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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함께 미래의 해수면 상승이 심각

한 문제로 두되었고, 이와 관련한 많은 예측 시나리오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예측에 한 불확실성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 예측에 

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한 정보가 요구된다. 과거 중

에서도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던 신생  제4기는 기후 변화에 한 

지표의 반응을 살펴보는 데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해안 지역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해안에 분포

하는 퇴적층에는 과거의 환경 변화에 한 증거가 남아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기존에도 해안 퇴적층을 바탕으로 제4기 환경 변화를 추정하는 연구

들이 다수 수행되었지만, 부분 동해안 지역을 상으로 하여 지반 융

기와 결부시킨 경우들이 많았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경우 해안 단구가 

분포한다고 조사는 되었으나, 연구된 수가 많지 않고 연 측정을 통한 

형성 시기 파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안 사구 퇴적물을 상

으로 과거의 해수면 변동이나 기후 변화 등을 추정하기도 하였으나, 영

광 지역과 같이 개간이 이루어진 지역은 주목받지 못하였다. 또한 해양 

코어 퇴적물을 상으로 한 경우에는 지표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려우

므로, 과거의 환경 변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형학

적 증거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을 상으로, 해안에 

남아있는 퇴적 환경 변화의 지형적 증거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를 위해 퇴적층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형성 시기를 추정하여, 퇴적 

당시의 환경을 파악하고 변화 기록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퇴적층의 성격

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입도분석 및 토색측정, XRF 분석, 자율 측정

을 실시하였고, 퇴적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OSL 연 측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지역은 남해안에서는 완도군과 해남군 일 로, 서해안에서는 영광

군 백수읍 일 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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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신지도에서는 플라이스토세 후기에 형성된 고해빈 자갈층에서

부터 최후 빙기와 홀로세에 형성된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완도군 소안도

에서는 약 13m 고도에서 최종간빙기 내 아간빙기(MIS 5c)에 형성된 원력

층이 확인되었고, 약 5m 고도에서 MIS 3 시기의 원력층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재이동된 퇴적층으로 해석되었다. 해남군 서홍리에서는 약 20m 고

도 에서 최종간빙기 시기의 적색 실트층이 나타나 저에너지 환경이 지

속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해남군 이진리의 약 10m 고도 평탄면에 분포

하는 퇴적층의 경우 최종 빙기에서 홀로세 동안에 형성된 사면층으로 해

석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남해안과 관련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간빙기 최성기 시기(MIS 5e) 한반도 남해안 고해수면이 존

재하였다. 신지도 고해빈층의 경우 약 3~5m 고도 에 분포하는 해성층

으로, 이는 당시 해당 고도 지점까지 해수가 닿았음을 지시한다.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약 8m 이상 고도까지도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약 13만 년에서 10만 년 사이동안 큰 변동 

없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종간빙기 내 아간빙기(MIS 5c)에도 해수면은 크게 하강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기에 해서는 기존에 거의 알려진 바가 없

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최종간빙기 최성기 

이후에도 고해수면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최종간빙기 이후에는 현재보다 냉량, 건조한 환경 하에서 침식

기준면이 하강함에 따라, 해성 프로세스의 작용이 저하되었다. MIS 3 시

기에는 기존의 물질들이 재이동, 퇴적되었고, 최후 빙기에는 풍성 프로

세스에 의한 해안에서의 물질 공급 혹은 사면에서의 물질 공급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는 각 지점의 지형적 조건에 따라 좌우되었다. 최

종간빙기 이후부터 최후 빙기 사이까지의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

는 점은, 최종간빙기 이후 퇴적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에 해서는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해안의 지반 융기에 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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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이 필요하다. 남해안의 융기에 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

인다. 당시의 해수면 고도 역시 전지구적인 해수면 변동 곡선을 그 로 

적용하거나,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산출한 고도 값을 이용하여 추정해왔

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들이 지점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데이터 수

가 많지 않아 해수면 고도를 명확히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

지적인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현재 지반 융기까지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지역적인 조건을 반영하여 고 해수면 고

도 명확히 추정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서해안 지역에 해서는 영광군 백수읍 일 에서 잔류하는 사구

지형의 흔적들을 통해 과거 해안사구의 발달과정과, 퇴적층 내에서 확인

되는 단기간의 퇴적 환경 변화에 해 추정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총 다

섯 군데의 조사 지점을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백수읍 일 에 분포하는 사질 퇴적층은 전형적인 해안사구의 성

격을 지닌다. 기존의 서해안에 분포하는 사구 퇴적물들의 특성과도 다르

지 않아, 과거 규모의 해안사구가 발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광

의 해안사구는 약 2,500-3,000여 년 전부터 활발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

고, 약 300-400여 년 전 동안에는 현재 남아있는 모래 구릉들의 부분

이 퇴적되었다. 이후 간척으로 인해 해안과의 직접적인 물질 순환이 단

절된 후에도 모래의 재이동 및 퇴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며, 퇴적되는 

동안에도 상 적으로 강한 에너지 환경과 약한 에너지 환경이 반복되었

다.

약 760여 년 전에는 한 차례 사구 휴지기가 존재하였고 토양화 작용

이 진행되었다. 당시 상 적으로 온난한 환경으로 변하였고, 모래 공급

이 제한되는 조건이 유지되었다. 이는 다른 사구 지역에서 나타나는 결

과와도 상당히 유사하여, 홀로세 내 한반도에 상 적으로 온난한 환경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중세 온난기와의 관련성도 고려되

었다.

그리고 사구 퇴적층 내에 분포하는 패각층은 해안사구와는 상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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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성격으로 범람에 의한 폭풍 퇴적층으로 확인되었다. 퇴적상 및 

입도 특성, 지화학적 특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봤을 때, 영광 지역의 조

간 나 해저 집적되어 있던 패각들이 범람 사건에 의해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러 특성상 패총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패각층의 퇴적 시기는 약 200년 전으로, 당시 영광군에는 약 10-12m 

고도에 패각층을 퇴적 시키는 범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역사적 기

록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로, 인간이 정주하던 시 에 해발고도 약 

10m 이상의 고도까지 해수가 넘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범람의 원인은 

명확히 하기 어려우나,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태풍에 의한 범람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해안의 특성에 따라 간직되어 있는 과거 환

경 변화의 내용과 시기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안에서는 고해빈

퇴적층을 비롯하여 풍성층, 사면층, 재이동퇴적층 등이 복합적으로 발달

해 있는데 반해, 서해안에서는 해안사구의 발달이 탁월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서해안에서는 홀로세층의 분포가 지배적인 반면, 남해안의 경

우 플라이스토세에서부터 홀로세까지의 넓은 시간 범위의 퇴적층이 분포

해 있다. 이에 남해안과 서해안의 지배적인 지형 형성 프로세스는 차이

가 있으며, 홀로세 이후에는 서해안에서 보다 역동적인 지형 발달이 이

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어 : 해안단구, 해안사구, 폭풍퇴적층, 신생  제4기, OSL 연 측정

학  번 : 2016-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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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에 발간된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활동은 0.8℃에서 1.

2℃ 범위로 산업화 이전 수준 비 약 1.0℃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한 것

으로 추정된다.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

년 사이에는 기온이 약 1.5℃ 상승할 것으로 여겨진다(IPCC, 2018). 이는 

생물종의 감소와 더불어 강수량 변화를 야기하게 되고, 극지방의 눈과 

빙하를 녹여 수문시스템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무엇보다 이는 해수면 상

승을 유발하여 해안 지역에 여러 변화를 야기하였는데, 실제 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01-2010년에 전지구 평균 해수면은 

0.19(0.17-0.21)m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의 해수면 상

승률은 19세기 이전 2천 년 동안의 평균 상승률보다 크며, 21세기 말까

지 해양 면적의 약 95% 이상에서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기상청, 201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15년 간(2003-2017년) 해수

면이 0.38 cm/yr로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2018), 미래의 해수면 상승 예측 시나리오에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

루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 중요한 수준인지, 예측한 값들이 육

상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래 환경 변화 예측

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불과 100년 남짓한 기간 동안의 측정값들이기에 

예측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의 변화를 밝힘으

로써 이해할 수 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현

재와 환경이 달랐던 과거의 프록시 자료들을 통해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변화 기록을 추적하는 것은 과거 환경 복원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더러,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을 낮

추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신생  제4기는 고환경변화에 한 정보를 얻기에 적

절한 시간 범위에 해당한다.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를 포함하는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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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는 지질시 에서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시기로 전지구적인 기후 변

화를 경험하였다. 여러 차례 빙기와 간빙기가 반복됨에 따라, 기후 환경

이 달랐음은 물론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어 다양한 환경 변화를 

가져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신생  제4기의 기후 변화는 육상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기후 변화는 식생 생장뿐만 아니라 토양 형

성, 풍화율, 하천 활동 등과 같이 넓은 범위의 환경 프로세스에 변화를 

주었다(Bell and Walker, 2005).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인간의 정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4기 연구는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 

종들의 변화에 한 디테일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도 지니고 

있다. 

이렇듯 제4기 환경 변화에 한 증거들은 지구 온난화와 같은 현 의 

환경 문제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제4기는 오늘날 역동적인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아카이브(archive) 즉, 기록보관소로 여겨지기에

(Meadows, 2001), 지속적으로 제4기 환경 변화를 추적하여 고환경 및 고

기후 변화 과정을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생  제4기는 약 2백만 

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긴 시간 범위이기도 하

나, 전 지구적인 역사에 비추어볼 때 현재까지 그 흔적들이 다양한 형태

로 남아 있어 과학적 조사가 가능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생  

제4기에 발생했던 과거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발생하는 변화에 적절하게 응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과거의 환경 변화를 추정하는 증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화석

이나 퇴적층을 상으로 할 수도 있고, 심해저코어의 동위원소를 활용하

거나, 동굴생성물을 상으로 할 수도 있다. 노치(high notches), 해식애, 

고-해안 지(fossil shore platforms) 등과 같이 화석화된 지형(fossil 

landforms)이 증거로 이용되기도 한다(Hearty and Neumann, 2001; Ryu 

et al., 2008, Stocchi et al., 2018). 또한 나무나이테, 산호초, 규조 분석 

등과 같은 생물학적 증거들을 이용하여 연구할 수도 있으며, 비교적 최

근 시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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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퇴적층이 포함하고 있는 퇴적 증거(sedimentary evidence)의 경

우 주변 환경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퇴적물과 퇴

적과정에 한 연구는 지표환경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복원하는 데 직접

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남욱현, 2018). 특히 퇴적층의 층서와 퇴적상은 

과거 퇴적물 근원지의 성격, 공급 양상, 퇴적환경의 특성 및 분포 등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

한 지질학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Bell and Walker, 2005). 또한 퇴적 

증거들에도 토탄층, 호수 퇴적물, 동굴 퇴적물, 하천 퇴적물 등 여러 종

류가 있는데, 특히 해안 퇴적층의 경우 지구온난화와 해수면상승, 생물

상의 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실제 해안 퇴적층을 상으로 하여, 해수면 변동으로 인한 퇴적 시

스템의 변화와 그 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Li et al., 2014; Stocchi et al., 2018). 

해안 지역은 신생  제4기에서부터 홀로세까지 기후 변화에 따른 해

수면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은 곳으로 급격한 퇴적환경 변화를 경험해왔

다. 해수면의 수위 변화는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의 분포, 유역 면적, 유

수 에너지 등 하천 활동에도 변화를 야기하며, 이는 단순히 공간적 범위

의 변화를 넘어서 인간 활동에도 크고 복잡한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물과 바람 등의 운반 기구

(agent)가 모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한 반응이 복잡하

고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해안은 기후 변화 및 해수

면 변동에 한 반응이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라 할 수 있으며, 

해안 퇴적층에는 과거의 환경 변화 기록이 비교적 잘 간직되어 있기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환경 변화를 연구하기에 적절한 상이라고 생각된

다. 

또한 해안 퇴적층의 경우 인류 역사와 관련이 있어 고고학에서도 중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해안가에 분포하는 평탄한 지형면들은 바

다와 가깝고 경사가 급하지 않아, 인간의 정주환경에 장기간 영향을 주

어왔다. 한반도 서남해안의 구석기 유적들이 해발고도 약 15-25m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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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단구면상에 위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이 외에도 역

사 시 에는 해상 항로, 어업 활동, 물류 유통, 국토방위 등 인간 생활과 

해안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해안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

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해안 퇴적물을 통한 과거 환경 변화에 

한 연구는 과거 인류 거주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오늘날 해안 지역은 자연 방파제, 정수 기능, 휴식처, 생태

학습장 등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안 지역에 산업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산업 공간으로서의 활용

도가 매우 높고, 여가 및 휴가 공간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연안 

및 해안지역에 한 수요가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환경 변화에 더욱 취

약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의 환경 변화에 한 예측과 응

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안에 분포하는 퇴적층을 바탕으로 과거 퇴

적 환경의 변화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해안 중에서도 남해안과 서해안을 

상으로 하고자 했는데, 과거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이들 지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안은 각 해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

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동해안의 경우 해안선이 단조롭고 파랑의 영향

이 지배적이며 연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수심이 수백m에 달한다. 동해

안은 해저 지형의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해수면 고도가 올라가거나 낮아

져도 하구가 멀리 이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안 환경의 변화가 육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 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지반 융기

와 같은 구조적인 활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실제 동해안의 해안 지형에 한 연구에서는, 지형 발달 과정을 단

층이나 지반 융기 등의 요인들과 결부시켜 논의해 왔다.

반면 서해안의 경우 평균 수심 약 44m로 많은 반도와 만, 약 300여 

개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해저 지형의 

굴곡이 적으며 경사가 완만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남해안 역시 서해와 

마찬가지로 륙붕이 넓게 분포하는 바다로, 제주해협, 한 해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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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수심 100m 이내로 비교적 평탄하다. 남해안

은 동쪽에 비해 서쪽의 수심이 더 얕으며, 조차와 조간 의 발달 정도 

등은 서해와 동해의 중간 정도의 특징을 나타낸다(해양수산부 국립해양

조사원, 201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경우, 다양한 퇴적 환

경을 경험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해수면이 

조금만 낮아져도 강의 하구는 먼 거리를 물러나게 되고, 환경이 급격하

게 변화하게 된다. 반 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많은 도서 지역이 잠

기게 되어 그 일 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실제 경사가 완만한 

사면일수록 해수면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해수

면이 약 50cm 상승했을 때 경사가 5°인 해안은 약 5.7m가 침수되지만 

경사가 1°인 해안은 약 28.6m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한다(환경부 국립환

경과학원, 2009a). 이 외에도 서해안과 남해안은 밀물과 썰물, 파랑 및 

연안류의 영향이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퇴적 과정의 변화가 수직적, 수

평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환경 변화를 연구하기에는 한반도의 서남해안 지역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남해안의 경우 이전에 여러 차례 환경 

변화를 경험했으면서도 고환경 복원에 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였으므로 연구 상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남해안과 

서해안은 지형 발달 과정에서 구조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하

지만, 논의가 명확하게 성립되지 못하고 여러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전반적인 지형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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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반도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을 상으로, 해안에 남아있는 

퇴적 환경 변화의 지형적 증거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해수면 변동이 발생했던 신생  제 4기의 환경 변

화(Quaternary environmental change)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홀로세 이

후의 최근의 변화 역시 포함하였다.

남해안의 경우 주로 후기 플라이스토세 이후의 장기적인 환경 변화, 

특히 해수면 변동에 한 해안 지역의 반응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되었고, 서해안의 경우 홀로세 이후의 비교적 단기적인 환경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퇴적물 공급, 프로세스 변화, 

해수면 변동 등과 같은 이러한 퇴적 환경의 변화1)는 지형 발달에 주요

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거 퇴적 환경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은 특

정 지형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추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었다.

이를 위해 해안단구 및 해안 사구와 같은 해안 퇴적층을 상으로, 퇴

적층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수리적 연 측정을 통해 형성 시기

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안 퇴적층(coastal sediments)은 해

안단구 및 해안사구 퇴적층과 같이 해성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 퇴적층

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며, 해안의 평탄면 상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해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퇴적층들도 포함하였다. 

1) 일반적으로 퇴적 환경(depositional environment or sedimentary environment)
은 어떠한 물질의 퇴적과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과정을 포괄적
으로 일컫는 말로, 퇴적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퇴적 기
제의 종류와 힘의 강도를 비롯한 퇴적 영력의 변화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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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행 연구 동향

그동안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해안의 미고결 퇴적물을 이

용하여 해수면 변동과 과거 지표환경에 해 밝힌 연구결과들은 다수 보

고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1980년 부터 2000년 까지 이어져 왔으

며, 주로 해안단구와 해안사구 퇴적물을 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해양

학 분야에서도 해양 코어 퇴적물을 바탕으로 퇴적 환경을 추정하기도 하

였는데, 각 연구 결과들에 해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해안 단구 퇴적물에 한 연구

해안 단구 퇴적물을 상으로 한 연구는 그동안 동해안 지역에서 집

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의 경우 해안단구가 발달

해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동해안과 같이 모식적이지 않아, 상 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해안 단구 지형의 발달 과정이

나 형성 시기 등에 해서 여러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남해안 지역과 서해안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1 남해안 지역의 단구퇴적물 관련 연구

먼저 남해안 지역에서는 오건환(1981; 1982)이 남해안 동부 지역에 분

포하는 단구 지형에 해 연구하였다. 진해-삼천포 일 에 분포하는 해

발고도 16-20m의 진해단구를 비롯하여, 부산만 일 에서 35-50m 고도의 

광안리 단구, 16-30m의 신암리 단구, 9-11m의 월내 단구가 발달해 있다

고 보고하였다. 부산만 일 의 단구 같은 경우 각각 최종간빙기 직전의 

간빙기(Penultimate interglacial), 최종간빙기(last interglacial), 그리고 지

난 빙기(last glacial)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강현숙(1992)은 경남 고성군 덕명리 일 에 고도 16m의 단구가 발달

해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남동부 해안의 중위단구면과 비하였다. 해

당 단구는 두께 5m 내외의 해성역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

로 구정선 고도를 해발고도 16m로 추정하였고, 전면의 파식 와는 5~7m

의 비고를 갖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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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0년  들어서 남해안 지역에 한 연구가 보다 구체화되었는

데, 이광률 외(2006)는 광양만 일 에서 해안단구의 분포를 확인하고, 단

구 퇴적층의 층서 및 이화학적 특성에 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OSL 연

측정을 통해 남해안 단구의 형성 시기를 밝히고자 하였다. 광양만 일

에는 해발고도 10-13m의 해안단구 1면, 고도 18-22m의 해안단구 2면, 

고도 27-32m의 해안단구 3면이 분포하며, 이 중 1면의 OSL 연 는 

70.1±4.6ka로 나타나 MIS 5a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MIS 5a의 해

수면이 현재와 같았다는 가정 하에, 광양만 일 의 융기율은 0.141m/ka

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안단구 2면은 MIS 5e, 3면은 MIS 7 

시기 후반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성길(2006)의 연구에서는 완도군 소안도 해안에 풍화된 고파식 면

으로 이루어진 10m 단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성길(2006)에서는 

소안도 지역에 한 연구를 통해, 최종간빙기 최온난기 이후 우리나라 

서남부해안에 있어서도 남동부 해안지역과 동일한 융기량과 융기 속도의 

지반 운동이 진행되어 왔다고 보았고, 0.1mm/year의 융기율을 계산하였

다.

김병연(2006)은 1:25,000 지형도와 1:20,000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사천

시 신수도 지역의 해안단구면을 분류하였고, 노두 관찰을 통해 단구면의 

퇴적상을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해발고도 약 12m, 16m, 22m, 27-29m, 

32-33m, 38m, 45m, 50m의 지형을 각각의 단구면으로 구분하였다.

강봉(2011)은 사천시 서포면 일 에 분포하는 10개의 해안단구면을 구

분하였는데, 기반암의 지형면이 평평하고 주변의 하천 발달이 미약하다

는 점을 들어 파랑에 의해 형성된 해안단구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1면

(10-15m)과 3면(25-30m)의 경우 지형면 보존이 비교적 뛰어나 원력들이 

발견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들에 해서는 지형면 형성 이후 침식 및 삭

박으로 인해 해성 역층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양재혁(2011)은 거제도 신촌마을 인근에 분포하는 해발고도 7.2m의 단

구 퇴적층에 해 조사하였다. 퇴적물의 입도특성, 점토광물특성, 연 분

석 결과 등으로 볼 때, 현재보다 기온이 낮았던 빙기에 매스무브먼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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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단구 기저부를 이루고 있는 규모 각력들이 퇴적된 것으로 보았

다. 이후 후빙기 해진으로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여 4,740±100 B.P. 경

에 현재보다 약 5.6m 높은 지점에 도달하였고, 2,095±95 B.P.에는 6.1m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홀로세의 고해면기가 존재했던 것

으로 보았다.

양재혁(2013)은 순천시 와온마을 일 에 분포하는 해발고도 8.3m의 단

구층을 상으로, 토양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형성 당시의 환경을 추정하

였다. 퇴적층의 풍화 특성으로 볼 때 해당 층은 MIS 5e 이후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역시 홀로세 고해수면에 의한 형성 가능성

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양재혁(2007a)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해안의 지형발달과

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빙기 초기에는 하천의 하방침식이 

강화되어 이전에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제거되고(1단계), 빙기 중후기에 

활발한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해 많은 양의 쇄설성 물질들이 퇴적되었으며

(2단계), 이후 후빙기에 접어들어서는 빙기에 퇴적된 물질들이 일부 제거

되었다고 하였다(3단계). 그리고 후빙기 중후기에 해수면이 안정되면서 

미립물질들이 퇴적되었는데, 남해안의 지형은 이러한 발달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았다.

양동윤 외(2016)는 해남군 이진리에 분포하는 해발고도 약 4.8-8.8m까

지의 해안퇴적층에 해 보고하였다. 이진리 지역에는 5m 내외의 고도

에서 주로 실트와 모래로 이루어진 옅은 진갈색-적색의 퇴적층이 분포

하며(unitⅠ), 약 5-7m 고도 에서는 둥근 자갈 혹은 아원력 및 각력이 

포함되어 있는 퇴적층이(unitⅡ), 약 7-8m 고도에서는 1-3cm 혹은 

1-10cm 크기의 자갈층이 분포한다(unitⅢ). OSL 연 측정 결과 unitⅠ은 

MIS 6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unitⅡ는 128±9 ka, 128±10 

ka의 퇴적 시기가 확인되어 최후 간빙기 최온난기(MIS 5e)에 형성된 해

안 단구층으로 보았다. 또한 unitⅢ는 121±10 ka 전에 퇴적된 해빈 상부

층으로 해석되었다.

신재열 외(2018)는 남해안 사천시 포동 일 에 분포하는 고해안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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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을 MIS 5c 시기 동안의 해수준에 응해 형성된 고사주의 잔존 지형

으로 보았다. 평균 해수면 기준 6m 내외의 고도 에 약 2~3.5m 두께의 

고화된 퇴적층이 분포하는데, 퇴적층에는 분급이 불량하고 원마도가 높

은 원력층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적층의 특성을 

바탕으로 당시의 구정선 고도를 5m (고조위 기준)로 제안하였고, 남해안 

지역의 지각 융기량은 동해안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았다.

이광률 외(2019)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완도, 남해, 고성 일 의 

결과를 종합하여 남해안의 융기율을 계산하였다. 그리하여 중간값 

0.082m/ka의 융기율을 계산하였으며, 융기율은 사천에서 가장 낮고 고성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박충선 외(2018)에서도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융기율을 산출하였는데, 연  결

과를 토 로 계산한 융기율에서 남해안이 동해안에 비해 1/3~1/4 정도의 

범위의 융기율을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제주도 지역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최성길 외(1994)에서는 

제주도 남동부 해안에 후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발고도 5m의 

해안단구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후 서종철 외(2007)는 제주 사계해안에 

나타나는 여러 해안 지형의 분포와 특징에 해 고찰한 후 그 형성과정

에 해 추정하였는데, 사계해안에는 약 7,600-3,000년 전에 형성된 미고

결 하모리층의 파식 지와 약 2m 두께의 해안단구 퇴적층, 약 500년 전

에 퇴적된 해안사구와 배후호소 등이 분포한다고 하였다. 

   3.1.2 서해안 지역의 단구퇴적물 관련 연구

서해안 지역에 해서는 주로 서해안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단

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서해안 단구에 한 논의는 1980년

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이에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건환(1980a)는 전북 변산반도, 충남 천해안 일 , 태안반도와 

안면도 일 에 3단의 해안단구면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 각각 몽산포

면(20-30m), 격포면(10-20m), 충적면(1m)으로 칭하였다. 그리고 이 면들

에 해 고위의 2단은 플라이스토세에, 최저위면은 홀로세에 퇴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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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하였다.

오건환(1980b)는 전남 해제반도부터 충남 태안반도에 이르는 지역에 2

단의 해안단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 단구는 동해안과 남동

해안에 나타나는 고위단구와 중위단구에 각각 비된다고 하였다. 그러

면서 상위단구인 몽산포면(20-30m)은 플라이스토세 중기에, 하위단구인 

격포면(10-20m)은 플라이스토세 후기의 최종간빙기(리스-뷔름 간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박승필(1981)은 서산시 산읍 독곶리,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등에서 발견되는 퇴적층에 해, 과거 해수면이 현재보다 

높았던 시기에 형성된 조간  퇴적물로 해석하였다.

이후 1990년 에는 최성길(1996; 1998)을 중심으로 하안단구를 중심으

로 과거 해수면 고도를 추정하고 지반 운동 양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

구들이 이루어졌다. 최성길(1996; 1998)은 웅천천 유역 하안단구의 고토

양의 토색과 퇴적물의 풍화도를 바탕으로 하여, 동해안 지역의 단구와 

비하고, 지형면 비 편년을 이용하여 기준시간면을 설정하였다. 그리

하여 웅천천 하구에서 구정선 고도를 추정하고 이를 동해안 지역과 비교

하여 제4기 플라이스토세 동안의 지반운동에 해서도 검토하였다.

이후 최성길(2004)에서는 영산강 하류 지역에 발달된 하성단구 지형면

의 특성을 구명하고, 한반도 남동부 해안의 해성단구 및 해면변동단구와

의 비를 통해 그 형성시기를 추정하였다. 그리하여 영산강 하구부의 

18m 단구를 최종간빙기 최성기에 형성된 단구로 편년하였다. 그리고 최

성길 외(2007)에서는 영산 18m단구를 저위해면변동단구 1면으로, 영산 

10m단구를 저위해면변동단구 2면으로 칭하였다.

한편 박희두(2001)에서는 고군산군도의 섬들에서 조위시의 고조위보

다 1m 정도 높은 곳에 원력층이 분포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구파식 의 

구해빈 퇴적물로 보았다. 원력층의 두께는 지점마다 상이하나 주로 수십 

센티미터 내외로 나타나며, 매트릭스는 실트와 점토로 되어 있다고 하였

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역층 상부에 사면 이동 물질이 퇴적되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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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필 외(2009)는 군산시 성산면 오성산 동쪽 산록부에 분포하는 충

적지에 해 해수면 변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해성퇴적층으로 해석하였

다. 해당 퇴적층은 기반암풍화  상부에 적황색토층, 황회색-암회색 계

통의 세립질층, 갈색의 표토층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해 해진시 금

강 하구 일 가 침수되면서 금강 에스튜어리(estuary)에 해성퇴적층이 형

성되고, 이후 해퇴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퇴적층이 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화환경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배후산지로부터 이동해 온 

물질이 일부 섞이게 되면서 현재의 퇴적층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종관(2009)에서도 굴업도 북서쪽 해안에 해발고도 20m 전후의 해안

단구가 존재하며, 단구 전면에 해식애와 해식동 등의 해식지형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남신 외(2011)은 함평군 일 에서 발견되는 백색의 이토계열 퇴적층

에 해 지난 간빙기의 고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단면으로 보았다. 그러

면서 화학적 풍화가 강하게 이루어졌던 최종간빙기에 하부의 고화된 적

색층이 형성되고, 최종간빙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갯벌층이 퇴적되었으

며, 현재의 풍화 환경에서 상부의 미고결 퇴적층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

하였다.

윤순옥 외(2015)는 보령 해안단구의 공간 분포를 파악하고 퇴적상을 

분석하였으며, 동일한 해발고도의 동해안 단구와의 비교를 통해 형성 시

기를 추정하였다. 보령시 남포 지역에는 해발고도 15-17m, 20-23m, 

25-30m, 35-40m, 42-45m의 단구면이 분포하는데, 높은 고도의 지형면들

은 상당히 개석되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중 15-17m, 

20-23m, 25-30m의 지형면에는 지표면에 pebble급 원력들이 분포하고, 

역들은 상당히 풍화되어 동해안 해안단구 고위면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

로 보았다. 특히 구정선고도 20-23m 단구면은 MIS 9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동해안과 서해안의 지반운동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박충선 외(2018)는 상  연 에 기초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해안의 융

기율을 0.059~0.282 m/kr로 계산하였으나, 서해안에서는 수리적 연  측

정값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융기율을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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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해안 단구에 해서는 여러 

차례 연구되었다. 하지만 그 형성 시기에 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혹은 주로 지형 편년법이 이용되었다. 특히 서해안의 경우 정량적인 연

측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부 지역의 경우 최근 연  측정

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과거의 해수면 고도나 지반 융기 등에 해서

는 논의가 충분히 합의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과거의 환경 변화 기록을 

비롯한 지형 발달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안 퇴적층을 상으로 연

 측정을 기반한 고환경 해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2 해안 사구 퇴적물에 한 연구

고환경을 추정한 연구는 해안 단구뿐만 아니라 해안 사구 퇴적물을 

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들은 주로 해안사구의 전반적인 

형성 과정에 한 연구와, 사구 내에서 발견되는 적황색층에 한 연구

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안사구에서 발견되는 적색층의 경우 고사구층 혹은 고토양층으로 

해석되었으며,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들이 플라이스토세 후기에 퇴

적되고, 이후 최후 간빙기의 온난화 환경을 겪으면서 적색화 작용을 받

은 것으로 해석되었다(박 경, 1987; 강 균, 2003a; b). 이후 사구 퇴적물

을 상으로 OSL 연 측정이 이루어지면서 사구 내에 분포하는 적색층

이 플라이스토세가 아닌 홀로세에 퇴적된 것임이 밝혀졌다(서종철, 2005; 

Munyikwa et al., 2005; 최광희, 2009). 특히 Munyikwa et al.(2005)는 안

면도 운여 사구에 한 연구에서, 지난 5,000-90년 전 어느 시기에 사구 

표면이 안정화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서, 홀로세 기후 최적기를 거치

면서 식생이 성장하고 토양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구의 적색화작용이 진

행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해안사구 퇴적물을 바탕으로 홀로세의 해수면 변동이 추정되기

도 하였다. 홀로세의 해수면은 약 7ka에 현재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

정되었는데, 홀로세 중기 이후 해수면이 몇 차례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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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약 6.5-5.5ka, 3.5-2.8 ka, 1.5-0.7 ka 시기에는 해

수면이 현재보다 약 1-1.5m 높았던 것으로 보면서, 홀로세의 고해면기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최광희, 2009).

홍성찬 외(2010)에서도 신두리 해안사구의 성장 과정에서 약 6~7,000년 

전에 존재했던 홀로세 고해면기와 약 4,500년 전의 기후변화가 영향을 

크게 주었다고 하면서 현세의 기후변화 및 해수면 변동과 연관시켰다.

우경식 외(2005)는 제주도 협재 해안에 분포하는 사구에 한 연구에

서 최후 빙기 이후 약 3,500년 전에 해수면이 현재의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천해 환경에서 생성된 다량의 탄산염 퇴적물이 협재 해안 

인근에 퇴적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약 700년 전에는 온난한 시기를 

거치면서 사구 기저부의 고토양이 형성되고 그 이후 도래한 소빙기에 탄

산염퇴적물이 빠르게 퇴적되어 현재의 사구를 형성한 것이라 하였다.

지효선 외(2008)에서도 제주 김녕 사구에 해 약 6,000년 BP 이후에 

해수면이 현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천해에서 많은 양의 탄산염퇴적물이 

생성되고, 이 퇴적물이 운반되어 사구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Yu et al.(2009)에서는 태안반도와 안면도 일 의 해안사구 연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사구형성의 활성기 및 휴지기 패턴을 파악하고, 서해안

의 사구 형성이 동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기후 및 해수면 변화 패턴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진철 외(2010)는 만리포 사구에서 나타나는 미고화된 황색 사구층과, 

고화된 적색의 사질 퇴적층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200년 이내, 약 

1,000년 이내, 그리고 약 20,000년 이상의 3개의 퇴적 연 를 보고하였

다. 그리고 각각의 퇴적 층준에 해 서해안의 퇴적 환경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박 경 외(2009)에서도 제주도 김녕사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6,200년 전 이전, 1,400년 전 이후, 그리고 상부의 흑색사질부식층이 쌓

인 시기에서 최근의 시기까지 최소 3회의 사구 형성기가 있었다고 보았

다. 약 6,200년 전~1,400년 전의 어느 시기와, 중부사층에서 상부사층 형

성기 사이에는 사구 고정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구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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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 내의 흑색사질부식층이 형성될 당시에는 주변에 상록성 삼림이 우

점하고 현재와 유사한 난 성 기후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박지훈 외(2009)는 신안군 광사구의 모래층에 협재된 흑색사

질부식층을 상으로 화분 분석을 실시하여 당시의 삼림 환경을 추정하

기도 하였다.

오정식(2018a;b)은 증도 우전사구 하부에 나타나는 적황색 반고결 퇴

적층에 해, 간월도층이라 불리는 조간  퇴적층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

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후기 플라이스토세의 상 적 고해면기(MIS 

5e)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고, 당시 서해안의 해안사구 지 는 곳에 따라

서 조간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외에도 Munyikwa et al.(2004)는 신두리 해안사구에 분포하는 전사

구에 해 사구사의 퇴적이 약 500-600년 전에 시작되고 연간 2.5cm의 

퇴적률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박천영 외(2009)에서는 옥죽동 해안사구의 

퇴적 연 가 약 300년 전후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최근까지도 바람에 의

한 지형형성 과정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후에 이

루어진 청도 옥죽동과 진동 사구에 한 연구에서도 약 백여 년 전

에 전반적으로 모래 이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 시기에 따

라 퇴적이 우세했던 지역과 모래의 공급지, 지배적인 풍향에 차이가 있

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신원정 외, 2018). 신안 우이도 사구에 해서도 

약 100∼200년 전에 모래의 이동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고(신원정 

외, 2017), 제주 신양리 사구의 퇴적 시기는 지난 3천년 이후로 추정되는 

등(최광희 외, 2014c) 해안사구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도 상당수 이루

어졌다.

이처럼 해안사구를 상으로 한 고환경 연구는 주로 홀로세 이후의 

시간 범위로 다루어졌으며, 홀로세 내에도 해수면 변동이나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현 해안 

사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래는 부분 현세동안 역동적으로 운반, 퇴적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형학 분야에서는 과거의 해안 환경 변화를 추적하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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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로 주로 해안단구 및 해안사구와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서

해안 지역의 경우 해안 단구와 해안 사구에 관한 연구들이 모두 이루어

졌으나, 남해안 지역의 경우 주로 고해안퇴적층을 바탕으로 융기율을 추

정하거나, 전반적인 지형 발달 과정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남

해안에서 해안 사구에 한 연구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3.3 해양학 분야에서의 연구

해양학 분야에서도 지난 20여 년 간 한반도 주변 해역의 후기 제 4기 

퇴적 역사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해양학에

서는 조간 에 남아 있는 환경변화 증거들을 추정해 왔는데, 주로 탄성

파 자료와 천부 시추 퇴적물을 기초로 퇴적 환경을 밝히고자 하였다.

박용안(1992)은 최  빙하기 이후 10,000년 전과 9,000년 전, 그리고 

6,000년 전의 고해안선(paleoshoreline)을 제시하였고, 37,000년 전 이후 

현세에 이르는 해수면 변동 곡선을 제시하였다. 이후 박용안(1995)은 남

양만 조간  퇴적층에서 발견되는 층서를 구분하고 3개의 부정합을 규명

하였다. 그리하여 최하부의 선캄브리아기 화강편마암이 분포하고, 그 상

부를 간월도층이 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홀로세 초기의 용두리층(적갈

색 니질 세립층)이 그 상부에 분포한다고 정리하였다. 특히 간월도층이

라 명명된 홀로세 이전(Pre-Holocene) 산화 층의 경우, 약 3만 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서, 퇴적 이후 약 15,000여 년 전까지 한랭 건조한 기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Kwon(2012)는 경기만 일 의 퇴적 층서를 조사하면서 신생  제4기 

후기 이후 황해에는 6개의 퇴적 스테이지(stage)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

에 따르면 MIS 6 시기에는 낮은 상태의 해수면을 경험하였고, MIS 5 동

안 몇 번의 변동과 함께 해수면이 높아져, 부분의 륙붕이 잠겼다. 

이후 MIS 4 시기에는 현재보다 해수면이 80-100m 정도 낮아져 륙붕의 

상당한 부분까지 하천 유로가 연장되고, 이후 MIS 3c 시기에는 짧은 시

기의 해수면 상승이 있었으며, 이후 LGM 시기에는 다시 해수면이 하강

함에 따라 륙붕 지역이 재노출되었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12-11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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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황해의 중앙부에 해침이 시작되고, 약 6ka 이전에 해수면이 현재

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서해의 과거 해양 환경이나 해수면 상태에 한 연구는 중국 인

근 해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Uehara et al.(2002)는 황해 남부 

및 동중국해 북서부 지역의 코어(borehole)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 10ka 

전의 저해면기와 약 6ka 전의 고해면기 당시의 해안선과 조석 및 조류 

상태를 추정하였다. Yoo et al.(2002)은 탄성파 탐사 자료를 바탕으로 동

중국해 북부의 륙부 중앙(mid-shelf) 지역에서 나타나는 최종 빙기 이

후의 해침과 고해면기에 해 추정하고, 홀로세 해침기 동안 발생했던 

퇴적 및 침식 프로세스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최종 빙기(LGM) 이

후의 해수면 변동은 크게 저해면기, 해침기, 고해면기의 3단계로 구분된

다고 하였다. 그리고 Boulary et al(2003)에서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북쪽의 주장 강(Pearl River) 하구 근처의 코어를 분석하여, 빙기와 

간빙기의 퇴적물 특성에 해 살펴보고 당시의 퇴적 환경을 추정하였다.

이 외에도 황해 및 동중국해(YECS) 지역에 해서, Oh and Lee(1998)

는 조간  영역(tidal fields)에서의 해수면 변동 영향을 조사하였고, 

Zhang et al.(1999)과 Zhu(1999)는 간빙기 해침 시기동안의 고 조류

(paleotides)를 측정하였다. Lü et al.(1999)는 지난 6 kyr 이후의 동중국해 

지역의 조수 에너지 플럭스 변화를 확인하기도 하는 등 빙기 이후의 조

수 변화(tidal change)를 측정하려는 시도 역시 이루어졌다. 그리고 Ryu 

et al(2008)는 한반도 인근 육지, 해안, 해양 퇴적층 내의 규조 분석 결과

들에 한 리뷰를 통해 과거의 환경 변화에 해 정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남해안과 서해안 주변의 해양을 상으로 하여 고환경 변화를 

추정한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몇몇 퇴적 모델들이 제시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고해양학과 층서학의 관점에서 퇴적 환경의 

변화를 추정한 것으로, 제4기의 퇴적 층서를 확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었다. 따라서 해수면 변동이 해양 퇴적물에 어떤 반응을 미쳤는지에 

해서는 많이 조사된 반면, 이것이 육역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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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 당시 해안 지형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느 고도 범위

까지 영향을 미쳤는지에 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코어 퇴적물 연구는 

해당 코어 지점에서 해수면이 언제 정체되었으며, 언제 상승하였고 하강

하였는지 그 시기에 한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어디까지 상승하였는지

에 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시의 해수면 변화가 어느 지역

에 얼마만큼의 범위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한 정보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간  퇴적층을 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홀로세-플라이

스토세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 혹은 홀로세의 해수면 변동 곡선을 추정하

는 것에 주를 이루어왔으며, 부분 최종빙기 이후의 시기에 해 집중

되어 왔다(Yoo et al., 2002; Chough et al., 2004; Li et al., 2014; Kwon, 

2012; Song et al., 2018). 이처럼 시간적 범위 역시 한정되어 있어, 홀로

세 이전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거나 장기적인 해안 지형 발달에 한 정

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의 경우 지형 형

성에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한 논란도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시간 범위의 지형, 지질 자료들이 필요한데, 기존의 연구 결과

만으로 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해안 퇴적층에서는 홀로세에 해수면이 현재 수준으로 상승

한 이후에 발생했던 급격한 환경 변화의 증거들, 즉 과거 폭풍의 기록이 

발견된다(최광희 외, 2014; 김종연 외, 2015). 물론 홀로세 이후에 약간의 

해수면 변동(fluctuation)이 있었더라도, 해양 코어에서는 재해와 같은 단

기간의 변화 사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기간의 환

경 변화를 함께 파악하기 위해서도 현재 해안 혹은 연안 지역에 남아 있

는 지형적 증거들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안의 전반적인 지표 환경 변화를 추정하고 지형 발달 과정

을 밝히기에는 보다 많은 지형 자료들, 지표상의 각종 증거들이 요구된

다. 그러므로 연안 지역, 육역 지역에 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을 종합했을 때 비로소 고 환경에 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조간  퇴적층과 육상 퇴적층에 해서 이원화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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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아닌, 연속된 퇴적체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있어왔

다(오정식, 2018). 무엇보다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

는 지역은 해양이 아닌 연안지역이므로, 과거 환경 변화에 따른 지표의 

반응은 반드시 규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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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 순서

Figure 1-1. Study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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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안에 분포하는 퇴적층을 상으로 과거의 환경 변화 증

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연구들에 한 정리를 통

해, 연구가 더욱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기 간행된 문헌들을 바탕으로 

퇴적층의 분포 예상 지역을 파악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현장 답사를 통

해 조사 지점을 선정하고 퇴적층 노두를 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를 바탕으로 퇴적층의 물리적・지화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고, 퇴적 시기 추정을 위한 연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렇

게 데이터 획득 및 결과 정리를 한 후에는 자료를 종합하여 퇴적층의 성

격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종합하여 과거의 환경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Figure 1-1).

상기한 흐름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구성

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4장으로 구성되며, 연구 지역에 따라 크게 남해

안 부분과 서해안 부분으로 구분된다. 먼저 본 논문의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지역 선정 등과 같이 서론

에 해당하는 개관적인 부분을 다루었다.

2장에서는 남해안 지역에서 추정되는 신생  제4기의 퇴적 환경 변화

를 추정하였다. 장의 전개는 연구 지역별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완도

군 신지도와 소안도,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와 이진리 지역 순으로 구성

하였다. 각 조사 지점별로 이루어져 있는 세부 절에서는 사이트의 전반

적인 지역 개관을 한 후, 현장에서 관찰되는 퇴적층 노두 특성을 기술하

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퇴적층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형성 시기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서 애초 

예상과 달리 해성퇴적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었기에 세부 절

의 마지막에는 각 지점의 퇴적층 성격을 규명하였다.

2장 4절에서는 이러한 남해안 지역에 한 전반적인 고찰을 하였다. 

앞서 해석한 퇴적층의 성격을 바탕으로 후기 플라이스토세 이후에 이루

어졌던 퇴적 환경의 변화를 시기 순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크게 최종

간빙기 최성기(MIS 5e)와 최종간빙기 내 아간빙기(MIS 5c), 최종간빙기 

이후의 시간 범위로 세분되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 융기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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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해서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서해안 지역에 한 내용을 담았다. 3장에서는 영

광군 백수읍 일 를 상으로 진행된 연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해

안의 조사 지점은 최근 지형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곳이기에 지

역 개관 부분에서 이러한 변화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다. 영광 지역에서

는 총 5군데의 조사 지점을 선정하였는데, 지역 개관을 다룬 후에는 야

외 답사에서 관찰되는 각 지점의 특성에 해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HS-A, HS-B, HS-C 지점과 HS-D, HS-E 지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

았다. 

3장 5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서해안 지역에 한 고찰을 진

행하였다. 고찰은 크게 해안 사구에 한 내용과 연안 범람에 한 내용

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서는 백수읍 일 의 전반적인 해안사구 발달 과

정을 다루었고, 후자에서는 퇴적층 내에서 발견되는 패각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내용을 종합하는 식으로 구성하였다. 

남해안 지역에 한 해석과 서해안 지역에 한 해석을 바탕으로 각 해

안 지역의 지형 특색 차이를 밝히고 지형 발달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논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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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남해안과 서해안에 분포하는 퇴적층을 통해 과거의 퇴적 

환경 변화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퇴적층의 기본

적인 성격과 형성 시기를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퇴적 단면 내에서 퇴

적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입도분석과 

토색측정,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 지점에 따라 층위에 따른 

자율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퇴적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광 여기 루

미네선스 연 측정법을 실시하였다.

  5.1 레이저 회절 입도 분석 (Laser Diffraction Grain Size 

Analyser)

입도 특성은 퇴적물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서, 퇴적물의 기원지

(provenance), 운반 기구(transport mechanism), 이동 역사(transport 

history) 등과 같은 퇴적 환경에 한 정보를 제공해준다(Folk and Ward, 

1957; Friedman, 1979; Blott and Pye, 2001; 조성권 외, 1995). 입도 측정

은 피펫(Pipette)을 이용한 침전법, 전기저항법, 레이저 회절방법, 광학측

정법 및 이미지분석법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

서는 퇴적물 시료의 입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레이저 회절 입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레이절 회절 입도 분석은 프라운호퍼 이론(Fraunhofer Theory)과 미 

이론(Mie Theory)에 기초한 분석 방법으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회절되

는 레이저의 각도가 다르다는 원리를 이용한다. 퇴적물 시료에 레이저를 

조사할 경우, 레이저 빔이 분산된 입자들을 관통하면서 산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입자가 조립할수록 레이저는 작은 각도로 강하게 회절하고, 

세립할수록 큰 각도로 약한 빛을 회절하게 되는데, 각 입자마다 산란각

의 크기가 다르므로, 검출기(Detector)에 도달하는 레이저 빛의 위치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를 측정하게 된다. 이러한 레이저 회절 방식은 소량

의 시료로도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에 비해 재현성이 

뛰어나고, 실험과정이 간편하며, 비교적 분석 시간이 짧다는 장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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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어 널리 이용된다(Goossens,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도 레이저 

회절 방식의 입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평균(Mean): Mz 
    

• 분급(Sorting): I 
  



  

• 왜도(Skewness): SkI    
    

   

    

• 첨도(Kurtosis): KG    
  

Sorting (σ1) Skewness (Sk1) Kurtosis (KG)

Very well sorted < 0.35 Very fine skewed +0.3 to +1.0 Very platykurtic < 0.67

Well sorted 0.35-0.50 Fine skewed +0.1 to +0.3 Platykurtic 0.67-0.90

Moderately well sorted 0.50-0.71 Symmetrical +0.1 to -0.1 Mesokurtic 0.90-1.11

Moderately sorted 0.71-1.00 Coarse skewed -0.1 to -0.3 Leptokurtic 1.11-1.50

Poorly sorted 1.00-2.00 Very coarse skewed -0.3 to -1.0 Very leptokurtic 1.50-3.00

Very poorly sorted 2.00-4.00 Extremely leptokurtic > 3.00

Extremely poorly sorted > 4.00

Table 1-1. Statistical formulae used in the calculation of grain size parameters and 

suggested descriptive terminology by Folk and Ward (1957).

시료의 경우 각 조사 지점마다 차이는 있으나 주로 퇴적 단면 내에서 

깊이별로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들은 10%의 과산화수소(H2O2)와 10%의 

염산(HCl)을 반응시켜 각각 유기물과 탄산염을 제거한 뒤 세척 후 분석

하였다. 유기물이 많은 시료의 경우 레이저 회절 경향에 영향을 주어 사

실과 다른 입도 결과가 표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윤순옥 외, 2013),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반응시켰다. 이후 서울 학교 

지리교육과가 보유한 Sympatec GmbH의 HELOS Particle Size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된 결과는 GRADISTAT v 8.0 (Blott and 

Pye, 2001)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평균 입경(Mean), 분급(S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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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도(Skewness), 첨도(Kurtosis)와 같은 입자 크기 분포는 ∅척도(phi 

scale)로 나타내었으며, Folk and Ward(1957)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였

다(Table 1-1). 그리고 이러한 입도 분석은 모래 이하 크기의 퇴적물을 

상으로 실시하였고, 자갈 크기 이상의 퇴적물은 별도로 측정하였다.

 

  5.2 조립 퇴적물의 입도 분석

Millimeters 

(mm)
Phi 

Size Terms (Friedman 

and Sanders, 1978)

Udden(1914) and 

Wentworth(1922)

4096 -12
Very Large boulders

Cobbles

2048 -11
Large boulders

1024 -10
Medium boulders

512 -9
Small boulders

256 -8
Large cobbles

128 -7
Small cobbles

64 -6
Very coarse pebbles

Pebbles

32 -5
Coarse pebbles

16 -4
Medium pebbles

8 -3
Fine pebbles

4 -2
Very fine pebbles Granules

2 -1

Table 1-2. Size scale adopted in this study, compared with those previously used 

by Udden(1914), Wentworth(1922).

퇴적층에 자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트릭스 물질과 별도로 자갈 

퇴적물의 입도 특성을 파악하였다. 기본적으로 장축(L, long axis), 중축(I, 

intermediate axis), 단축(S, short axis)을 측정함으로써 자갈들의 조직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편평도(flatness)와 구형도(sphericity)

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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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갈들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Wentworth(1922)의 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러나 Wentworth(1922)에 따른 방법에서는 Granules, 

Pebbles, Cobbles로만 구분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Friedman and Sanders(1978)의 방법에 따라 크기를 세분하였다(Table 

1-2). 평균 입경, 분급, 왜도, 첨도와 같은 조직변수는 Folk and 

Ward(1957)의 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크기 정보는 중축 값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Griffiths, 1967), 자갈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기

와 더불어 형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자갈의 형태는 기원지에

서부터 퇴적되는 동안 입자에 가해진 운반 과정을 반영하는 척도로(이용

일, 2015), 일반적으로 편평도, 구형도, 원마도를 바탕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자갈의 장축, 중축, 단축 값을 바탕으로 편평도와 구형도

를 계산하였다. 원마도의 경우 입자의 형상에 따라 외접원과 내접원의 

비율을 바탕으로 나타내거나, 기준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실측하

는 방법이 이용된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등의 한계가 존

재하므로 본 연구에서 원마도 값은 배제하였다.

편평도의 경우 Wentworth(1922)와 Cailleux(1945)의 방법에 따라 나타

내었으며,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였다. 두 방법 모두 최소 1에서

부터 값이 증가할수록 편평도가 커지며, 구형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Formula (1) ………… Wentworth’s flatness index 
  

Formula (2) ………… Cailleux’s flatness index 
  

구형도의 경우 Maximum Projection Sphericity(MPS, Sneed and Folk, 

1958), Corey shape factor(CSF, Corey, 1949), Krumbein intercept 

sphericity(Krumbein, 1941a)의 방법에 따라 나타내었다. 세 방법 모두 결

과가 0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입자가 구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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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부분의 퇴적물은 0.6~0.7 사이의 구형도 값

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lk, 1980).

Formula (3) … Maximum Projection Sphericity (MPS)  



 

Formula (4) … Corey shape factor (CSF) 



Formula (5) … Krumbein intercept sphericity  





또한 자갈의 종합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Zingg(1935)의 형태단위 

분류를 사용하여 도시하였다. Zingg(1935)의 분류는 자갈의 형태를 구분

하는 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입자의 중축과 장축의 비, 단축

과 중축의 비를 바탕으로 하여 판상형(Platy), 구형(Spherical), 긴 타원형

(Bladed), 막 형(Elongate)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그러나 Zingg(1935)의 형태단위 분류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

운 입자 형태도 포함되어 있어 유용성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Benn 

and Ballantyne, 1993). 이에 Zingg(1935)의 형태 구분은 Sneed and 

Folk(1958)의 제안법과 함께 도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에서도 

Sneed and Folk(1958)가 제안한 10분류 다이어그램(TRI-PLOT Excel 

spreadsheet)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Sneed and Folk(1958)의 다이어

그램은 장축, 중축, 단축을 바탕으로 하여 장축과 단축의 비(c:a), 장축과 

중축의 비(b:a), 그리고 장축과 중축의 차(a-b)를 장축과 단축의 차(a-c)로 

나눈 값을 이용하여 입자의 형태를 선별하는데, Zingg(1935)의 방법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자갈 입자의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5.3 토색(soil color) 측정

본 연구에서 일부 조사 지점의 경우, 퇴적층 단면 내에서 깊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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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색이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토색에 따라 층준이 구분되기도 하

였다. 따라서 퇴적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색의 측정도 

함께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색(soil color)은 환경 조건들(environmental conditions)과 

토양 생성 프로세스, 그 외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반영한

다. 토색은 유기물이나 수분 함량, 배수 상태, 산화와 환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철이나 망간, 암색 광물(dark minerals)의 함량과 같은 광

물학적 조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토색은 회색에서부터 흑색, 녹색, 그리

고 황색에서부터 적색 혹은 갈색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

는데, 산화철 화합물은 적색을 띠는 요인이 되며 망간 화합물이 다량 존

재할 경우에는 흑색을 띠게 된다. 또한 배수가 양호한 경우 보통 황색에

서 갈색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분에 의해 포화된 경우 어두운 

색을, 부식질이 풍부한 경우에는 어두운 회색에서 흑색으로 착색된다

(Osman, 2013).

이러한 토색은 삼림과 관련된 풍화토뿐만 아니라, 뢰스-고토양으로 해

석되는 풍성 퇴적물, 하안단구 퇴적물, 폭풍퇴적물 등에서도 퇴적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강영복 외, 2000; 김유미 외, 

2014; 박충선 외, 2007; 이광률, 2004; 2015; 조영동 외, 2009; 최광희 외, 

2014). 퇴적층에서의 토색 정보는 자율 값과 함께 고기후 리자로서

의 가능성이 고려되기도 하였고(박충선 외, 2007), 지형 형성 시기 추정

을 위한 리 자료로서 가능성도 고려되었다(이광률, 2015). 그러나 토색 

정보가 퇴적층의 상태나 시기를 명확히 알려주는 인자는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분석 결과들과 함께 퇴적층의 성격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로서 해석하였다.

토색은 먼셀의 토색집(Munsell soil color char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먼셸의 색 체계는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의 조합으로 

표현되는데, Hue는 색상 기호를 말하며 뒤에 붙는 숫자는 각각 명도와 

채도를 의미한다. 먼셸의 색 체계에서 색상은 빨강(R), 노랑(Y), 초록(G), 

파랑(B), 보라(P)의 5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다시 10등분하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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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으로 분할된다. 명도는 검정을 나타내는 0에서부터 흰색을 뜻하는 

10까지 11단계로 구분되며, 채도의 경우 무채색을 채도가 없는 0으로 규

정하고, 가장 채도가 높은 색은 14로 표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

를 바탕으로 결과 값을 나타내었으며, 수분 함량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

기 위하여 모든 시료를 완전 건조한 후에 측정하였다. 

  5.4 X선 형광분석 (XRF, X-ray fluorescence analysis)

퇴적층의 물리적 속성과 함께 지화학적인 특성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하였다. X선 형광분석은 시료에 X-ray를 조사한 후 

원자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X-ray를 이용하여 시료 내의 구성 성분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시료에 X-ray를 조사하여 시료 내의 물질들과 조사

된 X-ray가 충돌하게 되면, 원소의 안쪽 껍질에 있던 전자(inner shell 

electron)가 여기되어 원자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불안정한 상

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깥 껍질에 있던 전자(outer shell electron)가 전

이되어 내부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 때 각 껍질의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X-ray가 방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방출되는 X-ray를 형광 

X-ray (fluorescent X-ray) 혹은 특성 X-ray 라고 한다. 형광 X-ray의 경

우 각 원소마다 고유한 에너지와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

면 물질의 구성 성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Maqsood and Iqbal, 2010; 

Shackley, 2011).

이러한 XRF 분석은 비파괴 분석으로 전처리가 간편하고 비교적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Gupta, 2014). 이에 광물이나 토양 

성분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뿐 아니라 각종 산업 분야 및 재료공학, 고

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된다. 지형학 및 지질학 분야에서

는 암석의 화학적 풍화정도를 파악하거나(김영래, 2011; 2012; 김영래 외, 

2016; 2017; 김종연 외, 2014, 김종연, 2017; 유영완 외, 2014), 퇴적층의 

지구화학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주로 활용되었고(윤순옥 외, 2007; 

황상일 외, 2009), 과거의 환경 변화를 추정하는 프록시(proxy)로서도 활

발히 이용되고 있다(Löwemark et al., 2011; Lim et al., 20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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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퇴적층의 특성과 퇴적 이후의 변화 정도를 파

악하고, 환경 변화의 흔적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XRF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은 충북 학교 공동 실험 실습관이 보유한 WD-XRF 방식의 

장비인 Rigaku사의 ZSX Primus-Ⅱ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산화물들

의 비율로 표현되었고, 시료 내의 중량비(wt%)로 나타내었다(Sak et al., 

2004). 또한 이산화규소(SiO2), 산화알루미늄(Al2O3), 산화철(Fe2O3), 산화칼

륨(K2O), 산화마그네슘(MgO), 산화칼슘(CaO), 산화나트륨(NaO2) 등의 물

질들이 풍화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데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들 값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van der Weijden and van der Weijden, 

1995).

또한 각 조사 지점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학적 풍화 지수를 바탕으로 

퇴적 단면 내의 풍화 정도 차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화학적 풍화의 정도는 구성 광물들 간의 조성비의 변화를 통하여 나타내

게 되는데,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풍화의 지표들을 제시하여 왔다. 본 연

구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CIA, PIA, CPA 값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풍화 정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화학조성의 중량 비를 

다시 원자의 구성비로 정리한 몰비(mol ratio)로 변환하여 살펴보았다

(Gupta and Rao, 2001; 박경근 외, 2015). 

  5.5 자율 측정 (MS, Magnetic Susceptibility)

자율은 물질의 자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토양이나 암석에 포함

된 구성광물의 자기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자율은 외부 자기장에 

한 물질의 자기 반응 즉, 시료에 가해준 외부 자기장의 세기와 이로 

인해 획득된 시료의 유도자화(induced magnetization) 세기의 비율로 나

타낸다. 일반적으로 자율은 퇴적물 내에 포함된 자성 광물의 함량에 

주로 비례하기 때문에, 강자성 광물(Ferromagnetic metals)은 상당히 높

은 자율 값을 나타내는 반면, 반자성 광물(Diamagnetic)의 경우 음의 

자율 값을 나타낸다(Dearing, 1994).

자율 값은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물성 중 하나로 여겨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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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 고고학 등의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고환경 변화 

및 기후 변화의 지표로 활용되는데, 뢰스-고토양 퇴적층에서 이용되는 

것이 표적이다. 주로 고토양층에서 나타나는 높은 자율 값은 과거 

온난다습했던 환경을 지시하며, 뢰스층에서의 낮은 자율 값은 보다 서

늘하고 건조했던 환경으로 해석된다(Heller and Liu, 1986). 또한 값의 크

기와는 무관하게 자율 값이 일정하다는 것은 그 퇴적층이 형성될 당시

의 퇴적환경이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급격한 퇴적물 공급

이 수반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Maher and Thompson, 1995).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홀로세의 기후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도구로 자율 

값이 활용되어 왔으며(박 경 외, 2011; 신영호, 2011; 2015), 본 연구에서

도 일부 지점에서 퇴적층 단면의 특성을 파악하고, 퇴적 당시의 환경을 

추정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자율 값을 측정하였다.

자율의 측정은 Bartington사에서 제작된 MS2 susceptibility meter와 

MS-2B sensor를 이용하였으며, 저주파수 자율(low field magnetic 

susceptibility, χLF) 값을 측정하였다. 시료는 건조 후 비자성체의 7cc 

cube 용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동일 시료에 해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결과 값을 구하였다. 또한 자율 측정기의 결과 값은 10-5SI로 

표현되기 때문에, 무게를 보정하여 10-6SI 단위로 변환하여 나타내었다.

 5.6 광 여기 루미네선스 연 측정 (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퇴적물의 퇴적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광 여기루미네선스 연 측정을 

이용하였다. OSL 연 측정은 퇴적물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석영이나 장

석 등의 광물을 이용하여, 시료에 빛을 가한 뒤 방출되는 루미네선스 신

호를 측정하여 퇴적 연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석영이나 장석과 같은 

물질들이 퇴적되고 나면, U, Th, K와 같은 주변의 방사성 물질들이 붕괴

하여 방출되는 α선, β선, γ선에 노출되게 된다. 그리고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cosmic rays)도 받게 된다. 그러면 광물의 격자 결함 내에 포획되

어 있던 전자들이 이동(diffusion)하여 또 다른 격자 결함에 갇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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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trapped electron 상태로 있던 전자들은 이후 빛이나 열을 받게 

되면, 트랩에서 분리(detrapping)되어 루미네선스 센터(luminescence 

centre)와 결합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광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게 되는 빛을 루미네선스(luminescence)라 한다. 이러한 루

미네선스 현상은 에너지 밴드 이론(Energy bandtheory)의 원리를 바탕으

로 하며, 자연적인 루미네선스 신호는 물질이 퇴적된 이후에 빛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차단되었는지를 지시해준다.

OSL 연  측정은 이 중 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여기(stimulation)시키

는 방법으로 등가선량 값을 연가선량 값으로 나누어 연 를 계산하게 된

다. 여기서 등가선량(Equivalent dose)은 시료가 퇴적된 이후 쌓인 총 방

사선량을, 연간선량(Dose rate)은 시료가 채취된 장소에서 방출되는 단위

시간 당의 방사선량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나타낼 수 있

다.

연대  연간선량 
등가선량  

이러한 OSL 연 측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블리칭(bleaching, zeroing) 과

정이 요구된다(Figure 1-2). 입자들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햇빛에 노출되

면 기존의 루미네선스 신호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블리칭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장석보다는 석영이, 그리고 TL보다는 

OSL이 빠르고 완전하게 블리칭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정헌 외, 

2004). 퇴적과정에서 블리칭이 불완전하게 발생하게 되면(partial 

bleaching), 퇴적 이전의 루미네선스 신호가 잔류하게 되어 연 가 실제

보다 과  추정될 수 있다. 이에 Bailey et al.(1997)는 OSL 신호의 감쇠

곡선(decay curve)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블리칭이 이루어진 시료

(partially bleached samples)를 판별하기도 하였으며, 단일 입자를 이용한 

OSL 측정법(single-grain OSL)을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연  결과를 얻

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Duller, 2008; 허서영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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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Basic principles of the luminescence dating 

(redrawn Aitken, 1998). The mineral is eroded, transported and 

deposited during which time it is exposed to daylight and the 

energy previously acquired is released as luminescence thus 

resetting the signal to zero.

보통 풍성 퇴적물의 경우 물질의 운반 과정에서 블리칭이 충분히 일

어날 수 있기 때문에 OSL 연  측정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tken,1998). 하지만 해안단구 및 하안단구 퇴적물에 해서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Tanaka et al., 1997; Barreto et al., 2002; Thomas et 

al., 2008; Choi et al., 2009; Soares et al., 2010), 빙하와 관련된 퇴적물

(glaciation-related deposits), 지진과 관련된 퇴적물(Earthquake-related 

sediments) 등에도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Aitken,1998). 그리고 간빙기

의 해침과 그 이후의 고해수면 시기동안 퇴적된 해양 퇴적물들을 상으

로도 신뢰할만한 결과들이 얻어졌기 때문에(Murray and Funder, 2003), 

본 연구에서 적용하기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OSL 연 측정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BSI)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였다. OSL 연  값 중 등

가선량(Paleodose 혹은 Equivalent Dose, De)은 Automated Risø TL/O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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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systems을 이용하였으며, 연간선량(Dose rate)은 감마선 스

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Olley et al.(1996)의 식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등가선량을 측정하는 데에는 퇴적물에 포함된 90-250㎛ 크기의 석영 

시료를 상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석영을 분

리해낸 후 측정하였다.

(1) 시료가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암실에서 파이프를 절개하여 연간선량 

측정을 위한 시료와 등가선량 측정을 위한 시료, 그리고 함수율을 측

정할 시료 부분을 각각 분리한다.

(2) 등가선량 측정을 위한 시료는 습식 체질을 통해 90-250㎛ 사이의 입

자들을 분리해낸다.

(3) 분리된 입자들은 10%의 염산(HCl)과 10%의 과산화수소수(H2O2)를 반

응시켜 탄산염과 유기물을 제거한다.

(4) 약 10%의 불산(HF)을 반응시킨 뒤, 45분 간 48%의 불산을 반응시켜 

석영 입자들만 남을 수 있도록 한다.불산 처리 과정은 장석의 오염

을 제거하고, 약 10㎛의 석영 표면을 에칭(etching)하여 알파 입자로 

인해 축적된 루미네선스를 무시할 수 있게 한다.

(5) 이후 불산 처리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플루오르화물(Fluoride)를 

제거하기 위해 38%의 염산(HCl)을 반응시킨다.

(6) 32㎛ 시브로 습체질한 후, 건조시켜 석영 시료의 루미네선스 신호를 

측정한다.

(7) 연간선량 측정용 시료는 링밀(Ring mill)을 이용하여 분말(powdering)

로 만든 뒤, U, Th, K 함량을 측정한다.

한편 석영의 경우 화학적 풍화에 강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의해서

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분의 지질 조건에 널리 분포해 있기 때문에 

OSL 연 측정에 널리 이용된다. 시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석영의 OSL 연  값의 상한은 약 150 ka로 여겨지며(Stokes, 1999),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간적 범위에도 부합한다. 물론 장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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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IRSL로도 퇴적층의 연  측정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도 최근 IRSL

를 적용한 연  측정이 시도되고 있다(홍성찬 외, 2013; 2014; 2016). 장

석 IRSL은 OSL에 비해 더 긴 시간 범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석의 경우 열적으로 안정된 트랩에서도 전자들이 누출되는 소

위 ‘비정상적인 감소(anomalous fading)’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한 보정이 요구된다(Aitken, 1998; Huntley and Lamothe, 2001).

Step Treatment   Output

Lx

Natural / 
regenerated signal

1 Give dose, Di

↓
2 Preheat (160-300℃ for 10s)

↓
3 Stimulate for 100s at 125℃ → Li

↓

Tx

Test dose signal
4 Give test dose, Dt

↓
5 Heat to 160℃

↓
6 Stimulate for 100s at 125℃ → Ti

↓
7 Return to step1

Table 1-3. Generalised single-aliquot regeneration sequence

(Murray and Wintle,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영 시료을 상으로 한 OSL 연 측정을 이용하

였으며, 등가선량의 측정은 Murray and Wintle(2000)이 제안한 단일시료

재현법(Single-Aliquot Regenerative-Dose, SAR)에 따라 이루어졌다. 단일

시료재현법은 하나의 디스크(aliquot)에 여러 번의 방사선 조사와 열전처

리, 시험 방사선 조사 등을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Table 1-3), 적은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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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단일시료재현법의 경우 일정한 크기의 시험 

방사선(test dose)을 이용하여, 측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료의 루미

네선스 민감도 변화를 보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감도 보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등가선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후 단일시료재현법에 따라 얻어진 보정된 OSL 값(LN/TN)과 실

험실 선량 값의 상관곡선(dose response growth curve)을 이용하여 내삽

하는 방법으로 등가선량을 구하였다(Figure 1-3). 등가선량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 신호는 감쇄곡선(Decay Curve)의 초기 1-5count (0-0.8초)구

간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결과는 중심연 모델(Central Age Model, CAM)

을 적용하여 나타내었다.

Figure 1-3. Equivalent dose estimation based on the 

SAR protocol (Murray and Wintle, 2000).

LN/TN: corrected OSL for natural dose

L1/T1: corrected OSL for the first regeneration dose

L2/T2: corrected OSL for the second regeneration d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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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구 지역

본 연구는 해안에 분포하는 퇴적층을 상으로 하는 것으로, 남해안과 

서해안 일 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남해안과 서해안은 모두 반도

와 만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해안선이 복잡하며 많은 도서지역을 포함

하고 있다. 동해의 평균 수심이 약 1,497m인데 반해, 서해와 남해는 각

각 약 44m와 약 100m 이내로 수심이 얕으며 경사가 완만한 특징을 지

닌다.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간석지가 널리 발달해 있어 고조시

에는 침수되고 저조시에는 넓은 조간 가 드러난다. 조석의 경우 조차

는 목포를 비롯한 진도, 흑산도 등에서는 약 3m이고, 북쪽으로 갈수록 

점차 커져서 인천 주변에서는 최  9m까지 나타난다. 또한 수심 60m까

지는 해저 지형이 복잡하고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나 60m 이상부터는 등

수심선이 남북으로 평행하게 나타난다(국립해양조사원, 2012).

서해안에는 부안군 변산반도를 중심으로 파식 와 해식애가 발달해 

있으며, 반도와 만이 반복적으로 분포한다. 태안, 서산, 보령, 부안 등의 

서해안 중부 지역에는 일부 해안단구 발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형태와 분포가 동해안과 같이 전형적이지는 않다. 서해안에 특히 두

드러지게 발달해 있는 지형으로는 해안사구가 표적이며, 간조시 넓게 

드러나는 해빈, 완만한 경사의 해저지형, 강한 북서계절풍 등의 조건이 

해안사구를 널리 발달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서종철, 2001). 이에 서해

안의 해안사구 내에는 과거의 환경변화 기록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다음으로 남해안은 강진만, 득량만, 여자만, 광양만, 진해만 등의 만과 

해남반도, 여수반도, 고흥반도 등의 반도가 교 로 분포하여 서해안보다 

해안선의 굴곡이 더 심하다. 남해안에는 진도, 완도, 거제도 등의 큰 섬

들을 비롯하여, 한반도 전체 도서 중 60%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다도해

의 경관을 이루며, 섬들의 배열은 육지의 구조선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

러한 다도해 특성은 약 8,000만 년 전에 규모적으로 발생한 지각운동

과 신생  제4기 플라이스토세 때의 빙기와 간빙기의 영향을 받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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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최종 빙기 때의 해수면이 약 140m 정도가 하강함으로써 빙하기 

동안 도서들이 육지화 하였다가,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이 거의 종료된 

6,000년 전에 현재와 같은 다도해 모습을 이룬 것이다(지광훈 외, 2007). 

한편 남해안의 조차는 동부와 서부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데, 남해 서부

에 위치한 완도의 조차는 약 3m인 반면 동쪽으로 갈수록 점차 작아져 

부산에서는 약 1.2m로 나타난다(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2012; 

2018).

남해안에서는 서해안과 같이 해안사구의 발달은 크지 않으며, 현재 발

달해 있는 사구 지 에도 부분 송림과 같은 침엽수림이 식재되어 있

다. 사빈이나 역빈과 같은 해빈 역시 완도, 거제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

하고는, 그 분포가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 해안에는 기반암에서 

분리된 각력들이 간석지 퇴적물들과 혼재하여 해빈을 이루고 있는 경우

가 많다. 이는 남해안의 물질 수지상 섬진강, 낙동강 등을 제외하고는 

육지 쪽에서 많은 물질을 공급해줄 수 있는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

문으로 여겨진다(양재혁, 2007a). 남해안은 이처럼 퇴적 지형의 발달이 

두드러지지 않는 신 해식애와 같은 급사면이 해안가에 널리 분포한다. 

또한 산지와 해안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데, 해안선에서 10㎞ 범위 내의 

평균 고도가 약 114.9m에 달할 정도로 산지의 비중이 높으며 평균 경사 

역시 높게 나타난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09). 따라서 해안 퇴적 지

형보다는 기암괴석 등의 암석 지형 경관이 지배적인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남해안 지역에 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해안을 상으로 근래에 여러 조사가 시도되고 있

으나, 앞서 언급한 로 암석 해안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 기반암 해식

애가 바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퇴적층이 널리 남아있는 경우

가 흔치 않으며, 낙동강과 같은 큰 강의 유입이 많지 않아 환경 변화에 

한 퇴적 증거를 찾기에 용이하지 않다. 또한 환경 변화의 증거들은 주

로 만입부분이나 만입의 배후 지역 쪽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동

쪽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조성 등과 같이 부분 개발로 인해 훼손이 

많이 이루어져 그 흔적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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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해안을 상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비교적 도

시 개발이 덜 이루어진 서쪽 일 를 상 지역으로 하였다. 또한 조사 

지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곶 보다는 만 지형

의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남해안의 단구들

이 파랑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닿는 외해 쪽보다는 만 내부에 발달해 있다

고 하였고, 현재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안쪽을 제외한 부분 즉, 

약한 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분포한다고 하였다(양재혁, 2007a). 

따라서 이러한 곳들을 중심으로 해안 퇴적층으로 추정되는 층들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A) (B)

(C) (D)

Figure 1-4. Gravels observed at the Goheung-gun area. (A): The flat 

surface are widely distributed along the coast. (B): Gravels are 

scattered on surface in Songnim-ri. (C), (D): Well-rounded gravels are 

deposited in Annam-ri.

그리하여 해안에 분포하는 평탄한 지형에서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나, 혹은 원력을 포함하고 있는 퇴적층을 상으로 하였다. 형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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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에 평탄한 지형면이 서로 다른 고도 에 발달해 있는 경우 해안 단

구로 분류되므로(김병연, 2006; 강봉, 2010; 윤순옥 외, 2016), 이러한 형

태적 특징을 보이는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반암 해식애 

혹은 파식 로만 이루어져 있어 퇴적층이 분포하지 않는 곳은 제외하였

으며, 기반암이 역암으로 되어 있어 원력의 기원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지역 역시 제외하였다. 실제 고흥군 안남리와 송림리, 성두리 일 에는 

해발고도 약 10m와 20m 에 평탄한 구릉들이 해안가에 분포하고, 풍화

된 가반암 상부에 원마도가 높은 자갈층이 분포해 있었다(Figure 1-4). 

매트릭스는 세립질의 물질로 되어 있으며, 지표 가까운 곳에는 세립 물

질들이 탈거되어 원력들만 남아 있는 모습이 관찰되어 해안단구가 발달

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기반암은 중생  백악

기의 두원층으로 주로 역암과 사암이 우세하기에(조석희, 2000; 김해경, 

2016), 해안에 분포하는 자갈들이 해성 자갈이 아닌 기반암에서 분리된 

자갈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고흥군 일 는 본 연구 상 지역에서 제

외하였고, 개발로 인한 훼손이 적은 곳, 주변에 큰 하천이 존재하지 않

아 하천 영향의 가능성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조사 지점을 선정하였다. 

동시에 기반암 풍화 (in situ deposits)와는 구분되는 퇴적층이 분포하는 

곳을 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남해안의 완도군 신지면, 소안면, 해남군 북평면 일 를 조사 

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의 경우 체로 수심이 약 10m 이

하로 얕고(Figure 1-5), 현재와는 다른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퇴적층이 해안가에 분포한다. 따라서 각 지점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 

단면으로부터 당시의 퇴적 환경을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각 조사 지점에 

한 구체적인 특징은 각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서해안에서는 고 환경 변화의 흔적이 남아있을만한 사구 지형을 

상으로 하였다. 서해안의 경우 북쪽 지역은 도시들이 개발되어 있어,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인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므로, 

항만건설이나 각종 관광 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진 곳은 제외하였다. 또

한 서해안에서도 파랑에너지가 집중되어 기반암으로만 되어 있는 곳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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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인공적인 양빈 등이 이루어진 곳 역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모식적인 사구 지형이 발달해 있지 않더라도, 과거 환경 변화의 증

거가 남아있는 사질 퇴적층을 상으로 하였다.

Figure 1-5. Ocean depth map around the study area (south coast).

그 결과 서해안에서는 영광군 백수읍 일 를 조사 상 지역으로 선

정하게 되었다. 백수읍 일 에는 과거 규모의 사구 지형이 분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현재에도 곳곳에 모래 구릉들이 분포한다. 

주변에 도시나 항만 등이 발달해 있지는 않으나, 간척과 농경지 개간

으로 인해 자연적인 원형은 훼손된 부분이 많다. 이에 그동안 해안사구

에 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환경부의 사구 목록에서도 

제외되는 등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백수읍 해안 일 에는 퇴

적 구조가 잘 간직된 사구층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에는 이질

적인 성격의 층들도 포함되어 있어 과거 환경 변화에 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서해안의 백수읍 일  역시 본 연구 목

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 상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 지역은 고환경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남해안 지역에서는 후기 플라이스토세부터의 장기적인 퇴적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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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리고 서해안의 영광 지역에서는 홀로세 이후의 단기간의 환경 변

화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나아가 남해안 지역에서는 지

역적 규모의 과거 해수면 변동을 추정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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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해안의 후기 플라이스토세 이후

퇴적 환경 추정

 1. 완도군 신지면 일

  1.1 신지도 지역 개관

신지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에 속한 섬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에 속하며, 섬의 동측에는 평일도와 생일도, 북측에는 고금도와 조약도 

등이 위치한다. 신지도는 전체적으로 동서 방향의 긴 형태를 하고 있으

며, 부분 고도가 비교적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섬의 동

측에는 범산(151.0m)과 노학봉(226.6m)이, 서측에는 상산(325.9m)과 뾰족

산(150m)이 각각 분포하며, 양 산지 사이의 곡리와 월양리 일부 지역

에는 소규모의 간척 평야가 분포한다.

   1.1.1 신지도의 지형 특성

신지도는 동남쪽의 동고리와 본 조사 지점인 명사십리를 제외하고는 

암석해안으로 둘러싸여 있다. 해안선을 따라 해식애 및 다수의 해식동들

이 발달해 있으며, 그 사이로 소규모의 해빈이 분포한다. 신지도 주변 

해역의 평균 수심은 약 20m로, 섬의 남쪽은 남해에 열려 있고, 북쪽은 

다도해로 둘러싸인 내해적 특성을 나타낸다. 북측 해역의 경우 외해에서 

오는 파랑의 영향이 크지 않아 현재 부분이 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으

며, 간석지가 널리 발달해 있다(완도군청, 2010), 완도 조위관측소(34˚18ʼ
56ˮN, 126˚45ʼ35ˮE)의 자료에 따르면 연구 지역 주변의 평균고조위

(MHW)는 약 3.2m, 평균저조위(MLW)는 약 0.9m로 평균 약 2.1 m의 조차

가 발생한다(국립해양조사원, 2017). 

신지도에는 명사십리, 동고리 일 에 해빈이 발달해 있으며 가인리와 

신리에도 소규모의 해빈이 분포하나, 체로 섬의 북측 해안에는 해빈의 

발달이 미약하다. 이곳들을 제외한 해안은 부분 기반암 해식애와 파식

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은 항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명사십리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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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장의 경우 신지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빈으로, 본 연구의 조사 지점

에 해당하는 곳이다. 명사십리 해빈 배후의 간척지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빈 상부에는 사구 모래가 퇴적되어 있다. 신지도 내 해안사구

의 규모는 크지 않으며, 인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주로 관광·레저 시

설로 이용되고 있다. 사구는 현 해빈 배후에 초기사구 혹은 전사구 정도

의 규모로 발달해 있으며, 사구 미지형 등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사구 

표면의 일부에는 순비기나무 등의 식생이 분포하여 모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Figure 2-1. Study area and location of sampling points in Sinjido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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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사십리 해빈의 중간 지점에는 과거 석호였던 곳이 남아 있다. 

광복 이전 지형도에서도 해당 지점에 두 개의 석호가 확인되며, 과거 조

사 자료에서는 석호의 면적이 현재보다 더 넓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현재는 상당부분이 육화되어 작은 습지의 형태로 그 흔적만 남아 

있다.

그리고 신지도 지역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섬 북부의 외야미 근처와 

중부의 내정리 일 에 해수면 변동에 의한 해안단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환경부, 2011). 뿐만 아니라 인근의 완도 지역에서도 해

발고도 5m, 10m, 20m, 30m 지점에 각각 4개의 해성단구면이 분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환경부, 2003b). 이 외에도 신지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

는 과거 최후빙기에 육지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후빙기 

이후 해수면 상승에 의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신지도는 수계의 발달이 미약하여 큰 하천이 발달해 있지 않다. 

곡저수지에서 이어지는 농수로와 월양리, 동고리에 분포하는 소규모의 

하천만이 바다로 유입하고 있으며, 소하천들의 유로연장은 상당히 짧다. 

이 역시 배수로 정비 사업에 의해 유로의 부분이 직강화된 상태이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들이 곳곳에 분포한다. 따라서 현재 자연적

인 하천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하천에 의해 운반되는 

퇴적물 역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큰 하천이 존재했던 흔적

도 관찰되지 않아 하천에 의한 지형 발달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1.1.2 신지도의 지질 특성

신지도 지역은 지구조적으로 영동-광주 함몰 의 최남단에 해당한다. 

완도 도폭 1:50000 지질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연구지역 일 의 지질

은 크게 기저의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복합체와 이를 관입하는 중생  백

악기 화성암류, 신생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먼저 변성암복합체는 흑운모편마암, 반상변정질화강편마암, 안구상편

마암, 견운모편암, 우백질화강편마암 등의 편마암류와 편암류로 이루어

져 있다. 이 중 화강암질 편마암의 경우 조립질의 편마구조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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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쉽게 풍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흑운모편마암의 경우 완도군 일 에 

가장 널리 분포하며, 신지면의 부분을 차지한다. 흑운모편마암은 흑운

모, 장석, 석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편마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어 

쉽게 쪼개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들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는 부분 

백악기 화산암류에 의해 피복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노출되어 있

기도 하다(완도군청, 2010).

충적층

~ 부정합 ~

중성 및 산성암맥

- 관 입 -

화강암

섬록암

- 관 입 -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

- 분출 / 관입 -

퇴적암류

~ 부정합 ~

편암류

편마암류

신생대
제4기

중생대
백악기

선캄브리아기

Figure 2-2. Geologic formation in Wando area (Wando-gun, 2010).

변성암류와 부정합 관계에 놓여 있는 백악기의 화산암류와 퇴적암류

는 유천층군을 이루며 완도군 일 에 널리 분포한다. 이들 암층은 한반

도 서남부 지역에서 활발했던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화산쇄설암류와 

화산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는 하성 내지 호성 환경에

서 퇴적된 퇴적암류가 협재되어 있다. 화산쇄설암류와 화산암류는 안산

암 및 안산암질응회암과 같은 중성암류, 그리고 유문암 및 유문암질응회

암과 같은 산성암류로 구분된다. 이 중 안산암 및 안산암질응회암은 녹

회색 내지 회색을 띠고, 장석 또는 각섬석의 반정을 포함하며, 수 cm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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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화강암 및 기타 여러 각력 암편들을 포함하는 특징을 지닌다(완도

군청, 2010).

또한 백악기 말 화성활동의 산물로 추정되는 심성암류가 이들 암석을 

모두 관입하고 있다. 백악기 말 화성암류에는 반상반려암, 섬록암, 흑운

모각섬석화강섬록암, 석영반암, 안산암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미문상화

강암으로 표되며, 타원형의 화산함몰체 구조를 이룬다(신인현 외, 

1994; 배병철, 2006).

이후 신생  제4기에는 기후변화와 함께 여러 번의 해침 및 해퇴를 

경험하였고, 그 결과 이들 암층 상부에는 제4기 충적층이 퇴적되었다. 

이러한 완도군 일 의 지질 계통을 정리해보면 Figure 2-2와 같다.

Figure 2-3.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in Sinjido island.

조사 지점인 신지도의 지질에 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섬 서측의 

송곡리 일 는 중생  백악기 섬록암 및 석영반암, 문상반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석영반암의 경우 완도 남동부 지역과 이어진다(Figure 2-3). 송곡

마을 주변의 상산 일 에는 섬록암으로 된 산사면과 산록면이 분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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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곡리 서측 해안에서는 화산각력암으로 된 파식 가 관찰된다. 그리고 

신지도 동측의 곡리, 월양리, 동고리 일 는 선캄브리아기 흑운모 편

암층과 제4기 충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 월양리, 동고리에서는 변

성암류로 이루어진 산지가 관찰되며, 주로 적색의 기반암 풍화 의 형태

로 나타난다. 기반암 풍화  상부에는 각력으로 된 사면퇴적층이 피복되

어 있다. 그리고 산지 사이의 평야지 는 신생  제4기 충적층이 발달해 

있다.

  1.2 조사 지점(SJ 단면)의 특성

(A) (B)

Figure 2-4. The area around the SJ sampling site. (A): The locations of the SJ 

section. (B): The mountain behind the study area is composed of the weathered 

bedrock.

조사 지점은 신지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 로 섬의 중서부에 위치하

고 있으며, 곡리 남측 해안에 동서 방향의 형태로 발달해 있다. 해빈

의 길이는 약 2.5 km, 간조시 폭은 최  약 150m에 달하며, 해빈 양 끝

에는 방파제 및 어항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조사 지점의 남쪽에는 다른 

큰 섬이 존재하지 않아 파도와 조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남해로 완만하게 이어진다. 해빈 배후의 사구 지 에는 송림이 식재되어 

있고 그 폭은 약 40-130m에 달한다. 그 중 일부는 캠핑장과 레저, 숙박

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송림 배후로는 농경지가 평탄하게 이어진

다(Figure 2-4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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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5. (A): Whole view of the SJ section. (B): Partial view of the section.

명사십리 해빈의 동측 편에는 약 5m 이상 두께의 사질 퇴적층이 단면

의 형태로 노출되어 있다(34°19′33″N, 126°49′43″E) (Figure 2-5의 

A). 노두의 최상부에는 식생이 정착해 있으며, 상부 약 1m 구간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모래가 쉽게 무너져 내린다. 상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

로 상당히 고화되어 있으며, 하부로 갈수록 보다 세립질의 물질이 우세

하게 나타난다. 노두(SJ section)의 하부에서는 상당히 고화된 원력층이 

나타나며(Figure 2-5의 B), 이러한 퇴적층이 나타나는 구간의 길이는 약 



- 50 -

300m에 달한다. 또한 단면을 절개하였을 때 깊이에 따라 토색이 변화하

는 지점들이 확인된다. 따라서 퇴적층의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될 것이라 추정되었고, 각 층이 서로 다른 환경을 경험하였을 것으

로 예상되었다.

특히 평균해면 기준 해발고도 약 3.0-3.2m 구간 즉, 약 240-270cm 깊

이 지점에는 둥근 자갈층이 레이어를 이루며 분포한다. 자갈층의 두께는 

일정하지 않은데, 약 30cm에서부터 최  약 1m 두께까지 나타난다

(Figure 2-6의 A).

원력층에 포함된 자갈의 경우 직경 약 1cm 전후의 잔자갈(pebble) 크

기에 해당하는 것부터 왕자갈(cobble), 거력(boulder)에 이르는 것까지 다

양하게 분포하며, 분급은 상당히 불량하다(Figure 2-6의 C, D). 자갈들의 

형태 역시 다양하나 원마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자갈의 암종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자갈 자체의 풍화 정도는 암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특히 화강암질로 추정되는 암석들의 경우 상당히 풍화가 

진행된 상태로, 충격을 가했을 때 본래의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부서지는 모습을 나타낸다(Figure 2-6의 B).

매트릭스(matrix) 물질의 경우 상당히 고화된 상태이고, 적색 혹은 황

색의 물질을 포함한다(Figure 2-6의 C, D). 이는 풍화 산물 내에 포함되

어 있는 철 성분 등의 교결로 인해 빠르게 고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자갈들에도 적색의 물질들이 착색되어 있다. 이러한 원력층에서는 전체

적으로 퇴적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평행 층리

를 나타내는 구간들이 확인된다.

원력층 하부에는 사질의 고화된 퇴적층이 분포하며 적색 혹은 황색을 

띤다(Figure 2-6의 E). 자갈층 하부로는 황색의 물질이 약 25-30cm 두께

로 이어지다가, 고도 약 2.75m 부근에서 황색과 적색의 경계가 나타난

다. 그 하부로는 적색의 물질이 나타나며 현 해빈 지점까지 이어진다. 

이 퇴적층 내에는 자갈이 풍화된 흔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하부에는 

다시 자갈이 나타난다(Figure 2-6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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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2-6. The enlarged photos of the SJ section. (A): Around the gravel layer 

corresponding to the lower part of the SJ section. (B): The gravel included in 

reddish layer is so weathered that it is easily broken. (C), (D): The layer is 

composed of gravels of various shapes and sizes range from granule to boulder. 

(E): The yellowish-reddish and consolidated layer is under the gravels. (F): The 

layer contains traces of weathered g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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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단면의 이러한 원력층은 명사십리 해빈 동쪽 끝까지 연속해서 이어

진다(Figure 2-7의 A). 원력층이 나타나는 고도는 해빈의 동쪽 끝으로 갈

수록 비스듬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원력층의 두께 역시 두꺼워

진다. 또한 원력층 내에는 패각의 흔적도 함께 발견된다(Figure 2-7의 

B). 하지만 이러한 해빈 동쪽 끝 지점의 경우 원력층 상부 물질의 층후

가 일정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교란된 흔적이 많았다. 따라서 상부 부분

은 매립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구체적인 시료 채취 등은 수행하

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적층의 하부에서부터 상부까지 비교적 

자연 원형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된 SJ 노두 부분을 조사 상 단면으로 

선정하였다.

(A) (B)

Figure 2-7. (A): The deposits at the eastern end of Myeongsasimni Beach. The 

gravel layers extend to the eastern end of the beach. (B): A shell material is 

included in the layer.

SJ 단면 하부의 적색 원력층은 현 해빈 상부에도 넓게 드러나 있다

(Figure 2-8의 A, B). 해당 퇴적층은 상당히 고화되어 파식 와 같은 모

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는 보다 전면 부분까지 이어져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원력층 상부에도 사질 퇴적층이 분포했을 것이나, 침

식 등으로 인해 깎여나가고 현재는 상 적으로 단단한 원력층만이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화된 원력층의 경사는 현 해빈의 경사와 상

당히 유사하며, 바다에서부터 배후 쪽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특징을 나

타낸다(Figure 2-8의 C). 그리고 현 해빈에는 생경한 자갈들과 원력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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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리된 풍화된 자갈들이 혼재한다(Figure 2-8의 D). 현 해빈의 자갈들

과 원력층에 포함된 자갈들은 형태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다

양한 크기로 분포한다.

(C) (D)

(A) (B)

Figure 2-8. The present beach on the SJ section. (A): The reddish gravels layer 

overlays the present beach. (B): The slope of the layer is similar to the slope of 

the present beach. (C): The reddish layer is inclined toward the sea and includes 

sedimentary strata. (D): The pebbles separated from the reddish layer were mixed 

with pebbles from the present sea.

또한 현 해빈에서 약 160m 배후의 지점에도 유사한 특성의 원력층이 

확인된다(34°19′40″N, 126°49′32″E). 배후 지점에서 원력층이 나타

나는 곳은 해발고도 약 5m 지점으로, 해빈의 원력층 고도와는 약 2m 정

도 차이가 난다. 해당 퇴적층은 해빈에서부터 배후 쪽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면서 분포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 현 해빈에서도 원력층이 

배후 쪽으로 상승하면서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Figure 2-8의 C).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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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지역의 자갈 역시 다양한 크기로 분포하며 분급이 불량하고 원마도가 

높다(Figure 2-9의 B). 매트릭스 물질 역시 적색 혹은 적황색을 띠고 상

당히 고화되어 SJ 단면 부분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Figure 2-9의 C). 

따라서 신지도 명사십리 해빈 동측의 현 사구 퇴적층 하부에는 고화된 

원력층이 분포하고, 이는 해빈에서 배후 지역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

다.

반면 명사십리 해빈의 서측은 해빈과 사구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해빈에서 사구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서측 해빈의 배후

에는 저기복의 구릉이 분포하며, 일부 기반암이 드러나 있는 모습도 확

인된다(Figure 2-10의 A, B). 구릉의 해안쪽 사면은 적색의 고화된 사질 

물질로 덮여 있어, 과거의 사구 퇴적물이 구릉을 넘지 못하고 전면부에 

쌓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 사구 부분은 야영장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빈에도 옹벽이 설치되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 따라서 해빈 

배후의 퇴적층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노두의 관찰이 쉽지 않다. 이처럼 

명사십리 해빈의 서측은 동측에 비해 인위적인 간섭이 많이 이루어져 조

사 지점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명사십리 해빈은 현재 자갈해빈과 사질해빈이 혼합된 특성을 보

이며, 간조시 자갈 부분이 드러난다(Figure 2-10의 C, E). 자갈해빈의 범

위는 만조선과 거의 일치하며, 사질해빈 부분에도 생경한 역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Figure 2-10의 D). 현 해빈의 자갈은 잔자갈(pebble)에서부터 

거력(boulder)까지 다양한 크기로 분포하며 일부 각력 혹은 아각력도 포

함되어 있다(Figure 2-10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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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ure 2-9. The sediment deposit behind the SJ section. (A): A sediment deposit 

similar to the reddish layer of the SJ section is exposed behind the study area. 

(B), (C), (D): Rounded gravels are contained within the sedimentary layers. (E): An 

enlarged photo for the rectangle part i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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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2-10. The area around the SJ sampling point. (A): The bedrock is exposed 

behind the beach in the west of the study site. (B): Retaining wall is installed on 

the west side of the beach. (C): A picture of the Myeongsasimni Beach at high 

tide. (D): Some gravels are on the sand beach. (E): Study area(Myeongsasimni 

Beach) is mixed sand and gravel beaches. The gravel beach are exposed during 

low tide. (F): An enlarged photograph of a gravel 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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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신지도의 SJ 단면을 절개하여 해빈 최하부에서 약 

4.6m 고도 지점(현 해빈의 약 2.2m 높이 지점)까지 깊이별로 약 25개의 

토양 시료와 5점의 OSL 연 측정용 시료를 채취하였다(Figure 2-11). 연

측정 시료의 경우 현 해빈 하부에서부터 약 15cm, 40cm, 110cm, 

185cm, 210cm 높이 지점 즉, 해발고도 약 2.55m, 2.80m, 3.50m, 4.25m, 

4.50m 지점에서 각각 채취하였다. 다만 원력층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연 측정용 시료를 직접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력층을 기준

으로 상하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였다(Figure 2-12). 그리고 단면 최

상부의 약 1m 구간은 식생 뿌리 및 인위적 영향에 따른 교란의 가능성

이 큰 관계로 샘플링에서 배제하였다.

Figure 2-11. Whole view of sampling points of the SJ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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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2-12. (A): Sampling points of the SJ section. (B): The enlarged photos 

of the upper part. (C): The enlarged photos of the lowe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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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신지면 단면의 물리화학적 특성

   1.3.1 신지면 단면 매트릭스 물질의 입도 특성

Figure 2-13. The characteristics of grain size in the SJ section.

신지도 SJ 단면 퇴적층의 속성을 파악하고 과거 퇴적 환경을 추정하기 

위해 입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입도분석 결과 SJ 단면은 평균 입도 약 

2.8∅(약 204㎛)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소 약 5.3∅(24.3㎛)의 평균 

입경을 가진 조립 실트에서부터, 최  약 0.7∅(585.1㎛)의 조립 모래로 

구성되어 있었다(Figure 2-13).

상부에서 약 130cm 깊이 지점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분급(moderately 

sorted)의 조립 모래(coarse sand)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양의 왜도 값

(positive skewed)을 보였으며 첨도는 중첨(mesokurtic)으로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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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즉, 약 130-140cm 깊이 지점으로는 실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평

균 입경이 극조립 실트(very coarse silt) 크기로 감소하였고, 매우 불량한 

분급(very poorly sorted)을 보였다. 이 구간에서는 세립질이 증가함에 따

라 왜도 값 역시 음의 왜도(negative skewed)로 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약 160cm 깊이 지점까지는 모래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면서 평균 

입경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그 하부로 자갈층이 있는 부분

까지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모래 비율이 감소하는 구간 즉, 

약 160-250cm 깊이 지점까지는 모래가 약 61~64%, 실트가 약 33~37%의 

비율을 나타내며 분급이 불량해진다. 

단면에서 약 240~270cm 깊이 구간은 자갈층에 해당하며, 여기서는 매

트릭스(matrix) 물질에 한 값을 의미한다. 자갈 자체의 입도에 해서

는 별도로 살펴보았다. 자갈층의 매트릭스 부분은 조립실트(coarse silt)에

서 극세사(very fine sand)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실트의 비율이 약 

46~66%로 다른 구간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점토도 약 

3~6% 포함되어 있었고, 매우 불량한 분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갈층 하부로 약 300cm 깊이 지점까지는 모래의 비율이 증가

하면서 평균 입경이 조립해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약 300cm 지점을 경

계로 그 하부로는 평균 입경이 점차 세립해지다가 최하부 인근에서 다시 

조립해지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입경의 증감은 모래와 실트 

함량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자갈층의 경우 모래와 실트가 유사한 비율

로 나타났으나, 자갈층 하부로는 실트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약 

300cm 지점을 경계로 그 하부로는 다시 모래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체 단면에서 가장 세립한 부분은 자갈층이 분포하는 부분으로, 이러

한 입도 특성은 풍화의 진행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

부 모래층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분급이 불량하였으며, 부분의 구

간에서 세립 모래와 조립 실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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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자갈 퇴적물의 입도 특성

SJ 단면에서는 자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었기에, 단면 하

부의 자갈 퇴적물에 해서는 별도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SJ 단면에서 총 160개의 자갈을 채취하였고, 세척 후 건조하여 

각각의 입경을 측정하였다(Figure 2-14). 

Figure 2-14. Gravels sampled from the SJ section.

SJ 단면에 포함된 자갈들은 형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

고, 시료의 채취 및 세척과정에서 쉽게 부서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갈 표면에 적색 혹은 황색의 물질이 침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화학

적 풍화 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변성퇴적암 계열의 경우 

줄무늬 형태로 침착된 것이 관찰되었다.

먼저 각 자갈의 입도를 측정한 결과, Wentworth(1922)에 따른 크기 분

류에서는 잔자갈(Pebble)이 126개로 약 78.8%, 왕자갈(Cobble)이 34개로 

약 21.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Friedman and Sanders(1978)의 분류법을 

바탕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한 결과, Medium pebbles이 약 

3.8%(N=6), Coarse pebbles이 약 26.9%(N=43), Very Coarse Pebbles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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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N=77), 그리고 Small cobbles이 약 21.3%(N=34)의 비율을 차지하였

다. 평균 입도는 –5.35∅, 분급은 0.73로 나타나 보통의 분급(Moderately 

sorted)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왜도는 –0.04로 칭적인(Symmetrical) 분포

를, 첨도는 1.02로 중첨(Mesokurtic)의 특성을 보였다(Folk and Ward, 

1957).

Figure 2-15. (A): The relationship between grain size and flatness. Flatness 

were calculated using the Wentworth(1922). (B): The relationship between 

grain size and sphericity. Sphericity were calculated using the Corey(1949).

또한 입자의 각 축에 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자갈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편평도는 최소 2.5에서 최  11.0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평균 

4.79의 편평도 값을 보였다(Wentworth, 1922). 중축과 장축의 길이 비로 

표현되는 신장도(Elongation)의 경우에는 평균 0.38로 매우 신장(very 

elongate)한 특성을 보였다(Blott and Pye, 2008). 그리고 구형도를 산출한 

결과에서 MPS는 최소 0.32에서부터 최  0.86으로 평균 0.59의 값을 보

였고, CSF는 최소 0.18에서 최  0.80으로 평균 0.46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Krumbein(1941a)의 방법에서는 최소 0.41에서 최  0.87로 평균 

0.62의 값을 보였다. 계산법에 따른 분포 패턴은 유사하였으며, 각 결과 

모두 Blott and Pye(2008)의 5단계 구분에서 낮은 구형도(low sphericity)

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었다. 구형도가 높을수록 편평도는 높게 나타났

으며, 구형도와 편평도 사이에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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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Pearson의 상관 계수: -0.92).

입자 크기에 따른 형태 분포를 살펴보면, 입자 크기와 편평도 간에는 

큰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으며(Figure 2-15의 A), Pearson의 상관 계수 역

시 0.036로 계산되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도의 경우 

Coarse pebbles에서 다소 높은 값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Figure 2-15의 B). 입자 크기와 구형도 간의 

상관 계수는 -0.081로 나타나 두 요소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따라서 입자의 크기에 따른 형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Figure 2-16. Shape of 160 gravels taken from the SJ 

outcrop, summarized according to Zingg's (1935).

또한 SJ 단면 자갈의 종합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Zingg(1935)와 

Sneed and Folk(1958)가 고안한 형태단위 분류법에 의거하여 입자를 분

류하였다. 그 결과 Zingg(1935)의 방법에서는 판상형이 45%로 가장 우세

하였으며, 판상형(N=72), 긴 타원형(N=41), 막 형(N=35), 구형(N=12) 순으

로 나타났다(Figure 2-16). Sneed and Folk(1958)의 분류법에서는 Bladed

형이 55개로 34.8%를 차지하였으며, Elongate(N=28), Very-Bladed(N=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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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y(N=15), Very-Elongate(N=14), Very-Platy(N=7), Compact-Platy(N=5), 

Compact-Elongate(N=5), Compact(N=3), Compact-Bladed(N=3) 순으로 나

타났다(Figure 2-17).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SJ 단면에 포함된 자갈들은, 주로 평균 

입경 –5.35∅ (44.2mm)의 Very Coarse Pebbles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전

한 구형보다는 신장된 형태 즉, 판상형 혹은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Figure 2-17. Descriptive particle shape 10 classes of 

Sneed and Folk(1958). C(compact), CP(compact-platy), 

CB(compact-bladed), CE(compact-elongate), P(platy), 

B(bladed), E(elongate), VP(very platy), VB(very 

bladed), VE(very elongate).

Type Percent(%) Type Percent(%)

Compact 1.90 Bladed 34.81

Compact-Platy 3.16 Elongate 17.72

Compact-Bladed 1.90 Very-Platy 4.43

Compact-Elongate 3.16 Very-Bladed 14.56

Platy 9.49 Very-Elongate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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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신지면 단면의 토색 특성 

Sample 
code

depth from 
the surface 

(cm)
Munsell value Soil color Soil texture

SJ-25 -112.5 10 YR 6/4 dull yellow orange Coarse Sand

SJ-24 -117.5 10 YR 6/4 dull yellow orange Coarse Sand

SJ-23 -122.5 10 YR 6/4 dull yellow orange Coarse Sand

SJ-22 -127.5 10 YR 6/3 dull yellow orange Coarse Sand

SJ-21 -132.5 7.5 YR 5/4 dull brown Very Fine Sand

SJ-20 -137.5 7.5 YR 5/4 dull brown Very Coarse Silt

SJ-19 -142.5 5 YR 4/6 reddish brown Very Coarse Silt

SJ-18 -147.5 5 YR 4/6 reddish brown Fine Sand

SJ-17 -152.5 5 YR 4/6 reddish brown Fine Sand

SJ-16 -157.5 7.5 YR 4/6 brown Medium Sand

SJ-15 -162.5 7.5 YR 4/6 brown Coarse Sand

SJ-14 -167.5 7.5 YR 4/6 brown Fine Sand

SJ-13 -222.5 5 YR 6/6 orange Very Fine Sand

SJ-12 -227.5 5 YR 6/6 orange Very Fine Sand

SJ-11 -250.0 7.5 YR 4/4 brown Coarse Silt

SJ-10 -270.0 7.5 YR 4/6 brown Very Fine Sand

SJ-09 -287.5 10 YR 5/8 yellowish brown Very Coarse Silt

SJ-08 -292.5 10 YR 5/8 yellowish brown Fine Sand

SJ-07 -297.5 7.5 YR 5/6 bright brown Medium Sand

SJ-06 -302.5 7.5 YR 5/8 bright brown Medium Sand

SJ-05 -307.5 7.5 YR 5/8 bright brown Fine Sand

SJ-04 -312.5 7.5 YR 6/8 orange Very Fine Sand

SJ-03 -317.5 7.5 YR 6/8 orange Very Coarse Silt

SJ-02 -322.5 7.5 YR 5/8 bright brown Very Coarse Silt

SJ-01 -327.5 7.5 YR 6/8 orange Very Fine Sand

Table 2-1. The soil color of the SJ section based on Munsell color 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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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관찰 시 SJ 단면은 퇴적층 내에 색이 변화하는 지점들이 확인되

었다. 이에 깊이별 토색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Munsell

의 soil color chart를 기준으로 건조 시료의 토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SJ 단면은 토색에 따라 몇 개의 깊이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

었다(Table 2-2). 상부에서 약 130cm 깊이 지점까지는 Hue 10YR 6/4로 

dull yellow orange, 약 130-140cm 깊이 지점까지는 7.5YR 5/4 dull 

brown, 약 140-150cm 구간은 5YR 4/6 적갈색(reddish brown)을 나타내었

다. 약 150cm 깊이 지점에서 하부로는 7.5YR 4/6 갈색(brown)에서 5YR 

6/6 주황색(orange) 계열로 변화하다 자갈층이 있는 부분에서 다시 7.5 

YR 갈색(brown)을 나타내었다. 자갈층의 매트릭스 부분은 7.5YR 4/4, 4/6

의 갈색(brown)을 나타내었고, 그 하부로는 10YR 5/8 황갈색(yellowish 

brown)을 나타내었다. 이후 약 300-310cm 깊이 지점에서 7.5 YR 5/6, 

5/8의 밝은 갈색(bright brown)을 띠다가 최하부에서는 7.5YR 6/8 주황색

(orange)과 밝은 갈색이 반복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토색의 변화는 풍화

의 진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입도 특성의 변화 지점과도 무관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4 신지면 단면의 주원소 특성

SJ 단면의 물리적 특성과 함께 지화학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주원

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SJ 단면의 주원소 성분은 SiO2가 모든 깊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Al2O3, Fe2O3, K2O, 

MgO, CaO, Na2O 순으로 나타났다. 소량이기는 하나 TiO2도 포함되어 있

었다. 깊이에 따라 MnO가 검출되기도 하였으나 그 함량은 0.1wt%이하로 

미미했다(Table 2-3).

성분별로 살펴보면, 먼저 SiO2의 경우 지표에서 하부로 갈수록 전반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는 하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자

갈층을 기준으로 하부까지는 증감을 반복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최상부

에서 약 130cm 깊이 지점까지는 약 80% 내외의 범위에서 미미하게 감

소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약 130cm 깊이 부근에서 감소폭이 커지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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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층 인근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감소하는 지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SiO2의 변화 패턴의 경우 상부에서 자갈층이 있는 부분까지는 

Al2O3, Fe2O3와 반 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SiO2 함량의 상 적 증

가는 Al2O3와 Fe2O3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depth

(cm)
SiO2 Al2O3 Fe2O3 K2O MgO CaO Na2O TiO2 MnO

-112.5 82.70 6.68 1.17 2.36 0.38 0.66 0.63 0.27 0.00 

-117.5 82.40 6.95 1.10 2.68 0.35 0.62 0.73 0.19 0.02 

-122.5 80.30 7.91 1.31 2.72 0.44 0.66 0.77 0.25 0.02 

-127.5 79.20 8.58 1.69 2.22 0.56 0.60 0.55 0.49 0.03 

-132.5 70.20 13.50 3.41 2.21 1.04 0.56 0.39 0.78 0.05 

-137.5 63.90 16.90 4.66 2.20 1.25 0.61 0.32 0.81 0.08 

-142.5 60.60 19.00 5.37 2.15 1.33 0.61 0.30 0.86 0.05 

-147.5 61.40 18.60 5.10 2.11 1.27 0.57 0.27 0.82 0.00 

-152.5 59.40 19.80 5.65 2.10 1.26 0.56 0.24 0.85 0.05 

-157.5 62.60 19.50 4.21 2.14 0.91 0.45 0.18 0.79 0.04 

-162.5 63.70 18.90 4.00 2.08 0.94 0.38 0.18 0.78 0.05 

-167.5 64.20 19.40 3.50 2.14 0.74 0.34 0.16 0.75 0.04 

-222.5 60.00 24.90 2.88 1.98 0.41 0.27 0.09 0.59 0.01 

-227.5 63.30 21.60 2.39 1.96 0.40 0.21 0.13 0.41 0.01 

-250.0 46.20 22.70 15.70 2.10 0.35 0.29 0.11 0.63 0.22 

-270.0 57.60 21.30 6.86 2.35 0.35 0.22 0.10 0.42 0.19 

-287.5 53.80 17.90 12.60 2.04 0.28 0.17 0.10 0.27 0.00 

-292.5 48.30 19.50 16.20 2.17 0.34 0.19 0.08 0.42 0.00 

-297.5 38.30 15.70 31.40 1.80 0.26 0.14 0.08 0.39 0.00 

-302.5 38.10 15.90 29.90 2.05 0.27 0.14 0.09 0.45 0.00 

-307.5 49.20 16.10 18.80 2.39 0.26 0.12 0.10 0.42 0.00 

-312.5 56.60 15.70 13.10 2.43 0.24 0.11 0.09 0.45 0.00 

-317.5 50.60 17.20 16.30 2.62 0.25 0.14 0.09 0.43 0.00 

-322.5 52.70 15.70 14.60 2.74 0.28 0.16 0.10 0.46 0.00 

-327.5 65.70 15.40 4.41 2.77 0.34 0.21 0.12 0.41 0.01 

Table 2-2. Concentration of major elements of the SJ section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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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8. Vertical variations of major element concentrations in the SJ 

section (wt%). The grey part in the graph shows the gra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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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O3의 경우 상부에서 약 130cm 깊이까지는 미미하게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다가, 130-140cm 깊이 구간에서 약 2배 가까이 함량이 증가하였

다. 약 150~170cm 깊이 사이에서는 증가 폭이 크지 않으며 약 20% 내외

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후 약 170cm 깊이에서부터 약 230cm 깊이 지

점까지는 약 25%까지 증가하다가, 자갈층 인근 상부에서 다시 감소하여, 

자갈층 부분에서는 다시 약 20%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갈층 

하부로는 다시 감소하여 15% 내외의 범위에서 미미하게 증감을 반복하

는 패턴을 나타냈다. 

Fe2O3 역시 Al2O3와 마찬가지로 상부에서 약 130cm 깊이까지는 약 

1~2% 사이의 범위에서 미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30-140cm 

깊이 구간에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후 약 150cm 깊이 지점부터 약 

230cm 깊이까지 다시 감소한 후, 자갈층 상부 부근에서 급격히 증가하

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자갈층이 나타나는 곳에서부터 하부 지점까지는 

큰 폭으로 증감을 반복하였다.

K2O의 경우 최하부에서 다소 증가하다 130cm 부근에서 감소하기 시

작하여 자갈층이 나타나는 부분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자갈층 상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약 300cm 깊이 지점에서부터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MgO는 130cm 부근에서 한 차례 증가한 후 150cm 부근부터는 계속해

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자갈층 인근에서는 약 0.5%의 함량 내에서 

변동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K2O와 MgO는 모두 전체 함량이 약 

3% 내로 주원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체로 1% 내의 

범위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Na2O, CaO 함량은 전반적으로 약 1% 미만으로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표에서 하부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Na2O의 경우 약 170cm 깊이에서부터는 0.1% 내외의 함량을 나타내

어 상당히 미미하며, CaO의 경우 부분적으로 증가하는 구간도 발견되기

는 하나 그 폭이 크지 않았다.

이러한 주원소 특성 결과, 약 지표 하 약 130cm 깊이 지점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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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cm 깊이 지점에서 부분의 원소 함량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약 130cm 깊이 부근의 경우 Al2O3, Fe2O3, MgO의 함량의 증가폭

과 SiO2의 함량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약 130cm 지점을 경계로 퇴적 

시기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 310-300cm 깊이 부근에서는 

Al2O3, SiO2, K2O, MgO, CaO의 함량이 모두 감소하는 데 반해 Fe2O3는 

눈에 띄게 증가하여, 해당 깊이를 경계로 상하부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점의 경우 실제 토색의 변화가 관찰되는 지

점으로 화학 조성의 변화 역시 토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원소 성분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상부의 모래층 부분

은 특정한 깊이 지점을 경계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나, 자

갈층이 분포하는 부분부터 그 하부로는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고 다소 

증감이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Figure 2-18).

   1.3.5 신지면 단면의 화학적 풍화 특성

    ① 화학적 풍화 지수로 살펴본 풍화 특성

SJ 단면에서 나타난 주원소 분석 결과, 깊이에 따른 함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화학적 풍화에 약한 Na2O, CaO의 성분들은 상부에서 더 높은 

함량을 보인 반면, 상 적으로 풍화에 한 저항도가 강한 Al2O3, Fe2O3

의 경우 하부로 갈수록 그 함량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깊

이에 따른 풍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 노두 관찰 

시에도 일정 깊이 이상부터 상당히 풍화가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화학적 풍화지수를 통해 풍화의 진행 정도 차이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풍화 초기에서는 먼저 K2O, CaO, Na2O, MgO, MnO 등의 

알칼리 물질들의 용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SiO2가 서서히 용탈되며, 

이후 Al2O3, Fe2O3, TiO2가 집적이 이루어진다. 화학적 풍화지수에서는 이

를 이용하여 이동성이 낮은 물질에 해 이동성이 높은 물질의 비율을 

통해 풍화의 진행 정도를 측정한다. 화학적 풍화에 상 적으로 안정적이

라고 알려진 SiO2, Al2O3, Fe2O3, TiO2 등과 같은 물질들은 풍화의 진행 



- 71 -

차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산화물과의 비교 기준으로 이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화학적 풍화 지수가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SJ 단면의 경우 주원소 분석 결과 깊이별로 일정하게 안정적인 

양상을 나타낸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 성분을 선정하여 기준으로 

삼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CIA(chemical index 

of alteration: Nesbitt and Young, 1982)를 비롯하여 PIA(plagioclase index 

of alteration: Fedo et al., 1995), CPA(chemical proxy of alteration: 

Buggle et al., 2011), WIP(weathering Index of Parker: first introduced 

by Parker, 1970 and developed by Hamdan and Burnham, 1996) 등의 방

법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Figure 2-19. Distribution of weathering index calculation 

(CIA, PIA, and CPA).

CIA 지수의 경우 잘 용해되지 않고 유동성이 작은 Al2O3를 기준으로 

하여, Al2O3에 한 다른 원소들의 상 적인 비율로 원소의 증감을 설명

한다. 풍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경우 44-55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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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풍화가 진행된 경우 100에 가까운 값이 계산된다. 카올리나이트

(kaolinite)나 녹니석(chlorite)의 경우 100의 값을, 점토(residual clays)의 

경우 85-100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Nesbitt and Young, 1982; Taylor and 

McLennan, 1985). 일반적으로 CIA 값이 클수록 더 강한 silicate 

weathering을 의미하기는 하나, CIA 지수와 풍화의 강도 간에 선형적인 

비례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생경한 모암의 암질에 따라 영향을 받

게 된다(von Eynatten et al., 2003; Price and Velbel, 2003). 

한편 PIA의 경우 Al2O3, Na2O, CaO, K2O의 비율을 이용하는 것으로 

CIA와 CIW 공식을 변형한 풍화 지수이다. 풍화에 의해 사장석이 빨리 

용해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주로 사장석의 풍화에 많이 활용되며, 

풍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큰 값을 나타낸다.

CPA의 경우 화학적 풍화가 진행될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Al2O3와 

감소하는 Na2O의 비율 변동을 바탕으로 계산한 값이다. CPA에서는 

Na2O가 완전히 용출될 경우 100의 값을 지닌다. CPA는 CIW나 PIA 등의 

고전적인 풍화지수와는 달리 CaO를 고려하지 않아 CaO에 따른 불확실

성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점토 광물에 의한 흡수 가능성 등으로 인해 

KaO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고려한 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CPA는 특히 뢰스-고토양 퇴적층에서 적절하게 이용된

다(Buggle et al., 2011). 

WIP 역시 CIA와 함께 널리 쓰이는 풍화지수로서 이동성이 큰 알칼리 

성분만을 상으로 한다. 풍화가 진행될수록 값이 감소하여 완전히 풍화

될 경우 0에 근사한 결과가 계산되며, 생경한 모암에서는 100 이상의 값

을 나타낸다. 특히 가수분해가 풍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적합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화학적 풍화 과정에서 알루미

늄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풍화의 강도를 평가하는 데 WIP가 CIA보다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되기도 하였다(Duzgoren-Aydin et al., 

2002; Price and Velbel, 2003). 하지만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상 적인 비교를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화학적 풍화 정도는 일반적으로 모암이 같은 지층의 풍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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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면 깊이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이에 기반암 풍화의 경우 CIA, PIA, 

CPA는 심도에 따라 풍화 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WIP는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선창국 외, 200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반암의 풍화가 

아닌 퇴적층을 상으로 한 것이므로, 절 적인 풍화 정도보다는 퇴적층 

내에서의 상 적인 풍화 진행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 오래된 것

으로 추정되는 하부층이 상 적으로 더 강한 화학적 풍화를 경험하였다

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심도에 따른 풍화 경향이 모암에서의 풍화 경

향과는 반 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SJ 단면의 주원소 함량의 중량비

(wt%)를 몰비(mole-ratio)로 계산하여 화학적 풍화 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먼저 CIA 지수의 경우 최소 57에서 최  90까지의 범위로 계

산되었고,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Figure 

2-19). 특히 약 130-140cm 구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50cm 구간부터 하부까지는 체로 85 이상의 높은 값이 계산되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화학적 풍화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는 퇴적층의 고화 정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자갈층 하부의 약 300cm 깊이 부근부터는 오히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PIA와 CPA의 경우 CIA와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PIA의 경우 최소 

63에서 최  97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CIA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

였다. PIA 지수의 계산에 포함된 성분들이 CIA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CPA는 85~99 사이의 값이 

계산되었으며 약 130-140cm 깊이 구간부터는 95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

내었다. CPA의 경우 Al2O3와 Na2O의 차이만으로 풍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K2O와 CaO의 함량 변동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른 풍화지수들과 유사한 분포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K2O와 CaO가 풍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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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CN-K 다이어그램

앞서 살펴본 화학적 풍화지수는 상 적인 풍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

로, 그 자체가 풍화의 강도나 주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화학적 풍화지

수 하나만으로 화학적 풍화 진행에 해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보통 

A-CN-K 다이어그램 등을 함께 이용한다. A-CN-K 다이어그램의 경우 

풍화의 강도에 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나타내주며, 시료들을 서로 비교 

및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Baumann et al., 2014). CIA 지수 역

시 A-CN-K 다이어그램에 함께 나타낼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A-CN-K, A-CNK-FM 다이어그램에 도시하였다.

Figure 2-20. The data for the SJ section are plotted in A-CN-K 

diagram. A=Al2O3; CN=CaO+Na2O; K=K2O.

A-CN-K 다이어그램의 경우 풍화 초기 단계에서는 사장석(plagioclase)

의 풍화로 인해 CaO와 Na2O의 손실이 이루어지며, 데이터는 A-CN 라인

과 평행하게 분포하게 된다. 이 때 K2O의 용탈은 제한적으로만 일어난

다. 이후 풍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K장석(K-feldspar)의 풍화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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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O의 손실이 이루어지고 데이터들은 A-K 라인을 따라 A 꼭지점을 향

해 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가 A-CN 라인과 평행하게 분포하다가 

A-K 라인을 향해 변곡될 경우, 사장석이 부분 용탈되어 거의 남아있

지 않음을 의미하고, 신 남아있는 K 장석을 중심으로 풍화가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 이후 K2O까지 모두 손실되어 풍화의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면 Al2O3 성분만 남게 되어 결국 데이터는 꼭지점 A에 집중하여 분포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A-K 라인은 풍화의 강도를 나타내게 되어 CIA 

지수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위 ‘장석 

선’이라고 불리는 CN-K 라인은 모재와의 동질성을 나타내준다(Nesbitt 

and Young, 1984; Nesbitt et al., 1996).

신지도의 데이터를 A-CN-K 다이어그램에 도시한 결과(Figure 2-20),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최상부 모래층에 해당하는 3점의 시료

(SJ-25~22)는 삼각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약 –130cm ~ -167cm 깊이 지

점까지의 시료는(SJ-21~14) 점차 A 꼭지점을 향해 수직적으로 분포하다

가 A-CN 라인을 향해 다소 변곡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약 –220cm 

깊이 지점 즉, SJ-13부터 최하부의 SJ-1 시료까지는 A-K 라인을 따라 분

포하였으며, 단면의 하부로 갈수록 K 꼭지점을 향해 분포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일반적으로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A-K 라인을 따라 A 꼭지점을 

향해 분포하는데 반해, SJ-13 지점부터는 하부로 갈수록 오히려 그 반

의 경향이 나타나, 상 적인 화학적 풍화의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시료가 연속적으로 분포하지 않았으며, -130cm와 -220cm 

깊이 지점을 경계로 단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30cm 깊이 지점의 

경우 Al2O3가 급격히 증가하고, Na2O가 감소하며 CaO 역시 불연속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반면 K2O의 함량은 크게 변하지 않아 Al2O3, Na2O, 

CaO의 함량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220cm 깊이 지점의 

경우 K2O의 증가 및 Al2O3 함량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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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A-CNK-FM 다이어그램

SJ 단면의 경우 최상부의 모래층을 제외하고는 적갈색 혹은 갈색, 황

갈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토색 변화에 관여하는 성분은 주로 

Fe2O3나 MgO 등이므로 A-CNK-FM 다이어그램을 통해 두 성분에 한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A-CNK-FM 다이어그램은 A-CN-K 다이

어그램과 함께 주요 광물 조성을 파악하여 퇴적물의 풍화작용을 해석하

는 데 이용된다.

A-CNK-FM 다이어그램에서는 데이터들이 풍화 초기단계에서 A-CNK 

라인을 따라 평행하게 나타난다. 이후 풍화가 더욱 진행되어 칼륨을 비

롯한 알칼리 성분들이 손실될 경우, 데이터는 A-FM 라인을 따라 A 꼭지

점을 향해 분포하게 된다. 이는 F2O3와 MgO 등의 성분이 Al2O3보다 더 

빠르게 용출됨을 시사하며, A-FM 변에 가까이 찍혔다는 것은 칼슘, 칼

륨, 나트륨 등과 같이 풍화에 약한 성분들은 이미 상당부분 용탈되었음

을 의미한다(Nesbitt and Young, 1989).

신지도 데이터를 A-CNK-FM 다이어그램에 나타낸 결과 데이터들이 

연속적인 경향성을 나타내진 않았다(Figure 2-21). 최상부에서부터 약 –
150cm 깊이 지점 즉, SJ-25에서 SJ-17 지점까지는 CNK 꼭지점에서 

A-FM 변을 향해 분포한다. 데이터들의 분포 방향성은 있으나 배열이 연

속적이지는 않다. 최상부 세 지점의 경우 비교적 CNK 꼭지점 쪽에 집중

적으로 분포하나 약 –130cm 깊이 지점(SJ-22)의 시료는 보다 떨어져서 

분포하며, 이후의 시료들은 다시 집중적으로 연속하여 분포하며, 이는 

퇴적 시기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60cm 지점(SJ-16)에서

부터 –228cm 지점(SJ-12)까지는 A-FM 라인을 따라 A 꼭지점을 향해 분

포하며, 약 –250cm(SJ-11)에서부터 약 –300cm 지점(SJ-7)까지는 반 로 

FM 꼭지점을 향해 분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자갈층에 해당하는 

약 –270cm(SJ-10)지점은 분포 경향에서 벗어나는 특성을 보인다. 약 –
300cm 지점(SJ-7)에서부터 최하부 지점(SJ-1)까지는 다시 A-FM 라인을 

따라 A 꼭지점을 향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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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 The data for the SJ section are plotted in A-CNK-

FM diagram. A=Al2O3; CNK=CaO+Na2O+K2O; FM=Fe2O3+MgO.

따라서 약 –130cm, –160cm, -250cm, -300cm 깊이 지점을 경계로 분포 

양상이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130cm 깊이 지점은 A-CNK-FM 다

이어그램에 이용되는 성분들의 함량이 모두 변화하며, –250cm과 -300cm 

깊이 지점에서는 CaO, MgO, Fe2O3의 함량이 변화한다. 특히 –300cm 깊

이 지점의 경우 K2O가 증가하고 Fe2O3가 크게 감소하는 경계로서, 이러

한 성분들의 변화로 인해 화학적 풍화의 정도가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경계가 되는 깊이 지점이 A-CN-K 다이어그램과 일치하지 않

는 것 역시 다이어그램에 반영되는 성분들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주원소 분석 및 화학적 풍화 지수 계산 결과, 명확히 일치하지는 않으

나 체로 –130cm, -160cm, -250cm, -300cm 깊이 구간에서 변화가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입도 분석 결과에서의 경계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해당 구간을 경계로 퇴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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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신지면 단면의 자율 특성

자율 값은 최소 4.29-6 SI unit에서부터 최  219.24 10-6 SI unit (평

균 55.78-6 SI unit) 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분포하였다(Figure 2-18). 최상

부에서 약 150cm 깊이 지점까지는 Fe2O3와 변화 패턴이 유사하였으나 

약 140cm 깊이 부근에서는 200 이상의 상당히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후 하부로 갈수록 값이 차츰 감소하다가 자갈층 상부의 약 230cm 깊

이 지점부터는 다시 Fe2O3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그리고 약 

300cm 깊이 지점에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자율

과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진 Fe2O3의 경우 자갈층 하부에서 가장 높은 값

이 나타나는 반면, 자율 값의 경우 오히려 지표 하 140cm 부근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입도 분포와는 큰 연관성을 보이

지 않았다. 따라서 140cm 깊이 부근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Fe2O3의 함

유량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약 140cm 깊이 지점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에 해서는 다른 물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페리 자성(Ferrimagnetic)에 속하는 티탄철광(Titanomagneti

te, Fe3O4-Fe2TiO4)의 경우, 약 169-290 (10-6 SI)의 자율 범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약 140cm 깊이 구간의 값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

나(Dearing, 1994), 해당 광물의 함유 유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해당 깊

이 부근에서 TiO2의 함량이 비교적 가장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0.86 w

t%) 그 비중이 확연히 크지 않기 때문에 자율 증가의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약 140cm 부근에서 MS 값이 높게 나타나는 요

인에 해서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1.4 신지면 단면의 퇴적 시기

본 연구에서는 SJ 단면의 퇴적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깊이별로 총 5점

의 OSL 연 측정을 실시하였다. 자갈이 나타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자갈

층 하부 모래층에서 2점, 자갈층 상부 지점에서 3점의 시료를 각각 채취

하였다. 자갈층 하부의 경우 토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적색층과 황색

층에서 각각 1점씩 채취하였다. 연 측정에서 등가선량의 측정은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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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의 SAR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하였다.

Sample

Code

Regeneration

Dose (Gy)

Test Dose 

(Gy)

Preheat 

Temperature

Cutheat 

Temperature

SJ-1 30-100-200-300 20 260 ℃ / 10 s 220 ℃ / 0 s

SJ-2 30-100-200-300 20 260 ℃ / 10 s 220 ℃ / 0 s

SJ-3 30-100-200-300 20 260 ℃ / 10 s 220 ℃ / 0 s

SJ-4 10-50-100-200 10 260 ℃ / 10 s 220 ℃ / 0 s

SJ-5 10-50-100-200 10 260 ℃ / 10 s 220 ℃ / 0 s

Table 2-3. SAR protocol sequence for equivalent dose measurement of the SJ 

section.

SAR protocol에 따른 실험실 재현 선량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석영의 

루미네선스 신호는 Figure 2-22의 성장곡선에 나타내었으며, 등가선량 

결정에 사용된 OSL 신호의 감쇠곡선은 Figure 2-23에 도시하였다.

신지도 단면의 OSL 연 측정 결과는 Table 2-5와 같다. 해발고도 

4.50m 지점(단면에서 약 –123cm 깊이 지점)에서 채취한 가장 상부 시료

의 경우 6.2 ± 0.4 ka의 연 가 계산되었고, 고도 4.25m 지점(약 –148cm 

깊이)은 23.2 ± 1.2 ka, 고도 3.50m(약 –223cm 깊이) 지점은 115.9 ± 

9.7 ka의 연  결과가 계산되어 깊이 차이에 비해 시기 차이가 크게 나

타났다. 또한 자갈층 하부에서 채취한 두 시료 중 고도 2.80m 지점의 경

우 127.5 ± 8.5 ka로 계산되었고, 최하부의 고도 2.55m 지점의 시료는 

157.4 ± 18.9 ka로 계산되었다. 최하부 시료의 경우 자연신호(natural 

signal)가 등가선량의 성장곡선 내에 찍히기는 하였지만, 약 270Gy의 선

량을 나타내어 상한 값에 거의 도달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에 등가

선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하는 성장곡선에는 적절하

게 fitting되지 못했고, exponential+linear 곡선에 가장 잘 도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연  결과는 역전(reverse)되지 않고 상부에서 하부로 갈

수록 오래된 값을 나타내었으며, 상부의 SJ-1과 하부의 SJ-5 지점 간에

는 약 15만 년 이상의 큰 시기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약 3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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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J 단면은 최소 10만 년 이상의 긴 기간을 거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생  제4기 플라이스토세의 최종간빙기 시기부터 현세까지의 

퇴적 기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ample 

Code

Elevati

on (m)

Equivalent

Dose (Gy)

Dose Rate 

(Gy/ka)

Water 

Contents 

(%)

Age

(ka, 1σ SE2))
OD (%)

SJ-1 2.55 270.1 ± 31.4
1.72 ± 0.05

(1.65 ± 0.05)

21.2

(25.7)

157.4 ± 18.86

(163.6 ± 19.6)
37.6 ± 2.5

SJ-2 2.80 209.7 ± 12.5
1.65 ± 0.05

(1.62 ± 0.05)

21.8

(23.6)

127.5 ± 8.5

(129.5 ± 8.7)
11.4 ± 0.9

SJ-3 3.50 157.7 ± 12.1
1.36 ± 0.04

(1.34 ± 0.44)

18.6

(20.0)

115.9 ± 9.7

(117.4 ± 9.8)
19.6 ± 2.0

SJ-4 4.25 58.4 ± 2.7
2.52 ± 0.06

(2.49 ± 0.06)

18.6

(20.0)

23.2 ± 1.2

(23.5 ± 1.2)
14.8 ± 0.9

SJ-5 4.50 13.3 ± 0.8
2.15 ± 0.06

(2.12 ± 0.06)

18.6

(20.0)

6.2 ± 0.4

(6.3 ± 0.4)
20.1 ± 1.1

Table 2-4. OSL dating results for the SJ samples. The results in parentheses are 

calculated based on saturation water content.

2) Central Age ± 1σ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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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2. OSL growth curves of the SJ samples. SJ-1 fits best to a 

saturating exponential plus linear (SEPL) function. The dashed line indicates 

the intercept of the natural, and the recycle point is indicated by the gray 

rhom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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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3. OSL decay curves of the SJ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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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지면 단면의 특성 및 퇴적 환경

물리화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봤을 때, SJ 단면은 몇 개의 구간으

로 구분된다. 입도분석 및 주원소 분석, 그리고 이를 통한 풍화지수 결

과를 종합해보면 약 –130cm, -160cm, -220cm, -250cm, -300cm 깊이 지

점을 경계로 경향성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깊이 

지점을 경계로 퇴적 시기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실제 연

측정 결과 시료 간 깊이 차이는 크지 않은 데 반해 퇴적 연 는 큰 차이

를 나타내었다.

Figure 2-24. Columnar section at SJ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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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도분석 결과 및 주원소 분석 결과를 연  결과와 함께 나타

내보면 최상부에서부터 약 –130cm 깊이 지점까지는 홀로세의 사질층, 그 

하부의 약 –160cm 깊이 구간까지는 빙기의 적갈색 세립 모래층, 그 하부

의 약 –160 ~ –250cm 구간까지는 최종간빙기의 주황색 세립 모래층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하부에는 MIS 5e 시기의 자갈층과 최하부의 실트층으

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2-6). 이처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최소 

4-5개 구간으로 나뉘어지며, 이를 나타내보면 Figure 2-24와 같다. 해안

가의 특성상 퇴적물의 집적과 제거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각 구간별로 퇴적층의 특성과 퇴적 당시의 환경에 해 살펴보고자 한

다. 

Unit Depth (cm)
Formation 

Ages (ka)

Grain Size 

Characteristic
Soil color Note

unit Ⅰ
surface

~ -140
Holocene coarse sand

dull yellow

orange

aeolian

sand

unit Ⅱ -140 ~ -160 LGM
coarse silt

~ fine sand

dull brown /

reddish brown

unit Ⅲ
-160 ~ -220

fine ~

medium sand
brown 

-220 ~ -250 MIS 5 very fine sand orange

unit Ⅳ -240 ~ -270
coarse silt

~ fine sand
brown

contain 

gravels

unit Ⅴ

-270 ~ -300 ≥ MIS 5e
fine ~

medium sand

yellowish

brown

-300 ~
coarse silt

~ fine sand
bright brown

Table 2-5. Summary based on analysis results. 

    ① 홀로세 사질층 (unitⅠ)

상부의 사질층(OSL: SJ-5)이 퇴적된 약 6.2 ± 0.4 ka 시기는 홀로세 

기후최적기(climatic optimum)에 해당하는 시기로 홀로세 중기 즉,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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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7,000 년 전은 상 적으로 온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약 

6 ka에는 약 0±3 m의 상 적인 해수면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Saito, 1998a; Hanebuth et al., 2000; Guanglan et al., 2005), 아시

아에서는 고 양쯔강(paleo-Changjiang)의 하구(estuary)가 현재의 해안선

보다 더 육지 쪽에 분포하였고(Uehara et al., 2002), 보하이 만(Bohai 

bay) 인근 지역에서도 해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Guanglan et al., 

2005).

한반도의 경우 7,000 yr BP에 현재의 해수면 수준에 도달하였고, 6,000 

yr BP부터 황해가 수많은 섬과 만(bay)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고 추정되

었다(박용안, 1992). 6,000~5,000 BP에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0.8~1.0 m 

더 높았다고 연구되었으며(황상일 외, 2011), 약 7,000년 전에 현재 수준

에 도달한 이후, 6,500~5,500년 전에는 지금보다 약 1~1.5 m 높았던 것으

로 조사되었다(최광희, 2009). 하지만 곰소만에서 재현된 해수면 곡선에

서는 약 7,000년 전 황해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6.5 m 낮았던 것으로 보

고되기도 하였다(장진호 외, 1996; Chang and Choi, 2001). 또한 서해안의 

고-평균해수면이 7,000 BP와 5,500 BP 사이에 평균해수면 하 -7m로부터 

–5m까지 상 적으로 급상승(~1.3 mm/yr) 했다는 결과도 있다(양우헌 외, 

2008). 한편 내륙에서는 강한 물의 흐름에 의해 조립질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유기물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남욱현 외, 

2011). 이처럼 홀로세 중기 이후 한반도 서남해안의 해수면은 상승과 하

강을 반복하였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정도에 해서는 연구자마다 차이

를 보이고 있다. 

SJ 단면 상부층의 경우 약간 고화되었음에도(Semi-consolidated) 풍화

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 SiO2 함량이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비

중을 차지하여 현재의 해안사구 퇴적층의 성격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입자의 평균 입경이 약 500㎛ 이상 되는 조립질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보통의 분급(moderately sorted) 특성을 보였다(Figure 2-25). 

따라서 서남해안 지역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해안사구 퇴적물보다는 조

립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동해안 지역의 해안사구 입도 특성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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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Figure 2-25. Grain size distribution of the SJ 

section upper part.

서해안의 해안사구 퇴적물의 경우 평균 입경 약 200-250 ㎛ 정도의 

세립사 혹은 중립사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동해안의 경우 조립사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최광희 외, 2015). 하지만 서해안의 사구에서

도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며 약 500 ㎛ 이상의 평균 입경이 나타나

는 사례도 있다. 예컨  덕적도 사구의 경우 남서쪽의 서포리 지역은 약 

420~530 ㎛, 남쪽의 밧지름 지역은 약 510 ㎛의 평균 입경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였다(환경부, 2009b). 또한 원산도 오봉사구의 경우, 약 370~570 

㎛의 평균 입경을 나타낸 바 있으며, 특히 약 6,800년 전후에 퇴적된 것

으로 추정되는 하부의 적황색층은 평균 입경 약 559±21 ㎛의 분급이 불

량한 조립질 모래로 조사되었다(최광희 외, 2008).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

한 퇴적층에 해 빈제성 퇴적물로 해석하였으며, 홀로세의 고해면기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신지도 상부 구간은 형성 시기 및 입도 특성으로 볼 때 오

봉사구의 하부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덕적도 지역과는 분급 정

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신지도 상부 구간을 해빈 혹은 빈제

(beach ridge)로 해석할 경우, 해당 지점의 해발 고도를 고려했을 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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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4.5m 상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홀로세의 고해면기 가능성은 양재혁(2011)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양재

혁(2011)은 거제도 동부 해안에 한 연구에서 홀로세 중기 이후에 

+5.6m 까지 상승했던 고해면기가 있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본 

조사지점 주변에서 발견되는 석호의 존재도 고해면기의 가능성을 지시해

준다. 명사십리 해빈의 배후 중앙부에는 과거 석호의 흔적이 발견되는

데, 광복 이전 지형도에서 두 개의 석호가 확인된다. 현재는 인간의 토

지 이용에 따른 변화를 겪은 후, 습지의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는 해당 

지점까지 해수면이 닿았다는 지형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석호의 형성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퇴적물의 입도 특성만으로 

해빈 퇴적물로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지점의 경우 양재혁

(2011)의 퇴적층과는 달리 홀로세 구간에 원력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 만

약 해성 퇴적층이라면 자갈과 같은 다른 증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구간에서 그러한 특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최종간빙기 시기에 퇴적

된 하부층의 경우 원력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부층은 모래로만 이루어

져 있다. 이처럼 퇴적층의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고 풍성의 성격 역시 

배제할 수 없기에 본 결과만으로 그 성격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퇴적층에 한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홀로세 기후최적기 당시 연구지역 주변의 해수면 상태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물질 공급은 계속되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도 특성 등으

로 볼 때 현재의 해안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무차별적으로 근거리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명확한 특성에 해서

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② 빙기의 적갈색 세립 모래층 (unitⅡ)

사질층 하부의 약 –160cm 깊이 지점에서부터 약 –140cm 깊이 지점까

지는 최후 빙기의 세립 모래층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구간이 퇴적된 

23.2 ± 1.2 ka는 최종 빙기(LGM, Last Glacial Maximum)에 해당하던 시

기로 하부의 자갈층 혹은 상부 모래층과는 다른 환경 하에서 퇴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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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전지구적으로 약 21 ka 전후의 시기(23-19 cal. Kyr B.P.)

를 최종 빙기로 보고 있는데(Mix et al., 2001), 당시에는 로렌타이드

(Laurentide) 빙상, 페노스칸디아 빙하(Fennoscandian), British-Irish ice 

sheet, 남극 빙하가가 최 로 확장되어 유럽과 북아메리카 륙, 남극의 

고위도 지역까지 빙하에 덮여 있던 상황이었다.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으

나 당시의 전지구적인 해수면은 현재보다 약 120m 정도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Peltier, 2002; Lambeck et al., 2002), 많게는 약 130~150m 

낮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okoyama et al., 2000).

한반도 주변 해역의 경우에도 지난 빙기의 해수면은 현재보다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Park et al.(2000)은 지난 빙기의 약 

24,000~13,000 yr B.P.동안 한해협 인근 지역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90~130m 정도 낮았던 것으로 보았고, Feng(1983)은 동중국해 주변 지역

의 해수면이 빙기동안 최  150m 하강하였다고 하였으며, Suk(1989), 

Park et al(2000)에서는 남해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130m 낮았던 것으

로 추정하였다. 또한 Lee et al(2008)에서는 약 15,000년 전의 지난 빙기

에 남해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무려 150-160m 낮았고, 그 시기동안 동중

국해의 륙붕 바닥이 모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았다(Wang, 1999). 또

한 기후적으로는 최종빙기 최성기에 현재보다 단히 건조했으며, 한반

도 남부에는 전체적으로 초원 경관이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되었다(윤순

옥 외, 2009). 따라서 SJ-4 지점이 퇴적되던 당시 연구지역 주변은 현재

와는 상당히 다른 환경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육상의 조건 하에서 퇴

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최후빙기 시기 내에도 하인리히 이벤트(Heinrich event)와 같이 

상 적으로 온난해졌던 현상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단기 기후변동

이 눈에 띄는 해수면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Lambeck et al., 

2014), SJ-4 지점이 해수에 의한 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구간은 사막 환경에서 퇴적된 풍성 퇴적층으로 판단된다. 실제 박용안

(1992)에서 황해에서 약 20m 두께의 사구 퇴적층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하였고, 최후빙기에는 사막(desert)과 황토(loess)층이 지배적인 환경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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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았으며, 당시의 사막과 뢰스층이 현재의 황해 해저를 이루

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서남해안의 증도 지역에서 연구된 최후빙기 시

기의 해안 퇴적층 역시 바람에 의해 운반된 풍성 퇴적물로 해석되었다

(오정식, 2018a;b).

Figure 2-26. The distribution of grain sizes of the unit Ⅱ in SJ section. The 

content of silt increases with increasing depth.

따라서 신지도의 해당 구간은 최후빙기 시기, 한랭 건조한 상황에서 

바람에 의해 사질 퇴적물이 운반·퇴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지

역 주변에 하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퇴적 당시에는 해수면 역시 낮

아진 상태로, 하천이나 해양이 운반 기작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해당 구간에서 실트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평균 입경이 세립해

지는 경향 역시, 해수면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점차 멀리서 운반되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 측정 지점을 기준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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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중립사에서 세립사, 조립 실트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모래

와 실트가 쌍봉(bimodal distribution)을 이루는 분포 특성을 나타낸다

(Figure 2-26).

이를 다른 서남해안 지역의 최후 빙기 퇴적층들과 비교해보면, 만리포

의 빙기층은 적색 사질층의 특성을 나타내었고, 천리포의 빙기퇴적층은 

사질 머드(sandy mud), 증도의 우전 사구는 실트와 점토로 구성되어 있

어, 구체적인 입도 특성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다(김진철 외, 

2010; 양동윤, 2008; 오정식, 2018b). 신지도의 경우 연 를 측정한 지점

에서는 평균 입경 약 2.52ø의 분급이 불량한 세립 모래의 특성을 나타

내며, 모래가 약 71%, 실트가 약 27%의 함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현세의 해안사구 퇴적물보다는 세립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에 조사된 

다른 지역의 빙기 해안퇴적물의 특성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하

지만 입도 특성은 국지적인 차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양 퇴적물 역시 

빙기층 내에도 여러 개의 퇴적체로 구분되기 때문에(Lee et al., 2017), 

당시의 입도 특성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한편 해당 구간은 적갈색(5YR 4/6)~갈색(7.5YR 4/6)을 띠는 구간으로 

어느 정도 고화가 진행되었으며, 하부로 갈수록 화학적 풍화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낸다. 상부의 홀로세층과의 달리 본 구

간에서는 SiO2의 함량이 감소하고 Al2O3와 Fe2O3 함량이 상 적으로 많아

지는데, 이는 자율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양

화 작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토양화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하부에서 풍화에 안정적인 물질의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나야 한다. 하지

만 보다 하부 구간에서 Fe2O3의 함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원소 함량 특성은 토양화작용보다는 퇴적 시기에 따

른 물질 공급의 차이 즉, 퇴적 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

다.

또한 약 –160cm 깊이 지점에서부터 상부의 홀로세 구간까지는 Na2O, 

CaO와 같은 풍화에 약한 물질들의 함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낸다. 

따라서 빙기 환경 하에서도 인근에서 신선한 물질이 계속 공급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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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는 육화된 환경에서 풍성 프로세스에 의해 

이전과 다른 물질 공급이 이루어지고, 퇴적 이후에 어느 정도의 화학적 

풍화 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최종간빙기 세립 모래층 (unitⅢ)

SJ 단면에서 최후 빙기 퇴적층과 자갈층 사이 구간 즉, 약 –160cm에서 

약 –250cm 깊이 구간은 모래와 실트가 혼재되어 있어 분급이 불량하며, 

상당히 고화(consolidation)되어 있다. 구간 내에서 갈색(7.5YR 4/6)에서 

주황색(5YR 6/6)으로 토색이 한 차례 변화하고, 전체 단면 중에서 화학

적 풍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구간이다. 

이 구간을 다시 갈색을 나타내는 부분(unitⅢ-①)과 주황색을 나타내는 

부분(unitⅢ-②)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입도 특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으나 화학적 특성은 토색 변화 지점을 경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unitⅢ-②에서는 unitⅢ-①과 달리 Al2O3 함량이 늘어났고 Fe2O3 함량은 

줄어들어, 이러한 화학 조성의 차이가 토색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unitⅢ-②에서 채취한 시료의 퇴적연 는 115.9 ± 9.7 ka 로 계

산되어, 최종간빙기(MIS 5) 퇴적층으로 나타났다. 최종간빙기 중에서도 

MIS 5e에서 5d로 넘어가는 시기로, 당시 황해에서는 최종간빙기 최성기

에 해수면이 상승한 이후 하강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양에서는 해퇴 퇴적

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Kwon, 2012). 따라서 최종간빙기 최

성기에 해수면이 상승했을 당시 하부의 원력층이 퇴적되고, 이후 해수면

이 일시적으로 하강하면서 퇴적된 세립 모래층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오차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최종 간빙기 시기 원력층과 함께 퇴적된 고

해빈 모래층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해당 구간은 상부의 최후빙기 퇴적층과는 거의 10만 년에 가까

운 큰 연  차이를 보인다. 두 지점 간의 깊이 차이는 약 1m 내인데 반

해 연  차이는 상당하여, 퇴적 이후 침식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단면상에서 침식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unitⅢ-①



- 92 -

과 unitⅢ-② 지점을 경계로 시기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퇴적된 이후 

안정적인 환경이 유지되었다기보다는 해안에서의 침식과 퇴적 작용이 지

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최종간빙기 원력층 (unitⅣ)

SJ 단면에서 약 –240 ~270cm 깊이 구간 즉, 해발고도 약 3.0-3.3m 구

간에는 둥근 원력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빈 동쪽 끝까지 이어진다. 원

력층의 분포 고도는 동쪽으로 갈수록 비스듬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

내며, 층의 두께 역시 약 1m 까지도 확인된다. 그리고 배후지역의 해발

고도 약 5m 지점까지도 동일한 성격의 원력층이 확인되어, 해빈에서부

터 배후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SJ 단면에 포함되어 있는 원력층의 자갈은 전반적으로 원마도가 높고 

크기가 다양하며 분급이 불량하다는 특징이 있다. 매트릭스 물질의 경우 

평균 입경 약 3.66-5.25ø의 극세사~조립실트로 단면 전체 중 가장 세립

한 편에 속하며, 상당히 불량한 분급(very poorly sorted)을 나타내었다. 

왜도는 칭적인(Symmetrical) 형태를, 첨도는 중첨(Mesokurtic) 혹은 저

첨(Platykurtic)의 특성을 보였고, 조립 모래에서부터 세립 실트 및 점토

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이러한 매트릭스 물질은 온전히 퇴적층으로

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갈에서 풍화되어 분리된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풍화가 많이 진행된 자갈은 작은 충

격에도 쉽게 부스러져 알갱이를 이루고 있었는데, 입도 분석 결과에서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력층의 자갈 부분은 잔자갈(pebbles) 약 79%, 왕자갈(cobbles)이 

약 21%로 구성되어 있었으며(Wentworth, 1922), 장축은 평균 약 71mm, 

중축은 약 45.3mm, 단축은 약 25.7mm로 나타났다. 이를 Folk and Ward

(1957) 계산법으로 나타낸 결과 중축의 평균 입경은 약 –5.35∅로 보통의 

분급(Moderately sorted)을 이루고 있었으며, 칭적인(Symmetrical) 왜도 

분포와 중첨(Mesokurtic)의 첨도 특성을 나타내었다. 자갈의 형태는 판상

형 혹은 타원형의 특성을 나타내어 완전한 구형보다는 신장형에 가까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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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Zingg(1935)의 분류에서 판상형(Flat)이 45%로 가장 우세하였으며, Sn

eed and Folk(1958)의 분류에서는 Bladed형이 약 34.8%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입자 크기와 형상 간에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

다. 그리고 이러한 자갈의 특성은 현 해빈 퇴적물의 특성과 상당히 유사

하였다. 현 해빈 역시 원력, 아원력, 아각력 등 다양한 형태의 자갈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그 크기 역시 다양하여 SJ 단면 원력층의 자갈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2-10).

일반적으로 자갈의 형태(shape)는 퇴적 당시의 환경 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운반 기작을 추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Dokins and Folk., 

1970; Gale, 1990). 해빈에서 형성된 자갈은 파도의 삭마작용으로 인해 

편편한 형태(Flatty)의 자갈들이 우세해진다고 알려져 있다(Cailleux, 1945; 

Dobkins and Folk, 1970). 구형도의 경우에도 Dokins and Folk(1970)가 

961개의 자갈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하천, 저에너지 해빈, 고에너지 

해빈의 자갈이 각각 독특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천 자

갈은 평균 0.68, 저에너지의 해빈 자갈은 평균 0.64, 고에너지의 해빈 자

갈은 평균 0.58의 구형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론은 후속 연구

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이에 하천 자갈의 경우에는 구형도 값이 0.67 

이상, 해빈 자갈에서는 0.65 이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Stratten, 

1974; Gale, 1990). 물론 파도의 마식 작용이 자갈의 원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으나(Kuenen, 1964), 일반적으로는 물질이 공

급된 이후 입자에 가해진 운반 과정의 영향을 알아보는 척도로 물질의 

형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이용일, 2015). 

SJ 단면의 원력층의 경우 Maximum Projection Sphericity(MPS), Corey 

shape factor(CSF), Krumbein intercept sphericity에서 각각 평균 0.59, 

0.46, 0.62의 구형도 값이 계산되어 기존에 조사된 해빈퇴적물의 특성에 

부합하였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반영될 수 있어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의 경우 주변에 하천이 발달해 있지 않고 현재 파랑에 

의한 마식 작용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갈의 특성 및 조사지역

의 위치적 특성상 해성 프로세스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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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 측정 결과 SJ 단면이 원력층은 10만 년 이상 이전의 시기

에 퇴적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환경은 현재와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퇴적층 내에 포함된 자갈들은 하천 혹은 해양 프로세스에 의해 운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거의 하천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다.

만약 신지도 원력층이 하천에 의해 운반된 것이라면 하천의 규모가 

상당했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력층 내에는 직경 약 20cm 이상의 

큰 자갈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운반력이 요구된다. 실제 자갈 퇴적물의 

입경과 하천력 혹은 유량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Yang, 1984; Emmett and Wolman, 2001; Petit et al., 2005), 

과거에 하천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보더라도 평수시보다는 홍수에 

의해 퇴적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현재 신지도 지역의 경우 

규모의 하천은 발달해 있지 않으며, 유로 연장이 매우 짧고 규모가 작은 

소하천만이 일시적으로 흐른다. 퇴적층 인근에는 곡저수지에서 연결되

는 농업용수로만이 바다로 이어지고 있으며, 월양리와 동고리에 소하천

이 있기는 하나 유량이 거의 없어 자갈 크기의 퇴적물을 운반하기 어려

워 보인다. 또한 조사 지점 쪽으로 유로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하천에 

의해 운반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신지도 단면의 자갈들은 전반적으로 원마도가 높아 하성 퇴적물

이라면 이동거리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자갈들의 원

마도는 운반 거리와 관련이 있는데(Wentworth, 1923; Krumbein, 1941b), 

인근 산지에서부터 해안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인근 하천에서 유입

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자갈들의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마식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왔거나 혹은 마식이 

반복되는 조건 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퇴적물의 

형성 조건으로 볼 때 하천보다는 파랑에 의한 마식 작용을 경험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원력층의 경사가 해빈에서부터 배후 쪽으로 완만하게 증가

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현 해빈의 경사 및 형태와도 상당히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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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러한 퇴적상으로 볼 때 파랑에 의한 퇴적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사십리 해빈 동측에서는 원력층 내부에서 일부 패각

의 흔적들이 확인된다(Figure 2-7의 (B)). 오랜 기간의 풍화로 인해 그 형

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패각의 종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연구 지점

의 위치 등으로 볼 때 이러한 패각류가 민물의 성격을 띨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이 역시 본 자갈 퇴적층이 해성임을 지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학적 풍화 결과 풍화 정도가 깊이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으며, 자갈층 부분에서 오히려 화학적 풍화 지수의 값이 감소하는 패

턴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퇴적층일수록 화학적 풍화지수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SJ 단면에서는 오래되었다고 해서 풍화지수가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어느 정도 풍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2-19에서 화학적 풍화 지수가 감소하는 부분은 자갈층이 나타

나는 부분으로, 자갈층 상부 지점에서부터 풍화지수의 경계가 확인된다. 

이는 구성 물질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갈층 부분은 투수

가 양호하여 수분이 오래 머무를 수 없어, 다른 부분에 비해 화학적 풍

화가 강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SJ 단면 퇴적물의 입자 특성 및 퇴적상, 분포 위치, 주변 지역

의 지형적 여건 등으로 볼 때 하성퇴적물일 가능성은 낮으며 과거 해성 

프로세스에 의해 퇴적된 해성 자갈, 즉 고(古)해빈 퇴적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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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완도군 소안면 일

  2.1 소안도 지역 개관

   2.1.1 소안도의 지형 및 지질 특성

소안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에 속한 섬으로, 서쪽으로는 노화도

와 보길도, 횡간도, 넙도 등이, 동쪽으로는 모도와 청산도가 분포한다. 

소안도는 남쪽 섬과 북쪽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두 섬이 사주로 

연결되어 있으나, 과거에는 두 개의 섬으로 분리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Figure 2-27).

소안도의 지질은 주로 중생  백악기 동계 신라층군 및 불국사층군

의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다(Figure 2-28). 반암 및 문상반암, 석영반암 등

의 심성암이 부분을 차지하며, 이들은 완도군 일 에 분포하는 후기 

백악기의 관입암류와 함께 유천층군을 관입하고 있다. 비자리 동쪽 일부 

지역은 백악기의 흑운모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강암은 소규모

의 암주상 관입체로 분포한다(완도군청, 2010).

소안도의 북쪽의 이월리와 비자리 일 에는 금성산(295m)과 봉산

(338m)이, 남쪽의 가학리, 맹선리, 미라리, 진산리 일 에는 가학산

(368m), 부흥산(230m), 아부산(135m)이 분포한다. 산지에는 급경사의 사

면이 많아 애추가 널리 발달해 있으며, 암괴류 및 솔리플럭션 퇴적층도 

관찰된다(박승필 외, 2003). 하천의 발달은 미약하여 규모가 큰 하천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작은 소하천만이 흐른다.

해안의 경우 부분 암석해안으로 이루어져 있어 해식애와 파식  등

이 발달해 있다. 암석해안은 주로 외해에 열려 있는 섬의 동쪽과 남쪽 

해안에서 두드러진다. 소안도 서쪽 해안의 경우 노화도와 보길도에 의해 

파랑에너지가 감소하여 해식애 등의 발달은 미약하며 간석지가 나타난

다. 소진마을의 서쪽 해안, 진산리 해안, 부상 해안, 미라리 남동해안에

는 자갈 해빈이 분포하며 해빈의 자갈들은 원마도가 높고 분급이 양호하

다. 자갈해빈은 주로 소안도의 동쪽 및 남동쪽 해안에 발달해 있는데, 

헤드랜드 사이에 포켓 비치 형태로 주로 분포한다. 그리고 미라리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파식 에 발달한 다수의 타포니가 관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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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7. Location of the study area and sampling points in the 

Soando-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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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8. The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Soando-Island).

완도 조위관측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2003-2017) 동안의 평균 

조차는 293.9cm로 진도(297.3cm), 고흥발포(294.1cm), 광양(292.6cm) 등과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조차는 점차 작아진다(국립해양

조사원, 2018). 또한 소안도 주변 해역의 표층 퇴적물은 주로 평균 입경 

약 5-6∅의 Medium Silt 혹은 약 4-5∅ 크기의 Coarse Silt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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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노화도와 보길도 사이 해역은 평균 입경 약 6-7∅의 Fine Silt로 

구성되어 부분 실트 크기의 입자들이 분포한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

질정보서비스시스템).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안도 지역에는 해발고도 10m, 18m, 25m, 

33m, 44m의 해안단구면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안도 해안단

구면은 고파식 면이 풍화된 것이 부분이며, 단구 퇴적물층의 층후는 

얇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퇴적물 내의 해성 원력은 내부까지 풍화

되어 있는 것이 많고 단구면의 풍화층은 적색토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

한 해안단구의 편년을 추정한 결과 소안 25m, 33m(MIS 7), 44m(MIS 9) 

단구는 최종간빙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10m(MIS 5a), 18m(MIS 5e) 단

구는 최종간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18m 단구를 기준으

로 등속 융기를 계산한 결과, 지반 융기율은 0.1mm/년(0.1m/1,000년)로 

나타나, 남동부해안지역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었다(최성길, 2006).

   2.1.2 소안도 내 평탄면 분포

소안도는 기존에 여러 단의 해안단구면이 분포한다고 알려진 곳으로, 

단구면의 상단부나 중단부가 개석되어 말단부만이 '독립된 평탄봉' 상으

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되었다(최성길, 2006). 이에 소안도에 나

타나는 평탄면의 분포를 확인하여 고해안퇴적층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

은 곳을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1:5,000 지형도를 바탕으로 소안도의 전체

적인 지형 형태를 확인하고, 형태상 경사가 완만해지거나 평탄한 곳들을 

구분하였다(Figure 2-29, 2-30). 그 결과 섬의 정상부는 급경사의 산지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해안과 인접해지면서 경사가 완만해지는 곳들이 확

인되었다. 해발고도 70m 이하로는 완경사의 계곡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평탄한 면들은 주로 해안가의 소규모 구릉들에서 나타났다. 고도 약 

10-20m 에서 평탄한 면들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과 같이 

단구면과 단구애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모식적인 해안단구면이 발달해 있

지는 않아, 특정한 지형면이 분포한다고 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해안과 인접한 곳에서 발달해 있는 구릉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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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야외 답사 결과 이월리와 가학리 해안을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비자리 일 에도 계곡 형태의 완만한 지형들이 분

포해 있으나, 마을을 비롯한 인공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적절한 

퇴적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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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조사 지점의 특성

조사 지점은 소안면 이월리에서 두 지점(SA-A, SA-B), 가학리에서 한 

지점(SA-C)으로, 총 세 지점을 선정하였다. 북쪽 섬의 동측 해안은 주로 

암석해안이 발달해 있어 퇴적층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퇴적층이 남

아 있는 서측 해안을 상으로 하였다. 남쪽 섬 역시 동측 해안은 부

분 해식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퇴적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기에, 자

갈층이 확인되는 가학리 북측 지점을 상으로 하였다. 

소안도의 각 지점에서 퇴적층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퇴적 연  파악

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다. 각 지점의 특징에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2.2.1 소안 A 지점 (SA-A)

SA-A 지점은 소안항 인근 구릉(46.6m)의 북서쪽 절개지로, 해발고도 

10~15m에 고화된 퇴적층이 분포한다(Figure 2-31의 A, B). 전체 퇴적층

의 두께는 약 4-5m에 달하며, 전반적으로 해안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이다. SA-A 지점 전면부에는 인공시설물이 들어서있으며, 퇴적층의 

하부는 옹벽에 쌓여 있어 최하부지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SA-A 지점

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기반암 풍화  노두가 분

포하는 것으로 보아, SA-A 하부의 옹벽부분 역시 기반암 풍화 로 이루

어져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약 13~14m 고도 에는 퇴적층 내에 자갈들이 산재해 있는데, 원

력과 아원력, 아각력 등이 혼재한다. 자갈은 직경 약 5cm 내외의 것이 

가장 많으며, 자갈퇴적물에서 뚜렷한 퇴적 구조는 관찰되지 않는다. 다

만 자갈들은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 부분 수평적으로 누워

있는 형태로 퇴적되어 있다(Figure 2-31의 C, D). 자갈들은 지표면과 인

접한 고도의 퇴적층까지 이어지며, 퇴적층의 두께는 보다 더 두꺼웠을 

것으로 추정된다(Figure 2-31의 E, F). SA-A 지점의 퇴적층은 깊이에 따

른 퇴적상의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으며, 전체적으로 단일한 층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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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 지점에서는 인위적 교란의 가능성이 적은 부분을 택하여 해발고

도 약 13m 지점에서 연 측정용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해발고도 약 

12.8m, 13m, 13.3m, 13.6m 지점에서 각각 4점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

다. 연 측정용 시료 채취 지점은 주변에 자갈들이 분포하며, 자갈 사이

의 매트릭스 물질을 상으로 하였다(Figure 2-32).

(A) (B)

(C) (D)

(E) (F)

Figure 2-31. Field photographs of the study area (SA-A) showing; (A): Distant 

view of the SA-A. (B): About 4 to 5 m thick deposits are exposed on the 

coast. (C): The deposits composed of gravels. (D): Enlargement photo of 

rounded gravels. (E): The sedimentary layer adjacent to the surface. (F): 

Sampling point (SA-A) in the outcro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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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

Figure 2-32. The sampling point (SA-A) was at 34°18'N, 126°64'E. The 

reddish deposits are observed in outcrop for 10 to 15 m a.m.s.l. An OSL 

sample (SA-A) was collected from 13 m a.m.s.l.

   2.2.2 소안 B 지점 (SA-B)

SA-B 지점은 SA-A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이월리의 구릉

(30.7m)의 절개지로, SA-A 지점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Figure 2-33의 

A). 기반암 풍화  상부에 퇴적층이 이어지며, 퇴적층은 현 해안선으로부

터 직선거리 약 40m 안쪽에 분포한다. 퇴적층 배후에는 인공 시설물들

이 자리 잡고 있고 표면에는 교란층이 분포한다. 구릉의 10-20m 고도

는 비교적 평탄한 형태이며, 구릉 최하부는 해발고도 약 4.6m이고, 노두

의 전체 높이는 약 4m 내외이다(Figure 2-33의 B). SA-B 지점에서는 전

형적인 해성 자갈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아원력, 아각력 형태

의 자갈이 소수 포함되어 있다(Figure 2-33의 E). 해당 자갈은 상부에서 

운반되어 온 사면 물질로 판단되며, 퇴적층은 체로 massive한 세립 물

질로 이루어져 있다. SA-A 지점과 인접한 곳에 유사한 구릉이 분포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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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형적 위치 및 형태로 볼 때 SA-A 지점과 함께 

소안도 지역에 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A) (B)

(C) (D)

(E) (F)

Figure 2-33. Field photographs of the SA-B section. The consolidated deposits 

are observed in outcrop for 6 to 8.5 m a.m.s.l. (A): Perspective view of the 

SA-A. The sampling point is in a relatively flat hill. (B): A section of about 

2.5 m thick is exposed. (C), (D): Brown yellowish sediments are deposited on 

reddish sediments. (E): An enlarge view of the brown yellowish sediments. 

(F): Partially, a boundary between weathered bedrock zone and sediments i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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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 단면에서는 토색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가장 상부는 황토색, 

그 하부로는 갈색, 적색 순으로 토색의 변화가 나타난다(Figure 2-33의 

C, D). 갈색부분과 적색부분의 경계는 비교적 뚜렷하며, 적색 부분의 입

자들이 더욱 세립하다. 적색 부분의 하부에는 기반암 풍화 가 분포한다

(Figure 2-33의 F). 퇴적층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화되어 있으며 층리 

등과 같은 퇴적구조는 관찰되지 않는다. 일부 구간에서는 사면 프로세스

에 의해 퇴적층 덩어리가 하부로 밀려 내려 온 모습도 확인된다. 

SA-B 지점에서는 해발고도 약 6.5m 지점의 적색층 부분에서 연 측정

용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약 6.2m, 6.4m, 6.5m 지점에서 3점의 토양시료

를 채취하였다(Figure 2-34). 또한 SA-B 지점의 상부 퇴적층 즉, 황토색 

및 갈색을 띠는 퇴적층 내에는 일부 각력 위주의 자갈들이 불규칙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 인공 시설물들이 들어서 있어 인위적으

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해당 부분에 해서는 따로 시료를 

채취하지는 않았다.

SA-B

Figure 2-34. The sampling point (SA-B) was at 34°19'N, 126°64'E. An OSL 

sample (SA-B) was taken from 6.5 m a.m.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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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소안 C 지점 (SA-C)

SA-C 지점은 소안도 남쪽 섬의 가학리 북측 해안에 해당한다. 조사 

지점은 가학산(368.3m)의 동북쪽 능선과 해안의 소규모 구릉 사이에 위

치하며, 근처에 신흥방파제가 건설되어 있어 현재 큰 파랑에너지로부터 

보호되는 곳이다.

SA-C 지점의 바닥 고도는 3.2m, 구릉 상부 표면의 고도는 약 7.3m로, 

약 4m 두께의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퇴적층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고화되어 있다. SA-C 지점의 단면에는 주로 원력 및 아원력들이 퇴적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Figure 2-35의 A). 자갈들의 크기는 직경 약 2cm 

내외인 것부터 약 20cm 이상인 것까지 매우 다양하고 분급은 불량하여, 

SA-A 지점의 자갈 퇴적층과는 차이를 보인다(Figure 2-35의 B). 층리 등

의 퇴적 구조는 확인되지 않으며, 자갈들의 배치 방향 역시 특정한 경향

성을 지니지 않는다. 또한 사면의 경사와 자갈들의 장경 방향이 일치하

지 않아, 전형적인 매스무브먼트성 퇴적물과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곳곳에 자갈이 퇴적층에서 분리된 흔적들도 관찰되며(Figure 

2-35의 C, D), 매트릭스 물질은 주로 사질로 되어 있고 갈색을 띤다.

한편 자갈층 상부에는 약 2m 두께로 사질 및 점토 퇴적층이 분포한다

(Figure 2-36의 A, B). 이 상부의 세립 물질층은 pebble 크기의 각력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갈층보다 밝은 색을 띠고, 고화 정도도 약하다. 따라

서 하부 자갈층과는 상이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부층과의 경계

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SA-C 지점에서는 최하부에서 약 2.1m 높이지점 즉, 해발고도 약 5.3m 

지점에서 연 측정용 시료를 채취하였고(Figure 2-37의 B), 약 4.8m, 

5.3m, 5.7m 지점에서 각각 3점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또한 시료 채

취 지점 인근에는 토양 쐐기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도 확인되는데(Figure 

2-37의 A), 나무뿌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구조의 성인

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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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2-35. Field photographs and detailed views of the SA-C section. The 

SA-C point is located at 34°16'N, 126°66'E. (A): Gravels deposits are found 

at the 3-7m a.m.s.l. (B), (C), (D): Some rounded and subrounded gravels with 

sandy matrix are found in the SA-C. (E): Sorting of the gravels is poor. (F): 

The gravel deposits are piled up without sedimenta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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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36. The upper part of the SA-C. It is composed of finer material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gravels deposits.

SA-C

(A) (B)

Figure 2-37. The enlargement photos of the surroundings of the OSL sample 

(SA-C). (A): A small vertical structure shaped like a wedge was observed in 

the deposits. (B): An OSL sample(SA-C) was taken near the gravels (5.4 m 

a.m.s.l.).

이처럼 소안도의 조사 지점들은 모두 해발고도 15m 이하의 퇴적층으

로 해안가에 인접해있다. 소안도의 경우 기존 조사에서 10m, 18m 고도

에 단구면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본 조사 지점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소안도 

해안 지형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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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소안도 지점들의 물리화학적 특성 

   2.3.1 각 지점의 입도 특성

소안도 조사 지점들 중 자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트릭스 물질을 

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입도 분석은 한 시

료당 최소 2회 이상, 최  8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7, Table 2-8, Figure 2-38, Figure 2-39 와 같다.

Figure 2-38. Comparative graph of grain size distribution between each outcrop of 

Soando island.

SA-A 지점의 경우 평균 입경 약 4.28∅에서 약 3.00∅까지의 조립 실

트와 세립 모래가 혼재하고 있었다. 토색은 밝은 적갈색(5YR 5/6)에서 



- 111 -

적갈색(5YR 4/6)으로 되어 있어, 단면 내에서 토색의 큰 차이는 확인되

지 않았다(Table 2-9). SA-A의 모든 시료에서 모두 분급은 불량한 특성

을 나타내었고 양의 왜도 값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립 모래

가 평균 약 9%, 중립 모래가 약 17%, 세립 모래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고, 조립 실트는 평균 약 10%, 중립 실트는 약 6%, 세립 실트는 약 

4%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SA-A 지점은 전체적으로 모래 약 66%, 실트 

약 32%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가장 하부의 SA-A1에서부터 가장 상부에 

해당하는 SA-A4 지점까지 각 시료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Sample

Code

Folk and Ward Method (∮) Proportions (%)

Mean Sorting Skewness Kurtosis Sand Silt Clay

SA-A1 3.00 1.94 0.36 0.94 71.61 26.90 1.49

SA-A2 4.28 1.87 0.21 1.02 45.85 51.00 3.15

SA-A3 3.29 1.96 0.20 0.98 65.71 32.60 1.69

SA-A4 3.13 1.54 0.22 1.23 75.32 23.68 0.99

SA-B1 4.39 1.86 0.27 0.97 47.60 49.29 3.12

SA-B2 3.39 2.37 0.20 0.92 54.33 43.11 2.56

SA-B3 3.71 1.97 0.16 1.02 57.45 40.47 2.08

SA-C1 2.25 1.85 0.52 1.11 81.93 16.80 1.28

SA-C2 3.15 1.71 0.34 1.14 74.00 24.62 1.38

SA-C3 4.07 1.96 0.16 1.09 51.33 46.10 2.57

Table 2-6. Summary of grain size analysis of the SA area.

SA-B 지점에서는 기반암 풍화  상부의 밝은 적갈색(5YR 5/8) 부분은 

분급이 불량한 매우조립실트로 이루어져 있었던 반면(SA-B1), 그 상부의 

흐린 갈색(7.5YR 5/4) 부분은 분급이 불량한 세립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

다(SA-B2, B3). 적갈색 실트층의 경우 야외 관찰시에도 주변보다 더 세

립한 물질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토색과 입도 특성에서 상부의 흐린 갈

색층과 차이를 보였다. 왜도와 첨도의 경우 SA-B 지점의 세 시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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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왜도 값을 나타내었고, 중첨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입자 구성 

비율로 봤을 때 SA-B 지점의 적갈색층은 실트와 점토의 비중이 반 이상

을 차지하며(Figure 2-39의 SA-B(1)), 모든 지점들 중 실트의 비율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갈색층의 경우 다른 지점들에 비해 조립 

모래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39의 SA-B(2)).

SA-C 지점의 경우, 최하부에서부터 약 1m 높이 지점 즉, 해발고도 약 

4.8m에 해당하는  SA-C1의 경우 모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2%, 실트

는 약 17%로 모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조립 모래, 중립 모래, 세립 모래가 각각 약 26%, 32%, 24%의 비율을, 

조립 실트, 중립 실트, 세립 실트가 각각 10%, 4%, 3%를 차지하고 있었

다. 그보다 상부에 해당하는 고도 약 5.3m 지점의 SA-C2는 모래가 약 

74%, 실트가 약 25%로, 조립 모래, 중립 모래, 세립 모래가 각각 5%, 

21%, 49%의 비율을 나타내었고, 조립 실트, 중립 실트, 세립 실트는 각

각 17%, 4%, 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장 상부에 해당하는 고도 

약 5.7m 지점의 SA-C3의 경우 모래가 약 51%, 실트가 약 46%로, 다른 

지점들에 비해 모래의 함량은 감소하고 실트의 함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조립 모래가 약 5%, 중립모래가 약 9%, 세립 모래

가 약 38%의 함량을 나타내었고, 조립 실트가 약 32%, 중립 실트가 약 

8%, 세립 실트가 약 6%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SA-C1과 SA-C2 지

점에서는 점토가 약 1% 정도의 미미한 함량을 나타낸 데 반해, SA-C3 

지점에서는 점토의 비율도 3%로 다소 증가하였다.

SA-C 지점에서는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모래의 비율이 감소하고 실

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SA-C3 지점은 SA-C2 지점에 

비해 조립 실트, 중립 실트, 세립 실트의 비율이 각각 약 2배씩 증가하

였고, 중립 모래는 반 이상 감소하였다. 실제 야외 관찰 시에도 SA-C 지

점에서 자갈 주변의 매트릭스 부분은 체로 사질이었는데 반해, 지표 

부근은 세립 물질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특성이 입도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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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de

Folk and Ward Description

Mean Sorting Skewness Kurtosis

SA-A1 Fine Sand Poorly Sorted
Very positively 

skewed
Mesokurtic

SA-A2 Very Coarse Silt Poorly Sorted Positively skewed Mesokurtic

SA-A3 Very Fine Sand Poorly Sorted Positively skewed Mesokurtic

SA-A4 Very Fine Sand Poorly Sorted Positively skewed Leptokurtic

SA-B1 Very Coarse Silt Poorly Sorted Positively skewed Mesokurtic

SA-B2 Very Fine Sand
Very Poorly 

Sorted
Positively skewed Mesokurtic

SA-B3 Very Fine Sand Poorly Sorted Positively skewed Mesokurtic

SA-C1 Fine Sand Poorly Sorted
Very positively 

skewed
Leptokurtic

SA-C2 Very Fine Sand Poorly Sorted
Very positively 

skewed
Leptokurtic

SA-C3 Very Coarse Silt Poorly Sorted Positively skewed Mesokurtic

Table 2-7. The description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grain size analysis.

Figure 2-39. The proportion of grain size distribu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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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안도 조사 지점들의 경우 체로 조립 실트에서 세립 모래 

크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입자 크기의 비율은 각 지점마다 다소 차이

를 보였다. 모든 지점에서 분급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왜도는 양

의 왜도 값을 나타내어, 입자 크기 분포에서 적은 양의 입자가 세립질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포 특성을 보였다. 또한 첨도는 중첨 혹은 급첨

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평균입경 및 분급으로 봤을 때 소안도의 A, B, C 

세 지점이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입자의 구

성 비율에서는 SA-A 지점과 SA-C 지점의 특성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SA-B 지점은 상 적으로 모래의 비율이 낮고 실트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Sample 

code

Elevation

(m)
Munsell value Soil color

SA-A1 12.8 5 YR  5/6 bright reddish brown

SA-A2 13.0 5 YR 5/6 bright reddish brown OSL: SA-A

SA-A3 13.3 5 YR 5/6 bright reddish brown

SA-A4 13.6 5 YR 4/6 reddish brown

SA-B1 6.2 5 YR 5/8 bright reddish brown

SA-B2 6.4 7.5 YR 5/4 dull brown

SA-B3 6.5 7.5 YR 5/4 dull brown OSL: SA-B

SA-C1 4.8 7.5 YR 5/4 dull brown

SA-C2 5.3 7.5 YR 4/6 brown OSL: SA-C

SA-C3 5.7 7.5 YR 5/4 dull brown

Table 2-8. Soil color and texture of SA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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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각 지점의 주원소 특성

입도 분석용 시료와 같은 지점의 시료를 상으로 주원소 분석을 실

시하였고, 자갈을 포함하고 있는 SA-A 지점과 SA-C 지점에서는 자갈에 

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SA-3R, SA-C1R). 분석 결과는 Table 

2-10과 같다. SA-A 지점과 SA-C 지점, 그리고 SA-B 지점의 SA-B3 시료

는 SiO2가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Al2O3, Fe2O3, K2O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SiO2와 Al2O3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

며, MgO, CaO, Na2O의 성분은 약 1% 내외로 그 함량이 미미하였다. 각 

시료마다 구체적인 함량에는 차이가 있으나 SA-A 지점과 SA-C 지점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전체적인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SA-B 지점의 SA-B1와 SA-B2 시료의 경우 B2O3의 함량이 각각 

약 70%, 62%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시료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었

다. 또한 다른 지점들에서는 Na2O3의 함량이 1% 미만이었던 데 반해, 이

들 시료의 경우 Na2O3 역시 각각 약 15%와 6%로 검출되었고, SiO2와 

Al2O3, Fe2O3의 함량이 눈에 띄게 낮았다.

또한 주원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적 풍화 진행 정도를 계산하

여, 단면 내에서 깊이별 차이 혹은 조사 지점 간의 상 적인 차이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SA-A 지점의 매트릭스 물질은 가장 하부에서 

풍화지수가 가장 높게 나오고, 지표와 가까워질수록 풍화 지수가 낮게 

계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CIA, PIA, CPA 지수에서 모두 동일

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물론 계산 결과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는 점과, 시료 개수에 따른 한계는 존재하나, 본 결과만을 바탕으로 볼 

때 SA-A 하부 시료가 상부 시료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풍화 작용을 겪

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의 연  결과에서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SA-A 지점의 경우 단면의 상하부 간에 퇴적 시기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SA-C 지점의 경우 상부 두 지점은 거의 같은 값을 보인 반면, 

하부 시료는 다소 낮은 결과가 계산되었다. 하지만 상하부 시료 모두 어

느 정도 이상의 화학적 풍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SA-A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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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SA-C 단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갈의 경우 비교적 SiO2 함량이 낮

게 나타나며, MgO, CaO, Na2O 등이 소량 검출되었다. 두 지점 모두 주

변의 매트릭스 물질에 비해 풍화의 진행 정도가 낮은 특성을 보였다.

한편 SA-B1, SA-B2 시료의 경우 풍화 지수 계산에 활용되는 Al2O3, 

Na2O, CaO, K2O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풍화 정도 역시 낮게 계산되

었다. 하지만 이 두 시료의 경우 다른 지점들과의 명확한 비교가 어려우

므로 풍화 지수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Sample 
code

SiO2 Al2O3 Fe2O3 K2O MgO CaO Na2O3 B2O3 CIA PIA CPA

SA-A1 58.30 22.70 8.27 1.55 0.58 0.09 0.09 0.00 91.95 98.55 99.34 

SA-A2 58.30 21.90 8.86 1.33 0.83 0.22 0.15 0.00 91.32 96.96 98.88 

SA-A3 58.40 21.50 7.97 1.42 1.13 0.25 0.50 0.00 88.45 94.02 96.34 

SA-A3R 51.90 20.70 9.82 1.90 3.41 2.77 0.82 0.00 70.99 74.44 93.85 

SA-A4 57.80 20.70 7.92 1.66 1.29 0.31 0.47 0.00 86.85 93.39 96.37 

SA-B1 4.35 2.58 1.03 0.12 0.22 0.13 14.50 70.20 9.63 9.25 9.76 

SA-B2 16.40 6.30 1.50 0.45 0.66 0.23 6.28 62.10 35.92 35.09 37.88 

SA-B3 60.70 19.10 7.01 1.97 1.50 0.70 0.53 0.00 81.73 88.81 95.63 

SA-C1 51.80 28.10 6.95 1.71 1.18 0.52 0.78 0.00 87.33 92.18 95.63 

SA-C1R 59.40 16.70 9.11 3.08 2.77 0.77 0.41 0.00 75.53 86.55 96.11 

SA-C2 60.90 20.40 6.51 1.62 0.74 0.16 0.14 0.00 89.96 97.27 98.92 

SA-C3 65.10 17.60 5.84 1.50 0.79 0.14 0.13 0.00 89.39 97.17 98.83 

Table 2-9. Concentration of major elements of the SA area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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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소안도 지점들의 퇴적 시기

소안도 퇴적층의 퇴적 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지점에서 하나씩의 

시료를 채취하여 OSL 연 측정을 실시하였다. 연 측정에서 등가선량 

측정을 위한 SAR protocol의 시퀀스는 Table 2-11 과 같으며, 세 시료 

모두 50-150-250-350 Gy의 재현선량과 30 Gy의 시험선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등가선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감쇠곡선(decay curve)의 초기 1-5 채

널 구간 즉, 0-0.8 초 구간의 신호를 사용하였으며, 225-250 채널 

(36.16-40초) 구간의 신호를 배경 신호(background signal)로 설정하였다

(i.e. 0.16 s/channel). 또한 모든 시료는 중심연 모델(CAM, Central Age 

Model)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Figure 2-43 의 OSL 감쇠 곡선(decay 

curve)은 40초의 측정 시간동안 OSL 신호의 감쇠율을 나타내었다.

Sample

Code

Regeneration

Dose (Gy)

Test Dose 

(Gy)

Preheat 

Temperature

Cutheat 

Temperature

SA-A 50-150-250-350 30 260 ℃ / 10 s 220 ℃ / 0 s

SA-B 50-150-250-350 30 260 ℃ / 10 s 220 ℃ / 0 s

SA-C 50-150-250-350 30 260 ℃ / 10 s 220 ℃ / 0 s

Table 2-10. SAR protocol sequence for equivalent dose measurement of the 

SA samples.

일반적으로 석영의 OSL 신호의 경우 광이온화 단면적이 서로 다른 

OSL component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는 광이온화 단면적이 큰 fast 

OSL component가 지배적으로 발생하고, 여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광이온

화 단면적이 작아 상 적으로 빛에 덜 민감한 medium OSL component와 

slower OSL component들이 점차 크게 기여하게 된다.

본 연구와 같이 CW-OSL(Continuous Wave) 신호를 적용하여 일정한 

세기의 청색광원으로 여기 시키게 되면, 지수적으로 감쇠하는 OSL 곡선

(decay curve)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 각각의 OSL component들이 가지

는 감쇠 상수(λ)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감쇠 상수의 크기에 따라 서

로 다른 감쇠율을 가지는 약 3-4개의 지수 감쇠 곡선으로 분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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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Bailey et al., 1997; 최정헌 외,2008). 

OSL component 중에서 fast OSL component의 경우, 수백만 년의 지

질학적 시간동안 열에 가장 안정적인 것(thermal stability)으로 알려져 있

다. 또한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루미네선스 신호를 빠르게 방

출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fast OSL component가 지배적인 시

료가 OSL 연 측정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Wintle and Murray, 

2006; 최정헌 외,2008).

따라서 연구 상 시료의 fast OSL component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

다. 정창식 외(2007)에서는 석영의 OSL 측정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

하기 위해, fast component가 가장 우세할 것으로 여겨지는 0-0.16초 동

안의 OSL 신호와 0-1.6초 동안의 신호 비(R0.16/1.6)를 살펴보았다. 정창식 

외(2007)는 OSL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시료와 신호가 미약한 시

료의 각 R0.16/1.6를 계산하여 측정 상 시료와 비교하였다. 그리하여 

R0.16/1.6 값이 약 15% 미만이면 medium 혹은 slow OSL component가 우세

한 시료로 판단하였다. 이 경우 CW-OSL 신호의 감쇠율이 낮게 나타나

고, 초기 0.16초 동안의 신호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OSL 측정에 적절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R0.16/1.6 값이 약 30% 이상일 경우에는 

CW-OSL 초기 신호가 ultra-fast component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것으

로, R0.16/1.6 값이 23-28%의 범위일 경우에는 석영의 루미네선스 신호가 

fast OSL component에 의해 지배되어 단일시료재현법으로 등가선량을 

결정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medium and slow components의 기여를 최소화하

기 위해 초기 fast OSL component의 지배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

안도 시료의 R0.16/1.6 값을 계산한 결과는 Figure 2-40과 같으며, 세 시료 

모두에서 2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SA-A는 16개의 aliquot 중 최소 

23.8%, 최  28.0%까지의 값이 계산되어 단일시료재현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SA-B는 최소 24.3에서부터 최  33.8까지의 

값을 나타내어, 2개의 aliquot에서 30% 이상의 값을 보였으나, 부분은 

30%보다 낮은 값으로 계산되었다. SA-C는 최소 21.5%에서 최  27.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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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범위로, 세 시료 모두 Fast OSL component가 지배적인 것으로 판

단되었다.

Figure 2-40. The R0.16/1.6 of the SA samples.

 

Figure 2-41. The R0.8/1.6 of the SA samples.

또한 정기영 외(2010)에서는 초기 0~0.8초 동안 측정한 신호와 0~1.6초 

동안 측정한 신호의 비(R0.8/1.6)를 통하여 정량화하여 약 0.7-0.8 의 값이 

계산된 시료에 해 OSL 연 측정에 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신지도 시료의 경우 세 시료 모두 약 70%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고, 

SA-A와 SA-B는 80%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Figure 2-41). 따라서 

R0.8/1.6 에서도 신지도 시료는 OSL 연 측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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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Durcan and Duller (2011)에 따른 fast ratio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fast ratio는 각 aliquot의 자연 신호(natural signal)와 재현 신호

(regenerated signal)에서 계산되는데, 아래와 같은 식에 따라 구하게 된

다.

Fast ratio = L1-L2 / L2-L3

(L1 = fast component, L2 = medium component, L3 = background)

계산된 fast ratio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초기 신호는 fast component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fast ratio가 10 이상인 신호에서는 fast 

component가 80% 이상 기여하게 되고, fast ratio가 20 이상인 신호에서

는 fast component가 90% 이상 기여하게 된다. 계산된 fast ratio가 10보

다 작을 경우, 초기 신호에서의 fast component는 80% 이하가 된다

(Durcan and Duller, 2011).

Figure 2-42. The fast ratio of the SA samples. 

소안도 시료에서는 Madsen et al(2009)를 바탕으로 fast component가 

가장 강한 구간을 1-5 채널 구간(0-0.8초)으로 설정하였고, medium 

component는 31-60 채널 구간(4.96-9.60초)으로, slow component가 기여

하는 배경 신호(background signal)는 201-250 채널 구간(32.16-40.00초)으

로 하여 fast ratio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Figure 2-42와 같으며, SA-A



- 121 -

와 SA-B는 모든 aliquot의 fast ratio가 20 이상으로 나타나 fast 

component의 기여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SA-C 시료의 경

우 3개의 aliquot에서 10 이하의 값이 나타났으나, 모든 aliquot의 평균값

은 19.3으로, fast component의 기여도가 80% 이상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안도 시료의 경우 SA-C 시료가 SA-A, SA-B에 비해 상 적

으로 fast component의 기여도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  

측정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은 아니므로, 본 분석 값을 바탕으로 결과를 

계산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Sample 

Code

Elevati

on (m)

Equivalent

Dose (Gy)

Dose Rate

(Gy/ka)

Water 

Contents 

(%)

Age

(ka, 1σ SE)

Recycling 

Ratio (R6/R1)

SA-A 13 188.7 ± 6.5
2.01 ± 0.06

(0.20 ± 0.03)

16.75

(26.72)

94.0 ± 4.4

(102.7 ± 4.8)
1.05 ± 0.03

SA-B 6.5 146.5 ± 4.8
2.60 ± 0.08

(0.23 ± 0.03)

15.58

(23.80)

56.3 ± 2.5

(60.7 ± 2.7)
1.02 ± 0.03

SA-C 5.3 134.6 ± 6.7
2.23 ± 0.07

(0.20 ± 0.03)

20.50

(29.40)

60.2 ± 3.5

(65.1 ± 3.8)
0.97 ± 0.03

Table 2-11. OSL dating results for the SA samples. The results in parentheses are 

calculated based on saturation water content.

이 외에도 루미네선스 민감도 보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살펴

보기 위해 recycling ratio를 살펴보았다. 민감도 보정이 잘 될수록, 즉 

실험실에서 임의로 조사한 선량과 회복 선량(recovered dose)이 동일할수

록 해당 시료는 OSL 연 측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recycling 

ratio는 1.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recycling ratio = R5/R1). 소안도 세 

시료의 경우 루미네선스 성장곡선에서 관찰된 recycling ratio가 모두 1.0

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실험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석

영의 민감도 변화에 한 보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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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3. OSL growth curves and decay curves for the SA-A, SA-B, 

and SA-C.  

이러한 등가선량을 바탕으로 연  값을 계산한 결과, SA-A 지점 시료

의 연 는 94.0 ± 4.4 ka, SA-B 지점 시료는 56.3 ± 2.5 ka, SA-C 지점 

시료는 60.2 ± 3.5 ka 의 결과가 계산되었다(Table 2-12). SA-A 지점의 

결과는 산소동위원소기에 따른 시기구분에서 MIS 5c에 해당하는 시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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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SA-B는 MIS 4에서 MIS３로 넘어가는 시기, SA-C는 MIS 3에 해당하

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SA-B와 SA-C 지점은 시료의 고도와 연 가 유

사하여 약 5~6m 사이에 해당하는 고도 의 퇴적층은 MIS 4~3 시기에 형

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소안도 퇴적층의 성격 규명

입도 특성 및 주원소 분석 결과, 연  결과를 종합해볼 때 세 지점의 

퇴적층이 다소 차이를 나타내어, 모두 동일한 성격의 해안 퇴적층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각 퇴적층이 형성되던 당시의 환경

을 바탕으로 퇴적층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5.1 소안 A 지점 퇴적층의 성격

    ⓛ MIS 5c 시기의 해수면 고도에 한 논의

SA-A 지점이 퇴적된 94.0 ± 4.4 ka는 최종간빙기의 두 번째 아간빙기

에 해당하는 시기(MIS 5c)로, 당시의 해안 환경이 현재와 동일했다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MIS 5c 시기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을 구체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MIS 5c는 최종간빙기 최성기(MIS 5e)에 비해 정

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MIS 5e 시기의 해수면이 현재 수준보다 

높았던 것에 해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MIS 5c(약 106-93 ka)

와 MIS 5a(약 85-74 ka) 시기의 해수면 고도에 해서는 논란이 분분하

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MIS 5c 시기에 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

지만,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여 당시의 전지구적인 평균 해수면 상

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Pico et al., 2016; Sechi et al., 2016; Wainer et 

al., 2017). 

먼저 당시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다고 보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Bard et al.(1990)과 Edwards et al.(1997)는 바베이도스

(Barbados)에서 채취한 산호 시료에서 각각 MIS 5c 시기에 해당하는 약 

100.5 ± 1.1 ka와 약 103.1 ± 0.5 ka의 연 결과를 얻었고, Cutler et 

al(2003)는 이를 해수면 변동 곡선으로 나타내어, 해당 시기의 해수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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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4±3m와 –10±4m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Schellmann et al (2004) 역시 바베이도스에 발달해 있는 산호초 단구를 

상으로 연구한 결과 MIS 5c 시기의 해수면은 최종간빙기 최성기보다 

낮았으며, 약 105 ka 전후의 MIS 5c 시기 동안 최  –13, -20, -25m까지 

하강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홍해에서 채취한 부유성 유공충의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해

수면 고도를 계산한 결과에서는, MIS 5c 시기의 해수면이 최  –17m 수

준까지 도달했던 것으로 보았다(Rohling et al., 2008). 게이브스 만(Gulf 

of Gabes)에 한 연구에서는 -19m b.s.l.과 -8m b.s.l.에 발달해 있는 비

치 릿지(beach ridges) 퇴적물에 해 각각 약 100 ka(MIS 5c), 80 ka(MIS 

5a)에 해당하는 연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Gzam et al., 2016). 한편 

Harmon et al.(1978; 1981; 1983)은 스펠레오뎀을 이용한 연구에서 MIS 

5c와 MIS 5a 시기의 해수면이 현재의 수준보다 낮았다고 주장하며, MIS 

5c의 상 적 해수면(Relative Sea Level, RSL)이 –6m 이상, 혹은 -15m 이

하의 고도 에 달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Wainer et al(2017)은 이러한 과거의 연구 결과들에 한 한계

를 지적하였다. Wainer et al(2017)은 당시 완전히 물에 잠긴 시료

(submerged sample)에 한 U-Th 연 측정의 정확도와 해상도가 부족했

다고 하면서 MIS 5c와 MIS 5a 시기의 해수면 고도에 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버뮤다 지역에 발달해 있는 스펠레오뎀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당시의 해수면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그러면서 상 적 해수면은 MIS 5e 시기뿐만 아니라 MIS 5c, 

MIS 5a에도 1.5±0.5 m.a.s.l. 이상 높았다고 보았다.

Sechi et al(2016) 역시 MIS 5c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 달했

다고 보았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Sardinia) 지역의 고해안퇴적층에 해 

OSL 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의 해수면 고도를 추정한 결과, MIS 

5e 시기에는 상 적인 해수면이 현재보다 최소 6m 이상 상승하였으며, 

이후 해수면이 급격하게 하강한 뒤, 약 10만 년 전후(MIS 5c)에 다시 현

재보다 약 1m 이상 상승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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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MIS 5c 시기의 해수면에 해서는 현재보다 낮았다고 보는 견

해와 현재보다 높았다고 보는 견해가 공존하며, 현재와 거의 같았다는 

주장(Ludwig et al., 1996)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반도와 그 인근 지

역에 한 연구에서도 MIS 5c시기의 환경을 추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

었는데, 해양 코어 퇴적물과 해안단구 퇴적물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코어 퇴적물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 MIS 5c 시기의 평균 해수면이 현

재보다 낮은 수준에 있었다고 추정하였다. Cui et al.(2008)에서 보하이 

해(Bohai Sea)의 황허 삼각주(Yellow River delta) 퇴적물에 한 분석 결

과, 124-100 ka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단계, 100-87 ka는 해수면이 하강

하는 단계로 해석되었고, Kwon(2012)에서도 MIS 5d에서 MIS 5a로 이어지

는 동안에 여러 번의 높은 변동(fluctuation)과 함께 해수면 고도가 감소

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도 수준에 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해안단구 퇴적층에 한 연구에서는 퇴적층의 고도와 연  결과를 바

탕으로 당시의 해수면 고도를 추정하였다. 신재열 외 (2016)는 포항 흥해

읍 일 의 해안단구에 한 연구에서 약 10만 년 전후의 MIS 5c 시기 해

수면이 현재보다 약 -5.2m 에서 -10m 수준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하였

다. 그러면서 동해안 지역의 당시 해수면은 전세계적인 해수준에 비해 

상 적으로 하강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이후 신재열 외(2018)에서는 사천시 포동 지역에 평균 해수면 기준 

6m 내외의 고도 에, 약 2-3.5m 두께의 퇴적층에 해 나타난다고 하였

고, 고사주의 잔존 지형으로 해석되는 해당 퇴적층에 한 장석 IRSL 측

정 결과를 바탕으로 MIS 5c 시기의 구정선 고도를 고조위 기준 5m로 제

시하였다. 이광률 외(2019)에서도 완도군 해성 퇴적층에 해 MIS 5c에 

해당하는 108 ± 18 ka의 연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당시의 구정선

(paleo-shoreline) 고도를 10.9m로 계산하였다.

이 외에도 정창식(2002)은 일본의 약 80 ka의 해수면이 현재와 거의 

동일하고, 105 ka에는 현재보다 약 -3m 수준이었다는 Ot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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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ura(1992)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MIS 5a, 5c의 해수면 수

준도 현재와 유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재열 외 (2016)의 경우 구정선 고도를 단구면 분포 고도의 

중간 값으로 임의 선정했다는 점과, 지반 융기 속도를 일정하게 가정하

여 계산했다는 한계가 있다. 최성자(2003)에서도 진하-일광 지역의 해안

단구 연구에서, 3단구의 하위면이 MIS 5c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하였으

나, 해당 연구에서는 뉴기니(New Guinea)와 바베이도스(Barbados) 지역

에서 도출된 고해수면변동곡선을 그 로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성길(1996; 1998; 2004; 2006; 2007)에서도 해안단구에 한 지형 편년

을 통해 최종간빙기의 구정선 고도를 추정하였으나, MIS 5e와 MIS 5a 시

기에 해 다루었을 뿐 MIS 5c 시기에 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MIS 5c 시기에 한 정보는 연구자들마다 일치하지 않으며, 한

반도 지역에서도 당시의 환경에 해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 다만 지금까지 제시된 지표상의 결과들로 볼 때, 한반도의 당시 

해수면은 현재 수준에서 많이 하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추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남해안 지역의 경우 지반 융기에 한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의 해수면 고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

황에서 SA-A 단면의 성격은 당시의 퇴적환경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② SA-A 퇴적층의 성격

SA-A 단면은 해발고도 약 10~15m 고도 에 분포하는 퇴적층으로서, 

MIS 5c 시기에 퇴적된 해성층으로 판단되었다. 연 측정용 시료의 분포 

고도는 평균해면기준 약 13.0m에 해당하며,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

내면 Figure 2-44와 같다. 입도분석결과 매트릭스 물질은 적갈색의 조립 

실트~세립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소안도 주변 해역의 퇴적물과 크게 다

르지 않았으며, 둥근 자갈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퇴적층 내 자갈들은 직

경 약 5cm 내외로,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수평적으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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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있는 경향을 보였고, 퇴적 이후에 교란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 재이

동(reworking)・퇴적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존에 연구된 최성길(2006)은 소안 10m 단구가 구정선 고도 

9.5~10.3m의 사이에 분포한다고 하였고, 역의 크기, 풍화도 및 토색에 따

라 소안 10m 단구를 다시 하부역층과 상부역층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단구 퇴적물들은 적갈색~명적갈색의 세원력 및 편평세원

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SA-A의 자갈들도 상당수가 

둥글납작한 형태를 하고 있어 최성길(2006)에서 조사된 특성과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주원소 분석 결과에서 SA-A 지점의 자갈 부분은 매트릭

스 물질에 비해 상 적으로 풍화가 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풍화특성 역시 소안 10m 단구의 상위역층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최성길(2006)에서는 소안 10m 단구가 MIS 5a 시기에 형성된 것

으로 편년하였는데, 본 연구의 OSL 연 측정 결과 SA-A 지점의 퇴적 연

는 MIS 5c 시기로 계산되었으며, 오차범위를 고려하더라도 약 9만 년 

전~10만 년 전 사이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필 외(2003)에서도 소안면 비자리의 평균고조위 기준 약 7~8m 고

도 에, 상당히 풍화된 부력(腐礫)층이 약 2~3m 층후로 나타난다고 하였

다. 적색의 기반암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해당 역층은 평균입경 약 

5cm 정도로 높은 원마도를 지닌다고 조사되었는데, 퇴적층의 특성 및 

조사 지점의 위치로 볼 때 SA-A 지점의 퇴적층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

각된다.

또한 SA-A 단면 전면에는 현재 간조시 자갈 해빈이 드러나는데, 현 

해빈을 이루고 있는 자갈들 역시 SA-A 단면 내의 자갈들과 크기가 유사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변에 양식장을 비롯한 인공 시설물들이 들

어서 있어, 현 해안을 구성하고 있는 자갈들이 자연적으로 운반, 퇴적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단면과의 비교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SA-A 단면은 MIS 5c 시기에 퇴적된 해

성 기원의 퇴적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논의되었던 소안 10m 단

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로 현재 MIS 5c 당시의 해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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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정보는 명확하지 않으나, SA-A 단면으로 보아 약 10m 이상 고도까

지도 과거에 해수면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해안 지역에 

해서는 지반 융기 여부에 한 문제도 남아있으므로 이에 해서는 4절

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Figure 2-44. Simplified image of the SA-A section.

   2.5.2 소안 B 지점 퇴적층의 성격

SA-B 지점의 경우 주로 적갈색의 조립 실트와 갈색의 세립 모래로 이

루어져 있었고, 입도와 토색이 구분되는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Figure 2-45). 연 측정 시료를 채취한 갈색 모래층에서는 일부 아원력 

및 아각력 형태의 자갈들도 소수 확인되었다. 야외 조사시, SA-B 지점 

전면부의 현 해안에는 각력 위주의 자갈들이 실트질 퇴적물들과 함께 분

포하고 있어, 해당 퇴적층이 해성일 가능성을 예상하였다. 또한 SA-A 지

점과 인접한 해안가에 평탄한 구릉의 형태를 하고 있어, 단면의 위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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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볼 때 SA-A 지점과도 유사한 프로세스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하

였다.

하지만 퇴적 시기 및 지화학적 특성에 한 분석 결과, SA-B 지점은 

일반적인 해성 환경에서 퇴적된 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SA-B 지점에 한 XRF 분석 결과 자연 상태에서 흔히 검출되지 않는 

B2O3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SA-B1과 SA-B2 시료의 경우 일반적인 퇴적 환경에서는 검출되지 않

는 B2O3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B2O3의 경우 주로 유리 제조업 

혹은 요업에 활용되는 원소로, 콜레마나이트(Colemanite), 커나이트

(Kernite), 하울라이트(Howlite) 등의 붕산염 광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Smith, 1987). 본 연구지점의 특징으로 볼 때 주변에 인

공시설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 자연 상태의 광물에서 기원했다기보다는 

인위적인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야외 관찰시 SA-B 

지점의 적갈색 세립 물질 부분에서는 교란의 흔적이나 특이점 등은 찾을 

수 없었다. 단면이 단일한(massive) 특징을 하고 있었으며, 상부 지점인 

SA-B3 시료에서는 B2O3가 검출되지 않아 상부층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

기도 어렵다. 따라서 B2O3의 유입 원인에 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

요해 보이며, 다른 지점의 퇴적층과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연 측정 결과에서도 SA-B 지점은 MIS 3 (56.3 ± 2.5 ka) 시기에 퇴

적된 것으로 나타나, 해성층으로 볼 경우 해수면과의 고도 차이가 상당

히 크게 나타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 측정용 시료 채취 지점의 경

우(sample code: SA-B3), B2O3가 검출되지 않고 다른 지점들과 유사한 특

성을 나타내어, 연 측정 시료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

지만 해당 지점 역시 퇴적 이후 인위적 간섭에 의한 교란의 가능성을 완

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SA-B 지점의 성격을 명확히 하

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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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5. Simplified image of the SA-B section.

   2.5.3 소안 C 지점 퇴적층의 성격

    ① MIS 3 시기의 해수면 고도에 한 논의

SA-C 지점은 분급이 불량한 원력 및 아원력들을 포함하는 층으로, 연

측정결과 60.2 ± 3.5 ka 전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기는 

해수면 고도가 현재와 상당히 달랐던 시기로, 퇴적층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해안 환경에 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 ka 에서부터 약 25 ka 까지는 산소동위원소에 따른 시기 구분에

서 MIS 3로 분류되는데(Siddall et al.,2008), 이를 바탕으로 보면 SA-C 지

점의 퇴적 연 는 MIS 3에서 MIS 4로 넘어가던 시기에 해당된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보면, MIS 3시기의 전지

구적인 평균 해수면은 현재보다 약 –40m에서 –80m, 혹은 –60m에서 –
90m 까지 낮았던 것으로 여겨지며, MIS 4시기에 해당되는 약 74 ka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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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 ka 동안에는 약 –80m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Chappell et 

al., 1996; Linsley, 1996; Chappell, 2002; Siddall et al., 2008). 물론 MIS 3 

내에서도 단스고르-외슈거 이벤트(Dansgaard-Oeschger event, D-O 

event)나 하인리히 이벤트(Heinrich event)와 같은 단기간의 기후변화들

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지점(peak)들도 확인된다

(Chappell, 2002; Siddall et al., 2003). 하지만 이 역시 현재보다 약 -60m 

이상 낮았던 상태에서 약 20-30m 수준의 폭으로 변동하였기 때문에 현

재와는 상이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 지역의 경우, 보하이 해(Bohai Sea)에서는 MIS 3 시기에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35±5m에서 약 -60±5m 더 낮았던 것으로 추정

되며, 약 20m 이상의 범위에서 몇 차례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

다(Liu et al., 2009). 양쯔강의 연구 사례에서는 MIS 3시기의 최  해수면

이 약 –25±5m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Sun et al., 2015), MIS 

3 후기에는 –10m b.p.s.l. 수준까지도 도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Yang et 

al., 2004). 또한 MIS 3의 온난하고 습한 기후는 하천이 중국 해안에 풍부

한 퇴적물을 공급하고, 삼각주를 형성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이었던 것으

로 여겨진다(Liu et al., 2010). 

따라서 SA-C층이 퇴적되던 당시에는 소안도 주변 해역이 부분 노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SA-C 퇴적층 역시 단순한 해성층으로 해

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SA-C 퇴적층의 성격

SA-C 지점은 해발고도 약 3.2~7.3m에 분포하는 퇴적층으로서, 약 

3~5m 고도 에 자갈들이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Figure 2-46). 분석 결

과와 퇴적 특성, 퇴적 당시의 환경 등을 바탕으로 볼 때, SA-C 지점의 

퇴적층은 전형적인 해안 환경에서 퇴적된 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성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 이후, 약 6만여 년 전에 재이동(reworking), 퇴

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A-C 지점을 해성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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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빈퇴적물과의 유사성과 지형적 조건을 들 수 있다. SA-C 지점은 소안

도의 북쪽 섬과 남쪽 섬을 잇는 사주 지형의 동남쪽 만입부에 위치하는

데, SA-C 지점의 북서측 해안 즉, 가학리와 비자리 사이에 발달한 사주

의 동쪽 해안에는 사질 조간 와 함께 자갈 해빈이 발달해 있다. 현 해

빈의 퇴적물은 원마도가 높고 편평원력과 구형의 자갈이 혼재되어 있으

며, 해빈의 끝에는 기반암과 함께 직경이 큰 자갈들이 분포하여 SA-C 

퇴적물들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물론 현재의 해양 조건이 과거와 

상이할 수는 있지만, SA-C 퇴적층은 이러한 현 해빈 퇴적물의 입자 특

성과 상당히 유사하여 해성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SA-C 단면의 둥근 자갈들이 하천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는, 조사 지점 주변에 퇴적물이 운반될 수 있는 거리가 짧고, 과거 하천

의 흔적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재이동되는 과정에서 소하천 등이 개입

되었을 수는 있지만, 퇴적층 내에 원마도가 높은 자갈들이 다수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애초에 자갈들이 하천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

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으로 볼 때 SA-C 퇴적층의 자

갈들은 과거 해성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A-C 지점은 기존에 논의된 전형적인 해성층과는 차이를 지닌

다. 입도 특성 및 주원소 특성으로 볼 때, SA-C 지점은 SA-A 지점과 유

사한 특성을 나타내어, 서로 동일한 성격의 해성층으로 판단할 수도 있

다. 그러나 SA-C 지점에 퇴적되어 있는 자갈들은 SA-A 지점의 자갈들과

는 배치 방향, 형태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SA-A 지점은 둥글납작한 자

갈들이 비교적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었는데 반해, SA-C 지점은 자갈들

의 배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무질서하며, 전체적으로 무더기의 형태로 

퇴적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또한 SA-C 지점에서는 뚜렷한 퇴적 구조 역

시 나타나지 않아, SA-C와 SA-A 지점이 서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

다. 그러므로 SA-C 지점은 해성 프로세스에 의해 퇴적된 이후, 솔리플럭

션 등에 의한 재이동 과정을 겪은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소안도 지역에 해 박승필 외(2003)에서는 신흥리와 가학리 산

릉 사이에 나타나는 넓고 완만한 곡지에 솔리플럭션 퇴적물이 형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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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으며, 그 하단부가 해안까지 연장되어 있다고 보았다. 해당 

퇴적물은 평균입경 약 40-50cm의 거력들로, well rounded boulder와 

subrounded boulder, rounded boulder들이 혼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

면서 기계적 풍화작용이 활발하였던 지난 빙기에 기반암이 붕괴되어 솔

리플럭션 퇴적물이 생성되고 후빙기 해진과정에서 말단부가 파랑에 의해 

침식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립질과 cobble 크기의 암

설들은 제거되고 현재 거력들만 비치의 원력들과 혼재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Figure 2-46. Simplified image of the SA-C section.

이에 SA-C 지점의 재이동 과정 역시 솔리플럭션이 작용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솔리플럭션에 의해 재운반되었다 하더라도 퇴적물의 

형태 및 배치방향에서 기존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SA-C의 퇴적

물은 박승필 외(2003)에서 논의되었던 핵석 기원의 거력들보다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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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작고, 주로 직경 약 5~10cm 크기의 pebble 원력들로 이루어져 있

다. SA-C 단면에서 관찰되는 가장 큰 크기의 자갈은 직경 약 20cm로, 

cobble에 해당하며 boulder 크기의 자갈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핵

석 기원의 물질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퇴적된 자갈층이 재이

동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퇴적물들의 배치 방향으로 볼 때 자갈의 장축 방향과 사면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어, 사면 이동물질의 전형

적인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성프로세스에 의해 퇴적된 이

후, 재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

다고 생각되며, 수분이 적은 상태에서 이동되었거나, 단거리 재이동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Figure 2-47. The gravels are deposited on the bedrock in the Haenam area.

한편 해남 땅끝마을 일 에도 약 3.04~7.95m의 고도 에 둥글납작한 

해성자갈이 분포하는데(Figure 2-47), 해당 지점에 한 OSL 연 측정 결

과 4.7m 고도에서 채취한 시료가 약 61,595 yr BP(MIS 3)에 퇴적된 것으

로 나타나(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6), SA-C 지점과 유사한 고도에서 유

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두 지역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해남 지역의 경우 기반암 위에 자갈들이 켜켜이 퇴적되

어 있는 데 비해, SA-C 지점의 자갈들은 특정한 퇴적 구조나 규칙성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SA-C 지점의 자갈들은 직경 약 2cm 내외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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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c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여, 해남 지점과는 퇴적상에

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두 지점이 유사한 고도에 유사한 연  결

과를 가지는 원력층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되었다

고 보기는 어려우며, SA-C 지점은 재이동된 해성층으로 해석된다.

    ③ 재이동 퇴적층의 연  결과에 한 해석

SA-C 단면의 퇴적층들은 MIS 3보다 더 이전의 시기에 해성 프로세스

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약 6만 년 전에 재동되어 현재의 

퇴적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재이동된 퇴적물일 경우 

운반 과정에서 빛에 충분히 노출되지 못하여 OSL 연  측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퇴적 이전에 블리

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경우(poorly bleached), 연 를 과

평가(over estimate)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퇴적 물질의 재이동 

과정에서 신호의 완벽한 재설정(resetting) 과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사면 

및 하천 퇴적층을 상으로 하여 OSL 연  측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사례들이 상당수 보고되고 있으며(Wintle et al., 1993; Lang and 

Hönscheidt, 1999; Eriksson et al., 2000), 불충분한 블리칭(insufficient 

bleacing) 문제는 측정 기술의 발달과 통계 분석의 개선으로 해결이 가능

한 것으로 여겨진다(Fuchs et al., 2010).

퇴적 이전의 운반 과정이 충분하지 못해 블리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

지 못하거나(heterogeneous bleaching), 교란과 같은 퇴적 이후의 변형 작

용을 겪을 경우, 그리고 베타선량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De 값의 분포 

형태는 폭이 넓고 비 칭적인 양의 첨도가 나타나며, 다봉형(multimodel)

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Arnold et al., 2007; Thamó-Bozsó et al, 2010). 
실제 Fuchs and Wagner(2003), Fuchs et al.(2010)은 이러한 등가선량의 

분포(De distributions) 특성을 통해 블리칭이 잘 이루어진 시료와 그렇지 

않은 시료를 구분하였으며, 상 오차(coefficient of variation)3) 값이 10% 

이상일 경우 블리칭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3) i.e., standard deviation / mean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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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측정된 De 값의 과분산(overdispersion)4) 정도를 바탕으로 적절한 

블리칭이 이루어졌는지를 추정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석영입자의 등가

선량 분포가 약 10%의 과분산을 나타내게 되면, 하나의 연  요소(single 

dose populations)로 이루어져 있는 이상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20% 이하의 범위까지는, 비교적 석영이 잘 블리칭된 것으로 여겨진다

(Galbraith et al., 2005; Lian and Roberts, 2006). 교란되지 않고 블리칭이 

잘 이루어진 석영 시료의 경우, 다입자(multi-grain)에서는 0-18%, 단일입

자(single-grain)에서는 9-22%의 과분산 값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Jacobs et al., 2003a; b). 

이를 바탕으로 SA-C 시료를 살펴보면, 상 오차 값은 약 20%로 계산

되어 De값의 분포 폭이 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Fuchs and 

Wagner(2003)의 기준에 따르면 충분한 블리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분산 값의 경우에는 17.1±0.9%로 나타나,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SA-A 시료와 SA-B 시료에서는 과

분산 값이 각각 11.2±0.6%와 10.0±0.6%로 나타났는데 비해, SA-C 시료

의 경우에는 상 적으로 데이터들의 산포 정도가 다소 큰 것으로 보였

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할 때 SA-C 시료의 경우 하나 이상의 연  

요소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지점들에 비해 블리칭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OSL 연  결과 역시 SA-C 지

점이 퇴적 후 재이동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을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소안도 지역을 종합해보면 SA-A와 SA-C는 해성프로세스에 따라 형성

된 해안퇴적층이라 볼 수 있는 반면, SA-B는 성격을 명확히 하기 어려

운 부분이 있다. SA-C 지점의 퇴적층은 재이동된 것으로 생각되나, 애초

에 자갈층이 형성되는 데에는 해성 프로세스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다. 그러므로 소안도 지역에서 해안과 인접한 평탄한 구릉면에는 해성층

이 분포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큰 파랑에너지에 의해 침식되지 않은 곳

에서는 최종간빙기의 해성층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곡지를 

4) 과분산은 석영 입자들의 등가선량 분포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오차로 인해 통
계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산포 정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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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곡을 충진하며 물질이 

이동하는 프로세스가 작용하였고, 기존의 해성층은 재동되는 과정을 겪

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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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남군 북평면 일

  3.1 북평면 일  지역 개관

   3.1.1 북평면 일 의 지형 개관

LJ

SH

Figure 2-48. Location of study area in Haenam-gun.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일 는 해남군의 남동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강진만의 바깥쪽에 위치한다(Figure 2-48). 강진만은 남북 방향으로 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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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형태를 하고 있으며, 탐진강을 비롯한 강진천, 칠량천, 도암천 등의 

하천이 유입되어 담수의 영향이 우세한 퇴적 환경을 보이나, 북평면 일

의 경우 보다 외해에 인접하여 탐진강에서 유입되는 퇴적물의 영향은 

적다.

북평면의 동측에는 완도가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달도, 연초도, 율도, 

남도, 고마도, 사후도 등의 작은 섬들이 분포한다. 동측 해역의 수심은 

약 4.5m 미만으로, 해저는 체로 평탄한 지형으로 되어있으며, 남-북 

방향으로는 5~10°의 경사가 나타나고, 동-서 방향으로는 0.1~5°의 완

만한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평면 영전리 남측으로는 수심이 약 

20m 이상으로 깊어진다(유환수 외, 1990).

북평면과 완도 사이의 해역에는 평균입경 약 0.31~6.5∅ 사이의 다양

한 크기의 퇴적물들이 분포하며, 그 평균은 약 3.31∅로 극세사(Very 

fine sand)의 물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평적인 분포로는 완도 교

를 중심으로 서쪽의 해남군 북평면 해안에는 세립질 퇴적물이, 동쪽의 

강진군 조간  부분은 조립질 퇴적물이 분포한다(강석범, 1992).

북평면의 서쪽 경계 즉, 북평면과 송지면의 경계를 따라서는 지질 구

조에 따른 북동-남서 방향의 산지가 발달해 있으며, 이 산지는 달마산

(498.8m)에서 연포산(418.6m)으로 이어진다. 산지는 연포산 부근에서 남

서쪽과 남동쪽의 두 산지로 나뉘어진다. 달마산의 동측으로는 중마산

(141.2m)을 중심으로 하는 낮은 산지가 발달해 있고, 중마산과 달마산 사

이에는 해발고도 약 20~50m 수준의 오목한 선상의 곡지가 나타난다. 주

변의 지형적 조건으로 볼 때 이 곡지 부분은 과거 상 적 고 해수면시기

에 해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빙기에는 산지로부터 

공급된 다량의 쇄설물이 집적되는 퇴적물 저장소(sediment sink)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중마산 구릉성 산지의 동측, 

남동측 사면은 해안을 향하는 부분으로 과거 고해수면 및 연안 재해 발

생시 그 증거가 잔존하여 있을 가능성이 큰 부분으로 생각된다.

달마산의 산지 말단부에는 선상지로 추정되는 지형이 형성되어 있으

나 이에 한 연구는 이뤄진 바가 없다. 다만 선상지 끝자락에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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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안단구가 발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의 해안작용에 

의해 사면 말단부가 침식, 개석되어 단상지의 형태를 보인다고 조사된 

바 있다(양재혁, 2007). 한편 달마산 인근에서 발원한 소하천들은 동쪽의 

해안으로 유입되며, 현재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남군 북평면 지역은 어느 정도 외해의 영향을 받으면서

도 동쪽에 위치한 달도와 완도로 인해, 큰 파랑에너지로부터 보호되는 

조건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의 퇴적층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북평면에서도 특히 이진리와 서홍리 지역의 경우 양재혁(2007)에 의해 

조사된 곳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이진리와 서홍리의 각각 7.8m와 10m 

고도 에 단구상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들은 위치상 해안에 발

달되어 있지만, 그 성인이 내륙의 기후 단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해

안기후단구’라 정의된 바 있다.

실제 서홍리의 경우 해안가에 평평한 평탄면이 분포하고, 약 20m 고

도 에 적색의 세립 퇴적층이 나타난다. 이진리 역시 해안가의 약 10m 

고도 에 평탄면이 발달해 있으며, 적색의 퇴적층이 분포하고 최상부에

는 다수의 자갈들이 산재한다. 특히 이진리의 경우 기존에 MIS 5e 해안

단구층이 분포한다고 조사된 곳으로(양동윤 외, 2016), 본 연구의 조사 

지점까지도 해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1.2 북평면 일 의 지질 개관

북평면 일 의 지질 분포는 Figure 2-49와 같다. 시 미상 설옥리층의 

편암 및 규암, 그리고 용암산층의 규암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분포

해 있으며, 달마산을 비롯한 이 지역의 높은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용

암산층은 주로 산지의 정상부를 이루고, 동, 서 양측에 분포하는 설옥리

층과 함께 배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설옥리층은 시 미상의 반상변정질 

편마암, 화강암질 편마암과 경계를 이루는데, 이들 편마암은 설옥리층이 

형성된 후 변성될 때 함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김서운 외,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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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9. Geologic map of the Bukpyeong-mye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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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면 동측의 완도 일 에는 주로 백악기 안산암과 석영반암, 유문암

이 주종을 이루고, 섬의 중앙부에는 백악기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해 있

다. 또한 북평면사무소 인근 즉, 달도의 서측에는 북서-남동 방향의 단

층이 발달해 있으며, 완도 지역에서도 일부 유사한 방향의 단층이 나타

난다.

서홍리 해안 인근에는 충적층 하부에 응회암이 분포하는데, 이들은 백

악기 말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 쇄설물암으로 완경사를 나타내는 것

이 특징이다. 서홍리 지역의 구릉부는 백악기 응회암과 연  미상의 화

강편마암이 경계를 이루는 부분으로, 응회암이 분포하는 곳에는 중마산

을 중심으로 하는 낮은 구릉들이 발달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지점 역

시 주로 응회암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구릉들은 조사 지점의 배후 산지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진리 해안의 경우 지질도 상에는 신생  제4기 충적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시 응회암이 일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응회암은 달도 일 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진리와 

서홍리, 완도의 지질 분포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홍리 지역에서는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200m 이하 고도의 구릉들이 발달

해 있는 데 비해, 이진리는 그러한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 지표면의 

부분에는 4기 충적층이 분포하고, 그 하부에 일부 응회암이 나타나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3.2 조사 지점의 특성

   3.2.1 서홍리(SH) 단면

해남군 서홍리는 해발 약 10-20m 고도 에 완경사의 평탄면이 분포하

는 곳으로, 구체적인 조사 위치는 Figure 50과 같다. 조사 지점 주변에는 

구릉들이 분포해 있으며 완만한 지형면들은 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

다(Figure 2-51의 A, B, C). 서홍리의 조사 단면은 완경사를 이루는 곳으

로, 선행 연구에서 해안단구로 판단되었던 부분과 연결되는 사면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해안을 기준으로 보면 돌출된 곶 형태의 안쪽 부분에 



- 143 -

해당한다.

Figure 2-50. The topographical map at the scale of 1:5,000 in Seohong-ri area. 

The sampling point is located about 20 to 23 m a.m.s.l.

조사 상 노두는 해발고도는 약 20m에 위치하며, 현재 해안으로부터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다(Figure 2-51의 D). 단면은 약 2.5m 두께의 적

색 퇴적층이 노출된 상태이며 지표면 부근에는 각력을 중심으로 하는 퇴

적 물질이 분포한다. 해당 퇴적물질들은 사면의 상부 쪽으로는 20cm 내

외의 두께로, 하부 쪽으로는 40~50cm 두께로 나타나고 있다. 지표면의 

이 퇴적 물질들은 원마도가 극히 낮은 각력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

부 약간의 원마도를 지닌 물질도 관찰된다. 이들은 배후 산지로부터 이

동되어진 물질로 추정되며, 하부의 층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Figure 

2-52의 D). 

각력 물질층의 하부로는 적색의 세립 물질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층에는 층리와 같은 퇴적구조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 적색의 세립 물질

층은 기반암의 제자리 풍화토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몇 가지 특이 사항

이 관찰된다. 지표 하 약 1.5m 이하의 부분에서는 토색을 달리하는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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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2-51. The sampling sites in Seohong-ri and its surroundings. (A), (B): 

The surrounding landscape of SH section. There is a flat topography along the 

coast. (C): Overview of the sampling points (SH). (D): The reddisth deposits 

are about 2.5 m thick. (E): The bedrock weathering zone near SH section. It 

is distinguished from sedimentary layers. (F): An enlarged view of the 

weathered bedrock.

덩어리들이 나타나고 있으며(Figure 2-52의 B), 일부 자갈들도 포함되어 

있다(Figure 2-52의 C). 자갈들은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마모된 형상을 지닌 것들이 관찰된다. 형태상 상부의 각력들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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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며, 상부의 자갈들이 하부로 이동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조사지점 주변에 기반암 풍화 가 노출되어 있는데(Figure 2-51의 E, 

F), 서홍리 단면은 이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 기반암 풍화 와

는 다른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A)

(B) (C) (D)

Figure 2-52. A view of the SH section. (A): The angular and sub-angular 

gravels layer is contained near the surface. The SH section is composed of 

reddish fine materials. 29 samples for physicochemical analysis were collected 

with depth. Two OSL samples at elevation of 22.0 and 22.6 m were obtained 

by using a steel tube. (B): The distinct material within the layer was found. 

(C): Some gravels are embedded within fine sediments. (D): Boundary 

between angular rocks and fin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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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당 단면에서 각력층 하부의 세립 물질층을 상으로 

깊이별로 29개의 토양 시료(SH01~SH29)를 채취하였으며, 2개의 연 측정

용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3.2.2 이진리(LJ) 단면

Figure 2-53. The topographical map at the scale of 1:5,000 in Ijin-ri area. The 

sampling point is located about 10 to 15 m a.m.s.l.

서홍리 남측의 북평면 이진리에는 해발고도 약 10-12m 사이에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평탄한 지형면이 분포한다(Figure 2-53). 이진리는 서홍리

보다 고도가 낮은 부분에 해당하며, 완경사의 지형면이 해안까지 이어져 

있다. 현 해안에는 다양한 크기의 각력, 아각력, 아원력 등이 혼재된 간

석지가 분포하며, 기반암 파식  위로 암석 쇄설물들이 얇게 덮여 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조사 지점 인근에는 조선시 에 축조된 것으로 추

정되는 이진성지(城地)가 위치해 있는데, 해안가의 평지에 석축성을 쌓은 

것으로 보아 주변에 자갈 재료들이 충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진리 단면의 동측 해안에는 송림이 분포해 있는데, 송림 쪽의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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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약 300m 정도로 기반암 풍화 가 드러나 있다(Figure 2-54). 기

반암은 용결 응회암 및 라필리 응회암으로, 응회암 내 역들은 상당히 풍

화되어 있다. 풍화  상부(해발고도 약 3-4m)에는 아원력, 아각력, 각력 

등의 굵은 자갈과 잔자갈이 혼재된 자갈층이 퇴적되어 있어 풍화 와는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해안가 상부에 분포하는 자갈들은 비교적 신선

한 편으로 해성 자갈로 추정된다. 이전의 조사에서 OSL 연 측정을 실

시한 결과 약 3.83m와 3.48m 고도에서 채취한 시료의 연  결과는 각각 

75,466 yr BP와 76,544 yr BP로 나타나 MIS 5a 시기에 퇴적된 것으로 보

고되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6).

(A) (B)

(C) (D)

Figure 2-54. View of the coastal area of the Lijin-ri. The photographing 

point is located about 250m east of the LJ section. (A): An overall view of 

the coast near the LJ point. (B): Some deposits overlying the bedrock. (C): A 

magnified view of the upper part of the picture ‘(B)’. Angular and 

subangular gravels are contained in the deposits. (D): A detailed view of the 

weathered bedrock.



- 148 -

(A) (B)

(C) (D)

Figure 2-55. Pictures of the surrounding sampling site LJ. (A): The location 

of sampling site. (B): The surrounding area of the sampling site is flat and 

the trees are along the coast. (C): The location of the LJ-U and LJ-L points. 

(D): The flat landform around the sampling point.

이진리의 조사 지점은 현 해안에서 약 130~3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면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고도의 두 단면이 드러

나 있었다. 따라서 약 12m 고도 의 상부 단면(LJ-A)과 약 10m 고도

의 하부 단면(LJ-B)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Figure 2-55의 C). 이진리 

상부 단면의 경우 높이 약 2m, 폭 약 10m 이상으로, 단면 하부는 상당

히 풍화된 적색과 황색의 기반암 기원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풍화  위

로는 성격이 다른 적갈색의 퇴적층으로 분포한다(Figure 2-56의 A, B). 

풍화된 기반암 위에 적색의 세립물질이 퇴적되어 있는 형태이며, 퇴적층

은 상당히 고화되어 있다. 풍화 와 퇴적층 간의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

으나, 약 120cm 깊이 지점 즉, 약 13.4m 고도 지점에서 층이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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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인다.

이진리 하부 단면의 경우 보다 상부 단면보다 상 적으로 어두운 색

을 띠며, 역시 고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단면의 높이는 약 2m, 폭

은 약 15m 이상이다(Figure 2-56의 C, D). 지표면과 인접한 부분에는 아

각력 및 아원력 기원 물질이 집적되어 있으며, 이 자갈들은 상 적으로 

풍화의 진행이 미진하다. 일부 자갈들의 경우 퇴적층 내에 끼어 있으며

(Figure 2-57의 B), 둥글 납작한 형태의 자갈도 관찰된다(Figure 2-57의 

D). 조사 지점 주변의 완경사 면들에서도 지표면 인근에서 이와 유사한 

자갈들이 산재해 있다.

(A) (B)

(C) (D)

Figure 2-56. Pictures of the LJ sections. (A): Sampling point of the LJ-U. (B): 

Overall view at the LJ-U section. (C): Sampling point of the LJ-L. (D): The 

gravels surrounding the LJ-L section.

이진리 지점에서는 이러한 상부단면과 하부단면에서 각각 5점과 3점

의 시료를 채취하여 입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상부단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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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약 14.1m 고도 지점(LJ-U)과 하부단면의 약 11.2m 고도 지점(LJ-L)

에서 연 측정용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A) (B)

(C) (D)

Figure 2-57. Detailed view of the LJ-L section. Some gravels are included in 

the section.

한편 서홍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평암리 안평마을에서는 

해발고도 약 8m 지점에 약 3m 두께의 자갈층을 발견하였다(Figure 

2-58). 자갈들은 직경 약 5cm 이하의 pebble에서부터 직경 10cm 이상의 

cobble까지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분급이 불량한 특징을 나타내었고, 특

정한 퇴적 구조 없이 무질서하게 퇴적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형태가 

다양한 원력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자갈들은 풍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비교적 생경한 편이었다. 평암리 지점은 현 해안과는 직선거리로 약 

380m 떨어진 곳으로, 해당 지점 주변의 평탄한 면들 역시 밭으로 이용

되고 있다.

하지만 평암리 단면은 자갈들이 주를 이루고 매트릭스 물질은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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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으며, 바로 인근에 도로가 있어 인위적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료 채취나 분석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분포 위치 및 

고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이진리, 서홍리 지점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A)

(B)

Figure 2-58. The gravel deposits more than 3 m thick 

are found in the Anpyeong village of the 

Bukpyeong-myeon (about 8m a.m.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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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북평면 퇴적층의 물리화학적 특성

   3.3.1 각 지점의 입도 특성

Figure 2-59. Graph of the grain size distribution of the SH samples. 

입도 분석 결과 서홍리 단면의 퇴적물은 최소 6.29∅, 최  5.28∅로 

평균 입경 약 5.65∅의 조립 실트(coarse silt)로 이루어져 있었다(Table 

2-13). 최상부에서 지표 하 20~50cm 지점까지는 조립해지는 경향이 나타

나기도 하며, 약 –75cm, -95cm, -120cm 깊이 부근에서 입도가 세립해지

는 현상이 나타난다(Figure 2-59). 해당 지점들의 경우 입자 함량에 변화

가 나타나는 곳들로, 서홍리 단면은 모래, 실트, 점토의 평균 함량이 각

각 약 13%, 82%, 6% 정도이나, 이 지점들에서는 상 적으로 모래의 비

중이 감소하고, 실트와 점토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단면은 모두 약 5-6∅ 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눈에 띄는 큰 변

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질의 분급 정도는 약 1.56~1.85∅ 정도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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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1.65∅ 내외의 값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분급이 불량한 특성을 

보였다(poorly sorted). 왜도는 양의 왜도가(fine skewed), 첨도는 급첨

(lept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상하부 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입자의 분포 형태는 꼬리가 세립질 쪽으로 치우쳐진 단봉 형태

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입도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서홍리 지점에서는 이들이 

퇴적되는 기간 동안 규모의 세립 또는 조립 입자의 유입과 같은 이질

적인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퇴적 이후 장기간에 걸친 

풍화를 경험한 경우 화학적 풍화에 의한 입도의 변화를 경험하였을 수도 

있으나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Sample

Code

Folk and Ward Method (∅) Proportions (%)

Mean Sorting Skewness Kurtosis Sand Silt Clay

SH29 6.00 1.66 0.23 1.26 6.62 86.53 6.85

SH28 6.02 1.64 0.24 1.26 5.48 87.60 6.92

SH27 6.17 1.56 0.30 1.23 1.63 90.99 7.38

SH26 5.79 1.72 0.18 1.24 11.18 82.65 6.17

SH25 5.89 1.63 0.24 1.21 7.67 85.88 6.45

SH24 5.49 1.77 0.15 1.19 17.80 76.91 5.28

SH23 5.80 1.60 0.26 1.17 8.15 85.79 6.06

SH22 5.83 1.72 0.19 1.17 11.15 82.34 6.51

SH21 5.65 1.85 0.13 1.10 18.18 75.54 6.27

SH20 5.68 1.70 0.20 1.19 13.11 80.98 5.91

SH19 5.82 1.69 0.20 1.16 11.87 81.58 6.55

SH18 6.29 1.73 0.14 1.24 6.92 84.44 8.64

SH17 5.28 1.63 0.25 1.12 20.07 75.48 4.45

SH16 5.28 1.62 0.25 1.13 19.75 75.81 4.44

SH15 5.31 1.65 0.24 1.12 20.00 75.37 4.63

Table 2-12. The granulometric characteristic of the SH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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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진리 단면의 경우 상부 단면(LJ-A)에서는 평균 입경 약 

4.19∅의 조립 실트로 이루어져 있었고 풍화 (LJ-A1, LJ-A2)와 퇴적층 

부분(LJ-A4, LJ-A5) 간의 입도 차이가 드러났다(Figure 2-60). 하부의 기

반암 풍화  부분은 평균 약 3.63∅의 극세사(very fine sand)로 이루어

져 있었는데 비해, 상부의 퇴적층 부분은 평균 약 5.04∅의 중립 실트

(medium silt)로 이루어져 있었다. 함량별로 살펴보면 모래가 평균 약 

38%, 실트가 58%, 점토가 4%를 차지하였으며, 풍화  부분에서는 모래

와 실트의 비중이 거의 반반이었는데 비해, 퇴적충 부분에서는 모래의 

비중이 감소하고 실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14). 

전체적으로 분급은 불량하고 첨도가 낮은 저첨(platykurtic)의 특성을 보

였고, 쌍봉형의 분포 패턴(bimodal)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진리 상부 단

면의 토색은 아래 풍화  부분에서는 흐린 오렌지색(5 YR 6/4)을 나타내

다가 상부로 갈수록 밝은 적갈색(5 YR 5/8, 2.5 YR 5/6)에서 적갈색(2.5 

YR 4/6)으로 변화하였고, 가장 상부에서는 어두운 적갈색(2.5 YR 3/6)을 

나타내었다(Table 2-15).

SH14 5.66 1.62 0.26 1.14 11.28 83.08 5.64

SH13 5.38 1.65 0.23 1.14 17.84 77.37 4.78

SH12 5.35 1.67 0.22 1.14 19.35 75.92 4.73

SH11 5.32 1.57 0.28 1.13 17.73 77.85 4.42

SH10 5.49 1.56 0.30 1.13 12.71 82.34 4.95

SH09 5.80 1.64 0.24 1.16 9.27 84.54 6.19

SH08 5.63 1.68 0.23 1.13 13.63 80.71 5.66

SH07 5.67 1.65 0.24 1.13 11.98 82.26 5.77

SH06 5.64 1.57 0.28 1.16 9.88 84.71 5.41

SH05 5.64 1.56 0.29 1.15 9.89 84.67 5.44

SH04 5.36 1.57 0.28 1.13 16.67 78.81 4.53

SH03 5.71 1.57 0.29 1.16 8.51 85.82 5.67

SH02 5.52 1.65 0.23 1.16 14.73 80.08 5.19

SH01 5.51 1.59 0.27 1.14 13.25 81.71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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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리 하부 단면(LJ-B)의 경우 평균 입경 약 5.77∅의 중립 실트

(medium silt)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모래, 실트, 점토의 평균 함량은 각

각 12%, 81%, 8%로 나타났다. 하부 단면의 세 시료 모두 분급은 불량하

였고 상부단면과 마찬가지로 쌍봉형의 분포 패턴을 보였다. 왜도와 첨도

의 경우 양의 왜도(fine skewed) 혹은 칭(symmetrical)적인 특성을, 그

리고 급첨(leptokurtic) 혹은 중첨(mesokurtic)의 첨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하부단면의 토색은 깊이에 따른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5 YR 3/6의 어두

운 적갈색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이진리 지점의 상부 단면은 풍화  부분과 퇴적층 부분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하부 단면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그

리고 상부 단면 최상부의 LJ-A5 시료의 경우 적갈색의 분급이 불량한 

중립실트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토색 및 입도 특성으로 볼 때 이는 하부 

단면의 퇴적층 시료들과 거의 동일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2-60. Graph of the grain size distribution of the LJ samples. The upper 

graph shows LJ-U and the lower shows LJ-L outc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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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de

Folk and Ward Method (∅) Proportions (%)

Mean Sorting Skewness Kurtosis Sand Silt Clay

LJ-U1 3.86 2.57 0.06 0.88 44.01 52.26 3.73

LJ-U2 3.39 2.65 0.12 0.75 51.92 44.95 3.13

LJ-U3 3.63 2.77 0.07 0.70 50.09 46.23 3.68

LJ-U4 4.38 2.68 -0.19 0.75 36.34 59.12 4.54

LJ-U5 5.70 1.97 0.12 1.35 8.19 84.98 6.84

LJ-L1 6.35 1.89 0.12 1.34 6.28 83.11 10.61

LJ-L2 5.39 2.18 0.04 0.96 17.55 75.67 6.78

LJ-L3 5.57 1.90 0.15 1.17 10.99 82.74 6.28

Table 2-13. The granulometric characteristic of the LJ samples.

Sample 

code

Elevation

(m)
Munsell value Soil color

LJ-U1 12.8 5 YR 6/4 dull orange

LJ-U2 13.1 5 YR 5/8 bright reddish brown

LJ-U3 13.4 2.5 YR 5/6 bright reddish brown

LJ-U4 13.7 2.5 YR 4/6 reddish brown

LJ-U5 14.0 2.5 YR 3/6 dark reddish brown OSL (LJ-U)

LJ-L1 10.9 5 YR 3/6 dark reddish brown

LJ-L2 11.2 5 YR 3/6 dark reddish brown OSL (LJ-L)

LJ-L3 11.4 5 YR 3/6 dark reddish brown

Table 2-14. The soil color characteristics of the LJ outc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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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서홍리 단면의 주원소 특성

서홍리 단면의 깊이별 지화학적 특성 변화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

원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산화물들의 비율을 바탕으로 시료 

내의 중량비(wt%)와 몰비(mol%)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 먼저 서홍리 단

면은 SiO2와 Al2O3의 합이 약 85%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Fe2O3, K2O, MgO 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CaO와 Na2O는 

0.1wt% 이하의 미미한 함량을 보였다(Table 2-16).

심도에 다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Figure 2-61), SiO2의 함량은 상부

에서 하부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으며, SiO2의 증

가는 다른 성분들의 감소 경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l2O3의 비율

은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서 약 –50~-55cm 부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

후 약 -50cm 구간에서는 일정한 값을 보였고, 그 뒤 하부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유형이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Fe2O3, K2O, MgO, Na2O, TiO2는 

하부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각 원소의 변화폭은 성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Fe2O3, K2O, MgO, TiO2는 상부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하부로 가면서 그 감소폭이 줄어드는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CaO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일부 구간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깊이별 변화 양상에서는 일부 특징적인 부분이 확인되는데, 먼

저 약 50cm 깊이 지점을 경계로 모든 원소의 증감 폭이 변화하고, 약 –
100~-105cm 깊이 지점에서는 SiO2, Al2O3, CaO의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지표 하 140cm 부분 이하에서도 여러 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크게 변화하

는 유형들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서홍리 단면은 주원소특성상 –50cm, -100cm, -140cm 깊이 전

후의 약 세 부분의 경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부분에서는 

물질 공급의 변동이나 형성 시기 등과 같은 퇴적 조건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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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1. Vertical change of concentration(wt%) of major 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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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SiO2 Al2O3 K2O CaO MgO Na2O TiO2 Fe2O3

SH29 -20 56.50 29.50 2.76 0.03 0.63 0.05 0.78 9.21 

SH28 -25 57.60 29.60 2.42 0.04 0.58 0.06 0.71 8.53 

SH27 -30 57.60 30.10 2.32 0.04 0.55 0.05 0.64 8.13 

SH26 -35 57.90 30.80 1.99 0.04 0.52 0.04 0.53 7.75 

SH25 -40 58.50 30.90 1.87 0.04 0.47 0.03 0.49 7.44 

SH24 -45 58.10 31.80 1.77 0.03 0.44 0.03 0.44 7.00 

SH23 -50 57.80 32.40 1.74 0.04 0.44 0.03 0.41 6.72 

SH22 -55 57.70 33.00 1.64 0.03 0.41 0.03 0.35 6.42 

SH21 -60 58.90 32.30 1.56 0.03 0.38 0.02 0.35 6.03 

SH20 -65 59.00 32.60 1.48 0.03 0.36 0.03 0.34 5.80 

SH19 -70 59.40 32.30 1.40 0.03 0.34 0.03 0.32 5.58 

SH18 -75 59.50 32.40 1.46 0.03 0.36 0.03 0.32 5.55 

SH17 -80 59.60 32.50 1.43 0.03 0.33 0.03 0.31 5.42 

SH16 -85 60.10 32.60 1.33 0.03 0.30 0.02 0.28 5.00 

SH15 -90 60.40 32.40 1.30 0.03 0.28 0.02 0.26 4.97 

SH14 -95 60.10 32.80 1.27 0.03 0.29 0.02 0.26 4.92 

SH13 -100 60.50 32.40 1.26 0.04 0.27 0.02 0.26 4.93 

SH12 -105 61.00 32.00 1.25 0.03 0.28 0.02 0.26 4.92 

SH11 -110 62.60 30.40 1.26 0.03 0.28 0.02 0.26 4.80 

SH10 -115 63.30 29.80 1.24 0.03 0.28 0.02 0.28 4.71 

SH09 -120 63.70 29.60 1.22 0.03 0.27 0.02 0.25 4.59 

SH08 -125 64.20 29.10 1.21 0.01 0.27 0.01 0.24 4.56 

SH07 -130 64.00 29.30 1.23 0.02 0.26 0.02 0.26 4.61 

SH06 -135 64.30 28.90 1.22 0.03 0.25 0.02 0.25 4.71 

SH05 -140 65.50 28.20 1.19 0.02 0.27 0.02 0.24 4.25 

SH04 -145 64.00 29.30 1.27 0.02 0.28 0.02 0.24 4.57 

SH03 -150 66.90 27.30 1.14 0.02 0.23 0.02 0.25 3.84 

SH02 -155 66.40 27.90 1.10 0.02 0.23 0.01 0.19 3.86 

SH01 -160 66.10 28.00 1.10 0.02 0.23 0.02 0.20 4.01 

Table 2-15. Concentration of major elements of the SH section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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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2. Vertical changes of chemical weathering indices in SH section.

한편 화학적 풍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Figure 2-62와 같다. 다양한 

화학적 풍화 지수 가운데 CIA는 모든 부분에서 90이상을 나타내고 있었

고, 최고 값은 96에 근사하는 값이 계산되었다. 이는 이전에 알려진 남

해안 지역의 기반암 풍화 에서 얻어진 풍화지수보다 높은 값이다(김영

래 외, 2012). 퇴적층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서 증가하는 경향성은 보여 

주고 있으며 상부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하부로 가면서는 일정한 수

준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최상부에서 약 –50cm 깊이 부근까지는 비교적 

증가폭이 크고, -50cm 깊이부터 약 –100cm 깊이 구간까지는 미미하게 

증가하며, 그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

성은 PIA에서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또한 SiO2/Al2O3의 변화 경향성은 

보다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풍화가 진행

됨에 따라 Al2O3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 값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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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본 연구지역에서는 상부에서는 풍화가 진행되는 경향성을 보여 

주지만 중간 부분에서는 일정한 값이 나타나고, 하부로 가면서는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SiO2/Fe2O3 역시 하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패

턴을 나타냈으며, 약 140cm 깊이 이상부터는 변동을 보였다.

Figure 2-63. A-CN-K and A-CNK-FM ternary diagrams of SH 

samples (based on 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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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CN-K 삼각도 상의 변화를 보면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서 A 꼭

지점 부분으로 점의 좌표가 이동하지만 갈수록 그 이동 정도는 작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Figure 2-63). 즉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서 화학적 풍

화의 진행 정도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진행 정도의 폭은 갈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A-CNK-FM 삼각도 상에서도 역시 우상향 이동 

경향이 나타나며, 이 역시 변화 양상은 하부로 가면서 그 정도가 약해지

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주원소 특성을 바탕으로 화학적 풍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에서 

지표에서 하부로 갈수록 풍화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 나타나나, 깊이별 

증가의 정도는 일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원소 특성이 

변화하는 특정 깊이 지점에서는 풍화 정도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3.4 북평면 퇴적층의 퇴적 시기

북평면 서홍리와 이진리 단면의 형성 시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OSL 연

측정을 실시하였고, 등가선량 측정의 프로토콜은 Table 2-17과 같다. 

등가선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신지도, 소안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0-0.8초 

구간의 신호를 사용하였고, 중심연 모델을 적용하였다.

서홍리의 경우 해발고도 약 22.0m(OSL:SH-1)와 22.6m(OSL:SH-2) 지점

에서, 이진리의 경우 그보다 낮은 약 11.2m(LJ-L)와 14.1m(LJ-U) 지점에

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평면 시료들은 모두 OSL을 

이용한 연  측정이 가능한 시료들로 확인되었다. 각 시료에 한 재현 

방사선(regeneration dose)을 보정 OSL 값에 비한 결과 이들은 모두 단

일한 지수 함수적 성장 곡선으로 도시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포화수준

(saturation Level)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Figure 2-64, 

2-65).

지점별로 살펴보면 서홍리의 경우 단면의 하부는 약 13만 년 전에, 상

부는 약 10만 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계산되었다(Table 2-18). 하부의 

SH-1은 MIS 5e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상부의 SH-2는 MIS 5c시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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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지점의 고도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약 

60cm의 퇴적층 형성에 약 3만 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연

간으로 환산할 경우 약 0.02mm/year로 상당히 낮은 퇴적률이 계산된다. 

반면 이진리 단면의 경우 등가선량의 에너지가 서홍리의 약 1/10 수준으

로 측정되어, 서홍리보다 훨씬 더 이후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Sample 

Code

Regeneration Dose 

(Gy)

Test Dose 

(Gy)

Preheat 

Temperature

Cutheat 

Temperature

SH-1 50-150-250-350 30 260 ℃ / 10 s 220 ℃ / 0 s

SH-2 50-150-250-350 30 260 ℃ / 10 s 220 ℃ / 0 s

LJ-U 10-40-80-150 10 260 ℃ / 10 s 220 ℃ / 0 s

LJ-L 10-40-80-150 10 260 ℃ / 10 s 220 ℃ / 0 s

Table 2-16. SAR protocol sequence for equivalent dose measurement of the 

Haenam samles.

Sample 

Code

Equivalent Dose 

(Gy)

Dose Rate 

(Gy/ka)

Water 

Contents 

(%)

Age

(ka, 1σ SE)

Recycling 

Ratio (R6/R1)

SH-1 358.9 ± 14.4
2.64 ± 0.07

(2.17 ± 0.06)

24.6

(49.3)

136.1 ± 6.5

(165.3 ± 8.0)
0.96 ± 0.03

SH-2 279.1 ± 9.3
2.67 ± 0.07

(2.48 ± 0.07)

24.1

(32.7)

104.5 ± 4.5

(112.5 ± 4.8)
0.95 ± 0.03

LJ-U 26.7 ± 1.5
1.94 ± 0.07

(1.82 ± 0.07)

23.7

(30.9)

13.8 ± 0.9

(14.7 ± 1.0)
1.01 ± 0.04

LJ-L 47.2 ± 1.7
1.75 ± 0.06

(1.64 ± 0.06)

21.7

(29.8)

26.9 ± 1.3

(28.1 ± 1.4)
0.97 ± 0.04

Table 2-17. OSL dating results for the Haenam samples. The results in 

parentheses are calculated based on saturation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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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4. OSL growth curves and decay curves for the SH samples.

Figure 2-65. OSL growth curves and decay curves for the LJ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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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북평면 일  퇴적층의 성격

북평면 지역의 야외 관찰 결과 및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내보면 

Figure 2-66과 같다. 서홍리 단면은 지표면에 각력 위주의 물질들이 퇴

적되어 있었고, 그 하부로 약 5-6Ø 전후의 적갈색 조립 실트층이 분포

해 있었다. 반면 이진리 단면은 아원력, 아각력 등의 자갈들이 지표에 

산재해 있고, 밝은 적갈색에서 어두운 적갈색 사이의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퇴적층 내에서도 풍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자갈들이 

일부 발견되었다. 두 단면은 입도 특성만으로는 서로 유사한 성격이라고

도 볼 수 있으나, 토색과 퇴적상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

히 연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두 단면이 동

일한 환경 하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각 지점별로 

구분하여 단면의 성격을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Figure 2-66. Columnar sections of the Haenam site (SH and 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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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서홍리(SH) 단면

    ① 퇴적층으로서의 성격

 야외 관찰 시 서홍리 단면은 전체적으로 단일한 세립질 입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입도 분석 결과에서도 깊이별로 차이를 확인할 수 없

었고 전체적으로 분급이 불량한 적갈색의 실트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당시 서홍리 단면을 퇴적층으로 판단하였으나, 

입도 특성상으로는 기반암 풍화 로서의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주원소 특성 및 OSL 연 측정 결과 서홍리 단면은 풍화층이 아닌 물질

들이 운반, 퇴적되어 형성된 퇴적층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XRF 결과에서 확인되는 퇴적층으로서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만약 서홍리 단면이 기반암 기원의 제자리 풍화 이거나, 혹은 

퇴적층이 동시에 노출된 뒤 지속적인 풍화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단면의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서 SiO2의 햠량비는 증가하고 다른 함량비는 감소

해야할 것이다. 실제 줄포, 나주, 영암 지역에서 연구된 기반암의 제자리 

풍화 에서는 풍화 의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SiO2와 K2O의 함량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l2O3, Fe2O3, MnO 등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그리고 가장 상부에서 화학적 풍화지수가 가장 높게 계산되고,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풍화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김영래 

외, 2012).

하지만 서홍리 단면의 경우 SiO2 함량만으로 보면 하부로 갈수록 증가

하는 패턴이 나타나 풍화 와 유사한 풍화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Al2O3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K2O와 Fe2O3, MgO는 일정 깊이까

지는 감소하다가 그 후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화학적 풍화지수 및 A-CN-K, A-CNK-FM 다이어그램에서 하부로 갈수록 

풍화의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기반암 풍화 의 경향과는 뚜렷

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풍화 에서는 지표와 가장 인접한 곳에서 

풍화 작용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 하부로 갈수록 비교적 생경한 편으

로 나타나는데 반해, 서홍리 단면은 그와 반 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

라서 서홍리 단면을 제자리 풍화 로 보기는 어려우며, 하부에서부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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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퇴적된 뒤 풍화가 진행된 퇴적층으로 해석된다.

또한 OSL 신호에서도 서홍리 단면이 퇴적층임이 확인된다. OSL 연

측정의 경우 퇴적물 입자들이 태양광에 노출된 후, 주변의 자연방사능에 

의해 에너지가 쌓이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질이 운반되면서 빛에 

노출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반암 풍화  기원의 물질들

은 운반 및 블리칭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 연 측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 퇴적 이전의 운반 과정을 겪지 않은 시료들은 등가

선량의 OSL 신호에서 slow OSL component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fast 

OSL component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현상이 관찰된다(Jeong and Choi, 

2012). 이전의 고창군 광승리 연구 사례에서도 새프롤라이트의 풍화물질

이 섞인 경우, 초기 0-0.8s 사이의 신호가 약 1-10% 에 불과하였고 배경

신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연 측정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Figure 2-67. The R0.16/1.6 of the Haenam samples.

하지만 서홍리 단면의 경우 등가선량의 감쇠곡선이 풍화 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fast OSL component를 통해 등가선량의 측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R0.16/1.6를 계산하여 살펴본 결과, 부분의 표본

(aliquot)이 20 이상 30 이하의 범위 내에 분포하였다(Figure 2-67). 따라

서 slow OSL component가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 측정에 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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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서홍리 단면을 이루는 물질들은 

기반암 풍화 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운반 및 퇴적 과정을 겪은 퇴적

층으로 해석된다.

    ② 서홍리(SH) 퇴적층의 형성 프로세스

서홍리 단면이 퇴적층인 것을 확인하였다면, 서홍리 퇴적층의 형성 프

로세스에 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퇴적층의 특성 및 분포 위치상 서홍

리 퇴적층은 해성층일 가능성과 풍성층일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먼저 선행 연구 결과 및 평탄한 지형면의 존재, 그리고 세립 물질 내 

풍화된 원력의 흔적 등을 근거로 서홍리 단면을 해성층으로서의 가능성

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양재혁(2007)은 서홍리 일 에는 해

성 퇴적층 상부에 선상지성 퇴적물이 피복된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 서

홍리 단면의 경우 지표 부분에는 각력 위주의 물질들이, 하부에는 적색

의 세립 물질층이 분포하여, 상·하부가 구분되는 형태를 보였다. 그리

고 적색층 내에는 소수 자갈들도 포함되어 있어 해성층으로서의 가능성

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지점의 해발 고도 및 인근 지역의 연구결과와 비해봤

을 때, 해성층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MIS 5e에서부터 

MIS 5c에 이르는 시기까지 해발고도 약 22m 지점에, 해성 프로세스에 

의해 지속적으로 물질이 퇴적되기 위해서는 해수면이 그 지점까지 닿았

거나 혹은 지반 융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신

지도 지역의 연구 결과에서는 MIS 5e 시기의 자갈층이 약 3-5m 고도

에 퇴적되어 있었고, 인근의 북평면 이진리 지역에서 이뤄진 선행연구에

서도 MIS 5e 퇴적층이 최  약 8.3m 고도에 분포하였다(양동윤 외, 

2016). 서홍리 퇴적층은 이러한 기존 결과들과 고도차가 10m 이상 나므

로, 국지적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해수가 닿았다

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이전의 결과들을 반영하여 당시의 해수

면이 약 8m 수준까지 상승하였다는 가정 하에 지반 융기를 고려한다면, 

기존에 알려진 서남 해안의 0.1m/ka에 인접한 수치로 계산되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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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길, 2012), 그 경우 신지면의 퇴적층은 해수 아래에서 퇴적된 것이 

된다. 따라서 서홍리 퇴적층을 해성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서홍리 단면에 해 풍성 퇴적층으로서의 성격도 고려해볼 

수 있다, 풍성층 중에서는 사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간빙기 시기 해수면이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홍리 

지점은 해안과 인접한 곳에 위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서홍

리 해역 역시 실트 크기의 입자들로 이루어진 조간 가 분포하므로 해안

사구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적색의 실트 크기의 입자들로 이루

어져 있어, 뢰스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입도 및 지화학적 특성이 기존

의 뢰스 퇴적물과는 차이를 보인다. 입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서홍리 지

역은 기존에 뢰스 층으로 논의된 천, 해미, 진천, 언양, 전곡 지역의 

물질들에 비하여 조립한 특성을 나타내며(윤순옥 외, 2007; 2011; 2012; 

2013; Kim et al., 2012), 지화학적인 측면에서도 SiO2/Al2O3, SiO2/Fe2O3의 

비율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Hong et al., 2010). 그러므로 서홍리 단면이 

풍성 퇴적층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논의되었던 중국 기원의 뢰스 층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층들을 직접적으로 뢰스성의 풍성층

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단면의 위치 등을 바탕으

로 볼 때 과거의 해안환경 하에서 퇴적된 사구성 물질의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하지만 서홍리 단면을 풍성퇴적층으로 해석할 경우에도 퇴적층 내에 

관찰되는 일부 이질 물질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실트

층 내에 자갈이 풍화된 흔적이 관찰되나, 이들이 실트질 물질들과 함께 

퇴적된 것인지, 퇴적 이후에 유입된 것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인

근 지역에 한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결과로 서

홍리 단면의 성격을 명확히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 최종간빙기 서홍리 지역에는 저에너지 

환경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도 특성과 함께 퇴적률이 상당히 

낮게 계산된 점으로 볼 때, 서홍리 단면이 형성되던 당시 강한 에너지에 

직면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트 크기의 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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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될 수 있는 저(低) 에너지 환경 하에서 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인다. 물론 서홍리의 OSL:SH-2 지점은 소안도의 SA-A 지점 연  결과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퇴적상 및 물리화학적 특성에서 차이가 나

므로, 두 지점을 동일한 성격의 해성퇴적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서홍리 단면은 약 10만 년~13만 년 사이 동안에 입도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보아 큰 환경 변화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약 3만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안 인근에 일정한 에너지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화학적인 특성에서는 성격이 변화하는 지점들이 확

인되어, 약 –50cm, -100cm, -140cm 전후의 깊이 지점을 경계로 퇴적 시

기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퇴적과 침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

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물질 공급 조건에는 큰 변동이 없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3.5.2 이진리(LJ) 단면

북평면 이진리 단면은 해발고도 10-15m에 분포하는 평탄면의 상부에 

노출된 노두로, 서홍리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진리 단면은 분급이 

불량한 중・조립실트~세립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표에는 원력, 아

원력, 각력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진리 하부 단면(LJ-L) 내에는 자갈들이 

끼어 있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또한 이진리의 경우 양동윤 외(2016)에서 

연구한 해안단구퇴적층과 인접한 곳으로, MIS 5e 퇴적층의 상부층에 해

당된다. 따라서 이 퇴적층 역시 해안 환경과 관련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

고, 최종간빙기 최성기 혹은 그 이후의 시기에 퇴적되었을 것으로 생각

되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예상보다 상당히 젊은 연  결과가 계산되어 해성 

퇴적층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퇴적 시기와 퇴적상, 그

리고 기존의 논의들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이진리 단면은 지난 빙기 이

후에 사면프로세스에 의해 운반된 물질들로 해석된다. 

먼저 퇴적 시기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이진리 단면이 퇴적된 약 13.8 

ka와 26.9 ka는 해수면이 상당히 하강했던 시기로, 조사 지점 주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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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육지에 노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홀로세 내 해수면

이 상승했던 시기도 존재하나, 이 역시 이진리 단면이 퇴적된 이후이기 

때문에(Chiba et al., 2016; He et al., 2018; Song et al., 2018), 당시 해당 

고도 지점까지 해수가 닿았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므로 해성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 층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배후산지에서 운반된 퇴적층으로 추

정된다. 조사 지점 서측에는 달마산(489m)이 분포해 있어 산지에서 물질

들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원력과 각력이 혼재된 자갈들 역시 

선상지성 물질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진리 퇴적층은 암설류, 토석

류, 이류, 기타 하천류 등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재혁(2007)은 이진리, 서홍리 일 에는 배후산지에서 내려온 

량의 쇄설성 물질들이 해안까지 이어져 있다고 하면서, 주빙하성 선상지 

지형이 해성 퇴적층을 피복하는 것으로 보았고, 단면 내에서 발견되는 

철분, 망간의 집적이나 엽상구조는 과거의 기후 환경에서 생성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진리 지역의 경우, 양재혁(2007)의 주장과 일치하

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해성퇴적물을 피복하고 있는 선상지성 퇴적물

의 형성 시기에 해서는 약 만 3천여 년 전에서 2만 6천여 년 전에 퇴

적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로 보아 이진리 일 의 해안과 인접한 저지, 

40m 이하 고도 에서는 완경사의 평탄한 면들이 분포하는 데 비해, 약 

40-50m 이상 고도 부터 상 적으로 경사가 급해지기 때문에, 배후 산

지로부터의 공급된 물질이 퇴적되기에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진리에서는 MIS 5e 상부층 위에, 바로 빙기 이후의 쇄설물이 

덮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종간빙기 최성기 이후 퇴적된 물질들이 이후 

침식된 것인지, 혹은 MIS 5e 이후의 시기에는 약 10m의 고도까지 퇴적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개간에 의해 퇴적된 물질

이 제거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진리에서 현재 MIS 5e에서 

최종 빙기 사이에 해당하는 퇴적 증거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

간빙기 퇴적층 상부에는 바로 지난 빙기 이후의 선상지성 퇴적물이 분포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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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후기 플라이스토세 이후 남해안의 퇴적 환경 변화

조사 지점
해발고

도(m)
OSL 연 시기 성 격

형성 

프로세스

신지도

5.60 Holocene 최상부 사구모래층 aeolian

4.50 6.2 ± 0.4 Holocene 조립 모래층

4.25 23.2 ± 1.2 MIS 2 적갈색 세립 모래층 aeolian

3.50 115.9 ± 9.7 MIS 5e 세립 모래층

2.80 127.5 ± 8.5 MIS 5e 고해빈 원력층 marine

2.55 157.4 ± 18.9 MIS 6

소안도

SA-A 13.0 94.0 ± 4.4 MIS 5c 원력층 marine

SA-B 6.50 56.3 ± 2.5 MIS 3

SA-C 5.30 60.2 ± 3.5 MIS 3 재이동된 해성원력층 complex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22.6 104.5 ± 4.5 MIS 5c 적색의 중립 실트층

22.0 136.1 ± 6.5 MIS 5e 적색의 중립 실트층

이진리
14.1 13.8 ± 0.9 Holocene 조립실트~세립모래층 colluvial

11.2 26.9 ± 1.3 MIS 2 중,조립 실트층 colluvial

Table 2-18. A summary of results obtained this study area.

남해안 지역에 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Table 2-19와 같다. 신지도 단

면은 4개 이상의 단위로 구분되었으며, 소안도에서는 MIS 5c 시기의 해

성 원력층과 MIS 3 시기의 재이동 원력퇴적층이 확인되었고, 해남에서는 

서홍리와 이진리에서 각각 최종간빙기의 적색 실트층과 최종빙기의 사면

성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이를 기존의 연구와 종합하여 나타내보면 

Figure 2-69와 같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남해안 지

역의 시기별 퇴적 환경 변화에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4.1 최종간빙기 최성기(MIS 5e)의 퇴적 환경: 고해수면의 존재

본 연구에서는 완도군 신지면과 해남군 서홍리 일 에서 최종간빙기 

최성기(MIS 5e)의 증거가 발견되었다. 지난 간빙기는 전지구적인 기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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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8. Age-elevation plot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현재보다 최소 2℃ 이상 높았던 시기로, 비교적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기존의 논의들과 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당시의 남해안 

환경에 해 추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지난 간빙기의 해수면(ESL, eustatic sea level)은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연구되어 왔는데, 당시의 해수면은 현재보다 약 4~6m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Otto-Bliesner et al., 2006; Rohling et al., 2008; Cronin, 

2012; Dutton and Lambeck, 2012). 물론 MIS 5e 시기 내에도 몇 차례 해

수면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며(Hearty et al, 2007; Rohling et 

al.,2008), +6.6m와 +9.4m 사이에서 피크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다(Kopp et 

al., 2009). 그리고 6m 혹은 그 이상의 높이는 간빙기 마지막 부분에 잠

깐 발생했을 뿐이고, MIS 5e 초기에는 +2.5m의 해수면 상태를 유지했었

다는 주장도 존재한다(Neumann and Hearty, 1996). 이처럼 MIS 5e의 해

수면은 각각의 지역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며 학자마다 견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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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하나, 당시 고해면기가 존재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전부터 MIS 5e 시기에 한 논의들은 진행되어 왔

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동해안의 해안단구와 관련한 연구에서 최종간

빙기 고해면기에 해 논의되었다(Choi et al., 2003a; b; 최성자, 2003; 

2004; Kim et al., 2005; 김종욱 외, 2005; 이광률 외, 2006; 김주용 외, 

2006; 김종욱 외, 2007a; b; Kim et al., 2008; 홍성찬, 2014). 서해안에서

는 증도 우전해안의 기저 퇴적층이 MIS 5e 시기에 퇴적된 것으로 여겨

졌고, 플라이스토세 후기의 조간  퇴적층(간월도층)과 동일한 성격인 것

으로 해석되어, 당시 해안사구 지 가 조간  환경 하에 놓여있었을 것

으로 추정되었다(오정식, 2018a). 남해안의 경우 양동윤 외(2016)의 연구

에서 해남군 이진리에 분포하는 약 4.8-8.8m 고도의 해안단구가 MIS 5e

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 소안도 지역에서도 지형 편년을 통

해 해발고도 18m 지점에 MIS 5e의 해안단구면이 분포하는 것으로 연구

되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최종간빙기 이후 남해안 지역이 약 18m 융

기한 것으로 해석되었다(최성길, 2006).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본 연구의 신지도, 서홍리 결과들과 함께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지도의 자갈퇴적층은 입도 특성 및 퇴적상, 지형

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고해빈 기원의 해성 자갈층으로 

판단되었다. 신지도 자갈층은 약 11만 5천여 년 전과 12만 7천여 년 전 

사이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나, MIS 5e 시기의 고해수면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지도 자갈층의 분포 고도는 평균해수면 기준 약 

3~5m 에 해당하므로, 최후 간빙기의 남해안 지역 해수면은 최소 약 

5m 이상 상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지도에서는 현 해빈에서

부터 약 160-170m 내륙의 지점까지도 고해빈층과 동일한 성격의 자갈이 

발견된다. 따라서 최종간빙기 당시에는 현 해안에서 160-170m 내륙까지 

해수가 닿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까지도 

해수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해남군 이진리에서 이루어진 양동윤 외(2016)의 결과와도 

잘 부합한다. 이진리에서는 약 8.8m 고도까지 MIS 5e 해성층이 분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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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는데(양동윤 외, 2016), 이를 모두 종합해 보면 남해안 

지역의 최종간빙기 해수면은 최소 8-9m 이상까지도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지도와 이진리는 두 지역 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 과거에도 서

로 유사한 환경 하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신지도 단면

은 최종 간빙기 퇴적층의 상부가 침식되고, 현재 약 3-5m 고도 에만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8m 이상의 고도 까지도 해

수가 닿았을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동해안 단구 연구

에서 MIS 5e의 구정선으로 여겨지던 +6m보다 높은 고도로, 한반도 최종

간빙기 해수면에 한 새로운 결과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소안

도 지역에서도 최종간빙기 퇴적층에 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최성길, 

2006), 직접적인 연 측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약 18m 고도 에 MIS 5e의 해성층이 분포한다고 보았

는데, 본 연구의 소안도 결과에서는 약 13m 고도에서 MIS 5c의 해성층

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신지도의 고해빈층과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에서는 약 22m 고도 에 적색의 중립 

실트층이 2m 이상 두께로 분포하였는데, 서홍리 단면에서 약 13만 년에

서 10만 년 사이의 기간 동안 입도의 큰 변화 없이 유사한 퇴적물이 쌓

여 있는 것으로 보아, 최종간빙기 최성기 전후로 큰 에너지 변동은 없었

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시 남해안 일 의 해수면이 약 5-8m 이상 상

승했던 상태로 본다면, 서홍리 일 에는 고해수면을 기준으로 약 10m 

이상 고도 에 실트 크기의 입자들이 퇴적되는 저에너지 환경이 지속되

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종간빙기 내 약 3만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큰 변

동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신지도와 서홍리에서는 MIS 5e의 환경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

들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신지도 자갈층의 경우 MIS 5e 고해수면의 직접

적인 증거로 판단되었다. 물론 남해안에서 최종간빙기의 연  결과가 제

시된 경우는 많지 않기에,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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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최종간빙기의 고해수면이 해안 지형 발달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이며, 최종간빙기 내에서는 큰 변동 없이 어느 정도 일정한 환경이 지

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2 최종간빙기 내 아간빙기(MIS 5c)의 환경 추정

본 연구에서는 소안도의 SA-A 지점과 해남군 서홍리 지역에서 MIS 5c 

시기에 해당하는 퇴적층을 확인하였다. 두 지점의 퇴적 시기는 각각 약 

94.0 ± 4.4 ka와 약 104.5 ± 4.5 ka 로 나타났으며, 시료 채취 지점의 

해발 고도는 평균 해수면 기준 각각 13.0m와 약 22.6m에 위치하였다. 서

홍리 지역의 경우 퇴적층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으

나, 소안도 SA-A 지점의 경우 둥근 원력을 포함하고 있는 해성층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MIS 5c 시기에는 10m 이상 고도 지점까지도 해성 

프로세스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5.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동안 MIS 5c 시기의 퇴적 환경에 

해서는 밝혀진 정보가 거의 없다. 특히 MIS 5c 시기의 해수면 고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바가 많지 않으며,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한반도 동해안 지역에서도 MIS 5c 시기의 퇴적층은 잘 발견되지 않아, 

MIS 5c 해성단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MIS 5c 퇴적층이 남

아있지 않는 원인에 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최성길(2012)

에 따르면 MIS 5c 시기의 해성면이 MIS 5a 해진기의 고해수면에 의해 

침식되었을 가능성, MIS 5c 시기의 해수준이 5a기의 해수준보다 상당히 

낮아서 당시의 해성면이 현 해면상에 노출될 수 없었을 가능성, MIS 5c 

시기의 해수준이 MIS 5a 해수준보다 약간 낮았으나 MIS 5c에서 MIS 5a

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지반 융기에 의해 두 시기의 단구가 하나의 

지형면으로 나타날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MIS 5c와 MIS 5a

의 해수면 고도는 유사하였으나, 두 시기 사이의 융기율이 적어, 5c의 

지형면이 5a 시기에 약간의 침식을 받아 하나의 지형면으로 나타나게 되

었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처럼 MIS 5c 시기에 해서는 여러 해석이 공존하는 상황이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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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MIS 5c 시기의 퇴적층들

이 보고되고 있다. 사천 지역에서는 평균 해수면 기준 6m 내외의 고도

에 나타나는 고해안 퇴적층에 해, MIS 5c 시기의 고해수면(sea level 

highsatands)에 응하여 형성된 고사주의 잔존 지형으로 해석되었고, 당

시의 구정선 고도가 고조위 기준 약 5m로 제안되었다(신재열 외, 2018). 

완도에서 이뤄진 연구에서도 MIS 5c 해성층이 형성될 당시의 구정선이 

약 10.9m로 계산되었다(이광률 외, 2019). 또한 MIS 5c와 5a의 해수준이 

유사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광양만 일 에서 이루어진 OSL 

연 측정결과에서, MIS 5a 시기의 해안단구 퇴적층의 고도가 약 9.5m 라

는 점도 당시의 해수면이 약 10m 내외의 고도까지 닿았을 가능성을 뒷

받침하였다(이광률 외, 2006).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소안도 SA-A 지점의 결과와 크게 배치되

지 않는다. 소안도의 SA-A 지점의 결과 및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

하여 볼 때, MIS 5c 당시의 최  해수면은 약 13m 고도까지 닿았을 가

능성이 있다. 물론 지반 융기의 여부나 정도 등 밝혀져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다. 그러나 MIS 5e 이후 MIS 5c 시기에도 약 10m 고도 에 해성

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최종간빙기 최성기 이후에도 고(高)해수면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MIS 5c의 환경 역시 MIS 5e 시기와 크

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홍리 지역의 결과에서도 MIS 5e 시

기의 퇴적물과 MIS 5c 시기의 퇴적물 성격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이 

역시 두 시기의 퇴적 환경이 유사했음을 지시해준다.

한편 최성길(2006)은 소안도에 분포하는 10m 단구는 MIS 5a 시기에, 

18m 단구는 MIS 5e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MIS 5c 퇴적층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소안도 SA-A 지점의 

약 13m 고도 의 해성 퇴적층이 MIS 5c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MIS 

5c 시기의 퇴적층과 MIS 5a의 퇴적층이 유사한 고도 에 형성되었을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성길(2006; 2012)의 논의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MIS 5c와 MIS 5a 시기 사이에도 큰 환경 변화가 없었을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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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종간빙기 최성기 이후 두 번째 아간빙기에 해당하는 MIS 5c 

시기에도 MIS 5e와 유사한 환경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해수면은 크

게 하강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 닿았던 것으로 추정된

다. 하지만 해양 코어에서 이루어진 결과들에서는 MIS 5e 이후 해수면이 

하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Kwon, 2012), 해양학적인 증거와 지표상의 

증거들 간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조사 지점의 개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의 MIS 5c 퇴

적층의 발견은 최종간빙기의 퇴적환경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3 최종간빙기 이후 퇴적 환경의 변화

고해수면이 존재하였던 최종간빙기 이후에는 남해안 일 의 퇴적 환

경이 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지도에서는 최종간빙기층 상부에 MIS 2 

시기의(23.2±1.2 ka) 세립 모래층이 분포하였고 이는 풍성층으로 해석되

었다. 소안도의 SA-C 지점에서는 MIS 3 시기에(60.2±3.5 ka) 재동된 퇴

적층이, 그리고 해남군 이진리에서는 지난 빙기에서 홀로세(13.8±0.92 

ka, 26.9±1.33 ka) 동안에 퇴적된 사면성 쇄설층이 확인되었다.

이로 보아 최종간빙기 이후에는 현재보다 냉량, 건조한 환경 하에서 

침식기준면이 하강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해성 프로세스의 작용이 저하

된 것으로 보인다. MIS 3 시기에는 소안도 SA-C 지점에서 확인되듯이 

주로 이전에 퇴적된 물질들이 재이동되는 작용이 발생하였으며, MIS 2 

시기 이후에는 사면 물질의 이동 혹은 풍성 프로세스에 의한 퇴적이 주

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후 빙기에는 남해안 내에서도 각 지점마다 우세하게 작용하는 

프로세스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신지도와 이진리에서는 모두 최종간

빙기의 해성층 상부에 빙기 퇴적층이 퇴적되어 있었으나, 신지도에서는 

최종간빙기층 위로 풍성퇴적층이, 이진리에서는 최종간빙기층 위로 사면

퇴적층이 분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해 당시 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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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지역의 5m 이하의 고도에서는 풍성 프로세스가, 10m 이상의 고

도 에서는 주로 사면 프로세스가 우세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지역의 지형적 셋팅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하게 일반화시키기는 어

렵다. 신지도 지역의 경우 남쪽으로 넓게 열려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하

강했다 하더라도 바람에 의한 해안 퇴적물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으나, 

이진리는 완도와 달도에 가로막혀있어 해수면이 하강한 상태에서 해안 

쪽에서의 물질이 공급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진리는 내륙 사면에서의 물질 공급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한편 신지면과 해남군 이진리, 서홍리 지역의 결과, 그리고 양동윤 외

(2016)의 결과를 모두 종합해 보면, 신지도와 북평면 지역에서는 층서상 

최종간빙기 퇴적층 위로 바로 최후 빙기 퇴적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

다. 약 10만 년 전 이후로 최종 빙기 사이까지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통영군 비진도에도 

자갈해안 배후에 과거 고해면기의 해빈 사층이 관찰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는데, 가장 하부에는 최종간빙기의 고화된 적황색 사층(1m 층후)이 분

포하고, 그 위로 최종빙기의 갈색 사면각력층(1m 층후)과, 홀로세 고해면

기의 회색 해빈사층(3m 층후), 최상부 매립층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지

역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지광훈 외, 2007). 박용안(1992)에서도 

최후간빙기 퇴적층이 황해의 하위층을 이루고, 그 상부에 최종 빙기의 

사구층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가장 상위에는 현세의 퇴적층이 분포한

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신지도 지역의 층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간빙기 이후 약 수만 년 간 동안에는 퇴적이 활발히 이루어

지지 못하는 조건이었거나, 지표에 퇴적층이 남아있기 어려운 환경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 일 에 최종간빙기 이후에서부터 최후빙기 사이까지의 퇴적층

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양재혁(2008)의 논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양재혁(2008)은 남해안의 지형발달과정을 설명하면서, 빙기 초기에

는 하천의 하방침식의 강화로 이전에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제거되고,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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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후기에는 활발한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해 많은 양의 쇄설성 물질들

이 퇴적된 것으로 보았다. 이후 후빙기 초기에서는 빙기에 퇴적된 물질

들이 일부 제거되고, 이후 해수면이 안정되면서 미립물질들이 퇴적되었

다고 하였다. 

이 논리 로라면 최종간빙기 이후에서 최후빙기 이전까지 형성된 퇴

적물들은, 빙기의 하천 하방침식에 따라 침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전에 운반된 물질들이 퇴적 후 제거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해당 

기간 동안에 많은 양의 퇴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만약 퇴적이 지속되는 환경이 이어졌다면 최종간빙기 이후로도 퇴적층이 

순차적으로 형성되었어야 하나, 많은 지역에서 최종간빙기 퇴적층 상부

로 바로 빙기 퇴적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그 사이 동

안의 퇴적 작용에 해 판단하기 어려우나, 최종간빙기 이후 해성 작용

의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종간빙기에는 남해안 지역이 전반적으로 고해수면의 영향을 

받았던 반면, 그 이후에는 규모의 퇴적 작용보다는 기존 물질이 재동

되는 정도의 작용이 이루어졌다. 빙기 이후에는 사면 물질의 이동 및 퇴

적, 풍성 프로세스에 의한 물질 공급 등 각각의 지형적 조건에 따라 서

로 다른 프로세스가 작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안도 SA-C 지점은 

이전의 퇴적된 물질들의 재동된 증거라고 볼 수 있고, 이진리 역시 유수

의 역할이 약한 상황에서 상부에서 침식, 운반된 물질들이 충분히 제거

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4 최종간빙기 이후 남해안의 지반 융기에 한 고찰

본 장 4절에서는 최종간빙기 이후의 해수면 변동에 따른 남해안 일

의 환경 변화에 해 추정하였다. 그러나 남해안 지역의 경우 지반 융기 

여부나 그 정도에 한 논란이 존재하며, 지반 융기에 따라 과거 해수면 

고도의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한반도 융기율에 한 

논의를 요약하고, 본 연구지역의 융기 정도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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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융기에 한 기존의 논의 및 남해안의 융기 가능성

그동안 한반도의 지반 융기에 해서는 각 해안별로 서로 다른 주장

들이 제기되어 왔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융기가 있었다는 사실에 해

서는 이견이 없으나, 지역 간의 차이 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낮은 융기율

을 갖는다는 의견과, 지역에 따라 국지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의견 등 구

체적인 정도에 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계산된 융기율 역시 연

구자마다 다른 값들이 제시되었다(정창식 외, 2002; Choi et al., 2003a; 

b; 최성자, 2003; 2004, 김주용 외, 2006; Kim et al., 2008, Choi et al., 

2008, 홍성찬, 2014). 서해안 지역의 지반 운동 양식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서해안과 동해안의 융기율이 거의 유사했다고 보는 주장과(최

성길, 1995; 1996a; 1996b; 1996c; 1998; 2004; 2006; 2007; 2017; 이광률 

외, 2006), 동서해안 간의 지반운동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 즉, 동해안의 

융기율이 더 크다고 보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으며(오건환, 1980a; 1980b; 

1981; 박희두, 2001; 윤순옥 외, 2015), 서남해안의 융기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지난 간빙기 이후의 해안지형 발달과정에 해 해석한 연구들도 존

재한다(Choi et al., 2012; 양동윤 외, 2016). 또한 남해안에 해서는, 남

해안의 융기율이 동해안 지역과 유사했을 것이라는 견해와(이광률 외, 

2006; 2019; 최성길, 2006), 동해안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견해(신재열 

외, 2018), 그리고 남해안의 융기율은 동해안의 1/3~1/4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등(박충선 외, 2018) 여러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이들을 정리

하자면 Table 2-20과 같다.

이에 본 연구지역에 해서도 지반 융기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필

요가 있다. 실제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신지면 명사십리 일 에 해서 이

광률 외(2019)는 6.1m 고도 지점의 원력층을 상으로 구정선을 추정하

여 융기율을 산출하였고, 최성길(2006) 역시 소안도 지역에 해서 소안 

10m 단구면과 18m 단구면을 바탕으로 남동부 해안과 동일한 융기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이전의 환경부 조사에서도 신지면 조사지점을 해발고

도 10m의 해성단구로 해석하면서, 해발고도 20m 해성단구면의 개석면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고조위선보다 약 5-6m 높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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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적색으로 풍화된 해성역층이 분포한다고 하였고, 그 상부의 적색토

와 표토의 황갈색토에 해 최종간빙기 및 그 이전의 시기에 형성된 것

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면서 명사십리뿐만 아니라 신지도 송곡리와 신리 

일 에도 해성단구면의 적황색토가 분포한다고 하였다(환경부, 2003b). 

그러나 후속 조사에서는 해당 조사 지점에 해 다루어지지 않았다(환경

부, 2011).

지역 연구자 지역 융기율 비 고

동

해

안

최성길(1995; 
1996a;b; 2012)

강릉~울주 간의
동해안 일

0.1 m/ka

정창식(2002) 경주시 양남면 관성 0.31 mm/y OSL

Choi et al.
(2003a)

영천시 오류리,
경주시 양남, 관성

0.80 mm/yr OSL

최성자(2003) 진하-일광 0.19 m/ky

황상일 외
(2003)

경주-울산 경계 지역 
(지경리 일 )

0.23 mm/y
70만 년 BP 

이후

최성자(2004) 보-구룡포-감포 0.19 m/ky

김주용 외(2005) 동해안 전체 0.10~0.20 m/ka

김주용 외
(2006)

경주 봉길리-정자리
0.08-0.25 mm/yr
(평균 0.15 mm/yr)

Ata 테프라, 
OSL

Kim et al
(2008)

한반도 남동부
(포항, 경주, 울산)

0.14~0.22 mm/yr

Choi et al.
(2008)

월성 0.31(~0.3) m/ka

보-고리 0.18(~0.2) m/ka

황상일 외
(2012)

경주시 수제리-수렴리 0.23 mm/yr
70만 년 BP 

이후

윤순옥 외
(2014)

울산 강동 일 0.225 m/ka
71만 년 BP 

이후

홍성찬(2014) 0.19±0.03 m/ka 125ka~현재

Table 2-19. A summary of the uplift rate data collected from coast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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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선 외
(2017)

중부 구역 0.16~0.28 m/ky

중남부 구역 0.20~0.36 m/ky

남부 구역 0.24~0.36 m/ky

이광률 외
(2019)

동해안 전체 0.105~0.433 m/ka
선행연구 

자료를 재계산

서

해

안

최성길
(1996; 1998)

웅천천 유역 0.1 m/ka

박충선 외(2018) 0.059~0.282 m/ky 상 연

이광률 외
(2019)

부안군 변산면 항리 0.090 m/ka OSL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0.082 m/ka OSL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0.112 m/ka OSL

남

해

안

최성길(2004; 
2006), 최성길 

외(2007)

영산강 하류,
소안도 일

0.1 m/ky
동해안 단구와 

비

이광률 외(2006) 광양만 일 0.141 m/ka

신재열 외(2018) 사천시 포동 0.126±0.024 m/ka

박충선 외
(2018)

0.020~0.385 m/ky 상 연

0.051~0.087 m/ky
평균고조위면 

비 구정선 
고도기준

0.042~0.062 m/ky
평균해수면 
비 시료지점 
고도기준

해남군 0.031~0.099 m/ky

여수시 0.114~0.185 m/ky

사천시 0.033~0.069 m/ky

이광률 외
(2019)

해남군 북평면,
사천시 포동

0.051~0.087 m/ka
(중간값: 0.082 m/ka)

완도군 신지면 신리 0.088 m/ka OSL

남해군 남면 덕월리 0.082 m/ka OSL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0.127 m/ka O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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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성층의 분포 고도까지 지반이 융기한 것인지, 혹은 해당고도

까지 해수면이 상승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융기율 산출을 위해 

추정된 구정선 고도 역시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 일 가 융기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융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모두에 해 고려해보고자 한다.

먼저 남해안이 융기되지 않았음을 가정할 경우, 신지도 고해빈층과 양

동윤 외(2016)의 이진리 단구층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최종 간빙기의 

해수면은 약 8m 이상 상승했던 것이 된다. 이 경우 신지도의 퇴적층은 

지표상에서 퇴적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지반 융기 없이 고해수면에 의

해 원력층이 퇴적되었다고 해석된다.

반면 최종간빙기 이후 남해안이 융기되었다고 볼 경우, 구정선 고도를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존에 동해안

에서 이루어진 연구 로 최종간빙기 고해수면을 +6m로 가정하고 연  

값으로 나눌 경우, 소안도는 약 0.095m/ka 즉 약 0.1m/ka의 융기율이 계

산된다. 그러나 신지도는 당시 해수준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어 융기

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서 지역 간에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시료 채취 지점과 동일한 퇴적층이 나타나는 고도 지점까지를 

구정선으로 보고 연  값으로 나누는 방법을 적용하면, 소안도 SA-A 지

점의 최종간빙기 구정선은 약 15m, 신지도 원력층의 구정선은 약 5m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융기율을 계산할 경우, 소안도는 약 0.16m/ka, 신지

도는 0.04m/ka로 계산되어 지역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된다.

셋째, 이광률 외(2019)의 방법 로 구정선 고도에서 평균 고조위 고도

를 뺀 후 연 로 나누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과거의 해양 

조건(평균 고조위 높이)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가정을 포함하게 된다. 완

도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평균 고조위(MHW) 322.5cm(3.225m)를 적용하

여(국립해양조사원, 2019), 이 방법 로 계산할 경우 소안도 지역은 

0.13m/ka의 융기율이 계산되는 반면, 신지도 지역은 0.01m/ka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융기율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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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박충선 외(2018)도 서로 다른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융기

율을 산출하기도 하였으나, 해성퇴적층 형성 당시의 해수면 고도가 현재

와 동일하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② 융기율 산정에 한 문제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융기율을 산출하게 될 경우, 

몇 가지 문제들과 한계점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구정선 고도를 추정하는 기준이 연구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도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MIS 5e 당시의 해수면고

도에 해 전지구적인 해수면 변동 곡선을 반영하여 현재보다 +6m 높았

다고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융기율을 계산해 왔다. 그러나 남해안 지

역에서는 최종간빙기의 구정선을 동해안과 동일하게 약 +6m로 간주하거

나(최성길, 2006) 혹은 약 +10~11m 수준으로 보았으며(이광률 외, 2019), 

고조위 기존 5m로 추정하기도 하는 등(신재열 외, 2018) 각 연구자 혹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

다.

다음으로 기존의 논의 로 최종간빙기 당시 전지구적인 해수면 고도 

값을(+6m) 한반도 지역에 그 로 적용하는 것은 불확실한 면이 있다. 해

수면 변동은 해안지역의 융기와 침강, 그리고 국지적인 기후 변화에 따

라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며,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Lambeck and Chappell, 2001; Lambeck et al., 2002). 서로 다른 장소에

서의 관측 값을 하나의 해수면 곡선으로 나타내는 것은 유의미하지 않다

는 지적도 있다(Lambeck et al., 2002). 그러므로 전지구적인 해수면 변동 

곡선을 그 로 적용하게 될 경우, 국지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

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구정선을 추정하여 융기율을 계산하더라도 인

접 지역 간에 융기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소안도 지역만 

국지적으로 융기했다고 가정하기에는 두 지역 사이에 큰 변위의 단층 등

이 존재해야 하나, 그러한 부분에 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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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남 일 와 소안도 지역이 서로 인접해 있어 두 지역 간에 지구

조적인 운동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므로 융기에 

한 가능성보다는 고해수면에 한 해석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해안의 융기에 해 최근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정

선 고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융기율을 추정하는 것은 여러 불확실

성을 내포하게 된다. 최종간빙기 이후 남해안 일 에는 지반 융기 없이 

고(高)해수면만 존재했던 것인지, 혹은 고해수면도 존재하고 지반 융기도 

있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최종간빙기의 해수면은 낮은 수

준의 어느 고도 에서 유지되고, 그 이상은 융기했을 가능성도 존재한

다. 이는 정확한 과거의 해수면 상태, 소위 구정선 고도를 알아야만 판

단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남해안 일 의 융기율을 산출하기에 앞서, 과거 해수면 수준

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지구적인 해수면 변

동 곡선을 그 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적인 조건(local conditions)에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지도와 소안도 결과, 그리고 

기존 이진리 지역의 선행연구 결과를 모두 종합해봤을 때, 최종간빙기 

남해안 일 에는 최소 약 8m, 혹은 그 이상 해수면이 상승했을 가능성

이 존재한다. 또한 최종간빙기로 확인되는 퇴적층이 실제로는 그 이상의 

고도 까지 퇴적되었으나, 이후 침식되어 현재 관찰되는 부분까지만 남

아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실제 구정선은 추정치보다 더 높은 

수준에 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최종간빙기 시기에 고해면기가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해보

이나, 지반 융기 없이 해수면만 상승했던 증거인지, 혹은 해저에서 형성

된 퇴적층이 융기에 의해 현 고도에 달한 것인지, 아니면 고해수면과 지

반 융기가 모두 존재했던 것인지에 해서는 현재 노출되어 있는 퇴적층

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해수면 정보에 한 많은 가

정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바탕으로 융기율까지 계산하

는 것은 오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남해안 일 의 

지반 융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요구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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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과거 해수면 고도에 한 정보가 명확해졌을 때 비로소 융기 

정도에 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5 종합 논의

앞선 결과와 논의를 모두 종합해볼 때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서는 최

종간빙기 최성기(MIS 5e) 시기 현재보다 적어도 약 5m 이상 해수면이 상

승하였고, 특히 신지도에서는 현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최소 약 

160-170m 범위까지 해수가 닿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MIS 5c 시기에

도 MIS 5e와 유사한 환경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5c 시기에도 고해수면

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MIS 5e 이후 5d로 넘어가면서 해수면

이 다소 하강하였다가 이후 간빙기가 반복되면서 5c 시기에 다시 상승한 

것인지, 혹은 최종 간빙기 동안에 큰 변화 없이 유사한 환경이 지속되었

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종간빙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현재

보다 높은 고도의 수준까지, 그리고 현재보다 훨씬 더 내륙 지역까지 해

안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해수면이 하강함에 따라 연안 지역의 환경 역시 변화하였으며, 

최종간빙기 이후 최후 빙기 시기까지는 기존 물질의 재이동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퇴적이 활발히 이루어지기에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최종 빙기의 퇴적 환경은 각 지역의 지형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체로 해수면이 하강한 상태에서 풍성 작용에 의해 

해안 물질이 운반, 퇴적되거나, 혹은 사면에서의 물질 공급이 우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반 융기에 해 논의하기에는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해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된다. 남해안 일 의 

융기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해수면 고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

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들은 플라이스토세 이후의 

해수면 고도를 추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반 융기

에 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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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해안의 홀로세 퇴적 환경 변화 추정

 1. 연구 지역 개관

  1.1 영광군 백수읍 일  지형 및 지질 특성

Figure 3-1.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around Baeksu-eup, 

Younggwa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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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역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하사리 일 로(Figure 

3-1), 백수읍의 북쪽 해안에는 구수산(339m)과 절산(221.6m)을 중심으

로 한 산지가 발달해 있고, 산지 내에는 홍곡저수지, 천정저수지, 신

제, 길용제와 같은 저수지들이 축조되어 있다. 남쪽에는 넓은 평야가 분

포하며, 해안과 인접한 곳에서는 간척지가 개발되어 있어 인위적인 단조

로운 해안선의 형태를 나타낸다. 백수읍의 평야 내에는 거북산(12m), 가

지산(67.9m), 분토굴산(26.6m) 등의 해발고도 100m 이하의 구릉들이 분포

하며, 곳곳에는 모래로 된 고도 10m 내외의 소규모 구릉들도 분포한다.

백수읍과 염산면의 경계를 따라 불갑천(32.3km)이 서해로 유입하고 있

으며 불갑천의 가장 하류에서부터 군남면 동강리까지는 감조 구간에 해

당한다(영광군, 2013a). 하천은 현재 정비되어 백수읍 일 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상류의 불갑저수지로 이어진다. 백수읍 지산리, 학산리 

일 에는 학산천(7.4km)이 서해로 흐르며, 불갑천의 제1지류로 불갑천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학산천 역시 주변 농경지의 수원 역할을 한다. 이들 

하천은 모두 직강화되어 자연 유로의 모습은 많이 변형되었다.

또한 백수읍 일 는 해안선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어 겨울철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사리

와 그 주변 지역은 돌출된 두 암석 해안 사이에 분포하는 만입상의 형태

를 하고 있어, 지형 형태상 해양으로부터의 물질 공급과 에너지가 집중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해안사구와 같은 지형이 발달하기에 유

리하여, 과거 규모의 사구 지 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

재는 부분 논이나 밭으로 개간되어 그 지형의 원형은 찾아보기 힘들

며, 간척 및 개발로 인해 퇴적 지형이 활발히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연

구지역 일 는 1910년  이후 간척이 이루어져 일부 구릉지 부분을 제외

하고는 부분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해안

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물질 유입은 차단된 상태이다. 과거 해안선을 따라 

존재하던 사구들은 인위적 활동에 의해 상당수 훼손되고, 해안과의 거리 

증가로 인해 현재 규모의 사구 지형 발달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과거 지형도에서는 해안 인근에 다수의 모래 구릉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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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어 현재의 지형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낸다. 백수읍 ‘하사리(下沙
里)’와 ‘상사리(上沙里)’, ‘사등(沙登)사거리’와 같은 지명에서 과거 

규모의 모래밭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 백수읍 일 에는 

과거 해안사구 퇴적물로 추정되는 모래층이 널리 분포해 있는 것이 확인

된다.

Figure 3-2. Lith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around Baeksu-eup, 

Younggwang-gun). The study area is mostly composed of Quaternary deposits 

and Jurassic Porphyritic Biotite Granite.

백수읍 서쪽의 해안은 간석지가 널리 분포하며, 영광 지역의 평균 고

조위(MHW)는 약 5.67m, 평균 저조위(MLW)는 약 1.27m로, 평균 조차는 

약 4.41m를 나타낸다(국립해양조사원, 2017; 2018; 2019). 본 연구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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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인접한 염산면 두우리의 조간  지역에 한 조사 결과(유흥룡 

외, 1991), 조간  표층퇴적물의 입도는 모래가 99%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트, 점토의 함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다 

쪽으로 가면서 비교적 세립질 퇴적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부 

지점의 경우 조간 의 표층 하부 깊이에서 큰 조개껍질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나타난다. 또한 연구지역 북쪽에 위치한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

의 표층퇴적물의 경우, 평균 입도 약 2.18-1.42∅로 세립사 혹은 중립사

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영의 함량이 매우 우세하다(김은아, 1994). 이처럼 

연구지역 일 의 간석지는 주로 사질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해안 쪽에서 공급되는 물질 역시 부분 사질 크기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지역 주변의 백수읍 북부 일 에는 중생  백악기 화산각력

암(Kvb), 안산암(Kan), 유문암질 라필리응회암(Krt) 등 유천층군에 속하는 

화산암군이 분포하고, 남측에는 흑운모화강암(Jbgr)과 반상흑운모화강암

(Jpbgr), 그리고 화강섬록암(Jdgi) 등의 중생  쥐라기 관입암이, 그리고 

서측에는 변성암(PCgn)이 일부 분포한다. 그리고 불갑천 인근과 해안 주

변에는 신생  제4기 미고화 퇴적층(Qa)이 분포한다(Figure 3-2).  

먼저 옥천계에 속하는 선캄브리아기 편마암류(PCgn)는 안구상 편마암

과 호상 편마암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로, 연구지역 남측의 염산면 두우

리 해안의 구릉을 형성하고 있다. 두우리 백바위 해변 인근에는 풍화된 

편마암이 관찰되어 하사리의 조사 지점들과는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질도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염산면 서쪽 끝에 위치한 백바위 해안

에서는 규암으로 이루어진 기반암 해식애가 노출되어 있어, 곶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쥐라기의 반상흑운모화강암은 거정의 장석 반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심하게 풍화되어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 화강섬록암

에는 편마암과 반상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하고 있는 중,세립질의 유색 광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두우리 중부의 금호산 일 에 분포한

다. 또한 백악기 화산암군은 폭발성 분화로 인한 유문암질 라필리 응회

암(Rhyolite lapilli tuff), 반정이 없는 안산암, 화산각력암이 나타난다. 이

들은 백수읍과 법성포 산지의 백수 해안 도로 부분에 구상의 화산암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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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해 있어, 백수 해안에서는 유문암과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암석 해안

의 경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화산암군은 쥐라기의 반상 흑운모 화강암

을 피복하고 있어 형성 시기를 쥐라기 이후로 보고 있으며, 이 화산 활

동은 최소 3회 이상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태우 외, 1984).

  1.2 영광군 일 의 기후 특성

Figure 3-3. Monthly mean temperature for Yeonggwang area from January 

2008 to August 2019 (Data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igure 3-4. Monthly mean precipitation for Yeonggwang area from January 

2008 to August 2019 (Data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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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영광 지역 평균 기온은 약 13.1℃로, 

평균 최고 기온은 약 18.4℃, 평균 최저 기온은 약 8.5℃이다. 강수량의 

경우 최근 약 10년 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월평균 약 102.3mm의 강수가 

기록되었고, 최  강수량은 2014년 8월에 약 557mm, 일최다강수량은 

2011년 8월 9일에 297mm가 기록되었다. 강수는 주로 하계에 집중되어,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이 6-9월에 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3-5. Wind rose diagram for 

Yeonggwang area from January 2008 to August 

2019 (Data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사구 지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의 경우, 풍향은 1~3월, 9~12월

까지는 북서, 북북서, 북동풍이 불고, 4~6월은 남서, 남동풍이, 7~8월에는 

남동, 남서, 남풍이 우세하다(영광군, 2013a).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영광

군의 약 11년 동안의 평균 풍향은 북, 북북동, 북동풍, 서풍 순으로 그 

빈도가 많았으며, 최근 약 10년 동안의 평균 풍속은 약 2.31 m/s,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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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은 약 9.60 m/s, 최 순간풍속은 약 16.65 m/s로 기록되었다(기상자

료개방포털). 또한 2018년 기준 영광 지역의 겨울철(12월-2월) 평균 풍속

은 약 2.3 m/s, 최  풍속은 9.4 m/s로 연평균 풍속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기상청, 2018).

  1.3 최근의 지역 변화

   1.3.1 백수읍 일 의 면적 및 토지 이용 변화

영광군 백수읍 일 는 영광군 중에서도 해안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간척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연구 지역 주변은 다른 지역

에 비해 상 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던 곳으로, 과거 해안 지역의 변화 

모습을 통해 해안 경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1918년도(大正七年)에 발행된 1:50,000 축척의 지형도(도엽명: 里
川浦, 이천포)와 항공사진 영상을 이용하여 약 10년 간격으로 연구지역 

일 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1910년  이후 전체적으로 면적이 증

가해온 것이 확인되었다(Figure 3-6). 1918년의 경우 백수읍과 염산면 일

의 면적이 약 64㎢ 였으나, 1967년에는 약 83㎢, 1989년에는 약 96㎢, 

2000년과 2009년에는 약 101㎢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918

년에는 백수읍 남부의 염산면 일 가 만(bay)의 형태를 하고 작은 섬들

이 분포해 있었으나, 1967년에는 자연 원형의 해안선이 사라지고 해안이 

직선화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작은 섬들 역시 개간되면서 육지에 편

입되었다. 이후 1989년에는 야월리와 송암리 사이의 만이 육지화되고, 

하사리와 약수리 일 의 해안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에

도 역시 하사리 인근의 해안 면적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전 시기들에 

비해 상 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2000년  이후에는 전체 

면적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주로 70-80년 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

한 면적 증가는 주로 간척 등의 인위적인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피복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Figure 

3-7), 불갑천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에는 1918년에 농경지보다 산림의 면

적이 더 컸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산림이 감소하고 농경지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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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약 90여 년의 기간 

동안 농경지 및 나지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농경지 

면적의 증가는 간척에 의한 해안지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간척이 이루어지면서 소규모의 저수지들이 함께 축조되어 저

수지의 면적 역시 함께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시기별 해안 모습의 

변화를 보면 1967년에는 간석지였던 곳이 1989년에는 간척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000년 에는 그 면적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7년

까지만 하더라도 간석지에서는 갯골도 일부 관찰되나, 간척이 이루어지

면서 이전의 자연적인 지형은 사라지게 되었다.

Figure 3-6. The topographical map on 1918 and remote sensed data on 1967, 

1989(October), 2000(June), and 2009 of the Younggwang-gun. Data from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nd Daum map. The shoreline has 

changed and the area has expanded for several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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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The land use change of the study area (Younggwang-gun) in the 

period of 1918-2009. 

한편 1967년과 1989년에는 백수읍 농경지 일 (하사리 지역)에 소규모

의 산림들이 형성되었으나, 2000년  이후 일부 사라진 모습이 관찰된

다. 비교적 구릉지가 많은 영광의 경우, 당시 개간사업을 적극적으로 권

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임야가 논으로 개간된 것으로 보인다. 실

제 영광군에서는 1970년  이후에 단위 야산개발사업이 이루어짐에 따

라, 영광 전체의 임야 면적은 1977년 비 2006년에 20.40 ㎢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영광군, 2013b). 연구지역 일 의 산림 면적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래의 지형 원

형이 많이 변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1918년~1967년 사이에 양어장 및 염전의 면적은 약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지형도 상에는 백수읍 북쪽 해안에 염전이 존재했으나, 

1967년에는 사라진 것으로 보였고, 신 불갑천 하류 주변 지역에 양어

장과 염전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염전으로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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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가장 유리한 곳은 모래와 실트가 반반 정도 섞여 있는 간석지인데, 

간석지가 모래로만 되어 있을 경우 바닷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염전 건설

에 적합하지 않고, 반 로 세립질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경우 발이 

쉽게 빠져 작업에 적절하지 않다(이윤희, 2006). 하지만 연구지역 일 의 

경우, 세립 모래들이 실트가 적절히 혼합되어 단단한 특성을 지니기 때

문에, 염전으로 개발하기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해안은 부분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 10m 이내의 얕고 평탄한 

지형을 하고 있으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넓은 간석지가 발달해 있어 

배가 드나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해안면적을 크

게 증가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항구는 건설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법성포 외에는 큰 항구가 존재하지 않는다(영광군, 2013a). 이와 같은 지

형 조건 때문에 영광군의 해안은 예로부터 염전으로 이용되어 왔고, 개

발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해안 지역도 주로 염전과 양어장이 건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로 유입되는 불갑천의 경우 본래 넓은 범람원을 자유 곡류하던 

하천이었으나, 현재는 유로가 직강화되어 하류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는 거의 곡류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 불갑천 하구 주변 지역은 1930

년 부터 간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1930년  후반부터는 직강화, 

인공제방 축조, 제수문 등이 설치되면서(영광군, 2013a), 본래 범람원이었

던 곳이 간척지로 변하고 하천의 유로도 변형되었다. 그리하여 1967년 

영상에서는 불갑천의 지류였던 북쪽의 학산천이 독립된 유로로 분리되

고, 불갑천의 곡류 구간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1918년에는 곡류

하며 흐르던 하천의 일부가 1967년에는 우각호로 분리되었고, 1989년까

지 남아있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경지화되면서 그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불갑천은 농경지의 효율적인 관리과 범람 조절, 감조 방

지 등을 목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보이며, 인위적인 변형을 가한 결과 현

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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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사구 지형의 변화

본 연구의 조사 지점들이 위치해 있는 백수읍 하사리, 상사리 일 는 

해안사구 퇴적층으로 보이는 모래층이 널리 분포하며, 본래 사구였던 지

형이 인위적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거 사구의 분포 양상

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구 지형의 변화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거 원격탐사 영상을 바탕으로 연구 지역 일 를 살펴본 결과 

1967년까지만 하더라도 하사리와 상사리 마을 곳곳에 나지가 불규칙하게 

분포하여, 사구 모래가 나지로 드러나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1989년에는 마을의 중앙부가 농경지로 정리되었고, 나지였던 곳들 중 일

부에는 식생이 정착한 모습이 나타났다. 2000년 부터는 나지의 부분

이 구획화되면서 경작지로 이용되어, 자연적인 사구 원형은 많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Figure 3-8).

1967 1989

2000 2009

Figure 3-8. Time series change of the Hasa-ri and Sangsa-ri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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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읍 일 에서 모래가 분포하는 곳의 형태를 살펴보면 해안과 면한 

부분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직선의 형태를 나타내는 데 반해, 배후 쪽으

로는 모래가 U자 형태로 길게 뻗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구 모

래가 분포하는 곳에는 배수 문제로 인해 논농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

제작물 중심의 밭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배 작물의 특성에 따른 

토지 색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모래 분포 지역은 주변의 논과 구분

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사구의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하더라

도, 과거 사구 지형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래의 분포 범위를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 하사리와 상사리 사구는 전반적으로 북동-남서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겨울철 북서풍에 치된 형태로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일

의 가옥들 역시 부분 남동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어 방풍과 방사를 

위한 가옥 구조가 확인되며, 북서풍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 하지만 현재는 마을 북서쪽에 발달해 있는 국도로 인해 사구는 해안

과 절단된 것처럼 보인다. 이에 현재의 사구 지 는 탁월풍 방향과 마주

하면서 해안에서 이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지점 

주변은 간척지와 불갑천의 충적지로 둘러싸여 조류나 파랑의 영향을 직

접 받지 못하고, 해안의 모래 공급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따라서 사구

와 해안의 상호작용이나 사구 형성 작용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사구지형이 크게 발달했었을 것으로만 추정된

다.

이러한 사구 지형에 해 박철웅(2011)에서는 잔존하는 사구들이 방풍

림의 역할을 하는 송림 로 남아 있다고 하였으며, 후빙기에 형성된 현

생 사구로 보았다. 이들 해안 사구의 길이는 전면부가 약 3.7km, 배후는 

약 1.3km에 달하고, 폭은 약 0.8~1.5km, 면적은 약 3.8㎢에 이르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복수의 사구가 늘어서는 사구열의 형

태를 지니고 있으며, 사구열 내에서도 4m 이상의 기복 차이가 나타난다

고 하였다. 또한 사구의 전반적인 형상은 해안과 평행하면서도 바람그늘 

사면 쪽으로 늘어지는 헤어핀(hair pin) 사구의 형태라고 보았으며,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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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원마도가 크지 않아 이동 거리는 길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

구 모래의 퇴적 연 는 매우 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연 측

정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영광군(2013a)에서는 백수읍 상・하

사리에 분포하는 큰 규모의 해안사구에 해, 이 사구 모래가 불갑천 하

류의 토사가 바람에 의해서 재이동되어 퇴적된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백수읍 하사리와 상사리 지역 일 에는 신두리 해안사구와 같

은 규모의 모래 언덕이 분포했다기보다는, 마을과 농경지 사이에 잔류

하던 사구 퇴적층의 일부가 나지로 드러나 있다가, 이후 나지가 점차 정

리되고 구획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백수읍 일 의 해안사구는 이와 같이 

경지화되는 과정에서 부분 해체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소규모의 

산림 지 를 중심으로 사구 지형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곳들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훼손

이 적은 곳을 바탕으로 5개의 조사 지점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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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 지점 특성

본 연구에서는 백수남 초등학교(폐교) 인근 지점(HS-A), 사등사거리 인

근 지점(HS-B), 하사리 1구 마을회관 인근의 구릉지(HS-C)와 그 주변의 

단면(HS-D, E)를 조사 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하사리 1구 마을회관 

옆에 구릉은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패각층이 발견되는 곳이다. 이들은 

모두 과거 해안사구의 일부로서 현재 사구의 부분은 훼손되고 농경지

로 이용되고 있다. 사구였던 곳은 곳곳에 구릉의 형태로 남아있으며, 조

사 지점별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3-9).

Figure 3-9. Location of the sampling points (HS A~E samples).



- 202 -

  2.1 하사리 A 지점 (HS-A)

HS-A 지점은 백수남초등학교(2016년 2월 폐교)의 서측 퇴적층으로, 조

사 지점 주변에는 사질 토양으로 이루어진 밭과 구릉이 분포해 있다. 

HS-A 지점 북서측의 해안 쪽에는 간척으로 조성된 농경지들이 널리 분

포하며, 간척지 가운데 일부는 과거에 사구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는 사구의 일부가 절개되면서 그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HS-A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현 해안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1km 이며, 사구가 

형성되던 당시에는 해안과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3-10. The HS-A site near the Baeksunam Elementary 

School.

현재 구릉의 정상 부분에는 소나무 등의 목본류 식생이 정착되어 있

으며, 수목은 부분 수십 년 이내의 것으로 인위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구릉 내에는 일부 우곡(gully)의 형태로 침식된 흔적도 확인된다. 

HS-A 지점은 간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부터 사구의 일부였던 것

으로 판단되며, 이후 초등학교가 건설(1949년)되는 와중에도 크게 변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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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S-A 지점 주변의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

의 해발고도는 약 4.95m이며, 조사가 이뤄진 HS-A 사구 부분은 이보다 

높이가 약 4~5m 더 높아, 구릉 최상부는 약 10m 내외의 고도 에 분포

한다. 구릉을 이루고 있는 모래 퇴적층 내에서 층리와 같은 퇴적 구조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 교란의 흔적이 적은 구릉의 서측 끝 부분을 시

료 채취 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화학 분석 및 입도 분석을 위한 시료를 

깊이별로 총 8점 채취하였다. 그리고 지표면에서부터 –10cm 깊이 지점과

(OSL: HS-A2) –55cm 깊이 지점(OSL: HS-A1)에서 각각 연 측정용 시료

를 채취하였다(Figure 3-10).

  2.2 하사리 B 지점 (HS-B)

HS-B는 사등사거리 인근에 나타나는 퇴적층으로 상당 부분이 농경지

로 개간되면서 훼손되었으나, 바람의지 사면(leeward side)의 능선 부분

과 측면 부분은 일부 남아있다. 상당 부분 변형되긴 했으나 바람받이 사

면(windward side)의 경우 비교적 경사가 급하며, 바람의지 사면은 완만

한 경사를 나타낸다. 현재 능선 부분에는 소나무가 정착되어 있으며, 식

생 피복으로 인해 더 이상 모래 공급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3-11A). HS-B 지점 인근에도 유사한 형태의 구릉이 다수 관찰되

어 일종의 사구 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

의 농경지 토양도 이와 동일한 특성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3-11B).

사등사거리 사구 하부의 해발고도는 6.02m이며, 사구 정상부의 해발고

도는 10m로, HS-B 지점의 모래층 두께는 약 4m 내외이다. 퇴적층 내에

는 층리도 관찰된다. 또한 HS-B 지점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단

면을 절개하여 퇴적층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사면 하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지는 못했으며, HS-B 지점에서는 사

구 상부를 중심으로 4개의 모래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리고 지표면으로

부터 약 –100cm 깊이 지점 즉, 해발고도 약 9.0m 지점에서 연 측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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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채취하였다(Figure 3-11C).

(A) (B)

(C)

Figure 3-11. Overview of sampling site HS-B near the Sadeung junction. (A):

A vegetated sand ridge more than 3-4 meters thick is located in the HS-B. 

(B): Around the HS-B site. The surrounding fields are mostly composed of 

sand. (C): Sampling position for OSL dating at HS-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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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하사리 C 지점 (HS-C)

(A) (B)

(C) (D)

(E) (F)

Figure 3-12. The HS-C site near the Hasa 1gu village hall. (A): Landscape of 

ridge of HS-C. Wind blown depressions and residual mound at the ridge. (B):

Sand deposits at the ridge part. (C): Exposed deposits at the foot of slope. 

(D): Overview of the HS-C site. (E): Detailed view of sampling point in the 

HS-C. (F): Detailed view of exposed deposits contained shell fra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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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등사거리의 HS-B 지점 서남측에도 모래로 이루어진 구릉이 다수 나

타난다.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구릉은 하사리 1구 마을회관 북측에 위치

한 것으로, 구릉 정부의 해발고도는 약 20m 내외이다. 현장 조사 결과, 

현재 구릉에는 목본류 식생이 완전히 정착해있으며, 구릉 정상부 인근에

는 블로우아웃(blow-out) 형태의 와지가 발견된다. 이에 바람에 의해 사

구가 침식되어 와지가 형성된 후, 식생이 정착하면서 일부 변형된 것으

로 추정된다(Figure 3-12A). 와지의 형태가 선명하지는 않으나, 전반적으

로 남-북 방향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북풍 계열의 탁월풍이 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와지 인근 지역의 토양 역시 모래층으로 확인되었으

며, 구릉은 전체적으로 모래로 피복되어 있다(Figure 3-12B).

구릉의 남동측 사면은 일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구릉과 밭 사

이의 경계부에는 사질 퇴적층이 노출되어 있다(Figure 3-12C). 하지만 밭 

인근의 모래층에는 인위적인 활동과 식생에 의해 교란된 흔적이 관찰되

어 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릉 하부

의 인공 와지에는 배수를 차단하기 위한 비닐이 설치되어 있어, 이 부분

의 기저를 구성하는 물질들 역시 모래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구릉 남측

면에는 일부 기반암 암괴가 나타나고 있으나, 암괴의 크기가 작아 원래

의 기반암이 노출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인지는 명확하

지 않다. 구릉의 배후 지역 즉, HS-C 구릉의 남동쪽 지역에는 마을이 들

어서 있고, 수령 250년의 팽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소규모의 

마을이 모래 구릉의 배후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아 사구에 식재된 삼림

들이 과거 방풍, 방사림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S-C 구릉의 남서측 사면 말단부에는 해발 고도 약 12.2m 내외

의 완경사 사면이 나타나며, 사면에는 나무가 정착해 있다(Figure 

3-12D). 이 지점의 구성 물질 역시 모래로 파악되었으며, 지표 하 약 

20cm 깊이 부근 즉, 해발고도 약 12m 인근에서는 패각들이 모래와 함께 

산재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Figure 3-12F). 패각층의 일부는 식생

에 의하여 상당히 교란되어 있으며, 이러한 패각은 현재 밭으로 이용되

고 있는 하사리 1구 마을 회관 부근까지 이어진다. 해당 패각층은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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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을 따라서 일정한 깊이에서 층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으며, 모래

와 함께 퇴적된 패각들이 개간 과정에서 흩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HS-C 지점에서는 패각층 자체에 한 시료는 채취하지 않았으며, 패

각층에서 약 –35cm 깊이 지점과 -55cm 깊이 지점 즉, 지표 하 각각 약 

–55cm 깊이 지점(해발고도 11.7m)과 –75cm 깊이지점(해발고도 11.5m)에

서 2점의 입도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리고 지표 하 약 –75cm 깊이 

지점에서는 연 측정용 시료를 함께 채취하였다(Figure 3-12E).

  2.4 하사리 D 지점 (HS-D)

HS-D 지점은 모래층이 밭으로 개간되면서 단면이 노출된 곳이다. 

HS-C 지점보다 약 50m 남측에 위치하며, HS-C 지점과 이어진 구릉 라

고 할 수 있다. HS-C 지점에서는 식생이 정착해 있어 구릉의 하부를 확

인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HS-D 지점은 약 3m 두께의 모래층이 지표상

에 노출되어 있어 단면을 절개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HS-D 지점 구릉

의 정상부는 상 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지니며 평탄하게 이어지고, 주변 

지역은 파밭 등으로 개간되어 있다(Figure 3-13A,B). 지표면과 인접한 

HS-D 지점 최하부의 해발고도는 약 7.7m이며, 상부 지점의 고도는 약 

10-11m에 해당한다.

HS-D 지점 퇴적층의 상부에는 패각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는 HS-C 

지점의 패각층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Figure 3-14B,C). 패각들의 두

께는 약 10cm 이내에서부터 최  약 50cm 정도로 변화가 심한 편이다. 

패각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특정한 퇴적 구조는 나타나지 않고, 패

각층의 기저면 역시 고르지 않다. 일부 패각의 경우 모래층 사이에서 얇

은 층을 이루고 있으며, 패각 퇴적층 사이에 교란 구조는 나타나지 않고 

가지런한 층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상부에 흩어진 패각들의 부분은 

무질서하게 모래와 혼재되어 있으며 특정한 방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패

각들을 비롯한 인근의 표층은 상당히 훼손되어, 퇴적상이 온전히 보존되

어 있지 못한데, 이는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패각이 나타나는 부분 하부의 교란되지 않은 곳을 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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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부 단면과 하부 단면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Figure 3-13C,D).

(A)

(B)

(C) (D)

Figure 3-13. Sampling Points of the HS-D. (A): The view of the cross 

section from the east side. (B): The distant view of sampling points. (C): 

The upper point of the HS-D. (D): The lower point of the H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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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이루어진 모래 퇴적층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수평 층리가 뚜렷

하게 나타나, 퇴적 후 인위적인 교란을 겪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14A).

HS-D 지점의 상부 단면은 지표 하 약 130cm부터 약 200cm 깊이까지 

해당된다. 이 상부에서는 총 12개의 입도 분석 시료와 2개의 OSL 연

측정용 시료를 채취하였다(OSL: HS-D1, HS-D2). HS-D의 하부 단면은 지

표 하 약 200cm에서 약 280cm 깊이 구간으로 상부 단면의 측면과 이어

진다. 이 하부에서는 총 14개의 입도 분석 시료와 2개의 연 측정용 시

료를 채취하였다(OSL: HS-D3, HS-D4).

(A) (B)

(C)

Figure 3-14. Detail view of the HS-D. (A): Sedimentary structures of the 

HS-D. The horizontal bedding is developed. The (B) and (C) show shell 

fragments at the top of the H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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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하사리 E 지점 (HS-E)

(A

(B

(C

Figure 3-15. The whole views of the HS-E site. 

(A): View from the northwest of the HS-E. (B):

View from the northeast of the HS-E. (C):

Close-up photo of HS-E.

HS-E 단면은 HS-D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m, HS-C 지점과는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곳으로, 구릉지가 간척지 방향으로 돌출된 

형상을 하고 있다. HS-C, HS-D 지점이 구릉의 배후 쪽 면에 해당하는 

데 반해, HS-E 지점은 보다 해안 쪽, 구릉의 전면부에 위치한다. HS-E 

지점은 주변의 밭을 넓히는 과정에서 기존에 구릉을 구성하던 퇴적층이 

제거되어 단면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기반암이나 풍화

의 노출 없이 모래 퇴적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다(Figure 3-15). 위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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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살펴보면, 과거 2009-2015년 동안에는 HS-E 지점이 송림에 피복

되어 있었으나, 본 조사가 이뤄진 2016년에는 HS-E 지점 부분의 식생이 

제거되고 모래 퇴적층이 노출된 모습이 나타난다(Figure 3-16). 이후 

2019년 현재는 HS-E 부분의 퇴적층이 후퇴하여, 구릉의 전체적인 규모

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토지 활용을 위한 인위적인 제거에 따

른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3-16. Time series change of the HS-E site (data from the Daum Map).

HS-E 지점 모래층의 폭은 약 400m로 규모가 상당하며, 북동-남서 방

향으로 길게 뻗어 있다. 퇴적층의 두께는 약 7m, 단면 정상부의 해발고

도는 약 11m로, 상부에는 소나무가 정착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퇴

적층 단면을 수직으로 절개하여 조사하였다. 하지만 붕괴의 위험으로 인

해 약 7m 높이의 단면을 연속적으로 절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HS-E 지점의 상부와 하부를 2개의 큰 단면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두 단면 사이에 보조 단면을 만들어 퇴적층의 전

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Figure 3-17). 따라서 HS-E 지점의 조

사 단면들은 상부 단면, 중간 단면, 하부 단면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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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B)

(C) (D)

Figure 3-17. Panoramic view of the HS-E site and sampling points location. 

(A): The distant view of the HS-E. (B): Sampling points of the HS-E. (C): 

Detail of the lower part of HS-E section. (D): Detail of the upper part of 

HS-E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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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3-18. Sedimentary structures of the HS-E (1). (A): Both cross-beddings 

and horizontal bedding are observed. (B): The coarse material is sandwiched 

between sand layers with a half moon shape. (C), (D): Wavy beddings are 

developed horizontally in sand layers. (E): The sand layers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particle size. (F): Cross beddings in different directions are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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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3-19. Sedimentary structures of the HS-E (2). (A): Light and dark parts 

repeat with small bioturbation structure. (B): Partially evidence of disturbance 

shows with beddings. (C): A dark brown-black layer appears in the middle part 

of the HS-E. (D): The dark brown-black part consists of massive sand layer 

without bedding. (E): The lower part of HS-E. (F): Signs of wave patterns and 

a pieces of pottery in middle part of the HS-E.



- 215 -

   2.5.1 HS-E 상부 단면

먼저 HS-E 지점 상부 단면의 경우 지표에서부터 약 3m 깊이의 구간

으로, 모래층 내에 패각층이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부 단면에서는 

깊이별로 총 14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입도 측정 및 화학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1개의 패각 시료에 하여 방사성 탄소 연  측정을 실시하였

다. 또한 4점의 OSL 연 측정용 시료를 채취하였다.

상부 단면에서 패각층 윗부분 즉, HS-E 지점의 최상부 구간에서는 풍

성으로 보이는 모래층이 나타나며 현재도 활발한 모래의 이동과 퇴적이 

관찰된다. 목본류 식생이 정착해 있던 상태에서는 이러한 물질 이동이 

제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식생이 제거된 이후 모래의 이동이 활발해

진 것으로 보인다. HS-E 지점에서 단면을 절개하여 시료를 채취한 부분

에서는 패각층 상부에 분포하는 모래층의 두께가 약 50cm 내외이나, 인

근 부분에서는 약 1m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최상부 모래층의 

두께는 상당히 변동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활발한 

모래 이동에 의해 큰 지형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최상부 모래층의 하부로는 약 20~30cm 두께로 패각층이 나타나는데, 

이 패각층 역시 일정한 두께를 지니지 않으며 장소에 따라 두께의 변화

가 다르게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매우 얇은 모습으로 나타나며, 부분적

으로 단절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패각은 전반적으로 무질서한 

형태로 쌓여 있으며 패각이 놓인 특정한 방향성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패각의 크기에 따른 분급 등도 관찰되지 않으며 특정한 종류의 조개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Figure 3-20). 이처럼 패각이 퇴적된 양상을 바탕으

로 볼 때, 해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퇴적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해

빈의 경우 모래의 주된 구성 성분인 석영에 비해 패각의 비중이 작기 때

문에, 해빈의 비치페이스(beach face)에서 해수가 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패각이 퇴적되게 된다. 그러나 HS-E 단면에서 나타나는 패각층의 경우 

다량의 패각이 모래와 함께 한 번에 이동되어 오면서 퇴적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패각층은 일정한 고도를 따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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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일시적인 퇴적이 발생한 것으

로 추정된다. 시료 채취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20m 떨어진 지점까지도 

패각층이 일정한 층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Figure 3-21). 그리고 이 패

각은 HS-C, HS-D 지점에서 확인되었던 패각들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

어 HS-C, HS-D 지점과도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구

릉의 약 11m 내외의 고도 에서는 전체적으로 패각들이 모래 사이에 층

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패각층 하부의 모래 퇴적층은 전반적으로 수평층의 형상을 보이고 있

으며 수평층리가 잘 발달해 있다. 부분적으로 방향을 달리하는 사층리도 

관찰되어 퇴적당시 바람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Figure 3-18F). 또한 퇴적층 내에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층들이 주기

적으로 반복되는데, 상 적으로 어두운 색의 층 두께가 더 두껍게 나타

난다. 조립 물질이 부분적으로 포켓 형태로 끼어 있는 모습도 관찰된다

(Figure 3-18A,B). 이러한 색상 차이의 원인은 계절에 따른 공급 물질의 

특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나, 계절 주기에 따른 퇴적층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인근의 고창 지역에서 조사

된 결과에 의하면(소광석 외, 2010; 2012), 동계와 하계의 탁월풍 방향과 

공급 물질의 입도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계에는 조립화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사리 지역에서도 계절에 따라 공급되는 

물질의 입도 특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의해 퇴적층의 

색상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퇴적층 내에는 일부 생교란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나(Figure 3-19B), 

전체적인 층후를 변동시키는 큰 교란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아 전반적인 

형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편 수평에 가까운 층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물결 형태의 미기복이 출현한다(Figure 3-18C,D,E). 이들의 

형성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풍성환경에서의 취식 와지나 유수에 의한 

세곡(rill), 우곡(gully) 등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일정한 형상의 규칙성을 

나타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풍성 작용에 의한 미지형이나 유수의 

작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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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3-20. Details views of the shell layer from different sides. Enlarged 

photos of the shell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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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3-21. A shell layer also appears at the end of the HS-E section. (A):

Surrounding sampling point of HS-E. (B): The shell layer extends about 20 

meters away from the sampling point. (C): Enlarged view of the photo (B).

   2.5.2 HS-E 중간 단면

HS-E 지점의 중간 깊이 부분에는 암갈색-흑색 퇴적층이 나타나며 그 

두께는 15-20cm 내외이다. 이러한 흑색층의 경우 조사 지점은 물론 주

변 지역 일 에 수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HS-E 지점의 중간 단

면은 이 암갈색-흑색층을 포함하는 부분으로 상부 단면과 하부 단면을 

잇는 부분에 해당한다. 상부 단면과 하부 단면 사이의 수평거리는 약 

3m이며, 그 사이를 절개하여 퇴적층의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조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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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선정하였다. 그리하여 중간 단면의 흑색층 부분에서는 총 3점의 모

래 시료와 1점의 연 측정용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현장 관찰에 의하면 HS-E 지점 중간 단면의 토색은 주로 암갈색-갈색

으로 관찰되며 흑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부로 갈수록 토색이 점진적으

로 밝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층의 두께는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

난다. 다른 부분과는 달리 중간 단면에서는 수평 층리나 사층리와 같은 

퇴적 구조가 관찰되지 않고 단일한(massive) 퇴적층의 형태를 띠고 있어 

상, 하부 단면과 구분된다(Figure 3-19C,D). 또한 부분적으로 암갈색-흑

색층 하부와 연결되는 수직 방향의 교란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규모의 

생교란 흔적들도 관찰된다. 특히 생물활동의 결과로 보이는 물방울 형태

의 흔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Figure 3-19C,D). 암갈색 층 내에서는 보

다 더 진한 색의 파랑 무늬가 선형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들은 모래 

퇴적층 내에서의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물질의 이동 및 산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Figure 3-19F). 그러나 해당 파랑 무늬의 두께가 상당히 

얇아, 이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시료를 채취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HS-E 지점의 중간 단면에서는 도기 조각과 얇은 자기 조각이 발

견되기도 하였으나, 어느 시기의 것인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Figure 

3-19F). 그러나 이러한 유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현세(Holocene)의 

퇴적층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로 볼 때 과거 중간 단면이 

퇴적되고 난 후, 일정기간 동안 추가적인 물질의 공급 없이 안정적인 환

경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흑색의 중간 단면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2.5.3 HS-E 하부 단면

다음으로 HS-E 지점 하부 단면의 경우, 중간 단면과 점이적으로 연결

되어 있어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부 단면에서는 

주로 수평의 퇴적층이 나타나며, 최하부 지점에서는 암갈색과 갈색이 수

평으로 교차하는 층이 3회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Figure 3-19E). 

이러한 층의 교차는 퇴적 물질의 조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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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층이 퇴적될 당시의 물질 공급 에너지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층의 두께가 얇고, 어두운 층 내에서도 갈색 층이 서

로 혼재하여 있어 입자들을 분리한 표본 채취는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HS-E 지점 하부 단면에서는 여러 교란 구조가 관찰된다. 일부 교란의 

경우 길이 약 10cm 이상, 폭 약 3~4cm 크기로 층을 수직적으로 완전히 

관통하거나 둥근 형태로 하부를 파고 들어가는데, 이러한 형태로 볼 때 

생교란의 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하부 단면에서는 깊이별로 16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퇴적층의 입도 

및 화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3점의 연 측정용 시료를 채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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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 결과 (i): 하사리 A, B, C 지점

  3.1 하사리 A, B, C 지점의 물리화학적 특성

   3.1.1 입도 특성

Figure 3-22. The granulometr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of HS-A, HS-B, and 

HS-C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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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각 지점별로 시료를 채취한 HS-A, HS-B, HS-C 사이트

와, 단면을 절개하여 시료를 채취한 HS-D, HS-E 사이트를 구분하여 살

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은 보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별로 각각 10

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HS-A. HS-B, HS-C 지점

은 전체적으로 약 200 ㎛ 내외 즉, 약 0.4-0.7∅ (평균 약 0.5∅)의 세립

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분급은 비교적 양호한 분급(moderately well 

sorted) 혹은 양호한 분급(well worted)을 보였고, 조립 왜도(coarse 

skewed) 혹은 칭 왜도(symmetrical)의 특성을, 첨도는 급첨(leptokurtic) 

혹은 중첨(mes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Figure 3-22).

먼저 백수남초등학교 인근 HS-A 지점의 평균 입경는 2.47~2.11∅로 세

립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표 인근에서부터 하부로 가면서 

약 –65cm 깊이까지는 평균 입경이 비교적 일정한 경향을 보이다가, 약 

-75cm 깊이에서 세립질이 출현하고 하부로 가면서 다시 조립화되는 경

향이 나타난다. 분급과 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 경향이 나타난다. 

분급은 0.45~0.61로 비교적 양호한 분급을 보였으며, 입도가 조립해질수

록 분급이 불량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왜도는 –0.17~0.12의 값을 보

이는데 상부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0.1 내외의 값을 유지하는데 비

하여 약 -75cm 깊이 지점에서는 왜도 값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

난다. 따라서 약 -75cm 깊이 지점에 세립 물질의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점을 경계로 입자를 운반하는 바람 에너지가 점차 약

해졌거나 공급되는 물질의 크기가 작아진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

다.

사등사거리 부근의 HS-B 지점의 입도는 중간에 다소 조립해지기도 하

나, 가장 하부는 2.35∅, 상부는 2.29∅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 분급

은 하부에서 0.51의 값이 나타나고, 상부에서는 0.46으로 상부가 보다 더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어 보인다. HS-B 지점 역

시 HS-A 지점과 마찬가지로 물질의 평균 입도와 분급은 서로 배치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HS-C 지점에 해당하는 하사리1구 마을회관 인근 구릉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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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층을 경계로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각각 시료를 채취하였다. 상부의 

경우에는 일부 패각이 포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하부 시료와 상부 시

료의 입도는 각각 2.19∅와 2.16∅으로 서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분급은 하부 0.56, 상부 0.66로 두 부분 모두 양호한 분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시료는 패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부분의 상부와 하부의 시료로, 패각층의 존재에 따른 입도 특성의 차이

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패각층을 퇴적시킨 지형 형성 과정 자체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3-23. The proportion of sand-sized sediment in HS-A, HS-B, 

and HS-C sites.

또한 모래의 구성 함량을 살펴보면, HS-A, HS-B, HS-C 지점 모두 세

립 모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립 모래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23). 전체적으로 세립 모래와 중립 모래가 약 86~94%

의 함량을 나타내었고, 조립 모래는 시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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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트 이하 크기는 부분 약 1% 정도로 상당히 미미하여, 세 지점 

모두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1.1 주원소 특성

Sample 
Code

depth 
(cm) SiO2 K2O Fe2O3 Al2O3 MgO CaO Na2O MnO

HS-A8 -40 81.00 4.76 1.40 10.30 0.27 0.45 1.19 0.02 
HS-A7 -45 81.60 4.75 1.48 9.70 0.23 0.46 1.11 0.03 
HS-A6 -50 81.00 4.56 1.65 10.20 0.34 0.46 1.13 0.03 
HS-A5 -55 80.60 4.45 1.83 10.50 0.35 0.48 1.12 0.04 
HS-A4 -65 81.50 4.52 1.94 9.48 0.31 0.47 0.97 0.06 
HS-A3 -75 81.70 4.40 2.03 9.34 0.32 0.49 0.95 0.04 
HS-A2 -90 79.20 4.86 2.14 11.00 0.38 0.52 1.15 0.05 
HS-A1 -100 79.70 5.06 1.84 10.70 0.37 0.51 1.14 0.06 
HS-B4 -40 81.30 4.86 1.96 9.38 0.33 0.53 1.01 0.03 
HS-B3 -85 81.20 4.62 2.35 9.31 0.31 0.48 1.00 0.04 
HS-B2 -90 79.70 5.25 2.51 9.89 0.36 0.52 1.00 0.00 
HS-B1 -100 79.60 4.62 3.03 9.66 0.40 0.62 1.00 0.00 
HS-C2 -55 78.10 4.85 2.82 10.50 0.56 1.08 1.06 0.09 
HS-C1 -75 79.20 4.88 2.27 10.60 0.41 0.63 1.06 0.04 

Table 3-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HS-A, HS-B, and HS-C (wt%).

HS-A, HS-B, HS-C 세 지점 시료들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SiO2의 함량이 약 78.1-81.7 wt% 사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Al2O3, K2O, Fe2O3, Na2O, CaO, MgO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1). 그리고 깊이에 따른 전체적인 변화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Figure 3-24에 함께 나타내었다.

그 결과 HS-A와 HS-B 지점에서는 가장 하부에 비해 상부의 SiO2의 함

량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심도에 따른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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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보다는 증감이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Al2O3 역시 깊이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었으며, 변동의 폭은 차이가 있으나 Al2O3와 SiO2의 전체적

인 패턴은 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 지점의 경우 K2O는 다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고, Fe2O3는 다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e2O3와 

TiO2는 서로 유사한 변화 경향을 보였으며, Al2O3와 MgO, Na2O 역시 서

로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HS-B 지점의 경우 Fe2O3, MgO, TiO2는 하

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SiO2 함량 감소에 따라 다른 성분들

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 측정 오차를 감안 할 경우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함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변동 폭이 과장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Fe2O3와 

CaO의 경우 HS-C 지점의 상부에서 그 함량이 하부보다 상 적으로 높

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Fe2O3의 경우 다른 지점들에서는 

상부로 가면서 함량이 미미하게나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비하여 

HS-C에서는 증가하는 유형이 나타난다. 물론 시료 수에 따른 한계로 인

해 HS-C 지점에서 경향을 파악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으나, HS-C의 상부

가 보다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CaO의 경우 HS-A, HS-B 지점에서는 큰 변화 없이 약 0.5wt% 내

외의 미미한 함량을 보였는데 비해, 하사리1구 마을회관 구릉에서 채취

한 HS-C 지점의 경우 상부와 하부 시료의 차가 약 2배 가까이 나타났

다. HS-C 지점에서 패각이 분포하는 곳은 지표 하 약 –20cm 깊이 지점

으로, 패각층 자체를 상으로 입도와 화학성분을 분석한 것은 아니며, 

HS-C2 시료는 패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에서 약 –30cm 더 하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점들과는 차이를 보여, 패각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함께 공급된 패각 조각이나 운반 과정에서 함께 이동

된 패각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즉, 패각이 공급된 뒤 이후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패각의 부식되고 교란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패각층 

주변 퇴적층의 CaO 함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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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S-A 지점의 경우 상부 약 –80cm 깊이까지는 변동의 폭이 크지 

않은 데 반해, 약 –80cm 깊이와 –90cm 깊이 지점 사이에서는 SiO2, K2O, 

Al2O3, Na2O 등의 변동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입도 특성에서

도 확인되는 부분으로 지표에서 –80cm 깊이까지는 평균 입경이 크게 달

라지지 않으나 그 하부로는 차이를 보여, 화학 결과의 변화와 유사한 특

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HS-A 지점에서는 –80cm 깊이를 기준으로 다소 

퇴적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동향은 화학적 풍화와 관련된 제반 지수에서도 나타난

다(Figure 3-25). 풍화지수의 변화는 화학적 조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화학 지수의 변화는 물질 공급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화학적 풍화 지

수는 CIA(Chemical index of alteration)와 PIA(Plagioclase Index of 

Alteration)이며, 이 두 지수들은 완전히 풍화된 경우 10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기반암의 조성과 유사할 경우에는 50 이하의 낮은 수치를 나

타내는데, 본 연구의 시료들은 전반적으로 화학적 풍화지수가 낮게 나타

났다.

CIA 지수는 HS-A 단면에서 전체적으로 60이하의 수치가 나타났으며, 

최하부에서 약 –65cm 깊이까지는 약 56-57 내외의 값을 보이다가 약 –
55cm 깊이 지점에서 58.2로 증가하였다. 이후 상부로 갈수록 다시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편적으로 장석과 흑운모(biotite)가 약 50의 풍

화지수를, 백운모(muscovite)와 일라이트(illite)가 75의 값을 나타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거의 풍화를 받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Nesbitt and Young, 1989). PIA는 Na2O와 CaO의 용탈에 의하여 변

동되며 풍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PIA 역시 –55cm 

깊이 지점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인 변화 경향은 CIA와 동일하

게 나타났다.

한편 CPA(Chemical Proxy of Alteration) 지수는 Al2O3와 Na2O의 차에 

따라 풍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화학적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Al2O3

의 상 적인 비율은 증가하고, Na2O의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Buggl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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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1). 따라서 Na2O가 완전히 용출될 경우 100의 값을 나타내게 되

는데, HS-A, HS-B 지점 모두에서 하부로 갈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3-25. Vertical changes of the chemical weathering indices of HS-A, 

HS-B and HS-C. CIA=([Al2O3/(Al2O3+Na2O+CaO+K2O)]×100), PIA= [(Al2O3–
K2O)/(Al2O3+CaO+Na2O–K2O)]×100), CPA=[Al2O3/(Al2O3+Na2O)]×100.

또한 규반비(SiO2/Al2O3)와 규철반비(SiO2/Fe2O3)는 SiO2의 용탈과 불용

성 잔류물의 성격을 지니는 Fe2O3, Al2O3의 비율을 활용하는 지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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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탈규산화 작용(desilicication)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보통 화학적 풍화가 진행될수록 SiO2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반적

인 지수의 값도 낮아지게 되며, 완전히 토양화된 시료의 경우 2.0 내외

의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게 된다(Ruxton, 1968). HS-A, HS-B 지점에서

는 하부에서 규반비와 규철반비의 값이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나 다른 지

수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으며, HS-C 지점에서만 상하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율의 정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풍화를 강

하게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깊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점들 간에 비교를 해보면 HS-B 지점 역시 풍화 지수들은 전반적으

로 HS-A 지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단면 전체적으로는 체계

적인 변화의 동향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CIA 값으로는 HS-B 지점

이 HS-A 지점에 비해 풍화가 상 적으로 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PIA 역시 더 낮은 수치가 나타나, CIA와 유사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퇴적 이후의 풍화진행으로 볼 때 HS-B 지점의 시료가 더 나중

에 퇴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CPA, SiO2/Al2O3, SiO2/Fe2O3의 

값에서는 HS-A와 HS-B가 유사한 범위 내에 들어 지점들 간에 풍화 정

도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HS-C 지점의 경우 두 시료 간의 깊이 차이가 20cm에 불과함에도 불

구하고 풍화 지수 상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부에 비하여 상

부 퇴적층의 화학적 풍화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앞서 논한 바

와 같이 두 시료 사이에는 패각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이질적인 퇴

적물질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aO의 함량이 포함되지 않은 

CPA, SiO2/Al2O3, SiO2/Fe2O3 값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HS-C 지

점의 경우 상하부 간의 풍화 정도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로 보았을 때 영광 지역의 퇴적층은 여러 차례의 퇴

적물 유입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HS-A 지점의 

경우 최소 한번 이상의 퇴적물과 퇴적 환경의 변화가 있던 것으로 추정

되며, HS-B의 경우에는 그러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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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 지점은 HS-A에 비하여 상 적으로 젊은 퇴적층일 가능성이 있으

며, HS-C는 패각층을 경계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OSL 연 측정법을 이용하여 매몰 연

를 추정하였다.

  3.2 하사리 A, B, C 지점의 퇴적 시기

본 연구에서는 영광군 백수읍 일 에 분포하는 사질 퇴적층의 퇴적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OSL 연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등가선량의 측정

은 Murray and Wintle(2000)이 제안한 단일 시료재현법(SAR, 

Single-aliquot Regenerative-dose protocol)에 따라 이루어졌다(Table 

3-2). HS-A 지점의 두 시료는 5Gy의 시험 선량과 5-15-35-50 Gy의 재현 

선량을, HS-B, HS-C 지점의 시료는 각각 2Gy의 시험 선량과 1-5-10-20 

Gy의 재현 선량을 조사하였다. 측정된 시료들은 모두 연 측정 상한 값

에 도달하지 않는 젊은 연  결과를 보였으며 그 값은 Table 3-3과 같

다. 

Sample 

Code

Regeneration

Dose (Gy)

Test Dose 

(Gy)

Preheat 

Temperature

Cutheat 

Temperature

HS-C 1-5-10-20 2 240 ℃ / 10 s 220 ℃ / 0 s

HS-B 1-5-10-20 2 240 ℃ / 10 s 220 ℃ / 0 s

HS-A2 5-15-35-50 5 240 ℃ / 10 s 220 ℃ / 0 s

HS-A1 5-15-35-50 5 240 ℃ / 10 s 220 ℃ / 0 s

Table 3-2. A SAR protocol used for De estimation of the HS-A, HS-B and 

HS-C samples.

먼저 백수남초등학교 인근 HS-A 지점의 경우, 하부 시료(OSL: HS-A1)

의 경우 약 3,400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그보다 약 40cm 위에서 채취한 

상부 시료(OSL: HS-A2)의 경우 약 2,100여 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

났다. 약 40cm 깊이 구간 사이에서 500년 이상의 연  차이를 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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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구의 형성 환경에 비추어본다면, 500년 동안 약 40cm의 모

래층이 퇴적되었다기 보다는 보다 많은 양의 모래가 퇴적된 이후 침식되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등사거리의 HS-B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OSL: HS-B)의 퇴적연 는 

약 0.7ka로 최근 100년 이내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적 시기로 볼 

때, 해당 퇴적층의 형성이 간척사업 등과 같은 인위적인 활동에서 기인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 관찰된 퇴적 구조 등으

로 보아,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매립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HS-A 지점과 HS-B 지점의 해발고도는 약 9m 정도로 거의 동일한 데 비

해, 연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각 지점에 따라 퇴적되는 양상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S-C 구릉 지점의 경우 약 300여 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났

다. HS-C에서 연 측정용 시료를 채취한 지점은 패각들 보다 하부에 해

당하는 곳으로, 패각층은 약 300년 전 이후에 퇴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HS-C 지점의 구릉은 HS-D, HS-E 지점과도 이어지는 곳으로 이후 

HS-D, HS-E 지점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Sample 

Code

Elevatio

n (m)

Equivalent Dose 

(Gy)
Dose Rate (Gy/ka)

Water 

Contents 

(%)

Age

(ka, 1σ SE)

HS-C 11.5 1.1 ± 0.0
3.75 ± 0.09

(2.73 ± 0.07)

2.3

(35.7)

0.3 ± 0.0

(0.4 ± 0.0)

HS-B 9.0 0.2 ± 0.0
3.50 ± 0.09

(2.98 ± 0.08)

3.3

(18.9)

0.1 ± 0.0

(0.1 ± 0.0)

HS-A2 9.5 6.8 ± 0.3
3.25 ± 0.09

(2.40 ± 0.07)

3.7

(35.8)

2.1 ± 0.1

(2.8 ± 0.1)

HS-A1 9.1 11.1 ± 0.3
3.32 ± 0.09

(2.34 ± 0.06)

1.9

(39.2)

3.4 ± 0.1

(4.8 ± 0.2)

Table 3-3. OSL age results of HS-A, HS-B and H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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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석 결과 (ii): 하사리 D, E 지점

  4.1 하사리 D, E 단면의 물리화학적 특성

본 연구의 HS-D 지점에서는 상부 단면과 하부 단면, HS-E 지점에서는 

상부 단면, 중간 단면, 하부 단면으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였다. 위치상

으로는 HS-D 지점의 상부와 하부가 서로 인근 단면으로 연속성을 지닌

다고 볼 수 있으며, HS-E 지점의 상부, 중간, 하부가 일련의 하나의 큰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HS-D

의 상부와 하부를 하나의 지점으로 나타내었고, HS-E의 세 단면을 하나

의 큰 지점으로 나타내었다.

   4.1.1 입도 특성

먼저 HS-D 지점에서는 상부 단면과 하부 단면에서 깊이별로 각각 11

개, 14개의 시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3-26과 같다. HS-D에

서는 최상부에서부터 약 –190cm 깊이까지를 상부단면, 약 –200cm 깊이

부터 최하 지점까지를 하부 단면으로 구분하였다. Figure 3-26을 바탕으

로 살펴보면 상부 단면과 하부 단면 간에 입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상부 단면이 미미하게 더 조립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상부 단면은 평균 입경 약 1.78∅의 중립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평균 분급은 0.79, 왜도는 –0.43, 첨도는 0.97

로, 각각 비교적 양호한 분급(Moderately sorted)과 상당히 조립한 왜도

(Very coarse skewed), 그리고 중첨(Mesokurtic)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단

면 내에서의 입도 특성 변화를 보면, 깊이에 따라 안정적인 변화 경향이 

나타난다기 보다는 세립층과 조립층이 교차하여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

다. 상부 단면에서 약 –148cm, –163cm, -178cm 깊이 지점은 주변부보다 

다소 세립해지는데 이들의 평균 입경은 각각 1.75∅, 2.15∅, 1.98∅ 이
며, 분급은 0.71, 0.71, 0.56으로 나타나 주변보다 상 적으로 양호하다. 

따라서 세립화 되는 경우 분급이 보다 양호해지고, 조립화 되는 경우 분

급이 약간 불량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왜도 값의 변화는 비교적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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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음의 왜도 값을 보이고는 있

으나 음의 편향 정도가 –0.87에서 –0.21의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며, 세립

질의 경우 음의 왜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점이 확인된다.

Figure 3-26. The grain size analysis results of the HS-D samples.

하부 단면은 상부 단면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세립한 경향이 나타나며, 

깊이에 따른 변화가 상 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부 단면의 

평균 입경은 1.95∅의 중립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분급은 평균 약 

0.67의 비교적 양호한 분급을, 왜도는 평균 약 –0.66의 조립 왜도를, 첨도

는 평균 약 1.01의 중첨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상부 단면에 비하여 

상 적으로 세립하며 양호한 분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하부

에서 –260cm 깊이까지는 상 적으로 조립하며, 약 –220cm에서 –250cm 

깊이 구간까지는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일정한 경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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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도와 분급, 왜도, 첨도와의 관계는 상부 단면과 하부 단면이 

모두 유사한 변화 경향성을 보여 준다. 즉, HS-D 지점은 전반적으로 평

균 입경이 감소함에 따라서 분급은 양호한 값을 보여주며, 음의 왜도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분급과 왜도의 변화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나나, 왜도에서 변화 정도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난

다. 첨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왜도에 비해서는 변동

의 폭이 상 적으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평균 입경이 유사할 경우, 분

급은 하부 단면이 상부 단면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유

의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3-27. The grain size analysis results of the HS-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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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HS-E 지점의 경우 최상부에서부터 약 –263cm 깊이까지를 

상부 단면, 토색이 변화하는 약 –293cm 깊이 인근부터 약 –333cm 깊이

지점까지를 중간 단면, 그리고 약 –343cm 깊이부터 최하부까지를 하부 

단면으로 보았다(Figure 3-27). 

입도분석 결과 상부 단면의 평균입경은 약 1.65∅로 체로 중립 모래

로 이루어져 있었다. 분급은 평균 약 0.77의 양호한 분급을, 왜도는 평균 

약 –0.49의 매우 조립한 왜도를, 첨도는 평균 약 0.97로 중첨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HS-E 지점의 단면은 HS-D 지점과 마찬가지로 깊이에 따라 

중립 모래와 세립 모래가 번갈아가며 퇴적되어 있었다.

풍성층으로 확인된 최상부의 퇴적층(약 -13cm 깊이)은 세립사(Fine 

sand)로 비교적 입자의 크기가 작고(2.01∅), 분급이 양호한(0.69) 특징을 

지닌다. 그 하부에서 패각층까지는 깊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립해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패각층 하부로 다시 세립해진다. 그 이후로 증감을 반

복하다가 흑색층 인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보인다. 상부 단면에

서는 부분적으로 세립층과 조립층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이 나타나

고 있으며, 이는 야외 조사시 관찰된 뚜렷한 층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

다.

반면 패각 주변의 층은 조립하고 분급이 상 적으로 불량해지는 특성

이 나타난다. 고도 약 10.4m 지점 즉, 깊이 약 –65cm 지점의 패각 사이

에 매트릭스(matrix)로 나타나는 모래의 평균 입경은 1.00∅로 단면 전체 

중 가장 조립하다. 분급 역시 0.9 내외로 주변부에 비해 상 적으로 불

량하다. 패각층 바로 상부의 –53cm 깊이 지점과 하부의 –65cm 깊이 지

점의 입자 역시 다른 부분에 비하여 조립하며 분급도 비교적 불량하게 

나타난다. 이 층은 하부의 세립질의 사질 퇴적층 위에 패각을 포함하는 

조립층이 피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암갈색-흑색층이 나타나는 HS-E 지점 중간 단면의 평균입경은 1.95∅
(Medium sand), 분급은 0.76(Moderately sorted), 왜도는 –0.58(Very coarse 
skewed), 첨도는 1.16(Leptokurtic)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상부에 

비하여 다소 세립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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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단면과 중간 단면의 분급 차이 역시 크지 않다. 다만 중간 단면의 경

우 상,하부 단면에 비해 입도 크기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비교적 안정적

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하부 단면의 평균입경은 1.88∅(Medium sand), 분급은 

0.70(Moderately well sorted), 왜도는 –0.60(Very coarse skewed), 첨도는 

1.05(Mesokurtic)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 단면보다는 약간 조립하고 상

부 단면보다는 세립하다고 할 수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하

부 단면은 전반적으로 세립층과 조립층이 교차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특

히 왜도의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음의 왜도가 증가하는 현

상은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세립 입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동의 원인이 주기적인 바람의 강도 변화 특히 해빈으로부터의 입도 

특성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

다. 또한 해당층이 해성의 퇴적층인지 아니면 풍성인지도 명료하지는 않

다. 다만 현지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부 퇴적층이 절단되고 교란되

는 양상을 본다면 교란의 주체가 바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전에 분석된 지역들과의 비교 등을 통해 퇴적층의 특성에 한 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ample 

code

depth

(cm)

Elevation

(m)
Munsell value Soil color

HS-E33 -12.5 10.9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32 -32.5 10.7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31 -52.5 10.5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30 -65.0 10.4 10 YR 6/4 dull yellow orange OSL: HS-E8

HS-E29 -82.5 10.2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28 -102.5 10.0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27 -122.5 9.8 10 YR 6/3 dull yellow orange OSL: HS-E7

HS-E26 -142.5 9.6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25 -162.5 9.4 10 YR 6/3 dull yellow orange

Table 3-4. Soil color characteristic of HS-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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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S-E 단면의 경우 전체적으로 Hue 10 YR 6/3 혹은 Hue 10 YR 

6/4의 dull yellow orange의 토색을 나타내었으나(Table 3-4), 중간 단면에 

해당하는 약 –313cm 깊이지점에서는 Hue 10YR 3/4의 어두운 갈색(dark 

brown)이, 그 하부의 약 –333cm 깊이 지점에서는 Hue 10YR 5/3의 흐린 

HS-E24 -182.5 9.2 10 YR 6/3 dull yellow orange OSL: HS-E6

HS-E23 -202.5 9.0 10 YR 6/3 dull yellow orange

HS-E22 -222.5 8.8 10 YR 6/3 dull yellow orange

HS-E21 -242.5 8.6 10 YR 6/3 dull yellow orange OSL: HS-E5

HS-E20 -262.5 8.4 10 YR 6/3 dull yellow orange

HS-E19 -292.5 8.1 10 YR 6/3 dull yellow orange

HS-E18 -312.5 7.9 10 YR 3/4 dary brown OSL: HS-E4

HS-E17 -332.5 7.7 10 YR 5/3 dull yellowish brown

HS-E16 -342.5 7.6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15 -362.5 7.4 10 YR 6/3 dull yellow orange OSL: HS-E3

HS-E14 -382.5 7.2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13 -402.5 7.0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12 -422.5 6.8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11 -442.5 6.6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10 -462.5 6.4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9 -472.5 6.3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8 -477.5 6.2 10 YR 6/4 dull yellow orange OSL: HS-E2

HS-E7 -507.5 5.9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6 -517.5 5.8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5 -527.5 5.7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4 -537.5 5.6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3 -547.5 5.5 10 YR 6/4 dull yellow orange

HS-E2 -552.5 5.5 10 YR 6/4 dull yellow orange OSL: HS-E1

HS-E1 -557.5 5.4 10 YR 6/4 dull yellow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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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갈색(dull yellowish brown)으로 변하여 이질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후 약 –343cm 깊이 지점부터 최하부까지는 다시 Hue 10 YR 6/4의 

dull yellow orange의 토색이 유지되었다. 현장 관찰 시 퇴적층 내에서 

색을 달리하는 층리들이 관찰되었으나, 토색이 구분될 만큼의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4.1.2 주원소 특성

본 연구에서는 HS-E 지점의 단면에 해서 XRF분석을 실시하였으며, 

HS-D 지점의 경우 HS-E 단면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화학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퇴적층의 화학적 조성은 공급되는 

물질의 특성 변화, 연안 범람이나 타 유역 분지로부터의 물질 유입과 같

은 퇴적물 공급원의 변화 등을 표현하는 지시자로 이용되어왔기에, 

HS-E 단면 내에서 발생했던 퇴적 환경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 결과 HS-E 지점의 주원소 함량은 전반적으로 퇴적층 

내에서 주기적인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5, Figure 3-28).

Sample 

Code

depth 

(cm)
SiO2 K2O Fe2O3 Al2O3 MgO CaO Na2O MnO

HS-E33 13 76.4 4.42 2.02 9.58 0.36 0.45 1.21 0.04

HS-E32 33 72.6 5.07 2.26 11.30 0.50 0.55 1.36 0.03

HS-E31 53 76.1 5.05 1.90 9.71 0.31 0.46 1.23 0.04

HS-E30 65 71.7 4.94 2.13 11.30 0.47 0.81 1.41 0.04

HS-E29 83 72.7 5.20 2.85 11.40 0.45 0.54 1.44 0.05

HS-E28 103 76.8 4.50 1.64 9.41 0.36 0.53 1.23 0.03

HS-E27 123 75.6 4.95 2.14 10.00 0.37 0.51 1.27 0.04

HS-E26 143 76.8 4.47 1.97 9.36 0.34 0.51 1.21 N.D

HS-E25 163 73.3 5.00 2.08 11.20 0.42 0.50 1.52 0.03

HS-E24 183 74.0 4.83 2.02 11.00 0.44 0.56 1.51 N.D

Table 3-5. Chemical composition of the HS-E samples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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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iO2의 함량은 모두 70%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각 

층에 따른 조성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S-A, HS-B 지

점의 시료들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SiO2의 함량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약 –33cm, -65cm, -163cm, -243cm, -333cm, -473cm 깊이 지점에서 SiO2

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성분들에 비해 큰 변동 폭

을 보였다.

HS-E23 203 75.1 4.59 1.87 10.40 0.36 0.47 1.54 0.04

HS-E22 223 78.1 4.01 1.69 9.00 0.31 0.43 1.29 0.03

HS-E21 243 74.4 4.91 1.82 10.80 0.46 0.55 1.44 0.04

HS-E20 263 77.2 4.05 2.10 9.32 0.37 0.47 1.29 0.03

HS-E19 293 79.1 3.89 1.57 8.59 0.30 0.43 1.14 0.03

HS-E18 313 76.4 4.14 1.75 9.04 0.32 0.43 1.05 0.05

HS-E17 333 74.1 4.74 1.89 10.90 0.44 0.47 1.33 0.04

HS-E16 343 79.9 3.80 1.33 8.40 0.26 0.35 1.16 0.02

HS-E15 363 76.7 4.76 1.53 10.10 0.33 0.40 1.31 0.05

HS-E14 383 76.3 4.62 1.98 10.10 0.38 0.41 1.29 0.05

HS-E13 403 77.4 4.43 1.96 9.47 0.40 0.42 1.18 0.04

HS-E12 423 76.5 4.61 1.46 10.10 0.37 0.45 1.31 0.03

HS-E11 443 77.6 4.59 1.71 9.48 0.35 0.42 1.16 0.05

HS-E10 463 79.0 4.13 1.18 9.03 0.25 0.36 1.31 0.03

HS-E9 473 71.0 5.31 3.13 12.10 0.63 0.44 1.29 0.10

HS-E8 478 77.1 4.52 1.62 9.75 0.33 0.41 1.22 0.04

HS-E7 508 77.7 4.61 1.16 9.65 0.31 0.43 1.30 N.D

HS-E6 518 75.7 5.00 1.74 10.50 0.38 0.41 1.27 0.06

HS-E5 528 76.4 4.64 1.77 9.86 0.38 0.38 1.28 0.05

HS-E4 538 75.2 4.50 2.12 10.10 0.50 0.42 1.23 0.04

HS-E3 548 79.8 4.09 1.10 8.67 0.23 0.39 1.28 0.03

HS-E2 553 78.1 4.54 1.29 9.34 0.27 0.41 1.34 0.03

HS-E1 558 73.5 5.05 1.89 11.20 0.41 0.44 1.52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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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O, Al2O3, MgO 경우 변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변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SiO2와는 반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패

각층이 나타나는 약 –65cm~–83cm 깊이 부근에서 함량이 상 적으로 증

가하였고, 흑색층이 나타나는 부분의 상부(-243cm 깊이)와 하부(-333cm 

깊이)에서 다시 한 번 증가하였다. 그리고 흑색층 부분에서는 다소 감소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약 –473cm 부근에서 크게 변동한 후, 그 하

부로는 증감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 지점들은 입도 분

석 결과에서 조립질의 입도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과 일치하거나 그 근처

의 시료들로 확인된다. 또한 이들은 Na2O와도 유사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Na2O는 단면 하부에서 그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성분들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Fe2O3와 TiO2 함량도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역시 패각층 전후와 흑색층 전후, 그리고 단면 최하부에서 변동되는 모

습을 보인다. 다만 K2O, Al2O3, MgO와는 달리 패각층과 흑색층 사이의 

구간에서는 뚜렷한 변화 없이 각각 약 2.0wt%와 0.3wt% 내외의 범위에

서 그 함량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CaO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패각의 

함량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aO의 경우 평균 약 0.4wt%의 

함량이 나타나는데, HS-A, HS-B지점의 값이 평균 약 0.5wt%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패각층이 나

타나는 약 –65cm 깊이 지점의 CaO 함량은 다른 층에 비하여 약 2배 가

까이 높은 수치로 급증하였는데, 패각류의 유입으로 인한 CaO 공급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HS-C 지점에서 확인된 패

각과도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각층이 나타나는 약 –
65cm 깊이 지점 주변에서는 Al2O3, MgO, Na2O 값도 높게 나타났으며, 

SiO2 함량은 낮게 나타나 주변부와 이질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이러한 퇴적층의 화학 조성을 바탕으로 화학적 풍화 지수를 계

산한 결과는 Figure 3-29와 같다. 화학적 풍화지수는 원래의 물질 조성

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용탈 등으로 인한 비율 감소와 외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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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에 의한 비율 증가 등으로 그 값이 변화하게 된다. HS-E 지점 단면

의 CIA 값은 모든 시료에서 60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강한 화학적 

풍화 작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시료들은 CIA 값이 

변동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HS-E 단면의 상부 패각류 퇴적 부분

(shell layer)과 그 하부의 구간에서는 CIA 값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된

다. 특히 약 –53cm 깊이 지점의 CIA 값 감소는 패각층의 형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로부터 패각을 포함하는 물질이 유입되게 되면 풍

화가 더디게 진행되는데, 해당 층은 이러한 외부 물질 유입에 의해 풍화

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HS-E 상부 단면에서는 하부로 가면서 CIA 값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값을 보이다가, 흑색층이 나타나는 중간 단면의 하부에서 그 값이 증가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층서상으로 본다면 중간 단면의 약 -333cm 깊이 

지점에서 물질 조성이 달라져 풍화 지수가 증가한 후, 상부 단면으로 가

면서 안정적인 조성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S-E 지점 하부 단면

의 경우 약 –340cm에서 -460cm 깊이 지점까지는 풍화 지수가 상부 단면

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그 하부에서는 2군데 이상의 지점에서 CIA 값

이 증가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또한 PIA 지수 값의 변동 양상 역시 CIA

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약 -400cm 이상의 깊이에서 나타나

는 CIA, PIA 값의 변화 패턴은 입도 결과의 분급 패턴과 유사하다. 분급

이 증가하는 지점 즉, 분급이 상 적으로 불량해지는 지점에서 화학적 

풍화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규반비(SiO2/Al2O3)와 규철반비(SiO2/Fe2O3)는 서로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이는데, CIA나 PIA보다 변화 폭이 크다. 패각이 포함된 층에서

는 규반비와 규철반비의 값이 다른 부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암갈색-흑색 층에서는 주변 부분에 비하여 높은 값이 나타나고, 그 하부

로는 변동을 보인다. 또한 하부 단면 부분에서 상 적으로 규반비와 규

철반비의 값이 높게 나타나는 지점은 입도의 변동 지점과 일치하거나 근

사한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입자의 크기만 변동한 것이 아니라 구성 

물질의 변동도 수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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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S-E 단면에 해 자율을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하부로 갈

수록 자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패각층 하부의 약 –
83cm 깊이지점, 흑색층 상부의 약 –263cm 깊이 지점, 그리고 하부의 약 

–473cm, -518cm 깊이지점에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Fe2O3 함량

의 변화 경향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Fe2O3 함량에 따라 자율 값이 

변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HS-E의 상부, 중간 단면에서는 

Fe2O3의 함량 변화에 비해 자율 값의 변화 정도가 크게 나타난 반면, 

하부 단면에서는 자율 값의 변동 정도가 훨씬 작게 나타나, Fe2O3의 

함량과 자율 값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패각층 부분과 약 –163cm, –243cm 깊이 

지점, 그리고 흑색층 하부의 약 –343cm 깊이 지점과 –473cm 깊이 지점

에서 연속적이지 않은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화학적 풍화 정도

와 함께 살펴볼 경우 HS-E 단면 전체에서 패각층 주변 부분과, 약 –
163cm, -243cm, -333cm, -473cm 깊이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나 주원소 특성의 변화 지점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이 깊이 지점들은 입

도 특성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곳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HS-E 단면

에서는 이러한 깊이 지점을 경계로 물질 공급 환경 혹은 퇴적 시기에 변

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각 층들은 입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공급

되는 물질들의 화학 조성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패각층의 경우 상당히 이질적인 물질들로 판단되며, 중간의 암갈색-흑색

층 부분 역시 입도 특성과 화학조성, 화학적 풍화 지수 등으로 볼 때 이

질적인 경계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4.2 하사리 D, E 단면의 퇴적 시기

HS-D 지점과 HS-E 지점의 경우 Table 3-6의 시퀀스에 등가선량을 측

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7과 같다.

먼저 HS-D 지점의 경우 시료들 간에 큰 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전반적으로 약 300-400여 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하

부(HS-D1)와 가장 상부(HS-D4)의 시료는 약 0.32 ka 내외로 유사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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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나, 중간의 두 지점(HS-D2, HS-D3)은 그보다 다소 오랜 연  결과

가 계산되어 수십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역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오차 범

위를 고려할 경우 역전의 정도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HS-D3 시료의 

매몰 연 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ample 

Code

Regeneration

Dose (Gy)

Test Dose 

(Gy)

Preheat 

Temperature

Cutheat 

Temperature

HS-E8 1-3-9-15 2 240 ℃ / 10 s 220 ℃ / 0 s

HS-E7 1-3-9-15 2 240 ℃ / 10 s 220 ℃ / 0 s

HS-E6 1-3-9-15 2 240 ℃ / 10 s 220 ℃ / 0 s

HS-E5 5-15-35-50 10 240 ℃ / 10 s 220 ℃ / 0 s

HS-E4 5-15-35-50 5 240 ℃ / 10 s 220 ℃ / 0 s

HS-E3 5-15-35-50 10 240 ℃ / 10 s 220 ℃ / 0 s

HS-E2 5-20-40-60 10 240 ℃ / 10 s 220 ℃ / 0 s

HS-E1 5-20-40-60 10 240 ℃ / 10 s 220 ℃ / 0 s

HS-D4 1-2-5-10 2 240 ℃ / 10 s 220 ℃ / 0 s

HS-D3 1-2-5-10 2 240 ℃ / 10 s 220 ℃ / 0 s

HS-D2 1-2-5-10 2 240 ℃ / 10 s 220 ℃ / 0 s

HS-D1 1-2-5-10 2 240 ℃ / 10 s 220 ℃ / 0 s

Table 3-6. A SAR protocol used for De estimation of HS-E samples.

이와 관련하여 Miao et al.(2010)는 사구에서 나타나는 역전된 연  결

과에 해 수분 함유량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았다. Miao et al.(2010)에

서는 다른 퇴적층 단면들은 깊이에 따라 수분함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연 가 역전된 단면은 그렇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수분 함

량에 따른 연  과소 측정(underestimation)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Nott et al.(2009)는 비치 릿지(sand beach ridges)에서의 역전된 결과에 

해 모래의 재이동 혹은 생교란 때문으로 보았다.

하지만 HS-D 지점의 경우 퇴적층의 깊이에 따라 수분 함량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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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만큼 시료 간의 깊이 차가 크지 않다. 그리고 퇴적층의 퇴적 구

조가 모두 수평 층리에 가까운 모습을 확인하였고, 퇴적층 내에 교란의 

흔적 등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료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십 년 단위의 순차적인 결과가 아닌, HS-D 단면

의 략적인 형성 시기를 파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두께 약 1.5m 내외의 HS-D 퇴적층이 약 

300-400년 전에 퇴적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HS-D 지점과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 HS-C 구릉 정부의 퇴적 연

도 약 300년 전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HS-C, HS-D 지

점의 모래 구릉은 전반적으로 약 300여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

다. 해발 고도를 함께 고려해본다면 약 7.7m에서 11.5m 고도 의 모래층

이 모두 300-400여 년 전 경에 퇴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S-C, 

HS-D 지점 모두 시료 채취가 패각층 하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래

층이 퇴적되고 난 이후 약 300여 년 전 이내에 규모의 패각류가 퇴적

된 것으로 추정되며, 패각층의 구체적인 형성시기에 해서는 HS-E 단

면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편 약 300-400년 전에 HS-D 단면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약 1.5m 

두께의 모래층이 퇴적되는 데 약 1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퇴적률을 산출해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물질

들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퇴적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퇴적층의 두께와 

연  결과로 이 지역의 퇴적률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HS-E 단면의 경우 본 연구의 조사 지점들 중 가장 규모가 

큰 퇴적층으로, HS-E 단면에서는 깊이별로 총 8점(상부단면: 4점, 중간단

면: 1점, 하부단면: 3점)의 연  측정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연  결과 역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는데, 상부 단면은 약 

200-300년 전 내외의 결과가, 중간 단면은 약 800여 년 전, 하부 단면은 

약 2,400-2,500여 년 전의 결과가 나타났다. 



- 247 -

Sample 
Code

Elevatio
n (m)

Equivalent Dose 
(Gy)

Dose Rate (Gy/ka)
Water 

Contents 
(%)

Age
(ka, 1σ SE)

HS-E8 10.4 0.7 ± 0.0
3.90 ± 0.09

(3.03 ± 0.07)

4.4

(30.7)

0.2 ± 0.0

(0.2 ± 0.0)

HS-E7 9.8 1.3 ± 0.1
3.10 ± 0.02

(3.07 ± 0.08)

3.9

(36.0)

0.3 ± 0.0

(0.4 ± 0.0)

HS-E6 9.2 0.9 ± 0.0
3.13 ± 0.08

(2.31 ± 0.06)

4.8

(37.6)

0.3 ± 0.0

(0.4 ± 0.0)

HS-E5 8.6 0.9 ± 0.1
3.17 ± 0.08

(2.40 ± 0.06)

4.5

(33.8)

0.3 ± 0.0

(0.4 ± 0.0)

HS-E4 7.9 2.4 ± 0.2
3.17 ± 0.09

(2.45 ± 0.07)

6.6

(34.1)

0.8 ± 0.1

(1.0 ± 0.1)

HS-E3 7.4 8.1 ± 0.2
3.21 ± 0.09

(2.29 ± 0.06)

4.9

(41.5)

2.5 ± 0.1

(3.5 ± 0.1)

HS-E2 6.2 7.9 ± 0.3
3.32 ± 0.09

(2.58 ± 0.07)

5.5

(32.1)

2.4 ± 0.1

(3.1 ± 0.1)

HS-E1 5.5 8.1 ± 0.3
3.18 ± 0.09

(2.41 ± 0.07)

6.7

(36.7)

2.5 ± 0.1

(3.3 ± 0.2)

HS-D4 9.2 1.1 ± 0.1
3.38 ± 0.09

(2.77 ± 0.07)

10.7

(32.0)

0.3 ± 0.0

(0.4 ± 0.0)

HS-D3 8.6 1.5 ± 0.1
3.44 ± 0.09

(2.69 ± 0.07)

8.2

(34.6)

0.4 ± 0.0

(0.6 ± 0.1)

HS-D2 8.3 1.1 ± 0.0
2.87 ± 0.07

(2.20 ± 0.06)

8.8

(38.2)

0.4 ± 0.0

(0.5 ± 0.0)

HS-D1 7.7 1.1 ± 0.1
3.41 ± 0.08

(2.63 ± 0.07)

8.5

(36.7)

0.3 ± 0.0

(0.4 ± 0.0)

Table 3-7. A summary of the OSL dating results of HS-D and HS-E.

하지만 상부 단면에서 약 8.6m 고도 지점의 HS-E5는 0.27±0.02 ka의 

연 가, 그보다 상부의 HS-E6과 HS-E7은 각각 0.30±0.01 ka, 0.31±0.02 

ka의 연 가 계산되어 상부에서 보다 더 오래된 연 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외 조사 시, HS-E 단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층리가 발달해 

있었는데, 층리의 두께에 비해 시료 채취용 파이프의 직경이 더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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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서로 다른 시기의 퇴적층이 하나의 시료로 유입되어, 역전된 결과

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오차 범위를 고려할 경우 단면의 

형성 시기를 파악하기 불가능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

므로 HS-E 단면의 상부 구간이 전반적으로 약 300여 년 전에 퇴적된 것

으로 해석해야 하며, 당시 약 1m 이상의 모래가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각층이 분포하는 약 10.4m 고도 지점(HS-E8)은 약 200여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당시 패각층이 유입, 퇴적되는 사건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HS-C, HS-D 지점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HS-C, HS-D, HS-E 지점의 연  결과를 모두 종합해볼 때, 패각층은 약 

200여 년 전에, 구릉을 이루고 있는 그 하부의 모래층들은 약 300여 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HS-E 지점에서는 단면 중간 부분에 암갈색-흑색층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 부분의 경우 약 0.76±0.07 ka의 결과가 계산되어, 약 

700-800여 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적 이후 토색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약 5.5-7.4m 고도 의 하부 단면의 경우 약 2,400~2,500여 년 전

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HS-A 지점의 연 와도 비교적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HS-E2와 HS-E3 시료 사이에 다소 역전된 현상

이 나타나나, 하부 단면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형성 시기를 가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약 2,400~2,500여 년 전 동안 약 2.4m 이상에 달

하는 모래층이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HS-E 지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약 2,400-2,500여 년 전과 700-800여 년 

전 사이, 그리고 약 700-800여 년 전과 300여 년 전 사이에 해당하는 연

는 확인되지 않아, 그 사이에 부정합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른 지

점들을 모두 종합해보아도 그 사이에 해당되는 연  결과는 나타나지 않

았으며, 이는 해당 시기에 물질의 공급이 다소 약해졌거나 혹은 퇴적 이

후 침식, 제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하사리 일 의 

구릉들을 형성하고 있는 모래들은 부분 약 2,500여 년 전 이후, 최  

약 3,400여 년 전 이후에 운반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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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홀로세 단기간의 퇴적 환경 변화

  5.1 백수읍 사질 퇴적층의 특성

   5.1.1 해안사구로서의 성격

영광군 백수읍 일 에 분포하는 사질 퇴적층들은 해안사구 기원의 퇴

적물로 추정하였으나, 현재 백수읍 일 는 인위적 요인들이 많이 개입되

어 해안사구의 모식적인 형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조사 지역 일 는 최

근 수십 년 간 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현재 지형 원형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백수읍 일 의 사질 퇴적층에 해 

해안사구로서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살

펴보고, 다른 지역의 사구 퇴적물 특성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안사구 퇴적물의 경우 분급이 상당히 양호한 세립 모래

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입도가 약 1.49∅보다 세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도는 양의 왜도(positively skewed)를, 첨도는 저첨에서 중첨

(platykurtic to mesokurtic)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Friedman, 

1961; Ahlbrandt, 1979; Bird, 2008; Pye and Tsoar, 2009). 또한 사구 공급

지의 해빈에 탄산칼슘(CaCO3) 등의 특징적인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면, 석영 및 장석 등에 의해 SiO2, Al2O3의 함량이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Amini et al., 2012; Avcıoğlu et al., 2015; Sathiyaseelan 

et al., 2019).

우리나라 서해안에 발달해 있는 해안사구의 경우, 기존에 간행된 논문

과 최근 약 15년 동안의 환경부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본 결과

(Table 3-8), 사구 퇴적물의 평균 입경은 약 265.3µm로 주로 중립사

(medium sand) 혹은 세립사(fine sand)의 크기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분급은 양호한 분급(well sorted)을 나타내고, 중첨(mesokurtic)

의 첨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환경부 외(2017)에서도 서해안 전체 

해안사구의 평균 입경을 약 342.6µm라고 하면서 동해안(542.3µm)보다 세

립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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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역
mean
(µm)

sorting skewness kurtosis 비 고

명사십리 사구 2.4* 1.1* 2.3* 14.4* 2004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구례포 사구 2.2* 2005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학암포 사구 1.6* 2005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삼봉 사구 2.3* 2005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원산사구 293.0 102.7 2007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오봉사구 429.1 2007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광승사구 250.0 2007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옥죽동 사구 221.6 172.2 0.5 4.3 2008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사탄동 사구 314.8 109.1 -0.5 3.7 2008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덕적도 사구 477.7 0.5* 2.3* 19.0* 2009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임자도 광사구 297.6 114.0 0.7 4.2 2009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자은도 사구 148.4 63.4 -0.2 3.6 2010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비금도 사구 179.0 48.6 -0.8 4.9 2011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우전 사구 290.0 145.8 1.0 3.8 2012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꽃지 사구 259.0 0.5 2013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중장사구 2.2* 0.5* 0.0* 1.2* 2014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다사사구 196.1 60.9 2014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송림사구 201.9 94.3 -0.3 3.0 2014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관매도 사구 2.6* 0.5* -0.2* 1.5* 2016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금일명사 사구 1.6* 0.8* -0.1* 1.2* 2016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우이도 사구 264.0 1.3 -0.1 1.1 2016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옥죽동사구1 263.0 2017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옥죽동사구2 262.0 2017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옥죽동사구3 263.0 2017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옥죽동사구4 277.0 2017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지두리사구 1.8* 0.5* -1.1* 1.2* 2017전국해안사구정밀조사

Table 3-8. The particle size characteristics of coastal sand dunes in western 

parts of Korea (*= ∅, phi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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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읍 일 의 경우 물론 깊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나, HS-A에서부

터 HS-E 지점까지의 퇴적물들은 평균입경 약 213.8µm(약 2.2∅)로 양호

한 분급의 세립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입도 분포 그래프에서 꼬리

(tail)가 조립질 쪽으로 치우친 조립 왜도(coarse skewed)를 나타내거나 

혹은 칭적인(symmetrical) 왜도 분포를 보였고, 첨도는 체로 중첨

(mesokurtic)의 특성이 나타났다. 입자 구성 비율에서는 모래가 99% 이상

을 차지하고 있었고, 실트나 점토의 함유량은 1% 미만으로 상당히 미미

하였다. 주원소 특성 역시 SiO2의 함량이 약 70-80% 이상, Al2O3의 함량

이 약 10% 이상으로 보편적인 해안사구 퇴적물의 특성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또한 퇴적물 조직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백수읍 일 의 퇴적물

에서는 평균 입경이 증가할수록 분급은 불량해지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Figure 3-30). 기존 연구에서 Edwards(2001)는 해빈 모래에서 입자가 조

립해질수록 분급이 불량해지는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Kar(1996)도 

입자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분급이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Kar(1996)은 안정적인 crest를 가진 사구 즉, 형성된 지 오래된 

모래 언덕의 경우, 이동성이 큰 사구에 비해 분급이 양호하고 입자가 보

원산사구 270.0 최광희 외(2008)

오봉사구 387.0 최광희 외(2008)

산두리 사구 2.3* 0.6* 0.3* 1.4* 홍성찬 (2009)

영광 사구 193.3 2.3 0.9 0.3 박철웅 (2011)

천리포 사구 162.4 21.8 0.3 0.4 박철웅 (2011)

구시포 사구 172.5 1.6 1.0 0.2 박철웅 (2011)

신두리 후사구 239.8 1.6 1.0 0.2 박철웅 (2011)

운여 후사구 210.9 1.4 1.0 0.3 박철웅 (2011)

우전사구 상부층 7.5* 1.6* 0.0* 1.1* 오정식 (2018)

백수읍 일

(HS-A,B,C,D,E)

213.8 1.5 0.1 1.1
본 연구

2.2* 0.5*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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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립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백수읍의 경우 평균 입경과 분급 

간에 상관계수 r=-0.873 (p<0.01)으로 나타나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도 유사한 것으로, 백수읍 사질층

의 경우 해안사구 퇴적물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보면 백수읍 일 의 퇴적물들은 평균 입경이 

약 1.5∅보다 세립한 물질들로서, 부분의 해안사구 모래의 성격과 상

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백수읍 일 의 사질 퇴적층

들은 그 특성상 해안사구에서 기원한 사구 퇴적물로 추정되며, 모래로 

이루어진 구릉들은 과거 해안사구의 일부였던 지형이 잔류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다만 HS-E 지점에서는 예외적으로 조립한 부분도 나타나

는데, 이는 패각층과 그 주변부로 확인된다. 따라서 패각층 부분은 전형

적인 사구의 특성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해

안 풍성 환경과는 다른 조건에서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3-30.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 and sorting 

of HS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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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백수읍 일 의 사구 발달 과정

모든 조사 지점에 한 고도-연  데이터를 Figure 3-31에 나타내본 

결과, 백수읍 일 의 사구 퇴적층은 크게 약 2,000-3,500년 전 사이의 모

래층과 약 800년 전 내외의 암갈색-흑색층, 그리고 약 300-400년 전 사

이의 모래층으로 구분된다. 약 1,000-2,000년 전 사이에 해당하는 결과들

은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당시 사구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적 후 침

식 작용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퇴적층을 바탕

으로 볼 때 백수읍 일 에는 크게 두 번의 퇴적 시기와 한 번의 정체기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구의 발달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ure 3-31. Age-elevation data collected from the study areas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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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약 2,000-3,500년 전

백수읍 퇴적층의 가장 오래된 퇴적 연 는 약 3.4±0.1 ka로, 당시에 

퇴적된 모래들이 현 사질 퇴적층의 기저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서해안에서 고(高)해수면이 존재했다고 알려진 약 5,000년 전 

이후에 해당하는 시기로, 해당 사질층은 소위 사구 안정화 시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점마다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해

발고도 약 -4m 깊이까지도 해안사구 성격의 모래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2-3천여 년 전에 퇴적된 수m 두께의 모래층이 현 백수읍 일

 사구의 하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조사 지점보다 더 하부 깊이에서는 보다 오래된 모래층이 분

포한다고 추정해볼 수도 있으나, 백수읍 일 에서는 이보다 더 오래된 

퇴적층은 발견되지 않는다. 하사리 일 에서 이루어진 시추코어 자료를 

살펴보면 해발고도 약 –2.2m에서 -3.2m 지점의 모래층에서 약 2.3 ka의 

연 가 측정되었고, 그보다 하부에는 기반암풍화 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전남 학교, 2018a). 따라서 약 2,000-3,500년 전의 퇴적층들

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사구의 기저를 형성하는 모래

층들이 퇴적되면서 사구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사구 지역에서도 확인되는 결과로, 신두리 해안사구에서는 

약 2,200~3,700년 전 사이에 퇴적 연 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홍성

찬 외, 2010), 신안군 임자도 광사구에서도 사구의 하부 모래층이 최소 

2,000년 이전에 쌓이고, 현 퇴적층의 부분은 최근 400년 이내에 퇴적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환경부 외, 2009). 따라서 약 2-3천여 년 전 사이

에는 백수읍 일 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에 전반적으로 비사의 이동과 

사구의 형성이 활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당시의 기후 환경과도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병

오 외(2006)는 화분 분석을 통한 홀로세 기간 동안의 식생 변화를 살펴

본 연구에서 후빙기 이후 몇 번의 기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약 4,600년 전 이후 Pinus가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보아, 당시 동아시아 

여름 계절풍이 약화되면서 한랭-건조한 기후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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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그러한 현상은 약 1,800년 전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Yang et al.(2008)도 약 6,400-4,500년 전 동안 온난 습윤한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이어지고, 이후 약 4,500년 전부터 약 1,300년 전까지 건조한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Park et al.(2016) 역시 여러 프록시 자료를 

통해 약 4,000~2,000년 전에 제주 기후가 건조했음을 밝혔다. 홍성찬 외

(2010)도 신두리 사구에서 약 2-3천 년 전 사이의 모래층이 나타나는 것

에 해, 당시의 기후 변화에 따라 퇴적물 공급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

으로 해석하였는데, 영광군 역시 다른 지역의 환경과 크게 차이나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홀로세 기후최적기 이후 상 적으로 냉량 

건조해진 환경 하에서 서해안 일 에 모래의 공급과 이동이 활발해졌으

며, 이에 따라 해안사구가 크게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퇴적된 모래가 현재 백수읍 사구의 하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백수읍 일 에는 약 3,500여 년 전부터 풍성 작용에 의해 상당

한 양의 모래가 해빈에서 운반・퇴적되면서 해안 사구가 발달해온 것으

로 볼 수 있다. 특히 백수읍 해안 지역은 북서풍을 마주하는 곳에 위치

하는 데다, 사질 조간 가 널리 분포하여 해안 사구가 형성되기에 유리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구가 형성되던 당시에는 해안선의 형태가 현재

와 상당히 달랐으며, 하사리, 상사리 일 는 보다 해안에 가까운 배후지

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구 지형이 구릉의 형태로 군데군데 잔류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HS-A에서 HS-E 지점이 하나의 사구지 로 이어

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약 300-400년 전

HS-C, HS-D, HS-E 지점에서는 모두 약 300-400년 전에 퇴적된 모래

층들이 확인되었다. HS-C는 HS-D, HS-E 지점의 구릉과 이어진 곳으로 

세 지점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해당 시기에 연 가 집중되는 점으

로 보아 당시 물질 공급이 활발히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약 

300-400년 전의 연 는 덕적도 서포리 사구, 고창 명사십리, 보령 소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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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 신두리 사구 등 서해안의 다른 사구에서도 보고되었던 결과로

(Munyikwa et al, 2004; 최광희, 2009; 환경부, 2009b), 당시 서해안 일

에서는 전반적으로 사구가 발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퇴적층의 분포 고도는 지점마다 차이가 있다. 구릉 전면부에 해

당하는 HS-E 단면의 경우 약 8.6-9.8m 고도 사이에서 약 300여 년 전의 

모래층이 나타났다. 반면 구릉 배후에 위치한 HS-C와 HS-D의 경우 각각 

약 11.5m와 약 7.7-9.2m 고도에 해당 시기의 퇴적층이 분포하였다. 이는 

사구 지형의 기복에 따른 차이로도 볼 수 있으나, 현재 상당 부분이 해

체,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구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

만 약 300여 년 전에 모래의 이동 및 사구의 성장이 활발했던 것은 분명

해 보이며, 쉽게 이동 및 재이동되는 사구 퇴적물의 특성상 넓은 범위에 

걸쳐 퇴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약 300-400년 내에서도 상 적으로 강한 에너지 환경과 약한 에

너지 환경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도 특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HS-D, HS-E 단면 내에서는 깊이에 따라 입도 특성의 차이가 반

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입자의 조직변수들은 퇴적 환경에

서의 에너지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다 규칙적인 에너지 환경 하에

서 퇴적되면 양호한 분급을 나타내게 된다(Passega, 1957; Stewart 1958). 

백수읍 일 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 하에서는 분급이 양호한 세립

질 중심의 입자들이 퇴적되고, 보다 큰 에너지 하에서는 조립질과 세립

질의 입자들이 모두 와서 쌓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적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사구의 발달은 인간 정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며, 사구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는 팽나무의 존재로 추정이 가능하다. HS-C의 시료 채취 지점 근처에는

(35°15'35.1"N, 126°22'01.0"E)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가 자리 잡고 있

다. 해당 팽나무는 마을의 당산나무 역할을 하고 있어 인간 생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나무의 수령이 약 250년인 것으로 보아

(2004년 기준), 모래 구릉이 형성되고 약 수십 년 후에 마을이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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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함께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지점 동쪽의 백수읍 지산

리에도 수령 약 450년(2001년 기준)의 팽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어, 

사구에 식재되어 있는 송림과는 구분되는데, 이 역시 사구 지 에 마을

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는 약 1910년 부터 백수읍 일 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나와 있으나(영광군, 2013a), 이러한 점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사구 지 에 인간 생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

다. 

물론 이들이 자연적으로 정착된 사구 식생에서 기원한 것인지, 인위적

으로 식재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팽나무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염도가 있는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김도

균, 2010), 현재 나무와 함께 마을이 들어서 있는 곳들 역시 과거에는 사

구 지 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식생의 존재는 하사리 

일 에 분포하는 퇴적층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주변의 퇴적층들

이 해양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③ 최근 수십 년 이내

HS-B 지점은 현 해안으로부터 직선으로 약 2.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

는 곳으로, 약 0.7 ka 전후에 퇴적된 세립모래층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약 100년 전 이후에도 모래의 이동은 계속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안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구를 형성하는 모래들은 해빈

에서 직접적으로 이동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근 지역이나 전면

의 사구로부터 재이동되어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HS-B 지점 상부로 약 1m 이상 두께의 모래층이 분포해 있었는

데, 약 70년 전 이후에도 1m 이상 모래가 퇴적된 것으로 보아, 해안 지

역이 인위적으로 개발된 이후에도 모래의 이동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

로 생각된다. 1910년  이후로 백수읍 일 에 지속해서 간척이 이루어진 

점을 바탕으로 볼 때, 영광 지역의 사구 지형은 인위적인 간척 및 개간

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재이동, 퇴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최근까지도 상당히 활발한 변화 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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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읍 일 는 최근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를 많이 겪은 곳으로 현재 사

구 지형이 온전히 남아있지는 못하나, 모래의 이동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1.3 백수 해안사구에서 추정되는 퇴적 환경의 변화

HS-E 지점의 경우 본 조사 지점들 중 가장 큰 규모의 퇴적층이 분포

하는 곳으로, 단면 내에 여러 특성의 층들이 반복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

다. HS-E 지점은 HS-C, HS-D 지점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하사리 구릉의 

전반적인 형성과정을 파악하기에도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HS-E 단면

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층에 따라 토색 및 입자크기가 변화하는 것이 육

안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석 결과에서도 깊이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 HS-E 단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조건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변화 사이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HS-E 단면에서 관찰되는 구체적인 특성 변화에 해 입도 및 지화

학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HS-E 단면의 상부와 하부에서는 세립 모래(fine sand)와 

중립 모래(medium sand)가 반복되고 있으며, 화학 조성 역시 층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깊이별로 살펴보면 먼저 HS-E 상부의 

약 –163cm 깊이 지점(해발고도 약 9.4m)에서는 입도 특성뿐만 아니라, 

SiO2, K2O, Al2O3, Na2O의 함량, 그리고 화학적 풍화지수가 모두 변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 300여 년 전에는 퇴적층이 형성되는 동

안에도 물질 운반 에너지를 동반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HS-D 단면 역시 약 300여 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세립 모래와 중립 

모래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HS-E 지점의 상부 단면은 HS-D 

단면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시 안정된 환경이 지

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HS-E 단면의 하부 약 –343cm에서 –463cm 깊이 구간까지는 

화학 조성에 큰 변화가 없으며, 화학적 풍화 정도와 자율 값 역시 안

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율의 경우, 정적인 퇴적환경에



- 259 -

서는 그 값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퇴적물의 공급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값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데(Maher and Thompson, 1995), HS-E의 자

율 값은 흑색층 하부에서부터 약 –463cm 깊이까지 거의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물론 약 –400cm 깊이 지점에서 한 차례 입도의 변화가 확인되기

는 하지만, 큰 화학 조성의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따

라서 HS-E 단면의 약 –343cm에서 –463cm 깊이 구간까지 약 1.2m 두께

의 모래층이 형성되는 동안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퇴적 환경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후 HS-E 단면의 약 -473cm 깊이 지점 즉, 해발고도 약 6.3m 지점에

서는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것과 함께, K2O, Fe2O3, Al2O3, MgO 등의 함

량이 증가하였다. 해당 지점에서 SiO2의 함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자율 값은 주변부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73cm 깊이 지점에서는 이처럼 입도 특성의 변화와 함께 화학 조성의 

변화도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부로도 약 -520cm 깊이 근처와 약 –
550cm 깊이 근처에서 특성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시기

에 형성된 HS-A 단면에서도 약 –80~-90cm 깊이 지점에서 그 특성이 변

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HS-A에서는 약 –80cm 깊이를 경계로 그 상부

로는 입자가 다소 고르게 분포하였고, 화학적 조성 역시 변화하는 것으

로 나타나, 해당 깊이 지점이 층의 경계가 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약 2,500여 년 전에 형성된 HS-E 단면 하부에서도 안정적인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퇴적 과정에서 입

자가 조립해지고 분급이 불량해지는 사이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

론 이러한 층들의 특성 변화가 계절적인 변동에 따른 것인지, 다른 원인

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몇몇 깊이 지점에서 특성 변

화가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사구가 형성되는 동안 몇 번의 

퇴적 환경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 값이 략 두 군데 지점에서 크게 변동하는데, 이는 패각층 주변과 

흑색층 주변으로, 당시 이 부분을 경계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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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백수읍 일 의 사구는 약 2,500-3,000년 전과 약 300여 년 전

에 집중적으로 발달하였으며, 퇴적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에너지 변동

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약 760여 년 전과 200년 전에는 보다 

이질적인 환경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5.1.4 사구층 내 토양화 작용의 증거 및 중세온난기와의 관련성

HS-E 단면 중간 부분의 약 300-330cm 깊이 지점의 경우, 암갈색-흑색

으로 나타내어 퇴적 환경의 변화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암갈색-흑색

층 부분의 경우 토색으로 볼 때 상부의 모래층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

나, 하부로 가면서는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퇴

적된 이후에 토색이 변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 퇴적층이 퇴적된 후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입도 특성을 바탕으로 볼 

때, 단면 하부구간에서는 약 1.5~2∅의 입자들이 교차되면서 나타나는 

데 반해, 흑색층 주변부에서는 약 2∅의 비교적 세립한 입자들이 반복적

으로 나타났다. 흑색층 부분에서는 비교적 입도가 일정하고, 층리 등의 

퇴적 구조도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적물 공급원이 동일했을 경우, 

암갈색-흑색 퇴적층이 퇴적되던 약 760여 년 전에는 바람 에너지의 변동

이 크지 않고, 상 적으로 약한 에너지 환경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일반적으로 사구 내에 발달해 있는 흑색-적황색층의 경우 사구 성장

의 휴지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따라서 사구 내의 적황색층에

서는 상 적으로 유기물 함량과 철산화물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며, 자

율 값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광희 외, 2008). 특히 

퇴적층 내에서 상 적으로 높은 자율 값은 온난 습윤했던 환경을, 낮

은 자율 값은 건조했던 환경을 지시하는데(Heller and Liu, 1986), 

HS-E 단면의 경우 흑색층 부근에서 자율 값이 하부 구간에 비해 높아

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상 적으로 온난했던 환경이 지속되었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면 상부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부분이 나타나

기에 자율 값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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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학적 풍화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 암갈색-흑색층 부분에서는 

CIA, PIA, CPA 등의 값이 점차 증가하고, SiO2/Al2O3, SiO2/Fe2O3의 값은 

감소하여 화학적 풍화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Figure 3-29). 

따라서 모래층이 퇴적된 이후, 토양화 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변

화 정도의 폭이 크지는 않은 것은 형성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물론 HS-E 단면의 보다 하부 지점 즉, -473cm 깊이 지점

에서는 흑색층보다 풍화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나, 해당 지점에서

는 흑색층과 같은 토색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를 흑색층

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우며, 이질적인 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암갈색-흑색층은 서해안의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되어 왔

다. 신두리에서는 고사구층으로 여겨졌던 사구에 해 OSL 연 측정을 

실시한 결과, 최근 1,000년 이후의 짧은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서종철, 2005), 꽃지 사구에서도 모래퇴적층 속에 포함된 두 매의 부

식층의 퇴적시기가 각각 666-768 Cal B.P.와 1,375-1,541 Cal B.P.로 측정

되었다(환경부, 2013). 특히 환경부(2013)에서는 부식층의 형성시기(AD 

800~1500년)를 유럽의 중세온난기(Medieval Warm Period)와 관련짓기도 

하였다. 또한 제주도 협재 사구에서도 약 700 B.P.(680-720 B.P.)의 고토

양층이 나타나는데, 당시 세계적으로 기온이 따뜻했던 중세 온난기를 거

치면서 많은 식물들이 번성하고, 이들의 잔해가 토양 속에 남게 되어 사

구 내 고토양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되었다(우경식 외, 2005). 

본 연구의 HS-E 단면 흑색층의 경우 약 760년 전 내외에 퇴적된 것으

로 나타나,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와도 상당히 부합한다. 따라서 홀로세 

내의 사구 휴지기가 백수읍 일 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한반도 일 가 온난한 환경 하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

제 제주도 물영아리오름 코어의 화분 분석 결과에서도 중세 온난기 시기

에 한반도는 온난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박정재, 2018). 

따라서 암갈색-흑색 퇴적층이 형성되던 당시에는 온난한 환경 하에서 겨

울 몬순이 약화되면서 모래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

인다. 사구의 성장은 정체되고 식생이 정착하였으며, 퇴적 후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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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에서 풍화 작용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HS-E 단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 적인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약 천 년 이내에 한 차례 토양화 작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다른 지역의 사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홀로세 내에 상 적으로 온난한 환경이 존재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세온난기의 온난한 환경이 한반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2 고 연안 재해의 흔적

백수읍 일 에는 약 200년 전의 패각층도 존재하며, 이는 주변의 다른 

모래층과는 이질적인 성격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적 환경

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구퇴적물과는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패각층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5.2.1 패각층에 한 기존의 논의들

해안사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패각층, 혹은 해안 인근의 퇴적층에서 

발견되는 패각층에 한 연구는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

구에서는 이러한 패각층에 해 허리케인이나 쓰나미 등과 같은 고에너

지 환경에서 형성된 폭풍 퇴적층(storm surge deposit)으로 해석해 왔는

데(Jelgersma et al., 1995; Froede, 2006; Lario et al., 2010; Cunningham 

et al., 2011), 이에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Boyajian and Thayer(1995)는 미국 뉴저지주(New Jersey) 애틀랜

틱 시티(Atlantic City) 인근 해안에서 관찰되는 조개층에 해, 1992년 

발생했던 겨울 폭풍 'Northeaster'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폭풍 발생 후에, 만조선보다 높은 고도에 조개 퇴적층(clam deposits)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패각층은 길이 약 20km, 폭 약 10-50m의 

규모로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었다. 퇴적층 내의 패각들은 운반되는 

과정에서 경미한 손상을 입기는 했으나 크게 마모되지는 않았으며,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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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ge)의 속도에 따라 조개층의 분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단일한 종의 조개가 퇴적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하사리 

단면의 패각층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Jelgersma et al.(1995)은 네덜란드 해안의 사구퇴적층 내에 관찰되는 

패각층에 해서 스워시(swash)와 오버워시(overwash)에 의해 퇴적된 폭

풍 퇴적층으로 보았다. 이들은 평균 해수면보다 약 1m에서 최  약 

6.5m 높은 곳에 분포하는 다섯 군데의 패각층을 조사하여, 폭풍 퇴적층

의 고도와 위치를 바탕으로 홀로세 기간 동안 발생했던 여러 번의 연안 

폭풍 강도(nearshore strom surge level)를 추정하였다.

Froede(2006)는 미국 앨라배마(Alabama)주의 도핀아일랜드(Dauphin 

Island)에 발달한 전사구 단면에서 발견되는 다량의 패각층에 해 허리

케인 프레드릭(Frederic)에 의해 형성된 폭풍퇴적층으로 해석하였다. 해

당 패각층은 약 15-20cm 두께로 사구 내의 사층리를 절단하며 퇴적되었

으며, 패각층에는 층리(stratification)나 와상구조(imbrication)와 같은 퇴적 

구조가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 단면의 패각층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또한 폭풍층의 매트릭스(matrix) 물질은 실트질 모래(silty sand)로 주변의 

모래층에 비해 어두운 색을 나타내었다.

Cunningham et al.(2011)는 네덜란드의 힘스커그(Heemskerk) 인근의 

해안사구에서 나타나는 패각층에 해 조사하였다. 평균 해수면보다 약 

4~6.5m 더 높은 고도에 패각층(shell unit)이 노출되어 있는데, 10-15cm 

두께의 패각층들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 층

에 해 풍성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고, 이

러한 퇴적층은 폭풍 해일(storm surge)의 조건 하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해안 전면부(shore face)나 조간  퇴적층에서 운반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외에도 Donato et al.(2008)은 석호에서 발견되는 두께 약 5-25cm의 

조개층(shell bed)에 해 쓰나미로 인한 범람층으로 보았고, 

Williams(2011)에서도 허리케인에 의해 퇴적된 약 600년 전의 홀로세 조

개층과, 이후 허리케인 ‘이크(Ike)’에 의해 퇴적된 조개층에 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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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천, 거제, 고창, 해남 등의 해안 지역에서 폭풍층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서천군 다사리 지역에서는 해안사구 내에 나타

나는 흑색 패각층에 해 폭풍퇴적층으로 보고되었고, 패각층의 퇴적 시

기는 약 2,500년 전에서 약 200년 이전 사이로 추정되었다. 해당 패각층

은 수평적으로 약 25m에 걸쳐 약 10-60cm 두께로 나타나며 기복이 존

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광희 외, 2014a). 이상헌 외(2015)에서도 이

러한 다사리 사구 퇴적층 내에서 유기질 미화석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패각층에서 육성과 해성 기원의 미화석이 함께 산출되는 점을 근거로 고

폭풍 퇴적층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남해안의 거제도 관포리 해안에서도 자갈을 포함하는 사질 점토층에 

해 연안 폭풍에 의한 퇴적층이라고 해석된 바 있다. 해당 층에서는 패

각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나, 자갈의 배열 형태 및 분포 방향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해수면 변동에 의한 해안 퇴적층이 아닌, 연안 폭풍과 

같은 일시적인 해안환경의 변화에 의한 퇴적층이라고 보았다(이진영 외, 

2013).

연구지역 북쪽의 고창군 광승리 해안에도 해발고도 10~15m의 단구성 

자갈 퇴적층을 피복하는 퇴적층에 해 연암 범람 퇴적층의 가능성이 제

기되었다. 퇴적층 내에는 상 적으로 원마도가 높은 잔자갈이 일부 포함

되어 있었는데, 입도 및 자율, 화학 조성의 특성상 일시적인 고에너지 

환경에서 퇴적된 연암 범람 퇴적층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종연 외, 2015).

또한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도리섬에서도 5매의 패각-자갈층을 바탕

으로, 과거 1,300년 동안 발생했던 5번의 폭풍 기록이 추정되었다. 해당 

폭풍퇴적층에는 총 16종류의 패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패각의 종류를 

통해 당시 퇴적이 지배적이었던 환경에서 침식이 우세한 환경으로 변했

다고 보았다. 그리고 5매의 패각층 중 4매는 중세온난기(MWP, Medieval 

Warm Period)에, 1매는 소빙기(LIA, Little Ice Age)에 퇴적된 것으로 나

타나, 이를 당시의 기후 환경과의 연관 지어 해석하였다(Y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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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 외에도 군산군 소야미도 남측 해안에서에 패각들을 포함하고 있는 

약 2m 두께의 자갈층이 폭풍층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거 

1,200~1,500년 사이에 약 3.35m 높이의 해일고를 갖는 폭풍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전남 학교, 2018b).

이처럼 패각층 혹은 자갈을 포함하는 해안 퇴적층의 경우 폭풍층의 

특징으로 여겨져 왔다. 본 연구지역인 영광군 하사리의 경우에도 사질층 

내에 패각층이 끼어있는 형태로, 기존에 보고된 폭풍 퇴적층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데, 하사리 패각층의 성격에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5.2.2 하사리 패각층의 특성

HS-E 단면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패각층의 경우, 입도 및 지화학적 특

성상 주변의 사구 퇴적물과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분포 위치 및 고도, 퇴적 시기 등을 바탕으로 볼 때, HS-C, HS-D 

지점에서 발견되는 패각들 역시 HS-E 지점과 이어지는 것으로 보였으

며, 이러한 패각층은 하사리 구릉 내에서 하나의 층후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사구층 내에 나타나는 패각층의 성격에 해 구분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HS-E 지점에서 패각층이 분포하는 고도는 지표면에서 -65cm 깊이 지

점 즉, 해발고도 10.35m 높이에서 나타난다. HS-C 지점에서도 약 12m 

고도에 패각들이 분포해 있으며, HS-D 지점 역시 모래층 상부의 약 

10-11m 고도 에 패각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사구층 내의 패각들은 

다소 층의 기복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약 10-12m 고도 에 걸쳐 나타

난다고 할 수 있다.

영광조위관측소(35˚25′34″N, 126˚25′14″E)에서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의 평균 고조위(MHW, Mean High Water) 값은 해발

고도 5.67m로, 패각층은 평균 고조위면보다 약 4.68m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영광군의 평균 고극조위 값(HHW, Highest High Water) 역시 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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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6.93m로 고극조위보다도 약 3.42m 높은 곳에 패각층이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국립해양조사원, 2017; 2018; 2019). 그러므로 하사리 단면의 

패각층들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퇴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폭풍 등

에 의한 범람 퇴적층일 가능성이 높다. 하사리 지역의 경우 해안선의 형

태상 북서계절풍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데다 규모의 사질 조간 가 분

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사구가 발달하기에도 유리한 조건이며, 해빈 전

면부에 큰 섬 등이 존재하지 않아 폭풍 발생 시 그 영향을 그 로 전달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범람 사건으로 인해 해양에서 다량의 패각

이 운반,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퇴적층 내에 나타나는 패각층에 해 패총으로서의 가능성도 고

려해볼 수 있다. 패총은 사람이 먹고 버린 조개나 굴 껍데기 등이 무덤

처럼 쌓여있는 유적으로, 패총에서는 일반적으로 연모나 그릇 등과 같은 

다양한 유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각종 동·식물의 유체들이 함께 

나타난다(안덕임, 2006). 영광군에서도 도서 지역에 패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광군 패총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유적들이 함께 

출토되었다(영광군, 2013a). 하지만 하사리 패각층의 경우 퇴적층의 자연

적인 층리가 그 로 보존되어 있고, 인위적인 교란 작용이나 주거의 흔

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패각층의 분포 범위나 두께로 볼 때도 패총으로 

보기는 어렵다. 패각층의 형태 역시 무덤과 같이 두텁지 않고, 작은 기

복을 지니는 수평한 층을 이루고 있어 하나의 자연적인 퇴적층으로 인식

된다(Figure 3-32). 또한 하사리 패각층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면 패

각층 부분에서만 모래의 입도가 특별히 조립해지는 현상이 설명되지 않

으며, 굳이 고도 약 10-12m의 높은 모래 구릉을 올라가서 패각을 버릴 

이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볼 때 하사리 단면 내의 패각층은 패총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된 폭풍 퇴

적층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더욱이 패총은 주로 선사시 의 

유적으로 여겨지며, 영광군에서 보고된 패총 역시 신석기 시 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하사리 패각층은 약 200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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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시  상으로는 조선 시 에 해당되어, 퇴적 시기상으로도 패총이라

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하사리 패각층은 보다 고에너지 환경에서 퇴

적된 폭풍퇴적층으로 판단된다.

(A)

(B) (C)

(D)

Figure 3-32. A shell layer distribution in HS-E. (A): The distant view of shell 

layer. (B), (C), (D): Shell accumulations are buried in upper sand deposits 

(a.m.s.l. 10.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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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퇴적층 내에 자갈이 혼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해안으로부터

의 거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폭풍층 내에 자갈을 포함하지 않

는 경우도 많으며, 퇴적상의 경우 지역마다 국지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Lario et al., 2010). HS-C,D,E 단면이 분포하는 위치는 현재의 해안선으

로부터 직선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다. 1960년  이후 하사리 일

에 규모의 간척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일제시  지형도를 살펴보

더라도, 해당 노두는 본래 해안에 직접적으로 면해 있지 않아 자갈이 운

반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또한 영광군 해안 전면부는 규모 사질 조

간 로 이루어져 있어 자갈을 많이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폭풍이 발생

하더라도 자갈이 퇴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Figure 3-33. The location of the shells previously 

studied.

반면 영광군 해양에는 다량의 패각들이 분포해 있어 이러한 패각들이 

운반되어 퇴적되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Figure 3-33).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영광군 염산면에서는 현재의 해안선으로부터 약 3~4km 떨어진 

갯벌의 가운데 모래 무덤이 나타나는데, 해당 모래 무덤에는 다양한 종

류의 패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해류의 영향 등에 의해 

갯벌의 특정 부분에 집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만조시에는 물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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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영광군 낙월면의 송이도와 상낙월도에도 신

석기 시 의 것으로 추정되는 패총이 보고된 바 있다(이영문 외, 1997). 

그리고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와 죽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조간  코어 퇴

적물에 한 연구에서도 패각층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시추 

시료를 채취한 결과 표층에서 약 15-20cm 깊이까지 패각들이 분포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흥룡 외, 1991). 조개껍데기들은 지점에 따라 형태

가 완전한 큰 조개껍데기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기도 하고, 작은 

조개껍데기들이 파편상으로 산재하기도 하였다. 일부 방향성이 없는 조

개껍데기들에 해서는 폭풍 퇴적층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보았으며, 패

각층의 14C 연  값은 약 222-7,745 yr B.P,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광 지역의 조간 나 해저에는 일부 패각이 집적된 곳이 존

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폭풍 해일과 같은 규모 범람이 발

생할 경우, 이러한 물질들이 해안으로 밀려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염산면은 본 연구 지역과도 상당히 인접하기 때문에 하사리 패각층과도 

서로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C 결과의 경우 패각층 자체에 

한 연 를 지시하므로 하사리 단면의 퇴적 시기와 직접적으로 조하기

는 어려우나, 영광군 해저에 패각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

다. 따라서 갯벌이나 해저 등에 집적되어있던 패각들이 범람에 의해 지

표에 밀려들어왔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봤을 때 과거 특정 시기에 살아있던 패각이 현 위

치가 아닌 다른 곳에 매몰되거나 저장되어 있다가, 약 200여 년 전에 한 

번에 무질서하게 이동되는 양상으로 퇴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폭풍해일과 같은 강한 에너지가 해저 부분의 물질을 이동시켰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 의해 현재의 하사리 패각층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2.3 하사리의 연안 범람 시기

패각이 나타나는 모래층에서 OSL 연 측정을 실시한 결과, 약 

0.2±0.0 ka의 퇴적 연 가 계산되었다. 패각층 바로 하부 지점의 모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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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여 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HS-C 지점과 HS-D 지점에서

도 패각층 하부의 모래층이 각각 약 300여 년 전과 약 300-400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나 서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하사리 구

릉에 분포하는 패각층은 약 300여 년 전 이후에, 즉 약 200여 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S-E 단면에서 채취한 패각의 방사성 

탄소 연 는 2,740±300 yr BP로 측정되어 모래 퇴적 연 와 상당한 차

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패각이 형성된 시기를 지시할 뿐 해당 퇴적층

이 2,700여 년 전에 퇴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패각층은 약 200

여 년 전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약 200여 년 전 영광군 

일 에 폭풍에 의한 범람 사건이 발생하여 현 고도 지점에 패각층을 퇴

적시켰다고 할 수 있다.

    ① 역사적 기록과의 비교

서상한 바와 같이 사구층 내의 범람성 패각층은 약 200년 전에 퇴적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역사시 에 해당하는 시기로 당시의 역사적 

기록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실제 숙종실록와 영조실록에는 1700년  영광에 두 차례 해일이 일어

났다는 기록이 있으며(1713년 7월 12일, 1732년 9월 24일), 순조실록에도 

1808년 9월 2일 해일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영광군, 2013c). 물론 퇴

적층의 매몰 연 와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사리 패각층이 사료에 나타나는 해일 사건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과 퇴적층의 연 측

정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점은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300여 년 전, 영광 지역에 폭풍 해일로 인한 범람

이 발생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며, 영광군에 인간이 정주하던 시 에 해

발고도 약 10m 이상의 고도까지 해수가 넘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광군에 발생했던 이러한 범람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서해안의 지형적 특성상 지각 변동에 의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

은 높지 않으므로, 태풍의 내습 등으로 인한 해일성 범람의 가능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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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해서는 지역적 수준의 정보가 부재한 관

계로 태풍의 통과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사료를 통하여 홍수와 호우의 빈도를 략적으로 

추정해볼 수는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명종 2년(1947) 명종 5년(1550)에 

전국적으로 큰 홍수가 발생했고, 선조 36년(1603)에서부터 선조 38년

(1605)까지 3년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등지에 홍수가 발생하였다. 또

한 인조 23년(1645)부터 인조 26년(1648)까지 4년간, 현종 3년(1662)부터 

현종 5년(1664)까지 3년간, 그리고 현종 11년(1670)~현종 15년(1674)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다량의 호우가 내려 여러 차례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김현준, 2000). 물론 이러한 홍수와 해안의 범람 사건 간

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1557년에 영광 지역에 

폭풍이 크게 불고 천둥을 동반한 비가 쏟아져 조수가 넘쳤다는 명종실록

의 기록과, 1665년 7월 28일과 1669년 8월 14일에도 영광 등지에 해일이 

일어났다고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호우와 해일의 발생 기록으로 볼 

때, 이들은 주로 6,7,8월에 집중되어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생 시기 등으로 보아 장마 혹은 태풍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실

제 1904~2010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통계를 살펴보면 8

월, 7월, 9월 순으로 태풍의 내습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에

서도 7월과 8월에 약 66%의 태풍이 내습하였다(기상청 국가태풍센터, 

2011). 따라서 영광군에서 확인되는 연안 범람 역시 쓰나미보다는 태풍

의 내습에 의한 폭풍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② 소빙기와의 관련성

패각층이 퇴적된 약 200여 년 전의 시기는 소빙기(Little Ice Age, A.D. 

1300-1850)에 해당하는 시기로, 당시 기후적 요인에 의해 폭풍이 발생했

을 가능성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해안에서 발생하는 홍수에

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엘리뇨 남부순환(El Nin˜
o-Southern Oscillation, ENSO)이나 동아시아 하계 계절풍(East Asian 

summer monsoon, EASM)과 같은 기후학적, 해양학적 요인들이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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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홍수의 빈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밝혀져 있다(Katsuki et al., 

2016). 따라서 하사리 패각층 역시 기후학적 요인으로 인한 범람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이루어진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는 해안사구 내의 패각층 즉, 

폭풍퇴적층의 존재가 소빙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왔다

(Cunnungham et al., 2011). 지난 소빙기 동안 북반구의 기온은 21세기에 

비해 약 0.6℃ 낮았으며(Mann, 2002), 소빙기 동안 폭풍 해일의 강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한다(Lamb, 1984; Camuffo, 1993; 

Dezileau et al., 2011). 북 서양 및 유럽 지역에서는 이 시기에 바람의 

강도가 증가하여 해안사구에서의 모래의 이동 역시 증가했다고 보았다

(Clarke and Rendell, 2009).

실제 중국에서도 이 시기에 극한 기후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기

록되어 있으며(Liu et al., 2001), 한반도에서도 소빙기에 해당하는 

1500-1750 기간 동안 770건의 태풍과 104건의 해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이태진, 1996). 소빙기 당시 한반도의 기온은 상 적으로 

낮고 강수량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빙기에 발생했던 태풍

과 홍수 등의 자연 재해가 기근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박정재, 

2018).

따라서 하사리 단면의 폭풍퇴적층도 소빙기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

로 보이며, 소빙기 당시의 태풍으로 인한 범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3 종합 논의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백수읍 일 의 사구 지형은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지난 후, 비교적 한랭 건조한 환경 하에서 활발히 형성되었으

며, 약 2,500-3,000여 년 전에 퇴적된 모래층들이 현재 사구의 기저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약 1-2천 년 동안은 사구가 활발히 성

장하기 않았거나 혹은 퇴적층이 침식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 760여 년 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이 이어졌으며, 약 300-400여 

년 동안에는 현재 백수읍 일 에 노출되어 있는 모래층의 상당수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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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하지만 약 300-400여 년 전 모래층이 형성되는 동안에도 지속적

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이어진 것은 아니며, 수차례의 에너지 변동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 200여 년 전에는 다량의 패각층을 운반한 

범람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사구층 내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

이후 마을이 형성되고 인간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모래 구릉들은 해체 

및 제거되었고, 현재와 같은 형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전형적인 

해안사구의 발달은 미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간, 간척이 이루

어진 후 약 100년 이내의 시기에도 모래의 재이동과 퇴적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적인 모래 이동과 인위적인 지형 변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시료들은 모두 연  결과와 관계없이 약 

4-12m 고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고도별로 순차적

인 퇴적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물질의 이동 및 재이동이 활발한 사구 

형성 환경의 특성상, 지속해서 퇴적과 침식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폭풍퇴적층으로 해석되는 패각층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패

각층의 분포 고도로 볼 때 약 10-12m까지 해수가 범람한 것으로 추정되

며, 이는 당시 상당히 강한 이벤트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하사리 지

역의 경우 기존에 연구된 폭풍퇴적층보다 패각층의 규모가 더 크고, 공

간적 분포 범위 역시 훨씬 더 광범위하다. 또한 현재는 구릉의 일부가 

개간되었으나, 원래의 규모는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 연구된 

지역들의 경우 부분 현재 직접적으로 해식을 받는 부분이나, 혹은 해

안으로부터 수십 m 이내의 거리에서 폭풍층이 발견된다. 그러나 하사리

의 경우 현재 해안으로부터의 거리가 상당하여 범람 발생 지역의 범위를 

추정하는 데 많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간척 이전의 과

거 해안선은 보다 내륙 쪽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으나, 당시에도 인간이 

정주하였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더욱이 하사리 일 는 해안이 넓게 열려있어 파랑에너지가 집중되기

에 유리한 지형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10m 이상의 고도에 광역

적으로 그 흔적을 남았다는 것은 의미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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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사리 연구 지점들의 경우 홀로세 내의 단기간의 환경 변화

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으며, 특히 패각 퇴적층의 존재

는 과거의 극한 이벤트 사건을 추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또한 과거 폭풍 퇴적층에 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안 지역의 극한 

이벤트에 한 취약성(vulnerability)을 파악하고 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영광 지역에는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다는 점에서 패각

층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하사리 일 는 간척과 농경 활동 등으로 인해 자연 그

로의 지형 원형이 많이 변형되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인간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퇴적 환경 변화를 지시해주는 패각층

이 발견된 것은 의의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개발과 토지 이

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단면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한다. 실제로도 조사 이후에 하사리 구릉의 많은 면적이 인위적

으로 제거되었으며, 앞으로도 보존 가능성도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하사리 일 의 사질 퇴적층은 지형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만큼, 추후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과거 환경 변화의 흔적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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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해안과 서해안의 지형발달과정

본 연구 결과 남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퇴적층은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완도군 신지도에서는 

최종간빙기 최성기(MIS 5e)의 해성층에서부터 최후 빙기의 사질층과 홀

로세의 사구층까지, 약 10만 년 이상 동안 형성된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

었다. 소안도에서는 고도 약 10-15m 단면에서 최종간빙기 두 번째 아간

빙기(MIS 5c)의 해성층이, 고도 약 3-7m 단면에서는 MIS 3 시기의 재이

동 퇴적층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해남 북평면 서홍리 지역에서는 약 

20m 고도 에 최종간빙기 시기의 적색 실트층이, 이진리 지역에서는 최

후 빙기~홀로세에 퇴적된 사면퇴적층이 약 10m 고도 의 단구면 상부에 

분포하고 있었다.

서해안 영광 지역에서는 농경지 주변에 홀로세 사질층이 분포하고 있

었다. 영광 사구층에 한 분석 결과, 영광지역의 해안사구는 약 3,500년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00년 이내에는 사구 발달의 정체

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약 300-400년 전에는 모래의 운반과 

퇴적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약 10-12m 고도의 사

질층 내에는 약 200년 전의 패각층이 확인되어, 당시 범람 발생의 가능

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남해안에는 후기 플라이스토세부터 홀로세까지의 

긴 시간 범위에 형성된 다양한 성인의 퇴적층이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

고, 서해안에는 홀로세 이후의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퇴적층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두 지역은 퇴적 지형의 분포 특성과 형

성 시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에 후기플라이스토세 이후 두 지역의 지

형발달과정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들과 종합하여 남해안과 서해안의 지형발달과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1. 남해안과 서해안의 퇴적 지형 분포

본 연구는 해안에 발달해 있는 퇴적층을 상으로 한 것으로, 남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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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해안의 퇴적층이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본 연구지역의 결과를 해안 전체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으므로, 기존

의 논의들과 함께 남해안과 서해안의 퇴적 지형 분포 특성에 해 살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남・서 해안에 분포하는 퇴적층에 한 논의는 

크게 해안단구 퇴적층과 해안사구 퇴적층, 그리고 범람 기원의 폭풍퇴적

층 등에 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한 논의를 지역별로 구분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서해안의 퇴적 지형 분포

먼저 서해안 지역에서는 해안 사구가 널리 발달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이에 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해안사구는 주

로 신두리 지역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왔으

며, 사구 지형의 특성이나 발달 과정에 한 논의(류호상, 2001; 류완상, 

2002; 서종철, 2005; 최광희 외, 2008; 박천영 외, 2009; 홍성찬 외, 2010; 

신원정 외, 2017; 최광희 외, 2017; 김종연, 2018; 신원정 외, 2018; 오정

식, 2018b), 사구 지형의 변화(서종철, 2002; 강동균 외, 2012), 혹은 해안

침식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서종철, 2010; 공학양 외, 2018). 이들 

연구를 종합해보면 해안사구는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한 충남 해안과 신

안군 일 의 도서 지역, 그리고 옹진군 일 에 널리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강지현 외, 2017). 전북에서는 고창군 명사십리와 광승리 일 에 사

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광군의 사구에 해서는 박철웅

(2011)을 제외하고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영광 해안에도 규모의 해안사구가 발달했던 것

으로 추정되며, 고창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전북-전남 해안 일 에도 

충남 해안과 유사한 규모의 해안사구가 분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변산반도 남쪽의 고창 광승리, 명사십리 일 에서부터 영광군 백수읍, 

염산면 일 의 경우, 토지 이용이 본격화되기 전에는 신두리 해안사구에 

비견될만한 규모의 사구 지 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구는 

해안 전면부 뿐만 아니라, 현재 인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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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 깊숙한 부분까지 발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서해안에서는 변산

반도 등의 일부 암석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체로 해안사구가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서해안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해안단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하였다. 몽산포, 만리포 등의 태안반도와 보령, 서천 일 , 부안

군 격포 일 와 군산 일 , 함평만 일 에는 해성퇴적층으로 해석되는 

퇴적층들이 보고되었고, 주로 최종간빙기 고해면기에 퇴적된 해안단구 

퇴적물로 해석되었다(오건환, 1980a; b; 권혁재, 1981; 박승필, 1981; 권혁

재, 1993; 최성길, 1996c; 1998; 박희두, 2001; 최성길, 2004; 김남신 외, 

2011; 윤순옥 외, 2015). 이로 보아 서해안의 퇴적 지형에는 해안사구와 

더불어 해안단구 역시 발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논의 결과를 바

탕으로 퇴적 지형의 분포를 고도별로 살펴보면, 체로 현 해빈 배후에

는 사구 지 가 나타나고, 약 10-20m, 20-30m, 일부 그 이상의 고도 에

서는 해안단구가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해안 단구가 분포하는 것으로만 언급되었을 

뿐, 해당 퇴적층을 상으로 한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

고, 정량적인 연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적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

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분포 범위 역시 넓지 않아 해안단구 

퇴적층이 널리 발달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서

해안 일 에서 원력을 포함하는 해성퇴적물을 탐색하였으나, 실제 조사 

결과 고창-영광 일 에서는 단구 퇴적물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기반암 

상부에 사구층이 분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서해안에서는 사구의 발달이 지배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해안 

단구보다는 해안 사구 퇴적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영광군에서는 10m 고도 에서 범람성 퇴적층 및 사구의 잔존 

지형들이 분포해 있었고, 인접한 고창 지역의 경우에도 10-15m 에는 

범람성 퇴적층이, 약 20m 고도 에도 사구성 풍성 퇴적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종연 외, 2015). 체로 사구의 고도는 사빈에 비해 

약 5-15m 높게 나타나는 것이 흔하지만, 꽃지 사구와 같은 서해안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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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에서는 30m 이상 높이에 사구 마루가 발달해 있기도 하며, 우이

도나 청도 같은 도서 지역은 그 이상의 높이까지도 사구가 분포한다

(최광희 외, 2015). 그러므로 서해안 지역에서는 고도와 상관없이 전반적

으로 해안 사구의 발달이 탁월한 것으로 보인다.

  1.2 남해안의 퇴적 지형 분포

남해안의 퇴적 지형은 주로 해안단구 퇴적층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광양, 소안, 순천, 해남, 사천 등에 해안단구 혹은 

고해안퇴적층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이광률 외, 2006; 최성

길, 2006; 양재혁, 2013; 양동윤 외, 2016; 신재열 외, 2018). 남해안 지역

은 주로 10m, 18m 고도 에서 단구상의 지형이 나타나고(양재혁, 2007a; 

최성길, 2006), 소안도, 거제도, 사천 등의 지역에서는 30m 이상, 높게는 

50m 이상 고도 까지도 해안단구면이 분포한다고 연구되었다(최성길, 

2006; 이광률 외, 2006; 강봉, 2011).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구정선 고도

를 추정하고 지반 운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단구상의 지형면을 

바탕으로 지형 편년을 통해 지형 발달 과정을 추정해 왔다. 일부 지역에

서는 연 측정이 이루어기도 하였으나, 연 가 계산된 퇴적층의 고도는 

부분 약 10m 이내였다.

본 연구 결과 남해안에는 실제 해안가에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단구

상의 지형면이 분포하였고, 그 배후로는 산지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

다. 분석 결과 이 중 일부 지형면에서는 고 해성퇴적층이 확인되기도 하

였다. 하지만 해성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자갈층도 

공존하고 있었으며, 단구면 상부에 사면층이 분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해안가에 분포하는 단구상의 지형면이 반드시 해성 퇴적층으로만 이루어

진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해안선의 변화는 평탄한 

단구상의 지형보다는 고도 10m 이하의 해빈 근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남해안에서는 서해안과는 달리 해안사구에 한 연구는 제주도

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남해안에도 부분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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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분포하기는 하나, 그 수와 규모에 있어서 서해안 지역과 확연한 차

이를 보였다(환경부 국립생태원, 2016). 따라서 남해안은 서해안과 같이 

규모의 사구 지 가 발달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볼 수 있다. 항만 건설 

등으로 인해 과거의 지형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지형적 

조건으로 볼 때도 규모 사구의 발달은 탁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극한 이벤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퇴

적층들도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제도 관포리에서는 약 

4.3-7.6m 고도에, 해남군 영전리에서는 약 3m 이내의 고도에서 폭풍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이진영 외, 2013; Yang et al., 2017), 남해안에

서는 서해안보다 낮은 고도에 폭풍층이 분포하는 나타났다.

이처럼 남해안에서는 해성층, 사면층, 풍성층, 폭풍층 등 다양한 성인

에 의한 퇴적층들이 모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처럼 특정

한 지형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1.3 서해안과 남해안의 고도별 퇴적 지형 분포 차이

상술한 바와 같이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퇴적 지형의 분포에 있어

서 차이점을 지닌다. 각 해안의 퇴적 지형을 고도 별로 비교하면, 먼저 

서해안은 약 10m 이하의 고도 에서 주로 사구성 풍성퇴적층이 널리 분

포한다. 이는 같은 고도 에서 단구상의 평탄면이 주로 나타나는 남해안

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남해안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해안사구 

퇴적층의 경우, 주로 해발고도 약 10m 이하에서 얇은 층후로 분포해 있

는 반면, 서해안에서는 영광 지역과 같이 인위적인 훼손이 많이 이루어

진 곳에서도 약 10m 고도까지 모래 구릉들이 널리 분포한다. 지역에 따

라 높게는 약 20-30m 고도 까지도 사구퇴적물이 분포하고 있었다. 

반면 남해안에서는 약 10m 이하 고도 에 그동안 해안단구층, 고해빈

퇴적층, 폭풍퇴적층 등으로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퇴적층들이 분포해 있

었다. 약 10m 고도 에서는 해성층 및 사면층이 확인되었고, 서해안과 

같이 사구 지형이 특징적으로 발달해 있지는 않았다.

또한 남해안에서는 그동안 약 3m 혹은 약 4-8m의 고도 에서 폭풍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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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되었는데 반해, 본 연구 결과 서해안에서는 이보다 높은 약 10m 

이상의 고도 에서 폭풍퇴적층들이 확인되었다. 연구 사례의 수가 충분

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 폭풍에 의한 범람은 남해안보

다는 서해안 지역에서 보다 높은 고도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남해안과 서해안의 퇴적층 형성 시기

남해안과 서해안은 퇴적층의 분포뿐만 아니라 형성 시기상으로도 차

이를 보였다. 이에 기존에 논의된 남해안과 서해안의 퇴적 시기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광 일 의 해안에는 체로 홀로세 이후에 형성된 퇴적층이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영광 지역에서 조사된 

사구층의 경우 모두 홀로세 이후에 퇴적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존 연

구들에서도 홀로세 기후 최적기 이후 서해안에 해안사구가 활발히 발달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Munyikwa et al., 2005; 최광희, 2009). 과거에는 플

라이스토세에 주로 사구가 형성된 이후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홀로

세 기간 동안 사구의 상층부가 형성되었다고 보았으나(강 균, 2003a), 

이후의 연구에서는 고사구층으로 추정되었던 적황색 퇴적층 역시 천 년 

이내의 비교적 최근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지면서(서종철, 2005; 환

경부, 2013), 서해안의 해안사구층은 체로 홀로세에 퇴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홀로세 사구층 하부에 플라이스토세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 지역 일 의 해안은 홀로세 퇴적층 하부에 

바로 기반암 풍화 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고창과 

영광(백수읍, 홍농읍, 구암천 일 ) 해안 일 에서 획득한 총 60개 이상

의 시추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분 기반암 풍화  상부에 홀로세 퇴

적층이 분포하고 있었고(전남 학교, 2018a),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플

라이스토세 퇴적층은 발견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영광 해안에

서는 플라이스토세에서부터 홀로세에 이르기까지의 퇴적층이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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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반암 풍화  위에 홀로세층이 주로 피복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서해안의 다른 지역에 발달해 있는 플라이스토세층

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해안 단구와 관련해서는 고도 약 

10-20m, 20-30m, 혹은 그 이상 고도 의 단구면이 플라이스토세에 형성

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오건환, 1980a;b; 윤순옥 외, 2015), 이에 한 

연  측정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시기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해안사구

와 관련해서는 만리포와 천리포에 드러나는 적색 모래층에 해 플라이

스토세 최후간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었고(권혁재, 1981), 천수만 

일 에서도 홀로세 조간  퇴적층 하부에 플라이스토세 최종간빙기에 형

성된 소위 간월도층이 분포한다고 논의되었다(김여상 외, 1988). 증도 우

전사구 하부의 적황색 반고결 퇴적층 역시 최종간빙기층으로 해석되었

고, 실제 OSL 연 측정 결과 약 130∼81 ka 전에 퇴적된 것으로 밝혀져 

플라이스토세층임이 확인되었다(최광희 외, 2014b; 오정식, 2018a).

따라서 홀로세 이전에도 서해안 일 에 퇴적 작용이 이루어졌던 것으

로 추정되며,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홀로세 이전의 퇴적층이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영광 지역의 경우 현재 지표에 분포하는 사질

층의 부분은 홀로세 해수면 상승 이후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홀로세 

이후의 사구의 발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해안 지역의 경우 최종간빙기 최성기에 형성된 해성층에서부

터 최종간빙기 내 아간빙기, 최후 빙기, 홀로세에 형성된 퇴적층까지 다

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와 함

께 남해안 일 에서 연  측정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해성(marine)층의 

퇴적은 약 7만 년 내외에서부터 MIS 5e 이상의 시기까지 넓은 시간적 

범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해안에 분포하나 해성이 

아닌 하성(fluvial)이나 사면성(colluvial)으로 판단된 퇴적층들의 경우에도 

적게는 홀로세에서부터 많게는 15만 년까지의 퇴적 연 를 지니는 것으

로 확인되어, 서해안보다 다양한 분포 특성을 보였다(Table 4-1). 고도별

로 살펴보아도 유사한 고도 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층이 분포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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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서해안에는 주로 홀로세에 형

성된 퇴적층이, 남해안에는 플라이스토세 최종간빙기에서부터 홀로세 시

기까지 보다 긴 시간적 범위를 가지는 다양한 퇴적층이 분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해안과 서해안은 퇴적층의 형성 시기상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남해안은 해안지역 곳곳에서 플라이스토세에 쌓

인 퇴적층들이 발견되는 데 반해, 서해안의 경우 유사한 고도 에서 플

라이스토세층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홀로세층의 분포가 지배적이다. 

또한 서해안에서는 플라이스토세 퇴적층이 홀로세층 하부에 제한적으로 

분포해 있다는 점이 상이하다.

Study Site Sample
Eleva-
tion

Age (ka) MIS Note

이광률 외, 

2006

광양만

일
GY2-1.5 9.5 70.1 ± 4.6 5a marine

양동윤 외, 

2016

해남

이진리

LJ1-1 7.51 121 ± 10 5e marine

LJ1-2 6.49 128 ± 10 5e marine

LJ1-3 5.41 128 ± 9 5e marine

LJ1-4 4.95 152 ± 11 6

Yang et al., 

2017

해남

영전리

YJC-1 1.20 91.2 ± 3.9 1
colluvial

(debris flow)

YJC-2 2.00 69.8 ± 8.8 1
colluvial

(debris flow)

YJC-3 2.35 1,230 ± 60* 1 storm

YJC-4 2.35 1,070 ± 110* 1 storm

YJC-5 2.25 1,000 ± 70* 1 storm

YJC-6 2.30 1.02 ± 0.12 1 storm

YJC-7 2.60 0.48 ± 0.04 1 storm

신재열 외, 

2018
사천

1704DP-1 42.47 ± 5.86 3 colluvial

1704DP-1
6-7

111.2 ± 16.01 5c marine

1704DP-2 102.52 ± 14.71 5c marine

Table 4-1. Summary of age results for the southern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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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서해안 지형 특성 차이의 원인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안 퇴적 지형은 그 분포와 형

성 시기에서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남해안과 서해안은 모두 해안선

이 복잡하고 비교적 수심이 얕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표에 나타나는 지형적 특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남해안에서는 주로 후

기 플라이스토세 이후의 퇴적 증거들이 간직되어 있었고, 서해안에서는 

홀로세 내의 변화들이 기록되어 있었다(Table 4-2). 따라서 이러한 차이

를 유발하는 가능성에 해 물질 공급 측면과 제거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광률 외, 

2019

강진 GJ1 10.94 71 ± 4 4/5 fluvial

완도
WD1 6.10 108 ± 18 5 marine

WD2-1 17.60 86 ± 10 5 colluvial+aeolian

고흥 GH2 15.55 71 ± 5 4/5 alluvial

남해 NH11 9.99 190 ± 19 7 marine

고성
GS11 8.09 77 ± 4 5 alluvial+marine

GS12 5.28 22 ± 2 2 alluvial

거제
GJ11 5.98 68 ± 4 4 alluvial+colluvial

GJ12 12.55 151 ± 10 6 alluvial+colluvial

본 연구

신지도

SJ-5 4.50 6.2 ± 0.4 1

SJ-4 4.25 23.2 ± 1.2 2 aeolian

SJ-3 3.50 115.9 ± 9.7 5e marine

SJ-2 2.80 127.5 ± 8.5 5e marine

SJ-1 2.55 157.4 ± 18.9 6 marine

소안도

SA-A 13.0 94.0 ± 4.4 5c marine

SA-B 6.50 56.3 ± 2.5 3

SA-C 5.30 60.2 ± 3.5 3 reworking

해남

SH-2 22.6 104.5 ± 4.5 5c

SH-1 22.0 136.1 ± 6.5 5e

LJ-U 14.1 13.8 ± 0.9 1 colluvial

LJ-L 11.2 26.9 ± 1.3 2 colluv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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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해보고자 한다.

남해안 서해안

퇴적층

분포

• 해성층, 풍성층, 사면층 등 다

양한 성인의 퇴적층 분포. 지점

별, 고도별로 서로 다른 특성의 

퇴적층이 나타남

• 상 적으로 해안 사구의 발달

은 미약.

• 주로 해안사구 퇴적층이 널리 

분포.

• 전반적으로 해안사구의 발달이 

탁월.

퇴적 

시기

• 후기 플라이스토세에서부터 홀

로세까지 오랜 기간 동안 형성

된 퇴적층들이 발견됨.

• 플라이스토세층이 퇴적 이후 

제거되지 않고 잔류함.

• 체로 홀로세 이후의 퇴적층

들이 확인됨.

• 홀로세 이전의 퇴적 증거는 많

이 남아있지 않음. → 플라이스

토세층은 퇴적 이후 침식된 것

으로 추정.

환경

변화

• 지형 발달과정에 있어서, 단기

간의 기후변화보다는 해수면변

동에 따른 장기적인 변화 영향

을 더 크게 받음.

• 홀로세에 발생했던 단기적인 

기후변화의 흔적이 사구층 내

에 남아 있음.

Table 4-2. Summary of sedimen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outhern and 

western coast of Korea.

  3.1 퇴적물 공급 측면의 차이

먼저 물질 공급 측면에서 홀로세 이전에는 서해안에 상 적으로 퇴적

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간의 평균 수심 및 해저 경사의 차이를 고려해볼 수 있다.

해남, 완도 일 의 남해안 조사 지점 주변의 수심은 약 20m, 영광 일

의 수심은 약 5-10m로 서해안 조사 지점이 보다 더 완만하며(한국지

질자원연구원 지질정보시스템), 해안선의 굴곡은 남해안이 더 복잡하다. 

따라서 이것이 퇴적 작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과거 퇴적 양상의 차이를 어떻게 유발하는지는 명

확하지 않다. 홀로세 이전의 해저 지형이 현재와 동일했는지도 알 수 없



- 285 -

다. 해저 특성 차이가 물질 공급의 차이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에도 

남해안과 서해안의 퇴적물 공급에 차이가 있어야 하며 서해안의 퇴적 작

용이 미약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해안에서부터의 물질 공급은 오히려 

서해안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 특성에 따른 퇴적

물 공급의 차이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서해안 조간  퇴적층의 층서에서는 퇴적 증거들이 확인되어, 

과거 서해안에 퇴적물 공급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포 조간 , 천

수만, 남양만, 해남만 등의 서・남해안의 조간  해역에서는 기반암 상

부에 약 10-15m 두께의 후기 플라이스토세 층이 분포하고, 그 위에는 

최후 빙기 퇴적층이, 최상부에는 현세의 퇴적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박용안 외, 2001). 이로 보아 후기 플라이스토세에는 서해안에도 

남해안과 유사한 퇴적 프로세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퇴적 

작용에 차이가 있었다기 보다는, 퇴적 이후의 침식・제거 작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 생각된다.

  3.2 물질 제거 측면의 차이

서해안과 남해안의 퇴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 물질 제거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과거 서해안과 남해안 지

역 모두 퇴적은 동일하게 일어났으나, 이후 서해안 일 의 퇴적층이 하

천에 의해 침식되어 제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보고자 한다. 이 경우 

서해안 지역의 물질 제거 작용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서, 남해안에 발달해 있는 하천의 수와 규모는 지역에 따라 뚜렷

한 차이를 보인다. 서해안의 경우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등의 주

요 강들을 비롯하여 안성천, 삽교천, 호동천, 와탄천 등의 큰 하천들이 

바다로 유입하고 있으나, 남해안의 경우 섬진강과 낙동강을 제외하고는 

하천의 발달이 미약하며 세류가 흐르는 정도이다. 실제 서해로 유입하는 

한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하천은 총 2,167개로 알려져 있는 반면, 남해

로 유입하는 낙동강, 섬진강 유역의 하천은 1,608개로 조사되었으며, 하

천의 유역면적 및 유로연장 역시 큰 차이가 난다(국토교통부, 2015).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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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서해안 지역에서 하천에 의한 물질 제거 작용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홀로세 이전의 퇴적층이 잔존하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이 하천의 침식을 직접적으로 지시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후빙기 이전의 환경은 현재와 상당히 상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잔존하는 퇴적층의 분포를 보면 하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  

서해안 내에서도 플라이스토세층이 남아 있는 증도 등의 지역은 주변에 

큰 하천이 존재하지 않으나, 영광 지역의 경우 불갑천을 비롯한 학산천, 

구암천 등이 서해로 유입하고 있다. 고창 지역도 기반암 풍화  상부에 

바로 홀로세층이 분포하여 영광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고창 역시 

해리천, 법장천을 비롯한 소규모의 하천들이 불규칙하게 발달해 있다. 

따라서 홀로세 해안사구층이 본격적으로 퇴적되기 이전에는, 연구지역 

일 가 하천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고창-영광 

일 의 시추공 분석 결과, 기반암 풍화  상부에 홀로세 초기의 하성층

(fluvial sequence)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전남 학교, 2018a), 홀로세 

이전에 퇴적되었던 플라이스토세층은 하천의 침식 작용에 의해 제거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례는 남해안에서도 확인된다. 남해안에서도 낙동강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동부 지역의 경우, 기반암 풍화  위로 바로 홀로세의 퇴적층

이 두텁게 분포한다. 30m 이상 깊이의 코어에서도 플라이스토세층은 발

견되지 않으며 홀로세 삼각주층이 퇴적되어 있다(백세익 외, 2016; 유동

근 외, 2017; 전보연, 2016). 이에 해 기존 연구에서는 최후 빙기 동안 

낙동강 삼각주 일 에 광범위한 침식 작용이 진행됨과 더불어 다량의 육

상퇴적물이 퇴적되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유동근 외, 2017). 

본 연구 지역의 경우에도 플라이스토세층이 분포하는 해남, 완도 일 에

는 조사 지점에 영향을 줄 만한 하천이 발달해있지 않는데, 하천에 의한 

물질 제거가 미약하여 과거의 퇴적층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플라이스토세부터 홀로세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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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 프로세스가 작용했으나, 이후 침식되는 과정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에 하천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플라이스토세층이 

잔류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홀로세 이전의 물질들이 제거되고, 풍

화  상부에 바로 홀로세층이 분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광 지역에서는 플라이스토세층이 상당부분 제거된 

반면, 해남과 완도 일 의 경우 과거의 퇴적층이 일부 잔류하면서 현재

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4. 후기플라이스토세 이후 남해안과 서해안의 지형발달 

과정

앞서 남해안과 서해안의 퇴적 지형의 분포와 시기 차이에 해 살펴

보고 그 원인을 추정하였다. 본 절에서는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해

안과 서해안의 후기 플라이스토세 이후의 지형 발달 과정을 시기별로 살

펴보고자 한다.

  4.1 최후 간빙기 남·서해안의 지형발달과정

최종간빙기 시기에는 남해안과 서해안이 모두 해성 환경 하에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신지도, 소안도, 해남 서홍리 지점에서 모두 

최종간빙기 퇴적층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신지도와 소안도 지역의 퇴적

층은 해성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 해성층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최종

간빙기에는 현재보다 해수면이 높았던 상태에서 퇴적 작용이 이루어졌다

고 할 수 있다. MIS 5e 시기에는 최소 약 3-5m 이상의 고도까지, MIS 5c

에는 약 10m 이상의 고도 범위까지 해성 프로세스가 영향을 미쳤으며, 

해당 고도 지점까지 당시의 해빈 물질이 퇴적되었다. 최종간빙기 최성기 

이후 두 번째 아간빙기까지 퇴적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

이며, 약 20m 이상 고도 에는 풍성 프로세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

다. 최종간빙기 이후 이러한 남해안의 지형발달과정을 정리해보면 

Figure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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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Simplified Schematic Image of Late Quaternary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southern coast of Korea. (Horizontal and vertical scales were not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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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지역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플라이스토세층을 발견할 수 없었

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해봤을 때, 일부 지역의 조간  하부 

혹은 현 해안사구의 하부에 최종간빙기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고, 과거 고해수면 환경 하에서 퇴적된 조간  퇴적층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최후간빙기에는 서해안 지역에도 남해안과 유사한 해성 퇴적 프

로세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해안의 최종간빙기층으로 해석

되는 우전해안의 적황색 반고결퇴적층의 분포 고도는 약 2m를 넘지 않

아(오정식, 2018a), 남해안 지역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최종간빙기의 

서해안 해수면 고도가 남해안과 유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4.2 최후 빙기 남·서해안의 지형 형성

최후 빙기에는 해수면이 저하되어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이 모두 육지

에 드러남에 따라, 기존에 흐르던 하천의 유로는 연장되었고, 해성 프로

세스의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게 되었다. 영광 지역에서는 빙기층이 발

견되지 않았으나, 신지도에서는 풍성 모래층이, 이진리에서는 사면 퇴적

층이 확인되어, 빙기의 지형 형성 작용 역시 각 해안별로 다르게 작용했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와 기존의 해석들을 종합하여 당시

의 지형 발달 과정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해안 지역은 하천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고, 영광 지역은 당시 

주요 하천의 중류부에 해당하여 어느 정도의 침식력을 가졌을 것으로 추

정된다. 영광, 고창 지역의 풍화  상부에서 발견되는 당시의 하성층들

이 과거 하천의 존재를 뒷받침해준다. 이에 퇴적보다는 침식이 우세한 

환경 하에서 이전에 퇴적된 물질들이 제거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하지

만 서해안에서도 하천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플라이스토세의 퇴

적층들이 잔류하게 되었다.

반면 남해안 지역의 경우 당시 하천의 상류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

질을 제거하는 작용보다는 퇴적 작용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빙기에 남해안이 하천 상류에 속하여 퇴적이 우세했다는 것은 이

미 논의된 바 있고(양재혁, 2007a), 실제 여수와 남해 앞바다의 해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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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퇴적물에서도 최후 빙기의 고 섬진강(paleo-Seomjin River)에 의한 퇴

적층들이 발견된다(Lee et al., 2017). 특히 고하성퇴적물의 존재는 당시 

남해안 일 가 침식보다는 퇴적이 우세한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더욱이 해남과 완도 일 의 경우 인근에 큰 하천이 존재하지 않아 

이전에 퇴적된 물질이 크게 제거되지 않을 수 있었다. 육화된 환경에서 

풍성이나 사면 프로세스에 의한 물질들이 최후간빙기층 상부에 퇴적되었

고, 이러한 퇴적 프로세스는 각 지형 조건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였다.

이처럼 최후 빙기 때 서해안의 하천 주변에서는 이전의 물질들이 침

식되어 제거되고, 남해안에서는 주로 육지의 물질이 퇴적되는 작용이 발

생했다고 할 수 있다.

  4.3 홀로세 이후 남·서해안의 지형 형성

   4.3.1 서해안의 홀로세 지형 발달

영광지역의 퇴적층에는 홀로세의 단기간의 기후변화에 한 퇴적 증

거들이 확인되는데, 남해안의 조사지역들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남해안의 홀로세 퇴적층은 낙동강 주변에 탁월하게 분포하며, 

본 연구가 이루어진 남해안의 서부 지역은 홀로세의 퇴적 작용이 비교적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홀로세 이후에는 각 해안 지역

에 작용하는 지배적인 지형 형성 프로세스가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해안의 경우는 홀로세 이후 역동적이고 활발한 지형 발달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영광의 사질 퇴적층 내에서는 홀로세에 사구가 형성

되는 동안 공급 물질의 변화나 바람 에너지의 변화 등과 같은 환경 변화

의 흔적이 여러 차례 관찰되었고, 서해안의 다른 여러 지역들에서도 홀

로세의 사구층들이 널리 확인되었다. 신두리 해안사구에서도 사구사의 

퇴적률이 연간 2.5cm로 계산되어 현세동안 역동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Munyikwa et al., 2004). 따라서 서해안 지역은 홀로세 이후 

활발한 지형 형성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하계 

몬순이 강했던 홀로세 기후최적기가 지나고, 상 적으로 냉량 건조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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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됨에 따라 서해안에는 모래 퇴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영광 일

에는 이때부터 사구가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퇴적된 모래층이 현 

사구의 기저부를 형성하였다.

Figure 4-2. Simplified Schematic Image of the Geomorphic Development of the 

Hasa-ri, Yeonggwang-gun. (Horizontal and vertical scales were not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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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Continue)

이후 약 천 년 이내에는 중세온난기의 비교적 온난한 환경이 찾아오

면서 사구의 성장이 정체되었다. 이 시기에는 겨울 몬순이 약화됨에 따

라 북서풍의 작용도 약화되고, 해안으로부터의 모래 공급량 역시 감소되

었다. 따라서 사구 형성에 있어서는 안정화 시기 혹은 휴지기가 되었다. 

사구 지 에는 점차 식생이 정착하면서 유기물층이 형성되었고, 토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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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 토양화작용의 증거는 한반도 곳곳에

서 확인된다. 

이후 다시 모래의 이동 및 퇴적이 활발해졌으며, 특히 약 200여 년 전

에는 다량의 패각층을 퇴적시키는 범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상 적

으로 한랭했던 소빙기의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 

활동이 활발해진 약 100년 전 이후에는 사구의 원지형이 많이 훼손되었

으며, 간척 및 개간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질층이 곳곳에 구릉의 형태로 

잔존하게 되었다.

이처럼 홀로세 이후 영광 지역은 활발한 퇴적 작용이 일어남과 동시

에, 홀로세 내에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왔다. 그리고 사구층의 퇴적 

특성은 당시의 기후 환경과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요약하면 Figure 4-2와 같다.

   4.3.2 남해안의 홀로세 지형 발달

서해안의 경우 홀로세 동안의 활발한 퇴적 작용이 이루어졌으며, 보다 

역동적인 환경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남해안은 다양한 

성격의 퇴적층이 발달해 있기는 하나, 해안사구와 같이 활발하고 역동적

인 지형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해안에서도 홀로세 시기의 퇴적층들은 확인

되지만, 서해안과 같이 넓은 면적에 걸쳐 두텁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로 과거의 퇴적층을 얇게 피복하고 있는 형태로 발달해 있었다. 이로 

보아 남해안에서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의 지형형성 작용이 서해안

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홀로세의 단기간 기후 변동

에 따른 반응 역시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지형적 조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안 지역의 경우 홀로세 이후에 체로 사구 퇴적물이 널리 퇴적

되었으나, 남해안은 사구가 발달하기에 불리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

다. 해남, 완도 일 의 남해안 연구 지역에는 북쪽에 체로 산지가 발

달해 있어, 풍성 작용에 의한 물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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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해남 및 완도 일 에는 조사지점 북서측에 두륜산(700m)

에서 달마산(499m)으로 이어지는 산지가 분포하고, 소안도는 섬의 북서

측에 황간도, 노안도, 보길도 등의 섬이 분포한다. 모래 퇴적 및 사구 발

달에 북서풍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러한 산지는 풍성 프

로세스에 의한 지형 발달에 장애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완도와 해남 지역은 영광 못지않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작

용한다(기상자료개방포털). 하지만 영광은 북쪽 해안이 넓은 간석지로 열

려있는데 반해, 남해안 지역은 산지로 가로막혀 있어 북동・북서풍의 영

향을 강하게 받더라도 이것이 물질 운반과 퇴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바람에 의한 직접적인 지형 형성 작용은 일어나기 어려워 보인

다. 남해안의 경우 해빈의 발달은 미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사구의 발달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해안은 서해안과는 달리 홀로세의 사구층이 형성되기 어려

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에 남해안 서부 지역의 경우 풍성 프로세스에 

의한 지형 발달보다는 해수에 의한 영향이나 기반암 분포 등 다른 요소

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남해안은 해안으로부터의 

물질 공급이 적어, 해안 지형이 배후지역의 암석 풍화 양상에 의해 규제

된다는 연구도 있다(양재혁, 2007a; b). 해수면이 상승하였던 최종 간빙기 

시기에는 해수에 의한 퇴적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고도 20m 이상 

지역까지도 활발한 퇴적 작용이 있었으나, 홀로세 이후에는 퇴적 작용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남해안 지역에는 홀로세 

내의 단기간의 환경 변화보다는, 해수면 변동에 따른 보다 장기적인 변

화가 지형 발달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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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 결론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남해안의 신지도, 소안도, 해남, 서해안의 영광 지역에 

분포하는 퇴적층을 상으로 과거 퇴적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그리하여 남해안에서는 후기 플라이스토세 이후 해수면 변동에 의한 

장기적인 환경 변화를, 서해안에서는 사구퇴적물 내에 나타나는 홀로세 

내의 단기적인 환경 변화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남해안의 신지도 지역에서는 약 3-5m 이상의 고도에서 MIS 

5e 시기의 고해빈퇴적층이 나타나 고해면기의 직접적인 증거로 파악되

었다. 이에 당시 해수면은 약 3-5m 이상의 고도 지점까지 상승한 것으

로 여겨졌으며, 현 해안에서 약 160-170m 거리의 내륙까지 해수의 영향 

하에 놓여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해남군 서홍리의 약 20m 이상

의 고도에서는 MIS 5e-5c 시기의 적색 실트층이 나타나 저에너지 환경

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소안도에서는 약 10m 이상의 

고도 에서 MIS 5c 원력층이 확인되어 당시의 해수면 역시 현재보다 높

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MIS 2의 최후 빙기에는 신지도에서는 

풍성층이, 해남군 이진리에서는 사면층이 확인되었는데, 지역에 따라 지

배적인 지형 형성 프로세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신지도, 소안도 지역의 고해안 퇴적층의 존재는 홀로세 이전의 

시기에 발생했던 고해면기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신지도 지역의 경우 최종간빙기 시기에서부터 최후 빙기, 홀로세 시기의 

증거를 모두 담고 있는 단면으로서, 해안의 고퇴적환경을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해안 지역의 해수면 변

동에 한 기록뿐만 아니라 지각 운동에 한 단서 역시 제공해줄 것으

로 생각되었다.

그동안 남해안의 해안퇴적층에 해서 여러 차례 연구가 진행되었으

나, 직접적인 연  결과가 제시된 것은 제한적이었다. 물론 해양학 분야

에서 해양 코어 퇴적물을 바탕으로 과거 환경 변화를 추정한 연구는 다

수 진행되었으나, 이 경우 해퇴(regression) 시기와 해침(transgression) 시

기에 해서만 파악할 수 있을 뿐, 당시의 지형 변화가 어떠하였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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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침 시기에 연안 지역의 침

수 범위와 해수면 고도에 해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

기 때문에 지형적인 증거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

들이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고환경에 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홀로세 이전 시기의 지형학적 흔적을 통해, 

과거 해수면 변동에 한 지표상의 증거를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지도, 소안도 지역에서 플라이스토세 최후간빙기의 연  

결과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시 고해수면, 고해빈의 흔적을 확인

하였다. 그중에서도 남해안 해성퇴적층에서의 최종간빙기(MIS 5e, MIS 

5c) 연 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해침 시기 연안 지역

의 해수면 상승 범위와 정도를 추정하는 데에 유의한 결과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반도 남해안의 지반운동 및 지형발달

과정을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 

지역의 결과만으로 남해안 전체로 확장하여 논하기에는 한계가 남아 있

다. 그러므로 성격이 불분명한 퇴적층의 형성 프로세스를 명확히 파악하

고, 남해안 일 의 지반 운동 양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의 축척이 요구된다.

서해안의 경우 영광군 백수읍 일 에서 잔류하는 사구지형의 흔적들

을 통해 과거 규모의 해안사구가 발달하였음을 추정하였다. 영광의 해

안사구는 약 2,500-3,000여 년 전부터 활발하게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천 

년 이내에는 한 차례 안정기가 존재하여 토양화 작용이 진행되었다. 이

후 약 300-400여 년 전 동안에는 현재 남아있는 모래 구릉들의 부분이 

퇴적되었으며, 간척으로 인해 해안과의 직접적인 물질 순환이 단절된 후

에도 모래의 재이동 및 퇴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약 200년 전

에는 약 10-12m 고도에 패각층을 퇴적 시키는 범람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역사적 기록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렇듯 영광에서는 홀

로세 내의 단기간의 환경 변화에 한 증거들을 확인하였다.

서해안 지역의 경우 기존에 해안 사구 지형에 한 연구가 비교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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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사구 지형의 보존을 목적

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미 규모의 지형 변화가 일어난 지역에 한 조

사는 소홀해왔다. 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을 보존하는 것을 주 목

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부 훼손된 지형들의 경우 보존 가치가 높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되어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백수읍 

일 와 같이 장기간 인간 정주가 이뤄진 곳의 경우 사유 재산의 보호 문

제 등이 결합되어 연구에 어려움을 더했다. 이에 간척 사업 등을 통해 

해안과의 직접적인 물질 순환 고리가 단절되거나 변형된 곳의 경우 조사

의 관심 상이 되지 못하였고, 해안 사구에 한 조사는 해안에 인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형성 연 가 오래되지 않은 것

으로 알려진 사구 퇴적층의 특성에 한 연구 역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영광 지역의 경우에도 다수의 사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간척지 사이에는 일부 잔존하는 해안 사

구가 발달해 있었으며, 이들 퇴적층에는 영광 지역의 퇴적 환경 변화에 

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뿐만 아니라 극한 사건의 증거 역시 확인되어, 

중요한 지형 증거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 인간 

활동으로 인해 자연적인 지형 증거들이 많은 훼손되었고, 지형 변형 역

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인간과의 공생 방안이 요구되었다.

이처럼 신생  제4기 퇴적층에는 다양한 기후환경변화에 한 기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안 지역을 상으로 하여 

이러한 기록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해안의 특성에 따라 간직

되어 있는 과거 환경 변화의 내용과 시기는 다양하였다. 남해안에서는 

고해빈퇴적층을 비롯하여 풍성층, 사면층, 재이동퇴적층 등이 복합적으

로 발달해 있었는데 반해, 서해안에서는 해안사구의 발달이 지배적이었

던 것으로 나타났다. 형성 시기도 퇴적층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남해안과 서해안 모두 현재와 다른 환경 하에서도 주변

에서 신선한 물질이 계속 공급되었으며, 침식 및 퇴적 작용이 반복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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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추정되나, 지배적인 지형 형성 과정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보다 광역적인 지형 발달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들이 요구된다. 특히 지반운동 양식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형 발달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과거 해수면 고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던 지역들을 상으로 하여, 퇴적층의 특성

과 시기를 밝히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다

만 몇 지점의 결과를 전체 해안지역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므

로 앞으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들이 생산된다면 보다 전체적이

고 장기적인 논의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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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cted rise sea level rise in the future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with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and 

many prediction scenarios have been presented in relation to this 

change. However, since uncertainty always exists in future forecasts, 

information regarding the pas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future forecasts. Quaternary, which shown repeated glacial and 

interglacial periods in the past, is considered appropria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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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ing the response of indicators to climate change. In addition, 

because coastal areas are greatly affected by sea level fluctuations 

owing to climate change, the coastal deposits are expected to retain 

the evidence of past environmental changes.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stimate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Quaternary based on coastal deposits, 

most of them have been associated with tectonic heaving in the east 

coast. Distribution of coastal terraces in the west and south coasts 

has been reported, but the number of studies is only few, and the 

formation ages via dating techniques has not been sufficiently 

investigated. Although past sea level fluctuations and climate changes 

were estimated with reference to coastal dune sediments, the 

reclamation areas, such as the Yeonggwang area, were not subject to 

much research.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changes in the 

ground surface for studies on marine core sediments; hence, it is 

necessary to study geomorphological evidence for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Quaternary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e the 

geomorphological evidence of the sedimentary environment changes in 

the south and west coasts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the formation ages of deposits 

were estimated to determine the environment at the time of 

deposition and to ascertain the history of these changes. Grain size 

analysis, soil color measurement, XRF analysis, and magnetic 

susceptibility measurements were performed discern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s, and OSL(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age dating 

was used to determine the deposition ages. Wando-gun and 

Haenam-gun on the south coast and Baeksu-eup of 

Yeonggwang-gun on the west coast were selected as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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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Sinji-do, Wando-gun, deposits formed in the last glacial period 

and Holocene were identified from the ancient beach gravel deposits 

formed in late Pleistocene. In Soan-do of Wando-gun, rounded gravel 

deposits were found to be formed during the interstadial period (MIS 

5c) within the last interglacial period at approximately 13 m above 

mean sea level (a.m.s.l.), and rounded gravel deposits of MIS 3 period 

were found at about 5 m a.m.s.l. These were characterized as 

replaced deposits. In Seohong-ri of Haenam-gun, red silts of the last 

interglacial period appeared at about 20 m a.m.s.l, indicating that a 

low-energy environment was maintained. Deposits distributed at 

about 10 m a.m.s.l. plateau in Lijin-ri, Haenam-gun were analyzed as 

slope deposits formed during Holocene in the last glacial period. 

Based on these results, key points related to the south coast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high sea level on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last interglacial maximum period (MIS 

5e). Gravels deposits of the Sinji-do are a marine deposit distributed 

at about 3–5 m a.m.s.l., indicating that the sea level reached this 

altitude point at that time.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re likely to have risen to an altitude of about 8 m or more. 

Moreover, it is possible that this environment lasted for 

approximately 130–100 ka  without any significant changes.

Second, the sea level did not appear to have dropped significantly 

during the interstadial period (MIS 5c) within the last interglacial 

period. As little information is available regarding the corresponding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high sea level 

remained after the last interglacial maximum period, although some 

controversies remain pertaining to this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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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after the last interglacial period, as the base level of erosion 

was lowered in a cooler and drier environment than the present, the 

intensity of the marine processes was reduced. Existing materials 

were relocated and deposited during the MIS 3 period, and during the 

last glacial period, the aeolian sediments from the coastal area or 

slope material from the mountains were mainly supplied; this 

depended on the geomorphological conditions during each period. The 

fact that little evidence remains between the last interglacial period 

and the last glacial period indicates that deposition did not occur 

actively after the last interglacial period. However, further 

investigations are required for clearer interpretation. 

Fourth, more data need to be collected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ectonic movement in the south coast; the opinions 

of different researchers vary in this regard. Estimation of paleo sea 

levels used only the global sea level fluctuation curves as-is, or used 

different altitude values obtained by different methods. However, the 

results obtained thus far vary slightly from point to point, and there 

is an insufficiency of data; these limit the accurate estimation of the 

sea levels. Another reason for difficulty in interpreting tectonic 

movement is the possibility of local differences, which also need to 

be considered. For this reason, a clear estimation of paleo sea levels, 

reflecting local conditions, should be prioritized.

For the west coast region, the traces of dunes remaining in the 

Baeksu-eup, Yeonggwang-gun region have been used to estimate 

past developmental processes of coastal dunes and short-term 

sedimentary environmental changes identified within the deposits. In 

Yeonggwang-gun, a total of five investigation points were selected 

and sampled.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and deposits distributed in the Baeksu-eup region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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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characteristics of a coastal dunes. It is estimated that large 

coastal dunes were developed in the past, with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the of dune deposits distributed on the west coast. The 

coastal dune in Yeonggwang area began to grow actively about 2.5–

3.0 ka, and most of the sand hills remaining to date were deposited 

about 0.3–0.4 ka. Since then, even after the direct sediments 

transport from the coast area had to be stopped due to the 

reclamation work, the replacement and deposition of sand continued 

and during the deposition process, strong and weak-energy 

environments appeared alternately.

About 0.76 ka, there was a stabilization stage in dune formation 

and the pedogenesis was active. At that time, the climate was 

relatively warm, and the conditions of limited sand supply continued 

for some time. This is very similar to the results reported for other 

dune regions, suggesting that there had been a relatively warm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Holocene. The 

relationship with the Medieval Warm Period was also considered.

The shell layers found in the dune deposits are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ose found in the coastal dunes, and these have been 

identified as storm deposits due to overwash.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sedimentary facies, grain size characteristics, and 

geochemical properties revealed that shells that had been accumulated 

in the intertidal zones or in the seabed in the Yeonggwang area were 

deposited by storm events. Considering various sedimentary 

characteristics, the possibility of shell mound is thought to be low.

The deposit timing of shell deposits was about 0.2 ka, and at that 

time Yeonggwang-gun was overwashed resulting in shell deposits at 

an altitude of about 10–12 m. This is in close agreement with the 

historical records, and it is estimated that during human settlem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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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eriod, seawater overflowed up to an altitude of about 10 m 

above sea level. The cause of overwashing is difficult to identify 

clearly; however, considering various possibilities, typhoons were 

thought to be the most probable cause. 

Based on the above results, characteristics of the coast influenced 

the attributes and the timings of the past environmental changes. On 

the south coast, a combination of paleo beach deposits, aeolian 

deposits, slope deposits, and relocated deposits has developed. On the 

west coast, coastal dune development is shown to be predominant. 

The dominant geomorphological processes of the south and west 

coasts are different, and it is determined that more dynamic 

geomorphological development occurred on the west coast after the 

Holocene period. 

k eyw ords : Coastal terrace, Coastal sand dunes, Storm deposits, 

Quaternary, O SL age dating

Student Number : 2 0 1 6  -  3 0 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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