 Kozeny 식에서 예상된 

경향과 비교적 일치하였다. 상자집계 프랙탈 차원은 공극률, 비표면적과의 관련성이 높으며, 공극률이 

0.29∼0.38일 때 비표면적이 약 2.5부터 6.0 mm
2
/mm

3
까지 증가할수록 프랙탈 차원이 2.6에서 3.0까지 선

형으로 증가하며, 공극률이 0.21∼0.28일 때 비표면적이 약 2.5부터 9.6 mm
2
/mm

3
까지 증가할수록 프랙탈 

차원이 2.5에서 3.0까지 선형으로 증가한다. 실제 다공성 사암에 포함된 유체의 삼차원 구조를 핵자기공

명 현미영상으로 영상화하였고, 이에 대한 비표면적은 0.33 mm
2
/mm

3
, 공극률은 0.017, 투수율은 30.9 

mD, 상자 집계 프랙탈 차원은 1.59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은 

다양한 다공성 매질의 삼차원 공극 구조를 영상화할 수 있고, 삼차원 공극 구조에 대한 상자집계 프랙탈 

차원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다양한 공극 구조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며, 다공성 매질의 이동 특성을 나타

내는 매개 변수들과 지진파 감쇠 등에 대한 조절 인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핵자기공명 현미영상, 다공성 매질, 모델 샌드, 공극 구조, 상자집계 프랙탈 차원, 투수율, 지진

파 감쇠

ABSTRACT : We explore the effect of particle shape and size on 3-dimensional (3D) network and pore 

structure of porous earth materials composed of glass beads and silica gel using NMR micro-imaging in 

order to gain better insights into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e and the corresponding hydrologic and 

seismological properties. The 3D micro-imaging data for the model porous networks show that the specific 

surface area, porosity, and permeability range from 2.5 to 9.6 mm
2
/mm

3
, from 0.21 to 0.38, and from 11.6 

to 892.3 D (Darcy), respectively, which are typical values for unconsolidated sands. The relationships 

among specific surface area, porosity, and permeability of the porous media are relatively well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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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Kozeny equation. Cube counting fractal dimension analysis shows that fractal dimension increases 

from ∼2.5－2.6 to 3.0 with increasing specific surface area from 2.5 to 9.6 mm
2
/mm

3
, with the data also 

suggesting the effect of porosity. Specific surface area, porosity, permeability, and cube counting fractal 

dimension for the natural mongolian sandstone are 0.33 mm
2
/mm

3
, 0.017, 30.9 mD, and 1.59, respectively. 

The current results highlight that NMR micro-imaging, together with detailed statistical analyses can be 

useful to characterize 3D pore structures of various porous earth materials and be potentially effective in 

accounting for transport properties and seismic wave velocity and attenuation of diverse porous media in 

earth crust and interiors.

Key words : NMR micro-imaging, porous media, model sand, pore structure, cube counting fractal 

dimension, permeability, seismic wave attenuation

서    론

  지구물질의 원자 단위의 미시적 구조는 이들의 

다양한 성질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지질과정의 

해석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규

산염 용융체를 구성하는 규소, 산소 등에 대한 원

자 주변 환경의 미시적 관찰로부터 지구 내부 맨

틀 용융체의 생성 및 이동 특성과 같은 전 지구적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e.g., Lee, 2005). 위와 같은 

원자 단위에서의 정보와 더불어, 다양한 지질 매체

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지질 매

체의 거시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원자 

단위와 동일한 통계열역학적 접근이 가능하다. 예

를 들어, 지구 내부의 고압 조건에서 용융체를 포

함하는 암석의 공극 구조에 대한 미시적 관찰로부

터 지진파의 감쇠 특성, 마그마의 이동과 같은 거

시적 성질을 예측할 수 있으며(e.g., Takei, 2002), 

지표의 다공성 매질의 공극 구조에 대한 미시적 

관찰로부터 토양 오염물의 이동, 저류암으로부터

의 원유 회수, 이산화탄소, 핵폐기물의 저장 등 환

경, 산업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거시적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Sahimi, 1993). 

전통적으로 공극 구조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실

험으로부터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극률, 비표면적 

등의 매개 변수들을 얻었으나(Bear, 1972; Dullien, 

1979), 최근에는 영상화 방법의 발달로 공극 구조

를 미시적으로 영상화하고 이로부터 공극 구조의 

특성을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첫째,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을 이용하여 다양

한 모델 샌드의 삼차원 공극 구조를 상대적으로 

높은 분해능으로 영상화하고, 둘째, 이로부터 공극

률, 비표면적, 투수율, 프랙탈 차원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변수 및 성질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다공성 매질의 공극 구조를 영상화하는 연구는 

주로 다공성 매질을 굳혀서 박편으로 만든 후 주

사전자현미경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이차원으로 

영상화하거나 암석의 박편으로부터 삼차원 공극 

구조를 재현하는 방법들이 이용되었다(e.g., Berry-

man and Blair, 1986; Katz and Thompson, 1985; 

Krohn and Thompson, 1986). 이차원 영상을 이용

한 방법은 삼차원 공간 상의 정보를 정확히 얻는

데 한계가 있고, 원시료를 파괴해야 하는 특성 때

문에 공극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파괴 방법으로 삼차원 영상을 얻는 것이 다공성 

매질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것은 x선 컴퓨

터 토모그래피(computerized tomography, CT) 방법

이다(e.g., Fredrich et al., 2006; Lindquist and 

Venkatarangan, 1999; Spanne et al., 1994). CT는 

매질의 입자를 영상화하고 이로부터 공극 구조의 

영상을 얻는다. 이와 함께 삼차원 영상을 얻기 위

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핵자기공명 현미영

상[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micro- 

imaging]이다. 이는 의학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잘 

알려져 있는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과 그 원리가 같다. 자기공명영상은 

영상의 대상이 되는 인체 또는 동물의 지름이 수

십 센티미터에 이르고 0.2∼3 T의 세기를 갖는 자

석을 사용하여 수 밀리미터의 분해능으로 영상을 

얻는다. 이에 비해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은 시료의 

지름이 수 센티미터에서 수 밀리미터이고, 4.7∼

21.1 T의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장 세기를 갖는 자

석을 사용함으로써 수십에서 수 마이크로미터의 

상대적으로 높은 분해능으로 영상을 얻는다.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은 촉매로 구성된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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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 Gladden, 2003; Lysova et al., 2005; Rigby, 

1996), 시멘트(e.g., Balcom et al., 2003; Faure et 

al., 2005; Gussoni et al., 2004)의 공극 구조 등 화

공 및 재료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었다. 지질학 분

야에는 암석 내 물과 유체의 분포(Davies et al., 1994; 

Dereppe et al., 1991; Doughty and Tomutsa, 1996), 

비수용성 액체의 분포(Becker et al., 2003; Chu et 

al., 2004; Zhang et al., 2002; 2007), 용해 과정

(Dijk et al., 2002), 공극 크기의 비균질성(Pomerantz 

et al., 2007), 암석의 쪼개짐(Baraka-Lokmane et 

al., 2001; Chen et al., 1995; Dijk et al., 1999)의 

영상화 등에 이용되었으나 대체로 분해능이 낮아

서 유체의 공간적인 분포나 유체간 경계면의 이동 

등을 영상화하였고, 상대적으로 높은 분해능으로 

공극 구조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을 이용한 공극 구조의 삼

차원 영상은 주로 200 µm에서 1 mm의 분해능으

로 영상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약 100 µm의 분해능

으로 영상화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e.g., Gladden, 

2003; Gladde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약 50 µm의 분해능으로 모

델 샌드로 이루어진 다공성 매질의 공극 구조를 

삼차원으로 영상화함으로써 핵자기공명 현미영상

을 이용한 고분해능 삼차원 영상화 연구의 가능성

을 제시한다.

  공극 구조를 통계적이고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시도들이 수행되었다

(Sahimi, 1993). 우선 공극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공극 구조를 공극체(pore body)와 공극 사이를 연

결하는 공극목(pore throat)으로 간단하게 표현하

고, 이를 이용하여 공극-크기 분포(pore size distri-

bution)를 분석하였다. 실제 공극 구조는, 수은 공

극측정법(mercury porosimetry) (Ritter and Drake, 

1945; Thompson et al., 1987), 흡-탈착 실험(Barrett 

et al., 1951), 산란 세기와 공극 크기의 관계를 이

용하는 저각 x선 산란(small angle x-ray scattering, 

SAXS) 또는 저각 중성자 산란(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Hall et al., 1986), 스핀-격자 이

완 시간과 표면-부피비의 관계를 이용하는 핵자기

공명 분광기(NMR spectroscopy)를 이용하는 방법

(Cohen and Mendelson, 1982) 등 실험으로부터 간

접적으로 유추하여 얻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에는 컴퓨터 연산속도와 알고리즘의 발달로 삼차

원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극 네트워크 모델 분

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삼차원 공극 

구조 영상에 대해 또 다른 통계물리적 매개 변수

인 상자 집계 프랙탈 차원을 이용하여 정량화하고

자 한다. 

  프랙탈 차원은 복잡한 구조를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개 변수로 정수가 아닌 차원을 갖는다

(Mandelbrot, 1982). 프랙탈 차원은 본래 자기 유사

성(self-similarity)을 갖는 물체에 대해 정의되지만, 

자연계 물체의 경우 일정한 길이 범위 내에서만 

자기 유사성이 존재하여 이 범위에서만 프랙탈 차

원이 정의되거나 혹은 자기 유사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프랙탈 차원을 갖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

다. 다공성 매질의 공극 구조도 대부분 자기 유사

성을 갖지 않지만 불규칙한 공극 구조를 정량화하

기 위한 시도로 이차원 영상(e.g., Anderson et al., 

2000; Bird et al., 2006; Crawford and Matsui, 

1996; Dathe and Thullner, 2005; Giménez et al., 

1997; Gladden et al., 1995; Hansen and Skjeltorp, 

1988) 및 삼차원 영상(e.g., Klemm et al., 1997; 

Müller et al., 1995; Perret et al., 2003; Sederman 

et al., 1997; Tarquis, 2006)에 대한 프랙탈 차원 분

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극 구조에 대한 프랙탈 

차원 분석은 주로 토양, 암석 등의 다공성 매질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촉매나 글래스비드와 같이 모

양과 크기가 비슷한 입자로 이루어진 다공성 매질

의 공극 구조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졌다(Ghilardi 

et al., 1993; Klemm et al., 1997; Müller et al., 

1995; Wu et al., 2008). 이차원 및 삼차원 영상의 

프랙탈 차원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상자 

집계(box counting) 방법, 공극률-반경(porosity-radius) 

방법, 면적-둘레(area-perimeter) 방법이다. 이러한 

많은 이전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다공성 매

질에 대해 여러 연구자에 의해 통일되어 있지 않

아 프랙탈 차원이 갖는 일반적인 경향성이 제시되

지 않았다. 지질매체의 구조와 프랙탈 차원 간의 

정량적인 관계 정립을 위하여 다공성 매질을 구성

하는 입자의 모양과 크기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

면서 삼차원 공극 구조 영상을 얻고 이에 대해 프

랙탈 차원을 분석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상자집계 방법을 이용한 프랙탈 

차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자기 유사성을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프랙탈 차원을 분

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Foroutan- 

pour et al., 1999). 상자집계 프랙탈 차원과 관련된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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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q. 1

여기서, N은 프랙탈 차원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

터가 포함된 상자의 개수, r은 상자의 크기, k는 상

수, Df는 상자집계 프랙탈 차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구형의 글래스 비드와 불규칙한 

입자 모양의 실리카 젤을 사용해서 입자의 모양과 

크기를 다르게 하여 삼차원 공극 구조 영상을 획

득하였고 이로부터 상자 집계 방법으로 프랙탈 차

원 분석을 하였다. 글래스 비드와 실리카 젤로 이

루어진 다공성 매질에 대한 핵자기공명 현미영상

의 이전 연구를 통하여 지질매체 내 유체의 이동

과 분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e.g., Herr-

mann et al., 2002; Johns and Gladden, 2000; Johns 

et al., 2000; Locke et al., 2001; Manz et al., 1999; 

Mertens et al., 2006; Okamoto et al., 2001; Ren et 

al., 2005), 실리카젤로 이루어진 다공성 매질에 대

해 콜로이드의 이동이 영상화되었으며(Baumann 

and Werth, 2005), 공극의 구조가 유체 이동 특성

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었다(Ogawa et al., 2001). 

또한 삼차원 미세 구조로부터 투수율을 비롯한 다

양한 수리 특성을 예측하는 이론적인 방법들이 개

발되었다(Keehm et al., 2004; Keehm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글래스 비드와 실리카 젤로 이루어

진 모델 샌드를 이용하여 다공성 매질을 이루는 

입자의 크기와 모양이 비표면적, 유효 공극률, 투

수율 및 프랙탈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실제 다공성 사암을 채우고 있는 유체의 삼

차원 구조에 대해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으로 영상

화하고 공극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로부터 핵자기공명 현미영상과 삼차원 상자집계 

프랙탈 차원의 활용 가능성을 토의한다. 

배경 이론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의 원리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의 원리는 기존의 논문이나 

소개서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나(Blümich, 2000; 

Callaghan, 1991; Levitt, 2001), 본 논문에서는 독

자들의 이해고양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 원리를 간

략히 정리하여 소개한다. 시료를 z-방향의 강한 외

부 자기장(B0) 내에 두면, 특정 핵종(예: H-1)은 같

은 라모어 주파수(Larmor frequency, w0)를 같게 

된다: 

     Eq. 2

여기서 γ는 자기회전비(gyromagnetic ratio)로 핵

종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 핵자기공명 현

미영상에서는 공간에서의 정보를 얻기 위해 x 방

향의 위치에 비례하는 자기장 구배(gradient, Gx)를 

갖도록 하여 z 방향의 자기장으로 걸어주는데, 이 

때 자기장 구배에 의한 z 방향의 약한 자기장

(
)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 Eq. 3

따라서 강한 외부 자기장과 x 방향의 위치에 비례

하는 자기장 구배가 존재할 때의 전체 자기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Eq. 4

이 때 라모어 주파수는 x방향의 위치에 비례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Eq. 5

이러한 원리로 자기장 구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는 라모어 주파수를 통해 공간에서 x방향의 위치

에 대한 분해능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을 주

파수 부호화(frequency encoding)라고 한다. 또 다

른 수직 방향(y방향)은 이 방향에 대한 자기장 구

배(Gy)를 이용하여 핵스핀의 자화(magnetization)가 

갖는 위상의 크기가 y방향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되도록 만드는데 이를 위상 부호화(phase encoding)

라고 한다. 삼차원 공간 상의 또 다른 수직 방향(z

방향)은 펄스와 함께 z방향의 구배(Gz)를 걸어주어 

관찰하고자 하는 슬라이스의 특정 핵종이 모두 여

기(excitation)되도록 하는데 이를 슬라이스 선택

(slice selection)이라고 한다. 이차원 영상을 얻을 

때는 주파수 부호화, 위상 부호화, 슬라이스 선택

을 함께 사용하고, 삼차원 영상을 얻을 때는 주파

수 부호화와 두 가지 수직 방향에 대한 위상 부호

화를 사용한다. CT 방법이 매질을 구성하는 고체

상을 주로 영상화하는 것과 달리 핵자기공명 현미

영상은 유체를 구성하는 수소(H-1)의 스핀 밀도

를 직접 영상화함으로써 다공성 매질에서 실제 유

체가 분포하고 있는 유효 공극을 영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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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se3d pulse program protocol.

실험 방법

시료 준비

  입자의 모양이 비교적 불규칙한 실리카젤은 직

경 860∼1300 µm (SG 1)과 250∼595 µm (SG 3), 

두 가지를 원 시료로 준비하였고, 입자의 모양이 

비교적 균질하고 구형을 띠는 글래스비드는 직경 

710∼1180 µm (GB 1)과 212∼300 µm (GB 3), 두 

가지를 원 시료로 준비하였다. 서로 다른 크기의 

SG 1과 SG 3을 질량비 1 : 1로 혼합한 SG 2, GB 

1과 GB 3을 질량비 1 : 1로 혼합한 GB 2를 준비하

였다. 이렇게 준비된 원 시료와 혼합 시료는 내경 

8.32 mm, 외경 14.83 mm, 샘플이 들어가는 부분

의 길이 23.77 mm인 칼럼에 채웠다. 각각의 입자

가 포함된 칼럼의 한 쪽 끝을 테플론 필터로 막

고, 실리콘 오일(polydimethylsiloxane, Baysilone 

M30000, 밀도 0.98 g/cm
3
)을 채운 다음, 다른 쪽 

끝을 멤브레인 필터로 막았다. 모델 샌드 입자와 

실리콘 오일이 채워진 칼럼의 한 쪽 끝을 진공 펌

프를 사용하여 공기 방울이 포함되지 않도록 포화

시켰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시료에서 공극률이 다

른 값을 갖도록 GB 1은 7개, GB 2는 6개, GB 3은 

2개, SG 1은 6개, SG2는 1개, SG 3은 2개의 서로 

다른 시료를 만들었다. 

영상 획득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은 9.4 T의 자기장을 갖는 

Bruker Biospin DSX 400 NMR 스펙트로미터와 

2.5 G/cm/A의 자기 구배 세기를 갖는 Micro2.5 프

로브에서 ParaVision (ver. 2.1.1) 소프트웨어를 사

Fig. 2. Histogram of intensity of NMR micro-imaging 

3D data. (A) GB 1, (B) SG 1.

용하여 영상을 얻었다. 삼차원 영상을 얻기 위해 

se3d (3-dimensional spin-echo) 프로토콜을 사용하

였고, 반복 시간 1초, 에코 시간 5.567 ms, 시역

(field of view) {12, 12, 12} mm의 조건으로 영상

을 얻었다. 데이터 크기(matrix size)는 128 × 128 × 

128 (분해능 93.75 µm/pixel) 또는 256 × 256 × 256 

(분해능 46.875 µm/pixel)으로 얻었다.

  그림 1은 se3d 프로토콜의 개념도이다. F1 채널

에서 두 개의 펄스는 각각 sinc 모양의 여기 펄스

와 재초점 펄스를 나타내며, 이 펄스들로부터 에코 

신호가 얻어진다. Read 채널의 구배는 F1 채널에

서 에코가 얻어질 때 함께 작용하여 주파수 부호

화로 사용되고, Phase와 Slice 채널의 구배는 F1 

채널에서 에코가 얻어지기 전과 후에 작용하여 위

상 부호화로 사용된다. 위상 부호화에 사용되는 구

배가 여러 마디로 표현되는 것은 펄스 시퀀스가 

반복될 때마다 구배의 크기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

을 의미한다. 

자료 처리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을 통해 얻어진 영상은 이

치 화상(binary image)으로 변환하여 자료 처리에 

사용하였다. MATLAB 7.1 (The MathWorks Inc.)

에서 경계값보다 큰 데이터는 1, 작은 데이터는 0

이 되는 이치 화상 데이터를 만들었다. 그림 2는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으로 얻은 데이터의 히스토그

램으로 영상의 백그라운드 신호와 실제 데이터 각

각으로부터 두 개의 피크가 얻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경계값이 두 개의 피크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은 이치 화상으로 변환된 

각 샘플의 삼차원 영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각 단

면에서 각각의 다공성 매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모양과 크기를 잘 볼 수 있다.

  이치 화상으로 변환된 삼차원 데이터를 칼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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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inary image of a slice in 3D data. (A) GB 1, 

(B) GB 2, (C) GB 3, (D) SG 1, (E) SG 2, (F) SG 3.

바깥 부분을 제외시키고 내부의 75 × 75 × 75 (원 

데이터가 128 × 128 × 128인 경우) 또는 150 × 150

× 150 (원 데이터가 256 × 256 ×256인 경우) 데이

터만 남도록 하였다. 실리콘 오일이 침투할 수 없

는 고립 공극을 제외한 유효 공극률(effective poro-

sity)은 이 데이터로부터 다음 식, (데이터의 합)/ 

[(75 × 75 × 75) or (150 × 150 × 150)]으로 계산하였

다. 삼차원 상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하

나의 클러스터로 정의하고 모든 클러스터 표면적

의 합으로 물체의 표면적을 계산하였고, 비표면적

은 단위 부피당 면적(mm
2
/mm

3
)으로 변환하여 표

시하였다. 

  이치 화상으로 변환된 삼차원 공극 구조 데이터

에 대해 격자 볼츠만(lattice Boltzmann) 시뮬레이

션을 통해 투수율을 얻었다. 이는 공극 크기에서 

입자의 충돌로 뉴튼 유체(Newtonian fluid)의 흐름

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다(Chen and Doolen, 

1998; Chopard and Masselot, 1999; Keehm, 2003). 

본 연구에서는 삼차원 상의 한 그리드에서 주변 

18개 그리드와의 상호 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방

법을 이용하여 투수율을 얻었다. 

결과 및 토의

  그림 4는 삼차원 상자집계 프랙탈 차원을 계산

하기 위한 상자 수와 크기 관계를 로그-로그 스케

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계산 과정에서 정수 크기

의 상자보다 더 세밀하게 세기 위해 원 데이터를 

네 배 확장하였고, 특정 크기의 상자가 겹치지 않

고 모든 데이터를 통과하면서 공극 유체의 데이터 

포함된 상자의 개수를 집계하였다. 그림 4a와

Fig. 4. Log-log plots for box count vs. box size. (A) 

GB1 (box size: 1∼128), (B) GB1 (box size: 9∼29), (D) 

SG 3 (box size: 1∼128), (E) SG 3 (box size: 9∼29).

c는 각각 GB 1과 SG 3 시료에 대해 600 × 600 ×

600 크기로 확장된 데이터에서 상자 크기 1부터 

128까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상자크기 1부터 8

까지는 공극 구조에 비해 작은 값을 가지므로 대

상 물체의 부피의 증가에 비례하여 로그-로그 그

래프에서 추세선의 기울기가 3의 값을 갖는다. 상

자 크기 9부터 29까지 로그-로그 그래프에서 직선

으로 얻어지며 이 영역 추세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프랙탈 차원으로 정하였다(그림 4b와 d). 분석 결

과 600 × 600 × 600으로 확장된 모든 경우에서(핵

자기공명 현미영상으로 얻은 원 데이터가 256 ×

256 × 256인 경우) 1상자 크기 9에서 29까지 직선

으로 얻어지며 이 영역에서 프랙탈 차원 값을 얻

었다. 이 영역은 105.47에서 339.84 µm의 길이에 

해당한다. 300 × 300 × 300으로 확장된 경우에는 (핵

자기공명 현미영상으로 얻은 원 데이터가 128 ×

128 × 128인 경우) 상자 크기 5에서 19까지 직선으

로 얻어지며 이 영역에서 프랙탈 차원 값을 얻었다. 

이 영역은 117.19에서 445.31 µm의 길이에 해당한다.

  그림 5는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으로 얻은 삼차원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a와 c는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으로 얻은 공극 구조의 최대 세기 투사

(maximum intensity projection)의 모습이다. 최대 

세기 투사는 물체 내부의 삼차원 영상을 이차원 

평면에서 나타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최대 

세기를 갖는 복셀(voxel)을 보고자 하는 평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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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ximum intensity projection (A and C) and 

sub cube (B and D) images of 3D data. (A) and (B) : 

GB 1, (C) and (D) : SG 1.

투사한 것이다(Wallis et al., 1989). 실제 삼차원 

상에서 영상 신호가 나타나는 위치를 인지하려면 

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여러 방향의 최대 세기 

투사 영상을 보아야 하지만 지면의 한계로 하나의 

면에 대한 최대 세기 투사 영상을 싣는다. 그림 5b

와 d는 삼차원 영상에서 내부의 단면들을 나타내

는 하위 큐브(sub cube)를 보여준다. 각 단면을 통

해 그림 3과 마찬가지로 각 시료를 구성하는 입자

의 모양과 각 샘플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글래스비드와 실리카젤로 이루어진 다공성 매질

의 삼차원 영상을 이치 화상 데이터로 변환하여 

계산한 유효 공극률, 비표면적, 투수율은 다음과 

같다. 유효 공극률은 GB 1의 경우 0.22에서 0.28, 

GB 2는 0.29에서 0.38, GB 3은 0.21에서 0.26, SG 

1은 0.28에서 0.38, SG 2, SG 3은 0.27의 값을 가

진다. 비슷한 크기의 입자에서 GB 1이 SG 1보다, 

SG 2가 GB 2보다 GB 3이 SG 3보다 공극률이 작

다. 비표면적은 단위 부피당 면적(mm
2
/mm

3
)으로 

계산하였으며 GB 1은 2.46에서 3.84, GB 2는 4.84

에서 6.09, GB 3은 9.35에서 9.64, SG 1은 2.32에

서 3.31, SG 2는 6.33, SG 3은 7.09에서 8.71의 값

을 가진다. 비슷한 크기의 입자에서 GB 1과 SG 1

이 비슷한 값을 가지고, GB 2가 SG 2보다 SG 3이 

GB 3보다 약간 더 작은 공극률을 가진다. 투수율

(단위 Darcy, D)은 GB 1이 169.1에서 331.5, GB 2

가 111.0에서 166.5, GB 3는 11.6에서 19.4, SG 1

이 443.7에서 892.7, SG 2가 38.4, SG 3이 22.9에

Fig. 6. Relationship between permeability and (porosity)
3
/ 

(specific surface area)
2 

for model porous earth materials.

서 30.0으로 계산되었다. 이 결과는 일반적인 세립

질에서 조립질의 모래 퇴적물이 갖는 공극률과 투

수율 값의 범위에 포함된다(Beard and Weyl, 1973). 

실험 및 계산 결과로부터 입자 크기의 증가에 따

라 투수율이 증가하며, 비슷한 크기의 입자들로 구

성된 시료에서는(GB 1과 SG 1, GB 2와 SG 2, 

GB 3과 SG 3) 유효 공극률이 투수율에 더 큰 영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6은 투수율과 공극률
3
/비표면적

2
과의 관계

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투수율, 공극률-비표면적

간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제시된 Kozeny 식에 의

하여 비교적 잘 설명되는 경향을 보인다(Collins, 

1961):

   







Eq. 6

여기서 k는 투수율, φ는 공극률, CT는 공극 형태

와 관련된 상수, T는 굴곡비(tortuosity), S는 비표

면적을 나타낸다. 그림 6에서와 같이 선형 추세선

(Eq. 6)과 데이터가 비교적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

은 다공성 매질의 공극률과 비표면적이 공극 형태

와 관련된 상수, 굴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수율

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추세선

과 멀어질수록 공극 형태가 불규칙하고 굴곡비가 

큰 값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랙탈 차원과 공극률 간의 관계에 대한 이전 

연구에 따르면, 매질에 더 작은 입자가 포함될수록

(Avnir et al., 1985; Bartoli et al., 1999; Xu and 

Dong, 2004), 그리고 공극률이 증가할수록(Perret 

et al., 2003; Tang and Maragoni, 2008; Yu and 

Liu, 2004) 프랙탈 차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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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ship between cube counting fractal dimen-

sion and porosity for model porous earth materials.

다. 그림 7은 글래스 비드와 실리카 젤로 구성된 

다공성 매질의 공극 구조에 대해 상자 집계 방법

으로 구한 프랙탈 차원 값과 유효 공극률과의 관

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전 연구가 주로 이차원

영상 결과 분석에 기초한 것에 반하여, 본 연구에

서는 삼차원 데이터에 대해 유효공극률과 프랙탈 

차원의 체계적인 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그림 

7에서 상자집계 프랙탈 차원은 입자의 크기가 비

교적 큰 GB 1, SG 1의 경우 공극률에 비례하는 

경향을 갖고, 추세선의 기울기도 매우 유사한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른 경우에도 비슷한 기

울기로 공극률에 비례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보

이지만 경향성이 명백하진 않다. 따라서 프랙탈 차

원과 공극률의 관계는 서로 비례하는 경향을 갖지

만 다공성 매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에 상대

적으로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림 8은 프랙탈 차원과 비표면적의 관계를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비표면적이 증가할수록, 즉 매

질의 입자가 작을수록 프랙탈 차원이 증가하는 경

향을 갖는다. 다공성 매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모양

이나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입자의 혼합 여부에 

따른 프랙탈 차원과 비표면적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림 8과 같이 공극률이 큰 그룹과 

작은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공극률이 큰 그룹이 

작은 그룹에 비해 더 큰 프랙탈 차원 값을 갖는 것

을 볼 수 있다. 공극률이 0.29∼0.38일 때 비표면

적이 약 2.5부터 6 mm
2
/mm

3
까지 증가할수록 프랙

탈 차원이 2.6에서 3.0까지 선형으로 증가하며, 공

극률이 0.21∼0.28일 때 비표면적이 약 2.5부터 9.5 

Fig. 8. Relationship between cube counting fractal dimen-

sion and specific surface area depending on porosity 

for model porous earth materials.

mm
2
/mm

3
까지 증가할수록 프랙탈 차원이 2.5에서 

3.0까지 선형으로 증가한다. 그림 7과 8의 결과로

부터 프랙탈 차원은 다공성 매질을 구성하는 입자

의 모양이나 혼합 여부보다는 비표면적과 공극률

에 더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립질(0.125∼0.250 mm)에서 조

립질(1∼2 mm) 모래 퇴적물에 해당하는 입자(지

름 약 0.2∼1.3 mm)로 이루어진 미고결 상태의 다

공성 매질에 대해 약 50 µm의 분해능으로 삼차원 

공극 구조를 영상화하였다. 이러한 미고결 상태의 

다공성 매질 뿐만 아니라 비슷한 크기의 공극을 

가진 사암, 석회암 등의 실제 자연계에서의 고결 

암석에도 유체가 포함된 유효 공극의 미세 구조를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으로 영상화하고 이에 대해 

투수율 시뮬레이션 및 상자 집계 프랙탈 차원 분

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가능

함을 보이기 위해 몽고 사막에서 채취한 다공성 

사암을 실리콘 오일로 채우고 이를 영상화하였다. 

그림 9a-o는 시역 {21, 21} mm, 두께 0.8 mm의 

15개의 슬라이스에 대해 256 × 256 크기(분해능 82 

µm/pixel)를 갖도록 이차원으로 영상화한 것이다. 

사암 내부에 비교적 큰 공극을 따라서 실리콘 오

일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미세

한 네트워크 구조까지 볼 수 있다. 그림 9p의 삼차

원 영상은 시역 {21. 21. 21} mm에 대해 128 ×

128 × 128 크기의 데이터(분해능 164 µm/pixel)로 

영상화한 것을 이치 화상으로 변환하여 사암 표면

을 제외하고 내부의 유체를 삼차원으로 표현한 것

이다. 이치 화상으로 변환된 삼차원 데이터로부터 

유체가 채워진 공극의 비표면적은 0.33 mm
2
/m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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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pin density images of Mongolian desert sandstone obtained by NMR micro-imaging. (A-O) 2D images, (P) 

isosurface image of 3D binary data inside the surface of sandstone. 

공극률은 0.017, 투수율은 30.9 mD, 상자 집계 프

랙탈 차원은 1.59로 계산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공

극률이 매우 작은 경우 프랙탈 차원이 이차원 영

상의 결과처럼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뿐만 아니라 핵자기공명 현미영상으

로부터 두 가지 이상의 유체상이 공존할 때 서로 

다른 유체상의 분포를 영상화할 수 있으므로 오일 

샌드와 같은 비재래형 에너지의 경제성 평가 등에

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핵자기

공명 현미영상으로 유체의 속도 분포를 영상화할 

수 있으므로 표면과 유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미세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영상화하는 연구에 적

용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를 발전시켜서 원자 단

위의 미시적 접근(예: 양자 화학 계산을 이용한 지

구물질-유체의 상호작용 연구(Lee and Lee, 2009))

으로 얻은 정보와 본 연구와 같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유체-지구물질 간

의 상호 작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이 정수 간격보다 

세밀한 간격의 상자를 이용함으로써 자기 유사성

을 갖지 않는 다양한 구조에 대해서 삼차원 상자

집계 프랙탈 차원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차원 공극 구조에 대한 상자집계 프랙탈 차

원 분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샌드 크기 입자의 

공극 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길이 단위에서 분석

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이 공극

의 특성과 정량적 관계를 가지므로 다공성 매질의 

투수율, 전도도, 확산도와 같은 이동 특성을 나타내

는 매개 변수들과 지진파 감쇠 등을 설명할 수 있

는 주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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