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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연전위 측정에 의한 산사태나 사면 안정성 모니터링의 기본 연구로 일축 압축에 의한 암석의 파괴 시 수반되
는 미소 전위를 측정하였다. 측정시스템은 24 bit의 분해능을 가지며 동시에 8채널 측정이 가능한 A/D 변환기와 일축 압
축 시험기, 일축 압축 시 암석의 변형률 측정 장치, 4조의 전위 전극으로 구성된다.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강암, 석
회암, 사암의 암석시료와 균질한 시료 상태에서 미소 전위 발생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작한 모르타르 시료에 대하여 실
험하였다. 포화된 암석 시료에서는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미소 전위의 발생이 관측되었으며, 하중이 증가
함에 따라 발생되는 전위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발생 전위의 세기는 사암, 석회암, 화강암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극률과 비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전기동역학적인 관점에서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건조 시료에서는 사암에서만 전위 발생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사암에 석영 함량이 많아 발생한 압전 전위에 의한
것으로 이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시료에 부착된 4조의 전위전극에서의 측정된 전위세기를 비교한 결과 파괴면에 인접
한 전극에서의 전위세기가 다른 전극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다채널 SP 모니터링을 통해 산사태나
사면 붕괴 지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로서 향후 음향방사(acoustic emission)와 동시에 측정하여 정확한
파괴면과 미소 전위세기와의 정량적 상관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다.
주요어: 미소 전위, 일축 압축, 공극률, 압전 전위
Abstract: As a part of basic studies on monitoring of landslides and slope stability using SP measurements, micro-electric
potentials of rock samples were measured accompanied with the rock failure by a uniaxial loading test were measured.
The measurement system consists of a 8 channel A/D converter with 24 bit resolution, uniaxial loading tester, strain gages
and 4 sets of electrode attached to a rock sample. Rock samples of granite, limestone, and sandstone were tested. Also,
mortar samples were tested in order to monitor electric-potentials of a uniform sample. Micro-electric potentials were
detected in all saturated samples and the strength of them increased as the loading force increased. Sandstone samples
showed the largest strength of micro-electric potential and it followed limestone and granite samples, which indicate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orosity of rocks. The mechanism generating these micro-electric potential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electro-kinetics. In case of dry samples, micro-electric potential could be observed only in sandstone samples,
where piezoelectric effect played main role due to high contents of quartz in sandstone samples. We found that biggest
micro-electric potentials were observed at the electrodes near the crack surface of rock samples. This is very encouraging
result that SP monitoring can be applied to predicting landsliding or to estimate collapsing position combining with
monitoring of acoustic emissions.
Keywords: micro-electric potentials, uniaxial loading, porosity, piezo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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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는 산사태 및 사면붕괴와
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
며, 현재까지도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산사태
및 사면붕괴,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재해가 일어나기 전의 예측 기술이 필요하며, 예측의
수단으로서 현장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실내 실험실에서의 기
초적인 선행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중 공극을 가진 지층 내에서 물의 흐름이 전기장을 유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으며 이를 이용하
여 물의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 동역학적 신호가 지진이
나 산사태 및 사면붕괴 예측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제안된 이래 암석의 전위 변화에 대한 실험실 조사가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다(Ahmad, 1964; Kusakabe , 2004).
최근 산사태 및 사면붕괴가 많이 일어나는 일본에서는 많은
종류의 암석 시료를 이용한 압축시험을 통해 미소 전위(microelectric potential)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미소 전위의
발생 메커니즘 연구 및 사면 모델 붕괴시험을 통한 미소 전위
측정, 고속도로 사면에서 미소 전위 모니터링을 적용함으로써
산사태 및 사면붕괴의 지질재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Kusakabe
, 2004a, 2004b). Yoshida
(1994, 1997,
1998)은 포화 및 건조된 암석 시료의 전단시험 및 삼축 압축
시험을 통해 미소 전위를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미소 전위가
지진이 발생하기 전의 전자기적 현상과 관련이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Clint (1999, 2005)은 이러한 미소 전위에
관한 실내 실험에서 암석 내부의 전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이를 지진 예측의 수단으로 적용하였다.
암석 시료의 전단 및 압축 시 발생하는 미소 전위는 전기동
역학(electrokinetic) 현상과 압전기(piezoelectric) 현상 이론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전기동역학 현상은 화학분야에서나 지구
시스템의 유체 흐름에 의한 전기적인 현상에서 폭넓게 이용되
는 현상으로 시료 내 압력의 증가와 더불어 유체에 포함된 이
온의 흐름으로 생기는 유동전위 발생을 일컫는다. 이러한 현상
은 현장에서의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 및 사면붕괴와
지진이 발생하기 전의 유체의 이동에 따른 전자기 변화를 설
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압전기 현상은 응력
을 가했을 때 압전 물질(석영)로 인해 전기적 분극 현상이 유
기되어 전기적 신호가 발생되는 현상을 말한다(Overbeek,
1952). 석영 표면상에 발생하는 전기적 극성은 압축, 인장, 전
단과 같은 변형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
용하여 암석으로부터 전자기적 방사에 관한 실험을 통해 암석
의 압전기 이론이 도출되었다(Warwick , 1982; Ogawa
., 1985; Yoshida
., 1994).
이 논문에서는 미소전위 측정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
고, 시료의 종류에 따른 미소전위의 발생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et al.

et al.

et al.

et al.

et al.

al

et al

et

위해 포화 또는 건조된 조건의 시료로 일축 압축시험을 하는
동안 하중 및 변형률이 증가에 따른 미소 전위의 측정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시료의 둘레를 따라 설치된 4조의 전극
에서 미소전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압축 하중에 따른 암석 및
모르타르 시료의 파괴거동과 각각 위치별로 측정된 미소 전위
와의 상관성을 파악할 것이다.

미소 전위 측정 장치
암석 및 모르타르 시료를 일축 압축하는 동안 발생되는 하
중, 변위 및 미소 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Fig. 1). 이 미소 전위 측정 시스템은 압축 시험기(MTS,
일축 압축기), 변위 측정기(extensometer, 수평 변위; LVDT, 수
직 변위)와 암석 및 모르타르 시료에 부착된 전위측정 전극 및
측정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변환
기와 산업용 컴퓨터인 PXI (Pci Extended Interface)로 구성된
다. A/D 변환기가 장착된 PXI는 산업용 컴퓨터로 Compact
PCI에 윈도우 운영 시스템을 통합하고 타이밍 및 트리거링을
제공한다.
일축 압축시험기로부터 현재의 압축 중량을 나타내는 아날
로그 전위값이 제공되며, 일축 압축에 의한 수평변위와 수직변
위를 측정하는 Extensometer와 LVDT에서도 변위에 비례하
는 전위 값이 제공된다. 이러한 전위 값들은 시료에서 발생되
는 미소전위와 동시에 측정되며, 적절한 보정계수를 이용하여
압력과 변위로 각각 환산된다.
미소 전위 측정 전극은 니켈로 이루어졌으며, 시료의 위, 아
래 두 전극을 한 조로 시료 표면에 90 간격으로 4조가 은성
분이 첨가된 전도성 경화제를 이용해 부착된다(Fig. 2).
일축 압축시험기, 두개의 변위계, 4조의 전극으로부터의 아
날로그 전위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동시에 변환하기 위해 NI
4472 A/D 변환기(ADC)를 사용하였다. 이 A/D 변환기는 각
채널마다 ADC 칩을 가지고 있어 동시에 8채널을 측정하더라
o

Configuration of the multi-channel data acquisition system
for measuring electric potentials generated by rock and mortar
specimens during uniaxial loading, where strains and loading weight
are measured at the same time.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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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샘플링 주파수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에 저주파
통과 필터(low-pass filter)가 탑재되어 오버샘플링 기법을 이용
하므로 관심 주파수내에서 신호 알리아싱(aliasing)의 우려가
없으며 임의로 신호 측정시간과 샘플링 주파수의 조절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10 분 간격과 1 kHz로 샘플링하였다. 신
호 측정 범위는 −10 V ~ +10 V이며, 24 bit의 높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이득을 가할 필요가 없다. 이 변환기는
PCI 슬롯을 개량한 PXI 슬롯에 장착되며, A/D 변환기와 오실
로스코프, 함수 발생기 등 다양한 모듈의 장착이 가능하여 확
장성이 매우 크다(조성준 등, 2005).
시스템의 제어는 PXI와 연결된 노트북을 통해 하게 되며,
측정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 LabviewTM
(National instrument)를 이용하여 만들었다(곽두영, 2002).

미소 전위 측정 결과
측정에 이용된 암석 시료는 태백, 제천, 평창, 무안, 성남, 광
양 지역에서 화강암(24개), 석회암(4개), 사암(3개)을 채취하여
제작하였으며, 균질하고 동일한 물성을 가지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모르타르 시료 40개는 시멘트 1에 대해 표준사 2, 물
0.67의 비율로 배합하여 28일 이상 양생을 거쳤다(Table 1). 이

Electrode pairs attached on a rock specimen for the
measurement of micro-electric potential generated by uniaxial
loading.
Fig.

2.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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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들은 직경이 50 mm, 높이가 100 mm인 1:2 비율의 원통
형 시료로 성형되어 실험에 사용되었다.
먼저 Fig. 3은 포화 상태의 화강암의 경우로 최대 80 ton의
재하하중으로 일축 압축하였으며 시료의 파괴 시간이 320 sec
일 때 파괴 하중은 35.2 ton, 횡 및 종 변위는 각각 0.5 mm,
1.15 mm로 측정되었다. Fig. 4는 건조 상태의 화강암으로 파
괴 시간이 290 sec일 때 파괴 하중은 31.2 ton, 횡 및 종 변위
는 각각 0.2 mm, 1.05 mm로 측정되었다. 하중 및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각 전극 위치에서의 미소 전기적 신호가 전체
적으로 Fig. 3(b)에서는 5 ~ 12 mV가 증가하였으며, Fig. 4(b)
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포화 상태의 화강암의 경우 압
축 시 유체의 영향으로 인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전기동
역학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건조 상태의 화강암의 경우
Table 1.

Basic information on rock and mortar specimens.

암 종 코어번호 시료 수 심도(m) 지 역 시추 공번
5
57.5
화강암 G-1
제천 TB-35
G-2
3
31.3
TB-8
화강암
태백
3
6.7
화강암 G-3
태백 TB-13
2
92
화강암 G-4
태백 TB-36
1
26
화강암 G-5
태백 TB-40
2
33
화강암 G-6
태백 TB-38
2
65.4
화강암 G-7
태백 TB-35
2
11.5
화강암 G-8
성남 TB-16
2
14
B-7
화강암 G-9
평창
G-10
2
15
B-23
화강암
평창
1
17
석회암 L-1
태백 TB-36
3
41.5
BH-1
석회암 L-2
무안
3
33.2
사암 S-1
광양 THB-1
모르타르
성분쌍용 초조강 시멘트 : 주문진 표준사 : 물
무게 비
1(시멘트) : 2(표준사) : 0.67(물)
양생 시간
28일 이상
40
시료 수

(a) Load, horizontal and vertical displacements, and (b) micro-electric potential during a loading test for a water saturated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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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성분 중에 압전 물질인 석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함량이 미소량으로 추정되어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차후 정밀한 광물 분석을 통해 더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포화 및 건조 상태의 사암으로 의 일정한 재
하하중으로 일축 압축하였으며 는 포화 상태의 사암으로
.

40 ton

Fig. 5

Fig. 4.

(a) Load, horizontal and vertical displacements, and (b) micro-electric potential during a loading test for a dried granite.

Fig. 5.

(a) Load, horizontal and vertical displacements, and (b) micro-electric potential during a loading test for a water saturated sandstone.

Fig. 6.

(a) Load, horizontal and vertical displacements, and (b) micro-electric potential during a loading test for a dried san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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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시간이 240 sec일 때 파괴 하중은 12 ton, 횡 및 종 변위
는 각각 0.25 mm, 0.9 mm 로 측정되었다. Fig. 6은 건조 상태
의 사암으로 파괴 시간이 300 sec (이후 모든 단위는 한 칸 띄
어쓰기)일 때 파괴 하중은 22 ton, 횡 및 종 변위는 각각 0.25
mm, 1.15 mm로 측정되었다, 하중 및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각 전극 위치에서의 미소 전기적 신호가 전체적으로 Fig. 5(b)
에서는 200 ~ 240 mV가 증가하였으며, Fig. 6(b)에서는 3 ~ 9
mV가 증가하였다. 이는 포화 상태의 사암에 경우 압축 시 유
체의 영향으로 인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전기동역학 현상
과, 사암에는 대부분 광물성분이 석영으로 이루어진 압전 물질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응력을 가했을 때 압전 물질로 인해 전
기적 분극 현상이 유기되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압전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조 상태의 사암에서는 압전 물질
(석영)이 풍부하므로 압전기 현상에 의해 전기적 신호가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실험결과, 건조 상태의 사암에서 압전 물질
에 의한 압전기 현상의 미소 전기적 신호보다 포화 상태의 사
암에서 전기동역학 현상의 미소 전기적 신호가 더 큰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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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포화 및 건조 상태의 석회암에도 40 ton의 일정한 재
하하중으로 일축 압축하였으며 Fig. 7은 포화 상태의 석회암으
로 파괴 시간이 260 sec일 때 파괴 하중은 4.8 ton, 횡 및 종
변위는 각각 0.4 mm, 1 mm로 측정되었다. Fig. 8은 건조 상
태의 석회암으로 파괴 시간이 310 sec일 때 파괴 하중은 17
ton, 횡 및 종 변위는 각각 0.25 mm, 1.15 mm로 측정되었다.
하중 및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각 전극 위치에서의 미소 전
기적 신호가 Fig. 7(b)에서는 50 ~ 65 mV가 증가하였으며,
Fig. 8(b)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포화 상태의 석회암의
경우 역시 앞의 전기동역학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신호
가 불규칙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암석 시료가 무안 지역에서
채취한 석회암으로 풍화가 심해 압축되면서 잔 균열이 생겨
발생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내부 균열로 인해
일축 압축 시 유체의 흐름이 활발하여 신호가 다른 암석에 비
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건조 상태의 석회암의 경우
유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분이 압전 물질(석영)을 포함하

Fig. 7.

(a) Load, horizontal and vertical displacements, and (b) micro-electric potential during a loading test for a water saturated limestone.

Fig. 8.

(a) Load, horizontal and vertical displacements, and (b) micro-electric potential during a loading test for a dried lim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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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으므로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포화 및 건조 상태의 모르타르 시료로 20 ton의
일정한 재하하중으로 압축하였으며 Fig. 9는 시료 포화 상태의
모르타르 시료로 파괴 시간이 380 sec일 때 파괴 하중은 2.5
ton, 횡 및 종 변위는 각각 1.2 mm, 1.5 mm로 측정되었다.
Fig. 10은 건조 상태의 모르타르 시료로 파괴 시간이 280 sec
일 때 파괴 하중은 5.8 ton, 횡 및 종 변위는 각각 0.6 mm,
1.05 mm로 측정되었다. 하중 및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각
전극 위치에서의 미소 전기적 신호가 Fig. 9(b)에서는 35 ~ 45
mV가 증가하였으며, Fig. 10(b)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포화된 상태의 암석에서처럼 포화 상태의 모르
타르 시료에 경우에도 압축 시 유체의 영향으로 인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전기동역학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반면
건조 상태의 모르타르 시료의 경우 건조된 석회암에서와 같이
전기동역학 현상 및 압전기 현상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
아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의 미소 전위 발생요인은 시료의 공극률이나 투
수율 등 물리적 성질과 응력이나 변형률 등 역학적 성질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나는데 Clint
(1999, 2005);
Kusakabe
. (2004a, 2004b)은 이렇게 측정한 시료의 물리
적 성질과 역학적 성질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미소 전위와의
상관성을 밝힌 바 있다. 김종욱 등(2007)은 암석 및 모르타르
시료의 물리적 성질(공극율, 흡수율, 포화도) 및 역학적 성질
(일축 압축강도)과 미소 전위의 상관성에 관해 발표한 바 있다.
et

al.

et al

시료 파괴 거동과 미소 전기적 신호의 상관성
암석 및 모르타르 시료의 일축 압축 시 하중에 따른 파괴 거
동과 미소 전위와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압축하여 파괴된 시
료의 사진 및 시료에 설치한 전극 채널의 위치, 파괴된 단층면
을 나타냈으며 하중에 따른 각 전극 위치에 대한 미소 전위의
변화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냈다(Fig. 11).

(a) Load, horizontal and vertical displacements, and (b) micro-electric potential during a loading test for a water saturated mortar
specimen.
Fig. 9.

Fig. 10.

(a) Load, horizontal and vertical displacements, and (b) micro-electric potential during a loading test for a dried mortar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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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of micro-electric potentials (right) with time during a loading test for (a) saturated sandstone, and (b) saturated mortar
specimens, and positions of four electrode pairs attached on the specimen and fractures generated from the test (left).
Fig. 11.

Fig. 11은 포화 상태의 사암 및 모르타르 시료의 파괴된 균
열 위치와 하중에 따른 각 위치별 미소 전위의 측정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사암(Fig. 11a)에서는 2번 전극과 3번 전극 부분
에서 표면상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미소 전위는 1번
과 4번 전극에서 최대 200 mV, 2번 전극에서 최대 220 mV,
3번 전극에서 최대 240 mV 로 측정되었으며, 균열 위치 주변
의 전극에서 10 % 이상 더 큰 전위가 측정됨을 알 수 있었다.
모르타르(Fig. 11b)에서는 1번 전극과 4번 전극 부분에서 표면
상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미소 전위는 2번과 3번 전
극에서 35 mV, 1번 전극에서 40 mV, 4번 전극에서 45 mV로
측정 되었으며, 사암과 마찬가지로 균열 주변의 전극에서 더
큰 전위가 측정되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전극이 균열 위치와 가까이 있을 때
이온을 함유한 유체 흐름이 다른 위치보다 활발하기 때문에
전기동역학적인 유동전위가 높게 측정된다고 볼 수 있다. 미소
전위의 세기와 균열위치와의 상관관계는 향후 다수의 미소전
위 측정 전극 배열을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경우 균

열 취약 지점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의 이론적 배경으로 기능
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축 압축기(MTS), 변위 측정기(수평 변위
(Extensometer), 수직 변위(LVDT)), PXI-A/D 변환기를 이용하
여 암석 및 모르타르 시료의 일축 압축 시 파괴에 수반하는 미
소 전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PXI-A/D 변환기를 이용하여 암석 및 모르타르 시료를 일
축 압축하는 동안 발생하는 하중, 변위(수평 및 수직변위), 미
소 전위를 동시에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석영이 포함되지 않은 포화된 조건의 암석 및 모르타르
시료에서는 전기동역학 현상으로 인해 압축 시 하중과 변형률
이 증가함에 따라 미소 전위의 세기가 증가하였고 건조된 암
석 및 모르타르 시료에서는 미소 전위가 측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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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전 물질(석영)이 포함된 암석인 사암에는 압전기 현상
으로 인해 건조된 조건에서도 미소 전위가 측정되었으나 그
크기는 미약하였다.
4. 시료의 파괴 위치와 미소 전위 관찰과의 비교를 통해 파
괴된 부분에서의 전위가 다른 위치보다 10 % 이상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차후 암석 및 모르타르 시료에 보다 많은 전극을 설치하고
acoustic emission 시스템을 구축하여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시
료의 파괴거동과 미소 전위의 정밀한 상관성 분석이 이루어져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폭우 등
으로 인한 산사태, 사면붕괴 또는 갱도, 터널, 댐 등의 건설 현
장의 구조물에서의 붕괴, 지진 등의 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의 사전 예측 및 균열의 방향성 탐지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루어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미 측정
된 시료의 물리적 성질 및 역학적 성질의 정보와 미소 전위 결
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암종 및 물성에 따른 미소 전위 발생
의 메커니즘을 규명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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