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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firstly revealed in this research that the marine terrace of the Ijin-ri (Bukpyung-myeon, Haenam-gun) was
formed during the last interglacial (Marine Isotope Stage 5e; MIS 5e). The marine terrace totally ranging from 4.8 m
(asl) to 8.8 m (asl) is subdivided into 4 units; Unit I ranges 4.8-5.3 m, unit II ranges 5.3-6.9 m, unit III ranges 6.98.3 m, and unit IV ranges 8.3-8.8 m. Strong evidences that units II and III were formed during MIS5e were obtained
based on OSL dating, the physical characterizations such as particle size distribution, magnetic susceptibility and
water content, principal element and trace element analyses, and quantitative clay mineral analysis for samples at
the 30 cm intervals. The rounded gravels on the marine terrace are regarded to be originated from the clastic
materials transported directly from the surrounding mountains toward the marine and abraded in the coastal area,
without any fluvial processes. During the warmest period (125k, unit II), the increase in rainfall, along with the rapid
rise in sea level, was likely caused the high amount of clastic materials transported to the upper part of the beach.
As a result of comparing clay mineral ratios of study site with those derived from sediments of either tidal flats, or
the Yellow Sea, it is interpreted that the sediments of study site were influenced from the marine. The results will
be used to investigate the hydrological activity and sedimentary environment during the high sea level in the past.
Key words : marine terrace, MIS 5e, OSL dating, Ijin-ri
이번 연구에서는 해남군 이진리 해안단구가 마지막 간빙기 최온난기(Marine Isotope Stage 5e; MIS 5e)에 형성되
었음을 최초로 밝힌다. 이는 해발고도 4.8 m에서 8.8 m까지의 단구이며, 4개의 unit로 나누어진다(unit I: 4.8-5.3 m,
unit II: 5.3-6.8 m, unit III: 6.8-8.3 m, unit IV: 8.3-8.8 m). 연구대상 퇴적층은 10-30 cm 간격으로 입도분포, 대자
율, 함수율 등의 물리특성 분석, 주원소와 미량원소 분석, 점토광물 정량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OSL 연대분석을 통
하여 unit II와 III이 MIS 5e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퇴적층에 포함된 원력들은 주변에 하천이 없는 점으로 미
루어 주변 배후 산지에서 바다로 유입된 쇄설물들이 바다에서 마모 작용을 받은 후 재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대
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매우 빠른 퇴적률을 보이는 점은 최온난기(125k; unit II 하위)를 전후한 급격한 해수면 상승
과 더불어 강우량 등의 증가로 인해 쇄설물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지역의 점토 광물 비를 현재의 조
간대, 황해와 비교한 결과, 연구 지역의 퇴적물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는 과거 해수면
이 높았던 시기의 수문 활동 및 퇴적 환경을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해안단구, MIS 5e, OSL 연대 측정, 이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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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보고 이들이 해안에 위치해 있지만 내륙에서 나타나는
기후 단구와 유사한 발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해안
기후단구’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대 모델 및 환경 지시자 등 충분한 증거 제시가 이

한반도는 현재 전 지구적인 온난화와 이로부터 유발
되는 폭풍과 홍수 등의 자연 재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
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 등의 예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보다 해수면과 기온이 높았다고 추정되는 마
지막 간빙기 최온난기(Marine Isotope Stage 5e;
MIS 5e) 동안의 기후 정보는 아열대화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당
시에 형성된 해안단구 등의 퇴적층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는데, 한반도 동해에 분포하는 해안단구의 체계화
(Lee, 1987)가 이루어진 이후, 동해안 해안단구를 중심
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Kim, 1990; Kim
et al., 1990; Choi, 1993; 1995; 1996; Yoon et al.,
1999; Yoon and Hwang, 2000; Choi, 2003; Choi
et al., 2003; Hwang et al., 2003; Choi, 2004; Kim
et al., 2005, Kim et al., 2006; Choi, 2007; Kim
et al., 2007a; 2007b; Kim et al., 2008; Choi et al.,
2009; Hwang et al., 2012; Choi and Koiwa, 2015).

우 미흡한 편이며, 특히 융기 · 침강 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
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남해안의 해안단구 발달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해안단구 퇴적
층을 대상으로, OSL 연대 측정 결과와 더불어, 해성기
원으로 생각되는 원력의 분포와 지화학적 프록시를 제
시하여 해안단구 퇴적층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

Kim et al.(2005; 2007a; 2007b)은 울진-경주 사이의
제 3단구(고도 30-45 m)를 대상으로 한 OSL(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연대를 104-126 ka로 제

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부족한 남해안의 해안
단구 발달 및 융기, 침강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
으리라 본다.

시하였다. Yoon et al.(2014)은 울산 강동 일대 고도
25 m의 해안단구가 MIS 5e 동안에 형성되었다고 발표
하였다. Choi(1995, 2006)는 동해안 강릉-묵호 해안의
고도 약 18 m의 해안단구가 MIS 5e에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동남해안과 서남해안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 쓰가루 서해안도 이와 유
사한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Choi and Koiwa,
2015). 한편, 남해안의 해안단구에 대한 연구는 동해안
에 비해 매우 적으며, 광양만(Lee and Park, 2006)과
소안도(Choi, 2006)의 해안단구가 연구되었고, 남해안
의 해안 지형 특색 및 발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연구
가 수행되었다(Yang, 2007; 2008; 2011; Yang et al.,
2013). 그러나 해안단구의 MIS 5a층(Lee and Park,
2006)과 홀로세층(Lee et al., 2013; Lim et al.,
2014; 2015)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면 OSL 등의 절대
연대 측정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해남 북평면 일대의 해안에서는 활발한 침식 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단구를 흔히 볼 수 있다. Yang(2007)은
이러한 단구에 대해 남해안의 산지 말단부에 위치하여
빙기에 주변 산지로부터 공급된 물질이 해수면이 높아
진 현재에 침식되어 단구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해남 소안도 북서해
안의 해발 50 m 이하의 구정선 고도를 갖는 해안단구
에 대해 고도 약 18 m 단구를 기준으로 융기율을 계
산한 결과, 남동부해안 지역과 같이 대략 0.1 mm/년
으로 나타났다(Choi, 2006). 그러나 남해안에 관한 자
료가 부족하고, 절대 연대 모델이 매우 부족한 시점에
서 더 이상의 추론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처럼,
남해안에서는 상대적으로 해안단구에 대한 연구가 매

2. 연구 지역
강진만은 남북방향의 좁고 긴 쐐기 모양으로 발달되
어 있으며, 만의 입구는 완도와 고금도로 둘러싸여 있
다. 이 좁은 수로를 따라 유입되는 조류는 탐진강과
함께 제한적이나마 퇴적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반폐쇄형의 만입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의 남
부에서는 동측의 고금도와 서측의 완도에 의해 “ㅅ”모
양으로 좁은 수로가 만들어져 조류의 흐름과 속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탐진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
은 완도와 고금도 사이로 운반되므로 본 연구 지역에
서는 그 영향이 매우 적다(그림 1a와 c). 연구 지역은
강진만 입구의 좌안인 북평면 이진리 해안에 위치한다.
연구지역 서측에서는 주요 퇴적물 공급원인 달마산이,
북측과 동측에서는 달도와 완도가 둘러싸고 있어 조류
와 파도의 영향이 적다. 배후 산지(해발 약 490 m)로
부터 해안까지는 거리가 짧아 약 60-70 m의 고도까지
형성된 급경사 계곡을 따라 암설 등 쇄설물이 이동되
며, 동북동 방향으로 퇴적물이 이동하는 완경사의 선
상지성 지형이 바다까지 연장된다. 선상지 끝자락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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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ocation and geology of the study site, a) the index map of the study site, b) the geologic map around the site, c)
the satellite photo around the site, d) the photos of the study site, the pine hill of Holocene sediments and Dalma mountain.

분적으로 발달된 해안단구는 해식애의 형태로 단면이
관찰된다. 이진리의 북쪽에는 달도를 거처 완도로 건
너가는 완도 대교가 있고, 연구 지역에서 완도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2 km로 매우 가깝다. 또한, 이진리에는
이진성지(城地)가 있는데 문화유적총람에 “둘레 2.5 km
의 성지로 인조 26년(1648년)에 만호(각 진에 배치한
종4품의 무관직)를 두어 성을 세웠고, … 성은 남북의
구릉지를 이용하여 타원형 형태로 지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지형적 이점 뿐만 아니라 석성

을 세우기에 충분하게 자갈 재료가 풍부하여, 현재도
동네 대부분의 담장이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돌이 흔하다. 마을이 있는 구릉 남쪽에 해발고도 약
12 m 내외의 조그마한 구릉이 분포하며, 두 구릉 사이
의 저지에 연구 지역이 위치한다. 그림 1d에서와 같이
연구 지역 남쪽 300 m 지점에는 해발 약 5 m 고도에
홀로세의 둥근 해성 자갈이 섞인 토양층이 분포한다.
그림 1b와 같이, 주변 지역의 지질은 서쪽의 배후
산지를 구성하는 시대 미상의 용암산층을 기반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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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옥리층이 정합으로 피복하고 그 상부는 고생대
말의 우산리층이 부정합으로 피복한다. 도솔봉과 달마
산 등을 잇는 용암산층은 동서 양측의 설옥리층과 함
께 배사구조를 이룬다. 설옥리층과 점이적 지층경계를
이루는 것이 시대 미상의 반상변정편마암이며, 서홍리
의 구릉 북쪽 부분에는 용결응회암이 분포한다. 건너
편 완도에는 안산암 및 조면암질 안산암이 주종을 이
루고, 유문암 등의 각력을 포함한 라피리 응회암이 분
포한다(Kim and Park, 1967). 연구 지역 남쪽 해안에
는 용결응회암과 라피리응회암이 같이 분포하고 있어,
완도의 지질 분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되어 있다. 석영 입자로부터의 루미네선스 신호는
470±30 nm 파장의 청색 발광다이오드(Blue-LED) 광
원이 사용되며, 청색 발광다이오드를 조사하여 얻어진
루미네선스 신호는 광전자 증배관(photomultiplier
tube)으로 검출된다. 이 검출기 앞에는 5 mm 두께의
Hoya U-340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 연간선량은 감마
선 분광 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 시스
템은 감마선 검출 장치(Gamma spectrometer)와 분석
프로그램 Genie 2000으로 구성된다. 고순도 감마선 검
출기는 Canberra SEGc 3018 모델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퇴적물의 주원소 분석을 위하여 채취된
시료는 70oC 이하에서 3일간 건조한 후 분말로 제조

3. 연구 방법

하였다. 이후 붕소 글래스 비드(glass bead)로 제작하
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MXF-2300
XRF(Shimazu 社)를 이용하여 주원소(Si, Al, Fe, Ca,
Mg, Mn, K, Na, Ti, P)를 측정하였다(측정 조건:
40 kV / 70 mA / 2.8 kW). 미량원소에 대해서는 Element
2 High Resolution ICPMS(Thermo 社)를 이용하여
미량원소(Cr, Cu, Zn, Rb, Sr, Zr, Mo, Cd, Pb, As)
를 분석하였다. 또한, 강열 감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105±5oC dry oven에서 2시간 이상 건조시킨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 주변의 전반적인 지형 경
관 및 지질 분포를 조사하였고, HiPer Ga RTKGPS(real-time kinematic - global positioning system,
TOPCON 社)를 이용하여 절대 고도를 측정하였다. 또
한, 현장에서 퇴적층의 분포 현황, 자갈의 크기와 모양
등을 관찰하였다. 대자율 등 물성과 화학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단구 단면에서 10 ~ 30cm 간격으로 큐
브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퇴적물의 입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0.02-2000 μm의
측정 범위를 갖는 Mastersizer 2000 입도분석기
(Malvern 社)를 이용하여 laser diffraction 방법으로
입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처리 과정에서 퇴적층에 전
체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자갈과 굵은 모래에 대
해서는 입도 분석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큐브 샘플 중
2000 μm 이하의 퇴적물 만을 대상으로 과산화수소
(H2O2)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제거하였고, 아세트산나트
륨(CH3COONa) 용액에 아세트산(CH3COOH)을 첨가
하여 pH를 5로 조정하여 시료와 반응시켜 탄산염을
제거하였다. 증류수로 시료를 세척한 후에는 수산화나
트륨(NaOH)을 이용하여 pH를 10으로 맞춘 피로인산
나트륨(Na4P2O7) 용액을 첨가, 교반 및 분산하여 입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OSL 연대 측정을 위하여, 퇴적물 내의 실트 입자
크기(4-11 μm)의 석영을 분리하여 TL(thermoluminescence)/OSL 측정 장비(DA-20)로 단일시료재현법(SAR
protocol: single aliquot regenerative protocol; Murray
and Wintle, 2000)을 이용한 등가선량(equivalent
dose)을 측정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본 장비는 0.1 Gy/sec선량의 90 Sr/90 Y 베타
선원과 820 nm 파장의 1.0 W 적외선 레이저가 부착

시료에 대해 980±20oC에서 1시간 강열한 후, 강열
전 무게와 강열 후 무게를 계산하여 백분율로 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시료에 포함된 점토 광물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X’pert MPD XRD(Philips 社)로 분석
하였고, 점토 광물의 정량화에 SIROQUANT v3.0
software를 사용하였다(측정 조건: Tube: Cu / Scan
angle(2θ): 3-65 / Step size(2θ): 0.01 / Time per step(s):
0.25 / Scan speed(s): 0.04 / Generator tension(kV):
40 / Generator current(mA): 30).

4. 연구 결과
4.1. 단구 퇴적물 특성과 층 구분
연구 단면의 하위 해발고도 4.8 m까지는 풍화된 응회
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이 진 쇄설물들이 관찰되는데,
이의 성격이 기반암 및 풍화대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연구 단면 퇴적층은 해발고도
4.8 m에서 8.8 m까지이며, 구성 물질과 색, 대자율 등
의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부로부터 4개의 unit
로 나눌 수 있다(그림 2, unit I: 4.8-5.3 m, unit II:
5.3-6.9 m, unit III: 6.9-8.3 m, unit IV: 8.3-8.8 m).
각각의 퇴적층에 대한 관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unit I은 약 0.5 m의 두께로 진갈색-적색(7.5YR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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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thologic units and their descriptions.

2.5YR 5/8)의 모래질 실트층이다. 황갈색 부분은 오랫
동안 노출로 인해 철분의 용탈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
다. 그 하부는 적갈색을 띠지만, 부분적으로 하얀 반점
들이 보인다. 이는 구성 점토 광물의 풍화로 인해 카
올리나이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Unit II는 약간의 분홍색조를 띠는 진갈색-적갈색
(7.5YR 5/6-5YR 5/6)의 점토질 실트층이다. 해발고도
5.5 m 부근에 3-5 cm의 둥근 규암질 자갈이 소량 포함
되는 것으로 보아, 폭풍 이벤트에 의한 자갈의 이동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unit의 상위(해발고도
6.3 m)에는 지하수 순환 과정에서의 Mn 집적을 보여
주는 검은 반점들이 관찰되고 바로 위에 소량의 규암

질 자갈이 포함된다(그림 2). 이 층에서는 적갈색 층이
황색 또는 백색으로 탈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풍
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소의 용탈이나 카올리나이트 등
2차 광물 생성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Unit III은 자갈을 포함하는 모래질 실트층이며, 매
질 색은 암갈색-적색(7.5YR 4/4-2.5YR 4/6)을 나타낸
다. Unit III에 포함된 자갈은 세 층으로 구분된다. 하
부에는 아원력-아각력 형태의 크기가 다양한 규암질과
약간의 운모편암질 자갈(1-10 cm)들이 무질서하게 퇴
적되어 있고, 중간의 약 7.5-7.9 m 구간에는 둥글고
납작한 규암 및 편암질 잔자갈(1-3 cm)들이 모래와 함
께 약간의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다. 상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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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와 유사한 양상으로 자갈이 퇴적되어 있다.
Unit IV는 아원력-아각력 형태의 다양한 크기(15 cm)의 규암, 편암, 편마암과 드물게 응회암질 자갈이
포함된 갈색(10YR 4/3)의 토양이 주를 이룬다. 최상부
에 해당되는 두께 약 30 cm 정도의 갈색 토양은 현
재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4.2. OSL 연대 측정 결과
석영을 이용한 루미네선스 연대 측정은 조립질 석영
(90-250 μm)을 이용한 방법(coarse grain method)과 세

립질 석영(4-11 μm)을 이용한 방법(fine grain method)
으로 나눌 수 있다. 조립질 석영의 분리는 세립질 석
영을 분리하는 전처리 방법에 비하여 그 과정이 단순
하고 전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반면, 세립질 석
영의 분리는 여러 전처리 과정을 거치며 최소 2주 이
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polymineral
을 이용한 post-IR OSL 연대 측정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post-IR의 경우 장석으로부터의 루미네선스 시
그널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립질 석영만을 분리하여 루미네선

Fig. 3. The natural OSL decay curve for an aliquot of IJ series (a) and the SAR?dose response curve (b) and sensitivity (Tx/
Tn) measured for repeated regeneration cycle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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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각각 시료들의 루미네선스
신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루미네선스 감쇄 곡선
(natural OSL decay curve)을 분석하였다. 연대측정
시료들의 자연 루미네선스 감쇄 곡선은 높은 광여기
루미네선스 신호(OSL intensity)를 보였으며 빠르게 감
쇄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3a). 이는 분리된 석영이
빛에 민감하여 빠르게 감쇄하는 루미네선스 성분이 우
세함을 나타낸다. 루미네선스 측정 시 민감도의 변화
는 반복되는 시험 선량의 Tx/Tn(Tx: 재현선량 측정
단계의 시험선량, Tn: 자연선량 측정 단계의 시험선량)
비율을 서로 비교하여 민감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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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각각의 시료들은 측정 주기(measurement
cycle) 별로 1.1 이내의 매우 낮은 민감도 변화를 보인
다(그림 3c). 이는 측정 주기 증가에 따른 민감도의 변
화가 매우 적으며 안정화됨을 나타낸다. 성장 곡선의
경우, 모든 시료들에서 exponential+linear component
로 fitting되며, natural dose 값을 성장 곡선에 내삽할
경우 linear component에 도시된다. Linear component
의 경우, 성장 곡선이 500 Gy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
하기 때문에 natural dose가 saturation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그림 3b).
표 1과 그림 4는 연구 단면에서 4개의 OSL 연대

Fig. 4. Histograms, weighted histograms and radial plots of De distribution of IJ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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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ose rate information, equivalent dose(De) values and OSL ages for the Ijin-ri deposits. Data were derived from
silt-sized quartz (4-11 µm).
Lab. No
(height)

Water content Alpha dose
(%)a
(Gy/ka)

Beta dose
(Gy/ka)

Gamma dose
(Gy/ka)

Cosmic dose
(Gy/ka)

Dose rate
(Gy/ka)

De
(Gy)

Age
(ka, 2σSE)

IJ 1-1
(7.51 m)

23±5

0.42±0.21

1.67±0.11

1.08±0.06

0.17±0.01

3.34±0.24

403±12

121±10

IJ 1-2
(6.49 m)

38±5

0.47±0.24

1.71±0.10

1.21±0.06

0.15±0.01

3.54±0.26

454±8

128±10

IJ 1-3
(5.41 m)

41±5

0.41±0.21

1.76±0.10

1.15±0.06

0.13±0.01

3.45±0.24

440±8

128±9

IJ 1-4
(4.95 m)

28±5

0.46±0.23

1.86±0.11

1.21±0.07

0.12±0.01

3.65±0.26

555±7

152±11

a

The water content is expressed as the weight of water divided by the weight of dry sediments.

Fig. 5. The revised age-elevation diagram from Stirling et al., 1995 and 1998 and OSL age results in this study.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각각의 시
료에서 얻어진 등가선량들을 히스토그램에 도시한 결
과 등가선량의 분포가 좁은 영역에 집중됨을 알 수 있
다(그림 4a, b). 이는 방사상 도시(radial plot)에서도
좁은 분포 범위로 관찰된다(그림 4c). 이러한 특징들은
등가선량의 재현성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그림 5의 검은 원으로 나타낸 연대는 호주 서부 연
안의 산호를 대상으로 우라늄 시리즈로 측정한 연대이
다(Striling et al., 1995; 1998). 연대 측정 방법 및
대상이 달라서 이번 연대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
지만, MIS 5e 연대구간이 121-128 ka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조화롭다. 본 연구에서는 IJ 1-1
~ IJ 1-3까지는 121-128 ka의 연대 분포 범위를 보이
며, IJ1-4는 152 ka로 측정되었다. Unit II와 III은 오
차 범위 내에서 거의 유사한 연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약 1.5 m의 구간의 퇴적물이 거의 동시기에 퇴
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높은 퇴적률은 급

격한 해수면 상승 및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4.3. 단구 퇴적물의 물리적 특성
연구 단면 unit I은 응회암 풍화대의 상부에 위치하
여, 주로 실트와 모래로 이루어진 50 cm 두께의 옅은
진갈-적색 퇴적층이다(그림 2와 6). 평균 입도와 모래
의 함량비는 상부로 가면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실트와 점토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인
다. unit II는 조간대 환경에서 퇴적된 주로 실트로 이
루어진 층이며 하위에 소량의 둥근 자갈, 중간 및 상
위에 약간의 둥글거나 각진 자갈이 포함되어 있다. 상
위 자갈이 분포하는 근처에 망간 집적 흔적이 있는 것
으로 보아 지하수의 유동이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보
인다. 미량의 모래와 약간의 점토가 포함되어 있고 모
래가 미량이나마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점토도 같이 증
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또한 이 구간에서 함수율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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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rain size, magnetic susceptibility and water contents of sediments from the study site. The blue circles means that
the peaks of water contents and magnetic susceptibility match with those of clay minerals. The blue arrows connect the
peaks of sands and the corresponding peaks of clays.

자율도 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Unit III에서는
중간에 1-3 cm 크기의 자갈층이 있고 상부와 하부에
1-10 cm 크기의 자갈층이 분포한다. 자갈 분포 구간에
서의 입도 분포를 보면 모래는 대개 자갈과 동일한 고
도에 분포하나 점토는 이보다 약간 상부에 나타나며,
약간의 고도 간격을 두고 자갈/모래와 점토의 분포 사
이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퇴적환경은 쇄설물의 유입이 이뤄지고 이들이 파도에
마모가 일어나는 해빈상부의 퇴적환경으로 보인다. 물
론 폭풍이나 홍수 등의 이벤트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
으나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함수율은 unit III에서
는 부분적으로만 규칙성이 보인다. 대자율은 점토 분
포 구간과 약간의 조화를 보이고 있는데, 점토 유입시
적철석 등 광물의 유입도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Unit IV 구간에서의 대자율은 상부에서 큰 값을
보이고 하부로 가면서 크게 감소한다. 또한, 실트와 점
토는 하부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상
대적으로 모래의 비율은 증가한다.
4.4. 퇴적물의 무기화학적 특성
4.4.1. 주요 성분 분포
그림 7은 주원소를 Al2O3로 노말라이징한 것으로,
SiO2/Al2O3, Fe2O3/Al2O3, MgO/Al2O3, K2O/Al2O3,

Na2O/Al2O3, MnO/Al2O3 값들은 unit 별로 각기 다른 변
화 양상을 나타낸다. 그 중 Fe2O3/Al2O3와 MgO/Al2O3
는 unit II에서 변화 양상이 뚜렷하다. 특히, 그림 6에
서의 점토 광물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Fe2O3/Al2O3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 구간에서
MgO/Al2O3의 변화 폭도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라
이트의 분포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
로 MnO/Al2O3는 unit II 구간에서 크게 증가했다가
unit III에서 다시 감소하는데, 이는 지하수 유동으로
인해 2차적으로 Mn이 집적된 것으로 보인다. SiO2/
Al2O3, K2O/Al2O3와 Na2O/Al2O3 비는 unit III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많
은 쇄설물 유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4.4.2. 미량 성분 분포
해빈에 부화되어 있던 Zr은 폭풍 해일 등의 이벤트
에 의해서 조상대로 이동되는 것이 흔히 관찰되는데,
본 연구지역 unit II와 III의 Zr/Al 변화는 이벤트성으
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래와 자갈 구간과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다(그림 6과 8). Sr은 패각과
관련성이 높아 CaO와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이나,
unit III에서처럼 풍화과정에서 쉽게 용탈되고 Sr만 높
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그림 6). P2O5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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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main elements/Al2O3 of the study site. The blue arrows show the increasing and decreasing trends of the ratio.

Fig. 8. The variations of P2O5/TiO2, CaO/TiO2 and Ba/Al in the study site. The blue arrows show the increasing and
decreasing trends of the each ratio.

유기물 함량과 관련성이 높은 인자이며, Ba은 바다 생
산력을 대표하는 인자이다(Costa et al., 2016). 두 인
자를 비교해보면, unit III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해양 생산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3. 주요 점토 광물 분포
연구 단면에서 약 30 cm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광물의 정량 분포 및 주요 원소 분포를 분석하였다.
광물의 분포는 unit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unit 별 점토 광물 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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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atios of clay minerals in the study site.
Unit

Plot number

Mean sea level (m)

Illite (%)

Kaolinite (%)

Chlorite (%)

IV

⑬

8.5

61.4

22.3

16.2

⑫

8.2

37.7

51.1

11.2

⑪

7.9

35.7

50.9

13.3

⑩

7.6

42.5

49

8.6

⑨

7.3

47.1

45.5

7.4

⑧

7

46

37.2

16.8

⑦

6.7

63.6

36.4

0

⑥

6.4

63.9

35.3

0.8

⑤

6.1

63.2

34.4

2.3

④

5.8

63.3

36.7

0

③

5.5

66.9

33.1

0

②

5.2

68.9

31.1

0

①

4.9

57.1

29.6

13.3

III

II

I

연구 지역의 점토 광물 비를 비교해 보면, 실트가
주를 이루는 unit II는 주로 일라이트와 카올린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일라이트의 경우 unit II 전체가 60% 이
상의 높은 값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unit들에서는 녹니
석이 7-16% 정도 함유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라이트의
값이 낮아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카올린 함유량이 높
으면 일라이트의 함유량이 낮게 나오고 녹니석도 일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퇴적 이후
의 토양화 과정을 거치면서 녹니석이 2차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5. 토

의

Kim et al.(2005; 2007a; 2007b)은 동해안 해안단구를
대상으로 울진-경주 사이의 제 3단구(고도 30-45 m)의
OSL 연대를 104 ~ 126 ka로 제시하였다. Yoon et
al.(2014)은 울산 강동 일대 해안단구 중 저위 I면
(25 m)을 MIS 5e 동안에 형성된 것으로 제시하였다.
Choi(1995, 2006) 및 Choi and Koiwa(2015)의 연구
에서는 동해안 강릉-묵호 해안의 18 m 고도에 최종간
빙기 해성층이 형성되었고, 그 이후 해퇴기(MIS 5d 혹
은 5b)에 단구화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 동남
해안 및 서남해안과 일본 쓰가루 서해안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Choi(2006)는
전남 해남군 소안도의 북서해안에 발달한 해발 50 m
이하의 구정선 고도 해안단구 중에서 고도 18 m 단구
를 기준으로 하여 융기율을 계산하여, 동해안과 유사
하게 대략 0.1 mm/년으로 나타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남해안에 관한 절대 연대 모델이 매우 부족한 시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절
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신뢰성 높은 절대 연대 모델과
해성 자갈 및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양한 프록시 자료
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아열대화에 대비한
MIS 5e 동안의 해수면 변동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 지역 주변의 약 5 m 높이 단구에서는
신선한 둥근 자갈이 관찰되며, 약 8-9 m 의 단구 상
부에서도 약간의 둥근 자갈들이 관찰된다. 또한 연구
단면에서도 둥근 자갈들이 일부 관찰되는데, 표층에서
약 50 cm 정도 하부로 가면 바로 자갈을 포함한 갈
색의 모래질 실트층이 분포한다. 이 층에 대한 OSL
연대 측정 결과는 없지만, 주변 지역 퇴적층과 대비
시켜 볼 때 홀로세 층으로 추정된다.
해안단구를 대상으로 MIS 5e의 절대 연대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OSL 절대 연대의 신뢰
도에 대한 토론을 거친 이후에, 단구 퇴적층의 물
리 · 화학적인 특징과 구성 광물 중 점토 광물의 정량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연구 지역 퇴적층의 MIS
5e 동안의 해수면 상승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5.1. OSL 연대 신뢰도에 대한 고찰
석영을 이용한 루미네선스 연대 측정은 간빙기 최온
난기(MIS 5e)의 연대 측정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Chang et al., 2014; Kim et al., 2015; Lanothe,
2016; Wang et al., 2016). 특히, 석영은 장석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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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퇴적물이 운반 · 퇴적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신호들
을 더 빠르고 완벽하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루미네선스
연대 측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 장석을 활용
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장석이 더 오래된 연대 측정
(MIS 7~)에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지시하고 있다. 세
립질 석영의 경우 조립질 석영에 비하여 루미네선스
신호의 포화 정도 (saturation level)가 높기 때문에
MIS 5e의 연대 측정에 더 적합하다(Chang et al.,
2014; Kim et al., 2015; Wang et al., 2016). 따라
서 이번 연구에서는 세립질의 석영 입자만을 분리하여
연대 측정에 활용하였다. 루미네선스 특성을 반영한 등
가선량의 통계학적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등가
선량 값들은 일정하고 좁은 범위 내에 도시되며 radial
plot에 도시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모든 등가선량 값들
이 2-sigma 영역 내에 도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측
정된 루미네선스의 등가선량 값이 재현성이 매우 우수
하며 OSL 연대 측정에 사용된 석영 시료들이 퇴적 과
정에서 bleaching이 잘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OSL 적
용이 적합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각의 루미네선스
신호들은 연대 측정 특성에 적합하며 연대 측정이 가
능한 성장 곡선의 범위 내에 내삽되었기 때문에 연대
측정 결과의 신뢰도가 높음을 지시한다.
5.2. 퇴적물의 물리 · 화학적 특성 고찰
연구 단면의 unit II에서 모래와 점토 비율의 증가
피크가 보이는 지점들에서 철과 망간 함유량 피크도
동일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그림 6과 7). 그리
고 상위로 가면서 이 두 성분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함께 대자율도 유사한 피크들을 나타내
며, 그 강도가 상위로 가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 지역의 남쪽 약 7 km에 위치한 영전리 미고화
퇴적층에서는 이벤트(태풍) 층에 사면 쇄설물들이 서로
섞여서 퇴적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의 대자율은 쇄
설물 유입량과 조화를 이룬다. 본 연구 단면에서도 모
래와 점토 증가 구간에서 대자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주변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 중 철 산화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MgO/Al2O3의 비는 일라이
트의 함유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unit II에
서 크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Unit III은
unit II의 실트 구간이 끝난 이후, 자갈 · 모래 · 점토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실트의 양은 감소하는 구간이
다. 고도 약 6.9-7.3 m 구간에 대해 자갈 · 모래 · 점토
퇴적물이 증가하는 하나의 사이클로 본다면, unit III에
서는 3회의 사이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구간에서 SiO2/Al2O3, K2O/Al2O3와 Na2O/Al2O3의
비가 최대치를 보이는데, 이는 주변으로부터 쇄설물이
많이 유입된 것을 의미한다. 형성 연대로 보면 unit II
구간이 128 ka에 형성되었고, unit III 구간 중에서는
고도 7.5 m 지점의 연대가 121 ka이므로, unit III의
첫 번째 사이클이 나타나는 구간은 최후 간빙기 최온
난기(MIS 5e) 중에서도 가장 해수면이 높았던 시기와
일치하며, Stirling et al.(1995; 1998)의 결과를 참조
하면 약 125 ka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5).
Sr은 해성 기원 퇴적물 유입을 지시하는 인자이며
(Woodruff et al., 2009), Ba은 바다 생산력을 대표하
는 인자이다(Costa et al., 2016). Unit II와 III 구간
을 보면, Sr/Al과 Ba/Al의 비는 unit II의 하위에서 상
위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며 unit III의 하위에서 급격
히 증가하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특히 이들의 증가 폭이 매우 커지는 것은 해양 퇴적물
의 증가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양 생산
성이 증가하면서 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당시의 해수면 상승의 추세도 같이 나타내는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28 ka에서 125 ka로 오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 피크를 지난 이후
121 ka으로 오면서 다시 해수면이 급격히 하강하는 양
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SiO2/Al2O3, K2O/Al2O3와
Na2O/Al2O3의 비도 unit III의 최하부 사이클에서 최대
치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급격한 해수면 상승과 함께
강우량도 증가하여 배후 산지로부터의 쇄설물 유입도
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해변의 상부에 유
입된 쇄설물들은 파도의 작용으로 마모작용이 일어나
고 비교적 나중에 유입된 것들은 마모작용이 덜 이뤄
진 상태에서 퇴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unit III
에서의 이러한 각각의 사이클들은 급격한 해수면 상승
과 강우량 등의 변화로 쇄설물의 유입량에도 변동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원력의 분포가 폭
풍이나 홍수 등의 이벤트를 지시할 수 있으나 금번의
분석자료만으로 해변상부에서의 퇴적작용과 구분하기
어렵다. 한편, 해빈에 부화되어 있던 Zr이 폭풍 해일
등의 이벤트에 의해 조상대로 이동되는 현상은 현재의
연안 시스템에서 흔히 관찰된다. Zr은 연구 지역 unit
II에서 점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unit III 구간에서
도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인자들과
변화 패턴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지하수 유
동 과정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패각과 관
련된 원소인 CaO는 전반적으로 상위로 가면서 증가
양상을 보이나,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쉽게 용탈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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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중의 하나이므로, Sr 거동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
는 것으로 보인다. P2O5는 일반적으로 유기물 함량과
관련성이 높아 CaO와 유사하게 전반적 상승 추세를
보인다(그림 8). 즉, MIS 5e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패
각의 유입이 증가하고, 식생 활동도 점점 활발해졌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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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해된다(Murakami et al., 1996).
연구 지역의 단면과 그 전면의 조간대 점토 광물,
연구 지역 남쪽에 위치한 영전리의 폭풍 퇴적층의 점토
광물의 비를 Choi et al.(2010)의 자료와 비교한 결과
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연구 단면의 점토 광물 비를
그룹 1과 2로 나누었을 때, 그룹 1은 “② (unit I)”를
제외한 나머지가 unit II에 해당하고, 그룹 2는 “①
(unit I)”과 “⑬ (unit IV)”을 제외한 나머지가 unit
III에 해당한다. “+”로 표시된 연구 지역 현생 조간대
퇴적물의 점토 광물 비는 황해 중부 및 황허와 양쯔강
의 점토 광물 데이터와 비교할 때, 카올린 함유량에서
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하다. 또한, 해당

5.3. 점토 광물의 거동
일라이트, 카올린, 녹니석의 비는 unit 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 그림 9). 실트가 주를 이루
는 unit II에서는 주요 광물이 일라이트와 카올린으로
구성되지만, unit III에서는 녹니석이 7-17% 정도 포함
된다. Choi et al.(2010)은 황해 주변 강 하구와 황해,
중국의 양쯔강, 황허 유역의 점토 광물 비를 비교하여,
일라이트와 카올린, 녹니석의 평균비(Ill : Kao : Chl,
%)는 우리나라 강 하구가 51.8 : 12.8 : 31.8, 양쯔강
은 61.7 : 9.8 : 24.5, 황해가 61.6 : 7.8 : 22.3이며,
일라이트의 최고값은 양쯔강이 64.2%, 황해가 66.1%

값은 그룹 3의 영전리 퇴적물(과거 1,300년 간의 해양
성 폭풍 퇴적물)의 점토 광물 비의 범주에 들어가 있
다. 영전리와의 거리가 약 7 km 떨어져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연구 지역 조간대 데이터가 영전리 퇴적층의
한 점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그룹 3의 범주는 자
연스럽게 그룹 2의 범주와 연계가 되는데, 특히, 그룹

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값과 연구 지역의 점토광
물 비(표 2)를 비교해 보면, 일라이트의 경우 unit II
전체가 황해의 평균값에서 최고값에 가까운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전체 unit에서 카올린은 높고 녹니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적 후의 토양화 과정을
거치면서 녹니석이 2차적으로 변질된 결과로 보인다.

2의 “⑬”은 영전리의 데이터 범주와 가깝다. 그룹 3에
서 그룹 2에의 변화 방향이 풍화로 인한 카올린의 증
가 방향이라고 한다면, 연구 지역에 분포하는 점토 광
물은 당시의 조간대 등의 해양 기원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그룹 1의 점토 광물
구성비는 녹니석이 거의 없이 일라이트와 카올린으로

토양화 마지막 과정에서 녹니석은 카올린과 철산화물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퇴적과정을 거친 후 풍

Fig. 9. The triangular diagram shows the ratios (group 1 and 2) of illite-kaolinite-chlorite of the study site. The data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Ijin tidal flat(“+”), the typhoon deposits of Yeongjeon area (group 3), Korean rivers, Central
Yellow Sea mud, and Huanghe and Yangze rivers (Choi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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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풍화가 진
행되면서 예로 녹니석이 분해되어 철산화물과 카올린
으로 변화되면 철산화물 분포 지점은 지하수 유동 통
로가 되기 쉽다(Murakami et al., 1996). 현재도 강우
후, unit II 단면에서 지하수 유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관찰된다.
연구지역 단면의 최상단인 unit IV의 퇴적물은 갈색
을 띤다. 남해안에서의 이러한 갈색층은 대부분 홀로
세 후기 퇴적층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퇴적층에 포
함된 자갈도 단면의 다른 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
선하며, 1-3 cm 크기의 아각력 형태의 잔자갈들과 약
간 둥글고 납작한 자갈들이 분포한다. 연구 지역의 경
우, 배후 산지가 매우 가까워서 큰 강수 사상을 동반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토석류의 형태로 언제든지 아
각력 형태의 자갈이 유입될 수 있다. 반면, 둥근 자갈
은 폭풍, 해일 등의 작용을 도입하지 않으면 해석이
어렵다. 본 연구팀에 의해 조사된 다른 지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제도 관평리 해안 퇴적층의 약
7.4 m 높이에도 해성 자갈이 이동 및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었다(Lee et al., 2014). 또한, Etienne and
Paris(2010)는 아이슬란드의 남쪽 해안에서의 폭풍 연
구를 통해 boulder 크기의 자갈이 7 m 높이까지 이동
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연구 지역의 unit
IV에 해당하는 층까지도 충분히 폭풍에 의해 자갈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unit IV 층은 홀로세에
퇴적된 층으로 추정되며, 폭풍 퇴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연대 측정 및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해안 단구가
최후 간빙기의 최온난기(MIS 5e)에 형성되었음을 최초
로 보고하였다. 이는 해발고도 4.8 m에서 8.8 m까지의
단구 퇴적층이며, 4개의 세부 unit로 구분된다(unit I:
4.8-5.3 m, unit II: 5.3-6.9 m, unit III: 6.9-8.3 m, unit
IV: 8.3-8.8 m). 그 중 unit II와 III층이 OSL 연대
측정 결과를 통해 MIS 5e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해안단구 퇴적층에 포함된 원력들은 주변에 하
천이 없는 점으로 보아 주변 배후 산지에서 바다로 직
접 유입된 쇄설물들이 바다에서 마모 작용을 받은 후
재 퇴적된 것으로 간주된다. 자갈 및 모래와 점토가
약간의 높이 차이를 두고 여러 사이클로 분포하는 점
과 연대 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매우 빠른 퇴적률을 보

이는 점으로 보아 최온난기(125k; unit II 하위)를 전
후한 급격한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강우량 등의 중가
로 인해 쇄설물의 해변상부에의 유입량이 컸을 것으로
유추된다. 연구 지역의 점토 광물 비와 현재의 조간대,
황해 퇴적물의 점토 광물의 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연구 지역의 퇴적물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
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거의 해수면이 높았
던 시기의 수문 활동 및 퇴적 환경을 규명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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