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7

1) 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2) (주)락인포 연구개발부 부장
3) 부산광역시청 도시개발실장
4) 지오텍컨설탄트(주) 대표이사

* 교신저자 : chotc@pknu.ac.kr
접수일 : 2009년 6월 23일
심사 완료일 : 2009년 7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7월 21일

터널과 지하공간, 한국암반공학회지
제19권 제4호, 2009년 8월, pp. 287～303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19, No. 4, 2009, pp. 287-303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풍화진행에 따른 한라산조면암의 역학적 특성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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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s of Mechanical Properties of Hallasan Trachyte with respect to the 
Degree of Weathering

Tae-Chin Cho, Sang-Bae Lee, Taik-Jean Hwang, Kyung-Sik Won

Abstract Rock mass in Baekrokdam at the summit of Hallasan in Jeju island is composed of two volcanic rock 
types: Baekrokdam trachybasalt at the eastern region and Hallasan trachyte at the western region. On-going rockfall 
and subsequent collapse of Baekrokdam wall rock are closely linked to the weathering of trachyte distributed in 
the western region of Baekrokdam. Samples of Hallasan trachyte showing different weathering grades had been 
collected and the polarizing microscopic observation, X-ray diffraction analysis and analysis for chemical weathering 
had been conducted. Formation of secondary minerals, especially clay minerals, by chemical weathering has not 
been identified, but the change of chemical weathering indices indicated that chemical weathering process had been 
proceeded to the degree for increasing and decreasing the contents of some chemical components. Changes in 
physical and mechanical rock properties due to weathering has also been examined. Artificial weathering test of 
freezing-thawing reveals that the process of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deteriorated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Hallasan trachyte and DB = 1.5 or porosity = 20~21% would be the ultimate limiting value induced 
by the mechanical weathering processes.

Key words weathering index, trachyte, freezing-thawing, box fractal dimension, mechanical rock property

초  록 한라산 정상부의 백록담 암체는 백록담조면현무암이 분포하는 동측구역과 한라산조면암이 분포하는 

서측구역으로 구분된다. 백록담에서 진행되는 풍화, 암벽붕괴, 낙반은 전반적으로 백록담 서측구역에 분포하는 

한라산 조면암의 풍화작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동측구역에서는 개별 암석 블록들의 국지적 붕락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라산조면암 분포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풍화단계별로 조면암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분석, X-선 회절분석, 지화학적 분석, 공학적 특성시험을 수행하였다. SEM, XRD, XRF 분석

을 통하여 2차 변질광물의 종류와 함량 및 광물조성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점토광물이 확인될 정도의 심한 화학적

풍화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풍화에 따른 화학적풍화지수와 주요원소의 함량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거할 

때 화학성분의 용탈에 의한 미약한 화학적풍화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풍화에 기인된 암석의 공학적 

특성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밀도, 비중, 흡수율, 공극률, 탄성파속도, 일축압축강도, 슬레이크내구성지수, 동결-
융해시험을 수행하였다. 인공풍화시험을 통한 균열발현 양상과 물리적 특성 측정 결과 기계적풍화작용은 미세균

열 및 공극을 발달시켜 암반의 역학적 강도 저하를 야기하고 있으며, 기계적풍화 진행에 의한 추가적인 공극률 

저하 양상을 고려할 때 DB = 1.5 또는 공극률 = 20~21% 범위에서 한라산조면암의 공학적 강도 특성이 소멸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어 풍화지수, 조면암, 동결-융해, 박스프랙탈차원, 역학적 암석특성

1. 서 론

풍화작용은 심부에서 형성된 암석이 지표 및 지표부

근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분리(di-
sintergration), 화학적인 분해(decomposition) 또는 생

물학적 작용을 통해 변질되거나 파괴되는 과정이다. 이
러한 풍화작용은 광물의 변질(alteration)을 초래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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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a) 3D-map

(b) 2D-map
Fig. 2. Slope angle around the Baekrokdam area.

극의 발달과 구성광물의 분리작용을 야기하여 암석의 

물리･공학적 특성을 저감시킨다(Ebuk et al. 1993). 또
한 암석의 양이온을 용탈시켜 이차광물인 점토광물이 

생성된다. 풍화작용은 주된 영향요인에 따라 기계적 풍

화작용, 화학적 풍화작용, 생물학적 풍화작용으로 구분

된다. 기계적 풍화작용은 화학적 변화 없이 암석의 분

리 및 분해를 초래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화학적 

풍화작용은 지표면 환경에서 충분하게 존재하는 물이

나 산소, 이산화탄소와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기원광물

과 암석을 분해하며 이차광물인 점토광물을 생성한다. 
생물학적 풍화작용은 동･식물에 의한 영향을 통해 암석

을 파괴한다. 일반적으로 풍화작용은 3개 요인이 상호수

반되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Beavis, 1982; Selby, 1993).
풍화작용의 주요 영향요인은 환경에 따라 변화된다. 

극한지역, 건조한 사막, 높은 고도의 산악지역에서는 기

온 및 기후 조건을 고려할 때 물리적 풍화작용이 우세

하며, 습하고 건조한 기후 조건하에서는 화학적인 풍화

작용이 우세하고, 생물학적 풍화작용은 토양이 형성되

는 지표 가까이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연구지역인 제주

도 한라산은 기후분류상 아열대기후대에서 온대기후대

로의 전이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양성 기후 특성이 

우세하다. 한라산과 같은 고립된 산악지역은 고도별로 

다양한 기상변화를 보여준다. 해발고도는 기온의 차이

와 더불어 강수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고도에 따라 아열대와 아한

대가 공존하며, 국지적인 기상변화가 극심하고, 바람과 

강수량의 강도가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인다. 한라산 정

상부는 3.7℃의 낮은 연평균 기온을 비롯하여 강풍, 심
한 일교차 등 산정현상으로 인하여 주빙하(periglacial)
라고 부르는 독특한 기후환경에 의해 요철과 풍화가 심

한 풍화지형을 이루고 있다(Fig. 1 참조). 특히 조면암 

분포지역인 북서벽−서벽−남서벽은 차별풍화와 침식

에 의해 불규칙한 지형형상과 높은 경사도를 가지며, 이
는 암반 붕락이 진행되는 상태를 반영한다. 북벽 정상

부에서는 박리현상과 암반붕락에 의한 급한 경사구배

가 나타나며, 남벽에서는 띠형상의 고경사 지역이 나타

나 암반 불연속면의 경사가 매우 높은 것을 지시한다

(Fig. 2 참조). 남서벽은 70~80° 이상의 급격한 경사를 

나타내어 사면 안정성 측면에서 경사도에 의한 위험요

소를 내재하고 있다.
기후조건, 지질구조, 암석의 광물조성과 조직양상에 

영향을 받는 풍화작용은 암석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지질공학적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

에서는 한라산 백록담 일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

여 지질분포, 지질구조 및 조면암의 풍화특성을 조사하

였다. 풍화단계에 따른 광물조성 변화와 주원소성분의 

함량 변화를 정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광물암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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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ology map of the summit of Hallasan with cross- 
section(modified from Yoon et al., 2005).

Fig. 4. Sampling sites of the study area and collected samples 
weathered to different degrees (IV: highly weathered, V: 
completely weathered, VI: residual soil).

적 및 화학적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역학적 특성실험

을 통하여 풍화등급에 따른 한라산조면암의 지질공학

적 특성을 규명하고, 동결-융해시험을 수행하여 풍화진

행에 대한 역학적 특성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2. 지질분포 및 시료채취

제주도 형성기원에 대한 학설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

되고 있다(정차연 외, 2006). 제주도가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을 형성한 분화구로부터 분출하여 형성된 성층

화산체라는 학설(박기화 외, 2000)과 한라산체가 역암, 
사암, 이암 등의 하성 쇄설성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록담조면암의 관입에 의하여 돔 상으로 융기되어 형

성된 융기산체(윤선 외, 2001; 윤선 외 2005)라는 관점

에서 지반구조 특성이 논의되고 있다(Fig. 3 참조).
한라산 정상부인 백록담의 표층 지질은 동측부와 서

측부의 구성암석으로 구별된다. 동측부에는 백록담조면

현무암, 서측부에는 한라산조면암이 분포한다. 백록담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들은 암종별로 차별화된 풍화특

성을 나타내며, 분포된 암상별로 지형특성에 있어서 현

저한 차이를 보인다. 동측 지역에 분포하는 백록담조면

현무암은 풍화나 암반붕락에 대해 비교적 안정한 상태

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완경사의 완만한 지형기복을 

보인다(박기화 외, 2000). 북-서-남측 지역에 분포하는 

한라산조면암은 풍화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여 전체적

으로 심한풍화(highly weathered), 완전풍화(completely 
weathered), 풍화잔류토(residual soil) 등급의 풍화등급

을 나타낸다(Fig. 4). 한라산조면암의 색상은 암회색이

며, 풍화표면에서는 담홍색 또는 담청색을 나타내고, 수
직절리들이 특징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조면암 결정에

는 백색의 장석(알칼리 장석)이 반정 또는 취반을 이루

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산화된 흑색의 각섬석이 산점하

는 특징을 가진다. 기질부에는 2~5 mm 크기의 사장석

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며, 경우에 따라서 유동구조를 

따라 배열한다. 용암 분출과 냉각에 따른 수직절리가 현

저하게 발달하고, 수직절리를 따라 차별 풍화･침식이 진

행되어 요철이 심한 지형특성을 가진다. 지표면에서는 박

리(exfoliation) 현상이 현저하고, 층상절리(sheeting joint)
가 발달되어 있다.

제주도 한라산 정상부 백록담에 분포하는 한라산조면

암의 역학적 특성과 풍화에 대한 지질공학적 특성변화

를 규명하기 위하여 Irfan et al.(1978a, 1978b)이 제시

한 풍화등급 기준에 의거하여 현장암반의 풍화등급을 

분류하고 시료를 채취하였다(Fig. 4 참조). 채취된 시료

는 풍화잔류토(residual soil) 1개, 완전풍화(completely 
weathered) 등급 시료 3개, 심한풍화(highly weathered) 

등급 시료 10개 이며, 총 14개의 시료에 대하여 풍화에 

따른 역학적 특성변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3.1 광물암석학적・화학적 특성분석

암석의 구성광물 및 조성과 풍화취약광물의 함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편광현미경 및 X-선 회절(X-ray Diff-
raction,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정성 물질의 특징

적인 X-선 회절현상을 이용하여 결정상의 정보를 획득하

기 위하여 PHILIPS(Netherland)사의 X’Pert-MP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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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summary of chemical weathering indices used in this study

Chemical weathering Index Formula/definition Reference

ALK
Alumina to potassium-

sodium oxide ratio
  


× 

Harnois and 
Moore(1988)

CIA
Chemical index of alteration       


× 

Nesbitt and 
Young(1982)

CWI
Chemical weathering index   

   
×  Sueoka(1988)

STI
Silica-Titania index     

 Jayaverdena
and Izawa(1994)

SOC
Sesquoxide content   Irfan(1996)

Wp
Weathering index of Parker 


 


 





×  Parker(1970)

WPI
Weathering potential index         

       
× 

Reiche(1943)

LOI
Loss of Ignition H2O+ content of specimen heated to 900~1000℃ Sueoka et al.

(1985)

을 사용하였으며, CuKα선과 Ni-filter에 의한 X-선을 사

용하였다. 점토광물의 조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채취된 

시료를 분쇄한 후 증류수에 분산시켜 원심분리기를 이

용한 침강법으로 2 ㎛ 이하의 점토분을 분리하였다. 분
리된 점토분에 대하여 물질 구조상 고유 성질인 X-선 

회절각과 강도를 활용하여 시료에 함유된 결정성 물질

의 종류를 식별하였다.
풍화에 따른 암석의 화학조성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

여 X-선 형광분석(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XRF)을 실시하였다. SHIMADZU사의 XRF-1700 장비

를 사용하였으며, X-선에 의해 여기된 각각의 원소들에

서 발생되는 이차 X-선(특성 X-선)을 분광시켜 검출되

는 X-선의 파장과 강도에 따라 주성분 원소(SiO2, Al2O3, 
TiO2, Fe2O3, MnO, MgO, CaO, Na2O, K2O, P2O5, 
LOI(Loss of Ignition, 950℃)에 대하여 화학적 정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암석의 풍화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기 위하여 주성분 원소의 함량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화

학적 풍화지수(chemical weathering index)를 산정하였

다. 산정된 풍화지수는 Table 1과 같다.

3.2 역학적 특성분석

풍화에 따른 암반의 역학적 특성변화를 파악하기 위

하여 연구지역에서 풍화등급별로 채취된 시료에 대하

여 물리적･역학적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에

서 풍화단계별로 채취된 시료 중 시험편 성형이 가능한 

풍화등급의 괴상 시료에 대하여 코어시추기(Rock Coring 

Machine, Model 1150, SBEL)를 사용하여 원주형 코

어시료를 획득하였다. 코어시료는 암석절단기를 사용하

여 상･하면을 절단하였고, 암석연마기(EL70-0250, ELE) 
장비를 이용하여 ISRM(1981) 규정에 의거 편평도가 ±0.02 
mm 이내가 되도록 연마하였다. 연마된 시험편은 직경:
길이의 비가 1:2(40 mm:80 mm)가 상회하도록 성형하

였다. 제작된 시험편을 대상으로 국제암반공학회(Inter-
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ISRM) 규정에 

의거하여 실내암석시험을 실시하였다: 밀도(density), 흡
수율(absorption), 공극률(porosity), 탄성파속도(P-wave, 
S-wave) 및 일축압축강도(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탄성파 속도측정은 Sonic viewer-SX (Model-5251B, OYO)
를 이용하였으며, 일축압축 강도시험은 변위 및 하중제

어가 가능한 서보제어시스템이 장착된 200톤 최대 하

중용량의 STC US-200(SamYeon Tech.) 시험장치를 이

용하여 수행하였다.

3.3 동결-융해시험

연구지역에서 채취된 한라산조면암에 대한 동결-융해

시험을 수행하여 풍화진행에 따른 암석 균열전파 및 물

리적･역학적 특성변화를 고찰하였다. 콘크리트에 대한 

동결-융해 시험법은 ASTM C-666에 제시되어 있으나, 
암석에 대한 시험법은 규격화 되어 있지 않다. Nicolson 
and Nicolson(2000), 김성수와 박형동(1999) 및 곽진철

과 백환조(2000)는 -20~20℃의 온도범위에서 동결-융
해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라산 정상부에 



터널과 지하공간 291

Fig. 5. Illustration of the procedure of the box-counting method.

Fig. 6. Porosity of highly weathered trachyte.

위치하는 AWS 무인기상관측시스템의 동절기(12월~4
월) 기온 분석 결과인 최저기온 -18.49℃(2004년 1월), 
최고기온 19.27℃(2004년 4월)를 고려하여 동결-융해 

시험의 온도 범위를 -20 ± 2℃~20 ± 2℃로 설정하였다. 
장현식 외(2004)는 동결-융해에 대한 예비시험을 통하

여 동결-융해에 대한 온도범위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분

석한 결과 동결-융해-포화에 대한 시험 시간을 각각 12, 
8, 4시간의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결-
융해-포화에 대한 시간 간격을 장현식 외(2004)와 동일

하게 12시간 동결 후, 8시간 융해, 진공챔버에서 4시간 

동안 수침을 통한 포화를 1 cycle로 설정하였으며, 각 

시료에 대해 총 50 cycle의 동결-융해시험을 실시하였

다. 동결-융해 10 cycle 마다 탄성파속도, 흡수율, 공극

률 등의 비파괴 시험과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6백만 화소의 시험편 영상이미지를 

촬영하여 암석 내 균열의 생성 및 전파양상을 관찰하였

다. 획득된 이미지의 평면좌표는 화상분석을 통하여 산

정하였다. 화상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미세균열에 대한 

통계적 모수인 빈도수, 균열 크기와 동결･융해 cycle 간
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미세균열의 평면빈도수

와 크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박스프랙탈차원(DB)
을 산정하였다. 비정수의 차원으로 정의되는 프랙탈차원

은 공간적 변동성의 정량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

다(엄정기 외, 2006). 프랙탈차원의 산정을 위하여 박스 

집계법(box-counting)을 사용하였다. Fig. 5와 같이 균

열면을 포함하는 사각창을 분할하는 사각요소의 한 변

의 크기가 r이고, 사각요소의 개수가 N(r)이라면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
 



여기서, B는 비례상수이고, DB는 박스 집계법에 의한 

박스프랙탈 차원이다. 초기단계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4등분(r=1/2)하여 분할단계 1(division 1)로 정

의하며 이때의 사각요소는 4개가 된다. 이와 같은 지속

적인 분할단계를 증가함에 따라 전체 사각요소의 개수

는 4배씩 증가하게 된다. 박스 집계법은 분할단계 별로 

생성된 총 사각요소의 수 중 불연속면을 포함하는 사각

요소의 수를 기재하여 DB를 산정하였다.

4. 분석결과 및 토의

공극률은 암석의 풍화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물리적 특성 지수이며, 풍화 진행에 따라 일반

적으로 공극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Hamrol 
1961, Duncan and Dunne 1967, Onodera et al. 1974). 
공극률의 증가는 풍화에 의해 점토광물이 형성되고 이

에 따라 광물입자 간 결합력이 약화되어 입자 경계가 

분리되고,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한 용해균열이 형성･확
장되며, 광물의 팽창에 의한 쐐기효과에 의해 미세균열

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구지역인 한라

산 백록담에서 채취된 괴상의 조면암 시료 중 시험편 

성형이 가능한 시료에 대하여 산정된 공극률을 기준으

로 상대적인 풍화등급을 설정하였으며(Fig. 6), 풍화진

행에 따른 제반 특성 변화를 분석하는 기준 지시자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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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icrophotographs of highly weathered trachyte at site 
HST-12. (a) open nicol, (b) crossed nicol (PL: palagioclase, 
AF: alkali-feldspar, PX: pyroxene, GM: groundmass). Mag-
nification × 40.

Fig. 8. Microphotographs of completely weathered trachyte 
at site HST-08. (a) open nicol, (b) crossed nicol (PL: pala-
gioclase, AF: alkali-feldspar, PX: pyroxene, GM: ground-
mass). Magnification × 40.

Table 2. Weight percent of the major mineral components of trachyte

Sampling 
Site

Porosity
(%) SiO2 Al2O3 TiO2 Fe2O3 MnO MgO CaO Na2O K2O P2O5 LOI Total

HST-07 13.731 63.183 16.945 0.375 5.210 0.125 0.260 1.387 5.937 5.389 0.126 0.700 99.636 
HST-10 15.385 64.161 17.075 0.349 4.883 0.107 0.182 1.048 5.989 5.554 0.115 0.480 99.943 
HST-03 16.413 62.644 17.450 0.462 5.706 0.120 0.072 1.165 5.832 5.218 0.110 0.514 99.292 
HST-04 18.956 62.547 17.569 0.443 5.742 0.134 0.057 1.140 5.760 5.197 0.084 0.599 99.272 
HST-02 18.963 61.537 17.721 0.460 5.855 0.134 0.064 1.168 5.779 5.160 0.108 1.221 99.207 
HST-13 19.525 62.246 17.516 0.444 5.503 0.119 0.100 1.237 5.859 5.191 0.102 0.744 99.064 
HST-11 19.819 61.436 17.405 0.361 5.179 0.126 0.323 1.790 5.857 5.250 0.137 1.350 99.213 
HST-12 20.218 61.996 17.616 0.447 5.732 0.134 0.164 1.647 5.818 5.150 0.109 0.533 99.346 
HST-06 27.050 60.585 17.319 0.480 5.774 0.129 0.303 1.972 5.526 4.842 0.135 2.443 99.507 

4.1 광물암석학적･화학적 특성분석

4.1.1 편광현미경 관찰

풍화에 따른 광물암석학적인 변화양상을 고찰하기 위

하여 박편성형이 가능한 highly weathered∼completely 
weathered의 풍화등급을 가지는 한라산 조면암에 대하

여 편광현미경 관찰을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에 분포하

는 조면암의 주구성 광물은 알칼리장석, 사장석 그리고 

소수의 유색광물인 휘석과 흑운모이다. 편광현미경하에

서 반상조직(porphyritic texture)과 조면암질 조직(trachytic 
texture)을 보이며, 반정과 석기에서 다양한 크기의 사

장석과 알칼리장석이 나타난다(Fig. 7, 8 참조). 심한풍

화(HW) 등급의 조면암은 반정으로 나타나는 사장석의 

미세균열 밀도가 완전풍화(CW) 등급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낮다. 입자사이의 간격이 약간 이완되고 미세공

동이 관찰되지만 뚜렷한 입자 형태와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완전풍화 등급의 조면암에서는 심한풍화 등급의 

조면암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균열과 공동이 관찰

되지만 뚜렷한 입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4.1.2 X-선 형광 분석

백록담에 분포하는 한라산조면암의 풍화단계별 주성

분 원소 변화와 원소의 이동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채

취된 시료에 대하여 X-선 형광(XRF) 분석을 실시하였

다. Completely weathered 및 residual soil 풍화등급에 

해당하는 시료는 풍화진행에 따른 제반 특성 변화를 분

석하는 기준 지시자인 공극률의 산정이 불가하여 광물

암석학적 특성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X-선 형광(XRF)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수록하였다. 

풍화 진행에 의한 모암 조성원소의 이동현상에 따라 원

소의 조성비가 변화된다. 일반적으로 풍화가 진행됨에 따

라 알칼리원소, 알칼리토류 원소 및 실리카 원소는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Loss of ignition(LOI, Table 1 
참조)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Sueoka, 1988). 즉 

주원소 중 Si, Mg, Ca, Na, P, K는 풍화정도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Al, Fe, Mn, Ti, Mn, LOI는 증

가 또는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Gouviea et al., 1993; 
김수진 등, 1994; Sharma and Rajamani, 2000). SiO2

는 풍화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원소이나 연구지역의 대

상 암종인 조면암에서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형적

인 감소경향을 나타낸다(Fig. 9(a)). 이러한 결과는 연구

지역의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동결-융해 조건에 따른 

광물입자의 탈락 및 풍화진전에 따른 장석 및 흑운모와 

같은 규산염광물의 함량 감소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동

도가 적은 원소인 Al2O3는 화학적 풍화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선형적인 증가양상을 나타낸다(Fig. 9(b)). 장석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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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of chemical contents of Hallasan trachyte with weathering grades in the study area.

자의 풍화에 의해 SiO2, Na, K 및 Ca와 같은 화학성분

들은 용해 및 용탈작용에 의한 용해공극을 형성하고, 상
대적으로 이동도가 낮은 원소(immobile element)인 Al2O3

는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용해공극 내에 잔류 및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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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weathering indices

Sampling 
Site

Porosity
(%)

Chemical Weathering Index

ALK CIA CWI STI SOC Wp WPI LOI

HST-07 13.731 1.086 48.324 15.672 84.30 0.199 104.9 10.944 0.700 

HST-10 15.385 1.076 49.004 16.191 84.50 0.198 105.7 9.654 0.480 

HST-03 16.413 1.145 50.130 17.170 83.50 0.208 101.8 9.275 0.514 

HST-04 18.956 1.163 50.571 17.546 83.50 0.209 100.8 8.806 0.599 

HST-02 18.963 1.174 50.723 19.174 83.10 0.212 101.1 7.273 1.221 

HST-13 19.525 1.148 50.012 17.270 83.50 0.208 102.5 9.344 0.744 

HST-11 19.819 1.136 48.376 18.857 83.80 0.205 104.9 8.121 1.350 

HST-12 20.218 1.163 49.269 17.608 83.30 0.209 102.4 9.540 0.533 

HST-06 27.050 1.209 49.154 22.550 83.10 0.207 98.40 3.383 2.443 

적에 의한 영향으로 선형적인 증가양상을 나타내는 것

으로 판단된다. TiO2는 이동성이 낮은 원소이어서 일반

적으로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원소 함량이 증가하며, 연
구지역에서도 유사한 분포 양상을 나타낸다(Fig. 9(c)). 
Biotite와 같이 철을 함유하는 광물에서의 중요한 풍화

지시자인 Fe2O3는 연구지역의 조면암에서 선형적인 증가

양상을 나타낸다(Fig. 9(d)). 이러한 결과는 풍화가 진행됨

에 따라 Fe2
+
의 산화작용 결과 FeO는 감소하고 Fe2O3는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Mn은 풍화

가 진행됨에 원소함량이 증가하며, 연구지역에서도 유사

한 분포양상을 나타낸다(Fig. 9(e)). 흑운모나 각섬석의 

풍화에 의한 Mn 이온의 방출로 MnO는 선형적인 증가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풍화에 대한 감응도

(susceptibility)가 높고 사장석의 변질과 연관된 Na2O, 
K2O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형적인 감소경향을 나

타낸다(Fig. 9(h), (i) 참조). 이러한 결과는 다량의 알칼

리 장석과 사장석이 침상의 반정으로 함유되어 있는 연

구지역 조면암에 있어서 풍화 진행에 따라 사장석의 용

탈 및 용해작용에 의한 공극의 형성 결과로 판단된다. 일
반적으로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경향을 나타내는 CaO
는 연구지역에서 증가양상을 나타낸다(Fig. 9(g)). MgO 및 

P2O5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뚜렷한 변화양상을 나

타내지 않으며 분산된 경향을 나타낸다(Fig. 9(f), (j) 참조).

4.1.3 화학적풍화지수

한라산 조면암의 화학적 풍화정도를 정량적으로 기술

하기 위하여 조암광물 중 풍화에 대한 안정도가 높은 

성분과 이동성이 큰 성분을 이용하여 제안된 화학적풍

화지수(chemical weathering index)를 산정하여 Table 
3에 수록하였다. Na2O와 K2O는 이동성이 큰 성분이며, 
Al2O3는 풍화과정에서 안정한 성분이라는 개념에서 제

안된 지수인 ALK(Harnois and Moore, 1988)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높은 지수값을 가진다. 심한풍화(highly 
weathered, HW) 등급의 조면암에서 ALK는 1.076∼
1.209의 범위를 나타내고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

는 양상을 나타낸다(Fig. 10(a)). 일반적으로 CaO, Na2O, 
K2O는 쉽게 용탈되고 Al2O3는 풍화에 의해 모암에서 

이탈하여 풍화잔존물에 축적되기 때문에 풍화가 진전됨

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1차 

광물과 2차 변질광물의 비율을 반영하여 화학적 풍화정

도를 나타낼 수 있는 CIA(Nesbitt and Young, 1982)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높은 지수값을 가진다. 연구지역

에서의 CIA는 48.324∼50.723의 범위를 나타내고 풍

화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Fig. 10(b)). 
이러한 결과는 사장석의 변질에 따른 알칼리 원소(Ca, Na, 
K)의 용해 및 용탈을 지시하며, 지수값 범위가 크지 않

음을 고려할 때 미약한 화학적 풍화작용이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모든 화학적 조성원소에 대한 Al2O3, Fe2O3, 
TiO2, H2O+

의 비율로 표현 되는 CWI는 풍화가 진행됨

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연구지역에서는 15.672 
∼22.550의 범위를 보이고 선형적인 증가양상을 나타

낸다(Fig. 10(c)). 이러한 결과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화 및 수화작용의 결과 Fe2O3와 H2O+
의 함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규산질 변성암에 대한 공학적 

특성과 화학적 풍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Al2O3, SiO2, 
TiO2의 관계로부터 제안된 STI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

라 감소하며, 신선한 암석에 대한 지수값은 90 이상을 

나타낸다(Jayaverdena and Izawa,1994). 연구대상 암종

인 심한풍화단계의 조면암에서 STI는 83.10∼84.50의 범

위를 나타내며,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Fig. 10(d)). 암석의 sesquoxide contents (Al2O3, 
Fe2O3)의 함량을 반영하는 지수인 SOC는 풍화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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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tion of chemical weathering indices of Hallasan trachyte with weathering grade.

에 따라 증가양상을 나타낸다. 연구지역의 SOC는 0.198 
∼0.212의 범위를 나타내고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형

적인 증가양상을 나타낸다(Fig. 10(e)). 이러한 결과는 

연구지역 한라산조면암에 포함된 Fe 원소의 산화작용

을 통한 Fe2O3의 함량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알칼리금속과 산소와의 결합력을 가중치로 사용하

는 Wp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낸다(Parker, 1970). 연구대상 암종인 한라산조면암에서

는 98.40∼105.70의 범위를 나타내며 풍화에 따라 선형

적인 감소 경향을 나타낸다(Fig. 10(f)). 이러한 결과는 

장석의 풍화에 따른 알칼리원소 및 알칼리토류원소(Na, 
Ca, Mg, K)의 용해와 용탈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풍화에 대하여 이동이 용이한 양이온의 측정을 통하

여 암석의 풍화작용에 대한 민감성 정도를 표현한 WPI
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Parker 
1978). 연구지역에서 WPI는 3.383∼10.944의 범위를 

보이며 선형적인 감소경향을 나타낸다(Fig. 10 (g)). 이러

한 결과는 조면암을 구성하는 mobile cation의 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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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weathered trachytes and residual soil. a) highly weathered (HST-07, 10, 03, 11), b) 
completely weathered (HST-05), c) residual soil (HST-09).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Hallasan trachyte

Sampling Site Porosity
(%)

Absorption
rate
(%)

P–Wave
velocity
(m/sec)

S–Wave
velocity
(m/sec)

Dry Density
(g/cm3)

Saturated 
Density
(g/cm3)

UCS*
(MPa)

HST-07 13.731 6.252 2,293 1,595 2.196 2.334 43.824

HST-10 15.385 7.137 2,117 1,405 2.156 2.310 41.231

HST-03 16.413 8.014 2,307 1,568 2.106 2.275 34.698

HST-04 18.956 9.086 1,902 1,308 2.086 2.276 20.601

HST-02 18.963 9.141 2,283 1,565 2.077 2.266 25.708

HST-13 19.525 9.369 1,981 1,351 2.042 2.233 15.662

HST-11 19.819 9.851 2,367 1,596 2.007 2.205 25.461

HST-12 20.218 9.856 1,858 1,305 2.051 2.254 18.996

HST-06 27.050 14.727 1,858 1,295 1.837 2.107 10.514

*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광물의 용탈작용을 지시한다. LOI는 시료를 950℃로 30
분간 가열시 감소되는 양을 백분율로 표시한 지수로서 

시료에서 H2O+
의 양을 나타낸다. LOI는 풍화가 진행됨

에 따라 증가양상을 나타낸다. 연구지역에서의 LOI는 

풍화 진행에 따른 선형적인 증가양상을 나타낸다(Fig. 
10(h)). 풍화에 따른 장석의 변질을 지시하며, 이차적인 

변질광물의 형성 및 함량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4.1.4 X-선 회절분석

풍화진행에 따른 광물조성의 변화와 이차적으로 형성

된 변질광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

하였다. Highly weathered∼residual soil 등급의 한라

산조면암 시료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 

구성광물은 알칼리장석과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휘석 및 크리스토바라이트가 소량 포함되어 있다. 연구

지역의 한라산조면암은 풍화에 민감한 장석 반정과, 유
색광물인 휘석, 기질을 구성하는 알칼리장석이 다량 함

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학

적 풍화산물인 2차 변질광물과 점토광물은 형성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이러한 결과는 연구지역

에서 점토광물이 형성될 정도의 화학적풍화작용은 진행

되지 않았으나, 화학성분의 용탈과 용해에 의한 미약한 

화학적풍화작용이 발생된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4.2 역학적 특성분석

한라산조면암의 풍화진행에 따른 공학적 특성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밀도, 흡수율, 공극률, 탄성파속도(Vp, 
Vs),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Table 4 참조). 풍화

진행에 대한 공학적 특성변화양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시

료들의 상대적인 풍화도를 반영하는 공극률을 지시인자

로 사용하였다. 풍화진행에 대한 역학적 특성 변화 분석

은 공극률 측정이 가능한 심한풍화상태(highly weathered, 
HW) 시료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공극률(porosity)은 암

석입자 자체의 내부구조와 암석 내에 존재하는 불연속

면의 분포 특성 및 입자결합상태를 간접적으로 반영하

므로 공학적 풍화지수로 가장 신뢰성이 높다(김성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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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ariation of physical indices with respect to weathering.

1999). 한라산조면암의 공극률은 13.731∼27.050% (평
균 18.89%)의 범위를 나타내며,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형적인 증가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광물입자 간의 결합력이 약화되어 입자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며, 광물의 팽창에 의한 쐐기효과

에 의한 미세균열의 증가 및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한 

용해균열의 형성･확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건조밀도

(dry density)는 1.837∼2.218 g/cm3 (평균 2.085 g/cm3)
의 범위를 나타내며, 포화밀도는 2.107∼2.348 g/cm3 
(평균 2.289 g/cm3)의 범위를 나타낸다(Fig. 12(a), (b)).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형적인 감소경향을 나타내며, 이
러한 결과는 광물입자와 기질의 풍화에 따른 용탈작용

의 결과로 판단된다. 탄성파속도는 암석내부의 결함이

나 공학적 성질의 약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암석의 공

학적 풍화지수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연구지역 암석

의 P파 속도는 1,858∼2,307 m/sec (평균 2,104 m/sec)
의 범위를 나타내고, S파 속도는 1,291∼1,669 m/sec (평
균 1,450 m/sec)의 범위를 나타낸다(Fig. 12(c), (d)). 한

라산조면암의 탄성파속도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

형적인 감소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풍화가 진행됨에 따

라 미세균열 및 공극의 발달에 따른 암석내부의 결함에 

기인된 결과로 판단된다. 흡수율(absorption rate)은 5.892 
∼14.727% (평균 8.859%)의 범위에서 풍화가 진행됨

에 따라 선형적인 증가경향을 나타낸다(Fig. 12(e)). 흡
수율은 광물 입자간의 공극, 광물의 벽개면, 광물 내의 

미세균열 등에 의해 흡수되는 모든 수분의 함량을 측정

하여 산정되며, 암석의 공학적 성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

기 때문에 풍화정도와 좋은 상관성을 가진다. 일축압축

강도(uniaxial compressive strength)는 10.514∼45.512 
MPa (평균 27.258 MPa)의 범위를 나타내고, 풍화가 진

행됨에 따라 선형적인 감소경향을 나타낸다(Fig. 12(f)). 
풍화진행에 따른 강도의 저하는 입자의 경계를 따라 새

로운 광물이 형성되어 입자간의 결합력이 약화되고 장

석의 용해에 의한 미세균열의 형성, 광물의 벽개면을 따

라 새로운 광물이 형성되면서 미세균열이 발달하고 공

극이 증가되는 등의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풍화진행에 따른 한라산조면암의 역학적 특성변화298

Table 5. Variation of physical property with respect to freezing-thawing cycle

Freezing-
thawing cycle

Porosity
(%)

Dry Density
(g/cm3)

Saturated 
Density
(g/cm3)

P-wave 
velocity
(m/sec)

S-wave 
velocity
(m/sec)

Absorption 
Ratio
(%)

UCS
(MPa)

Sampling Site HST-10

0 15.385 2.156 2.311 2,067 1,449 7.137 41.231

10 15.465 2.155 2.310 1,969 1,360 7.175 37.611

20 15.473 2.154 2.309 1,891 1,249 7.182 38.526

30 15.491 2.153 2.308 1,815 1,181 7.149 38.492

40 15.536 2.150 2.302 1,786 1,030 7.212 29.460

50 15.875 2.148 2.301 1,648 909 7.558 25.439

Sampling Site HST-03

0 16.413 2.113 2.283 2,283 1,520 7.770 34.698

10 16.464 2.111 2.276 2,027 1,374 7.798 36.897

20 16.475 2.111 2.275 1,975 1,353 7.815 36.473

30 16.971 2.110 2.274 1,758 1,228 8.043 29.844

40 16.983 2.109 2.273 1,703 1,168 8.053 26.446

50 18.423 2.093 2.272 1,638 1,059 8.092 24.209

Sampling Site HST-13

0 19.525 2.027 2.222 1943 1,329 9.620 15.662

10 19.714 2.024 2.221 1623 1,133 9.725 14.564

20 19.873 2.022 2.220 1299 914 9.817 13.779

30 20.029 2.019 2.219 1065 747 9.905 5.797

40 20.036 2.014 2.213 1000 680 9.911 4.734

50 ND* ND ND ND ND ND ND

Sampling Site HST-11

0 19.819 2.001 2.199 2,343 1,572 9.905 25.461

10 19.997 1.998 2.198 2,157 1,478 10.008 20.550

20 20.108 1.996 2.197 2,107 1,425 10.075 13.626

30 20.146 1.995 2.197 1,986 1,337 10.099 22.297

40 20.192 1.993 2.193 1,918 1,246 10.105 20.361

50 20.265 1.911 2.193 1,660 1,096 10.170 18.463
* not determined

4.3 동결-융해시험

기계적풍화작용 진행에 대한 역학적 특성변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한라산조면암에 대하여 동결-융해 실

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Table 5에 수록하였다. 동결-융
해 시험 10 cycle 당 암석의 물리적 및 역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심한풍화등급(highly weathered)의 한라산

조면암의 동결-융해시험 이전의 초기 공극률은 15.385∼
19.819% (평균 17.786%)의 범위를 나타낸다. 동결-융해,
10 cycle 시에는 15.465∼19.997 (평균 17.910%),
20 cycle 시에는 15.473∼20.108% (평균 17.982%),

30 cycle 시에는 15.491∼20.146% (평균 18.159%),
40 cycle 시에는 15.536∼20.192% (평균 18.187%),
50 cycle 시에는 15.875∼20.265% (평균 18.188%)
로 선형적인 증가양상을 나타낸다(Fig. 13(a)). 건조밀

도는 동결-융해 시험 이전의 초기 측정치가 2.001∼2.156 
g/cm3 (평균 2.074 g/cm3)의 범위를 나타내고, 동결-융
해시험 50 cycle 실시 후 1.991∼2.148g/cm3 (평균 1.811 
g/cm3)의 범위를 나타내어 초기 측정치 기준 12.76%의 

감소 경향을 나타낸다(Fig. 13(b)). 포화밀도는 초기 측

정치가 2.199∼2.301 g/cm3 (평균 2.254 g/cm3)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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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ariation of physical index properties with freezing-thawing cycle. (a) Porosity, (b) Dry density, (c) Saturated density,
(d) P-wave velocity, (e) S-wave velocity, (f) Absorption rate, (g) U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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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4. Variation of box fractal dimension (DB) of Hallasan trachyte with respect to the freezing-thawing cycle. 

Table 6. Variation of box fractal of Hallasan trachyte with 
freeze-thawing cycle

 Box fractal (DB)

Cycle HST-10 HST-03 HST-13 HST-11

0 0.995 0.999 1.180 1.010 

10 1.070 1.080 1.230 1.090 

20 1.196 1.179 1.282 1.152 

30 1.264 1.203 1.330 1.233 

40 1.313 1.248 1.368 1.258 

50 1.320 1.257 1.375 1.274 

를 나타내고, 동결-융해시험 50 cycle 실시 후 2.193∼
2.301 g/cm3 (평균 2.244 g/cm3)의 범위를 나타내어 약 

0.5% 감소하였다(Fig. 13(c)). 동결-융해시험에 따른 밀

도의 변화양상은 광물입자와 기질의 풍화에 따른 용탈

작용의 결과로 판단된다. P-파 속도는 동결-융해 시험 

초기 측정치가 1943∼2343 m/sec (평균 2159 m/sec)
의 범위를 나타내고, 동결-융해시험 50 cycle 실시 후 

1000∼1660 m/sec(평균 1,486m/sec)로 약 42%의 감소

율을 가진다(Fig. 13(d)). S-파 속도는 1329∼1572 m/sec 
(평균 1,468 m/sec)의 범위를 나타내고, 50 cycle의 동결

-융해시험 실시 후 909∼1096 m/sec(평균 1,021 m/sec)
로 약 39%의 뚜렷한 감소경향을 나타낸다(Fig. 13(e)). 
이와 같은 현상은 동결-융해 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암

석내부에 미세균열 및 공극이 발달함에 따른 결과로 판

단된다. 흡수율은 초기에 7.137∼9.905% (평균 8.608%)
의 범위를 나타내고, 동결-융해시험 50 cycle 실시 후에

는 평균 8.933%로 3.7%의 증가 양상을 나타낸다(Fig. 
13(f)). 동결–융해의 풍화미케니즘을 가질 것으로 판단

되는 연구지역에서 동결-융해에 의해 야기되는 내부유

체 압력은 균열의 성장을 야기하는데 유효하며(Pollard 
and Aydin, 1988), 흡수율 증가는 균열면의 확장과 미

세균열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고찰된다. 풍화에 심

하게 훼손된 한라산조면암에 대한 동결-융해 시험 이전의 

초기 일축압축강도는 15.662∼41.231 MPa (평균 29.263 
MPa)의 범위를 나타내고,

10 cycle 후 14.564∼37.611 MPa (평균 27.406 MPa),
20 cycle 후 13.626∼38.526 MPa (평균 25.606 MPa),
30 cycle 후 5.797∼38.492 MPa (평균 24.108 MPa),
40 cycle 후 4.734∼26.446 MPa (평균 20.250 MPa),
50 cycle 후 4.734∼25.439 MPa (평균 18.211 MPa)
로 선형적인 감소양상을 나타낸다. 50 cycle 동결-융해 

시험 후 측정된 일축압축강도는 초기 측정치에 비해 약 

54% 감소되었다(Fig. 13 (g)).
한라산조면암의 slab 시험편을 제작하여 풍화진행에 

따른 균열생성 및 균열전파양상을 관찰하였다. 동결-융
해 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균열면

과 새로운 균열면의 형성이 관찰된다. 미세균열의 빈도수

와 크기를 고려할 수 있는 박스프랙탈차원(DB)의 결과

도 선형적인 증가경향을 나타낸다(Table 6, Fig. 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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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reation and propagation of microcracks of Hallasan trachyte with freezing-thawing cycle.

반적으로 균열면의 평균밀도와 길이가 클수록 DB값은 

증가하며, 미세균열의 발달에 따른 공극의 증가에 의하

여 암석의 역학적 강도특성은 감소한다(Tuğrul, 2004). 
연구지역의 DB 값은 점진적인 증가양상을 나타내어 풍

화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다수의 미세균열면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연구지역의 기후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 동

결-융해에 의한 기계적풍화작용은 광물입자간의 결합

력을 약화시켜 입자 경계의 확장을 유발하고, 미세균열 

및 공극을 발달시켜 연구지역 암반의 공학적・역학적 

특성 저하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풍화진

행에 의한 공극률 저하 양상을 고려할 때 한라산 조면

암의 풍화진행에 의한 훼손은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

된다.
동결-융해시험을 통한 박스프랙탈차원(DB), 일축압

축강도 및 공극률 결과를 고려하여 한라산조면암의 공

학적 특성에 대한 한계치를 추정하였다. 인공풍화시험 

과정에서 동결-융해 50 cycle 진행 후 박스프랙탈차원

(DB)은 0.3 증가하였고, 일축압축강도는 약 15 MPa 감
소하였으며, 공극률은 약 0.6% 증가하였다. 국제암반

역학회(ISRM, 1981)에서는 암반의 최소 일축압축강도

가 1.0 MPa로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HST-13 시
험편은 동결-융해 43 cycle 실시 중 미세균열의 발달에 

의하여 암석 본연의 성질을 상실하고 균열면을 따른 파

괴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측정된 일축압축강도는 4.7 
MPa이다. 미세균열의 발달에 따른 박스프랙탈 차원의 

한계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일축압축강도 - DB 관계를 

Fig. 16에 도시하였다. 일축압축강도의 변화율이 급격

히 변화하는 동결-융해 30 cycle 이상의 자료를 이용하

여 추정된 한라산조면암의 DB 한계치는 약 1.5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균열발달에 따른 공극률의 한계치

를 분석하기 위하여 DB에 대한 공극률 변화를 Fig. 17
에 도시하였다. 동결-융해 30 cycle 이상의 자료를 고

려할 때 일축압축강도 한계에 해당하는 DB = 1.5 영역

에서의 공극률은 약 17~20.5% 범위를 나타내며, 2차
원 평면의 최대 한계치인 DB = 2.0 영역에서의 공극률

은 HST-03 경우를 제외하고는 20.3~21.4% 범위에 수

렴되었다.



풍화진행에 따른 한라산조면암의 역학적 특성변화302

Fig. 16. Variation of UCS with respect to DB. Fig. 17. Variation of DB with respect to porosity.

5. 결 론

한라산 백록담 일대에 대한 한라산조면암의 풍화특성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풍화단계에 따른 광물조성 변화

와 주원소성분의 함량 변화를 정략적으로 분석하기 위

하여 광물암석학적 및 화학적 특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역학적 특성실험을 통하여 풍화등급에 따른 한라산조

면암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동결-융해시험을 

수행하여 풍화진행에 대한 역학적 특성 변화 양상을 고

찰하였다. 광물암석학적인 분석결과 2차 변질광물 및 점

토광물이 형성될 정도의 화학적 풍화작용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화학성분의 용해 및 용탈에 의한 미약한 화학

적 풍화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결-융해에 

의한 인공풍화실험을 통하여 균열발현 양상과 역학적 

특성변화 관찰결과 기계적 풍화작용은 미세균열을 발달

시켜 공극률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암반의 공학적･
역학적 특성 저하를 유발시킨다. 추가적인 풍화진행에 

의한 공극률 저하 양상을 고려할 때 박스프랙탈차원 DB 
= 1.5가 한라산조면암의 한계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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