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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7,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has excavated a trench at Yongjang-li in

the city of Gyeongju to examine the evidence of fault movement related with the 2016 earthquake in

unconsolidated sediments. In the trench profile, the author has observed the features of ongoing soil-forming

processes and groundwater movement overlapped on the sedimentary layers. The soil formation was in its initial

stage, and most of the original sedimentary layers could be observed. The color changes depending on the redox

conditions and by the Mn/Fe oxide precipitation, however, were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bscuring sedimentary

records. The dark Mn oxide precipitates formed at the groundwater levels often concealed the sedimentary unit

boundaries. The groundwater levels varied depending on the particle sizes of the sedimentary layers contacting the

groundwater, and the Mn oxide precipitates have formed at varying depths. The groundwater could move upward

along the narrow pores in the fine-textured sedimentary layer more than a few meters showing the gray color

indicating a reducing condition for iron. 

Key words : Yangsan fault zone, soil horizon, soil water movement, Fe/Mn redox condition, manganese oxide pre-

cipitates

본 논문에서는 2017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트렌치 단면에서 퇴적층을 관찰할 때 고려해야하는 토양화 과정과 지

하수의 유동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기술하였다. 지표로부터 굴착된 트렌치 단면은 토양화 과정과 지하수 유동

에 의한 흔적을 포함하고 있어 퇴적학자들의 관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이트 토양은 비교적 초기단계의 토양화

과정에 있어서 퇴적층의 특징을 관찰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나, 퇴적층리 관찰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지하수의 이동에 따른 망간산화물과 철산화물의 침전이었다. 지하수면을 따라 형성된 이 침전물은 퇴적층의 경계면에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 지하수면의 위치 또한 접하고 있는 퇴적층의 입자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러 위치에서 침

전물이 관찰되었다. 또 이들 지하수면 상하부에서는 각기 철의 산화환원 상태에 따라 색변화가 관찰되므로 퇴적층 기

술에 주의가 요구된다. 미세기공을 통해 모세관 현상으로 상부로 이동하는 지하수에 의해 일부 세립질 퇴적층이 지하

수면 수 미터 상부까지 환원상태를 유지하면서 환원철 상태를 지시하는 색을 띠기도 하였다. 

주요어 : 양산단층대, 토양층위, 토양수 이동, 철/망간 산화환원상태, 망간산화물 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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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퇴적층은 퇴적 당시의 지구조적 환경이나 기후 등

고환경을 지시해주며, 퇴적 후 일어난 마그마 관입, 단

층 운동 등 지질학적 사건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Min

and Kim, 1977; Cheon et al., 2017). 단층 운동에

의한 지각의 파열은 때로는 지표 인근 미고결 퇴적층

까지도 이어지므로, 트렌치를 굴착하거나 기 절단된 노

두를 통해 지진동에 의해 변형/교란된 퇴적층을 관찰

하여 단층운동의 증거를 기록하고 특정 단층에 대한

지진 발생 역사를 연구하기도 한다(Ghim and Ko,

2019; Choi et al., 2019). 그러나, 지표 인근 미고결

퇴적물은 지진에 대한 기록 뿐 아니라 지표에서 일어

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기록도 함

께 보유하게 되므로, 지표 인근 퇴적층을 관찰할 때는

침식, 토양화작용, 생물교란작용 등의 유무를 검토하고,

이들로 인해 퇴적층 기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

지하여야 한다(Nam, 2018). 트렌치를 굴착하여 지표

인근 퇴적층을 관찰할 때에는 퇴적층 형성시기와는 무

관하게 현재 지하수 면 상부에 놓인 퇴적층이 산화상

태에 노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토양화 과

정에 의한 특징과 함께 지하수면이나 지하수/토양수의

퇴적층 내 유동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도 주의 깊게 관

찰하여야 한다. 

본고에서 저자는 2016년 경주지진 이후 2017년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굴착한 용장리 트렌치 단면에서

관찰된 토양화 과정 및 지하수 유동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을 토양 형성과정과 토양수 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2절)을 기반으로 관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016

년 경주 지진은 양산단층의 부속단층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Kim et al., 2017),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양산단층대의 활성단층을 추적하고자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선형구조가 인지된 경주 내남면 용장리 인근에서

지표조사와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KIGAM, 2018).

본 논문에서는 용장리 트렌치 단면에서 토양 층위 형

성과 지하수에 의한 물리화학적 작용의 흔적을 중심으

로 퇴적구조와 공존하는 토양화 과정과 지하수 유동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들을 기술할 것이며, 이를 예로 삼

아 트렌치 퇴적층 조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2.토양화 특성 관찰을 위한 토양학 이론 기초

이 절에서는 일반토양학(Brady and Weil, 1996) 수

준에서 트렌치 굴착 후 퇴적구조 기재 시 감안하여야

할 토양화 작용의 흔적 관찰에 도움이 될 토양에 대한

기초적 내용 중 용장리 트렌치 단면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집약하였다. 

2.1. 토양층위 형성 및 토양색 

토양화 과정은 모재(대개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나 퇴

적물)의 물리화학적 풍화, 새로운 광물의 형성, 유기물

의 유입 및 부식유기물의 형성, 물과 생명체의 이동에

따른 토양물질의 이동 및 축적 등을 포함하며, 이로

인해 지표와 대략 수평 방향으로 토양층위를 형성하게

된다. 지표 근처 최상부에는 유기물이 유입되어 분해

되면서 유기물 층인 O층이나 유기물 함량이 높은 A층

이 형성되고, 토양화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유기물층

아래로 모재의 풍화와 함께 새로이 형성된 광물이 농

축된 B층이 형성되며, 그 아래에 모재의 특성을 아직

간직한 하부 층을 C층이라 한다. 토양물질의 형성보다

물질의 하부 이동이 극심한 경우에는 토양물질이 농집

된 B층 상부에 토양물질이 결핍된 E층이 존재하기도

한다. 토양의 형성은 지형, 모재, 유기물, 기후,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토양화가 진행될수록(시간이 길수

록), 기온이 높고 강수가 많을수록, 또 경사지보다는 평

지에서 토양이 깊다. 

토양 단면을 관찰할 때 육안 관찰만으로도 많은 정

보를 주는 것은 토양의 색이다(Franzmeier et al.,

1983; Evans and Franzmeier, 1988; Wills et al., 2007;

Aitkenhead et al., 2013; Sain et al., 2014; Sanchez-

Maranon et al., 2015; Baumann et al., 2016). 최상

부 O층은 유입된 유기물이 분해된 부식유기물에 의해

대개 짙은 고동색 내지는 검은색으로 관찰된다. 토양

에서 생성되는 광물에는 (수)산화광물, 점토광물, 탄산

염 광물 등이 있으며, 이 생성물질이 축적된 B층의 경

우 주로 철(수)산화물의 강한 색깔에 의해 대개 갈색

내지 황갈색을 띠게 된다. A층의 경우 부식유기물과

토양 생성 광물이 공존하므로 O층의 색과 B층의 색을

섞어놓은 색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표에서만 나타

나는 부식유기물 농축을 지시하는 특징적 색깔(대개 고

동색 느낌의 검은색)은 하부 층위에서는 나타나지 않

으므로 A층 또한 O층보다는 덜 짙어 보여도 토양 단

면에서 하부 층위와 쉽게 구분된다. 토양물질의 이동

이 급격히 진행되어 A층과 B층 사이에 부식유기물이

나 토양 생성 광물이 결핍된 E층이 형성된 경우, E층

은 상부 짙은 A층과 갈색의 B층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옅은 색을 띤다. 물질 결핍이 극심한 경우 백사장 모

래와 같이 하얀색을 보이기도 하지만 철산화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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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코팅으로 옅은 갈색을 보이기도 한다. B층 하부

C층의 경우 토양화가 진행 중이나 아직 모재의 특성이

강하게 관찰되므로 모재의 색에 토양생성물질의 색이

더해져 대개는 옅은 (황)갈색 정도의 색을 보인다. 일

반적으로, 같은 토양도 젖은 상태에서는 마른 상태보

다 짙은 색을 띤다.

2.2. 토양수의 유동과 산화환원 상태에 따른 변화

토양/퇴적물 내 물은 중력에 의해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토양/퇴적물 구성 입자 사이 간극

을 따른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하부에서 상부로, 또

수평 방향으로도 이동한다. 토양/퇴적물 입자 사이 간

극의 크기가 작아져 입자표면이 물을 끌어당기는 모세

관력이 중력보다 커지면 토양수는 중력을 거슬러 이동

하므로 간극 크기를 좌우하는 토양/퇴적물 입자 크기

의 관찰도 중요하다. 토양입자의 입도 분포는 모래, 미

사, 점토(미농무성 기준 각 0.05~2 mm, 2~50 µm,

<2 µm)의 상대적 함량에 따라 모래입자가 많은 사토

(sand), 미사가 많은 미사토(silt), 점토가 많은 식토

(clay), 세 크기의 입자가 섞여있는 양토(loam) 등으로

구분되는 토양조직(soil texture, 토성)으로 기술되며,

정확한 입도 분포는 입도분리를 통해 분석하여야 하나

야외에서는 젖은 토양을 이용한 간이감촉법을 이용하

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토양을 물과 함께 손으로 비볐

을 때 모래 이상 큰 입자들은 껄끄러운 느낌을, 미사

는 실크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점토는 미끈미끈한 느

낌을 준다. 

토양 단면에서 일반적으로 지하수면의 깊이는 그 지

형에 따른 위치마다 다르며, 같은 위치에서도 당시 강

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또,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

하수면과 만나는 어떤 부분에서 토양/퇴적물의 입자 크

기가 작아 간극이 좁아지면 해당 위치에서 지하수면은

상대적으로 더 큰 입자들로 구성된 부분보다 상승되기

도 한다. 상승되는 정도는 모래입자로 이루어진 토양

의 경우 20-50 cm, 점토입자로 이루어진 토양의 경우

수 km까지도 가능하다(Brouwer et al., 1989). 지하

수면의 위치와 토양수 유동을 언급하는 이유는 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으면 환원환경이 만들어져 산소가 쉽

게 공급되는 산화환경에서와는 다른 생지화학적 반응

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지하수면과 그 상하부에서 관

찰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이다. 토양/퇴적물 단면 관

찰 시 지하수면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눈에 띄게 달

라지는 것 중 하나는 토양색의 변화이다. 

토양에서 흔히 관찰되면서 그 산화상태에 따라 토양

의 색깔에 관여하는 원소는 주로 철(Fe)과 망간(Mn)이

다. 철과 망간은 자연상에서 주로 두 가지 이상의 산

화상태로 산출되며 원소의 산화상태에 따라 토양색이

달라진다. 지하수면 상부 토양에서 철은 산화된 3가 철

(Fe(III))로 주로 황색이나 적색의 철(수)산화물을 형성

하면서 황갈색~갈색의 토양색을 띠게 하며, 지하수면

하부에서 철은 2가 철(Fe(II))로 환원되어 이온상태

(Fe2+)로 녹아있기 때문에 철(수)산화물의 색이 나타나

지 않으므로 보통 회색의 토양색을 띠게 한다. 지하수

면이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상승/하강 하는 경우에

는 지하수면 근처 토양에서 황갈색/갈색과 회색/청회색

이 부분적 반점 형태로 공존하는 구조(mottle)가 관찰

되기도 한다. 망간의 경우 자연상에서 주로 다섯 가지의

산화상태(Mn(II), Mn(III), Mn(IV), Mn(VI), Mn(VII))

로 산출되며 더욱 다양한 색을 나타낸다. 가장 환원된

상태인 2가 망간(Mn(II))은 연분홍이나 무색, 4가 망간

(Mn(IV))은 검은색이나 갈색, 6가 망간(Mn(VI))은 초

록색, 가장 산화된 상태인 7가 망간(Mn(VII))은 보라색을

띠는데, 보통 토양에서는 2가, 3가, 또는 4가로 존재하

며 흔히 관찰되는 3가/4가 망간(수)산화물은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 광물이다(James and Bartlett, 1999). 철산

화물과 망간산화물은 물로 포화된 환원상태에서 미생

물의 작용으로 비교적 빠르게 산소를 잃고 녹으면서

이온상태로 변한다. 반대로 물에 녹아있던 철과 망간

이온은 지하수면에서 산소를 만나면 (수)산화물을 형성

하며 침전된다. 

3. 조사 위치 및 분석 방법

트렌치 조사 위치는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33번지에

서 용장계곡 방향으로 시작되는 산기슭으로 N 35° 46’

36.79’’ E 129° 12’ 34.97”에서 대략 동남동 방향(S60°E)

으로 길이 약 20 m, 폭 약 2.5 m, 깊이 약 3 m의 트

렌치(Fig. 1)를 굴착하여 남쪽 및 북쪽의 단면을 관찰

하였다. 북쪽 단면보다 지형의 고도가 높아지는 남쪽

단면의 경우 굴착 시 토양 상부층이 모두 소실되어 토

양층위 기술은 북쪽 단면에서 이루어졌다.

지하수는 트렌치 하부에서 2회 채취하였고 각각 채

취 직후 0.2 µm 주사기 필터(nylon, Whatman)로 부

유물 제거 후 실험실에서 냉장 보관하였고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서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분광법

(ICP-MS)으로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지하수면 침전

물 시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분석센터에서

에폭시에 고정시켜 박편 제작 후 전라북도 완주군 전



522 윤소정

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전자현미분석

기(Shimadzu EPMA-1610)를 이용하여 침전물 성분을

분석하였다. 반사전자(back-scattered Electron, BSE)

이미지 관찰 후 일부 원소에 대해 에너지 분산 분광기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를 이용하여

원소 지도를 얻었고(EDS mapping), EDS와 파장 분

산 분광기(wave dispersive spectrometer, WDS)를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에서 구성 원소를 정성 분석하였

다. 분석 시 빔의 크기는 1 µm, 가속전압은 15 kV, 전

류는 20 nA였다. 

4. 결과 및 토의

4.1. 토양 분류 및 토양층

용장리 트렌치 사이트와 인근 토양은 토양형성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토양 분류에 따르면 염기

포화도가 낮은 습윤 지역의 Inceptisol(Dystrudepts)으

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1리 솔치모랭지 남쪽

200m 지점 (127° 45' 59.3’’, 37° 23' 55.6”)에서 기술

된 ‘지곡통(Jigog series)’과 같은 토양으로 분류되어

있다. 1975년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설정된 지곡통은

경기도 양평군 대표토양으로 2011년 개정되었고, 미국

soil taxonomy 분류에 따르면 coarse loamy, mixed,

mesic family of Typic Dystrudepts이고 화강암의 붕

적층을 모재로 산록경사지에 발달한 토양으로 대표토

양에서는 경작지 표토인 Ap층 아래로 AB층, 색과 구

조가 약한 Bw층, BC층으로 구분되었다(NIAST, 2011).

용장리 트렌치 사이트에서는 북쪽 단면의 토양층위

를 관찰하여 Ap층, A층, BC층으로 기재하였다. Ap층은

일부 위치에서 경작 등 인위적 토양층 교란 흔적이 나

타나므로 주변 A층이나 하부 BC층과 명확히 구분 가

능하였고, A층은 인위적 교란의 흔적이 없고 부식유기

물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게 나타나므로 Ap층이

나 하부 BC층과 명확히 구분 가능 하였다. A층은 부

식유기물 함량은 높으나, 수평방향 위치에 따라 모재

인 퇴적층이 달라질 때 토양 구성입자의 크기 변화가

급격하였다. A층 내에서도 그 조직이 모재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A층을 AC층으로 기재할 수도

있겠다. 또, A층 하부에 점토와 미사의 함량이 높은

단단한 퇴적층이 있으면 식물뿌리의 침투가 어려워, 이

에 의해 A층의 형성이 어느 정도 규제받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Fig. 2a, 2d, and 2f의 붉은 화살표 위치). A

층(또는 AC층) 하부에서는 철산화물 등 토양 생성 물

질이 어느 정도 집적되어 있어 갈색을 띠면서 상부 A

층과 구별되나, 모재인 퇴적물의 조직, 퇴적층서 등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어, C층의 특성을 보이면서 철산

화물 등 토양물질의 집적이 미약하게 이루어진 BC층

으로 기재하였다(Fig. 2a). 

Fig. 1. Geographical location of the study site (a), Yongjang-li trench site (b), and the north and south walls of the trench

profile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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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양수의 이동에 의한 특징

4.2.1. 철의 산화환원에 의한 토양색 변화: 북쪽 단면

2.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철의 산화상태로 지시되

는 토양색은 지하수면 상부에서는 대개 황갈색~갈색,

지하수면 하부에서는 회색~청회색으로, 용장리 트렌치

북쪽 단면에서도 B층은 대개 갈색을 띠었고 트렌치 굴

착 후 펌프로 물을 제거하였을 때 보이는 지하수면 하

부 토양은 회색을 띠었다. 그러나 지하수면 주변의 기

재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용장리 트렌치 북쪽 단면

에서는 지하수 상부에 철의 환원상태를 지시하는 회색

을 띠는 퇴적층이 관찰되었는데, 이 층은 서쪽으로 낮

아지면서 지하수위 인근 퇴적층과 맞닿아있었다(Fig. 2a,

2b, 2d; 하늘색 화살표 위치). 이 퇴적층은 인근 퇴적

층보다 점토와 미사의 함량이 높으며, 이로 인해 인근

층보다 작은 기공을 가짐에 따라 모세관 현상으로 지

하수를 더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인근 다른 퇴적층들이 철산화물과 같은 토양물질

로 인해 황갈색-갈색을 띠는 반면 이 퇴적층이 회색빛

을 띠는 것은 철이 환원상태로 존재함을 지시해주며,

지하수와 맞닿은 곳으로부터 수 미터까지 지속되어 모

세관 현상에 의한 토양수의 이동이 멀리까지 지속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층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며칠 뒤 시료의 표면이 건조되면서 황갈색으로 변한

것이 관찰되었으며(Fig. 2c) 이는 환원상태의 철(Fe2+)

이 시료가 건조되면서 산화상태에 노출되어 철산화물

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트렌치 굴착 약 3

주 후 단면 표면의 건조가 진행된 상황에서 간이 토양

수분계를 통해 트렌치 단면 표면에서 수분 측정을 하

였을 때, 이 퇴적층과 유사한 조직을 보이는 유사 깊

이의 황갈색 퇴적층에서는 0%의 수분도를 보인 반면

이 회색 퇴적층에서는 아직 5%의 수분도를 보였다. 이

퇴적층이 지하수위 인근 퇴적층과 맞닿은 곳에서는 지

하수면이 상승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2b; 노

란색 화살표 위치). 실제로 지하수면이 상승된 위치의

지하수면 바로 아래 회색을 띠는 부분과 그 우측으로

지하수면이 상승되지 않은 동 깊이의 황갈색을 띠는

부분의 퇴적물의 조직은 매우 유사하며, 같은 퇴적층

이나 지하수면 위치가 달라 산화환원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 색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The north wall of the trench site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soil forming processes and groundwater movement on

sedimentary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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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망간의 산화에 의한 지하수면 침전물 형성: 북쪽

단면

4.2.1 절에 기술된 세립질 회색 퇴적층과 맞닿은 곳에

서 상승된 지하수면에는 검은색 띠가 형성되어 있어 이

상승된 지하수면이 매우 뚜렷하게 관찰되었다(Fig. 2b;

노란색 화살표 위치). 이 검은 띠를 형성하는 물질은 그

색에 의해 망간산화물로 추정하였다. 미국 EPA는 지하

수에 녹아있는 망간의 함량이 50 µg·kg-1 이상이면 지

하수관에 검은 착색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Sain et al., 2014), 용장리 트렌치 사이트의 지하수의

경우 343~509 µg·kg-1 의 망간을 함유하고 있었다. 따

라서 용장리 트렌치 단면에서 지하수면을 지시하는 검

은 띠는 지하수에 포함된 이온형태의 2가 망간(Mn2+)이

지하수면에서 산화되면서 3가, 4가로 산화되면 서 갈색,

검정색의 망간산화물을 침전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Watkinson et al, 2005; Takeno, 2005; Freitas et al.,

2013). 환원상태의 망간(Mn(II))은 50 µg·kg-1보다 천배

높은 506 mg·kg-1 의 함량을 가져도 가시화되는 색을

띠지 않으나, 산화상태의 4가 망간(Mn(IV))의 경우는

5 µg·kg-1 농도에서도 눈으로 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Sain et al., 2014).

검은 색 망간산화물의 침전은 북쪽 단면의 동쪽에서

도 관찰되었다. 단면 하부에 부분적으로 회색을 띠는

퇴적층(Fig. 2e 하부) 위로, 굴착 후 아직 습기를 머금

고 있는 하부와 그 상부에 건조되어 있는 부분이 확연

하게 구분되는데(Fig. 2a 우측 노란 화살표 위치), 이

부분에 검은 물질이 농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Fig. 2a, 2e; 노란 화살표 위

치). 이 경계 부분의 퇴적물 입자는 하부에 비해 조립

질로, 하부로부터 모세관 현상으로 좁은 기공을 통해

상부로 이동하던 지하수가 조립질 입자 사이의 큰 기

공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동하던 지하수가 공기와 접

촉하고 망간산화물이 침전되어 검은 물질이 관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층의 망간 함유량은 휴대용 XRF

를 이용한 간이 원소측정 시 대략 0.5~0.9%였다. 이

위치(Fig. 2e, 2g; 노란 화살표 위치)의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여(Fig. 2g, 2h) 박편시료를 만들어 편광현미경

으로 관찰하였을 때, 규산염 광물로 구성된 조립질 입

자들의 표면이 갈색으로 관찰되는 물질로 코팅되어 있

거나 규산염 광물 입자가 이들 물질과 뭉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3). 이 갈색 물질에 대해 전자현미

분석기로 원소분포도를 작성하였을 때, 규소의 분포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규소, 망간, 철의 주 분포위치가

대개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갈색 물질은 주로

수~수십 µm 크기의 규산염광물이 미세 망간산화물, 철

산화물과 서로 뭉쳐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Fig. 4).

4.2.3.철/망간의 산화환원에 의한 토양 색 변화: 남쪽

단면

남쪽 단면은 지형적으로 북쪽 단면보다 높은 위치에

Fig. 3. Open (a, c) and cross (b, d) polarized microscope images of iron/manganese oxide coatings. The square in the figure

was the area for EDS mapping as shown in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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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상대적으로 지하수면 위치가 북쪽 단면보다 높으

므로 트렌치에서 지하수면 보다 상부로 환원상태에 있

는 부분이 노출되어 지하수면 하부 토양의 특징의 관

찰이 용이하였다. 지하수위가 노출된 위치의 동쪽으로

연결된 점토질 퇴적층의 하부는 청회색을 띠고 있었다

(Fig. 5a, 5b). 이 청회색 부분은 세립질 조직으로 미세

기공을 통해 지하수를 이동시켜 트렌치 굴착 후 3주

뒤에도 수분함량 67%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부

분의 시료를 채취한 며칠 뒤 표면부터 건조되면서 황

갈색으로 변하였으며(Fig. 5c), 이는 높은 수분함량으로

환원상태에 있던 철이 시료 건조와 함께 산화되면서

황갈색으로 변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보다 상부 퇴

적층은 짙은 회색을 띠고 있었고 수분함량은 51%였다.

야외에서는 약간의 검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보

라색은 7가 망간의 특징적 색으로 7가 망간의 보라색과

4가 망간 산화물의 검은색이 혼재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시료를 채취한

며칠 후 시료는 보라색 보다는 짙은 회색(Fig. 5d)을

띠게 되어, 야외에서 띠었던 약간의 보라색은 철이 환

원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청회색의 영향이었고

시료채취 후 철이 산화상태로 변하면서 철산화물의 (황)

갈색과 망간산화물의 검은색이 혼재된 색으로 변한 것으

로 유추하였다. 용장리 트렌치 사이트 지하수의 망간

함유량(343~509 µg·kg-1)은 철 함유량(54-122 µg·kg-1)

보다 높았고 망간산화물이 더 짙은 색을 가지므로 망

간산화물의 색이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하수면

근처에서는 계절적/간헐적으로 산화 환원 상태가 바뀌

기 때문에 형성되는 반점구조(mottle) 또한 관찰된다

(Fig. 5g). 이는 지하수면이 상승되어 철의 환원상태를

유지할 때 형성된 회색 부분과 지하수면이 낮아져 산

화 상태를 유지할 때 형성된 황색 부분(Fig. 5g; 녹색

화살표 위치)의 반점구조이다. 

남쪽 단면에서는 지하수면에서 검은 띠가 더욱 두껍

게 나타났고(Fig. 5a, 5e, and 5f), 황갈색의 띠도 혼

재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산화상태에서 검은 색 망간

산화물과 황갈색 철산화물이 침전되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부분의 시료를 채취하여 에폭시에 고정

시킨 후 박편을 만들어 편광현미경을 통해 관찰(Fig. 6)

Fig. 4. EDS elemental distribution map of the coating material in the coarse sedimentary layer in the north wall. WDS

qualitative analysis result is shown for the arrowed Mn-rich point in th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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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자현미분석을 통해 원소 조성을 알아보았다. 원

소분포도를 관찰하였을 때, 철과 망간의 분포 위치는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철과 망간은 각기 다른 광물

상으로 침전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광물상의 조

성 원소는 주로 망간과 산소, 또는 철과 산소로 이들

은 산화물의 형태로 침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망

간산화물은 규산염 광물 입자 표면에 노듈상으로 층상

구조를 보이면서 형성되어 있거나(Fig. 7), 철산화물과

함께 층상구조를 보이면서 형성되어 있었다(Fig. 8). 용

장리 트렌치 사이트 지하수의 pH는 6.6으로 망간의

Eh-pH 다이아그램을 참고하면(James and Bartlett,

1999; Takeno, 2005; Freitas et al., 2013) 지하수에

녹아있던 Mn2+가 산화되면서 Mn(II,III)3O4, Mn(III)2O3,

Mn(IV)O2, 또는 Mn(III)OOH를 침전시킬 가능성이 있

으며, 녹아있던 Fe2+은 산화되면서 Fe2O3을 침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Fig. 5. The south wall of the trench site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movement.

Fig. 6. Open (a) and cross (b) polarized microscope images of iron/manganese oxide precipitates. The squares in the figure

were the areas for EDS mapping as shown in Fig. 7 and 8 from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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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DS elemental distribution map of the coating material near the groundwater level in the south wall. WDS qualitative

analysis result is shown for the arrowed Mn-rich point in the map.

Fig. 8. EDS elemental distribution map of the iron/manganese oxide precipitates near the groundwater level in the south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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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017년 굴착한 경주시 내남

면 용장리 트렌치 사이트에서 토양화 과정은 초기단계

에 있었고 유기물이 농집된 표토(A층) 외 이 하부(BC

층)의 토양화 과정은 퇴적구조를 관찰하는데 큰 어려

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지하수의 망간 함유량이 비교적 높아 퇴적구조를 따라

유동하는 지하수면의 위치 따라 망간 산화물이 침전되

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므로 퇴적구조를 관찰하는

데 유념해야 한다. 지하수면에서는 망간산화물과 함께

철산화물도 침전되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광물상으로

산출되었다. 또, 지하수면 상하부에서 산화환경상태가

달라 철의 산화환원에 따른 색변화로 퇴적층의 색 또

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용장리 트렌치 사이트에서는

지하수면과 맞닿은 세립질 퇴적층에서 지하수가 미세

기공을 따라 모세관력으로 수 미터까지 상승하면서 철

이 환원 상태에 있게 되어 주변의 산화철의 갈색을 띠

는 조립질 층과 달리 회색을 띠는 것도 관찰되었다.

이 세립질 퇴적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의 지하수면이

상승되면서 침전된 망간산화물로 인해 이 퇴적층과 주

변 퇴적층의 정확한 경계의 관찰이 불가능했다. 이 지

하수면이 상승된 부분의 아래쪽 퇴적층과 그 수평방향

의 지하수면 상부 퇴적층은 같은 조직을 보이는 퇴적

층이나 지하수면이 상승된 부분은 회색을, 주변 부분

은 황갈색을 띠므로 퇴적층 기재 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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