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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havior of rock mass is influenced by its microscopic feature of internal structure 

generating from forming and metamorphic process. This study investigated a new methodology 

for characterization of rock based on the X-ray CT (computed tomography) images reflecting 

th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internal constituent materials. The X-ray image based 

analysis is capable of quantification of heterogeneity and anisotropy of rock fabric, size 

distribution and shape parameter analysis of rock mineral grains, fluid flow simulation based 

on pore geometry image and roughness evaluation of unexposed joint surface which are 

hardly acquired by conventional rock tes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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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암석의 성인과 변성에 따른 내부구조의 마이크로 특성은 암반의 거동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서는 암석 내부의 구성물질의 분포 특성을 반영하는 엑스레이 단층(X-ray CT) 이미지에 기초한 새로운 

암석특성의 평가방안을 고찰하였다. 암석의 불균질 특성 및 이방성 특성의 정량화, 암석의 구성광물 입

자의 크기분포 및 형상특성, 공극이미지를 이용한 유동해석, 암석내부의 노출되지 않은 절리면 거칠기 

평가 등 전통적인 암석의 시험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웠던 중요한 암석의 특성들이 X-ray CT 이미지의  분

석을 통하여 평가될 수 있다.

핵심어: 엑스레이, 단층촬영, 암석 특성, 불균질성, 이방성, 절리면 거칠기

1. 서 론

지구내부 지각(crust)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인 암석은 성인 및 오랜시간의 변성과정에서 결정되어지는 구성광물의 성

분, 입자의 배열 및 크기, 공극 또는 균열의 크기 및 분포 양상 등에 의해 다양한 내부구조와 거동 특성을 나타낸다. 암반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전통적 산업분야인 석유와 가스 생산, 터널, 지하 유류 비축기지 건설 외에도 최근에 심부지열발전,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암반의 거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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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암반의 거동 평가는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현지응력 평가, 현지 불연속면 평가 등)를 통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지 암반 평가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로 현장에서 채취한 암석 시편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실

내 시험을 통한 암석의 물성 평가는 국제암반역학위원회(ISRM)에서 제안된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 제안되어 사용되고 있

는 대부분의 실내실험을 통한 물성평가 방법은 암석의 내부구조를 별도로 고려하지 하지 않고 결과를 도출한다. 이 경우 불균질성

과 이방성이 매우 강한 암석의 경우에는 실험값의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암석 내부의 마이크로 특성(구성광물의 특성 및 결합형태와 관련된 물성, 공극의 크기 분포 등)이 매크로 특성(강도특성, 

수리특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암석 내부를 3차원으

로 시각화하거나 광물단위의 마이크로 물성을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암석의 물성 및 거동특성은 암석 내부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구조를 평가하여 암석의 

마이크로 물성을 산출 할 수 있다면, 매크로 물성 평가시 이러한 마이크로 물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신뢰도 있는 평가가 가

능하다.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암석 특성이 매크로 스케일에서의 암석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race, 

1965, Lo et al., 1986, Lee et al., 2001), 이러한 특성을 다양한 미소파괴음 모니터링 등의 비파괴 방법을 이용해 평가하기 위한 시

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Gueguen and Schubnel, 2003, Kemmerer and Oelze, 2012, Kim et al., 2014, Oelze et al., 2002, 

Sayers, 1988)). 매크로 스케일에서의 암석 물성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변형 및 파괴 거동 양상은 마이크로 스케일에서의 암석 구조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보고되고 있다(Takemura et al., 2003, Fujii et al., 2007). 

특히, 석유 및 가스, 지열,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등과 같이 암석내의 유체유동이 매우 중요한 산업분야에서는 마이크로스케일에

서의 공극구조 특성(공극률, 공극크기분포, 공극 연결도 등)이 암석의 수리-역학적 거동 평가를 위한 핵심정보로 활용되어지고 있

다. 특히, 최근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매장량 및 생산성 평가를 위한 암석의 평가시 셰일 내부 공극구조의 시각화와 이

미지 기반의 유동해석 등이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Pini et al., 2012). 

암석의 내부구조를 시각화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편광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등을 활용한 2차원 단면 관

찰이다. 이러한 2차원 단면 이미지를 통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크기, 형상, 미세균열 등의 관찰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

근에는 산업용 X선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이하 X-ray CT) 기술을 이용하여 내부구조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시도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암석의 내부구조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공극률 평가, 공

극크기분포 평가, 암석내 3차원 균열네트워크 모델을 이용한 유동해석, 재료내부에 존재하는 이방성 및 불균질성 특성평가, 암석 

내 불연속면 평가 등에 X-ray CT 이미지를 활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X-ray CT 이미지를 활용하여 

암석의 물리 역학적 특성 및 수리적 거동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3차원 X-ray CT 이미지 획득 및 보정

2.1 X-ray CT 원리

X-ray 재료를 투과하면서 에너지가 감쇄되는 X-ray 고유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 내부를 3차원 영상화 하고 특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되어지는 비파괴 이미징 기술이다. 일반적인 산업용 X-ray CT 장비는 Fig. 1과 같이 X-ray 발생장치, 영상 수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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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대상체가 놓여지는 회전부(rotating table)로 구성된다. X-ray 발생장치는 대상체에 따라 투과되는 X-ray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발생한 X-ray는 대상체를 투과하면서 재료의 밀도에 따라 에너지가 감쇄되고, 남은 에너지를 영상

수집장치에서 기록하게 된다. 영상수집장치의 각 픽셀에 도달하는 감쇄후 X-ray 양은 CT 이미지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정보가 된다.

Fig. 1. Schematic of typical X-ray CT imaging

CT 이미지는 대상체의 특정 단면 영상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디지털 이미지와의 차이점은 두께를 갖는 다는 것이다. 즉, 대상체

를 일정한 두께를 가진 단면으로 잘라서 내부를 볼 수 있게 한 것이 CT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CT 이미지들은 다수의 복셀

(voxel)로 구성되어지며, 이러한 복셀은 해당 위치에 있는 재료의 밀도 및 원자번호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X-ray 선형감약계수

(linear attenuation coefficient)라는 속성을 통해 변환과정을 통해 고유한 CT 값을 가지게 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CT값은 물과 

공기의 선형감약계수와의 상대적 비율을 통해 변환된 값인 하운스필드 단위(Hounsfield unit)이다. 일반적으로 밀도와 원자번호가 

높을수록 큰 CT 값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CT 이미지 단면들을 연결하여 대상체 전체를 대표하는 3차원 객체를 만드는 작업을 재

구성(reconstruction) 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구성 과정을 거쳐 CT 값들로 이루어진 3차원 객체는 재료 내부를 3차원으로 시각화할 

수 있으며, 재료의 물성을 평가를 위한 핵심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2.2 X-ray CT의 암석역학 분야 활용사례

암석의 종류에 따라 구성광물 입자의 공간적 분포 양상이 달라지며 이러한 공간적 분포는 재료의 물리-역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암석의 경우 밀도가 낮은 공극은 X-ray 이미지에서 어두운 색으로, 반면 밀도가 높은 광물은 밝은 색으로 표현되며 광물

의 밀도 및 조성에 따라 서로 다른 값으로 표현된다. X-ray CT를 통해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조성비, 입자의 크기 및 3차원 공간 

분포를 정량화 할 수 있으며, CT 이미지가 검출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극이 존재할 경우 공극의 특성화도 가능하다. X-ray 이미

지를 활용하여 암석의 내부 구조 및 물리-역학적 특성화 및 공학적 응용분야에서 연구의 예는 Table 1과 같다.

2.3 X-ray CT 이미지 보정 및 재구성

X-ray 이미지는 에너지 빔이 재료를 투과하는 과정 및 영상수집장치에서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커핑결함(cu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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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act)과 링결함(ring artifact)가 나타날 수 있다. 커핑결함은 X-ray 발생장치로부터 조사된 고주파/저주파 X-ray가 시료를 통과

하며 내부로 갈수록 커지는 에너지 감쇄현상으로 인해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시료 표면부보다 시료내부의 이미지 값이 낮게 나타나

는 현상으로, Fig. 2(a) 이미지와 같이 중심부는 어둡고 주변부는 밝게 방사형으로 나타난다. 커핑결함이 존재하는 원본이미지에서

는 중심부로 갈수록 어둡기 때문에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더 낮은 CT 값을 갖는 반면 주변부로 갈수록 더 높은 CT값을 갖는다. 따

라서 원본 이미지의 2차원 곡면 이미지를 적합(fitting) 시킬 수 있는 함수를 지정한 후 특정 기준값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면 

Fig. 2(b)와 같이 커핑형상이 제거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링결함은 재료를 투과한 X-ray를 받아들이는 디텍터 패널에서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며, 360도 회전하며 이미지를 촬영하면 ‘원

형’의 띠가 방사형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동심원으로 발생하는 링결함은 원본 이미지를 극좌표로 변환하여 방사형 띠를 1

차원 ‘선’ 형태로 전환시킨 후 2차원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수행하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결함을 대표하는 특정 주파

수 영역이 추출된다. 해당 주파수 영역을 제거한 후 역푸리에 변환(Inverse Fourier Transform)을 하면 Fig 2(c)와 같이 링결함의 

제거가 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2가지 결함요소의 제거를 위한 상세한 알고리즘 및 적용예는 Jung et al.(2011)에 서술된 바와 같다. 

노이즈가 보정된 2차원 이미지는 Fig. 3과 같이 3차원에서 재구성되어 암석의 내부구조평가 및 추가 수치해석을 위한 기본 이미지

로 활용이 가능하다.

                  (a) Raw CT image (b) Image after the removal 

of cupping artifact

(C) Image after the removal of 

ring artifact

Fig. 2. Image calibration of raw 3D X-ray Computed Tomography images

Table 1. Representative applications in rock mechanics using X-ray CT images

Target subjects Applications

Characterization 

of internal 

structure

Heterogeneity/

anisotropy

- Quantification of rock heterogeneity (Semnani et al., 2017)

- Quantification of rock anisotropy (Yun et al., 2013)

Grain
- Mineral size distribution/shape characterization (Lai et al., 2015, Cnudde et al., 2011, 

Kim et al., 2016b),

Fracture
- Characterization of fracture size & pattern, discontinuity roughness(Diaz et al., 2017, 

Yang et al., 2016, Gouze et al., 2003)

Engineering 

utilization

Physical and 

mechanical behavior 

- Evaluation of coupled hydro-mechanical fracturing behavior (Kim et al., 2016a, Li et al., 

2012, Dann et al., 2011)

Single- phase/multi-

phase fluid flow

- Visualization of fluid flow through fractures (Hirono et al., 2003)

- Effect of irregular pore structure on residual saturation in multi-phase fluid flow (Pini et al., 2012)

Dynamic process 

in rocks
- Characterization of faulting process(Martínez-Martínez et al., 2016, Kawakata et al., 1999)

CO2 geological 

sequestration

- Evaluation of pore structure of porous rock and quantification of CO2 injection 

(Al-Menhali, A., 2015, Andrew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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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D reconstruction of calibrated images

3. 암석 종류에 따른 X-ray CT값의 분포특성

암석을 구성하는 다양한 광물의 특징에 따라 X-ray 에너지의 감쇄정도가 달라지므로 X-ray 이미지는 그 자체로 암석 내부 구성 

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암석의 종류에 따른 2차원 X-ray 이미지 및 해당 이미지의 CT값 히스토그램은 Fig. 4와 같다. Fig. 

4(a)의 다공성 암석인 현무암의 경우 공극(어두운 색, P1)과 암질(밝은색, P2)로 이루어진 구조가 이미지에서 명확히 보이며, 히스토

그램에서도 약 1500 (P1)과 4500 (P2)에서 최대값을 갖는 가우시안 함수의 합으로 표현된다 (Fig.4의 실선). 반면, 각섬암의 경우 가

시적으로 명확한 공극이 존재하지 않고 주로 높은 밀도를 갖는 각섬석과 다소 낮은 밀도를 갖는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CT값 영

역이 중첩되어 히스토그램 상에 표현되고 (Fig. 4의 점선) P4에 해당하는 CT값에서의 최대값이 P3에 비해 더 높은 확률로 존재한다. 

공극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암석들의 경우 구성 물질간의 상대적인 밀도 차이 및 양에 따라 CT값의 히스토그램은 달라진다. 

Fig. 4(b)의 대리석과 편암의 경우 히스토그램 상의 최대값은 약 4250으로 같으나, 구성 물질의 분포에 따라 표준편차가 달라진다. 

즉, 석영, 사장석, 녹염석, 각섬석과 같이 다양한 광물이 혼재된 편암은 큰 표준편차를 갖는 반명, 대리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밀도 차

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작은 표준편차를 보인다. 화강암은 석영과 장석계열로 주로 구성되어 해당 광물간의 밀도차가 작으며 

이로 인해 대리암과 유사한 표준편차 값을 보이는 반면, CT값의 최대값은 대리석보다 작은 약 3700에 존재한다. Fig. 4의 CT값 히

스토그램에서 보이듯 다양한 광물이 존재하는 암석의 경우 각 구성 물질을 반영하는 CT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개별 광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X-ray를 이용한 암석의 내부 구조 연구는 획득된 2차원 이미지에 대한 정성적인 기술, 혹은 명

백한 형태로 공극이 존재하는 다공성 암석에서의 이진화를 통해 공극 구조를 추출한 후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수치해석기

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4. X-ray CT 이미를 이용한 암석 내부구조 평가

X-ray 이미지는 암석 내부 구조를 가시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으나, 불균질하며 이방성이 존재하는 암석 구

조의 특성화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기반한 별도의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암석에서 흔

히 관찰되는 이방성 평가법과 내부 구성물질의 대표 크기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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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암석의 이방성 정량화

Slicing Plane Method(SPM)은 3차원 이미지 정보에 특정 단위벡터(unit vector)를 법선벡터(normal vector)로 갖는 평면들을 

이용해 통계계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방성이 존재하는 면의 방향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Yun 

et al., 2013).

동일한 normal vector를 갖는 평면들을 3차원 이미지에 가상으로 끼워 넣은 후, 서로 다른 면적을 갖는 해당 면이 교차하는 이미

지의 CT값들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이후 해당 평면의 중첩면적을 구한 후 식 (1)과 같이 가중평균(Weighted arithmetic mean)과 

가중표준편차(Weighted standard deviation), 그리고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산출한다.


   






 ′

 ′ 
  






  



 




 
                                                                     (1)

여기서,   가중치   ′  이아닌가중치
 가중평균

(a) Difference in CT number distribution depending on existence of pores

(b) Peak value and variance of CT numbers

Fig. 4. CTnumber histograms of XCT images of various rock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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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법선벡터 방향으로 위 과정을 반복하면, 각 법선벡터마다 특정한 변동계수 획득이 가능

하다. Fig. 5의 가상 도메인 내부에는 평행한 층리구조가 생성되어 있으며, 이방성이 우세한 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법선벡터가 존재

할 경우, 가상 절단면(virtual slicing plane)에서 계산된 CT값의 평균값이 크게 변하여 변동계수 값이 커지는 반면, 이방성 면과 평

행한 방향으로 존재하는 법선벡터의 경우 CT값 평균값의 변화가 작다. 따라서 각 법선벡터에서 산출한 변동계수값을 평사투영법

으로 표현하면 Fig. 5와 같이 특정방향으로 발달된 이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Fig. 5. Schematic illustration of Slicing Plane Method (Yun et al., 2013)

Fig. 6(a)는 사암의 3D X-ray CT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로, 이미지상에 수직방향으로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층리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Fig. 5의 예에서와 같이 정확한 방향을 잡아내고 있다. 또한 Fig. 6(b)의 화강암과 같이 여러 방향으로 중첩되어있는 복잡

한 구조에서도 각 방향으로 발달한 이방성을 평가 가능하다. 본 분석기법은 재료와 스케일에 관계없이 확보한 이미지에 대한 내부 

이방성의 방향을 평가할 수 있어 폭넓은 적용성을 갖고 있다.

(a) Sandstone (b) Granite

Fig. 6. Stereonet results from SPM (Yu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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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표단위길이(Representative Unit Length, LR)

Two–point correlation 기법은 일반적으로 이진화된 재료(즉, 암석의 경우에는 광물과 공극이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에 널리 이

용되어 왔으나(Torquato, 1988), 공극률이 낮고 광물간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를 위해 재료 분리

(segmentation) 과정 없이, 3차원 X-ray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내부 구조의 대표크기를 산출하는 분석기법인 Modified 

two-point correlation을 소개한다. Fig. 7과 같이 길이 L을 갖는 2개의 쌍으로 된 n개의 점들(P1n-P2n)을 무작위로 분포시킨 후 P1

과 P2에 해당하는 CT값의 차이를 계산하고 n개의 차이값들로부터 산술평균(μ)을 구한다. P1과 P2간의 거리 L값을 0부터 도메인

의 최대 크기까지 각 L에 대한 산술평균을 동일한 과정을 통해 계산하여 거리 L에 대한 산술평균의 변화를 평가하면 Fig.7의 결과

와 같다. L이 0에 가까울수록 P1과 P2가 동일한 구성 물질에 위치할 확률이 증가하므로 차이값의 산출평균은 0에 가까운 값을 갖는

다. L이 증가할수록 서로 다른 물질에 P1, P2가 놓일 확률이 증가하게 되며, 특정 L값에서 최대 변곡점을 갖게 된다. 최대 변곡점에

서의 L값을 대표단위길이(LR)로 정의한다. 제안된 방법이 평가하는 크기(LR)는 통계적인 평균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암석에

서의 광물 크기뿐만 아니라 공극 및 미세구조의 크기 모두를 반영한 대푯값이다. 대표적인 예로 Fig. 7과 같이 사암과 화강암에 적

용할 경우, 획득한 대푯값이 화강암(LR=0.85 mm)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암(LR=0.15 mm)에서 더 

작아 암석의 지배적인 구조의 크기를 잘 잡아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Schematic image of the distribution of randomly spread two point sets throughout the image and results from the granite 

and sandstone images

5. X-ray CT 이미지를 활용한 유체거동 해석

5.1 공극 네트워크 모델 (Pore network model)

암석내부의 공극은 유체가 흐르는 주된 도메인으로써, 3차원에서 서로 복잡한 유동 경로를 갖는 공극구조 및 이를 통한 유체거동 

평가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공극 네트워크 모델은 공극 구조를 공극방(Pore chamber)과 공극목(Pore throat)으로 이

루어진 관망으로써 이상화하여 유체 거동을 수행하는 해석 기법으로써 지반공학, 석유공학, 환경공학분야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

다. 1990년대 이전까지 공극 네트워크 모델링은 주로 2차원 혹은 3차원 격자구조 관망 도메인에 공극의 특징을 반영하여 수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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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나(Lenormand et al., 1983), 이후 3차원 이미징 기법의 발달로 재료의 3차원 영상으로부터 공극의 위상학적 특징이 보존된 관

망을 추출하여 모델링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Suh et al., 2016). 공극 네트워크 모델은 공극스케일에서의 재료 내 다상 유체 해석 

기법 중 가장 빠르고 간편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Blunt, 2001, Joekar-Niasar and Hassanizadeh, 2012), 이를 통한 유동 해석

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물성으로는 공극도분포(Pore size distribution), 함수특성곡선(Water retention curve), 상대투수율곡선

(Relative permeability curve) 등이 있다. 유동 해석 시 공극목의 크기와 형상은 공극 내 모세관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이

며, 공극 네트워크 모델은 이를 원 혹은 다각형으로 단순화하여 해석을 수행한다는 내재적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나 최근 3차원 

X-ray 영상으로부터 개별 공극목의 실제 단면 형상정보를 추출하여 보다 정확한 유체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Suh et al., 2017, Suh and Yun, 2017). 3차원 X-ray 영상으로부터 얻은 공극 네트워크를 통한 시뮬레이션의 개략적 순서는 Fig. 8

과 같다.

재료의 3차원 X-ray CT 이미지로부터 해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을 추출하고, 이를 이진화

(Binarization) 처리하여 공극 구조를 추출한다. 이진 공극 영상에 세선화알고리즘(Thinning algorithm)을 적용하여 공극 스켈레톤

(Pore skeleton)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위상학적으로 연속된 공극 단면의 도심을 연결한 곡선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공극 스켈

레톤을 구성하는 하나의 복셀과 연결된 인접복셀수를 평가하여, 그 개수가 3개 이상일 경우 이를 공극 관망의 합류점으로 판단해 공

극방으로써 정의한다. 이 때, 공극방은 공극 내 압력분포 및 공극의 부피를 대변하게 된다. 공극방과 공극방 사이의 복셀의 단위집합

은 공극 네트워크의 하나의 관을 형성하며, 이 중 관벽까지의 유클리디언 거리(Euclidean distance)가 가장 작은 영역 (공극 내 최소

내접구의 중심)을 모세관압이 작용하는 공극목의 중심으로써 정의한다. 본 과정을 통해 공극 크기분포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

며, 전체 도메인의 공극도분포 뿐만 아니라, 공극방과 공극목의 크기 분포 및 공극의 연결도 분석이 가능하다(Suh, 2017).

공극 네트워크 모델을 통한 다상 유체 시뮬레이션은 비압축성 유체를 대상으로 하며, 정상 상태 하에서의 침투해석이 주를 이룬

다. 이는 특정 유체로 포화된 육면체 형태의 공극 네트워크 내에서 침투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수직인 하나의 평면(침투 평면)에 침

투 유체를 주입하여 기존 유체를 그에 평행한 나머지 평면(배수 평면)을 통해 배수시키는 해석 방법을 의미한다. 이 때, 유체의 침투

방향에 수직인 침투평면과 배수평면은 배수경계조건으로, 침투방향과 평행한 나머지 4개의 평면은 불투수 경계조건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공극 네트워크 추출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공극목의 모세관압은 Young-Laplace식으로부터 계

산되며, 공극목 양단의 공극방을 서로 다른 유체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단의 압력 차이가 공극목의 모세관압을 초과하게 되면 침

투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도메인 전반에 적용하면 공극 네트워크의 침투평면과 배수평면에 특정한 압력차를 가했을 때의 

정상상태 침투 유체의 점유 양상 분석이 가능하다.

5.2 격자볼츠만 방법 (lattice Boltzmann method)

공극네트워크 모델에서 이진화된 공극 이미지를 구성하여 유체 거동을 해석하는 것과 달리 복잡한 공극 구조를 직접 사용하여 유

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CFD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격자 볼츠만 방법 (lattice Boltzmann 

method)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격자 볼츠만 방법은 일반적인 단상 유동 뿐 아니라 오염 물질 전달, 열 유동, 다상 유동 등과 같은 복

잡한 유동 해석과 포와송 방정식과 같은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데도 적용되고 있다. 격자 볼츠만 방법은 기존 연속체 기반의 CFD 방

법에 비해 계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나 내재적인 병렬성으로 인해 연산 효율이 높다. 격자 볼츠만 방법에서 다상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로는 Rothman-Keller(RK) 모델, Shan-Chen(SC) 모델, free energy 모델, mean-field 모델 등이 있으며, 다공성 

암석과 같은 복잡한 공극 구조에서는 RK 모델과 SC 모델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공성 암석에서 격자 볼츠만 방법을 이용한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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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물성으로는 절대 투수율 (Absolute Permeability), 상대 투수율(Relative Permeability), 함수 특성 

곡선(Water Retention Curve), 잔여 포화도 (Residual Saturation) 등이 있다. Fig. 9는 3차원 X-ray 이미지를 이용하여 유체해석

을 할 수 있는 격자 볼츠만 해석의 순서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Fig. 8. Image-based pore network modeling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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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암석 시편의 CT 이미지에서 해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관심영역(Volume of interest)를 추출하고 공극복셀(Pore voxel)과 

고체복셀(Solid voxel)로 이진화 한다. 단상 유동 해석의 경우 압력 차이를 이용한 유동 해석과 중력을 이용한 유동 해석을 주로 수

행하며 압력 차이를 이용한 해석은 유입부와 유출부에 각각 압력 경계를 적용하고 유동 방향과 평행한 경계 면들은 고체 벽으로 감

싸 불투수영역으로 모사한다. 중력을 이용한 해석의 경우 유입부와 유출부에 압력 경계를 적용하지 않고 주기적 경계를 적용하게 

Fig. 9. Lattice Boltzmann simulation based on X-ray C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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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때 유입부와 유출부의 형상이 동일해야 하므로 미러링(mirroring)을 이용한 대칭적인 도메인 구조를 생성하고 유동 방향과 

평행한 경계면은 동일하게 고체 벽으로 감싼다. 압력 차이를 이용한 해석은 적용한 압력 차이에 따라 밀도 차이가 비례해서 발생하

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압력 경계의 수치 안정성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다상 유동 해석의 경우 함수 특성 곡선을 얻기 위한 해석과 비정상, 정상 상태의 코어 주입 해석이 있다. 함수 특성 곡선 해석의 경

우 실험과 같이 강한 습윤성을 가진 다공성 플레이트를 유출 부에 적용하고 양단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적용된 압력 차에 의해 비

습윤성 유체가 침투하며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해석을 수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압력을 바꿔 가면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

다. 비정상 상태의 코어 주입 해석은 일정한 유량으로 비습윤성 유체 또는 습윤성 유체를 유입 부를 통해 주입하며 유출부의 경우 압

력 경계를 적용한다. 비정상 상태의 코어 주입 해석은 두 유체의 경계가 유출부 경계 조건에 도달할 시 수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해

석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정상 상태의 코어 주입 해석은 중력을 이용한 단상 유동 해석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유일한 차이점은 

초기에 두개의 유체가 정해진 포화도에 따라 배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태 투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포화도를 다르게 맞추어 여

러 번의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도메인의 구성, 경계 조건, 초기 조건 적용이 완료되면 격자 볼츠만 해석을 수행하게 되며 정해진 반복 횟수에서 모든 공극복셀에

서의 밀도, 속도, 압력 등을 저장하게 된다. 이후 후처리 과정을 통해 결과들을 시각화하고 분석한다.

6. X-ray CT 이미지를 이용한 암석 불연속면 평가

암석 내부의 절리면과 같은 불연속면의 평가는 암반의 역학적 거동 평가뿐만 아니라 수리거동 평가시에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

적으로 암반의 불연속해석을 위해 불연속면에 대한 거칠기, 간극 등과 같은 형태적 인자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불

연속면의 거칠기의 평가시 노출되어 있는 절리면에 대해서는 물리적, 광학적 프로파일러를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X-ray CT 

이미지를 이용하게 되면, 노출되어 있는 절리면 뿐만 아니라 노출되어 있지 않은 암석 내부의 절리면에 대한 거칠기와 거칠기 이방

성의 평가가 가능하다(Diaz et al., 2017). 노출되지 않은 불연속면을 CT 기술을 이용해 가시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모로 장점이 있

다. 실제 심부의 암석 코어에 대한 분석시, 노출되어 있는 절리면에 대한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코어 내부에 존재하는 절

리는 상대적으로 수가 많으며, 방향성 및 거칠기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거칠기 

정보뿐만 아니라 절리간극(aperture), 충진물 상태 등 암반의  불연속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도 동시에 평가가 가능하

게 된다.

CT를 이용하여 암석 코어시료 내부의 절리면을 평가하는 과정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암석에 무수히 발달되어 있는 미세균열

과는 달리 절리와 같은 불연속면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CT 이미지에서 충분히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다. 암석

의 CT 이미지를 통해 불연속면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해당 면에 대한 3차원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다. 

이 프로파일을 3차원 매트릭스로 구성하게 되면 각 방향에 따른 거칠기 지수 값을 평가할 수 있다. Diaz et al.(2017)은 심부에서 생

성된 절리면에 거칠기 이방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이방성이 해당 구간의 여러 절리면에서 일관성 있는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절리면 이방성은 실제로 암반의 수리-역학 전단 거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절리가 생성될 당시의 현지응력

(in-situ stress)과도 상관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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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Joint surface roughness characterization using X-ray CT

7. 결 론

암석의 물리적 특성 및 다양한 거동 특성은 내부의 구성물질의 분포 특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다. 암석의 성인과 변성에 따른 

내부구조의 마이크로 특성이 실제 암석의 거시적 거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지금까지의 시험법은 

이러한 마이크로 특성을 고려하여 암석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양한 암반공학적 설계 문제에서 주로 활용하는 

암석의 여러 가지 기초물성들은 암반의 잠재적이고 복잡한 거동 양상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강도를 갖는 

사암과 화강암을 강도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두 암종이 나타내는 매우 상이한 수리-역학적 거동특성은 고려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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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암석의 평가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암석 내부의 특성화에 기반한 새로운 암석의 평가방

안을 고찰하였다. 암석의 불균질 특성 및 이방성 특성의 정량화, 암석의 구성광물 입자의 크기분포 및 형상특성, 공극이미지를 이용

한 유동해석, 암석내부의 노출되지 않은 절리면 거칠기 평가 등 전통적인 암석의 시험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웠던 중요한 암석의 특

성들이 X-ray CT를 이용하여 평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의료분야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서 X-ray 활용이 급증하고 있

으며, CT 장비의 제조사들은 여러 산업분야의 요구도에 맞추어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암석, 콘크리트 등 건설산업분야에서도 이러

한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X-ray 기반의 재료 평가방안을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암석역학 분야에서도 향후 추가

적인 관련 연구들을 통해 X-ray 기반 분석의 활용성과 신뢰도가 확보된다면 새로운 표준시험법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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