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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omated equipment developed in this study represents that
experiments can be carried out with rock analog material effectively.
Image analysis using this automated equipment, such as virtual
PPL and composite XPL images, makes microstructures analyzes
more appropriately.
The grain growth experiment using this equipment and the norcamphor
show typical grain growth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emperature,
and the deformation experiment presents the mechanism was both
plastic deformation and the recovery process worked.

ABSTRACT
Many studies on the microstructures in rocks have been conducted using experimental methods with various equipment as well as
natural rock studies to see the development of microstructures and understand their mechanisms. Grain boundary migration of mineral
aggregates in rocks could cause grain growth or grain size changes during metamorphism or deformation as one of the main
recrystallization mechanisms. This study suggests improved ways regarding the analog material experiments with reformed equipment
to see sequential observations of these grain boundary migration. It can be more efficient than the existing techniques and carry out an
appropriate microstructure analysis. This reformed equipment was implemented to enable optical manipulation by mounting polarizing
plates capable of rotating operation on a stereoscopic microscope and a deformation rig capable of experimenting with analog
materials. The equipment can automatically control the temperature and strain rate of the deformation rig by microcontrollers and
programming and can take digital photomicrographs with constant time intervals during the experiment to observe any microstructure
changes. The composite images synthesized using images by rotated polarizing plates enable us to see more accurate grain boundaries.
As a rock analog material, norcamphor(C7H10O) was used, which has similar birefringence to quartz. Static grain growth and simple
shear deforma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using the norcampho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equipment. The static grain
growth experiments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typical grain growth behavior. The number of grains decreases and the average grain
size increases over time. These case experiments also showed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growth curves with three temperature
conditions. The result of the simple shear deformation experiment under the medium temperature-low strain rate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average grain size but presented the increased elongation of grain shapes in the direction of about 53° regarding the
direction perpendicular to the shearing direction as the shear strain increases over time. These microstructures are interpreted as both
the plastic deformation and the internal recovery process in grains are balanced by the deformation under the given experimental
conditions. These experiments using the reformed equipment represent the ability to sequentially observe changing the microstructure
during experiments as desired in the tests with the analog material during the entir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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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암석의 미세구조에 대한 많은 연구는 실제 암석 관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장비를 이용하여 미구조의 발달 과정과 그 메커
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어 왔다. 변성이나 변형 작용 중에 입자 성장이나 입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광물 군집 내 입
자 경계 이동 작용은 주요한 재결정작용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특히, 변형 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입자 경계 이동의 연속적
관찰은 암석 유사 실험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험 방법 중 유사 물질을 이용한 입자 성장 및
변형 실험 방법에 대해 기존 방법을 개량할 수 있는 실험 장비의 개발과 이를 통한 효과적인 미구조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실험 장비는 유사 물질 실험이 가능한 변형 장치와 실체 현미경에 회전 조작이 가능한 편광판들을 장착하여 광학적 조
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들 장치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해 온도 및 변형 속도 제어 및 실험 동안 관찰되는 미구조
변화를 연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편광판 회전 조작을 통해 취득되고 합성된 디지털 이미지들
은 보다 정확한 입자 경계를 구분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실험 결과의 입도 및 형태와 같은 미구조 분석을 위해 선분 교
점 측정 방법과 입자 경계 트레이싱 방식을 비교하여 적용하였다. 유사물질로써는 석영과 유사한 광학적 성질을 가지는 노캠퍼
(Norcamphor, C7H10O)라는 물질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장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노캠퍼를 이용한 정적 입자 성장 실험과 단
순 전단 변형 실험 및 이에 대한 미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적 입자 성장 실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 수의 감소와 입
도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입자 성장 작용의 특징과 온도에 따른 성장 곡선들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중온-저변형율 조건
의 단순 전단 변형 실험 결과는 평균 입도의 큰 변화는 없었으나, 입자 형태에 대해 전단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력 방향에
수직한 방향에 대해 약 53°의 방향으로 신장률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미구조의 발달과정은 주어진 실험 조건
에서 변형에 의해 입자 내부의 소성 변형과 내부 회복 작용이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개량화 및 자동화된 실
험장치를 이용한 이들 입자 성장 작용 실험 및 변형 실험의 예는 유사물질 실험에서 목적하는 바와 같이 실험 과정 동안의 입
자의 미구조 변화과정을 순차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전체 수행 과정동안 수동적 조작없이 효율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는 장점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암석유사물질, 노캠퍼, 미구조분석, 정적입자성장작용, 단순전단변형작용

1. 서 론
암석 내 입자 경계 이동(grain boundary migration)에
의한 입도의 변화 및 미구조 발달은 변성 작용 동안 나
타날 수 있는 중요한 재결정작용 중의 하나이다. 온도와
변형율 등의 주어진 변형 환경 및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동력 재결정작용(dynamic recrystallization) 동안, 암석 내
입자들에서는 소성 변형이 발생한다. 이때 변형된 입자
내부 격자의 뒤틀림은 상대적으로 높은 내부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동시에 재결정작용 동안 높아진 입자의 내
부 변형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입자간 경계에서는
입자 경계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즉, 증가된 내부 에너

지를 낮추기 위해 낮은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입자 경계 이동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해 입자 내
부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줄인다(Urai et al., 1986). 이러
한 과정 중에 입자 경계 이동 속도 (또는 경계면 상에서
의 물질 확산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못하면, 입자 내부
의 아입자 경계 및 입자 경계의 발달과 부분적 경계 이
동(bulging)을 통해 입도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에 따른 변형시 암석 변형 강도 약화와 변형 기작의 변
화가 나타날 수 있다(De Bresser et al., 2001; Stipp and
Kunze, 2008; Walker et al., 1990). 하지만, 온도와 유체
의 영향 등에 의한 입자 경계 이동 속도가 충분히 빠른
조건에서는 입자 경계 이동을 통해 낮은 내부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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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입자들로부터 높은 내부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쪽
으로의 경계 이동이 주가 되어 나타나게 되며, 결과적으
로 입자 내부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동적 입자 성장(Dynamic grain growth)이 나타난다(Karato,
1989; Kim et al., 1999). 다시 말해, 동력 재결정작용 동
안 입자 경계 이동의 원동력은 입자의 내부 에너지에 기
인하며, 내부 에너지를 줄이는 기작을 통해 미구조가 발
달하게 된다.
열접촉변성작용과 같이 외부 응력에 의한 변형 작용을
동반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공급되는 열에너지에 의해 정
적 입자 성장(Static grain growth)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의 주된 기작은 동적 입자 성장 작용과는 달리, 입자
경계간 표면의 자유 에너지가 주요한 원인이 된다(Bons,
1993; Evans et al., 2001; Tullis and Yund, 1982). 즉, 균
일한 격자를 가지는 입자의 내부보다 입자간 경계에서는
자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높은 자유 에너지의 입
자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 입자 경계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은 결과적으로 입자 성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입자 경계 이동에 의한 입자 성장 작용이 미구
조 발달 및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예로는 입자
성장 작용에 의해 이전 변형 작용 동안 발달된 미구조의
변화 또는 소거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전 변형에 의해 암
석 내 미구조가 형성된 후, 후기에 변형의 영향력이 적
은 열접촉변성 작용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정적 입자
성장 작용에 의해 이전 변형 동안 형성된 특징적 미구조
를 변화 또는 제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
구조의 형태적 관찰만을 통해 암석의 변형 과정을 해석
함에 있어 이전 변형 특징을 인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
다(Park et al., 2001).
언급된 바와 같은 입자 경계 이동에 의해 발달될 수 있
는 변형암의 미구조 발달 과정과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
야외 암석 시료의 관찰을 포함한 여러 연구 및 암석 변
형 실험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De
Bresser and Spiers, 1997; Gleason et al., 1993; Hirth and
Tullis, 1992; Kawamoto, 1996; Kohlstedt et al., 1995;
Rutter, 1995; Stipp and Kunze, 2008). 고온-고압 조건에
서의 암석 변형 실험이 가능한 실험 장비 등은 지질학적
으로 유사한 환경을 제한적으로 조성하여 실제 암석 내
변형 및 미구조 발달을 이해하고 발달 조건을 해석하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해왔다. 또한, 일부 구조지질학 분야
및 재료공학 분야에서는 이들 기기적 실험 방법이 갖는
일부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광학적/광물학적 유사성을 갖
는 화학적 합성 유사물질을 이용하여 미구조 발달 실험
을 수행하였고(Bauer et al., 2000a; Bauer et al., 2000b;
Bons et al., 1993; Means, 1989; Walte et al., 2005),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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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도출되는 미구조 발달의 기작을
재구현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모사 실험도
병행되어 왔다(Bons and Urai, 1992; Frost and Thompson,
1996; Miyake, 1998). 이 중 유사 물질을 이용한 유사 실
험을 통한 미구조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는 비록 실제
광물이나 암석에 기반하지는 않으나, 미구조 발달 과정
을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암
석 변형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을 보완
하고 이를 통해 좀 더 세부적인 암석 변형 및 미구조 발
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사 물질을 이용한 입자 성장 및 변
형 실험 방법에 대해 기존 방법을 개량할 수 있는 실험
장비의 개발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미구조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개발된 장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유사물질
을 이용한 정적 입자 성장 실험과 단순 전단 변형 실험
을 수행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미구조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러한 개량화 되고 자동화된 장비의 개발은 최종적
으로 변형암의 실험 과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
를 통해 다양한 변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조력할 수 있
어 그 학술적 필요성 및 중요성이 있다.

2.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이번 연구에서 구현된 자동화 실험 장비는 크게 두 가
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1) 유사 물질을 이용한 입자의 성
장 또는 입자의 변형실험을 위한 변형 장치 부분과 2) 해
당 현미경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한 광학장치 부분이다.
첫번째의 변형 장치 부분은 기존의 유사물질 실험에서
자주 적용되는 실험 장치인 우래이-민즈 변형 실험 장치
(Urai-Means deformation rig)를 사용하였다(Fig. 1). 이 변
형 실험 장치는 실온에서 실험이 용이한 유사물질을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관찰이 가능한 복굴절률을 가지는
두께로 압착 후 실험 장비에 삽입 뒤, 온도를 변화시키
거나 변형 실험을 위해 저속 기어를 이용하여 한 쪽 유
리판을 수평적으로 밀어 물질의 변형 조건을 구현할 수
있다. 온도 조절을 위해서는 변형 실험 장치에 열전대
(heating cartridge)를 삽입하여 원하는 온도로 조건을 조
절할 수 있다. 두번째의 광학장치는 실체 현미경을 개조
하여 구현되었다. 기존의 연구 및 실험방법은 주로 편광
현미경(polarizing microscopy)에 변형장치를 장착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Bauer et al., 2000a; Bons et al., 1993;
Means, 1989). 유사물질의 특성과 실험 목적에 따라 일
반적으로 2~6일 동안 수행되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중
간 과정의 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지속적인 이미지 촬
영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실험에서 사용된 유사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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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ri-Means Rig for rock analog material deformation
experiments(Bauer et al., 2000a).

대해 상대적으로 고온의 조건에서 입자 성장 실험을 수
행한다면 필요에 따라 짧은 시간(약 20~30분 간격)동안
지속적으로 이미지 촬영을 하여야 한다. 현미경에 장착
된 디지털 카메라의 타임랩스 기능(time-laps function)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편광판의 개방 편광 상
태(plane polarizing light condition, PPL)나 직교 편광 상
태(cross polarizing light condition, XPL)와 같은 조작이
필요하다면, 실험 동안 지속적으로 일정 간격으로 수동
적으로 현미경을 조작하여 현미경 이미지를 취득할 수밖
에 없다. 또한, 광학적으로 다른 방향에 대한 간섭색의
상태를 관찰하려면 수동적인 재물대의 회전을 필요로 한
다. 이 경우, 미구조 관찰과 분석을 위한 동일 영역의 이
미지가 아닌 회전된 다른 방향으로의 이미지가 취득되게
되며, 이러한 이미지는 연속적 관찰을 위해 동일한 관찰
구경으로의 편집이 필요하며, 회전에 따른 관찰 범위의
제한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극복하
기 위해 이번 실험에서는 실체 현미경을 이용하여 하부
편광판(polarizer)과 상부 편광판(analyzer)을 자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구현하여 실험에 적용하였다.
Fig. 2는 구현된 자동화 실험장치의 개략적인 모식도와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판을 나타낸다. 장치 내의 변
형장치와 광학장치는 두 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ArduinoTM;
아두이노 교육용 마이크로칩 보드)로 연결되어 장치 조
작 및 이를 통한 실험 조건의 통제가 가능하다. 이들 두
개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각각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밍
이 되어 실험 장비의 온도 조절 및 변형 속도 조작이나
편광판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스텝모터(step motor)
의 제어가 가능하다. 각각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시리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the automated equipment for
rock analog experiment. (b) Central controller to adjust to
experimental conditions in a PC.

얼 통신을 이용하여 주 통제장치인 PC를 통해 통제되거
나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PC 내
MATLABTM 스크립트로 구현된 제어판 및 이에 연결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를 통해 변형 장치 내 삽입된 열
전대를 특정 온도로의 설정 및 조작이 가능하며, 변형 실
험 동안에는 한 쪽 유리판을 밀어주는 스텝 모터의 속도
를 조절하여 특정 변형율로의 설정이나 조작이 가능하다
(Fig. 2b). 광학장치(상/하부 편광판)를 제어하는 부분도
제어판에 연결되어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미지 촬영시에
광원의 전원을 제어하고, 상부 편광판과 하부 편광판을
원하는 특정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광학장치
의 장점은 시료 위치나 재물대 회전 등에 의한 변화없이
동일 관찰 범위의 현미경 디지털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
다는 점이다. 간섭색 이미지를 취득하기 위한 직교 편광
상태의 이미지의 경우, 상부와 하부 편광판을 직각 상태
로 두 개의 스텝모터를 회전 조작하여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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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An image composed by combining an interference color image and an interference color image rotated by 45 degrees
from the same observation area. The composite image can clearly distinguish between particles with similar interference colors. (b)
Pseudo-PPL image composed by synthesizing two images in which the upper analyzer and the lower polarizer are parallel. These
two images are also rotated 45 degrees from each other. The thin lines in the last image represent the trajectory of marker particles
during simple shear deformation experiments.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방향으로의 직교 편광 상태로 입
자들의 간섭색 이미지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직교 상태에서 상하부 편광판을 각각 동일하게 45° 회전
을 시켜 다른 방향으로의 간섭색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
며, 이들 두 장의 이미지 합성을 통해 하나의 간섭색 이
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내부 격자 방향은 다르나 유
사한 간섭색을 가지는 입자를 구별하는 데에 유용하다
(Fig. 3a). 개방 편광 상태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상부 편
광판의 제거가 아닌 상부와 하부 편광판을 평행한 상태
로 회전 조작하여 이미지를 취득하고, 다시 이 평행한 상
태를 45° 회전하여 취득한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여
가상적인 편광판 개방 편광 상태의 이미지(pseudo-PPL
image)를 생성할 수 있다(Fig. 3b). 특히, 이러한 가상적
인 개방 상태의 이미지 취득은 유사 물질을 이용한 변형
실험 동안 각 입자 내부의 변형율을 분석하기 위한 위치
표시 입자(marker particle; 입자 경계 이동 작용 동안 영
향을 주지 않고, 위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미세 입자)를 직교 편광 상태에서 입자의 소광(extinction)
상태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정확히 추적하는 데 유용하다.
실험에서 사용된 유사물질은 노캠퍼(norcamphor)라는
인공 화합물을 사용하였다. 노캠퍼의 화학식은 C7H10O이

며, 입자 성장 작용 실험 및 변형 실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유사물질 중 하나이다(Bons et al., 1993; Means,
1989). 노캠퍼는 실온에서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소성 변
형을 받기 쉽고, 상온 상압의 조건에서 쉽게 재결정작용
과 정적 입자 성장 작용을 일으키기에 입자경계 이동성
이 크고, 광학적 특징이 석영과 유사하여 유사 물질 실
험에 유용하다. 결정학적으로는 육방정계 또는 삼방정계
의 결정계를 가지며 복굴절률은 0.005~0.01이다(Bauer et
al., 2000b). 따라서, 실온의 건조상태에서 변형될 때, 노
캠퍼는 석영과 유사한 광학적 특징과 미구조가 발달된다.
녹는점은 건조상태에서 94~96oC이지만 10 vol%의 물을
첨가하면 55oC로 낮아지는 특징을 갖는다. 시료의 준비
는 두 유리판 사이에 노캠퍼 시료를 압착하여 전형적인
간섭색을 가질 수 있는 두께(약 200µm 내외)로 제작된
다. 이 때 압착 과정에서 노캠퍼 입자들의 인위적 변형
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초기 실험 과정에서 의
도하지 않은 입자 경계 이동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제작된 시료들에 일시적인 가열
을 통해 작은 입도의 거품구조(Foam texture)를 가지도록
제작하였으며, 초기 실험 과정 동안 정적 입자 성장 작
용의 기작에 반하여 입자 경계 이동 특성을 보이는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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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결과에서 제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구현된 실험 장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실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노캠퍼를 이용한
정적 입자 성장 실험과 단순 전단 변형 실험을 수행하였
다. 수행된 정적 입자 성장 작용과 변형 실험에 대한 미
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취득된 광학 이미지
를 이용해 개별 입자들의 입도와 형태를 분석하였다. 분
석 방법은 두 가지를 사용하였고, 목적에 따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였다. 사용된 방법 중의 하
나는 선분 교점 측정 방법(line intercept method)이다(Berger
et al., 2011; Lopez-Sanchez and Llana-Fúnez, 2015). 이
방식은 각 이미지 내의 하나의 선분에 대해 선분 내에
포함된 각 입자 경계와 선분에서의 교점 사이 길이를 측
정하며, 이들 길이의 통계적 처리를 통해 평균 입도를 구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의의 선분을 그어 사용될 수 있
으나,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이미지에서 해당 범위 내에
적정한 여러 개의 평행선(평균적으로 8개의 평행선을 사
용)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각

각 수평, 45°, 수직 방향으로 세 방향으로 측정하여 전제
자료로부터 평균 입도값을 산출하였다. 두번째 방식은 취
득한 이미지로부터 직접 수작업을 통해 입자의 경계를
트레이싱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선분 교점 측정
방법에 비해 통계적 처리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입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트레이싱된 입자 경계 자료를 통해
입도 뿐만 아니라 개별 입자의 신장률 등과 같은 형태
분석도 가능하다. 트레이싱 방식은 선형 교점 측정 방법
에 비해 직관적이며 입자의 형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점을 갖지만, 많은 양의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수작업을
통해 입자 경계를 트레이싱을 하므로 많은 작업시간의
소요를 필요로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적 입자 성
장 실험의 경우에는 성장 작용을 통해 입자들이 특정한
신장 방향성이 없는 거품 구조의 형태를 가지므로 선분
교점 측정 방법을 통한 분석이 효율적일 수 있다. 두 방
식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된 하나의 정적 입자성
장 작용 결과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입도 분석한 결
과를 비교하였다(Fig. 4 및 Table 1). 이들 입도 분석에

Fig. 4. Example images of grain boundary tracing carried out with the static grain growth experiment.

Table 1. Comparison of tracing method and line intercept method for grain size analysis grain size (experiment condition: static grain
growth at 50°C)
Time (hours)

0.8

6.8

12.8

18.8

22.8

26.8

(1) Avg. radius (µm, tracing method)

110.4

124.2

131.1

138.4

141.9

143.7

(2) Avg. radius (µm, line intercept method)

109.7

126.7

137.4

140.4

142.6

143.3

Δ radius (μm) = (1) - (2)

0.7

-2.5

-6.3

-2.0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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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과로부터 두 방식은 오차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고 판단되었으며, 정적 입자 성장 작용의 입도 분석을 위
해서는 선분 교점 측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단순 전단 변
형 실험의 경우에는 변형 작용에 의한 각 입자의 입도
뿐만 아니라 변형에 따른 입자의 형태 분석도 요구되므
로, 입자 경계 트레이싱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유사물질을 이용한 입자 성장 및 변형 실험
결과
3.1. 정적 입자 성장 실험의 예
정적 입자 성장 작용은 열접촉변성 작용과 같이 비변
형 환경에서 열적 에너지에 의해 암석 내 구성된 광물
입자의 시간에 따른 성장 과정을 의미한다. 동일 조성의
단일 광물상을 가지는 규암이나 대리암에서 관찰되는 정
적 입자 성장의 조직적 특징은 전형적으로 치밀한 괴상
의 조립질 입자 조직이다. 또한, 입자간 경계부가 암석
박편상에서 관찰할 때 대부분 단순한 직선형(3차원적으
로는 평면)의 형태를 갖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열접촉변
성 작용 동안 입자의 성장이 입자간 경계의 자유 에너지
를 낮추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입자 경계 이동의 결과로
서 나타난다. 즉, 입자간 경계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입자간 경계 이동 과정을 통해 입자의 형태 변
화가 나타나게 되며, 이들 조직은 단면상에서 직선형에
가까운 경계의 형태와 120° 사이각의 삼중점을 만들어
전체적인 암석 내 조직의 형태가 거품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입자간 경계의 이동은 작은 입자들
은 점진적으로 입도가 감소하여 소멸하게 되거나, 입도
가 큰 입자들은 작아지거나 소멸되는 위치의 입자를 대
치하며 입도의 증가를 보이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
체적인 조직 내에서 입자 수의 감소와 입도의 증가를 나
타내게 되어 정적 입자 성장을 일으키는 과정이 된다.
노캠퍼를 이용한 정적 입자 실험은 두 유리판 사이에
서 약 200µm로 두께로 압착된 시료를 가지고 각각 60°C,
50°C 그리고 45°C의 온도 조건에서 수행되었다. 상대적
으로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입자 경계 이동이 상태적
으로 빨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5~10분 간격의 두 방향
의 직교 편광 상태 및 합성된 가상 개방 편광 상태 이미
지를 취득하였다. 이들 중 대표될 수 있는 특정 시간 간
격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선분 교점 측정 방법을 이용하
여 시간에 따른 입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5는 이에
대한 시간 간격별 입도의 변화를 대표 이미지와 함께 나
타내고 있다. 초기 상태와 중간 상태 및 실험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60°C
온도 조건의 경우(Fig. 5c)에는 입자의 성장 속도가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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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입도 분포를 상호 유사한 수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다른 조건보다 빠른 중간 시점의 이미지가 분석되
었다. 각각의 온도 조건에서 모두 동일하게 초기에는 빠
른 평균 입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입자의 수가 감
소하고 입자 경계가 직선화되며 낮은 자유 에너지로의
안정화되면서 입자의 성장 속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공통점을 보였고, 온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초기 단계에
서의 입자 성장 속도는 낮은 온도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
는 경향을 보였다. 입도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에
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도의 분포 범위가 넓어지며
입자의 빈도수가 감소하여 입자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3.2. 단순 전단 변형 실험의 예
두번째 실험 조건은 실험 장비 내에서 전단력을 주어
시료 내 입자들의 단순 전단 변형 조건을 설정하였고, 변
형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입자들의 미구조 변화를 분석하
였다. 두 유리판 사이에 약 200µm의 두께로 압착된 시
료 내에 2mm 폭의 변형 구간을 만들었으며, 실험 온도
는 30°C로 설정하였다. 장치에서 설정된 스텝 모터의 속
도와 시료의 변형 구간 폭으로부터 환산된 기기적 전단
변형율은 약 1.39 × 10-5 sec-1였다. 이러한 설정은 노캠퍼
의 용융점이 건조 조건에서 약 95°C 이므로 용융점 대비
약 31.6%의 비율로 중온-저변형률로 대응될 수 있으며,
지속된 변형 실험 시간은 총 17시간이었다. 적용된 현재
의 전단 변형률은 실제 자연상태의 변형암에서 추론되는
변형율(약 10-10 sec-1 내외) 보다는 상당히 빠르지만, 이
연구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장치적 범위 내의 값이며, 해
당 범위 내에서 상대적인 저변형율을 의미한다(Ree and
Park, 1997).
시간에 따른 미구조의 분석은 각 입자들의 형태적 분
석이 필요하므로 각 입자별 트레이싱 방식을 이용하였다.
실험 중 일정 간격으로 취득된 간섭색 합성 이미지를 이
용하여 분석 범위 내에 포함되는 각 입자 경계들을 GI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제 입도를 바로 산출할 수 있
도록 실측 좌표로 설정하여 트레이싱 하였으며, 입자 다
각형들을 PolyLX MATLABTM Toolbox 스크립트를 이용
하여 형태 분석을 실시하였다(Barraud, 2006; Lexa, 2003).
분석된 각 입자의 면적은 신장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반지름 비교값으로 산출하기 위해 각 입자의 면적에 대
해 원으로 가정하여 평균 반지름을 산출하였다. Fig. 6는
초기 시료의 형태 및 시간에 따른 입도(평균 반지름)와
신장률 및 신장 방향을 나타낸다. 신장률은 장미도(Rose
diagram)를 이용하여 각 단계의 상대적인 비교를 수행하
였다. 중온-저변형률에서 변형 작용동안 나타나는 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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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presentative images and particle frequency histograms of specific time intervals during static particle growth experiments.
(a) 45°C in temperature condition. (b) 50°C in temperature condition. (c) 60°C in temperatur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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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Representative images during the simple shear deformation experiment (temperature condition: 30°C, bulk shear strain
rate: 1.39 × 10-5 sec-1). (b) grain boundary tracing images and the average grain size (radius, µm). (c) Rose diagram for preferred
grain shape orientations (contours: frequency percentage).

의 변화에 대해 각 입자의 평균 면적 및 입도는 일정하
게 유지되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변형 과정이 지속됨
에 따라 입자의 신장률은 증가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주 신장 방향은 비록 초기 변형이 시작되면서부터
약한 정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뚜렷한 입자의 신
장 변형을 보이는 단계부터는 수직 방향으로부터 약 53°
내외 범위의 강해지는 정향성을 보이며 단순 전단 변형
에 따른 신장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일부 입자 내 미구
조에서 아입자 경계가 발달되었으나, 전체 입자 경계에
비해 그 발달된 수는 적었다.

4. 토 의
입자간 경계는 광물의 화학적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연속면이며, 이러한 불연속면은 광물 내부에서의 완
전한 화학적 결합보다 높은 자유 에너지를 갖는다. 열 에
너지가 공급되는 환경에서 단일 조성의 각 입자들은 암
석 내 전체 자유 에너지를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의 작용
이 일어난다. 이들 기작 중의 하나로서 입자간 경계의 자
유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입자 경계에서 원소 간의 이동
이 일어나게 되고, 단일 광물상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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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자유 에너지를 갖는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의 표면자유에너지와 이면각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a: 사이각, γ : 단위 길이당 표면 에너지).
γa1
γa2
γa3
------------ = ------------ = -----------sin a1 sin a 2 sin a 3

(Eq. 1)

이에 기반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한 입자 경계의 일
반화된 이동 속도(V)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Evans et
al., 2001; Kim, 2000).
V = γb Mk

(Eq. 2)

여기서 M은 입자 경계의 이동성(mobility)이고, k는 경
계면의 곡률(curvature)이다. 즉, 입자경계의 이동 속도는
경계면의 이동성과 곡률에 비례하며, 입자 경계의 곡률
이 없는 경우, 즉 경계가 직선의 형태를 가질 때 입자 경
계의 이동이 멈춘다는 것을 나타낸다(Anderson et al.,
1984; Cocks and Gill, 1996; Gill and Cocks, 1996; Kim,
2000; Marthinsen et al., 1996).

Fig. 7. (a) The driving force( F ) of surface-energy driven grainboundary migration for a small segment(dS) of a boundary under
surface tension( T ). The angle subtended at the center of curvature
is dθ = dS/R. (b) Schematic illustration of a triple junction(Kim,
2000).

해 입자간 경계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 Fig. 7a는 곡면을
가지는 입자간 경계에서 입자의 경계 이동에 대해 작용
하는 힘과 방향을 모식적으로 나타낸다. 2차원에서 곡선
경계를 가진 입자의 경계 일부(dS)를 고려할 때, 입자 경
계는 단위 길이당 표면 에너지(γb)에 의한 표면 장력
( T = – γb )을 가진다. 이 때 입자 경계 이동에 대한 알짜
힘( F )은 입자 경계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장력( T )이 평
형을 이루었을 때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입자 경계
에서의 표면 에너지가 일정하다면 이 때의 작용하는 힘
의 방향은 장력의 벡터적 합의 방향으로써 경계면에 수
직인 곡선의 중심방향(O)이 된다. 따라서, 입자의 경계
이동은 곡선의 중심방향으로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직선
화 되려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단일 상에서 세
입자가 만나는 삼중점(triple junction)의 경우에는 각각의
두 입자간 사이각이 120°가 되어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
다(Fig. 7b). 즉, 동일 영역 내에서 세 개의 입자간 경계
가 가장 짧은 경우가 가장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가지게
되므로 입자간 경계 이동을 통해 삼중점은 기하적으로

정적 입자 성장 동안 해당 기작에 따른 일반적인 입도
의 변화는 입도가 작은 초기 단계에서 빠른 입자의 성장
을 보이며, 입자가 성장할수록 입자 성장의 속도는 느려
진다. 이러한 관계의 입자 성장 속도는 성장 기간과 초
기 입도에 대한 상대적 입도의 증가분과의 관계에 따라
지수 함수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입
자 성장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Bons, 1993; Olgaard
and Evans, 1986, 1988).
R – R0 = mt

( nd )

(Eq. 3)

여기서 R0와 R은 각각 초기 입자들의 평균 반지름과
이로부터 성장 시간(t)만큼 후의 성장한 입자들의 평균
반지름이다. d는 입도에 종속적인 상수값으로 입도의 크
기에 대해 반지름이 적용된 경우에 1의 값을 갖는다(면
적과 부피의 경우, 각각 2와 3이 적용된다). n은 정적 입
자 성장 과정에서 물질의 특성에 종속적이고 0.3 ~ 0.5
사이의 값을 가지며, m은 입자 성장 곡선에서 외부 환경
과 관련된 상수값이다. 이 입자 성장 관계식은 로그 스
케일을 통해 직선의 함수로 변환될 수 있으며, 입자 성
장 시간동안 초기 입도로부터의 입자 성장 특성은 직선
의 관계식에서 기울기값(n)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8은 정적 입자 성장 실험을 통해 도출된 관계식인
Eq. 3에 대한 로그-로그 형태의 입자 성장 곡선을 나타
낸다. 이러한 로그-로그 형태의 관계에서 성장곡선은 이
론적으로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세 경우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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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입자 성장 실험과 마찬가지로 변형 실험에서도 적
용된 실험 장비와 합성된 이미지를 통해 효율적이고 정
량적인 변형 실험 및 미구조의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Fig. 8. Static grain growth fitting graph(log-log scale) with
grains size variation and growth time in the temperature 45°C,
50°C, 60°C, respectively.

환경(45°C, 50°C 및 60°C)에 따른 각각의 자료로부터 도
출된 최적 기울기값은 각각 0.51, 0.34, 0.38으로 기존의
입자 성장 특성을 나타내는 범위 내의 값을 보여주었으
며, 동일 물질인 노캠퍼를 통해 실험이 이루어졌으므로
평균값인 0.41을 적용하여 입자 성장 관계식을 통일하여
도시하였다. 각 실험에서 평균 기울기값(n=0.41)에 대한
적은 편차는 존재하지만, 입자 성장 특성에 대한 상관성
을 유지하며 입자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또
한, 입자 성장 곡선에서 외부 환경에 대한 상수값인 m은
해당 그래프에서 입도 변화량에 대한 절편으로 각 온도
에 대해 증가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실
험 온도의 증가에 따라 초기 입자의 반지름 증가량 또는
성장 속도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보다 빠르게 나타
났음을 의미한다.
Fig. 6에서 나타나는 단순 전단 변형 실험 동안의 입자
의 신장 변형은 중온-저변형률 조건에서 입자의 내부 변
형과 함께 회복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시한다. 이는
저온에서 변형 작용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재결정작용
의 하나인 입도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다는 점과 일부 관
찰되는 아입자 경계들의 발달로부터 해석된다. 즉, 내부
변형에 의한 동적 입자 성장과 동시적으로 내부 회복 작
용이 발생되어 입자 외형에 대한 신장 변형 작용이 나타
나고 평균 입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입자 신장률에 대해 비록 초기 입자 군집이 분
석상으로 매우 약한 신장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방향은 주된 변형작용과 무관한 초기 시료의 특징이
었으며, 전단 변형이 증가할수록 특정 방향(약 53°)으로
강하게 신장률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유사물질을 이용하여 입자의 성장 작용 및 변형 실험
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 장치는 자동화 장치에 의해 효율
적인 실험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한 편광판의 회전 조작은 실험 시료의 이미지 취득에
대해 1) 현미경 내 상부 편광판의 물리적인 제거없이 평
행한 방향의 상/하부 편광판 두 개를 서로 다른 방향 (0°
와 45°)으로 회전시켜 얻어진 합성 이미지로 가상적인 개
방 니콜의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2) 직교 니콜 상
태에서의 편광판 회전 조작은 간섭색 이미지에서 가상
니콜 상태의 이미지 합성 방식과 마찬가지로 두 방향 (0°
와 45°)에서 합성된 이미지를 통해 각 개별 입자를 구별
할 때 단일 이미지의 사용보다 효과적으로 입자들을 구
별하고 미구조의 변화를 관찰함에 있어 효과적임을 보였
다. 전체 실험 과정에서 실험 조건 및 자료 취득을 프로
그래밍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유사물질을 이용한 입자
성장 작용 실험 및 변형 실험에서 목적하는 바와 같이
실험 과정 동안의 변화과정을 순차적으로 관찰할 수 있
고, 전체 수행 과정동안 수동적 조작없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개선된 방법을 보여주었다.
정적 입자 성장 작용동안 실험 변인인 온도 변화에 따
라 입자간 경계 이동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입자의 성장
은 노캠퍼의 성장 특징이 n = 0.4 ~ 0.5 범위 내에서 나
타날 수 있으며, 온도에 따른 입자 성장 속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이며, 온도가 높을수록 빠른 입자 성장 곡선
을 따라 나타냈다.
중온-저변형율 조건에서의 단순 전단 변형 실험의 예
는 평균 입도의 큰 변화가 없으나, 입자 형태에 대해 전
단 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력 방향의 수직한 방향에
대해 약 53°의 방향으로 신장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전단 변형에 의한 입자들의 소성 변형을 나
타내며, 입자간 경계의 자유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하는
정적 입자 성장과는 달리 변형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
화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자 경계 이동 및 입자 내부
회복작용의 동시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장비의 개발 및 구현과 이에 대해
유사물질을 이용한 두 가지 조건에서의 실험결과를 보여
주나, 실험 장비를 이용한 더 다양한 조건에서의 실험은
다양한 지질학적 조건에서의 단일 조성 광물 및 이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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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포함한 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 향후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통해 암석의 변형 미구
조에 대한 다양한 형성과정 및 기작을 이해하는데 조력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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