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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국내외으로 지질유산에 한 심과 선정 등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질유산을 효과 으로 선정

하고 리하는 실  방안에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실질 인 지질유산의 황  리 방안을 마련하기 

하여 지질다양성, 지질보 , 지질   지구유산을 바탕으로 국내 지질유산의 개념을 정리하 다. 한, 국내 지질

유산의 황을 악하고 유형별로 정리하 다. 구축된 자료  치정보(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한 

좌표가 있는 경우 지리정보(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로 구축하 다.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지질유산의 목록화는 체 6개 항목(천연기념물, 명승, 해안사구, 천연/자연동굴, 세계자

연유산, 기타 지질유산)으로 정리하 다.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국에 분포하는 총 991개의 지질유산을 도식화하여 

체 황을 한 에 악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통하여 체 인 분포 경향  지형과의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다.

기존에 비도식화되어 존재하던 국내의 지질유산을 정량 으로 정리하고 분석하 으며,  지질유산의 보호를 한 

정책  연계의 기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 문헌상으로 존재하던 자료를 체계 으로 정리하여 사례 검증을 제시

하 으며, 향후 지질유산의 조사, 발굴, 등재  리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앞으로 장조

사 는 성 상을 통한 추가 인 지질유산이 발굴된다면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수치지형도  지질도 등과 비교 분석하

는 보다 많은 상 계를 분석하고, 지질유산의 리 방안 연구에 보다 용이할 것이다.

❙주제어❙지질다양성, 지질보전, 지질관광, 위치정보, 세계자연유산

Abstract

To provide effective management policy of geo-heritages, concept of Korean geo-heritage has been 

organized based on geo-diversity, geo-conservation, geo-tourism, and earth-heritage. In addition, current 

status of geo-heritage in Korea has been grasped, and categorized. In case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coordinates exist, spatial information was constructed as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eo-heritages were classified into a total of six categories of natural monument, scenic site, coa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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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dune, natural cave, world nature heritage, and other types of geo-heritage. By mapping 991 

geo-heritages scattered nationwide using geographical information, all statuses can now be readily 

identified and enable th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tendencies and correlation with topography. This 

study was aimed at searching the political connection based on quantitatively organized and analyzed 

geo-heritages, which have not been mapped thus far. In addition, this study organized data that have 

existed only in literature, and presented example verification. Moreover, these can be used as guidelines 

for the future search, discovery,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geo-heritage. If additional geo-heritages 

are discovered in field studies or with satellite images, then more correlations may be identified and 

help facilitate the research on geo-heritages management plans.

❙Keywords❙ Geo-diversity, Geo-conservation, Geo-tourism, Global Positioning System, World 

Natural Heritage

Ⅰ. 서론

  2010년 10월 제주도의 화산암과 용암동굴 등이 세계지질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12년 12월 울릉도가 국가 지질공원(Geo-park)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남해안 백악기 

공룡해안이 지질공원으로 선정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지질

유산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다. 특히 지질유산의 

정보화 기반의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국내에서는 지질유산이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로 한정되고, 학술적인 개념이 주류

이며, 법제적 보호를 위한 조치와 정보화 기반의 관리방안은 초기 단계이다. 반면에 국외

에서는 지질유산에 대하여 각종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보화 기술을 적용하여 정확한 위

치와 주변의 주요 환경자원을 함께 관리하는 방안 수립에 적극적이다(이수재, 2003). 유

네스코에서는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이나 지질공원을, 유럽 각국에서는 지질유산

(Geological heritage)에 대한 자료구축, 가치평가 등을 통하여 지질장소(Geosite) 등

으로 관리하고 있다(이수재 외, 2008). 특히 영국은 과학적특별흥미장소(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SSSI)를 4,000곳 이상 관리하고, 이 중 더욱 중요한 지역은 지질보

전장소(Geological Conservation Review site)로 3,000 곳 이상 지정하여 적극적인 

보호대상으로 구분하는 한편, 석회암 포석령 등 지질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지질유산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중이다(Gray, M, 2004). 또한, 지질유산 데이터베이스

(Geolgocail Conservation Database1))를 구축하여 정보화 기반의 관리 체계를 만들었다.

1) http://jncc.defra.gov.uk (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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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유산에 대하여 그동안 정책적 및 원론적 접근의 시도는 수없이 많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목록화하여 지리정보 체계에서 제공한 것은 한계가 있어 환경보전업무에 직접 활용

하기 어려웠다(Eills, 1996). 국내에서도 천연기념물, 경승지 혹은 명승 등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지질유산의 사례가 있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적절한 자료구축은 부족하다(이수재 외, 

2009).

  지형과 지질은 자연환경의 무기적 구성요소로서, 학술적으로나 자연환경 보전상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적절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형분야는 ‘전국자연환경조사’(환경부, 

2010) 등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되어 목록화되어 있으나, 지질분야는 지질․광물 문화재 자원, 

천연기념물(화석, 광물 등) 혹은 경승 등으로 지정된 것 이외에 공적자료의 구축이 미흡

하다.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 등에서 유관 자료를 발간한 적은 있으나(한국동굴연구소, 

2005a; 2005b), 공간적 범위나 가치평가 등이 부족하여 환경평가업무 등에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지질유산의 정보화 기반의 목록 작성, 보전 및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질유산에 대한 정보 구축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세계

지질유산, 국가 지질공원 및 지역 차원의 지질관심 지역 선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정보 기반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국내 지질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 지질유산의 자료를 조사․분석하고 목록을 

작성하였다. 둘째, 지질유산을 지리정보로 구현하여 활용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정보화 기반의 지질유산의 관리방안 및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Ⅱ. 지질유산 정립 및 정보화

1. 지질다양성 및 지질유산 개념 정립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에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이다. 지난 46억 년 동안 

지구의 지권과 수권 및 기권에서 끊임없이 발생해왔던 다양한 자연현상의 변화에 대한 

정보는 각종 암석과 지층 속에 간직되어 있으며, 이를 지질기록이라 부른다. 이처럼 지질

기록은 지구의 과거와 시간을 담고 있는 4차원의 시간상자와도 같으며, 이 시간상자를 

우리들은 스톤 테이프(Stone Tape)이라고도 부른다(Jaroslav M. Guta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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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지질학의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인 영국의 지질학자 James Hutton은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라는 동일과정설을 제안하면서, 지질기록을 통해 지구의 과거 모습을 해석할 수 

있다는 개념의 바탕을 마련하였다(Prosser, 2002). 이 이론은 그 동안의 지질학의 발전을 

통해 “과거는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나아가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창이다(The past 

is the key to the present and the window to the future)"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Prosser, 2002). 즉 지구의 과거 모습과 변화과정을 간직하고 있는 지질기록은 지구의 

현재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일어날 지구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과학적으로 마련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는 우리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이 지질

기록은 한 번 망실될 경우 결코 재생시킬 수가 없는 것으로 오늘날 이의 보존과 관리는 

인류의 발자취인 문화유산과 같은 지질유산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Bennet, Doyle, 

1998).

  이와 관련하여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유산과 동등한 개념으로 특

별한 자연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질, 지형, 생태 등과 관련한 자연현상 및 기록들을 

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 이들 자연유산 중 발달규모, 특이성, 희

귀성 등에서 보존가치를 지닌 특이지질기록들을 총칭하여 지질문화재 또는 유산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지질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Glasser NF, 2001).

2. 우리나라 지질유산의 자료

  본 연구에서는 지질유산에 대한 자료 구축은 기존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신규 자료의 

작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기존 자료는 그 동안 발간된 연구보고서, 정부 간행물, 

논문, 언론매체, 웹정보 등을 조사․분석하고, 신규 자료는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였다(표 1, 2, 3, 4, 5, 6 참조).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자료들의 유형은 전자지리정보, 전자문사서(Pdf), 서적 등의 

다양한 형태이며, 자료가 제시된 내용은 사진, 동영상, 도면, GPS, 행정지명, 지질설명 

등으로 되어 있다(표 1 참조). 법정조사 및 보호대상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접근하기에 비교적 용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비법정 지질유산은 자료의 형태와 정보의 제공 내용이 상이하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서 

조사․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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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조사된 지질유산의 숫자는 총 2,063개 이었으며 이 중 GPS좌표가 기재

된 것은 모두 999개이다.

표 1  지질유산 조사 대상 자료의 특성

지질유산의 
유형

조사
수

GPS 
치 

좌표
수

근거

해당자료의 제공 방법 제공된 자료의 내용

인터넷
(지리
정보)

인터넷
(PDF 
등)

서
CD

사
진

동

상

도
면

GPS
좌
표

행
정
지
명

지
질 
설
명

총계 2,063 999

천연기념물

(후보지)*
132(69) 55 문화재 보호법 ● ● ● ● ● ●

명승(후보지)** 22(3) 6 문화재 보호법 ● ● ● ● ● ●

생태ㆍ경 보

지역
3 - 자연환경보 법 ●

습지보호지역 6 - 습지보 법 ● ● ● ● ●

국립공원 20 - 자연공원법 ● ● ● ● ●

특정도서

(일반 도서)

307

(203)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

계보 에 한특별법

- 국자연환경조사

● ● ● ● ●

천연/자연 동굴 750 630

문화재보호법

국자연동굴조사

(환경부, 2004  2005)

◎ ● ● ● ● ● ● ●

해안사구 133 133 연구보고서(환경부) ◎ ● ● ● ●

화석 279 - 단행본 등 ◎ ●

세계자연유산 1 3 유네스코 세계유산 ● ● ● ● ● ● ● ● ●

세계지질공원

(지질장소 수)

1

(21)
-

연구보고서

(제주도; 추진 )
●

기타 지질유산

(지질장소, 

지질구역 

지질 지 등)

409 172 연구. 학술, 논문 등
◎
◎ ○ ● ○ ● ● ● ● ●

주: 1) ● 기존 자료 정리(진명식, 2004)
   2) ◎ 본 연구를 통하여 산출된 항목
   3) * 지형 ․ 지질관련 천연기념물
   4) ** 지형 ․ 지질관련 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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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지질유산

  지질유산 자료의 근거는 환경 관련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법정 지질유산, 세계

자연유산, 연구논문 및 기타서지를 포함하는 연구 지질유산으로 구분된다.

  법정 지질유산 중 환경 관련법에 의한 부분은 환경부가 우리나라 자연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한 시기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 개념으로 실시되는 전국자연환경조사와 생태계별 조사 

개념으로 실시되는 전국내륙습지조사, 전국자연동굴조사, 전국무인도서조사, 전국해안사

구조사, 전국하구역조사와 환경부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ㆍ식물과 희귀동ㆍ식물 등의 특정종 조사 등이 있다. 그 중에 지형ㆍ지질과 

관련된 조사 항목은 전국자연환경조사, 전국내륙습지조사, 전국자연동굴조사, 전국무인

도서자연환경조사, 전국해안사구 정밀조사, 하구역생태계정밀조사 등이다(표 2 참조)2). 

표 2  국내 자연환경 관련조사 사업 현황

사업명 목 법 근거 사업내용 조사기간

국자연환경조사
국토 보   개발계획시 

지침으로 활용
자연환경보 법 제32조 국생태계조사 1997-2006

하구역생태계정

조사

생태계보 지역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 추진

습지보호법 제2조, 

제4조
하구역생태계조사 2004-2008

국해안사구정

조사

우수한 해안사구 보 지역 

지정
자연환경보 법 제32조 해안사구생태계조사 2003-2007

국내륙습지조사 습지보 기 계획수립 습지보 법 제4조 습지생태계조사 2000-2004

무인도서자연환경

조사
무인도서보 , 리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

계보 에 한특별법 

제6조

무인도서생태계조사 1998-2002

국자연동굴조사 자연동굴보 , 리 자연환경보 법 제32조 자연동굴생태계조사 2002-2016

국립공원자연자원

조사
자연자원 악  리

자연공원법 제36조, 

제44조
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 1990-

자료: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2010.3), 환경부.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과 민속자료 

등의 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하고 있는데, 기념물 중에는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2) http://ecosystem.nier.go.kr:8082/w05/w0505h01.asp (20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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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별한 자연현상 등 지형ㆍ지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표 3 참조)(문화재청, 

2002).

  문화재청의 지질유산은 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3)4) 그 자료는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명승 등: 종목, 명칭, 분류, 면적, 지정일, 소재지, 관리자, 사진, 동영상, 

일반설명, 전문설명 제공), 지정문화재의 유형별 통계, 한국의 세계자연유산 소개(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천연기념물 중 지질ㆍ광물 분야(천연동굴, 암석･광물, 지질, 화석의 

사진, 소재지, 지정면적, 지정일, 전문내용) 등이다(문화재청, 2007).

표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구분

문화재

구분
종류

가치축
국가지정문화재

역사 술 학술 경

유형

문화재

건조물ㆍ ㆍ서 ㆍ고문서ㆍ회화ㆍ
조각ㆍ공 품 등

○ ○ ○ 보물, 국보

무형

문화재
연극ㆍ음악ㆍ무용ㆍ공 기술 등 ○ ○ ○ 요무형문화재

기념물

사 지(사지ㆍ고분ㆍ패총ㆍ궁지ㆍ
요지ㆍ유물포함층 등)와 시설물

○ ○ 사

경승지 ○ ○ 명승

동물(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물ㆍ동굴ㆍ지질ㆍ생물학  생성물

특별한 자연 상

○ ○ ○ 천연

기념물

민속자료
풍속ㆍ 습(의식주ㆍ생업ㆍ신앙ㆍ년 

 행사 등)ㆍ의복ㆍ기구ㆍ가옥 
요민속자료

자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조. (2008.5.14 기준)

2) 연구 지질유산

  연구 지질유산은 본 연구를 통하여 조사되고 정리된 사항(세계자연유산, 논문 및 보고서, 

서지)을 중심으로 하였다(표 4 참조).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1972년부터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히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이다. 이 중 자연유산은 무기적ㆍ생물학적 

3) 문화재청: http://www.cha.go.kr (2015.9.26.)

4) 국가문화유산포털 : http://www.heritage.go.kr/index.jsp (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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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로 이루어진 자연의 형태, 지질학적ㆍ지문학적(地文學的) 생성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점이나 자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표 4  우리나라의 세계자연유산

명칭 행정구역명 분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라산 천연기념물 제182호

성산일출 천연기념물 제420호

거문오름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천연기념물 제444호

벵뒤굴 천연기념물 제490호

만장굴, 김녕굴 천연기념물 제98호

용천동굴 천연기념물 제466호

당처물동굴 천연기념물 제384호

남해안일  

공룡화석지**

해남 우항리 공룡, 익룡  새발자국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394호

고성 덕명리 공룡  새발자국화석산출지 천연기념물 제411호

보성 비 리 공룡알화석 산출지 천연기념물 제418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지  퇴 층 천연기념물 제434호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 천연기념물 제487호

자료: 세계자연유산 제주 http://jejuwnh.jeju.go.kr/index.php (2015.9.30)
자료: 우항리공룡박물관 http://uhangridinopia.haenam.go.kr/home.html (2015.10.1)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기 지정되었으며,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

지는 현재 등재 신청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항목 모두를 조사하였다.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 주제는 관광지질학 및 지질공원을 중심으로 한정하였으며 국내 

연구 사례를 위주로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논문은 연구지역을 도면으로 표시하였으며, 

이에 해당되는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해당 속성자료는 논문에서 발췌하였다. 

보고서의 경우 화석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마산시 호계리 공룡족인 학술조사 

보고서(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00), 천연기념물(화석암석류) 및 공룡 발자국 

화석류 조사보고서(대한지질학회, 1992), 해남 공룡화석지 보전방안 학술연구(허철호, 

김성용, 2005) 등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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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비고

고성 덕명리 공룡 발자국 생  백악기 공룡 발자국 3천 개 이상 남아 있는 국제 인 보물

낙동강 하구 삼각주 하구의 변화 모양 등 

부산 태종  해안단구 륙의 융기 는 해수면의 후퇴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형 인 해안단구

언양 자수정 경남 언양의 자수정은 세계 최고 품질임

양 얼음골 안산암 내부에서 일어나는 단열냉각 장으로 한여름에 얼음이 얾

포항․울산분지 화석왕국 동식물 화석이 많이 묻 있음

청송 주왕산 화산활동으로 생성. 폭발성이 강한 산성 화산암(유문암)류가 분포

의성 칼데라 7천만 년  분출한 화산분화구가 꺼져 내려앉아 생성된 성산 칼데라

상주 구상섬록암 마그마의 결정 분화작용과 마그마 내 열 류에 의해 물결정이 성장한 암석. 천연기념물

안동 하회마을 우리나라 표  사행천

태백 삼엽충 화석 삼엽충 화석이 지천으로 려 있음

통리 곡
한국  그랜드캐니언. 생  백악기에 퇴 된 역암층. 신생  의 심한 단층작용으로 

강물에 침식

표 5  국내 논문에서의 지질공원 자료

자 논문제목 학회지

허철호․김성용(2005)
지질학 활성화를 한 지질  지형경 자원 개발에 한 

연구-내장산 국립공원을 심으로
자원환경지질학회지

허철호(2007)
지질학 활성화를 한 지질  지형경 자원 개발에 한 

연구-태안해안국립공원을 심으로
한국지구과학회, v28.

허철호(2004) 계룡산 국립공원 지형경 자원의 유형과 분포 국토연구 제42권.

허철호․최상훈(2007) 국내 지구공원 지 가능성 연구: 변산반도 국립공원 한국지구과학회, v28

  일반서지의 경우에는 ‘자연사 기행 한반도는 숨쉬고 있다(최영선, 1995, 한겨례신문사)’ 

및 ‘한국의 지질노두 150선(진명선, 2004)’의 자료를 정리하였다. ‘자연사 기행 한반도

는 숨쉬고 있다’의 경우에는 관광지질학적 접근으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술하였으

며, 간단한 지질학적 설명과 인근 교통, 숙박 및 관광지 정보와 연계하였다. ‘한국의 지질

노두 150선’은 GPS 위치 및 관련 용어해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질학을 전공하는 

과학자에게 가치 있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자연사 기행에 수록된 지형․지질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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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비고

정선 화암동굴 석회동굴

정동진 해안단구
약 3백만 년 에서 2백50만 년 (신생  제3기 말에서 제4기 )에 형성.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됨.

양구 ‘펀치볼’
커다란 시모양을 하고 있어 펀치볼로도 불리는 해안분지. 생성원인에 한 

논쟁(차별침식분지, 운석충돌 분지라는 견해)

춘천 옥 산 한국에서 매우 특이한 보석의 산지

강  구곡․등선폭포
물리  풍화가 잘 되지 않는 단단한 암석인 규암과 비교  무른 암석인 편마암의 

경계면을 따라 난 계곡에 발달한 폭포

가평천 돌개구멍 강물의 운반작용과 강바닥 경사 등의 요인의 복합 인 작용에 의해 생성

철원 한탄강
평강고원 오리산에서 흘러내린 무암질 용암이 지 를 이루고 있던 옛 물질을 메운 

뒤 새롭게 생성된 것

임진강 한반도 형성
임진강 와 경기육괴에서 륙의 충돌과 같은 높은 압력이 가해질 때 생성되는 고압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 져 남북 국 륙의 충돌 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됨

서울 화강암 북한산. 화강암으로 구성됨

음성 무극 산 한국의 에 한 내용

변산 채석강 생  백악기 호수에서 퇴 된 퇴 암층. 세계  지

진안 마이산 역암으로 구성됨. 세계 최  규모의 벌집모양 지형(타포니)

무등산 서석 ․입석 용암이 지표상에서 냉각되면서 주상 리 생성

암 월출산 화강암의 풍화

진도 바닷길 사주

홍도 갈색의 규암과 규암질 사암으로 구성. 천연기념물

해남 우항리 호수에서 퇴 된 암석인 우항리층

제주도 90% 이상이 무암으로 덮여있음 

제주도 성산 일출 기생화산. 수 폭발화산

제주도 만장굴 용암동굴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조류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소청도 분바  해안 석회암과 리석에서 산출

백령도 콩돌․두문진 해안 해안의 규조토와 모래, 규암, 자갈 등 규암의 일생을 볼 수 있음. 

백령도 무암
신생  제4기(2백 50만 년  이후)에 알칼리 무암류 분출. 제주도나 철원에서 곡사이의 

한탄강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  마암에서 볼 수 없는 녹황색의 감람석 함유 

울릉도
신생  제3기 말에서 제4기 에 있었던 화산활동으로 생성. 무암은 거의 없고 

조면암이나 조면암질 화산재(응회암), 용암부스러기(화산쇄설암) 등으로 구성

독도 4백60만 년~2백50만 년  형성시기에 한 내용 등

자료: 최영선. 1995. 자연사 기행 한반도는 숨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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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유산의 정보구축 방안

1) 국내 지질유산 정보구축의 필요성

  그동안 국내 지질유산에 대한 자료의 조사와 목록화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중 일부 

자료만이 도면에 체크하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기존의 대부분 자료는 연구 보고서, 단행본 

및 웹 등에서 획득할 수 있지만, 분야별로 위치정보 및 지질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자료는 지리정보 기반의 목록화된 것이 거의 없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지질유산이 

통합 관리되지 않아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여 중요한 

국가자산인 지질유산이 매우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내 지질유산에 대한 지리

정보 기반의 목록 작성과 더불어 보호를 위한 최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지질유산을 목록화하고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지질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질유산 

자료가 지리정보로 구축이 된다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료의 검토 및 검증의 과정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기 구축된 지질유산의 정확도 및 

적정성을 위한 검증에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위치정보이며, 이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쉽게 제공된다.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지질유산 자료를 목록화하는 방안의 장점은 자료의 활용 및 제공에 

있어서 좌표정보뿐만 아니라 면적, 거리 등의 기초적인 분석 자료의 제공이 매우 쉽다는 

것이다. 수치지형도, 수치 도로망도 등과 중첩하여 보다 쉬운 접근 경로등과 같은 1차

적인 분석 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 수치 지질도, 수치 임상도 및 토지피복지도와 같은 

다양한 지리정보 데이터와 중첩분석 및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과거와 현재의 토지

피복변화에 따른 지질유산의 분포 및 현상을 분석한 2차적인 정보를 생성하여 필요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질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여 정보를 구축한다면 

중요도에 따른 관리방안의 마련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질유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적인 지질

유산의 분포 경향 및 지형과의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개발계획 수립, 계획 시행 시 합리적 방향 설정, 학술적 연구, 교육자료, 관광자원 

그리고 국제적 인지도 제고 등으로 한국의 지질다양성 및 관리능력을 홍보하는 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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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유산 자료의 정보제공 유형  효용성

  지질유산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하나는 수집된 자료를 목록화한 

원자료 목록의 형태이며, 이는 지질유산의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지리

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된 자료 유형이다.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된 지질유산은 향후 자료의 제공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전산화된 자료는 정보 확산이 매우 빠를 수 있다. 전자지도화된 전국적인 지질유산 분포는 

다양한 크기의 도면 형태로 제공이 가능하며, 또한 수치 전산화되어 있기에 CD등의 

저장장치를 통한 제공 및 인터넷을 통한 제공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제공을 

위해서는 단순 이미지 또는 메타데이터의 형태 외에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의 형태를 

취할 경우 공간정보 표준화를 적용하는 등의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지리 정보시스템

으로 구축된 자료는 도엽별로 자체 제작 및 제공이 가능하고, 지질유산의 분류기준별 

자료제공 또한 가능하다. 기존 보고서 및 문헌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공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제공이 보다 다양하므로 그 활용성이 높다

(표 7 참조).

표 7  자료제공 방법 비교

자료형태 자료 제공 방법 선행사항

기존 보고서  문헌자료 보고서 는 문헌 보고서  문헌 자료 획득

지리정보시스템 자료

보고서  문헌 이미지로 환

CD등의 산 장장비 -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 이미지로 환

인터넷을 통한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작성  리

인터넷을 통한 지리정보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 구

3) 지질유산 정보자료의 구축 내용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첫 번째 순서는 기존의 발행된 보고서 및 단행본과 

웹 등에서 제공되는 우리나라 지질유산 자료를 분야별로 위치정보 및 지질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수집 및 분류하여 목록화하였다. 그 다음은 목록화된 지질유산 중 좌표자료가 

있는 것은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구현하였으며, 세계좌표계(GRS80 : Geod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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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System 1980)를 기준으로 해당 자료의 도면화 및 속성자료를 정리하였다

(표 8 참조). 또한 신규 구축된 지질유산의 좌표는 행정구역도 및 수치 지질도와 동일하게 

구축하였다.

  

표 8  공간적 특징

구분 내용

수치 지질유산

- 평가항목 : 천연기념물, 명승(문화재보호법) 해안사구, 천연/자연동굴, 

기타 지질유산 등 총 5개 항목

- 사용 자료 : 보고서, 문헌  웹상의 지질유산 자료

- 제작 지역 : 남한 역

- 축     척 : 1/25,000

- 일 형태 : SHP

  본 연구를 통하여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된 지질유산의 항목은 전체 12가지이다. 

이 중 GPS 자료인 위치좌표를 가지고 있는 항목은 천연기념물 , 명승, 해안사구, 천연/

자연동굴, 세계자연유산, 기타 지질유산 등 6개이다(표 9 참조). 7개 항목에 속하는 모든 

지질유산은 위치좌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2,069개소 중 999개만이 좌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중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된 자료는 원자료의 오류를 제외한 총 991개를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 참조).

  한국의 지질유산의 분포 현황은 해안사구의 경우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는 것을 나타

내지만, 부산 일원에는 분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천연기념물의 경우 강원도 및 경상북도 

일원에 많이 분포하며 충청북도에 한 개 및 충청남도에는 전혀 없다. 천연동굴의 경우 

강원도, 충청북도 및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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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질유산별 GPS좌표 수록 내용

지질유산 종류 조사 수 조사된 GPS 좌표 수 입력된 GPS 좌표 수

총계 2,069 999 991

천연기념물(후보지포함)1) 132(69) 55 55

명승(후보지포함)1) 28(3) 6 6

생태ㆍ경 보 지역 3 - -

습지보호지역 6 - -

국립공원 20 - -

도서(특정도서) 307(104) - -

천연/자연 동굴 750 630 625

해안사구 133 133 130

화석 279 - -

세계자연유산 1 3 3

세계지질공원(지질장소 수)2) 1(21) - -

기타 지질유산

(지질장소, 지질구역 지질 지 등)

2222 22 22

187 150 150

주: 1) 천연기념물, 명승 중 지형·지질 특성을 가진 것
   2) 지질유산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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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질도 중첩 전체 지질유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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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지질유산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전술된 지질유산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기존 현황에 대한 정립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 GIS를 접목하면서 현재 국내 지질유산에 대한 인식, 선정, 

평가 및 관리 등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질유산 관련 법제도는 지정,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기초 사항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선정방안, 관리 방안, 인접한 타 

지질유산과의 연계 방안 등이 미시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를 정리하면 국내 지질

유산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점은 크게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이수재, 2003). 이러한 

문제점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및 수집한 문화재 보전법 등의 법제도 사항과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지질유산에 대한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개발과 공존하는 보존’이라는 

관점으로 지질유산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질유산 지정을 위한 조사

ㆍ연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사 방식, 중점 

검토 및 보전사항 등이 달라지고 있으며, 선정과정이 비정기적이고 수행주체가 모호하다. 

셋째, 지질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넷째, 지질유산에 대한 

가치판단을 적용하는 등급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지질유산’ 고유의 학문적 

특징을 정리하여 선정 이유와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이 학문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부족

하다. 여섯째, 지질유산에 대한 종합적 관리계획이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일반에게 홍보․
교육하는 기능이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국내의 지질유산은 그 다양성에서 국외에 비하여 

매우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이수재 외, 2008; 

2009).

  전술된 지질유산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계 분석을 통하여 지질유산의 현황과 상황을 유기적으로 분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질유산의 정확한 위치와 속성을 함께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함께 분석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는 지리정보 기반의 정보화를 통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선정되는 지질유산을 

정보화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선정과정 및 등급화 등을 정보화로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여 향후 지질유산의 선정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면 6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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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실천적 정보화 방안 수립 및 구축이다. 지질유산은 목록의 선정 및 지정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에 근거한 정보화 관리 방안 수립이 가장 효과

적이다. 우선 지질유산이 전국적으로 분포되는 공간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지난 수

세기 및 현재의 지질학적 특성과 더불어 현재 시점의 자연환경적 특징을 함께 고려하

여야 한다. 즉,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

로 공간적 위치와 속성을 시계열로 정리, 관리 및 분석이 가능한 지리정보가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기술되는 GIS 기반으로 지질유산 현황을 구축하면 

유사 인접지역의 지질유산 현황과 분포의 분석을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수지 

지질도 및 지형도 등과 연계를 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 분석 및 향후 관리에 필요한 

정보 획득이 용이할 수 있다.

  둘째, 지질유산의 선정 절차 도입과정에서 정보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질정보 자료는 

지질장소의 위치 및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향후 가치평가를 수행하면 유형별 및 등급별로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암석의 노두나 화석 산지 등 통상의 지질대상 들은 

일차적으로 지질장소로 분류되고, 이들을 수록한 내용은 지리정보 기반의 지질장소 목록

으로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 지질도 및 환경 기초자료와 더불어 분석하고 지질명소

(Site of Geological Interest, SGI) 후보로 분류한다. 

  셋째, 지리정보 기반의 지질유산의 가치평가 방법 도입이다. 일반적으로 지질유산 관련 

자료는 조사자의 전문적 분야에 따라 지질장소를 조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GPS를 활용

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위치기반의 정보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연계하여 

조사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현황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조사된 지질유산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수행하여 일반인들이 해당 지질유산의 중요성을 

보다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관리등급을 설정한다. 지질유산은 역사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은 지질유산의 분포와 특징을 반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질공원을 유형별로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질유산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요소와 가치축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지역 및 지형 기반의 지질유산의 유형 및 위계별 관리방안 설정이 필요하다. 

지질유산은 작은 대상에서부터 큰 영역에 걸치므로 규모에 따라 단계적인 방법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규모가 작고 여러 장소에 걸쳐있는 지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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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logical Object)을 다수 발굴하고 이들 지질대상이 집합적으로 있는 것은 지질장소로 

확대한 다음, 다양한 지질장소를 한 지역에 모아서 지질공원으로 지정관리하면 자연스럽게 

규모 및 특성에 따른 위계가 설정될 수 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적 기초 

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연계하여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지질유산의 

중 관리대상을 설정할 때에는 점적 개념에서 면적 개념으로 확대가 중요하며, 지질장소의 

개념을 적용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질장소를 집단화하여 권역별 지질공원의 형태로 

진화하도록 한다. 공간정보 기반으로 지질유산이 정리되어야 이 전술된 주변 환경과의 

연계를 통한 지질유산의 관리가 용이하다. 즉, 개별 지질유산의 분포와 주변의 지질유산을 

연계하여 지질장소로 정의하고 지질장소를 다시 연계하여 보다 공간적 규모가 있는 지질

공원으로 선정한다. 

그림 2  지질유산, 지질장소 및 지질공원의 개념도

자료 : 이수재 외. 2009.

  여섯째, 대국민 지질유산의 홍보 강화이다. 지질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문성의 선입견은 

대국민에게 지질유산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불편함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이 지질유산에 다양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질학적 중요성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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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관점에서 타 지역과의 차별성 및 경관적 아름다움이 도출되도록 알기 쉽게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 학문영역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지질유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과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한국의 지질유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화 기반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질유산의 개념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지질유산 자료를 정리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질유산의 자료를 정보자료로 구축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질유산 관리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 조사된 한국의 지질유산의 분포 현황은 해안사구는 전국 해안에 걸쳐 분포하지만 

부산일원에는 없으며, 천연기념물도 충청남도에는 전혀 분포하지 않는다. 천연동굴의 경우도 

강원도, 충청북도 및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이 

국한되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또는 실제 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하였을 수도 있다. 보다 

정확한 분포 경향 및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정보화 기반의 국내의 지질유산의 보존 및 효율적이며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정보를 활용한 실천적 지질유산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실제 관리방안 수립과정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지질유산 

목록의 한계로서 본 연구에서 마련한 지질유산 목록은 한정된 재원, 인력 및 시간으로 

작성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지질대상을 다 포함할 수 없었다. 둘째, 지질유산이 전국적

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전수로 검증하기는 못하였다. 향후 지질유산에 

대한 보다 확대된 지리정보자료를 구축을 위하여 보다 정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더불어 영국의 SSSI(과학적특별흥미지역) 혹은 GCR(지질보전위원회) 지역처럼 체계적

으로 전산자료화 및 웹기반 제공형태를 반영하여 국민이 쉽게 접근 및 활용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각 지질유산에 대한 지질학적 특성을 분석 한다면 이를 통한 정책개발 

연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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