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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 거력퇴적물에 판한 연쿠 

-경납 삼랑진 만어산 일대의 경무-

權 純 휴훌홉 

《차 례》 

1. 서 롱 4. 萬魚山 일대의 거력퇴적물 

2. 종래의 연구 5. 토 의 

3. 거력의 기원 6. 결 론 

강암거력들은 전 기후대에서 조사연구되어 있고 

1. 서 론 (아극지방에서 열대에 이르기까지) 거력들의 발 

달과정과 원마도 및 크기 등에 있어서 다양하다. 

화강암 풍화지형과 경관은오래 전부터 지형학 

지질학자들의 흥미와 연구대상으로서 주목을 끌 

어 왔다 1) 한반도의 60%가 화강암질 암석 으로 구 

성되었으무로 화강암풍화지형을 살펴는것은한 

반도의 지형연구에 기초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화강암질 암석은 지질시대가오래된 지역과순상 

지에서 장구한 침식을 받은 곳에서 넓게 노출되 

어 있어서 이에 대한 지형적 연구는 상당한 부분 

을 차지 한다. 풍화작용은 침식 및 삭박작용과 더 

불어 지 형 발달에 중요한 요소이 다. 화강암의 주 

요지 형 은 화강 암 거 력 (grani te boulder) , 인 젤베 
르그(inselberg， tor) , 그리 고 광대 한 명 탄면과 풍 

화충 (granite plains와 pediments, deep regolith) 

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펀적이고 광범위하 

게 나타나는 지형은 풍화잔류물인 거력물질로서 

이들은 평탄지나 계곡 또는 구릉상의 능선에서 

다양한 특징 을 가지 고 나타난다. (사진 1과 2) 화 

* 淸州大學校 地理敎育科 副敎授

본 논문에서는 이들 화강암 거력들의 형성과 

이동을 살펴보고 사례연구로는 경남 삼랑진 만어 

산일대의 화강암 사면거력충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거력들이란 직경 수 m 정도의 

괴 상 암석 체 (blocks, boulders) 를 말하며 Went

worth의 퇴적물 입경분포 256mm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연구방법드로는 1/50， 000지형도를 기 

초로 암괴접적충의 분포를 살펴보고 야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동시에 암괴 퇴적충의 크기， 

풍화정도와 풍화충， 사면경사， 형태를 측정하여 

이들의 풍화과정과 퇴적환경을 밝히고져 한다. 

2. 종래의 연구 

일반적으로 고도를 가진 산사면상에 피복된 

직경 수십 cm에서 수 m에 달하는거력물질의 관 

찰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특이한 지표경관으 

1) 화강암풍화지형을 다룬중요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Dale, T.N. , 1923, “ The commercial granites of New England ," U.S. Geol. Surv. Bull. 738. 
Godard, A. , 1977, Pays et Paysages du Granite, Press Univ. France, Paris. 
Thomas, M.F. , 1974a, Tropical GeoηJorphology， Macm i11an, London. 
Bremer and Jennings, 1978, “ Inselbergs/lnsebergen," Zeit. Geomorph. , Suppl-band 31. 
Wilhelmy, 1981, . KUmamorphologie der Masseηgestèine， Westerman, Bruswick. 
Twidale, C.R., 1982, Granite Laπdforms，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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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boulder fields 다츠 서 L -0 1-

그림 1. 연구지역의 지형， 지질도(삼랑진 홈魚山) 

로 주목받아 왔으나 지형학적 연구로서는 오래 

되지 못한다. 이들의 지형발달 연구에 있어서는 

기 후지 형 학적 관점 (morphoclimatic approach) 이 

요구된다. 연구자들은 빙하지형 또는 주빙하지형 

외 퇴적물속에서 상당히 큰 암괴들을 발견하였 

고 이들이 주로 퇴적층 상부에 없혀져 있었으며 

암괴물질들 사이에는 세렵물질들이 매트럭스로 

채워져 있음을 주목했다. 퇴적단면충 하부에는 

소각력들과 실트와 같은 물질이 다량 있으묘로 

이들 사면 퇴적충을 영국에서는 헤드(head) 라고 

명명하였다. 제 4 기 후반과 후벙기에 활발한 침 

식 삭박작용에 의하여 이들 미립물질은 탈거되 

고， 상부의 거력물질은 붕꾀되어 낙하 이동하면 

서 한쪽으로 몰려거나 계곡으로 운반되면서 노 

사진 1. 홈魚山의 암괴류 Boulder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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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림 2. 화강암 글사면과 암괴의 2단계적 발달(홉魚山) 

가. 괴상 화강암의 균열과 절리현상으로 인하여 풍화단면층의 성축이 이루어지고 지하수의 침투가 

활발하면서 잠재적인 tor와 화강암 큰 역들이 생성된다(제 1 시기). 
나. 세렵물질의 제거와 핵석의 출현및 이동 과정은 주로 솔리플럭션에 의하고 사면은 동결작용으로 

날카로워진다(제 2 시기). 

출된 암괴 접적충으로 나타났다(사진 l과 2).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 북미의 온대지방의 남쪽 

경계까지 사면 거력층은 집중적으로 발달하였고 

이 들 사면의 물질 퇴 적 층을 암괴 원 (block fìelds, 

boulder fìelds , Felsenmeere, Blockfeld, Block

halden) 과 암괴 류 (blockstream, boulderstream, 

Blocksträme)로 지 칭 되 어 왔다. F ormenkreise는 

이들을 총칭하는 독일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는 사면거력층지형이 결병작용으로만 형성되어 

빙하운반이나 주빙하운반작용에 의해서 형성되 

었다는 경우와 제 3 기 풍화지형의 regolith에서 

잔류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이러한 주 

장들은 당시 논쟁점이 되어온 tor기원을 설명하 

는 데에도 적용되고 blockfìeld 연구도 tor 연구와 

연관되어 2) 있다. 암괴물 접적형성은 지진， 홍수 

등의 지표격변 활동에서 그 원인을 찾았으나 결 

국은 현재의 풍화과정에 따른 사면말달(slope 

wasting)에서 커인한다고 보았다 3) 더구나 암괴 

접적의 형성과정이나 형성시대의 문제을은 유럽 

지형학에서 명확한 결론에 도달치 않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화학적풍화로 생성된 in situ 

boulders들이 그후 주병 하 사면 이 동 (solifluction) 

에 의해서 퇴적펀 지형으로 보는 2단계의 과정 

으로 설명한다(그림 2). 노출된 암괴층의 지형 

은 결국 최종단계인 주빙하작용이묘로 blockfìeld 

는 주빙하 지형이라는 것이다. 즉， 첫단계는 지 

질 시 대 제 3 기 후반의 (pliocene) 풍화층 regolith 

의 두께가 증가하는 기간으로서 지표에서 지 

2) 화학적 짐충풍화층에서 풍화전선 (weathering front)의 노출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3) von Richhofen, F. , 1886, Fuhrer jür Forschungsreisen, Ber1in. 

Penck, A., 1894, Morphologie der Erdober .flache, Bd. 1. Stuttg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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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걸빙동파된 암괴(화강섭록암)萬魚山 

암괴 (block-packings)들은 화석 적 유물지 형 화되 어 천 연 관광물로 간주된 다 

하로 활발한 화학적풍화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때는 기반암의 절리구조가 잘 발달되거나 단 

열구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수분이 침투하여 

상당량의 암괴 blocks, boulders들의 생성 이 이 

루어 진 다. 수직 으로 충분한， 충분치 못하더 라도 

성숙한 풍화단연층이 나타나면 지하수의 순환이 

원활해진다. 그 다음은 침식 제거 되기 쉬운 풍 

화산물의 제거로(A usspül ung) 인하여 풍화단면 

충 내 부에 서 의 헥 석 (corestones) 암괴 들이 지 표에 

노출되는데 이 기간은 제 4 기 기후환경 특히 빙 

기의 주빙하 조건에(솔리풀럭션 이동) 해당된다 

는 것 이 다. 이 러 한 가설 은 독일 중부의 blockfìeld 

에서 전적으로 조사되어 표준지역으로 적용된 

바 있고， 영국에서는 tor 설명과 더불어 연구됐 

다 4) Klemm (l918)은 중부독일Odenwald(N49 0 ， 

8 0 W , 표고 515m)의 암괴는 전혀 이동하지 않 

은 in si tu boulders들이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5) 

그는 하천 침식이 측방으로 이루어진 곳의 면상 

사면 또는 직선상의 계곡지에서 자연스럽게 노 

출된 암괴 층으로 보았다 6) 체 코슬로바키 아의 화 

강암 blockfìeld는 제 4 기 후반의 결빙에 의한 기 

계적 풍화와 주병하기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사건으로(l단계설) 간주한 바 있다 7) 

문제는 암괴들의 크기와 모양인데， 여기에서 화 

강암 암괴들의 둥근 구형과 모서리를 가진 암괴 

가 동시에 진행될 수있는풍화과정인가에 있다. 

(N e beneinandervorkommen) 지 표에 접 한 암괴 

아랫 부분은 빈번한 결맹작용으로 예리한 모서 

4) Linton, D.L., 1955, “ The problem of tors," Geogr. Jour. , V. 121 , 471-487. 
Linton, D.L., 1964, “ The origin of the Penninesa tors-an essay in analysis," Zeit. Geoηwr. ， V. 
8,5-24. 

5) Klemm, P. , 1918, “ Die Entstehung der Felsenmeere am Felsburg in Odenwald," Notizbl. Ver. f. 
Erdkunde , Darmstadt V. 5, 3-11. 

6) 그러나 표고 480m '" 240m 사면에서는 이동암괴(Blockströme)들이 나타나고 있다. 
7) Demek, J. , 1964, “Slope deγelopment in granite areas of Bohemian Massif , (Czechoslovakia)," Zeit. 

Geomor. Suppl. , 5, pp.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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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나타나지만 윗부분은 대기상태에서 점차 

둥굴게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제 4 기 환경에서 빙상의 인접지역에서는 암석 

의 기 계 적 쪼개 짐 (frost wedging과 shattering) 이 

매우 활발하여 막대한 암괴물질이 공급되었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매트릭스가 없는 직경 수십 

cm크기의 각력들이 중심이고 이들의 creep이 중 

요해지며 산사면에 광법위하게 발달한다. 완경사 

에 이르면 솔리플럭션과 slope wash에 의해서 산 

록부로 운반 된다. 이들 암괴들은 둥근 핵석과 

달리 크기가 작고 모서려가 날카로우며 이동속도 

가 비교적 빠르다. 이동이 느려서 퇴적이 이루어 

지고 암괴들의 공급이 계속되면 암석빙하(rock 

glacier)화한다. 주빙 하 기 후환경 에 서 결 빙 , 융해 

싸이클이 빈번하무로실트와 같은 미립물질이 다 

량으로 생산된다. 여름기간에는 로빙과 소규모 

산지 -계 류가 발달하고 다량의 수분함량이 증가하 

여 로양입자끼리의 마찰이 감소되고 활동총 아 

래의 동토총으로부터 수분 유출로 인하여 지표 

의 암괴와 실트충은 사면을 집단이동한다. 사면 

경사는 10 0'""-'15 c 내외이다. 입경이 큰 암괴는 

sorting, bedding 없 이 한꺼 번 에 밀 려 내 려 가며 

(이동속도는 극히 느리다) 상층부에서는 큰 암 

괴들이 쌓이는 반면 하충부에서는 사토충과 세 

력들이 쌓인다. 여기에서는국부적으로 미약한 

sorting이 나타날 수 있음이 특정 이 다. 완경 사일 

경 우는 퇴 적 내 에 서 사력 물질 이 congelifraction 

과 결빙 상승(frost heaving)으로 지표 부근까지 

밀려 올라와 분급이 없어지기도 하고 작은 입경 

의 암괴들은 원마도를 높일 수 있다. 입경이 조 

대한 거력충은 매트릭스와 더불어 움직일 때 사 

면 아래쪽으로 에너지 최소 방향으로 위치를 바 

꾸어 가는데 이때 경사면을 따라 암괴들의 경사 

방향( orientation) 이 나타난다. 솔리플럭션사면 

에서 암괴들은 사면하방에 대하여 윗쪽으로들리 

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8) 이러한 지형 형성 프 

로셰스는 중위도의 현재 기후하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화석지형으로 남아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오늘날에는 극지방 가까운 고위도대와 고산지에 

서 잘 관찰되며 암괴이동이 활발하여 유럽중부 

의 화석 사면 거력충 연구는 이들 지역과 대비 

하여 설명 9)한 바 있다. 따라서 중위도 온대지 

방에도 광범위하게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지난 플라이스로세 빙기에 발달된 것으 

로 현 기후환경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셜은 중위도의 여러지역에서 사면 거 

력층을 연구하는데 기초적 유형으로써 해석하 

려고 한다. 사면상의 암괴 물질 형성의 분포와 

blockfield의 기원에 관한 논쟁의 시작은 독일 

중부 Hercynian massif 지대와 관련해서 구체화 

되 기 시 작했 었 다. 서 부독일의 Mittelgebirge, 

Odenwald, Riesengebirge 지 방에 는 화강 암， 섬 

록암류가 발달되어 있고， 이들 암석 기원의 거 

력충들이 산사면에 접적되어 특이한 현상오로 

주목되어 그 성인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이들 

기반암지역의 풍화단면층 내부에서는 오늘날 풍 

화충과 일 치 하는 수 많은 구형 의 핵 석 (Kugelige 

Wolls김cken)들이 박혀 있었고， 플라이스로세 후 

반기에 풍화충과 그 토양을 침식하여 암괴지형 

(Blockansamml ungen) 을 형 성 시 켰 다고 기 후지 형 

학적 S로 설명 했다. Schott (l 93l)와 Büdel (l9 

58)10)은 한냉한 기후가 암괴생산에 적합한 조건 

이 라고 지 적 하였다. Fezer(1954)11)는 주빙 하환 

경의 결빙작용으로도 암괴원이 형성될 수 있고 

제 3 기의 아열대풍화환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 

8) Benedict, J.B. , 1970, “ Downslope soil movement in a Colorado alpine region: rates, process and 
climatic significance," Artic aηd Alpiπe Research, 2, pp. 165-226. 

9) Hδgbom， B., 1910, “Einige illustrationen zu den geologischen Wirkungen des Frostes auf Spitzbergen," 
Bull. Geol. Lηst. U.ηiν. Upsala, V. 9, pp.42-59. 
Lozinski, W. , 1912, “ Die periglaziale Facies der mechanischen Verwitterung," C.R. 11th Interηat. 

GeoZ. Congr. , Stockholm 1910, pp.1039-1053. 
10) Schott, C. , 1931, “ Die Blockmeere in den deutschen Mittelgebirgen," Forsch zur Deutscheπ Laπdes 

und Volkskμnde" V. 29, pp. 1-78. 
B디del ， j., 1959, “ Periodische und episodische Solifluktion im Rahmen der Klimatischen Soliflukti
onstypen," Erdkunde, V. 13, pp.297-314. 

11) Fezer, F. , 1954, “Blockstrom und Felsemeer," Schwarzwald, 85,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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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했다. 풍화층의 gruss 물질이 반드시 

제 3 기나 간빙기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 

다. 오늘날 기후조건에서나 주빙하조건에서도 

수화작용에 기원한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화강펀마암지 역 인 독일의 Mittelgebirge, Rhön 

고지에서 이러한 현상은 확인이 되고 있고， 주 

빙하 조건에서의 기계적풍화작용은 실트 크기까 

지 생산해 낸다는 것이다 12) 따라서 gruss는 반 

드시 ‘화학적’ 심충풍화산물이 아닐 수도 있다. 

Mensching (1960)은 결빙 작용(Frostsprengung)에 

의하여 기반암에서 맨처음 암괴가 생산되고， 계 

속되는 암괴의 재결빙 현상(Zerfrieren)으로부터 

세립물질이 산출되어 솔리플럭션에 의해 사면 

아래로 운반되어지는 1회적 사건으로 풀이한 

다. 따라서 거의 평탄한 고지 (Hoch떠chen)에서 

Blockmeere가 결여되어 있는 현상은 암괴들의 

완전한 동결파쇄 작용으로 해체되기 때문이라고 

하였A며 주빙하 조건하에서도 수화작용은 활발 

하여 암괴의 취약한 부분과 광물입자 사이로 물 

입자가 스며들어 동결과정에서 gruss 화가 이루 

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Wilhelmy (1981)는 상기 

의 견해를 정리하고 종합한 것을 보면 반드시 한 

냉한 기후조건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건조및 

반건조 기후지역에서도 많이 분포되는 azonal 한 

현상13)으로 보고， 기후에 따른 한정은 언급치 않 

고 있다. (pluri-region) 그는 3단계 과정 으로 설 

명했는데 @ 열대사바나 조건에서 결정 암의 화학 

적 그라스 풍화(Vergrusung) (ì) 핵석을 포함한 

암괴의 주빙하이동 @ 후빙기의 세렵물질의 유실 

로 토르들이 지표바깥으로 노출됨과 암괴집적 삭 

박면형성으로이행되는과정의 설정이다. Sekyra 

(1 964)의 체코지방 산지 연구와 고위도 지방의 암 

괴지형온 스칸디나비아 스피츠베르겐 등지의 것 

과 동일한 주빙하 경관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14) 

북부 영 국과15) 아툴라스 산지 삐 이 탈리 아의 아펜 

나이노 산지 17)도 같은 맥 락에서 취급되고 있는데 

위도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있다 18) 

우리와 유사한 위도의 일본의 경우는 종래에 

12) Rother, K., 1965, “Einbeitrag zum Blockmeer Problem," Zeit. Geomorþh. N.F. 9, pp.321-331. 
Mensching, H. , 1960, “ Perialazial-Morphologie und quartäre Entwicklungsgeschichte der Hohen 
Rhön und ihres östlichen V orlandes," II깜rzburger Geograþhische Arbeiteπ， 7. 

13) Wilhelmy, H. , 1981, “Klimamorphologie der Massengesteine," Akademische Verlagsge$ellschaft Wi
esbadeη， p.254. 

14) Sekyra, ]., 1964 , “On the periglacial inτestigation in Czechoslovakia (1955rv 1963)," BiuZetn PerygZ
acjalny, V. 1314. pp.99-108. 
Rapp, A. and S. Rudberg, 1960, “Recent periglacial phenomena in Sweden," Biuletyη， V. 8, pp.143-154. 
Dahl, R., 1966, “ Blockfield, weathering pits, and tor-1ike forms in the Narγik mountains, Nordland 
Norway," Gegrafiska Ann. , 48A. V. 2, pp.55-85. 
Corbel, J. , 1956, “Phenomenes Periglaciaire au Svalbard et en Lapanie," Biuletyη Periglacjalη!y， V. 
4, pp.47-54. 
Rozyck, S.Z. , 1957, Zones d:μ modele et phenomenes periglaciaciares de la Terre de Toren , Spitzbergen. 

15) Palmer, J. and J. Radley. , 1961, “ Gritstone tors of the Eng1ish Pennies," Zeit. Geomorþh. , 5, pp.37-52. 
16) Raynal, R., 1956, “Les phenomenes periglaciairs au Maroc et lei. eur place dans levolution morphol

ogique," Biuletyπ Peryglajalπy， V. 14. 
17) Nangeroni, G. , 1964, “Rapport sur les studes set les traγaux concernant les periglaciaires apparus en 

ItsItalie de 1956 a 1963," Biuletyη PerygZacjalπ:y， V. 14, pp.61-65. 
18) Odell, N.E. , 1933, “ The mountains of northern Labrador," Geog. Jour. , V. 82, pp.193-21O. 

Peltier, L.C. , 1945, “Blockfields in Pennsylvania," Bull. Geol. 80c. Amer. , V. 56, p.1190. 
Smith, H.T.U. & A.P. Smith, 1945, “Periglacial rock streams in the Blue Ridge area," Bull. Geol. 
80c. Amer. , V. 56, p.1198 (abstract) 
Wahrhaftig, C. , 1949, “The frost moγed rubbles of Jumbo Dane and their significance in the 
Pleistocene chronology of Alaska," Jour. Geol. , V. 57, 뼈.216-231. 

Smith, H.T.U. , 1953, “The Hickory Run boulder field, Carbon County, Pennsylvania," Amer. Jour. 
8ci. , 251, pp.625-642. 
Denny, C.S_ , 1956, “Surficial geology and geomorphology of Potter County, Pennsylvania," U.8. 
Geol. 8urν. Prof. Pap .• No. 288, pp.30-42. 
Mercer, J.H. , 1956, “Geomorphology and glacial history of Southern -most Baffin Island," Bull. GeoZ. 
80c. Amer. , V. 67, pp.55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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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암괴지형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은 것 같 

다. 西村(1940)가 최초로 하안단구층에 유수작 

용에 의하지 않은 거력물질의 존재를 확인하고 

과거의 사면발달에 의한 암괴퇴적물질일 것이라 

고 밝히기 시작했다 19) 그후 小林(1955)의 북일 

본 알프스 산지 에 서 의 보고서 20) 餘木(1960)의 

훗카이 도오 북부지 형 조사서 21) 式(1961)의 走石

山地보고서 22) 今林(1963)의 西中國지방의 암해 

연구 23) iffi木 (1966)의 中國산지 페 디 멘트상에 

덮한 거력 암괴충을 주빙하작용에 의해서 형성 

된 角石擁뽑L層으로 기술하였다 24) 그외 Wak。

(1963) , 松本(1962， 1964)의 집 중적 인 연구25)를 

위시하여 기후지형학적 연구방법으로 암괴충을 

연구한 자료가 많다. 松本은 일본 북-부의 화강암 

산지에서 직경 수 m의 암괴들이 화학적 심충풍 

화의 핵석군들로서 지표에 노출되고 솔리플럭션 

작용을 받은 재 이 동된 boulder fÌeld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지형학의 도입 후 활 

발한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레 일 리 아에 서 는 Jennings (1956) , Davies 

(1958) , Talent (1965) , Caine (1968)의 연구를26) 

들수있다. 

Talent (1965) 는 현 무 암과 유문 암질 의 dacite 

암괴류형성은 소규모 암석빙하의 토양포행된 화 

석 지 형 으로27) ， Caine(1968)은 매 트릭 스물질 이 없 

는 암괴집적은 암괴포행이동으로， 매트럭스가 

있는 것은 솔리플럭션으로 간주하고28) 퇴적물에 

서의 암괴들의 fabric 방향성을 가지고 형성과정 

과 분포패턴을 조사했다. 그리고 현재는 퇴적물 

내의 매트릭스가 부분적으로 제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의 연구동향은 주빙하환경에서 

그 특징을 해석하는 펀이나 지형형성 프로세스 

Ives, J.D. , 1958, “Mountain top detritus and the extent of the last glaciation in northeastern 
Labrador Ungava," Caπadiaη Geographer, V. 12, pp.25-31. 

Cook, F.A., 1961, “Periglacial Phenomena in Canada," in Geology of the Arctic, V. II. (R.O. 
Raasch, Univ. of Toronto), pp.768-780. 
Bird, J.B., 1967, The Physiography of Arctic Canada, The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p.336. 
Potter, N. & j.H. Moss, 1968, “Origin of the Blue Rocks block field and adjacent deposits, Berks 
County, Pennsylvania," Bull. Geol. 80c. Amer. , V. 79, pp.255-262. 
Oberlander, T.N. , 1972, “Morphogenesis of grenite boulder slope in the Mojave Desert California," 
Jour. Geol. , V. 80, pp.1-20. 
Faniran, A. , 1980, Africaπ Landforms, Heineman, Ibadan. 

19) 西村嘉助， 1940, “利根川上流@河뿜段묘 地理學評論， 16(5), pp.283-290. 
20) Kobayashi, K., 1955, “ An introduction to periglacial or subnival morphology in Japan," Jour. 

8hinshu u:ηiv. (5) , pp. 23-38. 
21) 앓木秀夫， 1960, “北海道北部@周河永地形，” 地評， 16(5) , pp.283-290. 
22) 式正英， 1961, “未石山地北部η地形iζ -'J\'、"'(，" 효村太郞先生古橋記念地理學論文集， 古今書院， pp.224-238. 
23) 今村外治， 1961, “西中國地方@岩海(Felsenmeer) (1) 數例ι。 ν 、 T，” 廣島大學地學없究報告， 第12號 pp.

258-275. 
24) 未木神彦， 1961, “中國山地@서f‘ -1 ~ ν J-," 地評， 34(2) , pp.55-67. 
25) Wako, T. , 1963, “Valley features along the Sarugaishi River ". a note on blockfield, cryopediment 

and relic soil in the Kitakanis mountainland," Scieηce Report, Tohoku University, 7th Series 
(Geography), V. 12, pp.53-69. 
松本緊樹， 1962, “北上山地. 三陸村0岩塊流 地理科學(廣島地理學會) (2) , pp.34-39. 
Matsumoto, S. , 1964, “Landforms of a accumulated boulders in the Abukuma and Kitakami mount

ainlands," 8cieηce Reports, Tohoku Univ. 7 Series (Geography) 13, pp.201-14. 
26) Jennings, j.N. , 1956, “ A note on periglacial morphology in Australia," Biuletyn Perglacjalηy， V. 

4, pp.163-168. 
Daγies， J.L., 1958, “The cryoplanaton of Mount Wellington," Papers and Proc. Royal. 80c. Tasma-

nia, 92, pp.151-154. 
Talent, j.A. , 1965, “Geomorphic forms and process in the highland 0 eastern Victoria," Proc. R. 
80c. Vict. , V. 78, pp.119-135. 
Caine, 1968, The blockfields of northeasterη Tasmaπia， Research School of Pacific Studies Dept. of 
Geography Publication A/6 Australia National Univ. Canberra. 

27) Talent, op. cit. , 1965. 
28) Caine, op. cit. ,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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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시대펀년에 보다 치중해 가는 것같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와 테즈메냐아 섬은 남반구 

에 있어서 중부유럽과 대비되는 위치에 있다. 현 

재는 습운삼럼지역이나 유럽과는 고기후학적으 

로 같은 맥 락에 있다. Caine (l968)은 태즈메니 

아 Ben Lomond 사례연구에서 모레인에 의한 암 

괴들과 절식작용(nivation)에 의해 드러난 거력 

퇴적층들이 주빙하 blockstream으로 변질되어 채 

분포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곳의 기반암은 

광법위하게 사전풍화를 받아 붕괴현상을 보임으 

로 암괴충을 형성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 

곳의 고지에는 조립의 휘록암， 현무암은 제 3 기 

의 심충풍화로 인하여 다량의 점토와 핵석을 비 

훗한 풍화절려암괴를 공급했는데 제 4 기 경신세 

에서 토양포행과 솔리풀럭션에 의해서 이동되었 

다. 이러한 풍화과정은 지표의 수분이 침투한 

외 력 작용과 pneumatolysis에 의 한 내 적 작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면암괴층은 절리와 단충파쇄대 

를 따라 집중적으로 풍화작용이 진행된 곳을 따 

라 발달되었다. 

Caine은 항공사진을 이 용하여 분포패 턴， 세 립 

물질의 분석을 통해 제 3 기의 화학적 풍화충임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드물다 29l 암괴지형은 남한의 곳곳 

에서 발달되고 있는데 지형학·지질학계에서는 

관심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지질도폭서에는 단 

순히 거대하게 밀집한 테일러스(뿔雜)로만 기재 

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테일러스가 아니다. 

암괴 지형의 형성은 사면발달과 더불어 삭박떤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거력의 기원 

화강암 지형중에서 가장 보펀적인 것은 주로 

산사면상의 거력 (boulder)들이 집단적으로 출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화강암 산지에서는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셰립 내 

지 조럽의 화강암에서 다양한 크기에 이르는 화 

강암 암괴들이 據岩의 tor 형성과 더불어 도처에 

서 30) 발달된다. 장기간의 화강암풍화작용 뒤에 

침식으로 지표면이 낮아지게 되는데 탈거될 수 

있는 풍화충은 지표수나 솔리플럭션에 의해 이 

동되고 화강암거력들은 거의 제자리에 잔류하거 

나 여기저기 산재하거나 하여 암괴지형을 나타나 

게 된다. 거력들은 원마도를 유지한 채 구형에 

서 규모가 큰 타원형에 이르는 것등 다양하다. 

거의 원형에 가까운 것도 있으며 벽돌모양의 것 

도 관찰된다. 절리규제 암괴의 절리면이 아닌 

모서리 또는 암괴의 바깥쪽만 둥글게 되어 있거 

나 모서리가 남아있다. 화강암 거력들은 최근의 

빙하가 소멸된 지역을 포함하여 전 기후대에서 

말견 된다. 

일반적으로 암석은 단열， 파쇄대， 절리가 발 

달되어 있다. 이들은 융기 또는 단층운동 등 지 

각변동과 관련되어 생기나 괴상의 심성암류 화 

강암체가 지표가까이에는 보통팽창절리가발달 

한다. 특히 규칙적인 절리발달이 양호하고 아수 

직 절 리 와 특히 격 자상 절 리 구조(orthogonal joint 

sets)에 의해서 칸막이용 벽돌모양으로 구분되어 

있다. 풍화충에서 단단한 둥근 암체 즉 핵석들 

이 장기간 지표침식의 삭박과정에서 지표상1로 

집단화되어 노출되는데 이는 지중에서의 풍화작 

용에 따른 것이다. 지표유수가 절리를 따라 침 

투하여 단열된 구조선이나 파쇄대를 따라 기반 

암을 변질시킨다. 계속적인 변질과정으로 절리 

또는 파쇄대로 구획된 기반암의 바깥쪽은 모서 

리로부터 둥글게 된다. 암체내부보다 모서리부 

분이 급속히 산화되어 붕괴된다. 안쪽은 원래의 

단단한 화강암괴로 존속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 

명칭으로 불려오고 있오냐 (heart of the block, 

29) 金道貞， 1972, “서 울부근의 花빼岩風化에 對한 氣候地形的 考察 騎山地理， 第 2 觀， pp.41-49. 
張載勳， 1979, “韓國의 힘面堆積物에 關한 닮究 誠信女大昭究論文集， 第12輯， pp.163-175. 
金相昊， 1982, “江陸段狀地考察 地理學論農， 第 9 號， pp.1-12. 
張 昊， 1983, “智異山地 主陸線 東部의 周永河地形 地理學， 第27號， pp.31-50. 
權純植， 1986, “花園岩 風化層에 關한 맑究 淸州大學校論文集， 第 5 輯， pp.149-163. 
權炯熙， 1987, “韓國山地에 發達한 Tor에 관한 陽究 東園大學校 博士學位論文

30) 權純植， 1986, 上握書
權炯熙， 1987, 上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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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rnel, rock -kernel, core-boulder) 일 반적 으 

로 核石(corestone)으로 통용된다 311 핵석 주변의 

변 질 된 기 반 암은 새 표롤라이 트 (saprolite, granite 

sand) 또는 그라스(grus)화 된다. 여기엔 기계 

적 그라스와 화학적 그라스(growan)로 구분된 

다. 둥근 핵석의 원마도는 전적으로 차별침식에 

따른 것이며 핵석 그라스의 혼합으로 제자리 

에 남아 있다는 것은 기반암의 절리구조와 암맥 

(dyke)등이 교차상태로 보존되어 있음으로 증명 

된다. 신선하게 보이는 화강암 핵석들은 풍화충 

내에서 변질되지 않은 채로 그라스와 함께 지표 

에 노출되는데 이는 구상풍화(spheroidal weat

hering)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화강암 거력충을 

구성하는 첫단계이다. 이러한 원마도가 높은 거 

력형성은 염기성 화성암인 현무암， 반려암， norite 

등에서도 잘 관찰된다. 특이한 현상은 사암의 

경우에도 이러한 차별풍화로 핵석이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32) 절리구조에 의해 규제되는 지중에 

서의 풍화는 본질적으로 암석의 동질구조인 암 

체에서 거력물질과 그라스물질에 형태로 진행된 

다. 절리암괴들 사이에서 화학적풍화에 민감한 

다양한 광물의 분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광 

물의 곡선 형 딱 (mineral banding) 인 1 차광물의 

특징들이 암괴의 가장자리에 나타나고 여기에서 

핵석암괴의 크기와 모양이 결정된다. 아프리카 

중부의 유문암과 섞여 있는 화강암 핵석연구에 

서 는 화강암이 먼저 그라스화 되 어 주변의 유문 

암이 조잡한 핵석이 된 경우도 있다 33) Palmer 

와 Nielson (1 962)는 괴리 암괴의 가장자리에서의 

분해 과정 은 마그마의 熱없과 개 스공급이 활말히 

이 루어 진 熱水變成作用34) (hydrothermal metam-

31) Linton, 1955, op. cit. 
32) Rother, 1965, op. cit. 

orphism)의 영향으로 주장했다 35) 지하 심부에서 

는 지하수 운동에 의한 일련의 용해작용， 수화 

작용， 가수분해 , 탄산화작용 및 산화작용 등 화 

학적 변질작용이 주체이다. 심성암류는공극율이 

낮고 광물입자를 통해서 수분유통이 원활하지 못 

하묘로 순환하는 지하수와 대기는 절리들이 상호 

교차하는 곳에서 직교형 기반암으로 챔투하여 각 

각의 암괴 바깥쪽은 내 부보다 장기 간 머 물면서 

변질을 촉진한다(그림 2). 구성광물의 동질성으로 

내부는 수분침투가 극히 느리고 또한 수분의 침 

투가 느란 지하 깊은 곳일수록 암괴의 규모도 커 

진다. 지표에 가까운 암괴일수록 지하보다 풍화 

작용이 활발하겠으묘로 핵 석 의 규모는 작아지 거 

나 그라스화 한다. 그러 나 자연현상은 그렇게 단 

순하지 않으묘로 반드시 그렇 지 만은 않다. 즉 큰 

핵석도지표 가까이에 나타나는 경우는청주주변 

에서 관찰된다(그림 3). Ruxton과 Berry(1957)는 

화강암의 풍화가 진전되면 풍화전선 (wea thering 

front) 이 절리암괴 주변으로 저하되면서 헥석들 

은 크기가 작아지고 더욱 구형￡로 변화한다고 

보고하였다 36) 풍화전선에서는 단단한 기반암이 

수분에 의하여 집중적인 화학작용을 받으며 흑운 

모와 장석은 변질된다. 그 결과 적갈색의 산화 

물을 풍화전선에 쌓으며 그라스물질로 바꾸어지 

고 석영입자와 더불어 철분의 적갈색 점토가 풍 

부해진다 37) 여기에서 체적은 팽창되고(volume 

exchange, expansion) 암괴 안쪽과 확연 히 구분 

된다. 수분의 계속적인 공급으로 핵석주변은 빵 

껍질 모양의 그라스가 동심원구조를 보인다. 결 

정질 암석에서 응집력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뚜렷 한 경 계 (abrupt junction) 를 보이 는 

33) Barbeau, ]. and B. Gèze, 1957, “Les coupoles granitiques dans le sud du Brési1," C.R. 80mm. et Bull. 
80c. Géol. Fraηce， pp. 6, 877-892. 

34) Palmer & Nielson, 1962, op. cit. 
35) 기반암에 관입한 암맥 (dyke)의 냉각， 수축으로 인한 곡선철리의 발달이 양호해지는 과정도 포함된다 핵석 

의 규모는 관업암맥의 폭에 따라 다양하나 대개 수섭 cm 청도이다. 
36) Ruxton, B.P. and L.R. Berry, 1957, “ Weathering of granite and associated erosional features in 

Hong Kong," Geol. 80c. Amer. Bull. , V. 68, pp. 1263-1292. 
37) 한반도 화강암풍화층에서는 점토량이 13% 이하로 낮고 (10%미만이 제 3 기 풍화점토) illite외에 석영， 장 

석물질등 1차광물의 함량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權純植， 1987, 韓半島 花빼岩 風化層에 發達펀 第 4 紀 周永河結永構造에 關한핍究， 地理學論講別號 4,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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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이유는 명백치 않다. 단지 기반암조직인 

광물성분의 성격이나 풍화의 강도 풍화의 지속 

시간에 의한 것으로 보고있다 381 기반암의 신선 

한 광물들은 결정격자들이 강하재 맞물려 있고 

이온결합에 의해 단단하다 약간의 풍화가 진전 

된 화강암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는 약 70 

"" 140kg/ cm2정 도이 다 391 

지표가 침식삭박으로 저하되고 그라스물질의 

매트릭스의 탈거현상으로 섬부의 거력들이 지표 

에 노출되는데 특히 거대한 크기는 제자리에 남 

는다. 어떤곳은단충운동과지반융기로인한새 

로운 사면이 말달되고 여기에 홍수와 감혈적인 

유수로 인하여 암괴 를 둘러 싼 그라스 전부가 씻 

긴 후 화강암 기반암(풍화전선)과 더불어 암괴들 

이 대량으로 무질서하게 접적된다. (밀양군 단장 

면 감물리， 법홍리 흑운모화강암 일대) 여기에서 

는 모레인의 암괴， 해먼력， 하천력에서 관찰되는 

암괴 boulder는 제외 된다. 곡저에 이러한 암괴 

퇴적 지형을 표랑스에서는 compayrés40) 라고 한 

다. 암괴들의 거력퇴적충 형성의 두번째 단계는 

화강암의 차별풍화에 이은 차별침식과정이다. 지 

하심부 핵석의 집중적인 노출과청인데 일단 지 

표에 드러난 거력충들은 더 이상 계속적이고도 

효과적인 수분공급이 없으묘로 더 이상 변화 없 

이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한다. 단지 박려현상과 

염풍화작용， 건습의 효과， 서릿발작용 및 용식 

분지 (solution pan)등 미지형과 이끼류의 서식으 

로 검은색 코팅으로 된다. 풍화속도 〈침식속도 

이면 암괴물 질들은 지표에 출현하지만 그 반대 

이면 모든 핵석들은 전부 분해되어 그라스층이 

될 것이다. 한반도 화강암 그라스충에서는 제 4 

기 환경 에 서 의 한냉 결 빙 전선 (freezing front)의 

저하로 인한 화석적인 렌즈상의 총리와 파상의 

엽 리 구조가 (wavy lamination) 특이 하게 발달되 

어 있음을 볼수있다. 암괴의 크기와 모양은 화 

강암 본래의 절리구조와 풍화의 지속시간 및 강 

도에 따른다. 풍화의 지속시간이 짧고 수직절리 

가 우세하면 입석대형의 tor와 수직형의 핵석이 

형성되고 수평절리가 우세하면 양털로 깐 자루 

형태 (woolsack)의 핵적경관을 보인다. 심부에서 

노출된 암괴들은 제자리에서 포개어져 위치하여 

균형 석 (balanced rocks) 또는 흔들바위 (rocking 

stones)로 존속하거 나 낙하되 어 이 동한다. 암괴 

의 크기는 화강암 고유의 격자상절리의 간격과 

방향에 따라 다양하고 산사면 능선에서 이동될 

때 재차 붕괴된다(그렴 2). 

풍화충의 운반은 주빙하조건의 솔리플럭션과 

설식작용외에도 wash, rill 침식， 하천유수， 사 

태 등이고 여기에 바람의 영향이 가셰된다. 건조 

및 반건조지역에서의 풍화충의 유실은 바람의 

영향이 커지게 된다 41) 

4. 홉魚山일대의 거력퇴적물 

@ 만어산(760m)421은 삼랑진읍에서 북동으로 

7km지점에 위치한 우곡리 만어산일대의 세립 

화강암산지로서 한반도에 있어서 백악기 내지 

제 3 기 화산활동과 이에 수반된 화강암 천입처 

관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43) 곳으로 경상분지 

동남부의 환상구조(rìng structure)에 해 당하는 

한부분이다. 이 지역은 백악기의 화산암류〔운문 

사유문암질 암류)와 심성 암류가 분포하고 이곳 

에서 15km 떨어진 양산 부근의 흑운모화강암은 

7000만년 전에서 신생대 초기의 것으로 판명되어 

있다 44) 계속된 융기운동과 단층대로서 콜드른 

(cauldron, 칼데라)은 거의 소멸되고 중심 심성 

암체가 잔존하여 침식된 지역이다(그렴 1). 산정 

에서 남동 방향으로 급사면을 지난 후 표고 470 

38) Ollier , C.D. , 1967, “ Spheroidal weathering, exfoliation and constant volume alteration," Zeit. Geo' 
morph, V. 11, pp.103-108. 

39) Twidale, C.R., 1973, “ On the origin of sheet jointing," Rock Mechaπics， 5, pp.163-187. 
40) de, Martonne, E. 1925, Traite de 'Géographie Physique, II. Colin, Paris. 
41) Oberlander, 1972, op. cit. 
42) 萬魚山 산복에는 萬魚츄가 위치한다. 암괴지형을 가진 철터에는 경남의 했魚좋， 新魚좋 등이 있는데 ‘魚’

의 물고기는 암괴를 가르키는 것이라 한다. 
43) 車文星， 1985, “慶尙효地 東南部의 環狀構造( 1 ), " 쏠山大學據 師大論文集， 第11輯， pp.369-386. 
44) 金相旭， 1982, “北部輸川찮地內에 分布되 는 後白뿔紀 火山岩類의 岩石學的 맑究 서 울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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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의 산복에서 경사변환점이 나타나는 데 

여기에는 만어사가 위치하고 경사가 완만한 짝 

間과 산록을 따라서 거대한 岩塊들이 형성되어 

득이한 경관을 이룬다(사진 2). 本岩들은 綠13<

色을 따고 균질의 세렵질 흑운모화강섬록암이 

다. 만어사 일대의 폭 150m 길이 350m의 암괴 

원 (boulderfield)이 발달되고 그 양측에는 3개의 

boulders tream 이 계 곡을 따라 집 중적 으로 계 속 

된다. 방향은 남향 내지 서향이다. 암괴들은 직 

경 1 ""2m 전후에서 큰 것은 2x3x6m에이르는 

거력들로 구성되고 거력들 사이에는 세립물질이 

전혀 없으며 어떤 곳은 거력충들의 쌓인 높이가 

5""6m나 되는 곳이 있다. 거력들중에는흔들거 

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두드리면 울려서 종소리 

를 내 는 것 이 있 다 (ringing rocks). 암괴 원 들과 

곡사면이 접하는 곳은 더욱 두껍게 몰려있고 힘 

을 주면 낙하한다. 여기에는 원마도가 진전되어 

구형 도가 양호하고 (亞圓擁 정 도) 비 교적 소규모 

로 변화하는데 직경 1m 내외에서 50cm, 30cm의 

block형이 많다. 이 중에는 용식와지와 박리현 

상을 보인다. 조경공사를 위한 채석되기 위하여 

시추한 암괴들이 보이는데 쪼개진 암괴들은 신 

선하고 단단하다. 최근에는 채석이 금지되어 허 

가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광 천연기 

념물로 보호되어야 할 자연경관의 암괴지형으로 

생각된다. 암괴의 표면은 빗물로 얼룩져 검은색 

A로 변색되었고， 청녹색의 조류와 이끼가 번식 

한다〈사진 1) 직경이 1""2m의 암괴들이 사면 아 

래쪽오로 기울어진 것들줌에는 군열면을따라쪼 

개 져 있 는 것 도 발견되 고 (사진 2) boulderstream 

의 거력층에는 매트릭스물질이 거의 없으며 

boulderstream 양측 변두리에 낀 세립퇴적물 주 

변에는 억새들과 30年생의 키 작은 소나무， 그리 

고 암괴들이 없는 나지에는 저목럼의 활엽수가 

있으나 식생의 생육은 부적당하다. 퇴적암괴들 

은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으며 매트럭 

스와 함께 무너져 앉은 모슴을 보일 뿐 아니라 

암괴의 장축이 어지러이 되어 있는 사실은 경사 

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인다. 만어산 

일대 암괴류들의 이동은 거의 없었으며 매트럭 

45) Ruxton, 1957, op. cit. 

스와 더불어 경사이동을 취하려다 곧 중단되었 

다고 유추된다. 매트릭스유실로 인한 붕괴， 그 

후의 암괴들 사이의 유수통과로 제자리에서의 

위치바꿈이 이루어졌고 암괴물질의 계속적인 공 

급이 중단되 었음을 보여 준다. 만어 산 북쪽사면 

밀양군단장면 감물리의 풍화를 받은화강암지역 

에는 Ruxton동(1957)의 연구에서 45) 보여지는 둥 

근 형태의 화강암핵석이 다량 관찰된다. 풍화충 

에 서 나오지 못한 이 들 잔류핵 석 들(residual core 

stones)과 암괴 류로 형 성 된 이 동핵 석 ( transported 

corestones) 것과 비 교할 때 상당히 풍화를 받고 

있다. 역의 크기는 1m 미만이고 작은 것들도 많 

은 펀이다. 이에 의하면 지중에서 절리면을 따 

라 차별풍화작용을 받고 핵석을 형성한 후 풍화 

그라스총이 침식을 받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으 

나 도로가 개설되고 사면화됨에 따라 이들 잔류 

핵석의 큰 역들도 곧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 

라스물질에는 흑운모입자가 신선하게 육안관찰 

되고 있으며 silt가 상당량을 차지한다는데 주목 

된다. 

@ 염동리 거력 퇴적물 

만어산 거력 퇴적물과 대비되는 또하나의 큰 

규모의 거력퇴적물은 삼랑진읍 염동리의 퇴적물 

로서 비교적 큰 계곡에서 발견된다(그럼 4와 5). 

f앓:낀 
H딛찌 

:때i': 

:.ç파 

j )!H {J{! ! !/IIl/.iUIfw1퍼)/I!/ I,/- 111<(:/11/ (dlrw J/; 11 

그림 3. 5m 두께의 화강암 풍화층의 단면 노두 
큰 암괴가 지표 가까이에 위치하는 경우(청 
주시 내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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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 삼랑진읍 염동리 구조선에서의 화강암거력 형성과정 모식도 

이곳은 언양단층대와 나란히 말달하는 구조선상 

에서 형성된 암괴퇴적물 이다. 암괴류는 사면 경 

사가 10 0
",,-, 13 。이 상이 다. 이 들은 염 동리 고개 정 

상에서 북측과 남측으로 나뉘어져 곡입구로 걸 

게 말달하는데 염 동마을과 염 동소류지 쪽으로 길 

게 탁월하게 뻗어 나와 있다. 곡사면의 경사는 

15。정도시고 깊지 않으며 씁頭에 이를수록 암괴 

의 폭과 두체는 커진다. 따라서 화강암능션과 

그 너머 감물리 지방은 암괴들의 공급지로 생각 

되 고(N값lrgebiet) 양측은 급애 또는 급경 사산지 

로 이어진다. 암석은 흑운모 화강암이고 규모는 

길이 800m, 폭 35m 이상이고 層l享는 3""-'5m 정 
도이다. 방향은 서쪽사면과남사면을 향하고있 

다. 여기에서는 사면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정도 

가 만어사 일대보다 심하며 매트릭스물질은 유 

실되어 없다. 비가 온 뒤에는 강수의 상당량이 

지하로 스며들고 암괴충 밑으로 흐르는 계류가 나 

타난다. 갈수기에는 유출량 감소로 계류는 발달 

하지 않으나 곳곳에 습지 와 소규모 저 습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하수면은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퇴적충 상부는 암괴의 규모가 크며 하부 

일수록 小擁과 세립물질이 다량 존재하고 있는 

데 擁層들의 방향성은 일정하지 않다 sorting， 

beddìng 현상이 원력없이 混在하며 미약한 

imbrication은 관찰된 다. 擁의 roundness는 2""-'3 

정도의 각력에서 4""-'5정도의 아원력들이 많다. 

boulderstream의 계 곡 양측에 서 급사면을 이 루고 

있는 유문암질 cliff와 tor등의 돌출된 기반암에 

서 쪼개 진 각력 쌓 임 이 소규모 talus slope를 형 

성하면서 암괴류와 캡하고 이들의 말단은 솔리 

플럭션 퇴적물로 간주되는 사면충으로 합류된다. 

매트럭스물질은 화강암에서 기원한 것과 유문암 

에서 유래된 세립물질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상세한 입도분석이 필요하다. 염동리 

암괴 퇴적물질은 암괴의 creep 이동과 주빙하 

솔리플럭션으로 간주되지만 이동거리는 극히 짧 

은 것으로 판단된다. 화강암거력생산은 갑頭에 

서 표고 300m의 難部의 낮은 능선 일대에 발달 

한 풍화충이 며 (그림 5) massive 구조의 암괴 들 

은 화화적인 구상풍화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2와 4). 염동리에서 감물리로 이 

어지는 山復웹面일대는 단층에 의한 파쇄대의 

영향으로 수분의 칩수에 따른 풍화진행이 가속 

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텍토넉지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거력생산과 침식삭박작용은 현재도 활발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선은 NNE 단층과 그 

로 인 한 전 단절 리 (shear joints)와 같은 파쇄 대 가 

발달하여 이의 영향이 클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밖에 랜드슬라이드 토양포행을 포함한 擁層의 

출현은 lineament를 따라 사면하부로 활발히 이 

동하여 이때까지 운동하지 않은 양쪽사면은 심 

하게 깎여져 노두로 나타나게 되었다. 

@ 추정 단면도(그림 7). 

염동리 boulderstream의 개 략 풍화단면충을 살 

피면 30m 깊이에 치밀하고 단단한 괴상의 흑운 

모 화강암 경암층과 절리와 균열이 말달된 연암 

충， 기반암의 풍화대이며 지표에 화강암 거력들 

의 짧面擁層 및 점토， 실투질의 솔리플럭션층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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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삼랑진읍 염동리 배후능선의 안부(화강암 큰 역의 공급지이다) 

N-S 

그림 6. 삼랑진 우곡리와 염동리 단층구조곡으I E:鷹 

노훌과 이동(단면) 

로 대별된다. 짝間의 암괴층에는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미립물질이 없는 노출거력충이 덮고 

있다. 종단면 ‘가-나’에서는 미약한 담형 사면 

A로서 하부쪽￡로 역 층의 두께 가 증가되 는 경 

향이지만 현저하지는 않다. ‘다-라’의 횡단면 

에서는 미약한 기복을 보이며 곡저에서 두껍고 

주변으로 가면서 짧어지고 있다. blockstream의 

양측드로 가면서 기반암풍화충은 높아지고 있다 

횡단면에서 곡저를 중심으로 반대쪽으로는 같은 

고도로 높아지는 대칭현상을 보언다. 즉 주변보 

다 고도가 한단계 낮은 곳으로 암괴 들이 발달된 

다. 전체적으로 암괴충밑 6"'lOm이내로 기반암 

충이 나타나서 어떤 slide면이 있지 않을까 추정 

되나， 확실한 것은 보다 많은 시추조사가 뒷받 

침 되어야 할 것이다〔시추자료는 염동리 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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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개략 추적 단면도(수직 수평거리는 왜곡될) 

리 담당자 및 채 석 공장관리 인에 따름). 



5. 토 의 

전술한 바와같이 펄자는 화강암거력의 생성과 

이동에 관하여 살폈고 만어산과 염동리 일대의 

사면거력충 2개지역을 사례로 개관했는데， 이들 

의 생성시대를 결정하는 자료나 충서학적 의미 

를 구하기는 곤란하였다. 단지 한반도의 삭박면 

에 피복된 퇴적물구조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수성 유수의 퇴적물과 주빙하성사면 퇴적물을 

고찰할때 지난 빙기의 한냉한 기후조건을 들고 

있고， 거력의 생성과 삭박침식사면은 제 3 기말 

또는 간병 71 의 온난한 기후조건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온 것이다 461 走木

(1966)의 일본 남부 페디멘트지형론에서 471 화강 

암 암괴와 페디멘트상부의 화강암 거력과 주멍 

하 작용에 의 한 角離뽑L層， 松本의 연구등에 서 

본다면 화강암지역에서 거력충발달은 사면지형 

발달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복합 

적 인 작용이 있었음을 참고한다면， 본 연구지 역 

의 사벽력층의 지형경관은 적어도 플라이스토셰 

이후 특히 한냉한 기후환경에서의 해수면 저하 

에 따른 강력한 매스무브먼트로 인하여 노출되 

면서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암괴 

의 대부분이 배후산지나 기반암과 동일하며 암 

괴들이 단단하고 신선하며 결병 파쇄되고 있는 

점 , 암괴 류말단주변에 solifluction 퇴 적 물이 있 

다는 점， 퇴적물의 하충부에 小擁과 세립물질 

(상당량이 유수에 의하여 유실되었다)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풍화충의 풍화점 

토가 대부분 유질될 때 중심의 신선한 부분이 잔 

류풍화물로 남으면서(암괴 자체하중으로 대부분 

in situ boulderfÌeld이 다) 미 약한 imbrication을 

보이는 현상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암괴들의 

크기와 원마도가 사면 상부와 하부에 있어서 크 

기와 규모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없으며 주로 

1 ""-'3m 내외의 것이 우세하고이 크기는 최소한의 

절리 간격으로 생각된다. 유수는 조금씩 복류하 

46) 金相昊， 1982, 上據書
張載熱， 1979, 上揚書

여 흐르거나 거의 없으며 집수면적은 좁다. 지 

하수면은 높다고 보여지고， 호우시에는 산지계 

류가 발달해 물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세립질은 

공급즉시 씻기고있다. 이러한 산지계류는 대량 

의 암괴이동을 일으킬 수 없고 결국은 암석포행 

(rock creep)1f 솔리플럭션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경사가 느린곳은 boulderfÌeld로， 경사가 

급한 곳은 boulderstream으로 이 루어 졌음을 의 미 

한다 481 절리가 밀집한 곳은 부드러운 풍화충 그 

라스가 된 후 점차로 유실되고 내핵중심부에는 

원마도가 생기면서 잔류거력충으로 남아 완경사 

또는 구조선에서 생긴 곡저로 모여 매립 형성되 

고 노출된 기반암과 핵석들은 결병작용으로 재 

차각력의 형태로나타난다. 화강암 거력의 지중 

풍화현상은 단장면 감물리일대와 북동쪽으로 25 

km 거리의 밀양과 언양을 잇는 27번 국도 상에 

도 다량의 핵석암괴들이 화강암노두로서 분포되 

어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은 경상분지내 관업화강 

암의 풍화지형으로서 중요한 경관이 된다. 형 

토양이나 식생으로 덮여 풍화충이 부분적으로 

유실 되 지 않은 곳의 암괴 충은 일 종의 potential 

boulderfÌeld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암괴 

들은 최근의 것으로 보여지는 박리현상 pan， 

또는 취 약한 부분에 침 투한 수분의 frost 작용으 

로 깨진 것들이 관찰되며， 본 조사지역 전체로서 

보건례 배후능선의 cliff, tor등 露岩에서 상당한 

격자상절리가 발달하고 급사면에서 암석낙하로 

보이는 암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절리면을 따라 

계 곡으로 이 동하거 나(염 동려 단장면 감물리 와 

법홍리) 포행되어 쌓이고 그후의 풍화현상으로 

모서리는 없어지고 원형도의 신선한 경암들이 

퇴적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상당량의 암괴들이 

공급되거나 분포될 수 있었음은 당시에 식물의 

피복이 없고 광범위하게 풍화충과 기반암이 있 

었으며 현재보다 한냉한 조건이 요구되는데 이 

러한 환경은 한냉건조하거나 아니면 수분의 결 

빙 작용으로 크게 block으로 될 수 있도록 습운 

했다는 추정도 아울러 고려되는 바， 이는 전적 

47) 未木祚彦， 1966, “中園山地@ 化石周永地形 東北地理， 18卷， 仙臺，

48) 權純植， 1978, “쏠山市 했魚뿔周邊의 block field에 關하여 , 地理學論護 6號， 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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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복합적 이 고， 다윤회 적 인 (poly-genetic) 수 

렴 (convergence)의 사고를 필요로 한다. 이상의 

것을 고려하면 암괴생성이나 이동은 현셰의 것 

이 아념이 학설하며 적어도 플라이스토세의 간 

빙기와 한냉습윤한 기후의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 

아 무방할 것이다. 상기의 두지역의 암괴물질의 

분포양상은 단총선 및 절리밀도와 절리의 방향 

과 사면발달과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 

하다. 풍화과정 도 한반도 남동부의 대 소 단층들 

의 지체구조에 그 요인이 있음을 들 수 있고 지 

하수의 정체및 이동과 산지계류의 형성등이 또 

한 직접 관련되었을 것오로 추정한다. 단열구조 

와 지 반의 융기 작용으로 인하여 만어 산 화강암 

일대의 지역에 파쇄대가 넓게 형성되었고 기반 

암인 화강암에 격자절리를 발달시컸으며 기반암 

의 파쇄를 야기시켜 기반암을 약화변질을 초래 

하였다. 

지 하수의 집 수는 NNE 방향의 단층이 지 나는 
연변부 또는 구조곡인 만어사， 염동리 산복사면 

일대에 slide면과 더불어 이루어졌고 배후산지에 

서 역의 이동이 점차로 증가하면서 면상침식을 

이루어 저위삭박면을 발달시키고 랜드슬라이드 

와 솔리플렉션 작용을 활발케 진행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서쪽향과 남쪽사면의 기후조 

건은 암괴이동에 중요인자임을 보인다. 

한랭한 조건에서는 동향이나 북향사면 보다는 

서향과 남향사면이 동결과 융해활동 순환이 보 

다 많았으려라고 보여진다. 암괴의 주 형성시기 

는 고결정도， 풍화 rind의 결여， 원마도 등으로 

보아 플라이스토세의 간뱅기이고미약한 imbric

ation, 암괴 표면의 미지형， 이차적으로 쪼개짐 

과 박리， 암괴물질 사이에 유기물질의 축적， 지 

의류가 서식된다는 사실은 빙기의 주병하조건과 

더불어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Wihelmy의 3단계 과정 으로 풀이 되 며 암 

괴들은 최후 빙기간의 주빙하환경에서 노출되어 

접적되었다. 화강암 풍화지형 특히 암괴지형의 

발달은 흥미로운 것이며 지형적， 기후적 고찰외 

에도 밝혀지지 않는 점이 많다. 앞으로 보다 많 

은 분석과 암괴의 통계적인 처리로써 fabric 구 

조를 파악하여 한반도 각지에서 나타나는 유사 

한 현상을 계속 비교검토해서 종합적인 연구진 

행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결 론 

펄자의 만어사 일대의 암괴 퇴적충을 개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화강암 거력 

의 퇴적물은 화강암 풍화지형의 가장 보펀적인 

지형경관으로서 암석의 경연차， 기후환경의 변 

화등에 따른 상이한 지형생성작용의 결과인 만 

큼 수렴 기원적 지형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 

다 (talus 이 동 또는 암석 이 동 (debris-flows) 등의 

사건이나 주빙하조건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2) 만어사일대의 거력퇴적물의 분포지역은저 

산성 산지 의 표고 300"-'500m의 경 사가 완만한 

남향 서향의 산복사면 및 구조선 곡저사면에서 

집중되며， 거력물질의 공급지는 절리발달아 양 

호한 배후산지와 암괴퇴적물 분포지역내의 核石

풍화층이라고 생각된다. 

(3) 화강암 암괴의 퇴적물은 화강암 삭박면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암괴분포지역 

내에서 암괴생성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삭박면과 

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4) 암괴의 이동은 현재보다 한냉습윤한 주빙 

하조건에서의 솔리플럭션작용이며 landslide현상 

은 NNE 단층의 운동에 따른 절리와 균열의 파 
쇄대가 직접요인이고 지하수를 따른 slide면이 

간접요인이라 유추된다. 

(5) 암괴의 형성시기를 위한 정확한 충서학적 

내지 지형학적 증거는 발견치 못하였다. 만어 

사， 염동리의 것은 동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6) 암괴 들의 fabric 규명 을 위 한 통계 학적 인 

뒷받침이 없으묘로 앞으로 이 방향의 연구가 필 

요하며 이것은 이들의 생성과 퇴적환경을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7) grus 물질생산에 있어서는 화학적 심층풍 

화와 아울러 기계적풍화도 중요하게 작용했으리 

라고 유추되나 이에는 정밀한 분석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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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accumulated Granite Boulders of the 
Man-O-San, Samrangjin-up in South Korea 

Summary 

There are two remarkable granite boulder 

landforms of the Man-O San in Samrang-jin 

of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sula. 

These landscapes could be granite boulderstre

ams block :fields anywhere in the world. These 

could be interpreted as stripped weathering 

fronts. The boulder :fields consist of large ang

ular or core stones of the late Cretaceous 

granite granodiorite which are in average 

1""'-'2 meters long. 1 assume these cases are 

associated with nearby deposits of altered 

rock (grus) in which core stones etc. survive. 

The importance of biotite-alteration in granite 

disintegration may be hydration along cleava

ges, joints, grounwater through fault line. All 

features of boulder (block) formation are 

best explained by incision of an erosion surface 

and result from weathering by chemical, phys

ical agencies in the sub-soil region, where 

Soon-Shik K won* 

moisture is retained for lengthy periods. Curved 

joint planes are considered to be due to surface 

agencies acting on the already rounded granite 

boulders. Angular form is similar to that of 

Dartmoor granite tors, but is not necessarily 

an indicator of frost action. These cases do 

not seem to be associated with large of block

:field material which also suggest that frost 

acton may not have been important. This, too, 
need not be of periglacial origin although the 

acclerated erosìon and retreat of the hillslope 

to reveal it may have been. The nature of 

materials on the hìllslope of the area is critical 

to evaluatìng such cases. 1 tend to be sceptical 

of interpretations of the origin of boulder 

materials from their present form and apper

ance. 1 think that 1 am doing the right thing 

in looking for correlative deposits from soliflu

ction and mass wasting. 

* Journal of Geography, 15, 1988, pp. Associate Professor of Chong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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