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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四川 톱A龍山 西쪽 山훌훌面의 形狀파 形成過釋에 關한 짧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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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山麗面의 形狀 考察

3. 露頭 觀察

1. 序 論

(1) 맑究텀的 

《目

韓半島의 中部以南 地域에는 高山地의 山觀

末端部를 짜라 크고 작은 山麗面D(Piedmont

surface)플이 到處에 發達되 어 있 다. 그 같은 山

麗面들 中에 慶南 i四川都과 三千浦市의 境界地

에 位置한 歐龍山 西쪽의 山麗面2)은， 地形圖上

에서 볼 혜， 變入씁地가 形成되어 있으며 씁入 

口를 頂點으로 等高線이 同心圓狀으로 展開되는 

點等에서 餘他의 山麗面과는 多少 다른 特徵이 

있는 것으로 觀察펀다. 이란 形狀的안 特徵혜문 

에 本 山麗面은 빼積뚫狀地‘(Alluvial fan)로 指稱

되기도하였다. 

* 서 울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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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

4. 推積物 考察

5. 基盤岩 考察

6. 山훌훌面의 形成過程 考察

7. 緣合 考察

8. 結 論

그러나 그 같은 指稱은 立證할 만한 陽究論文

에 土臺를 둔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韓半

島의 中部以南 地域에서는 扁狀地 形狀의 地形

이 라도 山麗面의 形狀이 基盤岩面의 形狀을 反

映하고 있는 境遇가 大部分이라는 指揮3)도 있 

으므로， 形態와 營力파의 相關性(Process-f orm 

relationship)의 觀點에서 볼 해， 本 山麗面이 그 

에 合當한 빼積扁狀地안지는 疑問視된다고 하겠 

다. 

짜라서 本橋에서는 山麗面의 形狀파 形成過程

을 考察하여 本 山麗面이 어떤 類型의 地形안지 

를 究明하고자 하였다. 

(2) 맑究方法 

以上의 昭究 目 的을 達成하기 寫하여 圖上作業

1) 本鎬에 서 는 ‘山麗面’ 이 란 用語블 地形形成營力파는 相關없이 山麗의 末端部(Piedmont: foot-of-the-mountain) 
에 發達펀 平旭地形이 란 意味로 使用한다. 다음을 參照할 것 • 
Tuan, Yi-Fu, 1959, Ped，'meηts t-η South-eastern Arizona, Univ. Calif. Pub. Geogr. , vol. 13, p. 3. 

2) 以下의 論述에 서 는 ‘本山麗面’ 으로 記述한다. 
3) 金相昊， 1973, “中部地方의 E훌館面 地形 맑究 서 울大理그:系 論文集， 21輯， p.87. 
朴東源， 1980, “平野地形" . 韓國地誌(總論， 建設部 國立地理院)，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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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現j也路養를 實拖하였다. 圖上作業에서는 1/ 

250004>, 1I50000~) 地形圖블 基本圖로 使用하였 

다. 現地路훌는 1981年 10Jl부터 1983年 3자까 

지 實施하였는데， 주로 露頭(Qutcrop) 觀察을 行

하여 山麗面上의 堆積物파 基盤岩을 調훌하였다 

堆積物의 *立짧分類는 Wentworth, C. K. 의 方

法， 傑의 圓廳度 (Roundness) 測定은 Krumbein, 

W.C. 와 Sloss, 1. L. 의 方法어} 依하였 A며 6) 土

壞色의 記述은 Munsel soi1 colar chart 에 依하 

였 다. 地質에 關한 調養는 1/500007>, 1/2000008
) 

地質圖와 動力資源 開發 돼·究所에서 提供한 資

料블 士쫓로 하였다 

땐川홉 

O 0.5 lKM-

(3) 맑究地域 擬觀

1) 地形

本 山麗面은 歐龍山(海技 799m) 西쪽 山麗의 

末端部에 發達되어 았다. 山麗面의 下端部는 빽 

川灣야l 接해 았으며， 上端部는海挑 50-60m 의 

地點에서 背後山地와 連接하고 있다(그럼 1 參照).

!lJ麗面야 南쪽으로는 海技 30-50m 程度의 lÍ: 

陸들이 南西 方向으로 列지씩 낮아지고 있￡매， 

北쪽으로는 歐龍山에서 發源한 白川이 山麗面위 

를 西流하여 때川灣이1 流入하고 었다. 이 白 따 

그림1. 冊究地域全圖

4) 1974年 編輯， 1979年 印剛， 國立地理院 發行.
5) 國立地理院 發行의 地圖(1973年 編輯， 1979年 印때)와 朝蘇總督部發行의 地圖(1917年 測圖 1918年 製版)를 
利用하였다. 

6) Krumbein, W. C. , and 810ss, L. 1., 1963, Stratigraphy and sedimeηtatioη， W. H. Freeman and 
Company, p.96""'U l. 

7) 때川圖隨， 1969年 發行， 調훌者 : 崔格久， 柳炳和.
8) 麗水， 全州圖福， 1973年 發行， 編輯 : 國立地質鍵物 빠究所. 
잉) 1/5000의 地形圖에서는 本山擺面올 三分하여 ‘동아들’， ‘尾龍들’， ‘배천들’의 地名A로 記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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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背後山地를 벗어나는 씁口에는 J뺨水池가 藥

造되어 있다. 

한펀， 尾龍들9)에 는 3個의 小i留池가 있고 海뿔 

에 I憐接한 -‘帶에 小規模의 蠻入짝地와 段狀의 

地形이 짧然、히 나타나는 反面， 동아들에는 灌輝

用 우물이 山麗面의 곳곳에 散在되 에 있는 點에 

서 兩者 間에 對照的안 地形景觀이 나타나고 있 

다. (그렴 2 參照)

그림 2. 맑究地域의 地形

2) 地質

山麗面과 南쪽의 표俊， 그러고 背後山地 i帶

는 中生代 Jura 紀 上部 堆積層언 잖씁層10)이 基

盤을 이루고 있다. 이 深各層은 i尼岩 乃至 妙岩

이 顯著하며 下部얼수록 까色이 顯著하다. 

背後山地에서는 速씁層， 新羅傑岩層 10 威安

層12)이 歐龍山을 向하여 順次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높은 山地안 歐龍山 ~帶는 花園I채綠岩 地

帶로 威安層을 實入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 實入

한 接觸部에는 接觸變質作用으로 Hornfels 가 形

成되 어 있 다(그립 3,4 參照).

c그Y中積/뭘 

E포표E밟閒綠 
투르린호용벨스 

도쿄成安홈 

믿E킴新羅짧岩흩 、
토급燦용톰 

그림 3. 冊究地域의 펀質 

그림 4. 맑究地域의 地賣斷휩圖 

2. 山麗面의 形狀 考뿔 

(1) 本 山麗面의 形狀

本 山麗面의 形狀을 보다 具體的으로 把握하 

기 寫하여 橫斷面圖와 總斷面圖블 그렸 다. <그 

림 5)는 〈그립 1)의 A-A'線을 基準A로 그렌 橫

斷面圖이 며 , <그럼 6)은 B-B'線을 基準￡로 그 

런 縮斷面.圖이 다. 이 들에 依하면 本 山麗面댐 

10) 慶尙系 洛東統에 屬하는 地層으로 普州層을 整合으로 덮고 있다. 
11) 慶尙系 新羅統에 屬하는 地層으로 據짝層을 整合으로 엎고 있다. 

12) 新羅傑岩層石層을 整合오로 덮고 있으며， 暗j한色 i尼岩파 妙岩， 擬1J<質헤;岩이 優勢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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縮斷面 形狀은 直.線型， 橫斷面 形狀은 러(Convex) 

型으로 나타냐고 있다. 

한환， B-B'線을 基準으로 하여 , 힘面 碩양}가 

크게 달라지기 始作하는 地點안 海技 60m 以下

의 힘面 碩환}를 計算한 結果 1. 3。의 값을 얻었다 

:11씬짝* • j 

그림 5. 本 山훌面의 構斷面圖

줬} 찌 
<.1.껴〉 

그림 6. 本 山寶面의 避斷面圖

<Jι끼 > é.뇨: CO :1vex Slopa C:그: Rectilinear Slope 

머: Conca ,"O Slope 

표 1. 山麗面의 形狀 比較表

(2) 本 띠훌훌面과 :뿌積E훌狀地 및 페디멘트 

(Pediment) 으l 形狀 比較

以上과 같은 本 山麗面의 形狀的언 特徵파 많 

調훌 報告펀 뺀積扁狀地 및 페다멘트의 形狀的

언 特徵을 比較하여 보았다. 

빼積扁狀地는 뚫狀을 이 루는 圓雄型의 地形 o

로 縮斷面은 四(Concave) 型， 橫斷面은 러型을 보 

이 는 경 우가 i般的이 다. 힘面f휩양}는 5。 以下il

普遍的이다 13) 이에 對하여 페디멘트는 織斷面

은 맨型， 橫斷面은 直線型야 i般的이 다. 그러 

나 維斷面의 경우， 러型과 直線型도 알려지고 

있으며， 橫斷面의 境遇 러型， 또한 報告되고 

있 다. 힘面 碩힘는 10-7。가 보펀적 이 다 14) 

〈圖表 1)은 以上의 內容을 土臺로 本 山麗面，

빼積뚫狀地， 페디멘트의 形狀的인 特徵을 圖表

化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本 山麗面은 橫斷面

은 빼積옳狀地의 形狀에 보다 가까우며， 織斷面

은 페디멘트의 형상에 보다 가까운 것A로 나타 

난다. 따라서 本 山麗面은 形狀으로 볼 때 i매積 

扁狀地와 펴l 뎌멘트의 l持徵을 共通으로 지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3. 露頭 觀察

〔露頭 CDJ 本 露頭는 深浦와 大禮사이 의 海뿔 

에 l鍵接한 段狀의 地形 前面에서 觀察된다. 堆

積層A로 되 어 있으며 , 基盤岩은 南쪽과 北쪽의 

測面， 그러고 I鍵接한 n慣에 露出되어 있다. 基

盤岩은 晧先色이 顯著한 、펌岩 乃至 힘;岩으로 삼 

A로도 쉽게 파여잘 程度로 風化되었다. 

露頭의 上部 1-1. 5m 는 少量의 小傑블 含有

한 妙士， i尼土‘， 뺀土로 이루어진 처k짧色(5YR 

4/4, Reddish brown) 土壞層으로 表土에 가까울 

수록 隔末觸色(2.5 YR 3/4, Dark reddish brown) 

이 優勢하꺼1 나타난다. 未觸色 土壞層 下部에 

나타냐는 따傑層은 小傑， 中據， 巨據과 그들의 

基質(Matrix)을 이루는 妙土， t尼士， 點土로 構成

되어 있다. 傑은 大部分 小傑 乃至 中練이다. 

岩種은 花園岩이 많고 妙岩이 적은 펀안 데， 花

固岩擁이 妙岩擁보다 圓廳度7} 높고 風化가 더 

13) Beaty, C. B. , 1963, “Origin of alluvial fans , White Mountains, California and Nevada," A. A. A. G. , 
vol. 53, pp.516 ,....,535. 
Blissen bach, E. , 1954, “Geology of alluvial fans in semiarid regions," Geol. Soc. Amer. Bull. , vol. 
65, pp.176--177. 
Fairbridge, R. W. , 1968, The eηcycloþedz"a 01 geomorþhology , Dowden, Hutchinson & Ross, Inc. , 
vol. 3, pp. 7,....,10. 

14) Fairbridge, R. W. , 1968, z'Md, p.817. 
Tator, B. A. , 1952, “Pediment characteristics and terminology," A. A. A. G. , vol. 42, pp.301--303. 
Twidale, C. R., 1978, Analysis of laηdforms， John Wiley & Sons,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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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展된 모습을 보안다. 花關岩傑은 亞圓據(圓薦

度 0.5)이 많 o 며， 長石이 脫去된 모습이 普遍的

이 다. 風化樣相은 據에 마라 多樣한 데 , 個中에 

는 弱한 指壓으로 傑의 表面이 쉽게 부서지는 

것도 있다. 妙岩據은 亞角據(원마도 0.3)이 많으 

며， 花關岩據보다는 風化가 進展되지 않은 것￡ 

로觀察된다. 

따》樓層의 下部에서는 基盤岩파 同種으로 보이 

는 岩片이 少數 관찰판다. 크기 는 2-3cm 의 것 
이 많으며， 몹시 風化되어 弱한 지압에도 쉽게 

부서진다. 

露頭 全般에 걸쳐 分級과 層理가 不良한 堆積

相이 普遍的이 냐， 局部的으로 分級과 層理가 微

弱하게나마 냐타냐기도 하며 , 렌즈狀의 堆積物

(Lenticular deposits)이 觀察되기도 한다. 렌즈狀 

의 堆積物의 경 우， 그 構成物質은 周邊의 堆積

物에 比해 拉짧이 작은 租妙 乃至 小據으로 되 

어 있다. 堆積物間의 固結度는 比較的 높아 삽A 

로 힘을 주어 찍어야 樓이 分離된다(사진 1, 2, 

5, 6 參照).

露頭 @-@는 露頭 @과 大體로 類似하묘로 

記述을 省略한다(그림 7 參照).

〔露頭 @J 本 露頭는 동아들의 音三線 鐵道邊

그림 7. 調훌地點 表示圖

에 位置한 灌厭用 우물 抽擊地點(海技 25m)이 다.

露頭의 全面이 妙擁의 堆積層...!?..로 되어 았으며， 

그 層}享는 4m 이 다. 基盤岩은 堆積層의 下部에 

서 觀察되는 데， 晧未色 i尼岩 乃至 妙岩으로 삽

으로도 쉽게 파여질 程度로 風化되었다. 

堆積物中 擁은 大部分 花關岩이며， 妙岩은

척은 펀이다. 크기는 小據 乃至 中據이 많으며 

곡팽이의 충격에도 견딜 정도로 風化가 進展되 

지 않았다. 원바도는 花關岩이 0.5, 妙岩이 0.3 

程度이다. 分級파 層理가 매우 不良한 點은 노

두 Cl)-@와 마찬가지이나， 쿠성물질간의 固結

度가 노두 Cl)-@ 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된다 

(사진 3 參照).

露頭 (1)-@는 露頭 @과 大體로 類似하묘혹

記述을 省略한다(그렴 7 參照).

4. 堆積物 考뚫 

露頭觀察을 士臺로 堆積物을· 考察하여 다음파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山麗面 全般에 걸쳐 堆積層淳가 3-6m 程
度이다. 

2) 堆積物의 構成物質은 小據， 中據， 巨鍵과

그들의 基質윤 이 루는 妙士， i尼士， 站士로 되 어 

있다. 

3) 燦은 大部分 花園岩이며， 따;岩은 적은 펀 

안 데， 花園岩燦이 꾀2岩樓보다 圓廳度가 높고ι 

風化가 더 進展되었다웹廳度는 花關岩이 0.5, 

妙岩이 0.3 程度이 다. 

4) 花園岩鍵의 起源-은 歐龍山 一帶의 花關岩

地帶이 며 , 힘;원體의 超源은 山麗面에 !鍵接한 背

後山地안 것으로 判斷된다. 

5) 傑의 大部分을 이 루는 화강암據의 起源地

가 山麗面에서 比較的 렐어져 있는 背後山地라 

는 事實파 갑口 주변의 山地에서 花關岩이 發見

되지 않는다는 事實을 聯關시쳐 考察할 때， 傑

의 運搬은 各地블 通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判斷

된다. 

6) 山麗面 全般에 걸쳐 準積相과 堆積物의 種

類는 大體-로 類似하다. 그러나 尾龍들쪽이 동아

들 쪽보다 堆積物間의 固結度가 높고 風化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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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露頭@의 堆짧相 ( 샤진의 中央部에서 
!L~nticulàr deposits ，下端部에서 

‘)짧w(色 훌質. 左下觸홉B에서 경훌盤岩의· 
岩片야 觀察판다: )석-

싸진2 → 

露頭@의 堆蠻相

[ 줄자 컬아 1 7n. 

자진 2 에서 右빼으로 

運續되는 部分。l다J 

.• 사진 5 

部落과 尾龍 部落
이의 서、힘川에 露버판 

盤岩( 그렴 7 의 c 地點 ) 

사진6 → 
大趙 西쪽외 

7T홉에 露버펀 
基盤岩(사진의 

左下端部，그렴 

7 의 a 地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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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展된 것으로 觀察펀다. 이 같은 事實은 堆積物

의 被覆過程은 山麗面 全般에 걸쳐 類似하였으 

나， 그 時-期가 미룡플 쪽이 먼저임을 意味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7) 뿔盤岩에서 起源한 것으로 보이는 岩片이 

일부의 露頭(露펼 CD，@)에서 觀察되는 것으로보 

아 堆積物로 被魔되는 過程에서 基盤岩에 對한 

홉館이 隨伴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냐 少

量으로만 觀察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推斷펀다. 

그펌 8. 사진 1으| 그림 

그림 9. 사진 2의 그림 

8) 그럼 9는 露頭@의 i핍積相을 圖式化한 것 

언데， 分級파 層理카 매우 不良하얘， 據의 몹시많 

構造(Imbrication)가 ~定치 않다. 이 런 堆積相이 

山麗面 全般에 걸쳐 가장 普遍的으로 觀察되고 
있다. 이것은 따據物質이 Liguid mass 狀態로 

質量移動(Mass movement)하여 堆積펼 혜 잘 냐 

타나는 堆積相안 것으로 判斷된다. 

9) <그럼 8)은 露頭 @에서 周圍의 堆積相과 

다소 달러 보이는 폐分을 圖式化한 것이다. 이 

란 堆積샘은 등참頭 @에서도 觀察되는 더L 렌즈 

狀의 ;崔積物。l 나타나며 , 分淑파 層理7} 微弱하 

게나마 觀察되는 點 等이 流水의 影響을 多少

받았음을 示埈한다. 그러 냐 傑의 歐狀構造가 ~ 

定치 않즈L며 , 分級파 層理가 微弱하고， 成層面

이 매우 不分때라며， 엘부에 局限되어 냐s~냐는 

짧 等으로 보아 -定 流路를 지 난 流水가 作用

한 堆積相ò1 기 보다는 Mass flow 堆積相의 一種

안 것으로 생각된다. 

10) 以上을 結合하여 考察할 빼， 本 Ú-I麗面을 

被覆하였 던 妙傑物質의 堆積過程에 서는 Liguid 

mass 狀態의 布狀的안 質量移動15)ò1 優勢하게 
作用하였던 것￡로 判斷된다. 

5. 基盤岩 考驚

本 山麗面은 거의 全 참面에 걸쳐 堆積物로 

被覆되 어 있 어 基盤岩의 狀態를 正確허 調養하 

기가 어렵다. 그러나 山麗面上에 發達된 部落들 

의 食水用 우물과 灌漸用 우물의 相當數를 調훌 

할 수 있었으므로 調훌가 어느 정도 可能했다. 

特히 , 1982年에 는 極深한 早觀야 發生하여 우물 

을 새로이 굴착하거냐 改集하는 일이 많았A묘 

로 調養에 도움이 되었다. 이 밖에도 小河川 河

皮 및 、π演에 露出된 基盤岩을 調훌하였다 16) 

(그림 7, 사진 5,6 參照)

調훌 結果， 本 山麗面의 基盤岩은 暗쳐E色 i尼

岩 乃至 妙岩A로 삽으로도 쉽게 파여질 程度로 

風化되어 있A며， 그 두께는 곳에 짜라 差異가 

15) 이런 힘面移動에 對하여 ‘Solifluction’이란 用語를 使用할 수 있다. 다음을 參照할 것. 
B!oom, A. L. , 1978, Geomorþhology, Prentice-HaIl, pp.172 ......,177. 

16) 그 밖에 地下水開發公社에 서 調훌한 資料(69年度 農業用水源開發地下水 調호報告， 慶南編)와 現‘地 住民의 
觀察 內容을 參考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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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캅웹「도f 
그림 10. 0-0'(그림 7)의 橫斷面圖

1~ 듀밀 
그림 11. E-E'(그림 7)으l 橫斷面圖

"]pκ뮤γ숫f 
그림 12. F-F'(그림 7)의 維斷面圖

강1밭펴윤「갯: 
그림 13. G-G’(그림 7)의 鐵斷面圖

있으나 2-3m 以上에 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펀 被覆 堆積層은 1홉I홀가 3-6m 程度로 그 變

化가 크지 않은 것으로 確認되었다. 

〈그림 10)"'<그림 13)은 基盤岩파 山麗面과의 

關係를 보다 形狀的￡로 把握하기 德하여 , <그 

림 7)의 D-D', E-E', F-F', G-G' 線上에 놓여 
있는 調홈地點의 堆積層}享블 圖式化한 것이다. 

이에 依하면 山麗面파 마찬가지로 基盤岩 亦是

zr-t탁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런데 그같은 

平훤性은 堆積物의 被覆 以前에 이룩되었으며， 

堆積物의 被覆..Q..로 댐하여 더 욱 增加되 었 던 것 

A로 判斷된다. 그 理由는 첫째， 山麗面을 被覆

하였 던 堆積造程이 基盤岩의 ZJ5-m.性을 어 느 정 

도 前提로 한 것이치 해문이며， 둘째， Liguid' 

mass 狀態의 質量移動에 依한 被覆過程에 서는 

홉館보다는 맨狀地를 메워 山麗面을 平행化하는 

作用아 優勢하였을 것S로 생각되기 빼문이다. 

또한 基盤岩이 2-3m 以上으로 風化되 어 있 

다는 사설은 堆積物로 被覆되기 以前에 基盤岩‘

風化가 어느 정도 進展되었음을 意味한다. 基盤

岩의 風化가 堆積物의 被覆 以後에 發生한 것 이 

라면， 基盤岩이 2-3m 以上으로 風化되는 동안 

에 그 위의 E少擁物質은몹시 風化되어 있어야 함 

에도 불쿠하고 살제는 그렇지 않기 해문이다. 

以上을 結合하여 考察할 때 , 本 山麗面의 基

盤岩은 山麗面파 마찬가지로 平t巨性을 보이고 

있으며 , 堆積物質의 被覆以前에 風化된 狀態혹 

그같은 平旭性을 維持했던 것으로 判斷된다. 

6. 山麗面의 形成過程 考察

上述한 堆積物 및 基盤岩에 關한 考察을 土훌 

로 本 山麗面의 形成過程을 考察하였다. 考察의 

便宜上 堆積物로 被覆되 기 以前의 段階， 被覆되 

는 段階， 被覆된 以後 開析되는 段階로 나누에 

살펴보았다. 

(1) 堆積物로 被覆되기 以前의 段階

本 山麗面이 堆積物로 被覆되기 以前의 地形;

形成過程이 어 떤 것 이 었는지 確實하게 斷言하기 

는 어렵다. 그러냐 堆積物로 被覆되기 以前에 

基盤岩이 風化된 狀態로 平행性을 維持했었다는 

事實을 根據로 推斷한다면， 堆積物로 被覆되기 

以前에는 化學的안 風化가 優勢하게 作用하여 

風化層이 現在의 두께 이상오로 形成되고 그 上

部에 서 는 風化塵物이 Slope wash 等과 같은 營

力에 의하여 面狀으로 脫去(stripping)되면서 基

盤岩의 平펴化(planation)가 이룩되어 갔던 것으 

로 생각된다. 

以上파 같은 平빽化過程은- 深層風化(Oeep de

composition)외- 生成펀 風化塵物의 웹U刺過程(Den

udation process) 이 란 點에 서 Etchplain17)의 形成

17) Büdel, J. , 1982, Climatz"c Geomorþhology(translated by Lenore Fischer and Oetlef Busche), princetor 
Univ. Press, p.51,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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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程파 類似한 것이다. 그런데 Etchplain 의 形

成은 乾 • 雨期의 季節的언 變動이 深한 熱帶氣

候下에서 가장 顯著한 것으로 알려지므로 木 山

麗面의 基盤岩이 平펄化되는 데는 그와 類似한 

氣候環境이 影響을 주었 던 것 으로 생 각된다. 

(2) 堆積物로 被覆되는 段階

Etchplain 의 形成過程파 類似한 地形形成過程

을 通하여 平姐化된 以後에 따、傑物質이 布狀的

인 質量移動을 하여 本 山麗面을 被覆하게 되 었 

다. 그 被覆過程은 尾龍들 쪽이 동아들보다 먼 

저 進行되였으며， 漫飯으로 起代을 增大시키기 

보다는 머狀地블 메우는 作用이 優勢하였으므로 

~.u麗面의 形狀은 이 로 因하여 더 욱 平행하게 되 

었다. 따라서 堆積物의 被覆過程은 山麗面의 形

狀을 크게 變形시킨 것은 아니며 단지 山麗面의 

表面을 多小 變形시컨 것에 不過한 것이었다고 

判斷펀다. 

따練物質이 大規模로 堆積되 던 혜의 氣候環擾

은 基盤岩의 平행化에 寄與한 氣候環境과는 달 

랐던 것으로 생각되는 데， 基盤岩 風化層의 배 

制은 따;鍵物質의 堆積을 課導한 氣候環境으로 

移行되는 過程에서 가장 活發하였던 것￡로 推

斷펀다. 

(3) 被覆된 以後 開析되는 段階

堆積物로 被覆펀 以後에 짧生한 開析作用은 

山麗面의 ZIStE/.性을 增加시 키 기 보다는 破壞하였 

다. 그러냐 그 程度는 크지 않았으며 단지 배천 

들의 段狀의 地形과 尾龍듣 末端部의 變入씁地 

의 形成에 영향을 준 程度였다고 推斷된다. 배 

천들의 段狀의 地形 形成에는 現 白川에 依한 

下刻作用이 영향을 주었A나 18) 미룡들의 蠻入

씁地는 堆積物의 被覆過程에서 그 原型이 이룩 

되었으며 各地블 流下하는 小河川에 依하여 規
模가 보다 據大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의 考察 結果， 本 山麗面의 平행性은 웹; 

鍵物質의 被覆 以前에 Etchplain 과 類似한 形成

過程을 거쳐 이룩되었으며， 以後 被覆過程에 依
하여 平행性이 增加되었고， 다시 그 以後에 發

生한 開析作用에 依하여 山麗面의 一部가 多小

變形되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本 山觀面의 形
成過程은 Etchplain 에 類似한 過程으로 形成펀 

山麗面이 以後 多小 變形되어 페디멘트 形狀의 

地形을 이 루게 되 었 다는 觀點에 서 B디del19)에 의 

해 定立된 Traditional pediment 의 形成過程과 

類似한 것오로 判斷펀다. 

7. 鎬合 考察

本 山麗面을 빼積扁狀地로 指稱하여 왔던 主펀 

理由는 山麗面의 形狀的안 特徵에 있었다고 생 

각펀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本 山麗

面은 땐積없狀地와 페디멘트의 形狀的안 特徵윤 

共通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形狀的안 特徵에 基

鍵하여 本山麗面을 指稱하는 것은 問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事實， 뺀積없狀地는 堆積過程이 優勢하게 作

用하여 形}강펀 山麗堆積地形이고， 페디멘트는 

漫飯週程이 f첼勢하게 作用하여 形成된 山麗홉館 

地形이란 點에서 서로 區分되나， 페다멘트 亦是

基盤岩의 上部로 堆積層이 있는 경 우가 普通이 

며 , 山麗面의 形狀으로는 兩者가 大體로 類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 그러므로 本 山麗面과 같 

이 거의 全 料面이 堆積物로 被覆되어 있는 境

Sparks, B. W. , 1976, Geomorþhology , Longman, pp.346--347. 
Thomas, M. F. , 1974, Troþz'cal Geomorþhology , Macm iIlan, pp.228--259. 
Thornbury, W. D. , 1969, Prìnct'þles 01 Geomorþhology, John Wì1eg & Sons, pp.194--195. 

18) 청然、한 段狀을 이루게 된 것은 住民들이 石葉하였기 해문이다 
19) Büdel, ]., 1957, “Die ‘Dopp상ten Einebnungsflächen’ in den feuchten Tropen," Z. Geomorþh. ’ N~ 

F. , vol. 1, pp.201--228. 
Büdel, ]., 1982, t'bìd, pp.180--183. 

20) Bloom, A. L. , 1978, z.bt'd, p.320. 
Doehring, D. 0. , 1970, "Disrcrimination of pediments and alluvial fans from topographic maps, ’ 
Geol. Soc. Amer. Bull. , vol. 81, p.3109. 
Mabbutt, J. A. , 1966, “Mantle-controlled planation of pediments ,>> Amer. ]our. of Sc:'., voI.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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遇에는 形狀만의 考察로는 어떤 類型의 地形안 

지블 判斷하기가 매우 어렵다. 或者는 堆積}혈淳 

가 50ft 以上에 達할 혜에는 빼積뚫狀地， 그 以

下일 때는 페다멘트르 區分하기도 하였다. 그러 

나 山麗面 親模와 無關하게 그 기준치가 일률적 

오로 척용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규정된 數

1Î휠로서 그 기 준을 定하는 것 보다는 땐積으로 因

하여 基盤岩의 形狀파는 다른 形狀의 山麗面이 

形成된 경우에는 맨積없狀地? 堆積物이 있을지 

라도 基盤岩의 形狀을 反映하는 경 우에는 페디 

멘트로 區分하는 것이 적절한 것S로 생각된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볼 때， 本 山麗面은 堆積

層淳가 3-6m 程度에 不過하며 , 그 形狀이 基

盤岩의 形狀을 反映하고 있A므로 폐디멘트와 

類似한 펴形이 라고 判斷펀다. 뿐만아니 라 Etch

plain 에 類似한 地形形成過程으로 基盤岩이 平m.

化되고， 堆積物의 號覆過程으로 山麗面이 더욱 

平펄化되 어 간 過程이 B한del 이 말하는 Traditio

nal pediment 의 形成過程과 類似한 것 이 므로， 

本 山麗面은 地形形成過程의 測面에서 불 해도 

페다벤투와 類似한 地形이라고 判斷된다. 

8. 結 論

以上을 通하여 本 山麗面의 形狀파 形成過程

을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本 山魔面은 때積扁狀地와 퍼1 다멘트의 形

狀的안 特徵을 共通으로 지니고 있다. 

2) 本 山魔面을 被覆하였먼 헤、體物質의 堆積

過程에서는 Liguid mass 狀態의 布狀的안 質量

移動이 優勢하게 作用하였 다. 

3) 本 山麗面의 基盤岩은 山麗面과 마찬가지 

로 平캘性을 보이고 있으며 堆積物의 被覆 以힘1J 

에 風化펀 狀態로 그같은 平旭性을 維持하였다. 

4) 本 山麗面은 Etchplain 과 類似한 地形形成

過程으로 基盤岩이 平훤化펀 以後， 힘;傑物質이 

布;랜的언 質量移動으로 山麗面을 被覆하면서 zrs. 
t닫性이 增加되어 페디젠트와 類似한 形狀의 地

形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그같은 地形形成過

程은 Büdel 에 의 해 定立펀 Traditional pediment 

의 形成過程과 類似한 것으로 判斷펀다. 

5) 本鎬블 結合하여 考察할 때 , 本 山麗面은 

비록 堆積物로 被覆되어 있기는 하지만 基盤岩

의 形狀을 反映하고 있￡며 그 形成過程이 

Traditional pediment 와 類似하묘로 째積뚫狀地 

라기 보다는 페다멘트와 類似한 地形이라고 判

斷펀다. 

맏갑:$;I$1·C R , l%8, aOn the @igin of pedirr熾 in diffe앤nt structural settings," Amer. Jour. 01 

Sci. , vol. 278, p. 1l39. 
21) Doehring, D. O. J 1970, z"bid, p.3109. 

- 368-



The Form and Morphogenesis of the Western 
Piedmont Surface of Mt. Waryong 

, Summary;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

'Sular, there are many piedmont surfaces 

;along the foot of high mountains. Among 

them, the western piedmont surface of Mt. 

Waryong has been designated as one of the 

typical alluvial fans in Korea for a long 

time, since its form is very similar to that 

.of an alluvial fan. 

But that designation was not based on the 

intensive investigation. Moreover, although 

piedmont surfaces are similar to an alluvial 

fan in form, it is pointed out that they 

generaUy reflect the bed rock form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Accordingly, it is questioned if this pied

mont surface is an alluvial fan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cess-form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it. 

For this, its form and morphogenesis has 

,been investigated by the field observation 

.and topographic map analysis. The field 

<>bservation has been carried out whenever 

necessary from October 1981 to March 1983. 

1/50,000 and 1/25,000 topographic map have 

.been used for map analysi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

lows: 

1. In form, this piedmont surface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alluvial fans and 

핍ediments. 

JournaI of Geography, 10, 1983. 12. pp.359~369. 

• Graduate Schoo],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J ong W ook 

2. Sediments or this piedmont surface was 

deposited sheetly by mass movement in the 

state of liquid mass. 

3. The bed rock form of this piedmont 

surface is as flat in plan as the form of this 

piedmont surface. Its flatness was attained 

in the deeply decomposed state before the 

covering of sediments. 

4. In the incipient stage of the morpho

genic processes, the bed rock form was 

flatly developed by the morphogenic proce

ss~s similar to etchplain. In its second sta

ge, the covering of sediments was occurred 

through the process of mass movement. 

However, the pre-existing f1at form was 

traditionally preserved continuously without 

significant modification. Through these pro

cesses, this piedmont surface has had the 

similarity to the form of a pedi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above men
tioned processes, it is believed that its 

morphogenic processes is similar to that of 

a ‘traditional pediment' 

5. In conclusion, although this piedmont 

surface is covered with sediments, it is 

judged that it belongs to the same category 

of a pediment landform, since its form and 

morphogenic processes are similar to those 

of a ‘traditional p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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