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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전자탐사를 이용한 해저열수광상 탐사에 기초적인 물성 지식을 제공하고자 해저열수광상 주변에서 채취한

암석시료를 원주형 암석코어로 성형한 후 밀도, 공극률 등에 대한 물성 측정법과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암석 시료는 해

저열수광상 주변에서 채취한 모암, 부석, 열수변질대, 침니(chimney)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은 부스러지기 쉽거나

물 속에서 구성물질이 용해되거나 혹은 공극이 매우 크고 거친 표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료들

의 특징을 고려하여 각 시료마다 공극률과 전기비저항을 측정하는 방법들은 제시하였다. 측정 결과 전기전도도가 32,000

µS/cm(0.5 ohm-m)인 소금물에 수포화된 흑색모암, 회색모암, 부석, 침니 암석코어들의 현지 바닷물 온도(2.5oC)에서의 전

기비저항은 각각 102, 39, 11, 0.1 ohm-m로서 침니의 전기비저항을 1이라할 때 바닷물은 5, 부석은 110, 모암은 390 ~ 1020

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실험 결과 물로 수포화된 암석코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기비저항이 감소하고 특히, 20 ~ 80oC

의 구간에서는 직선적으로 감소하며, 임의의 전기전도도를 갖는 간극수로 수포화시킨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이 다른 전

기전도도를 갖는 간극수로 수포화시킨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에 비해 같은 온도에서 A배 증가하면 단위 온도 증가당 전

기비저항 변화율도 A배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해저열수광상, 밀도, 공극률, 온도변화, 전기비저항

Abstract: We present the results of laboratory measurement of porosity and electrical resistivity for the samples collected

near marine hydrothermal deposit to provide fundamental perspective of physical properties for future electromagnetic

survey. The rock cores are sampled from the host rock, pumice, hydrothermal altered zone, and chimney. These samples

are featured as easily brittle, rough surface with large pores, having components easily solvable in the water. We suggest

systematic approach for measuring weights, volumes of core samples to calculate density and porosity. Measurements

reveal that the resistivities of black host rock, gray host rock, pumice and chimney are 102, 39, 11, 0.1 ohm-m,

respectively, when the core samples are saturated with saline water of 32,000 µS/cm (0.5 ohm-m) at temperature of 2.5oC

and these correspond to the factors of 5 for sea water, 110 for pumice and 390 ~ 1020 for host rocks with respect to

the resistivity of chimney. We also confirm that resistivity of rock samples saturated with water decrease with temperature

linearly over the temperature range of 20 ~ 80oC.

Key words: hydrothermal deposit, density, porosity, temperature dependence, electrical resistivity 

서 론

육상 자원의 고갈과 해양자원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

면서 해저열수광상은 자원개발 관점에서 가장 먼저 개발될 심

해저 광물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남서태평양 지역은

경제성 높은 해저열수광상 형성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김현섭 등, 2008). 해저열수광상은 구리, 납, 아연

등 전략 광물 및 금, 은 등의 귀금속 등을 다량 함유하여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자원

개발 선진국들은 해저열수광상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관련 기

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장 송신 루프를

이용하여 해저 근접면에서 전기장을 측정하여 금속 광체의 매

장량을 추정한 해저열수광상을 대상으로 한 전자탐사의 첫 성

공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Kowalczyk, 2009). 한편, 국내에서

도 국토해양부 산하 해저열수광상사업단에서 해저열수광상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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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개발권 확보, 이를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이 진행 중이며, 육상 금속 광체 탐사에 매우 효과적으로

알려진 전자탐사 기술을 해양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해저열수광상 탐사를 위한 해양전자탐사 기술 개발을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해저열수광상 주변 분포하는 암석, 유용

광체들의 정확한 원위치(in-situ) 전기적인 물성정보를 획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해양전자탐사 기기 개발을 위한

장비의 기본 요구 사양 연구나 현장 탐사 파라미터 설정, 획득

된 탐사 자료를 해석하고 유용 금속 광체 분포 범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용된 해양전자탐사는 주로 석유탐사 분야

로서 이 경우는 전기전도도가 높은 해수 내에서 고비저항의

탄화수소를 대상으로 하나, 해저열수광상 경우 전기전도도가

높은 해수 내에서 전기전도도가 매우 높은 금속광체를 대상으

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저열수광

상 주변 현지 암반의 전기적 물성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암석 및 금속 광체의 전기전도도는 심도에 따라 변화하는

현장 상태(in-situ)의 압력 및 온도, 암석 내의 공극률, 공극을

채우고 있는 유체 포화율 및 유체의 전기전도도에 따라 달라

지는데, 일반적으로 실험실 내 물성실험은 지반을 구성하고 있

는 암석의 현장 상태에서 받는 온도 및 압력 조건을 모사하여

암석의 물성을 측정함으로써, 지반의 특성 해석, 획득되는 물

리탐사 자료의 정량적 해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이상규와 이태종, 2009). 실험실내 물성측정을 통하여 해

저열수광상 주변과 같이 특히 해저에서 분출된 후 해저면에

침전되어 생성된 표면이 거칠고 부스러지기 쉬우며 유황과 같

은 가스를 함유할 가능성이 많은 해저열수광상 주변의 현지

암석 시료에 대한 전기적인 물성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효율

적인 해양전자탐사 기기 개발 및 적용, 자료의 해석에 매우 중

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열수광상에서 해양전자탐사를 적용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통가(Tonga) 및 북 피지(Fiji) 해저 열수광상

주변에서 채취된 암석 시료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공극률과

전기비저항에 대한 실내 실험실 측정 방법 및 그 결과를 논하

고자 한다. 이 지역에서 채취된 시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저의 해령에서 분출된 후 표면에 침전되어 표면이 거칠고

부스러지기 쉬우며 원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 내부에 존재하

던 유황과 같은 구성물질의 일부가 수침 및 가열에 의해 유실

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해저 열수광상 주

변에서 획득되는 부스러지기 쉽고 거친 시료에 대해 공극률

측정 및 이를 바탕으로 시료의 전기비저항(혹은 전기전도도)

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해양전자탐사 적용시 해저열수광상의 전기적물성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자 한다. 

실험에 사용한 암석 시료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2008년 통가(Tonga) 해

저 열수광상 탐사 지역 내 해저산 (TA26)에서 채취한 시료

(Type I ~ III)와 2003년 북피지 분지에서 채취한 암석 시료

(Type IV)를 물성 측정에 사용하였다(Fig. 1 참조). 설명의 편

의상 시료는 Type I ~ IV로 구분하였으며 각 시료의 광물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김종욱과 박상준, 2010). 시료 Type I

은 화산암으로 열수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화산암체의 母巖

(host rock) 일부이다. 사장석, 휘석, 크리스토발라이트 등의 규

산염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속황화광물을 포함하고 있

지는 않다. 육안으로는 흑색과 회색이 예리하게 구분되어 접촉

되어 있었으므로 암석코어로 성형한 이후의 회색 모암(gray

host rock)의 시료명은 host_g_1, host_g_2, 흑색 모암(black

host rock)의 시료명은 hsbl, hsbs, host_b_1, host_b_2라고 하

였다. 시료 Type II는 부석(pumice) 시료로서 휘발성 기체의

함량이 높은 폭발성 화산분출에 의해 형성된 화산암이며 역시

열수활동의 영향은 받지 않았다. 비정질의 트리디마이트

(Tridymite)와 샌니딘(Sanidine) 등으로 구성되며 금속황화광물

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입수한 시료의 양과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암석코어를 하나 밖에 제작하지 못했으며 성형 후의

시료명은 pumice라고 하였다. 시료 Type III는 열수변질암

(altered rock) 중 하나로 화산암이 열수변질작용을 받으면서

작은 조각들로 깨지고(각력암화(brecciation)) 그 조각들 사이

로 열수유체가 흐르면서 세립의 금속황화광물(주로 황철석

(Pyrite))이 침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료는 입자간 결합상태

가 극히 불량하여 물성측정을 위한 암석코어로 성형할 수 없

었다. 시료 Type IV는 열수 침니(chimney)의 일부로서 전형적

인 열수광체이다. 거의 대부분 황철석, 황동석(Chalcopyrite)

등의 금속황화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암석코어로 성형한 후의

시료명을 csl, css, cml, cms로 하였다. 

시료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료 성형 후 각각 XRD 분석,

XRF 분석 및 열물성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는

상기 5종의 암석 시료에 대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X-선

회절분석법으로 정량분석한 결과와 암석코어의 일부를 디스크

(disk)형 암석편(직경: 1 inch, 두께: 3 mm)으로 제작하여

NETZSCH사의 LFA-447로 측정한 열전도도(thermal conduc-

tivity)를 함께 나타내었으며 Table 2에는 X-선 형광분석법

(XRF)으로 수행한 정성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열전

도도는 디스크형 암석시험편의 기공이 담수(淡水)로 차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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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와 공극률의 측정

모암의 밀도와 공극률− 측정 과정에서의 고체 중량변화를 무시

할 수 있는 시료

해저열수광상 주변에서 채취한 모암(母巖)의 암석 코어

(core) (Fig. 1-(a), Fig1-(b))는 외형이나 구성물로 볼 때 측정

과정 중에 수분(water) 이외의 중량 변화 즉, 가열, 수침

(soaking), 접촉 등 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시험편 고체의 중량

감소는 무시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암의 밀도와

공극률은 원주형 암석코어를 수침진공 처리하여 얻은 표면건

조수포화무게(Msat)와 이를 고체무게 자동측정장치에서 24시

간 동안 건조한 무게 모니터링 곡선을 점근선법으로 곡선적합

하여 얻은 고체무게(Ms) (이상규와 이태종, 2010)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 때, 암석코어의 공극은 모두 유효공극으로 가정

한다.

ρdry = Ms/V (1)

ρsat = Msat/V (2)

n = Vv/V × 100 (%) (3)

ρs = Ms/Vs (4)

V = Vv + Vs (5)

Vv = (Msat − Ms)/ρw (6)

Vs = (Ms− Min-water)/ρw (7)

여기서, ρdry: 건조밀도(dry density), ρsat: 수포화밀도

(saturated density), n: 유효공극률(effective porosity), ρs: 고체

밀도(grain density or density of solid), ρw: 물의 밀도(density

Table 1. XRD analysis and thermal conductivity of the Type I ~ IV samples.

Properties
Sample

Thermal
Conductivity

(in-situ
W/mK)

XRD analysis (weight percent)

Pyrite
Chalco- 
pyrite

Tridy- 
mite

Cristo- 
balite

Quartz
Laumo-

nite
Albite

Anor- 
thite

Sani- 
dine

Pyro- 
xene, 
clino

Magne-
tite

Sodium 
chloride

Calcite

Black
Host-rock

hsbl 1.705

− − − − − − − 56.4 − 32.4 6.7 tr 4.5
hsbs 1.637

host_b_1 *

host_b_2 *

Gray
Host-rock

host_g_1 *
− − − 16.1 − − 53.6 − − 29.1 − 1.2 −

host_g_2 1.824

Pumice * − − 67.9 − 2.4 − − − 16.1 − 3.8 5.4 4.3

#
Chimney

csl 8.061

94.2 5.8 − − − − − − − − − − −

css 5.35

cml 5.111/6.104

cms 7.284/9.224

Altered rock - − 22.3 − − 3.1 − 10.6 57.9 − − − 4.5 0.3 1.3

*: 기공이 많아서 신뢰하기 어려운 값 

#: Chimney 시료 측정시 시료의 양이 충분치 않아 비정질을 제외한 부분만을 표시하였음.

Table 2. XRF Analysis (unit: weight percent) of the Type I ~ IV

samples.

 Sample
Component

black 
host-rock

gray
host-rock

pumice chimney
altered 
rock

SiO2 56.8458 61.2657 69.3967 32.6010 52.0394

SO3 0.05480 0.0797 0.3191 35.3595 6.7686

Fe2O3 13.8164 11.1052 3.5173 26.6401 10.6789

Al2O3 13.0125 12.9957 10.6161 1.2436 13.0303

CaO 9.2989 7.3990 6.7294 0.0191 4.3775

MgO 2.2270 1.5176 1.0513 0.0762 5.0009

Na2O 2.0985 3.2353 4.4963 0.3458 3.4457

CuO 0.0341 0.0174 0.0066 3.1696 0.0340

Cl 0.3049 0.1606 2.3151 − 0.5007

TiO2 0.9834 1.1092 0.3332 − 1.1289

K2O 0.7225 0.4719 0.7686 0.1103 0.3483

MnO 0.2795 0.2908 0.1378 − 0.1259

ZnO 0.0217 0.0208 0.0104 0.2038 0.0103

P2O5 0.1403 0.2001 0.0784 − 0.0831

Co2O3 0.0261 0.0228 0.0171 0.0946 0.0864

WO3 0.0821 0.0617 0.0907 − 0.0270

SrO 0.0326 0.0383 0.0349 − 0.0585

BaO − − 0.0449 0.0568 0.2253

MoO3 − − − 0.0538 −

Cr2O3 0.0150 − 0.0066 − 0.0156

PbO − − − 0.0153 −

ZrO2 − 0.0020 0.0131 − −

SeO3 − − − 0.0105 −

Br − − 0.0097 − 0.0044

Y2O3 0.0039 0.0061 0.00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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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ater)이며, V, Vs, Vv는 각각 시험편의 겉보기 부피(bulk

volume), 고체많은 부피(solid volume) 및 공극의 부피(void

volume)이고, Ms, Msat, Min-water는 각각 고체많은 무게(solid

weight)와 물로 포화되었을 때의 표면건조수포화무게(saturated

weight), 그리고 부력에 의하여 감소된 물 속에서 측정한 무게

를 나타낸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암석코어를 물속에 24시간 수침

(soaking)하였다가 800 Pa(6 torr) 이하의 진공상태에서 8시간

수침하여 수포화시킨 후 16시간 동안 물속에 보관한 다음에

물속에서의 무게를 측정하고 이후 표면건조수포화 시료를 105

℃ 오븐(oven)에서 24시간 건조하며 그 무게를 1분마다 모니

터링하였다(이상규와 이태종, 2008, 2009). 실험에서 사용한

물은 순수(純水) 제조장치 (모델: aquaMAX 361)에 의해 제조

된 1차 여과수(약 7 μS/cm)를 사용하였다. 15 ~ 25℃에서의 물

의 밀도는 0.9991 ~ 0.9971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서는 1로 간

주하였다. 모암의 암석코어 표면에는 성형하는 과정에서 불규

칙하게 분포하던 기공(氣孔)들이 원주형 암석코어의 표면으로

노출되었으므로(Fig. 1(a), (b)) 시험편의 겉보기 부피, V를 정

의하기가 용의하지 않다. 따라서, 버니어캘리퍼스로 외형의 크

기(지름과 길이)를 측정하여 얻은 부피(Vdim)와 시험편의 물속

무게(Min-water)를 추가로 측정하고 식 (5), (6), (7)을 이용하여

얻은 부피(Vv + Vs)를 각각 이용하여 밀도와 공극률을 산출하

고 그 값들을 Table 3과 Table 4에서 비교하였다. 

공극의 부피와 고체의 부피를 더하여 얻은 부피로 산출하면

버니어캘리퍼스로 외형의 크기를 측정하여 얻은 부피로 산출

했을 때보다 건조밀도와 유효공극률은 2.6 ~ 3.7%, 수포화밀도

는 2.5 ~ 3.6% 크게 평가되는데, 이것은 공극의 부피와 고체의

부피를 더하여 얻은 부피에는 원주형 암석코어로 성형하는 과

정에서 표면에 노출된 공극의 부피가 포함되지 않아서 외형의

크기를 측정하여 얻은 부피보다 작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편차는 원주형 암석코어의 표면에 공극의 흔적이 많이 노출되

어 있을수록 커지므로 암석코어 표면 거칠기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침니의 밀도와 공극률− 부스러지고 물속에서 구성 물질이 용해

되는 시료

이번 연구에 사용된 침니 시료를 성형하여 얻은 암석코어

(Fig. 1(c))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할 뿐 아니라 입자간 결속력

이 약해서 부스러지기 쉽다. 또한 암석코어를 105℃의 오븐에

서 오랫동안 건조하면 유황 성분이 발산되며 물속에 담가두면

용해되어 물의 색이 노랗게 변하였다.

이러한 침니 암석 시험편의 밀도와 공극률을 산출하는데 가

장 적합한 측정과정(process)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조건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1) 암석시

험편의 부피(V)를 버니어캘리퍼스로 험편의 치수(원주의 지름

과 길이)를 이용하여 얻을 것인지, 아니면 고체무게(Ms), 표면

건조수포화무게(Msat)와 함께 물속에서 험편의 시험편의 무게

(Min-water)를 측정하여 얻을 것인지에 대의 선택, 2) 건조과정에

서 유황의 유실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체무게(Ms)를 산출

할 때 60℃ 오븐에서 48시간을 건조해야 하는지 아니면 105

℃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해야 하는지에 대의 선택, 3) 수포화

과정에서 유황성분의 용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표면건조

수포화무게(Msat)를 20 ± 5℃ 물에서 수침진공으로 얻어야 하

는지 아니면 72시간 자연수침으로 얻어도 되는지에 대한 선택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원주형 암석 시험편 csl(chimney spare long)에

대하여는 

1) 물속에서 24시간 동안 자연수침한 후 첫 번째 자연수침

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_1st-natural)를 측정, 

2) 105℃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하며 매 1분마다 무게 변화

Fig. 1. Pictures of selected samples shaped in cylinders for the

laboratory physical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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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니터링한 후 곡선적합법(curve fitting)(이상규와 이태종,

2010)으로 고체무게(Ms_105) 산출, 

3) 24시간 동안 물에 담가 두었다가(soaking) 8시간 수침진

공하고 다시 16시간 수침한 후에 진공수침물속수포화무게

(Min-water_vacuum)와 진공수침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_vacuum)를

측정, 

4) 60℃ 오븐에서 48시간 건조하며 매 1분마다 무게 변화를

모니터링한 후 곡선적합법으로 고체무게(Ms_60) 산출,

5) 20 ± 5℃ 오븐 내 물 속에서 72시간 자연수침하며 매 1분

마다 무게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곡선적합으로 자연수침물속수

포화무게(Min-water_natural)를 산출하고(Fig. 2(a)) 두 번째 자연수

침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_2nd-natural)을 측정

하는 순서로 실험을 하였으며, 한편 원주형 암석 시험편

css(chimney spare short)에 대하여는

1) 물속에서 24시간 동안 자연수침한 후 첫 번째 자연수침

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_1st-natural)를 측정,

2) 60℃ 오븐에서 48시간 건조하며 매 1분마다 무게 변화를

모니터링한 후 곡선적합법으로 고체무게(Ms_60)를 산출,

3) 20 ± 5℃ 오븐 내 물 속에서 72시간 자연수침하며 매 1분

마다 무게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곡선적합법으로 자연수침물속

수포화무게(Min-water_natural)를 산출하고(Fig. 2(b)) 두 번째 자연

수침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_2nd-natural) 측정,

4) 105℃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하며 매 1분마다 무게 변화

를 모니터링한 후 곡선적합법으로 고체무게(Ms_105)를 산출, 

5) 24시간 동안 물 속에 담가두었다가 8시간 진공수침하고

다시 16시간 수침한 후에 진공수침물속수포화무게(Min-water_

vaccum)와 진공수침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_vacum)를 측정

하는 순서로 실험하였다.

암석코어의 자연수침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_natural)를 산출

하기 위해서는 20 ± 5℃ 오븐 내의 물속에서 오랜 시간(72시간)

자연수침 상태로 무게 변화를 모니터링 하여야 하는데, 이 때

물의 증발에 의한 무게 감소를 보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시간

대(아침 8시부터 3일 후 아침 8시까지)에서 암석코어 받침대

(Hanging Weighing Scoop)만을 물속에 넣고 매 1분마다 72시

간 무게 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차감한 후에 곡선적합법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암석코어 csl에 대하여는 (105℃

24시간 건조 → 8시간 수침진공) 후에 (60℃ 48시간 건조 →

72시간 자연수침)의 순서를 밟은 반면, 암석코어 css에 대하여

는 (60℃ 48시간 건조 → 72시간 자연수침) 후에 (105℃ 24시

간 건조 → 8시간 수침진공)의 순서를 따름으로서 건조 온도

(105℃ 또는 60℃) 차이와 수침진공 또는 자연수침에 따른 암

석시험편 구성물질의 분해(decomposition)에 기인된 밀도와 공

극률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암석코어 csl에서, 두 번째 자연수침표면건조수포화

무게(Msat_2nd-natural) 82.730 g은 먼저 수행한 첫 번째 자연수침

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_1st-natural) 82.771 g에 비해 0.041 g, 백

분율로는 0.05% 감소하였다. 자연수침물속수포화무게(Min-

water_natural), 57.577 g은 먼저 수행한 진공수침물속수포화무게

(Min-water_vaccum) 58.339 g에 비해 0.762 g, 백분율로는 1.31% 감

소하였다. 60℃로 건조하여 얻은 고체무게(Ms_60) 79.928 g은

105℃로 건조하여 먼저 얻은 고체무게(Ms_105) 80.142 g 보다

0.214 g 가벼웠으며 백분율로는 0.27% 감소하였다. 

한편, 암석코어 css에서 두 번째 자연수침표면건조수포화무

게(Msat_2nd-natural) 66.866 g은 먼저 수행한 첫 번째 자연수침표

면건조수포화무게(Msat_1st-natural) 66.971 g에 비해 0.105 g, 백분

율로는 0.16% 감소하였다. 진공수침표면건조수포화무게

(Msat_vacum) 67.950 g은 먼저 수행한 두 번째 자연수침표면건조

수포화무게(Msat_2nd-natural) 66.866 g 보다 1.084 g, 백분율로는

1.60% 무겁다. 진공수침물속수포화무게(Min-water_vaccum) 46.592

g은 자연수침물속수포화무게 (Min-water_natural), 46.265 g 보다

0.327 g, 백분율로는 0.71% 무거웠다. 105℃로 건조하여 얻은

고체무게((Ms_105), 64.135 g은 60℃로 건조하여 먼저 얻은 고

체무게(Ms_60), 64.375 g 보다 0.24 g, 백분율로는 0.37% 가벼

Fig. 2. Measurement of weight every one minute for 72 hours for

cylindrical chimney samples (a) csl (b) css, while being soaked by

water in the 20 ± 5℃ oven. Fitting curves of each measurement are

also shown for the calculation of Min-water_natural. 



해저열수광상 주변 암석 시료의 공극률과 전기비저항 측정 기초실험 383

웠다.

이상의 csl과 css에 실험 결과 진공수침 과정과 자연수침 과

정의 선후에 관계없이 자연수침 했을 때보다 진공수침 했을

때의 표면건조수포화무게와 물속수포화무게가 각각 1.62%,

1.32%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수침진공 하는 대신

자연수침을 하면 공극의 부피(Vv)가 여과수로 다 채워지지 않

아서 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가 작게 평가되며 따라서 유효

공극률도 작게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csl과

css에서 모두, 시험편의 물속무게(105℃로 건조하고, 진공수침

할 때)를 이용하여 얻은 부피(V = Vv + Vs)가 버니어캘리퍼스

를 사용하여 얻은 부피(Vdim)에 비하여 1.4%, 1.3% 작게 평가

되며 따라서 각각의 유효공극률은 버니어캘리퍼스로 측정한

시험편의 치수를 이용할 때(Vv/Vdim)와 물속 무게를 이용할 때

(Vv/(Vv + Vs)) 보다 각각 1.5%, 1.3% 높게 평가된다. csl과 css

에서 모두, 두 번째 얻은 자연수침표면건조수포화무게가 첫 번

째로 얻은 자연수침표면건조수포화무게 보다 0.05%, 0.16%

가벼우면서도 csl에서는 차이가 작은 것은 두 번의 자연수침표

면건조수포화무게 측정 사이에 진공수침 과정이 들어있는 것

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물속에서 시료 구성물질의

분해가 어느 정도 예견되거나 부스러지기 쉬운 시료라 하더라

도 수침진공으로 표면건조수포화무게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

다. 다만, 물속무게를 측정하여 유효공극률을 산출하면 버니어

캘리퍼스로 치수를 측정하여 산출할 때보다 1.5% 정도 크게

평가되지만 어느 것이 더 참값에 가깝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고 본다.

 부석(pumice)의 밀도와 공극률−다공질이며 건조할 때 물에 뜨

는 시료

심해저 열수광상 주변에서 채취한 암석시료 중에서 부석

(pumice)은 다공질로서 물리적 충격에 극히 약해서 수침진공

으로 가해지는 압력 정도에도 미세 암편이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으며 건조한 상태에서는 물에 뜨는 특징이 있다(Fig. 1(d)).

따라서, 부석의 밀도와 공극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물보다 가벼

운 부석시험편을 수침진공하지 않고 자연수침만으로 수포화시

켜서 물속에서의 무게와 표면건조수포화무게를 얻을 수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pumice의 암석코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1) 원주형 코어로 성형한 이후 2개월 동안 상온ㆍ상습 상태

에서 보관해 오던 암석코어를 105℃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하

며 매 1분마다 무게 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Fig. 3의 (a)).

2) 내부 온도를 20℃로 설정한 오븐 내의 물 속에서 72시간

자연수침하며 매 1분마다 물속 시험편의 무게 변화를 모니터

링하였다(Fig. 3의 a). 물속에 넣은 pumice 암석코어는 물에 뜨

므로 전자저울의 하부 후크에 매달림 로드로 연결한 시험편

받침대(hangging weighing scoop)를 물이 통과하기 쉽도록 망

상(網狀)으로 위로 볼록하게 제작하고 암석코어는 시험편 받

침대의 하부에 위치시켰다.

3) 첫 번째 자연수침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_1st-natural: 17.196

g)를 측정한 후 105℃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하며 매 1분마다

무게 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Fig. 3의 b).

4) 24시간 이상 물속에 담가두었다가 8시간 수침진공하고

다시 16시간 수침한 다음, 진공수침물속수포화무게(Min-water_

vaccum)와 진공수침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_vacum)를 측정한 후

105℃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하며 매 1분마다 무게 변화를 모

니터링하였다(Fig. 3의 c). 

5) 실험하는 동안 외기 온도가 계속 상승하므로 오븐의 온도

를 30℃로 하여 오븐 내 물 속에서 72시간 자연수침하며 매 1

분마다 무게 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과도한 부력을 완충시키

기 위하여 무게 추로 시험편 받침대의 무게를 증가시켰다. 모

니터링 하는 동안 오븐의 온도(30℃)가 외기 온도보다 항상 높

았으므로 오븐 내의 온도를 30℃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비교

적 높은 온도 때문에 물의 증발로 발생하는 부력 변화를 제거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pumice 암석

코어 없이 시험편 받침대(scoop)만을 내부 온도가 30℃인 건

조오븐 내 물 속에서 72시간 자연수침하며 매 1분마다 무게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거하였다(Fig. 4의 b). 

Fig. 3는 pumice 암석코어를 세 가지 다른 함수상태에서부

터 105℃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하며 매 1분마다 무게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서, a (◇)는 상온에 보관하던

암석코어를 상습상태에서부터 시작한 것, b (△)는 자연수침표

면건조수포화무게(Msat_natural)로부터 시작한 것, c (○)는 수침

진공 후에 진공수침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_vacum)로부터 시작

Fig. 3. Weight variation of the pumice sample every minute for 24

hours. (a) while being dried in the 105℃ oven. The sample was

stored before measurement in the normal temperature and humidity

for 2 months. (b) while being dried in the 105℃ oven after the first

measurement of Msat_1st-natural (17.196 g). (c) while being dried in the

105℃ oven after the measurement of (Min-water_vaccum) and

(Msat_vacum). The sample was merged in the water over 24 hours and

was made vacuum in the water and then soaked by water for 16

hours befor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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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보인 것이다. 공극률이 매우 큰 암석이라서 외기의 상

태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이며 건조 시작 시점의 함수상태

에도 영향을 받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게가 감소하다가

미약하나마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점근선법으로 건

조무게를 추출하기 어려우므로 모니터링한 24시간 동안에 가

장 작은 값을 건조무게로 간주하였다. 수침진공 후에 표면건조

수포화무게로부터 시작한 경우의 건조무게가 8.445 g으로 가

장 작고, 자연수침 상태에서 시작한 경우의 건조무게는 8.531

g으로 1.0% 크며, 상습상태에서 시작한 경우의 건조무게는

8.799 g으로 4.2%나 크다. 따라서, 공극률이 매우 큰 암석시험

편의 밀도와 공극률 산출에서도 역시 측정과정의 일관성이 매

우 중요하다.

Fig. 4는 pumice 암석코어를 오븐 내 물속에서 자연수침하

며 수포화시키는 과정을 무게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인 것으로

a (●)는 20℃ 오븐에서 모니터링 한 것이고, b (◆)는 30℃ 오

븐 내 물속에서 무게 추를 달고 모니터링한 후에 pumice 암석

코어 없는 blank 모니터링 자료를 보정한 후의 무게변화 곡선

이다. 암석시험편이 물에 입수되는 상황에 따라서 모니터링 초

기의 무게 변화 양상이 달라지며, 물이 암석시험편으로 침투되

는 양상과 망상의 시험편 받침대와 암석시험편 표면의 기포가

이탈되는 양상에 따라서도 모니터링 곡선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72시간 정도, 또는 이후 상당한 시간(예:

168시간, 7일) 동안으로도 점근하는 추세를 곡선접합법으로 추

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예측할 수 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전기비저항

전기전도도가 640, 32,000 μS/cm로 서로 다른 두 소금물로

수포화시킨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을 온도를 달리하며 측정하

였다. 해저 열수광상 주변의 암석시료를 채취할 때의 CTD

Fig. 4. The weight variation to show saturation of pumice sample

by soaking with water in the oven of the temperature kept (a) 20

℃, and (b) 30℃ after blank correction without the sample.

Table 3. Procedures for extraction of density and porosity.

Sample

Weight of surface dried sample
(Msat)

Weight of Solid 
(particles) (Ms)

Weight in water
(Min-water)

Volume of pores
(Vv = (Msat − Ms)/ρw)

Volumes of solid (paritcles)
(Vs= (Ms − Min-water)/ρw)

_1st-natural _vaccum _2nd-natural _105 _60 _vaccum _natural
①

(_vaccum)-
(_105)

②
(_2nd-natural)-

(_60)

③
(_105)-

(_vaccum)

④
(_60)-

(_natural)

host_g_2 − 53.090 − 51.471 − 31.606 − 1.619 − 19.865 −

hsbl − 42.978 − 41.804 − 26.652 − 1.174 − 15.152 −

hsbs − 41.132 − 40.073 − 25.419 − 1.059 − 14.654 −

csl 82.771 84.074 82.730 80.142 79.928 58.339 57.577 3.932 2.802 21.803 22.351

css 66.971 67.950 66.866 64.135 64.375 46.592 46.265 3.815 2.491 17.543 18.110

pumice − 25.277 − 8.445 − 4.969 − 16.832 − 3.476 −

Sample 

Volume
(V)

Density
Effective Porosity

(ne) (%)Solid Dried
Saturated 
with water

Vdim

V (=Vv+Vs) Ms_105/Vs Ms_105/V Msat_vaccum/V Vv/Vdim Vv/(Vv+Vs)

①+③ ②+④ Ms/③ Ms/Vdim
Ms/

①+③
Msat/
Vdim

Msat/
①+③

①/Vdim ②/Vdim
①/

(①+③)
②/

(②+④)

host_g_2 22.020 21.484 − 2.59 2.34 2.40 2.41 2.47 7.35 − 7.54 −

hsbl 16.772 16.326 − 2.76 2.49 2.56 2.56 2.63 7.00 − 7.19 −

hsbs 16.280 15.713 − 2.73 2.46 2.55 2.53 2.62 6.50 − 6.74 −

csl 26.110 25.735 25.153 3.68 3.07 3.11 3.22 3.27 15.06 10.73 15.28 11.14

css 21.638 21.358 20.601 3.66 2.96 3.00 3.14 3.18 17.63 11.51 17.86 12.09

pumice 24.478 20.308 − 2.43 0.35 0.42 1.03 1.24 68.76 − 8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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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ivity Temperature and Depth) 측정 자료에 의하면, 심

도 1,500 m에서 바닷물의 전기전도도는 약 3.15 S/m(31500

μS/cm), 온도는 약 2.5℃이다(김경홍, 2010). 그러므로 다중주

파수 소형루프 전자탐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저 열수광상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과 같은 환경 즉, 현지 바닷물과 같은 전기전도도의 염수

(鹽水)로 포화된 암석의 현지 온도에서의 전기비저항을 알아내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온도 25℃ 때의 전기전도도가 640 μS/cm인 소금물로

수포화시킨 암석코어의 온도변화에 따른 전기비저항을 측정하

였다. 회색모암(host_g_1), 흑색모암(host_b_1, host_b_2), 부석

(pumice) 및 침니(cml, cms) 등 6개의 암석 코어를 640 μS/cm

의 소금물로 4회 반복하여 수침진공으로 수포화(이상규와 이

태종, 2009) 시켰는데, 수침진공 과정에서 모암과 부석은 한

용기(容器)를, 유황성분이 용해되어 나오는 침니는 다른 용기

를 사용하였다. 수포화는 640 μS/cm 소금물에 담갔던 암석코

어를 “8시간 수침진공 → 16시간 soaking → 8시간 상온 건조

→ 16시간 soaking”을 한 단위로 하여 4회 반복하였다. 물의

전기전도도는 METTLER TOLEDO社의 전기전도도측정기

(SevenMulti)를,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은 전기비저항 측정용

sample holder(이상규와 이태종, 2009)와 ABEM社의 전기비저

항 측정기(Terrameter SAS 300C)를 사용하였다. 

수포화시킨 암석코어를 간극수와 같은 전기전도도(640 μS/

cm)의 소금물 비커에 넣고 이 비커를 다시 저온순환수조(Jeio

Tech RW-2025G)에 넣어 중탕으로 3시간(이영민, 2010) 이상

냉각 또는 가열하면서 그 온도를 조절하였다. 이 때, 희망 온

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저어주었다.

1, 10, 20, 30, 40, 50, 60, 70, 80℃로 냉각 또는 가열된 암석

코어를 물속에서 꺼낸 후,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

체 없이 sample holder에 장착하고 10 ~ 15 kg의 수평 하중을

가하여 전기비저항을 측정하였다. 전극으로 사용한 전도성 금

속망 외곽에 수분을 잘 흡수하는 필터 종이를 덧대고 동일한

전기전도도를 갖는 소금물로 충분히 적셔줌으로써 암석코어와

전극 간 접촉저항을 최소화하였다. 암석코어를 물속에서 꺼낸

때부터 전기비저항측정기의 측정용 toggle switch를 작동시킬

때까지의 시간이 10초 이내에 들도록 노력하였다. 

다음은 25℃ 때의 전기전도도가 32,000 μS/cm인 소금물로

수포화시킨 암석코어의 온도변화에 따른 전기비저항을 측정하

였다. 회색모암(host_g_1), 흑색모암(host_b_1, host_b_2), 부석

(pumice) 및 침니(cml, cms) 등 6개의 암석코어를 32,000 μS/

cm의 소금물로 5회 반복하여 수침진공으로 수포화(이상규와

이태종, 2009) 시켰는데, 수침진공 과정에서 모암과 부석은 한

용기를, 유황성분이 용해되어 나오는 침니는 다른 용기를 사용

하였다. 수포화는 32,000 μS/cm 소금물에 담갔던 암석 코어를

“8시간 수침진공 → 16시간 soaking → 8시간 상온 건조 →

16시간 soaking”을 하나의 공정으로 하여 5회 반복하였다.

pumice의 암석코어는 하나밖에 제작할 수 없었으므로 640 μS/

cm 소금물로 수포화시켜 전기비저항을 측정했던 암석 코어와

동일한 것이지만 그 밖(모암, 침니)의 암석 코어들은 640 μS/

cm 소금물로 수포화시켜 전기비저항을 측정했던 암석코어들

과는 다른 것이었다. 

Fig. 5(a)와 (b)는 640 μS/cm 소금물로 수포화시킨 암석코어

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전기비저항 변화를 각각 (a) 선형-로그

및 (b) 선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5(b)에는 온도 변화

에 따른 전기비저항 변화를 Y = AX + B 함수로 curve fitting

curve하였고, ★는 640 μS/cm 소금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전

기비저항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흑색모암과 침니에 대하

여는 자료의 질이 양호한 hsbl과 csl의 측정 결과만을 나타내

었다. 전기전도도가 640 μS/cm인 소금물은 해저 열수광상이

분포하는 바닷물을 모사할 수는 없으나 육지에 부존하는 금속

광상 주변 지하수의 전기전도도와 유사하므로 이보다 전기전

도도가 50배 높은 32,000 μS/cm의 바닷물로 수포화 된 암석들

의 전기비저항과 비교할 목적으로 측정하였다. 

2.5℃에서의 암종별 전기비저항은 흑색모암이 3677.9 ohm·m,

회색모암, 1129.4 ohm·m, 부석, 502.2 ohm·m, 침니, 0.19 ohm·m

의 순으로 낮아지며, 2.5℃에서 소금물의 전기비저항(27.1

ohm·m)을 1이라고 했을 때 target인 침니는 0.007, background

는 19(부석) ~ 42(회색모암) ~ 136(흑색모암)의 범위를 나타내

Table 4. Densities and porosities of the samples.

Sample 

Density
Effective porosity

Solid 

Dried Saturated with water

From 
dimension

(a)

From weight 
in water

(b)

Diff. (%)
(b-a)/a × 100

From 
dimension

(a)

From weight 
in water

(b)

Diff. (%)
(b-a)/a × 100

From 
dimension

(a)

From weight 
in water

(b)

Diff. (%)
(b-a)/a × 100

host-rock
hos

host_g_2 2.59 2.34 2.40 +2.6 2.41 2.47 +2.5 7.35 7.54 +2.6

hsbl 2.76 2.49 2.56 +2.8 2.56 2.63 +2.7 7.00 7.19 +2.7

hsbs 2.73 2.46 2.55 +3.7 2.53 2.62 +3.6 6.50 6.74 +3.7

chimney
csl 3.68 3.07 3.11 +1.3 3.22 3.27 +1.6 15.06 15.28 +1.5

css 3.66 2.96 3.00 +1.4 3.14 3.18 +1.3 17.63 17.86 +1.3

pumice pumice 2.43 0.35 0.42 +20.0 1.03 1.24 +20.4 68.76 82.88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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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회색모암과 흑색모암은 접촉하여 산출되면서도 3배

정도의 전기비저항 차이를 보인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기비

저항이 감소하며 특히, 20내지 30 ~ 80℃의 짧은 구간에서는

직선적으로 감소(Kristinsdóttir et al., 2009)한다고 해도 무방

하다. 온도가 20℃에서부터 80℃까지 변하는 동안 소금물의

전기비저항은 0.37배 낮아지데 비해 침니는 0.51배, 부석은

0.52배, 회색모암은 0.54배, 흑색모암은 0.7배의 순으로 낮아지

는데, 유효공극률이 과도하게 높은 pumice를 제외하면 열전도

도가 높을수록(Table 1 참조) 유효공극률이 클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Fig. 6(a)와 (b)는 32,000 μS/cm 소금물로 수포화시켰을 때의

전기비저항 측정 결과를 보인 것으로서 각각 (a) 선형-로그 및

(b) 선형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Fig. 6(b)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전기비저항 변화를 Y = AX + B 함수로 curve fitting

curve하였고, ☆는 32,000 μS/cm 소금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전기비저항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흑색모암과 침니는 두 개씩

의 전기비저항 측정값을 기하평균하여 나타내었다. 2.5℃에서

의 암종별 전기비저항은 흑색모암이 101.9 ohm·m, 회색모암,

38.8 ohm·m, 부석, 11.4 ohm·m, 침니, 0.12 ohm·m의 순으로

낮아지며, 2.5℃에서 바닷물의 전기비저항(0.53 ohm·m)을 1이

라고 했을 때 주대상인 침니는 0.23, background는 22(부석) ~

73(회색모암) ~ 192(흑색모암)의 범위를 나타내며 특히 회색모

암과 흑색모암은 접촉하여 산출되면서도 3배 정도의 전기비저

항 차이를 보인다. 온도가 20℃에서부터 80℃까지 변하는 동

안 소금물의 전기비저항은 0.37배 낮아지는데 비해 회색모암,

0.5배, 부석, 0.48배, 흑색모암, 0.61배, 침니, 0.62배의 순으로

낮아진다. 

종합하여 보면, 32,000 및 640 μS/cm의 물로 수포화 된 암

석코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기비저항이 감소하고 특히, 20

~ 80℃의 짧은 구간에서는 직선적으로 감소한다고 해도 무방

하다. 특히 이 실험 결과로부터 일정 온도에서 임의의 전기전

도도를 갖는 간극수로 수포화시킨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이

Fig. 5. The resistivity with temperature of the cores, which are

saturated by saline water of conductivity 640 µS/cm in (a) linear-

log scale and (b) linear-linear scale. The fitting curves to the

equation Y = AX + B with data over the temperature range 20 ~ 80

℃ are also shown in (b). Note that saline water of 640 µS/cm at

25℃ are marked with void rectangles (★). 

Fig. 6. The resistivity with temperature of the cores, which are

saturated by saline water of conductivity 32,000 µS/cm in (a) linear-

log scale and (b) linear-linear scale. The fitting curves to the

equation Y = AX + B with data over the temperature range 20~80

℃ are also shown. Note that saline water of 32,000 µS/cm at 25

℃ are made with void st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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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기전도도를 갖는 간극수로 수포화시킨 암석코어의 전

기비저항에 비해 같은 온도에서 A배 증가하면, 단위 온도 증

가당 전기비저항 변화율도 A배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남서태평양 통가 및 남피지 지역의 해저열수광상 주변에서

채취한 암석시료를 원주형 암석코어로 성형한 후, 밀도, 공극

률 등의 기초물성 측정법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현지 바닷물

수준의 전기전도도를 갖는 염수로 암석코어를 수포화시키고

온도에 따른 전기비저항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암석코어의 원주와 길이(치수)를 버니어캘리퍼스로 측정

하여 얻은 부피로 물성을 산출했을 때, 건조밀도는 부석: 0.35,

회색모암: 2.34, 흑색모암: 2.46 ~ 2.49, 침니: 2.96 ~ 3.07, 수포

화밀도는 부석: 1.03, 회색모암: 2.41, 흑색모암: 2.53 ~ 2.56,

침니: 3.14 ~ 3.22, 유효공극률은 흑색모암: 6.5 ~ 7, 회색모암:

7.35, 침니: 15.06 ~ 17.63, 부석: 68.76의 순으로 커진다. 물속

무게를 이용하여 건조밀도, 수포화밀도, 유효공극률을 산출하

면 치수를 이용할 때보다 침니는 1.3 ~ 1.6%, 회색모암은

2.5 ~ 2.6%, 흑색모암은 2.7 ~ 3.7%, 부석은 20 ~ 20.5% 더 크

게 나타난다. 이것은 成形으로 노출된 공극은 공극의 부피(Vv)

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兩者의 차이는 물성 측정

에 사용한 암석시료 표면의 거칠기 척도로 간주할 수 있다. 

2. 참조온도(reference temperature) 25℃ 때 전기전도도가

32,000 μS/cm(0.5 ohm·m)인 소금물에 수포화된 흑색모암, 회

색모암, 부석, 침니 암석코어들의 현지 바닷물 온도(2.5℃)에서

의 전기비저항은 각각 102, 39, 11, 0.1 ohm·m로서, 침니의 전

기비저항을 1이라할 때 바닷물은 5, 부석은 110, 모암은 390

~ 1020 이다.

3. 32,000 및 640 μS/cm의 물로 수포화 된 암석코어는 온도

가 증가할수록 전기비저항이 감소하고 특히, 20 ~ 80℃의 짧은

구간에서는 직선적으로 감소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뿐만 아니

라 rule of thumb 방식으로 표현하면 임의의 전기전도도를 갖

는 간극수로 수포화시킨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이 다른 전기

전도도를 갖는 간극수로 수포화시킨 암석코어의 전기비저항에

비해 같은 온도에서 A배 증가하면 단위 온도 증가당 전기비저

항 변화율도 A배 증가한다. 

4.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부스러지기 쉽거나, 물속에서 구

성물질이 용해되거나 또는 다공질 암석으로 물에 뜨는 등, 보

편적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대부분의 원주형 암석 시험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밀도, 공극률 산출을 위한 실험과정을 추

천한다: 일정시간(예: 24시간) 여과수 속에 보관(soaking)한 암

석코어를 수침진공(800 Pa (6 torr) 이하의 진공으로 8시간과

16시간 soaking)으로 수포화시킨 후 표면건조수포화무게(Msat)

로부터 105℃ 오븐에서 24시간 건조하며 그 무게를 모니터링

하여 곡선적합법으로 고체무게(Ms)를 산출한다. 이와 같은 일

련의 과정을 수행하면 암석코어의 건조밀도, 고체밀도, 수포화

밀도와 유효공극률을 한번에 얻을 수 있다. 

5. 원주형이나 직육면체로 성형이 불가능한 암석시료에 대하

여는, 수침진공(8시간)으로 수포화시킨 직후에 진공수침물속

수포화무게(Min-water)를 추가로 측정하거나, 고체무게(Ms)를 산

출한 후에 건조 암석 시험편을 20 ± 5℃ 오븐 내 물 속에서 72

시간 자연수침하며 매 1분마다 무게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곡

선적합법으로 자연수침물속수포화무게(Min-water_natural)를 산출

하면 불규칙한 외형을 갖는 시험편의 밀도와 공극률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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