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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論

小地形의 立場에 서 韓죄의 f설뿜쳐섣形을 /살펴 는 

‘데 는 永河性海面變化어1 대 한 息考가 :Ø、훨하역 

그에 依할 해 우리 나라의 海뿜地形은 合짧的으 

로 說明될 수 있다는 첨괄 내세운지도 於펄 20 
餘年이 되였마. 그런데 近年어] 이르려 j칩뿜池形 

乃至 Y뿌積世地}잉어1 대 한 關 G"야 一部겨l 서 나마 

알게 되면서 7.K河性海面變化에 대한 관심 또한 

나타나거 시작한 것으로 看徵띈다. 이에 筆者는 

永河性海固變化中뇌1 서도 가장 基樓的現象야라고 

볼 수 있는 後永期以來의 그것이 韓國에서는 어 

렇게 나타날까라는 첨을 다루어보기로 했마. 그 

리 고 그것 을 다루는 데 는 땐積世地形面을 指標

로 삼거로 했는테， 多幸히 近年어l 이르러 各種

建設工事가 進行되 면서 低地帶의 露頭觀察을 할 

수 있거1 된 것이 그것을 可能케했음은 꺼論~1 마. 

後7]<期海面變化의 實相을 밝힌마는 것은 닙1 만 

洪橫世地形의 編年的冊究에 &、훨랄뿐만 아니 라 

나아가서 韓國의 先史時代 瓚境을 究明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은 優先的i로 풀어야 한 課題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出版寶用에서 制約을 받고 있는데마가 

워낙 急허 서두르게 펀 論文이고 보니， 우선 手

中에 있는 Field note中에서 主題에 관계펀 部

分만을 추려 그것을 以下에 觸띔해보기로 랬마. 

그리고 本論文의 性質上 응당 있어야 할 地形圖

따 露頭寫員등도 一切 省略했다. 

II. 本 論

(1) 海進과 舊n線

群山外港工事(’76年)에서 나타난 露頭에서 보 

면 -1m以下의 基盤岩層은 E홉양{構造의 慶 f혀系 

I훨으로 보야며 露頭전체에 걸쳐 몹시 風化펀 風‘

化廣을 이룬다. 이에 대하여 거의 起代이 없고 

圓慶度가 약한 pebble야 잃 게 없、質의 matrix사 

이에 있는 不整合윤 경계로 하여 위로는 未癡結

안 si1t中心의 二F鴻地型 堆積l혈 tidal flat dep 

oslts거 두께 약 7m정 도로 나타난다. 그런데 

千鴻地型 堆橫l혈의 上部로는 처 음에 高離性의 

굴뤘片， 다음에 中輔性의 바지 락뤘片이 섞 인 }혈 

을 거쳐 게구멍化石의 I롭이 나타나며， 이를 지 

나서 團행堆積物로 먼한다. 이제， 이러한 層相

과 生物遺嚴乃至 化石의 變化에서 볼 때， 이 群

山外港堆積I홈은 高離性의 바다가 次次얄아져 中

離性， 頻海性의 상태 를 거 쳐 陸化하는사이 어1 堆

積되었음이 分明하마. 다시 말해서 陸地面이 二F

鴻地型堆積의 運海로 變했다가 그것이 다시 게 

꾼영 의 頻海狀態를 거 쳐 陸成物堆積외 환경 」뜨로 

의 변화가 여 71 서 일어냐고 있는데 7m야내의 

앓은 水平堆橫屬내에서 얻어나고 있는 이러한 

堆積環魔의 變化는 海進， 海退에서 칠어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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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南陽(京離道)에 서 海뿜오로 빠진 西新面의 海

뿜地形圖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곳에는 베릅 

berm과 캡、Ji性의 핍、地로 에워싸안 鴻湖遺助;야 

역 시 펌妙土質堆積物로 被覆되 어 나타나는데 이 

미 開招되어 짧地化한 곳에는 아직도 未開옮우 

로 있는 盤性土壞의 地片아 남아 있다(’76年).西 

新面의 鴻i胡遺歐은 그의 地表高度가 6m 내 외 이 

니， 그것은 群山外港堆積}홉과 對比된다. 그럴진 

대， 그것은 海進에 依하여 형성되었던 鴻湖가 

海退와 더 불어 j담꾀、士質堆積物로 被覆陸化된 것 

임이 分明하마. 이제， 이들의 例에서 볼때， 西

海뿜에는 高度 6m 내외의 수준에서 海進에 연 

유하는 江線 shoreline이 생 겼마가 海退로 變하 

는 현상， 다시 말해서 海進 海退간에 일어만 H 
線의 停止狀態가 한: 배 알어났음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와 바슷한 현상을， 우리는 西海뿜의 

도처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鴻湖遺歐을 

끼고 海뿜을 右測으로 돌면 역시 高度 6m 내외 

의 海뿜急뿔頂點부근에 自然貝됐層이 片廠岩基

盤을 덮고 있는 것을 불 수 있는데， 이로 마루 

어 보아 上記한바 高度 6m 수준의 舊rr線아 크 

게 보아서는 停止狀態를 維持했었지만 그간에도 

小規模의 海進 海退現象이 일어났음을 얄 수가 

있다. 그란데， 東海뿜으로 가더라도 상태는 비 

슷하녁 , 다만 江殘以北의 海F륨을 따라서 는 아직 

도 堆積 塵化되 지 뭇한 鴻湖들이 多數로 남아， 

鏡浦 • 좁草湖 • 永郞湖등오로 불리 고 있을 짜픔이 

다. 다시 말해서， 東海뿜에도 고도 6m 내외의 

水準以下에 는 舊鴻湖나 舊體入地로 보이 는 陸化

低地가 뼈角사이 에 수놓았는데 , 그중의 江陸以

北의 海뿜에는 그란 鴻湖들이 원래 廣大했던데 

다가 西海뿜에 서 보는 千鴻地堆積도 거 의 나타 

나지 않는곳이 라 鴻湖들이 陸化되 지 뭇한 채 남 

아 있는 것이다. 

다음에， 이 란 海進 海退에 關한 관찰을 토대 

로 그에 연유하는 地形을 살펴보연， 71뿌積世 韓

國의 海뿜에 는 海敏 manne erOSlOn아 나 그로 因

한 堆積어1 연유하는 地形形成이 마 약했었다는 

점을 우선 지석할 수가 있다. 海흉렁이 현저했다 

면 같은 水準의 波敏段(wave-cut bench) 이 넓 

게 魔達할것이고， 또 堆積。l 현저했다면 어느 

정도 두꺼운 海成堆積I혈이 이루워질터안데， 71中

積世I혈은 一般的으로 넓다는 점을 감얀하더라도 

7m 內外두께의 堆積l賣에서 얄 수 있듯이 아주 

얄은 水面의 鴻湖나 體入地가 있는 정도였다든 

지 또， 그런 水準에 이 웃하여 基盤岩層이 나타 

나고 있 다든지 하는 事實둥이 그를 말해 주고 있 

다. 이러한 사살듣과 基盤岩層이 심한 風化플 

받은 風化혔을 이루고 있마는 점에서 불해， 高

度 6m 水準이 하의 海뿜地形이 원칙 석 우후 化學

的 風化를 토대 로한 陸上댐u옳U (sub:erial denuda

tion)에서 결정되었우며， 海敏이나， 그로 因한 

堆積은 그것 을 수식 하는데 不過하마는 점 을 추 

정할 수 있다. 그러거에 湖南平野의 경우에도 

-部 河敏地를 제 외 하면 基本地形은 陸上댐U옳U에 

서 決定되 었우며 , 다만 그 陸上댐U행j地形의 소J配 

가 微링륭하여 海進과 더 불어 그것 을 被覆하는 j尼

妙土質堆積物l홈이 비교적 廣範圍하게 이루어졌 

을 짜릎이 다. 그러 고 이 곳의 펌 • 妙土質堆積}혈 

이 現在는 陸成堆積物로 被覆되고 있는것도 또 

한 事實이다. 

(2) 핸積世地形面과 海成段료 

1뿌種世의 地形， 다시 말해 서 海뿜이 나 河뿜을

따라 나타나는 低地의 특색 있는 地形오로 우리 

는 段묘(terrace)릎 을 수가 있다. 그러나 段lÍ:

블 原義대 로 풀이 하여 海敏이 나 河敏으로 끊은 

急崔下에 海成이나 河成의 平姐地가 있는 地形

이라고 理解할 배， 南韓의 海뿜。l 나 河뿜에서 

보는 平姐地를 곧 海成段묘(marine terrace).河

成段표 (river terrace)라고 呼稱하기 에는 뚫홈훌훌되 

는 경 우가 非一非再하다. 低地른 이 루고 있는 

被覆堆積物이 병 백 히 非海成안 경 우가 許多한 

데 다가， Lf:li!地의 背後삶面이 海敏이 나 河敏오 

로 끊겼다고 풀이하기에는 곤란을 느끼는 경우 

또한 많치 해문이다. 그러고 그중에도 현저한 

것은 海뿜의 경우로서， 가령 명백한 自然貝題層

이 있는데도 그의 背後삶面은 아주 低角度의 鍵

짧面으로 漸移하는 例른보는 것 이 보통이 다. 一

般的으로， 海成段묘는 風化안된 岩I賣이 波轉을 

받기 시 작하는 初期에 形成되 는 波敏段이 海面

위 에 들어 날해 , 模式的으로 발달한다. 

한펀. 波敏段이 더 욱 鍵達하고 海敏臺(abrεsion

platform) (波敏段이 波敏과 風化의 共徵으로 

이루워지는데 대하여， 海敏臺는 波敏을 營力오 

로 깎기고 則慶되어 깊어지는 청에서 구별된다) 

가 이루워지게 되면 波敏으로 이루워지는 E짧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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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넓 어 지 고 따라서 波敏力은 海뿜쪽으로 向하 

면서 漸減되 니 海底織斷面을 I!!I形참面 (concave 

slope)을 이루워가서 背後사면도 결국에는 완만 

해진다든지， 또 그에 짜라 진전되는 陸上面

(subaerial surface)을 寶食하여 背後짧面이 더 욱 

완만해진다든지， 또 湖差가 심한 완경사의 해안 

에서는 波敏이 한곳을 固定 침식하는 것이 아니 

라， 場所를 옮겨가며 침식을 이루는만큼， 模式

的안 海뿜段fÎ:.에 서 보는 急、崔와 平姐面의 對照

的 驚達이 불가능하마든지 하는 주장1)들이 있 

는점 에 서 볼때 , 模式的안 海成段도얀을 생 각할 

것이 아니라는 점도 示찢되지만， 韓半島의 경우 

에는 그런 짧識差異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원칙 

적오로 1中積世 海成段1i의 발달이 미 약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의 先땐積世 地形은 아주 鏡慢한 風化面이면서 

미 약한 起代의 상태로 現海底下 멀리 뻗혀 있었 

기에， 海進水面은 그것을 얄게 덮어 올라오F서 

그의 先端水域(西南海뿜의 경우는 그 面積이 넓 

다)은 數 m이내의 깊이 밖에 안되는 상태가 이 

룩됐던 것으로 推定된다. 짜라서 波敏은 있어도 

風化物을 創去(stripping)하는 식으로 미 약하게 

作用하여 背後삼面을 끊은 경 우는 드물게 되 었 

오며， 그 전면의 水面은 西海의 경우는 주로 子

鴻地型堆積으로 被覆되는 상태인데 대하여 동해 

의 경 우는 i尼짜、土質堆積動로 피 복된 곳이 있 는 

가 하면， 아직도鴻湖상태로 있는 水面이 넓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같다. 그러고 보니 우리 

나라에 서 는 東， 西悔뿜른 막론하고 背後참面이 

海敏우로 끊겨 段묘崔를 이 루는 그런 海成段1i

의 鍵達이 限害되는 상태가 되었으며， 江陸以南

에서 간혹 관찰된바， 背後싫面이 침식오로 끊 

기 는 海成段도가 나타나지 만， 그의 발달은 지 극 

히 미약하다. 

(3) 때積世地形面과 河成段료 

마음에 큰 河川의 경우， ~中積世地形面乃至1中

積世段표의 발달이 어 떠 한가를 漢江의 例를 들 

어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에서 보면， 근래 漢江下流의 1면種地를 중 

심으로도 흰地造成이 진행되면서 i中積世 地形形

成過程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이에서 보면， 

대 체 로 高度 20m이 상이 면 휩地造成對象에 들고 

CD B. W. Sparks Geomorphology 1972. pp. 232 ,......233 

있는데， 그런 경우의 露頭를 보면 圖據을 含有

하는 짧土中心의 鼠狀地型 堆積}홈이 그래 후 깊 

케 까지 계 속된다. 그리 고 標準實入試驗의 N1直

가 0--5내외를 나타내는 이 1면積}홈이 깊이 10m 

이하에 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살도 얄 수 있케 

되었다. 한펀， 永登浦의 地下水願存을 위한 試

維調훌2)를 보면， 깊이 20--30m내외에는 貝

鼓을 含有하는 펌妙土層이 나타나 基盤까지 이 

르고 있다. 이들 사실을 統合해 볼 때， 漢江下

流에 서 도 基盤岩흡敏面이 海進에 외 한 手鴻地型

堆積l혈으로 덮안후， 陸成외 河成堆積物로 被覆

되는 상태가 일어났다는 사살을 알 수가 있는테 

이 런 사살은 群山外港堆積l훨 및 西新面의 j寫i胡

遺없;에 서 관찰된 사실들과 완전히 일치 된다. 그 

렐진데 , 後二者에 서 관찰된바， 고도 6m 水準의 
舊江線을 여기에도 적용 고찰해서 무방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고도 6m 

水準의 舊rr線。1 서 울의 주변에 서 는 灣入상태 를 

이루어 들어와 있었음이 推定되며， 그의 上限界

地는 美沙里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고도 6m水準의 舊rr線이 서울 

의 주변에서는 灣入상태를 이루어 들어와있었음 

이 推定되 며 , 그의 上限界地는 美沙里까지 이 르 

렀다고 생각된다. 그런테， 이렇게 하여 海進에 

의한 H線上昇。1 일어나면， 종전까지 그 河;rr 에 

서 이루워지단 홉敏·運搬·堆積의 河敏營力體系

는 調整을 면치 못하게되어 그것이 河갑地形과 

그의 堆積相에 變化릎 가져 오게 된다. 즉 H線

上昇頂點에서 위로 상당한 거리에 걸쳐서는 河

川낌配의 減少가 일어나고 그에 의한 地形에 變

化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가령 종천에 圓擁

中心의 퇴적이 이루워지던 상태에서 성配가 감 

소되면 妙士중심의 퇴적오로 변하고 퇴적지형도 

종전의 ff形이 얄을 경우 보다 펼쳐져서 被覆型

堆積이 나타나게 될 것이마. 이제， 南漢江의 경 

우를 늘어보면 八堂에서 永春에 이르는 사이의 

땐積世地形이 바로 위 에 서 말한대 로 나타난마. 

다시 말해서 各底의 圖擁堆積상태에서 표면의 

妙士 중심퇴적의 상태로 堆積相이 變하였고 또 

堆積物被覆은 鍵料面까지릎 덮고 있는 것이 일 

반이다. 따라서 이 구역간의 漢江 堆積地의 福

은 매우 넓고， 또 그의 背後삶面을 끊는 河敏뚫 

@~힐麗久郞， 安東鏡， 據本政夫(1937) 永登浦外顧試雜調활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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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는지라 일만적오로는 河成段표도 발달하치 

못하였다. 즉 여기서도 明白히 高度 6m 水準의 

π線上昇에 따라 이 룩펀 海成堆積}혈에 對應、되 는 

河成}홉φ1 일만적으로는 鍵料面을 덮어， 段lÍ:地

形은 야룩되지 못한 것이다. 마만， 永春에서는 

平펴한 협狀池평 堆積池의 背後 약 170m 高度

아} 河敏으로 끊긴 急崔가 형성되어 明던한 1中穩

世段도가 나타난다. 

한판 河成의 Y며穩 tlt:!'也形面과 관렌하여 흥1J1 로 

운 地形으로， 그의 本·支、짧合流點附近의 地形을 

들셔 둔마. 즉， 漢江의 경 우와 같이 우리 나라의 

主훨河川本流는 주로 뭘狀型堆橫으로 그의 Y면種 

地른 이루케완 결과， 그의 兩뿜은 높아졌고， 그 

에 마치지 뭇한 支값는 핍l籃상태가 되어 湖、집， 

짧地가 댔마. 쳐짧가 적은 洛東江下流에는 특히 

그란 地形이 많이 말달했 마. 

(4) 海退와 段료地形 

永春에 서 보는바， 뭘狀地型堆積地가 1면:隱段묘 

가 되 도록 그의 背後삼面이 河흉뽀E블로 끊기 는 한 

쉰 그의 前面 또딴 河敏으로 끊기고 있는 것이 

마. 그란데 땐積딸段lÍ:에 있어 삼面을 피복하는 

鼠狀地型堆積::>1 高度 6m 水準으로의 rr線上昇

을 겨]기로 이루어졌넌 것과 같이 j뿌橫世段lÍ:의 

형성윤 이끌었던 그의 前面下刻 또한 rr線變動

에 연유랬을 것이라는 추정을 쉽게 가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舊f丁線의 下降안데， 

그것을 나타내는 사살이 바로 째積世段묘의 형 

성을 이끈 그의 前面下刻外에 기술한 바 群山外

港工事에 서 본 陸행堆積層 빛 서 울주변의 1中積

地에서 지적된 河成堆積1멸의 형성안 것이다. 즉 

이 를 堆積地들은 上昇했던 舊π線야 下降함에 

짜라 원面堆積과 延長河川에 의한 혈狀地型堆積 

이 이룩됨으로서 形成되어간 것이마. 

그러나， π線變化關係른 쉽게 관찰할 수 있는 

河川下짧에 서 보면， 現河川。1 兩뿜의 뺀積世地 

形面에 대하여 明白히 침식관계에 있는데도 불 

구하고 江線變動과 河川의 홉敏 堆穩관계 가 그 

러 간단치 않다는 사살을 直感찰 수가 있다. 즉 

河JrI의 zp:均河水面以下의 수준에 서 不整合面이 

나타나는 것이 또한 -‘많的안 싱테안데， 그것은 

上述한바 明白히 침식관계에 있다는 사살과는 

도순되기 해문이다. 딱라서 이를 合理的으로 이 

τ쾌하기 위 해서는， {I며積üt段lÍ:의 형성을 이끈 그 

의 前面下刻~] 01 루어진 후에 보다 小規模，:)]나 

마 또 한먼의 rr線上昇::>]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마. 이제 그것을 西新힘의 鴻i胡 유적지 

근방 j;il形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즉 그에서 

보면 베릎 妙lÍ:型의 妙地形밖으로 나타나는 現

rr線 中心의 海뿜地形들은 鴻湖유석 ‘읍 낳은 海웰 

海退와 견주셔볼때 그것은 明료허 不整合엽이다 

버1 름地形이 이루어졌던 값、續海뿜쐐에 比하면 現

江線은 홉敏상태어1 있는데다가 헤릎딸달의 바탕 

이 된 海慣없、는 웰盤風化웠의 海짧쐐 서 온것 임 

이 觀쩔되 는만큼 꾀 름발달의 f즙홉훌3좋 f치어] 이 어 , 

小!福의 海進 海退른 겪은 後， 現긴E외 rr練時 f℃

가 온 것오로 풀이되기 해운이다. 이라한 現江

線中心의 地形말달은， 河뿜때積池의 깐 우 現平

均河水面아래의 不整合面。1 있히， {I면讀面의 形

成以後에 小塊模의 rr線 上휩-下灌。1 았었음을 

示I埈하는 事實과 -致되 는 ￡댐象이 라고 推斷되 는 

것 이 다. 그뿐만 아니 라 各 河川의 렀쩍옮"終點::>] 현 

저허 海뿜쪽오로 後退랬마는 이야기등도 이러한 

小規模의 海펠떨象과 관랜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ill. 結 論

1. 以上의 觀察에서 示浚되고 있는 高度 6m 

수준의 舊江線은 後永鴻海進에 의 한 것 임 이 分

明하다고 본다. 

2. 흔히 로마海退(Roman regression) (유럽 ) 

혹은 플로려 다海退(Florida regression) (北美)

라고 줍꾀는， 後7]<期海進에 이은 海退가 일어난 

후， 韓半島에서도 西部유럽에서 던케르크海進 

(Dunkerqt:e transgression) 야 라고 불리 는 小福海

進。l 일어났으며， 그것이 海退로 변하여 現rr線

에 이 르렀음이 分明하마고 본다. 이 에 m世界的

오로 알어난 後永期海進에 대하여 그것윤 京離

灣海進이 라고 假稱코저 한다. 

3. 外國의 冊究結果에 견주어， 西紀紀元前後

까지 로마海退에 對比되 는 海退가 계 속되 어 約

-2m 수준까지 海水面이 내 려 갔다가 京離灣海進
이 알어났다고 본다. 이 京離灣海進은 13~18世

紀煩까지 계 속되 어 O.5m수준에 이 은 후， 다시 

海退로 變해서 現rr線에- 이르렀다고 推斷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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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s of Shore Line after Post-Glaicial 
Age in Central Area of Korea 

Sang Ho Kim 

summary 

The changes of shore line after post-glacial ast as well as in east coast of central Korea. 

age was analysed throJgh Holo:ene deposit in Kyong-gee-man transgression, which would! 

central area of Korea. The approximate limsit be correlated with Dunkerque transgression, is 

of sh1re line raised in Post-glacial perio:l has a also recognized in the same coast. 

height of 6m from present sea level in west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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