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그간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의 해성단구 연구에 

비하면, 동해안의 해성단구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비

교적 많은 연구자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Kim, 1973; 

오건환, 1977; 1983; 조화룡, 1978; Lee, 1985; Chang, 

1987; Kim, 1990; 최성길, 1991; 1995a; 1995b; 1996b; 

2016a; 2016b; 윤순옥 등, 1999; 윤순옥·황상일, 2000; 

Choi et al., 2003; 최성자, 2004; 김종욱 등, 2005; 2007a; 

2007b; 최성길·장호, 2008; Choi et al., 2008; Lee et al., 

2015; 홍성찬 등, 2016; 김종연, 2017; 최성길 등, 2017 

등). 그러나 서해안의 해성단구에 대한 연구는 Oh(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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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반도 중부 남해안 화태도의 해안에는 여러 단의 해성단구가 발달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단구들 중 구정선 고도 

43m 이하의 단구의 형성시기를 남동부 해안과 서부 남해안의 해성단구들과의 대비를 통하여 추정하고, 화태도와 이들 해안의 

단구들의 구정선 고도의 분포에 근거하여 남동부 해안으로부터 서부 남해안에 걸친 해안 지역의 제4기 지반운동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잠정적으로, 화태 43m 단구는 MIS 9, 화태 33m 단구는 MIS 7e, 화태 24m 단구는 MIS 7c 혹은 7a, 화태 19m 단구는

MIS 5e, 그리고 화태 11m 단구는 MIS 5a의 해성단구로 편년되었다. 또한 해성단구의 구정선 고도의 분포로부터 판단할 때,

한반도 남동부 해안으로부터 서부 남해안 사이의 해안지역에 있어서 적어도 MIS 9 이후에는, 현저한 수직적 변위를 보이는 큰

규모의 시차적 지반융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한반도, 중부 남해안, 화태도, 해성단구, 지반운동

Abstract : Many marine terrac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Hwatae-do (island), mid-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ormation periods of the marine terraces below the ‘Hwatae 43m terrace’ whose paleoshoreline 
altitude is 43m above the sea level among the terraces of the Hwatae-do (island) were estimated by the comparison
between the marine terraces of the Hwatae-do (island) and the marine terraces of the mid-eastern, southeastern
and southwestern coasts of the Korean peninsula. Temporarily, the Hwatae 43m terrace was assumed to be the 
marine terrace which has been formed in the MIS 9 and the Hwatae 33m, 24m, 19m and 11m terraces  correlated
to the MIS 7e, MIS 7c or 7a, MIS 5e and MIS 5a respectively. The possibility of the notable vertical displacement
by the large-scale different tectonic uplift which had occurred among the marine terrace surfaces in the 
mid-eastern, southeastern, mid-southern and southwestern coasts of the Korean peninsula was considered not
to be high, judging from the comparison of the paleoshoreline distributions in the marine terraces of the 
above-mentioned coasts after at least the MIS 9.
Key Words : Korean peninsula, Mid-southern coast, Hwatae-do (island), Marine terrace, Tectonic up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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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환(1983)과 Lee(1985), 윤순옥 등(2015) 등, 그리고 

남해안의 해성단구에 대한 연구는 Oh(1981), 최성길(2006), 

장호·고기만(1999), 이광률·박충선(2006), 양재혁 등

(2013) 등이 있을 뿐, 동해안에 비하여 그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다. 해성단구는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 있어

서 제4기 지반운동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가장 좋은 지

형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서해안과 남해

안의 해성단구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본 고에서는 한반도 남해안 중부에 있는 작은 도서인 

화태도에 발달되어 있는 해성단구의 일부에 대하여 보

고하고, 이들 해성단구의 제4기 지반운동상의 지형학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본 고는 화태도의 해성

단구에 대한 연구의 중간보고로서, 우선 화태도의 해성

단구 중 구정선 고도 43m단구 이하의 해성단구를 중심

으로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II. 화태도의 해성단구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도의 해안을 따라서는(그림 1), 

본 발표에서 보고하고자 하는 43m, 33m, 24m, 19m 및 

11m 내외의 구정선 고도를 갖는 해성단구들을 비롯한 

여러 단의 해성단구가 발달되어 있다(그림 2). 화태도의 

해성단구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

로, 본 고에서는 이들 해성단구들의 명칭을 잠정적으로 

‘화태-구정선고도(m)-단구’와 같이 지칭하기로 한다(그

림 3, 4).

본 고에서 보고하는 단구 중 화태 43m 단구와 화태 

33m 단구 및 화태 19m 단구는 단구면의 폭이 화태 24m 

단구와 화태 11m 단구에 비하여 넓고, 화태도의 전 해안

에 분포한다. 이에 비하여 화태 24m 단구와 화태 11m 

단구는 단구면의 폭이 좁고, 각각 화태 33m 단구와 화태 

19m 단구의 전면에 ‘붙어있는’ 모습으로 분포하며, 화태 

33m 단구와 화태 19m 단구에 비하여 분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림 1. 화태도와 본 고의 그림 3, 4의 위치

* 구글 맵스를 활용하여 파워포인트로 필자가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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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화태도 묘두마을의 해성단구

출처 : 2017년 10월 필자 촬영.

그림 3. 묘두마을의 해성단구 분포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13a.

그림 4. 화태마을의 해성단구 분포(일부)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13b.

그림 5. 화태도의 파식대(묘두마을 남서단)

출처 : 2017년 10월 필자 촬영.

그림 6. 화태 19m 단구의 밭 표면에 산재하는 해성 세원력들(묘

두교회 뒤쪽)

출처 : 2017년 10월 필자 촬영.

그림 7. 화태 19m 단구의 고파식대 풍화층에 형성된 적색토(묘

두마을)

출처 : 2017년 10월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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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안도의 해성단구(최성길, 2006) 연구에서 밝혀진 바

와 같이 크기가 작은 도서들의 해안에서는 해성 사력 퇴

적물의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그림 5), 화태도의 해

성단구들 중 두꺼운 사력층으로 이루어진 해성단구면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며, 본 고에서 보고되는 해성

단구도 모두 해성 세원력과 원력이 산재해 있는 고파식

대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6).

화태도의 해성단구면을 이루고 있는 고파식대면의 표

층은 화학적 풍화를 받아 새프롤라이트화되어 있고, 비

교적 두꺼운 점토질 토양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구정선

고도가 높은 해성단구일수록 고파식대면의 풍화도와 토

양층 형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파식대 풍화층의 

토색을 보면 화태 43m 단구와 화태 33m 단구는 10R5/8~ 

10R4/8의 적색, 화태 24m 단구는 10R4/8~10R5/8의 적색

(일부 2.5YR5/8의 명적갈색), 화태 19m 단구는 10R4/8

의 적색(일부 2.5YR6/8~5YR6/8의 등색)을 띠며(그림 7), 

화태 11m 단구는 2.5YR5/6~5YR5/6의 명적갈색(일부 

5YR6/8의 등색)을 나타낸다. 화태 19m 단구 이상의 구

정선고도를 가지는 해성단구면상에 산재하는 세원력들

은 해머의 가벼운 타격에 부서질 정도로 풍화되어 있는 

것이 많고, 구정선 고도가 높은 해성단구면의 세원력 중 

일부는 지압에도 부러질 정도로 풍화되어 있다.

III. 구정선 고도와 고토양의 토색을 

지표로 한 화태도 해성단구의 

형성시기 추정

1. 화태도 해성단구와 남동부 해안 및 서부 남해

안 해성단구의 대비

화태도 해성단구의 단구면의 배열 및 구정선고도와 

단구면 풍화층의 토색은, 서부 남해안의 소안도(최성길, 

2006), 남동부 해안의 울산 산하동(최성길, 2016a; 최성길 

등, 2017), 경주 읍천(최성길, 2002; 2003; 2004a), 중부 

동해안의 죽변 일대(최성길·장호, 2008) 등의 해성단구

들의 단구면 배열 및 구정선고도와 단구구성층의 토색

과 서로 잘 대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1).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화태도 해성단구들의 

구정선고도는 타 해안 해성단구들의 구정선 고도와 거

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선 구정선고도만으로 

볼 때, 화태도의 해성단구들은 구정선 고도가 거의 같은 

타 해안의 해성단구들과 잘 대비되는 것으로 보인다(1m 

내외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나, 이는 단구면의 침식정

도 차이와 측량시의 오차 및 1:5,000 지형도 독도상의 오

차 등의 영향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태도의 화태 19m 단구와 그 이상의 구정선 고도를 

가지는 단구, 그리고 이들 단구들에 대비되는 다른 해안

의 해성단구들의 퇴적층이나 고파식대면의 풍화층에는 

적색토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화태도의 최하위 단구

인 화태 11m 단구와 이에 대비되는 다른 해안들의 최하

위 단구들인 구정선 고도 10m~11m의 단구면에는 적색

토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단구면에 형성되어 있는 

고토양으로 볼 때에도, 화태도와 다른 해안의 해성단구

는 서로 대비됨을 나타낸다.

한편, 표 1의 서부 남해안과 남동부 해안 및 중부 동해

안에 있어서도 구정선 고도 10m~11m 단구들과 24~25m 

내외의 단구들은, 각각, 구정선 고도 18m~19m 내외의 

단구들과 32m~33m 단구들의 전면에 붙어있는 형태로 

발달되어 있으며, 단구면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그 분

포가 단편적이다(최성길, 2006 ; 최성길·이헌종, 2007 ; 

최성길·장호, 2008 ; 최성길, 2016a, 2016b). 이들 해안

들의 24~25m 단구와 10~11m 단구의 발달 및 분포양상

의 특징은, 화태도의 화태 24m 단구 및 화태 11m 단구의 

발달 및 분포 특징과 서로 잘 대비된다.

2. 화태도 해성단구의 형성시기 추정

한반도 남동부 해안의 울산 산하동 해안 및 포항 해안, 

중부 동해안의 영덕 해안 및 죽변 해안에 분포하는 구정

선 고도 18m~19m의 해성단구(이른바 최성길, 1991; 1992; 

1995a; 1995b; 1996b 등의 저위 해성단구 Ⅰ면) 및 10m~ 

11m의 해성단구(저위 해성단구 Ⅱ면)는 단구 구성층의 

퇴적상 고찰(최성길, 2016a; 2016b), 화분분석(최성길, 

1996b; 1997; 최성길 등, 2017) 및 아미노산 연대(최성길, 

1993; 1996b) 등에 의해, 각각 최종간빙기 최온난기(MIS 

5e)와 최종간빙기 후기온난기(MIS 5a)로 편년된 바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해안의 저위 해

성단구 Ⅱ면은 저위 해성단구 Ⅰ면의 전면에 붙어 있는 

형태로 발달되어 있고, 저위 해성단구 Ⅰ면에 비하여 단

구면의 폭이 좁으며, 분포의 연속성도 훨씬 떨어진다. 

이에 본 고에서는, 단구면의 발달 및 분포양상과 구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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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및 단구면의 고토양을 지표로 볼 때, 남동부 해안 

및 중부 동해안의 MIS 5e 지형면(저위 해성단구 Ⅰ면)과 

MIS 5a 지형면(저위 해성단구 Ⅱ면)에 대비되는 화태도

의 화태 19m 단구와 화태 11m 단구를, 잠정적으로, MIS 

5e 및 MIS 5a의 해성단구로 편년하였다(표 1).

지반의 간헐적 융기가 상존하고 지반운동량이 큰 환

태평양 조산대의 일본과 같은 변동대 지역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지반운동량이 작은 한반도의 경우에는, 해성

단구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지반의 간혈적 융기보다는 

빙하성 해면 승강의 과정과 결부된 지반의 지속적 융기

가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권혁재, 1975; 최

성길, 1997). 따라서 단구면의 분포가 연속적이고, 뚜렷

한 단구애에 의해 구분되는 단구면들은 각 간빙기의 고

(高) 해면기에 형성된 해성 평탄지형(파식대, 해안평야, 

천해저 등)이 특정의 ‘빙기~간빙기’의 주기 동안에 지속

적으로 진행된 융기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최성길, 1995a; 1997; 2012 등). 

본 고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화태도 해안에 있어서 화

태 19m 단구보다 구정선 고도가 높은 해성단구 중 단구

면 분포의 연속성이 높고, 단구면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

으며, 뚜렷한 단구애에 의해 구분되는 화태 33m 단구와 

화태 43m 단구를 각각 MIS 7과 MIS 9에 대비되는 해성

단구로 추정 편년하였다(표 1). 그리고 화태 33m 단구에 

붙어 있는 형태로 단속적으로 분포하며, 상대적으로 단

구면의 폭이 좁은 화태 24m 단구는, 화태 19m 단구(MIS 

5e 추정)와 화태 11m 단구(MIS 5a 추정)의 형성시기 추

정의 예에서와 같이, 특정 간빙기의 전 기간에 걸쳐 형성

된 독립적인 단구가 아닌, 특정 간빙기의 중기나 후기의 

온난기에 형성된 단구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화태 

24m 단구는 화태 33m 단구를 발달시켰던 간빙기의 중

기 혹은 후기의 온난기(고해면기)에 대비하여, 화태 33m 

단구를 MIS 7e, 화태 24m 단구는 MIS 7c 혹은 7a의 해성

단구로 추정 편년하였다. 소안도(최성길, 2006)와 읍천

(최성길, 2002; 2003; 2004b) 및 죽변 해안(최성길·장호, 

2008)에 있어서도 32m~33m 단구는 MIS 7e, 25m 해성단

구는 MIS 5c 혹은 5a로 편년된 바 있다.

표 1. 화태도의 해성단구와 서부 남해안, 남동부 해안, 중부 동해안 해성단구의 대비 및 추정 편년

서부 남해안 중부 남해안(본 발표) 남동부 해안 중부 동해안

편년*

(MIS)

소안도

(최성길, 2006)

화태도

(최성길, 2017; 본 고)

울산 산하동

(최성길, 2016b; 

최성길 등, 2017),

경주 읍천

(최성길, 2004b), 포항

(최성길, 1996b)

영덕

(최성길, 2016a), 

죽변(최성길·장호, 

2008)

단구 토색 단구 토색 단구 토색 단구 토색

소안

44m

단구

적색

(10R4/8)

화태

43m

단구

적색

(10R5/8~4/8)

읍천

13면

(43m)

적색
mMT1

(43m)
적색 9

소안

33m

단구

적색

화태

33m

단구

적색

(10R5/8~4/8)

읍천

14면

(32m)

적색
mMT2

(32m)
적색 7e

소안

25m

단구

명적갈색~적색

화태

24m

단구

적색

(10R4/8~5/8)

(일부 명적갈색 ; 2.5YR5/8)

(?) (?)
mMT3

(24m~25m)

적갈색

~적색

7c

(or 7a)

소안

18m

단구

적갈색~적색

화태

19m

단구

적색(10R4/8)

(일부 등색 ; 2.5YR6/8~5YR6/8)

읍천

15면

(18m)

적갈색~적색
ℓMT1

(18m~19m)

적갈색

~적색
5e

소안

10m

단구

적갈색~등색

화태

11m

단구

명적갈색

(2.5YR5/6~5YR5/6)

(일부 등색 ; 5YR6/8)

읍천

16면

(10m)

적갈색~등색
ℓMT2

(10m~11m)

적갈색

~등색
5a

* 최성길, 1993; 1996b; 1997; 2004b; 2006; 2016a; 2016b; 이광률·박충선, 2006; 최성길·장호, 2008에 대비(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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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화태도 해성단구의 지형학적 의미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부 남해안 화태도의 구

정선고도 43m 이하의 해성단구들의 구정선고도와 고토

양의 토색 및 추정 형성시기가 서부 남해안, 남동부 해안 

및 중부 동해안의 해성단구들과 잘 대비되는 점은, 적어

도 화태 43m 단구 및 이와 대비되는 다른 해안들의 해성

단구들이 형성된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는, 이들 해안 사

이에 있어서 큰 규모의 차별적인 융기에 의한 해성단구

면의 시차적인 변위가 현저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제4기에 있어서 한반도의 동·서·남해안의 사이에 

있어서 Oh(1981)와 오건환(1983)이 지적한 것과 같은 현

격한 지반운동량에 기인한 해성단구면의 시차적인 변위

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은, 동해안(최성길, 

1996b; 1997; Choi, 2001; 최성길·장호, 2008) 및 서남부 

해안(최성길, 2006)의 해성단구의 구정선 고도 대비로부

터 뿐만 아니라, 중부 서해안 보령 웅천천 하구의 해면변

동단구(최성길, 1996a; 1998)와 서남부 해안 영산강 하

구의 해면변동단구(최성길, 2004a; 최성길·이헌종, 2007)

의 추정 형성시기와 구정선 고도로부터도 제안된 바 있다.

본 보고에서 언급된 화태도 해성단구들의 추정 형성시

기와 구정선 고도 분포는, 중부 동해안의 죽변 해안으로

부터 남동부 해안과 서남부 해안을 거쳐 중부 서해안에 

이르는 해안지역의 사이에 있어서, 적어도 대략 MIS 9 이

후의 기간 동안에는, 해성단구면들간의 현저한 시차적 변

위를 가져온 차별적 융기운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음을 지지해 주는, 중부 남해안 지역의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질구조장적 위치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제4기(적어도 MIS 9) 이후에는 한반도 

주변의 지질구조장이 그간의 고위평탄면의 고도분포로

부터 해석되어온 ‘동쪽에 치우친 지반의 융기’를 가져왔던 

지질구조장으로부터, 동·서·남해안이 거의 같은 속도

로 융기하는 지질구조장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큼을 

나타내는 지형학적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V. 결론

중부 남해안 화태도의 해성단구 중 구정선 고도 43m 

이하 해성단구들의 구정선 고도와 고토양의 토색을, 중

부 동해안 및 남동부 해안과 남부 서해안의 해성단구들

의 그것들과 대비하여 그 형성시기를 추정하고, 이들 해

안들간의 구정선 고도의 분포를 고찰하여 다음의 결론

을 얻었다.

1. 구정선 고도 43m 이하의 화태도의 해성단구는 화태 

43m 단구, 화태 33m 단구, 화태 24m 단구, 화태 19m 

단구 및 화태 11m 단구로 구분된다. 화태도의 최하

위 해성단구인 화태 11m 단구의 고파식대면의 풍화

층은 명적갈색~등색을 나타내며, 이 단구보다 상위

에 발달되어 있는 화태 19m, 24m, 33m, 43m의 단구

의 고파식대면에는 적색토가 형성되어 있다.

2. 화태도 해성단구들의 구정선 고도와 토색은, 중부 동

해안의 죽변과 영덕, 남동부 해안의 포항과 울산, 서

부 남해안의 소안도의 그것들과 잘 대비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잠정적으로, 화태도의 해성단구들을 이

들 해안들의 해성단구의 형성시기 및 추정 형성시기

에 대비하여, 화태 43m 단구는 MIS 9, 화태 33m 단구

는 MIS 7, 화태 24m 단구는 MIS 7c 혹은 7a, 화태 19m 

단구는 MIS 5e, 그리고 화태 11m 단구는 MIS 5a에 

대비하였다.

3. 화태도의 해성단구들의 구정선 고도와 추정 형성시

기는 중부 서해안의 보령 웅천천의 하구와 서남부 해

안의 영산강 하류의 해면변동단구들의 추정시기와 

이들 단구로부터 추정되는 구정선 고도들과도 잘 대

비된다.

4. 중부 동해안으로부터 남동부 해안, 중부 남해안(화태

도), 서부 남해안, 서남부 해안, 그리고 중부 서해안

의 해성단구들 및 해면변동단구들의 구정선 고도 및 

추정 구정선 고도, 그리고 형성시기 및 추정 형성시

기가 거의 동일한 점은, 적어도 화태 43m 단구의 형

성기(MIS 9) 이후의 기간 동안 이들 해안간에는 해성

단구면들의 현저한 시차적 변위를 인지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차별적 지반융기 운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낮았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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