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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강릉 심곡리에 발달한 풍화미지형에 대한 연구는 동해안의 사면 지형

발달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다양한 형

태의 풍화지형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소로서의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정밀한 학술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타포니의 주원소 이동에 따른 풍화 진행 양상 및 암석 강도에 따른 풍

화 특성을 파악하고자 강원도 강릉 심곡리에 위치한 해안 절벽과 시스택

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타포니의 특징적인 4개 지점에 대한 박

편 감정이 이루어졌고, 슈미트 해머를 이용하여 16개 지점에 대한 물리

적 강도를 측정하였다. 암석의 화학적 성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총 16

개 시료에 대한 XRF 분석을 수행하였다.

타포니가 주로 나타나는 암석은 경녹리석 편암류로, 2차 광물인 견운모

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셰일에서는 타포니가 거의 관찰되지 않

아 동일한 환경 하에서도 암석의 공극에 따라 풍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

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타포니의 내벽과 미풍화 암석의 외벽 간 강도를

측정한 결과 타포니의 내벽은 외벽보다 낮은 강도를 보였고 그늘진 내부

환경일수록 그리고 해안에 가까울수록 낮은 강도를 나타냈다.

화학적 성분 분석의 결과 Ca, Na, K와 같은 원소의 이동을 통해 장석

류 광물이 가수분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의 모든 시

료에서는 S와 Cl이 미량에서 지각평균치 이상의 양까지 검출되었다. Ca,

Na와 같은 원소는 이러한 성분과 결합할 경우 석고나 암염과 같은 염정

을 형성할 수 있다. 타포니 내벽의 박리 퇴적물 성분에서 CaO, Na2O,

K2O 산화물이 집적되어 있다는 것, 모든 암분에서 CaO 함량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풍화작용의 결과 내벽 내에서 성장한 염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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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된 암편이 떨어져 쌓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박리 현상은 주로 그늘

지고 습한 내벽과 천장을 따라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이를 통해 타포니

의 성장 및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박편 감정과 주원소 이동 양상을 통해 암석 내부에서 풍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으며 암석 강도에 따른 풍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추후 신선한 모암과 암분을 대상으로 XRD, SEM 등

추가적인 화학 분석이 진행된다면 타포니 발달요인 및 양상에 대해 보다

확실한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타포니, 염풍화, 슈미트 해머, X-선 형광분석, 주원소의 상

대적 이동

학 번 : 2012 - 2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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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풍화(weathering)란 지표 혹은 지표 가까이의 암석이 제자리에서 물리

적 혹은 화학적 성질이 달라져 약해지거나 부서지는 현상이다. 물리적

풍화작용은 암석이 화학적 성질의 변화 없이 작은 크기로 부서지는 것으

로, 같은 질량의 암석이라도 여러 조각으로 쪼개질수록 표면적의 합이

증가하여 화학적 풍화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화학적

풍화작용은 조암광물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암석이 약해지거나 전

혀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러한 풍화는 암석의 지질적인 특성과 기후조건 하에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암석에서 다양한 형태와 형성과정으로 나타난다(Campbell,

1999; Fitzner et al, 2003; Kamh, 2005). 풍화 작용은 과거에 지어진 가

치 높은 석조 건축물의 변색, 균열 및 붕괴를 일으킬 수 있어 지형학 분

야 외에도 문화재 관리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주제이

다(Halsey et al, 1995; Fitzner et al, 2003; 김사덕 외, 2004; 김해경 외,

2012).

암석에 나타나는 작은 규모의 풍화 미지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

는 ‘타포니(tafoni)’로 잘 알려진 작은 동공(洞空)이다. 타포니는 수직절벽

에 수평적으로 파고 들어간 풍화혈의 일종으로, 암괴표면에 수평적으로

발달하는 나마(gnamma)와 구분된다.

타포니는 온대 지역, 습윤한 지역, 열대 사막, 한랭 건조한 지역 등 다

양한 기후 하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해안선에서부터 남아메리카의 해

발고도 2,200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도에서 나타난다(Tschang, 1974;

Mustoe, 1982).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관찰할 수 있지만 타포니가 일반

적으로 잘 발달하는 장소는 소금이 풍부하게 형성될 수 있는 건조한 열

대․한대 사막 혹은 온대 기후의 해안가이다(Bradley et al, 1978;

Martini, 1978; Young, 1987; Turkington, 1998).

암석의 풍화가 일어나는 요인과 발달양상은 오랜 기간 여러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었다. 바람, 온도, 안개 및 장석의 가수분해, 탄산염의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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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풍화, 외부 경화, 지의류에 의한 보호막 형성, 보링쉘(boring shell)과

같은 생물의 영향을 비롯한 알려지지 않은 여러 복합적인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Mcbride and Picard, 2004). 그 중에서도 파도의 비

말과 안개나 공기 중에 포함된 염 성분은 암석의 물리적 붕괴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화학적 풍화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Mustoe, 1982; Mottershead et al, 2003).

해안지역에 나타나는 타포니의 내부에서 관찰되는 소금의 존재는 많은

연구자에 의해 구멍이 형성되는 원인을 염풍화로 연결하도록 이끌었다.

염풍화(salt weathering)는 해안 지역에서 암석의 해체를 유발하는 대표

적인 풍화로, 염정이 열에 의해 팽창하거나 물의 흡수로 인해 염의 부피

가 증가하는 수화작용에 의한 팽창, 염 결정의 성장으로 유발되는 팽창

등이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물리적․화학적 풍화를 일으킨다(Cooke

and Smalley, 1968; Matsukura and Takahashi, 1999). 염풍화를 지지하

는 학자들은 염 결정의 성장 혹은 수화작용에 의해 구멍이 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McGreevy(1985)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해안가에 위치한 암석에 나타

나는 염풍화의 발달과정을 밝히기 위해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XRD)과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분산

형 X-선 분광기(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EDX) 등을 이

용하였다(Pye and Mottershead, 1995; Mckinley et al, 2001; Cardell et

al, 2003; Mustoe 2010). XRD를 이용하여 석고를 비롯한 주요 광물의 존

재를 확인했고 SEM을 이용하여 암석의 빈 공간을 암염이 채우고 있는

것을 관찰하여, 염 결정이 사암에서의 입상붕괴를 촉진시키는 것을 증명

하였다.

또한 암석의 투수성은 염과 대기오염원이 용해된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

를 결정짓는다. 이에 따라 암석의 투수성이 높을수록 흡수된 수분이 광

물 내 염 결정을 형성하거나 또는 암석 내 광물을 용해시키는 반응을 일

으켜 풍화를 촉진할 수 있다(Fitzner et al, 2003).

Cardell et al(2003)은 해안에서의 환경을 조성하여 화강암과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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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을 가지는 퇴적암, 즉 석회사암, 석회이암, 각력암을 대상으로 인공

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암석에 따른 소금 부식의 내구력과 이에 따른 풍

화의 형태 및 풍화 과정에서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암석의 공

극 분포와 같은 미세 구조적 특징은 염분이 용해된 물이 암석 안에서 이

동하는데 영향을 미쳐, 재결정화로 인한 염풍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화강암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균열 속에

서 염정이 성장함에 따른 물리적 압력으로 인해 풍화되는 반면, 석회암

은 석회질 결정체의 용해의 효과가 염정의 성장에 다른 압력에 더해지면

서 진행된다고 밝혀 암석의 투수성에 따라 풍화의 진행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Mustoe(2010)의 연구에서도 투수성이 떨어지는 점

토질의 셰일 및 이암에서 벌집풍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로 이

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은 암석의 성질 외에도 기후 상태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은 풍화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Halsey

et al, 1995; Kamh, 2005).

해안을 따라 발달하는 타포니는 해수가 잘 스며들 수 있는 다공질 암석

이 이에 노출되어 건습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데, 연구지역의 경우 해수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간대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하나 해안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다와 마주보고 있어 파랑의 높이와 해풍의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쉽다. Mustoe(2010)는 풍화대가 파랑의 높이와 해풍의 강도

에 영향 받고 강력한 폭풍의 영향을 받은 경우 30～40m 범위까지 나타

난다고 보았다. 본 연구 지역의 경우 해안 가까이에 위치한 암체로, 수시

로 해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 가능한 지역이므로 염에 의해 풍화

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지역의 해식애는 절리선을 비롯한 크고 작은 균열이 전체적으로 나

타나고 있고, 암석이 큰 절리를 경계로 분리되어 크고 작은 암체가 낙하,

도로 주변에 흩어져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균열은 타포니와 같은

풍화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물리․화학적 풍화

작용은 암석 내 구성광물의 성질을 변화시켜 풍화미지형이 발달할수록

전체적인 암석의 강도가 약해진다. 이로 인해 사면의 안정성은 저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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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해안 절벽의 사면은 점차 후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해

안 강릉 심곡 지역에 형성된 풍화 미지형에 대한 연구는 사면 지형 발달

을 예측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및 방문객

의 안전을 위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선행되었던 XRD와 SEM을 이용한 방식은 타포니 표면을 비

롯하여 내부에 박리 및 암분 등으로 존재하는 염 성분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만으로는 암석 내부에서 풍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근본적으

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XRF와 편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연구대상 타포니의 풍화 양상을 밝히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암석 내부의 조암광물이 풍화된 정도를 확인하고

타포니 각 부분의 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 주원소의 이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슈미트 해머를 이용하여 타포니의 물리적 강도를 측정하여

암석 강도와 풍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강원도 강릉 심곡항에 위치한 해안 절벽에 발달한 타포니의

형태적 특징을 알아본다. XRF 분석 및 슈미트 해머를 이용하여 이 지역

타포니의 화학적 성분 차이 및 암석 강도에 따른 풍화 정도를 밝히고 물

리적․화학적 분석에 따른 풍화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강릉 심곡리 해안 절벽과 시스택에 나타나는 타포니의 풍화 진행 양상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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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지역

1. 연구지역 개관

연구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지역으로 북위 37° 39′, 동

경 129° 03′에 위치한다(Figure 1). 이 지역은 북쪽의 설악산(1,708m),

오대산(1,563m)에서부터 이어지는 석병산(1,055m) ～ 두타산(1,353m) ～

육백산(1,253)의 험준한 산지가 동해와 맞닿아 있다. 해안의 하단부는 파

랑의 침식으로 인해 암석해안이 발달하고 곳에 따라 해식애와 소규모의

파식대 및 크고 작은 시스택이 나타난다.

연구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한 강동면 정동진과 남쪽에 위치한 옥

계면 금진리 사이에는 전형적인 해안단구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정동진

단구는 단구면이 넓고 연속적이며 단구면과 단구애의 형태가 뚜렷하다.

이 지형의 형성과정 및 연대에 대한 해석은 지형학과 지질학 및 고고학

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 연구자 사이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윤석

훈 외, 1996; 윤순옥 외, 2003; 이선복 외, 2009).

정동진 해안단구로부터 2.5㎞ 정도의 남쪽에 위치하는 연구지역은 바다

로 돌출된 곶에 발달한 경사 60～85° 의 해식애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지점은 해안단구의 단구애에 해당하는 하

단부 절벽면과 파랑의 침식으로 노출된 시스택이다(Figure 2). 해안단애

의 상부는 해송 등으로 피복되어 있으나 하단부는 기반암이 그대로 노출

되어 있으며 해당 암체에는 다양한 풍화 미지형이 나타난다.

2. 연구지역 지질 환경

연구지역인 강원도 강릉 일대의 지질은 태백산분지의 평안누층군 퇴적

암류에 해당하는데 이는 강릉시 이남지역에 분포하는 평안층군으로 태

백․삼척지역의 평안층군과는 중생대 화강암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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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site

Figure 2. Landscape of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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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층 퇴적암류의 퇴적시기는 석탄기 후기(Moscovian)-페름기 말로, 퇴

적 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송림 조산운동과 쥐라기의 대보 조산운동에

수반된 변형․변성작용을 경험하였다(김형수, 2012).

Figure 3을 보면 이 일대는 TRg(고방산통)과 Ps(사동통)을 이루는 암

반 위에 신생대 제 4기 Qt(단구층)이 덮여 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30

년 삼척탄전 지질도가 처음 작성되면서 고방산통이 도입되어 60년대까지

널리 사용되었으나 삼척탄전을 비롯한 각 탄전에서 상세한 연구가 이루

어져, 고방산통 등으로 일괄하기에는 내용이 풍부하여 새로 세부적으로

구분되고 새 층명이 부여되었다. 김정찬 외(2001)는 강릉지역의 평안층

군의 층서체계를 만항층과 금천층으로 구성되는 석탄기의 하부평안층군

과 장성층, 함백산층, 망덕산층, 언별리층으로 구성되는 페름기의 중부평

안층군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Lee and Chough(2006a, b)는 정밀한 암층

서 구분과 퇴적환경을 바탕으로 아래서부터 만항층, 금천-장성층, 함백

산층, 도사곡층, 고한층 그리고 동고층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도 연구지역의 지질에 해당하는 함백산층은 식물화석을 바탕

으로 퇴적 시기를 페름기 초기로 해석한다. 함백산층을 포함한 만항층,

금천-장성층, 도사곡층은 주로 석영질 또는 암편질 사암에 속하는데, 특

히 함백산층은 유백색 조립사암과 담회색 셰일이 주를 이룬다. 연구지역

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대상(帶狀)의 형태로 유백색 사암과 담회색

셰일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지점에서 일부 채취한 시료를 감

정한 결과 사암이나 셰일이 변성을 받았을 때 생성되는 편암류(경녹니석

편암)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편암류를 구성하는 광물입자는 조립질이어

서, 해수가 잘 스며들고 건습이 반복될 때 활발한 풍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Lee and Chough(2006)은 태백지역에서 평안누층군의 층서를 7개의 퇴

적상 조합으로 구분하여 퇴적환경을 해석하였는데, 함백산층은 삼각주

(delta) 환경에서 퇴적되었고 함백산층 하부의 금천-장성층은 석호(lagoon)

환경, 함백산층 상부의 도사곡층은 연안 또는 하천(fluvial) 환경에서 퇴

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퇴적환경의 변화는 해수면 변동과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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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구조 운동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지역의 해안 절벽에

나타나는 타포니가 일정한 지층을 따라 대상(帶狀)으로 분포하는 점은

이 지역의 퇴적암이 서로 다른 퇴적환경에서 형성된 지층인 것에서 비롯

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지역을 포함한 심곡리 해안에서는 심한 조산운동을 받은 증거인 습

곡구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연구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북쪽에

위치한 심곡항 부근 암반에서는 횡압력에 의한 습곡이 뚜렷하게 나타난

다. 해안단애의 경우 수평적으로 쌓여있는 지층이 약 10～20° 가량 서북

서-동남동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해안단애로부터 약 20m 북쪽에 위

치한 시스택은 약 30° 가량 북동-남서 방향으로 기울어져 나타난다. 대

칭적으로 나타나는 두 암체의 주향은 이 지역 또한 지각변동에 따른 압

력을 받아 변성을 받은 지역임을 시사한다.

Figure 3. Geological map of the study sit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 9 -

3. 연구지역 기후 환경

연구지역의 경우 현재 조간대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하지만 바다와 바로

인접하여 마주보고 있거나 파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해풍의

방향 및 강도와 같은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기 쉽다. 심곡항 인근에 기

상대 및 기후 관측 시설이 부재하여 연구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

한 옥계(580)의 월별방재기상관측자료를 참고하였다. 옥계 자동기상관측

장비는 연구지역에서 남서쪽으로 약 6.5㎞ 정도 떨어진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북위 37° 36′, 동경 129° 02′, 해발고도 15.1m)에 위치

하고 있다. 연구지역의 2012년 기온과 강수량, 풍향별 백분율은 Figure

4, 5와 같다.

이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2.3℃로 최한월 평균기온은 –0.3℃ (12월)이

고 최난월 평균기온은 25.1℃ (8월)로, 연교차는 25.4℃이다. 해양의 영향

을 받아 가장 한랭한 달의 평균기온이 0℃ 내외로 내륙에 비해 크게 춥

지 않고 여름철은 비교적 시원한 편으로 연교차 또한 크지 않다. 평균최

고기온과 평균최저기온을 살펴보면 8월 평균최고기온이 29.5℃이고 평균

최저기온이 나타나는 2월 기온이 –4.3℃로 해안에서 공급되는 염 성분을

포함한 물이 암석의 절리면 속에서 동결될 수 있는 기후 조건을 보인다.

2008～2012년 연평균 강수량은 1217.6㎜이고 연 강수량의 약 60%가 여

름철 (7～9월)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초여름에 접어드는 5, 6월과 초가

을에서 한겨울에 해당하는 10월～2월 강수량이 매우 낮아 여름을 전후로

강수량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 지역의 풍향별 백분율을 살펴보면 주

로 태백산맥을 넘어 불어오는 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많은 양의 비

를 내리는 여름철의 경우 동풍 계열의 바람이 약 40%를 차지한다. 연구

지역의 암체는 동해를 마주보고 있어 동풍이 불어올 경우 해수에 포함된

염 성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탁월풍을 제외하더라도 연구

지역이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해풍이 불어올 것이다.

연구지역의 풍화 지형은 벌집처럼 파인 형태이므로 겨울철에 내리는 눈

을 포함한 강수가 타포니에 잔류할 경우 그늘진 내부로 인해 습기가 쉽

게 제거되지 않고 암석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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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average of monthly precipitation 2008~2012 and 
temperature 2012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08~2012)

Figure 5. Okgye(580) AWS wind directions hourly occurrence 
percentage 2012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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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심곡리 해안에 발달한 타포니의 화학적 풍화 특성 및 물리적 강도를 비

교하기 위해 연구지역 내에서도 특징적인 대상을 선정하였다(Figure 6).

우선 타포니가 발달한 암석의 광물조성을 살펴보기 위해 박편 감정을 하

였다. 또한 풍화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포니

의 특징적인 지점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화학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암석의 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

장에서 암석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마다 연구방법에 따라 번호

를 부여하였고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각의 연구방법을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6. The study points SG 1～S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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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Type Research methods

symbol details
Petrographic

analysis

X-ray

fluorescence

Schmidt

Hammer

SG 1

I Inside wall S-1

U Unweathered rock X-1 S-2

S Side wall P-1 X-2

V Visor X-3

R Rippled sediment X-4

D Debris X-5

SG 2

I Inside wall S-3

U Unweathered rock X-6 S-4

S Side wall P-2 X-7

D Debris X-8

SG 3

I Inside wall S-5

U Unweathered rock X-9 S-6

S Side wall P-3 X-10 S-7

F Floor X-11 S-8

D Debris X-12

SG 4
I Inside wall S-9

U Unweathered rock S-10

SG 5
I Inside wall S-11

U Unweathered rock S-12

SG 6
I Inside wall S-13

U Unweathered rock S-14

SG 7

I Inside wall S-15

U Unweathered rock P-4 X-13, 14 S-16

S Side wall X-15

D Debris X-16

Table 1. Classification according to resear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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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석의 구성광물 감정

암석의 광물조성 및 풍화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타포니의 격벽, 내부의

돌출부 등 총 5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박편(Thin

section)제작을 의뢰하였다. 박편된 암석 감정에 사용된 편광 현미경은

Nikon Microphot-FXA 모델로 100배율 줌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는데

(Figure 7), 상부 편광판을 뺀 상태인 개방니콜(Open nicol; plane

polarized light, PPL)과 상․하부의 편광판을 직교되게 놓아 빛을 완전

히 차단하는 직교니콜(Cross nicol; crossed polarized light, XPL)을 제시

하였다. 개방니콜 상태에서는 색, 다색성, 굴절률, 벽개(쪼개짐), 조직 등

을 볼 수 있고 직교니콜 상태에서는 등방체와 이방체를 구별하고 간섭

색, 소광, 쌍정 등을 볼 수 있다.

Figure 7. Petrographic microscope (Left), Schmidt hamme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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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분류를 위해 박편을 의뢰한 시료는 SG 1 타포니 내벽에 남아있는

돌출부(시료번호 P-1), SG 2 타포니의 격벽(시료번호 P-2), SG 3 타포

니의 내벽(시료번호 P-3), SG 7 타포니의 미풍화 암석(시료번호 P-4)이

다(Table 1). 그리고 연구지점 SG 1, 2, 3이 나타나는 기반암의 하단에

위치하나 타포니가 잘 나타나지 않은 지점(A′)을 선택하여 암석 종류

를 알아보았다(Figure 8). 또한 박편한 시료 가운데 서로 인접해있음에도

풍화가 진행된 양상이 상이한 P-1과 P-2의 격벽을 편광 현미경을 통해

관찰, 구성광물의 조직 및 구조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P-1의 경우 SG 1 타포니 내벽에 잔류하고 있는 돌출부가 띠 모양을

이루며 타포니 격벽과 이어져있는 부분을 채취한 시료이다(Figure 9). 이

를 통해 타포니 내부에 남아있는 돌출된 암석의 구성광물 및 풍화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P-2를 채취한 SG 2 타포니는 앞서 채취한 P-1의

SG 1 타포니와는 달리 격벽이 뚜렷하고 벌집 형태의 풍화(honeycomb

weathering)의 형태를 보인다. 두 지점은 동일한 고도에 위치한 타포니

임에도 발달 양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SG 2 타포니의 격벽

부를 채취하여 P-2라 번호를 붙이고(Figure 10), 두 격벽 간의 광물 구

조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Figure 8. Sampling point for thin section point P-1, 2, 3, 4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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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1, Thin section point of SG 1

Figure 10. P-2, Thin section point of SG 2

2. 암석의 물리적 강도 측정

일반적으로 암석의 풍화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암석의 변색 정도, 장석

및 운모류의 풍화 상태, 절리면의 발달 상태 등을 육안으로 파악하거나

망치로 두들겼을 때의 타격 소리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판단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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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인 측정 방법이 있으나, 보다 객관적으로 풍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점하중강도나 탄성계수, 일축압축강도, 슈미트 해머 등을 이용하는

정량적인 방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우익 외, 2004; 조항교, 2010).

암석의 풍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물리적 강도 측정법 가운데 지형학

연구 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측정법은 슈미트 해머를 이용하는 것

이다(Williams and Robinson, 1983; Matsukura and Tanaka, 2000;

Sumner and Nel, 2002; Ericson, 2004; Goudie, 2006; Viles et al, 2011;

김종연, 2013). 슈미트 해머는 장비가 가벼워 휴대하기 좋고 가격이 저렴

하며 사용법이 단순하고 현장에서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Goudie, 2006; Viles et al, 2011).

슈미트 해머는 암석 표면에 수직으로 대고 누르는 힘이 스프링으로 에

너지를 전달하고 일정한 에너지 수준에 도달하면 스프링 에너지가 방출

되어 암석 표면에 충격을 가한다. 이때의 반발력을 측정함으로써 표면의

강도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선하고 단단한 암석일수록 해머의 튀

어 오르는 거리가 크다. 이렇게 얻은 측정값을 반발값(Rebound Value,

R)이라고 하고 Table 2에서와 같이 슈미트 해머를 이용한 반발값은 풍

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된다(Selby, 1993; Goudie, 2006; 김종

연, 2012). 예를 들어 풍화되고 약하게 압착된 석고와 암염 등과 같은 퇴

적암은 반발값이 10 - 35, 약하게 압착된 퇴적암(연암)은 35 - 40, 일반

적인 퇴적암(중간암)은 40 - 50, 일반적인 화성암과 변성암(경암)은 50 -

60, 치밀한 화성암과 변성암(극경암)은 60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슈미트 해머는 타격에너지의 차이에 따라 N, L, P Type 등으로 구분되

는데(Goudie, 2006; Viles et al, 2011),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지형

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N type Hammer로, 타격에너지가

2.21Nm의 OTA사의 GS S1-1654 Rock Test Hammer를 이용하였다

(Figure 7).

측정방법은 슈미트 해머가 타격면에 대하여 수직을 이루도록 하였고,

적절한 대푯값을 얻기 위해 타격 횟수를 30회 이상으로 하였다. 슈미트

해머의 타격 횟수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매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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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5～25회 타격의 평균값이 권장되고 있고, 김종연(2013)의 경우 20

회 이상 측정하여 최댓값과 최솟값에 해당하는 상하의 10%씩의 값을 버

리고 남은 값을 유효한 값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타포니의 내벽(I,

inside wall)과 외벽부(U, unweathered rock)에 대하여 초기의 2～3개 값

을 버리고 30회 이상 타격하였고 극값 3개씩을 제외한 후 남은 값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Description

Schmidt

Hammer

N-type, ‘R’

Weathering Characteristic rocks

Very weak rock 10 - 35
Completely

weathered

Weathered and weakly

compacted sedimentary

rocks

Weak rock 35 - 40
Highly

weathered

Weakly cemented

sedimentary rocks

Moderately

strong rock
40 - 50

Moderately

weathered

Competent sedimentary

rocks

Strong rock 50 - 60
Slightly

weathered

Competent igneous

and metamorphic

rocks

Very strong

rock
> 60 Unweathered

Dense fine-grained

igneous and

metamorphic rocks

Table 2. Weather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rock strength (modified 
from Selby, 1993; Goudie, 2006; 김종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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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석의 화학적 성분 분석

암석의 풍화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풍화 암석과 타포니 내부의

암분, 박리와 같은 염 성분에 대한 수리화학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

다. 타포니의 각 특징적인 지점에 대한 화학적 성분 차이를 파악하기 위

해 수집한 시료에 대해 XRF 분석을 이용하여 암석의 주원소에 대한 화

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X-선 형광분석(X-ray fluorescence, XRF)은 기체를 제외한 모든 형태

의 시료에 대하여 신속하게 무기원소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최광

희, 2009). 시료에 특성 X-선을 쬐어주면 K shell과 L shell에 존재하던

전자를 가격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전자를 들뜬 상태의 이온, 즉 튀어 나

가게 한다. 이 때 생긴 내부 shell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부로부터

전자가 이동하면서 바닥상태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에너

지를 형광 X-선이라 한다. 각 원소마다 형광 X-선의 고유한 에너지와

파장을 지니며, 에너지 값을 통해 성분 원소의 정성 분석 및 정량 분석

이 가능하다. XRF는 크게 에너지 분산형(ED, Energy dispersive) XRF

와 파장 분산형(WD, Wavelength dispersive) XRF로 구분한다. 이 연구

에서 사용한 분석기는 WD-XRF로, ED-XRF보다 더 넓은 범위인 경원

소 5B 부터 92U 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각 원소에서 발생한 X-선을

파장별로 분리할 수 있어 검출한계가 ED-XRF보다 훨씬 낮다. XRF 분

석은 충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 의뢰하여 분석기기 ZSX Primus-2의

Wavelength Dispersive-XRF mod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검출기는

SC, PC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의뢰한 시료는 연구대상 SG 1, 2, 3, 7 타포니의 격벽(S, side

wall)과 천장(V, visor), 바닥(F, floor), 타포니 내부에 퇴적된 암분(D,

debris), 그리고 동일 암석 내 타포니가 나타나지 않는 미풍화 암석(U,

unweathered rock)으로 구분하였다(Table 1). 미풍화 암석과 격벽, 암분

시료는 4 지점 모두 분석이 이루어졌고 SG 1의 경우 암분이 두껍게 쌓

여있고 바닥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관찰되지 않아 바닥부분 시료를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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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SG 2의 경우 벌집풍화 형태로 나타나는 타포니 집단의 하

나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바닥과 격벽과 천장의 경계를 구분하기 모호하

여 격벽에 해당하는 시료만을 채취하였다. 추출한 샘플의 위치를 Figure

11, 12에 나타냈다.

Figure 11. Point of the collected samples SG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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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oint of the collected samples SG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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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특징

가. 형태적 특징

연구 대상은 심곡항 남쪽에 위치하는 암체로 해안을 마주보는 암체와

바다로 돌출된 시스택으로 구분된다. 해안 절벽과 시스택에는 다양한 형

태와 규모의 풍화 미지형이 발달해있는데, 연구대상으로 지정한 각 타포

니의 크기와 방향, 분포 고도 등 형태적인 특징을 구분하여 Table 3과

같이 나타냈다.

심곡리 해안의 암체는 가로 폭이 약 42.6m이고 가장 높은 곳의 해발고

도는 약 24m이다(Figure 13, 14, 15). 심곡리 해안의 암체는 해안에서부

터 가까운 지점이 13.4m, 가장 먼 지점이 15.8m 가량 떨어져 있다. 시스

택은 앞서 설명한 암체와 해안도로에 의하여 분리된 지형으로, 암체와는

20m 가량 떨어진 북쪽에 위치하고 파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해안

선에 나타난다. 해안도로 위에 드러난 시스택의 가로 폭은 약 8.1m, 높

이는 도로에서부터 약 5.8m에 달한다(Figure 16, 17, 18).

연구대상 가운데 SG 1～3은 해안 절벽에서 타포니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달한 고도 2m 80cm 부근에 서로 인접하여 발달한 풍화 와지들이다

(Figure 19). SG 1은 너비 45cm, 높이 44cm의 원형에 가까운 타포니로

격벽에서부터 내벽까지의 최대 깊이는 15cm, 처마의 길이는 6cm이다.

격벽의 경우 우측 상단부에서 좌측으로 갈수록 약 10cm에서 1cm로 두

께가 얇아지고 좌측 하단부에 이르러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타포니의

좌측으로 북서-남동 방향의 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절리선 주변이 돌출

된 형태를 보인다. SG 1 타포니 주위로 적어도 7개 이상의 타포니가 발

달하였고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격벽이 해체되면서 타포니들이 연합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낸다. 타포니 내부에 주변부 요철과 이어지는 얇은 벽

이 2～3개의 열을 이루며 남아있고 내벽은 마치 물에 젖은 휴지가 흘러

내리는 것과 같은 형태의 소규모 박리 현상이 관찰된다.



Sample
Size(cm)* Direction**

(degrees)

Elevation

(cm)

sediment1

Height Width Depth visor RW WD

SG1 44 45 15 6 120 280 O O

SG2 17 23 15 13 95 280 O O

SG3 42 40 22 12.5 100 280 O O

SG4 7.2 5.2 6.1 7.7 110 100 O

SG5 5.5 7.6 5.9 - 20 50 O

SG6 6.8 6.1 8.6 - 150 250

SG7 9.3 6.3 4.5 - 130 120 O O

1 RW, Rippled wall sediment; WD, Weathering Debris
* Size measured value of Sample SG 4, 5, 6 and 7 are a mean value of random five tafoni samples.
** Angles from the north (clockwise direction)

Table 3. Morphological features of the sam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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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front view of the research subject (SG 1～SG 6)

Figure 14. The object of study from the North (SG 1～S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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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he object of study from the South (SG 1～SG 6)

Figure 16. A front view of the sea stack (S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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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The sea stack from the left side (SG 7)

Figure 18. A back side view of the sea stack (S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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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2는 SG 1, 3과 비슷한 고도에 위치하나 너비 23cm, 높이 17cm의

타원형으로 깊이가 15cm, 처마의 길이는 약 13cm에 이르고 격벽의 두께

가 최소 2cm 이상 발달하였다. SG 1, 3과 달리 격벽이 뚜렷한 벌집풍화

의 형태를 보인다. 타포니 주위로 적어도 15개 이상의 타포니가 나타나

고 일부 타포니들은 nested tafoni(중첩된 형태의 타포니, 하나의 타포니

안에 형성된 타포니)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SG 2도 SG 1과 마찬가지

로 내벽에서 소규모 박리 현상이 관찰되는데 SG 1이 타포니 내벽 전체

에서 관찰되는 것과 달리 천장부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

이다.

SG 3은 너비가 40cm, 높이 42cm이고 깊이는 22cm, 처마의 최대 길이

가 약 12.5cm로 타포니의 입구가 바다를 향해 열려있다. 원형에 가까운

형태는 SG 1과 유사하나 SG 1에 비해 격벽이 뚜렷하고, 처마의 형태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SG 1에 비해 거칠게 찢어진 형태로 나타난다.

타포니의 좌측 내벽은 절리 틈을 따라 수분이 침투, 갈색으로 산화가 진

행되었고 타포니 우측으로 기반암의 경계를 이루는 절리가 나타나지만

SG 1 좌측 절리와는 달리 돌출된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SG 3 또한 내

벽 전체에서 얇은 판으로 벗겨지는 플레이킹(flaking) 현상이 관찰되었

다.

SG 2, 3의 상단부는 기반암이 차양과 같이 돌출된 형태로 나타난다. 달

리 말하면 안으로 움푹 들어간 내부에 작은 규모의 타포니가 발달한 형

태이다. 측면에서 보았을 때 meter-scale의 타포니가 발달되고 그 안쪽

으로 centimeter에서 decimeter-scale의 타포니(SG 2, 3)가 분포하고 있

는 모습을 보인다(Figure 20).

SG 4, 5, 6, 7의 경우 전반적으로 타포니의 크기가 작아 어느 한 지점

의 타포니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대신 50cm × 50cm 구역 안에 분포하는

타포니 가운데 5개를 측정하여 그 값을 평균 내어 계산하였다(Figure

21). SG 4와 5는 지상에서부터 1m 높이에 위치하여 앞서 타포니보다 낮

은 고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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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A enlarged figure of tafoni SG 1, 2, 3 (Lens cap is 5.5cm in 
diameter; marker pen is 14.5cm in length)

Figure 20. Large tafoni with overhanging 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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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4의 경우 암회색 기반암에 발달한 벌집풍화형 타포니로, 육안으로

볼 때 유백색 기반암에 발달한 SG 1, 2, 3과는 상이한 기반암에 발달한

타포니로 보인다. 크기가 유사한 타포니가 일렬로 발달한 형태이고 타포

니 사이에 발달한 격벽의 두께는 1cm 미만으로 얇다. 대략적인 크기 측

정을 위해 세워둔 망치의 오른편에 발달한 두 타포니의 경우 입구보다

안쪽의 내부가 더 넓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타포니 내부에 암분이 있는

것은 SG 1, 2, 3과 동일하나 화학적인 성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벽에서 박리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SG 5는 바다를 향해 돌출된 지상의 암반 하단부에 집중적으로 발달하

여 SG 4보다 낮은 고도에 분포한다. SG 4에 비해 뚜렷한 형태의 격벽

이 발달하지 않았으나 일부 타포니의 경우 입구보다 내부에서 더 넓어지

는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타포니 내부에는 소량의 암분이 존재하나

화학적인 성분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SG 5도 SG 4와 마찬가지로

내벽에서 벗겨짐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SG 6의 경우 암체의 수직면에서 발달한 다른 타포니들과는 달리 암체

의 밑면, 즉 천장부에 발달한 타포니로 절리의 틈을 따라 선상으로 나타

나고 있다. 해당 암체는 여러 부분에서 절리가 나타나는데 절리의 틈을

따라 수분이 침투하여 철분(Fe)이 절리면 표면에 피복, 붉은 색으로 산

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Figure 22-A). 이를 통해 타포니의 발달에 수

분과 절리면이 관계가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SG 7은 시스택에 발달한 타포니로, 이제까지의 타포니가 대체로 수직

절벽의 경사진 면에 나타난 sidewall tafoni인 것에 비해 수평적인 면에

나타난 basal tafoni이다. 파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암체의 위치로

인해 풍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져 타포니 내부에 소규모의 타포니가 형성

된 중첩 타포니 형태를 보인다. 또한 여러 단의 퇴적층이 변성을 받아

형성된 시스택의 지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타포니가 분포하는 구역에서

meter-scale의 풍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즉, 큰 규모의 타포니 내부에 작

은 규모의 타포니가 분포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Figure 22-B). SG 7

타포니들은 앞서 타포니에 비해 깊이는 얕으나, 입구에 비해 내부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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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넓게 나타났다. 격벽 또한 표면부의 두께에 비해 내부에서 얇아져

망치로 살짝 타격하여도 쉽게 부서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부에 존재하

는 암분에 대하여 화학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내벽에서의 플레이킹 현상

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21. A enlarged figure of tafoni SG 4, 5, 6, 7 (Hammer is 33cm, 
hammer-head is 19cm, marker pen is 14.5cm in length)

Figure 22. A oxidized form along the joint (A), small cavities in large 
tafoni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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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암석의 광물 조성

연구대상의 광물조성을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 암석의 특성 및 풍화 양

상을 파악할 수 있다. 암석에 대하여 현미경 감정을 의뢰한 시료는 비슷

한 고도에 위치하나 풍화된 형태가 상이한 SG 1, 2, 3 각각의 격벽과 시

스택(SG 7)의 미풍화 암편이다. 또한 SG 1, 2, 3 타포니가 발달한 암석

과 육안으로 보았을 때 암석의 색, 광물입자의 크기 등에 있어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 하단의 퇴적암층 암편(A) 또한 암석 종류에 대하여 감정

을 의뢰하였다. 각각의 현미경 감정의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암석 감정 결과 P-1은 경녹리석-석영-견운모-백운모 편암, P-2와 P-3

는 경녹리석-견운모-백운모-석영 편암, P-4는 경녹리석-석영-백운모-견

운모 편암으로 나타났다. 광물의 명명 순서는 해당 시료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광물의 순서대로 표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감

정한 암편의 암석은 A를 제외하고 경녹리석 편암류(Chloritoid schist)이

다. 김형수(2012)는 연구지역인 심곡항에서 약 5㎞ 떨어진 배후 지역을

Zone Ⅰ로 구분하여 경녹니석-홍주석-남정석대라 이름 붙였다. 이 지역

의 광물조합은 크게 백운모(Muscovite)+녹니석(Chlorite)과 경녹니석

(Chloritoid)+백운모+녹니석±마가라이트(Margarite)±방해석(Calcite)등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이 구역의 경녹니석의 경우 반상변정(porphyroblast, 변

Sample Analysis

No. Type1 No. Rock type

SG 1 S P-1 Chloritoid-quartz-sericite-muscovite schist

SG 2 S P-2 Chloritoid-sericite-muscovite-quartz schist

SG 3 I P-3 Chloritoid-sericite-muscovite-quartz schist

SG 7 U P-4 Chloritoid-quartz-muscovite-sericite schist

A U A’ Shale

1 S, Side wall; I, Inside wall; U, Unweathered rock

Table 4. The identification of rocks and rock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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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작용을 받는 동안 주변의 다른 결정보다 크게 자란 결정)의 형태를 보

여 연구지역의 광물 배열과 유사한 점이 있다.

경녹리석은 중저온 변성의 광역 변성 작용으로 생성되는 변성 광물이

다. 녹색의 길쭉한 판상 형태이고 편리 구조를 보이며 개방 니콜 하에서

보다 뚜렷이 관찰된다(이창진 외, 2000). 변성도가 높은 편암일 경우 경

녹리석이 반상결정을 이루고 재결정된 석영과 함께 공존하기도 한다. 견

운모(Sericite)는 장석과 백운모가 풍화나 변질을 받은 경우에 나타나는

2차 광물로(정지곤 외, 2011), 견운모가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해당 암

석의 풍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임을 반영한다.

SG 1 타포니의 격벽인 P-1은 경녹리석을 제외하고 석영(Qz), 견운모

(Ser), 백운모(Ms) 순으로 나타난다(Figure 23). 상대적으로 백운모에 비

해 견운모가 많이 나타나 해당 암편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석영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타포니가 풍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석류 광물은 화학적

풍화의 결과 유실되고 석영과 같이 화학적 풍화에 강한 광물이 격벽 내

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풍화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해당 격벽과 암분, 미풍화 암석에 대하여 XRF 분석을 수행했고 이

는 뒤(Ⅳ-3)에서 다룰 것이다.

SG 2 타포니의 격벽 P-2는 SG 1의 격벽에 비해 형태가 뚜렷하고 단단

하다. 감정 결과 구성광물이 견운모(Ser), 백운모(Ms), 석영(Qz) 순으로

많이 나타나고 편암의 특성인 반상결정을 이루는 경녹리석 및 편리구조

가 보인다(Figure 24). 석영 입자의 경우 아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

지만 P-1과 같이 석영이 덩어리진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P-1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화산물인 견운모가 더 나타나고 점토광물도 조금 보

인다. 즉 SG 2의 격벽 또한 풍화를 심하게 받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격벽 간의 구성 원소를 보다 정밀하게 비교해보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XRF 화학 분석을 의뢰하였다. SG 3의 격벽은 암석 종류에 있어서 SG

2와 유사한 암석으로 밝혀졌다.

바다에 위치한 시스택 SG 7의 P-4와 같은 경우 광물이 석영(Qz), 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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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Ms), 견운모(Ser) 순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4는 파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풍화에 의한 변질을 더욱 심하게 받

았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미경 감정 상 P-1과 P-2의 구성광물에 비

해 풍화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P-4의 경우 P-1, 2와 같

이 격벽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미풍화 암석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분

석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풍화 정도를 비교하기 어렵

다.

시료 A′의 경우 해당 암석에서 타포니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일부 층

을 따라 소규모의 풍화가 관찰되었다. 암석의 종류에 따른 타포니 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셰일(Shale)로 밝혀졌으며, 이

는 바다 근처의 동일한 환경 조건에 놓여있음에도 서로 다른 공극을 지

닌 암석일 경우 풍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투수

성이 떨어지는 점토질의 셰일이나 실트암에서는 벌집풍화가 나타나지 않

는다고 보고한 Mustoe(2010)의 연구가 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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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Photomicrographs of mineral composition in P-1. (A) 
Crossed nicol, (B) open nicol, 100x. Cld, chloritoid; Qz, quartz; Ser, 
sericite; Ms, musco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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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Photomicrographs of mineral composition in P-2. (A) 
Crossed nicol, (B) open nicol, 100x. Cld, chloritoid; Ser, sericite; Ms, 
muscovite; Qz,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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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강도 측정 결과

타포니의 내부(I, Inside wall)와 풍화되지 않은 외벽(U, Unweathered

rock) 간 암석의 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N type 슈미트 해머를 이

용하여 7개의 연구 지점에 대하여 강도(R)를 측정하였다. 타포니의 외벽

(U)이 뜻하는 미풍화 암석이란 내벽 강도를 측정한 타포니와 동일한 암

석이지만 풍화지형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타격 시 절리가

나타나는 부분을 피하고 내벽과 외벽의 여러 지점에 대하여 최대한 분산

하여 측정하였다. 30회 이상 타격하여 극값에 해당하는 값을 각 3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값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Table 5, 6, 7과 같다.

SG 1은 고도 2m 80cm에 위치한 여러 타포니가 결합되어 형성된 타포

니로, 내벽에 소규모 박리현상이 나타나고 가로로 횡단하는 얇은 층이

남아있다. 타포니의 외벽 중앙부에 미세한 절리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나타나 이 부분을 피하여 타격하였다. 측정 결과 암석의 반발값은 내벽

S-1이 평균 37.2, 외벽 S-2가 52.9이다. 두 집단의 t 값은 –13.285이며,

유의확률은 .000로 p < .05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의 강

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G 1 타포니

의 내벽과 외벽은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Table 2

에 정리한 Selby(1993)와 Goudie(2006)의 암석 강도에 따른 암석 구분을

고려하면 SG 1 타포니의 내벽은 상당히 풍화가 진행된 연암에 해당되고

외벽은 약하게 풍화된 경암으로 구분된다.

SG 2는 SG 1과 비슷한 고도에 위치하고 뚜렷한 격벽이 나타나는 벌집

풍화형 타포니이다. 내부에서는 앞서 타포니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박리

현상이 일어나고 풍화산물인 암분이 발견된다. 측정 결과 내벽(S-3)의

평균값은 38.9로 상당히 풍화된 연암으로 구분되고 암석 외벽(S-4)의 평

균값은 62.3으로 미풍화된 극경암에 해당된다. 두 집단은 유의수준 .05에

서 유의미하여 통계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으로 볼 수 있다(t=-17.419,

df=46, sig= .000). SG 1과 2는 모두 편암 계열에 해당되지만 타포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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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미풍화 암석의 강도를 비교하면 SG 2 타포니의 암석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SG 3 타포니는 SG 2와 동일한 고도 및 육안으로 보았을 때 동일한 암

석으로 판단되는 기반암 상단부에 나타난다. 그러나 두 지점의 기반암은

뚜렷한 절리로 구분되어 있다. 해당 타포니는 비교적 큰 크기와 개방된

입구 형태로 인해 내벽과 미풍화 암석 외에도 바닥과 격벽부를 측정할

수 있었다. 격벽의 경우 화학분석 및 현미경 감정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

였을 때 SG 2 사이의 절리선을 따라 갈색으로 산화된 부분이 관찰되었

고 두께가 상당히 얇았다. 바닥의 경우 암분을 포함하여 풍화가 두껍게

진행된 상태였으나 풍화가 진행된 암석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를 제

거하지 않고 측정을 시도하였다. 측정 결과 내벽(S-5)의 평균 반발값은

44.3, 격벽(S-7)은 35.4, 바닥(S-8)은 24.6 그리고 미풍화 외벽(S-6)은

53.8로 조사되었다. 통계적인 강도 비교를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SG 3 타포니는 네 집단 수준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서로 다른 집

단으로 밝혀졌다(=223.952, MSE=16.644, p < .05). 그리고 Tukey

HSD 사후 분석(Post Hoc) 결과 모든 비교 쌍들에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all p < .05). 내벽은 SG 1 타포니와 유사한 형

태의 플레이킹 현상이 나타났으나 강도에 있어서는 보통암으로 구분되었

고 격벽은 상당히 풍화가 진행된 연암으로 나타났다. 바닥부는 평균 반

발값이 24.6으로 극도로 풍화가 된 암석에 해당된다. SG 2와 동일한 기

반암으로 보이는 암석의 미풍화 외벽부는 약하게 풍화된 경암으로 구분

되어 SG 2보다 낮은 값이 측정되었다.

SG 4 타포니는 지면 가까이에 위치한 암회색 암석에 분포하고 앞서 논

한 세 지점의 타포니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한다. 타포니

내부에 플레이킹 현상은 보이지 않고 지의류로 코팅된 모습이 관찰되었

다. 측정 결과 암석 내부(S-9)의 강도는 49.3이고 미풍화 외벽(S-10)의

강도는 50.7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

어 내벽과 외벽이 동일한 집단으로 보인다(t=-0.928, df=46, sig= .358).

SG 5의 경우 타포니가 암체의 하단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상단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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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남동 방향의 절리선을 제외하고는 타포니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Figure 25). 타포니가 발달한 암석의 하단부는 상단부에 비해 암

회색으로 상당히 변색이 진행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향성은 좌측에 위치

한 암체에서도 발견된다. 변색이 이끼와 같은 지의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암석 강도를 측

정 시 미풍화된 외벽의 경우 절리선을 피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측정

결과 암석 내부(S-11)의 반발값은 평균 42가 나왔고 미풍화 암석의 외벽

(S-12)은 53.7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유의확률은 .000로 95% 신뢰수준

에서 볼 때 강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t=-10.22, df=46, sig= .000). 강도에 따라 암석을 구분하면 타포니가 나

타나는 암체 부분은 적당히 풍화된 수준의 보통암에 해당한다. 그러나

외벽의 경우 경미하게 풍화된 수준의 경암으로 구분된다.

SG 6은 SG 5의 상부에 위치한 암체에 분포하는 타포니로 암반 전체를

종단하는 큰 절리의 틈을 따라 적갈색의 산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절리

의 틈을 따라 천장부에 이르기까지 깊은 타포니가 나타난다. 입구가 지

면을 향해 수직으로 열려있어 타포니 내부에 암분이 존재하지 않았고 측

면 부분 절리에 발달한 타포니 내부에서도 암분 혹은 박리현상은 관찰되

지 않았다. 슈미트 해머는 타격방향을 수평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수평으로 타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추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장

치측성에 맞는 보정이 필요하다. 천장부 타포니의 경우 지면에서 천정을

향해 강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정뿐만 아니라 측정하기에 장소

상 어려움이 있어 암체 측면에 나타나는 타포니를 대상으로 강도를 조사

했다. 측정값에 있어 편차가 크게 나타난 까닭은 측면의 타포니는 절리

선에 발달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σ[S-13]=5.3, σ[S-14]=5.7). 타포니 내

벽(S-13)의 강도는 48, 외벽(S-14)은 51.2로 측정되었고 유의수준 .05에

서 통계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으로 밝혀져 두 지점 간 강도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t=-2.03, df=46, sig= .048). 전반적으로

보통암에서 경암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다.

SG 7은 앞서 천장에 형성된 SG 6과는 달리 암석의 표면에 구덩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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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 타포니이다. 전체적으로 침식에 약한 퇴적층이 우선적으로 풍화

되면서 대규모 타포니가 발달하고 그 바닥부분에 형성된 형태를 보인다.

다른 연구지점에 비해 암석의 반발강도가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직접

적으로 파도의 영향을 받는 암체의 위치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타포니 내벽(S-15)의 강도의 평균 반발값은 30.9로 완전히 풍화된 암석

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다. 외벽(S-16)의 경우 측정된 평균값이 48.9로 적

당히 풍화된 중간암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타났다.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내벽과 외벽 간 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t=-15.988, df=35.181, sig= .000).

결과적으로 강릉 심곡리에 위치한 해안단애 및 시스택에 발달한 타포니

는 안쪽 벽(I)에서 측정된 값이 풍화되지 않은 암석 표면(U)의 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6). 내벽과 외벽 간의 강도에 있어 가장

큰 평균차가 나타난 지점은 SG 2에 해당하는 타포니로 평균차가 23.4이

다. 해당 타포니는 다른 지점에 비해 뚜렷한 격벽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

이다. SG 4를 제외하고 타포니들의 내벽-외벽 혹은 내벽-외벽-격벽-바

닥 간 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따

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SG 4를 제외한 나머지 타포니의 외벽은

내벽보다 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물리적 강도의 측정값을 토대로 풍화

정도를 분류하고 강도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8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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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The lower SG 5 tafoni and unweathered surface of upper rock 
(Left), A surface crack on upper rock (Right)

Figure 26. Comparison of rock hardness



Sample

Tafoni Rock hardness

No. Type1 N Mean SD2 t* Df3 Sig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SG1
S-1 I 24 37.2 4.6

-13.285 42.655 .000 -15.7083 1.1824
S-2 U 24 52.9 3.5

SG2
S-3 I 24 38.9 4.9

-17.419 46 .000 -23.4167 1.3443
S-4 U 24 62.3 4.4

SG4
S-9 I 24 49.3 4.8

-.928 46 .358 -1.3333 1.4362
S-10 U 24 50.7 5.1

SG5
S-11 I 24 42.0 4.6

-10.22 46 .000 -11.6667 1.1416
S-12 U 24 53.7 3.2

SG6
S-13 I 24 48.0 5.3

-2.03 46 .048 -3.2083 1.5802
S-14 U 24 51.2 5.7

SG7
S-15 I 24 30.9 4.9

-15.988 35.181 .000 -18 1.1258
S-16 U 24 48.9 2.6

* p < .05
1 I, Inside wall; U, Unweathered rock; 2 Standard Deviation; 3 Degree of freedom

Table 5. Comparison of Schmidt hammer readings in R-values (except S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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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Sig

SG3

Between-group 11182.698 3 3727.566 223.952 .000

Within-group 1531.292 92 16.644

Sum 12713.990 95

Table 6. One-way analysis of variance in SG 3 R-values

Sample

Tafoni rock hardness

No. Type1 N Mean SD
Tukey

HS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Sig

SG3

S-5 I 24 44.3 2.8

S-6 19.7

1.1777 .000S-7 8.9
S-8 -9.4

S-6 U 24 53.8 2.7

S-5 9.4

1.1777 .000S-7 29.1
S-8 18.3

S-7 S 24 35.4 3.6

-8.9

1.1777 .000

S-5

S-6 10.7
S-8 -18.3

S-8 F 24 24.6 6.2

-19.7

1.1777 .000

S-5

S-6 -10.7
S-7 -29.1

* p < .05
1 I, Inside wall; U, Unweathered rock; S, Side wall; F, Floor

Table 7. Comparison of schmidt hammer readings in SG 3 R-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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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afoni Weathering

description1
Comparison of the

strength*No. Type

SG1
S-1 I Highly weathered

I < U
S-2 U Slightly weathered

SG2
S-3 I Highly weathered

I < U
S-4 U Unweathered

SG3

S-5 I Moderately weathered

F < S < I < U
S-6 U Slightly weathered

S-7 S Highly weathered

S-8 F Completely weathered

SG4
S-9 I Moderately weathered

I < U
S-10 U Slightly weathered

SG5
S-11 I Moderately weathered

I < U
S-12 U Slightly weathered

SG6
S-13 I Moderately weathered

I < U
S-14 U Slightly weathered

SG7
S-15 I Completely weathered

I < U
S-16 U Moderately weathered

* p < .05 (except SG 4)
1 refer to Table 2 (modified from Selby, 1993; Goudie, 2006; 김종연, 2012)

Table 8. Comparison of weathering degree and th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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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적 성분 분석 결과

가. 주원소의 상대적 이동

암석조직이나 광물조성에 따라 쉽게 용해되거나 2차 광물로 치환되는

등 화학변화를 일으키기 쉬운 광물을 지닌 경우 풍화가 일어나기 쉽다.

(McGreevy, 1985; Kamh, 2005). 특히 장석의 풍화는 암석의 풍화에 있

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장석류는 대기 중에 포함된 약 0.03%의

CO2가 빗물에 녹으면서 형성되는 탄산(H2CO3)을 함유한 물에 의해 가수

분해가 일어난다. 즉 Ca2+, Na+, K+같은 주요 이온들은 퇴적물이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광물학적 변화를 통해 이동

이 일어나며, 이는 화학적 풍화에 의해 발생한 암석의 지화학적 성분 변

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풍화에 대한 정량적 측정 시 중요한 지표가 된

다(김영래, 2011).

연구대상 타포니의 풍화에 따른 주원소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채취

한 각 지점의 XRF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Figure 27～30은 연구

대상 타포니의 지점별 주원소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SG 1 타포니의

경우 SiO2의 중량비는 미풍화 암석(X-1) 62.4%에서 격벽(X-2) 74%로

증가한다. X-2의 높은 SiO2 함량은 암석현미경을 통해 확인한 현미경

사진(Figure 23)에서 집적된 석영으로 짐작할 수 있다. X-2 시료의 경우

내벽에 잔류하고 있는 층과 이어지는 격벽을 채취한 것으로, 이러한 현

미경 감정 및 화학 분석을 통해 화학적 풍화에 강한 석영이 잔류하여 내

벽 내의 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iO2의 함량은 내벽에 마치 젖

은 휴지처럼 형성되어 있는 잔류퇴적물(Rippled wall sediment, X-4)

57.5%에서 차양(Visor, X-3) 55.7%, 암분(X-5)에서 42.9%로 감소한다.

이석훈, 김수진(2001)은 유구지역 화강암질 편마암의 풍화에 대한 원소의

거동을 밝히면서 Si는 사장석이 용해되어 CaO, Na2O가 손실되는 풍화암

에서는 일정하다가 새프롤라이트 층에서 감소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점토광물 내 Si의 상대적인 분자비가 적기 때문이며 일부는 지하수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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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SG 2를 제외한 나머지 1, 3, 7 지점 암분

(D)의 SiO2 함량이 미풍화 기반암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준

다. Al2O3는 유동성이 작아 잘 유출되지 않으나 박리현상이 일어나는 내

벽에서 30.4%로 미풍화 암석 23.1%에 비해 상당히 높은 함량을 보인다.

Fe2O3는 미풍화 암석 7.33%에서 차양, 박리 퇴적물, 격벽으로 갈수록 함

량이 낮아지다가 암분에서 15.2%로 급증한다. Al2O3는 내벽 박리퇴적물

에서, Fe2O3는 암분에서 높은 함량이 나타나 Al과 Fe가 각 지점에서 산

화되어 풍화광물 주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 화학적 풍화의 지표가 되

어주는 장석의 주요 광물인 CaO와 Na2O, K2O를 살펴보면, CaO의 경우

미풍화 암석에서 격벽, 천장, 박리 퇴적물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암분에서

소량 감소하고, Na2O와 K2O는 내벽의 박리 퇴적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인다.

SG 2의 SiO2 중량비는 기반암 58.4%에서 격벽 63.5%로 증가하다가 암

분에서 58.8%로 감소한다. 격벽의 상대적으로 높은 SiO2 함량비는 SG

1, 2, 3에서 모두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Al2O3의 경우 기반암과 격

벽에서 25.4%로 동일한 함량이 보이고 암분에서 23.5%로 감소하며,

Fe2O3는 기반암 5.75%에서 격벽 6.34%로 증가하고 암분에서 소량 감소

하여 6.28%가 나타난다. CaO는 미풍화 암석과 격벽에서 0.08%로 함량

변화가 거의 없다가 암분에서 0.69%로 높아진다. 모든 시료에서는 SO3

의 중량비가 0.01～1.05% 정도의 범위로 나타나는데 특히 SG 2의 경우

1.0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암석에서의 CaO와 반응하여 석고(CaSO4)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풍화 암석에서 격벽의 변화를 살펴보면 K2O

의 함량은 4.29%에서 2.87%로 감소, Na2O는 0.35%에서 0.34% 가량으로

소폭 감소, CaO는 거의 함량 변화가 없다. 이는 이 지점 타포니의 화학

적 풍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이미 타포니의 격벽에서 사장석류의 Ca와

Na가 거의 용해되었고 K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G 3는 기반암에서 격벽, 바닥으로 가면서 SiO2의 함량이 58.4%,

62.8%로 증가하다가 50%로 감소한다. Al2O3는 기반암 24.8%에서 격벽,

바닥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한다. Fe2O3는 SiO2의 함량 변화와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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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암에서 격벽으로 가면서 증가하다가 바닥에서 감소한다. 미풍화 암

석에 비해 격벽의 K2O 함량은 4.05%에서 2.82%로 감소하여 격벽이 상

대적으로 풍화가 더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격벽과 암분의 함량을 보

면, K2O와 Na2O의 암분에서의 중량비가 격벽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

은 반면 CaO는 3배가량 증가하였다.

SG 7은 파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시스택으로, 파도와 정면으로

닿는 부분이면서 타포니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위치의 기반암 U-F

(X-14)와 시스택 배후면에 위치한 타포니가 잘 나타나지 않는 기반암

U-B(X-13)를 비교하였다. U-B에서는 Cl의 함량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U-F에서는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Cl 함량은 타포니 내부 암분에서

0.2%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각평균치 130mg/kg보다 높은 함량으로

(김해경 외, 2012), 암분과 기반암 전면부에서 해수의 영향을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SiO2는 배후 기반암보다 정면 기반암에서 소량 감소하는

반면, Fe2O3는 16.1%에서 18.2%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Na2O와

K2O의 주원소 변화량 그래프를 보면(Figure 30), 전체적인 함량 변화의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Na2O와 K2O가 미풍화 암석 대비

격벽에서의 함량에 있어 각각 0.31%에서 0.44%, 2.19%에서 2.92%로 증

가하는 반면, CaO는 두 지점 간 함량비가 동일하다. 그러나 격벽과 암분

간의 함량은 Na2O와 K2O가 증가한 정도보다 3배가량 높은 비율로 증가

하여 SG 3 지점의 암분에서 나타나는 CaO 특성과 유사한 점을 보였다.

정리하면 SG 1은 내벽 내 잔류 퇴적물에서 CaO, Na2O와 K2O가 집적

되어 있다. SG 2는 미풍화 암석 대비 격벽에서 K2O의 함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격벽에서 암분으로 갈수록 CaO와 Na2O가 집적된 것을 알 수

있다. SG 3는 SG 2와 마찬가지로 미풍화 암석 대비 격벽에서 K2O의 함

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격벽 대비 암분에서의 변화량을 볼 때 CaO의

함량이 Na2O와 K2O에 비해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SG 7는 미풍화

암석 대비 격벽에서 CaO의 함량이 감소하고 있고 격벽에서 암분으로 갈

수록 CaO가 많이 집적된 것을 알 수 있다.



Sample
XRF Chemical Composition

CIA*
No. Type1 SiO2 Al2O3 Fe2O3 K2O TiO2 MgO Na2O P2O5 MnO CaO SO3 Cl total

SG1 X-1 U 62.4 23.1 7.33 3.01 0.87 0.21 0.30 0.04 0.04 0.06 0.02 0.02 99.76 88.52 

X-2 S 74.0 19.5 2.26 2.93 0.26 0.15 0.41 0.04 0.01 0.09 0.08 0.05 99.78 86.64 

X-3 V 55.7 28.6 5.25 3.60 0.82 0.15 0.33 0.02 0.03 0.10 0.02 0.03 99.86 88.88 

X-4 R 57.5 30.4 4.93 4.73 0.79 0.24 0.66 0.03 0.03 0.12 0.07 0.21 99.70 86.27 

X-5 D 42.9 25.9 15.20 3.04 0.54 0.14 0.33 0.05 0.36 0.11 0.21 0.05 93.92 89.40 

SG2 X-6 U 58.4 25.4 5.75 4.29 0.87 0.20 0.35 0.01 0.03 0.08 0.01 0.03 99.84 85.75 

X-7 S 63.5 25.4 6.34 2.87 0.93 0.25 0.34 0.05 0.03 0.08 0.02 - 99.81 89.76 

X-8 D 58.8 23.5 6.28 2.46 0.86 0.30 0.38 0.15 0.03 0.69 1.05 0.06 99.91 89.07 

SG3 X-9 U 58.4 24.8 5.79 4.05 0.90 0.18 0.34 0.02 0.03 0.06 0.01 0.02 99.60 86.17 

X-10 S 62.8 25.2 7.26 2.82 0.91 0.28 0.33 0.08 0.04 0.05 0.02 0.01 99.79 89.89 

X-11 F 50.0 36.2 4.13 6.99 1.19 0.18 0.67 0.02 0.02 0.12 0.01 0.01 99.53 83.94 

X-12 D 54.8 26.5 5.59 3.21 0.94 0.23 0.35 0.11 0.03 0.19 0.11 0.08 99.77 88.98 

SG7 X-13 U-B 54.5 24.5 16.10 1.75 2.25 0.24 0.25 0.06 0.03 0.04 0.02 - 99.74 93.18 

X-14 U-F 54.1 21.9 18.20 2.19 1.44 0.08 0.31 0.04 0.01 0.09 0.03 0.01 99.71 90.64 

X-15 S 52.7 27.8 4.97 2.92 1.81 0.43 0.44 0.02 0.01 0.09 0.04 0.09 99.88 90.23 

X-16 D 47.9 30.9 4.49 4.33 1.06 0.19 0.64 0.05 0.01 0.50 0.10 0.20 99.75 86.89 
* Chemical Index of Alteration. CIA = [ Al2O3 / (Al2O3 + CaO + Na2O + K2O) ] × 100 (Nesbitt and Young, 1982)
1 U, Unweathered rock; S, Side wall; V, Visor; R, Rippled wall sediment; D, Debris; F, Floor; U-B, Unweathered rock back

side; U-F, Unweathered rock front side.

Table 9. Chemical analysis composition of samples

- 46

 -



Figure 27. Diagram showing variation of major element concentrations from tafoni SG 1 (Unit is %. U, Unweathered 
rock; S, Side wall; V, Visor; R, Rippled wall sediment; D, 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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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Diagram showing variation of major element concentrations from tafoni SG 2 (Unit is %. U, Unweathered 
rock; S, Side wall; D, 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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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Diagram showing variation of major element concentrations from tafoni SG 3 (Unit is %. U, Unweathered 
rock; S, Side wall; F, Floor; D, 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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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Diagram showing variation of major element concentrations from tafoni SG 7 (Unit is %. U-B, Back side 
of unweathered rock; U-F, Front side of unweathered rock; S, Side wall; D, Deb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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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적 풍화지수

화학적 풍화지수는 암석의 풍화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동성, 비이동성

원소의 함량비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다(Parker, 1970;

Nesbitt and Young, 1982; Duzgoren-Aydin et al, 2002; Price and

Velbel, 2003).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화학적 풍화지수는 암석 자체에서의

풍화에 의한 화학적 변화를 살펴보거나(김영수 외, 2002; 추창오와 정교

철, 2011), 모암에서 비롯되는 토양의 풍화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

된다(남기상과 조규성, 1993; 이석훈과 김수진, 2000, 2001; 김영래, 2011,

2012). 그러나 김사덕 외(2004)와 김해경 외(2012)의 경우 암석에서 나타

나는 박리 현상 및 풍화지형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풍화

지수를 사용하였다.

Duzgoren-Aydin et al(2002)은 암석의 화학적 풍화에 대한 30가지의

정량적 분석 방법에 대해 다루었고 Price and Velbel(2003)은 이질의 변

성암에 적용하기 적합한 풍화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7개의 지수를 비교․

분석하기도 하였다. 여러 학자에 의해 제기된 풍화지수는 특성과 함께

일부 한계점을 안고 있다. Ruxton(1968)은 SiO2/Al2O3로 계산하는 화학

적 풍화지수 RR(Ruxton Ratio)를 만들었는데, 규산염 암석에서는 지수

값이 실제의 풍화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Duzgoren-Aydin et al, 2002). Parker(1970)는 Na+, K+, Ca2+, Mg2+의 변

화를 통해 화학적 풍화양상을 파악하는 WIP(Weathering Index of

Parker)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동성 알칼리 원소만을 고려하여 풍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 형성되는 풍화산물인 보크사이트나 Al2O3와 같은

중요 성분의 상대적 변화 양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김영래, 2011).

해당 연구지역에서는 주원소 중에서도 유동성이 높은 CaO와 Na2O,

K2O가 특징적인 이동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WIP가 고려하지 못한

유동성이 낮은 원소 Al2O3에 대한 유동성 이온인 Na+, K+, Ca2+ 산화물

의 상대적 비율을 측정한 Nesbitt과 Young(1982)의 CIA(Chemical Index



- 52 -

of Alteration) 풍화지수를 이용하였다. 주성분 산화물 값을 분자비

(molecular ratio)로 환산하여 CIA 지수를 계산하였다(Table 9).

CIA =
Al2O3

× 100(mol)
Al2O3 + CaO + Na2O + K2O

CIA는 조암광물인 1차 광물과 풍화에 따른 2차 광물의 비율을 반영하

며 이를 통해 화학적 풍화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추창오와 정교철,

2011). 풍화가 진행되면서 유동성이 작은 Al2O3는 암석에 잔류하는 반면

알칼리 원소들은 용해되어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그 양이 감소한다. 즉

풍화지수의 값이 클수록 풍화작용이 많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CIA를 통해 확인된 강릉 심곡리 해안 타포니의 화학적 풍화지수 값의

범위는 83.94 ～ 93.18로 나타난다. 암석의 종류와 관계없이 비교하자면

이석훈과 김수진(2001)의 유구지역 화강암질 편마암의 토양층에서 풍화

지수 값인 79 ～ 88의 값과 김해경 외(2012)의 갓바위 응회암 풍화지수

값 77.42 ～ 83.93에 비해 상당히 진행된 편에 속한다.

단순히 풍화지수의 값으로 풍화정도를 판단하면 SG 1의 경우 내벽 내

풍화잔류물의 풍화정도가 가장 낮고 격벽, 미풍화 암석, 차양, 암분 순으

로 풍화가 심화된다. SG 2는 미풍화 암석의 풍화정도가 가장 낮고 암분,

격벽의 순으로 풍화정도가 높아진다. SG 3는 바닥부분이 풍화가 가장

덜 진행되었고 미풍화 암석, 암분, 격벽 순으로 풍화가 진행되었다. SG

7은 암분의 풍화정도가 가장 낮고 격벽, 미풍화 암석의 순서로 풍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SG 2, 3은 풍화 정도의 순서가 동일할 뿐만 아니

라 지수의 값도 유사하다.

미풍화 기반암의 풍화지수는 전반적으로 85.75 ～ 93.18의 범위를 보이

는데 SG 7의 기반암 X-13, 14에서 93.18와 90.64의 가장 높은 수치가 나

타나 바다에 인접한 기반암일수록 풍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일반적으로 화학적 풍화지수는 모암에서부터 형성되는 토양 풍화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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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다. 타포니 내부에 집적된 암분은 타포니의 형성과정상 풍화

에 따른 내벽에서의 박리현상에 따라 집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암분의

풍화지수 값을 볼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SG 1 암분(X-5)의 높은 풍

화지수는 Na2O, K2O가 내벽 내 박리층(X-4)에 집적되어 탈거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반대로 X-4의 낮은 풍화지수는 Na와 K

의 집적을 나타낸다. SG 7의 암분의 풍화지수는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

는 암분에 CaO, Na2O, K2O 가 집적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CIA는 단순히 이동성 원소인 CaO, Na2O, K2O 함량의 증감 여부에 따

라 풍화가 진행된 정도를 판단하는 지수이다. 따라서 타포니와 같이 암

석 내에서 박리 및 암분이 관찰되는 등 독특한 양상으로 풍화가 진행되

는 미지형에 완벽히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SG 1의 내벽 내

풍화잔류물의 경우 풍화지수가 84.6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

는 풍화가 덜 진행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이온인 Ca, Na, K

의 집적에 따른 풍화 진행 양상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타포니에 있어 단

순한 풍화지수에 따른 풍화정도의 비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학성

분의 변화량을 살펴봄과 동시에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측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리․화학적 분석이 추가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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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의

1. 강릉 심곡 타포니의 물리적 강도 특성

슈미트 해머 값의 차이는 풍화율과 풍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

준다(Hall, 1993; Waragai, 1999). Mellor et al(1997)는 차양 바깥의 강도

가 타포니 안쪽 벽의 강도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Matsukura and Tanaka(2000)는 내벽과 천장의 강도가 차양과 외벽 강

도보다 낮게 나타남을 밝혀냈다. 연구지역인 강릉 심곡리 해안단애 및

시스택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타포니 역시 내벽에서 측정된 값이 외

벽 강도보다 모두 낮게 나왔다. Box plot을 이용하여 각 지점 강도의 최

댓값과 최솟값, 중간값과 사분위수 및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는 Figure

31과 같다.

타포니 SG 1, 2, 3은 깊이가 15～22cm에 해당하여 조사한 타포니들 가

운데 깊이가 깊은 편에 속한다. SG 2, 3 두 지점의 내-외벽 간 물리적

강도는 SG 2가 SG 3보다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SG 2의

외벽 강도는 높은 반면 내벽 강도는 더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육안으

로 보았을 때 SG 2와 SG 3의 미풍화 기반암은 동일한 기반암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미풍화 기반암의 강도차가 나타나는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내벽의 강도차는 SG 2의 뚜렷한 격벽과 차양으로 인한 그늘진 내

부 환경이 수분과 염이 집적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포니의 강도와 수분 함량과의 관계에 대한

Matsukura and Tanaka(2000) 연구를 살펴보면 타포니의 형성과 성장은

수분 함량과 관계된 풍화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고, 분석 결과 타포니

의 내벽이 외벽에 비해 낮은 암석 강도와 높은 수분 함량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SG 2의 낮은 암석 강도는 해당 지점의 그늘지고

습한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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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Box plot summing up the calculated R-value Inside wall (top), 
Unweathered rock(bottom)

표준적인 암석 강도를 측정할 때에는 풍화면을 완전히 제거한 뒤 실시

해야 한다(김종연, 2012). 대부분의 타포니는 작은 크기와 격벽 등으로

인해 바닥의 강도를 측정하기 어려웠으나 SG 3의 경우 타포니 입구가

바다를 향해 열려있어 바닥부와 격벽 또한 함께 측정할 수 있었다. 바닥

의 경우 암분이 쌓여있고 풍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풍

화된 암석의 강도값을 측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암분만을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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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로 제거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완전히 풍화된 암석으로

분류될만한 강도값이 산출되었다. 특히 타포니의 바닥부는 미풍화된 외

벽 강도를 측정한 S-6의 상부 표면에 해당하는데(Figure 32), 바닥과 미

풍화 외벽 간 강도차가 29.1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내벽 S-5의 강도

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약 20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보다 정밀한 풍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성분 분석결과와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물리적 강도만을 놓고 보았을 때 SG 3 타포니의 풍화 정도는 바

닥이 가장 크게 진행되었고 격벽, 내벽, 외벽 순으로 나타났다.

SG 1～6 타포니의 내벽 강도의 평균값은 모두 50 이하가 나왔으며, 외

벽 강도의 평균값은 50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Selby(1993)와

Goudie(2006)의 암석 강도에 따른 암석 구분(Table 2)을 고려하면 내벽

은 중간암～연암, 외벽은 경암～극경암에 해당된다. 반면 바다에 위치한

시스택 SG 7의 물리적 강도는 내벽 뿐만 아니라 타포니가 나타나지 않

은 외벽에서도 50 이하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바다에 가까이 위치한 시

스택의 타포니가 다른 지점보다도 풍화가 더욱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SG 7에서 나타나는 nested tafoni 형태는 이 지점이 풍화를 상

당히 많이 받았음을 의미하고 이는 다른 연구지점보다 상당히 낮은 물리

적 강도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Figure 32. Vertical cross section of S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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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릉 심곡 타포니의 화학적 풍화 특성

가. 주원소 변화에 따른 풍화 양상

Selby(1993)는 암석이 다양한 광물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화

학적 풍화에 대한 암석의 저항 정도는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SiO2는

거의 모든 pH 값에서 용해되지 않고, Al2O3는 오직 pH4 이하 혹은 pH9

인 경우에만 용해된다. Al2O3는 토양이 풍화되면서 SiO2가 천천히 침출

되는 과정에서 점토질 토양층 속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암에서 표층으로 갈수록 SiO2, CaO, Na2O, K2O 감소하는 반면에

Al2O3와 Fe2O3, TiO2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석훈과 김수진, 2001;

김영래, 2012). 광물의 용해순서는 암석의 종류를 비롯한 미기후 및 미세

지질적인 환경에 따라 변화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물의 용

해 순서는 Ca>Na>Mg>K>Si>Al>Fe 이며, Ca, Mg, Na, K는 Al, Si,

Fe보다 무조건 더 용해가 잘 된다.

SG 1의 풍화특성을 살펴보면 기반암에서 암분으로의 성분 이동을 비교

하였을 때 SiO2는 감소하고 Al2O3와 Fe2O3는 증가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모암에서 표층(토양층)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경향과 일치한다. 흥미로운

점은 SG 1의 경우 내벽 내 박리된 잔류물에서 CaO와 Na2O, K2O 함량

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Ca나 Na는 SO3나 Cl과 같이 외부에서 유입

되는 염 성분과 결합할 경우 석고나 암염을 형성할 수 있다. 박리 퇴적

물에서 이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기반암 내부에서 용해된 Ca,

Na와 같은 원소가 암석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화학적 풍화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염 결정이 성장하면서 팽창에 따른 압력으로

인해 박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리현상이 지속되

면 벗겨진 암편이 암분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암분에 포함된 CaO의 높은

함량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SG 1 타포니의 경우 풍화의 진행에 있어

장석의 가수분해나 수화작용과 같은 화학적 풍화 및 염정 성장에 따른

물리적 풍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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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2는 미풍화 암석과 격벽의 함량 변화가 CaO와 Na2O는 거의 없고

K2O에서 4.29%에서 2.87%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장석류는 화학적

풍화에 약한 암석으로 특히 사장석에 포함된 CaO와 Na2O는 풍화 초기

단계에서 쉽게 용탈된다. 화학적 풍화가 매우 활발한 기후환경이나 조건

에서는 CaO와 Na2O가 대부분 용탈된 후 K2O의 감소가 진행된다. 즉,

K2O의 손실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화학적 풍화가 활발히 진행된

것을 의미한다. 해당 타포니의 CaO와 Na2O의 미미한 변화량에 비교하

여 K2O의 유실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해당 타포니는

화학적 풍화가 매우 활발한 환경에 노출되어 풍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거의 모든 시료에서는 S와 Cl이 미량에서 지각평균치 이상의 양까지

검출된다. 이는 연구지역이 해수나 외부 오염에 의한 염 성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염 성분은 연구 지역의 모

든 암분에서 격벽이나 미풍화 암석 대비 높게 나타나는 CaO 함량비를

설명해준다. Ca가 암석의 화학적 풍화에 있어 가장 쉽게 손실되는 원소

라는 점은 이 원소가 염 성분과 결합하여 CaSO4와 같은 석고나 CaCl2와

같은 암염 등을 형성, 그 겨과 타포니 표면 풍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

이다. 그러한 풍화의 결과는 암분에 집적된 높은 CaO의 함량으로 증명

된다.

암분에서의 석고나 암염의 여부는 XRD 분석에 따른 구성광물의 종류

와 함량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학 분석 시 타포니가 나타나지 않는 미풍화 암석을 기반

암 대조군으로 놓고 살폈으나 해당 연구지역이 전반적으로 풍화가 진행

중에 있어 상대적인 풍화 정도는 추측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풍화 과정

에 대해 추론하기 어렵다. 차후 신선한 모암과의 비교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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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학적 풍화지수의 한계 및 보완

일반적으로 화학적 풍화지수는 기반암에서부터 비롯되는 심층풍화대의

성인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특히 화학적 풍화지수를

인용한 국내의 연구들은 모암에서의 토양형성과정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남기상과 조규성, 1993; 이석훈과 김수진, 2000, 2001;

김영래, 2011, 2012).

다양한 화학적 풍화지수들은 양이온의 용탈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일

뿐이기 때문에 지수의 수치만으로는 화학적 풍화를 설명할 수 없다.

CIA 또한 마찬가지로 그 값이 화학적 풍화 강도(intensity)나 화학적 풍

화의 주도성(dominance)과 비례하지 않다(김영래, 2011). 따라서 CIA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A-CN-K 도식을 함께 활용하고 이용한다. Nesbitt

and Young(1984)는 풍화에 경향성에 대해 풍화 초기에는 CaO와 Na2O

가 감소하다가 말기에는 K2O가 감소하면서 A-CN-K 도식에서 Al2O3의

정점 방향으로 이동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CIA의 값이 높을수록 A쪽 가

까이에 값이 분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CIA 또한 모든 암석의 풍화지수를 산정하는데 완벽한 지수라고

할 수 없다. CIA에서의 기준원소는 유동성이 작아 쉽게 유실되지 않고

잔류하는 Al2O3이다. 풍화가 진행되면서 알칼리 계열의 원소들은 쉽게

용해되어 유실되는 반면 Al2O3는 암석에 잔류하기 때문에 암석의 풍화지

수를 알아볼 때 가장 자주 이용하는 지수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원소

분석 결과 Al2O3의 함량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CIA의 기준원소

인 Al2O3의 값에 있어 안정도가 떨어져 풍화지수로서의 신뢰도에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풍화지수가 제안되었는데 Harnois(1988)은

CIA 식에서 K2O를 제외한 CIW(Chemical Index of Weathering)를 제시

하였다. 이는 규산암 모암에서 잔류토양이 풍화되는 과정에서 장석이 점

토로 변화하는 경향을 측정한다. 또한 Fedo et al(1995)는 사장석의 풍화

정도를 알 수 있는 풍화지수 PIA(Plagioclase Index of Alteration)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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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여 CIW를 보안하고자 했다. PIA 값은 암석의 초기풍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다. 그리고 Jayawardena and Izawa(1994)의 경우 열대지역

에서 규산이 풍부한 변성암의 화학적 풍화정도를 알아보기 적합한 지수

로써 STI(Silica- Titania Index)를 제시했다. STI는 암석에 상대적으로

양이 많고 수용액이나 탄산용액에 잘 녹지 않는 유동성이 적은 원소

TiO2와 Al2O3, SiO2 사이의 가능한 관계들을 가정하였다. 각 지수들의

공식은 Table 10에 나타냈다.

CIW와 PIA는 K2O 함량을 제외하고 산출한 값으로 두 지수의 값은 매

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R2=0.993). 이를 통해 사장석의 풍화

가 진행된 정도 및 암석의 초기 풍화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연구지점은

약 97～99의 값을 보여 해당 지역 암석의 사장석의 풍화는 극심하게 진

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CIA, CIW, PIA는 풍화가 진행될수록

지수 값이 커지고 STI는 그 값이 낮게 나타난다. 이 값의 결과는 Table

11에서 제시하였다.

Index Formula Remarks

CIA [Al2O3/(Al2O3+CaO+Na2O+K2O)]×100
Nesbitt and

Young(1982)

CIW [Al2O3/(Al2O3+CaO+Na2O)]×100 Harnois(1988)

PIA
[(Al2O3-K2O)/(Al2O3+CaO+Na2O-K2O)]×10

0
Fedo et al(1995)

STI
[(SiO2/TiO2)/((SiO2/TiO2)+(SiO2/Al2O3)+(A

l2O3/TiO2))]×100

Jayawardena and

Izawa(1994)

Table 10. Chemical weathering indice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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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ype No. CIA CIW1 PIA2 STI3

SG1 U X-1 88.52 99.07 98.95 60.33

S X-2 86.64 98.49 98.25 68.61

V X-3 88.88 99.13 99.02 52.81

R X-4 86.27 98.48 98.23 52.15

D X-5 89.40 98.99 98.87 49.00

SG2 U X-6 85.75 99.00 98.82 56.66

S X-7 89.76 99.04 98.93 58.57

D X-8 89.07 97.46 97.20 58.58

SG3 U X-9 86.17 99.05 98.88 57.17

S X-10 89.89 99.10 98.99 58.51

F X-11 83.94 98.72 98.44 44.36

D X-12 88.98 98.83 98.68 54.10

SG7 U-B X-13 93.18 99.29 99.24 54.50

U-F X-14 90.64 98.92 98.81 57.52

S X-15 90.23 98.88 98.77 51.38

D X-16 86.89 97.90 97.59 47.13

1 Harnois(1988); 2 Fedo et al(1995); 3 Jayawardena and Izawa(1994)

Table 11. Comparison of weathering indices from the study site

3. 강릉 심곡 타포니의 풍화 진행 양상

Blackwelder(1929)는 타포니가 발달하는 원인을 암석 표면과 암석 내부

의 미기후적인 조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로 다른 풍화율로 보았

다. 연구대상은 대부분 편암에 해당하는 변성암으로, 열과 압력이 가해지

면서 구성광물들이 특정한 평면을 따라 엽리나 편리 구조로 배열된다.

따라서 하나의 동일한 암석일지라도 암석 내부에서 광물 조성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 광물의 서로 다른 풍화율로 인하여 암석 표면의 특정 부

분에서 최초의 풍화가 시작될 수 있다.

특히 연구지역과 같은 해안에 위치한 암체의 경우 지속적인 염 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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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으로 인하여 입상붕괴나 소규모 박리와 같은 입자의 분리가 나타나

면서 타포니와 같은 풍화 미지형이 형성된다(Fitzner et al, 2003). 연구

지역에서 300m 가량 북쪽에 위치한 심곡항 방파제를 보면 지속적으로

해수가 고여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간에 표면의 매끈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Figure 33-A는 부분적으로 콘크리트가 부서져있어 표

면이 거칠다. C는 A의 표면 위에 하얗게 피복되어 있는 소금 결정을 근

접 촬영한 것이다. A의 바로 옆인 B의 경우 해수에 의한 변색이 일어나

지 않은 마른 표면으로,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해수가 콘크리트 공극 사이로 침투한 후 일사에 의한 증발로 인

하여 염 결정이 형성, 물리적 붕괴를 일으킨 것에서 기인한다. D를 보면

해수에 젖은 왼쪽 부분이 오른편에 비해 콘크리트 조각이 많이 떨어져나

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수에 포함된 염 성분이 연구지역 풍화

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Figure 33. A surface of Simgok port (A pencil is 15cm, Hammer is 
33c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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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형성되기 시작한 타포니는 암석 내부의 광물조성의 차이 혹은 층

리면과 같은 균열로 인해 불규칙적인 형태를 보이면서 성장한다. 암석의

투수성은 염류의 침투 및 잔류를 용이하게 하는데, 암석 내부에 빗물이

고일 경우 대기 중의 CO2가 포함된 빗물이 광물과 화합하면서 가수분해

를 일으키게 된다. 광물이 가수분해를 받으면 기존 광물에서 새로운 이

차적인 광물인 점토광물이 생성된다. 특히 장석류는 가수분해가 일어나

기 쉬우며 그 결과 고령토가 형성된다. 즉, 타포니 내부에 가수분해가 일

어날 수 있는 기후환경이 조성되면 장석류 광물에서 점토가 형성되고 이

와 함께 이차적인 박리현상이 일어난다(Martini, 1978; Turkington, 1998;

McBride and Picard, 2004). 정장석과 사장석의 가수분해 반응식은 다음

과 같다.

2KAlSi3O8 + 2H2CO3 + 9H2O → Al2Si2O5(OH)4 + 4H4SiO4 + 2K
+ + 2HCO3

-

정장석 고령토

2(Ca, Na)AlSi3O8 + 2H2CO3 + 9H2O

사장석 → Al2Si2O5(OH)4 + 4H4SiO4 + (Na2
+, Ca2

+)+ 2HCO3
-

고령토

공기 중의 대기 오염원인 이산화황(SO2)은 빗물에 녹으면서 황산

(H2SO4)으로 변화하게 된다. 장석류의 풍화가 진행되면서 용해되는 Ca

가 빗물에 포함된 이산화황과 결합될 경우 경석고(anhydrite, CaSO4)가

형성된다. 해당 연구지역은 바로 옆에 해안도로가 인접해있어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이 공기 중에 머무르기 쉬운 환경이다.

Ca + H2SO4 → H2 + CaSO4

황산 경석고

이렇게 형성된 경석고는 지하수나 빗물로 공급된 물 분자와 결합하면

수화작용이 일어나 석고(gypsum, CaSO4․2H2O)로 변화한다. 이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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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은 60%가 증가하면서 암석의 공극 사이에서 팽창에 따른 압력을 가

하게 되고 물리적 풍화가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광물에 따른 차별적인 가수분해와 수화작용으로 인해 암석 표면

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암편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타포니의 화학

적 풍화는 습기가 오래 머물 수 있는 내벽과 천장에서 더욱 쉽게 일어난

다. Figure 34과 같이 플레이킹(flaking)1) 현상이 내벽과 천장을 중심으

로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Figure 34. Rippled wall sediments and flakes inside ceiling (Lens cap is 
5.5cm in diameter; marker pen is 14.5cm in length)
1) 비교적 소규모로 발생하는 박리(exfoliation)작용의 한 종류로 마치 꽃잎과 같이 암체

의 표층 암편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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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 and Mottershead(1995)는 암염이나 석고와 같은 염 성분이 타포니

내벽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플레이킹 현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Bradley

et al(1978) 연구에 의하면 타포니 내부의 박리된 풍화물에서 소금의 집

적이 모암보다 약 2배에서 13배가량 높게 나온 것을 발견했다. 연구지역

타포니의 각 지점에 따른 XRF 성분 분석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는 토의

2에서 다루었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미풍화 암석, 격벽, 암분에서 나타

나는 Ca, Na, K와 같은 원소의 이동을 통해 장석류 광물이 가수분해 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타포니 내벽의 박리 퇴적물 성분에

서 CaO, Na2O, K2O 산화물이 집적되어 있다는 것, SO3, Cl의 높은 함량

등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암석 내에서 용해된 원소가 암석 표면으로 이동

한 후 염 결정을 형성할 수 있는 성분과 결합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가수분해․수화작용 및 물리적 풍화작용의 결과 내벽 내에

서 암편이 얇게 벗겨지는 플레이킹 현상이 나타나거나 젖은 휴지와 같은

잔류물이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모든 암분에서 CaO 산화물의 함

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물리적․화학적 풍화작용의

결과 내벽 내에서 박리된 암편이 떨어져 쌓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타포니의 발달은 박리 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내벽과 천장

부분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석고나 점토광물의 정

량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XRD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 타포니의 경우 대부분 내부에서 점토광물과 같은 암분이 관찰

되었고 일부 타포니의 내벽에서 암석이 얇게 벗겨지는 박리가 나타났다.

연구지역 조사는 4월 30일부터 8월과 10월, 11월에 걸쳐 총 4회간 이루

어졌는데 암석 내부에서 풍화가 진행되는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SG

1의 경우 타포니 내벽이 마치 휴지가 젖은 것처럼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

이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한 두께의 풍화층이 나타났다. 8월 22일

에 촬영한 사진과 비교해보면 두 달 후 내벽 전체에서 암편이 떨어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35). SG 3 타포니도 마찬가지로 내벽 이곳저

곳에서 암석 표면이 얇게 벗겨진 것을 볼 수 있고(Figure 36), 사진에 표

시한 직사각형의 실선을 보면 두 달 전에는 보이지 않던 박리가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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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ure 37는 SG 3 타포니의 오른쪽 하단부를 확

대하여 촬영한 것으로, 불과 보름 사이에 떨어져나간 암편을 볼 수 있다.

Figure 35. The progress of the weathering SG 1

Figure 36 The progress of the weathering SG 3 (A marker pen is 
14.5c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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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Separated flakes in SG 3 (Lens cap is 5.5cm in diameter)

본 연구지역은 해안과 가까이에 위치한 해안단애 및 시스택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지점의 암석은 변성을 받은 편암류에 해당한다. 이러한

암석은 조립질 광물로 구성되어 투수성이 높은 편에 해당한다.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연구지역의 풍화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지역은

해수에 의한 염 공급 및 해안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배기가스에 의한

이산화황 등의 오염원 공급이 풍부하다. 둘째, 암석은 저온변성을 받은

편암류로 염류 및 오염원의 침투 및 잔류를 용이하게 한다. 셋째, 열과

압력에 의해 조암광물의 조직이 불규칙적으로 변화되면서 염성분에 대한

특정 광물의 반응성의 정도가 달라지고 서로 다른 풍화율이 발생한다.

넷째, 암석의 내부에서 진행되는 물리적․화학적 풍화로 인하여 플레이

킹, 입상붕괴와 같은 입자의 분리가 나타나면서 풍화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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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강릉 심곡리의 지형경관은 강원도 동해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고유의

경관자원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다양한 형태

의 풍화미지형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의 장소로서 가치가 있다. 다

양한 지형경관들은 관광명소로 알려지면서 관광 및 위락시설로 개발됨에

따라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연구지역의 경우 아직 그 가치가 드러

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풍화에 관련된 지형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

는 지역으로서 교육적 활용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지형경관의 보

존 및 교수학습 자료로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지역의 모니터링을 비롯

한 보다 정밀한 기초학술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지역에서는 절리를 경계로 붕괴가 일어나 해안도로 가까이에

암체가 쌓여있었고 붉게 산화된 표면이 암체가 과거에 위치했던 흔적으

로 남아있다. 이러한 절리를 비롯하여 타포니와 같은 풍화 미지형이 발

달할수록 해안 절벽의 사면은 점차 후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해안

지역에 형성된 풍화 미지형에 대한 연구는 지형 발달을 예측하는데 필요

하다. 또한 해안도로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

의 풍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강릉 심곡리의 해안 절벽에서 나타나는 타포니에 대

하여 형태적 특징을 분류하고 물리적, 화학적 분석을 통해 이 지역의 풍

화 진행 양상을 살펴보았다. 암석의 종류 감정 및 타포니의 각 지점에

대한 주원소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물리적 강도를 측정하여 각 수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풍화는 암석의 종류와 절리에 따라 약간의

분포 밀도 차이는 있으나 암반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대상은 해안 절벽과 시스택에 다양한 형태와 규모를 보이는 풍화

미지형이다. 발달하는 위치상 수직절벽에 나타나는 sidewall tafoni와 수

평적인 면에 나타나는 basal tafoni로 구분된다. 형태로는 뚜렷한 격벽이

나타나는 벌집형(honeycomb) 타포니와 하나의 공동(空洞) 안에 여러 개

의 타포니가 중첩된 둥지형(nested) 타포니로 구분할 수 있다. 암석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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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녹리석 편암류이고 2차 광물인 견운모가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통해 암석의 풍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타포니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암석은 셰일로 밝혀져 동일한 환경의 영향을 받더라도 암

석의 공극에 따라 풍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타포니의 풍화되지 않은 외벽과 타포니 안쪽 내벽의 강도를 측정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SG 4를 제외한 나머지 타포니의 외벽은

내벽보다 강했다. 그늘지고 습한 내부 환경일수록 낮은 암석 강도를 나

타냈고 바다에 가장 근접한 시스택에 분포하는 타포니는 내벽뿐만 아니

라 외벽에서도 50 이하의 낮은 강도를 보였다.

단순한 화학적 풍화지수의 비교는 타포니와 같이 암석 내부의 박리 현

상 및 암분 잔류 등 독특한 양상으로 풍화가 진행되는 미지형에 완벽히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화학적 성분 분석 결과를 종합한 연구 대상

의 풍화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암석 내 사장석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Ca, Na 원소가 용해되었다. 둘째, 연구지역은 해수에

의한 비말 및 인접한 도로에서의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염 성분이 공급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암석 표면으로 이동한 Ca, Na 등의 원소가 SO3,

Cl과 결합 후 염 결정을 형성한다. 셋째, 염 결정의 성장에 따른 물리적

압력 혹은 수화작용에 의한 석고의 팽창으로 내벽 내 암편이 얇게 벗겨

진다. 넷째, 그늘지고 습한 내벽과 천장을 따라 박리 현상이 활발해지면

서 암편이 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포니 성장 및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육안 관찰 및 물리․화학적 분석을 통해 강릉 심곡 지역 해

안 절벽에 발달하는 타포니의 정량적인 풍화 특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암석의 주원소 분석에 따른 타포니의 성장 및 진행

방향을 예측함으로써 지형 발달과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

는다. 그러나 연구대상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풍화 특성을 판단하기 위

해 신선한 모암과 암분을 대상으로 하는 XRD와 SEM과 같은 추가적인

화학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암종 대조군의 감정 등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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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weathering progressing

aspect based on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afoni in

the Simgok area of Gangneu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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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related to the weathering microtopography in the Simgok

area has high scientific value due to its usefulness in predicting the

development of slopes in the Eastern Coast topography. This study

can carry out its role as a natural learning site where various types

of weathering topography can be observed closely. Moreover, for the

safety of the residents and the visitors using the coastal road, a

closer scientific investigation needs to be preceded.

To determine the weathering progressing aspect by major elements

variation and rock hardness, the study was conducted on sea cl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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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a stack near the Simgok port of Gang-neung by using XRF

and schmidt hammer. Thin section analysis had been performed on 4

specific points of tafoni.

The rock type of the sampled was chloritoid schist, containing a lot

of sericite and the secondary minerals which are formed by

weathering. On the other hand, tafoni were seldomly observed at

shale under identical environmental conditions. This observation

suggested that the weathering process is likely to develop differently

according to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e.g. pore size distribution).

Rock hardness measurements indicate that R-value on the inside wall

are lower than those on the outside. Also, the more shady the

environment was and the more it was close to inshore areas, the

R-value appeared to be lower.

The movement of the elements such as Ca, Na and K shows that

feldspar is hydrolyzed and can form salt crystallization like a gypsum

or halite when they combine with the elements such as S or Cl. It

proved a high CaO, Na2O and K2O content on flaking inside wall and

rock meal. The exfoliation was mainly observed along the shady

backwall and ceiling of tafoni. This helped in predicting the growth

of tafoni as well as the direction of its progress.

The research fundamentally attempted to suggest a progress of

weathering inside the rock by analyzing thin section and major

element variation. There is a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additional analysis such as XRD,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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