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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陸段狀地의 考察씌: 

1 . 序 論

江像一帶·의 地形에서 注目되는 것은 七峰山

칼미 봉-등 高度 300"-'400m以上 山峰기 숨에 발달 

한 濟飛 • 邱井 • 金光행中心의 續짧面地形이 며 , 

그중에도 金光행中心의 것은 A目을 끌어 종래 

調옳의 對象이 되 곤 했 다. 특히 張뭇碩士는 이 

곳윤 처 음으로 조직 적 으로 조사하여 二l의 처r?;D 

兒을 碩土論文을 동해 발표한 바 있다. 

筆者가 여기서 江擾段狀地1) 라고 한 것은 그러 

한 續웹面地形과 그의 주변으로 펼쳐진 高度 80 

,,-,gOm 以內의 E:I獲地形을 가리킨 것인데 그중 

의 鏡浦以南部分을 고찰의 對象으로 삼았다. 그 

래서 이 부분의 地形에 대해 그의 形成過釋과 

形成時期를 맑혀 보려 는 것 이 本論文의 목적 이 다. 

그리고 이곳을 고찰의 對象으로 삼은 것은 다·음 

과 같은 理由에서이다. 즉， 이곳은， 筆者가 부 

분-적 이 나마，i:t뼈‘段狀地의 고찰괄 풍해 그의 形

成過程과 形成時:期플 밥한바 었는 束海뿔段狀Jt센 

形의 北端에 었어 第者가 내시1 우는 後期新·셈IJ￥IJ 

Tm地形， 다시 딴헤1 서 7J(friJ期該짧’평新世地形의 

形成過程 및 形成時期휠 이 곳의 地形考察을 풍 

폐 더욱- 確寶히 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서 는 前 • 後期新則制面地形2)의 관계 플 또한 端

폈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前期新則폐面쪽으로 

도 고찰을 이어갈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筆者는 江像一帶의 地形은 韓半島地形

金 相 昊

中， 휩新iit地形의 形成過程과 形成時期플 구명 

하는데 있 아 하나의 Type localitY7l- 펼 수 있 다 

고 본다. 

그리 고 여 기 서 筆者가 빼웰1]面 den uda tional 

surface, Abtragungsfläche이 라고 한 擺念은 獨進
地形學者들이 말하는 뼈體平原 Rumpfl김che임을 

미리 말해둔다. 

한편， 이곳 段狀地의 주변 Iτ陸플은 野l-LI過程

의 것윤 包f깐하곤해서 서울주변의 π陸地形과의 

對lt考察이 可能하다든지 또 鏡浦中心의 後水期

地形이 있어 地形形成의 時·期區分에 도운이 펀 

다픈지 하는 전등이 또한 고려되었다. 

ll. 本 論

1. 椰校표陸 

(1) 筆者가 여기서 챙g校5:陸이라고 한 것은 

썼石J 11 • 南大川下流左뿜에 연해 關東大學周邊에 

서부터 핸4훨까지 뻔고 있는 E:陸化過程緣由의 

J따形으로서 그것은 i합度 90"-'30m 청도의 半橋

狀도陸뜰과 亦黃色土짧達블 잔 나타낸 다. 그런 

데 劉校 rl:陸윤 關東大學周邊에서 보면 高度 40m 

청 도의 Hf풍狀態半構狀.5:陸I탔邊rþ心으로는 擁座

4"-'5cm청 도의 魔據化한 擁들이 散在하여 ñ:陸

化時期와 그 과정 을 풀이 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선 筆者는 그런 圓轉들이 魔鷹

化했다는 사실을重視한다 3) 圓離魔擁化란 납浦 

段狀地에 서 의 고찰에 Bl 추어 一f극.， 다음과 같이 

* 本 昭究는 1982. 文敎部學術맑究 助成費에 의해 이루어졌다. 
1) 筆者는 납浦 • 浦項海뿜에 分布하는 段狀의 地形을 記述的인 뜻에서 段狀地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記述的인 
뜻에서 段狀地라고 했다. 따라서 그것은 成因的으로 兩地形이 |司-→하다는 뜻으로 使用하지 않았다. 

2) 筆者는 韓半島地形에 있어 更新世地形을 新·制剩面地形이바고 부르고 이에 永河期該當의 것을後期新빼制面， 
先水河期該當의 것을 前期新빼制面이라고 區5.)IJ 짓는다. 

3) 金相윗， 1981, 1t浦 • 浦項段狀地의 考察(上)， 地理.學R다究， 第 G 輯. pp.4"'6. 



그링 1. 調훌地域地形圖 

解析-할 수 있기 꽤문이다. 측 I물l傑堆:積은 민델/ 

리스間水期의 海面上昇에 의해 이룩되어 다음인 

리스/뷔름間水期에 들어 魔擁化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魔廳化가 示q뚱 

하는 地形過程 또한 浦項段狀地에 서 의 고찰에 

l:ll 추어 민탤/리스間水期의 低맨地充鎭과 리스/뷔 

륜間 水期→뷔 름 水期地形過程으로서 풀이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렐/리스間永期 

의 海進에 의 한 低r~1地充鎭， 리 스永期의 씹面過 

經， 리 스/뷔 픔間치〈期의 風化層形成과 溶脫다]心 

의 風化物餐去， 나아가서 는 低[띄地形成→海進에 

의 한 (~멘地充j환， 뷔 룹永期의 힘面過程으로 풀 

이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리스/뷔 

픔 間永期의 風化層形成과 병 행 된 溶脫r-þ心의 

風化物餐去는 燦堆積이 이 룩되 지 않은 部位플 

中心으로 진행되어 그것이 低멘地괄 형성해간 

반면에 充h블傑1桂積이 이푹된 部位관 중선으쿄는 

Ií:陸化가 잔잔되어 그것이 半構狀j고陸띄 형성으 

로 이끌어졌다고 여겨진다. 그련진대 前間水期

低맥地-充j쉴織파積j也는· 後間水期에 가시 傑被

覆으로 因해 Ji陸化갚 이-룩해서 地形遊轉의 진 

행을 본 것으로 꼴이된다. 關東大學周邊의 擁被

覆묘曉들은 바로 그런 地形4)들이 다. 

그런데， 리스/뷔콤間水期地形過程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즉， 關東大學으로 기·는 內깝洞의 

道路周邊에서 鄭校I고陸을 보면 첫째Ié陸쌓}面 

은 小崔로 끊겨 高度 30m정 도의 績힘面이 되 는 

한펀， 小崔面上에는 堆積物이 나타난다는 점，둘 

째， 그런 堆積物은 짧뽕~ 1O"'20cm정도 亞角燦

花힘최펀i ， 께;岩‘등- 기원)들이 펌 • 結土物質을 마트 

렉스로 해서 이푹되었는데， 두꺼~l 1m 以內의 그 

런 Jft積物-~ ::l딘] 이 작용했 ι1 만， 원래 {?;7}-:.RI힘;f\1 

狀態에서 진행된 솔리플락손이 크럽에 앞서 있 

었 다는 전 , 세 째 , 小崔떼上의 Jft積物에 는 充b윌 

Jf{積物관 시맨트했다고 여겨지는 R후웹꾸1 과세기

발견된다는 점등을 근거로 해서 關東大學周邊Jí:

陸에서 散見되는 庸擁에 관해 민텔/리스間水期 

低민lt也充헐과 그와는 別系의 리 스/뷔 룹間永期→ 

뷔픔水期地形過程윤 읽윤 수 있다는 것이다. 커L 

연하면 關東大學周邊으로는 민텔/리스間水期 當

時低r~l地가 있어， 間永期海面上昇 연유의 {ß"J띤 

地充t힘과 그런 充;빨堆積으1 일굉-로 꾸l 바세現象이 

또한 진행되었고， 리스/뷔릅間永期에 듭어서는 

새 로운 風化層形成과 風化物쫓필플 통해 差別的

언 地面低下， 솔리플락손堆積， 그리고 뷔릅 永

期에 들어서는 힘面過程이 또한 진행되었는데， 

이 때 風化起源의 岩擁과 마트렉스物質 및 만 

델/리스間水期뀌라세의 R￥텀、物이 移動堆積된 것 

으로 플이된다는 것이다. ~쭉컨대， 關束大學周邊

의 i삶度 40m정도 Ji陸化過程에 얀유한 地形들 

은 원래 민델/리스間水期의 低~j:-fu充鎭堆積에 

기원한 地形이 리스/뷔름間永期에 들어 표隊化 

한 것이고 內各洞中心의 ~段 낮은 zp.훤地形들 

은 리스/뷔릅間水期以來 差別的인 地面低下와 

힘面過程에 의 해 이 푹된 地形이 며 , 關東大學周

邊에 서 보는 魔擁化도 그런 地形過程間의 形成

이 ~l-는 것이다 되플이하띤， 關東大學周邊의 핍5 

度 40rn 수준 以高로는 원래 민멘/려스間水期의 

差別的인 地面低下에 의한 低맨地가 이꽉되었었 

는데， 同間水期海進乃至地下水때上昇과 더붉어 

f만멘l地充與괴- 充鎭의 일부로 그rl 라세 가 또한 형 

성되었었다는 점， 그것이 리스7]<期으} 料面過程

에 의해 交又關係로 끊겼지만 일부-는 남았을 뿐 

만아니 라 리 스/뷔 릅間水期에 플어 充積堆積 연 

유의 圓擁들이 魔擁化했다는 점， 그리고 이에는 

리 스/뷔 름間水期에 들어 진행 된 差別的인 地面

低下와 筆者가 주장하는 뾰룡狀態의 半播狀Ií:

陸化가 또한 진행되었다는 점， 이에 대해 內各

洞쪽으로는 리 스/뷔 름間永期中心으로 差別的인 

地面低下와 솔리플락손堆積， 뷔콤水期의 힘面過 

4) 이런 圓傑被覆을 산재폐턴으로 하는 半橋狀lÍ複은 곳곳에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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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이 진행되어 1段 낮은 平펴面이 이룩되어 갔 

다는 점 등으로 關束大學 }웹邊의 j也形過fï갚 품 

이 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평게 關東大

學周邊에 서 보는 高度 40m수준의 fí:陸들은 민 

렐/리 스間永期의 低때地充鎭에 서 부터 리 스水期 

該當’짧面地形을 거쳐 이룩된 地形인만큼， 그것 

은 원래 高度 80"-'90m수준의 뀐츠/민텔間永期 

該當低머地 및 E:陸化過程地形이 민텔/리스間永 

期와 더 불어 地下低下와 합面過程을 통해 一段

地面은 낮아지면서도 起代행轉에 의해 低次元의 

低때地와 ñ:陸化블 이푹했는가 하면， 19~次元의 

低머地는 다시 充#월堆積활， 또 다핍-에 는 리 스水 

期該當웹面地形에 이르면서 形成되었다는 것이 

다. 

2. 低멕地充훨層의 地形
(1) 그런데 關東大學 周邊E:像中心의 地形에 

대해 풀이한 間永期 中心의 低[빅j也充훤地形過 

程5)을 보다 明白히 나다내는 곳은 江陸에서도 

海뿔 쪽의 地形이 다. 劉校j王陸을 따라 草堂쪽으 

로내 려 간다든지 또는 不火山쪽으로 가면 高度

15"-'20m수준에 리 스/뷔 름間水期形成으로 解析되 

는 低I띄地充鎭層이 모식 적 으로 발달해 서 뼈‘項段 

狀地의 고찰에 서 도 관찰되 는 바 間永期低fUl地地

形過程을 보다 明되헤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i ’ ~r， ù. O[깨 
.• 00 1. ('， J 끼 l 

」 • • • 4 • 

그림 2. 3, 4, 5, 6, 7, 8 뚫頭位置 

그러 면 헬숲’ • 不火山쪽의 리 스/뷔 름間水期低 

[1_1)地地形過程을 고찰키 로 하고 우선 그림 3. , 그 

념 4>둡 보지 그럼 3. 은 파편쪽 감꾀度 40m劉條

5:陸쐐面의 建藥工事에 서 , 또 그럼 4. 는 火力發

電所後便의 不火山採土工事場에 서 各各 들어 난 

高度 20m 청도의 힘面露頭들인데 이들 씹面露頭 

에는 비숫한 패턴으로 低딴1地充鎭層이 20"-'30m 

갈이에 뻗혀들어나고 있다. 兩低I띄地는 연속되어 

일종의 血狀地를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져 리스/ 

뷔 름間水期當時- 이 곳에 는 짧8校표i陸 • 不火山間윤 

이으는 低떻地乃至湖핍가 형성되어 充鎭되어 간 

것으로 筆者는 촬이한다. 兩低맨地充鎭層은 한결 

같이 두께가 5"-'6m內外의 앓은 것인데， 그것은 

진부가 넓게 좁色을 띤 값 • 白色交互層을 이루 

어 다음과 같이 극히 類似한 堆積相을 나타내 고 

있기 때문이다. 즉， 펌· 結 • 妙土와 때로 小擁

윤 含有하는 陣層性充鎭物이 칼숨分 • 鐵分의 交

代溶出沈‘願과 더 불어 堆積되 어 갔는가하면 또 

充積過程에는 還元된 鐵·망간化合物沈願으로 

파積層을 밟게 좁色으로6) 불틀이곤 했다고 풀이 

된다. 따라서 이곳의 그런 充#월層외 득색은 댐 

평段狀地의 고찰을 통해 읽 을 수 있는 問水期地

形過程을 보다 明白해 들어내고 있다고 본다. 

그리 고 이 경 우 充鎭層에 서 보는 칼숨分·鐵分의 

累重lt積相은 當時의 氣候가 乾;操性과 高溫펄潤 

性을 함께 지녔던 것을 示浚하는 만큼， 그것은 

리 스/뷔 픔 間永期의 氣候플 風化層과 溶脫을 중 

삼 한 風‘化物촬去現象에 바 추어 高溫熟潤性의 것 

으로 추적 한 점 과도 -致한다. 

그뿐만 이-니 라 그럼 3. 에 서 보는바 土밟屬이 

充훤瓚I렘에 나타나고 있어， 低I띄地充橫이 한꺼 

변에 진전된 것이 아니라， 地下水面變化와- 充與

이 漸進的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 

라 짧地植生이 자라고 또 拍死理積되곤 했다는 

점 등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低M地가 間水期地下水面上昇과 더 불어 低編地

乃至湖핍化하면서 充鎭되어 간 間水期充鎭地形

過程이 여기서는 보다 明白히 나타나고 있음을 

5) 關東大學周邊地形의 解析에서 주장한 間永期低맨地充鎭.地過程은 띤델/리스 間永期 및 리스/뷔릅 間:7r.期의 
것이나， 여기서는 後者의 것이며， 筆者는 이것을 模式化해서 間永低맨地充鎭地形過程이라고 했다. 

6) 充環堆積物의 좁色을 筆者는 鐵 • 망간 化合物의 還元으로 풀이하지만 化學的 分析을 거친것이 아니기 때문 
에 엄빌한 意味에서는 未審하다는 정윤 미려 말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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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鄭校묘홉料面훌훌훌(草뿔쪽) 

그림 5. 草堂쪽 聊核I죠隆웹面훌홉홉〔花빼岩基盤不整合) 

그림 7. 훨堂쪽 聊校률훌料圖 20m홈度훌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鐵分固

化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주목되는데 그 

것이 環境 때문인지 또는 鐵分溶出自體가 不足

했던 때문인지는 未審하다. 그러나 浦項段狀地

의 低딴l地充樓層에 서 와 같이 민렐/리 스間水期보 

다는 리 스/뷔 름間永期의 경 우 鐵默形成이 척 어 

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鐵分溶出自體가 不足

한 점이 作用했다고도 여겨진다. 

그 럼 4. 不火山묘陸料面훌훌훌훌 

그림 6. 草堂쭉 椰校표鷹料面훌훌훌(理沒土壞不整合) 

그립 8. 뚫狀地性웹薦堆積層 

(2) 이곳에서는 다음과 갇은 사살아 또한 관 

찰되 어 려 스/뷔 름間永期地形過程을 더 욱 잘 나 

타내고 있다. 우선 그림 5. 와 그림 6. 는 다같이 

草堂쭉 鄭據Ji陸짧面에 建葉工事를 동해 플어 난 

露頭들인데， 前者에서는 風化가 진전된 花關岩

基盤을 끊은 小ñ:올 被覆해서 充鎭이 진행되었 

다는 사질， 後者에서는 일종의 理沒士構 buried 

soil패 턴으로 폈色風化投괄 被覆한 充瓚層관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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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는 사질， 또 이들 充鎭은 第3-4圖의 

경우 明白히 水中充樓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靜層性堆積이 地面流水7)堆積등에 

끔쳐 水中充鎭相을 안보인다는 사싣， 그리고 이 

에서의 陣層性充鎭은 역시 數 m두께에 이르곤 

했지만 堆積層間에 *白色網狀現이 形成되었든 

지해서 그런 짧層性充鎭 또한 漸進的으로 진행 

되었다는 사질 등을 나타내어 다음과 같은 점을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間永期地下水面‘

上昇과 더 불어 곳에 따라 低머地가 低編地乃至

湖핍化하면 서 充橫된 경 우가 있는가 하면 地面

流水作用만으로 充鎭되어간 경우가 있고 또 前

者의 경우라도 水中充煩이 끝나면서는 後者와 

같은 充鎭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中에도 중요한 것은 理沒土構페턴으로 亦·色風化

歲이 被覆充鎭되고 있다는 사실로서 그것은 間

永期地形過程에 의해 이룩된 低머地가 同間水期

地下水面上昇 때문에 充鎭되어간 사질을 나타내 

는 것으로 解析된다. 

(3) 그런데 草堂쪽의 짧P校fr陸쌓}面쪽으로는 

리스/뷔름間永期地形過程으로부터 뷔름永期地形 

過程으로의 전환을 示俊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注目된다. 우선 그럼 7. 플 보자. 이것은 헬 

堂쪽 獅校J:Í:像웹面 高度 20m정 도의 露頭인데 

이 에 서 는 찰숨分 • 鐵分의 溶出沈激이 呼혐性좌E 

積과 더불어 진행되었다는 점을 나타내어 그것 

이 리스/뷔름間永期의 低핀l地充演임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이 露頭에 이웃해셔 高度 15m정도에 

는 第 8 圖에 서 보는바， 筆者가 뷔 릅永期布狀생: 

水堆積層乃至弱狀地性妙擁;堆積層이 라고 내 세 우 

는 據짧 15cm 內外의 亞펄l傑乃至亞角燦層이 역 

시 無成屬의 협面附看狀態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의 堆積層은 南大川

古때積層에 엄한 獅校J:Í:陸下端의 곳곳에서 관찰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 라 南大川古뺀積層은 그 

에 대해 아버트 關係에 있는 사실도 관찰된다. 

그래 서 이 경 우에 도 亞l텔廳·亞角擁層은 리 스/뷔 

름間永期低딴l地充鎭層을 끊으면 서 뷔 름水期海面i 

下降에 따라 堆積되 었고， 또 그런堆積層의 運搬

:!ik積을 가져온 것은 布狀洪水였다고 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관련되는 것이 布狀洪水1ft

籍物의 供給源問題인데 그것을 筆者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즉， 金光헬 • 邱井으로 이어지는 

濟飛쪽 山魔繹씹面의 리스/뷔름間永期솔리플락 

손堆積物을 中心삼아 供給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그런 솔리플략손堆續은 리스/뷔릎間永期 

룹 동해 많이 일어났지만 當時의 流水作用이 작 

용한 곳에 득헤 현저했고 그것은 다시 뷔릎 치; 

期布狀洪水作用에 의한 運搬堆積을 가져온 것으 

로 解析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한 문제되는 것 

이 濟飛에 서 金光확一游에 결 치 는 續힘面地形이 

다. 

3. 훌光웰-帶의 地形

(1) 지 금까지 살판 표陸中心의 地形과는 달리 

金光첼-帶의 地形이 A目을 끌게 zp:m한 것은 

우선 堆積에 연유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 

이 이 른바 溫帶河川의 屬狀地 다시 말해 서 山麗

에 이르러 流速急減을 가져온 河J 11이 그에서 堆

積을 반복해서 이룬 地形이 아니라는 것은 이곳 

堆積擁에 는 쩔 1m가까운 巨難등도 적 지 않게 있 

어 현재 이곳을 流下하는 썼石J 11의 運搬力으로서 

1 : 25.000 
o G0o 1, OOO(m) 

,‘-----J, 

그 림 9. 10, 14, 15 훌題{立置 

7) 그런 地面流水는 곧 솔리플닥손現象을 가저온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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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런 巨擁運搬은 不可能하다든지 또 그런 E 
傑을은 바로 背後힘面의 球狀風化擁과도 類緣하 

다는지 하는 관찰등에 의해 쉽게 알수가 있다. 

그러나 金光합 • 邱井에 갤치는 地形에서 擁堆積

이 많은 것은 確實하며 그것은 찢Ij石川左支流가 

흐르는 繼山 • 邱井-‘帶와 씻IJ石川中間支流가 흐 

르는 金光~一帶에 걸쳐 離짧 20"'30cm以上 亞

角擁들이 廣範圍하게 나다난다. 그中에 도 현저 

한 것은 金光헬一帶로서 이곳 離堆積은 高度90m

정 도에 서 부터 50m정 도에 걸쳐 擁堆積이 두드러 

진다. 이에 대해 濟飛쪽에서부터 南大川렵에 걸 

처서는 南大川의 현저한 運搬力때문에 그런 風

化起源燦들이 운반되 어 地形은 낮아졌 다고 풀이 

된다. 부연하면 七I峰山 • 갈미봉一帶에 걸쳐 山
峰中心으로는 球狀風化擁含有의 岩傑들이 생 산 

된 후 堆積되 었는데 南大川쪽으로는 河川運搬

에 의 해 그런 擁들이 運搬되 어 地形이 낮아진데 

대해 金光헬쪽으로는 그런 擁運搬이 진전안되어 

zp:m.地形을 助長하면서 남아 있다는 것이 다. 그 

래 서 여 기 서 는 金光행一帶를 들어 擁堆積中心의 

地形過程과 그의 形成時期플 풀이 해 보고져 한 

다. 

(2) 金光파一帶의 燦堆積過程을 풀이 하기 위 

해 우선 생각해 바이: 할 것은 썼Ij石J I \ • 南太川의 

rnJ況01 現在와 같은 狀態플 유지했왔는가 아니떤 

變化해왔는기- 과는 점이다. 우리는 ?nJ川地形을 

살펄때 河川過程이 現定常狀態플 유지 해 왔다고 

보고사 地形形成을 구멍하려는 것이 일반이며 

l'녕狀地性傑1ft橫層도 그래서 溫펌ψJJl I의 없狀地 

로 오언되곤 힌-다는 점팔 띤저 지적해 둔다. 여 

기사 썼Ij川石의 경우-에도 뷔픔永期流水過程윤 現‘

在의 ~~lJ川過程으로 연장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 示俊된다. 즉 第10

圖는 博月洞 30m 高度의 露頭寫質으로 이 에 서 

는 堆積層下端에 基盤風化層을 끊은 則원j面에 

얹어 펙燦層이 分布해 筆者가 뷔룹水期布狀洪水 

딛1-고 내시1 우-는 流水펴程이 이곳에 이룩되었었음 

펀- 나타내는데， 그것이 現썼lj감川긴강￡流過탠에 

의해 설멍펠 수 없다는 것은 露頭에 가까운 判

石J\\右支流는 그에서 300m나 떨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高度 또한 10m 정도나 露頭에 比해 낮 

은데서 말할 수가 있다. 이곳 靈顧、l웹傑層을 뷔 

그립 10. 博月洞훌훌頭 

그림 11. 南大)11支流인 內짝川뿔의 솔리플락손堆積톰 

픔水期의 것으로 보는 理由는 다음과 같다. 첫 

째 , 이 곳 靈頭基盤과 이웃한 古‘뺀積層과의 관계 

를 보면 前者흘一 끊어 아룩펀 짧面에 대해 後者

는 ~段 낮게 아버트관계로 堆積하는 패턴은 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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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가 뷔 름水期형 성 이 라고 말하는 授웹面을 古‘때 

積層이 充#뭘하는 것으로 폴이하는 地形패턴과 

일반이라는 점， 둘째， 博月洞露頭下端에 分布하 

는 I뀔l擁層은 그것 이 웹面附著狀態플 이 푼다든지 

堆積層內容이 圓廳가 진전펀 傑짧 1O^"'15cm 정 

도 圓擁으로 이룩되었다든지 하는 점등이 筆者

가 내셰우는 뷔릅永期布狀洪水堆積層과 극히 類

似하다는 것 이 다. 그러 면 뷔 름永期 布狀洪水層

으로 풀이한 이곳의 圖擁層과 짧}面附훌關係에 

있는 博月 洞露頭、의 殘餘堆積層을 알아보자. 그 

펴면 이에서 고찰하려는 殘餘堆積層이란 씁水龍 

和 때문에 나타난 솔리플락손堆.積層이며， 그런 

質量移動堆積物이 뷔 픔永期에 들어 布‘狀洪水에 

의해 運搬堆積되었고 또 微細物質은 이에서 계 

속운반되어 빠지곤하면서 형성된 것이 이곳 露

頭圓據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筆者

는 博月洞露頭堆積層中， 솔리플락손堆積層은 리 

스/뷔 름間永期地形過程을， 또 圓傑層은 뷔 름永 

期地形過種을 各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뷔름間永期솔리폴락손堆積 

그림 12. 金光첼背後山훌훌의 球狀風化陳

그림 14. 金光첼썼l石川中間支流뿔堆積燦 

層이 있어 뷔폼永期布狀洪水堆積屬의 근원이 되 

고 있다는 것은 博月洞露頭、에 의해 示埈꾀는 金

光1?p의 경 우뿐만 아니 라 邱井쪽 繹흙}面에 서 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렴 11.에서 보는바 關

짧大學周邊쓸 南大川쪽으로 흐르는 內씁) 11 (假稱)

뿜을 보면 亞角擁亞圓擁中心의 솔리 플락손堆積 

層이 있어 內삼川에 의해 끊기고 있는데서 말할 

수가 있다. 몇컨대 邱井 • 餘贊 • 金光행-‘帶에는 

솔리플략손堆積層이 광뱀하게 分布해서 뷔름永 

期 • 後永期以來의 溫帶河川으로 成長해 간 布狀

洪水過程에 岩·擁其ftP.運搬物質찰 공곱하는 근원 

이 되었다는 것이다. 

(3) 그러 나 邱井.• 餘贊 • 金光헬一帶의 그런 

堆積傑에 대한 풀이에 있어 注目해야 할 것은 

가령 金光헬의 경우를 보면 그의 윗쪽으로 쩔 

1m가까운 E擁블이 렸在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 

리 고 筆者는 그런 巨燦플이 背後山麗에 나타나 

는 그루스 Grus 風化物間에 쨌在해 서 나타나는 

球狀風化擁과 類緣하다고 보며 그런 사질은 第

12.13圖의 背後出麗球狀風化擁과 그럼 14. 의 金

그 림 13. 숲光빼背後山흩의 Grus weathering과 
球狀風化鷹

그림 15. 金光첼의 썼1石川훌堆積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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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Iif刺石川中間支流뿔堆積購의 1:31 교에 서 도 쉽 게 
看破할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 라 그럼 14. 의 金

光첼썼石川中間支流뽑堆積擁間에 나타나는 妙質

堆積勳은 그림 12. 의 金光첼背後山麗의 그푸스風 

化勳과 同類의 것엄을 또한 관찰할 수가 있다. 

따라서 金光j平背後山麗의 球狀風化擁 및 그푸스 

風化勳과 金光j平妙擁堆積物과의 比較플 동해 金

光:Iif一帶‘에 도 과거 에 金光헬背後山鍵에 서 와 同

類의 風化層이 있었음을 말할 수가 있다. 그랬 

는데 金光헬에 서 는 그루스 中心의 꾀Y質風‘化物이 

地面流水에 의 해 聲去되 고， 또 小聯들도 分級運

搬되 어 제 자리 iπ siu에 는 巨傑들이 남아서 金

光첼의 堆積地는 나타났다고 우선 풀이된다. 

이에서 특히 강조해 둘 것은 金光헬一帶의 被

覆堆積物은 제 자리 in situ의 風化에 서 남겨 진 

것이지 他處에서 運搬堆積된 것이 아니라는 점， 

例컨데 屬狀地堆積地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이제 明白해 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가 않다. 우선 그렴 15. 를 보자. 

그러면 이곳의 離堆積은 일종의 serir pavement 

類緣의 堆積物이 라는 점 과 金光첼‘帶의 堆積은 

원래 風化의 殘留性堆積일진데， 그럼 15. 에서 들 

어나고 있는 花關岩質의 硬岩은 또한 일종의 深

層風化基底面 basal suface, weathering front임 

을 나타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金光헬一帶의 殘留性해;傑;堆積응 金光

ilP背後山購에 서 관찰되 는 바와 같은 深層風化層

이 金光첼背後山地의 경 우와 同一하게 계 속 풍 

화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高度 80m갱도의 水準

에서 風化基底面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Büdel,J. 
이 말하는 洗流面 wash surface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過去의 風化基底面은 球

狀凰化面을 생 산하는 한펀 節理둥을 통해 化學

的 風化가 진전되어 岩購을 또한 생산해 갔다 

고 풀이펀다. 風化基底面은 zp:慣한것만은 아니 

어서 地表面에 들어나면서는 이른바 植狀인젤베 

르그 shield inselberg을 이 루는가 하면 基底챔. 

岩 Grundhöcker, basal knobs 其他의 小起代을 

이룬다는 것은 Büdel, J. 이 詳述하고 있는바8)와 

같다. 그리 고 그런 基底面의 小起~續岩乃至 植

狀인젤베 르그에 서 化學的風化의 진전을 통해 妙

8) Büdel, J,. 1981, Klima-Geomorphologic, pp.94'""'98. 

擁이 생산되는데， 그중의 、그루스 風化物 및 시、 

擁들이 賽去됨으로서 남겨진 擁들은 일종의 

serir pavement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렬 

진데， 金光첼-‘帶에서는 高度 ， 80m수준에 永fPl

期該當의 乾}爆氣候期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地形

윤 이루었던 것으로 解析되며， 筆者는 그것을 렌 

추/민델間永期 다음의 민델永期의 地形에 해 당된 

다고 풀이한다. 이 경우 金光첼~帶의 織웹面음 

단순헤 殘留性의 妙轉堆積 때문에 zp:훤한 것이 

아니 라 基本的으로는 風化基底面의 存在가 總훌} 

面의 형성을 밑받침했고 그것이 殘짧性웹2傑;堆積 

에 의해 zp:훤性은 助長되었다고 풀이한다. 그리 

고 濟飛 • 邱井 쪽으로 뻗는 續짧面도 原則的으 

로 同一類型의 地形인 것이다. 

(4) 그런데 金光헬一帶의 績옳}面.地形을 중심 

으로 그 以低以高의 地形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가 있다. 첫째， 그의 以低地形으로는 

關東大學周邊地形에 서 고찰한 바 亦色風化層을 

현저히 하면서 ñ:像化緣由의 민텔/리스間永期地 

形이 高度 40m수준에 나타난다. 金光::Ttp의 경 우 

에도 아랫쪽으로는 그런 地形이 下底에 있고 그 

것을 被覆해서 金光첼被覆堆積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博月洞의 判石川右支流를 따라 뀌라세블 

일부 불 수 있고， 또 金光흉周邊으로는 關東大

學周邊fÍ:陸의 頂邊散在廳擁과 同一한 魔燦이 나 

타냐는 데서 明白하다. 但， 이러한 사실은 金光

행周邊의 40m 高度被覆堆積物은 만델永期의 殘

留性被覆堆積妙擁이 민델/리스間永期-리스/뷔 

픔間永期에 걸쳐서도 含水圍和에 의한 솔리플락 

촌을 이루어간 것으로 解析된다. 훨컨대， 金光

:rzp中心으로는 殘留性의 被覆擁때문에 민탤/리스 

間永期에 틀어서도 化學的風化의 진전을 限害당 

한데 대해， 그의 주변으로는 민텔/리스間永期의 

化學的風化가 이룩되어 갔다고 보며， 그것이 關

東大學周邊高度에 냐타냐는 亦色風化屬인 것이 

다. 그래 서 筆者는 金光첼以高에 서 球狀風化흉뽕 

을 현저 히 하면서 나타나는 深層風化層은 원칙 

적으로 第三紀形成언데 대해 金光햄以低로 나타 

나나 亦色風化層中心의 風化層윤 이에 민델/리 

스間永期의 化學的風化가 附加되어 이루어진 것 

으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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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光~績옳{面에 서 부터 以高의 地形을 보면 前

述한바 背後山麗의 深層風化를 임 고 있는 山地

는 於판里後面 160m 高度山地에 서 보는바 球狀

風化擁-알 얹는 山l짧으로 나타난다. 筆者-의 野外

調훌까n見으로는 韓半島周遊에 는 이 댐度 150'" 

160m수준에 先)J(ψI期!t‘폈f世:의 地形j面이 있어 

化學的 風化갈 이끌었고 그에 緣由하는 ~部 球

狀風化聯은 토 01- (tor) 닫 이루기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뿐만 아니리· 高度 150"'160m수준이 

의 山地料面에는 明되헤 Subsurface形成임윤 示

浚하는 tafoni 地形들이 있어 역시 그런 水準에 

地形面이 分布했었잠윤 나타낸다. 아직은 假說

的언 단계이나마， 여기서는 對外l펴짚의 지표가 

필 것으로 여겨져 적어둔다. 

이 렇 게 해 서 筆者는 金光헬一帶의 {樂껴~~월經짧} 

面地形과 그 以{많 • 以高로 나타나는 地形올 韓

半島周邊의 山間地 • 山麗地를 통해 서 一般化할 

수 있는 永河期該當地形 model로서 提示한다. 

그中에 도 현저 한 것은 행뽕堆積繹쌓}面地形으로서 

東菜金井山麗의 例에 서 보는바 Castlelated rock 

乃至 blockmeer플 이 루기 도 했 다. 

4. 에취플레인과 페디멘트 
(1) ’ 60年代에 들어 韓半島의 地形갚 포착하 

기 위한 作業假說로서 筆者·가 내세웠던 0111 디벤 

트主張은 그런데 로 퍼 져 , 中 • 詞校地理參考펀에 

까지 普及(?)되기에 이르렀고， 張載勳碩、士와 

갚이 對外調옳에 서 의 寶證을 구해 精-進하는 後

學들도 나타나게 되 었 다. 그꾀 나 20餘年이 흐른 

現在에 이르기까지 全般댄j인 상태는 파迎不振했 

다. 그의 가장 큰 原因은 外國地形學界에 서 의 

짧究가 과11 디멘트의 內容이나 形成過程등에 관해 

合意에 의한 어떤 結論에 이르지 옷했기 때문이 

었다. 多幸히 ’ 60年代以來 氣候地形學이 말전하 

면서 페다멘트의 昭究도 進一步-했다. 

원래 퍼}디멘트란， 미국 西部乾행;地域에서 보 

는 山麗의 岩石2f~다面을 지 칭 하고져 쓰이 기 시 

작한 職念언 데 그것은 자연 그의 分布地域이 

乾操地域안만큼 그런 地形을 乾;操j也域의 地形營

力을 들어 分析說明하려는 順向을 낳았던 것이 

다. 그러 나 地形形成에 는 地質年代單位의 時間

이 所횟될뿐만 아니 라， 各地의 氣‘候는 상당히 

變해온 것이 보동안 만큼 現在의 地形을 곧 現‘

tE의 氣候에 규제된 地形營力으로서 설명하려는 

데는 상당한 문제플 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 다가， ’ 57年度에 Büdel, ].은 二重平姐面

理論을 딸표해 서 샤바나地形의 설 명 에 說得力을 

얻기에 이르렀고， 또 그것윤 계기로 氣候地形學

웹究가 주장되면서는 페다맨투란， 高溫灌潤氣候

形成의 두꺼 운 風化層이 尊去되 어 風化基底面01

플어 난 地形이 라는 주강이 나타나게 되 었다. 그 

리고 아폭리카 • 오스드레일리아에서의 퍼l 다멘트 

乃휠 피디촬페인地形의 追麻은 적어도 그런 主

張‘에는 근거가 있읍원- 보여주었다. 그래서 퍼l 디 

벤트乃휠 피1] 디플레인은 단순한 乾操氣候의 所塵

이 아니라 사바나氣候와 관련되었다는 주장윤 

낳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韓半島의 山麗繹짧面地形形成에 있어서도 

化學的風化가 깊이 관련되 었다는 것을 筆者는 

처음부터 感知했다. 그러나 페디멘트地形을 내 

세우는데 훨機가 된 岩石平姐面을 묻는다면， 적 

어도 說得‘力있게 그런 地形을 韓半島地形에서 

찾는다는 것은 無理였다. 단지 내세울수 있는 

것은 tafoni등의 周邊에 서 小規模의 그런 地形을 

판 수 있윤 뿐이었으며 이에 짧者는 後續펀 化

學的風化에 의 해 서 원‘1::Î~t딛面이 變한 것 으록 

생각하-여 퍼다멘트의 주장을 계속 고집랬던 것 

이다. 

그리나 그링게 되띤， 현싣적으로과는c 31]디벤 

드는 1패半짧地形에 관한 l浪펴化物짧강:，;緣E섭의 

완-만힌댈tK윌- 갓는 料떼地形이 되 어 작體的인 

j也形感‘짧윤 줍 수 없는 結果가 된다. 이에 筆者·

는韓半닮에서의 그런 地形을 페다멘트라고 굳이 

주장하는데 서 後退하여 則월j面 den uda tional 

surface, abtragunsfl김che이 라는 擺念을 아用 해 갔 

던 것이다. 그것이 韓半앓에서 山麗續짧面의 地

形感짧관 ;설- 나다_1묘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갚아 

었다. 

(3) 그라 띤 r:þ, 딴者’는 Büdel의 Klima -Geom

orphologie를 읽 고서 , 韓半島의 山麗繼씹面地形 

解析에 대 한 筆者의 模索이 툴리 지 않았음을 알 

9) 곳에 따라서는 이보다 약간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tafoni地形은 高度 80"-'90m, 40"-'50m 및 20m內外에도 
나다나 各各 永河期更新世의 地形面分布플 또한 示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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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Büdel, J.은 風化層形成→風化物葉去→風‘

化基底面露現등에 연유한 地形을 總括的으로 

Penck , W. 가 주장했 던 R템體zp:原 Rumpffiäche, 

즉 則웹面이라고 擺念짓고서， 그것이 英語擺念

으로서 는 Wayland, E. J.에 의 해 사용되 기 시 작 

하여 Fairbridge, R. W.에 이르러 適用된 에취플 

래인 Etchplain의 擺念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페디멘트란， 그런 則到面地形

의 山歸을 따라 패 어 들어 간 노취 notch地形이 며 

이 런 노춰 의 합飯에 서 供給된 岩擁은 前面으로 

글라시 Glacis둡 이루어 펼쳐지는 만큼 그런 地

形은 Pediment/Glacis라고 하고서 이 블 山빼平훤 

面 Fussfl김che과고도 呼稱했 다. 그리 고 이 경 우 

퍼l 다멘트는 第三紀風化層風化物쫓去緣由의 山

뼈中， 更新世氣候變化와 더불어 서리作用 frost 

action을 받게 된 地域에서 서리作用에 의한 岩

石의 짧層化와 그의 運搬 및 짧面後退로 이 루어 

진 다고 Büdel , J.은 풀이 했 다. Büdel, J.의 그런 

꾀 다 멘 트地形解析은 그의 사하라調홉知見으로는 

溫H휩性의 乾操地域에서는 山魔地形이 전부 에취 

갈"'11 언에 의해 이룩되어 岩石平행面은 볼 수 없 

었다든지， 또 山籍의 岩石zp:m面은 전부가 에취 

플래연중， [lJ뼈部分의서리作用을 받은 部分에서 

나다나는 것플 알 수 있었다든지하는데서 온 結

論이였텐 것이다. 

이에 筆者는 Büdcl, J.의 주장에 鼓舞되면서 

韓;팎원·의 山麗經科面은 에취플레인(에취zp:原)乃 

至 때體平젠이 i3-1.고 불러 야 할 것으로 修正主張한 

다. 風化層形成과 風化物쫓去緣由의 地形을 페 

디맨트乃至 페디플래인으로 關聯지으려는 地形

學者들은 Thomas ， M.F. , Mabbutt, J.A.등 英

語使用地域의 地形學界에 아직도 많은 것이 現

寶이 나， 筆者는 Büdel, J.의 주장에 따르려 는 것 

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韓半島의 地形

解析에는 타당하다고 判斷되기 때문이며， 그런 

말을 하고져 여기서도 퍼1 디멘트地形의 昭究i암華 

을 略述했다. 

(4) 江陸에 서 金光헬以低로 나타나는 低起t'(

地形이 에취플레인乃至 뼈體zp:原엄을 筆者는 주 

장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第三紀進行의 風化

I합形成과 風化物尊去를 기 본으로 하는 地形이 며 

그 下端으로 그런 地形은 更新世의 高溫j첼潤과 

低溫乾操의 氣候反復에 따라 modifier되어 나타 

나고 있다고 본다. 이곳地形이 형태상으효는일 

련의 續쌓}面과 그 周邊으로 역시 일련의 半橋狀

f고陸을 이 루어 나다나는 단순한 地形이 지 만， 그 

에 는 第三紀以來의 氣候變化룹 반영 하는 風化層

形成과 風化物餐去過程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리 고 그런 低超代地形들은 역 시 山間地로 

도 들어나 益地를 이루었는데， 그것은 漫敏性의 

益地는 아니기 때문에， 筆者도 한때 誤用했던 

찮館益地의 用語는 안쓰는 것이 강當하며， 단순 

히 山間益地랴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록 묘-다. 

Büdel, J. 역 시 그런 地形을 Intramontane Ebenen 

oder Beckeno] 라고 pf稱하고 있 는 것 이 다. 

1II. 結 論

江l햇段狀地의 地形을， 츠활者·가 짧~校fr陸이 라고 

假稱한 地形中 1. 關東大學周邊fr擾과 2. 海뿜쪽 

의不火山fr像 및 이에서 북쪽으로 가서 역시 娘O

校fr擾延長線上의 fr陸， 그리 고 3. 金光렐一帶 

의 地形으로 구분 分析했다. 그래서 얻은 結論

은 다음과 같다. 

1. 關東大學周邊에 는 高度 40m 정 도의 志黃

色士發達을 현저히 하는 ~흉狀態半構狀fr陸들 

이 分布해 서 頂邊中心으로는 아직 도- 魔擁化한 

練짧 4r-.，./ 5cm정도 圓擁들이 散;在패만으로 나타난 

다. 이것은 #浦段狀地에서의 分析結果와 對比

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펀디 즉 만델/리스間水 

期의 溶脫中心風化物賽去에 의 해 이 룩-펀 低四地

가 同一間水期海面i上昇乃至地下水面上昇 때 문에 

充鎭된 堆積層이 , 리 스/뷔 름間水期에 틀어 魔擁

化한 후， 그런 곳들이 표擾化過程을 받게 되 띤 

서 地面流水에 의해 散在패턴이 펀 것으로 解析

된다. 이 경우， 표俊化와 {뀔때地化는 充#월1桂積 

層의 有無에 의 해 규재 된 것 으로， 低f1--f1地기.~ 

É!., 充鎭堆積된후 다음 間永期에 가서 는 그런 

곳이 半橋狀1코I俊化했는가하면， :;다#윌쳐i積안펀 곳 

은 반대 록 低머地化했 다. 그래 서 地形週轉에 꾀 

한 f王陸들이 형성되어 갔다. 

그리고， 리스/뷔름間水期에 들어 민델/리스間 

水期充環堆積層이 風化되 어 含水館和狀態솔리 플 

락손을 이루면서 料面過程을 밟아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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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東大學周邊ñ:陸에 바로 이 굿한 內씁洞의 高度

30m 정도 Ií:陸露團、에서 만렐/리스間永期充행 

堆積物을 시맨투한 것으후 여거지는 귀라세뽑댐‘ 

物이 솔리괄꽉씀-Jifr積層에 짜tE해서 나타나는데 

서 딸 수 있다. 

2. 1에 서 민렐/리 스聞水期의 低r!디地化와 海面

上昇에 의 해 그런 低ß:!-I地들이 充#월j佳積되 어 갔 

다고 주장한 間水期地形過程은 不火山Ji陸쏟}굶i 

에서 劉校ñ:陸 쪽으로 뻗이면서 高度 20m수준 

에 나다나는 露團、에서 모식적으로 관찰된다. 즉; 

이들 露頭에서는 두께 5"'6m內外의 얹은 꽉色윌 

띤， 亦· 白色交효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펌· 

結 • 妙士와 때 로 小縣을 含有하는 E후h굉性充#첸物 

이 칼숨分 • 鐵分의 交代溶出沈激과 더 불어 iUi훨i 

되어 形成되었음이 明白하다. 이런 堆積相은 

리 스/뷔 름間永期의 海面上昇乃至 地下水面上昇

과 더 불어 低핀1地가 水面化하면 서 充鎭1첼積되 었 

다는 점 , 그리 고， 칼숨分 • 鐵分의 溶出沈、搬은 

間永期該當氣候가 乾操性과 高溫灌潤性을 함께 

지녔던 점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3. 2에 서 살판， 리 스/뷔 름間永期充鎭堆積層에 

바로 이웃한 南大川左뿜을- 보면 充#윌堆積層보다 

~段낮은 高度 15m수준에 布狀洪水에 의 한 妙

擺:l:U~積합이 있고， 이 에 憐싫해 셔 古 {t~\짧탬이 아 

버 프관계 찰 이 루어 나티-년다. 이 런 따總땀의 ft~ 

給폈이된 것은 金光:ltp-liI5井·餘섣-消飛어11 01 어 

지는 總힘面被獲따、擁1ft穩物이다 그것갚 金光

파의例에사 分析한 걷과는 다검-과 갇다. 즉， 金

光짝의 80rv90m 댐떤에 }激젠 lm71 까운 巨f激표 

갚 :k在하면서 나sj 나는 1îýj總f협갚 BUdel, J.의 

二헐zp:멜다U‘理論에 냐 딸려 Ä] 기 시 각 -<{l- }페化基따 

面‘이 洗流lliî化히면사 힘펀狀언젠내1 ::_~L )~~삼 펠)1딩 

?휩岩등을 이루었던 地形이 다시 化學的風化를 

받아 球狀風化擁其他의 岩擁으로 風化되 어 나타 

난 삿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妙擁堆積은 基盤

원石이 風化찰 황해 제 자리 에 남겨 진 殘留性堆

積의 것이며， 다만 이 경우- 小擁과 그루스性妙 

土등은 솔리괄락손乃至地面‘流水-룹- 통해 운반되 

어 갔다. 그런 천과쿄 원래는 殘웹性이었던 ;堆

積vÝ擁中 運搬안띈 擁들윤 중심 으로 serir pave

ment狀의 1拉積패년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면， 運

搬可能한 妙燦들은 間永期의 솔리플략손과 永期

의 布狀供71<에 의해 運搬되어가서 그것이 南大

川렐 • 썼石川뿜에서 관찰되는 솔리플락손堆積層 

꾀- 布狀洪水堆積層을 이루었다. 이런 流水패턴 

에 시 後水期以來의 溫曉鴻潤化에 의 해 現南大

) 11 • 判石川등의 溫취망河川이 成長해간 것이다. 

그리 고 金光헬中心으로 관천-되 는 婚狀인젤베 

르그등의 地形은 바로 렌츠/민댄問永期에 서 민 

렐永期에 끼설치는 氣候變化를 반영한 地形過짧에 

의해 이푹되었다고 풀이된다. 

4. 金光흉에 서 海뿔에 이 르는 地形은 基本的으 

로 第三紀의 風化層形成과 風化物養去에 緣由하 

는 地形으로서 아랫쪽으로 更新世의 氣候變化에 

따른 地形過程에 의해 modify 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에취平原乃펼 뼈體平原으로 #휩뾰되어야 

할 地形이지 溫帶‘河川過程에 의해 장헬 성질의 

地形은 따닌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고찰한 江

l짧中心익 地形은 韓半島周邊의 山麗經‘웹面윤 줍 
심 으폭 ~간천-되 는 類型的언 地形이 며 그런 뜻에 

서 江險段狀地라고 筆者가 假稱한 이곳 地形은 

韓半룹j에 서 更新世以來의 地形過程 및 그의 時

期펀- 구명 한 수 있는 하나의 Type locality룹 이 

갚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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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Kangnung Platform Area 

This paper aims to classify the Kangnung 

platform area and to make clear its relief form

ing processes as well as its relief forming stages. 

The research areas were divided into 3 sections 

which are the half-orange hi1ls situated in the 

K wandong college, the Bulhwasan hi1ls and the 

K umgwang-pyong. 

The half-orange hills with weathered-pebbles 

scattered on the 40m high summits were formed 

among the deeply weathered granites. The so

called weathered-pebbles landform on the gra

nite have developed on the depressions which 

were formed by the leaching processes in the 

Mindel/Riss interglacial perion. This landforms 

is thought to have developed by the disturbance 

of the depositional beds, which was induced by 

the chemical weathering during RissjWürm 

interglacial period. The fact that the morpho

dynamic processes progressed throughout the 

above mentioned interglacial period can be 

proved by the typica l1y observed outcrops which 

reveals the c1ay, silt and sand beds, which are 

Sang Ho Kim 

colored by the calcium white beds and iron red 

beds and which contain pebbles of the Bulhw

asan hil1 slope and the relating hil1 slopes of 

the Hyangyo hills. 

The Kumgwang-pyong is the typical low

angle slope covered by the c1astic rock fragm

ents produced through chemical weathering of 

the shield-inselberg as well as the basal knobs 

in situ, which is interpreted to have originated 

in the Mindel glacial period. The c1astic rock 

fragments mentioned above contains corestones 

which are comparable with the corestones obs

erved in the outcrops of the backslope hi11s of 

the kungwang pyong. The c1astic rock fragm

ents is also the source of the solifluction 

deposits as well as sheet flood deposits 

observed along the Namgang and Sumgok-chon 

river side slop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morpho-dynamic processes of the kangnung 

platform area was formed the etchplain pro

cesses which may have progressed from the 

Tertiary to the Pleist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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