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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신기지구조 변동 종합해석을 통한 안정지질환경지역 요건 연구(I)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특성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연구는 학제간 및 다양한 분야의 기술공조와 인문사회분야의 

조화로 이루어져서 추진되어야하며 공학적 보증기간을 훨씬 초월하는 기간 동안 안

전성을 보증하여야 하므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과학적 접근방법에 의존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심성암지역 지반융기․침식율 정량적평가

지형요소의 분석과 지형변화의 정량화 

지반지질의 지화학 특성 규명

지반융기율 산정을 위한 지형변동 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한반도 남부의 심성암지역의 지반 융기율 및 특성의 정의

한반도 남동해안의 해안단구에 의한 융기율 산정

한반도의 삼첩기-쥬라기의 대보화강암과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의 정치심도에 의한 

각섬석의 Al 함량을 이용한 지압계연구를 요약하였다. Schmidt 공식에 의해 계산된 

불국사화강암의 정치압은 2.8 kb이며 대보화강암은 3.4 to 7.8 kb의 범위에 있다. 

지각의 두께 변화를 단순히 융기와 침식에 기인한다고 보고 평균 쥬라기화강암의 

정치심도와 현 지각심도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쥬라기 이후 지각의 융기는 50km에 

이른다.

한반도의 제1해안단구는 아미노산 자료나 Ata테프라의 산출, 화분 구성 마지막 간

빙기의 Thalassostatic 단구와의 대비 자료에 의하면 마지만 간빙기 MIS 5e에 형

성되었다. 남한 동해안에서 모든 제1 단구의 고해안선은 해수준면으로부터 18m 위

에 위치한다. 따라서 최후기 간빙기의 해수준면을 현재와 비교하여 +6m 로 가정한

다면 최종 간빙기 이후 남동해안의 융기량은 12m에 이르며 융기율이 일정하다고 

보면 한반도 남동해안은 0.1m/ka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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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t was summarized previous works of the Al-in-hornblende geobarometer to

quantify emplacement depths of the Cretaceous Bulgugsa granites and the

Triassic-Jurassic Daebo granites in Korea. When calculated using the equation

of Schmidt, the emplacement pressures of the Bulgugsa granites are less than

2.8 kb and those of the Daebo granites range from 3.4 to 7.8 kb. Assuming

that the crustal thickness varies simply due to erosion and uplift, the crustal

thickness of South Korea during the Jurassic can be calculated by adding

average emplacement depth of the Jurassic granites to average thickness of

present-day crust, which corresponds to about 50 km.

The lower Ⅰ terrace among the marine terraces had been formed in the Last

Interglacial culmination stage(MIS 5e) by the amino-acid date, the identification

of Ata tephra, the pollen assemblage and the relationships with the

thalassostatic terrace of the Last Interglacial culmination stage, respectiuely.

Ancient shoreline height of the lower marine terrace Ⅰ is 18m on the whole

southeastern coast of Korea. Therefore, if we assume that the sea level of the

last Interglacial culmination period(125ka BP) was 6m higher than that of the

present, the amount of net uplift since the last Interglacial culmination is about

12m, and if we suppose a constant-rate uplift, then the uplift rate in the

southeastern coast area will be about 0.1m/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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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언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지표지질 침식율과 침강율 산정을 통한 지형변동

량 규명 및 지형변동의 종합해석,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활동과 단

층대의 특성 분석 및 신기단층의 특성파악을 통해 안정지질환경을 제시하는

것이다. 1차년도는 “지표지질 침식율 및 침강률 산정을 통한 지형변동량 규

명 및 이에 대한 해석”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제2장 지각 상하운동 연구: 심성암 고결심도

지체구적인 관점에서 지표에 노출된 화강암질 마그마의 정치깊이는 관입

시기와 더불어 조산대의 수직운동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이다. 우리나

라의 중생대 화강암과 같은 칼크-알칼리 계열의 화강암은 정치깊이 (고결압

력)를 구할 수 있는 광물조합을 갖지 않아 1980년대 전반까지는 화강암 자체

를 이용하여 압력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다만 화강암과 성인적으

로 직접 연관된 광상이나 접촉변성암으로부터 압력을 구하는 간접적인 방법

을 시도했으나 적용성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각섬석의 Al 함량을 이용한 지압계 (Hammarstrom and Zen, 1986)는 비

록 여러 가정과 제한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섬석을 함유하는 화강암체

의 고결압력을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Hollister et al. (1987)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British Columbia)

의 심성암을 대상으로 각섬석 지압계가 성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고, Johnson and Rutherford (1989)와 Schmidt (1992)는 실험적으로 각

섬석 지압계가 유효함을 증명하였다.

국내의 연구로서 조등룡과 권성택 (1994)은 한반도 이남의 대표적인 현생

화강암체를 대상으로 각섬석 지압계를 적용하여 불국사 화강암이 약 2 kbar

이하의 고결압력을 갖는 천부 관입체인 반면 대보 화강암은 3 - 8 kbar인

심부 관입체임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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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선 (2001)은 영남육괴 내의 영주, 안동, 김천 화강암에서 여러 시료를

대상으로 고결압력을 구해 이들 화강암체의 지구조적 운동 (기울어짐)에 대

해 토의하였다. 또한 홍세선과 조등룡 (2003)은 경상분지에 분포하는 트라이

아스기 온정리 화강암체와 백악기 영덕 화강암체 및 팔공산, 언양, 유천, 양

산, 진동, 마산화강암을 대상으로 암석학적 기재와 더불어 각섬석 지압계에

의한 고결압력을 제시하였다.

제1절 각섬석 지압계의 이론적 배경

각섬석 지압계의 이론적 배경은 상률 (phase rule)이다 (Hammarstrom

and Zen, 1986; Hollister et al., 1987). 칼크-알칼리 계열의 화강암질 마그마

에서 주성분의 수는 SiO2, Al2O3, TiO2, Fe2O3, FeO, MgO, CaO, Na2O, K2O,

P2O5, H2O로 11개이다.

화강암질 마그마의 결정화작용의 최종 단계에서, 즉, 고상선 (solidus) 근

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최후의 멜트와 멜트에서 분리된 H2O를 함유하는 유체

상 (fluid phase)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의 수는 각섬석, 흑

운모, 사장석, 알칼리 장석, 석영, 인회석, 스핀, 및 Fe-Ti 산화광물과 더불

어 모두 10개이다. 이 경우 깁스 (Gibbs)의 상률에서 자유도의 수는 3개인데,

변수는 온도, 압력, 산소분압, 그리고 고용체를 가지는 광물들 (특히, 사장석,

각섬석, 흑운모)의 성분이다.

일반적으로 산소분압은 위의 광물조합에 의해 완충된다고 생각되고, 물이

포화된 멜트의 고상선은 2 kbar 이상의 압력에서 비교적 일정한 온도 범위

(100 ℃ 미만)를 보이기 때문에 자유도의 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다. 이 경

우, 압력은 고용체를 이루는 광물의 성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광물

중 흑운모의 성분은 흔히 산소분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위의 광물조합을 가지는 대부분의 칼크-알칼리 화강암질암에서 사장석의 연

변부 성분은 거의 일정하므로 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압력이 각

섬석 연변부의 AlT 함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

(Hammarstrom and Zen, 1986).

Hammarstrom and Zen (1986)은 화강암의 관입에 의해 형성된 접촉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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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압력과 각섬석의 AlT 함량의 상관식을 구했으며, Hollister et al. (1987)

는 2～8 kbar의 자료를 보강하여 보다 오차가 줄어든 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Johnson and Rutherford (1989)와 Schmidt (1992)는 실험적으로 위의 경험적

인 상관식이 유효함을 증명하였다. 이들 식에서 계산되는 2 kbar 미만의 값

은 압력이 낮다는 것 이외의 정량적 의미는 없다. 그 이유는 지압계의 상관

식이 2 kbar 이상의 자료에서 유도되었고, 2 kbar 이하에서는 고상선이 급격

하게 변하여 (Stern et al., 1975) 온도에 의한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제2절 한반도 이남의 중생대 화강암 고결압력

지금까지 보고된 한반도 이남의 중생대 화강암체의 고결심도 연구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상분지 북부 화강암의 고결압력

가. 지질과 암석기재

경상분지의 북부는 소규모로 분포하는 선캠브리아 소백산 편마암복합체를

기저로 하여 이를 관입하는 영덕 화강암체, 백악기의 경상누층군 퇴적층, 온

정리 화강암체, 제3기 연일층군 퇴적층과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온정

리 화강암체는 산성맥암의 관입을 받으며, 특히 암체의 동측에서 빈번하다.

영덕 화강암체는 Sm-Nd 광물 절대연령측정에 의한 241±59 Ma의 관입시

기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다 (정창식과 권성택, 1999). 그러나 야외 조사에서

영덕 화강암체는 경상누층군의 퇴적층에 의해 부정합으로 피복된 각섬석-흑

운모 화강암과 경상누층군의 퇴적층을 관입하며 이를 포획하는 흑운모 화강

암으로 구성됨이 밝혀졌다.

각섬석 지압계의 적용을 위해 120 여 개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암체와

단층대에서의 위치, 풍화작용과 변질작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영덕 화강암체

16개 온정리 화강암체 8개의 총 24개 시료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광물조

합에 의한 각섬석 성분의 차이를 보기 위해 화강암 모암과 세립질 입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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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의 한 짝을 선택하였고 (온정리 화강암 OJ2와 OJ2E) 변질작용에 의한

영향을 알기 위해 흑운모의 녹니석화와 사장석의 견운모가 심한 영덕 화강

암 2 시료 (YH17와 YH29)를 포함하였다.

나. 결과 및 토의

모든 시료는 각섬석 지압계 적용에 필수적인 8개의 광물조합을 갖고 있으

며, 현미경하의 공존관계로 보아 각섬석은 결정화작용에서 이들 광물과 정출

시기가 중복되고, 최후기까지 계속 정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섬석

지압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다. 압력과 각섬석의 AlT 값에 대

한 경험적 및 실험적 관계식 중에서 오차가 적은 Schmidt (1992)의 식을 이

용하여 계산된 압력이 그림 1에 제시되었다. 여기서 압력 계산치의 오차는 ±

0.6 kbar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영덕 화강암체는 2.3 - 3.9 kbar, 온정리 화강암체는 0.7

- 1.8 kbar의 고결압력을 갖는다. 오차를 고려하면 온정리 화강암체는 대체

로 관입체가 균일한 고결압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평균 고결압력은 1.0

kbar이다. 영덕 화강암체은 오차범위를 넘은 비교적 넓은 분포의 고결압력을

보인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대규모의 남북 방향의 단층

에 의해 영덕 화강암이 수직 변위를 일으켰을 수 있다. 그러나 단층대를 기

준으로 좌우의 고결압력을 검토하면 일관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야외 조사에 의하면 이들 단층은 거의 수평에 가까운 주향이동단층이다. 두

번째 해석으로서 낮은 압력이 계산되는 시료가 열수용액에 의한 변질작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해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불국사 화강암이 천부 관입체이고 대보 화강암은 보다

심부에서 고결됐을 것이라는 여러 지질학적 증거와 기존의 연구결과 (예:

조등룡과 권성택, 1994)와 일치한다. 다만 비슷한 관입시기를 갖는 다른 지

역의 대보 화강암에 비해 영덕 화강암은 낮은 고결압력을 보이는 점이 특이

하다. 예를 들어 안동 화강암은 7.9 kbar에서 5.6 kbar의 고결압력을 갖는다

(홍세선, 2001). 이는 영남육괴 접하는 경상분지의 북부가 남한의 다른 지역

에 비해 삭박속도 (지각의 상승 정도)가 느렸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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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상분지 북부 영덕 화강암체 (YD)와 온정리 화강암체 (OJ)의 각섬석 지압

계에 의한 고결압력 (k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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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평균 밀도를 2.8 g/cm3으로 가정했을때, 각섬석 지압계에 의한 정치압

력을 깊이로 환산하면 온정리 화강암체는 현재 지하 약 2.8 km 심도가 노출

되어 있고, 영덕 화강암체의 경우 8 - 11 km이다. 두 화강암체의 관입시기

와 결부하여 지각의 상승속도를 구하면 241 Ma와 81 Ma 사이의 총체적인

지각상승률은 0.024 - 0.071 mm/yr가 계산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국사 화강암과 대보 화강암으로부터 구한 평균 지각상승률 0.14 mm/yr

(조등룡과 권성택, 1994)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이다.

2. 경상분지 중-남부 백악기 화강암의 고결압력

가. 지질과 암석기재

이 연구는 경상분지 내 개개 암체별 고결압력에 대한 것이다. 선택된 화

강암체는 진동, 마산, 밀양, 양산, 언양, 유천, 팔공산 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강암이다 (그림 2).

진동화강암체는 구성광물, 조직에 따라 반려암, 석영섬록암, 화강섬록암

등으로 구성된다. 이 암체 주변으로는 백악기의 퇴적암류로 구성된 진동층이

주로 분포하는데 특히 암체의 북서부에는 함안층이 분포하고 있다. 진동층은

녹색내지 암녹색의 셰일, 사암 및 석회질셰일등으로 구성되며 진동화강암체

의 관입으로 접촉부는 호온펠스화되어 있다. 함안층은 적색의 사암 및 이암

으로 구성된다. 진동화강암은 주로 화강섬록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적

으로 암체의 내부 쪽에는 흑운모화강암이, 반려암과 석영섬록암은 광화작용

이 발달되어 있는 오곡리와 주서리 부근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화강섬록암은

이 암체에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인다.

마산화강암은 마산시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중립질 내지 조립질의 화강섬

록암으로 부분적으로는 2～5cm의 유색광물의 집합체 (mafic enclave)들이

다수 산출되기도 한다. 또한 절리면들을 따라 녹니석화되어 있거나 철산화물

의 의한 산화착색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절리면 인접에서

는 담홍색의 암색을 띄기도 한다. 마산지역 화강암의 각섬석에 의한 절대연

대(K-Ar법)는 70 Ma이다.

양산지역 화강암은 양산군 일대에 분포하는 화강암으로 대체로 화강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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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흑운모화강암, 장석반암의 3개 암상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흑운모화강암

이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며 대부분 중립질이며, 담홍색을 띄며 부분적으로

각섬석이 관찰되기도 한다.

언양-유천지역 화강암은 주로 언양-가지산 일대에 발달된 암체와 밀양

상동면과 청도군 매전면일대에 길게 대상으로 발달된 암체로서 전자의 화강

암체를 언양 화강암, 후자의 화강암체를 유천화강암으로 구분하였다. 언양화

강암은 흑운모화강암, 화강섬록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반화강

260000

280000

그림 2. 경상분지 중-남부 백악기 화강암체의 각섬석 지압계에 의한 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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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폐그마타이트의 관입을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언양 자수정 광산 근처에

서는 흑운모화강암 우세하게 분포하며, 주로 석영, 알칼리장석, 사장석, 흑운

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수적으로 전기석이 산출되기도 한다. 이 화강암은

대체로 담홍색을 띄며 간혹 1cm 내외의 마이아롤리틱 조직이 관찰되기도 한

다. 또한 침상의 각섬석을 함유한 섬록암질 조성의 mafic enclave가 암체 전

반에 걸쳐 자주 관찰된다.

유천화강암은 대부분 중립질의 담홍색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부분

적으로 각섬석을 함유하기도 한다. 또한 언양화강암과 마찬가지로 섬록암질

조성의 mafic enclave가 자주 관찰되는데 그 크기는 ±10cm에서 1m 내외까

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팔공산 화강암체는 경상분지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북서-남동 방향

으로 신장된 타원형의 암체로서 면적은 약 240km2 이다. 팔공산 화강암체는

중립질 내지 조립질의 반상 각섬석-흑운모화강암이 주로 분포하며 화강반암,

반화강암 암맥들이 부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반상 각섬석-흑운모화강암은

대부분 담홍색을 띄며 알칼리 장석이나 사장석을 반정으로 함유한다.

나. 결과

각섬석의 연변부의 평균 AlT 함량과 계산된 압력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장 적절한 관계식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Schmidt

(1992)의 식을 이용하여 압력을 계산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개의 화강

암체별로는 대체로 균질한 고결압력을 보이며 암체간의 고결압력에는 차이

를 나타낸다. 진동화강암은 1.5 kbar 내외, 마산화강암은 2 kbar 내외, 양산

화강암은 2～2.5 kbar 내외, 언양화강암은 0.5 kbar 내외, 유천화강암은 1

kbar 내외, 팔공산화강암은 0.5 kbar 내외의 고결압력을 보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도 잘 일치한다 (조등룡과 권성택, 1994).

이들 화강암의 고결압력은 경상분지 내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경상분지 남동쪽 연변부에 해당하는 마산, 진동화강암은 비

교적 깊은 고결심도를 보이며, 경상분지의 북서부로 진행하면서 점차 화강암

의 고결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팔공산 화강암체가 측정된 화강암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고결심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 화강암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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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비슷한 형태를 나타낸다. 즉, 마산화강암 북서방향으로 길게 신장된 형

태를 보이며 약 20km의 길이이다. 이 화강암의 남동 연변부는 2 내지 2.5

kbar의 고결심도를 나타내며 북서부에서는 1 내지 1.5 kbar의 낮은 고결심도

를 보인다. 이는 북서부에서 남동부로 가면서 즉, 장축방향으로 tilting 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각섬석 지압계를 이용한 영남육괴 내 화강암의 정치심도와 그 의미

가. 지질과 암석기재

영주지역은 한반도의 지체구조상 영남육괴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

창전단대의 최북단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

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주화강암 북서부는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

흑운모편마암, 반상변정질 편마암이 우세하게 분포하며 북동부에는 고생대

변성퇴적암으로 구성된 율리층군과 원남층군이 분포하고 있다. 영주 지역 화

강암은 영남육괴 북동부 선캠브리아기의 소백산 편마암 복합체를 관입한 장

경 약 90 km, 단경 약 60 km의 총면적 약 2,000 km2에 달하는 저반형 화강

암체이다. 이 화강암체는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편마암, 반상 변정 편마암등의

변성퇴적암에서 연장된 예천전단대 (Chang, 1991)를 경계로 북부 암체를 영

주화강암, 남부 암체를 안동화강암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암체는 중립질 내

지 조립질의 토날라이트-화강섬록암-화강암군에 속하며 특히, 화강섬록암 조

성이 매우 우세하다 (Lee and Lee, 1998). 안동화강암 남부 지역은 의성소분

지에 퇴적된 일직층, 후평동층이, 동부 지역은 영양소분지에 퇴적된 동화치

층, 가송동층이 분포한다.

영주화강암은 155 Ma (K-Ar, 흑운모, 김옥준, 1971), 224±10 Ma (Rb-Sr,

전암, 주승환, 1988)의 연대로서, 중립질 내지 조립질이며 미약한 변형작용에

의한 압쇄엽리를 보이고, 부분적으로 반상의 조직도 관찰된다. 이 화강암은

예천전단대 부근에서는 토날라이트질이나 북쪽으로 가면서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으로 변한다. 이 화강암은 전체적으로 각섬석을 함유하며 서측 경

계부분에는 세립질의 복운모화강암이 소규모 암주상으로 관입한다.

김천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 쥬라기의 흑운모 화강암-화강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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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각섬석 흑운모 화강섬록암으로 구성된다. 김천화강암은 장경 약 40km,

단경 약 10km의 총 노출면적 약 300km2에 달하는 장방형의 화강암체이다.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은 연구지역의 남동부인 고당산-신왕리에서는 작

은 규모로, 서부인 양천동-임평리 일대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남동향의 대상

분포를 이루며 주변의 편마암 복합체를 관입한다. 이들은 극히 부분적으로

담홍색을 이루기도 하나 거의 회색을 띈다. 입도는 조립질이 우세하나 남동

부와 북서측 주변부에서는 중립질이 발달한다.

임평리에서 채취된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과 하강리에서 채취된 흑운

모화강암의 K-Ar 흑운모 절대연대는 각각 197±3 Ma와 200±3 Ma로서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한다 (윤현수, 1998). 한편, Lee et al. (1997)은 김천지역 화

강섬록암의 K-Ar 각섬석과 흑운모 연대를 각각 194 Ma와 177 Ma로 보고

하였다.

나. 화강암의 고결압력

각섬석의 연변부의 평균 AlT함량에 의해 계산된 압력분포를 그림 3과 4

에 나타내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장 적절한 관계식을 나타낸다고 생

각되는 Schmidt (1992)의 식을 이용하여 압력을 계산하였다. 또한 지각의 평

균밀도를 2.8 g/cm3으로 가정하고 정치압력을 깊이로 환산하였다. 전체적으

로 볼 때 영주화강암은 5.6 kbar 내지 7.9 kbar의 압력을 보이며 안동화강암

은 5.4 kbar 내지 7.5 kbar의 압력을, 그리고 김천화강암은 4.2 kbar내지 5.4

kbar의 비교적 고른 압력 분포를 나타낸다. 이러한 정치 깊이는 기존의 연구

와도 잘 일치한다 (조등룡과 권성택, 1994).

기존의 연구에서 국내 남한의 화강암체 중 가장 압력이 높은 암체는 영

주화강암이며 예천전단대를 경계로 이 암체 남부에 분포하는 안동화강암 역

시 영주화강암과 비슷한 압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징으로 영주화강암은 예

천전단대 인근의 남동쪽 경계부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정치압력

이 점차 적어지며, 장축방향으로는 거의 일정하다. 김천화강암의 정치압력

역시 거의 일정하다. 안동화강암은 각섬석이 대체로 암체의 남동부에서만 관

찰되어 전체적인 분포 양상을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7 kbar 내외의 정치

압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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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의

영주화강암은 매우 흥미로운 압력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3). 영주화강

암의 남쪽 연변부에서 측정된 정치 심도는 7.4±0.5 kbar이나 점차 북서 방향

으로 올라가면서 압력이 낮아져 북서 연변부에서의 정치 심도는 6±0.5 kbar

의 압력을 보여 대략 1～1.5ar kb의 압력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영주지역의

해발고도는 대체로 100～600 m이므로 고도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보정은 0.2

kbar를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고도차에 의한 영향은 배제할 수 있다.

예천전단대와 접하는 영주화강암의 남동쪽 경계에서 북동쪽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5 km이다. 양쪽 경계에서의 압력차가 1.5 kbar 정도 나타나

므로 이를 깊이로 환산하면 약 5 km의 정치심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남동쪽 경계부가 북서쪽 경계부 보다 5 km 정도 더 심부에서 정치되었음을

의미하며 정치이후 단층운동이나 조산운동 등과 같은 지구조적 환경에 의해

남쪽 부분이 더 상승하여 현재 지표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기울어진 경사각도를 계산하면 영주화강암은 대체로 북동방향으로 약 10o정

도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영주 지역은 한반도 남서부에서 북동방향으로 발달한 호남전단대와 예천

전단대가 지나가고 있다. Yanai et. al. (1985)에 의해 처음 정의된 호남전단

대는 목포에서 영주에 이르는 길이 약 400 km에 달하는 연성전단대이다.

Cluzel et. al. (1991)은 호남전단대의 전단운동으로 북중국 대륙에 속하는 영

남육괴와 남중국 대륙에 속하는 옥천 습곡대가 트라이아스기에 병치

(justaposed)되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권성택과 이진한 (1997)은 호남전단

대내의 엽리상, 비엽리상 화강암체에 대한 절대 연령 자료들을 종합하여 호

남전단대의 우수향 연성전단운동시기는 183±8 Ma 이후이며 최종 운동시기

는 남원 북서부 화강암의 고화시기 (적어도 187 Ma 이후, 혹은 176 Ma)와

일치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예천전단대는 예천 남동부에서 춘양을 가로지르는 북북동 방향의 길이

약 100 km, 너비 약 3.5 km의 연성전단대이다 (Chang, 1991). 이 전단운동

에 의해 생긴 압쇄암의 엽리는 대체로 N52oE 방향이며 경사는 70oNW로 밝

힌 바 있다. 또한 이 전단대의 시기는 쥬라기 구조운동과 동시에 화강암이

정치된 후 비교적 고온 상태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진명식과 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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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1999)은 영주화강암의 Rb-Sr 전암연대인 218±10 Ma를 정치 시기로 보

았고, 측정된 K-Ar 연대는 대부분 160 Ma를 보이는데 이들은 이를 전단작

용이 일어난 시기로 보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영주화강암은 트라이아스기말 내지 쥬라기

초에 7 kb의 심부에 관입정치되었으며 진명식과 장보안 (1999)이 제안한 160

Ma의 쥬라기 중기에 예천전단대를 형성시킨 우수향 연성운동에 의해 영주

화강암체는 북서방향으로 약 10o 정도 기울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영

주화강암체는 북동-남서의 장축방향으로는 춘양근처에서 예천에 이르는 약

90 km의 직선거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암체의 남쪽 경계부를 따라서는 약

7.5 kbar, 암체의 북쪽 경계부를 따라서는 약 6 kb로 거의 압력의 변화를 보

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기술한 김천화강암의 압력 분포 (장축방

향)에서도 확인된다. 영남육괴 내에 관입한 대부분의 화강암체들은 북동 방

향으로 길게 대상분포하고 있다. 정치 심도의 분포 결과를 볼 때 적어도 영

남육괴내 화강암은 북동-남서방향으로는 비록 화강암체가 전단대와 접하더

라도 기울어짐 (tilting)이 전연 일어나지 않았음을, 즉, 조구조운동에 의한 암

체의 고결 후 동적 변화가 전혀 없었음을 지시한다. 그러나 전단대의 영향을

받은 영주화강암체에서 보듯이 전단력이 작용하여 전단대 (예천)를 형성시키

면서 그 전단력은 북서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단력에 의

해 영주화강암의 기울어짐이 일어났으며 남동부의 암체인 안동화강암에는

암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전단력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동화강

암의 고결압력은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7 kb이내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 kbar 내외의 압력을 보이는 남원화강암 역

시 우수향 전단대(호남)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압력의 분포변화가 거의 없다

는 것과 잘 일치한다.

김광호 외 (1990)의 고지자기 연구에 의하면 영주화강암은 북동쪽의 편각

에 아래로 향하는 방향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화강암의 고지자기

측정에 있어서는 화강암체의 경사를 결정할 수 없어 지층의 보정을 할 수

없었지만 (황재하 외, 1999) 각섬석 지압계가 적용될 수 있는 화강암체의 고

지자기 연구에 각섬석지압계를 이용하여 화강암의 경사도 여부가 결정된다

면 좀더 정량화된 고지자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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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주-안동 화강암체의 각섬석 지압계에 의한 압력 분포.

4. 남한의 중생대 화강암에 대한 각섬석지압계와 지각두께의 진화

가. 시료 및 암석기재

우리나라 중생대 화강암의 정치깊이를 포괄적으로 알기 위해 각섬석을

함유하는 대표적인 심성암체를 선택하였는데, 모두 대보 화강암체 19개와

불국사 화강암체 5개이다.

대보 화강암은 괴상의 중립 내지 조립이고 등립질 조직을 보이나, 제천

화강암은 최대 10 cm의 미사장석을 가지는 반상 조직을 가진다. 세립질 반

상 조직의 화성 기원 염기성 포획체 (mafic enclave)를 흔히 포함하며, 강

화, 원주와 문경 화강암의 노두에서 잘 관찰된다.

불국사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대보 화강암보다 세립질이며 구성광물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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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김천 화강암체의 각섬석 지압계에 의한 압력 분포.

기가 다양하고, 대부분 시료에서 석영 혹은 장석의 반정이 관찰되는 반상

조직 혹은 점이질 (seriate) 조직을 보인다. 대보 화강암의 경우와 같이 대부

분 염기성 포획체를 갖는데 특히, 장성, 팔공산 및 언양 화강암체에서 잘 관

찰된다.

나. 각섬석 지압계: 현생 화강암의 정치 깊이

압력과 각섬석의 AlT 값에 대한 경험적 및 실험적 관계식 중에서 오차

가 적은 Hollister et al. (1987)과 Schmidt (1992)의 것을 이용하여 계산된

압력이 그림 5에 요약되어있다. 전체적으로 불국사 화강암은 압력이 0.8-2.8

kbar로서 낮지만, 대보 화강암은 3.4-7.8 kbar로서 중첩없이 불국사 화강암

보다 높다. 각섬석 지압계의 계산된 결과는 불국사 화강암이 천부 관입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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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보 화강암은 보다 심부에서 고결됐을 것이라는, 여러 지질학적 특징으

로부터 유추된 기존의 정성적인 생각과 일치한다. 이는 각섬석 지압계의 적

용이 비록 논란은 많으나, 남한의 화강암의 경우 적어도 정성적으로는 유효

함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최대 정치압력은 영주 화강암체의 7.8 kbar이다. Lee

and Lee (1991)는 이 암체의 각섬석 화학성분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각섬석

지압계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시료로 판단되는 그들의 다섯 시료에 대한 각

섬석 연변부 성분의 AlT 평균치를 정치압력으로 계산하였을 때, 7.1±0.7 kb

에 해당되며, 이는 이 연구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연구 대상 암체에서 불국사 화강암은 주로 경상분지에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대보 화강암의 고결압력만을 고려할 때, 북에서부터 경기육괴는

3.8-5.6 kbar, 옥천분지는 3.4-6.3 kbar, 영남육괴는 4.8-7.8 kbar의 범위를

보인다. 이는 남한의 대표적인 지구조구가 중생대 화강암체의 고결깊이와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지시한다. 그러나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옥천대 중앙부

에서 북서쪽 화강암체의 압력 (4.9-6.3 kbar)이 남동쪽의 그것 (3.4-3.8

kbar)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형식 (1971)과 김현철 외 (1993)의 옥천

분지 내 변성조건의 차이에 관한 연구와 Cluzel et al. (1990)이 제안한 옥천

분지의 지구조 운동 모델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셈이다.

지각물질의 평균 밀도를 2.8 g/cm3으로 가정했을때, 각섬석 지압계에 의

한 정치압력을 깊이로 환산하면 영주 화강암을 제외한 전체 대보 화강암은

지하 12-23 km로서 경상분지를 제외한 한반도의 현재 노출면이 지각 중간

부 (middle crustal level)에 속하고, 영주 화강암은 약 28 km로서 하부 지각

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하부 지각 암석의 존재가 언급된 바가 없

는데, 영주 화강암의 정치깊이는 그 주변 지역에 하부 지각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록 자료의 양은 많지 않으나, 경상분지 내 불국사 화

강암의 현재 노출면은 약 10 km 이하로서 천부 지각에 해당된다.

다. 지각상승속도와 지각두께의 진화

위에서 오래된 대보 화강암이 젊은 불국사 화강암에 비해 전반적으로 정

치깊이가 깊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정치연령의 차이에 따른 정치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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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 절대연령 측정으로 관입시기가 알려진 암체

들에 대한 정치압력-시기 관계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전체적

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관계는 남한 지각의 상

승속도가 비교적 일정하였던 것으로 단순히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의

직선 기울기로부터 계산된 시간에 대해 평균한 (1억년전에서 2억년전 사이

의 약 1 억년 기간동안) 지각의 상승속도는 약 0.14 mm/yr에 해당된다. 그

러나, 자료가 시기에 따라 두개의 그룹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불국사 화강암

은 모두 경상분지 안에 대보 화강암 자료는 모두 경상분지 바깥의 지역에서

구해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각의 상승 속도는 아닌 셈이다.

어떤 지괴의 상승 혹은 침강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동일 지괴 내의 서로

다른 시기의 자료에 의해야 보다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보

화강암에 대한 자료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자료사이에는 아무런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물론, 보다 많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하겠지

만, 이는 지역마다 수직성분 운동의 정도가 달랐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

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중생대 화강암질암의 관입

이후 큰 충상단층과 같은 지구조 운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중력 및 지진파 자료에 의한 남한의 현재 지각의 두께는 약 26-36 km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두께는 약 32 km에 해당된다 (Kwon and

Yang, 1985; 김상조와 김소구, 1983). 평균 약 18 km의 정치깊이를 가지는

대보 화강암이 현재 지표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상부 지각 물질이

침식되어야 하는데, 지각의 두께가 침식에 의한 상승으로만 변한다고 단순

히 해석하면 쥬라기 동안의 지각 두께는 현재의 평균지각 두께와 현재 지표

에 노출된 화강암의 정치깊이를 합한 약 50 km에 해당한다. 이는 지구의

평균 지각 두께보다 두꺼운 것으로 조산운동 동안 횡압력에 의한 단축과정

(shortening) 이나 큰 충상단층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유추

는 그동안 한반도 남부의 중생대의 화성활동 및 조산운동에 관한 연구와 잘

일치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각의 두께는 조산운동과 관련없이 맨틀-지각 경

계부에서의 맨틀유래 물질의 유입에 의하여 증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

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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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반도 남한의 대표적인 현생 화강암의 각섬석 지압계에 의한 고결압력 분

포 (KK, 경기육괴; OC, 옥천대; YN, 영남육괴; KS, 경상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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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현생 화강암의 관입시기와 각섬석 지압계에 의한 고결압력 상관도 (EY, 언

양화강암; PS, 부산화강암; MS, 마산화강암; PC, 포천화강암; KC, 김천화강암; HC,

홍천화강암; NW, 남원화강암; YJ, 영주화강암).

제3절 결론

지금까지 연구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생대 각섬석 화강암질암의 각섬석 지

압계를 이용한 화강암체의 정치깊이 및 그 지구조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불국사 화강암이 2.8 kb (10 km) 미만 그리고 대보 화강암이 3.4 - 7.8 kbar

(12 - 28 km)이다. 이는 대보 화강암의 정치깊이가 불국사 화강암의 그것보다 깊

다는 것을 지시한다. 이 정량적인 자료는 우리나라 화강암체의 조직, 광물의 종류,

열수작용, 접촉변성작용, 냉각속도 등에 의한 기존 연구의 정치깊이에 대한 정성적

인 생각과 잘 일치한다.

2) 지각의 두께가 침식에 의한 상승으로 감소한다고 단순히 해석할 경우, 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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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동안의 한반도 지각 두께는 현재의 평균 지각 두께 (32 km)와 현재 지표에 노

출된 화강암의 평균 정치 깊이 (약 18 km)를 합한 약 50 km에 해당한다. 이는 쥬

라기의 화성활동이 조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 기존 연구 (예, 김옥준, 1971)

와 잘 일치한다.

3) 영덕 화강암체는 2.3 - 3.9 kbar, 온정리 화강암체는 0.7 - 1.8 kbar이며, 지각

의 두께가 침식에 의한 상승으로 감소한다고 단순히 해석할 경우, 241 Ma와 81

Ma 사이 영남육괴와 접하는 경상분지의 북부 지역의 총체적인 지각상승률은 0.024

- 0.071 mm/yr로서, 남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각의 상승 속도가 현저히 느렸음

을 지시한다.

4) 경상분지 내 백악기 화강암의 고결심도는 암체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대

체적으로 경상분지의 남동부에서 북서부로 진행하면서 고결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5) 영남육괴의 영주화강암은 5.6 kb내지 7.9 kb의 압력 (평균 7 kbar : 25 km)

분포를 보이며 안동화강암은 5.5 kb내지 7.4 kb의 압력 (평균 6.5 kbar : 23 km)을,

그리고 김천화강암은 4.2 kbar 내지 5.4 kbar (평균 5 kbar : 18 km)의 비교적 고른

압력 분포를 나타낸다.

6) 영주화강암의 북서쪽 경계와 남서쪽 경계에서의 압력차이는 1.5 kbar 정도 보

이며 깊이로 환산하면 약 5 km의 정치심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남쪽 경계부

가 북쪽 경계부 보다 5 km 정도 더 심부에서 정치되었음을 의미하며 단순 계산으

로 기울어진 경사각도를 계산하면 현재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영주화강암은 대체

로 북서방향으로 약 10
o
정도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치이후 단층운동이

나 전단운동 등과 같은 지구조적 환경에 의해 남쪽 부분이 더 상승하여 현재 지표

면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7) 김천화강암과 영주화강암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신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축방향으로 압력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 심도의 분포 결과를

볼 때 적어도 영남육괴내 화강암은 북동-남서방향으로는 비록 화강암체가 전단대와

접하더라도 기울어짐이 전연 일어나지 않았음을, 즉, 조구조운동에 의한 암체의 고

결 후 동적 변화가 전혀 없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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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형요소의 분석과 지형변화의 정량화

                            

제1절 신기 지구조변동의 해석을 위한 지표지형 선정

신기 지구조변동의 해석을 위한 최적의 지표지형은 해안단구와 하안단구지

형이다. 해안단구(marine terrace)는 동일 시기의 해면과 관련된 고파식대나

해안평야, 혹은 천해저가 지반의 융기나 해면하강 또는 이 두 가지 운동의

복합작용에 의해 육화된 제4기 지형이므로, 동일 시기의 해안단구 지형면의

변위여부를 조사하여 해안단구 형성기 이후의 지반운동의 양식 ․ 속도 등

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안단구 중에서는 해면변동단구(thalassostatic terrace)성의 하안단구를 이

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유형의 하안단구는 해면의 변동과 관

련하여 하천의 하류부에 형성되며, 단구지형면의 종단면이 현 하상과 거의

평행하게 나타나고 단구 종단면의 연장이 인근 해안의 해안단구와 협화적으

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단구지형면의 변위여부 조사에 의해서도 지반운동의

여부 및 양식 ․ 속도는 물론 지표면 침식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내륙지방과 동해안 하천의 상류부에 분포하는 이른바

기후단구(climatic terrace)성의 하안단구는 단구 분포지역의 지형 ․ 지질적

특성 차이 및 기후 ․ 수문(유량)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단구 퇴적층의 두께와

지형면의 하각량에 차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단구면의 하상비고가 하류쪽

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유역분지에 발달된

기후단구를 지표로 지반의 융기율이나 지표면의 삭박율을 계산할 때는 이러

한 속성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후단구를 이용하여 계산된 단구면 형성

후의 지반융기율 및 침식률은 해면변동단구의 경우에 비하여 정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후단구는 신기 지구조변동의 해석을 위한 지표로서

의 활용성이 낮은 단구지형이라고 생각된다.

제2절 해면변동단구를 이용한 지반융기율 측정의 원리

해성단구의 형성시기는 하성단구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그림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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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성단구는 단구의 종단면형으로 볼

때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쪽으로 가면서 하상과의 비고가 점점 작아지는 하

성단구(uL1, uL2)와, 현 하상의 거의 평행한 종단면을 보이며 이들 단구에

묻히는 형상을 보이는 하성단구(lL1, lL2)로 구분된다.

이들 중 상류부의 저위 하성단구 1면(uL1)과 2면(uL2)은, 각각, 최종빙기의

전기(MIS 4)와 후기(MIS 2)의 저해면시의 하상에 해당되는 지형면으로 해석

되며, 이는 탄소연대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조화룡 외, 1987). 이에 대하

여 하류부의 저위 하성단구 1면(lL1)과 2면(lL2)은 최종빙기 직전의 간빙기,

즉 최종간빙기의 최온난기(MIS 5e)와 후기 온난기(MIS 5a)에 형성된 해면변

동단구성의 하성단구 지형면으로 밝혀졌다(최, 1993, 1997 ; Choi, 2001).

그런데,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lL1과 lL2의 해면변동성 하성단구는,

     그림 7  한국 동해안에 있어서 최종간빙기 이후의 하성단구 종단면의 분포,        

             교차단구의 개념을 이용한 최종간빙기 해면변동단구 동정 및 해성

             단구와의 관계 개념도(최, 1997; Cho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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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인접 해안의 mL1과 mL2의 해성단구와 연속적으로 접한다. 이는 현

하천 하류부의 하상( 및 범람원)이 하천의 최하류부 및 하구부에 위치한 해

안평야나 해빈지형과 연속적으로 접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나라 동해

안에 있어서는 실제로 최종간빙기 최온난기의 해성단구인 mL1과 접하는 해

면변동단구인 lL1은 아미노산연대(124ka BP)에 의해서도 최종간빙기 최온난

기에 형성된 지형면임이 증명되어 있다.

한편, 그림 7에 있어서 저위 해성단구 1면(mL1)의 형성당시의 구정선(해

면)고도는, 현 해면과 이 해성단구면 간의 고도 차, 즉 이 mL1 해성단구의

해발고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값은, mL1 해성단구와 협화적

으로 연속되는 종단면을 갖는 하천 하류부의 (lL1)해면변동단구와 현 하상과

의 고도차이(비고)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성단구의 발달이 불량한 해안의 경우에도 최종빙기 형성의 uL1,

uL2성의 하성단구와 교차하는 종단면을 갖는 하천 하류부의 lL1성 해면변동

단구를 동정하고, 이 단구면과 현하상과의 비고를 측량하면 최종간빙기 최온

난기(mL1의 형성시기)의 해면고도, 즉 mL1의 구정선고도를 정도높게 추정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어서는 적어도 최종간빙기 최온난기 이

후의 지반 융기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해성단구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하성단구만으로도 그 값을 계산해 낼 수 있는 셈이 된다.

제3절 기존의 해안단구 연구로부터의 지반융기율 계산

1. 융기율 계산

특정 해안단구의 형성연대와 구정선 고도로부터는 단구면 형성기 이후의

상대적인 지반의 융기율을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와 구정선 고도를 알 수 있을 경우, 단구면간의 융기율을 비교하여 지반

의 융기가 등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속적 혹은 감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복수의 단구면에 대해 행해진 연대측정 자료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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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해안단구를 지표로 한 지반 융기속도의 변화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 마다의 단구면 편년

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계산된 융기율 역시 차이가 나타난다.

Kim, S. W.(1973)는 정자리단구의 하부층준(표고 약 13m)에서 채취한 목

편의 탄소연대 12,060 ± 600년 BP, 그리고 주전리단구 하위의 충적층(표고

약 2m)에서 채취한 토탄의 탄소연대 1,730 ± 100년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남

동부 해안지역이 1.1~1.4mm/y 이상의 비율로 융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오건환(1997) 및 Oh, G. H.(1981, 1983)는 최종 간빙기 직전의 간빙기

(penultimate interglacial)를 23만 년 BP, 최종 간빙기를 12만 년 BP로 보고,

이에 대비되는 고위단구와 중위단구의 구정선 고도로부터 고위단구는 최대

0.4m/ka, 그리고 중위단구는 0.7m/ka의 비율로 융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hang, H.(1987)는 귄츠-민델 간빙기를 600,000년 BP, 민델-리스 간빙기를

200,000년 BP, 리스-뷔름 간빙기를 120,000년 BP로 보고 각각 이시기에 대

비되는 해안단구의 구정선 고도로부터 심곡면은 0.13m/ka, 하시동면

0.15m/ka, 안인면은 0.14m/ka의 비율로 융기하였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종

간빙기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6m 높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안인면의 융기율은

0.09m/ka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최성길(1993,1995,1996,1997)은 아미노산 연대에 의해 최종 간빙기 최성기

(125,000년 BP)로 동정된 저위 해성단구 Ⅰ면의 구정선 고도, 당시의 해면이

현재보다 6m 정도 높았다는 견해들(Bloom et al., 1974;Chappell and Ve도,

1978;Chappell and Shackleton, 1986;Jones and Hunter, 1990;Gvirtzman,

1994 등)을 고려하고, 최종 간빙기 이후의 등속적 융기를 전제로 하여 최종

간빙기 이후 0.1m/ka 속도로 지반의 융기가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최성자(2003)는 진하~일관지역에 있어서 4단구(44m)를 MIS 7, 3단구 상위

면(3a; 32m)을 최종간빙기 최성기(MIS 5e), 3단구 하위면(3b;20m)을 MIS

5c, 2단구(11~13m)를 MIS 5a로 편년하고, 각 단구면의 융기율을 4단구

0.2m/ka, 3단구 0.22m/ka, 2단구 0.25m/ka로 계산하여 이 지역이 평균

0.19m/ka의 융기율로 융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hoi, J. H. et al.(2003)는 구룡포~부산간의 남동부 해안에 있어서 OSL연

대로 보아 50ka~70ka 그룹에 속하는 제2 해안단구가 7~25m의 구정선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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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융기율은 최대 0.35m/ka로 계

산된다.

한편, 융기속도나 지반운동의 양식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종 간빙기(최성기)를 125,000년 BP로, 그리고 그 당시의 해면을 +6m로 간

주하여 각 논문에서 최종 간빙기로 편년된 해안단구의 구정선 고도로부터

최종간빙기 이후의 지반의 융기율을 계산해 보면, 조화룡(1978)의 해안단구

Ⅰ면으로부터 0.35m/1,000년, 황상일 ․ 윤순옥(1996)의 금곡면으로부터

0.14m/1,000년, Lee, D.Y.(1985)와 Kim, J.Y.(1990)의 제2 해성단구로부터

0.07m/1,000년의 값이 나온다. 이 가운데 Lee, D.Y.(1985)와 Kim, J.Y.(1990)

의 제2 해안단구는 지형적으로는 Chang, H.(1987)의 안인면이나 최성길

(1995a ․ b, 1996a, 1997)의 저위 해성단구 Ⅰ면과 동일한 단구면이지만, 구

정선 고도 판독에 있어서의 차이로 말미암아 융기율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형면 편년에 있어서의 과제

이상의 연구에 있어서 Kim, S.W.(1973)의 탄소연대는 단구면 형성기가 아

니라 단구화 된 이후의 토탄층에서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자

리 단구와 연속되는 산하리지역의 단구 구성층의 상부 토탄층에서 36,000년

BP 정도의 탄소연대가 나왔음은 이 가정을 뒷받침 한다(제4절 참조).

오건환(1977) 및 OH, G.H.(1981, 1983), 조화룡(1978)은 절대년대 없이 단

지 각 해안에 분포하는 해안단구 중 가장 넓게 발달된 지형면을 최종간빙기

로 삼았기 때문에 편년의 정확성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가장 넓은 지형면을 최종간빙기(최온난기) 지형면으로 편

년하였던 시기가 있었으나, 화산회 편년법이 개발 ․ 보급되면서부터 모든

해안에 있어서 지형면의 넓이와 최종간빙기 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

님이 밝혀져 있다.

한편 최성자(2003) 및 Choi, J. H.(20030의 경우에는 지형면의 분류 및 구

정선 고도의 측정, 그리고 OSL년대의 신뢰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서로 다른 지형면(따라서 구정선 고도가 서로 다름)을 동일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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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분류하였거나, 동일 해안에 분포하는 서로 다른 구정선 고도의 지형

면으로부터 큰 차이 없는 OSL년대가 도출되는 것은 이 가정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해안단구 지형을 지표로 한 지반융기율 산출에 선행하여 여러 접

근 방법에 근거한 정확한 해안단구의 편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절 읍천해안의 해안단구를 사례로 한 정밀 지반 융기율

계산

절대년대(아미노산 연대, 탄소 연대), 화산회 편년 및 화분연대에 근거하여

최종간빙기 최온난기(MIS 5e)의 지형면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한 지반 융기

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읍천 해안 일대의 해안단구 지형면을 재조사하였다.

1. 해성단구 지형면의 분류

본 조사에서는 읍천 해안의 해안단구 중 구정선고도 53m 이하의 중위 해

성단구(mMT)군과 저위 해성단구(mLT)군만을 대상으로 지형면의 분류와 구

정선고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조사 지역내 중위 해성단구 이하의 해성단구 지형면은, 구정선고도가 높은

지형면으로부터 중위 해성단구 1면(mMT1), 2면(mMT2), 3면(mMT3) 및 저

위 해성단구 1면(mLT1), 2면(mLT2)으로 구분할수 있다(그림 8).

가. 중위 해성단구 1면(mMT1)

중위 해성단구 1면은 읍천리 해안에 있어서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성단구

지형면으로서, 단구면의 폭은 500m 내외에 달한다(사진 1). 지형면의 개석이

진행되어 있으나, 원 지형면이 500 ~ 700m 규모로 개석되지 않고 남아있는

곳도 있어서 구정선고도의 정밀측정이 가능한 지형면이다.

구정선각의 구정선고도는 53m이나(그림 8의 Loc. 1), 이 해성단구 지형면

의 terrace - cliff junction 표면고도는 54m ~ 55m 전후의 해발고도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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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나아리 ~ 하서리 일대의 해안단구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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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면 구성층은 장경 30cm급의 고파식대 원력층(원형도 0.9 이상)과 그

위의 해성세원력층, 그리고 그 상부를 피복하고 있는 육화 과정 및 그 이후

퇴적된 하성 및 사면 퇴적층과 풍성퇴적층으로 구성된다. 해성원력층에는 세

원력층과 10cm 두께의 사질층이 교호로 협재하며, 라미나의 발달이 현저하

다. 해성의 층후는 최대 10m정도에 달한다.

이 단구의 해성퇴적층 전체는 장기간의 화학적 풍화에 의해 구성력의 70%

이상이 내부까지 풍화되어 지압으로도 부서질 정도로 풍화되어 있다. 해성세

원력층 상부 및 그 위의 실트질 세사층에는 적색토(10R5/8)가 형성되어 있

고, 그 하부의 단구면 구성층 전체도 산화되어 등색을 나타낸다.

나. 중위 해성단구 2면(mMT2)

중위 해성단구 2면은 중위해성단구 1면의 전면 해안쪽에 분포한다. 단구면

의 폭은 최대 250m 정도로서, 1면에 비하여 좁게 나타난다. 단구면의 개석이

심한 편이나, 개석곡 사이의 원면을 연결하면 단구면의 연속성은 좋은 편에

속한다(그림 8). 중위 해성단구 2면의 구정선고도는 43m로 측정되었으며

(Loc. 2), terrace-cliff junction 부근의 표면 고도는 45m 내외의 해발고도를

나타낸다.

중위 해성단구 2면의 단구면 구성층 전체를 볼 수 있는 노두는 없으나, 중

위 해성단구 1면과 마찬가지로, 분급이 좋은 해성세원력층으로 구성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Loc. 3 지점). 중위 해성단구 2면 구성층의 해성원력도 장기

간의 화학적풍화를 받아 구성력의 50% 이상이 내부까지 풍화되어 있으며,

단구면 구성층 상부의 실트질 세사층에는 적색토가 형성되어 있다.

다. 중위 해성단구 3면(mMT3)

중위 해성단구 3면은 단구 지형면의 분포가 단편적으로서, 중위 해성단구

중에서는 연속성이 가장 떨어진다(그림 8 ; 사진 1). 단구면의 폭은 최대

150m 정도이며, 구정선고도는 32m ~ 34m 정도이고(Loc. 4), terrace-cliff

junction 부근의 지표면 고도는 해발 35m 내외로 나타난다.

단구면 구성층의 해성퇴적물은 3m 이상의 해성세원력층과 그 상부의 실트

질 세사층으로 구성된다. 하구 부근(Loc. 5)의 중위 해성단구 3면의 경우 해

성퇴적물층의 층후는 7m 이상으로서, 상부는 분급이 양호한 세원력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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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퇴적물로 구성되나, 하부로 갈수록 하성 아각력 및 아원력이 혼합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역경이 조립화하고 분급도도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중위 해성단구 3면이 하․해 혼성의 퇴적환경으로부터 해성 퇴적환

경으로 점이하는 과정에서 퇴적된 것임을 의미하며, 이 지형면이 해진기, 즉

간빙기에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

다.

단구 구성층의 토색은 표면으로부터 30cm 지점까지는 암갈색, 130cm 지점

까지는 적색(IOR4/8), 그리고 그 하부로 가면서는 명적갈색(2.5YR5/8), 등색

(5YR6/8)으로

점이한다.

라. 해성 저위단구 1면(mLT1)

해성 저위단구 1면은 조사지역에 있어서 지형면 분포의 연속성과 보존상

태가 가장 좋은 해성단구 지형면이다(그림 8 ; 사진 2). 단구면의 폭은 최대

350m 정도이고, 구정선고도는 18m 내외(Loc. 6), terrace-cliff junction 부근

의 지형면 고도는 해발 20m 정도를 나타낸다.

저위 해성단구 1면의 단구면 구성층은 분급이 좋은 7m 이상의 두꺼운 세

원력층(Loc. 7)으로 구성되며, 라미나가 잘 발달되어 있다. 단구면 표면의 경

사는 극히 완만하나, 단구구성층의 층후는 수평거리 20m 정도의 짧은 구간

내에서도 2m로부터 7m 이상까지의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저위해성단구

1면의 해성세원력층에 피복되어 있는 기반의 표면에 기복이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저위 해성단구 1면의 해성세원력층은 매곡성 퇴적물에 해당하며,

제4기의 빙하성 해수면 변화과정상에 있어서의 어느 한 해진기에 퇴적되었

음을 나타낸다. 이 단구의 단구구성층 상부에는 적색토가 형성되어 있으며,

단구 구성층도 전체적으로 화학적 풍화를 받아 토색은 등색 ~ 적갈색을 띤

다.

마. 저위 해성단구 2면(mLT2)

저위 해성단구 2면은 단구면의 폭이 최대 20m 정도로서, 저위 해성단구 1

면의 전면에 극히 단편적으로 분포하여(사진 3), 조사지역의 해성단구 중 단

구면 분포의 연속성이 가장 불량하다. 이는 형성 당시의 단구면의 폭이 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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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중위 해성단구 1, 2, 3면

사진 2. 중위 해성단구 3면과 저위 해성단구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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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저위 해성단구 1면과 2면

못하여, 후빙기 해면 상승 이후의 해성프로세스에 의해 단구면이 대부분 침

식되어 버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저위 해성단구 2면의 구정선 고도는 8 ~ 10m(Loc. 8) 정도이며, terrace -

cliff junction 부근의 고도는 10 ~ 11m 정도로 나타난다.

저위 해성단구 2면의 단구면 구성층의 층후는 2 ~ 3m 정도이며, 화학적풍

화를 받아 산화되어 있으나 저위 해성단구 1면에 비하면 풍화의 정도가 약

하여, 토색은 등색 ~ 적갈색을 나타낸다.

2. 최종간빙기 최온난기(MIS 5e)의 해성단구 확정

해성단구의 편년과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지형면은 비교적 최근

에 형성된 지형면으로서 지형면의 분포와 보존상태가 양호한 최종간빙기의

해성단구, 그 중에서도 최종간빙기 최온난기(산소 동위체 스테이지 5e)에 형

성된 지형면이다.

본 조사에서도 읍천리 해안의 해성단구 지형면의 편년을 위한

기준시간면으로서, 절대연대 및 화산회 연대와 화분분석 및 지형학적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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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편년법을 사용하여 최종간빙 최온난기에 대비되는 해성단구 지형면을

확정하였다.

가. 절대연대에 의한 최종간빙기 해성단구 동정

(1) 아미노산 연대

읍천리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1면(mLT1)에 대비되는 해성단구 지형면은

우리나라의 북부 동해안으로 부터 ~ 남동부 해안에 걸쳐 가장 보편적으로

분포하는 해성단구 지형면이다. 따라서 이 지형면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어

서 기준시간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성단구라 할 수 있다.

이들 mLT1면의 해성력층을 피복하는 육성퇴적물 중에는 수매의 토탄 ~

유기질 점토층이 끼어 있으며, 몇몇 지점에서는 이들을 시료로 측정된 절대

연대가 도출된 바 있다. 특히 남동부 해안의 포항일대에 분포하는 mLT1 해

성단구와 mLT2 해성단구 단구 구성층의 유기질 점토로 부터는 각각 125ka

BP와 77ka BP의 절대년대가 산출됨으로써(최, 1993, 1996), 이들 해성단구

지형면이 산소동위체 스테이지 5e와 5a의 최종간빙기에 형성되었음이 증명

되었다(그림 9).

또한, 북부 동해안의 강릉 부근에서도 mLT1 해성단구와 연속적으로 이어

지는 해면변동단구 구성층의 토탄으로부터 124ka BP의 절대연대가 산출됨으

로써, mLT1 해성단구 지형면의 형성시기가 최종간빙기의 최온난기였음이

더욱 확실히 증명된 바 있다(최, 1993).

따라서 아미노산연대로부터 볼 때 조사지역에 있어서 최종간빙기 최온난

기에 형성된 해성단구 지형면은 저위 해성단구 1면(mLT1)으로 판단된다.

(2) 탄소년대

산하리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1면 중단부에서의 시추결과에 의하면, 단구

면 구성층은 대략 해발 17m 고도에서 끝나는 해성 세원력층과 그 위를 피복

하고 있는 2.5 ~ 3.0m 두께의 육성퇴적물로 구성된다(그림 10).

육성퇴적물의 중간에는 5매의 유기질 점토층이 끼어 있는데, 이 중 상부

유기질 점토층에 대한 탄소년대 측정 결과 33,350±690y BP와 36,360±1,490y

BP의 절대연대를 얻었다(그림 10). 이들 연대치는 모두 최종빙기 중의 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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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남동부 해안 저위 해성단구 1면과 2면의 아미노산 연대와 광역 화산회    

                연대의 대비(최, 1993,1996, 2002 ; 佐佐本 외, 2002에서 정리)

빙기(산소동위체 스테이지 3)에 해당되므로, 이 유기질 점토층 하부의 퇴적

물은 아간빙기 이전에 퇴적된 것임이 확실하다.

그런데 아간빙기 이전의 시기에는 최종빙기 전기의 아빙기(산소동위체 스

테이지 4)도 포함되므로, 위의 탄소년대치 만으로는 산하리 지역의 mLT1 지

형면이 최종간빙기에 형성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육성퇴적층 중하부의 유기질 점토층에서 최종간빙기를 지시하는 阿多

(Ata) 화산회가 검출됨으로서,

mLT1의 해성원력층이 최종간빙기 최온난기에 퇴적된 것임이 증명되었는데,

상부 유기질 점토층의 탄소연대는 이를 더욱 보완 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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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산회 연대에 의한 최종간빙기 해성단구 동정

산하리 해안의 저위 해성단구 1면의 해성원력층 상부로 부터 1m 상위에

퇴적된 유기질 점토층에서 佐佐木 외, (2002, 2003)에 의해 阿多(Ata)화산회

가 동정되었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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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화산회는 일본 큐슈 남부의 아타화산으로부터 분출된 광역화산회로서,

태평양 심해저 코어의 산소동위체 스테이지 5c와 5d 사이의 층준에서 확인

되는 점으로부터 105ka BP ~ 110ka BP 사이에 분출된 화산회로 보고되고

있다(大場, 1990).

한편, 저위 해성단구 1면의 육성퇴적물층의 표층부근에서는 AT(아이라 화

산회)도 동정되었다. AT화산회는 24ka BP경에 분출된 큐슈 기원의 광역화

산회이다.

그림 3에서 보면 AT화산회는 조사지역의 저위 해성단구 1면과 2면의 표

층 퇴적물에서 모두 동정되고 있으나, 아타화산회는 저위 해성단구 1면에서

만 동정되고 있다(Inoue. et. al, 2002). 따라서 일본열도에 있어서의 최종간

빙기 최온난기 지시화산회(marker tephra)의 하나인 아타화산회와 최종빙기

후기의 아빙기 지시화산회인 AT화산회의 산출 특성으로부터 보면, 저위 해

성단구 1면은 아타화산회 강하이전의 최종간빙기 최온난기(5e)에 형성되었

고, 저위해성단구 2면은 최종간빙기 최온난기 이후로부터 AT화산회 강하기

인 최종빙기 후기의 아빙기(2) 사이의 어느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

다. 이는 전술한 아미노산 연대에 의한 편년과 잘 부합된다.

다. 화분조성으로 부터 본 최종간빙기 최온난기 해성단구의 동정

산하리 해안의 저위해성단구 Ⅰ면의 단구 구성층에 끼어 있는 5매의 유기

질 점토층(그림 10) 중에서 유기질 함량이 많은 하부의 층과 화산회 및 탄

소연대가 산출된 층에 대한 화분분석을 실시하였다. 화분분석결과, 수목화분

(AP) 21屬, 비수목화분(NAP) 3科 5屬, 그밖에 단조엽 및 삼조엽 포자(spore)

가 검출되었다.

(1) 층준별 화분조성

주요 수목 화분의 출현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화분대(pollen

zone)로 구분하였다.

(가) SH-1 : Quercus-U lmus/Zelkova帶

SH-1帶에서는 Quercus을 비롯한 Ulmus/Zelkova, Juglans, Cory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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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inus와 같은 낙엽활엽수 화분의 출현율이 Pinus, Abies와 같은 침엽수

화분의 출현율에 비하여 월등히 우세하게 나타났다(최고 97%, 최소 62%).

SH-1 帶를 다시 SH-1-1, SH-1-2, SH-1-3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면 낙엽활

엽수 화분의 출현율은 상부(SH-1-3)로 갈수록 Quercus 출현율(최고 41%,

최소 16%)이 감소하고, 이와 반대로 Ulmus/Zelkova(최고 281%, 최소 12%)

의 출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유기질 점토층-Ⅰ의 중부(SH-1-2)와 상부에서 Alnus의 출현율이 다

른 화분 출현율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이 특징적이다(최고 62%). 침

엽수 화분의 경우, 중부 층준에서는 Pinus를 비롯하여 Cryptomeria, Abies,

P icea의 출현율이 10% 내외로 높지만, 상부ㆍ하부(SH-1-1)에서는 그 출현

율이 수 %대로 나타났다.

(나) SH-2 : Pinus-Quercus帶

SH-2帶에서는 SH-1帶에서는 출현율이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Pinus의 출현율이 42%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Quercus 출현율은 32%를 보

이지만, SH-1帶에서 최고 97%까지의 출현율을 보였던 낙엽활엽수 전체의

출현율은 현저하게 감소하여 48%로 나타난다. 한편, SH-1帶에서 우세하였던

Alnus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 SH-3 : Pinus-U lmus/Zelkova-Abies帶

SH-3帶의 화분조성은 SH-1와 SH-2帶에서 각각 평균 83%, 48%를 나타

냈던 낙엽활엽수의 화분 출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Betula(출현율 6%)까

지를 포함시키더라도 34%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Quercus 출현율은 6%에

지나지 않는다.

침엽수 화분의 경우, Pinus의 화분출현율은 전체 수목화분 출현율의 49%

로서 SH-2帶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침엽수의 출현율은 66%로서 매

우 높고, 특히 SH-1帶와 SH-2帶에서 낮은 출현율을 보였던 Abies가 13%로

급증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SH-1帶에서 우세하였던 Alnus은 SH-2

帶와 마찬가지로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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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분환경 고찰

산하리 해안지역은 한반도의 현존식생 및 온도대에 따른 식물분포대(Yim

Yang Jai, 1977)와 비교하면 냉온대 중부의 남방한계 부근에 위치한다.

(가) SH-1帶

SH-1帶에서는 Quercus, Ulmus/Zelkova, Alnus 등의 낙엽활엽수의 화분

이 우세한 반면, 침엽수 화분은 10% 내외로 적게 출현한다.

화분조성의 주요 식물을 살펴보면 Quercus의 경우 母植物(parent plant)의

種을 추정하기가 곤란한 상태이지만, 현재 이 지역이 냉온대 중부의 저지대

에 속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母樹는 냉온대 중부 / 산지형 낙엽활엽수의

대표종인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보다는 저지대의 우점종인 졸참나무

(Quercus serrata)일 가능성이 높다.

Ulmus와 Zelkova의 화분은 광학현미경하에서는 아직 명확한 구분이 곤란

하다. 溫度帶로 보아 느릅나무는 냉온대 중부에 분포하며, 느티나무는 냉온

대 남부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기룡, 1992). 따라서 이 시대

에 검출된 이들 화분군집과 현생 식물들의 분포로부터 이들의 母樹는 느릅

나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구지역이 냉온대 중부의 남방한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느티나무 화분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Alnus는 현재, 변종을 포함하여 18종이 분포하고 있다. SH-1帶에서 검출

된 Alnus의 모수는, 한반도에 분포하는 오리나무屬 식물들의 생육범위로 판

단할 때, 저지대의 충적평야에서 냉온대 산지대의 습지에 이르기까지 대륙성

기후하의 한반도에 널리 생육하는 오리나무(Alnus japonica)로 추정할 수 있

다(김종원, 1993).

이상의 고찰로 부터, SH-1帶의 식생형은 화분조성의 특징과 주요 식물의

생태를 고려할 때, 냉온대 중부 / 저지형 낙엽활엽수림으로 추정된다.

한편, SH-1帶의 화분조성을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연구지역과

가깝고 Yim Yang Jai(1977)의 식물분포대상으로 냉온대 중부 저지대에 속하

는 포항 지역의 후빙기 기후호전기(climatic optimum)의 화분조성(조, 1979 ;

최성길 외, 1999)과 유사하다.

따라서, 유기질 점토층-Ⅰ이 형성될 시기에 산하리 일대는 졸참나무와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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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나무를 중심으로 한 냉온대성 중부/저지형의 낙엽활엽수림대에 속하였을

것으로 해석되며, 기후적으로는 온난ㆍ습윤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습지가 발달된 곳에는 오리나무가 우점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SH-2帶

SH-2帶의 특징은 SH-1帶와 달리 침엽수 화분인 Pinus가 Quercus,

Carpinus와 같은 낙엽활엽수의 화분과 함께 높은 출현율을 나타낸다는 점이

다. 그러나 Abies, P icea 등의 Pinus 이외의 침엽수 화분 출현율은 매우 낮

다.

Pinus는 크게 二葉松(Diploxylon)과 五葉松(Haploxylon)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엽송의 대표종인 赤松(P inus densiflora)은 수평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 분

포하고, 수직적으로는 저지로부터 산지까지 분포한다. 또한 露岩地, 稜線 등

과 같은 빈영양의 토지에 입지하고 있다(沼田, 1975). 이에 비하여 아한대성

인 오엽송의 대표종은, 극동 아시아의 온대림을 대표하는 너도밤나무-신갈나

무군강의 하급단위인 신갈나무-잣나무군단의 주요 종인 잣나무(P inus

Koraiensis)로 해석되고 있다(최기룡, 2001). 현재 잣나무는 중부 이남에서는

해발 1,000m 이상에서 분포하고 있다(이창복, 1993).

따라서 한반도의 식물분포대(Yim Yang Jai, 1977)와 시료채취지점의 해발

고도를 고려하고, Pinus 이외의 아한대성의 Picea, Abies의 화분이 거의 검

출되지 않는 점과 SH-1帶에 비하면 Quercus를 중심으로 한 냉온대 낙엽활

엽수의 출현율이 감소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수목화분 출현율의 50%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기질 점토층Ⅱ(SH-2)에서 검출된 Pinus

는 대부분 적송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Quercus는 SH-1帶와 마찬가지로 저

지대에 우점하고 있는 Quercus serrata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점화분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SH-2帶의 植生型은 소나무와

졸참나무가 우점하는 冷溫帶 中部 / 低山地型의 침엽ㆍ낙엽활엽 혼합림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유기질 점토층-Ⅱ가 형성될 시기에 산하리 일대는

소나무와 졸참나무 우점의 냉온대성 침엽 및 낙엽활엽 혼합림으로 덮여있었

다고 추정되며, 기후적으로 볼 때 SH-1帶 보다는 기온이 다소 저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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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H-3帶

SH-3帶의 화분조성 특징은 SH-1帶와 SH-2帶에 비하여 Pinus, Abies와

같은 침엽수 화분의 출현율(평균 66%)이 우세하게 높아진 반면, 낙엽활엽수

화분의 출현율(평균 34%)은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SH-3帶의 주요 화분종인 Pinus, Ulmus/Zelkova, Abies로 이루어진 삼림

은 한반도의 식물분포대(Yim Yang Jai, 1977)를 고려하여 고찰할 때, 아한

대/아고산대형 침엽수림과 냉온대 북부/고산지형 침엽ㆍ낙엽활엽 혼합림의

어느 쪽에 대비되는지 판정하기 어렵다.

현재의 한반도의 수직 식생분포를 보면, 낙엽침엽수림대 위쪽에 아고산대

의 상록침엽수림대가 나타난다. 이것은 기후적으로는 아한대에 해당하며 가

문비나무(P icea jezoensis), 분비나무(Abies nephrolepis), 구상나무(Abies

koreana), 눈잣나무(P inus pumila) 등의 상록침엽수로 대표된다. 아고산대의

Picea jezoensis, Abies nephrolepis 같은 상록침엽수림은 그 중에서도 아고

산대의 지표종으로 잘 알려져 있다(김존민, 1984). 그러나 SH-3帶의 Picea

화분 출현율이 그리 높지 않고, 낙엽활엽수의 화분 출현율도 상대적으로 높

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아한대성 침엽수림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다.

한편, 냉온대 북부/고산지형 침엽ㆍ낙엽활엽 혼합림으로 생각하는 경우, 본

시대에 출현하는 Pinus는 대부분 오엽송이며, 전술하였던 Pinus Koraiensis

로 생각된다. 그러나 시료채취지점의 해발고도와 낙엽활엽수의 출현율(34%)

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 Pinus의 화분 중에는 이엽송의 적송도 상당 비율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ies의 모수는 그 생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산성 상록교목인 전나무(Abies holophylla) 유래로 추정되며,

Ulmus/Zelkova의 화분은 온도대로 보아 느티나무라기 보다는 대부분 느릅

나무 유래로 해석된다.

따라서 SH-3帶는 잣나무와 전나무가 우세한 (아한대성) 침엽수림에 느릅

나무와 같은 낙엽활엽수림이 섞인 냉온대 북부/고산지형 침엽ㆍ낙엽활엽 혼

합림에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기질 점토층-Ⅳ가 형성될 시기에

산하리 일대는 잣나무와 전나무가 우세한 (아한대성) 침엽수림에 느릅나무와

같은 낙엽활엽수림이 섞인 냉온대 북부/고산지형 침엽ㆍ낙엽활엽수혼합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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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덮여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화분조성으로 부터 본 최종간빙기 최온난기 해성단구의 확정

SH-2帶는 화산회 연대상으로 볼 때, 105kaBP～110kaBP경의 Ata화산회가

동정되는 층준에 해당된다(그림 4). 이 절대연대의 시기는 대략 최종간빙기

중기의 온난기(MIS 5c)와 그 후의 상대적 한랭기(MIS 5d)의 경계(5c 쪽에

가까운 경계)에 해당된다(大場, 1990). 한편, SH-3帶의 유기질점토층은 탄소

연대(33,590±690yBP)로 부터 최종빙기 중의 아간빙기(MIS 3)에 퇴적되었음

이 확인되었다(그림 4). 그리고 전기한 바와 같이 화분조성의 해석으로부터

SH-3帶보다는 SH-2帶, 그리고 SH-2帶 보다는 SH-1帶가 더욱 온난하였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산하리 해안 단구구성층의 화분조성의 특징 및 화산회 및 탄소연

대로 부터 최종간빙기 최온난기에 퇴적된 유기질 점토층을 동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최종간빙기 최온난기의 해성단구를 판정하였다.

먼저, SH-2帶의 유기질 점토층은 최종빙기 중의 아간빙기에 속하는 SH-3

帶에 비하여 훨씬 온화한 환경의 화분조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으로부터, Ata

화산회의 동정으로 최종간빙기 중기의 온난기(MIS 5c) 내지 그 직후에 퇴적

되었음이 알려진 이 층의 형성시기가 더욱 확실해졌다.

한편, SH-1帶의 유기질 점토층 하부는 저위해성단구 Ⅰ면의 해성 세원력

층과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는 해성 세원력층이 퇴적되었던 최고위 해진기

이후의 육화 과정에 있어서, 해면의 고도가 최고위 해수준기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던 최고위 해진기 직후의, 해성사력층 상부 근처에 지하수면이 있

었던 시기에 형성된 소택지～늪지에서 SH-1帶의 유기질 점토층이 퇴적되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SH-1帶의 유기질 점토층과 이 점토층의 바로 하부에

피복된 해성 세원력층의 퇴적시기 사이에는 큰 시간적 간격이 없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특성으로 보아 SH-1帶는 SH-2帶 보다 더욱 온난하였음이 확

실하다. 따라서 SH-1帶는 MIS 5c기 보다 앞선 시기로서 MIS 5c기 보다 더

욱 온난하였던 시기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는 MIS 5e기에 해당하

므로, SH-1帶의 유기질 점토층에 피복된 해성세원력층의 퇴적시기는 최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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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기 최온난기로 편년된다.

이상의 고찰에서 산하리 해안의 저위해성단구 Ⅰ면(mLT1)은 화분분석으

로 부터도 최종간빙기 최온난기에 형성되었음이 되었다.

라. 읍천해안의 최종간빙기 해안단구로 부터 계산된 지반 융기량

이상의 아미노산 연대, 탄소 연대, 화산회 연대 그리고 화분분석 등의 고

찰로 부터, 읍천리 해안에 있어서 최종간빙기 최온난기(MIS 5e)에 형성된 해

성단구 지형면은 저위해성단구 1면(mLT1)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그런데 조사지역 해성단구 지형면 전체의 단구구성층에서 채취된 사질 퇴

적물에 대한 OSL 연대의 측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해성단

구를 지표로 한 시계열적인 융기율 변화 및 지반운동양식의 변화과정을 밝

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형성시기가 확정된 저위 해성단구 1면

을 지표로 한 지반융기율에 대하여 논의 할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 행하여진, 태평양과 대서양 일대의 산호초 단구와 대서양안의 충

적평야 등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저위 해성단구 1면 형성시기인 최종간빙기

최온난기에는 해수면의 절대고도가 현재 보다 5-6m 정도 높았다(Bloom et

al., 1976 ; Chappell and Shackleton, 1986 ; Gvirtzman, 1994 등).

그런데 읍천해안에 있어서 동 시기의 해성단구인 mLT1 면의 구정선고도

는 18m 정도로 나타나므로, MIS 5e(125,000y BP)이후의 실질적 지반 융기량

은 대략 12m 정도로 계산된다. 따라서 MIS 5e기 이후의 융기속도는, 등속융

기를 가정할 때, 12m/125ka로서 대략 0.1m/ka로 계산된다.

한편, MIS 5e에 대비되는 해성단구 지형면의 구정선고도는 조사지역은 물

론 우리나라 동해안 전체에 걸쳐서도 18m내외의 고도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최, 1997 ; Choi, 2001). 이는 조사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동해안 전체가, 적어도 최종간빙기 최온난기 이후의 지반 융기율을

지표로 판단할 때, 일본열도(최대 224m), 뉴질랜드(최대 312m) 등의 변동대

지역에 비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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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남한의 단구연구를 통한 지반 융기율 해석

본 연구는 제4기 해성단구와 하안단구의 연구를 통한 해수면 변화와 하

도 침식량 산정을 통해 남한의 지각 융기율을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한 해성단구와 하안단구를 따라 해안지역의 해성단구와 특정

수계 유역에 발달하는 하안단구 분포특성을 연구하였다. 해안단구의 연구를

위하여 한국 동남부 나정에서 수렴 지점일대에 분포하는 해성단구 구정선

연장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하안단구 연구는 기존 연구결과로서 장 호 등

(2001)의 연구결과 검토하였다.

제1절 기존의 단구연구

1. 해안단구 연구

국내의 해성단구의 분포와 융기율에 관한 최근 연구로서 황상일 등(2003)

은 울산과 경주 경계지역에서 구정선 고도가 155m인 고고위 지경면, 140m

인 고고위 Ⅰ면, 155m인 고고위 Ⅱ면, 90m인 고위 Ⅰ면, 70m인 고위 Ⅱ면,

25m인 저위 Ⅰ면, 5~6m의 Holocene 지형면으로 해성단구를 분류하였다. 이

와 같은 해안단구 분류체계는 남동해안의 대본리와 나정리의 해안단구 분류

체계와 중부 동해안 정동진, 대진지역의 분류체계와 거의 같으며, 삼척 오십

천 중 ․ 하류부의 해면변동단구 체계와 잘 조화되고 있다. 지경리 지역에서

고고위면의 지형면 규모가 고위면과 저위면에 비해 매우 큰 것은 고고위면

이 형성될 때, 이 해안은 외해로 돌출한 headland 였으며, 해면이 고고위면

을 만들 때, 해면 부근에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제3기 응회

암으로 된 평탄면이 이미 어느 정도 넓게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외해에서 접근하는 파랑에너지는 천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인

한 에너지 쇄감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headland를 이루고 있었던 고고

위면에 파랑의 침식력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만일 고기의 파랑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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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구릉을 지나가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침식작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기반암 파식대는 넓게 발달할 수 있었다. 상기 연구지역의 고위면

은 해발고도 50m와 90m 사이에 분포하여 최고고도와 최저고도의 비고차가

고고위면보다 크지만, 상대적으로 지형면의 규모가 작다. 고위면은 구정선고

도 90m와 70m 두 개의 지형면으로 세분된다. 이 두 지형면 사이에 단구애

의 발달이 미약한 것은 이 해안단구면을 형성한 간빙기 사이에 단구애를 형

성한 빙기의 지속기간이 매우 짧은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위

면은 중위면, 저위면과 마찬가지로 경사가 급한 고고위면의 단구애에 해당하

는 산지 사면에 분포하는데, 중위면과 저위면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은 고위면

을 형성한 간빙기의 기간이 매우 길어 오랫동안 파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

이다. 이 지역의 해안단구들은 고고위면에서도 신선한 자갈들이 발견되고 있

으며, 지형면들 사이에 구정선 고도는 20~30m 비고차를 보이고 있어 그 간

격이 상당히 균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해안단구들을 형성한 간빙기와 간

빙기 사이의 시간 간격이 거의 같았음을 암시한다.

단구면의 형성시기에 대하여 고고위 지경면은 MIS 17에 해당하는

Cromerian Interglacial Ⅲ(72~69만년 BP), 고고위 Ⅰ면은 MIS 15에 해당하

는 Cromerian Interglacial Ⅳ기 (63~56만년 BP), 고고위 Ⅱ면은 MIS 13에

해당하는 Elster 1/2(51~48만년 BP)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고위 Ⅰ면은

MIS 11, 고위 Ⅱ면은 MIS 9시기에 해당하는 Holsteinian Interglacial (43~30

만년 BP)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사이의 MIS 10은 그 지속기

간이 약 10,000년으로 매우 짧았다. 고고위면과 고위면의 구정선고도가 중

부 동해안과 남동해안에서 거의 같은 해발고도에 분포하는 것으로부터 고고

위면이 형성된 72만년BP 이후, 한반도 동해안의 지반운동 체계는 정동진과

울산지역에서 거의 같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각 해안단구 지형면 구정선고도

와 형성시기와의 관계에서 지반운동량을 계산하면, 울산-경주 경계 지경리

일대는 70만년 BP 이후 지반이 0.23㎜/year(2.3m/1만년)의 속도로 융기하였

다.

한편, 최성자(2003)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03)은 한반도 남동해안 해

안단구를 대보-감포, 감포-당사리, 어물리-기장 (혹은 진하-일광)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성단구를 연구하였다. 상기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동해안 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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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은 지금까지 안정된 지괴로 알려져 왔으며, 제4기 단층이나 지진 발

생보고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된 디지털 기법

에 의한 단구조사와 단열조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제 4기 지구조운동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진하-일광 지역 (최성자,2003)은 기반암이

백악기의 퇴적암류와 화산암류 및 불국사 화강암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지역의 해안단구는 매우 협소하고 간헐적인 분포를 보이며 발달하고 있고,

타 지역과는 달리 단구 퇴적물이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진하-일광

지역에는 최하위의 홀로세 단구를 포함하여 4개의 단구면이 형성되어 있으

며, 이들은 최하위의 것부터 1, 2, 3, 4 단구로 분류하였다. 제1단구의 구정선

은 1m 이하, 제2단구의 구정선은 8-11m, 제3단구의 구정선은 17-22m, 제4단

구의 구정선은 약 44m이다. 제2단구의 형성시기는 MIS 5a의 80,000년이고,

제3단구 하위면 형성시기는 MIS 5c, 제3단구 상위면은 MIS 5e의 125,000년

이다.

상기 단구 형성시기의 추정에 따라 해성단구 형성시기와 융기된 단구 고

도간의 상관관계 그래프와 표준 고해수면 변동곡선에 대비하여 산출된 융기

율은 제2단구가 약 0.25m/ky, 제3단구가 약 0.22m/ky, 제4단구가 약 0.2m/ky

로 평균 융기율은 0.19m/ky이다. 이와 같은 융기율은 판 경계부보다 활동성

이 적은 판 내부에서 나타나는 값으로 우리나라의 남동해안의 지각은 대체

로 안정된 지괴로 판명된다. 그러나, 각 단구의 구정선 고도는 매우 미약하

지만, 점이적으로 남쪽으로 가면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의 남동해안 남단부에는 침강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최근

에 단구 상단에 발달하는 풍성 사질층에 대한 OSL 연대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연대로 볼 때, 풍성 사질층은 주로 최종간빙기와 최종빙기에

형성된 지층임을 시사하고 있다(정창식, 2002).

상기와 같이 제3 해성단구의 상위면과 저위면 그리고 제2 해성단구의 형

성시기가 모두 MIS 5의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다라는 주장은 3단구 저위면

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왜냐하면, 최성길(1996a)이 주장한 저위해성단구

Ⅰ면의 성인시기를 MIS 5c의 시기에 둘 수 있는냐는 것과 MIS 5c의 해수면

상승과 이 시기를 지시하는 해성단구 형성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의 중에 있

다. 또한 현재의 융기율은 제3단구 저위면만 입력되어 있을 뿐, 제2단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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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구 고위면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으며, 만일 제2단구와 제3단구의 고

위면의 형성시기를 입력하였을 때, 단구형성 시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다분히

소지가 있고, 이에 따른 융기율의 차이를 야기시키게 될 소지가 있다. 또한

남동부 해안에서의 신기 침강운동에 대한 논거는 아직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2. 하안단구 연구

하안단구 연구는 지형학자를 주축으로 하여 비교적 많은 연구보고가 있으

며, 그 주요 연구내용은 하안단구 형성작용과 시기 해석 및 형성 당시의 환

경복원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 연구된 남한의 주요 수계를

따라 발달하는 하안단구분포 연구는 임창주(1989), 송언근(1992, 1998), 손명

원(1993, 1996), 최성길 등(1999) 등이 있으며, 주요한 하안단구의 분포특성을

요약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제2절 해성단구 구정선 및 융기율 연구

1. 해성단구의 구정선 연구

남동해안의 읍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성단구의 구정선을 도면화 해 보면

해성단구면은 해성최고위단구면 (marine upper High Terrace, muHT), 해성

고위단구면(marine High Terrace,mHT), 해성중위단구면(marine Middle

Terrace, mMT), 해성저위단구면(marine Lower Terrace,mLT), 그리고 해안

충적면(Coastal Alluvial Plain, AP)으로 구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을 각각 최고위면(muHT), 고위면(mHT), 중위면(mMT), 저위면( mLT), 그

리고 충적면(AP)으로 기재하였다(그림 1).

가. 최고위면(muHT)

최고위면(muHT)은 종래의 고기침식면 혹은 고기 해성면(이동영, 198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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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 1990; 김주용 등, 1998), 윤순옥 등(2003)과 황상일 등(2003)에 의한 고

고위면(HHT), 최성길 등(2003)과 유사한 의미이다. 현재의 일부 연구에서는

약 7개의 이상의 단구면으로 구분하는대, 세부적으로 muHT (150m), muHT

(140m), muHT (130m), muHT (120m), muHT (110m), muHT (100m),

muHT (90m) 등으로 구분을 시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uHT

(120-130m), muHT (105-110m), muHT (90-100m) 등으로 잠정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형성시기는 현재 전통적 해석으로서 중기 이전 갱신세에 형

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중기 갱신세(MIS 19)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절대연대는 없으며, 다만 단구 시스템을 MIS 홀수기로 대비하

여 간접적으로 추정해 본 연대이다.

나. 고위면(mHT)

고위면(mHT)은 전통적으로 제4단구로 명명되는 단구로서 적어도 mHT1

(86m) mHT1 (72m), mHT2 (63m), mHT3 (55m) 등으로 더 세분하고 있다.

표 1. 남한의 하안단구 분포 특성별 대비 (장호와 박희두, 2001 정리자료

참고)

    단구특성

하안

단구면

하상비고

(m)

1)적색토 

유무

(○, ×)

화강암력

풍화정도

단구면 

형상/*원면 

보존정도

*석회암지대 

단구면 

돌리네 유무

(○,× )

단구면 형성 

시기(연대)

고위 1면(H1)

고위 2면(H2)

50~60

30~40

○

○

내부적색풍화

내부적색풍화

구릉화 50% 

내외

구릉화 50% 

내외

○

○

Mindel 빙기 

전기(?)

Mindel 빙기 

후기(?)

중위 1면(M1)

중위 2면(M2)

25~30

20~25

○

○

부분풍화

부분풍화

70~80%

70~80%

○

○

Riss 빙기 전기(?)

Riss 빙기 후기(?)
**해면변동단구 

1면(T1)
**해면변동단구 

2면(T2)

2)18(±)
2)10(±)

○

×

부분풍화
3)초기표면풍

화

70~80%

80~90%

?

?

최종간빙기 최성기 

(125,000년 BP)

최종간빙기 후기 

(77,000년 BP)

저위 1면(L1)

저위 2면(L2)

15~20

5~10

×

×

3)초기표면풍

화

미풍화

80~90%

90% 이상

×

×

최종빙기 전기 

(>30,000년 BP)

최종빙기 후기

∙ B층의 토양색이 5YR4/6 이상의 적색을 나타냄.
∙ 고해안선 높이
∙ 역 표면에 작고 엷은 구멍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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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형성시기는 갱신세 초기(이동영, 1985), 갱신세 중기초 시실리안 해침

기(김주용, 1990)로 해석한 바 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절대연대는 없고,

MIS 홀수기인 간빙기와 관련하여 최근 MIS 11 - MIS13 등에 대비를 시도

하고 있다(황상일, 윤순옥, 2003).

다. 중위면(mMT)

중위면(mMT)은 다시 mMT1 (45m), mMT2 (36m), mMT3(25m)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들은 연구지역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지형면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단구면의 back edge를 따라 발달하는 고기 구정선을 추적해 볼

수 있는 단구면들이다. 이들의 형성시기는 전통적으로 mMT1(45m)를 MIS

9, mMT2 (36m)를 MIS 7, 그리고 mMT3 (25m)는 MIS 7내의 아간빙기로

대비되고 있으나. 최근 최성자(2003) 등은 mMT1(45m)을 4단구로 보고 MIS

7, mMT2a (36m)를 상위3단구로 보아 5e, 그리고 mMT2b (25m)는 하위3단

구(20m 내외)보다 다소 높은 면으로서 최성자 등(2003)은 하위3단구를 5c로

해석한 바 있다.

라. 저위면(mLT)

저위면(mLT)은 다시 mLT1 (18m)와 mLT2 (13m)으로 세분가능하다. 특

히 mLT1 (18m) 동해안 전역에 걸쳐 약 20m 내외의 해성단구면이 분포하여

있다. 이들은 해빈 역층의 분포고도를 기준으로 할 때, 15m에서 약 20m에

걸쳐 분포하는 단구면이다. mLT1 단구의 형성시기는 최성길(1998)은 아미노

산연대법으로 MIS 5e로 해석하였으며, 최성자 등(2003)은 5c로 해석한 바 있

다. 그리고 mLT2 (13m)는 정자동과 감포의 오류동 사이 일대에 널리 분포

하는 해빈자갈층으로서 본 지층의 상면은 퇴적층 단구면을 이룬다. 지역에

따라 최종빙기 동안의 국지적 침식작용 정도에 따라 상면의 고도가 달라지

고 있으며, 대체로 해빈단구역층의 상면은 약 7m에서 11m 고도에 걸쳐 분

포한다. 형성시기는 현재 최종간빙기의 아간빙기인 5a의 해침말기에 의하여

형성된 단구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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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lluvial Plain (AP)

Alluvial Plain (AP)은: 해발 4-5m 내외의 해안평야 일대의 해빈역층이 충

적면(AP)으로 연장되는 면으로서 최종빙기최성기(18Ka) 이후의 해수면 상승

이후 LGM 동안 삭박된 지형면 위에 현재 해안가를 따라 매적되어 형성된

지형면이다. 이들의 최상면은 Flanderian 해침기에 형성된 퇴적체로서 최상

부면은 해안 충적평야를 이루고 있다.

그림 12. 감포 - 강동 지역 일대의 해안단구 분포 모식도

2. 해성단구 형성시기

상기 연구에서 해성단구 분포고도는 1단구 0.5-4m, 2단구 10m, 3단구

18-20m(3b)에서 30m(3a), 4단구 40m-60m, 5단구 60m-85m, 6단구 75m 등

으로 고도에 의한 단구분류가 가능하다. 해성단구의 형성시기는 동일 높이

는 동일한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일반적 논리에 의하여 해석한다.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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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부에서부터 1단구, 2단구, 3a단구, 3b 단구, 4단구, 5단구, 6단구로 구분

해 두고, 이들을 각각 MIS1(홀로세), MIS 5a, MIS 5c, MIS 5e, MIS7, MIS

9(?) 등으로 대비를 시도하고 있다. 각 해성단구퇴적물의 형성시기는 아미

노산 연대측정법을 이용하여 시간기준면을 제시한 최성길(1991, 1993a,

1995a, 1996a, 1997, 200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충적면(AP)인

1단구는 후빙기(홀로세 중기), 저위면(mLT)의 낮은 단구면인 2b단구는 최종

간빙기의 후기, 저위면(mLT)의 높은 단구면인 2a단구는 최종간빙기 최성기

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성과를 종합해 보면, 중위면(mMT)인 3면

은 최종간빙기보다 앞선 시기의 고해면기(MIS 7 - MIS 9 홀스테이니안)에,

고위면(mHT)인 4면과 최고위면(muHT)인 5면은 단구퇴적물의 풍화정도와

토양의 적색화 정도로 보아 적어도 2번이상의 간빙기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

므로 유럽의 크로메리안 혹은 그 이전의 갱신세, 즉, 중기초 혹은 초기의 갱

신세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성단구 연구를 통한 해안지반 융기율 산정

본 연구의 해성단구 구정선 고도분포 연구 결과, 저위면과 중위면 해성단

구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해안선과 거의 평행하며, 각각의 단구면내에서는 아

주 유사한 일정한 고도에 해성단구의 구정선이 분포한다. 이러한 구정선 분

포특성으로부터 고기 구정선이 해침으로 인한 해식대지(wave-cut

platform) 혹은 해침기의 해빈역층 집적을 통한 해성단구 시킨 후, 신기 지각

이 일정한 비율로 혹은 차별적으로 융기하였던 증거로 볼 수 있다. 상기 연

구에서는 해성단구를 지구내에서 시스템별로 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1, 2,

3, ..... 등과 같이 일련번호로 단구명을 붙인 후, 이러한 단구면들의 분포하는

절대고도보다는 지구별 단구 시스템 자체를 중시하여 한 묶음씩 동일시기에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융기율을 산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연구결과

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03)을 보면, 지구별로 동일한 단구시스템을 적

용하여 지구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0.19m/ka, 0.34m/ka, 0.46m/ka와

같이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산정되고 있다. 즉, 각각의 지구별로 단구 시스

템내 분포고도 차이는 지구별로 상이한 융기작용 결과로 보고 있고,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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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구별로 다른 융기율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 모든 지구

내의 융기율이 항상 다를 것이다는 전제하에 상당히 신뢰성이 가는 점이 있

다. 그러나 만일, 지구별로 동일한 높이의 단구분포는 차별적인 신기 지각운

동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해침시기와 형성시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상기와는 달리 지구별로 거의 동일한 융기율을 보일 수도 있

다. 만일 남동해안에서 최종간빙기최성기 이후 지구별로 큰 차이 없이 일정

한 비율로 융기했으며, 최성길(1998)의 제시와 같이 최종간빙기최성기 구정

선이 약 18m에서 약 20m 이내에 분포한다고 할 때, 지난 125,000년간 약

12m내지 15m의 수직 융기량을 상정할 때, 최종간빙기와 최종빙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동안 0.10 - 0.12mm/yr와 같은 융기율을 상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해안단구 구정선 분포와 단구 형성시기에 근거한 융기율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융기율의 산정을 위하여 Kathryn 등(2002)과

WLA (William Lettis and Associates) 연구그룹 등 에서 제시한 갱신세 동

안의 해양산소동위원소체주기(MIS)에 따른 평균 해수면 자료를 참고하였다.

즉, 해안단구의 구정선 높이를 Y(mm), 세계적 평균 해수면 추정치를 B, 그

리고 해안단구가 형성된 추정 연대를 A(년)으로 볼 때, 융기율(X, mm/yr)은

Y = B + AX로 나타낼 수 있고, 이에 따른 융기율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홀로세 충적면 혹은 해안평야의 융기율 산정을 위하여 우선 현재 충적면

분포고도는 최대 약 5m 내지 6m로 보고 있으며, 이들의 형성시기는 홀로세

기후최적기(Holocene Climatic Optimum)인 약 6,000-7,000년전으로 보고 있

다. 홀로세 중기이후 해수면은 약 1m 내외의 변동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융기율(X)은 0.28 - 0.83mm/yr (단, Y : +4 ~ +5m, A : 6-7ka, B: 0+2m(추

정))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융기율은 충적면을 구정선 면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몬순기후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시 홀로세의 기준면이 다

양하게 분포할 수 있으며, 해안의 notch와 해안동굴 등의 발달시기에 대한

정확한 연대자료가 부족하므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홀

로세 구정선을 지시하는 다영한 지형증거와 고도분포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

수천년 동안의 역사시대의 지형변화 자료와 해안선 변화를 지시하는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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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보충되어야 한다.

(2) 저위단구면 중에서 낮은 단구면은 약 ±13m에 분포하며 이의 형성연대는

현재 5a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종간빙기 5a의 단구면의 융기율(X)은

0.20 - 0.25mm/yr (단, Y : ±13m, A : 80ka(5a), B: -5±2m (추정))로 나타

난다. 끝으로

(3) 저위단구면 중의 높은 단구면은 약 ±18m에 분포하여 있다. 이의 형성연

대는 현재 2개의 가설이 있으며, 이를 최종간빙기의 5c로 보든지 혹은 5e로

보는 견해이다.

● 최종간빙기 5c의 단구면이 ±18m에 나타나고 있다면, 융기율(X)은 0.18 -

0.22mm/yr (단, Y : ±18m, A : 100ka(5c), B: -2±2m (추정))로 나타난다.

● 최종간빙기 5e의 단구면이 ±18m에 나타나고 있다면, 융기율(X)은 0.08 -

0.11mm/yr (단, Y : ±18m, A : 125ka(5e), B: +6±2m (추정))로 나타난다.

(4) 중위단구면은 대체로 25m, 36-45m에 나타나며, 이의 형성시기를 MIS7

과 MIS 9로 보고 있다.

● 약 25m에 나타나는 단구면을 MIS 7로 본다면, 융기율(X)은 0.12 -

0.15mm/yr (단, Y : ±25m, A : 210ka(MIS 7), B: -3±4m (추정))로 나타

난다.

● 중위단구면을 MIS 9로 본다면, 융기율(X)은 0.08 - 0.11mm/yr (단, Y :

+36~+45m, A : 330ka(MIS 9), B: +4±4m (추정))로 나타난다.

(5) 약 55m에 나타나는 단구면을 MIS 11로 본다면, 융기율(X)은

0.13-0.15mm/yr (단, Y : ±55m, A : 430ka(MIS 11), B: 0±10m (추정))로

나타난다.

상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융기율 추정치를 산정함에 있어

서 저위 I단구면과 5e 해당 단구면을 약 30m 이상으로 추정한 경우에 융기

율이 약 0.20mm/yr 내외로 나타나며, 보다 상위의 단구면은 그 분포와 형성

시기의 추정치를 적용한 결과, 약 0.15-0.05mm/yr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

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융기율 산정에서 전체 평균치를 보면 약 0.13mm/yr

(0.13m/k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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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하안단구 및 융기율 연구 (동강유역 일대를 중심으로)

송언근(1998)은 남한강의 주요 지류인 동강에서 영월 다목적 댐 건설 예정

지인 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에 분포해 있는 주요한 지형적 요소인 하안

단구와 감입곡류절단에 의한 구유로를 중심으로 그 지형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동강은 전형적인 감입곡류한천으로 하곡을 따라

모두 8면의 하안단구와 5곳의 곡류절단이 발달한 곳으로 지형면 분류와 각

지형면의 현 하상과 비고, 개석도 및 원면의 보존도, 돌리네 분포, 동강 현

하상 종단면 상에 각 지형면의 종단형 특성 조사와 각 지형면에의 대비, 그

리고 지형면 편년을 실시하였다. 특히 동강 유역에서 5개의 곡류절단에 의한

구유로면과 이를 포함하여 모두 8면의 하안단구발달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들 단구면을 형성시기가 오래된 것부터 DHⅠ면(동강 고위 Ⅰ면), DHⅡ면,

DHⅢ, DHⅣ면, DM면(동강 중위면), DLⅠ면(동강 저위 Ⅰ면), DLⅡ면 등으

로 분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DLⅠ면을 Early Würm 빙기에, DLⅡ면은 대

개 40,000y. B.P~20,000y. B.P를 전후한 시기, 즉 대개 Late Würm 빙기에 단

구면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DM면은 토양색, 단구력의 풍화도, 하상비고,

원면의 보존도 등으로 DLⅠ면의 형성시기보다 앞선 Riss 빙기에 형성된 면

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고위단구면은 돌리네의 발달을 고려할 때 적어도

Mindel 빙기 내지 그 이상의 빙기와 관련하여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

다. 또한 고위Ⅰ면의 경우 추정 단구면의 규모가 크고, 면연속성 양호, 양안

에 Pair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 면이 형성된 후, 상대적으로 빠

른 속도의 지반 융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송언근(1998)

은 하안단구를 DLⅡ, DLⅠ, DM, DHⅣ, DHⅢ, DHⅡ, DHⅠ로 구분하고 이

를 각각 D1, D2, D3, D4, D5, D6, D7 로 명명하였다(장호, 박희두, 2001). 각 단

구면의 하상비고는 D1이 10m, D2가 20m, D3가 30～40m, D4가 50～70m, D5

가 70～90m, D6가 100～120m, D7이 100～130m이다. 각 단구면의 형성시기는

D1과 D2가 최종빙기후기와 전기로, D3은 Riss 빙기, D4와 그보다 높은 하안

단구면은 Mindel 빙기 내지 그 이전의 빙기로 추정되었다. 송언근이 제시한

하안단구인 DLⅡ, DLⅠ, DM, DHⅣ, DHⅢ, DHⅡ, DHⅠ는 각각 D1, D2,

D3, D4, D5, D6, D7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호와 박희두(2001)는 이를 근거



- 58 -

로 하안단구의 융기량을 추정하였다. 단구의 원면의 보존 정도 등을 고려하

여 각 단구면의 융기량을 추정해 보면 D1은 5m, D2는 10m, D3는 30m, D4는

60m, D5는 80m, D6～D7은 110m이다. 이들은 각각의 하안 단구면 형성시기

를 최종빙기후기(20,000y BP), 최종빙기전기(50,000y BP), Riss 빙기

(200,000y BP), Mindel 빙기후기(450,000y BP), Mindel 빙기전기(600,000y

BP), Günz 빙기(800,000y BP)로 하였으며, 각 단구면의 형성 이래의 융기율

을 표2와 같이 추정하였다.

표 2. 전기 갱신세말 이후의 하안단구 융기율

최종빙기 후기 

이래

최종빙기전기

이래

Riss 빙기 

이래

Mindel 

빙기후기 이래

Mindel 

빙기전기 이래

Günz 빙기 

이래

0.25m/1,000

년
0.2m/1,000년

0.15m/1,000

년

0.133m/1,000

년

0.133m/1,000

년

0.137m/1,000

년

상기 연구결과, 하안단구의 융기율은 Günz 빙기 이래에서 Mindel 빙기전기

이전 까지는 0.137m/1,000년, Mindel 빙기전기 이래 Mindel 빙기후기 이전

까지는 0.133m/1,000년, Mindel 빙기후기 이래 Riss 빙기 이전까지

0.133m/1,000년, Riss 빙기 이래 최종빙기 전기이전 0.15m/1,000년, 최종빙기

전기 이래 최종빙기 전기이전 0.2m/1,000년, 최종빙기 후기이래 현재까지는

0.25m/1,000년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하안단구 연구에서 융기율의 평균값

은 0.167m/1,000년으로, 이는 전기 갱신세(Pleistocene) 말 이래 동강 일대 지

반의 평균 융기율로 된다.

제4절 단구연구를 통한 융기율 논의

1. 해성단구 융기율 논의

해안단구 분류체계와 추론된 단구 형성시기는 Kim S.W(1973), 오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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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1983), Lee D.Y(1985), Kim J.Y(1990), Kim 등(1998), 김주용 등

(2003), 윤순옥 등(2003), 황상일(2003), 최성자(2003), 윤순옥 등(2000)에서 고

찰된 적이 있다. 해안단구의 분류와 형성시기에 관한 추론은 해안단구의 고

도별 분류를 통해 구정선 고도를 유추한 후 이들 각각의 단구면 형성시기를

MIS의 홀수시기에 편년하는 방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지역차 또는

조사자의 누락 또는 첨가에 의해 분류체계가 달라져 버리는 결과를 야기하

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영향에 의해 조사되지 못하여 일부 고도에

서 특정 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부방향

에의 단구면의 편년이 다르게 대입될 수도 있다. 또한 구정선의 고도를 정확

히 찾아내는 것이 현장조사에의 어려움으로 남는 이유로 조사 자체에서의

오차범위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융기율 산정시 구정선 고도

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아닌, 융기율은 지층에서의 구정선 고도와 그 당시

해수면 고도를 고려하여 융기량을 결정한 다음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해

야 한다. 위의 저자들의 견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차이는 저위면에서의

형성시기의 추론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상부의 편년은 당연히 달

라질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그 차이는 융기율의 차이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도로는 구정선 고도 ±18m이며, 시기적으로는 MIS 5의 시기에 해당한

다. 김주용 등(2003)에서는 구정선 ±13m를 MIS 5a, ±18m를 MIS

5e(Eemian)로 설정하면서 상대적으로 MIS 5시기의 전후에 그 영향력이 크

다고 판단하고, 그 중간시기인 MIS 5c의 영향은 이에 못 미친 것으로 판단

하였다고 사료된다. 윤순옥 등 (2000, 2003)에서는 구정선 ±13m에서는 MIS

5a로 설정하였으나, 바로 상위 단구분류를 구정선 ±25m에 MIS 5e로 판단하

였다. 그리하여 김주용 등(2003)과 단구분류 및 형성시기에 있어 차이가 나

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지막의 최성자(2003)는 구정선 8-11m에서는 MIS 5a,

17-22m 에서는 MIS 5c, 그리고 30-33m 에서는 MIS 5e로 편년하였다. 이는

앞에서 논의했던 김주용 등(2003)과 윤순옥 등 (2000, 2003)과는 달리, MIS

5c의 시기를 도입한 부분이 특징이다. 이러한 차이는 융기율에서도 나타나

김주용 등(2003)은 0.134㎜/yr, 황상일(2003)에서는 0.23㎜/yr, 그리고 최성자

(2003)은 0.19㎜/yr라는 융기율 값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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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안단구 융기율 논의

동강 일대의 이 값은 중기 갱신세 이래의 동해안 해안단구와 산간분지 기

후단구의 융기율(0.14m/1,000년 : Chang, 1987), 최종간빙기 이래 포항-양산

지괴의 융기율[0.1m/1,000년 : 최종간빙기(125,000 BP)의 구정선 고도를 10～

20m, 당시의 해수면을 6m, 지반융기량을 4～14m로 추정(Bloom and Park,

1985)]이나, 동해안의 융기율[0.096m/1,000년 : 최종간빙기 최성기(125,000년

BP)의 구정선 고도를 18m, 당시의 해수면을 6m, 지반 융기량을 12m로 추정

(최성길, 1998)]보다 큰 값임을 밝혔다(장호, 박희두, 2001). 기존의 연구에서

보다 송언근(1998)의 연구결과에서의 평균 융기율 값이 컸던 이유에 대해 손

명원(1996)의 연구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손명원(1996)은 태백산지의

지반운동 유형을 고찰하기 위하여 고위단구면이 하류에서 상류쪽으로 갈수

록 하상비고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 남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하안단구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요곡 융기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하안단구면의 하상비

고 분석한 결과, 낙동강 유역에서 고위단구면의 하상비고(H)는 융기축으로부

터의 거리(D)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고위단구는 요곡축에서 융기량이

매우 큰 종류의 지반운동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현재까지의 하

안단구 연구에서 하상비고의 분포로 볼 때, 융기축으로부터 16.75㎞ 떨어진

지점을 경계로 할 때 Ⅰ, Ⅱ집단으로 구분되는데 되는데, Ⅰ집단은 지반융기

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Ⅱ집단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말하자면

태백산지는 요곡축을 중심으로 하여 폭 약 30㎞의 중앙 부분은 급격히 융기

하고, 이의 주변부는 비교적 적게 융기하는 지반운동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

로 인지되고 있다. 그러나 저위의 하안단구는 지반융기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송언근(1998)의 연구결과에서의 평균 융기율이

컸던 이유는 태백산지 요곡축과 관련된 비교적 강한 지반 융기의 영향으로

보인다. 송언근(1998)과 손명원(1996)이 주장하는 비교적 큰 융기율은

Chang(1987), Bloom and Park(1985), 그리고 최성길(1998) 등 다른 단구연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2배 정도 더 높은 융기율을 보여 주고 있다.



- 61 -

3. 융기율 종합 논의

융기율의 산정을 위하여 1000년 동안의 융기량(m)을 “버브노프 단위

(Bubnoff unit:B)”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남한의 하안단구 융기율에 대한 장

호와 박희두(2001)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선, 이들은 송언근(1998)의 융기율을

버브노프 단위(Bubnoff unit : B)로 나타내어 비교하였으며, 특히 동강유역의

전기 갱신세말 이래 평균 융기율을 167B(0.167m/1,000년)로 산정된다고 보았

다. 그러나 해안지역에서는 Bloom and Park(1985)은 약 100B, 최성길(1998)

은 약 96B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융기율은 일본의 지진 지반변동 지역에

서 1,000B (Miyauchi, 1999)이므로 Bloom and Park(1985)과 최성길(1998)의

자료를 근거로 할 때, 남한의 최종간빙기 이래 평균 융기량은 일본의 약

1/10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장호와 박희두,2001). 이러한 내륙의 하안단구

융기율은 어느 정도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황상일 등(2003)의

230B와 최성자(2003)의 190B는 비교적 큰 값으로 인식되되고 있다. 그리고

김주용 등(2003)의 134B, Bloom and Park(1985)의 100B, 최성길(1998)의

96B는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의 융기율로 분류된다.

제5절 결 론

1) 남한 동남일대 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해안단구의 분포와 구정선의 대비를

통하여 해안단구를 구분하고 고해안선 연장성 추적자료와 단구형성 시기 해

석을 통하여 한반도 동남 해안일대의 융기율을 산정하였다. 또한 내륙의 주

요 하안단구 구분체계와 동강 일대에 분포하는 하안단구 연구결과의 검토를

통한 하안단구의 융기율 (혹은 하천 침식율)을 산정하였다.

2) 해성단구 분류체계와 기존 연구성과를 종합해 보면, 충적면(AP)인 1단구

는 후빙기(홀로세 중기), 저위면(mLT)의 낮은 단구면인 2b단구는 최종간빙

기의 후기, 저위면(mLT)의 높은 단구면인 2a단구는 최종간빙기 최성기로 볼

수 있다. 중위면(mMT)인 3면은 최종간빙기보다 앞선 시기의 고해면기(MIS

7 - MIS 9 홀스테이니안)에, 고위면(mHT)인 4면과 최고위면(muHT)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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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단구퇴적물의 풍화정도와 토양의 적색화 정도로 보아 적어도 2번이상

의 간빙기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럽의 크로메리안 혹은 그 이전의 갱

신세, 즉, 중기초 혹은 초기의 갱신세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동강일대 하안단구는 DHⅠ면(동강 고위 Ⅰ면), DHⅡ면, DHⅢ, DHⅣ면,

DM면(동강 중위면), DLⅠ면(동강 저위 Ⅰ면), DLⅡ면으로 구분된다고 볼

때, DLⅠ면은 Early Würm 빙기에, DLⅡ면은 대개 40,000y. B.P~20,000y.

B.P를 전후한 시기, 즉 대개 Late Würm 빙기에 단구면이 형성된 것으로 해

석하였다.

4) 해안단구의 구정선 높이를 Y(mm), 세계적 평균 해수면 추정치를 B, 그리

고 해안단구가 형성된 추정 연대를 A(년)으로 볼 때, 융기율(X, mm/yr)은 Y

= B + AX로 나타낼 수 있고, 이에 따른 융기율을 산정하였다. ① 홀로세 충

적면 혹은 해안평야(AP)의 융기율(X)은 0.28～0.83mm/yr [단, Y: +4 ~ +5m,

A: 6-7ka, B: 0+2m(추정)], ② 저위 3면(mLT 3)은 최종간빙기 5a의 형성시

기로 추정하였을 때 0.20～0.25mm/yr [단, Y: ±13m, A: 80ka(5a), B:

-5±2m (추정)], ③ 저위 2면(mLT 2)은 형성시기가 최종간빙기 5c라 가정한

다면 0.18～0.22mm/yr [단, Y: ±18m, A: 100ka(5c), B: -2±2m (추정)]로 나

타난다. 그리고 형성시기를 최종간빙기 5e라 가정한다면, 0.08～0.11mm/yr

[단, Y: ±18m, A: 125ka(5e), B: +6±2m (추정)]로 나타난다. ④ 25m에 나타

나는 단구면을 MIS 7로 추정하였을 때, 융기율(X)은 0.12-0.15mm/yr [단,

Y: ±25m, A: 210ka(MIS 7), B: -3±4m (추정)]로, 중위단구면(36-45m)을

MIS 9로 추정하였을 때, (X)은 0.08-0.11mm/yr [단, Y: +36~+45m, A:

330ka(MIS 9), B: +4±4m (추정)]로 나타난다. ⑤ 55m에 나타나는 중위면을

MIS 11로 추정한다면, 융기율(X)은 0.13-0.15mm/yr [단, Y: ±55m, A:

430ka(MIS 11), B: 0±10m (추정)]으로 나타난다.

5) 하안단구의 융기율은 Günz 빙기 이래에서 Mindel 빙기전기 이전 까지는

0.137m/1,000년, Mindel 빙기전기 이래 Mindel 빙기후기 이전 까지는

0.133m/1,000년, Mindel 빙기후기 이래 Riss 빙기 이전까지 0.133m/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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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빙기 이래 최종빙기 전기이전 0.15m/1,000년,

최종빙기전기 이래 최종빙기 전기이전 0.2m/1,000년, 최종빙기 후기이래 현

재까지는 0.25m/1,000년으로 산정되었다. 연구결과 하안단구 평균 융기율은

0.167m/1,000년이며 이이는 전기 갱신세(Pleistocene) 말 이래 동강일대 지반

평균 융기율로 볼 수 있으며, 태백산맥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다소 상이한 융기율이 산출되고 있다.

6) 결론적으로 남한의 적정 융기율을 추정함에 있어서 저위 I단구면과 5e 해

당 해성 단구면을 약 30m 이상으로 추정한 경우에는 융기율이 약

0.20mm/yr 내외로 나타난다. 이 보다 더 상위의 단구면은 그 분포와 형성시

기의 추정치를 적용한 결과, 약 0.15-0.05mm/yr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상기 융기율 산정에서 전체 평균치를 보면, 약 0.13mm/yr (0.13m/ka)

로 나타나며, 이 융기율은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현재로서 가장 잘 부

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남한의 대표적인 융기율의 수치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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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삼첩기-쥬라기의 대보화강암과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의 정치심도에 

의한 각섬석의 Al 함량을 이용한 지압계연구를 요약하였다. Schmidt 공식에 의

해 계산된 불국사화강암의 정치압은 2.8 kb이며 대보화강암은 3.4 to 7.8 kb의 

범위에 있다. 지각의 두께 변화를 단순히 융기와 침식에 기인한다고 보고 평균 

쥬라기화강암의 정치심도와 현 지각심도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쥬라기 이후 지

각의 융기는 50km에 이른다.

한반도의 제1해안단구는 아미노산 자료나 Ata테프라의 산출, 화분 구성 마지막 

간빙기의 Thalassostatic 단구와의 대비 자료에 의하면 마지만 간빙기 MIS 5e

에 형성되었다. 남한 동해안에서 모든 제1 단구의 고해안선은 해수준면으로부터 

18m 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최후기 간빙기의 해수준면을 현재와 비교하여 +6m 

로 가정한다면 최종 간빙기 이후 남동해안의 융기량은 12m에 이르며 융기율이 

일정하다고 보면 한반도 남동해안은 0.1m/ka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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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ose of the Daebo granites range from 3.4 to 7.8 kb. Assuming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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