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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made 2511 thermal property measurements on igneous, metamorphic, and sedimentary rock samples from Korea.

The average thermal conductivities of igneous, metamorphic, and sedimentary rocks are 3.10 W/m-K, 3.76 W/m-K,

and 3.54 W/m-K, respectively. Igneous rock can be classified into pluton, hypabyssal rock, and volconic rock; the

average thermal conductivities of those rock types are 3.16 W/m-K, 3.26 W/m-K, and 2.77 W/m-K, respectively.

Nonclastic sedimentary rock has higher thermal conductivity than clastic sedimentary rock. Thermal conductivity of

Palezoic era rock is higher than Mesozoic era rock, because dominant mineral conte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thermal conductivity. Thermal conductivity of rocks is influenced by porosity. Therefore ther-

mal conductivity of sedimentary rocks generally decreases with increasing porosity. Thermal conductivity and ther-

mal diffusivity show linear correlation, its correlation coefficient of igneous, metamorphic, and sedimentary rocks

are 0.775, 0.855, and 0.876, respectively.

 Key words : Thermal conductivity, thermal diffusivity, mineral contents, porosity

본 연구에서는 남한일대에서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의 총 2511개의 암석을 채취하여 열물성을 측정하고 각 암종별로

일반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의 평균 열전도도는 각각 3.10 W/m-K, 3.76 W/m-K, 3.54 W/m-K

이다. 화성암의 암석 분류에 따라 심성암, 반심성암, 화산암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평균 열전도도는 3.16 W/m-K,

3.26 W/m-K, 2.77 W/m-K이다. 퇴적암에서 쇄설성 퇴적암 보다 비쇄설성 퇴적암의 열전도도가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

이고 있다. 측정된 암석의 시대별 열전도도는 고생대가 중생대 보다 높은 나타나며, 이는 높은 열전도도를 갖는 구성

광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암석의 공극률은 열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퇴적암의 경우 공극률이 증가할

수록 열전도도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암석의 열전도도와 열확산율은 선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화

성암, 변성암, 퇴적암의 선형 회귀분석 상관계수는 각각 0.775, 0.855 0.876로 높은 값을 보인다. 

주요어 : 열전도도, 열확산율, 구성광물, 공극률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

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지열에너지에 대한 연구

도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천부의

지열을 이용하는 냉난방 시스템이 2000년 초부터 보급

되어 최근에도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Song et al.,

2006). 열전도도는 폐쇄형이나 SCW (Standing column

well) 방식의 경우 지중열교환기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ong et al., 2009). 또한,

열전도도는 지구내부의 온도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

한 요소이다(Herrin and Deming, 1996). 외국의 경

우, Birch and Clark(1940)에 의해 암석 열전도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도 암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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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도 측정과 열물성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김형찬(2004)에 의해

217개의 암석시료에 대해 box probe를 이용한 열전도

도를 측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국내 일부지역에서의 암석 열물성이 측정되었다(Park

et al., 2007).

암석의 열전도도는 지열류량을 산출하기 위해 지온

경사와 더불어 반드시 측정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국

내 일부지역에서만 암석 열전도도가 측정되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암석 열물성의

정량적인 값을 구하기 위해 국내 지역에서 총 2511개

의 암석 샘플에 대해 열물성을 측정하였으며, 열물성

상호간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2. 자료획득

암석 시료는 1:50,000 지질도를 기준으로 남한 지역

의 신선한 노두에서 2511개 암석시료를 채취하였다

(Fig. 1). 채취된 암석 샘플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Parker et al.(1961)에 의해 제안된 flash method를

사용하는 Netzsch사의 LFA 447 NanoFlash를 이용하

여 암석 열물성 값을 측정하였다. 이 방식은 작은 크

기의 시료(직경 1 inch, 두께 3-5 mm의 디스크)를 사

용할 수 있으며 빠른 측정시간, 열확산율의 높은 정확

도(±5%)와 재현성(±3%)등의 특징과 비접촉식으로 측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FA 447 NanoFlash는 열

확산율을 측정하며, 비열은 이미 값이 알려져 있는 표

준시료(Pyroceram 9606)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산출

한다. 표준시료는 두께 3.017 mm, 직경 25.38 mm의

디스크 모양이며, 상온에서 밀도는 2.61 g/cm3, 열확산

율은 1.926 mm2/sec, 열전도도는 4.008 W/m-K이다.

암석시료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상 표준시

료를 이용하여 LFA 447의 계기오차(3%내외)를 확인

하였다. 열전도도는 열확산율, 비열, 밀도 값을 구한다

면 암석의 열전도도는 이들로부터 아래의 식을 이용하

여 구할 수 있다.

λ=αρCp (1)

이때, λ는 열전도도(W/m-K), α는 열확산율(mm2/sec),

ρ는 밀도(g/cm3), Cp는 비열(specific heat, J/gK)이다.

암석샘플의 밀도와 공극률은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 

(2)

이때, 는 공기 중에서의 포화된 시료의 무게,

는 물속에서의 포화된 시료의 무게, 는 건

조시료 무게이다. 암석의 밀도 ρr는 암석 건조 질량

M과 공극을 포함하지 않는 암석 볼륨 Vr의 비 로 정

의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체적밀도(bulk density) ρb는

암석의 건조 질량 M과 암석내의 공극을 포함하는 Vb

의 비 로 정의된다. ρb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

하였다(Vosteen and Schellschmidt, 2003).

(3)

ρb=ρr(1-φ) (4)

3. 암석 열물성

측정된 암석 샘플 2511개를 암석의 종류에 따라 분

류한 결과, 화성암이 1112개, 변성암이 825개, 퇴적암

이 574개이다. 실험에 의해 획득한 암석의 열물성 값

은 Table 1과 같다. 화성암의 열확산율은 0.604-2.930

mm2/sec, 변성암은 0.795-3.480 mm2/sec, 퇴적암은

0.760-3.197 mm2/sec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은 각각

1.340 mm2/sec, 1.601 mm2/sec, 1.509 mm2/sec이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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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rock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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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암의 열확산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높은 열확산율을

갖는 사암(0.851-3.197 mm2/sec)의 비율이 퇴적암 중

268개(47%)로 전체 퇴적암의 열확산율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성암의 경우는 규암, 석영편암

등 구성광물 중 석영의 함량이 많은 암석에서 대체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암종별 평균 비열 값은 화성암

이 0.831 J/gK, 변성암이 0.840 J/gK, 퇴적암이 0.826 J/gK

로 나타났다. 비열 값은 세 가지의 암종이 비슷한 평

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화성암이

0.750-1.220 J/gK, 변성암이 0.750-1.470 J/gK, 퇴적암이

0.820-1.470 J/gK로 큰 차이가 없다(Cermak and Rybach,

1982). 화성암의 밀도는 2.26-3.16 g/cm3, 변성암은

2.45-3.17 g/cm3, 퇴적암은 2.11-3.05 g/cm3의 범위를 가

지며, 평균은 각각 2.63 g/cm3, 2.70 g/cm3, 2.64 g/cm3이

다. 외국의 경우 화강암의 밀도는 2.40-3.00 g/cm3, 편마

암은 2.40-2.70 g/cm3, 사암의 경우 2.20-2.70 g/cm3이

며(VDI, 2000), 본 연구의 퇴적암은 공극률이 매우 작아

밀도가 높은 편이다. 화강암, 변성암, 퇴적암의 체적밀도

의 평균은 각각 2.58 g/cm3, 2.67 g/cm3, 2.60 g/cm3,이다.

외국의 경우 화강암의 체적 밀도는 2.67-3.28 g/cm3,

변성암은 2.7-3.4 g/cm3, 퇴적암은 1.5-2.7 g/cm3으로

(Robertson, 1988) 전반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공극률은 화성암의 평균 공극률이 1.8%, 변성암이

1.2%, 퇴적암이 2.1%이다.

열전도도는 건조상태와 포화상태에서 공극률이 증가

할수록 열전도도의 변화양상이 크게 다르다(Fig. 2). 본

연구에서 이용한 실험은 건조시료를 대상으로 구한 값

이기 때문에 공극률을 알면 다음과 같은 기하평균 식

으로 포화 함수된 상태의 열전도도 값을 계산할 수 있

다(Beardsmore and Cull, 2001).

(5)

(6)

(7)

이때, λin−situ는 포화 함수된 상태의 열전도도, λdry는

측정된 열전도도, λwater는 물의 열전도도(상온에서 0.62

W/m-K), λair는 공기의 열전도도(상온에서 0.024 W/

m-K), λmatrix는 암석 matrix의 열전도도이며, φ는 공

극률이다. 

Fig. 3은 전체암석의 건조상태의 열전도도와 공극 보

정된 포화상태의 열전도도 값을 도시한 그림이다. 건

조상태의 열전도도 범위는 1.38-8.38 W/m-K이며 평균

은 3.25 W/m-K, 공극 보정된 포화상태의 열전도도 범

위는 1.64-8.76 W/m-K, 평균은 3.42 W/m-K이다. 

측정된 암석을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의 3가지 암종

별로 분류하여 그 분포 및 평균을 구하였으며, 그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Fig. 4는 각 암석의 분류기준에

따라 포화열전도도를 box-whisker plot으로 도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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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rosity effect on thermal conductivity derived by a

geometric model(Woodside and Messmer, 1961).

Table 1. Range and mean of thermal diffusivity(α), porosity(φ), dry density(ρ), bulk density(ρb), and specific heat(Cp) for
various rock types

Rock type(N)
α(mm2/sec) 

(mean)

φ(%) 

(mean)

ρ(g/cm3)

(mean)

ρb(g/cm3)

(mean)

Cp(J/gK)

(mean)

Igneous

(1112)

0.763-2.93

(1.340)

0.02-9.61

(1.8)

2.26-3.16

(2.63)

2.13-3.13

(2.58)

0.516-1.081

(0.831)

Metamorphic

(825)

0.795-3.48

(1.603)

0.01-9.56

(1.2)

2.45-3.17

(2.70)

2.27-3.14

(2.67)

0.644-1.17

(0.840)

Sedimentary

(574)

0.769-3.20

(1.509)

0.07-10.3

(2.1)

2.11-3.05

(2.64)

2.1-3.04

(2.60)

0.646-1.05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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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Box-whisker plot은 이상값(그림 에서 X 점)

을 지시해주거나 데이터군 비교를 위한 유용한 방법이

다(Swan and Sandilands, 1995). 

Fig. 4(a)는 화성암의 암석 분류에 따라 심성암, 반

심성암, 화산암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평균 포화열

전도도는 3.16 W/m-K, 3.26 W/m-K, 2.77 W/m-K이

다. 본 연구에서의 심성암은 화강암, 섬록암이 반심성

암은 화강반암, 석영반암, 장석반암이 화산암은 안산암,

Fig. 4. Box-whisker plot of saturated thermal conductivity

associated rock types: (a) pluton, hypabyssal and volcanic

rocks; (b) acid, intermediate, basic rocks; (c) clastic

sedimentary rocks and nonclastic sedimentary rocks.

Fig. 3. Comparison of distribution of thermal conductivity

between dry(a) and saturated rock(b) samples.

Table 2. Dry and saturated thermal conductivity of

igneous, metamorphic, and sedimentary rocks

Rock type

(N)

 Dry thermal 

conductivity(W/m-K)

(mean)

Saturated thermal 

conductivity(W/m-K)

(mean)

Igneous

(1112)

1.38-6.21

(2.93)

1.67-6.36

(3.11)

Metamorphic

(825)

1.60-8.38

(3.62)

1.64-8.76

(3.76)

Sedimentary

(574)

1.74-7.35

(1.509)

1.78-7.59

(3.54)



한국의 암석 열물성 595

유문암, 현무암이 주를 이루고 있다. Fig. 4(b)는 SiO2

함량에 따라 분류되는 산성, 중성, 염기성 암석의 열전

도도를 도시한 그림이다. SiO2함량이 암석 열전도도 값

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퇴적암에서

쇄설성 퇴적암보다 비쇄설성 퇴적암의 열전도도가 비

교적 높은 열전도도분포를 보이고 있다(Fig. 4(c)). 쇄

설성 퇴적암 중 높은 열전도도분포를 갖는 암석은 사

암으로 이는 주구성광물인 석영(~7.7 W/m-K)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암을 제외한 다른 쇄설성 퇴적암

은 낮은 열전도도 분포를 보여 전체적으로 비쇄설성

퇴적암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비쇄설성 퇴

적암의 주된 암석은 유기적 퇴적암인 석회암, 돌로마

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열전도도는 각각 3.73

W/m-K, 4.07 W/m-K이다. 

Fig. 5는 1:250,000지질도를 기준으로 암석의 열전도

도를 시대별로 분류하여 도시한 그림이다. Fig. 5(a)는

고생대와 중생대의 분포도이며, 각각 평균 열전도도는

3.92 W/m-K, 3.25 W/m-K이다. 이는 대체로 높은 열

전도도를 갖는 변성암이 고생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쥬라기 화강암은 K-장석이 우세하고 언양-유천 화강암

을 포함한 백악기 화강암에서는 사장석의 함량이 높다

(Hwang et al., 2007). 화강암의 조성광물의 차이로

Fig. 5(b)에서 쥬라기 화강암이 높은 열전도도분포를 보

이고 있다. Fig. 5(c)는 사암의 시대별 결과를 도시한

그림이다. 고생대 사암은 주로 평안누층군의 석탄기,

폐름기에 해당하며, 중생대는 쥬라기의 남포(대동)층군,

백악기의 경상누층군, 신동층군에 해당한다. 평안누층

군의 사암의 SiO2 화학조성은 79.61-97.55 wt%(Park

et al., 1998)이며, 경산누층군은 59.25-87.95 wt%(Koh

and Shin, 1995)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고생대 사

암의 열전도도(평균 5.51 W/m-K)가 중생대 사암의 열

전도도(평균 3.50 W/m-K)보다 높은 값을 보인다. 이

는 암석의 열전도도는 SiO2함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열물성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실험으로 획득한 열확산율, 비열, 체적

열용량, 열전도도 데이터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Fig. 6

에서 체적열용량과 비열은 선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체적열용량은 비열과 밀도의 곱으로 표현된다.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의 평균 체적열용량은 각각 2.16 MJ/m3K,

2.27 MJ/m3K 2.19 MJ/m3K이며 범위는 각각 1.32-

2.86 MJ/m3K, 1.36-3.09 MJ/m3K, 1.67-2.99 MJ/m3K

이다. 외국의 경우 화성암이 2.10-3.00 MJ/m3K, 변성

암이 2.00-2.50 MJ/m3K, 퇴적암이 1.20-2.80 MJ/m3K

로 대체적으로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화성암, 변성

Fig. 5. Box-whisker plot of thermal conductivity associated

geological time: (a) Paleozoic era and Mesozoic era rocks;

(b) Jurassic period and Cretaceous period of granite; (c)

Paleozoic era, Mesozoic era of san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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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퇴적암의 선형회귀분석 상관계수(R2)는 각각 0.894,

0.871, 0.861이다.

Fig. 7에서 암석의 열전도도와 열확산율은 선형의 관

계를 보인다. 화성암의 선형회귀분석의 상관계수(R2)는

0.775이며 변성암과 퇴적암은 각각 0.855, 0.876이다.

열전도도는 밀도와 비열과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는다. 

Fig. 8은 사암과 공극률의 상관관계를 도시한 그림이

다. 퇴적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극률이 증가할수록 열

전도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Clauser and Huenges,

1995). Fig. 8에서 사암의 공극률이 3%미만에서는 상

관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공극률이 증

가할수록 열전도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한, 암석의 공극 내 물(상온에서 0.62 W/m-K)이 채워

져 있는 경우가 공기(상온에서 0.024 W/m-K)로 채워

져 있는 경우 보다 열전도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

여준다. 

Fig. 9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암석별 열전도도

를 나타내었다. 점선과 속이 빈 동그라미는 건조상태

의 열전도도의 범위와 평균을 나타낸 것이며, 실선과

검은 동그라미는 측정된 공극률을 이용하여 기하평균

식(식 7)을 이용하여 포화된 상태의 열전도도의 범위

와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암석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화강암

과 편마암의 공극 보정된 포화상태의 열전도도 범위는

각각 1.82-5.87 W/m-K, 1.63-6.67 W/m-K이며, 평균

열전도도는 각각 3.14 W/m-K, 3.55 W/m-K이다. 화

강암과 편마암의 열전도도범위가 큰 이유는 열전도도

가 구성광물, 이방성 등의 영향에 열전도도 값이 좌우

되기 때문이다(Kim et al., 2004). 특히, 결정질 암석

의 경우 석영광물의 열전도도는 석영광물의 함유량에

따라 열전도도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Beardsmore

and Cull, 2001).

3. 결 론

본 연구에서 측정된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의 평균Fig. 7. Thermal conductivity vs. thermal diffusivity.

Fig. 8. Thermal conductivity and porosity of sandstone.Fig. 6. Volumetric heat capacity vs. specific heat.



한국의 암석 열물성 597

열전도도는 3.11 W/m-K, 3.76 W/m-K, 3.54 W/m-K

이다. 화성암의 암석 분류에 따라 심성암, 반심성암, 화

산암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평균 열전도도는 3.16

W/m-K, 3.26 W/m-K, 2.77 W/m-K이다. 사암을 제외

한 다른 쇄설성 퇴적암은 낮은 열전도도를 보여 전체

적으로 비쇄설성 퇴적암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퇴적암은 외국에 비해 사암의 비율이

높고, 신선한 암석으로 공극률이 매우 작아 높은 열전

도도를 보인다. 이는 전체 퇴적암의 암석 열전도도에

영향을 미쳐 화성암의 평균열전도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측정된 암석의 고생대와 중생대의 평균 열전도도는

각각 3.92 W/m-K, 3.25 W/m-K이다. 우리나라 고생

대에는 대체로 높은 열전도도를 갖는 변성암이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암석의 가장 큰 분포를

갖는 화강암의 열전도도는 3.14 W/m-K이다. 쥬라기

화강암(평균 열전도도 3.21 W/m-K)의 SiO2 의 화학성

분이 백악기 화강암(평균 열전도도 3.05 W/m-K)에 비

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측정된 실험결과에서

쥬라기 화강암이 높은 열전도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는 결정질 암석의 경우 암석의 광물성분이 열

전도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구성광물에 따라 열물성

특성이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암석의 성인에 의한 분

류보다는 광물조성에 따른 암석 분류 비교 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화성암, 변성암과 퇴적암의 체적열용량과 비열은 선

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선형회귀분석 상관계수는 각

각 0.894, 0.871, 0.861로 물성간의 선형관계가 잘 나

타난다. 열전도도와 열확산율은 선형의 관계를 보이며,

화성암의 선형회귀분석의 상관계수는 0.775이며, 변성

암과 퇴적암은 각각 0.855, 0.876이다. 열전도도는 밀

도와 비열과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측정된 퇴적암 중 가장 많은 사암의 경우 공극률이

3%미만에서는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공극률

이 증가할수록 열전도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열전도도는 천부의 지열을 이용하는 냉난방 시스템

의 길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부의 지

열을 이용하는 EGS 설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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