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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海뿜의 훌훌、π線 堆積層어l 關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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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論

東海뿜에는 舊、π線과 관련된 地形的 證據나 

、π線부근의 堆積物 또는 生浪등이 多樣한 高度

에 걸쳐 購察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들 舊、π線에 對한 핍究는 主로 地盤運動을 

풀이 하는 立場에 서 舊i丁線證據들을 論議하여 왔 

다 1) 그리 고 近來에 는 第 四紀의 氣候變化와 海

面變動에 초점 을 두어 이 들을 考察한 핍究도 나 

온 바 있다 2) 

筆者가 行한 東海뿔 일대의 野外調훌結果에 

따르면 대 체 로 30m高度3) 以上에 서 觀察되 는 舊

rr線堆積物들은 堆積당시의 狀態플 維持하지 옷 

하고 심하게 混亂되어 있다. 즉， 이들은 移動되 

어 힘面堆積物과 混在하면서 散布하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지-리에 있지 못하므로 舊rr線

水準이 나 堆積當時의 堆;積相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30m以上의 高度에서 親察되는 舊

rr線堆積物들은 그들이 形成된 後에 씹面過程의 

營力下에 놓이 게 된 期間이 相對的으로 오래 펀 

朴 勝 弼

次》

4) 賽陽地城
2. 經合考察

1) 高度 10"'15m水準의 堆積層

2) 高度 6"'9m水準의 舊f~丁線堆積層

3) 舊i丁線홉度 

m. 結 論

관계로 파解되어 웹面을 따라 移動하묘로써 퇴 

적당시의 層과 位置블 維持하지 못하게 된 것 같 

다. 이 에 比하여 30m 以下의 高度에 서 觀察되 

는 舊海續堆積層은 保存狀態가 양호하며 그의 

位置와 高度가 確實하여 舊、π線을 追없;하기 에 

적합하다. 

本橋에 서 는 堆積當時의 狀態를 가장 잘 維持

하고 있는 高度 lOf"V 15m와 6f"V 9m 水準의 舊海

慣堆積層을 中心으로 그의 特性과 高度를 밝히 

고자 한다. 그리고 考察의 對象地로서 亨子里，

합浦， 훌훌陽， 束草地域 등을 擇한 것은 이들 地

域이 舊rr線과 관련된 堆積勳의 性格을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1. 本 論

1. 훌훌頭觀察 

1) 훔子里 地域

本 地域은 慶南 薦m那 江東面의 慶南 • 北 道

境界에 인첩한 흉子里 北쪽 一帶로서 (그럼 1) 長

響統， 延 日統 地域에 屬한다 4) 亨子里 一帶의 

1) 曺華龍， 1978, “韓國浦項周邊 海뿜平野η地形發達 東北地理， 30, pp.152"'160. 
Kim, S.W. , 1973, “ A study on the terraces along the southeastern coast CBang-eo-jin-pohang) of the 

korean peninsula," Jour. Geol. Soc. Kor. , V.9, No.2, pp.89"'121. 

OH, G.H. , 1981, “ Marine terraces and their tectonic deformation on tr.e coast of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Bull. Dep. Georgr. Univ. Tokyo, No.13, pp.ll"'61. 

2) 金相昊， 1981, “#浦 • 浦項段狀地의 考察(上)， " 地理學빠究 第 6 輯， 韓國地理敎育學會.
3) 本鎬에서의 모든 高度는 인천의 zp:均海面을 基準으로하였다. 
4) 국렵지 철조사소， 1968, 울산도폭0/50，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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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훔子里 화암마될 -帶의 地形圖

舊rn寶賴層이 分布하는 地域에 는 10m천 도의 i페 

度에 서 現在의 海演쪽으로 斷崔룹- 이 루는 段狀

의 繹f項짧}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흡度 30m정 

도까지 續碩힘를 維持하다가 비 교적 順힘가 急

한 背後의 cliff로 이 어 지 는데 (사진 1) 平面形狀

으로 보아 現海뿜에 對해 灣入部 形狀을 띄 고 

았다(그렴 1, 사진 1. 참조) 그리고 이러한 段狀

의 zp:m面은 131 교적 넓 고 평 탄한 開析씁地를 가 

샤잉 1. 훔子里-帶렉 段狀으| 羅{훨料地 

사진 3. 훔子里 화암마을의 훌IT5훌陳홈 露頭

지 며 이 들윤 디-시 東海로 流入하는 小씁뜰이 下

刻하고 있는 狀편이 다. 겨、; 地j或의 평j폈는 화암마 

윤의 신-성핑-염소에 1ft한한 삿으‘ i~ (그램 1 찬도) 

深層風化 狀態인 安山岩을 2m정 도의 따積層이 

덮고 있는데 그 上部는 高度 1O""'15m 水準이 다 

露頭 @플 보면(사진 2) 基盤岩을 바로 위에서 

덮고 있는 Cobbles정 도의 角傑 • 亞角擁들은 핍 

土블 matrix로 하고 있 는데 sorting과 bedding이 

不良하다. 이 層을 I휠쩔 O.5""'lcm의 、π폈傑層이 

不整合으로 덮고있으며， 이 、π폈擁層의 上部는 

않은 펌沙土層윤 이루고 있다. 그리고 角燦中心

의 層과 rr휩擬層이 이 루는 境界部位에 는 細*)):

質의 matrix物폈은 거의 없고 roundness가 익: 

간 進展펀 直짧 5""'15cm의 亞갑H樂 • 亞圖擁달ο1 

pcbble정도의 rn줬擁들 사이에 자려하고 있다. 

木 rr갚릎擁}합은 i佳積當時의 層을 잘 保存하고 있 

어 sorting이 나 bedding이 아주 良好하고(사진3) 

風化는 안된 狀態이지만 固化가 약간 進展되어 

있다. 

露頭 (냉의 경 우， 、π演擁層은 露頭、 @와 대 체 

사진 2. 훔子里 화암마울의 露頭야 

사진 4. 훔子里 화암마을의 짧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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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類似하나， 堆積層 下部의 基盤岩上에 는 直짧 

lO"-'20cm 정 도의 亞角擁 • 亞圖擁들만이 π풍헐擁 

層과의 境界部位에 놓여있는 상태이며 、π협傑의 

크기는 堆積層의 上部와 下部에서 커지는 경향 

이 보다 뚜렷하다. (사진 4) 

2) 람浦地域 

本 地域은 慶北 月城那 i:n떠텀 一편의 主로 

佛國뿔統， 長響統에 속하는 지역인데 5) it浦里와 

羅훔里로 나누어 살펴 보기 로 한다. 舊、π宿傑}會

이 分布하는 람浦里 一帶에 는 高度 10m정 도에 

서 現海뿜쪽으록 斷崔블 이루떤서 高度 15m정 

도 水準과 30m정 도 高度에 서 頭힘變換點을 가 

지 는 段狀의 績i煩짧地가 보이 는데 15m 水準의 

碩힘變換點은 2m정 도의 미 약한 起1*을 가졌고 

高度 30m청 도에 서 는 急、碩힘의 背後山地로 이 어 

진다. 그리고 이 段狀의 ~:lli地는 ~面形狀으로 

보아 現海뿜에 對해 灣入部와 같은 形狀을 나타 

내며 비교적 폭이 넓고 또한 面狀을 이루는 開

析各地를 가지 고 있는데 이 面狀의 開析各地는 ‘ 

典村川과 小갑등의 現河) 11에 依하여 線狀으로 

다시 下刻되어 있다. 

#浦里 地域의 露頭로는 사대 끝 後邊에 位置

한 것을 들 수 있는데 (그럼 2) 風化된 基盤岩을 

2m정도의 堆積層이 不整合으로 덮고 있다. 이 

堆積層上部의 高度는 10"-' 15m水準이 다. 本 堆

사진 5. 합浦里 사대 묻의 露頭

積層은 主로 直짧 1 "-'2cm의 、π續擁層으로 構成

되 어 있는데 風化되 지 않았으며 bedding, Sorting 

이 良好하고 약간의 固化가 進展된 狀態이 다. 그 

런데 이 、π續擁層 下部의 基盤岩과의 接觸部位

에는 핸짧이 多樣한(수 cm"-'수 10cm) 亞角傑 • 

亞圓擁들이 π휩離과 混在하여 있으며 、rr續擁層

의 上部는 角擁이 部分的으로 섞 여 있는 펌沙士 

에 의해 앓게 被覆되어 있다(사진 5) 이 被覆層

은 육지쪽(背後의 Cliff)쪽으로 가면서 層淳가 

점차 두꺼워진다. 

羅훔里의 舊、π續擁層이 分布하는 地域도 高度

10m정 도에 서 現海뿜쪽으로 斷崔를 이 루고 背後

에 Cliff를 가지 고 있는 段狀의 續碩짧地가 관찰 

짧 

JU꺼 

도되 짧 
둔꾀 LlI 

관깅 傑

o 500 

그림 2. 함浦里 사대묻 -帶의 地形團

5) 국렵 지 질 광물연 구소， 1973, 1/250, 000 지 질 도. 

- 3 3-



C 500 

凡 f깨 

E꾀 짧 

[는꾀 田

펀표 E樂

그림 3. 羅훔里 고라섭 -帶의 地形圖

되 지 만 亨子里나 쉽·浦里 地域과는 달리 高度 15m 

水準에서 背後에 起代01 4"'5m청도되는 뚜렷한 

斷崔가 발견된다는 캠에 特徵이 있다. 이 段狀

의 ZP::m面은 平面形狀으로 보아 現海뿔과 類似

한 灣入部 모양을 하고 있으며 開析짝地는 폭이 

좁고 깊게 形成되어 있다. 

羅훔里의 舊π續擁層 露頭는 고라섬마을(그림 

3) 일대에 위치한 것들로서 堆積層 上部의 高度

는 10'" 15m 水準이 다. 露頭 @는 高度 15m 水準

에서 나타나는斷盧에 인접하여 있는것으로細핸 

質을 matrix로 하는 層淳 1.5m청도의 角擁， 亞

角轉層이 π홉륙傑層을 덮고 있다(사진 6). 이 角

樓中心의 堆積層은 boulder정 도의 角擁도 포함하 

고 있는데 上部로 가면서 擁의 크기가 감소하는 

사진 6, 羅훔里 훌頭@ 

경 향을 보이 고 sorting이 나 bedding은 아주 不良

하다. 露頭 @는 機械的 風化블 받은 것으로 보 

이 는 基盤岩위 를 直짧 O.5"'lcm 中心의 、rr續擁

層이 덮고 있는데 (사진 7) 이 擁層의 上部는 角

사진 7, 羅훌里 露頭@

사진 8. 羅후里 꿇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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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을 音ß分的으로 가지 는 tfß沙土層으로 되 어 있 

다. 露頭 @는 露頭 @보다 海뿜쪽에 가까이 위 

치한 것으로 露頭 @에 비해 相對的으로 細拉質‘

의 matrix物質을 많이 가지 는 角聯 • 亞角擁層이 

、π폈燦層을 덮고 있다(사진 8). 이 、π續擁層의 

上部에서는 擁의 크기가 증대되면서 角擁·亞角

擁들이 混在하고 있다. 、π續擁層 上部의 角擁中

心層은 윗 쪽으로 擁의 直짧이 감소하면 서 matrix 

物質이 증가되 어 그 上部에 서 는 i尼沙土層을 이 

루고 있다. 上記한 羅훔里 ~帶의 露頭、 @@(Ç) 

의 fJ‘한원擁層은 同一한 高度블 가지 는데 다같이 

Sorting, bedding 狀態가 良好하고 風化는 되 지 

않았지 만 固化가 약간 進展된 狀態이 다. 

以上의 훔子里， 납浦地域의 露頭觀察 結果블 

몇約하면 다음과 같다. 

CDrr價擁層이 觀察되 는 地域은 段狀의 繹f煩

奈{地인데 이 것은 그 前面과 後面에 斷屋를 가지 

고 있으며 平面形狀으로 보아 現 海뿜에 對하 

여 灣入部 形狀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段狀의 平但面은 面狀의 비 교적 폭이 넓 은 開析

씁을 가지는 것이 보통안데 이 各은 現 河川에 

의하여 다시 下刻되어 小짝을 이푼다. 

@ 堆積層은 그 表層高度가 1O"'15m이 며 風

化펀 基盤岩을 不整合으로 덮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3部分으로 나누어진다. 

가) 、π續擁層을 덮고 있는 角傑 • 亞角燦層 ; 

이 堆積層은 細拉質을 matrix로 하고 있으며 

Sorting, bedding이 不良하다. 現 海뿜쪽으로 가 

면서， 層I享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堆積層

을 華直斷面으로 불 때 上部로 가면서， 그리고 

背後의 Cliff에 서 멀어 질수록(現海뿜쪽으로 갈수 

록) 離의 量은 줄고 相對的으로 matrix物質이 증 

가하는 경향도 보인다. 

나) 、π績擁層 ; 이 堆積層은 圓廳度가 높은 

pebble청도의 擁블로 構成되어 있으며 風化되지 

않은 狀態이지만 回化가 약간 堆展되어 있고 

Sorting, bedding이 良好하다. 또한 本 堆積I률은 

堆積當時의 狀態가 잘 保存되 어 그의 位置와 高

度를 확실하게 해준다. 

다)rr績擁層을 얹고 있는 角燦， 亞角聯， 亞

6) Ibid. 

圓擁層 ; 角廳層은 훔子里， 화암마을 露頭 @에 

서 현저 하게 나타나며 (사진 2 참조) 기 타 露頭에 

서 는 크기 가 多樣한 亞角擁 • 亞圓擁이 基盤岩·과 

IT續擁層 사이 의 境界를 이 루는 정 도이 다. 、K隨

擁層괴-의 境界블 이 루는 部位에 는 細拉質의 

matrix物質이 거의 없고 rr續鍵이 混在하여 있 

는 狀態이다. 

3) 束草地域

江原道 束草市 永期洞 ~帶는 白뿔紀의 花關

岩地域인더:1 6 ) 쳐j黃色으로 風化펀 基盤岩이 繹{煩

힘地달 이루는 사이로 永없川이 홀러 fPJ 口에서 

永期湖에 이 른다. 永期湖 東端의 i휩쪽 永많洞에 

는(그림 4) 現在 ~部 裡立띈 湖가(사진 9) very 

fìne pebble 청 도의 堆積物을 사이 로 永뾰.湖에 

이어진다. 이 永期洞湖7) 前面을 가로막고 있는 

堆積物은(사진 10) bar狀으로서 (그럼 4 참조) 本

사진 9. 東草市 永觀洞 -帶

사진 10. 東草市 永朝洞에 있 는 bar狀의 堆積

屬 g톨E훌 

7) 永期洞에 위치한 이 湖를 以下에서는 永朋洞湖로 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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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í~iJ 

표펴 íff 

E꾀 πr 

댐 i'ν1、

겨[(f야 

o 500 

그립 4. 東草市 永뼈湖 -帶의 地形圖 (※地圖에 빗금친 部分이 bar狀의 未黃色堆積層)

湖의 右뿔쪽은 7"'9m高度를 가지 지 만 左뿜쪽으 

로 가면서 高度가 점차 낮아져 現 永期湖를 막 

고있는 sand bar의 高度水準청 도에 이 른다. bar 

狀의 本 堆積物은 現在 左端과 右端의 高度差가 

3"'4m청 도이 고 永朝洞湖 水面이 現 永期洞湖面

보다 한 段 높게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高度가 낮 

은 左端쪽으로는 永期洞湖에 서 現 永期湖로 流入

하는 小河)11이 形成되어 있다(그림 4. 참주) 永

閔洞湖플 가로막고 있는 本 堆積物은 主혹 *立~

0.2"'0. 4cm (very fine pebble)정도로 roundness 

가 進展되 어 있 으며 sorting과 bedding이 良好한 

o 500 

4-
JL(:씨 

도모 % 

ι고 111 

口 i:v、

턴] 따따 

그림 5. 훌陽鄭 洛山海水원場 -帶의 地形圖
사진 11. 東草市 永朝洞 bar狀의 堆積홈 (※地圖에서 빗금친 部分이 커F黃色의 沙質堆積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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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bar狀의 n績擁層인데 j한黃色‘을 띄 고 

있는 點이 特徵的이다. 

4) 靈陽地域

江原道 塞陽那의 洛山 海水治場 ~帶는 先캠 

브리아紀의 績狀 片麻岩地域8)으로 j한黃色의 授

f煩똥}地를 背後로 하고 있으며 南쪽으로는 南大

J 11 이 東海로 流入하고 있다(그럼 5). 

洛山 海水洛場 뒤 후 200""250m地點에 iffi黃色‘

의 沙質 堆積物이 高度 7""Sm 7l<準으로 現 海뿜 

에 나란하게 짧達하여 있다(사진 12, 그럼 5. 참 

조) . 

本 렸黃色의 沙質堆積物은 coarse sands로 構

成되 어 있는 舊、π線堆積層으로 現 洛山 海水힘 

場의 海灣堆積層(沙質 堆積物)의 上部보다 2"" 

3m 높게 위치하고 있다. 

사진 12. 洛山 海水治爆 -帶

2. 歸、合考察
上記한 露頭觀察의 結果을 堆積層과 高度로 

나누어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1) 高度 1O""15m 水準의 堆積層 ; 本 堆積層

은 薦山~浦項地域사이 에 서 특히 현저 하게 나 

타나며 다음과 같이 3部分으로 構成되 어 있 다. 

즉 rr續擁層 上部를 덮고 있는 角擁 • 亞角擁層，

‘η휩練層， 그리고 n續擁層을 얹고있는 亞角擁 • 

亞圓擁層이 다. 堆積層 上部의 角擁層은 細拉質

을 matrix로 하고 있 으며 sorting, bedding이 不
良한 상폐 인데 이 러 한 堆積物은 mass movement 

形態로 移動 • 堆積된 힘面堆積物로서 head 

8) Ibid. 

deposits9 ) (또는 so1ifluction deposits) 의 特性과도 

類似하여 寒冷乾操한 環境下에 서 形成되 었을 것 

으로 判斷된다. 한펀 프랑스의 西海뿔에서도 最

高水位面‘ 위 로 12rv 1Sm 水準에 서 πi훨傑層이 細

*쇼質을 matrix로 하는 角擬層에 依하여 덮여 있 

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A. Guilcher에 依하면 10) 

Normanian beach로 알려 진 n휩燦層은 Eemian 

間永期(Riss-würm 間永期에 해 당)에 形成된 舊

、π演據}활으로서 마지 막 永期인 Würm 永期동안 

head로 알려진 周水fPJ 堆積物， 즉 細拉質을 

matrix로 가지는 角擁層에 依해 덮히게 되었다 

고 한다. 高度 10""15m水準의 本 堆積層中의 、rr

i兵離層도 上部에 角擁層을 얹고 있는 狀態인데 

溫麗펄潤한 時期에 形成된 、πi췄擁層이 다시 寒

冷乾操한 時期플 겪으면서 角擁의 종}面堆積物로 

덮히게 띈 것으로 思料된다. 

堆積層 下部의 角傑 • 亞角擁層은 후子里의 露

頭 양)에서 잘 나타난다(사진 @ 참조) . 本 露頭、

에 서 는 基盤岩을 角擁 • 亞角擬層이 덮고 있는데 

이 角燦層 上部는 matrix物質이 거의 없는 狀

態이 고 sorting이 안펀 亞角擁 • 亞圓燦으로 變하 

면서 n績擁層으로 이어진다. 이와같이 角擁·

亞角練層 上部가 亞角擁 • 亞圓擁 狀態로 된 것 

은 海進과 함께 角觸層 上部가 shore processes 

영향下에 놓이게 되면서 細첸質의 matrix物質은 

빠지 고 鍵들은 部分的으로 roundness가 進展띈 

結果인 것으로 思料된다. 이 러 한 亞角曉 • 亞됩l擁 

層이 亨子里와 납浦地域의 다른 露頭에 서 도 基盤

과 、πi훨擁層 사이 에 서 觀察되 고 있는 點으로 미 

푸어 보아 다음과 같은 事實을 알 수 있다. 즉 

、g續傑이 堆積되 기 以前의 基盤岩은 陸成의 웹面 

堆積物에 依하여 被覆된 狀態이었을 것이라는 

點이다. 

、π演擺層이 分布하는 地域은 段狀의 짧1煩쌓}地 

로서 背後에 미 약한 cliff블 가지는 것이 보통이 

며 平面形狀이 灣入部 模樣을 하고 있는데 一般

的으로 알려 진 바와 같이 灣入部는 j센積中心의 

地形이 形成되는 곳이드로 海水외 홉餘作用은 

미 약하다. 따라서 平面形狀이 現 海뿜어1 대 하여 

9) French, H.W. , 1976, The Periglacial Environment, Longman Inc. , p.237. 
10) Guilcher, A. , 1969, “Pleìstocene and r. olocene sea level changes," Earth-Sci. Rev. , 5,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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灣入部 形態를 이 루고 있는 點， 基盤岩이 角離·

亞角傑層 또는 웹面 堆積物에 서 起因띈 堆積物

에 依해 被覆되어 있다는 點으로 보아이들地域 

의 續碩참地는 海水의 i훌율뽀作用에 서 起因된 것 

이 라기 보다는 陸上의 짧面體達에 依하여 그 基

本形態11) 가 決定된 後海進時에 、π宿擁層에 依하 

여 덮히게 되면서 部分的으로 變形되었을 것으 

로 思料된다. 

2) 高度 6"'9m 水準의 堆積層

本 堆積層은 강릉 以北地域에 서 현저 하게 觀

察되고 있는데 現 rr線과 관련된 海뿔堆積地形에 

연속되 어 있지 만 보다 높게 位置하고 있으며 j암 

黃色을 띄 고 있는 點이 特徵的이 다. 本 堆積層

이 j한黃色을 띄게 된 것은 다음의 3가지 갱우에 

서 起因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堆積層이 形成

된 後에 化學的 風化를 받은 것. 둘째， 堆積層

이 形成휠 때 走色의 細拉質도 同時에 堆積된 

경우. 세째， 堆積層이 形成펀 後 폈色의 細拉質

이 다른 場所로 부터 移動되 어 와서 堆積物을 

看色시키는 경우 등이다. 

本 堆積層에 憐接하여 있는 基盤岩이 走黃色

으로 風化된 狀態인 點을 考慮해 보면 憐接한 

山地로부터 走色의 細핸質 風化塵物이 移動되 어 

왔을 可能性이 높다고 判斷되지만 이에 對한 究

明은 다음 핍究로 미루겠다. 

3) 舊rr線 高度

舊、π線 高度를 確定하기 위하여 인천만의 平

均海面을 高度測定의 基準面으로 하였다. 따라 

서 國立地理院의 1/25, 000 地形圖를 참고로 하 

여 舊、π線堆積層의 高度를 測定하였다. 

가) 高度 10"'15m 水準의 堆積層中의 、πl贊擁

層 ; 本 、π續擁層을 形成한 舊、π線 高度12)는 이 

層의 背後에 있는 斷뿔底를 기 준으로 하였는데 

rr續擁層을 덮고 있는 짧面堆積層을 考慮하면 12 

rv14m水準인 것으로 判斷된다. 

나) 高度 6"'9m 水準의 舊rr線 堆積層

束草市 永期洞에 있는 bar狀의 堆積層은 現 永

閔湖를 가로막고 있는 sand bar와 同類의 地形

으로 判斷되묘로 이들 兩地形의 比高를 바탕으 

로 舊rr線高度를 定하였고 같은 方法으로 洛山

海水治場의 舊、π線 堆積物로 부터 舊rr線 高度

를 定하였다. 本 堆積層을 形成한 舊、π線 高度

는 2"'4m 水準인 것으로 判斷된다. 

m. 結 論

1. 훔子里와 #浦地域의 高度 10"'15m 水準에 

있는 舊rr續傑層은 다음과 같은 3部分으로 構成

되어 있다. 

1) 上部의 角擁 • 亞角擁層 ; 、rr협擁層을 덮고 

있는 堆積層으로 寒冷乾操한 環境에 서 形成된 짧 

面 堆積物이다. 

2) 、π續擁層 ;1)의 堆積層에 依하여 덮혀 있는 

狀態이 며 舊、π線이 現 海面보다 12"'14m 높게 位

置했었던 溫麗灌潤한 時期에 形成띈 것으로 判

斷된다. 

3) 下部의 亞角擁 • 亞圓離層 ; 績{煩뿜{의 基盤

岩面을 被覆하고 있던 합面 堆積物이 海進時에 

shore processes에 依하여 部分的으로 變形되 면 

서 再堆積된 것으로 思料된다. 

2. 束草 • 靈陽地域의 高度 6"'9m 水準에 있는 

舊、π線 堆積層은 꿨黃色을 띄고 있으며 舊rr線

이 現在보다 2"'4m청도 높게 位置했었을 때 形成、

된 것으로 判斷된다. 

11) 張昊， 1975, “江陸周邊의 低位홉敏面 地形陽究 서울대학교 碩土學位論文에서 언급된 30'"'-'40m高度에 발달 
한 -‘種의 低位흡飯面일 것이다. 

12) 여기서 舊n線高度란 陸地와 바다에 對한 相對的高度를 意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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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ncient Beach Deposits in the 

Eastern Coast of Korean Peninsula 

The old marine formations at various levels 

have been found along the eastern coast of 

Korean Peninsular, but most of them are dist

ributed and are not in their original site and 

height. 

The ancient beach deposits at 1O '"'-'15m and 

6'"'-'9m above mean sea level maintain typically 

their original layers and hei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 of ancient sediment layers that 

have an altitude of lO'"'-'15m and 6'"'-'9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ncient sediment layers at Jeong jari 

and Gampo at lO'"'-'15m in altitude consist 

of three parts. 

1) The angular and sub-angular deposits of 

upper part; this deposits rest upon the anc 

ient beach gravels and are regarded as sub

aerial materials which were formed under 

Park, Seung Phill. 

cold and arid environment. 

2) The ancient beach gravels; this deposits 

are capped by angular and subangular dep

osits and would be considered to be formed 

under relatively warm and humid environ

ment when ancient shoreline was 12'"'-'15m 

above the present shoreline. 

3) The angular and subrounded gravels; this 

deposits would be considered to be due to 

subaerial materials, which had veneered 

the gentle slope of basal rock, were rounded 

and modified by shore processes during the 

phase of submergence. 

2. Ancient beach deposits at Sogcho and Yang 

yang which have an altitude of 6'"'-'9m are 

reddish and would be considered to be devel

oped when ancient shoreline was located at 

2'"'-'4m above present shor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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