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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화 암석코어의 상온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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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온·상습 환경에서 수포화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을 장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구현하였다. 양쪽 금

속망 전극에 덧댄 종이필터와 암석코어를 감싼 열수축튜브의 상부 중앙 외피면에 3-채널 펌프로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전기저항을 측정하면 암석코어의 수포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주일 이상 전기비저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흑운모 편마암, 안산암질 응회암, 셰일의 3종류 암석코어의 수포화 전기저항을 9일간 모니터링 한 결과 다음과

같은 2가지 가설을 제시할 수 있었다. 즉, 전기비저항 온도계수의 수렴 속도는 열물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건

조 저항을 수포화 때의 평균 저항으로 나눈 건조/수포화 저항비는 유효공극률과 상관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3가지

암석의 건조/수포화 저항비는 각각 48, 705, 2로 나타났고 이때 각각의 유효공극률은 3.7%, 3.3%, 13.0%이었다.

주요어: 수포화 암석코어, 상온 환경,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Abstract: A long-term resistivity monitor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for saturated cores in room temperature and

humidity condition. A 3-channel water-pump continuously drops the water onto the top of saturated core sample

surrounded by shrinkable tube as well as on the paper filters of the electrodes at both sides of the core sample, by

which one can monitor the resistivity changes with maintaining full saturation of the rock core for a week or longer.

Monitoring the resistivity changes has been performed with 3 kinds of rock samples including biotite gneiss, andesitic

tuff, and shale for 9 days using the system. Consequently, it is proposed two hypothesis that conversion speed of

temperature coefficient has close relation to the thermal properties of the rock sample and that the ratio of resistance

between dry and saturated conditions for a rock sample can be related to the effective porosity of the sample. The ratio

between dry and saturated resistance for the three rock types are 48, 705, and 2, while effective porosity was 3.7%,

3.3%, and 13.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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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포화된 암석 코어의 전기비저항 혹은 포화도에 따른 전기

비저항을 실내에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물리검층이나 전

기비저항 탐사자료의 정량적 해석은 물론이고 이산화탄소 주

입에 따른 포화도 산출이나 오염물의 이동 등 수리지질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암석 코어의 포화도에 따른 전기비

저항의 관계는 매우 오래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연구되

고 있는데, Keller (1953)는 사암을 완전히 포화시킨 상태에서

건조시키면서 포화도에 따른 전기비저항을 측정한 바 있고, 이

후에도 포화도에 따른 전기비저항의 변화(Robert and Lin,

1997; Longerron et al., 1989; Night, 1991; Night and Nur,

1987; Night and Dvorkin, 1992) 혹은 온도의 변화(Liera et

al., 1990; Lee and Lee, 2014)에 따른 전기비저항의 관계에 대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00% 포화시킨 상태에서 암석 혹은

토양시료의 전기비저항 측정이 이루어져 왔으나(Kim and

Choi, 1999a; 1999b; Park, 2004; 2005; Lee and Lee, 2010),

최근 들어 함수율 혹은 온도에 따른 전기비저항의 변화에 대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Lee and Lee, 2008; 2009; 2014).

함수율에 따른 코어시료의 전기비저항 변화는 일반적으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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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코어를 수포화시키고 이를 일정한 온도의 오븐에서 건조시

키면서 시료의 무게변화와 전기비저항을 함께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무게 모니터링에 의해 포화도

혹은 함수율을 산출하게 된다(Keller, 1953; Night, 1991;

Night and Nur, 1987; Lee and Lee, 2008; 2009; 2014). 특히

Night (1991)와 Night and Nur (1987)은 포화시킨 후 건조하

면서 혹은 그 반대로 건조 시료를 일정한 습도의 용기 속에 두

어 포화도를 증가시키면서 전기비저항을 측정함으로써, 포화

도의 증가 및 감소에 따른 전기비저항의 이력곡선(Hysteresis

curve)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료의 상태에서 모니터링에

의해 전기비저항과 포화도를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밀한

모니터링에 의해 가능한 일이나 시료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

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Rust (1952), Dunlap et al.

(1949)은 용액으로 채워진 ‘resistivity cell’ 안에 코어시료를 위

치시켜 전기비저항을 측정할 때 증발 등에 의해 포화도가 변

하는 것을 방지하려 노력하였고, Robert and Lin (1997)은 포

화도가 높은 상태에서 코어의 전기비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자

체 제작한 합성수지 홀더 내에 시료를 장착하고 O-ring 등을

이용해서 밀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이 빠져나가 시료의 상

태를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코어

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코어의 전기비저항을 측

정할 때, 암석코어와 전극 사이의 접촉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망(net)형의 전극 뒤에 용액으로 적신 종이필터를 덧대는

방법을 사용하는데(Lee and Lee, 2008), 이 방법은 같은 용액

으로 포화시킨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을 암석코어와 종이필터

가 건조하기 전에 재빨리 측정하는 경우로 그 사용이 한정된

다(Lee and Lee, 2008; 2014). 

그러나 이 경우도 수포화된 암석코어를 물에서 꺼내 코어홀

더에 장착하고 저항을 측정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

간, 코어 및 실험 환경(온도 및 습도)에 따라 종이필터와 암석

코어의 건조 양상 등이 모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수포화 암석

코어의 전기비저항을 유일하게 제시할 수 없고 반복성도 기대

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상온·상습 환경에서 수포화된 암석코어의

포화도를 100%로 유지하면서 전기비저항과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종의 암석 코어에 대하여 포

화상태의 전기비저항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실험 장치와 측정 프로그램

상온·상습 환경에서 수포화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을 24

시간 이상 장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 절에서는 구성한 실험장치와 이로부터 측

정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자료를 취득하는 측정 프로

그램, 그리고 측정 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실험 장치 

실험 장치는 코어홀더, 열전대(thermocouple) 온도 측정기와

저항 측정기, 물 펌프, 그리고 물의 온도·전기전도도 측정기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Fig. 1 참조). 코어홀더는 암석

코어의 양쪽 원형 단면과 금속망 전극간의 접촉저항을 낮은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암석코어의 저항은

전류발생기(DC and AC Current Source; Keithley 6221)와 나

노전위계(Nano-voltmeter; Keithley 2182A)로 측정하였다(Lee

and Lee, 2014). 암석코어 표면의 열전대 온도 측정은 멀티미

터(Multimeter/Data Acquisition System; Keithley 2700)로 측

정하였고 이때 저항과 온도 측정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어

하였다. 

수포화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을 장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

해서는 수포화시킨 암석코어가 시간이 흐르더라도 건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수포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

였다. 즉, 암석코어를 코어홀더에 장착하기 전에 금속망 전극

과 종이필터 사이로 튜브 끝에 연결된 주사바늘을 꽂아 넣고

물을 공급하여 금속망 전극에 접한 종이필터를 충분히 적셔

Fig. 1. Resistivity monitoring system for saturated cor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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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수포화 암석코어를 열수축튜브 속에 넣고 열을 가함으로

써 암석코어와 열수축튜브를 밀착시킨 다음 열수축튜브로 감

싼 암석코어를 코어홀더에 장착하여 일정한 수평 하중을 가한

다. 암석코어의 전기저항을 측정하는 동안에는 두 개의 금속망

전극과 열전대가 접촉되어 있는 암석코어 표면에 3채널 물 펌

프(MASTERFLEX 77200-60)로 계속해서 적당량의 물을 공급

한다. 두 개의 금속망 전극 뿐 아니라 열전대가 위치한 암석코

어 표면에도 물을 공급하는 이유는 실내 온도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3채널 물 펌프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

로 수포화 코어에 물을 공급할 때, 3채널 중 2채널은 금속망

전극과 종이필터 사이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나머지

한 채널은 열수축튜브로 피복된 암석코어의 원주 표면의 열전

대 위치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공급용 저수조 물의 온

도와 전기전도도는 전기전도도 측정기(METTLER TOLEDO,

SEVENmulti)로 모니터링 하였다.

측정 프로그램

암석코어의 전기저항과 표면 온도를 함께 모니터링하기 위

한 측정 프로그램(Fig. 2 참조)은 Lab View로 작성되어 전류

발생기와 나노전위계 그리고 멀티미터를 제어한다. Fig. 2(a)는

작성된 프로그램의 주 화면을 보인 것으로, 화면의 좌측에는

온도 및 전기비저항의 측정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Temperature’, ‘Delta Mode’, ‘Measurement’의 3개 탭이 있고,

오른쪽에는 측정된 자료를 그래프(Graph) 혹은 표(Table)로 확

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 2(b)는 측정된 자료를 표

로 확인하는 예를 보인 것이고, Fig. 2(c) ~ Fig. 2(e)는 각각

‘Temperature’, ‘Delta Mode’, ‘Measurement’의 탭에서 측정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화면을 예로서 보인 것이다.

Fig. 2(c)의 온도 측정(Temperature) 창에서는 열전대를 이용

한 온도 측정용 장치로서 나노전위계와 멀티미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열전대 중에 해당되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델타 모드(Delta Mode; Lee and Lee, 2014)로 저항을 측정

하는 데 필요한 측정변수들의 선택을 위한 델타 모드 창(Fig.

2(d))에서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전압과 전위 및 전류의

범위(range), ±전류의 세기, 델타 지연(Delta Delay), 델타 개수

(Delta Count), NPLC (Number of Power Line Cycle), 그리고

필터의 종류와 필터의 길이(Filter Count)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1 NPLC는 1/60 sec로써 측정기에 들어온 신호를 측

정하는 A/D 변환기의 아퍼츄어(aperture)를 의미한다. 

다음은 측정 주기와 간격에 관련된 변수들을 Fig. 2(e)의 측

정(Measurement) 창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열전대 온도와 저

항 측정에 주기성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 선택과 주기적 측

정의 경우에는 주기의 유형(mode; Count 또는 Time), 유형별

Fig. 2. Measurement software that controls current source, nano-voltmeter, and multimeter for resistivity as well as temperature/humidity

monitoring; (a) main console that shows measurement parameters and graphs of monitoring results, (b) table view of monitoring results, and

(c) ~ (e) show parameter settings for temperature, delta mode, and measurement parameter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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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주기 내에 있는 측정 점의 수(One cycle count) 또는 측

정 시간(One cycle time), 한 주기 측정 후 쉬는 시간(Cycle

delay)을 입력할 수 있다. 주기성 여부에 관계없는 변수로는 첫

번째 쉬는 시간(First delay; fd), 두 번째 쉬는 시간(Second

delay; sd), 한번 측정 후 쉬는 시간(Point delay; pd), 그리고 총

측정 시간(Measure Time)을 입력한다. 측정 중에 저항과 열전

대 온도는 Fig. 2(a)의 ‘Graph’와 ‘Table’을 클릭함으로써 그래

프 또는 표(Fig. 2(b))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다. 

Fig. 3과 Fig. 4는 측정 파라미터의 설정에 따라 실제 측정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Fig.

3은 주기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Cycle Disable)이고 Fig. 4

는 주기적 측정을 하는 경우(Cycle enable)의 예이다. 

Fig. 3(a)는 첫 번째 지연(first delay, fd), 두 번째 지연

(second delay, sd), 측점 지연(point delay, pd)을 모두 0 sec로

선택하였을 때이고 Fig. 3(b)는 fd, sd, pd를 각각 20, 30, 10

sec로 선택하였을 때 측정 프로그램으로 제어된 측정 거동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편의상 여기서는 [열전대 온도, 저

항] 쌍을 한 번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t0)을 10 sec라고 가

정하여 도시하였는데, 실제로 이 시간은 ‘델타 모드 창’에서

선택한 측정변수들에 따라서 결정된다. 모든 지연을 0으로 설

정한 Fig. 3(a)를 보면 측정을 시작한 t = 0로부터 [열전대 온

도, 저항]을 한 번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10 sec마다 한

쌍씩 저항이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fd (= 20 sec), sd

(= 30 sec), pd (= 10 sec)를 입력한 Fig. 3(b)의 경우는 첫 번째

측정은 (fd) = 20 sec 다음 10 sec 동안에, 두 번째 측정은 다

시 (pd + sd) = 40 sec를 더한 다음의 10 sec 동안에, 그리고 세

번째 측정은 또 (pd) = 10 sec를 더한 다음 10 sec 동안에 측

정값이 기록된다. 

Fig. 4는 Count Mode로 주기적 측정을 하는 경우의 예로서,

한 주기 동안 세 번 측정할 때, 즉 One Cycle Count가 3일 때,

fd, sd, pd 및 cd (cycle delay, 주기 지연)를 모두 0 sec로 입력

하였을 경우(Fig. 4(a))와 각각 20, 30, 10, 40 sec로 선택하였

Fig. 3. Examples of measurement time span when cyclic measurement disabled; (a) all the delay are set to 0, (b) first delay, second delay,

and point delay are set to 10, 20, and 30 seconds, respectively.

Fig. 4. Examples of measurement time span when cyclic measurement enabled; (a) all the delay are set to 0 including cyclic delay, which

resulted in identical measurement time span to Fig. 3a, (b) first delay, second delay, point delay, and cyclic delay are set to 20, 30, and 10,

and 40 second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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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Fig. 4(b))의 측정 거동을 비교한 그림이다. 주기적 측

정을 선택한 Fig. 4에서 cd = 0으로 입력하면 주기적 측정을

하지 않은 Fig. 3(a)와 같은 측정거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fd (= 20 sec), sd (= 30 sec), pd (= 10 sec)와 함께 cd = 40

sec를 입력한 Fig. 4(b)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열전대 온도, 저

항] 측정은 fd (= 20 sec) 후 10 sec 동안에, 두 번째 측정은 pd

(= 10 sec)를 더한 40 ~ 50 sec 사이에, 세 번째 측정은 한 번

더 pd (= 10 sec)를 더한 60 ~ 70 sec 구간에 기록되어 첫 번

째 주기를 완성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측정은 cd

(= 40 sec)와 sd (= 30 sec)를 지난 다음 150 ~ 160 sec, 170 ~

180 sec, 190 ~ 200 sec 사이에 기록되며 두 번째 주기를 구성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측정 프로그램으로는 예약된 시간에 측정을 시작할 수

있고 임의로 측정을 중단(Emergency Stop) 할 수 있으며

‘Manual R’을 클릭함으로써 입력 변수에 의한 자동 측정 이외

의 시간에도 측정 점을 추가할 수 있다. 

예비실험

구성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10 mohm 캘리브레이터(calibrator)의 저항을 4-선 저항측

정법으로 측정변수들을 바꾸어가며 측정하고, 이를 T type의

열전대로 측정한 캘리브레이터 주변의 공기 온도와 함께 검토

하였다. 

측정변수에 따른 저항 측정 민감도

Fig. 5의 (a), (b), (c), (d)는 각각 전류의 세기, 델타 지연

(Delta Delay), 델타 개수(Delta Count), 필터 길이(Filter

Fig. 5. Sensitivity analysis for measurement parameters shown in Table 1; (a) applied current, (b) delta delay, (c) delta count, and (d) moving

filter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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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 등의 측정 변수를 Table 1과 같이 변화시키면서 캘리

브레이터의 저항 변화를 약 2분 동안 측정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때, Table 1에서 굵은 글씨로 표현된 값은 다른 측정변수를

변화시킬 때 사용한 고유값(default)이다. 측정 결과, 10 mohm

캘리브레이터의 저항은 리드(lead) 저항이 더해져서 12.2

mohm 내외로 측정된다. 전류의 세기를 달리한 Fig. 5(a)의 경

우 전류가 클수록 분산이 작아지며, 0.001 Amp.까지는 표준편

차의 평균이 9.46 × 10−6 ohm으로 매우 안정적인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류의 세기 이외의 다른 측정변수에 대해서

는 측정 결과가 크게 민감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암

석코어의 전기 저항(즉, 전기비저항) 측정에서는 암석코어 별

적정 전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반복성

앞서 실험한 4종의 측정 변수에 대해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전류 = 0.1 Amp., 델타 지연 = 0.005 sec, 델타 개수 = 3, 필터

길이 = 5, 등으로 측정변수를 정하고 10 mohm 캘리브레이터

의 저항을 약 1분 간격으로 30분간 3회 측정하여 열전대 온도

와 함께 Fig. 6에 나타내었다. 3회 측정에 대해 각각 30분 동

안의 저항 평균은 1.223 × 10−2, 1.222 × 10−2, 1.221 × 10−2 ohm,

상대평균편차(relative ave. dev.)는 3.387 × 10−2, 1.359 × 10−2,

0.408 × 10−2 %인데 이 차이가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

부분 30분 동안의 온도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양호한 반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열전대 온도와 저항 관계 

Fig. 7(a)는 10 mohm 캘리브레이터의 저항을 열전대 온도와

함께 약 65시간 동안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서 사용

한 측정변수는 Table 2와 같다. [열전대 온도, 저항] 쌍을 한번

측정하는 데 약 12초가 걸리며 여기에 측점 지연(point delay)

300초를 더하면 약 312초마다 한 번씩 측정한 셈이 된다. 그

림에서 가는 파랑색선은 저항을 나타내고 굵은 파랑색선은 12

점 이동평균을 나타내며 굵은 빨간색 선은 열전대 온도를 나

타낸다. 그림에서 전기비저항과 실내온도는 매우 밀접한 상관

도를 보이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온

도변화에 따라 전기비저항의 변화는 다소 지연(delay)되어 나

타난다. 

실내 온도가 13.2 ~ 21.5oC의 온도 범위일 때 캘리브레이터

의 저항은 12.16 ~ 12.23 mohm의 저항 범위에 있다. 시간을

소거하여 온도 대 저항 관계식을 도출하면 저항 온도계수,

7.2 × 10−6 ohm/oC를 얻을 수 있다(Fig. 7(b)). 

수포화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 측정에서 신·구 방법의 비교

직경과 길이가 29.44 mm, 80.20 mm인 흑운모 편마암

(biotite gneiss; bg) 암석코어의 수포화 때 전기비저항을 기존

의 방법으로 2회,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1회 측

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수포화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

을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에서는 암석코어를 24시간 이상 수돗

물 속에 담갔다가 2 torr의 진공압력으로 120분 동안 물속에서

Table 1. Measurement parameter settings for monitoring the resistance of a calibrator (resistor).

Parameters 1 2 3 4 5 6

± Current Level (Amp.) 0.1 0.01 0.001 0.0001 0.00001 0.000001

Delta Delay (sec) 0.001 0.005 0.025 0.125 0.625 3.125

Delta Count (ea) 3 5 7 9 11 13

Moving Filter Count (ea) no filter 3 5 7 9 11

Fig. 6. Repeatability test for the resistivity measurement system in

this study. One can find good repeatability when considered very

strong dependance on the temperature variation.

Table 2. Main input parameters for resistance measurements of a

calibrator.

Delta Mode Measurement

Current Range Auto Cycle Disable

High Current 1 × 10−3 Amp. First Delay 0 sec

Low Current −1 × 10−3 Amp. Second Delay 0 sec

Delta Delay 0.002 sec Point Delay 300 sec

Delta Count 5 ea Cycle Delay 0 sec

Filter Type/Count Moving/10 ea Measure Time ≒65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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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진공한 다음 다시 24시간 이상 물속에 보관한 후에 물속

에서 꺼내어 코어홀더에 장착하고 50 kg의 수평 하중을 가하

면서 26시간 동안 전기저항을 측정하였다. 2회 측정 중에 첫

번째 방법(a)에서는 충분히 적신 종이필터에 1시간 동안 수시

로 수돗물을 공급하여 1시간 이상 종이필터가 젖은 상태를 유

지하게 하였다. 두 번째 방법(b)에서는 암석코어를 코어홀더에

장착하기 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구리망 전극에 덧댄 종이필

터를 수돗물로 충분히 적셔서 저항을 측정하다가 두 시간 후

에 다시 한 번 주사기를 이용하여 종이필터를 적시어 주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방법(c)에서는 습식진공 수포화를

연이어 2회 하였는데, 24시간 이상 물속에 보관하고 있던 암

석코어를 2 torr의 진공압력으로 120분 동안 습식 진공하고 24

시간 이상 물속에 보관한 다음, 물속에서 꺼내어 열수축튜브로

원주를 감싼 후 다시 2 torr의 진공압력으로 120분 동안 습식

진공하여 24시간 이상 물속에 보관했다가 전기저항을 측정하

였다. 저항 측정 중에는 50 kg의 수평하중을 가하면서 양쪽 금

속망 전극에 덧댄 종이필터와 암석코어를 감싼 열수축튜브의

상부 중앙 외피면에 3-채널 펌프로 한 채널씩 물을 공급하며

전기저항을 모니터링 하였다. 공급되는 물의 양은 채널 당 5

mL/min으로 하였으며 K-type의 열전대의 위치는 물이 공급되

는 위치와 같다. 암석코어의 저항을 측정하는 동안 공급용 물

탱크 속에 있는 물의 전기전도도도 함께 모니터링 하였다. 습

식진공 수포화를 2회 하는 이유는 암석코어를 수축튜브로 감

싸는 동안에 저하된 수포화 상태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였다.

[열전대 온도, 저항] 쌍을 한번 측정하는데 약 10초가 걸리므

로 여기에 50초의 측점 지연을 더하여 매 1분마다 측정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Fig. 8은 기존의 방법(a, b)과 새로운 방법(c)으로 측정한 수

포화 암석코어의 26시간 저항 변화를 열전대 온도와 함께 보

인 것이다. (a)를 보면, 저항 변화와 온도 변화의 상관관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 공급을 중단한 시점인 t = 3,600초(1시간)

부터 저항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하여 온도 변화와 상관없

이 9.27 × 106 ohm까지 단조 증가 하는데 이것은 종이필터와

암석코어가 동시에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a)와 거의 같은 전

기저항으로부터 출발한 (b)는 (a)보다 급격히 저항이 증가하다

가 두 시간 후에 종이필터에 공급한 물이 암석코어로 스며듦

에 따라 7 × 105 ohm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

는데 그 영향은 매우 오랜 동안 지속하여 t = 82,800초(23시간)

가 돼서야 (a)와 같은 수준(9.3 × 106 ohm)의 저항을 보이게 된

Fig. 7. (a) Monitoring of resistance of a calibrator and air temperature for about 65 hours and (b) temperature dependance of resistance of a

calibrator deduced from the monitoring result (a).

Fig. 8. Resistivity and temperature monitoring using the conventional

method (a and b) and the new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c)

for saturated cor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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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일 t = 7,200초 때 종이필터에 물을 주입하지 않았다면

(a)보다 훨씬 먼저 9.3 × 106 ohm 수준으로 저항이 상승했을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수포화 암석코어를 물에서

꺼내 코어홀더에 장착하고 저항을 측정하기 시작하는 시점

(t = 0)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실내 환경(온도 및

습도)의 영향으로 종이필터와 암석코어는 어떻게 건조해 가는

지, 그리고 종이필터에 물 공급은 언제 중단했는지 등에 따라

서 저항 곡선이 모두 달라질 것이므로 수포화 암석코어의 전

기비저항을 유일하게 제시할 수 없고 반복성도 기대하기 어렵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동시에 건조해가는 종이필터와 암석코어 때문에 증가하는 ‘금

속망 전극과 암석코어 사이의 접촉저항’과 ‘암석코어 자체의

전기저항’을 정량적으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장시간의 모니터

링은 무의미하게 된다. 

새로운 방법으로 얻은 (c)를 보면, 저항 시계열이 온도 시계

열 보다 수 분 정도 지연되고 있지만 대체로 반비례하는 특성

을 보이고 있고 기존 방법에서처럼 1 × 107 ohm을 향하여 단

조증가하지 않고 실내 온도 변화에 따른 주기성을 보인다. 측

정되는 저항은 1.29 × 105 ~ 1.93 × 105 ohm 범위에서 변화면서

비슷한 온도 극대점(약 24oC)에서는 각각 1.53 × 105 ohm과

1.55 × 105 ohm을 나타내어 약 1.3% 정도의 차이만을 보인다.

암석코어의 전기저항이 단조증가하지 않고 주기성을 보인다는

것은 수포화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온도에 따

른 저항, 즉 전기비저항을 특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 장기 모니터링 결과 및 토의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흑운모 편마암(bg), 안산암질

Fig. 9. Resistance and temperature monitoring (a) and their relationship (b) for a saturated biotite gneiss (bg) core sample.

Fig. 10. Resistance and temperature monitoring (a) and their relationship (b) for a saturated andesitic tuff (at) cor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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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회암(at), 셰일(sh) 등 3종류 수포화 암석코어의 전기저항을

상온환경에서 9일 이상 모니터링 하여 각각 Figs. 9, 10, 11에

나타내었다. 

세 가지 암석 코어에 대해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변수 중에

전류의 세기, 컴플라이언스 전압, 전압 범위는 암석코어의 특

성에 따라서 달리하였으나, 다른 변수들은 모두 같게 하였다.

그림에서 (a)는 암석코어의 저항을 열전대 온도와 함께 시계열

로 나타낸 것인데 흑운모 편마암(bg)과 안산암질 응회암(at)의

저항 변화는 첫째 날을 제외하면 열전대 온도 변화와 같은 주

기를 보이면서 반비례하는 양상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저

항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첫째 날의 저항-온도 상관관계가 2

~ 9일과 다소 다른 것은 모니터링 전에는 수포화 후 암석코어

가 물속에 있었으므로 암석코어가 겪은 환경이력이 다르기 때

문으로 보인다. bg는 2 ~ 9일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온도가

13.5 ~ 27.2oC (평균: 17.9oC)로 변하는 동안에 1.55 × 105 ~

2.19 × 105 ohm (평균: 1.95 × 105 ohm)의 범위에서 변하고, at

는 같은 기간에 온도가 15.5 ~ 29.8oC (평균: 20.4oC)로 변하

는 동안 1.01 × 104 ~ 1.53 × 104 ohm (평균: 1.30 × 104 ohm)

범위에서 변화한다. 반면, sh의 저항 변화는 bg나 at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2 ~ 9일 기간의 열전대 온도 변화(13.1 ~

28.8oC, 평균: 18.6oC)에 반비례하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 약 90 ohm에 수렴해가는 양상을 보이며 동 구간에서는 평

균 7.4 × 101 ohm를 나타낸다. 한편, 온도 변화에 따른 전기저

항의 주기적인 변화 중에 온도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시간(t)를

소거한 ‘온도대 Log(저항)’ 관계를 그림의 (b)에 표현하였다. 3

종의 암석코어 모두에서 측정 초기(즉, day2)보다 후기(day9)

로 갈수록 음(−)의 기울기(즉, 저항의 온도계수)가 다소 완만

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수직(Log. Resistance)축의 절편의 변화

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bg와 at의 경우, 8일째와 9일째의 온

도대 저항 직선은 거의 겹쳐 보이는 반면 sh의 경우는 아직도

수직축 방향의 이격이 크게 남아 있어서 하루 동안의 온도 변

화 폭에 따른 저항 변화 폭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bg와 at는 열의 전도나 확산

속도가 빨라서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가 하루 동안의 저항 변

화에 모두 반영된 반면 sh는 열의 전도나 확산 속도가 느려서

이전의 열 이력 영향이 계속 남아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된다. 

수포화 암석코어 표면의 수축튜브를 벗기고 물의 공급을 중

단함으로써 상온 상태에서 암석코어가 건조하도록 하면 bg,

at, sh의 저항이 각각 9.36 × 106, 9.17 × 106, 1.35 × 102 ohm으

로 수렴해 가는데, 이들을 2 ~ 9일 간의 평균 저항으로 나누

면 각각 48, 705, 2 정도의 값을 갖는다. bg, at, sh의 유효공극

률은 각각 3.7%, 3.3%, 13.0% 인 바, 적어도 정성적으로는 최

대/최소 저항비 즉 건조/수포화 저항비가 유효공극률의 대소와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매트릭스(matrix)가 유사한 경우

에는 상관관계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상온·상습 환경에서 수포화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을 장시

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과 측정 장치를 고안하여 구현하

고 3종류 암석코어 전기비저항을 9일 동안 모니터링 하였다.

우선, 암석코어의 수포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주일 이상 전

기비저항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측정시스템과 측정 공정을 제

시하였다. 장시간의 측정 중에 암석코어의 수포화 상태가 유지

되도록, 진공 수포화시킨 암석코어를 열수축튜브로 감싸고 재

차 진공 수포화를 수행한 후, 코어를 감싼 열수축튜브의 상부

중앙 외피면에 3-채널 펌프로 물을 충분히 공급하였다. 또한,

Fig. 11. Resistance and temperature monitoring (a) and their relationship (b) for a saturated shale (sh) cor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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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항과 온도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온도 측정 장치와

전류발생기 및 나노전위계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측정 프

로그램을 Lab View로 작성하였다. 개발된 측정 프로그램은 측

정 도중에도 모든 측정 변수들을 변경할 수 있어서 동적 범위

가 넓은 전기비저항 모니터링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위의 측정 장치와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종류(흑운모

편마암, 안산암질 응회암, 셰일) 암석코어의 수포화 전기저항

을 포화도 저하 없이 9일간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2일 ~ 9

일 동안 기온 변화에 따라서 흑운모 편마암은 1.55 × 105 ~

2.19 × 105 ohm (평균: 1.95 × 105 ohm), 안산암질 응회암은

1.01 × 104 ~ 1.53 × 104 ohm (평균: 1.30 × 104 ohm), 셰일은

6.30 × 102 ~ 8.21 × 102 ohm (평균: 7.43 × 102 ohm)의 범위에

있었다.

암석코어의 원주를 감싼 열수축튜브를 벗기고 물의 공급을

중단하여 자연 건조시키면 흑운모 편마암, 안산암질 응회암,

셰일은 각각 9.36 × 106, 1.35 × 102, 9.17 × 106 ohm으로 수렴

하였는데, 이들을 수포화 때의 평균 저항으로 나눈 건조/수포

화 저항비 48, 705, 2는 각각의 유효공극률 3.7%, 3.3%,

13.0%의 대소와 정성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광물조성이 유사한 암석의 건조/수포화

저항비는 유효공극률과 관련되고, 전기비저항 온도계수의 수

렴 속도는 열물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두 개의 가설을 제

시하였는데, 이 가설의 규명을 위해 향후 수포화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을 온도 조절(control) 하에서 장기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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