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1

TUNNEL & UNDERGROUND SPACE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22, No. 5, 2012, pp. 321-329
http://dx.doi.org/10.7474/TUS.2012.22.5.321

ISSN: 1225-1275(Print)  

ISSN: 2287-1748(Online) 

Received: Aug. 27, 2012
Revised: Sep. 18, 2012
Accepted: Sep. 18, 2012
*Corresponding Author: Seong-Seung Kang
Tel) +82622307112, Fax) +82622332110
E-Mail) kangss@chosun.ac.kr
Chosun University, Seoseok-dong, Dong-gu, Gwangju, 501-759 
Rep. of Korea

미생물에 의한 티탄철석의 물리적 특성 변화

박영호, 강대완, 강성승*

Changes on Physical Property of Ilmenite due to Microorganism
Young-Ho Park, Dae Wan Kang, Seong-Seung Kang*

Abstract Laboratory tests for measuring absorption, porosity, P-wave velocity and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UCS) were performed to examine weathering characteristics of ilmenite by microorganism. Physical property changes 
were quantitatively estimated with comparing culture period on the condition of abiotic oxidation without microorganism 
and biooxidation with microorganism. As a result, the measured pH during 45 days was distributed in the range 
from 3.82 to 4.26, on the other hand, biooxidation showed the range from 2.20 to 2.57. The measured absorption 
according to microorganism and culture period represented 0.052% at final stage in the case of abiotic oxidation 
and 0.073% in the case of biooxidation. Porosity showed 0.206% at final stage in the case of abiotic oxidation 
and 0.281% in the case of biooxidation. In general, the values by biooxidation showed higher than that by abiotic 
oxidation. Change range of P-wave velocity with culture period showed that the measured value as 1410 m/s at 
final stage in the case of biooxidation was lower than 1886 m/s of that in the case of abiotic oxidation. The UCS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culture period in all specimens and represented 241.1 MPa at final stage in the case 
of abiotic oxidation and 140.0 MPa in the case of bioxidation. In conclusion, it implies that influence of physical 
property on ilmenite by biooxidation related with microorganism was larger than that by abiotic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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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미생물의 유무에 따른 티탄철석의 물성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극률, 흡수율, 종파속도 및 일축압축강

도(UCS) 등의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물리적 성질 변화는 미생물을 배양하지 않은 무기적 산화와 미생물을 

배양한 생물학적 산화의 조건에서 배양기간에 따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배양기간 45일까지 측정된 

pH는 무기적 산화의 경우 3.82-4.26 범위에 분포하는 반면, 생물학적 산화에 의한 pH 값은 2.20-2.57 범위 내에서 

분포를 보였다. 미생물 유무와 배양기간에 따라 측정된 흡수율의 경우 무기적 산화는 최종단계에서 0.052%, 
생물학적 산화는 0.073%로 나타났다. 공극률의 경우 무기적 산화는 최종단계에서 0.206%, 생물학적 산화는 

0.281%를 보였다.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산화는 무기적 산화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종파속도는 

배양기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초기 평균값에 비해 낮은 속도 분포를 보였으며, 무기적 산화는 최종단계에

서 1886 m/s로, 생물학적 산화는 최종단계에서 1410 m/s로 나타났다. 일축압축강도는 배양기간 따라 모든 시험편

에서 감소를 보이며, 무기적 산화의 경우 최종단계에서 241.4 MPa로, 생물학적 산화의 경우 140.0 MPa로 나타났

다. 결론적으로 배양기간에 따른 티탄철석의 물리적 특성 변화는 미생물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의미

한다.

핵심어 미생물, 물성변화, 티탄철석, 무기적 산화, 생물학적 산화

1. 서 론

풍화는 작용 메커니즘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

적 풍화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암석의 공학적 성질

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물리적 풍화

작용은 온도변화, 물, 염류의 결정화 등에 의하여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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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and sampling location

이 서서히 쪼개어져 파쇄되는 현상이며, 화학적 풍화작

용은 화학성분, 공기, 물 등이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암

석의 색 변화, 조암광물의 변질, 화학적 분해와 같은 현

상이 발생하는 것이며, 생물학적 풍화작용은 미생물에 

의한 산화나 지의류 등에 의한 광물 변질 등이 발생하

는 현상을 나타낸다. 더군다나 이들 풍화작용은 개별적

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예가 많다. 
또한, 암석에 풍화가 발생하면 암반을 구성하는 암석의 

강도가 저하되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구조물 전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암석의 저하 원인으

로서의 풍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암석의 풍화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변색, 변질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성적으로 풍화등

급을 추정하는 정통적인 방법이 이용되어오고 있다. 그
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실내 및 현장 

시험을 함으로써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분석이 함

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을 통한 풍화 메커

니즘 및 이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

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암석 풍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동결융해에 의한 물리적 풍화특성에 

관한 연구(Park et al., 2003; Jang et al., 2004; Um et 
al., 2009; Cho et al., 2009; Kang et al., 2011)와 화학

적 및 지화학분석에 의한 화학적 풍화특성에 관한 연구

(Woo and Park, 2004; Lee et al., 2007; Woo et al., 
2009; Song et al., 2009; Um, 2012)가 집중되어 이루

어 졌다. 하지만 생물학적 풍화에 의한 암석의 물성 특

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외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광물 용출과 

이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부터 미생물의 성장환경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pH, Eh, 미생물에 의한 광물의 

용해 및 생성에 관한 결과들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Brierley, 1978; Grishin et al., 1988; Bhatti 
et al., 1993; Zhang et al., 1997; Roh et al., 2006; Park 
et al., 2010; Yu et al., 2011, Lee et al., 2011; Park 
et al., 2012).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생물에 의한 

pH와 Eh가 이들의 대사작용 및 성장활동에 의한 반응 

결과로서 광물의 산화작용을 촉진시키므로 암석의 풍

화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냈다. 이처럼 

미생물에 의한 산화는 미생물체가 에너지원을 쉽게 얻

기 위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는 광물 표면에 직접적으

로 부착하게 된다는 직접접촉산화 메커니즘에 대한 가

설을 Siverman(1967)이 처음 제안한 이래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Sand et al.(1995, 2001)
은 미생물체가 부착된 광물 표면은 이들이 분비한 효소

로 인하여 부식작용이 일어나며, 이때 이들이 세포외중

합체물질(extracellular polymetric substance)을 분비하

여 광물의 표면을 효소적으로 공격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Rojas-Capana et al.(1995)는 미생물체가 분비한 

유기질 캡슐(organic capsule)이 광물의 표면을 강하게 

산화시키고, 박천영 외(2011)는 미생물의 직접접촉산화 

메커니즘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공극 

및 균열 등을 확장시킨다고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미생

물의 산화작용 메커니즘이 광물의 결함(imperfaction)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생물을 배양하지 않

은 무기적 산화(abiotic oxidation)와 미생물을 배양한 

생물학적 산화(biooxidation)의 두 조건하에 배양기간

에 따른 각각의 공극률, 흡수율, 종파속도 및 일축압축

시험을 수행하였다. 즉, 암석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

건의 산화 환경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산화작용과 미생물에 의하여 생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산화작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들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2. 시험대상 시료

연구지역은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기도 포천

시 관인면 삼율리 산144-1번지 함티탄철광산에 분포하

는 티탄철석을 대상으로 암석 코어 제작용 암석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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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re specimens recovered from ilmenite rock blocks

를 채취하였다. 이 지역은 경기변성암 복합체의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선캄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류에 

대비되는 변성퇴적암류와 이들을 관입하는 시대미상의 

각섬암이 중앙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변성퇴적

암류 중 운모편암은 남동부에 넓게 분포하며, 남서부에

서는 규암과 석회암 및 운모편암이 호층을 이룬다. 특
히 규암의 일부는 각섬암이 분포하는 중앙부에 포획되

어 함티탄자철광체와 접하고 있으며 석회암은 규암 및 

운모편암과 호층을 이루고 각섬암 내에 포획된 석회암

이 중앙부와 남부에서 관찰된다. 상기의 변성퇴적암류

와 각섬암들은 대보화강암류에 해당하는 화강암이 관

입하고 있다. 아울러 광상유형은 정마그마 광상에 속하

며 수반되는 광석광물로는 황철석, 섬아연석, 자철석, 
티탄철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시험편 제작

미생물의 의한 암석의 물성변화 특성을 관찰하기 위한 

시료는 의 성분이 주를 이루는 티탄철석이 사용되었

다. 티탄철석 시험편은 미생물 및 성장-배양액(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용액의 첨가량을 고

려하여 크기를 최소화하였다. 즉, 시험편은 Fig. 2에 보

이는 바와 같이 티탄철석 덩어리로부터 코어를 회수하

여 직경 25 mm, 높이 50 mm 크기의 시험편으로 성형

하였다. 특히, 이 연구가 무기적 산화와 생물학적 산화 

등 두 조건의 산화환경에서의 물성변화를 비교분석한

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료 불균질성에 의한 물성변

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개의 대상 암석 덩

어리에서 각각 10개 씩 총 20개의 코어를 회수하여 시

험편을 제작하였다. 

3.2 실험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미생물은 이들 자체만으로는 배

양이 불가피하며,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N, P 및 

미량원소와 같은 무기성분과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풍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

법으로 성장-배양액(ATCC)을 이용하여 미생물이 생존

할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였다. 여기서, 무
기성분은   , ･,   및 

를 3차 초순수 증류수에 용해시켜 제조하였다. 에너지

원은 ･를 무기성분에 첨가하였으며, 최종적

으로 2개의 성장-배양액을 제조하였다. 그 이후에 미생

물의 유무에 따른 산화환경 조건하에서 티탄철석의 물

성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생물학적 산화작용의 수

조에는 산화에너지원인 티탄철석 코어 시험편 10개를 

첨가하여 미생물을 배양시켰다. 반면, 무기적 산화작용

의 수조에는 티탄철석 코어 시험편 10개만을 첨가하였

다. 이때, 미생물 유무에 따른 티탄철석의 물성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배양기간은 0, 5, 10, 15, 20, 25, 30, 35, 
40, 45일 등 5일 간격의 총 10단계로 구성하였다. 배양

기간에 따른 각 시험편의 물성시험은 ISRM(1979)과 

KSRM(2010)에서 제안된 시험법을 적용하여 공극률, 
흡수율, 탄성파속도 및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4. 미생물의 산화작용 메커니즘

미생물에 의한 암석의 풍화작용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광물의 구

성 성분을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며, 이들의 대사작용

을 통하여 산화를 촉진시킨다. 더군다나 이 연구에서 

미생물에 의한 산화작용 메커니즘이 광물의 풍화에 있

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Sand et al.(1995)은 황화광물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이온은 미생물의 직접접촉산화작용(direct contact oxidation)
과 간접접촉산작용(indirect contact oxidation)에 의하

여 일어남을 보고하였다. 직접접촉산화작용은 미생물체

가 황화광물의 표면에 물리적으로 부착하여 산화작용

을 일으키는 것이다(Fig. 3).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

이 미생물들이 황화광물 표면에 발달한 결함(defect)과 

같은 특정 장소에 부착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3(a)). 이러한 원인은 미생물에 의한 황화광물의 

산화작용이 결정화가 잘 이루어진 결정면 보다는 결함

이 있는 결정면에서 더 잘 일어나고, 이들의 특징이 산

화작용을 일으킬 때 쉽게 산화에너지원을 방출하기 때

문이다(Rojas-Chapana and Tributsch, 2004). 즉, 자연

계에서 생성된 광물에는 자연적으로 발달된 균열, 파쇄

대 및 미세한 공극들이 존재하며, 미생물들은 이들 장

소로부터 쉽게 산화에너지원을 흡수할 수 있다(Bennett 
and Tributtsch, 1978; Shrihari et al, 1991; Ohmura et 
al., 1993). 이처럼 미생물체는 특정 장소에 부착하여 산

화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대사작용을 통해 유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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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rect contact oxidation by characteristic of microorganism, (a) SEM image of microorganism attached to ilmenite 
surface, (b) corrosion of ilmenite by microorganism

Fig. 4. Processing of indirect contact oxidation by microorganism

과 세포외중합체물질을 분비하며 광물 표면을 효소적

으로 공격한다(Fig. 3(b)). 그 결과 미생물체가 분비한 

효소로 인해 부식작용에 의한 충식이 일어나며 결함을 

확장시킨다.(Sand et al., 1995; Park et al., 2011).
한편 간접접촉산화작용은 미생물이 용액 속에 용해되

어 있는 이온을 산화시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산화에 의해 생성된 이온이 황화광물을 산화시키

는 것으로서 그 과정을 타나내면 Fig. 4와 같다. 그림에

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공기와 접촉한 이온이 

이온으로 산화되며, 이온이 황화광물을 무기적으

로 산화시켜   이온과  을 생성시킨다. 이때 생성

된 이온과  은 미생물과 반응하여 와 


를 생성한다. 이와 같이 미생물은 이온을 산화에너

지원으로서 활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산화를 촉진시

킨다(Tribusch, 2001; Park et al., 2010).

5. 연구결과

5.1 배양 전 물성시험 결과

배양 전의 물성시험으로부터 미생물 배양 유무와 배

양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티탄철석의 물성특성을 관찰하

기 위해서 배양 실시 전 공극률, 흡수율, 종파속도 및 일

축압축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에 측정된 각각의 시

험편에 대한 초기 물성시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생물학적 산화를 위한 티탄철석 시험편의 초기 물

성값을 살펴보면, 공극률은 0.136-0.266%의 범위로 평

균 0.179%를 나타내며, 흡수율은 0.033-0.067%의 범

위와 평균 0.043%를 보인다. 종파속도는 1524-2040 
m/s의 범위이며, 평균 1921 m/s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

다. 일축압축강도는 1회 측정의 결과이며, 475.0 MPa
의 강도를 보인다. 반면, 무기적 산화를 위한 시험편의 

경우 공극률은 0.119-0.276%의 범위로 평균 0.190%를 

나타내며, 흡수율은 0.033-0.085%로 평균 0.048%이다. 
종파속도는 1515-2057 m/s의 범위로 평균 1916 m/s의 

속도 분포를 보인다. 일축압축강도는 389.7 MPa로 나

타났다. 

5.2 pH 측정결과

미생물 배양 유무와 배양기간에 따른 티탄철석의 pH 
변화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배양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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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initial values of the physical properties on ilmenite core specimens (n: porosity, Ab: absorption, Vp: P-wave 
velocity, UC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Specimen No.
For abiotic oxidation For biooxidation

n (%) Ab (%) Vp (m/s) UCS (MPa) n (%) Ab (%) Vp (m/s) UCS (MPa)
0 0.132 0.033 2057

389.7

0.183 0.045 2032

475.0

1 0.153 0.038 1515 0.175 0.045 1524
2 0.135 0.034 2040 0.197 0.047 2032
3 0.213 0.054 1850 0.167 0.039 2032
4 0.163 0.038 2032 0.212 0.051 2032
5 0.351 0.085 2040 0.156 0.033 2040
6 0.119 0.029 2040 0.156 0.035 2024
7 0.123 0.033 2016 0.136 0.033 1984
8 0.236 0.061 2040 0.139 0.037 1984
9 0.276 0.075 1533 0.266 0.067 1524

Average 0.190 0.048 1916 0.179 0.043 1921

Table 2. The results of the measured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wo oxidation conditions and culture period (n: porosity, 
Ab: absorption, Vp: P-wave velocity, UC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0-day: initial average values)

Culture 
period (day)

Abiotic oxidation Biooxidation
n (%) Ab (%) Vp (m/s) UCS (MPa) pH n (%) Ab (%) Vp (m/s) UCS (MPa) pH

0 0.190 0.048 1916 389.7 4.26 0.179 0.043 1921 475.0 2.20
5 0.202 0.051 1916 174.9 4.22 0.234 0.058 1921 180.8 2.35
10 0.206 0.052 1908 385.3 4.04 0.235 0.057 1842 265.0 2.33
15 0.209 0.053 1885 221.2 4.00 0.230 0.055 1811 162.7 2.32
20 0.206 0.052 1876 285.8 3.87 0.282 0.068 1446 156.1 2.30
25 0.198 0.050 1884 225.1 3.82 0.234 0.057 1391 130.0 2.43
30 0.196 0.050 1880 163.7 3.83 0.251 0.060 1577 170.7 2.52
35 0.206 0.052 1886 192.2 3.84 0.282 0.069 1389 123.6 2.54
40 0.206 0.052 1876 278.5 3.85 0.298 0.067 1418 148.4 2.56
45 0.206 0.052 1886 241.4 3.87 0.281 0.073 1410 140.0 2.57

Fig. 5. The pH change by abiotic oxidation and biooxidation 
with culture period

따른 무기적 및 생물학적 산화에 의한 pH 변화 관계를 

Fig. 5에 나타냈다. 여기서, 초기 pH는 미생물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배양 실시 24시간 이후를 0일로 시작

하여 5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무
기적 산화에 의한 pH는 3.82-4.26 범위의 분포를 보이

는 반면, 생물학적 산화에 의한 pH 값은 2.20-2.57 범
위 내에서 분포한다. 이와 같이 생물학적 산화작용에 

의한 pH 값이 낮은 원인은 무기적 및 생물학적 산화작

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티탄철석의 산화를 촉진시

킨 결과 때문으로 사료된다.

5.3 배양 후 물성시험 결과

티탄철석 시험편에 대한 물성시험은 무기적 및 생물

학적 산화의 산화작용과 배양기간에 따라 흡수율, 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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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f (a) absorption, (b) porosity, (c) P-wave velocity and (d)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by abiotic oxidation 
and biooxidation with culture period

률, 종파속도 및 일축압축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에 

배양기간 동안 발생하는 무기적 및 생물학적 산화에 의

한 각 단계별 시험편의 물성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하였

다(Table 2). 이때, 배양 실시 전으로부터 배양 실시 이

후에 측정된 흡수율, 공극률 및 종파속도는 식 (1)로 계

산할 수 있다. 

     (1)

여기서, (Property values after culture)는 배양 후 

물성값, (Initial average values)는 배양 전 초기 평균

값, (Initial values before culture)는 배양 전 초기 측

정값, (Measure values after culture)는 배양 후 측정

값을 나타낸다. 
식 (1)에 의해 계산된 각 물성시험에 대한 결과를 나

타내면 Fig. 6과 같다. Fig. 6(a)는 미생물 배양 유무와 

배양기간에 따라 측정된 흡수율의 변화를 그래프로 도

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양기간이 지

남에 따라 측정된 각 단계별 시험편의 물성치는 초기 

평균값(배양기간 0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값을 보

이지만, 이는 미미한 증가량으로서 무기적 산화의 경우 

최종단계(배양기간 45일)에서 0.052%로, 생물학적 산

화의 경우 0.073%로 나타났다. 그러나 0-45일까지 이

들의 변화폭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며, 무기적 

산화에 비해 생물학적 산화에 의한 흡수율이 더 큰 증

가를 보인다. 
Fig. 6(b)는 미생물 배양 유무와 배양기간에 따라 증가

된 공극률을 도시한 것이다. 공극률은 흡수율의 경우와 

비슷하게 배양기간에 따라 모든 시료에서 미미한 증가를 

보이며, 무기적 산화는 최종단계에서 0.206%, 생물학적 

산화는 0.281%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극률도 흡수

율과 마찬가지로 0-45일까지 두 조건의 산화작용 하에서 

측정된 물성치의 변화폭은 큰 차이를 보이며, 미생물에 

의한 영향이 우세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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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c)은 배양기간에 따른 무기적 및 생물학적 산

화작용이 종파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양기간-종파속

도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초기 평균값에 비해 무기적 산화는 미미한 수준의 속도

분포를 보이며 최종단계에서 1886 m/s로 나타난 반면, 
생물학적 산화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의 속도분포를 보

이며 최종단계에서 1410 m/s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

물학적 산화에 의한 종파속도가 비교적 큰 감소를 보이

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미생물의 

직접접촉산화작용에 의한 결과로서 기존에 발달한 균

열 및 미세한 공극과 같은 결함을 확장시킨 현상으로 

해석된다(Fig. 3). 
Fig. 6(d)는 배양기간에 따른 무기적 및 생물학적 산

화작용에 의해 일축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축압축강도는 

두 조건의 산화작용 하에서 초기 측정값(배양기간 0일)
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측정값을 보이며, 특히 배양

기간 10일 이후부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무기적 산

화의 경우 일축압축강도는 최종단계에서 241.4 MPa로 

측정된 반면 생물학적 산화의 경우 140.0 MPa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일축압축강도는 모든 시험편에서 뚜렷

한 강도변화를 보이지만, 배양기간에 따른 각 시험편의 

측정된 물성치에 대한 변화폭을 비교해보면, 무기적 산

화에 비해 생물학적 산화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결  론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풍화에 의한 암석의 물성변화는 

예측이 어려우며, 이들은 단독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암석의 풍화 메커

니즘 규명과 함께 풍화 특성 및 평가법을 확립하는 것

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생물학적 풍화작용에 

대한 암석의 풍화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배양기간에 따

른 무기적 및 생물학적 산화작용에 대한 풍화실험을 수

행하여 이들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무기적 및 생물학적 산화 두 조건의 산화작용과 배

양기간에 따른 pH 측정 결과에서 무기적 산화의 경

우 3.82-4.26의 범위 내에 분포를 보인 반면 생물학

적 산화는 2.20-2.57의 범위 내에 분포하였다.
2. 흡수율과 공극률은 배양기간이 지남에 따라 측정된 

각 단계별 시험편의 물성치는 초기 평균값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흡수율의 경우 무

기적 산화는 최종단계에서 0.052%, 생물학적 산화

는 0.073%, 공극률의 경우 무기적 산화는 최종단계

에서 0.206%, 생물학적 산화는 0.281%로 각각 나타

났다.
3. 종파속도는 배양기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초

기 평균값에 비해 낮은 속도 분포를 보였으며, 무기

적 산화는 최종단계에서 1886 m/s로, 생물학적 산화

는 최종단계에서 1410 m/s로 나타났다. 
4. 일축압축강도는 배양기간 동안 모든 시험편에서 초

기 측정값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다. 특히, 10일 이

후부터 무기적 및 생물학적 산화작용의 변화 폭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무기적 산화의 경우 최종단

계에서 241.4 MPa로, 생물학적 산화의 경우 140.0 
MPa로 나타났다. 

5. 결론적으로 무기적 및 생물학적 산화의 산화작용과 

배양기간에 따른 티탄철석의 물성변화에 대한 상관

관계를 정량적으로 비교해 볼 때, 미생물이 티탄철

석의 물성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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