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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地形 陽究어l 있 어 서 의 問題點파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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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總 걷= 
c:::a 

우리나라 地形에 대한 科學的 맑究는 이마 

1900年代 初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日本A

地質學者들에 의해서 地形陽究가 시작되었기 해 

문에 주로 韓半島全體에 대 한 地質一般을 다루 

는 가운데 部分的으로 地形에 대하여 論하였을 

뿐이다. 

짜라서 1900年代 初期의 주요한 地形%究對

數은 山服方向， 地購帶， 地됐變動둥 地構造에 

판한 것이었다. 

1920年代에 들어오} 現在와 l:ll 슷한 地形빠究方 
法。l 定立되고 地形이 山地地形，zp.地地形， 河

川地形， 치〈河地形， 카르스트地形， 海뿔地形， 火

山地形 등으로 나뉘어 핍究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Davis 의 地形輪꽤說이 地形說明에 도 

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60年代까지 우리나라 地

形說明에 必題不可缺한 基本的안 假說로 안식되 

었었다. 

그러 나 이 러 한 Davis 式의 地形學은 1970年代

* 서 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副敎授.

次》

朴 東 源*

(1) 地理學的 地形學파 地質學的 地

形學

(2) 地形學의 핍￥究技法 

(3) 地形學의 應用

5. 要約 및 結論

에 듬어와 점차 사라지고 氣候地形學的 接近方

法에 依한 地形맑究가 풍마하게 되었으며， 또한

法則定立的이고 計量的이며 model 化에 重點을 

두는 소위 ‘新地形學’ 1)의 짧究方法이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이는 A文地理學에 一般體系論야 

도입되어 計量化， model 化가 널리 유행하게 된 

것과 동일한 船究f煩向이었다. 

그러나 地形昭究에 있어서의 “新地形學的” 짧 

究方法은 값l:l1 싼 살험과 살습을 前提로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맑究技法을 터득한 專門家도 많 

지 않아서 처음부터 난판에 부딪쳤음을 솔직히 

안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현재에는 야러한 

변화된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특수한 분야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펄요한 살험과 살습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도달할 수 있 

제 펀것은 펙 多幸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지형학계가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 

던 것은 光復以後 우러나라 地形學界릎 이끌어 

온 金相昊敎授와 朴홈植敎授의 힘 이 컸음은 再

言을 몇하지 않는다고 생 각된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발전한 우리냐라얘 

1) 朴東源， 1979, ‘新地形學， ’ 地理學파 地理敎育， 9칩 pp.236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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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形昭究는 현재 어느 정도의 水準까지 약 았으 

며 또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케 해야 하 

는가를 주로 爭點이 많은 分野블 中心으로 본 

論文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抽鎬블 우러나라의 地形學 發展을 위해 平

生 努力하여 오신 恩師 金相昊敎授닙 께 바친다. 

2. 光復以前 韓國의 地形鼎究

우러나라의 지형발달을 韓半島의 骨格 形成時

부터 고찰한다면 우러 나라에 서 地形學의 發達은 

地質學의 發達파 그 時期블 거 의 같이 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러나라 최초의 近代地形學

，的 짧究는 日本人 小廳文次郞2)에 의해서 행하여 

졌다고생각된다. 

그의 우러나라 山服論은 오늘날에도 자주 안 

용되는 데， 그는 그의 맑究에서 韓半島의 地質

構造를 竹罵領(械哥績)地購블 中心으로 南 • 北으 

로 二分하고 북쪽에는 選東系山眼， 남쪽에는 支

那系山服이 形成되어 있고 南北方向으로 朝蘇系

Ú-I服이 달란다고 하여 우러나라의 山服 分布

에서 어떤 질서를 찾은 것은 事實이지만 山服의 

方向을 잘뭇 잡은 것도 있었고 山服의 地質構造

둡 틀리게 理解한 경우도 있었다. 그의 論文이 

짧表되던 당시에는 우러나라에 아직 1 : 50, 000 

地形圖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었으으로 

이런 오류가 생길수도 있을 것이다. 

f훌館面에 대한 陽究는 小林貞-3) (1931)， 多田

文男4)(194 1) , 吉川虎雄5) (1 947) 등에 의 하여 이 

루어 졌는 데， 小林貞-은 太白山服의 兩힘面에 

形成되어 있는 여러 段의 平행面을 관찰하여 01 
를 隆起準平原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地形은 韓

半島에 서 의 新生代의 대 규모적 안 非對稱的 地背

씹運動 결과로 形成되었다고 主張하였는데 오늘 

날 이 平훤面을 隆起準平原으로 ‘볼 수 있느냐라 

는 문제도 있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根本的안 地形觀察方式。1 Davis 의 地形輪뺑說 

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살아다. 

Davis 의 地形輪행說에 근거 를 둔 핍究로서 

또한 中村新太郞6) (1940)의 平壞南方의 準平原에 

대한 짧究가 있는 데， 이들 昭究들이 한결 깥이 

Davis 理論의 短點으로 지적되고 있는 海水面變

化나 氣候變動에 대 하여 전혀 言及하지 않고 地

形자체 만을 폐 쇄 시 스템 (closed system)적 A로 관 

찰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중요한 論文으로 Davis 의 理論에 업 

각하여 地形을 계 량적A로 分析하고자 하는 多
田文男7) (1 934)의 흥미있는 論文이 있다. 

그는 山頂高度， 起1*量， 씁底의 高度를 조사 

하여 이 를 graph 에 表示함으로서 山地開析度블 

調훌하고 山地의 f훌흩뽀輪쩍段階를 區別하였 는떠l 

그는 여 기 에 서 蓋馬臺地， 長律江流域은 표식 적 

인 g免밤年山地로， 그리 고 平壞南部는 표식 적 안 

老年山地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計量的안 맑 

究는 우러 나라의 地形의 특징 을 파악하는 데 극 

히 有利하지만 이 이후 이 연쿠와 유사한 핍究 

가 行하여 지지 아니하여서 유감이다. 

韓國의 山服陽究에 있어서 小顧 이후에 큰 엽 

적을 이룹 학자는 日本人 立岩嚴8)이다. 그는 우 

러나라의 山服을 다시 정리하여 山系블 확정하 

고자 시도하였A냐， 斷層， f접曲 등의 地뤘變動을 

2) 小顧文次郞， 1903, “An orographic sketch of Korea, ’ four. Coll. Sâ. Imþ. Unz'v. Tohyo , vol. 19, art 

1, pp.1 ....... 61. 
, 1909, “Journeys through Korea, ’ jour. Coll. Sci. Imþ. Univ. Tokyo, vol. 26, art 2, 

pp.1 ....... 207. 
3) 小林貞-， 1931 , “朝購半島 地形發達史 ξ近代地史ξ@關係κ"? I.t、 τo一考察，’ 地理學評論， 7, pp.523 ....... 550, 

628 ....... 648, 708 ....... 733. 
4) 多田文男， 1941, “朝蘇O地形，’ 地理學評論， 17, pp.504 ....... 505. 
5) 吉川虎雄， 1947, “朝蘇半島中部η地形發達史 地質學雜誌， 53, 616 ....... 621, pp.28 ....... 32. 
6) 中村新太郞 ~1940， “平壞南方0準平原=樂浪準平原 地球， 3 ....... 4, pp.464 ....... 469. 
7) 多田文男， 1934, “山頂@高度￡起代量 ξe關係뾰Vζ깐￡냥見t.::.. 'Q 山地0開析度κ就L 、:，” 地理學評論 10-

11, pp.939 ....... 967. 
:8) 立岩廳， 1976, “朝蘇， 日本列島地帶構造論考， ’ 東京大出版會， pp.3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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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J系를 정할혜 너무냐 重視하여 실제적으로 높 

은 山列을 山服으로 안정하지 않거나 만대로 낮 

은 묘擾들을 山服으로 취급하여 살제와 상이한 

점이 많다는 바판을 받고 있다. 예를들면 慶尙

道 地域에도 1000m 이상의 高Ih좋들이 많이 있으 

나 山服을 안정하지 않고 反面， 廣싸\， 車領， 훌훌 

鎭 등의 낮은 山列은 山服으로 안정하였던 것이 

다. 이는 그가 形態보다는 地史를 더 重視하여 

山地를 分類했기 짜l문일 것이다 9) 

살제 형태에 기초를 둔 우러나라의 山系에 대 

한 짧究가 시급히 行하여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푸 이외에 韓半島 地形의 骨格

形成에 대 하여 小川珠治10) (1929) ， 加購武夫11) (19 

36) 둥의 地質學的 班究가 있는 데 이틀의 핍究 

가 우러 나라 地形發達史를 理解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것은 事實이지만 당시 철저한 層

序學的， 古生物學的， 岩石學的 핍究를 거 치지 

않고 주로 野外調훌에 치중하여 행한 연쿠이므 

-로 後에 이들에 昭究에 대하여 많은 討論을 불 

러 일A켰다. 

光復以前에 氣候地形學的 接近方法으로 行하 

여진 맑究로서 塵野忠雄12) (1936, 1937)의 冠樞山

服과 白頭山의 Kar 에 대한 짧究를 들 수 있다 • 

.01 짧究는 光復以前 우리 나라에 서 地形을 第四

紀 氣候와 관련시 켜 서 본 유일한 論文으로서 이 

란 地域들을 現在 직접 가 볼 수 없는 것이 유 

감스러울 뿐이다. 

이 밖에 海뿜地形이 나 Karst 地形에 대 해서 

는 뚜렷이 안정할 수 있는 地形學的 짧究는 없 

었던 것 같다. 다만 火山地形에 대하여서는 原

口九萬13) (1930, 1931)의 제주도의 火山에 대한 昭

究가 있어서 지금도 중요한 論文으로 評價되고 

있다‘ 
이상에서 光復以前에 行하여진 우리냐라의 地

形짧究의 경향과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 데， 당 

시의 연구 경향은 대부분 地形昭究를 동하여 地

史블 밝혀 보자는 것이 텀的이었고 地形分析 자 

체가 目的안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짜라서 地形

學은 地質學의 一部로서 짧究되었다고 하여 도 

파언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具體的안 data 제 

시보다는 演繹的안 추리에 근거를 두고 經驗的

으로 結論을 이끌어 내는 사례가 많아서 昭究結

果블 全的으로 신용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當時 歐美에서는 이미 활발허 昭究되기 시 

작한 第四紀 環境에 대한 昭究가 거의 없었던 

것 등이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3. 光復以後 韓國의 地形鼎究

世界 2次大戰의 終戰파 韓國戰爭둥에 짜른 혼 

란A로 우러 나라의 地形짧究는 光復以後 1960年

代初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나 이 期間동안 先進外

國의 地形學界에서는 큰 變華이 일어나고 있었 

으니， 그것은 바로 Davis 의 理論에 대한 批判

내지 f:ê:否이었고 地形船究에 있어서의 計量化，

model 化의 물결이었으며， 地理學的 地形學과 

地質學的 地形學의 方法論的 問題에 대 한 討論

이었다. 

당시 Davis 의 地形學 理論의 핵심을 이루는 

地形輪쩍說이 크게 批判을 받게 된 原因은 그의 

說이 氣候變動이 나 海水面變動， 地載變動， 岩石

差異등을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추상적이고폐쇄 

시스템 (closed systern)的안 理論이으로 실제적￡ 

로 地表上의 地形現象을 설명하는 데 거의 쓸모 

가 없다는 데 있었다. 또한 그는 地形빠究方法 

에 서 定性的안 方法을 너 무나 彈調하고 實驗이 

나 計量的안 핍究方法을 輕視하여 서 地形學의 
實際的안 應用이 어려웠다는 點도 문제가 되 
었다. 

그러 하여 이 러 한 Davis 의 理論에 反對하고 

9) 金相昊， 1977, “韓國의 山服論 자연보존， 19호， pp.1--4. 
10) 小川珠治， 1927, “東亞孤狀構造線O新解釋 地球， 73, pp. 1,.....8. 
11) 加麗武夫， 1936, “朝蘇半島η旅回 ?, " 地理學， 41, pp. 1--3. 
12) 顧野忠雄， 1936, “朝蘇北部山地@永餘地形VζV기: :, ” 地理學評論， 12, 12, pp. 89 ,.....90. 

___ , 1937, “朝蘇東北部山地e永河地建ζ關놓깅 地理學評論， 13, 12, pp.82--101. 
13) 原口九萬， 1930, “濟州島火山，’ 小川博士還歷記念 論文集， pp. 59--649. 

___ , 1931, “濟州島e地質 朝蘇地質調흉要報， 10, 1,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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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形은 많은 要素의 結合的안 作用의 結果로 生

成펀다는 動的平衝說 내지는 景觀生態學的 맑究 

方法파 計量的언 昭究方法이 도엽되기 시작하였 

다. 

前者에 크게 기 여 한 學者들은 Baulig, Büdel, 

Tricart 등 주로 불란서 맞 독일의 學者이었고 

後者블 적극 主張한 학자들은 주로 Horton, Str

ahler, Krumbein, Chorley 등 英 • 美의 학자이 

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變化가 國外에서 알어나고 

있던 時期에 우러나라에서는 전쟁에 의한 혼란 

의 와중에 빠져 있어 世界 地形學의 發展 추세 

를 거의 모르고 지났으나 오늘날 우리냐라의 地

形學界가 先進 外國에 1:11 해 後進性을 탈피하지 
풋한 이유중의 하나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1950年代 末과 1960年代 初 우리 냐라 地形에 

헤해서 陽究， 發表펀 論文중 가장 중요한 것은 

朴쩔植敎授14)(1959)의 韓國뚫狀地에 대한 빠究 

와 金相昊敎授 15)(1961)의 韓國中部地方의 地形

發達에 대한 짝究알 것이다. 

이 두 昭究는 모두 1940年代 이 전에 우리 나 

라의 地形班究에 기 초률 이 루었 던 Davis 理論을 

근간￡로 하여 行하여진 것A로 光復 以前의 핍} 

究에 比하여 方法論的안 큰 進展은 없A나 이 

두 論文은 光復 이후 우러나라 지형 연쿠의 方

向을 제시한 중요한 다덤돌의 역할을 하였다. 

朴훌植敎授의 닮狀地 昭究는 우리 냐라 堆積j也

形을 빠究한 최초의 論文￡로서 후어l 山麗繹힘 

面에 대한 昭究와 더불어 가장 많은 討論을 불 

러 일으킨 論文이 다. 朴敎授가 지적한 求禮의 

옳狀地와 佛國극놓 近處의 뚫狀地는 이것이 뚫狀 

地라기 보다는 일종의 山麗績힘面이 라는 說이 제 

기되어 지금까지도 어떤 結論에 도달되지 뭇한 

상태 이 다(張載熱， 1980).16)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典型的안 뚫狀地로 알려 

걱l ?四川扁狀地는， 金鍾旭의 最近船究17) (1983)어r 

의하면， 비록 堆積勳로 덮여 있기는 하지만， 그 

層淳가 앓고 거 의 同i하며 , 基盤岩의 形狀을 

反映하고 있 고 그 形成過程이 traditional ped

iment 에 유사하묘로 때積扁狀地라기 보다는

pediment 와 類似한 地形이 라고 판단되 는 데 그 

의 將究와 다른 地域에 서 필자가 판찰한 자료에 

의하면 우러나라의 到處에 形成되어 있는 규모 

가 큰 扁狀의 山麗面은 매 부분 i四川의 扁狀의 

山麗面파 비슷한 地形이 아난가 생각된다. 

金相昊 敎授의 韓國中部地方의 地形發達에 대 

한 핍究에서 始作완 우러나라의 山麗援科面 地‘

形에 대한 陽究는 현재까지도 우러나라 地形船

究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에 많은 結

論이 나오고 또한 그 결론에 대한 反論도 많았 

다. 

山麗援科面에 대한 짧究는 처음 웰館ZjS:Ii!.面 

빠究와 관련되애서 시작펀 것이므로 처음에는 

Davis 의 準平原과 연관시켜 이 지형을 관찰하 

였으나 후에 이 地形을 맑究하는데 점차 氣候地

形學的 昭究方法을 도입 한 것으로 생 각된다. 따 

라서 최초에 발표펀 論文에서는 氣候變動이나 

海水面變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냐 最近에는 

山麗援집面에 대한 빠究를 할 혜에 이 문제가 

반드시 논의되체 된 것이다. 

우러 나라의 山麗援힘面에 대 한 많은 맑究의 

結뿔로 現在 우리 는 우리 냐라의 主要한 山麗援

힘面의 分布地와 그 形態는 어느 정도 理解하고 

있으나 그 形成過程에 대해서는 아직도 애매 

한 점이 너무 많아서 어떤 확살한 結論을 맺기 

어렵다. 

이렇게 된 理由는 우리나라의 第四紀 環境

特히 氣候變動-에 대해서 맑究된 바가 많지 않 

고 全世界 山麗線힘面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pediment 의 成因에 대 하여 先進外國에 서 조~l

도 확살한 것이 알려져 있지 않기 해문이다. 

14) 朴쩔植， 1959, “韓國 扁狀地 핍究， ’ 慶熙、大論文集， 2, pp. 1 """"28. 
15) 金相昊， 1961, “韓國中部地方의 地形發達， ’ 서 울大論文集， 理工系 10輯， pp. 1l1""""123. 
16) 張載勳， 1980, “韓國地誌， 總論， ’ 建設部國立地理院， pp.169""""172, 에 서 張載勳敎授는 求禮-화엄 사 入 口왜 

鐘힘}面에 대해서만 論했다. 
佛國좋 近處의 援料面도 筆者의 野外짧흉에 따르연 뚫狀地라기 보다는 扁狀의 績뿜}面이 라고 생 각펀마. 

17) 金鍾旭， 1983, 때川 歐龍山 서쪽 山麗面의 形狀파 形成過程에 關한 隔究， 서울大 碩士論文， pp.l ....... S1. 

一 30-



득히 最近에는 우리 냐라의 山麗鍵科面에 대 하 

석 많은 핍究를 하여 온 金相昊敎授카 종래 그 

가 주장하던 우러나라의 山麗繹料面은 페디멘 

트라는 說을 일부- 수정하여 우러나라의 山麗繹

힘面은 B디del 이 주장하는 빼뿔Ij面 (Rumpf1äche， 

Abtragungsfläche, etchplain , 英)이 라고 하고 또한 

파커의 f훌울뽀찮地도 일종의 則制面으로 간주하 

게 됨에 짜라 당분간 山麗績針面， 河뿜段표， 海

成段묘， 段표狀地形 짧究에 보다 신중을 기 하여 
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8)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山麗援科面의 成因에 

대 한 船究結果를 結合的으로 考察하여 보-면 山

麗援힘面 形成에 寒帶， 乾操， 熱帶氣候 營力

이 作用했음을 알 수 있는 데， 그 정확한 時期

나 方품 등에 대해서는 아직 充分한 연쿠가 。l

누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러나라의 山麗援科

面上의 堆積物 가운데 周永河性 堆積物， 熱帶f生

堆積物， 乾操性 堆積物이 混入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環境變化플 反映하는 것이다. 第四紀 環

境變化플 알아보기 위해서 堆積物 詢훌블 할 혜 

가장 형-요한 것이 堆積物의 年代블 측정하는 것 

인데， 우피냐라에서는 日本과는 달러 堆積層 내 

헤 火山까層이 협재한 곳이 거의 없고 또한 

士壞이 弱醒性이 며 펄地가 많지 않은 고로 花

紹 등도 비교적 잘 보전되지 않으며 유기물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總對年代 測定을 위 

한 試料採取가 대단히 어렵다. 또한 우러나라에 

는 아직 充分한 測定施設이 없는 것도 큰 문제 

이다. 

第四紀의 環境의 變化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 

리 나라에 서 現在 가장 有利한 方法은 海뿔웹2표 

를 몫f究하는 것이다. 

海뿜따、표는 東 • 南 • 西 海뿔에 모두 分布하지 

만 특히 東 • 西 海뿔에 널리 分布한다. 最近에 

海뿜싼1Í:에 대한 핍究가 순수한 地形學的 測面

에서 뿐만 아니라 應用地形學的 뼈11面에서 시행 

되어 19) 상당히 많은 것이 얄려쳤으나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갚제는 따、표에 대한 鍵達史的

編年ð1 다. 이를 위하여 창돼 광뱀위한 C14年代

측정과 花紹分析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海뿜環평의 變化를 말기 위하여 1i'þ표 이 외 어I 

海뽑段묘를 觀察할 수 있다. 우러 나라 東海뿜에 

는 悔뿔段1Í:처 럼 보이 는 地形들이 곳곳에 형 성 

되어 있는 데， 이 地形을 金瑞雲， 曺華龍， 吳建

煥20)등은 海成段fi:로 보고 있지만 金相昊敎授21)

등은 이 地形을 海뿜어l 形成된 빼制面ι로 보고 

이를 段狀地라 부르고 있는 데 이러한 根本的안 

見解의 差異는 댐주究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좁혀 

질 것으로 생각된다. 

周永河地形租究도 第四紀 環境맑究와 밀접하 

관련된 分野로서 1970年부터 상당히 연쿠가 進

行되어 많은 새로운 事實이 알려졌다. 이 분야 

의 중요한 昭究로 山地 참面에 分布하는 岩塊流

solifluction deposit, 山頂上 l폐近에 分布하는 構

造士 둥에 대한 昭究가 있어 周永河地形이 어떤 

파정을 동해서 形成되었는지가 어느정도 알려지 

게는 되었으나 그 形成時期에 대해서는 아직 뎌 

많은 맑究가 必喪할 것 같다. 

18) 金相昊， 1982, “江陸段狀地의 考察， ’ 地理學論驚， 9, pp.1-12. 
任昌周， 1973, “永春地域의 河뿔段líJ규究， ’ 地理學맑究， 1, pp. 1-24. 
任昌周， 1977, “寧越地域의 河뿔段lÍ:~다究， ’ 神明女師大論文集， 6, pp.281-305. 
任昌周， 1978, “南漢江上流의 河뿔段표地形핍究， ’ 神明女師大論文集， 7, pp.283-311. 

張 昊， 1980, “섬 진강上流(白雲-馬靈)의 段lÍ:狀地形의 맑究， ’ 全北大論文集， 22, pp.201 ....... 209. 
19) 朴東源 外， 1979, “우리냐라 西海뿔의 힘)lÍ:地形 地理學論鍵， 6, pp.1-11. 

朴東源 外， 1980, “우려나라 海뿔妙地의 利用開發에 관한 핍究， "1979年度 文敎部政策課題報告書， pp.l ....,S3. 
20) 金瑞雪， 1973, “한국 남동단쑤(방에진-포항) 해얀에 발달하는 단쿠에 관한 연쿠 지질학회지， 9, 2, pp. 

89-121. 
曺華龍， 1978, “韓國浦項周邊海뿔平野@地形發達， ’ 東北地理， 30, 3, pp.152 ....... 160. 
Geon Hwan Oh, 1981, ‘ Marine terraces and their deformation on the coast of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r, ’ BuIl. Dept. of Geography, Univ. of Tokyo, no.13, pp.ll ....... 61. 

2ï) 金相昊， 1982, 前揚書.
劉興植， 1982, ‘龍퓨段狀地의 鐵載冊究， ’ 地理學論護， 9, pp. 13 ....... 22. 
崔漢成， 1982, ‘延 日段狀地의 低擺地型 堆積物에 關한 昭究， ’ 地理學論驚， 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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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道貞22 (1 970)과 Ellenberg23) (1976)의 漢擊山

構造-土에 대한 핍究와 張昊24) (1983)의 智異山 構

造士에 대한 隔究에서 밝혀진 現在에도 우리냐 

라의 高峰 頂上근처에서 構造士가 生成되고 있 

다는 事實은 극히 표目할 만한 것이다. 

이 밖에 氣候의 變化와 관련시 커 tafoni 와 tor 

에 대한 짝究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foni 는 海뿜에서 뿐만- 아니려- 高山地帶에서 

도 發見되고 있는 데， 海뿔에서 發見되는 tafoni 

가운데에는 現生氣候下에서 形成된 것이 많은 

것 같으나25) 山地에 生成펀 tafoni 는 대 부분 古

氣候下에 서 地中에 서 生成되 어 地表에 노출되 어 

첨식을 받아 일부 파괴되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26) 

tafoni 는 한배 열대기후와 아열대의 건조 • 만 

건조기후의 指標로 使用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世界到處의 여러 種類의 岩石에서 聽見되고 있 

어서 어떤 特定氣候의 指標로 使用되지는 뭇하 

고 있다. 

tor 에 대 한 맑究는 氣候地形핍究의 重要한 對

象이 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行한 

빠究의 大部分은 주로 tor 의 形態에 대 한 연쿠 

이었다 27) 그러나 지금까지의 昭究結果에 의하 

면 우리 나라의 tor 가 周永河氣候地域에 나타냐 

는 彈力한 風化와 solifluction 現象에 깊이 판련 

되어 있다는 것은 分明하며 우러나라의 힘面 發

達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地形

임에 틀림없다. 現在도 우러나라의 山地에서 발 

견할 수 있는 tor 들의 生成年代와 생성方法이 

판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 第四紀 환 

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 

昭究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러나라 山麗에 形成된 岩海(Blockmeer)와 

岩塊流(block stream)의 形成도 tor의 形成과 밀 

접히 판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高度가 

낮은 山麗에 形成된 block stream 과 solifluct

ion 퇴적층은 花石周永河地形이라고 생각되지 

만28) 高度가 높은 山頂上 근처의 岩海에서도 熱

帶地域에 서 의 深層風化의 現象과 비 슷한 點들이 

發見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岩海는 周永河 現

象의 영 향뿐만 아니 라 熱帶氣候의 영 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더 확실한 것은 花

親分析파 年代測定에 의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 

다. 

이상에서 論한 우리나라의 地形에 대한 氣候

地形學的 없究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第四

紀의 環境， 特히 氣候變劃1파 海水面變化임 을 얄 

수있다. 

最近 東海뿔‘帶에 서 曺華龍29)과 吳建煥30) 둥 

에 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맑究가 행하여 졌고， 

西海뿔 一帶에서는 金相昊31)， 朴龍安32)과 朴勝

22) 金道貞， 1970, “濟州島의 構造土에 關한 빠究 짧띠地理， 1, pp.3--10. 
23) Ellenberg, L. , 1976, “Rezente Periglazialerscheinungen auf Cheju Dô, Südkorea," Geographica Helvetica 

2, pp.69--74. 
24) 張昊， 1983, “智異山地 主援線東部의 周永河地形 地理學， 27, pp.31.-.-.50. 
25) 金周煥， 張載熱， 1978, “韓國의 花빼岩에 發達펀 Sa1t Weathering 現象에 關한 氣候地形學的 맑究 地理

學맑究， 4, pp.29--53. 
朴東源， 1980, “古群山群島의 地形 韓國 自 然保存協會 調훌報告書， 18, pp.45--57. 

26) 秋美후， 1983, Tafoni 의 形成過程에 關한 빠究， 서 울大碩士論文， pp.1.-.-.51. 
池田碩， 姜龍錫， 1981, “韓國 • 全州@馬耳山ιG~:hQ 것 7* 二地形 奈良大學地理學陽究報告， 6, pp.57......, 

68. 
成孝鉉， 1982, 馬耳山一帶에 냐타나는 微地形의 氣候地形學的 班究， 첼花女大碩士論文， pp.1--88. 

27) 權炯熙， 1982, 서 울近없 花關岩山地에 發達한 tor 現象에 판한 핍究， 東國大碩士論文， pp.1--39. 
28) 權純植， 1977, 東菜金井山麗의 Solifluction 堆積物에 關하여 , 서 울大碩土論文， 1--15. 

---’ 1978, “쏠山市짧魚좋週邊의 Block field 에 關하여 地理學論護， 5, pp. 49--54. 
---’ 1979, ‘巨濟島의 周永河堆積物 地理學論盡， 6, pp.151--153. 

29) 曺華龍， 1979, “韓國東海뿔κ:tõV1" Q後永期O花紹分析學的 핍究，” 東北地理， 31, 1, pp.23--35. 
曺華龍， 1980, ‘韓國東海뿔~;:.:tõV1" Q完新世O海水準變動 地理學評論， 53, 5, pp.317--328. 

30) 吳建煥， 1977, “韓半島南東部海뿔e地形發達 地理學評論， 50, 12, pp.689--699. 
31) 金相昊， 1977, ‘빼積面에 서 본 後永期以來의 江線變化， ’ 騎山地理， 4, pp.1.-.-.6. 
32) 朴龍安， 1969, “방사선탄소 C14에 의한 한국서해안 침수 및 침강현상규영과 서해안에 발달한 반담수-염수 

슴지 퇴적층에 관한 충서학적 연쿠， 지질학회지， 5, 1,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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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ã533) 둥에 의한 陽究가 發表되었는 데 不幸히도 

그 結果가 모두 ~致되지 아니하여서 어떤 結論

을 끌어 내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만 확살한 것 
은 金遭民34)과 曺華龍35)의 東海뿜 一帶地域에 서 

의 花紹分析結果와 張補基36)와 朴東源37)의 全씁 

一帶에 서 의 花級 및 士壞分析結果 우러 나라의 
Holocene 동안의 環境은 매우 多樣하게 變하였 

다는 事實이 다. 우러 나라의 第때紀 동안의 環境

의 變化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時急하며 

우리 나라 地形學界가 當面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밖에 Karst 地形， 火山地形 등이 있으나 큰 

쟁점은 比較的 없는 것 같으며 다만 火山地形의 

경우 最近 독도의 火山形態가 比較的 찰 알려지 

게 되었으나38) 독도의 形成에 대한 地史學的 판 

究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울릉도의 火山

地形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으나 울릉도의 火山

1J(중 日本의 火山에서부터 공급펀 것이 있는지 

여부가 확설하지 않아 현재 日人 學者에 의해 

이 문제가 연구되고 있으므로 좋은 결파가 기대 

펀다. 

Karst 地形핍究는 최근 洞庸에 대한 맑究가 

진첩됨에 따라 地形學的 測面에서 뿐만 아니라 

觀光地理學的 測面에서도 陽究가 이루어지고 았 

으냐 Karst 地形에 대한 計量的안 昭究는 充分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같다. 

4. 韓國의 地形 陽究에 있어서 문 

제점 

우러나라에서 地形學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 

지 問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아래 

의 3가지 問題에 대해서 考察해 보겠다. 

(1) 地理學的 地形學과 地質學的 地形學

地理學的 地形學파 地質學的 地形學의 問題는 

歐美에서는 이마 2차大前 以前부터 수섭년간 討

論의 對象이 되어온 問題이나 우러나라에서도 

이것이 問題가 되 71 시작한 것은 光復以後 우러 

나라의 大學 curriculum 을 정 할혜 地形學이 딩 

然、地理學의 一部로서 地質學科가 아닌 地理學科

에 속하게 펀 빼 부터라고 생각된다. 

j也理學的 地形學이라고 할 때에는 地理學이라 

는 큰 테두리 얀에 포함된 地形學이라는 意味를 

갖는 고로 地理學의 本質問題가 여기에 대두된 

다. 

地理學의 本質 혹은 性格 둥에 대해서는 이마 

수많은 論議가 있었으므로 여기에서 재삼 다시 

論하고 싶지는 않고 필자는 다만 f也理學은 地域

을 船究하는 것을 一次的언 目標로 한다는 것과 

이 地域은 많은 A文 내지 덤然的 흉흥素로 構成

되어 있다는 것， 그러고 이러한 要素들 가운데 

地形要素에 대 하여 昭究하는 學問이 地形學이 라 

는 사살， 이 地形寶素는 人文 및 B然의 기타 

諸要素와 기능면에서 밀접허 상호 관련되어 있 

다는 사살 등을 확살히 하고 싶을 뿐이다 39) 

짜라서 이와 같은 觀點에서 불 해， 地形을 班

究하기 위해서는 地形몇素와 機能的 關係를 유 

지하고 있는 모든 다른 횟素에 대해서도 유의하 

여야 하며 이중에서도 특히 氣候， 植生， ±壞，

물 등의 自然的 喪素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의 一部 大學

에 서 처 럼 덤 然地理學科와 人文地理學科가 別個

로 設立 運營된다든지， 地形學科가 설럽되어 운 

33) 朴隨弼， 1981 , 韓半島後永期의 海面變動에 판한 짧究-黃海뿔을 中心으로-， 서 울大碩士論文， pp.1 ......,46. 
34) 金遭民， 1980, “雅關池出土花紹分析 文化財 13號(文化管理局) pp.46......,56. 
35) 曺華龍， 1979, 前播書，
36) 張補基， 1983, “全씁里-遺題의 生物環境 文化財管理局文化財핍究所 報告文， pp.563--577. 
37) 朴東源， 1983, “全各里-遺題의 古環境 및 tfu形調흉 文化財管理局 文化財빠究所 報告文， pp.515.-527. 
38) 朴東源， 朴勝弼， 1981, “魔俊島와 獨島의 地形， ” 韓國 딩 然、保存協會， 調호報告書， 19, pp.37,....,59. 

:39) 朴東源， 1978, “戰後獨速의 地理哲學 地理學論題， 5, pp. 15.....,28. 
__ , 1979, “ 1950年代 以後 西部유렵 의 地理學 方法論에 對힌- 맑究 地理學， 20, pp. 63,....,82. 
___ , 1979, 前握書.
---" 1981, “大學院 地理學科 敎育課程 發展을 위한 없究-地形學 地理學論題， 8,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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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上記한 地理哲學의 立

場에서 볼 때 이 論文에서 더 이상 자세히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地

形學을 地理學에 포함시 켜 생각하는 우러 나라의 

立場에서만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가 위에서 주장한 바대로 지형학 연쿠에 

있어서 景觀生態學的안 접근 방뱀을 택할 경우 

에는 地形要素는 地域을 構成하는 다른 수많은 

要素와 더불어 動的안 2JS衝關係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地形學을 專攻하는 사람이 地形

要素의 영 향을 5뭘하게 맡는 農業地理學이 나 歷

史地理學， 聚落地理學 및 이에 안캡하는 分野에 

판심을 가지고 연쿠한다 하여도 천혀 이상한 것 

이 없을 것이며 득허 자연환경의 영향을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 마흡한 未開發 地域에서 그 

地域의 전체적안 地域性을 파헤치는 데 지청 학 

자가 적극 참여하여도 결코 이상할 것은 없올 

것이다. 

이런 맥략에서 유럽의 많은 地理學者가 파거 

地形學을 벼훗한 自然地理學으로 學位를 한 이 

후 점차 A文地理에 판씹을 갖게 되어 후에 人

文地理學의 細究로 大成하게 된 例블 결코 예외 

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 우에도 最近 地形學船究者 가운 

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차라리 地

理學의 發展。I 라는 업장에서 불 빼 경하해 마 

지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2) 地形學의 휠퓨究 技法

地形 핍究를 위하여 遠隔探좁(remote sensing) , 

年代測定(C14 dating) , 花紹分析， 堆積物의 物理

的 • 化學的 分析， 土壞分析 등의 여러가지 技法

을 사용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도地形船究를 위 

하여 야런 技法을 이용하고는 았으나 아직 先進

外國에서 처럼 만족할 정도는 아니다. 

遠隔探훌術은 地形分類를 하거 나 千鴻地를 調

흉하고 構造線 등을 조사할 혜 효과가 있어 우 

리나라에서도 여러벤 地形 끊{究에 利用된 척이 

있으나40) landsat 영상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쫓信所가 없고 또 landsat 影像을 電算處理할 수 

있는 器機가 充分하지 뭇하며 이 계통의 연쿠흘 

촉진시킬 수 있는 맑究費가 不足하여 우리냐라

에 遠隔探흉術이 東南亞 諸國에 l:ll 하여 결코 늦 

게 도업되지 않았오나 그 船究 水準은 日本을

비롯한 東南亞 여러나라에 l:ll 해서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장래 이 landsat(혹은 佛의 Spot)의 解

像力이 증가되고 電算處理技術이 發展되면 遠隔 1

探효術은 地形學 船究에 극히 有用한 技法이 뭘 

수 있으므로 장래에도 계속 이 遠隔探훌術分野 

의 隔究를 계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年代測定術은 第四紀 昭究에 있어 매우 重票

한 技法안데 우러나라의 原子力 陽究所에서 수

차 地形學昭究를 위하여 그 試料들을 分析하여 

年代를 測定한 바 있으나 그 結果에 대한 公信

力이 약간 문제가 되어 사실상 우리나라에 현 

재 이 分野의 신벙할 만한 資料를 얻을 수 있는 

船究所는 없다. 따라서 年代 測定을 위하여 그 

試料를 美 • 日 • 獨 둥에 보내어야 하므로 이 陽

究애 많은 장애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 예문 

에 우러나라에서 아직도 第Q되紀의 編年이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밖에도 第꽤紀 編年을하는데 어려움을 당 

한 이유로 최근까지 花紹分析이 대단히 어려웠 

던 사살을지척하고싶다. 그러나이 花級分析問;

題는 최근에 植物學科에서 花級專門家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A묘로 조만간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라고 생각펀다. 日本에서는 火山까를 利用한 編”

年도 많이 행하여 지고 있으냐 우리나라에서는

적당한 火山友層을 發見하기 어려웠던 것야 또

한 日本에 비해서 第四紀 맑究가 많이 뒤떨어지 

게 된 理由중의 하나이다. 

堆積物의 物理的 • 化學的 分析과 士壞分析을

하기 위해서 1970年代 初까지만 하여도 짧究者 

자신이 자신의 個A 分析室에 서 分析하던지 大

學校 實驗室 等地에 서 分析하여 그 結뽕블 使用

하였는데， 1980年代 이후에는 이러한 堆積物 및 

土壞의 分析은 專門機關에 의 뢰 하는 것 이 一般

化되었A며 짜라서 그 分析結果도 보다 公텀力 

을 얻게 되었다. 장래에도 地形學 昭究를 위하

여 必要한 堆積物 및 土構의 分析은 이러한 맑· 

40) 朴東源， 1977, “遠隔探훌方法에 의 한 漢水灣 子聽地 地形맑究 地理學， 15, pp.1-15. 
朴東源， 姜必鍾， 1977, “河系鋼파 地質構造線의 關係에 對한 돼究， ’ 路山地理， 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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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所에 의뢰하여 行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상 

당한 경바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3) 地形훌의 R훌用 

우리나라에서 應用地形學的 測面에서의 핍究 

운 크게 地域開發에 必要한- 基魔資料를 제공하 

기 위한 핍究와 環境問題 및 담然淡害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맑究로 大別해 볼 수 있 

다. 

前者의 경우에는 土地利用圖를 만들기 위한 

地形分類가 그 主體가 되는 것으로 주로 항공사 

진 판독이나 landsat 影像分析을 통하여 행한다. 

우러나라에서도 慶熙大學校 地理學科에서 國

土開發과 관련된 土地利用圖를 작성한 바 있는 

껴l 여기에서 간단한 地形分類를 한적이 있다 41) 

그러 나 이 地形分類는 外國에 서 말하는 地形分

類圖(geomorphological map)를 만들기 위해서 行하 

는 地形分類와는 상야 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 

직 地形分類圖가 作成펀 척이 없는 데， 이는 地

形分類圖를 만들기 위해서 必要한 地形誌、(regi

nal geomorphology)에 대한 船究가 거의 없기 해 

뭄이다. 

地形分類圖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地表形態

를 계량적으로 表示향 수 있는 地形學者간에 合

意、된 뱀례가 있어야 하므로 조만간에 이에 대한 

연쿠를 하여 이를 完成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과거에 우리는 美國 • 日本 • 獨適 등지에서 그 

다라의 立場에서 작성한 지형법례를 사용하여 

土地利用圖 둥을 만든 경우가 있었으냐 이려한 

나라들은 各各 그들의 地形에 맞는 뱀례를 만들 

었으므로 우리냐라 地形에 이를 그대로 適用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살이다. 

環境保全 및 自然淡害와 판련되어 최근에 많 

은 地形學的 陽究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特허 

최근에는 우러나라의 韓國핍然保存協會에서 行

하는 덤 然保護運動이 냐 特定地域 調훌에 地形學

者가 참여하여 좋은 成果를 거두고 있다 (2) 

環境問題나 담然%害問題를 論할 해， 그 對象

은 대체적으로 地形， 氣候， 植生， 土壞， 물 둥 

으로 모두 염然地理學의 陽究對象이 되는 分野

이묘로 염然地理學者가 의당 이러한 分野에 활 

발히 관여하여 야 함에도 不抱하고 전뭄가가 없 

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척어서 이러 

한 環境 및 딩 然~害分野맑究의 대 부분올 언캡 

하는 해당 學科에 n쩨앗기고 있는 實情이다. 

最近에 는 地形이 環境影響評價의 主對象이 되 

어 地形學者들의 活動이 기대되냐 아직 이러한 

地形學의 機能과 彼害U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識者들이 많아서 우리 가 願하는 좋은 成果흘 엠 

기 위해서는 오랜 時日이 걸릴것으로 예상펀 

다 43) 이러한 문제는 地形學만의 問題는 아니고 

딩 然地理學 全體 혹은 냐아가서 地理學 全體의 

문제도 된다고 생 각펀다. 

이 밖에 地形學에서 기여할 수 있는 分野는 

遊休地 내 지 未開銀地 둥의 利用 • 開鍵分野안데 

우리냐라에서도 이미 地形學者가 妙Ji냐 千鴻地

41) 吉鎔鉉， 李正雨， 1981, “韓國土地利用의 電算地圖化 地域開發論文集， 10, pp.39'-58. 
金萬亨， 趙東奎， 1975, “韓國의 標準 mesh 說定과 그 data 處理 方합에 關한 돼:究 應用地理， 1, pp.83--
103. 
金萬훔， 朴쩔、植， 1975, “웹面形成要因의 mesh 法的 計量分析 딴用펴理， 1, pp.5.-10. 
吉鎔鉉， 趙東奎， 1981, “韓國의 土地利用 區分에 關한 핍究" r흰用池理， 5, pp.1--144. 

42) 任昌周， 1981, “韓國의 風水害에 關한 地理的 考察， ’ 地域開發論文集， 10, pp.7--14. 
朴東源， 1976, “佛影뽑漢各의 自 然、地理 韓國 됨 然保存協會， 調겉￡報告， 10, pp. 21 --30. 
朴東源， 吳慶燮， 1978, “臨짧地域의 自 然地理 韓國담 然保存協會， 調훌報告書， 13, pp.41'-57. 
金相昊， 1978, “月폼山 및 主l힘山 一帶의 j也形考察 韓國自然保存協會， 調훌報告書， 15, pp.41--55. 
朴東源， 權純植， 1979, “七甲山파 漢龍山의 illi形 韓國딩然保存鼠會， 調f얄報告펀， 17, pp. 51 --62. 
朴東源， 1980, 前握書.
朴東源 外， 1981, 前獨書.
朴東源， 朴勝弼， 1982, “뾰島!憐近島l頻의 地形 自然、實態經合調훌報告， 2輯， 딩然保護中央協議會， pp.253--
270 . 

. 43) 1980年度 韓國電力에서 추진한 富邱原子力發電所 설럽을 위해 必要한 環樓影響評價를 할해， 筆者가 地形分
野의 담당자로서 참여한 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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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의 利用 • 開發에 대한 船究 • 調養에 직접 참 

여한 적이 있다 44) 이와 같은 짧究는 地形學이 

地域開發에 직캡 참여한 例이지만 창래에는 이 

러한 분야에도 보다 척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았을 것이다. 外國에서 최근에 선풍을 일으키고 
았 는 A文地形學(anthropo-geomorphology)이 우리 

냐라에서도 조만간 그 기반을 쿠축하게 되면 地

形學에 있어서의 應用的언 測面이 현재 보다 더 

彈調되 리 라고 생 각된다. 

50 훌約 및 結論

지금까지 우러 나라에 近代地形學이 導入된 이 

후의 地形學의 맑究成果와 그 碩向， 問題點， 앞 

￡로의 租究方向 둥에 대 하여 爭點이 많은 地形

分野를 中心으로 論하였 다. 

光復以前 日帝時代에 鍵表된 우리 냐라의 地形

어l 대한 日本A들의 E규究 論文이 여러펀 있었으 

약 그 숫자는 많지 않았으며 또한 맑究의 大部

分이 韓半島의 地史를 규명한다는 立場에서 행 

하여 졌기 혜뭄에 이러한 짧究는 대부분 순수한 

地形學的 맑究로 보기는 어렵다. 짜라서 光復될 

당시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地形에 대하여 아는 

바가 극히 마벼하였다. 

韓國動亂 이 후 1960年代에 접 어 들면서 우리 

냐라의 地形에 대한 빠究가 우리나라 사랍에 의 

해서 행하여지게 되었는 데， 이들 핍究는 대부 

분 金相昊敎授와 朴쩔植敎授를 주축으로 하여 

서울대학교와 慶熙大學校의 地理學敎室에서 시 

작되었다. 당시에 地形學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學說은 WoMo Davis 의 地形輪행說01 었 

으며 이 Davis 의 說은 歐美의 地形學界와는 달 

리 1970年代初까지 우러 나라 地形을 理解하는 

데 펄요한 기본적안 假說로 여겨지고 있었다. 

1950年代初 地理學에 計量化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서부터 地形學에도 미국의 Strahler, 

Krumbein, 英國의 Chorley 둥의 영 향으로 計量

的안 맑究方法이 도입되어 종래의 記述的이고 

44) 朴東源 外， 1980, 前獨書.

說明的안 地形說明方法이 비 판을 받기 如作하땐 

서 Davis 의 地形輪행說은 그 뿌리 가 흔들렸A 

나 우러나라의 地形學界에서는 당시 아플 完全

히 받아들이지 뭇하였으며 1970年代에 들어오}서 

야 1960年代의 歐美의 地形學 方法論이 쿠체적으 

로 들어오게 되었으나， 우리냐라의 地形學界에 

서는당시의 새로운지형학의 연쿠경향을 받아들 

이는 데 10年 이상 늦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地形學에 있어서 計量化 내지 model 

化를 강조하는 昭究 方法은 우리 나라에서 河系

網分析과 堆積物分析 이외에서는 別로 받아 들 

여지지 뭇하였A묘로 우러나라에서는 光復 이후 

아직 까지 천동척 인 方法으로 地形을 맑究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1970年代 이 후 당시 까지 전통적 안 地形

學에서 重視해 오던 最終的안 完成펀 地形만을

觀察하고 分類 • 說明하던 짧究方式에서 벗어나

그 地形의 形成過程과 營力를 짧究하고 理解

하자는 碩向이 歐美의 地形 學界에서 彈力해저 

우러나라의 地形學界에도 이 碩向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냐 이러한 營力寫主의 地形핍究를 위; 

하여서는 많은 實驗施設야 必要하고 巨大한 빠‘ 

究費가 要求되으로 아직까지 우러나라에서는 營

力寫主의 地形學 陽究가 實質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이러한 營力寫主의 地形맑究는 결국 地’

形을 하나의 固體物理學의 대 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묘로 실제적으로 그러한 핍究가 地理

學의 테두리 안에서 行하여 질수 있느냐라는 문 

제도 대두되고 있으나 펄자는 地形學이 學問 發‘

展에 무엇안가를 기여하기 위하여 傳統的으로 

정하여진 테두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時에 

는 파감히 벗어나더라도 괜찮으며 또한 이러한 

固體物理學的 빠究方法을 地形學에 서 택 한다고 

하여도 그 해문에 地形學이 地理學에 속하지 않는 

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

면 과학의 발달에 따라 학문의 연구방법이 보다 

高次的안 異專門間協業(interdisc:i plinary)方法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建設部， 1979, “手拍寶源用途指定計劃調훌 報告書(國土開發昭究院)， 本報告書， 678p. 要約篇， 144p. 上記i
맑究에 筆者가 7個月間 委爛맑究員으로 참여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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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우리의 地形學界에는 아직도 外國의 

地理學 맑究碩向이 比較的 뒤늦게 소개되고 있 

어 서 사살상 外國의 地形學 짧究 水準을 짜라가 

기에 벅찬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다 

흔히들 學問에서 跳鍵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 

지만 우리 地形學에서는 先進國의 地形學과의 

수준차01를 메꾸기 위해서 先進國에서 陽究하여 

온걸을그내로차례 차례 짜라갈 것이 아니라 先

進國에서 이마 경험한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가 

능하다면 선진국의 “昭究列車”어I “펀승”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 생각도 든다. 이를 위해 

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有能한 찮은 地

形學者가 나와야 하며 이렇지 뭇할 빼어l는 아예 

펀승하기 조차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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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Future of the Geomorphological Studies in Korea 

Summary; 

It should be said that prirnitive study of 

the landform in Korea started already in 

the 15th century, but the scientific gemor

phology in Korea may be said to have begun 

.since early 20th century.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Davisian theory wa3 introduced to Korea 

mainly by the ]apanese geographers. Even 

if the theories of A. Penck and W. Penck 

were also introduced, the Davisian theory 

influenced the geomorphologists so strongly 

that this still affects the geomorphological 

studies in Korea. 

Generally speaking, most studies of geom

orphology before the 2nd W orld War condu 

.cted in this country were the description of 

the landforms by deductive methods. Espec

ial1y the sequence of the formation of the 
topographical surface (erosion surface) was 

:studied with a good result but with little 

attention to the geological age of them. The 

peneplain, characters of the coasts such as 

submergence of western coast and emergence 

of eastern coast and the volcanic landforrns 

of the Cheju Island became well known am

ong the geomorphologists. 

The division of Korea after the 2nd W orld 

War and the ensuing Korean War which 

lasted about 4 years brought the geomorph

ological studies in Korea almost to a stands

till. It may be said that geomorphological 

studies after the 2nd W orld War have in 

Journal of Geography, 10, 1983, 12, pp.27 ......... 40. 

Park, Dong-won* 

fact started since 1960. 

Fluvial geomorphology based on the prec

ise field observations and experiments was 

one of the most interested fields in early 

1960. It has been so since then. Allvuial 

landforms such as fan, delta, fluvial sedim

ent bar, plain and terrace were studied by a 

number of geomorphologists. They tried to 

clarify the morphological and sedimentologi

c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chronology. 

Carbon dating, core drilling, electric resisti

vity method, pollen analysis and photo inte

rpretation were widely used as means for 

the studies 

Recently the studies of drianage patterns 

and its processes with reference to the stru

ctural and tectonic movements were condu

cted taking advantage of quantitative meth

ods. Natural disasters such as f100d and 

landslides are also intensively studied by 
fluvial geomorphologists. 

At present, the analysis of the sediments 

is emphasized to study the exogenetic proc

esses acting upon the evolution of river bed 

and slope. 

The gentle piedmont slopes developed on 

the mountains and hills of Korea have drawn 

much attention from many gemorphologists. 

They have found that the slope appears to 

be similar to the pediments formed in the 

arid climate, though it is supposed that this 

piedmont slope has not gone through exn.ctl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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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processes as the ones in the arid 

.climate. 

Recently a new theory is being developed 

in Korea that the pediment-like erosion sur

face may be an etch plain proposed by Prof. 

Fairbridge or Rumpfläche(Abtragungsfl하che) 

proposed by Prof. Büdel. 

In the study of the piedmont treppen-type 

erosion surfaces developed in the eastern 

‘coastal area, it i8 noticeable that some geo

morphologists have aHempted to c1arify the 

influence of glacial eustasy, c1ima-geomorp

hological processes and the crustal movement. 

However, it is still problematic whether 

the terrace-like landform along the coast of 

the Eastern Sea might be marine terrace or 

a part of etch plain. 

Studies on the karst landform have been 

m:lÎnly conducted in the Kangwon-Do area. 

Speleological study and exploration were 

performed and the quantitative treatment of 

the karst features and the formation process 

with reference to the groundwater and eus

tatic movement have been also made. 

Coastal geomorphology has mostly dealt 

with the analysis of marine sediments, the 

.origin of sediments of the intertidal flats and 

the c1assification of coastal landforms. These 

,days the application of photo- and landsat 

image interpretation has greatly facilitated 

the study of intertidal flats of the western 

coast of Korea. Sand dunes, widely distrib-

;uted in western and eastern coast, have heen 

studi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positio

nal environments of the eolian and marine 

sediments. An intensive study of coastal 

sand dune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s of the 

Quaternary of Korea Peninsular and the 

reclam3.tion of the waste land of sand dunes. 

The study of the vo1canic features has 

concentrated on Cheju-Do Island, because the 

vo1canic feature of this Island is most consp

icuous in this country. Many geologists, as 

well as geomorphologists, are now engaged 

in the study of its chronology, formation 

and landforms. Themorphometric analysis 

of the topographic maps of this Island was 

also conducted. 

Studies on the periglacial landforms were 

performed at Mt. Halla (1950m) in Cheju 

Island and Mt. Chiri (1915m) , because this 

landform feature is seen only in the high 
altitude of the mountains in Korea. Patter-

ned soil was found near summit of Mt. 

Halla and Mt. Chiri and described, but the 

achievment of this field is insignificant bec

ause of limited area of research. 

Problems of soil erosion and soil geomor

phology are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of modern geomorphology. The am

ount of soil loss related. to some physico-ch

emical properties of soils has been investig

sted. The study of soil in geomorphology is 

now being carried out to c1arify the mecha

nism of evolution of hill slopes. 

Applied geomorphology is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fields in geomorphology. In 

Korea this field has rapidly developed to 

provide the basic geomorphic data for the 

regional and national planning as well as 

land c1assification. Recently the quantitative 

mesh methods,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techniques were introduced to facili

tate the land classification and land survey. 

One of the most notable characterictics of 

recent geomorphology in Korea is a remar

kable progress in the quantitative studies on 

exogenetic processes as in the advanced 

countries. Many geographers have come to 

consider that it is essential to make a quan

titative research of exogenetic agencies such 

as erosion, transportation and deposition to 

make clear theoretically the mechanis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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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orphic processes. The study of this 

field was also stimulatedby the increa

sing demands for the practical methods of 

preventing and forseeing natural disasters. 

In conclusion author believes that Korean 

geomorphologists have to have better access 

to data collected by C14 dating, pollen anal

ysis, remote sensing techniques and sedimen-

tological analysis, and have closer contacts 

with foreign geomorphologists. Author also 

wants to point out that Korean geomorph

ologists should pay attention to not only 

pure scientific aspects but also application 

fields of geomorphology in order to level up 

geomorphological studies in Korea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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