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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많은 양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경기도 송산면 고정리의 시화호 남측 간척지내에 위치한 공룡생

태박물관 건립부지의 350 × 750 m2 구역에서 탄성파 굴절법 탐사, 시추, 그리고 시추공에서 하향식 탄성파 탐사로 이루

어지는 지질조사를 통해 부지내 기반암과 그 위에 쌓인 갯벌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전체 6,950 m 길이의 11개 측

선에서 해머를 파원으로 이용하여 탄성파 굴절법 자료를 획득하여 역산으로 지질구조를 구하였다. 5개의 지점에서 지표

에서 기반암까지 시추를 하였으며 이때 시료를 채취하여 입도분석 등을 통해 퇴적물을 분류하였으며 일부 시료에서 갯벌

의 진화과정을 밝히기 위해 연대측정을 하였다. 2개 시추공에서 지층시료를 회수한 후에 해머를 음원으로 이용하여 깊이

에 따라 탄성파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조사지역의 지질은 지표에서 아래로 갯벌, 풍화토, 그리고 기반암의 구조로 나타난

다. 갯벌퇴적층과 풍화토층의 두께는 각각 5 ~ 12 m와 2 ~ 8 m이다. 기반암은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해석되며 조

사지역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얕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조사구역을 피복하고 있는 갯벌퇴적층과 풍화층의

부피는 약 140만 m3, 무게는 350만 ton으로 계산된다. 조사지역에서 해수면 상승속도는 0.1 ~ 0.15 cm/yr로 추정되는데

이 값은 8,000년전 이후의 느린 해수면 상승속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공룡알 화석, 시화호, 탄성파 굴절법 탐사, 시추공내 하향식 탄성파 탐사, 시추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geologic structure of the basement and overlying sediments of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dinosaur egg fossil museum in Hwasung, Gyeonggi Province through refraction seismology, drilling, and

downward seismic velocity measurements in the drill holes. The construction site (350 × 750 m2) is located in the

reclaimed area south of Sihwa Lake, Gojeong-ri. About 6,950 m of seismic refraction data consisting of 11 lines were

acquired using a sledge hammer source. Drilling to the basement was performed at five sites. Sediment samples from

drilling were analysed for grain-size distribution and age dating. At two drill holes, seismic velocity was measured with

depth using a hammer as a seismic source. The geological structure of the study area consists of, from top to bottom,

a tidal flat layer (5 ~ 12 m thick), a weathered soil layer (2 ~ 8 m thick), and the basement. The basement is interpreted

as Cretaceous sedimentary rocks that tend to be shallow eastward. The volume of the tidal flat sediments and weathered

soil in the study area is estimated as 1.4 × 106 m3, weighing 3.5 × 106 tons. The rate of sea level rise since 8,000 yrs

BP is estimated to be 0.1 ~ 0.15 cm/yr.

Keywords: dinosaur egg fossil, sihwa lake, seismic refraction method, downward seismic measurement in a drill hole,

dr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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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반도의 백악기 퇴적층에는 화석이 분포하고 있으며 공룡

의 발자국, 알, 그리고 뼈가 상당히 발견되고 있다(Kim et al.,

2009) (Fig. 1).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는 시화분지는 초기

백악기의 하성퇴적물(시화층)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암, 역질사

암, 사암, 그리고 적색실트암 등의 퇴적암으로 나타난다(화성

시문화재단, 2009). 최근에 시화분지내에 위치하는 경기도 송

산면 고정리의 시화호 남측 간척지의 중생대 지층에서 많은

양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어 이 일대를 국가중요문화재(천연

기념물 414호)로 지정하였다. 화성시는 2003년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개발타당성 조사를 통해 공룡생태박물관 등의 건립을

계획하였다(Fig. 2). 계획된 공룡생태박물관은 250,000 m2의

부지에 전시관, 수장고, 교육·정보, 운영실 등과 연구소로 이

루어진다. 

한반도의 서해에서 해수면은 지난 빙하기가 끝나면서 약

18,000년전부터 평균 약 1.5 cm/yr의 속도로 상승하여 8,000년

전에 현재 해수면 아래 약 8 m에 이르렀다. 그 이후 0.16 cm/

yr의 느린 속도로 상승하여 갯벌이 형성되었다 (화성시문화재

단, 2009). 공룡생태박물관의 부지는 기반암이 백악기의 퇴적

암이며 그 위에 지난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형성

된 현생 갯벌퇴적층이 덮고 있다. 박물관 건물의 건설시 가능

한 한 백악기 퇴적암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지내에서

기반암이 깊게 분포하는 곳에 박물관 건물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부지내에서 기반암의 깊이와 퇴적물의

두께에 대한 정확한 기하학적 정보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공룡생태박물관 건립을 위해 선정된 부지에

서 육상탄성파 탐사와 시추 등의 지질조사를 통해 부지내에서

기반암과 그 위에 쌓인 갯벌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였다. 

자료 획득

탄성파 굴절법 탐사

공룡알 화석지의 생태박물관부지에서 탄성파 굴절법 자료는

2차에 걸쳐 획득하였다. 1차에서는 면적이 350 m × 750 m인

지역을 탐사하도록 50 m 간격으로 A에서 H까지 8개 측선을

설정하여 굴절법 자료를 획득하였다(Fig. 3). 뒤에 설명하겠지

만 측선 A, B, 그리고 C의 왼쪽 부분에서 기반암이 깊어지는

특징을 보여주므로 2차 탐사에서는 이 부분에 3개의 측선

(Fig. 3에서 측선 1, 2, 그리고 3)을 더 설정하여 자료를 획득하

였다. 1차와 2차 탐사를 통해 탄성파 탐사를 수행한 측선의 전

체 길이는 약 6,950 m이다. 수신기(geophone) 간격은 5 m로

하였으나 기반암이 얕게 분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3 m로 조정하였다(Table 1). 미고결 표토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단단한 바닥이 노출되도록 표토를 제거하여 수진기를 설

치하였다. 발파간격은 6 ~ 10 m로 조절하였으며 발파당 24개

채널에서 신호를 수신하였다. 탄성파를 발생시키기 위해 해머

로 금속판을 타격하였다. 사용된 수신기는 Geospace사의 10-

Hz 지오폰이었으며 Geometrics사의 Geode를 탄성파 기록기로

Fig. 1. Distribution of Cretaceous sedimentary basins (shaded areas)

and fault patterns in the Korean peninsula; locations of dinosaur

footprints, eggshells, bones and teeth, and pterosaur footprints from

Kim et al. (2009) are also shown. The Sihwa Basin is denoted by

the rectangle (see Fig. 2 for the enlarged satellite image).

Fig. 2. Satellite image of the Sihwa Basin (see Fig. 1 for location).

The dinosaur egg fossil site is denoted by the yellow line. The red

spot represents the candidate site for the dinosaur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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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수신된 신호의 샘플취득 간격은 0.125 ms이며 트

레이스당 기록길이는 0.3 s로 하였다. 탄성파 수신기록의 예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시추조사

탄성파 탐사로부터 구하는 지층의 구조를 검증하고 층서를

파악하기 위해 기반암까지 시추를 하였다. 시추지점은 탄성파

탐사의 결과를 근거로 5 지점(B-1 ~ B-5)을 선정하여 9.7 m에

서 19.5 m 깊이까지 시추를 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추기

로는 회전 수세식 및 유압식으로 한진 디엔비가 제작한

Power-4000SD를 사용하였다. 시추시에는 퇴적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시추속도와 압력을 조절하였다. 직경 8 cm, 길이 80

cm의 동 파이프를 연결하여 80 cm 깊이씩 반복하여 기반암에

도달하여 더 이상 시추가 불가능한 깊이까지 시추하였다

Fig. 3. Locations of seismic refraction survey lines and drilling sites in the dinosaur egg fossil site. 

Table 1. Acquisition parameters for the seismic refraction survey.

Parameters Descriptions

No. of lines 11 (A-H and 1-3)

Sampling interval 0.125 ms

Record Length 0.3 s

No. of channels 24

Shot points per line 12 ~ 15

Shot interval 6 ~ 10 m

Source Sledge hammer

Geophone interval 3 ~ 5 m

Fig. 4. Examples of shot gathers acquired in the seismic refrac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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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채취된 코어는 시료의 탈수와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하단을 스타이로폼과 플라스틱 마개로 밀봉하고 시료번

호를 기재하였다. 시추된 지질시료는 사진촬영과 육안분석후

입도를 분석하였고, 일부 시료에서는 갯벌의 진화과정을 밝히

기 위해 토탄(peat)과 조개편을 채취하여 연대측정을 하였다.

하향식 탄성파 시험

탄성파굴절법탐사에서 구한 P파속도를 검증하기 위해 하향

식 탄성파 시험을 시행하였다. 본 시험은 2개 공에서 수행되

었다. B-1과 B-3공 2개 시추공에서는 지층시료를 회수한 후에

PVC 파이프를 넣어 시추공이 무너지지 않게 한 후 케이블과

수진기를 이용하여 깊이에 따라 탄성파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시추공내에서 신호수신은 Geospace 사의 3 성분(x, y, z) 수진

기를, 기록은 측선탐사때와 마찬가지로 Geode를 사용하였다.

Table 2. Information on drilling in the dinosaur egg fossil site.

Drilling 
site

Location coordinates 
Drilling 

depth (m)
Recovered sample 

(length, m)

B-1 (37o15'37", 126o44'58") 19.5 Undisturbed (5.7)

B-2 (37o15'35", 126o45'12") 15.0 Undisturbed (6.8)

B-3 (37o15'31", 126o45'03") 9.7 Undisturbed (2.3)

B-4 (37o15'03", 126o44'52") 14.0 Undisturbed (7.8)

B-5 (37o15'29", 126o45'12") 15.0 Undisturbed (5.8)

Fig. 5. Down-hole test data.

Fig. 6. (a) Drill log at well B-1. (b) P-wave velocity with depth from the down-hole test at well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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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굴절법 탐사시 P파만을 이용하였으므로 하향식 탄성파

시험에서는 P파만을 발생시키고 해석하였다. P파를 발생시키

기 위해 해머를 사용하였으며 에어 패커를 이용하여 시추공내

에서 수진기가 시추공벽에 밀착되도록 하였다. 음원 발생지점

과 시추공 사이를 1 m 이상 이격하여 시추공벽 보호를 위해

설치한 PVC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신호 샘플 취득

간격은 0.125 ms로 설정하였다. 하향식 탄성파 시험 수신기록

의 예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자료 처리 및 해석

처리방법 및 기반암 속도 결정

측선별로 얻은 탄성파자료로부터 초동 굴절파를 취하여 역

산 방법으로써 지하의 속도구조를 구하였다. 초동 굴절파를 취

하기 위해 그리고 역산을 위해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각각

SeisImager/2D내에 있는 Pick-Win95와 Plotrefa이다. 이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여 얻은 측선별 지하 속도구조를 측선의 위치

에 맞게 위치시킨 후 단면을 구하였다. 

시추를 통해 조사지역의 지층구조는 위에서부터 크게 뻘질

의 퇴적물, 풍화토, 그리고 기반암에 해당하는 연암으로 이루

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Fig. 6a). 기반암은 주로 붉은 적색의

실트암이며 시추공의 위치와 깊이에 따라 역암(conglomerate)

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실트암질 기반암은 조사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간척전의 섬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퇴적암의 상과 동일

하다. B-1의 시추공에서 수행한 하향식 탄성파 탐사와 시추조

사의 결과를 대비해보면 퇴적물, 풍화토, 그리고 기반암 각각

에서 p파 속도의 범위는 320 ~ 1500 m/s, 1700 ~ 2200 m/s, 그

리고 2900 ~ 3100 m/s이었다(Fig. 6b). 하향식 탄성파탐사로부

터 얻은 p파 속도가 2900 m/s이 되는 깊이와 시추를 통해 얻

Fig. 7. Velocity structure along seismic refraction survey lines computed by tomography. See Fig. 3 for location. 

Table 3. Comparison of depth to basement from drilling and

downward seismic measurement.

Hole
No.

Depth to basement 
from drilling

Depth to the p velocity of 
2900 m/s from downward 

seismic survey
Difference

B-1 18.2 m 18.5 m 0.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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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반암의 깊이를 비교하였을 때 두 방법은 매우 일치하는

값을 가진다(Table 3). 따라서 기반암 최상부의 p파 속도인

2900 m/s를 탄성파 굴절법 탐사결과의 해석시 기반암의 경계

속도로 채택하였다. Fig. 7은 굴절법 토모그래피의 결과이며

이것으로부터 기반암의 경계부로 해석할 수 있는 2900 m/s의

깊이분포를 2차원 및 3차원으로 나타낸 것은 Fig. 8이다. 여기

에서 B-1 시추공 부근의 기반암은 −16 m로 표시되는 바, 지표

의 고도가 약 2 m임을 고려하면 심도는 18 m가 된다.

지질구조와 현생퇴적층

조사지역의 왼쪽부분에서 기반암이 다소 깊게 나타나고 있

으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반암이 지표에 근접하게 올라와 있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 7). 측선 A는 0 ~ 270 m과 450

~ 570 m 구간에서 기반암이 10 ~ 18 m의 깊이로 깊게 위치하

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10 m 이내의 깊이로 분포한다. 측선

B도 측선 A와 유사한 형태로 150 ~ 250 m와 450 ~ 580 m 구

간에서 기반암의 심도가 10 m 이상으로 나타나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10 m 이내의 값으로 분포한다. 측선 C, D, 그리고

E는 전 구간에서 기반암이 12 m 이내의 깊이에서 얕게 수평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 측선 F와 G의 경우, 150 m 이하의 구

간과 550 ~ 600 m 구간에서 기반암이 주위보다 더 깊게 분포

한다. 이것은 갯벌에 형성된 골짜기를 따라 물이 흐름에 따라

기반을 침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갯골이 분포하는 지역에

서 기반구조가 파인 것은 측선 H의 650 m를 중심으로 하는

구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지역 주변에서 공룡알 화석은 지표에 노출된 기반암의

표면에서 발견되었다. 갯벌 등의 퇴적물이 덮혀 있는 조사지역

에서 기반암은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기반암이 연장된 것이다.

조사지역에서 지표아래 얕게 분포하는 기반암은 침식 등에 의

해 상대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백악기 퇴적암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공룡알 등의 화석이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

표에서 깊게 분포하는 기반암은 공룡알 화석이 존재하는 백악

기 퇴적암이 침식 등에 의해 유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물

관 건물은 훼손되지 않은 백악기 퇴적암층을 피해서 건설해야

하므로 조사지역에서 기반암이 가장 깊게 분포하는 세 곳을

박물과 건물의 건설 후보지로 선정하였다(Fig. 8). 

갯벌퇴적층에서 선택적으로 선정된 시료를 입도 분석한 결

과는 퇴적층의 하부에서는 소량의 자갈(3% 이하)과 모래

(3.5 ~ 34.1%)를 포함하는 자갈-모래질 니토(slightly gravelly

sandy mud)로 분류되지만 상부에서는 소량의 모래를 포함하

는 실트(slightly sandy silt) 또는 단순히 실트로 구분된다. 이

러한 특성은 공룡알 화석지의 갯벌을 이루는 퇴적물의 대부분

이 실트암으로 이루어진 섬들과 기반암의 풍화로부터 유래되

었음을 지시한다. 갯벌은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평균해수면

보다 높고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여 평균고조위와 약최고고조

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Liu et al., 2007). 우리나라 서해와

Fig. 8. Elevation of the basement in the survey area. Rectangles denote candidate sites for the museum building. Inset shows 3-D depth to

the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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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약 18,000년

전부터 해수면은 평균 1.5 cm/yr의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

여 8,000년 전에 현재의 평균해수면하 약 8 m에 이르게 된다

(Chang and Choi, 2001). 그 이후에는 0.16 cm/yr 정도의 매우

느린 속도로 상승하여 갯벌 형성의 최적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Choi and Dalrymple, 2004) (Fig. 9). B-4와 B-5의 시추공에

서 연대측정용 시료를 얻은 깊이와 측정된 연대는 각각 420

cm(3,840 ± 40 yrs BP)와 460 cm(2,760±40 yrs BP)이다. 따라

서 조사지역내 퇴적층의 두께를 퇴적연대로 나누면 화석지 갯

벌의 해수면 상승속도는 0.1 ~ 0.15 cm/yr이 되는데 8,000년전

이후의 느린 해수면 상승속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구역(350 × 750 m)을 덮고 있는 갯벌퇴적층과 풍화층의 부피

는 약 140만 m3으로 밀도를 2.5 g/cm3로 고려하였을 때 무게

는 350만 ton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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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a level curve for the past 20,000 years in the Yellow Sea (modified from Liu et al.,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