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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해안가에 폭 넓게 발달한 고도 10~18 m의 제2 해안단구를 구성하는 제4기 퇴적층의 산

상 및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북측으로부터 나아, 진리 및 수렴 지역에 노출된 해안단구 퇴적단면을 조사하

였다. 세 지역의 퇴적층은 대부분 역층으로 구성되며, 퇴적층을 구성하는 역들의 입자 크기, 지지 특성, 분급, 원
마도, 내부 층리변화 등을 바탕으로 하성환경, 후안, 전안 그리고 내해안 상부 환경 등의 퇴적층으로 해석되었

다. 각 지역 제2 해안단구 퇴적단면에서의 퇴적기록은 전반적으로 해침 이후에 해수면 상승이 일정 기간 지속

되다가 마지막에 해퇴가 일어나는 퇴적양상을 나타내며, 발달 표고 차이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인 해수면 변동기

록의 측면에서 서로 간에 대비가 된다. 이들 제2 해안단구퇴적층의 기저부 표고와 구정선 표고의 지역 간 차이

는 퇴적 당시의 지형기복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융기율과 지구조운동이 주 요인이었을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한반도 동해안 해안단구의 표고 차이의 원인 현상에 대한 논의가 층서, 퇴적, 지
질구조, 기반암의 물성 등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 준다. 연구지역 제2 해안단구퇴적층

의 퇴적 시기는 이전에 보고된 제2 해안단구의 연대자료와 연구지역 제2 해안단구퇴적층의 퇴적기록을 함께 

고려할 때 MIS 5a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지며, 약 80-90 ka의 시기에 퇴적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연구지

역 현생 자갈 해빈의 퇴적특성과 연구지역 제4기 해안단구퇴적층의 퇴적특성은 서로 간에 높은 유사성을 가지

며, 이는 이 지역의 해안 지형과 퇴적환경 특성이 플라이스토세말 이후에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양남면, 제4기, 제2 해안단구, 역층, 해수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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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ccurrences and evolution of Quaternary 2nd marine terrace (10 to 18 m in altitude) deposits 
at Naa, Jinri, and Suryeom area along the coast of Yangnam-myeon, Gyeongju City have been studied. Those 
deposits consist of mostly gravelly beds, and their depositional environments are interpreted to be fluvial, 
backshore, foreshore, and upper shoreface on the basis of their grain size, framework, sorting, roundness, and 
bedding. The vertical profiles of those marine terrace deposits show the over-all sequence of transgression and 
subsequent regression, and are correlated in terms of relative sea-level change except the difference in their altitudes. 
The differences in elevations of the bases and surfaces between the terrace deposits are deemed to have been resulted 
not from original topographic relief but from rate of uprifting and tectonic movement, which suggests that the 
elevation variation of the marine terraces in eastern coast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discussed later in diverse 
aspects of stratigraphy, sedimentation, geological structures, and physical properties of basement rocks. The 
absolute age data for the 2nd marine terrace deposits in eastern coast and the vertical profiles of the 2nd marine 
terrace deposits in the study area showing transgressive and regressive sequence suggest that the 2nd marine terrace 
deposits were formed from 90 to 80 ka during MIS 5a. The sedimentary features of the recent gravelly beaches 
in study area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examined 2nd marine terrace deposits, indicating that shoreline 
topography of study area has been changed little since late Pleist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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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제4기 퇴적층은 지질시대의 퇴적기록 중 현재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기록이기 때문에 과거의 환경변

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지구환경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Zazo et al., 

2003; Zecchin et al., 2004; Pedoja et al., 2006; Claessens 

et al., 2009; Robustelli et al., 2009; Kadiri et al., 

2010). 이러한 관심 속에 우리나라의 제4기 퇴적층

에 대한 연구는 지형, 화분, 연대측정 등 다양한 분야

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지형적으로 평탄한 

단구면이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 동해안 지역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인지된 까닭에 동해안에 발달된 해안

단구를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Oh, 1980, 

1983; Choi, 1996, 2004, 2007; Yoon and Hwang, 

2000; Choi et al., 2003, 2009; Yoon et al., 2003; Kim 

et al., 2005, 2007; Choi and Lee, 2007). 

지금까지 국내 해안단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

구들은 지리학적 및 지형학적인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

한다(Oh, 1980, 1983; Choi, 1996; Choi et al., 2003; 

Yoon et al., 2003). 이들 연구는 주로 해안단구면을 

인지하여 고도를 산출하고 해안단구를 구성하는 제

4기 퇴적층의 연대 산출을 통한 지역 간 대비와 융기

율 산출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Yoon and Hwang, 

2000; Yoon et al., 2003; Choi, 2004; Kim et al., 

2005, 2007; Choi and Lee, 2007; Choi et al., 2008, 

2009). 최근에는 우주선 기원 원소분석에 의한 연대

측정(Lee et al., 2012)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해

안단구 상부 퇴적층 내에 함유된 일본에서 기원한 

화산분출물(tephra)과 중국 본토에서 기원한 풍성

토(loess)를 대상으로 해안단구의 형성시기를 추정

하는 방법도 도입된 바 있다(Choi, 2003; Inoue and 

Choi, 2006; Choi et al., 2007). 따라서 해안단구 퇴

적층의 연령 자료는 상당수 축적되었으나, 이들 해

안단구 및 퇴적층의 형성시기와 관련해서는 체계화

된 층서대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동해안 해안단구들의 형성시기에 대한 논란은 

일차적으로 측정방법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측정된 

절대연령 측정값의 상이성에 있지만, 해안단구를 구

성하는 제4기 퇴적층의 퇴적특성과 퇴적환경 변화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부족 또한 동해안 해안단

구의 체계적인 층서대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동해안의 제4기 해안단구 퇴적층에 대한 퇴적특성

의 이해와 퇴적환경 해석은 이들 해안단구 퇴적층의 발

달과정을 통해 해수면 변동을 추정하는데 기초자료

가 되며, 이를 통해 제4기 플라이스토세말의 범지구

적 해수면 변동 기록과 대비함으로써 동해안 해안단구

의 지질시대 결정과 층서대비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 해안단구 퇴적층의 퇴적특성

과 퇴적환경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 진 바 

있으나(Lee, 1985, 1987; Choi et al., 2008),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연구지역 부근의 해안단구 퇴적층

을 절단하는 읍천단층의 연구를 통해 제3 해안단구 

및 제4 해안단구 퇴적층의 특성이 기재된 바 있으나

(Kee et al., 2007; Choi et al., 2008), 제2 해안단구의 

퇴적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 진리, 수렴 등

의 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제2 해안단구에 발달된 퇴

적층을 대상으로 이들 퇴적층의 퇴적지질학적 산상

을 기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퇴적 환경과 각 지역별 상

대 해수면 변동의 기록을 해석하였으며, 이들 자료를 

토대로 이 제2 해안단구의 형성 과정을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제4기 해안단구에 대한 퇴적

지질학적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지역 해안단구의 층

서대비에 기초 자료가 됨은 물론, 앞으로 동해안 지

역 해안단구들의 지역 간 층서대비는 물론 한반도 

동남부 해안의 제4기 지구조운동의 특성을 이해하

는 데에도 유용한 바탕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형  지질 개

연구 지역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일대의 해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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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logical map of study area (after Kee et al., 2007).Fig. 1. Satellite and shaded relief images of study area. 

위치한다(그림 1). 한반도 남동부 지역에는 북북동-

남남서 방향으로 여러 개의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어 

있으며, 장기곶에서 방어진에 이르는 해안선의 방향

은 이 구조선들 중 양산단층선의 주향과 같은 방향

을 가진다. 이 지역의 해안선은 대체적으로 직선상

이고 단순한 편이나, 작은 내만과 곶이 해안을 따라 

단속적으로 발달되어 있다(Yoon and Hwang, 2000). 

연구지역 북쪽의 나아 지역에는 나산천, 남쪽의 수

렴지역에는 하서천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들 두 하

천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흐른다. 하서천은 나산

천에 비해 유로의 폭이 크며 하천의 연장 또한 10 

km 이상으로 나산천에 비해 하천의 규모가 큰 편이

다. 이 두 하천이 동해안과 만나는 지역에는 해빈(나

아 해수욕장 및 하서 해수욕장)이 발달되어 있다.

연구 지역은 신제3기의 분지 중 하나인 하서분지

에 속한다(그림 2). 하서분지는 주로 안산암질 응회

암과 응회암질 퇴적암으로 충전되어 있으며 유문암

질 응회암이 일부 산출한다(Kee et al., 2007). 이와 

함께 현무암 및 안산암이 분지 경계부를 따라 분포

하며, 이들 화산암들은 송전층에 의해 부정합으로 덮

인다(Kee et al., 2007). 하서분지의 기반암은 백악기 

울산층으로서(Park and Yoon, 1968), 부분적으로 

혼펠스질을 띠는 녹회색 및 암회색 이암이 우세하

며, 하서리 화산암류 중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응

회암은 대부분 라필리 응회암으로서 안산암 내지 현

무암기원의 화산력과 장석 결정편을 다량 포함하고, 

응회암 내에는 이들이 재동되어 형성된 응회질 퇴적

암이 빈번하게 협재되어 있다(Kee et al., 2007). 현무

암은 하서리 화산암류를 구성하는 암체 중 가장 후

기의 암체로서 매우 치밀한 조직을 보이며 연구지역

의 기반암을 이룬다. 연구지역의 현무암에서는 유동

구조와 주상절리 등이 잘 나타난다. 이 지역 현무암

의 K-Ar 연대는 20.89±0.48 Ma 로서 전기 마이오세

를 지시한다(Lee et al., 1992).

한반도 남동부 해안의 대보, 월성, 고리 등의 지역

에서는 해안단구의 구정선 고도를 바탕으로 총 6개 

고도의 해안단구(제1 단구: <5 m, 제2 단구: 10-25 m, 

제3 단구 저위면: 17-35 m, 제3 단구 고위면: 25-50 

m, 제4 단구: 40-70 m, 제5 단구: 75-85 m)가 보고되

었다(Chwae and Choi, 2007; Choi et al., 2008; 그

림 3). 한편 Choi et al. (2008)은 해수면 최고조 시기

인 117–132 ka 시기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6 m 정

도 높았던 것을 고려하여, 월성 지역이 대보 및 고리 

지역보다 해안단구의 고도가 약 10~15 m 정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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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plified elevation profile of 2nd marine terraces 
in study area with elevation of measured sections.

Fig. 3. The elevations of the 2nd marine terraces in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 peninsula by previous studies.

을 제시하였다. Kim et al. (2007)은 연구지역 인근의 

제2 해안단구 및 제3 해안단구 퇴적층의 사질층으로

부터 OSL 연대측정을 통해 각각 약 60-64 ka 및 

116-126 ka의 시기를 보고하였다. 

제2 해안단구는 연구지역에 발달된 해안단구 중 

가장 넓게 분포하며 지형적으로도 제2 해안단구의 

평탄면이 가장 현저하게 인지된다(그림 1). 이 연구

에서는 북쪽으로부터 나아, 진리 및 수렴 지역의 제 

2 해안단구 퇴적층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북단의 나아 지역과 남단의 수렴지역 간 직선거리는 

약 3.5 km이다. 나아, 진리, 수렴 지역에서의 해안단

구 퇴적층 노출면의 방향은 각각 동-서, 북동-남서, 

동-서 방향으로 나아 지역과 수렴 지역은 현재의 해

안선과 사교하는 방향이며, 진리 지역은 현재의 해

안선과 거의 평행한 방향을 이룬다. 

한편 연구 대상 해안단구 퇴적층의 발달 위치는 

나아 지역이 해안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약 200 m), 진리와 수렴 지역은 각각 약 30 m, 80 m

로 나아 지역에 비해 해안으로부터 가까이 위치한다

(그림 4). 나아, 진리, 수렴 지역에서의 부정합면의 

기저 고도는 각각 15 m, 9 m, 7 m이며, 구정선의 고

도는 각각 16.5 m, 11.5 m, 8.8 m, 노출된 해안단구 

퇴적층의 두께는 각각 1.5 m, 2.5 m, 1.8 m로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3. 퇴 특성  퇴 환경

연구지역에 발달하는 해안단구의 노출단면은 기반

암과 그 상위에 부정합으로 놓이는 제4기 퇴적층으로 

구성된다. 연구지역의 제4기 퇴적층은 사질층이 발

달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부분 역층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사질 및 이질층은 극히 드물다. 연구지역 

세 곳에서 관찰된 퇴적층은 입도, 원마도, 분급, 점이

층리 등의 수직적인 변화에 따라 각각의 단위퇴적층

으로 구분하였으며(표 1; 그림 5, 6), 각 지역별 이들 

단위퇴적층의 퇴적특성과 퇴적환경은 다음과 같다.

3.1 나아 지역

3.1.1 퇴적층 특성

이 지역의 제2 해안단구 퇴적층은 전반적으로 육지

에서 바다 쪽으로 10° 내외의 경사를 가지며 발달되어 

있다(그림 7). 이 지역에서는 서로 간에 동서 방향으로 

약 10 m 떨어져 있는 두 지점이 관찰대상으로 선정되

었으며, 1지점이 2지점에 비해 육지 쪽에 위치한다(그

림 4). 1지점 및 2지점에서 관찰되는 퇴적층은 모두 

현무암질의 기반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며, 부정합

면의 고도는 바다 쪽에 가까운 2지점이 1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낮다. 

1지점의 경우 4개의 단위퇴적층으로 구분된다. 

최하부인 N1 단위퇴적층은 약 30 cm의 두께이며 역

지지의 거력 내지 왕모래로 구성된 퇴적층으로 역의 

원마도가 좋으며 분급은 불량한 편이다(그림 7A). 

약 20 내지 30 cm의 두께의 N2 단위퇴적층은 역지

지의 잔자갈로 구성되며, 원마도 및 분급이 양호한 

편이다(그림 7B). N2를 피복하는 N3 단위퇴적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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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atigraphic sections at Naa, Jinri, and Suryeom areas.

40 cm의 두께를 가지며, N2와 유사한 역지지의 잔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원마도 및 분급도 양호

한 편이다. N2와 N3에서는 역점이층리가 공통적으

로 관찰되며 상향 조립화의 경향이 나타난다. 약 20 

cm 두께의 N4 단위퇴적층 또한 원마도와 분급이 양

호한 역지지의 잔자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퇴적

층에서는 정상점이층리가 나타난다. 이와 함께 N4

에서는 판상의 역들이 흔히 관찰된다. N4의 상위에

는 토양층이 피복하며 토양층 상부는 나아 지역의 

제2 해안단구 평탄면과 동일한 고도이다(그림 7C). 

나아 2지점의 퇴적층은 5개의 단위퇴적층으로 구

분된다. 최하부 단위 퇴적층인 N5는 약 40 cm의 두

께를 가지며 다른 단위 퇴적층과는 달리 기질지지로

서, 역은 주로 거력을 함유한 왕자갈에서 잔자갈로 

구성된다(그림 7D). 원마도는 아원형 내지 아각형으

로 1지점에서 관찰되는 단위 퇴적층과는 차이를 보

인다. 이 퇴적층 상위의 15 cm 두께의 N6 단위퇴적

층은 원마도 및 분급이 양호한 역지지의 잔자갈층이

다. 약 35 cm 의 두께를 가지는 N7 단위퇴적층은 역

지지의 왕자갈 내지 잔자갈로 구성되며, 원마도는 

좋은 편이나 분급은 보통이다(그림 7E). N8 단위퇴

적층은 하위의 N6과 유사한 퇴적상 및 두께를 보인

다. 최상부의 N9는 최하부 N5에서와 같은 기질지지

의 왕자갈 내지 잔자갈로 구성된 층이 다시 나타나

나 거력은 관찰되지 않는다(그림 7F).

3.1.2 해석

나아 지역 1지점의 N1 단위퇴적층의 경우, 거력

에서부터 잔자갈까지 다양한 입도를 가지는 역지지

의 특성과 아각형 내지 아원형의 원마도 및 불량한 

분급의 특성은 후안(backshore) 환경에서의 퇴적을 

지시한다(Gupta and Allen, 1999). 한편 왕자갈 내지 



422 이호일․백인성․강희철․천종화

Fig. 6. Overall views of the examined sections at Naa, Jinri, and Suryeom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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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s Descriptions InterpretationGrain size Framework Roundness Sorting Grading Imbrication

N5 Cobble to pebble
(boulder bearing)

Matrix-
supported

(coarse-grained 
sand matrix)

Rounded 
(Sub-rounded 

to 
sub-angular in

boulder)

Very poor
None

None

River/stream
N9 Cobble to pebble Poor
N1 Boulder to granule

Clast-supported

Very poor
Weakly
inverse-
graded

Backshore
(Gupta and 

Allen, 1999)
J5 Cobble to granule

(boulder bearing)
S1 / S10 Cobble to granule Rounded Poor None

N7
J2 / J7 / J9 

S3 / S9
Cobble to pebble

Rounded 
to well

-rounded

Moderate

None

Seaward 
dipping

Foreshore 
except S6 and 

S8 (Upper 
shoreface) 
(Gupta and 

Allen, 1999; 
Buscomb and 

Masselink, 
2006; 

Bizzarri, 
2010)

S7 Cobble to granule
Moderate 

to 
poor

Both 
seaward 

and 
landward 
dipping

N6 / N8
J4 / J6 / J8 Pebble Well None Seaward 

dippingJ1 / J3
S2 / S4 / S5 Pebble to granule Moderate Weakly 

gradedS6 / S8 Granule Well None
N4

Pebble
Graded weakly 

Seaward 
dippingN3 Very well Inverse-

gradedN2 Granule None

Table 1. Description and interpretation of each sedimentary units in three examined marine terraces.

잔자갈들은 원마도가 좋은 편인데 반해 거력의 원마

도가 좋지 않은 점은 이들 거력이 후안 환경에 인접

한 해안절벽으로부터 유입되었음을 시사한다. N2, 

N3 및 N4 단위퇴적층은 전반적으로 원마도 및 분급

이 매우 양호하고, 역점이층리 또는 정상점이층리가 나

타나며, 판상의 역들이 산출함은 이들 퇴적층이 전안

(foreshore)환경에서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Gupta 

and Allen, 1999; Buscombe and Masselink, 2006).

한편 2지점 최하부인 N5 단위퇴적층은 N1 단위퇴

적층과 입도의 구성은 유사하나 역지지가 아닌 기질

지지로 이루어져 있어 N1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N5의 퇴적에 하천이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며, 이러

한 하성 환경은 현재 연구지역 북쪽에 발달된 나산천 

수계의 일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N5 상위의 N6, 

N7, N8 단위퇴적층은 N2, N3, N4 단위퇴적층과 마

찬가지로 전안환경에서 파도에 의한 반복적인 퇴적

을 지시하며(Gupta and Allen, 1999; Buscombe and 

Masselink, 2006; Bizzarri, 2010), 이에 따라 세립질

(잔자갈) 및 조립질(왕자갈)의 퇴적물이 반복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퇴적작용은 전안환경

에서 파도의 에너지 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별적 퇴

적의 결과로(Buscombe and Masselink, 2006) 해석된

다. 분급 및 원마도가 불량하며 기질지지의 왕자갈 내

지 잔자갈 조직을 보이는 N9 단위퇴적층은 N4와 마

찬가지로 하성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3.2 진리 지역

3.2.1 퇴적층 특성 

진리 지역은 총 9개의 단위 퇴적층으로 구분된다

(그림 5,6). 진리 지역의 최하부 단위 퇴적층인 J1은 

하부에서 기반암과의 접촉을 확인할 수 없지만 남쪽

으로 약 5 m 지점에서 역층과 그 하위 현무암질 기

반암과의 경계가 확인된다(그림 8A). J1 단위퇴적층

은 역지지의 잔자갈 내지 왕모래로 구성된다. 약 20 

cm 두께 중 하부의 15 cm는 잔자갈이 주성분이며, 

상부 5 cm에서는 왕모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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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ccurrences of the 2nd marine terrace deposits at Naa area. A. Very poorly sorted boulder to granule bed 
of unit N1 unconformably overlying basaltic basement rock with irregular relief. B, C. Granule to pebble bed of 
units N3 and N4 showing normal and inverse grading. D. Very poorly sorted boulder-bearing cobble to pebble bed 
of unit N5. E. Repetition of cobble and pebble beds through units N6 to N8. F. Poorly sorted and sub-angular gravels 
of unit N9.

마도는 양호하며 분급은 보통이다. 미약하게 역점이

층리가 나타나며 역들의 인편구조가 부분적으로 관

찰된다(그림 8B). 약 17 cm의 두께를 가지는 역지지

의 J2 단위퇴적층은 왕자갈 내지 잔자갈이 주를 이

루며 원마도는 양호하고 분급은 보통이다. J2에서도 

J1에서와 같은 역들의 인편구조가 나타나나 역점이

층리는 관찰되지 않는다. 

J2 상위에 오는 J3 단위퇴적층은 J1과 동일한 퇴적

상을 보이며 두께는 약 10 cm 정도로 J1보다 얇게 발

달한다. J4 단위퇴적층은 약 20 cm 두께로 역지지의 

잔자갈로 구성된다. 원마도 및 분급은 양호한 편이

며, 인편구조도 함께 관찰된다. J5 단위퇴적층은 역

지지의 왕자갈 내지 왕모래로 구성되며, 두께는 약 

20 cm 이다. 원마도는 좋으나 분급은 매우 불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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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ccurrences of the 2nd marine terrace deposits at Jinri area. A. Basal unconformity surface. B. Graded pebble 
bed of unit J1. C, D. Poorly sorted gravel bed of unit J5 including boulders. E. Unit J6 with imbricated pebbles. 
F. Cobble to pebble bed of unit J9.

전반적으로 역점이층리가 미약하게 나타난다(그림 

8C, D). J6 단위퇴적층은 약 10 cm 두께로 하위의 J4

와 유사한 퇴적 특성을 보인다. 특히 J4에 비해 역들

의 인편구조가 매우 현저하게 관찰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그림 8E). 약 20 cm 두께의 J7 단위퇴적층은 J2

와, 약 10 cm 두께의 J8 단위퇴적층은 J4와 각각 동

일한 퇴적상을 보인다. 진리 지역 퇴적층 최상부에 

위치하는 J9 역시 J2 및 J4와 동일한 퇴적상을 보이

며, 두께는 약 10 cm로 상대적으로 얇게 발달한다

(그림 8F). J9의 상위에는 부분적으로 잔자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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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ccurrences of the 2nd marine terrace deposits at Suryum area. A. Poorly sorted gravels of unit S1 uncon-
formably overlying tuffaceous basement rock. B, C. Inverse grading observed in units S2 and S3. D. Lenticular 
bedding of unit S6 decreasing westaward (landward) in bed thickness. E. Unit S7 with lateral change of bed thickness 
in dip direction. F. Bidirectional imbrication preserved in unit S7. 

하는 약 1 m 두께의 암회색 토양층이 덮여 있다.

3.2.2 해석

진리 지역의 퇴적층은 J5 단위퇴적층을 제외하고

는 전반적으로 세립질(잔자갈 내지 왕모래)과 조립

질(왕자갈)의 역층이 수직적으로 수 회 반복되어 발

달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반복적인 역층의 발

달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안환경에서 파도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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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기인한 반복적인 퇴적을 지시한다(Gupta 

and Allen, 1999; Buscombe and Masselink, 2006; 

Bizzarri, 2010). 한편 미약한 역점이 층리의 발달은 

세립질 입자가 조립질 입자들 사이로 빠져들어 퇴적

되는 ‘kinetic sieving’ 또는 파도의 에너지 변화에 의해 

세립질 입자 위에 조립질 입자들이 얹히는 ‘overpassing’ 

현상의 결과로 해석되며, 이와 같은 퇴적특성은 자갈해

빈의 퇴적특성 중 하나이다(Buscombe and Masselink, 

2006). 또한 빈번하게 발달하는 편평한 역들의 인편

구조는 파도에 의한 퇴적을 지시한다(Bluck, 1967, 

1999). 한편 다른 단위퇴적층과는 달리 역지지의 왕

자갈에서부터 왕모래까지의 다양한 입도와 아각형 

내지 아원형의 원마도, 불량한 분급, 아각형의 거력 

산출 등의 퇴적 특성을 가지는 J5 단위퇴적층은 후안 

환경의 퇴적물로 해석된다(Gupta and Allen, 1999). 

따라서 진리 지역의 퇴적층은 J1에서 J4까지는 전안

환경, J5는 후안환경 그리고 J6에서 J9까지는 전안환

경의 퇴적물로 해석된다.

3.3 수렴 지역

3.3.1 퇴적층 특성

수렴 지역은 총 10개의 단위퇴적층으로 구분되며

(그림 5, 6) 10개의 단위퇴적층 모두 역지지 퇴적층

이다(그림 9). 최하부의 S1 단위퇴적층은 30 cm의 

두께로, 노출 단면이 수직이 아닌 경사진 면이라 상

위의 역들이 쓸려 내려와 표면에서 일부 혼재된 양상

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왕자갈 내지 왕모래로 구성

된다. 아원형 내지 아각형의 원마도 및 불량한 분급을 

가지며, 10 cm 내외의 왕자갈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그

림 9A,B). 10 cm 내외의 두께로 발달된 S2 단위퇴적

층은 잔자갈 내지 왕모래로 구성되며 미약한 역점이

층리가 관찰된다(그림 9B). 원마도 및 분급은 양호하

고 잔자갈보다는 왕모래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특히 

잔자갈들은 해안 방향인 동쪽으로의 경사를 가지는 

인편구조가 발달한다. S3 단위퇴적층은 약 10 cm 두

께로 주로 왕자갈 내지 잔자갈로 구성된다. 원마도

는 양호하고 분급은 보통이며 인편구조가 나타난다

(그림 9C). S3 상위에 오는 S4 단위퇴적층 및 S5 단위

퇴적층은 약 15 cm 내외의 두께로 하위의 S2와 유사

한 잔자갈 내지 왕모래로 구성되며 미약한 역점이층

리가 발달하는 퇴적상을 보인다. 이와 함께 하위의 S2, 

S3과 마찬가지로 역들의 인편구조가 흔히 관찰된다. 

S6 단위퇴적층은 두께가 약 18 cm 내외로 해안가 

쪽인 동쪽에서 육지 쪽인 서쪽으로 갈수록 층의 두

께가 줄어드는 쐐기상으로 발달하며, 노출된 S6의 

수평 연장은 약 2 m 내외이다(그림 9D). S6은 대부

분 왕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마도 및 분급은 양

호한 편이다. 그러나 간간히 협재되는 잔자갈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인편구조 및 단위퇴적층 내부의 역

점이층리는 관찰되지 않는다. S7 단위퇴적층은 두께

가 약 10~30 cm로 해안방향에서 육지 방향으로 갈

수록 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그림 9E). 주로 왕자갈

에서 왕모래까지 다양한 조직을 가지며 원마도는 양

호하다. S7의 분급은 중간 정도이나 육지 방향 쪽으

로 갈수록 분급이 나빠진다. 한편 S7에서는 해안가 

방향으로의 인편구조와 함께 육지방향으로의 인편

구조가 교호된 양상이 나타난다(그림 9F). S8 단위

퇴적층은 S6과 유사한 퇴적상을 보이며, S9 단위퇴

적층은 S3과 유사한 퇴적상으로 나타난다. 수렴 지

역 최상부 단위퇴적층인 S10 단위퇴적층은 두께가 

약 15 cm 내외로, 주로 왕자갈 내지 왕모래로 구성

된다. 원마도는 양호한 편이나 분급이 매우 불량하

며, 미약한 역점이층리가 일부 관찰된다.

3.3.2 해석

이 지역 최하부 단위퇴적층인 S1은 나아 및 진리 

지역 후안환경 퇴적층의 조직특성과 유사하게 불량

한 분급과 역지지의 왕자갈 내지 왕모래로 이루어진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후안환경으로 해석된다

(Gupta and Allen, 1999). 한편 S2에서 S5 단위퇴적

층에 이르는 왕모래 내지 잔자갈층과 잔자갈 내지 

왕자갈층의 반복 퇴적은 진리지역 퇴적층에서와 같

은 전안환경에서의 수직적 누적에 의한 것으로 여겨

진다. 이들 단위퇴적층에 미약한 역점이층리가 발달

하며 원마도와 분급이 양호하고 인편구조가 발달되어 

있음은 이들 단위퇴적층이 전안환경에서 형성되었

음을 뒷받침해 준다(Gupta and Allen, 1999; Buscombe 

and Masselink, 2006; Bizzarri, 2010). 

하위의 단위퇴적층들과는 달리 왕모래층이 우세

하게 발달하며 인편구조와 역점이층리가 나타나지 

않는 S6 단위퇴적층의 퇴적특성은 내해안 상부 환경

에서의 퇴적을 시사한다(Bizzarri, 2010). S7 단위퇴

적층에서 나타나는 양방향 인편구조의 발달은 S7이 

전안환경의 퇴적산물임을 지시한다(Gupta and 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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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ratigraphic correlation between each sections in study area, and interpretation of relative sea-level changes. 

1999). S6과 유사한 퇴적특성을 보이는 S8 단위퇴적

층의 퇴적환경은 내해안 환경으로 해석되며, S9 단

위퇴적층은 S8에 비해 입도가 크고 인편구조가 발달

하는 것으로 미루어 전안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

석된다(Gupta and Allen, 1999). 불량한 분급과 왕

자갈 내지 왕모래층의 입도, 인편구조의 부재 등이 

나타나는 S10 단위퇴적층은 파도의 영향이 제한된 

후안환경에서의 퇴적산물로 해석된다(Gupta and 

Allen, 1999).

4. 연구지역 해안단구 퇴 층의 층서  발달 

특성

나아 지역 퇴적단면의 경우, 1지점에서는 후안에

서 전안으로의 퇴적상 변화가 나타나며 2지점에서는 

하성-전안-하성으로의 퇴적상 변화가 나타난다(그림 

10). 이는 나아 지역의 제 2 해안단구 퇴적층이 해침

과 해퇴에 의한 퇴적기록임을 지시한다. 한편 2지점

의 최하부 및 최상부에 하성퇴적층이 발달된 반면, 1

지점에는 하성퇴적층의 발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퇴적 당시의 해안선을 가로지르는 동-서 방향, 즉 퇴

적층 경사의 방향을 따른 퇴적상의 횡적 변화의 결

과로 해석된다. 즉 퇴적 당시에도 현재의 이 지역 지

형과 유사하게, 동서-방향의 하천이 이 지역 해안으

로 유입되었음을 지시해 준다.

진리 지역 퇴적단면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안환

경의 퇴적층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은(그림 10) 이 지

역 제2 해안단구퇴적층의 퇴적과정에 해침이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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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Occurrences of present gravel beaches in study area. A. Naa beach with continuous shoreline. B. Jinri beach 
with small headlands and bays. C. Suryeom beach with continuous shoreline. D. Poorly sorted gravel deposit at 
backshore of Naa beach. E. Poorly sorted gravel deposit including boulders at backshore of Jinri beach with sea 
cliff. F. Cuspate shoreline with coarse-grained horns and fine-grained bays at Suryeom beach. G. Grading formed 
in swash zone of Suryeom beach. 

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안환경의 퇴적층이 수직적

으로 누적되며 발달하였음을 지시한다. 한편 이 지

역의 주향 방향으로 노출된 퇴적층에서 북쪽으로 갈

수록 퇴적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횡적 변화가 나타나며, 이와 함께 

최하부 단위퇴적층인 J1이 나타나는 층준에서 남쪽

으로 약 5 m 떨어진 곳에 현무암질 기반암이 나타난

다(그림 8A). 이와 같은 산출 특성은 이 지역 제2 해

안단구퇴적층 퇴적 당시의 해빈 환경에 소규모의 곶

과 만의 지형이 존재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형 특성

에 따라 퇴적층의 횡적인 두께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

반암의 노출 고도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Felton, 

2002). 이와 같은 이 지역 해안단구 퇴적층 기저부의 

지형기복 현상은 제2 해안단구 퇴적층의 퇴적 기반 

전체가 기반암의 파식대지 지형은 아니었음을 지시

하는 것으로, 해침 이후에 해안가 곶의 일부를 퇴적

물이 덮을 정도로 해수면의 상승이 일정 기간 지속

되었음을 시사한다. 

수렴 지역은 최하부 단위퇴적층 S1에서 후안환경

의 퇴적특성이 나타나며 그 상위의 S2에서부터 S9

까지는 전안 내지 내해안 상부 환경의 퇴적특성이 

수 회 반복되다가 S10에서는 다시 후안환경의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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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나타나는 수직변화 특성을 보인다(그림 10). 

이와 같은 퇴적특성 또한 나아와 진리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의 제2 해안단구 퇴적 당시 

해침 이후에 해수면 상승이 일정 기간 지속되다가 

마지막에 해퇴가 일어났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나아, 진리 및 수렴 지역에서의 제2 해안

단구 퇴적층의 수직적 퇴적기록은 이들 퇴적층들의 

발달 표고 차이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인 해수면 변동

기록의 측면에서 서로 간에 대비가 된다.

5. 토 의

5.1 연구 지역 부근 생 해안 퇴  특성과의 비교

연구지역 일원의 해안에는 자갈 해빈이 넓게 발

달되어 있어(그림 11) 이 지역 제4기 해안단구퇴적

층의 퇴적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비교자료를 

제공해 준다. 연구지역의 해안 중 진리 지역을 제외

한 나아 및 수렴 지역에는 자갈 해빈이 비교적 넓게 

발달되어 있으며(그림 11A, C), 진리 지역의 해안에

는 소규모 헤드랜드 지형의 발달에 의해 자갈 해빈

이 단속적으로 발달되어 있다(그림 11B). 나아 및 수

렴 지역의 자갈 해빈에는 왕자갈에서부터 왕모래까

지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나타난다(그림 11D). 한

편 진리 지역의 자갈 해빈에는 헤드랜드 및 해안 절

벽으로부터 유입된 거력들이 산포하며, 이에 따라 

비교적 불량한 분급을 보인다(그림 11E). 

이와 같은 현재 이 지역 해안의 지형특성 및 퇴적 

특성과 연구 대상 제2 해안단구 퇴적층의 퇴적특성

을 서로 비교해 볼 때, 나아와 진리 지역 해안단구퇴

적층의 퇴적기록은 퇴적 초기에 현재의 진리 지역 

해안과 유사하게 소규모 헤드랜드와 그 사이의 좁은 

해빈들로 이루어진 지형환경에서 퇴적이 이루어지

다가, 점차 현재의 나아 및 수렴 지역과 같은 넓은 해

빈환경에서의 퇴적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수렴지역에 발달된 후안환경의 단위퇴적층인 

S1 및 S10에 거력이 나타나지 않음은 수렴지역에서

의 퇴적이 현재의 수렴지역 해안과 같이 비교적 넓

은 해빈지형에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연구지역의 현재 자갈 해빈에서는 파도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퇴적기록들이 관찰된다. 해빈으로 밀

려 온 파도에 의해 나타나는 스워시류(swash flow)

에 의해 형성되는 뾰족부(cusp)의 발달(Buscombe 

and Masselink, 2006)이 자갈 해빈의 해안선을 따

라 잘 나타나며, 이 경우 표면에서 만 지역이 돌출부

(horn) 지역보다 세립질로 나타나고 층의 두께가 상

대적으로 얇게 발달함이 관찰된다(그림 11F). 이러

한 환경배치는 자갈 해안의 전안환경에서 퇴적물의 

입도와 두께의 횡적 변화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시해 준다. 이와 함께 이 지역 자

갈해빈의 전안환경에서는 파도의 에너지 차에 의한 

선별적 퇴적의 결과로 나타나는 역점이층리도 관찰

된다(그림 11G). 이와 같이 연구지역 현생 자갈 해빈

에서 보여주는 퇴적특성은 전술한 바와 같은 연구지

역 제4기 해안단구퇴적층의 퇴적특성과 높은 유사

성을 가지며, 이는 이 지역의 해안 지형 특성이 플라

이스토세말 이후에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5.2 해안단구면  퇴 층 기 부의 표고 차이 

나아, 진리 및 수렴 지역은 서로 간에 비교적 가까

운 거리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 제2 해안

단구퇴적층의 기저부 표고, 구정선 표고, 퇴적 단면 

등은 지역 간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그림 10). 이

에 대한 원인으로는 퇴적 당시 각 지역의 지형기복

에 의한 표고 차이, 지역 간 융기율의 차이, 제2 해안

단구 형성 이후의 구조 운동 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제2 해안단구 퇴적층의 지역별 기저부 표고의 변

화는 일차적으로 퇴적 당시 이 지역 해안 지형의 기

복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진리

지역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수 m 이내 범위에서의 

기저부 표고의 변화와 나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저

부의 지형 기복은 연구 지역에 해침이 이루어질 당

시 해안 전 지역에 균일한 표고의 파식대지가 발달

한 것이 아님을 지시해 준다. 그렇다면 수렴 및 진리 

지역과 나아 지역 간에 나타나는 기저부 사이의 6 내

지 8 m의 표고 차이는 원래부터의 지형 기복에 의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형적 기복에 의한 

세 지역의 표고 차이만을 고려할 경우, 부정합면의 

기저 표고가 가장 낮은 수렴 지역이 세 지역 중 해침

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았을 것이며, 이후 진리 지역 

그리고 나아 지역에 차례로 해침이 이루어졌을 것이

다. 나아 지역까지 해침이 이루어졌을 때 수렴과 진

리 지역은 해빈의 환경에서 천해의 환경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해빈퇴적층 위에 천해 기원의 퇴적층이 

덮는 퇴적기록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기반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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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퇴적된 퇴적층의 두께와 퇴적단면의 퇴적특성이 

세 지역 간에 유사하게 나타남은 제2 해안단구 퇴적

층의 세 지역 간 기저부의 표고 차이가 퇴적 당시의 

지형 기복에 따른 것이 아님을 지시해 준다.

따라서 지역 간 융기율의 차이와 제2 해안단구 형

성 이후의 지구조 운동이 연구지역 제2 해안단구퇴

적층의 기저부 표고와 구정선 표고의 지역 간 차이

의 가능한 원인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한반도 동해

안에 발달한 제4기 해안단구에 대한 지각 융기율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계산된 바 있다. 한반도의 

경우 판 내부에 위치한 안정된 지각으로 지역 간에 

차이가 없이 비교적 일정한 낮은 융기율(0.1-0.22 

m/ka)을 갖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Choi, 2001; 

Lee and Park, 2006; Kim et al., 2008). 그러나 최근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융기율(0.19-0.46 m/ka)을 

보인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Chwae and Choi, 

2007; Choi et al., 2008, 2009; Hwang et al., 2012). 

이러한 지역별 융기율의 변화는 국지적인 지각운동

의 차이를 일으키는 단층대와 같은 불연속면이 존재

하거나 침식환경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Chwae and Choi (2007)는 포항 이남의 

해안에서의 융기율의 차이는 울산단층대와 양산단

층대에 발달한 제4기 단층과 관련한 구조운동과 함

께 동서방향 및 남북방향의 기반암 단층의 재활성에 

의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Choi et al. (2008)은 북서 주향의 울산단층과 교

차하는 동북동 주향의 감포 선형구조를 제시하고 이

들 불연속면에 의한 삼각형 소지괴의 국지적인 수직

운동을 지역 간 융기율의 차이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들 지역이 비록 판내부에 위치하지만 국지적인 지

구조 활동에 의해서도 판경계부에 일어나는 융기율

과 비슷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일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 한편 해안단구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융기율

의 차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판경계에서 단층운동에 

수반된 지괴들의 지각운동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

다(Ota and Omura, 1992; Hanson et al., 1994; Ota 

et al., 1995; Zazo et al., 1999; Marquardt et al., 2004; 

Saillard et al., 2009).

그러나 연구지역 3곳의 제2 해안단구는 직선거리

로 3.5 km 이내의 비교적 좁은 지역에 위치하여, 이

들 지역 간에 융기율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날 가

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나아 및 진리 지역의 기

반암은 현무암이고 수렴 지역은 고결도가 낮은 응회

암 내지 응회질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어(그림 2), 

이들 지역 기반암의 물성 차이가 연구지역의 지역 

간 융기율에 부분적인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은 있

다. 예를 들어 진리지역의 제2 단구 및 제3 단구에서 

수행된 기반암의 탄성파 속도 자료를 보면 제2 단구

의 기반암인 현무암은 약 3,400m/s, 제3 단구의 기

반암인 응회암 내지 응회질 퇴적암은 약 2,100m/s

로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낸다(Kim et al., 2007). 그

러나 현무암질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나아 지역이 응

회암질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수렴 지역에 비해 오히

려 높은 표고를 가짐은 기반암의 물성 차이가 연구 

지역 제2 단구의 지역 간 융기율 차이의 직접적인 원

인은 아님을 지시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국지적인 기

반암의 물성차이가 지각 융기율에 어느 정도로 기여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지역 제2 해안단구퇴적층의 기저부 표고와 

구정선 표고의 지역 간 차이의 또 다른 원인으로 단

구퇴적층 형성 이후의 구조운동을 가정해 볼 수 있

다. 한반도 남동부 일원에는 비교적 제4기의 활동시

기를 가지는 단층들이 다수 보고되어 있다(Kyung 

et al., 1995; Kyung, 1997, 2007; Lee et al., 1999; 

Ryoo et al., 2000, 2002; Kyung and Chang, 2001; 

Ree et al., 2003; Kim et al., 2004; Choi, 2005; Ree 

and Kwon, 2005; Kee et al., 2007). 이 단층들 중 연

구 지역 인근에는 북동-남서 방향의 제4기 읍천단층

(Chwae et al., 1998; Kee et al., 2007)과 수렴단층

(Chwae et al., 1998)이 발달되어 있다. 이들 단층은 

연구 지역 일원에 분포하는 제3 해안단구 및 제4 해

안단구를 절단하는데, 현재까지 제2 해안단구를 절

단하는 제4기 단층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 해안단구들의 표고 차이가 이 지

역의 제4기 단층으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연구지역 중앙부에 위치하는 동서방향의 

하서천을 따르는 선형구조 및 기반암을 절단하는 오

발산 단층의 재활성 가능성이 추후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지역 제2 해안단구퇴적층

의 기저부 표고와 구정선 표고의 지역 간 차이가 퇴

적 당시의 지형기복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융기율과 구조운동으로부터 기인되었을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앞으로 한반도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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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rrelative ranges of the 2nd marine terrace deposits of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global sea-level change for the past 200,000 years. Thick black line indicates inferred age of 2nd marine terrace 
deposits in study area.

안 해안단구의 표고 차이의 원인 현상에 대한 조사

와 연구는 층서, 퇴적, 지질구조, 기반암의 물성 등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3 해안단구 퇴 층 퇴  시기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남

동부 지역에는 다수의 해안단구가 발달되어 있다. 

특히 제2 해안단구는 연장성이 좋아 단구면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 발달 표고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고도로 분

포하므로 지형적인 측면에서의 대비는 비교적 잘 이

루어지는 편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제2 해안단

구가 마지막 최대 간빙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공

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절대적 연대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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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자 간에 차이를 보인다(그림 12). 

포항에서부터 연구지역이 포함되는 경주 지역까

지에 분포하는 제2 해안단구들의 형성 연대를 보면, 

포항 지역은 73-78 ka (Kim et al., 2005)와 51-77 ka 

(Choi et al., 2009)의 OSL 연대가, 그리고 77 ka의 

아미노산 연대가 산출된 바 있다(Choi, 1996). 또한 

연구지역에 포함되는 경주 나아 지역은 60-64 ka의 

OSL 연대가 Kim et al. (2007)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Choi (2004)는 대보에서 감포에 이르는 

지역의 제2 단구 형성시기를 MIS 5a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산출연대를 종합해 보면 정확한 연대는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제2 단구의 형성시기는 MIS 3

에서부터 MIS 5C까지 폭넓게 나타나며, 대부분 마지

막 최대 간빙기(MIS 5e) 이후로 나타난다(그림 12). 

따라서 연구지역의 제2 해안단구퇴적층에 나타나

는 지속적인 해침의 기록과 OSL 연대측정에서의 수

분함량 변화에 따른 연대감소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 

연구지역에 발달된 제2 해안단구퇴적층의 퇴적 시

기는 MIS 5a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지며, 약 80-90ka

의 시기에 퇴적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2).

6. 결 론

1. 경주시 양남면의 나아, 진리 및 수렴 지역에 발

달된 제2 해안단구의 노출단면은 기반암과 그 상위

에 부정합으로 놓이는 제4기 퇴적층으로 구성되며, 

이 지역의 제4기 퇴적층은 사질층이 발달한 다른 지

역과는 달리 대부분 역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나아, 진리, 수렴 지역에서의 부정합면의 기저 

고도는 각각 15 m, 9 m, 7 m이며, 구정선의 고도는 

각각 16.5 m, 11.5 m, 8.8 m, 노출된 해안단구 퇴적

층의 두께는 각각 1.5 m, 2.5 m, 1.8 m로 지역에 따

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3. 나아 지역 퇴적단면에서는 하성-후안 내지 전

안-하성으로의 퇴적상 변화가 나타나며, 퇴적 당시 

현재의 이 지역 지형과 유사하게 동서-방향의 하천

이 이 지역 해안으로 유입된 기록이 나타난다.

4. 진리 지역 퇴적단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안 환

경의 퇴적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퇴적과정

에 해침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안 환경의 

퇴적층이 수직적으로 누적되며 발달하였음을 지시

한다. 이와 함께 이 지역 제2 해안단구퇴적층에서는 

퇴적층의 횡적인 두께의 변화 및 기반암 노출 고도

의 변화를 가져 온 해안단구 퇴적층 기저부의 지형

기복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제2 해안단구 퇴적층

의 퇴적 기반 전체가 기반암의 파식대지 지형은 아

니었음을 지시하는 것이며, 아울러 해침 이후에 해

안가 곶 지형의 일부를 퇴적물이 덮을 정도로 해수

면의 상승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5. 수렴 지역 또한 나아와 진리 지역에서와 마찬

가지로 이 지역에서의 제2 해안단구 퇴적 당시, 해침 

이후에 해수면 상승이 일정 기간 지속되다가 마지막

에 해퇴가 일어나는 퇴적기록이 나타난다. 따라서 

나아, 진리 및 수렴 지역에서의 제2 해안단구 퇴적층

의 수직적 퇴적기록은 이들 퇴적층들의 발달 표고 

차이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인 해수면 변동기록의 측

면에서 서로 간에 대비가 된다.

6. 연구지역 현생 자갈 해빈의 퇴적특성과 연구지

역 제4기 해안단구퇴적층의 퇴적특성은 서로 간에 

높은 유사성을 가지며, 이는 이 지역의 해안 지형과 

퇴적환경 특성이 플라이스토세말 이후에 크게 변하

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7. 연구지역 제2 해안단구퇴적층의 기저부 표고

와 구정선 표고의 지역 간 차이는 퇴적 당시의 지형

기복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융기율

과 지구조운동이 주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동해안 해안단

구의 표고 차이의 원인 현상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층서, 퇴적, 지질구조, 기반암의 물성 등 보다 다각적

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한반도 남동부 지역 제2 해안단구들의 형성시

기가 대부분 마지막 최대 간빙기(MIS 5e) 이후이며, 

연구지역의 제2 해안단구퇴적층에 지속적인 해침의 

기록이 나타남을 함께 고려할 때, 연구지역에 발달

된 제2 해안단구퇴적층의 퇴적 시기는 MIS 5a에 해

당될 것으로 여겨지며, 약 80-90 ka의 시기에 퇴적되

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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