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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pan typically presents the problems in soil water movement or in aeration which is not appropriate for a

plant root growth, In this study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s and micromorphological characteristic of

clay accumulated zone were investigated to identify redox characteristic and evolution of a fragipan of Gangreung

series commonly developed in coastal terraces. Gangreung series is classified as Aquic Fragiudalfs according to the

USDA soil taxonomy. It is known that sedimentary ocean floor results in soil pan having parallel liner soil struc-

ture due to landscape evolution around 200 to 250 million years ago. it is considered that illite, kaolinite, and ver-

miculite are major clay minerals contained in a fragipan of Gangreung series. Mixed gray and reddish brown

colored band around soil pores was found and would be the redoxmorphic features of fragipan. It is possibly due to

accumulated illuvial clay and ferriargillans in soil pores and aggregates in reducing conditions eluding ferrous mate-

rial. Therefore, mixed colored band around pores in soils of Gangreung series would be developed from the eluted

ferrous materials which were accumulated in fragipan during the emerged land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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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층토(Hardpan)는 토양수분의 이동 제한이나 토층의 통기불량을 유발하여 식물뿌리 신장을 저해하므로 해성단구

지에서 발달된 강릉통(Gangreung series)의 경반층(Duripan)의 생성 원인과 산화·환원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토

양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점토집적층의 미세형태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강릉통은 신생대 제3기말에서 제4기 초인 200

∼250만년 전 바다 밑에 퇴적되어 있던 해저지형이 융기되어 형성된 반층 토양으로 토양구조가 평형적(Parallel liner)

분포를 보이며 미농무성 분류법에 따르면 Aquic Fragiudalfs에 속한다. 이쇄경반층(Fragipan)의 산화·환원적 특성을

보이는 적갈색띠층과 회색띠층의 광물학적 특성은 적갈색 띠층에서는 적철석(Hematite, Fe2O3)이 정성되었으며 회색

띠층에서는 일라이트 강도가 크게 나타났다. 토양입단 및 공극에 집적된 점토(Illuvial clay) 및 철피막(Ferriargillans)

이 토층 상부의 유기물이 함유된 토양용액이 토양구조 내 공극에 정체하면서 환원조건을 유발하여 집적된 점토 및 철

피막 중에서 철성분(Ferrous materials)이 공극에서부터 용출되면서 현재와 같이 적색층과 암회색층이 교호하는 특징

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강릉통에서 이쇄경반층의 주요한 점토광물은 알라이트(Illite), 카올리나이트(Kaolinite), 질

석(Vermiculite)이며 적색띠층에 비해 암회색층에서 일라이트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강릉통은 해저지형이 융

기되는 과정에서 점토 및 철성분의 집적과 압력의 영향으로 경반층이 형성된 후 이쇄경반층에 집적되었던 철성분이

용출되면서 적색층과 암회색층이 교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주요어 : 적철석, 미세형태학적, 철·점토피막, 점토광물

*Corresponding author: yhmoon9@korea.kr



138 장용선·문용희·손연규·현병근·박찬원·윤성원

1. 서 언

반층토(Hardpan)는 용적밀도 1.6 Mg m-3이상으로

물의 투수와 식물뿌리의 침투를 감소시켜 토양을 관리

하기 어렵다. 반층토 중 이쇄경반층(Fragipan)토양은 건

조할 때 굳은 견지도(堅持度)를 가지지만 물속에서는

입단이 분산된다. 반면 경반층토양(Duripan)은 사질토

양에서 자주 관찰되며 굳은 견지도를 보유하고 마른조

직은 물속에서 분산되지 않으며 오랜 기간 물에 잠기

어도 그대로 입단을 유지한다(Soil survey Staff,

1999). 이쇄경반층은 표토층이 사질식토(Sandy clay)인

토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준습지 상태에서 토양이 물

로 포화된 상태와 불포화상태가 반복되면서 철과 망간

의 산화물과 환원물이 혼합되어 있는 산화환원적 특성

을 보인다(Soil survey Staff, 1999). 견지도는 무정형

규소 때문으로 규소가 석영입자의 표면에 막을 형성하

여 석영입자들을 결합시키기 때문이다(Chartres and

Fitzgerald, 1990; Balbir-Singh and Gilkes, 1993).

또한 이쇄반층에서 결합물질이 경반층처럼 풍부하지는

않지만 규소가 함유된 수화규산알루미늄 또는 2:1 점

토광물이 토양입자를 입단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Yassoglou and Whiteside, 1960.).

경반층토양은 세계적으로 반건조지역과 건조지대에

많이 분포(FAO- UNESCO, 1975)하고 있으며, 이쇄반

층, 경반층, 철성분층은 황색 점토의 탈리로 라테라이

트 토양 또는 Ultisols에서 자주 발견된다(Soil survey

Staff, 1999). 이들 반층토는 식토(Clay)에서 사질식토의

토성을 가지며, 산화환원 탈리현상(Redox depletion)과

함께 과습 상태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농축적 특

성을 보인다(Vepraskas, 1992).

우리나라에서는 정밀토양조사 결과 밝혀진 391개 토

양통 중에서 자연적으로 반층이 생성된 밭토양은 부곡

통, 포곡통, 연곡통, 장원통 그리고 강릉통으로 대지,

저구릉지 및 구릉지 하부에 토심 60 cm이내에 근계점

이상의 용적밀도(>1.6 Mg m-3)가 주로 분포하고 있다.

반층토층이 함유된 밭토양은 물의 수직이동이나 토층

의 통기불량으로 식물뿌리 신장에 장해를 받아 생육이

불량하고, 임지에서는 충분히 성장한 거목도 경반층 내

또는 반층 이하로 뿌리생장 저해에 저해를 받아 태풍

이나 강한 바람에도 도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강릉통의 분포면적은 605 ha로 신생대 제3기말에서

제4기 초인 200∼250만년전 지반의 융기작용에 따라

해수면이 80 cm 정도 후퇴하면서 바다 밑에 퇴적되어

있던 해저지형이 육지화 된 곳이다(Yoon et al.,

2003). 이렇게 형성된 강릉통은 일반 토양단면과 달리

Btx1층 아래부터 적갈색 띠층과 회색 띠층이 교호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성단구지 토

양의 생성 원인과 산화·환원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

여 단면의 특성을 조사하고, 토양을 채취하여 이화학

적 및 광물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2. 대상시료 및 실험방법

2.1. 대상시료

본 연구지역은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37o40'53"N, 129o02'34"E) 에 분포하는 강릉통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토양시료를 층위별로 채취하기 위하여

깊이 200 cm까지 시갱을 조성하였다(Fig. 1). 조사 및

기술은 미농무성의 토양조사편람 (USDA, 1993)을 기

준으로 하여 지형, 경사, 배수, 석력함량, 토색, 반문,

구조, 층위경계, 공극, 식물뿌리, 점착성, 가소성, 견고

도 등을 조사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물리·화학적 실험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은 Soil Survey Laboratory

Methods Manual(USDA, 1996)와 토양 및 식물체 분

석법(NIAST, 2000)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토양 이화

학성 분석은 채취시료를 풍건한 후 2 mm체에 통과된

것을 분석대상 시료로 하였다. 토양 경도는 시료채취

현장에서 관입식 경도계(DIK-5521, Japan)로 측정하였

으며, 토성은 피펫법으로 입경을 분석하여 미 농무성

기준의 삼각도표법(USDA method)에 의하여 분류하였

다. pH는 풍건한 토양을 증류수와 1:5로 혼합하여 30

분간 진탕한 현탁액을 초자전극법으로 측정하였고, 전

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는 토양과 증류

수를 1:5의 비율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한 후

Conductivity Meter로 측정한 값에 희석배수 5를 곱

하여 분석하였다. 유기물 함량은 Tyurin법으로 분석하

였고,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분광광도계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치환성 양이온 (K, Ca, Mg)은 5 g의

토양시료에 50 ml의 1N-Ammoniumacetate(pH=7.0)

를 가하여 30분간 진탕하여 No.2 여지로 여과 후 원

자방출분광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이온 치환용량(Cation Exchange

Capacity, CEC)은 Mechanical Vacuum Extractor(Cen-

turion International, Inc., Lincoln, NE Model 24)를

이용하여, 풍건토양 5 g에 50 ml의 1N-Amm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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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te(pH=7.0)를 가하여 치환성 양이온들을 NH4로

포화시키고, 과잉의 NH4을 80%의 에틸 알콜(pH=

7.0)로 세척 후, Kjeldahl 증류법으로 측정하였다.

2.2.2. 광물학적 및 미세형태학적 실험

본 연구에 대한 광물분석은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 D/MAX-2200 system, Rigaku)를 이용하

였으며 분석조건은 40 kV/30 mA에서 흑연단색화 장

치에 의한 Cu-Kα 단일파장(λ=1.54050Å)을 사용하였

으며, 3~50o 2θ 구간에서 0.02o 주사간격과 1o/min

주사속도로 측정하였다. 점토광물의 분석은 <2 µm로

분리된 현탁액을 이용하여 점토광물의 정성을 하기위

해 정방위(Preferred oriented mount) 분석을 실시하

였다. K로 층간을 치환된 시료에 대해서는 300oC와

550oC에서 각각 2시간씩 열처리하여 X-선 회절분석기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미세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갱의 적갈색

띠층과 회색 띠층의 토양단면에서 코어시료 채취 후

건조기 내에서 40oC로 1주일 정도 시료를 건조시키고

Epofix resin(Struers Co.)과 경화제(Hardener, Struersc

Co.) 그리고 아세톤을 7.5:1:1 비율로 혼합된 수지를

진공펌프로 30분 동안 가압 처리하여 토양공극을 포화

시켰다. 수지로 포화된 시료를 경화시키기 위하여 40oC

건조기 내에서 1주일 동안 가온 경화시켰다. 경화가 끝

난 시료는 상하표시 후 절단기를 이용하여 두께 1 cm,

가로 세로가 각각 2 cm, 3 cm 정도크기로 자른 후

절단한 한 면을 연마하고 연마된 토양편 위에 에폭시

접착제를 얇게 바른 후 유리 슬라이드에 접착하여 3일

간 실온에서 고화시켰다. 접착제 경화가 끝난 시료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두께 1 mm 정도로 경화된 토양을

절단하고 토양편을 유리판 위에서 연마제를 이용하여

토양편 중에 함유된 석영의 간섭색이 순백색일 때까지

연마하여 박편의 두께는 25∼30 µm 정도로 하였다.

박편을 세척·건조 후 Polyester 수지로 커버글라스를

접착시키고,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개방니콜과 직교니

콜 상태 하에서의 Stoops and Eswaran(1986)의 기술

방법에 따라 토양 미세형태학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토양 단면특성 규명

강릉통은 유사반층토로서 미농무성의 새로운 분류방

법에 따르면 Fine, mixed, mesic, family of Aquic

Fragiudalfs에 속한다. 이 토양은 표토가 얇은 갈색의

미사질식양토이며 심토는 적갈색과 회갈색층이 교호하

는 미사질식양토이다. 기층은 갈색, 진갈색이 섞인 미

사질식양토이다. 토심은 100 cm 내외이고 암반까지의

깊이는 2 m 이상이다. 표토는 농암갈색, 흑색 내지 농

암회갈색의 미사질양토 내지 양토이다. 심토는 농암갈

색 혹은 암갈색의 미사질양토 내지 미사질식양토이며,

Fig. 1. The coastal terrace located in Jeongdongjin, Gangreung-city, Gangwon-do, Korea (left) and soil profile of the

Gangreung serie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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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은 농암갈색 혹은 암회갈색의 미사질양토 또는 양

토이다(NIAST 2000). Fig. 1에 제시된 토양단면을 자

세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표토1(Ap) - 0~11 cm. 갈색(7.5YR 4/4)의 미사질

식양토로 발달도가 중간정도인 대 입상구조임 ; 반

습일 때 푸슬푸슬하고 점착성과 가소성이 보통임 ;

가는 공극이 적음 ; 초본의 뿌리가 많음 ; 층계는

파상이며 명료함.

●표토2(AB) - 11~22 cm. 진갈색(7.5YR 4/6)의 미

사질식양토로 발달도가 약한 대 각괴상구조임 ; 반

습일 때 단단하고 점착성과 가소성이 보통임 ; 엷

은 점토피막이 약간 있음 ; 중간정도의 공극이 많

음 ; 지렁이구멍과 그 배설물이 약간 있음 ; 초본

뿌리가 있음 ; 층계는 파상이며 명료함.

●심토1(Btx1) - 22~60 cm. 진갈색(7.5YR 5/8)과 회

색(10YR 5/1)이 섞인 미사질식토로 혼합색은 갈색

(7.5YR 5/4)이며 발달도가 강한 각괴상구조임 ; 반

습일 때 아주 단단하고 점착성과 가소성이 강함;

공극을 따라 두꺼운 점토피막이 많음 ; 큰 지렁이

구멍이 약간 있고 가는 공극 및 공극이 적음 ; 가

는 뿌리가 적음 ; 층계는 평면상이고 불명료함.

●심토2(Btx2) - 60~85 cm. 황적색(5YR 4/6), 회색

(10YR 6/1) 그리고 암적색(2.5YR 4/8)이 섞인 미

사질식토이며 혼합색은 진갈색(7.5YR 4/6)임 ; 반습

일 때 아주 단단하고 점착성과 가소성이 강함 ; 두

꺼운 점토피막이 많음 ; 가는 공극 및 가는 뿌리가

적음 ; 층계는 파상이며 명료함.

●심토3(BCtx) - 85~120 cm. 갈색(7.5YR 4/4), 회

색(10YR 5/1) 그리고 암황갈색(10YR 4/6)이 섞인

미사질식양토이며 혼합색은 진갈색(7.5R 5/6)임 ;

발달도가 중간정도인 중 각괴상구조임 ; 반습일 때

단단하고 점착성과 가소성이 강함 ; 가는 공극이

적고 작은 검은 망간반문이 적음 ; 엷은 점토피막

이 적게 있으며 뿌리는 없음.

3.2. 물리·화학적 특성규명 

강릉통의 모래입자는 표토층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

어 있었으며, 미사는 AB층에서 증가한 이후 Btx층에

서는 감소하고, 점토함량은 심토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

향이었다(Table 1). 강릉통의 관입경도는 토심 25 cm

이후 1.46Mg m-3 이상으로 이쇄반층이 존재하고 있었

다(Fig. 2). 이쇄경반층을 함유한 토층은 미사의 함량

40%이상으로 용적밀도가 기반층이나 인접한 토층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ndo and Veneman,

1989; Miller et al., 1993). 일반적으로 이쇄경반층의

모재는 양토이거나(Hallmark and Smeck, 1979; Soil

survey Staff, 1999) 이질적인 토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Olson and Hole, 1967), 빙하이동으로 형성된 이

쇄경반층의 토성은 사양토와 양토(Yassoglou and Whi-

teside, 1960; Veneman and Bodine, 1982; Habecker

et al. 1990; Miller et al. 1993), 집적에 의해 형성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Gangreung soil series

Sample
Particle size distribution(%) Texture

(USDA)Sand Silt Clay

Ap 20.9 43.1 36.0 SiC

AB 18.8 44.2 37.0 SiC

BtX1 16.6 43.9 39.5 SiC

Btx2 16.2 42.8 41.0 SiC

BCtx 16.5 44.5 39.0 SiC

Fig. 2. The result of hardness measurement through the

profile in the Gangreung series

Table 2.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Gangreung soil

series

Layer pH
O.M.

(g/kg)

Ext. cation (cmol/kg)

Ca K Mg Na

Ap 6.3 21 7.0 0.46 1.1 0.07

AB 6.5 17 7.7 0.31 1.6 0.07

BtX1 7.1 13 8.1 0.14 1.3 0.09

Btx2 7.1 14 7.8 0.11 1.4 0.11

BCtx 6.5 14 6.0 0.08 1.4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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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쇄경반층 토양은 미세한 토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Dekimpe et al. 1976; Hallmark and

Smeck, 1979; Habecker et al. 1990) 토성 면에서

강릉통의 이쇄경반층은 집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강릉통의 토양 pH와 치환성 Ca 함량은 우리나라

농경지 토양 평균 pH 6.2, exchangeable Ca 5.9 보

다 높았으며(Yang et al. 2008, Table 2), 염기포화도

는 낮은 편이었다. 표토(A층)와 이쇄경반층으로 구분하

여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pH, 치환성 Ca,

Mg, Na는 심토에서 높았으며 유기물과 치환성 K는

표토에서 높게 나타났다. 토양의 pH값은 토심이 깊어

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Miller et al.(1993)은 이쇄

경반층의 pH가 경반층보다 낮았다고 하였으나 Soil

Survey Staff (1999)에 따르면 Spodic horizon 아래에

위치하는 이쇄경반층의 pH는 기반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쇄경반층의 pH값이 다른 층위와의 비교에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광물학적 특성

본 연구지역의 표토 즉 A층을 제외한 Btx1층 아래

층위부터는 적갈색 띠층과 회색 띠층이 교호하면서 나

타난다. 이들 띠층을 선별 채취하여 광물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주 구성 광물은 석영, 일라이트(Illite), 카

올리나이트(Kaolinite), 질석(Vermiculite) 동일하게 정

성되었으나 적철석(Hematite, Fe2O3)이 적갈색 띠층에

서 정성되었다(Fig. 3). Fe 또는 Mn의 탈리현상

(Depletion)은 유기물이 함유된 계절적 정체수나 혐기

상태 토양에서 자주 발생한다(Vepraskas and Wilding,

1983). Btx층의 적갈색 띠층과 회색 띠층은 토층 상부

의 유기물이 함유된 토양용액이 토양구조 내 공극에

정체하면서 환원조건을 유발하여 집적된 점토(Illuvial

Fig. 3. X-ray diffraction spectra for gray and reddish

brown colored band layer mixed bulk samples in

Gangreung series (Ka: kaolinite, Il: Illite, Ver: Vermiculite,

Ht: hematite, Chlorite and Qz: Quartz).

Fig. 4. X-ray diffraction spectra for gray and reddish

brown colored band layer mixed bulk samples and clay

size fractions in Gangreung(GR) series (Ka: kaolinite, Il:

Illite, Ver: Vermiculite, Chl: Chlorite, Qz: Quartz, and

300oC and 550oC: heated at 300oC and 550oC for 2hours

after K-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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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 및 철피막(Ferriargillans) 중에서 철성분이 공극에

서부터 용출되면서 현재와 같이 적색층과 암회색층이

교호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점토광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 실험

을 실시하였다. 탄산염 광물과 유기물을 제거한 후 층

간을 K으로 치환시킨 시료에 대하여 300oC, 550oC

열처리를 실시한 결과, 550oC 열처리 후 7Å-계열의

피크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카올리나이트로 확인되

었으며 열처리 후에서 잔존하는 10Å-계열 피크는 일

라이트로 확인되었다. Fig.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적

색 띠층에 비해 암회색 띠층에서 일라이트의 피크강도

가 높게 나타났다. 14Å-계열의 피크가 K으로 치환시

킨 시료에 대하여 300oC 열처리 했을 때 적갈색 띠층

과 암회색 띠층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아 14Å-계열은

질석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릉통에 함

유된 점토광물은 적갈색띠층과 암회색 띠층에는 대부

분 일라이트와 카올리나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량

의 질석이 X-선 회절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적갈색띠층

은 X-선 회절분석 피크강도에서 보는바와 같이 암회색

띠층보다는 점토광물의 함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3.4. 미세형태학적 특성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토양박편을 관찰한 결과(Fig.

5), 미세토양구조는 주로 약하게 발달된 아각상구조

(Subangular blocky structure)로 500 µm~5 mm이

었으며, 토괴사이에는 짧은 면상공극(Planar voids)과

채널공극(Channel voids)에 의해 대부분이 분리되어

있었고, 토괴 내부에는 정동 공극(Vugh voids)과 채널

공극이 소량 분포하고 있었다.

이쇄경반층의 조립질과 세립질 물질(C:f50 um)의 분포

비율은 약 1:4정도 이었으며, 조립질 물질은 주로

50~200 um 크기의 석영입자 약 20% 내외로 분포하

Fig. 5. Photographies of key micromorphological features taken from the Gangreung pedon (A: reddish brown band around

pores developed by accumulated illuvial clay and ferriargillans B: gray band around pores developed by after ferrous

material is eluted under reducing conditions, C: pedon with subangular blocky structure, D: textural pedofeatures.) 

Abbreviation; FCC: Ferruginous coating superimposed on a clay coating, FCI: Ferruginous coating superimposed on a clay

infilling, CC: Laminated clay infilling of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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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50 um 이하의 미세입자는 황갈색에서 갈

색, 회색을 띠고 있었으며, 점토와 미사로 구성되어 있

었다. 적갈색 물질들은 편광현미경 상에서 반점이나 얼

룩점의 형태를 보였으며, 가끔 회갈색 또는 흑색을 띠

는 등방성의 입자들이 공극을 따라 나타났다(Fig. 5).

적갈색 띠층의 이방성 토양교질(Anisotropic plasma)인

철성분이 기질 내부 및 채널공극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회색층은 기질 내부에

서 공극으로 갈수록 철성분의 감모현상이 강하게 나타

나 공극주변의 점토 피막층에서는 회색을 주로 띠고

있었다. 반대로 철분이 집적되는 조건이라면 공극표면

은 산화상태를 입단내부로 갈수록 환원조건이므로 공

극주변은 적갈색을 입단내부는 회색을 띄어야 하므로

집적된 점토 및 철피막 내 철성분이 공극을 따라 용출

되면서 회색 띠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Venenam

et al.(1976)은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포화

기간에 갈라진 틈으로 철 또는 망간이 탈리되는 현상

을 “Alban”이라고 명명하였다. Alban은 백색에서 회색

부분으로 주로 면상공극 또는 입단사이의 틈에 나타나

며 감모의 토양구성양상은 인접물질과 명료한 경계를

이룬다.

박편의 기질을 살펴보면, 조립질과 세립질의 상대적

인 분포는 세립질로 구성된 미세입자들 중간에 굵은

입자들로 구성된 반정질 분포(Porphyric distribution)

를 보였으며 분급정도는 중간정도(About 75%)이었다.

조립질 물질들은 기질표면과 준평형상(Subparellel)으로

분포하였고, 세립질 물질들은 모자이크 반점상(Mosaic-

speckled)과 공극 주변을 따라 띠 모양을 이루는 공극

포위상(Porostriated)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모자이크 반점상은 기질 내에 전반적으로 분포하였고,

공극포위상은 공극과 경계한 기질 가장자리 면에서 강

하게 나타났다(Fig. 5A and B).

이쇄경반층에서 점토 또는 등방성 철분 및 망간의

이동과 집적 양상을 살펴보면, 황색 또는 회색을 띠는

미사 및 점토가 공극충진(Void infilling)과 공극피막

(Void coating)이 관찰 되었고, 철과 망간은 점토 피막

위에 적재되어 층을 형성(Void hyper-coating)하거나

공극에서 토양기질 내부로 스며드는 유사 피막(Void

quasi-coating)을 보였다(Fig. 5B and D). 이쇄경반층

의 공극 충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요한 물

질은 점토 또는 미사크기로 균질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된 바 있다(Yassoglou and Whiteside, 1960;

DeKimpo and Mckeagul, 1974; Langohr and

pajares, 1983; Miller et al. 1993). Collins and

O’Dubhain(1980)은 이쇄경반층에서 주로 발달되는 미

사의 농집은 일정한 방향성 있고 매우 조밀하게 밀집

되어 거의 공간을 가지지 못하며 때때로 미세하게 분

급되어 공극 피막 또는 충진의 형태를 띤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반층토내에서 미사의 감모와 이동은 급

격한 습윤과 건조, 포화된 토양의 급격한 탈수, 동결토

양의 해동, 낮은 Ca와 Mg 함량, 많은 Si 함량, 낮은

유기물 함량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ettleton et al., 1994).

4. 결 론

해성단구지에서 발달된 강릉통(Gangreung series)은

심토에서 적갈색 띠층과 암갈색 띠층이 교호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물리·화학적 및 광물학적 그리고 미

세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경반층과 심토의 특성에 대한

생성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토양의 층위별로 토양

을 채취하여 물리·화학적·광물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강릉통은 미농무성 분류법에 따르면 Aquic Fragiudalfs

에 속한다. 강릉통 내 반층토(Hardpan)는 토성 면에서

이쇄경반층(Fragipan)으로 판단된다. 이쇄경반층의 산

화·환원적 특성을 보이는 적갈색띠층과 회색띠층의

광물학적 특성은 적갈색 띠층에서는 적철석(Hematite,

Fe2O3)이 정성되었으며 회색띠층에서는 일라이트(Illite)

강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쇄경반층의 주요한 점토광물

은 알라이트, 카올리나이트(Kaolinite), 질석(Vermiculite)

이었다. Btx층의 적갈색 띠층과 회색 띠층은 토층 상

부의 유기물이 함유된 토양용액이 토양구조 내 공극에

정체하면서 환원조건을 유발하여 집적된 점토 및 철피

막 내 철성분이 공극에서부터 용출되면서 현재와 같이

적색 띠층과 암회색 띠층이 교호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쇄경반층의 생성원인을 좀 더 자

세히 살펴보기 위해 박편을 제작하여 기질(Matrix)을

살펴본 결과, 조립질과 세립질의 상대적인 분포는 세

립질로 구성된 미세입자들 중간에 굵은 입자들로 구성

된 반정질 분포(Porphyric distribution)를 보였으며 분

급정도는 중간정도(About 75%)이었다. 적갈색 띠층과

암회색 띠층이 교호하며 분포를 하는데 이방성 토양교

질(Anisotropic plasma)인 철성분이 기질 내부 및 채

널공극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회색층은 기질 내부에서 공극으로 갈수록 철성분

의 감모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공극주변의 점토 피막층

에서는 회색을 주로 띠고 있었다. 반대로 철분이 집적

되는 조건이라면 공극표면은 산화상태를 입단내부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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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환원조건이므로 공극주변은 적갈색을 입단내부는

회색을 띄어야 하므로 집적된 점토(Illuvial clay) 및

철피막(Ferriargillans) 중에서 철성분이 공극을 따라 용

출되면서 회색 띠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강릉통은 해저지형이 융기되는 과정에서 점

토 및 철성분의 집적과 압력의 영향으로 경반층이 형

성된 후 이쇄경반층에 집적되었던 철성분이 용출되면

서 적갈색 띠층과 암회색 띠층이 교호하는 특징을 보

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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