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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haracteriz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mineralogy of Hwangto

(yellow residual soils) from the southwestern part of Korea and to understand the soil-forming processes of the

residual soils from their parent rocks. Both the yellowish residual soils as well as the unweathered and weathered

parent rocks were obtained from Jangdong-ri, Donggang-myun, Naju, Jeollanam-do, Korea. The soil samples were

examined to analyze the said soil's physicochemical properties such as color, pH,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with energy dispersive X-ray (EDX) analysis, transmission electron micros-

copy (TEM) and X-ray diffraction (XRD) analysis were perform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mineralogy, chemical

composition, and morphology of the soils. Two thin sections of a parent rock were analyzed to study its mineral

composition. A particle size analysis of the soils indicates that the residual soil consists of mainly silt and clay

(approximately 95%) and that soil textures are silty clay or silt clay loam. The soil colors of the residual soil are

dark brown (7.5YR 3/4) through yellowish red (5YR 4/6). The pH of the residual soil ranges from 4.3 to 5.1. The

major minerals of the parent rocks were quartz, biotite, chlorite, and plagioclase. The mineralogy of the sand frac-

tion of the residual soil was quartz, biotite, muscovite and sanidine. The mineralogy of the silt fraction of the resid-

ual soil was quartz, biotite, muscovite, Na-feldspar, K-feldspar, and sanidine. The clay mineralogy of the soil was

goethite, kaolinite, ilite, hydroxy-interlayed vermiculite(HIV), vermiculite, mica, K-feldspar and quartz. The mineral

composition of the residual soil and the parent rock indicates that feldspar and mica in the parent rock weathered

into illite, vermiculite and hydroxy-interlayed vermiculite(HIV), and finally changed into kaolinite and halloysite in

the yellowish residual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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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라남도 나주지역 황토의 토양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주변 모암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그 기

원 및 형성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은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이며, 토양단면(약 150 cm 깊이)의

황토를 깊이별로 상부, 중부, 하부층으로 나누어 토양학적 특성(색, pH, 입도분리)과 광물학적 특성(광물조성, 입자의

크기, 모양, 화학조성)을 연구하였다. 모암시료는 박편제작 및 현미경관찰을 통해 구성광물을 기재하고 황토의 구성광

물과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황토는 pH 4.3~5.1 범위를 갖는 산성토이며 미사와 점토가 주로 구성된(약

95%) 미사질양토와 미사질식양토였다. 모래와 미사의 주 구성광물은 석영, 운모, 장석이며 점토는 침철석, 수산화층간

버미큘라이트, 일라이트, 카올리나이트, 할로이사이트, 질석과 소량의 석영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래와 미사의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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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X 분석을 통해 구성광물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 풍화작용으로 인해 부식되어 표면이 거칠고 산화철로 피복되어 있

는 장석이 관찰되었고 하부층으로 갈수록 그 양은 증가했다. 점토는 TEM 분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층상규산염광

물이 확인되었으며, 상부에서 하부층으로 갈수록 침철석의 양이 증가했는데 이는 상부 층에서 용탈된 산화철이 하부

층으로 이동되어 집적된 것으로 사료된다. 황토의 모암으로 사료되는 주변의 암석은 석영, 사장석, 흑운모, 녹니석 등

으로 이루어진 화강반암이었다. 즉, 화강암류의 모암에서 장석과 운모 등이 풍화작용을 받아 일라이트, 질석, 수산화

층간버미큘라이트 및 카올리나이트로 변하였으며 침철석은 흑운모 풍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본 연구지역의 황토

는 오랜 기간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풍화잔류토로 판단된다.

주요어 : 황토, 점토광물, 카올리나이트, 버미큘라이트, 일라이트 

1. 서 언

친환경적인 물질로 주목받는 황토는 예로부터 우리

생활 주변이나 산업에서 페인팅 재료, 천연안료, 적조

방제, 건축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국

내에서 생산되는 황토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는 적은

편이다(Cho, 2000). 사전적 의미의 황토는 ‘누르고 거

므스름한 흙(yellow soil) 내지, 주로 실트 크기(지름

0.002∼0.005 mm) 입자로 이루어진 풍성기원의 퇴적

물(loess)’로 정의된다. 그러나 국내에 분포하는 황토는

대부분 백악기 말엽을 전후해서 화강암, 섬록암, 석영

반암, 규장반암, 응회암 등이 풍화되어 생성된 풍화잔

류토(residual soils)이며, 일부 황토의 표면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 황사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

고된다(Um et al., 1992; Hwang et al., 2000). 또한

산지는 고령토(kaolinite) 산지와 거의 일치하게 분포하

고 있다(Jung et al., 2003). 황토는 흡착능력이 우수

하여 적조 제어를 위한 황토살포법에 이용되고 있으며

(Seok and Jun, 2009), 수계의 오염물질인 중금속 이

온의 제거(Jeong et al., 1999; Shin et al., 2011),

직물의 염색(Rhie and Choi, 2005) 그리고 가축의 사

육(Hwang et al., 2002; Park et al., 2010) 등의 연

구를 통해 황토의 탁월한 이온교환성과 흡착성으로 환

경공학적 응용과 산업 및 농업 분야의 이용가능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주로 황토 내 점토

광물인 층상규산염광물과 철산화물에 의해 발현되므로

황토가 함유하는 층상규산염광물과 철산화물의 종류와

함량에 따라 그 특성도 달라질 수 있다. 

국내의 황토는 모암의 풍화산물로서 산출 지역에 따

라 구성 광물의 종류와 함량에 많은 차이가 있어 황토

의 물리-화학적 특성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Cho,

2000). 따라서 용도에 맞는 황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황토의 특성이 규명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다양한 산출 지역에 따른 황토의 광

물학적 및 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 황토의

특성을 규명한 연구(Hwang et al., 2000, Jung et

al., 2003; Park et al., 2009), 황토의 기원과 구성광

물 및 화학성분에 대한 연구(Hwang et al., 2000), 그

리고 건축재료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산출

되는 황토의 화학적 특성 및 강도발현에 관한 연구

(Hwang et al., 2006) 등이 보고되었으나 국내 전역에

서 산출되는 황토의 광물학적 특성과 모암과의 상관관

계 및 형성기작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지질

학/토양학적 측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전라남도 나주지역(동

강면 일대) 황토의 토양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을 확인

하고 주변 모암과의 상관관계를 밝혀 그 기원과 형성

과정을 고찰해보았다.

2. 연구방법

2.1. 연구지역 및 시료채취

본 연구를 위해 황토를 채취한 지역은 전라남도 나

주시 동강면 장동리(N34o 53' 44.1'' E126o 33' 16.3'' )로,

조사지역의 황토는 전남통(JEONNAM Series-JnB2)에

속하며 표토는 갈색의 미사질양토(silt loam), 심토는

적색의 미사질식양토(silty clay loam)이며 기층의 모재

는 화강암질의 잔류층으로 진갈색의 미사질식양토이며

구릉지에 주로 분포한다(Park et al., 2009). 이 지역

에서 약 150 cm 깊이가 노출되어 있는 황토단면을

토양구조의 특성과 색을 기준으로 크게 4개의 층으로

구분하였다. 유기물을 많이 포함하는 검은색의 표토층

A층을 지표로부터 10 cm로 구분하고, 그 이하의 깊이에

서는 색깔이 황갈색을 띄는 10~40 cm를 Bt1, 더 붉은

적갈색의 40~60 cm를 Bt2, 흰색 석영맥과 mottling

이 보이는 60~150 cm를 Bt3로 구분하였다(Fig. 1).

토양단면에서의 시료 채취는 표면의 식물과 유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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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부분을 제거한 후 신선한 단면의 황토를 고루

취하여 대표성을 주었다. 토양단면에서 지표의 유기물

을 많이 포함한 어두운 색의 표토층(0~10 cm) 시료

를 채취하고, 10~150 cm까지는 20 cm 간격으로 총

8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암석시료는 황토시료를 채취

한 곳과 가장 가까이 있어 황토의 모암으로 추정되는

노두(N34o 53'  37.1''  N126o 32'  29.6'' )에서 채취하였으

며, 또한 노두 주변에서 암석이 심하게 풍화된 상태로

있는 것을 암석이 풍화되어 토양으로 가는 과정으로

판단하여 풍화중간단계 시료로 채취하였다.

2.2. 황토의 토양학적 특성

채취된 황토시료들의 색은 7일 정도 상온에서 자연

건조 시키고 2 mm 이하의 입자를 걸러낸 후 Munsell

토색첩(Munsell soil color chart)를 이용하여 색, 명

도, 채도(hue, value, chroma)에 따라 색상을 결정하였

다. 그리고 황토의 pH 측정은 황토와 증류수를 1:1(황

토 10 g: 증류수 10 ml)로 섞어 잘 저어준 후, 1시간

후에 Orion pH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제

토양수와 같은 조건하의 pH를 추정하기 위해 0.01 M

CaCl2를 첨가한 후 30분 후에 황토의 pH를 측정하였

다. 황토시료의 입도분리는 퇴적법에 의한 스톡의 법

칙(Stoke’s law)과 피펫(pipet) 방법을 따랐으며(Jackson,

1969; Kilmer and Alexander, 1945) 그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증류수와 혼합하여 분산된 토양 입자를 유기

물 제거를 위해 28% 과산화수소수로 반응 시킨 후

85~90oC 사이의 진탕항온수조(water bath)에 1시간

동안 넣어 두고, 이후에 105oC의 온도로 하루 동안

건조하여 유기물이 제거된 순수한 토양의 무게를 측정

하였다. 측정 후 시료를 100 ml 증류수와 분산제인
Na-Hex(0.05 M sodium-hexametaphosphate+0.07 M

sodium-carbonate)를 10 ml 넣어서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진탕항온수조에 넣은 후 120 stokes/min으로 밤

새 교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300 mesh 채를 이용하

여 모래를 분리하고 건조 후 무게를 재고, 모래를 제

외한 시료(미사+점토)는 증류수와 함께 1000 ml를 만

들어 주어 스톡의 법칙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위의 10 cm 부분에서 피펫을 이용하여 25 ml를 빼내

고 건조시켜 무게를 쟀다. 이때 채취된 시료는 점토이

며 여기에 40을 곱한 값이 전체 점토의 무게가 된다.

유기물을 제거한 토양의 무게에 확산제의 무게를 더해

주고 여기에 모래와 40을 곱한 점토의 무게를 빼면 미

사의 무게가 나온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얻은 모래,

미사, 점토의 함량(%)을 이용하여 미국농무성법에 의한

USDA 삼각다이어그램에서 토양 조직을 알아보았다.

2.3. XRD, SEM-EDX, TEM 분석을 이용한 토양의

광물학적 특성

입도분석에 의해 토양단면의 상부(0~10 cm), 중부

(50~70 cm), 하부(130~150 cm)의 시료에서 분리된

모래와 미사는 광물조성 및 모양을 알아보기 위해 X

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이하 XRD)과 백금 코

팅한 후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with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이하

SEM-EDX)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2). XRD 분석은

Rigaku 사의 Dmax 2400을 사용하였으며 Cu-Kα 타

겟과 Ni-필터를 사용하여 전압 32 kV와 전류 40 mA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SEM 분석은 Hitachi사의 S-

4700을 사용하였으며, 가속전압은 15 kV였다. 그리고

분리된 점토는 XRD 분석과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이하 T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점토는 층간(interlayer space)에 어떤 이온이나 물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광물 격자 내 저면간격(d-spacing)

의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K로 치환(K+-sat) 시킨

후 25oC, 300oC, 550oC 가열 한 것과 Mg로 치환

Fig. 1. Soil profile (0 to 150 cm) at Jangdong-ri, Naju,

Jella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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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2+-sat) 시킨 후 glycerol 처리한 시료를 각각 분석

하였다. XRD 분석 시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

였다. K+-sat는 점토용액 10 ml에 KCl(1 M)을 5 ml

를 넣어주었으며, Mg2+-sat은 점토용액 10 ml, MgCl2
(1 M)을 5 ml를 넣어주었다. 각각 K+-sat, Mg2+-sat

시료는 증류수로 세 번 세척하였으며 2000 rpm으로

10분, 20분, 40분으로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따라내었

다. MilliporeR Filter Transfer Method를 이용하여

광물의 001면이 위를 향하게 슬라이드글라스(slide

glass)에 점토광물을 부착시켰다. 이때 사용한 필터는

공경(poresize) 0.22 µm의 GS 필터를 사용하였다

(Drever, 1973). 위의 과정을 통해 준비된 K+-sat 시료

는 먼저 상온 약 25oC에서 제조된 시료를 가열처리 없

이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K+-sat/25oC 분석한 시료

를 오븐에서 300oC로 가열처리하여 분석하고, 마지막으

로 K+-sat/300oC 분석한 시료를 550oC 가열 후 분석하

여 총 3번의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Mg2+-sat/gly는

데시케이터(desiccator) 바닥에 glycerol을 넣어준 뒤

Mg2+-sat 처리된 시료를 중판 위에 놓아두어 glycerol

을 포함할 수 있는 광물 층간에 glycerol을 함유할 수

있게 처리한 시료이다(Moore and Reynolds, 1989).

2.4. 모암과의 관계

모암과 황토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주변 노두에

서 채취한 암석을 박편으로 제작해 편광현미경으로 관

찰하였으며, 풍화중간단계 시료는 자연 건조 시킨 후

SEM 분석을 통해 구성 광물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토의

3.1. 토양학적 특성

3.1.1. 토양색

황토의 색은 구성하는 유기물, 점토광물의 함량과 철

또는 망간산화물의 종류를 짐작 할 수 있게 하는데,

적갈색의 토양이 황갈색의 토양에 비해서 석영과 장석

의 함량이 적으며 점토광물의 함량이 많은 경향이 있

다(Hwang, 2000). 본 연구지역의 지표 토양은 유기물

이 많아 어두운 색을 띠었으며 대체적으로 깊이가 깊

을수록 더 붉은 색을 띠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유기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지표층(0~10 cm)이 가

장 어두운 dark brown (7.5YR 3/4)의 색을 띠었으며

평균적으로 yellowish red (5YR 4/6)의 색이 가장 많

았다(Table 1). 즉 노란색과 적색의 비율이 5:1 정도로,

Fig. 2. Flow chart of the procedures used to prepare samples for soil mineralogical examination (Jackson, 1969).

Table 1. Color of the Jangdong-ri Hwangto in sequence of

depth

No. Depth (cm) Color

1 0 ~ 10 Dark brown (7.5YR 3/4)

2 10 ~ 30 Yellowish red (5YR 4/6)

3 30 ~ 50 Strong brown (7.5YR 5/8)

4 50 ~ 70 Yellowish red (5YR 4/6)

5 70 ~ 90 Yellowish red (5YR 5/8)

6 90 ~ 110 Yellowish red (5YR 5/8)

7 110 ~ 130 Strong brown (7.5YR 5/8)

8 130 ~ 150 Yellowish red (5YR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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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암인 화강암이 풍화되면서 이차 광물로 형성된 산화철

광물이 적색 또는 갈색을 띠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1.2. 토양 pH

본 연구지역의 황토의 pH를 측정한 결과, 황토와

증류수를 섞어 측정한 경우 약 pH 4.8~5.1 범위를

보였고, 실제 토양수와 같은 조건으로 맞춰주기 위해

CaCl2를 첨가한 황토는 pH 4.3~4.5의 범위를 나타냈

다. 따라서 이 지역의 황토는 산성토양임을 확인하였

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토양 특성과 마찬가지

로 화강암이 풍화되어 토양을 형성하여 낮은 pH를 나

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3.1.3. 입도분석 및 토성

입도분석 결과 황토단면 시료는 깊이에 따른 입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평균적으로 모래가 약 4.7%, 미사

는 약 53.3%, 점토가 약 42.0%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토성은 미사질식토(silt clay)와 미사질식양토(silt

clay loam)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3.2. 광물학적 특성

3.2.1. 모래

황토단면시료의 모래를 XRD 분석 한 결과, 구성광

물로 석영, 운모 그리고 소량의 새니딘(sanidine)이 확

인되었다(Fig. 4-A). 상부층(0~10 cm) 모래의 SEM-

EDX 분석 결과 주로 Si와 O 피크만 나타내는 석영이

주를 이루고 이외에도 Si, Al, O 피크와 함께 Na 피

크도 높게 나타나는 Na-장석(NaAlSi3O8)이 확인되었다

(Fig. 4-B,C). 중부층(50~70 cm)에서는 판상의 모양을

가지고 Al의 피크가 Si피크의 약 1/3 정도로 낮게 나

타나며, O, K, Fe 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흑운모가 확

인되었고 이 외에 Si, Al, O, K, Fe의 성분을 가지는

K-장석(KAlSi3O8)이 확인되었다(Fig. 4-D,E). 하부층

(130~150 cm)에서는 부식된 듯 거친 표면을 보여주는

광물입자가 Si, Al, O, K의 피크를 가지는 K-장석임을

확인 하였고 이때 Fe의 피크가 높이 나오는 것은 광물

의 표면을 덮고 있는 산화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Fig. 4-F). Fig. 4-G 역시 K-장석으로 일정한 모양

없이 표면이 심하게 부식된 모습을 나타냈다. EDX를

Fig. 3. Soil texture of the Jangdong-ri Hwangto.

Fig. 4. XRD and SEM-EDX analyses of sand fractions of

Jangdong-ri Hwangto: XRD patterns (A), SEM-EDX

images of quartz (B), Na-feldspar (C), K-feldspar (D),

biotite (E), and K-feldspar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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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Fig. 4-G에 산화철이 더 두껍게 피복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양 단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래를 구

성하는 광물은 석영과 장석류의 광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하부로 갈수록 광물의 크기와 모양

이 불균질하게 나타나 조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는 상부층이 하부층보다 외부환경에 더 노출되어 풍화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2.2. 미사

황토단면시료의 미사를 XRD 분석 한 결과 모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석영, 장석 및 운모류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5-A). SEM-EDX 분석을 통해

광물을 관찰한 결과, Si, O, Al, Na 피크가 보이는

Na-장석과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Si, O, Al, K로 구

성된 K-장석이 확인되었다(Fig. 5-B,C). 장석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거칠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는 풍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Na와 같은 양이온성분이

용탈되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 하부층 미사에서는 표

면이 매끄러운 각기둥(prismatic) 모양을 보이는 석영

과 흑운모가 관찰되었다(Fig. 5-D,E).

3.2.3. 점토

황토단면시료의 점토를 XRD 분석 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Fig. 6-A). XRD 그래프를 살펴보면 550oC에

서 가열한 시료에 대한 분석에서 2 theta 12.35o 위치

에서 7 Å 피크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카올리나이트(kaolinite)의 존재를 의미한다. 고령토

광물은 주로 장석이 풍화하면서 규산이 빠져나가 형성

되는데, 카올리나이트의 층상구조가 1:1이여서 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K+-sat/25oC, Mg2+-sat/gly,

Fig. 5. XRD and SEM-EDX analyses of silt fractions of

Jangdong-ri Hwangto: XRD patterns (A), SEM-EDX

images of K-feldspar (B-D), and biotite (E). 

Fig. 6. XRD and TEM analyses of clay fractions of

Jangdong-ri Hwangto: XRD patterns (A), and TEM

images of clay minerals (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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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t 300oC에서 피크의 변화가 없고 K+-sat/550oC

열처리를 하면 카올리나이트가 550oC에서 뮬라이트

(mullite)로 변하기 때문에 피크가 사라진다(Douglas,

1977). 또한 14 Å 회절선을 나타내는 광물의 피크가

K+-sat/25oC에서 300oC, 550oC로 가열할수록 조금씩

수축하여 10 Å에 가까운 회절선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이 광물이 층간에 Al과 수산기를 갖는 수산화층간버미

큘라이트(HIV, hydroxy interlayered vermiculite)를

의미한다(Douglas, 1977).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는

K+-sat/25oC에서 10-12 Å을 나타내는 회절선이 300oC,

550oC로 가열할수록 수축하여 10 Å에 가까운 저면간

격을 나타내고, Mg2+-sat/gly 처리했을 때 14 Å까지

팽창하는 것으로써 확인되었다(Essington, 2004). 또한

운모(mica)에서 기인된 일라이트(illite)는 K+-sat/ 25oC,

300oC, 550oC에서 10 Å 피크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황토단면 상부층의 주구성광물은 석영, 일라이트, 카올

리나이트, 버미큘라이트, 수산화층간버미큘라이트이며

중부 및 하부층에서도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광물로

구성되어 있었다(Table 2). 상부층 점토의 TEM 분석

결과, 침상의 침철석(goethite)과 긴 튜브 형태의 할로

이사이트(halloysite) 그리고 주변에 일라이트가 확인되

었다(Fig. 6-B,C). 침철석은 흑운모가 풍화되어 용탈된

산화철이 수화작용을 통해 형성하는 것으로, 황토의 색

을 붉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로이사이트는 고령토 광물이 수분을 함유한 것이며,

일라이트는 운모류가 풍화되면서 K, Mg, Fe가 용탈되

어 형성된다(Vicente et al., 1977; Fordham, 1990).

중부층 점토에서는 침철석과 일라이트가 주로 관찰되

었고(Fig. 6-D,E), 하부층의 점토에서는 상부층에 비해

더 많은 침철석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상부층에서 용탈

된 산화철이 하부층으로 이동되어 집적된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육각형 모양의 카올리나이트와 주변에 미

세한 결정질의 일라이트가 관찰되었다(Fig. 6-F,G). 따

라서 중국 황사 기원의 토양은 일라이트를 주 점토광

물로 하고 고령토는 소량밖에 포함되지 않는 특성

(Park, 2008)과는 달리 이 지역의 황토는 화강암에서

기인될 수 있는 점토광물로서 고령토광물, 버미큘라이

트, 일라이트 등이 확인되었다. 

3.3. 모암과의 관계

암석은 박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경을 통해 알아 본

결과 90o마다 파동소광을 하고 개방니콜 상에서 보이

지 않는 석영(Q)과, 개방니콜 상에서 갈색 빛의 다색

성을 보이는 흑운모(B), 알바이트 쌍정으로 나타나는

사장석(P), 개방니콜과 직교니콜에서 녹색을 보이는 녹

니석(C)이 관찰되었다(Fig. 7). 즉, 모암은 석영, 사장석,

흑운모, 녹니석로 구성되고, 석영이 반정으로 나타나는

화강 반암으로 판단되었다. 풍화중간단계 시료(Fig. 8-

Table 2. Mineralogy of sand, silt, and clay fractions of the Jangdong-ri Hwangto

Sample 

Depth (cm)
Sand Silt Clay

0~10 Quartz, Sanidine, Mica Quartz, K-feldspar, Mica Kaolinite, Illite, Vermiculite/HIV, Quartz, Goethite

50~70 Quartz, K-feldspar, Mica Quartz, K-feldspar, Mica Kaolinite, Illite, Vermiculite, Quartz, Goethite

130~150 Quartz, K-feldspar, Mica Quartz, K-feldspar, Mica Kaolinite, Illite, Vermiculite, Quartz, Goethite

Fig. 7. Photomicrograph of the parent rock in cross-polarized light (A) and plane-polarized light (B) (Q: qualtz B: biotite, P:

plagioclase C: chl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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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SEM-EDX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석의 모양을 가

지며 Si, Al, O, Fe, K로 이루어진 입자는 흑운모의

풍화에 의해 용탈된 산화철이 장석을 코팅하여 Fe 피

크를 높게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8-B). 또한

Fig. 8-C는 Si, Al, O, K와 미량의 Fe로 이루어진 K-

장석이며 Fig. 8-D는 판상으로 나타나는 흑운모이다.

따라서 주변 암석은 석영과 장석이 반정으로 포함되는

화강암이며, 주 구성광물인 석영은 풍화에 강하므로 그

대로 남아있고 흑운모가 풍화되어 침철석을 형성하거

나(Schwertmann and Taylor, 1989), K+이온의 용탈

과 Fe2+의 산화, 그리고 수산기의 위치변화에 따라 이

차광물인 일라이트와 버미큘라이트로도 상전이 된 것

으로 판단된다(Vicente et al., 1977). 또한 화강암류

암석에 함유된 녹니석은 대부분 초생변질작용의 결과

로 풍화이전에 이미 생성되며, 지표부근에서는 버미큘

라이트로 풍화되기도 한다(Lee and Jeong, 2008). 이

때 버미큘라이트가 층간에 수분을 함유하면 수산화층

간버미큘라이트(HIV)가 형성 될 수 있다. 장석은 풍화

되어 카올리나이트와 수분이 함유된 할로이사이트를 형

성하는데, 기존 연구에 의하면 사장석은 K-장석에 비

해 풍화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여 고령토 광물인 카올

리나이트와 할로이사이트로 풍화되는 경향이 더 크다

고 보고된 바 있다(Jeong and Kim, 1990). 그러므로

본 연구지역은 암석과 풍화중간단계 시료의 구성광물

그리고 황토에서 나타난 일차 및 이차광물의 조성이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점,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인

한 광물의 풍화 형태, 그리고 토양 단면 내의 토양학

적 및 광물학적 특성의 깊이별 경향성을 모두 종합하

여 볼 때, 황토의 기원이 기반암의 풍화잔류토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다른 지역의 국내 황토를 대

상으로 연구된 사례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Hwang
et al., 2000).

4. 결 론

본 연구지역의 황토는 모래와 미사에 주로 석영, 장

석, 운모로 구성되고, 점토에 일라이트, 수산화층간버

미큘라이트(HIV), 침철석, 카올리나이트 등의 광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는 모암인 화강반암이 석영, 장

석, 흑운모, 녹니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풍화 중간단계

시료에서 풍화 산물의 광물들이 관찰된 것과 비교하였

을 때, 이 지역의 황토가 모암으로부터 기인된 풍화잔

류토임 알 수 있다. 모암에서 풍화되어 나온 일차광물

들은 황토의 모래와 미사에서 주로 발견되고, 점토에

서는 풍화에 의해 이차광물로 변화된 양상을 보였다.

운모류 광물은 풍화되는 동안 K, Mg 등이 용탈되어

일라이트가 형성되고 K가 더 용탈되면 버미큘라이트

가 형성되며, 풍화가 더 지속되면서 버미큘라이트의 층

Fig. 8. Photograph (A) and SEM-EDX images (B-C: K-feldspar, D: biotite) of weathered rock from Jangdon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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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수분을 함유한 수산화층간버미큘라이트(HIV)와

고령토 광물이 최종적으로 형성되어 점토의 구성광물

을 이루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흑운모 풍화에

의해 용탈된 산화철은 수화작용에 의해 침철석을 형성

하고, 이 침철석이 황토의 색을 붉게 하는 결정적 역

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낙동강 유역

주변 토양에 대한 기존 연구(Lee and Jeong, 2008)에

서는 화강암류 분포지역에서 형성된 토양에 카올리나

이트와 스멕타이트(smectite) 함량이 높은 특징을 보였

으나, 본 연구지역에서는 모암이 화강암류에 해당하나

토양 내 스멕타이트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토

양 내 점토광물의 광물별 분포특성의 차이는 지역과

기반암의 광물조성 및 광물 풍화도의 차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반암별 토양점토 광물 조성의

차이를 확증하기 위해 보다 더 많은 지역의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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