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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and phys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on 206 Jurassic granite samples obtained from three boreholes in

the central part of Korea. Thermal conductivity(λ), thermal diffusivity(α), and specific heat(Cp) were measured in a

laboratory; the average values are λ=2.813 W/mK, α=1.296 mm2/sec, and Cp=0.816 J/gK, respectively. In addi-

tion, porosity(φ), and dry and saturated density(ρ) were measured in the laboratory; the average values are φ=0.01,

ρ(dry)=2.662 g/cm3 and ρ(saturated)=2.67 g/cm3, respectively. Thermal diffusivity of 10 granite samples were mea-

sur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from 25°C to 200°C.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rmal diffusivity at 200°C is

about 30% lower than thermal diffusivity at 25°C. In correlation analysis, thermal conductivity increases with

increasing thermal diffusivity. However, thermal conductivity does not show good correlation with porosity and den-

sity. Consequently, we know that thermal conductivity of granite would be more influenced by mineral composi-

tion than by porosity. We also derived ρ = −2.393 × φ + 2.705 from density and porosity data. XRD and XRF

analysis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effects of mineral and chemical composition on thermal conductivity. From

those results, we found that thermal conductivity increases with increasing quartz and SiO2, and decreases with

increasing albite and Al2O3. Regression analysis using those mineral and chemical composition were carried out ; we

found K = 0.0294VQuartz+ 1.93 for quartz, K = 0.237WSiO2
− 14.09 for SiO2, and K = 0.053WSiO2

− 0.476WAl2O3
+ 6.52

for SiO2 and Al2O3. Specific gravities were measured on 10 granite samples in the laboratory. The measured spe-

cific gravity depends on chemical compositions of granite. Therefore, specific gravity can be estimated by the fel-

sic-mafic index(F) that is calculated from chemical composition. The estimated specific gravity ranges from 2.643

to 2.658. The average relative error between measured and estimated specific gravities is 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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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지각의 대표적인 암석이며 우리나라의 약 25%를 차지하는 쥬라기 화강암을 대상으로 상부지각의 열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인 물성과 열물성을 측정하였다. 충남 연기군(2개 시추공, 149개)과 대전시 유성구(1개 시추공,

59개)의 총 3개 시추공으로부터 회수한 206개 화강암의 건조 상태의 열전도도 평균은 2.813 W/mK이고, 공극 보정

을 한 평균 열전도도는 2.900 W/mK이다. 공극 내 물의 효과로 인해 공극 보정을 한 열전도도가 높게 나타난다. 건

조 상태의 평균 열확산율은 1.296×10-6 m2/sec이며, 온도변화에 따른 열확산율 변화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열확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0oC에서의 열확산율은 상온 25oC에서 보다 30% 정도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206개 화강암의 평균 공극은 0.010이며, 건조밀도와 포화밀도는 각각 2.662 g/cm3와 2.673 g/cm3이다. 열전도도와

공극의 상관관계로부터 화강암의 열전도도는 공극보다 구성광물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열전도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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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확산율의 상관관계에서는 결정계수가 0.898로 선형관계가 잘 나타나고, 공극과 밀도의 상관관계에서는 ρ = −2.393

× φ + 2.705라는 상관식을 산출하였다. XRD 분석과 XRF 분석 결과로부터 석영과 SiO2 함량이 증가하면 열전도도가

높아지고 조장석과 Al2O3가 증가하면 열전도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피 함량비가 많은 광물과 화

학성분을 이용해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석영을 이용한 선형식은 K = 0.0294VQuartz + 1.93으로 산출 되었다. 또한,

SiO2를 이용한 선형식은 K = 0.237WSiO2
− 14.09로 산출 되었고, SiO2와 Al2O3를 이용한 회귀식은 K = 0.053WSiO2

− 0.476WAl2O3
+ 6.52로 산출 되었다. Felsic-marfic index를 이용하여 산출한 비중과 측정된 비중의 평균은 각각

2.645와 2.650이며, 평균 상대오차는 0.667%로 나타났다.

주요어 : 열물성, 열전도도, 열확산율, 비열, 화강암

1. 서 론

지구의 모든 물리, 화학적 현상은 지구 초기 생성열

과 지각 내 분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에 의한 열

등 지구 내부의 열원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구내부

의 온도 분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열류량을 알면

지구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인 화산, 지진, 지각운동 등

의 원인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열류량의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열물성 자

료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지각과 맨틀을 구성하

는 암석에 대한 연구는 지체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암석의 열물성 정보가 응용 지질학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최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열에너지 분야에 암석

의 열물성 정보는 필수적인 자료이며, 환경문제와 관

련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CO2 지하 저

장소 부지를 선정하는데 역시 암석의 열물성 정보가

필수적이다.

외국의 경우는 19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열물성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암석의 열전도도

에 관한 연구는 Birch and Clark(1940), Horai and

Simmons(1969), Sass et al.(1971), Roy et al.(1981),

Drury(1986), Blackwell and Steele(1989), Williams

and Anderson(1990), Deming(1994), 그리고 Clauser

and Huenges(1995) 등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열확산

율에 관한 연구는 Seipold and Gutzeit(1982), Mongelli

et al.(1982), Drury and Jessop(1984), Drury(1987),

Vosteen and Schellschmidt(2003), 그리고 Ray et

al.(2006) 등에 의해 수행 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열물성 연구는 지열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인해 2000년을 기점으로 Kim(2004)의 암석의

열전도도 연구, Ahn(2006)의 토양의 열전도도 연구, 그리

고 Park(2007)의 암석의 열물성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상부지각의 열적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

한 정보가 될 상부 지각의 대표적인 암석이며 남한의

약 25%를 차지하는 화강암의 물성과 열물성을 측정하

였다. 측정된 물성과 열물성으로부터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고, 온도 변화에 따른 열확산율의 변화를 확인하

였다. 또한 XRD 분석과 XRF 분석을 수행하여 광물

과 화학 조성비에 따른 열전도도를 산출하는 회귀식을

산정하였다.

2. 시료 수집

한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 이언부터 신생대에 이르

기 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한반도의 기반암은 선캠

브리아 이언의 변성암류와 고생대 및 중생대의 심성암

류가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한다. 추가령열곡대를 경계

로 북쪽은 선캠브리아 이언의 변성암류와 고생대의 퇴

적층이 분포하고 남쪽은 선캠브리아 이언의 변성암류,

고생대의 퇴적층 및 중생대 지층이 넓게 분포한다. 중

생대 화강암은 트라이아스기 말부터 쥬라기 중기

(502±15 MA)까지의 대보조산운동에 의한 심성암의 관

입활동으로 남한 면적의 약 1/4를 차지한다. 이 시기의

화강암은 선캠브리아 이언의 변성퇴적암층, 고생대의

퇴적암층 그리고 트라이아스기의 퇴적암층등 주로 쥬

라기 이전의 암석을 관입하고 있으며, 백악기의 경상

누층군 또는 화성암류에 의해 덮여있다(대한지질학회,

1995). 

이 연구에서는 남한지역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중생

대 화강암을 대상으로 열물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

구에 사용된 시료는 충청남도 연기군의 중생대 쥬라기

반상 화강암(2개 시추공, 149개)과 대전시 유성구 한국

지질자원연구원(KIGAM)내 쥬라기 백운모 화강암(1개

시추공, 57개)으로 총 3개의 시추공에서 회수한 시추

코어를 성형하여 물성 및 열물성 실험을 하였다(Fig. 1,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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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물성 측정

3.1. 시료 준비

3개의 시추공에서 회수한 화강암의 물성과 열물성을

측정하기위해 지름 1 inch, 두께 3 mm의 disk 모양으

로 총 206개의 시료를 성형 하였다. 성형된 시료는 암

석의 물성(공극과 밀도)을 측정하기 위해서 건조와 포

화과정을 거친다. 건조과정은 강제순환건조기에서

103oC의 일정한 온도로 24시간 동안 진행되고, 포화과

정은 진공상태에서 25oC의 일정한 온도로 역시 24시

간 동안 진행된다. 건조과정과 포화과정이 끝난 후 건조

질량과 포화질량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Archimedes의

원리를 이용하여 부피를 측정하기위해 포화과정이 끝

난 후 유체(증류수) 내에서 시료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3.2. 화강암의 물성 측정

이 연구에서는 암석의 물성 중에서 공극과 밀도를

측정하였다. 공극과 밀도는 모두 부피에 대한 함수 이

므로 시료의 부피를 우선 측정하여야 한다. 부피는 일

반적으로 gas를 이용하는 방법과 Archimedes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Archimedes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부피를

측정하였다.

Archimedes의 원리는 물체가 유체 속에서 정지해

있을 때 중력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을 이

용하여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유체의 밀도(물의 밀

도: 1 g/cm3)를 알면 식 (1)로부터 물체의 부피를 측정

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부력, 는 물의 밀도, 는 물체에

의해 증가한 유체의 부피, 그리고 는 중력 가속도이

다. 또한, 는 유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 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부피 측정을 위한 부력을 직접 측정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식 (2)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하였다.

(2)

여기서 는 부력, 는 포화시료의 무게, 그리

고 는 유체 내에서의 시료 무게이다.

식 (2)의 부력(B)을 식 (1)에 대입 하면 물의 밀도

(1 g/cm3)를 알기 때문에 시료의 부피를 식 (3)으로부터

산출 할 수 있다.

(3)

암석의 밀도는 다음 식 (4)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4)

여기서 ρ는 밀도, m은 시료의 질량, 그리고 은

식 (3)으로부터 산출한 시료의 부피이다.

식 (4)의 시료 질량(m)에 건조시료 질량과 포화시료

질량을 각각 대입하면 건조밀도와 포화밀도를 모두 계

산 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건조밀도와 포화밀도를

모두 산출하였다.

공극은 다음 식 (5)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B ρwVwg=

B ρw Vw

g

Vw Vm

B mwetg msubmergedg–=

B mwetg

msubmergedg

Vm

mwet msubmerged–

ρw

--------------------------------=

ρ
m

Vm

------=

Vm

Fig. 1. Location map of samples.

Table 1. Description of 206 granite samples obtained from 3 boreholes

Location Number of samples Rock type Borehole depth (m) Period

Yeongi (BH-2) 62 Porphyritic granite 200 Jurassic

Yeongi (BH-3) 87 Porphyritic granite 200 Jurassic

Deajeon (KIGAM) 57 Muscovitic granite 300 Jur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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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φ는 공극, 은 포화시료 질량, 는

건조시료 질량, 그리고 는 유체 내에서 시료

의 질량이다.

3.3. 화강암의 열물성 측정

암석의 열물성에는 열전도도, 열확산율, 비열, 그리

고 체적 열용량 등이 있다. 열전도도는 실내실험과 실

외실험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실내실험에 사용되는

열전도도 측정 장비는 divided bar, needle probe,

half-space device, optical scanning, 및 quick thermal

conductivity meter(QTM)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divied bar 와 needle probe 가 가장 보편적인 장비

이다. 실외실험에 사용되는 열전도도 측정 장비는

thermal response test(TRT)가 있다. 열확산율을 측정

하는 장비는 laser flash 등이 있으며, 비열을 측정하는

장비로는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DSC) 등

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암석의 열물성 측정을 위해 Parker

et al.(1961)이 제안한 flash method 방법을 사용하는

독일 Netzsch 사의 LFA 447 Nanoflash를 이용하였

다. 이 장비는 작은 시료(지름 1 inch, 두께 3 mm)를

이용하여 열물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시간이 짧고

정확도(±5%이내)가 높으며 재현성(±3%)이 좋은 장점

을 가지고 있다. LFA 447의 측정원리는 시료의 한쪽

면에 laser를 투사하고 일정시간 후 시료의 반대편에

전달된 온도변화를 적외선 센서가 감지하여 열확산율

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LFA 447의 또 다른 장점은 측

정시료의 비열을 표준시료의 비열과 비교분석하여 간

접적인 방법으로 산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LFA 447을 이용하여 측정한 열확산율과 비교 분석

하여 계산된 비열, 암석의 물성 실험에서 산출한 밀도

를 알면 식 (6)으로부터 열전도도를 산출할 수 있다.

(6)

여기서 λ는 열전도도, α는 열확산율, ρ는 밀도, 그

리고 Cp는 비열이다.

체적열용량은 단위 부피당 시료의 온도를 1oC 올리

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단위 부피

당 시료가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체적

열용량은 밀도와 비열의 함수로 표현되므로 물성 실험

에서 산출한 밀도와 LFA 447에서 비교 분석하여 계산

한 비열을 이용하면 산출할 수 있다.

4. 연구 결과

4.1. 열전도도

열전도도는 실내실험을 통해 측정된 시료의 열확산

율, 비열 및 밀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시료의 열전

도도를 산출하기 전 장비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시

료인 pyroceram 9606(4.008 W/mK, at 25oC)을 먼

저 측정하였다. 표준시료를 이용한 장비오차는 통상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비의 특성상 건조시료를 이

용하여 열전도도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산출된 열전도

도는 건조 상태의 열전도도이다. 

206개 화강암의 건조 상태의 평균 열전도도는

2.813 W/mK, 표준편차는 0.335 W/mK이다(Fig. 2). 일

반적인 화강암의 평균 열전도도는 3.05 W/mK으로 알

려져 있다(Cermak and Rybach, 1982).

지각 내에 분포하는 암석은 일반적으로 지하수면 아

래 분포하기 때문에 암석의 공극 내 물의 효과를 고려

φ
mwet mdry–

mwet msubmerged–
--------------------------------=

mwet mdry

msubmerged
λ αρCp=

Fig. 2. Histogram of thermal conductivity data on dry

condition from 206 granite samples.
Fig. 3. Histogram of thermal conductivity data on in-

situ(corrected) condition from 206 granit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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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Fig. 3은 암석 내 공극의 변화와 공극

내 공기와 물의 효과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를 보여

준다. 공극 내 열전도도가 높은 물(0.613 W/mK, at

25oC)이 채워져 있는 경우가 열전도도가 낮은 공기

(0.026 W/mK, at 25oC)로 채워져 있는 경우 보다 열

전도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공극 내 공기와 물이

채워져 있는 두 경우 모두에서 공극이 커질수록 열전

도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Clauser and

Huenges, 1995). 공극 보정은 다음과 같은 기하 평균

모델을 통해 계산이 가능하다(Beardsmore and Cull,

2001).

(7)

(8)

(9)

여기서 는 건조 상태의 열전도도, 는 기

질의 열전도도, 는 공기의 열전도도, 는 공

극 보정된 열전도도, 는 물의 열전도도, 그리고

φ는 공극이다.

식 (7)에서 측정된 건조시료의 열전도도, 공기의 열

전도도(0.026 W/mK, at 25oC) 그리고 시료의 공극을

알면 기질의 열전도도를 식 (8)로부터 산출 할 수 있다.

산출한 기질의 열전도도와 물의 열전도도(0.613 W/mK,

at 25oC)로부터 공극 보정된 열전도도는 식 (9)를 이용

해 산출 할 수 있다.

건조 상태의 시료로부터 산출한 열전도도를 기하 평

균 모델을 이용하여 공극 보정을 수행하였다. 공극 보

정을 통해 산출한 206개 화강암의 평균 열전도도는

2.900 W/mK이고 표준편차는 0.336 W/mK으로 나타난

다(Fig. 3). 공극 보정을 한 열전도도 값이 건조 상태

의 열전도도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공

극 내 채워져 있는 물의 열전도도(0.613 W/mK, at

25oC)가 건조 상태에서 공극을 채우고 있는 공기의 열

전도도(0.026 w/mK, at 25oC)보다 높기 때문이다.

일정 경계 내에서 측정한 암석의 열전도도를 평균하

는 방법에는 산술, 조화, 기하 및 제곱근 평균 등이

있다. 각각의 방법은 이론적 원리에 따라 달리 사용되

는데 열이 암석의 층리 방향에 수평으로 전달될 때는

산술 평균(식 10), 암석의 층리 방향에 수직으로 전달

될 때는 조화 평균(식 11), 그리고 암석에 층리가 없이

광물입자가 무질서하게 배열돼 있을 경우에는 기하 평

균(식 12) 혹은 제곱근 평균(식 13)을 각각 이용한다.

(10)

(11)

(12)

Kdry Kmatrix

1 φ–
Kair

φ
=

Kmatix

Kdry

Kair

φ
--------⎝ ⎠
⎛ ⎞

1

1 φ–
---------

=

Kin sity– Kmatrix

1 φ–
Kwater

φ
=

Kdry Kmatrix

Kair Kin situ–

Kwater

λa

Ziλi

i=1

n

∑

Zi

i=1

n

∑
---------------=

λi

Zi

i=1

n

∑

Zi

λi

----

i=1

n

∑
-----------=

λg λi

φ
i

i=1

n

∑=

Fig. 4. Distributions of thermal conductivity with depth and harmonic mean of thermal conductivity of 3 bore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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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기서 λ는 열전도도, Z는 시료 사이의 거리, φ는

공극, 그리고 n은 시료의 개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시추공에서 회수한 시료를 이

용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열이 암반에 수직

으로 전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시추공의

열전도도 평균은 조화 평균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조

화 평균을 이용하여 산출한 각 시추공의 열전도도는

대전시 유성구(KIGAM): 2.883 W/mK, 연기군의 BH-2:

2.886 W/mK, 그리고 연기군의 BH-3: 2.866 W/mK

으로 나타났다(Fig. 4). 열전도도의 수직적 분포를 보면,

동일 지역 내 동일 암종 일지라도 열전도도가 최대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

인은 같은 암종 일지라도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조성

비에 의한 영향 때문이다(Clauser and Huenges, 1995).

실험에 사용된 백운모 화강암(KIGAM)과 반상 화강

암(Yeongi)의 열전도도 평균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box-whisker plot 을 도시하였다(Fig. 5). 백운모 화강

암의 평균 열전도도는 2.924 W/mK이고 반상 화강암

의 평균 열전도도는 2.892 W/mK으로 비슷한 열전도

도 값을 갖는다. 하지만 열전도도의 범위는 반상 화강

암에서 조금 더 넓게 나타난다.

4.2. 열확산율

열확산율은 LFA 447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건

조시료를 이용하였다. 206개 화강암의 열확산율 평균

과 표준편차는 각각 1.296×10-6 m2/sec와 0.154×10-6

m2/sec이다(Fig. 6). 일반적인 화강암의 열확산율 분포는

1.4×10-6 m2/sec ~ 2.1×10-6 m2/sec이다(Kappelmeyer

and Haenel, 1974). 우리나라 화강암의 열확산율은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온도변화에 따른 열확산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전시 유성구(KIGAM) 시추공에서 회수한 백운모 화

강암 시료 10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온도

는 상온 25oC에서 200oC까지 25oC 간격으로 상승시

켰다. 열확산율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낮아지는 경

향을 확인 할 수 있으며 200oC에서의 열확산율이

25oC에서의 열확산율 보다 약 30%정도 낮게 나타난다

(Fig. 8). Ray et al.(2006)은 백립암(marfic granulite)을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열확산율의 변화를 식 (14)

와 같은 상관식으로 나타냈다.

(14)

여기서 D는 열확산율, DRT는 상온에서의 열확산율,

그리고 T는 절대온도이다.

Fig. 7의 검은색 선은 식 (14)를 이용하여 계산한

열확산율 분포이며, 각각의 심볼은 측정 값 이다.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식 (14)로부터 계산한 열확산율과

측정된 열확산율이 정확히 일치 하지는 않지만 125oC

까지는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측정한 열

확산율과 Ray et al.(2006)이 제안한 식을 이용한 열

확산율을 수치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식 (15)를 이용

하여 mean absolute value of relative error(MARE,

%)를 계산 하였다(Fig. 8). 계산된 MARE는 1.94%로

상당히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λr φi λi

i=1

n

∑⎝ ⎠
⎛ ⎞

2

=

D 0.7 144K
DRT 0.7–

T 150K–( )
------------------------+=

MARE %( )
100

Dmeasured Destimated–

Dmeasured

---------------------------------------×∑

N
-----------------------------------------------------------=

Fig. 5. Box-whisker plot of the muscovitic granite(KIGAM)

samples and the porphyritic granite(Yeongi) samples.

Fig. 6. Histogram of thermal diffusivity data from 206

granit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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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ARE는 mean absolute value of relative

error, 는 측정된 열확산율, 는 산출된

열확산율, 그리고 N은 측정 횟수이다.

4.3. 공극과 밀도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결정질암인 신선한 화강암이

며, 일반적인 결정질암의 공극은 0~0.05 정도의 범위

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에서 측정한 206개 화

강암 시료의 평균 공극과 표준편차는 각각 0.010과

0.005로 나타났다(Fig. 9).

밀도는 Archimedes 원리를 이용하여 산출한 부피와

건조, 포화 상태의 시료 질량을 이용하여 건조밀도와

포화밀도를 산출 하였다. 206개 화강암의 건조밀도 평

Dmeasured Destimated

Fig. 7. Thermal diffusivities with increasing temperature

from 10 muscovitic granite samples.

Fig. 8. Mean absolute value of relative error between

measured diffusivity data and estimated diffusivity data.

Fig. 9. Histogram of porosity data from 206 granite samples.

Fig. 10. Histogram of dry density and saturated density

data from 206 granit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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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662 g/cm3, 0.033 g/cm3이고,

포화밀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2.673 g/cm3,

0.032 g/cm3이다(Fig. 10). 

4.4. 상관관계 분석

실험을 통해 측정된 암석의 물성과 열물성간의 상관

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4.4.1. 열전도도와 공극

열전도도와 공극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공극이

커질수록 열전도도가 낮아지는 반비례관계를 보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공극의 변화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없다(Fig. 11). 이러한 원인은 연구에 사용

된 시료가 공극이 작은 결정질 화강암으로 공극이 좁

은 범위(0.005~0.015)내에 주로 분포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공극이 5% 이하인 결정질암인 경우 암석의 열전

도도에 공극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의 조성비인 것으로 판단된다. 

4.4.2. 열전도도와 열확산율

열전도도와 열확산율의 상관관계에서는 열확산율이

커질수록 열전도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열물성간의 결정계수(R2)는 0.898로 상당히 높은 상

관관계를 보인다(Fig. 12).

4.4.3. 공극과 밀도

암석의 물성인 공극과 밀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다(Carmichael, 1989). 공극

이 클수록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실험결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공극과 밀도의 상관관계로부터 식 (16)

과 같은 상관식을 산출 하였다(Fig. 13).

(16)

여기서 ρ는 밀도, 그리고 φ는 공극이다.

식 (16)은 Maqsood et al.(2004)이 19개의 화강암

으로부터 산출한 상관식인 ρ = −2.72 × φ + 2.72와 유

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4.5. XRD 분석

결정질암에서의 열전도도는 공극보다 광물 조성비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열전도도와 공극의 상관관

계로부터 판단하였다. 따라서 광물 조성비에 의한 열

전도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XRD 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 대전시 유성구(KIGAM)

에서 채취한 10개의 백운모 화강암으로 시료의 대부분

은 석영(38.1 Vol%), 조장석(30.1 Vol%), Microcline

ρ 2.393 φ 2.705+×–=

Fig. 11. Correlation of thermal conductivity and porosity.

Fig. 12. Correlation of thermal conductivity and thermal

diffusivity.

Fig. 13. Correlation of density and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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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Vol%), 그리고 Muscovite(13.0 Vol%)로 구성되며,

그 외 Biotite(2.1 Vol%), Chlorite(2.5 Vol%) 그리고

Calcite(0.6%)가 소량으로 포함되어있다(Table 2).

4.5.1. 열전도도 산출

기하평균 모델(식 12)와 제곱근 평균 모델(식 13)을

이용하여 광물 조성비에 따른 열전도도를 산출하였다

(Fig. 14와 Fig. 15). 열전도도 산출 결과 기하평균

모델의 상대오차는 22.7%이고 제곱근 평균 모델의 상

대오차는 33.9%로 나타났다. 상대오차가 두 모델에서

모두 크게 나타나지만 기하평균 모델이 제곱근 평균

모델보다 조금 더 잘 일치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5.2. 회귀분석

석영과 조장석의 함량에 따른 열전도도와의 상관관

계에서는 석영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도도가 높아

지고 조장석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도도가 낮아지

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Fig. 16). 

석영의 열전도도(~7.7 W/mK, at 25oC)는 다른 광

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석영의 함량을 알면 열전

도도를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선형식(식 17)이

Roy(1981)에 의해서 알려졌다(Table 2).

(17)

여기서 K는 열전도도, 그리고 는 석영의 부

피 함량비이다.

K 0.0245VQuartz 2.59+=

VQuartz

Table 2. Mineral composition of muscovitic granite(KIGAM) samples(Vol %)

ID Quartz Albite Microcline Muscovite Biotite Chlorite Calcite 

KG-2 26.7 41.9 12.4 11.5 4.5 3.0 0.0 

KG-4 39.1 35.4 13.6 7.0 2.7 2.3 0.0 

KG-7 25.2 40.1 14.5 13.4 4.0 2.0 0.8 

KG-13 36.3 32.9 10.7 11.0 7.1 1.5 0.4 

KG-15 45.2 30.2 9.2 12.4 0.0 2.4 0.7 

KG-16 38.8 27.6 17.1 11.1 0.0 4.0 1.4 

KG-29 40.1 15.6 16.8 23.6 0.0 2.5 1.4 

KG-35 43.0 20.8 19.0 14.1 0.0 2.4 0.8 

KG-36 40.9 38.2 0.0 17.7 0.0 3.2 0.0 

KG-51 45.7 18.0 23.0 8.3 2.9 1.4 0.6 

Mean 38.1 30.1 13.6 13.0 2.1 2.5 0.6

K* 7.7 2.1 2.5 2.3 2.0 5.2 3.6

K* is a thermal conductivity value(W/mK), (from Horai and Simon, 1969).

Fig. 14. Comparisons of measured thermal conductivity data

with estimated thermal conductivity data using geometric

mean model.

Fig. 15. Comparisons of measured thermal conductivity

data with estimated thermal conductivity data using square-

root me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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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광물 조성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

지하는 석영과 조장석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 석영의 부피 함량비를 이용한 선형식은 식 (18)

과 같다.

(18)

여기서 는 석영의 부피 함량비이다.

4.6. XRF 분석

광물의 화학조성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서 XRF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시

료는 XRD 분석에 사용된 시료와 동일하며, 시료의 약

90%는 SiO2(72.23 wt%)와 Al2O3(15.34 wt%)로 구성

된다(Table 3).

4.6.1. 회귀 분석

SiO2와 Al2O3의 함량에 따른 열전도도와의 상관관

계에서 SiO2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도도가 증가하

고 Al2O3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도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Fig. 17). 이러한 현상은 석영

과 조장석과 열전도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

한 현상이다. 즉, 석영의 부피 함량비가 증가하면 열전

도도가 증가하고, 조장석의 부피 함량비가 증가하면 열

전도도가 감소하는데 석영에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된

SiO2와 조장석에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된 Al2O3의 함

량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와 이와 같은 경향성을 보

인다.

XRD 분석에서와 같이 주성분을 이용한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시료의 약 90%는 SiO2와

Al2O3으로 구성 되어있다. 따라서 SiO2 함량(wt%)에

따른 선형식(식 19)과 SiO2와 Al2O3의 함량에 따른

다중 회귀식(식 21)을 산정하였다. 

(19)

(20)

이 두 선형식의 SSE는 각각 1.72와 0.68로 산출되

었으며, 결정계수(R2)는 각각 0.49와 0.68로 산출되었

K 0.0294VQuartz 1.93+=

VQuartz

K 0.237WSiO
2

14.09–=

K 0.053WSiO
2

0.476WAl
2
O
3

6.52+–=

Fig. 16. Correlations of thermal conductivity and mineral

composition (Quartz and Albite).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muscovitic granite(KIGAM) samples(wt%)

ID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FeO

KG-2 71.36 15.78 1.60 2.85 0.48 2.93 3.49 0.21 0.04 0.07 0.62 

KG-4 70.47 15.57 1.65 2.60 0.48 3.64 3.61 0.19 0.05 0.08 0.43 

KG-7 71.04 15.97 1.54 2.91 0.49 3.23 3.20 0.20 0.04 0.08 0.79 

KG-13 71.13 16.07 1.45 2.64 0.47 3.63 3.40 0.19 0.04 0.09 0.68 

KG-15 72.30 14.41 1.54 2.99 0.46 3.06 3.12 0.18 0.05 0.07 0.41 

KG-16 74.93 14.33 0.62 1.38 0.18 4.80 2.63 0.11 0.02 0.05 0.14 

KG-29 73.94 14.66 0.54 0.96 0.17 6.04 2.35 0.11 0.02 0.03 0.03 

KG-35 73.43 14.86 1.05 1.13 0.29 5.65 2.10 0.18 0.03 0.08 0.30 

KG-36 72.09 16.15 1.38 2.22 0.36 2.33 3.70 0.17 0.07 0.14 0.44 

KG-51 71.65 15.63 1.50 2.15 0.40 3.92 3.08 0.19 0.04 0.07 0.40 

Mean 72.23 15.34 1.29 2.18 0.38 3.92 3.07 0.17 0.04 0.08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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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SiO2와 Al2O3의 함량에 따른 다중 회귀식

이 더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6.2. 비중 산출

암석의 비중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각 광물의 비

중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Maqsood, 2004).

XRF 분석 결과인 화학 조성비(wt%)를 이용하여 시료

의 비중을 산출하였다. 비중은 Felsic-mafic index, (F)

를 이용하여 식 (21)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Young

and Olhoeft, 1976).

(21)

여기서 이다.

실내 실험으로 측정한 시료의 비중과 Felsic-mafic

index를 이용하여 산출한 비중을 비교해 보았다

(Fig. 18). 일반적으로 화강암의 비중 범위는 2.6~2.7

로 알려져 있다(Carmichael, 1989). 산출한 비중은 모

두 이 범위 안에 분포하고 있으며, 측정한 비중(10개

평균: 2.645)과 산출한 비중(10개 평균: 2.650)의 상대

오차는 0.677%로 상당히 잘 일치 하고 있다.

5. 결 론

충청남도 연기군(2개 시추공, 149개)과 대전시 유성

구(1개 시추공, 59개)의 총 3개 시추공에서 회수하여

성형한 206개의 화강암 시료를 이용하여 암석의 물성

과 열물성을 측정하였다.

206개 화강암의 건조 상태 평균 열전도도는 2.813

W/mK, 지하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공극 보정을

한 평균 열전도도는 2.900 W/mK으로 나타났다. 공극

보정을 한 열전도도가 높은 이유는 공극에 채워져 있

는 물의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열전도도를 보

인다. 실험에 사용된 백운모 화강암과 반상 화강암의

평균 열전도도는 각각 2.924 W/mK, 2.892 W/mK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건조 상태의 평균 열확산율은 1.296×10-6 m2/sec로

나타났으며, 온도 변화에 따른 열확산율의 변화를 확

인하기 위해서 25oC부터 200oC까지 온도를 25oC 간

격으로 상승시키면서 열확산율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

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열확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200oC에서의 열확산율이 25oC에서의

열확산율 보다 약 30% 정도 낮게 나타났다. Ray et

al.(2006)이 백립암의 열확산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식

(14)와 이 연구에서 측정한 열확산율의 MARE는

1.94%로 상당히 잘 일치 하였다.

암석의 물성인 공극과 밀도 측정에서 206개 결정질

Specific gravity aest( ) 2.643 0.444e
F 4⁄–

+=

F
SiO2 Na2O K2O+ +

FeO Fe2O3 CaO MgO+ + +
------------------------------------------------------------=

Fig. 18. Comparisons of measured specific gravity with

estimated specific gravity values.

Fig. 17. Correlations of thermal conductivity and chemical

composition (SiO2 and Al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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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의 평균 공극은 0.010으로 나타났고, 건조밀도와

포화밀도는 각각 2.662 g/cm3와 2.673 g/cm3로 나타

났다.

열전도도와 공극의 상관관계에서 실험에 사용된 시

료는 결정질 화강암으로 공극의 범위가 좁게 나타며,

좁은 공극의 범위 내에서 열전도도의 범위는 크게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정질암의 열전도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공극보다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 조성비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열전도도와 열확산율간의 상관관계는 결정계수가

0.898로 두 열물성간의 비례관계가 잘 나타난다.

공극과 밀도의 상관관계에서는 공극이 클수록 밀도

가 작아지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두 물성 간에

ρ = −2.393 × φ + 2.705라는 상관식을 산출하였다.

광물 조성비에 따른 열전도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해서 XRD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하 평균

과 제곱근 평균에 대입하여 열전도도를 산출하였다. 산

출 결과로부터 열전도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기하평

균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시료

의 대부분은 석영(~38.1 Vol%)과 조장석(~30.1 Vol%)

으로 구성되는데 석영의 함량이 증가하면 열전도도가

증가하고 조장석의 함량이 증가하면 열전도도가 낮아

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 두 광물을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석영의 부피 함량비를 이용하여 산

출한 선형식은 K = 0.0294VQuartz+ 1.93이다. 여기서

KQuartz는 7.7 W/mK이다. 

화학 조성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XRF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료의 90% 이상은 SiO2와

Al2O3으로 구성되며 SiO2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도도

는 증가하고, Al2O3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도도는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두 화학 조성비에 따른 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SiO2를 이용한 선형식은 K =

0.237WSiO2
− 14.09이고 SiO2와 Al2O3를 이용한 회귀

식은 K = 0.053WSiO2
− 0.476WAl2O3

+ 6.52로 나타났다.

결정계수는 각각 0.49와 0.68로 SiO2와 Al2O3를 이

용한 회귀식이 더 잘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Felsic-

marfic index(F)를 이용하여 비중을 산출 하였다. 측정한

비중의 평균은 2.645이고 F를 이용하여 산출한 비중의

평균은 2.650이다. 이들의 상대오차는 0.667%로 상당

히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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