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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漢江에 있어서 河系網과 
地質構造線의 關係에 대한 冊究

《目

1. 冊究의 目的과方法 
2. 冊究地域의 地形 · 地質聯觀
3. 冊究地域의 地質構造線의 特徵

1 . 昭究의 텀的과方法 

筆者는 과거 洛東江 流域에 있어서의 河系網과 

地質構造線의 關係에 대 한 冊究를 한 적 이 있다? 
그러나이 冊究에서는 2 次數以下의 小河川을 

다루지 아니하였으므로 小河川에서의 地質構造

線의 영 향을 알 수 없었고 또한 冊究地域의 基盤

岩이 類似하였던 관계로 인하여 基盤岩이 河系

網과 地質構造線의 關係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冊究할 수 없었다.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副敎授.

朴 東 週*

次X

4. 地質構造線과 河系網의 關係
5. 結論

筆者는 지난번 冊究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던 問

題펴들을 밝혀 내고 폐系網과 地質構造線의 關係

를 좀더 詳細히 규명하기에 적당한 폐川流域을 

찾아보았다. 

南‘漢江의 五大支流 (轉江， 平昌江， 達JII ， 朝陽

江， 淸美) 11 )流域은 基盤캄-이 相異하고 r합次數는 

물론 1~2 次數 河系와 地質構造線의 關係도 알 

아 볼 수 있으므로 河系網과 地質構造線의 關係

를알아보는데 적당한對象이 되는 M川流域으 

로 사료되어 南漢江의 全流域을 본 冊究의 對象

地域으로 결정하였다〔그럼 1), 

筆者는 南漢江流域에서의 ψI系網과 地質構造

1) 朴東源 · 姜必鍾， 1977, “河系網과 構造線의 關係에 대한 冊究 (洛東江流域을 例로 하여)'，’ 
洛山地理， 4 號， pp. 7 -16. 

2) 다음과 같은 論文들에서 資料를 選別的으로 利用하였다. 
朴良善， 1970, “南漢江流域 河系網發達의 定量的分析” 서울大敎育大學院 碩士論文.
尹龍男， 1973, “漢江水系의 河川形態學的 特性과 頻度流量과의 相關性:’ 大韓土木學會誌
21卷 1 號. pp.46-59. 
金又寬， 1981, “南漢江 益地의 料面碩料分析과 地形資源:’ 慶北大論文集 32卷， pp. 15-32. 
金X寬， 尹仁MJ" 1982, “南漢江 流域의 河系網分析” 慶北大論文集， 33卷， pp. 11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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線의 關係를 알아 보기 위 하여 우선 南漢江의 上

記 5 大 支流流域에 서 1 : 50.000 地形圖를 기초 

로 全次數別 폐系網의 特色을 調훌하였다. 

그림 1. 돼究地城의 位를 

l. 朝陽川 2. f昌江 3. 轉江 4. 賣美)11 5. 達川
各 次數別 河系網의 地形的 特色을 理解하기 

위하여 이미 調훌하여 놓은 資料들이 있을 경우 

에는 이를 選別的으로 利用하였다2) 

本冊究地域의 地質狀態는 韓國動力資源開發冊

究所 發行 1 : 50 , 000 地質圖와 1 : 250 ,000 地

質圖를 利用 하여 調훌하였다. 

河川流域의 地質構造線은 韓國動力資源開發冊

究所遠隔採흉室에서 調훌한것으로 이 資料를 本

冊究에 맞도록 處理.하여 利用하였다3) 

2. 昭究地域의 地形 · 地質職觀

南漢江은 漢江의 가장 중요한 ￡流로서 그 本

流는五臺山 近處에서 發源하여 처음에 南南西流

하다가 西流， 北北西流하여 兩水里近處에서 北

漢江과合流한다. 

河川 流域에 는 大寶花關岩을 비 롯한 火成岩類，

石%岩을 비 롯한 堆積岩類， 決川 層群 變成岩을 

비 롯한 여 러 종류의 變成岩이 多樣하게 分布한다 

(그림 2 ). 

火成岩類의 大部分을 이루는 大옆花關岩은 南

漢江流域의 北西部에 널리 分布하나 流域의 南部

에는 좁은 규모로 나타난다. 이 花關岩은 쥬라紀 

빼 혜 

톨톨 *.æ.불 
톨톨 ·톨l빼 훌훌매 .... 톨붙 

--삐’ •• 불 _*:s훌훌 ..... 붙 
_，.1빼 ... 톰톨 

홈톨훌川’”‘ ••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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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꽤究地域의 地質狀顧

末紀의 것으로 대부분이 惠雲母花關岩이다. 본南 

漢江流域에 서 10 。 이 하의 績碩料地는 대 부분 大

옆花t협岩地域과 --致한다. 

堆積岩類는 주로 본 河川流域의 中央部 西便에 

서 北東-南西方向의 走向을 가지고 分布하며 

험준한 山地를 이루는 콧이 많다. 寧越層群，餘

樓層群， 高행山屬群， 大石J1(岩層群， 陽德層群

등의 堆積岩으로 構成된다. 

寧越層群은 南漢江 本流의 北部에 주로 分布

하며 岩相으로는 大石까岩層群에 對比되나 時

代上오로는 未分類된 石까岩이다. 

3) 자세한 調훌 및 資料處理方法에 대해서는 아래의 論文을 참조할 것. 朴東源 · 姜必鍾， 1977，前揚書，
姜必鍾 外， 1985, “ Landsat data 의 映象處理手法에 依한 서울- 東豆川間의 Lineament冊究
大韓遠隔探훌學會誌， Vol. 1 , N o. 1 , pp. 39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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餘樓層群은 H훈代未詳의 堆積岩類로서 주로 綠

色꾀、岩 내지 슬레이트로 構成된다. 大石까層群 

의 北部 내 지 北西部에 分布한다. 

高행山層群은 石했少岩， 淡色租拉꾀、岩 多樣

한 色相의 셰일， 石벚 및 벚質셰일로 構成된다. 

本 河川流域의 南東部 大石아岩層群과 遠南層群

사이에 分布한다. 

大石까岩層群은 朝蘇累層群에 속하며 주로 本

河川流域의 上流인 骨只川 流域에 념리 分布한 

다. 여 러 種類의 石아岩으로 구성 되며 部分的

으로 珪石， 셰일등이 협재하는 경우도 있다. 

陽德層群은 小規模로 南漢江의 上流일대에 나 

타난다. 주로 多樣한 色相의 셰일 및 白色石아 

岩， 千板岩으로 구성되어 있다. 

變成岩類에는 決川層群， 遠南l롤群， 瑞山l홈群， 

京幾片麻岩콤플렉스 등이 있다. 

決川層群은 주로 南漢江 本流의 南쪽에 分布

하며 片岩， 千板岩， 珪岩， 結品質石까岩 등으 

로 구성된다. 

遠南層群은 本 河川流域의 南東部에 分布하며 

대부분 험준한 山地를 이룬다. 여러 種類의 片

麻岩 내지 片岩， 結品質石M.岩， 累色셔l 일 등으 

로구성되어 있다. 

瑞山層群變成岩은 達川下統 일대에 주로 分

布하며 珪岩내지 片岩으로 구성된다. 

京鍵片麻岩콤플렉스는 대부분 花f협岩質片縣岩 

으로 大寶花國岩地域에 連하여 나타난다. 10。이 

하의 援碩料地도 있으나 대부분의 地域이 大寶

花關岩地域보다는 碩料가 급한 편이다. 

本 河川流域의 地形을 살펴보면， 本 河川流域

의 東部에는 太白山服， 南部에는 小白山服이 달 

표 1 . 돼究地域의 地形特色

라고 있고 北部分水領近處에도 1000m 이상의 

高峰들이 솟아 있어서 본 河川流域은 西部일대 

를 除外하고는 험준한 地形을 이룬다. 

本 河川流域에는 많은 支流가 있으나 그 중 

5 大支流는 平昌江， 達Jl I ， 擔江， 朝陽江， 淸美

川이다. 上記 各 河川流域의 地形特色은〈표 1) 

에 기재된 바와 같다. 

南漢江의 5 大支流에 대하여 各河川流域別로 

그 地質 및 地形의 特色을 쌀펴보면 다음과 같 

다. 

0達川流域 : 流域의 東北部에 大寶花t힘岩이 

分布하고 花t휩岩質片麻岩과 小白山 片縣岩콤플 

렉스에 屬하는 片麻岩이 소규모로 나타난다. 流

域의 北東部에서 南西方向으로 達川의 本流를 

따라서는 決川層群에 속하는 變成岩이 分布한 

다. 西南部에는 大寶花園岩이 널리 나타나며 石

까岩과 餘樓層群에 속하는 堆積岩이 소규모로 

나타난다. 

流域의 東部와 南部는 小白山服이 달리고 있 

어서 地形이 험하다. 주요한 支流는 효도천， 九

安川， 陰城川， 東澤JII ， 印馬JlI， 성황천， 塊갑 

JlI, 박대천， 華揚川， 九龍JII ， 米院川， 倚離JlI，

金乃川 등이다. 

0擔江流域 : 流域의 대부분에 大寶花힘岩 

이 分布하고 西南部 일대에는花樹岩質片廠岩이 

나타난다. 北部 分水績일대에는 白훨紀의 中性

火山岩類， 京鍵片1ff岩콤플렉스에 속하는 鎬狀

片麻岩， 瑞山層群에 속하는 片岩， 白훨紀의 짧 

岩類 등이 소규모로 分布한다. 

河川流域의 東南部에는 推돔山服이 北東-南

西方向으로 달라고 동쪽 分水界에는 太白山服

짧$t 
流 域 面 fli 本 流 의 길이 流域平Y.-J 福 形狀係數 水D系=密읍q1￡ ;fR = U皮않 사F 

(Km 2
) (Km) B =A/L F=B/L 

'fL昌江 1807 132 13.69 0.10 0.35 4.1 
j훌 川 1635 120 13.63 0.11 0.42 4.7 
￠쏠 江 1498 93 16. 11 0.17 0.35 4.3 
朝陽iì王 978 123 7.95 0.06 0.40 4.0 
깐쓸美川 607 40 15.18 0.38 0.41 4.6 

'tH‘~ : ~ι寬. 1981. 前힘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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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南北으로 달리고 있어 南部와 東部의 分水界

는 대부분 해발 1000m 이상의 高地를 이룬다. 

주요한 支流는 三山Jl I ， 梅흥川， 日雲JlI， 鳳

JII , 原州Jl I ， 桂川， 鎬i쫓Jl I ， 橫城川 등이다. 

0平昌江流域 : 北部어l 大寶花園岩， 西部에 

先캠브라아紀의 京짧片麻岩콤플렉스에 속하는 

花樹岩質片廠岩， 南部와 中部에는 寧越層群에 

속하는 石까岩， 동쪽의 分水界근처에는 時代未

詳의 餘體層那에 속하는 綠色%、岩 및 슬레이트 

가 주로 分布한다. 基盤岩의 分布狀態가 대단 

히 복잡하다 

本 河川의 發源地는 桂芳山이고 分水界의 대 

부분이 1000m 이상의 高地를 이룬다. 주요한 

支流는 束沙JlI， 都事} 11, 德巨} 11, 興亨} 11, 大和

111 , 安味Jl I ， 桂村Jl I ， 酒果江등이다. 

0朝陽川流域 : 南漢江 流域의 가장 t流에 

위치하는 河川流域이다. 北部와 東北部에는 주 

로 大寶花園岩， 南部에는 朝蘇累層群에 속하는 

石까岩과 寧越層群에 속하는 石까岩이 념리 分

布한다. 이밖에 東南部 分水짧일대에는 遠南層

群에 속하는 變成岩들이 소규모로 나타난다. 

本 河川流域은 南北方向으로 달리는 高度

1300m 이상의 太白山服의 여러 高峰들 사이를 

흐르는 河川으로 이루어진 流域이므로 6퓨究地 

域의 여 러 河川流域 가운데 流域의 ift.성高度가 

가장 높다. 주요한 支流는 臨逢} 11, 骨只 )11 ， 松

川 등이다. 

0淸美川流域 : 冊究對象河川流域 중 가장 下

流에 위치하는 河川流域으로 대부분의 流域이 

大寶花園岩地域이다. 그러나 東部 分水鎭 일대 

에는 京鍵片麻岩콤플렉스에 속하는 花f힘岩質片 

빠岩이 소규모로 나타난다. 基盤岩의 分布狀態

가 비교적 단순하다. 

本 河川流域내에는 높은 高度의 山地가 없어 

서 調훌對象 河川流域 중 地表의 起f*이 가장 

작은 河川流域이다. 주요한 支流는 芳草Jl I ， 竹

山 111 ， 石院川 鷹JlI， 金강川 등이다. 

3. 冊究地域의 地質構造線의 特徵

地’델- 構造 線(tec tolineamen t)은 아직도 학자 

들 사이에 多樣하게 定義되고 있다4 

본論文에서는 地필構造線을 Dikkers 와 Ka l1g 

이 定義한 바와 유사하거l 아래와 같이 定義하여 

두고까 한다? “地’화構造線은 構造的 歸핀L (tec

tonic disturbance) 에 의하여 岩石에 냉긴 線狀

으1 ZO I1 C 이다:’ 

tî7f究地域의 t也젤構造線의 特徵을 딸아보가 위 

하여 우선 地칩-構造線의 密度을 듭I허좁하여 보았 

다(표 2 ). 

표 2. 河川流域別 構造線의 密度

流域各 面積 (A)km2 構造線 길이 (L)km 密度 (L/A) 

규Z 昌江 1807 515.8 0 ‘ 285 

i흰 川 1635 479.0 0.293 

때f 江 1498 436.8 0.292 

朝 l楊 il 978 220.0 0.225 

j휩美川 607 143.0 0.236 

〈표 :2 )에 나바난 바와 ;샅이 冊究地域 中 가 

장 험준한 地形으로 이루이진 朝陽江流域파 가 

장 'f:ts 한 地形으로 이루어잔 淸美川에셔 構j휠 

線의 密度가 가장 낮았다. 이는 構造的 f쩔핀L의 

정도까 上記 河川流域에서 다른 폐川流域에 比

하여 비교적 적게 發生하였음을 뚫IbK할 것이다 

(그럼 3 ). 

冊究地域내의 地턴構造線은 대셔l 적으로 中 lμr\(]

方向파 選東‘方|리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 

4) 0 ’ Leary, D. W. , Fricdman, J.O. , &: H. C. PoI1ll, 1976, “Lincament , Iinear, Iineation; senac proposed 

new standards for terms", Geo/. Soc. Am. Bu//. Vo/.87 , pp. 1463 ~ 1469. 
Pil chong Kang, 1984 , “ A study on rcmote scnsing application for the tectonic framework of 

the korean peninsular" , Thesis /or the Ðegree 0/ Ðoctor, Korea University, p.11. 
Kang의 논문에 tectolineament 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소개되어 있다. 

5) Dikkers , A.J. , 1977, “ Sketch of a possible lincament pattern in N. W. Europe:’ Geo/. M ijnhouα" 
V이.56. No. 4. pp. 275~285. 

6) 走向別로 본 地젤構造線의 總延長을 河川流域別로 나누어 E펜示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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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各 河川流域別 地質構造線의 分布

만 決川地向料와 一致하는 地域이 많은 達川流

域은 例外的으로 N 600 ~700 W의 t也質構造線01

最大頻度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 6 

(%), 

10 

o 
20 

m 

o 

때
 

o
]
서
」
m
뻐
 

그림 4. 各 河川流域에서 走向別로 본 地賣構造線의 

延長

廳江과 淸美川 등 大寶花 f힘岩이 널리 分布하 

는 地域에는 韓國方向 내지 中國方向의 地質構

造線이 特히 많은 것과 南漢江 本流 北쪽의 河

川流域에는 N 100 

- 200 E 의 地質構造線 方向이 

一次的인 構造線方向이라는 事實 등이 注目된 

다. 

대부분의 河川流域이 太白山服안에 위치하는 

平昌江流域과 朝陽江流域에서는 N 100 

- 200 E 의 

走向을 가진 地質構造線이 압도적으로 많아 中國

方向의 地칩構造線이 河系網發達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反面 淸美川에서는 거의 南北走向

을 가전 소위 韓國方向의 地칩·構造線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花園岩이 널리 分布하는 廳江流域에서는 

中댐1 方向， 韓國方向， 選東方向의 地첼構造線이 

모두 비숫한 頻度로 分布하고 있음이 注目된다. 

이상에 가술한 內容을 要約해 보면 堆積岩 01

우세하게 分布하는 地域은 中國方向 , 火成岩 01

우세하게 分布하는 地域은 韓國方向， 變成岩이 

우세 한 地域은 其他方向의 地첼構造線이 디수를 

점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河川流域別 地첼構造線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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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的方向이 서로 相異하게 나타냐는 것은 본 河

川流域들의 地形發j좋史가 相異함을 의미하고 特

히 決川地向料가 큰 變動뿜라는 사실을 입증하 

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 冊究地域에 分布하는 大寶花樹岩은 

쥬라紀 末紀에 形成되었으므로 大寶花園岩上에 

分布하는 地質構造線은 당연히 이보다 후에 形

成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觀‘먹、에서 가타 다른 古紀岩石上에 形

成된 地質構造線 내 지 이 地質構造線에 따라 發

達한 河系網과 大寶花t협岩上의 地質構造線 및 

그에 따라 발달한 河系網과의 관련성이 注目된 

다고 할수 있다. 

地質構造線의 1 次的인 方向과 地質構造線의 

2 次的인 方向의 差異가 轉江流域을 除外하고 

모두 40。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地

質構造線에 따른 河系網의 發達過程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地質構造線과 河系網의 關係

南漢江 河系網의 最大次救는 7 次救로서 6 次

救河川인 平昌江과 朝陽江이 合流하여 이루어 졌 

다. 이 7 次救河川은 처음에는 南南西流하다가 

후에 東北東流하여 北漢江과 合친다. 

7 次救河川 l월間의 약 40%는 地質 構造線과 

一致하므로 7 次救河川의 流路가 다른 次救의 ’ 
河川流路에 비하여 地質構造線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있음을알수 있다(표 3 ). 

표 3. 次敎別 南漢江 숲河系網과地質構造線의 開係

하천과구조선 河A川m延)長 河川과複區 構間造(線km % 
차수 의重 ) 

4943 90.3 1.8 
2 2216.3 158.8 7 
3 1309 203.8 16 
4 592.8 130 22 
5 340 80 24 
6 118 7.5 5 
7 211.3 833 39 

7) 朴東源， 姜必鍾， 1977, 前揚書.

6 次救河川은 地’합構造線과 거의 無關하게 흐 

르거나 地첼構造線을 橫斯하는 경우가 많아 流

路의 뾰行度는 극히 높다. 다른 次救의 河川에 

비 하여 流路가 地質構造線의 영 향을 가장 작게 
받고 있고 6 次救와 7 次救河川의 河川延長比率

이 역전되어 있는 현상등은 이 6 次救河川의 河

系網이 일반적인 河川流路와는 다르게 발달하였 

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思料된다(그럼 5 ). 

4 
? a *’” 

------- ... 
-‘r、"""'"‘- nJta i1t.川
-.-.-.-.-.- "",alilJII 

그림 5. 南漢江으I 7 次數 .6 次數河川과 地質構造線

5 次救以下의 河川에서는 次數가 낮을수록 河

川流路決定에 있어서 地첼構造線의 영향이 감소 

되고있다. 

特히 1 次救 河川의 경우에는 地質構造線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河川流路가 결정되고 있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河川에 의한 岩石의 差

別f윷敏이 流路決定에 重要한 영향을 미친다는것 

을 얄 수 있다. 

南漢江 流域에서는 洛東江流域에 比하여 高

次救河系網에 서 低次救河系網으로 감에 따라 地

’델構造線이 河系網의 發達에 미치는 영향이 감 

소하는 현상이 더욱 확실히 나타나고 (6 次救河 

川 除外) 特히 6 次救河川의 경우 洛東江流域과 

는 달리 地質構造線의 영향이 미미한데， 이는 

南漢江과 洛東江의 地形發達史에 差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b퓨究地域의 各 河川流域別 河系網과 地質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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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各 河川流域의 次數別 河系網과 地質柳造훌훌의 關f系





線의 關係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4 ). 
표 4. 河川流域別地質構造線과 -致되는河川延長의 

.l:t率

irlJ 川 流 次數 폐川總延長 構造線과 一致되 lt깡 
域 名 (L) (km) 는 폐川總延長 !/L (%\ 

(!) (k m) 

1 515 32 6.2 
f 설 江 2 250 12 4.8 

3 175 36 20.6 
4 120 27 22.5 
5 15 7 0 
frtt 1156 114 9.9 

856 25 2.9 
2 290 51 17.6 
3 166 25 15. 1 
4 90 31 34.4 

j좋 川 5 45 0 0 
fr~t 1447 132 9.1 

622 23 3.7 
2 286 35 12. 2 
3 140 51 36.4 

뱃쏠 江 4 65 3 4.6 
5 44 35 79.5 
ff듭f 1157 147 12.7 

390 12 3.1 
2 170 8 4.7 

朝陽江 3 106 5 4.7 
4 100 10 10 
5 61 0 0 
6 9 0 0 
合듭f 485 35 7.2 
1 291 6 2.1 
2 135 15 11. 1 
3 61 16 26.2 

淸美川 4 20 3 15. 0 
5 22 21 95.5 

529 61 11. 5 

0達川流域 5 次救의 河系網으로 構I:JX:되어 

있다. 4 次救 以下의 河系網만 地원構造線의 영 

향을 받는다. 

小河川인 2 次救의 河系가 다른 河川流域에 

비하여 構造線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 이 현상 

은 決川삐向料의 變成作用과 관련되어 있을 가 

능성이 있다고 생 각된다8 (그럼 6 ). 

O 擔江流域 5 次救의 폐川으로서流域I회積에 

비하여 낮은 次救의 폐系網을 이루고 았다. 따 

라서 冊究地域의 다른 폐川流域에 비하여 水系

密度도 낮다. 5 次救의 河川이 地r’i構造線의 

영향을 많이 반으나 바로 그 아래의 4 次救의 폐 

川은 3 次救나 2 次救의 河川보다 t也셀構j울線 

의 영향을 삭거l 받는다. 이런 현상은 4 次救 河

川이 높은 뾰行性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 

하며 後述하는 淸美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 

음을 감안할 때 이는 花t폐岩인 基盤岩의 特性과 

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본 河川의 全l텀閒음 동해서 보면 6퓨究地域내 

의 다른어떤 河川보다도他r’i構造線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수 있는데， 花 t펙岩t也域에 Fiss 

ure 와 Fracture 가 일반적으로 잘 發生한다는 

사실을 생 각할 때 9 이 河川流域의 높은 t也합構 

造線의 영향을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O 꾸섭江流域 : 6 次救河系網으로 構I:JX되어 있 

으나 5 次救以 F의 河川만 地았構造線의 영향을 

받는다. 地뒀構造까 비교적 복잡한 河川流域이 

가 때문에 岩감差팩에 따른 영향들이 ffJ殺되어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朝陽江과 더불어 1 次救와 2 次數 河川에 있 

어서 地質構造線의 영향이 작다는 것이 注目된 

다. 朝陽江流域과 本 河川流域에는 石까岩을 

비롯한 堆積岩이 널리 分布하고 있는데， 이러한 

岩相의 特徵이 여기에 反映되였을 可能性이 높 

다고 생각된다. 

O 朝陽江流域 : 6 次數의 河川이지만 次救와 

6 次救의 河系는 전혀 地質構造線의 영 향을 받 

지 않는다. 4 次救以下익 河川도 冊究地域내의 

다른 河川에 비하여 地質構造線익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또한 河川 익 分rt빚率도 다른 河川流

域에 比하여 낮다. 이러한 現象의 原因은 이 河

川流域에 년리 分布하는 감I핑캄基盤岩에서 찾 

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石아岩地域 

8) 金相봇， 1983, “決川地向料의 地形冊究 單行本， pp 1 -14. 
9) Twidale, C. R. , 1982 , Granite land/o rm , Elseνieπ pp.39-57. 

-107 -



에 는 Doline , Uvala , 代流川 , 감1차폐庸둡 -*- 식 적 인 
溶純地形이 수다하게 形fJX되어 있는 것으로 미 

루 어 보아 河系網도 역 시 石l싸岩의 獨特한 )화化 · 

f윷純樣式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碩料가급한 地域에서는 河系網의 發j좋 

에 있어서 地뤘構造線의 영향을 더 적게 받을 可

能性은 있으나 本 河川流域에서는 이러한 현상 

을 확인할 수는 없였다 10) 

O淸美川流域 5 次救 河川으로 構成되어 있다. 

5 次救河川의 全區間은 대부분 地質構造線의 영 

향을 받아 그 流路가 決定되었다고 생 각된다. 

4 次救河系가 地賢構造線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사실을 비 롯하여 地質構造線과 j可系網의 

여러 關係가 擔江의 경우와 비슷하다. 

5. 喆 論

河系網의 發達에 地質構造線 (tectolineament) 

이 미치는 영향을 調훌하기 위하여 南漢江 流域을 

택하여 室內 및 野外調출를 행하였다.그 결과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南漢江에서 6 次數 河川을 除外하고는 -

般的으로 次救가 낮은 河系網일수록 그 流路發

達에 있어서 地質構造線의 영향을 작게 받는다. 

特히 1 次救 河川의 경우에는 地質構造線과 거 

의 無關하게 그 流路가 決定된다. 따라서 l 次

救 河川은 독자적 인 頭部慢飯에 {衣해 그 流路를 

延長해 간다고 생 각된다. 

南漢江의 6 次救 河川에서 構造線의 영향이 

미미한 것은 洛東江의 경우와 카一한데 이는 6 

次救河川의 流路가 일반적으로 構造線을 構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理由때문에 6 次救 河

川의 뾰行度는 극히 높다. 

@地質構造線의 密度가 花 f힘岩地域에 높고 石

l짜岩地域에 낮은 것은 地質構造線의 發達이 岩

質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것이다. 地

質構造線익 主方向은 中國方向과 韓國方向이다. 

達川流域에서 N600 

-70
o

W의 走向을 가진 構造

線이 主構造線을 이루는 것은 이 地域01 i天川地

向料에 속하는 地域이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地質構造線이 河系網의 發達에 미치는 영 

향이 花關岩이 탁월하게 分布하는 河川流域 (擔

江)에서는 비교적 높고 石아岩이 널리 分布하는 

河川流域(朝陽江)에 비교적 낮은 것은 岩質의 

差異가 地質構造線과 河系網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10) 金X寬의 前揚書 ( 1981) 에 의하면， 본 빠究t也域에 서 {項料가 急、한 河川流域을 순서대로 보면 
朝陽江， 쿠昌江， 達 )11 ， 擔江， ~홉美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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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ainage Patterns and Tectolineaments of 

the South Han Ri ver 

Summary; 

1t is genera11y known that the tecto-

1ineaments affects the drainage patterns 

of the river basin , but so far the re1a

tionship between drainage patterns and 

tecto1ineaments of the South Han River 

has not been made known. 1n order to 

study this re1ationship , wri ter has made 

an ana1ysis of the data of the drainage 

patterns and tecto1ineaments of the South 

Han River which were deriv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Landsat images. 

Writer has drawn the fo11owing conc1u

slons. 

(1) 1t may be sajd that the higher the 

stream order is , the more the tecto1in

eaments affects the drainage patterns. 

One exception , however , is 삼lat the stream 

order of the river basin is 1east affec

ted by the tecto1ineaments. 

πlis princip1e seems to be app1icab1e 

not on1y in the South Han River Basin ~ 

a who1e but a1so in such sma11er river 

basins as the Choyang , Pyongchang , Som , 
Chongmi and Da1 of the South Han River 

Basin. 

(2) ηle tectolineaments affect the drain

age patterns of the granite-predominant 

river basin. 

Th is indicates that the nature of the 

Dong- Won Park* 

ground rock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re1ationship between drainage pat

terns and tecto1ineaments. 

(3) The density of the tecto1ineaments 

is high in the granite-predominant river 

basin such as the Som River Basin , or the 

metamorphosed rock-predominant river ba

sin such as the Da1 River Basin , whi1e 

it is low in the 1imestone-predominant 

river basin such as the Choyang River Basin. 

The main direction of the tectolineaments 

is Korean direction and Sinian direction , 

with an exception of the Dal River Basin , 
in which the main direction of the tecto

lineaments runs N 60 0 _70 0 W and which 

covers wide area of the Ogchon geosyn-

c1ine. Th e tecto1ineaments of the so

ca11ed Ryotong direction is a1so recog

nizab1e but insignificant. 

(4) The difference of the 1/L ratio of 

the Nakdong River Basin(refer to writer ’S 

previous paper , 1977) and the South Han 

River Basin and the different tendency 

of the change of the I/L va1ues of each 

stream order of the sma11 river basins 

of the Nakdong and the South Han River 

Basin , are supposεd to be both attribut

ab1e to the differcnt petro1ogica1 nature 

of the ground rock as well as the comp1i-

cated geo1ogica1 and geomorpho1ogica1 

history of each river basin. 

Journa1 of Geography , Vo l. 12 , 1985. 12. , pp. 99--109. 
* Assocla te Professor , Department of Geography , -Seou 1 Nationa1 Univers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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