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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가속실험을 통한 독도 암체의 풍화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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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Weathering Characteristics of Rocks in Dokdo by Accelerated 
Weathering Test

SONG Won-Kyong, WOO Ik and KIM Bok-Chul

Abstract Accelerated weathering tests was executed to underst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rocks in Dokdo. 
For the tests rock samples including trachytic andestes, andesite dyke and ash tuff were taken in place. Double 
soxhlet extractor and peristatic pump were used for accelerating the weathering processes. After the tests for 4 
months, the variations of superficial structure, microscopic structure and strength of rock samples wer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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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독도를 구성하고 있는 암반의 풍화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공 풍화가속 실험을 수행하였다. 풍화가속 

실험에는 독도 서도에서 채취한 조면안산암 I, 조면안산암 II, 관입조면암, 응회암의 시료에 대하여 뜨거운 증류

수를 용매로 사용하는 이중 Soxhlet 추출장치와 상온의 증류수와 해수를 용매로 사용하는 Peristatic 펌프를 이용

하였다. 4 개월간의 실내인공풍화 가속실험을 실시한 후 외관상의 변화, 박편 관찰 그리고 강도의 변화 분석 

등을 통하여 독도 암체의 풍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핵심어 독도, 풍화, 풍화가속실험, 이중 Soxhlet 추출장치, Peristatic 펌프

1. 서 론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동단에 위치한 2개의 화산섬

으로 구성된 도서이다. 독도의 지질 및 형성 과정에 대

해서 여러 연구(김규한, 2000, 김윤구 외, 1987, 손영관 

외, 1994, 송용선 외, 2006)가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독도에 대한 국제 분쟁 및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좀 더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확대되어 생태

학적, 환경적, 자원적 측면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진행되

고 있는 추세이다. 지질학적으로 독도는 350만년전 ~ 
200만년전 열점해저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해저화산의 

일부분이다(김규한, 2000, 손영관 외, 1994, 송용선 외, 
2006). 여러 차례의 분출로 인하여 독도는 다양한 화산

암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Sohn and Park(1994)은 

독도의 구성 암체를 조면암, 조면안산암 I, 조면안산암 

II, 조면안산암 III, 응회암, 집괴암 등으로 구분하였다.
독도를 구성하는 암체는 생성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해수와 강우, 바람 등에 의한 침식과 풍화를 끊임없이 

받음으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가파른 암석 사면과 sea 
stack, sea arch 등의 지형을 띄게 되었다. 특히, 육상과

는 달리 해상에서는 육상의 풍화조건 이외에도 해수에 

의하여 구성암반의 침식과 풍화가 가속되어 사면파괴 

등 공학적인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 풍화가속 실험을 통하여 독도를 구성하고 

있는 암반의 풍화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독도 지반의 장

기적인 안정성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화학적 풍화 진행에 따른 

암석의 물리·역학적 특성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자연현

상과의 상관성을 유추하여 독도 지역의 지질특성이 고

려된 풍화특성을 학술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독도를 구성하는 2개 섬인 동도와 서도

중에서 서도를 구성하는 암체의 지질에 따라 각 암종별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에서 풍화가속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장치로는 이중 Soxhlet 추출장치와 Peristatic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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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암석 시료의 그룹별 물성

Sample
건조시료 탄성파 속도

(m,/sec)
포화시료 탄성파 속도

(m/sec) 공극률

(%)
P파 S파 P파 S파 

조면안산암 I 3200-3600 2800-3100 3900-4200 3200-3400 2.27-3.84

조면안산암 II 2900-3000 2500-2700 3500-3900 2700-3000 2.78-4.72

응회암 2200-2300 1700-2000 1700-2000 1300-1600 21-25

관입 조면암 4400-4600 3300-4000 5200-5600 3500-4100 0.3-0.4

그림 1. 서도 지역 시료 채취 위치 및 암석 종류

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화산섬인 독도의 특성상 

해수가 서도 구성암체에 미치는 화학적 풍화 정도를 살

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육상에서의 화학적 풍화 특성과 

비교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시료 채취

서도 지역의 암석 시료는 총 2차에 걸쳐 채취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조사시에 채취한 시료

는 신선한 조면안산암 I과 풍화된 조면안산암 II, 그리

고 관입 조면암 및 응회암 등 총 3 종류의 암석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다. 조면안산암 II는 노두에서의 시료 

채취가 어려워 하부에 떨어진 전석을 수거하여 사용하

였기 때문에, 그림 1에 나타난 조면안산암 II의 시료채

취위치가 원래 분포지역이 아니라 하부에 표시되어 있

다. 2차 조사 시에는 층상라필리응회암과 응회암, 조면

안산암 I 및 조면안산암 II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

한 시료에 대하여 지름이 40 mm, 길이가 80 mm인 원

통형 시료로 성형한 후 각 시료의 물성을 측정한 후, 화
학적 인공 풍화실험을 실시하였다.

2.2 시료 분석

독도의 경사가 급한 지형 특성으로 풍화를 받은 풍화

암이나 풍화잔류토는 독도 구성암체에 잔류를 하지 못

하고 침식 작용에 쉽게 노출되어 현재 독도 특히 서도

를 구성하고 있는 암체는 대체적으로 풍화를 적게 받은 

신선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채취한 

암석 시료 대부분은 풍화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상

태가 대부분으로 총 4개의 암종에 대하여 4개의 그룹으

로 나누어 시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Lee and De Freitas(1989) 및 IAEG(1979) 풍화 

등급에 따라 암종별로 분류하였다. 조면안산암은 약간 

풍화(SW)의 풍화 등급으로 구분되고, 조면안산암 II는 

약간 풍화에서 보통 풍화(SW∼MW) 사이의 풍화 등급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응회암은 보통 풍화와 심한 풍

화 사이(MW∼HW)로 관입 조면암은 신선한(F) 풍화 등

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내에서 성형된 암석 시료에 

대하여 건조 및 포화 탄성파 속도와 공극률과 같은 암

석 시료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큰 오차범위를 벗어

나는 시료를 제외한 시료들의 물성값을 표 1에 나타내

었다.
조면안산암 I은 공극률이 2.7∼3.8% 사이의 시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조 P파 속도는 3200∼3600 m/sec
로 약간 풍화의 풍화 등급에 해당된다. 조면안산암 II의 

공극률은 2.78∼4.7 %의 범위에 속하며 건조 P파 속도

는 2900∼3000 m/sec로 약간 풍화∼보통 풍화(SW∼
MW)의 풍화 등급에 속한다(Kim and Hong, 1990, Lumb, 
1983).

관입 조면암은 대체적으로 치밀한 구조를 보이며 공

극률이 0.3∼0.4 %의 아주 낮은 범위에 속하고 건조 탄

성파 속도도 4400∼4600 m/sec로 신선한 풍화 등급(F)
에 속한다.

화산재응회암은 공극률이 21∼25%로 타 암석보다 높

은 공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Goodman(1989)이 측정

한 응회암의 공극률 범위에 속한다. 건조시료의 P파 속

도는 2200∼2300 m/sec의 범위로 높은 공극률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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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중 soxhlet 추출 장치 (b)Peristatic 펌프

그림 2. 풍화가속 실험장치

하면 높은 값을 지니지만, 탄성파 분류기준에서는 심한 

풍화에 속하는 낮은 값을 지니고 있어 역학적인 물성 

또한 아주 작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러한 응회암의 

물성값은 김창렬 외(2008)가 측정한 공극률 및 탄성파 

속도와 유사한 범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응회암은 보

통 풍화에서 심한 풍화(MW∼HW)로 구분할 수 있다.

2.3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장치는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두 종류로서, 뜨거운 증류수를 주기적으로 암

석 시료가 있는 시험관에 공급해주어 용탈작용(leaching)
을 발생시키는 이중 soxhlet 추출장치와 증류수와 해수를 

이용한 용탈실험(leaching test)을 가능케 하는 Peristatic 
펌프이다.

이중 soxhlet 추출장치의 각각의 시험관과 Peristatic 
펌프의 각 column에 서도에서 채취한 동일한 암종과 

풍화 등급으로 선별된 2개의 시료를 넣어 인공적인 풍

화 가속 실험을 실시하였다.

2.3.1 이중 soxhlet 추출 장치(Double Soxhlet Extractor)에 
의한 실험

이중 soxhlet 추출 장치(Double soxhlet extractor)는 

약 70°C 정도의 증류수(pH 7)를 용매로 사용하여 암석

시료에 대한 용탈실험을 수행한다. 풍화 등급별로 구분

된 암석시료는 하부 시험관에 위치하여 90분의 주기로 

지속적으로 용매에 노출되어 인공적인 화학적 풍화(가
수 분해, 수화 작용, 산화ㆍ환원 작용)가 시험관 내에서 

유발된다. 일일 인공 강우량은 2,880 mm/day로써 국내 

연강우량의 2배에 해당하며, 용매의 온도는 연평균온도

인 약 14°C보다 5배 높은 온도가 시험관 내의 시험 조

건으로 부여되었다. 자연상태에서의 암석의 풍화 시간

은 기후조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

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관내의 인공적인 기후조건과 암

석의 풍화 시간과의 관계를 선형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암석시료의 용탈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하

부 플라스크에는 암석에서 용해된 이온들이 축적되면

서 용매의 색상이 혼탁해지고, 침전물이 생성된다. 본 

인공적인 화학풍화실험은 암종별 풍화등급별 암석시료

에 대하여 대략 총 120일 동안 실시하였다. 실험 기간 

동안 하부 플라스크의 용매에 대하여 pH를 측정하였으

며, 암석시료를 30일에 한 번씩 이중 soxhlet 추출 장치

에서 제거하여 탄성파 및 공극률을 측정하여 물리적 특

성의 변화 추이를 관찰하였다.

2.3.2 Peristatic 펌프에 의한 용탈실험

본 실험 장치는 이중 soxhlet 추출장치와는 달리 뜨거

운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상온의 용매를 사용하지만 여

러 종류의 용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용매의 흐름 속도

를 조절할 수 있다. 본 실험은 증류수와 해수에 의한 암

석의 풍화반응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자연적인 풍화시간과의 상관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것

은 아니다. 우선 실험을 실시하기위하여 아크릴 재질의 

칼럼을 암석 시료 2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름 45 mm 
-높이 200 mm의 column 8개를 제작하였다(그림 3).

본 실험에서는 용매의 속도를 8 ml/min로 조정하여 

4개의 column에 대해서는 3차 증류수를 이용한 용탈실

험을, 나머지 4개의 column은 해수를 이용한 용탈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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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면안산암 I (b) 조면안산암 II

(c) 관입조면암 (d) 응회암

그림 4. 이중soxhlet추출장치에 의한 풍화실험 후의 시료 옆면과 절단후의 상부 사진

그림 3. Peristatic 펌프에 의한 용탈실험을 위해 제작된 column

을 실시하였다. 실험 동안 용탈된 용매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용탈된 이온들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실

험 종료 후에는 증류수와 해수에 의한 화학적 풍화에 

의하여 물리적-역학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3. 실험 결과

3.1 외관상의 변화

3.1.1 이중 soxhlet 추출장치에 의한 화학 풍화실험

암석시료 대부분은 시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붉은색으

로 변색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뜨거운 증류수에 의하여 

화산암에 포함된 산화광물들의 산화에 의한 결과인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4에서 응회암을 제외한 시료

들의 절단된 상부면 사진을 보면 외부 표면에 풍화의 

침투 흔적을 볼 수 있다. 즉, 일부 광물들이 붉은 색으

로 산화된 흔적을 볼 수 있으며, 그 풍화 침투 심도는 

상대적으로 공극률이 높은 조면안산암 II가 조면안산암 

I 이나 관입조면암보다 깊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응

회암은 뜨거운 증류수에 의한 용탈작용으로 산화와 동

시에 외부 표면의 침식이 발생하여 표면이 불규칙한 형

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야외에서 관찰된 침식에 취약

한 응회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3.1.2 Peristatic 펌프에 의한 용탈실험

이중 soxhlet 추출장치에 의한 풍화실험과 비교하여 

보면, 증류수와 해수에 의한 peristatic 펌프의 용탈작용

에 의해서 시료 외관상 나타나는 변색은 아주 미미한 것

으로 관찰되고 있다(그림 5). 그러나 증류수에 의한 풍

화와 해수에 의한 풍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

로 변색의 정도는 해수에 의한 풍화가 좀 더 많이 발생

한 것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증류수보다는 해수에 의한 

풍화에 의하여 조성 광물의 산화가 좀 더 활발히 이루

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박편 분석

3.2.1 이중 soxhlet 추출 장치에 의한 풍화실험 종료 후

풍화실험을 거친 암석 시료의 상단부분을 절단한 후 

시료의 외곽 표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박편을 제작하였

다. 이는 풍화가 외부 표면에서 시료의 심부로 침투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중 soxhlet 
추출장치로 풍화실험을 한 시료들의 박편을 관찰한 결

과 안산암질조면암 I과 II는 발달된 공극을 따라 조성 

광물들이 산화 및 가수분해에 의한 풍화가 발생한 것이 

관찰된다(그림 6.a, 6.b). 관입조면암은 대체적으로 치

밀한 조직으로 인하여 표면에만 아주 얇은 풍화막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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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류수 풍화 후의 조면안산암 I (b) 해수 풍화 후의 조면안산암 I

(c) 증류수 풍화 후의 조면안산암 II (d) 해수 풍화 후의 조면안산암 II

(e) 증류수 풍화 후의 응회암 (f) 해수 풍화 후의 응회암

(g) 증류수 풍화 후의 관입조면암 (h) 해수 풍화 후의 관입조면암

그림 5. Peristatic 펌프에 의한 풍화 실험 후의 시료 사진

성함을 볼 수 있다(그림 6.c). 응회암은 공극률이 25% 
정도의 느슨한 조직을 가지기에 공극을 통하여 용매가 

침투하여 광물의 산화 및 용매의 영향에 의하여 입자들

이 더욱 느슨해져 공극이 발생 혹은 연장된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그림 6.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장석의 표면부

가 풍화에 영향을 받아 변질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2.2 Peristatic 펌프에 의한 용탈실험 종료 후

용탈실험 이후 상부 절단면에 대하여 박편을 제작하

여 풍화 실험동안의 풍화 침투 정도에 대하여 관찰하였

다. 외관상의 변화와 더불어 박편관찰에서도 증류수에 

의한 풍화보다 해수에 의한 풍화가 암석 시료에 풍화 

심도가 좀 더 깊이 침투한 것을 볼 수 있다. 조면안산암 

I의 경우(그림 7. a, 7.b), 증류수에 의한 풍화는 표면에 

약간의 풍화 흔적이 관찰되나 그 심도가 깊지 않지만, 
해수에 의한 풍화를 받은 시료는 풍화심도가 상대적으

로 깊게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해수는 pH가 약 

8.5로 여러 가지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원소

들은 암석과 반응하여 염결정을 암석의 공극에 성장시

켜 물리적 풍화를 가속시켜 해수와 접하는 파식대에 발

달하는 타포니 구조와 같은 풍화 지형을 만든다. 본 실

험에서는 단기간의 풍화실험으로 염결정 성장과 같은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화학적으로 다양한 성분을 

지닌 해수가 증류수에 비하여 그 반응 정도가 더 활발

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증류수보다는 더 많은 흔적이 

관찰된다고 사료된다.
조면안산암 II는 원 암석 자체의 풍화가 이미 진행된 

상태이기에 풍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으며 풍화심도 또한 해수와 증류수가 크게 차

이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7.c, 7.d).
관입조면암맥은 해수에 의한 풍화가 증류수에 의한 

풍화보다 외부 표면에 풍화의 흔적이 좀 더 뚜렷이 나

타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7.e, 7.f). 응회암의 경우(그
림 7.i, 7.j), 외부 표면 사진에서도 보듯이 풍화와 침식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외부에 풍화된 표면의 흔

적을 관찰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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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면안산암 I (b) 조면안산암 II

(c) 관입조면암 (d) 응회암

그림 6. 이중 soxhlet 추출장치에 의한 풍화 실험 종료 후 시료의 박편사진

박편 관찰에서는 상대적으로 치밀한 구조의 암석에서 

풍화의 흔적이 해수에서 보다 많이 관찰되고 있었으며, 
공극이 많은 풍화가 이미 진행된 암석에서는 풍화 심도

가 증류수와 해수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3 역학적 특성 변화

암석의 역학적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암석 시

료의 일축압축강도(ISRM 1979)와 암석 시료 표면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풍화 실험 전후의 일축압축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풍화 실험이 종료된 후의 암석 시료의 

일축압축강도와 동일 그룹에서 풍화 실험을 하지 않은 

암석 시료의 일축압축 강도를 측정하여 서로 비교하였

다. 그런데, 일축압축강도는 암석 내부에 내재된 미세 

절리나 암석 시료의 편평도 정도에 따라 큰 편차를 보

여줄 수 있기 때문에 풍화전후의 일축압축강도를 비교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

축강도의 편차로 인하여 본 실험에서는 일축압축강도

의 변화율을 고려할 때, 10% 내외의 변화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초기 암석의 

물리적 물성 - 즉, 탄성파 및 공극률이 유사한 시료를 

동일 실험군으로 분류한 후, 풍화실험군과 풍화실험 비

실험군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 종료 후에는 

동일 실험군의 시료의 일축압축강도를 비교하여 시료

의 불균질성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일부 암석 시료의 일축강도가 동일 그룹내에서 

큰 편차를 보일 때에는 그 강도 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용하여 평균 강도 값을 구하였다. 특히, 풍화실험을 

거치지 않은 조면암맥의 강도는 단지 2개의 시료에 대

하여 측정하여 구하였으나, 그 편차가 아주 심하여 풍

화전후의 강도 값을 구하기 어려웠다. 증류수를 이용한 

풍화실험 후의 강도는 240MPa 내외로 풍화전 평균 강

도인 180 MPa 보다 오히려 큰 값을 지닌다. 이는 풍화

전의 강도 값이 각기 230 MPa과 160 MPa 정도의 값

을 지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압축강도의 상한 값과 비

교하여 그 변화율을 산출하였으며, 반대로 해수를 이용한 
풍화실험을 한 조면암맥의 강도 값은 100 MPa, 70 MPa
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는 하한 값과 비교함

으로써 압축강도의 편차에서 오는 오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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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면안산암 I의 증류수 풍화 후 (b) 해수 풍화 실험 후

(c) 조면안산암 II의 증류수 풍화 후 (d) 해수 풍화 실험 후

(e) 조면암맥의 증류수 풍화 후 (f) 해수 풍화 실험 후

(i) 응회암의 증류수 풍화 후 (j) 해수 풍화 실험 후

그림 7. Peristatic 펌프에 의한 용탈실험 후 암석시료 박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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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풍화실험에 의한 일축압축강도의 변화율

암종

원암의

일축압축

강도(MPa)

Double Soxhlet Extractor
Peristatic 펌프

증류수 해수

변화량

(MPa)
변화율

(%)
변화량

(MPa)
변화율

(%)
변화량

(MPa)
변화율

(%)

조면안산암 I 66 ▼15 -23.0% ▼22 -33.4% △5  7.8%

조면안산암 II 48 ▼25 -8.8% △7  10.6% ▼4 -7.4%

응회암 17 ▼10 -61.7% ▼8 -50.1% ▼10 -59.5%

관입조면암 192 ▼48 -24.8% △45  7.5% ▼108 -35.0%

그림 8. 이중 soxhlet 추출장치에 의한 풍화 실험 전후의 일

축압축강도와 Equotip 경도

표 2와 그림 8은 풍화실험 후 일축압축강도 변화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해수에 의한 변화율이 

대체적으로 증류수에 의한 변화율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응회암은 이중 soxhlet 추출장치와 

peristatic 펌프에 의한 실험 후의 강도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응회암이 풍화와 침식에 민감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soxhlet 추출장치에 의

한 풍화에 의한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신선한 조면안산

암 I의 강도가 풍화실험후 풍화가 진행된 조면안산암 II
보다 강도의 저하율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일축압축강도와 더불어 암석표면의 경도를 Equotip 

경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Aoki and Matsukura, 
2007). 표면 강도를 측정하는데는 일반적으로 Schmidt 
해머를 사용하지만 슈미트 해머는 타격 면적이 크고 타

격 에너지도 커서 암석시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더욱이 슈미트 해머는 표면의 강도보다는 표면 내

부의 강도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아 정확한 표면 강

도 값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Equotip 경도계는 슈

미트 해머보다 타격 면적과 에너지(슈미트 해머의 1/66)
가 아주 작기 때문에 표면의 경도를 측정하기에 적당한 

기구이다. 풍화실험을 거친 암석 시료의 표면 경도는 

암석의 강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풍화로 인한 경도

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면경도는 구성광물의 풍

화에 의해 좌우되는 값으로 본 실험에서는 풍화의 영향

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Equotip 경도계를 사용하여 풍화실험 전후의 표면 경

도를 측정하여 경도의 변화율을 구한 결과를 표 3과 그

림 9에 나타내었다. 경도의 변화 또한 응회암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됨을 볼 수 있으며 증류수보다는 해수에서 

보다 많은 경도의 감소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전반

적으로 경도의 변화는 해수에 의한 풍화가 증류수에 의

한 풍화보다 더 많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상기

의 강도의 변화, 박편 및 외관상의 변화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해수에 포함된 다양한 원소들과 암석 구성 광물

들간의 반응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암종별로는 응

회암, 조면안산암 II, 조면안산암 I, 관입조면암 순으로 

경도 변화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4. 결 론

1. 이중 soxhlet 장치에 의한 인공풍화실험 후 시료의 

외관은 붉은 색으로 변색되어 암석을 조성하고 있는 

광물들의 산화가 화학적 풍화로 이루어졌다. Peristatic 
펌프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큰 외관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해수에 의한 풍화가 증류수에 의한 풍화보

다 미약한 변색이 발생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박편을 이용하여 풍화의 침투 심도를 관찰한 결과, 공

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회암과 조면안산암은 전

반적으로 풍화에 의한 산화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공

극률이 낮고 상대적으로 치밀한 구조를 지닌 관입조

면암의 경우에는 외부에 얇은 풍화막이 형성되었다. 
또한, 해수에 의한 풍화가 증류수에 의한 풍화보다 

심도가 좀 더 깊게 나타났다.
3. 해수에 의한 강도 저하율이 증류수에 의한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의 저하율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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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eristatic 펌프를 이용한 증류수 및 해수 풍화 실험 

전후의 일축압축강도와 Equotip 경도

표 3. 풍화실험에 의한 Equotip 경도의 변화율

암종

풍화실험이전의 표면경도 Double Soxhlet Extractor Peristatic 펌프

soxhlet 증류수 해수 변화량
변화율

(%)

증류수 해수

변화량
변화율

(%) 변화량
변화율

(%)

조면안산암 I 661
683

474
617

641
597

▼137
▼157

-20.7
-23.0

▼53
▼73

-11.2
-11.8

▼80
▼70

-12.5
-11.7

조면안산암 II 584
413

550
457

512
427

▼216
▼120

-37
-29

▼138
▼16

-25.1
-3.5

▼101
▼111

-19.7
-25.9

응회암
206
198

193
174

161
191

▼53
▼63

-25.7
-31.8

▼53
▼43

-27.5
-24.7

▼72
▼65

-44.7
-34.0

관입조면암
820
788

679
705

841
747

▼400
▼79

-48.8
-10.0

▼32
▼40

-4.7
-5.6

▼226
▼52

-26.9
 -7.0

해수에 의한 것이 증류수에 의한 것보다 크게 나타

나났다. 특히 응회암은 풍화와 침식에 아주 약한 특

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바다와 

접하고 있는 암석이 상대적으로 풍화와 침식에 민감

하며 이는 곧 해안 지형의 변화가 육상보다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해수는 다양한 원소를 포함한 pH=8.4의 약염기성으

로 포함된 원소들과 암석 조성광물간의 반응은 증류

수보다 활발하여 암석에 미치는 풍화 현상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반응 기작

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화학분석 등과 같은 일련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독도 하부 구성 암체는 일반적으로 상부보다 파도에 

의한 해식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다. 본 실험의 결과로 독도 하부 구성암체는 이러한 

해식작용과 더불어 해수에 의한 풍화가 더욱 가속되

어 상부의 구성암체보다 빠른 침식 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4 개월간의 실내인공풍화실험을 통하

여 암종에 따라서 해수 및 증류수에 의한 풍화 특성

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풍화는 아주 긴 시간동안 이

루어지는 자연현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실험으로 

시간에 따른 풍화의 영향을 구현하기에는 충분치 못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장기적인 실험을 통

하여 보다 정량적인 시간에 따른 풍화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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