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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lected optimal sites in Myeongsasimni located in west coast of Korea for stratigraphic research con-

taining extreme climate event during quaternary period by spatio-temporal analyses of changes in sedimentary envi-

ronment and land use employing 1918 topographic map, 2000 digital terrain map, 1976 and 2012 air photographies.

The study area shows no significant changes in topographic characteristics that hilly areas with relatively large vari-

ations in elevation are distributed over north and south part of the study area, and sand dues are developed along

the coast line. Moreover, flat low lying areas are located at the back side of the sand dues. The movement of sur-

face run off and sediment loads shows two major trends of inland direction flow from back sides of sand dunes

and outland direction flow from high terrains inland, and the two flows merge into the stream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tudy area. Two sink with individual area of 0.2 km2 are observed in Yongjeong-ri and Jaryong-ri which are

located in south central part and south part of the study area, respectively. In addition, sea level change simulation

reveals that 3.4 km2 and 3.64 km2 are inundated with 3 m of sea level rise in 1918 and 2000, respectively, and it

would contribute to chase sea level change records preserved in stratigraphy. The inundated areas overlaps well

with sink areas where it indicates the low lying areas located in south cental and south part of the study area are

identical for sediment accumulation. The areas with minimal human impact on sediment records over last 100 years

are 3.51 km2 distributed over central and south part of the study area with the land use changes of mud and rice

field in 1918 to rice field in 2012. The candidate sites of 0.15 km2 in central part and 0.09 km2 in south part are

identified for preferable locations of geologic record of extreme climate events during quaternary period based on

the overlay analysis of optimal sedimentary environment and land us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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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해 명사십리 일대의 제 4기 극한재해 퇴적기록 보존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1918년 일제 강점기

지형도, 2000년 수치지형도, 1976년 항공사진 및 2012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작성한 수치표고모델과 지표이용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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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 비교 분석하여 연구지역의 퇴적환경 및 지표환경 변화를 고찰하였다. 연구지역의 지형적 특징은 지난 100여 년

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연구지역의 북부와 남부에는 고도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큰 구릉지가 위치하고 해안에 평행

하게 사구가 발달하며 연구지역 남부 사구의 후면으로 내륙에 평탄한 저지대가 위치한다. 연구지역 유수 및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분석한 결과 사구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흐름과 내륙의 높은 지대에서 해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연구

지역 중부를 가로지르는 하천을 향하여 이동하며 중남부 용정리와 남부 자룡리의 평탄한 저지대에 각각 0.2 km2의 넓

이를 가지는 저수지역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연구지역 해수면 변화기록을 보존하는 지역을 찾기 위하여 해수면을

상승시킨 결과 해수면이 3 m 상승했을 때 침수되는 지역은 1918년 3.4 km2, 2000년 3.64 km2으로 저수지역이 형성

되는 위치와 중첩되며 남부의 평탄한 저지대가 해수범람 퇴적층의 형성이나 퇴적물의 집적에 용이한 환경임을 지시

한다. 100여 년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표 환경 변화가 제한적이었던 지역은 약 3.51 km2의 면적으로 연구지역 중

부에서 남부에 분포하며 1918년에는 점토 퇴적지, 논으로 활용되었고 2012년에 이르러서는 모두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연구지역의 퇴적환경과 지표이용변화를 중첩 분석한 결과, 제4기 퇴적기록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

은 지역은 연구지역 중부에 약 0.15 km2, 남부에 0.09 km2의 면적으로 존재하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이상기후

퇴적기록을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극한재해, 퇴적환경, 해수범람 퇴적층, 지표이용변화, 중첩분석, 적지선정

1. 서  론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막대한 피

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각국의 연구진은 앞

으로의 기후변화양상과 그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측하

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

하는 기후자료가 최근 100년 내외에 지나지 않고, 특

히 신뢰도가 높은 기후자료는 최근 50년 이내에 지나

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예측하

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극히 부족하여, 이를 근간한

기후예측 모델의 신뢰성에 의문이 없지 않다. 최근 일

부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4기 동안의

고-자연재해 기록을 확보하여 이를 기후변화연구에 활

용하고 있다(Liu, 2004, Nott, 2004, Frappier et al.,

2007). 고자연재해의 기록은 해안이나 하구에 위치한

퇴적물의 기록을 통하여 연구가 진행되며, 특히 대규

모의 태풍이나 쯔나미같은 극한자연재해의 경우 평상

시의 퇴적기록과 상이한 퇴적기록을 남기게 되므로 이

들을 추적하는 데 매우 용이하며, 이와 같은 연구는

paleotempestology로 새롭게 정의된 바 있다(Liu,

2004). 

특히 연안지역의 경우 과거 극한기후에 가장 민감하

여, 해빈침식, 사구침식, 오버워시(overwash), 습지침식,

해안절벽침식 등의 형태로 영향을 받는다(Davis,

1992). 특히 오버워시는 연안환경을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침식 및 퇴적 작용으로, 태풍 등 강

한 극한재해에 동반한 높은 에너지를 가진 파도가 해

안에 위치한 사구퇴적물을 사구후면에 위치한 낮은 경

사도를 갖는 연못이나 습지에 이동 및 퇴적시켜 해수

범람 퇴적층(washover deposit)을 생성시킨다(Dawson

and Stewart, 2007; Wang and Horwitz, 2007; Kain

et al., 2014). 따라서 해수범람 퇴적층은 퇴적물이 퇴

적될 당시 폭풍해일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인해 해수면

이 증가하였음을 지시한다(Wang and Horwitz, 2007).

따라서 고-자연재해 기록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과거

로부터 근세까지 퇴적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해수범람

퇴적층을 찾아 퇴적기록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Cheung et al., 2007).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퇴적기록을 바탕으로 과거 극한기후를 연구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며, 연구적지를 선정함에 있어 지형적 특

징과 지표이용도를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융합한 시도는

세계적으로 시도된 바가 없다. 따라서 제4기로부터 근

세에 이르는 퇴적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해수범람 퇴적

층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

오를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표환경은 풍화,

침식 등 수리적 및 지질학적 영향뿐 아니라 인간 활동

으로 변화하므로(Baek, 2014) 과거 퇴적기록을 보존하

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1918년 지형도와 2000년 수치지형도 및

2012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1910년대와 2010년대를

대표하는 수치표고모델과 지표이용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비교분석하여 지난 100여 년간 연구지역의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표이용 변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수

치표고모델을 이용한 지형분석을 통해 해수범람 퇴적

층의 생성이 용이한 지역을 인지하였으며, 이들 후보

지 중 지표이용변화 양상에 따른 퇴적기록의 보존가능

성이 가장 큰 지역을 고려하여 제4기 이상기후 퇴적기

록 적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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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에서 상

하면 자룡리에 이르는 길이 약 10 km에 이르는 직선

의 해안지대로 북부에 동호해수욕장, 남부에 구시포해

수욕장이 위치하고, 지리적 좌표는 35o 31′18.36″N,

126o 29′07.24″E부터 35o 26′49.57″N, 126o 26′

12.61″E에 연안을 따라 분포한다(Fig. 1). 환경부

(MOE, 2007)의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에 따르면 연

구지역 북부에 분포하는 해안사구는 최소한 1700년대

이전에 형성되었으며, 최근까지도 활발한 사구형성이

보고된 바 있다. 

연구지역이 위치한 서해안의 해수면은 과거 약 7000

년 전 일시적인 정체기를 가지다가 그 이후 빠른 속도

로 증가하여 5000년 전 현재보다 약 0.8 m 더 높은

수위까지 상승하였으나, 4000년 전 약간의 수위하강을

보이다가 약 2000년에서 1800년 전까지 현재보다 1.1-

1.3 m 상승한 수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Hwang

and Yoon, 2011). 따라서 연구지역의 경우 상승하는

해수면에 의한 사주와 석호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

으며, 전면에 위치한 넓은 해빈으로 인해 극한기후 발

생 시 상대적으로 조립인 해빈퇴적물이 사주를 넘어

배후에 위치한 석호로 이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

고 있다(Yu, 2009). 특히 연구지역에 발달한 사구의 경

우 해수범람 퇴적층이 형성되기 유리한 사구의 지형적

특징인 전면의 급경사를 갖는다(Park, 2008). 

본 연구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편마암과 이를

관입한 쥬라기 대보화강암과 백악기 산성 화강암류, 그

리고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제4기 충적층으로 구

성된다(Fig. 2). 본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제4기 충적

층의 경우 연구지역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위치한 해

안을 따라 1-2 km의 너비로 길게 분포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지역의 인간 활동에 의한 환경변화와

퇴적작용이 용이한 지형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

제강점기의 1918년 지형도와 2000년 수치지형도,

1976년과 2012년 항공사진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기반

으로 수치표고모델을 작성하여 지형적 특징을 분석하

였다. 

3.1. 연구자료

연구에 사용된 1918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 의

해 제작된 지형도는 축척 1:50,000 등고선 간격 20 m

의 지형도로 경도 15분, 위도 10분의 경위선망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도폭은 가로 23 km 세로 18.5 km

의 범위를 포함한다(Table 1). 본 연구를 위해 위도

도폭과 법성포 도폭 총 2식의 지형도를 사용하였다. 각

Fig. 1.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Fig. 2.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Modified from Lee

et al.(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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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는 도엽명, 제작년도, 범례, 축적, 좌표 등의 정

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 범례에는 토지이용, 도로,

수계, 행정단위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토지

이용의 경우 인간 활동 변화를 보여주는 주요소로서,

과수원, 염전, 뽕나무밭, 논, 왜송지, 미개간 휴경지, 대

나무 숲, 침엽수림, 활엽수림, 진흙, 모래, 습지, 갈대

등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3,

Bae, 2007). 1918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인간 활동 변

화를 보기위해 사용된 2000년 제작된 수치지형도는

1:5,000의 축적으로 각 도엽이 경도 15분, 위도15분

단위로 구분되며 도엽코드, 레이어코드 및 지형코드로

구분되어 코드별로 고도정보, 도로, 수계, 지표이용 등

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현한다(Fig. 4, Bae, 2007).

1918년과 2000년의 지형도는 각각 동경측지계와

Korean TM으로 다른 좌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분석하기 위하여 UTM (Universal Trans-

verse Mercator) 좌표계로 변환시켜 GIS기반의 환경에

서 중첩 분석하였다(Table 1). 

연구에 이용된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

받았으며 1976년 5월 촬영된 사진 2장과 2012년 촬영

된 사진 5장으로 총 7장의 항공사진이 이용되었다.

1976년의 항공사진은 1918년에서 2012년에 걸친 100

여 년 간의 지표이용변화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한 시기의 변화를 알아내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

되었다. 이 항공사진은 0.5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며

영상의 크기가 약 5 km×5 km로 2장의 사진이 연구지

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2012년의 항공사진은

2000년의 수치지형도와 비교하여 지표이용이 변화한

부분을 지표이용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2012년의 항공사진은 0.25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며

각각 가로 1.7 km, 세로 3.2 km 크기의 영상이 이용되

었다(Table 2).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18년 고지도를 사용하여 지표이용도와

수치표고모델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2000년 수치지형

도와 2012년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한 지표이용도와 수

치표고모델과 비교, 분석하여 지표이용변화와 육역 퇴

적환경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5). 

1918년 지형도를 GIS기반의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

해 ArcGIS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고선과 지표

이용 정보를 수치화 하였다. 1918년 지형도의 등고선

과 2000년 수치지형도의 등고선에서 고도정보를 추출

하여 수치표고모델을 구성하였다(Hutchinson, 1996;

Hutchinson and Gallant, 2000). 그러나 지형도에 입

력된 고도정보를 디지털화 시키면 쉽게 수치표고모델

Table 1. Details of the topographic maps used in this study

1918 topographic map 2000 digital map

Sourc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Land survey department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cale 1:50,000 1:5,000

Contour Interval 20 m 5 m

Projection Tokyo Datum Korean TM

Fig. 3. Part of 1918 Topographic map used in this study.

Fig. 4. Part of 2000 Digital terrain map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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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등고선 간격에 따라

기복이 적은 지형은 표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Kim, 2009). 특히 1918년 지형도의 경우 등고선 간

격이 20 m이기 때문에 20 m이하의 지형기복은 표현되

지 않는다.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연안에 위치한

사구는 고도기복이 20 m 이하이기 때문에 1918년 지

형도의 등고선만을 바탕으로 추출한 수치표고모델에서

는 퇴적환경을 지시할 수 있는 지형적 특징에 대한 정

보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지형도에서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할 때 하천이나

사구 등 지형의 변화가 적은 지역의 경우 지표 피복의

특징에 따라 임의로 고도정보를 입력하여 원본 지형도

에서 표현되지 않는 지형의 고도정보를 복원하는 방법

인 land cover burning 기법을 사용하였다(Kim,

2009).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 수치표고모델의 고

도정보를 기반으로 퇴적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ArcGIS

의 수리모델 모듈을 사용하여 연구지역에 대한 유수의

흐름방향, 저수지역, 유수 축적 정보를 분석하였다

(Jenson and Domongue, 1988; Mark, 1988). 연구지

역 지형 및 퇴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는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는 경우 상

대적으로 짧은 지질시대 동안의 지형적 변화는 미비하

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수의 흐름방향,

저수지역, 유수의 축적 정보는 해수범람 퇴적층이 형

성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정의하였다. 

지형적 조건의 충족과 인간 활동에 의한 층서교란이

최소화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1918년과 2012년 사

이의 지표이용변화결과를 분석하여 인간 활동에 의한

층서교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치를 선정하고 이를 수

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 얻어낸 지형특성분석결과와 비

교분석하여 연구지역의 이상기후 퇴적기록 연구를 위

한 적지를 선정 하였다. 이를 위해 1918년과 2012년

사이의 지표이용변화를 각 지형도의 범례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1918년 도폭의 범례에 따르면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지표정보는 활엽수림, 침엽수림, 습지, 왜송

지, 논, 염전, 모래 및 미개간 휴경지인 반면 2000년

수치지형도 상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지표정보는 모래,

습지, 염전, 수계, 식생, 평야, 들, 자연부락을 비롯하여

도로와 건물이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어있다. 1918년과

2000년 범례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의

지표이용을 모래 및 미개간 휴경지. 논, 밭, 숲, 왜송

지, 염전, 양식장, 진흙, 인공건축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4.1. 지형적 특징

전라북도 고창군 명사십리일대의 1918년 지형도와

2000년 수치지형도의 고도자료를 기반으로 수치표고모

델을 작성한 결과, 1918년의 지형도를 바탕으로 작성

한 수치표고모델에서 연구지역은 최저고도 −2 m, 최고

고도 71 m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2o의 경사도를 가

진다. 2000년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수치표

고모델에서는 최저고도 −2 m, 최고고도 71 m, 평균 경

사도 3o의 분포를 보여 두 수치지형도 상의 개괄적인

지형적 특징은 유사하다(Fig. 6). 또한 두 수치표고모델

의 고도정보를 지표의 이용에 따라 구분할 경우, 1918

년의 수치표고모델에서 모래, 사구 및 미개발 휴경지

Fig. 5. Research procedures applied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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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고도는 4.03 m, 평균 1.57o의 경사를 가졌으

며, 염전은 평균 고도 2.96 m, 평균 경사 0.42o, 진흙

지대는 평균 고도 2.72 m, 평균 경사 0.55o, 논은 평

균 고도 6.42 m, 평균 경사 1.59o, 숲은 평균 고도

10.98 m, 평균 2.50o의 경사를 갖는다. 1918년의 수치

지형도에서는 소나무 밭이 평균 고도 18.18 m, 평균

경사 3.77o로 가장 높은 평균 고도 및 경사를 가진다.

2000년의 수치표고모델에서는 양식장이 평균 고도

1.23 m, 평균 경사 1.51o로 가장 낮은 고도와 완만한

경사를 가지며 논의 평균 고도는 4.13 m, 평균 경사

1.34o, 염전의 평균 고도 2.44 m, 평균 경사 0.68o, 밭

의 평균 고도 11.35 m, 평균 경사 4.11o, 인공 구조물

의 평균 고도 5.92 m, 평균 경사 3.05o, 저수지의 평

균 고도 3.8 m, 평균 경사 1.56o으로 나타나며 숲이

평균 고도 16.41 m, 평균 경사 6.18o로 가장 높은 고

도와 가파른 경사를 나타낸다(Table 3). 

1918년 연구지역의 지표이용별 평균 고도의 표준편

차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지역의 북부와 남부에 산발적

으로 분포하는 숲이 가장 기복이 심한 지역에 위치하

며 평균 고도 약 11 m에 11.15 m의 표준편차를 보인

Fig. 6. Digital elevation models and slope maps calculated from 1918 and 2000 DEM; a) 1918 DEM, b) 2000 DEM, c)

1918 slope map, and d) 2000 slope map.

Table 2. Details of the aerial photographs employed for this study

1976 aerial photograph 2012 aerial photograph

Acquisition Date May 1976 6th May 2012

Data No.

197605000200760008
201205301C00310008

201205301C00320006

201205301C00330007

197605000200170001 201205301C00330006

201205301C00350008

Scale 1:20,000 1:10,000

Resolution 0.5m 0.25 m

Spatial Coverage 5 km×5 km 1.7 km×3.2 km

Table 3. Mean elevation and slope calculated from 1918 and 2000 topographic maps by land-use type

1918 

Land-use
Forest Pinetree Rice Salt farm Sand, Waste land Mud

Mean elevation(m)

(std)

10.98

(11.15)

18.18

(12.50)

6.42

(5.38)

2.96

(0.66)

4.03

(2.60)

2.72

(1.12)

Mean slope(o)

(std)

2.50

(4.22)

3.77

(4.06)

1.59

(2.32)

0.42

(0.28)

1.57

(2.10)

0.55

(0.47)

2012 Land-use Forest Rice Salt farm Agriculture Manmade Fish farm Reservoir

Mean elevation(m)

(std)

16.41

(14.32)

4.13

(3.22)

2.44

(0.91)

11.35

(7.20)

5.92

(5.09)

1.23

(0.97)

3.80

(1.13)

Mean slope(o)

(std)

6.18

(6.02)

1.34

(1.91)

0.68

(0.44)

4.11

(3.70)

3.05

(3.83)

1.51

(0.77)

1.56

(1.44)



고지도 기반 환경변화연구 및 지형분석을 통한 명사십리 해안의 제4기 연안지대 이상기후 퇴적기록 적지선정 595

다. 숲과 송림 주변으로 넓게 위치한 논은 평균고도

6.42 m에 5.38 m의 표준편차를 보이지만 연구지역의

북부에 있는 논과 남부에 있는 논으로 구분하면 북부

에 위치하는 논은 주로 기복이 있는 산지 주변에 위치

하여 그 평균 고도가 약 8.4 m, 표준편차 5.8 m이며

남부의 점토질 퇴적지 주변에 분포하는 논은 평균고도

약 3.3 m, 표준편차 1.5 m로 연구지역의 북부에 위치

하는 논보다 남부에 위치하는 논이 더 평탄한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사구는 평균 고도 약 4 m에 2.6 m의

기복을 보이며 해안과 평행하게 위치하고, 연구지역 북

부와 남부 사구 후면에 분포하는 염전 및 점토질 퇴적

지가 변화폭이 가장 적고 평평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2000년 연구지역의 지표이용별 평균 고도의 표

준편차 분포를 살펴보면 남부에 위치한 염전이 가장

평평한 지형에 위치하며 사구 후면 연구지역 내륙에

넓게 분포하는 논이 평균 고도 4.13 m, 표준편차

3.22 m, 밭이 평균 고도 11.4 m, 표준편차 7.2 m로 기

복이 있는 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에 평행하게

발달한 방풍림과 연구지역 북부와 남부에 산재하고 있

는 숲이 평균 고도 16.4 m, 표준편차 14.3 m로 가장 고

도의 변화폭이 큰 지형에 위치하여 거주지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이용의 지형적 특징은 1918년과 2000년이 일

치하는 경향을 보인다(Table 3). 즉 연구에 활용된 지표

이용정보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지역의 지표이용이 지형

적 특징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지시한다. 

 

4.2. 해수범람 퇴적층 형성 환경

수치표고 모델에 기반한 유수와 퇴적물의 이동방향

은 1918년의 경우 해안가와 평행하게 위치한 사구로부

터 내륙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과 내륙의 높은 지대로

부터 해안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사구내륙의 저지

대로 수렴하며, 이들이 연구지역의 중부와 중남부에 위

치한 하천을 향하여 남북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

인다. 또한 연구지역의 북부와 남부에 분포하는 구릉

지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하천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퇴적물이 수렴하는 경향성을 보인다(Fig. 7a). 또한 이

러한 유수의 흐름은 사구의 내륙에 위치한 지역과 구

릉지로 둘러싸인 지역에 저수지역을 형성시켜 해수범

람 퇴적층의 형성이나 퇴적물의 퇴적작용이 용이한 환

경을 형성한다. 1918년 수치표고모델이 제시한 저수지

역 생성 가능지역은 연구지역의 북부 동호리의 구릉지

와 인접한 저지대에 약 0.2 km2, 중남부에 위치하는

용정리의 사구내륙의 저지대에 약 0.2 km2, 그리고 남

부 자룡리의 사구내부와 내륙의 구릉지 사이에 분포하

는 저지대에 약 0.2 km2의 지역이 관찰되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500내지 700 m 떨

어진 곳에 위치하며 이 중 연구지역 북부 동호리에 위

치하는 저수지역 예상 형성 지역은 지형에 약간 기복

이 있는 곳에 위치하며, 용정리와 자룡리에 위치하는

두 곳의 저수지역 예상 형성 지역은 지형의 기복이 비

교적 적은 특징을 보인다. 1918년 지형도정보에 따르

면 이들 지역은 주로 북부와 중남부의 저수지역은 쌀

농사 농경지로, 남부의 저수지역은 점토질퇴적물이 분

포하는 지역으로 사용되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연구지역의 경우 과거 7000여년의 기간 동안 해수

면의 상승과 하강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들의 기록이 남

Fig. 7. 3-D visualization of flow direction, sink, and inundated areas by sea level rise simulation of the study area calculated

from 1918 and 2000 topographic map (Vertical exaggeration factor of 5 is applied for better visualization), (a) 1918 3-D

visualization model, and (b) 2000 3-D visualiz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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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는 지역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생의 해수면을 상

승시켜 침수지역의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18년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해

수면을 3 m 수위까지 상승시켜 본 결과, 해수면이

1 m 상승했을 때 약 0.5 km2의 지역이 침수되며 2 m

상승 시 1.88 km2, 3 m 상승 시 3.4 km2이 침수되어,

3 m 상승 시 가장 급격한 침수지역의 증가를 보인다.

이지역의 침수분포는 대부분 하천 주변의 진흙 및 농

경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하

천 주변의 침수지역은 사구의 방향과 평행하게 북동-

남서방향으로 증가하며, 연구지역 남부의 농경지에서는

사구의 내륙방향과 내륙의 산지에 의해 둘러싸인 넓은

저지대에 북서-남동방향으로 넓게 증가한다(Fig 7a). 

2000년의 수치표고모델에서 추출한 유수와 퇴적물의

이동방향의 경우, 1918년의 유수 및 퇴적물의 이동방

향과 유사하게 사구로부터 내륙방향으로 이동하는 흐

름과 내륙의 고지로부터 해안으로 이동하는 유수가 저

지에서 만나 하천방향으로 이동하여 해안으로 흐르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이들의 유동에 의한 저수지역

의 발달양상도 유사하게 연구지역 중남부의 용정리에

약 0.2 km2, 남부의 자룡리에 약 0.2 km2의 저수지역이

관찰되었다(Fig 7b). 그러나 1918년에 관찰된 북부의

저수지역은 2000년 수치표고모델결과에는 발견되지 않

았는데 이는 이 지역이 표고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심한반면 그 규모가 1918년의 지형도 상에서 표현될

만한 크기가 되지 못해 2000년에 비해 자세하지 못한

지형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1918년과 2000년

저수지역이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을 비교한 결과 이들

의 위치가 남부의 경우 정확히 일치하며 중남부의 경

우 일부 중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중남부의 경

우 전체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넓은 저지대를 이루어

이들의 위치변화가 퇴적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전체적

인 경향성의 일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유수의 흐름이 일치하

지 않는 부분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개간사업에 따른

수로 및 주거지 등의 지표 개발로 기인한 것으로 전체

적인 퇴적환경을 변화시키기에는 인간 활동의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18년과 2000사이

지형적 특징에 따른 저수지역의 발달위치는 유사한 반

면, 이들의 지표이용에는 남부지역의 저수지역이 1918

년에는 점토질 퇴적물이었으나, 2000년에는 염전과 농

경지로 활용되어 인간의 활동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또

한 유수방향 및 저수지역의 발달양상과 마찬가지로,

100여 년간의 지형적 변화가 퇴적환경을 변화시키기에

는 미비하여, 해수면의 상승 시 침수지역의 분포양상

도 1918년과 2000년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침수지역의 발달양상을 살펴보면 해수면이 1 m상승했

을 때 0.6 km2, 2 m상승했을 때 2.15 km2, 3 m상승했

을 때 3.64 km2로 침수 면적이 증가하여, 침수지역의

넓이변화양상도 1918년과 2000년 사이에 변화가 미비

하다. 따라서 지난 100여 년간 지형적 변화에 따른 퇴

적환경의 변화는 미비하였으며, 과거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범람 퇴적층과 해수면 변화기록은 지난

100여 년간은 유사한 위치에 분포함을 지시한다. 또한

지난 7000여 년간 이지역의 지형을 변화시킨 지질학적

활동이 보고된 바 없고, 인간 활동의 간섭이 제한적이

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인지된 퇴적환경이

사주가 형성되기 시작한 과거 2000여 년 간 존재하였

을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4.3. 지표이용 및 지표이용변화

최근의 지질시대 기간 동안 기록된 층서의 인간 활

동에 의한 교란을 인지하기 위해 1918년의 지형도,

2000년의 수치지형도 및 1976년과 2012년의 항공사진

을 바탕으로 지표이용도를 작성하였다. 1918년 연구지

역은 약 36%가 논으로 이용되었으며, 대부분 사구의

안쪽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논과 함께 연구지역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나무와 그 외 침엽수림은 약

30%를 차지하였으며 내륙과 구릉지에 산발적으로 분

포하고 있다. 연구지역의 22%에 해당하는 모래, 사구

및 미개발 휴경지는 해안과 평행하게 분포하며, 이 외

하천 주변의 진흙 및 갯벌 지대가 전체의 9.6%로 나

타났다(Fig. 8a). 항공사진과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한

2012년의 지표이용 분석 결과, 연구지역의 대부분인

Fig. 8. Land-use map of the study area; (a) 1918 land-use

map, and (b) 2012 land-us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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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는 논과 밭 등의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연구

지역 내륙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논과 밭 주변

으로 주거지와 같은 건축물과 인공적으로 건설된 수로

가 전체 연구지역의 13%에 분포하고 있다. 숲은 전체

연구지역의 15%로 해안가를 따라 길게 분포하는 특징

을 가진다(Fig 8b). 

지난 100 여 년간 연구지역 지표 이용은 하천 및

해안을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양상이 가장 뚜

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해안을 따라 길게 조성된 사구

및 모래사장으로 현재 해안을 따라 방풍림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연구지역 내부에 넓게 분포하던 소나무와

침엽수림 또한 농경지로 대부분 변화하였으며 진흙 및

갯벌 지역은 농사를 위한 수로와 주거지로 토지 이용

이 변화하였다. 이들에 대한 변화양상을 자세히 살펴

보면, 해변의 모래사장을 제외한 불모지와 사구를 포

함한 모래 퇴적지는 35%가 해안과 평행하게 발달한

사구에 방풍림이 조성되며 숲으로 변화하였으며, 27.5%

가 수로 및 거주지로 32.1%가 논과 밭을 포함한 농경

지로 변화해 모든 지역이 100여 년 동안 지표이용이

변화하였다. 쌀농사에 이용되던 농경지의 경우 지표이

용변화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54.07%로 기존의 지표

이용도로 사용된 반면 30.45%가 밭으로 11.3%가 거

주지로 변화하였다. 또한 소나무 숲의 경우 27.27%만

이 100여 년 전의 지표이용 그대로 활용된 반면,

63.63%가 논 과 밭 등의 농경지로 활용되며, 7.66%가

거주지로 변화하였다. 송림을 제외한 숲 지역은 74.4%

가 농경지로 활용되었으며, 기존의 염전 또한 92% 이

상이 농경지로 약 8%의 지역이 거주지로 변화되었다.

연구지역의 남부에 발달하였던 점토 퇴적지는 70%에

이르는 지역이 농경지로 변화하였다(Table 4). 이를 종

합해 보면, 지난 100여 년간 연구지역의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숲과 염전 황무지 및 점토 퇴적지가 주로 농

경지로 활용되었으며, 일부는 거주지 및 수로로 변화

하는 양상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

간 활동으로 인해 층서의 교란이 제한적 일 것으로 예

상되는 지역은 과거 쌀농사 농경지로 사용되던 지역이

현재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점토질 퇴

적지가 현재 쌀농사 농경지로 용도가 변화된 지역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4.4. 퇴적기록 보존 적지 선정

본 연구의 주 목표인 과거 극한기후 층서 기록 보존

환경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형정보를 바

탕으로 한 퇴적환경 분석과 지표이용도를 이용한 층서

교란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의 지난 100여 년간 지형

적 특징에 따른 해수범람 퇴적층 형성조건과 해수면

변화에 따른 침수지역을 정의한 바에 의하면, 사구 내

륙에 위치한 저지대와 하천 주변의 저지대가 해수면

변화 기록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지역으로 약 3.4 km2

에서 3.64 km2너비의 분포를 가지며 연구지역의 사구

와 평행한 방향으로 대상 분포를 보인다(Fig. 9). 또한

이들 지역은 해수범람 퇴적층이 형성될 수 있는 저수

지역의 위치와 중첩되며 이들 지역은 연구지역 북부

동호리에 약 0.2 km2 남부 용정리와 자룡리에 약

0.5 km2의 넓이로 분포한다(Fig 9). 따라서 과거 극한

기후 층서 기록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수범람

Table 4. The comparison of land-use change between 1918 and 2012                                                                              (unit: km2)

2012 Land-use
1918 Land-use

TotalForest Rice
Agri-

culture
Man-made Salt farm Fish farm Reservoir

1918

Land-use

Sand, 

Waste land

0.84

(35%)

0.34

(14.17%)

0.43

(17.92%)

0.66

(27.5%)

0.06

(2.5%)

0.05

(2.08%)

0.02

(0.83%)

2.4

(100%)

Rice
0.17

(3.32%)

2.77

(54.07%)

1.56

(30.45%)

0.58

(11.32%)

0.006

(0.12%)

0.007

(0.14%)

0.03

(0.59%)

5.12

(100%)

Pine tree
0.57

(27.27%)

0.24

(11.48%)

1.09

(52.15%)

0.16

(7.66%)

0.01

(0.48%)

0.02

(0.96%)

2.09

(100%)

Forest
0.4

(19.70%)

0.36

(17.73%)

1.15

(56.65%)

0.12

(5.91%)

2.03

(100%)

Mud
0.003

(0.23%)

0.74

(55.51%)

0.09

(6.75%)

0.28

(21.01%)

0.22

(16.50%)

1.33

(100%)

Salt farm
0.35

(90.67%)

0.006

(1.55%)

0.03

(7.77%)

0.39

(100%)

2012 Land-use

Total
1.98 4.8 4.33 1.83 0.30 0.06 0.07

13.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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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층과 해수면 변화에 따른 침수구역이 중첩되는 지

역 내에서 층서의 교란이 제한적인 지역을 정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00여 년간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발생한 연구지역의 지표이용 변화는 대부분 해안에 평

행하게 위치하는 사구, 북부와 남부 및 내륙에 산발적

으로 분포하는 숲, 연구지역의 중부와 남부에 일부 분

포한 염전과 점토 퇴적지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이중

인간의 활동에 의한 층서교란이 제한적인 지표이용변

화 지역은 연구지역의 중부와 남부에 위치하는 과거

점토 퇴적지, 논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에는 모두 논

으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약 3.51 km2의 면적을 가진다.

과거 기후변화 기록을 층서에 기록될 수 있는 지역과

층서 교란이 제한적인 지역을 중첩할 경우, 연구지역

중부에 약 0.15 km2 중남부에서 남부에 약 0.09 km2

이 존재하며 이는 전체 연구지역의 1.7%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이상기후 퇴적기록을 연구하기 위

해서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적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상적인 결과를 얻

어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고창군 명사십리일대의 해안지

역에 분포하는 고자연재해기록을 보존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추적하기 위해, 1918년 지형도와 2000년 수치

지형도 및 2012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1910년대와

2010년대의 퇴적환경과 인간 활동에 의한 층서 교란

지역을 정의 하였고, 제4기 이상기후 퇴적기록 적지를

선정하였다. 1918년 지형도와 2000년 수치지형도의 고

도자료를 기반으로 수치표고모델을 작성한 결과, 연구

지역은 최저고도 −2 m, 최고고도 71 m의 분포와 평균

2o - 3o 경사도를 갖는 지형적 특징을 갖고 이 지역의

지표이용이 지난 100여 년간 지형적 특징에 변화를 일

으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지역의 북부와 남부

에는 고도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큰 구릉지가 위치하

고 해안에 평행하게 사구가 발달하며 연구지역 남부

사구의 후면으로 내륙에 평탄한 저지대가 위치한다. 수

치표고 모델에 기반한 유수와 퇴적물의 이동방향은 지

난 100여년간 일부 수로개간과 주거지발달에 의한 이

동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해안가와 평행하게 위치한 사

구로부터 내륙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과 내륙의 높은

지대로부터 해안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사구내륙의

저지대로 수렴하며, 이들이 연구지역의 중부와 중남부

에 위치한 하천을 향하여 남북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

을 보인다. 따라서 인간 활동이 전체적인 퇴적환경에

미친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수의

흐름은 사구의 내륙에 위치한 지역과 구릉지로 둘러싸

인 지역에 저수지역을 형성시켜 해수범람 퇴적층이나

퇴적물의 퇴적작용이 용이한 환경을 형성하며, 중남부에

위치하는 용정리의 사구내륙의 저지대에 약 0.2 km2, 그

리고 남부 자룡리의 사구내부와 내륙의 구릉지 사이에

분포하는 저지대에 약 0.2km2의 저수지역이 1918년과

2000년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과거의 해수면 변동기록

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 지역을 현생의 해수면을 상

승시켜 침수지역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수면이

1 m 상승했을 때 약 0.5-0.6 km2, 2m상승 시 1.88-

2.15 km2, 3 m 상승 시 3.4-3.64 km2이 침수되었다.

침수지역은 대부분 하천 주변의 진흙 및 농경지로 이

용되는 지역으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하천 주변의

침수지역은 사구의 방향과 평행하게 북동-남서방향으

로 증가하며, 연구지역 남부의 농경지에서는 사구의 내

륙방향과 내륙의 산지에 의해 둘러싸인 넓은 저지대에

북서-남동방향으로 넓게 증가한다. 인간 활동에 의한

교란을 인지하기 위해 1918년의 지형도, 2000년의 수

Fig. 9. Optimal site selection for paleo-climate extreme

event study derived from overlay analysis of optimal

sedimentation and optimal land use chang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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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형도 및 1976년과 2012년의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지표이용도를 작성하고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100 여

년간 연구지역 지표 이용은 하천 및 해안을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주된 변화양상은 모래/점토질 퇴적지를

포함한 불모지와 숲이 농경지와 주거지 또는 수로로

이용도가 변화하였으며, 기존에 분포하던 사구는 모두

방풍림으로 조성되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한 층서의 교

란이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연구지역의

중부와 남부에 위치하는 과거 점토 퇴적지, 논으로 이

용되었으나 현재에는 모두 논으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약 3.51 km2의 면적을 가진다. 과거 극한 기후 층서

기록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해수범람 퇴적층과 해수면

변화에 따른 침수구역이 중첩되는 지역 내에서 층서의

교란이 제한적인 지역을 분석한 결과, 연구지역 중부

에 약 0.15 km2 중남부에서 남부에 약 0.09 km2이 존

재하며 이는 전체 연구지역의 1.7%에 해당한다. 따라

서 연구지역의 이상기후 퇴적기록을 연구하기 위해서

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적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상적인 결과를 얻어

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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