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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이 아니라 자연

현상에 의해 형성된 지하의 공동으로 정의되며, 동

굴환경은 빛이 없고 일 년 내내 거의 일정한 환경(항

온, 항습)이 유지되는 지하의 매우 특이한 환경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굴환경 내에는 특별한 생태계가 유

지되고, 다양한 화학작용에 의해 여러 종류의 동굴

생성물이 생성되어 자란다. 이러한 동굴생성물에 의

한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에 많은 동굴이 관광지로 개발되어 일반인에게 공개

되고 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일부 동굴이 개방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됨으로써 동굴의 중요한 학술적, 자

연유산적 가치를 느끼고 배우는 것이 외국에서는 아

주 당연하고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동굴의 개

방은 지하 자연유산의 보호와 일반인에게 자연유산

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이 주

된 목적이 되었을 때에만 그 개방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개방된 동굴에 대한 철저한 환경

모니터링과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효율적인 관리

를 통해서만 일반인에게 개방되기 위해 훼손된 개방

구간을 환경친화적으로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국내 개방

동굴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뒤로하고 오직 경제적 수

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결과 자연

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할 동굴이 현재에도 계속 훼손

되고 있으며, 동굴을 찾고 있는 관람객들에게 아무

런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류굴은 1963년 5월 7일에 우리나라의 석회암

동굴 중에서는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같

은 달에 민간 위탁관리 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일부 

구간이 개방되었으나, 1976년에 울진군에서 직접 동

굴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였다. 성류굴은 수평동굴로

서 여러 구간의 바닥이 동굴수로 채워져 있다. 동굴

의 전체 길이는 약 870m이며, 이 중에서 개방된 구

간이 약 270m이다(우경식 외 2007).

이 연구의 목적은 성류굴의 분포 및 발달방향, 

【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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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생성물, 동굴 내 대기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통

해 성류굴에 대한 여러 과학적인 자료를 체계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성류굴 일대의 지질조사

를 통해 성류굴을 배태하고 있는 석회암층의 층서와 

특징을 규명하고, 둘째로 수중탐험을 포함한 동굴탐

사를 통하여 성류굴의 규모와 통로의 발달상태를 파

악하고, 셋째로 성류굴이 석회암 내에서 만들어진 

생성과정과 형태를 파악하며, 넷째로 동굴 내 동굴

생성물의 분포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류굴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 30번지에 해당한다. 성류굴을 배태하고 

있는 선유산 성류봉은 해발 199m이며 입구(제1입

구-현재 사용 중인 출·입구)는 해발 약 20m 지점

의 북위 36°57′21.87″, 동경 129°22′44.34″(세계좌표 

WGS84 기준)에 위치한다<그림 1>. 성류굴의 입구 

앞에는 왕피천이 흐르고 있으며 팔각정 모양의 매표

소가 있다. 성류굴은 현재의 입구(제1입구)에서 과

거 자연적인 입구(제2입구) 방향(동북)으로 발달해 

있다<그림 2>.

 제2입구는 과거 성류굴의 자연적인 입구였으며 

현재는 통로가 좁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제2입

구는 해발 약 25m 지점의 북위 36°57′25.70″, 동경 

129°22′49.12″(세계좌표 WGS84 기준)에 위치한다.

성류굴 일대의 지질조사는 평해도폭(김옥준 외, 

1963), 울진도폭(윤석규와 신병우 1963)과 이동진

(2000)의 자료를 기초로 실시하였다. 야외 지질조사

를 통하여 채취한 암석표품을 절단하여 연마편(rock 

slap)과 박편(thin section)을 제작하였고, 암석의 연마

편은 연마 후 10% 염산 용액으로 부식(etching)시켜 

퇴적구조와 구성입자들을 관찰하였으며, 암석의 조

직과 구성광물은 박편의 편광현미경을 통해 특징을 

파악하였다. 방해석과 돌로마이트의 입자를 구분하

기 위해 Alizarin Red S로 착색시켜 관찰하였으며, 야

외지질조사를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류굴 주변의 

지질도를 작성하였다.

성류굴의 발달방향과 분포를 알기 위해 평면도(1 : 

500)를 작성하였으며 64개의 횡단면도와 동굴의 입구

에서 막장(끝 지점)을 연결하는 주굴 축의 구배 정도에 

따라 수직적, 경사적, 수평적으로 대분할 수 있도록 높

이와 바닥의 경사를 측정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하였다.

성류굴의 대기환경의 계절적인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해 동굴외부 1개 지점(STOP 1=S 1), 동굴입

구 1개 지점(STOP 2=S 2), 동굴내부에서 9개의 중

요 지점(STOP 3 11=S 3 11)들을 선정하여 각 지
【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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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온도, 습도 및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계절별

(여름-가을-겨울-봄)로 측정하였다<그림 3>. 또

한 성류굴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공개동굴로서 관

람객에 대한 대기환경의 연관성(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8일간 연속적으

로 조사하였다. 동굴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동 온도·습도 측정기(핀란드, Vaisala Digital 

Humidity & Temperature Indicator HKI41 C0230089/

HMP41, 45)를 이용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분압은 

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핀란드, Vaisala GMW21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동굴수에 대해서는 성류굴 앞(입구 1, 매표소)을 

흐르고 있는 왕피천에서 1개 지점(SRG1)과 동굴 내 

여러 개의 호수구간 내 4개 지점(SRG 2 5)에서 pH 

측정기[Waterproof Hand-held pH/Temperature Meter 

pH 300/310(Coretech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그림 3>. 동굴수의 산소동위원소 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5개의 시료(SRG 1 5)를 25ml Nalgene bottle

에 채취하여 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대전본원

의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Stable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VG Isotech, Prism )를 이용하였다. 

안정동위원소에 대한 KBSI의 분석정밀도는 ±0.2‰ 

이내이다. 동굴수의 산소동위원소는 Standard Mean 

Oceanic Water (SMOW)로 기재하였다.

성류굴 내 분포하는 동굴생성물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구역별로 천장, 벽면과 바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품 채취는 동굴내부를 훼손

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였으며, 동굴생성물의 조

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이미 훼손되어 동굴바닥에 존

재하는 동굴생성물의 표품을 취하였다. 동굴 내에서 

채취한 동굴생성물의 표품을 2등분한 후 한 면은 조

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박편으로 제작하고 편광현미

경과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성류굴이 위치한 근남면 주변에 대한 과거 지질

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 지역에는 선캄브리아 시대

의 원남통에 속하는 동수곡층과 장군석회암층 및 중

생대 화강암이 분포한다(윤석규와 신병우 1963) <표 

1>. 윤석규와 신병우(1963)는 이 지역의 석회암을 

선캄브리아 누대의 장군석회암으로 기재하였으며, 

【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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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통의 최상부층으로 선캄브리아 시대의 율리층 아

래 놓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이동진 2000). 또한 경

상북도 봉화군 장군광산 부근과 울진, 평해에 분포되

는 석회암을 시대미상이나 선캄브리아 시대의 장군석

회암으로 기술하거나 원남통을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변성퇴적암류로 기재하여 변성퇴적암류 내에 석회암, 

석회질 셰일, 규암 등이 협재되는 것으로 하였다(<표 

1>; 이동진 외 1993). 김옥준 외(1963)는 이 지역의 

퇴적암을 후포리층으로 기재하였으며, 후포리층은 많

은 단층과 습곡으로 교란되어 있어 주향과 경사를 유

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 층은 석회암, 암회색 

편암, 셰일, 규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포리층 내 

석회암은 결정질석회암, 어란상(Oolitic)석회암, 충식

석회암, 호상석회암으로 분류하였다. 이동진(2000)은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주변에 고생대 퇴적암인 조

선누층군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

으며, 대한광업진흥공사는 2000 2001년까지 부가가

치가 높은 산업원료 광물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사

하는 과정에서 암상이나 층서를 대비해 본 결과 연구

지역의 변성퇴적암류는 전기고생대의 조선누층군과 

대비됨을 제시하였다(<표 1>; 임병렬 외 2003). 이 자

료는 장군석회암층이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진 단일층

이 아니라 다양한 암상으로 구성된 점에 근거하여 이 

층을 매산층, 구산리층, 남수산층, 송촌층, 몽천층, 

금매리층(하부에서 상부 순)으로 구분하고, 각 층을 

암상의 특성으로 보아 전기고생대 조선누층군의 묘봉

층, 대기층, 화절층, 동점층에 대비하였다.  

성류굴 주변에 나타나는 대기층은 주로 유백색의 

결정질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괴상

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리의 발달은 극

히 미약하다<그림 4>. 타 지역에서 발견되는 대기층

의 석회암과 달리 성류굴 주변의 대기층 석회암에는 

생쇄설 입자가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우이드(ooid)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그림 5>. 이는 대기층의 석회

암이 매우 심한 열수변성작용으로 인해 결정질 석회

암으로 변성되면서, 원래의 구성요소의 흔적이 거의 

【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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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우이드는 성류굴 주변의 대기층도 다른 지역과 같이 

천해에서 퇴적되었음을 나타낸다.

성류굴 주변의 화절층은 태백지역 일대에 분포하

는 화절층과 같이 주로 리본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성류굴 주변에 나타나는 노두는 대기층과 화절

층의 점이적인 경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 6 7>. 

따라서 성류굴 주변에 분포하는 화절층은 태백 지역

에 분포하는 화절층과 퇴적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

사하다고 판단된다.

동점층은 거의 동굴의 입구 부분까지 나타나며, 주

로 암록색의 사암 내지 규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8>. 암석들은 구조적인 운동을 심하게 받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조직은 퇴적암의 조직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이다. 동점층은 주로 석영입자로 이루어져 있으

며, 상부로 갈수록 석회성분이 포함된다<그림 9>. 이

는 조선누층군의 동점층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

향이며, 이러한 경향은 태백에서 단양 지역에 이르기

【 그림 5 】 

【 그림 7 】 

【 그림 4 】 

【 그림 6 】 



244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01, 2010

까지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성류굴 주변

의 동점층의 퇴적환경이 태백지역의 동점층과 매우 

유사하였다는 사실을 지시해 주고 있다.

동점층을 정합적으로 덮고 있는 주로 담회색 내지 

암회색의 석회암<그림 10>은 암석 내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심한 변성과 변형 작용을 받아 대

부분 결정질 석회암으로 나타난다<그림 11>. 

동굴 내의 대기 및 수질환경은 외부 환경과는 매

우 다르게 나타난다. 즉 연중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

는 동굴 내의 기온은 동굴이 위치한 지역의 연평균 

기온을 반영한다(Palmer, 2007). 동굴내부의 습도는 

동굴 내부에 존재하는 동굴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며 일반적으로 동굴 내 습도는 높은 값을 가지는 것

이 보통이다. 동굴의 위치가 지표면과 가까워서 토양

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나 동굴 속으로 유입된 지

하수로부터 이산화탄소의 유리작용이 일어나면서 동

굴 내 구간에 따라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동굴 내 이산화탄소 분압은 여러 요인에 의해 

【 그림 9 】 

【 그림 11 】 

【 그림 8 】 

【 그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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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된다. 

성류굴에 대한 대기환경 측정은 2006년 6월 30일

부터 7월 3일까지, 2006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

지, 2006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07년 2월 2일

부터 5일까지, 2007년 3월 9일부터 12일까지로 총 24

일간 측정하였다. 동굴수의 수온, pH 측정 및 산소동

위원소 분석을 위한 물 시료는 2006년 8월 6일, 2006

년 11월 17일, 2007년 1월 27일, 2007년 3월 11일에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은 계절별 기간 전체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그 중 2일(여름은 12일간)만을 측정한 것

이기 때문에 각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

으나 일부 측정된 날의 날씨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

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S 1)는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 2.2 37.3℃, 

동굴입구는 동굴외부와 내부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

아 3.3 28.6℃의 범위를 나타낸다. 동굴내부는 2006

년 7월에 14.1 21℃, 8월은 14.3 22.1℃, 11월은 

10.5 17.1℃, 2007년 2월은 4.8 15.2℃, 3월은 8.1

15.3℃로서 4.8 22.1℃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 즉, 건기와 우기(강우량)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외부의 평균습도는 2006년 7월

에 81.0%, 8월에 58.0%, 11월에 80.0%, 2007년 2월

과 3월에 42.0%, 40.0%이다. 동굴입구의 습도는 동

굴외부와 내부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2006년 7

월에 64.0 96.5%, 8월에 59.0 97.0%, 11월에 54.0

99.9%, 2007년 2월에 31.6 59.8%, 3월에 22.8

68.8%의 범위를 나타낸다. 동굴 내의 경우는 2006

년 7월에 70.0 99.5%, 8월에 66.0 97.0%, 11월

에 87.1 99.9%, 2007년 2월에 65.9 99.9%, 3월에 

50.4 99.9%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동굴외부의 평균 이산화탄소 분압은 2006년 7월

에 548ppmv, 8월에 597ppmv, 11월에 503ppmv, 2007

년 2월에 510ppmv, 3월에 350ppmv이다. 동굴입구

의 경우에는 동굴내부의 영향을 받아 2006년 7월

에 1,628ppmv, 8월에 4,313ppmv, 11월에 710ppmv, 

2007년 2월에 545ppmv, 3월에 410ppmv의 값을 나

타낸다. 동굴내부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2006년 7월

에 860 5,000ppmv, 8월에 920 5,000ppmv, 11월

에 570 1,900ppmv, 2007년 2월에 500 1,890ppmv, 

3월에 300 920ppmv의 범위를 보인다. 조사기간 

동안 사용된 이산화탄소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는 

5,000ppmv(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측정기기는 대부

분 외부의 공기질 측정기기로서 측정범위가 좁기 때

문)까지이므로 7월과 8월에 측정된 값은 5,000ppmv 

이상의 값을 측정할 수 없었다. 측정기간 동안 몇 개

의 지점에서 연속적으로 5,000ppmv 값이 측정되었기 

때문에 5,000ppmv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류굴 앞을 흐르고 있는 왕피천(SRG 1)과 성류

굴 내 대표적인 3개의 호수(SRG 2, 3, 5)와 작은 규모

의 호소 또는 수로(SRG 4)에 대한 수온과 산도(pH)

를 측정하였다<그림 3>. 동굴 내 호수의 수위는 건기

와 우기에 높이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장마기간에

는 개방구간인 SRG 3 지점의 통행로가 침수된다<그

림 12>. 왕피천의 수온을 측정한 결과, 2006년 8월의 

수온은 25.5℃, 

2007년 1월의 수온은 7.2℃이며 약 18.0℃의 계절

적인 온도 차를 보인다. 또한 동굴 내부의 호수와 연

결되어 있는 왕피천은 동굴 내부의 호수에 영향을 주

고 있다. 이러한 외부의 왕피천은 성류굴 내부의 SRG 

3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굴수(SRG 2 5)는 

2006년 8월에 14.2 21.4℃, 11월에 10.1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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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에 7.3 14.1℃, 3월에 6.53 7.62℃의 

범위를 나타낸다. 왕피천수의 산도(pH)는 2006년 8

월에 7.59, 11월에 7.82, 2007년 1월에 7.49, 3월에 

6.53으로 6.53 7.82의 범위를 나타낸다. 동굴수는 

2006년 8월에 7.33 7.56, 11월에 7.52 7.86, 2007

년 1월에 6.30 7.62, 3월에 6.53 7.92로 6.30

7.92의 범위를 나타낸다<표 2>. 

【 표 2 】

【 표 3 】

2006. 8. 6.

SRG 1 -8.50 

SRG 2 -8.45 

SRG 3 -8.46 

SRG 4 -8.80 

SRG 5 -8.56 

2007. 1. 27.

SRG 1 -8.60 

SRG 2 -8.56 

SRG 3 -8.59 

SRG 4 -8.64 

SRG 5 -8.61 

산소동위원소 성분(δ18O)은 여름(2006년 8월 6일)

과 겨울(2007년 1월 27일)에만 측정을 하였다. 2006

년 8월 6일에 왕피천수(SRG 1)의 δ18O은 -8.50‰, 동

굴수(SRG 2 5)는 -8.80 -8.45‰, 2007년 1월 27

일에 왕피천수(SRG 1)가 -8.60‰, 동굴수(SRG 2

5)가 -8.64 -8.56‰의 범위를 나타낸다<표 3>.

성류굴은 전체적으로 수평동굴에 해당되며 북

동-남서방향으로 발달한다<그림 13, 14>. 성류굴 내

부의 여러 곳은 동굴수로 채워져 있으며, 이 중 3개 

구간에 규모가 큰 호수가 분포한다. 성류굴 주굴(동

굴의 주된 발달방향)의 길이는 약 330m, 가지굴의 

길이는 약 540m로 총 길이는 약 870m이며 이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구간이 약 270m이다. 그림 13

【 그림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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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 

【 그림 14 】 

의 제2구역의 호수구간에 대한 수중조사를 통해 새

롭게 발견된 수중통로의 규모는 약 65m이며 이 구

간에는 다양한 동굴생성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제5구역의 호수구간에 대한 수중조사 결과 약 20m

의 연장된 통로가 발견되었으며, 이 통로는 제2구역

의 호수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13>. 

성류굴 내 동굴생성물의 분포를 나타내기 위하여 

5개 구역(제1구역 제5구역; 그림 9)으로 구분하였

다. 성류굴 내에는 종유관, 종유석, 석순, 석주, 유석, 

휴석, 동굴방패, 커튼, 베이컨시트와 일부 구간에 소

규모로 동굴진주, 석화, 곡석, 부유방해석 등이 분포

한다<그림 15 16>. 동굴생성물을 평면도에 나타내

기 위해 천장, 바닥과 벽면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전체구간 중 5구역에 대한 분포도의 예: 그림 17). 

제1구역은 대부분 개방구간으로서 주 통행로를 따

라 관람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 대

형 유석과 종유관, 종유석, 석순, 석주, 동굴산호가 

성장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훼손되거나 오염된 상

태이다. 이 구간에는 왕피천과 연결되어 있는 호수가 

있으며 호수구간의 좌, 우측에 가지굴이 존재한다. 

제2구역에는 ‘삼일의거탑(개방구간 내 설명표지판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높이 8m, 지름 0.6m, 둘레 2m인 

대형 석주와 규모가 큰 종유석, 석순, 유석 등이 성장

하고 있으며, 이 구간에도 가로 40m, 세로 40m 규모

의 대형 호수가 발달한다. 제2구역 내 호수구간에 대

한 수중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수중구간에는 길

이가 약 3m인 종유석과 석순, 약 4m인 유석이 발달

해 있다. 제3구역에도 다양한 동굴생성물이 분포하

고 있으며 특히, 높이 6m, 지름 1.5m의 ‘통일기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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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A 】 【 그림 17B 】 

【 그림 15 】 【 그림 16 】 

이라는 대형 석주가 성장하며 석주 주변의 여러 지점

에 높이 6m, 지름 1m 크기의 석주 등이 발달한다. 이 

구간에는 성류굴의 자연적인 입구(제2입구)가 위치하

고 있으며 주변으로 약 3m 이상되는 석순과 석주가 

분포하고 있다. 일부 가지굴에는 석화, 베이컨시트, 

커튼 등이 성장한다. 이 구간에는 소규모의 호소 내

지 수로의 형태가 존재하며 건기와 우기에 따라 수위

의 변화가 심하다. 성류굴의 개방구간 끝 지점인 제4

구역은 석순, 석주, 종유석, 베이컨시트와 여러 개의 

동굴방패가 성장한다. 주통로인 공개구간 상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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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 

지굴에는 휴석, 휴석 내 동굴팝콘, 동굴산호, 종유관, 

종유석 등이 분포하며 개방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제5구역은 현재 일반인들

이 출입할 수 없는 구간(과거에는 일정기간 개방하였

으나 동굴보존을 위해 현재는 문화재보호구역 즉, 개

방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서 개방구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동굴생성물의 보존상태와 경관이 우수하다. 

이 구간에는 높이가 약 3m 이상의 석순, 석주, 유석

과 2m 이상의 종유석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구

간에 석화와 곡석이 성장한다. 

성류굴 내부의 수중구간(<그림 13>에서 제2구역의 

점선 원)에서 동굴생성물을 발견하였으며, 물속에 분포

하고 있는 종유석, 석순, 유석, 석주와 벽면 등이 동굴

수에 의해 침식된 흔적이 있다<그림 18>. 또한 이 수중

구간은 공개구간의 호수와 연결되어 있으며 새롭게 발

견된 구간의 일부 지역에는 수면 위에 공기층이 있다 

<그림 19>. 수면 위에는 종유관, 종유석, 유석, 석순, 

베이컨시트 등 다양한 동굴생성물들이 성장하고 있으

며<그림 20>, 이 중 높이 약 3m의 종유석과 유석은 수

면의 수위변화에 따라 잠기는 부분도 있다. 또한 물 속

에도 석순, 유석, 석주 등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21>. 

성류굴 내 훼손된 종유석을 박편으로 제작하여 편

광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종유석 내부에서는 종유관

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관찰되며, 이 흔적의 내부에서

는 구과상 섬유상 방해석 조직 또는 가지상 결정 형

태를 보이는 결정이 관찰된다<그림 22>. 이러한 내부 

형태에서 외부로 가면서 주상 결정이 성장하며, 이러

한 주상 결정은 외부에 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더 크고 

넓게 성장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 그림 20 】 【 그림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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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 【 그림 21 】 

【 그림 24 】【 그림 23 】

성류굴 내부에 존재하는 호수의 물 속에서 채취한 

석순은 오랜 시간 동안 호수 물에 의해 용식되어 성

장선이 외부에서도 선명하게 관찰된다<그림 23>. 이 

석순의 조직적 분석 결과 내부의 성장선은 현재에도 

남아 있으며, 성장선에 수직 방향으로 주상 결정이 

성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석순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23>. 

동굴산호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혹모양을 하고 

있다<그림 24>. 내부는 등립질 방해석, 주상 내지 섬

유상 방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에는 많은 성장

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불순물이 적게 포함

되어 결정내부가 깨끗한 형태를 보인다<그림 24>. 주

상 내지 섬유상 방해석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결정의 

경우는 동굴산호로서는 비교적 크기가 큰 편으로 형

성되어 있으며 성장 방향을 따라 연속성이 좋은 편이

다. 또 다른 동굴산호를 관찰한 결과 수지상 형태에 

속하는 동굴산호로서 각각의 수지에 해당하는 동굴

산호의 크기가 성류굴 내에서 발견되는 다른 동굴산

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형태를 보인다<그림 25>. 

이 동굴산호의 내부 결정조직은 미세한 크기의 구과

상 섬유상 방해석(<그림 26>에서 ‘f ’), 섬유상 내지 주

상 방해석, 일부 등립질 방해석(<그림 26>에서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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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 

【 그림 25 】 【 그림 26 】 

관찰된다<그림 26>. 매우 얇은 섬유상 방해석이 기저 

중심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퍼지듯이 성장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형태에서 성장이 지속되어 성장선이 

성기게 나타나는 섬유상 내지 주상 방해석이 발달된

다<그림 26>.

울진-평해 지역의 퇴적암류의 암상이 전기고생대

의 조선누층군 태백층군에 나타나는 암석과 매우 유

사한 특징과 층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에 층명을 

사용하였다. 성류굴 주변에서는 묘봉층이 분포하고 

있지 않지만 평해읍 후포리 지역에서는 분포하고 있

다. 동점층 상부에 나타나는 석회암층의 특징은, 평

해 지역에서는 유백색과 암회색의 석회암이 교호하

며, 성류굴 주변에서는 담홍색 석회암이 나타난다.  

이 석회암층은 층서관계로 판단할 때 두무골층에 해

당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태백지역에서 나타나는 두무

골층은 석회암과 셰일이 호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두무골층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성류굴 주

변에 태백지역에서 나타나는 막골층과 대비되는 암상

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두

무골층과 막골층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고 태백지역

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이 두 층을 합하여 이 지역

에 맞는 층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

문에 이 논문에서는 근남층으로 제안하였다(<표 4>; 

<그림 27>).

동굴 내 대기환경은 동굴 주위의 지하 온도, 동굴 

내부 기온과 외부 기온의 차이로 발생되는 밀도의 차

이에 의한 공기의 흐름(계절적으로 변함), 동굴수의 

존재 유무, 동굴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과 동굴

을 배태하고 있는 석회암 내의 단층면이나 절리면 또

는 층리면의 발달 정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동굴입구의 크기와 형태, 동굴내부의 

지형, 동굴외부 주위의 지형 등에 따라 외부의 대기환

경이 동굴 내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동굴 내 대기환경은 거의 일정한 온도와 습

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굴의 입구 부분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

아 계절별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류굴 동굴 내부의 온도는 S 7번 지점부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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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14 15℃의 

일정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관람객에 따른 영향

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에 있어서는 외

부의 계절적인 변화와 동굴 내부의 호수구간과 연결

되어 있는 왕피천의 수온 변화에 따라 성류굴 내부의 

일정한 범위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습도는 대체적으로 건기인 겨울(2월)과 초봄(3월)

은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우기 또는 강우량이 높

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하

지만 일부 측정된 값 중 여름의 경우보다 가을과 봄

에 더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은 측정을 실시한 조사 날

짜의 당일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일부 지역이나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90% 이상의 안정된 값을 유

지하며 온도와 같이 S 7번 지점부터 외부의 영향을 받

지 않고 안정된 값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굴(관광동굴이 아닌 비공개동굴) 내

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의 차이는 동굴 위를 덮고 있는 

토양 내 유기물의 양과 강우량에 의해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외부 대기의 값과 비슷한 

약 350 550ppmv의 일정한 값을 가지며, 일부 동굴 

내에 유기물이 많은 퇴적물이나 박쥐의 배설물(구아

노)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게 나

타날 수 있다. 

성류굴 내 이산화탄소 분압은 공개구간과 비공개

구간의 이격된 거리가 매우 짧고 하나의 통로로 연결

되어 있어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 

관람객의 수가 많은 여름 성수기에 높은 이산화탄소 

분압을 나타내는 것은 관람객의 호흡을 통해 배출되

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동굴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8>에서 여름 성수기의 

그래프를 보면 동굴 내 다른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S 8 지점에서 측정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오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며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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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 자연적인 출

입구(제2입구)로 이산화탄소가 동굴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관람 시간이 끝난 후 어느 

정도 자정을 한 후 이산화탄소 수치가 낮아졌으나 관

람객이 오전부터 출입하면서 관람객 출입인원 수가 

증가하게(<그림 29>의 하부. 누적분포 곡선) 되고 이

러한 관람객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

소에 의해 오후에 다시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그림 29>. 

이는 2002년 측정자료(우경식 외 2003)에서도 확

인되었다. <표 5>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신체에 미

치는 영향을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측정한 것이다

(Spate 1994). 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동굴이라는 

환경과 사람의 건강상태(호흡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좀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연령, 동굴의 형태(급경사, 좁

은 통로, 통행하기 힘든 구간 등)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 낮은 값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류굴 내 대기

환경의 자정능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1일 관람객의 수

를 제한하거나 기존의 자연적인 출입구인 제2입구를 

출구로 개선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성류굴 내부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절실

히 요구된다.

왕피천과 성류굴 내 호수구간의 동굴수에 대한 수

온을 측정한 결과 여름과 가을에는 SRG 2, 겨울과 봄

에는 SRG 3 지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그림 30>. 동

굴 내 호수 중 SRG 4, 5 지점의 수온은 연중 약 13.5

15℃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약 14.2℃이다. 

또한 성류굴 내부에 존재하는 호수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SRG5 구간은 14.1 14.8℃(가을을 제

외하면 14.1 14.2℃)로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산소동위원소 분석결과 δ18O은 SRG 4 지점을 제

외한 나머지 측정 지점(SRG 1 3, SRG 5)에서 여름

이 겨울보다 부화된 값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1>. 

즉, SRG 4 지점은 다른 지점과 반대로 건기인 2007년 

1월에 측정한 값이 우기인 2006년 8월에 값보다 부화

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SRG 4 지점이 다른 지

점에 비해 동굴수의 양이 적으며 건기와 우기에 수량

이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건기인 겨

울에 동굴수에서 이산화탄소의 유리작용이나 증발작

【 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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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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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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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  

【 그림 30 】  

용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가벼운 산소동위원소가 결

핍되어 δ18O이 부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1>. 

일반적으로 여름에 내리는 강수의 산소동위원소 성분

은 겨울보다 δ18O 값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

는 여름의 강수는 대부분이 태풍과 같은 비구름에 의

한 강수가 많으며, 이러한 강수의 δ18O은 비구름이 한

반도에 도달할 때까지 내린 강수량에 반비례하기 때

문이다. 즉, 비구름이 한반도에 도달할 때까지의 강

수량이 많을수록 산소동위원소의 δ18O은 낮아지게 된

다. 하지만 성류굴 대부분의 동굴수의 산소동위원소 

성분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동

굴속에 도달하는 동굴수가 빗물의 성분을 그대로 반

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동굴을 배태하고 있는 석회암과 지하수의 반응시간과 

동굴 내에서 이산화탄소 유리작용 및 증발작용의 복

합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성류굴의 전체적인 모습

과 수중구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성류굴이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

로 성류굴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도가 작성되었다. 또

한 국내에서 최초로 수중동굴탐사를 통해 성류굴의 

수중통로 구간이 발견되었다. 그동안 발견되지 못하

였던 것은 동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

고 단순한 탐험에만 그치거나 관광지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자료를 획

득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교육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과 인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특히, 수중동굴탐사는 

많은 제약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연

구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제5구역의 호수구간에 

대한 수중탐사를 통해 약 20m 규모의 통로가 발견되

었으며 내부로 동굴의 발달이 계속 연장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제5구역의 호수 구간과 수중통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수중동굴탐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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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류굴 내에는 전체적으로 다른 동굴에 비해 유

석, 종유석과 석순이 전체적으로 잘 발달해 있다. 특

히 강원도 등지의 다른 석회동굴에서는 드물게 관찰

되는 동굴방패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성류굴에는 수

심이 깊은 동굴호수가 존재하며, 이들 동굴호수 내에

서는 종유석 또는 석순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동굴생성

물이 다수 관찰된다. 또한 새롭게 발견되는 수중통로 

구간에서도 동굴생성물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떨어

지는 물에 의해 성장(dripstone)하는 종유관,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은 물속에서 성장할 수 없다. 즉, 물이 

차있지 않은 지하수면 상부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

물속에서 분포하고 있는 종유석, 석순, 유석, 석

주 등이 동굴수에 의해 침식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종유석, 석순, 유석, 석주 등의 동굴생성물은 동굴 내 

물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호수의 물

이 없었던 기간에 성장하였다가 호수물의 수위가 높

아지면서 현재 호수 내에 잠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성류굴 내에 물속에 잠겨 있는 동굴생

성물이 해수면이 낮았던 빙하기 동안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 동굴생성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는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동과 고기후 변화를 추정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류굴 주변에 분포하는 변성퇴적암류는 전기고

생대 조선누층군의 태백층군과 층서적으로 대비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성류굴은 결정질 석회암인 근남층 

내에 발달되어 있다. 

성류굴은 전체적으로 북동방향으로 발달해 있으

며 수평동굴에 해당된다. 주굴의 길이는 약 330m, 가

지굴의 길이는 약 540m로 총 길이는 약 870m이다. 

이 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구간은 약 270m이

다. 성류굴 내에는 여러 개의 호수가 존재하며, 이 중 

두 개의 호수구간에서 수중탐사를 통해 총 약 85m의 

수중동굴 구간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동굴 내로 동굴수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구간도 있

으나, 대부분의 구간에는 천장으로부터 떨어지는 동

굴수가 성류굴 내 동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성류굴 내부의 온도와 습도는 외부의 계절적인 변

화와 왕피천의 수온 변화에 따라 일정한 범위까지 영

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관람객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관람객으로부터 배출되

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관람객에 

의한 이산화탄소 분압이 동굴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류굴 내에는 종유관, 종유석, 석순, 유석, 휴석, 

동굴방패, 커튼 및 베이컨시트가 전체적으로 발달하

고, 일부 구간에 동굴진주, 석화, 곡석, 부유방해석 

등이 소규모로 분포한다. 특히, 성류굴 내부의 수중

구간의 물속에 분포하는 종유석, 석순, 유석, 석주 등

은 동굴수의 영향에 의해 부식되거나 재침전된 구조

를 다수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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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amination of sediment distribution in Seongryu Cave shows existence of rocks contrasting with  

Joseon Supergroup contrary to existing knowledge. Contrasting especially with the Taeback Group, Daegi 

Formation, Hwajeol Formation, and Dongjeom Formation has been observed. Unlike Taeback area where 

Dumugol Formation and Makgol Formation are observed on top of Dongjeom Formation, the rocks of this 

area are not clear in its separation between the two, so that it was named Geunnam Formation. Seongryu 

Cave has been developed in this Ordovician Geunnam Formation of the Joseon Supergroup. The cave, 

mostly horizontal, runs in the NE-SW direction, and contains three lakes. The main passage and branches 

are about 330 m and  540 m, respectively, making the total length of the cave about 870 m (show cave area 

= 270 m). Through underwater examination, about 85 m-long underwater passage was newly discovered. 

Various speleothem such as soda straw, stalactite, stalagmite, column, flowstone, rimston, cave shield, cave 

coral, curtain, bacon sheet, cave pearl, cave flower, helictite and calcite raft can be found in the cave. There 

are sections with constant flow of cavern water, but the majority of cavern water in the cave come from the 

ceiling. The most important discovery in this study is the presence of various speleothem in the submerged 

part of cave passages. Traces of corrosion and/or erosion can be observed in the speleothem in the submerge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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