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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元의 짧鐘좋L1同에 關한 洞籍微地形學的 網究*

-天然紀念物 236 號로 指定된 黃金E륨을 中心으로.-

1. 序 論

2. 歸鐘좋L洞의 成因的考察

(1) 位 置

(2) 地形파 地質

(3) 貝뤘따의 成因파 따..Ei:의 移動

3. 偏鐘￥L洞에 發達한 二次生成物

1. 序 論

《텀 

韓國의 最南端에 位置한 大火山島 濟써l道 賴

-林뭄 換才里의 俠才 歸鍾좋u同庸群에 對하여는 

1969年 5月 大韓地理學會에서， 1977年에는 펌嚴 

李敏載博士 華甲記;念論文集에서 見解의 一部블 

밝힌바 았다. 

오늘날 까지 알려진 世界的 奇異洞庸에는 그 

첫 째 가 Yugoslavia 의 Dalmatia 핍뿔에 있는 裡

曲펀 石次岩山地의 沈降으로 생 긴 海底鍾좋L洞이 

있고， 다음이 韓國의 樓岩洞옳을 母體로한 二次

元性貝됐妙超源의 碼鍾￥L洞이 다. 

이 洞庸이 世上에 널리 알려지제된 것은 1956 

年 7月 弘益大學 地理學科 申東몽， 吳俊泳 두 

敎授가 引率한 約 20名으로 構成펀 夏季定期野

外路훌에 서 1:11 롯펀다. 
이 調훌隊는 輪林물 挑才里에 이 르러 二次元

徐 f훌 松

~)) 

(J) 견總石 

(2) 流 石

(3) 感加增植物

(4) 微細洞옮堆積物 

(5) 歸鐘좋L洞에 서 發見펀 =次生成鍵物

4. 結 論

의 f훨鍾좋L洞을 보고 濟州道에 鍾좋L짧이 란 題下

에 鍾좋L庸發見報道블 함A로써 地理學者 李泳澤

fÇ와의 사이 에 激烈한 論爭이 masscom 을 타고 

1957年 봄까지 7(固月間 繼續되었다. 

이 論爭으로 말마 아마 世人은 Karst 地形， 나 

아가서는 洞庸에 對한 關心파 아울러 地理學에 

對한 理解를 돕게 하였으니 勝者도 敗者도 없는 

論爭이 功敵한바 되 었 다1) 

問題의 碼鍾좋L洞은 朝蘇 第9代王 成宗朝(1469

'"'-'1494)에 펀찬된 東國瓚地勝寶에 財嚴이 라고 하 

여 “在明月浦西五里其形如屋결鐘其上輔白沙其下 

有大뤘A以但入其中寬廣可八十步許盧石鍾뚱L其西 

北又有二鍵名小挑財煩塵石鍾뚱L其中寬廣亦五十步 

許”라 記錄되어 있어 碼鍾좋L洞의 石鍾화에 對한 

簡單한 記錄을 文斷上 7}지고 있다 2) 

最近에 洞庸의 特異性이 認定되어 政府에서는 
天然記念物 第 236號로 指定 保護하고 있음은 

미}우 多幸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 본 論文은 1983년 5월， 大韓地理學會 定期總會發表 論文임 . 
1) 徐歲松， 1969, 韓國의 Karst 地形， 碩士學位論文， pp.93,.....95. 
2) 新增東國異地勝寶， 1983, ‘韓國地理題書，” 亞細亞文化社， 卷 38 濟’‘l‘l 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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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隱鐘흉L洞의 成因考藥

(1) 位 置

碼鍾좋L洞의 開 口 部는 數理的으로 330 23' 02'’N 

1260 14' 40’E 의 交線이며 行政的으로는 濟州道

~t.濟싸!都 輪林봅 俠才里 2610畵地이 다. 

相對的 比較的 位置로서는 서울에서 濟싸l까지 

空路 1時間 20分， 水路로는 木浦에서 濟州까지 

lS7km 에 7時間， 쏠山에서 濟싸l까지는 300km 

에 12時間이 所要된다. 

(2) 地形과 地質

濟사I島는 韓國의 代表的 火山島·이다. K. Sch

neider 의 火山形態、 分類學上으로 볼혜 Aspitho-

101강e 에 屬한다. Aspite 部分에 는 巨大한 IlJ麗援

힘面이 發達되 고 Tholoide 部分은 放射狀의 助

年씁地블 發達시키고 있다. 

廣域嘴出에 依한 流動性이 彈한 醒基性짧岩이 

山麗繹힘面이 나 짧鍵面을 짜라 流動할때 地表에 

接한 部分은 熱放散으로 冷뼈]固化되 어 짧岩뤘을 

이루었고 未固結狀態의 ;煥岩은 內部에서 重力的

으로 流動을 繼續함으로서 煥岩設의 弱한 部分

을 破짧， 末固結의 ;뽑岩을 固化된 溶岩設 밖으 

로 流出시킴으로서 생긴 空洞 즉 lava tunnel 을 

生成하였다. 

重力的 突破口를 찾지뭇한 未固結의 ;짧岩은 

높은 熱로 因한 gas와 水薰氣壓力 혜문에 lava 

pi1z 作用으로 冷뼈固結한 表皮를 깨고 內部의 

健岩이 地表面으로 빌려 올려저 地表의 自然碩

힘를 따라 據散되거나 혜로는 圖倚狀의 pitfall 

또는 不規則한 울퉁괄퉁한 階岩據을 만들거 나 

짧鍵블 짜라 線上으로 流動함」즈로서 俠才庸 -

帶와 같이 複雜한 地形과 짧岩洞庸群을 만든 것 

이다. 

元鍾寬 敎授는 濟싸l島의 形成過程과 火山活動

에 關한 닮究3)에서 火山活動과 溶岩의 嘴出時期

를 5個의 嘴出輪컷멜로 區別 說明하였다. 그에 짜 

르면 最初의 嘴出은 第三紀末의 蘇新世에 現存

濟11’|島의 基底部를 形成한 基底玄武岩을， 第깐 

期에는 流動性이 彈한 짧岩의 짧鍵慣出이 넓은 

範圍에서 이루어저 Pedionite 를 만들었는데 이 

것이 濟싸l島의 東西底地帶에 嘴出펀 表善里玄武

岩이다. 第 3 期는 Aspite 콸 形成한 濟싸I玄武岩 

파 下孝里玄武岩을 嘴出하였고 第 4 期에는 Tho-

이de 를 만든 漢擊山玄武岩과 租面岩質玄武岩윤 

嘴出하였고 火山活動의 終未期안 洪積世末파 Y며 

積{止어l 까지 이르러 cinder cone 을 形成하였다 

고 說明하고 있다. 

이 論理에 따르면 第 2 期의 廣域瓚出로 濟싸f' 

島의 東西底地帶에 分布한 表善里玄武岩에 Lava' 

tunnel 의 大部分이 形成되었다는 結論에 到達하

게 펀다. 

元敎授는 現地調養에서 總 79回 以上에 達하← 

는 짧岩嘴出야 觀察되었다고 그의 論文 p. 7에 

記錄하고 있으며 p.35에는 98며 以上에 達하는

按岩의 流出과 그 사이 에 俠在펀 뽑層物로 構成:

되었다고 主張하고는있으나그가調寫한 地質圖‘

Fig.1에는 第 2 期嘴出의 表善里玄武岩으로 據才

洞箱群-‘帶가 表-示되 어 있 다. 

이 部分에 對허-여 原 口 九萬은 飛揚島馬羅島線

(元敎授의 高別線)의 火띠들은 比較的 새로운 時

期에 生成펀 火山으로4) 飛揚島， 正月 돕， 橋릅돕 

쏠돕， 鳥짧-폼， 加時폼， 훌똘쫓흥철홉 둥이 있요며 健

岩途道로서 財岩籍과 陳早錯을 들므로서 意見을r 

달리하고 있다(原口 p.30). 한펀 金相昊 敎授는 

漢쫓山을 中心으로 反復嘴出된 것이 아니라 各

構造線을 따라 嘴出口블 달리하고 있다고 서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玄武岩의 嘴出은 大部分

아 洪積世末期乃至 때積世以來의 嘴出이 아넌가 

생각된다고 하였다 5) 

筆者· 또한 挑才里 一帶의 地形이 냐 岩相으로 

볼배 濟싸I島火山活動의 終未期언 洪積世未의 ;뽑 

岩뺨出로 挑才洞屬群이 生成된 것으로 推定하고

싶다. 

더 우기 貝設妙起源의 二次元의 f馬鍾좋L洞은 形

成時期가 매우 짧으며 短時日內에 묘盛한 二次

生成物의 沈積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그 建

3) 元鍾寬， 1975, 濟;'1‘l島의 形成過程파 火山活動에 關한 흉다究， 博士學位論文， pp. 30--39. 
4) 原口九萬， 1931, 濟州島O地質， 朝蘇總督府地質調흉所， pp. 30--34. 
5) 金相昊， 1963, ‘濟’‘i‘}島의 自然地理，’ 地理學， 第1號，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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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貝혔판， 玄武岩합 分布圖

lμt ‘”’ 
짧찔‘""'4at J 

由로서는 濟싸I島全域에 걸친 貝設妙의 分布안데 

이들 貝링)層의 發達規模블 그 크거의 順序대로 

列學하면 輪林원 據才里와 金俊里‘帶의 3.2km2 

地域， 漢浦에서 좀源에 이르는 金寧~月、π地域，
細花에서 下道， 終達里에 이르는 地域과 ‘障月，
內都， 威德等 北濟싸l那管內와 南濟싸l那의 溫jtp ，

表善， 中文， 相山等 海뿔에 分布된다. 이들 貝

댔妙는 海뿜地形， 水深， ~朝流와 j암뿜流 및 그 

地域의 卓越風파 密接히 關聯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럽 1). 

「림 2. 技才屬-帶의 貝혔휩 移훨h 擬念 및 
iJ;.Ei::t:也域 標本採取 {立置圖

짧究對象地域안 挑才里i帶의 따ì..EÍ:地帶와 貝

했웹;의 移動짧路를 살펴 보면 〈그림 2>와 같다. 

據才里의 妙표層은 西紀 1002年에 海底火山作

用으로 不過 五書夜에 海底에서 114m 의 높이로 

밀어 올려 진 cinder cone, ~n 飛揚島의 影響을받 

고있다. 

朝蘇九代王 成宗朝에 盧思慣야 記錄한 地理書

東國與地勝寶에 依하면 “高麗種宗 五年六月有山

湮海中山開四孔未水湮出죠 日而止其水皆成JL石十

年瑞山湮出海中遺大學博士田m之往視之A言山之

始出也雲靈廳莫地動如雷凡七홉夜始開露山高可百 

餘文周圍可四十餘里無草木煙氣驚其上望之如石節

黃人恐擺不敢近m之射至山下圖其形以進今屬大靜

縣”이 란 記述에 對하여 中村新太郞는 樓宗五年의 

嘴火를 飛揚島의 것으로 보고 擾宗十年의 n賣火

는 大靜縣동쪽의 軍山이라고 하였다 6) 이에 對

하여 짧羅事實新增에 飛揚島의 이 름이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어 (有山湮出予뼈羅海中者~Prlt島而 

飛揚之名蓋取諸此願) 飛揚島의 i勇出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後者언 軍山에 對한 記錄이 없음으로 中

村新太郞의 主張이 애매한 것으로 判斷된다. 

(飛揚웰와 靈山間에는 構造的안 聯關性이 없으며 飛揚

島에서 直線距離로 21km 南東方에 있다. ) 

f렸鍾뚱u同의 起源도 이 火山活動파 直接的으로 

關聯된 溶岩洞庸을 母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뀔"줬뤘의 成因파 휩효으l 移動

濟싸I島와 같이 妙源岩石이 없는 火山島에서는 

玄武岩起源의 黑色의 圓廳度가 높은 玄武岩妙와 

白色의 貝設妙71- 分布하고 있을 뿐이다. 이中 

貝設妙의 分布는 前述한바 海뿔윤 짜라 分布확 

는데 그 分布範圍가 넓 어 따、 Y핑을 形成하고 있는 

곳이 바로 才俊海뿜에서 內I쩔의 正덤굶에 이르 

는 3.2km2 地內이 다. 이 海뿔꾀ì[莫의 形成은 西

紀 1002年에 푼E底에서 關出한 飛揚島와 密接하 

關聯되어 있다. 

飛揚島는 金l豪별와 俠γ里땀굉에서 不過 1, 5 

OOm 北西쪽에 位똘하며 섬 의 東펌 길이 가 850m, 
높이 가 114m 의 Tholoide 狀 I텔쉰止이 다. 飛揚

海l俠의 zp.均水深은 5m 內外로서 라땀과 i皮j良의 

Î太郞， 1925, “뽑州火山雜記 펴球， 第 4 卷， 4 號， pp. 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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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 投劉을 잘 하며 더우기 時速 1knot 의 速

度로 j朝流7} 千滿에 따라 每 日 四回 流向을 달 

리하고 있다(그럼 2). 

特記할 바는 飛揚島生成 當時 海益로 金陸里

와 換才里 및 歸德地方안 妙漢地帶가 完全허 廢

塊化하였으며 그 當時 生存하둔 海樓動物이 陸

地로 밀어올려저 ;뽑岩洞富의 開口部를 通하여 

A춤과 함께 家藏什物이 理積되 어 1000年의 歲

저이 흐른 오늘날에도 그 遺麻層이 才俊國民學

校 부근과 健岩洞富內에서 發見되고 있다. 

이벤 調홈에서 確認펀 이와같은 事實은 輪林

몹誌에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어 多幸스렵게 

도 偶然、의 -‘致가 되고있다. ~現在에 據才 金l愛

및 歸德地方안 따、j莫地帶속에는 遺物 및 遺鐘의 

發見을 證言삼고 白妙밑 黑土를 發見하면 排作

하던 밭과 같은 고랑을 볼 수 있고 遺骨等을 폴 

수 있다』 이와같은 火山事變으로 因한 海益이 

지나간 후 “貝妙層의 移動으로 폈蘇地化되었는 

데 李朝中葉에 이르러 벼로소 새로운 住民이 定

著하기에 이르렸다 "7) 

調훌範圍안 100萬헬 地域內의 貝妙層의 試料

률 〈그럼 2>와 같이 16個地點에 서 採取하여 그 

~.1L度를 分析檢討한 結果 따、표의 主펀 移動輔은 

按才里에서 金陸里로 西進하고 있음을 얄 수 있 

었다(그럼 2. 의 화살표 方面).

金陸里에 居住하는 李道f行컸은 自 身이 書堂에 

다니 던 1930年代初에 는 現在의 飛妙地 西쪽 境흙l 

에서 東쪽으로 300m 地點까지 黑色의 玄武岩分
解士가 있어 營農을 하였는데 飛따;의 被害가 極

甚하여 日A들이 防싫林으로 海松을 심은-것이 

現在와 같은 훌륭한 成林地가 되었다고 證言하 
고 있다(사진 1). 

以上의 證言을 기 초로하여 妙lÍ:의 移動 速度

를 推計하여 보면 年平均 6m 란 놀라운 速度로 

防淡林이 란 障隔物을 뛰 어 넘 어 fi'þ、lÍ:가 移動l한 

結果가 된다. 짜라서 調훌地域內의 lava tunnel 

의 開 口部는 lavapi1z 作用으로 因한 pitfall 파 

함께 貝設따;로 理積되어 一實된 cave system 을 

維持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妙lÍ:의 移

動으로 妙漢固有의 댐2漢뚫地(desert hollow) 地形

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波浪狀의 lÍ:擾地帶

는 貝妙層의 層淳와 密接히 關聯되 어 玄武岩의 

節理面을 따라 짧岩洞庸內에 重행醒칼슐 溶淑

Ca(HC03)2을 慘透시킴으로써 世界的으로奇異한 

------Fo.‘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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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훌金麗內의 톨웰術的 價{直가 있는 二次 生成物 位置圖

7) 金玉敏， 1963, 賴林물誌， 博文;社， 濟州， p. 2,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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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鍾좋L洞을 形)Jl(;하커 에 。1 루 져 야 다 8) 

3. 碼鐘좋u同에 發達한 二次生成物

前述한 바와같이 貝짧따、는 3.2km2 젠;漢地帶 

씌 地形에 짜라 層淳를 달리하고 있으나 2f均層

停는 3m ::t: 로 推定펀다. 
貝觀7î'þ의 主成分은 石까岩에 있어서와 마찬가 

지로 t월醒칼숨(CaC03)이다. 이와같은 칼숨成分 
은 弱醒性을 딴 雨水에 溶解되 어 重꼈醒칼숨 溶

波， øn 좋L水狀態(Ca(HC03)2)로 溶岩洞庸內에 慘

透되 어 天井파 洞皮에 二次生成物을 沈積하였 

다. 

그러 나 石까岩洞庸파 比較하여 볼해 石까岩洞 

옮의 據大는 地下水準面 以下에서 이루어지며 地

下水準面 위에서는 洞庸流가 없는 限 洞富空間을 

희 생 시키는 二次生成物의 沈積을 據大해나가는 

데 對해 二次元의 碼鍾￥L洞은 -‘方的으로 흩%成 

의 lava tunnel의 空間을 축소시 키 고 있 다. 特

송1 濟싸!島는 年2f均氣溫이 높고 우리냐라의 多

雨地라는 點과， 充分한 랬醒칼숨源안 貝設妙의 

두터운 被覆層을 가지고 있음에도 不抱하고 二

次生成物의 沈積이 顯著하지 뭇한 것은 飛揚島

火山事變 以後 fit};漢化가 急進展되었다는 것을 

寶證的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았겠다. 

(1) 點浦石 (Dripstone) 

;溶岩洞庸天井에 서 水禮이 落下할예 펴황의 貝

設힘;로부터 溶脫된 이 온狀態의 重행醒칼숨溶波 

(Ca(HC03) 2)에 서 二次生成物안 管狀鍾좋L石파 鍾

좋L石， 洞皮에서는 石씁이 對稱的으로 成長하여 

石柱로 進化되어 가고 있다. 
1) 管狀鐘환石(Tubular Stalactites) 

次生成物의 基本型으로 洞題天井에서 落下

하려 는 水鴻은 表面張力으로 落下하는 臨間 그 

水潤의 基部에 水禮의 直젠과 같은 環狀의 二次

生成物을 만드는데， 그 속이 밀짚과 같이 벼어 

있 어 soda stra.w 의 異名이 있 다. 

右까岩洞篇에 比해 成長速度는 매우 빠르며 

密集度도 매우- 높다. 1970年 11月 文化財 管理

局61 調養한 黃金富最長管狀鍾￥L石의 걸이 는 1m 

30cm 로 報告·되었는데 이벤 調효에서는 1m65cm 

로 나타나 12年동안 年平均 3cm 의 成長速度블 

記錄하고 있는 結果가 된다 9) 이는 石友岩洞庸

에있어서의 成長速度와 比較도 되지않는 急成長

을 하는데 그 理由로서는 地表面에 가까우며 樹

根을 基魔로 f벼張되기 해문이다(사진 19). 

2) 鐘좋L石 (Stalacti tes) 

一般的으로 二次生成物의 代名詞와 같이 使用

되고 있는 洞庸堆積物이다. 管狀鍾좋L石의 中央

週管이 閒塞됨으로써 管狀鍾좋L石의 測面에서 慘

出을 일으켜 鍾뚱L石으로 聽達한다. 

한펀 石까岩洞庸파 같야 地下深部에서 持續的

慘透水에 依해 鍾좋L石이 生成되는 것과는 달리 

地下漢部에서 乾期에는 慘透水가 거이 없기 해 

문에 鍾좋L石은 間歐的으로 成長하는 點이 石友岩

洞庸파 다를 뿐 그 形態나 生成機構面에서는 石

友岩洞합파 同c._하다. 

特記활바는 짧岩洞庸 生成當時의 ;짧岩鍾좋L石 

과 칼싸이 트 起源의 二次生成鍾좋L石이 共存하고 

있는 點이라 하겠다. 

3) 石홉 (Stalagmite) 

點i商水가 洞皮에 落下할빼 CO2 는 氣化하고 

H20 는 素짧하며 CaC03 가 品出된다般的으 

로 歸鍾좋L洞의 石혐發達은 石友岩洞庸에 比해 

그 發達狀態 및 成長速度가 顯著허 빠르다. 그 

理由로서는 石짜岩洞庸에 比해 降雨에 따른 點

鴻의 頻度가 急激허 增加하기 때문이다. 

Allison 은 石智成長條件으로 通風이 좋고 溫

度가 높으며 水潤의 ‘農度가 높고 點鴻의 頻度가 

클혜 石짧成長은 많速하게 이 루어 진다고 하였 

다 10) 짜라서 濟싸l島의 氣候環境은 前記諸條件

파 一致하는 結果가 펀다. 

4) 石柱 (Columns) 

鍾좋L石과 石씁은 重랬醒칼숍溶波의 點i商에 依

8) 徐成松， 1977, “韓國의 fI꾀庸盧 二次生成物에 關한 陽究 펌嚴 李敏載 博士 華甲記念論文集， pp. 374.-395. 
中國科學院 地質핍究所 岩溶昭究組著， 1979, 中國岩溶맑究， 科學出版社， 北京， pp.308.-310. 

9) 文化財管理局， 1970, ‘韓國의 洞옮 1, 짧岩洞옮編， ’ 文化公報部， pp.52---54. 
10) V. C. Allison, 1923, ‘ The growth of stalactites and stalagmitcs," Joμr， Geol. , vol. 31, pp.106'-125. 

(地鏡學， 1978, 岩溶地鏡(嘴斯持編) , 新華書店 北京發行所， pp. 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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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盧物임으로 반드시 對稱的인 發達을 가져온 

다. 꺼論 點i園의 頻度에 딱라 鍾좋L石이 나 石智

그 어느 한쪽의 卓越한 發達을 갖어오겠지만 언 

젠가는 必然的으로 結合되 어 石柱를 만들묘로서 

點潤石의 範購에서 除外펀다. 

鴻鍾뚱L洞의 石柱發達은 極히 微弱한데 그 理

由로서는 健岩洞옮의 廣大한 空間에 比해 貝設

妙起源의 二次生成物의 發達야 西紀 1002年의 

飛揚島火山事變 以後에 急、進展 되었기 혜문이 

다. 짜라서 f馬鍾좋L洞의 石柱發達은 짧岩뼈의 낮 
은 空間이나 기어들어갈 수 없는 좁은 trap 을 

짜라 微弱한 聽達을 하고 있다(사잔 20). 

(2) 流石(Flowstone)

f휩양}진 洞朱이 나 뭘훌面을 짜라 二次生成物。l

流故構造블 냐];.}내는 넓은 布狀의 被覆物， ~p 流

깝풋 慘出하는 地下水의 通路카 되는 地質環境

에 따라 純白， 未짧， 黃色等 여러가지 色調를냐 

타낸다. 이 들中 廳化鐵에 依한 未橋色파 黃色系

것!J의 色調가 짙어 黃金짧의 이릎이 있다. 

1) 훌황쫓裝 (Lime LamiI:ation) 

륜똘固의 節理面을 따라 慘透한 地下水에 不純

物이 척 고 純將한 貝設妙의 Ca1cite 만 溶脫펀 곳 

에서는 純白의 流石을， 玄武岩으로부터 鐵分을 

얻은것은 未짧色을 나타내며 박쥐똥은 朱黃色，

石홉質은 黃色을 나타내는 碩向이 있다. 險鍾좋L 

洞은 石짜岩洞屬에 比해 流石의 짧達은 매우 微

弱하다. 그 理떠로서는 前述한 바 飛揚島火山事

變 以後에 加速化펀 碼鍾￥L洞옮化 혜문언 것으 

로 判斷펀다. 

2) 小波狀構造(Tier)

;樓岩선만위 또는 洞皮， 해로는 藍面을 짜라 

週度한 地下水의 慘出이 있는 곳에서는 tier 가 

比較的 잘 웰達되어 있다. 特허 平頂石짧 周邊

에 그 發達이 顯著헌- 것은 前述한 石씁發達의 

境遇와 갇으며 石tk~쉽 j同麗과 th較해 볼해 짧은 

時間內에 흘륭한 發達읍 보이고 있다. 

3) 縣훌훌鐘장L石 (Ba-:on-likc Sheet) 

過度한 慘透水가 順料진 天井이 나 뿔面을 따 

라 流出하는 곳에서는 鍾좋L石이 連合되어 末端‘

部에 bacon 이 發達펀다. 그러 나 石友岩洞庸에 

는 比較도 되지 않으리만큼 微弱하다(사진 21). 

4) 總훌鐘좋L:石末端의 鍵훌홉構造(Draperies) 

Lace 狀으로 bacon 未端部를 裝節한 二次生않 

物이 다. 黃金庸의 境遇 짧岩선만상에 융훨達하며 

그 模樣야 매우 精巧하다(사진 20). 

(3) ~흙 加뺑植物 (Accretionary deposites) 

大規模로 發達된 石tk岩洞庸의 뽑遍的 堆積物’

中에 는 밟醒 Ca1cium 溶被속의 ;容存 Calcite 가 

岩石片이나 生物體의 甲웠을 核으로하여 隱加增

植되어 同心圓의 構造를 나타내는 펠1型의 微少
堆積物11)이 있는데 그 크기에 짜라 直쩔이 2mm 

以內의 것은 Oo1ite(魚꽤石)， 그 以上은 Pisolite, 

Cave ball 等으로 分類된다. 其他 變種으로서 

Axiolite(棒狀體)와 圓盤과 같은 Tabular(板狀體)

가 있는데 碼鍾좋L洞안 校才洞屬群의 훈加f협꺼힐f'f 
用은 活?發하여 石까岩洞麗에서는 보기드문 優秀

한 휩達끌 보이고 있다. 그 理由로서는 降雨와 

關聯펀 |펌歐的안 流出이 隱、加i曾植體의 變位를 

容易하꺼1 하는 것으로 判斷된다. 

1) 魚패石(Oolite) 

豆石을 分類하여 2mm 以內의 것에 對하여 -불 

여진 이름이다. 黃金屬의 것은 石까岩洞庸에서 

그 類例플 찾아볼 수 없는 完全한 同心圓의 球

狀體판 보여 준다. 微細한 洞庸生物과 岩石片 성 

지어는 잔흙을 中心核으로 한 것이 많은데 그 中

에서도 다슬기， 뿔조개와 섬계의 針骨과 같은 

海陸棒의 生物設을 核‘으로한 棒狀體가 卓越하 

다(사진 7, 9). 

2) 豆石(Pisolite)

黃金옮의 Pisolite 는 매우 多樣한 形態와 盧出

狀態룹 나타내고 있다. 

筆者가 1977年 分類한 @圓型(Sperical) @積圓

型(El1 iptical) @ 角型(Prismatic) @ 棒狀體(Axio

Iite) @ 板狀體(Tabular) @ 不規則型(Irregular)

@ 複合型(Composites)等 7가지 類型을 完慶하게 

具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塵出狀態도 매우 

11) C. A. Hill, 1976, “Cave πlinerals，" Nati 0ηal Sþeleological Society , U. S. A. pp.21 ....... 23. 
J. N. ]ennings, 1971 , “Karst," Cambera Australlia, pp.171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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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려가지로 나타낸다 12) 

’1‘ ier 녀- Nest Cup, Splash Cup, Travertine 

T errace ~ Rim Pool, 섬지어는 樓岩션만 위에 
까지 짧達하고 있 어 一見 Pisolite 의 展示場같은 

느낌을 준다. 

特記할바는 板狀體의 模樣안데 그 直짧은 3"-' 

15mm 에 그 두께는 한결같이 2"-'3mm 로 石1J(

岩洞屬에서는 볼 수 없는 灌版狀을 이루고 았 

다(사진 4, 8, 13, ). 

3) 棒狀體(Axio1ite)

黃金庸의 棒狀體는 表面이 매우 不規則하며 

最長 4.5cm 까지 發見펀다. 이 것 은 管狀鍾좋L石 

의 破片이나 다슬기나 뿔조개와 같은 가늘고 긴 

洞庸生物을 核으로(사진 7,10,12) 降雨의 彈度에 

짜라 變位轉動하면서 *전加f曾植펀 것 o 로 보여진 

다. 

特記찰바는 Axiolite 와 Tabular 의 複合型의 

發見이며 매우 興味로운洞庸堆積物로생각된다. 
4) 板狀體(Tabular)

筆者7} 板狀體블 처 음 聽見한 것은 1975年 f감 

蘇洞錯에서 1:11 롯되며 1976年에는 寧越몹 近處의 
水品庸에서 1977年에는 古數洞庸 附近의 良洞庸

에서 1983年의 憶鍾좋L庸等 4{固의 j同庸에서 發見

되었는데 筆者가 調훌한 國內外의 130餘個 洞庸

에 견주어 볼때 實로 30餘個 洞庸中 1個洞庸에 

不過한 分布를 보이고 있어 그 精貴性을 짐작할 

수있겠다. 

生成機構블 살펴보면 重행醒 Calcium 溶波속 

의 造核物質을 基觀로 한 隱加增植에 짜른 季

節的 環擾變化에서 오는 ~1J口轉換 (accretionary

diversion)의 結果안 것으로 判斷된다(사진8， 9， 15). 

5) 洞麗훌珠 (Cave Pearls) 

調養한 隱鍾좋L洞에는 Pisolite 와 함께 많은 洞

屬웰珠가 塵出되고 있다. Notch 1-f Nest Cup 에 

서도 간흑 보여지지만 Splash Cup 속에 良好한 

發達을 하며 圓廳度가 높을 뿐만 아니 라 高光澤

을 냐타내 고 있 는 點은 Limestone Ca vern 파 同

一하였 다(사진 14,17). 

(4) 徵細洞題堆積物(Micro Speleothem) 

微細洞庸堆積物中에는 石花類(Anthodites)에 屬

하는 gypsum flower와 曲石(Helictites)의 一種

인 Cave tulip 과 나무뿌리 의 毛細根을 짜라 形
成된 Helictites 等이 代表的이 며 點潤水에 依해 

만들어 진 Conulite 等야 있 어 石까岩洞庸의 微細

堆積物과比較된다. 

1) Cave tu1ip 

Helictites 의 變種오로도 取짧되 며 Anthodites 

의 一種안 Cave tulip 은 1977年 忠北 판陽那 大

關面 폈洞짧에 셔 最初로 發見펀 以來 江原道 莫

싸l都 玉漢面 西大庸에서와 本調養ìf텍庸에서 세벤 

쩨의 發見이라 하겠다‘ 

精巧한 tulip 模樣을 한 Anthodites 로 그 生成

機構블 보면 Helictites 와 같이 密閒펀 洞庸空間

에서 生成되는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本調흉tllil 

f홉의 Cave tulip 은 樹木의 毛細根을 基鍵로 發

達하고 있는것이 特色이라 하겠다. 

2) 石花(Anthodites)

石까岩j同屬內의 微細하고도 精巧한 堆積物들 

은 꽃 모양으로 생긴 石花이다 13) 이와같은 石

花는 Calcite 1-f Aragonite, gypSUffi, Selenite, 

Cave Silt 等 여러가지 成分을 가진 것들이 있는 

데 黃金屬의 것 은 統醒廳購物안 石홉堆積物。l‘ 

었다(사진 23). 

3) 曲石 (He1ictites) 

空氣의 流通이 잘안되는 密閒된 洞庸空間에잭 

는 먼지나 거미줄과 같은 物質을 核으로 꾸부러 

지고 1:11 즐어진 微細洞庸堆積物을 生成한다. 

調홈된 탤鍾뚱L洞의 Helictìtes 는 樹木의 毛細↑

根을 基魔로 曲石을 形成하고 있어 曲石成因論

에 毛細根起源說을 追加하여야 될것으로 생각된 

다(사진 21). 

4) 石杯(Conulite)

石友岩~，혀錯에 있어서는 洞皮의 진흙위에 생기 

는 것이 一般的이나 本調훌地域에서는 溶岩洞庸

의 開口部로 吹入펀 洞皮의 貝設따、위에 Conulite 

블 形成하셔 石友岩洞庸파는 異質的이며 어디에 

서나 쉽게 發見되는 普遍的堆積物이었다. 

(5) 健鍾￥L洞에서 發見된 二次生成鐘物

12) 徐행松， 1977, “韓國의 石友岩洞題塵 Pisolite 에 關한 맑究 地理學， 第16號， pp. 79"""'84. 
13) 顧烏愛彦， 1965, ‘石次洞庸塵 Anthodites, " 愛援大學紀要 담 然科學 D. Series, 第 5 卷， 2 號，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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憶鍾뚱L洞에서 發見펀 二次生成物에는 貝設沙起

源의 i용醒톰훌鍵物안 Calcite 와 이 들 Calcite 에 서 

分化된 Hydromagnesite 및 박쥐똥파 關聯된 憐

醒醒鍵物안 Hydro-Apatite 와 짧醒廳鍵物안 gyp

sum 等이 發見되어 石友岩洞庸파 共通性을지니 

고 있 다 14) 그것 은 Calcite 堆積物이 石까岩超源 

이 건 貝設따、起源이 건 同一한 CaCOa 블 主成分으 
로 하고 있기 혜문이다(사진 19, 20, 23, 24). 

4. 結 論

濟州道 北濟싸I컵ß 輪林몹 按才里에 發達한 碼

鍾좋L洞， 天然紀念物 236號로 指定된 按才洞屬群

을 調호하여 다음파 같은 몇가지 結論을 얻었다 

1) 貝設따、의 分布範圍는 3.2km2 이 며 最大層

끓는 10m=:t, 平均層l享는 3m=:t였다. 

2) Desert Hollow 地形은 火山性慣出物파 A 

寫的얀 防헤〉탤構葉이 함께 作用하여 Lava tunnel 

內의 二次生成物의 沈積을 도왔다. 

3) 隱鍾좋L洞形成의 主因子는 貝됐따、起源의 눴& 

醒 Calcium 이 며 꾀ìlÍ:地形形成파 i同鎭內의 二次

生成物의 沈積은 西紀 1002年의 飛揚島火山事變

以後에 加速化 되었다. 

4) Speleothem 은 石까岩洞庸의 專有物만은 아 

니며 Pseudo Karst 에서도 널리 使用될 수 있는 

一般的 用語이다. 

5) Pseudo Karst 에 있 어 洞庸堆積物의 多樣

性은 주어진 環境寶因에 支配되고 있었다. 

6) 힘加增植物의 驚異的發達은 j同庸內의 溫度

와 間歐的안 地下流出파 密接한 關係가 있다. 

7) 地下水의 慘出이 없는 洞屬天井에는 ;溶岩

洞庸生成當時의 ;煥岩鍾좋L石과 節理面을 짜른 貝

設따、起源의 二次生成物이 共存하는 二元性을 냐 

타낸고 있다. 

14) 徐歲松， 題島愛彦， 1982, It江原道쏠隱l1J Karst 周邊地域의 ~폐庸鍵物어1 關한 힘究， ’ 地域開發， 11輯， pp. 
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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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寫 1. 따漢의 西쪽 境界地帶 : 金像里에 서 飛揚島
를 바라본다. 貝혔妙는 東에 서 西로 最近 50年間 꺼 
驚 300m를 移動하였다. 

寫률 2. 전복을 131 롯하여 各種漢海性 貝類가 하나 
의 化石層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西紀 1002年의 海
홉효과 直接的~로 關聯된 地層이 다. 

률寫 3. 100萬짤에 達하는 調흉 地域內에서 採集
된 16개 地點씌 試料는 顯微鏡寫휠에 依해 그 拉子와 
風廳度를 檢討하였다. 

톨寫 4. 文化財管理局 發行의 韓國의 洞庸(용암동 

굴펀) p.51에 記錄된 40%의 底樓뾰 有￥L명의 遺歡로 
된 貝設따란 바로 이 갯다슬기의 破片을 가르키는 것 
같다. 

톨寫 5. 續大倍率 23, Sample 16地點의 貝쫓않妙. 
*立子는 작고 風睡度는 낮으며 火山性 陣層物파 其他
異質物의 比重이 얘우 높다. 

률寫 6. 據大倍率 23, Sample 13地點의 貝훨따、
갯 다슬기 와 섬 제 의 針骨等 漢海性 貝類의 殘歡들。l 보L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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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훌 7. 直짧 2mm 以下의 Oolite, 上左部에 달팽 
<>1 核의 것 과 右下部어l 섬 계 의 針骨로펀 Axiolite 가 
보인다. 

렇훌홉 8. 直짧 2mm"""3mm 의 Oolite 와 Pisolite. 
9X 

寫홉 9. Tabular:: 直짧 lO"""15mm, 두께 2,...,,3mm 
씌 圓盤狀 젠加增植物 斷面은 正確한 同心圓을 이 루 
고 있마. 

寫훌 10. 淡水塵 다슬기로 黃金庸에서 採集되었마. 
微細한 것 은 Oolite 나 Pis이ite 의 核으로， 成長한 것 은 

Axiolite 의 核을 이 루고 있 다. 

寫률 11. Oolite 의 核 : 달팽 이 를 核오로 한 Oolite 
의 Encrusting. 23 x 

렇홉홉 12. Axio!ite 의 核 : 다슬기 의 -種안 微細한 
洞算生物을 核」ζ로 棒狀體릎 表面皮購增植하는 過程.
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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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홉홉 13. 直짧 3mm 의 Pisolite 斷面. Oolite 는 斷
面製造가 어 려 워 破陣面으로 檢討한 結果 홈륭한 同
，jû圓 構造를 나타내고 있었다. 23x 

렇훌훌 15. 圓盤狀의 Tabular, 直짧은 7mm. 表面은 
거 철며 斷面構造에 는 空洞이 많다. ，현、禮水의 落下로 
因한 接地 破짧{生 水分子에 依한 徐加增植體로 檢討
되었다. 9x 

寫찮 14. 直짧 15mm 의 洞흉쉴珠斷面. 貝혔의 破
片윤 中心썩으로 한 훌륭한 同心圓構造. 9x 

렇헬홉 16. 表面이 커 치 픈 房狀 Pisolite 斷面. 直짧 
은 15mm, 진흙을 核으로 同心圓의 構造를 이 루며 周
邊部에 Sponge 狀의 空~司이 發達하였다. 

렇협흉 17. Nest Cup 上어l 發達한 Pisolite, 그 直짧 
에 짜라 OoIite, PisoIite, Cave ball 等A로 分類되 며 , 
形態에 따라 Axi이ite 와 Tabular 로 分類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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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률 18. 煥岩선만上에 發達한 Tabular, 마-치 地
質時代의 Nummulites 와 같이 圓盤狀을 냐타내 고 있 
으나 그 斷面構造는 역 시 同心圓이 였다. 

寫훌 19. 管狀鐘좋L石 : 鐘좋L石의 基本型이 다. 울방 
울의 直쩔과 같이 4mm:i:의 直짧을 나타내 며 속운 닙l 

어 있다. 이 通路가 막히면 慘透水는 管狀鐘좋L石 밖 
으로. 빌려 나와 鐘좋L石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다. 

寫훌 20. 戀華狀鐘추L石末端의 Lacy 와 같은 아름 
다운 銀嚴構造블 Draperies 라고 한다. 黃金算의 發達
은 가장 模式的안 例가 펀다. 

寫흘 21. 煥岩이 흘러 나간 流救構造를 나타내 는 黑

觸色部分과 地震어1 依한 破確面을 짜른 貝設妙 起源
의 二次生成鐘송L石을 同時에 .lL여 주는 二次元性을 + 
타낸다. 

뭘봉톨 22. 二次元性을 나타내 는 樓岩鐘￥L石파 Calcite
鐘좋L石， 洞皮에는 Tier 가 模式的￡로 發達되어 있다. 

寫률 23. 石휩:(CaS04.2H20)로 된 花型 Gypsum 
Flower 이 다. 가장 휩:遍的우로 보여 지는 洞廣內의 짧파 
댐쫓횡훨鍵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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寫률 24. 2jS-頂石짧파 션반石의 發達로 退化되어 가 
는 Rim Pool, 地下排水카 不良한 곳에 서 는 一時的안 
水i留가 생 겨 Pool 內에 서 는 徐加增植作用， 水面上에 서 
는 선만석의 成長으로 Pool 은 縮少되애가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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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inary Appearance in Pseudo Limestone Cavern 

Summary;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duality of 

speleothem that appeared in “Hyeob Jae 

Cave" which is designated as the natural mo

nument. No.236. It is located at Hyeob 

Jae Ri, Hanrim Eub, Bug Je-ju Gun, Je-ju 

do.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distribution range of the shelly sand 

which has maximum thickness of lOm+ 

and average of 3m i: was 3.2km2
• 

2. The desert hollow acted to promote the 

speleothem deposits in the lava tunnel with 

lava mound formed by lavap i1z and arti

ficial breaksand wall. 

3. The main component of the pseudo lime

stone cavern was carbonate Ca1cium from 

shelly sand. And the deposition of speleo

theIh in the Cave was accelerated after 

the volcanic erupsion of Biyang Island in 

-----

Journal of Geography, lo, 1983. 12, pp. 291~304. 

Moo-Song Suh 

1002. A.D. 

4. The secondary depositions of Ca1cite 

recognized as speleothem up to now it 

can be used for the pseudo karst in general. 
5. It seems that the variety of the cave 

deposits is decided depending upon the 

geology, land form, climate, vegetations 

and the structural environmental factors 

6. It seems that the wondering development 

of accretionary deposits caused by encrust

ing has a close relation with intermittent 

seepage of ground water. 

7. Finally, we can acknowledge the coexi

stent duality of speleothem by shelly sand 

along with the joint and the lava stal

actites formed at the same time with the 

lava tunnel on the ceiling where there 

까.as no se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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